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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situ CaCO3 formation onto recycled wood pulp was studied to improve optical properties and ash at-
tachment to the fiber furnish in papermaking. We controlled initial reaction temperature of in-situ CaCO3 
formation method from 30oC to 50oC. It was found that the attachment of newly formed CaCO3 to re-
cycled fibers, old newspaper (ONP) in this case, was stronger than that of ground calcium carbonate 
(GCC, mean dia. 2.4 μm) addition case, but was not much different among those formed at different 
temperature. Morphologies of newly formed CaCO3 were changed according to the reaction temperature. 
More aragonite shape was seen at higher temperature. In-situ CaCO3 formation increased brightness and 
lowered ERIC value of ONP sheet greatly at the same level of ash contents when compared to GCC addi-
tion method, but gave equivalent ERIC and brightness when compared to those of the precipitated cal-
cium carbonate (PCC) addition method. However, tensile strength of the handsheets of the in-situ CaCO3 
formation method were much greater than those of the PCC addition method.

Keywords: Retention, reaction temperature, polymer, in-situ CaCO3 forming, recycled fibers, CaCO3 
attac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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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백판지의 제조에 있어 사용되는 신문고지(old newspaper, 
ONP)의 광학적 성질을 향상시켜 신문고지보다 높은 

가격의 잡지고지(old magazine, OMG)를 대체할 수 있

다면 제조 원가 측면에서 경제적 이점을 얻을 수 있으

며, 또한 지료에 무기물의 함량을 높임으로서 건조에

너지의 감소도 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Park 등1)의 보

고에 의하면 신문지 고지의 백색도를 높이려는 시도로

서 다양한 종류의 표백처리는 실질적으로 수율의 큰 감

소가 없이는 백색도의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결

과를 보고하였다. 상기 연구에 의하면 탈묵 처리 시 미

세분에 섞여있는 유색 이물질들이 제거되어야만 백색

도를 향상시킬 수 있었으며, 수율의 감소가 없이는 표

백처리에 의해 2-3%의 백색도 증가밖에는 기록할 수 

없었다. 이와 다른 방법으로서 in-situ 탄산칼슘형성 방

식을 들 수 있다.1-6) Park 등1)은 in-situ 탄산칼슘형성 방

식을 사용하여 ONP의 수율의 감소가 없이 10-15%의 

백색도 증가를 기록하였다. In-situ 탄산칼슘형성 방식

은 섬유지료에 칼슘이온을 원활하게 제공하는 화합물

들을 섞은 후에 적정의 조건에서 이산화탄소를 공급함

으로서 새로운 탄산칼슘이 합성되며, 이들이 섬유와 기

타 협잡물 위에 형성되도록 실시하는 공정을 말한다.1) 
이러한 경우 지료의 백색도 향상은 물론이고, 유색 협잡

물들을 새로 생성되는 탄산칼슘이 감쌈으로서 ERIC 
(effective residual ink concentration) 값이 현저히 낮아

지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탄산칼슘과 지료의 결합이 

우수해져 초지 시 보류향상제의 첨가가 없이도 상당한 

수준의 보류가 이루어짐을 보고한 바가 있다.7)

Seo 등7)의 연구에서는 칼슘이온 제공 화합물을 고

지 지료에 폴리머를 이용하여 붙인 후에 탄산칼슘을 합

성할 경우, 새로 생성되는 탄산칼슘이 섬유와 지료에 

포함된 기타 협잡물들에 더욱 강하게 부착되어 물속에

서 강한 전단력을 반복적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도 지료

에 부착되어 있음을 보고하였다. 심지어는 Britt jar에
서 1,200 rpm 속도의 전단력 및 동일한 전단력이 유지

되는 상태에서 배출하기를 7번 반복하여도 약 50%의 

회분이 지료에 잔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들 지

료들은 이와 같은 전단력을  반복하여도 지료에 계속 

붙어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하지만 상기 연구에서는 

반응온도를 30oC로 한정하여 연구한 결과로서 결과의 

해석을 확대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

는 이러한 in-situ 탄산칼슘형성 방식이 동일한 양의 중

질탄산칼슘(ground calcium  carbonate, GCC)과 경질

탄산칼슘(precipitated calcium  carbonate, PCC)을 첨

가하였을 때에 비해 광학적, 강도적 성질이 어떻게 변

화하는 가를 다루었다.
In-situ 탄산칼슘형성 방식은 온도에 매우 민감하여 

50℃ 이상의 조건에서는 aragonite형태의 탄산칼슘이 

형성되며, 30℃ 이상에서는 calcite, 그 이하의 온도에

서는 vaterlite형태가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
지만 이러한 경우들은 ONP와 같이 혼합 지료들과 함

께 생성되기보다는 실험실의 PCC 합성 반응 시스템에

서 도출된 결과들이므로, 최적 온도 조건에 따른 탄산

칼슘의 형상 결과는 다를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Lee2)

는 천연펄프와 같이 순수한 지료와 ONP와 같이 이물

질 및 회분 등이 섞인 고지 지료에서 동일 조건으로 

in-situ 탄산칼슘형성 방식을 연구한 결과, 서로 다른 형

태의 탄산칼슘이 형성됨을 밝힌 바 있다. 본 연구에서

는 ONP에 in-situ 탄산칼슘형성 방식을 이용하여 탄산

칼슘을 형성하되, 30℃ 및 조절된 온도 조건에서 형성

하여 그들의 물리적 성질과 형태적 특성을 상호 비교하

고자 하였다. 또한 in-situ 탄산칼슘 형성온도를 변화시

킬 때, 형성되는 탄산칼슘의 형태적 변화와 보류특성

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제지용 탄산칼슘만

을 다양한 조건에서 독립적으로  생산하는 기술들9-11)

과는 차별성이 있으며, 셀룰로오스와 회분 등으로 구

성된 복합 시스템에 in-situ 탄산칼슘 형성 방식을 적용

함으로서 지료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공시재료

본 연구에서는 기 발표된 연구에서와 같이 국내 H사

에서 탈묵과 정선공정을 거친 ONP를 분양받아 사용하

였으며,7) ONP 지료의 특성을 Table 1에 나타냈다. 
In-situ 탄산칼슘형성 방식에 사용한 산화칼슘은 산화

칼슘 분말(Japan, Showa)을 사용하였으며, 사용된 고

분자는 분자량 500-700만, 전하밀도 +5 meq./g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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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furnish property Handsheet property
Length weighted fiber length*

(mm)
Ash
(%)

ISO Brightness
(%)

ERIC value
(ppm)

Ash
(%)

Cationic PAM
(0.1%)

0.855 23.7
52.7 448.1 7.60 ×
49.7 668.7 18.0 ○

*L&W Fiber Tester (Lorentzer & Wettre, Kista, Sweden)

Table 1. The ONP furnish used and its handsheet properties

Pulp consistency 1.5%
Total pulp slurry volume 2 L

Calcium oxide weight 25 wt% of O.D. weight 
of pulp

CO2 gas flow rate 0.5 L/min
Temperature 30℃, 40℃, 50℃
Stirrer RPM 350

Table 2. CaCO3 in-situ precipitation conditions

는 보류향상제인 양이온성 PAM(CIBA Chemicals)과 

분자량 50만, 전하밀도 3-5 meq./g의 음전하를 가지는 

micropolymer(Ashland)를 사용하였다. 비교용으로 

사용된 GCC는 평균입도가 2.0-2.8 ㎛ 이며 국내 탄산

칼슘 공급회사인 O사로부터 분양받아 사용하였다. 또
한 PCC는 평균입도가 1.4 ㎛ 로서 현재 H 제지회사가 

제품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분양받아 사용하였다. 

2.2 실험방법

2.2.1 온도별 ONP in-situ 탄산칼슘형성 방식

ONP와 산화칼슘을 in-situ 반응기에 투입한 후 이산

화탄소를 주입하기 전 교반기를 이용하여 350 rpm으

로 약 5분 간 교반하여 펄프와 수산화칼슘 수용액이 고

르게 분산되도록 하였다. 이 때 펄프지료의 pH는 13.0
이였으며, 탄산화반응이 온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30, 40, 50℃의 온도 조건에서 반응을 수행하였다.4) 다
음으로, 순도 99%의 CO2를 0.5 L/min으로 주입하여 

pH가 지속적으로 중성을 유지할 때 반응을 종결시켰

다. ONP 지료 자체의 초기 회분함량은 23.7% 이었으

며, 지료의 pH가 7.0에 도달했을 때 반응을 종료하였

고, 이때까지 걸린 시간은 본 실험 장치에서 30분이었

고 회분함량은 65.8%이었다. 상세한 합성조건을 Table 
2에 나타냈다. ONP 전체에 in-situ precipitation에 의

해 탄산칼슘을 생성시키는 방식을 ‘in-situ 탄산칼슘형

성 방식(in-situ CaCO3 formation method)’으로 명명

하였다.  대조구로서 GCC와 PCC를 새로 형성된 탄산

칼슘의 양만큼 첨가하여 보류와 광학적 성질을 비교하

였다.

2.2.2 GCC와 PCC를 이용한 비교 샘플의 제조

In-situ 탄산칼슘형성 방식의 경우 ONP의 자체 회분

에서 10%, 20%, 30%, 40%, 50% 까지 추가적으로 탄

산칼슘이 형성되도록 산화칼슘을 첨가하고 30℃에서 

in-situ 반응을 진행시켰다. GCC와 PCC의 경우도 

ONP 자체의 회분에 10%, 20%, 30%, 40%, 50%씩 추

가적으로 첨가하였으며, 이 지료들을 이용하여 보류향

상제를 사용한 것과 사용하지 않은 것의 수초지를 제작

하였고, 광학적, 강도적 성질을 측정하였다.  

2.2.3 ONP와 탄산칼슘의 부착정도의 측정방법

고지펄프인 ONP에 in-situ 탄산칼슘형성 방식을 적

용하여 형성된 탄산칼슘이 섬유표면에 얼마나 견고히 

붙어있는가에 대한 측정은 매우 중요하다. 보류

(retention)는 교질상의 지료 조성분을 응집시켜 지료 

조성분(미세섬유, 충전제 등)을 와이어로 유출되지 않

도록 하는 공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DDJ(dynamic 
drainage jar)를 이용한 미세분의 보류도 평가(Tappi 
standard T 261)를 응용하여 실시하였다. 전 보8)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지료를 0.5% 농도로 조절하여 Britt 
jar에 500 mL가 되도록 함께 투입하고 교반속도를 

1,200 rpm으로 하여 30초 동안 교반하였다. 탈수 시 

Britt jar의 와이어 상에 매트가 형성되면 섬유에 달라

붙지 않은 탄산칼슘도 매트 위에 얹힐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탈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까지 교반을 멈추지 

않은 채로 탈수를 진행하였다. 탈수가 완료되어 최종 

와이어 상에 남은 지료의 건조중량과 회분 함량을 통해 

탄산칼슘의 보류도를 산출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Silanius12) 의 경우와 같이 상기 방식을 반복적으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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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elative ash retention % with cationic 
PAM addition in Britt jar test

        (ONP 30℃, ONP 40℃, ONP 50℃: 
in-situ CaCO3 formation method on ONP
at 30, 40, 50℃).

Fig. 1. Relative ash retention % without cationic 
PAM addition in Britt jar test

       (ONP 30℃, ONP 40℃, ONP 50℃: in-situ 
CaCO3 formation method on ONP at 30, 
40, 50℃).

시하여 1차 Britt jar를 통과시킨 후 탄산칼슘의 보류도

를 측정하고, 다시 물을 500 mL 까지 채워서 같은 조건

에서 Britt jar를 반복적으로 통과시켜 3차, 5차, 7차 

Britt jar 통과시의 탄산칼슘 보류도를 측정하였다.

2.2.4 수초지 제조 및 물리적, 광학적 특성 평가

ONP 지료 및 종이 내의 회분보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회분측정(Tappi standard T 211)을 실시하였다. 
수초지는 KS M 1SO 187에 따라 23±1℃, 상대습도 

50±2%로 조절된 항온․항습실에서 24시간 이상 조습

처리 후 ISO 1924에 따른 인장강도(MICRO350, 
Testrometric)를 측정하였다. 또한 ISO 2470에 따른 백

색도(COLOR TOUCH 2, Technidyne), 불투명도(ISO 
2471), ERIC value(ISO 22754)를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In-situ 탄산칼슘 형성의 반응 온도에 따

른 부착강도 변화

In-situ 탄산칼슘 형성 반응은 본 실험조건에서 30분 

만에 완료되었으며, Fig. 1은 in-situ 탄산칼슘 형성 방

식 지료에 보류향상제인 양이온성 PAM을 넣지 않은 

상태에서 Britt jar 시험을 실시한 것이고, Fig. 2는 

in-situ 탄산칼슘 형성 방식의 지료에 양이온성 PAM을 

지료의 건조중량 대비 0.1%를 첨가하여 Britt jar에 남

은 고형분의 회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ONP+GCC 
의 경우는 초기 지료의 회분 함량이 65.7%가 되도록 

GCC를 첨가한 것이다.
Fig. 1과 Fig. 2를 비교하면, in-situ 탄산칼슘 형성 방

식 지료에 대한 양이온성 PAM의 효과는 3번의 Britt jar 
시험을 전후하여 그 효과가 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세 가지 다른 온도에서 in-situ 탄산칼슘을 형성한 

경우 3번의 Britt jar 통과 시 30-40%의 초기 회분이 양

이온성 PAM의 첨가유무와 상관없이 그대로 유지되었

으나, GCC의 경우는 PAM을 첨가한 경우에도 20% 이
하로 떨어지는 결과를 보였다. PAM을 첨가하지 않은 

GCC 첨가 지료의 경우는 사실상 1차 Britt jar 통과 후

에는 대부분의 회분이 유실된 결과를 보였다. GCC에 

PAM을 첨가한 결과는 1차 보류에서 상당한 보류효과

를 내었지만 다시 Britt jar를 통과하는 경우 PAM의 효

과가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In-situ 탄산칼슘 형

성의 경우 대부분 5회 이상의 Britt jar를 통과한 후에도 

초기 대비 20% 이상의 회분이 유지되는 것을 보였으

며, 이들은 대부분 새로 형성된 탄산칼슘인 것으로 판

단되었다. 왜냐하면, GCC를 첨가한 경우 PAM을 사용

하여도 Britt jar에 형성된 매트에는 회분이 사실상 모

두 제거되었기 때문에, 이후에 존재하는 회분이라면 

ONP 섬유에 붙어있는 새로 형성된 탄산칼슘인 것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다. In-situ 탄산칼슘 형성의 경우들은 

서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30℃에서 다소 탄산

칼슘의 부착 강도가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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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EM micrographs of handsheets from in-situ CaCO3 formation at 30℃.

Fig. 4. SEM micrographs of handsheets from in-situ CaCO3 formation at 40℃.

Fig. 5. SEM micrographs of handsheets from in-situ CaCO3 formation at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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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Brightness comparison between CaCO3 
addition methods.

Fig. 7. ERIC value comparison between CaCO3

addition methods. 

Fig. 9. Breaking length comparison between 
CaCO3 addition methods.

Fig. 8. First pass retention (FPR) comparison 
between CaCO3 addition methods.

Figs. 3-5는 in-situ 탄산칼슘형성 방식의 온도에 따

른 회분의 형태변화이다. 30℃에서는 크기가 2-3 ㎛의 

무기물과 탄산칼슘의 혼합물로 구성된 덩어리들이 형

성되었고, 40℃에서는 약간 길쭉한 형태의 탄산칼슘

들이 기존의 무기물들과 뭉쳐있는 형태이며, 50℃에

서는 길쭉한 형태의 탄산칼슘들이 분산된 형태로 존재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PCC 합성반응 과정에서는 3
0℃ 조건에서는 정사면체 형태의 calcite, 50℃에서는 

길쭉한 형태의 aragonite가 형성되게 되는데, 본 연구에

서는 calcite에서 aragonite 형태로 점진적으로 변해가

는 형태를 보이기는 했지만 많은 혼합물의 존재로 인해 

전형적인 calcite와 aragonite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 
온도에 따른 in-situ 탄산칼슘형성 방식의 광학적, 

강도적 성질의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따라서 ONP에 

GCC 첨가와 PCC 첨가시 이들과 광학적, 강도적 성질

을 비교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3.2 In-situ 탄산칼슘 형성 조건과 GCC, PCC 

첨가 시의 광학적, 강도적 특성의 비교  

Fig. 6는  PCC와 GCC를 첨가한 경우와 in-situ 탄산

칼슘형성 방식을 보류향상제인 양이온성 PAM을 

0.1% 첨가하여 수초지를 제조하여 비교하였다. GCC 
첨가의 경우 백색도가 가장 낮았고, PCC와 in-situ 탄
산칼슘형성 방식이 동일 수준의 백색도를 나타냈다. 
이는 in-situ 탄산칼슘형성 방식이 사실상 PCC 형성방

식임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Fig. 7은 ERIC 값
의 측정결과로서, GCC의 경우 특징적으로 높은 값을 

나타냈다. 반면에 PCC 와 in-situ 탄산칼슘형성 방식은 

우수한 ERIC 저하 기능을 보이고 있었다. 양이온성 

PAM을 사용하는 경우, 일과보류도는 모두 비슷한 결

과를 나타냈다(Fig. 8).
Fig. 9는 열단장의 변화로서, GCC와 in-situ 탄산칼

슘형성 방식에서 높은 열단장을 나타냈으며, PCC의 

경우 상당한 차이로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즉 in-situ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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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First pass retention (FPR) comparison 
between CaCO3 addition methods when 
no retention aid was used.

산칼슘형성 방식을 ONP에 적용한 경우, PCC와 같이 

높은 백색도와 ERIC 값의 변화를 나타내면서, GCC와 

같은 높은 열단장을 유지하는 특성을 나타냈다.
양이온성 PAM을 배제한 상태에서 일과보류도를 

Fig. 10에 나타냈다. Fig. 10의 결과에서와 같이 PCC와 

GCC의 보류도는 in-situ 탄산칼슘형성 방식에 비해 매

우 낮았다. 와류가 매우 강하고, 다양한 물질들이 혼합

된 실제 공장상황에서는 보류향상제인 PAM의 기능이 

약화될 것이고 Fig. 8과 같이 90% 이상의 회분 보류도

를 나타내기는 어렵고 거의 불가능하다. 실제 공장에

서는 회분의 일과보류도가 60-70%로 나타난다고 가

정할 때, 공장에서의 실제 보류는 Fig. 8과 Fig. 10에 나

타난 보류도 사이에 형성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in-situ 탄산칼슘 형성방식에서 온도

를 달리하여 ONP에 적용하는 경우, ONP 섬유들과 새

로 생성되는 탄산칼슘과 결합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강

한 와류를 적용해 비교 실험하고자 하였다.  또한 

in-situ 탄산칼슘형성 방식과 GCC, PCC들의 첨가와 

광학적, 강도적 특성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In-situ 탄산칼슘형성 방식은 반응온도 30-50℃ 사

이에서는 ONP 지료에 부착되는 능력면에서 GCC
를 단순 첨가한 것에 비해 큰 차이로 강하게 부착되

는 현상은 발견하였으나 in-situ 탄산칼슘 형성시의 

반응온도에 의한 차이는 볼 수 없었다. 

(2)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온도에 따라 다르게 생성된 

탄산칼슘의 형태적 변화는 볼 수 있었고, 30℃에서

는 2-3 ㎛의 덩어리형태, 50℃에서는 약간 길쭉한 

형태의 탄산칼슘을 볼 수 있었다.
(3) In-situ 탄산칼슘형성 방식을 ONP에 적용한 것과 

ONP에 GCC와 PCC를 첨가량을 변화시켜 첨가한 

것들의 광학적, 강도적 성질을 비교하여 분석한 결

과, in-situ 탄산칼슘형성 방식은 백색도와 ERIC 값
에서 PCC 첨가와 유사하지만, 강도적인 성질에서

는 GCC 첨가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즉  

ONP에 in-situ 탄산칼슘 형성 방식을 적용하면 

GCC와 PCC의 장점들을 모두 살리는 효과적인 방

식이 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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