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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creasing the amount of filler in paper is of high interest for paper industry while 

maintaining its key sheet quality properties. In this study, a MFC-GCC composite, made 

through a co-grinding NBSK (Northern bleached softwood kraft) pulp with a ground cal-

cium carbonate (Intracarb 60), was used as a strength aid in paper in order to evaluate a 

potential cost reduction through filler increase without sacrificing paper quality. Hand-

sheets were made of NBSK and/or eucalyptus pulp by using white water recirculation in 

a Tappi sheet former and was compared its properties without or with MFC additions at 

different filler levels. It was found that the MFC-GCC composite has a large surface area 

compared to the fiber, allowing the formation of more hydrogen bonds in the web, thus 

giving natural strength to the paper. Overall results are encouraging that the MFC-GCC 

composite allows papermaker to reduce basis weight and maintain critical sheet proper-

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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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fibrillated Cellulose (MFC)와 중질탄산칼슘 (GCC)로 구성된 복합충전제를 이용한 종이 물성 향상

1. 서 론

인쇄용지 제조 시 주재료인 목재펄프 이외에도 종이 인

쇄적성을 향샹시키고 백색도나 불투명도와 같은 광학적 

성질을 향샹시키기 위해 경질 및 중질 탄산칼슘, 클레이

(clay), 탈크(talc) 등과 같은 충전제를 사용하고 있다1). 

더불어 충전제의 사용은 상대적으로 값비싼 목재펄프를 

값싼 충전제로 대체함으로서 원가절감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충전제는 섬유간의 결합력을 방해하여 

종이의 강도를 감소시키고 이로 인해 초지기의 운전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생산단가 절감을 위해 충전제를 효

율적으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2).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제지산업 및 관련 연구기관에서는 지속적

으로 종이 내의 충전제 함량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연구

가 진행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충전제를 지료에 직접 투입하고 양성고분자 

등의 지력증강제를 사용하는 방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과다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지합이 나빠지고, 보

류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정수에 유입되어 여러 가지 문제

를 야기시킬 수 있다. 이외에도 섬유내의 lumen loading 

기술, 선응집기술(prefloculation technology), 다층 고

분자층을 이용한 layer-by-layer 에셈블 기술, 충전제

를 split하여 투입하는 이원화 기술(dual flow addition), 

고분자를 이용하여 충전제의 표면을 개질하는 기술 등 다

양한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다3-7).

최근 들어 Morseburg와 Chinga-Carrasco8)는 TMP 

펄프의 지력증강제로 MFC를 사용하여 clay가 35% 정

도 충전된 SC(supercalendered magazine) 종이 제조를 

시도하였다. MFC는 바이오매스 유래의 재생 가능한 재

료로서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는 재료 중에 

하나이다. MFC는 통상적으로 목재펄프를 균질화(ho-

mogenization) 혹은 micro-grinding 등의 기계적 처

리방법을 통해서 만들어지며 장폭비(aspect ratio, l/d)

가 제지용 섬유보다 3배 정도 높고 균질화에 의해 제조된 

MFC는 비표면적이 10배 가까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9). 비표면적 증대와 더불어 섬유간 혹은 미세섬유간 

수소 결합을 할 수 있는 표면 수산기(hydroxyl group)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이러한 수산기는 다양한 화학

적 개질을 통해서 작용기(functional group)로 변환되어 

MFC가 가지고 있지 않는 새로운 특성을 부여 할 수도 있

다10-12). 하지만 펄프를 MFC로 변환시키는 공정은 상당

한 에너지가 요구된다. 소비되는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

서 효소 처리 및 화학적 처리 등의 전처리를 병행하는 공

정도 보고되고 있다13-15). 최근에는 전처리 공정 없이 충

전제와 co-grinding한 펄프를 효율적으로 MFC화 시키

는 기술이 개발되어 MFC-mineral 복합 충전제로서 다

양한 종이 제조를 위해 시도되고 있다16).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co-grinding 공정을 통하여 생

산된 MFC-mineral (GCC) 복합 충전제를 이용하여 고

충전지 제조 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공시재료

본 연구는 활엽수 표백 크라프트 펄프(Eucalyptus)와 

침엽수 표백 크라프트 펄프 (NBSK)를 사용하여 수초지

를 제조하였다. 실험에 시용한 MFC-mineral 복합 충전

제는 침엽수 표백 크라프트 펄프와 중질탄산칼슘(GCC, 

Intracarb 60)을 이용하여 제조한 것을 분양 받아 사용

하였다. 이 복합 충전제의 MFC와 GCC구성비율은 각각 

20%와 80%이고, 고형분 함량은 10%였다. 대조구에 첨

가된 GCC는 고형분 함량이 68%인 GCC를 Imerys사로

부터 분양받아 20%로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2.2 실험방법

2.2.1 지료조성

70%의 유칼립투스 펄프와 30%의 NBSK로 혼합된 펄

프를 550 ± 5 mL CSF의 여수도 수준을 갖도록 실험실

용 Valley beater로 고해를 실시하였다. 고해된 혼합펄

프를 농도가 0.3%가 되도록 희석을 실시하여 펄프지료

를 준비하였다.

2.2.2 수초지 제조

백수를 재순환시켜 각 조건마다 12장의 수초지(목표평

랑 80 g/m2)를 Mesmer사의 자동 수초기를 이용하여 제

작하였다. 대조군으로 20%로 희석한 GCC를 사용하여 

수초지 내에 중질탄산칼슘이 8%에서 38%로 충전된 수

초지를 제작하였다. 실험군으로는 MFC가 3% 혹은 5% 

함유되고 대조군과 동일한 중질탄산칼슘(8-38%)이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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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된 수초지를 제작하였다. 복합 충전제 유래의 GCC 부

족분을 채우기 위해서 20%로 희석된 GCC를 함께 투입

하여 중질탄산칼슘이 8%에서 38%가 되게 하였다. 보류

제는 전건펄프 대비 200 ppm의 C-PAM(Percol 292, 

BASF)을 사용하였다.

2.2.3 펄프 및 MFC-GCC 복합충전제의 특성

본 실험에 사용된 펄프의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Ka-

jaani 섬유분석기(FS300)을 이용하여 섬유장 및 섬유폭

을 측정하였다(Table 1). MFC-GCC 복합충전제의 입도 

크기(particle size)를 측정하기 위해 Malvern사의 par-

ticle size analyzer (Insitec)를 이용하였다(Table 2). 또

한, 복합 충전제의 MFC직경을 측정하기 위해 주사전자

현미경(SEM)을 이용하여 다양한 배율(500 - 150,000

배)로 얻어진 SEM 사진을 ImageJ(open source image 

processing program)으로 측정하였다(Table 2). 또한 

사용된 MFC-GCC 복합충전제의 특성을 비교·분석하

기 위해 NBSK 펄프와 NBSK 펄프를 이용하여 Super 

Masscolloider(Masuko)를 이용하여 5번 반복 처리하여 

만든 시료(MFC)도 분석하였다.

Table 1. Fiber length and width of NBSK

Length (mm)* Width (ɥm)

NBSK 2.14 23.1

*Average length weighted fiber length

Table 2.   Characterization of NBSK pulp, MFC-
GCC composite and 5 passes generat-
ed by Super Masscolloider

Details

Median 

ESDa 

laser dif-

fraction 

(ɥm)

Median fibril 

diameter (ɥm)     

by weight

(SEM esti-

mationb)

% fibril 

diameter

<100 nm 

by weight

NBSK pulp N/Dc 32.5 0.0095

5 passes of 
Super

Masscolloider
N/Dc 16.0 0.044

MFC-GCC 
composite

145 3.5 1.0

a ESD: Equivalent spherical diameter
b Estimation:   the shape of MFC measured was assumed 

that a cylinder at a fixed length to calculate 
the weight of the MFC of interest

c N/.D: Not determined

2.2.4 종이 물성 분석

종이 물성 분석을 위해서 각 실험 조건당 초지된 12장의 

수초지중 7번째부터 12번째의 수초지를 사용하였다. 종

이 물성을 평가하기 위해 선택된 수초지 6장을 23°±1°C, 

상대습도 50±2%의 항온항습실에서 24시간 이상 조습처

리한 후, TAPPI Test Methods에 의거하여 수초지의 평

량, 두께, 밀도, 인장강도, 신장율, TEA, Young mod-

ulus, 인열강도, Scott bond, 백색도, 및 불투명도를 측

정하였다. 종이의 회분 함량은 950°C의 회화로에서 1시

간 태워서 LOI(loss on ignition, 0.565)를 보정하여 측

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MFC-GCC 복합충전제의 특성

MFC-mineral 복합충전제는 다양한 종류의 펄프와 충

전제를 co-grinding하여 펄프를 MFC화 시키는 공정으

로 제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7). 사용된 충전제는 펄

프를 MFC화 시키는 보조제로서 사용되며 중질 및 경질 

탄산칼슘, kaolin, talc, TiO2 등 다양한 충전제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본 실험에 사용된 MFC-min-

Fig.1.   Co-grinding pulp to MFC in the pres-
ence of mineral (GCC). Process inputs 
(top left and right above) and out-
put (bottom left).  SEM surface image 
containing MFC and filler in the paper 
(bottom right).  Note the difference in 
mag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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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al 복합충전제는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GCC와 

NBSK을 사용하여 조제하였다. 사용된 NBSK 펄프의 평

균 섬유장과 폭은 각각 2.14 mm와 23.1 µm로 일반적

인 침엽수 크라프트 섬유 형태학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

다(Table 1). Table 2는 NBSK 펄프와 그 펄프를 이용하

여 제조한 Super Masscolloider MFC 및 MFC-GCC 복

합 충전제의 직경을 나타내었다. MFC-GCC 복합충전제

의 직경이 다른 시료 보다 적고, 또한 100 nm보다 작은 

피브릴의 비율은 점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복합 충전제

의 MFC화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있다. SEM 사진을 이용

하여 MFC의 직경을 측정하는 방법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NBSK 펄프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SEM 직경

을 비교를 하면 Kajaani 섬유 분석기로 분석한 결과 보

다 9.4 µm 측정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Table 2

에 표시한 피브릴의 직경은 Super Masscolloider로 만

든 MFC의 경우는 약 11.4 µm 및 복합 충전제의 직경은 

2.5 µm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MFC-GCC 복합

충전제의 ESD(Equivalent spherical diameter)는 145 

µm로 펄프 섬유의 섬유장으로 변환 할 경우 약 15배 정

도 MFC화 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SEM 사진 

분석으로 얻어진 3.5 µm 혹은 보정된 2.5 µm 직경 수치

를 섬유폭으로 변환 시킬 경우 약 7 – 9배 정도로 MFC

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MFC화 정도는 전처리

를 병행하여 제조된 MFC의 직경인 50 – 60 nm17)와 비

교한다면 MFC-GCC 복합충전제는 coarser 입자를 가

진 MFC라고 할 수 있다.

3.2   MFC-GCC 복합충전제 첨가에 따른 종이
의 특성 변화

일반적으로 장섬유를 고해하는 과정에서 생긴 2차 

fines (secondary fines)은 fibril-like과 같은 섬유 형

상을 가지고 있고 장섬유에 비해 표면적이 크기 때문에 

미세섬유 혹은 fines의 수초지 내의 보류정도에 따라 종

이의 물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8). 이러한 이유로 수초지 제작시 single pass방식 보다

는 백수를 재순환해서 수초지를 제조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 이유는 백수를 재순환해서 제조한 6-7번째 수

초지부터 fines 혹은 미세섬유의 보류도가 안정화 단계

(steady-state)에 도달하여 그 이후로 제작된 수초지로 

물성변화 관찰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게 물성변화를 구

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19). 본 연구에서도 앞서 기술 한 바

와 같이 MFC-GCC 복합 충전제유래의 MFC 첨가에  따

른 수초지의 정확한 물성 변화 관찰을 위해 백수를 재순

환하여 7번째의 수초지부터 그 물성 변화를 측정하였다.

(a) (b)

(a) (b)

(a) (b)

Fig. 2.   Tensile index (a), Scott bond (b), tear 
index (c), breaking elongation (d), TEA 
(e), and Young modulus (f) at different 
filler levles without or with MFC ad-
ditions.

Fig. 2와 3에 MFC-GCC 복합충전제 유래의 MFC를 

3%와 5%를 사용하여 초지하였을 때 회분 함량 증가에 

따른 종이의 강도적 특성 변화를 나타내었다. 여기에 대

조군으로 MFC를 첨가하지 않고 동일한 회분 함량 증가

에 따른 종이의 특성 변화도 같이 나타내었다. MFC를 

사용하지 않고 종이의 회분 함량이 20%에서 30%로 종

이 내의 중질탄산칼슘이 10% 증가 시 종이의 물성변화

를 Fig. 2-3의 수치를 바탕으로 Table 3에 요약하였다. 

인장강도는 18.9 Nm/g에서 13.9 Nm/g로 약 26.7%가 

감소하였고, Scott bond는 59.2 J/m2에서 36.9 J/m2

로 약 37.7%가 감소하였고, 인열강도는 5.4 mN.m2/g에

서 3.7 mN.m2/g로 약 31.7%가 감소하였으며 벌크 역시 

2.6% 정도 감소하였다. 오직 불투명도만 약 1.5 unit가 

증가하였다. 이는 종이의 회분 함량이 증가할수록 증가

된 충전제가 섬유간의 결합력을 방해하고 하중을 지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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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섬유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기 때문에 종이의 강

도는 감소하는 것이다20). 그러므로 지력증강제의 첨가 없

이 종이의 강도를 유지하면서 종이 내의 회분 함량을 증

가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MFC 무첨가에 반해, MFC-GCC 복합충전제 유래의 

MFC를 첨가하여 수초지의 회분 함량을 증가시킬 경우에

는 MFC 첨가량 및 증대된 회분 함량에 따라 종이의 물

성 변화가 달랐다. Table 4에는 MFC 첨가하지 않고 수

초지의 회분 함량이 20% 일 때의 종이물성을 기준으로, 

5% MFC를 첨가해서 수초지의 회분 함량이 30% 일 때

의 종이 물성 변화를 Fig. 2-3의 수치를 바탕으로 요약

하였다.

인장강도는 21.1 Nm/g로 약 12% 증가하였고 신장률

은 71.1% 증가하였고 TEA는 631.7 J/kg으로 85%의 현

저하게 증가한 반면에 Young modulus는 1.4 GPa로 

유지됨을 확인하였다. MFC-GCC 복합충전제의 MFC

는 기존의 나노 혹은 finer한 MFC에 비해 상대적으로 

coarser한 입자를 가졌기 때문에 Young modulus의 개

선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MFC-GCC 

복합충전제 유래의 MFC는 낮은 비표면적으로 인해서 나

노 혹은 finer한 MFC 보다도 보류도는 높고, wet-end 

chemicals에 대한 사용률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판

단된다. 또한 높은 신장률과 TEA는 지필(web)의 신축율

(stretchable)을 향상시킴으로서 초지 혹은 가공공정 시 

지절을 방지하기 때문에 작업 운전성에도 긍정적인 효

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파열강도 및 Scott bond는 

각각 20%와 50%가 증가한 반면에 인열강도 증가에 대

한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MFC 

첨가로 인해 효과적으로 지력을 증가시킴으로서 충전제

의 함량을 증가시키고, 증가된 강도만큼 종이 내의 회

분 함량을 더 증가시킴으로서 고충전된 종이 혹은 비섬

유화(de-materialized)된 종이를 생산 할 수 있는 것으

로 사료된다.

종이의 회분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빛의 광산란도가 

24.7% 증가하였고, 불투명도는 90.9%로 3.2 unit가 증

가하였지만 백색도는 증감 없이 유지되었다 (Table 4). 

일반적으로 충전제가 함유 되지 않는 종이의 경우에는 빛

의 광산란도가 증가하면 종이의 강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섬유간 결합력 (RBA)이 증가하면서 

종이 내에 빛이 산란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감소하기 때문

이다. 하지만, 충전된 종이의 경우에는 빛의 광산란이 종

이 내의 섬유간의 결합이 없는 곳, 미세섬유 혹은 fines

가 있는 곳, 충전제가 위치하고 있는 곳에 일어난다고 알

려져 있다21). Fig.3 (a)는 빛의 광산란과 인장강도의 관

계를 나타내었다. MFC첨가 유무에 상관없이 빛의 광산

란이 증가하면 인장강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Fig. 3). 하지만 MFC를 첨가한 경우에는 MFC 무첨가에 

비해 인장강도도 높고 광산란도 수치도 높게 나타났다.

(a) (b)

(a) (b)

(a) (b)

Fig. 3.   Relationship between tensile index and 
light scattering (a), light scattering (b), 
opacity (c), brightness (d), density (e), 
Bentsen porosity (f) at different filler 
levels without or with MFC additions.

이러한 결과는 MFC와 충전제가 효율적으로 종이 두께

방향(Z-direction)으로 분포되고 있고, MFC 첨가에 따

른 미세섬유부분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기 충전제의 비율

이 증가함에 따라 충전제에 의해 확보된 공간에 MFC가 

효율적으로 분포하여하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또한 이러

한 광산란도의 증가에 의해 불투명도가 90.9%로 약 3.2 

unit로 증가하였다. 일반적으로 화학적 개질을 통한 충

전제 함량을 높이는 방법은7) 불투명도에 대한 효과가 미

미한 것으로 보고되는 것에 비해 MFC-GCC 복합충전

제 유래의 MFC 첨가는 불투명도에 대한 명확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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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grinding pulp to MFC in the pres-
ence of mineral (GCC). Process inputs 
(top left and right above) and out-
put (bottom left).  SEM surface image 
containing MFC and filler in the paper 
(bottom right).  Note the difference in 
magnification.

5% MFC 첨가에 따라 섬유 결합력이 증가 되어 종이의 

밀도가 약 8.9% 증가하였다. 하지만 투기도는 약 79% 감

소하였다 (Table 4).  Fig. 3 (e-f)는 MFC 첨가 유무에 

상관없이 충전제가 증가함에 따라 밀도는 증가하는 경향

을 보이지만, MFC를 첨가하지 않는 대조구는 open 구조

의 종이를 제조할 수 있지만, MFC를 첨가하면 closed 된 

구조를 가진 종이를 제조할 수 있다. 이러한 밀도의 증가

는 평활도를 향샹시켜 캘린더링 작업 시 더욱 적은 에너

지로 종이의 평활도를 개선시킬 수 있는 이점도 있다. 또

한 CTMP와 같은 coarser한 펄프를 사용하여 종이의 적

정한 벌크를 유지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투기도의 감

소는 도공 시 도공액의 hold-out을 증가시키고 혹은 도

공액속의 수분이 base paper로 이동되는 것을 방지해 줄 

것으로 판단된다.

Fig. 4는 MFC를 첨가하지 않고 20%의 중질탄산칼슘

으로 충전된 수초지와 3%의 MFC를 첨가하여 30% 중

질탄산칼슘으로 충전된 수초지의 물성을 간략하게 도식

화 하였다. 5% MFC첨가할 때와 같이 인장강도, Scott 

bond, TEA, 밀도가 증가하였고, 그에 비해 인열강도 및 

투기도는 감소하였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MFC-GCC 복합충전제 유래의 MFC를 

첨가하여 종이의 물리적 및 광학적 성질은 유지하면서 충

전제의 함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지를 검토하였다. 백수

를 재순환시켜 8 - 38%의 회분 함량을 가진 MFC 무첨가 

수초지와 MFC 첨가된 수초지를 제작하여 종이의 물성을 

Properties
30% paper filler content with 5% 

MFC addition
Value changes (% or unit)*

Tensile index (Nm/g) 21.1 11.5%  gain

Breaking elongation (%) 3.9 71.1%  gain

Tensile energy absorption (J/kg) 631.7 85.0%  gain

Young modulus (GPa) 1.4 0.2%  gain

Burst index (kN/g) 1.4 19.8%  gain

Scott bond (J/m2) 88.8 50.1%  gain

Tear index (mN.m2/g) 5.3 0.9% loss

Brightness (%) 89.8 -0.2 unit loss

Opacity (%) 90.9 3.2 unit gain

Light scattering (cm3/g) 773.5 24.7% gain

Bentsen porosity (mL/min) 571 78.5% loss

Density (g/cm3) 0.617 8.9%  gain

Table 2.   Overall effects of handsheets prepared with 30% filler content by addition of 3% MFC 
compared to 20% filler content without MFC ad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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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분석하였다. MFC 무첨가 수초지 중 회분 함량이 

20%와 30%인 수초지를 비교했을 때 회분 함량이 10% 증

가함에 따라 증가된 충전제가 섬유와 섬유결합을 방해하

여 종이 강도를 현저히 저하시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

다. 하지만 MFC가 첨가되고 회분 함량이 30%인 수초지

는 회분 함량이 10% 가량 증가하였지만, 첨가된 MFC의 

비표면력의 증대로 인한 섬유간의 결합력이 증가하여 종

이의 강도는 유지되면서 증대된 충전제로 인해 섬유간의 

공극에 MFC가 충전이 되어 광산란도를 증가시키는 역할

을 함으로써 광학적 특성을 증가시켰다.

그러므로 본 연구를 통해 MFC-GCC 복합충전제 유

래의 MFC는 지료조성 중 가장 값비싼 펄프를 대체하

여 충전제의 함량을 증가시키면서 종이의 강도를 유지

하고 광학적 성질을 효과적으로 상승 시킬 수 있음을 확

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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