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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lexible polyurethane/clay porous nanocomposite foams were synthesized using natural and organically modified
montmorillonite clays such as bentonite, closite 10A and closite 30B. The content of nanoclays was varied from 1 to 5 wt%
of polyol. Dispersion of clay in Polyurethane(PU) matrix was investigated by X-ray diffraction(Cu-Kα rays of wavelength
1.54 Å) using an X-ray diffractometer. Also, we determined that the thermal resistance of PU foam increased with added clay,
compared to that of pure PU foam. The cell size and the fraction of open cells of the precursor foam were controlled by the
addition of clay to the polyurethane foam. Modified clays were found to be more efficient cell openers than the unmodified
clay. In addition, the tensile strength and elongation of the polyurethane/clay porous nanocomposites were examined. Increasing
clay content increased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composites, such as tensile strength, and elongation at break. However,
increasing the content over 5 wt% deteriorated the properties of the composites. We found that the nanofillers(bentonite, closite
10A and closite 30B) improved the thermal stability of the nanocomposite foam. The nanocomposite foam containing 3 wt%
of closite 30B exhibited the best tensile strength and thermal 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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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폴리우레탄 발포 폼(foam)은 크게 연질, 반 경질, 경

질로 구분되는데, 연질 폼은 기계적 강도가 좋고 열린 셀

(open cell)구조로 인한 우수한 공기 투과성으로 인해 여

러 용도에 사용되고 있다. 반 경질 폼은 통상 연질 폼과

경질 폼의 중간 압축강도 및 경도를 나타내 주로 충격

에너지 흡수성을 이용한 응용분야에 널리 사용된다. 경질

폼은 자체의 단열성, 경량성, 완충 등의 성질을 활용하여

단독 또는 타재료와 혼합하여 단열재, 경량 구조재, 완

충재 등으로 많이 쓰인다.1-2) 연질 폴리우레탄폼은 다공

성구조를 가지고 우수한 복원력으로 인하여 의류, 신발,

자동차 시트등과 같은 연질 쿠션제로 이용되고 있다. 그

러나, 열에 취약한 단점을 지니고 있어 70~80 oC이상의

온도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며, 180 oC이상의 온도에서는 분

해가 일어난다.3-4) 한편, 폴리우레탄의 기계적인 특성은

밀도가 증가할수록 향상될 수 있지만 열적특성은 저하

된다. 이러한 열적거동은 폴리우레탄의 용융에 있어서 많

은 제약을 가져오게 되었다. 폴리우레탄의 기계적, 열적

특성은 다양한 폴리우레탄의 화학적 구조, 폴리올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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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아네이트의 개질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다. 

최근에는 유기, 무기 강화제등을 첨가하는 방법으로 나

노복합체를 제조하여 고분자 물질의 물성을 향상시키는

기술이 발전되어 왔다. 이러한 나노 복합체는 적은 양

의 나노점토물을 도입함으로써 기존의 폴리우레탄과 비

교하여 열적, 기계적, 가스 막 등의 물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다.5-6) 층상 실리케이트를 이용한 고분자 복합

재는 세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고분자가 실리

케이트 층간에 삽입될 수 없어 고분자와 실리케이트 층

간에 상이 분리된 복합재이다. 둘째, 고분자와 실리케이

트의 조성 비율에 상관없이 실리케이트 층간에 고분자

가 삽입된 형태로서 고분자와 실리케이트 층이 교대로

잘 정렬되어 있는 복합재이다. 셋째로는 각각의 실리케

이트 층이 박리되어 고분자 매트릭스에 평균적인 거리로

분산되어 있는 복합재이다. 이러한 나노 복합체의 제조

를 위해서는 강화제로 쓰이는 나노점토가 고분자 기지에

고르게 분산되어야하며, 이렇게 고르게 분산이 되었을 때

고분자 물질의 물성이 향상 될 수 있다.7-8) 또한, 점토

는 그 높은 종횡비를 지닌 나노 무기입자로서, 분산된

점토들은 셀이 경화하는 과정 중 높은 모듈러스를 부여

함으로써 셀이 쉽게 개방될 수 있게 도와준다.9-12) 자연

상태에서 점토 표면은 친수성을 띠고 있으며 층간 상호

인력이 강하여 충진제로 사용하면 소수성 고분자 기지

내에 마이크로 크기규모로 분산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

해 표면 개질제 또는 분산제를 첨가한다. 이 경우 분산

상태는 개선되나 근본적인 문제인 점토 층간 인력을 극

복할 수 없기 때문에 충진제인 점토 함량을 증가시켜도

물성 향상은 최대값을 나타낸 후 감소한다. 이는 고분

자와 충진제인 점토와 상호 인력이 작기 때문이다. 그

러나 bentonite는 다른 종류 점토와 비교해 높은 양이온

교환 능력 및 용매 내에서 층간 팽윤 특성을 갖고 있

어 양이온이나 중성 유기물을 흡수할 수 있다. 또한 처

리된 유기변성 점토는 표면 성질이 친수성에서 소수성

으로 변하게 되고, 층간간격(001면)이 증가하게 된다. 유

기변성 점토를 사용하면 소수성 고분자와 혼화성을 증

가시켜 점토 층간 공간에 고분자 사슬이 쉽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13)

본 연구에서는 기계적 성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나노점토(closite 10A, 30B, bentonite)를 첨가한

고분자/점토 나노복합체를 제조하였다(Fig. 1). 제조방법

은 monomer를 점토 층간으로 삽입시킨 후 점토층간에

서 중합을 유도하는 In-situ polymerization 방법을 사용

하였다. 이는 분자량 크기가 고분자에 비해 작아 층간

침투가 용이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제조된 나

노복합체에서 첨가제의 첨가량 및 종류 등 첨가조건이

연질 폴리우레탄 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2. 실험 방법

2.1 사용물질

연질 폴리우레탄 폼을 합성하기위해 폴리올은 BASF사

의 Elastoflex® KW 5029을 사용하였고, 이소시아네이트

는 NCO 함유량이 30~32% isomers와 oligomer를 포함

한 4,4’ - diphenylmethanediisosyanate을 사용하였다. 촉매

는 에틸렌 글리콜(1,2-Ethanediol, 1,2 - Dihydroxyethane)

30~40 %, 트리에틸렌디아민(1,4 - DIAZABICYCLO (2.2.2)

OCTANE) 60~70%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나노점토는

Southern Clay Products사의 Cloisite® 10A, 30B, Sigma-

Aldrich사의 bentonite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나노점토의 사양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Fig. 1. Scheme of polymer/clay compo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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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폴리우레탄/점토 나노복합체 제조

연질 폴리우레탄 폼의 발포 조성비는 촉매(에틸렌 글

리콜 및 트리에틸렌디아민)가 0.5 wt% 포함된 폴리올과

4,4’ - diphenylmethanediisosyanate(MDI, Methylene Di-

phenyl Diisocyanate)의 비율이 43 : 100으로 고정하였다.

폴리올과 점토를 고분자 매트릭스 내에 잘 분산시키기

위해 폴리올이 든 용기에 Closite®10A, 30B, bentonite를

각각 1, 3, 5(wt%)를 첨가한 후, 교반기를 이용하여 30
oC에서 700 rpm으로 24시간 동안 교반하여 폴리올 혼

합액을 제조하였다. 이 폴리올 혼합액에 MDI를 첨가한

후, 10초간 1500 rpm으로 고속교반시켜주었다. 점토 첨

가량에 대한 폴리우레탄 기공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교

반시킨 용액을 200 mm × 100 mm × 10 mm 크기의 테프

론이 코팅된 금속몰드에 부어 3분간 압축발포를 하였다. 

2.3 특성평가

고분자가 실리케이트 층간에 삽입/박리/상분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X-선 회절분석장치(XRD, UltimaIV,

Rigaku, Japan)를 이용하여 점토의 층간거리를 측정하였

다. 측정조건은 CuKα, 40 kV, 40 mA, scanning speed

0.01o/분, 측정범위는 0.7o~10o(2θ)이었다. 폴리우레탄/점토

나노복합재의 열안정성을 비교하기 위해 열분석장치(TG/

DTA, TG/DTA7300, Hitachi, Japan)를 이용하였으며, 이

때, 측정조건은 공기 분위기에서 승온속도 10 oC/분, 측

정범위는 30~500 oC이었다. 폴리우레탄 폼의 단면에 생

성된 셀 미세구조를 확인하기 위하여 scanning electron

microcope(SEM, HITACHI S-4800, Japan)를 이용하여

미세조직을 분석하였다. 셀 크기 및 셀 window area를 측

정하기 위해 image analysis software(Image Pro Plus)를

사용하였다. 한편, 인장강도와 연신율은 만능재료시험기

(Model6025, Instron, USA)를 이용하여 ASTM D638규

격으로 50 mm/분의 crosshead 속도로 각각 5회씩 측정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X-ray diffraction 분석

Fig. 2는 유기화 처리된 점토(closite 10A, 30B)와 처

리되지 않은 점토(bentonite)의 첨가량에 따른 XRD분석

결과이다. 일반적으로 고분자/층상 실리케이트 나노 복

합체가 삽입형(intercalated) 또는 박리형(exfoliated)인지

XRD 패턴을 해석함으로써 알 수 있다. 각각의 시료에

존재하는 실리케이트들의 층간거리(d)는 Bragg's law를 이

용하여 구하였다. XRD분석 결과, Fig. 2(a)에서 볼 수

있듯이, 순수한 closite 10A의 XRD 점토의 바탕거리에

해당되는 peak는 2θ = 4.6o, d001 = 1.92 nm이다. Closite

10A가 첨가된 폴리우레탄 폼의 경우, peak가 저각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첨가량에 따른 바탕거리

d001 = 4.62~4.55 nm 차이는 거의 없었다. 순수한 closite

30B의 XRD peak는 2θ = 4.78o, d001 = 1.85 nm이였으며,

점토 첨가량에 따른 바탕거리 d001 = 4.74~4.69 nm 차이

가 없음을 Fig. 2(b)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순

수한 bentonite peak의 2θ = 7.4o, d001 = 1.19 nm이었으며,

Fig. 2(c)에서 볼 수 있듯이, peak로 볼 수 있는 약하고

Table 1. Specifications of the clay products.

Denomination Chemical structure Specifications

Bentonite Montmorillonite
M.W. = 180 g/mol

ρ = 2.4 g/cm
3

Closite
®
10A

Dimethyl benzyl hydrogenated-tallow 

ammonium montmorillonite

125MER, organic content = 39.6 %

ρ = 1.9 g/cm3

Closite
®
30B

Bis(2-hydroxy-ethyl)methyl tallow 

ammonium montmorillonite

90MER, organic content = 31.5 %

ρ = 1.98 g/cm3

 

 

 

Fig. 2. XRD patterns of polyurethane/clay composites prepared with different clay type; (a) closite 10A, (b) closite 30B and (c) benton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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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근 언덕을 관찰 할 수 있었다. 이는 점토의 삽입 또

는 박리의 중간형태로 보인다. 점토의 함량이 1 wt%인

경우, 층간삽입을 의미하는 peak가 관찰되었으나, 3 wt%

이상 첨가시, 박리된 형태의 XRD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

러나, 점토 함량이 5 wt%로 증가하게 되면, 부분적인 삽

입 및 박리가 일어났다. 이를 통해, 점토의 함량에 따

른 실리케이트 층간거리에는 영향이 없었으나, 나노점토

판상체의 삽입/박리 구조 및 분산 상태는 첨가한 점토

의 함량에 따라 다르게 발현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

편, Closite 10A, 30B가 첨가된 폴리우레탄 폼의 경우,

bentonite가 첨가된 폴리우레탄에 비해 실리케이트의 층

간 간격이 상대적으로 더 넓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이는 유기화 처리된 점토는 처리되지 않은 점토

에 비해 거리의 증가에 따른 층간 분자간력을 감소시켜

박리에 필요한 에너지를 낮추어주며 유기물이 층간에 삽

입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를 확보했기 때문인 것으로 사

료된다.14) 

3.2 미세구조

셀 크기는 bubble의 팽창 단계에서 셀 opening 단계

에 이를 때 결정된다. 즉, 화학적 조성물의 성분 및 첨

가량에 따라 셀 크기를 증가시킬 수 있다.15) Fig.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closite 30B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셀 크

기가 커지며 균일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

나, 첨가량이 5 wt%인 경우, 과도한 조대화와 파열로 인

하여 터짐, 무너짐현상이 나타났다. 한편, 연질 폴리우레

탄폼의 셀 windows는 fully open, partially open, closed,

pin hole로 분류되며, effective fraction of open cells은

식(1)에 대입하여 구할 수 있다.16)

(1)

이때, Nopen은 열린셀(open cell)의 수, Nclosed는 닫힌셀

(closed cell)의 수, Npart.는 부분적으로 열린셀(partially

opened cell)의 수, Npin.은 pin hole의 수를 나타낸다. 

첨가된 점토의 종류에 따른 연질 폴리우레탄폼의 effec-

tive fraction of open cells은 Table 2에 나타내었다. 점

토가 첨가된 폴리우레탄폼의 열린 셀의 수가 첨가되지 않

은 연질 폴리우레탄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Closite

30B가 첨가된 폴리우레탄이 0.56%의 열린 셀 capacity를

가지며, closite 10A와 bentonite가 각각 0.54%, 0.52%를

Peff

Nopen 1 2⁄( )Npart .+

Nopen Npart . Npin NClosed+ + +
--------------------------------------------------------------------------=

Fig. 3. SEM images of polyurethane/closite30B nanocomposites foam according to the clay amount; (a) pure PU (b) 1 wt%, (c) 3 wt%

and (d) 5 wt%.

Table 2. Effective fraction of open cells in foams with clay.

Foam type Nopen Nclosed Npartial Npin Peff

Pure PU 24 20 24 4 0.5

Closite
 
10A 36 26 14 4 0.54

Closite30B 32 20 20 3 0.56

Bentonite 26 18 23 5 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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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었다. 또한, 고분자/점토 나노복합체의 파단면을 관

찰한 결과(Fig. 4), 유기화 처리된 점토를 첨가한 폴리

우레탄폼의 셀 window 크기가 상대적으로 균일하고 셀

window 벽이 두꺼운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closite

30B를 첨가하였을 때, 셀 크기가 150~175 µm로 상대적

으로 균일한 기공크기를 나타내었다(Fig. 5). 반면, bento-

nite를 첨가한 경우, 분산성이 떨어져 불균일한 셀이 형

성되었으며, 이로 인해, 발포시 압력변화의 영향으로 터

짐현상이 발생하였다. 또한, 많은 닫힌 셀의 형성으로 인

해 셀 내부의 가스가 밖으로 방출되지 못해 셀 내부에

고온 가스들이 상온으로 하강하면서 팽창되었던 셀들을

수축시키는 settling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사료된다.15) 

3.3 기계적특성

보통 무기물 입자는 보강 충전제, 고분자 매트릭스와

의 상호작용점으로의 역할을 하므로, 인장성질은 barrier

성질과 마찬가지로 무기물의 함량과 분산상태에 관련된

다.17) Fig. 6은 고분자/점토 나노복합체의 점토함량에 따

른 인장강도를 나타내었다. 유기화점토가 첨가된 폴리우

레탄폼이 처리되지 않은 우레탄폼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

장강도가 컸으며, 3 wt%일 때까지는 증가하다가 5 wt%

일 때는 감소하였다. 이는 3 wt%에서는 잘 분산된 점토

의 보강효과가 나타났으나, 5 wt%에서는 과도한 점토의

첨가로 인한 부분적인 셀의 터짐 및 무너짐현상으로 강

도가 저하된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점토의 함량이 3 wt%인 고분자/점토 나노복합체

의 첨가된 점토에 따른 최대인장강도와 변형률을 Fig. 7

에 나타내었다. 최대인장강도는 기존의 폴리우레탄폼에 비

해 점토를 첨가하였을 때 높게 나타났으며, 유기화 처

리된 점토가 첨가되었을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최대 인

장강도(1.2~1.53 MPa)를 나타냈다. 이는 closite10A, 30B

가 첨가된 경우, 실리케이트의 층간 간격이 충분히 커

지며, 층간에서 가교반응이 충분히 일어나 박리된 구조

를 가지기 때문이다. Fig. 8에서 볼 수 있듯이, closite

10A, 30B가 첨가된 폴리우레탄 폼은 bentonite가 첨가된

Fig. 4.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observation of polyurethane/clay nanocomposites foam; (a) pure, (b) closite10A-3wt%, (c) closite30B-

3wt% and (d) bentonite-3wt%.

Fig. 5. Comparison of cell size distribution in polyurethane/clay

nanocomposite foam according to the clay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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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에 비해 실리케이트 층간거리가 상대적으로 더 큰 것

을 확인 할 수 있다.

반면, 연신률은 기존의 폴리우레탄폼이 160 %로 상대

적으로 높았으며, bentonite를 첨가한 폼이 62 %로 상대

적으로 낮게 나왔다. 이는 매트릭스와 계면인력이 강한

충전제의 전형적인 보강효과를 보여주고 있다.14) 

3.4 열분석

첨가되는 점토의 종류에 따른 고분자/점토 나노복합재

의 열분석 결과를 Fig. 9에 나타내었다. 유기화 처리된 점

토(closite 30B, closite 10A)가 첨가된 경우, 각각 247~

351 oC에서 ~85 %, 238~338 oC에서 ~83 %의 무게감소가

일어났으며, 순수한 폴리우레탄에 비해 열안정성이 향상

되었다. 이는 첨가된 점토가 절연체 또는 분해 과정의

휘발성분의 mass transport barrier의 역할을 했기 때문

인 것으로 판단된다.18-19) 또한, 500 oC에서 closite 30B

가 첨가된 경우, char의 양은 각각 3.1 %로 점토가 첨

가되지 않은 폴리우레탄에 비해 많은 양의 char를 형성

했다. 이는 폴리우레탄의 연소 시, char 형성이 촉진되

어 폴리우레탄을 보호함으로써 열안정성이 향상되었다고

사료된다.20) 즉, 폴리우레탄 폼이 고온에 노출되면 열분

해가 일어나 많은 struts가 깨지는 현상이 생긴다. 닫힌

셀의 경우, struts가 열경화성수지에 의해서 적절하게 코

팅이 되지 않아 고온에서 struts가 잘 깨진다. 반면, 열

린 셀은 수지가 struts에 균일하게 코팅이 되어 열분해

를 지연시킨다. Closite 30B를 첨가한 경우, 열린셀의 수

가 많아서 셀 struts가 균일하게 코팅이 되었기 때문에

(Fig. 4) 열분해가 급격하게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된다.21)

4. 결  론

고분자/점토 나노복합체 제조시, 유기화 처리된 점토

Fig. 6. Effect of clay loading on tensile behavior of polyurethane/

clay nanocomposites foam.

Fig. 7. Effect of 3 wt% clay contents on tensile behavior of

polyurethane/clay nanocomposites foam.

Fig. 8. Silicate interlayer distance in polyurethane/clay nanocom-

posites.

Fig. 9. TGA thermograms of Polyurethane according to the

different clay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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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site 10A, 30B)를 첨가할수록 실리케이트의 층간 간

격을 넓혀주는데 효과적이었으며, 박리된 구조를 나타내

었다. 반면, 유기화 처리되지 않은 점토(bentonite)의 함

량이 높아질수록 삽입 또는 박리의 중간 형태를 나타내

었다. 또한, 점토를 첨가함으로써 고분자의 열안정성을 증

가시킬 수 있다. 그러나, 함유량이 5 wt%이상일 경우, 터

짐 및 무너짐현상으로 인해 폼의 안정성이 떨어졌다. 한

편, 점토의 함량이 높아질수록, 열린 셀은 증가하며 평

균 셀 window area는 감소하면서 균일한 크기를 나타

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점토 함량이 증가할수록 인

장강도가 향상되었으나 5 wt%이상일 경우, 인장강도가 감

소하였다. 즉, 3 wt%의 유기화 처리된 점토(closite 10A,

30B)를 첨가하여 고분자/점토 나노복합체 제조시, 기계적

특성이 상대적으로 향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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