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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막의 기능은 피도물의 노출 환경 및 요구되는 물성에 따라 수지종류와 경화제는 적절하게 설계되어야 그 기능을 충

분히 발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OH 함량을 가진 알키드 폴리올, 폴리에스테르 폴리올, 폴리에스테르 변성

아크릴 폴리올 등과 Tg 및 OH 함량이 다른 아크릴 폴리올 수지 등 6가지 폴리올수지를 사용하고, 경화제는 알리파틱 

이소시아네트와 아로마틱 이소시아네트를 사용하였다. 총 12종류의 투명도료를 제조 후, 화학적, 기계적 물성시험과 

DMA 및 Rheometer를 이용하여 폴리올 수지타입 및 경화제 타입에 따른 폴리우레탄 도료의 종류별 도막물성 및 작업성

을 관찰하였다. 그 결과 폴리올수지에 있어서 각각 다른 물리적, 화학적 성질을 가지는 도료개발 및 도장작업성의 개선 

시 적절한 폴리올수지 종류 및 경화제를 선택하여 상⋅하도의 물성 및 도장 시스템에 합리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결과

를 얻었다. 

To achieve the ideal performances of paint film, resins and hardeners have to be chosen and designed in a proper way depending 

on the exposure circumstance of substrate and the requested physical properties. Six different kinds of clear paints were made in 

this experiment using alkyd polyol, polyester polyol, polyester modified acrylic polyol and another 3 acrylic polyol resins whose Tg 

and OH value were partially modified. Then the tests for chemical, physical, and mechanical properties were measured after forming 

the paint films using aliphatic and aromatic polyisocyanate. The viscosity and elasticity of paint film were then measured in terms 

of gel point and tanδ using Rheometer and DMA. Through this viscoelastic characteristic test of polyurethane resin, we were able 

to choose the adequate resins and hardeners which are the most important in the top and primer painting system of urethane paint 

and, as a result of observing the physical, mechanical, and chemical properties of paint film by urethane, we have finally reached 

the conclusion that we could apply the proper polyol to top and primer paint for developing the polyurethane paint system.

Keywords: polyol, rheometer, DMA, Tg, OH value, polyurethane 

1. 서    론
1)

도막은 소재 보호 및 각종 특수한 기능성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

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도막은 내부로 환경물질이 침투 

또는 흡수되면 그 기능과 역할은 현저하게 저하 된다[1]. 실제 피도

물은 노출 환경 및 요구되는 물성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런 환경

에 적합하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폴리우레탄 도료의 설계 시 폴리

올과 경화제가 각각 다르게 선택되어야 된다[2-4]. 

수지는 동일한 분자량, 산가 및 희석용제에 OH 함량이 다른 알키

드 폴리올, 폴리에스테르 폴리올, 폴리에스테르 변성아크릴 폴리올 

수지와 Tg를 다르게 조정한 아크릴 폴리올, OH 함량에 의해 분자량

이 조정된 아크릴 폴리올 및 알키드 등 총 6종류의 폴리올 수지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경화제로서는 알리파틱 이소시아네트 (N-3300)

와 아로마틱 이소시아네트(Desmodur L-75)의 2가지 타입과 앞의 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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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올수지 6가지와 배합하여 총 12종류의 투명도료를 제조하였다. 

화학적, 기계적 물성실험과 DMA (Dynamic Mechanical Analysis)와 

Rheometer를 이용한 도막의 동적 점탄성을 측정하였다[5-12]. 

본 연구에서 우레탄 도료의 도장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폴리올 수지 및 경화제 종류에 따른 도막의 물성을 검토하였다. 

2. 실    험

  2.1. 도료종류 및 시편제작

본 연구에 사용한 도료는 Table 1에 나타낸 것과 같이 폴리올수

지를 사용하였다. 소포제는 BYK-065, 표면조정제는 BYK-358을 사

용하여 투명 도료를 제조하였다. 경화촉진제는 10% DBTDL을 

0.2%, 5% Desmorapid PP를 0.25% 넣어 Table 2에 나타낸 배합비로 

하였다. 소재는 냉연압연강판(KSD-3512)을 KSM 5000-1111의 시험

방법 4.4 (도료시험용 철판제작방법)에 의거하여 도막두께는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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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 of Various Polyol

Resins
OH%

(Solid)

Viscosity

(#G, 25 ℃)
Color (#G) AV NV(%) *Tg (℃) Mn Mw PD

Acrylic-0724 (A) 4.0% W 1↓ 8.23 60.0 24.83 (10℃) 3,680 9,520 2.58

Alkyd-0725 (B) 4.0% V∼W 1↓ 3.31 60.9 -9.30 2,260 10,500 4.65

Polyester-0725 (C) 4.0% V+ 3∼4 0.16 61.3 -6.07 2,960 24,230 8.18

PE modified 

acrylic-0831 (D)
4.0% V+ 1↓ 5.25 60.5 12.32 (50℃) 2,380 46,290 19.48

Acrylic-0822 (E) 2.0% Z2+ 1↓ 5.4 60.1 38.82 (10℃) 12,500 39,690 3.17

Acrylic-1106 (H) 4.0% V∼W 1↓ 5.28 60.1 32.41 (40℃) 1,490 5,680 3.81

* Tg (℃); (  ) is Acryl resin theory Tg.

Table 2. Coating Types for Property Test

Paint

Acrylic 0724 (A) Alkyd 0725 (B) Polyester 0725 (C)
PE modified 

acrylic 0831 (D)
Acrylic 0822 (E) Acrylic 1106 (H)

No Hardener
Equivalent 

ratio

1 N3300 1.0 : 1.0 ○

2 N3300 1.0 : 1.0 ○

3 N3300 1.0 : 1.0 ○

4 N3300 1.0 : 1.0 ○

5 N3300 1.0 : 1.0 ○

6 N3300 1.0 : 1.0 ○

7 N3300 1.2 : 1.0 ○

8 N3300 0.8 : 1.0 ○

9 L75 1.0 : 1.0 ○

10 L75 1.0 : 1.0 ○

11 L75 1.2 : 1.0 ○

12 L75 0.8 : 1.0 ○

50 µm으로 조절하였다. Table 2에 나타낸 배합비로 시편을 제작하

였다. 

  2.2. 도막 물성 및 시험방법

폴리올 종류에 따른 우레탄 도막의 성능 및 특징에 대한 비교는 

Tables 3∼5에 나타내었다. 

  2.2.1. 기계적 강도 및 역학적 감쇄특성

Impact resistance, flexibility시험은 도료의 기계적 물성 시험방법

(JIS K5400-8.3.2)에 의거하여 측정하였다.

경화제 종류에 따른 도막의 Tg와 tanδ (Log damp)값 측정용 시

편은 80 ℃에서 30, 60, 120 min 가열 건조 후 다시 2일 동안 자연 

건조하여 제작한 후 역학적 감쇄특성을 측정하였다.

  2.2.2. 연필 경도시험

연필경도 시험은 JIS K 5400에 의거하여 측정하였다. 

  2.2.3. 내 용제성 시험 

내용제성 시험은 도막의 가교결합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경화도막을 크실렌을 적신 헝겊으로 문질러 도막의 광택이 소실되

거나 소재가 노출되는 지점을 측정하였다[13].

  2.2.4. 광택측정

광택도는 KSM 5000-3312에 의거하여 측정하였다.

  2.2.5. 부착력 시험

도료의 부착력 시험은 ISO-2409에 의거하여 측정하였다.

  2.2.6. 촉진내후성 시험

촉진내후성 시험은 하도 도료에 아크릴 우레탄 백색을 건조도막 

40∼45 µm 도장한 후, 촉진 내후성 시험방법(KSM 5000-3312)에 의

거하여 △E 값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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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haracteristic of Structural Element 

Structural Element Viscosity Chemical Property UV resistance Flexibility Hardness
Scratch 

resistance

Water 

resistance

Aliphatic Hydrocarbon ++ + +++ + + + ++

Aromatic Hydrocarbon + +++ - o +++ +++ +++

Ether bonding ++ +++ - ++ + + o

Ester bonding + - + +++ o + +

Urea bonding - + - - +++ ++ +

Urethane bonding o + +++ ++ + +++ +

Allophanate group +++ o ++ o + + +

Low functionality +++ + + +++ o o o

High functionality o +++ ++ - +++ ++ +

Low Molecular Weight +++ - - o o o -

High Molecular Weight - + + + + + ++

* Rating; +++ (Excellent) to --- (Poor).

Table 4. Properties of Acrylic Monomer

Monomers Hardness Flexibility Alkali Resistance  UV Resistance Solubility

α-Methyl styrene +++ --- +++ --- ---

Styrene ++ --- +++ - --

Methyl methacrylate ++ - ++ ++ -

Ethyl methacrylate + - +++ +++ +

Butyl methacrylate + + +++ +++ +

Methyl acrylate - + ++ - ++

Ethyl acrylate -- ++ ++ + ++

Butyl acrylate --- +++ ++ ++ +++

* Rating; +++ (Excellent) to --- (Poor).

Table 5. Properties of Different Polyol Type

Properties Polyester Alkyd Polyester acrylic Acrylic

Versatility + - + ++

Color + - ++ ++

Durability + -- ++ ++

Flexibility ++ + ++ +

Solvent resistance + - + +

Acid/Alkali resistance - - +- +

Flow + ++ + +

Cost + ++ + +

* Rating; +++ (Excellent) to --- (Poor).

  2.2.7. 내산성 및 내알칼리성 시험 

내산성 및 내알칼리성 시험은 KSM 5000-3411에 의해 건조도막

을 X자로 절개하여 내산성 시험은 5%-HCl 용액에, 내알칼리성 시

험은 5%-NaOH 용액에 240 h 침지시켜 시간 경과에 따른 도막의 

부풀음 정도 및 광택변화를 측정하였다.

  2.2.8. 방식성 시험

방식성 시험은 내수성 및 내염수 분무시험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

다. 시험편을 KSD 9502에 의거 도막을 X자로 절개하여 상수에 침적

시험 및 염수분무 시험을 24 h부터 240 h까지 실시 후 광택소실, 부풀

음의 크기 및 편측 부식 폭 3 mm까지의 진행 시간을 측정하였다. 

  2.2.9. 내열성 시험

내열성 시험은 아크릴 우레탄 백색 도료를 40∼45 µm로 도장한 

시편 위에 상도용 투명도료를 45∼50 µm으로 도장하여, 80 ℃에서 

30 min 건조한 다음, 상온에서 2일 방치 후, 150 ℃에서 30 min에서 

2 h까지 30 min 단위로 변색 정도, 즉 △E를 측정하였다.

  2.2.10. 화학 당량비에 따른 가사시간 측정

일정한 온도 및 시간에 따라 가사시간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

는 기기인 레오메타(Rotational Rheometer MCR-100)로 측정하였고, 

시험은 25 mm dispersible plate를 사용하여 가열은 분당 7.5 ℃로 

150 ℃까지 승온하였다. 또한 주제와 경화제를 혼합 후 에어스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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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an delta and Tg of cured urethane film reaction of 

Desmodur N3300 and various polyols at 80 ℃ for 30 min.

Figure 2. Variation of Tg of cured urethane film reaction of Desmodur 

N3300 and various polyols according to reaction time. 

Figure 3. Tan delta and Tg of cured urethane film reaction of 

Desmodur N3300 and L75 with acrylic polyol-1106 as various 

equivalent ratio at 80 ℃ for 30 min. 

이 점도로 희석(Ford cup#4, 15.5 sec, 20 ℃) 후 시간대별로 점도를 

측정하여 점도측정이 불가능한 시간까지 측정하였다[14].

3. 결과 및 고찰

  3.1. 기계적 강도 및 역학적 감쇄특성 측정시험 

도막의 기계적 강도 및 역학적 감쇄 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Tg와 

tanδ 값을 Figures 1∼3에 나타내었다. 상기 결과와 같이 도막의 

가교도가 높지 않은 도막에서는 가교도 증가에 따라 탄성율이 증

가하고 파괴신장은 저하했다. 

Table 6은 6종류의 폴리올 수지로 제조한 투명 도료에 알리파틱 

경화제를 사용하여 기계적 물성인 impact resistance, flexibility 및 

erichsen value를 측정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기계적 물성은 No. 2 

= 6 > 4 > 3 > 5 = 1 순으로 우수하였다. 그리고 Figure 3에서의 

아로마틱 이소시아네이트 경화제의 반응은 알리파틱 이소시아네이

트 경화제보다 tanδ 값이 적을 뿐만 아니라, 경화된 도막의 Tg가 

상대적으로 높아 기계적 물성이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알리파틱 이소시아네이트 경화제가 가교점간 분자쇄의 자

유회전이 향상될 수 있어 아로마틱 이소시아네이트 경화제보다 상

대적으로 유연성이 우수한 것으로 생각된다.

  3.2. 연필경도시험

Table 7에서는 연필경도 시험결과를 나타내었다. 알리파틱 이소

시아네트 경화제로 경화한 No. 1, 2, 4, 5번 도막은 상도 도료로 적

합한 HB정도의 경도를 나타내었고, No. 3 (폴리에스테르 폴리올)

과 OH 함량이 낮은 No. 6 (아크릴 폴리올)은 B정도의 경도를 나타

내었다. 경화제는 알리파틱 이소시아네트보다 아로마틱 이소시아

네트가 H정도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경화제 L-75의 

화학적 주성분인 아로마틱 이소시아네이트 방향족 환에 의한 것으

로 생각된다[15-18].

  3.3. 내 용제성 시험

Table 7은 도막의 내용제성을 나타내었다. 알리파틱 이소시아네

트를 경화제로 한 폴리올 수지의 내용제성은 No. 3 > 2 = 4 > 1 

= 5 > 6 순으로 우수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OH 함량이 낮은 아크릴 

수지가 가장 나쁘게 나타났다. 경화제는 아로마틱 이소시아네트 경

화제가 알리파틱 이소시아네트 경화제보다 내용제성이 우수한 결

과를 얻었다. 또 주제보다 경화제 당량이 높을수록 용제성이 우수

했다. 이는 우레탄 도막에 주어진 경화 온도 및 시간에 따라 폴리우

레탄 결합이 형성되어 도막 Tg 및 가교밀도에 따라 용제에 견디는 

성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로마틱 이소시아네트 경화제

는 당량을 높일수록 가교밀도가 향상되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3.4. 표면 광택 시험

Table 7은 도막의 광택측정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 결과 경화제 

종류에 따른 폴리올 도막의 광택은 경화제와 상용성이 우수한 알

키드 폴리올, 폴리에스테르수지 중에서 방향족 그룹수가 많을수록 

표면광택이 높게 나타났다. 경화제의 경우는 아로마틱 이소시아네

트 타입 경화제가 더욱 광택이 높고 내수성 및 내화학적 물성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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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est Results of Physical Property in Coating

Test

Paint and hardener

tanδ (80 ℃) Tg℃ (80 ℃)
Impact  resistance

Erichsen (4 mm)/

Flexibility (1/8")30 min 1 h 2 h 30 min 1 h 2 h

(No 1) Acrylic 0724 (A) N3300 0.94 0.94 0.85 60.5 67.0 75.0 1/2" × 500 g × 50 cm Pass/Pass

(No 2) Alkyd 0725 (B) N3300 1.17 1.15 0.95 56.6 57.5 66.0 1/2" × 1000 g × 50 cm Pass/Pass 

(No 3) Polyester 0725 (C) N3300 0.80 0.78 1.0 41.2 47.0 50.0 1/2" × 1000 g × 30 cm Pass/Pass 

(No 4) PE modified Acrylic 0831 (D) N3300 1.05 1.04 1.0 51.3 52.0 68.3 1/2" × 1000 g × 30 cm Pass/Pass

(No 5) Acrylic 1106 (H) N3300 1.20 0.94 0.94 61.4 64.4 83.0 1/2" × 500 g × 50 cm Pass/Pass

(No 6) Acrylic 0822 (E) N3300 1.09 1.03 0.97 56.0 62.0 71.0 1/2" × 1000 g × 50 cm Pass/Pass

(No 7) Acrylic 1106 (H) N3300 1.13 0.82 0.92 58.0 63.0 78.0 1/2" × 500 g × 50 cm Pass/Pass

(No 8) Acrylic 1106 (H) N3300 1.25 1.08 0.88 58.9 64.4 84.0 1/2" × 500 g × 50 cm Pass/Pass

(No 9) Alkyd 0725 (B) L75 ‐ 0.75 0.87 ‐ 105 108 1/2" × 500 g × 30 cm No pass/No pass 

(No 10) Acrylic 1106 (H) L75 0.82 0.77 0.73 89.4 101 114 1/2" × 500 g × 30 cm No pass/No pass

(No 11) Acrylic 1106 (H) L75 0.92 0.79 0.78 87 84.0 100 1/2" × 500 g × 30 cm No pass/No pass

(No 12) Acrylic 1106 (H) L75 1.02 0.79 0.67 89 118 113 1/2" × 500 g × 30 cm No pass/No pass

* Drying condition for test specimen; 80 ℃ × 30 min forced drying + Room temperature (20∼25 ℃) 2 d drying 

Table 7. Test Results of Chemical and Physical Property

Property

Paint

Hardness
Solvent 

resistance
Gloss (%)

Adhesion 

property

(1 mm)

Weather 

resistance

Q U V 

240 h (ΔE)

Alkali /Acid 

resistance

 240 h (ΔG)

SST/Water 

resistance

both side 

3 mm (h)

Heating

resistance 

150 ℃

× 1 h (ΔE)

Pot life

(Gel temp.℃/Fc#4,

3 sec increasing time)

No 1 HB × 99.0 60/100 16.1 93.7/93.3 96/192 1.47 97/미측정

No 2 HB △ 102.0 60/100 20.2 95.7/93.9 96/192 1.95 113/미측정

No 3 B ◎ 99.7 85/100 21.5 93.6/94.0 216/240 1.18 54/미측정

No 4 HB △ 101.0 80/100 20.8 91.4/95.9 120/192 1.04 95/미측정

No 5 HB × 103.0 85/100 14.8 93.8/94.9 96/192 0.87 180/8.0 h

No 6 B ×× 102.5 90/100 9.9 94.5/97.4 96/168 0.65 109/미측정

No 7 HB ×× 102.4 90/100 13.8 93.6/92.0 96/168 1.10 98/8.0 h

No 8 HB ○ 102.5 100/100 14.1 93.9/93.8 96/168 0.92 103/6.5 h

No 9 H ○ 104.4 100/100 31.6 94.8/95.4 240/216 3.33 121/미측정

No 10 H △ 104.0 100/100 32.9 96.9/97.0 96/96 2.56 106/5.0 h

No 11 H ×× 109.0 40/100 32.7 95.3/96.9 96/168 2.4 109/5.5 h

No 12 H ○ 106.3 50/100 35.0 99.8/99.0 96/144 2.96 112/4.5 h

* Drying condition for test specimen; 80 ℃ × 30 min forced drying + Room temperature (20∼25 ℃) 2 d drying 

수하였다. 그리고 아크릴수지에 있어서는 모노머가 방향족 환기가 

많을수록 광택이 높았다. 알리파틱 이소시아네트 경화제로 경화한 

폴리올 수지는 모두 상도도료로서 적합한 95% 이상 광택을 나타

내었다. 또 아로마틱 이소시아네트 경화제가 알리파틱 이소시아네

트 경화제보다 광택도가 4∼5% 이상 정도 높게 나타났고, 당량비

에 따른 광택도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19,20]. 

  3.5. 부착력 시험

부착력 시험은 Table 7에 나타낸 것과 같이 No. 6 > 3 > 5 > 4 > 

2 > 1 순으로 우수하였다. 당량비 차이에 따라서 알리파틱 이소시아네

이트 경화제를 사용한 폴리올은 변화가 없었으나, 아로마틱 이소시아

네이트 경화제를 사용한 경우에는 주제의 OH 당량이 과량 남아 있는 

도료가 부착이 우수하였다. 따라서 부착성은 초기 경화성 및 도막의 

유연성이 우수하고 경화 시 내부응력이 적게 발생하는 폴리에스테르 

폴리올수지와 같은 타입의 도료가 부착성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3.6. 도막의 내후성 시험

Table 7에서와 같이 옥외 폭로 시 폴리올수지 종류 및 아로마틱

과 알리파틱 경화제 종류에 따라 △E값의 차이는 많았고, 경화제

를 당량비 기준 과량 사용함에 따라 변색 정도가 크게 나타났다. 

또 주제에서는 Figure 4에 나타낸 것과 같이 No. 6 > 5 > 1 > 4 > 

2 > 3 순으로 내후성이 우수하였다. 황변성은 경화제의 화학적 조

성 및 당량비에 따라 영향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21,22].

  3.7. 내산성, 내알칼리성 시험

Tables 3∼5 및 7에서는 도막의 내산성, 내알칼리성에 대한 결과

를 나타내었다. 알키드 수지와 폴리에스테르 수지 및 폴리에스테르 

변성 아크릴수지는 광택소실이 없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23]. 그 이유는 알키드 폴리올 수지의 초단유성의 유장과 

폴리에스테르 수지가 폴리올 수지 분자쇄 내 가수분해 안정성이 

우수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며, No. 1∼12번 모두 화학적 물성 



552 서석환⋅서차수⋅박진환

공업화학, 제 19 권 제 5 호, 2008

Figure 5. Variation of ΔΕ of cured urethane film reaction of 

Desmodur N3300 and acrylic polyol-0724 at 80 ℃ for 60 min 

according to heating temperature.

Figure 6. Variation of ΔΕ of cured urethane film reaction of 

Desmodur N3300 and various polyol at 80 ℃ for 60 min according 

to heating temperature at 150 ℃.

Figure 4. Variation of ΔΕ of cured urethane film reaction of 

Desmodur N3300 and acrylic polyol-1106 at 80 ℃ for 60 min 

according to QUV testing time.

중에서 내알칼리성, 내산성이 240 h으로 양호한 결과가 나타났다.

  3.8. 방식성 시험

Table 7은 도막의 염수분무시험과 내수성 시험결과를 나타내었

다. 여기서 알리파틱 이소시아네트 경화제와 폴리올 수지 종류별 

도막물성은 No. 3 > 4 > 1 = 2 = 5 > 6 순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것은 폴리올 수지의 종류에 따라 경화반응에 의한 가교밀

도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3.9. 내열성 시험

Table 7 및 Figures 5와 6에서는 도막의 내열성에 결과를 나타내

었다. 알리파틱 이소시아네트 경화제를 사용한 6종류의 폴리올 수

지의 내열성은 No. 6 > 5 > 4 > 3 > 1 > 2 순으로 나타났다. 아로마

틱 이소시아네트 경화제를 사용한 도막은 변색이 많이 나타났고, 

아크릴 폴리올 수지는 Tg가 높을수록, 그리고 주제보다 알리파틱 

이소시아네트 경화제량이 적을수록 내열성이 우수하였다. 그리고 

알키드 폴리올 수지와 아로마틱 이소시아네트 경화제로 반응시킨 

도막이 가장 변색이 심하게 나타났다.

  3.10. 화학 당량비에 따른 가사시간

Table 7 및 Figures 7과 8은 도막의 화학적 당량비에 따른 가사시

간을 나타내었다. 여기서 N-3300 경화제인 경우는 서로 다른 당량

비로 반응시켰을 때 포드 컵 점도계로 측정한 가사시간과 

Rheometer로 측정한 가사시간은 일치하지 않았다. Rheometer의 경

우는 시편 No. 7 > 5 > 8으로 나타났으나, 포드 컵 점도계로 측정결

과는 No. 8 > 7 = 5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화제 L-75의 경우는 

Rheometer 측정한 결과는 도료 No. 10 > 11 > 12 순으로 가사시간

이 짧았고, 포드 컵 점도계로 측정한 결과는 No. 12 > 10 > 11 순으

로 Rheometer 측정결과와는 다소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N-3300과 L-75 경화제를 사용한 경우 Rheometer로 측정한 가사시

간과 포드 컵으로 측정한 가사시간은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그 원

인은 과량의 이소시아네이트를 사용했을 경우, 먼저 공기 중 수분

과의 반응으로 폴리올 수지의 하이드록시기와의 반응의 활성이 떨

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당량비를 다르게 한 12 종류의 우레탄 투명도료

를 제조하여 도막의 물성을 검토하였을 때 물리적, 기계적, 화학적 

물성 및 가사시간에 대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나타내었다. 

1) 폴리올 수지 종류별의 기계적 물성은 No. 2 (알키드 폴리올 

수지) = No. 6 (아크릴 폴리올) > No. 4 (폴리에스테르변성 아크릴 

폴리올) = No. 3 (폴리에스테르 폴리올) > No. 5 (아크릴 폴리올) 

= No. 1 (아크릴 폴리올) 순으로 우수한 결과를 얻었다.

2) 알리파틱 이소시아네트 경화제와 반응한 No. 6 (폴리에스테르 

폴리올 수지) 도료는 반응성, 기계적 물성, 부착성, 방식성이 우수하여 

하도 도료용 바인더로서 우수한 물성조건을 갖추었으나 가사시간이 

짧은 단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아로마틱 이소시아네트 경화제와 반응된 No. 9 (알키드 폴리올 

수지) 도료는 부착성, 방식성이 아크릴 폴리올 수지보다 우수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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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The variation of Storage modulus and loss modulus at 1.5 

Hz ploted against curing temperature for (H) acrylic polyol-1106 with 

Desmodur N3300 and L75 reaction

Figure 7. Variation of viscosity of reaction solution diluted with 

thinner of Desmodur N3300 and L75 with acrylic polyol‐ 1106 at 20 

℃ for 10 hour.

나, 건조성이 약간 늦은 것으로 나타났고, 내알칼리성은 양호하였다. 

4) 알리파틱 이소시아네트 경화제와 반응된 No. 6 (아크릴 폴리

올) 도료는 내열성, 내후성, 경도 등 기계적 물성이 우수한 결과를 

얻었고, 하이드록시기의 함량을 높여 가교도를 상승시키면 상도 

도료의 바인더로서 우수할 것으로 판단된다.

5) 아로마틱 이소시아네트 경화제 및 알리파틱 이소시아네트 경화제

의 두 종류 모두 80 ℃에서 30 min 건조했을 때 경화제의 당량비에 관계

없이 Tg가 유사하였고, tanδ 값은 경화제 당량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

다. 또 80 ℃에서 120 min 정도 충분히 건조시켰을 때 경화제 당량비를 

높일수록 Tg는 높게 나타났고, tanδ 값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6) Rheometer로 가사시간을 측정한 결과, 알리파틱 및 아로마틱 

이소시아네트 경화제 모두 수지의 OH 당량보다 높은 것이 가사시

간이 길었으며, 포드 컵으로 가사시간을 측정했을 때에는 반대로 

경화제 당량이 높을수록 가사시간이 짧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폴리우레탄 도료 개발 시 바인더로 적절한 폴리

올 수지의 선택이 도막의 물성 및 작업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DMA로 측정한 도막의 Tg와 Rheometer로 측정한 

겔 포인트로 도막의 화학적, 기계적 물성의 연계성과 도료 물성전반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2액형 폴리우레탄 상⋅하도 

도료를 설계하는데 있어서 합리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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