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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T를 응용한 라이너지의 압축강도 측정시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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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ew Compressive Testing Specimen for Linerboard and 

Corrugating Med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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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new compressive strength test specimen for linerboard and medium was developed, and tested 

for its agreement with conventional testing methods such as RCT and STFI. The new specimen 

enables compressive testing under the changing humidity and temperature. Experimental results 

showed that the new specimen gave equivalent compressive strengths as the other conventional 

methods at a constant temperature and humidity. We'll apply the methods under the cyclic 

humidity and temperature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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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한국포장규격에 의하면 골 지란 “ 형으로 성

형한 골심지의 편면 는 양면에 라이 지를 붙

인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골 지를 이루는 

라이 지와 골심지의 조합에 따라서 편면골 지, 

양면골 지, 이 양면골 지  삼 골 지로 나

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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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 지 상자의 주요 사용목 은 포장, 장, 유

통하는 동안 외력으로부터 내용물을 보호하는 것

이며, 이러한 이유로 높은 물리  강도를 요하게 

된다. 특히 골 지의 압축강도는 농산물과 같이 

압축력에 의해서 쉽게 괴되는 제품의 포장시 

요한 요소이다.

  골 지의 압축강도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원지 

자체의 강도로 부터 골 지의 압축강도를 측할 

수 있는 RCT (Ring Crush Test), STFI가 있으

며,  골 지를 직  테스트하는 ECT (Edgewise 

Compressive strength Test)가 있다. 하지만 골

지상자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지는 섬유 자체의 강

도, 섬유 간 결합정도, 섬유 결합 간 스팬 (Span)

의 물리  지지정도, 섬유의 방향성 등과 같은 

미시  요인과 건조 간 수축 억제정도  두께방

향의 단 응력 항정도 등의 요인으로 그 강도

의 측에 어려움이 존재한다.1) 한 박스를 제

조한 이후에도 박스의 치수, 통기공 등 여러 변

수로 인하여 강도 하가 일어나기 쉬우며, 특히 

하 이 작용하는 상태에서 습도변화에 매우 민감

하여 이와 련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었다.
2-9)

 

  하지만 STFI나 RCT는 시편의 특성상 고정하

의 용이 불가능하고, ECT는 시편제작에 불

편함이 존재하는바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ECT

를 응용한 새로운 시편제작 방법을 개발하 다.  

새로 개발된 방식으로 제작된 시편을 사용하는 

경우 기존의 RCT이나 STFI에서는 측정이 불가

능 하 던 상 습도의 변화에 의한 골 지 원지

의 강도변화를 측정할 수 있다. 한 측정결과를 

기존 측정법과 비교하 고 새로운 시편제작법의 

응용 가능성에 해서도 알아보았다.

Ⅱ. 재료  방법

1. 공시재료

  본 실험을 한 공시재료는 A사의 골 지제조

용 원지를 사용하 으며, 사용된 원지의 평량과 

두께는 Table 1과 같다.

2. 조습처리

  모든 골 지 원지는 TAPPI Standard T402 

om-88에 의거하여 23±1℃, 상 습도 50±2%의 

항온․항습 상태에서 24시간 이상 조습처리를 실

시하 다.

3. 인장강도 측정

  원지의 인장강도는 TAPPI Standard T489 om 

-88에 의거하여 만능강도 시험기로 인장강도를 

측정 후 열단장을 계산하 다.

4. RCT (Ring Crush Test) 측정

  원지의 RCT 측정은 KS M 7051에 의거하여 

만능강도시험기로 측정하 다. 

5. STFI 측정

  RCT와 STFI의 상 계를 알아보기 하여 

원지를 한국화학연구원에 있는 L&W STFI 측

정기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6. 원지의 ECT (Edgewise Compressive strength 

Test) 용을 한 시편 제작  조습처리 

그리고 ECT# 측정

  골 지 원지를 ECT 측정에 용하기 한 시

편의 제작  조습 처리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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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편제작

  원지의 ECT 용을 한 시편은 다음과 같이 

제작되었다. 측정에 사용될 원지를 가로×높이가 

50×20mm
2
가 되도록 균일하게 삭 하 다 (Fig 

1의 a). 삭된 원지 아래 에 50×8mm
2
의 범

로 지지체를 착할 착제를 도포한 후 지지체

를 착하 다 (Fig 1의 c). 한 지지체의 착

시 착제에 의한 측정 원지의 강도 증가를 최소

화 하기 한 충분한 주의가 필요하 다. 측정 원

지와 지지체가 완 히 착된 후 지지체와 측정 

원지의 높이차를 없애기 해 측정원지와 같은 

두께의 종이를 지지체에 착하 다 (Fig 1의 b). 

완성된 시편의 측면으로 흡습을 방지하기 해 

paraffin wax로 sealing 하 다. sealing처리에 의

한 시편의 강도변화를 최소화하기 하여 침지 

깊이가 5mm 이하가 되도록 조 하 다. 시편을 

제작하는 체 인 과정은 Fig 3과 같다.

  2) 조습처리와 강도측정

  비된 시편을 TAPPI Standard T 839 pm-95

에서 정한 Test Fixture (Fig 2의 a)에 고정한 

후 조습처리를 실시하고 ECT를 측정하 다 

(Fig 2의 c, d). 이 게 측정된 ECT 측정결과는 

이후 ECT
#
이라 명명하 다.

    <front view>            <side view>
50㎜

50㎜

paraffin wax coating

4㎜ b

15㎜

20㎜
a

c

c 15㎜

 a : Linerboard for Testing 

 b : Paperboard for adjustment of height  between 

'a' to 'c'

 c : supporting body for 'a'

Fig. 1. Newly Developed ECT Testing 

Specimen

a

b c

Fig. 2. Conditioning and Testing of Specimen

Table 1. Properties of linerboard

Sample
Thickness 

(㎜)
Basis Weight

(g/㎡)
Density
(g/cc)

A 0.24 179.1 0.74

B 0.18 128.4 0.65

C 0.22 167.7 0.76

D 0.26 179 0.70 

A : non water-repellent liners, B : Corrugating medium, 

C : inside liners, D : water-repellent li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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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pply a bonding agent at 

Testing Linerboard

 2. Supporting body adhere to 

Linerboard (Upper part)

 3. Supporting body adhere to 

Linerboard (below part)

 4. Adhere to Linerboard on the 

opposite side

 7. Dip in Paraffin wax for side 

sealing (side view)

 6. Dip in Paraffin wax for side 

sealing (front view)

 5. Adhere to paperboard for 

adjustment of height

Fig. 3. Preparative Process of Test Specimen

Ⅲ. 실험 결과  고찰

1. 열단장

  열단장이란 종이의 인장강도를 표시하는 하나

의 방법으로 골 지 원지의 열단장은 다음의 

Table 2와 같다.  측정결과 모든 골 지 원지의 

MD (Machine Direction)방향이 CD (Cross 

machine Direction) 방향보다 높은 결과값을 나

타내었으며, 이것은 기계 지의 특징으로 섬유

의 배향성에 의한 결과라 사료된다. 신장률은 

모든 시편의 CD방향이 MD방향보다 높은 수치

를 나타내었다.

2. RCT  STFI 

  골 지 원지의 RCT와 STFI 측정결과는 Table 

3과 같다. 실험결과 모든 시편에서 STFI 측정

결과치가 RCT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것은 측정방법의 차이에 의해 나타난 결과라 사

료되며, Fig 4의 RCT와 STFI 상 계 그래

를 통해서 RCT와 STFI가 직선 인 상 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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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ensile Strength of linerboards

Sample

M    D C    D

Breaking Length 
(㎞)

Stretch 
(mm)

Breaking Length
(㎞)

Stretch
(mm)

A 6.33 2.22 2.31 4.11 

B 4.10 1.57 1.50 2.58

C 4.40 1.24 1.70 3.75

D 5.02 1.99 2.11 3.80 

A : non water-repellent liners, B : Corrugating medium, C : inside liners, D : water-repellent liners 

Table 3. RCT and STFI Test Result of linerboards

Sample RCT (㎏f/㎝) STFI (㎏f/㎝)

A 20.14 22.44

B  8.23 13.23

C 17.64 22.14

D 14.35 17.71

Table 4. RCT and ECT# Test Results of linerboard

Sample RCT (㎏f/㎝) ECT# (㎏f/㎝)

A 20.14 28.73

B  8.23  7.32

C 17.64 20.00

D 14.35 17.32

A : non water-repellent liners, B : Corrugating medium, C : inside liners, D : water-repellent liners 

Fig 4. Correlation between RCT and STFI Fig 5. Correlation between RCT and 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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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CT  ECT# 

  원지의 ECT 용을 해 제작된 시편의 

ECT
#
를 측정한 결과를 RCT와 비교하 고 

Table 4와 같다. RCT와 ECT
#
의 측정결과를 

그래 로 비교한 결과 두 데이터간의 직선 인 

상 계가 있음을 Fig 5를 통해서 알 수 있었

다. 의 결과로부터 새롭게 개발된 시편제작법

이 기존의 RCT나 STFI와 같은 실험법에 체

가 가능하다고 단되었다. 특별히 새로운 시편 

제작법은 습도와 온도가 변화하는 환경 하에서 

시편의 물리  변화를 장시간 추 할 수 있기 

때문에 골 지의 사용되는 환경에 의한 강도 변

화를 원지로도 쉽게 측가능하리라 사료된다. 

Ⅳ. 결 론

1. 새로 개발한 시편제작법으로 제작된 강도 측정

시편을 기존의 원지 압축강도 측정법인 RCT 

그리고 STFI와 비교한 결과 원지의 압축강

도 측정에 용 가능함 을 알 수 있었다.

2. 새로 개발한 압축강도 측정 시편은 원지의 

사용환경 변화에 따른 강도감소 측정이 불가

능하 던 기존 원지 시험법인 RCT와 STFI

가 갖는 단 을 개선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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