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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well-known that high temperature hurts the sizing effect of rosin size in paper making, mainly 

owing to the particle size of rosin-aluminium complex in paper stock. In this experiments, author 

find, when the temperature of stock rises up. the particle size of rosin-aluminium complex of neutral 

rosin size increases and the degree of sizing decreases finally. However, the behavior of Bewoid size 

is quite opposite to former. This result showed that, Bewoid size is suitable in hot summer and neu

tral rosin size in cold winter for better sizing effect.

L緖 論

종이 에 로진 싸이 즈를 施行할때 에 一般的으로 紙料의 

溫度가 上昇하면 싸이즈度가 低下한다함은 널리 알려 

져 있는 事實인데 1’ 이 에 關하여 1950年 R.W. Kumler 

가)싸이즈効果의 高低는 黃酸알루미늄을 紙料에 注 

加할때의 紙料의 溫度에 關係가 있는 것이지 紙料의 

溫度歷程과는 아무 關係가 없다하고, 이어 1956年 

Petrow3,는 用水의 溫度를 上下하여 싸이즈度의 變 

化를 綿密하게 檢討하였으나 아무도 이러한 結果가 

생기는 原因을 究明 한바 없고 더욱이 季節變化에 따 

르는 溫度의 영향없이 効果的으로 싸이즈를 行할 수 

있는 方途를 硏究 한바 없기에 各種 로진싸이즈劑에 

關하여 溫度와의 關係를 살펴 본 結果를 이 에 報吿하 

는 바이다.

2.實 驗

2.1槪要

로진싸이즈液에 黃酸알루미늄을 加하여 생 기는 로 

진-알루미늄은 그 微粒子가 작으면 작을수록 均一하 

게 分散하여 마침내는 鐵維表面에 密着되므로 싸이 

즈効果가 더 좋아진다는 것은 이미 H.N. Lee4)가 밝 

힌 바 있다.

그러나 로진-알루미늄微粒子의 크기는 로진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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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劑 및 黃酸알루미늄의 種類, 注加量, 注加處, 注加 

時間, 攪拌, 用水, 紙料의 pH, 溫度 및 其他 成分等 

많은因子가 關係될뿐 아니 라 이 들 條件을 同一하게 

하여 微粒子의 크기를 같게 하더 라도 팔프의 種類, 紙 

料의 叩解度, 濕紙의 地層構成, 吸引脫水率, /搾除水 

率, 乾燥率等에 따라 싸이즈度가 달라지므로 溫度와 

이에 따르는 吸引脫水率以外의 모든 條件을 可能한 

限 一定하게 維持하며 다음의 試驗을 行하였다.

1) 여러 溫度下의 싸이즈液에 pH 가 4.5 가 되도록 

一定量의 黃酸알루미늄을 注加한 後 遠心分離機에 

걸어 沈降하는 로진-알루미늄微粒子의 容積으로써 粒 

子의 크기를 決定한다.

2) 여러 溫度下의 紙料에 一定量의 로진싸이즈劑 

와 黃酸알루미늄을 添加하여 手抄紙를 만든 後 싸이 

즈度를 測定한다.

3) 위에서 만든 手抄紙를 時間과 溫度의 여러 條件 

에서 加溫後 싸이즈度를 測定한다.

4) 以上에서 얻은 로진-알루미늄微粒子외 沈澱容 

積 및 싸이즈度와 溫度와의 關係를 解析하는 同時에 

各 로진싸이즈劑의 特性을 살폈다,

2.2 實驗方法 및 結果

1) 로진의 分析 : 싸이 즈劑의 原料로 使用한 로진 

은 TAPPI Standard T 621m—55의 方法에 따라 

分析하였다. 但 融點은 毛細管法5)에 依하였고 揮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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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物質은 130° C 에서 3時間 放置하였을때의 減量으 

로 하였다. 그 結果는 Table 1 과 같다.

Table 1 Analytical results of rosin

Color WW
Melting point 65~67° C
Volatile matter 5.2%
Acid value 159
Saponification value 161.1
Unsaponifiable matter 12.3 %
Ash 0.026%

2) 로진싸이즈劑의 製造

(i) 中性르진싸이즈劑

3/容 鐵製容器에 물 颇ml 와 炭酸소오다 47 g을 

넝어 完全溶解시킨 後 煮沸할때까지 加熱하고 다음 

300 g 의 로진小粒을 저품이 넘어나오지 않도록 少量 

씩 投入하고 계속 攪拌하며 約 5時間 鹼化시켰다.

(ii) 白色로진싸이즈劑

32容 鐵製容器에 물 600ml 와 炭酸소오다 30g을 

넣 어 完全溶解, 煮沸하면서 300 g 의 로진小粒을거 품 

이 넘어나오지 않도록 조금씩 投入하고 교반을 계속 

하며 糸勺 4時間 鹼化시켰다,

(iii) 베보이드싸이즈劑

물 100ml 에 苛性소오다 0.6g을 溶解시킨다음 카 

제 인 6g을 添加하고 約 3時間동안 때때로 저 어 카 

제인을 完全溶解시렸다.

3/容 鐵製容器에 로진 300g을溶解시킨 後 교반하 

면서 6% 苛性소오다溶液 100 ml 을 少量씩 注加하여 

約 30 分間 鹼化시 킨 後 加熱을 中止하고 교반을 더 욱 

더 심하게 繼續하면서 앞에서 만든 카제인溶液을 조 

금씩 注加하고 最後에 물 170 ml 을 追加하였 다.

위에서 만든 3種의 로진싸이즈劑를 一週日間 室溫 

下에 熟成시킨다음 0.4% 溶液으로 稀釋시켜 試料로 

서 使用하였다.

(iv) 補强로진싸이즈劑

京畿合成化學工業社의 D-size(로진과 無水말레인酸

Table 2 Analytical results of rosin size solution

Sample
Moisture 

and 
Volatile 

matter(%)

Total
Rosin
(%)

Free /Total 
rosin/rosin 

(%)

Neutral rosin size 
solution 99-602 0.388 11-3

White rosin size 
solution 99-595 0.369 4L5

Bewoid size solution 99.605 0.371 98
Reinforced rosin size 
solution 99.609 0.347 9.5

을 反應시켜 變性시킨後 苛性소오다로 完全鹼化시킨 

것)를 0.4% 溶液으로 만들어 試料로 使用하였다.

3) 各 로진싸이즈劑의 分析

위에서 만든 로진싸이즈劑를 TAPPI Standard T 

628 m—53의 方法에 따라 分析하어 Table 2의 結 

果를 얻었다.

4) 各 로진싸이즈液의 pH 測定

0.4 %로진싸이 즈液 25 ml 에 5%黃酸알루미 늄溶 

液을 少量씩 加하여 Beckma끄, Zeromatic 型 pH 메 

타로 pH 를 測定하였 다. 그 結果를 Fig. 1〜4에 나 

타내었다.

5) 로진-앎루미늄微粒子의 沈澱容積測定

눈금있는 15 ml 容量의 試驗管에 0.4%로진싸이 즈 

液 10 ml 를 넣고 恒溫槽內에서 一定溫度에 이를때 까 

지 둔 다음 pH 가 20°C 에 서 4. 5 가 되 도록 5 % 黃 

酸알루미늄溶液을 一定量注加하고 교반한 後 恒溫槽 

에 다시 넣어 두었다가 5分後에 꺼내어 遠心分離機 

에 걸어 2,0gRPM 으로 5 分間 回轉시 켜서 試驗管底 

에 沈降된 로진-알루미늄微粒子의 容積을 읽었다. 그 

結果는 Fig. 5〜8과 같다.

6) 로진-알루미늄微粒子의 融點測定

0.4% 로진싸이즈液 3/에 pH 가 4.5 가 되도록 5 

% 黃酸알루미늄溶液을 加하여 교반하고 5分間 放置 

하여 두었다가 吸引여과하여 大氣下에서 말린것을毛 

細管法으로 그 融點을 測定하였다. 結果는 Table 3 

과 같다.

Table 3 Melting point of size agent

Size agent Melting point

Neutral rosin size agent 90〜92° C
White rosin size agent 80〜82° C
Bewoid size agent 78〜80° C
Reinforced size agent 140〜150° C

7) 紙料의 製造

漂白 亞黃酸팔프(美國製, Puget 商標品)를 原料로 

하여 TAPPI Standard T 200 m—45의 方法에 따라 

叩解度 45° SR 의 紙料를 만들었 다. 叩解機는 TAPPI 

Standard Niagara 型을 使用하였 다.

8) 手抄紙의 抄造

위 에서 만든 紙料룔 2 倍로 稀釋하여 150g 및 240 

g 씩 取한 다음 固形分이 完乾纖維量에 對하여 2% 

가 되도록 0.4% 의 로진싸이즈液을 各各 該當量 注 

加하였다. 다시 물로 稀釋시켜 全容積이 8，가 되게 

만든 後 교반하여 纖維덩 어 리를 풀어주는 同時에 pH 
로진싸이 즈劑를 均一하게 分散시 켰 다. 다음에 pH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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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화 White rosin size solution5% Aluminium Suifate S이. (ml)

Fig. 1 Neutral rosin size solution

5% Aluminium Sulfate Sol, (ml)
Fig. 하 Bewoid size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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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Bewoid size solution

이 20°C 에서 4.5 가 되도록 5%黃酸알루미늄溶液 

을 一定量 加하고 교반을 하였다. 5分間 放置하였다 

가 紙料의 溫度를 測定한 後 紙葉形成筒에 부어넣고 

TAPPI Standard T 205m—58 의 方法에 따라 手抄 

紙를 만들었다. 稀釋水로서는 工場用水롤 使用하였 

으며 加溫하여 紙料의 溫度를 變更시켰다，裝置는 

TAPPI Standard 手抄紙機를 使用하였다.

9) 手抄試料紙의 坪갘 및 加溫

手抄한 試料를 約 ] 週曰間 室內에 放置하여 두었다 

가 lOcmxiOcm의 크기로 切斷하여 坪量한 後 試 

料의 坪量差가 ]08g/m흐의 試料紙에 있어서는 ±3 

■g/m2, 70g/m2 의 試料紙에 있어 서는 土2g/m2 以 

內인 것 만을 골라 다시 5cmX5cm 로 4 分하여 溫度 

와 時間의 여러 條件下에 加溫하였다.

10) 싸이즈度이 測定

加溫이 긑난 試料紙를 一晝夜 室內에 放置하여 두 

겄다가 스텍킥트法6)에 따라싸이즈度를 測定하였다. 

.結果는 Fig. 9〜20과 같다.

3•考 察

Table 2,3및 Fig. 1〜4에 서 遊離로진의 含量이 적 

으 로진싸이즈劑일쑤록 pH 4.5로 維持하는데 많은 

量의 黃酸알루미늄溶液을 必要로 하며 또한 黃酸알 

루미눜溶液의 添加時 생기는 로진-알루미늄微粒子의 

融點도 黃酸알루미늄의 量과 함께 上昇하는 것을 알 

수 있다. 特히 補强로진싸이즈劑의 黃酸알루미늄과 

의 微粒子는 融點이 매우 높은데 이는 黃酸알루미늄 

添加量이 많을뿐 아니 라 로진의 modihcation 이 생 겼 

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Fig. 5〜8에 서 遊離로진의 含量이 적 은 로진싸이 

즈 劑일쑤록 로진-알루미늄微粒子의 沈澱容積이 커짐 

을 알수 있다. 이것은 로진비누의 水和性에 依한 것 

'임 을 이 미 1957 年 Jayme 과 Arledt*) 가 指摘한 바

O IQ 20 30 40 30
Temp(° C)

Fig. 8 Reinforced rosin size solution 

있다. 特히 補强로진사이즈劑는 沈澱容積이 매우 큰 

데 그것은 아비 에틴酸에 카르복실基가 2 個 더 添加 

되 어 水和性이 더 커졌기 때문이 라 생깍된다.

Fig. 5〜8에서 遊離로진의 含量이 적은 로진싸이즈 

劑는 溫度가 上昇함에 따라 로진-알루미늄微粒子의 沈 

澱容積이 적어지는데 反하여 遊離로진을 많이 含有 

하고있는 베보이드싸이즈劑는 오히려 증가하는 傾 

向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溫度가 上昇함에 따 

라 로진비누의 알루미늄과의 微粒子는그 網狀構造를 

漸次 喪失하나 베보이드싸이즈劑에 있어서는 蛋白粒 

子의 熱感性이 正反對인 까닭으로 이에 基因한것이 

라 推测된다.

Fig. 5〜20에서 各 로진싸이 즈劑에 있어서 로진-알 

루미늄微粒子의 沈澱容積과 싸이즈度와의 사이에는 

베 보이 三싸이 즈劑를 除外하고 서로 比例關係가 있음 

을 알수 있 다. 그리 고 高溫下에 서 베 보이드싸이 즈劑 

의 沈澱容積은 多少 증가하는데 反하여 싸이즈度는 

오히려 低下하는것은 그 擬集狀態變化(粒子成長)에 

起因한것으로 推想된다.

Hester, Bridge 및 Harrison^은 紙料에 一定量의 

싸이즈劑와 黃酸알루미늄溶液을 注加하면 紙料의 溫 

度가 55°C 일때에도 25°C 일때와 同一하게 滿足한 싸 

이즈効果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하나 本實驗에서는 Fig- 

9〜20에 서 보는바와 같이 싸이 즈度에 는 큰 差가 있 

음이 明白하다.

Fig. 9〜20에 서 종이 의 무게 가 무거 울수록 싸이 즈 

効果가 촣아지며 特히 遊離로진의 含量이 많은 베보 

이드싸이즈劑애 있어서 그 効果가 크다는 것을 알수 

있다. 이것은 中性로진싸이즈劑보다 베보이드싸이즈 

劑의 로진-알루미늄微粒子의 分散度가크고 吸着活 

性이 작다는 것을 意味한다.

Table 3과 Fig. 9~20에 서 一般的으로 試料紙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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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Neutral rosin sizing agent

Specimen : 108 士 3 g/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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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Bewoid sizing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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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Neutral rosin sizing agent

Specimen. : IQ8±3 g/m2
Heating temp. : 100°C
Heating time : 5, 10> 20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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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White rosin sizing agent.

Specimen : 108 土 3 g/m2
Heating time : 30 min.
Heating temp. : 17, 80, 100, 11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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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촤 Reinforced rosin sizing agent 
Specimen : 108±3g/m2 
Heating time : 30 min.
Heating temp. : 17, 80. 115, 15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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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White rosin sizing age죠t 

Specimen : 108±3 g/m2 
Heating temp : 100° C 
Heating time : 5, 10, 20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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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Bewoid sizing agent
Specimen : 108i3 g/m2 
Heating temp : 100° C 
Heating time : 5, 10, 20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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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Reinforced rosin sizing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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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men ： 70 ± 2 g/m?
Heating, temp : 110°C 
Heating time : 30, 60, 90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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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Neutral rosin sizin gagent

Specimen ： 70 ± 2 g/m2
Heating temp. : 110°C
Heating time : 30. 60, 90 min.

Fig. 19 Bewoid sizing agent
Specimen : 70 i 2 g/m2
Heating temp. : 110°C
Heating time : 30> 60, 90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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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0 Reinforced rosin sizing agens

Specimen ： 70 ± 2 g/m2
Heating temp. : 110°C
Heating time : 30, 60, 90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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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溫하면 싸이즈効果가 寺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로진-알루미늄微粒子의 融點이 높은 싸이즈 

劑로 싸이즈한 試料는 高溫에서 長時間 加溫해야 싹 

이즈 効果가 춯아지는데 對하여 融點이 낮은 싸이즈 

劑로 싸이즈한 試料紙는 低溫에서 銳敏하게 싸이즈 

度가 向上되거는 하나 高溫에서 長時間 加溫하면 싸 

이즈効果가 低下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로진-알루미늄微粒子가 融點近處에서 融解 

되어 紙面에 沿하여 粘性流動皮膜을 發展 形成하나 

溫度가 너무 높으면 로진-알루미늄의 繊維內部 滲透 

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본다.

4.結 論

紙料의 溫度에 따라 싸이즈度가 달라지는 것은 로 

진-알루미늄微粒子의 크기가 溫度에 따라 變하기 때 

문이다. 一般的으로 遊離로진의 含量이 적은 로진싸 

이즈劑일쑤록 溫度가 上昇함에 따라 로진-알루미늄 

微粒子의 크기가 커지는 同時에 싸이즈度가 떨어진 

다.

遊離로진의 含量이 적은 中性로잔싸이즈劑는 紙料 

의 溫度가 낮고 乾燥筒의 表面溫度를 上昇시켜야 하 

고 多冷期에 또한 遊離로진의 含量이 많은 베보이드 

싸이즈劑는 紙料의 溫度가 높고 乾燥筒의 表面溫度 

를 低下시켜 야 하는 夏期에 各各 使用하면 恒常 좋 

은 싸이즈効果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종이의 무게 

가 너무 작을 경우는 夏季에 있어서는 遊離로진의 含 

量올 調節하여 適切히 調製한 싸이 즈劑를 使用하는 것 

이 더 効果的이다.

本硏究를 指導해주신 沈貞燮敎授 및 國立工業硏究 

所의 李範純技監任께 深甚한 謝意를 表하는 바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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