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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the effects of MWCNT as a nucleating agent on the formation reactions of the rigid polyurethane

foams (RPUFs) was carried out. Sample PUFs, formulated with grease-type master batch of MWCNT/surfactant, were fab-

ricated by free-rising method. Temperature changes with time during foaming process were measured using a digital ther-

mometer. RPUF foaming process was observed to undergo 2-step processes with temperature inflection around 60 sec after

the start of reaction, and then reached slowly the max. temperature. While the max. temperature of neat PUF was measured

as ca. 120oC, that of the samples with MWCNT were as higher value as ca. 130oC, and, even the time to reach that tem-

perature was reduced by about 15 sec. Average cell size of PUF samples decreased from 185.1 for the neat PUF to 162.9

µm for the sample of 0.01 phr of MWCNT. As the result, it was considered that MWCNT in RPUF foaming process could

play a roll both as a nucleating agent and as a cat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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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폴리우레탄은 수산기(-OH)를 갖는 폴리올(Polyol)과 이소

시아네이트기(-NCO)를 가지는 이소시아네이트(Isocyanate)

간의 발열반응에 의해 생성된다. 폴리우레탄은 사용분야에 따

라 폼의 형태로서 연질폼, 반경질폼, 및 경질폼과 CASE

(Coating, Adhesive, Sealant, Elastomer)용 등의 다양한 형태로

분류되고 있으며 대개의 경우 다양하게 변형된 폴리에테르 또

는 폴리에스테르형 계의 폴리올과 MDI 또는 TDI 및 그 유도

체로 이루어진 이소시아네이트와의 반응물을 근간으로 만들

어지게 된다. 

폴리우레탄 폼(Polyurethane Foam, PUF)은 폴리우레탄 반

응조성물 중에 첨가된 물(H2O)과 같은 화학적발포제나 사이

클로펜탄(cyclopentane, CP) 등의 물리적 발포제에 의하여 반

응과정에서의 기핵 생성과 성장, 및 안정화 과정을 거쳐 셀 구

조를 갖게 된 것이다. PUF는 겉보기 밀도를 비교적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으며, 발포공정이 쉽고, 경량에 비하여 강도가 높

고, 각종 구조에 맞는 성형성을 가지며, 양호한 단열성 등의

장점으로 인해 산업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1,2 그 중 경질

폴리우레탄폼(RPUF)은 상대적으로 기계적 물성과 경제성이

우수할 뿐 만 아니라 특히 뛰어난 단열성능으로 인하여 건축

물이나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 또는 저온 컨테이너의 단열 재

료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3,4 그러나 최근의 전 세계적인 에

너지 결핍에 따른 효율적인 에너지 재료의 개발은 필수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폴리우레탄 폼 분야에서도 단

열성능이 좀 더 우수한 경질 폴리우레탄 폼을 만들고자하는

연구는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5-7 

단열재료로 사용되는 RPUF는 독립기포형(closed-cell)이며,

독립기포형 경질폴리우레탄폼의 단열성능은 주로 1) 매트릭

스 고체의 열전도도, 2) 발포제에 의한 셀 충전가스의 전도도,

3) 복사에 의한 전도도의 3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이 중

에서도 고체 열전도 및 복사 열전도는 발포제 기체의 열전도

에 비해 현저히 작으므로 경질폴리우레탄폼의 열전도도는 주

로 기포 내에 충전되는 발포제 가스의 열전도에 의해 좌우된

다. 이러한 RPUF의 열전도도는 셀의 크기 및 크기 분포에 의

하여 매우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열전도

도는 셀 크기가 작아짐에 따라 선형적으로 감소하게 된다.8 따

라서 현재까지도 RPUF의 셀 사이즈를 작게 하려는 많은 연

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좀 더 작은 크기의 셀을 가지는

RPUF는 폼 생성과정에서 일어나는 기핵의 수가 얼마나 효과

적으로 많이 생성되는 가에 크게 의존하게 된다. 따라서 많은

연구자들은 좀 더 효과적인 기핵제를 개발하고자 연구를 진

행하여 왔다.9

1990년대 초에 발견된 탄소나노튜브(CNT)는 그 독특한 구†Corresponding author E-mail: wahn@km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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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와 전기적인 특성 등의 물리화학적인 특성에 의하여 다양

한 분야에서 그 응용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발견 초

기에는 산업적으로 응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량생산이 불가

능하였으나 최근 들어서면서 상업적인 대량생산이 이루어지

면서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경쟁력 있는 제품이 되고 있다. 한

편, 탄소나노튜브를 고상기핵제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0.03~0.05 g/cm3의 낮은 벌크밀도, 직경(D)~20 nm, 길이(L) 1-

2 μm로서 ~1/1,000 정도의 직경 대 길이 값(D/L)과 넓은 비

표면적이 기핵작용에 매우 효과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실

제로 각종 플라스틱 발포에 탄소나노튜브를 기핵제로 사용함

으로서 기핵효과에 의해 셀 크기가 작아지는 효과는 많은 연

구에서 보고되고 있다.10 그러나 경질폴리우레탄 폼의 제조에

탄소나노튜브를 사용하여 단열성능을 개선하고자 하는 보고

는 현재까지 크게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인 가격으로 상업적으로 활용

가능한 다중벽 탄소나노 튜브(MWCNT)를 고상 기핵제로 사

용하여 경질 폴리우레탄 폼 생성에서의 시간에 따른 온도 변

화를 측정함으로서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만들어

진 폼의 셀 크기를 관찰하여 기핵제로서의 사용가능성을 알

아보고자 하였다.

Experimental

1. 실험재료

실험에 사용된 RPUF용 조성은 폴리올(OHV 410 mg KOH/

g), 이소시아네이트(NCO 31.0%), 아민계 촉매, 실리콘계 계

면활성제, 및 MWCNT로 이루어 졌다. MWCNT는 CNT(주)

의 Ctube-120을 사용하였고, 이를 제외한 다른 반응조성물 들

은 상용화된 RPUF용의 formulation을 주어진 그대로 사용하

였다. Tables 1과 2에 실험에 사용된 RPUF formulation 및

MWCNT의 특성을 나타내었다.

2. 실험방법 

Table 1에 보이는 R조성물 중의 surfactant를 사용하여 여기

에 MWCNT를 5 wt% 되도록 정량하여 혼합한 뒤, 외경 165

mm의 3-롤 밀(3-Roll mill)을 사용하여 칼렌더링 방법에 의하

여 고점도의 grease-type 마스터배치를 제조하였다. CNT의 분

산은 surfactant의 도입에 의하여 증가될 수 있다는 것이 잘 알

려져 있으며, 또한 고점도의 MWCNT/surfactant 혼합물은 칼

렌더링에 의한 고전단력을 받게 됨으로서 분산도가 더욱 증

가하게 된다. 

RPUF 샘플 제조를 위하여 먼저 Table 1의 R조성물에서

surfactant와 MWCNT를 제외한 나머지 반응물들을 정량한 뒤

에 여기에 MWCNT/surfactant 마스터 배치로부터 MWCNT

조성이 폴리올 100 part에 대하여 정해진 조성비가 되도록 정

량하여 혼합하였다. surfactant는 조성비가 3 phr이 되도록 부

족한 량의 surfactant는 따로 정량하여 보충하였다. 이렇게 정

량하여 혼합한 R액은 2,000 rpm에서 1시간 정도 믹싱하여

MWCNT가 R액 중에 고르게 분산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다

음 정량된 P액을 넣은 뒤 6,000 rpm에서 6초 혼합한 뒤에

Figure 1에 보이는 바와 같은 온도계가 장착된 오픈 몰드에 부

어 자유 발포가 일어나도록 하였다. 디지털 온도계는 몰드 중

앙에서 위쪽으로 50 mm 되도록 고정하고, 반응물이 몰드에

부어진 시점에서부터 시간에 따른 온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Results and Discussion

상온 상압에서 진행되는 RPUF의 생성과정은 Figure 2에 도

Table 1. Formulation of RPUF Samples

Chemicals Concentration [phr]

R

Polyol 101.45

H2O 2.2

Cyclopentane 18.5

Surfactant 3.0

MWCNT 0, 0.005, 0.01, 0.05

Total 125.15

P MDI -

R/P 100/117

Table 2. Properties of MWCNT, Ctube-120 

Property Value

Purity >95.0

Average Diameter [nm] 20

Length [µm] 1-25

Specific Surface Area [m2/g] 150-250

Bulk Density [g/cm3] 0.03-0.05

Figure 1. Schematic representation of the open-mold equipped

with a digital thermo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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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적으로 나타낸 그림에서 보듯이 보통 4 단계에 걸쳐 일어

나게 된다. 처음에 R액과 P액을 섞어 수 초간 격렬하게 혼합

하면 반응액이 초기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반응액이 크

림색으로 변하게 된다. 반응액 내부에서는 이때에 기핵제에

의한 기핵작용이 일어나며 이 기간을 크림타임(cream time)이

라 한다. 이 후에는 셀 성장에 의한 폼 부피가 성장(rising)하

기 때문에 그 전에 재빨리 몰드에 부어야한다. Rising은 보통

수분 이내에 일어나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gelling이 일어

나면서 폼 부피의 성장이 멈추게 된다. 마지막 단계인 curing

은 시험을 위한 샘플로 사용하기 위해서 보통 상온에서 24시

간 정도 방치하여 둔다.

한편 본 연구에서와 같이 오픈 몰드에서 폼 생성과정이 진

행될 경우의 내부 온도를 측정하면 Figure 3에서 보이는 바와

같은 모양의 온도변화 곡선으로 나타나게 된다. 즉, 우레탄 반

응은 발열 반응이므로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 혼합물의 반응

온도는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최고

반응 속도점을 지나게 된다. 이 후에 반응물이 서서히 소멸됨

에 따라 반응열이 감소하게 되고 이에 따라 외부 실온으로의

열전달 속도가 반응열 생성속도보다 커지게 되므로 폼 샘플

의 온도는 서서히 낮아져 실온으로 접근하게 된다. 

Figure 3에 나타낸 서로 다른 MWCNT 조성에 대하여 폼 생

성 반응에서의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나타낸 그림에서 보

아 잘 알 수 있듯이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의 전반적인 특징

은 크게 2단계로 나뉘어짐을 알 수 있다. 먼저 반응 시작 후

60 sec 정도의 시간 경과에서 보이는 온도 변곡이다. 이 변화

는 반응물 내에서 생성된 기핵이 급격히 성장하여 gelling에

의한 폼 안정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실질적으로 폼의 단

열 기능이 시작되는 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thermocouple

의 위치에서 볼 때, 이 때 부터는 기포 생성에 의한 외부로의

열전달 속도가 반응열 생성 속도보다 늦기 때문에 샘플 내부

에서의 열 축적에 의한 온도가 더욱 급하게 상승하게 되는 것

으로 생각된다. 다음 단계에서는 반응이 더욱 진척되어 gel

time을 경과하게 되면 반응열은 감소하게 되고 최대 온도점

을 지나면서 부터는 외부로의 열전달 속도가 반응열 생성속

도 보다 커지게 되고 따라서 이 후의 샘플 내부온도는 서서

히 감소하기 시작하여 실온으로 접근하게 된다.

한편 Figure 3에서의 또 다른 특징으로서 명확히 알 수 있

는 것은 MWCNT가 첨가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의 온

도 변화에 대한 기울기 및 최고점의 온도가 매우 다르다는 것

이다. 즉, MWCNT가 첨가된 샘플에서의 반응은 1 단계의 온

도 변곡이 보다 더 빨리 일어나고, 또한 최고점의 온도도 상

대적으로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을 Figure

4에 그림으로 나타내었다. 그림으로부터 0.01 phr 정도의

MWCNT만 첨가되어도 단열성능이 발휘되는 반응시간이 약

15 sec 정도 단축되며 그 이상의 MWCNT 농도에서는 큰 영

향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매우 소량의 MWCNT

만으로도 충분한 기핵효과가 있으며 그 이상의 농도에서는 추

가적인 기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RPUF의 생성반응에서 MWCNT

는 반응속도를 더 빠르게 하는 촉매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MWCNT의 첨가에 따른 반응 속도의 증가는 Figure

3의 그래프를 미분하면 좀 더 분명하게 알아 볼 수 있다. 발

열 반응에서의 일정 온도에 이르기까지 생성된 엔탈피(ΔH)는

반응혼합물의 양(m), 비열(Cp) 및 온도변화(ΔT)에 의해 식 (1)

에서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즉,

(1)ΔH =  
T0

T

∫ mCpdT m≅ CpΔT

Figure 2. Schematic representation of PUF foaming process.

Figure 3. Temperature changes during foaming process of RPUF

as a function of time. 

Figure 4. Inflection time, ti, foaming process of RPUF as a

function of MWCNT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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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환율(α)은 총생성반응엔탈피(ΔH0)에 대한 일정 시

간에서의 ΔH의 비, α = ΔH/ΔH0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반응

속도(dα/dt)는 다음의 식 (2)와 같이 표시될 수 있다.

(2)

그러므로 반응속도는 반응에서의 온도상승율, dT/dt와 직

접 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생각에 의하여 Figure

3으로부터 1단계에서의 온도변곡점 이 후의 온도상승율을 구

하여 Figure 5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듯이 MWCNT의 첨

가량이 0.01~0.05 phr 되면 첨가되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반

응속도가 약 28% 정도 증가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MWCNT의 첨가에 의한 반응속도의 증가 영향으로 인한 샘

플 내부의 최고 반응온도는 Figure 6에서 보이듯이 약 10oC

정도 상승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MWCNT의 농도에

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또한 최고점에 이르는

시간도 310±10 sec 정도로 큰 변화가 보이지 않았다.

Figure 7에는 MWCNT 첨가에 따른 cell 형상 및 크기를 관

찰하기 위한 SEM 사진을 나타내었다. 그림에서부터 계산된

셀 평균 크기는 MWCNT가 첨가되지 않은 neat PUF에서는

185.1 μm이었으나, MWCNT가 0.01 phr 첨가된 샘플에서는

162.9 μm로 측정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MWCNT의 기핵 및 촉매효과에 의한 셀 구조의 조기 안

정화에 의하여 좀 더 작은 셀 구조를 가지게 되기 때문인 것

으로 생각된다.

Conclusion

다중벽 탄소나노튜브(MWCNT)를 경질 폴리우레탄 폼

(RPUF) 제조에서의 기핵제로 사용하여 폼 생성과정의 반응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로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RPUF 생성반응에서의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는, 반응 시

작 후 60 sec 정도의 시간 경과에서 보이는 온도 변곡과

이 후의 최고 온도점에 이르기까지의 2 단계에 의하여 일

어남을 알 수 있었다. 

d

dt
----α = 

d

dt
----

ΔH

ΔH0

-----------⎝ ⎠
⎛ ⎞ = 

d

dt
---- mCpΔT/ΔH0( ) = 

mCp

ΔH0

----------⎝ ⎠
⎛ ⎞dT

dt
------

Figure 5. Reaction rate changes as a function of MWCNT

concentration. 

Figure 6. Peak temperature, Tp, as a function of MWCNT

concentration.

Figure 7. SEM micrographs of PUF samples of neat PUF and

0.01 phr MWCNT-PU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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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WCNT가 첨가된 샘플에서의 반응은 1 단계의 온도 변

곡 시간이 약 15 sec 정도 더 빨리 일어나고, 또한 최고

점의 온도도 약 130oC로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로부터 MWCNT는 반응속도를 촉진하는

촉매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되었으며, MWCNT가 첨가

된 샘플에서의 반응속도는 약 28% 정도 증가하는 것으

로 계산되었다.

3. MWCNT의 첨가에 의한 반응속도의 증가 영향으로 인

한 샘플 내부의 최고 반응온도는 약 10oC 정도 상승하였

으나, MWCNT의 농도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관찰

되었다. 또한 최고점에 이르는 시간도 310±10 sec 정도

로 큰 변화가 보이지 않았다.

4. MWCNT가 첨가되지 않은 neat PUF 샘플에서의 셀 평

균크기가 185.1 μm이었으나, MWCNT가 0.01 phr 첨가

된 샘플에서는 162.9 μm로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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