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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잉크젯 린터는 이 린터에 비해 출력시간이 길지만 력

소비가 고 장당 출력비용이 낮아 주로 가정에서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스마트폰,태블릿 등 다양한 휴 용 기기의 보

으로 가정용 린터의 수요가 격하게 어들면서 해당 시장에서

큰 비 을 차지했던 잉크젯 린터는 새로운 돌 구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 다.이 때문에 업체들은 기업에 합한 잉크젯 복합기를

경쟁 으로 선보이며 기업용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최근 들

어 잉크젯 린터의 인쇄방식이 상당 부분 개선되면서 출력속도가

이 못지않게 빨라졌고 유지비용이 낮다는 도 강 으로 부각

되면서,실제 기업 시장에서 잉크젯 린터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시장분석기 인포트 드에 따르면 세계 기업용 잉크젯

제품의 보 률은 2011년 1470만 에서 2016년 1890만 로 연평균

5.2%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망된다1).

이러한 잉크젯 린터 시장 변화에 발맞추어 렴하고 빠른 인쇄

속도에도 인쇄 품질이 우수한 잉크젯 용지가 요구되고 있다.특히

표면사이징만으로 인쇄 품질을 향상시키는 미도공 잉크젯 용지

(uncoatedinkjetpaper)는 아트지 (fineartpaper),도공 잉크젯 용

지 (coatedinkjetpaper)보다는 인쇄 품질은 떨어지지만 가격이

렴하다는 장 이 있으므로 미도공 잉크젯 용지의 인쇄 품질만 향상

시킨다면 상첨화일 것이다.

잉크젯 린 을 한 이상 인 종이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

고 있어야 한다.색농도를 증가시키기 해 잉크 염료가 종이 표면

에 충분히 잔류해야 하고,잉크가 빠르게 건조되기 해 용매

(carrierfluid)가 빠르게 흡수되어야 하며,블리딩 strike-through

발생이 고,수견뢰도 (waterfastness)가 우수해야 한다2).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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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들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미도공 잉크젯 용지가 가지고 있는

문제 은 과도한 공극크기와 물에 젖은 표면이 음이온성이라는

때문에 같은 극성을 띠는 잉크 염료의 표면 잔류가 악화되어 색농

도 감소나 strike-through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한 잉크 염료가

단단하게 고착되지 않기 때문에 수견뢰도도 우수하지 못하다.

따라서 미도공 잉크젯 용지의 문제 을 해결하고자 하는 많은 연

구들이 진행되어 왔다.표면사이징에 의해 내수성을 향상시키거나

4-10)표면에 양이온성 하를 부여하는 방식7,11,12)이 표 인 이다.

한 분 호액에 안료 염화칼슘이 첨가된 표면사이즈액으로 표

면사이징하기도 하 다7,8,10).

이런 기존 연구사례에서 더 나아가 표면사이징에서 요한 부분인

균일한 분필름 형성 측면에서 인쇄 품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

다.표면사이징에 의해 균일한 분필름이 형성된다면 원지의 공극

이 어들고 표면사이즈액 내 첨가제의 효과가 균일하게 발휘되기

때문에 미도공 잉크젯 용지의 인쇄 품질 향상에 정 인 향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균일한 분필름 형성을 통해 미도공 잉크

젯 용지의 인쇄 품질 향상을 꾀하고자 필름 형성 능력이 우수한 산

화에스테르 분을 사용하 다. 한 산화에스테르 분 호액에 투입

된 다양한 첨가제가 미도공 잉크젯 용지의 인쇄 품질에 미치는

향을 구명하고자 하 다.이를 해 먼 각 측정을 하여 미도

공 잉크젯 용지의 내수성을 평가하 다.이후 각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색농도,모틀링,수견뢰도,블리딩의 인쇄 품질을 평가하

다.이상의 연구를 통해 균일한 분필름 형성이 미도공 잉크젯 용

지의 인쇄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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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사

2.1내수성 부여에 한 연구

Fineman과 Hoc3)은 분 호액에 소수성 물질을 첨가함으로써 특히

기계펄 사용 종이의 린 (linting)이 감소한다고 하 다.Batten4)은

분 호액에 SMA (styrenemaleicanhydride)를 첨가하여 용할

경우 maleicanhydride 비 styrene의 비율이 높을수록 미도공 잉

크젯 용지의 내수성과 잉크젯 인쇄 성이 향상된다고 보고하 다.

Aloi등5)은 소수성을 부여한 에스테르 분을 이용하여 제조된 표면

사이즈액으로 표면사이징된 미도공 잉크젯 용지에 잉크젯 인쇄를

하면 잉크가 표면에 더욱 잔류하여 색농도가 증가하고,

strike-through 발생이 감소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Kilpeläinen과

Manner6)는 분 호액에 SA (styreneacrylate) 는 SMA가 첨가

된 표면사이즈액으로 표면사이징된 미도공 잉크젯 용지의 물에

한 각이 90°이상이면 색농도가 증가된다고 하 다.Rahman7)은

양성 분 호액에 양이온성 사이즈제가 첨가된 표면사이즈액으로 표

면사이징하면 내수성 수견뢰도가 향상되지만,블리딩 발생은 증

가된다고 보고하 다.Hunter등8)은 내첨사이징과 표면사이징으로

미도공 잉크젯 용지의 내수성을 향상시키는 기존 방식보다는 표면

사이징만으로 내수성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방식을 용했을 때 색

농도가 증가되고 블리딩 발생이 감소한다고 보고하 다.Moutinho

등9)은 양성 분 호액에 SMA와 SA를 첨가하여 표면사이징하 으

며,이 더 소수성인 SMA를 첨가하 을 때 색농도와 gamutarea

에서 더 향상된 결과를 나타낸다고 하 다. Varnell10)은 분 호액

에 SAE(styreneacrylicemulsion)를 첨가함으로써 검은색 농도가

향상된 결과를 보인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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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양이온성 하 부여에 한 연구

Glittenberg와 Becker11)는 종이를 양성 분 호액으로 표면사이징

했을 때 음이온성인 잉크 염료가 양성 분의 양이온성 하에 의해

고정되기 때문에 산화 분 호액으로 표면사이징 했을 때보다 색농

도와 블리딩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데 합하다고 보고하 다.

Shin12)역시 산화 분 호액과 양성 분 호액으로 표면사이징을 하

으며,양성 분 호액으로 표면사이징하 을 때 양성 분필름이 잉크

의 표면 잔류성을 향상시켜 더 높은 색농도를 나타낸다고 하 다.

Rahman7)은 양이온성 고분자를 분 호액에 첨가하여 표면사이징

하면 미도공 잉크젯 용지 표면이 양이온성 하를 띠기 때문에 음

이온성인 잉크 염료가 표면에 고착되어 수견뢰도가 증가된다고 보

고하 다.

2.3기타 첨가제에 한 연구

Rahman7)은 분 호액에 양이온성 고분자와 안료 (silicagel)를 첨

가하여 표면사이징을 하면 미도공 잉크젯 용지 표면에 있는 안료에

의해 색농도가 증가된다고 하 다.Hunter등8)은 분 호액에 안료

(groundcalcium carbonate)를 첨가했을 때도 표면사이징만으로 내

수성을 향상시키는 방식이 잉크젯 인쇄 성을 향상시키는지 알아보

고자 하 고,안료 첨가에 의해서도 wicking,feathering,블리딩 발

생이 감소하 다고 보고하 다.일반 으로 내수성이 향상되면 잉크

가 미도공 잉크젯 용지 표면에 더욱 잔류하게 되고 잉크 번짐을 막

음으로써 검은색 인쇄 품질은 향상되지만,잉크가 건조되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블리딩 발생은 증가하게 된다.Varnell10)은 분 호액

에 염화칼슘과 SAE를 함께 첨가하여 표면사이징 하 으며,이때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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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칼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블리딩 발생이 감소된다고 보고하 다.

2.4인쇄 품질 평가방법에 한 연구

Bares와 Rennels13)는 잉크침투율과 잉크젯 린 한 종이의 인쇄

품질과는 일정한 상 계가 있으며,Bristow 기법으로 측정하 을

때 잉크침투율이 0.25±0.05ml/m2s1/2이하일 때 우수한 인쇄 품질을

얻을 수 있다고 하 다.이 등14)은 잉크젯 용지의 인쇄 품질 평가

방법으로 sharpness, 블리딩, feathering/wicking, beading

(=puddling),cockle,색상 천이 (colorshift),colorgamut,건조시간,

densitymottle,web-rubresistance,내수성/내 성/내습성 등이 있

다고 하 다.Moutinho등9)은 미도공 잉크젯 용지의 물에 한

각 측정이 인쇄 품질 평가 항목 색농도와 gamutarea를 상

하는데 유용한 방법이라고 보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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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ch Chargedensity,meq/g
Viscosity,cPs

(50℃,8%)

OS -0.204 7.3

OES -0.251 4.3

Grammage,

g/m2
Thickness,

㎛

Opacity,

%

Brightness,

%

68 98 88 90

3.재료 방법

3.1공시재료

3.1.1원지

원지로는 무림P&P(주)에서 제공받은 평량 68g/m2인 미도공 아트

원지를 사용하 으며 그 특성은 Table1과 같다.

Table1.Propertiesofbasepaper

3.1.2 분

분으로는 삼양제넥스에서 제공받은 산화 분(OS)과 주로 코

바인더로 사용되는 산화에스테르 분(OES)을 사용하 으며 그 특성

은 Table2와 같다. 도는 단 도계(BrookfieldDV-Ⅱ+Pro,

U.S.A.)를 이용하여 100rpm 조건에서 측정되었다.Particlecharge

detector를 이용하여 0.01%로 희석한 분 호액의 하 도를 측정

하 다.

Table2.Propertiesofst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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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mer
Chargedensity,

meq/g
Molecularweight

Poly-DADMAC(L) 6.40 ∼ 100,000

Poly-DADMAC(H) 6.45 200,000∼ 350,000

3.1.3첨가제

3.1.3.1양이온성 고분자 해질

양이온성 고분자 해질로는 시그마알드리치에서 구입한 분자량이

다른 poly-DADMAC (polydiallyldimethylammonium chloride)2종

을 사용하 다.그 특성은 Table3에 나타내었다.Poly-DADMAC의

하 도는 분 호액과 같은 방법으로 측정하 다.

Table3.Propertiesofpoly-DADMAC

3.1.3.2SA(styreneacrylicacidcopolymer)

SA로는 송강산업에서 제공받은 양쪽성의 SA를 사용하 다.SA는

미도공 잉크젯 용지의 내수성을 향상시키기 해 첨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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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nsize,㎛ Zetapotential,mV

1.14 -27.4

3.1.3.3안료 염화칼슘

안료로는 오미아코리아에서 제공받은 GCC (ground calcium

carbonate,Covercarb75)을 사용하 으며,특성은 Table4에 나타

내었다. 한 순도 95%인 KANTO사의 염화칼슘이 사용되었다.

Table4.PropertiesofGCC

3.1.4 린터 잉크젯 잉크

미도공 잉크젯 용지의 인쇄 품질을 평가하기 해 HP Officejet

K7100 린터를 이용하여 인쇄하 다.잉크젯 인쇄에 사용된 cyan,

magenta,yellow 잉크는 염료 타입이며,black잉크는 염료 타입이

긴 하지만 소량의 안료가 첨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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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실험방법

3.2.1표면사이즈액 제조

산화에스테르 분을 8% 농도로 95℃에서 30분 동안 호화한 후 산

화에스테르 분 호액의 pH를 수산화나트륨 용액 (1N)을 이용하여

8.25±0.05로 조 한 다음 이에 SA,poly-DADMAC,염화칼슘,GCC

를 첨가하 다.최종 으로 표면사이즈액의 농도가 50℃에서 8%가

되도록 조 하 다.Fig.1은 표면사이즈액 제조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산화 분을 이용한 표면사이즈액 제조는 첨가제로 SA만 사용

될 뿐 다른 제조 방법은 동일하다.Table5는 표면사이즈액의 조성

을 보여주고 있다.첨가제는 분 건무게 비 건량비로 투입하

다.

Fig.1.Schematicdiagram ofsurfacesizingsolutionprep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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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ch SA

(pph)

Poly-DADMAC(pph) CaCl2

(pph)

GCC

(pph)OS OES PD(L)* PD(H)**

100

100 8

100

100 5,10

100 5,10

100 8

100 8 5,10

100 10 20

100 10,20

100 10 20 20

Table5.Formulationofsurfacesizingsolution

PD(L)*:Poly-DADMAC(L)

PD(H)**:Poly-DADM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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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표면사이징

미도공 잉크젯 용지를 제조하기 하여 실험용 rodcoater를 사용

하 다.표면사이징 속도는 70mm/s로 용하 다.각 조성별로 픽

업량을 2.5±0.2g/m2으로 동일하게 조 한 후 열풍건조기를 이용하

여 110℃에서 2분 동안 건조한 후 실린더 드라이어를 이용하여 12

0℃에서 1분 동안 건조하 다.이후 선압 130kgf/cm,온도 23℃ 조

건에서 캘린더링을 실시하 다.캘린더링 후 23℃,50% RH 조건에

서 하루 이상 조습처리 하 다.Fig.2는 표면사이징 과정을 보여주

고 있다.

Fig.2.Schematicdiagram ofsurfacesizing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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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미도공 잉크젯 용지의 표면특성 평가

3.2.3.1 각 측정

표면사이징에 의한 미도공 잉크젯 용지의 내수성 향상이 인쇄 품

질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KRÜSS사의 DSA100을 이용하

여 일정량 (3㎕)의 물 (3차 증류수)방울을 미도공 잉크젯 용지에

떨어뜨린 후 0.5 간격으로 60 동안 각을 측정하 다.Fig.3

은 원지의 물에 한 각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Fig.3.Watercontactangleofbasepaperasafunctionof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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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icalfilter No

Whitebase Abs

Illuminant D65

Observerangle 2°

Densitystandard ANSIT

3.2.4미도공 잉크젯 용지의 인쇄 품질 평가

3.2.4.1잉크젯 인쇄 색농도 측정

Fig.4와 같이 인쇄 품질 평가차트를 만들어 잉크젯용 린터인

HPOfficejetK7100을 이용하여 인쇄하 다.이후 23℃,50% 상

습도 조건에서 24시간 이상 조습처리한 후 cyan,magenta,yellow,

black이 인쇄된 부분의 색농도를 GretagMacbeth사의 SpectroEye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색농도 측정조건은 Table6에 나타내었다.

Fig.4.Chartforinkjetprintqualitytest.

Table6.Measurementconditionsofinkd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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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2모틀링 평가

인쇄된 부분의 모틀링 발생 정도가 인쇄 품질에 미치는 향을 알

아보기 해 학 미경 (BX-51,Olympus)을 이용하여 모틀링 발

생이 가장 확연하게 일어난 cyan색이 인쇄된 부분을 ×100배율로

확 하 다.Fig.5는 원지에 인쇄된 cyan색 부분을 ×100배율로 확

한 이미지이다.

Fig.5.Printedimage(×100)onbase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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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3수견뢰도 (waterfastness)측정

인쇄된 이미지의 물에 한 항성을 평가하기 해 수견뢰도를

측정하 다.평가차트에서 cyan,magenta,yellow,black이 인쇄된

부분의 색농도를 측정한 다음 칼로 잘라서 탈이온수에 1시간 동안

침지시켰다.이후 탈이온수에서 꺼내 열풍 건조기로 110℃에서 완

히 건조시킨 후 색농도를 측정하 다.원래 색농도에 한 물에 침

지한 후의 색농도의 비율을 %로 나타내어 수견뢰도 수치로 표 하

다.

Waterfastn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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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4블리딩 평가

Fig.6에서 빨간 선으로 표시된 부분을 칼로 잘라 EPSON

PerfectionV33을 이용하여 스캔하 다.이후 블리딩 발생 정도를

평가하기 좋은 이미지를 얻기 해 스캔된 이미지를 포토샵으로 잘

랐다.

Fig.6.Evaluationofcolor-to-colorblee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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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결과 고찰

4.1미도공 잉크젯 용지의 표면특성

4.1.1 각

미도공 잉크젯 용지의 내수성 향상이 인쇄 품질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내수성 측정방법 에 하나인 각을 sessiledrop

방법으로 측정하 다. 기 각이 크고 각 변화속도가 느릴

수록 미도공 잉크젯 용지의 내수성이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한다.

Fig.7은 원지와 각 분만으로 제조된 표면사이즈액으로 표면사이

징된 미도공 잉크젯 용지의 물에 한 각 변화 결과이다.표면

사이징에 의해 기 각은 작아졌으며 각 변화속도는 느려

졌다.이는 친수성인 분필름에 의해 미도공 잉크젯 용지가 물에

잘 젖지만,표면공극이 메워짐에 따라 물이 흡수되는 속도가 느려진

다는 것을 의미한다.

Figs.8-9는 산화에스테르 분 호액에 poly-DADMAC을 첨가한

경우의 시간에 따른 각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분자량에 계없

이 poly-DADMAC을 첨가하 을 때 poly-DADMAC을 첨가하지 않

았을 때보다 기 각이 컸다. 한 분자량의 poly-DADMAC

을 첨가한 경우가 고분자량의 poly-DADMAC을 첨가한 경우보다

각 변화속도가 다소 빨랐다.

Fig.10은 각 분 호액에 SA를 8pph첨가한 경우의 시간에 따른

각 변화 결과이다.SA 8pph첨가로 인해 기 각이 격

히 커졌으며, 각 변화속도가 상당히 느려졌다.즉,미도공 잉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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젯 용지의 내수성이 상당히 향상된 것을 의미한다.Fig.11은 산화

에스테르 분 호액에 SA 8pph와 분자량의 poly-DADMAC 5,

10pph를 첨가했을 때의 시간에 따른 각 변화 결과이다. 분자

량의 poly-DADMAC5,10pph를 첨가해도 SA 8pph만 첨가된 경

우와 유사한 각 변화 경향을 보 다.

Fig.12는 산화에스테르 분 호액에 분자량의 poly-DADMAC

10pph와 GCC20pph를 첨가했을 때의 시간에 따른 각 변화를

나타낸 그래 이다. GCC 20 pph를 첨가해도 분자량의

poly-DADMAC10pph만 첨가한 경우와 유사한 각 변화를 보

다.

Figs.13-14는 산화에스테르 분 호액에 염화칼슘을 첨가했을 때의

시간에 따른 각 변화 결과이다.Fig.13에서 볼 수 있듯이 염화

칼슘 첨가량이 10pph에서 20pph로 증가했을 때 각 변화속도

가 다소 빨라졌다.Fig.14는 분자량의 poly-DADMAC10pph와

GCC20pph가 첨가된 표면사이즈액에 염화칼슘 20pph첨가를 통

해 염화칼슘 20pph만 첨가되었을 때와 각 변화 경향이 비슷해

진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 poly-DADMAC과 염화칼슘의 첨가 순

서를 변경해도 각 변화 경향은 유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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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7.Effectof starchtypeinsurfacesizingonwatercontact

angleasafunctionoftime.

Fig.8.Effectofadditionoflow molecularweightpoly-DADMAC

intoOESonwatercontactangleasafunctionof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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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9.Effectofadditionofhighmolecularweight

poly-DADMACintoOESonwatercontactangleasafunctionof

time.

Fig.10.EffectofadditionofSAintoOSandOESonwater

contactangleasafunctionof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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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1.EffectofaddtionofSAandlow molecularweight

poly-DADMACintoOESonwatercontactangleasafunctionof

time.

Fig.12.Effectofadditionoflow molecularweight

poly-DADMACandGCCintoOESonwatercontactangleasa

functionof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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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3.EffectofadditionofCaCl2intoOESonwatercontact

angleasafunctionoftime.

Fig.14.EffectofadditionofCaCl2,low molecularweight

poly-DADMAC,andGCCintoOESonwatercontactangleasa

functionof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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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미도공 잉크젯 용지의 인쇄 품질

4.2.1색농도

각 조성으로 제조된 표면사이즈액으로 표면사이징된 미도공 잉크

젯 용지에 인쇄 품질 평가차트를 만들어 잉크젯 인쇄를 한 뒤 23℃,

50% 상 습도 조건에서 하루 이상 조습처리를 하여 색농도를 측정

하 다.Fig.15는 각 분으로만 제조된 표면사이즈액으로 표면사

이징했을 때의 색농도 결과이다.산화에스테르 분 호액으로 표면사

이징을 한 경우가 산화 분 호액으로 표면사이징을 한 경우보다

black인쇄면을 제외한 cyan,magenta,yellow 인쇄면의 색농도가

증가하 다.산화 분보다 필름 형성 능력이 우수한 산화에스테르

분15,16)을 사용한 경우에 분 층의 원지 표면 커버리지가 우수하기

때문에 색농도가 증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미도공 잉크젯 용지 표면에 양이온성 하를 부여하게 되면 음이

온성인 잉크 염료가 양이온성 하에 의해 표면에 잔류할 가능성이

증가하여 색농도가 증가된다고 알려져 있다11,12).본 실험에서는 산화

에스테르 분 호액에 poly-DADMAC을 첨가하여 표면사이징함으로

써 미도공 잉크젯 용지 표면에 양이온성 하를 부여하 다.Figs.

16-17은 산화에스테르 분 호액에 poly-DADMAC이 첨가되었을 때

의 색농도 결과이다. 분자량의 poly-DADMAC을 첨가한 경우

poly-DADMAC첨가량의 증가에 따른 색농도 변화는 거의 없었지

만, 분자량의 poly-DADMAC을 첨가하지 않았을 때보다는 색농도

가 증가하 다.한편 고분자량의 poly-DADMAC을 첨가한 경우 검

은색을 제외한 나머지 원색에서 poly-DADMAC의 첨가량이 증가할

수록 오히려 색농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한 반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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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자량의 poly-DADMAC을 첨가한 경우가 고분자량의

poly-DADMAC을 첨가한 경우보다 색농도가 증가된 것을 볼 수 있

다.이는 분자량의 poly-DADMAC을 첨가했을 때는 분과

poly-DADMAC이 균일하고 평평한 필름을 형성하지만,고분자량의

poly-DADMAC을 첨가했을 때는 분과 poly-DADMAC이 형성하

는 필름의 균일성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단된다17).따라서 분자

량의 poly-DADMAC의 사용이 미도공 잉크젯 용지에 인쇄된 인쇄

물의 색농도 향상에 유리한 것으로 생각된다.

Figs.18-19는 각 분 호액에 SA 8pph를 첨가했을 때의 cyan,

magenta,yellow,black인쇄면의 색농도를 보여주고 있다.SA 8

pph첨가에 의해 Fig.10에서 볼 수 있듯이 미도공 잉크젯 용지의

내수성이 격히 향상되었다.이로 인해 잉크 염료가 미도공 잉크젯

용지 표면에 더욱 잔류하게 되어 색농도가 증가되기를 기 하 으

나 SA 8pph첨가에 의해 오히려 색농도가 감소하 다.산화에스테

르 분 호액에 SA 8pph와 분자량의 poly-DADMAC5,10pph

가 첨가된 경우의 색농도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Fig.20에서도 분

자량의 poly-DADMAC에 의해 SA 8pph만 첨가된 경우보다는 색

농도가 증가하 지만, 분자량의 poly-DADMAC5,10pph만 첨가

된 경우보다는 black 인쇄면의 색농도를 제외한 나머지 cyan,

magenta,yellow 인쇄면의 색농도가 감소하 다.이를 통해 색농도

가 증가하기 해서는 미도공 잉크젯 용지의 내수성을 향상시키는

것보다는 미도공 잉크젯 용지 표면을 양이온성으로 만드는 것이 유

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반 으로 분 호액에 안료가 첨가된 표면사이즈액으로 표면사

이징을 실시하면 미도공 잉크젯 용지 표면이 평활하게 되고,잉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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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표면에 잔류하게 되며,미도공 잉크젯 용지의 학 특성 역

시 향상된다18).Fig.21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산화에스테르 분 호액

에 분자량의 poly-DADMAC10pph와 GCC20pph가 첨가된 경

우 색농도가 분자량의 poly-DADMAC10pph만 첨가된 경우보다

더욱 증가하 다.이를 통해 GCC첨가에 의해 잉크 염료가 미도공

잉크젯 용지 표면에 더욱 잔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22는 산화에스테르 분 호액에 염화칼슘을 10,20pph첨가하

을 때의 색농도를 나타낸 그래 이다.Cyan,magenta,yellow 인

쇄면의 색농도는 염화칼슘이 첨가되지 않은 경우와 거의 유사하

으나 black인쇄면의 색농도는 염화칼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증가

하 다. Fig. 23은 산화에스테르 분 호액에 분자량의

poly-DADMAC 10pph와 GCC 20pph가 첨가된 표면사이즈액에

염화칼슘 20 pph가 첨가되었을 때의 색농도 결과이다.Cyan,

magenta,yellow 인쇄면의 색농도는 염화칼슘 20pph만 첨가된 경

우보다는 증가하 지만 분자량의 poly-DADMAC10pph와 GCC

20pph가 첨가된 경우보다는 소폭 감소하 다.한편,black인쇄면

의 색농도는 분자량의 poly-DADMAC 10pph와 GCC 20pph가

첨가된 표면사이즈액에 염화칼슘 20pph첨가를 통해 격히 증가

하 다. 한 poly-DADMAC과 염화칼슘의 첨가 순서를 변경해도

비슷한 색농도 결과를 보 다.이로부터 염화칼슘이 첨가된 표면사

이즈액으로 표면사이징된 미도공 잉크젯 용지는 염료잉크 보다는

black잉크와 같이 안료를 함유한 잉크의 인쇄 색농도를 더욱 증가

시킴을 알 수 있으며,이는 기존 보고된 특허 내용19)과 일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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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5.Effectofstarchtypeinsurfacesizingoninkdensity.

Fig.16.Effectofadditionoflow molecularweight

poly-DADMACintoOESoninkd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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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7.Effectofadditionofhighmolecularweight

poly-DADMACintoOESoninkdensity.

Fig.18.EffectofadditionofSAintoOSoninkd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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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9.EffectofadditionofSAintoOESoninkdensity.

Fig.20.EffectofadditionofSA andlow molecularweight

poly-DADMACintoOESoninkd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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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1.Effectofadditionoflow molecularweight

poly-DADMACandGCCintoOESoninkdensity.

Fig.22.EffectofadditionofCaCl2intoOESoninkd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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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3.EffectofadditionofCaCl2,low molecularweight

poly-DADMAC,andGCCintoOESoninkd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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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모틀링

모틀링이 가장 확연하게 발생한 cyan색이 인쇄된 부분을 확 하여,

다양한 표면사이즈액 조성이 모틀링에 미치는 향에 해 알아보

고자 하 다.Fig.24는 분만으로 제조된 표면사이즈액으로 표면

사이징했을 때의 모틀링 발생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이미지에서 볼

수 있듯이 산화에스테르 분을 사용한 경우에서 모틀링 발생이 감

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25는 산화에스테르 분 호액에 poly-DADMAC을 첨가했을

때의 모틀링 발생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분자량의

poly-DADMAC을 첨가한 경우 모틀링 발생이 감소한 것을 육안으

로 확인할 수 있다.

Fig.26은 염화칼슘 첨가유무에 따른 모틀링 발생 정도를 나타낸

것으로 이미지 상에서 볼 수 있듯이 염화칼슘 첨가에 의해 모틀링

발생이 더욱 감소하 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모틀링 발생이 감소하기 해서는 균일한

분필름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과 모틀링 발생이 색농도 감소의 원

인2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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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4.Printedimage(×100)onuncoatedinkjetpapersurface

sizedwithdifferenttypesofstarch.

Fig.25.Printedimage(×100)onuncoatedinkjetpaper(with

poly-DADMACwithdifferentmolecularwe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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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6.Printedimage(×100)onuncoatedinkjetpaper

(without/withCaC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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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수견뢰도 (waterfastness)

인쇄된 이미지의 물에 한 항성을 평가하기 해 수견뢰도를

측정하 다.Fig.27은 상이한 분으로 제조된 표면사이즈액으로

표면사이징했을 때의 수견뢰도 결과이다.표면사이징을 해도 cyan,

magenta,yellow 인쇄면의 수견뢰도는 우수하지 못하 다.한편

black인쇄면의 수견뢰도는 원지와 미도공 잉크젯 용지 모두에서

90%가 넘는 수치를 보 다.이는 black잉크에 안료가 첨가되어 있

기 때문이다.

Figs.28-29는 산화에스테르 분 호액에 poly-DADMAC이 첨가되

었을 때의 수견뢰도를 나타내고 있다.Cyan,magenta,yellow 인쇄

면의 수견뢰도가 분자량이 다른 poly-DADMAC을 첨가했을 때 약

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분자량에 계없이 poly-DADMAC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수견뢰도가 격히 증가하 다.이는 양이온성

고분자 첨가 시 음이온성인 잉크 염료와의 정 기 인력에 의해

잉크 염료를 강하게 고착시켜 물에 한 항성이 우수해졌기 때문

으로 단된다20).

Figs.30-31은 각 분 호액에 SA 8pph를 첨가했을 때의 수견뢰

도 결과이다.SA 8pph를 첨가해도 cyan,magenta,yellow 인쇄면

의 수견뢰도는 증가하지 않았다.Fig.32는 산화에스테르 분 호액

에 SA 8pph와 분자량의 poly-DADMAC을 5,10pph각각 첨가

하 을 때의 수견뢰도 결과이다.SA 8pph첨가에도 수견뢰도는

분자량의 poly-DADMAC만 첨가된 경우와 유사한 경향을 보 다.

Fig.33은 산화에스테르 분 호액에 분자량의 poly-DADM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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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pph와 GCC20pph를 첨가하 을 때의 수견뢰도 결과이다.GCC

첨가에 의해 magenta,yellow 인쇄면의 수견뢰도가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그 감소폭은 었으며 여 히 높은 수견뢰도

를 보 다.

Figs.34-35는 산화에스테르 분 호액에 염화칼슘을 첨가했을 때의

수견뢰도를 보여주고 있다.염화칼슘의 첨가량이 증가해도 Fig.34

에서 볼 수 있듯이 수견뢰도는 우수하지 못하 다.Fig.35를 보면

분자량의 poly-DADMAC 10pph와 GCC20pph가 첨가된 표면

사이즈액에 염화칼슘 20pph첨가를 통해 cyan,magenta,yellow

인쇄면의 수견뢰도가 10% 정도 감소하 으며,poly-DADMAC과 염

화칼슘의 첨가순서를 변경해도 수견뢰도 결과는 비슷하 다.이는

염화칼슘의 Ca2+과 정 기 인력에 의해 결합되어 있던 잉크 염료

가 물 분자의 산소 원자가 Ca2+을 잡아당길 때 같이 빠져나오게 되

므로 수견뢰도가 감소한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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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7.Effectofstarchtypeinsurfacesizingonwaterfastness.

Fig.28.Effectofadditionoflow molecularweight

poly-DADMACintoOESonwaterfast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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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9.Effectofadditionofhighmolecularweight

poly-DADMACintoOESonwaterfastness.

Fig.30.EffectofadditionofSAintoOSonwaterfast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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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EffectofadditionofSAintoOESonwaterfastness.

Fig.32.EffectofadditionofSA andlow molecularweight

poly-DADMACintoOESonwaterfast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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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3.Effectofadditionoflow molecularweight

poly-DADMACandGCCintoOESonwaterfastness.

Fig.34.EffectofadditionofCaCl2intoOESonwaterfast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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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5.EffectofadditionofCaCl2,low molecularweight

poly-DADMAC,andGCCintoOESonwaterfast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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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블리딩

인쇄면의 연 한 색상에서 한 색이 타색상 출력부로 번지는 상

을 뜻하는 블리딩을 육안으로 평가하 다.Fig.36은 분의 종류를

달리하여 제조된 표면사이즈액으로 표면사이징했을 때의 블리딩을

나타낸 이미지이다.블리딩 발생은 표면사이징에 의해 오히려 더욱

증가하 다.이는 미도공 잉크젯 용지 표면에 형성된 분필름에 의

해 용매 (carrierfluid)의 침투가 용이하지 못하여 잉크의 건조가 불

량하게 되기 때문이다.즉,한 잉크가 인 잉크로 퍼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Fig.37은 산화에스테르 분 호액에 poly-DADMAC을 첨가했을

때의 블리딩을 보여주고 있다.Poly-DADMAC 첨가량이 증가할수

록 블리딩 발생이 다소 감소하 다.이는 음이온성인 잉크 염료가

poly-DADMAC의 양이온성 하에 의해 고정되어 좌우로의 잉크

퍼짐이 감소하기 때문이라고 단된다. 한 분자량의

poly-DADMAC을 첨가한 경우가 고분자량의 poly-DADMAC을 첨

가한 경우보다 블리딩 발생이 감소하 다.이는 앞에서 언 한 것처

럼 분자량의 poly-DADMAC을 첨가한 경우 poly-DADMAC의 효

과가 표면에서 균일하게 발휘되기 때문으로 단된다. 한 분자

량의 poly-DADMAC을 첨가했을 때 블리딩 발생이 더욱 감소한

한 가지 이유는 Figs.8-9의 각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고분

자량의 poly-DADMAC을 첨가했을 때보다 용매의 침투가 다소 용

이하여 잉크의 건조가 좀 더 양호해지기 때문이라고 단된다.

Fig.38은 각 분 호액에 SA 8pph를 첨가했을 때의 블리딩을 나

타낸 이미지이다.SA 8pph첨가에 의해 블리딩 발생이 격히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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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 다.이는 미도공 잉크젯 용지의 내수성이 크게 향상되어 용매

가 빠르게 흡수되지 않아 잉크의 건조가 불량해지기 때문이다. 한

Fig.39에서 볼 수 있듯이 산화에스테르 분 호액에 SA 8pph와

분자량의 poly-DADMAC5,10pph가 첨가되었을 때도 분자량의

poly-DADMAC5,10pph만 첨가된 때보다 블리딩 발생이 증가하

는데,이러한 상이 발생한 이유도 에서 언 한 바와 같다고

생각된다.이 결과들을 통해 블리딩 발생이 감소하기 해서는 용매

가 빠르게 흡수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40은 산화에스테르 분 호액에 분자량의 poly-DADMAC

10pph와 GCC20pph가 첨가되었을 때의 블리딩을 나타내고 있다.

GCC20pph첨가된 경우가 분자량의 poly-DADMAC 10pph만

첨가된 경우보다 블리딩 발생이 약간 증가하 다.

Figs.41-42는 산화에스테르 분 호액에 염화칼슘을 첨가했을 때의

블리딩을 보여주고 있다.Fig.4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염화칼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블리딩 발생이 격히 감소하 으며,이는 기

존 연구 사례10)와 부합되는 결과이다.이와 같이 염화칼슘의 첨가량

이 증가했을 때 블리딩 발생이 감소한 이유는 Fig.13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용매의 침투가 용이했기 때문이라고 단된다. 한 분자

량의 poly-DADMAC10pph와 GCC20pph가 첨가된 표면사이즈

액에 염화칼슘 20pph를 첨가함으로써 Fig.42에서 볼 수 있듯이 블

리딩 발생을 일 수 있었으며,poly-DADMAC과 염화칼슘의 첨가

순서를 변경해도 블리딩 발생 감소 효과는 유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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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paper OS OES

Fig.36.Effectofstarchtypeinsurfacesizingonbleeding.

OES
OES+

PD(L)5

OES+

PD(L)10

OES+

PD(H)5

OES+

PD(H)10

Fig.37.Effectofadditionoflow andhighmolecularweight

poly-DADMACintoOESonblee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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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 OS+SA 8 OES OES+SA8

Fig.38.EffectofadditionofSAintoOSandOESonbleeding.

OES
OES+

PD(L)5

OES+

SA 8+

PD(L)5

OES+

PD(L)10

OES+

SA8+

PD(L)10

Fig.39.EffectofadditionofSA andlow molecularweight

poly-DADMACintoOESonblee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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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S OES+PD(L)10
OES+PD(L)10

+GCC20

Fig.40.Effectofadditionoflow molecularweight

poly-DADMACandGCCintoOESonbleeding.

OES OES+CaCl210 OES+CaCl220

Fig.41.EffectofadditionofCaCl2intoOESonblee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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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S+

PD(L)10+GCC20

OES+CaCl220+

PD(L)10+GCC20

OES+PD(L)10+

CaCl220+GCC20

Fig.42.EffectofadditionofCaCl2,low molecularweight

poly-DADMAC,andGCCintoOESonblee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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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본 연구에서는 미도공 잉크젯 용지의 인쇄 품질을 향상시키기

한 방안으로 균일한 분필름을 형성하고자 하 으며,이를 해 필

름 형성 능력이 우수한 산화에스테르 분을 사용하 다. 한 다양

한 첨가제의 투입이 미도공 잉크젯 용지의 인쇄 품질에 미치는

향을 구명하고자 하 다.이를 해 각 측정을 비롯하여 색농

도,모틀링,수견뢰도,블리딩의 인쇄 품질을 평가하 다.

⦁  산화 분 호액으로 표면사이징했을 때보다는 산화에스테르 분

호액으로 표면사이징했을 때 색농도가 증가하 고,산화에스테르

분 호액에 고분자량의 poly-DADMAC을 첨가했을 때보다는 분자

량의 poly-DADMAC을 첨가하 을 때 색농도가 증가하 다.즉,미

도공 잉크젯 용지에 균일한 분필름이 형성되어야만 색농도 증가

에 유리하 다. 한 분자량의 poly-DADMAC이 10pph첨가된

표면사이즈액에 GCC20pph를 첨가함으로써 색농도를 더욱 증가시

킬 수 있었다.한편 염료 타입이긴 하지만 소량의 안료가 첨가되어

있는 블랙 잉크의 인쇄농도는 염화칼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증가

하 다.

⦁ Cyan색이 인쇄된 부분을 확 하여 모틀링 발생 정도를 찰해

본 결과 표면사이징에 의해 균일한 분필름이 형성되었을 때 모틀

링 발생이 감소하 다. 한 분자량의 poly-DADMAC 10pph와

GCC20pph를 첨가한 표면사이즈액에 염화칼슘 20pph첨가를 통

해 모틀링 발생을 더욱 감소시킬 수 있었다.

⦁ 양이온성 고분자 (poly-DADMAC)가 정 기 인력에 의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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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성인 잉크 염료를 강하게 고착시키기 때문에 수견뢰도는 양이

온성 고분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격히 증가하 다.한편 black

인쇄면의 수견뢰도는 분 호액만으로 표면사이징된 미도공 잉크젯

용지에서도 90%가 넘는 수치를 보 다.

⦁ 블리딩 발생은 염화칼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격히 감소하

다. 한 poly-DADMAC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블리딩 발생이

다소 감소하 다.고분자량의 poly-DADMAC을 첨가한 경우보다는

분자량의 poly-DADMAC을 첨가한 경우에 균일한 분필름 형성

으로 인하여 블리딩 발생이 감소하 다. 한 블리딩 발생이 감소하

기 해서는 용매가 신속히 흡수되는 것이 유리하 다.

⦁ 미도공 잉크젯 용지의 인쇄 품질을 향상시키기 한 방안으로

기존 연구사례에서는 내수성을 향상시키거나 표면을 양이온성 하

로 만드는 것이 효과 이라고 주장하 다.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균일한 분필름을 형성하는 것이 인쇄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더 효

과 인 것으로 밝 졌으며,더불어 인쇄 품질을 향상시키기 해서

는 한 첨가제의 선정이 요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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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dealinkjetpapershouldhavesufficientholdoutpropertyofink

dyeonpapersurfacetoincreaseinkdensity afterprinting.It

also requires quick absorption ofink carriervehicle forfast

drying,lessbleedingandlow strike-through.Allgradesofinkjet

papersincludinguncoatedoneshouldmeettheseproperties.Since

theuncoatedinkjetpaperishighlyporousithaslow inkholdout

propertyandhighstrike-throughcharacteristic.Tosolvethese

problemsassociatedwithuncoatedinkjetpapers,surfacesizing

with starch solution can be used.In this study,the use of

oxidized starch esteras a surface sizing agentforuncoated

inkjetpaperswasexaminedandcomparedwithoxidizedstarch.

Also the effectofseveraladditives including poly-DADMAC,

calcium chloride,groundcalcium carbonate,etconinkjetprinting

quality has been examined.Watercontactangle,ink density,

mottling,waterfastnessandbleedingpropertyweremeasured.

Inkdensityincreasedwiththeadditionoflow molecularweight

poly-DADMACsinceitgavemoreuniform starchfilm thanhigh

MW oneaftersizing.Inkdensityfurtherincreasedthroughthe

additionofGCCtosurfacesizingsolution.Printdensityofblack

inkthatcontainsdyeandpigmentincreasedastheamountof

addedCaCl2increased.

Mottling decreased when uniform starch film is formed by

surfacesizing.Mottlingcouldbefurtherreducedbytheaddition

ofCaCl2 intosurfacesizing solution containing low molecular

weightpoly-DADMACandG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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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fastnessincreasedmarkedly astheamountofcationic

polymerincreased because ofthe strong interaction between

cationicpoly-DADMAC andanionicinkdye.Bleedingdecreased

remarkably as the amountofCaCl2 increased.Uniform film

formation ofsurfacesizing agentandquick absorption ofink

vehiclesdecreasedbleeding.

Thisstudy showedthatuniformity ofstarchfilm bysurface

sizinganduseofadditiveshadatremendousimpactonprinting

qualityofuncoatedinkjetpaper.

Key words :Surface sizing,Inkjetprinting,Film formation,

Printdensity,Bleeding,Waterfastness,Cationic

polymer

Studentnumber:2011-21245



록

이상 인 잉크젯 용지는 색농도 증가를 한 잉크 염료의 종이

표면 잔류,빠른 건조를 한 용매(carrierfluid)의 신속한 흡수,

strike-through 블리딩의 억제, 우수한 수견뢰도 (water

fastness)등의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잉크젯 용지 시장에서는 가

격 인 측면에서 미도공 잉크젯 용지가 리 보 되고 있으나 공극

이 크고 물에 젖은 종이 표면이 음이온성이라는 때문에 같은 극

성을 띠는 잉크 염료의 표면 잔류가 악화되어 색농도 감소나

strike-through의 발생을 야기하는 문제 을 안고 있다. 한 잉크

염료가 단단하게 고착되지 않은 경우 수견뢰도가 악화된다.

표면사이징 공정에서 균일한 필름이 형성된다면 원지의 공극을

이고 표면사이즈액 내 첨가제의 효과가 균일하게 발 되기 때문에

미도공 잉크젯 용지의 인쇄 품질에 정 인 향을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균일한 분필름 형성을 통해 미도공 잉크

젯 용지의 인쇄 품질을 향상시키고자,필름 형성 능력이 우수한 산

화에스테르 분을 용하 으며, 한 양이온성 고분자 해질,안료

등 다양한 첨가제의 투입이 미도공 잉크젯 용지의 인쇄 품질에 미

치는 향을 구명하고자 하 다.이를 해 각 측정을 비롯하여

색농도,모틀링,수견뢰도,블리딩 등의 인쇄 품질을 평가 하 다.

분 호액에 고분자량의 poly-DADMAC을 첨가했을 때보다 분

자량의 poly-DADMAC을 첨가하 을 때 색농도가 증가하 으며 이

는 분필름이 균일하게 형성되었기 때문으로 단된다. 한 분

자량의 poly-DADMAC이 10pph첨가된 표면사이즈액에 GCC 20

pph첨가를 통해 색농도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었다.한편 염료와

안료가 혼합되어 있는 블랙 잉크의 인쇄농도는 염화칼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하 다.

색농도 감소 원인인 모틀링은 표면사이징에 의해 균일한 분필름

이 형성되었을 때 감소하 다. 한 분자량의 poly-DADMAC10

pph와 GCC 20pph를 첨가한 표면사이즈액에 염화칼슘 20pph를

첨가함으로써 모틀링 발생을 더욱 일 수 있었다.

수견뢰도는 양이온성 고분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격히 증가

하 다.이는 poly-DADMAC첨가 시 음이온성인 잉크 염료와 반응

하여 염료를 강하게 고착시키므로 물에 한 항성이 우수해진 것

을 의미한다.

블리딩 발생은 염화칼슘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격히 감소하

으며,poly-DADMAC첨가량 증가에 의해서도 다소 감소하 다.이

때 분자량의 poly-DADMAC을 첨가한 경우에 균일한 필름 형성

으로 인하여 블리딩 발생이 감소하 다. 한 시간에 따른 각

변화 측정 결과 블리딩 발생이 감소하기 해서는 용매(carrier

fluid)가 신속히 흡수되는 것이 유리하 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표면사이징에 의한 균일한 분필름 형성

이 미도공 잉크젯 용지의 인쇄 품질 향상에 막 한 향을 미친다

는 것을 밝 냈으며,각 첨가제가 인쇄 품질에 미치는 향을 구명

할 수 있었다.

주요어 :표면사이징,잉크젯 인쇄,필름 형성,인쇄 농도,블리딩,

수견뢰도,양이온성 고분자

학 번 :2011-2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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