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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최근 환경문제와 이에 따른 환경규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친환경적인 재료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용매 위주인 기존의 폴리우레탄 합성법을 대신해 유해 물질인 VOC(Volatile 

Organic Compounds)를 줄인 수분산폴리우레탄 합성법이 연구되었다. 수분산 

폴리우레탄은 기존 폴리우레탄 합성법에서 유화제와 중화제를 첨가하여 이를 통한 

화학적 반응을 이용하여 폴리우레탄 입자들을 물에 분산시킨 것이다. 이러한 수분산 

폴리우레탄은 물 기반으로써 합성 또는 작업장 사용 시 유해하지 않아 기존 

폴리우레탄이 사용되는 다양한 분야를 대체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에서는 수분산 

폴리우레탄 복합체의 강화제로써 천연 고분자인 셀룰로오스를 사용하여 나노 복합필름을 

제작하였다. 셀룰로오스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가장 풍부한 천연 고분자로 저렴하고, 

친환경적이며 열적, 기계적 특성이 우수하다. 자연에 존재하는 셀룰로오스는 안정화된 

마이크로 섬유 다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를 나노섬유로 이용하기 위해 화학적 

처리와 물리적 처리가 병행되었고 각각의 처리법에 화학적 처리로 숙신산무수물 

‘succinic anhydride’ 처리가, 물리적 처리로 유체충돌방식 ‘Aqueous counter collision 

(ACC)’을 이용하여 셀룰로오스를 나노 섬유화 시켰다. 제작된 나노 복합필름을 

분석하였다.  

 

핵 심 낱 말 : 수분산폴리우레탄, 셀룰로오스 나노섬유, 숙신산 무수물, 유체충돌장비, 

나노복합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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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 개요 

전 세계적으로 고분자의 사용량은 2015년 322 million tonnes 에서 2016년 335 million 

tonnes 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폴리우레탄 시장은 5번째로 거대한 고분자 시장을 

가지고 있다.[1] 폴리우레탄은 Prof. Dr. Otto Bayer (1902-1982) 에 의해 등장했는데 

지방족 이소시아네이트와 diamine을 반응시켜 폴리우레아를 합성했고, 이후 지방족 

이소시아네이트와 glycol을 반응시켜 폴리우레탄을 합성했다. 이에 폴리우레탄 산업의 

“아버지” 라고 인정받고 있다. 폴리우레탄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의류, 고광택 비행기 

마감재 및 금속, 목재 및 석조를 보호하기 위한 화학 및 부식 방지 코팅의 제조에 

사용되었고[2] 전쟁이 끝날 무렵엔 폴리우레탄 코팅은 산업적 규모로 제조되었으며, 

특정용도에 맞게 맞춤식으로 제조되었다. 현재에 들어 폴리우레탄은 다양한 재료를 통해 

합성되며, 재료 및 비율에 따라 특성을 조정하여 폼 형태, 접착제, 자동차 내장재, 코팅제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폴리우레탄은 합성하는 유기물의 화학적 구조에 따라 

열경화성 폴리우레탄 또는 열가소성 폴리우레탄으로 구분되는데, 열가소성 폴리우레탄은 

일반적인 열가소성 고분자와는 달리 탄성 특성을 가지는데 이는 폴리우레탄의 경우 

연질영역 (soft segment)와 경질영역 (hard segment)로 상분리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상분리는 연질영역과 경질영역 사이의 본질적인 비호완성 또는 열역학적 비혼합성 

때문에  발생된다.[3] 연질영역은 폴리우레탄이 연신 되는 역할을 하고 경질영역은 

연신이 이루어진 연질영역을 원래 형태로 복원하는 역할을 한다. 경질영역은 수소결합을 

통한 물리적 가교결합이 이루어져 탄성 특성이 나타나며 화학적 가교결합이 없기 때문에 

열에 의해서 성형될 수 있어 열가소성 탄성체라고 불린다. 용매 기반의 폴리우레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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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코팅 시 VOC (Volatile Organic Compounds) 발생으로 인해 환경 및 인체에 

유해하였다. 이에 기존 합성법에서 용매의 사용을 줄인 수분산폴리우레탄 합성법이 

연구되었다. 수분산폴리우레탄 합성법의 경우 기존의 폴리우레탄 합성법에서 유화제로써 

친수성기 재료인 DMPA를 사용하며 중화제인 TEA를 이용해 산 염기 반응을 일으켜 물에 

분산시키게 된다. 수분산폴리우레탄의 경우 기존의 용매 기반 폴리우레탄에 비해 낮은 

고형분으로 인한 부족한 기계적 특성을 나타내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계적 특성을 보완하기 위해 복합체를 

제작하였고 강화제로는 셀룰로오스 나노 섬유를 사용했다. 셀룰로오스는 자연계에 가장 

풍부하게 존재하는 천연고분자로 저렴하고 친환경적이며, 열적, 기계적 특성이 우수하다. 

이러한 셀룰로오스는 자연계에서 안정화된 마이크로 섬유 다발로 이루어져 있어,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나노 섬유로 만들어 물에 분산시켜야 한다.[4, 5] 본 연구에서는 

셀룰로오스에 화학적개질로 숙신산무수물 처리 “succinic anhydride”, 물리적 처리인 

유체충돌방식 “aqueous counter collision (ACC)” 를 통하여 물에 분산된 나노 섬유 

현탁액을 제작하였고, 이를 수분산폴리우레탄 현탁액에 섞어 비율별로 필름을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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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 1. 폴리우레탄 

2. 1. 1. 폴리우레탄 개요 

이소시아네이트가 히드록시기와 반응하여 우레탄이 형성하거나 아민과 반응하여 

우레아가 형성되는데 이것이 기본적인 폴리우레탄 반응이 된다. 이소시아네이트가 

친핵성 물질과 반응성이 높은 이유는 R-N=C=O 에서 탄소 원자가 친전자성 특성을 

보여서 전기음성도가 큰 히드록시기, 아민과 반응성이 좋다.[2] 이소시아네이트는 물과도 

반응을 하는데 이때 반응단계는 2 단계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는 불안정한 carbamic 

acid 를 형성 후 CO2 를 배출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NH2 으로 변하게 된다. 각 반응의 

화학적 구조식은 그림 1 에 나타냈으며, 앞의 반응과 달리 다른 부반응도 있다. 반응온도, 

습도, 사용되는 이소시아네이트의 종류에 따라 우레탄결합이 이소시아네이트와 반응하여 

acrylurea bond 를 형성하거나 우레아 결합이 이소시아네이트와 반응하여 biuret bond 를 

형성한다. 여기서 사용되는 이소시아네이트와 폴리올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이러한 

종류와 합성시의 비율에 따라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특성을 가진 폴리우레탄을 합성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트릴렌디이소시아네이트 (TDI)는 톨루엔에서 유도되는 

톨루엔디아민에 포스겐을 적용시켜 만들어지고 이를 이용한 폴리우레탄은 연질폼용 

원료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디페닐메탄-4,4-디이소시아네이트 (MDI)는 아닐린과 

포름알데히드에서 만들어지고 TDI 보다 반응성이 풍부하고 휘발성이 적어 도료나 

접착제등에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폴리우레탄의 특성과 다양한분야에 

적용가능한 적용성에도 최근 이슈가 되는 환경규제로 인해 새로운 폴리우레탄합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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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우레탄, 우레아 반응 화학적 구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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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수분산폴리우레탄 

2. 1. 1. 수분산폴리우레탄 개요 

기존 전통적인 용매 기반 폴리우레탄 합성법에서 코팅 공정시, 코팅제 내에 VOC 

(volatile organic compounds)가 함유되어 있다. 이러한 VOC 물질들은 증발 시에 환경 및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끼쳐, 각 나라에서 규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용매의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 친환경적인 물기반의 폴리우레탄 합성법이 개발되었다. 이렇게 등장한 

수분산폴리우레탄은 물기반의 코팅제로 물 내에 폴리우레탄 입자가 분산되어 있는 

이성분계 콜로이드 시스템이다.[6] 하지만 물기반의 폴리우레탄 코팅제는 용매 기반의 

코팅제보다 성능이 좋지 않아,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7-9] 

폴리우레탄은 일반적으로 폴리올, 디이소시아네이트, 사슬연장제가 중합된 선형의 

고분자이다. 이러한 폴리우레탄은 소수성인데 연구 초기에는 물에 분산시키기 위해서 

유화제와 함께 강한 전단력을 주었지만 이렇게 얻어진 분산 입자는 서로 응집되고 분산 

안정도가 좋지 않았다. 이에 분산 입자의 응집과 분산 안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친수성기 물질을 도입하여 중합 반응을 진행 후 프리폴리머 상태에서 물에 분산시켜 

수분산폴리우레탄을 만들었다. 수분산폴리우레탄 합성시 사용된 이온기는 

이소시아네이트로 종결된 프리폴리머에 화학적으로 결합되어 폴리우레탄을 물에 

분산시킨다. 이러한 이온기는 이온화반응을 통해 양극과 음극으로 나뉘어지며 

입자표면에 전기적 이중층을 형성하여 수분산폴리우레탄의 분산성을 안정화시킨다.[10]  

또한 사슬첨가제를 도입하여 분자량을 증가시켜 물성증대에 기여시켰다. 

수분산폴리우레탄의 등장은 강화된 VOC 규제에 대한 해결책과 사용자에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여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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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3. 수분산폴리우레탄 전구체 (폴리올) 

수분산폴리우레탄에서 폴리올의 역할은 연질 영역에서 탄성체로서 연신을 담당하는 

부분이며, 폴리우레탄의 분자량에 많은 부분을 차지해서 물리적 특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폴리올의 종류는 크게 폴리에테르계, 폴리에스터계, 폴리카보네이트계가 

존재한다. 폴리에테르계는 ethylene glycol, butane diol, hexane diol등의 종류가 있으며, 

우수한 유연성과 내가수분해성 낮은 코스트, 우수한 내용제성의 장점이 있으나 UV 및 

내후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폴리에스터계, 폴리카보네이트계에 비해 낮은 기계적 특성을 

단점으로 들 수 있다. 폴리에스터계는 adipate와 caprolactone 가 있다. 폴리에스터계 

폴리올의 경우 우수한 내마모성 우수한 기계적 강도의 장점이 있으며, 단점으로는 높은 

코스트 낮은 내용제성을 들 수 있다. 폴리카보네이트계는 diol과 phosgene, organic 

carbonates, Epoxides와 CO2와 함께 중합하여 생산한다. 폴리카보네이트계는 

폴리에테르계와 폴리에스터계의 성질이 적절하게 분배되어 있다. 폴리에테르계 폴리올, 

폴리에스터계 폴리올, 폴리카보네이트계 폴리올의 특성 및 화학구조는 표 1과 그림2에 

정리되어 있다.[8] 본 연구에서 사용된 폴리에테르계 폴리올은 polytetrahydro furan 

PTMEG로 Mn 2000 을 사용하였다. 뛰어난 유연성과 내가수분해성으로 이를 이용한 

수분산폴리우레탄 합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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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폴리올 종류에 따른 특성 

 

 

 

 

그림 2. 폴리올의 화학적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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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3. 수분산폴리우레탄 전구체 (이소시아네이트) 

이소시아네이트는 반응성이 매우 높은 화학 물질이며, -OH, -NH 기능성 물질과 결합할 

때 여러 화학적으로 다른 생성물을 생산한다.[2] 특히 폴리우레탄 합성에 이용되는 

이소시아네이트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뉘는데 이소시아네이트 종류에 따라 합성된 최종 

폴리우레탄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난다. 방향족 이소시아네이트로 합성된 폴리우레탄은 

내열성, 강도, 접착력이 우수하며 높은 유리전이온도를 가지지만 자외선에 의한 황변이 

일어나고 빠른 반응성 때문에 수분산폴리우레탄 합성 시 잔류 이소시아네이트와 물이 

반응하기도 한다. 지방족 이소시아네이트로 폴리우레탄을 합성하면 유연성이 좋으며 

낮은 유리전이온도를 지니고 자외선에 의한 황변도 없으며 방향족 이소시아네이트 보다 

낮은 반응성으로 수분산 폴리우레탄 합성 시 잔류 이소시아네이트와 물과의 반응성이 

느리다.[8] 또한 방향족 이소시아네이트가 지방족 이소시아네이트 보다 amine과 

hydroxy에 대한 반응성이 빠르다. 대표적인 방향족 이소시아네이트, 지방족 

이소시아네이트의 화학적 구조는 그림 2에 나타냈다. 이소시아네이트와 amine, hydroxy 

간의 상대적인 반응성은 표2[11]에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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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이소시아네이트 종류 

 

 

 



16 

 

 

표 3. 이소시아네이트의 상대적 반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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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3. 수분산폴리우레탄 전구체 (친수성 그룹) 

용매 위주의 폴리우레탄 합성법에서 소수성인 폴리우레탄 고분자 사슬을 물에 

분산시켜 수분산폴리우레탄을 만들기 위해서는 친수성 물질의 도입되어야 했다. 

폴리우레탄을 물에 분산시키려 했던 초기에는 유화제를 넣고 강한 전단력을 주는 

방법으로 폴리우레탄을 물에 분산시켰다. 하지만 이렇게 분산된 폴리우레탄은 분산 

입자가 크고 저장 안정성이 좋지 않았다. 이에 폴리우레탄 고분자 사슬에 친수성 

그룹을 도입한 후 산 염기 반응을 통해 양이온, 음이온을 띄게 만들었다. 이온을 

가지고 있는 폴리우레탄에 물을 넣으면서 폴리우레탄 사슬에서 친수성인 부분과 

소수성인 부분이 재배열하게 되며, 물에 입자 상태로 분산되게 된다. 이러한 ionic 

group을 도입 시 분산과정에서 강한 전단력을 이용하지 않고 더 작은 크기의 분산된 

입자크기를 얻고 분산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친수성 그룹에는 양이온(Cationomer), 

음이온(Anionomer), 쯔비터이온(Zwitterionomer)로 구성되며, 수분산폴리우레탄 합성 

시는 주로 음이온(Anionomer) 그룹을 사용한다. 음이온 그룹은 Sulfonate group과 

Carboxylate group을 주로 사용하며,[7]  친수성그룹 및 중화제의 화학적 구조는 그림 

3[3]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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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친수성그룹 및 중화제 종류와 화학적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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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3. 수분산폴리우레탄 전구체 (사슬 연장제) 

사슬 연장제의 길이, 분자량, 구조의 기능은 경질영역에서의 패킹 및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12, 13] 이러한 사슬 연장제의 사용은 수분산 폴리우레탄 합성시 가장 

마지막에 이루어진다. 수분산 폴리우레탄 합성 시 NCO/OH 비율이 1.0보다 크게 

잡는데 이는 사슬 말단에 NCO기를 남겨두어 사슬연장제를 붙이기 위함이다. 이때 

말단의 NCO기가 물과 반응 하는 것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방향족 이소시아네이트 

보다는 지방족 이소시아네이트를 주로 사용한다. NCO기에 붙이는 사슬 연장제는 주로 

Diamine 과 Diol 이 사용되는데 Diamine을 사용하면 우레아가 형성되고, Diol을 

사용하면 우레탄이 형성된다. 이때 주로 Diamine 계열을 사용하는데 이는 Diamine이 

Diol보다 이소시아네이트와의 반응성이 빠르기 때문이다.[14] 이렇게 도입된 사슬 

연장제는 수분산폴리우레탄의 분자량을 증가시키고 경질영역사이의 수소결합 정도가 

향상된다는 것을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15, 16] 주로 사용되는 사슬 

연장제의 화학적 구조는 그림4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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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사슬 연장제의 화학적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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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4. 수분산 폴리우레탄 합성법 

수분산폴리우레탄 합성에서 공정들의 기본 원칙은 2가지로 구성되는데 첫째는 

폴리올과 과량의 다이이소시아네이트를 반응시켜 양 말단이 이소시아네이트로 끝나는 

프리폴리머를 형성시키고 두 번째는 친수성 그룹을 도입하여 프리폴리머의 사슬을 

연장하고 물에 분산되는 능력을 지니게 한 후 물에 분산을 시키고 사슬 연장제를 

넣는다. 사슬 연장제로는 일반적으로 아민 계열을 사용하는데 아민이 히드록시기보다 

이소시아네이트와 반응성이 좋기 때문이다.[6, 7] 친수성 그룹을 도입하여 수분산 

우레탄을 합성하면 외부 유화제를 넣지 않고 미세한 입자 크기로 폴리우레탄을 물에 

분산시킬 수 있다. 수분산폴리우레탄의 공정은 Acetone process, Prepolymer mixing 

process, Melt dispersion process, Ketamine-ketazine process로 분류되며, 주로 사용되는 

공정은 Acetone process와 Prepolymer mixing process이다. Acetone process의 경우 

폴리우레탄 합성 용매를 Acetone으로 사용한다. 과량의 Acetone을 이용해서 균질한 

상태의 환경에서 폴리올과 이소시아네이트가 반응 하고 나서 친수성 그룹을 도입하고 

물에 분산시킨 후 물보다 낮은 끓는점을 지닌 Acetone을 감압하여 제거한다. 장점은 

고분자 형성이 균질한 용액 내에서 이루어져 있어서 고품질 및 신뢰성 있는 재현성을 

지니지만 단점은 다량의 Acetone을 증발시켜 공정이 경제적이지 못하다. 두번째 

방법인 prepolymer mixing process의 경우 폴리우레탄 합성 용매를 최소한으로 

사용하여 합성하는 과정이다. 친수성 그룹을 도입하고 양 말단을 이소시아네이트로 

존재하는 폴리우레탄을 물에 분산시킨다. 분산 시 유기용매를 최소한으로 사용하여 

점도가 높기 때문에 분산 전에 소량의 용매를 첨가하여 점도를 낮춘 후 물에 

분산시킨다. 장점은 용매를 증발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Acetone process 보다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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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으로 합성할 수 있지만, 단점은 불균질한 용매 내에서 반응을 하므로 Acetone 

process보다 특성이 좋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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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5. 분산 메커니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수분산폴리우레탄 합성법으로는 이소시아네이트를 과량으로 

사용하여 친수성 그룹이 도입되어 있으며, 양 말단이 이소시아네이트로 존재하는 

폴리우레탄 프리폴리머를 형성한다. 그 다음 단계에서 산 또는 염기를 첨가하여 

친수성 그룹이 산, 염기 반응을 통해 이온을 형성한다. 이온이 형성되면 폴리우레탄 

사슬 사이의 상호작용에 때문에 점성이 많이 증가하는데 작용하는 힘은 산, 염기 

반응에서 형성된 이온대기에서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다. 이온이 

형성된 폴리우레탄에 물이 들어오면 초기에는 급격하게 점도가 감소하게 되는데 물에 

의해서 이온 간의 형성된 상호작용이 약해지는데 물의 양이 사용한 용매의 양보다 

많아지면 폴리우레탄 프리폴리머는 열역학적 평형을 위해 사슬의 소수성 부분이 서로 

모여서 물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입자 내부에 존재하고 친수성 그룹은 입자 

외부에서 물과 접촉하는 분산입자가 형성되면서 하나의 상에서 두상의 시스템으로 

변화된다. 입자 크기는 폴리우레탄 프리폴리머의 분자량이 클수록 소수성이 크기 

때문에 분산 과정에서 사슬이 모이는 양이 증가해서 입자 크기가 커진다. 하지만 

폴리우레탄 프리폴리머 사슬 내에 친수성그룹의 함량이 증가하면 소수성이 낮아져서 

분산 과정에서 사슬이 모이는 양은 감소해서 입자 사이즈가 작아진다. 분산입자의 

물리적 특성은 합성에 사용되는 유기물의 화학적 구조, 친수성 그룹의 종류, 분자량, 

그리고 합성 방법에 따라 다르며,[9] 분산 입자의 지름은 10nm~5㎛의 크기를 지니며 

외관상 색은 투명한 색에서 입자 크기가 커지면서 투명한 푸른색, 우유색을 띤다. 물 

내에서 입자가 서로 붙지 않고 떨어져서 분산되어 존재할 수 있는 힘이 두 가지 

있는데 첫째는 전기 이중층에 의한 전기적 반발력이다.[17] 분산 입자가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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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워지면 인력과 척력이 동시에 작용하는데 인력은 반데르발스 힘이 적용되고 

척력은 전기적 반발력이 적용된다. 두 힘 중에 전기적 반발력에 의한 척력이 

반데르발스 힘보다 강하게 작용하여 두 입자가 서로 붙지 않고 떨어져서 존재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삼투압이다. 분산 입자가 서로 가까워지는 공간에는 이온의 농도가 

높아진다. 주변의 농도는 이온이 모인 공간과 비교하면 이온의 농도가 낮은 공간이다. 

이 농도를 평행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삼투압이 작용하고 분산 입자들이 서로 멀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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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셀룰로오스  

2. 2. 1. 셀룰로오스 개요 

셀룰로오스는 자연계에 가장 풍부한 천연고분자로 제지 및 방적산업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셀룰로오스의 소비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셀룰로오스는 식물 세포벽의 주 구성성분으로 식물 전체질량의 약 

33%를 차지한다. London 의 Royal Botanic Garden 의 Jodrell Laboratory 에서 Charles F. 

Cross와 Edward Bevan에 의하여 1885년에 나무에서 최초로 분리되었다. 셀룰로오스는 

그 획득된 원천에 따라 결정 상태, 결정 정도, 그리고 분자량과 같은 물리적 특징이 

다양하다. 자연상태에서 대부분의 셀룰로오스는 결정형 셀룰로오스로서 생산되고 이는 

셀룰로오스 I 으로 정의된다. 셀룰로오스 II 의 경우 소수의 개체들 만이 자연상태에서 

셀룰로오스 II 를 생산한다. 셀룰로오스 I 에서 사슬은 서로 평행하고, microfibril 을 

형성하기 위하여 나란히 포장되어 있다. 이러한 microfibril 형태의 셀룰로오스는 매우 

안정적인 구조로 무정형 영역과 단결정 셀룰로오스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10] 

그래서 이를 이용하기위해 셀룰로오스를 셀룰로오스 나노 섬유 (cellulose nanofiber, 

CNF)와 셀룰로오스 나노 결정 (cellulose nanocrystal, CNC)로 제조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나노셀룰로오스는 완전한 결정성 배열에 의해 높은 탄성률을 가진 

복합재료의 우수한 보강제로 사용될 수 있다.[5] 일반적으로 나노 셀룰로오스는 

인장탄성계수가 강철이나 케블라(Kevlar)와 비슷하고 (100~160 GPa), 밀도가 작으며 

(0.8~0.15 g/cm3), 넓은 비표면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장점들로 포장산업, 제지산업 

여과장치, 인공 피부, 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될 수 있다. 셀룰로오스의 

분자구조는 그림에 나타내었다. 



26 

 

 

그림 5. 셀룰로오스 분자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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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숙신산무수물 

셀룰로오스의 표면 음이온성을 높여 물에 분산시키기 위해 숙신산무수물 처리를 

시킨다. Succinic anhydride 를 촉매를 통해 셀룰로오스와 반응 시켜 카르복실레이트 

그룹과 카보닐그룹을 개질시킨다. 표면 개질된 셀룰로오스는 물에 분산시켜 

유체충돌방식을 이용하여 나노섬유화 시킨다.  

 

 

그림 6. 셀룰로오스 숙신산무수물 화학반응 

 

2. 2. 3. 유체충돌방식 

Aqueous Counter Collision (ACC), 유체충돌방식은 양 쪽 노즐에서 매우 강한 압력으로 

현탁액을 분사하여 챔버내에서 서로 충돌시킨다. 이때 현탁액 내부의 셀룰로오스는 강한 

힘 을 받아 섬유로 찢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순수한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발생된다. 

변수로 분사압력, 노즐 직경, 반복횟수 등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압력 2000 bar, 

노즐직경 200um, 반복횟수 100pass 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Pass 가 증가될수록 

셀룰로오스 나노섬유의 직경은 더욱 작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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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Aqueous Counter Collision (ACC)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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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방법 

3. 1. 수분산 폴리우레탄 합성 

3. 1. 1. 실험재료 

실험에서 사용된 폴리올은 PTMEG(Poly(tetrahydrofuran)), (Mn 2000)이며 

이소시아네이트는 IPDI(Isophorone diisocyanate)를 사용했다. 친수성 그룹은 DMPA(2,2-

Bis(hydroxyl methyl)propionic acid)를 사용했으며, DMPA 용매로는 NMP(1-methyl-2-

pyrrolidinone)를 사용했다. 중화제로는 TEA(Triethylamine)을 사용했다. 사슬 연장제는 

EDA(Ethylenediamine)을 사용했다. 용매는 MEK(2-butanone)를 사용했다. NMP는 alfa 

aesar, 나머지 시약은 모두 sigma aldrich에서 구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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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합성에 사용된 시약 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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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2. 수분산 폴리우레탄 합성. 

합성 전날 반응기 (4구 플라스크)에 폴리올을 넣고 80℃ 오븐에서 진공을 유지시켰다. 

이것은 폴리올내의 수분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합성 당일 70℃ 오일베쓰에 폴리올이 

들어있는 반응기를 고정시키고 디지털 스터러기를 장착시킨다. 4구 중 한 곳에 질소 

주입구를 물려주고 한 곳에는 오일버블러가 연결된 냉각환류기를 장착시킨다. 이후 

플라스크 내부를 질소 purging 을 1시간 시킨다. Powder 형태의 DMPA를 35wt% 비율로 

NMP에 넣어 120℃ 오븐에서 30분간 용해시킨다. 용해된 DMPA를 반응기 내에 넣어주고 

30분간 교반 시켜준다. IPDI를 dropfunnel을 이용하여 투입 후 3시간 동안 교반 시켜준다. 

이때 MEK를 이용하여 점도를 조절하여 전체적으로 반응이 잘 되도록 한다. 반응 후 

오일베쓰 온도를 60℃로 낮추고 TEA를 투입시키고 30분 동안 교반 시킨다. 찬물이 담긴 

비커에 반응기를 중탕해 온도를 0~10℃로 낮추고 반응기에 증류수를 넣는다. 3시간 교반 

시켜 물에 분산시킨다. 마지막으로 EDA와 물을 혼합한 용액을 투입하여 30분동안 

반응시킨 뒤 수분산폴리우레탄 합성을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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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셀룰로오스 나노섬유화 

3. 2. 1. 실험재료 

활엽수 펄프는 씨엔엔티에서 구입하였다. 숙신산무수물 (succinic anhydride, SA)은 

대정화학에서 구입하였다. 촉매인 pyridine은 삼천화학에서 DMF(dimethylformamide)와 

세척용 Ethanol은 sigma aldrich에서 구입하였다. 

 

 

3. 2. 2. 셀룰로오스 숙신산무수물처리  

펄프를 그라인더를 통해 분쇄시키고 이를 3 일간 동결건조(freeze drying)시켜 완전히 

수분을 제거한다. 반응기(4 구플라스크)에 동결건조된 셀룰로오스 12g 과 DMF 

(dimethylformamide) 300ml, 숙 신산무수물 (succinic anhydride, SA) 0.26mol 26g, 촉매인 

pyridine 을 5ml 를 넣고 디지털 스터러기를 장착한 뒤 500rpm, 110℃ 오일베쓰에서 

6 시간 반응을 보낸다. 반응이 종료된 셀룰로오스는 진한 갈색을 띠는데 이를 

원심분리기와 증류수를 이용해 세척한다. 이때 코니칼튜브에서 10000rpm 10 분간 6~7 회 

반복하여 실시한다. 이후 pyridine 을 씻어내기 위해 Ethanol 로 세척하고 한 번 더 

증류수를 통해 세척한다. 세척된 셀룰로오스를 0.3wt%로 현탁액을 만들고 pH 미터기를 

이용하여 pH 7 을 맞추어 반응을 종료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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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3. 셀룰로오스 유체충돌방식을 통한 나노섬유화 

숙신산무수물처리를 끝낸 0.3wt% 셀룰로오스 현탁액을 유체충돌방식 (aqueous counter 

collision, ACC)를 통해 나노섬유화 시킨다. 이때 2L 기준 1counter=50ml , 1pass=40count, 

총 100pass 로 유체충돌시켜 셀룰로오스 나노섬유 현택액을 얻는다. 

 

 

 

 

3. 3. 나노복합필름 제작 

고형분 30wt%로 합성된 수분산폴리우레탄과 숙신산무수물처리와 유체충돌방식을 통해 

나노섬유화 된 셀룰로오스 (SAA CNF) 를 비율별로 혼합하여 현탁액을 제작한다. 

현탁액은 12hr 마그네틱 교반기로 교반시킨다. 그림 8 에서 각비율별 현탁액의 사진을 

나타내었다. 교반된 현탁액을 OTS(Trichloro octadecyl silane)로 표면처리한 유리접시에 

붓고 후드내에서 24~72 시간 건조시킨다. SAA CNF 가 많이 들어갈수록 물이 많아 

건조시간이 증가한다. 건조되어 형태가 갖춰진 나노복합필름을 진공오븐에 넣어 

40℃에서 24시간 건조시켜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다. 제작된 필름은 그림9에 나타내었다. 

제작된 WPU/SAA CNF 나노복합필름을 WPU/CNF 나노복합필름으로 명명하여 측정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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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WPU/CNF 비율별 혼합 현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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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WPU/CNF 15wt% 나노복합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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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고찰 

4. 1. 실험 분석 장비 및 샘플 준비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WPU/CNF 나노 복합필름의 비율에 따른 형상구조를 보기 위하여 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Hitach High-Techmologies, S-480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 (FTIR) 

수분산폴리우레탄의 합성조건에 따른 화학적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서 Thermo scientific, 

Nicolet 6700을 사용했다. 분석 조건은 해상도를 4 cm-1로 설정하고 주사수는 32로 

설정하였다. 파수 범위는 4000~400 cm-1로 설정했다.  

X-ray diffraction (XRD) 

WPU/CNF 나노 복합필름의 비율에 따른 X-ray diffraction 을 조사하기 위해 Ultima 4 

(Rigaku, Japan)를 사용하여 분석했다. 샘플은 진공오븐에서 40℃, 24hr 건조시켜 

준비하였다. 

UV - visible 

WPU/CNF 나노 복합필름의 비율에 따른 투과도를 측정하기 위해 UV-2550(SHIMADZU, 

Japan)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Tensile test (UTM, Universal testing machine) 

WPU/CNF 나노복합필름의 비율에 따른 기계적강도를 측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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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은 ASTM D-638규격을 사용했다. 샘플제작기를 제작되었다. 이후 진공오븐에서 40℃, 

24hr 건조 후 UTM(Universal Testing Machine, AMTEK, LS5)에 의해 측정하였다.  

Thermogravimetric analysis (TGA) 

WPU/CNF 나노 복합필름에 비율에 따른 열분해 온도를 측정했다. 샘플은 진공오븐에서 

40℃, 24hr 건조한 뒤 측정하였다. 측정 장비는 TA Instrument, Model-Q500을 사용했다. 

측정 조건은 질소 분위기 하에 0~800 °C까지 10 °C/min 승온 속도로 분석하였다.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DSC) 

WPU/CNF 나노 복합필름의 비율에 따른 열적 성질을 측정했다. 샘플 준비는 수분산 

폴리우레탄을 1주일 동안 상온에서 진공 건조하여 물을 제거 한 후 측정했다. 측정 

장비는 TA Instrument, Model-Q2000을 사용했다. 측정 조건은 질소 분위기 하에 -

10~100 °C 범위에서 10° C/min의 승온 속도로 분석하였다.  

Dynamic mechanical analysis (DMA) 

WPU/CNF 나노 복합필름의 비율에 따른 동적 열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Q-800(TA-

Instrument, US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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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구조분석 

4. 2. 1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e를 통해 나노복합필름의 미세구조를 분석했다. 

전자주사현미경(SEM)은 전자빔을 이용해 시료 표면의 형상을 확대해 관찰하는 장비이다.  

샘플은 나노복합필름을 액체질소에 담그었다 빼내어 파단 시켜 진공오븐에서 건조한 뒤 

단면을 분석하였다. 순수한 수분산폴리우레탄 이미지에서는 깨끗한 단면 이미지를 

저배율과 고배율 모두에서 확인 할 수 있다. SAA CNF가 비율별로 증가 첨가됨에 따라 

셀룰로오스 나노섬유에 의한 굴곡짐, 표면의 조도 차이가 확인된다. WPU/SAA CNF 

나노복합필름의 SEM 이미지는 그림10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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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WPU/CNF 나노복합필름의 단면 SEM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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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2. 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 (FTIR) 

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 (FTIR)은 적외선 영역의 빛을 흡수해서 분자의 

진동수를 알아내는 분광법으로 특정한 분자 구조에 대해서 빛의 흡수율을 나타냄으로써 

물질의 정량이나 물질의 정성을 분석하는 장비이다. 순수한 수분산폴리우레탄 구조에서 

2270 cm-1 의 이소시아네이트 피크가 관찰되지 않음으로써 반응에 참가한 

이소시아네이트가 전부 우레탄, 우레아 결합에 참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로써 

수분산폴리우레탄 반응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460-3338 cm-1에서 

N-H구조 피크가 나타나는데 이 범위에서는 -OH 피크도 같이 중복되어 나타난다. 또한 

SAA CNF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이 범위의 피크가 broad하게 변함과 더 커지는 것으로 

셀룰로오스의 -OH가 나노복합필름에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그림 14에서 

확인 가능하다. 1650 cm-1 피크에서 DMPA의 C=O 구조가 확인되며, 1100 cm-1 피크에서 

PTMEG의 C-O-C구조가 확인된다.[18-20] 1700 cm-1 피크에서 우레탄 결합의 C=O 

구조가 나타난다.  이때 SAA CNF에서는 1727 cm-1 피크에서 자유 C=O 가 나타나는데 

WPU/SAA CNF 복합필름이 되면서 1727 cm-1 자유 C=O 피크가 사라지고 1700 cm-1 의 

우레탄 결합 C=O 피크만 나타나며 이것은 그림 12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SAA CNF의 

자유 C=O 그룹이 수분산폴리우레탄과 상호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림 13에서 

1055 cm-1, 1035 cm-1 피크로도 수분산폴리우레탄과 SAA CNF 복합체의 완성을 확인 

가능하다. 1055 cm-1, 1035 cm-1 피크는 셀룰로오스의 C-O 구조를 나타내며 이것은 

수분산폴리우레탄에 SAA CNF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피크의 강도 또한 커짐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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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WPU/CNF 나노복합필름 FT-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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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WPU/CNF 나노복합필름 1500-1900 cm-1 FT-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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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WPU/CNF 나노복합필름 950-1150 cm-1 FT-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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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WPU/CNF 나노복합필름 3200-3500 cm-1 FT-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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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WPU/CNF 나노복합필름 FT-IR 구조 

 

 

 

 

 

 

 

 

 

 

 



46 

 

4. 2. 3. X-ray diffraction (XRD) 

WPU/CNF 나노복합필름의 결정성을 XRD 를 통해 측정하였다. X-ray diffraction, XRD 

분석법은 X 선의 회절 현상을 이용한 분석법으로 X 선을 결정에 부딪혀 일부가 회절을 

일으키고 그 회절각과 강도는 물질 구조상 고유의 것으로 이 회절 X 선을 이용하여 

시료에 함유된 결정성 물질의 종류와 양에 관계되는 정보를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합성한 수분산폴리우레탄은 결정질이 포함된 비정질 물질이다. 폴리우레탄의 결정성은 

일반적으로 폴리우레탄에서 일어나는 수소결합으로 인해 소프트 세그먼트의 정렬된 

구조에서 나타난다.[21] 이것은 DSC 데이터에서 나타나는 결정성 용융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15 에서 WPU/CNF 비율별로 측정한 XRD 데이터를 deconvolution 한것이다. 

순수 수분산폴리우레탄 a, 2.5wt% b, 5.0wt% c, 7.5wt% d, 10wt% e, 15wt% f, SAA CNF g 로 

SAA CNF 에서는 셀룰로오스 I 결정구조가 나타났다.[22] 이를 각 비율별로 만들어진 XRD 

데이터를 deconvolution 한 결과 SAA CNF 의 결정질 피크가 수분산폴리우레탄 비정질 

피크와 중첩되어 나타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SAA CNF 함량증가에 따라 

셀룰로오스 피크의 강도가 강해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것으로 WPU 내에 

결정질의 SAA CNF 의 존재를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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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WPU/CNF XRD deconvolution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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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4. UV-visible 

본 연구에서 제작된 WPU/CNF 나노복합필름을 UV-visible 장비를 이용하여 투과도를 

측정하였다. 측정은 parallel 로 측정이 되었다. 가시광선 영역 (400~700 nm)에서 

측정하였으며, 측정결과 SAA CNF 함량이 증가할 때마다 약간의 투과도 감소가 

나타났으나 모두 90% 이상의 투과율을 유지하였다. 

 

 

 

그림 16. WPU/SAA CNF UV-vis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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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 기계적 특성분석 

4. 3. 1. Tensile test 

WPU/CNF 나노복합필름의 기계적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UTM 을 통해 측정하였다. 

UTM은 금속 와이어, 나일론 와이어, 플라스틱, 고무, 섬유 및 의류, 포장 등 다양한 

분야의 인장, 압축 및 굽힘 등 기계적 특성을 테스트하는 데 사용한다. UTM은 재료에 

변형을 주어 끊어질 때까지 제어된 속도로 샘플을 늘리거나, 구부리거나, 압축하여 

재료의 기계적 특성을 평가하는 장치이다. ASTM D-638 규격으로 샘플제작기를 이용하여 

제작하여 측정을 진행했다. 측정은 샘플당 5회씩 진행되었고 평균값을 데이터화 하였다. 

그림14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항복강도가 SAA CNF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큰 폭으로 

증가된 것을 확인했는데 (순수 WPU대비 500%이상 증가) 이는 SAA CNF와 WPU의 

경질영역에서의 우레탄, 우레아 결합과의 수소결합에 기인된다. 이는 FTIR 분석시 SAA 

CNF 에 존재하는 자유 카보닐 피크가 복합체가 되면서 사라지는 것으로 확인 될 수 

있다. 경질영역에서의 SAA CNF에 의한 수소결합 증가와 SAA CNF로 인한 연질영역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항복강도의 큰 증가를 가져왔지만, 신장률에서는 감소되는 특성을 

보였다.[23] 또한 순수 WPU와 WPU/CNF 나노복합필름의 데이터 데이터값에서 tensile 

strength, toughness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순수 WPU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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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WPU/CNF 나노복합필름의 UTM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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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WPU/CNF yield strength, tensile strength, toughness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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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열적 특성 분석 

4. 4. 1. Thermogravimetric analysis (TGA)  

WPU/CNF 나노복합필름의 열분해 온도를 TG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TGA는 온도 

변화에 따른 시료의 무게 변화를 측정하여 분석하는 방법으로서 온도-무게 변화량의 

곡선으로부터 시료의 열변화 상태를 알고 정성 및 정량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장비이다. 

우레탄구조, 우레아 구조의 열 안정성은 연질영역인 폴리에테르 다이올보다 낮다. 우레탄, 

우레아 구조의 1차열분해는 220~350°C에 발생하고 2차열분해인 폴리에테르 다이올은 

350~400°C에서 분해가 발생한다. SAA CNF 함량이 증가 할수록 폴리에테르 다이올에서의 

2차 열분해 무게 감소율이 감소되는데 이는 SAA CNF 첨가로 인한 경질영역에서의 

수소결합으로 인해 연질영역에서의 이동성이 방해 받는 것으로 인해 열안정성이 증가 된 

것으로 보인다. 1차열분해때의 열안정성은 오히려 감소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것은 SAA 

CNF에서 에스테르 결합의 분해에 기인되었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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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9. WPU/CNF 나노복합필름의 TGA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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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2.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DSC)  

앞선 Thermogravimetric analysis (TGA) 분석 결과에 추가적인 분석을 위해 DSC 측정을 

실시했다. DSC는 시료와 기준 온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의 차이를 온도의 함수로 

측정하는 열분석 장비이며 시료와 기준 모두 실험을 통해 거의 같은 온도로 유지되며 

시료에서 열적변화가 있을 때 변하는 열용량과 기준의 열용량 차이를 그래프로 나타낸다. 

폴리에테르 다이올은 폴리우레탄의 화학적 구조에서 연질영역을 담당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Polytetrahydrofuran (PTMEG) Mn 2000, 은 반결정성 물질로 그림20 에 나타낸 

DSC 데이터에서 25℃ 흡열피크는 PTMEG 연질영역의 용융피크이다. 이때 SAA CNF가 

증가함에 따라 우레탄 또는 우레아 구조의 N-H와 카보네이트 구조의 C=O의 

수소결합으로 인해 경질영역이 증가되게 되고, 증가된 경질영역은 연질영역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것과 SAA CNF와 연질영역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한 움직임 방해로 인해 

흡열피크 범위가 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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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0. WPU/CNF DSC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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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3. Dynamic mechanical analysis (DMA) 

Dynamic mechanical analysis (DMA) 분석이란 고분자 시편에 진동하는 힘이나 변형을 

가하여 저장 탄성률(storage modulus)과 손실 탄성률(loss modulus) 그리고 저장되는 

탄성계수에 대한 손실되는 탄성계수의 비인 tan delta 을 온도나 주파수에 따라 측정하는 

분석법이다. 그림 21 은 순수 WPU 와 SAA CNF 가 첨가된 WPU/CNF 나노복합필름의 

온도에 따른 tan delta 와 저장 탄성률을 나타낸다. SAA CNF 의 함량이 증가 될수록 저장 

탄성률은 매우 크게 증가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큰 향상은 셀룰로오스 

나노섬유에 의해 셩성된 퍼콜레이션 네트워크의 결과일 것으로 예상된다.[25, 26]  Tg 의 

경우 SAA CNF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함을 보여주는데 이는 SAA CNF 가 WPU 의 

경질영역과 강하게 결합하여 경질영역내의 수소결합된 카보닐그룹 낮아지는것에 

기인한다.[27] 에너지손실정도를 나타내는 damping 성질과 연관되는 tan delta 피크의 

세기가 SAA CNF 함량이 증가될 수 록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SAA CNF 

함유량이 증가됨에 따라 높은 탄성 성질을 가지게 됨을 의미한다. 이것은 SAA CNF 으로 

인해 경질영역에서의 수소결합이 증가하고 연질영역의 움직임을 방해함으로써 

증가됨으로 생각될 수 있다. 

 

 

 

 



57 

 

 

 

그림 21. WPU/CNF DMA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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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친환경적인 수분산폴리우레탄의 특성을 증가 시키기 위해서 자연계에서 가장 풍부한 

고분자인 셀룰로오스를 사용하여 복합체를 제작했다. 이때 자연계에서 존재하는 

셀룰로오스를 나노섬유로 만들어 사용하기 위해서 숙신산무수물처리와 유체충돌방식을 

통해 나노섬유화 시켰고 이를 수분산폴리우레탄에 비율별로 혼합하여 나노복합필름을 

제작하였다. FTIR을 통해서 제작된 WPU/CNF 나노복합필름의 화학구조를 확인 했다. 

이소시아네이트가 PTMEG와, DMPA의 히드록시기와 반응해서 우레탄을 형성하고 EDA의 

아민과 반응해서 우레아를 형성해서 스펙트럼의 2270 cm-1에서 NCO피크가 존재 하지 

않은 것으로 수분산폴리우레탄의 합성을 확인했으며, 3460-3338 cm-1 범위에서 -NH 

구조피크에서 SAA CNF 첨가에 따른 -OH 피크의 증가를 확인했다. 또한 SAA CNF 에서 

나타나는 자유 C=O 1727 cm-1 피크가 복합체에서는 자유 C=O 피크가 사라지며 1700 

cm-1 의 우레탄 피크만 나타남을 확인했으며, 1055, 1035 cm-1 피크도 확인하며 

WPU/CNF 나노복합필름의 제작을 확인했다. XRD를 통해서 WPU/CNF 나노 복합필름의 

결정구조를 확인했으며, deconvolution을 통해 cellulose I 결정구조를 복합체 내에서 

확인했다. 기계적 물성을 측정하기 위해 UTM을 이용하였고 측정결과 인장강도와 

전체적인 인성에 큰 변화는 없었지만 항복강도의 경우 최대 500% 이상 증가했다. TGA, 

DSC 측정을 통해 WPU/CNF 나노복합필름에서 SAA CNF와 경질영역의 수소결합 증가로 

인한 연질영역과의 상호작용에 기인한 열적안정성과 연질영역의 용융온도의 범위가 

증가되는 것을 확인했다. 본 연구에서 제작된 WPU/SAA CNF 나노복합필름의 DMA 

측정결과 SAA CNF 함유량 증가에 따른 저장 탄성률이 큰 폭으로 증가되는 것을 

확인했으며 tan delta 값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다. 위의 특성들을 종합해볼 때 



59 

 

투과도를 크게 해치지 않으면서 yield strength와 열적 안정성이 증가된 WPU/CNF 

나노복합필름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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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Abstract 

Recently, eco-friendly materials are gaining attention as environmental problems and 

environmental regulations are deepening. In particular, a waterborne polyurethane 

synthesis method that reduces VOC (Volatile Organic Compounds), which is a harmful 

substance, has been studied instead of conventional solvent-based polyurethane synthesis 

methods. The waterborne polyurethane is prepared by adding an emulsifier and a 

neutralizing agent in a conventional polyurethane synthesis method and dispersing the 

polyurethane particles in water by chemical reaction. These waterborne polyurethanes are 

expected to replace various fields where conventional polyurethanes are used because they 

are not harmful when used in synthesis or in the workplace as a water base. In this study, 

nanocomposite films were prepared by using cellulose, a natural polymer, as a reinforcing 

agent for waterborne polyurethane composites. Cellulose is the most abundant natural 

polymer in nature and is inexpensive, environmentally friendly, and has excellent thermal 

and mechanical properties. Because the cellulose present in nature is composed of 

stabilized microfibrous bundles, chemical and physical treatments are used in order to use 

it as nanofibers. In each treatment, succinic anhydride is treated by succinic anhydride, 

Aqueous counter collision (ACC) was used to make the cellulose nanofibers. The fabricated 

nanocomposite films were analyzed. 

 

Key word : Waterborne polyurethane, Cellulose nanofiber, Succinic anhydride, Aqueous 

Counter Collision, Nanocomposite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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