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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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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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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are soluble in benzene, chloroform, acetonitrile,
Solu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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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diphenylmethane diisocyanate (MDI)를 사용하여 human bone marrowderived(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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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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3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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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yols
Sample
Main polyols
Crosslinker
code
PLA (g)
PEG (g)
Glycerin (g)
PLA0
0
72
8
PLA25
17.25
51.75
8
PLA50
34.5
34.5
8
PLA60
43.2
28.8
8
PLA70
50.4
21.6
8
PLA80
57.6
14.4
8
PLA90
64.8
7.2
8
PLA100
72
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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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wing
agent
Water (g)
0.8
0.8
0.8
0.8
0.8
0.8
0.8
0.8

NCO/OH
index
1.1
1.1
1.1
1.1
1.1
1.1
1.1
1.1

Isocyanate
HDI (g)
38.98
40.65
42.31
42.98
43.64
44.31
44.98
4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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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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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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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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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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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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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7 -

참고문헌
[1] L.-T. Lim, R. Auras and M. Rubino, Processing technologies for poly(lactic
acid), Progress in Polymer Science, 33, 820-852 (2008).
[2] Francesco M. Veronese and Gianfranco Pasut, PEGylation, successful
approach to drug delivery, Drug Discovery Today, 10, 1451-1458 (2005).
[3] J.Y. Kwon and H.D. Kim, Preparation and application of polyurethane-urea
microcapsules containing phase change materials, Fibers and Polymers, 7,
12-19 (2006).
[4] Seung-Taek Oh, Woo-Ram Kim, Sung-Hoon Kim, Yong-Chan Chung and
Jong-Shin Park, The Preparation of Polyurethane Foam Combined with
pH-sensitive Alginate/Bentonite Hydrogel for Wound Dressings, Fibers and
Polymers, 12, 159-165 (2011).
[5] Lin Xiao, Bo Wang, Guang Yang and Mario Gauthier, “Poly(Lactic
Acid)-Based Biomaterials: Synthesis, Modification and Applications”, in:
Biomedical Science, Engineering and Technology, Dhanjoo N. Ghista, Ed.,
InTech (2011).
[6] Rafael Auras, Bruce Harte and Susan Selke, An Overview of Polylactides
as Packaging Materials, Macromolecular Bioscience, 4, 835-864 (2004).
[7] Isabelle Vroman and Lan Tighzert, Biodegradable Polymers, Materials, 2,
307-344 (2009).
[8] Bhuvanesh Gupta, Nilesh Revagade and Jöns Hilborn, Poly(lactic acid)
fiber: An overview, Progress in Polymer Science, 32, 455-482 (2007).
[9] Masanobu Ajioka, Katashi Enomoto, Kazuhiko Suzuki and Akihiro
Yamaguchi, Basic Properties of Polylactic Acid Produced by the Direct
Condensation Polymerization of Lactic Acid, Bulletin of the Chemical Society of
Japan, 68, 2125-2131 (1995).
[10] David Plackett, Tom Løgstrup Andersen, Walther Batsberg Pedersen and
Lotte Nielsen, Biodegradable composites based on L-polylactide and jute fibres,
Composites Science and Technology, 63, 1287-1296 (2003).
[11] Suprakas Sinha Ray and Masami Okamoto, Biodegradable Polylactide and
- 48 -

Its Nanocomposites: Opening a New Dimension for Plastics and Composites,
Macromolecular Rapid Communications, 24, 815-840 (2003).
[12] K. Oksman, A.P. Mathew, D. Bondeson and I. Kvien, Manufacturing
process of cellulose whiskers/polylactic acid nanocomposites, Composites
Science and Technology, 66, 2766-2784 (2006).
[13] Avnesh Kumari, Sudesh Kumar Yadav and Subhash C. Yadav,
Biodegradable polymeric nanoparticles based drug delivery systems, Colloids
and Surfaces B: Biointerfaces, 75, 1-18 (2010).
[14] S. A. Hagan, A. G. A. Coombes, M. C. Garnett, S. E. Dunn, M. C.
Davies, L. Illum and S. S. Davis, Polylactide-Poly(ethylene glycol) Copolymers
as Drug Delivery Systems. 1. Characterization of Water Dispersible
Micelle-Forming Systems, Langmuir, 12, 2153-2161 (1996).
[15] Yong Hu, Xiqun Jiang, Yin Ding, Leyang Zhang, Changzheng Yang,
Junfeng Zhang, Jiangning Chen and Yonghua Yang, Preparation and drug
release behaviors of nimodipine- loaded poly(caprolactone)–poly(ethylene oxide)–
polylactide amphiphilic copolymer nanoparticles, Biomaterials, 24, 2395-2404
(2003).
[16] Anand S. Badami, Michelle R. Kreke, M. Shane Thompson, Judy S. Riffle
and Aaron S. Goldstein, Effect of fiber diameter on spreading, proliferation, and
differentiation of osteoblastic cells on electrospun poly(lactic acid) substrates,
Biomaterials, 27, 596-606 (2006).
[17] Zoran S. Petrović and James Ferguson, Polyurethane Elastomers,
Progress in Polymer Science, 16, 695-836 (1991).
[18] Scott A. Guelcher, Biodegradable Polyurethanes: Synthesis and
Applications in Regenerative Medicine, Tissue Engineering: Part B, 14, 3-17
(2008).
[19] Hans J. Griesser, Degradation of Polyurethanes in Biomedical
Applications-A Review, Polymer Degradation and Stability, 33, 329-354 (1991).
[20] Kaneyoshi Ashida, Polyurethane and Related Foams : chemistry and
technology, Taylor & Francis Group (2007).
[21] Gerhard Wegener, Matthias Brandt, Lothar Duda, Jörg Hofmann, Bert
- 49 -

Klesczewski, Daniel Koch, Robert-Joseph Kumpf, Holger Orzesek, Hans-Georg
Pirkl, Christian Six, Christian Steinlein and Markus Weisbeck, Trends in
industrial catalysts in the polyurethane industry, Applied Catalysts A: General,
221, 303-335 (2001).
[22] T. Thomson, Design and Applications of Hydrophilic Polyurethanes,
Technomic Publishing (2000).
[23] Joana S. Amaral, M. Sepúveda, Carolina A. Cateto, Isabel P. Fernandes,
Alírio E. Rodrigues, M. Naceur Belgacem and M. Filomena Barreiro, Fungal
degradation of lignin-based rigid polyurethane foams, Polymer Degradation
and Stability, 97, 2069-2076 (2012).
[24] J.P. Santerre, K. Woodhouse, G. Laroche and R.S. Labow,, Understanding
the biodegradation of polyurethanes: From classical
implants to tissue engineering materials, Biomaterials, 26, 7457-7470 (2005).
[25] Seung-Kyu Han and Hee-Jin You, Wound coverage using advanced
technology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54, 594-603
(2011).
[26] Tien-Hsiang Wang, Hsu Ma, Fa-Lai Yeh, Jin-Teh Lin and Bing-Hwei
Shen, The use of ‘‘composite dressing’’ for covering split-thickness skin graft
donor sites, Burns, 36, 252-255 (2010).
[27] Won Il Kim, Cheol Joo Kim, Dae Yeon Kim, Oh Kyoung Kwon and Oh
Hyeong Kwon, 창상치료용 폴리우레탄 폼의 제조 및 특성연구, Polymer(Korea),
34, 442-449 (2010).
[28] Jianying Zhang, Bruce A. Doll, Eric J. Beckman and Jeffrey O. Hollinger,
A biodegradable polyurethane-ascorbic acid scaffold for bone tissue
engineering, Journal of Biomedical Materials Research Part A, 67A, 389-400
(2003).
[29] M. C. Tanzi, S. Farè, P. Petrini, A. Tanini, E. Piscitelli, S.
Zecchi-orlandini and M. L. Brandi, A Cytocompatibility of polyurethane foams
as biointegrable matrices for the preparation of scaffolds for bone
reconstruction, Journal of Applied Biomaterials & Biomechanics, 1, 58-66
(2003).
- 50 -

[30] M. Zanetta, N. Quirici, F. Demarosi, M. C. Tanzi, L. Rimondini and S.
Farè, Ability of polyurethane foams to support cell proliferation, Acta
Biomaterialia, 5, 1126-1136 (2009).
[31] Scott A. Guelcher, Vishal Patel, Katie M. Gallagher, Susan Connolly,
Jonathan E. Didier, John S. Doctor, and Jeffrey O. Hollinger, Synthesis and In
Vitro Biocompatibility of Injectable Polyurethane Foam Scaffolds, Tissue
Engineering, 12, 1247-1259 (2006).
[32] Ewelina Zawadzak, Monika Bil, Joanna Ryszkowska, Showan N Nazhat,
Johann Cho, Oana Bretcanu, Judith A Roether and Aldo R Boccaccini,
Polyurethane foams electrophoretically coated with carbon nanotubes for tissue
engineering scaffolds, Biomedical Materials, 4, 1-9 (2009).
[33] Yung-Te Hou, Hiroyuki Ijima, Takayuki Takei and Koei Kawakami,
Growth factor/heparin-immobilized collagen gel system enhances viability of
transplanted hepatocytes and induces angiogenesis, Journal of Bioscience and
Bioengineering, 112, 256-272 (2011).
[34] Tengfei Shen, Mangeng Lu, Dewen Zhou and Liyan Liang, Effect of
Reactive Blocked Polyisocyanate on the Properties of Solvent Cast Blends from
Poly(lactic acid) and Poly(ethylene glycol), Journal of Applied Polymer
Science, 125, 2071-2077 (2012).
[35] Mika Härkönen, Kari Hiltunen, Minna Malin and Jukka V. Seppälä,
Properties and Polymerization of Biodegradable Thermoplastic
Poly(ester-urethane), Journal of Macromolecular Science, Part A: Pure and
Applied Chemistry, A32, 857-862 (1995).
[36] S. Owen, M. Masaoka, R. Kawamura and N. Sakota, Biodegradation of
Poly-D,L-lactic Acid Polyurethanes, Journal of Macromolecular Science, Part
A: Pure and Applied Chemistry, A32, 843-850 (1995).
[37] Jenő Borda, Ildikó. Bodnár, Sándor Kéki, László Sipos and Miklós Zsuga,
Optimum Conditions for the Synthesis of Linear Polylactic Acid-Based
Urethanes, Journal of Polymer Science: Part A: Polymer Chemistry, 38,
2925-2933 (2000).
[38] Wenshou Wang, Peng Ping, Xuesi Chen and Xiabin Jing,
- 51 -

Polylactide-based polyurethane and its shape-memory behavior, European
Polymer Journal, 42, 1240-1249 (2006).
[39] Wenshou Wang, Peng Ping, Xuesi Chen and Xiabin Jing, Shape memory
effect of poly(L-lactide)-based polyurethanes with different hard segments,
Polymer International, 56, 840-846 (2007).
[40] Selvaraj Nagarajan, Bo Siva Rami Reddy and Jhon Tsibouklis, In vitro
effect on cancer cells: Synthesis and preparation of polyurethane membranes
for controlled delivery of curcumin, Journal of Biomedical Materials Research
Part A, 99A, 410-417 (2011).
[41] Jianan Zhang, Mingyuan Wu, Jianjun Yang, Qingyun Wu and Zhilai Jin,
Anionic poly (lactic acid)-polyurethane micelles as potential biodegradable drug
delivery carriers, Colloids and Surfaces A: Physicochemical and Engineering
Aspects, 337, 200-204 (2009).
[42] Lixin Yang, Jizheng Wei, Lesan Yan, Yubin Huang and Xiabin Jing,
Synthesis of OH-Group-Containing, Biodegradable Polyurethane and Protein
Fixation on Its Surface, Biomacromolecules, 12, 2032-2038 (2011).
[43] Suong-Hyu Hyon, Khosrow Jamshidi and Yoshito Ikada, Synthesis of
polylactides with different molecular weights, Biomaterials, 18, 1503-1508
(1997).
[44] Zoran S. Petrović, “Polyurethanes”, in: Handbook of Polymer Synthesis,
Hans R. Kricheldort, Ed., CRC Press (2004).
[45] Oh-Jin Kwon, Seong-Ryul Yang, Dae-Hyun Kim and Jong-Shin Park,
Characterization of Polyurethane Foam Prepared
by Using Starch as Polyol, Journal of Applied Polymer Science, 103,
1544-1553 (2007).
[46] Yuushou Nakayama, Ryo Yamaguchi, Chikara Tsutsumi and Takeshi
Shiono, Synthesis of poly(ester-urethane)s from hydroxytelechelic polylactide:
Effect of initiators on their physical and degradation properties, Polymer
Degradation and Stability, 93, 117-124 (2008).
[47] Changhong Zhang, Ning Zhang and Xuejun Wen, Improving the Elasticity
and Cytophilicity of Biodegradable Polyurethane by Changing Chain Extender,
- 52 -

Journal of Biomedical Materials Research Part B: Applied Biomaterials, 79B,

335-354 (2006).
[48] Won-Ki Lee and Joseph A. Gardella, Jr., Hydrolytic Kinetics of
Biodegradable Polyester Monolayers, Langmuir, 16, 3401-3406 (2000).
[49] 박창호, 생명공학기술, 청문각 (2001).
[50] Ting Chen, Yan Zhou and Wen-Song Tan, Influence of lactic acid on the
proliferation, metabolism, and differentiation of rabbit mesenchymal stem cells,
Cell Biology and Toxicology, 25, 573-586 (2009).

- 53 -

Abstract
Prepar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Polyurethane Foam Using Polylactic
acid/Polyethylene glycol as Polyols
Lee Jung Min
Department of Biosystems & Bio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Major in Biomaterials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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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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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