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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the design case analysis of seamless knitwear in order to suggest a new

direction of high value-added seamless knitwear and seek for its possibility.

Seamless knitwear is the up-to-date knit product that is made by a knitting machine

without sewing, and it maintains elasticity of a material itself and is the closest type to the

essence of knitwear. The seamless knitwear can satisfy satisfaction of customers with more

elegance and individuality and become a method to develop a high value-added design.

This study suggests a new direction for the 21st century knitwear design through a

practical approach of seamless knitwear designs, pursues a high value fashion, and

contributes to improving national competitiveness of fashion industries in order to be a

practical research data for seamless knitwear desig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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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Ⅰ

주 일제의 정착으로 활동성이 편한 패션 제품에5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기능성과 다목적성을 갖춘

니트웨어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

고 있다1) 니트웨어는 신축성이 좋고 활동성이 뛰어.

나기 때문에 국내외 패션시장에서 그 수요가 더욱

늘어나고 고급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신.

속하고 다양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

고 있어 다품종 소량 생산에 유리하다.

니트웨어 산업은 기계 기술의 발달과 함께 많은,

변화를 거듭해 오고 있다 년대의 재봉틀 발명. 1860

이후 현재까지 의류 제조 기술의 중심을 이룬 재단

과 봉제에 의한 제조 방식은 바늘과 가위를 전혀 사

용하지 않은 봉제선이 없는 획기적인 심리스‘

(seamless)2)의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3) 오랜 역사.

동안 양말 제조에 한정되어 사용되었던 무봉제 니트

기술은 최근 들어 원사기술과 편직기계의 발달로 양

말 뿐 아니라 다양한 아이템의 의류제품에까지 도입

되고 있다.

무봉제 니트웨어는 세기 편직기술의 최고 정점21

에 선 기술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차원적인 편성기3

술을 토대로 뛰어난 착용감과 피팅감을 주어 현대인

의 심미적인 감성과 실용적인 니즈를 모두 수용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의류제조 시스템의 비약적.

인 발전으로 국내외 패션시장에서 다양한 디자인의

무봉제 니트 패션 제품이 계속 출시되고 있다4).

무봉제 니트에 관한 연구5)는 년대 이후 꾸준2000

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로 편성 방법이나 생산 공

정 등과 같은 기술적인 부분이나 착용감 및 동작성

에 관한 실험연구가 활발히 이루어 졌다 그러나 이.

에 비해 무봉제 니트의 디자인과 관련된 연구6)는 상

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국내 니트 제품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무봉제 니트 제품의 디자인 경향이나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무봉제 니트웨어.

의 최신 개발현황과 국내외 무봉제 니트웨어의 제품

사례를 통해 최근 무봉제 니트웨어의 디자인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외 무봉제 니트웨어의 디자

인 사례연구를 통해 무봉제 니트웨어에 관한 최신

경향을 소개하고 국외 제품과의 비교를 통해 고부가

가치를 지닌 국내 무봉제 니트웨어의 디자인 기획에

필요한 실질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국내와 국외로 나누어 실시하였는데,

국내 사례는 무봉제 편기가 도입되어 점차 활성화된

시기인 년부터 년 월까지 실제 국내 브2006 2010 5

랜드에서 출시된 무봉제 니트웨어 제품들을 대상으

로 하였다 여성니트웨어를 중심으로 실제로 여개. 20

사의 브랜드에서 출시된 무봉제 니트웨어를 대상으

로 연구자가 실무에 있어서 시장조사를 통해 얻은

사진자료와 실물샘플을 대상으로 총 점을 대상273

으로 아이템별로 분석하였다 국외 사례는 자료와.

사진만으로는 무봉제 기법의 니트인지 육안으로 구

별할 수 없으므로 연구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무봉제 니트 기계를 생산하는 대표적인 업체인 시마

세이키(Shima Seiki)사의 편직기 홀가먼트(Whole

Garment)7)와 독일 스톨 사의 니트 앤 웨어(Stoll)

(Knit & Wear)8)를 중심으로 하였다 부터. 2006 S/S

까지 여성니트웨어를 중심으로 무봉제 니2011 S/S

트임이 명시되어 있는 니트웨어 카탈로그와 잡지,

인터넷 자료 총 점을 대상으로 하였다476 .

.Ⅱ 무봉제 니트웨어의 개념과

개발 현황

무봉제 의 사전적 의미는 솔기가 없는(seamless) ‘ ’,

하나의 것에서 다른 것으로 어떠한 방해나 문제없‘

이 이동하는 완벽하고 어떠한 결함이나 실수가 없’, ‘

는 것’9)을 말한다 무봉제 니트웨어. (Seamless

란 봉제선이 없는 완제품으로 재단과 봉제Knitwear)

과정이 없으며 편직기 내에서 모든 공정이 끝나는

니트웨어이다 디자인된 프로그램에 맞춰 성형으로.

편직 되면서 기존의 재단 봉제 사시 공정, , 10) 없이

입체적으로 편직된 니트 제품이다.

무봉제 니트는 니팅의 역사만큼이나 오래 된 것으

로 봉제과정 없이 수작업으로 둥글게 니트를 짜는 기

술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역. 사적으로 볼 때 5

세기경 이집트의 샌들용 양말 조각도 무봉제 기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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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제작된 것이라 할 수 있다11). 니트웨어는 편

기의 발달과 함께 많은 변화를 거듭해 왔다12) 기계를.

사용하여 양말 모자 등의 무봉제 니트의 완벽한 예를,

만들게 된 것은 세기 말20 13) 부터로 년 일본의1965

시마세이키사가 택시기사와 건설 노동자들을 위한 무

봉제니트장갑편기를고안한것이그시작이었다.

이후로 시마세이키사는 줄곧 무봉제 니트 기술의 선

두주자가 되고 있으며 년 이태리 밀라노의 국제1995

섬유기계상품전시회인 에서 무봉제 니ITMA ‘95「 」

트웨어 편기인 홀가먼트 를 발표‘ (Whole Garment)’

하면서 의류 제품을 위한 편기를 처음으로 내놓았

다 업계의 오랜 꿈이었던 무봉제 니트웨어가 현실.

화 된 것으로 기계 편직기가 영국에서 발명된 지

여년만의 일이다400 14) 시마세이키사가 개발한 편직.

기는 디자인만 지정하면 시간당 한 벌의 니트웨어가

완성되며 기존의 부위별로 별도 제작하여 봉제가공, �

하는 공정이 불필요하므로 시간의 단축과 원가절감

효과가 큰 특징이 있다.

경편 니트에서는 년 이세이 미야케1997 (Issey

가 새롭게 제안한 기법이자 브랜드 네임인Miyake)

한장의 천 이 시초로A-POC ( : A Piece Of Cloth)

볼 수 있다 한 장의 원단이 바로 하나의 옷이 된다.

는 의미의 은 전혀 새로운 개념의 의상으로A-POC

기술의 이미지와 적용의 동시적인 도약을 뜻한다‘ ’
15) 그림 은 컴퓨터제어와 날실 니팅기술< 1>. A-POC

그림 의 디자인 구성< 1> A-POC http://blog.designdb.com/world

을 통해 이루어지며 개별적인 체인 스티치에 의한

메쉬 조직으로 소재를 만든다 양말에서 바디(mesh) .

사이즈의 의상까지 생산할 수 있으며 다양한 네크라

인과 칼라 길이와 폭이 가능하여 디자인에 따라 폭,

넓은 표현이 가능하다16).

이처럼 무봉제 니트웨어는 일본이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일본 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 지역에서도 꾸

준히 개발되고 있다 미국 디자이너인 로렌스 스틸.

은 컬렉션에서(Lawrence Steele) 2000/2001 F/W 3

차원의 입체감을 갖는 텍스처의 무봉제 스웨터를 선

보였다 그림 런던의 니트 디자이너 카트리나< 2>.

라드반(Caterina Radvan)17)은 독특한 비대칭적 디자

인과 착장시 생성되는 드레이프가 봉제선을 대신하

는 독특한 디자인의 무봉제 원피스와 펠트화된 램스

울을 이용하여 자연스러운 드레이프가 특징적인 원

통형의 무봉제 탑을 선보였다 그림 무봉제 니< 3>.

트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은 스트레치 합성 얀을 사

용한 이탈리아 디자이너 에밀리오 카발리니(Emilio

의 디자인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Cavallini) 18) 에밀리.

오 카발리니는 우아한 드레이프나 우아한 커브 독,

특한 무늬를 즐겨 사용하며 세련된 무봉제 바디웨어

제품을 즐겨 디자인하였다 그림< 4>19).

특히 이탈리아의 산토니 사(Santoni) 20)는 유럽의

무봉제 니트산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최.

근 들어 전 세계 바디웨어 시장의 정도를 무봉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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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로렌스 스틸< 2>

2000/2001 F/W

Knitwear in Fashion, p.131

그림 카트리나 라드반의< 3>

무봉제 탑 년1999 Knitwear in
Fashion, p.125

그림 무봉제< 4> Emilio Cavallini

원피스 2010 S/S

http://shop.emiliocavallini.com

제 의류가 차지하고 있는데21) 무봉제 편직기의 선,

두에 있는 산토니사도 이러한 세계시장동향에 중요

한 역할을 하고 있다 산토니사는 월포드. (Wolford)

의 복잡한 자카드 패턴이나 심플한 스트라이프로 이

뤄진 속옷부터 아우터 웨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무

봉제 바디웨어를 가능하게 하였다 월포드는 필립.

스탁 허브 리거 장(Philippe Starch), (Herve Leger),

폴 고티에 와 같은 최고의 디자(Jean Paul Gaultier)

이너들과 경계들을 허물면서 콜라보레이션 작업을

선보였다22).

또한 이탈리아의 젊은 니트 디자이너 사베리오 팔라

텔라( 도 시마세이키사의 홀가먼트Saverio Palatella)

편기를 이용한 일련의 무봉제 니트웨어를 디자인하였

다 그림< 5>23) 캐나다 디자이너 마크 패스트. (Mark

는 가장 최신의 니트 생산 기술을 사용하여 간단Fast)

하고 세련된원피스를디자인하였다24) 마크패스트는.

에 비스코스 앙고라 라이크라 실을 사용한2010 S/S , ,

가볍고얇은거미줄모양의무봉제드레스를디자인하

였다 그림< 6>25).

이처럼 무봉제 니트웨어는 세기 말 무봉제 니트웨20

어 기계가 도입된 이래로 관심을 받기 시작한 새로운

개념의 니트웨어로 테크놀로지가 결합된 미래지향적

인패션분야라할수있다. 무봉제 니트는 차원의 편3

성으로 인체의 바디라인을 입체적으로 살려줄 수 있

으며 조직의 변화를 통해 다양한 디자인 전개가 가

능하다. 현재 국내에서도 년대 이후 편기가 도입2000

된이후꾸준히개발중에있다.

그림 사베리오< 5>

팔라텔라의무봉제

니트웨어 2009 S/S

http://www.sfilate.it

그림 마크 패스트< 6> 의

무봉제원피스 2010 S/S

http://www.theaustralian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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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무봉제니트웨어의디자인특성.

신체에 따른 실루엣1.

인체라인의 입체적 표현1)

인체의 곡선에 따라 허리선 암홀선 어깨선 등, ,

신체에 맞는 피트감과 입체적인 실루엣이 가능하다.

재단과 봉제가 들어간 제품은 다트나 절개로 입체감

을 최대한 구현하지만 무봉제 니트웨어는 봉제선이

없는 차원의 형태로 편성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3

입체적 실루엣이 만들어진다 그림 은 어깨선과. < 7>

네크라인 암홀 등에 봉제선 없이 자연스러운 실루,

엣으로 무봉제 니트웨어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

다 특히 헤비한 제품이나 하이 게이지 니트로 인체.

에 피트되는 경우 무봉제 니트의 장점을 더욱 살릴,

수 있다.

자연스러운 피트 앤 플레어 표현2)

그림 무봉제 니트웨어의 실루엣< 7> 카탈로그Shimaseiki Wholegarment

그림 무봉제 제품의 구조적 변형< 8> Stoll Trend Book 2007 S/S

일반적으로 횡편기는 편성물의 좌우에서 코 줄임,

코 늘림을 하는 반면 무봉제 편기는 사방에서 코 줄

임 코 늘림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피트 앤,

플레어의 표현이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무봉제.

니트 원피스나 스커트에서 우아한 느낌의 피트 앤

플레어 실루엣이 많이 선보이고 있다

구조적 변형2.

패턴에 의한 구조적 변형1)

무봉제 니트웨어는 편성 기법의 변화를 통해 패턴

에 의한 구조적인 변형을 얻을 수 있다 좌우 언밸.

런스의 헴 라인 소매 형태 위치의 변형 앞 뒤 형, , ,

태감의 변형 등 과장 축소 표현을 통해 구조적인 변

형을 줄 수 있다 원피스 하단의 형태 변형과 헴 라.

인의 변화 과장된 소매의 편성을 통해 창의적인 디,

자인 구현이 가능하다 그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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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장연출에 의한 구조적 변형2)

무봉제 니트웨어는 시접이 없고 이음선이 없기 때

문에 안과 밖의 구분이 되지 않으며 리버서블

(reversible)26)이 가능하다 양면으로 착용하는 리버.

서블은 다양한 방식의 착장을 가능케 하여 스타일의

연출 폭을 넓혀준다 시접이 없으므로 양면으로 착.

장해서 다른 표면감을 표현할 수 있으며 이음선이

없으므로 디자인에 따라 앞뒤를 뒤집어 착장하는 연

출법에 의해 새로운 느낌을 줄 수도 있다.

조직에 의한 표면효과3.

조직의 조합에 의한 표면효과1)

무봉제 니트에서는 서로 다른 조직의 조합을 통하

여 절개선이나 다트의 효과를 대신할 수 있으며 표

면효과로 인한 면 분할의 효과를 줄 수 있다 일반.

횡편기와는 달리 좌우로 랙킹27)의 폭이 넓어서 맞주

름 같은 효과도 낼 수 있으며 터크28) 기법으로 인해

변화감 있는 조직과 기본 조직 펄편, 29) 조직 레이스,
30)조직 등 다양한 조직이 가능하다.

게이지리스 효과2) (gaugeless)

지금까지의 고정된 게이지31) 의 개념에서(gauge)

벗어나 한 벌의 옷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게이지를

표현할 수 있는 이 게이지 편성물 및 게이지리스( )異

니팅이 가능하다 한 벌의 옷 안에서 서로 다른 게.

이지가 함께 편성되는 경우 게이지리스 효과를 주,

어 다양한 디자인 표현이 가능하다 그림 는 게. < 9>

이지리스 효과를 통해 두 겹의 옷을 겹쳐 입은 듯한

착각을 주며 다양한 디자인 변형의 가능성을 보여준

다.

인타샤 효과3)

홀가먼트 편직기의 니들베드의 증가32)로 인해 다

색이 들어간 니트의 편성효율이 증가되었다 기존의.

횡편기로 인타샤를 편성할 경우 인타샤 부분을 편성

한 후 다음 편성을 위해서 불필요한 얀 캐리어의 이

동구간이 발생하여 생산 소요시간이 많이 필요하나,

무봉제 편기에서는 얀 캐리어 킥 백장치를 통해 불

필요한 구간을 없애 생산 효율을 극대화시키고 있

다 전체 인타샤로 편직하기도 하고 포켓 앞단의. ,

부분 등에 인타샤 배색을 하기도 한다 그림< 10>.

그림 게이지리스< 9> 효과

Stoll Trend Book 2007/08 F/W

그림 케이블 인타샤< 10>

Stoll Trend Collection 2006/07 F/W

디테일4.

무봉제 니트웨어는 코 줄임과 늘림에 의해 입체적

인 형상의 표현이 가능하다 특히 암홀의 경우 소매.

가 없는 슬리브리스의 표현이 자연스럽고 소매가,

달린 스타일에서도 무봉제 니트웨어만의 정교한 라

인을 연출 할 수 있다 목선은 원통형으로 편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라운드 형태와 풀오버 형태가 대

부분이다 칼라가 달린 형태는 싱글 조직으로 약하.

기 때문에 부분 공정 작업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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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라운드 형태 또한 반 바퀴 양두로 끝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장력을 위해 부속을 대는 부분.

공정 작업도 가능하며 변화감 있는 목선을 표현하기

도 한다 어깨의 곡선 형태에 맞게 입체적으로 편직.

할 수 있다 디자인에 따라 경사도를 달리 할 수 있.

으며 앞판과 등판의 코를 줄여 경계선에 앞 등이 이

어지도록 하여 조직감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편직에서 트임을 주어 디자인에 다양한 효과를

줄 수 있다 목선의 트임 옆선 포켓 등 다양한 위. , ,

치에서 재단 없이 트임을 주어 매끈하고 시접이 없

어 투박스럽지 않다 밑단 시작부분은 리브 또. 1x1

는 리브 후 반 바퀴 펄편 조직으로 단의 느낌을1x1

표현하기도 하고 스판사를 넣어 늘어나는 것을 방지

하기도 한다.

Ⅵ. 국내외 무봉제 니트웨어

디자인경향 분석

무봉제 니트웨어의 디자인 사례를 국내33)와 국외
34)로 나누어 아이템 별로 디자인 특징을 살펴보았

다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표 과 같다. < 1> .

국내 무봉제 니트웨어 디자인1.

풀오버1)

풀오버는 국내 무봉제 니트웨어 중 비중이 가장

높은 아이템으로 기본형의 실루엣에 배색이나 조직

에 변화를 준 스타일이 가장 보편적이다 라운드 또.

는 터틀 네크라인에 케이블 조직이나 펄편 조직 리,

브 조직을 활용한 기본형이 주를 이루며 장식적인

요소가 적고 심플하다 캐릭터 캐주얼 브랜드의 풀.

표 연구에 사용된 국내외 무봉제 니트웨어 자료< 1>

아이템

구 분
풀오버 카디건 원피스 베스트 스커트 슬랙스 합계

국내 (N=273)
97

(35.5%)

28

(10.3%)

62

(22.7%)

25

(9.2%)

58

(21.2%)

3

(1.1%)

273

(100%)

국외 (N=476)
145

(30.5%)

65

(13.7%)

119

(25%)

20

(4.2%)

58

(12.2%)

69

(14.5%)

476

(100%)

오버는 형태의 변화를 둔 구조적인 실루엣이 많이

나타났다 라운드 네크라인의 플레인 조직으로 터크.

조직을 이용한 풀오버 그림 스트라이프 배색으< 11>

로 캐주얼한 느낌을 주며 목선에도 동일 배색이 들

어가 통일감을 주고 있으며 상체는 피트하고 하단,

은 플레어지는 풀오버 그림 는 트롱 페이유 기< 12>

법으로 칼라모양을 편직을 달리해서 표현했다.

카디건2)

라운드나 네크라인 형태의 목선과 기본형의 실루V

엣이 주를 이루고 있다 소재를 합사하거나 케이블.

조직 기본 리브 조직으로 조직감을 표현한 디자인,

이 대부분이며 포켓이나 네크라인 헴 라인 등에 변,

화를 준 디자인도 있었다 앞이 오픈되기 때문에 부.

분공정35)이 들어간 스타일이 많았으며 서로 다른,

소재를 합사하여 펄편으로 편직한 기본형 카디건 그<

림 케이블 조직이 들어가 조직의 넓이가 자연13>,

스럽게 줄어들며 몸매를 날씬하게 표현하는 카디건

그림 도 많이 나타났다 앞이 오픈되는 형태와< 14> .

소매가 달리는 스타일은 편직 시간이 길어져 생산

원가의 상승을 야기하며 판매가 대비 무봉제 니트의

특징이 효과적으로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 국내

의 무봉제 제품 중 비중이 적은 편이다.

원피스3)

무봉제 원피스는 사방에서 자연스러운 코 줄임 헤(

라시)36)과 코 늘림 휘야시( )37)으로 자연스러운 피트

앤 플레어의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산비중이 높

은 아이템이다 특히 미세스 브랜드에서 스커트 다.

음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아이템이다 중년여성들.

에게 어울리는 편안하면서도 우아한 피트 앤 플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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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스트라이프< 11>

풀오버 2010 S/S

그림 피트 앤 플레어< 12>

풀오버 2008/2009 F/W

그림 펄편< 13>

카디건 2008 S/S

그림 케이블< 14>

카디건 2009/2010 F/W

그림 코쿤 실루엣< 15>

원피스 2007 S/S

그림 비대칭 헴< 16>

라인 원피스 2006 S/S
그림 터크< 17>
원피스 2008 S/S

그림 피트 앤< 18>
플레어 원피스 2009

S/S

의 스타일이 대표적이다 캐릭터 캐주얼 브랜드에서.

는 플레어형 또는 허리선이 올라간 엠파이어 스타

일 코쿤 실루엣 등 스타일이 더욱 다양하며 차원, 3

편성에 의한 입체적인 암홀과 어깨선의 표현 등 탁

월한 외관을 보였다 목선 부분은 부분 사시 공정으.

로 보우트 네크라인 또는 터틀 네크라인 등 다양한

형태를 보였다.

소매가 달리는 디자인은 암홀에 부분공정이 들어

간 경우가 많았으며 소매의 유무에 따라 생산원가,

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슬리브리스 형태의 원

피스 비중이 높았다 소재에 따라 비침의 유무에 의.

해 슬립이 들어간 디자인도 많다 그림 의 디. < 15>

자인은 밑단과 소매 부리에 스판 사를 넣어 코(span)

쿤 스타일 효과를 주고 바디는 반 바퀴 펄편 조직에

코 줄임 코 늘임을 활용하여 형태감에 변화를 준,

스타일이다 비슷한 실루엣에 밑단의 편직에서 변화.

를 주어 헴라인의 변화를 준 스타일 그림 도 있< 16>

는데 바디는 펄편 조직으로 표현하였다 그림, . < 17>

은 터크 조직을 이용하여 주름의 효과를 표현한 루

즈한 피트감의 원피스이다 그림 은 슬리브리. < 18>

스 원피스 형태로 허리단은 리브 조직감이 들어가고

하체부분은 라인 형태로 플레어 분량이 자연스럽고A

상체는 조직감의 변화를 준 디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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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4)

베스트는 소매가 없기 때문에 무봉제 니트의 장점

이 덜 드러나기 때문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

그림 처럼 카디건 형태로 앞트임이 있거나 전< 19> ,

형적인 베스트형으로 앞트임이 없는 스타일로 크게

나뉘어지며 조직감은 기본 플레인 조직을 이용하여,

표면감을 표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림. <

과 같이 목선 또는 암홀에 입체적인 실루엣을20>

표현하거나 기본 리브 조직을 코 줄임 처리한 라, A

인 형태로 앞단 암홀 등에 부분공정이 들어간 디자,

인 그림 도 볼 수 있다 앞트임이 있는 베스트< 21> .

는 추가적으로 단추를 달아 부분 공정이 들어간 것

이다.

스커트5)

스커트는 국내 무봉제 제품 중 생산 비중이 높은

아이템 중 하나이다 그러나 디자인이 주로 플레어.

스커트나 라인 스커트 등 베이직한 기본 디자인이A

주를 이루며 실루엣도 한정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세스 브랜드에서는 전체 아이템 중 가장 높은 비

중을 차지했다 스커트 대부분은 허리단에 고무 밴.

드를 넣어 흘러내림을 방지하며 안감을 넣어 비침을

방지한 디자인이 많았다 무봉제 스커트는 일반 횡.

편기로 제작된 스커트에 비해 앞 뒤 측면의 모든, ,

면에서 코 줄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피팅감이 좋고

그림 베스트< 19>

2007/2008 F/W

그림 네크라인< 20> V

베스트 2009 S/S

그림 라인 베스트< 21> A

2010 S/S

외관이 뛰어났다 라인 형태의 펄편 조직과 레이스. A

조직을 활용하고 코를 줄여 셔링을 표현한 디자인

그림 플레인 조직에 하단 부분을 레이스 조< 22>,

직으로 장식적으로 처리한 디자인 그림 등이< 23>

나타났다.

슬랙스6)

무봉제 슬랙스는 편직의 특성으로 인해 단면의 싱

글조직으로 편직이 이루어지므로 형태감이 부드럽

다 슬랙스는 일부 브랜드에서 벨 보텀 스타일 그림. <

힙 부분이 넉넉한 배기 팬츠 스타일 그림24>, <

몸매를 드러내는 레깅스 스타일 등 일부 생산25>,

되었을 뿐 그 비중이 아주 극소수이다 니트의 특성.

상 형태 안정감이 떨어지고 체형과 단가 면에서 맞

지 않기 때문에 제품의 비중이 적은 편이다.

국외 무봉제 니트웨어 디자인2.

풀오버1)

국내 풀오버 제품에 비해 다양한 디자인의 전개를

볼 수 있었다 루즈한 실루엣과 드레이프로 자연스.

러운 형태감을 보여주는 세련된 스타일 착장에 따,

라 구조변형이 가능한 스타일 등 다양한 양상을 보

였다 몸매를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타이트한 스타일.

은 소매 이음선이 없기 때문에 조직감의 끊김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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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제 의 피부처럼 표현되었다2 .

게이지가 다양하고 조직과 형태감도 폭 넓게 표현되

었고 단추 리본 슬릿 장식 등 부분 공정이 첨가된, ,

스타일도 많았다 또한 디자인 라인에 따라 조직감.

을 달리하여 디자인의 변화를 준 스타일도 많이 등

장하였다 로 게이지의 케이블 조직의 풀오버 그림. <

나 게이지리스 형태로 서로 다른 표면감의 조합26>

을 보여주는 스타일 그림 착장방식에 따라 다< 27>,

양한 연출과 구조의 변화가 가능한 스타일 그림<

등이 나타났다28> .

그림 레이스< 22>

스커트 2008/2009 F/W

그림 플레인< 23>

스커트 2008 S/S

그림 벨 보텀< 24>

스타일 2007 S/S

그림 배기 팬츠< 25>

2007/2008 F/W

그림 케이블 풀오버< 26>

2008 S/S Shima Seiki

Wholegarment Catalog

그림 게이지리스 풀오버< 27>

2010/2011 F/W Stoll

Trend Collection Catalog

그림 구조의 변화 풀오버< 28>

2008/09 F/W Saverio Palatella

Collection

카디건2)

기본적인 심플한 실루엣 외에도 오버사이즈 실루엣,

인타샤38) 배색 등으로 디자인이 폭 넓게 전개되며 칼

라의유무 길이와폭에있어국내디자인에비해다양,

하였다 특히 서로 다른 게이지의 조합으로 게이지리.

스의 표현이 많으며 다양한 게이지의 활용으로, 로 게

이지부터 하이 게이지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단추.

또는포켓 프린트등장식도많은편이다, . 편직과정에

서게이지리스효과와함께소매와포켓에인타샤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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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이들어간오픈형카디건 그림 펄편조직과레< 29>,

이스 조직이 들어간 볼레로형 카디건 그림< 30>39) 하,

이 네크라인의 오픈형 카디건에 버튼을 달고 완성 후

프린트처리를한카디건 그림 등자연스럽게몸< 31>

매선을 살려주는 디자인부터 넉넉하고 여유로운 실루

엣의디자인까지다양한디자인이나타나고있다.

원피스3)

원피스는 몸매선을 타이트 하게 살려주는 피티드 스

타일과 여성스러운 피트 앤 플레어 스타일 루즈하고,

볼륨감 있는 스타일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소재의 다.

양한활용과배색 디테일장식으로인해디자인이보,

그림 게이지리스 인타샤< 29> ,

카디건 2006/2007

F/W Stoll Catalog

그림 펄편 카디건< 30>

2009 S/S

http://www.shimaseiki.com

그림 하이네크라인< 31>

오픈형 카디건 2008/09 F/W

Shima Seiki Sample Book

그림 인타샤 원피스< 32>

2008 S/S Stoll Trend

Collection Catalog

그림 피트 플레어< 33> &

원피스 2010/11 F/W Stoll

Trend Collection Catalog

그림 루즈한 실루엣의< 34>

원피스 2008/09 F/W Saverio

Palatella Collection

다 섬세하고 흥미로웠다 인타샤 조직감이 들어가 디.

자인의 포인트를 준 스타일 그림 전체적인 실루< 32>,

엣은 타이트하지만 소매 부분에 여유가 있는 스타일

그림 등디자인전개가다채로웠다 루즈한실루< 33> .

엣으로 자연스럽게 걸친 듯 연출된 원피스 스타일 그<

림 34> 등 피트 앤 플레어 실루엣에 집중되어 나타나

는 국내 제품들에 비해 스타일이 다양하며 인타샤 조

직과 레이스조직 펄편 조직을 통해 다양한 표면감을,

보여주고있다.

베스트4)

베스트는다른아이템에비해비중이적은편으로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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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네크라인< 35> V

베스트 2010/11 F/W

Stoll Trend Collection

Catalog

그림 펄편 베스트< 36>

2007 S/S Stoll Trend

Collection Catalog

그림 인타샤< 37>

스커트 2009 S/S

http://www.shimaseiki.

com

그림 헴라인 변형< 38>

스커트 2007 S/S Stoll

Trend Collection

Catalog

라인과 앞뒤 길이의 변화 등으로 구조적인 변화를 준

스타일, 로 게이지부터 하이게이지까지 다양했다 인.

타샤 조직과 레이스 조직 플레인 조직이 많이 나타나,

며 슬릿이나 제끝 처리로 후크나 장식으로 표현한 것

도 있었다 도 배색이 들어가고 앞여밈 장식이 들어. 2

간 네크라인 형태의 베스트 그림 로 게이지로V < 35>,

앞단 밑단에 펄편 조직감이 들어간 베스트 그림, < 36>

도보여지고있다.

스커트5)

스커트는 편성시 코의 줄임과 늘림으로 변화를 주기

쉬운 플레어 스타일과 게이지 리스 또는 구조적 변형

을 주는 스타일이 주를 이루고 있다 플레어로 밑단이.

벌어지는패턴에인타샤배색을넣어디자인포인트로

표현한스타일 그림< 37>40) 헴라인의변화를준스타,

일 그림 등다양한디자인이나타났다< 38> .

슬랙스6)

슬랙스는 와이드 배기 판타롱 레깅스 형태의 다양, , ,

한 실루엣과 짧은 길이부터 긴 길이까지 스타일이 다

양했다 신축성 소재 모헤어 소재 등 다양한 소재가. ,

슬랙스에 활용되었다 허리단의 편성과정에서 스판사.

를 넣어 마무리를 하여 허리단이 부드러운 느낌으로

표현한경우가많았다 인타샤배색 포켓의과장 바. , ,

지부리의 장식처리 등 다양한 스타일이 나타났다 시.

즌 트렌드에 맞추어 배기 그림< 39> 와이드 슬림 등, ,

다양한 실루엣의 디자인이 등장하며 상의와 연결된,

점프 슈트 형태의 디자인도 선보이고 있다 자연스럽.

게 인체라인을살려주는다양한레깅스디자인이많이

보이는데 무릎 부분에 편성을 다르게 하여 입체적으,

로 표현한 슬랙스 인타샤 조직으로 스트라이프가 믹,

스된 슬랙스 그림 등 다양한 길이와 소재감이 나< 40>

타났다.

그림 배기스타일< 39>

슬랙스 2007 S/S Stoll

Trend Collection

Catalog

그림 인체라인을< 40>

살려주는 다양한 레깅스

2008/09 F/W Shima Seiki

Cata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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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국내외 무봉제 니트웨어를 분석한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표 와 같다 국내외 무봉제< 2> .

니트웨어를 분석한 결과 국내 무봉제 니트웨어는,

기본적인 실루엣의 풀오버 스커트 원피스 아이템, ,

의 비중이 높으며 울 아크릴 합성소재 등 매끄러, ,

운 외관을 가진 소재가 많았다 또한 게이지에 치. 12

중된 편기로 인해 표면감이 단조롭고 편성에서 용이

한 플레인 펄편 레이스 조직의 사용이 많았다, , .

표 국내외 무봉제 니트웨어 아이템에 따른 디자인 비교< 2>

국내외

아이템
국 내 국 외

풀오버

실루엣
라운드 터틀 풀오버 목선 형태감 피트하거, ,

나 옆선이 과장된 실루엣

루즈하거나 피트한 실루엣

구조변형의 실루엣

조직 플레인 펄편 리브조직, , 인타샤 게이지리스 다양한 조직,

디테일 장식적인 요소가 적고 심플함 단추 리본 슬릿 등 장식, ,

카디건

실루엣
라운드나 네크라인 형태의 목선과 기본형V

의 실루엣

구조적 변형의 형태감의 실루엣 칼라,

가 달린 형태 오버사이즈 실루엣,

조직
케이블 펄편조직 플레인조직 레이스조직, , , 게이지리스 인타샤 배색이 들어간 조,

직 로 게이지 하이게이지까지 다양함,

디테일
칼라 앞단 포켓 등 부분 공정이 들어간 스, ,

타일이 대부분
프린트 등 디테일 장식가미

원피스

실루엣
엠파이어 실루엣 코쿤 실루엣 피트 앤 플, ,

레어 스타일이 많음

구조적 변형의 스타일과 피트 앤 플레

어 스타일 코쿤 실루엣,

조직 펄편 레이스 터크 조직, ,
펄편 레이스 인타샤 배색이 들어간, ,

조직

디테일
반팔이나 긴팔이 달리는 디자인은 암홀에

부분 공정이 들어간 경우가 많음

셔링 개더 끈 장식 등 여성성 강조,

베스트

실루엣
앞 오픈된 형태와 막힌 형태로 구분 헴 라,

인 목선의 변화가 많음

헴 라인 앞뒤 길이의 변화 앞트임과, ,

막힌 형태 기본형 실루엣

조직 플레인 펄편 리브 조직, , 인타샤 레이스 조직 펄편 조직, ,

디테일 포켓 단추의 부분 공정이 보임, 슬릿 단추 제끝 처리,

스커트

실루엣
라인의 실루엣과 허리와 힙은 타이트하고A

스커트 단은 플레어 형이 많음

타이트 플레어 라인 헴 라인이 변, , A ,

화된 실루엣

조직 펄편 레이스 코 줄임 코 늘임, , , 게이지리스 인타샤 등 조직감 다양,

디테일
허리단을 별도 편직하고 부분 사시공정이

들어간 디자인이 주류
허리는 스판사를 넣어 제끝처리

슬랙스

실루엣
레깅스 형태와 판타롱의 실루엣으로 비중

적음

와이드 배기 판타롱 레깅스의 형태감, ,

과 길이의 다양성 입체적 실루엣 표현,

조직 플레인 코 줄임 코 늘임, , 스트라이프 인타샤 배색 플레인, ,

디테일 장식요소 미비 포켓의 과장 바지부리 장식,

국외 무봉제 니트웨어는 실루엣 표현이 폭 넓고

풀오버 카디건 원피스 베스트 스커트 슬랙스 등, , , , ,

아이템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팬시얀 스트레치얀. ,

등 다양한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외관이 다채롭고, 3

게이지에서 게이지까지 다양한 편직기의 활용으로18

표면감이 다양했다 또한 인타샤 부분 배색 등 다. ,

양한 조직감을 볼 수 있었고 부분 공정 없이 편직에

서 제끝 마무리되는 무봉제만의 특징을 보여주는 제

품들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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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Ⅴ

무봉제 니트웨어는 편직기계에서 한 벌의 옷이 완

성되어 봉제과정을 거치지 않고 나오는 제품으로 21

세기 편직기술의 정점에 선 기술력과 현대인의 감성

을 겸비한 니트웨어이다 시접이 없는 무봉제 니트.

웨어는 원단 본래의 신축성을 유지하며 운동성과 저

부하성을 겸비하여 편안한 니트웨어의 본질에 가장

가까이 근접한 형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무봉제

니트웨어는 고급화 개성화 되어가는 소비자의 욕구,

를 충족시켜 줄 수 있으며 고부가가치 디자인 개발

을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무봉제 니트웨어는 인체의 곡선에 따라 입체적인

실루엣의 표현이 가능하며 전후사방에서의 코 줄임, ,

코 늘림을 통해 자연스러운 피트 앤 플레어가 가능

하다 편성에서 패턴에 의한 헴 라인 등 과장 축소.

표현을 통해 구조적인 변형을 줄 수 있으며 리버서

블 효과로 착장 연출에 의한 구조적 변형을 줄 수

있다 또한 조직에 의한 표면효과에 있어서는 조직.

의 조합에 의한 면 분할 효과 이 게이지 편성물, ( )異

및 게이지리스 니팅이 가능하다.

국내 무봉제 니트웨어는 풀오버 스커트 원피스, ,

아이템이 주류를 이루며 울 아크릴 등 매끄러운, ,

외관의 소재 게이지에 플레인 펄편 조직이 대체, 12 ,

적으로 활용되며 디자인이 기본 스타일에 한정되어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국외 무봉제 니트웨어는.

구조적 변형의 실루엣과 다양한 형태감의 아이템이

특징적이며 팬시 얀 스트레치 얀 등에 의한 다양, ,

한 외관과 게이지가 활용되며 인타샤 부분배색 등,

의 표현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국내 무봉제 니트웨어 제품은 국외 사례와 비교해

볼 때 특정 아이템과 스타일에 한정적인 형태로 나

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해외 니트웨어 제품은 여.

성 남성 아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디자인이 나, ,

타나고 패션 아이템의 전개도 다양한데 비해 국내

여성복의 풀오버 원피스 스커트에 편중되어 있는, ,

것을 볼 수 있다 조직감 활용에서는 해외 제품은.

인타샤나 배색 등 조직 활용이 많이 보이는 것에 비

해 국내 제품은 펄편 조직 레이스 조직 등을 활용,

하고 코 줄임 코 늘임을 이용하여 형태의 변형감이,

나 표면감의 변화를 주는 형태가 특히 많이 나타났

다 게이지의 밀도 면에서는 해외 제품은 로 게이지.

부터 하이 게이지까지 다양하게 전개하여 루즈한 반

면 국내는 대체적으로 밀도가 높은 편이다 이는 국.

내에 도입된 무봉제 편기가 에 집중되어 있7G12G

는 영향과 국내 무봉제 니트 제품이 소프트함보다는

형태 안정성에 맞춰 진행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현재 고가인 무봉제 편직기가 국내에 많.

이 보급되어 있지 않으며 편기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국내 무봉제 니트웨어의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위해서는 니트 편직과 관련된 전문 인력의 양성과

디자인을 개발할 수 있는 디자이너의 양성이 절실히

필요하다 현장 작업과정에 있어 실제로 편직 프로.

그래밍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오랜 노하우와 기

술 축적이 필요하며 기계의 특성과 편직의 원리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무봉제 니트는 지금까지의 노동 집약적 산업 형태

에서 기획 제안형 지식 집약 산업으로의 전환을 가,

능하게 한다. 이러한 생산의 변화를 통해 시간의 단

축과 인건비 등 원가절감의 효과와 나아가 시장 환

경의 변화에 있어서도 반응생산과 빠른 리오더 생산

의 효과를 볼 수 있다 기업측면에서 초기 기계설비.

투자 부분으로 인해 원가 상승의 부담이 있으나 전

문인력의 양성과 이를 통한 고부가가치의 제품 개발

이 이루어진다면 국내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

리라 생각된다 무봉제 니트웨어의 끊임없는 연구와.

개발을 통해 국내 니트 산업의 더 큰 도약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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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짠 천 또는 양면으로 입을 수 있게 만든,

옷을 일컫는다 직물 은 중 페이스. ( ) 2 (face:織物

투페이스라고도 하며 양면으로 착용하는) · ,面

코트 또는 천이 지닌 탄력성을 응용하여 실루,

엣이 필요한 옷에 주로 사용한다.

침상을 좌 또는 우로 몇 바늘씩 이동하는 것이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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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 시 하강 캠을 작용시키지 않아서 편침이28)

정상적으로 하강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편침의

후크에 실을 누적시켰다가 한꺼번에 하강시켜,

편성이 되도록 한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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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편직이 반복된 패턴이다. 평편 조(plain stitch)

직으로 상하신축성이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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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치 사이에 있는 바늘의 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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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배치하여 앞판 뒤판에 각각 개씩 니들베,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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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트의 허리단 등 무봉제 편직의 특성상 끝부분

이 말리거나 약하기 때문에 사시작업을 통해 부

분공정을 통해 단단한 마감처리로 부분공정이

들어간 예이다.

편물에서 소매나 진동둘레 부분의 코 수를 줄여36)

가는 것으로 끝처리가 매끄럽다.

바늘 침수 코 를 늘여 가는 것이다37) ( ) .

배색무늬를 만들 때 다른 실을 삽입하여 편직38)

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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