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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paper, silver slit yarns combined with cotton yarns were used to produce weft knit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hysical properties as well as the functional properties of weft knit with silver slit yarns.
The six different weft knit fabrics were made from silver slit yarns varying knit structure and fabric density. One cotton
weft knit was also knitted to compare the properties. Weft knits made from silver slit yarns were characterized by excel-
lent antibacterial properties, electric magnetic shielding properties, UV-cut properties, anti-static properties, and air per-
meability. Although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physical properties of different knit structure and the fabric
density, weft knits with silver slit yarns were seen to have better end use properties and ideal for apparel than the cotton
weft kn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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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인간은 일상생활에서 인체에 유해한 세균 및 곰팡이에 항상

노출되어 있어 미생물의 의한 천식, 알레르기, 피부염, 불쾌한

냄새 등의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섬유제품

의 기능이나 태를 손상하지 않고 오염, 변색, 취화방지 등의 목

적으로 항균방취 가공 기술이 연구되고 있다(홍성화 외, 1998).

또한 인체는 각종 전자기기로부터 방출되는 전자파에 노출되어

체온변화와 생체리듬이 깨져 질병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큰 것

으로 나타났으며 남성들은 정자 수가 줄어들고 여성들은 생리

불순 및 기형아 출산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보고도 있다(이수

정, 이태일, 2004). 

Ronad(1980) 등은 전자파가 생체조직에 활성탄소를 생성시켜

노화, 성인병, 암 발생요인이 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전자파의

인체에의 영향은 현재까지 명확하게 규명되지는 않고 있으나

소비자의 안전에의 요망은 높아지고 있다. 은(銀)은 인간의 면

역체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거의 모든 병균을 독성이나 부

작용 없이 살균하며 인체의 성장 발육과 세포 재생을 돕고, 암

세포가 일반 세포로 전이하는 것을 돕는다. 은 나노는 전자파

차폐, 정전기 방지, 항균, 단열보온 등 다양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 최근 각광받고 있는 소재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은섬유의

인장강도 및 탄성 부족으로 은사 직물 및 부직포 소재 등이

주를 이루고 은사를 사용한 편성 소재의 개발이 미비한 실정이

다. 위편성물은 신축성이 좋고 구김이 잘 가지 않는 장점은 있

으나 수축으로 인해 형태변형이 잘 일어나는 단점이 있다. 위

편성물은 편성사의 장력, 니들 타이밍 등의 편성 조건 및 원사

의 종류는 물론 편환장 및 편성 구조에 따라 위편성물의 형태

변형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위편성물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Li & Lenore, 1989;
Phykan & Subramnam, 1986). 

최근 은사의 사용에 의하여 위편성물의 역학적 특성 및 태

가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도 있다(권영아, 박종식,

2006). 그러나 은사를 사용한 위편성물의 의류용 소재로서의 기

타 물성에 관한 연구는 현재까지 발표된 바가 없다. 

본 연구의 목적은 흡습성이나 강연성 등 의류소재로서의 물

성이 부족한 은 슬릿사를 면사와 합사한 편성사를 사용하여 편

성조직과 편성밀도를 달리한 위편성물을 편직하고 편성조직과

편성밀도에 따른 은 슬릿사 위편성물의 물성 및 항균성, 전자

파 차폐성 등을 측정하여 의류용 소재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확

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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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  험

2.1. 시료

폴리에스테르 필름에 은을 진공증착 하여 절단한 은 슬릿사

(1/168“ 너비)와 cotton 40‘s의 합사를 교합하여 평편, 인터록,

터크의 편성조직과 편성밀도를 달리한 6종의 은 슬릿사 위편

성물과 함께 비교시료로 100% 면 인터록을 7 gauge 횡편기(

제조회사: 중앙인타샤)로 편성하였으며 각 시료는 스팀 열을 2

분간 처리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시료의 기본적 특성은 Table

1에 나타난 것과 같다. 각 시료는 24시간 이상 표준상태(20oC,

50% RH)에 방치한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Table 1에서 보이

듯이 편성포의 무게와 두께는 평편 < 인터록 < 터크 조직 순

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편성 조직 내에서는 편성밀도가 조밀할

수록 편성포의 무게는 더 커지는 경향이 있다. 각 시료의 편성

방향별 편성밀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웨일 방향의 밀도가 코스

방향의 밀도에 비하여 더 조밀하게 나타났으며 인터록 조직의

경우 편성방향별 밀도의 차이는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2. 시험

흡습성: 흡습성은 KS K 0220의 방법에 따라 식(1)에 의해

수분율을 구하였다.

              
W1 - W

수분율(%) = ────── × 100   (1)
                W 

W1: 원 시료의 무게(g)

W: 건조된 시료의 무게(g)

흡수성: 흡수성은 AATCC21-1983의 방법에 따라 7.6×7.6

cm의 시료를 물속에 적신 다음 맹글(22.2 kg의 압력, 2.54 cm/

sec의 속도) 사이에 통과시켜 식(2)에 의해 흡수율을 구하였다.

             
W1 - W

흡수율(%) = ────── × 100  (2)
                W 

W: 원 시료의 무게(g)

W1: 흡수된 시료의 무게(g)

속건성: 속건성 측정은 증류수 (20±2oC)에 원 시료를 20분간

침지 후, padding하여 시간경과에 따른 시료의 무게를 측정하

여 식(3)에 따라 건조율을 구하였다.
              

W1 - W
건조율(%) = ────── × 100   (3)
                W 

W: 원 시료의 무게(g)

W1: 시간경과에 따른 시료의 무게(g)

투습성: 투습성은 KS K 0594의 증발법의 식(4)에 따라 투

습율을 구하였다.
              

W0 - W1
투습율(%) = ────── × 100 (4) 
             W'0 - W'1 

W0: 시료를 덮은 직후의 컵의 중량(g) 

W1: 시료를 덮은 일정시간 후의 컵의 중량(g)

W‘0: 시료를 덮지 않은 컵의 중량(g)

W‘1: 시료를 덮지 않은 일정시간 후의 컵의 중량(g)

공기투과도: 공기투과도는 KS K 0570의 프레지어법으로 실

험하여 공기투과도를 구하였다. 

보온성: 보온성 시험은 카타 한난계를 사용한 냉각법을 행하

였다. 보통(N)카타온도계와 고온(H)카타온도계의 구부를 가열

후 시료를 감싸지 않은 상태에서 카타온도계의 일정 표시 눈금

까지의 냉각될 때까지의 시간과, 시료를 감싼 후에 카타온도계

의 일정 표시 눈금까지 냉각될 때까지의 시간을 3회 반복 측

정한 값을 평균하여 식(5)에 따라 보온률(%)을 구하였다.

보온률(%)= (1-a/b)∗100 (5)

a: 시료를 감싸지 않은 상태에서 카타온도계의 일정 표시 눈

금까지의 냉각될 때까지의 시간

b: 시료를 포로 감싼 후에 카타온도계의 일정 표시 눈금까지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weft knits with silver yarn 

Fabric Code Structure Fiber Contents(%) 
Yarn

Weight (g/m2) Thickness (mm) Wale/inch Course/inch
Plies TPM

PA Single plain cotton85/silver15 5 244 251.08 1.77 15 12

PB Single plain cotton85/silver15 5 244 216.98 1.93 13 11

IA Interlock cotton85/silver15 5 244 439.75 2.64 17 10

IB Interlock cotton85/silver15 5 244 437.75 2.73 16 9

TA Tuck cotton85/silver15 5 244 554.00 3.04 15 10

TB Tuck cotton85/silver15 5 244 442.83 3.27 12 8

I  Interlock Cotton 100% 2 400 527.83 2.53 1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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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될 때까지의 시간

필링시험: 필링시험은 KS K 0504의 ICI법에 의한 Pilling

시험을 한 후 판정 기준표에 의해 등급을 판정한다.

항균성: 각 시료의 항미생물성은 Shake flask(Dow Corning

test method 0923)법에 따라 시험하여 균 감소율을 구하였으며

공시균으로서 대장균과 포도상구균을 사용하였다. 

대전성: 마찰 대전압 측정법(KS K 0555)에 의해 각 시료를

경위사 방향으로 각각 6매를 준비 한 후 마찰 대전압 측정기

(Daiei, Japan)를 이용하여 측정한 후 6매의 시험편의 평균으로

산출하였다.

자외선차단율: 자외선차단율은 KS K 0850-2004법에 따라

UV lamp(Spectronics corporation, USA)를 시료의 20cm 위에

장치하고, 자외선을 3분간 조사시켰다. 이때 자외선 센서

(Labsphere Co., USA)를 시료 밑에 놓은 상태에서 자외선 투

과량을 측정한 것을 S, 시료를 투과시키지 않은 자외선 투과량

을 B로 측정하였으며, 시료의 자외선투과율과 자외선 차단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자외선은 UVA(315~400 nm)와

UVB(290~315 nm)의 자외선 차단율을 구하였다.

 자외선투과율(%) = (S/B) ∗ 100                (5)

 자외선차단율(%) = 100 −자외선투과율(%)  (6)

전자파 차폐성: 전자파 차폐성은 ASTM D-4935-89법에 따

라 RF Impedance analyzer HP4291a(Hewllet Packard Co.,

Ltd. U.S.A.)를 이용하여 주파수 100MHz 및1000MHz에서

15 mm의 원형시료의 임피던스값을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은 슬릿사 위편성물의 편성조직 및 편성밀도

에 따른 흡습성, 흡수성, 속건성, 투습성, 통기성, 보온성 등 기

본 물성과 항균성, 전자파 차폐성 등의 측정을 통하여 은 위편

성물의 건강쾌적성 분석과 함께 필링성과 세탁 후 치수변화율

측정을 통하여 의류소재의 내구적 특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3.1. 흡습성

Fig. 1은 위편성물의 수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은 슬릿사 위

편성물의 수분율은 전체평균 4.5% 정도로 편성 조직별로는 유

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같은 편성 조직에 있어서 편성

밀도가 높은 편성포가 수분율이 약간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

차이는 실험오차 범위 내에 있어 은 슬릿사 위편성물의 편성밀

도가 높을수록 섬유 내에 수분을 보유할 수 있는 표면적이 많

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은 인터록 소재의 수분율과 면

인터록 소재의 수분율만 비교해 보면, 은 슬릿사 위편성물의 수

분율이 면 위편성물의 수분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

났다. 즉 은 슬릿사 위편성물은 은 슬릿사의 사용에 의하여 수

분율이 낮아진 것으로 사료된다. 

3.2. 흡수성

Fig. 2는 은 슬릿사 위편성물 및 면 위편성물의 흡수율을 나

타낸 것이다. 은 슬릿사 위편성물의 흡수율은 편성조직별로 평

편 조직이 터크 조직 및 인터록 조직에 비하여 높다. 같은 조

직의 편성밀도별로 살펴보면 평편 조직은 편성밀도가 높은 편

성포가 흡수율이 높은 반면, 터크 조직 및 인터록 및 터크 조

직은 편성밀도가 높은 편성포가 흡수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표면구조 및 pore 특성 변화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면

이에 대한 정확한 규명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은 인터록 소재의 흡수율은 면 인터록 소재의 흡수율에 비

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은 슬릿사 위편성물

의 경우 수분을 저장할 수 있는 유효 pore volume이 면 위편

성물에 비해 많기 때문에 부착 수(water of imbibition)가 전체

함수량에 기여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Fig. 1. The moisture regain of weft knits 

Fig. 2. The water absorption rates of weft kn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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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속건성

Fig. 3은 은 슬릿사 위편성물과 면 인터록 소재의 시간에 따

른 건조율을 나타낸 것이다. 은 슬릿사 위편성물의 건조율은 면

인터록 소재의 건조율에 비해서 유의하게 높았다. 이 결과는 은

슬릿사 위편성물의 경우 흡수된 수분이 섬유내부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실과 실 사이에 물리적으로 흡착되어 있던  수분

이 쉽게 증발될 수 있는 열린 구조를 형성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은 슬릿사 위편성물의 편성조직별로 평편 조직이 인

터록과 터크 조직에 비해 건조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편 조직이 다른 조직에 비하여 공기투과도가 가장 높고 조직

의 두께가 가장 얇으며 투습성이 좋아 건조가 빠르게 일어난

것으로 생각된다. 같은 조직에서 편성밀도가 낮은 은 슬릿사 위

편성물이 편성밀도가 높은 소재 보다 건조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편성밀도가 낮은 소재가 공기 투과도

가 더 좋으며, 투습성에 있어서도 편성밀도가 낮은 소재가 투

습율이 다소 높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3.4. 투습성

Fig. 4는 은 슬릿사 위편성물과 면 위편성물의 투습율을 비교

한 것이다. 은 슬릿사 위편성물의 투습율은 면 위편성물의 것

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은 슬릿사 위편성물이 면 위편성

물에 비해 평활한 실 표면, 적은 꼬임 수, 성근 직물 구성 등

에 의해 투습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면 위편

성물은 수분이 친수기에 부착되므로 상대적으로 소수기가 많은

은 슬릿사 위편성물에 비해 통과되는 수분이 적은 것으로 생각

된다. 은 슬릿사 편성물의 편성조직별로 평편 조직이 인터록 및

터크 조직에 비해 투습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Fig. 2에서 나

타난 흡수성과도 비슷한 경향이며 Fig. 5에서 보이듯이 평편 조

직이 인터록 조직 및 터크 조직에 비해 공기투과도가 높은 것

과도 연관된다. 또한 은 슬릿사 위편성물의 두께가 얇고 성글

수록 수분이 통과할 수 있는 기공도가 넓기 때문에 투습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투습율의 증가는 성근 은 슬릿사 위

편성물의 쾌적성 향상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3.5. 통기성

Fig. 5는 은 슬릿사 위편성물의 공기투과도를 나타낸 것이다.

은 슬릿사 위편성물의 공기투과도는 쾌적한 의류환경을 만들어

주는 중요한 역할을 부여하는 특성치 이다. 편성조직별 공기투

과도를 살펴보면 평편> 인터록> 터크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 평

편 조직이 다른 조직에 비해 공기투과도가 높은 것은 평편 조

직의 시료가 다른 조직의 시료에 비해 섬유 간 및 실 사이의

공간이 많고 천 두께가 얇아 공기 저항을 적게 받기 때문인 것

으로 사료된다. 평편 조직을 제외한 터크(TB) 조직이 다른 조직

Fig. 3. Drying rates of weft knits

Fig. 5. The air permeability of weft knits

Fig. 6. The heat retention rates of weft knitsFig. 4. The Water vapor transmission rates of weft kn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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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공기투과도가 높은 것은 TB 시료의 경우 코스와 코스 사

이의 간격이 다른 조직에 비해 넓어져 공기저항이 감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같은 조직별로는 편성밀도가 낮은 조직이 공기투과도가 유

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서 편성밀도가 공기투과

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편성밀도가 높은 조

직일수록 공기투과 저항이 높기 때문에 공기투과도가 낮은 것

으로 판단된다. 

3.6. 보온성

Fig. 6은 은 슬릿사 위편성물의 N, H 카타온도계에서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은사소재와 면 소재의 보온성을 비교해

보면 N 온도계와 H 온도계에 따라 상반된 결과를 나타낸다.

은사 소재는 면 소재에 비해 N 온도계에 의한 보온율이 높은

반면, H 온도계에 의한 보온율은 낮은 경향을 나타냈다. N 온

도계에 의한 보온율이 높은 결과에서 상온에서 보온 효과가 있

는 반면, H 온도계에 의한 보온율이 낮은 결과에서 은사가 열

전도성이 높아 인체 발열 시 피복에 의해 서열 효과를 부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운동 시에 의복 내의 높은 열을

빨리 방출함으로서 쾌적한 신체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고 안

정 시에는 열을 서서히 방출하여 보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고 기대된다. 은 슬릿사 위편성물의 편성조직별 N 온도계 보

온률 차이는 보이지 않지만 H 온도계 보온률은 평편 은사소재

가 다른 조직의 은사 소재에 비해 큰 경향을 보이는 것은, 평

편의 경우 다른 조직에 비해 통기성이 크지만 단위 피복면적

내 은 함유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결과적으로 H 온도에서 은에

의한 열전도 효과가 다른 편성조직에 비해 낮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같은 조직의 은 슬릿사 위편성물의 편성밀도별 보온

성의 차이를 살펴보면 편성밀도가 낮을수록 보온률이 높게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은 슬릿사 위편성물의 편성밀도가 낮을

수록 천의 두께가 두꺼워지면서 단위면적 내 은 함유량이 적고

이에 따라 은에 의한 열전도 효과가 다른 편성조직에 비해 낮

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3.7. 필링저항성

Table 2는 은 슬릿사 위편성물의 필링시험 결과이다. Table 2

에서 필링 시험 결과 은 슬릿사 위편성물의 경우 4.5급으로,

면 위편성물은 4급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은 슬릿사 위편성

물은 면 위편성물에 비해 필링저항성이 더 우수한 것을 알 수

있다. 은 슬릿사와 면사와의 합사로 편성된 경우 면사로만 편

성된 경우에 비해 필링방지성이 우수한 이유는 은 슬릿사가 면

사를 감싸고 있어 마찰에 의한 면사의 보풀 발생을 감소시키는

것이라고 사료된다. 

3.8. 항균성 

은 슬릿사를 사용한 위편성물에서 은의 항균성 효과가 나타

나는지 알아보고자 항균성 실험을 한 결과는 Table 2에 나타난

것과 같다. Table 3에서 은 슬릿사 위편성물의 항균성은

99.9%이지만 면 위편성물의 항균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은에서 나오는 Ag+ 
이온이 세균의 호흡 시 그

호흡을 주관하는 효소와 결합하여 호흡기능을 무력화시켜 질식

사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은 슬릿사 위편성물 표면의 이

온 방출 정도를 측정해 본 결과 1 cc 내에서 10개 이상의 Ag+

이온이 방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은 슬릿사 위편성물

의 강력한 항균성은 은 슬릿사 원단 표면 위에서 방출되는 은

이온 때문이라는 것으로 판단된다. 

3.9. 대전성

Table 4는 면포와 마찰한 면 인터록 I 시료 및 은사를 사용

한 인터록 IA 시료의 마찰 대전압 측정값을 나타낸 것이다. 은

Table 2. The results of pilling properties of weft knits 

Fabrics Pilling level

PA 4.5

PB 4.5

IA 4.5

IB 4.5

TA 4.5

TB 4.5

I 4

Table 3. The results of antibacterial measurement on weft knits 

Fabrics
 Antibacterial Property (%)

Staphylococcus Aureus Klebsiella Pneumoniae

PA 99.9 99.9

PB 99.9 99.9

IA 99.9 99.9

IB 99.9 99.9

TA 99.9 99.9

TB 99.9 99.9

I 0 0

Table 4. Anti static property of weft knits 

Fabric Type Static electric voltage(V)

I 560

IA 70

Table 5. UV-cut property of weft knits 

V-cut rate (%)
UV ray type

Fabric Type

I IA

UV-A(315~400 nm) 70 77

UV-B(290~315 nm) 76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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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혼합하지 않은 I 소재의 마찰 대전압은 은사를 사용하여

편성한 IA 시료에 비해 마찰 전기가 8배나 큰 것을 알 수 있

다. 즉 은은 금속 중 전기저항이 가장 적고 도전성이 우수한

금속이므로 건조 시 발생하기 쉬운 섬유의 정전기를 쉽게 흘려

보내므로 제전효과가 뛰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발

생한 정전기가 순은사를 통해 흘러버리기 때문에 정전기 발생

에 따라서 쇼크와 스트레스를 예방할 수 있고 먼지 또한 제전

효과에 의해 흡착이 방지되며 쉽게 제거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3.10. 자외선 차단성

Table 5는 시료의 자외선 차단율을 나타낸 것이다. 자외선

차단율은 은사를 혼합한 소재가 은사를 혼합하지 않은 소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사를 병용하지

않은 I의 자외선 A의 차단율은 70%인데 은사를 혼합한 IA는

77%로 증가하였고, 자외선 B의 차단율은 76%에서 82%로 증

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IA에 함유한 은이 자외선을 반사하여

자외선을 차단성을 향상시키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3.11. 전자파 차폐성

Table 6는 은 슬릿사 혼합에 따른 위편성물의 주파수 1

MHz 및 1 GHz에서의 전자파 차폐성능의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이다. 은사를 혼합하지 않은 I에 비해 은사를 포함한 IA는

10배 이상으로 전자파 차폐성능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서 은사 편성물의 특징은 전자파 차단 포를 성글게

하면서도 유연성과 전자파 차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점이라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종전의 전자파 차폐 소재에서 충족할

수 없었던 신축성, 유연성, 통기성, 투습성 및 다양한 조직 특

성을 살릴 수 있는 전자파 차폐 기능성 의류소재 설계가 가능

하다고 할 수 있다.

4. 결    론

은 슬릿사를 면사와 합사하여 편성한 위편성물은 다음과 같

은 특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쾌적성과 관련 있는 흡수성, 속건성, 통기성, 필링저항성

등의 물성이 우수하다.

2. 은 슬릿사의 사용으로 여름철 서열 효과를 얻을 수 있다.

3. 은 슬릿사 위편성물 표면에서 방출되는 Ag+
이온에 의해

대장균 및 황색포도상구균등에 우수한 항균효과를 가진다.

4. 은 슬릿사 위편성물은 자외선 A 및 자외선 B에 대한 차

단 효과가 있다.

5. 은 슬릿사 위편성물은 도전성이 우수하여 정전기를 제거

하는 특성이 있다.

6. 1 Mz~1 GHz의 전자파를 차단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은 슬릿사 위편성물은 흡수성, 투습성 등 각종 물성이 향상

되면서 은의 다양한 기능성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나 쾌적성

및 건강과 관련한 의류 제품에 다양하게 응용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피부와 밀착하여 균을 제거하고 흡한속건성과 단열차

단 및 정전기방지 기능 등의 쾌적성과 함께 자외선 및 전자파

를 차단하는 건강기능 의류 소재로서 내의류는 물론 티셔츠, 모

자, 양말, 머플러 등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

구는 비교시료로 면 인터록 편성물만으로 비교하였으며 은사

함량도 일정하게 하였다. 따라서 면 편성물의 편성조직을 다양

하게 하고 은사 함량 및 섬유 혼용도 다양하게 변화시켜 비교

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으므로 향후 편성조직과 섬유혼용율

의 변화에 따른 은사 편성물의 물성 및 기능성 부여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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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Electric magnetic shielding property of weft knits 

Frequency(MHz) Fabric Type
Electro magnetic shielding 

property(dB)

100
I 2

IA 20

1,000
I 0

IA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