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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폴리우 탄을 이용한 오일 흡수제의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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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eparation of oil absorbent using waste polyurethane 

was studied. And the effects of shape, size, and contents 

of waste polyurethane foam was investigated.  The waste 

foam was treated in shape of powder, cube and bar type 

generated from rigid sandwich panel process.  The tests 

for flexural strength, combustibility, and water absorptivity 

were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mechanical and physical 

properties of the recycled foams. And the cell 

microstructure was evaluated through Scanning Electron 

Micrograph. The recycled foam containing powder-shaped 

underfilled and showed poor properties that was generated 

through reactivity of the resins and increasing of slurry 

viscosity. For the recycled foam with the cube and 

bar-shaped, the underfilling was caused by interference 

between the waste PUFs and increasing surface areas of 

PUF. Low cell density, non-uniformity of cell shape and 

size, and low adhesion of the boundary surface 

(new/recycled) was showed as a result of the poor 

properties. Considering underfilling and the properties of 

PUF (new/recycled), maximum recycle contents were less 

than  20 wt% for the powder and above 40 wt% for the 

cube and 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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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폴리우 탄은 우수한 기계 , 물리  특성으

로 인해 리 사용되고 있으며, 그 사용량이 지

속 으로 증가하여 연간 450,000 톤 이상을 생

산하고 있다1).

  폴리우 탄의 사용량 증가에 따라 련 폐기

물도 크게 증가하여, 그 처리에 있어서도 큰 어

려움을 주고 있다. 특히 사용량이 많은 폴리우

탄 폼은 환경 인 측면에서 처리에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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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분자내의 질소와 방향족 고리, CFC 등을 

함유하고 있으며, 도가 매우 낮아 단순 매립 

처리도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폐폴리

우 탄 폼을 보다 효율 으로 처리하기 해 

재 많은 연구들이 꾸 히 진행되고 있다
2-8)
.

  소재의 재활용 방법에는 크게 폐기물 자체를 

원료로 이용하는 material recycling을 시작으로  

thermal recycling, 열 는 화학 으로 분해하

는 feedstock recycling 등이 있다. 최근에는 열 

는 화학  분해를 통해 석유화학제품의 원료

로 회수하는 chemical recycling도 많이 연구되

고 있다. 이  thermal recycling과 feedstock 

recycling은 소모성 공정으로 볼 수 있으며, 

material recycling과 chemical recycling은 재

사용이 가능한 물질로 재생산함으로써 보다 가

치 있는 공정으로 평가될 수 있다. 특히 

material recycling은 우선 처리가 용이하고, 

여러 재활용 방법  최소의 에 지를 필요로 

하며 환경에 한 향도 다는 들이 큰 장

이다
9-10)
.

  재까지 개발된 폴리우 탄의 material 

recycling 방법은 크게 착 싱(adhesive 

pressing), 리본딩(rebonding), 우더 혼합, 압

축 몰딩(compression molding), 사출성형

(injection molding) 등이 있다. 착 싱과 

리본딩은 isocyanate를 기 로 한 착제와, 그

래뉼 형태의 폴리우 탄을 일정 온도에서 가압

하여 제조하는 방법이며, 우더 혼합은 우 탄

을 미세하게 분쇄시켜 액체 반응물에 충진재로 

첨가시키는 방법이다. 압축 몰딩은 낮은 가교 

결합도의 폴리우 탄 우더를 180～190℃와 

350bar 정도의 고온, 고압을 가해, 입자들을 흐

름성을 갖게 하여 새로운 형태로 몰딩 하는 방

법이며, 사출성형은 그래뉼 형태의 폼을 열가소

성 라스틱과 혼합 후 사출성형 공정에 주입

시키는 방법이다. 이처럼 부분의 material 

recycling은 폴리우 탄의 입자가 일정 크기 이

하여야만 가능하며, 재활용 공정에 있어 온도나 

압력에 한 추가 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 하

지만 우더 혼합법은 앞서 언 한 온도나 압

력에 한 부수 인 공정이 필요 없어 다른 재

활용 방법에 비해 그 경제성이 우수하게 평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 방법도 용액 체 량 

에서 10% 정도 밖에 첨가될 수 없는 한계성

을 가지고 있어 재활용률을 높이기 한 더 많

은 연구가 요구된다
11-12)
. 

  본 연구는 폐 폴리우 탄을 재활용하여 오일 

흡수제를 제조하고자 하 으며, 이를 해 폐 

폴리우 탄의 형태  크기를 다양하게 변화시

켜 신제 폴리우 탄을 제조하 다. 실험에는 경

질 폐 폴리우 탄 폼(PUF)을 사용하 으며, 신

제폼은 폐폼과 동일한 공정에서 제조하 다. 우

선 폐폼의 형태는 powder, cube, bar의 세 가지

로 변화를 주었으며, powder형은 입자 크기의 

변화를 해 300 ㎛와 600 ㎛로 분리하 고, 

cube형 폐폼은 한 변의 길이를 1～5 ㎝로 변화

를 주었다. Bar형은 cube형 폐폼을 기 으로 

그 한 변(1～5 ㎝)을 일정한 방향으로 200～500 

%까지 증가시켜 비하 다. 이를 통해 폐폼의 

형태  크기가 재생 PUF (polyurethane 

foam)의 물성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고, 폐폼

의 함량비를 변화시킴으로써 폐폼의 함량에 따

른 재생 PUF의 물성 변화를 고찰하 다. 

2. 실험

 

2.1. 시약  재료

  폴리우 탄 폼의 제조에 사용된 MDI 

(4,4-diphenyl methane diisocyanate)는 NCO함

량이 31.0 wt%이고 도가 0.15～0.22 N․s/㎡

인 호미쓰이화학의 M-200을 사용하 고, 

polyol은 PPG (polypropylene glycol)로써 수산

기가 400 mg KOH/g, 도는 1.70～2.00 N․s/

㎡인 호석유화학의 H-600을 사용하 다. 

한 발포제는  trichloro monofluoro methane 

(CFC-11)을 사용하 으며, 매는 3  아민 

매로 dimethylcyclohexylamine (DMCHA, 

Polycat-8, Air Products)을 사용하 다.  모든 

원료는 추가 정제 없이 사용하 으며, 폐폼은 

건축용 경질 패 의 생산공정에서 발생한 스크

랩들을 별도의 처리 없이 이용하 다.

2.2. 실험방법

 

  실험 시편을 비하기 해 폐 PUF를 세 가

지 형태로 가공하 다. 먼  powder형은 볼

에 분쇄하여 표  체로 300 ㎛와 600 ㎛의 두 

가지 입자크기로 선별하여 실험에 사용하 다. 

한 cube형은 한 변의 길이를 1～5 ㎝까지 증

가시켰고, bar형은 cube형의 한 변을 증가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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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pect ratio가 200～500 %로 변화된 형태로 하

다. Table 1은 본 실험에서 가공된 cube와 

bar형 폐폼의 상태와 사용 함량을 제시하 다. 

Powder형 폐폼의 함량은 입자크기에 상 없이 

모두 50 wt%까지 증가시켰다.

  원료인 MDI (M-200), PPG (H-600), PC-8 

(DMCHA), CFC-11의 혼합비는 145, 100, 4.0, 

15.0 phr (polyol 기 )이며 신제폼이 폐폼과 동

일한 42 ㎏/㎥의 도를 갖도록 질량 보정을 

하 다. 이후 교반기를 이용하여 PPG, PC-8, 

CFC-11을  5000 rpm의 속도로 8-12  동안 

혼합한 후 성형직 에 동일한 교반 속도와 시

간으로 MDI와 혼합하 다.

Table 1. Recipe for Waste PUF

Sample

(Basis) 

Size (cm)
Content (wt%) Aspect ratio (%)

W L H 10 20 30 40 50 60 200 300 400 500

1C 1 1 1 ○ ○ ○ ○ ○ ○

3C 3 3 3 ○ ○ ○ ○ ○ ○

5C 5 5 5 ○ ○ ○ ○ ○ ○

1B20 1 1 1 ○ ○ ○ ○ ○

1B40 1 1 1 ○ ○ ○ ○ ○

3B20 3 3 3 ○ ○ ○ ○ ○

3B40 3 3 3 ○ ○ ○ ○ ○

5B20 5 5 5 ○ ○ ○ ○ ○

5B40 5 5 5 ○ ○ ○ ○ ○

  Fig. 1은 폐폼의 형태에 따라 달리한 PUF의 

제조 방법을 나타낸 공정도이다. 

Waste

PUF

Isocyan

ate

Polyol

Catalyst

CFC-11

Cutting

Milling

Mixing

Molding Curing

Fig. 1 Schemetic diagram of sample preparation.

Powder형의 경우 폐폼을 resin premix와 먼  

혼합하고, 다시 MDI와 혼합한 후 자체 제작한 

몰드(300×200×70 ㎜)에 부어 성형하 고, cube

와 bar형의 경우는 폐 PUF를 몰드에 먼  무

작 로 배치시킨 후 원료 혼합물(resin 

premix/MDI)을 그 에 끼얹는 방법으로 성형

하 다. 탈형은 20 min 동안 경화를 시킨 다음

에 실시하 고, 탈형이 된 폼은 25±3℃의 온도

와 50±5%의 습도로 유지된 실내에서 24h 동안 

후경화 시켰다. 

  특성분석을 한 시편은 과도한 미충진과 외

상의 변형이 심한 경우 제외하 으며 가  

심부 에서 채취하 다.

2.3. 특성분석 

  제조된 PUF (new/recycled)의 기계  특성을 

악하기 해 Universal Testing Machine 

(UTM)을 이용하여 압축강도(4483, Instron)와 

굽힘강도(STM-10, United Calibration)를 측정

하 으며, 25±3℃의 온도와 50±5%의 습도로 

유지된 실내에서 실시하 다. 압축강도 시험의  

cross head speed는 4 ㎜/min, 굽힘강도는 10 

㎜/min으로 하 고, 굽힘강도 시험은 three 

point bending test에 의거 실시하 다. 

Loading nose와 support는 반지름이 4.35 ㎜인 

것을 사용하 으며, support span은 48 ㎜로 고

정하 다. 

   흡수성 실험은 KS M 3831에 따라 

100×100×25 ㎜크기의 시편에 한 흡수량을  

측정한 후 100 ㎠의 면 에 해당하는 흡수량을 

계산하 다. 

  한 경계면(new/recycled)에서 성장한 cell의 

집도와 크기, 형태 그리고 폼간

(new/recycled)의 미세 공간의 유무를 SEM 

(S-3500N, HITACHI)을 이용하여 확인하 다.

3. 결과  고찰

 

  Powder형 폐폼을 이용한 PUF 제조는 폐폼

을 resin premix, MDI와 혼합하는 방법으로 하

는데, 이 혼합에서는 폐폼의 함량을 증가시킴

에 따라 슬러리(폐폼/resin premix, 혼합물(폐폼

/resin premix)/MDI)의 성도 증가하게 된다
3,8). 이 같은 폐폼의 함량과 슬러리의 도와의 

계는 도의 농도 의존성을 표 한 

Dougherty-Krieger 식으로 유추할 수 있다3,13). 

폐폼과 resin premix의 혼합에서 폐폼의 함량

을 증가시키면 폐폼/resin premix의 농도가 증

가하고 이로 인해 슬러리의 도를 증가시키게 

된다. 따라서 resin premix는 폐폼을 함유한 용

액상태가 아닌 폐폼에 분산된 형태에 가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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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을 보이는데, 이때 resin premix의 구성 성

분인 polyol, 매, 발포제의 일부 는 부분

이 폐폼에 묻어 있게되어, 실제 MDI와 혼합할 

때 세 가지 성분은 최  용액 상태만큼의 고유 

특성을 나타내지 못하게 된다. 이는 원료용액

(resin premix/MDI) 간의 반응성을 낮추는 효

과를 갖게 함으로써 결국 폼의 미충진을 발생

시킨다14). 실험 결과 폐폼 함량이 10 wt%일 때

는 상 으로 많은 함량의 원료용액 때문에 

반응성이 크게 하되지 않아 순수 폼(42±0.5 

㎏/㎥)과 동일한 도의 PUF (new/recycled)가 

제조되었지만, 20 wt%부터는 원료용액의 반응

성이 낮아져서 폼의 미충진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서론에서 언 한 로 우더 혼

합에 의한 재활용의 한계라 생각된다. 재까지 

보고된 논문들에 의하면, 20 wt%를 넘지 못하

는 재활용률은 PUF 뿐만 아니라 유사한 형태

의 라스틱 재활용에서도 나타나고 있다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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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lexural strength and absorbed water of      

         PUF containing powder.

  Fig. 2는 입자크기가 300 ㎛와 600 ㎛인 

powder형 폐폼의 함량을 10, 20 wt%로 증가시

켜 제조한 PUF의 굽힘강도, 흡수량, 연소 시간

과 길이를 나타낸 것이다. 폐폼의 함량이 10 

wt%에서 20 wt%로 증가함에 따라 굽힘강도는 

11 N/㎡정도 감소하 고, 흡수량과 연소 시간 

 길이는 증가하 다, 이는 폐폼의 함량이 증

가함에 따라 폐폼과 원료용액의 혼합 시에 폐

폼의 함량 증가가 air의 유입을 증가시키고 이

로 인해 폼 내부의 미세 기공과 여러 가지 결

함을 증가시켰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Cube형 폐폼을 이용한 PUF는 폐폼을 먼  

몰드에 배치시킨 후 원료용액(resin premix/ 

MDI)을 붓는 방법으로 제조하 다. 이 같은 제

조 공정에서는 폐폼 함량이 증가할수록 폐폼간

의 간격이 좁아지고 원료용액과의 면 이 

증가하게 되어 원료용액의 흐름성 하가 발생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바닥 부분에서는 폼

(new)의 미충진 상이 쉽게 발생하 다. 본 

실험에서 1 cm와 3 cm cube는  몰드 내에 랜

덤하게 쌓인 형태를 나타내게 되는데, 이 같은 

층 구조는 원료 용액이 몰드의 하부까지 도

달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 되도록 하여, 폐

폼간의 간섭  원료용액과의 면 과 함께 

바닥부의 미충진을 크게 하는  하나의 요소

로 작용하 다. 특히 1 cm cube는 낮은 함량에

서도 이러한 효과가 두드러져 10 wt%의 폐폼 

함량에서도 미충진이 발생하 다. 

Fig. 3  Cross section of PUF containing [A] 10       

      wt% and [B] 60 wt% of 1 cm cube.

  Figure 3은 1 cm cube형 폐폼을 10 wt%와 

60 wt% 포함하는 PUF (new/recycled) 시편의 

단면을 보인 사진으로서 폐폼 함량에 따른 

미충진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3 cm cube로 

제조한 PUF (new/recycled)는 40 wt%부터 미

충진이 발생하 고, 한 층으로 쌓인 5 cm cube

는 50 wt%부터 미충진이 발생하 다. 

 Figure 4는 폼의 경계면(new/recycled)에 한 

주사 자 미경 사진으로서 폐폼 표면에서 성

장한 cell은 집도가 낮고 형태  크기도 균

일하지 못하는 등 구조  특이성을 보 다. 이

는 원료용액의 흐름성이  나빠서 폼(new)의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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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EM photo of PUF (new/recycled) containing  

     30 wt% of 3 cm cube.

진이 고르지 못하기 때문이며 도가 낮은 부

분에서 이런 상은 더욱 두드러졌다. 신재폼이 

폐폼을 함유한 몰드 내에 균일하게 충진이 되

면 cell의 집도가 PUF (new/recycled) 체

에 걸쳐 균일해지고 형태  크기의 균일성도 

향상된다. 그리고 충진도의 향상은 폐폼에 한 

원료용액의 착력을 향상시킨다. 따라서 폐폼

을 균일하게 분포시키면서 원료용액의 도를 

낮추어 다면 더욱 높은 성능의 재생 PUF를 

제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원료용액의 

도를 낮추는 방법은 resin premix/MDI의 혼

합 , 후에 따라 다른데, 우선 혼합 의 원료

용액의 도는 각 수지들의 고유 도에 의존

하므로 각 수지들을 도형의 것을 사용함으

로써 쉽게 낮출 수 있으며, 액온을 높여서도 

도 하를 유도할 수 있다. 하지만 resin 

premix/MDI의 혼합 후의 도는 원료수지들 

간의 반응과 계하게 된다. 원료 수지의 혼합 

후, 폼의 발포는 크게 creaming, foam rising, 

gelation, curing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원료용

액의 도는 혼합 직후부터 creaming 단계까지 

서서히 증가하다가 foam rising 단계에서는 

격히 증가하게 된다. 결국 gelation 단계부터는 

높아진 도로 인해 원료용액은 흐름성을 거의 

잃게 된다. 이처럼 원료 수지의 혼합 후에 PUF 

원료용액의 도는 발포 과정에서 변화가 일어

나므로 발포 과정 체에 한 원료용액의 

성 조 은 어렵다. 그래서 실제 원료용액의 

성 조 은 성 증가 구간인 creaming과 foam 

rising 단계에서만 한시 으로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앞서 언 한, 흐름성 향상을 한 원

료용액의 낮은 성은 cream time과 foam rise 

time을 늦춤으로써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

다. 폼의 성장은 실질 으로 발포제에 의한 것

으로 본 실험에서 사용한 CFC-11(b.p. 24℃)보

다 높은 끓는 (b.p.)의 것을 사용함으로써 기 

발포 시간을 연장해  수 있다. 그 지 않고 

동일한 발포제를 사용한다면, 폼의 기 발포 

지연은 원료용액의 반응을 늦춤으로써 가능해

진다. CFC-11과 같이 반응열을 이용한 물리  

발포제를 사용 시, isocyanate와 polyol의 반응

속도가 느려지면 반응열의 생성속도 역시 느려

지므로 결국, 폼의 기 발포는 지연되게 된다. 

그러므로 반응속도를 늦추기 한 매 사용 

등의 원료 처방과 고비 의 발포제 사용이 함

께 이루어진다면 원료용액의 도 하 효과는 

상당히 커지리라 단된다. 이를 볼 때 앞서의 

액온 상승에 의한 도 하는 오히려 원료용

액의 반응성을 높여 역효과를 래할 수 있으

므로 이에 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12,14). 본 연구에서는 반응에 의한 경화 때문에 

반응 과정에서의 도 측정은 한계가 있었다. 

때문에 원료용액 혼합 후의 도에 한 고찰

은 하지 않았으며, 혼합 의 원료수지 에서 

우 탄 폼의 주원료인 MDI (0.15～0.22 N․s/

㎡)와 PPG (1.70～2.00 N․s/㎡)의 도를 기

로 하여 실험을 진행하 다.

Fig. 5 Flexural strength of PUF containing cube     

      type waste foam.

  Figure 5는 한 변의 길이가 1, 3, 5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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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be형 폐폼의 함량에 따른 PUF (new/recycled)

의 굽힘 시험에 한 측정 결과를 나타낸 것이

다. 1 cm cube의 경우 폐폼의 함량 증가와 함

께 강도도 증가하 고, 3 cm cube는 30 wt%까

지는 감소를 보이다가 이후 증가세를 보 으며 

5 cm cube는 40 wt%까지 감소한 다음 증가하

다.  폐폼의 함량 증가에 따라 폐폼의 크기에 

계없이 강도 하가 발생할 것으로 측되었

으나 반 의 실험 결과를 보 는데, 이는 바닥

부에 미충진이 발생한 PUF의 경우 강도 시험

에 이용할 시편을 얻기 어려웠기 때문에 성형

이 원만히 이루어진 부분에서 얻은 시편에 의

한 결과이기 때문으로 단된다. 즉 바닥부의 

미충진이 증가할수록 상부에서의 폼(new)의 충

진 도는 높아져서 cell 성장을 조 하게 하고 

형태  크기를 균일하게 만드는 한편, 원료용

액의 착력까지 향상시키게 된다.

  Figure 6은 cube형 폐폼을 이용하여 제조한 

PUF의 흡수량을 측정한 결과이다. 흡수량은 폐

폼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결과를 보

는데 이는 미충진 부분을 제외한 결과로 

단되며, 미충진이 일어나지 않은 시편의 경우 

폐폼의 함량 증가에 따라 흡수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경계면에서 defect가 많이 발

생함을 알 수 있었다. 이 같은 폐폼 함량에 따

른 특성 변화도 앞서의 강도 측정 결과에서와 

같이 폼(new)의 충진 도와 폐폼 표면에서 성

장한 cell의 구조  특이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Fig. 6  Absorbed water of PUF  containing cube      

      type waste foam.

  Cube형에 한 실험 결과, 폐폼의 크기가 작

을수록 원료용액과의 면 과 폐폼간의 간

섭이 증가되어 원료용액의 흐름성 하가 발생, 

낮은 함량에서 미충진 상이 발생하 고 재생 

폼 내부의 균일성이 하됨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 같은 PUF 제조  물성에 한 폐폼 크

기의 향을 좀 더 악하고자, 동일한 실험을 

bar형태의 폐폼으로 확장시켰다. 이처럼 bar형

에 한 실험은 폐폼 크기에 한 고찰만을 

한 것이므로, 폐폼 함량은 20 wt%와 40 wt%

로 제한시켰으며 두 함량에 해서만 비교하

다. 참고로 50 wt% 이상의 bar형 폐폼을 본 실

험에 사용한 몰드(300×200×70 ㎜)에 배치시킬 

때 폐폼은 몰드의 높이를 과하거나, 높이에 

근 한 층을 이루게 되어, 원료용액의 주입과 

같은 실험상의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래

서 50 wt% 이상의 함량은 본 실험에서 제외시

켰다. 실험 결과 bar형에서도 cube형과 같은 원

료용액의 흐름성 하에 기인한 바닥부의 미충

진 상이 발생하 다. 단면이 1 cm인 bar 

(1B)로 제조한 PUF (new/recycled)는 폐폼의 

층 정도가 심해 20 wt%부터 바닥부에서 미

충진 상이 발생하 으며, 3cm bar (3B)의 경

우 폐폼의 층 정도가 1 cm보다 상 으로 

어 40 wt%에서 미충진이 발생하 다. 반면 

단면이 5 cm인 bar형 폐폼(5B)으로 제조한 

PUF (new/recycled)는 폐폼이 단층만을 갖게 

되어 20 wt%와 40 wt%에서 모두 미충진이 발

생하지 않았다. 한 동일한 크기일 경우 cube

형에 비해 미충진 상이 게 발생하 다.

Fig. 7 Flexural strength of PUF  containing bar     

      type fo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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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Absorbed water of PUF  containing bar type  

       foam.

  Fig. 7과 8은 한 변의 길이가 1, 3, 5㎝인 

cube형을 각각 aspect ratio 200, 300, 400, 500 

%로 증가시킨 bar형 폐폼을 20 wt%와 40 

wt%로 함유시켜 제조한 PUF (new/recycled)

의 굽힘강도와 연소 시간  길이, 흡수량을 나

타낸 것이다. 1B와 3B로 제조한 PUF 

(new/recycled)의 경우 aspect ratio와 계없이 

폐폼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굽힘강도가 증가하

으며, 증가 정도는 1B로 제조한 것이 컸다. 

반면 5B의 경우는 두 함량간의 강도 변화가 크

지 않았다. 이는 폐폼과 원료용액과의  면

이 작아졌기 때문으로 단된다. 이 같은 결

과는 cube형의 동일 함량에서의 실험 결과와 

거의 일치하는 것이다. 아울러 aspect ratio의 

증가에 해서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이

러한 결과들을 볼 때 원료용액의 흐름에 미치

는 향은 폐폼의 기  크기보다도 폐폼의 

층 정도가 더 큰 것으로 단된다.  

  

4. 결 론

  폐 우 탄 폼을 재이용한 PUF를 이용하여 

오일 흡수제를 제조하기 해 폐폼의 크기와 

형태, 함량에 따른 재생 폼의 물성 변화를 고찰

하 다. 재생 PUF의 제조 과정에서 가장 요

한 문제는 미충진 상이었으며, 그 원인은 폐

폼과 원료용액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된 

powder형, 배치된 폐폼 에 원료용액을 붓는 

방법으로 제조된 cube와 bar형의 두 제조 방법

에 따라 달랐다. Powder형에서 폼(new)의 미충

진은 슬러리(폐폼/원료용액)의 성 증가에 기

인한 원료용액의 반응성 하 때문에 발생하

고, cube와 bar형에서 폼의 미충진은 폐폼간의 

간섭과 원료용액과의 면  증가에 기인한 

원료용액의 흐름성 하 때문에 발생하 다. 

  Powder형의 경우 미충진 상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입자 크기가 다르더라도  큰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 Cube와 bar형에서는 폐폼의 

크기에 기인한 층 수 과 상  계를 보

다. 즉 폐폼의 크기가 작아 층 수 이 높을 

경우 폼의 미충진은 낮은 함량에서부터 발생하

고, 폐폼의 크기가 커서 층 수 이 낮을 경

우 폼의 미충진은 높은 함량에서 발생하 으며, 

cube형보다 bar형의 조  유리한 것으로 단

되었다. 일정 수  이상의 물성을 유지하면서 

높은 재활용률을 보인 폐폼 형태는 bar ≥ 

cube > powder순 이었으며, 폐폼의 (기 ) 크

기는 5C (5B) > 3C (3B) > 1C (1B)순 이었다.  

  Powder형 폐폼의 재활용 함량은 폼의 충진

성만을 고려할 때 20 wt% 미만이었으며, cube

와 bar형 폐폼의 재활용률은 폐폼이 한 층만을 

이룬 구조일 때 40 wt% 이상이었다. 원료용액

의 흐름성 향상을 한 원료 처방이 이루어진

다면 폐폼의 재활용률을 40 wt% 이상으로 높

일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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