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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istribution of inorganic pigments in the pigmentized sizing layer was investigated to
understand the basic behavior of pigment particles in the surface-sizing layer. The distribution and arrangement of two ground calcium carbonates and two kaolin clays in the
surface-sized starch layer were investigated using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and image analysis. When coarse ground calcium carbonate or clay with a low aspect ratio was
used, the tendency of the pigment to be exposed to the outside of the starch film increased. The plate-shaped clay had a significantly higher surface retention than ground
calcium carbonates, which greatly improved the coverage of the base paper by pigment.

Keywords: Surface sizing, pigmentizing, pigment distribution, ground calcium carbo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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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경우 표면 사이징층의 물성이 무기안료의 함유 여부에
따라 크게 변화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할

피그멘타이징(pigmentizing)은 표면사이징 공정을 통
하여 종이 표면에 사이즈제와 무기안료의 혼합액을 도포
1)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무기안료의 종류와 투입량에 따른 유체

하는 기술이다. 무기안료를 표면사이징에 적용하는 이

의 특성 변화를 분석한 전보에 이어10) 피그멘타이징 기술

기술은 미터링 사이즈 프레스가 보급되면서 시작되었다.

에 사용된 무기안료의 사이징 층 내의 분포특성을 조사

즉 투롤 사이즈프레스가 미터링 방식으로 전환되어 표면

하여, 종이의 물성과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기초자료로

사이즈액에 안료 등을 첨가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하

삼고자 하였다.

여 사이즈프레스에 프리코팅 개념도 도입되었다.2)
무기안료를 첨가한 표면사이징 기술의 명칭은 피그멘

2. 재료 및 방법

팅(pigmenting), 피그멘테이션(pigmentation), 피그멘
타이징(pigmentizing) 등 다양하게 불리고 있다. 무기안
료를 첨가한 표면사이징 기술과 코팅 기술은 주로 픽업량에
따라 분류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인쇄용지의 경우, 표면사이
2

2.1 실험 재료
표면사이징 용도로 제조되는 산화전분은 옥수수 전분

징은 픽업량 2 g/m 이내, 무기안료가 첨가된 표면사이징

을 산화제로 처리하여 분자량을 작게 만들고, 카르복실기

은 픽업량 2-4 g/m2, 경량도공은 픽업량 4-8 g/m2, 일반

를 생성시켜서 생전분에 비하여 점도를 낮추어 공정에 적

2

3)

도공은 픽업량 8-14 g/m 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용할 수 있도록 제조한 제품이었다. 산화전분 호액은 고

Bergh 등은 미터링 사이즈 프레스에 중질탄산칼슘과

형분 함량을 10%로 준비하였다. 산화전분을 호화시키기

양성전분의 혼합액을 적용하여 종이표면을 전처리 후 숏

위해서는 500 mL의 용액을 95℃에서 30분간 교반하였

드웰(short dwell) 코터로 코팅한 결과, 섬유 뜯김 현상

다. 호액의 브룩필드(Brookfield) 점도는 50℃에서 1번

4)

스핀들로 100 rpm에서 측정하였으며, 결괏값은 8.7 cPs

이 감소하였고 광택도가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5)

Turunen 은 인쇄용지 공정에서 무기안료를 미터링 사

였다.

이즈 프레스에 적용한 결과 인쇄성을 개선시킬 수 있었

무기안료는 중질탄산칼슘(Ground Calcium Carbon-

다고 하였으며, 이를 피그멘타이징(pigmentizing)으로

ate, GCC)과 클레이를 특성을 달리하여 각 2종씩 선정

호칭하였다. Kuchinke6)는 표면사이즈액에 무기안료를

하였다.10) 중질탄산칼슘은 Omya사에서 생산되는 코팅

첨가하여 프리미터링 사이즈프레스로 표면사이징한 결

용 Hydrocarb 60(이하 GCC60)과 코팅용 Setacarb 77k

과 종이의 광학적 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으며, 이를 피

(이하 GCC97)를 사용하였다. 클레이는 종횡비가 1:20인

그멘팅(pigmenting)으로 명명하여 프리코팅 기술과 구

Astra Plate(이하 Clay20)와 1:60인 Contour 1500(이

별하였다. 표면사이징 공정에서 무기안료를 적용함으로

하 Clay60)을 사용하였다. 피그멘타이징 사이즈액의 제

써 광학적 특성뿐 아니라 표면 평활성과 인쇄적성도 향

조 조건에 따른 사이징필름 특성의 차이를 보기 위하여

7)

8)

상시킬 수 있음이 밝혀졌다. Altemeier 등 은 회분 함

먼저 PET 필름상에 피그멘타이징된 전분호액을 도피하

량 증가를 위한 방법으로 무기안료를 표면사이징에 적용

였으며, 원지에 표면사이징할 경우 국산 고지로 제조된

9)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Wygant 등 은 사이즈액에 카

평량 150 g/m2의 라이너지를 사용하였다.

올린(kaolin)을 첨가하거나 중질탄산칼슘과 혼합하여 첨
가한 후 사이즈프레스에 적용한 결과 건조 특성과 휨강

2.2 실험 방법

성이 향상되었고 섬유 저감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보

2.2.1 시편 제조

고하였다.

피그멘타이징 사이즈액은 전분 중량 대비 5, 10, 40,

이처럼 근래에 이루어진 무기안료의 표면사이징 적용

60%의 무기안료를 고형분 함량 10%의 산화전분 호액에

에 대한 연구는 주로 종이의 회분 함량 증가를 통한 섬유

투입하여 제조하였다. 산화전분을 95℃에서 30분간 교

절감이 주요 목표였으며, 그 대상 지종은 주로 인쇄 및

반하면서 호화를 진행하고 50℃로 냉각 후 무기안료를

필기용지이다. 특히 도공 처리를 하지 않는 인쇄용지의

투입하였다. 무기안료 투입 시 교반 조건은 800 rpm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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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1분간 교반하였다.

이치영상(binary image)으로 변환 과정을 거치게 되며

필름사이징과 종이사이징 모두 실험실용 바 코터를 사용

문턱값(threshold)의 설정에 따라 이미지가 과도하게 왜

하여 표면사이징을 시행하였다. 필름사이징의 픽업량은

곡될 수 있으므로 문턱값을 각 이미지 처리 시 동일하게

4.5±0.2 g/m2으로 일정하게 설정하였다. 이는 필름사이

설정하였다. 무기안료 간의 특성에 따른 차이를 극복하

징은 전분 필름 내에서 무기안료의 거동을 분석하고자 하

기 위해 사진의 명도와 대조를 조절하고 필터 처리를 한

였기 때문이다. 종이 사이징의 픽업량은 산화전분을 기준

후 이치영상으로 변환하였다.12) Fig. 1에는 이미지 처리

2

으로 설정하여 산화전분의 도피량이 2.6±0.3 g/m 이 되

전, 후 FE-SEM 사진의 예시를 나타내었다.

도록 하고 무기안료의 투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
게 픽업량이 증가되도록 설정하였다(Table 1). 종이 상에

3. 결과 및 고찰

표면사이징 시 픽업량을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무기안
료의 투입량을 증량하면 산화전분의 도피량은 감소하게
되는데 이는 물성평가에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

3.1 표면 분석

이다.

3.1.1 필름의 피그멘타이징
피그멘타이징은 종이 표면에 사이즈제를 기반으로 무

2.2.2 이미지 촬영

기안료를 함께 도피하는 기술이다. 이는 충전물 함량을

피그멘타이징 시료의 표면을 FE-SEM(Auriga, Carl

증가시키고, 종이의 회분함량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강

Zeiss, Germany)으로 관찰하였다. 일반 촬영 방식인 인
렌즈(Inlens) 방식과 시료에서 방출된 2차 전자를 수집하
여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BSD(Backscattered electron
detector, BSE 이미지를 도출하는 방식) 방식으로 시료
의 표면 사진을 얻었다. 인렌즈 사진은 칼자이스 사의

Original
image

SIGMA 모델로 촬영하였고 BSD 사진은 동사의 SUPRA
55VP 모델로 촬영하였다.

2.2.3 무기안료 면적 측정
피그멘타이징된 종이 표면에서 무기안료가 차지하는
면적(coverage)을 도출하기 위하여 FE-SEM의 BSD 방
식으로 촬영한 사진을 이미지 분석 프로그램인 ImagePro Plus(Cybernetics)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BSD 방

Binary
image

식으로 촬영한 FE-SEM 사진에서 무기안료의 색이 밝
게 나타나므로 셀룰로오스 섬유와 구분하기 수월하다.11)
이미지 분석 시 특정한 물질의 면적비를 구하기 위해서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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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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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3.9

4.2

After
optimization

Fig. 1. An example of the image treatment
technique employed to obtain the surface area of pigment on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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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지만 지분 발생을 유발

GCC60이나 종횡비가 적은 Clay20이 돌출된 입자가 상대

하기도 한다. 피그멘타이징 기술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적으로 많은 것은 당연한 결과로 보여진다. 필름 사이징

전분 필름 내에 무기안료가 균일하게 분포해야 하는데,

시 적용된 픽업량 4.5±0.2 g/m2 가운데 40%를 차지한

본 연구에서는 FE-SEM 사진을 이용하여 사이징 필름

안료의 무게 약 1.3 g/m2을 제외하면 전분 필름의 무게는

내 무기안료의 분포를 평가하였다.

약 3.2 g/m2이 되며 이를 두께로 환산하면 약 2.1 mm가

Fig. 2와 3은 전분 중량 대비 무기안료가 40% 투입된 경
우 안료 종류별 FE-SEM 사진을 보여준다. 조대한

된다. 따라서 무기안료의 입자가 이보다 큰 경우에는 당
연히 필름 상에서 전분 필름 위로 돌출될 것이다.

GCC60을 활용한 경우 전분에 완전히 덮이지 않고 표면에

Fig. 4와 5는 GCC60 투입량이 5-60%인 시료의

소수의 큰 입자가 돌출되어 있었으나, 미세한 GCC97와

FE-SEM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투입량이 증가함에 따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더 응집된 현상을 보였다. 이와 달

라 무기안료가 차지하는 당연히 증가하였다. 전분중량

리 GCC97을 사용한 경우는 안료입자가 비교적 고르게

대비 5%, 10%의 안료가 투입된 경우에는 안료가 고르게

필름 내에 분포하였다. 클레이가 투입된 경우에는 종횡

분산되어 있었으며, 표면에서 볼 때 점유면적은 낮았다.

비가 더 큰 Clay60의 입자가 표면에 덜 드러났으며,

투입량이 40%, 60%로 높아지면 안료의 면적이 증가하

Clay20은 일부 입자가 표면에 돌출되었다. 입도가 큰

면서 안료끼리 겹쳐 배치되기도 하였다. 무기안료가 피

Fig. 2. FE-SEM images of oxidized starch film surfaces pigmentized with GCC60 (left) and GCC97
(right).

Fig. 3. FE-SEM images of oxidized starch film surfaces pigmentized with Clay20 (left) and Clay60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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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FE-SEM images of oxidized starch film surfaces pigmentized with GCC60. The amount of
GCC60 was 5% (left) and 10% (right).

Fig. 5. FE-SEM images of oxidized starch film surfaces pigmentized with GCC60. The amount of
GCC60 was 40% (left) and 60% (right).
그멘타이징을 통하여 종이 표면에 고르게 도피되면 커버

필름 내에 묻힌 형태로 존재하였다. 클레이의 경우에는

리지 증가로 인해 이와 관련된 물성 증가효과를 볼 수 있

종횡비가 더 큰 Clay60가 Clay20에 비하여 전분 필름에

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무기안료끼리 겹치는 현상이

덮인 형태가 더 많이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전분 필름

나타나게 되는 경우 무기안료가 전분층 외부로 돌출될

의 형상이 보다 평활한 형태를 띠었다. 결과적으로 입자

가능성이 증가될 것이다.

크기가 미세하거나 종횡비가 클수록 필름 외부로 무기안
료 입자가 드러날 확률이 적음을 알 수 있다.

3.1.2 원지의 피그멘타이징

Fig. 8과 9는 GCC60으로 피그멘타이징을 실시한 경우

종이 표면에는 다수의 요철과 공극이 존재한다. 표면사

의 FE-SEM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안료의 투입량 증가

이징이 된 종이 표면은 전분 필름이 도피되면서 거치름

에 따라 무기안료의 면적이 증가하였다. 종이에 피그멘

도와 공극이 감소한다. 사이즈제 내에 무기안료를 첨가

타이징을 시행한 결과에서는 표면에 돌출되는 무기안료

한 피그멘타이징을 실시할 경우 이 무기안료가 종이의

입자 갯수의 증가보다는 전분 필름에 무기안료가 더해지

표면 공극 내에 위치하고 전분 필름의 위로 드러나지 않

면서 원지의 커버리지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즉 산

는 것이 이상적인 형태라 생각된다.

화전분의 양이 일정할 때 무기안료의 투입량이 증가하면

Fig. 6과 7은 피그멘타이징을 한 라이너지 표면의

필름의 도피면적이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무기안료의 응

FE-SEM 사진이다. Figs. 6-7은 전분 중량 대비 40%

집현상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안료의 비율이 높을수

의 무기안료를 투입한 경우인데 조대한 GCC60은 육안

록 분산이 향상된 때문으로 판단된다.

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반면, GCC97은 대부분 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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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FE-SEM images of surface pigmentized paper with 40% of GCC60 (left) and GCC97 (right).

Fig. 7. FE-SEM images of surface pigmentized paper with 40% of Clay20 (left) and Clay60 (right).

Fig. 8. FE-SEM images of surface pigmentized paper with GCC60. The amount of GCC60 was 5%
(left) and 10% (right) based on starch dry weight.
여 전분 중량 대비 100%의 무기안료를 적용한 피그멘타

가에 따라 모든 조건에서 섬유가 드러나지 않고 무기안

이징지의 표면 FE-SEM 사진이다. 픽업량 및 투입량 증

료 및 전분으로 인하여 표면 공극이 완전히 메워졌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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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FE-SEM images of surface pigmentized paper with GCC60. The amount of GCC60 was 40%
(left) and 60% (right)/starch weight.

Fig. 10. FE-SEM images of surface pigmentized paper with 100% of GCC60 (left) and GCC97
(right).

Fig. 11. FE-SEM images of surface pigmentized paper with 100% of Clay20 (left) and Clay60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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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GCC60이나 입도가 큰 Clay20을 투입하였을 때 표

편의 사진과 클레이를 적용한 시편의 사진 간 명도 차가

면에 다수의 입자를 확인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입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부분을 보정하여 분석을

작은 Clay60과 GCC97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와 달리 표

시행하였다.

면에 드러나는 입자의 수가 적었다.

Fig. 14에는 면적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결과를 도시하
였다. 원지에 포함되어 있는 회분 중 일부가 표면에 근접

3.2 피그멘타이징 시료 표면에서의 무기안료
면적

하게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산화전분만 사용하여 표면사
이징 한 시편의 FE-SEM 사진에서도 무기안료가 차지

피그멘타이징 시 안료입자가 종이 표면에서 차지하는

하는 면적이 도출되었다. 하지만 피그멘타이징을 적용한

면적은 각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이는 광학적 특성에

시편의 표면에서 무기안료의 면적 최솟값이 10%에 근접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FE-SEM 사진을

하여 표면에 위치한 무기안료의 면적을 본 실험을 통해

통한 정성적인 평가결과를 수치화하고자 Figs. 12-13에

서 도출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형의 입자 형

나타낸 것과 같이 BSD 모드를 통하여 촬영한 FE-SEM

태를 가지는 중질탄산칼슘을 사용한 피그멘타이징 조건

사진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명도가 높은 부분은 대부

에서는 무기안료가 차지하는 면적이 최대 20% 이하로

분 무기안료에 해당하며 표면 요철로 인하여 고저차가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전반적으로 분산된 형태를 나

생긴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중질탄산칼슘을 적용한 시

타내었으며, 종이 내로 침투하는 사이즈액과 함께 공극

Fig. 12. Examples of FE-SEM BSD images used for image analysis of surface pigmentized paper
with GCC60 (left) and GCC97 (right).

Fig. 13. Examples of FE-SEM BSD images used for image analysis of surface pigmentized paper
with Clay20 (left) and Clay60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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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노출되는 경향이 증가하였다. 클레이의 경우 종횡비
가 작은 경우 필름 외부로 입자가 더욱 많이 드러나는 경
향을 보였다. 판상형 클레이는 중질탄산칼슘에 비해 표
면 잔류율이 크게 높았으며, 이는 안료에 의한 커버리지
를 크게 향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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