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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이 기준은 신문, 잡지 등의 인쇄물의 재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쇄물의 잉크 제거에 가
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부상부유 탈묵(flotation deinking) 방법에 대한 것이다.
이 기준의 일부는 기술적 성질을 가진 특허권, 출원공개 이후의 특허출원, 실용신안권 또
는 출원 공개 이후의 실용신안등록출원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이러한 기술적 성질을 가진 특허권, 출원공개 이후의 특허출원, 실용신안권
또는 출원공개 이후의 실용신안등록출원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확인의 책임을 지지 않
는다.

EM401:2010

시험 방법 기준

EM401:2010

인쇄물의 재활용성 평가 방법 - 탈묵성 시험
Assessment Method of Print Product Recyclability - Deinkability Test

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부상부유 탈묵(flotation deinking)을 이용하여 인쇄 종이제품의 탈묵성을 평가하는
방법을 규정한다. 이 방법은 모든 종류의 인쇄 종이제품에 적용할 수 있다.
비고

소수성 회분 함량이 낮아 부상부유 탈묵이 불가능한 제품은 충분한 회분을 함유한 미인쇄 도
공지를 일정량 배합하여 부상부유 탈묵을 실시한다.

2 인용 표준
다음의 인용표준은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이 기준의 적용을 위하여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시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 발행연도가 표시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
(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KS A 5101-1, 시험용 체 ― 제1부: 금속 망 체
KS M ISO 4119, 펄프 ― 현탁액의 농도 측정
KS M ISO 5630-1, 종이 및 판지 ― 가속 노화 ― 제1부 105 ℃에서의 건열 처리
KS M ISO 5269-2, 펄프 ― 시험용 수초지 제조 ― 제2부: 라피드 ― 쾨텐법
KS M ISO 5631, 종이 및 판지 ― 색(C/2°) 측정 ― 확산 반사법
KS M ISO 2470, 종이, 판지 및 펄프 ― 백색도 측정방법
KS M ISO 22754, 종이 및 펄프 ― 적외선 반사 측정법에 의한 유효 잔존 잉크농도(ERIC
값)의 측정

3 용어와 정의
이 기준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용어와 정의를 적용한다.
3.1 부상부유(flotation) 탈묵
폐지를 물에 해리시켜 조성한 섬유와 잉크의 분산액에 기포를 주입하여, 소수성 입자가 기
포와 함께 부상됨을 이용한 잉크입자 제거 공정
3.2 탈묵 펄프(deinking pulp)
폐지를 본 기준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잉크를 제거한 재생 펄프
3.3 미탈묵 펄프(undeinking pulp)
폐지에 본 기준에 규정된 탈묵 약품을 첨가하여 해리시킨 펄프로서, 부상부유 탈묵을 실시
하기 이전의 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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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필터 패드(filter pad)
폐지를 물에 해리시켜 분산액으로 만든 다음, 잉크 입자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여과지로 걸
러 농축하고 건조시킨 판상 시편
3.5 하이퍼워싱(hyperwashing)
물에 해리된 폐지 분산액을 일정량 취하여 KS A 5101-1에 규정된 눈 크기 75 μm의 체로
거르고 과량의 물로 헹구어, 잉크를 포함한 75 μm 크기 미만의 미세분이 더 이상 남지 않
을 때까지 세척하는 처리

4 원리
이 기준은 종이 재활용을 위한 탈묵 공정에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방법인 부상부유 탈묵을
이용하여 인쇄된 종이제품의 실험실 규모에서의 탈묵성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을 규정한다.
탈묵성의 평가는 미탈묵 펄프, 탈묵 펄프 및 탈묵 공정수를 여과한 시험편의 광학적 특성을
비교하여 이루어진다.

5 시약 및 장치
시약은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한 공인된 분석용 등급의 시약을 사용한다.
5.1 수산화나트륨
5.2 규산나트륨
3

밀도가 1.3~1.4 g/cm 인 것
5.3 과산화수소
5.4 올레산
5.5 염화칼슘(2수화물)
5.6 송풍 건조기
KS M ISO 5630-1에 규정된 송풍 건조기에 준하는 것
5.7 분석용 저울
0.001 g까지 질량을 측정할 수 있고 최대 1 000 g까지 측정 가능한 것과 0.1 g까지 질량을
측정할 수 있고 최대 3 000 g까지 측정 가능한 것
5.8 헬리코 타입 로터(helico-type rotar)가 장착된 실험실용 고농도 해리기
해리 농도가 15 % 이상인 것
5.8 해리기
KS M ISO 5263-1에 준하는 표준 해리기
5.9 온도 조절식 수조
5.10 가열판
EM40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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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석식 교반기가 달린 것
5.11 실험실용 부상부유 탈묵 장치
비고

적합한 부상부유 탈묵 장치의 예를 들면 Voith Delta 25TM 등이 있다

5.12 뷰흐너 깔때기
적절한 진공장치를 갖춘 것
5.13 여과지
중간 정도의 공극을 가진 것
비고

적합한 여과지의 예를 들면 와트만 등급 41 이 있다.

5.14 라피드-쾨텐 수초지기 및 건조장치
KS M ISO 5269-2에 규정된 장치에 준하는 것

6 시료의 준비
6.1 시료 채취
시료는 접착제, 기타 종이 이외의 이물질을 제거한 후 전건량 기준 200 g 이상을 0.01 g까
지 질량을 재어 준비한다.
6.2 가속 노화
시료를 송풍 건조기에 넣고 60 °C ± 3 °C에서 72시간 동안 가속 노화시킨다.
비고

재생지의 보관 기간이 탈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시료의 가속 노화가 필요하며, 이
조작은 3~6 개월의 자연 노화에 해당한다.

6.3 분쇄 및 준비
2

2

가속 노화된 시료를 약 2 cm × 2 cm 크기의 조각으로 찢어 식히고, 균일하게 잘 섞은 후
에 전건량 기준 200 g 의 시료를 준비한다.

7 시험 절차
광학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편을 준비하는 각 과정 동안 45 °C의 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므로 한다.
7.1 실험용수
염화칼슘(2수화물) 472 mg을 달아 정제수에 녹여 1 L로 하여 칼슘경도 128 mg/L의 실험용
수를 준비한다.
7.2 탈묵 약품의 준비와 투입
전건량 기준의 시료 질량 대비 탈묵 약품의 투입량은 표 1과 같으며, ±1 %의 상대 오차를
초과하지 않도록 질량을 재어 투입한다. 다만, 과산화수소는 해리 과정에서 별도로 투입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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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탈묵 약품 투입량

약품명
수산화나트륨
규산나트륨
올레산
과산화수소

시료 질량 대비 투입 비율
0.7 %
1.8 %
0.8 %
0.7 %

5회의 시험을 할 수 있도록 2 L의 약품 용액을 준비한다. 먼저 6 g의 수산화나트륨을 정제
수에 녹이고 약 60 °C로 가열한 다음 8 g의 올레산을 추가한다. 용액이 투명해질 때까지
저은 다음 18 g의 규산나트륨을 추가하고 2 L가 될 때까지 정제수로 채운다. 별도로 정제
수를 이용하여 각각의 실험을 위한 과산화수소 용액을 준비한다.
7.3 고농도 해리
헬리코 타입 로터(helico-type rotar)가 장착된 실험실용 고농도 해리기에 전건량 기준 200 g
의 시료와 400 mL의 약품 용액(7.2)을 넣고, 총 부피가 1 233 mL가 될 때까지 실험용수
(7.1)를 채운다. 몇 초 간 해리기를 가동시키고 멈춘 후, 용기 벽의 스크랩을 쓸어내린다. 과
산화수소 용액 100 mL를 투입하여 폐지 농도를 15 %로 맞춘다. 곧바로, 로터의 분당 회전
수를 475회로 조절한 후 45 °C에서 20분간 펄핑한다.
비고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튀어나가는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펄핑 중에는 적절한 크기의 덮개
로 용기를 닫아야 한다.

7.4 보관
실험용수를 사용하여 후속 처리에 필요한 양의 시료를 5 % 농도로 희석한 후, 온도 45 °C
의 수조에서 60분간 보관한다. 이 때, 보관 시작 전과 후의 pH 값을 기록한다.
비고

후속 처리에 필요한 해리 시료의 양은 최종 수초지와 필터패드 형성에 필요한 양에 따라 다르
며, 전건량 기준으로 미탈묵 펄프는 12 g, 탈묵 펄프는 15 g이 최소한 필요하다.

7.5 교반과 희석
보관 후 추가적으로 해리가 필요한 경우, 실험용수를 추가하여 농도를 4 %로 맞춘 후 표준
해리기를 이용하여 분당 회전수 3 000회의 속도로 1분간 시료를 해리한다. 보관이나 추가
적 해리 후에는 시료를 1 % 농도로 희석시켜 화학 반응을 중지시킨다. 희석할 때 미탈묵
펄프 시료에는 45 °C 의 수돗물을 사용하고, 탈묵 펄프 시료에는 45 °C 의 실험용수를 사
용한다.
7.6 부상부유
해리하여 희석한 시료를 부상부유 탈묵 장치에 투입하고 실험용수로 탈묵 조건에 규정된 농
도가 될 때까지 채운 다음, 부상부유 셀에 명시되어 있는 지시에 따라 진행한다.
7.6.1 Voith Delta 25TM
Voith Delta 25TM 부상부유 셀을 이용한 탈묵 조건은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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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Voith Delta 25TM 부상부유 셀을 이용한 탈묵 조건

항목
공기 공급 유량
탈묵 시간
분산액 온도
폐지 농도

조건
눈금 8(7 L/min 에 해당함)
12분
45 °C
0.8 %

부상부유가 끝난 후 급기를 중단하고, 실험용수를 사용하여 탈묵 폐기물을 세척하여 수집
탱크에 모은다. KS M ISO 4119에 따라 탈묵 폐기물의 전건량을 측정하고 이 양을 사용하
여 부상부유 탈묵의 수율을 계산한다.
7.6.2 기타 실험실용 부상부유 탈묵 장치
재생 탈묵 펄프의 실험실 처리에 적용되는 표준 조건과 유사한 부상부유 파라미터와 조건을
설정하고, 부상부유 처리로 더 이상의 잉크를 제거할 수 없을 때까지 부상부유 시간을 유지
하여야 한다.
7.7 시험편 준비
7.7.1 필터 패드
여과지로 덮힌 뷰흐너 깔때기에 현탁액 상태의 시료를 투입하고 부피가 1 L가 될 때까지
수돗물을 보충하여 여과한 후, 뷰흐너 깔때기로부터 여과지를 분리하고 두 장의 새 여과지
사이에 둔 상태로 라피드-쾨텐 건조장치에서 10분간 건조하여 필터 패드를 조성한다. 이 때,
평량은 225 g/m2 이상이어야 하며, 뷰흐너 깔때기의 직경이 160 mm 인 경우 전건량 기준
4 g의 시료를 사용한다.
7.7.2 수초지
KS M ISO 5269-2에 따라 제조한다. 광학 특성을 측정하기 직전까지 수초지에서 캐리어 보
드와 종이 커버 시트를 제거하지 않도록 한다.
7.7.3 탈묵 공정수를 여과한 시험편
필터 패드를 조성할 때 생성되는 탈묵 공정수 중 100 mL를 취하여 멤브레인 필터가 장착
된 진공 여과 장치를 이용하여 완전히 여과한 후, 여과지를 분리하고 건조기에서 건조한다.
기준 시험편은 수돗물 100 mL를 사용하여 탈묵 공정수를 여과한 시험편과 동일한 방법으
로 제작한다.
비고

적절한 멤브레인 필터의 예를 들면 직경 50 mm, 공극이 0.45 μm인 CN(cellulose nitrate) 멤브
레인 필터가 있다.

7.8 분석
다음과 같은 광학적 특성을 측정한다.
a) KS M ISO 5631에 따른 탈묵 펄프 및 미탈묵 펄프의 색좌표 L*, a*, b*
b) KS M ISO 2470에 따른 탈묵 펄프 및 미탈묵 펄프의 457 nm에서의 백색도(brightness)
c) KS M ISO 22754에 따른 탈묵 펄프 및 미탈묵 펄프의 950 nm에서의 ERIC
d) KS M ISO 5631에 따른 탈묵 공정수를 여과한 시험편 및 기준 시험편의 광도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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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시험 결과의 보고
시험 결과를 보고할 때는 다음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a) 제목, 출판사, 발행일, 제품 부류, 인쇄 공정 및 종이 품질 등의 인쇄물 식별 정보
b) 탈묵 펄프 및 미탈묵 펄프의 L*, a*, b* 및 457 nm에서의 백색도(brightness), 950 nm에
서의 ERIC
c) 탈묵 펄프 및 미탈묵 펄프를 각각 하이퍼워싱 처리한 후의 L*, a*, b* 및 457 nm에서의
백색도(brightness), 950 nm에서의 ERIC
d) 탈묵 공정수를 여과한 시험편의 광도 Y, 기준 시험편의 광도 Yref 및 ΔY(=Y-Yref)
e) 탈묵 수율(%)
f)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조작이나 부가적으로 수행된 조작
g)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한 세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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