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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폴리우레탄은 폴리올과 이소시아네이트의 부가 중합으로 만들어지며, 폴리올과

이소시아네이트의 종류 및 성질에 따라 화학적, 물리적, 기계적 물성이 달라지는

특징이 있다. 기존의 폴리에틸렌글리콜 기반 친수성 연질 폴리우레탄 폼의 경우

인장하거나 압축했을 때의 탄성 및 회복이 우수하다. 하지만 기계적 물성의 관점

에서 볼 때, 강도 및 탄성 계수에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폴리락트산과 폴리에틸렌글리콜을 혼합 폴리올로 이용하고,

1,6-hexamethylene diisocyante와 반응시켜 폴리우레탄 폼을 제조하였다. 폴리락

트산 폴리올은 젖산을 탈수 축중합하여 얻었다. 폴리우레탄 폼은 적외선 분광 분

석, 흡수도 측정, 기계적 물성 측정, 세포 독성 평가를 통해 그 특성을 확인하였

다.

적외선 분광 분석에서는 폴리락트산/폴리에틸렌글리콜 혼합 홀리올과 이소시아

네이트 간에 우레탄 결합이 형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흡수도 측정 결과 폴리락트

산의 소수성 성질로 인해 흡수도가 감소하였다. 기계적 물성에서는 폴리락트산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파괴 응력, 영 계수가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파괴 변형률은

폴리올의 폴리락트산 함량이 60%와 70%일 때 가장 큰 값을 보였다. 세포독성 평

가는 생체재료로서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주요어 : 폴리락트산, 폴리에틸렌글리콜, 폴리우레탄 폼, 습윤 물성, 기계적 물

성, 생체적합성

학 번 : 2011-2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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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폴리락트산(polylactic acid, PLA)은 천연 자원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고분자이

다. 폴리락트산은 생분해성이 우수하여 기존의 석유기반 플라스틱을 폐기할 때 발

생되는 각종 환경오염의 문제를 줄일 수 있다. 또한 기계적 물성이 우수한 물질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기존의 소재를 대체하기 위한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포

장재, 농업용 필름, 공업용 소재로서 전도가 유망하다. 추가적으로 생체적합성이

우수하고 분해 산물의 독성이 낮기 때문에 의료용 봉합사, 임플란트, 조직 공학에

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1]

폴리에틸렌글리콜(polyethylene glycol, PEG)은 긴 선형 사슬을 갖는 nonionic

고분자이다. 특히 친수성 고분자이기 때문에 약물 및 단백질 전달을 위한 의료용

소재에 많이 사용된다. 전달하고자 하는 물질에 PEG를 conjugation하여 면역 반

응을 피하는 전략인 PEGylation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2] 이외에도 다른 재료와

의 복합화나 재료의 표면 개질을 통한 물성 개선을 위해 광범위하게 이용된다.

폴리우레탄(polyurethane, PU)은 폴리올(polyol)과 이소시아네이트(isocyanate)

의 부가 중합으로 만들어지며, 폴리올과 이소시아네이트의 종류 및 성질에 따라

화학적, 물리적, 기계적 물성이 달라지는 특징이 있다.[3] 그리고 발포제인 물과

이소시아네이트의 반응으로 생성되는 이산화탄소가 폴리우레탄 폼(polyurethane

foam, PUF)의 제조를 가능하게 한다. 제조된 폼은 물성에 따라 산업용 소재나 의

료용 소재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기존의 폴리에틸렌글리콜 기반 친수성 연질 폴리우레탄 폼의 경우 여러 가지

물성 중에서도 인장하거나 압축했을 때의 탄성 및 회복이 우수하고 물을 잘 흡수

하여 생체 재료로서 적합한 물성을 갖고 있다.[4] 하지만 강도 및 탄성 계수에 있

어 경질 폴리우레탄 폼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폴리락트산과 폴리에틸렌글리콜을 혼합 폴리올로 이용한

폴리우레탄 폼을 제조하였고, 적외선 분광 분석을 통하여 혼합 폴리올의 비율에

따른 폴리우레탄 결합의 형성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기존 친수성 폴리우레탄 폼

대비 물성 개선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혼합 폴리올의 폴리락트산 함량을 증가

시키면서 변화하는 기계적 물성과 흡수도를 확인하였다. 또한 세포독성 평가를 통

해 생체재료로서의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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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문헌연구

2.1. 폴리락트산의 특성과 활용

폴리락트산은 aliphatic 폴리에스터로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옥수수나

벼와 같은 천연 자원으로부터 모노머를 얻어서 생산하는 고분자이기 때문에

renewability가 매우 우수하다.(그림 1) 그리고 산업용으로 이용하는데 있어 기계

적 강도가 우수하므로 석유 기반 플라스틱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으며, 가공성이

우수하여 필름 캐스팅, 압출 가공, 몰딩, 섬유 방사 등 다양한 공정으로 원하는 소

재를 제조할 수 있다. 또한 분해 산물이 물과 이산화탄소이기 때문에 탁월한 생분

해성과 생체적합성을 보여주며 이러한 특징은 의료용 소재에 적합하다.[1,5,6]

폴리락트산은 모노머인 락트산(lactic acid, 2-hydroxy propionic acid)을 중합하

여 얻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탈수 축중합, azeotropic dehydrative 축중합, 락트산

의 cyclic dimer인 락타이드(lactide)를 먼저 제조한 후 이것을 개환 중합하는 방법

의 세 가지로 나뉜다.(그림 2)[6,7]

축중합의 경우 가장 단순한 방법이지만 100,000 Dalton 이상의 고분자량을 얻

기 위해서는 chain coupling agent나 촉매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chain

coupling agent로는 이소시아네이트, epoxide, peroxide 등을 많이 이용하며 그에

따른 비용 및 복잡한 공정의 추가는 필연적이다.[6,8]

Azeotropic dehydrative 축중합은 130 °C에서 약 2∼3시간 동안 물을 제거하고

촉매를 첨가한다. 이후 용매가 molecular sieve를 통해 반응로 안에 들어오면서

30∼40시간 동안 중합을 계속하는 공정이다. 실제로 diphenyl ether 용매와 주석

(Sn)계 촉매를 사용하여 200,000 이상의 분자량을 얻은 사례가 있다.[6,9]

락타이드를 통한 개환 중합은 연구용이나 상업용으로 가장 널리 사용하는 방법

이다. 형성되는 락타이드는 이성질체이며 D-, L-, meso- 형태 중 하나를 갖는다.

이러한 차이는 폴리락트산의 물리적, 화학적 물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

다.(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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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cycle of PLA in natur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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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Synthesis of polylactic aci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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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elected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of PLA.[5]

Properties PDLA PLLA PDLLA

Solubility

All are soluble in benzene, chloroform, acetonitrile,

tetrahydrofuran(THF), dioxane etc., but insoluble in

ethanol, methanol, and aliphatic hydrocarbons

Crystalline structure Crystalline Hemicrystalline Amorphous

Melting temperature (Tm) / °C ∼180 ∼180 Variable

Glass transition temperature (Tg) / °C 50-60 55-60 Variable

Decomposition temperature / °C ∼200 ∼200 185-200

Elongation at break / (%) 20-30 20-30 Variable

Breaking stress / (g/d) 4.0-5.0 5.0-6.0 Variable

Half-life in 37°C normal saline 4-6 months 4-6 months 2-3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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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락트산의 활용 사례는 매우 광범위 하나 큰 범주에서는 복합재료와 의료용

소재로 나눌 수 있다. 복합재료로 활용하는 목적은 기계적 강도의 향상과 더불어

생분해성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몇 가지 연구 사례를 보면 보강재 역할을 하는 황

마(jute) 섬유를 전체 무게 대비 40%만큼 사용했을 때 복합재료의 인장 강도

(strength)와 강성도(stiffness)가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10] 또한 규산염(silicate)

과의 나노복합체를 통해 60일 만에 재료가 완전히 생분해 된 사례가 있고[11],

microcrystalline cellulose와 폴리에틸렌글리콜을 함께 나노복합체로 제조했을 때

는 강도와 변형률(strain)이 향상된 결과가 있다.[12]

의료용 소재의 예로는 약물 전달과 조직 공학용 지지체를 들 수 있다. 전달하

는 약물의 종류로는 정신질환 치료용 약물, 협착증 치료용 약물, 프로게스테론 약

물, 단백질 약물 등 담지 가능한 약물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13] 특히 폴리락트

산을 단독으로 활용하기 보다는 폴리에틸렌글리콜이나 폴리카프로락톤(PCL)과 공

중합체를 형성하여, 분자량의 변화나 친수성 조절을 통해 테스토스테론,

Nimodipine 등을 담지한 결과가 있다.[14,15] 조직 공학에서도 전기 방사를 통해

osteoblast의 증식을 확인하는 등[16] 매우 많은 연구 결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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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폴리우레탄

2.2.1. 폴리우레탄의 구조와 특성

폴리우레탄은 넓은 의미로 우레탄 결합(-NHCO-O-)을 갖는 고분자를 총칭하

는데, 일반적으로는 아민(amine)을 이용한 특별한 반응을 제외하고 이소시아네이

트와 수산기(폴리올)의 반응으로 형성된 고분자를 가리켜 폴리우레탄이라고 한

다.[17] 폴리우레탄은 경질부(hard segment)와 연질부(soft segment)의 공중합체이

다. 경질부는 이소시아네이트와 사슬 연장제로 구성되어 상온에서 반결정의 성질

을 가지며 연질부는 사슬이 긴 폴리올로 구성된다.(그림 3)[18] 폴리올은 폴리에스

터(polyester)계와 폴리에테르(polyether)계로 나뉘는데 폴리에스터계 폴리올은 폴

리에테르계 폴리올과 비교하여 가수분해 안정성이 낮다.[19] 반대로 산화에 대한

저항성은 폴리에스터계 폴리올이 더 크다.[20]

폴리우레탄 폼은 폴리우레탄 결합이 형성된 고분자에 물리적 혹은 화학적인 발

포를 가함으로써 얻게 되는데 1980년대까지만 해도 CFC-11을 비롯한 다양한 물

리적 발포제가 큰 각광을 받았다. 하지만 지구 온난화 문제가 대두되면서 1990년

대 이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물리적 발포제의 영향력은 감소하고 있다.[20] 현

재 가장 많이 쓰이는 발포 방식은 이소시아네이트와 물과의 반응을 이용한 이산

화탄소의 발생이며(도식 1), 아민계 촉매를 사용하여 그 속도를 조절할 수 있

다.[21]

 →  

Scheme 1. Reaction of isocyanate groups with water.

폴리우레탄 폼은 다양한 형태의 소재로 이용된다. 그 이유는 화학적 공정이 비

교적 단순할 뿐만 아니라 내구성, 물리적 강도, 비용, 다용성, 유용성에 있어서 이

점을 갖기 때문이다. 특히 강한 충격을 이겨내는데 필요한 자동차용 탄성체나 범

퍼, 절연체, 건축 자재, 설비 공정, 선박 등에는 경질 폴리우레탄 폼이 사용되고

좌석 시트, 가정의 쿠션이나 소파에는 연질 폴리우레탄 폼이 많이 사용된다.[2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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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Schematic of prepolymer and segmented polyurethane elastomer

synthesis.[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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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생체재료로서의 폴리우레탄

폴리우레탄은 내구성과 기계적 물성 외에도 생체적합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1970년대부터 임플란트로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당시에는 생분해성 소재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폴리우레탄의 분해 산물이 인체에 부작용으로 작용하는

문제가 있었다.[18, 24] 하지만 1990년대 들어 생분해성과 생체적합성에 적합한 고

분자와 그 고분자를 폴리올로 활용하는 방법들이 연구되면서 여러 생체재료 분야

에 폴리우레탄을 적극 이용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예로는 폴리카프로탁톤, 폴리락

트산, 폴리글리콜산(PGA) 등이 있으며 가수분해에 적합한 고분자들이다. 이소시

아네이트 또한 기존의 산업용 폴리우레탄에 사용하는 toluene-2,4-diisocyanate

(TDI)처럼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이 아닌, 1,6-hexamethylene diisocyanate(HDI)나

lysine methyl ester diisocyanate(LDI)를 많이 사용하게 되었다.(표 2, 표 3)[19]

현재 생체 재료용 폴리우레탄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분야는 창상 치유와 조직

공학이다. 창상 치유에 필요한 이상적인 드레싱재는 창상이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

도록 창상과의 접촉면이 마르지 않도록 해야 하고, 과도한 삼출물을 흡수해야 한

다. 그리고 외부로부터 세균이 침범할 수 없도록 창상을 보호하며, 드레싱 교체시

외상이 가해지지 않도록 해야 하고 통증도 없어야 한다.[25]

폴리우레탄은 이러한 조건들을 잘 만족하기 때문에 필름 형태의 TegadermⓇ이

나[26], 폼 형태의 MedifoamⓇ 등이 국내외에서 실제 상품으로 개발되었다. 학술적

으로도 폴리에테르계의 polyethylene oxide(PEO), polypropylene oxide(PPO) 등을

이용한 창상 치유용 친수성 연질 폴리우레탄 폼 등이 연구되었다.[4, 27]

폴리우레탄을 조직 공학 분야에서 응용하려는 시도는 2000년대에 들어서 활

발해졌다. 특히 3차원의 지지체를 만드는데 있어 폴리우레탄 폼이 많이 활용되었

다. 주요 사례로는 아스코르브산(ascorbic acid)과 LDI를 사용하여 osteoblastic

precursor cell(OPCs)를 증식시킨 연구[28], 폴리에테르계 폴리올과 4,4-

diphenylmethane diisocyanate (MDI)를 사용하여 human bone marrow-

derived(HBM) stromal cell을 증식시킨 연구[29] 및 mesenchymal stem cell을

osteoblast로 분화시킨 연구[30], 폴리카프로락톤-폴리글리콜산 공중합체 폴리올과

LDI를 사용하여 MG-63 human osteosarcoma cell을 증식시킨 연구[31] 등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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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Various isocyanates used to synthesize biodegradable polyurethane

biomaterials.[18]

Chemical Name Structure

1,6-Hexamethylene

diisocyanate

(HDI)

1,4-Diisocyanatobutane

(BDI)

Isophorone diisocyanate

(IPDI)

Dicyclohexylmethane

diisocyanate

(H12MDI)

Lysine methyl ester

diisocyanate

(LDI)

4,40-Diphenylmethane

diisocyanate

(M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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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Various polyols used to synthesize biodegradable polyurethane

biomaterials.[18]

Chemical Name Structure

Poly(ethylene oxide)

Poly(ethylene glycol)

(PEO, PEG)

Poly(propylene oxide)

(PPO)

Poly(e-caprolactone)

(PCL)

Poly(D,L-lactide)

(PLA)

Poly(glycolide)

(P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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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폴리올을 다양하게 교체하여 폴리우레탄 폼 자체의 특성이나 물성을

변화시키는 것을 넘어서 탄소나노튜브(CNT)를 폼에 코팅하여 calcium phosphate

의 형성을 확인한 연구[32], 콜라겐 겔에 성장 인자를 탑재하고 이것을 폼과 복합

화한 소재를 사용하여 hepatocytes를 증식한 연구[33] 등 다방면으로 폴리우레탄

폼 지지체를 사용하려는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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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폴리락트산 기반 폴리우레탄

폴리락트산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폴리

우레탄과 관련된 연구의 시작은 chain coupling agent로 이소시아네이트를 사용하

여 폴리락트산의 분자량을 늘리는 것이었다.[8] 근래에도 폴리락트산/폴리에틸렌글

리콜 블렌딩 필름의 기계적 물성과 계면 결합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소시아네이트

를 첨가하여 우레탄 결합을 간접적으로 이용한 시도가 있었다.[34]

폴리락트산을 폴리우레탄의 폴리올로 적극 활용한 연구는 폴리락트산의 강한

물성과 생분해성에 주목하면서 시작되었다. 물성을 활용한 예로는 폴리락타이드

단독일 때보다 HDI와 반응하여 폴리에스터계 우레탄을 만들었을 때 인장 강도 및

변형률이 20% 정도 강화된 사례가 있다.[35] 생분해성 소재에서는 폴리락트산과

분자량 1000 미만의 폴리에틸렌글리콜을 공중합체로 만든 후 MDI를 반응시켜 80

일 동안 원래 무게의 60% 정도로 생분해를 일으킨 사례가 있다.[36]

2000년대에 들어서는 단순히 재료를 만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폴리락트

산 폴리올을 이용한 우레탄 제조에 대하여 이소시아네이트의 종류(MDI, TDI), 반

응 온도 및 시간, 촉매를 변화시키면서 반응 기작을 규명하고 생성물의 수율이 높

은 우레탄을 얻고자 하였다.[37] 이렇게 제조와 관련한 프로토콜이 확립되면서 본

격적으로 소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먼저, 이소시아네이트의 종류에 따라 폴리우레탄의 Tg를 변화시킨 후, rod 형태

로 가공하여 형상 기억 고분자를 제조한 사례가 있다.[38,39] 생체재료로서는

curcumin을 탑재한 폴리우레탄 막을 제조하여 피부를 통한 약물 전달의 가능성을

연구한 사례가 있으며[40], 폴리에틸렌글리콜과 함께 폴리우레탄 마이셀을 제조하

여 약물 전달 담체를 제조한 사례도 있다.[41] 최근에는 chain extender를 통해 우

레탄 결합 주사슬에 수산기를 protection시킨 후, deprotection agent를 처리하여

단백질을 고정시킨 연구[42] 등 기존의 나노단위 고분자 생체재료에서 성과를 거

둔 연구들을 폴리우레탄에 적극 도입하려는 시도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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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재료 및 방법

3.1. 재료 및 시약

폴리우레탄 폼의 주요 폴리올로 폴리락트산, 폴리에틸렌글리콜, 글리세롤

(glycerol)을 사용하였다. 폴리락트산은 Junsei Chemical 社에서 구입한 락트산 모

노머를 탈수 축중합을 하여 얻었다. 폴리에틸렌글리콜은 Samchun Pure Chemical

社에서 Mw 2000으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가교제인 글리세롤은 Junsei Chemical

社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이소시아네이트는 Wako Pure Chemical 社의

1,6-hexamethylene diisocyanate(HDI)를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발포제는 증류수를

이용했으며, 촉매는 Sigma Aldrich 社의 dibutylic dilaurate(DBTDL)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3.2. 실험방법

3.2.1. 시료의 제조

3.2.1.1. 락트산의 중합

락트산 모노머는 촉매 없이 탈수 축중합 공정으로 중합하였다. 액상의 락트산

1000 ml를 three-necked 플라스크에 넣고 각각의 neck에 four-winged 철 교반기,

냉각 콘덴서, 질소 주입을 위한 모세 관을 끼웠다.[43] 최초 120 °C의 온도로 5시

간 동안 가열하여 일부의 물을 플라스크로부터 제거하였으며 이후 5시간 동안 점

차적으로 온도를 180 °C까지 올렸다. 이 때, 흡입기를 이용하여 물이 빠져 나오는

속도를 더욱 가속하였다. 10시간의 탈수 축중합 공정이 끝나면 모노머와 비교하여

점도가 큰 폴리락트산의 형성을 관찰하였다. 최종적으로 진공오븐에서 5시간 동안

건조하여 잔여 수분을 제거한 후, 폴리우레탄 폼의 폴리올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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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2. 폴리우레탄 폼의 제조

폴리올로 사용되는 폴리락트산, 폴리에틸렌글리콜, 글리세롤의 비율을 다르게

하여 폴리우레탄 폼을 제조하였다. 먼저, 1000 ml 용량의 테플론 비커에 각각의

함량에 맞추어 폴리올을 넣고, 100 °C에서 40분간 four-winged 철 교반기를 이용

하여 균일하게 섞었다. 그리고 폴리올 혼합액을 20분간 70 °C로 냉각시킨 후, 증

류수와 DBTDL을 넣고 1분간 더 교반하였다. 이후 HDI를 넣고 발포 반응이 일어

날 때까지 매우 격렬하게 교반하였다. 반응이 모두 끝나면 점도가 큰 폴리우레탄

폼을 얻게 되며, 이것을 최종적으로 90 °C에서 경화시켜 시료를 얻었다.

3.2.2. 시료의 분석

3.2.2.1. 젤 투과 크로마토그래피 분석 (GPC)

제조된 폴리락트산의 분자량 및 분자량 분포를 파악하기 위하여 젤 투과 크로

마토그래피 분석(VE 2001 GPC solvent/sample module and TDA 302 triple

detector array, Viscotek, USA)을 실시하였다. 폴리락트산 시료의 용리제(eluent)

로는 tetrahydrofuran(THF)을 사용하였으며, 농도는 1 mg/ml였다. 컬럼(column)

은 Polymer Laboratories社의 PLgel 5 µm Guard column이며, 폴리스티렌

(polystyrene) 충진 C type column, D type column 2개를 병렬 연결로 장착했다.

유속은 1.0 ml/min이며 컬럼 온도는 40°C였다.

3.2.2.2. 전계 방출 주사 전자 현미경 분석 (FE-SEM)

폴리우레탄 폼의 셀(cell) 구조를 관찰하기 위하여 전계 방출 주사 전자 현미경

(SUPRA 55VP, Carl Zeiss, Germany)을 이용하였다. 분석 전에 24시간 동안 자동

건조기(Auto-desiccator, SANPLA DRY KEEPER, SANPLATEC Corp., Japan)에

서 시료를 건조시켰으며, 백금막 코팅을 하였다. 시료는 70배의 배율로 관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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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3. 적외선 분광 분석 (FT-IR)

각각의 폴리우레탄 폼에서 혼합 폴리올과 HDI가 반응하여 우레탄 결합을 형성

하였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적외선 분광 분석(Nicolet 6700 series, Thermo

Scientific, USA)을 실시하였다. 분석 전에 24시간 동안 자동건조기

(Auto-desiccator, SANPLA DRY KEEPER, SANPLATEC Corp., Japan)에서 시

료를 건조시킨 후 ATR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resolution 4 cm-1, 32 scans,

400-4000 cm-1에서 측정되었다.

3.2.2.4. 흡수도 측정

제조된 폴리우레탄 폼은 ASTM F726을 따라 24시간 동안 증류수에 완전히 침

지 시킨 후 다음의 공식에 의해 흡수도를 계산하였다.

Absorbency = (Sst–So) / So

Sst는 24시간이 지난 습윤 상태의 폴리우레탄 폼 무게이며, So는 초기 건조

상태의 폴리우레탄 폼 무게이다.

3.2.2.5. 기계적 물성

폴리우레탄 폼의 기계적 물성은 만능재료시험기(LRX plus, Lloyd Instruments,

Ltd., UK)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건조 및 습윤 조건에서의 인장 및 압축 시험을

각각 실시하였다. 인장 시험은 시료를 55 mm(길이) × 13 mm(너비) × 10 mm

(두께)의 크기로 잘랐으며, 압축 시험은 시료를 25 mm(길이) × 25 mm(너비) ×

15 mm(두께)의 크기로 잘랐다. 건조 조건에서는 모든 시료를 20 ± 2°C의 온도와

50 ± 5%의 상대습도에서 전처리를 하였으며, 습윤 조건에서는 모든 시료를 24시

간 동안 증류수에 완전히 침지시켰다. 인장 시험의 경우 KS M ISO 1798을 따랐

으며, 표점 거리(gauge length)는 20 mm, 인장 속도는 20 mm/min으로 설정하였

다. 압축 시험의 경우 ASTM D1621을 따랐으며, 압축 속도는 20 mm/min으로 설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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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6. 세포독성 평가

제조된 폴리우레탄 폼의 세포독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세포주는 NIH3T3를 선

택하였으며, 실험방법은 한국 식품의약청안전청 고시 #2000-13 ‘의료용구의 생물

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안’에 제시된 방법 중 용출법을 이용하였다. 세포

배양액은 Dulbecco's Modified Eagle Medium (DMEM), penicillin& streptomycin

(stock conc. 100 IU/ml), glutamine (2mM final conc.), HEPES (stock conc. 1M,

15 mM final conc.), and serum FBS (10% final conc.)을 혼합하여 사용했다. 세

포 생존율(cell viability)은 MTT(3-[4,5-dimethylthiazol-2-yl]

-2.5-diphenyltetrazolium bromide, Sigma Aldrich) assay를 통해 확인하였다.

먼저, 세포 현탁액(cell suspension)을 제조하여 24 well plate에 각 1 ml씩 접종

을 하였고, 배양기에서 5% CO2, 37.5 °C의 조건으로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이

와 동시에 다른 well plate에는 무게 0.1 g의 폴리우레탄 폼 시료를 1 ml 배양액

에 침지시켜서 24시간 동안 배양기에 보관하였다. 24시간이 지나면, 원래 사용했

던 세포 현탁액 대신 폴리우레탄 폼을 침지시킨 배양액으로 교체하여 24시간 동

안 더 배양하였다. 배양이 끝나면, well plate의 배양액을 500 μl MTT 용액으로

교체하여 배양기에서 5% CO2, 37.5 °C의 조건으로 4시간 동안 보관하였다. 최종

적으로 MTT 용액을 제거하고 DMSO 용액으로 처리를 하여 흡광도를 측정하였

다. 흡광도는 UV/VIS 분광광도계(Synergy H1 Hybrid Reader, BioTek, USA)에

서 540 nm 파장의 빛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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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과 및 고찰

4.1. 폴리락트산의 젤 투과 크로마토그래피 분석

락트산을 중합하는 방법은 크게 탈수 축중합 중합과 개환 중합으로 나뉜다. 본

실험에서는 탈수 축중합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제조된 폴리락트산의 평균 Mw는

약 1000으로 측정되었다.(그림 4) 폴리락트산의 GPC 곡선을 자세히 살펴보면 곡

선의 기울기가 부드럽지 않고 들쑥날쑥한 모양이 나타났다. 이는 중합에 있어 저

분자량의 올리고락트산이 형성되었음을 보여준다.

락트산의 탈수 축중합과 관련한 기존 연구 결과에 따르면[43], 촉매 없이 180

°C 온도에서 약 10시간 동안 중합을 한 경우에 약 1600의 Mw를 얻었고, 200 °C

온도에서 약 33시간 동안 중합을 한 경우에 Mw 약 16000의 고분자 형성 및 올리

고락트산의 감소를 밝히고 있다. 이것은 온도가 높고 시간이 길어질수록 중합의

효율이 좋아짐을 의미한다.

본 실험은 수만 단위나 수십만 단위의 폴리락트산을 얻어 기존의 플라스틱이나

합성 고분자를 대체하는 목적이 아니라 생체재료에 적합한 폴리우레탄 폼을 만드

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즉, 폴리올로 사용할 저분자량 폴리락트산이 필요했기

때문에 개환 중합이나 촉매 추가 없이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락트산을 중합하였

다. 따라서 올리고락트산의 형성으로 polydispersity가 큰 결과를 얻었음에도 10시

간의 탈수 축중합 공정을 통한 폴리락트산의 제조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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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The GPC curves for lactic acid polycondens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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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폴리우레탄 폼의 제조와 모폴로지 분석

제조된 폴리우레탄 폼의 조성은 표 4에 나타내었다. 주요 폴리올인 폴리락트산

과 폴리에틸렌글리콜은 각각 함량을 다르게 하였으며, NCO/OH index는 폴리락트

산의 Mw를 1000, 폴리에틸렌글리콜의 Mw를 2000으로 놓고 계산하였다. 또한 일

부 저분자량의 올리고락트산을 고려하여 NCO/OH index를 1.1로 놓았다. 이것은

과량의 HDI 첨가를 통해 우레탄 결합 형성시의 미반응물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이

었다.

우레탄 제조에 이용되는 폴리올은 반응기가 수산기인 폴리에테르계와 카르복실

기인 폴리에스터계로 나뉘는데, 이소시아네이트의 반응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

다.(도식 2)

polyether :  ′   ′′
→  ′′ ′

polyester :  ′ ′′
→  ′′ ′
→  ′′ ′

Scheme 2. Reaction of isocyanate groups with hydroxyl groups and carboxyl

groups.

폴리에테르계 폴리올은 일반적인 부가중합에 의한 우레탄 결합이 형성되는 반

면에, 폴리에스터계 폴리올은 이소시아네이트와의 반응시 불안정한 intermediate가

형성되므로, 그것으로부터 이산화탄소가 빠져 나오고 아마이드(amide) 결합이 형

성이 된다.[44] 즉, 폴리올의 폴리락트산 함량이 증가할수록 발포체인 물의 반응과

더불어 더 많은 이산화탄소가 형성된다.

이산화탄소 형성에 따른 발포의 차이는 전계 방출 주사 전자 현미경 분석을 통

한 폴리우레탄 폼의 셀 구조 관찰에서 파악할 수 있다. 그림 5와 그림 6에서 보이

는 바와 같이 70배의 동일한 배율로 관찰하였을 때, 폴리올의 폴리락트산 함량이

증가할수록 조금씩 셀의 크기가 커지며, 특히 PLA 70 시료를 기점으로 셀의 크기

가 급격히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셀 크기의 증가는 폼의 공극률이 커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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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며, 이와 반비례하여 밀도는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공극률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서 폼 각각의 밀도를 측정

하였으며, 측정 기준은 ASTM D1895를 따랐다. 그림 7에 보이는 바와 같이 제조

된 폼은 0.5g의 무게와 1cm의 높이를 갖는 육면체 모양으로 잘랐다. 이는 밑면적

의 변화에 따라 부피와 밀도를 쉽게 계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8은 밀도를

계산한 결과이며 PLA 0 시료가 최대 0.1462g/cm
3
를, PLA 100 시료가 최소

0.0597g/cm3를 보였다. 즉, 폴리올의 폴리락트산 함량이 증가할수록 밀도는 대체적

으로 감소했다. 이러한 차이는 폴리올의 조성과 더불어 폼의 여러 가지 물성을 결

정하는데 주요 인자로서 작용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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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ingredient compositions for preparation of the PUF.

Sample

code

Polyols
Blowing

agent NCO/OH

index

Isocyanate

Main polyols Crosslinker

PLA (g) PEG (g) Glycerin (g) Water (g) HDI (g)

PLA0 0 72 8 0.8 1.1 38.98

PLA25 17.25 51.75 8 0.8 1.1 40.65

PLA50 34.5 34.5 8 0.8 1.1 42.31

PLA60 43.2 28.8 8 0.8 1.1 42.98

PLA70 50.4 21.6 8 0.8 1.1 43.64

PLA80 57.6 14.4 8 0.8 1.1 44.31

PLA90 64.8 7.2 8 0.8 1.1 44.98

PLA100 72 0 8 0.8 1.1 4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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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 0

PLA 25

PLA 50

PLA 60

Figure 5. The FE-SEM image of the PUF at various PLA/PEG mixing ratio.

(PLA 0∼PLA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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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 70

PLA 80

PLA 90

PLA 100

Figure 6. The FE-SEM image of the PUF at various PLA/PEG mixing ratio.

(PLA 70∼PLA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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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The arranged polyurethane foam in order of PLA polyol content; (a) PLA 0, and (b) PLA 100.

(a) (b)



- 26 -

Figure 8. The density of the PUF at various PLA/PEG mixing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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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폴리우레탄 폼의 구조 분석

각 시료에서 폴리락트산/폴리에틸렌글리콜 혼합 폴리올과 HDI가 우레탄 결합을

형성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적외선 분광 분석을 시행하였다.(도식 3)

Scheme 3. Synthesis of polyurethane using PLA/PEG as polyols.

그림 9와 그림 10은 400-4000 cm-1에서 폴리우레탄 폼의 적외선 분광 분석 결

과이다. 공통적으로 우레탄 결합(-NH-CO-O-)과 관련된 peak들이 1740∼1750

cm-1 부근과 1520∼1540 cm-1 부근에서 관찰되었다. 이것은 각각 우레탄 결합에

있어 C=O 결합의 stretching, N-H 결합의 bending을 나타낸다. 그리고 HDI의 –

NCO기가 폴리올과 반응하는 동시에 발포제인 물과 반응하여 이산화탄소를 발생

시키기 때문에 우레탄 결합 뿐만 아니라 우레아 결합(-NH-CO-NH-)을 형성한다.

따라서 3330∼3400 cm-1 부근에서 N-H peak가 관찰되었다.[45] 또한 HDI의 경우

2250 cm-1 부근에서 –NCO peak가 관찰되는데 폴리올과 반응하고 난 후에 peak

가 사라진 것으로 보아 미반응 -NCO기 없이 우레탄 결합이 잘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9와 그림 10을 비교하면 우레탄 결합과 관련된 공통의 peak와는 다르게,

폴리올의 폴리락트산 함량이 증가하면서 부분적인 peak의 차이가 나타났다. 1710

∼1720 cm-1 부근에서는 폴리락트산의 카르복실기와 HDI의 –NCO기가 반응하면

서 아마이드 결합(-NH-CO-)이 형성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1740∼1750 cm-1 부

근의 우레탄 결합 peak와 더불어 두 개의 peak가 붙어 있는 모양이 나타났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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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2860∼2940 cm-1 부근에서도 peak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것은 -CH

vibration에 의한 결과이다. 폴리에틸렌글리콜은 선형의 –CH2 결합을 갖고, 폴리

락트산은 분자 구조에서 –CH3 곁사슬을 갖기 때문에 폴리올의 폴리락트산 함량

이 증가함에 따라 peak 모양에 있어서 하나의 round peak이 아닌 여러 개의 갈라

진 peak로 그 차이가 나타났다.[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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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The FT-IR spectra of the PUF at various PLA/PEG mixing ratio.

(PLA 0∼PLA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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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The FT-IR spectra of the PUF at various PLA/PEG mixing ratio.

(PLA 70∼PLA 100)



- 31 -

4.4. 흡수도

폴리우레탄 폼의 흡수도는 증류수에 시료를 24시간 동안 완전히 침지한 후 계

산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11에서 나타내었다. 전반적으로 폴리올의 폴리락트산

함량이 높을수록 흡수도는 감소하였고 폴리에틸렌글리콜만 폴리올로 사용했을 경

우 최대 15.33배, 폴리락트산만 폴리올로 사용했을 경우 최소 3.42배의 물이 흡수

됨을 관찰하였다.

폴리우레탄의 흡수도를 결정하는데 있어 주요 인자는 HDI와 물의 반응을 통해

발포기체인 이산화탄소의 생성이며, 이것이 폼 내부의 공극 크기와 수를 좌우한

다. 앞서 밀도 분석에서 밝힌 바와 같이 폴리락트산의 카르복실기는 HDI의 –

NCO기와 반응하여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므로, 발포성이 커짐에 따라 물이 폼

내부로 잘 들어가 흡수도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실제 흡수도 결과는 예측과 반대로 나타났다. 발포의 증가라는 인자보

다 폴리락트산의 특징적 구조인 –CH3 곁사슬이 더 큰 인자로 작용하여 폴리락트

산에 소수성을 부여하기 때문이다.[7] 즉, 폴리에틸렌글리콜을 단독 폴리올로 사용

한 친수성 폴리우레탄 폼과 달리, 폴리락트산을 폴리올로 도입하게 되면 큰 공극

이 다량 형성되었음에도 일부의 물만 흡수되는 것이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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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The water absorbency of the PUF at various PLA/PEG mixing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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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기계적 물성

폴리락트산과 폴리에틸렌글리콜의 혼합 비율에 따른 폴리우레탄 폼의 기계적

물성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인장 시험과 압축 시험을 실시하였다. 특히 습윤 조

건에서도 적합한 물성을 갖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일반적인 건조 조건에서의 측정

과 더불어, 24시간 시료를 침지시킨 습윤 조건에서의 인장 강도와 압축 강도도 측

정하였다.

4.5.1. 인장 시험

그림 12는 건조 조건에서 인장 강도를 측정했을 때, 파괴 응력(breaking

stress), 파괴 변형률(breaking strain), 영 계수(Young’s modulus)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전반적으로 파괴 응력과 영 계수에 있어 폴리올의 폴리락트산 함량이 증

가할수록 그 값이 향상되었다.

파괴 변형률에서는 특이한 결과가 나타났다. PLA 0 시료에서의 파괴 변형률은

약 60%인데, PLA 60과 PLA 70 시료에서 약 130%로 대폭 증가하였고, 폴리올의

폴리락트산 함량이 80% 이상인 시료에서는 파괴 변형률이 약 40% 이하로 급격하

게 감소했다. 실험 전 파괴 변형률에 관한 예측은 폴리락트산과 폴리에틸렌글리콜

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폴리락트산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파괴 변형률이 감소할

것으로 보았다. 예측과 다른 결과를 얻은 이유는 폴리락트산이 증가할수록 폴리에

틸렌글리콜 기반 우레탄 폼의 약점인 파괴 응력과 영 계수를 보완해 주기 때문이

다. 추가적으로 aliphatic diisocyanate인 HDI와 글리세롤이 함께 가교제로 작용하

여 강도와 유연성(flexibility)을 뒷받침한다.

실제로 기존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서도 폴리에스터계 우레탄에 tetramer 단위

의 에틸렌글리콜을 도입하여 파괴 변형률을 증가시킨 예가 있으며[46], 폴리에틸

렌글리콜을 전체 무게 대비 30%만큼 도입하였을 때 폴리락트산만을 사용한 우레

탄보다 강도는 1/5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변형률은 160%로 향상된 결과가 있다

[34]. 특히 후자의 결과는 본 실험의 인장 시험 결과와 유사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결과들을 종합하면, 폴리올의 폴리락트산 함량이 50% 이하인 시료는 폴

리에틸렌글리콜의 낮은 강도 때문에 높은 파괴 변형률에 이르지 못하고 파괴가

발생했다. PLA 60과 PLA 70 시료는 폴리에틸렌글리콜의 장점인 높은 변형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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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으면서도, 약점이 될 수 있는 강도와 강성도를 폴리락트산이 도입된 우

레탄 결합으로 극복했다. 폴리올의 폴리락트산 함량이 80% 이상인 시료는 폴리락

트산 고유의 높은 강도와 취성(brittleness)이 더 우세하게 작용하여 파괴 변형률

이 낮았다.

그림 14는 습윤 조건의 폴리우레탄 폼이 건조 조건에 비해 강도와 영 계수가

급격히 떨어졌음을 보여준다. 주목할 점은 습윤 조건의 PLA 80, PLA 90, PLA

100 시료가 건조 조건의 PLA 60, PLA 70 시료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는 점이

다. 바꿔 말하자면, 습윤 조건에서 측정된 모든 값들이 인장 조건에 비해 크게 감

소하였지만, 예외적으로 폴리락트산 함량이 매우 높은 우레탄 폼에서 파괴 변형률

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것은 물이 폴리우레탄 폼에 침투할 때, 두 가지 요소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하나는 폴리에틸렌글리콜 사슬의 친수성이며, 다른 하나는 네트워크를 이루는 우

레탄 고분자 사슬 간의 거리이다. 폴리올의 폴리락트산 함량이 70% 이하인 시료

에서는 물이 폼 내부에 잘 흡수되어 폴리에틸렌글리콜 사슬의 유연성이 너무 크

게 증가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폼의 물성 자체가 급격히 감소한다. 폴리올의 폴리

락트산 함량이 80% 이상인 시료에서는 적은 함량의 폴리에틸렌글리콜이나 글리

세롤의 영향으로 일부의 물이 폼 내부로 유입되고, 고분자 네트워크 사슬 간의 거

리를 벌리게 된다. 이 때, 폴리락트산의 –CH3 곁사슬은 사슬간의 거리를 벌리는

데 추가적인 영향을 미친다.[47] 따라서 고분자 사슬은 건조 조건에 비해 더 유연

하지만 가교의 강도는 떨어진다. 결국 파괴 응력이 건조 조건보다 필연적으로 감

소하며, 파괴 응력의 한계 내에서 파괴 변형률이 크게 증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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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ure 12. The tensile properties of various PUF in dry condition; (a) breaking

stress, (b) breaking strain, and (c) Young’s modu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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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The tensile S-S curve of various PUF in dry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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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ure 14. The tensile properties of various PUF in wet condition; (a) breaking

stress, (b) breaking strain, and (c) Young’s modu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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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The tesnsile S-S curve of various PUF in wet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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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압축 시험

그림 16은 건조 조건에서 압축 강도를 측정했을 때, 10% 변형 지점에서 압축

응력(compressive stress)과 압축 계수(compressive modulus)를 나타낸 것이다.

전반적으로 폴리락트산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그 값이 커짐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17의 S-S curve는 제조된 폴리우레탄 폼의 성질이 경질에서 연질로 전환

되는 지점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폴리올의 폴리락트산 함량이 70% 이상인 폴리우

레탄 폼은 변형률이 10∼20%인 지점에서 yield point가 존재하며, 이후 변형률이

50∼60%인 지점까지 응력이 완만히 증가한다. 반대로 폴리락트산 함량이 60% 이

하일 때는 50∼70%의 변형률 까지는 응력의 증가 속도가 작지만, 이후 응력이 급

격히 상승한다. 즉, 경질 폴리우레탄 폼과 연질 폴리우레탄 폼을 대표하는 전형적

인 그래프 형태를 확인하였다.

그림 18과 그림 19는 습윤 조건에서 압축 시험의 결과와 S-S curve이다. 전반

적으로는 폴리락트산의 함량이 많을수록 압축 응력과 압축 계수가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하지만, PLA 0과 PLA 25 시료의 경우 습윤 조건에서 독특한 결과

를 보였다. PLA 0 시료는 변형률이 40%인 지점부터 응력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PLA 25 시료는 변형률이 10%인 초기 단계부터 그 물성이 PLA 90

시료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폼의 친수성과 구조에 기인하여 설명할 수 있다. PLA 0과 PLA

25 시료는 밀도가 크기 때문에 작은 공극이 치밀하게 들어서 있다. 여기에 다량의

물이 침투하면 폴리에틸렌글리콜과 폴리락트산 사이의 사슬 간격을 벌리게 되고

[47], 그 벌린 공간에 물이 치밀하게 붙잡힌다. 즉, 사슬-물-사슬로 구성되는 층

구조의 형성과 유사해 지는 것이다. 따라서 PLA 0과 PLA 25 시료는 습윤 조건

의 압축 시험에 한정했을 때, 물의 흡수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시료에 비해 물성의

보강 효과를 일으킨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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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16. The compressive properties of various PUF in dry condition;

(a) compressive stress at 10% deformation, (b) compressive modu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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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7. The compressive S-S curve of various PUF in dry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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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18. The compressive properties of various PUF in wet condition;

(a) compressive stress at 10% deformation, (b) compressive modu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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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9. The compressive S-S curve of various PUF in wet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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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세포독성 평가

제조된 폴리우레탄 폼을 생체재료로서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세포

독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폴리우레탄 폼을 생체 재료로 이용한 사례는 다수가 있

으며, 특히 창상치유제와 조직공학의 지지체로 많이 활용되었다. 우레탄 결합의

핵심 요소인 폴리올과 이소시아네이트는 분해가 일어날 경우 세포에 독성을 일으

킬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폴리락트산은 가수분해에 다소 약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분해 및 용출 산물에 대한 세포독성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세포독성 평가는 NIH3T3 세포주를 이용하였다. 세포독성 평가에 이용된 폴리

우레탄 폼은 기계적 물성이 우수하여 재료로서 활용 가능성이 높은 PLA 25,

PLA 70, PLA 80, PLA 90, PLA 100 시료였다. 세포독성 평가를 실시하기 전, 폴

리우레탄 폼은 48시간 동안 수세를 하여 폼 내부에 잔류할 수 있는 미량의 이소

시아네이트나 촉매를 깨끗이 제거하였다. 그림 20은 폴리우레탄 폼을 세포 배양액

에 침지시켜 팽윤 및 용출이 일어나도록 처리한 후, 세포들의 생존율이 얼마나 변

화되었는지 보여준다.

그림 20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PLA 90과 PLA 100 시료는 대조군 대비 세포

생존율이 60%∼80%를 보였지만, 나머지 시료의 경우 대조군 대비 세포 생존율이

10%∼15%로 급격히 저하되었다. 세포 생존율이 급격하게 저하된 이유는 폴리우

레탄 폼 내부에 침투된 배양액이 친수성 폴리에틸렌글리콜 사슬의 영향으로 폼

내부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것이 폴리락트산의 가수분해를 일으키게 되

고 올리고머 혹은 모노머 락트산이 분해 산물로 용출된다.[48] 용출된 락트산은

세포 내부와 라이소좀의 pH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세포에 독성을 일으키는 것으로

사료되며[49], 실제로 토끼의 간엽줄기세포(MSCs)를 배양하는데 있어 락트산을

첨가했을 경우 세포의 성장 및 증식을 강하게 억제하는 결과가 알려져 있다.[50]

본 세포독성 평가에서 사용한 DMEM 배양액은 세포 대사에 의해 pH가 낮아지

면 노랗게 변색이 일어난다. 그런데 폴리우레탄 폼 시료를 용출시켰을 때, 세포

생존율이 극히 낮았던 시료에서는 락트산이 용출되면서 pH에 따른 변색 속도가

매우 빨라지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와 반대로 PLA 90과 PLA 100 시료는 나머지

시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수성이며, 폼의 팽윤 또한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락

트산의 용출이 없었다. 이것은 배양액의 변색이 거의 없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며, 최종적으로 높은 세포 생존율을 보인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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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0. Cell viability of the PU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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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폴리락트산과 폴리에틸렌글리콜을 혼합 폴리올로 이용하여 폴리

우레탄 폼을 제조하였다. 폴리락트산 폴리올은 락트산의 탈수 축중합 공정으로 얻

었으며, 평균 Mw는 약 1000으로 측정되었다. 폴리락트산 폴리올은 이소시아네이

트와의 반응시 추가적인 이산화탄소가 발생함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현상은 발포

의 차이로 이어졌다. 따라서 폴리올의 폴리락트산 함량이 증가할수록 폼 내부의

셀 크기는 증가하고 밀도는 감소했다.

적외선 분광 분석 결과, 우레탄 결합 및 우레아 결합이 성공적으로 형성된 것

을 확인하였다. 또한 폴리락트산을 폴리올로 사용했을 때, 아마이드 결합이 형성

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폴리락트산이 폴리에틸렌글리콜보다 소수성의 고분자이

므로 폴리올의 폴리락트산 함량이 증가할수록 폼의 흡수도가 감소함을 확인하였

다.

기계적 물성은 건조 및 습윤 조건에서 인장 강도와 압축 강도를 측정하여 확인

하였다. 전반적으로는 폴리올의 폴리락트산 함량이 증가할수록 기계적 물성이 커

졌고, 습윤 조건에서의 물성은 건조 조건에서의 물성보다 크게 감소함을 확인하였

다.

예외적인 결과로는 건조 조건의 인장시험에서 PLA 60과 PLA 70 시료가 혼합

폴리올, 이소시아네이트, 가교제 간의 강한 결합으로 강도와 유연성이 상호 보강

됨에 따라 파괴 변형률이 매우 크게 증가하였고, 습윤 조건의 인장 시험에서 폴리

락트산 함량이 매우 높은 폼은 물 침투에 의한 고분자 사슬 간의 거리 증가로 인

해 파괴 응력 범위 내에서 파괴 변형률이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습윤 조건의 압

축 시험에서 PLA 0과 PLA 25 시료는 내부의 치밀한 공극들이 유입된 물을 강하

게 붙잡아 물성이 조금 향상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제조된 폴리우레탄 폼에 대하여 NIH3T3 세포를 이용한 세포독성 평가를 실시

하였으며, 그 결과 PLA 90과 PLA 100 시료의 경우 대조군 대비 세포 생존율이

60%∼80%를 보였지만, 나머지 시료의 경우 대조군 대비 세포 생존율이 10%∼

15%로 급격히 저하되었다. 세포 생존율이 급격하게 저하된 이유는 폴리우레탄 폼

내부에 침투된 배양액이 친수성 폴리에틸렌글리콜 사슬의 영향으로 폼 내부에 갇

혀, 폴리락트산의 가수분해 산물인 올리고머 혹은 모노머 락트산을 용출시켰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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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라고 사료된다. PLA 90과 PLA 100 시료는 상당히 소수성이고 폼의 팽윤 또

한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가수분해에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높은 세포 생존율

을 보였다.

위의 결과들을 종합하였을 때, 생체재료로서 활용가치가 높은 폴리우레탄 폼은

PLA 70, PLA 80으로 사료된다. 흡수도에 있어 폼 무게 대비 5∼7배의 물을 흡수

할 수 있다는 점은 습윤 환경이 필요한 창상 드레싱재에 있어 장점이 될 수 있다.

기계적 물성에 있어서도 건조 및 습윤 조건에서 강도와 신도가 균형을 이루고 있

기 때문에 조직 공학용 지지체 등 활용할 여지가 많다. 그러나 세포독성 평가에서

볼 수 있듯이 PLA 90, PLA 100 시료에 비해 생체적합성이 다소 떨어지는 점은

보완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폴리락트산의 가수분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료 제

조에 있어 추가적인 공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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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par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Polyurethane Foam Using Polylactic

acid/Polyethylene glycol as Poly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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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urethanes are polymers with urethane linkages within the backbone and

are prepared through the polyaddition polymerization between isocyanates and

polyols which would change chemical, physical and mechanical properties

depending on their type and characteristics. Previous reports of polyurethane

foams prepared by introducing PEG polyol had a prominent feature in the

elasticity and recovery. On the other hand, it is necessary to improve

mechanical strength.

In this study, polyurethane foams were prepared using PLA/PEG polyol

mixture and 1,6-hexamethylene diisocyanate. PLA polyol was synthesized by

direct condensation polymerization of lactic acid. Polyurethane foams were

characterized by FT-IR spectroscopy, water absorbency, mechanical properties

and cytotoxicity test.

FT-IR confirmed that the urethane linkages were formed between PLA/PEG

polyol mixture and the isocyanate. The water absorbency was decreased by

hydrophobicity of the PLA. In mechanical properties, the breaking stres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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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s modulus increased with PLA content. When the PLA content of

polyols was 60 and 70 percent, the breaking strain was particularly higher

than those of other polyurethane foams. Cytotoxicity test was performed to

evaluate the suitability as a biomaterials.

Keywords : Polylactic acid, Polyethylene glycol, Polyurethane foam, Swelling

properties, Mechanical properties, Biocompat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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