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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초분자(supramolecule)는 분자 또는 이온들이 비공유 결
합을 기반으로 분자 인식과 자기 조립을 통해 모이고 조직
화된 거대 분자체(moiety)를 말한다[1,2]. 이러한 초분자 중
에서 모노머(monomer) 또는 올리고머(oligomer)와 같은 단
량체들이 비공유 결합으로 연결되어 형성된 분자체를 초분
자형 고분자(supramolecular polymers)로 구분하여 정의하
고 있다[3−5]. 비공유 결합은 공유 결합에 비해 결합력이
약하기 때문에 외부 자극에 대한 동적인 특성을 가진다. 이
러한 동적 특성 중의 하나인 열 가역성에 기인하여 초분자
형 고분자는 반복적이면서 빠른 자가 치유(self-healing) 기
능[6]이 발현된다는 것이 밝혀져 캡슐형 자가 치유 재료[7−

9]의 일회성 치유와 동적 공유결합형 자가 치유 재료[10−

12]의 긴 치유시간 등과 같은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차세
대 자가 치유 재료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초분자형 고분자의 형성에 이용할 수 있는 비공유 결합
에는 수소 결합, Van der Waals 결합, π-π 결합, 이온 결합, 금
속과의 배위 결합 등이 있다[2−5]. 수소 결합을 이용한 초
분자형 고분자의 형성 방법 중에서 단량체의 측쇄 또는 양
말단을 수소 결합을 유도하는 분자체로 기능화 하는 방식
은 상대적으로 간단하기 때문에 많은 연구에서 이용되고
있다[13−19]. 많은 수소 결합 유도체 중에서 2-ureido-4[1H]-
pyrimidinone(UPy)는 단량체의 측쇄 또는 말단에 쉽게 붙
일 수 있으며 자기 보완적(self-complementary)인 수소 결
합의 유도로 강한 이합체 형성(dimerization) 능력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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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effects of a backbone chemical structure on the characteristics
of supramolecular polymers based on 2-ureido-4[1H]-pyrimidinone (UPy) moiety with qua-
druple hydrogen bonding were investigated. The supramolecular polymers were easily
synthesized via a UPy moiety functionalized oligomer with a molar mass of approximately
3,000 g/mol. The oligomers selected to form the supramolecular polymers included
polytetramethylene glycol (PTMG), polycaprolactone diol (PCL), and polycarbonate diol
(PC). The characteristics of the UPy moiety functionalized oligomer are highly dependent
on the mobility of the backbone and the existence of the UPy cluster, which is formed by
stacking between adjacent UPy dimers. The PC-based supramolecular polymers yielded
higher UPy stacked crystals (induced by the UPy cluster) than the PTMG and PCL-based
supramolecular poly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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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3,5]. 
UPy를 이용한 수소 결합 기반의 초분자형 고분자에 관
한 연구는 많은 논문에서 보고되었지만, 대부분의 연구 초
점이 자가 치유성 또는 형상 기억성 발현에 효과적인 초분
자형 고분자의 구조에 관한 연구와 공중합 성분의 비율 또
는 상이한 구조를 가지는 초분자형 고분자간의 블렌드 비
율에 따른 물성 변화에 관한 연구 등과 같이 원하는 기능
성과 물성 발현에 최적화 된 초분자형 고분자의 구조 제시
가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13−19]. 즉, 수소 결합 유도체를
기반으로 형성된 초분자형 고분자에 관한 기초 연구라고
할 수 있는 주쇄(backbone)의 화학구조에 따른 특성 연구
는 많이 진행되지 않았다. 공유 결합을 기반으로 형성된 고
분자의 경우 주쇄의 화학구조와 물성 간에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 축합 중합의 단량체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가
매우 다양한 폴리우레탄과 폴리이미드에서는 단량체의 다
양한 조합을 통해 각기 다른 기계적 물성과 열적 물성이
발현되는 고분자들을 제조할 수 있었다[20,21]. 이러한 밀
접한 상관관계는 초분자형 고분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소 결합 유도능력에 의해 형성된 초
분자형 고분자에서 주쇄의 화학구조에 따른 특성들이 실질
적으로 어떠할지는 연구를 통해서 살펴보아야만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분자형 고분자로 형성하게 될 단
량체들의 화학구조를 주쇄가 ether기로 연결된 poly-
tetramethylene glycol(PTMG), 주쇄가 ester기로 연결된
polycaprolactone diol(PCL), 주쇄가 carbonate기로 연결된
polycarbonate diol(PC)과 같이 3가지 유형으로 달리하였다.
단, 이때 단량체의 분자량에 대한 영향은 배제하기 위해 선
택된 단량체들은 모두 약 3,000 g/mol 수준의 분자량을 가
지는 올리고머로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이렇게 선택된 3가
지 올리고머들을 4중 수소 결합(quadruple hydrogen bonding)
능력을 가지는 UPy 분자체로 말단 기능화 하였고, 이를 통
해 형성된 3가지 유형의 초분자형 고분자들의 인장 특성,
열적 특성, 유변 특성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2. 실 험

2.1. 시약 및 시료
UPy-NCO 합성을 위해 사용된 2-amino-4-hydroxy-6-

methylpyrimidine(125.13 g/mol, TCI), hexamethylene diisocyanate

(168.2 g/mol, Sigma-Aldrich), pyridine(79.1 g/mol, 대정화학)
은 구매 후 정제없이 그대로 사용하였다.
초분자형 고분자 형성을 위해 필요한 올리고머들 중에서

PTMG(2,900 g/mol, Sigma-Aldrich)와 PC(3,000 g/mol, UBE)
는 별다른 합성과정 없이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하지만 분
자량 3,000 g/mol 수준을 가지는 PCL은 상용화된 시약이
없어 직접 합성하여 사용하였다. PCL 올리고머의 합성 시
단량체로 사용된 ε-caprolactone(114.14 g/mol, TCI)과 코어
(core) 물질로 사용된 diethylene glycol(106.12 g/mol, Sigma-
Aldrich)은 정제없이 사용하였다. PCL 올리고머의 합성을
위해 사용된 촉매인 stannous octoate(Tin(II))와 준비된 3가
지 올리고머들의 양 말단을 UPy로 기능화하기 위해 사용
된 촉매인 dibutyltin dilaurate(DBTDL)는 Sigma-Aldrich사
의 제품으로 정제없이 사용하였다. 미반응 UPy-NCO를 제
거하기 위해 사용된 silica는 Acros사의 제품으로 입자 크기
0.035−0.07 mm인 것을 사용하였다. 합성 용매인 chloroform
은 Fisher chemical에서 구매한 HPLC grade 제품을 사용하
였다. 기타 시약인 acetone(99%)과 heptane(99%)은 대정화
학으로부터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형성된 초분자형 고분자의 유변 특성 분석에 있어 비교
를 위해 사용한 분자량 80,000 g/mol의 PCL은 Sigma-Aldrich
사 제품을 사용하였다.

2.2. UPy로 말단 기능화 된 3가지 유형의 올리고머의 합성
UPy-NCO의 합성: 디올(diol) 구조 올리고머의 양 말단을
기능화 할 수 있으며 4중 수소 결합 능력을 부여할 수 있
도록 UPy의 말단을 이소시아네이트로 치환한 UPy 분자
체인 UPy-NCO를 합성하였다. 2-amino-4-hydroxy-6-
methylpyrimidine(10 g, 79.9 mmol)가 들어있는 3구 플라스
크에 hexamethylene diisocyanate(HMDI로 명명, 100 ml,
623 mmol)와 pyridine(7 ml)을 투입한 후, 질소 기류 하에
서 100 oC에서 16시간 동안 교반시켜 합성을 하였다. 반응
이 끝나면 상온으로 냉각한 후 수득한 반응물을 heptane에
침전시키고, 이를 여과하여 백색의 고형물을 얻었다. 미 반
응 hexamethylene diisocyanate를 제거하기 위해 수득한 고
형물을 acetone으로 수세 및 여과를 3회 반복한 후 60 oC에
서 24시간 동안 진공 건조시켜 합성된 UPy-NCO를 얻을
수 있었다. UPy-NCO의 합성 과정을 도식화하여 Scheme 1
에 나타내었다.

Scheme 1. Synthetic scheme of UPy-N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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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L 올리고머의 합성: 분자량 3,000 g/mol 수준의 PCL을
합성하기 위해 단량체인 ε-caprolactone(20 g, 175 mmol)과
촉매인 stannous octoate(0.0675 g, 0.166 mmol)가 들어있는
3구 플라스크에 코어 물질인 diethylene glycol(0.71 g,
6.73 mmol)을 첨가하여 질소 기류 하에서 110 oC에서 16시
간 동안 교반시켜 개환중합을 하였다. 반응이 끝나면 60 oC
로 냉각한 후 수득한 반응물을 상온에서 건조시켜 디올 형
태의 PCL 올리고머를 얻을 수 있었다. 분자량 3,000 g/mol
의 수준을 가지는 PCL의 합성 과정은 Scheme 2에 나타내었다.
양 말단을 UPy로 기능화한 올리고머의 합성: 상기의 방
법으로 합성된 PCL 올리고머를 포함하여 PTMG, PC 올리
고머의 양 말단을 UPy로 기능화하기 위해 올리고머의 종
류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아래의 기술 방법으로 합성하였다. 

3구 플라스크에 약 3,000 g/mol 수준의 분자량을 가지는
올리고머와 올리고머의 수산기(hydroxyl group) 당 1.5배의
몰 당량비에 해당하는 양의 UPy-NCO를 투입한 뒤
chloroform을 넣고 질소 분위기에서 60 oC에서 30분 동안
교반시켜주었다. 투명하게 녹은 것을 확인한 뒤 DBTDL 촉
매를 주사기를 이용해 2방울 투입하였다. 그 후 60 oC에서
16시간 동안 교반시킨 뒤, 미 반응한 UPy-NCO를 제거하
기 위해 3 g의 silica와 2 방울의 DBTDL 촉매를 넣고 4시
간동안 더 교반시키고 rotary evaporator를 이용한 여과 과
정을 통해 미 반응 UPy-NCO가 흡착된 silica를 걸러내었
다. 실린지 필터를 이용해 한 번 더 깨끗하게 걸러준 뒤,
heptane에 3회 수세한 후 진공오븐을 이용해 상온에서

24시간 동안 건조시켜 양 말단이 UPy로 기능화 된 올리고
머를 얻을 수 있었다.

UPy로 기능화 한 올리고머와 기능화 하지 않은 올리고
머를 구분하기 위해 UPy로 기능화 된 3가지 유형의 올리
고머들을 각각 UPy functionalized PTMG(UPTMG), UPy
functionalized PCL(UPCL)와 UPy functionalized PC(UPC)
로 표시하였다. 3가지 올리고머들에 대한 UPy 기능화 과
정과 UPy가 도입된 올리고머의 화학구조는 Scheme 3에 나
타내었다.

UPy로 기능화 된 올리고머들의 필름 제조: UPy로 기능화
된 올리고머들의 필름 제조는 solvent casting법과 열 압착

법의 순차적인 적용으로 진행하였다. 먼저 100 ml의
chloroform에 UPy로 기능화 된 올리고머(UPTMG, UPCL,
UPC) 3 g을 각각 녹여 샬레에 부은 후, 24시간 동안 상온
에서 건조하여 일차적인 형태의 필름을 제조하였다. 그 후
균일한 두께의 필름을 얻기 위해 이렇게 제조한 필름을 온
도 110 oC에서 7−10 psi의 압력 조건으로 3분 동안 핫 프레
스기로 열 압착하여 필름 제조를 완성하였다.

2.3. 분 석
1H Nuclear Magnetic Resonance(1H NMR): PCL 올리고
머의 합성여부 및 분자량과 형성된 초분자형 고분자의 화
학구조 및 UPy 기능화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Bruker사
(Germany)의 Avance 400 MHz 핵자기 공명 분광분석기(1H
NMR)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용매는 chloroform-d(CDCl3)

Scheme 2. Synthetic scheme of polycaprolactone diol (PCL).

Scheme 3. Synthetic scheme of UPy functionalized oligo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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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Specific viscosity: UPy 기능화 전과 후 올리고머의 비점
도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Mainz사의 capillary viscometer를
이용해 비점도를 측정하였다. 비점도를 측정하기 위한 시
료는 chloroform에 녹여 제조하였으며, 25 oC로 고정된 water
bath에서 측정하였다.

Universal Testing Machine(UTM): 형성된 초분자형 고
분자들의 기계적 물성을 확인하기 위해 Dr-Tech DR UTM
100(한국)을 이용하여 인장성질을 측정하였다. 측정용 시료
는 0.6 mm 두께의 필름을 ASTM D 638-V에 의거하여 제
작하였다. 이때 시편의 폭은 3.18 mm, load cell은 100 kgf,
crosshead speed는 10 mm/min의 조건으로 측정하였다.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DSC): 초분자형 고분
자 형성에 따른 올리고머들의 유리전이 온도와 용융 온도
및 그에 따른 엔탈피 변화와 같은 열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RCS 90 냉각 시스템을 이용한 TA Instruments사의
Discovery DSC 25를 이용하였다. 고순도 질소기류 하에서
상온에서부터 150 oC까지 10 oC/min의 속도로 온도를 높여
1분간 체류하여 열 이력을 제거한 후 −90 oC까지 5 oC/min
의 속도로 냉각시켰다. 이를 다시 150 oC까지 10 oC/min의
속도로 온도를 높여 2차 승온 곡선을 얻었다. 

Rheometer: 형성된 초분자형 고분자들의 유변학적 거동
을 확인하기 위해 TA Instruments사의 Discovery HR-2
rheometer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측정용 시료는 원형 모
양의 지름 25 mm, 두께 2 mm 크기로 제작되었으며, 측정
간에는 25 mm의 parallel plate를 사용하여 trim gap을
1.05 mm로 설정하여 불필요한 샘플을 제거한 후 geometry
gap을 1 mm로 맞춘 후 대기 하에서 측정하였다. 측정 온
도는 각 시료의 용융 온도보다 20 oC가 높은 온도로 설정하였다.

Dynamic Mechanical Analysis(DMA): 형성된 초분자형
고분자들의 동역학적 거동을 확인하기 위해 Perkin-Elmer
사의 DMA 8000을 이용해 동적 점탄성을 분석하였다. 측
정용 시료는 가로 22 mm, 세로 6 mm, 두께 0.8 mm 크기
의 필름으로 제작되었으며, 진동수 1 Hz, 승온 속도 3 oC/
min의 조건으로 −80−100 oC의 온도 범위에서 tension mode
로 측정을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양 말단을 UPy로 기능화한 올리고머의 합성
UPy 기능화는 올리고머의 양 말단에 존재하는 수산기와

UPy 분자체의 말단에 존재하는 이소시아네이트기 간의 우

Figure 1. 1H NMR spectra of oligomer and UPy functionalized oligomers; (a) UPTMG, (b) UPC, (c) PCL, and (d) UP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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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탄 결합의 형성으로 이루어진다. 초분자형 고분자 형성
을 위해 의도했던 올리고머 양 말단의 UPy 기능화가 성공
했는지를 1H NMR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그 결과, Figure 1과 같이 각 피크들의 위치, 갈라짐 특
성, 적분 비를 검토한 결과 3가지 올리고머들에서 모두 의
도했던 UPy 기능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Figure 1의 (a)와 (b)에서 UPTMG와 UPC
의 1H NMR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PTMG와 PC의 말단 수
산기 옆의 수소 피크인 d(3.6 ppm)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
로 보아 PTMG와 PC의 양 말단의 수산기가 모두 UPy로
기능화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ε-caprolactone을 단
량체로 하면서 diethylene glycol을 코어로 합성된 PCL은
Figure 1의 (C)에서 PCL의 1H NMR 분석결과를 통해 코어
로 사용된 diethylene glycol에서의 수소 피크인 a(4.22 ppm)
와 ε-caprolactone에서의 수소 피크인 e(1.37 ppm) 간의 적
분비가 1:12.9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Choi 등[22]의 논문
에서 기술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결과 합성된 PCL의 수
평균분자량(Mn)이 약 3,064 g/mol인 것을 확인하여 목표
분자량인 3,000 g/mol 수준으로 합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1의 (d)에서 UPCL의 1H NMR 분석결과
로 코어로 사용된 diethylene glycol에서의 수소 피크인
a(4.22 ppm)와 UPy 분자체의 alkyl chain에서의 수소 피크
인 5, 10 (3.15, 3.23 ppm)의 적분비 비율이 1:2인 것으로
보아 PCL 양 말단의 수산기가 모두 UPy로 기능화 되었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3가지 유형의 초분자형
고분자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10.14, 11.85, 13.12 ppm
에서의 3개의 피크들로 부터 기능화 된 UPy 분자체가 4중
수소결합 형성이 가능한 화학구조로 도입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2. UPy로 기능화 된 올리고머의 초분자형 고분자 형성 능력
3가지 올리고머들 모두 UPy로 말단 기능화가 잘 되었다
는 것을 1H NMR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UPy로 기능화
를 했던 이유는 Figure 2의 모식도에서 설명된 것과 같이
올리고머의 말단에 도입된 UPy 간의 4중 수소 결합을 통
해 초분자형 고분자로 형성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므로 기능
화 된 UPy가 실제적으로 수소 결합을 통한 초분자형 고분
자로 형성 유도를 잘 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였다. 이

Figure 2. Schematic image of the formation mechanism of
supramolecular polymers.

Figure 3. Capillary specific viscosities of oligomers and UPy
functionalized oligomers as a function of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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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초분자형 고분자의 형성여부 확인을 위해 모세관 점도
계를 이용하여 UPy 기능화 전과 후 올리고머의 농도에 따
른 비점도 변화를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ure 3에 나
타내었다. 

UPy 기능화 전의 PTMG, PCL, PC 올리고머들은 모두 농
도 증가에 따라 비점도가 증가하였으나, 농도 변화에 따른
비점도의 증가율은 평균적으로 약 1.2 수준으로 증가율이
크지는 않았다. 하지만 UPy로 기능화 된 이후에는 3가지
올리고머들 모두 농도 변화에 따른 비점도의 증가율이 약
2.3 이상으로 UPy 기능화를 통해 동일 농도 기준에서 올리
고머이었을 때 대비 비점도가 약 2배 이상으로 크게 증가
하였다. 이러한 UPy 기능화에 의한 올리고머의 비점도 증
가 현상은 올리고머의 양 말단에 존재하는 UPy 간의 강한
수소 결합의 형성으로 사슬 연장효과에 기인한 가상의 분
자량 증가로 설명되어 질 수 있다[23]. 결국 비점도 분석을
통해 UPy로 기능화 된 3가지 올리고머들 모두 초분자형 고
분자로 형성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UPy 기능화에
의해 형성된 3가지 유형의 초분자형 고분자들 중에서 특히
UPC가 농도 변화에 따른 비점도의 증가율이 약 2.6으로 가

장 컸으며, 이것은 UPTMG와 UPCL보다 UPC의 수소 결
합 형성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런 결
과가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는 이후의 열적 특성 분석에서
자세한 고찰을 하도록 하겠다. 
올리고머 자체로는 부족하거나 불가능 했던 필름 제조가

UPy 기능화를 통해 초분자형 고분자로 형성된 올리고머들
에서는 Figure 4와 같이 solvent casting법과 열 압착법의 순
차적인 적용으로 투명한 필름 제조가 가능하였다. 이것은
향후 섬유 라미네이팅용 재료 또는 성형 재료로서 초분자
형 고분자의 응용 가능성을 기대하게 하였다.

3.3. 형성된 초분자형 고분자의 인장 특성
앞에서 이루어진 비점도 분석을 통해 3가지 올리고머들
모두 양 말단에 도입된 UPy 간의 수소 결합에 의해 초분
자형 고분자로 형성을 잘 하였으며, 형성된 초분자형 고분
자들은 필름으로 제조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렇게 형성된 초분자형 고분자에서 주쇄의 화학구조에 따른
인장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3가지 유형의 초분자형 고분자
로 제조된 필름들의 기계적 물성을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
를 Figure 5와 Figure 6에 나타내었다. 

Figure 5는 3가지 유형의 초분자형 고분자들로 제조된 필
름들의 인장응력-변형률(%)을 비교한 그래프이다. 3가지 유
형의 초분자형 고분자들로 제조된 필름들 모두 인장에 따
라 응력과 변형률이 증가하다가 최대 인장응력 값에서 절
단이 되는 인장 거동을 나타내었으나, 각각의 인장강도와
절단신도 값은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3가지 유형의 초분
자형 고분자들로 제조된 필름들의 인장강도와 절단신도를
비교한 Figure 6을 보면, UPTMG로 제조된 필름은 2.0 MPa
의 인장강도와 41.5%의 절단신도의 값을 가졌으며, 3가지
유형의 초분자형 고분자들로 제조된 필름들 중에서 가장
낮은 인장강도를 나타내었다. UPCL로 제조된 필름은 6.3
MPa의 인장강도와 9.8%의 절단신도 값을 가져, 인장강도

Figure 4. UPy functionalized oligomer films; (a) UPTMG, (b) UPCL,
and (c) UPC. Figure 5. Stress-strain curves of UPy functionalized oligo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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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 절단신도가 매우 낮은 강직한 특성을 나타내었다. UPC
로 제조된 필름은 3가지 유형의 초분자형 고분자들로 제조
된 필름들 중에서 인장강도와 절단신도 모두 가장 큰 값인
8.3 MPa의 인장강도와 204.8%의 절단신도를 가졌다. 특히
UPCL로 제조된 필름과 비교하면 인장강도 값의 차이는 약
1.3배인 반면에 절단신도는 약 21배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를 통해 UPy 기능화에 의해 수소 결합을 기반으로 형성
된 초분자형 고분자에서 주쇄의 화학구조에 따라 상이한
인장 특성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4. 형성된 초분자형 고분자의 열적 특성
양 말단에 UPy가 도입된 올리고머를 기반으로 형성이 된
초분자형 고분자에서 주쇄의 화학구조에 따른 열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DSC를 이용하여 열분석을 하였다. Figure 7
은 UPy 도입 전과 후 올리고머의 시차주사열량계 곡선 변
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Figure 7의 (b)와 (c)를 보면 초분
자형 고분자 형성의 모체가 되는 PCL과 PC에서 하나 이상
의 흡열 피크를 나타내는데 이것은 첫 번째 감온 과정에서
형성된 결정의 용융과 두 번째 승온 과정에서 재 결정화된
결정의 용융에 의한 특성으로 판단된다. UPy로 말단 기능
화 된 3가지 올리고머들 모두에서 올리고머의 결정구조 형
성에 의한 흡열 피크 이외에 UPy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흡열 피크가 나타났다. 이 피크는 수소 결합 형성 능력을
가지는 UPy 기능화 방식의 초분자형 고분자에서 공통적으
로 나타나는 열적 특성으로 E. W. Meijer 등의 논문을 포함
한 몇몇의 논문에서는 수소 결합에 기인하여 형성된 UPy
이합체(dimer)의 끊어짐(breaking)과 인접 UPy 이합체 간
의 적층(stacking)에 의해 형성된 결정 구조의 분리
(dissociation)에 의한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었다[24−26].
UPy 이합체 간의 적층 현상은 초분자형 고분자에 존재하
는 우레탄 그룹 간의 수소 결합으로 유도되어 UPy 이합체
가 클러스터(cluster)를 이루게 되는 것으로 Figure 8에 도
식화하여 자세히 설명하였다. 또한 PTMG의 경우에는 UPy

기능화를 하지 않은 올리고머 상태의 유리전이 온도를 측
정 할 수 없었지만, 유리전이 온도를 측정할 수 있었던 PCL
과 PC 올리고머의 경우 UPy 도입 전과 후를 비교하면 유
리전이 온도가 약 4 oC 이상이 높아졌다. 이것은 수소 결합
으로 유도된 사슬의 연결로 얽힘이 증가하여 사슬의 운동
성이 떨어졌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형성된 3가지 유

Figure 6. Tensile strength and elongation at break of UPy
functionalized oligomers.

Figure 7. DSC thermograms of (a) PTMG and UPTMG, (b) PCL and
UPCL, and (c) PC and U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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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초분자형 고분자간의 유리전이 온도 비교를 통해 −

75 oC에서 유리전이 온도를 가지는 UPTMG의 사슬이 가장
유연하며, −40 oC에서 유리전이 온도를 가지는 UPC의 사
슬이 상대적으로 강직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자세히
분석하기 위해 UPy 기능화 전과 후 올리고머의 유리전이
온도(Tg), 용융 온도(Tm,Olig.), 용융 엔탈피(ΔHm,Olig.)의 변화
와 UPy 이합체에 의한 용융 온도(Tm,UPy)의 자세한 값을
Table 1에 정리하였다. PTMG의 경우 UPy 도입에 따라 올
리고머에 의한 용융 엔탈피 값이 97 J/g에서 37 J/g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PCL의 경우 역시 83 J/g에서 30 J/g으로 크게
감소하여 올리고머이었을 때 대비 약 36% 수준으로 감소
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UPy 이합체의 적층에
의한 결정 구조들이 올리고머의 결정 형성을 방해하였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특히 PC의 경우에는 PC 올리고
머의 결정에 관한 53 oC에서의 용융 온도에서 56 J/g의 용
융 엔탈피 값을 가졌지만, UPy 도입 이후에는 올리고머에
의한 용융 온도가 나타나지 않아 관련된 용융 엔탈피를 분
석할 수 없었다. 이것은 UPC의 경우 UPTMG와 UPCL보
다 상대적으로 UPy 이합체의 적층에 의한 결정 구조가 많
이 형성되어 올리고머의 결정 형성의 방해정도가 커진 결
과로 생각할 수 있다. 여기에는 PC 올리고머 사슬의 강직
성으로 인한 느린 속도의 결정 형성도 복합적으로 작용했
을 것으로도 판단된다. 이를 통해 UPy를 기반으로 형성된

초분자형 고분자의 열적 특성은 주쇄의 운동성과 UPy 이
합체 간의 적층형 결정구조의 형성 정도에 의존한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3.5. 형성된 초분자형 고분자의 유변 특성
양 말단에 UPy가 도입된 올리고머를 기반으로 형성이 된
초분자형 고분자에서 주쇄의 화학구조에 따른 유변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전단 속도에 따른 용융 점도 변화를 분석하
였으며, 그 결과를 Figure 9에 나타내었다. 이때 수소 결합
으로 연결된 초분자형 고분자와 공유 결합으로 연결된 일
반 고분자와의 유변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분자량 80,000
g/mol의 PCL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3가지 유형의 초분자형 고분자들 모두 전단 속도의 증가
에 따라 용융 점도가 감소를 하는 shear thinning 거동을 보
였으며, 이러한 유변학적 거동은 분자량 80,000 g/mol의
PCL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자세히 살펴보면 3가지 유
형의 초분자형 고분자들과 분자량 80,000 g/mol을 가지는
PCL의 초기 용융점도는 모두 104 수준이었으며, 3가지 유
형의 초분자형 고분자들은 전단 속도 증가에 따른 용융 점
도 감소율이 분자량 80,000 g/mol의 PCL 보다 훨씬 커서
최종적으로 2 order 이상의 용융점도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렇게 공유결합형 고분자 대비 초분자형 고분자에서 전단
속도에 따른 용융 점도의 감소효과 컸던 이유는 주쇄의 사
슬 풀림에 기인한 용융 점도의 감소 뿐만 아니라 UPy 이
합체 간의 적층형 결정 구조의 분리 효과가 더해졌기 때문
으로 생각된다. 초분자형 고분자 주쇄의 운동성은 유변 특
성에도 영향을 주어 유연한 PTMG를 기반으로 형성된 초
분자형 고분자가 전단 속도에 따른 사슬 풀림 효과가 상대
적으로 크기 때문에 가장 낮은 수준의 용융 점도로 감소하
였다. 이를 통해 공유 결합 기반의 일반 고분자 대비 초분
자형 고분자는 전단 속도에 따른 용융점도 감소 효과가 크

Figure 8. Schematic image of the formation mechanism of UPy
cluster. 

Table 1. Thermal properties of oligomers and UPy functionalized
oligomers

Sample name
Tg 

(oC)
Tm,Olig. 

(oC)
Tm,UPy 

(oC)
∆Hm,Olig. 

(J/g)

Oligomer
PTMG N.A 29 − 97
PCL -61 49, 54 − 83
PC -47 10, 43, 53 − 56

UPy 
functionalized 

oligomer

UPTMG -75 27 54 37
UPCL -57 48 67 30
UPC -40 − 74 −

Olig.: abbreviation of oligomer and N.A: not applicable.

Figure 9. Viscosities of UPy functionalized oligomers and
commercial PCL (Mn=80,000) as a function of shear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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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와 적은
스크류(screw)의 속도로 용융 가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3.6. 형성된 초분자형 고분자의 동적 점탄성
올리고머 양 말단을 UPy로 기능화 하는 방식으로 형성
된 초분자형 고분자에서 주쇄의 화학구조에 따른 고체 상
태에서의 동적 거동을 알아보기 위해 DMA를 이용하여 동
적 점탄성을 분석하였다. 형성된 3가지 유형의 초분자형 고
분자들에 대해서 온도 증가에 따른 저장 탄성률(E') 변화를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ure 10의(a)에 나타내었다. 3가
지 유형의 초분자형 고분자들은 공통적으로 초분자형 고분
자의 유리전이 온도를 중심에서 첫 번째 저장 탄성률의 감
소와 올리고머의 결정 구조에 의한 용융 온도에서 두 번째
저장 탄성률의 감소가 발생된 후 UPy 이합체의 적층형 결
정 구조에 의한 용융 온도에서 동적 점탄성의 완전 감소를
가지는 거동을 보였다. 하지만 3가지 유형의 초분자형 고
분자들은 상이한 유리전이 온도와 올리고머의 결정 구조
및 UPy 이합체의 적층형 결정 구조에 의한 용융 온도를 가
지기 때문에 세부적으로는 다소 다른 저장 탄성률의 감소

거동을 나타내었다. 특히 3가지 유형의 초분자형 고분자들
중에서 가장 낮은 유리전이 온도를 가지는 UPTMG는 유
리전이 온도인 −75 oC에서부터 올리고머 결정 구조에 의한
용융 온도인 27 oC까지 저장 탄성률의 완만한 감소가 진행
된 후 짧은 rubbery plateau 구간이 나타난 후 UPy stack형
결정 구조에 의한 용융 온도인 54 oC에서 급격한 저장 탄
성률의 감소가 나타났다. 이에 반해 DSC를 통한 열 분석
에서 올리고머의 결정 구조에 의한 용용 온도가 나타나지
않았던 UPC의 경우에는 유리전이 온도인 −40 oC에서 한
차례의 저장 탄성률의 감소가 나타난 후 55 oC까지 rubbery
plateau 구간이 나타났으며, 3가지 유형의 초분자형 고분자
중에서 가장 높은 온도인 75 oC 부근에서 저장탄성률의 완
전 감소가 있었다. 공유 결합 기반의 일반 고분자의 경우
분자간의 얽힘이 풀어지거나 가교가 끊어지는 것에 의존하
여 rubbery plateau 구간이 나타나는 것과 달리 수소 결합
기반의 초분자형 고분자에서는 주쇄의 유연 정도와 UPy
이합체의 적층형 결정 구조의 형성 정도에 의존한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Figure 10의 (b)는 형성된 3가지 유형의
초분자형 고분자들의 온도 증가에 따른 tan δ 변화를 나타
내고 있다. 최대 tan δ 값에 해당하는 온도는 초분자형 고
분자의 유리전이 온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UPTMG, UPCL,
UPC의 순서로 각각 −63, −40, −32 oC에서 나타났다.

4. 결 론

약 3,000 g/mol의 분자량을 가지는 디올 구조 올리고머
의 양 말단에 4중 수소결합 능력을 가지는 UPy 기능화를
통해 의도 했던 초분자형 고분자가 성공적으로 형성하였다
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때 주쇄의 화학구조에 따른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올리고머를 PTMG, PCL, PC로 달리 적용
하여 주쇄의 화학구조가 다른 3가지 유형의 초분자형 고분
자를 형성하였다. 형성된 3가지 유형의 초분자형 고분자의
인장 특성, 열적 특성, 유변 특성 등을 분석한 결과 UPy를
기반으로 형성된 초분자형 고분자의 특성은 주쇄의 운동성
과 UPy 이합체 간의 적층에 의한 결정 구조의 형성 정도
에 의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연구재단 “기본연구지원사업(NRF-
2016R1D1A1B01012377)”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References

1. S. Y. Yang and Y. J. An, “Studies of the Supramolecular
Complexes for Various Applications”, Polym. Sci. Tech., 2012,
23, 39−46.

Figure 10. (a) Storage modulus (E') and (b) tan δ curves of UPy
functionalized oligomers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230 ▐ 장순호 · 이준행 · 정재우 · 김성훈 Textile Science and Engineering, 2018, 55, 221-230

2. J. W. Chung, “Supramolecular Network Self-Healing Polymer”,
Polym. Sci. Tech., 2014, 25, 128−134.

3. L. Brunsveld, B. J. B. Folmer, E. W. Meijer, and R. P. Sijbesma,
“Supramolecular Polymers”, Chem. Rev., 2001, 101, 4071−
4097. 

4. T. F. A. De Greef, M. M. J. Smulders, M. Wolffs, A. P. H. J.
Schenning, R. P. Sijbesma, and E. W. Meijer, “Supramolecular
Polymerization”, Chem. Rev., 2009, 109, 5687−5754.

5. L. Yang, X. Tan, Z. Wang, and X. Zhang, “Supramolecular
Polymers: Historical Development, Preparation, Characterization,
and Functions”, Chem. Rev., 2015, 115, 7196−7239.

6. P. Cordier, F. Tournilhac, C. S. Ziakovic, and L. Leibler, “Self-
Healing and Thermoreversible Rubber from Supramolecular
Assembly”, Nature, 2008, 451, 977−980.

7. S. R. White, N. R. Sottos, P. H. Geubelle, J. S. Moore, M. R.
Kessler, S. R. Sriram, E. N. Brown, and S. Viswanathan,
“Autonomic Healing of Polymer Composites”, Nature, 2001,
409, 794−797. 

8. K. S. Toohey, N. R. Sottos, J. A. Lewis, J. S. Moore, and S. R.
White, “Self-Healing Materials with Microvascular Networks”,
Nature Mater., 2007, 6, 581−585.

9. M. D. Hanger, P. Greil, C. Leyens, S. van der Zwaag, and U. S.
Schubert, “Self-Healing Materials”, Adv. Mater., 2010, 22,
5424−5430.

10. X. Chen, M. A. Dam, K. Ono, A. Mal, H. Shen, S. R. Nutt, K.
Sheran, and F. Wudl, “A Thermally Re-mendable Cross-
Linked Polymeric Material”, Science, 2002, 295, 1698−1702. 

11. Y. L. Liu and Y. W. Chen, “Thermally Reversible Cross-Linked
Polyamides with High Toughness and Self-Repairing Ability
from Maleinide and Furan-Functionalized Aromatic Polyamides”,
Macromol. Chem. Phys., 2007, 208, 224−232.

12. Y. S. Ryu, K. W. Oh, and S. H. Kim, “Synthesis and Charac-
terization of a Furan-Based Self-Healing Polymers”, Macromol.
Res., 2016, 24, 874−880.

13. A. K. Sharma, M. Caricato, E. Quartarone, S. Edizer, A. G.
Schieroni, R. Mendichi, and D. Pasini, “Polystyrene-based
Self-Aggregating Polymers Based on UPy Units”, Polym. Bull.,
2012, 69, 911−923.

14. J. Zhang, M. Huo, M. Li, T. Li, N. Li, and J. Zhou, “Shape
Memory and Self-Healing Materials from Supramolecular
Block Polymers”, Polymer, 2018, 134, 35−43.

15. P. Shokrollahi, H. Mirzadeh, W. T. S. Huck, and A. Scherman,
“Effect of Self-Complementary Motifs on Phase Compatibility
and Material Properties in Blends of Supramolecular
Polymers”, Polymer, 2010, 51, 6303−6312. 

16. B. Zhu, Z. Feng, Z. Zheng, and X. Wang, “Thermoreversible
Supramolecular Polyurethanes with Self-Complementary

Quadruple Hydrogen-Bonded End Groups”, J. Appl. Polym.
Sci., 2012, 123, 1755−1763.

17. Y. J. Kim, P. H. Huh, and B. K. Kim, “Synthesis of Self-Healing
Polyurethane Urea-Based Supramolecular Materials”, J. Appl.
Polym. Sci., Part B: Polym. Phys., 2015, 53, 468-474.

18. M. Wei, M. Zhan, D. Yu, H. Xie, M. He, K. Yang, and Y. Wang,
“Novel Poly(tetramethylene ether)glycol and Poly(ε-caprolactone)
Based Dynamic Network via Quadruple Hydrogen Bonding
with Triple-Shape Effect and Self-Healing Capacity”, ACS
Appl. Mater. Interfaces, 2015, 7, 2585−2596. 

19. S. M. Kim, S. Park, S. Y. Hwang, E. S. Kim, J. G. Jegal, C. G. Im,
H. Y. Jeon, D. X. Oh, and J. Y. Park, “Enviromentally-Friendly
Synthesis of Carbonate-Type Macrodiols and Preparation of
Transparent Self-Healable Thermoplastic Polyurethanes”,
Polymers, 2017, 9, 663−678.

20. S. H. Haiso and Y. J. Chen, “Structure-Property Study of
Polyimides Derived from PMDA and BPDA Dianhydrides
with Structurally Different Diamines”, Eur. Polym. J., 2002, 38,
815−828.

21. A. Eceiza, M. D. Martin, K. de la Caba, G. Kortaberria, N.
Gabilondo, M. A. Corcuera, and I. Mondragon, “Thermoplastic
Polyurethane Elastomers Based on Polycarbonate Diols with
Different Soft Segment Molecular Weight and Chemical
Structure: Mechanical and Thermal Propertier”, Polym. Eng.
Sci., 2008, 48, 297−306.

22. J. S. Choi and S. Y. Kwak, “Synthesis and Characterization of
Hyperbranched Poly(ε-caprolactone)s Having Different Lengths
of Homologous Backbone Segments”, Macromolecules, 2003,
36, 8630−8637.

23. B. J. B. Folmer, R. P. Sijbesma, R. M. Versteegen, J. A. J. van der
Rijt, and E. W. Meijer, “Supramolecular Polymer Materials:
Chain Extension of Telechelic Using a Reative Hydrogen-
Bonding Synthon”, Adv. Mater., 2000, 12, 874−878.

24. D. J. M. van Beek, A. J. H. Spiering, G. W. M. Peters, K. te
Nijenhuis, and R. P. Sijbesma, “Unidirectional Dimerization
and Stacking of Ureidopyrimidinone End Groups in Poly-
caprolactone Supramolecular Polymers”, Macromolecules,
2007, 40, 8464−8475.

25. N. E. Botterhuis, D. J. M. van Beek, G. M. L. van Gemert, A.
W. Bosman, and R. P. Sijbesma, “Self-Assembly and Morphology
of Polydimethysiloxane Supramolecular Thermoplastic
Elastomers”, J. Polym. Sci.: Part A: Polym. Chem., 2008, 46,
3877−3885.

26. W. P. Appel, G. Portale, E. Wisse, P. Y. W. Dankers, and E. W.
Meijer, “Aggregation of Ureido-Pyrimidinone Supramolecular
Thermoplastic Elastomers into Nanofibers: A Kinetic Analysis”,
Macromolecules, 2011, 44, 6776−67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