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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분자량이 각각 530, 830, 1000, 1250 그리고 2000인 폴리카프로락톤디올(PCD) 및 분자량이 300과 900인 폴리
카프로락톤트리올(PCT)과 헥사메틸렌디이소시아네이트(HMDI)를 이용하여 폴리우레탄 프리폴리머를 중합하였다. 이 프리
폴리머들을 2단계 현탁 중합반응을 통하여 폴리우레탄 비드들을 제조하였다. 비드들의 입도는 입도분석기를 이용하여 분석
하였으며, 비드들의 입자직경은 10∼30 µm이었다. 중합된 폴리우레탄 비드들의 구조는 FT-IR 스펙트럼 분석으로 확인하였
고, TGA를 이용하여 열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Tg는 -23∼-53 ℃ 범위이고, PCD의 분자량이 증가할수록 폴리우레탄 비드의 
Tg는 다소 감소하였다. 폴리우레탄의 비드의 응집방지를 위해 테트라에톡시실란(TEOS)로 코팅하여 폴리우레탄 비드/실리카 
복합물을 제조하였다.

In this study, polyurethane prepolymers were synthesized from polycaprolactonediol (PCDs. M.W. 530, 830, 1000, 1250, and 2000) 
and polycaprolactonetriol (PCTs. M.W. 300 and 900), and hexamethylenediisocyanate (HMDI). Polyurethane beads was prepared 
from the different prepolymers by a two-step suspension polymerization. The particle size of polyurethane beads was investigated 
by particle size analyzer. The beads were 10∼30 µm in size. The structure of beads was confirmed by FT-IR spectrometer. Their 
thermal properties were analyzed by TGA. Glass transition temperatures (Tg) of the beads were in the range of -23∼-53 ℃ and 
decreased with the increase of the PCD molecular weight. In order to prevention the cohesion of beads, the beads were coated 
with tetraethoxysilane (TEOS).

Keywords: polyurethane bead, TEOS, polyurethane bead/silica hybrid

1. 서    론
1)

  폴리우레탄은 1849년 독일의 Wurtz와 Hoffman이 최초로 이소시아

네이트(isocyanate)와 하이드로옥실(hydroxyl) 화합물의 반응을 발표하

면서부터 알려졌다[1-3]. 초기에는 주 원료가 디이소시아네이트(diiso- 
cyanate)와 폴리에스터 폴리올(polyester polyol)로 한정되었지만, 가공

성, 비용, 폼(foam) 물성 등의 문제로 대체 가능한 다른 하이드로옥실 

화합물로 눈을 돌리게 되었으며 1957년에 이르러서는 가격적인 잇점 

뿐만 아니라 폼의 물성도 향상될 수 있는 아주 다양한 용도의 폴리에

스터 폴리올이 생산되었다. 그 후 one-shot법의 개발과 실리콘(silicon), 
CFC 등의 출현으로 우레탄 공업은 비약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다[4,5]. 
현재는 인쇄롤, 철강용롤, 가스켓, solid tire 등 다양한 용도로 쓰이고 

있다. 그 중 구체상 폴리우레탄 분말 수지는 핫멜트 접착제, 가열 성형

폼, 중합 토너, 화장품 등의 고부가가치 산업에 사용되고 있다[6-8]. 구
체상 폴리우레탄 분말 수지를 제조하는 방법은; (1) 폴리우레탄 엘라스

토머를 낮은 온도, 무산소 조건에서 pulvarizer를 이용하여 갈아서 제조

하거나, (2) 이소시아네이트 화합물만 녹일 수 있는 하이드로 카본(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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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carbon) 용매에서 polyaddition하여 제조하거나, (3) 분자량이 8000
을 넘지 않는 이소시아네이트 그룹(-N=C=O) 말단 프리폴리머를 물에 

분산시켜서 o/w 에멀젼을 만들어서 제조하는 방법이 있다[9].
  이소시아네이트 말단 프리폴리머를 열용융시켜 오리피스를 통하여 

물속으로 가압 적하하여 폴리우레탄 비드를 만드는 방법도 있으나, 입
자 직경의 제어가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10,11]. 이소시아네이트 말

단 프리폴리머를 현탁 안정제를 포함하는 물속에 분산시킨 후, 가온 

반응시켜 비드를 제조하는 수경화에 의한 방법은 말단 이소시아네이

트의 가수 분해로 인해 가스 발생이 심하고, 다공성 비드가 생성되거

나 입자직경의 불균일화가 일어나기 쉽고 생산수율이 저조한 단점이 

있다[9,12].
  폴리우레탄 비드는 PMMA보다 굴절율이 높다. 화장품 제형에 사용 

시 soft-focus효과를 주어 주름이 개선되어 보이는 효과가 있으며, 마스

카라에 사용 시 부드러운 촉감으로 볼륨감을 주는 효과가 있으므로, 
해외에서는 화장품 소재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생

산을 거의 하지 않고 있으며 고가로 수입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폴리우레탄 비드 제조 공정을 개선함으로써 수입

대체 효과 및 수입품 보다 저가의 화장품 소재 개발과 화장품의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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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원가를 절감시키고자 하며 국내 화장품 업계의 국제 경쟁력 강화

에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수경화 공정을 개선함으로써 균일한 입자직

경을 갖는 폴리우레탄 비드 제조 공정을; (1) 현탁 중합 방법으로, (2) 
이소시아네이트 말단기를 갖는 프리폴리머에 소량의 유기 용매를 투

입하여 점도를 낮추고, (3) 현탁 안정제가 포함된 물속에 교반, 분산시

켜 에멀젼(emulsion)을 만들고, (4) 현탁 중합하는 2단계 현탁 중합 폴

리우레탄 비드 제조 공정을 개발하였다.
  현재 수입되는 제품인 C400T의 경우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열분석 

결과 폴리카프로락톤 계열의 폴리올이 확인되어 본 연구에서도 폴리

카프로락톤 계열의 폴리올을 사용하였다. 분자량별로 PCD 또는 PCT
와 HMDI를 사용하여 여러 종류의 프리폴리머를 제조하였고, 반응액

에 이소시아네이트 말단 프리폴리머를 첨가하고 교반속도를 조절하여 

목적하는 입자크기의 현탁액을 얻은 후, 가온에 의한 현탁 중합반응으

로 폴리우레탄 비드를 제조하였으며, 용액에서 분리시킨 후 세정 건조

하였다. 현탁 안정제는 현탁 중합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메틸셀룰

로스 또는 폴리비닐알콜을 사용하였다. 프리폴리머는 o/w 에멀젼의 형

태로 현탁 중합을 시켰고, 수분에 의한 프리폴리머의 사슬연장을 유도

하여 폴리우레탄 비드 입자를 제조하였고, 이들의 열적 특성을 열분석

기로 측정하였다. 합성된 폴리우레탄 비드들은 상호 응집을 하므로, 
응집방지를 위하여 TEOS로 비드를 코팅하여 폴리우레탄 비드/실리카 

복합물을 제조하였으며 그 특성도 조사하였다.

2. 실    험

  2.1. 시약 및 재료

  본 연구에서 분자량이 각각 530, 830, 1000, 1250, 2000인 PCD와 분

자량이 300, 900인 PCT는 Aldrich사의 특급시약을 사용하였다. HMDI
는 Wako사의 제품을 사용하였으며, 현탁 안정제로는 methyl cellulose 
(Mn 430000)와 polyvinylalcohol (Mn 65000)을 사용하였다. 사슬 연장제

로 사용한 1,3-propanediol (PD)과 polypropyleneglycol (PPG)은 Aldrich
사의 시약을 사용하였으며, 중합반응 시 촉매로 사용한  dibutyltindilau-
rate (DBTDL)은 Lancaster의 표준시약을 사용하였으며, 점도 조절용 톨

루엔은 대정화금의 순도 99% 이상의 시약급을 사용하였다. 우레탄 비

드/실리카 복합물 제조에 사용한 TEOS는 신흥규산 제품을 사용하였다.

  2.2. 폴리우레탄 합성 및 비드 제조

  본 연구에서 사용한 프리폴리머 중합 반응 장치는 온도 조절기가 부

착된 oil bath, 질소가스 주입부, 환류 냉각기로 이루어진 500 mL 
3-necked 반응장치를 사용하였고, 환류 냉각기 부분에는 수분에 의한 

경화 방지를 위해 칼슘관을 설치하였다. 중합 반응은 발열반응이며 반

응시작 30 min 후부터 반응액의 점도가 상승하므로 균일한 반응을 위

하여 300 rpm으로 강하게 교반하였다. PCD (분자량 530) 또는 PCT (분
자량 900)을 각각 0.1 mol, HMDI를 0.2 mol, DBTDL을 촉매로 0.5 mol
씩 가하여 프리폴리머를 중합하였다. 프리폴리머를 중합하기 위해 질

소가스로 충분히 건조시킨 500 mL 플라스크에 폴리올을 넣고 0.1 torr
의 고진공에서 120 ℃로 가열하면서 1 h 탈수하였다. 상온으로 냉각시

킨 다음 톨루엔을 첨가하여 점도를 조절한 후 0.2 mol의 HMDI를 넣고 

150 rpm으로 교반하면서 질소 분위기를 유지시켰다. 0.5 mol의 

DBTDL을 촉매로 천천히 적하한 다음 70 ℃에서 4 h 반응시켜 프리폴

리머를 중합하였다. 반응의 종말점은 di-n-butylamine (DBA)로 역정적

하여 확인하였다.

  폴리우레탄 비드 제조는 교반기 부착 250 mL 플라스크를 사용하였

고, 2 wt% 메틸셀룰로오스 현탁액에 프리폴리머를 20 g을 가하고 호모

믹서로 7000 rpm으로 상온에서 1 h 교반하면서 원하는 크기의 액적 제

조 후, 65 ℃로 승온 15 h 반응한 후 폴리우레탄 비드를 제조하였다. 
비드는 물로 2회 세척하고 여과하여 고형분을 40 ℃ 진공오븐에서 20 
h 건조하였다. 현탁 안정제는 PVA를 사용하였고 반응 종결 후 차아염

소산나트륨(NaHOCl)을 첨가하여 PVA를 분해한 후 폴리우레탄 비드

만 회수하였다. 폴리우레탄 비드/실리카 복합물은 반응이 끝난 여과물

을 필터링하여 물과 에탄올(1 : 9) 용액에 분산 교반하고, TEOS를 적하

하면서 40 ℃에서 4 h 반응시킨 후 건조하여 폴리우레탄 비드/실리카 

복합물을 제조하였고 SEM분석을 통해 입자의 모양과 형상을 확인하

였다. 이때 HCl로 pH를 조정하고 반응을 개시하였다.

  2.3. 분석 방법

  2.3.1. NCO 정량 시험법

  반응의 종말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di-n-butylamine (DBA)을 이용 역

적정하였다[13].

  2.3.2. 입자 크기 및 표면 분석

  입자를 채취하여 필터링한 후 건조하여 분말을 얻었고 입자의 크기 

및 표면은 Shimadzu사의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SS- 550)으
로 조사하였다.

  2.3.3. 입도분포

  입자를 필터링한 후 건조하여 분말을 얻고 IPA에 1 wt% (g/g)로 희

석하여 Beckman사의 입도분석기(Beckman Coulter: LS13320)를 이용하

여 입자의 입도분포를 측정하였다.

  2.3.4. 구조 확인 

  각 반응 단계별 중합 생성물의 합성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Bruker 
사의 FT-IR (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 IFS66/105S/MPA)을 

사용하였다. 시료는 KBr pellet법을 이용하여 파장범위 4000∼400 cm-1

확인 주사회수 32, resolution은 4 cm-1로 하여 스펙트럼을 분석하였다.

  2.3.5. 열적 특성 분석

  합성된 폴리우레탄의 열적 특성을 관찰하기 위하여 SEICO INST. 사
의 Seiko Exstar 6000 (DSC6100)을 사용하였다. 25∼800 ℃ 범위에서 

10 ℃/min의 scanning 속도로, 질소 조건 하에 두 번의 scanning하여 시

료의 열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열적 안정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SEICO INST. 사의 Seiko Exstar 
6000 (TG/DTA6100)을 사용하였다. -100∼250 ℃ 범위에서 10 ℃/min
의 승온 속도로 질소조건 하에 열분해 온도를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2-관능성 폴리올을 이용한 폴리우레탄 비드 제조

  분자량이 각각 530, 830, 1000, 1250, 2000인 PCD를 이용하여 프리폴

리머를 합성하였다. 이 프리폴리머들을 이용하여 폴리우레탄 비드를 

제조하였다.
  분자량이 증가하면서 비드의 Tg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Table 1). 
분자량의 증가에 따라 대체로 Tg는 -40∼-46 ℃ 영역을 나타내었다.
  합성한 비드와 타사제품의 물성을 비교하고자 현재 시판 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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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rmal Properties of Polyurethane Beads from Different Polydiol

No. Sample Tg (℃) Tm (℃) △H (J/g)
Temperature of
decomposition

(℃)

1
2
3
4

C400T
PU 530
PU 830
PU 1000

-15.39
-40.25
-45.14
-53.10

56.45
51.84
46.81
36.35

20.31
14.94
14.68
21.02

300
267
303
300

* C400T : polyurethane bead (Negami, Japan)
* PU530 : Number is PCD molecular weight

폴리우레탄 비드 C400T의 Tg와 열분해온도를 측정하였다. C400T 경
우 분석결과(Table 1) Tg는 -15.39 ℃였고  56.45 ℃에서 뚜렷한 Tm을 

보였다.
  본 실험에서 합성한 폴리우레탄 비드의 분석결과 -40∼-46 ℃의 Tg

를 보여서 현재 시판되는 C400T제품보다 낮은 값을 나타내었고, PCD
의 분자량이 증가할수록 Tg가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합성한 폴리우레탄 비드의 Tg가 -20 ℃ 이상일 경우 폴리우레탄 비

드의 감촉이 거칠어지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폴리우레탄 비드

를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경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감촉을 개선하

면서 Tg값을 높이는 방향으로 연구 방향을 정하였다.
  PCD의 분자량이 530 이하인 경우는 합성한 프리폴리머가 쉽게 물

에 풀어져 비드를 제조할 수 없었고, 분자량이 1000이상인 PCD (Mn 
1250)과 2000인 PCD의 경우 프리폴리머 합성 후 점도가 너무 높아서

(20000 cp이상) 비드의 제조에 어려움이 있었다.
  열분석 결과 C400T 제품의 경우 300 ℃에서 약 5%의 분해가 나타났

다. PU830은 300 ℃에서 5%의 분해 성향을 보였으나, PU530은  265∼
267 ℃에서 5%의 분해 성향을 보였다. 분자량 300인 PCD와 HMDI만
을 사용한 경우 프리폴리머가 중합되지 않고 물에 풀어져서 비드로 얻

어지지 못하였고, 제조한 비드는 건조 시 필름화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분자량이 작은 폴리올을 혼합 후 프리폴리머를 합성하여 비드

의 제조 시 내부가교를 유도하여 비드의 수율과 Tg를 높이고자 하였

다. PCD530과 분자량이 작은 1,3-PD를 사용하여 프리폴리머를 합성하

고, 폴리우레탄 비드를 제조하였다. 분석결과 Tg가 36.18 ℃로 약 5 ℃
정도 상승함을 볼 수 있었으며, Tm 값은 45.81 ℃로 나타났으며, 제조

한 폴리우레탄 비드의 입자 표면이 거칠고 울퉁불퉁한 11∼30 µm 범
위의 입자를 얻을 수 있었다. 표면이 거칠어진 원인은 반응이 빨리 진

행되어 액적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액적에서 빨리 빠져 나오고 그 

과정에서 입자의 겉 표면이 경화되고 미처 빠져 나오지 못한 일부 이

산화탄소가 액적 내에 남아있기 때문에 입자의 표면이 불균일한 것으

로 생각한다.

  3.2. 3-관능성 폴리올을 이용한 폴리우레탄 비드 제조와 폴리우

레탄 비드/실리카 복합물 합성

  폴리우레탄 비드의 Tg를 높이고 매끈한 표면을 가지는 비드를 제조

하기 위해 3관능성, 즉 트리올인 분자량 300과 900인 PCT로 프리폴리

머를 중합하고 비드를 제조하였다. PCT300으로 합성한 프리폴리머의 

경우 점도가 상승하여 딱딱하게 굳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반해 PCT900을 이용한 경우, 프리폴리머의 점도 상승도 없었으며 합성

한 폴리우레탄 비드도 표면이 매끄럽고 입자 형성도 잘 되었지만, 미반

응 NCO에 의한 건조 후 입자의 응집과 필터링 문제가 발생하였다.
  사슬연장제로 PPG를 사용한 경우 합성된 비드 입자들이 서로 응집

되어 괴형상화 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한 덩어리를 이루었고, 다이올에 

Figure 1. DSC thermograms of polyurethane beads C400T, PU530, PU830, 
and PU1000.

사슬연장을 한 경우보다 더 심한 입자들이 응집이 발생하였다. 사슬연

장제의 경우 호모믹서를 작동시키기 전, 즉 프리폴리머를 유화하기 전

에 현탁액과 미리 섞어 반응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액적에 함유된 톨

루엔의 소수성 때문에 현탁액에 분산되어 있는 사슬연장제가 액적 내

부까지 확산되지 못해 내부의 가교반응이 진행되지 않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슬연장제를 프리폴리머를 합성할 때 원료와 

함께 넣어 액적 내부에서 가교반응을 효과적으로 진행 중합반응을 일

으켜 경화를 촉진하려 했지만, 반응 초기에 폴리올들이 사슬연장되어 

반응액이 덩어리로 굳어져 버렸다. 액적 안으로 사슬연장제가 침투되

지 않아 미반응 NCO에 의한 건조 후 입자의 응집과 필터링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디아민류나 저분자량 디올류의 사슬연장제를 사용하였으

나, 이들 모두 친수성으로 물속에 분산되어 비극성 용매가 함유되어 

있는 입자 내부로 침투 확산되기 어려워 실제로 사슬연장을 시키기가 

어려웠고, 입자가 생성되더라도 미반응 프리폴리머에 의해 폴리우레탄 

비드가 건조 시 필름화되거나 응집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특히, 반응성이 약한 지방족 폴리이소시아네이트를 이용한 말단 이

소시아네이트 프리폴리머는 저분자량의 다가 알콜류의 사슬연장제와 

반응이 저조하여 쉽게 물에 풀어지는 문제도 발생하였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폴리우레탄 비드 합성 후 실란계 -OH가 

붙은 TEOS를 폴리우레탄 비드와 반응시켜 입자의 응집방지와 부드러

운 감촉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14,15]. TEOS 반응에 사용된 

에탄올의 경우 톨루엔과 혼합되어 미반응 NCO에 사슬연장 역할을 하

면서 TEOS 공정의 용매로 작용하는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하였다.
  각 반응 단계에서 생성된 중합체의 구조와 최종적으로 합성된 폴리

우레탄의 구조를 확인하기 위하여 FT-IR 스펙트럼 분석을 하였으며, 
그 결과를 다음의 Figure 2에 나타내었다. Figure 2(a)는 일정 조성비의 

PCT와 HMDI를 4 h 반응 후 합성한 프리폴리머의 FT-IR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으로 Figure 2(a)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 

폴리우레탄 결합의 -COO 피크가 약 1700 cm-1부근에서 나타나고, -OH
기에 의한 특성피크가 3300∼3500 cm-1 부근에서 N-H 신축진동 피크

와 중첩되어 나타나며, 미반응 이소시아네이트 피크가 2200 cm-1 부근

에서 나타났고, 이는 미반응 NCO가 다량 함유되어있는 예비 중합체로 

합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2(b)는 예비 중합체의 반응 후 

생성된 폴리우레탄 비드의 FT-IR 스펙트럼 결과로 Figure 2(b)에서 보

는 바와 같이 2200 cm-1에서 나타나던 이소시아네이트 피크가 사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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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FT-IR spectra of polyurethane beads synthesized from PCT900. 

Figure 3. Thermogravimetric curve of polyurethane bead from PCT900 : 
(a) original and (b) TEOS coated.

고, 약 3300 cm-1 부근에서 -OH기에 기인한 흡수피크가 반응 후 약간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16,17]. 하지만 폴리우레탄 특성피크

인 3300∼3500 cm-1에서 N-H 신축진동에 의한 피크와 중복되기 때문

에 피크의 intensity 변화는 크게 나타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HMDI와 PCT의 특성피크인 2880∼
2890 cm-1에서 C-H에 의한 신축진동 피크가 나타났으며, 폴리우레탄의 

특성피크인 3300∼3500 cm-1에서 N-H 신축진동에 의한 피크, 약 1700 
cm-1 부근에서 -COO 피크가 나타난 것으로 보아 폴리우레탄이 합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18,19]. 그리고, Figure 2(c)의 결과에서 보듯이 

기존의 폴리우레탄구조에는 없었던 1000∼1100 cm-1에서 Si-O-C 피크

가 확인됨으로써 폴리우레탄에 TEOS가 결합된 폴리우레탄 비드/실리

카 복합물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20,21].
  PCT900 프리폴리머로 제조한 폴리우레탄 비드의 TEOS 코팅 전과 

Figure 4. DSC thermograms curve of polyurethane bead from PCT900 : 
(a) original and (b) TEOS coated.

(a)

(b)
Figure 5. Polyurethane beads from PCT900 : (a) original and (b) TEOS 
coated.

후의 특성을 비교하기 위한 TGA 열중량 분석 결과는 Figure 3에서 보

는 바와 같이 TEOS로 코팅하지 않은 폴리우레탄 비드의 중량 감소율

은 400 ℃까지 서서히 감소하였고, TEOS로 코팅 처리한 비드는 300 
℃까지 서서히 감소하였고, 이후 급격한 열분해가 발생하였다.
  Figure 4에서 HMDI와 PCT900으로 합성하여 TEOS 처리한 폴리우레

탄 비드의 열적인 특성을 분석한 결과 유리전이온도가 -30.7 ℃로서 

PCD을 사용했을 경우보다 15 ℃ 정도 높았으나, C400T 제품(Tg = 
-15.39 ℃)보다 14 ℃ 정도 낮은 값을 나타냈다. 하지만 TEOS로 처리하

지 않은 비드의 경우 유리전이 온도가 93.4 ℃로 상당히 높은 값을 나

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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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Particle size distributions of polyurethane beads from PCT900 : 
TEOS coated.

  Figure 5의 SEM 분석결과에서는 TEOS 처리 전 입자들은 응집이 심

하게 나타났으나, 처리 후 입자들은 응집현상이 개선된 것을 볼 수 있

었다. 또한 Figure 6의 입도분석 결과 평균 18 µm의 입자가 만들어졌음

을 볼 수 있었다.

4. 결    론

  지방족 이소시아네이트인 HMDI와 다양한 분자량을 가진 폴리에스

테르계 폴리올인 PCD 또는 PCT를 이용하여 다양한 프리폴리머를 합

성하였고, 사슬 연장제인 1,3-PD과 PPG를 달리하여 프리폴리머를 합

성 폴리우레탄 비드를 제조하였고, 이들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1) HMDI와 다양한 분자량의 PCD로 프리폴리머를 합성 폴리우레탄 

비드를 제조한 결과 분자량이 530인 경우 비드의 형성이 가장 잘 되었

지만, 그 이상의 분자량을 가진 경우에는 PCD와 HMDI만을 사용한 대

부분의 경우 프리폴리머가 중합되지 않고 물에 풀어져서 비드로 얻기 

힘들었다. 2관능성 우레탄 비드의 열분석 결과 유리전이온도가 기존 

제품보다 20∼30 ℃ 정도 낮게 나타났다.
  2) 3관능성 PCT (Mn 900)을 이용 프리폴리머를 합성하여 폴리우레

탄 비드를 제조 열분석한 결과 PCD보다는 높았지만 기존 제품보다 약 

14 ℃ 정도 낮은 유리전이온도를 보였다.

  3) 액적 내부의 NCO 미반응으로 인한 입자의 응집과 필름화 현상은 

TEOS코팅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4) 수경화 공정 개선에 의한 균일한 입자 직경을 갖는 폴리우레탄 

비드 제조 공정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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