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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종이를 사용함에 있어 코팅은 빼놓을 수 없는 공정이 

되었다. 코팅을 함으로써 종이는 외형적으로 우수해질 뿐만 아니라 

종이의 강도나 인쇄성 등의 기능적인 부분도 개선할 수 있으며 최근 

박막 형태의 기재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코팅을 통해 단열, 

절연, 방수, 선택적 투과 등의 다양한 특수 기능을 부여하여 활용하기도 

한다. 그 중 특수 염료를 포함한 도공액을 코팅하여 고온에서 발색하는 

기능을 가진 감열지는 소음이 없고 빠른 인쇄가 가능하며 잉크가 필요 

없어 최근 그 사용량이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또한 

감열지 시장의 성장에 발맞추어 많은 투자로 글로벌 리더 자리를 

앞다투고 있다. 이처럼 코팅은 종이와 관련 산업에 있어 갈수록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공정상의 문제로 인해 예기치 못한 

코팅층 내부 구조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생산품의 

품질을 크게 저하시키고 공정상의 비효율적인 에너지 및 자원을 

소모한다. 코팅층이 형성될 때 도공액의 건조 환경, 기재의 성질, 

도공액을 구성하는 성분 등 수많은 내·외부적 요소들이 작용하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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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바인더 입자의 의도치 않은 이동으로 인한 ‘바인더 마이그레이션’ 

현상은 코팅층 구조 변화에 영향을 주는 주요 현상으로 오늘날 

제지분야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도 연구되고 있다. 바인더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연구는 오랜 시간 행해져 왔으며 그 원인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이 있지만 그 중 최근 거론되고 있는 주장은 브라운 

운동과 surface trapping effect 등에 의한 것이다. 바인더 마이그레이션의 

원인인 구성 입자의 거동에는 브라운 운동과 기재의 특성 등이 영향을 

미치는데, 그 중 브라운 운동에 관여하는 요소에는 구성 입자의 크기, 

도공액의 점도와 건조 시 온도, 소요 시간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 

요소들 중 바인더로 사용된 SB 라텍스의 입자 크기와 건조 온도 두가지 

요소를 조절하여 도공액 내 입자들의 브라운 운동과 확산성(diffusivity) 

변화에 대한 바인더 마이그레이션 현상을 비교하고 그에 따른 코팅층의 

표면 특성과 바인더 분포, 도공지의 물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변화들이 결론적으로 감열지의 품질과 감열 인쇄성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여 실질적으로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SB 라텍스의 입자 크기에 따른 도공액의 브라운 운동과 

확산성은 점도와 보수성, 건조 양상 등을 통해 관찰하였으며, 이후 서로 

다른 입도의 라텍스가 첨가된 도공액을 다양한 건조 온도에서 

건조하였고 코팅층의 바인더 분포는 XPS와 SEM 이미지 분석을 통해, 

그로 인한 도공지의 물성은 거칠음도와 공기 투과도, 건조 picking 강도 

측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후 감열 용액을 코팅하여 감열 인쇄성능을 

광학밀도와 바코드 인쇄성을 통해 평가하였고 그 결과를 바인더 

마이그레이션으로 인한 코팅층 구조 변화의 관점에서 연구하였다. 

실험을 통해 SB 라텍스 입자 크기가 클수록 낮은 보수성과 

확산성으로 도공액의 부동화가 빨라졌고 그로 인해 표면에 더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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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텍스 입자가 존재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작은 라텍스 입자는 

더욱 조밀한 필름을 형성하지만 코팅층 내에서 불균일하게 분포하기 

때문에 표면이 거칠고 투기성과 건조 picking 강도가 낮았다. 건조 

온도의 경우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건조 속도가 빨라져 도공액의 

부동화가 일찍 진행되었으며 안료가 충분히 패킹되지 못해 벌키한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그로 인해 코팅층의 표면이 거칠어지고 투기성이 

증가했으며 표면 라텍스 함량이 높아졌다. 하지만 도공액의 안료로 

사용된 유기 중공안료의 유리전이온도 이상의 조건에서는 중공안료가 

필름을 형성하여 바인딩 기능을 하면서 건조 picking 강도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언더 도공층의 거칠음도에 따른 감열 

도공량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였는데, 표면과 필름 형성이 우수할수록 

같은 조건에서 코팅할 때 적은 양이 코팅되어 불필요한 감열 용액의 

사용을 줄일 수 있음을 밝혔다. 

 

주요어: SB 라텍스, 입도, 건조 온도, 건조 양상, 바인더 마이그레이션, 

거칠음도, 건조 picking 강도, 감열 인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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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오늘날 종이를 사용함에 있어 코팅은 빼놓을 수 없는 공정이 

되었다. 코팅을 함으로써 종이는 외형적으로 우수해질 뿐만 아니라 

코팅은 종이의 강도나 배리어 특성 등의 기능적인 부분도 개선시킨다. 

심지어 오늘날에는 코팅을 통해 종이에 특수한 기능까지 부여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감열지의 경우 감열 도공액을 코팅하기 전의 종이는 

일반적인 도공지에 불과하지만 감열 도공액을 코팅하고 나면 종이는 

열에 반응하여 색을 띄는 감열지로 변하게 된다. 이처럼 코팅은 종이를 

사용함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코팅층이 종이의 정체성을 결정짓게 된 것이다. 

종이에 있어 코팅층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여러가지 

공정상의 문제로 인해 예기치 못한 코팅층 구조의 변화와 착오가 생길 

수 있으며 다양하고도 막중한 역할을 맡은 코팅층은 자그마한 변화로도 

쉽게 생산품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공정상의 비효율적인 에너지 및 비용 

소모를 유발시킬 수 있다. 도공액이 도포되고 건조되어 코팅층을 

형성하기까지는 도공액에 투입된 입자들 간의 상호작용이나 도공액이 

건조되는 환경, 기재 표면의 특성 등 수많은 내·외부적 요소들이 

작용하는데, 이를 모두 통제하기는 상당히 까다롭다. 그 중 바인더 

입자의 의도치 않은 이동으로 인한 ‘바인더 마이그레이션’ 현상은 

코팅층 구조 변화에 영향을 주는 주요 현상으로 오늘날 제지분야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도 연구되고 있다. 

바인더 마이그레이션은 도공액이 건조되는 과정 중 도공액 내에 

존재하는 바인더 입자가 종이 내부 방향과 코팅층 상부 표면 

양방향으로 이동하여 바인더가 코팅층 내부에 고르게 분포하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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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으로 밀집되는 현상을 말하는데(Fig. 1), 바인더 마이그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면 코팅층 중심부의 바인더가 비교적 부족해지기 때문에 

코팅층 내부의 결합력을 떨어트리고 그로 인해 인쇄 시 picking 현상을 

일으킨다. 또, 코팅된 종이 표면의 불균일한 라텍스 분포로 인해 print 

mottle 현상이 발생해 인쇄적 결함을 일으키기도 한다. 바인더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연구는 오랜 시간 행해져 왔으며 그 원인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이 있지만 그 중 최근 거론되고 있는 주장은 브라운 

운동과 surface trapping effect에 의한 것이다. 

도공액이 건조되기 전 브라운 운동에 의해 코팅 용액 내에 

존재하는 입자들은 자유 운동을 하며, 그 중 비교적 크기가 작은 SB 

라텍스 입자는 더욱 활발히 운동하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하지만 

surface trapping effect에 의해 도공액과 공기층의 계면에서 입자는 

움직임을 멈추게 되고, 비교적 활발히 확산하려는 경향을 띄던 SB 

라텍스 입자가 표면에 고정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코팅층 표면에 

바인더가 밀집된다는 것이다. 

바인더 마이그레이션에는 브라운 운동과 기재 표면의 특성이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 먼저 브라운 운동에 관여되는 요소에는 코팅 용액에 

포함된 구성성분들의 입자 크기, 점도, 온도와 소요 시간이 있으며 기재 

표면의 특성에는 기재의 공극률, 흡습성 등의 요소가 작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코팅층 구조 변화에 영향을 주는 많은 요소들 중 SB 

라텍스의 입자 크기와 건조 온도를 조절하여 코팅층의 구조를 관찰하며 

특히 바인더 마이그레이션 현상에 초점을 두어 결과를 분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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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scheme of binder migration 

 

감열지는 앞부분에서 언급했듯 일정 수준 이상의 열을 가하면 

발색하는 특수 염료를 포함한 도공액을 원지에 코팅한 특수지를 뜻한다. 

감열지는 1960년대초 NCR사에서 개발되어 팩스나 라벨 등의 용도로 

사용되어 왔으며, 소음이 없고 프린트 시 잉크가 필요 없어 빠른 인쇄가 

가능하여 개발된 이후로 사용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오늘날에는 각종 티켓, 복권용지 등 용도가 확장되어 감열지 시장은 

나날이 성장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감열지 산업의 흐름에 발맞추어 세계 

최고수준의 설비를 갖추고 연간 154만 톤 이상의 감열지를 생산하고 

있으며 그 양이 전세계 약 20%를 차지하는 등 현재는 글로벌 리더 

자리를 앞다투고 있다.  

감열지의 구조는 Fig. 2와 같이 원지와 언더 코팅층 그리고 감열 

코팅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감열 코팅층은 미립자 형태의 발색제와 

현색제가 바인더, 안료와 함께 코팅되어 있으며, 서멀헤드(Thermal 

head)로부터 열이 가해지면 양자가 용해 후 접촉하여 반응이 일어나 

색소가 형성되며 발색하는 원리다(Shimada et al., 2001; 이복진 et al., 

2001)(Fig. 3). 감열 코팅층 아랫부분에 위치한 언더 코팅층은 감열 

코팅층의 발색을 보조하고 도공액의 효율을 극대화 하기위한 층이다. 

서멀헤드에서 발산된 열 에너지가 감열지를 통과하여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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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져나가지 않고 감열 코팅층 내부에 최대한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단열 기능을 함과 동시에, 감열 코팅층이 균일한 두께로 코팅되어 높은 

품질의 인쇄물을 인쇄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등의 역할을 맡고 있는데, 

언더 코팅층의 성능에 따라 감열지의 인쇄 품질과 감열 도공액 

사용량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최적의 언더 코팅층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언더 코팅층의 단열 기능은 코팅층 내부의 공극을 

이용하는데, 적절한 사이즈의 공극을 균일하게 생성하여 코팅층의 내부 

강도를 떨어트리지 않으면서 높은 열 차단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적절한 공극을 만들기 위해 재료를 바꾸거나 배합비를 

조절하고 중공안료를 이용해 인공적으로 공극을 만들기도 하는 등 

여러가지 시도를 하고 있다. 감열지는 언더 코팅층의 내부 구조가 

중요한 부분인만큼 바인더 마이그레이션에 의한 영향도 크다고 할 수 

있는데, 바인더 마이그레이션이 감열지의 인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아직 많이 다뤄진 바가 없어 이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감열지 

품질의 향상과 공정상의 손해를 줄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바인더 마이그레이션에 영향을 주는 여러가지 

요소들 중 언더 도공액의 바인더로 사용하게 될 SB 라텍스 입자의 

크기와 언더 코팅층이 건조될 때의 온도를 조절하여 발생하는 바인더 

마이그레이션을 관찰 및 분석하였으며, 특히 감열지 언더 코팅층의 

구조적 변화와 그 영향이 궁극적으로 감열 인쇄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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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rmal paper structure 

 

 

 

 

 

 

Fig. 3. Thermal reaction of leuco dye in the presence of developer 

  

Thermal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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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사 

 

2.1 바인더 마이그레이션에 관한 연구 

 

도공액이 코팅되고 건조되는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바인더의 

움직임은 바인더 마이그레이션 현상의 정도에 영향을 끼친다. 불균일한 

바인더의 분포는 코팅층 내부의 결합력을 떨어트리기도 하고, 코팅층의 

표면이 부분마다 다른 물성을 띄기 때문에, 바인더 마이그레이션이 

일어난 코팅층 위에 이중 코팅이나 인쇄를 할 시 print mottle과 같은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Groves et al., 2001). 

바인더 마이그레이션의 원인에 관한 여러가지 이론이 있지만 그 중 

세가지 이론이 지배적인데 바로 Capillary theory, Boundary wall effect와 

Brownian motion and surface trapping effect이다. 

Hagen은 도공액의 초기 건조단계에서 안료들이 모세관을 형성할 

정도로 가까워 진 시점에 수분 증발과 모세관 힘에 의해 바인더가 

수분을 따라 코팅층 표면으로 끌려간다고 하였으며, 이것이 

마이그레이션의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Hagen, 1986). 

Ranger는 현탁액 입자들 중 비교적 사이즈가 큰 입자들은 계면 

부근에 존재하기 힘들다는 Boundary wall effect 이론에 의해 대게 안료에 

비해 입경이 작은 바인더가 코팅층 표면에 밀집해 있다고 

주장하였으며(Fig. 4) 건조 시 바인더는 밀집되어 있지 않은 내부로 

이동하지만, 건조 속도가 빠르면 표면에 많은 바인더가 잔류하게 된다고 

하였다(Ranger,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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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Illustration of boundary wall effect (Ranger, 1994) 

 

Zang 등(Zang et al., 2010)은 앞선 두 이론을 부정하며 새로운 이론을 

제시했다. 바인더의 이동은 입자들의 움직임이 부동화 되는 시점인 

FCC(First critical concentration)(Fig. 5)(Watanabe & Lepoutre, 1982) 이전에 

일어나야 하지만 안료들로 형성된 모세관은 FCC 지점 이후에 형성되기 

때문에 Hagen의 Capillary theory는 바인더 마이그레이션의 주 원인이라는 

주장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하였으며, Fig. 6의 실험 결과를 

토대로 Boundary wall effect 이론에도 반박하였다. Zang 등은 바인더 

마이그레이션 현상이 브라운 운동과 surface trapping effect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안료에 비해 크기가 작은 

라텍스와 같은 입자들은 더 높은 이동성을 가지고 더욱 활발한 브라운 

운동을 할 것이다. 하지만 도공액과 공기층의 계면에서 입자들은 

움직임을 멈출 것이며(Williams & Berg, 1992) 높은 이동성을 가진 작은 

입자들이 표면에 밀집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바인더의 함량이 코팅층의 

표면에서 더 높아진다는 것이다. Fig. 7은 브라운 운동과 surface trapping 

effect로 인해 비교적 작은 입자가 코팅층 표면에 밀집되는 현상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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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Gloss vs consolidation time for a coating 

 

 

 

Fig. 6. Surface carbon content depending on drying time before freezing 

(Zang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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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Brownian motion and surface trapping effect (Zang et al., 2010) 

 

바인더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연구들은 이처럼 다양한 이론들을 

제시했으며, 바인더 마이그레이션을 시각화 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노력에 의해 분석 기술 또한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Du 등(Y. Du et al., 2018)은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XPS)를 

활용하여 코팅층 표면의 SB 라텍스와 Bio 라텍스의 함량을 측정하였다. 

Arai등(Arai et al., 1988)은 XPS를 이용하여 코팅층의 화학적 분포와 

print mottled 관하여 분석하였다. XPS는 화학적 분포를 측정할 수 있지만 

샘플의 두께가 극도로 얇아야 하는 단점이 있다. 

Al-Turaif 등(H. Al-Turaif et al., 2002)은 흡착성이 좋은 기재를 사용하는 

것과 carboxymethyl cellulose(CMC)를 도공액에 투입하는 것이 표면의 

바인더 함량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XPS를 통해 확인했다. 

Ozaki 등(Ozaki et al., 2008)은 micro-IR ATR (Attenuated total reflectance)를 

이용하여 backtrap mottle에 영향을 주는 표면의 라텍스 함량을 

측정하였다. 

Hagiwara 등(Hagiwara et al., 2013)은 Confocal Raman spectroscopy를 

사용하여 동결건조한 시료 내부에 존재하는 styrene-butadiene rubber(S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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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인더의 분포를 관찰하였다. 

Lee 등(J.-H. Lee et al., 2018)은 코팅층의 단면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FIB(focused ion beam)와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FE-SEM)를 사용한 방법을 통해 구성성분의 분포를 볼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냈으며 이미지 분석을 통해 구성성분의 분포를 

수치화 하였다. 바인더를 OsO4로 염색하며 코팅층 각각의 구성 성분들과 

공극을 구분하기 쉽게 하였으며 분석 방법을 통해 CNF가 pigment 

코팅층 구조형성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기도 하였다(Oh et al., 2017). 

Kwon 등(Kwon et al., 2020)은 CLSM(confocal laser scanning 

microscope)을 이용하여 형광물질로 염색된 SA 라텍스의 HEMA 함량과 

건조 온도가 코팅층 내부의 바인더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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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코팅 건조 조건과 코팅층 구조에 관한 연구 

 

바인더 마이그레이션은 브라운 운동에 의한 입자들의 자유 

운동에서부터 시작되고, 브라운 운동에 의한 입자의 움직임은 시간, 온도, 

입자크기, 도공액의 점도 등의 요소에 영향을 받으며 이를 Stoke-Einstein 

식에 따라서 나타내면 다음 Equation. 1과 같다. 

 

 

 

여기서 ⟨x⟩2는 입자의 원래 위치에서부터 일정 시간(t)동안 이동한 평균 

제곱 변위를 나타내며, R은 이상기체상수, T는 온도(K), D는 입자의 

직경(m), η는 도공액의 점도(Pa·s)를 나타내며 Na는 아보가드로 수를 

나타낸다. 식에서 알 수 있듯, 도공액 구성성분의 움직임은 SB 라텍스 

입자크기와 건조 온도에 영향을 받으며 이는 바인더 마이그레이션 

현상에 영향을 준다. 

Du 등(Y. F. Du & Zang, 2011)은 브라운 운동과 surface trapping effect로 

인한 바인더 마이그레이션을 일반적인 도공액의 배합을 사용하여 온도, 

점도 등을 변화시켜가며 XPS를 통해 확인하였고, 입자 크기에 대한 

입자의 변위를 나타내는 ‘relative displacement number’를 도입하여 현상을 

바라보았다. 

Hallajisani 등(Hallajisani et al., 2013)은 코팅 직후의 구조를 액체 

상태의 코팅층(δLC)과 원지에 수분과 미세입자가 스며든 층(δPW), 

스며들지 않은 원지 층(δPd)으로 Fig. 8과 같이 나누어 건조 시 각 층의 

열 전달(heat transfer)과 물질 전달(mass transfer) 측면에서 연구하였으며, 

⟨𝑥⟩2 =
2𝑅𝑇𝑡

3𝜋𝜂𝐷𝑁𝑎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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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에 따른 각 층의 온도와 수분 분포. 공극률 등을 건조 온도를 

변화시키며 비교하였다. 

 

 

 

Fig. 8. Schematic of coated paper while drying (Hallajisani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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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skin 등(Gaskin et al., 2020)은 더블 코팅 시 프리 코팅층의 구조가 

탑 코팅 도공액의 코팅층 형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였으며 코팅 시 건조 속도와 도공액의 안료 종류, 칼라의 유동성이 

코팅 구조 형성에 주요하게 작용한다고 하였다. 건조 조건은 IR 

건조기를 사용한 '빠른 건조'와 열풍 건조기를 사용한 '느린 건조'로 

나누었으며 건조 속도에 따른 공극률을 필름과 다공성 기재에 코팅하여 

비교하였다. 건조 속도가 느릴 때 도공액의 미세 입자가 원지에 

스며들어 유실되며 공극 크기가 비교적 컸음을 수은압입법(mercury 

porosimetry)으로 측정하였으며 굴절률과 투기도 측정을 통해서도 

코팅층의 공극 분포를 추측하였다. 또 건조 속도를 달리 한 탑 코팅 

이후 프리 코팅층의 공극 크기 비교를 통해서도 느린 속도로 건조 시 

미세 입자가 프리 코팅층의 공극으로 스며들었음을 실험을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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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라텍스 입자 크기와 코팅층 구조에 관한 연구 

 

종이 코팅에 주로 사용되는 SB 라텍스는 우수한 필름 형성 능력을 

통해 안료 간 바인딩 역할을 수행하는 작고 균일한 구형의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 라텍스의 입자가 작을수록 높은 브라운 운동성을 띄고 

증발이나 원지 침투 등의 수분 흐름에 끌려가기 쉬워 바인더 

마이그레이션 현상에 영향을 받기 쉬워질 수 있지만 작은 입자 크기로 

인한 높은 비표면적으로 코팅층의 강도가 증가할 수 있다. 

Bitla는 도공액에 투입된 안료의 종류와 크기, 기재의 종류가 바인더 

마이그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Raman spectroscopy를 통해 연구하였으며, 

안료와 라텍스 입자크기의 비율에 따른 바인더 마이그레이션 정도를 

나타냈고 라텍스 입자에 비해 안료의 입자가 클 경우 바인더 

마이그레이션이 더 많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했다(Bitla, 2002). 

Al-Turaif 등(H. A. Al-Turaif & Bousfield, 2005)은 안료의 입자 크기 

분포와 장폭비를 달리한 도공액을 플라스틱 필름과 흡착성 있는 기재에 

코팅하여 SB 라텍스의 바인더 마이그레이션을 XPS를 통해 관찰하였다. 

Lee 등(Y. Lee et al., 2007)은 라텍스의 입자 크기가 감소함에 따라 

도공액이 부동화점에 도달하기 전 높은 브라운 운동성으로 인해 표면 

바인더 분포의 불균일화를 심화시키는 것을 print mottle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고농도보다는 저농도에서 불균일성이 더욱 가중되는 

것으로 보았다. 

Luo 등(Luo et al., 2008)은 큰 사이즈의 라텍스(0.55 μm)와 작은 

사이즈의 세라믹 나노 입자를 섞은 후 건조하였다. Fig. 9을 보면 알 수 

있듯, 사이즈가 작은 세라믹 나노 입자의 함량이 코팅층 표면에 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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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하는 것을 Cryo-SEM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마이그레이션은 바인더 

뿐만 아니라 비교적 크기가 작은 입자가 건조될 때 일어나는 것임을 

밝혔다. 또 건조 온도가 높을 때 표면에 나노 입자의 함량이 더 

많아지는 결과를 통해 건조 온도가 높으면 마이그레이션이 촉진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실험에 적용된 온도는 20-60℃ 로 본 실험에 

적용한 온도에 비해 상당히 낮았기 때문에 100℃ 이상에서 고속으로 

건조되는 제지공정의 환경과는 차이가 있었다. 

 

 

 

Fig. 9. Schematic drawing of coating microstructure formation: (a) Initial coating, 

(b) Layer of latex forms on the surface, curved menisci form, (c) Consolidated layer 

thickens, nanoparticles are pulled through consolidated layer to surface, (d) 

Consolidated layer reaches the substrate, (e) Menisci recede into coating, and (f) 

Latex particles compact. (Luo et a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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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료 및 방법 

 

3.1 공시 재료 

실험에 사용된 원지와 언더 도공액은 H사에서 제공받았으며 감열지 

제조에 최적화된 재료이다. 원지의 평량은 56 g/m2 로 일반 도공지에 

비해 두께가 다소 얇으며, 도공액은 소성클레이, 중공안료와 SB 

라텍스로 이루어져 있다. 자세한 배합비는 Table 1에 나타냈다. 도공액의 

농도는 45.3% 였으며 투입된 라텍스의 입자 크기에 따라 SBL-S와 SBL-

L, 2가지로 구분하였다. 

 

Table 1. Formulation of coating colors 

 

 

 

3.1.1 라텍스 

라텍스는 H사에서 코팅용으로 제조한 SB 라텍스(Styrene-Butadiene 

latex)를 사용하였으며, 입자 크기가 다른 2가지 종류의 라텍스를 

사용하였다. 각각의 라텍스가 포함된 도공액을 SBL-S, SBL-L으로 

명명하였으며 각 라텍스의 물성은 Table 2에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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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Latex properties 

 

 

 

 

 

Fig. 10. The particle size and distribution of SB lat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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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안료 

안료는 소성클레이(C-clay)와 중공안료(Hollow sphere pigment)를 

배합하여 사용하였다. 소성클레이의 입자 중 90-95% 가 2 μm 보다 

작았으며, 중공안료의 입자크기는 1.8 μm이고 유리전이온도(Tg)값은 100-

110℃ 이었다. 중공안료는 입자의 내부가 빈 형태이기 때문에 

중공안료를 도공액에 포함하여 코팅층을 형성할 경우 Fig. 11에서 볼 수 

있듯, 인위적으로 코팅층 내부에 일정한 크기의 공극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만들어진 공극들은 Fig. 12에 나타나 있듯, 열 전도를 차단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Ruckdeschel et al., 2017). 

 

 

Fig. 11. SEM image of hollow sphere pigment (magnification × 15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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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Thermal transport pathways in a silica hollow sphere colloidal crystal 

(Ruckdeschel et al., 2017) 

 

 

3.1.3 감열 도공액 

감열 도공액은 H사에서 제공받아 사용하였으며, 감열 도공액은 

미립자 형태의 발색제와 현색제, 안료와 기타 화합물로 이루어져 있다. 

도공액 내부의 발색제는 60℃ 이상의 온도에서 현색제와 접촉하여 

화학적 반응 일으키며 발색한다. 감열 도공액의 농도는 25.3% 이었으며 

언더 도공지에 코팅된 도공액 종류와 건조 조건에 의한 언더 도공지 

거칠음도의 차이로 감열 도공액의 도공량이 달랐기 때문에, 각 조건마다 

농도를 조절하여 균일한 도공량의 감열 도공액을 코팅하였다. 

감열 도공량 측정에는 Acetic acid(Duksan Pure Chemicals, Ansan, 

Korea)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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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실험방법 

3.2.1 도공액 물성측정 

 

3.2.1.1 보수도 

도공액의 보수도는 보수도 측정기(ÅA-GWR, Kaltech Scientific, Inc.,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며, 10 mL의 도공액을 1.8 bar의 압력 하에서 

탈수시켜 평가하였다. 도공액은 membrane filter(Mixed cellulose ester 

membrane filter, pore size 0.2 μm, Advantec, Taiwan)를 통과하여 흡수지에 

흡수되며, 흡수지의 무게 변화를 통해 탈수량을 계산하고 측정 면적을 

나누어 도공액의 보수도를 평가하였다. 

  

3.2.1.2 점도 

점도는 브룩필드 저전단 점도계 (Brookfield DV2T, USA)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도공액에 포함된 첨가물의 영향을 없애고 라텍스 입자 

크기에 의한 영향만을 보기 위해 Table 1의 조건으로 실험실 조건에서 

다시 제작하였으며, 저전단 점도는 100 rpm으로 상온에서 spindle No. 63을 

사용하여 1분간 측정하였다. 

 

3.2.1.3 건조양상 관찰 

도공액의 건조양상 관찰에는 Multi speckle-Diffusing Wave Spectroscopy 

(MS-DWS, Horus, Formulaction, France)를 사용하였다. MS-DWS는 도공액 내 

입자의 브라운 운동을 관찰하여 건조양상을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건조 중인 도공액에 빛을 비추었을 때 카메라를 통해 도공액 내 입자에 

의해 산란 및 간섭된 빛 파장으로 전사된 8비트 단위의 회색조 이미지를 

얻을 수 있으며, 순차적으로 얻어진 두 이미지의 차이를 통해 도공액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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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의 브라운 운동을 해석할 수 있다. 

그래프는 도공액의 Speckle rate(SR) 양상에 따라 세 가지 구간으로 

나뉘는데(Fig. 13 Oh, et al., 2017), 입자가 자유롭게 움직이는 첫번째 구간과 

급격히 SR이 감소하며 입자가 네트워크 구조를 형성하게 되는 두번째 

구간, 이후 다시 급격히 SR이 감소하며 완전 건조되는 세번째 구간으로 

나뉘게 된다. 도공액이 건조될 때의 표면을 광택과 반사율의 변화에 

주목하여 도공액 건조 양상을 해석한 연구는 Watanabe 등에 의해 

시행되었으며(Watanabe & Lepoutre, 1982) 오늘날에도 코팅층 형성 과정을 

유추하는데 널리 인용되고 있다. Fig. 13에서 SR값이 처음으로 급격히 

감소하는 지점은 Watanabe 등이 주장한 FCC(first critical concentration)와, 

두번째 양상이 끝나는 지점은 SCC(second critical concentration)와 동일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도공액의 건조양상과 입자의 브라운 운동을 MS-DWS로 분석한 

연구는 (Brun et al., 2008; Giraud et al., 2009; Kwon et al., 2019)등에 의해서도 

진행된 바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앞선 연구들을 참고하여 각각의 칼라를 

유리판 위에 넓이 10 cm2, 두께 약 125 μm로 applicator(AP-A300, Biuged 

CO., Ltd, GuangZhou, China)를 사용하여 코팅하였으며, 이후 

항온항습조건(23.0 ± 0.5℃, RH 50 ± 3%)에서 건조하며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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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Drying process of coating layer(Oh et al., 2017) 

 

3.2.2 도공지 물성측정 

언더 도공액 SBL-S, SBL-L을 12, 17, 21 g/m2의 도공량으로 rod coater 

(GIST, Daejeon, Korea)를 이용하여 코팅했으며, 열풍건조기로 80, 120, 

160℃의 온도에서 2분간 건조하였다. 건조된 도공지는 항온항습조건 

(23.0 ± 0.5℃, RH 50 ± 3%)에서 24시간 이상 조습한 후 표면 거칠음도와 

광택도, 투기도와 Dry picking 강도 등을 측정하고 비교 분석했다. 각 

조건으로 코팅된 도공지의 명명은 다음 Table 3과 같으며 각각의 조건은 

모두 세가지 도공량으로 코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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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Labelling of various types of coated papers 

 

 

 

3.2.2.1 표면 거칠음도, 광택도 

도공지의 거칠음도는 L&W사의 PPS(Parker Print Surf) tester(ABB, Kista, 

Sweden)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TAPPI test method(T 555 om-99)에 

의거하여 평가했다. 

도공지의 광택도는 L&W사의 Gloss tester(ABB, Kista, Sweden)를 

사용하였으며, TAPPI test method(T 480 om-97)에 의거하여 평가했다. 

 

 

3.2.2.2 투기도 

투기도는 걸리 투기도 측정기(Teledyne Gurley, Troy, New York,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1 inch2의 도공지에 100 mL의 공기가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여 평가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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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3 Dry picking 강도 

오프셋 인쇄 시 도공지가 잉크가 도포된 블랭킷 롤과 분리되는 

과정에서 코팅층에 뜯김이 발생하는데 이는 코팅층의 내부 바인딩 

강도와 관련이 있다. Dry picking 강도는 RI printability tester(RI-1, Four-color 

Tester, Sangyo Co., Ltd, Japan)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시험용 잉크는 

High-tack ink(Daihan Ink Co., Ltd, Korea)의 TV(Tack Value) 8번을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샘플은 Fig. 14와 같이 배치한 뒤 대지에 고정하여 동시에 

측정하였으며 블랭킷 롤에 의해 코팅층이 파괴되어 뜯기게 되면 

전사지에 전사하고, 이미지를 스캐너(Epson Perfection V33, EPSON)로 

스캔한 뒤 파괴된 면적을 이미지 분석용 프로그램(Photoshop, ImageJ)을 

이용하여 분석했다(Kwon et al., 2020). 

 

 

Fig. 14. Sample preparation of RI dry picking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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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4 바인더 분포 관찰 

언더 도공지 내의 바인더 분포는 2가지 방법으로 관찰하였다. 

바인더로 쓰인 SB 라텍스를 사산화오스뮴(OsO4)에 염색한 후 

집속이온빔과 주사전자현미경(FIB-FESEM)(Auriga, Carl Zeiss)을 활용하여 

도공지 단면의 바인더 분포를 직접적으로 관찰하고 이미지 분석을 통해 

바인더의 분포를 수치화 시키는 방법과, XPS(ESCA)(Axis Supra, Kratos, U.K) 

장비를 이용하여 도공지 표면의 원소간 결합강도 분석을 통해 바인더 

분포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집속이온빔과 주사전자현미경을 활용한 방법의 경우, 도공지 샘플을 

OsO4에 48시간 이상 노출하여 SB 라텍스를 염색한 후 epoxy resin(Epofix 

Resin, Struers)에 함침시켜 도공지의 구조를 고정할 수 있도록 고형화 한 

뒤(Chinga & Helle, 2002; Kwon et al., 2020), 집속이온빔으로 Resin 블록의 

단면을 절삭하고 주사전자현미경(FE-SEM, AURIGA, Carl Zeiss, 

Germany)으로 관찰하고 얻어진 이미지를 이미지 분석용 

프로그램(Photoshop, ImageJ)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Dahlstrom et al., 2011; 

J.-H. Lee & Lee, 2018; J.-H. Lee et al., 2018). 

 

 

Fig. 15. Resin embedding and polishing steps to prepare the resin block for the 

cross-section analysis of coated paper(Kwon et a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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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PS를 활용한 경우 700 × 400 μm2의 샘플 표면을 Al Kα (1486.6 eV)의 

X-ray를 이용하여 도공지 표면에 존재하는 원소들의 결합 에너지를 

분석한다. 원소들의 결합을 통해 안료 대비 바인더의 함량 조건별로 

비교 분석하였다(H. A. Al-Turaif & Bousfield, 2005). SB 라텍스에 포함된 C 

원소와 소성클레이를 구성하는 O, Si, Al 원소들이 이룰 수 있는 결합 

에너지를 분석하고 C1s 결합의 수와 다른 결합들의 비율을 통해 표면의 

SB 라텍스 함량을 조건별로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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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감열 인쇄성 

 

언더 도공지에 제공받은 감열 도공액을 3.35 ± 0.2 g/m2 만큼 rod 

coater로 코팅한 뒤 23℃에서 3분간 건조 후 항온 항습 조건(23.0 ± 0.5℃, 

RH 50 ± 3%)에서 24시간 이상 조습한다. 이후 1.5 Mpa, 23℃ 조건에서 

캘린더 처리를 2회 실시하고 감열지용 프린터기로 인쇄하여 감열지의 

인쇄성을 측정하였다. 

 

3.2.3.1 감열액 도공량 

각각의 조건으로 코팅한 언더 도공지에 감열 도공액을 모두 같은 

조건에서 코팅한 후 흡광도 분석법을 이용하여 감열 도공액의 도공량을 

비교하였다. 

무게차를 이용한 일반적인 도공지의 도공량 측정방법과 달리 감열 

도공액의 도공량 측정방법은 감열 용액에 포함된 염료의 흡광도를 

이용한 흡광도 분석법을 사용하여 더욱 정밀한 값을 적은 양의 샘플로 

측정할 수 있었다. 코팅된 감열지를 Acetic acid 약 24.5 mL에 투입한 후 

약 1시간 가량 염료를 반응시켜 발색시키고, 발색제가 녹아나온 Acetic 

acid의 흡광도를 분광 광도계(DR-2800 Spectrophotometer, Hach Co., 

Germany)의 564 nm 파장에서 측정하여 감열 도공량을 측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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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2 광학밀도 

H사에서 제공받은 고속 감열 프린터로 감열 인쇄 테스트 양식을 

인쇄한다. 테스트 양식은 고, 중, 저 강도의 열원으로 일정 부분을 

인쇄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각각의 인쇄된 부분의 광학밀도(optical 

denstiy)를 광학밀도 분석기(Gretag Macbeth screen DM-620)를 이용하여 

측정했다. 광학밀도는 인쇄물의 발색이 짙을수록 높은 값으로 측정된다. 

 

3.2.3.3 바코드 물성 

바코드 특성은 라벨프린터(140Xi4 203dpi, Zebra, USA)를 이용하여 

바코드를 인쇄한 후, 바코드 리더(Axicon 6515, Axicon, UK)로 바코드를 

읽고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바코드 리더로 바코드를 분석하면 

Axicon Verifier 프로그램을 통해 Fig. 16과 같은 Scan Reflectance Profile(SRP) 

그래프를 얻을 수 있었는데, 이 그래프를 통해 바코드의 반사율, 심벌 

차이점, Modulation, Defect와 Decodability 등의 값을 얻을 수 있었다. 

 

 

Fig. 16. SRF graph of barcode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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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율 값은 바코드에서 빛이 반사되는 정도를 나타내며 반사율 

값이 낮은 부분은 바코드 선의 발색이 진함을 의미한다. 심벌 

차이점(Symbol contrast)은 최대, 최소 반사율 값의 차이를 의미하며, Edge 

contrast는 발색되지 않은 부분 중 가장 낮은 반사율(a)과 발색된 부분 중 

가장 높은 반사율 지점(b)의 차이를 의미한다. 심벌 차이점과 Edge 

contrast를 이용하여 Modulation값을 얻을 수 있다 (Equation 2). 

 

 

 

Modulation 값이 높을수록 바코드 선마다 발색이 균일함을 의미하며, 

Defect값은 바코드의 발색이 되어야 할 부분에 발색이 되지 않았거나, 

여백의 부분에 발색이 된 정도를, Decodability 값은 발색된 부분과 여백 

부분 경계면이 얼마나 뚜렷하게 구분되는지를 의미하며 경계면의 

그래프상의 기울기를 통해 얻을 수 있다. 

  

𝑀𝑜𝑑𝑢𝑙𝑎𝑡𝑖𝑜𝑛 =
𝐸𝑑𝑔𝑒 𝑐𝑜𝑛𝑡𝑟𝑎𝑠𝑡

𝑆𝑦𝑚𝑏𝑜𝑙 𝑐𝑜𝑛𝑡𝑟𝑎𝑠𝑡
× 10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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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4.1 도공액 물성 

4.1.1 보수성 

언더 도공액의 탈수량은 Fig. 17에 나타나 있듯 SB 라텍스 

입자크기가 작은 조건에서 큰 조건에 비해 탈수량이 더 낮았으며 이는 

보수성능이 우수함을 의미한다. 라텍스가 두 도공액에 같은 배합으로 

첨가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크기의 라텍스가 상대적으로 큰 입자의 

라텍스보다 비표면적이 더 넓으며 그로 인해 구성 성분들간의 

접촉면적이 늘어 인력으로 더 우수한 보수성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4.1.2 점도 

언더 도공액의 점도는 Fig. 18에 나타내었다. 작은 입경의 라텍스를 

사용함에 따라 큰 입경에 비해 총 비표면적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 

구성성분들 간의 상호작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저전단 점도가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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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Dewatering value of under coating colors 

 

Fig. 18 Low shear viscosity of under coating col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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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건조양상 

언더 도공액이 건조될 때 입자의 움직임은 MS-DWS로 측정하여 Fig. 

19에 나타내었다. 두 도공액의 Speckle rate(SR) 값은 입자들의 움직임에 

비례하며 건조 초기에는 SBL-L 도공액의 낮은 점도로 인해 높은 SR값을 

나타냈지만, 낮은 보수성과 확산성으로 건조와 부동화 진행이 더 빨리 

일어나 FCC지점이 먼저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19. Drying kinetics of coating col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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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도공액의 FCC 지점이 일반적인 안료-바인더 도공액에 비해 

명확하지 않았으나, 입도가 큰 SBL-L 도공액이 일찍 부동화 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위 결과를 Stoke-Einstein 식(Equation 1)에 대입해 보았을 때, 

비교적 크기가 작은 입자인 SBL-S이 SBL-L 도공액보다 활발한 브라운 

운동을 하며 SBL-L 도공액의 낮은 보수성으로 인한 빠른 수분 

증발현상이 구성성분의 부동화를 앞당긴 것으로 추측된다. SBL-S 

도공액의 라텍스 입자는 활발한 브라운 운동으로 인해 바인더 

마이그레이션 현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4.2 도공지 물성 

 

4.2.1 표면 거칠음도, 광택도 

언더 도공지의 PPS roughness 값은 Fig. 21에서 볼 수 있듯 높은 

도공량 조건에서 평활한 표면성을 보였다. 도공량이 높아짐에 따라 

우수한 커버리지로 원지 표면의 굴곡이 충분하게 메워진 것을 표면 

SEM 이미지(Fig. 20)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 높은 도공량 

조건에서는 더 많은 라텍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보다 유연한 패킹을 통해 

평활한 표면을 얻을 수 있었다(Laudone et al.,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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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0. SEM images of paper surface (× 500) 

(a) Base paper, (b) Under color coated paper (21 g/m2) 

 

 

건조 온도에 따라서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표면이 거칠어지는 결과를 

볼 수 있었는데 높은 건조 온도에서는 Stoke-Einstein 식(Equation 1)에 

의해 라텍스 입자가 더 높은 확산성을 갖게 되고 코팅층 내부에서 

불균일한 분포를 하게 되었으며, 빨라진 건조 속도로 인해 라텍스가 

필름을 형성하고 코팅층이 건조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축 현상이 

증가했기 때문에 표면이 더 거칠어졌다. 또 빨라진 건조 속도로 인해 

안료가 벌키한 상태로 패킹되어 표면 거칠음도를 증가시키는데 영향을 

줬다. 건조 온도에 따른 도공지의 광학적 특성은 (Nechita, 2021)에 

의해서도 이미 다루어진 바 있다. 도공액에 사용된 중공안료 또한 

영향을 줬는데, 중공안료의 Tg 값은 100-110℃ 이기 때문에 120℃ 

이상의 건조 온도 조건에서는 중공안료가 필름을 형성하여 라텍스와 

마찬가지로 표면에서 수축 현상을 일으켜 거칠음도를 증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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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PPS roughness of under coated paper surface. 

(a) Coat weight 12 g/m2, (b) Coat weight 17 g/m2, (c) Coat weight 21 g/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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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Gloss of under coated paper surface. 

(a) Coat weight 12 g/m2, (b) Coat weight 17 g/m2, (c) Coat weight 21 g/m2 

 

라텍스 입자 크기에 따라서는, 입자 크기가 작을수록 전반적인 

거칠음도 값이 높았는데, 이 역시 Stoke-Einstein 식에 의해 입자 크기가 

작을수록 높은 확산성을 띄어 바인더 함량이 불균일해져 부분적으로 

라텍스 밀도가 달랐기 때문에다. 라텍스 입자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라텍스의 필름 형성으로 인해 표면 거칠음도가 증가하며 광택도가 

낮아진다는 연구는 (Bohlin, 2010; Larsson et al., 2006) 등의 연구를 통해 

다루어진 바가 있으며 높은 밀도로 바인더가 분포하는 부분에서 수축 

현상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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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택도는 Fig. 22에서 볼 수 있듯, 도공량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하였으며, 건조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였고, 라텍스 입자 

크기가 작을수록 낮은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거칠음도의 결과와 완전히 

반대의 경향을 나타내며, 도공지의 거칠음도와 광택도가 반비례한다는 

사실은 많은 연구들을 통해 증명되었다(O'Brien et al., 1984; Watanabe & 

Lepoutre,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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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투기도 

언더 도공지의 Gurley 투기도 값은 Fig. 23에 나타냈다. 도공량이 

높아짐에 따라 두꺼운 도공층과 우수한 커버리지로 인해 공기가 모두 

투과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늘어났다. 

건조 온도에 따라서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투기도 값이 낮아지는 

결과를 나타냈는데, 이는 높은 온도로 인해 건조 속도가 빨라지며 

코팅층 내의 안료가 미처 패킹되기 전에 벌키한 상태에서 FCC 단계를 

거치며 부동화 되었기 때문이다(Takase et al., 1994). 

 

 

Fig. 23 Gurley permeability of under coated papers. 

(a) Coat weight 12 g/m2, (b) Coat weight 17 g/m2, (c) Coat weight 21 g/m2 

 

라텍스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는 입자 크기가 작은 조건에서 더 높은 

투기도 값을 얻을 수 있었다. 라텍스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안료와 

접촉하는 면적이 넓어지며 조밀한 필름을 형성했고, SBL-L 조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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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빠른 부동화로 벌키한 구조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4.2.3 Dry picking 강도 

Dry picking 강도는 RI dry picking test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파괴된 

샘플을 대지에 전사하여 Fig. 24과 같은 이미지를 얻을 수 있었고 

이미지를 분석하여 picked area를 수치화 한 뒤 Table 4에 나타냈다. 

도공지의 도공량이 높아짐에 따라 파괴된 도공층의 전체 면적은 

전반적으로 줄어들었으나 80-0의 조건에서는 17 g/m2의 도공량에서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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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 Surface images of dry pick resistance test for under coated papers 

(a) Coat weight 12 g/m2, (b) Coat weight 17 g/m2, (c) Coat weight 21 g/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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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icked area of under coated papers 

 

 

 

 

Fig. 25 SEM image of coated paper surface (magnification × 50 K) 

(a) S-80, (b) S-120, (c) S-160, (d) L-80, (e) L-120, (f) L-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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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 온도에 따른 dry picking 강도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강해짐을 

picked area 뿐만 아니라 전사된 이미지를 통해서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명확했는데,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라텍스 입자의 확산성 증가로 인한 

코팅층 내 불균일한 바인딩으로 dry picking 강도가 약해질 것이라 

예상했지만 도공액에 포함된 중공안료가 110℃ 이상의 온도에서 필름을 

형성하여 바인딩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강도가 증가하였음을 Fig. 25에 

나타낸 SEM 이미지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라텍스 입자 크기에 대한 결과는 입자 크기가 큰 조건의 dry picking 

강도가 더 강했다. 라텍스 입자의 작은 크기로 인한 활발한 확산성은 

코팅층 내에 라텍스 입자가 불균일하게 존재하도록 하고, 그로 인해 

바인딩 효과가 떨어져 코팅층 내부의 전체적인 강도를 떨어트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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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바인더 분포 

 

4.2.4.1 FIB-FESEM & Image analysis 

집속이온빔(FIB)과 주사전자현미경(FESEM)을 이용하여 얻어진 

이미지를 Fig. 26에 나타냈으며, 이미지를 분석하여 코팅층의 깊이 별 

바인더 입자 분포를 수치화 하여 비교하였다. 라텍스 입자 크기가 작은 

SBL-S칼라를 사용한 도공지의 바인더 함량은 표면에서 평균보다 비교적 

낮았으며, 코팅층의 가운데 부분은 대체로 바인더의 함량이 높았으나 

부분적으로 낮은 부분이 존재했다. 원지 부근의 코팅층에서는 낮은 

바인더 분포가 관찰되었다. 코팅층 중앙에 바인더가 밀집되어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분포가 상당히 낮은 부분이 존재하며 균일하지 못한 

라텍스 분포 때문에 코팅층 자체의 강도가 낮을 것으로 보이며 dry 

picking test를 통해 SBL-S 칼라를 코팅한 도공지의 dry picking 강도가 더 

낮았음을 확인하였다. 

 

 

Fig. 26 Cross section of coating layers milled by FIB (magnification × 10 K) 

(a) Coated with SBL-S latex, (b) Coated with SBL-L latex 

반면 SBL-L 칼라를 사용한 도공지에서는 코팅층 가운데 부분의 

바인더가 비교적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표면에서는 

눈에 띄게 높은 바인더 함량을 볼 수 있었다. 브라운 운동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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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료보다 입도가 작은 라텍스 입자가 활발한 확산성을 통해 코팅층 내에 

불균일한 분포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SBL-L 칼라의 라텍스보다 

입도가 작은 SBL-S 조건에서 라텍스가 표면에 밀집되지 않은 것을 Fig. 

27, 28을 통해 알 수 있었으며 이는 브라운 운동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확산성을 갖는 라텍스 입자가 단순히 surface trapping effect로만 바인더 

마이그레이션 현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님을 유추해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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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7 Depth profile about binder content of SBL-S coating layer 

 

 

Fig. 28. Depth profile about binder content of SBL-L coating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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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텍스 입자 크기에 따른 코팅층의 불균일한 바인더 분포는 알 수 

있었지만, 작은 라텍스 입자가 표면으로 밀집되는 현상은 본 실험에서 

설정했던 크기 조건으로는 알 수 없었고 오히려 큰 라텍스 입자가 

표면으로 밀집된 결과를 얻었으며 이후 넓은 범위의 다양한 입도의 

라텍스를 이용한 추가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4.2.4.2 XPS analysis 

XPS를 통해 C, O, Al, Si 원소에 대해 측정하였으며, X-ray를 이용하여 

photoelectron을 방출시켰을 때의 Binding energy(eV)와 그에 따른 시간당 

측정 횟수를 Fig. 29의 그래프로 나타냈다. Fig. 29그래프에서 C1s, O1s, Al2p, 

Si2p orbital에서 각각 방출된 전자의 Binding energy에 따른 peak을 얻을 

수 있었으며, 그래프의 peak 넓이를 적분하여 표면 원소 백분율을 구할 

수 있다(Kang & Kim, 2016). 이를 통해 표면 라텍스의 비율을 알아내어 

조건별로 비교할 수 있으며 조건별 샘플의 XPS분석을 통한 조건별 원소 

함량은 Table 5에 도공량에 따라 나타냈다. 탄소 함량이 늘어남에 따라 

소성클레이의 성분인 알루미늄과 규소, 산소의 함량이 줄어들었으며, 

전반적으로 건조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탄소 함량이 늘어났다. 

Table 5의 원소 중 탄소의 함량을 Fig. 30에 정리하여 그래프로 

나타냈다. 도공지의 도공량에 의한 탄소 함량은 전반적으로 비슷했지만, 

160℃의 건조 온도에서는 도공량이 높을수록 표면 탄소 함량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 도공량이 높아질수록 코팅층 내의 전체 라텍스 함량도 

높아지기 때문에 높은 온도에서는 도공량에 따른 표면 탄소 함량이 

증가하는 것을 더욱 확연하게 볼 수 있었다. 

건조 온도에 따른 표면 탄소 함량은 온도가 높아질수록 증가했는데, 

높은 건조 온도로 인해 브라운 운동이 활발해져 라텍스 입자가 표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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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라텍스 입도에 따른 표면 탄소 함량은 모든 도공량과 건조 온도에서 

입도가 큰 경우에 더 높았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Fig. 27, 28의 FIB-

FESEM 분석 결과를 통해서도 볼 수 있었다. 입자의 크기와 그에 따른 

확산성의 차이 이외에도 건조 시 수분의 흐름이나 모세관 힘 등 많은 

요소들이 바인더 마이그레이션 현상에 작용하였기 때문이며 SBL-L 

칼라의 낮은 보수성과 확산성으로 인한 빠른 부동화로 증발하는 수분의 

흐름을 따라 올라간 라텍스 입자가 다시 중앙 부근으로 되돌아갈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라 추측된다. 

 

Fig. 29 XPS spectra of under coated paper (80-0). Graph showing the binding 

energies of electrons from different orbitals (O1s, C1s, Si2p, Al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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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0 Carbon content of coated paper surface 

(a) Coat weight 12 g/m2, (b) Coat weight 17 g/m2, (c) Coat weight 21 g/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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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Values about atomic concentration of the coating layer (coat weight: 12, 

17, 21 g/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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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감열지 인쇄성 

 

언더 도공량의 표면 특성에 따라 동일한 조건에서 감열 도공액을 

코팅했을 때 달라지는 감열 도공량을 알아보기 위해 실험을 진행하였다. 

감열 도공량은 언더 코팅층의 표면 거칠음도와 수분 침투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표면이 평활하고 라텍스 필름 형성이 우수하다면 같은 

조건으로 코팅했을 때 감열 도공량이 낮아질 것이며 이를 통해 공정 중 

발생할 수 있는 필요 이상의 감열 용액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언더 도공량이 높아짐에 따라 감열 도공액의 도공량이 전반적으로 

줄어들었으며, 이는 언더 도공지의 거칠음도 결과와 같이 높은 

도공량으로 인한 우수한 커버리지와 유연한 패킹으로 인해 평활한 

표면을 띄기 때문이다. 

건조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는 감열 도공량이 대체로 낮아졌는데, 

높은 온도에서 중공안료가 필름을 형성하여 감열 용액이 코팅 시 

침투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건조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코팅층 표면의 

라텍스 함량이 늘어나 표면 필름 형성이 우수해졌기 때문이며 건조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표면 라텍스 함량이 늘어난 것은 앞선 Fig. 30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반면 라텍스 입도에 따른 감열 도공량은 서로 비슷한 결과가 나타나 

라텍스 입도에 의한 영향은 찾기 힘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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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 Thermal color coat weight on various under coated papers. Thermal color 

coating was performed under the same condition (Solid content 21.6 %, rod no.4). 

(a) Coat weight of under coating layer 12 g/m2, (b) 17 g/m2, (c) 21 g/m2 

 

 

4.3.1 광학밀도 

광학밀도 값은 언더 도공량과 라텍스 입자 크기 변화에 대해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건조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미미하게 

감소하였다. 감열 용액을 코팅한 후 캘린더 처리를 통해 감열 코팅층 

표면을 평활하게 만들어 모든 면에 균일한 열 에너지가 가해지도록 

했지만, 코팅층 내의 건조 속도나 건조 양상으로 인한 구조적 차이 또한 

균일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건조 온도가 높아질수록 광학밀도가 소폭 

감소한 것은 건조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빠른 건조 속도로 인해 

라텍스가 표면으로 이동하여 밀집하고 그로 인해 라텍스 필름의 밀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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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부분이 생기면서 소성클레이에 비해 비교적 열 전도성이 높은 

라텍스 필름 부분에서 열이 빠르게 전도되었기 때문이다(Font et al., 2018; 

Guérin et al., 2001). 

 

 

Fig. 32 Optical density of thermal paper 

(a) Coat weight 12 g/m2, (b) Coat weight 17 g/m2, (c) Coat weight 21 g/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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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바코드 물성 

전반적인 바코드의 반사율(Reflectance)값은 균일했다. Fig. 33에서 볼 

수 있듯, 언더 코팅층의 도공량이 높아질수록 여백 부분은 더 높은 

반사율을, 인쇄된 바코드 부분은 더 낮은 반사율을 나타냈으며 건조 

온도와 라텍스 입도에 의한 반사율은 균일했다. 

여백과 바코드 부분의 반사율 차이가 언더 도공량이 높을수록 컸기 

때문에 Fig. 34의 Symbol contrast 값 또한 언더 도공량이 높은 조건에서 

가장 높았다. 언더 도공량이 높을수록 평활한 표면성을 띄고 그로 인해 

균일한 양의 감열 용액이 코팅되고 열 에너지가 가해지면서 Edge contrast 

값 또한 높았으며 그로 인해 Modulation 또한 높아졌다. 

 

 

Fig. 33. Reflectance of barcode 

(a) Coat weight 12 g/m2, (b) Coat weight 17 g/m2, (c) Coat weight 21 g/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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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 Symbol/edge contrast and modulation of barcode 

(a) Coat weight 12 g/m2, (b) Coat weight 17 g/m2, (c) Coat weight 21 g/m2 

 

바코드의 Decodability와 Defect 값은 언더 도공량이 높은 조건에서 

전반적으로 우수했으며 앞선 Modulation과 마찬가지로 높은 도공량으로 

인한 평활한 언더 코팅층의 표면으로 감열 용액 코팅이 전반적으로 

균일하게 코팅되었고 선명한 바코드를 인쇄할 수 있었다. 언더 도공량의 

조건에 비해 건조 온도와 라텍스 입도에 의한 경향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미미했으며 캘린더링을 통해 코팅층의 구조가 균일해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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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 Defect and decodability of barcode 

(a) Coat weight 12 g/m2, (b) Coat weight 17 g/m2, (c) Coat weight 21 g/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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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는 최근 기재에 코팅을 통한 특수 기능을 부여하는 기술이 

여러 산업에서 활발하게 발전함에 따라 코팅 과정 시 코팅층에 발생하는 

주요 문제 중 하나인 바인더 마이그레이션 현상을 컨트롤 하여 제품의 

품질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 각 제품이 필요로 하는 최적의 코팅층 구조 

형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코팅층 구조 형성에 원인이 되는 요소들을 

각각 조절하여 비교하며 그 원인과 경향성을 분석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도공액은 감열지 제조에 사용되는 언더 도공액을 사용하였으며, 

소성클레이와 중공안료, SB 라텍스가 주 원료로 사용되었다. 라텍스 

입도와 건조 조건을 변화시켜 바인더 마이그레이션의 주요 원인인 

입자의 브라운 운동과 확산성을 조절하여 이러한 변화가 코팅층 구조와 

코팅된 도공지의 구조적, 강도적 특성에 어떠한 변화 주는지를 

관찰하였으며 이러한 각 조건의 코팅층들이 각각 감열지의 언더 

코팅층으로써 사용되었을 때, 제조된 감열지의 물성과 인쇄성에는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연구하였다. 

입자 크기가 작은 라텍스를 투입한 도공액의 경우 넓은 비표면적으로 

보수성이 좋았으며, 점도가 높았다. 건조 양상은 작은 크기의 라텍스를 

투입한 경우 높은 확산성과 보수성으로 인해 도공액이 부동화 되는 

시점이 늦어졌으며 그로 인해 조밀한 안료 패킹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도공지의 표면은 작은 라텍스를 사용한 조건이 더 거칠었으며 

그에 따라 광택도 또한 낮았다. 투기성은 라텍스 입자 크기가 작을수록 

조밀한 필름이 형성되고 늦은 부동화로 인한 밀도 높은 패킹으로 더 

높은 값을 나타냈으며, 건조 picking 강도에서는 불균일한 바인더 분포로 

인해 낮은 강도를 나타냈다. XPS와 SEM 이미지 분석을 통해 라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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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 크기가 클수록 표면에 많이 분포하며 코팅층 중앙부근에서는 

균일하게 분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감열 인쇄성에서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입도 조건에 따른 큰 차이를 볼 수 없었다. 추후에 

더욱 넓은 범위의 다양한 입도를 비교하는 연구를 통해 그 경향성이나 

임계점의 유무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건조 온도 또한 라텍스 입도만큼 바인더 마이그레이션과 코팅층 구조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건조 온도가 높아진 경우 빠른 건조 

속도로 인한 이른 부동화로 안료가 충분히 패킹되지 못해 벌키한 구조를 

형성했으며 그로 인해 높은 거칠음도와 투기성을 보였다. 건조 picking 

강도에서는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강도 또한 높아졌는데, 이는 사용된 

유기 중공안료가 일정 이상의 온도에서 녹아 필름형성을 하며 바인딩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XPS 결과에서 역시 빠른 부동화와 높은 

확산성으로 인해 라텍스가 표면에 밀집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밀집된 라텍스로 인해 미세하게 열 전도성이 높아져 광학 밀도가 

낮아졌다. 건조 온도 역시 바코드의 인쇄성을 비교하기는 힘들었으며 

감열 용액 코팅 이후 진행했던 캘린더 처리로 인해 코팅층의 구조가 

전반적으로 균일해졌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이후 연구에서는 더욱 넓은 

범위의 건조 온도를 통해 감열 인쇄성의 차이를 분석하거나, 캘린더 

처리 이전의 감열지를 인쇄하여 건조 온도별, 캘린더 처리 전과 후로 

감열 인쇄성을 비교하는 등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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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latex particle size and drying conditions on 

properties of color and thermal paper characteristics in 

pre-coating color for thermal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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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gment coating has become an indispensable process in paper industry 

today. Pigment coating not only improves the appearance of the substrates, 

but also improves several functional parts, such as the strength of surface 

structure and the barrier properties. Nowadays, the thin film form materials 

are widely used as a substrate in various industries, and coating technic can 

give them thermal, electrical insulation or selective permeability. Thermal 

paper is one of the famous specialty paper by coating thermal sensitive color 

on the base paper. It can print rapidly, quietly and it doesn’t need any ink. 

The market for thermal paper is growing fast due to these advantages, and 

Korean company is trying to become a ‘global leader’ with a lot of 

investment. Coating is becoming an increasingly important part of paper and 

related industries. However, several process problems can lead to make 

unexpected changes and errors inside the coating layer structure. Even small 

changes can easily degrade the product’s quality and cause inefficient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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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resources usage in the manufacturing process. The ‘binder migration’ due 

to unintended movement of binder particles is a major phenomenon that 

affects coating layer structure and is being studied in various fields as well as 

paper industry today. 

Many properties of coating layer structure such as porosity, surface 

roughness and binder distribution are formed when water absorbs into the 

base paper or evaporates into the air during the drying process. Binder 

migrates in the direction of base paper and top surface of the coating layer 

during consolidation and this phenomenon occurs non-uniformity of binder 

distribution which reduces strength of coating layer structure and printability. 

Binder migration has been studied for a long time and there have been several 

theories, but recent dominant theories are Brownian motion, surface trapping 

effect, and so on. Brownian motion and properties of substrates responsible 

for the binder migration include the particle size of the component, viscosity 

and drying condition. In this experiment, we compared binder migration 

phenomenon for Brownian motion and diffusivity changes in particles in a 

coating color by controlling the particle size and drying temperature of SB 

latex used as binder, and compared the surface properties of the coating layer, 

binder distribution, and coated paper properties. Furthermore, we analyzed 

how these changes in conclusion affect the quality and thermal printability of 

thermal paper to see how they actually affecting in the industry. Brownian 

motion and diffusivity of coating color depending on the particle size of SB 

latex were observed through viscosity, water retention value, and drying 

kinetics. The binder distribution of the coating layer was analyzed through 

XPS and SEM image analysis, and the resulting properties of the coated paper 

were analyzed by surface properties, air permeability, and dry pi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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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ngth measurements. Subsequently, thermal printing performance was 

evaluated through optical density and barcode printability by coating the 

thermal solution, and the results were studied in terms of coating layer 

structure due to binder migration. 

Results have shown that larger SB latex particles have accelerated the 

FCC point with lower water retention value and diffusivity, resulting in the 

presence of more latex particles on the surface. On the other hand, small latex 

particles formed a denser film but had a rough surface and low dry picking 

strength due to uneven binder distribution. In case of drying temperature, the 

drying rate increased as the temperature increased, leading to early 

stabilization of coating layer structure (FCC) and a bulky structure due to 

poor packing of pigments causing rough surfaces, high air permeability, and 

latex content on the surface. But, at a temperature above a certain degree, 

organic hollow sphere pigment, one of the components of pre-coating color, 

melted to form a film to bind, resulting in an increase in dry picking strength. 

In this study, we also conducted a study on the amount of thermal solution 

that depends on the surface quality of the pre-coating layer, and found that 

the better the surface and film formation, the smaller the coat weight under 

the same coating conditions, and it can reduce the use of unnecessary thermal 

solution. 

 

 

Keywords: SB latex, particle size, drying temperature, binder migration, 

structural properties, dry picking strength, thermal prin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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