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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seek knitting methods that can enhance the neck design of 

seamless knitwear and to find out how to improve the designs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knitting methods used for v-neck pullovers. The 

investigator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knitting methods and assessed the 

wearing sensation by using six different pieces of clothing for the experiment. The 

results were analyzed based on a variance analysis (ANOVA). Among the items 

showing significant results, the Duncan-test was used for more intensive research. 

As a result, while using the basic pattern of knitting methods, Experiment Clothes A 

ended up binding on the back neckline, and not making the hem of back. Also, the 

neck was the widest. In the case of the special neck, Experimental Clothes B (1:1), 

which had the least number of the knitting course in relation to the knitting ratio, the 

bottom part of the back body had the most wrinkles. According to the result of 

wearing sensation, the front part, the side part, and the back part showed similar 

results (p<0.000) in all items. Specifically, the appearance of the Experiment Clothes 

A (normal) in both the front and rear aspects were evaluated as the best. In the case 

of the special neck, the Experimental Clothes F was ranked the highest, whereas the 

Experimental Clothes B (1:1) was ranked the lowest.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it seems possible to provide concrete and technical data for the planning of 

unique and productive designs. With regard to seamless knitwear neck design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knitting method of v-neck pullovers will be of practical 

use in the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of the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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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995년 국제 섬유 기계 박람회(ITMA)에서 

처음으로 발표된 무봉제 니트 컴퓨터 횡편기는 

니트 업계에 혁신적인 기술을 선보였다. 앞판, 

등판, 소매 등 각각의 파트를 따로 편성한 뒤, 

봉제 과정을 거쳐 니트웨어를 제작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봉제과정 없이 입체적으로 니

트를 완성하는 무봉제 니트웨어는 업계에 새로

운 변혁을 가져왔다. 

  ‘봉제하지 않는’, ‘봉제선이 없는’ 의미의 무

봉제 니트웨어는 재단과 봉제 공정을 생략하고 

편성과정에서 완전한 형태의 옷이 완성된다는 

점이 특징이며, 이를 바탕으로 솔기와 봉제선

이 없어 착용감이 뛰어나며 인체의 실루엣을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다. 제품 생산 측면에서

는 생산공정이 단순화되어 각 공정별 대기시간

을 단축하여 생산 소요시간을 줄일 수 있고, 인

건비와 원부자재를 절감할 수 있으며, 재단 손

실을 최소화하는 등 친환경적인 생산이 가능하

다는 장점을 지닌다(김미주. 2014).

  더욱이 불필요한 재단과 봉제의 후공정을 생

략하는 과정으로 생산현장의 인력부족과 인건

비 상승으로 고전하고 있던 니트 업계는 재도

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해외에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상품 제조의 전반적인 과정이 

가능하게 되었고, 봉제에 고도의 스킬을 필요

로 하는 입체 성형이나 봉제가 불가능한 복잡

한 아이템과 같은 완전히 새로운 니트웨어의 

발상도 실현 가능하게 되었다.

  기술 혁신 이후 20여년이 지난 지금, 무봉제 

니트웨어는 기획에서 디자인, 생산, 유통, 마케

팅 그리고 판매까지의 전체 흐름을 쇄신하는 

새로운 니트 생산 기술로써 패션산업 전반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유니클로를 비롯한 패

스트 패션은 무봉제 니트웨어를 중심으로 니트

웨어를 제작하여 대중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조선비즈, 2018), 루이비통이나 구찌 등 하이

브랜드에서는 무봉제 기술을 이용한 차별화된 

니트웨어 제품을 제작, 신선한 디자인을 선보

이고 있다. 또한 입체적인 형태의 편성이 가능

하다는 점에서 무한의 확장성을 내포하고 있으

며, 최근에는 패션의 영역을 넘어 인테리어, 스

포츠, 아웃도어, 의료, 자동차 산업, 항공 우주 

산업, 그리고 공업 섬유 등 여러 분야에서 그 

활용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무봉제 니

트웨어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임정순, 

김금화(2005)는 기능적인 무봉제 니트 원피스

의 디자인 개발과 체형에 맞는 니트 제작방법

에 대해 연구하였고, 이인숙 외(2011)는 국내

외 무봉제 니트웨어 디자인 경향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디자인 기획에 필요한 자료를 분

석하였다. 기희숙, 김미주(2010)와 기희숙, 김

미주(2012)는 무봉제 스웨터의 몸판과 소매 

연결 부위인 접속부의 디자인에 관한 연구와 

라운드 네크 풀오버의 네크디자인에 관해 연구

하였으며, 이유진, 최원정(2012)은 무봉제 니

트조직패턴에 따른 암홀부분의 역학적 특성과 

이미지간의 차이에 관해 연구하였다. 또한, 기

희숙(2006)은 무봉제 플레어스커트의 입체형

상 평가를 통한 편성방법에 대해 연구하였고, 

이미숙 외(2009)는 무봉제 니트 원피스 드레

스 겨드랑 부위의 바인드오프 처리 분량에 따

른 소매 편성방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와같

이 무봉제 니트웨어에 관한 논문은 꾸준히 연

구되고 있으나 무봉제 니트웨어의 완성도를 향

상시킬 수 있는 디테일한 부분의 편성방법이나 

효율적인 제작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연구는 미

흡한 실정이다.

  특히 무봉제 니트 풀오버에 다양하게 적용되

고 있는 V-네크라인은 봉제과정 없이 기계편

성에서 완성되는 원리로 제작되는데 이는 기본 

몸판편성과는 달리 복잡한 편성원리로 이루어

져있다. 따라서 네크라인의 편성원리를 이해하

고 프로그램 작업에 임해야 하며 동시에 보다 

효율적인 제작방법을 선택해야 할 필요성이 있

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무봉제 니트 풀오버의 V-네

크단 편성원리를 이용하여 여러 종류의 실험복

을 제작한 후 편성방법에 따른 특성을 비교 분

석하여 살펴보고, 실제 외관평가를 통해 디자

인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편성방법을 제

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향

후 사용되는 다양한 소재나 편성방법의 변형 

등 무봉제 니트웨어의 다양한 요소들을 꾸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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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하게 된다면, 보다 고품질의 디자인 제품

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며, 본 연구에서도 이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무봉제 니트 풀오버의 편성원리

  무봉제 니트웨어는 인체에 맞는 3D 설계 및 

제작으로 아름다운 실루엣과 착장시 안락감은 

물론 기존의 봉제 가공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어 효율적인 생산 측면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다.

  무봉제 니트웨어의 편성방법은 3차원 형상

의 특수한 편성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원

리와 과정은 <그림 1>과 같다. 편성순서는 일

반적으로 아래에서부터 시작되며 위쪽 방향으

로 순차적으로 편성이 완성된다.

  무봉제 편성은 몸판을 중심으로 좌우에 소매

가 위치하여 3개의 캐리어를 사용하여 동시에 

튜블러(tubular) 방식으로 편성이 시작된다. 각

각 3개의 캐리어가 원통형으로 편성하다가 암

홀 접속부에서 양쪽 소매가 몸판 쪽으로 이동

하여 결합이 이루어진 후 하나의 원통형 상태

로 편성이 이루어진다. 

  1개의 캐리어로 원통형으로 편성되면서 코

줄임(narrowing) 기법을 이용하여 암홀 라인

과 소매산의 입체적인 형태를 완성하게 된다. 

네크라인의 형태에 따라 원통형의 편성방법이 

아닌 앞네크의 트임이 형성되도록 앞목파임 부

분은 편성되지 않고 나머지 부분만 되돌아 뜨

는 C-편성방법으로 편성된다(김미주, 기희숙, 

2012).

  마지막으로 편직의 모든 과정이 끝나면 남아 

있던 코들을 끝마무리 해 주는 바인드오프 처

리 후 기계에서 분리하여 한 벌의 무봉제 니트

웨어가 완성된다.

2. 무봉제 니트 V-네크 풀오버의 네크단 편성

원리

  상의에서 네크 형태는 옷의 중심에 위치하는 

것으로 외관이 편안하고 안정적이며 아름답게 

보이도록 만드는 것이 상반신 의복 제작에서 

매우 중요하다. 편성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봉

제형 방식과 무봉제형 방식으로 분류된다.

  봉제형 방식의 경우는 니트를 봉제하는 링킹 

봉제기를 이용하여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는 방

식으로 네크단을 몸판의 편성이 끝난 후 덧붙

여 주는 방식(김미주, 기희숙, 2012)이나 무봉

제형 방식의 경우는 네크단을 편성하는 과정에

서 연결되어 완벌 형태로 편성되는 방식이다. 

  무봉제 니트 풀오버의 네크단 편성방법으로

� �

start body & sleeve joining  �

� �

end C-knitting tubular & narrowing

<그림 1> 무봉제 니트 풀오버의 편성과정
(출처 : SDS-ONE APEX3 DB/KnitPaint HELP/supplement for instruction man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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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Normal(노말) 편성방법과 SP-neck(스페

셜네크) 편성방법의 2가지 방법이 있다. 일반

적인 normal 편성방법은 앞몸판의 네크단을 편

성한 후 뒷몸판의 네크단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뒷몸판의 마지막 코들을 바인드 오프

(bind-off)로 막음 처리한다. 반면 SP-neck 

편성방법은 앞몸판 네크단을 편성한 후 뒷몸판

에 붙여 줄 네크단을 별도로 편성하여 결합시

켜 주는 방식으로 뒷목 부분의 경우 뒷몸판 루

프 수와 뒷네크단 루프 수의 비율에 따라 결합

되므로 비율설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

히 뒷몸판에 남아 있는 루프수와 뒷네크단이 

형성되는 코의 방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뒷

몸판 루프 수(콧수)와 뒷네크단 루프 수(단수)

의 관계는 매우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V-네크 풀오버의 뒷네크 라인 형태는 <그림 

2>와 같이 직선이 아니고 뒷목 파임의 곡선 라

인에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네크단을 만들어 주

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무봉제 4 needle bed 

편기의 경우 앞베드에서는 네크단을 편성하면

서 뒷베드 위에 뒷몸판 마지막 라인의 코가 트

랜스퍼에 의해 넘겨주고 자연스럽게 곡선 형태

의 뒷몸판에 결합시켜 준다.

  앞베드에서 형성되는 네크단의 루프 방향과 뒷

베드에서 형성된 뒷몸판의 최종 네크라인 루프 

방향의 결합형태는 원사나 게이지, 편성방법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루프의 가로와 세로의 길

이가 <그림 3>과 같이 다르게 형성되므로 각각의 

특성에 따라 뒷몸판과 네크라인 사이의 균형을 

체크하면서 네크단의 편성 단수에 대한 뒷몸판의 

네크라인에 결합하기 위한 루프 옮김(트랜스퍼)

의 횟수를 편성 비율로 설정한다. 

  일반적으로 조직이나 원사에 따라 주름이 나타

나지 않도록 뒷몸판을 전체적으로 일정한 비율로 

조절하는데 일반적으로 1:1, 2:1, 3:2, 4:3으로 편

성비율을 구분하여 편성한다. 그러나 뒷목 부분

이 주름지거나 당겨지는 경우와 같이 부분적인 

수정이 필요하거나 디자인의 형태에 따라서는 

center부분(A)과 side부분(B)에서 편성비율을 각

각 지정할 수 있는 individual 편성방법을 사용

할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니트 시료의 편성 조건 및 특성 

  실험복 제작은 SWG 173-X (Shimaseiki MFG., 

Ltd) 컴퓨터 무봉제 자동 횡편기를 사용하였다. 

선행논문(기희숙, 2012)에서와 같이 무봉제 니트

웨어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12G로 선정하였다.

  또한 시료의 편성 시 루프 크기를 일정하게 

맞춰주고 편성 코스마다 밀도 오차를 줄일 수 있

는 DSCS(Digital Stitch Control System) 장치를 사

Front Back 무봉제 기본패턴 형태

A: center  B: side

back neck  

<그림 2> V-네크 풀오버의 네크단 형태

네크단 루프

뒷몸판 루프

<그림 3> V-네크 풀오버의 네크단의 루프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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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편성하였으며, 루프의 길이(루프 장)는 조

직에 적합한 것으로 선정하여 편성하였다. 편사

(knitting yarn)는 신장회복성이 우수하고 실용적

인 Acrylic/Wool(50%/50%, 2/48's) 원사를 2합으로 

사용하였으며 시료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실험복의 형태는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

단되는 기본형의 V-네크와 긴소매의 셋인 슬리브

(set-in sleeve) 형태의 풀오버로 선정하였다. 전체

적인 외관평가에 있어서 조직 고유의 특성에 영

향을 받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니트웨어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평편(plain) 조직을 적용(기희숙, 

2012)하였으며 네크단은 몸판과 소매단에 동일하게 

2X2 펄(purl) 조직을 1.5cm 길이로 편성하였다.

2. 실험복 제작

  실험복은 현재 무봉제 니트웨어 디자인 기획 

및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예비 설문 조사 한 결과

를 토대로 선행논문(김미주, 기희숙, 2012)에서 

사용되었던 기본형 V-네크 풀오버의 여성복 55 

size 치수를 <표 2>와 같이 참고하여 제작하였다. 

<표 1> 실험복 제작시료의 특성

섬유혼용율

(%)

편사의 번수

(Nm)

조직

(stitch)

무게

(g/㎡)

두께

(㎜)

평균

루프장

(mm)

편환밀도

wale/cm course/cm

Acrylic 50%

Wool  50%
2/48’s Plain stitch 190g 1.03

Low :6.5

Upper:6.0
6.3 8.2

<표 2> 무봉제 V-네크 풀오버 실험복의 각 부분별 치수

항목(옷에서의 측정기준) Size(단위:cm)

총장(옆목점∼햄 라인 끝) 58

어깨(좌우 어깨 끝점 사이의 너비) 33

가슴 품(암홀 밑에서 1cm 아래의 좌우 너비) 42

허리 36.5

하폭 38

암홀(사선) 19

등길이(옆목점∼허리 위치) 38

목넓이(좌우 옆목점 너비) 18.5

목깊이(옆목점∼아래 방향의 수직 길이) 7

소매장(어깨 끝점∼소매단 끝) 58

소매품(암홀 밑에서 1cm 아래의 좌우 너비) 14

소매구(소매부리) 7.5

몸판고무단 길이 2

소매고무단 길이 2

네크단 높이 1.5

<표 3> 실험복 종류별 네크단 편성방식

실험복 분류 편성방식 편성비율 편성방법

실험복A Normal 없음 네크단 편성없이 마지막 코를 바인드오프하여 마무리

실험복B Sp-neck 1:1 네크단 부분을 1단 편성하는 동안 뒷몸판에 1회 트랜스퍼하여 연결

실험복C Sp-neck 2:1 네크단 부분을 2단 편성하는 동안 뒷몸판에 1회 트랜스퍼하여 연결

실험복D Sp-neck 3:2 네크단 부분을 3단 편성하는 동안 뒷몸판에 2회 트랜스퍼하여 연결

실험복E Sp-neck 4:3 네크단 부분을 4단 편성하는 동안 뒷몸판에 3회 트랜스퍼하여 연결

실험복F Sp-neck individual center부분은 1:1의 편성비율로 연결하고 side 부분은 4:3으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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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네크 풀오버 네크단의 편성방법을 <표 3>과 

같이 달리하여 총 6종류의 실험복을 제작하였으

며 각각 실험복A, 실험복B, 실험복C, 실험복D, 

실험복E, 실험복F로 분류하였다. 

  3. 외관에 대한 관능 평가

  제작된 무봉제 V-네크 풀오버 실험복에 대

해 외관에 의한 관능 평가를 실시하였다. 외관

에 대한 관능평가를 위한 전문가 집단은 니트 

업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15명으로 구

성하였으며, 평가단에게는 실험복에 대한 정보

를 일체 제공하지 않았으며, 동일한 조건에서 

외관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평가 항목은 예비조사 결과 채택된 전체적인 

외관에 대한 관능 평가 내용으로 전면, 측면, 후

면과 전체적인 외관을 평가하였다. 평점 방법은 

Liker의 5점 평점 척도로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외관이 우수한 결과로 해석하였다. 평가의 결과

분석을 위해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으며, 

유의한 결과를 보인 항목은 집단 간의 비교를 위

해 Duncan test를 사용하였다.

Ⅳ. 연구결과 및 고찰

1. 무봉제 니트 풀오버의 V-네크단 편성방

법에 따른 특성

  무봉제 니트 풀오버의 네크단 편성방법을 달

리한 6종류 실험복의 편성결과 <표 4>와 같

은 편성특성을 볼 수 있었다. 

  6종류 실험복의 기본패턴을 살펴본 결과 실험

복A는 normal방법으로 뒷몸판에 별도의 네크단을 

<표 4> 실험복 종류별 편성특성

실험복 

종류
기본패턴 형태

네크단 

단수

편성시간

(1벌)

뒷몸판과 네크단 루프의 

결합형태
편성 후 뒷 네크

실험복A

(Normal)
X 97분51초 X

실험복B

(1:1)
117단 96분58초

실험복C

(2:1)
229단 99분17초

실험복D

(3:2)
173단 98분03초

실험복E

(4:3)
153단 97분35초

실험복F

(Individual)
133단 97분19초

  B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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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하지 않고 뒤네크라인의 최종루프를 그대로 

바인드오프하는 편성방식이 적용되어 앞몸판 네

크 폭이 다른 실험복의 네크 폭보다 넓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기본패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몸

판편성 후 별도의 네크단을 편성하지 않고 뒷몸

판 네크라인을 마무리하기 때문에 앞몸판의 네크 

폭이 네크단 코수 만큼 더 넓은 형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편성이 끝난 후의 뒷네크 형태는 

가장자리가 말리는 현상을 보였는데 이는 전체 

몸판이 평편조직으로만 제작되어 조직 자체의 특

징이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편성시간은 다른 SP-neck와 거의 비슷한 것

을 알 수 있었으며 네크단을 따로 편성하는 시

간과 코막음 처리의 바인드오프하는 시간이 거

의 비슷하게 소요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네크단이 뒷몸판에 연결되는 SP-neck의 경우 

편성비율에 따라 네크단의 단수는 실험복C > 실험

복D > 실험복E > 실험복F > 실험복B 순으로 실험

복C의 네크단 편성단수가 가장 많았고 실험복B가 

가장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한 벌의 실험복을 편성하는 전체 소요시간에도 

다소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편성 후의 뒷네크 부분을 비교해 보면, 네크단

의 편성 단수가 가장 적은 실험복B(1:1)의 경우 

뒷몸판의 네크단 아래 부분에 가장 많은 주름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뒷몸

판과 네크단의 루프 방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방향으로 인한 길이의 차이만큼 당겨지는 현상이 

실험복 종류 전면 측면 후면

실험복A

(Normal)

실험복B

(1:1)

실험복C

(2:1)

실험복D

(3:2)

실험복E

(4:3)

실험복F

(Individual)

<그림 4> 실험복 6종류에 따른 착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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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였고 결합부분의 밸런스가 맞지 않아 군주

름이 생기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네크단 편성단수가 가장 많은 실험복

C(2:1)의 경우 뒷몸판의 코수에 비해 네크단의 단

수가 많아 군주름 없이 가장 여유있게 안정된 형

태를 보였으나 그 여유량이 뒷몸판 코수 보다 2배

로 많아 네크 폭도 넓어지고 뒷네크단 부분이 전

체적으로 조금 늘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실험복D와 실험복E의 경우도 실험

복C의 뒷네크단 부분과 비슷한 현상을 볼 수 있

었는데 이는 실험복C와 동일하게 뒷몸판의 코수

에 비해 네크단을 더 많이 편성하는 방식이 적용

되어 네크단의 편성단수가 많아질수록 뒷네크 폭

이 넓어지는 현상을 보이기도 하고 편성단수에 

의한 여유량으로 인해 네크단이 들뜨거나 늘어지

는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뒷몸판에 대한 네크단 전체의 편성비율을 

일정하게 조절하는 실험복과는 달리 편성비율을 

나누어서 조절하는 실험복F의 경우 가장 안정적

인 뒷목 네크라인을 형성하였는데 이는 뒷네크의 

<표 5> 외관에 대한 관능평가

평가항목 실험복A 실험복B 실험복C 실험복D 실험복E 실험복F F값

외관에 

대한 

관능

평가

전

면

앞네크라인

모양의 

적절함

4.73 

(A)

2.20 

(D)

3.93 

(C)

4.07 

(C)

4.13

(BC)

4.47

(AB)
53.81 ***

앞목파임

위치의 

적절함

4.67

(A)

2.60

(C)

3.73

(B)

4.27

(A)

4.33

(A)

4.60

(A)
29.49 ***

앞목점

위치의

적절함

4.80

(A)

2.80

(D)

3.60

(C)

4.27

(B)

4.60

(AB)

4.47

(AB)
24.98 ***

전체적인 

외관

4.60

(A)

2.67

(D)

3.80

(C)

4.00

(BC)

4.27

(AB)

4.53

(A)
21.26 ***

측

면

옆네크라인 

모양의

적절함

3.27

(C)

2.07

(D)

2.40

(D)

3.80

(B)

4.20

(AB)

4.60

(A)
45.53 ***

옆목점

위치의 

적절함

3.33

(C)

2.20

(E)

2.67

(D)

3.93

(B)

4.20

(B)

4.80

(A)
39.09 ***

어깨선

위치의 

적절함

4.27

(AB)

2.33

(C)

2.60

(C)

4.00

(B)

4.27

(AB)

4.73

(A)
30.94 ***

전체적인 

외관

4.07

(B)

2.40

(C)

2.60

(C)

3.80

(B)

4.20

(B)

4.87

(A)
40.82 ***

후

면

뒤네크라인

모양의 

적절함

2.67

(C)

2.27

(C)

2.53

(C)

4.07

(B)

4.33

(B)

4.87

(A)
42.15 ***

뒷목점

위치의

적절함

3.13

(C)

2.33

(D)

3.20

(C)

4.07

(B)

4.67

(A)

4.93

(A)
41.30 ***

뒷목아래

군주름 여부

2.47

(B)

1.93

(B)

2.00

(B)

2.27

(B)

2.27

(B)

4.33

(A)
8.33 ***

전체적인 

외관

3.27

(C)

2.47

(D)

2.73

(D)

3.73

(B)

4.60

(A)

4.80

(A)
33.60 ***

***P<0.001

알파벳은 Duncan test 결과임(A>B>C>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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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de부분에 해당하는 곡선부분과 center부분에 해

당하는 직선부분을 나누어 각각의 편성비율을 지

정함으로써 인체에 보다 더 자연스러운 형태의 

네크라인을 형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외관에 대한 관능평가

   실험복 6종류에 따른 착의 상태 <그림 4>를 

이용하여 무봉제 니트 V-네크 풀오버의 네크단 

편성 비율에 변화를 준 6종류의 실험복에 대해 외

관 관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전면, 측면, 후면의 외관평가 결과 모두 전체 

항목에서 p<0.001 수준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여 네크단 편성비율에 따라 외관의 차이가 나

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면의 경우 앞네크라인 모양, 앞목파임 위치, 

앞목점 위치, 전체적인 외관 등 모든 항목에서 

p<0.001 수준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앞목점의 위치를 제외하고 3가지 항목 모두 실

험복A > 실험복F > 실험복E > 실험복D > 실험복C >

실험복B 순의 결과를 보여 실험복A(normal)의 외

관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실험

복A의 경우 네크단을 별도로 편성하면서 뒷몸판

에 붙여가는 SP-neck의 편성방식과 달리 별도의 

네크단을 편성하지 않고 바인드오프 방식으로 코

막음 처리하므로 뒷몸판과 네크단의 결합부분이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앞네크라인의 모양에도 

영향을 주지 않아 가장 안정감 있는 V-네크 형태

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라 사료된다. 다음으로 

실험복F(individual)가 높은 평가를 받아 SP-neck 

중 가장 우수한 외관으로 평가되었으며 실험복

B(1:1)의 외관은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뒷몸판에 네크단을 붙이는 SP-neck 중에서

도 가장 우수한 외관으로 평가된 실험복F는 네

크단을 center와 side로 나누어 뒷몸판에 붙여

가는 방식으로 인체의 굴곡에 따라 섬세하게 

조절할 수 있는데 이는 앞몸판의 V-네크 형태

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되며, 

실험복B는 1:1의 편성비율에 의해 네크단 편성

횟수와 뒷몸판 결합횟수가 동일한 방식으로 편

성됨에 따라 앞네크가 뒷몸판으로 당겨져 넘어

가는 형태가 되어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

로 사료된다.

  측면의 경우 옆네크라인 모양, 옆목점 위치, 

어깨선 위치, 전체적인 외관 등 모든 항목에서 

p<0.001 수준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모든 항목에서 실험복F의 외관이 가장 우수

하게 평가되었으며 실험복B의 외관이 가장 낮

게 평가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실험복F는 전면

외관의 결과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네크단 편

성비율을 center와 side로 나누어 각각 다른 비

율로 뒷몸판에 결합하는 individual방식으로써 

앞네크에서 옆네크로 자연스럽게 네크단이 붙

게 되어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또한 실험복B는 가장 낮은 평가를 보였는데 이

는 루프의 방향이 서로 다른 네크단과 뒷몸판의 

최종루프가 1:1의 편성비율에 의해 결합되어 당김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어깨선의 위치가 뒷몸판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나타난 결과라 사료된

다. 실험복B에 이어 낮은 평가를 받은 실험복C는 

네크단과 뒷몸판의 최종루프가 2:1의 편성비율에 

의해 결합되어 뒷몸판의 네크단에 필요이상의 여

유가 생겨 옆네크라인의 모양이 들뜨는 현상이 

발생했는데 이러한 외관은 낮은 평가에 큰 영향

을 주었을 것이라 사료된다.

  후면의 경우 뒤네크라인 모양, 뒷목점 위치, 뒷

목아래 군주름, 전제적인 외관 등 모든 항목에서 

p<0.001 수준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뒷목아래 군주름여부를 제외한 3가지 항목 모

두 실험복F > 실험복E > 실험복D > 실험복A > 실험

복C > 실험복B 순의 결과를 보여 실험복F의 외관

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실험복

B(1:1)의 외관은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실험복F는 뒷몸판에 네크단을 붙이는 individual

의 편성방식으로 뒷몸판 네크라인의 곡선부분인 

side와 네크라인의 직선 부분인 center로 구분하

여 편성비율을 지정함으로써 다른 실험복에 비해 

네크단의 루프가 자연스럽게 몸판에 이어지는 효

과를 얻게 되면서 후면의 외관평가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실험복B(1:1)의 외관은 가장 낮게 평가되

었는데 이는 전면과 측면 외관의 결과에서도 제

시한 것과 같이 루프의 방향이 서로 다른 네크단

과 뒷몸판의 최종루프가 1:1의 편성비율에 의해 

결합 되어 당김 현상이 나타났고 뒷몸판에 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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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네크단의 전체 단수와 뒷몸판의 네크라인 넓

이의 밸런스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특히 뒷목아래 군주름의 경우 실험복F > 실험복

A > 실험복D, 실험복E > 실험복C > 실험복B 순의 

결과를 보여 실험복B는 뒷목아래 군주름이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험복F는 가장 적게 나

타나 우수한 외관으로 평가되었다. 

  군주름이 가장 심하다는 평가를 받은 실험복B는 

다른 실험복에 비해 네크단 편성단수가 적어 뒷목

아래의 군주름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

며 반면 가장 우수한 외관으로 평가받은 실험복F

는 네크단의 편성비율을 부분별로 각각 조절하여 

편성함으로써 자연스러운 결합에 의해 뒷목아래의 

군주름이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무봉제 니트 풀오버의 V-네크단 편

성비율에 따른 특성을 살펴보고 디자인 향상을 

위한 편성방법에 대한 실증적인 실험과 분석을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니트웨어 개발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무봉제 니트 풀오버의 V-네크단 편성방법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V-네크단 편성방법에 따른 특성을 살펴

본 결과 기본패턴 형태에서 실험복A는 normal

방법으로 별도의 뒷목 네크단을 형성하지 않고 

뒷네크라인을 바인드오프하여 네크 폭이 가장 

넓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편성이 끝난 후의 뒷

네크 형태는 가장자리가 말리는 현상을 보였는

데 이는 전체 몸판이 평편조직으로만 제작되어 

조직 자체의 특징이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편성시간은 다른 SP-neck와 거의 비슷한 것

을 알 수 있었으며 네크단을 따로 편성하는 시

간과 코막음 처리의 바인드오프하는 시간이 거

의 비슷하게 소요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네크단이 뒷몸판에 연결되는 SP-neck의 경우 

편성비율에 따라 네크단의 단수는 실험복C > 실험

복D > 실험복E > 실험복F > 실험복B 순으로 실험

복C의 네크단 편성단수가 가장 많았고 실험복B가 

가장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네크단의 편성 단수가 가장 적은 실험복B(1:1)

의 경우 뒷몸판의 네크단 아래 부분에 가장 많은 

주름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러한 현상

은 뒷몸판과 네크단의 루프 방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방향으로 인한 길이의 차이만큼 당겨지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결합 부분의 밸런스가 맞지 

않아 군주름이 생기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네크단 편성 단수가 가장 많은 실험복

C(2:1)의 경우 뒷몸판의 코수에 비해 네크단의 단

수가 많아 군주름 없이 가장 여유있게 안정된 형

태를 보였으나 그 여유량이 뒷몸판 코수 보다 2배

로 많아 네크폭도 넓어지고 뒷네크단 부분이 전

체적으로 조금 늘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반면 뒷몸판에 대한 네크단 전체의 편성 비율

을 일정하게 조절하는 실험복과는 달리 편성비율

을 나누어서 조절하는 실험복F(individual)의 경우 

가장 안정적인 뒷목 네크라인을 형성하였다.

  2. 6종류의 실험복에 대해 외관 관능평가를 

실시한 결과 전면, 측면, 후면 모두 전체 항목

에서 p<0.001 수준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네크단 편성비율에 따라 외관의 차이가 나타나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면의 경우 앞목점의 위치를 제외하고 3가지 

항목 모두 실험복A > 실험복F > 실험복E > 실험복D >

실험복C>실험복B 순의 결과를 보여 실험복A(normal)

의 외관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별도의 네크단을 편성하지 않고 바인드오프의 방

식으로 코막음 처리하므로 뒷몸판과 네크단의 결

합부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앞네크라인의 모양에

도 영향을 주지 않아 가장 안정감 있는 V-네크 형

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실험복F가 높은 평가를 받아 SP-neck 중 가장 우수

한 외관으로 평가되었으며 실험복B(1:1)의 외관은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뒷네크단의 

편성비율이 앞몸판의 V-네크 형태에 큰 영향을 주

지 않았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측면의 경우 모든 항목에서 실험복F의 외관이 

가장 우수하게 평가되었으며 실험복B의 외관이 

가장 낮게 평가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면외관의 결과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네크단 편성비율을 center와 side로 나누어 각

각 다른 비율로 뒷몸판에 결합하는 individual

방식으로써 앞네크에서 옆네크로 자연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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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크단이 붙게 되어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후면의 경우 뒷목아래 군주름여부를 제외한 3

가지 항목 모두 실험복F > 실험복E > 실험복D > 실

험복A > 실험복C > 실험복B 순의 결과를 보여 실

험복F의 외관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으

며 실험복B의 외관은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실험복F는 뒷몸판에 네크단을 붙이는 individual

의 편성방식으로 뒷몸판 네크라인의 곡선부분인 

side와 네크라인의 직선부분인 center로 구분하여 

편성비율을 지정함으로써 다른 실험복에 비해 네

크단의 루프가 자연스럽게 몸판에 이어지는 효과

를 얻게 되면서 후면의 외관평가에서도 높은 평

가를 받은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실험복B(1:1)의 

경우 루프의 방향이 서로 다른 네크단과 뒷몸판

의 최종루프가 1:1의 편성비율에 의해 결합되어 

당김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뒷목아래 군주름의 경우 실험복B > 실험

복C > 실험복D > 실험복E > 실험복A > 실험복F 순

의 결과를 보여 실험복B는 뒷목아래 군주름이 가

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험복F는 가장 적게 

나타나 우수한 외관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는 소비자의 디자인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고품질의 디자인 개

발과 관련 업계에서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어 완성제품의 편성결과예측 및 편

성방법의 문제점 보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

라 기대하며, 향후 무봉제 니트웨어의 편성방법 

개선과 제품개발에 도움이 되는 연구로써 활용되

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는 특정 컴퓨터 편기, 소재와 디자인에 

한정하여 그에 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진행되었

으므로 확대 해석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

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소재 및 디자

인의 변화에 따른 폭 넓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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