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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면사이징 공정에 무기 안료를 첨가하는 기술은 미터링 사이즈 프레스

의 개발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초기에는 경량 도공

지의 전처리 혹은 프리 코팅을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 적용되었으

며 도공지의 품질 향상 효과로 주목받았으나 현장 시험 결과 위주의 연구 

사례만 발표되어 지속적인 관심을 받지는 못하였다.
  표면사이징 공정에 무기 안료를 사용하는 기술은 섬유 원료 절감과 에

너지 절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충전물 외첨 기술로 다시 주목을 받

았고 종이의 광학적 특성 향상과 사이즈제의 고형분 함량 증가 효과도 언

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무기안료를 이용한 표면 사이징 기술에 기초 및 

활용기술을 구명하기 위해 산화전분을 기반으로 하는 표면사이즈제에 무

기 안료를 투입하고 무기안료의 종류와 투입량에 따른 표면사이징 호액의 

유변학적 특성과 무기 안료의 거동, 종이에 도포하였을 때 무기 안료를 

포함한 전분 필름의 형태, 피그멘타이징 효과를 실험하고 결과를 분석하

였다.
  연구 결과, 산화전분과 무기 안료 간 가교결합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

여 응집 경향이 나타났다. 피그멘타이징 사이즈제의 점도가 상승하였으며 

입자가 큰 중질탄산칼슘을 투입하였을 때의 점도 상승이 가장 낮게 나타

났다. 계 내에 존재하는 무기 안료 입자의 입도 분포는 입도가 큰 중질탄

산칼슘과 종횡비가 큰 클레이를 사용하였을 때 전분 중량 대비 60% 이상

의 투입량 조건에서 크게 변화하였다. 제타 전위는 무기 안료의 투입량이 

적을 때 가장 크게 변하였고 투입량이 증가할수록 무기 안료 자체의 제타 

전위에 근접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결과들로 볼 때 산화전분 

고분자와 무기 안료 간 흡착 및 약한 가교 결합이 발생하여 분산제의 효



과가 악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무기 안료를 첨가하여 표면사이징을 한 결과 종이 표면에 형성되는 사

이징필름의 면적이 증가하고 공극이 메워지는 현상이 관찰되었고 무정형 

입자인 중질탄산칼슘은 종이 공극으로 일부 입자가 침투하면서 최외각 표

면에서 무기 안료가 차지하는 면적이 20% 이하 수준으로 넓지 않은 반면 

판상형의 클레이는 종이 표면에 남는 입자가 많고 무기 안료가 차지하는 

면적이 실험 조건 내 최대 60% 수준으로 넓게 나타났다. 전분 필름 밖으

로 안료 입자가 드러나는 현상은 입자가 큰 중질탄산칼슘과 종횡비가 작

은 클레이를 투입한 조건에서 관찰되었다. 
  광학적 특성의 향상은 종횡비가 작은 클레이를 사용한 조건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는 전분 필름 표면에 배치된 클레이 입자로 인하여 산

란되는 빛의 양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픽업량을 증량하고 투입량을 전

분 중량 대비 100%까지 증가시킨 경우에는 종이 공극에 침투하고 남은 

무기 안료 입자가 전분 필름 표면까지 채워지기 때문에 입자 자체의 광산

란도가 높은 중질탄산칼슘을 사용한 조건의 백색도 결과가 높게 나타났

다.
  종이의 회분량 증가는 전분 중량 대비 60% 투입하였을 때 0.9% 이하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평량 180 g/m2의 라이너지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원지의 평량에 따라 회분 함량의 증가율은 달라질 수 있다. 회분 함량이 

증가하였으나 종이의 기계적 강도는 감소하지 않았으며 이는 증가한 회분

이 종이 표면에만 위치하여 내부결합면적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기 때문이

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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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배경

1.1 무기 안료를 첨가한 표면사이징 기술

1.1.1 표면사이징 기술 개요

  물질의 표면 특성을 변화시키는 기술을 총칭하는 사이징 기술은 제지 

산업에서는 근본적으로 친수성을 지닌 종이의 표면에 내수성을 부여하기 

위한 기술로 시작되었으나 제지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그 처리 방식과 위

치에 따라 내첨사이징과 표면사이징으로 분리되었다. 내첨 사이징이란 지

료에 로진사이즈제나 AKD 또는 ASA와 같은 내첨사이즈제를 투입하고 

초지함으로써 생산되는 종이의 내수성을 부여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이와

는 달리 표면사이징 기술은 종이의 표면 특성 및 인쇄 적성의 향상을 목

표로 건조된 종이의 표면에 사이즈 프레스를 이용하여 전분 호액 등을 처

리하는 공정을 의미한다 (Fig. 1-1).

 대부분의 인쇄 용지에 인쇄 적성 및 일부 기계적 물성의 향상을 목적으

로 표면사이징 기술이 적용되고 있으며, 산업용지에는 강도 향상, 골심지

의 접착력 개선 등을 목적으로 표면사이징을 실시하고 있다. 특수포장지

에도 제품의 목적에 맞는 기능성 부여를 위하여 표면사이징은 반드시 필

요한 공정으로 인식되어 있다. 코팅 기술이 개발되어 사용되기 시작한 이

래로 표면사이징 기술은 종이 표면에 대한 코팅층의 안정적인 부착과 도

공액의 종이 내 흡수를 억제하기 위한 프리 코팅(pre-coating)의 개념으로 

도공지 제조에 적용되어 왔다. 또한 표면사이즈제의 기능성을 달리하여 

본래 목적이었던 표면 특성 및 인쇄적성 향상 뿐만 아니라 종이의 기계적 

강도 향상, 내수성 부여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Maurer, 

2001).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표면사이징 기술의 적용 효과는 유체에 대한 종

이 표면의 침투 저항성 부여, 표면 적성 증가, 표면 강도 향상, 내부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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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휨강도, 압축강도와 같은 기계적 물성 향상 등이다. 표면사이징을 

적용한 종이의 표면은 사이즈제가 형성한 필름으로 인하여 섬유가 최외각

에 드러나지 않으므로 사이즈제의 성질에 따라 새로운 특성을 지닌 지종

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해진다. 

  종이 표면에 도포된 사이즈제는 종이 표면에 잔류하거나 내부로 침투하

는 기작을 보인다. 보통 인쇄용지의 경우는 표면 잔류 기작을 통하여 표

면 적성과 인쇄 적성의 향상을 유도하고 산업용지의 경우는 종이 내 침투 

기작을 극대화하여 종이의 물성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둔다.

  표면사이징은 내첨 사이징과 비교할 때 제지 공정 조건에 크게 구애받

지 않고, 표면사이징 공정을 통하여 종이 표면에 도피된 사이즈제 대부분

이 종이에 보류되어 약품의 낭비가 적고, 백수의 오염을 방지하며 표면사

이징 기술 적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의 수준을 예측하기가 쉽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표면사이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표면사이징 공정에 

알맞은 사이즈프레스와 추가적인 건조 설비가 필요하며, 건조 공정을 거

친 종이에 다시 용액을 도피함으로 인하여 건조에너지의 소모가 가중되고 

지절 발생의 우려가 있다는 것은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표면사이징 기술을 사용하였으며, 표면사이징의 장점인 

높은 보류도와 종이의 표면 적성 향상 등이 무기 안료를 외첨하는데 적합

하다고 생각하였다. 이와 같은 관점으로 진행된 연구 사례들이 있었으며 

그러한 사례에 대한 부분은 차후 기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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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Papermaking process and size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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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표면사이징 공정

  표면사이징의 개념은 현대식 초지기가 생기기 훨씬 전부터 알려져 있었

다. 식물 섬유를 물에 풀어서 뜰채로 건져 내어 종이를 만들던 시절에도 

종이가 쉽게 상하지 않도록 붓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아교 등의 물질을 

종이에 바르는 작업이 행해 진 바 있었으며, 이는 표면사이징의 기본 원

리와 같다고 볼 수 있다. 

  표면사이징의 명칭은 초지기에서 생산한 종이를 초지기 후단에서 바로 

이어받아 표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설비를 설치할 때부터 생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면사이징 공정에 사용하는 설비는 사이즈 프레스(size press)이다 (Fig. 

1-2). 사이즈 프레스는 두 개의 큰 롤(roll)이 맞닿아 있는 사이로 지필이 

통과하면서 롤 입구에 있는 사이즈제가 지필의 표면에 묻게 되고 롤을 통

과하면서 고르게 도포되도록 하는 설비이다. 롤의 입구에 사이즈제의 고

임목이 있다고 해서 폰드(pond) 사이즈 프레스라고 불리는 이 설비가 표

면사이징 설비의 초기 형태이다 (Smook, 2002). 이러한 형태의 폰드 사이

즈 프레스는 사이즈제의 특성, 사이징 속도 등에 민감하여 종이의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우 세심하게 관리해야 했다. 또한 초지기

가 점차 고속화되면서 롤 입구에 고여 있는 사이즈제에 와류가 발생하고 

혹은 롤 입구에서 튀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이에 사이즈제의 고임

목이 지필과 직접 닿지 않도록 사이즈제가 도포된 롤이 종이와 직접 닿는 

롤과 맞닿아 회전하면서 사이즈제를 전이시켜 종이에 도포하는 방안이 개

발되었다. 이 설비는 게이트롤(Gate roll) 사이즈 프레스라고 명명되었다

(Smook, 2002). 사이즈제의 고인 부분으로 인한 문제점이 사라지면서 고속 

초지가 가능해졌고 지금도 일부 공장에서 사용 중인 설비이다. 다만 사이

즈제가 전이되는 롤과 사이즈제의 고임목을 만들어주기 위한 롤, 종이에 

사이즈제를 전이시킬 롤까지 종이 한 면당 3개씩 총 6개의 롤이 필요하

다. 이 때문에 설비의 부피가 크고 관리가 어려우며 전이되는 사이즈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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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 두께를 조절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새로운 설비를 개발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현재까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사이즈 프레스는 미터링(metering, 영문 

표기를 metered로 하는 사례도 있음) 사이즈 프레스이다. 두 개의 롤을 통

하여 지필에 사이즈제를 전이하는 방식은 동일하지만 롤에 사이즈제를 공

급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 종이와 만나는 반대편에 사이즈제를 롤에 공

급할 수 있는 사출부와 롤에 묻어서 나가는 사이즈제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로드(rod)가 있어서 2개의 롤을 사용하여 표면사이징이 가능하며, 종

이에 전이되는 사이즈제의 양을 물리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종이에 전이

되는 사이즈제의 양을 의도대로 조절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사이즈제를 종

이 내부로 침투시켜 종이 강도를 향상시키는 공정 방식이 가능해지게 되

었다. 이후로 스프레이 분사 방식의 표면사이징 기술, 습부에서의 표면사

이징 기술, 사이즈제의 전이량을 조절하기 위한 블레이드(blade) 기술 등

이 개발되어 왔다.

  미터링 사이즈 프레스 개발 전까지는 사이즈 프레스에서 사용하는 사이

즈제는 안료 등의 고체 성분이 첨가되지 않은 유체만 적용이 가능했지만 

미터링 사이즈 프레스의 도입으로 인하여 무기 안료를 첨가한 표면사이징

이나 코팅 공정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Maurer, 2001). 미터링 사이즈 

프레스의 개발 이후 표면사이징에 무기 안료를 첨가하여 적용한 연구 사

례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7

Two roll size press Gate roll size press Metering Size press

Fig. 1-2. The types of size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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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표면사이징과 전분

  표면사이즈제로 사용되는 물질은 밀납, 동물성 아교 등의 생물성 물질,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Carboxymethyl cellulose, CMC), 메틸셀룰로오스

(Methyl cellulose, MC) 등의 변성 셀룰로오스, 폴리비닐알코올

(Polyvinylalcohol, PVA) 등의 합성고분자 등으로 다양하지만 가장 범용적

으로 사용되고 있는 물질은 전분이다. 

  전분은 식물체가 탄소동화작용을 통하여 생성된 에너지를 뿌리나 곡물

에 저장하기 위해서 만들어 내는 물질로 지구상에서 가장 풍부한 유기고

분자의 한 종류이다.  전분은 표면사이즈액의 기능 및 가격 측면을 아울

러 충족시킬 수 있으며 사용상 제약이 가장 적은 물질의 하나이다. 화학

적으로 전분은 아밀로오스(amylose)와 아밀로펙틴(amylopectin)으로 구성되

어 있다. Fig.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고분자들은 안하이드로글루코오

스(anhydroglucose)를 단량체로 가지고 있으며 아밀로오스는 선형, 아밀로

펙틴은 α-1, 6 글루코시딕 결합으로 인하여 단량체가 분지형으로 연결된 

고분자이다. 이들 두 물질은 모두  주쇄에 α-1,4 글루코시딕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선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두 개의 나선형 주쇄가 서

로 맞물린 형태를 띠고 있어 결정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전분의 결정구조

는 온도가 상승하면 파괴되어 용액상으로 변화되어 호액이 되며, 전분호

액의 점도는 전분의 종류나 변성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하지만 전분호액

의 온도가 낮아지면 다시 분자쇄간 수소결합이 발생하여 겔화되며, 이러

한 현상을 노화(retrogradation)라 한다 (Fig. 1-4). 

  변성 처리를 거치지 않은 전분은 호화를 거쳐도 점도가 매우 높으며 노

화가 쉽게 일어난다. 따라서 전분 호액의 유동성과 안정성이 온도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되며 점도가 높기 때문에 도포 시 필름의 형태가 불연속적

으로 되기 쉽다. 이러한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지용 전분은 호액 제

조과정에서 점도를 낮게 유지시키고,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 변성전분을 

사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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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지 공정에서 전분이 사용되던 초기에는 산처리 전분, 산화전분 등의 

변성전분이 주로 사용되었다. 산처리 전분은 전분 슬러리에 산성 용액을 

가하여 전분 사슬을 끊어내어 분자량을 감소시킨 전분이다. 산에 의한 전

분의 분해는 α-1,4 뿐 아니라 α-1,6 결합부위에서도 무작위로 진행되므로 

결과적으로 노화안정성이 낮은 아밀로오스의 함량이 증가되는 단점이 있

어, 호액의 안정성이 크게 낮다. 뿐만 아니라 초지 공정 시스템이 중성화 

혹은 알칼리화로 전환되면서 산처리 전분은 사용되지 않게 되었다. 산화

전분은 하이포아염소산나트륨으로 처리하여 전분에 카르복시기를 부여한 

전분이다. 산화전분은 친수성의 카르복시기의 도입으로 인하여 호화된 전

분 고분자가 더 쉽게 수화되고 안정성이 향상된다. 안정성의 향상은 전분

의 노화를 억제하므로 다루기에 수월해진다. 산화 전분은 요즘도 제지 공

정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물질이다. 초지 공정이 고속화됨에 따라 공정

에 적용하기 쉽도록 추가로 변성 처리를 거쳐서 친수성을 증가시키거나 

기능성 관능기를 부여한 변성 전분이 사용되고 있다 (Maurer, 2001). 

  제지 공정 내에서 전분의 투입 장소는 습부에서부터 후처리 공정까지 

매우 다양하다. 지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사용량도 첨가제로 투입되는 

약품 및 고분자 중에서 가장 많은 편에 속한다. 습부에 적용되는 전분은 

주로 양이온성 관능기를 부여한 양성 전분이 사용된다. 또한 양성전분은 

폴리아크릴아마이드(Polyacrylamide, PAM) 등의 양성 고분자로 대체되거나 

함께 사용되기도 한다. 표면사이징 공정에서는 산화전분 혹은 효소 변성 

처리를 거친 전분을 사이즈제의 기본 물질로 사용하고 있다. 전분은 산업

용지 분야에서 라이너지의 표면 처리 외에도 골판지와 골심지 간 접착제

로도 이용하고 있다.

  현재 국내 제지업체의 표면사이징 공정에서는 산화전분의 사용도가 높

으며 일부 업체는 자체 변성 설비를 갖추어 자체적으로 열 및 화학변성한 

전분을 사용하기도 한다. 에스테르화 전분, 에테르화 전분 등의 변성 전분

은 산화 전분의 수산기보다 크기가 큰 관능기를 도입하여 분자쇄간의 결

정화도를 낮추어 호화가 용이하게 진행되도록 하며, 호액의 노화를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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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제품이다. 이들은 다루기 쉽고 호액의 점도가 낮기 때문에 종이 내 침

투 역시 수월하다. 양이온성의 관능기를 부여한 양성 전분은 보류제나 코

팅 바인더로 사용되고 있다. 변성 전분의 기능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공중합 기술을 활용한 전분 공중합체도 제지 공정에서 사용이 점차 증가

하고 있다. 이러한 변성 전분들은 산화 전분에 비해서는 고가이지만 기능

성과 조업성이 우수하고 PVA, CMC, 동물성 아교 등의 물질보다는 저렴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선호도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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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Molecular formula of amylose and amylopectin

(El-Fallal et al., 2012).

Fig. 1-4. Starch granule through temperature during cooking (Lehtinen,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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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피그멘타이징(Pigmentizing)

  무기 안료를 표면사이징에 적용하는 기술은 미터링 사이즈 프레스가 보

급되면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전에 코팅 기술이 개발되어 고급 지종의 

생산이 개시되었으나, 제지 공장의 입장에서는 온라인 코팅 머신을 설치

하기에는 비용과 제반 여건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었고, 오프라인 

코팅 머신으로는 조업성과 생산성을 고려해야 했다. 일부 연구자들을 중

심으로 사이즈 프레스에서 무기 안료를 표면사이징에 적용하여 도공지보

다 한 단계 아래의 중간급 지종을 만들거나 도공층이 종이에 흡수되지 않

도록 하기 위해 시행하는 프리 코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

하였다. 

  무기 안료를 표면사이징에 적용하는 기술이 학계에 보고되기 시작한 시

기에는 각 공장에서 현장 상황에 맞는 조건을 설정하여 일부 지종에 적용

하는 수준이었다. 코팅 컨퍼런스를 통하여 간간히 기술 적용 사례가 발표

되기는 하였으나 뚜렷한 명칭 없이 코팅 전 전처리의 개념으로 받아들여

졌다. Kuchinke가 기술 적용 사례를 발표하면서 프리 코팅 기술과 구분하

기 위하여 피그멘팅(pigmenting)으로 명명하는 내용을 언급한 바 있고

(Kuchinke, 1993), 이에 앞서서 인쇄용지에 적용 후 캘린더링 공정과 연계

한 연구 사례를 제시하면서 이를 피그멘타이징(pigmentizing)으로 기술한 

보고도 있다 (Turunen, 1992). 하지만 관련 연구가 이어지지 않으면서 연

구자에 따라 기술의 명칭은 계속해서 변경되어 왔다. 

  용어를 하나로 통일하지는 못하였지만 무기 안료를 첨가한 표면사이징 

기술과 코팅 기술을 구분하려는 시도는 계속되어 왔다. 두 기술의 구분은 

주로 픽업량과 사이즈제 혹은 도공액을 주로 구성하는 물질에 따라 나뉘

어진다. 인쇄용지에 적용하는 경우를  상정할 때, 표면사이징은 픽업량 2 

g/m2 이내, 무기안료가 첨가된 표면사이징은 픽업량 2 - 4 g/m2, 경량도공

은 픽업량 4 - 8 g/m2, 일반도공은 픽업량 8 - 14 g/m2으로 분류하려는 의

견이 있었다 (Attrup and Hansen, 1997). 주요 물질로 전분 호액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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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라텍스를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분류되기도 하였다. 현재에는 코팅 

공정 기술이 발전하고 대형 초지기에 온라인 코팅 머신이 일반화되면서 

무기 안료를 첨가한 표면사이징 기술과 코팅 기술을 분류하는 것은 직관

적으로도 간단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Table 1-1과 1-2에 두 기술의 분류

에 대한 주요 논의 내용을 기술하였다.

  표면사이징 공정에서 무기 안료를 적용하면 표면 평활성과 견뢰도가 상

승하고 광학적 특성이 좋아지며 결과적으로 인쇄 적성이 향상된다고 알려

져 있다 (Maurer, 2001). 또한 종이 표면에서 섬유가 일어나거나(linting), 

뜯기는(picking) 현상을 방지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Bergh and 

Svenka, 1991). 이러한 효과가 잘 발현되려면 사이즈제(주로 전분)가 바인

더 역할을 잘 해주어야 한다. 표면사이징 공정은 코팅 공정에 비하여 사

용되는 사이즈제의 고형분 함량과 점도가 낮고 픽업량이 적다. 또한 종이 

내부로의 흡수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종이 표면에서 필름을 형성하여 

무기 안료를 안정적으로 고착시키는 바인더 역할을 해 줄 사이즈제의 양

이 줄어들게 된다. 무기 안료가 종이 표면에 존재하는 조건에서 사이즈제

의 표면 잔류량이 충분하지 않다면 건조 과정이나 릴(reel) 공정에서 무기 

안료가 종이 표면에서 이탈하면서 지분(dust)이 발생할 수 있다. 무기 안

료가 원인인 지분은 품질 문제를 야기함은 물론 롤을 오염시키거나 손상

시킬 수 있다. 이러한 지분 문제는 프리 코팅 방식을 적용하여 무기 안료 

표면사이징 층이 도공층보다 아래에 위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기술 개발 초기에 프리 코팅의 대체 기술로 설계한 연구가 주로 수행되었

던 것은 이러한 이유가 크게 작용하였다.

  이후에는 무기 안료를 첨가한 표면사이징 기술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나타나게 되었다. 세계적으로 자원과 에너지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섬유 절감 및 건조 에너지 저감 측면에서 기술 적용을 하려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표면사이징 방식의 높은 보류도 또한 무기 안료가 첨가된 표

면사이징 기술을 충전물 외첨 기술의 관점으로 보는 흐름에 일조하였다. 

2000년대에 이루어진 무기 안료의 표면사이징 적용을 주제로 하는 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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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는 종이의 평량 대비 회분 함량의 증가를 통한 섬유 절감을 주요 

목표나 효과로 제시하였다. 

  충전물의 함량을 높여서 섬유를 절감하고자 하는 연구들은 판매량이 많

은 인쇄용지, 필기용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지종들은 도공 처

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표면에 처리하는 사이즈 층이 사용자들이 다루는 

면이 된다. 이로 인하여 무기 안료를 종이 표면에 처리 시 종이의 광학적 

특성 변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종이 내부에 충전물 함량이 증가하면 종이의 광학적 특성이 향상되는데 

이는 종이 내 존재하는 공극이 충전물에 의하여 줄어들기 때문이다. 충전

물로 사용하는 무기 안료가 종이 표면에 존재할 때 광학적 특성이 향상되

는 이유도 이와 동일하다. 다만 무기 안료가 표면에 직접 드러나기 때문

에 무기 안료 입자의 모양과 색상 등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표면사이징 공정에 적용하는 사이즈제의 고형분 함량이 증가함으로 인

하여 이후 건조부에서 소모되는 건조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사이즈제의 고형분 함량 증가는 지속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주제이다. 하지만 사이즈제의 주요 물질인 전분의 경우 고형분 함량 증가 

시 점도가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고고형분의 사이즈제를 제조하

는데 한계가 있다. 일반적인 제지 공정에서는 사이즈제의 고형분 함량이 

20%를 넘지 않는 편이나 30% 수준의 고형분 함량까지 적용한 사례가 보

고된 바 있다 (Lipponen, 2004). 표면사이즈제의 고형분 함량을 높이는 방

안으로 무기 안료의 첨가를 염두에 둘 수 있다. 무기 안료가 첨가되면 사

이즈제의 고형분 함량이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된다. 무기 안료는 전분 등

의 고분자와는 다르게 수분을 잡아두는(water-holding) 특성이 없기 때문에 

무기 안료와 수분을 분리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는 없는 반면 증발시켜

야 할 수분의 양은 줄어들기 때문에 건조 공정에서 소모되는 에너지가 감

소하게 된다.

  무기 안료를 첨가한 표면사이징 기술에 대한 명칭은 연구자에 따라 피

그멘팅(pigmenting), 피그멘테이션(pigmentation), 피그멘타이징(pigmentiz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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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는 않다. 본 연구에서는 피그멘트(pigment)를 적

용한 사이징(sizing)이라는 단어 조합과 본 기술을 프리 코팅 용도가 아닌 

단독 기술로 연구한 문헌에서 사용한 명칭을 감안하여 피그멘타이징으로 

호칭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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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Classification of surface treatment on paper (Attrup and Hansen, 

1997)

Sizing Pigmentizing Light coating
Traditional 

coating

Coat weight per 
side, g/m2 

1 - 2 2 - 4 4 - 8 8 - 14

Medium starch starch latex latex

Pigments rate of 
total coat weight, 
%

none 20 - 40 70 - 90 80 - 90

Solids content, % 8 - 12 20 - 30 50 - 60 60 - 70

Application
size press
film press

size press
film press

film press blade coater

Table 1-2. Classification of pigmenting and pre-coating (Kuchinke, 1993)

Main 
components

Solids 
content, %

Viscosity, 
mPa‧s Appllication

Sizing
starch 

and/or latex
5 - 15 20 - 80

printing and writing papers
coating base paper

Pigmenting
starch and 

pigment
< 30 < 800

upgraded paper
coating base paper

Pre-coating
mainly 

pigment
< 60(70) < 1200

functional coatings
LWC paper

coating base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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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충전물 증량 기술

1.2.1 증량 목적

  종이 안에 돌가루가 들어있다는 내용으로 언론 매체에서 보도되던 시기

가 있었으나 종이 내 충전물 적용 연구는 종이가 인쇄용지로 쉽게 접할 

수 있던 시기부터 섬유 원료 절감을 목적으로 꾸준히 진행되고 있었다. 

국내 제지 산업은 천연 펄프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펄프섬유

의 가격이 충전물에 비해 6배 이상 비싸기 때문에 섬유 절감에 대한 요구

가 강한 편이다. 섬유 절감을 위한 방안은 크게 보면 섬유의 재활용과 섬

유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의 적용이라는 두 가지 갈래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섬유 대체 물질의 개발 연구는 고품질 인쇄물의 수요와 맞물려 무

기 안료를 첨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종이 내 무기 충전물은 단순히 섬유를 대체하는 수준을 넘어 낮은 평량

의 백상지에서 문제가 되는 불투명도 저하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며, 

표면평활성과 인쇄 적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있다. 이는 무

기 충전물이 섬유 간 공극을 메워주며, 작은 입자 크기로 인해서 광산란 

효과를 크게 나타내는데 기인한다. 하지만 충전물이 섬유를 대체하는 비

율이 높을수록 섬유 결합을 방해함으로 인하여 종이 강도가 악화되고 벌

크가 감소하는 문제점이 발생하며, 제지공정 상에서의 보류율이 감소하기 

때문에 종이에 보류되지 못한 충전물이 공정 순환계에 누적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충전물을 안정적으로 증량하기 위한 고

분자 보류향상제의 개발 및 활용 연구, 충전물의 선응집을 통한 보류도 

증강 기술, 고속초지에서 보류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탈수소자 및 설비에 

관한 연구 등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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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충전물 증량 기술 소개

  충전물 증량 기술은 전술한 바와 같이 습부에서 사용하는 금망(wire)의 

개발, 보류용 고분자 개발 등 다양한 방면으로 연구되고 있다. 이 중 충전

물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술로는 충전물의 구조화 기술과 충전물 개질 

기술을 꼽을 수 있다. 충전물 구조화 기술은 고분자 응집제를 이용하여 

충전물의 응집체를 형성하고 이를 초지 공정에 투입함으로써 섬유 간 결

합의 방해를 줄이고 보류도 저하를 방지하는 기술이다. 이는 사용되는 고

분자의 종류 즉 분자량과 전하밀도, 전단응력의 세기 및 교반시간, 이중 

고분자의 활용 등과 같은 다양한 선응집제와 방법을 이용하여 충전물을 

수십 mm의 크기로 선응집시키고 지료에 투입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충전

물 개질 기술은 전분이나 양이온성 혹은 음이온성 고분자전해질을 이용하

여 충전물 표면을 개질함으로써 섬유에 대한 친화성을 증가시키거나 정전

기적으로 부착될 수 있도록 만드는 기술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습부 초지

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는 연구들이다.

  습부 초지에서 충전물을 증량시키기 위한 연구들은 언제나 보류와 관련

된 문제에 맞닥뜨려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충전물 선응집체의 크기를 

조절하거나 표면전하를 변화시킴으로써 섬유 매트에의 보류도나 친화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와는 달리 표면사이징 기술을 이용하여 종이 표면에 

무기 안료를 적용하는 기술은 지필이 형성되고 건조된 이후에 지필 표면

에 도피하는 방식을 채택하므로 보류율과 관련된 문제에서 자유로운 편이

다. 이러한 면에서 2000년대에는 피그멘타이징을 통한 섬유 저감에 초점

을 두고 진행되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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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충전물로 사용되는 무기 안료

  종이에 충전물로 가장 많이 적용되는 무기 안료로는 중질탄산칼슘

(ground calcium carbonate), 경질탄산칼슘(precipitated calcium carbonate), 클

레이(clay, kaolin) 등이 있다. 중질탄산칼슘은 석회석 등을 파쇄하여 제조

되며 자체 백색도와 경도가 높은 무정형입자이다. 중질탄산칼슘은 유럽과 

우리나라 등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충전물이다. 경질탄산칼슘은 중질탄

산칼슘을 가열하여 산화칼슘으로 하고, 이를 물에 투입하여 수산화칼슘 

수용액 상태로 만든 다음 이산화탄소와 반응시켜 재결정시킴으로써 제조

된다. 재결정 혹은 침전반응에서의 처리 조건이나 방식에 따라 다양한 모

양을 만들 수 있어서 제조 방식에 대한 연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경질탄산칼슘은 북미지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클레이는 육각판상형

의 입자상태로 채취되는 충전물로서 매장량이 많은 미국, 호주, 브라질 등

지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입자의 두께에 비해 판상형의 크기가 크고 

이는 aspect ratio로 나타낸다. 

  무기 안료는 입자 크기와 형태, 비표면적이 다양하기 때문에 사용 목적

에 따라 적절하게 선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지역적, 경제적 요인들에 

의하여 결정된다. 충전물은 펄프에 비하여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섬유를 

절감하기 위한 대체 물질로 사용될 수 있고, 평균입도가 2 mm 이하로 펄

프 섬유보다 작기 때문에 종이 내 섬유간공극을 채워 종이의 평활성 등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충전물용 무기 안료는 코팅용 안료

에 비해 입자가 조대하고 비표면적이 적은 특징을 지니며, 도공용 무기 

안료는 입자가 조밀하고 비표면적이 크다. 하지만 내첨용 충전물이라 할

지라도 섬유에 비해 광산란특성이 크기 때문에 종이의 백색도와 불투명도

를 증가시키는 기능을 가진다.

  표면사이징 시 소량의 안료를 전분 호액 등으로 구성된 표면사이즈 호

액에 혼합하여 적용하는 피그멘타이징 기술에는 주로 중질탄산칼슘과 클

레이가 사용되어 왔다. 피그멘타이징 기술이 개발된 초기에는 이를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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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프리 코팅과 유사한 역할을 기대하였기 때문에 도공 공정에 이용되는 

무기 안료가 사용되었다. 피그멘타이징의 목적에 대한 관점이 다양해지면

서 충전물로 사용되는 무기 안료를 적용하거나 각기 다른 특성의 무기 안

료를 혼합하여 적용한 연구 사례들이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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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종이의 광학적 특성과 표면사이징

  표면사이징을 실시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종이의 백색도나 불투명도 같

은 광학적 특성이 저하된다. 이는 사이즈 프레스에서 가해진 전분호액과 

함께 물이 지필 내부로 침투하고, 이어서 가해지는 사이즈프레스 롤 사이

에서의 압력에 의해 종이의 두께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즉 표면 사이징 

전의 지필 내 공극이 사이즈 프레스를 거치면서 사이즈 프레스 호액의 침

투와 압착에 의한 두께 감소로 인해서 크게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종이의 

광산란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표면사이징을 통하여 종이의 스티프

니스를 비롯한 종이의 제반강도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픽킹 저항성 등 인

쇄적성의 향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인쇄용지와 일부 산업용지에

서는 표면사이징이 필수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표면사이징에 따른 백색도 

저하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형광증백제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형광증

백제의 사용효과는 표면 잔류를 통해 크게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표면

사이즈제와 병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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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사

2.1 피그멘타이징 연구

  주성분이 전분으로 이루어진 표면사이즈액에 무기 안료를 첨가하여 종

이의 기능성을 증가시키는 기술은 1990년대 유럽의 연구자들에 의해 주로 

연구되었다. 사이즈프레스가 미터링 방식으로 전환되는 과정 속에서 표면

사이즈액에 안료 등을 첨가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코팅 기술과 

동반 상승 효과를 내기 위하여 프리 코팅 개념의 접근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BeMiller, 2009). 

  Bergh 등은 미터링 사이즈 프레스에 중질탄산칼슘과 양성전분의 혼합액

을 적용하여 종이 표면을 전처리 후 숏드웰(short dwell) 코터로 코팅한 결

과, 섬유 뜯김 현상이 감소하였고 광택도가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Bergh and Svenka, 1991). 

  Turunen은 인쇄성 개선을 위하여 인쇄용지 공정에서 무기 안료를 미터

링 사이즈 프레스에 적용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사이즈 프레스에서 무기 

안료를 혼합한 사이즈제를 적용 후 캘린더링을 시행한 결과 인쇄성이 개

선되는 결과를 얻었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를 피그멘타이징(pigmentizing)으

로 호칭하였다 (Turunen, 1992).

  Kuchinke는 표면사이즈액에 무기 안료를 첨가하여 Pre-metering 사이즈

프레스로 표면사이징한 결과 종이의 광학적 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으

며, 이 기술을 피그멘팅(pigmenting)으로 명명하여 프리 코팅 기술과 분류

하려고 시도하였다 (Kuchinke, 1993). 

  Altemeier 등은 회분 함량 증가 효과를 위한 무기 안료의 표면사이징 적

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Altemeier, Meyers and Aviles, 2004).

  Wygant 등은 사이즈액에 카올린(kaolin)을 첨가하거나 중질탄산칼슘과 

혼합하여 첨가한 후 사이즈프레스에 적용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건조 특

성이 향상되었으며 판상형 입자인 카올린을 혼합 첨가하였을 때 휨강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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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되었고 섬유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Wygant, 

Kendrick, Walter, 2008). 

2.2 전분 필름에 관한 연구

  전분 필름의 특성 연구는 재생 가능한 플라스틱 제조에 대한 관심이 높

아지면서 연구 사례가 증가하였다. 

  Tharanathan은 전분을 구성하는 아밀로오스와 아밀로펙틴 중 주로 선형

의 고분자인 아밀로오즈가 전분 필름 강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하였다 (Tharanathan, 2003). 

  Mali 등도 아밀로오즈 함량이 높은 전분을 사용하면 균일하고 수분에 

대한 저항성이 높은 필름을 제조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Mali et al., 

2002).

2.3 종이에 대한 전분 및 무기 안료의 적용 연구

Eriksson 등은 양이온성 전분과 음이온성 전분의 고분자 전해질 다층 박막

으로 종이 강도를 향상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때, 주로 전분의 흡

착량과 아밀로오스 함량 등이 종이 강도 향상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

다 (Eriksson et al., 2005).

Yoon 등은 클레이와 전분 응집체를 제조하여 종이 내 충전물로 사용한 

결과 종이 강도가 향상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으로 충

전물 응집체의 크기증가와 내부 결합력 증가를 제시하였다 (Yoon and 

Deng,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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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목적

  무기 안료를 표면사이징 시 함께 적용하기 위한 연구는 연구자들의 지

속적인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기존의 폰드 사이징 방식에서는 사이즈액 

내 무기 안료의 분산성과 도포 시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웠으나 미터링 

사이징 방식이 공정에 적용되면서 표면사이징 시 무기 안료를 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표면사이징을 통하여 무기 안료를 종

이 표면에 처리하는 방법보다는 광학적 효과나 인쇄 효과 면에서 코팅 기

술을 통해 적용하는 편이 더 우수하였기 때문에 고급 지종에 대한 시장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코팅을 통한 무기안료의 표면처리 기술에 연구

가 집중되어 왔을 뿐 피그멘타이징 기술은 큰 주목을 받지 못해왔다. 따

라서 초기의 피그멘타이징 기술은 코팅 전 단계에 위치하여 도공층의 안

정화와 바인더의 종이 내 흡수 억제책으로 적용되는데 그쳤다.

  현재는 표면사이즈제의 기반이 되는 전분의 변성 기술이 보다 향상됨에 

따라 전분 호액의 점도가 낮아지고 그로 인하여 호액의 분산성도 향상되

었다. 이로 인하여 무기 안료를 표면사이즈액 내에 투입하는 경우 무기 

안료의 분산성도 예전에 비하여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또한 종이에 사용되는 목재 펄프섬유의 절감 요구가 상승함에 따라 

회분 함량 증가를 위한 많은 노력이 경주되어 왔다. 표면사이징 기술의 

특성 상 사이즈프레스에서 적용하는 사이즈액의 보류율은 100%에 근접하

므로 사이즈프레스에서 무기 안료를 적용하면 종이의 회분 함량 상승이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피그멘타이징 기술의 범용성을 넓히기 위하여 세부적인 조건

에 따라 무기 안료의 거동과 종이 적용 시 효과의 기작을 학술적으로 파

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전분과 무기 안료의 혼합비에 따른 

사이즈액의 유체 특성과 사이즈액이 도포되어 형성되는 필름의 특성 변화

를 측정하고 안정적으로 필름이 형성될 수 있는 조건을 찾고자 한다. 또

한 피그멘타이징을 적용함으로써 회분 함량의 증가와 종이 표면의 차폐 



25

면적 증가를 확인하고 종이 물성 및 광학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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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피그멘타이징 사이즈액 유체 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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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피그멘타이징은 사이즈제에 무기 안료를 투입하여 종이 표면에 도포하

는 기술이다. 사이즈제로 주로 사용되는 전분의 경우 전분 고분자의 구조

학적 특성과 전분 호액의 유변 특성에 대한 수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

며, 무기 안료의 경우에도 제지 분야를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그 특성과 응용에 대한 연구 사례가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전분과 무기 안료를 혼합하여 표면사이징에 사용되는 호액을 제

조한 경우에 대한 유변학적 변화와 종이의 품질 변화에 대한 체계적 연구

는 매우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그 동안 피그멘타이징 공정이 일반적인 

표면사이징과 코팅 공정의 중간적 공정으로서 큰 특색을 갖지 못한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즉 종이의 제반 강도 향상을 위해서는 

전분을 중심으로 한 호액을 이용하여 표면사이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으며, 종이의 인쇄적성과 외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안료를 중심

으로 한 코팅공정을 활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

다. 다른 일면으로는 표면사이징 공정에서 지필에 처리할 수 있는 최대 

픽업량은 수 그램 정도로 낮기 때문에 광학적 성질과 인쇄적성 개선을 위

해서는 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다량의 안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이즈액의 점도가 과도하게 상승하여 사이즈 프레스에서 활용할 수 없었

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피그멘타이징 기술을 제지 공정에 적용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해당 

공정의 원료와 초지 조건에 맞추어 무기 안료의 비율을 설정하고, 시험 

생산을 반복하여 적절한 피그멘타이징 사이즈액의 조성을 찾아내는 것이

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행착오 방식의 접근은 수많은 현장 평가

를 거쳐야만 하므로 과도한 손실을 수반하는 방법이기에 실제적으로 연구

개발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할 수는 없다. 특히 표면 사이징

이나 피그멘타이징 기술은 건조공정까지 완료된 지필 상에 행하는 공정일 

뿐 아니라 코팅공정과 달리 항상 온라인에서 실행되어야만 하는 공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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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큰 제약 조건을 가지고 있어 그 어려움을 더하게 한다.

  이러한 난제를 극복하는 한 방안으로서 표면 사이즈액의 각종 특성변화

가 이를 구성하는 물질들의 조성에 따라서 어떠한 변화를 나타내는지 알

게 된다면 피그멘타이징의 목적에 따라 재료가 변경되거나 조건을 변경하

였을 때 공정 문제의 발생 여부와 효과 예측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

다. 또한 피그멘타이징의 효과가 예상과 다르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이러한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새로운 조건을 선정하게 되면 정확한 접근 

방향 선정에 필요한 노력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다. 특히 이러한 체계적 기초 연구가 필요한 이유에는 피그멘타이징 공정

에 주로 사용되는 산화전분과 무기 안료는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음이온성을 띠는 물질이기 때문에 정전기적으로 결합하지 않지만 수소결

합을 통한 흡착이 발생되고, 호액의 농도가 높은 경우 안료 입자의 응집

을 발생시켜 커버리지와 균일성을 저하시키는 역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

상되므로 무기 안료의 종류나 함량에 따른 피그멘타이징 호액의 거동과 

건조필름의 특성을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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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료 및 방법

2.1 실험 재료

  피그멘타이징 사이즈액은 산화전분 호액과 무기 안료의 조합으로 구성

하였다. 표면사이징 용도로 제조되는 산화전분은 S사의 제품을 사용하였

다. 이 전분은 옥수수 전분을 산화제로 처리하여 전분 고분자의 분자량을 

작게 만들고, 카르복시기를 생성시켜서 생전분에 비하여 점도를 낮추어 

공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조한 제품이다. 산화전분 호액은 고형분 함량

을 10%로 제조하였다. 산화전분의 호화는 500 mL의 용액을 95℃에서 30

분 간 교반하면서 실시하였다. 호액의 브룩필드(Brookfield) 점도는 1번 스

핀들을 사용하여 100 rpm의 속도로 측정 시 50℃에서 8.7 cPs였다.

  무기 안료는 중질탄산칼슘(GCC)과 클레이를 특성을 달리하여 각 2종씩 

선정하였다. 중질탄산칼슘은 Omya 사에서 생산되는 코팅용 Hydrocarb 60 

(2 μm 이하의 크기를 가지는 입자의 비율이 60%)과 코팅용 Setacarb 77k 

(2 μm 이하의 크기를 가지는 입자의 비율이 97%)를 사용하였다. 클레이

는 종횡비(장축과 두께의 비율, aspect ratio)가 1:20인 Astra plate와 1:60인 

Contour 1500을 사용하였다. 표기의 편의를 위하여 앞서 기술된 무기 안

료들의 명칭을 정하였으며 이를 Table 2-1에 나타내었다.

  Fig. 2-1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무기 안료의 입도를 Malvern Mastersizer 

2000으로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중질탄산칼슘의 입도 분포는 

GCC60에 상대적으로 큰 입자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었고 GCC97은 양봉 

형태의 입도 분포를 나타내었다. Clay20과 Clay60은 유사한 수준의 입도와 

분포를 나타내었는데 Clay20의 종횡비가 더 작은 것을 감안하면 실제 입

자 크기는 Clay60에 비하여 클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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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Designation of pigments in this study

Pigment Hydrocarb 60 Setacarb 77k Astra plate Contour 1500

Name GCC60 GCC97 Clay20 Clay60

Volume weighted 

mean, μm
2.57 0.90 4.38 5.20

Fig. 2-1.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pigments us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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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실험 방법

2.2.1 피그멘타이징 사이즈액의 제조

  피그멘타이징 사이즈액은 고형분 함량 10%인 산화전분 400 mL를 500 

mL 비커에 넣고 호액 온도를 50℃로 유지하면서 무기 안료를 투입하여 

제조하였다. 무기 안료 투입 후 사이즈액의 교반은 교반기를 이용하여 1

분 간 800 rpm의 속도로 시행하였고 무기 안료의 투입량은 전분의 전건 

중량 대비 비율을 0%부터 120%까지 설정하였다. 투입 비율의 조건을 

Table 2-2에 나타내었다. 무기 안료의 투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사이즈액의 고형분 함량도 증가하였다. 

Table 2-2. Parts per hundred of pigment used to prepare pigmentizing starch 

solutions. Addition of pigments to 10% starch solution increased the solids 

level of pigmentized starch solution up to 22%

Pigment dosing rate, 
%/starch weight

0 20 40 60 80 100 120

Solids content of 
pigmentizing agent, %

10 12 14 16 18 20 22



32

2.2.2 점도 측정

  피그멘타이징 사이즈액의 점도는 브룩필드 점도계와 DWS (Diffusing 

wave spectroscopy, Pine et al., 1988) 기기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브룩필

드 점도는 용액 온도가 50℃일 때 측정하였고 1번 스핀들을 사용하여 100 

rpm 조건으로 측정하였다. 또한 용액의 온도를 50℃로 유지한 상태에서 

Formulaction사의  Rheolaser LAB을 사용하여 점도를 측정하였다. 이 장비

는 DWS 장비로서 시료에 외력을 가하지 않고 빛을 이용하여 시료 물질

의 유변 특성을 측정할 수 있다. 브라운 운동을 하는 입자가 있는 시료에 

레이저를 조사하면 레이저는 입자에 충돌하여 산란된다. 산란된 빛은 간

섭과 증폭을 일으키고 시료의 반대편에 있는 검출면에 밝은 부분과 어두

운 부분이 번갈아 나타나는 모양(speckle pattern)을 생성하게 된다. 입자가 

브라운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양은 계속해서 변하게 되며 변화 

형상과 속도를 바탕으로 유변 물성을 측정할 수 있다 (Scheffold et al., 

2004). Fig. 2-2에 스펙클 측정과 관련된 모식도를 제시하였다. 

  Rheolaser LAB 장비의 측정 결과값은 macroscopic viscosity index(MVI)로 

표기하였다. 이 장비가 도출하는 값은 스펙클 측정값을 통하여 도출할 수 

있는 mean square displacement(MSD)를 바탕으로 한다. MSD는 일정 시간 

동안 입자가 움직인 거리를 모두 포함하는 정사각형 형태의 넓이를 가정

한 값으로써 nm2 단위로 표시할 수 있다. 이상적인 시료를 가정할 때, 측

정 시간이 길어질수록 입자가 움직인 거리가 길어지므로 MSD 또한 상승

하게 된다. 이 때의 상승률, 즉 시간과 MSD를 두 축으로 하는 그래프의 

기울기는 시료의 점도가 클수록 작은 값을 가진다. MVI는 시간과 MSD 

그래프의 기울기에 반비례하며, 시료의 점도에 비례하는 값이다. 이 식을 

Eq. 2-1에 나타내었다.

    Slope

∝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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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lope는 시간과 MSD 그래프의 기울기(nm2・s-1)이고 η는 시료의 

macroscopic viscosity이다. MVI의 단위는 nm-2・s가 된다.

  피그멘타이징 사이즈액은 무기 안료의 종류, 투입량, pH 조건을 달리하

여 시료를 준비하고 그 점도를 측정하였다.

Fig. 2-2. An example of speckle pattern by interfering backscattering w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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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제타 전위 측정

  전분 고분자 내에 투입된 무기 안료의 거동 변화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

하여 제타 전위를 측정하였다. 측정 기기로 Malvern Instrument 사의 제타

사이저(Zetasizer)를 사용하였다. Table 2-3에 실험에 사용한 무기 안료의 

제타 전위를 나타내었다.

Table 2-3. Zeta potential of pigments

Pigment GCC60 GCC97 Clay20 Clay60

Zeta potential, mV -24.5 -24.1 -55.2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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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입도 측정

  입도 측정은 피그멘타이징 사이즈액 내 투입된 무기 안료의 응집 여부 

및 입도 분포 변화를 평가하기 위하여 시행하였다. 측정 기기는 Malvern 

Instrument 사의 Mastersizer 2000을 사용하였다. 측정 과정에서 시료 내 입

자 개수가 너무 많으면 측정 가능 범위에서 벗어나므로 결과에 오류가 발

생할 수 있다. 입자 개수가 측정 가능 범위 내에 있도록 시료를 소량만 

투입하였으며 이 때 기기 내를 순환하는 증류수의 양과 투입한 시료의 고

형분 함량을 바탕으로 측정 시 시료의 농도를 계산한 결과 약 0.0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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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3.1 점도

3.1.1 무기 안료의 종류와 투입량의 영향

  무기 안료를 혼합하지 않은 10% 고형분 함량의 산화전분 호액의 점도

는 8.7 cPs로 측정되었다. 여기에 무기 안료를 혼합한 피그멘타이징 사이

즈액의 점도는 Fig. 2-3에서 보는 것처럼 무기 안료의 투입량이 증가할수

록 상승하였다. 전분 호액 내에 무기 안료가 투입되어 점도에 관여하는 

물질은 전분 고분자와 무기 안료가 된다. 일반적으로 교질상 현탁액의 경

우 입자들의 부피분율이 증가함에 따라 점도가 직선적으로 상승한다는 것

은 아인쉬타인의 점도 공식에 의해 잘 알려져 있으나 (Bachelor, 1977), 이

러한 직선적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현탁액의 고형분 부피분율이 0.1 

수준으로 낮아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전분 10%를 제외한다면 피그멘타이

징 사이즈제 내의 안료 총함량은 12% 이내이며, 사용된 현탁물질의 비중

은 2.6 이상이므로 무기안료의 부피분율은 아인쉬타인의 점성법칙이 적용

되는 범위 내에 있는 현탁액이었다. 그러한 결과 무기 안료의 투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피그멘타이징 사이즈액의 점도가 직선적으로 상승하는 경

향을 보였다. 이러한 영역에서는 무기안료의 형태 등 개별입자의 특성은 

점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도 사용

된 4종류의 안료에 따른 Brookfield 점도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중질탄산칼슘 가운데에서도 입도가 큰 GCC60을 사용한 경우 전반

적으로 낮은 점도를 나타내었다.

  입자 크기는 특히 Brookfield 점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는

데 같은 부피분율을 가지는 구형의 입자가 존재하는 조건에서 입자 크기

가 클수록 점도의 상승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Parkinson, et 

al., 1970). 이는 입자가 클수록 안료의 비표면적이 감소하기 때문에 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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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Brookfield 점도 역시 저하되는 것으로 판단된

다. 클레이를 사용한 조건은 GCC97 조건과 유사한 점도를 나타내었으며, 

Clay60이 Clay20에 비해 약간 높은 점도 특성을 보였다. 

  Fig. 2-4에는 고형분 함량에 따른 피그멘타이징 사이즈제의 Brookfiled 

점도와 안료를 함유하지 않은 전분 호액의 고형분 함량 증가에 따른 점도

를 함께 도시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안료를 함유한 피그멘타이징 사이

즈제의 고형분 함량이 22% 수준까지 Brookfield 점도는 직선적으로 증가

하였다. 이는 안료의 비중이 전분에 비해 약 1.7배 높기 때문에 전분과 무

기 안료의 증가분이 동일하더라도 무기 안료를 투입하여 고형분 함량이 

증가하는 조건에서 부피분율의 상승폭이 더 작은 것이 한 원인으로 생각

되었다. 이외에도 전분 용액 내에 안료 입자가 분산된 경우 전분 용액 자

체가 분산매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제 교질상 현탁액 내 입자의 부피분

율은 0.1 보다 크게 낮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전분만을 사용한 경우에는 전분이 모두 분산질일 뿐 아니

라 그 형태 역시 입자상이 아닌 다분지상의 고분자 물질이므로 상호 엉킴

등의 작용에 의해 점도가 크게 상승한 결과 고형분 상승에 따라 급속하게 

점도가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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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 Brookfield viscosity of pigmentizing starch solutions containing GCC 

and clay as pigments. Solids content of the starch solution was 10%, and the 

amount of pigment ranged up to 120 pph of starch.

Fig. 2-4. Brookfield viscosity of the starch solutions and pigmentized starch 

solutions containing GCC and clay as pig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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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pH의 영향

  피그멘타이징에 사용한 산화전분과 무기 안료는 pH에 의한 영향을 받

아 분산 상태와 성상이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산화전분은 

호화된 상태에서 6.15 ± 0.5 수준의 pH를 나타내었다. 무기 안료를 전분 

중량 대비 100% 투입하여 제조한 피그멘타이징 사이즈액의 pH는 중질탄

산칼슘을 사용한 조건은 8.3, 클레이를 사용한 조건은 6.5였다. 피그멘타이

징 사이즈액의 pH는 약산성부터 염기성 범위까지 조절하고, 이에 따른 점

도 변화를 평가하였다.

  pH에 따른 피그멘타이징 사이즈액의 브룩필드 점도 변화를 Fig. 2-5에 

나타내었다. 중질탄산칼슘을 사용한 조건에서는 pH 8 - 9의 범위에서 점

도가 가장 낮았으며 클레이를 사용한 조건에서는 pH 6 - 7의 범위에서 

점도가 가장 낮았다. 즉 두 안료 모두 자연적으로 pH가 조절된 상태에서

의 점도가 가장 낮았을 뿐 아니라 pH 변화에 대해서도 매우 안정적인 특

징을 보였다. 이를 통해 무기 안료의 분산을 위해서 피그멘타이징 사이즈

액의 pH를 조절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스럽게 조절된 pH

를 약산성이나 염기성으로 조절하게 되면 점도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

다. 특히 클레이의 경우에는 알칼리상태로 변화될 경우 지속적인 점도 상

승이 관찰되었으며, 중질탄산칼슘의 경우에는 GCC97가 산성에서 급속한 

Brookfield 점도의 상승을 나타내었지만 GCC60은 상승폭이 크지 않았다.

  무기 안료의 분산을 위하여 첨가되어 있는 분산제가 pH의 영향을 받아 

음이온성 관능기로 인한 전하밀도가 약화되어 점도 상승이 발생하는 것으

로 보인다. 중질탄산칼슘은 표면이 음이온성을 띠기 때문에 양쪽 이온성

의 분산제를 사용하여 무기안료 입자간 수소결합을 방지하고 입자의 제타 

전위가 음전위를 나타내도록 만든다. pH가 산성이 되면 계 내에 증가된 

수소 이온이 분산제의 음이온성 관능기와 반응하여 입자가 띄는 제타 전

위가 감소하므로 입자간 정전기적 반발력이 감소되어 충돌이 더 쉽게 일

어나면서 이에 수반하는 입자의 응집현상으로 인해 점도가 상승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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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생각된다. 

  클레이는 산성 조건에서 표면에는 음전하를, 모서리에는 양전하를 띤다. 

음이온성을 띠는 분산제는 주로 양전하를 띠고 있는 모서리에 흡착되어 

클레이 입자의 분산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분산상태에 놓인 클레이 

입자는 pH가 낮아져 모서리가 양이온성을 띠게 되더라도 이미 흡착된 음

이온성 분산제에 의해서 중화될 수 있으므로 입자간 응집을 크게 발생시

킬 수 없게 된다. 

  Fig. 2-6부터 2-9에 DWS로 측정한 점도 변화를 제시하였다. 이 결과는 

사이즈제 내에 포함된 무기 안료나 미해리 전분 그래뉼의 브라운 운동 수

준을 환산하여 지표로 나타낸 것이다. 그래프의 수치가 높으면 입자의 브

라운 운동이 저해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다시 시료가 높은 점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즉 이를 통하여 시간 경과에 따른 

시료의 점도 변화 추이를 볼 수 있었다.

  중질탄산칼슘을 투입한 피그멘타이징 사이즈제는 산성 조건에서 점도가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염기성 조건에서는 시간에 따른 점도 상승

이 있었을 뿐 pH로 인한 점도의 상승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성상태

인 pH 6.0에서 특히 GCC97의 점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Fig. 2-5에 도시한 

Brookfield 점도 변화 양상과 일치하였다.

  클레이를 투입한 피그멘타이징 사이즈액은 산성에서 높은 점도를 나타

냈으나 시간에 따른 점도 상승이 적어서 일정 시간 이후에는 중성 조건과 

비슷한 수준의 점도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클레이를 투입한 피그멘타이징 

사이즈액은 pH 9.0 이상의 염기성 조건에서는 시간에 따른 점도 상승이 

크게 일어났다. 이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알칼리 상태에서 

클레이 입자를 안정시키고 있던 고분자 분산제의 음전하가 더욱 크게 발

휘되어 분산제가 더욱 펼쳐진 형태로 변화되고 주변의 전분 분자와 엉킴 

작용을 일으켜 겔화와 유사한 변화를 유발하였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앞

에서 본 바와 같이 클레이 입자의 제타전위는 중질탄산칼슘에 비해 크게 

높았으며, 이는 입자 자체의 음전하라기보다는 흡착된 분산제에 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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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므로 분산제가 더욱 강한 음전하를 띤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이렇듯 

강한 음전하를 띤 분산제는 그 기능이 더욱 크게 발휘되는 조건에서는 더

욱 펼쳐진 형태를 띠며, 이는 다시 분자쇄의 엉킴을 유도함으로써 클레이 

입자간 응집을 초래할 수 있다고 믿어진다.

 

Fig. 2-5. Viscosity of pigmentizing agent containing 100 pph of a pigment / 

starch weight as a function of pH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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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6. DWS viscosity index of pigmentized starch solutions with GCC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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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7. DWS viscosity index of pigmentized starch solutions with GCC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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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8. DWS viscosity index of pigmentized starch solutions with Clay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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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9. DWS viscosity index of pigmentized starch solutions with Clay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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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제타 전위

  산화전분의 카르복시기로 인하여 호액 내 산화전분 고분자는 약한 음이

온성을 띄게 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무기 안료 또한 앞서 기술했던 바

와 같이 제타 전위가 음전위를 띠고 있다. 그러므로 전분 고분자와 무기 

안료 간 흡착은 정전기력에 의하지 않고 반데르발스 힘 또는 수소 결합에 

의하여 발생하게 된다.

  Fig. 2-10은 피그멘타이징 사이즈액 내에 포함된 무기 안료의 제타 전위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무기 안료에 흡착된 산화 전분으로 인하여 제

타 전위의 절대값이 감소하였다. 즉 산화전분이 없는 상태에서의 무기안

료만의 제타전위는 중질탄산칼슘이 –24.1 - –24.5 mV 였으며, 클레이의 

경우에는 Clay60은 –43.1 mV, Clay20은 –55.2 mV 였으므로 Fig 2-10의 값

에 비해서 더 강한 음전위를 나타내었었다. 이러한 변화는 무기안료의 제

타전위가 산화전분 호액 내에 존재하게 될 때 감소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제타전위의 감소현상은 무기안료와 산화전분의 전위가 모두 음의 

값을 보이고 있지만 일부 산화전분은 반데르발스 혹은 수소결합에 의해 

무기안료 표면에 흡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무기 안료의 함량이 

낮은 경우에는 제타전위가 약간 낮은 음전위를 나타내었음을 알 수 있는

데 흡착된 전분 고분자가 안료 표면의 전하를 더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있음을 의미한다. 

  피그멘타이징 사이즈액 내에 클레이를 전분 중량 대비 20% 투입하면 

제타 전위는 –13 - –20 mV만큼 감소하였으며 같은 투입량의 중질탄산칼

슘 조건과 비교하면 감소폭이 컸다. 클레이의 제타 전위 감소폭이 더 큰 

이유는 전하량이 적은 산화전분 고분자가 중질탄산칼슘에 비하여 더 많이 

흡착되었거나 흡착 상태의 산화전분이 클레이의 표면전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였기 때문이다. 

  구형의 중질탄산칼슘에 비하여 판상형의 클레이는 비표면적이 넓으므로 

구조적으로 하나의 입자당 더 많은 양의 분산제가 흡착된다. 제타전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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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mV 이상인 클레이 입자는 상호 간 반발력이 강하여 서로 응집하지 

않지만 전분 고분자가 흡착하여 입자 간 응집을 유도할 수 있다. 물론 이

러한 응집은 전단력에 취약하고 다수의 입자가 뭉치는 것을 유도하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된다.

Fig. 2-10. Zeta potential of pigments in pigmentizing agent depending on 

dosing rate.



48

3.3 입도

  피그멘타이징 사이즈액 내에서 무기 안료와 전분 고분자는 반데르발스 

힘과 수소 결합에 의하여 인력을 나타내게 된다. 이로 인하여 입자 상호

간 전분분자에 의한 가교결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결합발생 여부는 입도 

변화를 통하여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무기 안료로 GCC60 

(Fig. 2-11)과 Clay60 (Fig. 2-14)을 사용한 조건의 입도 측정 결과를 보면, 

무기 안료 투입량이 전분 중량 대비 20%, 40%인 조건에서는 일부의 입자

가 응집에 참여하여 부분적으로 큰 응집체가 발생하였다. 이 조건에서는 

무기 안료 대비 전분 고분자의 비율이 높은 상태이므로 투입된 무기 안료

는 모두 전분에 의해 표면이 포화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투입량

이 60% 이상이 되는 지점부터는 전반적으로 무기 안료 입자가 응집에 참

여하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에 GCC97 (Fig. 2-12)을 사용했을 때는 입도 

분포 변화가 일정하지 않았고 Clay20 (Fig. 2-13)을 사용했을 때는 적은 투

입량에서도 입도 분포가 변화하였으나 투입량이 전분 중량 대비 80% 이

상일 때 무기 안료의 입도 분포와 유사해지는 양상을 보였다. 본 연구에

서의 입도 분포 측정 기준은 측정 시 입도 변화가 안정화된 이후의 결과

를 기준으로 삼았다. 즉, 피그멘타이징 사이즈액 내에서 전분 고분자와 무

기 안료 간 응집이 발생하여 조대한 응집체가 형성되었더라도 측정 기기 

내에서 순환하는 동안 파괴될 정도로 약한 응집체는 입도 결과에 반영되

지 않았다. 

  각 조건의 입도 분포 변화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GCC60과 Clay60 조

건의 입도 분포는 전분 중량 대비 40% 투입 시까지는 극대점(peak)에 해

당하는 입도를 가지는 입자의 수가 줄어들지만 극대점이 나타나는 입도는 

유지되었고 10 μm 이상의 입도를 가지는 입자 개수가 증가하였다. 이는 

무기 안료 중 일부 입자는 전분 고분자를 매개체로 삼아 조대한 응집체를 

생성하였고 그 외의 입자들은 전분 고분자의 흡착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입자와 응집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계 내에 있는 전분 고분자와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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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료의 개수의 관점에서 무기 안료가 적을 때는 흡착이 발생한 무기 안료 

입자를 중심으로 전분 고분자의 흡착이 연이어 일어나면서 가교결합에 의

한 큰 응집체가 생성되는 것으로 보였다. 반면에 전분 중량 대비 60% 이

상을 투입한 조건에서는 극대점의 위치가 우측으로 이동하여 대부분의 입

자들이 응집에 참여하는 양상을 보였다. 무기 안료의 수가 증가하면 단일 

입자에 흡착되는 전분 고분자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가교결합을 통하여 

생성되는 응집체의 크기 또한 작아지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GCC97 조건의 입도 분포는 투입량 증가에 따른 변화는 일정하지 않았

다. 2 μm 이하 크기의 입자가 97%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전분 고분자에 

의한 응집이 더 쉽게 발생하였다. GCC97 조건의 무기 안료는 입경 0.2 μ

m 정도와 1 μm 정도의 입자 비율이 특히 높게 나타났는데 피그멘타이징 

사이즈액으로 제조하였을 때는 0.2 μm 이하 크기의 입자들은 대부분이 

응집하였고 1 μm 크기의 입자들 또한 응집하여 10 μm 부근에서 새로운 

극대점이 생성되었다. 극대점이 생성되는 입도는 투입량 조건과 관계없이 

유지되었으나 극대점을 형성하는 입자들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투

입량 별로 달랐으며 투입량 증가에 따른 일정한 추세를 나타내지는 않았

다. 이는 전분 대비 무기 안료의 비율이 달라지면서 응집, 파괴, 재응집 

중 우세한 기작이 번갈아가면서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Clay20 조건의 입도 분포는 무기 안료 투입량 증가와 극대점 이동이 엇

갈리는 형태를 보였다. 초기 투입량 조건에서 극대점이 이동하여 무기 안

료 입자들이 전반적으로 응집하는 양상을 보인 반면, 전분 중량 대비 

80% 이상의 투입량 조건에서는 무기 안료 본래의 입도 분포와 유사한 형

태로 회귀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전분 중량 대비 100% 투입량 조건 결

과는 다른 양상이 나타났지만 극대점 이동은 20, 40, 60% 조건에 비하여 

작게 발생하였고 80%, 120% 조건의 양상을 볼 때 60% 이하의 투입량 조

건과는 다른 입도 분포 기작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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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1.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pigmentizing agent depending on dosing 

rate of GCC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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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2.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pigmentizing agent depending on dosing 

rate of GCC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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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3.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pigmentizing agent depending on dosing 

rate of Clay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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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4.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pigmentizing agent depending on dosing 

rate of Clay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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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본 결과들은 무기 안료의 입자 특성에 따라 우세한 응집 기작이 

변화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중질탄산칼슘의 경우 입자 크기가, 클레이의 

경우 종횡비가 주요 인자라고 볼 수 있다. 전분 고분자는 아밀로펙틴과 

아밀로오스가 혼재하는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전분은 옥수수 전분을 기반

으로 변성된 산화전분이므로 아밀로오스의 비율은 50% 이상으로 추정된

다. 분지형 고분자인 아밀로펙틴에 비하여 선형 고분자인 아밀로오스가 

입자 간 결합을 유도하는 경향이 크다. 전단력과 반데르발스 인력으로 인

하여 아밀로오스와 아밀로펙틴은 무기 안료에 흡착하게 되는데 무기 안료

의 투입율이 전분 중량 대비 적은 조건에서는 아밀로오스가 흡착된 무기 

안료 간 충돌이 적게 일어나기 때문에 일부 입자들만 응집이 일어나고 대

부분의 입자들은 분산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무기 안료의 투입율이 증가

하게 되면 전분이 흡착된 입자의 숫자가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아밀로

오스가 흡착되어 제타 전위가 낮아진 입자들 간 충돌 횟수도 증가하게 된

다. 전분 중량 대비 무기 안료의 비율이 일정 이상을 넘어가면 입도 분포

에서 극대점을 형성하고 있던 크기의 그룹들이 응집 기작에 참여하여 입

도 분포 곡선에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GCC60과 Clay60을 사용하면 이러

한 현상이 일어나는 비율이 전분 중량 대비 60% 조건으로 보였다. 입도 

분포가 양봉(bimodal) 형태를 가지는 GCC97은 입자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입자 당 흡착하는 전분 고분자의 수도 상대적으로 적고 전분 고분자와의 

가교 결합을 통한 응집 또한 빠르게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정전기적 결

합이 일어나지 않아서 응집력이 약하기 때문에 응집 입자의 크기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전단력에 의해서 응집이 쉽게 파괴되어 1 μm 수준의 

작은 응집체의 수가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전분 중량 대비 무기 안료를 100% 투입한 조건에서 pH에 따른 입도 

분포를 Fig. 2-15부터 Fig. 2-18까지 제시하였다. 앞서 제시한 pH에 따른 

피그멘타이징 사이즈액의 점도 변화 결과에 따르면 중질탄산칼슘을 투입

한 조건은 산성에서, 클레이를 투입한 조건은 염기성에서 점도가 높게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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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도 변화를 보면, 중질탄산칼슘을 투입한 조건에서는 pH가 산성으로 

변했을 때 입도가 큰 입자의 수가 감소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계 내에 존

재하는 입자들의 총 비표면적을 증가시키므로 점도의 상승을 야기하게 된

다. 양봉 분포를 가지는 GCC97은 pH 변화를 주지 않은 기본 조건인 pH 

8.3보다 낮은 pH에서는 10 μm 영역 대의 입도 성장이 나타났으며 8.3보

다 높은 pH에서는 기존의 입도 분포에서 크게 변화가 없었다. 

  Clay20을 사용했을 때 pH가 중성 이하일 때 무기 안료 입자들이 응집

하는 현상을 나타내었고 염기성일 때는 아무 것도 투입하지 않은 초기의 

입도 분포 형태로 회귀하였다. Clay60을 사용했을 때 산성 조건과 염기성 

조건에서 모두 입도 분포가 넓게 퍼지는 양상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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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5.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GCC60 pigmentizing agent through pH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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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6.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GCC97 pigmentizing agent through pH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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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7.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Clay20 pigmentizing agent through pH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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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8.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Clay60 pigmentizing agent through pH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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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산화전분 호액과 무기 안료의 혼합 비율과 pH 조건에 따라 점도, 제타 

전위, 입도 변화를 분석하였다. 전분 중량 대비 무기 안료의 증가는 점도 

상승, 제타 전위 절대값의 증가, 입도 변화를 야기하였다. 또한 투입한 무

기 안료의 특성이 사이즈액의 특성에 영향을 미쳤다. 사이즈액의 점도는 

입자가 조대한 GCC60을 사용한 조건에서 상승폭이 가장 적었다. 사이즈

액 내의 입도 변화는 중질탄산칼슘을 사용한 조건에서는 입자가 조대할 

때, 클레이를 사용한 조건에서는 종횡비가 클 때 특정 혼합 비율 이상이 

되면 계 내의 대다수 입자들이 응집에 참여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전

분 고분자가 입자 간 연결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사이즈액의 

pH 변화에 의하여 점도의 변화가 나타났다. 특히 중질탄산칼슘을 사용하

면 산성 조건에서, 클레이를 사용하면 염기성 조건에서 변화가 극심하게 

일어났다. 본 연구에서는 계 내의 거동을 알기 위해서 다른 첨가제의 투

입을 배제하였으나 실제 공정에 적용될 때는 목적에 따라 형광 증백제, 

응집제, 방습제 등의 첨가제가 투입될 수 있다. 적절한 pH 조건을 유지할 

수 있는 첨가제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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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피그멘타이징 필름 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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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피그멘타이징은 표면사이징 공정을 통하여 종이 표면에 사이즈제와 무

기 안료의 혼합액을 도포하는 기술이다. 앞서 기술한 무기 안료의 종류와 

투입량에 따른 유체 내 특성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종이 표면에

서 피그멘타이징 사이즈액의 효과와의 연관성을 규명할 수 있다.

  피그멘타이징에 대한 일차적인 기대 효과는 광학적 특성의 향상, 회분 

함량의 증가, 사이즈액의 고형분 함량 증가 등이 있다. 피그멘타이징 사이

즈액의 혼합 비율과 사용한 무기 안료의 특성에 따라 이러한 효과들에 변

화가 나타나게 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기대 효과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발현되는지와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실제 공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지분 발생

을 억제하기 위한 조건을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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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료 및 방법

2.1 실험 재료

2.1.1 필름사이징

  피그멘타이징 사이즈액의 제조 조건에 따른 사이징필름 특성의 차이를 

보기 위하여 시행하였다. 기저에 대한 흡수나 기저의 요철로 인한 필름 

형태 차이를 억제하기 위하여 PET 재질의 필름을 사용하였다. 피그멘타이

징 사이즈액의 재료는 앞선 연구에서 사용하였던 재료와 동일하였다.

2.1.2 종이사이징

  종이에 전분 표면사이징을 적용한 효과와 피그멘타이징을 적용한 효과

를 비교하기 위하여 시행하였다. 원지는 D사의 라이너지 지종을 사용하였

다. 국내 고지를 원료로 제조한 지종이었으며, 평량은 180 g/m2이었다. 피

그멘타이징 사이즈액의 재료는 앞선 연구에서 사용하였던 재료와 동일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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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실험 방법

2.2.1 시편 제조

  피그멘타이징 사이즈액은 전분 중량 대비 5, 10, 40, 60%의 무기 안료

를 고형분 함량 10%의 산화전분 호액에 투입하여 제조하였다. 산화전분

을 95℃에서 30분간 교반하면서 호화를 진행하고 50℃로 냉각 후 무기 안

료를 투입하였다. 무기 안료 투입 시 교반 조건은 800 rpm이었고 1분 간 

교반하였다.

  필름사이징과 종이사이징 모두 실험실용 바 코터를 사용하여 표면사이

징을 하는 방법에 따라 피그멘타이징을 시행하였다. 필름사이징의 픽업량

은 4.5 ± 0.2 g/m2으로 일정하게 설정하였다. 종이사이징의 픽업량은 산화

전분을 기준으로 설정하여 산화전분의 도피량이 2.6 ± 0.3 g/m2이 되도록 

하고 무기 안료의 투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픽업량이 증가되도

록 설정하였다. 필름사이징 실험은 전분 필름 내에서 무기 안료의 거동을 

판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하였으므로 필름을 형성하는 산화전분과 

무기 안료의 총량이 일정하도록 조절하였다. 반면에 종이사이징 실험에서

는 피그멘타이징 적용 시 픽업량을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무기 안료의 

투입량을 증량하면 반대 급부로 산화전분이 도피되는 양은 감소하게 된

다. 본 연구에서 무기 안료의 역할은 사이즈제의 대체제가 아닌 첨가물로 

기능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 방향성에 맞도록 산화전분의 도피량을 기준

으로 픽업량을 조절하였다. Table 3-1에 종이사이징 실험의 무기 안료 투

입량에 따른 최종 픽업량을 기재하였다.

  픽업량 및 무기 안료 투입량을 증량한 조건으로 종이사이징을 실시하여 

이전에 기술한 조건과 비교하였다. 픽업량은 산화전분 픽업량을 5 g/m2으

로 설정하고 무기 안료 투입량을 전분 중량 대비 60%와 100%로 설정하

였다. 이 사이즈액을 M사의 백상지 원지와 D사의 라이너지 원지에 도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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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 Pickup weight of pigmentizing agent to paper

Conditions, 
% / starch weight

5 10 40 60

Applied weight of 
oxidized starch, g

2.3 2.8 2.8 2.6

Total pickup 
weight, g/m2 2.4 3.1 3.9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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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이미지 촬영

  피그멘타이징 시료의 표면을 FE-SEM으로 관찰하였다. 일반 촬영 방식

인 인렌즈(Inlens) 방식과 시료에서 방출된 2차 전자를 수집하여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BSD(Backscattered electron detector, BSE 이미지를 도출하는 방

식) 방식으로 시료의 표면 사진을 얻었다. 인렌즈 사진은 칼자이스 사의 

SIGMA 모델로 촬영하였고 BSD 사진은 동사의 SUPRA 55VP 모델로 촬

영하였다. 

2.2.3 광학적 특성 측정

2.2.3.1 백색도 측정

  L&W 사의 백색도 측정기를 사용하여 457 nm 파장의 가시광선이 조사

되었을 때의 반사율을 측정하였다.

2.2.3.2 빛 투과도 측정

  PET 필름에 피그멘타이징이 된 경우 코팅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의 

픽업량과 필름 자체의 투명성으로 인하여 TAPPI Test Method에 의거한 

백색도 측정 방법으로는 광학적 특성을 측정하기 어려웠다. 이에 UV 분

광광도계를 사용하여 빛 파장에 따른 투과율과 반사율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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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기계적 물성 측정

  피그멘타이징으로 인한 종이 물성의 변화 여부를 측정하였다. TAPPI 

Test Method에 의거하여 인장강도(T 494 om-96), 압축강도(T 826 pm-92), 

휨강도(T 489 om-99)를 측정하였고, L&W 사의 측정 기기를 사용하였다.

2.2.5 피그멘타이징 시료 표면의 무기 안료 면적 측정

  피그멘타이징된 종이 표면에서 무기 안료가 차지하는 면적(coverage)을 

도출하기 위하여 시행하였다. FE-SEM의 BSD 방식으로 촬영한 사진을 이

미지 분석 프로그램인 Image-Pro Plus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미지를 처리한 방식은 피그멘타이징의 세부 조건 별로 차이가 있었

다. 사용한 무기 안료가 다를 경우 이미지 처리 방식 또한 다르게 적용해

야 할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BSD 방식으로 촬영한 SEM 사진에

서 무기 안료의 색이 밝게 나타나므로 셀룰로오스 섬유와 구분하기 수월

하다 (Chinga and Helle, 2002). 또한 중질탄산칼슘과 클레이는 같은 조건

의 SEM 촬영 시 밝기에 차이가 있는데 Fig.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질

탄산칼슘은 흰색으로 나타나며 클레이는 회색으로 나타난다 (Chinga and 

Helle, 2003). 이미지 분석 시 특정한 물질의 면적비를 구하기 위해서 이치

영상(binary image)으로 변환 과정을 거치게 되며 문턱값(threshold)의 설정

에 따라 이미지가 과도하게 왜곡될 수 있으므로 문턱값을 각 이미지 처리 

시 동일하게 설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무기 안료 간 밝기 차이가 

상쇄되도록 사진의 밝기값과 대조값을 조절하고 필터 처리를 한 후 이치

영상으로 변환하였다. Fig. 3-2에 이미지 처리 방식을 도식화하여 나타내

었고 Fig. 3-3에 이미지 처리 전, 후 SEM 사진의 예시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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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 3-D visualization of the coating layer (Chinga and Helle, 2003).

Adjustment 
of brightness 
& contrast 

Median 
filter 

treatment

Conversion to 
binary image

(Threshold : 46)

Removal of 
fiber’s outline 

Fig. 3-2. The schema of image treatment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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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image

Binary
image

After 
optimization

Fig. 3-3. An example of the image treatment technique employed to obtain 

the surface area of pigment on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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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회분 함량 측정

  피그멘타이징으로 인하여 증가한 종이의 회분 함량을 측정하였다. 

TAPPI Test Method에 의거하여 9시간 동안 525℃의 온도 조건에서 연소 

후 무게를 측정하였다(T 211 om-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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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3.1 피그멘타이징을 적용한 사이징필름 및 종이 표면 관찰

3.1.1 필름에 적용한 피그멘타이징

  피그멘타이징은 종이 표면에 사이즈제를 기반으로 무기 안료를 도피하

는 기술이다. 종이의 내부 결합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종이의 기

계적 물성이나 벌크를 악화시키지 않고 충전물 함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반면, 현장 적용 사례에 따르면 피그멘타이징 적용 시 가장 우려되는 부

분은 지분 발생으로 알려져 있다. 코팅 기술의 경우 바인더 역할을 하는 

첨가제가 있기 때문에 다량의 무기 안료를 표면에 도피해도 건조 과정에

서 지분 발생이 일어나지 않는다. 피그멘타이징 기술이 안정화되려면 사

이즈제로 사용되는 산화전분이 바인더 역할을 얼마나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FE-SEM 사진을 조건 별로 비교하여 무기 안료가 종이 표면에 배치되

는 형태를 평가하였다. Fig. 3-4와 Fig. 3-5는 전분 중량 대비 40% 투입된 

피그멘타이징 조건에서 무기 안료의 종류 별로 촬영한 1000배 배율의 

SEM 사진(인렌즈 방식 촬영)을 선정한 것이다. 중질탄산칼슘이 투입된 사

진을 비교하면 입도가 큰 GCC60 조건에서 무기 안료가 더욱 확연하게 

나타났으며, 미세한 크기의 GCC97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응집된 상태로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사진 내에서 전분에 완전히 덮이지 

않고 표면에 드러난 크기가 큰 소수의 무기 안료를 볼 수 있다. GCC97 

조건은 상대적으로 무기 안료의 분산이 잘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며 표면

으로 드러난 입자는 볼 수 없었다. 클레이가 투입된 조건에서는 종횡비가 

더 큰 Clay60의 입자가 덜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Clay20 조건에서 전분에 

덮이지 않고 표면에 드러난 입자를 일부 볼 수 있다. 

  이처럼 입도가 큰 GCC60이나 aspect ratio가 적은 Clay20이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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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분필름보다 돌출된 형태로 필름 내에 존재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로 해

석될 수 있다. 특히 필름 사이징 시 적용된 픽업량 4.5 ± 0.2 g/m2 가운데 

40%를 차지한 안료의 무게 약 1.3 g/m2 을 제외하면 전분 필름의 무게는 

약 3.2 g/m2 이 되며 이를 두께로 환산하면 약 2.1 mm가 된다. 따라서 무

기안료의 입자가 이보다 두꺼운 경우에는 당연히 필름상에서 전분 필름 

보다도 위로 돌출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조대한 입자를 가

진 GCC60과 Clay20의 표면 요철이 다수 관찰되었다.

  Fig. 3-6과 Fig. 3-7에 GCC60 투입 조건 시료의 200배 배율의 SEM 사진

을 전분 대비 무기 안료의 투입량에 따라 선정하여 제시하였다. 투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무기 안료가 차지하는 면적이 증가하였다. 전분 중량 대비 

5%, 10% 투입 조건은 무기 안료가 고르게 분산되어 있으나 표면에서 볼 

때  차지하는 면적은 부족하다. 즉 원지 표면의 커버리지는 매우 낮은 상

태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 조건에서는 종이의 충전물 함량 증가 이외에 

다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40, 60% 투입 조건은 무

기 안료가 차지하는 면적이 증가하면서 무기 안료끼리 겹쳐서 배치되는 

형태가 보이기 시작하였다. 무기 안료가 피그멘타이징을 통하여 종이 표

면에 고르게 도피되면 커버리지 증가의 기작을 바탕으로 종이에 추가 효

과를 부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다만 무기 안료끼리 겹치는 점은 

무기 안료가 전분 층 외부로 이탈될 가능성이 증가되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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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 The FE-SEM images of oxidized starch film surfaces pigmentized 
with GCC60(upper) and GCC97(l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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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 The FE-SEM images of oxidized starch film surfaces pigmentized 
with Clay20(upper) and Clay60(l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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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 The FE-SEM images of oxidized starch film surfaces pigmentized 
with GCC60. The amount of GCC60 was 5%(upper) and 10%(lower).



76

 

Fig. 3-7. The FE-SEM images of oxidized starch film surfaces pigmentized 
with GCC60. The amount of GCC60 was 40%(upper) and 60%(l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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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종이에 적용한 피그멘타이징

  종이 표면은 셀룰로오스 섬유가 배치된 형태에 따라 요철과 많은 공극

이 존재한다. 표면사이징이 된 종이 표면은 전분 필름으로 덮이면서 거칠

기(roughness)가 감소하고 공극이 메워지게 된다. 사이즈제 내에 무기 안료

를 첨가한 피그멘타이징을 실시할 경우, 이 무기 안료가 종이 표면의 공

극 내에 위치하고 표면의 전분 필름에 의하여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이상적인 형태가 될 것으로 생각하였다. 피그멘타이징 후 표면 관찰을 통

하여 피그멘타이징 조건에 따라 무기 안료의 배치 형태를 알고자 하였다.

  Fig. 3-8부터 Fig. 3-11까지의 그림은 피그멘타이징을 적용한 라이너지의 

표면을 SEM으로 관찰한 사진이다. Fig. 3-8과 Fig. 3-9는 전분 중량 대비 

40%의 무기 안료를 투입한 조건에서 투입한 무기 안료에 따른 1,000배 

배율의 SEM 사진을 선정한 것이다. 무기 안료에 따른 피그멘타이징 결과

를 보면 앞서 필름에 피그멘타이징을 실시한 연구와 유사하였다. 입자가 

조대한 GCC60 조건의 무기 안료는 GCC97 조건에 비하여 육안으로 쉽게 

확인되었다. 섬유 요철에 위치해 있는 무기 안료 입자들은 두 조건 다 존

재하였으나 GCC60 조건의 입자는 전분 필름 내에 완전히 묻히지 않은 

채 고착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형태가 다수 존재하는 반면, GCC97 

조건에서 섬유 요철에 위치한 무기 안료 입자는 대부분이 전분 필름 내에 

묻힌 형태로 존재하였다. 클레이를 적용한 조건을 보면, 종횡비가 더 큰 

Clay60 조건의 무기 안료 입자들이 Clay20의 입자들에 비하여 전분 필름

에 덮인 형태가 더 많이 나타났으며 공극을 덮고 있는 전분 필름의 형상

이 보다 매끄러운 형태를 띠었다. 이러한 결과 또한 필름에 피그멘타이징

을 적용하였을 때와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입자 

크기가 미세하고 종횡비가 커서 납작한 형상일수록 필름 외부로 무기 안

료 입자가 드러날 확률이 적다고 볼 수 있었다. 이는 필름에 피그멘타이

징을 시행한 앞서의 결과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종이 표면은 섬유로 

인한 요철이 있고 공극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결과가 더 크게 다가오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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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 있다. 전분 필름 표면에 드러난 무기 안료의 위치가 최외각에 위치

한 섬유 표면일 경우 필름에서 이탈하여 지분 발생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Fig. 3-10과 Fig. 3-11은 GCC60 조건으로 피그멘타이징을 실시한 조건에

서 전분 중량 대비 투입량에 따른 1,000배 배율의 SEM 사진을 선정한 것

이다. 필름에 피그멘타이징을 시행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무기 안료의 투

입량 증가에 따라 무기 안료가 표면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증가하였다. 필

름에 피그멘타이징을 시행한 경우에는 기저에 요철이 없으므로 무기 안료

가 평면적으로 배치되어 육안으로 보이는 입자 개수와 투입량 간의 직접

적인 증가분을 유추할 수 있었다. 반면에 종이에 피그멘타이징을 시행한 

결과에서는 표면에 배치되는 무기 안료 입자 개수의 증가보다는 전분 필

름에 무기 안료가 더해지면서 필름의 면적이 증가하고 공극이 메워지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섬유의 요철 및 공극의 존재로 인하여 무

기 안료의 입체적인 배치가 가능하고 사이즈액이 종이 내 흡수 기작으로 

인하여 이동할 때 무기 안료 또한 함께 이동하기 때문이다. 산화전분의 

양이 일정할 때 무기 안료의 투입량이 증가하면서 사이즈액이 형성하는 

필름이 보다 넓은 범위에 형성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다른 첨가제

가 투입되지 않는 조건 하에서 무기 안료가 응집되지 않고 사이징필름 내

에 고르게 분포함을 확인하였다. 

  Fig. 3-12와 Fig. 3-13은 산화전분 픽업량을 5 g/m2으로 설정하여 전분 

중량 대비 100%로 무기 안료 투입량을 적용한 피그멘타이징지의 표면 

SEM 사진이다. 픽업량 및 투입량 증가에 따라 모든 조건에서 섬유가 드

러나지 않고 무기 안료 및 전분으로 인하여 표면 공극이 메워졌다. 입자

가 조대한 GCC60을 투입하였을 때 표면에서 안료 입자가 다수 확인되고 

종횡비가 작은 Clay20을 사용하였을 때도 표면에 드러나는 입자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종횡비가 큰 Clay60과 입자가 작은 GCC97을 사용한 조건

은 표면에 드러나는 입자의 수는 적었다. Fig. 3-14는 입자가 가장 작은 

GCC97을 전분 중량 대비 100% 투입한 피그멘타이징 조건을 적용한 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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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의 BSD 사진이다. 표면 전체가 무기 안료로 인하여 하얗게 나타나며 

섬유로 확인될 수 있는 어두운 부분이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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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8. The FE-SEM images of surface pigmentized paper with 
GCC60(upper) and GCC97(l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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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9. The FE-SEM images of surface pigmentized paper with 
Clay20(upper) and Clay60(l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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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0. The FE-SEM images of surface pigmentized paper with GCC20. 
The amount of GCC60 was 5%(upper) and 10%(lower) / starch weight.



83

Fig. 3-11. The FE-SEM images of surface pigmentized paper with GCC20. 
The amount of GCC60 was 40%(upper) and 60%(lower) / starch w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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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 The FE-SEM images of surface pigmentized paper with 100% of 
GCC60(upper) and GCC97(l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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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 The FE-SEM images of surface pigmentized paper with 100% of 

Clay20(upper) and Clay60(l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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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 The FE-SEM images in BSD mode of surface pigmentized paper 
with 100% of GCC97(l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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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피그멘타이징 적용 후 광학적 특성 변화

  종이에 표면사이징을 적용하면 원지에 비하여 백색도가 낮아지는 경향

을 보인다. 이는 전분 필름이 형성됨에 따라 원지의 공극이 감소되고 두

께 역시 감소하여 광산란 특성의 저하가 발생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라이너 원지의 백색도는 27.7%로 측정되었고 산화전분

으로 표면사이징을 시행한 시료의 백색도는 22.5%로 하락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 피그멘타이징에 사용되는 무기 안료는 인쇄용지에 내첨하여 충전

물로 사용되거나 도공지에 코팅용으로 사용되는 제품들로써 종이의 백색

도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부여할 수 있으므로 표면사이징 시 백색도의 하

락을 상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Fig. 3-15에 피그멘타이징을 적용한 라이너지의 백색도 변화를 조건 별

로 나타낸 결과를 도시하였다. 전분 중량 대비 무기 안료의 투입량이 5%, 

10%인 조건에서는 백색도 상승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GCC97 조건과 

Clay60 조건에서는 투입량이 더 많은 10% 조건의 백색도가 5% 조건보다 

더 낮게 측정되기도 하였다. 무기 안료의 투입량이 적은 조건에서는 피그

멘타이징을 통한 백색도 상승 효과가 미약하였기 때문에 원지의 백색도 

편차에 의하여 좌우된 결과로 보인다. 피그멘타이징으로 인한 백색도 상

승 효과가 미약한 이유는 SEM 사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종이 표면에 배

치되는 무기 안료의 양 자체가 적기 때문이다. 전분 필름 아래에 배치되

거나 종이 공극에 침투해 들어간 무기 안료는 백색도 상승에 영향력을 발

휘하기 힘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전분과 무기안료의 굴절률이 거의 비

슷하다는 데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판단된다. 전분 중량 대비 무기 안료

의 투입량이 40%, 60%로 증가하면 최소 0.2% 이상의 백색도 상승이 있었

다. 종이 표면에 형성된 전분 필름 내에 존재하는 무기 안료의 수가 증가

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되지만 그 상승폭은 생각보다는 크지 않았다. 

  백색도 결과에서의 특징은 Clay20 조건에서의 백색도가 다른 무기 안료

를 사용한 조건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는 점이다. 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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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입자인 클레이가 종이 표면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넓을 것이므로 무기 

안료 형태의 효과일 수 있으나 Clay60 조건에서의 백색도가 중질탄산칼슘

을 사용한 조건과 유사한 수준임을 볼 때 무기 안료의 종류만으로 근거를 

삼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제시되었던 SEM 사진을 통하여 Clay20 조건에서 생성된 전분 필

름의 형태가 다른 조건들과는 다르게 매끄럽지 않은 형태를 띠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종횡비가 작은 클레이와 전분 고분자가 조합되어 형성된 필

름이 매끄럽지 않은 형태를 가지는 이유는 Clay20 조건에서 사용된 Astra 

plate의 형태적 특징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로 인하여 필름이 형

성될 때 두께가 국부적으로 불균일해지기 때문에 러프한 필름이 형성된

다. 표면이 러프하고 필름의 최외각에 무기 안료가 배치된 형태로 인하여 

빛의 반사, 산란이 다른 피그멘타이징 조건에 비하여 더 많이 발생하므로 

백색도가 상승한 것으로 생각된다.

  Fig. 3-16에는 백상지에 피그멘타이징을 실시한 결과를 도시하였다. 원

지에 산화전분만으로 표면사이징한 결과의 백색도가 높기 때문에 안료 자

체의 백색도가 낮은 클레이를 투입하였을 때 백색도 값이 하락하는 경향

을 나타냈다. 중질탄산칼슘을 투입한 결과들의 백색도는 전분 중량 대비 

100% 투입 시 산화전분만 사용한 결과보다 1% 이상 상승하는 결과를 나

타냈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백색도가 낮은 라이너지의 경우에는 표면사이징에 

따라서 백색도가 모두 크게 감소하지만 이러한 백색도 감소를 줄이기 위

해서는 광산란특성보다는 광흡수특성이 높은 클레이를 사용하는 것이 유

리하며, 백색도가 높은 인쇄용지의 경우에는 자체 백색도와 광산란 특성

이 우수한 탄산칼슘을 사용하는 것이 클레이에 비해 유리함을 알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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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5. Brightness of surface pigmentized linerboard paper.

Fig. 3-16. Brightness of surface pigmentized white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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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방법으로 피그멘타이징을 시행한 필름 시료는 일반적인 백색도 측

정 방법으로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 필름의 투명성과 전분 

필름의 반투명성으로 인하여 뒤비침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백색도 측정 

시에는 빛을 투과시키지 않는 시료를 가정하므로 반투명한 시료의 경우 

시료 뒤에 비치는 물질의 백색도가 측정값에 반영되게 된다. 이에 UV 분

광광도계를 이용하여 필름의 반사도를 측정하였다. 필름에 피그멘타이징

을 시행한 조건에서는 기저에 요철과 공극이 없기 때문에 두께 방향으로

의 전분 필름의 형성과 무기 안료의 배치를 제한 조건으로 두고 x,y 방향

에서의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본 실험에서 

사용된 UV 분광광도계에서 반사율 측정 기작을 보면, 광원에서 조사된 

총 광량 대비 시료에 반사되는 광량만을 측정하였으며 그 외 시료를 투과

하거나 시료에 흡수된 빛은 반사되지 않은 빛으로 일괄 처리하는 방식이

었다.

  Fig. 3-17과 Fig. 3-18에 피그멘타이징 필름의 반사도를 조건별로 도시하

였다. 빛의 파장이 장파장으로 갈수록 반사율이 하락하는 추세가 일정하

게 유지되었다. 무기 안료의 종류에 관계없이 무기 안료의 투입량이 증가

할수록 빛의 반사율이 높아지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전분 필름 내 무기 

안료의 존재가 차폐 역할을 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중질탄산칼슘을 사용한 피그멘타이징 필름의 반사율이 클레이를 사용한 

필름에 비하여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입자 형태와 그로 인한 차폐 면적

을 고려해 볼 때 클레이를 포함한 필름의 반사율이 더 높을 것으로 생각

할 여지가 있다. 백색도의 경우 입자 형태로 인한 영향 때문에 Clay20 조

건에서의 백색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었다. 하지만 UV 분광광도계

의 측정 결과에서는 클레이를 사용한 필름의 반사율이 낮게 나타났다. 이

는 클레이의 광산란계수가 중질탄산칼슘의 광산란계수보다 낮기 때문에 

흡수되는 빛이 더 많은 것을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 즉, 무기 안료의 

광학적 특성이 피그멘타이징 필름의 광학적 성질을 결정지은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무기 안료가 두께 방향으로 편차 없이 층을 형성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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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나타나는 결과이다. 백색도 결과와 연관 지어 생각해보면 피그멘타

이징이 종이에 적용된 조건에서는 무기 안료가 두께 방향으로 일정하지 

않게 배치되며 전분 중량 대비 60% 수준의 투입량은 종이 전체로 보면 

매우 낮은 수준으로서 무기 안료 자체의 광학적 특성이 외부로 발현되지 

못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다. 즉, 필름층 내에서 무기 안료가 빈틈없이 채

워져서 차폐 효과가 발현되는 도공층과 같은 수준이 아니라면 무기 안료 

사이의 비는 공간과 그로 인하여 표면에 드러나는 기저의 광학적 성질이 

백색도 수준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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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7. Reflectance of pigmentized oxidized starch film with GCC60(upper) 

and GCC97(l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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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8. Reflectance of pigmentized oxidized starch film with Clay20(upper) 

and Clay60(l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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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피그멘타이징 적용 후 기계적 물성 변화

  미터링 사이즈 프레스를 대상으로 클레이의 일종인 카올린(Kaolin)과 중

질탄산칼슘을 혼합하여 적용한 피그멘타이징 기술의 효과 중 휨강성이 상

승했다는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Wygant, et al., 2008).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 사례에서 강도 향상에 대한 현상이 제시되지는 않았다. 표면사이징

을 시행할 경우 종이 내 사이즈제의 침투 혹은 표면 보류 기작에 따라 서

로 다른 종이의 기계적 물성이 향상되며 (Jopson, 2010), 이는 내부 결합의 

보강, 표면 탄성계수 변화 등에 기인한다. 피그멘타이징을 통한 종이 강도

의 변화는 표면사이징의 강도 향상 기작에 더해지는 무기 안료의 존재가 

순기능을 하는지 혹은 역기능을 하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Fig. 3-19부터 Fig. 3-21까지는 피그멘타이징이 된 종이의 인장 강도, 압

축 강도, 휨강도 변화를 측정한 결과이다. 인장 강도는 클레이로 피그멘타

이징을 시행한 조건에서 약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첨된 충전물

이 섬유 결합 면적을 줄어들게 하여 인장 강도 하락에 직접적으로 관여하

는 기작이 잘 알려져 있으나 피그멘타이징으로 첨가된 무기 안료는 섬유 

결합 면적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강도 하락을 야기하는 측면은 없는 것으

로 생각된다. 특기할 점은 GCC60과 Clay60을 전분 중량 대비 60% 투입하

였을 때부터 강도가 하락하는 추세가 나타나는데 이 조건은 입도 측정 결

과에서 대부분의 입자가 응집에 참여하기 시작하는 조건이다. 응집된 무

기 안료의 일부가 섬유 공극이나 섬유 결합 부분에 위치하여 전분 호액의 

침투를 방해하였기 때문에 40% 투입량 조건 대비 하락이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압축 강도는 전반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인장 강도와 마찬가

지로 전분 중량 대비 60% 투입하였을 때 무기 안료가 전분 호액의 침투

를 방해한다면 압축 강도 또한 하락할 수 있다. 하지만 압축 강도의 편차

는 오차 범위 내에 있는 수준으로 피그멘타이징으로 인한 압축 강도의 변

화는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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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휨강성은 소수의 연구 사례에서 피그멘타이징을 통해 향상된다고 보고

되었다. 유의미한 차이는 클레이를 전분 중량 대비 40%, 60% 투입한 조

건에서 나타났다. 휨강도의 변화는 두께 방향의 종횡비가 큰 클레이 입자

의 형태로 인하여 피그멘타이징 필름의 두께 방향의 힘에 대한 응력이 향

상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일부 조건에서 기계적 강도가 향상되는 추세를 보이기는 했으나, 전반

적으로 보았을 때 피그멘타이징을 통한 강도 향상은 일어나지 않는 것으

로 판단된다. 다만 내첨 기작과는 다르게 외첨한 무기 안료는 종이의 강

도 하락을 야기하지 않았음에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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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9. Tensile strength of surface pigmentized paper. 

Fig. 3-20. Compressive strength of surface pigmentized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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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 Bending stiffness of surface pigmentized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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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피그멘타이징 시료 표면에서의 무기 안료 면적

  앞서 기술한 결과들을 통하여 피그멘타이징을 적용하였을 때 무기 안료

가 종이 표면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각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광학

적 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SEM 사진을 통하여 육안

으로 대략적인 배치 형태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 면적을 수치화하여 객

관적인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Fig. 3-22와 Fig. 3-23에 SEM의 BSD 모드를 통하여 촬영한 사진 중 분

석에 사용된 사진의 예를 제시하였다. 명도가 높은 부분은 대부분 무기 

안료에 해당하며 표면 요철로 인하여 고저차가 생긴 부분도 포함되어 있

다. 중질탄산칼슘을 적용한 시편의 사진과 클레이를 적용한 시편의 사진 

간 명도 차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부분을 보정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고저차로 인하여 생긴 선은 면적 산출에서 제외하였다.

  Fig. 3-24에 면적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결과를 도시하였다. 원지에 포

함되어 있는 회분 중 일부가 표면에 근접하게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산화

전분만 사용하여 표면사이징 한 시편의 SEM 사진에서도 무기 안료가 차

지하는 면적이 도출되었다. 하지만 피그멘타이징을 적용한 시편의 표면에

서 무기 안료의 면적 최소값이 10%에 근접하여 표면에 위치한 무기 안료

의 면적을 본 실험을 통해서 도출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형의 

입자 형태를 가지는 중질탄산칼슘을 사용한 피그멘타이징 조건에서는 무

기 안료가 차지하는 면적이 최대 20% 이하로 낮은 수준이었다. 전반적으

로 분산되어 있는 배치형태를 가지고 있고, 종이 내로 침투하는 사이즈액

과 함께 종이 공극 내로 흘러 들어간 입자가 많았기 때문으로 생각되었

다. 특히 입자가 작은 GCC97은 전분 중량 대비 60%까지 투입하여도 10% 

수준의 적은 면적을 나타내었다. 판상형의 입자 형태를 가지는 클레이를 

적용한 시편 표면에서는 무기 안료가 차지하는 면적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두께 방향의 종횡비가 큰 Clay60의 면적이 Clay20에 비하여 

더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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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면에서의 무기 안료가 차지하는 면적은 Clay60을 사용하였을 때 약 

62%로 최대 수준이었다. 무기 안료로 100%에 근접한 차폐율을 얻고자 하

면 전분 중량 대비 100% 수준으로 무기 안료를 투입하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하지만 무기 안료의 표면 잔류량은 투입량과 

한정적인 비례 관계를 가지며 그러한 사실을 중질탄산칼슘을 사용한 결과

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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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 Examples of SEM BSD images used for image analysis of surface 

pigmentized paper with GCC60(upper) and GCC97(lower).



101

Fig. 3-23. Examples of SEM BSD images used for image analysis of surface 

pigmentized paper with Clay20(upper) and Clay60(l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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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 Area of pigment on the surface of surface pigmentized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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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피그멘타이징으로 인한 회분 함량 변화

  종이 표면에 표면사이징 방식으로 무기 안료를 함께 도포할 수 있는 피

그멘타이징 기술을 통하여 충전물의 외첨을 실현할 수 있다. 피그멘타이

징된 종이가 무기 안료의 투입량에 따라 회분 함량이 증가하는지 확인하

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종이에 대한 피그멘타이징 사이즈액의 픽업량은 산화전분

의 픽업량을 2.6 ± 0.3 g/m2으로 일정하게 유지하고 무기 안료의 투입량에 

따라 증가하도록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는 사이즈제의 고형분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Table 3-2와 같이 회분의 증가량을 계산할 수 있었

다. 본 연구에서 종이에 피그멘타이징을 시행한 조건 중 무기 안료의 투

입량이 최소인 5% 수준에서는 종이의 회분 함량이 평량 180 g/m2을 기준

으로 0.06% 증가하고 전분 중량 대비 60%를 투입하였을 때 0.87% 증가하

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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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2. Estimation data of ash contents by surface pigmentizing 

Dosing rate of pigment, 
%/starch weight

5 10 40 60

Loading weight 
of pigment, g

0.12 0.28 1.12 1.56

Incresed ash content when paper 
grammage is 180 g/m2, %

0.06 0.16 0.62 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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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25는 회화로 시험을 통하여 실제로 얻어진 피그멘타이징 각 조건 

별 시료의 회분 함량 결과이다. 도피된 사이즈액의 픽업량이 원지 무게의 

2% 수준이고 무기 안료의 양은 그 중 일부이기 때문에 회분 결과는 원지

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고지를 사용한 원지 특성 상 국부적인 회분이

나 이물질의 양에 따른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최종적인 회분 결과에도 오

차가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피그멘타이징을 시행한 시료의 회분 

함량은 모든 조건에서 산화전분만으로 표면사이징한 조건의 회분 함량보

다 증가하였다. 입도가 성장하는 형태를 나타내었던 GCC60과 Clay60을 

전분 중량 대비 60% 투입하였을 때 회분 함량이 특히 상승하였다. 입자 

간 응집력이 형성되어 있는 사이즈액으로 피그멘타이징을 하면 종이에 전

이되는 사이즈액과 함께 이동하는 무기 안료의 양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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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5. Ash contents of pigmentized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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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피그멘타이징 적용 시 기대 효과가 발현되는지를 측정하고 기대 효과의 

수준과 피그멘타이징 조건 간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표면에 도포된 전분 필름과 무기 안료의 배치를 관찰하고 

무기 안료의 특성에 따라 필름이 변화하는 형태를 분석하였다. 표면에서 

무기 안료가 차폐하는 면적을 측정하여 피그멘타이징에 따른 광학적 특성 

변화와 연계하였다.

  조대한 입자를 가지는 무기 안료를 사용하면 최외각에 있는 섬유에 위

치하였을 때 전분 필름에 덮이지 않는 현상을 볼 수 있었다. 클레이의 경

우 종횡비가 작으면 필름 외부로 무기 안료가 드러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은 고속의 초지 공정에서 지분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반면 무기 안료의 입자가 작으면 회분 증량에 한계가 있음을 확인

하였다. 전반적으로 종횡비가 큰 클레이가 판상형 입자의 이점을 발휘하

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만 광학적 특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종이 표면

의 공극을 차폐해야 하는데 클레이의 경우 종횡비가 크면 차폐 면적이 넓

어지지만 실제로 종이 표면에서 공극을 메우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종

횡비가 작은 클레이가 유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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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총괄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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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그멘타이징 기술은 표면사이징 공정에 무기 안료를 첨가하는 기술이

다. 표면사이징 공정 기술은 폰드 사이즈 프레스에서 게이트 롤 사이즈 

프레스를 거쳐 미터링 사이즈 프레스로 발전하였다. 사이즈제의 고임목이 

있는 공정 기술은 초지 공정이 고속화되면서 사이즈제의 와류와 튐 현상

으로 인한 문제가 있었다. 미터링 사이즈 프레스는 사이즈 롤에 사이즈액

을 직접 주사하고 지필에 전이시키는 방식으로 이 공정 기술이 연구되면

서 피그멘타이징에 대한 연구도 본격화되었다.

  초기 피그멘타이징 기술은 코팅 공정 전에 도공층이 종이에 흡수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시행되던 프리 코팅 방식을 사이즈 프레스에서 응용하

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부가적으로 종이의 광학적 특성 향상, 종이

의 회분 함량 증가 등의 효과가 보고되었다. 

  세계적인 연구의 관심이 자원 절감과 에너지 절약으로 이전되면서 피그

멘타이징 기술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졌다. 피그멘타이징을 통하여 얻

을 수 있는 부가적인 효과가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이에 광학적 특성의 

향상과 회분 증량의 목적으로 피그멘타이징 기술이 연구되었으며 현장 적

용 성공 사례 위주의 연구 보고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피그멘타이징을 주제로 연구하여 얻고자 한 효과는 현장 

적용 위주로 그치던 연구를 학술적으로 전환하여 산화전분을 기반으로 무

기 안료의 종류와 투입량을 변화시킬 때 사이즈액의 유변 특성 변화와 전

분 호액 내에서의 무기 안료 입자 거동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

한 특성을 바탕으로 종이에 피그멘타이징을 시행하였을 때의 효과를 분석

하고 필요로 하는 효과가 발현되기 위한 기본 조건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중질탄산칼슘과 클레이를 무기 안료로 사용하였으며 사이즈액의 바탕은 

표면사이징용으로 공급되는 산화전분을 사용하였다. 무기 안료의 종류와 

투입량을 변화시키면서 연구를 진행하였고 사이즈액의 점도, 제타 전위, 

사이즈제 내 무기 안료의 입도를 측정하였다. 피그멘타이징을 종이에 적

용하였을 때 무기 안료가 표면에 배치되는 형상과 종이 표면에서 무기 안

료가 차지하는 면적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피그멘타이징이 적용된 종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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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분 함량과 강도 변화를 측정하였다.

  무기 안료 입자가 조대하면 사이즈액의 점도는 다른 피그멘타이징 사이

즈액에 비하여 낮아지지만 종이에 적용하였을 때 전분 필름 외부로 드러

나는 입자들이 관찰되었다. 이는 종횡비가 작은 클레이 입자를 사용하였

을 때도 같은 현상을 보였다. 무기 안료의 입도 변화를 관찰한 결과 입도

가 큰 중질탄산칼슘과 종횡비가 큰 클레이를 적용하였을 때 전분 중량 대

비 60% 이상 투입하면 입자들이 전반적으로 응집에 참여하는 양상을 보

였다. 반면에 입도가 작은 중질탄산칼슘은 응집과 응집체의 파괴가 번갈

아 일어나는 형태를 보였으며 종횡비가 작은 클레이는 투입량이 일정 이

상 증가하면 입자 간 응집이 파괴되어 흩어지는 형태를 보였다. 광학적 

특성 증가는 종횡비가 작은 입자를 사용하였을 때 빛의 산란도가 증가하

면서 가장 두드러지는 결과를 보였다. 회분 함량 증가는 중질탄산칼슘보

다 판상형인 클레이를 투입하였을 때 종이 표면에 잔류하는 무기 안료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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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gmentizing is a technology to use mineral pigments in surface sizing of 

paper, which has been empolyed with the use of a size press. Different types 

of size presses have been developed including pond type, gate roll and 

premetering size presses. In the case of a pond type size press, splashing of 

the size solution prevented its wide acceptance for surface sizing on a high 

speed machine. Development of the metering size press, which applies the 

surface sizing solutions onto a roll and transfer this onto paper, allows the 

use of pigmentizing as a method for surface sizing of paper. In the 

beginning of its development, the pigmentizing process was used to apply a 

precoating layer on the surface of base paper. The main purpose of this 

pigmentizing process was to prevent the penetration of the coating color into 

the base paper. However, it has been reported that it provides some 

improvement in optical properties of paper and increases in ash contents of 

paper. 

  Pigmentizing process drew much attention recently because this provides 

papermakers a way to reduce the production cost and save drying energy. 

Industrial interests in the pigmentizing technology expanded the commercial 

trials of this for improving the optical property of paper and for increasing 

ash content in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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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investigate the pigmentizing process more systematically, a study on the 

rheological properties, behaviors of the pigment including ground calcium 

carbonate and clay in starch solutions depending upon the amount of 

pigments in the starch solution was carried out. Also the property of the 

pigmentized paper was examined to evaluate the effects of pigmentizing. 

  Pigmentized surface sizing solutions were prepared with the use of either 

ground calcium carbonate or clay as a pigment and a commercial oxidized 

starch for surface sizing. The effect of addition rates of pigments on 

Brookfield viscosity of pigmentized sizing solutions, and zeta potential and 

particle size of the pigment was examined. Also the coverage and distribution 

of pigment particles was determined along with the strength property and ash 

content of paper. 

  Use of coarse pigment gave a low viscosity pigmentized solution. But the 

coarse particles protrude outside of the starch film when dried. In the case of 

clay, the clay low in the aspect ratio showed greater protrusion in the starch 

film. Particle size distribution data showed that the coarse ground calcium 

carbonate and clay with a high aspect ratio tend to aggregate when 60% of 

pigment was added into the starch solution. The use of small pigment 

increased the brightness since it increased the light scattering of the 

pigmented surface sizing layer. Clay with a high aspect ratio gave a greater 

tendency of the surface holdout of pigment than ground calcium carbonate.

Keywords : Pigmentizing, surface sizing, oxidized starch, GCC, clay, 

viscosity, particle size distribution, ash content, optical properties

Student number : 2005-21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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