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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일반적인의류의경우앞판, 뒷판, 소매부분을따로편직해

봉제하게되는데, Seamless 의류의경우봉제선없이편직기

계에서 한 번에 성형한 형태로, 옷을 입었을 때 편안한 착용

감 및 핏감으로 미국, 유럽 등 선진 시장에서 대중적으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현재 Seamless 설비의 전 세계 수요의 97%를 Santoni가

충족하고있으며, 내의류, 스포츠웨어, 아웃웨어등다양한제

품용으로개발되었다. 기존선진 Seamless 환편 시스템의경

우 설비 자체에서 Cylinder 교체 및 변경이 불가하도록 설계

되어 있어, 동일한 Spec.의 제품만 생산이- 가능하였다.

이에본연구에서는 1개의구동장치로 3개의 Cylinder를 작

동시키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기존 설비의 최대 3배의 생

산효율증대효과가있으면서도, Cylinder 교체가 가능한구

조로설계되어하나의설비로다양한 Spec.의 제품을생산할

수있는다급사 Seamless 환편시스템개발을위한연구를진

행하였다.

2. 본 론

2.1 Seamless 환편시스템 설계연구

2.1.1 Frame 설계 연구

Cylinder qusrudd이 가능한 3-in-1 구동장치 적용 Frame

설계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림 1] 환편시스템 Frame

2.1.2 Cylinder 설계 연구

환편시스템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최대 24 Feeder 장착이

가능한 Cylinder 개발연구를진행하였으며, 아래와같은설계

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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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일반적인의류의경우앞판, 뒷판, 소매부분을따로편직해봉제하게되는데, Seamless 의류의경우봉제선없이편직
기계에서 한번에성형한형태로, 옷을 입었을때 편안한 착용감및 핏감으로미국, 유럽 등선진 시장에서 대중적으로
큰인기를누리고있다. 현재 Seamless 설비의 전세계수요의 97%를 Santoni가 충족하고있으며, 내의류, 스포츠웨어,
아웃웨어 등 다양한 제품용으로개발되었다. 기존 선진 Seamless 환편 시스템의 경우 설비자체에서 Cylinder 교체 및
변경이 불가하도록 설계 되어 있어, 동일한 Spec.의 제품만 생산이 가능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개의 구동장치로
3개의 Cylinder를 작동시키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기존 설비의 최대 3배의 생산 효율 증대 효과가 있으면서도,
Cylinder 교체가가능한구조로설계되어하나의설비로다양한 Spec.의 제품을생산할수있는다급사 Seamless 환편시
스템 개발을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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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개발 Cylinder 설계도

2.2 Seamless 세부 부품 개발

2.2.1 3-in-1 구동장치 설계

원사 비율, 중량 등을 Control할 수 있는자동급사장치 설

계를진행하였고, Program화를 통한 자동구동방식으로 개발

하였다.

[그림 3] 3-in-1 구동장치 설계도

2.2.2 Cam 설계

적용 제품군을 고려한 Cam 설계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아

래와 같은 Cam연구를 완료하였다.

[그림 4] Cam

3. 결 론

상기와 같은 설계 연구를 통해 생산성이 우수한 3-in-1

Seamless 환편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다양한 원사 적용을

통한 설비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