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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Auxetic 구조체는 일축 인장 또는 압축 하에서 측면

으로 수축 또는 팽창하는 성질을 가지는 재료로, 일

반적인 재료와는 다르게 음의 포아송비를 나타내는 

재료이다(Xue et al., 2020). Re-entrant 구조체는 aux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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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confirmed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an auxetic re-entrant pattern prepared using 3D printing 

technology and its composite fabric with neoprene for the production of functional auxetic patterns/textiles 

for safety shoes. Samples were prepared by the tilt angle of a re-entrant pattern of 0o, 30o, 45o, 60o and 90o, and 

then analyzed using Poisson's ratio, bending, compression, and tensile properties. A 3D printed auxetic re-entrant

pattern (3DP-RE) and its composite fabric (3DP-RE/NP) showed a negative Poisson's ratio in all tilting angles 

that indicated auxetic properties. The results of the bending property shown that strength of 3DP-RE/NP was 

1.5 times lower than NP, but the strain improved 2.0 times. It was confirmed that the deformation of 3DP-RE/NP

is possible with a low load. Each sample type of compression behavior indicated similar regardless of the tilting 

angles; in addition, the compression toughness of 3DP-RE/NP increased 1.2 times compared with NP. In the 

case of tensile properties, 3DP-RE and 3DP-RE/NP were affected by the tilting angle, samples with 90o (the 

opposite of load direction) showed best tensile property and toughness. 3DP-RE/NP indicated improved bending,

compression, and tensile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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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c 특성의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개발된 구조체

로, “보우 타이(bow-tie)” 형태의 내향으로 음의 각도를 

갖는다. 내향 된 변들이 축 방향으로 신장되면서 auxe-

tic 거동을 나타내며, 전단 및 파단 강도, 내압입성, 강

인성은 물론 다른 auxetic 구조체보다 에너지 흡수성

이 우수하여 각종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Kol-

ken & Zadpoor, 2017; Li et al., 2020; Liu & Hu, 2010). 

이에 따라 auxetic 구조체는 발 및 발바닥을 보호하고, 

반복적인 충격에 대한 충격 흡수성을 제공하여 발의 

안정성을 부여하는 신발 산업 분야에도 적용되고 있

다. 신발의 상부인 갑피는 신발의 구성 요소 중 겉으

로 가장 많이 드러나는 부분으로, 외부 환경에 직접적

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외부 환경에 노출

되었을 때에도 재료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발을 편안

하게 보호할 수 있는 재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발의 하부인 안창, 중창의 경우, 인체의 하중을 직

접적으로 견뎌야 하는 부분으로, 쿠션성, 충격 흡수

성, 탄성력 등이 요구되며, 폼 재료로 사용된다. 겉창

의 경우, 외부에 장착되어 있어 마모 등과 같은 우수한 

기계적 특성이 필요하며, 대표적으로 열가소성 고무

를 이용하여 개발되고 있다(Kim et al., 2019; Piedade 

et al., 2019). 네오프렌은 폴리클로로프렌 또는 CR이

라고 불리는 클로로프렌의 중합에서 유도된 합성 고

무로, 충격 흡수성, 쿠션성 및 탄성력을 필요로 하는 

스포츠용 신발에 적용되는 고무계 재료 중 하나이다. 

이는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적이며 넓은 온도 범위에

서 유연성을 나타내며, 신축성과 탄성력은 물론 폼의 

형태로 인해 보온성 및 충격 흡수성이 우수하여 보호 

장비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AlMaadeed et al., 

2020; Williams, 2018). 또한, 네오프렌은 발이 젖을 수 

있는 수중 또는 해양용 레저 스포츠에서도 주로 사용

되며, 날카로운 바위와 같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발

을 보호하고, 미끄럼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아쿠아 슈즈, 

웻수트용 서핑 부츠 또는 다이빙용 부츠 등에도 적

용되고 있다(“Water shoe“, 2020).

Auxetic 구조체의 우수한 기계적 성능으로 인해 au-

xetic 특성을 가지는 직물 또는 니트를 제조한 선행연

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3D 프린팅 기술을 접

목하여 auxetic 구조체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Gu et al., 2021; Kamrul et al., 2020; Li et al., 2020; Xue et 

al., 2020; Zhao et al., 2020). 이에 따라 인장 방향에 따

른 auxetic 특성을 확인하는 연구가 되고 있으며, Zhao 

et al.(2020)의 연구에서는 auxetic 성능을 나타내는 직

물을 제조하고자 re-entrant 구조체를 갖는 경편을 제

조하여 경사 및 위사 방향에 대한 auxetic 특성을 포아

송비로 분석하였으며, 웨일 방향으로 인장 시, 직물은 

파단될 때까지 auxetic 효과를 유지한 반면, 코스 방

향으로 인장 시에는 인장 변형률이 제한된 값 이상일 

경우, 포아송 비가 음에서 양으로 변화함을 보고하였

다. Kamrul et al.(2020)은 인장 방향에 따른 auxetic re-

entrant 구조를 적용한 직물의 auxetic 거동 및 포아송

비를 확인하였다. Auxetic 거동은 0o 및 90o의 인장 방

향에서 가장 오래 지속되었고, 바이어스 방향인 22.5o, 

45o 및 66.5o에서는 auxetic 거동이 감소였으며, 이는 re-

entrant 구조체의 단위셀이 긴 실은 경사 방향으로, 짧

은 실은 위사 방향으로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주요 특

성이 90o 및 0o에서 나타남을 보고하였다. 열가소성 

폴리우레탄 필라멘트로 3D 프린팅 기술을 적용하여 

auxetic re-entrant 구조체를 제조한 선행연구에서도 인

장 방향의 x축 및 y축에 따른 포아송비를 분석하였으

며, x축 및 y축의 내향된 re-entrant 구조체의 각도가 

모두 직선이 되면 양의 포아송비를 나타냈고, 내향된 

각도가 작은 x축의 방향의 샘플이 작은 하중 하에 변

형이 가능하여 y축 방향의 샘플보다 우수한 auxetic 특

성을 나타냄을 보고하였다(Gu et al., 2021). 또한, 우

수한 기계적 특성을 가진 auxetic 구조체는 3D 프린팅 

기술을 접목시켜 나이키, 아디다스, 리복, 뉴발란스 및 

언더아머와 같은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에서 갑피 또

는 아웃솔에 적용한 신발 제품들이 상용화되고 있으

며, 주로 격자형 구조체를 아웃솔에 적용하여 경량화 

및 쿠션성을 부여하였으며, 언더아머에서는 발을 직

접적으로 보호하는 부위인 갑피 부분에 re-entrant 패

턴을 적용하여 발의 움직임에 따라 안정성을 제공하

였다(Kelkar et al., 2020; Kim et al., 2019).

본 연구팀의 선행연구에서는 FDM 3D 프린팅 기술

을 적용한 auxetic 구조체를 제조하고자, auxetic 패턴 

종류에 따른 TPU 경도별 auxetic 특성과 역학적 성능

을 평가하였다(Kabir et al., 2020a; Kim & Lee, 2020). 

Kabir et al.(2020b)에서는 auxetic sinusoidal 패턴을 상

변이 열가소성 폴리우레탄(SMTPU, shape memory ther-

moplastic polyurethane) 필라멘트를 이용하여 나일론 

직물 위에 3D 프린팅을 한 후, 열처리 공정에 따른 상

변이 특성 및 물리적 특성을 확인하여 신발 갑피로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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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흡수 특성이 우수한 auxetic 구조체인 re-entrant 

패턴을 적용하여 신발용 갑피에 적용하기 위한 기능

성 auxetic 패턴/텍스타일을 제조하고자 네오프렌에 

합포하여 auxetic re-entrant 패턴의 기울기 각도에 따

른 재료의 포아송비 및 기계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

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속 공정이 

가능한 FDM 3D 프린터로 1 m 길이를 가지는 re-ent-

rant 패턴을 출력하고, 네오프렌에 합포한 후 re-ent-

rant 패턴의 기울기 각도별로 커팅하여 샘플을 제조한

다. 둘째, 제조된 샘플의 기울기 각도별 auxetic 특성

을 확인하고자 포아송비를 분석하고, 신발로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굽힘 특성, 압축 특성 및 인장 

특성을 분석하였다. 추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기능

성 auxetic 패턴/텍스타일 제작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사

용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재료

본 연구에서 사용된 3D 프린팅 auxetic re-entrant  패

턴을 제조하기 위해, 직경 1.75 mm 및 85 A의 경도를 

가지는 열가소성 폴리우레탄계(TPU, thermoplastic po-

lyurethane) 필라멘트(Ninjaflex, NinjaTek, USA) 및 0.6 

mm 직경의 노즐을 가진 컨베이어형 FDM(CFDM, con-

veyor fused deposition modeling) 3D 프린터(Blackbelt, 

Netherland)를 사용하였다. TPU 필라멘트는 FDM 3D 

프린팅 제조 공정에서 텍스타일 제조를 위해 대표적

으로 사용되는 재료로, 유연성뿐만 아니라 내구성을 

가지며, 변형 및 회복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

다. 이를 이용하여 3D 프린팅 auxetic re-entrant 패턴/

텍스타일 복합 직물 제조를 위해 두께가 3 mm이고, 

0.006 g/cm2이며 폴리클로로프렌(CR) 100%의 micro-

cell을 가지는 검정색의 네오프렌 폼(JAKO Chemicals 

Co. Ltd., Korea)을 사용하였으며, 합포를 위해 스프레

이 접착제(3M 77, 3M, USA)를 사용하였다.

2. Auxetic re-entrant 패턴 샘플 제조

<Fig. 1>은 auxetic re-entrant 패턴의 3D 모델링 과정 

및 출력된 샘플의 이미지를 나타낸 것이다. <Fig. 1(a)>‒

<Fig. 1(b)>에서 나타낸 것과 같이, re-entrant(RE) 구

조체는 선행연구(Kim & Lee, 2020)와 동일하게 하나

의 반복 단위의 가로 및 세로의 길이가 10 mm × 10 mm인 

(a) .stl

(b) g-code (c) Sample image

Fig. 1. 3D modeling process of auxetic re-entrant pattern (a) converted .stl file, (b) g-code file and (c) sample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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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구조체를 설계하고, 텍스타일형으로 제조하고자 

가로 및 세로가 100 mm × 1000 mm인 패턴을 완성하

였다. 123D Design 프로그램(Autodesk Inc., USA)을 

사용하여 가로 × 세로 × 두께가 100 mm × 1000 mm × 

2 mm가 되도록 3D 모델링을 하였다. 3D 프린팅 auxetic re-

entrant 패턴을 출력하고자, Blackbelt Cura 3.6.0 프로그

램에서 노즐 온도 240°C, 프린팅 속도 15 mm/sec, 채

우기 100% 및 갠트리 각도를 15o로 설정한 후 출력을 

위한 g-code 파일로 변환하였다.

3. 패턴 기울기별 auxetic re-entrant/네오프렌 복

합 직물의 제조

Auxetic re-entrant/네오프렌 복합 직물을 제조하기 위

해, 먼저 출력된 3D 프린팅 auxetic re-entrant 패턴의 뒷

면에 3M 강력 접착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하였다. 3D 프린팅 샘플 및 네오프렌을 MD(ma-

chine direction) 방향으로 위치시킨 후, 프레스 기기를 

이용하여 3분간 압착하였고, 상온에서 24시간 건조

시켰다. 제조된 샘플은 <Fig. 1(c)>에 나타낸 것과 같이 

0°, 30°, 45°, 60° 및 90°로 100 mm × 100 mm의 크기로 

잘라서 방향별 샘플을 준비하였다. 각 샘플 코드 및 샘

플 이미지는 <Table 1>–<Table 2>에 나타내었다.

4. 특성 분석

1) 포아송비

Re-entrant 패턴의 기울기에 따른 3D 프린팅 샘플 

및 복합 직물의 auxetic 특성을 확인하고자, 만능 재료 

시험기(AGS-X, SHIMADZU, Japan)를 사용하여 일

축 인장 시험에 의해 포아송비를 측정하였으며, 측정 

위치는 <Fig. 2>에 나타냈다. 시료의 크기는 가로 × 

세로가 25 mm × 75 mm로 하였고, 표점 거리는 25 mm, 

인장 속도 25 mm/min 하에서 측정하였다. 인장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디지털카메라(HDR-CX550, Sony Corp., 

Japan)를 이용하여 실험 영상을 촬영하였고 영상에

서 얻어진 이미지를 통해 0%에서 30%까지의 변형률

에서의 포아송비를 <Eq. 1>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ν ＝ εt / εl ...... Eq. 1.

여기서 ν는 포아송비(Poisson‵s ratio), εt는 횡 방향 

변형률(transverse strain), εl은 축 방향 변형률(longitu-

dinal or axial strain)을 나타낸다.

2) 굽힘 특성 분석

Re-entrant 패턴의 기울기별 3D 프린팅 샘플 및 복

합 직물의 굽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만능 재료 시

험기(AGS-X, SHIMADZU, Japan)를 이용하여 KS M 

ISO14125(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KATS], 2017a) 규격에 따라 2 mm/min의 속도로 굽

힘 시험을 실시하였다. 시료의 크기는 75 mm × 25 mm

로 0o, 30o, 45o, 60o 및 90o로 준비하였다. 이 때, 하부 

지점 간 거리는 62.5 mm가 되도록 하였다. 시험을 통

해 굽힘 강도-변형률(S-S) 곡선을 얻었고, 각 재료의 

굽힘 강도(σf)를 <Eq. 2>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σf ＝ 3PL/2bd 

2 ...... Eq. 2.

이 때, P는 하중, L은 굽힘 시험기의 두 하부 지점 간 

거리, b는 시험편의 폭 및 d는 시험편의 두께를 나타

낸다. 각 시험편은 3회 측정 후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3) 압축 특성 분석

Re-entrant 패턴의 기울기에 따른 3D 프린팅 샘플 및 

복합 직물의 압축 특성을 분석하고자 5 kN의 로드셀

을 가지는 만능 재료 시험기(AGS-X, SHIMADZU, Japan)

를 이용하여 압축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KS M ISO604

Angle (°) Neoprene Auxetic re-entrant pattern Auxetic re-entrant pattern/Neoprene

0 NP-0 3DP-RE-0 3DP-RE-0/NP

30 NP-30 3DP-RE-30 3DP-RE-30/NP

45 NP-45 3DP-RE-45 3DP-RE-45/NP

60 NP-60 3DP-RE-60 3DP-RE-60/NP

90 NP-90 3DP-RE-90 3DP-RE-90/NP

Table 1. Sample code of auxetic re-entrant samples by tilting 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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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Tilt angle (°)

Sample Image 0 30 45 60 90

NP

Digital

Surface

Lateral

*t (mm) 3.0

3DP-

RE

Digital

Surface

Lateral

*t (mm) 2.0

3DP-

RE/NP

Digital

Surface

Lateral

*t (mm) 5.0

*t: Thickness 

Table 2. Sample images of auxetic re-entrant samples by tilting 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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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TS, 2018) 규격에 준하여 –z 방향으로 압축을 실

시하였으며, 시편은 75 mm × 75 mm로 준비하였고, 

10 mm/min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시료가 파괴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최대 하중은 4.75 kN로 제한하

였다. 압축 시험을 통해 압축 강도-변형률(S-S) 곡선

을 얻었고, S-S 곡선을 통해 초기 탄성률, 50% 압축 

시 강도 및 강인성을 분석하였다. 각 시료들은 3회 

측정 후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4) 인장 특성 분석

Re-entrant 3D 프린팅 샘플 및 복합 직물의 패턴의 

기울기별 인장 특성을 확인하고자, 만능 재료 시험기

(AGS-X, SHIMADZU, Japan)를 이용하여 KS M ISO

17706(KATS, 2017b) 그래브법에 준하여 측정하였다. 

각 시료들은 가로 × 세로 크기를 25 mm × 75 mm로 준

비하였고, 클램프 간 거리는 25 mm, 인장 속도는 50 

mm/min로 진행하였다. 인장 실험을 통해 응력-변형

률 곡선을 얻었고, 초기 탄성률, 파단 강도, 파단 신도 

및 강인성을 측정하였다. 각 시료들은 3회 측정 후 평

균값을 사용하였다.

III. 결과및고찰

1. 포아송비 분석

포아송비는 인장 또는 압축과 같이 재료에 한 방향

으로 하중을 가하여 주었을 때 변형되는 가로 및 세

로 변형률 사이의 비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일축 인

장 또는 압축 하에서 측면이 수축 또는 팽창하여 양

의 포아송비를 가지는 재료와는 달리, auxetic 구조체

는 횡 방향으로 팽창 또는 수축하는 특성을 가지며, 

음의 포아송비를 나타내는 재료이다(Ren et al., 2018). 

Re-entrant 구조는 대표적인 re-entrant 구조체로, 에너

지 흡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근 개발된 구조체이

다(Liu & Hu, 2010). 본 연구에서는 충격 흡수성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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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oisson's ratio of 3D printed auxetic re-entrant pattern and its neoprene composite with various tilting angles.

(a) 0° (b) 30° (c) 45° (d) 60° (e) 90°

Fig. 2. Measurement position of Poisson's ratio for auxetic re-entrant pattern by tilting 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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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한 re-entrant 구조체를 신발 갑피에 적용하고자, re-

entrant 패턴의 기울기 각도에 따른 3D 프린팅 패턴 및 

네오프렌 복합 직물의 포아송비를 측정하여 auxetic 

특성을 확인하였다. <Fig. 3>에 각 샘플들의 포아송

비를 일축 인장 하에서 변형률 0%에서 30%까지 측

정하여 그래프로 나타냈으며, <Table 3>‒<Table 4>에 

0%와 30%의 기울기별 re-entrant 패턴의 실험 이미지 

및 포아송비의 변화를 도식화로 나타내었다.

Sample code

Image of Poisson's ratio analysis

Strain (%)
Scheme

0 30

3DP-RE-0

3DP-RE-30

3DP-RE-45

3DP-RE-60

3DP-RE-90

Table 3. Experimental images of Poisson's ratio analysis of 3D printed auxetic re-entrant pattern with various

tilting ang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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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a)>에 나타낸 것과 같이, 3DP-RE 샘플들은 

모두 음의 포아송비를 나타내어 auxetic 특성을 보였

다. 또한, 초반에 횡 방향 및 종 방향의 변형이 크게 

나타났고, 이후 종 방향의 변형이 횡 방향의 변형보다 

크게 나타나 포아송비가 점차 0에 가까워지는 경향을 

보였다. Re-entrant 패턴의 기울기 각도별로 살펴보

면, 3DP-RE-0과 3DP-RE-30, 3DP-RE-90과 3DP-RE-60

이 유사한 거동을 보이며, 3DP-RE-45는 음의 포아송

Sample code

Image of Poisson's ratio analysis

Strain (%)
Overlay 

0 30

3DP-RE-0/NP

3DP-RE-30/NP

3DP-RE-45/NP

3DP-RE-60/NP

3DP-RE-90/NP

Table 4. Experimental images of Poisson's ratio analysis of 3D printed auxetic re-entrant pattern/neoprene 

composite textile with various tilting ang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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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크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3DP-RE-0의 경우, 

변형률 0%에서 30%까지 안정적인 포아송비를 나타

냈으며, 변형률 0%에서 25%까지 0에 가까운 음의 포

아송비를 보였고, 25%에서 30%까지는 양의 포아송

비를 나타냈다. 이는 인장 방향으로 신장이 진행됨에 

따라 re-entrant 구조체가 변형 초기에는 안정적으로 

횡 방향 및 종 방향이 유사하게 auxetic 특성을 나타내

었고, 25% 이후에는 횡 방향이 전체적으로 팽창되어 

종 방향의 경첩된 부위가 직선으로의 영향을 받아 신

장되었기 때문으로 확인된다. 3DP-RE-90은 약 ‒0.8에

서 ‒1.0 범위의 포아송비를 나타냈고, 3DP-RE-0보다 

음의 포아송비의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 이는 auxetic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경첩 부위가 하중이 가해지는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위치하기 때문에 3DP-RE-

0보다 변형이 용이해진 것으로 보인다.

3DP-RE-30과 3DP-RE-60의 경우, 약 ‒1.2 및 ‒0.4로 

나타나 각각 3DP-RE-0 및 3DP-RE-90과 유사한 auxetic 

특성을 보였으나, 음의 포아송비의 변화가 크게 나타

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각각 3DP-RE-0 및 3DP-RE-90

에서 바이어스 방향으로 30o가 기울어지면서, 전단 

변형으로 음의 포아송비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확

인된다. 또한, 3DP-RE-30의 auxetic 거동이 더 안정

적으로 나타난 것은 3DP-RE-60에 비해 MD 방향과 

더 가깝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바이어스 방향 중 3DP-

RE-45의 경우, ‒1.0~‒1.9 사이의 범위의 음의 포아송

비를 나타냈고, 45o로 기울어진 패턴에서 변형이 용

이한 바이어스 방향의 특성으로 인해 다른 기울기별 

샘플보다 전단 변형이 더 많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는 <Table 3>에 나타낸 것과 같이, 0% 및 30%의 변

형률에서 측정한 실험 이미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

다. 따라서, 3DP-RE 샘플은 모든 방향에서 auxetic 특

성을 나타냈으며, 3DP-RE-0 샘플의 형태 안정성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 3(b)>는 네오프렌 직물에 3D 프린팅 auxetic re-

entrant 패턴을 합포한 후, re-entrant 패턴의 기울기별 

auxetic 특성을 확인하고자 측정한 포아송비를 나타

낸 그래프이다. 3DP-RE-0/NP에서 3DP-RE-90/NP의 

모든 샘플에서 strain 0%에서 30%까지 음의 포아송

비를 나타낸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신축성을 가지는 

네오프렌이 일축 인장으로 인한 변형에 제한되지 않

았기 때문에 re-entrant 패턴의 auxetic 특성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된다. 각 패턴의 기울기 각도별로 살펴보

면, 3DP-RE-0/NP 및 3DP-RE-90/NP의 경우, ‒0.2에서 

0.0 사이의 범위를 나타내어, 일축 인장 하에서 횡 방

향 및 종 방향의 형태가 유지되면서 auxetic 특성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3DP-RE-45/NP의 경우, 3DP-

RE-0/NP 및 3DP-RE-90/NP와 달리 초반에는 형태를 

유지하였으나, 일축 하중에 의해 변형률이 증가할수

록 약 –0.4에서 ‒0.8로 더 낮은 포아송비를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이는 네오프렌과 3DP-RE-45가 합포되면

서, 변형 초기에는 네오프렌으로 인해 형태가 유지되

었으나, 하중이 가해짐에 따라 네오프렌 역시 하중에 

영향을 받으면서 인장 특성을 나타내고, 이에 따라 

3DP-RE-45 역시 전단 변형을 나타냈기 때문으로 보

인다. 3DP-RE-30/NP 및 3DP-RE-60/NP의 경우에는 

‒1.0에서 ‒3.5 사이의 범위를 나타냈고, 변형률 5%까

지는 ‒1.0 미만으로 형태를 유지하였으나, 하중이 가

해짐에 따라 전단 특성으로 인해 점진적으로 횡 방향 

및 종 방향의 변형이 크게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다. 

<Table 4>의 3DP-RE/NP 샘플의 변형률 0% 및 30%에

서의 포아송비 측정 이미지를 통해 이러한 거동을 확

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3DP-RE 및 3DP-RE/NP 샘

플 모두 0%에서 30%까지의 변형에서 음의 포아송비

를 나타내어 auxetic 특성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고, 

3DP-RE-0/NP 및 3DP-RE-90/NP에서 형태 유지성을 

가지는 auxetic 특성을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2. 굽힘 특성 분석

굽힘 시험은 재료에 굽힘 모멘트가 작용하였을 때 

변형 저항 또는 파단 강도를 측정하여 기계적 성질을 

파악하기 위한 시험 방법으로, 최근에는 3D 프린팅 

재료 및 복합 직물의 기계적 특성 및 유연성을 분석하

는데 적용되고 있다(Jawaid et al., 2019; Soltani et al., 

2020). 본 연구에서는 3D 프린팅 auxetic re-entrant 패

턴 및 복합 직물의 패턴 기울기에 따른 굽힘 특성을 알

아보고자, 최대 굴곡 강도에서의 실험 이미지를 <Ta-

ble 5>에 나타냈으며, 굽힘 강도 및 변형률의 값을 

<Fig. 4>에 나타냈다.

이는 <Fig. 4>의 굽힘 강도 및 변형률의 값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Fig. 4(a)>에 나타낸 것과 같이, 각 

샘플 종류별 굽힘 강도는 NP<3DP-RE/NP<3DP/RE 순

으로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울기 각도별로 

살펴보았을 때, NP의 경우에는 모든 샘플이 약 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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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lt angle (o)
Sample code

NP 3DP-RE 3DP-RE/NP

0

30

45

60

90

Table 5. Experimental images of bending test at maximum bending strength of 3D printed auxetic re-entrant 

pattern and its composites with various tilting ang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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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 Bending strength and (b) strain at max bending strength of bending test of neoprene, 3D printed auxetic 

re-entrant pattern, and 3D printed auxetic re-entrant pattern/neoprene composite with various tilting ang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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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a로 유사하게 나타나, 등방성을 가지는 소재인 것

으로 확인되었다. 3DP-RE의 경우, 모든 기울기에서 

전반적으로 0.15 MPa에서 0.20 MPa 사이의 값을 나

타내어 NP보다 약 4배 높은 굽힘 강도를 나타냈다. Re-

entrant의 기울기 각도별로 보았을 때, 3DP-RE-90의 

샘플에서 굽힘 강도가 가장 높았고, 3DP-RE-0과 가까

운 30o를 기준으로 3DP-RE-30<3DP-RE-45<3DP-RE-

60 순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두 가지 재료를 

합포한 3DP-RE/NP의 경우, 모든 방향에서 약 0.04 

MPa에서 0.07 MPa 범위의 굽힘 강도를 나타내어 NP 

샘플보다 높은 값을 나타낸 반면, 3DP-RE 샘플보다

는 감소한 값을 보였으며, 3DP-RE-0/NP에서 3DP-RE-

90/NP으로 패턴 기울기 각도가 증가할수록 굽힘 강도

도 향상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모폴로지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네오프렌은 폼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기울기별로 유사한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기울기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아 유사한 경향을 나타낸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3DP-RE 및 3DP-RE/NP의 경우, 3DP-

RE 패턴 출력 시 적층되는 레이어가 노즐 이동 방향

에 의해 형성되면서 굽힘 강도가 패턴 기울기에 영향

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3DP-RE-90 및 3DP-RE-

90/NP의 굽힘 강도는 다른 기울기 각도의 샘플들보

다 향상된 값을 나타냈으며, 이는 하중에 가해지는 방

향과 적층된 방향이 서로 수직으로 위치하면서 다른 

샘플보다 하중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Somireddy & Czekanski, 2020).

<Fig. 4(b)>는 각 샘플들의 기울기에 따른 최대 강도

에서의 변형률을 나타낸 것이다. <Table 5>의 샘플별 

최대 굽힘 강도에서의 이미지에서 볼 수 있듯이, 각 샘

플의 재료별로 보았을 때 변형률은 3DP-RE<NP<3DP

-RE/NP 순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샘플들

의 기울기에 따라 분석한 결과, NP의 경우, 약 6.0%에

서 12.5%의 범위의 변형률을 보였고, 특히 45o의 바이

어스 방향에서 변형률이 크게 나타났다. 3DP-RE는 모

든 방향에서 유사한 값을 나타냈으며 NP보다 낮은 

약 5.0%의 변형률을 나타냈다. 3DP-RE/NP 샘플도 모

든 기울기 각도에서 약 16.5%로 유사한 값을 나타냈

고, NP보다 약 2배, 3DP-RE/NP보다는 약 3.5배가 증

가하여 복합 직물로 제조하였을 때 굽힘 특성이 향상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3DP-RE/NP 샘플은 유연

하고 신축성이 우수한 NP 직물이 3DP-RE의 영향을 받

아 3D 프린팅 적층 방향인 90o에서 굽힘 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 3DP-RE-90/NP의 굽힘 특성이 우수한 것

으로 확인되었다.

3. 압축 특성 분석

<Fig. 5>는 3D 프린팅 auxetic re-entrant 패턴 및 네

오프렌 복합 직물의 패턴 기울기별 압축 특성을 확

인하고자, 압축 강도-변형률 곡선을 나타낸 것이며, 

<Fig. 6>은 압축 특성을 요약하여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Fig. 5>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샘플들은 모든 

기울기에서 NP, 3DP-RE 및 3DP-RE/NP 종류별로 유

사한 압축 거동을 보였다.

NP의 경우, 초기 영역에서 약 5%의 압축 변형률까

지 압축 강도의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고, 약 50%의 

압축 변형률까지 점진적으로 압축 강도가 증가하였

으며, 압축 변형률 50%에서 압축 강도는 약 0.08 MPa

로 네오프렌 직물의 모든 기울기 각도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후 100%까지 압축이 되면서 급격하게 

압축 강도가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폼의 형태

이면서 유연한 재료인 네오프렌이 초기에 5%까지는 

지연 특성을 보인 후, 약 50 %의 압축 변형률까지는 

미세한 하중으로 폼 영역이 압축이 되었으나 이후 

압축 변형률이 증가함에 따라 압축 가능한 폼 영역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급격하게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3DP-RE의 경우, 약 10%의 압축 변형률까지 압

축 강도의 변화가 없었으나, 10% 이후부터 약 50%까

지 급격하게 하중이 상승하였으며, 50%에서의 압축 

강도는 패턴의 모든 기울기 각도에서 약 0.34 MPa로 

NP의 약 4.5배로 나타났다. 이는 초기 압축 변형 시 적

층된 레이어 사이가 밀접해지면서 지연 거동을 보였

다가 이후 증가된 압축 변형률로 인해 각 레이어 사

이의 공간이 가까워지면서 하중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3DP-RE/NP의 경우, NP와 동일하게 

약 5%의 압축 변형률까지 압축 강도의 변화를 보이

지 않았다. 3DP-RE/NP 샘플들은 패턴의 기울기 각도

에 관계없이 약 50%까지의 압축 변형률까지 점진적

으로 하중이 증가하였고, 이 때 압축 강도는 약 0.13 

MPa로 나타나 NP보다 약 1.5배인 반면 3DP-RE보다 

약 2.5배 감소한 값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압

축 강인성에도 영향을 주었으며, 샘플 종류별로 3DP-

RE, NP 및 3DP-RE 샘플은 모든 기울기에서 각각 약 

2.5 J, 3.3 J 및 3.9 J로 나타나, 3DP-RE<NP<3DP-RE/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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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으로 증가한 경향을 보였다. 이는 폼 형태를 가지

는 네오프렌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충격 흡수성이 

우수하여 압축 시 강인성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

다. 또한, 3DP-RE/NP의 경우, 갠트리 각도가 15o로 적

층되어 있는 3DP-RE가 압축 시 지연 특성에 영향을 

주면서, 충격 흡수성이 우수한 네오프렌과 합포되어 

압축시 강인성을 향상시킨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3DP-RE, NP 및 3DP-RE/NP의 압축 특성은 기울기 각

도에 관계없이 샘플 유형별로 유사한 거동을 보였으

며, 복합 직물로 제조된 경우 압축 시 강인성이 높게 

나타나 단일 재료를 사용하였을 때 보다 우수한 압축 

특성을 나타냈으며, 충격 흡수 성능을 요하는 신발의 

갑피 부위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4. 인장 특성 분석

<Fig. 7>은 3D 프린팅 re-entrant 패턴 및 네오프렌 

복합 직물의 각 샘플들의 패턴 기울기 각도에 따른 초

기 탄성률, 파단 강도 및 파단 신도를 나타낸 것이다. 

<Fig. 7(a)>에서 나타낸 것과 같이, 각 샘플별 초기 탄

성률은 NP<3DP-RE/NP<3DP-RE 순으로 나타남을 확

인할 수 있다. 각 샘플별로 살펴보았을 때, NP의 초기 

(a) NP

(b) 3DP-RE (c) 3DP-RE/NP

Fig. 5. S-S curve of compression test of (a) neoprene, (b) 3D printed auxetic re-entrant pattern, and (c) 3D printed 

auxetic re-entrant pattern/neoprene composite with various tilting ang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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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성률은 NP-0에서 MD 방향인 NP-90까지 모두 약 

0.10 MPa의 동일한 값을 나타냈으며,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이는 폼 형태로 이루어진 네오프렌은 신축성

이 우수하여 초기에 하중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기 때

문에 낮은 초기 탄성률을 보였으며, 또한 직물과는 

달리 방향성을 가지지 않는 등방성의 재료이기 때문

에 유사한 경향을 나타낸 것으로 확인된다. TPU로 출

력된 3DP-RE 샘플의 패턴 기울기 각도별 초기 탄성

률의 경우, NP보다 최소 약 6배에서 30배까지 향상

된 초기 탄성률 값을 보였다. 3DP-RE-0에서 3DP-RE-

90까지 각각 약 0.68 MPa, 0.72 MPa, 0.91 MPa, 1.35 

MPa 및 3.33 MPa로, 3DP-RE-0<3DP-RE-30<3DP-RE-

45<3DP-RE-60<3DP-RE-90 순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3DP-RE/NP 샘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3DP-RE/NP 샘플의 초기 탄성률

의 경우, 3DP-RE/NP 샘플들은 3DP-RE-0/NP에서 3DP-

RE-90/NP까지 각각 0.28 MPa, 0.26 MPa, 0.46 MPa, 

0.60 MPa 및 1.20 MPa로 나타나, 기울기 각도가 증가할

수록 초기 탄성률 값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3DP-

RE/NP 샘플의 경우, 네오프렌의 영향을 받아 3DP-RE

보다는 약 2.5배 낮은 값을 나타냈지만, NP보다는 최

소 약 3배에서 12배 향상된 값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

다. 이는 신축성을 가지는 네오프렌과 FDM 3D 프린

팅으로 제조된 샘플이 복합되면서 중간의 특성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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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mpression property of 3D printed auxetic re-entrant pattern and its composites with various tilting ang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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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낸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패턴의 기울기별로 보았

을 때, 3DP-RE-90 및 3DP-RE-90/NP의 샘플이 가장 높

은 값을 나타내었는데, 이러한 경향은 FDM 3D 프린

팅으로 제조된 샘플의 기계적 특성은 재료의 적층 방

향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재료가 z축 방향으로 인장됨

에 따라, 3D 프린팅 시, 적층 방향과 반대인 3DP-RE-

90에서 하중에 영향을 많이 받아 가장 높은 초기 탄

성률을 나타낸 것으로 확인된다.

<Fig. 7(b)>‒<Fig. 7(c)>는 각 샘플의 패턴 기울기 

각도에 따른 파단 강도 및 파단 신도를 나타낸 것이

다. NP의 파단 강도는 초기 탄성률과 동일하게 유사

한 값을 나타냈으며, NP-0에서 NP-90으로 기울기 각

도가 증가할수록 0.43 MPa에서 0.48 MPa로 증가하

는 경향을 보였다. 이 때, 파단 신도는 약 450%로 나타

났고, NP-60에서 약 470% 이상의 변형률을 나타내

었다. 3DP-RE 샘플의 기울기 각도별 파단 강도의 경

우, 3DP-RE-0에서 3DP-RE-90까지 각각 1.60 MPa, 

0.73 MPa, 0.75 MPa, 1.35 MPa 및 1.60 MPa로, 3DP-

RE-30<3DP-RE-45<3DP-RE-60<3DP-RE-0<3DP-RE-

90 순으로 증가하였다. 3DP-RE 샘플의 파단 신도는 

파단 강도와 동일한 경향을 나타내었고, 바이어스 

방향의 샘플들의 파단 강도 및 파단 신도가 0o 및 90o 

방향의 샘플보다 낮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NP와 

비교하였을 때, 파단 강도는 NP보다 약 3배 이상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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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a) Initial modulus, (b) breaking strength, (c) breaking elongation and (d) toughness, 3D printed auxetic 

re-entrant pattern, and 3D printed auxetic re-entrant pattern/neoprene composite with various tilting angles.



한국의류학회지 Vol. 45 No. 1, 2021

– 120 –

가하였으나, 파단 신도의 경우에는 유사하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FDM 3D 프린팅으로 제조

된 샘플은 폼 형태로 방향성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네오프렌과 달리 적층 방향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하

중에 영향을 NP보다 많이 받으므로 파단 강도가 높

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3DP-RE/NP 샘플에

서도 확인할 수 있다. 3DP-RE/NP의 파단 강도의 경

우, 3DP-RE/NP-0에서 3DP-RE/NP-90까지 각각 0.55 

MPa, 0.47 MPa, 0.48 MPa, 0.52 MPa 및 1.79 MPa로 나타

났다. 패턴 기울기 각도별로 보았을 때, 3DP-RE/NP-

90에서 가장 우수한 값을 나타냈고, 바이어스 방향의 

샘플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re-entrant 구조체

의 단위셀에서 0o 및 90o가 필라멘트 주요 적층 방향

으로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파단 강도가 바이어스 방

향보다 우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파단 신도의 

경우, CD 및 MD 방향인 3DP-RE/NP-0 및 3DP-RE/NP-

90에서 1000% 이상의 변형률을 나타냈다. NP와 비교

하였을 때, 파단 강도는 NP와 유사한 값을 나타내었

으나 파단 신도의 경우 NP보다 약 2.5배, 3DP-RE보

다 약 1.5배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이는 3DP-RE/NP가 

네오프렌의 영향을 받아 초기에 네오프렌에 의해 인

장되고, 네오프렌이 파단된 후, auxetic 구조체를 가지

는 3D 프린팅 re-ent-rant 구조체가 지속적으로 인장

되면서 우수한 파단 신도 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

인된다.

이러한 특성은 <Fig. 7(c)>에 나타낸 것과 같이, 각 

샘플들의 강인성에도 영향을 준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NP 샘플의 기울기 각도별 강인성 분석 결과, NP-

0에서 NP-90까지 각각 2.44 J, 2.81 J, 2.36 J, 2.01 J 및 

2.12 J로, 유사한 값을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폼 형태의 네오프렌은 방향

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유사한 파단 강신도 값을 

나타내기 때문으로 확인된다. 3DP-RE 샘플의 패턴 

기울기별 강인성은 모든 방향에서 약 3.2 J 이상의 값

을 나타내어 NP 샘플보다 높은 값을 나타냈고, 특히 

파단 강도 및 파단 신도가 우수한 3DP-RE-90에서 약 

24.14 J의 값을 나타내어 충격 흡수성이 향상될 것으

로 보인다. 3DP-RE/NP의 경우, 각 기울기 각도별로 

13.2 J, 8.9 J, 12.9 J, 11.9 J 및 40.1 J로, 3DP-RE/NP-60

<3DP-RE/NP-30<3DP-RE/NP-45<3DP-RE/NP-90< 

3DP-RE/NP-0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NP보다 최소 

약 4배에서 20배 향상되었고, 3DP-RE 샘플과 비교

하였을 때 방향별로 약 2배 이상 향상된 경향을 보였

다. 이는 신축성이 우수한 두 재료를 합포하여 복합 

직물로 제조하였을 때 인장 특성 및 강인성이 향상

됨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하중이 가해지는 반대 방

향으로 출력한 3DP-RE-90과 합포된 3DP-RE-90/NP

에서 초기 탄성률, 파단 강신도 및 강인성이 향상되

어 기계적 특성 및 충격 흡수성이 우수함을 확인하

였다.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하여 auxetic 

re-entrant 패턴을 제조하고 이를 네오프렌과 합포하

여 복합 직물을 제조한 후, 패턴 기울기 각도에 따른 

재료의 포아송비, 굽힘 특성, 압축 특성 및 인장 특성

을 분석하여, 기능성 auxetic 패턴/텍스타일 제작을 

위한 자료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3D 프린팅 auxetic re-entrant 패턴 및 네오프렌 복합 

직물의 방향에 따른 포아송비 측정 결과, 모두 음의 

포아송비를 나타내어 auxetic 구조체의 특성을 나타

냄을 확인하였다. 0o 및 90o의 3DP-RE 및 3DP-RE/NP

의 음의 포아송비는 약 ‒0.1에서 0.0 범위의 auxetic 거

동을 나타냈고, 바이어스 방향에서는 전단 변형으로 

제한된 auxetic 거동을 나타남을 확인했다. 굽힘 특성 

분석 결과, 굽힘 강도는 NP<3DP-RE<3DP-RE/NP 순

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변형률은 3DP-RE<NP

<3DP-RE/NP 순으로 나타나 복합 직물로 제조하였을 

때 굽힘 특성이 우수해짐을 확인하였다. 또한, auxetic 

re-entrant 패턴의 기울기별로 보았을 때 NP는 모든 방

향에서 유사한 경향을 보였고, 3DP-RE 및 3DP-RE/

NP는 가해지는 하중 방향과 반대 방향인 90o 샘플에

서 굽힘 특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압

축 특성 분석 결과, 3DP-RE, NP 및 3DP-RE/NP 각 샘

플들은 방향에 따라 유사한 압축 거동을 보였으며, 

압축 시 초기 탄성률 및 최대 변형률은 3DP-RE<3DP-

RE/NP<NP 순으로 나타나, 3DP-RE보다 3DP-RE/NP 

샘플이 압축 시 초기 지연 시간이 오래 지속되어 압축 

특성이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압축 시 강인성

의 경우, 3DP-RE<NP<3DP-RE/NP 순으로 나타나 복

합 직물로 제조 후 강인성이 증가하여 충격 흡수 성능

이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패턴 기울기 각도별 인장 특

성 분석 결과, 3DP-RE 및 3DP-RE/NP 샘플들은 3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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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샘플의 출력 방향에 영향을 받아 인장 시험 시 하

중이 가해지는 방향과 반대인 90o에서 출력된 샘플의 

파단 강신도 및 강인성이 다른 방향의 샘플보다 향

상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3DP-RE/NP 샘플의 경우, 

3DP-RE 샘플보다 우수한 기계적 특성을 보였고, 특

히 3DP-RE-90과 합포된 3DP-RE-90/NP에서 파단 강

신도 및 강인성이 향상되어 기계적 특성이 가장 우수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3DP-RE/NP를 갑피에 

적용할 경우, 발의 움직임에 따라 발등의 위치별로 

re-entrant의 패턴 기울기를 다르게 적용하여 우수한 

강도 및 유연성을 가지면서 안정적인 신발 갑피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후속연구에서는 기

능성 auxetic 패턴/텍스타일 제작을 위해 직물 종류

에 따른 복합 직물을 제조하고 역학적 성능 평가를 

통해 각 신발의 부분에 적합한 CFDM 3D 프린팅 적용 

기능성 auxetic 패턴/텍스타일을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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