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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oly(lactide)s(PLA)  is an attractive material to solve the problem of waste plastic accumulation in nature because of its 

biodegradability. The lactide exists in three stereoisomeric configurations: L-lactide, D-lactide, and meso-lactide. PLA 
stereocomplexes, formed by the mixing of two enantiomers, poly(L-lactide)(PLLA) and poly(D-lactide)(PDLA), have many 
favorable characteristics because the stereocomplex showed 50°C higher melting point than each enantiomeric polymer and 
the resistance toward degradation increased.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influence of the composition and the optical 
purity of each component on the formation of stereocomplexes. Also, the nanofibers of stereochemical PLA and their blends 
were prepared by electrospinning method. The properties of the obtained fibers were analyzed by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and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The results showed that a degree of stereocomplex was controlled by change of 
optical purity of each component. The enzymatic degradation of the fibers were strongly dependent on the stereocomp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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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일회용 포장용기, 포장

필름, 농업용 및 공업용 필름류 등의 플라스틱 폐기물 

사용량의 증가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큰 사회문제로 

인식이 되고 있으며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Park 등, 2009). 이를 해결할 하나의 방편으로 분해성 

고분자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부분적으로 제

품화되고 있다. 분해성 고분자는 생분해성과 빛에 의

해 분해되는 광분해성으로 구별할 수 있다(Gopferich, 

1996; Wift, 1993). 생분해성 고분자란, 박테리아, 조
류, 곰팡이와 같은 미생물 또는 미생물이 생산하는 효

소, 빛 등에 의해서 고분자의 사슬이 절단되어 물, 이
산화탄소와 메탄가스로 분해되는 고분자이다. 생분해

성 고분자의 분해성은 분자량, 결정성, 융점, 입체구

조, 분자구조와 같은 고분자의 특성과 분해 미생물의 

종류, 온도, 습도, pH, 산소존재 여부 등과 같은 환경

조건의 영향 받으며 블렌드의 경우, 두 물질 사이의 상

용성, 표면구조 등과 같은 물성에 의한 영향을 받는다

(Huang 등, 1990; Kuster, 1979). 재생 가능 자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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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미생물에 의해 발효시켜 만든 L-lactide 단량체

를 이용해 합성된 poly(l-lactide)(PLLA)는 유리전이 

온도가 60℃, 융점 170℃의 경질계 특성을 갖는 고분

자로 연질계 생분해 고분자나 충전제, 난연제 등을 혼

합하여 성형시의 결정화를 촉진시키거나 냉각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하여 결정핵제 등을 투입하기도 한다. 
내열성, 투명성, 강도, 유연성등 물성 개질을 통하여 현

재 광범위한 분야에서 용도가 확대되고 있다(Marcos, 
2007; Roxana 등, 2003).

PLA의 가수분해성과 효소에 의한 분해는 이전부

터 알려져 있으며, 발효가 가능한 혼합물 중에서 빠르

게 분해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었다(Nakafuku 등, 
1993). 따라서 PLA는 분해성이 요구되는 분야, 농업, 
수산용자재, 토목건축자재, 레저용품에서 사용 후 회

수, 재이용이 곤란한 분야, 식품포장용기, 위생용품, 일
용잡화 용품과 같이 퇴비화에 유효한 분야 등에서 주

목을 받고 있다(Nakafuku 등, 1993; Reeve 등, 1994). 
PLA는 분해특성 외에도 투명성, 안정성, 저연소열, 
알카리 가수분해성과 섬유 실크 터치, 역 염색성, 인쇄

성, 향기 비추작성, 강유전성 등의 물성 및 기능을 가

지고 있으며, PLA는 수분의 투과성이나 통기성에 뛰

어나 섬유 등, 다방면에서의 사용이 기대된다. 또한, 
lactide나 PLA가 식물의 생육을 촉진하는 것도 밝혀

졌으며 멀티필름, 이식용 포트, 식재용 네트 및 끈 등 

농림업 분야에서의 응용도 기대되고 있다(Marcos, 
2007; Reeve 등, 1994). PLA는 D-lactide, L-lactide 
그리고 DL-lactide형의 광학 이성질체를 갖고 이들 이

성질체로부터 합성된 고분자는 각각 PDLA, PLLA 및 

PDLLA로 구분된다(Slager 등, 2001; Slager 등, 
2003). PDLA와 PLLA은 결정성을 가지고 있어 비결정

성인 PDLLA에 비해 물성이 우수하다. 그러나 PDLA나 

PLLA의 융점은 약 170℃로 낮기 때문에 생체 재료용

이 아닌 범용 고분자소재로 사용하는데 다소 문제가 

있다.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PLLA와 이성질

체인 PDLA를 혼합하면 서로 간에 stereocomplex를 

형성하여 열적특성이 향상 될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

(Tsuji 등, 2005).  
최근 고분자 섬유재료는 벌크재료와는 달리 물리

적, 화학적으로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제조법, 분
석법 그리고 상업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

가 이루어지고 있다. 전기방사(electrospinning)는 

1882년 Raleigh가 액체의 낙하 시 정전기력이 표면장

력을 극복할 수 있다는 계산이 과학적 토대가 되어, 
1934년에 독일의 엔지니어인 Formhals에 의해 특허

를 받은 방법이다(Shin, 2006). 전기방사는 정전기력

(electrostatic force)에 의해 낮은 점도 상태의 고분자

를 사용하여 순간적으로 섬유형태로 방사하여 나노섬

유를 만드는데 사용되며, 이러한 나노섬유는 방사된 

고분자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지니게 된다. 전
기방사 장치는 용액이나 액상의 전구체를 밀어 낼 수 

있는 실린지 펌프, DC 고전압 발생기, 나노섬유를 뽑

아내기 위한 노즐 및 접지된 하부 기판으로 구성된다. 
충분한 점도를 지닌 고분자 용액이나 용융체가 실린

지 펌프를 통해 고분자 용액을 일정한 속도로 유입량

을 조절하여 방적돌기 역할을 하는 노즐을 통해 토출

시킨다. 한쪽 전극은 고전압 발생기와 노즐 팁을 연결

하여 토출되는 고분자 용액에 전하를 주입하여 하전

시키고 반대전극은 집전판에 연결하여 특정 세기의 

전기장이 고분자 용액과 접촉된 노즐 tip에 인가되면 

(+) 또는 (-) 의 한쪽 전하가 고분자 용액에 계속 축적

된다. 고분자 용액에 축적된 같은 전하의 상호 반발력

에 의해 고분자 용액이 가지는 표면장력을 넘어서면

서 노즐 끝단의 반구형상이 Taylor 콘 형상의 jet 으로 

방사-연신하게 되는데, 이때 반대쪽 전하로 하전 되거

나 접지된 집전판 방향으로 섬유들이 모아지게 된다

(Shin, 2006). 
전기방사에 의해  제조되는 섬유는 50 nm에서 수 

㎛의 직경과, 수 cm길이를 갖고 부칙포 형태의 나노섬

유 구조체를 집전체의 형태를 바꾸어 줌으로써 무작

위 배열 또는 정렬된 배열로 제조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Deitzel 등, 2001; Leung 등, 2010). 전기방사 

기법을 이용하여 나노섬유, 나노튜브 형상의 소재를 

손쉽고 저렴하게 제조 할 수 있으며, 나노섬유는 지름

이 수십에서 수백 나노미터에 불과한 초극세 실로 인

조 피부나 의료용 붕대, 생화학 무기 방어용 의복, 배
터리 전해질, 화학 및 바이오센서, 조직공학지지체, 약
물전달시스템 및 에너지 저장 및  변환소자 등의 다양

한 응용분야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물질이며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Dzenis, 2004;  Kumbar 등, 2008; Taylor, 
1969; Wnek 등, 2003). 본 연구에서는 이성질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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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actide와 D-lactide를 조성을 달리하여 합성한 

stereochemical PLA를 이용하여 stereocomplex형성

에 미치는 블렌드 성분의 광학적 순도의 영향을 연구

하였다. 또한 전기방사를 이용한 이들 stereochemical 
PLA 블렌드 섬유의 제조조건을 확립하고 넓은 표면

적을 가진 방사섬유의 효소분해 특성을 연구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재료

본 연구에 사용된 L-lactide와 D-lactide는 Purac사
의 제품을 anhydrous ethyl acetate(Aldrich 사)로 부터 

재결정 하여 사용하였다. 블렌드를 제조하기 위하여 용

매로는 Junsei사의 1,2-dichloromethane (DCM)을 정

제없이 사용하였다. 섬유의 분해에 사용된 Proteinase 
K는 Sigma Aldrich사의 제품을 이용하였다. Tris-HCl 
완충용액(pH=8.6)을 제조하기 위하여 Sigma Aldrich
사의 SIGMA7-9 (minimum 99%)을 사용하였으며, 
pH의 조절은0.5 N HCl (삼천사)를 사용하였다.

2.2. Stereochemical PLA의 합성

본 연구에 사용된 stereochemical PLA는 L-lactide
와 D-lactide의 혼합비율을 달리하여 합성하였다. 합
성은 stannous-4-ethyl hexanoate를 촉매로 하여 진공 

중합관에서 개환중합으로 합성하였다. 여기서 L100
은 L-lactide로 중합한 고분자이고 L98은 L-lactide/ 
D-lactide의 비율이 98/2임을 나타낸다. 동일한 방법

으로 L100, L98, L95, D100, D98, D95를 합성하였다.

2.3. Stereochemical PLA의 블렌드 제조

전기 방사를 위하여 DCM 용매를 사용하여 stereo- 
chemical PLA (L100, L98, L95, D100, D98, D95)용
액을 제조하였다. 용액의 농도는 10 wt%로 2hr 동안 

충분히 교반하여 제조하였다. 만들어진 고분자용액을 

블렌드조성에 따른 stereocomplex 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L100/D100 혼합용액을 무게비가 8:2, 7:3, 5:5
로 각 용액의 혼합용액을 만들어 magnetic bar를 이용

하여 하루 동안 혼합 제조하였다. 또한 블렌드 성분의 

광학적 순도에 따른 stereocomplex형성 정도를 확인

하기 위하여 혼합 용액(L100/D100, L98/D98, L95/D95)
을 무게비가 5:5로 각 용액을 혼합하여 magnetic bar

를 이용하여 하루 동안 혼합 제조하였다. DSC 측정으

로부터 stereocomplex 정도를 측정하였다.

2.4. 전기방사 섬유의 제조

Stereochemical PLA 5:5 블렌드(L100/D100, L98/D98, 
L95/D95)와 블렌드 조성에 따른  stereocomplex 형성

을 확인하기 위하여 L100/D100 혼합용액을 무게비가 

8:2, 7:3, 5:5의 블렌드 용액을 제조하여 전기방사하였다.
고분자 혼합용액으로부터 고분자 섬유를 얻기 위하

여 고전압 전원 공급기가 부착된 전기방사기(ESP200D, 
Nano NC, Korea)를 사용하였다. 전기방사의 조건은 

온도 25℃, 습도 40%, 전압 12 kV, 용액의 공급속도 1 
mL/hr, 방사거리 15 cm로 일정하게 유지하고, 전압 

12 kV, 노즐 직경 1 mm로 각각의 고분자 용액을 알루

미늄 평판에 방사하여 고분자 섬유를 제조하였다. 제
조 된 섬유는 섬유의 숙성 및 남아 있는 용매 제거를 위

해 60℃에서 2시간 건조하여 열적특성을 확인하였다.

2.5. 섬유의 분해 특성 

Stereochemical PLA와 블렌드의 효소분해도를 확

인하기 위하여 실리콘 웨이퍼(1 x 1 cm2)에 각각의 고

분자 용액을 전기방사하여 분해도 거동을 확인하였

다. 실리콘 웨이퍼 위 에 방사되어진 섬유들의 효소 분

해성 평가는 37℃의 0.5 N Tris-HCl 완충용액(pH= 
8.6)에서 진행하였다. 실리콘 웨이퍼 위에 방사되어진 

섬유를 살균 처리된 플라스틱 용기에 넣고 5 mL 완충

용액을 첨가 한 후, Proteinase K 5 mg을 Tris-HCl 완
충용액 1 mL에 녹여 0.05 mL를 취하여 샘플이 들어 

있는 완충용액에 첨가 하여 시간에 따른 분해특성을 

관찰하였다. 시간에 따라 분해된 샘플은 증류수로 3~4
회 세척하여 효소 및 가수분해 및 가수분해 부산물을 

제거한 후 상온에서 건조하였다.

2.6. 특성 분석

Stereochemical PLA 샘플의 Tg, Tm 그리고 △H을 

측정하기 위하여 DSC (DSC STAR, Mettler Toledo, 
USA)를 사용하였다. 모든 실험에 aluminum pan을 사

용하였고, 4-7 mg의 시료를 질소 분위기에서 0℃~250℃
까지 승온속도 10℃/min로 측정하였다. 섬유의 모폴

로지를 관찰하기 위하여 시료를 10-5~10-6 torr의 진공 

증착기에서 금으로 코팅한 후, SEM(S-2700, Hita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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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synthesized stereochemical PLA 

Stereochemical PLA Mn(Mw/Mn) Tg(℃) Tm(℃) △H(J/g)

L100 176,000
(1.7) 58 173 52

L98 312,000
(1.7) 61 163 19

L95 293,000
(1.5) 60 150 12

D100 340,000
(1.7) 62 178 46

D98 360,000
(1.8) 61 162 25

D95 409,000
(1.7) 60 148 19

Japan)을 사용하여 전압 5 kV, 5000배의 배율로 측정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Stereochemical PLA의 특성

DSC로 부터 측정된 stereochemical PLA의 열적특

성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이성질체의 함량이 100%
인 D100과 L100의 경우, Tm이 각각 178℃와 173℃
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PLA의 Tm과 유사하게 나

타났다. 광학적 순도가 98%인 D98과 L98의 Tm은 각

각 162℃와 163℃로 이성질체가 포함 되지 않은 순수

한 PLA 보다 약 10℃정도 낮게 나타났다. 또한 광학

적 순도가 95%인 D95와 L95의 경우 148℃, 150℃로 

순수한 PLA보다 약 20℃정도 낮게 측정되었다. △H
의 경우도 Tm과 동일하게 광학적 순도가 감소할 수 

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광학적 

순도가 낮아질수록 규칙성이 낮아져 결정 형성을 방

해하여 Tm과 △H가 낮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3.2. L100/D100 블렌드 조성에 따른 특성

블렌드 조성에 따른 stereocomplex 형성을 확인하

기 위하여 조성을 달리하여 L100/D100(8:2, 7:3, 5:5) 
블렌드 용액으로부터 제조된 섬유의 열적특성을 Fig. 
1에 나타내었다. 블렌드 조성이 8:2의 경우, 블렌드 전

의 각각의 D100, L100 보다 약 40℃정도 높은 온도에

서 Tm(213℃)이 관찰되어 stereocomplex가 형성되었

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하지만 △H을 확인 한 결과 27 J/g

으로 다른 블렌드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DSC 측정 결

과를 통하여 블렌드 조성이 8:2의 경우 stereocomplex의 

형성과 homocrystal이 동시에 생성됨을 알 수 있었다.
블렌드 조성이 7:3의 경우, Tm이 210℃로 측정되

어 순수한 PLA Tm인 170℃ 보다 40℃ 높게 측정 되

어 stereocomplex 형성이 이루어졌음을 확인 했다. 
Tm의 측정 결과를 통하여 stereocomplex 형성을 확

인 할 수 있었지만 △H의 측정 결과(30 J/g)를 확인 해 

본 결과 5:5 블렌드 보다 △H가 30 J/g정도 낮아 

stereocomplex형성이 여전히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

았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블렌드 조성이 5:5의 경우, 
226℃의 Tm과 62 J/g의 △H가 측정되었다. 두 PLA 
이성질체가 5:5로 모두 stereocomplex 형성에 관여하

였음을 확인하였다. 이성질체인 PDLA와 PLLA가 동

일한 조성일 때 stereocomplex 형성이 잘 이루어진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1. DSC curves of L100/D100 fibers with different 
compositions : (a) 8:2, (b) 7:3, (c)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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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EM images of L100 fibers as a function of degradation time : (a) 0h, (b) 2h, (c) 4h, (d) 6h.

블렌드 조성이 다른 L100/D100 블렌드 (8:2, 7:3, 
5:5) 용액으로부터 얻어진 전기방사섬유의 분해거동

을 연구하기 위하여 효소분해를 실시하였다. 분해는 

시편이 담긴 0.5 M Tris-HCl 완충용액을 37℃로 유지

시키면서, Proteinase K 5 mg을 Tris-HCl 완충용액 1 
mL에 녹인 용액에 0.05 mL를 취하여 샘플이 들어 있

는 완충용액에 첨가하여 시간에 따른 분해를 관찰하

였다. Fig. 2는 L100 고분자 섬유의 분해시간에 따른 

SEM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분해시간이 2시간이 경과 

되면 일정한 크기의 섬유들이 수분의 침투로 팽윤되

고 부분적으로 분해가 되어 직경이 불균일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4~6시간 경과하게 되면 섬유들이 분해되

어 끊어져 짧은 길이의 섬유들이 관찰되었다. 8시간이 

경과한 L100의 경우 완전히 분해되었다. L100의 경

우 stereocomplex의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

에 수 시간 이내에 분해되었다.  

Fig. 3는 블렌드 조성이 다른 L100/D100 블렌드 

(8:2, 7:3, 5:5) 용액으로부터 얻어진 전기 방사 섬유의 

분해시간에 따른 SEM 이미지이다. 여기서 (a)와 (b)
는 L100/D100의 8:2 블렌드 섬유의 시간 변화에 따른 

분해거동 SEM 이미지이다. 효소에 의한 분해시간이 

72시간이 경과 되면 일정한 크기의 섬유들이 분해되

어 얇아지거나 끊어지는 형상이 확인되었다. (c)와 (d)
는 L100/D100의 7:3 블렌드 섬유의 SEM 관찰한 표

면 모폴로지로 분해가 진행됨에 따라 일정한 직경의 

고분자 섬유들이 분해되어 가늘어 지다가 끊어지는 

현상을 확인 하였다. (e)와 (f)는 stereocomplex의 형

성이 이루어진 5:5 블렌드의 SEM 이미지로 72시간 

후 직경이 균일 하지 못한 섬유를 확인 하였지만 다른 

블렌드 PLA에서 확인된 끊어짐 현상을 확인하지 못

하였다. 순순한 L100의 경우 수 시간 내에 고분자 섬

유의 분해가 이루어져 섬유의 형태를 잃어버리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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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EM images of L100/D100 fibers with different compositions as a function of degradation time : (a) 0h, (b) 72h, (c) 
0h, (d) 72h, (e) 0h, (f) 72h. 

끊어지는 현상을 확인 하였다. 하지만 이성질체의 블

렌드를 통한 L100/D100의 8:2와 7:3 블렌드 고분자 

섬유의 경우 72시간이 지난 후의 SEM 이미지에서 섬

유가 분해되어 가늘어지다 분해되어 끊어진 형태가 확

인 되었다. 5:5 블렌드인 경우 72시간이 지나도 거의 

분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L100/D100의 8:2 와 

7:3 블렌드에서 stereocomplex의 형성과 homocrystal
이 동시에 생성되어 분해가 진행 되지만, 5:5 블렌드

인 경우 stereocomplex 형성이 이루어져 효소에 의한 

분해가 잘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

과는 동일한 조성일 때 이성질체의 결합에 따른 상호

작용으로 형성되는 stereocomplex가 가장 많이 형성되

어 단일 고분자와는 다른 결정구조 및 열적 특성을 가

지게 된다. 또한 열적 특성만으로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한 stereocomplex에 의한 결정구조의 변화를 효소의 

침투에 의한 분해 정도를 확인 하여 stereocomplex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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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DSC curves of fibers : (a) Stereochemical PLA, (b) Stereochemical PLA 5/5 blends. 

향을 확인하였다.

3.3. 광학적 순도에 따른 stereochemical PLA 블렌드의 

특성

광학적 순도에 의한 stereocomplex 형성을 확인하

기 위하여 stereochemical PLA L100/D100, L98/D98, 
L95/D95 블렌드(5:5)의 열적거동을 측정하여 Fig. 4
에 나타내었다.  Stereochemical PLA L100/D100 블
렌드(5:5)는 stereocomplex에 의해 L100 보다 50℃정

도 높은 226℃에서 Tm이 확인 되었고 62 J/g의 △H 
값을 나타내었다. Stereochemical PLA L98/D98와 

L95/D95 블렌드(5:5)의 Tm은 각각 204℃ 와 189℃에

서 나타났음을 확인하였고 38 J/g와 28 J/g의 △H를 나

타내었다. 이러한 결과 즉, 블렌드 성분의 광학적 순도

가 감소할수록 △H 및 Tm이 적거나 낮아짐을 보였는

데 stereocomplex형성이 방해받고 있음을 의미 한다.
Stereocomplex PLA형성에 따른 분해거동을 확인

하기 위하여 L100/D100, L98/D98, L95/D95의 블렌

드(5:5)의 효소분해를 실시하였다(Fig. 5). (a)와 (b)는 

L95/D95 블렌드 방사섬유의 분해전후의 SEM 이미

지이다. 효소분해시간이 72시간이 경과 되면 일정한 

크기의 섬유들이 표면에서부터 분해되어 섬유의 형태

를 서서히 잃어 형태를 확인 할 수 없을 정도로 분해되

어 끊어지거나 얇고 짧은 섬유로 남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c)와 (d)는 L98/D98 블렌드 방사섬유의 

분해전후의 표면 모폴로지로 분해시간이 경과에 따라 

일정한 직경의 고분자 섬유들이 부분적으로 분해되어 

스폰지형의 모폴로지와 절단된 형태를 관찰할 수 있

다. 그러나 L95/D95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느린 분

해거동을 보였다. 반면에 거의 완전한 stereocomplex
를 형성하는 L100/D100 블렌드의 경우(Fig.3), (e)와 

(f)에서 72시간 분해 후에도 분해가 거의 일어나지 않

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성질체의 결합에 따른 상

호작용으로 stereocomplex가 형성되고 단일 고분자보

다 안정한 결정구조를 가지게 되어 분해효소의 침투가 

어려워진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결과들은 PLA 블렌

드에서 성분의 광학적 순도가 높을수록 stereocomplex
형성이 증가하며 효소에 의한 분해도 느려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4. 결 론

생분해성 고분자인 PLA의 광학적 순도에 따른 전

기방사 섬유의 분해 특성을 연구하였다. L-lactide와 

D-lactide의 조성을 달리하여 합성한 stereochemical 
PLA는 광학적 순도가 증가함에 따라 Tm과 △H이 증

가하였다. 아울러 이들의 전기방사를 위한 최적의 조

건은 온도 25℃, 습도 40%, 전압 12 kV, 용액의 공급

속도 1 mL/hr, 방사거리 15 cm로 일정하게 유지 하고, 
노즐의 직경이 1 mm 일 때 직경이 1-5 ㎛인 섬유를 얻

을 수 있었다. PLLA와 PDLA간의 stereocomplex 형
성을 조절하기 위하여 stereochemical PLA를 이용하

여 블렌드의 전기방사 섬유를 제조하고 열적 특성과 

효소분해 특성을 측정한 결과, 블렌드의 광학적 순도

가 증가할수록 stereocomplex에 기인한 Tm(PLLA에 

비해 40℃이상 높음)이 증가함을 보였고 느린 분해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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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EM images of stereochemical PLA 5/5 blends before (left) and after 72h (right) degradation: (a) L95/D95, (b) 
L98/D98. 

성을 보였다. 따라서 stereocomplex형성정도를 조절

하면 분해속도의 조절이 가능하며 넓은 표면적을 요

구하는 생체재료분야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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