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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 기능의 미세 셀 폴리우레탄 폼용 옥시에틸렌변성실록산 계면활성제의 합성을 위해 폴리메틸하이드로겐실록산(D = 
75, D' = 15)의 수소작용기에 수소규소화반응을 이용하여 다양한 폴리알킬렌옥사이드를 치환하여 합성하였다. 폴리알킬렌
옥사이드는 에틸렌옥사이드(EO) 또는 EO와 프로필렌옥사이드(PO)의 혼합성분이 반복되는 구조에 말단기는 메틸 또는 하
이드록실기를 갖는 물질들을 이용하였다. NMR과 GPC 분석을 이용하여 분자 구조와 분자량 변화를 통하여 합성반응의 
진행 여부 및 생성물 수율(98%)을 파악하였다. EO 12 반복단위로 합성된 계면활성제의 첨가량을 0.6～2.0 part per hundred 
polyol (pphp)까지 증가시켜 메모리 기능의 우레탄 폼 발포에 적용하여 폼의 물리적 특성을 측정한 결과 셀 사이즈(최소 
0.868 µm), 공기유량(air flow, -78 KPa), 복원시간(recovery time, 8 sec) 등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For the synthesis of polyurethane memory foam stabilizer with fine cells, hydrosilylation reaction with various polyalkyleneoxides 
and hydrogen functional group of polymethylhydrogensiloxane (D = 75, D' = 15) was conducted. Polyalkyleneoxides (PAO) used 
in this research were ethylene oxides or ethylene-co-propylene oxides with terminal groups of hydroxides or methyl groups. To 
analyze the molecular structures and molecular weights as well as the reaction yields (98%), NMR and GPC analysis were 
executed. Synthesized siloxane surfactants modified with polyalkylene (EO = 12 units) were applied to producing flexible 
polyurethane fine memory foams from 0.6 pphp to 2.0 pphp. By controlling the amount of the surfactant, physical characteristics, 
the polyurethane memory foam with cell size (minimum 0.868 µm), air flows (-78 KPa), and recovery times (8 sec) were achie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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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폴리우레탄 폼은 요구되는 물성에 따라서 적용되는 계면활성제의 

구조가 다르다[1]. 경질 폴리우레탄 폼은 초기 반응 점도가 높기 때문

에 계면활성제에 의한 안정화 의존도가 낮은 대신 계면활성제는 셀 

크기와 구조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메모리 기능을 보유하

는 연질 slabstock 폴리우레탄 폼은 초기 셀 안정화가 매우 중요하며 

또한 일정 시간 경과 후 셀 opening이 적절히 진행 되어져야 한다. 계
면활성제는 연질 slabstock 폴리우레탄 폼  발포 시 폼이 스스로 지지

할 수 있을 때까지 셀 window 안정화를 통한 셀의 붕괴를 막아주고, 
셀 window의 안정화를 통하여 셀 변형을 감소시켜서 셀 사이즈 조절

을 가능하게 한다[2,3].
  계면활성제는 표면장력을 낮추어 줌으로써[4] bubble 형성 및 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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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을 안정화 시킨다. Figure 1은 셀 생성 과정 중 필름 상의 계면

활성제의 분포와 film drainage flow를 나타낸다. 초기 셀 생성에서 4
개의 셀이 만나는 plateau border에서 필름 중앙으로 이동할수록 확장

되는 계면에 존재하는 계면활성제의 분자 수가 감소하게 된다. 따라

서 plateau border에 비해 필름 중앙의 표면 장력이 높아지게 됨에 따

라 Maragoni stress가  발생되어 계면의 액과 계면활성제가 필름 중앙

으로 끌려들어가게 된다[5]. Bulk 내에서는 plateau border를 향한 

drainage flow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pressure gradient와 중력에 의

해 유발된다[6]. 이 두 가지 흐름에 의해 초기 셀 안정화와 일정 반응 

경과 후의 셀 opening이 결정되는데 계면활성제에 의한 표면장력의 

변화가 Maragoni stress를 변화시킴에 의해 cell의 크기 및 개방도를 

좌우하는 주요 변수가 된다.
  연질 폴리우레탄 폼에 이용되는 실록산 계면활성제는 일반적으로 

폴리디메틸실록산(PDMS) 주쇄에 폴리에틸렌옥사이드(EO)와 폴리프

로필렌옥사이드(PO)를 포함하는 폴리알킬렌옥사이드가 random graft



261폴리우레탄 폼용 옥시에틸렌 변성 폴리실록산계 계면활성제의 합성 및 미세 셀 발포 특성

J. Korean Ind. Eng. Chem., Vol. 17, No. 3, 2006

Figure 1. Diagram of surfactant effect on film drainage in the 
Plateau border at the meeting point of four cells.

Figure 2. The structure of a typical siloxane surfactant used in 
polyurethane foam formulation.

copolymer로 이루어져 있다[7,8]. Figure 2는 일반적으로 연질 폴리우

레탄 폼에 이용되는 실록산 계면활성제의 구조를 나타낸다. 이 구조

에서 D는 dimethylsiloxyl groups의 평균 수, D'는 methylpolyethersil- 
oxyl groups의 평균수를 나타낸다. Siloxane backbone 중합도(DP)는 D 
+ D' + 2이며, 친수성 polyether와 소수성 siloxane의 비는 D/D'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질 우레탄 폼의 cell size의 균일화 및 미세화를 실

현할 수 있는 실록산 계면활성제의 합성을 위하여 폴리메틸하이드로

겐실록산(D = 75, D' = 15) 주쇄에 다양한 폴리알킬렌옥사이드를 수

소규소화반응을 이용하여 치환하여 새로운 실록산계 계면활성제를 

합성하였다. 이렇게 합성된 실록산계 계면활성제는 NMR과 GPC를 

이용하여 분자구조와 분자량 변화를 통해 생성물 수율을 확인하였다

[9,10]. 또한 다양한 폴리알킬렌옥사이드를 치환시킨 실록산 계면활성

제를 합성하여 표면장력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합성된 실록산계 계면

활성제는 폴리우레탄 메모리 폼 발포에 적용하였으며 셀 사이즈, 겉
보기 밀도, 공기유량(air flow), 복원 시간, 복원력 등을 측정하여 폼의 

물리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11,12].

2. 실    험

  2.1. 수소규소화반응에 의한 실록산 계면활성제 합성 실험

  폴리우레탄 폼용 실록산 계면활성제는 폴리실록산과 폴리옥시알킬

Table 1. Alkyleneoxides Used in the Synthesis of Siloxane Surfactant

Alkyleneoxide Molecular formula Molecular weight (Mw ) R

 EO 7.2 units  CH2=CHCH2O(CH2CH2O)7.2CH3 380 CH3

 EO 7.6 units  CH2=CHCH2O(CH2CH2O)7.6H 400 OH

 EO 9 units  CH2=CHCH2O(CH2CH2O)9H 450 OH

 EO 12 units  CH2=CHCH2O(CH2CH2O)7H 600 OH

 EO 6 units/PO 11units  CH2=CHCH2O(CH2CH2O)6(CH2CH3CH2O)11CH3 1000 CH3

Figure 3. Schematic diagram of synthesis reactor.

렌의 block 공중합체로 제조 방법은 폴리메틸하이드로겐실록산과 비

닐기 또는 알릴기 등의 불포화기를 갖는 폴리알킬렌옥사이드를 

Speier’s (Pt) 촉매 하에서 수소규소화반응(hydrosilylation)으로 결합하

여 제조된다[13].
  Table 1은 실록산 계면활성제 합성에 이용된 알킬렌옥사이드를 나

타내었다. 아래 표에서 수소규소화반응에 사용된 알킬렌옥사이드는 

EO 또는 EO/PO가 반복되는 구조에 말단기는 methyl 또는 hydroxyl기
를 갖는 물질을 사용하였다.
  실록산 계면활성제를 합성하기 위한 장치는 분리형 반응기, 냉각기, 
미세 정량 펌프, 체인 클램프, 교반기, 항온조로 구성되었으며, 중합 

반응기 개략도는 Figure 3에 나타내었다. 이 반응장치에 용매를 이용

한 용액중합으로 실록산 계면활성제를 합성하였다. 분리형 반응기에 

폴리메틸하이드로겐실록산(D = 75, D' = 15)과 톨루엔, Speier’s 촉매

(H2PtCl6․xH2O) 투입 후 반응 온도 75 ℃에서 50～60 rpm으로 교반

하면서 미세 정량 펌프를 통해 폴리알킬렌옥사이드를 평균 1 mL/min 
속도로 반응기에 투입하였다.
  알킬렌옥사이드는 폴리메틸하이드로겐실록산의 수소작용기 수를 

기준으로 반응 함량을 결정하였으며, 산출된 반응량보다 10% 과량 첨

가하였다. 톨루엔 투입량은 합성 반응물의 40 wt%, Speier’s 희석촉매

(이소프로필알콜로 1 wt% 희석)는 합성 반응물의 0.1 wt%를 투입하

였다. 폴리알킬렌옥사이드 투입 종료 후 30 min간 반응 시간을 유지

하였다.
  실록산 계면활성제 합성물 정제는 정제장치(EYELA, Rotary Evapo-
rator N-1000)를 이용하여 용매 톨루엔과 미반응 폴리알킬렌옥사이드

를 제거하였다. 미반응 폴리알킬렌옥사이드는 1H NMR을 통해서 반

응후의 비닐 그룹의 peak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통해서 미반응 폴리알

킬렌옥사이드가 제거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합성된 실록산 계면활성제 합성물은 GPC (Gel Per-
meation Chromatography)를 이용하여 평균분자량을 측정하여 합성 수

율을 파악하였다. GPC는 PS standard로 측정하였으며 PS standard 하
에서 분자량을 알고 있는 실록산오일의 분자량을 측정하여 측정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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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Flexible Polyurethane Foam Formulation

Name of agents Composition
(pphp※)

Name of
agents

Composition
(pphp)

polyol
FA-220 75

33LV 0.5
HP-3753 25

(100) T-9 0.3

DEOA 1.5 siloxane surfactant variable
H2O 1.7

MDI 45TA-350 2

자량과 실제 분자량의 비율을 계산하여 합성된 실록산 계면활성제의 

분자량을 측정하였다. 실록산 계면활성제 합성물의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400 MHz 1H NMR spectrum을 이용하였으며 표면장력은 계면장

력과 표면장력 측정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인 Du Nouy Ring 
Method로 표면장력계(Kruss K6)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14].

  2.2. 폴리우레탄 폼 발포 실험 및 물성 측정

  2.2.1. 연질 폴리우레탄 폼 발포 실험

  Table 2는 연질 폴리우레탄 폼 발포 조성(formulation)을 나타낸다. 
이 formulation은 현재 제품화 되어 판매되는 메모리 폼용 폴리우레탄 

폼을 생산하는데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이 때 첨가되는 실록산 계면

활성제는 OSI에서 판매되는 L-626이다. 이 formulation을 이용하여 실

험실에서 합성된 실록산 계면활성제를 첨가하여 폴리우레탄 폼을 발

포하였으며 기존의 계면활성제와 비교하였다. 발포 순서는 MDI를 제

외한 모든 성분들을 발포 formulation 비율로 첨가하여  mechanical 
stirrer를 이용하여 4000 rpm으로 2 min간 혼합하여 혼합액을 제조한

다. 이 혼합액을 MDI 첨가 후 10 sec간 혼합 후 상온에서 24 h 방치 

후 물리적 성질을 측정한다.

  2.2.2. 우레탄 폼 물성 측정

  셀 크기(셀 size)는 현미경(Camscope SV 32)을 사용하였으며 배율

은 300배로 하여 측정하였다. 공기유량(air flow)은 진공 펌프를 이용

하여 압력 변화를 통하여 측정하였으며 이 때의 시편은 우레탄 폼 중

심 부분을 직경 4.5 cm, 높이 2.5 cm로 절단하여 측정하였다. Air flow
는 셀 window 개방도 증가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함을 보였다[15]. 
그러므로 셀 window 개방도 측정은 공기 투과성을 측정함으로써 확

인할 수 있다. 또한, 우레탄 폼 중심을 5×5×6 cm 크기로 절단하여 

겉보기 밀도와 복원시간, 탄성력을 측정하였으며, 복원시간은 수직 방

향으로 힘을 가하여 높이 6 cm에서 2 cm (1/3)로 변형 후 복원되는 

시간을 측정하였다. Universal Testing Machine (UTM, Hounsfield 
H50KS)은  탄성력 측정에 사용되었다. 탄성력 측정은 변형 상태에서 

외부 압력에 저항하는 힘을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수소규소화반응에 의한 실록산 계면활성제 합성

  소수성 성분인 폴리디메틸실록산과 친수성 성분인 폴리알킬렌옥사

이드를 공중합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Si-H결합을 가

진 실록산 오일을 알릴기를 가진 폴리알킬렌옥사이드에 부가 반응시

켜 공중합시키는 방법이 수율 및 반응 제어면에서 우수하여 가장 널

리 적용되고 있다. 알릴기의 불포화결합에 Si-H결합을 부가시키는 반

응이 수소규소화반응(hydrosilylation)이며, 이 때 사용되는 촉매로서

Figure 4. The synthesis reaction equation of siloxane surfactant by 
hydrosilylation.

Figure 5. 1H-NMR spectrum of poly(methyl-hydrogensiloxane) (D = 
75, D' = 15).

라디칼 개시제와 금속촉매가 있는데 본 실험에서는 가장 수율이 우수

하다고 보고된  백금계촉매(H2PtCl6), speier’s catalyst를 적용하여 실

록산 계면활성제를 합성하였다. 수소규소화반응에 의한 실록산 계면

활성제 합성 반응식은 Figure 4에 나타내었다. 수소규소화반응으로 실

록산 오일의 D' (methylhydrogensiloxane groups)의 수소에 폴리알킬렌

옥사이드가 그라프트 형태로 결합하여 형성된다. 따라서 이 결합으로 

생성된 실록산 고분자는 소수성 실록산 부분과 친수성 폴리알킬렌옥

사이드을 갖게 됨으로서 계면활성제의 역할을 하게 된다.
  반응의 완결 여부 및 반응 수율을 판단하기 위한 분석 방법으로서 

폴리메틸하이드로겐실록산(D = 75, D' = 15), EO 반복단위가 12 (R 
= OH)인 폴리알킬렌옥사이드의 1H NMR 스펙트럼과 합성된 실리콘 

계면활성제의 1H NMR 스펙트럼을 각각 Figure 5～7에 나타내었다. 
NMR 피크를 살펴보면, 폴리메틸하이드겐실록산(D = 75, D' = 15)의 

수소(H) 작용기의 수소 피크가 B위치에서 확인 되었으며, EO 반복단

위가 12 (R=OH)인 폴리알킬렌옥사이드는 불포화기의 탄소에 붙어있

는 수소의 피크가 1번과 2번 위치에서 확인되었다. 그리고 합성된 계

면활성제의 피크를 살펴보면 실록산 주쇄의 B 위치와 EO 반복단위가 

12 (R=OH)인 폴리알킬렌옥사이드의 1번과 2번 위치의 피크가 사라

지고 합성 반응으로 결합된 알킬렌옥사이드의 수소 피크는 a, b, c, d 
위치에서 확인되었다. 합성된 계면활성제의 NMR 스펙트럼에서 a, b, 
c, d를 제외한 피크는 톨루엔과 촉매로 쓰인 부반응물의 영향으로 나

타난 것이다. 이러한 1H NMR 피크 변동으로 보아 수소규소화반응을 

통해서 이중결합이 풀리면서 실록산 주쇄의 수소작용기와 부가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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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1H-NMR spectrum of polyethyleneoxide 12 units (R=OH).

Figure 7. 1H-NMR spectrum of synthesized siloxane surfactant by 
hydrosilylation.

하여 실리콘 계면활성제가 합성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98% 이
상의 높은 합성 수율을 보이고 있다[16].
  실록산 계면활성제의 합성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GPC을 이용하여 

평균분자량을 측정하였다. 합성에 이용된 폴리메틸하이드로겐실록산

은 D가 75, D'가 15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론상 분자량은 약 6600이

다. 실록산의 D'의 수소가 모두 치환되었을 때를 가정하면 이론상 실

록산 계면활성제의 분자량은 폴리메틸하이드로겐실록산의 분자량 

6600과 치환된 폴리알킬렌옥사이드의 분자량을 합한 값으로 환산할 

수 있다. 폴리메틸하이드로겐실록산과 폴리알킬렌옥사이드의 수소규

소화반응을 통한 실록산 계면활성제 합성물의 이론치 분자량, GPC로 

측정된 합성물의 분자량 및 생성물 수율을 Table 3에 나타내었다. 여
기서 생성물 수율은 측정된 실록산 합성물의 분자량을 D'의 수소에 

폴리알킬렌옥사이드가 100% 치환된 이론값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

타내었다.
  실록산 계면활성제의 표면장력은 친수기 폴리알킬렌옥사이드의 조

성 및 친수기와 소수기의 비(D/D')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폴리

Table 3. Molecular Weight of Synthesized Siloxane Surfactants

Materials of reaction Theory molecular 
weight (Mw )

GPC molecular 
weight (Mw )

Yield
(%)Siloxane oil Alkyleneoxide

Poly(methyl-
hydrogen
siloxane)
(D = 75,
D' = 15)

EO 7.2 units
(R=CH3) 12,300 9,746 55%

EO 7.6 units
(R=OH) 12,600 12,824 100%

EO 9 units
(R=OH) 13,400 13,126 98%

EO 12 units
(R=OH) 15,600 14,312 92%

EO 6 units/
PO 11 units 

(R=CH3)
21,600 19,592 91%

※ EO = ethyleneoxide

메틸하이드로겐실록산(D = 75, D' = 15)과 폴리알킬렌옥사이드 조성 

변화에 의한 실록산 계면활성제 합성물의 표면장력 측정 결과를 

Table 4에 나타내었다. 여기서 합성 전 실록산 오일의 표면장력보다 

폴리알킬렌옥사이드를 부가하여 합성된 실록산 계면활성제의 표면장

력이 모두 증가되었으며, EO 반복단위 수가 증가함에 따라 표면장력

이 증가함을 보였다. 이는 주로 소수성 성질을 갖는 실록산 오일에 친

수성 즉, 극성을 갖는 EO의 증가로 인해 분자간의 인력이 증가하게 

되어 이로 인해 표면장력이 증가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반면 

EO 반복단위 수6 /PO 반복단위 수 11 (R=CH3)이 부가된 실록산 계면

활성제는 EO보다 더 낮은 극성을 갖고 있는 PO의 특징으로 인해 표

면장력이 상대적으로 낮게 측정된 것으로 예측된다.

  3.2. 폴리우레탄 폼 발포 물성 측정

  실록산 계면활성제는 표면 장력을 낮추어 주어 폴리우레탄 발포시

에 기포 분산, 셀 형성, 셀 성장, 셀 window 안정화를 이끌어 낸다. 
이런 결과를 유발하게 되는 원리는 실록산 계면활성제가 친수기와 소

수기를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친수기와 소수기의 

비율(x/y, D/D')에 따라 표면장력은 변화된다.
  실록산 계면활성제 첨가량에 따른 폴리우레탄의 가장 두드러진 변

화는 셀 size 변화이다. 현미경으로 cell size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

여 300배율 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폴리우레탄 폼 셀 size는 계면활

성제의 종류 및 첨가량에 따라서 최대 1000 µm 이상에서 최소 100～

200 µm까지 관찰되었으며 실록산 계면활성제 첨가량이 1 pphp일 때

의 폴리우레탄 폼의 셀 구조를 Figure 8에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실록산 계면활성제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셀 size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EO 반복단위가 7.2인 폴리알킬렌옥사이

드(R=CH3)가 부가된 실록산 계면활성제는 첨가량 증가에 따라 셀 

size가 증가함을 보였다. EO 반복단위가 7.2인 폴리알킬렌옥사이드의 

말단기가 메틸기를 갖고 있음으로 야기되는 것으로 보인다. EO 반복

단위가 12인 폴리알킬렌옥사이드(R=OH)의 경우 부가된 실록산 계면

활성제는 우레탄 폼 발포 시스템에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실록산 계면

활성제 L-626과 가장 근접한 셀 size 변화를 나타내었으며, 다른 폴리

알킬렌옥사이드 부가물에 비해 셀 size가 상대적으로 작게 측정되었

다. 전반적으로 실리콘 계면활성제의 EO 반복단위가 증가함에 따라 

셀 size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와 같은 경향은 Figure 9에 잘 

나타나 있다.
  폴리우레탄 폼은 크게 연질, 반경질 그리고 경질 폼으로 구분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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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Cell photographs of polyurethane foam using by siloxane 
surfactants.

Figure 9. The change of cell size according to an additive weight 
of siloxane surfactants.

데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밀도 차이를 들 수 있다. 연질 폼은 경질 폼으

로 갈수록 저밀도에서 고밀도를 형성하며, 이번 실험은 저밀도 연질 

우레탄 폼 발포 조성을 이용하였다.
  실록산 계면활성제의 첨가량에 따른 우레탄 폼의 겉보기 밀도 변화

를 Figure 10에서 보인다. 우레탄 폼의 셀 size와 겉보기 밀도 변화는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셀이 차지하는 공기 비율의 감소로 인해 우레

탄 폼의 겉보기 밀도가 증가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폴리우레탄 폼의 air flow는 셀 window 개방도 증가에 따라 비례적

으로 증가된다. 그러므로 셀 window 개방도는 우레탄 폼의 공기 투과

성을 측정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Air flow 측정을 위해 ASTM 
standard D 3574에서 제시된 방법과 근접한 방법을 위해 진공 펌프를 

이용하였으며 공기 압력 변화를 air flow 값으로 나타내었다. 실록산 

계면활성제의 첨가량 변화에 의한 air flow 값을 Figure 11에 나타내었

다. 이 그림에서 EO 반복단위 7.2개인 폴리알킬렌옥사이드가 첨가된 

실록산 계면활성제는 첨가량 증가에 따라 공기 투과성이 증가하였으

Table 4. Surface Tension of Synthesized Siloxane Surfactant

Materials of reaction Surface
tension

(dyne/cm)Siloxane oil Alkyleneoxide

Poly(methyl-
hydrogen
siloxane)
(D = 75,
D' = 15)

- 24.3

EO 6 units/PO 11 units (R=CH3) 27.3

EO 7.2 units (R=CH3) 27.5

EO 7.6 units (R=OH) 27.0

EO 9 units (R=OH) 28.5

EO 12 units (R=OH) 29.5
※ EO = ethyleneoxide

Figure 10. The apparent density variation according to an additive 
weight of siloxane surfactants.

며, 그 외의 계면활성제를 이용한 우레탄 폼의 공기 투과성은 감소되

었다. 이는 공기투과성이 셀 size에 의존함을 알 수 있었다.
  복원시간(recovery time) 측정을 위하여 폴리우레탄 폼 높이를 6 cm
에서 2 cm (1/3)로 압축 후 원래의 형태로 복원되는 시간을 측정하였

다. 실록산 계면활성제 첨가량에 따른 우레탄 폼의 복원시간 변화를 

Figure 12에 나타내었으며 이 그래프에서 실록산 계면활성제 L- 626
은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우레탄 폼의 복원되는 시간이 매우 느려짐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수소규소화반응을 통해 EO가 부가된 실록산 계면

활성제는 L-626을 사용한 우레탄 폼에 비해서 복원되는 속도가 빠르

게 나타났다. 이는 형성된 폼의 개방도는 air flow의 수치가 유사함으

로 미루어 비슷하다고 예측되며, 따라서 recovery time의 차이는 사용

되어진 폴리올의 탄성차이로 설명 되어질 수 있다. 폴리우레탄 폼이 

복원되는 시간은 계면활성제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느려지는 경향

을 보였으나 EO 반복단위가 7.2개인 폴리알킬렌옥사이드(R = CH3)가 

부가된 실록산 계면활성제는 반대의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셀 size 
변화와 연관 지어 셀 size의 감소로 인한 공기 투과 효율이 감소함으

로 인해 복원 시간이 길어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복원 시간 측정과 같은 방법으로 우레탄 폼 시편을 수직 방향으로 

힘을 가하여 저항하는 힘을 UTM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실록산 계

면활성제 첨가량 증가에 따른 폴리우레탄 폼의 탄성력을 Figure 13에 

나타내었다. 이 탄성력 변화 역시 실록산 계면활성제의 첨가량의 증

가에 따라 탄성력은 증가되었으며, 실험실에서 합성된 실록산 계면활

성제의 탄성력 변화는 0.4 MPa에서 0.8 MPa까지 증가하는 경향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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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The change of air flow according to an additive weight 
of siloxane surfactants.

Figure 12. The change of recovery time according to an additive 
weight of siloxane surfactants.

였고 실록산 계면활성제 L-626은 0.4 MPa에서 1.3 MPa까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4. 결    론

  폴리우레탄 메모리 폼 발포 시 적용되는 실록산 계면활성제를 수소 

작용기를 갖는 실록산에 수소규소화 반응으로 수소를 폴리알킬렌옥

사이드로 치환함으로써 graft copolymer의 구조를 갖는 변성실록산 계

면활성제로 합성하였다. 이 실록산 계면활성제 합성물을 이용하여 연

질 폴리우레탄 메모리 폼 발포에 적용하였으며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제품(L-626, OSI)과 대등한 물성을 계면활성제의 첨가량의 조절을 통

해 얻을 수 있었다.
  실록산 계면활성제 합성에 이용된 폴리옥시알킬렌의 말단기인 메

틸기와 하이드록실기의 차이에 따라 연질 폴리우레탄 메모리 폼 합성

에 서로 상반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EO 반복단위 수가 12 (R=OH)
인 폴리알킬렌옥사이드로 합성된 실리콘 계면활성제는 우레탄 발포 

실험에 적용시 셀 size가 1.068×10-6 m～0.2×10-6 m로 나타났고 air 
flow는 -40 KPa～-78 KPa로 나왔다. 또한 recovery time은 5 sec～8 

Figure 13. The change of elastic force according to an additive 
weight of siloxane surfactants.

sec로  상용화 되고 있는 L-626 제품과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
러나 EO 반복단위 수가 7.2 (R = CH3)인 폴리알킬렌옥사이드로 합성

된 실록산 계면활성제는 첨가량 증가에 따른 셀 size의 증가로 인하여 

air flow, 겉보기 밀도 측정에서도 반대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런 결과의 원인으로는 첫째는 폴리알킬렌옥사이드의 말단 작용

기인 OH와 CH3의 극성 차이와 합성물의 분자량 차이에서 나타난 바

와 같이 치환된 폴리알킬렌옥사이드의 반복 단위 수의 차이로 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폴리우레탄 발포에 사용되는 실리콘 계면활성

제는 친수성기와 소수성기의 적절한 조성을 통하여 합성 중에 계면의 

표면장력을 낮추어 주어 셀 결합(병합)을 지연시켜주며, 일정시간 경

과 후에 셀 opening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역할을 가장 적절히 

수행하는 계면활성제는 EO 반복 단위 12인 실록산 계면활성제로 1 
pphp 적용시 가장 효과적인 계면활성제 작용을 보였다. 
  연질 폴리우레탄 메모리 폼의 미세셀화를 위하여 다양한 작용기를 

갖는 실리콘 계면활성제가 합성되어지고, 최적의 폴리우레탄 폼 for-
mulation이 확립되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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