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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o investigate the role of major factors influencing the viscosity and zeta
potential characteristics of oxidized starch-based surface-sizing solution pigmentized
with ground calcium carbonate (GCC) and clay, the Brookfield viscosity and zeta potential
were investigated. The increase in the inorganic pigment relative to the starch weight
caused an increase in both the viscosity and the absolute value of the zeta potential. The
viscosity of the sizing solution had the smallest increase under the condition of using
coarse GCC, and a change in viscosity was observed due to the pH change of the sizing
solution. In particular, when GCC60 was used, the change occurred in acidic conditions,
and when clay was used, dramatic changes occurred in alkaline conditions. In the case of
the pigmented sizing solution to which clay was added, the viscosity increased significantly over time under basic conditions of pH 9.0 or hig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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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는 효과 예측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른 한편으
로는 피그멘타이징의 효과가 예상과 다르거나 기대에 미

피그멘타이징(pigmentizing)은 사이즈제에 무기 안료

치지 못할 경우 이러한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새로운 조

를 투입하여 종이 표면에 도포하는 기술이다. 사이즈제

건을 선정하게 되면 정확한 접근 방향 선정에 필요한 노

로 주로 사용되는 전분의 경우 전분 고분자의 구조학적

력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피그

특성과 전분 호액의 유변 특성에 대한 수많은 연구가 진

멘타이징 공정에 주로 사용되는 산화전분과 무기 안료는

1,2)

행되어 왔다.

무기 안료의 경우에도 제지를 포함한 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음이온성을 띠는 물질이

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그 특성과 응용에 대한

기 때문에 정전기적으로 결합하지 않지만 수소결합을 통

연구 사례가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이다.3,4) 하지만 전분

한 흡착이 발생되고,7,8) 호액의 농도가 높은 경우 안료 입

과 무기 안료를 혼합하여 표면사이징에 사용되는 호액을

자의 응집을 발생시켜 커버리지와 균일성을 저하시키는

제조한 경우에 대한 유변학적 변화와 종이의 품질 변화

역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므로 무기 안료의 종류나

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매우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그

함량에 따른 피그멘타이징 호액의 거동과 건조필름의 특

동안 피그멘타이징 공정이 일반적인 표면사이징과 코팅

성을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

공정의 중간적 공정으로서 큰 특색을 갖지 못한다는 인

구에서는 피그멘타이징에 영향하는 주요 인자의 역할을

식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즉 종이의 제반 강도 향

구명하기 위해 산화전분을 기본으로 하는 표면사이징 호

상을 위해서는 전분 호액을 이용하여 표면사이징을 하는

액의 점도 및 제타전위 특성이 중질탄산칼슘과 클레이의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으며, 종이의 인쇄적성과 외관을

첨가에 따라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 조사하였다.

개선하기 위해서는 안료를 중심으로 한 코팅공정을 활용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또

2. 재료 및 방법

다른 일면으로는 표면사이징 공정을 통하여 지필에 처리
할 수 있는 최대 픽업량은 수 그램 정도로 낮기 때문에 광
학적 성질과 인쇄적성 개선을 위해서는 그 한계를 가질
5,6)

수밖에 없으며,

2.1 공시재료

다량의 안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

피그멘타이징 사이즈액은 산화전분 호액과 무기 안료

이즈액의 점도가 과도하게 상승하여 사이즈 프레스에서

의 조합으로 구성하였다. 표면사이징 용도로 제조되는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산화전분은 옥수수 전분을 산화제로 처리하여 전분 고분

피그멘타이징 기술을 제지 공정에 적용하는 가장 단순

자의 분자량을 작게 만들고, 카르복실기를 생성시켜서

한 방법은 해당 공정의 원료와 초지 조건에 맞추어 무기

생전분에 비하여 점도를 낮추어 공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안료의 비율을 설정하고, 시험 생산을 반복하여 적절한

제조한 제품(삼양제넥스)을 사용하였다. 산화전분 호액

피그멘타이징 사이즈액의 조성을 찾아내는 것이라 할 수

은 고형분 함량을 10%로 제조하였다. 산화전분의 호화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행착오 방식의 접근은 수많은 현

500 mL의 용액을 95℃에서 30분간 교반하면서 실시하

장 평가를 거쳐야만 하므로 과도한 손실을 수반하는 방

였다. 호액의 브룩필드(Brookfield) 점도는 50℃의 호액

법이기에 실제적으로 연구개발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을 1번 스핀들로 100 rpm에서 측정한 결과 8.7 cPs였다.

방안이라고 할 수는 없다. 특히 표면 사이징이나 피그멘

무기 안료는 중질탄산칼슘(GCC)과 클레이를 특성을

타이징 기술은 건조공정까지 완료된 지필 상에 행하는

달리하여 각 2종씩 선정하였다. 중질탄산칼슘은 코팅용

공정일 뿐 아니라 코팅공정과 달리 항상 온라인에서 실

GCC60과 코팅용 GCC97를 사용하였다. 클레이는 종횡

행되어야만 하는 공정이라는 큰 제약 조건을 가지고 있

비가 1:20와 1:60의 두 종류를 사용하였다. 표기의 편의

어 그 어려움을 더하게 한다.

를 위하여 앞서 기술된 무기 안료들의 명칭을 정하였으

이러한 난제를 극복하는 한 방안으로서 표면 사이즈액

며 이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의 각종 특성변화가 이를 구성하는 물질들의 조성에 따

Fig. 1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무기 안료의 입도를 입도

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게 된다면 피그멘타이징의 목

분석기(Malvern Mastersizer 2000)로 측정한 결과이

적에 따라 재료나 조건이 변경될 때 문제의 발생 여부 또

다. 중질탄산칼슘의 입도 분포는 GCC60에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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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signation of pigments in this study
Pigment

GCC60

GCC97

Clay20

Clay60

2.57

0.90

4.38

5.20

Volume
weighted
mean, μm

2.2.2 점도 측정
피그멘타이징 사이즈액의 점도는 브룩필드 점도계와
Rheolaser LAB (Formulaction, 프랑스)를 사용하여 점
도를 측정하였다. 브룩필드 점도는 용액 온도가 50℃에
서 1번 스핀들을 100 rpm의 전단조건에서 측정하였다.
Rheolaser LAB은 diffusing wave spectroscopy9)에 기
반한 장비로 용액의 온도를 50℃로 유지한 상태에서 점
도를 측정하였다. 피그멘타이징 사이즈액은 무기 안료의
종류, 투입량, pH 조건을 달리하여 시료를 준비하고 그
점도를 측정하였다.

2.2.3 제타전위 측정
전분 고분자 내에 투입된 무기 안료의 거동 변화의 원
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제타전위를 측정하였다. 제타전위
는 제타전위 측정기(Zetasizer, Malvern Instrument,
영국)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본 연구에 사용한 무기

Fig. 1.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pigments
used in this study.

안료의 제타전위를 pH 8에서 측정할 결과를 Table 3에

큰 입자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었고, GCC97은 양봉 형태

2.2.4 입도 측정

나타냈다.

의 입도 분포를 나타내었다. Clay20과 Clay60은 유사한

입도 측정은 피그멘타이징 사이즈액 내 투입된 무기 안

수준의 입도와 분포를 나타내었는데, Clay20의 종횡비

료의 응집 여부 및 입도 분포 변화를 평가하기 위하여 시

가 더 작은 것을 감안하면 실제 입자 크기는 Clay60에 비

행하였다. Mastersizer 2000을 이용하였으며, 측정 시

하여 클 것으로 생각된다.

료의 농도는 약 0.05%였다.

2.2 실험방법
2.2.1 피그멘타이징 사이즈액의 제조

3. 결과 및 고찰

피그멘타이징 사이즈액은 고형분 함량 10%인 산화전분
400 mL를 500 mL 비커에 넣고 호액 온도를 50℃로 유지

3.1 점도

하면서 무기 안료를 투입하여 제조하였다. 무기 안료 투입

3.1.1 무기 안료의 종류와 투입량의 영향

후 사이즈액의 교반은 교반기를 이용하여 800 rpm의 속

무기 안료를 혼합하지 않은 10% 고형분 함량의 산화전

도로 시행하였으며, 무기 안료의 투입량은 전분의 전건 중

분 호액의 점도는 8.7 cPs로 측정되었다. 여기에 무기 안

량 대비 0%에서 120%까지 Table 2와 같이 설정하였다.

료를 혼합한 피그멘타이징 사이즈액의 점도는 Fig.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무기 안료의 투입량이 증가할수록 호

Table 2. Parts per hundred of pigment used to
prepare pigmentizing starch solutions
Pigment dosing
rate, %/starch
weight

0

20

40

60

80 100 120

Solids content
of pigmentizing
agent, %

10

12

14

1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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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2

액의 점도는 상승하였다. 전분 호액 내에 무기 안료가 투
입되면 점도에 관여하는 물질은 전분 고분자와 무기 안

Table 3. Zeta potential of pigments
Pigment

GCC60

GCC97

Clay20

Clay60

Zeta
potential, mV

-24.5

-24.1

-55.2

-43.1

정영빈, 이학래

간 높은 점도 특성을 보였다.
Fig. 3에는 고형분 함량에 따른 피그멘타이징 사이즈제
의 Brookfiled 점도와 안료를 함유하지 않은 전분 호액
의 고형분 함량 증가에 따른 점도를 함께 도시하였다. 전
술한 바와 같이 안료를 함유한 피그멘타이징 사이즈제의
고형분 함량이 22%에 이르기까지 Brookfield 점도는 직
선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안료의 비중이 전분에 비해
약 1.7배 높기 때문에 전분과 무기 안료의 증가분이 동일
하더라도 무기 안료를 투입한 경우 부피분율의 상승폭이
더 작은 것이 한 원인이다. 이외에도 전분 용액 내에 안

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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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료 입자가 분산된 경우 전분 용액 자체가 분산매의 역할
을 하기 때문에 실제 교질상 현탁액 내 입자의 부피분율
은 0.1보다 크게 낮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전분만을 사용한 경우에는 전분이 모두 분
산질일 뿐 아니라 그 형태 역시 입자상이 아닌 다분지상
의 고분자 물질이므로 상호 엉킴 등의 작용에 의해 점도

료가 된다. 일반적으로 교질상 현탁액의 경우 입자들의

가 크게 상승한 결과 고형분 상승에 따라 급속하게 점도

부피분율이 증가함에 따라 점도가 직선적으로 상승한다

가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는 것은 아인쉬타인의 점도 공식에 의해 잘 알려져 있으
나,10) 이러한 직선적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현탁액의

3.1.2 pH의 영향

고형분 부피분율이 0.1 수준으로 낮아야 한다. 본 연구에

피그멘타이징에 사용한 산화전분과 무기 안료는 pH에

서 전분 10%를 제외한다면 피그멘타이징 사이즈제 내의

의한 영향을 받아 분산 상태와 성상이 달라질 수 있다. 본

안료 총함량은 12% 이내이며, 사용된 현탁물질의 비중은

연구에서 사용한 산화전분은 호화된 상태에서 6.15±0.5

2.6 이상이므로 무기안료의 부피분율은 아인쉬타인의 점

수준의 pH를 나타내었다. 무기 안료를 전분 중량 대비

성법칙이 적용되는 범위 내에 있는 현탁액이었다. 이러
한 이유로 무기 안료의 투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피그멘
타이징 사이즈액의 점도가 직선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영역에서는 무기안료의 형태 등 개별입
자의 특성은 점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본 연구에서도 사용된 4종류의 안료에 따른
Brookfield 점도 역시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다만
중질탄산칼슘 가운데에서도 입도가 큰 GCC60을 사용한
경우 낮은 점도를 나타내었다.
입자 크기는 특히 Brookfield 점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으로 알려져 있는데 같은 부피분율을 가지는 구형의 입
자가 존재하는 조건에서 입자 크기가 클수록 점도의 상
승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1) 이는 입자가 클
수록 안료의 비표면적이 감소하기 때문에 비표면적에 의
해 크게 좌우되는 Brookfield 점도 역시 저하되는 것으
로 해석된다. 클레이를 사용한 조건은 GCC97 조건과 유
사한 점도를 나타내었으며, Clay60이 Clay20에 비해 약

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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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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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투입하여 제조한 피그멘타이징 사이즈액의 pH는

면서 이에 수반하는 입자의 응집현상으로 인해 점도가

중질탄산칼슘을 사용한 경우에는 8.3, 클레이를 사용한

상승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클레이는 산성 조건에서 표

경우에는 6.5였다. 피그멘타이징 사이즈액의 pH는 약산

면에는 음전하를, 모서리에는 양전하를 띤다. 음이온성

성부터 염기성 범위까지 조절하고, 이에 따른 점도 변화

을 띠는 분산제는 주로 양전하를 띠고 있는 모서리에 흡

를 평가하였다.

착되어 클레이 입자의 분산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pH에 따른 피그멘타이징 사이즈액의 브룩필드 점도 변

분산상태에 놓인 클레이 입자는 pH가 낮아져 모서리가

화를 Fig. 4에 나타내었다. 중질탄산칼슘을 사용한 조건

양이온성을 띠게 되더라도 이미 흡착된 음이온성 분산제

에서는 pH 8-9의 범위에서 점도가 가장 낮았으며, 클레

에 의해서 중화될 수 있으므로 입자간 응집을 크게 발생

이를 사용한 조건에서는 pH 6-7의 범위에서 점도가 가

시킬 수 없게 된다. 이것이 pH 변화에 따른 점도변화가

장 낮았다. 즉 두 안료 모두 자연적으로 pH가 조절된 상

클레이에서 적게 나타난 이유라 할 수 있다.12)

태에서의 점도가 가장 낮았을 뿐 아니라 pH 변화에 대해

Figs. 5-6에 GCC97과 Clay60의 DWS로 측정결과를

서도 매우 안정적인 특징을 보였다. 이는 무기 안료의 분

제시하였다. GCC60과 Clay20의 각각 GCC97과

산을 위해서 피그멘타이징 사이즈액의 pH를 조절할 필

Clay60의 결과와 유사하였기에 생략하였다. 이 결과는

요는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pH를 변화시킬 경우 점도가

사이즈제 내에 포함된 무기 안료나 미해리 전분 그래뉼

상승하는 경향은 특히 클레이의 경우에 크게 나타났으며,

의 브라운 운동 수준을 환산하여 지표로 나타낸 것이다.

알칼리상태로 변화될 경우 지속적인 점도 상승이 관찰되

그래프의 수치가 높으면 입자의 브라운 운동이 저해되고

었다. 중질탄산칼슘의 경우에는 GCC97가 산성에서 급속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다시 시료가 높은 점성을 가지고

한 Brookfield 점도의 상승을 나타내었지만 GCC60은 상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즉 이를 통하여 시간 경

승폭이 크지 않았다.

과에 따른 시료의 점도 변화 추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무기안료의 분산제는 pH에 따른 점도변화의 한 요인으
로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질탄산칼슘은 표면이 음
이온성을 띠기 때문에 양쪽 이온성의 분산제를 사용하여
무기안료 입자간 수소결합을 방지하고 입자의 제타전위
가 음전위를 나타내도록 만들기 때문에, pH가 산성이 되
면 계 내에 증가된 수소 이온이 분산제의 음이온성 관능
기와 반응하여 입자가 띠는 제타전위가 감소하므로 입자
간 정전기적 반발력이 감소되어 충돌이 더 쉽게 일어나

Fig. 4. Viscosity of pigmentizing agent containing 100 pph of a pigment/starch
weight as a function of pH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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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DWS viscosity index of pigmentized
starch solutions with GCC97 at pH 6-8
(top) and pH above 8.3 (bot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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띤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이렇듯 강한 음전하를 띤 분
산제는 그 기능이 더욱 크게 발휘되는 조건에서는 더욱
펼쳐진 형태를 띠며, 이는 다시 분자쇄의 엉킴을 유도함
으로써 클레이 입자간 응집을 초래할 수 있다고 추측되
지만 이에 대해서는 더욱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3.2 제타전위
산화전분의 카르복시기로 인하여 호액 내 산화전분 고
분자는 약한 음이온성을 띠게 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무기 안료 또한 앞서 기술했던 바와 같이 제타전위가 음
전위를 띠고 있다. 그러므로 전분 고분자와 무기 안료 간
흡착은 정전기력에 의하지 않고 반데르발스 힘 또는 수
소 결합에 의하여 발생하게 된다.
Fig. 7은 피그멘타이징 사이즈액 내에 포함된 무기 안
료의 제타전위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무기 안료에
흡착된 산화 전분으로 인하여 제타전위의 절대값이 감소
하였다. 즉 산화전분이 없는 상태에서의 무기안료만의 제
타전위는 중질탄산칼슘이 –24.1 mV∼–24.5 mV였으
며, 클레이의 경우에는 Clay60은 –43.1 mV, Clay20은

Fig. 6. DWS viscosity index of pigmentized
starch solutions with Clay60 at pH 5-7
(top) and pH above 8.0 (bottom).

–55.2 mV였으므로 Fig. 7의 값에 비해서 더 강한 음전
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변화는 클에이의 제타전위가
산화전분 호액 내에 존재하게 될 때 더욱 음전하 쪽으로

중질탄산칼슘을 투입한 피그멘타이징 사이즈제는 산성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제타전위의 감소현상

조건에서 점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염기성 조건에

은 무기안료와 산화전분의 전위가 모두 음의 값을 보이

서는 시간경과에 따라 약간의 점도 상승이 있었을 뿐 pH에

고 있지만 일부 산화전분은 반데르발스 혹은 수소결합에

따른 점도 상승 효과는 없었다. 산성상태인 pH 6.0에서

의해 무기안료 표면에 흡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특히 GCC97의 점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Fig. 4에 도시

무기 안료의 함량이 낮은 경우에는 제타전위가 약간 낮

한 Brookfield 점도 변화 양상과 일치하였다.

은 음전위를 나타내었음을 알 수 있는데 흡착된 전분 고

클레이를 투입한 피그멘타이징 사이즈액은 산성에서

분자가 안료 표면의 전하를 더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높은 점도를 나타냈으나 시간에 따른 점도 상승이 적어
서 일정 시간 이후에는 중성 조건과 비슷한 수준의 점도
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클레이를 투입한 피그멘타이징
사이즈액은 pH 9.0 이상의 염기성 조건에서는 시간에
따른 점도 상승이 크게 일어났다. 이는 알칼리 상태에서
클레이 입자를 안정시키고 있던 분산제의 음전하가 더욱
크게 발휘되어 분산제가 더욱 펼쳐진 형태로 변화되고
주변의 전분 분자와 엉킴 작용을 일으켜 겔화와 같은 변
화를 유발하였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앞에서 본 바와 같
이 클레이 입자의 제타전위는 중질탄산칼슘에 비해 크게
높았으며, 이는 입자 자체의 음전하라기보다는 흡착된
분산제에 의한 것이므로 분산제가 더욱 강한 음전하를

Fig. 7. Zeta potential of pigments in pigmentizing agent depending on dosing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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