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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수분산폴리우레탄/유기화 clay 나노복합재료에서 수분산폴리우레탄 

prepolymer 사슬 말단의 절반 혹은 전부를 실란화합물로 시릴화하고, 이 개

질 반응이 나노복합재료의 물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유기화 clay는 

유기화제가 prepolymer 사슬 말단의 실란기와 축합반응을 할 수 있는 히드

록실기를 가진 것을 사용하였다. 이 유기화 clay는 prepolymer 사슬 말단의 

개질과는 무관하게 수분산 폴리우레탄에 박리 분산되어, 모듈러스, 인장강도 

등을 효과적으로 향상시켰다. Prepolymer 사슬 말단의 시릴화 개질은 수분

산폴리우레탄의 가교도를 증가시켜, 수분산폴리우레탄의 rubbery plateau를 

상대적으로 더 높은 온도까지 유지하게 하였다. 또 사슬 말단의 실란기와 유

기화제의 히드록실기 사이의 반응은 수분산폴리우레탄/clay 계면의 접착을 

향상시켜 수분산폴리우레탄의 유리전이온도를 효과적으로 향상시켰으나, 

hard segment 영역의 응집을 감소시켜 수분산폴리우레탄의 열분해온도를 감

소시켰다. 

 

Abstract: In waterborne polyurethane (WPU) / organoclay nanocomposites, half or all 

of the WPU prepolymer chain ends were silylated with a silane compound and the effect 

of this modification on the physical properties of the nanocomposites was evaluated. 

Organoclay, organized by quaternary ammonium ion having hydroxyl groups capable of 

condensation reaction with the silane group at the end of the prepolymer chain, was used 

in this study. This organoclay was exfoliated in WPU matrix regardless of modification 

of prepolymer chain end, and thus effectively improved modulus and tensile strength of 

WPU. The silylation modification of the prepolymer chain ends increased the degree of 

crosslinking of the WPU to maintain the rubbery plateau of the polyurethane to a 

relatively higher temperature. The reaction between the silane group at the end of the 

chain and the hydroxyl group of the quaternary ammonium ion effectively increased the 

glass transition temperature of WPU by improving the adhesion of the WPU / clay 

interface, but decreased the thermal decomposition temperature of WPU by reducing 

aggregation in the hard segment region of W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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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폴리우레탄은 내마모성, 유연성, 상온 혹은 저온에서의 충격강도 등이 탁

월하고, 고급스런 외양과 섬세하고 부드러운 인간 친화적인 촉감을 주므로, 

재료 표면의 외관 및 촉감 개선, 손상 방지, 특수 기능부여 등을 위한 코팅

제로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다.1,2 특히, 수분산 폴리우레탄 (waterborne 

polyurethane, WPU)은 휘발성 유기물질(VOC)을 발생하지 않으므로, 환경규제

에 대응하여 유성 코팅제를 대체하는 친환경성 물질로 그 적용 범위가 확대

되고 있다.3,4 

하지만, 수분산 폴리우레탄은 유성 폴리우레탄에 비해 내화학성, 내수성, 

기계적 물성, 그리고 공정의 효율성 등에서 상대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들이 

많다. 예를 들면, 수분산 폴리우레탄은 친수성기를 가지고 있으므로 내수성

이 약하다. 또, 물은 피착체와의 친화성이 유기용매에 비해 떨어지므로 도막

과 피착체 사이의 접착이 강하지 못한 문제, 그리고 저비점의 유기용매에 비

해 물은 쉽게 휘발 제거되지 않으므로 공정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 등이 있

다.5,6 이러한 물성 개선을 위한 방법들로 가교 정도의 증대, 다른 나노소재와

의 하이브리드화 등이 연구되고 있다.7,8 

가교 정도의 증대를 위한 방법으로 폴리아지리딘(polyaziridiene), 카르보디

이미드(carbodiimide), 멜라민 화합물 등을 후가교를 위한 첨가제로 사용하는 

방법,7 Schiff base self-crosslinkable 시스템 설계 등이 소개되고 있다.3 이밖에, 

자외선 가교 공정은 폴리우레탄 말단에 이중결합을 갖는 아크릴화 폴리우레

탄 올리고머, 광개시제, 그리고 추가의 가교제 등을 중요 조성물로 사용하므

로, 추가되는 올리고머의 분자량, 가교제 등을 변량하여 가교 정도를 유연하

게 조절할 수 있으며, 생산성, 에너지 효율 등이 우수하므로 공업적으로 선

호되는 공정이다.2,9 그러므로 자외선 가교 기술과 수성 폴리우레탄 기술을 

조합하는 분자 설계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2,4, 10-

12 하지만, 가교 첨가제를 후첨하는 경우는 첨가 후의 작업 시간 제한, 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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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 의한 보건 안전 문제 등이 유발될 수 있다. 또, 자외선 가교의 경우는 

자외선 조사, 가열 등 별도의 추가 공정이 필요한 단점이 있다. 이에 반해, 

폴리우레탄 prepolymer의 사슬 말단에 trialkoxysilane기를 도입한 시릴화

(silylated) 폴리우레탄 prepolymer의 경우는 상온에서 경화되므로 별도의 추가

적인 첨가제 혹은 공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시릴화 폴리우레탄 

prepolymer는 말단에 이소시아네이트기를 가지지 않으므로 독성이 상대적으

로 적다. 또, 코팅하면 가수분해 후 가교반응이 진행되므로 피착체와의 접착

이 좋고, 형성된 실록산(siloxane) 망상구조는 유연하면서 투명하고, 표면에너

지가 낮은 소수성으로 차단성을 향상시키며, 높은 열안정성을 가진다.13,14 

폴리우레탄에 clay, 실리카 등의 무기물을 나노 분산하는 경우 소량 첨가

에도 열적, 기계적 성질 및 난연성이 크게 향상됨이 알려져 있다.3,15,16 또한, 

카본나노튜브, 그래핀 등의 탄소계 나노물질을 소량 분산하여 전기전도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3,17,18 이러한 나노물질에 의한 폴리우레탄의 효과적인 

성능 개선을 위해서는 나노물질의 균일한 분산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나노

물질의 표면개질, 폴리우레탄에의 관능기 도입 등 다양한 방법들이 활용되고 

있다. 실란화합물에 의한 나노필러의 표면개질19,20 혹은 폴리우레탄 곁사슬에 

실란 관능기를 도입하는 방법21,22 등이 대표적인 방법이다. 

시릴화 폴리우레탄 prepolymer의 사슬 말단에 있는 실란기는 히드록실기

와 반응할 수 있으므로 실리카와 같이 히드록실기를 갖는 나노필러는 시릴

화 폴리우레탄에 균일하게 분산되어 효과적으로 물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

다.13 Clay의 경우도 유기화제에 히드록실기가 있으면, 이 히드록실기와 시릴

화 폴리우레탄 prepolymer 사슬 말단에 있는 실란과의 반응에 의해 분산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분산폴리우레탄/clay 나노복합재료에 관

한 다양한 연구들이 보고되었지만,15,20,23,24 유기화제에 히드록실기를 갖는 

clay와 수성화 시릴화 폴리우레탄과의 나노복합재료에 관한 연구 결과는 아

직까지 본 연구자의 조사 범위에서는 없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유기화



 

12 

제에 히드록실기를 갖는 clay와 수분산폴리우레탄의 나노복합재료에서 

prepolymer 말단 실란기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양 말단에 실란기를 갖는 

시릴화 prepolymer, 한 쪽 말단은 이소시아네이트기를 다른 한 쪽 말단은 실

란기를 갖는 한쪽만 시릴화된 prepolymer, 두 쪽 말단 모두 이소시아네이트기

를 갖는 시릴화하지 않은 prepolymer 등을 제조하고, 이들 나노복합재료들의 

물성을 비교 평가해 보았다.  

 

 

실 험  

시약. 폴리카보네이트 디올(PCD, 2,000 g mol-1, Asahi-Kasei)은 70  ℃ 진공에

서, 디메틸올프로판산(DMPA, 시그마-알드리치)은 60  ℃ 진공에서, 각각 48 시

간 건조하여 사용하였다. 에틸렌디아민(EDA, 시그마-알드리치), 1,4-

butbutanediol(BD, 시그마-알드리치), 트리에틸아민(TEA, 시그마-알드리치), 그

리고 아세톤 (SK Chemicals)은 4 Å 분자체를 담구어 탈수하여 사용하였다. m-

Tetramethylxylylene diisocyanate (TMXDI, Allnex), (3-aminopropyl)triethoxysilane 

(APTES, 시그마-알드리치), 디부틸틴디라우레이트(DBTL, 시그마-알드리치)는 

공급받은 그대로 사용하였다. Clay는 Nanomer® 1.34TCN (Nanocor Corporation)을 

70°C 진공에서 2 시간 건조하여 사용하였다. 이 제품은 몬트모릴로나이트의 

층간 금속 양이온을 methyl dihydroxyethyl hydrogenated tallow ammonium 이온으

로 치환한 유기화 clay (organoclay)로, 치환된 양이온(유기화제)의 함량이 

25~30 w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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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cipe for the preparation of waterborne polyurethanes / clay nanocomposites 

 

Sample  PCD DMPA 1,4-BD EDA  TMXDI APTES TEA Clay 

 mol wt% mol wt% mol wt% mol wt%  mol wt% mol wt% (mol) (phr) 

FS Series                 

 FS-0  0.081 60.00 0.055 2.75 0.104 3.50 0 0  0.287 26.06 0.093 7.69 0.055 0 

 FS-1  0.081 60.00 0.055 2.75 0.104 3.50 0 0  0.287 26.06 0.093 7.69 0.055 1 

 FS-2  0.081 60.00 0.055 2.75 0.104 3.50 0 0  0.287 26.06 0.093 7.69 0.055 2 

 FS-3  0.081 60.00 0.055 2.75 0.104 3.50 0 0  0.287 26.06 0.093 7.69 0.055 3 

                  
HS Series                 

 HS-0  0.081 62.05 0.055 2.84 0.104 3.62 0.023 0.54  0.287 26.96 0.047 3.99 0.055 0 

 HS-1  0.081 62.05 0.055 2.84 0.104 3.62 0.023 0.54  0.287 26.96 0.047 3.99 0.055 1 

 HS-2  0.081 62.05 0.055 2.84 0.104 3.62 0.023 0.54  0.287 26.96 0.047 3.99 0.055 2 

 HS-3  0.081 62.05 0.055 2.84 0.104 3.62 0.023 0.54  0.287 26.96 0.047 3.99 0.055 3 

                  

FI Series                 

 FI-0  0.081 64.27 0.055 2.95 0.104 3.75 0.047 1.12  0.287 27.92 0 0 0.055 0 

 FI-1  0.081 64.27 0.055 2.95 0.104 3.75 0.047 1.12  0.287 27.92 0 0 0.055 1 

 FI-2  0.081 64.27 0.055 2.95 0.104 3.75 0.047 1.12  0.287 27.92 0 0 0.055 2 

 FI-3  0.081 64.27 0.055 2.95 0.104 3.75 0.047 1.12  0.287 27.92 0 0 0.05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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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산 폴리우레탄의 합성. Scheme 1에 나타낸 방법으로, 상하 분리가 가능

하고 바닥이 둥근 1 L 용량의 4구 반응조를 사용하여 수분산 폴리우레탄을 

합성하였다. 반응 중에는 교반기로 지속적으로 반응물을 혼합하였고, 질소 

분위기를 유지하였다. 우선 PCD, DMPA, TMXDI, 그리고 촉매인 DBTL(수분산 

폴리우레탄 고형분 100 부 당 0.03 부)을 투입하고 80℃에서 4 시간 반응시

켜 NCO기를 말단에 갖는 폴리우레탄 예비중합체(NCO-terminated polyurethane 

prepolymer)를 합성하였다. 이 중합 과정에서 반응물의 점도가 과다하게 높으

면 아세톤을 투입하여 교반이 어렵지 않은 수준으로 점도를 낮추었다. 이어

서 온도를 50℃로 낮추고, APTES를 투입하여 prepolymer 말단의 이소시아네

이트기와 1시간 반응을 시켰다. 이 때 APTES는, FS Series에서는 폴리우레탄 

prepolymer 말단 수만큼 투입하였고, HS Series에서는 폴리우레탄 prepolymer의 

말단 수의 절반만큼 투입하였고, FI Series에서는 APTES를 투입하지 않고 폴

리우레탄 prepolymer의 말단을 이소시아네이트기 그대로 유지하였다 (Table 1 

참조).  

Clay는 균질기(IKA, T25)를 이용하여 9500 rpm으로 acetone에 10 wt%로 분

산시킨 후 prepolymer 중에 투입하고 30분간 1000 rpm으로 교반하여 분산하였

다. 그리고, 35℃로 온도를 낮춘 후 TEA를 투입하여 40 분간 교반하여 예비

중합체 중에 포함되어 있는 DMPA의 카르복실산기를 중화하였다. 이와 같이 

중화된 예비중합체는 자기 유화 기능이 있으므로, 물을 30 분에 걸쳐 투입하

면서 교반하여 예비중합체와 유기화 clay 혼합물을 유화시켰다. HS Series와 FI 

Series는 마지막으로 EDA를 물 속에 10 wt% 농도로 녹여 투입하고, 상온에서 

1 시간 동안 prepolymer 사슬말단의 잔여 이소시아네이트기와 반응시켜 사슬 

연장된 수분산 폴리우레탄 제조를 완료하였다. 물의 양은 제조된 수분산 폴

리우레탄 중 고형분의 함량이 40 wt%가 되도록 조절하였다.   

Scheme 1은 HS Series의 합성 scheme을 대표적으로 도시한 것이다. 또, 

Scheme 2는 수성폴리우레탄을 코팅한 후 건조할 때, 말단의 실란기가 자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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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리 반응하여 가교를 형성하거나, clay의 층 사이에 있는 유기화제인 암모니

움 양이온의 히드록실기와 반응하는 모양을 도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Table 

1에 수분산 폴리우레탄의 제조에 사용한 처방을 나타내었다. 세 Series 모두

에서 첨가한 clay 양을 변량한 시료들을 제조하였으며, 시료명의 마지막 숫자

는 수분산 폴리우레탄 고형분 100 부 당 clay의 첨가량(parts per hundred resin, 

phr)을 나타낸다. 처방으로부터 계산한 prepolymer의 분자량은 모두 

5,000~5,500 범위이고, soft segment인 PCD의 함량이 60~65 w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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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me 1. The process to prepare waterborne polyurethane prepolymer with one 
isocyanate end and the other silane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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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me 2. (a) Chain extension of isocyanate terminal with ethylene diamine. (b) Chain 
extension (or crosslinking) of silane terminal by hydrolysis and condensation reactions. 
(c) Chain extension (or crosslinking) of silane terminal with quaternary ammonium cation 
at the gallery of clay. 

 

 

분석. Clay의 박리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CuKα선을 X-선(파장: 0.154 nm)으

로 사용하는 X-선 회절분석기 (Rigaku, Ultima )Ⅳ 를 이용하여 X-선 회절 패턴

을 얻었다. 

온도에 따른 기계적 물성의 변화는 동적기계적분석기(DMA, TA 

Instruments, Q80)로 진폭 10 μm, 진동수 1 Hz의 조건으로 5°C min-1로 승온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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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인장모드로 측정하였다. 

인장 물성은 23°C, 상대습도 50% 조건에서 인장시험기(일본 Shimadzu, 

AG-50kN)로 인장속도 100 mm min-1로 측정하였다. 캐스팅한 필름을 아령 형

태의 인장시편(길이 20 mm, 폭 10 mm, 두께 0.5 mm)으로 자른 후 인장 물성 

측정에 사용하였다. 

나노복합재료의 열분해 거동은 열중량분석기(TGA, TA Instruments, Q50)을 

사용하여, 5 mg의 시료를 질소 분위기에서 30°C로부터 500°C까지 10°C min-1 

속도로 승온하면서 관찰하였다. 

 

 

 

 

결과 및 고찰  

XRD. Figure 1에 clay의 XRD 측정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2θ = 4.86°에서 피크가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이로부터 clay가 일정한 간격의 층상 구조를 가지고 있

음을 보여주며, Bragg식, d = λ/2 sinθ로부터 구한 층간 거리 d = 1.816 nm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수분산폴리우레탄인 FS-0 뿐만아니라, clay를 분산한 나노복

합재료인 FS-1과 FS-3에서도 wide angle X-ray (WAX) 측정 범위에서는 뚜렷한 

피크를 관찰할 수 없다. 이러한 결과는 수분산폴리우레탄에 분산된 clay는 층

상구조가 해체되고 박리되어 분산함을 보여준다.23,24 이러한 clay의 박리 거동

은 FS Series뿐만 아니라, HS Series와 FI Series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되었으며, 

이 결과들은 본 실험에서 제조한 수분산폴리우레탄/clay 나노복합재료에서 

clay가 박리 분산된 구조를 가짐을 보여주며, 폴리우레탄의 극성기들이 유기

화제에 있는 히드록실기와 친화성이 좋음을 보여준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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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XRD patterns of WPU/clay nanocomposites 

 

열적 기계적 성질. 본 실험에서 제조한 WPU/clay 나노복합재료들을 시차

주사열량계(DSC)에서 -70°C에서 250°C 범위에서 승온 혹은 강온하면서 열적 

성질을 조사한 결과, 결정의 녹음 혹은 결정화에 의한 뚜렷한 흡열 혹은 발

열 피크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이들 WPU들이 비결정성임을 보여준

다. 

Figure 2에 FS Series 시료들의 열적 기계적 성질을 DMA로 측정하여 나타

내었다. Figure 2(b)에서 FS-0의 tan δ 값은 1.6°C에서 피크를 가지며, -26.1°C 부

근에서 shoulder를 가짐을 볼 수 있으며, 이는 hard segment-rich 영역과 soft 

segment-rich 영역이 상분리되어 있고 이 피크들은 각각 영역의 유리전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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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15,19,20 또, 나노복합재료에 clay가 첨가된 경우 주

피크의 위치는 높은 온도로 뚜렷이 이동하며, shoulder 또한 약간 높은 온도로 

이동함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clay의 첨가로 hard segment-rich 영역의 

유리전이온도가 뚜렷이 높아지며, soft segment-rich 영역의 온도 또한 약간 높

아짐을 보여준다. 한편, Figure 2(a)에나타낸 tensile storage modulus(E')의 변화를 

보면, clay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clay의 보강효과에 의해 E'이 전 온도 영

역에서 증가함을 볼 수 있다. 또, rubbery plateau 영역이 더 높은 온도까지 더 

큰 E' 값을 유지함을 볼 수 있으며, 이는 clay에 의한 물리적 화학적 가교정

도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15,19,20 

Figure 3(a)에 나타낸 HS Series의 E' 거동에서도 clay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전 온도 영역에서 E'이 증가하며, rubbery plateau 영역 역시 더 높은 온도

까지 더 큰 E' 값을 유지함을 볼 수 있다. 하지만 E'의 rubbery plateau가 유지

되는 온도가 Figure 2(a)에 FS Series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다. 이는 

prepolymer 양 말단 모두가 실란기를 가진 FS Series가 한쪽 말단만 실란기를 

가진 HS Series 보다 더 효과적으로 가교를 형성함을 보여준다. 한편 Figure 

3(b)에 나타내 HS Series의 tan δ 거동을 보면 clay의 첨가에 의한 유리전이온

도의 변화가 FS Series에 비해 그리 뚜렷하지 않다. 이는 유기화제와 반응할 

수 있는 실란기를 prepolymer 양 말단에 가진 FS Series에서의 메트릭스 고분

자와 clay 계면의 접착이 prepolymer 한쪽 말단에만 실란기를 가진 HS Series

에서 보다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짐을 보여준다. 

FI Series 역시, Figure 4(a)에 나타낸 바와 같이 clay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E'이 증가하는 거동을 보인다. 하지만, rubbery plateau가 유지되는 온도가 

FS Series, 그리고 HS Series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이는 가교를 형성하는 

실란 말단이 없는 것이 중요 원인으로 생각된다. 또한 Figure 4(b)의 tan δ 거

동에서도 clay 첨가에 의한 유리전이 온도의 변화는 뚜렷이 관찰되지 않았다. 

FS-0, HS-0, 그리고 FI-0의 25°C에서의 E' 값을 비교해 보면, FS-0 < HS-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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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0 순서로 증가한다. 이는 사슬말단이 이소시아네이트기여서 우레아 결합

으로 사슬 연장된 경우가 사슬말단이 실란이어서 실록산 결합으로 사슬 연

장된 경우에 비해 hard segment 영역의 응집력이 더 강하기 때문이다.  

 

Figure 2. Dynamic mechanical properties of FS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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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Dynamic mechanical properties of HS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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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Dynamic mechanical properties of FI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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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에 본 연구에서 사용한 나노복합재료들의 인장 물성들을 요약하

여 나타내었다. 우선 clay가 포함되지 않은 FS-0, HS-0, 그리고 FI-0의 인장 물

성을 비교해 보면, 모듈러스의 경우, FS-0 < HS-0 < FI-0 순서로 증가하고 있다. 

모듈러스는 작은 변형에서 관찰되는 물성이므로 hard segment 영역의 응집력

이 중요한 인자로 작용하며, 이 hard segment의 응집력이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사슬 연장에 에틸렌디아민을 사용하여 우레아 결합을 형성하는 것이 

실라놀 축합반응에 의해 실록산 결합을 형성하는 것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

다. 한편, 큰 변형에서 관찰한 파단점에서의 신도는 FI-0 > HS-0 > FS-0 순서로 

감소하고 있다. 폴리우레탄에 가하는 변형을 증가시키면, 폴리우레탄은 외부 

응력에 순응하여 변형하면서 사슬 간 인력이 최대화되도록 사슬들이 재배치

한다.26 하지만, 가교도가 증가하면 이러한 재배치가 제한 받게 된다. 그러므

로 prepolymer 말단의 실란기에 의한 가교 증가는 신도의 감소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FI-0 > HS-0 > FS-0 순서로 신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반해, 높은 인장강도의 발현을 위해서는 사슬재배치의 유연성, 그리고 가교

도 모두가 필요하므로, 두 가지 인자가 적절히 조합된 HS-0이, FS-0 혹은 FI-

0 보다 더 큰 인장강도 값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세 가지 Series 모두에서 모듈러스, 인장강도, 파단점에서의 신도 

등 세 가지 값 모두가 clay의 첨가에 의해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가교도가 큰 FS Series의 파단점에서의 신도 값을 제외하고는). 폴리우레탄

/clay 나노복합재료의 인장물성에 대한 논문자료들을 보면, 대체로 clay 첨가

로 작은 변형에서 측정하는 물성인 모듈러스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나, 큰 

변형에서 측정하는 인장강도, 파단점에서의 신도 등이 (일정량 이상의 clay가 

첨가된 경우) 감소하는 경우도 많이 보고되고 있다.15,17,19,27 이러한 큰 변형에

서의 물성이 clay 첨가에 의한 감소하는 것은 분산된 clay 입자와 폴리우레탄 

사슬 간의 접착력이 좋지 못하여, 외부 응력에 의한 사슬의 재배치 시에 clay 

입자가 폴리우레탄 사슬과 함께 유연하게 재배치하지 못하고, 계면 박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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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하는 결함 혹은 사슬 재배치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실험의 결과들은 본 실험의 수분산폴리우레탄/clay 계면의 접착이 

상대적으로 양호함을 보여준다.20 

 

Table 2. Tensile properties of WPU/clay nanocomposites 

Sample Tensile properties 
Modulus 
(MPa) 

Tensile strength
(MPa) 

Elongation at break 
(%) 

FS Series    
 FS-0 12.70 5.26 163 
 FS-1 14.77 5.75 129 
 FS-2 15.29 6.03 152 
 FS-3 27.94 6.30 213 
     
HS Series    
 HS-0 19.59 10.55 225 
 HS-1 21.94 13.97 257 
 HS-2 33.60 15.35 290 
 HS-3 35.09 25.24 387 
     
FI Series     
 FI-0 21.69 8.61 308 
 FI-1 23.86 9.23 309 
 FI-2 24.79 8.95 310 
 FI-3 26.51 12.26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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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분해 거동. Figure 5 ~ Figure 7에 TGA로 관찰한 열분해 거동을 나타내었

다. 우선 clay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FS-0, HS-0, FI-0의 열분해 거동을 보면, 

모두 두 단계에 걸쳐 열분해가 일어남을 볼 수 있다.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

에서의 분해는 hard segment의 우레탄 혹은 우레아 결합의 분해에 의한 것이

며, 높은 온도에서의 분해는 soft segment의 분해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

다.13,14,20 또, FI-0 (Figure 7)보다는 HS-0(Figure 6)의 열분해 온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이는 prepolymer 사슬 말단의 실란기에 의해 상대적으로 결합에너지가 

큰 Si-O-Si 결합이 형성되고 가교정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13,14 하지만, FS-0

은 HS-0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낮은 온도에서 열분해가 일어난다. 이는 

prepolymer 말단 실란기의 증가에 의해 Si-O-Si 결합에 의한 가교정도는 늘어

나지만,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hard segment끼리의 응집력의 감소가 과다

하게 일어나며, 이것이 열분해에 더 큰 약점으로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Figure 7의 FI Series의 열분해 거동을 보면, FI-0에 비해 clay 첨가에 의해 

hard segment, soft segment 모두의 열분해 온도가 현저하게 증가함을 볼 수 있

다. 이러한 clay 첨가에 의한 열분해 온도의 증가는 폴리우레탄/clay 나노복합

재료에서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으로, clay가 열분해 시 발생하는 저분자 

물질과 열의 확산을 방지하는 차단효과를 발현하기 때문이다.20 하지만, HS 

Series(Figure 6)와 FS Series(Figure 5)의 경우는 clay 첨가에 의해 차단효과로 

soft segment의 열분해 온도는 약간 높은 온도로 이동하지만, hard segment의 열

분해 온도는 약간 낮은 온도로 이동함을 볼 수 있다. HS Series와 FS Series 경

우 prepolymer 말단의 실란기가 clay에 포함된 유기화제의 히드록실기와 반응

할 수 있으며, 이렇게 반응한 유기화제가 hard segment의 응집을 제한하고 열

분해를 촉진시키는 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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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Thermogravimetric analysis of FS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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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Thermogravimetric analysis of HS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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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Thermogravimetric analysis of FI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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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WAX 분석 결과는 본 논문에서 제조한 수분산폴리우레탄/clay 

나노복합재료에서 clay는 모두 박리된 형태로 분산함을 보여주었다. 이는 본 

실험에서 사용한 유기화 clay, Nanomer® 1.34TCN가 히드록실기가 부착된 

유기화제를 가지고 있어 수분산 폴리우레탄과의 친화성이 좋음을 보여준다. 

또, 이러한 친화성으로 clay 첨가에 의한 모듈러스, 인장강도의 향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 

수분산폴리우레탄의 rubbery plateau는 FI-0 < HS-0 < FS-0의 순서로 더 높은 

온도까지 유지되었다. 이는 prepolymer 말단에 실란기가 많을수록 실라놀 

축합반응에 의해 가교 정도가 더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또, clay 첨가에 의한 

수분산폴리우레탄의 유리전이온도 증가는 prepolymer 사슬 양말단에 실란기를 

갖는 FS Series에서만 뚜렷이 관찰되었다. 이는 사슬 말단의 실란기와 clay 

유기화제의 히드록실기 사이의 반응에 의해 수분산폴리우레탄/clay 계면 

접착이, 실란 말단이 상대적으로 적은 다른 두 Series(HS Series 혹은 FI 

Series)에 비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Clay 첨가에 의한 열분해온도의 증가는, FI Series에서만 뚜렷이 관찰되었고, 

실란 말단이 있는 HS Series 혹은 FS Series에서는 hard segment 영역의 

열분해온도가 clay 첨가에 의해 오히려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clay 첨가에 의한 차단효과가 FI Series에서는 뚜렷이 발현되나, 다른 두 

Series(HS Series와 FS Series)에서는 이 차단효과보다는 prepolymer 사슬 말단 

실란기와 유기화제의 반응으로 hard segment 영역의 응집이 감소하여 내열성이 

감소한 효과가 더 크게 발현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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