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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천연펄 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제지 산업은 펄  원료 감을 한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있다. 천연 펄 를 주된 원료로 사용하는 인쇄용지 산업이 펄  섬

유를 감하기 해서는 비섬유상 물질, 즉 충 물의 활용을 통한 섬유원료 감 방안

을 활용할 수 있다. 한 종이를 구성하는 섬유는 수소결합을 발생시켜 강도가 발 되

지만 종이를 펄  섬유만으로 제조하게 된다면 표면평활성이 낮고 인쇄  필기 성이 

불량한 제품이 생산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 들을 보완하고자 충 물이 사용되고 

있다. 

 반면에 충 물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학  성질은 개선되지만 섬유와 섬유간의 

수소결합을 방해함으로 인장강도  내부결합강도 등의 제반 물성은 감소하게 되며 

지 공정  탈수성 하와 같은 문제 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문제 을 해결하고 

충 물의 보류율을 높이기 한 방법으로 충 물 구조화 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충 물 

구조화에 향을 미치는 인자로는 단력, 고분자의 특성, 충 제의 농도 등이 있다.
1)  

 
이 가운데 실제 공정  발생하는 단력과 충 물의 농도는 크게 변화시키기 어려운 

이유로 인해 고분자의 효능을 평가하고 이에 따른 구조체의 단 안정성을 평가하는 

것이 무엇보다 요한 인자가 될 수 있다.
2)

  본 연구에서는 분자량이 다른 두 종의 C-PAM (cationic polyacrylamide)을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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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된 구조체의 단력에 따른 안정성을 유변특성의 에서 평가하 으며, 유변특성

을 평가하 으며, 이로부터 얻은 유사한 크기의 구조체가 최종 종이물성에 미치는 향

을 평가하고자 하 다. 

   

2 .  재료   방 법

2 . 1 공 시 재료  

 본 연구에서는 구조화 상을 찰하기 한 충 물로 GCC (ground calcium 

carbonate, Hydrocarb 75F)를 사용하 다. GCC 평균 입도는 2.0 ㎛ 이며 구조화 상 

찰시 GCC를 50%로 희석하여 사용하 다. 응집제로는 분자량과 하 도가 다른 

C-PAM A와 B를 0.05%로 희석하여 사용하 다. Table 1에 구조화 상을 찰하기 

해 사용된 C-PAM의 특성을 나타내었다.

Table 1. The characteristics of C-PAM

Molecular weight 

(g/mol)

Charge density 

(meq/g)

C-PAM A 7,000,000 0.48

C-PAM B 12,000,000 1.17

 공시 펄 는 활엽수 표백 크라 트 펄 (Hw-BKP)를 사용하 으며, 실험실 밸리 비

터를 이용하여 여수도 450 mL CSF 를 갖도록 고해하여 사용하 다. 

2 . 2  실 험 방 법

2.2.1 충 물 구조체의 형성  입도 측정

 비슷한 구조체 크기와 입도 분포를 갖는 조건을 알아보기 해 분자량이 큰 C-PAM 

B의 투입량은 건 GCC 비 0.03%로 고정하고 C-PAM A의 투입량에 변화를 주어 

구조체 크기의 변화를 찰하 다. 구조체의 입도와 분포는 배  용기에서 1분간 2000 

rpm으로 교반시킨 후 Malvern 사의 Mastersizer 2000을 사용하여 측정하 다. 

 

2.2.2 충 물 구조체의 유변특성

 동일한 양의 C-PAM이 투입되었을 때의 유변특성을 평가하여 구조체의 안정성을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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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평가하고자 하 다. 구조체의 유변특성을 평가하기 해서는 고형분 함량이 

높은 샘 이 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GCC는 52%, C-PAM은 0.5% 로 희석하여 최종 

농도가 약 50% 가 되도록 구조체를 제작하 다. 

 구조체의 유변특성을 평가하기 해 Rheometric Scientific사의 ARES (Advanced 

Rheometric Expansion system) 장비를 사용하 으며 steady sweep 모드로 0.1 s
-1 ˞ 1 

s
-1 

사이의 단력에 따른 구조체의 유변특성을 평가하 다.

2.2.3 수 지 제작 

 수 지는 평량 80 g/m
2

으로 사각 수 기를 이용하여 제작하 다. 구조체는 건 섬유

비 25, 30, 35, 40%를 투입하 다. 실린더 드라이어에서 건조된 수 지는 물성을 평

가하기 해 23℃, 50% RH의 항온 항습 상태에서 24시간 이상 조습처리한 후 TAPPI 

test method에 의거하여 회분 함량, 인장강도  백색도, 내부결합강도를 측정하 다.

3 .  결 과  고 찰

3 . 1 충 물 구조체 의 형 성과 입 도  측 정  

 충 물의 구조체는 고분자의 투입량과 교반속도에 따라 다양한 입도와 분포를 갖게 

된다. 따라서 투입량과 교반속도는 일정하게 유지하여 고분자의 향에 의한 구조체의  

변화 양상을 평가하 다.  

Fig. 1. Median size of floccuated GCC 

with different C-PAM dosage. 

Fig. 2.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floccuated G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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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은 분자량이 큰 C-PAM B의 투입량을 0.03%로 고정시키고 C-PAM A의 투입

량을 변화시켜 가며 입도를 측정한 것이다. GCC에 건 GCC 비 동일한 양의 고분

자를 투입하 을 때 평균입도는 C-PAM A의 경우 약 15 ㎛, C-PAM B의 경우 약 13 

㎛의 구조체를 형성하 다. C-PAM A은 투입량이 0.06%가 되었을 때 비슷한 응집체 

입도를 가졌다. 한 이 조건에서 구조체의 입도분포를 Fig. 2에 나타내었다. C-PAM 

B의 경우 고분자 분자쇄의 길이가 길어 고분자가 향을 미칠 수 있는 범 가 증가하

게 되며 충 물 입자를 응집시키는 능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Fig. 3. Flocculation and deflocculation of GCC 

 Fig. 3은 비슷한 분포와 구조체 입도를 갖는 조건에서 mastersize 2000을 이용하여 시

간에 따른 구조체의 응집  분산 상을 나타낸 것으로 기 펌 의 속도는 1300 rpm

으로 유지하다가 구조체의 크기가 안정화되었을 때 펌 의 속도를 2500 rpm으로 올려 

구조체의 크기가 감소되는 상을 평가한 것이다. C-PAM A로 만들어진 응집체의 경

우 C-PAM B의 구조체에 비해 RPM이 증가할 때 응집체의 크기 감소가 더욱 빠르게 

일어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한 C-PAM A의 경우 고분자의 분자쇄의 길이가 짧

아 동일한 구조체 입도를 갖도록 제작하기 해 다량의 투입량을 투입하 기 때문에 

기의 응집되는 속도는 빠르지만 작은 분자량에 의해 단력에 견디지 못하고 빠르게 

입도가 작아지는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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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  충 물 구조체 의 유 변 특성

 Fig. 4와 Fig. 5는 C-PAM A와 B의 투입량에 따른 구조체의 도를 나타내고 있다. 

C-PAM A를 사용한 구조체의 경우 기 단 조건에서는 높은 도를 나타내고 있

지만 단력의 증가에 따라 격하게 도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반면 C-PAM B를 

사용한 구조체의 경우 기 도는 낮지만 단의 증가에 따른 도의 감소폭이 작음

을 알 수 있다. 이것은 C-PAM B에 의해 응집된 구조체의 경우 긴 고분자 체인에 의

해 강한 구조체가 형성되어 단력에 안정성이 있는 구조체가 형성되었을 것이라 사료

된다.

Fig. 4. Viscosity of GCC floc with 

C-PAM A as a function of shear rate. 

Fig. 5. Viscosity of GCC floc with 

C-PAM A as a function of shear rate. 

3 . 3  수 지 물성

3.3.1 인장강도

 분자량이 다른 고분자를 이용하여 구조체의 크기가 유사하 을 때의 수 지의 인장강

도에 미치는 향을 Fig. 6에 나타내었다. 인장강도의 경우 섬유간 상 결합면 에 크

게 향을 받는다. 따라서 구조체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인장강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기 구조체의 크기가 비슷하 음에도 불구하고 분자량이 큰 C-PAM B의 구조체로 

수 지를 제작하 을 때 인장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C-PAM A로 만든 구조체

- 377 -

-  -0123456789



2011년 추계학술논문발표회

의 단안 성이 B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에 수 지 제작  발생하는 단력에 의해 

응집체의 크기가 다소 감소하게 되고 섬유 간 상 결합면 에 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Fig. 6. Tensile index as a function of ash content.

3.3.2 내부 결합강도

 C-PAM에 의해 응집된 구조체들은 그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비표면 이 작아지게 되

며 섬유 간에 결합력에 미치는 향이 일반 충 물에 비해 작아지게 된다. 내부 결합강

도의 경우 두께 방향으로 결합되어 있는 섬유간의 결합력을 측정하게 되는데 만약 충

물의 비표면 이 크다면 섬유간 결합력에 미치는 향이 커져 강도가 감소하게 된다. 

Fig. 4는 수 지의 내부결합강도를 나타낸 것으로 두 고분자의 구조체 모두 구조체의 

함량이 늘어남에 따라 내부결합강도가 어드는 경향을 보이며 단안 성이 우수하여 

비교  본연의 구조체 크기를 유지하고 있는 C-PAM B의 경우에서 높은 내부결합강

도 값을 나타내었다.

 

Fig. 7. Internal bond strength as a function of ash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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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분자량이 각기 다른 C-PAM을 이용하여 GCC를 구조화시켰을 때 분

자량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고자 구조체의 유변특성  단 안 성, 수 지 물성에 미

치는 향을 평가하 다. 

 분자량이 상 으로 큰 C-PAM의 경우 동일한 투입량에서는 큰 구조체를 형성시키

며 분자량이 작은 C-PAM에 비해 단력에도 안정성을 가지고 있어 종이의 물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크기를 가지더라도 수 지 제작과정  구조체의 

크기가 변해 수 지 물성이 변화될 수 있었다 . 구조체의 크기가 클수록 비표면 이 작

아져 섬유간 결합력을 방해하는 정도가 작아지게 되어 높은 인장강도  내부결합강도

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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