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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1.인쇄의 정의: 

 편집, 제작된 원고를 근거로 하여 판을 만들어 원고의 본 모습과 같게 피 인쇄체에 화상을 복제하는 것으로 

사전적으로는 원고를 인쇄판으로 만들어 이를 인쇄기계에 걸고 피 인쇄체에 압력을 가해서 여러번의 복제물을 

만드는 일로서 지식과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량으로 전달 보존하는 역할을 한다. 여기서 인쇄물을 제작

하기 위해 필요한 원고, 인쇄판, 잉크, 피 인쇄체, 인쇄 기계를 인쇄의 5요소라 한다.

①원고: 문자, 도형,그 림, 사진, 슬라이드등의 인쇄하기 위한 대상의 총칭이다. 

②판: 인쇄 판을 말하며 잉크를 선택적으로, 즉 인쇄가 되는 부분과(화선부) 인쇄가 되지 않는 부분(비 화선  

  부)으로 나누어 잉크를 수용하도록 Al,Zn,Cu등의 판에 가공처리한 판을 말한다. 다시말하면, 원고대로의 문  

  자와 그림등을 인쇄하기에 적합하도록 구성하여 그 표면에 잉크를 묻혀 피 인쇄체에 옮기는 중개물이다.

③잉크: 색조를 나타내는 안료 또는 염료와 피 인쇄체에 고착할수 있는 바인더(binder)와 보조제로 이루어진  

  색제

④피 인쇄체: 종이나 프라스틱 필림등을 말하며 인쇄판의 화선부에 붙어있는 잉크가 전이되어 복제물의 내용  

  을 고착시키는 판재의 총칭을 말한다. 

⑤인쇄기계: 인쇄판에 붙어있는 잉크를 동력을 이용한 압력으로 피 인쇄체에 전이시키는 기계다.

2. 인쇄 판식(인쇄의 4방식)과 종류

판 식

 (대표 인쇄)  
원리 및 특성 장 단 점

볼록 판

 (활판 인쇄)

볼록하게 돋은 면에 잉크가 묻혀져 인쇄함.

도장이나 목판 찍기와 같은 원리로서 인류가 가장 

오랜 된 인쇄술로 그림이 적고 글이 많은 도서 류

에 사용.

지난달 신문인쇄에 주로 쓰였으나 오늘날의 출판에

는 그다지 쓰이지 않는 판식

장점: 직접 판면에 찍히기 때문에 잉크가 잘 묻고 인

쇄가 선명함 

단점: 인쇄시 종이의 평활성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

문에 종이 선택의 범위가 좁고, 옵셋보다 다량인쇄가 

어렵다

평 판 

 (옵셋 인쇄)

찍히는 부분과 찍히지 않는 부분이 같은 평면 위에 

있는 형식으로 물과 기름의 반발 작용을 이용해 인

쇄.

석판 석에 의한 인쇄를 개량한 판식으로, 고품질 

원색 인쇄와 많은 양의 인쇄에 적합하며 오늘날 가

장 널리 쓰이는 인쇄 형식

장점: 현재 쓰이고 있는 인쇄 방법중 가장 선명하고 

부드러운 인쇄물을 얻을 수 있으며 속도가 빠르고 대

량 인쇄에 효과적임.

단점: 잉크가 인쇄 면에 직접 옮겨지는 것이 아니므

로 농담표현이 힘차지 못하다.

오목판

(그라비어 인쇄)

오목하게 패여 있는 부분에 잉크가 채워져 피 인쇄

체에 인쇄함

판화 기법인 에칭을 발전시킨 판식이며, 종이외에

도 비닐류에 인쇄가능함

장점: 인쇄되는 부분이 오목하게 패여 있는 볼록판이

나 평판보다 잉크가 두껍게 묻음. 따라서 강하고 선

명한 인쇄물을 얻을수 있음.

단점: 제판비가 비싸며,적은 양의 인쇄에 부적합함.

공 판

(실크 스크린 

인쇄)

실크 스크린 판의 구멍에 잉크가 스며들어 피 인쇄

체에 인쇄, 지난날의 등사판 인쇄를 발전시킨 판

식.

종이 외에도 섬유, 금속, 나무, 비닐, 플라스틱, 

유리 따위의 여러 재질에도 인쇄가 가능. 따라서 

일반적인 도서 류에는 사용되지 않고 특수 인쇄물

에 주로 쓰임

장점: 제판 과 인쇄 공정이 간편해 일회용 소량인쇄

에 많이 쓰이며, 여러 가지 재질에도 자유롭게 인쇄

할 수 있음.

단점: 인쇄비가 활판, 평판보다 비싸며 다량인쇄가 

다른 판식보다 어렵다



3. 인쇄방식에 의한분류

 ①평압식 인쇄기(platen press): 평압식 인쇄기는 판 반 위에 판을 놓고 잉크를 묻혀 여기에 종이를 올려  

   놓고 압판으로 압력을 주어 인쇄하는 형식이다. 인쇄속도는 느리지만 적은 부수의 인쇄에 적합하며, 명함  

   인쇄기, 빅토리아 인쇄기, 하이델버그 플래튼 인쇄기등이 여기에 속한다.

 ②원압식 인쇄기(cylinder press): 원압식 인쇄기는 판  에 판을 놓고 잉크를 묻혀 종이를 올린 후 압통  

   이 판 위에 접촉, 회전하면서 인쇄한다. 이때, 판반은 왕복 운동한다. 이 형식의 기계는 평압식보다 인쇄  

   속도가 빠르고 주로 활판인쇄에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 형식의 대표적인 기계는 정지원통 인쇄기, 2회전  

   인쇄기 ,1회전인쇄기 등이있다.

③윤전식 인쇄기(rotary press): 윤전식 인쇄기는 판 통에 판을 감아 붙이거나 둥근 판을 부착하여 인쇄잉  

  크가 묻혀 압통과의 사이에 종이를 통과시켜 인쇄한다.  인쇄속도가 가장 빠르며, 인쇄기계의 대부분이 이  

  형식이다. 윤전식 기계에 속하는 것은 볼록판 인쇄에서는 신문 윤전기,오목판 인쇄기에서는 그라비어 윤전  

  기 등이 있다. 인쇄기계는 어떤 복잡한 기구를 가진 기계라도 대개 이 3가지 형식 중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스크린 인쇄기와 특수 인쇄기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 것이 있다. 

4. 인쇄의 농담표시

 인쇄에서의 농담은 어둡고 밝은 것으로 계조, 그라테이션(Gradation)복가시 등을 같이 말한다. 사진이나   

슬라이드처럼 어둡고 밝은 부분이 매끄럽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연속 계조라 하는데 이것은 필림에 묻어있는 

감광재가 빛의 감광에 의하여 형성되었으므로 감광재의 입자크기에 따라 다소 거칠기는 차이가 있으나 대체적

으로 부드럽게 연결되었다. 

 이에 비해 인쇄물은 잉크에 의하여 색과 계조를 재현하기 때문에 계조, 즉 농담을 망점 크기로 나타낸다.   



이것을 불연속 계조라 한다. 



인쇄과학

1. 빛과 색체

 1) 빛의 성질: 사진 제판은 모두 빛의 성질을 이용한 기술이며 인쇄에 관한 기획, 제작 평가등 과학적인 인  

  쇄 관리 역시 빛의 여러 가지 현상에 기본을 두고 있다. 따라서 빛의 성질은 반듯이 알아야 인쇄를 이해할  

  수 있다. 빛은 투과 반사 굴절 등과 같이 무한히 서로 뿌리치며 상호 작용을  일으키는 광량자적 성질이 있  

  고, 간섭, 회절, 분산 등의 전파적 성질이 있다. 과학자들은 빛이 이러한 광량자적(입자성)성질과 전파적   

  (파동성)성질을 동시에 가졌다하여 2중성 에너지라한다. 

 (1)투과(Transparence): 광원(태양, 전구등)으로부터 방사된 빛(광 에너지)이 어떤 물질을 만나면 통과하

  는 현상을 투과라 한다. 입사광(빛이 들어간 빛)에 한 투과광(물질을 통과하여 나온량)의 비율을 투과율

  이라하며, 투과율은 물질의 특성이나 빛의 파장에 따라 서로 다르며 투과시 일부 특정한 파장만 투과시키

  는 것을 선택적 투과라 한다. 이 선택적 투과는 칼라사진. 색분해용 filter 등에 유용하게 이용된다. 일반

  적으로 한 물질에 빛을 입사하면 투과, 흡수, 반사등이 동시에 일어난다. 

 (2)반사: 빛은 균일한 물질에서는 직진하지만 다른 매질을 만나면 두 매질사이에서 반사 또는 굴절을 일

  으킨다. 빛이 한 물질의 경계면에서 진동수(파장)가 변하지 않고 되돌아오는 현상을 반사라한다. 이때, 

  입사광에 한 반사광의 비를 반사율이라 하고 반사율은 물질의 특성에 따라 이르며 일부는 흡수하고 일부

  는 반사하는 것을 선택적 반사라 한다. 또 규칙이 없이 복잡하게 반사하는 것을 난 반사라고 한다. 

 (3)빛의 굴절(kefranetion): 빛이 한 매질에서 다른 매질을 통과할 때 빛의 진행 방향이 달라지는 현상을 

  빛의 굴절이라한다. 꺽이는 빛의 각도를 굴절각이라 하고 굴절각의 사인(sine)값을 굴절율이라 한다. 

 (4)간섭: 두 개의 빛이 서로 만나 진폭이 극 가 되면 더욱 밝아지는데 이 현상을 빛의 간섭이라한다. 

 (5)빛의 회절(diffraetion): 어떤 물체에 빛을 조사(비췄을때)했을 때 물체의 그림자 끝이 직진하는 빛의 

  성질에의하여 매끄럽고 선명해야 하는데 실제의 그림자는 약간의 빛이 그림자 내부에도 전달되어 그림자 

  끝이 선명하지 못하다. 이것은 빛의 일부가 물체 끝에서 구부러진 것으로 이러한 현상은 빛의 회절이라한

  다. 인쇄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이용하여 연속계조(continows Tone)를 망점(halfton dot)로 변환시키는 기

  법으로 이용한다. 

 (6)빛의 분산: 빛은 그 파장에 따라 굴절률이 각각 다르다. 프리즘을 통과한 빛은 여러 가지 색으로 나누

  어 지는 데 이것을 빛의  분산이라한다. 이때 이 색의 배열을 스펙트럼이라 한다. 

 (7)형광과 인광: 형석, 우라늄, 유리 등에 자외선을 비추면 자외선은 흡수하고, 가시광선만 발산한다. 물

  질에 따라서 X선이나 r선을 쬐이면 빛을 내는 물질이 있다. 예를들어 빛을 비추면 얼마동안 빛을 내다가 

  빛을 중단하면 발광을 중단하는 것을 형광(fluoresconce) 이라한다. 또, 빛을 비추다가 중단해도 얼마동안 

  계속 빛을 내는 것을 인광(phosphorescence)이라한다. 

2)빛과 색: 인쇄에서 색이란 빛이 물체에 닿았을 때 물제가 빛을 선택적으로 (일부)흡수하고 남은 반사

 광이 눈에 들어와 시신경을 자극하여 감각되는 색지각이다. 빛은 전자파의 일종으로 파동과 입자성을 동

 시에 가지고 있으며, 사람의 눈에 보이는 광선(가시광선)은 380-780nm에 이르는 극히 좁은 범위에 해당한

 다. 인쇄에서는 가시광선과 비 가시광선을 동시에 이용하지만 주로 가시광선을 이용한다. 태양광(백색광)

 을 프리즘으로 분광하면 스펙트럼(spectrum, 무지개 색)이 나타나고 이 스펙트럼은 각 파장에 따라 각기 

 다른 감도(색상)를 나타낸다. 이 파장과 감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을 비 시감도 곡선이라 한다. 또 광원(불

 빛)에 따라서 각 단위 파장 폭당 상 에너지 관계를 분광에너지 분포로 나타낼 수있다. 분광에너지 분포가 

 다른 광원에서는 같은 물체라도 다른 색으로 보인다. 

3)가시 광선: 우주에는 r선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등등 각종의 전자파를 지닌 전파에너지가 

 있다. 이 중에서 400-700nm의 파장은 사람이 볼수 있는 광 에너지로 가시광선이라 부른다. 이 에너지는 물



 체에 부딪혔을 때 반사, 투과, 흡수 등을 눈으로 확인 할 수 있다. 

4)시감각과 색: 빛이 물체에 반사되어 사람의 눈에 들어오면 눈에는 명암(명도)를 감각하는 한상체에 의

 하여 물체의 밝고 어두운 부분을 인식하고 색을 식별하는 원추체(추상체)에 의하여 색을 감지하여 뇌에 전

 달한다. 뇌에서는 추상체와 한상체에서 들어오는 정보로 명암, 색상, 거리 등을 판단한다. 추상체와 한상

 체는 세포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으며 추상체에는 각각 Red, Blue, Green 을 감각하는 색소로 되어있어 

 빛의 파장이 R,G,B를 감각하는 세포를 자극하는 량에 따라 색을 인식하고, 한상체는 명암(밝고 어둠)을 감

 지한다. 

5)가색 법과 감색 법

 (1)가색법: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전자파중의 가시광선은 지극히 일부분이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파장별  

  각각 특성이 있다. 백색 광(태양광)을 프리즘을 통과시켜보면 각 파장별로 굴절각이 다르게 나타나고 각각  

  의 색광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스펙트럼이라 한다. 이러한 빛의 스펙트럼을 최소 기본단위로 분리한 학자  

  가 영국의 토마스 영(Thoma Young)이다. 토마스 영은 백색 광을 기본적으로 분리하면 Blue(청), Green(녹),  

  Red(적) 이라는 것을 알아 냈고, 이 B.G.R. 색광을 배합하여 무수히 많은 색을 재현할수 있다고 주장하고,  

  1802년에 "색을 만드는 약간의 실례에 고나한 신설"이라는 논문을 발표 하였으나 당시 사람들의 호응을 얻  

  지 못했다. 그 후 해름홀즈(Helmhohz)가 이론적으로 증명하여 Young - Helmhoz 설을 만들었고, 1860년 막스  

  웰이 이 Young - Helmhoz 설을 실험적으로 증명하였다. 

     Red + Blue = Maganta(홍적) 

     Green + Red(금적) =  Yellow(황)

     Blue(청자) + Green(녹) = Cyan(원청)

     R + G + B = White(백)

    ∴ R + G + B = W

      (R+G)+B=W, R+(G+B)=W, (R+B)+G=W

      (R+G)=W-B, (G+B)=W-R, (R+B)=W-G

 

 (2)감색 법: 색광의 3원색이 1차색이라 하면 색재(잉크)의 삼원색은 영국의 물리학자 다비드 브류스타(Davi  

  d Breustar)가 Cyan(청), Maganta(홍적), Yellow(황)을 합하여, 여러가지 색을 낼 수 있다고 주장하고 1961  

  년 맥스웰은 이를 증명하였다. 같은 시  사람인 프랑스의 오오론(Douis )은 맥스웰이 증명한 사실을 가지  

  고 filter을 응용하여 현재의 분해 원리를 깨달았고, 3색 인쇄 원리를 확립시켰다. 

     Yellow + Maganta = Red

     Maganta + Cyan = Blue

     Cyan + Yellow = Green

     Y + M + C = Blak

    

    ∴ Y + M + C =  BK

    (G+B=C) = W-R, (R+B=M) = W-G, (R+G=Y) = W-B

    C+M=W-R-G=B, C+Y=W-R-B=G, M+Y=W-G-B=R 로 이방법은 각각 R, G, B 광      을 흰색(W)에서 빼어가기 때

문에 가색법에 해서 감색법이라고 한다.



6) 색의 체계

 (1)색의 3요소: 일반적으로 사람의 시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색은 략 75,000만 가지라고 한다. 이 많은 

  량의 색재를 일일이 이름을 붙이기는 어려우나 파악하기 쉽도록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체계화 한 

  것이 명도, 색상, 채도이며 이것을 색의 3요소라 한다. 

  a)색상(色相 hue): 색상은 스펙트럼에서 볼 수 있는 빨강, 노랑, 주황, 녹색, 파랑, 보라등으로  구별할 

   수 있는 색의 성질을 색상이라 한다.  정상적인 사람의 경우 200가지 정도의 색을 구별 할 수 있다고 한

   다. 또 빨강이나 노랑처럼 색상을 가지고 있는 색을 유채색(有彩色)이라하고 흑색, 회색, 흰색등처럼 색상

   이 없는 색을 무채색(無彩色)이라고 한다. 

  b)명도(明度 Value): 명도는 색의 밝고 어두운 정도에 관계하는 것으로 유채색, 무채색 모두에 있다. 흰

   색과 검정색 사이에 9단계, 11단계, 15단계등으로 나누고 발고 어두운 정도를 표시한다. 인쇄에서는 먼셀

   이 분류한 0에서 10까지 11단계로 나누고, 완전한 백색을 10으로 하고 완전 검정을 0으로 하며, 인쇄물의 

   명도를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그레이 스케일도 이에 따른다. 

  c)채도(Chroma): 채도란 색상의 강약, 진하고 연한색 즉, 색의 순수도를 말한다.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색

   은 가장 채도가 높은 순색으로 이루어 졌다. 순색에 흑색이나 흰색을 혼합하면 채도는 점점 떨어진다. 

 (2)표색계(表色): 표색계는 수 많은 색을 쉽게 파악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정리한 표를 말한다. 색체의 3요

소에 의한 표색 방법에는 멘셀 표색계와 오스트 발트(Ostwald) 표색계가 있고, 색도로 표시하는 색표계에는 C

IE(국제조명위원회), 농도로 표시하는 색표에는 GATF(미국 인쇄 기술 협회) 등이 있다. 



그라비어 제판

그라비어 제판이란: 그라비어는 판의 구조상으로는 오목판이며, 사진오목판이라고도 한다. 평판과 볼록판은 

망점의 면적 크기에 따라 계조를 나타내는 데에 대하여 그라비어는 판의 화선 깊이로 계조를 나타내고 있다.

그라비어 판의 종류를 크게 나누면 보통 그라비어, 망점 그라비어, 전자 조각 그라비어가 있다. 보통 그라비

어는 잉크홈(CELL)의 면적은 같고, 깊이에 따라 계조를 나타낸다. 망점 그라비어는 망점의 깊이가 일정하고, 

면적의 변화에 따라 계조를 나타낸다.  전자 조각 그라비어는 망점이 피라밋 형으로 조각되어 망점의 크기와 

깊이에 따라 계조를 나타내며, 조각 침을 사용하는 것과 레이져를 사용하여 조각하는 것이 있다.

1. 그라비어 제판의 종류

 1)부식제판 

   콘벤셔날 제판: 심도의 깊이로 계조 표현

   망포지 제판: 심도의 깊이와 Cell의 크기로 계조 표현

  

   다이렉트 제판: Cell의 크기로 계조 표현 (부메랑, 일반 제판)

 2)기계 조각판

  조각요판: 선의 굵기로 농담 표현

  헤 리 오: Cell 의 크기와 깊이로 계조 표현

  로 제 팅: 계조 재현에 사용하지 않고 엠보싱이나 코팅 판에 사용함

 3)레이저 조각(전자 빔): 전자적 레이저 광을 이용하여 실린더에 조각하는 방식으로 Cell의 깊이와 크기로   

  계조를 재현 한다.

2.콘벤셔날 제판: 콘벤셔날 제판은 Cell의 면적은 일정하나 Cell의 심도 (깊이)의 차이로 계조를 표현하며 인  

 쇄시 망점이 거의 보이지 않는 부드럽고 샤프한 인쇄물을 얻을 수 있으나 제조 공정이 까다롭고 공해 문제가  

 있어 그다지 사용하지 않는다.

 ▶ 제작공정은

 ① 카본 티슈에 3 ～ 5% 의 중크롬산 칼륨 수용액으로 감광성을 준다

 ② 강한 광원 (초고압 수운등 또는 크세논등)으로 백선 스크린을 밀착 한다.

 ③ 준비된 연속 계조 필림을 (2)의 카본 티슈에 밀착한다. (포지 농도에 따라 젤라틴 막이 굳는다 )

 ④ 이것을 실린더에 밀착 시키고 부식조에 넣어 부식 시킨다. 이때 젤라틴 막이 많이 녹은 새도우 부는 부식  



 액 침투가 빨라 실린더(동판)에 부식이 깊이 들어가고 젤라틴 막이 적게 녹은 라이트 부에는 부식액 침투가  

 늦어 부식이 낮게 들어 간다.

3.망포지법(덜젼법): 망포지법은 콘벤셔날 법과 다이렉트 제판법을 혼합한 방법으로 농담을 Cell의 면적과 깊  

 이로 계조를 나타낸다.

 ▶ 제판공정은

 ① 필림의 그라비어 분해

 ② 감광성 카본티슈에 밀착

 ③ 실린더에 감광액도 표하여 별도의 그라비어 필림을 밀착하여 소부현상 한다.

 ④ ②번의 카본티슈를 ③의 실린더에 밀착 후 소부 ( 이때 실린더에 밀착한 필림과 카본티슈에 밀착한 필림

은 일치하여야 한다) 부식은 카본티슈의 젤라틴 막에 의하여 깊이가 조정되고 실린더에 소부된 그라비어 망에 

의하여 Cell의 크기가 결정된다.

4.다이렉트 제판(일반판, 부메랑판): 일반적으로 제판이 평이하고 쉬우며 도금액 농도 관리가 정확하면 제판  

 상의 큰 문제가 없으므로 많이 사용된다. 원색에는 다소 미흡하나 분해 기술과 인쇄술의 발달로 많이 보정   

 되었다.

 ▶ 제판공정은

 ① 그라비어용 필림 제작 (포지필림)

   a) 원색은 그라비어용 분해, b) 베다는 백선 스크린 밀착

 ② 실린더에 감광액 도포 후 건조

 ③ 준비딘 포지 필림을 실린더에 밀착

 ④ 소부 (고압 수은등 또는 크세논등 )

 ⑤ 현상 빛에 의하여 경화된 부위와 경화되지 않은 부위로 분리

 ⑥ 분리

 ⑦ Cr 도금



 항       목 적          요 비        고

전해 탈지제
STRON-E , NC 20 일본

가성소다+금속 탈지제(파라N-100) 국내 조제 用

액 농도 60g/ℓ (물)

전류 밀도 3 - 5 A/d㎡

시    간 3 - 5 分

온    도 40℃ ± 5℃

전해 탈지방법 + 전해

다이렉트 제판 (일반판, 부메랑판)

1.실린더 제작 공정

 1)제작공정: 철심제작 → 철심연마 → Ni도금 → 1차 동도금 → 연마 → 은도금 → 2차 동도금 → 연마 →   

  빠후 → 감광액 코팅 → 소부 → 현상 → 수정 → 부식 → 레이스트 박리 → 크롬 → 교정 → 출하

 2)실린더 제작

  ① 실린더:  규격표시(원주 X 길이)mm 로 표시

  ② 소재:  철(Fe) 

  ③ 형태: 마구리 타입(일반 연포장용),  샤유드 타입(대형 큰 압력이 가해지는 인쇄물)

  ④ 실린더 단면도

  ⑤ 실린더 Size 표시와 실제 제작: 철 실린더 규격은 원주로 나타내며 가능한 한 정수로 표시한다. 이것은  

   실린더 가공 및 필림(포지) 작업시를 고려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실제 철 실린더 제작시에는 원주에서  

   정 규격보다 1～1.5mm 적게 가공한다.  이것은 동 도금 후에 완전한 Size를 잡기 위함이다.

 3)도금

  ①전처리: 실린더 표면에 더러움이나 유지 물 등이 묻어 있어 전처리 작업을 하지 않고 도금을 하게되면   

   도금의 밀착 불량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따라서 전처리 작업은 반듯이 해야 한다.

   a)산세척: 실린더 표면 산화막을 산으로 세척

   b)탈지: 탈지는 알카리 탈지법, 전해 탈지법 등이 있다

전해 탈지액의 조성

  ②Ni(니켈)도금:  Ni은 철과 동 사이에서 서로 친화력을 주어 매끄러운 도금이 되도록 한다. 철 표면에    

   직접 동(Cu)도금을 할 경우 철에서 이온 치환 반응이 일어나 밀착이 안되고 거친 도금이 된다. 이를 방지  

   하기 위하여 Ni로 스트라이커 할 필요가 있다.



항     목 적     요 관리 범위 비          고

유산 니켈 230g/ℓ(분) 230g/ℓ ± 10g/ℓ
小때 액 전도도 전류 효율 

저하

염화 니켈 45g/ℓ 45g/ℓ ± 2.0g/ℓ

붕    산 40g/ℓ 40g/ℓ ± 2.0

PH 5.0 ± 2.0

액 온도 43℃ ± 2℃

전류 밀도 5 ～ 7 A/d㎡

도금 시간 5분

항    목 일반 고속 도금 경질 동도금 비  고    

유산(황산)동 200g/ℓ(200g-250g/ℓ) 220g/ℓ

유산(황산) 70g/ℓ(60g ～ 70g/ℓ) 70g/ℓ

염소이온 75㎎/ℓ( 50-100㎎/ℓ) 150㎎/ℓ

첨가제 RU-100 1㎖/ℓ 6㎖/ℓ

첨가제 RH-200 4㎖/ℓ 6㎖/ℓ

액 온도 40 ～ 50℃ 40 ～ 50℃

음극 전류밀도 15 ～ 20 A/d㎡ 10 ～ 20 A/d㎡

양극 전류밀도 10 A/d㎡ 이하 10 A/d㎡ 이하

양    극 합인동볼 합인동볼

실린더 침적도 완전 침적 완전 침적

시    간 555 x 600  SIZE 80μ 기준  약 20분

                             Ni 액의 조성

   a)유산니켈이 적을 때 액의 전도도가 저하하고 전류 효율 저하 한다.

   b)염화니켈 적을 때: Ni의 용해가 나쁘고 Ni 이온이 저하 한다.

   c)붕산:PH 의 충원제로 PH 변동을 막고 작은 도금면에도 도금 액을 투여하여 도금 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있다.

   d)액의 PH: 4～5 로 관리 한다. 4 이하가 되면 밀착 불량 되기 쉽다.

   e)액 온도: 온도가 낮으면 전류 효율이 떨어지고 액의 전압이 상승한다.

               기타 불순물이 혼입되면 밀착 불량의 원인이 된다.

 ③ 동(Cu) 도금

   a)동 도금의 종류 

    산성욕: 붕산 동 도금법, 유산동(황산동)도금법 

    알카리욕 :  청화동 도금법, 피로 인산동 도금법,유산동 도금법

   b) 유산동 도금법의 특징

    ⅰ)완전한 경면을 얻을수 있음

    ⅱ)고속 도금이 가능하다

    ⅲ)표면이 매끄럽다 (라이빙(living) )

    ⅳ)폐수 처리가 비교적 용이 하다.

   c) 동 도금액의 기본 조성

    ⅰ)유산동(황산동) Cu이온의 공급원: 유산의 농도에 의해 유산동의 농도가 변한다. 즉, 유산(황산)이 많  

       으면 유산(황산) 등의 용해가 저하되고 유산동의 결정이 석출하는 경우가 있다.

    ⅱ)유산(황산): 욕의 전도성을 향상 시킨다. 전류 흐름을 좋게하는 수산화 제1동, 수산화 제2동의 침전을  

       방지한다. 또 유산이 많으면 유산(황산)동의 동 이온이 감소하고 전착결정(電着結晶)을 미세화 한다.



약       품
기 본 조 성 관 리 범 위

비     고
써 전 트 V.P.W 써 전 트 V.P.W

무수크롬산 CrO3 240g/ℓ 300g/ℓ 230～250g/ℓ 280～320g/ℓ

황산 H  SO 2g/ℓ 3g/ℓ 2±0.5g/ℓ 3.3～3.9g/ℓ

액 온 도 50℃±2℃

전류밀도 35 ±5A/d㎡

       유산동이 적으면 도금 욕의 전류저항이 증대하여 동 이온의 액 농도가 상승하고 껄꺼러운(거치른)도금  

       이 된다.

    ⅲ)염소 이온: 광택 도금에서 염소이온은 미량이 필요하며 염소이온이 많을 경우 구름현상이 발생하고 평  

       활도가 없어지며 염소이온이 적을 경우 광택이 불량하고 껄꺼러운 띠 등이 발생한다.

    ⅳ)첨가제: 첨가제는 도금성을 보충해 준다. 시간 단축,도금을 평활성 유지, 도금의 동 경도조절(첨가제  

       량으로 조절 가능),고도의 광택성 라이밍성(living) 작용을 한다.

 ④Cr도금(크롬도금): 크롬도금에는 여러 가지 있으나 인쇄 실린더에는 서저트 도금법을 사용하고 있다. 서  

   전트 도금법은 무수크롬산과 유산(황산)을 사용하며 6가(価) 크롬에서 경질도금 하는 법이다. 크롬도금은  

   크롬산의 일부의 환원에 의해 생기는 크롬산 크롬의 전기 분해에 의해 되는 크롬 이온이 음극 (여기서는   

   실린더)에 석출 하는것에 따라 행해진다.

  음극

   a)수소 발생

   b)6가 크롬이 3가 크롬(크롬산)에 환원 - 3가 크롬 발생

   c)음극 실린더 위에 크롬 석출

 양극

   a)산소, 가스 발생

   b)3가 크롬에서 6가 크롬으로 산화

   c)양극 금속 산화

  여기서 크롬 1에 대하여 표면적 1 이 필요하다. 크롬 도금은 불 용해성 양극을 사용하는데 양극에서는 금속  

  이 보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도금을 하면 석출하는 Cr 부분은 무수크롬산에서 보급되기 때문에 무수크롬산  

  이 소비 된다. 3가 크롬 생성 후에 소정의 수의 언노드로 위(上) 땡크 중에서 양쪽에 부착되어 있는 걸이에  

  걸어 주어야 한다.

                       Cr 도금액의 기본 조성 ( 서전트욕)

 4)감광액 도포(코팅): 실린더에 감광성을 주기 위해 감광액을 도포 한다. 감광액은 젤라틴 화합물과 중크롬  

   산 칼륨 계통의 화학약품을 혼합하여 제조한다.  

 ▶ 감광액 코팅과 주의 사항

  ①실린더에 감광액 도포에는 링코터 ( Ring Coatter )를 사용한다.

  ②감광액 도포량은 코팅 스피드와 감광액 점도로 관리 한다.

  ③코팅이 끝난 실린더는 습도 70% 이하의 상온 암실에 건조 시킨다. 습도 70% 이상의 장소에서 Coating 및  

    건조 시킬 경우 라이트부위에서 상태가 나쁘다. (현상 시간이 길어진다)

  ④코팅 후 건조 시간은 습도 65% 이하에서 최저 1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코팅 후 24시간 이상 경과된 실린더  

    는 현상시 주의하여야 한다.

  ⑤코팅액은 절대로 지정된 희석제(용제)외 다른 약품과 혼합하지 말아야 한다.

 5)소부와 현상

  ①소부: (빛쬠)는 준비된 그라비어용 포지 필림을 감광액이 도포된 실린더에 film 막 쪽을 완전히 밀착 시  



  키고 빛을 쬠으로써 감광액을 경화 시키는 작업이다. 이때 빛은 빛 온도가 높은 고압 수은등 또는 크세논등  

  이 주로 사용된다. 필림에서 망으로 형성된 부분은 빛이 통과하지 못하여 실린더의 감광액이 빛에 경화되지  

  않고 필림에서 투명으로 된 부분은 강력한 빛에 감광되어 경화되어 실린더에 고착한다.

 ② 현상(developping): 현상은 소부된 실린더를 빛에 의해 경화된 부분과 경화되지 않은 부분을 분리해 내  

  는 작업이다. 소부시 빛을 받지 못한 부분은[필림상(포지)의 망부분] 빛에 감광액이 경화되지 못하여 현상  

  액에 녹아 떨어지고 빛에 경화된 부분은 실린더에 고착되어 있다.

6) 부식

 부식은 현상된 실린더의 감광액이 현상액에 떨어져 나간 부분(동 자체가 들어난 부분)을 염화 제2철 또는 염  

 화 제2동으로 부식시켜 Cell을 만드는 작업 공정이나 여기에서는 부식액의 농도, 부식조의 온도, 전류밀도등  

 에 의하여 부식되어지는 속도가 변화하므로 항상 일정한 조건을 잡아주고 정기적으로 체크해야 한다.

 부식 액 Cu = 50g/ℓ～ 60g/ℓ, Heℓ= 35g/ℓ～ 40g/ℓ 의 염화 동 농도에서 부식되어 지는 속도는 부식 되  

 는 시간(초) × 0.19 (1초에 부식되어지는 깊이)이다. 즉 상기의 부식 액에 100초 동안 침적시켰다면 100×  

 0.19 =19μ즉, 19μ의 심도가 들어간다.

7) 수정

8) Cr 도금

9) 교정후 출고



전자조각 그라비어

HELIO (헤리오):

헤리오는 그라비어 제판의 전자 조각 시스템이다. 종래의 부식 제판방법에 비해 인쇄 재현력이 뛰어나며,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 최근에 ? 조각 시스템과 함께 그라비어 제판의 주를 이룰것으로 예견된다.

1.헤리오 역사

 1874년 체코의 칼크리치에 의해 그라비어 제판법 발명. 1938년 볼록판 조각기(바리오 크쇼크 랍프)발명하여 

이것을 원형으로 개량하여 전자 조각기 헤리오 K193발명.(1962), 1975년 K200개발:원고와 실린더, 조각 실린

더 분리.K201 스캐닝 드럼과 실린더 완전 분리에 성공. 이후 K201의 기본 모델로 K301,K303,K304,K305로 발달

하였음. 

2.헤리오의 특징

 ①다른제판(에칭제판)에 비해 계조 재현력이 우수하다.

 ②재 제판시 계조의 안정성이 우수하다.

 ③1매의 필름으로 실린더의 원주 및 축 방향으로 다면 조각이 가능하다.

 ④엔드레스 조각이 가능하다.

 ⑤원고(필름)의 스크린 선수에 상관없이 작업이 가능하다.

 ⑥공해가 없다.

 ⑦경질동 이므로 내쇄력이 강하다. 

3. 조각 원리 

 1) 기계의 구성

 2) 조각 공정

  - 사진공정: Data입고- 편집- 최종 확인 후 조각실에 전달

  - 실린더 공정: 철 로라 제작 - 경질도금( 연마, 빠후)

  - 헤리오 공정: 세팅작업( 필림 부착(데이터 전환), 조각 조건 입력, Cell size 결정) - 조각 - 크롬 - 교  

    정- 인쇄

 3) 조각원리 

  ①필림작업시: 스캐닝 드럼에 부착된 원고(필름,포르마이드)를 스캐닝 헤드에서 빛을 조사하여 반사되는 반  

   사광을 check하여 원고의 농담을 전기량의 대,소로 변환시켜 C.P.U Box에 전달된다. C.P.U Box에서는 컴퓨  

   터에서 미리 입력된 작업 지시(실린더size, 원고size, 작업 진행방향, Angle등)와 조합하고 그라이데이션  

   과 합성시켜 조각 헤드에 보낸다. 조각 헤드는 약 700 -1000g 의 압력으로 실린더에 밀착되어 있으며 조각  

   침(Stylus)는 C.P.U.Box에서 받은 신호에 따라 4000KHz(Normal)～5000KHx(Speed用)의 속도로 실린더에 조  

   각한다. 실린더 표면과 밀착 되는 헤드에는 슬라이딩 풋,바리컷트,스타일러스의 3개의 다이아몬드 칩이 평  



조각 

시스템(헤드)
스크린 ( 선수 ) ,  ㎝ ( inch ) 비    고

A TYPE 40(101), 48(122)

B TYPE 48(122), 54(137), 56(142), 58(147), 60(152)

C TYPE
60(152), 63(160), 64(162), 65(165), 68(173) 70(178), 75(190.10), 

80(203)

D TYPE 70(178), 75(190), 80(203), 90(229), 95(241),100(254)

    면상에 배치되어 각기 역할을 한다.

  ②Data 작업시: 작업된 데이타를 헤리오 컴에서 각각의 색판을 스크린선수, 조각각도, 그라데이션을 적용   

    후 Tiff 화일로 전환(RIP)시켜 조각기 컴퓨터에 보내서 조각을 한다.

   a)슬라이딩 풋: 실린더에 밀착하여 스타일러스(조각침)을 보호하고 조각침과 실린더 사이의 거리를 유    

     지시켜 준다.

   b)스타일러스(조각침): C.P.U에서 나오는 신호에 따라 바이브레이션 운동으로 실린더를 조각 하는 것    

    으로 각도에 따라 심도가 결정된다. 스타일러스 각도 110˚,120˚,130˚,145˚등이 있으나, 국내연포     

    장 인쇄에서는 주로 130˚가 많이 사용된다.

   c)바리캇트: 스타일러스에 의하여 조각이 된 후 바리등이 남는 것을 제거해 주는 기능을 한다.

 4.헤리오의 기능

  ①기계적 기능

   a)스크린 각도변경: 인쇄시 모아레(Moare)를 방지하기 위하여 5가지로 각(Angle)을 변경 시킬 수 있다.(주  

     로 0,2, 3 사용)

   b)스크린 변경: 인쇄 효과 또는 필요에 따라 스크린을 변경 할 수 있다.

           

                           헤리오 스크린 종류

  ②작업상 기능(필림 작업시..)

   a)1매의 필름으로 원주 방향과 폭 방향으로 작업이 가능하다.

   b)원주 방향과 폭 방향으로 반전 작업이 가능하다.

   c)스태거(stagger)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단식 작업 가능.

   d)이음매 없이 에드레스 작업이 가능하다.

   e)보카시 작업이 가능하다.

   f)축 방향, 원주 방향으로 축소 확대가 가능하다. 

5.헤리오의 농담 표현

  헤리오의 농담 표현은 망점의 면적과 길이로 나타낸다. 컨벤셔날 제판은 심도의 깊이로 농도를 표현하고 다  

 이렉트 제판(일반 부메랑)은 면적으로 농도를 표현하는 것에 비하여 계조 폭이 넓고 Cell의 모양이 4각별로  

 되어있어 잉크 전이율이 우수하여 인쇄 재현력이 우수하다. 특히 원색 재현에서는 타 제판 법에 비하여 월등  

 히 우수하다.

6. 헤리오 제판 진행 사항 

 헤리오 제판은 조각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장비가 고가이다. 품질 면에서도 타 방식에 비하여 월등하다. 따라  

서 원고도 이에 상응하는 원고를 준비하지 않으면 좋은 제품을 얻을 수 없다. 때문에, 진행자는 원고를 충분

히 이해하고 발주자의 의도를 분명히 파악하고 헤리오 제판 특성을 파악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가령, 헤리오 

제판에 적합하지 않은 원고(예:가는 선이 주종인 디자인) 등을 헤리오로 조각하면 어느 정도의 품질은 나오겠

지만 타 방식에 비하여 썩 좋지 못하다. 



  ▶ 헤리오에 적합치 않은 원고 

   ①가는 선과 가는 문자가 주종인 원고

   ②인쇄후 시트Cut하기 위한 종 방향의 원고

   ③변칙 고바리 한 경우

   ④배율이 적은 바코드 같은 경우

   ⑤표면이 거친 종이 등에 계조를 재현하기 위한 경우

   ⑥어떠한 다른 원고에 맞춰서 적업 해야 할 경우 등에는 헤리오에서는 별 메리트가 없으므로 진행시 주의  

     해야 한다.

7.헤리오 용 실린더

  헤리오 제판의 진가는 헤리오 용 동에서 결정 된다고 해도 될 많큼 헤리오 용 동은 중요하다. 실린더 전면  

  에 거처 동의 경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균일하지 못하면 균일한 제품을 얻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작업시 조각  

  침(Stylus) 파손의 원인이 된다. 또 동 내부에 불순물이 포함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적당한 절삭성과  

  광택성을 가져야 한다.동 경도는 210±5HV 로 조각상 가장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실린더 표면에는  

  연마 자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보관시 물 등의 오염이 되면 산화되어 편면만 경화되어 조각시 Stylus  

  파손의 원인이 된다.

 ①실린더 제작과정: 실린더연마(#400~900) - 늬켈 도금(철과동을 친화):3~4u,도금시간 약5분 - 1차 동도금  

   (0.3mm, 유산(황산)동도금법) - 1차 연마(#800) - 2차 동도금(0.7mm) - 2차 연마(#800,마무리#2000) - .빠  

   후(광택) - 조각 -  cr도금(서전트 도금법(6-8u) = 동도금 및 크로도금의 두께는 각 제판집마다 작업특성  

   에 따라 다름

 ②실린더제작

  a)실린더: 규격표시(원주 X 길이)mm 로 표시

  b)소재: 철(Fe)

  c)형태: 마구리타입(일반연포장용), 샤우드타입(대형 큰 압력이 가해지는 인쇄물)

 ③실린더 Size 표시와 실제 제작: 철 실린더 규격은 원주로 나타내며 가능한 한 정수로  표시한다. 이것   

  은 실린더 가공 및 필림(포지)작업시를 고려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실제 철 실린더 제작 시에는 원주에서  

  정 규격보다 1~1.5 mm 적게 가공한다. 이것은 동 도금 후에 안전한  Size를 잡기 위함이다.

 ④동 도금법: 앞면 참조

8.조각

 ①작업 진행

   a)동판 입고시: 규격(둘레 X 기장), 수량, 동 표면 연마상태 및 핀홀 여부

   b)동판 장착시: 콘 타입의 동판의 키 구멍과 기계 피봇 사이의 키 구멍이 일치토록 하여 기계 회전시 스  

     베르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

    - 동판 장착시 2개(Twin)동시 작업이 가능토록 할려면 작업요건(판 둘레, 작업선수, 작업각도)등이 일치  

      해야한다.

    - 헤드가 동판에 일치토록 맟춘다(뷰 카터. 조각 침. 슬라이딩 풋의 일치)- 맞춤 눈금이 수평이 되도록   

      맞춤

   c)동판 장착 후: 판 회전중 세척 및 동 진원도 확인여부

    - 판세적용오일: 1차세척시= 토루엔(2) : 아세톤(1), 2차세척시= 토루엔 : 오일조금

     *오일: 판의 회전시 판과 조각 헤드의 마찰열을 감소시키고 스크래치(줄)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 동 진원도 여부: 판 세척시 작업자 손 감각으로  확인, 다이알게이지: 0.01-0.10 mm이내



    ▶ 조각 실린더의 표면처리 및  권장오일

     실린더 표면의 과도한 스무스나 불충분한 smoothness나 불충분한 lubrication은 “shutter formation을   

     증가시키는 경우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권한다.

  ①조각 시작 전 실린더 표면을 그라인딩이나 폴리싱 페이퍼로 처리해준다.

    권장: 폴리싱 emery: No.2000, Yellow 폴리싱페이퍼 3 Mil, Heimann 3 M 제품

    실린더가 돌아가면 표면을 거칠게 하여 평평치 않고 다이렉트 structures로 한다. Peak-to-vally 높이는  

    0.6u -0.8u

  ② 적당한 오일을 사용하여 실린더위에 오일의 얇은막을 골고루 형성시킨다.

   권장:Merck Acecor EC2772 03 cutting oil, MIRAPRINT oil

   지나친 오일은 버캇터의 기능을 저하시키므로 주의한다.

  d) 동판 test실시

   조각 판은 다른 그라비어 판과는 달리 동경도에 맞도록 조각값 (HL,SH,Vib)을 조절해줘야 하므로 매 판마  

   다 Test를 실시한다. 여기서 HL은 5%부분이고 SH부분은 100%부분이며 Vibration은 조각하는 속도(진동수_  

   라고 생각하면 된다. HL와 SH의 크기 및 거기에 따른 Channel값은 각 제판 집마다 각자 거래처의 인쇄 집  

   의 특성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가지고 있다. 5%는 인쇄가 전이되는 최소 망점 부분이고 100%는 최대 망점  

   크기 부분이다. Test길이는 5-10 mm정도이고 폭으로는 HL 3줄, SH 3줄로 6줄을 조각할 전체 사이즈의 제외  

   한 나머지 부분의 판의 가장자리에 인접하게 한다. 어떤 제판집은  MD도 같이 test하기도 한다.

    * Channel이란: 판의 회전 중 조각침이 조각을 하고 나오는 동안 미쳐 나오지 못하고 판에 긁히는 현상  

      이다.  이 Channel은 ∡0, 3, 4로 조각시에 생기는 현상이며 채널 값이 클수록 잉크의 전이성은 좋으나  

      좀 거칠어 보인다.

      예)

  * HL,SH(또는MD)은 잉크 판 , 인쇄 원단, 인쇄 집의 특성에 따라 각자 다르게 설정해 준다.

  셀의 크기는 dot checker기로 확인한다.  dot checker기는 셀을 100배와 200배 등으로 보여주며 단위는 u이  

   다. 1u는 1/1000mm의 값이다.

  e)작업 시작전 확인사황

    - Test가 끝나면 작업자는 이제 작업을 하면된다.

     여기서 확인사항은 작업 시작위치(GBS)에 조각헤드를 위치시킨다

GBS: (동판기장-조각될 이미지 사이즈(돔보, 칼라콘 포함)/2이다

      예)동판 600 조각될 사이즈:450 이면 600-450/2    GBS:75 mm이다

   - Data 이상 유무 확인: 작업 각도, 해당 스크린 선수 작업 늬게 부분등..



   - 기계 기어체크: 기계가 판 규격이나 각도에 따른 기어변경을 물을 수 있다(그때 변경)

    기어는 1단과 3단이 있으며 판이 500 이하로 ∡2 작업시 1번,500 이상으로 ∡0 이면 3번이다(K-405기준   

    임) 

  f)작업 시작: 위의 모든 확인 및 Test등이 완료되었으면 작업을 시작한다. 시작 전 다시 한번 판과 헤드의  

    밀착여부(맞춤 눈금의 수평 상태)를 확인해보고 작업 중에는 stylus의 파손여부 및 해당 도수 판이 제대  

    로 조각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g)작업 완료 후: 

   - 동판에 밀착된 헤드를 탈착 시키고 dot checker기로 조각된 셀을 확인해 본다.(처음 설정해준 test값과  

     조각 후의 셀값의 일치여부)

   - 돔보, EPC, 칼라콘등 및 기타 부분들의 조각 여부를 확인 후 판을 탈착한다.

   h)판의 이동: 조각 완료된 판의 표면은 2차 세척 시에 얇은 오일 막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1차 세척용 오  

    일로 판의 표면을 다시 세척해준 다음 크롬 과정으로 보낸다. 1차 세척은 작업자 또는 크롬 전에 크롬 작  

    업자가 하기도 한다.

   i)Cr도금: 앞면 도금편 참조

   j)교정: 각 판별로 잉크의 농도를 맞춰 각 판들의 교정을 본다.

     이때 용제, 메디윰, 잉크등을 섞어 교정을 본다.(별장 참조)

   k)출고

   l)인쇄



그라비어 잉크

잉크는 색재와 고착제와 용제를 주 성분으로 이루어졌으며 주로 인쇄의 방식, 피 인쇄물의 종류, 건조 형태, 

사용 목적에 의해 분류된다.

1.잉크의 조성과 판식

                         인쇄 잉크의 조성과 인쇄 판식               

   

잉크조성  인쇄 잉크의 예  인쇄 판식의 예

안 료

인

쇄

잉

크

착색제

염 료

유성건성와니스
산화 중합형 잉크

(착색제,건성유,합성수지,고비점용제)
옵셋,드라이 옵셋,실크 스크린

유성불건성와니스
침투 건조형 잉크

(착색제, 광유, 수지)
신문 윤전

비히클

휘발성와니스
증발 건조형 잉크

(착색제,수지, 저비점용제)
그라비아, 후랙소, 실크 스크린

반응성와니스

반응 경화형 잉크

(착색제, 광경화수지, 화학 반응형수지 

용제)

옵셋, 드라이 옵셋,실크 스크린, 

그라비어

드라이야류

보조제 콤파운드류

기타조제

  

   

                

 2.잉크의 건조 방식

  인쇄 잉크는 착색제(안료, 염료)를 고착제(Binder, Vehicle)에 의해 인쇄판에서 피인쇄체에 전이시킴과 동  

  시에 건조 고착시킬 필요가 있다. 잉크의 조성은 건조 방식에 따라 틀려 지는데 주로 증발 건조형, 침투 건  

  조형, 신화 조합형, 반응 경화형으로 분류한다.

  ①증발 건조형: 잉크의 저중성 휘발성 용제가 증발하여 고화(굳힘)한다. 그라비어, 휴렉소 인쇄의 대부분  

    은 이 형식에 속한다. 건조 형식은 용매의 종류와 건조기의 온도, 송풍에의해, 증발 건조 한다.

  ②침투 건조형: 피 인쇄체가 잉크가 침투하기 용이하다. 공질지에만 가능하며 프라스틱 필름류나 Al박에는  

    응용이 안된다.

  ③산화 중합형: 공기중의 산소에 의해 산화하여 고화한다. 건성유 또는 변성수지등이 사용되며 평판잉크,  

    볼록판 잉크가 여기에 속한다. 산화 중합형의 건조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리므로 이러한 잉크들은 인쇄 직  

    후 침투 혹은 겔(gell)시켜 Set한다음 산화 중합시켜 강한 피막을 이룬다.  

  ④경화 반응형: 바인더(Binder.Vehicle)가 경화제에 의해 화학 반응을 일으켜 경화시키는 것으로 열에의해  



구분 색 조 착색력 내광성 내열성 이행성 내용제성 변 색 은폐력 분산성 비 고

유기안료 탁 함 小 우수 우수 우수 우수 우수 우수 분산

염 료 선 명 大 약 약 약 약 약 약

    반응 고화가 촉진된다. 반응 고화한 도막은 매우 뛰어난 물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주로 특수용도에 응용되  

    거나 실크 스크린에 사용된다. 그린비아 인쇄의 경우에서는 바인더중의 일부로 빙회시켜 이 경화된 부분  

    이 잉크의 피막에 오도록해 잉크피막의 내열성, 내용제성, 내습성 등을 보강하고 또는 드라이 나이네이션  

    적성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다. UV잉크, 열경화 잉크, 고액형 잉크등이 타입이다.

3.그라비어 잉크의 특징

 ①증발 건조형으로 속건성 잉크사용(건조 속도 조절 용이)

 ②윤전 인쇄가 가능하며 고속 인쇄도 가능

 ③피 인쇄체의 사용 범위가 광범위함. 저급지에서 필림 류까지.

 ④인쇄색상이 풍부함으로 재현 효과가 양호함

 ⑤용도에 따라 잉크선택범위가 다양함

 ⑥잉크 소모량(Loss)가 많고 잉크 값이 비싸게 먹힌다

 ⑦잉크가 인화성이 높고 관리하기 어려움

 ⑧용제의 사용으로 인체에 유해함

4.그라비어 잉크의 조성

 출판용(100)  포장용(100)

그

라

비

어 

잉

크

염료,안료 :6 - 12 wt%  5 - 35 wt%

착색제

체질 :0 - 15  0 - 5

수지 :20 - 40  10 - 20

비니스

용제 :40-60  45 - 75

보조제 - -  5 - 10

       

5.안료와 염료

 안료와 염료는 물체에 색을 내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색소이다. 이중 물이나 기름 용제 등의 매체에 녹지 않  

 는 백색 또는 유색의 무기 화합물 및 미립자 상태로 스스로 물체에 붙을 수 없으나 접착제의 도움으로 붙어  

 색을 나타내는 것을 안료라 하고 물, 기름, 용제등에 녹아 용액의 상태 또는 분산 상태에서 스스로 물체에   

 염착하여 색을 나타내는 색료를 염료라 한다.

                        안료와 염료의 성질 비교

6.인쇄잉크의 조성



유기안료 : 적색, 청색, 황색, 기타색

안      료 무기안료 : 백색, 먹색 등

체질안료 : 탄산칼슘, 바티움 등

안    료

수      지 : 천연수지, 합성수지 등
 

식  물 유 : 아미인유, 등유, 대무유 등

비클=(바니스)

용      제 : 각종신나, 장물유, 물, 알코올 등

첨  가 제 : 겔화제, 가소제, 기타 등등

물리적 조정제 : 인쇄적성을 보강하는 조정제

조    제

화학적 조정제 : 반응성 기능을 보강하는 조정제



필름

의 

종류

저 밀 도

폴리에틸렌

고 밀 도

폴리에틸렌

이 축 연 신

폴리프로필렌

미 연 신

폴리프로필렌

약 기 

호
LDPE HDPE OPP CPP

특   

징

․ Heat Seal이 간단

․ 비교적 저온에서 보일  

살균도 가능

․ 일반적으로 압출코팅 

가공이 많다

․ 드라이라미도 가능

․ Heat Seal이 가능 

하나, 비교적 높은 온

도를 요한다

․ 방습성이 뛰어 나다

․ 고온에서 살균도 가

능하다

․ 저온 적성도 있다

․ 투명성이 우수하다

․ 방습성 및 기계적 적

성도 양호

․ 인쇄적성이 비교적 좋

다

․ 내한성, 내핀홀성이 뛰

어나다

․ 비교적 유연성이 있다

․ 강인하다

․ OPP에 비교하면 투명

성은 떨어진다

․ Heat Seal성이 있다

용   

도

․ 가장 일반적인 소재 

로서 대부분의 연포장에

는 Sealant로서 쓰인다.

․ 식품용전반

․ 특히 방습성이 필요

할 때 Sealant로 쓴다

․ 리톨토포우치 등의고

온살균이 필요할때 쓴

다

․파아트코오트, PVDC 

코오트를 해서 각종 대

물에 사용한다

․ 라미네이트 기재, 자

동 포장용 복합 필름으

로 쓴다

․ PE coating해서 식품

포장으로써 셀로판을 대

용하고 있다

․ 이층, 삼층으로 해서 

라미네이트의 수요가 많

다

기   

타

․ 제조방법으로는 Infrati

on법과 T-Die법이 있다.

․ 전자는 후자에 비해투

명성이 뒤떨어진다 

․ 좌동

․ T-Die법이 후도도 

균일하고 엷은 것을 

얻을 수 있다

․ 단체로써의 Heat Seal

은 직업에 난점이 있다

․ 최근은 각종의 개량 

품이 나오고 있다

․ 표면인쇄을 해서 단체

로서의 용도도 있다

필름

의 

종류

이축연신 

나일론 필 름

미연신 나일론    

필 름
폴리에스텔 필 름 염화비닐덴 필름

염화 비닐 

필름

약 

기 

호

ON CN PET PVDC PVC

특  

징

․ 내한성 양호

․ 내열성 양호

․ 강도적으로 우수

․ 성형성이 있다

․ 고도의 배리어성에 뛰

어나다

․ 제대는 고주파 Seal을 

하는 것이 많다

․ 성형적성에 뛰어나고 

경질의 경우

 성형성을 이용한것이 

많다

용  

도

․ 냉동식품

․ 액체식품

․ 축산가공품

․ 연제품

․ 조리식품 등 

의 포장

․ 진공성형포장

․ 냉동식품, 액체 포

장, 유물포장, 어육

가공

․ 포장용으로 리톨트포우

치용, 냉식지물, 떡, 된장

․ 포장이외로써 자기테

 이프, 콘덴서

․ 햄, 소시지, 어묵,

 양갱

(경질)

진공성형제,

잡화용, 간판, 

디스프레, 문

구(연질)포장

용, 대물, 문

구용

기  

타

․ 최근은 표면

에 비닐덴 코팅

을 한것이 있어 

고급 팩케이지

에 쓰고 있다

․ 이축연신필름이폴

리에스텔 필름과 비

슷하나 미연신나일

론은 물성적 특성이 

있어특히 심교 분야

에좋다

․ 염화 비닐덴 코팅을함

으로써 배리어성이 우수

한 필름이 얻어진다

․ 적당한 열수축성이있

다

․ 햄, 소시지 포장은이 

성질을 이용하고 있다

․ 수축 필름

으로서 이부

문에 속하는 

것이많다

필림(원단)

1.각종 필름의 개요일람표



구     성 특     성 성     능 용     도

PT + PE

․ 자동포장이 가능하다 ․ 성력화에 최적이다. Candy 포장

․ 선명한 각색인쇄가 된다 ․ 상품 이미지가 높아진다 크랙커 포장

․ 위생적이다 ․ 내용물을 보호하고 대량 진열 라면 포장

․ 투명성이 좋다    판매에 적합하다 비스켓 포장

․ Heat Seal이 용이하다 ․ 내용물이 보인다 의류, 잡화 포장

․ Seal온도의 폭이 넓다

K셀로판 + PE

․ 내열성이 우수하다 ․ 진공포장자비가 가능하다 저림류 포장

․ 가스차단성이 우수하다 ․ 내용물의 보향, 변색 방지 햄, 소시지 포장

․ 수증기 투과성이 낮다 ․ 건조 또는 흡습방지 된장, 김 포장

PT+AL FOIL+PE

․ 가스차단성이 우수하다 ․ 내용물의 보향, 변색, 변질 방지 약품 포장

․ 투과도가 아주 낮다 ․ 포장특성이 좋다 유과 포장

․ 자동포장이 가능하다 커피 포장

․ 상품가치를 높인다 카스테라 포장

OPP + PE

․ 방습성이 우수하다 ․ 인장, 내충격, 인열강도가 높다 라면 포장

․ 필름이 질기다 ․ 독자의 저온 Seal성을 가지고 있다 스넥류 포장

․ Heat Seal이 가능하다

․ 내수성, 내약품성이 우수하다 냉동식품 포장

OPP + CPP

․ 방습효과가 우수하다 ․ 우수한 방습성 김 포장

․ 필름이 질기다 ․ 인장, 내충격, 인열강도가 높다 크랙커 포장

․ 내약품성, 내유성이 우수하다 ․ 산, 알카리 등에 강하다 차류 포장

․ 투명성, 광택성이 우수하다 ․ 마찰 저항이 강하다 의약품 포장

․ 자동 포장이 가능하다

P.ESTER  + PE

․ 내수성, 내열성이 우수하다 ․ 진공포장자비가 가능하다 식품 포장

․ 비상히 강인하다 ․ 포량물의 포장이 최적이다 된장 포장

․ 내한성이 뛰어나다 ․ -50℃에 견딘다 냉동식품 포장

Nylon + PE

․ 기계적 강도가 높다 ․ 중량물, 모난물건의 포장에 좋다 대대 포장

․ 내한성이 높다 ․ 냉동, 자비가 가능하다 냉동식품 포장

․ 내수, 내유, 내열성이 높다 ․ 진공포장이 가능하다 과일 포장

․ 가스차단성이 높다 된장 포장

저림류 포장

2.각종 복합필름의 특징과 용도

3.기타 

 ①셀로판: 껌종이, 담배, 사탕

 ②고압 폴리에치렌(저밀도 LDPE)

 ③폴리프로필렌(Poly Propylence): 가볍고, 투명, 내약품성, 내열, 방습성 

   a) CPP(Casted Poly Propylence)무연신 폴리프로필렌

   b) BOPP(Biaxial Oriented P.P)

   c) IPP(Inflation P.P)

    - 용도: 식품포장(빵, 과자), 섬유, 잡화, 일반공업, 접착 테이프용, 장식포장용, 책 case 나 표지용

 ④폴리에스텔(Poly Easter)

   - 용도: 식품포장(냉동식품), 약품포장, 기계부품포장, 전기절연, 사진 필림용 베이스, 녹화용 테이프       

     베이스 테이프

 ⑤폴리카보네이트(Poly Carbonate)

   - 용도: 전기절연, 식품포장(수분 많은 식품포장), 광고선전

 ⑥나일론(Nylon,Poly Amide)

   - 용도: 일반식품포장, 식품진공포장, 냉동식품포장,  기계공구류포장



 ⑦염화비닐:(Poly Vinyl Chloride,  P.V.C)

   - 용도: 완구류, 레인코트, 건축용, 농업용

 ⑧염화 비닐덴:(Poly Vinyldence Chloride)

   - 용도: 햄, 소세지용 케이싱, 치즈포장, 두부포장, 가정용 랩핑제

 ⑨고밀도 폴리에틸렌수지(HPPE): 쇼핑백

 ⑩폴리스타이렌 필름(High Impact Poly Styrence Sheet): 성형제품에 사용

 ⑪P.V.A(Poly Vinyl Alcohol): 접착제, 코팅제

 ⑫저밀도 폴리에틸렌(Lineer Low density Poly Ethylene): 필름생산에 사용

 ⑬증착 필름(Metalizing Film)



현    상 원    인 대    책

색상불량

잉크의 점도가 지나치게 낮다 원액을 혼합사용

잉크의 침전 잘 저어서 사용

잉크의 공급량 과다 공급량 조절

전이성 불량 롤러 밑판을 점검

건조불량

잉크의 고 점도화 점도를 낮춰준다

공급량 불량 공급량 조정

마지날죤 현상 접촉면조정, 얼룩을 닦아준다

잉크자체의 건조불량 속건성 TYPE으로 전환

흡수성 불량 종이사용 흡수성 양호한 종이사용

① 잉크의 도포층이

    차이가 난다

판의 정밀도 불량 판의 경도를 점검

접촉압이 강하다 접촉압 조정

② 작은글자가 메워진다
잉크의 고 점도화 점도를 낮춰준다

잉크의 공급량 불량 공급량 조정

전이불량

인압이 불량 인압을 조정

판의 정밀도 불량 판의 경도 점검

종이의 발수도가 높다 잉크의 발수도를 높여준다

종이의 평활도가 나쁘다 점도를 올리고 공급을 늦춘다

기포발생

잉크의 억포력 부족 소포제를 소량첨가

잉크의 순환량이 부족 잉크의 순환량 증가

파이프에 공기가 누출된다 공기의 누출을 방지

PINHOLE 발생

소포제의 과잉사용 소포제의 양을 조정

잉크의 색상이 너무 엷다 원 INK를 혼합사용

잉크의 점도가 너무 낮다 원 INK를 혼합사용

인쇄판의 마모가

심하다

접촉압이 강하다 접촉압을 약하게 한다

인압 과다 인압을 낮춘다

판의 정밀도 불량 판의 경도를 점검

잉크의 겔화현상

용제 잘못 사용 전용 용제 사용

타사 INK와 혼합사용 혼합 전에 확인

부적당한 보관 밀폐하여 보관

인쇄

1.그라비어 인쇄의 개념도

2.인쇄 불량 시 원인과 대책

* 뭇틀링(Mottling)현상: 민판부의 작은 잉크의 농담부에 벌레가 헤엄치는것같은 현상

3.잉크 점도 체크

 ①잔컵(No.3)로 측정

   a) 흑,백색:16-17초

   b) 청,적,황: 14-15초(황은 침전이 강하며 색상의 변화가 심하므로 특별관리가 필요)



4.고무로라:(속도 30-40 m/min)

 ①압력:100-120kg(제품 특성에 따라 압력조정), 이론상은(120-150kg)

 ②경도: 55-60, 이론상은(75-90)

5.초기핀트 조절 속도: 30-40 m/min

  칼라콘 On: Line 속도 60m/min에서 가동

  Line speed up: 90-95m/min으로 조정

6.닥터(Doctor): 그라비어 인쇄시 판통에 묻은 잉크를 화선부의 오목부를 제외한 부분에 여분의 잉크를 긁어  

 한쪽을 예리하게 연마해서 홀더에 끼운 것을 말한다.(용어해설 부분참조)



기타

1.인쇄 순서 결정:그라비어 인쇄는 옵셋과 같이 흰 종이에 표면 인쇄하는 경우보다 투명한 필림에 이면(내  

  면) 인쇄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인쇄 순서도 옵셋과는 다소 다르다. 인쇄 순서결정요인은

     〔이면(내면) 인쇄일 경우〕

   ① 은폐력이 강한 색 우선

     * 같은 정도의 은폐력이 있는 잉크일 경우

      a) Pint 맞춤이 용이한 방법 (순서로)  

      b) 인쇄상태가 양호한 쪽으로 순서 결정

   ② 가능한한 원색은 원색끼리 근접하게

   ③ 황색과 같이 특별히 옅은 색이 아닐 경우 베다가 많은 별색을 앞으로 배치 한다.

  (내면 인쇄일 경우 인쇄 순서 예)

   * 흑, 청, 적, 황, 백  ( 원색 )

   * 금, 은, 흑, 별색, 청, 적, 황, 별색, 백

    같은 은폐력시는  인쇄 상태나  Pint 맞춤 상태 고려하여 배치

    넓은베다는  앞으로 배치, 원색끼리는 근접하게 배치

2.그라비아 원색 필림

 그라비어 원색의 특징은 offset 에 비하여 계조가 짧고 제판의 특성상 농도가 높다. offset 의 경우 실제 3%  

 - 97% 까지 94 단계를 사용한다면 그라비아는 64%의 경우 7% - 64% 까지 57 단계이며 중간 Tone 의 변화가   

 심하다. 따라서 그라비어 원색 분해시 제판 특성과 계조를 고려하지 않으면 전혀 다른 인쇄물이 된다.

3.마크와 표식

 ①그라비어 인쇄의 기본 악세사리: 그라비어 인쇄는 대부분 고속 ROLL 인쇄에 후 가공이 전제되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마크나 표식이 많다.

   a) 인쇄시 필요한 악세사리

     i)Color Con: 칼라 컴퓨터 의 준말로 자동 핀트 맞춤의 센서이다.  칼라콘 마크 전방으로 60mm, 후방   

       으로 30mm 이내에는 다른 인쇄물이 있으면 인쇄 중 에러가 발생하므로 주의 하여야 한다.

    ⅱ)돔보(Register): 핀트 맞춤 마크 

    ⅲ)스리터 선(slitter line): 인쇄후 절단시 기준선으로 보통 2mm 를 사용한다.

 ②가공시 필요한 마크: 광전 마크( I MARK), 주로 자동 가공 시 정확한 위치를 잡아주는 마크로 진행방향  

   앞 60mm 이내에는 다른 인쇄물이 없어야 하나 제품과 가공 기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그외 Cutting L  

   ine 반 접기선 등을 표시하는 경우가 있으나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다.

4.필림 배치

 그라비어 제판의 필림 배치: 그라비어 인쇄의 특성상 엔드레스( 연속무늬, 나무무늬목, 벽지등)일 경우에는  

 이음매(조인트) 부위의 톤(Tone)차이, 핀트 어긋남 등을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필림에서부터  

 주의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일반 연포장 인쇄에서는 대부분 히트 실링 부위 ( Heat Sealing)에 투명으로 되  

 어 있어 이곳을 조인트 하면 된다. 제판상의 화면 배치는 후 가공 공정 가공기계 사양 등을 우선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때문에 주문자의 요구에 따르는 것이 우선이다.

  ①기본적 고려 사항

   a)칼라콘 위치는 가능한한 원색 있는 쪽으로

   b)E.P.C Line은 칼라콘 반대쪽에 삽입



원    단 두    께 장    력 보 정 치 비    고

OPP 25 0.3 ～ 0.4%

PET 20 0.08 ～ 0.1% 

PE 40 0.8 ～ 0.9%

PVC 30 0.4 ～ 0.6%

NY 20 0.5 ～ 0.7%

  c)돔보의 방향은 인쇄 진행 방향과 일치 시킬 것

  d)원단의 양쪽 Cutting 선에는 Cutting 여유 분을 둘 것

  e)가능한 한 원단 폭을 확인하고 모든 악세사리는 원단 안에 넣을 것

5.인쇄 장력과 피치

 ①인쇄 시 인쇄 장력에 의한 인쇄 피치 축소 고려: 실린더 원주가 500mm이고 film이 500mm 이라면 인쇄후    

   인쇄물도 500mm(피치)가 되어야 하나 실제로는 499.304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은 인쇄시 장력에 의  

   하여 원단이 늘어난 상태에서 인쇄됐다가 장력이 제거됨으로 원위치로 복원되어 인쇄 피치는 축소된다.

   일반 연 포장에서는 이 장력에 의한 인쇄물의 피치 오차는 무시하지만 허용오차 0.5mm 이내의 정밀한 인쇄  

   물에서는 반듯이 고려하여 축소량 만큼 보정해 주어야 한다. 이 축소율은 원단의 산율과 인쇄시 장력(Tens  

   ion)에 의하여 영향을 받아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으나 대략 다음과 같다.

    (원단별 장력에 의한  축소율 보정치 )

     예)  *최소: 184(+0.5)×3 cut = 552, 최대: 184.5×3 cut =553.5, 552 와 553.5 중간을 기준으로 하면  

         552.75+(보정 치 0.4%)= 554.96, ∴ 실린더 size 555 로 정함.



용어 해설

조각헤드: 동판에 조각하는 부분으로 구성은 Stylus, Burr cutter, 슬라이딩 풋, 흡입구, 필터 등이 있다

Stylus: 조각헤드에 장착된 조각 침이다. 종류로는 110˚, 120˚, 130˚,140˚등이 있으며 국내 연포장에는 

130˚가 많이 사용되며 나염 등에는 140˚, 무늬목 등에는 120˚등이 사용된다. 침 파손시 탈착 후 새것으로 

교체가 가능하며, 교체 후 영점 조정은 각 조각기의 헤드마다 조금씩 셋팅하는 차이가 다르다.

침 파손을 줄이기 위하여는 동의 진원도와 강도등이 일정해야하며 동판 안에 조각시 충격을 흡수하는 물질을 

삽입 후 조각해도 파손을 줄일수도 있다. 또 심도가 깊은 조각시는  판의 두께를 더 두껍게 올리는 것도 하나

의 방법이다

 

▶PISA  stylus에 관하여..

hell사에서만 공급하는 PISA stylus는 보다 정밀한 조각셀의 모양을 재현한다. PISA스타일러스의 새로운 각도 

설정은 셀의 칭구조, 인쇄농도, 상하 좌우 셀의 균형, 스타일러스의 사용시간을 향상시킨다.

기존의 스타일러스가 사용한 다이아몬드의 각도는 셀의 모양과 수명의 최적화를 위해 조정되어진 것이다. 그

러나 PISA 스타일러스는 이 점에서 중요한 개선을 이루었다. 그것은 기울기를 2도 크게한 것으로, 이것은 스

타일러스 자체를 2도 기울린 것이다, 또한 이것은 입사각을 2도 크게 만들었다. 이것은 셀의 칭구조 및 조

각이 처음 이루어지는 입사시의 충격도를 완화시킴으로써 스타일러스의 사용시간을 향상시킨 효과를 주었다. 

또 스타일러스의 큰 입사각은 셀의 밸런스를 향상시켰다. 기존 스타일러스의 작은 입사각은 스타일러스에 큰 

충격을 주었고, 이것은 조각될 셀의 모양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PISA스타일러스로 조각시에는 스타일러스 

정밀도의 오차, 동의 경도, 조각헤드의 고정베어링에 의한 영향을 덜 받게 되었다. PISA는 HRLL사의 기본 조

각 시스템과 고성능의  HelioSprint시스템 모두에 사용할수 있다.

장점은 개선된 셀의 칭구조, 높은 인쇄농도(Channel  과 Wall 이 더욱 가늘어짐), 향상된 셀의 밸런스(고속 

조각기에도 셀이 일정), 길어진 사용 시간등이 장점이다.



위의 두 가지 조각은 모두 같은 헤드(C type)로 조각한 것이다. 왼쪽은 25도의 입사각을 가진 일반 스타일러

스로 조각한 것이다. 왼쪽 그림에서 셀의 비 칭 구조와 균일하지 않은 Wall을 볼 수 있다. 그에 비해 PISA스

타일러스의 셀은 칭적인 구조와 균일한 Wall을 볼 수 있다. 왼쪽의 셀은 Wall이 깨질 위험이 있는데 비해서 

오른쪽 그림은 셀의 가로길이가 5%길어지고, 따라서 볼륨도 10%증가되어 인쇄농도를 향상시킨다.

슬라이딩 풋: 실린더에 밀착하여 조감침을 보호하고 조각침과 실린더와의 사이의 거리을 유지시켜주는  역

할로, 좌우로 돌려서 풋이 앞,뒤로 이동되어 침과 판의 간격을 조정한다. 결국은 침과 풋,그리고 Burr cutter 

등이 판에 일치되어져야 한다.

Burr cutter: 침이 조각한 동 조각을 긁어서 동에서 분리시키는 역할로 조각헤드의 영점 조정에서 가장 우

선적으로 해야하며 이것은 작업자가 기계 조작시 알아야 할 사항들이며 글로 설명할 수 없는 관계로 생략한

다.(조정시 스프링이 너무 느슨하면 판이 긁히고, 너무 꽉 조이면 판 닿은 Burr cutter부분의 면적이 좁아 보

인다.) Burr cutter의 영점조정이 정확히되지않는 상태에서 조각을 하게되면, 조각된 cell 속으로 동 가루가 

들어가 메꿔버리는 현상이 생긴다. 또한 판에 긁힘자국(스크래치)을  생기게 할 수도 있다. 스크래치는 Burr 

cutter의 마모로도 생긴다.

Cell: 조각된 한 개의 망정을 뜻함, 한 개의 셀은 반채널+ well+ 1개 Cell+ well+ 반채널로 구성되어있다.

헤리오 조각 각도: 기계 자체각도 (필림이나, 데이터 각도와는 상관없이 헤리오 자체각도로 변경한다.)



Channel: 판의 회전 중 조각침이 조각을 하고 나오는 동안 미쳐 나오지 못하고 판에 긁히는 현상이다.  이 

Channel은 ∡0, 3, 4로 조각시에 생긴다.

Vibration: 조각하는 속도(진동수)라 할 수 있다. 조각 속도가  늦으면 꼬리가 형성되는데 이것을 Channel

이라 한다. 채널이 넓으면 베다 부분에서 잉크전이는 골고루 퍼지나 인쇄물은 좀 거칠어보이고. 반 로 채널

이 좁으면 잉크는 망점식으로 전이되는 관계로 잉크전이성은 약하나 인쇄물은 깔끔해 보인다.

참고로 바이브레이션 숫치를 높히면,  HL dot는 커지고, SH dot는 변화 없으며, Channel은 작아진다.

해상력(resolving power): 해상도 또는 분해 능력이라 하며, 단위 면적 당 기록되는 정보량에 응한다. 인쇄에

서는 검은 선이 같은 폭의 평행선에 있어서 1mm당 몇 선까지 식별되는가에 따라 나타내며 선수(線數)가 많을

수록 고 해상력으로 된다.

스크린 선수: 화상을 망점으로 재현할 때 망점의 밀도를 나타낸 것. 보통 1인치(면적이 아닌 길이 1인치사

이)에 망점이 몇 개 들어 있는가를 표시한다. lpi로 표시되며, 고급 원색인쇄에서는 150-175선을 사용하고 신

문인쇄에서는 100선 정도를 이용한다.dpi와는 다르다. 

농도(density):화상의 농담을 정량화시키기 위한 수치로 보통 사진 농도를 말함. 농도는 투과농도와 반사 농도

로 구분되며, 농도계로써 광학적으로 측정한다. 

루페(lupe): 독일어로 확 경. 인쇄물 등 화상을 검사하는 데 사용

동의 진원도: 동의 진원을 뜻하며, 0.05 mm 이내이어야 한다. 동의 진원을 위해선 판 제작부터 잘해야한다.

동 짱구: 최초에 판의 진원이 맞게 제작되었다하더라도 동 도금이나 크롬 도금시 열을 받아 판의 재료인 철

의 구조가 변하거나, 또 인쇄시 압통의 압력에 의해 판의 찌그러진 현상으로 동짱구 판으로 조각시 침의 파손

을 초래하고 인쇄 작업시는 핀의 불량이나 이색짐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진원도 불량)

그라데이션: 색의 계조(재현곡선), 원고가 가지고 있는 농담의 차이를 어떻게 망점 %크기로 전환시키는가를 

지정한 곡선을 그라데이션이라 한다. (별첨 부분 참조)

콘드라스트(Contrast): 전체적 원근감. 사진, 그림등의 농담 상태에서 명암의 차이 정도. 콘트라스트가 크면 

명암의 차이 크다는 뜻이다.

80%농도와 100%차이가 가장 클 때 콘트라스트하게 보인다.

콘트라스트는 (베다농도100% - 80% 농도) ÷ 베다 농도값(100%)이다. 0.30 이상 나와야 이미지가 콘트라스트

하게 보인다.

감마(Gamma): 사진의 콘트라스트와 관계있는 그라데이션의 경사도. 

보색: 반 색(보충 해 주는 색) 색상은 변화지 않으면서 그 색상의 강약을 조절해주는 색상



Sharpness: 농담의 차이가 나는 경계부분을 강조하는 기능으로 White, Black의 두 부분으로 나눈다. 필림에

선 이미지를 색분해할 때 원고의 엣지 부분을 전기적으로 과장해서 샤프하게 처리하는 것. 흰 부분은 더 희게

하고 검은 부분은 더 검게 처리한다.

디테일: 부분적 원근감, 화상의 미세한 부분까지 선명하게 나타낼수 있는정도. 사진의 망점으로 표현하면 디

테일이 손상되기 때문에 전기적으로 신호의 격차를 증폭해서 디테일을 강조한다.

무아레(Moire): 일정한 패턴의 무늬가 서로 간섭을 일으켜 생기는 기하학적 무늬다.

Trap(늬게): 색 영역이 서로 다른 부분을 약간 중첩시켜 인쇄의 핀트밀림에 처하는 처리.

연포장에서 원색과 별색사이의 늬계는 보통 0.15 mm ~ 3mm,이고 백색은 0.3mm ~ 0.5 mm 정도 준다.

보카시(Vignette 바림, 비네트): 색을 연속적으로, 진하거나 약하게 처리하는 기법

컬러 챠트(color chart): 여러 가지 망점 면적률을 가진 노랑, 빨강, 파랑, 먹의 각 색을 표준용지와 표준 잉

크로 중첩 인쇄한 색표를 계통적으로 배열한 표. 각 판의 망점 면적률보다 인쇄물의 마무리를 예측하거나 반

로 희망하는 색에 하여 각 색의 필요한 망점 면적률을 알 수 있다.

별색: 노랑, 빨강, 파랑, 먹의 4색 이외에 특별히 조합된 색. 특색은 산뜻한 녹색, 자색, 청색, 암갈색 및 

금, 은색 등 을 말한다. 용도는 그 색이 넓은 면적을 차지할 떄, 높은 인쇄효과가 요구 될 때, 다색 컬러 원

고에서 원색이 4색만으로 표현이 곤란할 때에 사용한다. 

UCR: 4색이 중첩되는 어두운 부분에서  CMY의 양을 줄이고 신 BK 판에서 보충하는 제판 및 인쇄기법

GCR(Gray Component Replacement):  UCR은 회색과 새도우 부분에서 3원색의 양을 먹판으로 처하지만 GCR은 3색이 

중첩된 부분까지 먹판으로 변환한다.

EPS 파일(Encapsulated Postscript): 일반 포스트 스크립 데이터는 프린터를 제어하기 위한 텍스트(문자)만 포함

되어있지만, EPS형식의 데이터는 화면표시용(프리뷰우) 화상데이터가 추가되어있다. 고품질의 그래픽을 얻을

수 있다.

비트맵(Bitmap): 컴퓨터 그래픽에서 화면상의 영상 데이터를 비트의 값으로 만드는 방식, 미세한 점이 모여 만

들어진 문자나 도형 또는 화상 신호를 비트 정보로서 평면으로 전개시켜 놓은 것.  디지털 화상 방식에서는 

문자, 그래픽의 비트맵을 만들어 이것을 출력기에 보내 종이, 인화지, 필름등에 점으로 재현시킴.

Dot gain: 망점 퍼짐성. 망점의 굵기, 망판 인쇄물에서 필름 원판보다 인쇄물의 망점이 크게 인쇄된 상태로 

필름 원판과의 차를 백분율로 나타낸다. 잉크의 유동성, 막두께, 롤러 조정, 통꾸밈 등의 요소에 따라 망점이 

굵어진다. 

망점이 가장 많이 퍼지는 %는 40% 이다. dot gain의 기본수치는 40%와 80%이다

그라비어에서 40%부근은 20% 차이가 나야되고, 80% 부근은 16% 이상 차이가 나야 잉크 망점 전이가 잘 되었다

고 한다.

예)40% 농도 체크하니 37% 로 나왔다면, 인쇄10% 감안, 농도계 12% 감안(광학적 에러) 37%+10%+12%=59%, 59%-

40%는 19%밖에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잉크(망점)전이가 잘 안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농도(Density):입사량 비율에 한 투사된 비율을 일정한 숫자로 표시한것

D =log (1/T)

D = 농도,  T = 투명도

T = 주사량/입사량

닥터(Doctor): 그라비어 인쇄시 판통에 묻은 잉크를 화선부를 제외한 부분에 여분의 잉크를 긁어 없애는 장치

를 말하며, 두께 0.1-0.15 mm정도의 강판의 한쪽을 예리하게 연마해서 홀더에 끼운 것을 말한다.

 닥터와 판면의 각도 60˚

① 판의 회전 5-20 회에 1회 보통 좌우로 왕복운동

② 닥터 칼날의 좌우 왕복운동: 10~30 m/min

OP: Over Printing의 약자이며, 인쇄된 표면에 내모성이나 광택을 주기 위해 코팅하는 투명한 막을 말한다.  

Over coating 또는 Clear Coating이라고도 한다.

내면 인쇄: 인쇄 작업시 인쇄 원단의  내면(이면)에 인쇄되는 것으로 내면 인쇄를 하기 위해서는 원단은 주

로 투명색이며, 잉크가 전이될수 있도록 원단 내면에 코로나(방전)처리가 되어있다. 판은 이미지가 정상적으

로 조각(부식)되어져 있어야 한다. 예) OPP, PE 등...

내면 인쇄순서: 흑,청,적,황,백

표면 인쇄: 인쇄 작업시 인쇄 원단의 표면에 인쇄되는 것으로 표면 인쇄를 위해서는 원단은 주로 불투명이

며, 잉크가 전이될수 있도록 원단 표면에 코로나(방전)처리가 되어있다. 판은 이미지와 반 로 뒤집혀져 조각

(부식)되어져 있다. 인쇄후 인쇄물은 정상적으로 보여진다. 예) PE 유백, 종이 등...  

* 표면인쇄에 내면인쇄 작업순서(칼라콘)와는 반 순으로 작업을 진행한다.

  표면 인쇄순서: 백,황,적,청,흑

비이클(vehicle): 인쇄잉크에서 안료를 분산시키는 매체로서 액체 상태의 성분. 잉크에 유동성을 주며, 오프셋 

인쇄에서는 감지화 작용을 하고, 건조되면 잉크의 피막을 만든다. 각종 기름, 수지, 첨가제등이 복합적으로 

쓰인다.

자외선 경화잉크(UV(ultra violet) ray curable ink): 자외선을 비춰서 비이클의 광중합 반응으로 건조되는 잉크, 

자외선은 분광흡수 반사되므로 잉크의 색과 피막의 두께에 따라 경화속도가 다르다.  판지, 금속판, 플라스틱 

필름등의 인쇄에 쓰인다.

전사 인쇄(decalcomania): 전사 인쇄(decalcomania)는 도자기에 그림 그려 놓기에서 시작되었다. 전사지(decal 

paper)에는 크롬 전사지, 차이나 전사지와 같은 1층으로 된 것과 2층으로 된 전사지가 있다. 2층으로 된 전사

지는 라이스 페이퍼(rice paper)를 지에 출로 붙여서 말리고, 그 위에 특수 칠감(녹말, 아라비아 고무, 젤

라틴, 난백 등)을 칠하여 광택을 낸 것이다. 이 전사지에 평  평판인쇄하고 잉크가 건조되기 직전에 안료를 

뿌리고 그 위에 니스칠을 해둔다. 도자기에 속건성 니스를 칠한 다음 마르기 전에 인쇄할 라이스 페이퍼를 붙

여 물을 칠한 뒤에 이 라이스 페이퍼를 벗기면 도자기 위에 안료가 전사된다. 이 도자기를 소성로에서 800。C 



mm cm m 비 고

1cm 10mm 100/10mm 10.0mm 10-2m 1/100m 0.01m

1mm 10-1cm 1/10 cm 0.1cm 10-3m 1/1000m 0.001m

1um 10-3mm 1/1000mm 0.001mm 10-6m 1/1,000,000m(백만) 0.000001m
마이크

로메타

1nm 10-9m 1,000,000,000m(10억) 0.000000001

나노 

메타

1Å 10-10m

옹스 

트롱

정도로 구우면 안료가 융착된다. 안료의 색견본을 미리 작성하여 두고, 원료의 혼합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전사 인쇄는 도자기 뿐만 아니라 모든 기물의 전사에 이용된다. 이런 경우는 보통 잉크로 인쇄하고 전사된 것

에 투명 래커를 뿌려서 보호한다.

라미네이팅(vinyl laminting): 플라스틱 필름을 접착제로 용지에 접착시키는 것. 인쇄물을 보호하고 광택을 내

며 물에 강하다. p.p (폴리프로 필렌), pvc등을 재료로 많이 사용한다. 근래에는 무광택 p.p 라미네이팅도 사

용된다.

잔컵: 잉크 점도를 체크 하는것(별첨참조)

1인치:2.54cm =25.4mm

길이의 단위: u 미크롬 = um 마이크로메타

① 1km=1,000m, 1m=100cm, 1cm=10mm, 1mm=1000u, 1u= 1/1000mm 

※나노: 그리스어로 난쟁이란 뜻임



- 도금 용어들 -

전처리: 도금 공정에 있어서 물품을 도금욕 중에 넣기전에 행하는 여러공정.

전해탈지: 알칼리 용액중에서 소기를 양극이나 음극으로 하여 전해해서 표면으로부터 유지나 더러움을 제거

하는 방법(음극법, 양극법, PR법)

탈지: 표면으로부터 기름, 기타 오염된 것을 제거하여 표면을 깨끗이 하는 것

도금욕: 도금액이 도금조내에 들어있는 상태의 경우를 말한다.

양극: 금속이 전기 화학적으로 용해되는극, 불용성의 경우에는 음이온이 방전되는극

음극: 금속 또는 수소가 전기 화학적으로 석출되는 극

광택제: 도금 피막에 광택을 주기위해 도금욕에 가하는 첨가제.

첨가제: 도금의 성질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도금욕이나 기타 처리액에 첨가하는 물질.

박리: 도금층이 소지로부터 떨어지는 것

전류밀도: 전극의 단위 면적당 전류의 크기

PH: 수소 이온 농도의 역수의 수로서, 도금 공정에서는 용액의 산소또는 알칼리도를 표시하는데 쓰인다.

전류농도: 전해막의 단위 용적당 전류의 세기

에칭: 금속 또는 비금속 표면을 화학적,또는 전기화학적으로 부식시키는 것.

산세척법: 산 용액에 탈지산제를 겸한 것.

계면활성제: 표면 장력을 감소시켜, 잘 적셔지도록 하든가, 또는 유화분산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

K-304의 필림 작업에 사용되는 각각의 명령어들: 설명 생략

 VDG, VDMO, TAG, TAP, TAGP, ASG, ASP, ASED, HB, STT, STS, PR, GR, GRGP, GRGN, ZUP, HDP...

K-304의 필림 작업에 사용되는 각각의 용어들: 설명 생략

ABS, ABE, GBS, GBE, GR, Stagger, Fast forwar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