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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수용성도전성 폴리아닐린 및 그 제조방법, 및 수용성도전성 고분자를 이용한 대전방지제

요약

본 발명의 수용성 도전성 폴리아닐린은, 폴리아닐린 골격의 방향환이 방향환 1개당 평균 0.1-4개의 술폰
산(염)기 및 평균 0-3.9개의 H 또는 다른 치환기(단, 술폰산(염)과 다른 치환기의 합계는 4이다)로 치환
되고, 또한 상기 골격 중의 N 1개당 0.025-1개가 외부 도핑제로 도핑되는 수용성 도전성 폴리아닐린으로
서, 폴리아닐린을 클로로 황산과 반응시킨 후, 가수분해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대전방지제는 외부 도핑제로 도핑되는 수용성 도전성 고분자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것
이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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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실시예 1의 외부 대(對) 이온 도핑형 술폰화 폴리아닐린의 FT-IR 스펙트럼을 나타낸다.

제2도는 실시예 2의 외부 대 이온 도핑형 술폰화 폴리아닐린의 FT-IR 스펙트럼을 나타낸다.

제3도는 비교예의 자기 도핑형 술폰화 폴리아닐린의 FT-IR 스펙트럼을 나타낸다.

제4도는 실시예 1의 술폰화 폴리아닐린 약 0.2g/l의 수용액 10ml을 1mol/l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0, 2, 4, 
6, 7, 8, 9, 10, 11, 12, 14, 16, 17, 18, 19, 20, 22, 24ml로 중화한 후 증류수를 첨가하여 전체양을 
100ml로 조제한 수용액의 자외-가시흡수스펙트럼을 나타낸다.

제5도는 실시예 2의 술폰화 폴리아닐린 약 0.2g/l의 수용액 10ml을 1mol/l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0, 2, 4, 
6, 7, 8, 10, 12, 14, 16, 17, 18, 20ml로 중화한 후 증류수를 첨가하여 전체양을 100ml로 조제한 수용액
의 자외-가시흡수스펙트럼을 나타낸다.

제6도는 실시예 1의 술폰화 폴리아닐린이 갖는 폴라론밴드 흡수(파장 1300nm)의 흡광도 변화를 수산화 나
트륨의 첨가량에 대하여 플롯팅한 도면을 나타낸다.

제7도는 실시예 1 및 2의 술폰화 폴리아닐린 약 0.1mol/l 수용액을 0.1mol/l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으로 중
화 적정을 실시한 결과를 수산화나트륨의 첨가량에 대하여 플롯팅한 도면을 나타낸다.

제8도는 실시예 2의 술폰화 폴리아닐린과 폴리아크릴산과의 혼합막에 있어서의 표면저항과 혼합비(전체 
고형분에 대한 술폰화 폴리아닐린의 비율)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수용성 도전성 폴리아닐린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상기 수용성 도전성 폴리아닐린의 
수용액은, 스핀 코트, ㄷ 코트 및 바 코트 등의 간편한 방법으로 박막을 형성할 수 있다. 그 때문에, 수
용성 도전성 폴리아닐린은, 각종 대전방지용도, 투명전극, 전자파 차폐제, 광전변환소자, 유기 전계발광
소자, 유기 일렉트로 크로믹소자, 방청제, 반도체 광촉매, 포토레지스트, 비선형 광학재료등에 이용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수용성  도전성  고분자를  이용한  대전방지제에  관한  것이다.  상기  대전방지제의 
수용액은, 스핀 코트, ㄷ 코트 및 바 코트 등의 간편한 수법으로 고분자 필름, 고분자 섬유, 고분자 수지
성형품 등의 위에 얼룩이 없이, 밀착성 및 강도가 뛰어난 박막을 형성할 수 있다. 또한, 대전방지제는 저
습도 조건하에서도 뛰어난 대전방지효과를 발휘한다.

도핑된 폴리아닐린은 도전성 폴리머로서 안정적이고 원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필름 전극, 2차 전지, 콘덴
서, 대전방지제, 전자파차폐제 등으로서의 응용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폴리아닐린은 
불용(不容), 불융(不融)이며, 성형, 가공이 어려운 난점이 있었다. 따라서, 폴리아닐린의 가용화는 공업
적으로 중요하지만, 제조설비상 수용성으로 하는 것이 단가면에서 가장 유리하다.

또한, 고분자 필름, 고분자 섬유, 고분자 수지성형품 등은 전기 절연체이기 때문에 정전기를 띠기 쉽고, 
전자부품을 파손하거나, 먼지를 흡착하거나, 때에 따라서는 발화원이 되는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이 필요하다. 종래, 이들 대전방지제로서는 주로 계면 활성제가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계면활성제는 공

기 중의 수분을 이용한 이온전도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표면저항을 10
9
Ω/□ 이하로 하는 것은 곤란할 뿐

만 아니라, 저습도 조건하에서는 대전방지의 효과가 거의 없어져 버리는 문제가 있다.

한편, 카본블랙이나 알루미늄, 구리, 은 등의 금속미립자 및 산화인듐 주석, 불소 도핑된 산화 주석 등의 
반도체 미립자를 필러로서 범용고분자 중에 분산시킨 전자전도성 타입의 대전방지제가 있다. 그러나, 이
들 필러는 (1) 많은 량을 첨가해야 하는 점, (2) 첨가량을 늘릴 때 급격히 전기저항이 내려가므로 전기저
항의 조절이 곤란한 점, (3) 필러가 도막 표면으로 나와 평활한 막이 되지 않는 점, (4) 투명성이 좋지 
않은 점, (5) 도막의 강도가 낮은 점 등이 문제점으로 열거된다.

도전성 고분자는 이상의 문제점을 해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대되고 있는데, 도전성 고분자는 일반적으
로 불용, 불융이며, 성형, 가공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도전성 고분자 중에서도 도핑된 폴리아닐
린은 공기 중에서 안정적이고 원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응용 개발에 가장 적합하지만, 다른 도전성 고분자
와 마찬가지로 폴리아닐린은 불용, 불융이다. 따라서, 폴리아닐린의 가용화는 공업적으로 중요하지만, 제
조설비상 수용성으로 하는 것이 단가면에서 가장 유리하다.

즉, 필름 전극, 이차 전지, 콘덴서, 대전방지제, 전자파 차폐재 등에 유용한 도핑된 폴리아닐린 및 고분
자 필름, 고분자 섬유, 고분자 수지성형품 등의 대전방지제로서 유용하게 이용되는 도전성 고분자, 특히 
도핑된 폴리아닐린 중의 어느 것에 있어서도 상기 폴리아닐린을 수용성으로 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들어, 폴리아닐린에 수용성을 부가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에 의해 술폰기의 도입이 제안되고 있다. 
예를 들면, 아닐린과 o-, m-아미노벤젠술폰산을 전기 화학적으로 공중합하여 술폰화 폴리아닐린을 합성하
는 방법(일본화학회지, 1985, p1124, 특개평2-166165호 공보), 아닐린과 아미노벤젠술폰산을 화학 산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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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공중합하는 방법(특개평1-301714호 공보, 특개평 6-56987호 공보), 아닐린과 아미노벤젠술폰산 및 
그 유도체의 공중합물을 술폰화하는 방법(특개평5-178989호 공보), o-, m-아미노벤젠술폰산을 전기 화학
적으로 산화 중합하는 방법(일본화학회 제64 추계년회, 강연예고집Ⅱ p706, 1992), o-, m-아미노벤젠술폰
산 및 그 유도체를 화학적으로 산화 중합하는 방법(특개평7-324132호 공보, 특개평 8-41320호 공보) 등의 
아미노벤젠술폰산을 모노머로서 중합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에메랄딘염 타입의 중합체를 무수황산/인산트리에틸 착체를 이용하여 술폰화하는 방법(특개소 61-
197633호  공보),  탈  도핑된 폴리아닐린(에메랄딘염기)를  발연  황산을 이용하여 술폰화하는 방법(WO91-
06887, J. Am. Chem. Soc., 1990, vol. 112, p2800, J. Am. Chem. Soc., 1991, vol. 113, p2665), 탈 도
핑된 폴리아닐린(에메랄딘염기)를 클로로 황산 중에서 술폰화하는 방법(Polymer, 1992, vol. 33, p4410), 
로이코에메랄딘 염기의 폴리아닐린을 발연  황산으로 술폰화하는 방법(J.  Am.  Chem.  Soc.,  1996,  vol. 
118, p2545) 등의 폴리아닐린에 술폰화제의 술폰기를 도입하는 방법이 제안되어 있다.

그러나, 아미노벤젠술폰산 및 그 유도체를 아닐린과 전기 화학적 또는 화학적으로 산화 공중합하는 방법
에서는, 방향환 5개에 1개의 비율로밖에 술폰기가 도입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알칼리에는 겨우 가용이지
만, 물 등에는 불용으로서 용해성 면에서 문제가 있다. 또한 이들 공중합체를 다시 술폰화하는 방법에서
는 방향환 2개에 대해 1개의 강한 술폰기가 도입되어 있다. 따라서, 알칼리에는 가용이지만, 물 등에는 
불용성으로서 용해성 면에서 문제가 있다.

또한, o-, m-아미노벤젠술폰산을 전기 화학적으로 산화 중합하는 방법에서는 수용성 전도성 고분자가 얻
어졌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전극 반응이기 때문에 생성물의 순수분리가 곤란하고, 공업적인 대량합성에는 
적합하지 않은 등의 문제가 있다. 또한, o-, m-아미노벤젠술폰산 및 그 유도체를 산성용액, 염기성용액 
중에서 화학적으로 산화 중합하는 방법을 추가로 시험했을 때, 적갈색의 올리고머상의 생성물밖에 얻을 
수 없고, 에메랄딘염을 반복 단위로 하는 술폰화 폴리아닐린을 얻을 수 없었다. 일반적으로 치환기를 갖
는 폴리아닐린 모노머를 중합하여 에메랄딘염 특유의 녹색을 갖는 고분자량의 폴리아닐린을 얻는 것은 곤
란하다.

또한, 술폰화제를 이용하여 술폰기를 도입하는 방법에 있어서, 무수황산/인산트리에틸 착체를 이용하여 
폴리아닐린을 술폰화하는 방법에서는, 방향환 5개에 대하여 1개의 비율로밖에 술폰기가 도입되어 있지 않
다. 따라서 도전체(도핑상태)에서는, 물에 대해 완전히 불용으로서 용해성 면에서 문제가 있다. 또한 발
연 황산을 이용하여 술폰화하는 방법에서는 방향환 2개에 1개의 비율로 술폰기가 도입된 자기 도핑형 폴
리아닐린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술폰기가 아닐린의 도핑에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중성 및 산성 수용
액에는 불용이며, 용해시키기 위해서는 알칼리와 작용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폴리아닐린
은 알칼리와 작용시키면 절연체가 된다. 따라서 자기 도핑형 폴리아닐린은 도전성을 부여하기 위해 용해
후의 재 도핑이 필요하며, 성형성, 가공성 면에서도 충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또한, 클로로 황산 중에서 술폰화하는 방법에서는, 방향환 5개에 대하여 4개의 술폰기가 도입된 자기 도
핑형 폴리아닐린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술폰기가 아닐린의 도핑에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중성 및 산성 
수용액에는 불용이며, 용해시키기 위해서는 알칼리와 작용시킬 필요가 있고, 성형성, 가공성 면에서 문제
가 있다. 또한, 로이코에메랄딘 염기의 폴리아닐린을 발연 황산으로 술폰화하는 방법에서는, 방향환 4개
에 대하여 3개의 술폰기가 도입되어 있다. 그러나, 자기도핑형이기 때문에 물에 대해 겨우 녹을 뿐이고 
용해성, 성형성 면에서 문제가 있다.

또한, 상기의 발연 황산, 클로로 황산을 이용하여 술폰화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폴리아닐린에 대하여 과
량의 술폰화제를 이용하여 술폰화가 이루어지므로 대량의 폐산 처리가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다.

높은 도전성을 갖는 상태, 즉 도핑 상태에서 수용성인 폴리아닐린으로서는 디페닐아민-4-술폰산을 화학적
으로 산화 중합한 N-술폰화 폴리아닐린(Polymer, 1993, vol. 34, p158), 폴리아닐린과 1,3-프로판술폰을 
반응시킨 N-프로판 술폰산치환 폴리아닐린(J.  Am.  Chem.  Soc.,  1994,  vol.  116,  p7939,  J.  Am.  Chem. 
Soc., 1995, vol. 117, p10055), o-아미노벤질포스폰산을 산화중합한 포스폰화 폴리아닐린(J. Am. Chem. 
Soc., 1995, vol, 117, p8517)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N-술폰화 폴리아닐린은 고용해성이기 때문에 중합 후 순수분리하는데 고속원심분리를 필요로 하
므로 순수분리가 매우 번잡한 문제가 있다. 또한, N-프로판 술폰산 치환 폴리아닐린은 자기 도핑형 폴리
아닐린이기 때문에 도핑상태에서는 물에 대해 불용이며, 나트륨염 수용액을 이온 교환 수지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밖에 도핑상태에서 물에 용해할 수 없고, 성형성, 가공성 측면에서 매우 번잡한 방법을 이용해
야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포스폰화 폴리아닐린은 중합 원료인 o-아미노벤질술폰산을 얻기 위해 몇 단계
의 반응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공업적으로 매우 번잡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높은 도전성을 갖는 상태, 즉 도핑상태에서 수용성인 폴리아닐린 및 상기 폴리아닐린을 간편한 
방법으로 제조하는 방법, 및 상기 폴리아닐린과 같은 수용성 도전성 고분자를 이용한 대전방지제는 지금
까지 알려져 있지 않았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제1 목적은 새로운 수용성 도전성 폴리아닐린 및 그 제조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제1 목적은 높은 도전성을 갖는 상태, 즉 도핑상태에서 수용성인 폴리아닐린과 그 제조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이어서, 본 발명의 제2 목적은 높은 도전성을 갖는 상태, 즉 도핑상태에서 수용성인 고분자로서, 바람직
하게는, 상기 새로운 수용성 도전성 폴리아닐린(예를 들면, 술폰화 폴리아닐린)을 이용하여, 종래보다 저
항이 낮고, 저습도 조건하에서도 효과를 유지하며, 기재로의 도포성, 밀착성이 뛰어나며, 충분한 강도, 
투명성 및 도포 후의 내수성을 구비한 대전방지제를 제공함에 있다.

상기 제1 목적은 하기의 (1)-(5)에 의해 달성된다. 또한, 상기 제 2의 목적은 하기 (6)-(12)에 의해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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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1) 폴리아닐린 골격의 방향환이 방향환 1개당 평균 0.1-4개의 SO3M(단, M은 수소원자, 알칼리 금속원자, 

알칼리 토류금속원자 및 암모늄기로 이루어진 그룹에서 선택된 적어도 1종이다)으로 치환되고, 또한 평균 
0-3.9개의 R(단, R은 수소원자, 할로겐 원자, 탄소원자 수 1-20의 알킬기, 탄소원자 수 1-20의 알콕시기, 
탄소원자 수 1-20의 알킬티오기, 탄소원자 수 1-20의 알킬아미노기, 카르복실기, 에스테르 잔기의 탄소원
자 수가 1-20의 카르본산 에스테르기, 니트로기 및 시아노기로 이루어지는 그룹에서 선택된 적어도 1종이
다. 단, SO3M과 R의 합계는 4이다.)로 치환되며, 상기 주 골격 중의 질소 원자 1개당 0.025-1개가 외부 도

핑제로 도핑된 수용성 도전성 폴리아닐린.

(2) 전기 전도도가 10
-6
S/cm이상인 상태에서 물에 대한 용해도(25℃)가 0.5중량% 이상이며, 외부 도핑제로 

도핑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용성 도전성 폴리아닐린.

(3) 상기 외부 도핑제가 프로톤산의 음이온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1) 또는 (2)에 기재된 수용성 도
전성 폴리아닐린.

(4) 폴리아닐린을 클로로 황산과 반응시킨 후, 가수분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1)에 기재된 수용
성 도전성 폴리아닐린의 제조방법.

(5) 상기 폴리아닐린은 미리 도핑제로 도핑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4)에 기재된 수용성 도전성 폴리
아닐린의 제조방법.

(6) 클로로 황산이 폴리아닐린 골격 중의 방향환에 대하여 0.5-3배 몰 이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4) 또는 (5)에 기재된 수용성 도전성 폴리아닐린의 제조방법.

(7) 외부 도핑제로 도핑된 수용성 도전성 고분자를 이용한 대전방지제.

(8) 폴리아닐린 골격의 방향환이 방향환 1개당 평균 0.1-4개의 SO3MM(단, M은 수소원자, 알칼리 금속원자, 

알칼리 토류금속원자 및 암모늄기로 이루어진 그룹에서 선택된 적어도 1종이다)으로 치환되고, 또한 평균 
0-3.9개의 R(단, R은 수소원자, 할로겐 원자, 탄소원자 수 1-20의 알킬기, 탄소원자 수 1-20의 알콕시기, 
탄소원자 수 1-20의 알킬티오기, 탄소원자 수 1-20의 알킬아미노기, 카르복실기, 에스테르 잔기의 탄소원
자 수가 1-20의 카르본산 에스테르기, 니트로기 및 시아노기로 이루어지는 그룹에서 선택된 적어도 1종이
다. 단, SO3M과 R의 합계는 4이다.)로 치환되며, 상기 주 골격 중의 질소 원자 1개당 0.025-1개가 외부 도

핑제로 도핑된 수용성 도전성 고분자를 이용한 대전방지제.

(9) 전기 전도도가 10
-6
S/cm이상인 상태에서 물에 대한 용해도(25℃)가 0.5중량% 이상이며, 외부 도핑제로 

도핑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용성 도전성 고분자를 이용한 대전방지제.

(10) 상기 외부 도핑제가 프로톤산의 음이온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7) 내지 (9) 중 어느 하나에 기
재된 수용성 도전성 고분자를 이용한 대전방지제.

(11) 상기 (7)에 기재된 수용성 도전성 고분자와 수용성 또는 수분산성 고분자를 혼합하여 이용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대전방지제.

(12) 수용성 또는 수분산성 고분자가 알칼리계 고분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11)에 기재된 대전방
지제.

본 발명의 수용성 도전성 폴리아닐린은 단독 또는 수용성 수지와 혼합하여 스핀 코트, 딥 코트 등의 간편
한 방법으로 박막화할 수 있고, 도전성 박막으로서 대전방지 등에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수용
성 도전성 폴리아닐린의 제조방법에 의해, 종래의 폴리아닐린으로는 이룰 수 없었던 높은 도전성을 갖는 
상태, 즉 도핑 상태에 있어서 수용성인 도전성 고분자(바람직하게는 술폰화 폴리아닐린)를 간편한 방법으
로 얻을 수 있다.

본 발명의 대전방지제는 종래 이룰 수 없었던 높은 도전성을 갖는 상태, 즉 도핑상태에 있어서 수용성인 
도전성 고분자(바람직하게는 술폰화 폴리아닐린)를 이용한 것이고, 폴리아크릴산 등의 수용성 고분자 또
는 아크릴계 고분자 에멀젼 등의 수계 고분자 에멀젼과 자유롭게 혼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대
전방지제를 포함하는 수용액으로부터 스핀 코트, 딥 코트 및 바 코트 등의 간편한 방법으로 고분자 필름, 
고분자 섬유, 고분자 수지 성형품 등의 위에 얼룩이 없이 박막을 형성할 수 있다. 이 박막의 표면저항은 

10
5
Ω/□-10

11
Ω/□의 범위에서 임의의 값으로 조정 가능하며, 저습도 조건하에서도 뛰어난 대전 방지 효

과를 발휘한다. 또한, 상기 대전방지박막은 열로 경화(불용화)할 수도 있으며, 경화 후에는 기재와 밀착
성, 강도 및 내수성이 충분하게 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의 제1 목적달성수단의 하나인, 수용성 도전성 폴리아닐린은, 폴리아닐린 골격의 방향환이 방향환 
1개당 평균 0.1-4개의 SO3M 및 평균 0-3.9개의 R(단, SO3M과 R의 합계는 4이다.)로 치환되며, 상기 주 골

격 중의 질소 원자(치환기 중의 질소원자는 제외) 1개당 0.025-1개가 외부 도핑제로 도핑되어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기서, SO3M 중의 M은 수소원자, 알칼리 금속(예를 들면, 나트륨, 칼륨, 루비듐 등), 알칼리 토류금속(예

를 들면, 칼슘, 마그네슘 등) 및 암모늄기로 이루어진 그룹에서 선택된 것이고, 바람직하게는 수소원자이
다.

또한, R은 수소원자, 할로겐원자 바람직하게는 염소원자, 불소원자 및 크롬원자, 탄소 원자수 1-20, 바람
직하게는 1-8의 알킬기, 탄소원자 수 1-20, 바람직하게는 1-8의 알콕시기, 탄소원자 수 1-20, 바람직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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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8의 알킬티오기, 탄소원자 수 1-20, 바람직하게는 1-8의 알킬아미노기, 카르복실기, 에스테르 잔기
의 탄소원자 수가 1-20, 바람직하게는 1-8의 카르본산 에스테르기, 니트로기 및 시아노기로 이루어지는 
그룹에서 선택된 적어도 1종이다. 이들 중, 수소원자, 알킬기, 알콕시기, 알킬티오기, 알킬아미노기 등의 
전자공여성기가 바람직하다.

또한, SO3M은 평균 0.5-1.5개, R은 평균 2.5-3.5개가 바람직하다. 단, SO3M과 R의 합계는 4이다.

그리고, 상기 폴리아닐린의 주 골격 중의 질소 원자 1개당 0.025-1개, 바람직하게는 0.1-0.5개가 외부 도
핑제로 도핑되어 있다.

본 발명에 의한 수용성 도전성 폴리아닐린을 구조식으로 나타내면, 일반식 (1)

[식 1]

[단, 식 중, M 및 R은 전술한 바와 같고, p는 0.1-4, q는 0-3.9(단, p+q=4), X는 도핑제인 프로톤산의 음
이온이며, n은 음이온가로서 통상 1-3가, 바람직하게는 1-2가이다.]로 표시되는 반복단위를 필수 반복단
위로서 가지며, 필요에 따라 식 (2) 및/또는 식(3)

[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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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

로 표시되는 반복단위 혹은 그 밖의 반복단위를 갖는 것이다.

프로톤산의 음이온으로서는, 염소 이온, 브롬 이온, 요오드 이온, 질산 이온, 황산 이온, 인산 이온, 4불
화 이온, 과염소산 이온, 티오시안산 이온, 초산 이온, 프로피온산 이온, p-톨루엔술폰산 이온, 트리플루
오로초산 이온, 트리플루오로 메탄술폰산 이온 등의 1-3가의 음이온이 있고, 1-2가의 음이온이 바람직하
다.

본 발명에 의한 수용성 도전성 폴리아닐린의 중합도는 2-10,000, 바람직하게는 20-1,000이다.

전형적인 예로서 얻어진 본 발명의 술폰화 폴리아닐린은 원소 분석에 의하면,  질소/유황의 비가 4/4-
4/3이며, 술폰산기는 방향환 4개에 대하여 3-4개의 비율로 도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0-
100%의 도핑율로 염화물 이온이 도핑되어 있고, WO91-06887에 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은 자기 도핑형 폴리
아닐린과는 다른 외부 도핑형 폴리아닐린이다.

그리고, 본 발명의 제1 목적달성수단의 다른 하나인, 수용성 도전성 폴리아닐린의 제조방법은, 폴리아닐
린을 클로로 황산과 반응시킨 후, 가수분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수용성 도전성 폴리아닐
린의 제조방법에 대하여 아래에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 제조방법에서는, 우선 폴리아닐린을 유기용매 중에 교반 분산하고, 가열하면서 클로로 황산을 첨가
함으로써 폴리아닐린 골격 중의 방향환을 클로로 황산화한다. 또한, 얻어진 클로로술포닐폴리아닐린을 수
중에서 가수분해함으로써 수용성이고 도전성을 갖는 술폰화 폴리아닐린을 얻을 수 있다.

원료인 폴리아닐린으로서는, 도핑 상태(에메랄딘염), 탈도핑 상태(에메랄딘염기) 중 어느것이라도 무방하
다. 또한, 에메랄딘염의 도핑제도 프로톤산이면 어느 것이라도 무방하며, 예를 들어 염산, 황산, 질산, 4
불화수소산, 과염소산, 아미드황산, p-톨루엔술폰산, 초산, 프로피온산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원
료인 폴리아닐린은 바람직하게는 도핑의 공정이 불필요하게 되므로 도핑 상태(에메랄딘염)의 것을 이용하
는 쪽이 바람직하다. 상기의 어느 경우라도 외부 도핑제의 대부분은 클로로술포닐기의 가수분해로 생긴 
염산이지만 일부는 원료인 폴리아닐린의 도핑제 또는 과잉 클로로황산의 가수분해에서 생긴 황산이 포함
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염산이 가장 강력한 산으로 프로톤 공급 능력이 높기 때문에 이온 교환이 일어
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자기 도핑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벤젠 술폰산이 염산에 비하면 약산이기 때
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원료인 폴리아닐린 및 그 유도체는 아닐린 및 o-, m-치환 아닐린을 전기화학적 또는 화학적으로 산
화 중합한 것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원료의 도전성이 최종생성물인 술폰화 폴리아닐린의 도전성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될 수 있으면 도전성이 높은 폴리아닐린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에메랄딘염 타입
의 무치환 폴리아닐린이 특히 바람직하다.  에메랄딘염 타입의 폴리아닐린은 예를 들면 일반식 (4)

[식 4]

(식중 y는 약 0.5)

로 표시되는 환원형 단위(페닐렌디아민 골격)와 산화형 단위(퀴논이민 골격)가 거의 1 대 1의 비율로 존
재하는 기본 골격을 반복 단위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에메랄딘형 폴리아닐린을 프로톤산으로 도핑한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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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에메랄딘염 타입의 폴리아닐린의 제조방법은 전기화학적 산화중합법과 산화제를 이용한 화학
적 산화중합법의 2종류가 있는데, 공업적인 제조방법으로서는, 산화제를 이용한 화학적 산화 중합 방법쪽
이 바람직하다. 폴리아닐린의 화학적 산화중합법은 아닐린 및 그 유도체의 산성 또는 염기성 용액에 산화
제를 첨가하고 교반하여 실시한다.

산화제로서는 아닐린을 산화할 수 있는 산화제면 어떤 것이라도 무방하나 과황산암모늄, 과황산, 과황산
나트륨, 과황산칼륨 등의 과황산류, 과산화수소, 제2 염화철 등을 들 수 있고, 특히 과황산 암모늄으로 
대표되는 과황산류가 바람직하다. 또한, 산화제의 첨가량은 모노머 1몰에 대하여 0.1-5몰이 바람직하며, 
특히 0.5-1몰이 더욱 바람직하다.

중합  용매로서는  물,  메탄올,  에탄올,  이소프로판올,  아세토니트릴,  디메틸포름아미드,  아세톤, 
2-부탄올, 디메틸아세트아미드 등을 들 수 있고, 특히 물, 메탄올이 바람직하다.

중합 반응 온도는 -15~70℃, 특히 -10~20℃의 사이가 바람직하다. 상기 온도 범위를 벗어나면 도전율이 
저하되는 경향이 있다.

본 발명에 의한 수용성 도전성 폴리아닐린의 제조공정에 있어서의 상기 폴리아닐린의 술폰화 반응에 주입
하는 클로로황산의 양은 폴리아닐린의 방향환에 대하여 0.5-10배몰, 바람직하게는 0.5-3배몰이다. 예를 
들어 클로로황산의 양이 폴리아닐린의 방향환에 대하여 0.5배몰 미만인 경우에는, 반응을 실시하여도 방
향환 2개에 대하여 술폰기가 1개 이하밖에 도입되지 않고, 물에 대한 용해성이 저하된다. 또한, 클로로황
산의 양이 폴리아닐린의 방향환에 대하여 3배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응을 실시하면 술폰기가 과잉 도
입되어 용해성은 향상되지만 도전율이 저하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반응에 이용되는 용매로서는, 클로로 황산과 반응하지 않는 용매라면 어느것이라도 무방하며, 예를 
들어 이황화탄소, 4염화탄소, 1, 1, 2, 2-테트라클로로에탄, 1, 2-디클로로에탄, 클로로포름, 디클로로메
탄 등을 들 수 있고, 특히, 1, 2-디클로로에탄, 1, 1, 2, 2-테트라클로로에탄이 클로로황산과의 상용성이 
우수하므로 바람직하다. 용매와 폴리아닐린의 주입량은 1-30중량%, 특히 2-10중량%가 바람직하다. 상기의 
범위를  벗어나면  반응효율이  저하되는  경향이  있다.  술폰화의  반응  온도는  -20~200℃,  바람직하게는 
20~150℃, 더욱 바람직하게는 40~140℃이다. 상기의 범위를 벗어나면 도전성이 저하되는 경향이 있다.

가수분해 반응에서의 수계용매로의 클로로술폰화 폴리아닐린의 주입량은, 0.1-10중량%가 바람직하며, 더
욱 바람직하게는 0.5-5중량%이다. 상기의 범위를 벗어나면 반응효율이 저하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이때
의 반응온도는 20-120℃가 바람직하며, 더욱 바람직하기로는 60-120℃이다. 즉, 20℃ 미만에서는 반응효
율이 저하되는 경향이 있다.

다음에 본 발명의 제1 목적달성수단의 또 다른 예이다. 본 발명에 의한 수용성 도전성 폴리아닐린(술폰화 

폴리아닐린)은 전기 전도도가 10
-6
S/cm이상, 바람직하게는 10

-4
S/cm이상인 상태에서 물에 대한 

용해도(25℃)가 0.5 중량% 이상, 바람직하게는 3중량% 이상이다.

본 발명의 술폰화 아닐린이 도전성, 즉 도핑된 상태에서 높은 수용성을 나타내는 것은 폴리아닐린쇄에 도
입된 -SO3M기의 M이 거의 H일 때, 그 -SO3H기의 프로톤이 자기 도핑에는 사용되지 않고, 유리상태로 존재

하기 때문에 수중에서 해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기와 같은 사실에 의해서도 증명된다. 우선 첫
째, IR스펙트럼에 있어서, 자기 도핑형 술폰화 폴리아닐린에는 없는 흡수, 즉 -SO3H기의 -O-H신축진동으로 

인해 2500-3700cm
-1
부근의 광범위한 흡수가 관측된다. 둘째, 알칼리로 중화하면서 가시흡수 스펙트럼의 변

화를 관찰하면 알칼리의 첨가가 적을 때는 가시흡수 스펙트럼의 변화가 발견되지 않고, 어느 시점부터 변
화가 발생하기 시작해 최후에는 일정한 스펙트럼이 된다. 이것은 최초에 -SO3H기의 중화만 일어나고, 그 

후 탈 도핑이 일어나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중화적정곡선은 -SO3H기의 중화 및 탈 도핑으로 인해 2

개의 종점을 나타내며, 그로부터 추산되는 -SO3H기의 수 및 도핑율이 이론예상의 범위내이다.

본 발명의 술폰화 폴리아닐린 골격 중에 도입된 -SO3M기의 M을 알칼리금속, 알칼리토류금속 또는 암모늄기

로 하기 위해서는 우선 M이 수소원자인 것을 합성한 후, 알칼리로 중화하여 이온 교환을 하거나, 클로로
술포닐기를 가수분해할 때 알칼리 중에서 실시한다. 단, 과잉 알칼리를 작용시키면, 탈 도핑이 일어나고, 
도전성을 잃어버리므로, 탈 도핑이 완전히 종료되지 않는 정도로 알칼리의 사용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또한, M의 반 이상이 수소원자인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술폰화 폴리아닐린은 물에 대하여 높은 용해성을 나타내므로, 그 수용액을 이용하여 기재에 스
핀 코트, 바 코트 및 딥 코트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코팅하는 것만으로 도전성의 필름을 얻을 수 있는데, 
강도를 높이기 위해 시판중인 수용성 폴리머와 혼합하여 이용할 수도 있다. 이와같은 수용성 폴리머의 예
로서, 폴리아크릴산, 폴리비닐알콜, 폴리스티렌술폰산, 폴리비닐술폰산, 폴리-2-아크릴아미드-2-메틸프로
판술폰산, 폴리아릴아민, 폴리에틸렌이민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폴리아닐린의 탈 도핑을 일으키지 않는 
폴리아크릴산,  폴리스티렌술폰산,  폴리비닐술폰산,  폴리-2-아크릴아미드-2-메틸프로판술폰산  등의  산성 
폴리머가 바람직하게 이용된다. 그 중에서도 폴리아크릴산은 본 발명의 술폰화 폴리아닐린과 혼합하는 경
우 상용성이 높고, 투명한 필름을 성형할 수 있으므로 가장 바람직하게 이용할 수 있다.

폴리아닐린 및 본 발명의 술폰화 폴리아닐린의 전기전도도의 측정은, 압축펠릿시료 또는 수용액으로 코팅
하여 얻어지는 필름시료에 직류 4단자법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술폰화 폴리아닐린
을 범용 수용액 폴리머와 혼합한 수지 조성물의 수용액으로 코팅하여 얻어지는 대전방지필름의 표면저항
은 필름에 금전극을 증착하여 2단자법으로 측정하였다.

다음에, 본 발명의 제2 목적달성수단인 대전방지제는 외부 도핑제로 도핑되어 이루어지는 수용성 도전성 
고분자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본 발명의 대전방지제에 이용되는 수용성 도전성 고분자의 수용성이란, 물에 대한 용해도가 0.01% 이상, 
바람직하게는 0.5% 이상인 것을 나타낸다.

21-7

1019970022646



본 발명의 대전방지제에 이용되는 수용성 도전성 고분자로서는, 수용성 도전성 폴리피롤, 수용성 도전성 
폴리티오펜, 수용성 도전성 폴리파라페닐렌, 수용성 도전성 폴리파라페닐렌비닐렌, 수용성 도전성 폴리아
닐린 등을 들 수 있다.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상기 수용성 도전성 고분자를 상기 자기 도핑형보다는 외부 
도핑형이 바람직하다. 그 중에서도 공기 중에서의 안정성면에서 외부 도핑형 수용성 도전성 폴리아닐린이 
가장 바람직하게 이용된다. 상기 외부 도핑형 수용성 도전성 폴리아닐린은 본 발명의 제1 목적달성수단인 
수용성 도전성 폴리아닐린과 같다. 따라서, 외부 도핑형 수용성 도전성 폴리아닐린에 관한 설명은 상술한 
수용성 도전성 폴리아닐린 및 그 제조방법의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한다.

본 발명의 대전방지제가 도포되는 기재로서는 고분자 필름, 고분자 섬유, 고분자 수지성형품, 종이, 유리 
등을 들 수 있는데, 특히 고분자 필름이 바람직하다. 고분자 필름으로서는, 예를 들어 폴리에틸렌테레프
탈레이트 등의 폴리에스테르필름을 들 수 있다. 폴리에스테르필름은 오버헤드프로젝터시트, 비디오 테이
프, 오디오 테이프, 컴퓨터 테이프, 플로피 디스크 등의 기재로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본 발명의 대전방지제를 기재에 도포하기 위해서는, 스핀 코트, 바 코트, 그라비야 코트, 키스 코트, 블
레이드 코트, 롤 코트 및 딥 코트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대전방지제에 이용되는 수용성 도전성 고분자는, 물에 대해 높은 용해성을 나타내므로, 그 단
독의 수용액을 기재에 직접 도포할 수 있지만, 도포성, 기재와의 밀착성, 도막 강도, 내수성 등을 개선하
기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 수용성 고분자나 수계의 고분자 에멀젼(수분산성 고분자)과 혼합하여 이용할 수 
있다. 그 혼합비는 수용성 도전성 고분자의 전량에 대한 비율로 0.01-0.99, 바람직하게는 0.1-0.9이다.

상기 수용성 고분자의 예로는,  폴리에틸렌글리콜,  폴리비닐피롤리돈,  폴리비닐알콜,  폴리아크릴아미드, 
폴리아크릴산나트륨,  폴리아크릴산,  폴리-2-아크릴아미드-2-메틸프로판술폰산,  폴리스티렌술폰산나트륨, 
폴리스티렌술폰산, 폴리비닐술폰산, 폴리아릴아민, 폴리에틸렌이민 등의 호모폴리머 및 그들 성분을 포함
하는 코폴리머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상기 수계의 고분자 에멀젼의 예로서는, 아크릴산, 메타크릴산, 아
크릴산메틸, 메타크릴산메틸, 아크릴산에틸, 메타크릴산에틸, 아크릴산프로필, 메타크릴산프로필, 아크릴
산부틸, 메타크릴산부틸, 아크릴산헥실, 메타크릴산헥실, 아크릴산옥틸, 메타크릴산옥틸, 아크릴산하이드
록실, 메타크릴산하이드록실, 아크릴산시클로헥실, 메타크릴산시클로헥실 등을 (공)중합하여 얻어지는 수
계의 아크릴에멀젼을 들 수 있다.

본 발명의 대전방지제의 저저항화를 위해서는, 상기 수용성 고분자 중 수용성 도전성 고분자의 탈 도핑을 
일으키지 않는 폴리아크릴산, 폴리-2-아크릴아미드-2-메틸프로판술폰산, 폴리스티렌술폰산, 폴리비닐술폰
산 등의 산성 고분자가 바람직하게 이용된다. 또한, 수계의 아크릴에멀젼을 이용해도 양호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폴리에스테르필름으로의 도포성과 도막의 투명성을 좋게 하기 위하여는, 상기 혼합 고분자 중 폴리비닐알
콜, 폴리아크릴아미드, 폴리아크릴산, 수계의 아크릴에멀젼이 술폰화 폴리아닐린과 혼합되는 경우의 상용
성이 높고, 바람직하게 이용할 수 있다.

용도에 따라서는, 본 발명의 대전방지제를 도포후 불용화하여 긁어도 기재로 부터 벗겨지지 않을 정도의 
밀착성과 강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본 발명의 대전방지제는, 수용성 도전성 고분자 단독 또는 다른 수
용성 고분자와 혼합된 경우라도 가교에 의해 불용화할 수 있지만, 가교 후 긁어도 기재로부터 벗겨지지 
않을 정도의 밀착성과 강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히 폴리아크릴산과 혼합하여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가교제로서는 술폰화 폴리아닐린의 술폰기 또는/및 혼합 고분자 중의 카르복실기, 술폰기, 하이드록
실기, 아미노기 등의 관능기와 반응하는 것이면 어떤것이라도 무방하며, 예를 들어 알킬렌글리콜 디글리
시딜에테르 등의 디에폭시 화학물을 들 수 있다. 가교제의 첨가량은 대전방지제 고형분에 대하여 0.1-
10%, 바람직하게는 0.5-3%이다. 가교조건은 150-200℃로 수분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과 같이 저저항화, 도막의 투명성, 폴리에스테르필름으로의 도포성, 도포후의 불용화에 의한 밀착성
과 강도 등의 제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수용성도전성(술폰화) 폴리아닐린과 폴리아크릴산을 혼합하
여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수계의 아크릴에멀젼을 이용하여도 상기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

상기 아크릴산의 평균 분자량은 1,000-1,000,000, 바람직하게는 250,000-1,000,000의 고분자량인 것이 바
람직하다. 고분자량인 것이 바람직한 이유는 대전방지제 수용액의 점도가 높아지고, 폴리에스테르필름으
로의 도포성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통상 폴리에스테르 필름은 소수성이기 때문에 수용액을 겉돌게 하므로 
도포하는데 불소계 계면활성제와 같은 강력한 계면장력저하작용을 갖는 첨가제를 필요로 하는데, 고분자
량의 폴리아크릴산을 혼합하여 이용하면 그 증점작용에 의해 계면활성제가 불필요하게 된다. 또한, 고분
자량 250,000 이상의 폴리아크릴산을 혼합하여 이용하는 경우의 또 다른 이점은 가교제가 없이도 가열에 
의해 불용화되어 충분한 밀착성과 강도를 나타내는 점이다. 이것은 고분자량 폴리아크릴산의 분자량이 가
열에 의해 더욱 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불용화시키기 위한 온도는 150-300℃, 바람직하게는 180-
220℃이고, 가열시간은 1-3분인 것이 도막의 전기저항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므로 바람직하다. 상기 가열
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의 가열은 전기저항의 증대를 야기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수계의  아크릴  예멀젼을  혼합하여  이용한  경우도  다른  첨가제  없이  폴리에스테르필름상에  도포할  수 
있고, 80-120℃, 수분간의 가열로 밀착성과 강도가 뛰어난 도막을 얻을 수 있다.

수용성 도전성 고분자와 폴리아크릴산 또는 수계의 아크릴예멀젼과의 혼합비는 술폰화 폴리아닐린의 전량
에 대한 비율로 0.01-0.95가 바람직하며, 더욱 바람직하게는 0.5-0.8이다.

본 발명의 대전방지제를 도포한 필름의 표면 저항은, 필름에 금전극을 증착하고, 2단자법에 의해 측정된
다. 기재로의 밀착성은 셀로테이프를 접착하고 벗겨 어느 정도 남았는지를 본다. 도막을 불용화한 후의 
강도는 손톱으로 긁어서 벗겨지는지의 여부로 판단한다.

이하, 실시예를 들어 본 발명을 더욱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실시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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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몰/l의 염산수용액 300ml에 아닐린 28g을 적하 교반하여 첨가하였다. 이것을 0℃로 냉각하였다. 30g의 
과황산암모늄을 이온교환수 60ml에 용해하고, 앞의 용액에 30분간 적하하였다. 적하종료 후 다시 5시간, 
0℃에서 교반하였다. 석출된 녹색침전을 여과하고, 여과액의 색이 없어질 때까지 이온교환수로 세정하였
다. 다시 메탄올로 여과액의 색이 없어질 때까지 세정하였다. 건조중량은 12.5g이었다.

얻어진 폴리아닐린을 펠릿으로 성형하고, 4단자법에 의한 전기전도도를 측정한 결과, 2.02S/cm이었다.

또한, 얻어진 폴리아닐린 1g을 1, 1, 2, 2-테트라크롤로에탄(이하, TCE라 한다) 50ml 중에 분산하고, 85
℃로 가열하였다. 클로로 황산 2.4g(약 2배몰)을 TCE 6ml에 용해 적하하였다. 적하 종류 후 다시 5시간, 
85℃에서 가열 교반하였다. 실온으로 냉각한 후, 여과하여 반응물을 취출하고, 클로로포름으로 세정하였
다. 바람으로 건조한 후, 50ml의 이온교환수에 분산시켜, 4시간동안 가열 환류하였다. 얻어진 녹색용액을 
여과하여 불용분을 제거하고, 여과액을 로터리이베퍼레이터로 농축하고 아세톤을 첨가하여 녹색 침전을 
석출시켰다. 석출한 침전을 여과하여 아세톤으로 세정하였다. 건조중량은 1.4g이었다.

원소분석결과는,

H : 4.11% C : 32.86% N : 7.02% S : 14.46% Cl : 4.57% 조성식 : C24H35N4.4O20S4Cl1.1

이고, S/N비는 0.91이었다. 유황원자는 전부 도입된 술폰기로부터 유래된 것이라고 하면, 폴리아닐린의 

방향환 10개에 대하여 9개 이상 술폰기가 도입되어 있는 것이 된다. 또한 대 이온이 모두 Cl
-
인 것으로 하

면 도핑율은 0.25(50%)이다.

25℃에서 물에 대한 용해도를 측정한 결과, 8.1 중량%였다.

얻어진 술폰화 폴리아닐린을 펠릿으로 성형하고, 4단자법에 의한 전기전도도를 측정한 결과, 1.99×10
-

3
S/cm였다.

[실시예 2]

실시예 1에서 얻어진 폴리아닐린 9g을 1, 2-디클로로에탄 270ml 중에 분산하고, 85℃로 가열하였다. 클로
로 황산 21.8g(약 2배몰)을 1, 2-디클로로에탄 15ml에 용해 적하하였다. 적하 종료 후 다시 5시간, 85℃
에서 가열 교반하였다. 실온으로 냉각한 후, 여과하여 반응물을 취출하고, 클로로포름으로 세정하였다. 
바람으로 건조한 후, 400ml의 이온교환수에 분산시켜, 4시간동안 가열 환류하였다. 얻어진 녹색용액을 여
과하여 불용분을 제거하고, 여과액을 로터리이베퍼레이터로 농축하고 아세톤을 첨가하여 녹색 침전을 석
출시켰다. 석출한 침전을 여과하여 아세톤으로 세정하였다. 건조중량은 12.0g이었다.

원소분석결과는,

H : 3.52% C : 39.24% N : 8.28% S : 13.78% Cl : 2.99% 조성식 : C24H30N4.3O15S3.2Cl0.7

이고, S/N비는 0.73이었다. 유황원자는 전부 도입된 술폰기로부터 유래된 것이라고 하면 폴리아닐린의 방

향환 4개에 대하여 3개 미만의 술폰기가 도입되어 있는 것이 된다. 또한 대 이온이 모두 Cl
-
인 것으로 하

면 도핑율은 0.175(35%)이다.

25℃에서 물에 대한 용해도를 측정한 결과, 4.7중량%였다.

얻어진 술폰화 폴리아닐린을 펠릿으로 성형하고, 4단자법에 의한 전기전도도를 측정한 결과, 5.72×10
-

3
S/cm였다.

[실시예 3]

1.2몰/l의 4불화 수소산 수용액 300ml에 아닐린 28g을 적하 교반하여 첨가하였다. 이것을 0℃로 냉각하였
다. 30g의 과황산암모늄을 이온교환수 60ml에 용해하고, 앞의 용액에 30분간 적하하였다. 적하종료 후 다
시 5시간, 0℃에서 교반하였다. 석출된 녹색침전을 여과하고, 여과액의 색이 없어질 때까지 이온교환수로 
세정하였다. 다시 메탄올로 여과액의 색이 없어질 때까지 세정하였다. 건조중량은 15.8g이었다.

얻어진 폴리아닐린을 펠릿으로 성형하고, 4단자법에 의한 전기전도도를 측정한 결과, 4.60S/cm이었다.

또한, 얻어진 폴리아닐린 2.8g을 TCE 150ml 중에 분산시키고, 85℃로 가열하였다. 클로로 황산 8.8g(약 
2.5배몰)을 TCE 30ml에 용해 적하하였다. 적하 종료 후 다시 5시간, 85℃에서 가열 교반하였다. 실온으로 
냉각한 후, 여과하여 반응물을 취출하고, 클로로포름으로 세정하였다. 바람으로 건조한 후, 150ml의 이온
교환수에 분산시켜, 4시간동안 가열 환류하였다. 얻어진 녹색용액을 여과하여 불용분을 제거하고, 여과액
을 로터리이베퍼레이터로 농축하고 아세톤을 첨가하여 녹색 침전을 석출시켰다. 석출한 침전을 여과하여 
아세톤으로 세정하였다. 건조중량은 3.74g이었다.

원소분석결과는,

H : 3.58% C : 36.29% N : 7.43% S : 14.90% Cl : 5.94% F : 0% 조성식 : C24H28N4O30S3.5Cl1.5

이고, S/N비는 0.95이였다. 유황원자는 전부 도입된 술폰기로부터 유래된 것이라고 하면 폴리아닐린의 방
향환 1개에 대하여 거의 1개의 술폰기가 도입되어 있는 것이 된다. F원자가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료 

폴리아닐린의 대 이온인 BF4
-
는 모두 Cl

-
로 교환된 것으로 생각되고, 그 도핑율은 0.375(75%)이다.

25℃에서 물에 대한 용해도를 측정한 결과, 9.1중량%였다.

얻어진 술폰화 폴리아닐린을 펠릿으로 성형하고, 4단자법에 의한 전기전도도를 측정한 결과, 5.3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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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cm였다.

[실시예 4]

1.2몰/l의 황산수용액 300ml에 아닐린 28g을 적하 교반하여 첨가하였다. 이것을 0℃로 냉각하였다. 30g의 
과황산암모늄을 이온교환수 60ml에 용해하고, 앞의 용액에 30분간 적하하였다. 적하종료 후 다시 5시간, 
0℃에서 교반하였다. 석출된 녹색침전을 여과하고, 여과액의 색이 없어질 때까지 이온교환수로 세정하였
다. 다시 메탄올로 여과액의 색이 없어질 때까지 세정하였다. 건조중량은 14.9g이었다.

얻어진 폴리아닐린을 펠릿으로 성형하고, 4단자법에 의한 전기전도도를 측정한 결과, 0.89S/cm이었다.

또한, 얻어진 폴리아닐린 1.1g을 TCE 50ml 중에 분산하고, 85℃로 가열하였다. 클로로 황산 2.5g(약 2배
몰)을 TCE 6ml에 용해 적하하였다. 적하 종료 후 다시 5시간, 85℃에서 가열 교반하였다. 실온으로 냉각
한 후, 여과하여 반응물을 취출하고, 클로로포름으로 세정하였다. 바람으로 건조한 후, 50ml의 이온교환
수에 분산시켜, 4시간동안 가열 환류하였다. 얻어진 녹색용액을 여과하여 불용분을 제거하고, 여과액을 
로터리이베퍼레이터로 농축하고 아세톤을 첨가하여 녹색 침전을 석출시켰다. 석출한 침전을 여과하여 아
세톤으로 세정하였다. 건조중량은 1.44g이었다.

원소분석결과는,

H : 3.72% C : 38.80% N : 7.68% S : 15.62% Cl : 2.00% 조성식 : C24H38N4O21S4Cl1

이고, S/N비는 1.0이었다. 유황원자는 전부 도입된 술폰기로부터 유래된 것이라고 하면 폴리아닐린의 방

향환 1개에 대하여 1개의 술폰기가 도입되어 있는 것이 된다. 또한 대 이온이 모두 Cl
-
인 것으로 하면 도

핑율은 0.25(50%)이다.

25℃에서 물에 대한 용해도를 측정한 결과, 8.8중량%였다.

얻어진 술폰화 폴리아닐린을 펠릿으로 성형하고, 4단자법에 의한 전기전도도를 측정한 결과, 6.25×10
-

4
S/cm였다.

[비교예]

WO91-06887에 개시되어 있는 방법에 따라서 자기 도핑형 폴리아닐린을 제작하였다. 탈 도핑된 폴리아닐린 
0.2g을 발연황산 40ml에 용해하고 실온에서 3시간 교반하였다. 반응액을 200ml의 냉각한 메탄올 중에서 
침전을 석출하였다. 석출한 침전을 여과하고 아세톤으로 세정하였다. 건조중량은 0.25g이었다.

원소분석결과는,

H : 3.91% C : 49.72% N : 9.86% S : 9.06% 조성식 : C24H27N4O9.4S1.6

이고, 유황원자는 전부 도입된 술폰기로부터 유래된 것이라고 하면 폴리아닐린의 방향환 10개에 대하여 4
개의 술폰기가 도입되어 있는 것이 된다.

25℃에서 물에 대한 용해도를 측정한 결과, 완전히 불용이었다.

얻어진 자기 도핑형 폴리아닐린을 펠릿으로 성형하고, 4단자법에 의한 전기전도도를 측정한 결과, 0.98×

10
-2
S/cm였다. 물에 대하여 불용이므로 박막의 표면저항은 측정할 수 없었다.

[실시예 5]

실시예 1 및 2에서 얻어진 외부 대 이온 도핑형 술폰화 폴리아닐린과 비교예에서 얻어진 자기 도핑형 술
폰화 폴리아닐린의 FT-IR 스펙트럼을 도 1, 도 2 및 도 3에 각각 나타내었다. 측정은 각각의 술폰화 폴리
아닐린의 KBr 정제를 작성하고, 퍼킨엘마사 제품 1600FT-IR 스펙트로미터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실시예 

1의 술폰화 폴리아닐린의 스펙트럼 중의 1172cm
-1
과 1074cm

-1
의 흡수는 각각 O=S=O의 역대칭 및 대칭신축진

동을 나타내며, 703cm
-1
과 615cm

-1
의 흡수는 S-O 및 C-S 신축진동을 나타낸다. 또한, 818cm

-1
의 흡수는 1, 

2, 4-3치환방향환의 면외신축진동에 의한다. 이상의 흡수는 실시예 2 및 비교예의 술폰화 폴리아닐린의 

스펙트럼 중에도 발견되며, 어떠한 술폰화 폴리아닐린에도 방향환에 직결된 -SO3
-
기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시예 1 및 실시예 2의 술폰화 폴리아닐린의 스펙트럼에 특징적인 흡수로서 2500-3700cm
-1
에 걸

쳐 관측되는 폭넓은 흡수를 들 수 있다. 이는 -SO3H기의 말단 -O-H 신축진동에 의한 것으로 -SO3H기가 도

핑제로서는 사용되지 않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존재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실시예 6]

실시예 1에서 얻어진 술폰화 폴리아닐린 0.2g/l의 수용액 10ml을 1mol/l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0, 2, 4, 
6, 7, 8, 9, 11, 12, 14, 16, 18, 20ml로 중화한 후 증류수를 첨가하여 전체양이 100ml인 수용액을 조제
하였다. 이들 수용액의 자외-가시흡수스펙트럼을 도 4에 나타내었다. 수산화나트륨 첨가전의 흡수 스펙트
럼에 있어서, 316nm(3.92eV)에 π-π천이로 인한 흡수가, 440nm(2.82eV)와 1300nm(0.95eV)부근에 폴라론
밴드로 인한 흡수가 발견된다. 이들 흡수는 어느 것이나 도핑된 폴리아닐린 특유의 흡수이다. 또한, 실시
예 2에서 얻어진 술폰화 폴리아닐린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중화하여 수용액을 조제하였다. 이들 수용
액의  자외-가시흡수스펙트럼을  도  5에  나타내었다.  수산화나트륨  첨가전의  흡수  스펙트럼에  있어서, 
318nm(3.90eV) 부근에 π-π천이로 인한 흡수가, 440nm(2.82eV)와 1300nm(0.95eV)부근에 폴라론밴드로 인
한 흡수가 발견된다. 이들 흡수는 어느 것이나 실시예 1의 술폰화 폴리아닐린에서도 발견되는 도핑된 폴
리아닐린 특유의 흡수이지만, 그 강도는 실시예 2의 술폰화 폴리아닐린 쪽이 크다. 이로부터, 실시예 2의 
술폰화 폴리아닐린 쪽이 외부 도핑제로 도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시예 1 및 2의 술폰화 폴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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닐린의 π-π천이 흡수(3.92eV, 3.90eV)는 무치환 폴리아닐린염의 π-π천이흡수(3.81eV)나 비교예의 자
기 도핑형 폴리아닐린의 π-π천이 흡수(3.88eV)와 비교하여, 단파장 쪽으로 시프트되어 있다. 이 단파장 

시프트는 치환-SO3
-
기의 입체반발에 의해 폴리아닐린의 방향환이 뒤틀리고, 공역이 약해짐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 시프트가 크면 클수록 많은 -SO3
-
기가 도입되게 된다. 이러한 생각은 실시예 1의 술

폰화 폴리아닐린이 방향환 1개에 대하여 약 1개의 -SO3H기를 가지며, 실시예 2의 술폰화 폴리아닐린의 방

향환 4개에 대하여 3개의 -SO3H기를 갖는 것에 대하여, 비교예의 자기도핑형 폴리아닐린이 방향환 2개에 

대하여 약 1개의 -SO3
-
기를 갖고 있는 사실과 부합된다.

실시예 1 및 2의 술폰화 폴리아닐린을 수산화나트륨으로 중화하면, 수산화나트륨의 첨가량이 적은 동안에
는 흡수 스펙트럼에 거의 변화가 없지만, 어느 시점을 지나면 수산화나트륨의 첨가에 따라 흡수 스펙트럼
은 변화하고, 최후에는 그 이상 첨가해도 스펙트럼에 변화는 발견되지 않는다. 실시예 1의 술폰화 폴리아
닐린의 1300nm의 폴라론밴드 흡수를 수산화나트륨의 첨가량에 대하여 플롯팅한 도 6을 보면, 그 상황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상, 수산화나트륨의 첨가량이 적은 동안에는 -SO3H기의 유리 프로톤이 수산화나트륨

에 의해 중화되고, 그것이 끝나면 탈 도핑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시예  1  및  2의  술폰화  폴리아닐린의  약  0.1mol/l  수용액을  조제하고,  히라누마산업주식회사  제품 
COMTITE-500형 자동적정장치를 이용하여, 0.1mol/l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으로 중화 적정을 실시한 결과를 
도 7에 나타내었다. 실시예 1의 술폰화 폴리아닐린에서는,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첨가량이 6.4ml과 9.6ml
인 2점에서 종점이 검출되고, 각각 -SO3H기의 중화 및 탈 도핑에 대응하고 있다. 이 결과로부터 계산하여 

구한 -SO3H기의 수는 폴리아닐린의 방향환 4개에 대하여 3개 이상이고, 도핑율은 0.31(61%)이었다. 실시예 

2의 술폰화 폴리아닐린에서는 6.4ml과 10.1ml의 2점에서 종점이 검출되고, 실시예 1의 술폰화 폴리아닐린
과 마찬가지로 각각 -SO3H기의 중화 및 탈 도핑에 대응하고 있다. 이 결과로부터 계산하여 구한 -SO3H기의 

수는 폴리아닐린의 방향환 4개에 대하여 2개 이상이고, 도핑율은 0.30(60%)이었다. 어느것이나, -SO3H기의 

수가 원소 분석으로부터 구한 수보다 적게 나오므로, 실시예 1 및 실시예 2의 술폰화 폴리아닐린의 모든 
유황원자가 -SO3H기로부터 나온 것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폴리아닐린의 방향환 4개에 대하여 2개 이상의 

-SO3H기가 도입되어 있는 것이 확실하다.

[실시예 7]

실시예 1, 2, 3 및 4의 술폰화 폴리아닐린 0.1g과 알드리치 제품 폴리아크릴산(평균 분자량 2000) 0.1g을 
4ml의 이온교환수에 용해하여 도포액을 만들고, 세정한 슬라이드 글래스위에 스핀코팅하였다. 이 박막을 
60℃에서 1시간 건조한 결과, 연한녹색의 투명필름을 얻었다. 이들 실시예 1, 2, 3 및 4의 술폰화 폴리아

닐린 폴리아크릴산 수지조성물 필름에 금전극을 증착하여 표면저항을 측정한 결과, 각각 6.30×10
9
Ω/□, 

6.0×10
6
Ω/□, 3.82×10

11
Ω/□, 및 5.12×10

10
Ω/□이었다.

[실시예 8]

실시예 1에서 얻어진 술폰화 폴리아닐린 0.1g을 5ml의 이온교환수에 용해하여 도포액을 만들었다. 이것을 
0.2㎛의 필터에 통과시켰을 때, 용액은 완전히 필터를 통과하고, 잔존고형분은 전혀 없었다. 이 수용액을 
세정한 슬라이드 글래스위에 스핀코팅하였다. 이 박막을 60℃에서 1시간 건조한 결과, 막두께 0.20㎛의 

연한청녹색의 투명필름을 얻었다. 표면저항을 측정한 결과, 1.0×10
8
Ω/□였다.

[실시예 9]

실시예 2에서 얻어진 술폰화 폴리아닐린 0.1g을 5ml의 이온교환수에 용해하여 도포액을 만들었다. 이것을 
0.2㎛의 필터에 통과시켰을 때, 용액은 완전히 필터를 통과하고, 잔존고형분은 전혀 없었다. 이 수용액을 
세정한 슬라이드 글래스위에 스핀코팅하였다. 이 박막을 60℃에서 1시간 건조한 결과, 막두께 0.26㎛의 

연한녹색의 투명필름을 얻었다. 표면저항을 측정한 결과, 2.6×10
6
Ω/□였다.

[실시예 10]

실시예 2에서 얻어진 술폰화 폴리아닐린을 폴리아크릴산(주식회사 일본촉매제품 아쿠아릭 HL-415,  평균 
분자량 10,000)과 중량비를 변화시켜 혼합하고, 고형분 5%의 수용액을 조제하였다. 수용액을 이용하여 슬
라이드 글래스상에 스핀코팅하여 박막화하고, 그 표면저항을 측정한 결과를 도 8에 나타내었다. 술폰화 
폴리아닐린의 전체고형분에 대한 비율이 커짐에 따라 표면저항은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본 
발명의 대전방지제는 술폰화 폴리아닐린의 비율을 변화시키는 것만으로 전기저항을 자유롭게 제어할 수 
있는 특징을 갖는다.

[실시예 11]

실시예 2에서 얻어진 술폰화 폴리아닐린을 아래의 고분자와 중량비1 : 1로 혼합하고, 고형분 5%의 수용액
을 조제하였다.

·폴리에틸렌글리콜(PEG) : 와코우 쥰야쿠(和光純藥)공업 주식회사 제품, 평균 분자량 20,000

·폴리비닐피롤리돈(PVP) : 토쿄 카세이(東京化成)공업 주식회사 제품 K-30, 평균 분자량 40,000

·폴리비닐알콜(PVA) : 주식회사 클라레 제품 117H

·폴리아크릴아미드(PAAM) : 와코우 쥰야쿠(和光純藥)공업 주식회사 제품

·폴리아크릴산 나트륨(PSAA) : 주식회사 니혼 쇼쿠바이(日本觸媒) 제품 아쿠아릭 DL-4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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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아크릴산(PAA) : 주식회사 니혼 쇼큐바이(日本觸媒) 제품 아쿠아릭 HL-415, 평균 분자량 10,000

·폴리(2-아크릴아미드-2-메틸프로판술폰산)(PAMPS)  :  닛토우 카가쿠 코우교우(日東 化學工業) 주식회사 
제품 2-아크릴아미드-2-메틸프로판술폰산을 중합한 것.

·폴리스티렌술폰산나트륨(PSSS) : 알드리치 제품, 평균 분자량 70,000

·폴리스티렌술폰산(PSS) : 상기 PSSS를 오르가노 주식회사 제품 이온교환수지 앰버라이트 IR-118로 산형
으로 한것.

·폴리비닐술폰산(PVS) : 알드리치 제품 폴리비닐술폰산 나트륨을 오르가노 주식회사 제품 이온교환수지 
앰버라이트 IR-118로 산형으로 한것.

상기 각 수용액을 슬라이드 글래스상에 스핀코팅하여 박막화하고 그 표면저항, 투과율, 성막성 및 투명성
을 측정한 결과를 표 1에 취합하여 나타내었다.

[표 1]

상기 표 중에서 성막성 및 투명성의 평가 기준은 아래와 같다.

(성막성)   ○ : 얼룩없이 도포가능

           △ : 얼룩은 나오지만 도포가능

           × : 겉돌아서 도포할 수 없음

(투명성)   ○ : 투명

           × : 불투명

상기 표 1로부터, 폴리비닐알콜, 폴리아크릴아미드, 폴리아크릴산이 혼합고분자로서 뛰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실시예 12]

실시예 2에서 얻어진 술폰화 폴리아닐린을 이온교환수에 용해하여 농도가 다른 도포액을 만들었다. 이들 
수용액을 세정한 슬라이드 글래스위에 스핀코팅하였다. 이들 박막을 60℃에서 1시간 건조한 결과, 막두께
가 다른 투명필름을 얻었다. 막두께, 표면저항, 투과율을 측정한 결과를 표 2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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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상기 표 2의 결과, 막두께 3nm 미만의 초박막이라도 대전방지효과를 유지하고 있다.

[실시예 13]

실시예 2에서 얻어진 술폰화 폴리아닐린의 5중량% 수용액을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상에 스
핀코팅에 의해 도포하려고 시도하였지만, 겉돌아버려서 도포가 곤란하였다.

실시예 2에서 얻어진 술폰화 폴리아닐린을 폴리아크릴산(주식회사 일본촉매제품 아쿠아릭 HL-580,  평균 
분자량 800,000)과 고형분의 중량비가 1 : 1이 되도록 혼합하고, 고형분 5중량%의 수용액을 조제하였다. 
이 수용액을 PET필름상에 도포하였을 때, 겉도는 일이 없이 평활하고 투명한 막을 얻을 수 있었다.

[실시예 14]

실시예 2에서 얻어진 술폰화 폴리아닐린의 5중량% 수용액에 폴리에틸렌글리콜디글리시딜에테르(나가세화
성공업 주식회사 제품 디나콜 EX810)을 가교제로서, 고형분 전체 양에 대해 3중량%가 되도록 첨가하였다. 
이 수용액을 슬라이드 글래스 상에 스핀코팅하여 박막화한 후, 200℃로 3분간 가열하였다. 가열후의 막을 
물에 담궈도 유출되지 않고 불용화할 수 있었다.

[실시예 15]

실시예 2에서 얻어진 술폰화 폴리아닐린을 폴리아크릴산(주식회사 일본촉매제품 아쿠아릭 HL-580,  평균 
분자량 800,000)과 고형분의 중량비가 1 : 1이 되도록 혼합하고, 고형분 5중량%의 수용액을 조제하였다. 
이 수용액을 슬라이드 글래스상에 스핀코팅하여 박막화한 후, 200℃로 3분간 가열하였다. 가열후의 막을 
물에 담궈도 유출되지 않고 불용화할 수 있었다.

[실시예 16]

실시예 2에서 얻어진 술폰화 폴리아닐린을 폴리아크릴산(주식회사 일본촉매제품 아쿠아릭 HL-580,  평균 
분자량 800,000)과 고형분의 중량비를 변화시켜 고형분 2.5중량%의 수용액을 조제하였다. 이들 수용액을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상에 스핀코팅하고, 각각의 도막의 표면저항, 투과율, 도포성 및 200
℃로 3분간 가열하여 불용화시킨 후의 밀착성, 강도, 내수성에 대해서 평가한 결과를 표 3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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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상기 표 중 혼합비의 구성, 및 도포성, 밀착성, 강도 및 내수성의 평가기준은 아래와 같다.

(혼합비)   술폰화 폴리아닐린/폴리아크릴산

(도포성)   ○ : 얼룩없이 도포가능

           △ : 얼룩은 나오지만 도포가능

           × : 겉돌아서 도포할 수 없음

(밀착성)   셀로테이프를 붙인 다음 벗겼을 때, 벗겨지는지의 여부로 판단하였다.

           ○ : 전혀 벗겨지지 않았다

           △ : 일부 벗겨졌다

           × : 완전히 벗겨졌다

(강도)     손톱으로 긁어서 벗겨지는지의 여부로 판단하였다.

           ○ : 전혀 벗겨지지 않았다

           △ : 일부 벗겨졌다

           × : 완전히 벗겨졌다

(내수성)   물에서 유출되는지의 여부로 판단하였다.

           ○ : 전혀 유출되지 않았다

           × : 일부 유출되었다

[실시예 17]

실시예 2에서 얻어진 술폰화 폴리아닐린과 아크릴계 고분자 에멀젼(주식회사 일본촉매 제품 아크리셋 EX-
16)을 고형분의 중량비가 1 : 1이 되도록 혼합하고, 고형분 5중량%의 수용액을 조제하였다. 이 용액을 

PET필름상에 도포한 결과, 얼룩 없이 투명한 박막을 형성할 수 있었다. 표면저항을 측정한 결과, 1.9×10
7

Ω/□였다. 또한, 이 박막을 물에 담궈도 유출되지않고 내수성이 충분하였다. 그리고, 이 박막을 150℃로 
1시간 가열하여 경화시키면, 셀로테이프를 붙였다가 떼어도 벗겨지지 않을 정도의 밀착성과, 손톱으로 긁
어도 벗겨지지 않을 정도의 강도를 얻을 수 있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수용성 도전성 폴리아닐린의 수용액은, 스핀 코트, ㄷ 코트 및 바 코트 등의 간편한 방법으로 
박막을 형성할 수 있다. 그 때문에, 수용성 도전성 폴리아닐린은, 각종 대전방지용도, 투명전극, 전자파 
차폐제, 광전변환소자, 유기 전계발광소자, 유기 일렉트로 크로믹소자, 방청제, 반도체 광촉매, 포토레지
스트, 비선형 광학재료 등에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수용성 도전성 고분자를 이용한 대전방지제의 수용액은, 스핀 코트, ㄷ 코트 및 바 코트 
등의 간편한 방법으로 고분자 필름, 고분자 섬유, 고분자 수지성형품 등의 위에 얼룩이 없이, 밀착성 및 
강도가 뛰어난 박막을 형성할 수 있다. 그리고, 대전방지제는 저습도 조건하에서도 뛰어난 대전방지효과
를 발휘한다.

(57) 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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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폴리아닐린 골격의 방향환이 방향환 1개당 평균 0.1-4개의 SO3M(단, M은 수소원자, 알칼리 금속원자, 알칼

리 토류금속원자 및 암모늄기로 이루어진 그룹에서 선택된 적어도 1종이다)으로 치환되고, 또한 평균 0-
3.9개의 R(단, R은 수소원자, 할로겐 원자, 탄소원자 수 1-20의 알킬기, 탄소원자 수 1-20의 알콕시기, 
탄소원자수 1-20의 알킬티오기, 탄소원자 수 1-20의 알킬아미노기, 카르복실기, 에스테르 잔기의 탄소원
자 수가 1-20의 카르본산 에스테르기, 니트로기 및 시아노기로 이루어지는 그룹에서 선택된 적어도 1종이
다. 단, SO3M과 R의 합계는 4이다.)로 치환되며, 상기 주 골격 중의 질소 원자 1개당 0.025-1개가 외부 도

핑제로 도핑된 수용성 도전성 폴리아닐린.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전기 전도도가 10
-6
S/cm이상인 상태에서 물에 대한 용해도(25℃)가 0.5 중량% 이상이며, 

외부 도핑제로 도핑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용성 도전성 폴리아닐린.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외부 도핑제가 프로톤산의 음이온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용성 도전성 
폴리아닐린.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폴리아닐린을 클로로 황산과 반응시킨 후, 가수분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용성 도
전성 폴리아닐린의 제조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폴리아닐린은 미리 도핑제로 도핑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용성 도전성 폴리아닐린
의 제조방법.

청구항 6 

제4항 또는 제5항에 있어서, 상기 클로로 황산이 폴리아닐린 골격 중의 방향환에 대하여 0.5-3배 몰 이용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용성 도전성 폴리아닐린의 제조방법.

청구항 7 

폴리아닐린 골격의 방향환이 방향환 1개당 평균 0.1-4개의 SO3M(단, M은 수소원자, 알칼리 금속원자, 알칼

리 토류금속원자 및 암모늄기로 이루어진 그룹에서 선택된 적어도 1종이다)으로 치환되고, 또한 평균 0-
3.9개의 R(단, R은 수소원자, 할로겐 원자, 탄소원자 수 1-20의 알킬기, 탄소원자 수 1-20의 알콕시기, 
탄소원자 수 1-20의 알킬티오기, 탄소원자 수 1-20의 알킬아미노기, 카르복실기, 에스테르 잔기의 탄소원
자 수가 1-20의 카르본산 에스테르기, 니트로기 및 시아노기로 이루어지는 그룹에서 선택된 적어도 1종이
다. 단, SO3M과 R의 합계는 4이다.)로 치환되며, 상기 주 골격 중의 질소 원자 1개당 0.025-1개가 외부 도

핑제로 도핑된 수용성 도전성 폴리아닐린을 이용한 대전방제제.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전기 전도도가 10
-6
S/cm이상인 상태에서 물에 대한 용해도(25℃)가 0.5 중량 % 이상이며, 

외부 도핑제로 도핑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용성 도전성 폴리아닐린을 이용한 대전방지제.

청구항 9 

제7항 또는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외부 도핑제가 프로톤산의 음이온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용성 도전성 
폴리아닐린을 이용한 대전방지제.

청구항 10 

제1항에 기재된 수용성 도전성 폴리아닐린과 수용성 또는 수분산성 고분자를 혼합하여 이용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대전방지제.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수용성 또는 수분산성 고분자가 알칼리계 고분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대전방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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