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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높은 내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위에 깨끗한 잉크 화상을 기록할 수 있는 본 발명의 잉크 젯 
기록용 쉬트는 기판 중합체 필름 또는 쉬트 기판위에 형성되고 유리 전이 온도가 50℃ 또는 그 이하인 중
합체 바인더와 선택적으로 오일 흡수량이 250ml/100g 또는 그 이하인 및/또는 종횡비가 2.0 내지 100.0 
인 안료 입자를 포함하는 언더코트층 및 안료와 중합체 바인더를 포함하는 잉크 수용층을 포함한다.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잉크 젯 기록용 쉬트에 관한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발명은 종래의 목재가 없는 종이 쉬
트 및 코팅된 종이 쉬트와 동일한 정도로 가공 및 기록될 수 있고, 착색된 잉크 화상이 그 위에 우수한 
선명성과 만족할만한 돗트 형상으로 기록될 수 있으며, 우수한 내수성을 가지고 있는 잉크 젯 기록용 쉬
트에 관한 것이다. 

잉크 젯 방식의 프린터의 성능, 예를 들면 인쇄 속도 및 해상도 및 기록된 착색 화상의 채도에서의 상당
한 발전으로 인하여, 기록 재료들은 향상된 성능, 예를 들면 고도의 잉크 흡수 속도, 고도의 잉크 흡수 
용량, 조절된 잉크 퍼짐성 등을 가지도록 요구되고 있으며, 그래서 표면상에 형성된 잉크 수용코팅층을 
각각 가지고 있는 다양한 코팅지 유형의 잉크 젯 기록용 쉬트가 개발되어 왔다. 

예를 들면, 일본 특개소 번호 62-158,084 호 공보에는 미세한 합성 실리카 입자들을 함유하고 있고 고도
의 잉크흡수성, 색 재현성 및 색 농도를 나타내는 잉크 수용층을 가지고 있는 잉크 젯 기록 매체가 개시
되어 있다. 즉, 상기 언급된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잉크 젯 기록용 쉬트는 주성분으로서, 예컨
대 미세한 합성 실리카 입자와 같은, 우수한 잉크흡수성을 가지고 있는 백색 안료를 포함하고 있고, 주성
분으로서 셀룰로오스성 펄프를 포함하고 있는 기판(substrate)의 표면위에 형성되어 있는 코팅층을 가지
고 있다. 

또한, 잉크 젯 프린터의 사용이 확대됨으로 인하여, 잉크 젯 기록용 쉬트의 사용은 종래의 서류, 예를 들
면 사무용 서류로부터 색(color)을 주로 사용하는 광고물, 특히 구매시점에서의 광고물 (POS 광고물)에 
이르기까지 확대되고 있다. 

잉크 젯 기록 시스템은 인쇄판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인쇄 시스템과는 명확하게 구별된다. 그러므로, 
잉크 젯 기록 시스템은 소량의 인쇄가 가능하고 비용이 저렴하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종래의 잉크 젯 기록용 쉬트는 종래의 셀룰로오스성 펄프로부터 형성된 기판 쉬트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
하여 기록용 쉬트가 낮은 내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물에 젖었을 때 쉽게 손상된다는 점에서 불리하다. 또
한, 기판 종이 쉬트에 내수성-향상 처리가 수행되는 경우에도, 그 결과의 기록용 쉬트는 여전히 연신성, 
주름짐 및 컬링 (curling) 현상에 대한 내성면에서 만족스럽지 못하였다. 즉, 종래의 잉크 젯 기록용 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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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는 그것의 내수성면에서 만족스럽지 못하다. 

일본 특개소 번호 64-36,478 호 공보에는 주성분으로서 폴리올레핀 수지를 포함하고 있는 필름으로부터 
형성된 기판과 그 기판위에 형성되어 있는 소수성 잉크흡수 및 정착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수한 내수
성을 나타내는 잉크 젯 기록용 쉬트가 개시되어 있다. 이 유형의 잉크 젯 기록용 쉬트는 우수한 내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POS 광고물에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상기 유형의 잉크 젯 기록용 쉬트는 단지 오일 잉크를 사용하는 잉크 젯 프린터에만 사용될 수 
있다.  즉,  상기 언급된 잉크 젯 기록용 쉬트는 수성 잉크를 사용하는 잉크 젯 프린터에는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소수성 잉크흡수 및 정착층은 언제나 높은 내수성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또한, 주성분으로서 폴리올레핀 수지를 포함하고 있는 내수성 필름이 기판 쉬트로서 사용되는 
경우에라도, 종래의 잉크 수용층이 기판 쉬트위에 형성되어 있어서, 그것이 물방울에 젖어 손가락이나 펜
으로 문질러지는 경우에는, 잉크 수용층은 그것의 빈약한 내수성으로 인하여 잉크 수용층과 기판 쉬트 사
이의 계면에서 쉽게 박리된다.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이, 만족할만한 내수성을 나타내는 수성 잉크수용층을 
가지고 있는 잉크 젯 기록용 쉬트는 아직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 

일본 특개평 번호 1-225,585 호 및 5-051,470 호 공보에는 기판 쉬트와 잉크수용층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언더코트층을 가지고 있는 잉크 젯 기록용 쉬트가 개시되어 있다. 상기 언급된 공보들의 언더코트층은 기
록용 쉬트의 내수성을 향상시킬 수 없는 잉크보유층 또는 잉크수용층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고품위의 수성 잉크 화상이 잉크 젯 기록용 프린터에 의하여 고속으로 기록될 수 있고 
우수한 내수성을 가지고 있는 잉크 젯 기록용 쉬트를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언급된 목적은 중합체 필름(polymeric film) 또는 쉬트를 포함하고 있는 기판 안료 및 중합체 바인
더를 포함하고 있는 잉크 수용층 및 기판과 잉크 수용층 사이에 형성되어 있고 50℃ 또는 그 이하의 유리 
전이 온도를 가지고 있는 중합체 바인더를 포함하고 있는 언더코트층으로 이루어진 본 발명의 잉크 젯 기
록용 쉬트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본 발명의 잉크 젯 기록용 쉬트에서, 잉크 수용층의 안료는 다수의 미세한 비정질 실리카 입자로 이루어
져 있다. 

본 발명의 잉크 젯 기록용 쉬트에서, 언더코트층은 안료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언더코트층의 
안료는 일본 공업규격 K 5101에 따라 측정된 250ml/ 100g 또는 그 이하의 오일 흡수량을 가지고 있는 것
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잉크 젯 기록용 쉬트에서, 언더코트층의 중합체 바인더는 바람직하게도 50℃ 또는 그 이하의 
유리 전이 온도를 가지고 있는 수분산성 수지를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의 잉크 젯 기록용 쉬트에서, 언더코트층에 사용된 중합체 바인더는 가교제와 교차 결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잉크  젯  기록용  쉬트에서,  언더코트층은  0.2  내지 15.0g/m
2
의  양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잉크 젯 기록용 쉬트에서, 기판용 중합체 필름은 바람직하게도 2축 연신된 필름으로부터 선택
된다. 

본 발명의 잉크 젯 기록용 쉬트에서, 언더코트층의 중합체 바인더는 바람직하게도 -30 내지 50℃의 유리 
전이 온도를 가지고 있다. 

본 발명의 잉크 젯 기록용 쉬트에서, 언더코트층은 0.5 내지 8.0g/m
2
의 양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잉크 젯 기록용 쉬트에서, 언더코트층에 대한 가교제는 바람직하게도 최소한 하나의 이소시아
네이트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다. 

본 발명의 잉크 젯 기록용 쉬트에서, 언더코트층은 일본 공업규격 P 8137 에 따라 측정된 R6 또는 그 이
상의 발수성(water repellency)을 나타내튼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잉크 젯 기록용 쉬트에서, 기판용 중합체 필름 또는 쉬트는 무기 안료 및 열가소성 수지를 포
함하는 2축 연신된 필름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잉크 젯 기록용 쉬트에서, 언더코트층에 함유되고 50℃ 또는 그 이하의 유리 전이 온도를 가지
고 있는 중합체 바인더는 수성 아크릴계 수지 에멀젼으로부터 유도된다. 

나아가, 본 발명의 잉크 젯 기록용 쉬트에서, 언더코트층은 바람직하게는 안료 입자, 보다 바람직하게는 
입자의 장축 길이 대 단축 길이의 비인 종횡비(aspect ratio)가 2.0 내지 100.0인 무기안료 입자를 포함
한다.

본 발명의 잉크 젯 기록용 쉬트는 중합체 필름 또는 쉬트로부터 형성된 기판, 기판의 표면위에 형성되고 
50℃ 또는 그 이하의 유리 전이 온도를 가지고 있는 중합체 바인더를 포함하는 언더코트층, 및 언더코트
층위에 형성되어 있으며 미세한 비정질 실리카 입자들과 소수성 중합체 바인더를 포함하는 잉크 수용층으
로 이루어진다. 

본 발명의 잉크 젯 기록용 쉬트는 기판과 잉크 수용층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특유의 언더코트층을 특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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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다. 

잉크 수용층이 2축 연신된 중합체 필름 또는 쉬트로부터 형성된 기판의 표면위에 직접 형성되어 있는 종
래의 잉크 젯 기록용 쉬트에서는, 잉크 수용층이 높은 수성 잉크흡수량을 가지도록 요구되기 때문에 잉크 
수용층이 기판에 단단하게 정착되는 것이 어렵다. 특히, 잉크 젯 기록용 쉬트가 물에 젖었을 때, 물은 잉
크 수용층과 기록용 쉬트의 단면을 통해서 기판과 잉크 수용층 사이의 계면으로 스며들게 되고, 그 결과 
잉크 수용층은 기판으로부터 쉽게 박리된다. 즉, 내수성 잉크 수용층을 제공하는 것이 어렵다. 그러나, 
본 발명의 언더코트층이 기판과 잉크 수용층 사이에 형성되는 경우, 언더코트층은 기판에뿐만 아니라 잉
크 수용층에도 단단하게 밀착될 수 있고, 따라서 잉크 수용층이 언더코트층을 통해 기판에 단단하게 결합
된다. 그러므로, 기판과 잉크 수용층 사이의 계면으로 물이 스며드는 것은 어렵다. 만약 물이 계면으로 
스며들 수 있다 하여도, 스며드는 물은 언더코트층을 통해서 결합되어 있는 기판과 잉크 수용층 사이의 
결합이 열화되도록 작용하지 못한다. 따라서, 잉크 수용층은 향상된 내수성을 나타낼 수 있다. 

본 발명의 잉크 젯 기록용 쉬트에서, 기판은 중합체 필름 또는 쉬트, 특히 내수성 중합체 필름 또는 쉬트
로부터 형성된다. 중합체 필름은 주성분으로서 폴리올레핀계 수지, 예를 들면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에틸렌-프로필렌 공중합체 및 에틸렌-비닐 아세테이트 공중합체, 폴리스티렌 및 아크릴산 에스테르 공중
합체로부터 선택된 최소한 하나의 성분을 포함하는 열가소성 중합체 필름으로부터 선택될 수 있다. 중합
체 쉬트는 상기 언급된 수지들로부터 제조된 합성 종이 쉬트로부터 선택될 수 있다. 

열가소성 수지가 미세한 무기 입자들과 혼합되는 경우, 혼합물은 필름으로 형성되고, 필름은 2방향으로 
연신되며, 천연 종이 쉬트의 촉감과 유사한 촉감을 가지는 합성 종이-유사 쉬트(synthetic  paper-like 
sheet) 또는 층이 얻어진다. 본 발명에서, 기판은 바람직하게도 최소한 하나의 합성 종이-유사 층을 포함
하는 다층 쉬트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다층 합성 종이 쉬트는 바람직하게는 코아 층과 하나 또는 두 
개의 합성 종이-유사 표면층을 포함하고 있는 2 또는 3-층 쉬트이거나, 또는 상기 언급된 2 또는 3-층 쉬
트의 합성 종이-유사 층들위에 형성되어 있는 하나 또는 두 개의 상부코트(uppercoat)층을 가지고 있는 3 
내지 5-층 쉬트이다. 이런 유형의 다층 쉬트는 또한 필름법 합성지 쉬트로도 불리운다. 

열가소성 수지에 혼합될 미세한 무기 입자들로는, 코아층 및 합성 종이-유사 층에 대해서는 칼슘 카보네
이트(탄산칼슘), 소성크레이, 규조토, 탈크 및 평균 입자 크기가 20㎛ 또는 그 이하인 실리카 입자들이 
있으며, 상부코트층에 대해서는 칼슘 카보네이트, 티타늄 다이옥사이드 및 황산 바륨 입자들이 있다. 미
세한 무기 입자들은 합성 종이 쉬트안에 바람직하게는 8 내지 65%의 양으로 존재한다. 만약 무기 입자의 
함량이 너무 작으면, 연신된 쉬트는 만족스럽지 못한 종이-유사 촉감, 외관 및 잉크 흡수성을 가질 것이
다. 또한, 만약 무기 입자의 함량이 너무 크면, 쉬트는 기계적 강도면에서 만족스럽지 못할 것이다. 

기판용 2축 연신된 필름은 합성 종이 쉬트로서 알려져 있는 시중에서 구매가능한 열가소성 필름으로부터 

선택될 수 있다. 이들 필름은 바람직하게는 15 내지 200㎛의 두께 및 10 내지 150g/m
2
의 기준 중량을 가지

고 있다. 

본 발명의 잉크 젯 기록용 쉬트에서, 기판위에 형성될 언더코트층은 50℃ 또는 그 이하의 유리 전이 온도
를 가지고 있는 중합체 바인더와 선택적으로 안료 및/또는 다른 첨가제를 포함한다. 

언더코트층용 중합체 바인더는 수불용성 중합체의 라텍스, 예를 들면 공액 디엔계 중합체들, 예컨대 스티
렌-부타디엔 공중합체 및 메틸 메타크릴레이트-부타디엔 공중합체, 아크릴계 중합체, 예컨대 아크릴산 에
스테르 및 메타크릴산 에스테르의 단일 중합체 및 공중합체, 비닐계 중합체, 예컨대 에틸렌-비닐 아세테
이트 공중합체 및 변성 작용기, 예를 들면 카르복실기 및/또는 양이온성 기를 가지고 있는 상기 언급된 
중합체 및 공중합체의 변성 반응 생성물 수용성 또는 수분산성 열경화성 수지, 예를 들면 멜라민-포름알
데히드 수지 및 우레아-포름알데히드 수지 수불용성 점착성 수지, 예를 들면 무수말산 공중합체 수지, 폴
리아크릴아미드 수지, 폴리메틸 메타크릴레이트 수지, 폴리우레탄 수지,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폴리
비닐 부티랄 수지, 및 알키드 수지 및 수용성 중합체, 예를 들면 폴리비닐 알코올 및 셀룰로오스 유도체
로부터 선택된 최소한 하나를 포함하며, 상기 각각은 50℃ 또는 그 이하, 바람직하게는 30℃ 또는 그 이
하, 보다 바람직하게는 10℃ 또는 그 이하의 유리 전이 온도를 갖는다. 언더코트층은 기판과 잉크 수용층 
사이의 결합 강도를 증가시키는데 기여한다. 

중합체 바인더의 유리 전이 온도에 대해서는 하한은 없다. 통상적으로, 잉크 젯 기록용 쉬트의 제조 방법
에서, 언더코트층이 기판상에 형성되어 그 결과 제조된 라미네이트 쉬트가 잉크 수용층이 코팅되는 단계
전에 감겨져서 보관되는 경우, 언더코트층에 대한 중합체 바인더는 바람직하게는 50℃ 이하 -30℃ 이상의 
유리 전이 온도를 갖는다. 이런 유형의 중합체 바인더는 결과적으로 얻어진 감겨있는 라미네이트 쉬트가 
블록킹(blocking) 현상을 나타내도록 유도하지는 않는다. 

언더코트층에 대해서, 중합체 바인더는 바람직하게도 고도의 내수성을 가지고 있는 수분산성 중합체들로
부터 선택된다. 만약 수용성 수지가 언더코트층에 대해 사용된다면, 그 결과 얻어진 언더코트층의 수용성 
수지는 바람직하게는 교차결합되어 자신들을 수불용성으로 만들게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아크릴산 중합체 라텍스들은 우수한 내수성을 가지고 있는 언더코트층을 형성하는데 유용하
다. 아크릴산 중합체 라텍스들이 중합체 바인더로서 사용되는 경우, 그 결과의 언더코트층은 건조후에 물
에 대해 우수한 배리어 성능을 나타내며, 그로써 바람직하게 사용된다. 

만약 중합체 바인더의 유리 전이 온도가 50℃ 이상이라면, 그 결과의 언더코트층은 기판 (예를 들면 폴리
올레핀 필름 또는 쉬트) 및 잉크 수용층에 대하여 만족스럽지 못한 결합 강도를 나타내며, 언더코트층이 
예를 들면 폴리올레핀 수지를 포함하는 기판 및 잉크 수용층에 대하여 만족스럽지 못한 결합 강도를 나타
내기 때문에 만족스럽지 못한 내수성을 나타낸다. 또한, 만약 중합체 바인더의 유리 전이 온도가 -30℃ 
이하라면, 그 결과의 언더코트층은 점착 성질을 나타낼 것이다. 이런 경우에, 언더코트층으로 기판 쉬트
를 코팅함으로써 제조된 라미네이트 쉬트가 롤 주위에 감기게 되면, 잉크 수용층을 코팅하기 전에 감겨진 
라미네이트 쉬트 층들이 상호간에 점착하여 블록킹 현상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 언더
코트층에 대한 중합체 바인더는 -30℃ 또는 그 이상의 유리 전이 온도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언더코트층-코팅 단계와 잉크 수용층-코팅 단계가 연속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코팅 기계가 사용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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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중합체 바인더의 유리 전이 온도에는 하한이 없다. 

중합체 바인더는 언더코트층의 총 고체 중량을 기초로 하여, 바람직하게는 10 내지 100중량%, 보다 바람
직하게는 20 내지 80중량%의 양으로 사용된다. 

점착 성질을 가지고 있는 중합체 바인더가 너무 많은 양으로 사용되고, 그 결과의 언더코트층-코팅된 라
미네이트가 롤 주위로 감기게 되면, 상기 언급된 블록킹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또한, 만약 중합체 바인
더가 너무 적은 양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의 언더코트층의 기판 쉬트 및 잉크 수용층에 대한 결
합 강도가 충분하지 못하게 될 것이며, 그로써 잉크 젯 기록용 쉬트는 만족스럽지 못한 내수성을 나타낼 
것이다. 또한, 그 결과의 언더코트층은 불충분한 발수성 및 감소된 내수성을 나타내며, 그로 인해 물이 
언더코트층과 기판 사이의 계면으로 언더코트층을 통해 스며들 수 있다. 

우수한 내수성을 가지는 잉크 젯 기록용 쉬트를 얻기 위해서는,  언더코트층이 일본 공업규격 (JIS)  P 
8137에 따라 측정된 R6 또는 그 이상의 발수성을 나타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블록킹 현상을 유발하지 않는 언더코트층은, 중합체 바인더가 낮은 유리 전이 온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도, 중합체 바인더를 가교제와 함께 교차 결합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다. 이런 관계로, 중합체 바인더를 
가교제와 교차 결합시킴에 의해 그 결과의 언더코트층 표면은 증가된 경도를 나타내고, 점착성을 나타내
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언더코트층에 대한 가교제는 예를 들면 이소시아네이트 화합물, 예컨대 폴리이소시아네이트, 폴리메틸렌
폴리페닐 이소시아네이트,  톨루일렌디디이소시아네이트,  디페닐메탄디이소시아네이트 및 헥사메틸렌디이
소시아네이트 티타늄 킬레이트 화합물, 예컨대 테트라-이소-프로폭시-비스(트리에탄올아민) 티타네이트, 
테트라프로필 티타네이트, 및 트리에탄올아민 티타네이트 알콕실란 화합물, 예컨대 트리메톡시실란, 디메
틸디메톡시실란, 메틸트리메톡시실란, 메틸디메톡시실란, 트리메틸에톡시실란, 디메틸디에톡시실란, 메틸
트리에톡시실란, 및 메틸디에톡시실란 실란올 화합물, 예컨대 디페닐실란디올 비닐 실란 화합물, 예컨대 
비닐트리메톡시실란 및 비닐트리에톡시실란 황, 유기 황 화합물, 옥심 화합물 및 니트로소 화합물로부터 
선택된 최소한 하나의 성분을 포함한다. 상기 언급된 화합물들중에서, 아크릴계 수지 에멀젼에 대한 가교
제로서 이소시아네이트 화합물들이 효과적이며, 본 발명에 바람직하게 사용된다. 이들 가교제는 단독으로 
또는 그것들의 둘 이상의 혼합물로 사용될 수 있다. 

가교제는 언더코트층에 대한 중합체 바인더의 건조 중량을 기초로 하여 0.2 내지 10중량%의 양으로 사용
된다. 만약 가교제의 양이 너무 적고 -30℃ 보다 낮은 유리 전이 온도를 가지고 있는 중합체 바인더에 대
해 사용된다면, 그 결과의 언더코트층은 불충분한 블록킹 내성을 나타낼 것이다. 또한 만약 가교제의 양
이 너무 많으면, 언더코트층의 교차 결합력은 너무 강해질 것이며, 그 결과의 언더코트층은 너무 높은 경
도를 나타낼 것이다. 

언더코트층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안료는 무기 안료, 예를 들면 칼슘 카보네이트, 크레이, 소성 크레이, 
카올린, 규조토, 탈크, 알루미늄 옥사이드, 실리카, 화이트 카본, 마그네슘 알루미노실리케이트, 마그네
슘 실리케이트, 마그네슘 카보네이트, 황산 바륨, 티타늄 옥사이드, 알루미늄 하이드록사이드 및 마그네
슘 하이드록사이드 및 유기 안료, 예를 들어 스티렌 단일 중합체 및 공중합체 수지 및 아크릴산 에스테르 
단일 중합체 및 공중합체 수지로부터 선택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잉크 젯 기록용 쉬트의 한 바람직한 구체예에서, 언더코트층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안료는, 
일본 공업규격 R 1600에 따라 측정된 안료 입자들의 장축 길이 대 단축 길이의 비를 말하는 종횡비가 바
람직하게는 2.0 내지 100.0, 보다 바람직하게는 2.0 내지 50.0, 보다 더 바람직하게는 2.0 내지 7.0인 다
수의 안료 입자들을 포함한다. 통상적으로, 장축은 안료의 프라이머리 입자들의 폭에 상응하며, 단축은 
안료의 프라이머리 입자들의 두께에 상응한다. 

언더코트층에 대한 바람직한 안료는 무기 안료, 특히 칼슘 카보네이트 안료이다. 

만약 안료 입자들의 종횡비가 너무 작으면, 그 결과의 언더코트층은 잉크 수용층 및 기판에 대하여 불충
분한 결합 강도를 나타낼 것이며, 그 결과 긴 시간에 걸쳐 잉크 화상을 나타내기에는 내수성이 불충분하
다. 또한, 만약 종횡비가 너무 크면, 그 결과의 언더코트층은 만족스럽지 못한 표면 강도를 나타낼 것이
다. 그런 경우에, 점성층(tack layer)을 가지고 있는 투명한 수지 필름인 과라미네이트(overlaminate) 쉬
트는 잉크 젯 기록용 쉬트의 잉크 화상-기록된 표면위에 코팅되며, 그것의 표면에서 문질러지는 경우, 언
더코트층에 물이 도포되지 않은 경우에조차도 잉크 화상-기록 층이 언더코트층으로부터 과라미네이트 쉬
트와 함께 분리될 수 있다. 또한, 잉크 젯 기록용 쉬트의 잉크 화상-기록 표면이, 특히 커다란 절단 크기
에서, 예를 들면 AO 크기에서 과라미네이트 쉬트로 과잉 코팅되는 경우, 그 결과의 라미네이트 쉬트는, 
잉크 젯 기록용 쉬트가 정상적인 조건하에서 사용될 수 있고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여도 장기
간의 표시에는 적당하지 않다. 나아가, 만약 종횡비가 너무 크면, 그 결과의 언더코트층의 표면 강도는 
낮아지고, 그로써 언더코트층의 표면은 물이 언더코트층에 도포되지 않는다 하여도 경미한 힘, 예를 들면 
손톱으로 표면을 살짝 문지르기만 하여도 손상되거나 또는 절단될 수 있다. 그러므로, 그 결과의 언더코
트층은 취급이 어렵다. 따라서, 언더코트층의 안료 입자들의 종횡비는 바람직하게는 2.0 내지 100.0, 보
다 바람직하게는 2.0 내지 7.0 범위내에 있는 것이 좋다. 

안료 입자들의 종횡비의 효과에 대한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안료 입자들이 종횡비가 2.0 또는 
그 이상인 평평한 얇은 판 형태이고, 안료 입자-함유 코팅액이 기판의 표면위에 코팅될 때, 안료의 평평
한 얇은 입자들이 평평한 면-대-평평한 면 방식으로 상호간에 축적되어 언더코트층에 다수의 미세한 구멍
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 결과 생성된 층위에 잉크 수용층에 대한 코팅액이 코팅될 때, 미
세한 구멍들은 잉크 수용층에 대한 코팅액이 그곳을 통해 흘러서, 그 결과 잉크 수용층이 언더코트층에 
단단하게 고정되고, 언더코트층과 잉크 수용층 사이의 계면이 증가된 내수성을 나타내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만약 종횡비가 2.0 이하이면, 안료 입자들은 입방체에 가까운 형태가 되고, 그로써 결과의 언더코
트층에 미세한 구멍들이 충분한 수로 형성될 수 없으며, 그 결과 언더코트층은 잉크 수용층에 대하여 만
족할만한 결합 강도를 나타낼 수 없고, 충분한 내수성도 나타낼 수 없다. 만약 종횡비가 7.0 이상이지만 
100.0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안료 입자들은 판 또는 막대 형태이며, 종횡비가 7.0 또는 그 이하이고 스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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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spindle) 형태인 안료 입자들의 기계적 강도보다 약간 낮은 기계적 강도를 나타낼 것이다. 만약 종횡
비가 100.0 이상이면, 안료 입자들은 바늘 형태일 것이며, 감소된 기계적 강도를 나타낼 것이다. 일반적
으로, 안료 입자들이 방적 스핀들, 판 또는 막대의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입자들의 종횡비가 2.0 내
지 7.0의 범위내에 있는 경우이다. 그러므로, 상기 언급된 안료 입자들의 형태는 본 발명에 대해 바람직
하게 사용된다. 

본 발명에 사용할 수 있는 무기 안료에서, 통상적으로, 입자들의 장축은 바람직하게는 0.5㎛ 내지 50.0㎛ 
의 범위내에 있다. 장축이 0.5㎛ 또는 그 이상인 경우에는, 그 결과의 언더코트층은 보통 우수한 기계적 
강도를 나타낸다. 장축이 50.0㎛ 이하인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그 결과의 언더코트층은 높은 평활도를 나
타내고, 그 결과 잉크 젯 기록용 쉬트는 우수한 외관을 갖는다. 

나아가, 만약 언더코트층에 함유되어 있는 안료가 너무 높은 오일 흡수량을 가지고 있으면, 그 결과의 언
더코트층은 R6 이하의 발수성 및 감소된 내수성을 나타낼것이고, 그로써 물은 잉크 수용층 표면을 통해서 
언더코트층으로 스며들 수 있다. 따라서, 그 결과의 잉크 젯 기록용 쉬트는 만족스럽지 못한 내수성을 나
타낼 것이다. 그러므로, 언더코트층에 대한 안료의 오일 흡수량은 250ml/100g 또는 그 이하인 것이 바람
직하다. 

언더코트층에 함유된 무기 안료의 오일 흡수량이 100ml/100g 이상인 경우에, 약 100㎛의 직경을 가지고 

있는 미세한 구형 입자들이 예를 들면 약 10 입자/cm
2
의 분포 밀도로 언더코트층위에 코팅된 잉크 수용층

의 표면에 생성된다. 이들 구형의 입자들은 어떠한 실제적인 문제도 일으키지는 않는다. 그러나, 때로 인
쇄된 잉크 젯 기록용 쉬트의 화상-기록된 표면상에 있는 구형 입자들은 빛속에서 반짝거리며, 그로써 화
상-기록된 잉크 젯 기록용 쉬트의 외관의 열화를 유발한다. 구형 입자들의 생성 원인은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언더코트층에 함유된 무기 안료 입자들의 오일 흡수량이 100ml/100g 이상인 경우에, 무기 안료 
입자들이 또한 고도의 물 흡수성을 가지며, 그로써 그 결과의 언더코트층이 잉크 수용층에 함유된 안료 
입자들의 물 흡수성과 유사한 높은 물 흡수성을 가지고 있는 무기 안료 입자들을 함유하도록 유발하고, 
따라서 낮은 물-보유성을 가지고 있는 잉크 수용층 코팅액이 언더코트층위에 코팅될 때, 잉크 수용층 코
팅액의 일부가 언더코트층에 재빠르게 흡수되어 언더코트층에 있는 미세한 구멍들에 보유되어 있던 미세
한 공기 거품을 밀어내어, 코팅액층의 표면위에 공기 거품이 밀려나가 부유하는 것을 유발함으로써 미세
한 구형 입자들을 형성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바람직하게는 언더코트층에 대한 안료 입자들이 
JIS K 5101에 따라 측정된 100ml/100g 또는 그 이하의 오일 흡수량을 가지는 것이 좋다. 

특히, 언더코트층의 안료입자의 오일 흡수량은 20ml/100g 또는 그 이상인 것이 바람직하다. 오일 흡수량
이 20ml/100g 또는 그 이상인 경우에, 언더코트층위에 코팅된 잉크 수용층에 대한 코팅액의 일부가 언더
코트층에 있는 미세한 구멍안으로 스며들어 잉크 수용층에 대한 고정자로서 작용하고, 그로써 잉크 수용
층은 언더코트층에 단단하게 결합될 수 있고, 그 결과의 잉크 젯 기록용 쉬트는 향상된 내수성을 나타낸
다. 언더코트층에 대한 안료 입자들의 오일 흡수량은 보다 바람직하게는 20ml/100g 내지 70ml/100g 이다. 
오일 흡수량이 70ml/100g 보다 작으면, 안료 입자들은 많은 구멍을 갖지 못하고, 따라서 우수한 기계적 
강도를 나타내며, 그 결과의 언더코트층은 특히 우수한 기계적 강도를 갖게 된다. 

바람직한 것은, 안료 입자들이 언더코트층의 총 건조 고체 중량을 100부로 하였을 때 100부당 90중량부 
이하, 보다 바람직하게는 20 내지 80중량부의 함량으로 함유되는 것이다. 만약 안료 입자들의 함량이 너
무 높으면, 그 결과의 언더코트층의 기판 및 잉크 수용층에 대한 결합 강도가 떨어질 것이고, 그 결과 언
더코트층은 만족스럽지 못한 발수성을 나타낼 것이다. 

안료 함량이 너무 낮은 경우에는, 그 결과의 언더코트층은 점착성질을 나타낼 것이다. 기판과 그 기판위
에 코팅되어 있는 언더코트층으로 이루어진 라미네이트가 잉크 수용층이 언더코트층위에 코팅되기 전에 
롤 주위에 감기는 경우에는, 감겨진 라미네이트의 언더코트층의 표면이 언더코트층과 접촉하게 되는 기판
의 후면에 점착할 수 있게 되어 블록킹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잉크 수용층이 연속적으로 감김없이 언더
코트층위에 코팅되는 경우, 상기 언급된 블록킹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언더코트층으로 코팅된 
라미네이트가 감기게 되면, 언더코트층은 바람직하게는 안료 입자들을 함유하여서 블록킹 현상을 방지하
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언더코트층에 함유될 안료 입자들은 주요 입자 크기가 0.2 내지 20.0㎛인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안료 입자의 주요 입자 크기가 너무 작으면, 그 결과의 안료는 높은 오일 흡수량을 가지게 되고, 그
에 따라 때로 상기 언급된 구형 입자들이 잉크 수용층안에 형성될 수도 있다. 또한, 만약 입자 크기가 너
무 크면, 때로 안료 입자들은 언더코트층의 두께와 비교하여 너무 커지게 되고, 낮은 오일 흡수량을 가지
고 있는 안료 입자들의 일부는 언더코트층의 표면으로부터 잉크 수용층으로 향하게 됨으로써 기록된 화상
이 울퉁불퉁하게 되는 것과, 그 결과의 잉크 젯 기록용 쉬트위에 잉크 화상이 기록될 때 화상에 돗트가 
결여되는 것을 유발한다.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이, 안료 입자들의 오일 흡수량은 안료 입자들의 입자 형태 및 입자 크기에 따라 가
변적이다. 그러므로, 너무 높은 오일 흡수량을 가지고 있는 안료 입자들은 안료 입자들이 그것의 오일 흡
수량이 원하는 수준으로 조정되도록 물리적으로 또는 화학적으로 처리되는 때 언더코트층에 대하여 사용
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언더코트층에 대해 사용될 수 있는 안료들은 단독으로 또는 그것의 둘 또는 그 이
상의 혼합물로 사용될 수 있다. 

기판위에 언더코트층을 형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언더코트층은 코팅
기 또는 인쇄기, 예를 들면 바 코팅기 (bar coater), 에어 나이프 코팅기 (air knife coater), 블레이드 
코팅기 (blade coater) 및 커튼 코팅기 (curtain coater) 를 사용함으로써 형성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잉
크 젯 기록용 쉬트중의 언더코트층의 양은 잉크 젯 기록용 쉬트의 최종 용도를 고려하여 정립된다. 언더
코트층의 양은 그 결과의 잉크 젯 기록용 쉬트가 만족할만한 내수성, 잉크 화상-기록 성능, 및 보관 성질

을 나타낼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통상적으로, 언더코트층의 양은 바람직하게는 0.2 내지 15.0g/m
2
이

고, 보다 바람직하게는 0.5 내지 8.0g/m
2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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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언더코트층의 양이 너무 적으면, 그 결과의 언더코트층의 기판에 대한 결합 강도는 약간 불만족스럽
게 될 것이며, 때로 언더코트층이 물을 함유하고 있을 때 언더코트층위에 형성된 잉크 수용층의 표면이 
잉크 수용층과 작은 접촉 면적을 가지는 물품, 예를 들면 강한 압력하에 펜의 맨 끝으로 강하게 문질러지
게 되면, 잉크 수용층은 언더코트층과 함께 기판과 언더코트층 사이의 계면으로부터 분리될 것이며, 한편
으로 잉크 수용층 표면이 손가락으로 문질러지면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다. 

또한, 만약 언더코트층의 양이 매우 적으면, 언더코트층의 기판에 대한 결합 강도는 불충분하게 될 것이
고, 따라서 그 결과의 잉크 젯 기록용 쉬트는 내수성 면에서 만족스럽지 못하게 될 것이고, 언더코트층이 
물을 함유하고 있을 때 잉크 수용층의 표면이 손가락으로 문질러지면, 잉크 수용층은 언더코트층과 기판 
사이의 계면으로부터 시작하여 언더코트층으로부터 분리될 것이다. 

또한, 만약 언더코트층의 양이 너무 많으면, 상기 언급된 미세한 구형 입자들이 언더코트층위에 코팅된 
잉크 수용층의 표면상에 적은 수로 생성될 수 있고, 잉크 젯 기록용 쉬트의 외관이 분해되는 것을 유발할 
수 있는 한편, 미세한 구형 입자들은 실제적인 사용에서는 어떠한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다. 

잉크 수용층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안료들은 특정 유형의 안료로 한정되지 않는다. 잉크 수용층에 대한 
안료들은 종래의 무기 안료들, 예를 들면 제올라이트, 칼슘 카보네이트, 칼슘 실리케이트, 알루미늄 하이
드록사이드, 소성 크레이, 카올린 크레이, 탈크, 화이트 카본, 및 코팅지 쉬트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종
래의 유기 안료들 (플라스틱 안료들)로부터 선택될 수 있다. 

그러나, 잉크 수용층에 대한 안료들은 바람직하게는 주성분으로서 다공성이고, 높은 잉크 흡수율을 가지
고 있으며, 잉크가 깨끗한 화상을 형성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높은 오일 흡수량을 나타내며, 높은 비
표면적을 가지고 있고, 이차 입자 크기가 1 내지 10㎛ 인 미세한 비정질 실리카 입자들을 포함하는 것들
로부터 선택되는 것이 좋다. 미세한 비정질 실리카 입자들은 바람직하게는 잉크 수용층의 총 중량을 토대
로 하여 50 내지 90중량%의 함량으로 함유되는 것이 좋다. 만약 미세한 비정질 실리카 입자들의 함량이 
너무 작으면, 그 결과의 잉크 수용층의 잉크 흡수율이 만족스럽지 못하게 될 수 있다. 또한 만약, 미세한 
비정질 실리카 입자들의 함량이 너무 크면, 그 결과의 잉크 수용층은 불충분한 기계적 강도를 나타낼 수 
있다. 

잉크 젯 기록용 쉬트의 사용 목적 및 프린터로부터 요구되는 성능에 상응하여, 잉크수용층은 비정질의 실
리카입자들 외에 다른 백색안료들을 함유할 수 있다. 

잉크 수용층에 대한 중합체 바인더는 바람직하게는 잉크에 대해 높은 친화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결과의 
잉크 수용층이 향상된 액체-흡수력을 나타내도록 유도하는 것들, 예를 들면 폴리비닐 알코올 및 그것의 
유도체, 단백질, 예를 들면 카세인 전분 및 전분 유도체, 공액 디엔 중합체의 라텍스, 예를 들면 스티렌-
부타디엔 공중합체, 및 메틸 메타크릴레이트-부타디엔 공중합체 아크릴계 중합체의 라텍스, 예를 들면 아
크릴산 에스테르와 메타크릴산 에스테르의 중합체 및 공중합체 비닐 중합체의 라텍스, 예를 들면 에틸렌-
비닐 아세테이트 공중합체 작용기, 예컨대 카르복실 및 양이온성 기를 가지고 있는 변성제를 이용한 상기 
언급된 중합체들의 변성 반응 생성물인 작용기-함유 변성 중합체의 라텍스 열경화성 합성 수지, 예컨대 
멜라민 수지 및 우레아 수지를 포함하고 있는 수용성 바인더 및 합성 수지 바인더, 예를 들면 무수말레산 
공중합체 수지, 폴리아크릴아미드 수지,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 수지, 폴리우레탄 수지, 불포화 폴리에
스테르 수지, 폴리비닐부티랄 수지 및 알키드 수지로부터 선택되는 최소한 하나의 성분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것들은 잉크에 대한 높은 친화성을 갖고 있고, 잉크수용층이 향상된 잉크흡수성을 나타나
게 한다. 

잉크 수용층내의 중합체 바인더의 함량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은 없다. 통상적으로, 중합체 바인더의 함
량은 잉크 수용층의 총 건조 고체 중량을 토대로 하여, 바람직하게는 10 내지 50중량%, 보다 바람직하게
는 10 내지 40중량%가 좋다. 만약 함량이 너무 작으면, 그 결과의 잉크 수용층은 언더코트층에 대하여 불
충분한 결합 강도 및 만족스럽지 못한 기계적 강도를 나타낼 수 있다. 또한 만약, 함량이 너무 크면, 안
료의 함량이 불충분해질 것이고, 그로써 그 결과의 잉크 수용층은 만족스럽지 못한 잉크 흡수를 나타낼 
것이다. 

기판위에 형성된 언더코트층위에 잉크 수용층을 형성하기 위한 과정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은 없다. 통
상적으로, 잉크 수용층은 종래의 코팅기 또는 인쇄기, 예를 들면 바 코팅기, 에어 나이프 코팅기, 블레이
드 코팅기 또는 커튼 코팅기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 

기판위에 형성된 언더코트층위에 잉크 수용층을 형성시킴으로써 제조된 쉬트는 거기에 어떠한 추가의 과
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기록용 쉬트로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쉬트는 예를 들면 슈퍼 캘린더 (super 
calendar) 또는 글로스 캘린더 (gloss calendar)를 사용함으로써 표면이 매끄러워질 수 있다. 

본 발명의 잉크 젯 기록용 쉬트에 대한 잉크 수용층의 양은 기록용 쉬트의 최종 용도를 고려하여 정립될 
수 있다. 잉크 수용층의 양은 그 결과의 잉크 수용층이 만족할만한 잉크 흡수율, 기록 성능, 보관 및 불

투명도를 나타내도록 적절한 수준, 바람직하게는 3 내지 20g/m
2
의 수준으로 조정될 수 있다. 만약 잉크 수

용층의 양이 너무 작으면, 그 결과의 층은 만족스럽지 못한 잉크 흡수 용량을 나타낼 수 있고, 잉크 화상
은 확산될 수 있으며, 화상의 색조는 서로간에 혼합될 수 있고, 그로써 인쇄된 잉크 화상은 깨끗하지 못
하게 될 것이다. 또한, 잉크 화상이 저속에서 건조되기 때문에 잉크 화상은 프린터의 롤러에 응집할 수 
있어서 롤러를 더럽힌다. 그러나, 만약 잉크 수용층의 양이 너무 크면, 그 결과의 층은 너무 큰 두께를 
가질 수 있고, 언더코트층을 통해 기판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한 결합 강도를 나타낼 수 있으며, 잉크 젯 
노즐이 블록킹되는 것을 유발할 수 있고, 그 결과 잉크 젯 기록용 쉬트의 비용이 너무 높아질 수 있다.

실시예

본 발명을 본 발명의 범주를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제한하지 않는 다음의 실시예에 의하여 추가로 설명하
기로 한다. 

실시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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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언더코트층으로 코팅된 쉬트의 제조

언더코트층에 대한 코팅액을, 오일 흡수량이 60ml/100g인 칼슘 카보네이트 안료 (상표명 : Calrite SA, 
Shiraishi Chuokenkyusho 제조) 60중량부와 유리 전이 온도가 0℃인 아크릴산 수지의 수성 에멀젼(상표명 
: AE-322, Nihon Goseigomu K.K. 제조) 40 건조 고체 중량부를 혼합한 후, 이 혼합물을 물로 희석하여 희
석된 혼합물중의 건조 고체 성분의 농도가 50 건조 고체 중량%가 되도록 조정함으로써 제조하였다. 

기판 쉬트로서는, Oji Yukagoseishi K.K. 로부터 상표명 Yupo FPG-80 으로 구입할 수 있는, 두께가 80㎛ 
이고, 무기 안료와 폴리올레핀 수지를 포함하고 있는 다수의 2축 연신된 필름으로 이루어진 다층 합성 종
이 쉬트를 사용하였다. 

상기 언급된 코팅액을 바 코팅기를 사용하여 기판 쉬트의 표면위에 3.0g/m
2
의 건조 중량으로 코팅하고 110

℃의 온도에서 건조시켜서 백색의 언더코트층을 형성하였다. 

(2) 잉크 젯 기록용 쉬트의 제조

잉크 수용층에 대한 코팅액을, 폴리비닐 알코올 (상표명 : PVA 117, Kuraray 사 제조) 20 건조 중량부와 
400중량부의 물을 혼합하고, 이 혼합물을 교반하면서 90℃의 온도로 가열함으로써 폴리비닐 알코올을 물
중에  용해시킨  후,  추가로  그  결과  생성된  용액을  평균  입자  크기가  2.5㎛  이고  오일  흡수량이 
280ml/100g인 미세한 비정질 실리카 입자 (상표명 : Finesil X-40, Tokuyama 사 제조) 80 건조 중량부와, 
교반하면서 혼합함으로써 제조하였다. 

그 결과 얻어진 코팅액을 상기 언급된 언더코트층으로 코팅된 쉬트의 언더코트층의 표면위에 바 코팅기를 

사용하여 코팅하였고, 코팅액층을 110℃의 온도에서 건조시킴으로써 10.0g/m
2
의 건조 고체 중량을 가지는 

잉크 수용층을 형성하였다. 이렇게 하여 백색의 잉크 젯 기록용 쉬트를 얻었다.

실시예 2

다음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실시예 1에서와 동일한 과정에 의하여 잉크 젯 기록용 쉬트를 제조하였다. 

기판 쉬트위에 언더코트층을 형성할 때에, 중합체 바인더로서, 40 건조 고체 중량부의 양으로 사용된 수
성 아크릴산 수지 에멀젼 (상표명 : AE-322, Nihon Goseigomu K.K. 제조) 대신에, 유리 전이 온도가 -30
℃인 아크릴산 수지의 수성 에멀젼 (상표명 : AE-337, Nihon Goseigomu K.K. 제조)을 40 건조 고체 중량
부의 양으로 사용하였다.

실시예 3

다음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실시예 1에서와 동일한 과정에 의하여 잉크 젯 기록용 쉬트를 제조하였다. 

기판 쉬트위에 언더코트층을 형성할 때에, 중합체 바인더로서, 40 건조 고체 중량부의 양으로 사용된 수
성 아크릴산 수지 에멀젼 (상표명 : AE-322, Nihon Goseigomu K.K. 제조, 유리 전이 온도 : 0℃) 대신에, 
유리 전이 온도가 50℃ 인 아크릴산 수지의 수성 에멀젼 (상표명 : AE-116, Nihon Goseigomu K.K. 제조)
을 40 건조 고체 중량부의 양으로 사용하였다.

비교예 1

다음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실시예 1에서와 동일한 과정에 의하여 잉크 젯 기록용 쉬트를 제조하였다. 

언더코트층을 형성하지 않았고, 잉크 수용층을 직접 기판 쉬트의 표면위에 코팅하였다.

비교예 2

다음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실시예 1에서와 동일한 과정에 의하여 잉크 젯 기록용 쉬트를 제조하였다. 

기판 쉬트위에 언더코트층을 형성할 때에, 중합체 바인더로서, 40 건조 고체 중량부의 양으로 사용된 수
성 아크릴산 수지 에멀젼 (상표명 : AE-322, Nihon Goseigomu K.K. 제조, 유리 전이 온도 : 0℃) 대신에, 
유리 전이 온도가 58℃인 아크릴산 수지의 수성 에멀젼 (상표명 : AE-121, Nihon Goseigomu K.K. 제조)을 
40 건조 고체 중량부의 양으로 사용하였다.

실시예 4

다음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실시예 1에서와 동일한 과정에 의하여 잉크 젯 기록용 쉬트를 제조하였다. 

기판 쉬트위에 언더코트층을 형성할 때에, 안료로서, 오일 흡수량이 60ml/100g인 칼슘 카보네이트 (상표
명 : Calrite SA, Shiraishi Chuokenkyusho 제조)를 60 건조 고체 중량부의 양으로 사용한 대신에, 오일 
흡수량이 83ml/100g인 마그네슘 실리케이트 (상표명 :  Silfonite  M-12,  Mizusawa  Kagakukogyo  K.K. 제
조)를 60 건조 고체 중량부의 양으로 사용하였다.

실시예 5

다음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실시예 1에서와 동일한 과정에 의하여 잉크 젯 기록용 쉬트를 제조하였다. 

기판 쉬트위에 언더코트층을 형성할 때에, 안료로서, 오일 흡수량이 60ml/100g인 칼슘 카보네이트 (상표
명 : Calrite SA, Shiraishi Chuokenkyusho 제조)를 60 건조 고체 중량부의 양으로 사용한 대신에, 오일 

흡수량이 115ml/100g 이고, 평균 입자 크기가 2.2㎛이며, 비표면적이 30m
2
/g인 미세한 비정질 실리카 안료 

(상표명 : Mizukasil P-603, Mizusawa Kagakukogyo K.K. 제조)를 60 건조 고체 중량부의 양으로 사용하였
다.

실시예 6

다음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실시예 1에서와 동일한 과정에 의하여 잉크 젯 기록용 쉬트를 제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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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 쉬트위에 언더코트층을 형성할 때에, 언더코트층을 3.0g/m
2
 대신에 0.2 g/m

2
의 건조 고체 중량으로 

형성하였다.

실시예 7

다음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실시예 1에서와 동일한 과정에 의하여 잉크 젯 기록용 쉬트를 제조하였다. 

기판 쉬트위에 언더코트층을 형성할 때에, 언더코트층을 3.0g/m
2
 대신에 0.4g/m

2
의 건조 고체 중량으로 형

성하였다.

실시예 8

다음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실시예 1에서와 동일한 과정에 의하여 잉크 젯 기록용 쉬트를 제조하였다. 

기판 쉬트위에 언더코트층을 형성할 때에, 언더코트층을 3.0g/m
2
 대신에 0.5g/m

2
의 건조 고체 중량으로 형

성하였다.

실시예 9

다음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실시예 1에서와 동일한 과정에 의하여 잉크 젯 기록용 쉬트를 제조하였다. 

기판 쉬트위에 언더코트층을 형성할 때에, 언더코트층을 3.0g/m
2
 대신에 8.0g/m

2
의 건조 고체 중량으로 형

성하였다.

실시예 10

다음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실시예 1에서와 동일한 과정에 의하여 잉크 젯 기록용 쉬트를 제조하였다. 

기판 쉬트위에 언더코트층을 형성할 때에, 언더코트층을 3.0g/m
2
 대신에 9.0g/m

2
의 건조 고체 중량으로 형

성하였다.

실시예 11

다음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실시예 1에서와 동일한 과정에 의하여 잉크 젯 기록용 쉬트를 제조하였다. 

기판 쉬트위에 언더코트층을 형성할 때에, 언더코트층을 3.0g/m
2
 대신에 15.0g/m

2
의 건조 고체 중량으로 

형성하였다.

실시예 12

다음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실시예 1에서와 동일한 과정에 의하여 잉크 젯 기록용 쉬트를 제조하였다. 

기판 쉬트위에 언더코트층을 형성할 때에, 중합체 바인더로서, 40 건조 고체 중량부의 양으로 사용된 수
성 아크릴산 수지 에멀젼 (상표명 : AE-322, Nihon Goseigomu K.K. 제조, 유리 전이 온도 : 0℃) 대신에, 
유리  전이  온도가  50℃인  카르복실-변형  스티렌-부타디엔  공중합체의  라텍스  (상표명  :  0640,  Nihon 
Goseigomu K.K. 제조)를 40 건조 고체 중량부의 양으로 사용하였다.

실시예 13

다음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실시예 1에서와 동일한 과정에 의하여 잉크 젯 기록용 쉬트를 제조하였다. 

기판  쉬트위에  언더코트층을  형성할  때에,  수성  아크릴산  수지  에멀젼  (상표명  :  AE-322,  Nihon 
Goseigomu K.K. 제조, 유리 전이 온도 : 0℃)를 40 건조 고체 중량부 대신에 10 건조 고체 중량부의 양으
로 사용하였다.

실시예 14

다음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실시예 1에서와 동일한 과정에 의하여 잉크 젯 기록용 쉬트를 제조하였다. 

기판 쉬트위에 언더코트층을 형성할 때에, 유리 전이 온도가 0℃인 아크릴산 수지의 수성 에멀젼 (상표명 
: AE-322, Nihon Goseigomu K.K. 제조)을 40 건조 고체 중량부 대신에 18 건조 고체 중량부의 양으로 사
용하였다.

실시예 15

다음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실시예 1에서와 동일한 과정에 의하여 잉크 젯 기록용 쉬트를 제조하였다. 

기판 쉬트위에 언더코트층을 형성할 때에, 유리 전이 온도가 0℃인 아크릴산 수지의 수성 에멀젼 (상표명 
: AE-322, Nihon Goseigomu K.K. 제조)을 40 건조 고체 중량부 대신에 20 건조 고체 중량부의 양으로 사
용하였다.

실시예 16

다음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실시예 1에서와 동일한 과정에 의하여 잉크 젯 기록용 쉬트를 제조하였다. 

기판 쉬트위에 언더코트층을 형성할 때에, 유리 전이 온도가 0℃인 아크릴산 수지의 수성 에멀젼 (상표명 
: AE-322, Nihon Goseigomu K.K. 제조)을 40 건조 고체 중량부 대신에 80 건조 고체 중량부의 양으로 사
용하였다.

실시예 17

다음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실시예 1에서와 동일한 과정에 의하여 잉크 젯 기록용 쉬트를 제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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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 쉬트위에 언더코트층을 형성할 때에, 유리 전이 온도가 0℃인 아크릴산 수지의 수성 에멀젼 (상표명 
: AE-322, Nihon Goseigomu K.K. 제조)을 40 건조 고체 중량부 대신에 85 건조 고체 중량부의 양으로 사
용하였다.

실시예 18

다음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실시예 1에서와 동일한 과정에 의하여 잉크 젯 기록용 쉬트를 제조하였다. 

기판 쉬트위에 언더코트층을 형성할 때에, 유리 전이 온도가 0℃인 아크릴산 수지의 수성 에멀젼 (상표명 
: AE-322, Nihon Goseigomu K.K. 제조)을 40 건조 고체 중량부 대신에 100 건조 고체 중량부의 양으로 사
용하였다.

실시예 19

다음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실시예 1에서와 동일한 과정에 의하여 잉크 젯 기록용 쉬트를 제조하였다. 

기판 쉬트위에 언더코트층을 형성할 때에, 언더코트층에 대한 코팅액을 다음과 같은 조성으로 
제조하였다. 

 성분 건조고체중량부

오일 흡수량이 60ml/100g인 칼슘 카보네이트 안료

(상표명: Calrite SA, Shiraishi Chuokenkyusho 제조)  60

유리 전이 온도가 -45℃인 아크릴산 수지의 수성 

에멀젼 (상표명: AE-220, Nihon Goseigomu K.K. 제조)  40

수성 폴리시아네이트 가교제

(상표명: Elastron BN-69, Daiichi Kogyoseiyaku K.K.제조)  0.1

실시예 20

다음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실시예 1에서와 동일한 과정에 의하여 잉크 젯 기록용 쉬트를 제조하였다.

기판 쉬트위에 언더코트층을 형성할 때에, 언더코트층에 대한 코팅액을 다음과 같은 조성으로 
제조하였다. 

 성분 건조고체중량부

오일 흡수량이 60ml/100g인 칼슘 카보네이트 안료

(상표명: Calrite SA, Shiraishi Chuokenkyusho 제조)  60

유리 전이 온도가 -45℃인 아크릴산 수지의 수성 

에멀젼 (상표명: AE-220, Nihon Goseigomu K.K. 제조)  40

수성 폴리시아네이트 가교제

(상표명: Elastron BN-69, Daiichi Kogyoseiyaku K.K.제조)  0.2

실시예 21

다음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실시예 1에서와 동일한 과정에 의하여 잉크 젯 기록용 쉬트를 제조하였다. 

기판 쉬트위에 언더코트층을 형성할 때에, 언더코트층에 대한 코팅액을 다음과 같은 조성으로 
제조하였다. 

 성분 건조고체중량부

오일 흡수량이 60ml/100g인 칼슘 카보네이트 안료

(상표명: Calrite SA, Shiraishi Chuokenkyusho 제조)  60

유리 전이 온도가 -45℃인 아크릴산 수지의 수성 

에멀젼 (상표명: AE-220, Nihon Goseigomu K.K. 제조)  40

수성 폴리시아네이트 가교제

(상표명: Elastron BN-69, Daiichi Kogyoseiyaku K.K.제조)  1.0

실시예 22

다음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실시예 1에서와 동일한 과정에 의하여 잉크 젯 기록용 쉬트를 제조하였다. 

기판 쉬트위에 언더코트층을 형성할 때에, 언더코트층에 대한 코팅액을 다음과 같은 조성으로 
제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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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분 건조고체중량부

오일 흡수량이 60ml/100g인 칼슘 카보네이트 안료

(상표명: Calrite SA, Shiraishi Chuokenkyusho 제조)  60

유리 전이 온도가 -45℃인 아크릴산 수지의 수성 

에멀젼 (상표명: AE-220, Nihon Goseigomu K.K. 제조)  40

수성 폴리시아네이트 가교제

(상표명: Elastron BN-69, Daiichi Kogyoseiyaku K.K.제조)  5.0

실시예 23

다음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실시예 1에서와 동일한 과정에 의하여 잉크 젯 기록용 쉬트를 제조하였다. 

기판 쉬트위에 언더코트층을 형성할 때에, 안료로서, 오일 흡수량이 60ml/ 100g인 칼슘 카보네이트 안료 
(상표명 : Calrite SA, Shiraishi Chuokenkyusho 제조)를 60 건조 고체 중량부의 양으로 사용한 대신에, 
오일  흡수량이  230ml/100g인  미세한  비정질  실리카  입자  (상표명  :  Mizukasil  802  Y,  Mizusawa 
Kagakukogyo K.K. 제조)를 60 건조 고체 중량부의 양으로 사용하였다. 

실시예 24

다음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실시예 1에서와 동일한 과정에 의하여 잉크 젯 기록용 쉬트를 제조하였다. 

기판 쉬트위에 언더코트층을 형성할 때에, 안료로서, 오일 흡수량이 60ml/ 100g인 칼슘 카보네이트 (상표
명 : Calrite SA, Shiraishi Chuokenkyusho 제조)를 60 건조 고체 중량부의 양으로 사용한 대신에, 오일 
흡수량이 260ml/100g인 미세한 비정질 실리카 입자 (상표명 :  Mizukasil  P-709,  Mizusawa  Kagakukogyo 
K.K. 제조)를 60 건조 고체 중량부의 양으로 사용하였다. 

실시예 25

다음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실시예 1에서와 동일한 과정에 의하여 잉크 젯 기록용 쉬트를 제조하였다. 

기판 쉬트위에 언더코트층을 형성할 때에, 언더코트층에 대한 코팅액을 다음과 같은 조성으로 
제조하였다. 

 성분 건조고체중량부

오일 흡수량이 60ml/100g인 칼슘 카보네이트 안료

(상표명: Calrite SA, Shiraishi Chuokenkyusho 제조)  60

유리 전이 온도가 45℃인 폴리비닐 알코올  40

수성 폴리시아네이트 가교제

(상표명: Elastron BN-69, Daiichi Kogyoseiyaku K.K.제조)  1.0

실시예 1 내지 25 및 비교예 1과 2 각각에서, 결과로 얻어진 잉크 젯 기록용 쉬트에 대해 다음의 시험을 
행하였다. 

(1) 화상의 색 밀도 (발색성)

잉크 젯 프린터 (상표명 : Desk Writer-C, HP Co. 제조)를 이용하여 잉크 젯 기록용 쉬트를 노란색, 심홍
색 및 청록색으로 인쇄하였다. 인쇄된 착색 화상을 육안으로 관찰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분류  색 밀도 

 3  양호함 

 2  약간 불만족스러움

 1  나쁨

(2) 인쇄전의 기록용 쉬트의 외관 

인쇄를 하기 전에 각 기록용 쉬트의 외관을 육안으로 관찰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분류  외관

 4  양호함

 3  세밀하게 관찰하였을 때 적은 수의 미세한 구형 

 입자들이 발견됨

 2  실제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미세한 구형 입자

 들이 표면위에 있음

 1  나쁨

(3) 내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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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록용 쉬트의 잉크 수용층의 표면위에, 1ml 부피의 물방울을 10초동안 놓아둔 후, 잉크 수용층 표면
의 물방울이 놓여 있던 부분을 손가락으로 문질러서 문질러진 부분이 기판으로부터 벗겨지는 지의 여부를 
관찰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분류  내수성 

 5  박리가 일어나지 않음. 

 내수성이 우수함

 4  매우 경미한 박리가 일어남. 

 내수성이 양호함

 3  경미한 박리가 일어남.

 실제로 사용할 수 있음

 2  박리가 일어남. 

 내수성이 불만족스러움

 1  박리가 쉽게 일어남. 

 내수성이 매우 불량함

(4) 블록킹 내성 

각각의 실시예 및 비교예에서, 기판 쉬트위에 코팅된 언더코트층으로 구성된 라미네이트 쉬트에 대해 다
음과 같은 방식으로 블록킹 시험을 수행하였다. 

무기 안료를 함유하고 있고 두께가 80㎛인 다층 합성 종이 쉬트 (상표명 : Yupo FPG-80, 두께 : 80㎛, 
Oji Yukagoseishi K.K. 제조)를 라미네이트 쉬트의 언더코트층 표면위에 포개놓고, 합성 종이 쉬트 표면
에 1kg의 부하를 24시간동안 적용하였다. 그런 다음 합성 종이 쉬트가 언더코트층 표면에 점착하였는지의 
여부를 육안으로 관찰하고, 그 관찰 결과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분류  블록킹 내성 

 4  블록킹이 일어나지 않음

 3  매우 경미한 블록킹이 일어남. 

 실제로 사용가능함

 2  경미한 블록킹이 일어남. 

 실제로 사용가능함

 1  나쁨

(5) 발수성 

언더코트층의 발수성을 다음과 같이, 일본 공업규격 (JIS) P 8237에 따라 측정하였다. 

발수성은 수평판으로부터 기울어져 있는 시험될 쉬트의 표면위에 놓여 있는 물방울의 상태로 나타낸다. 
수평판으로부터  45도  각도로  기울어져  있는  시험될  쉬트를  고정시키기  위한  스탠드의  표면은  길이가 
300mm이고 폭이 200mm이며, 평평하고 매끄러워서 쉬트가 그 위에 평평하게 고정될 수 있다. 약 0.1ml 부
피의 물방울을 떨어뜨릴 수 있는 뷰렛을 사용하였다. 시험될 쉬트의 크기는 길이가 300mm 또는 그 이상이
었고, 폭은 200mm였다. 길이 및 폭 방향 각각에 대하여 5개의 쉬트를 사용하였다. 

쉬트를 스탠드의 경사진 표면위에 고정시키고, 20℃의 물을 함유하고 있는 뷰렛을, 뷰렛의 끝이 수평판에 
대하여 수직 방향으로 쉬트의 표면으로부터 10mm의간격만큼 떨어지도록 배열하여, 물방울을 뷰렛으로부터 
떨어뜨려 경사진 쉬트 표면위에서 약 300mm의 거리내에서 아래쪽으로 흐르도록 하였다. 물방울을 경사진 
쉬트 표면위로 떨어뜨리고, 물이 흐르는 상태를 육안으로 관찰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방수성  물이 흐르는 상태

 R0  물이 흐르는 자리는 연속적이고 

 일정한 폭을 가지고 있다.

 R2  물이 흐르는 자리는 약간 연속적이고, 물방울의 직경보다 약간 더 좁은 폭을 가
지고 있다. 

 R4  물이 흐르는 자리는 약간 간헐적이고, 물방울의 직경보다 

 분명하게 더 좁은 폭을 가지고 있다. 

 R6  물이 흐르는 자리의 반이 젖어 있다. 

 R7  물이 흐르는 자리의 약 1/4 이 신장된 물방울로 젖어 있다. 

 R8  물이 흐르는 자리의 1/4 이상에서,서로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는 미세한 구형 물방울들이 위치한다. 

 R9  구형의 물방울들이 쉬트 표면에 국소적으로 위치한다. 

 R10  물방울이 완전히 쉬트 표면위를 미끄러져 흐른다. 

16-11

1019970041377



실시예 1 내지 11 및 비교예 1과 2의 시험 결과를 하기 표 1에 나타낸다. 실시예 12 내지 25의 시험 결과
는 하기 표 2에 나타낸다. 

[표 1]

 항목

실시예번호

 언더코트층  잉크 젯 기록용 쉬트

안료의

오일흡수량

(㎖/100g)

중합체 바인
더의

함량(건조 
고체

중량부)

코팅

중량

(g/㎡)

화상의 색밀
도

기록
전 외
관

내수
성

블록
킹내
성

발수
성

실시
예

 1  0  60  40  3  3  4  5  4  R7

 2  -30  60  40  3  3  4  5  4  R7

 3  50  60  40  3  3  4  5  4  R7

비교
예

 1  -  -  -  -  3  4  1  4  -

 2  58  60  40  3  3  4  2  4  R7

실시
예

 4  0  83  40  3  3  4  5  4  R6

 5  0  115  40  3  3  2  5  4  R6

 6  0  60  40  0.2  3  4  4  4  R7

 7  0  60  40  0.4  3  4  4  4  R7

 8  0  60  40  0.5  3  4  5  4  R7

 9  0  60  40  8  3  4  5  4  R7

 10  0  60  40  9  3  3  5  4  R7

 11  0  60  40  15  3  3  5  4  R7

[표 2]

 항목

실시예번호

 언더코트층  잉크 젯 기록용 쉬트

안료의

오일흡수량

(㎖/100g)

중합체 바인
더의

함량(건조 
고체

중량부)

코팅

중량

(g/㎡)

화상의 색밀
도

기록
전 외
관

내수
성

블록
킹

내성

발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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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예

 12  50  60  40  3  3  4  4  4  R7

 13  0  60  10  3  3  4  4  4  R6

 14  0  60  18  3  3  4  4  4  R6

 15  0  60  20  3  3  4  5  4  R6

 16  0  60  80  3  3  4  5  4  R8

 17  0  60  85  3  3  4  5  3  R8

 18  0  60  100  3  3  4  5  3  R9

 19  -45  60  40  3  3  4  5  2  R7

 20  -45  60  40  3  3  4  5  3  R7

 21  -45  60  40  3  3  4  5  4  R7

 22  -45  60  40  3  3  4  5  4  R7

 23  0  230  40  3  3  2  5  4  R6

 24  0  260  40  3  3  2  4  4  R6

 25  45  60  40  3  3  4  3  4  R4

상기 표 1 및 2는 본 발명에 따르는 실시예 1 내지 25의 잉크 젯 기록용 쉬트가, 그 위에 깨끗한 착색 화
상을 기록할 수 있으며, 기록 전에 만족할만한 외관 및 높은 내수성을 가지며 언더코트층의 블록킹 내성
이 높은 반면에, 언터코트층이 형성되지 않은 비교예 1의 잉크 젯 기록용 쉬트와 언더코트층에 대한 중합
체 바인더의 유리 전이 온도가 50℃ 보다 높은 비교예 2의 잉크 젯 기록용 쉬트는 만족스럽지 못한 내수
성을 나타냈음을 보여준다. 

실시예 II-1

(1) 언더코트층으로 코팅된 쉬트의 제조

언더코트층에 대한 코팅액을, 평균 종횡비가 3.0이고, 장축이 1.5㎛이며, 단축이 0.5㎛이고, 입자 형태는 
스핀들형이며, 오일 흡수량이 47ml/100g인 칼슘 카보네이트 안료 입자 (상표명 : TP-121, Okutama Kogyo 
K.K. 제조) 60중량부와, 유리 전이 온도가 0℃인 아크릴산 수지의 수성 에멀젼 (상표명 : AE-322, Nihon 
Goseigomu K.K. 제조) 40 건조 고체 중량부를 혼합한 후, 이 혼합물을 물로 희석하여 희석된 혼합물중의 
건조 고체 성분의 농도가 50 건조 고체 중량%가 되도록 조정함으로써 제조하였다. 

기판 쉬트로서는, Oji Yukagoseishi K.K. 로부터 상표명 Yupo FPG-80으로 구입할 수 있는, 두께가 80㎛이
고, 무기 안료와 폴리올레핀 수지를 포함하고 있는 다수의 2축 연신된 필름으로 이루어진 다층 합성 종이 
쉬트를 사용하였다. 

상기 언급된 코팅액을 바 코팅기를 사용하여 기판 쉬트의 표면위에 3.0g/m
2
의 건조 중량으로 코팅하고 110

℃의 온도에서 건조시켜서 백색의 언더코트층을 형성하였다. 

(2) 잉크 젯 기록용 쉬트의 제조

잉크 수용층에 대한 코팅액을, 폴리비닐 알코올 (상표명 : PVA 117, Kuraray 사 제조) 20 건조 중량부와 
400중량부의 물을 혼합하고, 이 혼합물을 교반하면서 90℃의 온도로 가열함으로써 폴리비닐 알코올을 물
중에 용해시킨 후, 추가로 그 결과 생성된 용액을 미세한 비정질 실리카 입자 (상표명 : Finesil X-60, 
Tokuyama 사 제조) 80 건조 중량부와, 교반하면서 혼합함으로써 제조하였다. 

그 결과 얻어진 코팅액을 상기 언급된 언더코트층으로 코팅된 쉬트의 언더코트층의 표면위에 바 코팅기를 

사용하여 코팅하였고, 코팅액층을 110℃의 온도에서 건조시킴으로써 10.0g/m
2
의 건조 고체 중량을 가지는 

잉크 수용층을 형성하였다. 이렇게 하여 백색의 잉크 젯 기록용 쉬트를 얻었다. 

실시예 II-2

다음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실시예 II-1에서와 동일한 과정에 의하여 잉크 젯 기록용 쉬트를 제조하였다. 

언더코트층에 대한 코팅액을 제조할 때에, 스핀들 형태를 가지고 있고 평균 종횡비가 3.0인 칼슘 카보네
이트 안료 입자 (상표명 : TP-121, Okutama Kogyo K.K. 제조) 60 건조 고체 중량부를, 막대형이고, 평균 
종횡비가 8.0이며, 장축이 1.5㎛이고, 단축이 0.2㎛이며, 오일 흡수량이 63ml/100g인 칼슘 카보네이트 안
료 입자 (상표명 : TP-123, Okutama Kogyo K.K. 제조) 60 건조 고체 중량부로 대신하였다. 

실시예 II-3

다음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실시예 II-1에서와 동일한 과정에 의하여 잉크 젯 기록용 쉬트를 제조하였다.

언더코트층에 대한 코팅액을 제조할 때에, 스핀들 형태를 가지고 있고 평균 종횡비가 3.0인 칼슘 카보네
이트 안료 입자 (상표명 : TP-121, Okutama Kogyo K.K. 제조) 60 건조 고체 중량부를, 판 형태이고, 평균 
종횡비가 18.0인 카올린 안료 입자 60 건조 고체 중량부로 대신하였다. 

비교예 II-1

언더코트층을 형성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II-1에서와 동일한 과정에 의하여 잉크 젯 기록용 
쉬트를 제조하였다. 

실시예 II-4

다음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실시예 II-1에서와 동일한 과정에 의하여 잉크 젯 기록용 쉬트를 제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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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코트층에 대한 코팅액을 제조할 때에, 스핀들 형태를 가지고 있고 평균 종횡비가 3.0인 칼슘 카보네
이트 안료 입자 (상표명 : TP-121, Okutama Kogyo K.K. 제조) 60 건조 고체 중량부를, 스핀들 형이며, 평
균 종횡비가 1.7이고, 장축이 0.5㎛이며, 단축이 0.3㎛이고, 오일 흡수량이 38ml/100g인 칼슘 카보네이트 
안료 입자 (상표명 : TP-222H, Okutama Kogyo K.K. 제조) 60 건조 고체 중량부로 대신하였다. 

실시예 II-5

다음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실시예 II-1에서와 동일한 과정에 의하여 잉크 젯 기록용 쉬트를 제조하였다. 

언더코트층에 대한 코팅액을 제조할 때에, 스핀들 형태를 가지고 있고 평균 종횡비가 3.0인 칼슘 카보네
이트 안료 입자 (상표명 : TP-121, Okutama Kogyo K.K. 제조) 60 건조 고체 중량부를, 플레이트형이고, 
평균 종횡비가 35.0인 카올린 안료 입자 60 건조 고체 중량부로 대신하였다. 

실시예 II-6

다음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실시예 II-1에서와 동일한 과정에 의하여 잉크 젯 기록용 쉬트를 제조하였다. 

언더코트층에 대한 코팅액을 제조할 때에, 스핀들 형태를 가지고 있고 평균 종횡비가 3.0인 칼슘 카보네
이트 안료 입자 (상표명 : TP-121, Okutama Kogyo K.K. 제조) 60 건조 고체 중량부를, 바늘형이고, 평균 
종횡비가 75.0이며, 장축이 1.5㎛이고, 단축이 0.02㎛이며, 오일 흡수량이 90ml/100g인 칼슘 카보네이트 
안료 입자 60 건조 고체 중량부로 대신하였다. 

실시예 II-7

다음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실시예 II-1에서와 동일한 과정에 의하여 잉크 젯 기록용 쉬트를 제조하였다. 

언더코트층에 대한 코팅액을 제조할 때에, 스핀들 형태를 가지고 있고 평균 종횡비가 3.0인 칼슘 카보네
이트 안료 입자 (상표명 : TP-121, Okutama Kogyo K.K. 제조) 60 건조 고체 중량부를, 바늘형이고, 평균 
종횡비가 120.0이며, 장축이 1.5㎛이고, 단축이 0.012㎛이며, 오일 흡수량이 90ml/100g인 칼슘 카보네이
트 안료 입자 60 건조 고체 중량부로 대신하였다. 

실시예 II-1 내지 II-7 및 비교예 II-1의 각각에서, 잉크 젯 기록용 쉬트에 대하여 다음의 시험을 수행하
였다.

(1) 화상의 색 밀도 (발색성)

잉크 젯 프린터 (상표명 : Desk Writer-C, HP Co. 제조)를 이용하여 잉크 젯 기록용 쉬트를 노란색, 심홍
색 및 청록색으로 인쇄하였다. 인쇄된 착색 화상을 육안으로 관찰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분류  색 밀도 

 3  양호함 

 2  약간 불만족스러움

 1  나쁨

(2) 표면 강도 

투명한 접착 테이프(상표명 : 셀로판 테이프, Nichiban 제조)를 기록용 쉬트의 잉크 수용층에 접착시킨 
후, 그것을 박리시켰다. 그 결과의 기록용 쉬트의 표면 상태를 육안으로 관찰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
다. 

 분류  표면 상태

 5  우수함 (표면에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음)

 4  양호함 

 3  실제적인 문제는 없음 

 2  실제 사용에 불만족스러움 

 1  나쁨 (코팅된 층이 약간 박리됨)

(3) 내수성 (I) 

1ml 부피의 물을 기록용 쉬트의 잉크 수용 표면위에 방울 방울 떨어뜨리고, 10초 후에, 물에 젖은 표면을 
손가락으로 문질렀다. 문질러진 부분에서 기판으로부터 코팅이 분리되지 않는 내성을 육안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평가하였다. 

 분류  분리 내성

 4  양호함

 3  실제 사용에 만족스러움

 2  실제 사용에 불만족스러움

 1  나쁨

(4) 내수성 (II)

기록용 쉬트를 실온에서 물에 10분동안 담가둔 후, 물로부터 꺼내었다. 그런 다음 10초 후에 기록용 쉬트
의 잉크 수용 표면을 손가락으로 문질렀다. 문질러진 부분에서 기판으로부터 코팅이 분리되지 않는 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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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육안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분류  분리 내성

 4  우수함

 3  양호함

 2  실제로 사용할 수 있음 

 1  나쁨

(5) 블록킹 내성 

각각의 실시예 및 비교예에서, 기판 쉬트위에 코팅된 언더코트층으로 구성된 라미네이트 쉬트에 대해 다
음과 같은 방식으로 블록킹 시험을 수행하였다. 

무기 안료를 함유하고 있고 두께가 80㎛인 다층 합성 종이 쉬트 (상표명 : Yupo FPG-80, 두께 : 80㎛, 
Oji Yukagoseishi K.K. 제조)를 라미네이트 쉬트의 언더코트층 표면위에 포개놓고, 합성 종이 쉬트 표면
에 1kg의 부하를 24시간동안 적용하였다. 그런 다음 합성 종이 쉬트가 언더코트층 표면에 점착하였는지의 
여부를 육안으로 관찰하고, 그 관찰 결과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분류  블록킹 내성 

 4  블록킹이 일어나지 않음 (우수함)

 3  매우 경미한 블록킹이 일어남. 

 실제로 사용가능함 (양호함)

 2  경미한 블록킹이 일어남. 

 실제로 사용가능함

 1  나쁨

(6) 종횡비 (JIS R 1600)

안료 입자들을 1000배 배율의 전자 현미경으로 관찰하고, 입자들의 장축과 단축을 측정하였다. 각 입자의 
종횡비를 다음 방정식에 따라 계산하였다. 

종횡비 = (장축)/(단축)

시험 결과를 하기 표 3에 나타낸다. 

[표 3]

 항목

실시예번호

 언더코트층  잉크 젯 기록용 쉬트

안료입자의

종횡비

안료의 
함량(건조 
고체 중량부

화상의 색밀도 내수성

 (Ⅰ)

내수성

 (Ⅱ)

언더
코트
층의 
블록
킹내성

표면

강도

실시
예

Ⅱ-1  있음  3.0  60  3  4  4  4  5

Ⅱ-2  ″  7.5  60  3  4  4  4  4

Ⅱ-3  ″  18.0  60  3  4  4  4  4

비교
예

Ⅱ-1  없음  -  -  3  1  1  4  4

실시
예

Ⅱ-4  있음  1.7  60  3  4  3  4  5

Ⅱ-5  ″  35.0  60  3  4  4  4  4

Ⅱ-6  ″  75.0  60  3  4  4  4  4

Ⅱ-7  ″  125.0  60  3  4  4  4  3

상기 표 3은 본 발명에 따르는 실시예 II-1 내지 II-7의 잉크 젯 기록용 쉬트가, 그 위에 깨끗한 착색 잉
크 화상을 기록할 수 있으며, 만족할만한 표면 강도 및 내수성과 언더코트층의 높은 블록킹 내성을 가지
고 있음으로써 쉽게 제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종래의 목재가 없는 종이 쉬트 및 코팅된 종이 쉬트와 동일한 정도로 가공 및 기록될 
수 있고, 착색된 잉크 화상이 그 위에 우수한 선명성과 만족할만한 돗트 형상으로 기록될 수 있으며,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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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한 내수성을 가지고 있는 잉크 젯 기록용 쉬트가 제공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중합체 필름 또는 쉬트를 포함하는 기판 안료 및 중합체 바인더를 포함하는 잉크 수용층 및 기판과 잉크 
수용층 사이에 형성되고 유리 전이 온도가 50℃ 또는 그 이하인 중합체 바인더를 포함하는 언더코트층으
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잉크 젯 기록용 쉬트.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잉크 수용층의 안료가 미세한 비정질 실리카 입자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잉
크 젯 기록용 쉬트.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언더코트층이 안료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잉크 젯 기록용 쉬트.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언더코트층의 안료가 일본 공업규격 K 5101에 따라 측정된 250ml/100g 이하의 오일 흡
수량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잉크 젯 기록용 쉬트.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언더코트층의 중합체 바인더가 유리 전이 온도가 50℃ 또는 그 이하인 수분산성 수지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잉크 젯 기록용 쉬트.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언더코트층내의 중합체 바인더가 가교제와 교차결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잉크 젯 
기록용 쉬트.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기판용 중합체 필름 또는 쉬트가 무기 안료 및 열가소성 수지를 포함하는 2축 연신된 
필름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잉크 젯 기록용 쉬트.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언더코트층이 일본 공업규격 P 8137에 따라 측정된 R6 이상의 발수성을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잉크 젯 기록용 쉬트. 

청구항 9 

제 3 항에 있어서, 언더코트층의 안료가 종횡비가 2.0 내지 100.0인 안료 입자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잉크 젯 기록용 쉬트.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언더코트층의 안료 입자의 종횡비가 2.0 내지 7.0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잉크 젯 기록
용 쉬트. 

청구항 11 

제  9  항에 있어서,  언더코트층의 안료 입자가 무기 안료 입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잉크 젯 기록용 
쉬트.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언더코트층의 무기 안료 입자가 칼슘 카보네이트 입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잉크 젯 
기록용 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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