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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인쇄 및 포장재 제조업에서는 부드러운 색의 재

현, 그리고 목표색과 정확히 일치하는 색의 제조

를 위하여 별색을 제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별

색은 인쇄기의 제어부에서 삼색의 혼합으로 만들

어지는 자동 조색과는 달리 숙련된 작업자의 수작

업으로 제조된다. 즉, 작업자가 색을 직접 혼합하

면서 주문 색상을 눈으로 비교하는 일련의 과정으

로 만들어진다. 이러한 수작업에 의한 별색 조색

은 재현성 문제, 수작업에 의한 잉크 재고의 과다, 

숙련된 전문가 양성의 어려움 등 많은 단점을 가

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잉크 교반공정의 자동화가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은 옵셋(offset) 인쇄에 사용되는 잉크를 

자동으로 교반하는 시스템의 개발에 대한 것으로, 

기존의 관련 연구로는 임펠러(impeller)를 사용하여 

교반기의 교반 성능을 해석한 연구를 들 수 있

다.(1~8) 이러한 논문들은 임펠러 주위의 유체 흐름

의 역학적 해석,(1,2,6) 임펠러 설계,(3~5) 그리고 교반 

효과(7,8)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2.2 절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임펠러 방식이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정도의 

옵셋 잉크 교반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서 임

펠러를 사용하지 않고 교반할 수 있는 구조를 가

진 자동 교반기의 설계 및 개발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하려는 교반시스템의 설계제원은 다

음과 같이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옵셋

Key Words : Offset Ink(옵셋 잉크), Spot Color(별색), Automatic Mixing System(자동 교반시스템)  

초록: 본 논문은 옵셋인쇄용 잉크를 자동적으로 교반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교

반 공정은 페인트, 잉크 등 색을 다루는 많은 산업 분야에서 필요하고, 특히 소량의 고점성 잉크를 섞어

서 별색을 제조하기 위한 자동화된 시스템은 해당 산업체에서 크게 필요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선 공

전과 자전에 의한 회전과 벨트 전동 방식으로 잉크를 교반할 수 있는 시스템의 설계, 제작, 실험이 수행

되었다. 회전 방향, 속도, 교반용기의 각도 및 잉크 양 등 다양한 조건에서 실험을 수행함으로써 교반시

스템의 성능을 검증하였다. 또한 실험을 통해 잉크 교반에 적합한 조건을 찾음으로써 옵셋 인쇄업체에

서 별색 제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reports the development of an automatic system for mixing offset printing ink. The ink mixing 

process is important in industrial fields where paint and ink are used. In particular, there is a demand for automating the 

process of producing spot colors, which involves mixing a small quantity of high-viscosity ink. The authors designed, 

fabricated, and experimentally tested an automatic mixing system that employs the revolution and rotation of ink and 

the transmission by belts. The performance of the ink mixing system was verified by conducting numerous experiments 

to determine the effect of rotation direction, speed, ink container axis angle, and ink amount. Conditions suitable for 

mixing offset ink are presented for use as guidelines for producing spot col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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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용 잉크를 자동으로 교반할 수 있는 시스템, 

둘째, 50 g 이상 300 g 이하의 잉크를 교반할 수 있

는 시스템, 셋째, 300 g 이하의 잉크를 교반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0 분 이내인 시스템, 넷째, 저진동

의 교반시스템이다.  

2. 옵셋 잉크와 잉크의 교반 방법 

2.1 옵셋인쇄용 잉크 

본 연구에선 대한잉크의 KREENTEC 3 원색 옵

셋인쇄용 잉크를 사용하였다. 옵셋 잉크는 온도차

에 의하여 점도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지만 제조회

사에 따른 편차는 크지 않다. Table 1에서 20°C 와 

40°C 조건에서 옵셋 잉크의 점도를 확인할 수 있

다. 꿀의 점도가 20-100 POISE 인 것을 고려하면, 

옵셋 잉크의 점도가 매우 높다는 점과 이에 따른 

교반의 어려움을 예상할 수 있다.  

 

2.2 임펠러 방식 교반 방법 

이 방식을 따르는 교반시스템은 교반용기, 회전

력을 생성하는 모터와 모터로부터 회전력을 전달

하는 임펠러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교반장치가 간단하고 저가의 장비만으로 교반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Fig. 1과 같이 상용화

된 OST20 stirrer (IKA Co.)와 네 종류의 임펠러를 

사용하여 실험한 결과, 이 시스템이 옵셋 잉크의 

교반에 적합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험

에서 잉크는 적색 100 g과 청색 100 g을 사용하였

고 500 rpm까지 교반속도를 증가시켰다.  

10 분 이상 교반을 하였으나 임펠러의 회전력이 

교반용기의 벽에 가까운 잉크에 미치지 않았고, 

이렇게 섞이지 않은 잉크는 장시간 교반에도 섞이

지 않은 채로 남았다. 이 실험을 통해서 임펠러 

중심축의 회전력 만으로 점도가 높은 옵셋잉크를 

300 g까지 교반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확인하였고, 

교반 방법의 전환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2.3 공자전식 교반 방법 

공자전식 교반시스템의 경우, 임펠러의 회전력

이 아닌 공전과 자전에 의한 회전력의 결합으로 

잉크를 교반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공전과 자전을 

위한 교반장치, 교반용기와 교반용기를 고정하여 

회전력을 전달할 교반용 홀더가 이 시스템의 주요 

구성 요소이다.  

공전운동은 Fig. 2 와 같이 A 축을 중심으로 회

전하는 운동으로, 교반용기 안의 잉크에 원심력을 

작용 시켜서 잉크가 용기 바닥에 밀착되게 한다.  

Table 1 Viscosities of offset printing ink 

 
황 적 청 흑 비고 

POISE 

12,680 13,560 12,600 15,480 20°C 

2,670 2,055 1,902 5,064 40°C 

 

 

 

Fig. 1 Impellers (A-D), ink, and a mixer for experiments  

 

Fig. 2 Revolution and rotation of an ink container  

그리고 자전운동은 B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운

동으로 잉크가 B 축을 중심으로 회전력을 얻어 잉

크가 섞이게 된다. 고속공전으로 용기의 바닥에 

밀착되어 바깥으로 밀려난 잉크가 자전과 용기의 

기울어진 각도에 의해 다시 안쪽으로 미끄러지게 

되면서 서로 마찰과 교차에 의해 균일한 혼합효과

를 기대할 수 있다. 

3. 벨트전동 공자전식 교반시스템의 설

계 및 제작 

3.1 설계의 목적 

공자전식 교반시스템의 설계 시, 다양한 사항의 

고려가 필요하다. 우선 공전과 자전의 속도가 변

경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

다. 이를 통해서 교반 시스템의 적정한 회전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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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ncept design of the ink mixing system with two 

motors and belts 
 

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공전과 자전의 방향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

다. 이는 교반 시 공전과 자전의 회전방향이 미치

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교반용기의 각도를 변경이 가능하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옵셋 잉크의 교반 시 가장 적합

한 교반용기 각도를 실험적으로 찾아내기 위해서 

교반용기의 각도가 변경 가능한 것이 필요하다. 

또한 상용 용기를 교반용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반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반용기

로 특수 용기를 제작할 필요 없이 상용화된 플라

스틱용기의 사용이 가능하다면, 시스템의 제작 단

가나 무게 등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를 위해서는 상용화된 용기를 교반시스템에 장착

할 수 있어야 하고, 교반 시 교반시스템에 고정되

어 있어야 하며, 교반 후에는 쉽게 분리가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도록 상용

화된 교반용기에 적용할 수 있는 장치를 설계한다. 

Fig. 3는 교반시스템의 개념설계를 나타낸 것이다.  

 

3.2 전동장치부의 설계 

전동장치부의 설계에서는 모터의 선정과 동력전

달 장치인 벨트부의 설계를 하였다. 모터의 설계 

시 산업 현장에서도 쉽게 적용 가능한 모터의 선

정에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벨트 전동 장치에선 

타이밍 벨트와 원형 벨트를 나누어서 설계하였다.  

 

3.2.1 모터의 설계 

공자전식 교반시스템의 구현을 위해선 모터가 

두 개 이상 필요하다. 모터의 필요한 용량을 구할 

때, 하중을 감아 올리는 경우나 벨트를 구동하는 

경우 등 많은 경우에 따라서 다른 식을 적용할 수 

있다. 교반시스템에서는 회전 관성체를 구동하는 

경우로 다음과 같이 용량을 구할 수 있다. 식 (1)

의 모터 용량 Pg 는 식 (3)의 회전자의 디스크 휠 

효과(관성부하)도 포함한 것으로 여기서 토크 T 는 

식 (2)에서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식 (1)-(3)에서 N

은 디스크 휠의 회전수(rpm), t는 N회전수까지 가

속에 필요한 시간(초), W 와 D 는 디스크 휠의 질

량(kg)과 외경(cm)이다.  

 

)(   027.1 WTNPg ⋅⋅=    (1) 

)10(   
37500

2
2

×⋅⋅= cmkgf
t

NGD
T   (2) 

)(   
2

1 222 cmkgfDWGD ⋅⋅⋅=   (3) 

 

300 g 이하의 잉크를 교반할 교반시스템에 적당

한 모터의 용량을 구하기 위하여 공전용 모터가 

회전시켜야 하는 교반기 부품들의 부피를 구하였

다. 여기에 철의 비중을 곱하여 계산한 결과, 공전

용 회전력으로 회전하는 부분의 질량은 약 10 kg

이다. 회전 반경은 36.9 cm 이므로 이를 통하여 

GD2 의 값과 토크를 계산하고, 모터가 800 rpm 으

로 도달하는 시간을 안전성을 고려할 때 10 초라

고 가정할 경우 필요한 모터 용량을 1.5 kW 로 계

산하여 정하였다. 모터 종류 선정 과정에선 연속 

사용 시 정격 토크의 일정성 유지가 가능하며 크

기에 비하여 우수한 토크 성능을 보유한 BLDC 

모터를 선정하였다. 또한 모터의 용량대비 크기와 

무게를 고려할 때 BLDC 모터가 적절하다고 판단

하였다. 

모터는 수직으로 배치하여 모터가 교반시스템의 

하부에 위치하도록 설계하였다. 모터가 좌우 대칭

이 되도록 같은 모터 두 개가 마주 보도록 설치하

여 균형을 맞추었고, 모터의 무게가 아래로 작용

하도록 설치하여 전체적인 시스템의 무게가 아래 

부분에 작용하도록 하였다. 전체 시스템의 하중의 

분포는 교반시스템에서 매우 중요하다. 전체적으

로 하중이 하부에 분포하고 상부는 가볍게 하여 

상부에서 회전운동이 원활하게 일어날 때, 하부에

서는 이러한 회전운동 시 발생하는 진동을 감소시

킬 수 있도록 상당한 무게의 하중이 필요하다. 이

러한 점에서 두 개의 모터를 시스템의 하부에 배

치함으로써 교반 시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다.  

 

3.2.2 벨트의 설계 

모터의 동력전달을 위해선 소음과 진동이 적은 

동력전달 기구가 필요하다. 동력전달기구로 기어

와 벨트 방식을 고려하였고, 장단점을 검토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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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동력전달성능이 비교적 우수하고 소음과 진동

이 적은 벨트 구동 방식을 선정하였다.  

벨트의 경우, 타이밍벨트와 원형벨트 두 종류의 

벨트를 사용하여 모터의 회전력을 잉크 교반에 이

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전축의 경우 모터 회전

이 직접 타이밍벨트를 통하여 전달되도록 하였고 

자전은 타이밍벨트를 통한 회전력이 원형벨트용 

풀리에 전달되도록 하였다. 원형벨트 풀리와 자전

용 벨트 풀리 사이에는 우레탄 원형벨트를 설치하

여 모터의 회전력이 자전축에 전달되도록 하였다.  

타이밍벨트는 동력전달용으로 구하였고 재질은 

80°C 이상에서도 이용 가능한 고무 재질을 선택

하였다. 우레탄 벨트의 경우 80°C 이상에서는 사

용이 불가능하였고 고무벨트는 100°C 까지 사용이 

가능하였다. 

타이밍벨트는 벨트 규격 중 L 형으로 선택하였

고, 설계 시 우선 벨트 풀리의 규격을 택하여 설

계도면에서 벨트 풀리 간 중심거리를 계산한 후 

벨트 피치 길이를 계산하였다. 벨트 폭의 경우, 전

달 동력을 모터동력의 80%로 가정하고 계산을 하

여 벨트 폭을 선정하였다. 벨트 풀리는 보스부를 

가지며 벨트가 벗어나지 않도록 벨트 날개가 부착

되어 있고, 모터나 축에 부착 시 세트 스크류로 

장착이 가능한 형태로 설계하였다. 타이밍벨트 풀

리는 모터와 구동부에 각각 1 개씩 부착되며 모터

에서 구동부로 타이밍벨트로 연결되는 풀리 지름

의 치수가 1:2 가 되도록 설정하여 구동 회전부에

서 토크의 증가가 있도록 하였다.  

자전용 벨트인 원형벨트는 롤러 반송을 위한 구

동장치로서 탁월함을 인정받고 있다. 뛰어난 유연

성과 신축성은 어떠한 굴절도 가능하게 한다는 이

점이 있다. 원형벨트의 경우 절단면 (Open end) 형

태의 벨트는 간단한 장비를 이용하여 몇 분 만에 

무한궤도 (Endless) 형태로 접착이 가능하다. 각 벨

트가 풀리에 장착된 모습을 Fig. 4 에서 확인할 수 

있다. 

 

 

 

Fig. 4 Timing belts and round belts  

교반시스템에선 고회전에 의한 벨트의 미끄러짐이 

없도록 고장력형을 선택하여 설계하였다. 상용화된 

벨트 풀리는 직경 2-10 mm의 벨트까지 장착이 가능

하다. 벨트 구동 시스템 모델에선 다른 부품과의 상

호 치수 관계를 고려하여 5 mm 직경의 벨트를 사용

하여 전체 벨트 구동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공전축

에서 모터의 회전력을 전달하는 2 련형 (Double 

grooves) 원형벨트 풀리의 경우 두 개의 원형 벨트가 

걸리게 되므로 벨트의 직경이 크면 좌우 대칭이 되

기 어려운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

해서 벨트 시스템의 원형벨트는 5 mm 직경을 사용

함으로써 좌우대칭의 원형벨트 풀리의 배치가 가능

하도록 하였다. 이 모델에 동력전달의 효율을 높이

기 위하여 더 큰 직경의 원형 벨트를 고려할 경우 

회전부의 좌우 대칭이 어렵게 되어 전체적인 시스템

의 균형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이다.  

원형벨트의 장점은 벨트를 통하여 일정 각도로 형

상을 변형한 상태에서도 고속으로 동력전달이 가능하

다는 점이다. 일정 각도로 벨트를 구부리는 것은 아

이들러 롤러를 사용함으로써 가능하였다. 아이들러 

롤러는 그 배치에 따라서 수직형과 수평형으로 장착

이 가능하다. 아이들러 롤러를 설계 시 Fig. 5와 같이 

수평형과 수직형의 혼합 방식을 고려하여 벨트부를 

설계하였으나 원형벨트 풀리부를 설계한 후 이를 직

접 벨트에 걸어서 검토한 결과 벨트의 벗겨짐 현상이 

수평형 위치에서 일어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이들러 롤러는 벨트의 각도 변경과 함께 동력전

달도 원활하게 해야 한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여 아

이들러 롤러의 위치를 수직형으로만 설치하는 것으

로 설계하였다. 수직형으로 함으로써 벨트 전달부가 

좌우 대칭으로 되어 수평형 수직형 혼합 배치의 모

습보다 안정적으로 동력전달이 가능하였다. 아이들

러 롤러에서 벨트가 꺾임으로써 자전용기가 45 도의 

일정한 각도로 기울어진 상태로 회전이 가능하였다.  

 

 
(a)                  (b) 

Fig. 5 Application of idler roller in the mixing system (a) 

Mixed type (b) Vertical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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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축과 베어링의 설계 

교반시스템의 축은 주로 회전에 의하여 동력을 

전달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며 교반기 상부회전부의 

하중 지지의 용도로도 사용되었다. 축은 베어링으

로 지지되어 있도록 하여 저널이 여러 군데 있고 

축에 벨트 풀리를 연결하여 모터의 동력을 전달하

도록 설계하였다. Fig. 6 과 같이 축은 공전축 1 개

와 교반용기를 직접 회전시키는 자전축 2 개로 총

3 개의 축이 시스템에 사용되었다. 공전축은 수직

으로 교반시스템의 중앙에 설치되었고 자전축은 

서로 대칭이 되도록 하여 공전축 양쪽에 균형을 

맞추어 설치되었다. 그리고 교반력의 증대를 위하

여 자전축은 일정각도로 기울어지도록 설계하였다.  

공전축은 수직으로 설치되는 축으로 주로 회전

에 의한 비틀림을 받는다. 굽힘에 의한 하중의 경

우, 자전축을 고정하고 있는 회전판 아래에 위치

한 타이밍벨트 풀리에 벨트 장력에 의해서 작용하

는 굽힘 하중만을 고려하였다. 이때는 축 단면에 

굽힘응력과 전단응력의 조합응력이 발생하므로 같

은 효과를 주는 상당 모멘트를 생각하고 이 값에

서 축의 지름을 산출하였다. 축 설계 시 주요 고

려대상이 회전에 의한 비틀림이므로 최대전단응력

설에 따라서 축의 지름을 설계하였다. 계산 결과, 

공전축의 직경은 18.7 mm가 적합함을 알 수 있었

다. 베어링 부와 다른 부품과의 연관성을 고려하

여 공전축은 30 mm 직경으로 설계를 하였다. 그

리고 30 mm 의 직경에서 축의 위험속도가 2300 

rpm이므로, 축의 회전수가 2300 rpm을 넘지 않도

록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자전축은 공전축과 같은 방식으로 설계하였고 

일정각도로 회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자전축의 

끝단에 핀이나 볼트를 사용할 경우, 응력이 집중

되어 축의 강성이 약해지고 제작에 어려움이 있으

므로, 자전축의 끝단에 나사산을 내고 크라운 너

트로 체결 후 이붙이와셔를 사용하여 나사의 풀림

을 방지하였다. 이붙이와셔의 이를 크라운 너트의 

이 자리에 잠금으로써 너트의 풀림을 방지하는 것

이 가능하였다. 자전축 끝단의 조립모습은 Fig. 7

과 같다. 

축을 설계한 후 축의 직경에 맞추어서 베어링을 

설계하였다. 베어링이 설치될 수 있는 공간이 제

한적이어서 이 범위 내에서 베어링의 형식과 치수

를 선정하였다. 회전하는 축을 지지하도록 레이디

얼(radial) 하중과 스러스트(thrust) 하중을 모두 고

려하여 그에 맞는 구름 베어링을 선정하였다.  

동일 치수 계열의 경우 볼베어링에 비해 로울러 

베어링 쪽이 부하능력이 높으며 스러스트 하중이 

걸리는 용도에도 로울러 베어링이 적합함을 알 수 

있다. 특히 테이퍼로울러 베어링은 레이디얼 하중

과 스러스트 하중 모두에서 부하능력이 뛰어나 교

반 시스템의 공전축에 적합한 베어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볼베어링, 스러스트니들 베어링과 테

이퍼로울러 베어링을 선정하였다.  

 

3.2.4 교반용기의 설계 

교반용기는 교반시 열에 대한 내열성, 가격과 

사용가능 크기 등을 고려하여 HDPE (고밀도 폴리

에틸렌) 용기를 사용하였다. 최대 300 g 잉크의 교

반이 가능하도록 500 ml 용기를 사용하였다. 고속 

회전하는 용기를 홀더에서 지지 하기 위하여 링 

모양의 실린더 패킹용 고무씰이 용기와 용기홀더 

사이에 들어가도록 설계하였다. 고무씰은 방향성

을 가지고 적용 사이즈가 다양하여 용기 홀더용 

고무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였다. 고무씰의 내

경을 용기의 외경에 맞추고 고무씰의 외경을 용기 

홀더의 내경에 맞춤으로써 용기를 고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고무씰의 탈착을 위해서 용기홀더에 

Fig. 8 과 같이 구멍을 제작하여 스틸 봉을 사용하

여 고무씰을 용기 밑의 안쪽에서 바깥쪽 위로 밀

어내어 제거하기 용이하도록 하였다.  

 
 

 
 

Fig. 6 Shafts in the mixing system 

 

 

 

(a)          (b)           (c) 
 

Fig. 7 Locked shape of shaft end (a) Crown nut, (b) 

Tooth washer, (c) Assembly of washer and n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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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Rubber seal for fixing the ink containers 

 
3.2.5 교반시스템 시작품의 제작 

교반시스템을 제작하기 위한 금속재료로 탄소강과 

알루미늄을 사용하였다. 교반통 홀더는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인 SS400 을 사용하였고 공전축 및 자전축 

그리고 하부 베이스는 기계 구조용 탄소강인 

SM45C 를 사용하였다. 교반시스템의 축, 회전판, 교

반용기 홀더 와 베이스 이외의 상판과 교반시스템 

장치는 A6061 합금을 사용하여 가벼우면서도 내식

성과 강도를 가지도록 하였다. 고속회전에 적합하도

록 축과 몸체부를 설계하여 제작한 시작품의 전체 

외형 크기는 400 mm×450 mm×730 mm 이고 Fig. 9에

서 완성된 교반기 시작품을 확인할 수 있다.  

4. 자동 교반시스템의 실험 

4.1 실험 방법 및 장비 

교반 성능 실험에서 교반시스템에 황색 잉크와 청

색 잉크를 넣고 일정 시간 동안 교반 후 녹색 잉크

를 얻을 수 있는지 확인하였다. 그리고 교반 전 잉

크의 온도와 교반 후 잉크의 온도를 측정하여 교반 

효과와 잉크 온도와의 관계를 측정하였다. 또한 진

동계를 사용하여 시스템의 진동 정도를 측정하였다. 

진동측정기는 3116-accelerometer (ACO Co.)를 사용하

여 측정하였다. Fig. 10에서 실험에 사용된 잉크와 기

기를 확인할 수 있다.  

 

4.2 공전과 자전의 방향 및 속도에 대한 실험 

공전과 자전의 회전 방향에 의한 교반 효과 실

험을 실시하였다. 공전용 모터의 회전방향과 자전

용 모터의 회전방향이 일치하도록 설정한 후 7 분 

동안 교반 후 잉크의 교반정도를 확인하였다. 다

음 실험에서는 공전용 모터와 자전용 모터의 회전

방향을 반대로 설정한 후 역시 7 분 동안 교반하

였다. 황색 잉크 200 g 과 청색 잉크 50 g 을 사용

하였고, 교반용기의 각도는 45 도, 교반 속도는 공 

 
 

Fig. 9 Automatic mixing system prototype 
 

 

  
 

Fig. 10 Ink and devices for experiments  

 

공전과 자전 모두 시스템의 최대속도인 800 rpm

으로 설정하여 교반을 실시하였다. 

실험 결과 공전과 자전 방향이 같은 경우 잉크가 

전혀 섞이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공전과 자전의 방향

이 같은 경우 회전력은 같은 방향에 의해 상쇄되고 

교반통 안에서 소용돌이가 생기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공전과 자전 방향이 반대인 경우 잉크가 녹색

으로 완전히 교반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공전과 

자전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작용하여야 용기 내의 잉

크에 소용돌이가 형성되고 이러한 소용돌이의 힘으로 

고점도 잉크입자에 운동을 주어 마찰에 의하여 상호 

교반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잉크의 최적 교반 시간을 찾기 위하여 공전과 

자전의 속도비를 동일하게 800 rpm 으로 일정하게 

한 후, 교반 시간을 5분, 6분, 7분으로 다르게 설

정하고 교반 결과를 확인하였다. 교반용기의 각도

는 45 도로 유지하고 250 g 의 잉크를 용기 두 개

에 담고 실험을 실시하였다.  

교반 시간이 5분과 6분의 경우 용기 바닥에 황색 

잉크가 교반 되지 않고 남아 있었고 일부 벽면에 묻

은 잉크도 교반되지 않았다. 교반 시간이 7분이었을 

때는 용기 안의 잉크가 완전히 교반되었고, 이 때 

잉크의 온도가 74°C 임을 확인하였다. 이 실험을 통

해서 250 g 잉크를 800 rpm 으로 교반 시 교반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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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최소 시간이 7분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육안

으로 교반 정도를 확인하는 것 외에 교반 후 잉크의 

온도를 측정함으로서 교반정도를 확인하는 것이 가

능함을 확인하였다. 교반 시간과 교반 후 잉크의 온

도 사이의 관계는 Fig. 11과 같다.  

또한 공전과 자전의 속도비를 변경하면서 교반 실험

을 하였다. 이를 통해서 공전과 자전의 상호 원심력에 

의하여 잉크를 교반 시 공전과 자전의 속도 중 어떤 

변수가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공전과 자전의 속도비가 800/600 rpm과 600/800 rpm인 

경우를 비교하였을 때, 전자의 경우 7 분 내에 잉크가 

성공적으로 교반이 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후자의 경

우 10분 이상 교반을 하였지만 벽면의 일부 잉크가 섞

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하여 공전 속도

가 자전 속도보다 교반에 더 중요한 인자임을 확인하

였다. 실험 결과를 Fig. 12에 정리하였다.  

공전이 교반에 더 중요한 인자인 것은 교반기의 

구조에 따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공자전 교반

시스템의 원리를 나타낸 Fig. 2 에서 공전축인 축

A 중심의 회전반경이 자전축 B 중심의 회전반경보

다 더 크다. 따라서 공전축 주위의 원심력이 자전

축 원심력보다 크게 형성되어 교반 효과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11 Relationship between the temperature of mixed 

ink and the mixing time  
 

  
Fig. 12 Temperature of mixed ink and vibration level for 

different ratios of revolution and rotation  

4.3 온도와 교반용기 각도의 영향에 대한 실험 

온도와 교반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고점도의 

잉크가 교반이 되려면 상호원심력에 의하여 잉크 

입자가 마찰을 일으켜야 한다. 잉크 입자들이 서

로 마찰을 하게 되면 온도가 상승하면서 점도가 

떨어지게 되고 교반이 이루어지게 된다. 고점도 

잉크의 경우 60°C 이상이 되어야 교반이 이루어

짐을 실험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공전과 자

전의 속도를 높일 수록 상호 원심력에 의한 교반

효과가 활발히 일어나고 온도가 증가함을 실험 결

과로 알 수 있었다.   

또한 교반용기의 각도에 변화를 주어서 용기의 

각도와 잉크의 교반 사이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초기에 설치된 45 도의 각도에서 ±7.5 도

의 각도 변화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함으로

써 용기의 각도 변경이 가능하다. Fig. 13 과 같이 

각도에 변화를 주면서 잉크 250 g을 7분 동안 교

반하였고, 잉크의 교반 정도, 온도, 진동을 확인하

였다. 각도를 변경 시 아이들러 롤러 위치의 변경

도 같이 하여서 벨트가 각도 변화에 따라 이탈하

는 것을 방지하였다.  

각도 시험 결과 Fig. 14 와 같이 52.5 도로 각도

가 세워진 경우에 교반 정도가 떨어지고 37.5도에

서 교반 정도가 가장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모든 

각도에 대해서 잉크는 완전히 교반이 되었고 교반

정도는 온도의 비교를 통하여 알 수 있었다. 그러

나 진동량으로 판단할 경우 45 도에서 가장 우수

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실험결과는 교반용기 각도의 변화에 따

라 용기 내 잉크의 무게중심이 변하게 되고 이에 

따라 원심력이 작용하는 회전반경이 변한 것이 주

원인으로 판단된다. 45 도의 각도에서는 Fig. 15 와 

같이 용기 안의 잉크 A1과 B1가 같아서 원심력에 

따른 구동진동이 적어 안정적인 회전이 가능하다. 

그러나 45±7.5 도의 각도에서는 용기 안의 잉크 

A1 과 B1 이 같지않아서 원심력에 따른 구동 진동

이 45 도의 경우보다 크게 발생하는 것이다. 실험

과 고찰을 통해서 공전축을 기준으로 교반용기의 

좌우 대칭성이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4.4 교반용량에 대한 실험 

공전과 자전의 속도비를 최대치인 800/800 rpm

으로 하고 교반 용량을 다르게 하면서 완전 교반

에 필요한 최단 시간을 측정하였다. 앞의 실험에

서는 교반되는 잉크량을 250 g으로 일정하게 하고 

다른 교반 변수들을 측정하였지만 이번 실험에서

는 교반용량을 다르게 설정하고 교반 결과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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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Adjustable angle of ink container axis 

 

 

Fig. 14 Temperature of mixed ink and vibration level for 
different angles of ink container axis  

 

 

Fig. 15 Effect of ink container axis angle on mixing 

 

 

Fig. 16 Mixing time and vibration level for different 
amounts of ink  

 

하여 교반에 필요한 한계 시간을 측정하였다. 교

반용기의 각도는 45 도로 일정하게 유지하고 실험

을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는 Fig. 16과 같다. 

잉크 양이 250 g 에서 125 g 까지는 잉크 양이 줄

어들면서 교반 시간도 줄어들었다. 하지만 125 g 보

다 적은 양에서는 교반 시간이 오히려 더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교반 용기 용량 500 g 의 절반인 250 g

과 용기 용량 절반 이상인 300 g 사이에는 교반 시

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250 g 이상 구간에서 

진동이 급격히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교반 

시간과 진동량을 고려할 때, 교반 가능한 최대 용량

은 300 g, 최소 용량은 60 g이라고 할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 옵셋 인쇄공정에 필요한 별색잉크를 

자동으로 교반하여 제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 

제작, 실험하였다. 모터로 동력을 생성, 벨트에 의해 

동력이 전달되는 공자전 방식 교반시스템을 부품별로 

상세히 설계하였고 다양한 조건에서 실험을 수행하였

다. 이를 통해 설계된 시스템이 고점도 옵셋 잉크의 

교반에 적합한 것을 검증하였고, 최적의 교반 조건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작된 교반시스템의 교반용기 한 개 당 교

반이 가능한 잉크의 최소량은 60 g 이고, 최대량은 

300 g 이다. 그리고 공전과 자전의 속도가 800/800 

rpm 일 때, 완전 교반에 걸리는 최소시간은 각각 8

분과 6분이다.  

둘째, 교반시스템의 회전은 공전과 자전이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여야 교반이 이루어짐을 확인하였

다. 그리고 속도에서는 공전속도가 자전속도보다 

교반정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또한 교반 시 

용기의 각도는 교반정도와 진동을 고려하였을 때 

45도가 적합한 각도임을 확인하였다. 

셋째, 완전 교반된 잉크의 경우 교반 후 온도가 

60°C 이상이 되어야 한다. 교반 시 마찰에 의한 

교반정도와 교반 후 온도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넷째, 벨트로 전동되는 교반시스템은 기어방식에 

비해서 10 m/s2 의 진동량을 3 m/s2 이하로 줄일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서 개발된 교반시스템

은 옵셋 인쇄업체에서 별색 잉크 제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설계과정에서 진동을 줄

이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하였고 그 결과 감소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산업 현장에 적용 시, 소음감소장치

의 추가적인 설치와 각 회전수에 따른 진동 주파수

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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