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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 제 투입 치 이원화  Engineered PCC 혼합에 따른 

하이로딩 기술의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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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질탄산칼슘을 활용한 하이로딩 기술의 개발은 제지 산업의 원가 감  에 지 

감, 탄소 녹색성장의 근간을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방면의 산업에 공  하여 

국가 기술력의 상을 높일 수 있는 발 을 마련할 수 있기에 반드시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다. 탄산칼슘은 순수한 물에서는 잘 녹지 않고 일정한 비 을 나타내며 고백색

도, 불연성의 특징을 지니는 분체로서 제지 산업뿐만 아니라 고무, 라스틱, 페인트, 

화장품 등 다양한 산업에서 응용되고 있다. 탄산칼슘은 제조법에 따라 석회석을 직  

분쇄하여 얻어지는 질 탄산칼슘(Ground Calcium Carbonate, GCC)과 화학  방법으

로 제조되는 침강 탄산칼슘(Precipitated Calcium Carbonate)으로 구분된다. 질 탄산

칼슘은 형상, 크기  입도 분포의 조 이 어려운 반면, 침강성 탄산칼슘은 합성반응의 

변수를 조 함에 따라 입도  형상제어가 가능하여 배기가스를 활용한 침강 탄산칼슘 

용  혼합에 련된 심이 높아지고 있다.

    세계 으로 침강 탄산칼슘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에 이어 최근 국내

에서도 활발한 특허활동과 기술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나 재 제지용 하이로딩용 침강 

탄산칼슘 용을 한 국내 기술은 기단계에 있으며 이를 제지 공정에 용하기 

한 연구가 진행 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하이벌크, 하이로딩 기술의 개발의 일환으로서 Engineered 

PCC 혼합을 한 공정 조  인자 조 에 따른 침강 탄산칼슘의 형태학  분석을 실시

하고 Engineered PCC를 제지 공정에 용하기 하여 경질 탄산칼슘의 투입 치 이원

화 투입 조건을 확립하 으며 생산 기술 용을 한 분산 투입 설비 보완  시산을 

통하여 경질 탄산칼슘 증량을 시행함으로서 하이로딩 기술의 용을 한 기술 기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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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하 다. 향후 본 연구결과를 심으로 하이로딩용 Engineered PCC가 갖추어야 할 

필수 특성과 rheology에 한 분석, 고분자의 종류, 특성, 처리 방법의 탐색을 통한 

보류도와 종이 강도보완 연구를 심으로 하이로딩 충 물 구조화 설비를 통한 시산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종이 품질  련 공정 인자들에 한 특성 분석에 한 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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