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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T 시스템에 의한 신사복지의 외관성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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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on of Appearance Capacity of Fabrics for Men’s Suit by FAS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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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order to analyze the tailorbility of different fabrics for men’s suit, FAST system has been used for measuring
the distribution of mechanical properties in this study. As results, cashmere mixed woolen fabrics showed the minimum
degree in relaxation shrinkage, formability, and shear rigidity than any other fabrics, and also showed more than 6% as
maximum level of extensibility. Thus, cashmere mixed woolen fabrics requires careful tailoring in lay-out, marking, and
cutting.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new tailoring criteria for automatic sewing with cashmere mixed woolen fabrics than
any other fabrics, because they show more failure rate of tailorbility. There have been noticeably more variation of shrink-
age and extension for woolen fabrics with cashmere mixed than 100% woolen fabrics by evaluating the formability of the
suits when these are completed to suits through cutting and tailoring from fabrics. Especially nylon mixed woolen fabrics
showed shrinkage overall, but polyester mixed woolen fabrics showed extension at waist area. Thus, it is necessary to
adjust the appropriate overfeed rate considering the amount of shrinkage and extension while tail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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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착용자에게 쾌적감을 부여하면서도 아름다운 의복형태를 가

지는 어패럴의 설계 및 제작에는 무엇보다도 소재의 선정이 중

요하다. 겉감으로 사용되는 소재는 어패럴의 아름다운 실루엣

형성에 깊은 관련을 가지며 3차원의 의복으로 제작되는 과정

에서 역학적인 복합변형을 받게 된다. 최근 봉제사업은 공업화

, 자동화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소재가 폭넓게 사용되고 있으

므로 남성복 어패럴 산업에 있어서 의복의 실루엣 형성과 천의

역학적 성질과의 관계는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직물의 역학적 특성을 주로 한 연구는 1930년대 Pierce

(1930)를 시작으로 1960년대를 전후로 굽힘, 전단, 압축의 기본

역학량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

1960년대 전반까지는 주로 스웨덴 등 유럽을 중심으로 한 연

구가 주종을 이루었으나, 1960년대 후반부터는 일본의 川端, 丹

羽가 주축이 되어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川端(1973)와 丹羽(1975)에 의해 태평가 표준화 위원회

(HESC; The Hand Evaluation & Standardization Committee)

가 발족되고 천의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려는 노력이 진행

되면서 KES-F 시스템이 개발되어 천의 역학적 특성으로부터

봉제성능이나 의류 외관성능을 예측하여 봉제의 공정관리 및

의류제품의 품질관리에 이러한 계측 시스템을 활용시키려는 연

구가 다각도로 실행되었다(Kawabata 1982).

초기에는 주로 KES-F 시스템의 객관성 및 정밀성을 분석,

검토하기 위한 일련의 연구들로 특히 직물의 태를 중심으로 이

의 주관적인 평가와 객관적인 역학적 특성의 대응관계를 연구

하여 통계적 수법으로 태를 표준화시키려는 연구가 수행되어

졌는데 이로써 남자용 슈트 추동 및 하복지, 부인용 외의의 얇

은 직물에 대한 태값 산출식(川端·丹羽, 1980) 이 도출되었다.

한편 역학적 성질은 봉제성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데, 3

차원 형태를 가진 인체를 2차원, 즉 평면상의 천으로 피복하여

동작에 잘 적응하는 의복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2매의 천을 봉

제할 때, 오버피드(overfeed)가 요구되며 이러한 기술에는 역학

적 성질이 관계하게 된다. 봉제성능에 관계하는 연구로는

Linberg et al.(1960)이 의복의 곡면형성 성능과 역학적 성질과

의 관계식을 처음 제시한 이래, Kawabata & Niwa(1983),

Mahar et al.(1982; 1983), Niwa et al.(1983) 및 Uemura

(1983) 등에 의한 봉제성과 역학적 특성과의 관련 연구가 보고

되고 있다. 

이러한 직물의 역학적 특성으로부터 봉제성과 재단성을 객

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계로는 KES-F 시스템과 함께 호주

의 CSIRO (Common - wealth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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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 of Australia)의 Ly et al.(1985)에 의해 개발된

FAST (Fabric Assurance by Simple Testing) 시스템을 들 수

있다. KES-F 시스템은 조작시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고

calibration 작업이 어려우며 측정된 결과의 복잡성과 데이터 해

석의 어려움 그리고 장비의 고가로 인해 생산현장에서 보다는

연구목적용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는데 대하여 FAST 시스템은

정해진 하중에서 직물의 역학적 변형량을 측정하므로 측정이

간단하고 calibration 작업이 쉬우며 측정된 결과의 해석이 용

이하여 실제 생산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FAST 시스템의 활용면에 관한 연구로는 CSIRO를 중심으로

계속 수행되어 왔는데, Ly et al.(1988)은 FAST 시스템이 상업

적인 환경에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특히 직물 가공공정과 의류

제조공정에서 생산하고 있는 과정에서 품질의 조절을 가능하게

해주는 계측기기 임을 입증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의복이 완성된 시점에서 볼 때 외관평가의

양부는 일정 수준이상의 봉제기술 수준에서는 직물의 성질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는 점에 기초를 두고 생산공정의 라인이 비

교적 고정되어 있으면서도 일정수준 이상의 봉제기술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신사복 제조업체와 연계하여 일년동안 생산되고

있는 추동용 및 하복용 양복소재를 계절별로 나누고 이들이 대

량의 양복으로 제작된 시점에서 업체의 전문가가 신사복의 외

관 각 항목에 대한 결점과 수축률 등을 품질평가한 판정표와

이들 소재의 역학적 특성값을 중심으로 어떠한 역학 인자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

적은 각 단계별 봉제공정의 효율성 증진 및 봉제제품의 우수한

착용성능과 외관성에 기여하는 소재의 물리적 거동과 제 물성

을 파악함으로써 봉제성이 우수한 소재 선정의 기초자료를 제

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2. 실 험

2.1. 시 료

시료는 신사복 제조업체에서 일년간 생산되고 있는 양복소

재를 계절별로 나누어, 하복용 15종, 추동용 15종으로 선별하

였으며, 시료의 기본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2. FAST에 의한 실험

굽힘측정(Measurement of Bending) : FAST-2 시스템을

이용한 것으로, 경·위사 방향의 각각 3개(150 mm×50 mm)의

시편을 준비하여 각 시료에 대하여 표면과 이면의 굽힘길이를

측정한다.

① 굽힘강성(bending rigidity)

B=W×C
3
×9.18×10

-6
 

B : 굽힘강성(uN·m), C : 굽힘길이(mm), W : 단위면적당

중량(g/m
2
)

② 의복 형성능(formability)

F=(E20-E5)×B/14.7 

F : 형성능(mm
2
), E20 : 20gf/cm에서의 신장률(%), E5 : 5

gf/cm에서의 신장률(%)

신장측정(Measurement of extension meter) : FAST-3 시

스템을 이용한 것으로, 시편(130 mm×50 mm)의 경사와 위사방

향의 신도는 5gf/cm, 20gf/cm, 100gf/cm의 하중으로 각 시료

당 3번 측정한다. 바이어스 방향의 신도는 5gf/cm의 하중으로

각 시료 당 1회 측정한다.

① 신장(extensibility)

경사방향과 위사방향 각각의 평균 신장은 주어진 하중에서

각각 계산된다. 천의 신장은 경·위사방향에서 각각의 하중에

대한 백분율로 나타난다.

② 바이어스 방향 신장

5gf/cm에서 바이어스 방향의 신장은 EB5, 측정값은 각각의

6개 시료에 대하여 기록되고 EB% 평균값으로 계산된다.

③ 전단강성(shear rigidity)

G=123/EB5

G : 전단강성(N/m), EB5 : 바이어스 방향의 신장(%)

치수안정성 측정(Measurement of dimensional stability) :

FAST-4 시스템을 이용한 것으로, 시편(300 mm×300 mm)에

Table 1. Characteristics of fabrics for men's suit

Sample No. Material(%) Weave structure

W- 1 wool 100 plain

W- 2 wool 91/nylon 9 plain

W- 3 wool 91/nylon 9 plain

W- 4 wool 90/cashmere 10 twill

W- 5 wool 100 twill

W- 6 wool 90/cashmere 10 twill

W- 7 wool 100 twill

W- 8 wool 100 twill

W- 9 wool 100 plain

W-10 wool 90/cashmere 10 twill

W-11 wool 85/cashmere 15 plain

W-12 wool 90/cashmere 10 plain

W-13 wool 100 twill

W-14 wool 90/cashmere 10 plain

W-15 wool 51/nylon 11/rayon 38 plain

S- 1 wool 100 twill

S- 2 wool 50/polyester 50 plain

S- 3 wool 100 plain

S- 4 wool 90/polyester 10 twill

S- 5 polyester 100 plain

S- 6 wool 90/polyester 10 plain

S- 7 wool 100 plain

S- 8 wool 62/polyester 38 twill

S- 9 wool 100 plain

S-10 wool 100 twill

S-11 wool 62/polyester 38 twill

S-12 wool 62/polyester 38 twill

S-13 wool 100 plain

S-14 polyester 100 plain

S-15 polyester 100 pl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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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사 방향으로 약 250 mm 떨어진 3쌍의 기준점들을 만들

고 105
o
C에서 1시간 동안 열풍건조 후 건조기에서 꺼낸 후

30초 이내에 길이를 측정(L1)하고 다시 물속에 30분 이상 담근

후 꺼내어 가볍게 물기를 제거한 후 길이를 측정(L2)하고 105
o
C에서 1시간 동안 열풍건조 후 30초 이내에 최종길이를 측정

(L3)한다.

① 완화수축(relaxation shrinkage)

RS(%)=100(L1-L3)/L1 

2.3. 수축률 측정

양복제작은 양복제작업체 H사에 의해 각 시료에 대해 3매씩

표준사이즈로 제작되었으며 수축율의 측정은 허리, 어깨, 소매,

양복 총길이의 4곳에 대하여 재단 상태와 봉제 후 치수변화에

대하여 각각 수축률을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신사복지의 봉제성 및 역학특성의 분포

FAST 시스템은 직물의 봉제성 및 외관성능과 관련된 성질

의 객관적인 측정을 기초로 하여 의복형성능을 예측하고 직물

의 결점을 수정하는 것이 가능한 장비로써 일반적으로 직물을

봉제할 때 봉제성이 우수한 직물은 각각의 물성들이 어떤 정해

진 범위 내에서 있어야 하는데, FAST 시스템의 경우 실험에

의해서 정해진 최대와 최소의 한계선에 의해 봉제성이 예측될

수 있고 그 한계선 내에 물성치가 있을 때 봉제성이 좋다고

평가되어진다(한국생산기술연구원, 2000).

다음은 H사에서 추동 및 하복용 양복지로 이용되고 있는 시

료 30점에 대한 FAST 시스템의 봉제성 및 역학특성의 실험결

과이다.

추동 및 하복용 신사복지의 치수안정성 : 완화수축(Relaxation

shrinkage)이 너무 높거나 낮으면 의복의 제조과정에 영향을 미

치게 되는데, 보통 완화수축이 3%를 초과하는 천은 의복 제조

과정에서 과도한 수축이 일어나 목적하는 것보다 사이즈가 작은

의복이 만들어지거나 체크나 무늬를 맞추기가 어려워지기도 한

다. 반면 완화수축이 0~0.5%로 충분하지 못하다면 소매산을 몸

판에 재봉할 때나 프레스 할 때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즉 완

화수축이 낮은 천은 버블링 현상을 가져오며 반면 완화수축이

높은 천은 휴징 및 스팀 프레스 작업에서 과도한 수축과 함께

재단시 사이즈 변화를 유발하게 된다.

Fig. 1은 추동 및 하복용 신사복지의 경위사에 대한 완화수

축의 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모든 시료가 경사 부위에서는 완화

수축의 최대 및 최소 한계선 안에 분포하고 있으나 위사 부위

에서는 모/나일론 혼방직물 만이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한

편 모/캐시미어 혼방직물은 절반 이상이 완화수축이 0~0.5%를

나타내 3차원적인 입체 봉제시나 프레스시에 문제를 야기시킬

것으로 예상되는데 실제 양복 완성시 불량품 평가표에서 소매

부분의 봉제에서 소매산 부분과 몸판부위의 중심선이 맞지 않

는다던지 봉탈 등의 많은 불량률을 발생시켰다. 또한 퓨징

(fusing)할 경우 퓨징된 부분에 버블링이나 층간분리(delamina-

tion)의 가능성이 보인다.

추동 및 하복용 신사복지의 의복형성능 : 의복형성능이 0.25

mm
2
 이하의 경량 의복이라면 솔기를 따라 시임 퍼커링 현상이

일어나기 쉬우므로 재봉실이나 재봉바늘의 사이즈 및 실의 장

력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게 되고 숙련된 재봉기술도 수반되

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재킷의 경우 경사부위의 솔기가 압도적

으로 많으므로 경사의 의복형성능이 위사보다 중요하며 위사의

의복형성능은 주로 주머니 부위에 유효하게 적용된다.

Fig. 2는 추동 및 하복용 신사복지의 경위사에 대한 의복형

성능의 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추동용 신사복지에서는 모/캐시

미어 혼방소재가 0.27~1 mm
2
의 분포로 비교적 낮은 값을 나타

Fig. 1. Distribution of relaxation shrinkage for men's suit fabrics. 

Fig. 2. Distribution of formability for men's suit fab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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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시료가 0.25 mm
2
보다 높은 값을

유지하고 있어 재봉조건의 컨트롤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고

찰된다. 한편 하복용 소재에서는 모 혼방소재의 대부분이 0.25

mm
2
에 못 미치고 있어 솔기에 따른 시임 퍼커링을 예방하기

위한 봉제부속품의 선정과 실장력의 컨트롤에 별도의 조건이

필요한 것으로 고찰된다.

추동 및 하복용 신사복지의 굽힘강성 : 직물의 굽힘특성은

전단특성과 함께 직물의 태, 드레이프, 의복형성성과 형태유지

성, 의복의 외관 그리고 구김회복성 등 섬유상 집합체의 여러

가지 실용적인 특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성질로(오애경·김승

진, 1993), FAST -2 굽힘시험기에 의해 측정된다. 이 장치는

British Standard 방법에 있는 외팔보 굽힘원리를 이용한 것으

로, 폭 5 cm인 직물이 자중에 의해서 41.5
o
로 놓일 때의 굽혀

진 길이를 측정하게 된다(British Standard BS 3356, 1961).

굽힘강성은 직물의 뻣뻣함과 관련이 있으며 얇은 직물의 봉제

에서 중요하다. 굽힘강성이 작아 매우 유연한 직물은 직물 절단

시 쉽게 비틀리게 되어 절단이 어렵고 반면, 굽힘강성이 커서 뻣

뻣한 직물은 박음질에서 다루기가 어려워 flat seam이 일어난다.

Fig. 3은 추동 및 하복용 신사복지의 경위사에 대한 굽힘강

성의 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하복용 신사복지는 대부분이 경위

사 모두 5uN·m 미만의 매우 유연한 성질을 나타내 재단시

쉽게 비틀리고 molding시 시임 퍼커링 발생을 유발하게 되며

이것은 봉제 자동화 장치의 적용에도 난이점으로 작용할 것으

로 예상된다.

추동 및 하복용 신사복지의 신장성 : Fig. 4는 추동 및 하복

용 신사복지의 경위사에 대한 100gf/하중에서의 신장성의 분포

를 나타낸 것으로, 신장성이 2% 미만인 직물은 시접의 오버피

드 작업시 신장이 난이하며, 소매산의 여유분이 많이 남게 된

다. 반면 경사의 신장성이 4% 이상인 경우에는 의복의 사이즈

와 제작의 수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레이아웃의 작업에서 쉽

게 신장된다.

계절에 관계없이 경위사 2% 미만인 소재는 없었으나 추동

용에서는 모/캐시키어 혼방소재가 하복용에서는 대부분의 시료

가 경사 4%, 위사 6%를 벗어난 높은 값을 보여 레이아웃 작

업에서 난이성이 예측되었다. 한편 하복용 모 100% 및 모/폴

리에스테르 혼방 소재는 경위사의 신장성이 정비례의 관계를

보인데 대하여 폴리에스테르 100% 신사복지는 경사의 신장성

에 관계없이 위사의 신장성이 2~6% 대의 낮은 값을 유지하였

는데 이는 자동 봉제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으로 사료된

다.

추동 및 하복용 신사복지의 전단강성 : 직물의 전단강성은

경사와 위사의 교차각이 직각에서 변하는 현상으로 경위사 교

착점에서의 미끄러짐, 교착점에서의 탄성변형 및 실의 굽힘변

형 등에 영향을 받는다. FAST 시스템에서 전단강성은 낮은 응

력하에서 순수전단과 바이어스 방향의 인장이 유사한 거동을

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측정된다(오애경 ·김승진, 1993).

전단강성이 너무 높거나 낮으면 재단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데 전단강성이 30N/m 이하로 낮으면 쉽게 비틀리게 되어

laying, marking, cutting시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반면 전단강

성이 80N/m 이상으로 높으면 부드러운 3차원적 형태를 만들

기가 어렵고 molding과 소매부착시 문제가 발생하여 주름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직물가공시 전단강성은 각 가공공정에서

효과지수로 사용되며 특히 모직물의 영구셋팅을 부여할 때 매

우 유용하게 사용된다.

Fig. 5는 추동 및 하복용 신사복지의 전단강성 및 바이어스

방향에서의 신장성을 나타낸 것으로, 바이어스 방향의 신장성

이 높을수록 전단강성 값은 낮아지는 역상관을 보이고 있다. 추

동용 소재에서는 캐시미어를 90% 이상 함유한 모혼방 소재가,

하복용에서는 거의 모든 시료가 전단강성 30N/m 이하의 최소

Fig. 3. Distribution of bending rigidity for men's suit fabrics. Fig. 4. Distribution of extensibility at 100gf/cm for men's suit fab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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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나타내어 레이아웃, 마킹, 재단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

어깨솔기 부분에서 많은 불량율을 야기시킬 것으로 생각된다.

3.2. 신사복지의 수축률 및 신장율의 변화

양복 제작업체 H사에서 1년 동안 표준사이즈로 제작된 양복

소재 중 중량이 비교적 일정한 추동용 양복지 15점, 하복용 양

복지 15점을 중심으로 허리, 어깨, 소매, 양복 총길이 4곳에 대

하여 재단 및 봉제 후 치수변화에 대하여 각각의 수축률 및

신장률을 측정하였다.

Fig. 6, 7에서 대부분의 양복지는 재단에서 봉제를 거치는 동

안 모/나일론을 제외하면 수축보다는 신장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소재별로 보면 Fig 6에서 추동용 모 100% 소재가 봉제

후 형태안정성이 가장 양호했으며, 모직물 중에서도 능직보다

는 평직(W-1, W-9)소재에서 수축율의 변화가 눈에 띄었다. 모

100% 소재에서 추동용과 하복용 양복지는 0.05% 수준에서 유

의차를 나타내어, 하복용 모 100% 소재는 전체적으로 봉제 후

각 부위에서 수축 및 신장이 두드러졌는데, 특히 어깨부위에서

신장과 수축이 많이 일어나 의복 완성 후 어깨솔기 부분의 시

임 퍼커링 현상이 예측되었다.

Fig. 7의 모 혼방 소재의 수축 및 신장률을 보면, 모 혼방소

재에서는 모/캐시미어 혼방소재가 형태안정성이 비교적 양호했

으며, 모/폴리에스테르 혼방 소재는 봉제 후 대부분의 부위에

서 신장을, 모/나일론 혼방소재는 봉제 후 수축을 나타내고 있

어, 재단시 오버피드율의 적절한 배합이 필요할 것으로 고찰된

다. 폴리에스테르 소재의 수축 및 신장률은 다른 소재와 달리

허리부분의 신장률이 크게 나타났다.

 

4. 결 론

신사복 제조업체와 연계하여 일년동안 생산되고 있는 추동

용 및 하복용 양복소재를 계절별로 나누고 이들이 대량의 양복

으로 제작된 시점에서 업체의 전문가가 신사복의 외관 각 항목

에 대한 결점과 수축률 등을 품질평가한 판정표와 이들 소재의

역학적 특성값을 중심으로 양복지로 이용된 각 소재에 대한 제

물성을 파악하였다.

재단에서 봉제를 통해 의복이 완성된 시점에서 형태안정성

을 평가할 때 모 100% 소재보다는 모 혼방소재에서 수축 및

신장의 변화가 많이 일어났으며, 특히 모/나일론 혼방소재는 전

체적으로 수축을, 모/폴리에스테르 혼방소재는 허리부위의 신

장을 일으켜 재단과정에서 이들의 적절한 오버피드율의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FAST 시스템에 의한 역학특성 및

봉제성 평가에서 추동용 소재에서는 다른 소재에 비해 모/캐시

Fig. 5. Distribution of shear rigidity for men's suit fabrics. 
Fig. 6. Variation of shrinkage rate of for men's suit. 

Fig. 7. Variation of shrinkage rate of for men's 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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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어 혼방소재가 완화수축, 의복형성능 및 전단강성에서는 최

소치를 신장성에서 6% 이상의 최대치를 나타내 레이아웃, 마

킹, 재단에서 세심한 주의가 요망되었고, 입체봉제시에 많은 불

량율을 야기시켜 자동봉제에서는 다른 소재와 달리 새로운 조

건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요망된다. 또한 추동용과 하복용 소재

의 봉제성을 비교할 때 수축율과 신장률 및 봉제성에서 0.05%

의 유의한 차를 나타내어 추동용 양복지보다는 하복용 소재의

입체성형화에서 봉제의 난이성이 제기된다. 하복용 소재에서는

거의 모든 소재가 전단강성 및 굽힘강성에서 FAST system이

설정한 기준값보다 휠씬 낮은 수치를 나타내 자동 봉제화에 따

른 최적 조건 설정을 위한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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