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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감응 성질을 탑재한 복잡한 고분자 재료가 시장에 등장하기 시작하고 있다. 가역적이며 비공유성인 상호작용을

사용하여 이와 같은 감응형 재료를 설계하는 예가 많아지고 있다. 최근에 개발된 수소결합 단위가 이와 같은 설계

기법을 극으로 치닫게 하고 있다. 단량체를 이어주는 힘이 수소결합뿐인 초분자 고분자는 온도나 용매의 변화에 기계적

성질이 감응되는 재료를 형성한다. 본 보문에서는 수소결합으로 이루어진 초분자 고분자가 자기치유 재료로 사용되는

예를 소개한다. 재생 가능한 고무성 재료를 합성하는 일은 그리 매력적이라 할 수 없다. 그러나 상온에서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손상을 반복해서 치유할 수 있는 고무 재료는 우리의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하는 재료이다. 외부의

간섭 없이 환경적 자극에 비선형적으로 감응하여 파손된 부분을 치유시키는 재료인 자기치유 재료는 여러 가지 첨단

공학 계에서 엄청난 가능성을 가진 재료라 할 수 있다.

ABSTRACT：Sophisticated polymeric materials with ‘responsive’ properties are beginning to reach the market. The use
of reversible, noncovalent interactions is a recurring design principle for responsive materials. Recently developed hydro-
gen-bonding units allow this design principle to be taken to its extreme. Supramolecular polymers, where hydrogen bonds
are the only force keeping the monomers together, form materials whose (mechanical) properties respond strongly to a 
change in temperature or solvent. In this review, we describe some examples of hydrogen-bonded supramolecular polymers
that can be utilized for self-healing materials. Synthesis of a rubber-like material that can be recycled might not seem
exciting. But one that can also repeatedly repair itself at room temperature, without adhesives, really stretches the imagination.
Autonomic healing materials respond without external intervention to environmental stimuli in a nonlinear and productive
fashion, and have great potential for advanced engineering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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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lecular poly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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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스마트 재료란 자극이나 임계 성질에서 동적이며 가역적 

변화를 야기시키는 환경에 감응하는 재료로서, 디스플레이 기

술, 약물전달, 코팅 용 자가치유 재료 등 여러 분야의 발전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 현  스마트 재료의 부분의 예는 자연

이 시각, 위장(camouflage) 및 이온채널 조절과 같은 중요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동적이면서도 신속한 변환을 발휘하

는 것을 모사한 생체모방 재료이다. 스마트 재료와 표면을 설

계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이 재료를 유용한 

용도에 적용하기 까지 에는 아직도 난제가 많이 남아있다. 
Figure 1에 스마트 재료를 설계하는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하였

다.1 첫 번째 방법은 자극의 존재 여부에 따라 가역적 분자 

전이를 일으키는 표면 코팅이나 벌크 재료를 설계하는 것이

다. 적용 자극으로는 pH, 염 함량, 온도, 특정 화학성분의 존재, 
전기 혹은 자기장, 빛 등을 들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계면에 

존재하는 배향을 조절하면 표면의 성질이 바뀔 수 있는 이방

성 입자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정확도, 구조, 기능성에 바탕을 두고 생물재료를 모사하기 

위하여 점차로 복잡한 재료를 창출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경

주되고 있다. 아직까지도 부분의 재료는 기본적으로 정적 

재료이다. 다시 말해 오늘날의 합성 재료가 생물 재료와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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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wo potential approaches toward the design of smart materials.1 The orientation of anisotropic particles (left) as well 
as the conformation of molecular switches (right) are altered relative to a surface by application of a stimulus. The switching results 
in different surface properties.

가 있게 하는 것은 시간에 따라 중요한 성질이 정확히 변하게 

하는 능력이다. 이론적, 실험적 방법을 조합하면 스마트재료

에 필요한 인자를 더 넓은 범위에서 설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면에서 Balazs 등의 연구는 괄목할 만하다.2 이들

의 이론적 결과에 의하면 간단한 이방성 입자를 지질 이중 

층에 도입함으로써 요구에 따라 개폐가 가능한 감응형 공극이 

만들어진다. 이들의 연구가 기계적 응력에 따라 가역적으로 

변화하는 현상에 집중되었지만, 온도 혹은 pH와 같은 다른 

환경적 원인에 감응하여 가역적으로 변화할 수도 있다. Balazs 
등에 의해 연구된 스마트 멤브레인 외에도 이방성 입자를 함

유한 재료는 약물전달 혹은 분자 이미징과 같은 의학용으로뿐

만 아니라 셀 구조의 기초 연구에도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변 재료에 한 놀랄만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다중

구획 입자와 분자 스위치가 결부된 기초적인 표면 공정에 

한 완전한 이해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뼈오징어

가 보이는 위장술과 같은 가변형 계를 정확히 모사하기 위한 

정밀합성 능력도 더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스페인 정복자들이 아즈텍 문명의 사람들이 튀는 고무공을 

가지고 노는 것을 처음 보았을 때 고무공에 영혼이 깃들어있

는 것으로 착각하였다. 고무를 반으로 잘라 이를 가열하거나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다시 새 것처럼 눌러 붙이는 것을 

보았다면 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심지어 오늘날에도 마술

처럼 느껴지지 않는가! 마침내 프랑스 CNRS-ESPCI의 Leibler 
교수팀은 이와 같은 마술 같은 일을 해내는 데 성공하였다

(Figure 2).3 이들은 손상된 면을 함께 붙이면 상온에서도 자가

치유 되는 고무의 성질을 가지는 재료를 제조하는데 성공하였

  

Cut Join

  

Heal Stretch
Figure 2. Photos demonstrating self-heal process produced by 
Cordier et al.3

다. 저변에 깔려 있는 자기치유 반응기구는 소위 비배위성 상

호작용에 의한 초분자 조립현상이었다. 이와 같은 재료는 파

단이 여러 차례 일어나도 자기치유(self-healing) 되어 본래의 

기계적 특성을 유지할 정도로 놀라운 재료이다. 
  본 보문에서는 21세기형 꿈의 소재라 할 수 있는 자기치유 

소재의 발전 현황을 소개함으로써 경제의 블록화, 무한 기술

경쟁입국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관련 연구자들이 자기

치유소재에 한 관심을 갖게 하도록 하겠다. 사실 자기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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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의 역사는 일천하여 우리도 경쟁에 뛰어들 경우 우리가 

갖고 있는 과학기술 능력을 발휘할 경우 선진 기술과 경쟁할 

수 있는 기술의 창출도 기 할 수 있다.

Ⅱ. 자기치유 개념

  인간은 오랫동안 자연이 손상을 자기치유 하는 특별한 능력

에 관심을 가져왔다. 아마도 가장 놀라운 예를 우리 몸에서 

찾을 수 있다. 작은 상처가 났을 때 손상된 부위가 아물어 완전

히 자가치유 되고, 큰 상처가 나면 흉터가 남기는 하지만 자가

치유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다른 생명체에서도 유사한 능력을 

쉽게 발견할 수 있으며, 인간에게서 발견되는 치유 능력보다 

훨씬 뛰어난 치유 능력을 발견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히드

라, 말미잘, 산호충 따위와 같은 자포를 가진 무척추동물은 

완전히 분리된 세포에서 유기체 전부를 재생할 수도 있다. 고
 신화에서 레르나(Lerna) 히드라가 자기치유의 전형으로 창

조되었다. 비 생명체에 자기치유 능력을 부여하는 일은 매우 

매력적인 일일 것이다. 도자기, 페인트, 항공기 재료에 자가치

유 능력을 부여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와 위험의 

감소를 상상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자기치유 재료는 외부의 간섭이 없이 환경적 자극에 비선형

적으로 감응하여 파손된 부분을 치유시키는 재료로서 여러 

가지 첨단 공학 계에서 엄청난 가능성을 가진 재료라 할 수 

있다. 자기치유로 밑에 있는 금속 지질의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자기치유 코팅은 특히 중요한 분야의 하나이다. 전 세계

에서 부식에 의한 경제적 손실이 매년 3천억 불에 이르는 것으

로 추산되고 있다.4 최근의 자기치유 고분자 연구에 의하면 

이 재료를 사용하면 피로 수명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으며, 
기계적 손상부위를 성공적으로 치유할 수 있음이 입증되었다. 
재료에 치유 능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캡슐화, 가역적 화학, 
마이크로도관 네트워크, 나노입자 상분리, 폴리이오노머, 공
동 섬유 및 단량체 상분리 이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소개되

었다. 이들 방법은 각자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어 아직도 발전

의 여지는 많이 남아 있다. 일리노이 학의 Braun 교수 팀은 

실록산 기초 재료로 출발하는 자기치유 코팅을 개발하였다. 
개념도를 Figure 3에 나타냈다.5 첫 번째 방법에서는 촉매를 

함침시키고, 실록산은 상분리 방울로 존재하게 하였다. 둘째 

방법에서는 매트릭스가 치유제와 반응할 때 유리한 방법으로 

촉매와 치유제를 함께 캡슐화하는 방법이다. 
  고분자 재료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열경화성 

고분자에서는 공유결합성 가교로 영구 네트워크가 형성되며, 
점성 유체의 성질을 잃게 된다. 열경화성 고분자로 제조된 물

체의 평형 모양은 고정되기 때문에, 기계가공으로만 모양을 

바꿀 수 있다. 열가소성 고분자는 영구 가교 네트워크가 형성

되지 않으며, 높은 온도에서 성형(주형법, 압출)에 의해 원하

는 모양으로 만들 수 있다. 오늘날 열경화성 및 열가소성 고분

Figure 3. Schematic of self-healing process:5 a) Self-healing coat-
ing containing microencapsulated catalyst (yellow) and phase-sep-
arated healing agent droplets (blue) in a matrix (light orange) 
on a metallic substrate (grey), b) Damage to the coating layer 
releases catalyst (green) and healing agent (blue), c) Mixing of 
healing agent and catalyst in the damaged region, d) Damage 
healed by cross-linked PDMS, protecting the substrate from the 
environment, e) and f) SEM images of mechanically damaged 
and healed parts.

자는 고성능이 요구되는 다양한 용도에 적용되고 있으며, 손
이 닿지 않은 곳에 적용할 때나 재료의 표면 모양이 중요할 

때는 자가치유 능력이 필요하다.
  고분자에서 자가치유는 파쇄, 틈 발생, 절단으로 형성된 단

면에 결합이 재형성되어 기계적 성질을 유지하는 능력이다. 
특히 가교 고분자에서 자가치유는 더 어렵다. 가교에 의해 사

슬이 완전히 분리되어, 고분자 사슬이 단면을 가로지를 수 있

는 얽힘(entanglement) 현상을 방해, 새로운 결합이 형성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열경화성 고분자의 자가치유를 위해



Self-healing Elastomers As Dream Smart Materials 199

서는 가역적 “공유결합 형성”과 “복합재료의 이용” 두 가지 

방법이 주로 이용된다. 자가수선(self-mending)으로도 알려진 

첫번째 방법에서는 빛, 열과 같은 외부 자극을 가해 공유결합

이 개편되도록 유도한다. 즉, 재료에 발생된 파단 면에서 반응

에 의해 새롭게 형성된 결합에 의해 연결된다. 강한 가역적 

비배위성 상호작용도 상당한 가능성이 있으며, 이와 같은 목

적을 위해서 주로 강한 수소결합이 이용된다. 두 번째 방법에

서는 반응을 하지 않은 단량체를 함유하는 마이크로캡슐을 

열경화성 재료에 함침시킨다. 파단이 일어나면 캡슐이 터져 

단량체가 흘러나오며, 매트릭스 내에 분산된 촉매의 작용으로 

경화가 일어난다. 치유를 개시화시키기 위해 외부 자극이 필

요하지 않아, 이와 같은 자가치유를 자발(autonomous)법이라

고도 한다.
  열가소성 재료에서의 자가치유는 열경화성 재료에 비하여 

쉬운 편이다. 가열에 의해 사슬의 유동성을 배가시킴으로써 

단면을 가로지르는 얽힘의 형성을 쉽게 유도할 수 있기 때문

이다. 따라서 열경화성 재료에 비해 열가소성 재료의 단면은 

접착제로 작용하는 제 3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도 함께 접합시

킬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사슬의 유동성을 배가시키기 위한 

가열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재료를 파단 시켰던 충격이 

유동성을 유도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공정을 탄도충격 자가

치유(ballistic impact self-repair)라 부른다.
  열가소성 탄성체는 산업적으로 중요한 부류의 열가소성 재

료이며, 탄성(고무성) 거동을 보이며, 사슬들이 결정 혹은 유

리 영역에서 물리적 가교를 일으키기 때문에 유동성이 낮다. 
치유제나 외부 자극을 가하지 않고 치유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사슬의 고유동성이 요구되고, 따라서 열가소성 탄성체에서 항

구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고정화와는 립되는 

셈이다. 그러나, 탄성과 자가치유 성질을 조합하는 새로운 방

법이 최근에 소개 되었다.3 Leibler 등은 파단 면을 가까이 하기

만 해도 열가소성 탄성체의 기계적 성질을 자발적이면서도 

완전히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였다(Figure 2). 이 계

는 저렴하면서도 쉬운 성형법으로 무한정, 반복적으로 치유할 

수 있으며, 따라서 산업적 적용가능성이 높고, 용융물의 열가

소성 거동을 이용하여 독성이 작은 특징이 있다. 여러 성질의 

특별한 조합을 이용한 이 기술은 자가치유 재료 영역에서 약

진 기술의 하나임에 틀림없다.

Ⅲ. 여러 가지 자기치유 탄성체계 

  사실 자기치유 재료의 역사는 일천하다. 주로 개별 성분이 

복합재료로 가역적으로 전환되는 시스템이나 복합재료 내에 

자기치유 재료가 함유된 시스템이 연구되었다. 적용할 수 있

는 용도는 무궁무진하다. 찢어진 의류를 효과적으로 저절로 

기우는 용도, 가옥과 자동차용 내구성 코팅 및 페인트 등을 

들 수 있으며, 자기치유 형 인조 뼈, 연골 등의 의료용도 있을 

Figure 4. The autonomic healing concept.6 A microencapsulated 
healing agent is embedded in a structural composite matrix con-
taining a catalyst capable of polymerizing the healing agent: a) 
Cracks form in the matrix wherever damage occurs, b) the crack 
ruptures the microcapsules, releasing the healing agent into the 
crack plane through capillary action, and c) the healing agent con-
tacts the catalyst, triggering polymerization that bonds the crack 
faces closed.

수 있다. 자가치유 분야에서 일리노이 학의 White 교수팀에 

의해 하나의 초석이 마련되었는데, 이들은 치유 단량체를 함

유하는 마이크로캡슐을 촉매를 함유하고 있는 에폭시 고분자 

매트릭스와 혼합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6 파괴가 일어나면 

마이크로캡슐은 파쇄되며, 단량체가 갈라진 틈으로 흘러나와 

촉매와 접촉, 중합이 진행되며, 틈이 매워질 때 까지 중합이 

계속되어 치유가 완료된다. 치유가 진행되는 동안에 다른 어

떤 조작도 필요하지 않다(Figure 4). 그러나 파괴가 같은 곳에

서 다시 한 번 일어난다면 첫 번째 일어났던 치유의 효과가 

낮거나 없어질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마이크로 혈관을 

사용, 치유제를 다시 공급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으나, 필요한 

크기의 채널을 제조하기가 쉽지 않아 소규모 조작에는 적합하

지 않다.6

  자가치유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균열된 단면에서 치유

제를 중합시킬 수 있는 적절한 화학이 필요하다. 개환 복분해 

리빙중합(living ring-opening metathesis polymerization; ROMP)
을 자기치유 계에 요구되는 여러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적절

한 후보로 생각할 수 있다. 자기치유 계에서는 저장수명이 길

어야 하고, 단량체의 점도와 휘발성이 낮아야 하며, 상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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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Chemistry of self-healing:6 a) Ruthenium-based Grubbs' catalyst initiates ring-opening metathesis polymerization (ROMP) 
of dicyclopentadiene (DCPD), b) Environmental ESEM micrograph and infrared analyses. IR spectra correspond to neat DCPD 
(top), an authentic sample of poly(DCPD) prepared with Grubbs' catalyst and DCPD monomer (middle), and poly(DCPD) ®lm 
formed at the healed interface (bottom). The highlighted peak at 965 cm-1 is characteristic of trans double bonds of ring-opened 
poly(DCPD).

도 중합이 쉽고 빠르게 일어나야 하고, 중합 후 수축이 작아야 

한다. ROMP 반응을 위해서는 복분해 활성이 높고, 산소 및 

수분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능기 허용성이 높은 Grubbs 촉매가 

사용된다. 이 촉매를 사용하면 dicyclopentadiene (DCPD)을 상

온에서도 수 분내에 중합시켜 강인하고도 가교도가 높은 고분

자 네트워크를 형성시킬 수 있다 (Figure 5a). DCPD를 함침시

킨 우레아-포름알데히드 껍질로 된 마이크로캡슐(50-200 mm)
을 표준 마이크로캡슐화 방법으로 제조한다. 마이크로캡슐 껍

질은 촉매와 DCPD가 접촉하지 못하게 하여 복합재료를 제조

하는 과정에서 중합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 벽 역할을 한다. 
파손된 곳에서 실제로 치유제가 중합되는 현상을 환경주사전

자현미경(ESEM)과 적외선분광분석으로 관찰할 수 있다. 
Figure 5b의 ESEM 이미지가 보여주듯이 파단 면에 얇은 고분

자 필름을 관측할 수 있다. 이 필름의 IR 스펙트럼으로부터 

965 cm-1에 나타나는 특성 피이크를 관측할 수 있는데 이는 

개환중합 된 고분자인 poly(DCPD)에 해당한다. 
  생물계에서의 치유는 필요한 생물화학 성분을 공급하는 보

급 도관 네트워크에 의해 이루어 진다. 연성 리소그래피 및 

직필 에셈블리가 급속도로 발전됨에 따라 생물학적 도관 시스

템의 주요 거동의 많은 부분을 모사화 할 수 있는 복잡한 마이

크로 도관을 함침시킨 재료를 창출할 수 있게 되었다. 구조적 

손상의 자가치유를 위해 마이크로도관 네트워크가 사용되는 

것을 보이기 위해 인간의 피부를 모방하는 마이크로도관 코팅

-지질 구조를 사용하였다(Figure 6a).7 피부의 상피층은 피부 

표면을 계속하여 재생하는 다중 부 층으로 이루어진 반면 더 

깊이 있는 진피층은 상피층에 영양분을 함유하고 있는 혈액을 

공급하고 온도를 조절한다. 피부는 보호막 역할을 하기 때문

에 어떤 손상이라도 빠르고 효과적으로 치유되어야 한다. 피
부에 절단이 발생되면 혈액이 진피층에 있는 모세관 네트워크

에서 부상 부위로 빠르게 흘러 엉긴 덩어리를 형성하게 된다. 
이곳을 통해 셀과 성장인자가 이동되어 치유를 위한 매트릭스

로 된다. 이 공급계의 도관성 때문에 동일한 부위에 작은 손상

이 생겨도 반복해서 치유될 수 있다. White 등이 설계한 자기

치유 마이크로도관 코팅-지질 계를 Figure 6b에 나타냈다. 에
폭시 코팅을 침투성 3차원(3D) 마이크로도관 네트워크를 함

유하는 유연성이 더 큰 지질에 퇴적시킨다. 고상 Grubbs 촉매 

입자를 코팅 내에 함침시키고 네트워크를 액상 치유제로 채운

다. 시료의 네 곳을 구부려 코팅 표면에 균열이 개시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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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Self-healing materials with 3D microvascular networks: a) Schematic diagram of a capillary network in the dermis layer 
of skin with a cut in the epidermis layer, b) Schematic diagram of the self-healing structure composed of a microvascular substrate 
and a brittle epoxy coating containing embedded catalyst in a four-point bending configuration monitored with an acoustic-emission 
sensor, c) High-magnification cross-sectional image of the coating showing that cracks, which initiate at the surface, propagate 
towards the microchannel openings at the interface (scale bar=0.5 mm), and d) Optical image of self-healing structure after cracks 
are formed in the coating (with 2.5 wt% catalyst), revealing the presence of excess healing fluid on the coating surface (scale 
bar=5 mm).

코팅-지질 빔을 가한다. 결과적으로 발생된 균열은 유체로 채

워진 마이크로채널의 존재로 더 유연한 지질 영역으로 끌리게 

되고, 코팅-지질 계면에 포획된다(Figure 6c). 코팅에서 손상이 

발생된 후 치유제가 마이크로채널에서 모세관 작용에 의해 

균열로 흘러 들어가게 된다. 어떤 외부 압력이 가할 필요가 

없다. 유사한 작용기구로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점성 젤 층으

로 타이어를 자기치유 하거나,8 격리된 살생물제 함유 방울을 

이용하여 수술용 장갑을 치유하는 시도도 발표되었다.9 이와 

같은 유출과 전달 메커니즘의 효율을 Figure 6에 나타냈으며, 
균열이 발생한 초기에 코팅 표면에 많은 양의 치유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균열 면에서 치유제가 코팅에 존재하는 촉매

와 접촉되면 중합이 개시되고, 균열 면이 접합되어 자기치유

가 시작된다. 충분한 시간이 흐른 후 균열이 봉합되어 코팅 

본래의 성질을 다시 발휘하게 된다. 반복해서 균열이 발생되

면, 치유 사이클이 다시 작용할 수도 있다.
  캘리포니아 학의 Wudl 교수팀은 온화한 조건에서도 반복

적으로 자기치유되는 투명 유기고분자재료를 개발하였다

(Scheme 1).10 이 재료는 상온 이하의 온도에서 강인한 고체이

며, 상업적 에폭시 수지와 비슷한 기계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 
120 ℃이상의 온도에서 약 30%의 단량체 간 고리가 깨지지만 

Scheme 1

냉각을 하면 다시 연결된다. 이 공정은 완전히 가역적이며 파

손된 고분자 부위를 반복적으로 재생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 

촉매, 부가적 단량체 혹은 파단면의 특수 표면처리와 같은 제 

3의 처리나 첨가제가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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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Mending efficiency of polymer 3 (in Scheme 1):10 A) Mending efficiency obtained by fracture toughness testing of compact 
tension test specimens. Values for the original and healed fracture toughness were determined by the propagation of the starter 
crack along the middle plane of the specimen at the critical load, B) Image of a broken specimen before thermal treatment, C) 
Image of the specimen after thermal treatment, D) SEM image of the surface of a healed sample: the left side is the as-healed 
surface and the right side is the scraped surface, and E) Enlarged image of the boxed area in (D).

  이 고분자의 자가치유 성능을 실제로 확인하기 위하여 간단

한 인장시험 시료를 사용하여 시험을 행하였다(Figure 7).10 날
카로운 면도날로 시료에 끝이 점점 가늘어지는 틈을 가공된 

새김 눈 시작점까지 만들었다. 파단 된 부분의 직각 방향으로 

부하를 가하면 파단의 성장을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시료의 

파쇄를 막을 수 없다. 구조가 파괴된 후 두 파편을 가능한 한 

가깝게 하고, 클램프로 눌러 120 ℃에서 150 ℃까지 질소분위

기에서 두 시간 가열한 후 상온으로 냉각시켰다. 전형적 시료

의 치유 효과에 한 사진을 Figure 7B와 Figure 7C에 나타냈

다. 치유하기 전 파단 단면은 상당히 반사성이 크다(Figure 
7C). 열처리 후의 단면에는 결함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Figure 7C) 단면의 치유가 잘 일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치유된 시료의 SEM 이미지를 Figure 7D와 E에 나타냈다. 이미

지를 만들기 전 크롬(3 nm)과 금(30 nm)으로 전자빔 증발법을 

사용하여 표면을 처리하였다. 치유된 표면의 상처의 흔적을 

Figure 7D의 좌측에, 면도날로 자른 표면을 우측에 나타냈다. 
토막 난 두 면을 단순히 함께 붙여 치유할 경우 완전히 치유되

지 않기 때문에 토막 면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아 치유된 표면

에서 상처(백색 선)를 볼 수 있다. 그러나, 면도칼로 토막 낸 

표면을 자기치유한 후 관찰하면 절단면에서 결함을 관찰하기

가 쉽지 않다. 이는 치유효과가 매우 우수함을 반증하는 결과

이며, Figure 7E에 나타낸 고배율 이미지에서는 상처 부분과 

절단 부위의 계면을 확인할 수 있으며, 치유효과를 더욱 확실

히 알 수 있다. 가역적으로 가교가 일어나는 부분을 갖는 고분

자를 사용, 복합재료 분해와 형성이 일어나는 현상을 조절함

으로써 자가치유가 일어나게 한 이와 같은 가역 계의 장점은 

자가치유가 반복하여 일어날 수 있어, 파쇄가 같은 곳에서 여

러 차례 일어나도 치유가 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고분자의 

합성이 까다롭고, 외부 자극(온도)이 필요한 단점이 있다. 이 

계가 온화한 조건에서도 자기치유가 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상

온보다 훨씬 높은 온도가 필요하다.
  고무성 탄성을 보이는 저분자 계를 설계하는 매력적인 방법

은 초분자 고분자의 개념을 응용하는 것이다. 2기능기 분자

(두 개의 서로 다른 분자를 일정한 방향으로 회합시킬 수 있는 

분자)는 장쇄를 형성하며, 용액과 괴상에서 고분자의 성질을 

보인다.11 2기능기 분자와 다기능기 분자(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분자를 네트워크로 회합시킬 수 있는 분자)를 혼합하면 

네트워크가 형성된다(Figure 8).12 개 초분자 네트워크를 형

성할 수 있는 고분자는 괴상에서 흐르거나 부분적으로 결정화

되며, 플라스틱 수지나 섬유와 같은 거동을 보인다.13 고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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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Synthesis pathway of materials for supramolecular networks.3 A mixture of fatty diacid and triacid is condensed first 
with diethylene triamine and then reacted with urea giving a mixture of oligomers equipped with complementary hydrogen bonding 
groups: amidoethyl imidazolidone, di(amidoethyl) urea and diamido tetraethyl triurea. The hydrogen bond acceptors are shown in 
red, donors in green.

Figure 8. Supramolecular network.3 Schematic view of a rever-
sible network formed by mixtures of ditopic (blue) and tritopic 
(red) molecules associating by directional interactions (represent-
ed by dotted lines).

거동을 보인 예는 많지 않다. 
  프랑스 ESPCI-CNRS의 Leibler 교수팀은 완전히 새로운 방

법을 소개하였다.3 이들이 사용한 방법의 특장점은 고무의 성

질을 가짐과 동시에 자가치유가 되는 재료를 제조하기 위해 

초분자 자기조립을 응용했다는 점이다. 전통적인 고무는 늘렸

다 원래의 크기와 모양으로 복원될 수 있는 전형적인 긴 사슬

의 가교 고분자이다. Leibler의 방법은 놀랄 정도로 간단한 몇 

가지 성분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식물유, 재생 자원으로부터 

제조된 이량체 및 삼량체 지방산을 diethylene triamine과 반응

시키고, 이어서 우레아와 반응시켰다(Figure 9). 이 반응에 의

해 유리전이온도가 288 ℃인 투명 비정질 재료를 얻을 수 있

다. 우레아와 아미드분자 사이에 여러 가지 강력한 수소결합

을 가진 많은 수의 2기능기 및 3기능기 구조 블록의 혼합물로 

된 초분자 네트워크가 형성된다. 여러 가지 다른 화학종이 존

재하여 결정화가 방지되며, 고온에서도 고무의 성질이 유지된

다. 온도에 따라 달라지는 수소결합의 강도로 인하여 고온에

서 재료의 점도가 크게 감소하며, 따라서 어떤 모양으로도 용

융 성형이 가능하다. 유리전이온도는 dodecane과 같은 가소제

로 더 낮출 수 있어, 열가소성 탄성체로 된다. 인장강도 시험에 

의하면 이 재료의 파단 신율은 500%이상이며, 전형적인 연성 

고무의 성질을 갖고 있다.
  얻어지는 초분자 네트워크는 수소결합을 통해 부분적인 가

교를 일으키며, 결정화되지 않아 탄성을 보이는 재료이다. 파
쇄가 일어날 때 수소결합 네트워크의 활성 말단이 노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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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Self-mending at room temperature:3 a) Cut parts are brought into contact at 20 ℃ immediately after being cut (waiting 
time less than 5 min). Curves represent stress-strain behaviour measured for convenience at 40 ℃ after different healing times, 
b) Stress-strain behaviour at 40 ℃ of mended samples; mending was performed at 20 ℃ after keeping broken samples apart for 
6 h, c) As in b but cut samples were kept apart for 18 h and then mended at 20 ℃. Coloured vertical lines in a to c correspond 
to elongation at breaking for given healing times (for all healing times, stress-strain curves superpose almost exactly and show 
elongation only at break changes), and d) Time-dependent infrared experiments. The sample was heated to 125 ℃ for 10 min 
and then quenched to 25 ℃. Infrared absorption spectra evolutions were recorded. The intensity at 1,524 cm-1, characteristic of 
free N-H bending motions (green) decreases, whereas the intensity at 1,561 cm-1, characteristic of associated N-H bending motions 
(purple) increases. These data confirm the long lifetime of open hydrogen bonds when they are created in excess.

자기조립에 의한 회합 강도가 공유결합보다 약하기 때문이다. 
파쇄 말단의 활성이 살아 있어 함께 붙이는 것만으로도 간단

히 재조합 된다. 즉, 마크로규모 회합이 거시규모 치유에 이르

게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파쇄된 말단이 가깝게 되어, 더욱 

많은 수의 가교 화합이 형성, 자가치유가 넓은 범위에서 일어

난다(Figure 10). 이 때 사용 시간과 말단이 함께 가까이 되게 

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중요하며, 각 말단에 있는 분자가 이웃

하는 분자와 재조립되기 시작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말단을 

없애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온에서 자가치유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일주일이 걸린다. 이 재료의 한계는 양 말단을 가까

이 해야 효과가 나타나며, 자가치유에 필요한 시간이 최소한 

15분 걸린다는 점이다.
  남미시시피 학의 Urban 교수팀은 올해 초 oxetane 치환 키

토산 폴리우레탄 네트워크가 자가치유재료로 효과적임을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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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Synthetic steps involved in the formation of oxetane (OXE)-chitosan (CHI).14 1, Reactions of oxetane with chitosan, 
leading to the formation of OXE-CHI precursor; 2, Reactions of OXE-CHI with hexamethylene diisocyante (HDI) and polyethylene 
glycol (PEG), leading to formations of remendable OXE-CHI-PUR network.

혔다.14 폴리우레탄은 고성능 고분자로 분류할 수 있는 뛰어난 

성질을 갖고 있지만 기계적 충격이 가해지면 손상을 입게된

다. Urban 교수팀은 자외선을 조사하면 자기치유되는 특이한 

폴리우레탄 네트워크를 발명하였다. 이 네트워크는 oxetane 
치환 키토산 전구체가 2성분 폴리우레탄에 함침된 구조로 되

어 있다(Figure 11). 네트워크에 기계적 충격을 가하여 손상이 

발생되면 사환고리 oxetane 화합물이 열리게 되어 두 개의 반

응자리를 형성한다. 이 때 자외선에 노출시키면 키토산 사슬

이 잘라져 반응성 oxetane 말단과 반응, 네트워크를 형성 자기

치유가 진행된다. 자기치유는 1시간 이내에 이루어지기 때문

에 운송에서 포장에 이르기까지 여러 코팅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패션과 의약산업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폴리우레탄을 기초로 하는 이 재료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실험의 예를 Figure 12에 나타냈다. Oxetane-키토산과 폴리우

레탄의 상 양을 달리하여 실험을 행하였다. Figure 12의 A-D
에 여러 가지 필름 시료에 서로 다른 시간 자외선을 조사한 

후 달라지는 필름의 광학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Oxetane-키토

산 전구체가 존재하여야 자기치유가 일어남을 확실히 알 수 

있다. 폴리우레탄이나 키토산-폴리우레탄에서는 자가치유가 

일어나지 않지만, oxetane-키토산이 존재하면(C와 D) 치유과

정이 빠르게 진행됨을 알 수 있다. oxetane-키토산의 양을 절반

으로 줄이면 치유 속도가 느려짐도 관찰할 수 있다.

  초분자 자기조립법이 점차 실제적으로 적용 가능하게 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다. Meijer 등은 가역적이며 비배위성 

상호작용을 이용, 여러 가지 외부의 환경적 요인에 의해 민감

하게 반응하는 재료를 창출하였다(Figure 13).15 초분자 고분자

의 가역성으로 인하여 축중합으로부터 알려진 여러 가지 이론

에 새로운 면이 더해지게 되었다. 예를 들어 서로 다른 초분자 

단량체의 혼합물은 공중합체를 만들지만 공중합체의 조성을 

단순히 단량체를 부가적으로 가해 조절하게 되어 매우 간단하

게 되었다. 더욱이 3개 혹은 그 이상의 기능기를 가진 단량체

를 사용함으로써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 그러나, 축중합

에 의해 형성된 네트워크와 비교하여 가역적 성질을 보이기 

때문에 자가치유 재료로 매력적이다. 이들 재료는 제조가 비

교적 용이하고 재공정이 쉽기 때문에 산업적인 관심의 상이 

되어왔다. SupraPolix라는 한 회사는 자가치유가 가능한 초분

자 고분자를 제조하였다. 다만 자가치유를 위해서는 140 ℃로 

가열하여야 한다. 그러나 Leibler 교수팀이 개발한 방법은 초

분자화학을 적용, 상온에서도 치유될 수 있는 재료를 제조하

였다. 여러 다른 화학자들도 연이어 적절한 분자 설계를 통해 

특정 기계적 성질을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저분자형 자가치

유 재료를 찾게 되었다. Leibler 등이 처음 사용한 성분은 다양

한 식물유로부터 얻은 다양한 종류의 지방산이었다. 재료가 

여러 차례의 파쇄를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촉매가 필요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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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Optical images of mechanically damaged films: PUR (A1, A2, and A3 are images after exposure for 0, 15, and 30 
min to UV radiation; HDI/PEG/CHI = 1:1.5:0); CHI-polyurethane (PUR) (B1, B2, and B3 are images after exposure for 0, 15, 
and 30 min to UV radiation; HDI/PEG/CHI = 1:1.4:0.57 × 10-4); OXE-CHI-PUR (C1, C2, and C3 are images after exposure for 
0, 15, and 30 min to UV radiation; HDI/PEG/OXE-CHI = 1:1.4:0.57 × 10-4); OXE-CHI-PUR (D1, D2, and D3 are images after 
exposure for 0, 15, and 30 min to UV radiation; HDI/PEG/OXE-CHI = 1:1.33:1.17 × 10-4).

않으며, 제조도 용이한 편이다.3 열에 의해 파쇄가 일어날 수 

있어, 재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경친화적이기도 하다.
Ⅳ. 맺 음 말 

  외부의 간섭 없이 환경적 자극에 비선형적으로 감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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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Different architectures possible for supramolecular polymers.15 Top left: linear supramolecular polymer. Top right: linear 
supramolecular block-copolymer. Bottom left: supramolecular network via branching. Bottom right: supramolecular network via 
grafting. 

파손된 부분을 치유시키는 재료인 자기치유 재료는 여러 가지 

첨단 공학 계에서 엄청난 가능성을 가진 재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여러 생명체가 손상을 자가치유 하는 특별한 능력을 

모사할 수 있는 자기치유 재료를 개발하는 데 한 관심이 

최근 몇 년 간 크게 고조되고 있음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우리 몸에 난 작은 상처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가치유 되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재료를 

창출할 수 있을 때 그 가치를 생각해보자. 간단한 상상으로 

도자기, 페인트, 항공기 재료에 자가치유 능력을 부여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와 위험의 감소를 상상해보면 그 

중요성을 쉽게 알 수 있다. 오늘날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이론 및 실험 화학과 나노기술은 이와 같은 자기치유 재료의 

창출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특정 재료에 치유 능력을 부여하

기 위하여 캡슐화, 가역 화학, 마이크로도관 네트워크, 나노입

자 상분리, 폴리이오노머, 동공 섬유 및 단량체 상분리 이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소개되었다. 이들 방법은 각자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어 아직도 발전의 여지는 많이 남아 있으나, 

이들 중 몇 가지는 벌써 상업화 수순을 밟고 있다. 화학 및 

고분자 분야에서 선진국 수준의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우리 

나라도 이 자기치유 재료에 한 관심을 크게 가져야 할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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