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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인쇄용지에 탄산칼슘을 많이 넣을수록, 즉 고충전 인쇄용지를 만들수록 펄프섬유의 사용량이 줄어들고, 건조비용이

감소함으로 생산비는 절감되며, 온실가스의 배출량도 적어지게 된다. 현재까지 고충전 인쇄용지는 주로 중질탄산칼슘

(GCC. ground calcium carbonate)에 기능성고분자를 첨가하여 적절한 크기로 선응집(pre-flocculation)시켜 사용함으로

서 기존의 인쇄용지 제조방법에 비해 고충전시에도 인쇄용지의 중요한 특성들인 인장강도의 저하를 줄이고, 평활도를

유지시켜왔다. 하지만 GCC의 선응집체는 만들어진 후 사용하기까지 시간이 지체되면 그 크기와 성질이 변하는 불안

정성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GCC의 선응집기술을 개량하여 선응집된 GCC사이에 탄산칼슘을 화학적으로 새로 생

성시켜 GCC간에 연결을 시도하였으며, 그 결과 안정성이 높은 선응집체가 형성되었고, 이를 HCC (hybrid calcium

carbonate)로 명명하였다. HCC는 GCC 선응집체와 같이 종이의 강도를 높이고, 평활도를 유지시켰으며, GCC 선응집

체의 단점인 벌크의 저하를 역전시켜 높은 벌크를 형성시키는 장점을 보였다. 

Abstract − More addition of calcium carbonate in printing paper allows savings of the wood fibers and the drying

energy. Pre-flocculation of GCC (ground calcium carbonate) using functional polymers was known as the best available

technology to make high loaded paper until now, and it allowed less reduction of the paper essential properties such as

tensile strength and smoothness at higher GCC content. However, pre-flocculated GCC became unstable in size under

the continued agitation in the mill. Therefore, pre-flocculation method was modified in such a way that the in-situ cal-

cium carbonate was formed between the GCC particles of the pre-flocculated GCC, and the resultant became more sta-

ble in size, which we named as HCC (hybrid calcium carbonate). HCC turned out to make high tensile strength and

smoothness as much as the pre-flocculated GCC and gave much better size stability against stirring. Furthermore, HCC

gave high bulk that pre-flocculation could not m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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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최근의 제지산업은 저렴한 무기물 첨가제를 활용하여 저렴한 인

쇄용지를 생산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무기물로서는 인

쇄용지에 밝은 백색과 불투명한 특성을 줄 수 있는 탄산칼슘이 대

부분 쓰이고 있으며, 품질의 저하 없이 탄산칼슘을 인쇄용지에 많

이 넣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탄산칼슘은 화학펄프

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적은 에너지로 건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동일한 양의 종이를 생산할 수 있다[1-3]. 또한 최근

의 탄소배출량에 대한 규제가 점점 더 가속화되어서 에너지 비용

자체도 중요하지만 탄소배출량을 억제하는 면에서도 에너지 사용

량의 감소가 절실한 형편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고충전지의 개발이 될 수 있다. 

인쇄용지로서 고충전지를 제조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기술들이

제공되고 있다. 그 가운데 탄산칼슘을 인쇄용지에 많이 넣는 비교

적 성공적인 기술로서 아래와 같은 네 가지 기술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 기술은 미세분에 탄산칼슘을 이온성 폴리머를 이용하여

결합시켜서 미세분-탄산칼슘 복합체를 만들고 이를 일반 목재펄프

와 혼합하여 종이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불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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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의 저하 없이 종이의 강도를 증진시키므로 무기물 혹은 회분의

함량을 높이는 방식으로 사용되었다[4].

두 번째 기술은 충전제에 고분자를 여러 층으로 결합시켜 고분자

와 펄프섬유가 접착되는 방식으로 종이 제조에 사용하는 연구가 이

루어져 왔다. 이러한 경우 종이의 강도가 높아지며 충전제의 보류

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5-7].

세 번째 기술은 탄산칼슘을 선응집(pre-flocculation) 시켜서 종이에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각각의 탄산칼슘 입자들이 서로 분

산되어 섬유간의 결합을 방해하는 것을 억제하고, 고분자들을 이용

하여 탄산칼슘입자들을 일정한 크기의 덩어리로 만들어 전체 외부

표면적을 줄여서 종이에 적용하는 방식이다[8-12]. 이러한 경우 분

산된 무기물들이 섬유간의 결합을 방해하는 상황이 줄어들게 되므로

섬유간의 결합이 늘어나 종이의 강도가 높아질 수 있으며, 현재까

지 고충전지의 제조에 있어서 가장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는 방식으

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각각의 탄산칼슘 입자들이 뭉치게 되어 가

시광선을 산란시키는 능력을 저해시키므로 불투명도를 떨어뜨리며,

섬유 사이사이에 밀도가 높은 무기물들이 뭉쳐있게 되므로 종이의

밀도를 증대시키고 벌크와 휨강성을 떨어뜨리는 단점이 있다. 또

한 가지 단점으로는 공장에서 선응집 방식을 사용할 때에 선응집된

충전제를 바로 사용하지 않으면 응집체의 크기와 성질이 달라지는

불안정성을 보이며 이는 종이의 품질저하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점들이 보완할 때에 고충전지의 제조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 기술은 섬유 또는 셀룰로오스피브릴에 탄산칼슘을 화학

적으로 형성시켜(in-situ formation) 사용하는 방식이다[13-17]. 이

중에서 핀란드에서 개발된 superfill 충전제의 경우 우수한 품질을

나타내고 있다[15]. 이것은 이산화탄소와 칼슘화합물을 약 섭씨 50도

이상에서 탄산칼슘을 미세분에 형성시키는 방식이고, 나중에 유리

된 탄산칼슘을 제거한 후에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강

도가 높고, 회분보류도가 높으며, 평활도도 우수한 종이가 형성된

다. 하지만 공정자체가 매우 복잡하고, 많은 미세분을 형성시켜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HCC (hybrid calcium carbonate)라는 새로운 방

식으로 탄산칼슘을 제조하여 고충전지에 적합한 탄산칼슘을 만들

고자 하였다. 탄산칼슘의 선응집의 원리를 그대로 이용하고, 선응

집의 경우에 발생하는 크기의 불안정성과 밀도증가를 극복하기 위

해 연구를 진행하였다[18-20]. 즉 HCC는 그 제조방법에 있어서,

GCC와 칼슘화합물의 혼합물에 이온성폴리머를 이용하여 선응집체

를 만든 후, 다시 이산화탄소를 불어넣음으로서 GCC 사이에 탄산

칼슘을 형성시켜, GCC만을 이용하여 제조한 선응집체보다 단단하

고 안정된 응집체를 만드는 것이다. Fig. 1은 HCC 제조 과정을 보

이고 있다. HCC는 지속적으로 와류를 적용하는 제지공장과 같은

상황에서도 그 크기의 변화가 적어 선응집 GCC에 비해 크기 안정

성이 우수할 것으로 예측되며, 압착공정에서도 잘 찌그러지지 않아

서 벌크를 높이며, 강도적으로도 우수한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기대되었다. 이러한 특성이 실험실과 공장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나

타나는 경우 고충전 인쇄용지개발에 있어서 우수한 기술로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고충전지 제조에 있

어서 가장 우수한 기술로 사용되어 온 선응집기술과 비교한 HCC

의 특성을 중점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2. Materials and Methods

2-1. 실험재료

GCC (ground calcium carbonate)로는 직경 2.0~2.8 µm 로서 국

내 탄산칼슘 공급회사인 Korea Omya Co. 사로부터 분양받아 사용

하였다. 또한 PCC (precipitated calcium catabonate)는 평균 입도가

1.4 µm로서 현재 H 제지회사가 제품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분양

받아 사용하였다. 이들의 보류 혹은 선응집 처리를 위해서는 양이

온성 PAM (분자량 500~700만, 전하밀도 +5 meq./g, CIBA Chemical)

을 사용하였으며 초지시의 보류 향상을 위해서는 지료의 건조중량

에 대해 0.1% 사용하였다.

2-2. 실험방법

수초지 제작에 있어서 대조구로서 GCC를 총 펄프의 회분함량이

30%, 40%를 첨가하여 사용하였다. 그리고 충전물에 선응집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GCC를 농도 10%로 하여 반응기에 투입하여 선응

집을 시켰다. 선응집은 탄산칼슘 투입 후 탄산칼슘 함량 대비

0.04%의 음이온성고분자(Perform SP7200. −3.0~−5.0 meq/g, 분자

량 50만, Hercules, USA)를 첨가하고 반응기에 장착된 교반기를 이

용하여 2000 rpm으로 약 1분간 교반하였고, 다시 탄산칼슘 함량 대

비 0.03%의 상기 양이온성 PAM을 첨가하고 2000 rpm으로 약 1분

간 교반한 다음 이를 충전제로 이용하였다. 이러한 이온성 고분자

의 처리는 GCC들이 일정한 크기로 물속에서 응집되어 있도록 만

들며, 전체 지료가 전하적으로 중성에 가까울 때에 응집체가 가장

안정된 형태를 취하게 된다. 선응집 처리를 위한 이온성 폴리머의

첨가량은 본 실험 전에 수초지 실험에 의해 수초지의 인장강도, 불

투명도 및 평활도 측정에 의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미리 결정되었다.

2-3. HCC의 제조

HCC는 GCC와 산화칼슘의 혼합물을 선응집체로 만든후, 이산화

탄소를 처리하여 혼합물의 pH가 안정적으로 7.0에 이르도록 처리

하여 제조하였다. 이때 GCC 사이에 탄산칼슘이 형성되는데, 이들

이 이온성 폴리머들이 제공하는 GCC 간의 결합력보다는 더 강한

결합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이 탄산칼

슘 선응집체 덩어리보다 견고한 특성을 보임으로 종이의 벌크를 높

이는 성질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높은 압축압력 하에서는

HCC가 어느 정도 찌그러지므로, 종이의 평활도 형성에 문제점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특징으로서 HCC는 와류에 의한 크기 변

화가 선응집체에 비해서 매우 적으며, 항상 안정적인 크기를 유지

Fig. 1. HCC (hybrid calcium carbonate) manufacturing process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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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선응집체와 HCC의 직경은 Flow-CAM®

dynamic imaging particle analyzer (Benchtop B3 Series, Fluid Imaging

Technologies, USA)을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고분자의 크기 측정에

있어서 레이저회절법이 volume moment mean (D[4,3])을 측정하

므로 본 연구에서도 volume moment mean의 결과를 비교하였다[21].

HCC를 제조하였는데 GCC:in-situ CaCO
3 
가 각각 50:50이 되도록

만들었으며, 그러한 비율을 만들기 위해 GCC:CaO의 비율은 각각

50:28 비율로 혼합하여 이산화탄소에 반응시켰다. 산화칼슘은 섭씨

20~50도의 물속에서 수산화칼슘으로 극히 적은 양이 수화하는데,

GCC와 선응집된 상태에서는 대부분 고체 상태이며, 그러한 상태에

서 조금씩 해리되고, 해리된 수산화칼슘은 이산화탄소와 만나 바로

탄산칼슘으로 변하여 주위의 GCC에 붙게 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2-4. 수초지의 제작

수초지는 Tappi (T205 sp-95) 표준방법에 의해 제조하였으며, 60

g/m2의 평량으로 조절하였고, 회분함량이 각각 30% 와 40%가 되

도록 수초지를 제조하였다. 목재섬유는 침엽수(mixture of Hemlock,

Douglas fir, and Cedar. Canada) 20%와 활엽수(mixture of Aspen

and Poplar. Canada) 80%를 혼합하여 여수도 500 mL CSF에 이르

도록 Valley beater로 고해하여 사용하였다. 샘플의 종류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샘플 종이의 밀도와 벌크(TAPPI T410 om-98, T411

om-97), 열단장(TAPPI T494 om-96), 평활도(TAPPI T479 cm-99),

백색도(TAPPI T452 om-98), 불투명도(TAPPI T425 om-96), 회분

(TAPPI T413 om-93)은 각기 국제표준방법에 의해 측정하였다.

3. Results and Discussions

3-1. HCC와 GCC 선응집체의 안정성 비교

GCC와 GCC 선응집체, HCC의 와류상에서의 안정성을 24시간과

48시간 지속된 와류하에서 보관 후에 그 크기를 비교하였으며, 이

때 Flow-CAM®을 이용하여 그 크기를 측정하였다. Flow-CAM® 은

약 5,000~7,000 개의 샘플을 처리하여 평균 데이터를 제공하였으

며 시간에 따른 그 크기의 변화를 Fig. 2에서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HCC는 3일동안 크기의 변화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었지만 선응집의

경우 매우 큰 변화를 볼 수 있다. 이러한 크기의 변화는 최초에 만

들었던 형태와 크게 다르므로 크기의 안정성 측면에서 선응집의 경

우 매우 불리하다고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응집의 경우 응

집체가 단순히 이온성 고분자에 의해 유지되므로 강한 와류 하에서

크기변화가 생기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HCC 의 경우에는 응집

체 내부의 GCC 사이에 새로 형성된 탄산칼슘이 있으며 이들이

GCC들을 이온성 폴리머 보다 더 단단하게 물리적으로 결합시킨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만 강한 와류 하에서

도 선응집보다는 더 안정적으로 크기를 유지할 수 있게 되며, Fig. 2는

그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Fig. 3은 GCC와 GCC 선응집체, HCC 의 대표적인 모습을 전자

현미경 사진을 통해 보이고 있다.

Fig. 3에서 GCC는 작은 조각들로 분산되어있으며, 선응집된

GCC는 여전히 GCC의 형태를 가지지만 집합되어 있는 상태를 유

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HCC의 경우 선응집 GCC 에 새로운 탄산

칼슘이 형성되어 기존의 GCC 들과 엉겨 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형태학적인 특징이 종이 내에서 이들의 거동을 짐작하게 해

주고 있다. HCC와 같이 GCC 들이 엉겨 붙게 되면 와류하에서도

분리가 되기 어렵고, 압착공정에서의 강한 압착에도 응집체가 모양

이 눌려지지 않아서 종이의 두께를 유지하게 되므로 높은 벌크를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 또한 새로 형성된 탄산칼슘들이 기존의

GCC와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모습을 전자현미경상으로

전혀 볼 수 없는 것은 이들이 대부분 기존의 GCC 들과 결합된 형

태로 존재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3-2. 인장강도와 벌크 및 평활도의 비교

인쇄용지에 있어서 평활도는 정밀한 인쇄를 실시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성질 중의 하나이다. 인쇄용지가 평활하면 그 가치가 높아

지게 된다. 또 한 가지 인쇄용지에 있어서 중요한 성질은 벌크라고

할 수 있다. 벌크는 종이의 두께가 두꺼운 정도를 나타내는데, 동일

한 무게의 종이가 더 두껍다면 일반적으로 더 고급종이로 인식되며,

경쟁력이 매우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인장강도는 전반적인 종이

의 강도적 성질을 나타내며, 기준 이상의 인장강도를 나타내는 경

우 문제가 없다. 하지만 만일 종이의 무게를 줄여서 원료 절감을 하

Fig. 2. Diameter changes of the pre-flocculated GCC (Prefloc) and

the HCC according to the elapsed time while applying con-

stant stirring. 

Fig. 3. FE-SEM micrographs of GCC (a), pre-flocculated GCC (b),

and H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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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동일한 종이의 특성을 나타내려고 기획한다면 이때에는 인장

강도가 기준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한 경우 기왕에

높은 인장강도를 가지고 있는 종이라면 기준치정도로 인장강도를

떨어뜨리면서 종이의 원료를 줄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이때에도

벌크는 매우 중요한데, 종이의 원료를 줄이면 당연히 벌크가 낮아

지게 된다. 따라서 종이의 원료를 줄이는 면에서는 벌크와 인장강

도가 매우 중요한 물리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동일한 특성을 가

진 종이에서 무게를 줄일 수 있다면 원료와 건조에너지의 절감을

동시에 이루게 되어 제지공장의 경쟁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고충

전지의 제조 목적도 펄프섬유 사용량을 줄이고 건조에너지를 줄이

려고 하는 면에서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Fig. 4와 5는 탄산칼슘 충전제를 사용한 종이에 있어서 인장강도가

1일, 2일 지나면서 변화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열단장(breaking

length)는 인장강도를 단위면적당 무게, 즉 동일한 평량에서 비교하

기 위해 제지산업계에서 사용하는 단위이다. 회분(ash)는 탄산칼슘

을 600 oC에서 태워서 남은 무기물의 양으로서 탄산칼슘의 양을 의

미한다. 따라서 Fig. 4와 5는 동일한 평량에서 탄산칼슘이 30%와

40% 첨가되었을 때의 인장강도를 비교하게 되는 것이다. 두 그림

에서 HCC 를 사용하는 경우 인장강도가 가장 높은 것을 볼 수 있

었다. 또한 선응집 GCC 와 HCC 의 경우, 보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적으로 강도가 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다만 GCC

의 경우 아무런 처리가 없어서 그 크기가 변하지 않고, 특성도 변하

지 않게 되므로, 시간이 지나면서도 동일한 강도를 나타내는 것으

로 나타내었다. 

Fig. 6과 7은 벌크에 대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벌크는 선응집

GCC 경우에도 GCC에 비해 높아지는 경향이 있지만 Flow-CAM®

에서 보인 경우와 같이 그 크기가 작아짐에 따라 벌크도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반면에 HCC의 경우 초기부터 높은 벌크를 보

이며 거의 그대로 유지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HCC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인장강도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벌크도 높아지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이다.

Fig. 8과 9는 평활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Bekk smoothness의 경우,

값이 높을수록 더 평활하게 된다. 탄산칼슘 30%의 경우에는 GCC의

경우가 가장 우수하였지만 40%로 올라가는 경우 HCC가 우수하다

고 볼 수 있었다. 단단하고 크기가 큰 탄산칼슘 덩어리를 형성시켜

종이에 사용하였지만 평활도의 경우 GCC 만 사용하는 경우에 비

해 현격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3-3. 광학적 성질의 비교

Fig. 10은 종이에 불투명도를 탄산칼슘의 저장시간에 따라 비교

Fig. 4. Change of breaking length by storage time for GCC, pre-

flocculated GCC and HCC (CaCO
3
 30% case).

Fig. 5. Change of breaking length by storage time for GCC, pre-

flocculated GCC and HCC (CaCO
3
 40% case).

Fig. 6. Change of bulk by storage time for GCC, pre-flocculated

GCC and HCC (CaCO
3
 30% case).

Fig. 7. Change of bulk by storage time for GCC, pre-flocculated

GCC and HCC (CaCO
3
 40% case).

Fig. 8. Change of Bekk smoothness by storage time for GCC, pre-

flocculated GCC and HCC (CaCO
3
 30%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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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다. 종이의 불투명도는 한 면에 인쇄된 형상이 다른 면에서

비쳐 보이지 않게 하기위해 필요한 성질이다. 선응집 GCC나 HCC

의 경우 GCC들이 뭉쳐있게 됨으로 GCC에 의한 가시광선의 산란

이 적어지게 된다. 따라서 GCC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비해 불

투명도가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Fig. 10은 그러한 경향을 잘

보여주고 있었다. Fig, 11은 백색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백색

도 역시 탄산칼슘가 빛을 효과적으로 산란시키는 경우 높아질 수

있는데, 탄산칼슘을 덩어리 형태로 만드는 선응집 GCC나 HCC의

경우 빛을 산란시키는데 효과적이지 못하므로 GCC에 비해 낮은

경향을 보였다. 약간씩 증가하는 경향도 보이기는 하는데, 이것은

선응집 GCC와 HCC가 저장 기간 동안 가라않는 현상을 없애기 위

해 천천히 저어주고 있을 때, GCC 들이 조금씩 떨어져 나와 생긴

현상으로 생각된다. 그러한 경우 인장강도도 조금씩 저하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4. Conclusions

제지산업에서는 인쇄용지의 중요한 특성들의 저하가 없이 탄산

칼슘이 많이 포함된 고충전 인쇄용지를 개발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

하다. 이는 제지원료의 절감과 생산비용의 감소, 온실가스의 저감과

직결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중질탄산칼슘(GCC. ground calcium

carbonate)에 기능성고분자를 첨가하여 적절한 크기로 선응집(pre-

flocculation)시켜 사용하는 방식이 현재까지 가장 우수한 방식중의

하나로 개발되어 사용되어왔다. 하지만 GCC의 선응집체는 만들어

진 후 사용하기까지 시간이 지체되면 그 크기와 성질이 변하는 불

안정성을 보였다. 이 GCC의 선응집기술을 개량하기 위하여 선응

집된 GCC사이에 탄산칼슘을 화학적으로 새로 생성시켜 GCC간에

연결을 시도한 HCC (hybrid calcium carbonate)가 개발되었다.

HCC는 GCC 사이를 새로 형성되는 탄산칼슘으로 물리적으로 연결

시킴으로서 단순히 이온성 폴리머들에 의해 연결된 GCC 선응집체

의 크기 불안정성을 보완하고, 압착공정에서도 충전제 응집체의 찌

그러짐을 최소화함으로서 종이의 벌크를 높였다. 즉 HCC는 선응

집 GCC 의 크기 불안정성을 크게 개선하였으며, 벌크를 크게 높임

으로서 만들어지는 종이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인쇄용지의 중요한 특성인 광학적 성질이나 평활도에는 선응집 GCC

경우와 큰 차이가 없었으며, 인장강도의 경우 오히려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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