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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owadays the printing market has shift from 2D(two dimension) industry to

3D(three dimension) industry, along with IT. With rapidly changing market, it’s true

that the effort to develop the printing materials and upgrade the printing qualities is

produced actively in the country. Particularly, the differences in printing materials

can often determine the quality of printings in the printability. In the case of the

printability of offset, 9 items(paper, ink, order of printing, ink supply, blowing-up

halftone, grey balance, key color(base color), overlap efficiency, quality at the

halftone dot reproduction etc.) are usually considered as the important factors and

used to estimate the printability at abroad.

However, in domestic, ink-jet paper is not used for the printing/publishing by

ink-jet printing for digital, but done mainly for offset printing. Because the paper of

gloss coated type, which is the ink-jet paper, has high price, it’s too hard to

manufacture massively printing/publishing. Also, in the case of the paper of uncoated

type, in spite of its reasonable price rather than the former, the type of uncoated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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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o has demerit that the ink-jet paper has a clear difference between the front and

the back. Therefore, it’s tough reality that Ink Jet paper is hardly taken advantage

of as the printing/publishing.

Thus, what is done in the first to print and/or publish on ink-jet paper is that the

front and the back must be printed evenly, and appropriate to the printability of

ink-jet.

Although there’re some kinds of ink-jet paper in the country, it has not been

produced in true domestic production yet. In addition, thanks to the brightness of

fluorescence brightening agent, the foreign product can offer the good-qualified

one-time printing. But when it comes to the printing/publishing, there’re difficulties that

it may cause the Ocular Fatigue because of long-term exposure of the eyes to text.

This research tries to find out the optimum ink-jet paper in domestic for the

printing/publishing by studying on the printability of ink-jet on digital web-printing.

And it also tries to look for the paper’s brightness which can be reduce the

possibility to cause the consumers’ Ocular Fatigue.

Keywords: digital web-printing, ink-jet paper, printability, publishing.

1. 서 론

인쇄 시장의 변화는 IT 산업과 더불어 현재는 2D에서 3D 산업으로 넘어가고 있다.

급변하는 시장에 발맞추어 국내에서도 인쇄 재료 개발이나 품질 향상에 대한 노력이 활

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인쇄 적성에서 인쇄 재료의 차이가 인쇄물의 품질을 좌우하

는 경우가 많다. 오프셋 인쇄 적성의 경우 외국의 사례는 보통 종이, 잉크, 인쇄 순서,

잉크 공급량, 망점 확대, 그레이 밸런스, key color(1차색), 중첩 효율, 인쇄판의 망점 재

현 품질 등 9가지의 항목을 중요 요소로 하여 인쇄 적성을 평가하고 있다.1)

국내에서는 디지털용 잉크젯 방식에서 잉크젯 전용지를 인쇄 출판용으로는 거의 사용

하지 않고, 주로 교정 인쇄에 사용하고 있다. 왜냐하면 잉크젯 전용지가 gloss coated

type의 인화지로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대량으로 생산하는 인쇄 출판물에 적용하기에는

매우 어렵다. 또한 uncoated type의 전용지인 경우도 coated type보다 가격은 저렴하지

만 전용지의 앞면과 뒷면이 확연하게 구분되고 인쇄 적성이 다르므로 양면 인쇄가 일반

적인 인쇄 출판물에 활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잉크젯 전용지로 인쇄 출판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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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용지의 앞면과 뒷면이 동일한 품질로 생산되어야 하고, 디지털 윤전 잉크젯의 인쇄

적성에도 맞아야 한다.

국내에서 잉크젯 전용지로 몇 가지가 출시되었지만 품질면에서 아직까지 완벽하게 생

산되지 못 했다. 또한 국외 잉크젯 전용지의 경우 형광 증백제로 1회성의 인쇄물을 생산

시에는 좋은 품질을 얻을 수 있으나, 인쇄 출판물로 사용하기에는 1회성이 아닌 텍스트

를 지속적으로 주시하기 때문에 눈의 피로도가 높은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소비자들의 눈의 피로도를 줄일 수 있는 종이의 백색도를 찾고

또한 디지털 윤전인쇄에서 잉크젯 전용지의 인쇄 적성에 관해 연구함으로써 최적의 국

내용 잉크젯 전용지를 찾고자하였다.

2. 실 험

2-1. 실험 기자재

2-1-1. 실험 장비

본 실험에 사용한 잉크젯 장비는 디지털 윤전 방식2)으로 SCREEN社의 Truepress jet

520 인쇄기였고, 사용된 RIP은 EQUIOS Work-flow RIP 1.09 버전이었다. 공장 내부의

정확한 온습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온항습에서 온도는 22±1℃, 습도는 40±5%의 동일

조건하에서 실험하였다. 잉크젯 잉크는 Truepress jet 520 전용 잉크 C, M, Y, K의 4색

을 사용하였으며, 분당 인쇄 속도는 각각 32m, 64m 128m이였다.

인쇄물의 측색적 평가에 분광 측색기인 SpectroScan을 사용하였고, 농도는 X-Rite

428을 사용하였으며, 인쇄물의 시각적 평가에 EGVM-452M(1～500배율) 확대경을 사용

하였다. 또한 각종 인쇄물의 측색 결과를 비교 검토하기 위해 ProfileMaker 5.0Measure

Tool을 사용하였다.

2-1-2. 잉크젯 Uncoated 전용지

윤전용으로 사용되는 국외 잉크젯 전용지는 형광 증백제를 사용하여 백감도는 높으나

책자용으로 사용 시 눈에 피로감을 주어 출판 인쇄물에 적합하지 않다. 그러나 국내 일

반 출판물에 주로 사용되는 백색 모조지와 미색 모조지가 가장 선호가 높은 백감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출판 인쇄물은 잉크젯 전용지보다 백감도가 낮기 때문에 백감도가

낮은 국산 디지털 윤전 용지 사양의 기준을 확인하였다.

2-2. 테스트 타깃

잉크젯 방식의 품질 표현에서 색상 재현도 중요하지만, 선화물 및 텍스트의 재현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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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잉크와 피인쇄체 조건에 따른 정확한 해상도 재현이 중요하다.

본 실험에서는 해상도 테스트를 위해 Figure 1의 ISO 12233 해상도 차트를 사용하였

다.3) 또한 Figure 2와 같이 선화물 및 폰트의 정확한 재현성을 확인하고자 해상도 차트를

활용하였고 C, M, Y, K별로 각각 인쇄한 후, 500배 확대하여 그 결과를 비교 검토하였다.

Figure 1. ISO 12233 resolution chart.

Figure 2. Resolution chart(font size in inches/points)

잉크젯 방식의 색상 영역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된 테스트 타깃은 Figure 3과 같이

ISO(Internationl Standards Organization)와 ANSI(American National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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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e)에서 공인한 ECI 2002 visual 테스트 타깃을 사용하였다.

Figure 3. ECI 2002V test target.

2-3. 실험 방법

2-3-1. 타깃 인쇄

해상도 테스트를 위해 인쇄 Truepress jet 520의 잉크젯 디지털 윤전기에서 ISO

12233 Resolution Chart를 인쇄하였고, 선화물 및 폰트의 정확성을 확인하고자

Resolution Chart(Font size in inches/points)하였다. 또한, 잉크젯 색역을 알아보기 위해

서 ECI 2002V 테스트 타깃을 인쇄하였다.

이 때, 인쇄물의 해상도는 각각 720/720, 720/360, 360/360 DPI이였으며, 공장의 내부

의 온습도는 22±1℃와 습도 40±5%의 조건을 테스트 인쇄 시 사용한 전용지는. 외산

A사, 외산 B사, 국산 A사, 국산B사, 국산 C사의 용지를 각각 500장씩 선택하여 사용하

였다. 인쇄 순서는 전면 KY, MC 순서로 중첩 인쇄를 하였고. 인쇄물 평가에 활용할 측

정값들은 테스트 인쇄물에서 상중하 3장씩 샘플링하여 그 평균값4)을 구하였다.

2-3-2. 해상력과 가늠맞춤, 뒤비침 측정

인쇄물의 시각적인 평가인 망점 재현력을 알아보기 위해 해상력, 가늠맞춤, 뒤비침5)

등을 상중하 3장씩 샘플링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뒤비침을 비교 평가하기 위해 확대경을

160배 확대하여 촬영하였고, 또한 가늠 맞춤 확인은 60배 확대하여 촬영하였다.

2-3-3. 결과물 측색

12시간 동안 완전하게 건조한 인쇄물을 분광측색기인 SpectroScan을 사용하여 1차색

및 2차색의 솔리드 및 ECI 2002V 테스트 타깃 1,485개 패치를 측색하여 CIEL*a*b* 값을

구하였다. 또한 국외산 종이와 국내산 종이들의 색 재현성6∼7)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CIEL*a*b* 값을 아래 식(1)에 대입하여 색차를 구하였다.8)

ΔE∗
ab=[ (ΔL∗) 2+(Δa∗) 2+(Δb∗) 2]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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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3-1. 국내산 윤전용 잉크젯 전용지 평가

국내산 용지의 일반적인 모조지 계열(백색과 미색)은 총 잉크량이 200%를 넘었을 때

윤전 잉크젯 방식의 인쇄 적성에는 타당하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인쇄 공정에서나 인쇄

후, 용지의 건조 및 흡수 문제로 주름 발생과 용지 터짐 현상이 발생함으로 테스트 인쇄

및 인쇄 출판물로는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 평가 결과를 Table 1과

Figure 4, 5에 각각 나타내었다.

Table 1. Test From 6 Items of Inspection

Items Evaluation Details Notes

Paper Surface

§ Reflection : the examination on fiber and density of
paper surface
§ Penetration : the examination on fiber by penetrating
the light into the paper

Ink Absorbency
§ the test on Ink absorbency of paper by noncontact
printing(not making printing pressure)

Print-through
§ the test on print-through by the thickness and/or
ink absorbency of paper

Registering
§ the evaluation on the precision on registering about
CM+YK depending on the features of digital web-
printing

Resolution Test
§ the evaluation on the printing reproductive capacity
(definition) by papers

visual Inspection § the visible defects

Figure 4의 결과와 같이 해상도 테스트에서 국외산 용지에 비해 식별이 불가능한 것

도 있었으며, 잉크가 용지에 흡수되지 못하여 퍼짐 현상이 나타났는데 특히, 텍스트에서

퍼짐 현상이 심하게 나타났다. 또한 글 가늠 맞춤도 어긋남 현상이 나타났으며 색상 재

현에서도 샤프니스가 떨어짐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국내 윤전용 잉크젯의 출판 환경 인쇄 적성에 알맞은 전용지 기준을 다음과 같

이 설정하였다. 평량은 90±4g/㎡, 두께는 103±4㎛를 기준으로 하였다. 왜냐하면 Figure

5의 결과와 같이 종이가 그 이하일 경우 뒤비침 및 용지의 찢어짐 등의 인쇄 사고가 발

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형광 증백제의 백감도보다 낮은 일반 모조지의 백감도 색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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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국제 표준 색상 값인 ΔL*a*b* 94, 0, -0.3으로 정하였고, 백색도의 색상 허용치는 ᐃE*ab
2 미만으로 하여 용지 사양 기준을 정하였다. 나머지 기초적인 내용은 KS와 ISO를 참조

하였다. Table 2는 사양 기준서와 시험 결과서(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제지공학연구실)를

나타내었다.

Manufacturer
Print-through

(x160)

Registering

(x60)
Resolutions(x160)

Results

C+M Figures Resolution

Imported
product A

Good

Imported
product B

Good

Domestic
product A

Unusable

Domestic
product B

Normal

Domestic
product C

Normal

Figure 4. The results of test on the inkjet produced in domestic and oversea.

Figure 5. Wrinkle phenomenon and tear phenome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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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에서 제시했던 사양 기준서에 의해 국외산 잉크젯 전용지와 국내산 잉크젯 전

용지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Figure 6과 같았다.

Figure 6의 결과와 같이 뒤비침과 가늠 맞춤 해상력이 국외산과 비교해 비교적 양호

하였고 인쇄 공정상에도 동일 또는 그 이상의 좋은 결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가장 중요

시 여겼던 백감도의 색상은 일반 출판사 모조 계열의 색상으로 맞추어져 텍스트의 가독

성이 좋아졌으며 인쇄 출판물에 적합한 백감도가 된 것을 확인하였다.

Table 2. Product Test Report

Items Unit Standards Evaluation Result Notes

Basis Weight g/㎡ 90±4gsm 90.5 KS M7013

Thickness ㎛ 103±4 104 KS M7021

Length of Roll m 11,000 11.000 -

Diameter of Roll cm 110～125 110～125 -

Smoothness

(Surface/Behind)
sec 40/35 ↑ 61/48 KS M7028

Acidity pH 6.5±0.5 6.2

Color

L* - 94 95.7 Color

Tolerances

under △E*ab 2

a* - 0.0 0.02

b* - -0.3 0.02

Whiteness % 95±5 96 ISO-2470,

2471Brightness % 87±5 88

Item
Print-through

(x160)

Registering

(x60)
Resolutions (x160)

Results

C+M Figures Resolution

Imported
Product A

Good

Imported
Product B

Good

Domestic
Standard

Good

Figure 6. The results of test on the ink-jet produced in domestic and over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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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CIEL*a*b* 값 및 색역(Color Gamut)에 의한 평가

잉크젯 전용지의 인쇄 적성과 함께 인쇄물의 색상 재현이 중요하다. 따라서 앞에서 제

시된 전용지의 CIEL*a*b* 값을 알아보기 위해 ECI 2002V 테스트 타깃을 각각 인쇄한

후, SpectroScan을 사용하여 측색하였으며, 원색과 중첩색의 CIEL*a*b* 값 및 색차를

Table 3에 각각 나타내었다.

Table 3. ᐃE*ab for the Ink-jet produced in Domestic and Oversea

Items
Imported Product A

Imported
Product B

Domestic
Product A

Fogra 29 ᐃE*ab
CIEL*a*b* CIEL*a*b* CIEL*a*b* CIEL*a*b*

C

L 56.0 51.9 52.9 59.04

8.57a -16.5 -17.8 -18.5 -26.66

b -49.9 -56.4 -49.9 -42.80

M

L 57.6 51.9 53.9 55.04

2.27a 52.7 64.9 61.3 59.46

b -13.6 -13.2 -7.8 -4.00

Y

L 89.1 89.7 91.8 88.85

3.64a -6.2 -5.3 -5.8 -1.65

b 73.5 84.2 85.1 79.16

K

L 36.3 27.0 31.7 31.88

1.64a 1.4 1.7 1.4 2.05

b 1.5 3.6 3.7 2.08

R

L 60.5 53.7 56.7 52.48

4.60a 39.9 51.7 49.1 55.39

b 20.6 28.4 26.8 30.12

G

L 53.8 47.8 50.2 52.24

6.40a -36.2 -36.2 -42.6 -42.83

b 3.3 3.3 7.9 18.48

B

L 45.7 45.7 36.8 38.54

2.84a 1.7 1.7 8.2 7.97

b -38.2 -38.2 -37.8 -32.20

Table 3과 같이 국내산 전용지에 인쇄된 원색과 중첩색의 CIEL*a*b* 값이 국외산과

비교적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특히 K의 경우 국외산 A사보다 국내산 A사의 잉크

젯 전용지에 더 진하게 인쇄되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측색된 데이터를 참조하여 ProfileMaker 5.0툴로 프로파일(profile)을 제작하였고,

CIEL*a*b* 색공간을 이용하여 색역을 확인한 결과 Figure 7과 같았다.

Figure 7과 같이 3차원으로 볼 때, 색역이 전반적으로 ISO 12647-2(Type 4)의 오프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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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역과 비교해서 유사하게 분포함을 알 수 있었다.

Figure 7. Gamut view for the ink-jet produced and ISO 12647-2(type 4).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용 잉크젯 전용지를 활용한 출판 인쇄의 인쇄 적성을 중심으로 연

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일반 모조계열의 국내산은 윤전용 잉크젯에 적합하지 못하였으며, 실험을 통한 사

양기준으로 윤전용 잉크젯 전용지를 생산 시 인쇄 출판 환경에 맞는 국내용 윤전

용 잉크젯 전용지가 사용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2) 국내산 윤전용 잉크젯 전용지는 외산과 동일 이상으로 뒤비침, 가늠 맞춤, 해상력,

텍스트의 선명성 등 인쇄 출판에 적합함을 알 수 있었으며, 형광 증백제가 들어가

지 않은 백감도로 일반 출판용 모조지와 같은 효과를 얻었다.

(3) 윤전용 잉크젯 전용지의 색역 부분은 국외산이나 국산 모두 일반 오프셋 인쇄의

색역보다 L축의 값이 33과 30로 비슷한 색역을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고,

CIEa*b* 부분에서도 색역이 일반 오프셋 모조(ISO 12647-2: type 4)용 잉크 색역

과 윤전용 잉크젯의 색역이 비슷함을 확인하였다.

위와 같은 결론으로 국내 생산된 윤전용 잉크젯 전용지는 일반 오프셋과 같은 고품

질의 색상을 재현하였고 국외산과 비교해도 동등 이상의 인쇄 적성을 갖춘 것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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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저비용으로 인쇄 출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던

윤전용 잉크젯 전용지가 사용가능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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