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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폴리우레탄은 1849년 독일의 Wurtz와 Hoffman이 최초로 하이드록실

기 화합물(hydroxy compound)과 이소시아네이트(isocyanate)의 반응을 
발표하면서 세상에 처음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이후 1937년 Otto Bayer
에 의하여 상업적으로 개발된 이후 그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늘었다[1-3].

폴리우레탄 폼(polyurethane foam)은 우레탄우레아(urethaneurea)로 

이루어진 고분자 물질로서 원재료의 종류와 혼합되는 순서의 변화만

으로도 그 특성이 민감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목적에 맞게 폼, 고무, 
섬유, 접착제, 도료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4,5]. 그중 고에너

지 화합물(e.g. nitroamine)과의 결합을 통해 폴리우레탄을 바인더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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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복합화약 중합체(polymer bonded explosive)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무거운 금속 탄피를 대체할 수 있는 소재로

서 발포형 추진제(foamed propellant) 개발이 진행 중이다[6-8].
폴리우레탄 폼은 크게 겔화 반응과 발포 반응을 통해 만들어진다. 

겔화 반응은 수산기(hydroxyl groups)를 가진 폴리올(polyol)과 이소시

아네이트기(isocyanate groups)를 가진 디이소시아네이트(diisocyanate) 
분자의 부가중합반응을 통해 우레탄 결합(urethane linkage)을 생성하

고 발포 반응은 이소시아네이트기의 반응에 의해 형성된 카르밤 산

(carbamic acid)에서 이산화탄소가 방출되고 생성된 아민이 다른 이소

시아네이트기와 반응하여 우레아를 생성한다[9].
제조 방법은 크게 원 샷(one-shot) 그리고 프리폴리머(prepolymer) 방

법으로 분류되는데, 원 샷 방법은 모든 재료를 동시에 혼합한 후 몰드

(mold)에 넣어 모든 반응이 동시에 시작되는 반면, 프리폴리머 방법은 

폴리올과 디이소시아네이트를 우선 혼합해 추가 재료를 투입하기 때

문에 반응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10]. 원 샷의 경우에는 프리폴리머 

방법에 비해 공정이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모든 화학반응열이 

한꺼번에 배출되기 때문에 공정 온도가 높아지며[11], 본 연구진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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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developed a processing recipe to synthesize flexible polyurethane foam with a pore size of 335 ± 107 µm. The gelling 
reaction time was varied from 0 to 30 minutes and the physical properties of the foam were evaluated. The gelling reaction 
where the polypropylene glycol and tolylene 2,4-diisocyanate (TDI) were reacted to form urethane prepolymer, proceeded until 
a chemical blowing agent, deionized water, was introduced. Fourier transform infrared (FT-IR) spectra showed that the compo-
sition of the foam did not change but the foam height reached a peak value when the gelling reaction time was 10 minutes. 
We found that increasing the gelling time lessened the coalescence and helped the formation of cells. Lastly, the repeatability 
of polyurethane foam was confirmed by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 by synthesizing ten identical polyurethane 
foams under the same experimental conditions, including the gelling reaction time. Overall, the new time parameter in-between 
the gelling and blowing reactions will give extra stability in manufacturing identical polyurethane foams and can be applied 
to various polyurethane foam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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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해본 결과 재현성 확보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폴리우레탄 폼

을 만드는 다양한 방법들이 보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 샷 제조법의 

경우 재현성 확보가 어려웠으며, 프리폴리머 제조법의 경우 각 공정

의 시간차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 특히, 화학적 발포제인 물

을 마지막에 첨가함으로써 겔화 반응과 발포 반응 간 시간차를 활용

한 폴리우레탄 폼 제작법은 아직까지 보고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겔화 반응과 발포 반응 간 시간차라는 새로

운 공정 변수를 추가해 폴리우레탄 폼을 제작했고 시간차가 폼의 형

태, 기공 크기 및 분포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

한 공정 변수 제어를 바탕으로 동일한 폴리우레탄 폼을 제작해 보다 

안정하고 재현성 있는 폴리우레탄 폼 성형기술을 확보하였다.

2. 실험 방법

2.1. 실험재료

실험에 사용된 폴리올은 polypropylene glycol이며 Sigma Aldrich사

의 81380 제품을 사용하였다. 디이소시아네이트는 tolylene 2,4-diiso-
cyanate, 80% tech.이며 Acros Organics사의 202500010 제품을 사용하

였다. 계면활성제는 피유텍(주)사의 B-8404 제품을 사용하였고 촉매는 
dibutyltin dilaurate으로 Sigma Aldrich사의 291234 제품을 사용하였다. 
가교제는 triethanolamine로서 Sigma Aldrich사의 90279 제품을 사용하

였고 물리적 발포제는 cyclopentane로 Sigma Aldrich사의 459747 제
품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화학적 발포제는 deionized water를 사

용하였다.

2.2. 폴리우레탄 폼의 제조

본 연구에서 사용한 폴리우레탄 폼 제조 공정 모식도를 Figure 1에 

표시하였다. 공정 과정은 크게 재료(components), 예비 혼합(premixing), 
겔화 반응(gelling reaction), 발포 반응(blowing reaction) 그리고 주조

(casting)의 5단계로 나눴다. 예비 혼합 단계에서는 폴리올, 가교제, 촉
매, 물리적 발포제, 계면활성제 등을 500 mL 컵에 순서대로 섞은 후 

Daihan사의 High-Speed Digital Overhead Stirrer (HS-30D) 모델의 교

반기로 500 rpm에서 20 s간 교반하였다. 그 다음, 폴리올 용액에 계산

된 양의 TDI (tolylene-2,4-diisocyanate)를 투여한 후 500 rpm에서 20 
s간 교반한 후 일정 시간만큼 상온에 놓아두었다. 그 후 계산된 양의 

탈이온수를 투여하였고 교반기의 속도를 500 rpm으로 하여 20 s간 교

반하였다. 폴리우레탄 폼 물성 분석은 제조 후 상온에서 최소 24 h 지
난 후 절단하여 평가하였다. 겔화 반응과 발포 반응 간 시간차가 0 

min일 경우 탈이온수를 폴리올 혼합 용액에 미리 섞은 후 TDI를 투입

하였다. 재현성과 반복성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에서는 겔화 반응과 

발포 반응 간 시간차를 10 min으로 고정하고 계면활성제가 첨가된 상

태에서 동일한 실험 조건으로 폴리우레탄 폼을 10번 제작하였다.

2.3. 폼 성분, 높이 및 기공 크기 분석

성분 분석은 Thermo Fisher Scientific Instrument사의 Nicolet iS50 
모델의 퓨리에변환 적외선 분광기(Fourier transform-Infrared spectro- 
meter)를 사용하였다.

폼의 높이는 몰드 내에 형성된 폼을 측면에서 사진촬영을 하여 측

정하였다. 컵의 높이를 기준으로 하여 Photoshop 소프트웨어를 활용

하여 폼의 최고 높이를 측정하였다.
폼의 미세 구조는 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Hitachi S4800)

을 사용하여 사진을 얻고 각 시료의 폼 중앙 부분에서 1 cm (L), 2 
cm (W), 0.5 cm (T) 크기의 시료를 채취한 후 절단면을 스퍼터를 이

용해 백금 코팅(platinum sputter coating)한 후 10.0 kV의 가속전압과 

35의 배율로 관찰하였다. 기공 면적은 Adobe Photoshop 2020을 이용

해 측정하였고 반지름은 기공 면적을 원형으로 간주하여 계산하였다. 
기공이 서로 붙어 터지거나 기공 벽(cell window)이 온전하지 않아 생

긴 구멍들은 기공 면적 측정에서 제외하였다.

3. 실험결과 및 고찰

3.1. 폴리우레탄 합성도 분석 

Figure 2는 계면활성제를 첨가했을 때와 첨가하지 않았을 때 겔화 

반응과 발포 반응 간 시간차에 따른 폴리우레탄 폼의 성분 변화를 나

타내는 FT-IR spectra이다. 겔화 반응과 발포 반응 간 시간차에 상관

없이 모든 폼에서 우레탄(1702 cm-1)과 우레아(1642 cm-1) 피크(peaks)
를 확인할 수 있었다.

-C=O 피크(1702 cm-1)는 폴리우레탄 결합 내 경질 분절(hard seg-
ment)의 N-H와 C=O 그룹 간 그리고 연질 분절(soft segment)의 에스

터 또는 에스터-산소 그룹 간의 수소결합에 의해 나타나며[12] 이는 

폴리우레아의 -C=O 피크(1642 cm-1)와 다르게 나타난다[13].
Figure 2(a)에서 보여주듯이 실리콘 계면활성제가 첨가되지 않은 경

우, 폴리우레탄, 폴리우레아 피크(peak)의 세기는 겔화 시간에 따라 크

게 달라졌지만 Figure 2(b)에서 보여주듯이 계면활성제가 첨가된 경우, 
원 샷 제조법(t = 0)을 제외하고 그 세기가 모두 균일했다.

원 샷 제조법은 실리콘 계면활성제 유무와 관계없이 프리폴리머 제

Figure 1. Schematic diagram of polyurethane foam synthesis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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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FT-IR absorption spectra of polyurethane foams with diffe- 
rent time durations between the gelling and blowing reactions (1800~ 
1625 cm-1) (a) without the surfactant and (b) with the surfactant.

Figure 3. Polyurethane foams with different time duration between the 
gelling and blowing reactions (a) without the surfactant and (b) with 
the surfactant.

조법(t = 1, 5, 10, 30) 보다 폴리우레탄 피크의 세기가 약했으며, 특히 

폴리우레아 대비 폴리우레탄 피크의 비율이 가장 낮았다(Table 1). 이
러한 낮은 비율은 폼 내 폴리우레탄의 비율이 폴리우레아에 비해 적

게 합성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겔화 반응과 발포 반응이 동시에 일어

날 경우 물로 인한 우레아 반응이 디이소시아네이트를 함께 소진 시

키면서 합성되는 폴리우레탄 양을 감소시킨다고 볼 수 있다[14].

3.2. 폼의 구조

실리콘 계면활성제가 미 첨가된 폼은 발포 반응에 의해 폼이 빠르

게 부풀어 오른 후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거나 외부 공기와 

접촉하면서 급격한 수축(shrinkage)과 동시에 붕괴됐다(Figure 3 좌측). 
계면활성제가 첨가된 폼은 원 샷 방법을 제외하고 모두 안정적인 폼 

성장을 보여주었다. 
10 min의 시간차를 준 폴리우레탄 폼은 실리콘 계면활성제 유무와 

상관없이 가장 높은 폼 높이를 보였다. 반면, 30 min의 시간차를 준 

폴리우레탄 폼은 10 min의 시간차를 준 폼만큼 성장하지 않았다.

계면활성제가 첨가된 폼은 원 샷 방법(Figure 3 우측 맨 왼쪽)을 제

외하고 모두 안정적인 폼 성장을 보여주었으며 10분의 시간차를 준 폴

리우레탄 폼(Figure 3 우측, 왼쪽에서 네 번째)에서 그 최종 높이가 가

장 높았다.
이러한 높이 차이의 원인은 우레탄 프리폴리머의 경화도(degree of 

curing)에 따른 박막 두께(film thickness)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

인다[15]. 발포 반응 시점이 너무 이를 경우 기공 벽(cell window)을 이

루는 우레탄 뼈대가 이산화탄소 발생으로 인한 기공의 급격한 팽창을 

이기지 못하고 끊어지지만 반대로 발포 반응 시점이 너무 늦을 경우 

우레탄 박막의 경화가 상당 부분 진행되어 박막 두께(film thickness)
가 증가하고 더불어 강성(stiffness)이 증가하여 기공 확장에 제약을 받

는 것으로 보인다[15].

3.3. 폴리우레탄 폼 내부 미세구조 분석 

겔화 반응과 발포 반응 간 시간차가 폴리우레탄 폼의 미세구조에 

끼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SEM을 통해 기공 크기를 측정하였다

(Figure 4).
그 결과, 계면활성제가 첨가되지 않은 폼은 시간차가 길어질수록 

기공 크기가 작아지고 기공 밀도가 증가했지만 계면활성제가 첨가된 

폼의 경우 시간차는 기공 크기와 밀도에 큰 변화를 주지 못했다

(Figure 5). 특히, 계면활성제가 없는 경우 겔화 반응과 발포 반응 간 

시간차가 10 min 이상일 때 계면활성제를 첨가한 폼과 같이 비교적 

온전한 기공 벽이 관찰됨을 알 수 있다.
반면 계면활성제를 첨가한 경우, 모든 시간차에서 벽이 온전하게 

형성됨을 알 수 있고, 시간차에 따라서 평균 기공 크기(반경)가 최소 

227, 최고 300 µm사이에서 변화함을 볼 수 있다(Figure 5). 다만, 기공 

크기의 표준편차가 평균 차이보다 같거나 크기 때문에 겔화 반응과 

발포 반응의 시간차가 기공 크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일으

켰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계면활성제가 없는 폼에서 겔화 반응과 발포 반응 간 시간차가 10

분 이상일 때 계면활성제를 첨가한 폼과 같이 온전한 기공들이 관찰

되는 현상은 기공 형성과 그 벽을 이루는 우레탄 뼈대(urethane back-
bone)와 밀접한 관계를 보여준다. 계면활성제는 기공 벽에 표면 장력 

구배(surface tension gradient)를 만들어 급격한 팽창에 따른 기공 벽 

배액(cell window drainage) 현상을 막아주는 것으로[15] 알려져 있는

데, 겔화 반응과 발포 반응 간 시간차가 10 min 이상일 때 우레탄 프

리폴리머의 경화가 상당 부분 진행되고 박막 두께가 두꺼워져서 급격

한 기공 팽창에 의해 터질 확률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3.4. 반복성 및 재현성

겔화 반응과 발포 반응 간 시간차를 10 min으로 놓았을 때 가장 높

w/o silicone surfactant w/ silicone surfactant

Time
(min.)

Intensity (a.u.) Time
(min.)

Intensity (a.u.)

Urethane Urea Urethane/urea Urethane Urea Urethane/urea

0 0.081 0.203 0.399 0 0.066 0.165 0.403

1 0.081 0.143 0.568 1 0.107 0.178 0.603

5 0.100 0.154 0.649 5 0.113 0.167 0.677

10 0.083 0.128 0.646 10 0.110 0.171 0.645

30 0.110 0.199 0.553 30 0.105 0.168 0.627

Table 1. FT-IR Absorption Peak Intensity of Polyurethane Foams with Different Time Durations between the Gelling and Blowing Re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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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SEM images of PU foams at different time duration between 
the gelling and blowing reactions. (a)~(d) for the foams without the 
surfactant and (e)~(h) for the foams with the surfactant.

Figure 5. Distribution of different cell sizes of PU foams with diffe- 
rent time duration between the gelling and blowing reactions. (a)~(d) 
for the foams with the surfactant given 1, 5, 10, and 30 minutes time 
intervals, respectively.

은 높이의 폴리우레탄 폼이 생성되었고, 이를 기준으로 총 열 번의 폴

리우레탄 폼을 제작해 반복성, 재현성을 검토하였다(Figure 6).
폴리우레탄 폼의 평균 높이는 160 ± 3 mm으로 측정됐으며(Figure 

7), 기공 평균 반지름은 335 ± 107 µm으로 확인됐다(Figure 8).
또한, 각 시료의 평균 기공 크기가 동일한지 확인하기 위해 one-way 

ANOVA 테스트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각 그룹의 평균 간 유의미한 차

이는 발견되지 않았다(F(9, 665) = 0.685, p = .72). Analysis of variance 
(ANOVA)은 세 개 이상 모집단 평균이 동일하다는 귀무가설(H0) 및 

최소 한 개 이상의 모집단 평균이 서로 다르다는 대립가설(H1)을 검정

Figure 6. The frontal view of polyurethane foams with the same time 
duration (10 min) between the gelling and blowing reactions. (a) for 
the frontal view (b) for the cross-sectional view.

Figure 7. The heights of polyurethane foams with the same time du- 
ration (10 min) between the gelling and blowing reactions.

Figure 8. The mean cell radii of polyurethane foams with the same 
time duration (10 min) between the gelling and blowing reactions. 
There we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group 
means of cell radii as determined by one-way ANOVA (F(9, 665) = 
0.685, p = .72).

하는 통계적 기법이다.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은 한 가지의 

기준에 의하여 표본들을 구분하여 관측한 후 각 표본들이 추출된 모

집단들의 평균치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검

정한다. 통계적 유의성(statistical significance)은 유의 수준(significance 
probability) 또는 F-분포 (F-distribution) 함수를 기준으로 p-값(p-val-
ue)에 의해 결정되며 이는 F-값을 계산한 후 F-분포 (F-distribution)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F-값은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F = 집단내분산도intragroup variance
집단간분산도intergroup variance  

=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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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집단 평균(the mean of the group ), 는  집단 내 표본 수(the 

number of observations of the group i), 는 전체 표본 평균(the over-
all mean), 는 모집단의 수(the number of groups), 는  집단 내 번

째 표본의 종속 변수의 값(the  observational value of group ), 그리

고 은 모든 표본의 개수(the number of all observational values)[16].
이로써 겔화 반응과 발포 반응의 시간차라는 공정 변수를 제어하여 

더 높은 재현성과 반복성을 갖는 폴리우레탄 폼 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 프리폴리머 합성법과 다르게 폴리올, 가교제, 
촉매, 물리적 발포제가 섞인 혼합물에 디이소시아네이트를 첨가한 후 

화학적 발포제를 첨가하여 겔화와 발포 반응 간에 시간차를 두는 새

로운 폴리우레탄 폼 공정을 개발했다. 
계면활성제를 첨가하지 않았을 경우 동일한 재료 조성비와 실험 조

건에도 시간차를 달리했을 때 폴리우레탄 폼의 붕괴 정도와 높이에 

확연한 차이가 보이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시간차를 10 min으로 고정했을 때 가장 높은 폴리우레탄 폼

이 생성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동일한 실험조건 하에 총 열 번의 폴리

우레탄 폼을 합성했을 때, 생성된 폴리우레탄 폼 모두 통계적으로 균

일한 높이와 미세구조를 가진 것이 확인됐다.
이번 연구에서는 겔화 반응과 발포 반응 사이의 시간차라는 공정 

변수를 통제해 더 높은 재현성과 반복성을 갖춘 폴리우레탄 폼을 제

작하였고 이를 토대로 향후 발포 추진제에 특화된 폴리우레탄 폼을 

연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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