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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ng FDM 3D printing, yarn shape and composition were modeled and 3D 

printed with PLA and TPU filaments currently used for apparel. Based on this, 

mechanical characteristics were measured to determine 3D printing yarn 

according to type of filaments in the 3D printed output and deformation and 

recovery characteristics due to differences in structure type. As a result of 

examining tensile and shear characteristics of PLA and TPU 3D printing 

compiles, TPU overall was measured with significantly lower stress than PLA. 

This is due to high elasticity of TPU's character, revealing that it has better 

flexibility than PLA. In addition, during deformation due to external forces, the 

more freedom between the head and foot parts of the loop, and the lower 

the force associated with each other, the more flexible it is. TPU revealed that 

it was easier to tension and recovery from tensile deformation than PLA, 

indicating potential for clothing materials using 3D printing. If high-molecular 

materials, such as PLA flexibility, it is likely to provide some flexibility through 

development of styles, including degree of freedom in modeling. Based on this, 

we provide basic data for developing 3D printing textures that can be satisfied 

with textile for appar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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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에서 최근 발표된 패션 기술(NIPA) '3D 

이 가져올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의하면 를 활용한 의' 3D

류 제조 유통기술이 고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전·

통제조사업인 패션시장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전망했다. 

패션 기술에 의해 소비자가 기획단계에서부터 생산ㆍ유3D 

통하므로 소비자 생산자 판매자 경계가 모호해지고 소비자, , 

에게 소통 표현 체험의 가치를 제공하는 사업모델이 새, , 新
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보았다 패션 기술 중 하나인 . 3D 

프린팅은 기술적 측면에서 제한적인 성능을 보이고 있으3D

나 신기술의 개발 프린팅 소재의 발전 및 핵심 특허권 만, 

료 등의 긍정적 요인들로 인해 빠른 속도의 발전을 예상했

다(The National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2018).

프린팅은 차원으로 디지털화된 이미지 데이터를 기반  3D 3

으로 플라스틱을 비롯한 경화성 소재를 사용하여 프린터3D

로 출력함으로써 입제적인 조형물을 제작하는 기술이다(Lee, 

2015).

프린팅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방식으로는 필라  3D

멘트 형태의 열가소성 물질을 녹여 노즐을 통해 압출하는 

조형방식 아크릴이나 (Fused Deposition Modeling, FDM), 

에폭시 계열의 광경화성 수지에 레이저 빔을 주사해 적층하

는 방식 나일론 폴리(Stereo Litho grap hy Apratus, SLA), , 

스티렌 등과 같은 분말재료를 레이저를 사용하여 선택적으

로 녹여 소결하는 방식 으로 (Selective Laser Sintering, SLS)

분류할 수 있다 이 중 법은 특허권의 만료로 유지 보. FDM

수 및 장비의 가격이 저렴하며 다른 방식에 비해 장치의 , 

구조나 프로그램이 간단하다 또한 다양한 소재를 사용할 수 .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다양한 산업분야에 적용이 가능함에 

따라 프린팅의 대중화를 이끌고 있다3D .

년까지 전 세계 프린터 시장 규모가 약 조 정  2025 3D 12

도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프린터의 주 재3D

료인 고분자 필라멘트의 수요 및 시장 역시 지속적으로 성

장 할 것으로 보여진다(Shin, Oh, Kim, Jang, Kim, & 

Choi, 2018).

프린터에 쓰이는 소재 종류로는 필라멘트 형태를 가진   3D

열가소성수지인 아크릴로니트릴 부타디엔 스티렌- - (acrylonitrile 

나일론 폴리카보네이트 butadiene-styrene, ABS), , (polycarb 

폴리페닐렌설파이드onate, PC), (polyphenylene sulfide, 

폴리락틱엑시드 및 열가소성 폴PPS), (polylactic acid, PLA) 

리우레탄 등이 있다 최(thermoplastic polyurethane, TPU) . 

근에는 개인용 프린터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친환경성 3D

소재인 와 유연한 특성을 갖는 소재에 대한 관심PLA TPU 

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와 는 (Lee, 2015). PLA TPU

유연성 내마모성 등이 우수한 열가소성 고분자로 프린팅, 3D

을 이용한 의류제작을 위해 주로 사용되는 재료이기도하다. 

는 간단한 지방족 폴리에스터로 대표적인 생분해성   PLA

고분자로 옥수수의 전분에서 추출한 원료로 만든 친환경 수

지이다 또한 는 인장강도 열가소성 가공성이 우수하. PLA , , 

여 방사 및 성형의 장점이 있다(Shin, Yun, Lee & Chung, 

2018; Kim, Kim, Kim & Seo, 2016).  의 용융 온도PLA

는 유리전이온도는 이며 비중은 이다170 230 , 50 , 1.24 . ∼ ℃ ℃

를 프린팅 재료로 사용할 경우 열변형에 의한 수축PLA 3D

이 적어 정밀하게 출력이 가능하지만 내구성이 약하고 표면

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다(Kim & Kim, 2018).

는 헥사메틸렌 디이소시  Thermoplastic polyurethane(TPU)

아네이트 와 부탄디올(hexamethylene diiso cy anate) 1,4-

의 반응에 의한 선상의 고분자쇄로 구성되(1,4- butanediol)

어 있고 유연쇄와 강직한 쇄의 공유결합 구조로 열가소성 ,  

및 높은 탄성을 갖고 있다 우수한 탄성과 기계적 강도 내. , 

마모성과 함께 투명성 발수성 발유성을 갖은 기능성 고분, , 

자이다(Lee, 2012).

이러한 추세와 맞물려 패션ㆍ텍스타일 디자인분야에서도   

프린팅을 활용한 다양한 시도 및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3D . 

프린팅 텍스타일 제조에 있어서 유연성은 중요하게 고려3D

해야 할 물성 중 하나이며 드레이프성 인장강도 내마모성 , , , 

등과 같은 의류소재에 기본적으로 갖추어야할 특성도 만족 

시켜야 한다(Lussenburg, Van der Velden, Doubrovski, 

그러나 현재 프린터용 소Geraedts & Karana, 2014). 3D 

재로 제작한 텍스타일의 경우 유연성 착용감 내마모성 등 , 

아직 시장 기준을 충족시킬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여 실제 

패브릭을 대체하기에는 소재와 기술력이 다른 분야에 비해 

초기 단계에 있다. (Kim & Kim, 2018) 

프린팅을 이용한 텍스타일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텍스  3D

타일 스트럭처 원리와 연계하여 프린팅 기술로 제작된 3D

다양한 개발 유형을 사례를 분석한 연구 (Kim et al., 

프린팅 텍스타일을 의류 소재로 대체 보완할 수 2018), 3D , 

있는 관련 제조 연구 기술을 분석한 연구(Kim et al., 

직물에 사용되는 프린팅 재료 특성을 분석한 연2018), 3D

구 프린팅을 활용하여 텍스타일 구(Lee & Hong, 2016), 3D

조적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모델링3D 

과 프린팅을 제안한 연구 프린3D (Lee & Huh, 2017), 3D

팅 니트 패브릭과 직물 패브릭의 특성을 활용할 수 있는 디

자인을 적용한 의상을 제작한 연구(Lee, Kim, & H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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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프린팅을 이용하여 프린팅용 필라멘2016), FDM 3D 3D

트 및 의 각 필라멘트의 화학구조 열적 및 물리PLA TPU , 

적 특성과 텍스타일 형태로 제조 후 열적 특성 및 물리적 

특성을 분석한 연구 프린터를 사용하여 직(Lee, 2015), FDM

물에 직접 고분자 재료 를 프린팅 출(PLA, ABS, NYLON)

력하여 접착력을 조사한 연구(Pei, Shen, & Watling, 2015) 

등이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프린팅 텍스타일의 . 3D

유형 및 제조 동향 모델링 및 출력하여 의상디자인에 적용, 

한 연구 등이 대부분이었고 프린팅 텍스타일의 기능적, 3D , 

물리적 특성 평가 등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형태와 편성물의   Monofilament Yarn 

형태를 모델링한 후 현재 의류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3D

및 고분자 필라멘트를 소재로 하여 방식의 PLA TPU FDM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후 용융 및 응고 특성이 현저3D . 

히 다른 두 필라멘트의 프린팅 과 3D Monofilament Yarn

편성물 형태의 차이에 의한 변형과 회복특성 등을 파악하

고자 역학적 특성을 측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텍스타일. 

과 같은 유연성 구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3D

프린팅 텍스타일 개발 및 활용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Table� 1.� Filament� Conditions� during� 3D� Printing

Type� of� Filament Diameter(mm) Temp� of� Nozzle� (°C) Temp� of� Heating� Bed� (°C)

PLA 1.75 225 70

TPU 1.75 250 70

 

3D Modeling    PLA     TPU

Figure� 1.� 3D� Printed�Monofilament� Yarn�

실험.�Ⅱ

시료1.�

법 프린팅용 소재 와 FDM 3D PLA(VisTech Korea Ltd.)

각 종의 고분자 필라멘트를 사용하였TPU(FilaFarm Ltd.) 1

다 프린팅 시 각 필라멘트의 조건은 과 같다. 3D Table 1 . 

프린팅�필라멘트� 제조2.� 3D Monofilament� Yarn�

프린팅 재료인 와 의 고분자 고유 특성파악을 3D PLA TPU

위해 직선형태의 필라멘트 을 모델링하Monofilament Yarn

였다 크기의 프린팅 출력물은 . 0.5cm(W)×10.5cm(L) 3D 

두께인 필름상태의 바닥재 와 원형단면0.15mm (support)

정도 인 가 중앙에 위치한 시료이다(0.75mm ) Monofilament . 

제작한 모델링 데이터 파일 를 파일로 변환 3D (STL ) G-code

후 방식의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모델링을 위한 FDM . 3D 

소프트웨어는 라이노 프린터는 6.0(Rhionceros 6.0), 3D

를 사용하였다 프린팅 한 VisTech Korea . 3D Monofilament 

의 모델링 및 출력물은 다음과 같다Yarn (Figur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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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팅�편성물�제조3.� 3D

기존 섬유의 구조적 디자인을 활용하여 프린팅 편성물을 3D

준비하였다 편성물의 경우 개개의 루프의 연결에 의해 이루. 

어지므로 직물에 비해 높은 신축성 및 함기성 등의 특성을 

지닌다 (Kim, 2018).

선행연구 의 편직물을 형성하는 루프의   (Choi & Lo, 2003)

수식을 이용하여 값에 변화를 주어 각 루프Free Parameter 

형태에 차이가 나도록 엑셀에서 데이터를 생성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편물 각 종의 모델링 데이터(Figure 2). 4 3D

파일 를 제작하였다 이 모델링한 파일을 (STL ) (Figure 3). STL

파일로 변환 후 방식의 프린터로 출력하였다G-code FDM . 

모델링을 위한 소프트웨어와 출력에 사용한 프린터는 3D 3D

위의 제조 방법과 같다 프린팅 편Monofilament Yarn . 3D

성물의 실제 출력물과 출력 조건은 와 과 Table 2 Table 3

같다.

Figure� 2.� Generate� Loop� Geometry� Data� from� Excel

역학적�특성�분석4.�

인장특성1) 

인장특성의 비교를 위해서 에 따라  KS K 0815:2013 KS B 

인장시험기를 이용하여 시료를 인장하고 인장변형에 5521 

해당하는 힘을 기록하였다 인장시험기는 . Testometric 

를 이용하였다 프린팅 필라멘트로 Tensile Tester (UK) . 3D

사용된 와 의 고유한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직선 PLA TPU

형태로 제조한 의 경우 절단까지의 인Monofilament Yarn

장하중 특성과 인장변형 및 회복과정 중의 특성을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프린팅 편성물형태의 시료  3D (course 13cm×wale 13cm)

를 방향으로 인장속도 최대인장 로 wale 30mm /min, 10mm

번 반복 변형시키고 그 때의 응력을 기록하였다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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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1.9              2.1             2.3

One unit of the loop according to the free parameter value              

Free parameter 1.7 Free parameter  2.3 

Figure� 3.� 3D� Printing� Knit� Modeling� Data

Table� 2� a.� 3D� Printed� Knit� Actual� Samples

Type� of� Filament� :� PLA Type� of� Filament� :� TPU

Sample� Code 3D� Printed� Knit� Actual� Samples Sample� Code 3D� Printed� Knit� Actual� Samples

P1 T1

P2 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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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 Continued

Type� of� Filament� :� PLA Type� of� Filament� :� TPU

Sample� Code 3D� Printed� Knit� Actual� Samples Sample� Code 3D� Printed� Knit� Actual� Samples

P3 T3

P4 T4

Table� 2� b.� 3D� Printed� Knit� Enlarged� Picture

Type� of� Filament� :� PLA Type� of� Filament� :� TPU*)

3D� Printed� Knit�
Actual� Samples

3D� Printed� Knit�
Actual� Samples

*) Hairy appearance of actual sample of TPU differs from that of PLA, probably due to the elastic nature of the polymer 

melt flowing from the nozzle orifice of the 3D pr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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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Various� Processing� Conditions� of� 3D� Knit� Samples

Sample� Code
Type� of�
Filament

Temp� of� Nozzle
(°C)

Printing� Speed�
(mm/s)

Height� of� Layer�
(mm)

Fill� Density
(%)

Free�
Parameter

P1 PLA 225 40 0.2 10 1.7

P2 PLA 225 40 0.2 10 1.9

P3 PLA 225 40 0.2 10 2.1

P4 PLA 225 40 0.2 10 2.3

T1 TPU 250 40 0.2 10 1,7

T2 TPU 250 40 0.2 10 1.9

T3 TPU 250 40 0.2 10 2.1

T4 TPU 250 40 0.2 10 2.3

Table� 4.� 3D� Printed� Monofilament� Yarn� Tensile� Properties

Type� of� Filament
Denier

(d)

Breaking� Strength

(kgf)

Tenacity

(g/d)

Breaking� Elongation

(%)

PLA 12.857 5.80 0.42 303

TPU 13.714 4.62 0.36 508 

전단특성2) 

시료 크기 인 프린팅 편성물형태 13cm×13cm PLA, TPU 3D

시료의 전단각이 일 때의 전단응력 값을 측정하였다 미5° . 

세변형 응력측정 장치를 사용하여 좌우로 전단변형을 가하

였다 중심축을 기준으로 좌우 최대 이동거리는 이며 . 5mm

측정 속도는 이다 실험장치의 작동은 0.46mm/s . PMC-1HS 

를 사용하였다1Axis Motion Controller .

결과�및�고찰.�Ⅲ

프린팅�1.� 3D Monofilament� 의�인장�특성Yarn

및 를 사용하여 프린팅으로 출력한 직선 형태PLA TPU 3D

의 의 인장특성은 와 같다 겉보Monofilament Yarn Table 4 . 

기 절단강도 의 경우 는 는 (Tenacity) PLA 0.42g/d, TPU

이고 파단신도는 룰 보이0.36g/d , PLA 303 %, TPU 508 %

고 있다 즉 강도에서 는 대비 높은 편이고 절단 . PLA TPU  , 

신도에서는 가 높은 편이다 는 인장 변형 과정 중TPU . PLA

초기의 탄성영역을 지난 항복점 근처인 이(yield point) 7% 

상으로 인장하였을 때 시료의 중간 정도에 잘록한 곳(neck)

이 생긴다 인장을 계속하면 이 발생하. Neck Propagation

고 그 이후는 자연 연신이 발생하게 된다 이때 자연 연. 

신비는 정도에 달한다 이러한 인장변형 과정 중에 230% . 

분자의 배향이 향상된다 파단신도도 에 이르게 된. 303%

다 는 와 같은 이나 자연 연신 과정이 . TPU PLA Necking

없이 거의 선형적으로 변형된다 이는 탄성체인 의 . TPU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Figure 4).

신장회복 거동은 와 같다 각 소재의 부분  Figure 5 . 2mm 

의 초기 잡아당기는 힘이 는 는 이PLA 6.8kgf, TPU 0.25kgf

다 에 비해 가 동일한 의 신장에서 배의  . TPU PLA 2mm 13.6

힘이 더 걸리는 것으로 보아 초기 인장 저항도가 높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또한 의 경우 포인트를 지나면 . PLA Necking 

자연 연신이 되어 약한 힘이 걸린 상태에서 변형이 이루어

진다 이로 인해 는 에 비해 회복되지 않는 변형이 . PLA TPU

큰 것으로 나타났다 탄성체인 가 에 비해 유연하. TPU PLA

고 변형과 회복이 용이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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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Breaking� Elongation� of� 3D� Printed� Monofilament� Yarn

Figure� 5.� Extension� Recovey� of� 3D� Printed� Monofilament� Y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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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팅�편성물�인장�특성2.� 3D

인장 특성은 직물의 인장거동 및 회복 특성과 연관되는 고

유한 특성이다 프린터로 출력한 편성물 시료의 인장변. 3D 

형에 대한 측정 결과는 와 같다Table 5 .

과 은 프린팅 편성물 시료를 인  Figure 6 Figure 7 3D 10% 

장변형 시켰을 때 시료에 부가된 하중인 Fmax를 나타낸 것

이다 전체적으로 가 에 비해 인장변형에 대한 저. TPU PLA

항력이 이하 수준으로서 현저히 낮게 측정되었다 이는 1/8 . 

우수한 탄성을 갖는 의 특성으로 인해 기인된 것으로 TPU

보다 가 인장변형이 용이함을 알 수 있다PLA TPU . 

Table� 5.� Tensile� Properties� of� 3D� Knit� Specimen

Specimen
Fmax,� at� 10%� Extension,�

gf/cm
Tensile� Hysteresis,� at� 7%� Extension,�

gf/cm

P1 97.43 36.00

P2 127.03 11.88

P3 305.26 65.31

P4 224.37 67.54

T1 12.6 2.99

T2 8.75 1.75

T3 5.02 0.93

T4 3.48 1.04

  

Figure� 6.� Fmax,� at� 10%� Extension,� gf/cm

  

시료를 제작할 때 이용한 편직물을 형성하는 루프의 수식  

에서 의 값을 달리하고 이를 모델링하여 Free Parameter , 3D 

로 출력하였다 루프의 부위를 세분하여 헤드3D Printer . 

레그 풋 으로 나누어 봤을 때 레그 에 (head), (leg), (foot) (leg)

해당하는 부분의 너비에서 차이를 보였다. Free Parameter

의 값이 커질수록 레그 부분의 너비가 더 좁아지는 형태(leg)

이다. 

시료의 소재별   Fmax 값을 살펴보면 는 PLA P3>P4>P2>P1

의 순으로 는 의 순으로 값이 낮아지고 TPU T1>T2>T3>T4

있다. 

전체적으로 시료 가 가장 낮은   T4 Fmax 값으로 저항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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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Fmax,� at� 10%� Extension,� gf/cm

가장 낮아 인장변형이 용이함을 보인다 이는 우수한 탄성을 . 

갖는 의 특성과 더불어 시료 의 레그 부분의 너비TPU T4 (leg)

가 다른 시료들의 비해 가장 좁기 때문에 인장 시 루프의 

헤드 와 풋 부분 사이에 자유도가 더 높고 서로 (head) (foot) , 

얽혀 걸리는 힘이 상대적으로 낮아 이런 결과를 보인 것으

로 사료된다 그러나 의 경우 시료 이 가장 높은 값. PLA P3

을 보인다 이는 출력물의 표면이 매(Table 6 a). 3D Printer 

끄러운 에서는 인장시험 과정에서 초하중을 시료에 부PLA

가하였을 때 위 아래로 연결되는 상부 루프의 과 하부 foot

루프의 사이의 거리head (Dh_f 가 인장변형 응력) (Fmax at 

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된다 즉 그 거리가 짧은 10%) . 

상태로 인장될 경우 Fmax의 값은 커지게 된다(Table 6 

b),(Figure 8).

인장변형에서의 응력값과 최대변형을 거친 후의 변  10% 

형 회복과정에서의 인장에 해당하는 응력값의 차이인 7% 

은 Tensile Hysteresis, at 7% extension 와 같다Table 5 . 

보다 가 낮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보PLA TPU . PLA

다 가 인장변형에 대한 회복이 우수한 편으로 나타났TPU

다. 의 경우 시료 가 의 경우 시료 이 회복이 PLA P2 , TPU T3

가장 우수한 것으로 보인다.

프린팅�편성물�전단�특성3.� 3D

의류소재로서 기능을 평가하는데 있어 전단특성은 드레이프

성이나 형태유지성 신체의 곡면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 

로 시료 한쪽을 일정 하중으로 고정한 후 다른 쪽에 전단변

형을 가할 때 발생하는 응력을 측정한 것이다(Lee, 2018). 

값이 클수록 전단 변형에 대한 큰 저항성을 보이는 것으로 

직물이 뻣뻣해짐을 나타내고 값이 작을수록 전단 변형에 대

한 저항성이 낮고 신축성이 좋은 것으로 여겨진다. 

는 전단변형 에 해당하는 전단응력을 나타내  Figure 9 2°

고 있다 전단응력의 크기는 의 경우 의 . PLA P1>P2>P3>P4

순으로 는 의 순으로 값이 낮아지고 있TPU T2>T3>T1>T4

다 의 경우 고분자 재료의 유연성이 적고 루프 사이. P1 PLA

의 자유도가 낮기 때문에 높은 전단응력을 보이고 있는 것

으로 판단된다 에 비해 는 전반적으로 상당히 낮. PLA TPU

은 전단응력을 보이는데 이는 각 루프사이의 자유도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프린팅 과정에서의 고유. 3D TPU 

의 용융 및 응고 특성으로 인해 루프 표면에 미세한 섬유상

태의 물질이 발생하며 이는 루프사이의 자유도를 증대시키, 

는 것으로 보인다 는 와 다르게 이러한 미세섬유. PLA TPU

의 형성이 없고 매끈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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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a.� Fmax� According� to� Distance� of� Loop� Head_Foot� of� PLA� 3D� Knit

Specimen　 Fmax,� at� 10%� Extension,� gf/cm Distance� of� Loop� Head_Foot� (Dh_f),� mm

P1 97.43 5

p2 127.03 4

p3 305.26 3

p4 224.37 3.5

Table� 6� b.� Distance� of� Loop� Head_Foot� of� PLA� 3D� Knit

Specimen　 Distance� of� Loop� Head_Foot� (Dh_f),
mm Specimen Distance� of� Loop� Head_Foot� (Dh_f),

mm

P1 p3

Figure� 8.� Effect� of� Distance� of� Loop� Head_Foot� on� F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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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Shear� Force� and� Hysteresis� at� 2� degree�

Specimen　 Gf� at� 2� Degree

P1 296.27

P2 46.97

P3 34.11

P4 17.78

T1 26.98

T2 33.81

T3 33.70

T4 19.13

Figure� 9.� Shear� Force� at� 2� Degree

결론.Ⅳ

및 고분자 필라멘트를 소재로 하여 방식의 PLA TPU FDM

프린터로 출력 후 용융 및 응고 특성이 현저히 다른 3D

두 필라멘트의 프린팅 과 편성물 3D Monofilament Yarn

형태의 차이에 의한 변형과 회복특성을 고찰한 결과는 다

음과 같다. 

현재 의류용으로 사용되는 소재인 및 고분자   PLA TPU 

고유의 특성을 파악 하기위해 프린터로 출력한 3D

의 인장특성 결과 겉보기 절단강도Monofilament Yarn

의 경우 는 는 이고 파(Tenacity) PLA 0.42g/d, TPU 0.36g/d , 

단신도는 를 보였다 는 인장 PLA 303 %, TPU 508 % . PLA

변형 과정 중 이 발생하였고 탄성체인 의 특성Necking TPU

으로 인해 는 이나 자연 연신 과정이 없이 거TPU Necking

의 선형적으로 변형되었다 신장회복은 초기 인장 저항. PLA 

도가 높아 회복되지 않는 변형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탄성. 

체인 가 에 비해 유연하고 변형과 회복이 용이함을 TPU PLA

확인하였다.

와 프린팅 편성물의 인장특성과 전단특성을   PLA TPU 3D

살펴 본 결과 전체적으로 가 에 비해 인장변형에 TPU PLA

대한 저항이나 전단 응력이 현저히 낮게 측정되었다 이는 . 

우수한 탄성을 갖는 의 특성으로 인해 기인된 것으로 TPU

보다 인장변형이 용이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외부의 힘PLA . 

에 의한 변형 시 루프의 구조 상 헤드 와 풋 부분 (head) (foot)

사이에 자유도가 더 높고 서로 얽혀 걸리는 힘이 상대적으, 

로 낮을수록 유연성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 경우 . T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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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인장이 용이하고 인장변형에 대한 회복성이 좋PLA

은 것으로 나타나 프린팅 텍스타일 제조에 있어서 중요3D

하게 고려해야할 물성 중 하나인 유연성을 어느 정도 부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프린팅을 활용한 의복 소재로, 3D

서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와 같은 고분자 재료가 유연성이 없는 경우   PLA 3D 

모델링 시 형태 상 자유도를 포함한 텍스타일 모델링 개발

을 통해 드레이프성을 부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와 의 용융 및 응고 특성으로 인해 노즐에서 용  PLA TPU

융물이 적층될 때의 특징들과의 차이에 의해 인장특성들이 

두 재료 간에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특히 의 경우 노즐, TPU

의 경로를 따라 끊어지지 않고 형성된 미세섬유들이 남아 

있어 출력 후 제거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추후 이를 보완. 

하기 위한 소재 출력물의 후가공 연구가 이루어져야 TPU 

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도가 있는 편성물 구조형태와 와 같은 탄성을 지  TPU

닌 고분자 필라멘트가 갖는 인장변형과 회복의 용이성3D 

을 바탕으로 텍스타일과 같은 유연성을 부여함으로써 프3D

린팅 기술을 활용한 텍스타일로서의 소재개발이 가능할 것

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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