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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defined the changes of mechanical properties of silk fabric according to bias angles and inves-

tigated the influence of bias angles and fabric characteristics on hand value. For the experiments, 4 types of

commercial silk plain weave fabrics were chosen. All fabrics had the same density, but different yarn cha-

racteristics. Fabric samples were cut into 12 different bias angles between 0
o

 and 165
o

 with 15
o

 gap and mea-

sured for tensile, shear, bending, surface properties by the KES-FB system. As a result, most mechanical

parameters showed an asymmetry shape with 90
o

. The most flexible and easiest angles are 45
o

, 135
o

. Furth-

ermore, the bias angles of silk fabrics were classified into three clusters with mechanical properties such as

WT, 2HG, 2HG5, B, and SMD. The parameters according to fabric sample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at WT, RT, B, 2HB, and MIU. It showed bigger effects as yarn fineness; in addition, twists were higher exc-

ept RT. The results of hand value indicated that Koshi and Hari were highest with a bias angle of 75
o

; how-

ever, Shinayakasa was highest at bias angle of 45
o

. Finally, Shari was lowest at 45
o

.

Key words: Silk fabric, Bias angle, Mechanical properties, Yarn characteristics; 견직물, 바이어스 각도,

역학적 특성, 실 특성

I. 서 론

오랫동안 많은 연구자들은 의류에 어울리는 소재 개

발을 위해 다양한 직물의 역학적 특성을 연구해왔다. Ka-

wabata(1980)는 직물을 손으로 만졌을 때의 촉감을 바탕

으로 성질을 판단해오던 태(Hand)를 계량화하여 객관적

인 판단이 가능한 측정방법을 고안하였고, 이를 바탕으

로 역학적 특성치를 측정하여 소재의 용도 적합성을 판

단하는 Kawabata Evaluation System(KES)-FB를 개발하

였다.

일반적으로 의복 제작 시 직물의 경/위사 방향에 맞춰

재단한다. 직물은 어느 각도로 재단하느냐에 따라 소재

특성이 달라지게 되는 이방성이 있어서 재단 시 부적당

한 방향의 선택은 의류의 형태 안정성을 저하시키는 원

인이 된다. 또한 이러한 특성은 의류의 대량생산 시에

어려움을 주는 요소 중 하나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

기 위해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바이어스 각도에 대한 직

물의 역학 특성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Kim and Lee(1985)는 경/위사 방향과 바이어스 각도

로 인장 시 인장 및 변형 거동을 모형화하고 직물과 구

성사의 탄성계수를 구하여 모델식을 만들어 고밀도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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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섬유 평직물 실험결과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직물의

인장 성질은 경사 각도에 따라 달라지며, 일정한 응력으

로 인장 시 초기 탄성 부분에서 실의 변형률이 45
o

에서

최댓값을 갖는다고 하였다.

Lo and Hu(2002)는 Kilby의 모델식을 사용하여 다양

한 방향에서의 직물의 전단 강성과 전단 이력 간의 선형

관계 예측모델을 세우고 면, 아크릴, 폴리에스터, 양모 등

을 포함한 12종의 시험편을 실험하였고, 경/위사 방향 사

이에서 최댓값을 갖고 직물에 따라 그 형태가 다양한 것

으로 나타났다.

Kim et al.(1987)은 Peirce의 공식을 활용하여 다양한

실험 각도에 따른 평직물의 실의 굽힘 및 비틀림 변형률

을 구하여 직물의 비틀림 강성을 알아보았으며, cut strip

으로 자른 각도가 45
o

 근처일 때, 최소 굽힘 강성을 나타

낸다고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바이어스 각도에 따른 특성 변화에

대한 선행연구는 면섬유 및 합성섬유(Gupta et al., 1992;

Hu et al., 2000; Pan et al., 2015; Sengupta et al., 1972)에

대한 연구들로 바이어스 각도에 따른 견직물의 역학적

특성 변화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견직물은 천연섬유

중 유일한 필라멘트 섬유로 견직물의 다양한 바이어스

각도에 따른 역학적 특성 연구는 이브닝 드레스, 넥타

이 등과 같은 고급 실크 의류에서의 태, 착용감, 혹은 드

레이프성 및 심미성 등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가 소재 기획에서도 매우 중요할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의류 생산 자동화 시스템 개발 시 섬유 특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줄이는 기초적 자료로써도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바

이어스 각도에서 견직물의 역학적 특성 변화를 살펴보

고, 각도와 견직물의 구성 특성에 따른 영향 및 태 값을

알아보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본 실험에서 사용된 시료는 시판되는 동일한 밀도의

견직물을 사용하였으며, 직물의 특성은 <Table 1>과 같

다. 각 시료는 0~165
o

까지의 각도를 15
o

씩 각도를 달리

하여 20×20cm의 크기로 재단하였다(Fig. 1). 모든 시험

편은 재단 및 측정 전 다림질 및 세탁 처리를 하지 않았

으며 재단으로 인해 발생된 피로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단 후 평평한 곳에서 표준상태(20±2
o

C, 65±

2%RH)의 조건에서 24시간 동안 컨디셔닝한 후 측정하

였다.

재단된 각 시험편은 KES-FB system(KATO, Tech. Co.

Ltd., Japan)을 사용하여 인장, 전단, 굽힘, 표면 특성을

표준상태(20±2
o

C, 65±2%RH)에서 각각 3회씩 측정하였

다. 압축 특성의 경우, 측정 방향에 따른 차이가 없기 때

문에 직물 종류별로 한 가지씩 택하여 3회 측정하였다.

측정된 역학적 특성치는 숙녀복 드레스에 해당하는 KN-

201-LDY에 적용하여 감각 평가치(Primary Hand Value;

HV)를 구하였다. 자료분석은SPSS 22.0을 활용하여 분

산분석, 군집분석 및 Duncan test를 실시하였다.

Table 1. Specification of silk fabrics

Sample S1 S2 S3 S4

Material Silk 100% Silk 100% Silk 100% Silk 100%

Weave type Plain Plain Plain Plain

Density (inch
2
) 150×105 150×105 150×105 150×105

Weight (g/m
2
) 25.8±2 34.4±2 51.2±2 68.8±2

Thickness (mm) 0.08 0.10 0.12 0.15

Yarn number (denier) 21×40/2 30/2×44/2 36/2×48/2 48/3×52/2

*Yarn twist (turns/m) Wp: S 20, Wf: S 160 Wp: S 30, Wf: S 160 Wp: S 30, Wf: S 160 Wp: S 60, Wf: S 160

Cover factor 18.58 20.88 22.38 24.70

*: Wp=warp, Wf=weft

Fig. 1. Tested bias ang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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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과 및 논의

1. 바이어스 각도에 따른 역학적 특성의 변화

인장 특성은 외력에 의한 신장성 및 회복성을 나타내

는 특성으로 인장 선형도(LT)는 1에 가까울수록 하중신

장곡선이 직선에 가깝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장 에너지

(WT)는 인장 시 필요한 에너지를 의미하며 KES-FB sys-

tem에서는 값이 클수록 신축성이 더 큰 것을 의미한다

(Kawabata, 1980; Kim et al., 2006). 인장 회복도(RT)는

값이 클수록 회복성이 좋아 안정성이 좋은 것(Sung et al.,

1987)을 나타낸다.

<Fig. 2>는 측정한 인장 특성치의 평균값을 바이어스

각도에 따라 나타낸 것으로 LT는 경사 방향인 90
o

에서

최솟값을 갖는 U자형의 곡선에 가까운 형태를 나타내

어 90
o

에서 인장 초기의 신도 저항이 적어 착용감이 좋

은 것을 알 수 있었다. WT의 경우엔 S4를 제외하고 45
o

부근에서 최댓값을 갖고 0
o

, 90
o

 부근에서 값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 45
o

 각도에서 변형이 가장 용이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S4는 105
o

에서 신축성이 가장 좋은 것

으로 나타났다. RT는 각도에 따른 특징적인 경향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전단 특성은 옷의 늘어뜨림과 연관된 성질(Sung et al.,

1987)로 전단 강성(G), 0.5 전단 각도에서의 이력(2HG),

5 전단 각도에서의 이력(2HG5)의 세 가지 특성치로 판단

한다. 전단 강성의 값이 크면 드레이프성이 작고, 전단 이

력 값이 작으면 변형에 따른 회복성이 큰 것을 의미한다.

<Fig. 3>은 측정된 전단 특성치 값의 평균을 각도에 따

라 나타난 것으로 직물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이 일관적

으로 나타났다. 세 특성치 모두에서 0
o

(위사 방향), 90
o

(경

사 방향)에서 최저값을 갖고 값이 증가하다가 45
o

와 135
o

에서 다시 낮아지는 형태를 나타내 0
o

, 45
o

, 90
o

, 135
o

에서

가장 유연하고 회복력이 좋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결

과는 Gupta et al.(1992)의 면직물에 대한 연구와 다르게

나타났는데, 면직물의 경우, 0
o

 및 90
o

에서는 최솟값을

갖는 동일한 특성을 보인 반면, G는 75
o

, 165
o

에서 최댓

값을, 2HG는 15
o

, 105
o

의 각도에서 최댓값을 나타내 본

실험 결과와는 상이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차이

는 buckling, 실의 강도, 탄성, 실 간의 접촉면 등의 따른

차이에서 나타난 결과(Gupta et al., 1992; Lo & Hu, 2002)

로 사료된다.

직물의 굽힘 특성은 전단 특성과 함께 직물의 태, 드레

이프성, 의복 형성 성능과 형태 유지, 의복의 외관과 구
Fig. 2. Tensile properties of silk fabrics according to

bias ang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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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복성 등의 특성을 결정짓는 성질(Oh & Kim, 1993)

중 하나이다. 굽힘 강성(B)이 크다는 것은 직물이 뻣뻣

하고 탄성이 큰 것을 의미하고, 굽힘 이력(2HB)은 클수록

굽힘 후 회복이 어려움(Roh & Oh, 2015)을 나타낸다.

<Fig. 4>는 각각 바이어스 각도에 따른 굽힘 강성과

굽힘 이력에 대한 평균값을 나타낸 것으로 굽힘 강성의

경우 15
o

, 165
o

에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어 이 각도에

서 형태 유지가 잘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90
o

에서

최솟값을 갖는 S1과 S4와 달리 S2와 S3에서는 45
o

에서

최솟값을 나타났으며 선행연구(Gupta et al., 1992; Kim

et al., 1987) 결과를 바탕으로 보면 경/위사의 실 특성이

유사한 경우에는 45
o

에서, 다를 경우에는 90
o

에서 가장

Fig. 3. Shear properties of silk fabrics according to

bias angles.

Fig. 4. Bending properties of silk fabrics according to

bias ang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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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 것으로 고려된다. 굽힘 이력의 경우 S4 직물을 제

외하고 0
o

에서 높은 값을 갖고 45
o

, 135
o

 부근에서 낮아

지다가 90
o

 부근에서 상승하는 W자형 곡선을 나타내어

바이어스 각도에 비해 위사 방향(0
o

)과 경사 방향(90
o

)

에서 주름이 생기면 잘 펴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면 특성에서 측정된 세 가지 파라미터는 마찰계수

(MIU), 마찰계수의 평균 편차(MMD), 기하학적 거칠기

(SMD)로 MIU는 값이 낮을수록 직물의 표면이 매끄러

운 것을 의미하고, SMD는 낮을수록 표면의 굴곡이 균

일한 것을 의미한다.

<Fig. 5>는 각도에 따른 표면 특성치를 나타낸 그래

프다. MIU는 각도에 따라 눈에 띄는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Oh and Kim(1994)의 연구에 따르면 일정한 위

사 밀도에서 꼬임수를 변화시켰을 때, MIU의 영향이 없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바이어스 각도의 영향 역시 동일

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MMD와 SMD에서는 공통적

으로 90
o

에서 최댓값을 갖고 0
o

에서 두 번째 높은 값을

갖는 형태를 나타났다.

또한 15~75
o

, 105~165
o

에서의 값 차이는 거의 없는 것

으로 나타나 경사(90
o

) 각도에서 가장 거친 표면을 갖고,

위사(0
o

) 각도를 제외한 바이어스 각도에서 매끄러운

표면 특성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각도에

따라 값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 것은 경사와 위사의 교

차에 의한 것으로 고려되는데, 실험에 사용된 네 직물 모

두 위사가 굵고 경사가 가늘기 때문에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압축 특성은 직물의 부피감, 섬도 및 풍만감, 두께와

관련된 특성(Kim et al., 2006)으로 압축 선형성(LC)는

높을수록 압축이 잘 되지 않는 것을 뜻하며, 압축 에너

지(WC)는 작을수록 압축 변형이 용이하고, 압축 회복도

(RC)는 클수록 압축 탄성이 풍부하여 압축에 유연함을

의미(Roh & Oh, 2015)한다. 압축 특성은 태 값을 구하

기 위해 측정되었으며, 경/위사 방향에 따른 차이가 없

기 때문에 경사(90
o

) 각도로 재단된 시험편만을 측정하

였고 그 결과는 각각 <Fig. 6>에 제시되어 있다.

압축 특성은 직물의 두께와 밀접한 관계를 갖기 때문

에(Sung et al., 1987), 실험한 네 가지 시료 중, 가장 얇

은 S1에서 최솟값을 갖고, 굵기에 따라 S2, S3는 순차적

으로 높은 값을 갖고, 가장 굵은 S4에서 최댓값을 나타냈

다. 즉, S1이 가장 압축이 잘되고 변형이 용이하고 S4가

압축이 어렵지만 압축 탄성이 큰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압축 선형성의 경우에만 더 굵은 실로 이루어진 S3가

S2보다 작은 값을 나타내어, S3의 압축 탄성이 S2보다
Fig. 5. Surface properties of silk fabrics according to

bias ang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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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것으로 나타났다.

2. 각도에 따른 역학적 특성 유형화

견직물의 각도에 따른 역학적 특성을 유형화하기 위

하여 SPSS 22.0을 활용하였고, 역학적 특성을 독립변수

로 설정하여 Hierarchical cluster analysis(Ward의 방법)

을 실시한 결과, 3개의 군집이 도출되었다(Fig. 7). 각도

에 따른 역학적 특성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ANO-

VA와 Duncan test를 실시한 결과 WT, 2HG, 2HG5, B,

SMD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able 2).

군집I은 90
o

를 중심으로 30~60
o

 차이의 각도들로 중

간 정도의 전단 이력 및 굽힘 강성을 갖는 반면, 인장

에너지가 세 그룹 중 가장 크게 나타나 인장 변형이 가

장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정바이어스 방향인

45
o

에서 잘 늘어나고 쳐지는 현상과 일치하였다. 군집

II는 0
o

와 90
o

의 각도로 군집 중 변형이 용이하지 않으

나, 변형 후 회복성이 가장 좋고 유연한 반면, 표면은 가

장 거칠었다. 군집III은 경/위사 방향에서 15
o

씩 차이나

는 각도들로 변형 시 회복성이 가장 낮고, 가장 뻣뻣하

고 탄성이 높은 특성을 보였다.

3. 직물 특성에 따른 차이

직물별 역학적 특성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일원

분산분석 및 Duncan test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WT,

Fig. 6. Compressional properties of silk fabrics.

Fig. 7. Rescaled dendrogram hierarchical cluster ana-

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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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 B, 2HB, MIU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able 3).

Sengupta et al.(1972)에 의하면 직물의 역학적 성질의

차이는 경/위사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으며 바이어스

각도에 따른 역학적 특성 변화 역시, 직물의 경/위사의

구성 특성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WT의 경우 S1, S2, S3가 동일한 그룹으로, S4만 다

른 그룹으로 나타났다. Oh and Kim(1993)은 위사의 꼬

임이 늘어날수록 위사 방향의 모듈러스가 감소하여 경

사 방향에 영향을 미쳐 경사 방향의 인장 에너지가 늘

어난다고 하였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시료들은 위사의

꼬임은 동일하지만 반대로 경사의 꼬임이 S4가 가장 크

고 이로 인해 Cover factor가 증가하여 조직의 밀도가

높아지면서 인장 시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WT값이 증가한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S4에서만 다른

경향성을 나타낸 것은 S4의 경사가 3합사로 실 단면의

형태가 원형에 가깝고, 경/위사의 섬도가 다른 샘플들보

다 굵어 실 간의 여유가 더 적어 그 차이가 더 크게 나

타난 것으로 고려된다.

RT의 경우 역시 WT와 마찬가지로 S4만 다른 집단으

로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경/위사의 굵기가 얇고 꼬

임이 적은 S1, S2, S3의 실의 자유도가 높아 S4보다 인

장 회복성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Table 2. The results of ANOVA of mechanical properties among cluster

Variables Cluster I (n=24) Cluster II (n=8) Cluster III (n=16) F-value

Tensile

LT 90.00 (47.64) 45.00 (48.10) 90.00 (55.86) 002.63***

WT 07.07 (01.22) B 05.87 (01.74) A 05.86 (01.61) A 004.15***

RT 00.87 (00.06) 00.81 (00.09) 00.84 (00.06) 002.65***

Shear

G 64.14 (03.29) 61.49 (05.25) 63.41 (03.10) 001.62***

2HG 02.14 (01.52) B 00.28 (00.05) A 04.41 (01.77) C 022.49***

2HG5 02.13 (01.24) B 00.19 (00.13) A 02.82 (01.77) B 014.67***

Bending
B 02.04 (00.50) B 00.67 (00.15) A 05.79 (01.42) C 117.41***

2HB 00.04 (00.03) 00.04 (00.03) 00.05 (00.04) 000.65***

Surface

MIU 00.01 (00.01) 00.02 (00.01) 00.02 (00.02) 000.99***

MMD 00.11 (00.01) 00.11 (00.01) 00.11 (00.01) 000.06***

SMD 00.01 (00.01) A 00.02 (00.02) B 00.01 (00.01) A 005.66***

*p<.05, **p<.01, ***p<.001

Duncan test results: A<B<C

Table 3. The results of ANOVA of mechanical properties by fabric samples

Variables S1 (n=36) S2 (n=36) S3 (n=36) S4 (n=36) F-value

Tensile

LT 00.88 (00.11) 00.84 (00.06) 00.83 (00.07) 00.85 (00.10) 02.18***

WT 05.80 (06.00) A 06.11 (05.20) A 06.23 (05.07) A 07.73 (05.73) B 09.77***

RT 64.82 (01.30) A 64.45 (00.71) A 64.13 (00.83) A 60.42 (02.82) B 04.94***

Shear

G 02.85 (02.62) 02.63 (02.10) 02.27 (01.80) 02.59 (02.51) 00.39***

2HG 02.00 (01.57) 02.34 (01.77) 02.00 (01.55) 02.27 (02.10) 00.37***

2HG5 02.82 (02.26) 02.76 (02.17) 03.48 (02.71) 03.20 (02.44) 00.72***

Bending
B 00.02 (00.01) A 00.03 (00.01) A 00.04 (00.01) B 00.07 (00.04) C 47.20***

2HB 00.07 (00.01) A 00.01 (00.01) B 00.02 (00.01) C 00.03 (00.02) D 41.96***

Surface

MIU 00.09 (00.01) A 00.11 (00.01) B 00.11 (00.01) B 00.12 (00.01) C 47.22***

MMD 00.01 (00.01) 00.07 (00.01)0 00.06 (00.01) 00.08 (00.01) 00.87***

SMD 01.73 (00.93) 01.71 (00.62) 01.47 (00.77) 01.63 (00.85) 00.80***

**p<.01, ***p<.001

Duncan test results: A<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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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의 경우 S1과 S2가 같은 그룹으로 나타났고 S3, S4

가 각각 다른 그룹으로 나타났다. S1과 S2가 동일한 그

룹으로 나타난 것은 실 굵기가 매우 얇아 그 차이가 미

미한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섬도가 굵을수록 실 간격

이 좁아져 직물을 굽히는데 더 많은 힘이 필요한데, S3

와 S4는 실 굵기가 더 굵고, 그 차이가 S1과 S2에 비해

크기 때문에 그 차이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 서로 다른

그룹으로 분류된 것으로 사료된다.

2HB의 경우 S1, S2, S3, S4가 각각 다른 그룹으로 나

타났다. 굽힘 강성의 경우 각도에 따라 0~30
o

의 경우는

위사의 꼬임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60~90
o

의 경우

는 경사 꼬임 요소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Gupta et al.,

1992; Sengupta et al., 1972) 경사의 꼬임수가 더 많은

S4는 실의 영향을 더 받은 것으로 보인다.

MIU는 S2와 S3가 같은 그룹으로 나타났고, S1과 S4

가 각각 다른 그룹으로 나타났다. 실의 굵기는 다르지만

경/위사의 합사수가 동일한 S2와 S3가 동일한 값을 갖

고 경사의 합사수가 많은 순서대로 크게 나타나 꼬임수

가 많을수록 높은 값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4. 태 평가

측정된 역학적 특성치를 바탕으로 숙녀복 드레스에

해당하는 KN-201-LDY에 적용하여 감각 평가치를 산

출하였다. 대부분의 역학적 특성치의 결과가 90
o

를 기

준으로 대칭된 형태를 나타냈기 때문에 각각 직각이 되

는 각도(0~90
o

, 15~105
o

, 30~120
o

, 45~135
o

, 60~150
o

, 75

~165
o

)를 대응시켜 0
o

부터 75
o

까지 각도에 따른 태 값을

구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Fig. 8)−(Fig. 9).

Koshi(Stiffness)는 직물을 손으로 쥐었을 때 느끼는 반

Fig. 8. Hand values of Koshi, Hari, and Fukurami de-

pending on bias angles.

Fig. 9. Hand values of Shari, Kishimi, and Shinayak-

asa depending on bias ang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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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력, 탄성, 레질리언스를 종합해서 표현한 것으로 굽힘

특성과 관련(Kim et al., 2006)된 감각이다. 실의 굵기가

얇은 S1이 가장 작은 값을 갖고 순차적으로 큰 값을 나

타냈다. 각도에 따른 차이로는 S1과 S2는 15
o

와 75
o

에

서 최댓값을 갖고, S3와 S4는 90
o

에서 최댓값을 보였다.

또한, 모든 시료에서 공통적으로 45
o

에서 최솟값을 보여

이 각도에서 가장 유연하고 회복력이 좋은 것으로 나타

났다.

Hari(Anti-drape stiffness)는 직물 탄력성 유무에 관계없

이 드레이프성이 없는 뻣뻣함과 퍼짐(Kawabata, 1980)을

나타내는 감각이며, Koshi와 동일하게 경/위사의 굵기가

굵은 순으로 높은 값을 가졌다. 또한 모든 시료에서 15
o

와 75
o

에서 최댓값을 갖고, 경/위사 방향에서 15
o

 틀어진

각도에서는 드레이프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알 수 있었

다.

Fukurami(Fullness and softness)를 부피감과 풍부하고

좋은 맵시에서 오는 느낌(Kawabata, 1980)을 나타낸다.

4종류의 직물에 따른 일관적인 특징은 나타나지 않았지

만, 실 굵기를 제외한 합사와 꼬임이 같은 S2와 S3의 경

우에는 굵기가 더 굵은 S3에서 Fukurami에 대한 감각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S4를 제외한 모든 시료에서 45
o

에서 최댓값을 나타내 45
o

에서 가장 중후한 감촉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S4의 경우에는 30
o

와 60
o

에서 가장 중후한 감촉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hari(Crisoness)는 표면이 파삭파삭하고 거칠 때 나는

감촉(Kawabata, 1980)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료 종류에

따른 일관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모든 시료에

서 공통적으로 45
o

에서 최솟값을 보여, 이를 통해 45
o

에

서 가장 매끄러운 표면 감촉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Kishimi(Scrooping feeling)는 견명의 느낌(Kawabata,

1980)을 나타내며 Shari와 마찬가지로 4종류의 시료에

따른 일정한 차이점은 없었다. 그러나 모든 시료가 0
o

에

서 최댓값을, 30
o

와 60
o

에서 최솟값을 갖고 가장 일반적

인 재단 방향인 경/위사 각도에서 이 감각이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Shinayakasa(Flexibility with soft feeling)는 부드럽고

유연하고 매끄러운 느낌을 나타내며(Kawabata, 1980)

경/위사의 실 굵기가 가는 순으로 높은 값을 갖는다. 또

한, 시료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시료에서 0
o

와 45
o

에서

큰 값을 가져 0
o

와 45
o

에서 가장 부드럽고 유연한 성질

을 느낄 수 있는 각도임을 알 수 있었다.

IV. 결 론

직물의 재단 각도는 의복의 착용감, 드레이프성 및 심

미성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의복 생산 시 고려

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다. 특히 견직물은 드레스

및 넥타이 등 고급 의류에 주로 사용되는 직물로써 견

직물에 대한 바이어스 각도에 따른 역학적 성질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의류 소재 기획에 도움이 될 것이며 이 연

구를 바탕으로 앞으로 의류 생산 자동화 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로써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본 연구는 다양한 바이어스 각도에 따른 시판 견직물

의 인장, 전단, 굽힘, 표면 특성 변화를 살펴보았으며, 각

도와 직물 구성 특성에 따른 차이에 의한 영향 및 태 값

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각도에 따른 역학적 특성치는 대부분 90
o

를 중심

으로 대칭형 곡선을 나타냈으며, 전단 특성에서 서로 다

른 구성의 직물이라도 유사한 형태의 곡선을 만들어 각

도에 대한 직물의 영향이 가장 적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바이어스 각도 중에서 45
o

, 135
o

에서 가

장 변형이 쉽고 유연한 각도임을 알 수 있었다.

2) 각도에 따라 세 가지의 군집으로 분류되고 WT,

2HG, 2HG5, B, SMD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군집I은 90
o

를 중심으로 30~60
o

 차이의 각도들로 세 가

지의 군집 중, 가장 신축성이 좋은 특징을 나타냈으며,

군집II는 0
o

와 90
o

의 각도로 군집 중 직물이 가장 유연

하고 회복력이 좋으며, 표면이 가장 균일하지 않은 특

성을 나타냈다. 군집III은 경/위사 방향에서 15
o

씩 차이

나는 각도들로 변형 시 회복성이 가장 낮고, 가장 뻣뻣

하고 탄성이 높은 특성을 보였다.

3) 직물 구성 특성에 대한 결과로는 WT와 RT의 경우

S1, S2, S3가 동일한 그룹으로, S4만 다른 그룹으로 나

타났다. B의 경우 S1과 S2가 같은 그룹으로 나타났고

S3, S4가 각각 다른 그룹으로 나타났다. 2HB의 경우 S1,

S2, S3, S4가 각각 다른 그룹으로 나타났다. MIU는 S2와

S3가 같은 그룹으로 나타났고, S1과 S4가 각각 다른 그

룹으로 나타났다.

4) 각도에 따른 태 값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섬도가 작

은 S1이 가장 작은 Koshi값을 갖고 순차적으로 큰 Koshi

값을 나타냈으며 45
o

일 때 가장 유연하고 회복력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Hari값의 경우, 경/위사의 굵기가 굵은

순으로 높은 값을 나타냈으며, 경/위사 방향에서 15
o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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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각도에서의 드레이프성이 감소하였다. 반면, 합사

와 꼬임이 같을 경우, 굵기가 더 굵은 때 더 강한 Fuku-

rami 수치가 나타났고 S4를 제외한 모든 시료에서 45
o

일

때, 가장 중후한 감촉을 느낄 수 있었다. 직물 구성에 따

른 Shari값의 경향성은 미미하지만, 45
o

에서 가장 매끄러

운 표면을 느낄 수 있고, 시료에 관계없이 경/위사 각도

에서 Kishimi한 감각이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Shinayakasa값은 경/위사의 실 굵기가 가는 순으

로 높게 나타나며, 0
o

와 45
o

에서 가장 부드럽고 유연한 성

질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시판된 견직물을 사용하여 동일한 조건의

시료의 선택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바이어스 각도에

따른 경사 및 위사의 구성 특성에 차이에 따른 영향을

살피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 이후의 연구에서

는 실 특성이 동일한 조건에서 그 영향을 보다 더 정확

히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직물 조직 및 그

외 다양한 조건에서의 바이어스 각도에 따른 역학적 특

성의 변화에 대한 연구가 행해진다면, 소재 기획 시 유

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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