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공용 바인더가 도공지의 힘터짐에 미치는 향

오규덕, 이학래, 심규정, 윤혜정, 한장선
1)

, 여승욱
1)

, 이용민
1)

 

서울 학교 농업생명과학 학 산림과학부, 
1)

(주) LG화학기술연구원

Influence of coating binder on the fold crack of coated paper

Kyu Deok Oh, Hak Lae Lee, Kyu Jeong Sim, Hye Jung Youn, Chang Sun Han
1)

, 

Seung Uk Yea
1) 

and Yong Min Lee
1)

Dept. of Forest Sciences, CALS, Seoul National University
1)LG Chem, Ltd.

1 .  서  론 

 일반 으로 지류제품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폴딩(folding)은 흔히 있는 공정으로, 책이

나 매거진을 바인딩 할 때, 지로 포장박스를 제조할 때 발생한다. 일반 으로 사용되

는 폴딩법은 나이  폴딩법와 포켓 폴딩법이 있는데, 이 두 방법 모두 회 하는 롤 사

이로 종이가 지나가면서 발생된다.1) 그러므로 종이는 폴딩이 될 때 격한 응력변화를 

겪게 되는데, 응력을 받지 않는 립면을 기 으로 외부는 인장응력을 받게 되고, 내부

는 압축응력을 받게 된다(Fig. 1). 이러한 응력변화에 의하여 폴딩이 발생하는 부분에 

터짐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힙터짐(fold crack)이라 한다. Fig. 2는 힘터짐 이미

지이다. Fig. 2와 같은 힘터짐은 제품의 기능 , 심미 인 경함으로 제품의 질을 하

시킨다. 이러한 힘터짐은 도공지에서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이는 도공지의 도공층을 

구성하는 도공안료는 섬유에 비하여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도공층에 

유연성을 부과하는 바인더는 도공지의 힘터짐에 큰 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도

공층을 구성하는 바인더가 도공지의 힘터짐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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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tress of folded area Fig. 2. Image of fold crack

2 .  재료   방 법

2 . 1  공시 재료

 실험에 사용된 도공원지는 내첨사이징이 된 아트지 원지로 평량은 158.0(±1.5) g/m
2

이

었다. 도공안료로는 Hydrocarb 60(coarse GCC)과 Setacarb 97(fine GCC)를 사용하

다. 도공용 바인더는 SB 라텍스와 분을 사용하 고, SB 라텍스의 물성은 Table 1과 

같다. 분의 경우 농도 20%, 온도 95℃에서 30분간 호화시켜 사용하 다. 보조바인더

의 경우, 도 조 을 하여 CMC를 사용하 다.  

SB latex Tg, ℃ Particle size, nm Gel content, %

Latex A -19.0 180 85.0

Latex B -3.0 163 78.0

Latex C 10.0 155 81.0

Latex D 24.3 165 82.0

Table 1. Properties of SB lat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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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실 험 방 법  

2.2.1 도공지 제작 

 이 도공 방식으로 도공지를 제작하 다. Pre 도공층과 top 도공층으로 구성하 고, 

총 도공량은 40 g/m
2

으로 설정하 다. Rod coator를 이용하여 도공 후, 도공지를 12

0℃, 90 s조건으로 열풍건조기로 건조시켰다.

2.2.1.1 Pre 도공층 분 함량의 향 평가 

 Pre층의 안료는 Hydrocarb 60을 사용하 고, 바인더는 Latex A와 분을 사용하 고 

rod coater를 이용하여 도공하 다. 도공액 조성은 Table 2와 같다. Pre층에 SB 라텍스

만 12 pph 사용한 경우에는 도 조 을 하여 CMC를 0.15 pph 첨가하 다. Pre층과 

top층의 도공량은 각각 20 g/m
2

이었다. 

2.2.1.2 Top 도공층 SB 라텍스의 Tg 향 평가

 Top층의 SB 라텍스 Tg를 변화시켜 도공액을 제작하 다. 도공액 조성은 Table 3와 

같다. Pre층과 top층의 도공량은 각각 20 g/m
2

이었다. 

2.2.1.3 Top 도공층의 SB라텍스 함량 향 평가 

 Top층의 SB 라텍스 함량을 변화시켜 도공액을 제작하 다. 도공액 조성은 Table 4와 

같다. Pre층과 top층의 도공량은 각각 20 g/m
2

이었다.

Pre layer Top layer 

Pigment Hydrocarb 60 Setacarb 97

Binder, pph 

Starch

0, 2, 4, 8

CMC(FF-5)

0.15

Latex A

12, 10, 8, 4

Latex C

12

Solids 

content, %
66, 65, 64, 63 65

pH 10

Table 2. Coating formulation for evaluation of effect of pre-coating layer starch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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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 layer Top layer 

Pigment Hydrocarb 60 Setacarb 97

Binder, pph 

CMC(FF-5)

0.15

CMC(FF-5)

0.15

Latex A

12

Latex, 12

(B, C, D)

Solids 

content, %
66 65

pH 10

Table 3. Coating formulation for evaluation of effect of top-coating layer latex Tg.

Pre layer Top layer 

Pigment Hydrocarb 60 Setacarb 97

Binder, pph 

CMC(FF-5)

0.15

CMC(FF-5)

0.15

Latex A

12

Latex B

8, 12, 16

Solids 

content, %
66 65

pH 10

Table 3. Coating formulation for evaluation of effect of top-coating layer latex 

content.

2.2.2 힘터짐 평가 

 도공지의 힘터짐은 도공지에 0.6 cc의 색 오 셋 잉크(tack value 10)로 인쇄를 

두 번 시행한 후, 도공액의 보수도 측정장치인 AA-GWR을 이용하여 반으로 는다. 

폴딩된 도공지는 Fig. 3과 같은 샘 거치 에 올려놓고 힌 바깥 부분을 스캔하여 이

미지를 얻었다. 얻은 이미지를 binary 이미지로 재구성하여  Eq. 1로 힘터짐을 평가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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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ample holder for observing the fold crack. 

    
 

×  ---------[Eq. 1]

3 .  결과   고 찰

3 . 1  P re 도공층  분 함 량  향  

 Fig. 4는 pre층의 바인더 함량을 총 12 pph로 고정시킨 후, 분과 SB 라텍스 함량을 

변화시키면서 도공지의 힘터짐을 평가한 결과이다. Pre층 내 분함량이 증가할수록 

힘터짐의 발생이 증가하 다. 일반 으로 바인더로써 분은 SB 라텍스에 비하여 상

당이 스티 한 필름을 형성한다. 그러므로 도공층에 분의 함량이 증가되면 도공층의 

유연성은 떨어지게 된다. 분의 함량이 은 도공지가 폴딩이 되면, 폴딩 과정에서 발

생하는 인장응력은 도공층이 신장되면서 완화되고 분의 함량이 높은 도공지가 폴딩

이 되면, 폴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장응력은 도공층이 괴되면서 완화되는 것으로 

단된다. 그리고 이러한 pre층의 괴는 top층으로 달되어 Fig. 4와 같은 결과가 나타

난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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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Fold crack depending on starch content of the pre-coating layer. 

 3 . 2  T op 도공층  S B  라 텍 스 의 T g 향  

 Fig. 5는 top층의 SB 라텍스 Tg 변화에 따른 힘터짐 평가 결과이다. 총 바인더 함

량은 12 pph로 고정하 다. SB 라텍스의 Tg가 높아지면 힘터짐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SB 라텍스의 Tg는 바인더가 도공층 내에서 필름을 형성하는데 큰 향을 미

친다. 도공 후, 건조과정을 거치면 SB 라텍스는 필름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 때 낮은 

Tg의 SB 라텍스는 필름형성능력이 좋아 높은 Tg의 SB 라텍스에 비하여 상 으로 

유연한 도공층을 형성하게 되고 이는 힘터짐에 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낮은 Tg의 

SB 라텍스를 사용하면 도공층의 신장률이 좋기 때문에 폴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장

응력은 도공층이 신장되면서 완화되고, 반 로 높은 Tg의 SB 라텍스를 사용하면 도공

층의 신장률이 낮기 때문에 폴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장응력은 도공층이 깨짐으로써 

완화되는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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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Fold crack depending on latex Tg of the top-coating layer

3 . 3  T op 도공층  S B  라 텍 스 의 함 량  향  

 Fig. 6은 top층의 SB 라텍스 함량 변화에 따른 힘터짐 결과이다. Top층의 SB 라텍

스 함량이 증가하면 힘터짐은 감소되었다. 그러나 8 pph와 12 pph의 경우 큰 차이가 

없었다. 이는 힘터짐을 선택한 샘 의 도공원지의 평량이 낮거나, 도공량이 낮기 때

문으로 단된다. Prall은 polyester 필름에 PVC(Pigment Volume Concentration)에 따

라 도공을 한 후, 도공층을 필름에서 벗겨내어 도공층의 인장물성을 평가하 다. 평가 

결과, 도공층 내의 바인더 함량이 증가할수록 도공층의 신장률은 증가하 다.
3)

 Top층

의 SB 라텍스 함량을 높여 도공층의 신장률이 증가되면, 폴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장

응력은 도공층이 신장되면서 완화되어 도공지의 힘터짐이 감소하는 것으로 단된다. 

Fig. 6. Fold crack with latex content of the top-coating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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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도공용 바인더의 종류와 함량에 따른 도공지의 힘터짐을 평가하 다. 

Pre층에 바인더로 사용되는 분의 함량이 증가하면 힘터짐의 발생이 증가하 다. 

이는 pre층의 유연성 한 힘터짐에 상당히 요하는 것을 의미한다. Top층에 사용

되는 SB 라텍스의 Tg가 낮으면 힘터짐의 발생이 감소하 다.  마지막으로, top층의 

SB 라텍스함량이 늘어나면 도공층의 신장률이 증가하여 힘터짐의 발생이 하되는 

것으로 단된다. 이 도공방식으로 도공층을 구성할 때, pre층의 분 함량을 이고, 

top층에 낮은 Tg의 SB 라텍스를 사용하고, 그 함량을 늘리면 힘터짐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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