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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3D printing technology, which is suitable for small-volume production 

of many varieties, has become considered a key manufacturing technology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However, the nature of 3D printing technology 

means it is not yet able to be applied to traditional textiles due to Fabric 

Flexibility.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extile Structural Design by 

finding the optimal yarn thickness for Selective Laser Sintering (SLS) 3D printed 

structures on geogrid dobby woven fabric that gives the optimal flexibility and 

tensile strength in the final product. The test results for tensile load strength of 

the 3D printed test samples, using 1.0mm, 0.8mm, 0.6mm and 0.4mm yarn 

thicknesses, showed that all were found to be above 250N, this higher than 

the tensile strength of 180N that is recommended for textile products. Based 

on these results, the four dobby structural patterns with 3D printing produced 

had four yarn thicknesses: 1.0mm, 0.8mm, 0.6mm, and 0.4mm. The thinner 

the yarn, the more flexible the fabric; as such the optimal conditions to 

produce SLS-based 3D printed textiles with suitable strength and flexibility used 

a thickness of yarn in the range of 0.4mm to 0.6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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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I.�

연구의�목적�및�의의1.�

프린팅은 차원을 기준으로 디자인된 설계도를 프3D 3 3D 

린터에 전송하여 플라스틱 금속 세라믹 등의 소재를 층층, , 

이 쌓아 제조하는 생산 방식으로서 이러한 제조법을 적층가

공 이라고 부르는데 재료를 (AM, additive manufacturing) , 

자르거나 깎는 전통적 절삭가공(SM, subtractive 

방식과 달리 재료를 층 단위로 쌓아 제작하manufacturing) 

기 때문에 종전 가공으로는 생각할 수 없었던 혁신적인 결

과물을 만들 수 있는 기술로서 프린팅은 미래지향적인 3D 

삼차원 생산제조 산업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다

(Lee, 2019). 3D 프린팅 기술은 개인 맞춤형 소량생산과 디

지털 데이터에 의한 다양한 차원 변형이 용이한 효율적인 3

생산방식을 의료 자동차 기계 건설 생활용품 패션 쥬얼, , , , , , 

리 등의 다양한 생산제조 산업분야에 활용하여 향후 소비 

시장이 점차적으로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Lee & Kim, 2015) 프린팅의 세계시장 동향은 기계. 3D , 

항공 우주 등 고부가가치 분야의 성장 주도하에 세계 , 3D 

프린팅 시장이 년 억 달러 규모에서 년 억 2017 77 2020 161

달러 규모 예상으로 고성장하고 있으며 세계 프린팅 시, 3D 

장의 국가별 점유율은 미국이 프린팅 시장의 로 3D 38.0%

가장 큰 시장을 차지하고 있고 일본 독일 중국이 전체시장, , 

의 한국 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이다65.8%, 2.3%

(Commercializations Promotion Agency for R&D 

Outcomes[COMPA], 2019). 

디지털 테크놀로지와 융합된 섬유패션산업 분야에서도   

년대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프린팅 기술을 활용하여 2000 3D 

다양한 소비자 니즈가 반영된 개인맞춤형 손쉬운 생산제조 

프로세스방식이 패션디자인 제품제조 분야에 제시되었다 그. 

러나 여전히 프린터 기술 특성상 텍스타일 소재의 표면3D 

조도 압축 강도 인장 강도 등 모든 면에서 제품생산에 필, , 

요한 품질을 만족할 수 없고(Lee & Jin, 2017), 의류제작에 

필요한 착용감 내마모성 세탁성 등의 기준을 충족시킬만한 , , 

텍스타일 원단과 같은 드레이프성을 발현하는 소재특성에는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프린팅 기술을 이용3D 

한 텍스타일의 기본조직인 니트와 위브 구조의 직물을 대체, 

재현하기에는 실의 규칙적인 구조로 이루어진 직물과 3D 

프린팅은 생산 제조 방식에서부터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

다(Kim & Kim, 2018). 프린팅 기술의 기술적 제한 성3D 

능과 일반 의류용 소재만큼 유연하지 못한 단점으로 프3D 

린팅을 활용한 패션 분야에서는 부드럽고 신축성 있는 원단

을 대체할 수 있는 소재의 문제 의상을 한 번에 출력 가능, 

한 대형 프린터 대량생산의 빠른 속도를 대체 할 수 프린, 

터의 문제로써 의료 항공 자동차 제품 가구 디자인 등의 , , , , 

다른 분야보다 개발이 제한된 상황이며 아직까(Kim, 2016), 

지는 인체 착용형식의 의류원단 대체 적용 보다는 차원 디3

지털 를 활용한 인테리어 패션부자재 및 패션잡화 분CAD , 

야에서 개인맞춤형 다품종 소량 생산제조방식의 디자인프로

세스로 다양한 상용화 필요성을 제시하였다(Song, 2019a). 

더불어 국내외적으로 연구 개발되고 있는 패션, 인테리어, 

패션부자재 및 패션잡화 등의 다양한 상품 분야에서  프3D 

린팅 기술 방식과 이에 적용되는 다양한 소재를 활용한 텍

스타일의 직물특성 및 구조형상을 발현할 수 있는 디자인 

개발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인 프린팅의 3D 직물구조적인 디자인

설계 연구 에 대한 지속연구로서(Song, 2019b) , 프린팅 3D 

기술을 활용한 텍스타일과 같은 유연한 특성발현을 위한 직

물구조적인 설계디자인 연구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SLS(selective laser sintered) 방식의  출력 Multi Jet Fusion 

방법을 활용하여 보다 세밀하고 정교한 , 입체적인 직물구조

적인 디자인설계를 통한 유연성 있는 최적의 프린팅 3D 직

물구조적인 디자인설계 조건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 

에서 도출된 결과의 실 의 굵기보다도 더 가는 0.7mm (yarn)

사이즈의 0. 굵기까지 본 연구의 실험에서 설계적용 및 4mm 

분석평가하고 선행연구에서 진행했던 평직의 직물설계구조, 

에서 응용된 지오그리드 구조의 작은 패턴이미지인 (geogrid) 

도비조직을 기반으로 직물구조적인 디자인설계를 적용하여 

유연성 있는 최적의 실 굵기 조건에서 텍스타일 직물구조적

인 디자인 출력결과물에 대한 직물유연성을 평가 분석하였

다 본 연구의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유연한 직물구조적. 3D 

인 설계조건 도출 결과는 향후 지속연구에 반영하여 실용적

이며 기능적인 가치를 지닌 개인맞춤형 프린팅 삼차원3D 

의 소재설계 기반의 패션제품 디자인 개발에 활용하고자 한

다. 

연구의�방법�및�범위2.�

본 연구를 위한 방법으로서, 세밀하고 정교한 입체적인 직물

구조 디자인의 프린팅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하여 3D SLS 

방식의 출력 방법을 활용하였다Muti Jet Fusion . 향후 지

속연구의 프린팅 3D 패션제품디자인 개발연구에서 유연성 

있는 차원 직물3 구조적인 디자인설계로 적용할 수 있는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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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의 실 굵기 사이즈를 도출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 프린3D 

팅을 활용한 유연성과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적의 굵기 

사이즈에 대한 인장강도 선행시험을 진행하였다 프린팅 . 3D 

출력 결과물의 두께에 따른 인장강도 선행시험 조건은 가로 

2.0c 세로 시편 m, 17.0cm 크기로서, 0.4 mm, 0.6 mm, 0.8 

두께의 총 가지 mm, 1.0 mm 4 설계조건에 따라 출력시편

의 인장하중강도(tensile load strength) 시험을 실시하였다 . 

선행시험 결과를 기반으로, 프린팅 기술을 적용한 SLS 3D 

실의 굵기 조건 차이에 따라 도비직물구조를 기반으로 직물

구조적인 디자인설계를 진행하였다 프린팅 출력을 위한 . 3D 

차원 직물구조적인 형태의 디지털디자인 설계는 고리 연결3

구조 형태의 평직변형 허니콤 레이스의 총 가지 패턴형태, , 4

로 완성하였다. 직물구조적인 삼차원디자인을 연결하는 실

굵기는 각각의 가지 패턴 당 (yarn) 4 0.4mm, 0.6mm, 

굵기 사이즈 차이에 따라 렌더링 작업0.8mm, 1.0mm 3D 

하여 총 점의 디지털16 3D 디자인을 완성하였다. 방식 SLS 

의 출력 방법으로서Muti Jet Fusion  단단한 내구성 강도가 

있는 폴리아미드 를 적용하여 굵기가 세사인 경우에서도 12

절사가 발생하지 않고 유연성을 발현되도록 설계하였다 직. 

물구조적인 차원 디지털 디자인설계 작업은 3 Rhino 6.0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활용하였고 디지털 디자CAD , 3D 

인설계 작업들은 프린터 출력용 프로그램인 3D Makerware

Figure� 1.� Research� Process� for� 3D� Printing� Textile� Structural� Design� with� Fabric� Flexibility�

를 통해 에서 출력하였다HP Jet Fusion 3D 4200 Printer . 

또한 현재 프린팅을 통한 직물구조적인 출력결과물에 3D 

대한 텍스타일 직물물성에서와 같은 인증된 시험기준이 아

직은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텍스타일 직물, 

의 유연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직물원단의 드레이프성

을 시험하는 드레이프미터FRL(fabric research laboratory) 

를 통한 천을 늘어뜨렸을 때 자연스럽게 늘어지는 성질에 

대한 시험 내용을 참조하여 프린팅 출력결과물인 총 , 3D 

점에 대하여 일정 기준에서 늘어지는 정도로서 유연성을 16

평가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프린팅 기술을 SLS 3D 

적용한 직물 유연성이 발현된 직물구조적인 설계디자인의 

연구 프로세스는 과 같다Figure 1 .

이론적�배경II.�

프린팅�기술의�개념�및�특징1.� 3D�

프린팅의 정의를 살펴보면 3D 에서 보는 바와 같Figure 2

이, 차원 그래픽 설계데이터를 기반으로 폴리머 금속 종3 , , 

이 등의 특정 물질을 적층방식 으로 쌓아올(layer-by-layer)

려 차원의 입체물을 형상화하는 기술이라고 한다3 (COMPA, 

프린팅의 기본원리는 차원의 형상을 분말2019). 3D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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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3D� Printing� Process
(COMPA, 2019, p.3)

Table� 1.� ISO/TC� 261� Definition� of� 3D� Printing

Standard� Name Definition

ISO/ASTM 52900:2015(en)

2. Terms and definitions

2.1.2 additive

manufacturing(AM)

process of joining materials to make

parts from 3D model data, usually

layer upon layer, as opposed to

subtractive manufacturing and formative

manufacturing methodologies

광경화성 액상수지(powder), (photo-curable liquid resin), 

고형물 의 형태로 소재를 겹겹이 쌓아 올리(filament, pellet)

는 것으로서 구현하고자 하는 차원 구조물의 형상은 , 3 3D 

를 이용하여 설계한 후 정도의 얇은 CAD , 0.012 0.1mm ∼

단면을 한층씩 쌓아올려 실체화 하는 것인데 이러한 방식을 , 

적층 제조 방식이라고 한다(Additive Manufacturing, AM)

(Choi, 2016) 또한 . Table 에서 보는 바와 같이 1 , ISO/TC 

의 국제 표준에서는 적층제조261 (Additive Manufacturing)

에 대하여 디지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적층방식으로 바로 

출력되는 것이라고 프린팅을 정의하고 있다3D (Shin, 

2018).

프린팅 기술은 사용되는 적층방식별 원료 특징에 따  3D 

라 액체 파우더 고체 기반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중 가, , , 

장 대표적인 기술방식은 방식이다FDM, SLA, SLS . FDM 

방식은 베드에 열로 녹인 플라스틱을 가늘게 한 층씩 적층

하여 형상을 만드는 방식으로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가장 

널리 보급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 방식에 사용되는 필라멘트. 

는 플라스틱이 기본재질이고 플라스틱을 함유한 청동 나무, , , 

형광 재질의 다양한 필라멘트 나 소재가 대부분 사, PLA ABS

용되고 있다 방식은 액. SLA(stereolithography apparatus) 

체 상태의 광폴리머 광경화성 수지 가 담긴 수조안에 레‘ ( )’ 

이저 빔을 투사하여 레이어를 쌓아올려 조형하는 방식으로 

모두 플라스틱 수지인 레진 을 사용한다 방식은 (resin) . SLS 

분말로 된 재료를 레이저로 부분적으로 녹여 분말 소결 프

린팅 하는 방식으로써 파우더 같이 작은 입자의 플라스틱 , 

분말이나 금속 분말 세라믹 분말을 높은 열의 레이저로 녹, 

여 입체 조형을 만들고 프로세스는 이나 같은 광, SLA DLP 

경화성 수지 조형방식과 유사하지만 여분의 분말이 작업물

에 쌓여 있기 때문에 서포터 없이 비교적 정확한 치수의 인

쇄물을 얻을 수 있고 인쇄가 끝난 후 분말제를 털어내는 후

처리 과정이 필요하다 이외에 . DLP(digital light processing) 

방식이 있는데 이는 인쇄를 위한 이미지를 수조 안에 담긴 , 

광경화성 수지에 조사하여 한 층씩 경화시켜 조형하는 방식

으로 인쇄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용 가능한 원

료와 색상이 제한적이고 원료와 프린터가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Kim, 2017).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파우더 기반 방식의   Figure 3 , SLS 

방식은 분말형태의 원재료를 레이저로 소결시켜 출력하는 

방식이며 구조 및 적층원리는 레이저 광원과 이를 조절하는 , 

스캐너 분말 공급 장치(scanning mirror), (powder fee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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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말을 이동시키는 롤러 미소결 system), (re-coating roller), 

분말의 재활용 장치 등으로 구성되며 적(recycling system) , 

층 원리로는 분말 공급 장치와 롤러를 이용하여 빌딩룸

안에 있는 축 이동판에 한 층의 두께만큼 (building room) z

분말소재를 도포한 뒤에 이산화탄소 레이저와 스캐너를 이

용하여 원하는 형상을 고온 고압으로 소결시키는 것이다

(Park, 2020). 적층SLS 방식은 파우더 기반으로서 합성수지

에서 금속 세라믹까지 다양한 원료를 사용할 수 있고 액체, , 

원료의 광경화 과정을 거친 결과물보다 견고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적용 재료는 나일론 폴리스틸렌 폴리카보나이트, , , , 

모래 금속재료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두, (Chun, 2015). 

께 또는 음수 구배 등 매우 복잡한 기하학적 구조를 지닌 

구성 요소의 제작에 탁월하고 고출력 레이저로 분말, CO2 

형 열가소성 수지를 선택적으로 용해하고 융합하여 파트를 

제작하는 방식으로 완성된 파트는 전통적인 제조 방식으로 

생산된 파트에 버금가는 방수성 밀폐성 내열성 및 내화성, , 

을 갖출 수 있다(Lee, 2019).

프린팅의�적용�소재�특징�및�패션분야2.� SLS� 3D�

개발사례� �

Figure� 3.� Principle� of� SLS� Techniques
(codedragon.tistory.com)

프린팅 기술 방식에 따라 적용되는 주요 소재의 종류와 3D 

특징을 살펴보면 와 갈은 분말기반의 적층방(Table 2), SLS

식은 다양한 재료의 선택이 가능하며 높은 정밀도와 경고함 

등의 장점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과 같은 고체기반의 , FDM

적층방식은 낮은 제조단가와 내습성 등의 장점이 있으나 열

에 다소 취약하며 액체 기반의 방식들은 뛰어난 표현과 미, 

세형상 구현 등의 정확한 조형이 가능하나 내구성이 다소 

떨어진다 방식은 표면조도 및 강도가 우수(Shin, 2018). SLS 

하지만 높은 가격과 기술 접근성 때문에 주로 기업에서 사

용하고 있는 반면에 방식은 제작 속도 및 표면 조도, DLP 

가 우수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방식은 다른 기술에 , FDM 

비하여 가공 정밀도 표면 조도가 부족하지만 뛰어난 가격 , 

접근성으로 현재는 보급형 프린터로서 이 방식을 주로 3D 

채택되어 전체 시장의 약 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73%

(Lee & Huh, 2017). 

방식의 프린팅을 활용한 패션분야 개발사례를   SLS 3D 

Table 3에서 살펴보면 패션분야에서 년 네덜란드의 디, 1999

자이너 지리 에벤휘스 와 (Jiri Evenhuis) 얀 키타넨(Janne 

는Kyttanen) 파우더 를 적용한  PA (polyamid powder) SLS 

방식의 프린팅 기술을 활용하여 세계 최초의 텍스3D 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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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3D� Printing� Technology� According� to� Applicable� Materials

Printing�Material 3D� Printing� Technology Applicable�Material

Solid Based 

Material

FFF(fused filament fabrication)

- Solid form of material used 

  (except powder)

- Thermoplastic resin

- Plastic material in the form of wires or 

filaments

- Material with a wax property in the 

shape of a pellet

- Paper sheets, PVC laminated, Sheets, 

etc.

FDM(fused deposition modeling)

MJM(multi jet modeling)

MJP(multi jet printing)

InkJet

LOM(laminated object manufacturing)

PLT(paper lamination technology)

PSL(plastic sheet lamination)

SDL(selective depostion lamination)

Liquid Based Material

SLA(stereo lithography apparatus)

- Soft liquid resin DLP(digital light processing)

Polyjet(photopolymer jetting)

Powder Based Material

SLS(selective laser sintering)

- Metal powder

- Fine powder plastic

- Liquid conjugate

- Binder-adhesive agent

- Poliamide(PA)-Laser Sintering

SLM(selective laser melting)

LS(laser sintering)

3DP(3D dimentional printing)

DMLS(direct metal laser sintering)

DMP(direct metal printing)

DMS(direct metal sintering)

(“3D printing technology,” 2016)

타일을 개발하여 여행을 떠날 때 크고 무거운 짐 가방 대신 

프린터를 가지고 가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컨셉의 

일명 로스트 러기지 프로젝트로서 텍스‘ (lost luggage)’ , 3D 

타일 드레스와 가방 스카프 장갑 신발 선글라스 등 다양, , , , 

한 패션 아이템을 제작하였다 년(Kim & Kang, 2015). 2011

에는 컨티넘 패션 사와 쉐이프어웨이(Continuum Fashion)

사가 공동으로 출력방식의 프린팅 의(Shapeways) SLS 3D 

류인 수영복을 무봉제 스냅연결 방식으로 디자‘N12 bikini’ 

인 개발하였는데 이는 강하고 유연하며 방수성이 있는 , 

소재를 적용하여 소프트웨어에Nylon 12 Rhino 3D CAD 

서 까지의 얇은 두께로 디자인 제작하여 프린팅 0.7 mm 3D 

출력하였다 또한 방식의 . SLS 프린팅 기술을 적용하여3D 

텍스타일디자인을 의상으로 구현한 대표적인 패션 분야의 

사례로서 년 네덜란드 디자이너로서 아이리스 반 헤르, 2011

펜 은 (Iris Van Herpen) 출력방식으로 SLS 프린팅 디지3D 

털 기술의 폴리아미드 소재를 적용하여 창의적이고 정교한 

차원 디지털 형태의 의상디자인 3 컬렉션을 오트쿠튀르에 발

표하였다(Kim, Chung, & Jang, 2018) 그리고 년 . 2015

파리패션위크에서 프린팅 디지털 기술을 2015/16 FW 3D 

활용한  프린팅 드레스는 와 폴리아미드 소재를 적3D TPU

용하여 개의 프린팅 조각들을 정교하게 스티치5000 3D 

연결하여 제작하여 발표하였다 그러나 (stitch) (Doris, 2016). 

여전히 프린팅을 활용한 텍스타일의 구조적인 디자인 3D 

설계에 있어서 소재 유연성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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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xamples� of� Fashion� Products� using� SLS� 3D� Printing

Year Fashion� Development� using� 3D� Printing

2000

Figure� 4.� Lost� Luggage� Kit,� 2000

  (www.dezeen.com)

2011

� Figure� 5.� Continuum� Fashion� and� Shapeways,� 2011

(www.solidsmack.com)

2012-2015

� Figure� 6.� Iris� Van� Herpen,
2010

(www.dezeen.com)

Figure� 7.� Iris� Van� Herpen,�
2015a

(www.3Printr.com)

� Figure� 8.� Iris� Van� Herpen,�
2015b

(www.fashionwindows.com)

특성 중의 하나이지만 현재 프린터를 활용한 텍스타일 , 3D 

소재 구현에는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고 텍스타일 소재 특, 

성에 갖추어야 할 특성인 드레이프성 인장강도 내마모성, , , 

착용감 등도 아직 시장 기준을 충족시킬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여 텍스타일과 같은 소재구현과 기술력이 아직은 초기 

단계에 있다(Kim & Kim, 2018; Song, 2019b). 

연구�결과�및�분석III.�

두께에�따른� 프린팅�시편�출력물의�인장강도�시험1.� 3D�

본 연구에서 방식의 프린팅 기술이 적용된 직물구SLS 3D 

조적인 디자인의 출력 결과물에서 유연성 및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적의 두께 조건을 파악하고자 본 연구를 

위한 선행 시험을 하였는데 , 본 연구의 선행 연구인 SLS 

방식의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직물구조적인 디자인 3D 

설계 연구(Song, 결과 2019b) 에서 프린팅 출력물이 3D 

절사되지 않고 굽혀지는 유연성과 탄력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최적의 실 굵기 사이즈인 설계조건 결과를 0.7mm 

기반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 , 프린팅을 활용한 유연성 및 3D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적의 굵기 사이즈 도출을 위한 

인장강도에 대한 선행 시험이었다 직물원단에서 발현되는 . 

텍스타일의 유연적인 특성을 나타내면서도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프린팅 출력 결과물의 선행 시험 조건은3D , 

강도를 측정할 수 있는 프린팅 출력 시편의 두께 3D 

조건에 따른 인장 하중 시험을 진행함으로써 유연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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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현하면서도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굵기 사이즈에 대한 

인장하중강도 비교분석을 진행하였다.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프린팅의 출력 시편은 3D 

가로 2.0 c 세로 m, 17.0 cm 크기로서, 0.4 mm, 0.6 mm, 

두께의 총 가지 0.8 mm, 1.0 mm 4 설계조건의 출력 시편에 

대한 인장하중강도(tensile load strength) 시험을 실시하였다  

프린팅 출력 시편(Table. 3). 3D 에 적용된 소재는 폴리아

미드 이었고 방식의 방법으로 출12 , SLS Muti Jet Fusion 

력된 프린팅 출력 결과물에 대한 인장하중강도이며3D , 출

력시편 두께의 0. 총 가4 mm, 0.6 mm, 0.8 mm, 1.0 mm 4

Table� 4.� Tensile� Strength� Test� of� 3D� Printing� Samples

Item Testing� Condition�

Material Polyamid 12

Size  2.0 cm × 17.0 cm

Thickness  0.① 4 mm, 0.6 mm, 0.8 mm, 1.0 mm② ③ ④ 

 Test Speed  0.5 mm/min

Test Temperature  (23±3) ℃

Test Equipment 100 kN Fatigue Testing Machine (Landmark, MTS/USA)

Figure� 9.� Tensile� Strength� Test� Equipment
(photo by author)

➡

Figure� 10.� Before� Test
(photo by author)

Figure� 11.� After� Test
(photo by author)

 

지 설계조건에 대한 시험 결과는 와Figure 12 같다 출력시 . 

편의 두께가 굵을수록 인장 하중 강도 결과 수치가 높게 나

타났고 두께가 가장 가는 이상에서도 휘어지는 유, 0.4 mm 

연성을 유지하면서 이상의 강도를 견디는 것으로 나250N 

타났는데 이는 섬유제품 권장품질 기준에서 직물의 인장강, 

도 이상 보다 높은 결과로 나타났다180N (KS K 0520)

그러므로 본 연구(Korea Consumer Agency[KCA], 2010). 

에서 방식의 프린팅 기술이 적용된 직물구조적인 SLS 3D 

디자인의 출력 결과물을 위하여, 두께에서도 절사가 0.4 mm 

되지 않으면서 프린팅의 직물구조적인 디자인 설계를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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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Tensile Load Strength(N)

#1. 0.4mm 263.98

#2. 0.6mm 372.25

#3. 0.8mm 495.10

#4. 1.0mm 255.14

*This test(2020-0146) was commissioned by RSP, an international authorized testing agency(KOLAS). 

   (http://www.rsp.co.kr/index.asp)

Figure� 12.� Tensile� Strength� Results� of� 3D� Printing� Samples
(Reliability Solution Provider, 2020)

Table� 5.� Features� of� 3D� Printing� Application�Material� Polyamide� 12�

Item Main� Characteristics

Properties

 Strongest nylon in addictive manufacturing

 Repeated snap fit, Split fit insert and Suitable for fatigue applications

 Simple, clean process without flour

 Fatigue resistance, high elongation at break

Tenacity XY:7000 psi(48 MPa), Z: 6400 psi(44 MPa)

Elongation XY: 30%, Z: 5%

Bending Strength XY:10000 psi(69 MPa), Z: 8600 psi(59 MPa)

Temperature 

Heat Denaturation
82∘C6 (180∘F)6

(“FDM Nylon 12,” 2015)

  

위한 유연성과 강도를 갖는 직물연결구조 디자인 설계가 

가능하다는 테스트 결과를 도출하였다.

디지털�모델링에�의한�2.� 3D� 직물구조적인�디자인설계

방식의 SLS 프린팅을 활용한 직물구조적인 디자인설계3D 

는 지오그리드한 작은 사이즈의 도비조직구조 패턴형태를 

기반으로 하여 연결성 있는 고리에 의한 반복패턴으로 가로

와 세로 인치의 기본 사이즈를 개 연속 반복한 1 1.5 3 4∼ ∼

패턴사이즈의 크기로서 정사각 사이즈의 가로와 세로 총 , 

인치 사이즈로 디지털3.5 3D 디자인 설계하였다 프린팅. 3D 

에 적용된 소재는 섬세한 세사 의 프린팅 출력이 ( ) 3D 細絲
용이한 단단한 내구성 강도가 있는 폴리아미드(polyamide) 

를 적용하였고12 (Table 5, 6, 7) 직물구조적인 차원 디지, 3

털 디자인설계 작업은 소프트웨어 프로그Rhino 6.0 CAD 

램을 활용하였으며 디지털 디자인설계 작업들은 프, 3D 3D 

린터 출력용 프로그램인 를 통해 Makerware HP Jet Fusion 

에서 출력하였다3D 4200 Printer (Figure 13). 

본 연구에서   방식의 프린팅 기술을 적용한 유연SLS 3D 

성 있는 최적의 직물구조적인 디자인설계를 도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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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Lightfastness� of� 3D� Printing� Application� Material� Polyamide� 12�

Performance� Indicator Unit Test� Sample Commercialization� Standard Test� Specification

Lightfastness Grade 4* More than 4 KS K ISO 105-B02

 * Test results of Korea Apparel Testing and Research Institute (KATRI)

Table� 7.� Design� Specification� for� Fabric� Structure

Item Test� Conditions�

Thickness
Warp(vertical)

0.4 mm, 0.6 mm, 0.8 mm, 1.0 mm
Weft(horizontal) 

Size 3.5 inch ×  3.5 inch

3D Printing Method Selective Laser Sintering(SLS)

3D Printing Material Polyamide 12 

Woven Structural Pattern Geogrid Dobby Weave

Figure� 13.� 3D� Printing� Output� Equipment�
(photo by author)

 

위하여 본 연구의 선행 시험인 인장강도의 테스트에서 , 0.4 

가지 굵기 mm, 0.6 mm, 0.8 mm, 1.0 mm 4 조건에서 강

도 유지가 가능함을 확인하고 이의 테스트 결과를 반영한 

굵기 사이즈에 따른 유연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디자인 

설계를 진행하였다.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비조직 Table 8 , 

형태의 지오그리드한 작은 패턴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도록 

디자인 설계하였는데 이는 적층제조 방식의 프린팅과 , 3D 

경사와 위사의 교차에 의하여 직물패턴이 표현되는 기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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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Textile� Structural� 3D� Digital� Designs

3D� Digital� Design�with� 0.4mm,� 0.6mm,� 0.8mm,� 1.0mm� Thickness�

Thickness Pattern.Ⅰ Pattern.Ⅱ

0.4mm

0.6mm

0.8mm

1.0mm

Thickness Pattern.Ⅲ Pattern.Ⅳ

0.4mm

0.6mm

0.8mm

1.0mm

(All images made by auth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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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제조생산방식의 차이를 반영하여 직물조직 패턴이미지를 

고리연결 방식으로 디자인 설계한 것이다 첫 번째 패턴이미. 

지는 평직 변형 두 번째 패턴은 입체적인 볼륨감이 나타나, 

는 평직 변형 세 번째는 허니콤 패턴이미지이며 네 번째는 , 

고리로 연결되는 레이스 구조의 패턴이미지로서 고리 연결

간의 자유도가 큰 패턴으로 디자인 설계하였다. 프린팅 3D 

디자인설계의 사이즈는 가로 세로 의 3.5 inch × 3.5 inch

정사각형이며 연결고리 형식의 직물구조적인 디자인으로서 , 

실 굵기는 각각 사(yarn) 1.0mm, 0.8mm, 0.6mm, 0.4mm 

이즈로서 각각 렌더링 디지털디자인 작업으로 수정검토 3D 

확인하여 각 패턴 당 점의 디자인으로 총 개 패턴디자인4 16

을 완성하였다 수정보완을 거쳐 최종 완성된 디지털 디. 3D 

자인설계 작업들은 프린터 출력용 프로그램인 3D 

를 통해 프린팅의 방Makerware SLS 3D Multi Jet Fusion 

식으로 출력한 후 최종 결과물에 대한 유연성, (bending 

flexibility) 테스트를 진행하고 최적의 유연성 디자인 설계조 

건을 도출하였다.

3.�직물구조적인�디자인설계의� 프린팅�출력�결과물3D�

프린팅의 SLS 3D 직물구조적인 디지털 디자인설계 진3D 

행하여 방식으로Multi Jet Fusion 출력한 결과물은  Table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작은 사이즈의 지오그리드한 직물구9 , 

조를 기반으로 실의 굵기를 각각  1.0mm, 0.8mm, 0.6mm, 

사이즈로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0.4mm Rhino 6.0 CAD 

활용하여 가로 세로 크기로 각각 3.5 inch × 3.5 inch 3D 

렌더링 디지털디자인 작업 완성한 후 출력 결과물을 도출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 향후 지속연구에서 프린팅 기술을 3D 

활용한 패션제품을 위한 차원 디지털 직물3 구조적인 설계디

자인에서 텍스타일 직물원단에 발현되는 유연성 및 드레이, 

프성을 갖는 최적의 실 굵기 설계조건을 도출하고자 차적1

인 선행 연구에서 기본 평직 직물구조를 기반으로 한, 3D 

프린팅 출력결과물에 대한 유연성 및 탄력성을 갖는 0.7mm 

실 굵기 사이즈의 도출된 연구 결과를 반영하였다 이에 본 . 

지속연구에서는 실의 굵기를 각각  1.0mm, 0.8mm, 0.6mm, 

사이즈로 차 직물구조적인 디자인 설계하여 프0.4mm 2 3D 

린팅 출력물을 도출하였다. 의 프린팅 출력 총 Table 9 3D 

점 결과물에서 보는 바와 같이16 , 폴리아미드 소재를 적12 

용하여 차원 직조직물형상의 디지털디자인의 출력 결과물3

은 전체적으로 절사되지 않고 가장 두께가 가는 사0.4mm 

이즈까지도 섬세하게 결과물이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는데 사이즈에는 연결고리 부분에서 일부분 삐짐 , 0.4mm 

현상이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프린팅�직물구조적인�디자인�결과물의�강도와�4.� 3D�

유연성�분석� � �� � �

방식의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직물구조적인 디자인SLS 3D 

설계의 총 점 16 결과물에 대한 유연성 테스트를 진행하기에 

앞서 현재 프린팅을 통한 직물구조적인 결과물에 대한 , 3D 

텍스타일 직물 물성과 같은 인증된 시험기준이 아직은 확립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직물원단의 드레이프성, 

을 시험하는 드레이프미터FRL(fabric research laboratory) 

를 통한 천을 늘어뜨렸을 때 자연스럽게 늘어지는 성질에 

대한 시험 내용(Yoo, Song, Ahn, Lee, Kim, & Han, 2012)

을 참조하여 프린팅 출력결과물 총 점에 대한 유연, 3D 16

성은 늘어지는 정도를 기준으로 비교평가 하였다 직물의 드. 

레이프성은 직물의 강연성 및 무게에 영향을 받는데 이의 , 

물성과 관련된 강연도 는 직물의 뻣뻣함과 부드러(stiffness)

움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착용감 촉감 처짐성 등에 , , 

관련된 직물의 굴곡변형에 대한 천의 움직임에 대한 저항성

이며 직물의 유연한 정도를 캔티레버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Korea Apparel Testing & Research Institute[KATRI], 

2013) 본 연구의 프린팅 출력결과물은 이전의 선행연. 3D 

구에서 유연성 평가했던 캔티레버법 시험 내용의 참조와 비

교하여 볼 때 직물형태를 갖는 일정 사이즈의 프린팅 , 3D 

출력결과물 전체가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휘여지는 정도의 

유연성이 본 연구 출력결과물이 더 우수하게 관찰되었음으

로써 본 연구에서는 일정기준에서 늘어지는 형태를 육안으

로 비교 관찰 가능한 드레이프미터 시험 내용을 참조FRL 

하여 유연성을 평가하였다. 

  Table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늘어지는 정

도를 살필 수 있는 지름 의 25.0mm 평평한 원형면에 

사이즈의 정사각형 3.5inch 프린팅 출력 결과물을 올려3D 

놓고 각 , 1.0mm, 0.8mm, 0.6mm, 0.4mm 실의 굵기에 따 

라 나타나는 늘어지는 모양을 관찰하여 굵기 사이즈에 따른 

프린팅의 각 패턴 출력결과물에 대한 유연성 정도를 판3D 

단하였다 고리로 연결되고 패턴간의 자유도가 큰 패턴으로. 

서 실의 굵기 사이즈가 가늘수록 늘어지는 유연성이 좋게 

나타났는데, 0.6mm, 0.4mm 실의 굵기에서 유연성이 우수 

하게 나타났다 특히 의 굵기에서는 절사되는 현상이 . 0.4mm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섬세하게 가늘어 지는 부분이 연결되, 

면서 엉키는 현상이 나타남으로 좁은 간격의 연결 부분을 

디자인 설계할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파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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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3D� Printing� Output� Results

No. 3D� Printing� Output� Results

Ⅰ

Ⅱ

Ⅲ

Ⅳ

 (All pictures taken by auth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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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Flexibility� Testing� of� 3D� Printed� Samples

No. Flexibility� Testing� of� 3D� Printing� Structurual� Design� Results

Ⅲ

side

front

Ⅳ

side

front

(All pictures taken by authors)

있었다 그리고 실 굵기에서는 뻣뻣하여 강도는 매. 1.0mm 

우 강하지만 직물구조적인 설계디자인으로 적용하기에는 뻣, 

뻣하고 유연성이 미진하게 관찰되었다 결론적으로. , 방SLS 

식의 프린팅에서 3D 폴리아미드 소재를 적용한 12 Multi 

방식으로 출력한 경우에Jet Fusion , 강도를 유지하면서도 

유연성 및 탄력성이 있는 디지털 직물구조적인 디자인설계

가 가능한 최적의 실 굵기 조건은 에서 까지 0.6mm 0.4mm

가능하다는 것을 연구시험 결과를 통해 파악할 수 있었 다.

결론�및�제언.�Ⅳ

최근 다품종 소량생산에 적합한 프린팅 기술은 차3D 4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제조 기술로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 

다양한 정보를 이용한 다품종 소량생산 개인맞춤형 소량소, 

비에 의한 소비자 맞춤형 프린터 커스터마이징 서비스3D 

는 다양한 소재의 적층 공정 기술이 더해져 맞춤형 서비스

의 핵심 기술 요소로 자리 잡으며 수요가 점차 늘어날 것으

로 전망하고 있다(Kim, 2020). 년대 초반부터 지속적으2000

로 패션산업 분야에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패션3D 

디자인 제품을 제시하여 왔지만 프린팅 기술 방식과 적, 3D 

용 소재에 따른 텍스타일의 직물구조적인 설계조건과 이의 

에 적합한 상용화 활용도 면에서 end-use 여전히 프린터 3D 

기술의 특성상 텍스타일 원단과 같은 유연한 소재 특성 구

현에는 이르지 못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 선행연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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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팅의 3D 직물구조적인 디자인설계 연구에 대한 지속연

구로서 선행연구에서 진행했던 평직의 직물설계구조에서 보, 

다 응용된 지오그리드한 도비조직을 기반으로 유연한 직물

구조적인 디자인설계조건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프린팅3D 

의 직물구조적인 디자인설계를 실 굵기 조건까지 섬0.4mm 

세하게 디자인 설계하여 이의 프린팅 출력결과물에 SLS 3D 

대한 유연성을 비교평가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 프린팅 3D 

출력시편에 대한 인장하중강도 에 대한 (tensile load strength)

기본 시험 결과는 1.0mm, 0.8mm, 0.6mm, 0.4mm 출력시

편 모두 섬유제품 권장품질의 직물 인장강도인 이상180N 

보다 높은 이상의 강도를 모두 견디는 (KS K 0520) 250N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 지오그리드한 도비패턴 조직구조 형

태의 연결고리 방식으로 실 굵기 (yarn) 1.0mm, 0.8mm, 

사이즈에 따라 총 개 패턴을 완성하여 0.6mm, 0.4mm 16

프린팅의 방식으로 출력한 후 일SLS 3D Multi Jet Fusion , 

정 기준으로 늘어지는 형태를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드레이프미터 시험을 참조하여FRL 유연성 정도를 관찰 평 

가한 결과 방식으로 출력된 프린터 총 개의 패, SLS 3D 16

턴 결과물은 연결된 실의 굵기 사이즈가 가늘수록 텍스타일 

원단에서와 같은 늘어지는 유연성이 우수하게 나타났다 특. 

히 0.6mm, 0.4mm 실의 굵기에서 유연성이 우수하게 나타 

났는데 의 실 굵기에서는 뻣뻣하여 강도는 매우 강, 1.0mm

하게 나타났지만 직물구조적인 설계디자인으로 적용하기에

는 뻣뻣하고 유연성이 가장 적게 관찰되었다. 방식의 SLS 

프린팅 기술을 활용하여 3D 폴리아미드 소재로서 12 Multi 

출력 방식으로 직물구조적인 디자인설계를 진행Jet Fusion 

할 때, 강도 및 유연성을 갖는 최적의  프린팅 직물구조3D 

적인 설계디자인 조건은 에서 까지 범위에서 0.4mm 0.6mm

실 굵기 사이즈로 디자인설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향후 지속 연구에서는 . 프린터의 다각적인 기술 3D 

방식과 다양한 소재 적용에 따른 텍스타일과 같은 유연한 

특성이 발현될 수 있는 직물구조적인 디자인설계의 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패션, 인테리어 패션부자재 및 패션, 

잡화 등의 다양한 분야에  상용화가 가능한 심미성 기능성 , 

및 실용성 등이 고려된 개인맞춤형 패션 제품디자인 지속연

구에 반영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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