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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에서는 폴리인산암모늄 인산염과 HMDI로 합성된 수분산 폴리우레탄수지의 물리적 
특성을 필름 시료와 피혁(Full-Grain) 표면에 코팅을 하여 물리적 특성 변화를 연구하였다. 내용제성은 
모든 시료에서 변확 없음을 확인 할수 있었으며, 인장강도의 경우 폴리인산암모늄이 가장 많이 함유된 
DPU-AP3(1.887 kgf/㎟)가 가장 낮은 물성을 보였다. 연실율은 폴리인산암모늄 많이 함유된 시료가 
548%로 측정되었다. 내마모성은 폴리인산암모늄이 많이 함유된 시료가 548 ㎎.loss로 측정되어 폴리인
산 암모늄과 수분산 폴리우레탄의 블랜딩된 수지의 물성변화가 확인되었다.

주제어 : 수분산,  폴리우레탄, 폴리인산 암모늄, 가죽 코팅, 난연제

  Abstract : In this study, the physical properties of water-dispersible polyurethane resins 
synthesized with polyammonium phosphate and HMDI were studied by coating film samples and 
full-grain surfaces. Solvent resistance was found to be unchanged in all samples, and in terms of 
tensile strength, DPU-AP3 (1.887 kgf/㎟) containing the most ammonium polyphosphate showed 
the lowest physical properties. The elongation rate was measured as 54 8% in the sample 
containing a large amount of ammonium polyphosphate. Abrasion resistance was measured as 548 
mg.loss of a sample containing a lot of ammonium polyphosphate,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physical properties of the blended resin of ammonium polyphosphate and water-dispersible 
polyurethane were changed.

Keywords : Water dispersion, polyurethane, ammonium polyphosphate, leather coating, flame 
retard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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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인계 팽창성 난연소재는 할로겐화 난연제소재
의 환경적 유해성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신
뢰할만한 대체 소재로 알려져 왔다. 그중 폴리인
산 암모늄(APP)의 경우 각종 도료 및 코팅소재에 
사용되면 충분한 난연성을 부여 할 수 있다[1,2]. 
APP는 발포제 및 연소시 유기 물질의 가교제 또
는 탄화 제로 알려져 있으며, 대표적인 인-질소 
난연제이며 백색 결정성 분물로서 수용성, 불용성
이 있다[3]. 고분자에서의 일반적인 작용은 연소
과정에서 표면 코팅, 인 화합물의 증발에 의한 
열소멸, 분해물의 희석, 용융 점도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난연제로서 역할을 한다. 인 함유량이 
30%로 높아 우수한 난연제로 인식되고 있다. 폴
리 인산 암모늄은 고분자수지(플라스틱과 고무), 
코팅, 종이, 목재, 페인트, 목재 재료에 대한 비 
할로겐 및 무독성 난연 소재로 알려져 있다[4]. 
APP는 화재시 노출되는 열분해반응으로 인해 중
합체 인산 산 및 암모니아로 분해된다. 폴리 인
산은 nonstable phosphate ester을 형성하는 수산
기와 반응하여 phosphate ester 탈수 후, 탄소 발
포체 표면 상에 구축되고, 절연 층으로서 작용한
다[5].
  본 연구에서 APP와 HMDI(Dicyclohexylmethane- 
4,4'-diisocyanate)기반으로 제조되는 수분산 폴리
우레탄은 기존의 유기용제 타입의 폴리우레탄이 
많은 환경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친환경적 
또는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줄이기 위한 대체제
로 많은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있다[6,7,8]. 그의 
일환으로 수분산 폴리우레탄은 무독성, 화재 안정
성 그리고 공기오염이 없는 이유로 친환경적인 
접착제와 코팅제로써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
다. 특히 뛰어난 내마모도, 내굴곡성, 내화학적 
성질과 물리적 성질이 우수하여 빠른 속도로 발
전되고 있다. 
  상가와 같은 우수한 물리적 물성의 구현을 위
해 본 연구에서는 HMDI를 합성에 관여시켰다. 
일반적으로 수분산 폴리우레탄을 합성하는데 주
요한 작용을하는 반응중의 하나인 사슬 연장 단
계는 PU의 분자량을 제어하고 올리고머 사슬을 
더 큰 선형 또는 네트워크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기계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려는 반응이다[9]. 사
슬 연장 단계는 NCO 말단 프리폴리머와 작용기
(가장 일반적으로 디올 및 디아민과의 반응으로  
 

분자량이 증가), 분자량이 증가하면 사슬이 엉키
게되어 결과 필름의 물리적 특성이 향상되는 결
과를 얻을 수 있다[10,11]. 프리폴리머의 사슬 연
장은 NCO-NH 그룹 간의 높은 반응성으로 인
해 폴리우레탄 수지의 물성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하다[12-14]. 이 빠른 반응은 중합체의 분자
량을 증가시키고 최종 제품의 점도를 증가시키며, 
사슬 연장 단계는 사슬연장제가 이소시아네이트 
기와 함께 중합체의 단단한 부분의 일부를 형성
하기 때문에 최종 제품의 Tg와 결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15]. 이 사슬연장반응의 신뢰성
을 구현하기 위해 합성한  HMDI기반 수분산 폴
리우레탄의 경우, HMDI의 낮은 반응성으로 인
해 모든 초과 NCO 그룹의 거의 절반이 미 반응 
상태로 남아 있게되는데 이것은 체인 확장이 효
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사용되어오던 할로겐 계
의 난연제 중 브롬계의 난연제가 유해성 문제로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으로 APP와 HMDI 기반
으로 수분산 폴리우레탄수지를 합성하여 각종 기
계적 물성 측정을 필름형태와  피혁 표면에 코팅 
처리하여 각각의 물성 변화를 분석 하였다.

2. 실 험

2.1. 시약

  먼저 수분산 폴리우레탄 합성에 이용한 시약은 
Poly propylene glycol(PPG, 분자량 1000, 
BASF), dicyclohexylmethane-4,4'-diisocyanate 
(HMDI, Bayer), dimethylolpropionic acid 
(DMPA, GEO), aceton(Aldrich), dibutyltin 
dilaurate(DBTDL, Aldrich), triethylamine(TEA, 
Fluka), ethylene diamine(EDA, Fluka) 이며, AP 
분산액의 제조를 위해 ammonium poly 
phosphate(AP, NIST Chemistry)를 사용하였다.

2.2. 기기

  Simultaneous DSC-TGA(SDT Q50, TA 
Instr., U.S.A), UTM(Universal testing machine, 
Instron Co., U.S.A.), Scanning electron 
microscope(SEM, CX-100S, 코셈), Taber 
abrasion tester(TO 880T, Test One), Sun 
lamp(DW-300, Dongsung Sci).



Vol. 37, No. 6 (2020) 폴리인산 암모늄과 HMDI 기반으로 제조된 수분산 폴리우레탄 수지의 물리적 특성 연구   3

- 1621 -

 Table 1. The compounds used in ammonium poly phosphate solution

 Components Weight(g)

 Ammonium poly phosphate 10

 Water 90

 Table 2. The Compounds used in the synthesis of water-dispersible polyurethane

 Components Weight(g)

 Poly propylene glycol(Mw 10000) 66.62

 HMDI 38

 DMPA 10

 ACETON 30

 TEA 10

 DBTDL 0.002

 EDA 2.3

 Water 214.58

 Table 3. The Composition of compounds used in the preparation of tnqnstksDPU and
          DPU-AP samples

 Components DPU DPU-AP1 DPU-AP2 DPU-AP3

polyurethane dispersion 100 93 91 88

Ammonium poly phosphate 
solution

0 7 9 12

2.3. 수분산 폴리우레탄수지의 합성 및 

폴리인산암모늄 용액 준비

  수분산 폴리우레탄을 위해서 4구 플라스크의 
수분제거를 위해 50℃에서 질소 치환하면서 30분 
동안 가열해준다. 이후 PPG와 aceton, DMPA를 
넣고 질소 분위기 하에서 70℃에서 1시간 동안 
교반시켰다. 다음단계로 HMDI와 DBTDL을 천
천히 플라스크에 적하 한 뒤 90℃에서 4시간 동
안 교반시켰다. 이때 반응물의 NCO함량은 
dibuthylamine역적정법으로 측정하여 잔류 NCO
함량이 계산치에 도달했는지 확인하였다. 이후 반
응조를 35℃ ∼ 40℃까지 냉각시킨 뒤 중화제로 
TEA를 투입해 준 다음 200 rpm 으로 교반시켜 
중화를 완료하였다. 중화 완료 후 증류수를 천천

히 투입 하여 수지의 분산을 완료하였다. 이후 
사슬연장을 위해 EDA를 천천히 2시간 동안 적
하 하였다. 이후 온도를 유지시켜주면서 1시간동
안 교반시킨 뒤 측정에 필요한 폴리인산 암모늄
용액을 브랜딩하였다. 폴리인산 암모늄 용액은 
50℃의 증류수를 200 ∼ 300 rpm 으로 교반해
주면서 폴리인산 암모늄염을 용해하여 준비해두
었다. 폴리우레탄 화합물의 배합비율은 Table 1
과 같고, 폴리인산 암모늄 용액의 배합비율은 
Table 2와 같다. 이후 물성 측정에 사용된 시료
(polyurethane dispersion-ammonium poly 
phosphate, PUD-AP)의 배합 샘플은 Table 3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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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DI  + PPG + DMPA + ACETON

Isocyanate terminated prepolymer

Neutralization(TEA)

Hydrophilic isocyanate 
terminated prepolymer

1. Water dispersion

2. Crosslinking(EDA)

Polyurethane dispersion

Ammonium poly phosphate + distilled water

Polyurethane and ammonium poly phosphate aqueous solution

Fig. 1. Synthesis process of water-dispersible polyurethane dispersion(DPU-AP).

Table 4. The Measurement result of physical properties of water-dispersible polyurethane and 
        AP composite

ITEM UNIT
SAMPLES

METHOD
DPU DPU-AP1 DPU-AP2 DPU-AP3

Abrasion
mg. 
loss

43.01 37.11 36.89 35.55
ASTM 1175
(H-22, 2,000 

cycle)

Tensile strength kgf/㎟ 2.221 2.054 1.955 1.887 KS M 6882

Elongation % 678 596 584 548 KS M 6882

3. 결과 및 고찰

3.1. 물리적 물성 측정 분석

  Table 4는 준비된 DPU-AP 샘플들의 내마모
도와 인장강도, 연신율을 측정한 수치를 표기했
다. 내마모도 기계적 물성 측정의 시료는 피혁
(Full Grain : 천연소가죽), ㈜케이디아이씨물산}
표면에 합성된 수지를 AP 함유별  0.1 mm 두께
로 코팅한 다음 상온에서 12시간 건조 후 90℃
에서 5시간 건조시켰다. 내마모도 측정은  
ASTM 1175 시험방법에 의거하여 시험편의 무

게를 측정한 후 내마모도 측정 장비에 의해서 
Wheel number CS-10번으로 2,000 싸이클 회전 
후 감소된 무게를 측정을 하였으며, 인장강도 및 
연실율의 물성분석을 위한 시료는 두께 012 ㎜ 
너비 150 ㎜ 로 준비한 다음 인장시험기에 의해
서 인장속도 100 ± 20 mm/min으로 인장하였
다. 내용제성 측정에는 유기용제인 NMP(n- 
methyl-2-pyrrolidone, Aldrich)를 가죽 표면에 
3방울 떨어트린 다음 24시간 후 피혁 표면 변화 
정도를 SEM을 통해 육안으로 확인하였다.
  Table 4의 결과에 나타난 내마모도, 인장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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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brasion test result of DPU and DPU-AP’s samples in leather coatings.

Fig. 3. Tensile strength test result of DPU and DPU-AP’s films.

연실율 측정값을 Fig. 2, Fig. 3, Fig. 4 에 그래
프를 통해 나타내었으며, 내용제성 측정 표면을 
SEM을 이용하여 각각 Fig. 6 에 나타내었다. 
Fig. 2의 그래프에서 DPU-AP3의 내마모성이 
35.55 ㎎.loss 로 표면 경화도가 가장 높게 측정 
되었다. 상기의 결과는 AP 용액이 가장 많이 혼
합된 DPU-AP3의 경우가 AP가 포함되지 않은 
DPU 코팅의 표면보다 강한 물성을 나타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AP가 수용액 상태에서 수분산 
폴리우레탄과 블랜딩 된 후 가죽 표면에 경화되
면서 AP고유의 결정성이 블랜딩된 코팅표면의 
경화도를 향상시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장강도
의 경우 Fig. 3 에서와 같이 AP의 혼합비율이 증
가함에 따라 필름의 인장강도 측정 수치가 작은 
차이로 낮아짐을 알 수 있었으며, DPU의 경우 

2.221 kgf/㎟ 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으
며, DPU-AP3의 인장강도 측정 수치는 1.887 
kgf/㎟ 으로 나타났다. 연신율의 경우 Fig. 4 에
서 확인 할 수 있듯이 DPU 시료가 연신율이 가
장 좋은 678 % 이었으며, DPU-AP3의 경우 
548 % 임을 알 수 있었다. 상기와 같이 인장강
도가 AP의 함량이 늘어남에 따라 낮아지고, 연신
율이 순수한 폴리우레탄 수지 필름보다 낮아지는 
결과는 수용액 상태에서의 블랜딩된 AP가 건조
시에는 폴리우레탄의 하드 세그먼드 결합력의 강
도를 약하게 만들어 코팅수지의 결합력을 약하게 
하는 역할을 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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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longation test result of DPU and DPU-AP’s films.

DPU DPU-AP1

DPU-AP2 DPU-AP3

Fig. 6. Solvent resistance phenomena for DPU and DPU-AP’s samples on the leather surface 
observed by SEM. 

  Fig. 6에서는 피혁 표면에 코팅된 도막의 내용
제성을 측정한 결과로 모든 샘플 표면에서 NMP
에 의한 코팅 표면의 변형을 발견 할 수 없었다. 
폴리우레탄 수지(DPU)에 AP가 1.2%의 중량 % 
분산되어 있는 DPU-AP3 시료와 표면의 변화가 

거의 없다고 확인되는데 이는 AP 결정체의 고유
의 내용제성이 수분산 폴리우레탄과의 블랜딩된 
분위기에서도 저항성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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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를 위해 먼저 수분산 폴리우레탄을 합
성하였으며 이후 합성 완성된 수지에 ammonium 
poly phosphate 용액을 혼합하여 아래와 같은 분
석 결과를 얻었다.
  내용제성 실험 결과 DPU 수지에 첨가된 
ammonium poly phosphate 용액의 함유량에 따
른 NMP의 가죽 표면 파괴강도의 변화가 육안으
로 발견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인장강도 실험 결과 DPU 인장강도가 
ammonium poly phosphate 함유가 늘어남에 따
라 인장강도가 조금씩 감소해 DPU-AP3의 경우
에는 인장강도가 낮아짐을 확인 할수 있었으며, 
내마모성 실험 결과는 인장강도와 반대로 
ammonium poly phosphate 의 함유량에 따라 
DPU-AP3 시료의 경우가 표면의 경화도가 높게 
측정되었다.
  연신율의 경우 ammonium poly phosphate 용
액의 함유가 가장 높은 DPU-AP3의 경우가 548 
% 로 가장 낮은 수치로 측정됐다.
  위의 결과에 따라 본 연구를 통해 수분산 폴리
우레탄 수지에 ammonium poly phosphate(AP) 
용액의 혼합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피혁의 표면 
코팅시 시료의 물성 및 필름의 물성에 점차 변화
가 생김을 알 수 있었다, 상기 연구결과를 참고
하여 ammonium poly phosphate를 도료 분야에 
응용하기위한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 될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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