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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PVC 시트는 카렌다 공정을 통해 제작이 되며 백색 시트의 경우 표면

에 물결 무늬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물결 무늬를 플로우 마크

라고 부른다. 백색 시트는 보통 디지털 프린팅을 통해 외관을 인쇄를 하

고 후면에 있는 점착제를 이용해 피착제에 붙여 사용하게 된다. 특히 요

즘은 투명한 유리창에 붙여서 사용하는 예가 많은데 시트를 햇빛에 비추

면 플로우 마크가 더욱 잘 보이기 때문에 플로우 마크가 심하면 고객들의

불평이 발생하게 된다. 고객들이 품질에 대한 불평 없이 제품을 잘 사용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플로우 마크 품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라

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플로우 마크가 발생할 수 있는 인자를 찾아서 분

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테스트를 진행 하였다. 우선 카렌다 공정에서 유일

하게 유동과 변형이 발생하는 카렌다 뱅크의 역할과 유동 흐름에 대해 파

악을 하고 뱅크의 모양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자인 TiO2 의 함

량별 평가를 진행하였다. 플로우 마크가 없는 경쟁사 제품의 함량을 비교

하여 당사 제품의 함량이 높음을 확인하였고 따라서 기존 대비 TiO2의

함량을 낮춘 결과 플로우 마크 형상이 개선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TiO2

의 과함량으로 인해 원료의 분산성이 저하되어 뱅크 형성 시 거친 형상을

띠게 되어 플로우 마크가 발생된 것으로 판단이 된다.

TiO 함량을 낮추어 플로우 마크가 일부 개선은 되었으나 아직 글로벌

경쟁사 대비 부족한 부분이 있어 추가적인 개선 방향을 도출하였다. 우선

카렌다 공정에서 온도 변화가 발생하는 부분을 찾고 온도의 영향에 의해

수지의 유변 물성이 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설비 개선 방향을 검

토하였다. 또한 뱅크에서의 압력에 의해 수지의 유변 물성이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카렌다 롤의 압연력 개선 방향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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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당사의 광고재 부분 매출은 ‘15년 까지 연평균 10% 수준으로 꾸준히

성장해 왔으나 그 이후 매출이 정체 되어 있다. 광고재 제품의 특성 상

점착 물성과 시공 용이성이 중요한 데 이 두 가지는 글로벌 경쟁사와 비

교하여 크게 떨어지지 않는 수준으로 평가된다. 다양한 점착 물성 확보를

위해 영구 점착, 리무벌과 리포지션 점착 등의 다양한 점착 물성을 구현

하고 있어 고객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그리고 시공의 편리를 위해

이형지에 기능성을 추가해서 시공 시 기포가 차서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

는 불편함을 개선하고 있다.

왜 매출이 정체되어 있는가를 고민했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

분이 외관 부분이다. 외관은 크게 광택도와 플로우 마크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글로벌 경쟁사와 비교하여 가장 떨어지는 부분이 플로우 마크이

다. 플로우 마크는 PVC 시트 표면에 나타나는 Streak 혹은 물결무늬 모

양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점차 창문 등을 활용한 윈도우용 광고 소재의

물량이 늘어나면서 플로우 마크 등 외관 품질에 대한 고객의 요구 수준이

까다로워지고 있다.

따라서 당사 광고재 부분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위해서 플로우 마크의 품질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림1은 시트에 나

타난 플로우 마크 현상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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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플로우 마크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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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플로우 마크 발생 원인 추정

카렌다 롤에서의 플로우 마크 발생 원인에 대해 추정해 보았다. 첫 번

째 수지의 움직임에 따른 스트레스에 의한 영향이다. 수지는 점성과 탄성

을 동시에 가짐으로서 Normal 스트레스와 Shear 스트레스가 발생되며 이

에 따른 수지의 움직임에 의해 플로우 마크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게 하는 인자에는 수지 자체의

처방, 카렌다 롤 갭, 수지 온도 분포를 들 수 있다. 수지의 처방은 점도에

영향을 주고 카렌다 롤 갭은 수지가 빠져 나가는 것에 영향을 줌으로서

스트레스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수지의 온도 분포는 외부 공기에 의

해 수지의 온도가 영향을 받아 스트레스가 발생한다고 가정해 볼 수 있

다.

그림2. 카렌다 롤 및 뱅크

두 번째는 뱅크의 흐름에 의한 영향이다. 뱅크의 내부에는 그림3과 같

이 3방향의 와류가 형성이 되는데 눈에 보이는 #2 와류 이외에도 Back

Flow의 #1, 3 와류가 존재하며 이 흐름에 의해 플로우 마크는 이 흐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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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뱅크의 크기에 따라 발생할 수

도 있을 것이다.1)

그림3. 뱅크의 형성

마지막으로 카렌다 설비 및 운전 조건의 영향이다. 현재의 카렌다 설비

에서는 스트레나 후 카렌다 투입 전 수지의 흐름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으

며 이로 인해 원료의 온도 차이가 발생하고 뱅크 형성 시 온도 차이가 발

생할 수 있다. 그리고 카렌다 롤의 속도에 따라 뱅크의 회전 속도가 변화

하며 롤 간 속도 차이가 클 시 그림4와 같이 뱅크가 가장 자리 부근에서

안쪽으로 밀려 들어오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림4. 뱅크의 밀림 현상

1) J.F. Aggasant & P. Avenas, Calendering of PVC, Prediction of stress and torque. Journal 

of Macromolecular Science Part B, 1977, pp.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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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 목표

본 연구에서는 앞의 플로우 마크 발생 원인 주정 중 카렌다 공정 중에

서 유동 현상을 나타내는 뱅크의 메카니즘과 형상에 대해 분석을 해 보고

뱅크의 이상적인 유동을 나타내기 위한 처방 및 가공 조건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 뱅크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처방을 경쟁사와의 비교를 통해 분

석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처방을 개선하여 플로우 마크의 개선 여부를 평

가하고자 한다. SEM 측정과 성분 분석을 통해 경쟁사와의 처방 차이점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처방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카렌

다 가공 조건 중 카렌다 롤의 온도 및 연신비 조절을 통하여 플로우 마크

가 개선 가능한 지 확인하고 다른 시트 품질에의 영향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처방 및 가공 조건 개선을 통한 플로우 마크 개선 여부를 평가하

고 추가적인 개선을 위한 방향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당사 가

공 설비와 경쟁사 가공 설비를 비교하고 플로우 마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자를 찾아 향후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광고재 시트의 품질을 확보하여 제품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최적의

처방 및 가공 조건을 찾고 당사 설비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 방향을 도출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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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카렌다 뱅크 유동 흐름

카렌다 공정에서 유동과 변형이 일어나는 유일한 곳은 카렌다 롤에서의

뱅크이다. 따라서 뱅크에서의 유동 현상이 유변 물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

게 된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뱅크의 메커니즘과 형상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1 뱅크의 기능

카렌다에서 뱅크의 역할은 아래와 같다.(표1)

① 뱅크에 들어오는 재료와 나가는 재료와의 유량 조절을 위하여 일시

축적(Buffer역할)

② 뱅크 내에서 회전 전단 발열 에너지 부가

③ 탈포(Degassing)작용

④ 회전하는 동안 균일 혼련

⑤ 회전하면서 폭 방향으로 이동 뱅크의 균일화

뱅크의 형성은 수지의 온도와 그 온도에 있어서 점도와 롤 표면과의 점

착력에 영향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수지의 온도가 높을수록 유동성이 좋

음과 동시에 롤 면과의 부착력이 커지고 용융수지의 유동속도는 롤 속도

보다 빠르기 때문에 속도가 빠른 롤에 접하고 있는 재료의 쪽이 Nip의

방향에 유출하기 쉽게 된다. 따라서 이상적인 회전 뱅크를 형성하기 위해

서는 전 롤보다 다음 롤이 속도가 빠르고 롤 표면 온도가 높고 롤 표면이

거칠어야 하고 배합적으로 롤에의 부착력이 큰 (활제 등이 작은)재료가

필요하다.

일반적인 플라스틱 시팅 용 4본 카렌다의 Friction비는 최초의 “A” 뱅크

와 중간의 “B” 뱅크에서는 축적, 전단, 혼련, 발열, 회전 균일화, 탈포 등

을 그 목적으로 하며 최종의 “C” 뱅크 에서는 이 밖에 Nip 통과 후 필름

의 품질을 최고도로 하기 위하여 뱅크 내 수지의 용융상황의 균일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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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cil 뱅크의 정상적 고속회전을 얻는 것 등이 특히 중시 되어 진다.(그

림5)

그림5. 4본 카렌다에서의 뱅크 형성

뱅크명 기능 역할

A 공급 축적,전단,발열,

회전 균일화B 혼련

C 시트두께 결정

수지의 용융 균일화

펜슬(pencil)뱅크의

정상적 고속회전

표1. 뱅크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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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뱅크의 형성

카렌다에서 볼 수 있는 뱅크의 흐름은 그림6과 같이 진행된다.2)

그림6. 카렌다에서 볼 수 있는 뱅크의 흐름

① L 카렌다의 경우, 3번롤에 부착된 시트가 공급 되는 경우, hA1두께

의 원료 부문은 곧바로 Nip 실린더를 통해 나아간다.

② 두께 hE-hA1의 나머지 원료가 뱅크를 형성 하며 반복해서 회전한다.

③ 4번롤을 따라 Nip을 통해 뱅크부 원료가 흐른다.

④ 공급된 원료(hE)와 Nip사이를 통과하는 원료 (hA1+hA2)이 시트의

폭만큼 증대하면서 흐른다.

상기의 그림처럼 공급된 원료가 정상상태로 흐를 수 없는 유체흐름으로

Nip을 통과 시 배향된(Oriented) 원료가 반동(Recoiled)되면서 폭 방향 흐

름의 차이가 발생하면 플로우 마크가 발생한다. 즉, 활제성분이 많거나,

상용성이 다른 원재료, 원료의 열 이력으로 인한 점도차이, 롤 갭의 폭 방

향 불균일한 제어 등으로 원료의 흐름의 차이가 시트표면에 나타나 부적

합이 발생되므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2) J. Vlachopoulos & B. Mitsoulis, Fluid Flow And Heat Transfer in Calendering, pp. 80~83



- 15 -

2.3. 뱅크의 메커니즘

뱅크의 경우 카렌다의 Nip 사이에서 용융된 PVC 배합물이 Spindle 형태

로 간단하게 회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매우 복잡한 메커니즘에 따라

회전한다.

실제 카렌다 롤의 뱅크는 그림7과 같은 형상으로 다양한 방향으로의 회

전이 복합적으로 존재한다.3) 하기의 그림에서 보듯이 뱅크의 내부에는 3

가지 방향의 와류가 생성된다. 이러한 세 개의 와류는 뱅크의 크기가 크

든지 작던지 간에 항상 형성되며, 그것은 실제로 눈에 보이는 2번의 와류

외에 다른 종류의 와류가 뱅크 내부에서 형성되어 회전하고 있다.

또한 두께 1 mm 정도는 상부 혹은 하부의 롤의 표면에 붙은 상태로 A

에서 F 방향으로 직접 흐르게 된다. 카렌다 Nip에 의해 제한적으로 원료

가 빠져 나가므로 빠져 나가지 못하는 원료의 경우 1번 와류의 형태로 생

성되며, 뱅크 플로우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그림7.. 뱅크의 와류 형성

3) J. Vlachopoulos & A. N. Hrymak, Calendering Poly(Vinyl Chloride)：Theory and 

Experiments, Polymer Engineering and Science, July 1980 vol20, pp. 72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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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와류가 회전하는 동안, D지점에서 하부 롤 표면에 붙게 되고 뱅크를

잡아 끌게 되면 2번 와류를 생성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카렌다 Nip에 의

해 빠져나가지 못하는 원료 중 하부 롤과 접하는 부분에서 3번 와류를 생

성한다. 그러므로, 롤 표면에 달라붙어 이동하는 배합물을 제외한다면, 뱅

크에 위치한 배합물은 다시 표면으로 돌아오게 된다. 또한 1번 와류가 3

번 와류의 오른쪽에 위치하는 것은, 카렌다 작업 특성상 하부 롤의 회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쯕 상부와 하부 롤의 회전 속도를 반대로 한다

면 1번과 3번 와류의 위치는 바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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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Bank의 거동

카렌다링이 잘되고 있는가, 아닌가는 뱅크의 상태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뱅크는 Nip부에 흘러 들어오는 단위시간당 수지의 양과 통과

하여 나아가는 양과의 차이에 의하여 생기는 일시 축적을 하는 곳이다.

유입량이 유출량에 비하여 많을 때에는 축적되는 양이 커져서 롤의 표면

과 재료의 뱅크에서 접촉호(Arc of Control)이 증대한다. 그림8은 카렌다

Nip 부근에서의 흐름의 거동을 보여 준다.4)

그림8. 카렌다 Nip 부근의 흐름 거동

접촉호의 증대는 Nip의 간격을 동일하게 유지한다 하더라도 유출량의

증대를 초래하여 뱅크의 축적량을 감소시키는 자율적인 작용을 갖고 있

다. 뱅크는 되도록 적게 하고 경시적으로 안정된 상태로 보존 하여야 하

나 변동의 요소로는 수지의 흐름방향과 폭 방향이다. 시트 상태로서 원료

(수지)를 공급할 때를 제외하고는 카렌다의 No1.뱅크 에서 흐름방향이나

폭 방향에서나 대단히 큰 뱅크량의 변동이 있는 것이 보통이다. Nip을

2~3회 통과시키면 급격히 원료의 두께가 균일화된다. 어떤 Nip에서 볼 때

4) Detailed flow pattern obtained by Unkruer (1970) using color trac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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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류로부터 폭 방향 어느 부분에서 과분한 재료의 공급이 있었다고 하면

Nip을 통과한 후에도 그 부분의 시트의 두께가 두꺼워 진다는 경향을 짐

작할 수 있다. 두께의 편차는 Nip을 통과하는 것으로서 상당히 균일화되

지만 Nip이 흐름방향으로 직렬로 결합된 3개의 롤 이상의 카렌다에서는

No.2 Nip이하의 Nip부에서 시트 상태로 감겨 붙은 형태로 재료가 연속적

으로 공급됨으로 Nip에 의하여 두께가 균일화되는 일에 따라 Nip의 공급

부에서 시트의 두꺼운 부분에 해당하는 수지의 축적이 현저하게 일어나서

뱅크가 증대한다.5)

No.1 뱅크에서  였던 것이 Nip을 통과 후 이 되었다면 단위시간, 단

위 폭마다의 수지의 유입량과 유출량의 차, 즉 단위시간, 미소 폭 마다의

뱅크의 크기(축적량)은 아래와 같이 나타낸다.6) (그림9)

UwttQ ´´-=D )( 12

5) Teresa P. Karjala & Brian W. Walther & Alastair S. Hill & Ronald Wevers, A New 

Generation of Materials for the Calendering Industry, Journal of Plastic Film & Sheeting, 

April 2000, pp. 142~144

6) J. Vlachopoulos & B. Mitsoulis, Fluid Flow And Heat Transfer in Calendering, pp. 8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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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9. Nip에 공급되기 전과 Nip 통과 후 시트 두께 프로파일

단일 Nip(Mixing 또는 Warming)의 평균을 중심으로 산포가 작을 때

tD 는 크게 되고 뱅크에의 국부적인 축적량은 크게 된다. 뱅크가 크면

접촉호가 증대하고 Nip을 통과하여 유출되는 수지의 양이 증대하여 결국

은 두께  이 증가하도록 움직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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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뱅크의 형상

뱅크의 형상에 따라 제품의 와관 품질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러한 뱅크의 형상은 중요하며, 일반적으로 뱅크의 형상은 4가지(거친 형

상, 일반 형상, 부드러운 형상, 느슨한 형상)로 분류한다.

1) 거친 현상

그림10. 뱅크의 거친 현상

뱅크의 사이즈가 가장 작을 때 고속 회전을 하게 되면, 배합물이 구슬처

럼 둥근 형태로 모이며 깊숙한 골을 형성한다. 이러한 뱅크는 제품 상에

서 표면 얼룩을 나타내며, 에어 마크, 플로우 마크 등을 형성한다.

2) 일반 형상

그림11. 뱅크의 일반 현상

일반 형상은 거친 형상보다 뱅크 사이즈가 약간 더 크고, 뱅크 표면은

다소 거치며, 양쪽 가장자리에서 중심 방향으로 배합물이 Wave를 보이며

회전한다. 또한 뱅크 표면에서는 Air Bubble이 뱅크 밖으로 빠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거친 형상보다는 제품의 외관이 많이 좋지만 아직은 부족할 수 있다. 그

러나 카렌다 공정에서 사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뱅크 형상이라고 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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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드러운 형상

그림12. 뱅크의 부드러운 형상

카렌다 롤의 거의 전폭에 걸쳐 비교적 큰 직경을 가지며, 뱅크의 표면이

부드러우며, 상대적으로 낮은 속도로 회전을 한다. 뱅크의 형상은 Spindle

보다는 Stick과 같은 형상이며, 이러한 유형에서 플로우 마크나 에어 마

크가 없는 우수한 외관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4) 느슨한 형상

그림13. 뱅크의 느슨한 현상

만약 보다 두꺼운 형상의 뱅크를 만들려고 한다면, 뱅크는 불안정해지고,

부분적으로 뱅크가 회전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뱅크의 바깥 부분은 공

기에 의해 냉각이 되고, 이는 에어 마크, 플로우 마크, 겔 등을 생성하게

된다.

이러한 형상을 주로 “Tongue-out"이라고 표현하며, 이는 제품의 외관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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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경쟁사 비교 및 작업 조건 분석

앞장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상적인 뱅크 즉 부드러운 형상의 흐름이

형성될 때 플로우 마크는 최소화 될 수 있다. 이상적인 뱅크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온도나 압력 조건도 중요하지만 수지의 처방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처방에 따라 유동 시 점도가 달라질 수 있고 이로 인

해 유변 물성이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무기물인 TiO2의 경우 원

료 분산이 어려워 뱅크의 흐름에 악영향을 끼치고 뱅크 형상에도 거친 면

이 나오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우선 당사 제품과 글로벌 경쟁사와의 처

방에 차이점이 있는지를 비교하기 위해 R社 제품의 성분을 분석하였다.

3.1. 표면 형상 비교 (FESEM 분석)

표면 형상 분석 결과 200㎚(0.2㎛) 입자가 다수 분포되어 있고, 전반적

으로 경쟁사 대비 당사 제품 표면에 더 많은 입자가 분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14) TiO2는 입도가 0.2~0.25㎛로 추정 된다.

그림14. 표면 형상 분석



- 23 -

Element
R社 LG

80㎛ 80㎛ 100㎛

C 55.4 54.4 54.4

O 7.4 9.5 9.6

Cl 33.6 30.4 30.3

Ti 3.6 5.7 5.4

Total 100.0 100.0 100.0

3.2. 표면 성분 비교 (EDS 분석)

표면 성분 비교 결과 경쟁사 대비 Ti 함량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표2)

[단위 WT%]

표2. 성분 비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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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표면 조도 비교

 

표면 조도 분석은 공초점 레이저 현미경(CLSM)으로 측정하였고 그 결

과 R社 대비 당사 제품의 평균 조도가 높고 거친 입자가 다수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15,16,17, 표3)

그림15. R社 표면 형상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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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6. LG Mono 표면 형상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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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7. LG Poly 표면 형상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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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

R社 LG

80㎛ 80㎛ 100㎛

표면

(유광)
1.45 2.18 2.33

반대면

(무광)
2.33 2.67 2.71

［단위 : ㎛］

표3. 표면 조도 측정 결과

경쟁사와의 표면 성분 및 조도 분석 결과 당사 제품에서 Ti의 함류량

이 높고 조도가 거친 현상이 나타났다. 경쟁사의 Ti 함류량은 3.6wt% 인

데 비해 당사 제품의 함류량은 5.4~5.7wt% 수준으로 높은데 이로 인해

표면 조도도 당사 제품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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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설비 및 작업 조건 분석

경쟁사의 카렌다 설비는 대체적으로 PWE , 믹싱, 스트레나, Warming

설비를 거친 후 카렌다 롤로 이송되게 된다. PWE는 균일하게 혼합된 원

료에 열과 압력 및 유동(운동) 에너지를 가하여 원료가 서서히 용융되게

하고 혼합 원료가 보다 균일하게 혼합되도록 하는 장치이고 믹싱 설비는

배합 원료를 회전, 혼합, 예열하여 롤 Nip사이에서 압연하여 롤의 주속차

(Friction Ration)로 원료에 기계적 전단력을 주어서 원료를 혼련하는 것

이다. 스트레나는 배합원료 중에 혼입되어 있는 이물이나 혼합.혼련 중에

혼입한 금속편 등을 제거하고 카렌다 롤을 보호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

는 단축 스크류 압출기이며 카렌다 직전에 설치되어 이물의 제거와 균일

한 온도의 배합 원료를 카렌다 뱅크에 정량 공급하게 한다.

당사의 카렌다 설비는 PWE, 믹싱, 스트레나 이후 Warming 설비를 거

치지 않고 바로 카렌다 롤로 이송되게 된다.(그림18) 온도를 유지해 주는

Warming 설비가 없기 때문에 카렌다 롤 투입 전 원료의 냉각으로 인한

원료의 온도 발생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18. 카렌다 설비 프로세스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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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렌다 설비 별 온도 측정 결과를 보면 PWE가 175~180, 믹싱이

165~170, 스트레나가 170~175, 컨베이어 150~155, 뱅크#1 이 110~160로 스

트레나의 원료 온도와 뱅크 #1 의 원료 온도가 40~50 도 정도 차이가 나

고 있다. 이러한 온도 차이에 의한 스트레스로 인해 플로우 마크 가 발생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카렌다 가공 중 원료 온도 균일성 확보를 위해 카렌다 설비 부

분 개조 및 가공 조건 최적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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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처방 및 작업 조건 개선 테스트

4.1. 처방 분석

PVC 시트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원료가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

안정제는 열에 의한 PVC 분해를 막아서 탄화를 방지하고 물성 저하를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플로우 마크 개선을 위해 카렌다 가공 온도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안정제를 좀 더 첨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가공 온도 증가 시 안정제가 적으면 탄화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정제가 너무 많이 첨가되면 가공 기기 내에서 용융 지연이 발생

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가공 조제의 첨가도 함께 적용하

여야 한다.

가공 조제는 일반적으로 컴파운드의 용융을 촉진시켜 주고 원,부원료의

분산성을 향상시키며 플레이트 아웃을 방지하고 플로우 마크 및 표면 돌

기를 감소시켜 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19는 카렌다

가공 시 가공 조제를 첨가하였을 경우의 뱅크 형상과 미첨가 하였을 때의

뱅크 형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가공기기 내에서 전단력(Shear)하에 열이

가해 졌을 때 가공조제가 먼저 녹으며 가공조제가 PVC와 상용성이 우수

하므로 PVC 입자 주변에 달라붙고 PVC로 전단력을 전달하여 주는 역할

을 한다. 즉 가공조제는 전단력을 전해주는 조제의 역할을 하여 용융을

촉진시켜 주는 것이다. 따라서 적절한 수준의 가공 조제를 사용하는 것이

카렌다 가공에서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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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9. 가공 조제 투입 별 뱅크 형상

현재 사용 중인 가공 조제의 분자량은 250만Mw로 점도가 너무 높아 카

렌다 가공 시 흐름성이 떨어져서 뱅크에서의 정체 상태가 발생하여 플로

우 마크가 생기는 지 확인하기 위해 가공 조제의 분자량 별로 플로우 마

크 수준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가공 조제의 분자량 별 플로우 마

크 개선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고 가공 조제의 분자량이 작아질수록 시트

의 표면 광택이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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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L社 M社

기존 샘플1 샘플2 샘플3 샘플4

분자량

(Mw)
250만 150만 25만 50만 27만

플로우 마

크
- 효과 없음 효과 없음 효과 없음 효과 없음

특이 사항 　
Take-off

악화
광택 저하 광택 저하 광택 저하

표4. 가공 조제 별 플로우 마크 평가

따라서 처방 개선 테스트 시 가공 조제의 종류를 변경하기 보다는 안정

제의 증량에 따라 기존 사용 중인 가공 조제를 조금 더 증량하는 것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카렌다 가공 시 TiO2는 굴절과 회절 효과에 의한 Light Scattering으로

PVC 시트의 은폐력을 향상시키고 백색 제품의 백색도를 향상시키는 역

할을 한다. 그리고 백색 시트 제조 시 제조 원가 절감을 위해 매우 많이

사용되고 있다.

굴절 지수로 측정되는 굴절은 물체의 은폐력을 측정하는 주요 인자이다.

어떤 안료가 은폐력을 갖기 위해서는 안료의 굴절 지수와 그 안료가 적용

뙨 베이스의 굴절 지수가 달라야 하며 그 차이가 클수록 은폐력은 높아지

게 된다. 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Rutile TiO2와 PVC Resin의 굴절율 차

이가 크므로 Tio2는 백색 PVC 시트의 은폐력을 높이는데 효과적인 안료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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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백색 안료와 일반적인 폴리머의 굴절율 비교

그러나 이러한 효과에도 불구하고 TiO2의 너무 과한 투입은 자체의 뭉

침으로 인한 원료 분산성 저하로 말미암아 플로우 마크에는 악영향을 미

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앞서 플로우 마크가 양호한 R社의 제품과

TiO2 함량을 비교하여 당사 제품의 TiO2 함량이 높았음을 확이 하였으

며 표면 광택과 함께 표6 으로 다시 정리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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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R社 LG

80㎛ 80㎛ 100㎛

플로우 마크 5등급 2등급 2등급

광택 80~85 85↑ 85↑

Ti함량 3.6wt% 5.7wt% 5.4wt%

표6. 경쟁사와 당사의 TiO2 함량 비교

R社의 경우 광택계 (60도, CRD-9000)로 측정 시표면 광택은 당사 제품

보다 약간 떨어지나 시각적인 평가 수준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따

라서 TiO2 함량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TiO2 함량을 줄이는 처방으로 플

로우 마크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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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처방1 처방2

PVC 100 100

안정제 1.5 1.5

가공조제 2 2

첨가제 20 20

TiO2 20% ↓ 40%↓

4.2. 플로우 마크 개선을 위한 처방 변경 테스트

우선 뱅크에서의 유동성 향상을 위해 카렌다 가공 온도를 기존 보다 약

간 높이고 이로 인한 PVC의 탄화 방지를 위해 안정제 함량을 증가 하였

으며 이로 인한 원료의 용융 지연 방지를 위해 가공 조제도 함께 증량하

는 것을 기본 처방으로 하였다. 이 기본 처방을 바탕으로 표6과 같이

TiO2 함량을 달리하여 TiO2 함량에 따른 플로우 마크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를 진행 하였다. (표7)

표7. TiO2 함량 별 테스트 처방

처방을 제외한 모든 카렌다 가공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 하였으며 두 처

방 모두 Mixing에서 권취에 이르는 모든 가공 과정에서 트러블은 발생하

지 않았고 안정적으로 작업이 완료되었다.

테스트 결과 TiO2를 20% 감량했을 경우와 40% 감량했을 경우 모두 플

로우 마크는 표8과 그림20과 같이 2등급에서 4등급 수준으로 개선이 되었

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40% 감량의 경우 투과율이 기존 대비 높아져서

은폐력이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은폐력이 많이 저하될 경우 시트

를 피착제에 부착 후 피착제의 형상이 그대로 많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

에 TiO2 40% 감량 제품의 경우 양산에 적용하기가 힘들 것으로 판단된

다. TiO2 20% 감량 제품의 경우 광택은 광택계 측정 시 기존 대비 줄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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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가

기존 20% ↓ 40% ↓

플로우 마크 5등급 2등급 2등급

광택 85↑ 80↑ 85↑

Tt(투과율) 9~10% 10~11% 14~15%

으나 품질 관리 수준을 만족했으며 플로우 마크가 기존 제품 대비 매우

향상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TiO2 20% 감량은 양산에 적용하여도 문

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지속적인 생산을 통해 현 수준을 유지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21은 플로우 마크가 개선 된 모습을 보여준다.

TiO2 함량 별 평가 결과로 TiO2 함량이 많을 시 분산성 저하로 카렌다

뱅크 형성 시 거친 현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플로우 마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8. TiO2 함량별 평가 결과



- 37 -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0

2

4

6

8

10

12

14

16

기존 20% 감량 40% 감량

플로우마크

투과율

광택

그림20. TiO2 함량 별 평가 결과

그림21 . 기존 대비 플로우 마크 수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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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공정 기존 조건 변경 조건

PWE 스크류 130℃ ←

Mixing 스팀 3KG ←

STR 헤드 130℃ ←

CAL
#1 170℃ #2 170℃

#3 165℃ #4 160℃

#1 185℃ #2 185℃

#3 180℃ #4 170℃

TOR       150℃ ←

연신비 200% ←

4.3. 플로우 마크 개선을 위한 작업 조건 변경 테스트

플로우 마크는 뱅크의 유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카렌다 롤의 온도와

설비 방향으로 당기는 힘의 정도인 연신비에 따라서도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첫 번째로 다른 공

정 조건과 처방은 기존 양산 작업과 동일하게 하고 카렌다 롤의 온도만

상승시켜 작업을 하였으며 (표9) 두 번 째 로 연신비만 달리하여 (표10)

플로우 마크 개선 여부를 관찰하였다.

표9. 카렌다 온도 변경 작업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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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공정 기존 조건 변경 조건

PWE 스크류 130℃ ←

Mixing 스팀 3KG ←

STR 헤드 130℃ ←

CAL
#1 170℃ #2 170℃

#3 165℃ #4 160℃
←

TOR 150℃ ←

연신비 200%
①170% ② 150%

③130%

구분

카렌다 온도

플로우 마크#1 #2 #3 #4

기존 170℃ 170℃ 165℃ 160℃ 산 형태 강함

테스트 185℃ 185℃ 180℃ 170℃ 산 형태 강함

표10. 연신비 변경 작업 조건

우선 카렌다 온도 변경 작업의 경우 기존 롤 온도에 비해 15℃ 정도 상

승시켜 작업을 진행 하였으며 작업 후 플로우 마크 개선 여부 평가 결과

효과 없음이 확인 되었다. (표11) 플로우 마크 개선을 위해서는 뱅크 형성

시의 카렌다 롤 온도 조절만 가지고는 효과가 없으며 카렌다 롤로 원료가

들어가기 전부터 균일한 온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표11. 카렌다 온도 변경 작업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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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신비 광택 플로우 마크

기존 200% 70~72 산 형태 강함

테스트 1 170% 85~86 산 형태 강함

테스트 2 150% 86~87 산 형태 강함

테스트 3 130% 85~90 산 형태 약함

그리고 연신비 변경 작업의 경우 130% 로 작업 시 플로우 마크 개선 효

과는 있었다.(표12) 아무래도 설비 방향으로 당기는 힘이 적어서 시트의

산 형태가 약해지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존 제품 대

비 표면 광택이 너무 떨어지는 현상이 있어 이대로는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된다. 연신비 조절의 경우 광택과 플로우 마크를 함께 고려하여 최적

의 조건을 찾기 위한 추가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12. 연신비 변경 작업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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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추가 개선 방향 도출

원료 함량 최적화를 통한 테스트를 통해 플로우 마크가 일부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아직까진 글로벌 경쟁사에 비해서는 부족한 수준

이며 당사 제품이 확실한 경쟁력을 가지려면 플로우 마크에 대한 추가적

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플로우 마크 개선을 위

한 추가적인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 향후 이에 대한 평가를 추진하고자 한

다.

5.1. 유변 물성을 고려한 개선점 도출

PVC를 이용한 카렌다 가공 공정에서는 카렌다 롤에서 유체의 흐름이

발생한다. 이러한 흐름에서 스트레스가 발생하며 이러한 스트레스가 품질

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스트레스 발생에는 온도가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온도의 변화에 의해 Shear rate가 달라지고

점도가 달라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고분자 melt의 대표적인 성질로 Shear

thinning을 들 수 있는데 이는 Shear rate가 증가할 때 점도가 떨어지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러한 현상이 온도 변화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온도가 유변 물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면 일정 전단 속도에서 용융

고분자의 점도는 넓은 온도 범위에서 온도의 역수의 함수로 주어진다. 용

융온도 (Tm)나 유리전이온도 (Tg) 부근에서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점도

가 급격히 감소하여, 무정형 고분자의 경우 Tg < T < Tg + 100℃ 의 온

도 범위에서는 점도의 온도 의존성은 William-Landel-Ferry 식을 만족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7)

7) Williams, M. L., R. F. Landel and J. D. Ferry, 1995, The Temperature dependence of 

relaxation mechanisms in amorphous polymers and other glass forming liquids, J. Amer. 

Chem. Soc.,77, 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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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Mixing STR
Convey

or
뱅크#1 Cal #1 뱅크#2

온도 165~170 170~175 150~155 110~160 180~185 195~198

ln


    

    

한편, 용융 점도 Tm 이나 유리전이온도 Tg 보다 훨씬 높은 통상적인 가

공 온도 범위에서는 용융 고분자의 점도는 온도에 따라 지수 함수로 감소

하는 Arrhenius 식으로 표현된다.

   exp









 








여기서, R는 기체상수로서 8.314J/mol·K 이고, EV 는 유동의 활성화 에

너지이다. Arrhenius 식을 만족할 경우 온도 변화에 따른 점도 변화는

다음과 같다.



∆
 

 

 ∆

여기서, 만약 유동의 활성화 에너지가 EV = J/mol 이고 T = 400 K

이면 ∆  ∆ 로 된다. 즉, 온도를 측정할 때 1%의 오차가 생기면

점도는 30%의 오차를 발생하기 때문에 점도의 측정에는 온도의 정확한

제어가 필수적이다.

이렇듯 점도는 온도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고 점도가 달라지게 되면

원료의 유변 물성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당사의 현 설비에서의

공정을 보면 (그림23) 작업 시 원료가 스트레나를 빠져 나온 후 카렌다

롤로 들어가는 도중에 컨베이어를 거치게 되는데 이렇게 컨베이어에서 원

료가 이동되는 동안 원료가 외부의 공기와 직접적으로 통하게 되면서 표

13 에 나오는 바와 같이 온도가 급격하게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표13. 설비 별 온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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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급격한 온도 변화는 원료의 점도에 영향을 주게 되고 스트레스가

급격히 증가하며 이에 따라 플로우 마크가 발생할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급격한 온도 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스트레나에서

카렌다 롤 사이의 컨베이어에 덮개 및 내부 스팀 라인을 설치하는 설비

개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그림22) 이렇게 함으로써 원료의 이동 중에

급격한 온도 변화를 방지하여 점도 변화를 줄이고 스트레스를 줄임으로써

플로우 마크 개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설비 개조 후의 온도 변

화와 플로우 마크 개선 부분은 추가적으로 평가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그림 22. 설비 개조 부위

그리고 카렌다 롤의 속도를 조정하고 롤간 속도차를 최소화 하는 작업

조건 조정이 필요하다. 카렌다 롤 속도가 너무 빠르면 뱅크의 회전이 빨

라져서 마찰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원료의 흐름 시에 스트레스가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롤 간 속도차가 크면 뱅크에서의 정체 정도가

달라져서 열을 받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 하는 조

건 세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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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압연력을 고려한 개선점 도출

PVC와 같은 점탄성체를 Roll사이에서 압연할 때 2 롤을 분리시키는 방

법으로 압연력(Separating force)이 발생한다. 이 압연력은 성형재료의 점

도나 압연속도, 롤 크기 등의 증감에 따라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카렌다로

생산되는 제품의 두께 범위는 0.05 ~ 1.25 (실제, 0.6max.)정도이며, 이 두

께 범위의 제품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압연하중은 연질의 두꺼운 시트가

약 180kg/cm로 부터 경질 박물 필름의 경우 약 720kg/cm까지의 범위에

있게 된다.

PVC등 점성체의 압연력이나 압연력에 관한 이론과 해석에 대해서는 예

로부터 G. ARDICHVILI이나, R.E. Gaskell등에 의하여 연구가 되어 여러

가지 발표가 나왔다. 금속의 압연과 같이 2차원문제로서는 예로부터 이론

이 확립되어 실제의 결과와 잘 일치하는 것에 비하면 플라스틱의 경우는

거기까지 와 있지 못한 것이 현상이다. 따라서 실측치에 가깝게 하기 위

해서는 경험적인 Factor를 고려할 필요는 있으나 지금까지 활용하고 있는

압연이론은 G. ARICHVILI에 기인하는 것으로 아래에 나타난 식이다. 중

요한 인자는 롤 갭, 점도, 속도, Stock guide 폭, 뱅크 크기 등이다.8)

  
 



  


 


  




여기서 F는 롤 사이의 압연력, R은 롤 반경, w는 롤 사이 뱅크 폭, h0는

롤 갭, hL은 뱅크 크기, μ는 수지의 점도를 나타낸다. 그림23은 롤 사이에

서 작용하는 압연력을 나타내고 있다.

8) E. Mitsoulis & J. Vlachopoulos & B. Mitsoulis, Calendering Analysis Without the 

Lubrication Approximation, Polymer Engineering and Science, January 1983 vol2, p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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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3. 롤 사이에서 작용하는 압연력

이렇게 카렌다 롤 사이의 수지 흐름에는 압력이 작용하는데 압력이 유

변 물성에 미치는 영향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용융 고분자의 점도는

Doolittle의 경험식에 의하면 자유 부피에 따라 변하므로 자유 부피가 감

소하면 점도는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한다.9)









여기서, V0 와 Vf 는 각각 점유 부피와 자유 부피를 나타내며, A와 B는

상수이다. f는 단위 질량당의 총 부피 V0 + Vf 에 대한 자유 부피의 비로

정의되는 자유 부피 분율로 만약 점유 부피보다 대단히 작으면 근사적으

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따라서 압력이 증가하면 부피가 감소하고, 자유 부피 또한 감소하므로

점도는 증가한다

9) Penwell, R. C., Porter, R. S, AND S. Middleman, 1970, Determination of the pressure 

coefficient and pressure sffects in capillary flow, J. Polym. Sci., A2,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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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

전형적인 β값은 × 에서 ×   의 범위에 있다. (Gupta et

al., 1969)

압연력에 의한 시트의 폭 방향 두께 형상은 카렌다 마지막 롤(역L의 경

우 3,4번롤)의 롤 간격에 의해서 형성된다. 롤 사이에 원료를 공급하지 않

는 상태의 롤 간격은 평행 상태로 있을 것이다. 원료를 공급하면 압연력

에 의한 모멘트에 의한 롤 휨(Deflection)으로 중앙부의 두께가 두꺼워진

다. 이와 같은 압연력에 의한 벤딩으로 폭 방향 두께 프로파일의 변동을

보정하기 위해 롤 벤딩, Cross-axis와 같은 장치로 롤 간격(롤갭)을 교정

한다. 이와 같은 두께 보정을 Cross-axis, Bending장치를 통해 유연하게

롤 갭을 제어하더라도 소위 “Ox-yoke” 또는 “Ox-bow”, “Ox-horns”이라

불리는 전형적인 프로파일을 갖는다. 이것은 카렌다에서 종종 관찰할 수

있는 현상으로 중앙부와 가장자리가 두껍게 나타난다.(그림 24)

원료가 없을 때 두 롤사이의 간격, 원통연삭

원료의 합판 또는 압연에 의하여 결정된 두 롤 사이의 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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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l Bending 및 Cross axis장치에 의해서 결정된 두 롤사이의 간격

1~5㎛내외의 B+C의 합성으로 롤 간격의 결과는 S-’S차이

그림24. 전형적인 롤의 곡선

이렇듯 압연력에 의하여 카렌다 롤은 분포하중에 의해 휨이 발생하고

폭 방향에서 중앙부의 두께가 두꺼워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수

지의 유동 과정에서 폭 방향으로 스트레스가 다르게 발생하고 이에 따라

점도도 차이가 날 수 있어 유변 물성이 부위 별로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압연력을 고려한 좀 더 정밀한 롤의 제작이 필요하다.

카렌다 가공에 있어서 두께 정밀도가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려면 그 기

계의 구성요소 재료의 특성, 성형 조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두

께의 정밀도는 길이 방향과 폭 방향으로 구분하여 제어할 수 있다.

길이 방향의 두께의 변동은 롤, 베어링 등의 회전 흔들림등의 기계 고유

의 정도에서 오는 단 주기변동이며, 폭 방향의 두께 변동은 압연력에 따

른 롤의 휨을 보상하는 정도 높은 제어에 따라 발생하는 장주기 변동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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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본 롤 사이에 작용하는 압력에 의하여 분포하중이 롤 폭방향으로 작용

하며 하중에 의해서 보(여기서 Roll)의 롤 휨이 발생한다. 역학적인 측면

에서는 Bending, Shear, Possion의 3가지 휨에 의한 합성으로 계산된다.

압연력에 의한 롤 휨을 보상하기 위하여 Maker마다 제어 범위는 차이

가 있지만 다음과 같은 4가지 방법의 조합으로 Control(제어)한다. (표14)

표14. 롤 휨 별 보상시스템

이처럼 압연력에 의한 분포 하중으로 카렌다 롤의 휨이 발생하여 부위

별 두께가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좀 더 정밀한 보정을 통한 카

렌다 롤 제작이 요구된다. 좀 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카렌

다 가공에서 만이 아니라 롤 제작에도 노하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된다.

이 부분은 향후 대표적인 롤 Maker와의 협업을 통해 개선을 진행할 필요

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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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Capillary Rheometer를 활용한 Data 관리

Capillary Rheometer는 용융 상태의 고분자 재료가 모세관을 통과하여

흐르는 때 물성, Share rate (전단 속도), Viscosity (점도), Share stress

(전단 응력)를 측정하는 시험이다10). (그림25)

그림25. Capillary Rheometer의 구조

카렌다 롤에서의 뱅크 유동에서 Shear rate, Shear stress 가 중요한 요

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Data 측정이 없이

작업을 해 왔으며 이로 인해 이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

이다. 따라서 현재까지 처방적으로 개선 된 부분과 앞으로 설비 개조를

통해 이루어질 작업 조건들에 대해 Rheometer 측정으로 객관적인 data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10) Seppo Syrjala & Johanna Aho, Capillary rheometry of polymer melts - Simulation and 

experiment, Korea- Australia Rheology J., Vol.24. No.3, 2012, pp. 24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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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PVC 카렌다 공정에서의 플로우 마크 발생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에 대

해 분석을 해 보고 일부 항목에 대해 테스트를 진행하였고 추가적인 분석

을 통해 향후 개선해야 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도출하였다.

1. 뱅크의 흐름성 개선을 위해 경쟁사 제품 및 처방 분석을 진행 하였다.

그 결과 경쟁사 제품에 비해 당사 제품이 TiO2 함량이 많음을 확인하였

고 따라서 TiO2 함량을 감량하여 테스트 하였다. 그 결과 플로우 마크가

일부 개선됨을 보였고 TiO2가 원료 분산 및 뱅크의 흐름성에 영향을 미

침을 확인하였다.

2. 온도에 의한 유변 물성의 변화 가능성을 확인하고 온도 변화 최소화를

통해 수지 유동에서의 스트레스 저하를 위해 스트레나에서 카렌다 롤 사

이의 구간에 대하 설비 개조가 필요함을 확이하였다.

3. 카렌다 롤 사이의 압력에 의한 유변 물성의 변화 가능성을 확인하고

롤의 폭 방향으로 압력 차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롤 제작의 정밀도 향상

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바탕으로 설비를 개조하고 카렌다 롤의 정밀도를 높

여 플로우 마크 수준을 평가하고 이 수준이 확보되면 Rheometry를 통해

Shear rate와 Shear stress의 객관적 data를 측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

는 것이 앞으로 더 진행되어야 할 평가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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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f Cause of PVC 

Flow Mark 

Ahn Byounghun

Department of Engineering Practic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PVC sheet is made through a calendering process. In the case of 

a white sheet, a wave pattern may appear on the surface. Such a 

wave pattern is called a flow mark. The white sheet is usually 

printed using digital printing and attached to the substrate using a 

backing adhesive. Especially these days, there are many cases 

where they are attached to a transparent glass window. When a 

sheet is exposed to sunlight, a flow mark is more visible, and 

thus a complaint of customers is caused when a flow mark is 

severe. Therefore, securing the flow mark quality is an important 

factor.

 Therefore, in this study, the factors that flow mark can occ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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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analyzed and tested. First, the flow of the calender bank, 

which is the only flow and deformation in the calendering process, 

was grasped and the evaluation of TiO2 content, which is a factor 

affecting the bank formation, was carried out. It was confirmed 

that the content of our product was high by comparing the 

contents of competitor 's products. Therefore, it was confirmed 

that the flow mark shape was improved as a result of lowering 

the content of TiO 2. The dispersibility of the raw material is 

lowered due to the content of TiO2, and it is judged that a flow 

mark is formed due to a rough shape when the bank is formed.

 Although the flow mark has been partially improved by lowering 

the TiO2 content, there is still a shortage compared to global 

peers, which led to further improvement. First, we looked at the 

part where the temperature change occurred in the calendering 

process and considered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facility 

considering that the rheological properties of the resin may be 

changed by the influence of temperature. And the rolling direction 

of the calender roll was improved considering the change of the 

rheological properties of the resin due to the pressure.

Key words : Calender, Flow mark, Bank, TiO2, 

Student ID : 2016-2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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