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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산업전반에서 생체 무해한 친환경 물질 생산이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다. 특히 코팅 공정에서 작업자의 안전 보호를
위해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줄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지난 20년 동안 수분산 폴리우레탄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왔으며, 수분산 폴리우레탄이 유기용매를 사용한 우레탄 대용으로 점차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수분산 폴리우레탄은 유기용매를 기반으로 한 우레탄에 비해 분자량 증가에 한계가 있어 기계적 물성이 좋지 못하여
그 응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고분자 블랜드 그리고 열 및 광 가교 등 다양한 연구가 시도
되었다. 이들 방법 중 광 가교 시스템은 높은 결합밀도와 빠른 경화속도로 인해 산업화에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Benzophenone 광가교제를 도입하여 수분산 폴리우레탄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30일 동안 우레탄
입자가 물에서 분산 안정성을 보이고 빛 경화 후 Tg와 Td가 5 ℃ 이상 증가하고 영률이 2배 이상 증가된 뛰어난 필름
을 합성할 수 있었다.

Abstract

Production of eco-friendly and biologically harmless materials is strongly required in all industries. In particular, reducing
volatile organic compounds in coating processes is extremely important to secure worker’s safety. During recent two decades,
extensive research works on water-borne polyurethane dispersion (PUD) have been continuously developed as an alternative
to solvent-borne polyurethane. However, PUD was shown inferior mechanical properties to the organic solvent-borne polyurethane due to a limit to the molecular weight increase, which resulted in the limit of applications. To overcome this drawback,
several approaches have been examined such as polymer blends and thermal/radiation induced crosslinking. Among these
methods, the radiation curing system was suitable for industrialization because of the high crosslinking density and fast curing
speed. In this study, we overcame the drawback for PUD via introducing benzophenone radiation curable units to PUD. We
synthesized PUD films which possessed good dispersion in water for 30 days, increased Tg and Td more than 5 ℃ after
UV curing film as well as improved young’s modulus more than dou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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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서

공정과 접착제 분야의 대표적인 물질인 폴리우레탄을 친환경적 수성
계 또는 수분산 폴리우레탄(water-borne polyurethane dispersions,
PUD)으로 대처하는 연구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상업적으로 중요시
되어왔다[1-6].

론

세계적으로 환경과 안정성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생체 무해한
친환경 물질의 연구⋅개발이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다. 기업 및 연구
기관에서도 동일한 기능과 용도를 가지면서도 유해물질 사용이 적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물질 및 제품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코팅

수분산 폴리우레탄은 기본적으로 디이소시아네이트와 폴리올을 기
반으로 폴리우레탄 사슬을 형성하며 사슬연장제, 촉매 등이 첨가되는
부분은 유기용매를 기반으로 한 폴리우레탄과 같다. 폴리우레탄 주
사슬의 높은 소수성 때문에 과거에는 물에 분산시키기 위해서 강제로
유화제를 넣어 물에 유화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합성 시 강한 전단
력을 요해야 했고 이로 인해 높은 열이 발생되어 이소시아네이트가
다른 부가반응을 하게 된다. 또한 입자의 안정성이 낮고 이차 오염의
문제가 있다. 오늘날 수분산 폴리우레탄 주 사슬에 친수성 구성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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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이온성 작용기의 양에 따른 분산의 유무 및 분산 안정성을 확인
하였다. 수분산 폴리우레탄 필름을 제작하여 일정량의 빛을 조사하면
서 경화된 필름의 열적⋅기계적 물성의 변화를 각각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er (DSC), thermogravimetric analysis (TGA), universal
testing machines (UTM)으로 측정하였다.

2. 실

험

2.1. 실험재료

Polyol로 polytetrahydrofuran (PTMG2000, Mn:2000), isocyanate 작
용기로 4,4’-methylenebis(cyclohexyl isocyanate)(H12MDI, 90%), ionomer 그룹으로 2,2-bis(hydroxymethyl)propionic acid (DMPA), 중화제
로 triethylamine (TEA, 90%), 폴리우레탄 반응촉매로 dibutyltin dilaurate (DBTDL, 95%) Sigma-Aldrich사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Chain extender로 4-hydroxybenzophenone (4-HBP, 98%), 4,4’-dihydroxybenzopheone (4,4’-DHBP, 98%)을 TCI사에서 구입하여 사용하
였고, ethylene hlycol (EG, 99.5%), ethylenediamine (EDA, 99%)은
OCI사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용매 acetone은 SK Chemical로부터, 2-butanone (MEK)은 SigmaAldrich로부터, n-methyl-2-pyrrolidone (NMP)은 Dejung사로부터 구입
하여 사용하였다. 모든 재료는 별도의 정제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구입
한 상태로 사용하였다.
2.2. 수분산 폴리우레탄 디자인 및 합성

Figure 1. Scheme mechanism of water-borne polyurethane dispersion
(PUD) synthesis (a) Synthesis of General PUD, (b) Synthesis of chain
extender EG and EDA (PUD-A), (c) Synthesis of chain extender EG
and 4-HBP (PUD-B), (d) Synthesis of chain extender 4,4’-DHBP and
EDA (PUD-C).
는 물질을 도입하여 친수성 요소가 우레탄에 계면을 형성하여 입자
상태로 물속에 분산되는 시스템을 널리 상업적, 연구실험으로 사용하
게 되었다. 분산된 상은 안정성과 친환경적인 요소가 강제 유화보다
우수하다. 수분산 폴리우레탄은 수상매체에 우레탄 입자가 분산된 콜
로이드 시스템으로 유기용매를 기반으로 한 폴리우레탄에 비해 무독
성, 비인화성, 대기오염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4-6].
수분산 폴리우레탄은 유성 폴리우레탄에 비해 분자량 증가에 한계
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열적⋅기계적 물성이 좋지 못하여 그 응
용에 제약이 있었다[6].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고분자 합성, 고
분자 블랜드 그리고 열 및 광 가교 결합 등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었다
[11-15]. 이들 방법 중에서 광 가교 시스템은 빠른 경화 속도와 높은
경화밀도 때문에 산업적으로 응용하기에 매우 적절하다[7-10].
이런 고찰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수분산 폴리우레탄의 열적⋅기
계적 물성을 개선시키기 위해 벤조페논 광가교제를 도입하여 다양한
조성의 수분산 폴리우레탄을 제조하고, 그 물성을 비교 검토하였다.
폴리에테르계 폴리올을 사용하였고 점성을 조절하기 위해 acetone을
사용하는 acetone process[1-2] 방법으로 수분산 폴리우레탄을 합성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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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산 폴리우레탄을 제조하기 위해 광가교제를 도입하지 않은
PUD-A의 합성 과정을 디자인 하였고, PUD-A를 토대로 주 사슬 말단
에 광가교제를 도입한 PUD-B의 합성 과정과 광가교제를 주쇄 연장제
로 도입한 PUD-C의 합성 과정을 디자인 하여 Figure 1에 도식하였다.
Figure 1 (a)는 폴리올과 이소시아네이트를 합성하여 prepolymer 1을
생성한 다음, 이온성 작용기를 합성하여 말단에 NCO작용기를 가진
prepolymer 2를 생성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Figure 1 (b)는 prepolymer 2에 EG와 EDA를 이용하여 사슬 연장한 광가교제를 도입하
지 않은 수분산 폴리우레탄(PUD-A)의 합성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Figure 1 (c)는 prepolymer 2에 EG와 4-HBP을 이용하여 사슬 연장한
주 사슬 말단에 광가교제를 도입한 수분산 폴리우레탄(PUD-B)의 합
성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Figure 1 (d)는 prepolymer 2에 4,4’-DHBP
와 EDA를 이용하여 사슬 연장한 광가교제를 주쇄 연장제로 도입한
수분산 폴리우레탄(PUD-C)의 합성 과정을 디자인한 것이다.
Acetone process로 수분산 폴리우레탄을 합성하면서 반응 중간에
아세톤을 첨가하여 점성을 조절하였다. Table 1에 제시한 대로 시료를
제조하여 각종 수분산 폴리우레탄을 합성하였다. 대표적으로 PUD-A2,
B2, C2의 경우, Polyol PTMG2000 170 g, isocyanate 작용기 H12MDI
76.3 g 그리고 반응 촉매로 DBTDL 0.13 g 혼합하여 3 h 동안 RPM
100 속도로 75 ℃에서 합성한 다음, ionomer 그룹 DMPA (2.75 wt%)
6.56, 6.95 6.97 g을 각각 혼합하여 6 h 동안 RPM 100 속도로 75 ℃에
서 합성한다. 첫 번째 사슬연장제 EG 6.73, 6.60 g을 각각 PUD-A와
PUD-B에 3 h 동안 RPM 100 속도로 75 ℃에서 합성하였고 사슬연장
제 4,4’-DHBP 22.79 g을 PUD-C2에 24 h 동안 RPM 100 속도로 85
℃에서 합성하였다. PUD-B2는 두 번째 사슬 연장제 4-HBP 18.09 g을
24 h 동안 RPM 100 속도로 85 ℃에서 합성하였고 중화제 TEA 4.99
g을 1 h 동안 RPM 100 속도로 45 ℃에서 혼합하여 DMPA의 카르복
실기를 중화시킨 후, 물 648.53 g을 천천히 주입하여 20 min 동안
RPM 2000 속도로 상온에서 분산시켰다. PUD-A2와 PUD-C2는 중화

Benzophenone 가교제를 이용한 수분산 폴리우레탄 개질

223

Table 1. Formulation of the Water-borne Polyurethane Dispersions
polymer
code

PTMG2000
(g)

H12MDI
(g)

DBTDL
(g)

PUD-A1

170

76.3

0.13

PUD-B1

170

76.3

0.13

DMPA
(wt%)
2.5

DMPA
(g)

EG
(g)

4,4’-DHBP
(g)

EDA
(g)

4-HBP
(g)

TEA
(g)

Water
(g)

6.56

6.73

-

6.95

6.60

-

2.79

-

4.71

584.30

-

18.09

4.99

648.53

PUD-C1

170

76.3

0.13

6.97

-

22.79

2.79

-

5.00

650.52

PUD-A2

170

76.3

0.13

7.23

6.51

-

2.70

-

5.18

586.04

PUD-B2

170

76.3

0.13

7.64

6.38

-

-

17.48

5.48

640.19

PUD-C2

170

76.3

0.13

7.73

-

22.02

2.64

-

5.50

650.11

PUD-A3

170

76.3

0.13

PUD-B3

170

76.3

0.13

PUD-C3

170

76.3

0.13

2.75

3.0

7.89

6.3

2.61

-

5.66

587.78

8.33

6.16

-

16.87

5.98

647.85

8.35

-

2.55

-

5.99

649.70

21.24

Table 2. Degree of Dispersion of Synthesized Polyurethane in Water
DMPA

2.5 wt%

2.75 wt%

3.0 wt%

PUD-A

○

○

○

PUD-B

○

○

△

PUD-C

✕

○

○

polymer cod

○ : Stability dispersion, △ : Instability dispersion, ✕ : Non-dispersion

3. 결과 및 고찰
Figure 2. FT-IR spectrum of water-borne polyurethane dispersion
taken out. (a) after mixing with H12MDI, (b) after mixing with
DMPA, (c) after mixing with EG, BP, (d) after mixing EDA, BP.
제 TEA 4.71, 5 g을 1 h 동안 RPM 100 속도로 45 ℃에서 혼합하여
중화시킨 후 물 584.3, 648.53 g을 천천히 주입하여 20 min 동안 RPM
2000의 속도로 상온에서 분산시켰다. 유화한 후 두 번째 사슬 연장제
EDA 2.79 g을 물에 희석한 뒤 각각 PUD-A2와 PUD-C2에 상온에서
천천히 주입하여 합성하였다. 합성하는 중간 마다 용매 아세톤, MEK
로 점성을 조절하였고 유화 후 고형분의 양이 30 wt%로 될 때까지
물과 용매를 증발시켰다. 같은 방법으로 PUD-A1, A3, PUD-B1, B3,
PUD-C1, C3를 합성하였다.
2.3. 열적⋅기계적 물성분석

수분산 폴리우레탄의 반응 단계별 합성여부를 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meter (Thermo scientific, Nicolet 6700)로 정성분석 하였다.
최종 PUD의 분산 안정성 여부는 dispersion stability analysis
(fomulaction US, Tubiscan AGS)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관찰을 하였다.
Benzophenone 가교제를 도입한 수분산 폴리우레탄 필름의 광학특성은
UV-VIS spectrophoto meter (SHIMADZU, UV-3600)로 UV visible의 흡
수영역을 확인함으로써 분석하였다. 광가교제를 도입한 수분산 폴리우
레탄 필름의 경화 유무는 UV-Curing System ((주)리트젠, LZ-U101)으로
필름의 경화에 따른 흡수영역의 변화로부터 분석하였다. 수분산 폴리우
레탄 필름의 열적 특성은 thermogravimetric analysis (TA Instrument,
Model-Q500)와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er (TA Instrument,
Model-Q2000)로 분석하였고, 기계적 물성은 universal testing machines
(Ametek Inc, Lloyd Instruments, Lloyd LF Plus)으로 분석하였다. 한 시
편의 초기 길이는 20 mm, 폭은 10 mm, 두께는 약 0.4~0.7 mm로 제작
하였고 propagation speed는 21 mm/min로 측정하였다.

3.1. 구조적 특징

반응 진행에 따른 수분산 폴리우레탄 분자의 구조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FT-IR 측정하여. Figure 2에 나타냈었다. 수분산 폴리우레탄
(PUD)의 합성 반응 유무는 우레탄기(-NHCOO-)가 형성됨에 따라
C=O와 -NH 흡수영역의 생성을 확인하고 폴리올의 -OH와 이소시아네
이트의 -NCO 흡수대가 소멸됨을 정성,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2의 (a)는 PTMG2000과 H12MDI를 반응 후, (b)는 이온성 작용
기인 DMPA를 넣고 반응 후, (c)는 첫 번째 사슬 연장제를 넣고 프리폴
리머를 형성한 후, (d)는 두 번째 사슬 연장제를 넣고 반응 후 최종 수분
산 폴리우레탄의 FT-IR spectrum이다. 각 합성 반응으로 형성된 우레탄
-1
-1
기의 특성 피크로 C=O 피크 1707 cm , -NH 피크 3321 cm 에서 나타났
-1
으며 이소시아네이트 구조로 인해 -NCO 피크 2250-2270 cm 에서 잔존
피크가 정량적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16-17].
3.2. 분산확인

광가교제를 도입하지 않은 PUD-A와 광가교제를 도입한 PUD-B,
PUD-C를 이온성 작용기인 DMPA의 양에 따라 합성하고 물에 분산한
결과를 분석하여 Table 2에 나타냈었다. 광가교제를 주쇄 연장제로 도
입한 수분산 폴리우레탄(PUD-C)의 경우, 이온성 작용기(DMPA)가 전
체 질량의 2.5 wt% 이하에서는 물에 분산되지 않았다. 이는 소수성인
폴리우레탄 대비 친수성인 DMPA가 물에 분산하기에 적합한 정도의
양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광가교제를 사슬 말단에 도입한 수분산
폴리우레탄(PUD-B)의 경우, DMPA의 양이 전체 질량의 3.0 wt%이상
에서 크림상이 되어 불안정한 상을 관찰하였다. 이는 친수성-소수성
균형이 지나치게 친수성으로 치우쳐져 입자 형성이 어려워진 것으로
판단된다. 분산된 폴리우레탄의 입자들이 서로 정전기적으로 반발하
기보다 입자간 흡수(inter-particle absorption)를 통해 열역학적으로 더
욱 안정한 상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Appl. Chem. Eng., Vol. 27, No. 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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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igure 4. Turbiscan stability index (TSI) of compared PUD-A2, B2,
C2 with 30 wt% solid contents.

(b)

Figure 5. Benzophenone of UV curing system.

(c)

Figure 3. Real-time monitoring stability dispersions of synthesized (a)
PUD-A2 solid content 30 wt% and DMPA 2.75 wt%, (b) PUD-B2
solid content 30 wt% and DMPA 2.75 wt%, (c) PUD-C2 solid content
30 wt% and DMPA 2.75 wt%.
3.3. 분산 안정성

물에 분산된 폴리우레탄은 저장되는 조건에서 가해지는 열역학적
에너지의 차이에 따라 분산 상태는 달라질 수 있다.[18] 상온에서 30
일 동안 4 h 간격으로 폴리우레탄 입자들의 변화를 분석하여 Figure
3에 나타내었다. Figure 3 (a)는 고형분 30 wt%, DMPA 2.75 wt%
PUD-A2, (b)는 고형분 30 wt%, DMPA 2.75 wt% PUD-B2, (c)는 고형
분 30 wt%, DMPA 2.75 wt% PUD-C2이다.
광가교제를 도입하지 않은 PUD-A2에 비해 광가교제를 도입한
PUD-B2와 PUD-C2가 셀의 상⋅하단에서 backscattering의 큰 변화가
있음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PUD-B2는 셀의 상⋅하단에서 시간
이 지남에 따라 backscattering 값이 음의 방향으로 증가된 것으로 보아
입자들의 이동현상이 일어나 셀의 상⋅하단에서 정화(clarification)된 것
으로 예측된다. 또한 셀의 중간에서 다른 PUD에 비해 시간이 지남에 따
라 backscattering 값이 양의 방향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입자의 응
집(flocculation), 응결(coalescence)과 같은 입자 크기 변화 현상으로 분
산 안정성을 저하시킨 것으로 보인다[12]. PUD-C2는 셀의 상단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backscattering 값이 음의 방향으로 증가하고 셀 하
공업화학, 제 27 권 제 2 호, 2016

Figure 6. UV absorption of before and after UV curing PUD-B,
PUD-C series taken out.
단에서 양의 방향으로 증가된 것으로 보아 셀 상단에 있는 입자들이
이동하여 정화되었고 셀 하단으로 입자들이 침전된 것으로 예측된다.
시간에 따른 분산안정성의 변화로 인한 각각의 데이터간의 면적을
적분하여 누적시킨 TSI (Turbiscan stability index) 값으로 PUD-A2,
PUD-B2, PUD-C2의 분산 안정성을 Figure 4에 나타내었다. Figure 4를
보면 PUD-B2, PUD-C2가 PUD-A2 보다 분산된 상의 destabilization kinetics가 초반에 급격하게 변하였기 때문에 TSI 값이 증가하였고, 상대
적으로 이른 시간에 분산안정성이 나빠짐을 예측하였다. 그렇지만 전
반적으로 모든 PUD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TSI 값이 10
이하로 낮게나와 입자가 분산이 안정된 상태인 것으로 판단된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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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rmal Properties of Water-borne Polyurethane Dispersions
Polymer
code

DMPA
(wt%)

PUD-A2
PUD-B2

2.75

PUD-C2

95%

Tg (℃)
Before

Td

After

Before

-78

-

-72

-67

-75

-70

(℃)

20%

Td

(℃)

After

Before

After

257

-

428

-

254

263

431

433

274

277

439

442

3.4. UV경화 및 광학적 특성

벤조페논의 UV 파장 흡수영역은 250~365 nm이며 Figure 5와 같이
365 nm 빛을 조사하게 되면 back-borne과 결합하여 가교된다[19-20].
광가교제를 도입한 PUD-B2와 PUD-C2의 필름에 365 nm 빛을 조사
하여 UV흡수 세기를 측정한 결과를 Figure 6에 나타내었다. Figure 6
에서 흡수 영역이 감소함에서 가교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UV 흡수 세기는 고분자의 농도, 스핀코팅의 속도와 시간 등과 같은
조건으로 코팅 된 두께를 조절할 수 있다[21]. 광가교제를 도입한

(a)

PUD 필름을 용매 dimethylformamide (DMF)에 3 wt%를 녹인 후 쿼
츠 기판 위에 RPM 3000의 속도로 30초 동안 스핀코팅하였다. 광가교
제를 도입한 PUD-B2, PUD-C2는 벤조페논의 영향으로 290~300 nm
에 흡수 파장 영역이 나온 것을 확인하였다. UV경화 장비를 이용하여
코팅된 필름에 365 nm 빛을 조사한 결과, 흡수 파장 영역이 1 min 이
내에 줄어들었음을 확인하였고 빛에 의한 가교가 일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b)

3.5. 열적 특성

PUD 필름의 가교 전 후 열적 특성을 분석하여 Table 3에 나타내었
다. PUD의 유리전이온도(Tg) 값은 연질, 경질 segment로 인해 변화된
다. 실험에서 사용한 연질 segment인 PTMG의 Tg는 -85~-80 ℃로 알
려져 있다[22]. 합성한 PUD의 Tg 값은 PUD-A2는 -78 ℃, PUD-B2는
-72 ℃, PUD-C2는 -75 ℃에서 나타났다. 이는 경질 segment와 사슬
연장제에 의해 운동성 제한과 에테르계 폴리올의 산소와 우레탄의
NH 작용기의 수소결합으로 인한 운동성 제한 때문에 기존 PTMG의
Tg보다 높게 나타났다[17]. 광가교제를 도입한 PUD-B2, PUD-C2는
365 nm 빛에 의해 가교 결합하여 가교밀도 증가로 인해 Tg의 경우
PUD-B2는 -72 ℃에서 -67 ℃로, PUD-C2는 -75 ℃에서 -70 ℃로 높
아졌다.
95%
20%
합성한 PUD의 분해온도(Td)는 Td 와 Td 를 측정하였다.
95%
20%
PUD-A2의 Td , Td 는 257, 428 ℃로 나타났고 PUD-B2의 Td95%,
20%
95%
20%
Td 는 254, 431 ℃로 나타났으며 PUD-C2의 Td , Td 는 274, 439
℃로 나타났다. 또한 광가교제를 도입한 PUD-B2, PUD-C2는 365 nm
빛에 의해 가교 결합하여 가교밀도 증가로 PUD-B2의 Td95%는 254 ℃에
20%
95%
서 263 ℃로, Td 는 431 ℃에서 433 ℃로 증가하였고 PUD-C2의 Td
20%
는 274 ℃에서 277 ℃로, Td 는 439 ℃에서 442 ℃로 증가하였다.
광가교제를 도입한 PUD-B2와 PUD-C2는 광가교제를 도입하지 않
은 PUD-A2보다 Tg와 Td가 더 높은 온도로 나타났다. 특히 PUD-B2와
PUD-C2의 가교된 필름은 고온에서 열 안정성이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6. 기계적 특성

합성된 PUD의 필름은 폴리에테르계 폴리올의 영향으로 높은 연신
율(elongation)을 보여 질긴 필름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PUD-C2는
상대적으로 PUD-B2보다 더 높은 인장강도(tensile strength)와 영률

(c)

Figure 7. Correlation between UV curing time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synthesized PUD-B2, PUD-C2, (a) UV curing time to
elongation of synthesized PUD-B2 film, PUD-C2 film, (b) UV curing
time to tensile strength of synthesized PUD-B2 film, PUD-C2 film, (c)
UV curing time to young’s modulus of synthesized PUD-B2 film,
PUD-C2 film.
(Young’s modulus)을 보였다. PUD-C는 입자 내에 표면 경화 역할을
한 EDA의 영향으로 인해 높은 물성을 보인 것으로 예상된다.
광가교제를 도입한 PUD-B2와 PUD-C2의 필름을 빛을 조사하는 시
간에 따라 기계적 물성의 변화를 분석하여 Figure 7에 나타내었다.
Figure 7 (a)는 조사시간에 따른 PUD-B2와 PUD-C2 필름의 연신율 변
화, (b)는 조사시간에 따른 PUD-B2와 PUD-C2 필름의 인장강도 변화,
(c)는 조사시간에 따른 PUD-B2와 PUD-C2 필름의 영률 변화이다.
Figure 7을 보면 필름의 연신율과 인장강도는 빛을 조사하는 시간
의 증가 대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영률은 증가하였다. 이는 빛을
조사하는 시간에 따라 필름의 가교밀도가 증가하여 영률이 증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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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신율과 인장강도가 감소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PUD의 영률 값
이 증가하여 Hardness 값이 높아진 튼튼한 필름을 얻을 수 있었다.
9.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광가교제인 벤조페논을 수분산 폴리우레탄(PUD) 주
쇄나 사슬 말단에 공유 결합의 형태로 도입함으로써 PUD의 물성을
정량적으로 조절할 수 있었으며, PUD의 장기적 분산 및 저장 안정성
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벤조페논이 사슬 말단과 주쇄에 각각 도입된 수분산 폴리우
레탄 PUD-B와 PUD-C 합성에 이온성 작용기인 2,2-bis(hydroxymethyl)propionic acid (DMPA) 조성이 PUD-B는 DMPA 3.0 wt% 이
상에서, PUD-C는 DMPA 2.5 wt% 이하에서 분산이 불안정하였다.
둘째, 광가교제를 도입한 PUD-B2, PUD-C2는 광가교제를 도입하지
않은 PUD-A2 보다 다소 분산 안정성이 떨어졌지만, 장시간 동안 TSI 값
이 10 이하로 나온 것으로 보아 분산 상태는 안정하다고 볼 수 있었다.
셋째, 일반적으로 광가교제를 도입한 PUD로부터 제조된 필름은 벤
조페논의 영향으로 290~300 nm 흡수 영역이 나타났으며, 이 영역대
피크의 감소로 가교의 진행을 확인하였다. 광경화는 1 min 이내의 빠
른 시간에 이루어졌다.
넷째, 빛에 의해 경화시킨 PUD 필름의 열중량분석(TGA) 결과로부
터 PUD-B2, PUD-C2의 열안정성이 고온에서 향상된 것을 확인하였다.
다섯째, PUD의 연질 segment인 폴리에테르계열의 폴리올로 인해
유연한 필름이 형성되었다. 광가교제를 도입한 PUD-B2, PUD-C2 필
름은 빛의 조사시간에 따라 가교밀도의 증가로 연신율과 인장강도는

10.

11.

12.

13.

14.

15.

16.

감소하였고 영률은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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