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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최근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환경 문제는 다양한 환경 규제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통용되고 있는 폴리우레탄 (polyurethane, PU)은 매우 넓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유기 

용매를 분산 매체로 하기 때문에 합성 또는 작업장 사용 시 휘발성 유기 화합물 (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 방출 등과 같은 환경적인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각국에서는 점차 대기 중 VOC 배출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수성 제품 개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유기 용매 기반의 폴리우레탄의 대안으로 제시된 수분산 폴리우레탄 (waterborne 

polyurethane, WPU)은 합성 과정에서 유화제 및 중화제를 도입하여 폴리우레탄 입자를 수계에 

분산시킨 것이다. 이는 합성 과정에서 사용되는 유기 용매의 양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VOC 

방출량을 줄일 수 있어 친환경적인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수분산 폴리우레탄은 기존의 

유기 용매 기반 폴리우레탄에 비해 열적·기계적 성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수분산 폴리우레탄의 

열적·기계적 성능을 개선하고 응용 분야를 넓히기 위해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분산 폴리우레탄의 강화재로써 셀룰로오스 및 키틴을 도입하고자 한다. 셀룰로오스 

및 키틴은 자연계에 풍부하게 존재하는 천연고분자로써 친환경적이며 지속 가능하고, 무독성, 

우수한 기계적 특성 등의 장점을 갖는 재료이다. 이들은 자연계에서 안정화된 마이크로 섬유 

다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물리화학적 처리를 통해서 나노섬유화하여 사용된다. 준비된 

셀룰로오스 및 키틴 나노섬유는 수분산 폴리우레탄과 복합화하여 복합소재로 제작하였다. 제작된 

수분산 폴리우레탄 복합소재의 분석을 통해 천연고분자 나노섬유에 의한 수분산 폴리우레탄 

복합소재의 강화 효과를 파악하고 구조-물성 간의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또한 친환경 에어로졸 

추진제로 주목받고 있는 DME (dimethyl ether)를 이용하여 수분산 폴리우레탄 복합소재의 

에어로졸 스프레이 코팅 가능성을 확인함으로써 더 넓은 범위로의 활용 가능성이 기대된다. 

 

핵 심 낱 말: 수분산 폴리우레탄, 천연고분자 나노섬유, 복합소재, 투명한, 에어로졸 스프레이 코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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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2018 년 약 359 million tonnes 에서 2019 년 약 368 million tonnes 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세계 각국의 플라스틱 소비량 역시 증가하고 있다 [1]. 

유럽에서의 플라스틱 수요 분포 조사 결과에 따르면 폴리우레탄은 약 4.1 million tonnes 로 PP 

(polypropylene), LDPE (low-density polyethylene), HDPE (high-density polyethylene), PVC (polyvinyl 

chloride)에 이어서 5 번째로 큰 수요를 나타내며 이 역시도 2016 년 7.5%에서 2019 년 7.9%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1, 2]. 폴리우레탄은 1937 년 Prof. Dr. Otto Bayer (1902-1982)에 의해 처음 

등장하였다 [3]. 그와 동료들은 지방족 이소시아네이트 (aliphatic diisocyanate)와 디아민 

(diamine)의 반응을 통해 폴리우레아 (polyurea)를 형성시키는 초기 작업으로 시작하였다. 이후 

추가 연구 과정에서 지방족 이소시아네이트와 글리콜 (glycol)의 반응을 통해 흥미로운 특성을 

갖는 새로운 물질이 형성된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것이 폴리우레탄 산업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등장한 폴리우레탄은 1940 년도에 산업적 규모로 생산되기 시작하였고, 제 2 차 

세계대전의 영향을 받아 폴리우레탄 시장이 크게 성장하게 되었다 [3, 4]. 폴리우레탄은 다양한 

디이소시아네이트, 폴리올 및 사슬 연장제로부터 제조가 가능하며 재료 선택과 조성, 생산 공정을 

달리함으로써 폴리우레탄이 다양한 용도에 맞게 필요로 하는 물성을 갖도록 하는 설계가 

가능하다 [4]. 광범위한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갖는 폴리우레탄은 연질 폴리우레탄 폼, 경질 

폴리우레탄 폼, 열가소성 폴리우레탄, 코팅, 접착제, 섬유, 엘라스토머 등 다양한 종류로 생산되어 

건축 및 건설, 자동차, 의류와 같은 여러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 [4]. 그러나 기존에 통용되던 

폴리우레탄은 유기 용매를 기반으로 한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유기 용매 기반 폴리우레탄은 

제조 과정 및 사용 과정에서 환경 및 인체에 유해한 휘발성 유기 화합물 (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을 다량 방출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환경문제는 각국에서의 

환경 규제로 이어지고 있다. 각국에서는 법률에 의해 환경으로 방출되는 VOC 및 기타 유해 대기 

오염 물질의 허용량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수성 제품 개발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유기 용매 기반 폴리우레탄의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수분산 폴리우레탄이다. 수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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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우레탄은 합성 과정에서 사용되는 유기 용매의 양을 최소화하고 수계를 분산 매체로 하기 

때문에 VOC 방출량을 최소화한 친환경적인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5, 6]. 이와 더불어 수분산 

폴리우레탄은 무독성, 불연성의 장점도 가지고 있어 코팅, 접착제, 프라이머, 페인트 첨가제 

등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5]. 하지만 수분산 폴리우레탄은 기존의 유기 용매 기반 

폴리우레탄에 비해 열적·기계적 성능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수분산 

폴리우레탄의 열적·기계적 성능 개선이 필요하다 [6]. 본 연구에서는 수분산 폴리우레탄의 

강화재로써 셀룰로오스 및 키틴을 도입하고자 한다. 셀룰로오스 및 키틴은 자연계에 가장 

풍부하게 존재하는 천연고분자로,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할 뿐만 아니라 무독성, 생체적합성, 

우수한 기계적 특성 등의 장점을 지닌 재료이다 [7, 8]. 이들은 물리화학적 처리를 통해 나노섬유 

형태로 제조하여 사용하였다. 셀룰로오스 및 키틴 나노섬유는 수분산 폴리우레탄과 복합화를 

통해 투명한 수분산 폴리우레탄 복합소재로 제작하였으며, 제작한 복합소재는 분석을 통해 구조-

물성 간의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또한 친환경적인 에어로졸 추진체인 DME (dimethyl ether)를 

이용하여 수분산 폴리우레탄의 스프레이 코팅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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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헌조사 

2.1 폴리우레탄 

2.1.1 폴리우레탄 

1940 년대 Dr. Otto Bayer 와 그의 동료들에 의해 처음 소개된 폴리우레탄은 우수한 기계적 강도, 

우수한 내마모성, 인성, 저온 유연성, 내식성, 가공성 등의 독특한 특징으로 인해 코팅, 접착제, 

엘라스토머, 충전재 등 다양한 상업 및 산업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10, 11]. 폴리우레탄은 2 개 

이상의 하이드록실기 (hydroxyl group, -OH)를 갖는 디올/폴리올 (diol/polyol)과 다작용성 

이소시아네이트 (isocyanate, -NCO)의 중부가 (polyaddition)에 의해 생성되는 중합체를 의미한다 

[12]. 폴리우레탄은 이소시아네이트, 폴리올 및 기타 첨가제의 반응을 통해 형성된 우레탄 그룹 

(urethane group, -NHCOO-)를 기본 반복 단위로 가지며, 폴리우레탄이라는 이름은 이 반응에서 

형성되는 우레탄 그룹에서 파생되었다 (그림 2-1) [10, 12]. 

 

그림 2-1. 디이소시아네이트와 디올/폴리올로부터 형성된 폴리우레탄 [12] 

 

 

폴리우레탄은 연질 세그먼트 (soft segment)와 경질 세그먼트 (hard segment)가 고유한 비호환성 

(intrinsic incompatibility) 또는 열역학적 비혼화성 (thermodynamic immiscibility)으로 인해 

상분리되어 존재한다 [3]. 고분자량의 매크로디올 (macrodiol)에 의해 형성되는 연질 세그먼트는 

폴리우레탄의 높은 신장 및 탄성 회복에 기여하고, 디이소시아네이트 (diisocyanate)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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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분자량의 사슬 연장제 (chain extender) 및 가교제로 구성되는 경질 세그먼트는 폴리우레탄의 

높은 모듈러스 및 강도에 기여한다 (그림 2-2) [10].  

 

 

그림 2-2. 폴리우레탄의 경질 영역 및 연질 영역 [13] 

 

또한 폴리우레탄 백본 (backbone)의 연질 및 경질 세그먼트를 구성하는 우레탄 결합 (urethane 

linkage) 및 우레아 결합 (urea linkage)은 강한 수소 결합을 형성할 수 있다 [14]. 그림 2-3 은 

폴리우레탄 매트릭스 내에서 형성 가능한 수소 결합의 다양한 형태를 나타낸다. 이러한 수소 

결합의 정도는 폴리우레탄의 유리 전이 온도, 융점 또는 경질 세그먼트의 해리 온도 등에 

정비례하게 작용한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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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폴리우레탄 매트릭스 내 형성 가능한 수소 결합 [14] 

 

 

따라서 폴리우레탄은 경질/연질 세그먼트 함량 제어를 통해 넓은 범위의 화학적 및 물리적 

특성을 얻을 수 있다.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목적에 따라 원료의 종류 및 조성, 합성 방법을 

달리함으로써 폴리우레탄 내의 두 세그먼트를 맞춤화 하여 물성의 폭 넓은 조절이 가능하다 [3, 

8]. 하지만 폴리우레탄의 높은 활용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두되고 있는 환경문제는 폴리우레탄의 

사용을 제한한다. 폴리우레탄의 경우 유기 용매를 기반으로 하여 제조 및 작업장 사용 시 인체 

및 환경에 유해한 VOC 가 방출된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VOC 방출량을 

저감할 수 있는 수계 시스템 (waterborne system)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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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수분산 폴리우레탄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환경문제는 저공해 화학 산업에 대한 강한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많은 정부 기관 (EPA US, EEA EU)에서는 산업 응용 분야에서 배출되는 VOC에 대해 엄격한 규정을 

승인하였다 [14]. 이로 인해 유기 용매 기반 폴리우레탄의 사용은 점점 더 제한되고 있다 [15]. 

환경에 대한 의식 변화와 정부 기관의 노력으로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VOC 양이 제한되어 

친환경적인 수성 제품의 개발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15]. 이에 폴리우레탄의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수분산 폴리우레탄이다. 수분산 폴리우레탄은 수계에 폴리우레탄 입자가 분산되어 있는 

이성분계 콜로이드 시스템 (binary colloid system)을 갖는다 [16]. 물은 VOC 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전 세계적으로 고도화되는 VOC 에 대한 환경문제를 고려하였을 때 용매로써 최선의 선택이다 

[14]. 수분산 폴리우레탄은 제조 및 작업장 사용 시 방출되는 VOC 양을 최소화함으로써 대기를 

오염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어 친환경적인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17]. 그림 2-4 에서 볼 수 있듯이 

2000 년대 초반부터 증가되는 특허 및 논문의 수는 수분산 폴리우레탄에 대한 관심과 연구 및 

개발의 노력의 가속화를 뒷받침한다 [14]. 특히 전체 특허 수는 논문 수의 약 3 배에 달하며, 이는 

수분산 폴리우레탄에 대해 상업적 관심이 매우 높음을 나타낸다 [14]. 그러나 낮은 기계적 강도, 

내용제성 및 내화학성 등과 같은 일부 열등한 특성들은 수분산 폴리우레탄의 활용을 제한하게 

한다 [18]. 따라서 수분산 폴리우레탄의 용매 및 내화학성, 열적·기계적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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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1960 – 2020 (4 월) 기간 중 수분산 폴리우레탄에 대한 특허 및 논문의 수 (Scopus 및 

Web of science database 기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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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분산 폴리우레탄 합성법 

2.2.1 폴리우레탄 합성 기본 개념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폴리올과 이소시아네이트는 우레탄 반응 (urethane reaction)을 통해 

우레탄 결합을 형성한다. 몰 과량의 디이소시아네이트와 폴리올 사이의 중부가 반응은 NCO-말단 

폴리우레탄 예비 중합체 (NCO-terminated polyurethane prepolymer)를 형성한다. 이후 디아민 

(diamine)에 의해 말단에 존재하는 NCO 그룹과 우레아 반응 (urea reaction)을 일으키게 되고, 

이로 인해 사슬 연장되어 폴리우레아기 (polyurea group)를 형성한다 [16]. 이와 같이 일반적인 

세그먼트화된 폴리우레탄은 ‘폴리우레탄-폴리우레아’ 이다 [16]. 그림 2-5 에 우레탄 반응과 우레아 

반응을 나타내었다. 

 

 

그림 2-5. 우레탄 및 우레아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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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폴리머 재료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폴리우레탄은 폴리올의 강한 소수성으로 인해 물과 

섞이지 않는다. 따라서 소수성을 띄는 NCO-말단 폴리우레탄 예비 중합체를 물에 분산시키기 

위해 적절한 외부 유화제 (external emulsifier)의 도입과 함께 강한 전단력 (shear force)을 가하여 

분산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얻어진 분산액은 서로 응집이 발생하고 불안정하여 분산 

안정도가 좋지 않았다. 따라서 폴리우레탄이 수성의 매질에 분산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친수성으로의 개질 (hydrophilic modification)이 필요하다 [16]. 이는 일반적으로 이온기 (ionic 

group) 또는 친수성의 폴리에테르 사슬 세그먼트를 폴리우레탄 구조에 통합하여 진행한다. 

폴리우레탄 백본에 이온 그룹을 포함하는 것을 이오노머 (ionomer)라 칭한다. 친수성을 나타내는 

이온기는 내부 유화제 (internal emulsifier)로 작용하여 폴리우레탄 이오노머는 쉽게 자체 

분산된다. 이러한 자체 유화 (self-emulsification)을 이용하면 (ⅰ) 분산 공정에 강한 전단력이 

필요하지 않으며, (ⅱ) 분산 안정성이 우수하게 미세한 크기의 입자로 분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16]. 

 

2.2.2 수분산 폴리우레탄 합성법 

폴리우레탄을 수계에 잘 분산시켜 수분산 폴리우레탄을 제조하기 위한 다양한 공정의 개발이 

이루어져 왔다 [15, 16]. 이들은 공통적으로 다음의 두 단계를 포함한다. (ⅰ) NCO-말단 예비 

중합체 형성 (ⅱ) 아민을 이용한 사슬 연장 

수분산 폴리우레탄의 합성에는 다양한 공정이 존재한다. 다양한 전략을 따를 수 있지만 수분산 

폴리우레탄의 합성은 출발 물질, 용매, 반응 및 공정의 순서에 따라 (1) acetone process, (2) 

prepolymer mixing process, (3) melt dispersion process, (4) ketimine-ketazine proces 의 네 가지 

방법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14]. 그 중 acetone process 와 prepolymer mixing process 은 수분산 

폴리우레탄의 산업적 규모 생산을 위한 가장 일반적인 공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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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 아세톤 공정 (Acetone process) 

먼저 NCO-말단 폴리우레탄 예비 중합체를 합성한 다음, 이를 사슬 연장 반응이 일어나기에 

적절한 온도에서 아세톤 (또는 저비점 용매)에 용해시킨다. 용매 내에서 디아민에 의해 사슬 

연장이 진행되며, 사슬 연장 단계가 완료되면 물과 혼합하여 분산액을 형성한다. 이후 증류를 

통해 아세톤를 제거한다 [14, 16, 19]. 아세톤은 폴리우레탄 형성 반응에 불활성이며, 물과 잘 

섞이고 끓는점이 낮아 해당 공정에 적합한 용매로 사용된다. 아세톤 공정은 합성이 균질한 용액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므로 최종 제품의 고품질 및 신뢰할 수 있는 재현성이 나타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아세톤 공정은 다량의 아세톤을 증류하는 공정이 포함되므로 경제적으로 

불리한 공정이다. 또한 다량의 용매가 사용되기 때문에 수율이 낮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16]. 

그림 2-6 에 아세톤 공정을 나타내었다. 

그림 2-6. 아세톤 공정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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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예비 중합체 혼합 공정 (Prepolymer mixing process) 

예비 중합체 혼합 공정의 경우 앞서 설명한 아세톤 공정과 달리 다량의 용매 사용을 피하는 

방식으로 수분산 폴리우레탄을 얻기 위한 가장 일반적이고 실현 가능한 공정이다 [14, 16, 19]. 

먼저 친수성 그룹을 도입한 NCO-말단 예비 중합체를 합성한다. 필요한 경우 친수성 그룹이 

도입된 예비 중합체를 중화하여 염을 형성한 다음 교반하면서 물과 혼합하여 분산액을 형성한다 

[14]. 이때 예비 중합체를 물에 분산시키기 전 예비 중합체의 점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비 중합체의 점도가 높을 경우 분산 단계의 진행이 어려워진다 [19]. 따라서 해당 공정은 

저점도의 예비 중합체에 적합하며, 물에 분산시키기 전 소량의 용매를 이용하여 점도 조절이 

필요할 수 있다. 이후 수성 분산액에 디아민/폴리아민을 첨가하여 사슬 연장을 진행한다. 아세톤 

공정과 달리 용매를 증발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 장점이다. 하지만 불균질한 상태에서 사슬 

연장이 수행되기 때문에 반응이 정량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아세톤 공정보다 품질이 좋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16]. 그림 2-7 에 예비 중합체 혼합 공정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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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예비 중합체 혼합 공정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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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수분산 매커니즘 

2.2.3.1 수분산 매커니즘 

일반적인 수분산 폴리우레탄 합성의 첫 단계로는 몰 과량의 이소시아네이트와 이온기를 사용하여 

폴리우레탄 백본에 친수성 그룹이 도입된 NCO-말단 예비 중합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림 2-8a). 

이후 산 또는 염기를 첨가해주는데, 친수성 그룹은 산/염기와 반응하여 이온 그룹을 형성한다 

(그림 2-8b). 산/염기와의 반응을 진행하면 반응물의 급격한 점도 증가가 나타나는데, 이는 이온 

그룹이 형성된 예비 중합체 사이에서 이온 간 힘에 의한 상호 작용이 발생함에 따른 결과이다. 

이후 이온 그룹이 형성된 폴리우레탄 예비 중합체에 물을 첨가하게 되면 초기에는 급격한 점도의 

감소가 나타난다 (그림 2-8c). 이는 첨가된 물에 의해 이온 간의 상호 작용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점차 첨가된 물의 양이 사용한 용매의 양보다 많아지게 되면 폴리우레탄 예비 중합체는 열역학적 

평형을 위해 재배열을 시작한다 (그림 2-8d). 폴리우레탄 사슬의 소수성 부분은 물과의 접촉을 

피하고자 입자 내부에 모인다. 그와 반대로 폴리우레탄 사슬의 친수성 부분은 입자 외부에 

위치하여 물과 접촉하게 되면서 하나의 상에서 두 상의 시스템으로 변하게 된다 (그림 2-8e). 

이때 풀리우레탄 예비 중합체의 분자량이 클수록 소수성이 증가하여 분산 과정에서 모이는 

사슬의 양이 많아지게 되고 그에 따라 분산 입자의 크기는 커지게 된다. 또한 폴리우레탄 예비 

중합체의 친수성 함량이 높을수록 친수성이 증가하므로 모이는 사슬의 적어져 분산 입자의 

크기는 작아지게 된다. 폴리우레탄의 친수성 및 소수성은 적용 관점에서 최적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분산 입자의 물리적 특성은 합성에 사용되는 유기물의 화학적 구조, 친수성 

그룹의 종류, 분자량 그리고 합성 공정에 따라 달라진다. 분산 입자의 지름은 약 10 nm ~ 5 

㎛이며, 분산 입자의 크기가 커질수록 수분산 폴리우레탄의 외관은 투명한 푸른색에서 점차 

불투명한 흰색을 나타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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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수분산 매커니즘 모식도 (a) PU 예비 중합체, (b) 이온 그룹의 형성, (c) 물 첨가에 따른 

이온 간 상호 작용의 약화, (d) 폴리우레탄 사슬의 재배열, (e) 수계에 분산된 폴리우레탄 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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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2 분산 안정성 

수계에서 폴리우레탄 입자가 서로 응집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분산되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전기적 이중층 (electrical double layer)에 의한 전기적 반발력과 삼투압이다 (그림 2-9). 친수성 

그룹의 도입에 의해 폴리우레탄 분산 입자의 표면에는 양이온 및 음이온이 대전되어 있으며 

이들은 표면 전하 층에 인접한 층으로 분리되어 전기적 이중층을 형성하고 있다.  

그림 2-9. 수분산 폴리우레탄의 분산 안정성 

 

폴리우레탄 입자들이 서로 가까워지면 분산 입자들 사이에는 인력과 척력이 동시에 작용한다. 

여기서 인력으로는 반데르발스 힘이 적용되고, 척력으로는 전기적 반발력이 적용된다. 이때 

입자들 간의 반데르발스 힘보다 전기적 반발력이 더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분산 입자들은 

응집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분산될 수 있다. 두 번째는 삼투압이다. 분산 입자가 서로 가까워지는 

공간에는 이온의 농도가 높아진다. 이때 입자가 가까워진 곳과 주변을 비교하면 주변의 이온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이온 농도에 불균형이 발생한다. 이를 평행하게 유지하고자 하므로 

삼투압이 작용하여 분산 입자들이 다시 서로 멀어지게 된다. 따라서 폴리우레탄 입자들이 

수계에서 응집 없이 안정적으로 분산되어 존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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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수분산 폴리우레탄 전구체 

2.3.1 폴리올 

폴리우레탄의 최종적인 구조는 사용된 폴리올에 크게 의존한다 [13]. 중량 (weight) 기준으로 

폴리우레탄 백본 대부분을 연질 세그먼트로써 차지하는 폴리올은 주로 유연성을 제공한다 [14]. 

합성 과정에서 매크로디올의 알코올 (R-OH)과 이소시아네이트 (R-NCO)가 반응하여 유연한 연질 

세그먼트를 형성하게 된다 [13]. 폴리우레탄 합성에는 다양한 유형의 폴리올이 사용되며, 크게는 

폴리에테르계 (polyethers), 폴리에스터계 (polyesters), 폴리카보네이트계 (polycarbonate) 등이 

사용된다. 폴리에테르계에는 ethylene glycol, butane diol, hexane diol 가 있다. 이들은 우수한 

유연성 및 내가수분해성, 낮은 비용, 우수한 내용제성 등의 장점을 갖지만 UV 및 내후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폴레에스터 및 폴리카보네이트계에 비해 낮은 기계적 특성을 갖는다. 

폴리에스터계에는 adipate와 caprolactone가 있다. 폴리에스터계 폴리올의 경우 우수한 

내마모성과 우수한 기계적 강도를 갖는다는 장점이 있으나 높은 비용과 낮은 내용제성이 

단점으로 나타난다. 폴리카보네이트계는 diol과 phosgene, organic carbonates, epoxides, CO2가 

함께 중합을 통해 생산된다. 폴리카보네이트계는 폴리에테르계와 폴리에스터계의 성질이 

적절하게 분배되어 있다. 폴리에테르계 폴리올, 폴레에스터계 폴리올, 폴리카보네이트계 폴리올의 

특성 및 화학 구조는 표 2-1 과 그림 2-10, 그림 2-11에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폴리에테르계 

폴리올인 poly(tetrahydrofuran) (PTMEG)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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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폴리올 종류에 따른 특성 

 

 

 

그림 2-10. 폴리올의 화학 구조 



30 

 

그림 2-11. 일반적으로 합성에 사용되는 폴리올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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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이소시아네이트 

일반적으로 폴리우레탄 합성에 사용되는 이소시아네이트는 크게 방향족 이소시아네이트 

(aromatic isocyanate)와 지방족 이소시아네이트 (aliphatic iscocyanate)로 분류할 수 있으며, 

사용하는 이소시아네이트의 종류에 따라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폴리우레탄의 특성이 달라진다. 

방향족 이소시아네이트에는 tolulene diisocyanate (TDI), methylene diphenyl diisocyanate (MDI)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방향족 이소시아네이트가 지방족 이소시아네이트보다 아민과 

하이드록실기에 대한 반응성이 빠르다. 또한 방향족 이소시아네이트를 사용할 경우 내열성, 강도, 

접착성이 우수하며 높은 유리 전이 온도를 갖지만, 자외선에 의해 황변이 발생하며 

이소시아네이트의 빠른 반응성 때문에 합성 과정에서 잔류 이소시아네이트와 물이 반응하기도 

한다. 따라서 방향족 이소시아네이트는 물과의 높은 반응성으로 인해 수분산 폴리우레탄 합성에 

비교적 잘 사용되지 않는다 [14]. 지방족 이소시아네이트에는 isophorone diisocyanate (IPDI), 

hexamethylene diisocyanate (HDI), bis(4-isocyanatocyclohexyl)methane (H12MDI) 등이 존재한다. 

지방족 이소시아네이트를 사용할 경우 우수한 유연성과 낮은 유리 전이 온도를 나타낸다. 또한 

자외선에 의한 황변이 발생하지 않으며 방향족 이소시아네이트보다 반응성이 느려 합성 과정에서 

잔류 이소시아네이트와 물이 반응할 가능성이 적다. 일반적으로 합성에 사용되는 방향족 

이소시아네이트 및 지방족 이소시아네이트의 화학 구조는 그림 2-12 에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족 이소시아네이트인 IPDI 를 합성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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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일반적으로 합성에 사용되는 이소시아네이트 [13] 

 

2.3.3 친수성 그룹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폴리우레탄 사슬은 소수성을 나타낸다. 초기에는 외부 유화제의 도입과 

함께 강한 전단력을 가함으로써 폴리우레탄을 물에 분산시키고자 하였으나, 이렇게 얻어진 

분산액의 분산 입자는 크기가 크고 불안정한 안정성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폴리우레탄 사슬 내에 친수성을 나타내는 물질을 포함시키고자 하였다. 폴리우레탄 사슬에 

친수성 그룹을 도입한 후 산/염기 반응을 통해 이온을 형성할 수 있다. 이온기를 가지는 

폴리우레탄을 물에 분산시키게 되면 물 속에서 폴리우레탄 사슬 내의 소수성 부분과 친수성 

부분의 재배열이 발생하게 되고, 재배열이 완료되면 물에 입자 상태로 분산된다.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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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기를 도입함으로써 강한 전단력 없이도 작은 분산 입자 크기를 가지며 안정적인 분산이 

가능하였다. 일반적으로 수분산 폴리우레탄 합성에 사용되는 친수성 그룹으로는 양이온 

(cationomer), 음이온 (anionomer), 쯔비터이온 (zwitterionomer)이 있으며 주로 음이온 그룹이 

사용된다. 음이온 그룹에서는 주로 sulfonate group 과 calboxylate group이 사용된다, 그림 2-13에 

대표적으로 수분산 폴리우레탄 합성에 사용되는 친수성 그룹 및 중화제의 화학 구조를 

나타내었다. 

그림 2-13. 일반적으로 합성에 사용되는 친수성 그룹 및 중화제 



34 

 

2.3.4 사슬 연장제 

폴리올 및 이소시아네이트가 합성이 완료된 수분산 폴리우레탄 부피의 95% 이상을 구성하지만, 

이 외에도 인접한 폴리-이소시아네이트 (poly-isocyanate) 사이의 인접한 스페이서 역할을 하는 

저분자량의 성분이 추가된다. 이렇게 디이소시아네이트를 결합해주는 저분자량의 디올/디아민 

(diol/diamine)을 사슬 연장제 (chain extender)라고 한다. 사슬 연장제는 폴리올과 반응하기 전 

잔류 이소시아네이트 (예비 중합체 말단의 이소시아네이트 및 Free-디이소시아네이트)와 반응하여 

경질 세그먼트를 형성하게 되며, 최종적인 폴리우레탄의 분자량을 증가시키게 된다 [14]. 

일반적으로 매우 규칙적이고 극성인 우레탄 또는 우레아 결합 기반의 경질 세그먼트를 형성하며 

국부 위상 정렬을 유발할 수 있다. 사슬연장제 도입 없이 폴리올과 이소시아네이트를 직접 

반응시킬 경우 일반적으로 형성된 수분산 폴리우레탄의 물리적 특성이 매우 열악하고, 종종 

상분리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사슬 연장제는 수분산 폴리우레탄의 상분리를 유도하고, 

경질 세그먼트 구조를 보완하거나 경질 세그먼트 사이의 수소 결합을 촉진하는 능력을 통해 

최종적인 수분산 폴리우레탄의 물성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13].  

이때 사슬 연장제로써 디올을 사용하면 우레탄 결합이 형성되고 디아민을 사용하면 우레아 

결합이 형성된다. 그 중 디아민이 디올보다 이소시아네이트와의 반응성이 빠르기 때문에 주로 

디아민 계열의 사슬 연장제가 사용된다. 그림 2-14 에 대표적으로 수분산 폴리우레탄에 사용되는 

사슬 연장제의 화학 구조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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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일반적으로 합성에 사용되는 사슬 연장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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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천연고분자 

2.4.1 셀룰로오스  

셀룰로오스는 자연계에 가장 풍부하게 존재하는 천연고분자로써 나무, 면화, 삼 등 많은 

식물체에서 발견되는 물질이다 (그림 2-15). 셀룰로오스는 친환경적이며 무독성, 생체적합성, 지속 

가능성, 생분해성, 우수한 기계적 특성 등 많은 장점을 갖는 재료이다. 셀룰로오스는 자연계에서 

수소 결합에 의해 안정적인 마이크로 섬유 다발을 이루고 있어 활용을 위해서는 나노섬유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림 2-15. 셀룰로오스 화학 구조 

 

셀룰로오스는 분자 내, 분자간 수소결합에 의해 규칙적인 배열로 강한 결정 구조를 이루고 있어 

물이나 유기 용매에 용해가 되지 않아 가공 및 사용이 쉽지 않다 (그림 2-16). 따라서 

셀룰로오스를 나노섬유화하기 위하여 셀룰로오스의 화학적 및 물리적 처리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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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 셀룰로오스의 분자 내, 분자 간 수소 결합 

 

셀룰로오스 나노섬유를 얻기 위한 물리적 나노섬유화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ultrasonication [20], 

homogenization [21], microfluidization [22], grinding [23], Star Burst 시스템 [24] 등이 존재한다. 

최근에는 수중대향충돌 시스템이 새롭게 도입되어 셀룰로오스 나노섬유를 얻기 위한 물리적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25]. 또한 화학적인 나노섬유화 방법에는 2,2,6,6-

tetramethylpiperidinyloxy (TEMPO) 산화법 [26], 산 가수분해 (acid hydrolysis) 및 에스테르화 

(esterification) 등이 있다. 화학적 및 물리적 나노섬유화 방식은 각각 단독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이들을 결합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인 셀룰로오스의 나노섬유화도 가능하다. 이렇게 

얻어지는 셀룰로오스 나노섬유는 그 활용 가능성이 무한하다. 셀룰로오스 나노섬유를 이용해 

고분자 복합재를 형성함으로써 기계적 강도를 크게 개선할 수 있으며, 낮은 공기 투과도와 

우수한 기계적 특성, 투명한 광학적 성질로 인해 식용 및 의약용 포장재로도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낮은 열팽창 계수와 높은 강도는 리튬이온 전지용 분리막, 디스플레이, 태양전지, 전자종이, 

센서 등에도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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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키틴 

N-아세틸글루코사민이 사슬 형태로 길게 결합한 다당류인 키틴은 셀룰로오스 다음으로 자연계에 

풍부하게 존재하는 천연고분자로써 새우, 가재, 게, 나비, 파리 등 갑각류 및 곤충과 같은 많은 

생물에서 발견되는 물질이다 (그림 2-17). 키틴은 우수한 기계적 특성과 더불어 친환경성, 지속 

가능성, 무독성, 생체적합성, 생분해성 등의 장점을 갖는 재료이다. 이러한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키틴은 자연계에서 강한 수소 결합에 의해 안정적인 섬유 다발을 이루고 있어 연구 

접근성이 제한되어 있었다. 

 

그림 2-17. 키틴 화학 구조 

 

자연계에서 키틴은 알파 (α), 베타 (β), 감마 (γ) 상으로 존재한다. 드물게 존재하는 γ -키틴과 달리 

α-키틴 및 β-키틴은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α-키틴과 β-키틴은 분자 간 결합 구조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α-키틴의 경우 분자 간의 결합이 역평형 (anti parallel) 구조를 이루고 있어 분자 

간, 분자 내에 수소 결합이 존재한다. 반면 β-키틴의 경우 분자 간의 결합이 평형 (parallel) 

구조를 이루고 있어 분자 내에만 수소 결합이 존재한다 (그림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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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8. (a) α-키틴 분자 구조, (b) β-키틴 분자 구조 

 

강한 수소결합에 의해 안정적인 섬유 다발로 존재하는 키틴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나노섬유화 

과정이 필수적이다. 키틴 역시 나노섬유화하기 위하여 키틴의 화학적 및 물리적 처리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키틴의 나노섬유화를 위한 화학적 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TEMPO 산화법 [27, 28], 무수물 (anhydride) 사용법 [29, 30], NaOH/urea, LiCl/DAMc 와 같은 혼합 

용매나 Hexafluoro isopropanol (HFIP)와 같은 불소계 용매 등을 사용한 용액 공정 등이 있다 [31, 

32]. 또한 키틴 나노섬유화를 위한 물리적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ultrasonication [33], 

homogenization [34], grinding [35], Star Burst 시스템 [36]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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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셀룰로오스 및 키틴의 나노섬유화 

2.5.1 숙신산 무수물 개질 

많이 알려진 TEMPO 산화반응은 셀룰로오스의 해중합 (depolymerization)을 일으켜 기계적 

특성의 감소가 보고된다. 또한 TEMPO 의 독성 역시 고려해야할 사항이다 [29]. 이에 대안으로 

도입된 것이 숙신산 무수물 (succinic anhydride, SA)을 이용한 화학적 개질이다. 숙신산 무수물을 

이용한 셀룰로오스 및 키틴의 화학적 개질을 통해 셀룰로오스 및 키틴 나노섬유 표면의 hydroxyl 

group (-OH)을 carboxyl group (-COOH)로 개질시킬 수 있다 (그림 2-19). 개질을 통해 셀룰로오스 

및 키틴의 수소 결합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섬유 간 전기적 반발력을 유도할 수 있다. 

 

그림 2-19. 셀룰로오스 및 키틴의 숙신산 무수물 개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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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수중대향충돌 시스템 

수중대향충돌 (Aqueous counter collision, ACC) 시스템은 일본 Kyushu 대학의 Kondo 교수가 

고안한 것으로 두 개의 노즐을 통해 셀룰로오스 및 키틴 분산액을 대향충돌시켜 셀룰로오스 및 

키틴의 나노섬유화를 유도하는 신속한 습식 분쇄 공정이다 [25]. 이 시스템은 한 번에 많은 양의 

샘플 처리가 가능하여 효율적이며 처리 과정에 있어서 화학적 첨가물이 필요 없어 공정이 비교적 

간단하고, 처리 후에 남아있는 잔여 화학 물질이 없다. 또한 물리적인 방식으로 나노섬유화를 

진행하기 때문에 ACC 처리 후에도 셀룰로오스 및 키틴의 화학적인 변형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25].  

그림 2-20 에 ACC 시스템의 개략도를 나타내었다. Sample tank 에 투입된 셀룰로오스 및 키틴 

분산액은 plunger 에 의해 고압으로 chamber 로 이동하게 된다. 이후 chamber 내의 두 개의 

노즐을 통해 수중에서 대향충돌 (counter collision)한 다음 cooler 를 통해 냉각의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한 사이클을 1 pass (P)로 나타낸다. 이때 셀룰로오스 및 키틴 분산액이 두 개의 노즐을 

통해 반복적으로 대향충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단 응력으로 인해 나노섬유화가 이루어진다. 

이때 ACC chamber 내에서 발생하는 토출 압력은 200 MPa (14.3 kJ/mol)로써 셀룰로오스 및 

키틴의 수소 결합을 와해시키는데 충분한 에너지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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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0. ACC 시스템 개략도 

 

본 연구에서는 셀룰로오스 및 키틴 나노섬유를 얻기 위해 숙신산 무수물을 이용한 화학적 

전처리와 ACC 시스템을 이용한 물리적 나노섬유화 공정을 도입하였다. 숙신산 무수물을 이용한 

셀룰로오스 및 키틴의 화학적 개질을 통해 셀룰로오스 및 키틴의 수소 결합을 약화시키고 섬유 

간 전기적 반발력을 유도할 수 있다. 이는 다음으로 진행될 ACC 처리 과정에서 대향충돌에 의한 

셀룰로오스 및 키틴의 수소 결합 와해를 용이하게 하여 더욱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나노섬유화가 

가능하게 한다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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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Dimethyl ether (DME) 에어로졸 분무 추진제 

일회용 압축 가스 에어로졸은 방향제, 살충제, 의약품, 페인트 등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으며 

70 년 이상 전문 및 소비자 제품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다. 에어로졸 (aerosol) 제품에는 활성 

성분 (active ingredient), 용매 (solvent), 추진제 (propellant)의 세 가지 화학 성분이 존재한다. 

활성 성분은 제품의 일부로 용액, 현탁액, 이멀젼, 분말의 형태로 농축되어 존재한다. 추진제는 

공용매 (co-solvent)의 역할과 동시에 제품을 분사시키는 역할을 한다. 추진제는 액화 (liquified) 

또는 압축 (compressed) 가스로 사용되며, 전체 제품 질량의 5%에서 90%를 구성할 수 있다. 

용기의 노즐을 눌렀을 때 내부의 추진제와 외부 공기의 압력 차이로 인해 제품이 방출되어 용기 

밖으로 나가게 된다. 또한 추진제는 활성 성분이 분해되어 미세한 안개로 분산될 수 있도록 한다 

[38]. 초반에는 불연성, 무취, 화학적 안정성을 갖는 chlorofluorocarbons (CFCs)이 에어로졸 

추진제로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CFCs 가 오존층 파괴 물질임이 밝혀져 환경적 파괴에 대한 

우려로 인해 사용이 제한되었다. 이후 hydrochlorofluorocarbons (HCFCs) 및 hydrofluorocarbons 

(HFCs)의 사용 역시 제한되었다. 

청정 대체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는 dimethyl ether (DME)는 무독성이면서 냄새가 거의 없고, 

인체에 무해할 뿐만 아니라 온실 효과와 오존층 파괴 등 환경적인 피해의 우려가 거의 없다. 

따라서 오존층 파괴의 주범인 기존의 CFC 를 대체하여 헤어 스프레이, 면도 크림 등의 에어로졸 

분사제로 사용되고 있다. DME 는 liquified petroleum gas (LPG)와 유사한 취급 특성을 갖는 액화 

가스이며 메틸기 2 개가 산소 원자 하나를 사이에 두고 결합한 CH3OCH3 의 분자 구조를 갖는 

가장 간단한 에테르 화합물이다. 상온·상압에서는 기체 상태로 존재하고 상압에서는 –25 ℃ 이하, 

상온에서는 6 기압을 유지하면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 이러한 성질은 LPG 주성분인 프로판, 부탄 

등과 유사하기 때문에 저장, 취급에 LPG 관련 기술이 응용될 수 있다. DME 는 천연 가스, 원유, 

잔류 오일, 석탄, 폐기물 및 바이오매스 등과 같이 다양한 공급 원료로부터 생산이 가능하다 [39]. 

에어로졸 분사제로써 DME 는 LPG 에 비해 안전성과 용해성 면에서 큰 장점을 갖는다. LEL (lower 

explosive limit)이 LPG 보다 60% 높아 폭발 위험을 대폭 낮출 수 있으며, 연소열이 탄화수소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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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적다. 그리고 LPG 와 달리 극성, 무극성 용매 모두에 높은 용해도를 지녀 분사제로써 유리한 

장점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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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방법 

3.1 수분산 폴리우레탄 합성 

3.1.1 실험 재료 

합성에 사용된 재료는 표 3-1 에 열거하였다. 폴리올로는 수평균 분자량 (number average 

molecular, Mn) 2000 인 poly(tetrahydrofuran) (PTMEG)를 사용하였으며, PTMEG 는 사용 전 12 시간 

이상 80 ℃ 진공 오븐에서 탈수하여 사용하였다. 디이소시아네이트로는 isophorone diisocyanate 

(IPDI)를 사용하였다. 친수성 도입을 위한 음이온성 이오노머로는 2,2-bis(hydroxymethyl)propionic 

acid (DMPA)를 사용하였고, 이를 용해시키기 위한 용매로는 1-methyl-2-pyrrolidinone (NMP)를 

사용하였다. 중화제는 triethylamine (TEA)를 사용하였으며, 사슬 연장제는 ethylenediamine (EDA)를 

사용하였다. 반응 중 점도 조절을 위한 용매로는 methyl ethyl ketone (MEK)를 사용하였다. 모든 

시약은 Sigma-Aldrich (미국)에서 구입하였으며 별도의 정제 없이 사용하였다. 

 

표 3-1. 수분산 폴리우레탄 합성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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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수분산 폴리우레탄 합성 

합성 전날 반응조 (4 구 플라스크, 500 ml)에 폴리올을 넣고 80 ℃ 진공 오븐에서 12 시간 이상 

탈수하여 폴리올 내에 잔류하고 있는 수분을 제거한다. 탈수 과정을 거친 폴리올이 담긴 

반응조에 디지털 스터러를 장착한 후 70 ℃의 오일 베스 (oil bath)에 반응조를 고정시킨다. 4 구 중 

한 곳에 질소 주입구를 연결하고, 다른 한쪽에는 오일버블러가 연결된 냉각 환류기를 연결한다. 

반응조 설치가 완료되면 100 RPM 의 속도로 폴리올을 교반하면서 질소 주입구를 통해 반응조 

내부에 건조된 질소 가스를 주입하여 약 1시간 질소 퍼징 (purging)한다. DMPA는 NMP를 용매로 

사용하여 120 ℃ 오븐에서 30 분간 완전히 용해시킨다 (35% w/w). DMPA/NMP 용액은 반응조 

내부에 투입 후 30 분간 교반하여 폴리올과 균일하게 혼합한다. 이후 IPDI 를 drop funnel 을 

이용하여 반응조에 천천히 일정한 속도로 투입한 후 3 시간 동안 반응시킨다. 이 과정에서 

반응물의 점도를 확인하고 MEK 를 이용하여 반응물의 점도를 조절한다. 점도를 조절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고르게 반응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3 시간 반응을 통해 카르복실산기를 갖는 

NCO-말단 프리폴리머를 형성하게 된다. 3 시간 반응 후 오일 베스 온도를 60 ℃로 낮추고 TEA 를 

투입하여 30 분간 중화반응 시킨다. 중화반응을 통해 이온화된 NCO-말단 프리폴리머가 형성된다. 

30 분 후 오일 베스를 제거하고 차가운 물이 담긴 비커에 반응조를 담가 반응조 온도를 0-10 ℃로 

낮춘다. 이때 반응조 온도가 낮아지면 반응물의 점도가 급격히 상승하므로 MEK 를 투입하여 

점도를 낮춰준다. 점도를 낮춘 후 반응조에 DI water 를 투입하여 200 RPM 으로 3 시간 동안 

교반하여 이온화된 NCO-말단 프리폴리머를 물에 분산시킨다. 이후 EDA 와 물을 혼합한 용액을 

투입하고 (10% w/w) 3 분 동안 반응시킨 뒤 합성을 종료한다. 최종적으로 얻어진 수분산 

폴리우레탄 분산액은 30% w/w 고형분을 갖는다. 수분산 폴리우레탄 합성 과정 및 합성 조성은 

그림 3-1 과 표 3-2 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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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수분산 폴리우레탄 합성 과정  

 

표 3-2. 수분산 폴리우레탄 합성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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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셀룰로오스 나노섬유화 

3.2.1 실험 재료 

활엽수 펄프는 씨엔엔티 (CNNT Co., Ltd) (한국)에서 구입하였다. 숙신산 무수물 (succinic anhydride, 

SA)은 대정화학 (한국)에서 구입하였다. 피리딘 (pyridine)은 삼천화학 (한국)에서 구입하였다. 

Dimethylformamide (DMF)와 deionized (DI) water, ethanol (EtOH), sodium hydroxide (NaOH)은 

모두 Sigma-Aldrich (미국)에서 구입하였다. 

 

3.2.2 숙신산 무수물 개질 셀룰로오스 나노섬유 분산액 제조 

먼저 DMF (300 ml)에 SA (26 g)을 넣고 교반하여 SA 를 완전히 용해시킨다. 이후 4 구 플라스크에 

SA 가 용해된 DMF 와 동결 건조된 펄프 (12 g), 촉매인 pyridine (3 ml)을 넣은 후 110 ℃에서 500 

RPM 으로 6 시간 동안 교반하여 반응을 진행한다 [29]. 반응이 끝난 셀룰로오스는 진한 갈색을 

띄며 이를 원심분리기와 DI water, EtOH 를 이용해 세척한다. DI water 4 회 세척 후 pyridine 제거를 

위해 EtOH 1 회, 마지막으로 DI water 1 회의 세척 과정을 거치며, 세척이 완료된 셀룰로오스는 

하얀색을 나타낸다. 세척이 완료된 숙신산 무수물 개질 셀룰로오스는 DI water 에 0.3% w/w 로 

분산시킨 후 1M NaOH 를 사용하여 pH 7 로 조정한다. 숙신산 무수물 개질된 셀룰로오스를 

나노섬유화하기 위해 물리적 처리 방식인 수중대향충돌 방식 (Aqueous counter collision, ACC) 

장비를 도입하였다 (그림 3-2a). 이때 ACC 실린더 압력 및 노즐 직경은 200 MPa, 180 μm 로 

고정하였다. 숙신산 무수물 개질 셀룰로오스 분산액 (0.3% w/w, pH 7)을 ACC 장비에 투입하여 

100 pass 의 공정을 진행하면 투명한 셀룰로오스 나노섬유 분산액을 얻을 수 있다 (그림 3-2b) 

[37]. 이후 본 논문에서는 숙신산 무수물 개질 셀룰로오스 나노섬유 분산액을 SCNF 로 명명한다. 

AFM 분석 결과 SCNF 는 약 5-7 nm 의 직경을 갖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3-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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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a) 셀룰로오스 나노섬유화 모식도, (b) 수중대향충돌 pass 별 SCNF 분산액, (c) SCNF 

100P AFM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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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키틴 나노섬유화 

3.3.1 실험 재료 

α-키틴과 Dimethylformamide (DMF), deionized (DI) water, ethanol (EtOH), sodium hydroxide 

(NaOH)은 모두 Sigma-Aldrich (미국)에서 구입하였다. 숙신산 무수물 (succinic anhydride, SA)은 

대정화학 (한국)에서 구입하였다. 피리딘 (pyridine)은 삼천화학 (한국)에서 구입하였다. 

 

3.3.2 숙신산 무수물 개질 키틴 나노섬유 분산액 제조 

먼저 DMF (300 ml)에 SA (26 g)을 넣고 교반하여 SA 를 완전히 용해시킨다. 이후 4 구 플라스크에 

SA 가 용해된 DMF 와 α-키틴 (12 g), 촉매인 pyridine (3 ml)을 넣은 후 110 ℃에서 500 RPM 으로 

6 시간 동안 교반하여 반응을 진행한다 [29]. 반응이 끝난 키틴은 진한 갈색을 띄며 이를 

원심분리기와 DI water, EtOH 를 이용해 세척한다. DI water 4 회 세척 후 pyridine 제거를 위해 

EtOH 1 회, 마지막으로 DI water 1 회의 세척 과정을 거치며, 세척이 완료된 키틴은 연한 노란색을 

나타낸다. 세척이 완료된 숙신산 무수물 개질 키틴은 DI water 에 0.3% w/w 로 분산시킨 후 1M 

NaOH 를 사용하여 pH 7 로 조정한다. 숙신산 무수물 개질된 키틴을 나노섬유화하기 위해 물리적 

처리 방식인 수중대향충돌 방식 (Aqueous counter collision, ACC) 장비를 도입하였다 (그림 3-3a). 

이때 ACC 실린더 압력 및 노즐 직경은 200 MPa, 180 μm 로 고정하였다. 숙신산 무수물 개질 키틴 

분산액 (0.3% w/w, pH 7)을 ACC 장비에 투입하여 100 pass 의 공정을 진행하면 투명한 키틴 

나노섬유 분산액을 얻을 수 있다 (그림 3-3b) [37]. 이후 본 논문에서는 숙신산 무수물 개질 키틴 

나노섬유 분산액을 SChNF 로 명명한다. AFM 분석 결과 SChNF 는 약 10 nm 의 직경을 갖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3-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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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a) 키틴 나노섬유화 모식도, (b) 수중대향충돌 pass 별 SChNF 분산액, (c) SChNF 100P 

AFM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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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수분산 폴리우레탄 복합소재: Free-standing 필름 제작 

앞서 합성을 통해 얻은 수분산 폴리우레탄 (30% w/w)과 물리화학적 처리를 통해 나노섬유화된 

셀룰로오스 나노섬유 (SCNF) 및 키틴 나노섬유 (SChNF) 분산액 (0.3% w/w)을 12 시간 교반을 

통해 혼합하여 복합 분산액으로 제조하였다. 수분산 폴리우레탄과 SCNF 및 SChNF 는 모두 물을 

기반으로 하여 간단한 교반으로도 복합화가 가능하다. 이때 SCNF 및 SChNF 는 WPU 의 고형분 

(solid content) 대비 1.0, 2.5, 5.0, 7.5, 10.0%의 비율로 혼합되었다. 그림 3-4 에 제조된 SCNF 및 

SChNF 수분산 폴리우레탄 복합 분산액을 나타내었다. 제조된 복합 분산액은 OTS (trichloro 

octadecyl silane)로 표면 처리된 유리 페트리디쉬에 casting 한 후 상온에서 건조하여 free-

standing 필름으로 제작하였다 (그림 3-5). 제작된 필름은 40 ℃ 진공오븐에서 24 시간 건조를 

통해 필름 내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림 3-6 과 그림 3-7 에서 제작한 

수분산 폴리우레탄 및 수분산 폴리우레탄 복합 필름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수분산 폴리우레탄 

복합 분산액 및 복합 필름은 각각 다음과 같이 명명한다. WPU/X Y; X=SCNF or SChNF, Y=1.0, 2.5, 

5.0, 7.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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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수분산 폴리우레탄 분산액 및 수분산 폴리우레탄 복합 분산액 (a) WPU, SCNF 및 

WPU/SCNF 분산액, (b) WPU, SChNF 및 WPU/SChNF 분산액 

 

 그림 3-5. 수분산 폴리우레탄 및 수분산 폴리우레탄 복합 필름 제작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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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Neat WPU 및 WPU/SCNF 복합 필름 

그림 3-7. Neat WPU 및 WPU/SChNF 복합 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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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수분산 폴리우레탄 복합소재: DME 에어로졸 스프레이 코팅 

에어로졸 스프레이 코팅을 위한 복합 분산액을 제조하기에 위해 키틴 나노섬유 분산액 (SChNF, 

0.3% wss/w)을 회전 증발 농축기 (Rotary evaporator)를 사용하여 1% w/w 로 농축하여 준비한다 

(72 mbar, 60 ℃). 이후 수분산 폴리우레탄 (30% w/w)과 SChNF (1% w/w), 에탄올을 12 시간 

교반하여 복합 분산액을 제조한다 (표 3-3). 챔버 (Chamber, 용량 60 ml)의 양 옆에는 두 개의 

연결부가 존재하며, 한쪽에는 DME 주입구가 연결되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스프레이 건이 

연결되어 있다 (그림 3-8, 그림 3-9). 먼저 챔버 내에 제조된 복합 분산액을 넣은 후 앞부분의 

cover glass 와 함께 챔버를 조립한다. 이후 벨브를 열어 DME 를 챔버 내에 주입한 다음, 챔버를 

흔들어 복합 분산액과 DME 가 고르게 섞일 수 있도록 한다. 복합 분산액과 DME 를 충분히 

섞어준 다음 스프레이 건을 통해 분사하여 유리 기판에 스프레이 코팅을 진행한다. 

그림 3-8. 수분산 폴리우레탄 복합소재 DME 에어로졸 스프레이 코팅 모식도 



56 

 

그림 3-9. DME 에어로졸 스프레이 코팅용 챔버 

 

표 3-3. DME 에어로졸 스프레이 코팅용 WPU/SChNF 복합 분산액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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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특성 평가 

3.6.1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수분산 폴리우레탄 복합 필름의 SCNF, SChNF 함량에 따른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FE-SEM 

(JSM6500F, JEOL, Japan)을 사용하여 필름 단면의 형상을 분석하였다. 각 필름의 파단면은 액체 

질소를 사용하여 급냉 시킨 후 물리적인 힘으로 파단하여 준비하였다. 

3.6.2 Fourier-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 (FT-IR) 

수분산 폴리우레탄 복합 필름의 화학적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푸리에 변환 적외선 분광법 

(Fourier Transform Infrared, FT-IR, NICOLET iS50, Thermo fisher scientific, USA)을 사용하였다. 이때 

ATR 모드를 사용하여 4 cm-1 의 분해능으로 4000-650 cm-1 범위를 측정하였다.  

3.6.3 X-ray diffraction (XRD) 

수분산 폴리우레탄 복합 필름의 결정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X 선 회절 분석 (X-ray Diffraction, 

XRD, Bruker D8 Advance, Bruker, USA)를 사용하였다. 이때 X 선 회절 프로파일은 5~50°에서 

스캐닝하는 X-ray geometry 를 사용하여 얻었다. 또한 Fityk fitting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XRD 

데이터의 deconvolution 을 진행하였다. 

3.6.4 Optical analysis (UV-vis) 

수분산 폴리우레탄 및 수분산 폴리우레탄 복합 필름의 광 투과도 분석을 위해 자외선-가시광 

분광기 (UV-visible spectrophotometer, UV-vis, Cary 5000, VARIAN)을 이용하여 평행 투과도를 

측정하였다. 모든 샘플은 0.1 ± 0.01 mm 의 두께를 갖는다. 

3.6.5 Tensile test 

수분산 폴리우레탄 및 수분산 폴리우레탄 복합 필름의 기계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UTM 

(Universal testing machine, AMTEK, LS5)을 사용하여 인장 시험을 진행하였다. 기계적 특성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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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샘플은 샘플 제작기를 사용하여 ASTM D 638 규격으로 제작하였으며, 10 mm/min 의 속도로 

인장하였다. 

3.6.6 Simulation 

수분산 폴리우레탄 복합화를 위해 강화재로 SCNF 및 SChNF 를 사용함에 따라 각 수분산 

폴리우레탄 복합 필름의 기계적 거동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기계적 거동 차이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시뮬레이션 모델로는 CGMD (coarse-grained molecular 

dynamics)를 사용하였다. 

3.6.7 Thermogravimetric analysis (TGA) 

수분산 폴리우레탄 및 수분산 폴리우레탄 복합 필름의 열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TGA (Q500, TA 

Instrument, USA)을 사용하였다. 측정은 질소 분위기에서 0~800 ℃까지 10 ℃/min 의 승온 속도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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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고찰 

4.1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SEM 이미지 분석을 통해 Neat WPU 필름과 WPU/SCNF, WPU/SChNF 복합 필름의 단면 형상을 

확인하였다 (그림 4-1, 그림 4-2). SCNF, SChNF 가 포함되지 않은 Neat WPU 필름의 경우 결함 

없이 매끄럽고 깨끗한 파단면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SCNF 및 SChNF 가 복합화된 WPU 복합 

필름의 경우 Neat WPU 필름에 비해 비교적 거친 파단면을 갖는 것이 확인된다. 이는 WPU 와 

SCNF 및 SChNF 사이에서 복잡한 에너지 소산 매커니즘이 존재함을 나타낸다 [40, 41]. WPU 복합 

필름 내에 포함된 SCNF, SChNF 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파단면의 거친 정도가 심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함량 별 WPU/SCNF 및 WPU/SChNF 복합 필름의 파단면은 전체적으로 

균일한 형상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WPU 복합 필름 내의 SCNF 및 SChNF 는 

함량에 상관없이 필름 내에서 응집이 일어나지 않고 고르게 분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8,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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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WPU 및 WPU/SCNF 복합 필름의 단면 SEM 이미지 (a) Neat WPU, (b) WPU/SCNF 1.0, 

(c) WPU/SCNF 2.5, (d) WPU/SCNF 5.0, (e) WPU/SCNF 7.5, (f) WPU/SCNF 10.0 

 

그림 4-2. WPU 및 WPU/SChNF 복합 필름의 단면 SEM 이미지 (a) Neat WPU, (b) WPU/SChNF 

1.0, (c) WPU/SChNF 2.5, (d) WPU/SChNF 5.0, (e) WPU/SChNF 7.5, (f) WPU/SChNF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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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Fourier-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 (FT-IR) 

FT-IR 분석을 통해 WPU, SCNF, SChNF 및 WPU 복합 필름의 작용기 및 분자 상호 작용을 

조사하였다 (그림 4-3). Neat WPU 필름의 경우 N-H stretching (~3340 cm-1), C-H stretching (2950-

2840 cm-1), urethane C=O stretching (1700 cm-1), DMPA C=O stretching (1638 cm-1), urethane C-O 

stretching (1100 cm-1)와 같이 WPU 에 대해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진동대 (vibration band)를 

관찰할 수 있다 (그림 4-3c) [6, 8]. 반면 isocyanate 의 -NCO (2270 cm-1) 기와 관련된 진동대는 

검출되지 않았으며, 이는 합성에 참여한 IPDI 의 -NCO 기가 PTMEG, DMPA, EDA 와의 결합에 

참여하여 완전히 반응하였음을 나타낸다 [6]. 

그림 4-3. FT-IR spectra (a) WPU, SCNF 및 WPU/SCNF 복합 필름, (b) WPU, SChNF 및 

WPU/SChNF 복합 필름, (c) WPU 필름, (d) SCNF 및 SChNF 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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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NF 필름의 경우 O-H stretching (3325 cm-1), C-H stretching (2900 cm-1), pyranose ring ether 

stretching (1050 cm-1)와 같이 일반적인 진동대를 관찰할 수 있다. (그림 4-3d) [6]. SChNF 필름의 

경우에도 O-H stretching (3450 cm-1), N-H stretching (3255 cm-1), carbonyl group stretching (C=O, 

amideⅠ과 amide Ⅱ 1657 cm-1, 1618 cm-1, 1551 cm-1)와 같은 일반적인 진동대가 관찰된다 (그림 

4-3d) [8]. SCNF 및 SChNF 를 복합화한 WPU 복합 필름에서는 WPU 와 SC(h)NF 의 특징적인 

진동대를 확인할 수 있다. WPU/SCNF 복합 필름의 경우 WPU 의 N-H 진동대 (3340 cm-1)와 

SCNF 의 O-H 진동대 (3325 cm-1)가 중첩되어 나타난다. 이때 SCNF 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해당 

peak 이 넓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셀룰로오스의 C-O 구조를 나타내는 1055 cm-1, 1035 cm-

1 peak 은 WPU/SCNF 복합 필름 내에서 SCNF 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강도가 점차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4).  

 

그림 4-4. WPU/SCNF FT-IR spec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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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U/SChNF 복합 필름의 경우 N-H stretching (3255 cm-1)와 urethane C=O stretching (amideⅠ, 

1610-1660cm-1)와 관련된 peak 이 SChNF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강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5) [8]. 이러한 결과들은 SCNF 및 SChNF 와 WPU 사이의 분자 간 상호 작용의 존재를 

뒷받침한다. 

 

그림 4-5. WPU/SChNF FT-IR spectra 

 

 

4.3 X-ray diffraction (XRD) 

WPU, SCNF, SChNF 및 복합체 필름의 결정 구조 분석을 위해 XRD 를 사용하여 XRD profile 을 

얻었다 (그림 4-6). WPU 의 경우 연질 영역과 경질 영역의 분리로 인해 19.5 °에서 넓은 peak 을 

갖는 반결정 구조 (semicrystalline)를 갖는다 [7, 18]. SCNF 의 경우 14.8°, 16.6° 및 22.3°에서 (110), 

(110) 및 (200)면에 상응하는 셀룰로오스의 특징적인 결정 peak 을 확인할 수 있다 [29,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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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SChNF 의 경우에도 9.1°, 19°, 23°에서 (020), (110) 및 (130)면에 상응하는 α-키틴의 

역평행 결정 peak 을 확인할 수 있다 [43-45]. 이를 통해 셀룰로오스와 키틴은 SA 개질 및 ACC 

처리 후에도 원재료의 결정 구조를 유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WPU/SCNF 및 WPU/SChNF 

복합 필름의 결정 구조 분석을 위해 Fityk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각각의 XRD profile 을 

deconvolution 하였다 (그림 4-6). Deconvolution 결과 WPU/SCNF 복합 필름에서 나타나는 결정 

peak 내에 WPU 의 반결정 peak 와 SCNF 의 특징적인 peak 이 중첩되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WPU/SCNF 복합 필름 내 SCNF 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SCNF 의 peak 강도가 세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WPU/SChNF 복합 필름의 경우에도 WPU/SChNF 복합 필름의 결정 peak 

내에 WPU 의 반결정 peak 와 SChNF 의 특징적인 peak 들이 중첩되어 존재함을 알 수 있으며, 

WPU/SChNF 복합 필름 내 SChNF 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SChNF 의 peak 강도가 세지는 것이 

확인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WPU/SCNF 및 WPU/SChNF 복합 필름 내에 WPU, SCNF 및 

SChNF 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6. XRD profile (a) WPU, SCNF 및 WPU/SCNF 복합 필름, (b) WPU, SChNF 및 WPU/SChNF 

복합 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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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UV-visible (UV-vis) 

WPU 및 WPU 복합체 필름의 광 투과도를 평가하기 위해 UV-visible 장비를 이용하였다. 측정 

결과는 가시광 영역 (visible light, 400~700 nm)에서의 평행 투과도 (parallel transmittance)을 

나타낸다 (그림 4-7). 순수한 수분산 폴리우레탄 필름은 550 nm 에서 92%의 투과도를 갖는 

투명한 필름이다. 수분산 폴리우레탄에 SCNF 및 SChNF 를 복합화하면 순수한 수분산 

폴리우레탄의 투과도에서 약간의 감소가 나타난다. 그러나 SCNF 및 SChNF 복합 필름은 모든 

비율에서 약 90% 이상의 투과도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1). SCNF 와 SChNF 가 수분산 

폴리우레탄과 복합화되어도 기존의 순수한 수분산 폴리우레탄의 투과도를 크게 해치지 않고 높은 

투명성을 갖는 필름으로 제작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6, 그림 3-7). 이러한 수분산 

폴리우레탄 복합 필름의 우수한 광 투과도는 더 넓은 활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공한다. 

 

그림 4-7. WPU 및 WPU 복합 필름의 parallel transmittance (a) WPU 및 WPU/SCNF, (b) WPU 및 

WPU/SChN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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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 WPU 및 WPU 복합 필름의 평행 투과도 (550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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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Tensile test 

WPU, SCNF, SChNF 및 복합체 필름의 기계적 특성을 분석하고자 universal testing machine 

(UTM)을 사용하여 인장 시험을 진행하였다. 이때 Stoichiometric ratio (SR)을 변수로 두어 SR 0.9, 

SR 1.0 두 종류의 WPU 를 합성하여 준비하였다 (그림 4-8). SR 값은 WPU 합성 시 사용되는 사슬 

연장제 (EDA)의 몰비를 변경하여 조절하였다. SR 0.9 는 반응물에 존재하는 NCO 보다 적은 양의 

EDA 를 투입하여 반응이 완료된 후에도 미반응 NCO 그룹이 존재하는 WPU 이며, SR 1.0 은 

반응물에 존재하는 NCO 만큼의 EDA 를 투입하여 반응이 완료된 후 미반응된 NCO 그룹이 

존재하지 않는 WPU 이다. 합성 시 사용된 각 재료의 조성은 표 4-2 에 나타내었다. 두 종류의 

WPU 는 모두 SCNF 및 SChNF 와 복합화하여 WPU 복합 필름으로 제작하였으며, 인장 시험을 

통해 이들의 기계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림 4-8. WPU 분산액 (SR 0.9, SR 1.0) 

 

표 4-2. SR 0.9 및 SR 1.0 WPU 합성 조성 



68 

 

- SCNF vs SChNF 

먼저 SCNF 및 SChNF 첨가에 따른 기계적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SR 0.9 및 SR 

1.0 두 종류의 WPU 에 SCNF 와 SChNF 를 첨가하여 복합 필름을 제작한 후 인장 시험을 

진행하였다 (그림 4-9, 표 4-3, 표 4-4). 인장 시험 결과, 그림 4-9 에서 볼 수 있듯이 

WPU/SCNF 와 WPU/SChNF 모두 WPU 에 대해 기계적 강화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순수한 WPU 는 SCNF 및 SChNF 가 첨가됨에 따라 연신율의 감소와 함께 최대 인장 강도 

및 항복 강도, 영률, 인성의 증가가 확인되며, SCNF 및 SChNF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그 효과가 

증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10, 그림 4-11). 

그림 4-9. Engineering stress-strain curve of (a) SR 0.9/SCNF, (b) SR 0.9/SChNF, (c) SR 1.0/SCNF, 

and (d) SR 1.0/SChN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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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SR 0.9 WPU 및 WPU 복합 필름의 기계적 특성 

 

표 4-4. SR 1.0 WPU 및 WPU 복합 필름의 기계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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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Mechanical properties of SR 0.9 composite films. (a) Tensile strength, (b) Elongation, (c) 

Yield strength, (d) Young’s modulus, and (e) Work of fracture 

 

그림 4-11. Mechanical properties of SR 1.0 composite films. (a) Tensile strength, (b) Elongation, (c) 

Yield strength, (d) Young’s modulus, and (e) Work of fra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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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U/SCNF 의 경우 SCNF 첨가에 따라 최대 인장 강도가 미세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연신율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항복 강도와 영률은 SCNF 첨가량에 따른 

증가가 명확히 관찰된다. 인성의 경우에도 순수 WPU 에 비해 다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WPU/SChNF 의 경우 SChNF 의 첨가에 따라 최대 인장 강도의 확연한 증가가 확인되며, 항복 

강도와 영률의 증가 양상도 명확히 관찰된다. 이때 항복 강도와 영률의 증가 폭은 SCNF 보다 

훨씬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SCNF 및 SChNF 에 의한 기계적 강화 효과는 FT-IR 결과와 

동일하게 SCNF 및 SChNF 가 WPU 의 경질 영역과 형성하는 수소 결합에 기인한다. 

이때 WPU/SCNF 및 WPU/SChNF 의 결과를 비교하면 SChNF 에서 보다 더 우수한 기계적 강화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SCNF 및 SChNF 의 화학 구조 차이에 의해 설명된다 (그림 4-12). 

SCNF 의 경우, SCNF 의 SA group 및 백본의 -OH group 이 WPU 와 수소 결합을 이루어 상호 

작용할 수 있다. 반면에 SChNF 의 경우에는 SA group 과 백본의 -OH group 외에도 N-acetyl 

group 이 존재하여 WPU 와 더 많은 수소 결합을 형성할 수 있다 [46]. 결과적으로 SChNF 는 

WPU 와의 더 많은 상호 작용을 이룸에 따라서 WPU 와 보다 더 잘 혼합된 필름을 형성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기계적 특성의 강화 효과 역시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4-12. WPU 에 대한 SCNF 및 SChNF 의 상호 작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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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Mechanical properties of WPU/SCNF composite films. (a) Tensile strength, (b) 

Elongation, (c) Yield strength, (d) Young’s modulus, and (e) Work of fracture 

 

그림 4-14. Mechanical properties of WPU/SChNF composite films. (a) Tensile strength, (b) 

Elongation, (c) Yield strength, (d) Young’s modulus, and (e) Work of fra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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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 0.9 vs SR 1.0 

다음으로는 SR 값에 따른 WPU/SC(h)NF 복합 필름의 기계적 특성을 비교하였다 (그림 4-13, 그림 

4-14). WPU/SC(h)NF 복합 필름의 기계적 특성 비교에 앞서, SR 값에 따른 WPU 의 기계적 특성을 

확인하였다. SR 0.9 의 WPU 는 최대 인장 강도, 연신율, 항복 강도, 영률, 인성이 각각 27.63 MPa, 

1191.6%, 3.03 MPa, 17.21 MPa, 147.43 MJ/m3 의 값을 나타낸다. SR 1.0 의 WPU 는 최대 인장 강도, 

연신율, 항복 강도, 영률, 인성이 각각 28.63 MPa, 1180.1%, 3.31 MPa, 21.2 MPa, 149.44 MJ/m3 의 

값을 나타낸다. SR 0.9 와 SR 1.0 의 기계적 특성은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확인된다. WPU/SC(h)NF 

복합 필름의 기계적 특성 분석 결과, SR 값에 상관없이 SR 0.9 와 SR 1.0 모두 SCNF 및 SChNF 에 

의한 기계적 강화 효과가 확인되었다. WPU/SCNF 의 경우 SR 값에 따른 기계적 거동은 

대동소이하여 확연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SChNF 를 첨가한 WPU 복합체의 경우 SR 

값에 따른 기계적 거동의 차이가 명확히 확인되었다. SR 1.0 의 WPU 보다 SR 0.9 WPU 에서 최대 

인장 강도와 영률, 인성의 증가 폭이 월등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SR 값에 

따른 WPU/SC(h)NF 복합 필름의 기계적 거동 차이는 WPU 내 미반응 NCO 그룹의 존재 유무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림 4-15).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SR 0.9 WPU 에는 반응에 참여하지 못한 NCO 

그룹이 존재한다. WPU 내에 존재하는 NCO 그룹은 SC(h)NF와의 상호 작용에 참여하여 더 다양한 

수소 결합의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서 WPU 의 기계적 강화 효과를 높일 수 있게 

된다 [12]. 따라서 미반응 NCO 그룹을 갖는 SR 0.9 WPU 와 N-acetyl group 을 갖는 SChNF 를 

이용하여 WPU/SChNF 복합 필름을 제작하였을 때 기계적 강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46]. 

그림 4-15. SC(h)NF 에 대한 SR 0.9 및 SR 1.0 의 상호 작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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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 단위에서 합성하여 얻은 WPU 가 아닌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WPU 에서도 이러한 기계적 

물성 강화 효과가 동일하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시중에 판매되는 WPU (35% w/w)를 

구입하여 앞선 실험과 동일한 방법으로 WPU/SChNF 2.5 복합 분산액 및 복합 필름을 

제작하였으며, 인장 시험을 통해 이들의 기계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림 4-16). 분석 결과 

SChNF 를 2.5%만큼 첨가함에 따라 인장 강도의 증가와 연신율의 감소가 나타났으며, 항복 강도와 

인성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산업용 WPU 에서도 마찬가지로 SChNF 에 의한 기계적 물성의 

강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SChNF 강화 WPU 복합 필름의 넓은 적용 가능성을 

기대해볼 수 있다.  

 

 그림 4-16. Commercial WPU 를 이용한 WPU/SChNF 복합 필름의 기계적 특성 

 

  



75 

 

4.6 Simulation 

앞서 확인한 WPU/SCNF 및 WPU/SChNF 복합 필름에서 나타나는 기계적 거동 차이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 모델로는 CGMD (coarse-grained molecular 

dynamics)를 사용하였다.  

그림 4-17 은 WPU 복합 필름 형성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보여준다. WPU 와 SCNF 및 SChNF 의 

복합화에 대해 10 ns 당 25%의 물이 증발하는 조건으로 시뮬레이션하여 형성되는 필름을 

확인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형성된 필름을 확인하였을 때, SCNF 와 달리 SChNF 는 섬유 형상을 

거의 유지하지 못하고 WPU 와 엉긴 상태로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SChNF 가 

SCNF 보다 WPU 와 더 잘 섞인 상태로 필름이 형성됨을 알 수 있다. 

 

 

그림 4-17. WPU/SCNF 및 WPU/SChNF 필름 형성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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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8 는 SCNF 및 SChNF 내에 WPU 와 수소 결합을 형성할 수 있는 위치를 나타낸 그림이다. 

SCNF 의 경우 백본의 -OH group 과 SA group 에 의해 수소 결합이 형성될 수 있다. 반면 

SChNF 는 백본의 -OH group 과 SA group 뿐만 아니라 acetyl group 에 의해서도 수소 결합이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SChNF 가 SCNF 보다 더 다양하게 WPU 와 수소 결합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림 4-17 과 같은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그림 4-18. WPU, SChNF 및 SCNF 의 수소 결합 형성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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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9 의 Radical distribution function (RDF)를 통해 SCNF 의 백본 (BB), SA group 과 SChNF 의 

BB, SA group, acetyl group 이 WPU 과 상호 작용에 대해 확인하였다. SChNF BB – DMPA 간의 상호 

작용이 SCNF BB – DMPA 보다 더 강한 것이 확인되며 SChNF BB – EDA 간의 상호 작용이 SCNF 

BB – EDA 보다 더 강한 것이 확인된다. 그 외의 상호 작용은 유사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4-19. WPU 와 SC(h)NF 간의 상호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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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U/SCNF 및 WPU/SChNF 필름이 각각 변형에 대해 어떤 거동의 차이를 나타내는지 

확인하고자 변형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3D 방향으로 변형을 가하였을 때 X 축 

방향으로 결합이 유지됨을 확인하였다. 이후 0.5 nm/fs 의 속도로 X 축 길이를 증가시켜 

WPU/SCNF 및 WPU/SChNF 필름의 변형을 시뮬레이션하였으며, 그에 따른 각각의 거동을 

확인하였다 (그림 4-20). 이후 동일한 시간대에서 (after 100 ns) WPU/SCNF 및 WPU/SChNF 

필름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WPU/SChNF 필름은 섬유 말단의 결합이 유지된 채로 stretching 

되어있지만, WPU/SCNF 필름의 경우 결합이 유지되지 않고 파단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21 에서 필름 변형에 대한 WPU 와 SC(h)NF 의 상호 작용을 살펴보았다. SChNF 의 경우 SA 

group 과 WPU 간의 결합이 모두 유지되었으나, SCNF 의 경우 SA group – WPU EDA 간의 결합이 

끊어진 것이 확인된다. WPU 의 EDA group 은 SCNF 보다 SChNF 와 더 강한 결합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얻은 결과는 앞서 인장 시험을 통해 얻은 결과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20. WPU/SCNF 및 WPU/SChNF 복합 필름 변형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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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 필름 변형에 대한 WPU 와 SC(h)NF 간의 상호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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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Thermogravimetric analysis (TGA) 

WPU, SCNF, SChNF 및 복합체 필름의 열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질소 분위기 조건에서 TGA 

분석을 진행하여 TGA 및 DTG thermogram 을 얻었다 (그림 4-22). 각 샘플의 Td5% (5% 중량 손실 

온도)는 표 4-5 에 나타내었다. WPU 의 경우 270 ~ 350 ℃ 구간에서 경질 영역의 분해와 350 ~ 

450 ℃ 구간에서 연질 영역의 분해가 발생한다 [47]. WPU 에서는 ~272 ℃, ~ 338 ℃, ~410 ℃에서 

총 3 단계의 중량 손실 과정이 나타난다. WPU 의 경질 영역에는 우레탄 (urethane) 그룹과 우레아 

(urea) 그룹 두 종류가 존재하며, 우레아 그룹은 우레탄 그룹보다 높은 열 안정성을 갖는다 [6]. 

따라서 첫 번째 중량 손실은 우레탄 그룹의 열분해에 의해 발생하고 두 번째 중량 손실은 우레아 

그룹의 열분해에 의해 발생한다. 이어서 발생하는 세 번째 중량 손실은 연질 영역의 열분해에 

해당된다. SCNF 와 SChNF 의 경우 ~100 ℃와 ~300 ℃ 또는 340 ℃ 부근에서 두 단계의 중량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 중량 손실의 경우 필름 내에 결합되어 있던 물 

분자의 방출과 관련되어 있으며, 두 번째 중량 손실의 경우 SCNF 및 SChNF 의 해중합 

(depolymerizatin), 탈수 (dehydration) 및 glycosyl 단위의 분해에 의한 열분해 (thermal 

decomposition)에 해당된다 [6, 8, 48]. 

 

 

그림 4-22. TGA profile (a) WPU, SCNF 및 WPU/SCNF 복합 필름, (b) WPU, SChNF 및 WPU/SChNF 

복합 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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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U 에 SCNF 를 복합화함에 따라 ~400 ℃ 부근에서 발생하는 Neat WPU 의 연질 영역에 대한 열 

분해 온도가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23). 이는 SChNF 와의 복합화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된다. 연질 영역의 열분해 온도는 SCNF 및 SChNF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높아지며, 중량 

손실이 지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SCNF 및 SChNF 와 WPU 의 경질 영역 사이의 상호 

작용에 의한 결과로 해석된다 [6, 8]. SCNF 및 SChNF 는 WPU 에 첨가되어 WPU 의 경질 영역과 

수소 결합을 형성하게 되고, 이러한 상호 작용은 연질 영역 열분해를 지연시키는 장벽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또한 SCNF 및 SChNF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800 ℃에서의 최종 잔류물의 양이 

증가한 것이 확인된다 (그림 4-24). 

 

 

 

그림 4-23. 330~470 ℃ 온도 구간의 TGA profile (a) WPU 및 WPU/SCNF 복합 필름, (b) WPU 및 

WPU/SChNF 복합 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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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4. 400~800 ℃ 온도 구간의 TGA profile (a) WPU 및 WPU/SCNF 복합 필름, (b) WPU 및 

WPU/SChNF 복합 필름 

 

 

표 4-5. WPU, SCNF, SChNF 및 WPU 복합 필름의 5% 중량 손실 온도 (Td5%) 



83 

 

4.8 DME aerosol spray coating 

먼저 에탄올을 첨가하지 않고 WPU 와 SChNF 분산액만을 혼합하여 복합 분산액을 제조하였다 

(그림 4-25a). 챔버에 제조한 WPU/SChNF 복합 분산액과 DME 를 차례로 주입한 다음 챔버를 

흔들어 복합 분산액과 DME 를 혼합하였다 (그림 4-25b, 4-25c). 그러나 충분히 섞어 준 후에도 

DME 와 WPU/SChNF 복합 분산액이 고르게 섞이지 않고 응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스프레이 코팅할 경우 유리 기판 위에 응집된 WPU/SChNF 복합 분산액이 불균일하게 

코팅된다 (그림 4-25d). 이러한 결과는 DME 의 물에 대한 용해성이 낮기 때문에 물 기반의 

WPU/SChNF 복합 분산액과 DME 의 혼합이 고르게 이루어지지 않아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그림 4-25. 에탄올이 첨가되지 않은 WPU/SChNF 복합 분산액을 이용한 DME 스프레이 코팅 (a) 

WPU/SChNF 6.0 복합 분산액, (b-c) DME 주입 후 복합 분산액과의 혼합 결과, (d) DME 스프레이 

코팅 결과  

 

이후 DME 와 WPU/SChNF 복합 분산액의 혼화성을 높이기 위해 WPU/SChNF 복합 분산액을 제조 

시 에탄올을 첨가하였다. WPU/SChNF 복합 분산액의 SChNF 함량은 4%, 5%, 6%로 준비하였다 

(그림 4-26a-c). 복합 분산액의 제조가 완료되면 챔버에 에탄올이 포함된 WPU/SChNF 복합 

분산액과 DME 를 차례로 주입한 다음 챔버를 흔들어 복합 분산액과 DME 를 혼합한다. 혼합 결과 

앞선 결과와 달리 챔버 내에서 복합 분산액의 응집 없이 DME 와 고르게 섞여 있음을 육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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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다 (그림 4-26d). 이를 스프레이 코팅할 경우 유리 기판 위에 응집 없이 균일하게 

코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27). 이때 WPU/SChNF 4%와 5%의 경우 투명하게 코팅이 

되지만 SChNF 함량이 6%로 높아질 경우 불투명하게 코팅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

27). 

그림 4-26. 에탄올이 첨가된 WPU/SChNF 복합 분산액을 이용한 DME 스프레이 코팅 (a) 

WPU/SChNF 4.0 복합 분산액, (b) WPU/SChNF 5.0 복합 분산액, (c) WPU/SChNF 6.0 복합 분산액, 

(d) DME 주입 후 복합 분산액과의 혼합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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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7. DME 스프레이 코팅 결과 (a) WPU/SChNF 4.0, (b) WPU/SChNF 5.0, (c) WPU/SChNF 6.0 

 

그림 4-28. SR 0.9 WPU/SChNF 복합 분산액의 DME 스프레이 코팅 (a) WPU/SChNF 4.0, (b) 

WPU/SChNF 5.0 

 

또한 EDA 비율을 달리한 SR 0.9 의 WPU 분산액을 사용하여도 균일하고 투명하게 적용되는지 

확인하고자 SR 0.9 WPU 를 사용하여 에탄올이 첨가된 WPU/SChNF 4%, 5% 복합 분산액을 

제조하였다. 제조된 복합 분산액을 이용하여 DME 스프레이 코팅한 결과 유리 기판에 

WPU/SChNF 복합소재가 균일하고 투명하게 코팅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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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1. 본 연구에서는 지구 상에 가장 풍부하게 존재하는 천연 고분자인 셀룰로오스 및 키틴을 

강화재로써 활용하여 수분산 폴리우레탄 복합소재를 제작하였다.  

2. 자연계에서 수소결합에 의해 안정적인 섬유 다발로 존재하는 셀룰로오스 및 키틴은 

숙신산 무수물 개질과 수중대향충돌 방식을 통해 물리화학적 처리를 진행함으로써 

셀룰로오스 및 키틴 나노섬유 분산액의 형태로 얻을 수 있었다. 

3. 셀룰로오스 및 키틴 나노섬유 분산액과 수분산 폴리우레탄은 모두 물을 기반으로 하여 

단순한 교반을 통해 균일한 복합화가 가능하다. 또한 간단한 캐스팅 공정을 이용하여 

수분산 폴리우레탄 및 수분산 폴리우레탄 복합 필름을 제작할 수 있었다.  

4. SEM 이미지 분석을 통해 WPU, WPU/SCNF 및 WPU/SChNF 복합 필름 각각의 파단면을 

확인하였다. Neat WPU 의 경우 파단면이 매끄럽고 깨끗하지만 SCNF 및 SChNF 가 포함될 

경우 파단면에 굴곡이 확인된다. 이러한 파단면의 굴곡은 SCNF 및 SChNF 함량이 

증가할수록 그 정도가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파단면 확인을 통해 SCNF 와 

SChNF 가 WPU 복합 필름 내에서 응집 없이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5. FT-IR 분석을 통해 합성된 WPU 는 필름 내에 잔류하고 있는 -NCO 그룹 없이 모두 

반응하여 합성이 잘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T-IR spectra 에서 WPU, SCNF, 

SChNF 의 특징적인 peak 이 확인되며 복합화된 필름의 경우 SCNF 및 SChNF 와 수분산 

폴리우레탄의 상호 작용에 따른 peak 변화가 확인된다. 

6. XRD 분석을 통해 WPU, SCNF, SChNF 의 특징적인 peak 을 확인하였다. 또한 WPU/SCNF 

및 WPU/SChNF XRD profile 의 deconvolution 을 통해 WPU/SCNF 및 WPU/SChNF 의 복합 

필름 내에 WPU, SCNF, SChNF 의 특징적인 peak 들이 중첩되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87 

 

7. Stoichiometric ratio (SR) 값을 달리한 두 종류의 WPU 를 합성한 후 SC(h)NF 와 

복합화하여 복합 필름을 제작하였으며, 인장 시험을 통해 각각의 기계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SCNF 와 SChNF 는 모두 WPU 에 대해 기계적 강화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그 

중에서도 SChNF 에서 더 큰 기계적 강화 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는 SChNF 내에 존재하는 

아세틸 그룹에 의해 WPU 와 더 많은 수소 결합을 형성함에 따른 결과이다. 또한 SR 값에 

따른 기계적 특성을 비교하였을 때 SR 0.9 에서 더 큰 기계적 강화 효과가 확인된다. 이는 

SR 0.9 내에 존재하는 미반응 -NCO 그룹이 SCNF 및 SChNF 와의 상호 작용에 참여함에 

따른 결과이다. 따라서 SChNF 와 SR 0.9 WPU 를 사용하였을 때 기계적 강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8. Simulation 을 통해 WPU/SCNF 및 WPU/SChNF 복합 필름에서 나타나는 기계적 거동 

차이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필름 형성 시뮬레이션을 통해 SChNF가 SCNF보다 WPU와 더 

다양한 수소 결합을 통해 상호 작용할 수 있어 WPU 복합 필름 형성에 유리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필름 변형 시뮬레이션을 통해 WPU 와 SChNF 간의 결합을 유지하는 

WPU/SChNF 와 달리 SCNF 는 SA group 과 EDA 간의 결합이 끊어지면서 먼저 파단됨을 

알 수 있다. 

9. TGA 분석을 통해 WPU, SCNF, SChNF 및 WPU 복합 필름의 열 안정성을 확인하였다. TGA 

profile 을 통해 WPU, SCNF 및 SChNF 의 특징적인 열분해 거동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WPU 에 SCNF 및 SChNF 가 복합화됨에 따라 WPU 연질 영역의 열분해 온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WPU 경질 영역과 SCNF 및 SChNF 간의 상호 작용에 따른 

결과이다. 

10. 친환경적인 에어로졸 추진제로 각광받고 있는 DME (dimethyl ether)를 사용하여 수분산 

폴리우레탄 복합소재 (WPU/SChNF)를 에어로졸 스프레이 코팅하였다. 에탄올의 첨가에 

의해 DME 와 WPU/SChNF 복합 분산액의 균일한 혼합 및 스프레이 코팅이 가능하였다. 

이때 SChNF 함량이 5% 이하일 경우 유리 기판에 투명하게 코팅되며, 6% 이상이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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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투명하게 코팅된다. DME 를 이용하여 수분산 폴리우레탄 복합소재의 스프레이 코팅 

가능성을 확인함으로써 더 넓은 범위로의 활용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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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Abstract 

Waterborne polyurethane (WPU) is a dispersion of polyurethane (PU) particles in an aqueous 

medium with minimal use of organic solvents in the synthesis process. Since WPU can reduce the 

emission of 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 many studies have been reported to replace 

conventional PU. In this study, we fabricated WPU composites by introducing eco-friendly natural 

polymer nanofibers as reinforcements for WPU. We used cellulose and chitin nanofiber suspensions 

prepared through physicochemical treatment, and they can be complexed with WPU simply by 

blending. The incorporation of natural polymer nanofibers allowed improved mechanical properties 

without significantly impairing the transmittance of transparent WPU. Moreover, we confirmed the 

sprayability of the WPU composites using dimethyl ether (DME), an eco-friendly aerosol propellant, 

and high utility is expected through the spray coating of the WPU composites. 

 

Key word: Waterborne polyurethane, Natural polymer nanofiber, Composite, Transparent, Aerosol 

spray co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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