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 인쇄 신문지와 OCC 배합에 따른 ONP 탈묵펄 의 

백색도 변화

류정용†
, 송 근

한국화학연구원, 산업바이오화학연구센터 

Analysis of brightness decrease originated from mixing of flexo 

printed ONP and OCC in ONP recycling process 

Jeong-Yong Ryu† 
and Bong-Keun Song

Chemical Biotechnology Research Center, Korea Research Institute of Chemical Technology 

(KRICT), Daejeon, 305-600, Republic of Korea

AB S T RACT

 The application of flexo printed ONP and OCC leads to brightness decrease of 

deinked stock in ONP recycling system. The largest problems are due to 

accumulation of flexo ink & introduction of brown fibers.  All these are emphasized 

by variations in the amount of flexo printed ONP and OCC in recovered ONP 

stock. Most of the brightness problems caused by flexo ink can be helped and 

solved by applying a proper polyelectrolytes as coagulation agent and flocculation 

agent. This requires exact evaluation of sedimentation or dissolved air flotation 

potentials of flexo ink and polyelectrolytes. Effect of bleaching chemical (H2O2) 

addition level on the increase of brightness of OCC included stock has been 

investigated by lab scal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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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 론

최근  ONP 순환제지자원의 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의 flexo 인쇄 신문지나 OCC가 

재생 신문지 원료로 유입되는 사례가 증하고 있다. 알칼리 탈묵을 기본으로 하는 

ONP 재생공정의 특성 상 소 잉크로 인한 백색도의 하를 피하기 어려우며 탈묵

처리로 OCC로부터 기인하는 brown fiber를 제어한다는 것 한 불가능하다. 본 연구

에서는 에서 언 한 단 을 가지는 두 가지 원료를 ONP 재생공정에서 효과 으로 

처리하기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 으며 이에 앞서 오염물의 축 과 이에 따른 백색도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 다. 

2 .  재 료   방 법

2 . 1  공 시재 료

 실제 신문지 생산 장에서 flexo 인쇄 신문지와 OCC를 분양받아 사용하 으며, 

DONP, EONP, AONP  OMG를 사용하 다.

2 . 2  실 험 방 법

2.2.1 OCC 배합에 따른 PDA 변화 측정

  Pitch deposit testing system의 표  사용법은 다음과 같다. Pitch deposit testing 

system은 가압탱크 (air saturation tank)와 반응기 (pitch deposit tester, PDT)의 두 

부분으로 나 어져 있다. PDT의 사용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  가압 탱크에 

청수를 넣은 후, 압축공기를 도입하여 강제로 공기를 용해시킨다. 반응기에 라스틱 

필름을 붙인 검정 아크릴 을 넣고, 가압탱크의 공기로 포화된 물을 넣어 미세 공기 방

울을 반응기에 도입시켜 라스틱 필름 표면에 공기방울을 고르게 부착시킨다. 실험할 

지료를 반응기에 투입시키고, 공기방울이 부착된 라스틱 필름에 착성 이물질을 흡

착시킨 후, 화상분석기를 사용하여 흡착 에 붙은 착성 이물질의 면 을 측정하는 방

법으로 지료 내 착성 이물질의 발생 가능성을 평가하게 된다. 이 때 라스틱 필름에 

공기 방울을 부착시켜 착성 이물질의 흡착을 유도하는 이유는 필름 자체의 소수성보

다 공기의 소수성이 강하고 실제 공정의 백색 착성 이물질이 지료 내의 공기 방울을 

매개로하여 응집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탈기제 투입이 단된 제지 종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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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 착성 이물질 발생이 더욱 조장되었다는 보고가 있다. 

3 .  결과   고 찰

소 잉크는 로테이션 탈묵공정으로 제거되지 않으며 공정에 잔류되어 순환할수록 

섬유에 redeposition 상을 래하고 accumulation(축 )되는 경향이 강하여 비록 은 

양이 펄퍼에 도입되더라도 시간이 갈수록 공정수 오염이 심각해진다. 

소 폐수  오 셋 폐수의 부상에 합한 폐수 처리 시스템은 황산 0.05%를 투입

하여  화 (pH 11.2  6.5)시킨 후 RSL4000D 200ppm 투입하여 응결반응을 유도하고 

양이온성 응집제를 투입하여 응집시킨 다음 DAF 부상 처리를 실시하는 것으로 밝 졌

다. 고분자 해질의 성능평가결과 우더의 경우, YCX-4, 에멀젼의 경우 C-110E가 

가장 합한 응집제로 선정되었다.

ONP에 OCC를 배합함에 따른 백색도, ERIC의 하를 확인하 으며 이 때 OCC 섬유 

자체의 색이 어둡기에 탈묵처리로 OCC 배합에 따른 백색도 하를 극복할 수 없었다. 

과수표백을 강화하여도 OCC배합에 따른 백색도 하를 극복할 수 없었으며 표백처리

에 의한 ERIC의 하는 과수농도 0.2% 이상에서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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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lexo Vs. Brightness of Flotation F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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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lexo Vs. ERIC of Flotation F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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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eject Vs. Flotation Accept E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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