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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제지 방법

요약

본 발명은 양이온성 유기 폴리머를 포함한 배수 및 보유 보조제를 현탁액에 첨가하고, 현탁액을 와이어상에서 형성 

및 탈수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셀룰로오스 섬유 및 충전재 함유 현탁액으로부터 제지방법에 관계하는데, 양이온성 

유기 폴리머가 방향족기를 가지며 와이어상에서 탈수될 현탁액이 2.0mS/㎝ 이상의 전도도를 가짐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은 또한 방향족기를 갖는 양이온성 유기 폴리머를 포함한 배수 및 보유 보조제를 현탁액에 첨가하고, 현탁액을

와이어상에서 형성 및 탈수시켜 습항 종이웹과 백수를 수득하며, 백수를 재순환시키고 보충수를 도입하여 탈수될 셀

룰로오스 섬유 및 충전재함유 현탁액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제지방법에 관계하는데, 도입된 보충수의 양이 생

성된 건조 종이 1톤당 30톤 미만임을 특징으로 한다.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제지방법, 특히 방향족기를 갖는 양이온 유기 폴리머가 제지원액에 첨가되는 제지방법에 관계한다. 본 방

법은 개선된 배수성 및 보존성을 제공한다.

배경기술

제지분야에서 원액이라 칭하는 셀룰로오스 섬유, 충전재 및 첨가제 함유 수성 현탁액이 형성 와이어상에 원액을 방출

하는 헤드박스에 도입된다. 형성 와이어를 통해 원액으로부터 물이 배출되어서 와이어상에 습한 종이 웹이 형성되고 

이후에 제지기의 건조지대에서 웹이 더욱 탈수되고 건조된다. 원액을 탈수시켜 수득된 물은 백수라 칭하며 미립자(예,

미세한 섬유, 충전재 및 첨가제를 함유하며 제지공정에서 보통 재순환된다. 배수제 및 보유제가 셀룰로오스 섬유상에

미세입자의 흡착을 증가시키고 배수를 촉진시키도록 원액에 도입되어서 미세입자가 와이어상에서 섬유와 함께 유지

된다. 양이온 전분 및 양이온 아크릴아미드 기초 폴리머와 같은 양이온 유기 폴리머가 배수제 및 보유제로서 널리 사

용된다. 이들 폴리머는 단독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콜로이드성 실리카, 콜로이드성 알루미늄 변성된 실리카 및 벤토

나이트와 같은 음이온 무기 입자(음이온 미소입자성 물질) 또는 다른 폴리머와 조합으로 사용된다.

미국특허 4,980,025; 5,368,833; 5,603,805; 5,607,552; 및 5,858,174과 국제특허출원 WO 97/18351 은 제지공정

에서 원액 첨가제로서 양이온성 및 양쪽성 아크릴아미드 기초 폴리머와 음이온 무기입자의 사용을 발표한다. 이들 첨

가제는 현재 사용중인 가장 효과적인 배수제 및 보유제이다. 유사한 시스템이 유럽 특허 출원 805,234에서 발표된다.

그러나, 양이온 유기 폴리머를 포함한 배수 및 보유 보조제의 성능은 높은 염 함량(즉, 고 전도도)과 용해된 물질 및 

콜로이드성 물질을 함유한 원액에 사용이 질이 저하됨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원액에서 더 높은 양이온 폴리머 투입량

이 필요하지만 수득된 배수 및 보유 효과는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러한 문제는 단지 소량의 보충수만이 도입

되면서 백수가 과도하게 재순환되는 종이 공장에서 두드러진다. 이 경우 백수와 탈수될 원액에 염과 콜로이드성 물질

의 축적이 늘어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에 따르면 방향족기를 갖는 양이온성 유기 폴리머를 포함한 배수 및 보유성 보존제를 사용함으로써 높은 백수

폐쇄도를 갖는 제지공정 또는 높은 수준의 염(고전도도) 및 콜로이드성 물질을 함유한 원액에서 배수성 및 보유성이 

개선될 수 있음이 발견되었다. 특히 본 발명은 셀룰로오스 섬유와 보조 충전재를 함유한 현탁액으로부터 종이를 제조

하는 방법에 관계하는데, 현탁액에 양이온성 유기 폴리머를 포함하는 배수 및 보유 보조제를 첨가하고 현탁액을 와이

어상에서 형성 및 탈수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며, 양이온성 유기 폴리머가 방향족기를 가지며 와이 어상에서 탈수되는 

현탁액이 2.0 mS/㎝ 이상의 전도도를 가짐을 특징으로 한다. 한 측면에서 본 제조방법은 와이어상에서 현탁액을 형성

및 탈수시켜서 셀룰로오스 섬유를 함유한 습한 웹 또는 종이를 수득하고 백수를 재순환시키고; 새로운 물을 도입하여

셀룰로오스 섬유와 충전재를 함유한 현탁액 형성하고 탈수시켜 종이를 형성시키는 단계를 더욱 포함하며 양이온 유

기 폴리머가 방향족기를 가지며 도입된 새로운 물의 양은 생성된 건조 종이 1톤당 30톤 미만임을 특징으로 한다. 따

라서 본 발명은 청구항에서 더욱 한정된 공정에 관계한다.

본 발명의 공정은 배수성 및 보유성을 개선시킴으로써 제지기 속도를 증가시키고 필요한 배수 및 보유 효과를 얻는데

더 적은 양의 첨가제를 사용할 수 있으며, 따라서 제지공정 및 경제적 효과가 향상된다. 본 발명의 공정은 적은 양의 



등록특허  10-0403838

- 3 -

새로운 물이 도입되면서 백수가 반복적으로 재순환되는 폐쇄된 제지공장에서 셀룰로오스 현탁액을 처리하는데 사용

된다. 본 발명은 높은 염함량(고전도성)과 콜로이드성 물질을 함유한 원액에 사용시 배수 또는 보유 성능을 향상시킨

다. 상기 제지공정은 과도하게 백수가 재순환되고 새로운 물공급은 제한된 공정이거나 고 염함량(특히 칼슘과 같은 2

가 또는 다가 양이온)을 갖는 보충수를 사용하는 공정이다.

본 발명에 따르면 방향족기를 갖는 양이온성 유기 폴리머("주 폴리머"라 칭함)는 직쇄형, 측쇄형 또는 가교결합형, 특

히 직쇄형 미소입자성 물질이다. 특히 주 폴리머는 수용성 또는 수분산성이다. 주 폴리머의 방향족기는 폴리머 골격(

주쇄)에 존재하거나 폴리머 골격에 부착 또는 연장되는 부속기에 존재할 수 있다.

적당한 방향족(아릴)기는 치환된 페닐기, 페닐렌기 및 나프틸기, 예컨대 일 반식 -C 6 H 5 -, -C 6 H 4 -, -C 6 H 

3 -, 및 -C 6 H 2 - 의 페닐렌(-C 6 H 4 -), 크실렌(-CH 2 -C 6 H 4 -CH 2 ), 페닐(-C 6 H 5 ), 벤질(-CH 2 -C 

6 H 5 ), 펜에틸(-CH 2 CH 2 -C 6 H 5 ) 및 치환된 페닐(-C 6 H 4 -Y, -C 6 H 3 Y 2 , 및 -C 6 H 2 Y 3 )를 포

함한다. 페닐린에 부착된 치환체(Y)는 히드록실, 할라이드(예, 클로라이드), 니트로 및 1 내지 4개의 탄소원자를 갖는 

탄화수소기에서 선택된다.

주 폴리머는 방향족기를 갖는 모노머, 특히 에틸렌형 불포화 모노머를 포함한 하나 이상의 모노머로부터 제조된 호모

폴리머 및 공중합체에서 선택되며 비닐 부가중합 폴리머가 선호된다. "비닐 부가 중합 폴리머"는 아크릴아미드기초 

모노머와 아크릴레이트 기초 모노머를 포함하는 에틸렌형 불포화 모노머 또는 비닐 모노모를 부가중합시켜 제조된 

폴리머이다. 적당한 주 폴리머는 화학식 1로 표현되는 양이온 모노머를 포함하는 모노머 혼합물이나 양이온성 모노머

를 중합시켜 수득되는 양이온성 비닐 부가중합 폴리머를 포함한다.

화학식 1

여기서 R 1 은 H 또는 CH 3 ; R 2 및 R 3 는 H 또는 1 내지 3, 특히 1 내지 2개의 탄소원자를 갖는 알킬기; A 1 는 

O 또는 NH; B 1 는 2 내지 8개, 특히 2 내지 4개의 탄소원자를 갖는 알킬렌기 또는 히드록시 프로필렌기이며; Q는 1

내지 3, 특히 1내지 2개의 탄소원자를 갖는 알킬렌기에 의해 질소에 부착될 수 있는 방향족기, 특히 페 닐 또는 치환

된 페닐을 함유한 치환체이며, 특히 벤질기(-CH 2 -C 6 H 5 )가 선호되며; X - 는 음이온, 특히 염소이온과 같은 할

로겐족 이온이다.

화학식 1로 표현되는 모노머의 예는 디메틸아미노에틸 아크릴(메타크릴)레이트, 디에틸아미노에틸 아크릴(메타크릴)

레이트, 및 디메틸아미노히드록시프로필 아크릴(메타크릴)레이트와 같은 디알킬아미노알킬 아크릴(메타크릴)레이트

와 디메틸아미노에틸 아크릴(메타크릴)아미드, 디에틸아미노에틸 아크릴(메타크릴)아미드, 디메틸아미노프로필 아크

릴(메타크릴)아미드 및 디에틸아미노프로필 아크릴(메타크릴)아미드과 같은 디알킬아미노알킬 아크릴(메타크릴)아미

드를 벤질 클로라이드로 처리하여 수득되는 4차 모노머를 포함한다. 선호되는 화학식 1의 양이온성 모노머는 디메틸

아미노에틸아크릴레이트 벤질 클로라이드 4차염과 디메틸아미노에틸메타크릴레이트 벤질클로라이드 4차염을 포함

한다.

주 폴리머는 방향족기를 갖는 양이온 모노머로 제조된 호모폴리머이거나 방향족기를 갖는 양이온 모노머와 하나 이

상의 공중합가능한 모노머를 포함하는 모노머 혼합물로 제조된 공중합체이다. 공중합가능한 비-이온성 모노머는 화

학식2의 모노머를 포함한다.

화학식 2

여기서 R 4 은 H 또는 CH 3 이며; A 2 는 O 또는 NH 이며; B 2 는 2 내지 8개, 특히 2 내지 4개의 탄소원자를 갖는 

알킬렌기 또는 히드록시 프로필렌기이거나 A 와 B 가 C 와 N 사이의 단일결합(O=C-NR 5 R 6 )이며; R 5 및 R 6 는

H 또는 1 내지 6개, 특히 1 내지 4개, 더더욱 1 내지 3개의 탄소원자를 갖는 탄화수소기, 특히 알킬기이다. 이러한 형

태의 공중합가능한 모노머의 예는 아크릴(메타크릴)아미드; N-알킬 아크릴(메타크릴)아미드와 N,N-디알킬 아크릴(

메타크릴)아미드와 같은 아크릴아미드 기초 모노머 (예, N-n-프로필아크릴아미드, N-이소프로필 아크릴(메타크릴)

아미드, N-n-부틸 아크릴(메타크릴)아미드, N-이소부틸 아크릴(메타크릴)아미드 및 N-t-부틸 아크릴(메타크릴)아

미드); 디메틸아미노에틸 아크릴(메타크릴)아미드, 디에틸아미노에틸 아크릴(메타크릴)아미드, 디메틸아미노프로필 

아크릴(메타크릴)아미드 및 디에틸아미노프로필 아크릴(메타크릴)아미드와 같은 디알킬아미노알킬 아크릴(메타크릴)

아미드; 디메틸아미노에틸 아크릴(메타크릴)레이트, 디에틸아미노에틸 아크릴(메타크릴)레이트, t-부틸아미노에틸 

아크릴(메타크릴)레이트 및 디메틸아미노히드록시프로필 아크릴레이트와 같은 아크릴레이트 기초 모노머(디알킬아

미노알킬 아크릴(메타크릴)레이트); N-비닐포름아미드 및 N-비닐아세트아미드와 같은 비닐아미드를 포함한다.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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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공중합가능한 비-이온성 모노머는 아크릴아미드와 메타크릴아미드를 포함하며 (즉, 아크릴(메타크릴)아미드) 

주 폴리머로 아크릴 기초 폴리머가 선호된다.

공중합가능한 양이온성 모노머는 화학식 3으로 표현되는 모노머를 포함한다.

화학식 3

여기서 R 7 은 H 또는 CH 3 이고; R 8 , R 9 및 RA 10 은 H 또는 1 내지 3개, 특히 1 내지 2개의 탄소원자를 갖는 

알킬기이며; A 3 는 O 또는 NH 이며; B 3 는 2 내지 8개, 특히 2 내지 4개의 탄소원자를 갖는 알킬렌기이거나 히드

록시프로필렌기이며; X - 는 메틸술페이트 또는 할로겐족 이온 (예, 염소이온)과 같은 음이온이다. 양이온 공중합가

능한 모노머의 예는 HCl, H 2 SO 4 와 같은 산이나 염화메틸, 디메틸 술페이트, 벤질 클로라이드와 같은 4차화 작용

제를 사용하여 제조된 디알킬아미노알킬 아크릴(메타크릴)아미드와 디알킬아미노알킬 아크릴(메타크릴)레이트의 산

부가염 및 4차 암모늄염과 디알릴디메틸암모늄 클로라이드와 같은 디알릴디알킬암모늄 클로라이드를 포함한다. 아크

릴산, 메타크릴산, 술폰화된 비닐 부가 모노머와 같은 공중합가능한 음이온 모노머가 소량으로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주 폴리머는 1 내지 99, 특히 2 내지 50, 더더욱 5 내지 20몰%의 방향족기(특히 화학식1)를 갖는 양

이온성 모노머, 99 내지 1, 특히 98 내지 50, 더더욱 95 내지 80몰%의 아크릴 아미드 또는 메타크릴아미드를 포함한

다른 코모노머를 포함하는 모노머 혼합물로 제조될 수 있으며, 모노머 혼합물은 98 내지 50, 특히 95 내지 80몰%의 

아크릴(메타크릴)아미드를 포함하며 비율의 합은 100 이다.

주 폴리머는 방향족기 함유 모노머를 축합반응시켜서 제조된 폴리머에서 선택될 수 있다. 이러한 모노머의 예는 톨루

엔 디이소시아네이트, 비스페놀 A, 프탈산, 프탈산 무수물을 포함하며, 이들 모노머는 양이온성 폴리우레탄, 양이온성

폴리아미드아민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혹은, 주 폴리머는 방향족기 함유 작용제를 사용한 방향족 변성처리를 맡는 폴리머일 수 있다. 적당한 변성제는 벤질 

클로라이드, 벤질 브로마이드, N-(3-클로로-2-히드록시프로필)-N-벤질-N,N-디메틸암모늄 클로라이드와 N-(3-

클로로-2-히드록시프로필)피리디늄 클로라이드를 포함한다. 방향족 변성에 적합한 폴리머는 비닐 부가중합 폴리머

를 포함한다. 폴리머가 변성제에 의해 4차화될 수 있는 3차 질소를 포함한다면 이러한 변성제의 사용으로 폴리머는 

양이온성이 된다. 혹은 방향족 변성을 받는 폴리머가 양이온 비닐 부가중합 폴리머와 같이 양이온성일 수 있다.

주 폴리머의 전하밀도는 0.1 내지 6.0, 특히 0.2 내지 4.0, 더더욱 0.5 내지 3.0 megV 이다. 합성 주 폴리머의 중량 평

균 분자량은 500,000 이상, 특히 1,000,000 이상, 더더욱 2,000,000 이상이다. 상한값은 중요하지 않지만 약 30,000

,000, 특히 25,000,000, 더더욱 20,000,000 이다.

본 발명의 주 폴리머는 고체형(분말), 액체형(용액, 에멀젼, 분산물(염 분산물을 포함)) 일 수 있다. 본 발명에서 사용

하기 적합한 주 폴리머는 미국특허 5,169,540; 5,708,071; 유럽특허출원 183,466; 525,751 및 805,234에 발표된다

. 주 폴리머는 원액에 첨가될 때 수용액 또는 분산물과 같은 액체형이 적합하다.

주폴리머는 원액 형태, 염의 종류 및 함량, 충전재 함량 및 종류, 첨가시기에 따라서 다양한 양으로 탈수될 원액에 첨

가될 수 있다. 주 폴리머는 첨가하지 않을 경우 수득되는 것보다 양호한 보유성능을 제공하는 양으로 첨가된다. 주 폴

리머는 건조 원액 물질에 대해서 0.001중량%이상, 특히 0.005중량%의 양으로 첨가되며, 상한값은 3%, 특히 1.5중량

%이다.

한 구체예에서 주 폴리머는 추가 원액 첨가제와 조합으로 사용되어서 두 개 이상의 성분을 포함한 배수 및 보유 보조

제를 형성한다. 적당한 원액 첨가제의 예는 음이온성 무기입자 및 유기 입자, 수용성 음이온성 비닐 부가중합 폴리머, 

저분자량 양이온성 유기 폴리머, 알루미늄 화합물과 같은 음이온성 미소입자 물질을 포함한다. 한 구체예에서 주 폴

리머는 음이온성 무기입자 및 저분자량 양이온성 유기 폴리머와 조합으로 사용된다. 또다른 구체예에서 주 폴리머는 

음이온성 무기입자 및 알루미늄 화합물과 조합으로 사용된다.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음이온성 무기 입자는 음이온성 실리카 기초 입자와 스멕타이트형 점토를 포함한다. 음이온성 

무기 입자는 특히 콜로이드 범위의 입자크기를 가진다. SiO 2 또는 규산 기초 입자와 같은 음이온성 실리카 기초 입

자가 사용되며 이러한 입자는 수성 콜로이드 분산물(졸)형태로 제공된다. 적당한 실리카 기초 입자의 예는 콜로이드

성 실리카와 다양한 형태의 폴리규산을 포함한다. 실리카 기초 졸은 변성될 수 있어서 수성상 또는 실리카 기초입자에

존재할 수 있는 알 루미늄 또는 붕소와 같은 다른 원소를 포함한다. 이러한 형태의 실리카 기초 입자는 콜로이드성 알

루미늄 변성된 실리카와 알루미늄 실리케이트를 포함한다. 이러한 실리카 기초 입자의 혼합물도 사용될 수 있다. 음

이온성 실리카 기초 입자를 포함하는 배수 및 보유 보조제는 미국특허 4,388,150; 4,927,498; 4,954,220; 4,961,82

5; 4,980,025; 5,127,994; 5,176,891; 5,368,833; 5,447,604, 5,470,435; 5,543,014; 5,571,494; 5,573,674; 5,58

4,966; 5,603,805; 5,688,482 및 5,707,493 에 발표된다.

음이온성 실리카 기초 입자는 50㎚ 미만, 특히 20㎚ 미만, 더더욱 1 내지 10㎚의 평균입자크기를 가진다. 실리카 화

학에서 입자크기는 응집형 또는 비응집형 주 입자의 평균 크기이다. 실리카 기초 입자의 비표면적은 50㎡/g 이상, 특

히 100㎡/g 이상이다. 비표면적의 상한값은 1700㎡/g, 특히 1000㎡/g 이다. 비표면적은 공지 방식으로 NaOH 적정

에 의해 측정될 수 있따(Sears in Analytical Chemistry 28(1956):12, 1981-1983, 미국특허 5,176,891). 주어진 비

표면적은 입자의 평균 비표적을 나타낸다.



등록특허  10-0403838

- 5 -

한 구체예에서 음이온성 무기 입자는 50 내지 1000, 특히 100 내지 950㎡/g 의 비표면적을 가진 실리카 기초입자이

다. 이러한 형태의 실리카 기초 입자의 졸은 알루미늄 함유 실리카 기초 졸과 붕소 함유 실리카 기초 졸과 같은 변성된

졸을 포함한다. 실리카 기초 입자는 8 내지 45, 특히 10 내지 30% 범위의 S-값을 가지며 300 내지 1000, 특히 500 

내지 950, 더더욱 750 내지 950㎡/g 의 비표면적을 갖는 실리카 기초 입자를 함유한 졸 형태로 존재하며 졸은 알루

미늄 또는 붕소로 변성될 수 있다. 예컨대 입자는 2 내지 25%의 실리콘 원자 치환도로 알루미늄을 써서 표면 변성될 

수 있다. S-값은 응집체 또는 마이크로겔 형성도이며 S-값이 적을수록 응집 정도가 크다.

또다른 구체예에서 실리카 기초 입자는 1000㎡/g 이상의 높은 비표면적을 갖는 폴리규산 및 변성된 폴리규산에서 선

택된다. 비표면적은 1000 내지 1700, 특히 1050 내지 1600㎡/g 이다. 변성된 폴리규산의 졸은 실리카 기초 입자 또

는 수성상에 존재할 수 있는 알루미늄 또는 붕소와 같은 다른 원소를 포함할 수 있다. 당해 분야에서 폴리규산은 폴리

머형 규산, 폴리규산 마이크로겔, 폴리실리케이트 및 폴리실리케이트 마이크로겔이라 불린다. 이러한 형태의 알루미

늄 함유 화합물은 폴리알루미노실리케이트 및 폴리알루미노실리케이트 마이크로겔이라 칭하며, 이들은 콜로이드성 

알루미늄 변성 실리카 및 알루미늄 실리케이트란 용어에 포함된다.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스멕타이트형 점토는 당해분야에서 공지이며 천연발생, 합성 및 화학 처리된 물질을 포함한다.

스멕타이트형 점토의 예는 몬트모릴로나이트/벤토나이트, 헥토라이트, 베이델라이트, 논트로나이트 및 사포나이트를

포함하며, 팽윤후 400 내지 800㎡/g 의 표면적을 가진 벤토나이트가 선호된다. 적당한 점토는 미국특허 4,753,710; 

5,071,512; 및 5,607,552 에 발표된다.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음이온성 유기 입자는 고 가교결합된 음이온성 비닐 부가중합 폴리머, 특히 아크릴산, 메타크

릴산과 술폰화 또는 포스폰화 비닐 부가중합 모노머와 같은 음이온성 모노머를 포함하며 아크릴(메타크릴)아미드, 알

킬 아크릴(메타크릴)레이트와 같은 비이온성 모노머와 공중합되는 공중합체를 포함한다. 유용한 음이온성 유기 입자

는 멜라민-술폰산 졸과 같은 음이온성 축합 폴리머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수용성 음이온성 비닐 부가중합 폴리머는 미국특허 5,098,520 및 5,185,062에 발표된 대로 아

크릴아미드, 알킬 아크릴레이트와 같은 비이온성 모노머와 공중합되는 아크릴산, 메타크릴산 및 술폰화 비닐 부가중

합 모노머와 같은 음이온성 모노머를 포함하는 공중합체를 포함한다.

저분자량(LMW)양이온성 유기 폴리머는 음이온 트래쉬 캐쳐(ATC)를 포함한다. ATC 는 당해 분야에서 원액에 존재

하는 유해한 음이온 물질에 대한 중화제 또는 고정제로서 알려져 있으며 배수 및 보유 보조제와 조합하여 이를 사용

하면 배수 및 보유력이 더욱 향상된다. LMW 양이온성 유기 폴리머는 천연원 또는 합성원에서 유도되며 합성 폴리머

가 선호된다. 이러한 형태의 유기 폴리머는 폴리아민, 폴리아미도아민, 폴리에틸렌아민, 디알릴디메틸 암모늄 클로라

이드, 아크릴(메타크릴)아미드 및 아크릴(메타크릴)레이트 기초 호모폴리머 및 공중합체와 같은 LMW 고전하 양이온

유기 폴리머를 포함한다. 주 폴리머의 분자량에 비해서 LMW 양이온성 유기 폴리머의 분자량은 더 적고 2000 이상, 

특히 10,000 이상이다. 분자량의 상한값은 700,000, 특히 500,000, 더더욱 200,000 이다.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알루미늄 화합물은 명반, 알루미네이트, 염화 알루미늄, 질산 알루미늄, 폴리알루미늄 화합물(

폴리염화알루미늄, 폴리황산 알루미늄, 염소이온 및 황산이온 함유 폴리알루미늄 화합물, 폴리알루미늄 실리케이트-

술페이트) 및 이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폴리알루미늄 화합물은 염소이온 이외에 황산, 인 산, 시트르산, 옥살산에서 유

도된 다른 음이온을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배수 및 보유 보조제 성분은 종래의 방식으로 임의의 순서로 원액에 첨가될 수 있다. 음이온 미소 입

자형 물질을 첨가하기 전에 원액에 주 폴리머를 첨가하는 것이 선호되지만 반대 첨가순서가 사용될 수 있다. 펌프질, 

혼합, 세정과 같은 전단단계 이전에 주 폴리머를 첨가하고 전단단계 후 음이온성 입자를 첨가하는 것이 좋다. LMW 

양이온성 유기 폴리머 또는 알루미늄 화합물을 사용할 때 이러한 성분은 주 폴리머와 음이온성 미소입자성 물질을 도

입하기 전에 원액에 도입되는 것이 좋다. 혹은 LMW 양이온성 유기 폴리머와 주 폴리머가 미국특허 5,858,174에 발

표된 대로 혼합물 형태로 또는 별도로 원액에 동시 도입될 수 있다. 특히 LMW 양이온성 유기 폴리머와 주 폴리머는 

음이온성 미소입자 물질 도입전에 원액에 첨가된다.

본 발명의 배수 및 보유 보조제 성분은 성분의 종류 및 개수, 공급물의 형태, 충전재 함량 및 종류, 첨가 위치, 염 함량

에 따라서 다양한 양으로 탈수될 원액에 첨가된다. 일반적으로 성분을 첨가하지 않을 경우 수득되는 것보다 양호한 

배수 및 보유력을 제공하는 양으로 성분이 첨가된다. 주 폴리머는 건조 원액 물질에 대해서 0.001% 이상, 특히 0.005

중량% 이상의 양으로 첨가되며 상한값은 3중량%, 특히 1.5중량%이다. 음이온성 미소입자형 물질은 건조 원액 물질

에 대해서 0.001중량% 이상, 특히 0.005중량% 이상의 양으로 첨가되며 상한값은 1.0중량%, 특히 0.6중량% 이다. 

음이온 실리카 기초 입자를 사용할 경우 총 첨가량은 건조 원액 물질 을 기초로 SiO 2 로 계산시 0.005 내지 0.5, 특

히 0.01 내지 0.2중량%이다. LMW 양이온성 유기 폴리머를 사용할 경우에 첨가량은 탈수될 원액의 건조물질에 대해

서 0.05중량% 이상, 특히 0.07 내지 0.5중량%, 더더욱 0.1 내지 0.35중량%이다. 알루미늄 화합물을 사용할 경우에 

탈수될 원액에 도입되는 총량은 사용된 알루미늄 화합물의 종류와 이로부터 수득되는 효과에 따라 달려있다. 당해 분

야에서 로진 기초 사이징제에 대한 침전제로서 알루미늄 화합물을 활용한다고 알려져 있다. 총 첨가량은 건조 원액 

물질에 기초하여 Al 2 O 3 로 계산시 0.05% 이상, 특히 0.5 내지 3.0%, 더더욱 0.1 내지 2.0%이다.

본 발명의 공정은 셀룰로오스 섬유와 고전도성 충전재를 함유한 현탁액으로 종이를 제조할 때 특히 사용된다. 와이어

상에서 탈수될 원액의 전도도는 0.75mS/㎝ 이상, 특히 2.0 mS/㎝ 이상, 더더욱 3.5 mS/㎝ 이상이다. 5.0 mS/㎝ 이상

, 심지어 7.5 mS/㎝ 이상의 전도도에서 매우 양호한 결과가 관찰된다. 전도도는 WTW LF 539 기기(Christian Berne

r)와 같은 표준 시설에 의해 측정될 수 있다. 위에서 언급된 값은 제지기 헤드박스에 도입된 셀룰로오스 현탁액이 전

도도를 측정하거나 현탁액 탈수로 수득된 백수의 전도도를 측정하여 결정된다. 고전도도는 염(전해질)의 고함량을 의

미하는 것으로, 이들 염은 Na + 및 K + 와 같은 알카리금속 양이온, Ca 2+ 및 Mg 2+ 와 같은 알카리 토금속 양이온

, Al 3+ , Al(OH) 2+ 및 폴리알루미늄 이온과 같은 알루미늄 이온, Cl - 와 같은 할로겐족 음이온, SO 4
2- 및 H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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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와 같은 술페이트, CO 3

2- 및 HCO 3
-  와 같은 카보네이트, 실리케이트 및 저급 유기산에 기초한다. 본 발명은

고함량의 2가 및 다가 양이온 함유 원액으로 종이를 제조할 때 특히 유용하며, 이들 이온의 함량은 200 ppm 이상, 특

히 300ppm 이상, 더더욱 400ppm 이상이다. 염은 펄프 공장에서 나온 농축된 수성 섬유 현탁액이 물과 혼합되어 제

지 공장에서 종이를 제조하기에 적합한 묽은 현탁액을 형성하는 집적된 공장에서 원액 형성에 사용될 충전재 및 셀룰

로오스 섬유로부터 유도된다. 염은 원액에 도입된 다양한 첨가제, 공정에 공급된 보충수로부터도 유도될 수 있다. 게

다가 공정에서 순환되는 물에 상당한 염을 축적시킬 수 있는 백수 과다 재순환 공정에서 염의 함량이 더 높다.

본 발명은 백수가 과도하게 재순환되는 제지공정, 즉 생성된 건조 종이 1톤당 0 내지 30톤, 특히 20톤 미만, 15톤 미

만, 10톤 미만, 더더욱 5톤 미만의 새로운 물이 사용되는 높은 백수 폐쇄도를 갖는 공정에서 적합하게 사용된다. 공정

에서 수득된 백수의 재순환은 백수를 셀룰로오스 섬유 또는 충전재와 혼합하여 탈수될 현탁액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

함하며, 현탁액이 탈수용 형성 와이어에 들어오기 전 백수를 셀룰로오스 섬유 및 충전재 함유 현탁액과 혼합하는 과

정을 포함한다. 백수는 배수 보유 보조제 도입전, 도입후, 또는 도입중 현탁액과 혼합될 수 있다. 새로운 물은 임의의 

단계에서 공정에 도입되어서 셀룰로오스 섬유와 혼합되어 현탁액을 형성하거나 원액과 백수의 혼합전 또는 혼합후, 

배수 및 보유 보조제 도입전, 도입후 또는 도입중 셀룰로오스 섬유 함유 현탁액과 혼합되어서 희석됨으로써 탈수될 

현탁액을 형성한다.

본 발명에 따른 첨가제와 조합으로 건조 강도제, 습강도제, 로진, 케텐 다이머 및 산무수물에 기초한 사이징제, 광택제

, 염료 등의 첨가제가 사용될 수 있다. 셀룰로오스 현탁액 또는 원액은 카올린, 차이나 점토, 이산화티타늄, 석고, 탈크

, 초크, 대리석 분말 및 침전된 탄산칼슘과 같은 천연 및 합성 탄산칼슘과 같은 광물 충전재를 함유할 수 있다.

본 발명의 공정은 종이 제조에 사용된다. "종이"란 종이 및 종이 제품뿐만 아니라 보오드 및 판지와 같은 기타 쉬이트 

또는 웹형 제품을 포함한다. 본 공정은 다양한 셀룰로오스 함유 섬유 현탁액으로부터 종이를 제조하는데 사용되며 현

탁액은 건조 물질을 기초로 25중량% 이상, 특히 50중량% 이상의 섬유를 포함한다. 현탁액은 술페이트, 술파이트 및 

오르가노솔브 펄프와 같은 화학펄프, 열기계 펄프, 화학열기계 펄프, 정련 펄프 및 경목 및 연목 쇄목 펄프에서 나온 

섬유에 기초하며 재생 섬유, 탈잉크 펄프 및 이의 혼합물에 기초할 수 있다.

실시예

실시예 1 (비교)

플러그를 제거하고 원액이 존재하는 면에 반대되는 와이어 면에 진공을 적용할 때 설정된 양의 원액을 배수시키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는 동적 배수 분석기(DDA)(Akribi, Sweden)를 수단으로 배수 및 보유 성능이 평가된다. 원액 

배수에 의해 수득된 백수(여과액)의 탁도를 탁도계를 써서 측정함으로써 보유 성능이 평가된다.

사용된 공급물은 200°CSF 로 정련된 70중량%의 표백된 자작나무/소나무 술 페이트 펄프(60/40) 및 30중량% 대리

석 분말에 기초한다. 원액부피는 800㎖, 농도는 0.3%, pH는 8이다. 원액의 전도도는 황산나트륨을 첨가하여 0.47mS

/㎝ 으로 조절된다.

테스트 내내 1500 rpm 의 속도로 원액을 배플형 단지에서 교반하고 다음과 같이 첨가가 수행된다: ⅰ) 양이온 폴리

머를 원액에 첨가하고 30초간 교반, ⅱ) 음이온 미소입자형 물질을 원액에 첨가하고 15초간 교반, ⅲ) 원액을 배수시

키고 배수시간을 자동으로 기록.

이 실시예에서 사용된 폴리머는 아크릴아미드(90몰%)와 아크릴옥시에틸 디메틸벤질암모늄 클로라이드(10몰%)를 

중합시켜 제조된 분자량 6,000,000의 양이온성 공중합체 P1), 아크릴아미드(90몰%)와 아크릴옥시에틸트리메틸 암

모늄 클로라이드(10몰%)를 중합시켜 제조된 분자량 6,000,000의 양이온성 공중합체 P2) 이다. 폴리머 P1 과 P2 가 

물에 용해되어 0.1%수용액으로 사용된다. 사용된 음이온성 미소입자성 물질은 미국특허 5,368,833에 발표된 실리카

기초 입자의 졸이다. 상기 졸은 25%의 S-값을 가지며 900㎡/g 의 비표면적을 갖는 실리카 입자를 포함하며 표면이 

5% 정도 알루미늄으로 변성된 것이다. 실리카 기초 졸은 건조 원액 시스템을 기초로 SiO 2 로 계산시 1.0㎏/톤의 양

으로 원액에 첨가된다.

표1은 건조원액물질에 대한 건조 폴리머로 계산된 다양한 P1 및 P2 투입량에서 배수 시간을 보여준다.

[표 1]

테스트 번호
폴리머 투입량 (㎏/t

)
SiO 2 투입량 (㎏/t) 전도도 (mS/㎝)

탈수시간 (초)

P1 P2

1 2 3 4 0 1 1.5 2 0 1 1 1 0.47 0.47 0.47 0.47
18.4 12.5 6.9 4.

9

18.4 10.6 5.6 4.

3

실시예 2 (비교)

탁도계와 조합으로 실시예1의 DDA를 수단으로 탈수 및 보유 효과가 평가된다. 제1보유성능은 원액을 배수시킴으로

써 수득된 여과액, 백수의 탁도를 측정함으로써 평가된다.

사용된 공급물은 과산화수소 표백된 TMP/SGW 펄프(80/20) 56중량%, 차이나 점토 14중량%, 및 200°CSF로 정련

된 자작나무/소나무 술페이트 표백 펄프(60/40)14중량%로 구성된다. 현탁액에 5㎛ 스크린을 통해 여과되고 UF필터

로 컷오프 200,000으로 농축된 SC 공장의 표백수인 40g/ℓ 콜로이드성 유분이 첨가된다. 원액부피는 800㎖, 농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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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4%이고 pH 는 묽은 황산을 써서 4.0으로 조절되었다. 전도도는 염화칼슘(60ppm Ca 2+ ), 염화마그네슘(18ppm 

Mg 2+ ) 및 중탄산나트륨(134ppm HCO 3
- )으로 첨가하여 조절된다.

실시예1의 폴리머와 음이온성 무기입자가 사용되었다. 폴리머 투입량은 건조 원액 물질에 대한 건조 폴리머로 계산시

1㎏/t 및 2㎏/t 이다. 표2는 건조원액물질에 기초하여 SiO 2 로 계산된 다양한 실리카 기초 입자 투여량에서 탈수 및 

보유 효과 를 보여준다.

[표 2]

테스트 

번호

폴리머 투입

량 (㎏/t)

SiO 2 투입

량 (㎏/t)
전도도 (mS/㎝)

탈수시간 (초) 탁도[NTU]

P1 P2 P1 P2

1 2 3 4 5

6
1 1 1 2 2 2 0 1 2 0 1 2

1.375 1.375 1.375 

1.375 1.375 1.375

21.2 17.2 21.

2 15.2 11 11.

4

18.7 16.1 18.

6 14.2 9.9 10.

8

63 67 66

47 47 45

55 60 57

45 47 50

실시예 3

탈수 및 보유 성능이 실시예2의 절차에 따라 평가된다.

공급물은 실시예2와 동일하다. 원액부피는 800㎖, pH 는 7 이며 전도도는 염화칼슘(1300 ppm Ca)을 첨가하여 7.0 

mS/㎝ 으로 조절되었다. 이것은 고 전해질 함량과 백수의 고폐쇄도를 의미한다.

실시예1의 폴리머와 음이온성 무기입자가 사용되었다.

표3은 건조원액 물질에 기초하여 SiO 2 로 계산된 다양한 실리카 기초 입자 투여량에서 탈수 및 보유 효과를 보여준

다.

[표 3]

테스트 번

호

폴리머 투입량

(㎏/t)

SiO 2 투입량 

(㎏/t)
전도도 (mS/㎝)

탈수시간 (초) 탁도[NTU]

P1 P2 P1 P2

1 2 3 4 2 2 2 2 0 1 2 3
990ppm Ca 2+ 5.5 5.5 

5.5 5.5

14.2 10.8 

7.7 7.3

19.2 13.9 9.

5 8.9

42 41 3

5 32

64 43 3

6 39

5 6 7 8 2 2 2 2 0 1 2 3
1300ppm Ca 2+ 7.0 7.0

7.0 7.0

16.2 10.0 

7.5 7.7

23.0 17.1 1

3.6 11.7

46 40 3

6 34

50 45 4

4 44

9 10 11 

12
2 2 2 2 0 1 2 3

1930ppm Ca 2+a 10.0 1

0.0 10.0 10.0

18.7 11.6 

8.2 8.0

22.0 23.3 1

5.8 15.4

44 39 3

6 41

58 52 5

3 47

실시예 4

SCAN-C 21:65에 따른 배수성 평가 방법인 "Canadian Standard Freeness Tester"를 써서 탈수효과가 평가되었다.

실시예1의 절차에 따라서 45초간 1000rpm 의 교반속에서 출구가 있는 "Britt Dynamic Drainage Jar"에서 모든 약

품 첨가가 행해지며 이후에 원액 시스템이 여수도(freeness)장치에 옮겨진다. 여수도 측정기 바닥에 있는 가장 작은 

구멍이 차단되고 400㎖ 공급물이 스크린을 통해 여과되는 시간이 측정된다. 폐지를 사용하는 폐쇄된 공장으로부터 

원액이 채취된다. 농도는 0.14%이고 전도도는 8.0mS/㎝ 이고 pH 는 7이다. 표4는 건조원액물질에 대한 SiO 2 로 계

산된 다양한 실리카기초 입자 투여량에서 탈수효과를 보여준다.

[표 4]

테스트 번

호

폴리머 투입량 (

㎏/t)

SiO 2 투입량 (

㎏/t)
전도도 (mS/㎝)

탈수시간 (초)

P1 P2

1 2 3 4 5
0.6 0.6 0.6 0.6 

0.6

0 0.25 0.5 0.75 

1

8.0 8.0 8.0 8.0 

8.0

100.4 66.4 58.3 50.0

44.6

103.2 92.5 85.8 76.0

79.2

실시예 5

아세트산 나트륨(550ppm Na + ) 및 염화칼슘(1300ppm Ca 2+ )이 전도도 조절에 사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

예3과 같이 탈수효과가 평가되었다.

실시예1의 폴리머와 음이온성 무기입자가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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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는 건조원액 물질에 기초하여 SiO 2 로 계산된 다양한 실리카 기초 입자 투여량에서 탈수효과를 보여준다.

[표 5]

테스트 번

호

폴리머 투입량 (

㎏/t)

SiO 2 투입량 (

㎏/t)
전도도 (mS/㎝)

탈수시간 (초)

P1 P2

1 2 3 4 5 

6
2 1 2 3 2 2 1 3 3 3 1 2

2.5 10.0 10.0 10.0 10

.0 10.0

16.1 10.7 6.8 5.3 

9.7 7.9

18.2 14.7 13.5 14.0 

20.4 14.8

실시예 6

아세트산 나트륨(550ppm Na + ) 및 염화칼슘(1300ppm Ca 2+ )을 전도도 조절에 사용하여 실시예3에서처럼 탈수 

및 보유효과가 평가되었다.

실시예1의 폴리머가 사용되었다. 사용된 음이온성 미소입자형 물질은 Na-벤토나이트의 수화된 현탁액이다. 이 벤토

나이트는 0.33meq/g 의 표면 전하와 41㎖(2 g)의 팽윤 능력을 가진다. 벤토나이트 입자는 건조원액에 대한 건조 벤

토나이트로 계산시 8.0㎏/t 의 양으로 첨가되었다.

표6은 건조 원액 물질에 대한 건조 폴리머로 계산된 다양한 P1 및 P2 투여량에서 탈수 및 보유효과를 보여준다.

[표 6]

테스트 번

호

폴리머 투입량

(㎏/t)

벤조나이트 투입량

(㎏/t)
전도도 (mS/㎝)

탈수시간(초) 탁도[NTU]

P1 P2 P1 P2

1 2 3 4 1 2 3 4 8 8 8 8
10.0 10.0 10.0

10.0

13.6 10.8 8.

48 7.42

18.5 20.6 24

.8 26.6

41 29 2

0 18

47 41 3

6 36

실시예 7

전도도 조절을 위해서 염화나트륨이 사용된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6과 같이 탈수효과가 평가되었다.

실시예6의 폴리머와 벤토나이트가 사용되었다. 벤토나이트 입자는 건조원액물질에 대한 건조 벤토나이트로 계산시 8

00㎏/t의 양으로 첨가되었다. 표7은 건조원액 물질에 대한 건조 폴리머로 계산된 다양한 P1 및 P2 투여량에서 탈수 

및 보유 효과를 보여준다.

[표 7]

테스트 번

호

폴리머 투입량 (

㎏/t)

벤토나이트 투입량 (

㎏/t)
전도도 (mS/㎝)

탈수시간 (초)

P1 P2

1 2 3 4 2 3 4 5 8 8 8 8
550ppm Na + 2.5 2.5 2.5 2.

5

15.3 11.9 8.6

6.8

17.5 14.1 9.8 

8.2

5 6 7 8 2 3 4 5 8 8 8 8
3320ppm Na + 10.0 10.0 1

0.0 10.0

12.7 9.4 6.9 

5.6

15.5 12.5 10.9

10.0

실시예 8

염화아연이 전도도 조절에 사용된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3에서처럼 탈수효과가 평가되었다. 실시예1의 폴리머와 음

이온성 무기입자가 사용되었다.

표8은 건조 원액 물질에 기초하여 SiO 2 로 계산된 다양한 실리카 기초 입자 투여량에서 탈수 테스트 결과를 보여준

다.

[표 8]

테스트 번

호

폴리머 투입량

(㎏/t)

벤토나이트 투입량

(㎏/t)
전도도 (mS/㎝)

탈수시간 (초)

P1 P2

1 2 3 4 5 2 2 2 2 2 0 1 2 0 2
700 ppm Zn 2+ 2.4 2.4 2.4 1400

ppm Zn 2+ 4.5 4.5

13.6 7.9 5.5 

18.0 6.3

22.7 8.5 5.6 2

8.0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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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현탁액에 양이온성 유기 폴리머를 포함한 배수 및 보유 보조제를 첨가하고 현탁액을 와이어상에서 형성하고 탈수시

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셀룰로오스 섬유 및 충전재 함유 현탁액으로부터 종이를 제조하는 방법에 있어서,

양이온 유기 폴리머가 방향족기를 가지며 와이어상에서 탈수되는 현탁액이 2.0mS/㎝ 이상의 전도도를 가짐을 특징

으로 하는 제지방법.

청구항 2.
현탁액이 양이온성 유기 폴리머를 포함한 배수 및 보유 보조제를 첨가하고 현탁액을 와이어상에서 형성 및 탈수시켜 

습한 종이웹과 백수를 수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셀룰로오스섬유와 충전재를 함유한 현탁액으로부터 종이를 제조하

는 방법에 있어서,

양이온성 유기 폴리머가 방향족기를 가지며 탈수될 셀룰로오스 섬유 및 충전재함유 현탁액 형성을 위해서 백수를 재

순환시키고 보충수를 도입하는 단계를 더욱 포함하며 도입된 보충수의 양은 제조된 건조 종이 1톤당 30톤 미만임을 

특징으로 하는 제지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현탁액을 와이어상에서 탈수시켜 습한 종이웹과 백수를 수득하고, 백수를 재순환시키고 보충수를 도

입하여 탈수될 셀룰로오스 섬유 및 충전재함유 현탁액을 형성하는 단계를 더욱 포함하며 도입된 보충수의 양이 제조

된 종 이 1톤당 20톤 미만임을 특징으로 하는 제지방법.

청구항 4.
제1항 또는 2항 또는 3항에 있어서, 와이어상에서 탈수될 현탁액이 5.0mS/㎝ 이상의 전도도를 가짐을 특징으로 하는

제지방법.

청구항 5.
제1항 또는 2항 또는 3항에 있어서, 제조된 종이 1톤당 10톤 미만의 보충수가 도입됨을 특징으로 하는 제지방법.

청구항 6.
제1항 또는 2항 또는 3항에 있어서, 양이온성 유기 폴리머가 중합된 형태로 방향족기를 갖는 모노머를 포함한 비닐 

부가중합 폴리머임을 특징으로 하는 제지방법.

청구항 7.
제1항 또는 2항 또는 3항에 있어서, 양이온성 유기 폴리머가 아크릴 아미드 기초 폴리머임을 특징으로 하는 제지방법

.

청구항 8.
제1항 또는 2항 또는 3항에 있어서, 양이온성 유기 폴리머가 화학식1로 표현된 방향족기함유 양이온성 모노머를 중

합된 형태로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제지방법.

(화학식 1)

여기서 R 1 은 H 또는 CH 3 , R 2 및 R 3 는 H 또는 1 내지 3개의 탄소원자를 갖는 알킬기, A 1 는 O 또는 NH, B 1

는 2 내지 4개의 탄소원자를 갖는 알킬렌기 또는 히드록시 프로필렌기, Q는 벤질, X - 는 음이온이다.

청구항 9.
제1항 또는 2항 또는 3항에 있어서, 양이온성 유기 폴리머가 1,000,000 이상의 중량평균 분자량을 가짐을 특징으로 

하는 제지방법.

청구항 10.
제1항 또는 2항 또는 3항에 있어서, 양이온성 유기 폴리머가 ??향족기를 갖는 양이온성 모노머 5 내지 20몰%와 코모

노머 95 내지 80몰%로 구성된 모노머 혼합물에서 제조됨을 특징으로 하는 제지방법.

청구항 11.
제1항 또는 2항 또는 3항에 있어서, 배수 및 보유 보조제가 음이온성 무기입자를 더욱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제지

방법.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음이온성 무기입자가 실리카 기초 입자 또는 벤토나이트에서 선택됨을 특징으로 하는 제지방법.

청구항 13.
제 11 항에 있어서, 음이온성 무기입자가 알루미늄 변성된 실리카 기초 입자에서 선택됨을 특징으로 하는 제지방법.

청구항 14.
제1항 또는 2항 또는 3항에 있어서, 배수 및 보유 보조제가 저분자량 양이온성 유기 폴리머를 더욱 포함함을 특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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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는 제지방법.

청구항 15.
제1항 또는 2항 또는 3항에 있어서, 배수 및 보유 보조제가 알루미늄 화합물을 더욱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제지방

법.

청구항 16.
제1항 또는 2항 또는 3항에 있어서, 와이어상에서 탈수될 현탁액이 200ppm 이상의 2가 및 다가 양이온 함량을 가짐

을 특징으로 하는 제지방법.

청구항 17.
제1항 또는 2항 또는 3항에 있어서, 현탁액이 재생 섬유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제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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