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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핵성 첨가반응에 의한 극성 용매(NMP, DMSO, DMF, m-cresol etc.)에 용해성을 갖는 이온성 액체(1,3-dimethylimida-

zolium methylsulfate, I-DMS)로 도핑된 폴리아닐린(PAN/I-DMS)을 합성하였다. 극성 용매 내에서 PAN/I-DMS의 용해도

는 3∼6 wt%/vol.을 나타내었고, PAN/I-DMS films의 전기전도도는 10
-2
∼7 S/cm를 나타내었다. PAN/I-DMS는 HCl로 

도핑된 폴리아닐린(PAN/HCl)과 dimethylsulfate (DMS)로 도핑된 폴리아닐린(PAN/DMS)에 비하여 160 ℃에서 열적 안

정성과 전기 전도성이 우수함을 볼 수 있었다. 극성 용매 내에서의 용해도와 전기 전도도 증가 현상을 극성 sulfonate 

group과 극성 용매간의 상호 작용으로 설명하였다.

Polyaniline doped with ionic liquid (1,3-dimethylimidazolium methylsulfate, I-DMS) soluble in polar solvents (NMP, DMSO, 

DMF, m-cresol etc.) were synthesized by nucleophilic addition. Solubilities of PAN/I-DMS powder in polar solvents were 

observed in the range of 3∼6 wt%/vol., respectively. The electrical conductivities of PAN/I-DMS films appeared in the range 

of 10
-2
∼7 S/cm. Polyaniline doped with I-DMS (PAN/I-DMS) showed improved thermal stability and conductivity compared 

to that of HCl doped polyaniline (PAN/HCl) and dimethylsulfate (DMS) doped polyaniline (PAN/DMS) upon heat treatment 

at 160 ℃. These improved  conductivity and solubility in organic polar solvents was explained with the interactions between 

the polar sulfonate group and polar sol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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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폴리아닐린은 고분자 자체가 비극성인 방향족 화합물로서 약 10년 

전 까지는 합성방법과 관계없이 대부분의 유기용매나 물에는 잘 녹지 

않는다고 보고되어 왔다[1,2]. 그러나 용해도에 관한 연구가 계속 진

행되어 emeraldine base가 80% 초산 수용액, 88% 포름산 수용액, 

DMSO에 부분적으로 용해됨이 보고되었다[3]. 1988년 M. Angelopou-

los 등은 폴리아닐린(emeraldine base)이 비교적 약한 극성용매인 

NMP (N-methyl-2-pyrrolidinone)에 향상된 용해도를 나타냄을 보고하

였고[4], 이로부터 필름, 섬유, 탄성체 등의 여러 형태로 가공이 가능

하게 되었다. A. G. Macdiarmid 등[5,6]에 의해 벤젠링에 사이즈가 큰 

치환기(-CH3, -OCH3 등)로 치환된 유도체가 사슬과 사슬간의 결합을 

약하게 하여 일반적인 유기용매에 대한 용해도가 상당히 증가함을 보

고하였다. 그러나 큰 치환기의 영향으로 벤젠링들 사이의 뒤틀림으로 

인한 공액길이의 감소로 전기전도도가 낮게 나타났다. 

  1990년 Cao 등[7]은 emeraldine base가 진한 황산에 잘 녹으며 이로

부터 전도성 섬유를 가공하여 약 200 S/cm의 전기 전도도를 보고하였

† 교신저자 (e-mail: hjhong@.snut.ac.kr)

으며, 뒤를 이어 1992년 켐퍼술포닉산(HCSA), 도데실벤젠술포닉산 

(HDBSA) 등의 기능성 산으로 도핑된 폴리아닐린은 상대이온과 용매

화의 작용으로 m-cresol과 같이 약하거나 아주 비극성인 용매에 대한 

용해도가 증가할 뿐 아니라 고분자의 결정성과 전자의 이동도를 증가

시켜 100∼400 S/cm의 높은 전기전도도를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또

한 이를 상용고분자와 브랜드화 하여 가공성을 상당히 향상시켰다[8,9].

  이온성 액체[10,11]는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구성되어 있는 청정 용

매로서 비휘발성. 무독성, 비가연성이며 우수한 열적 안정성, 이온전

도도를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극성이 커서 무기 및 유기금속 화합물

을 잘 용해시키며 넓은 온도범위에서 액체로 존재하는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다. 최근 들어, 촉매, 분리, 전기화학 등 광범위한 화학분야에 

응용 가능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12,13]. 

  본 연구에서는 우수한 열적 안정성, 이온 전도도를 갖는 이온성 액

체를 제조한 후 전도성 고분자인 폴리아닐린에 도핑시켜, 이온 전도

성과 전자 전도성을 동시에 갖는 전도성 폴리아닐린을 합성하고 제조

된 전도성 폴리아닐린의 물리적, 전기적 성질을 살펴보고자 한다.



94 홍장후⋅조규성

공업화학, 제 21 권 제 1 호, 2010

Figure 2. Structure of polyaniline salt (PAN/I-DMS) doped with 1,3-dimethylimidazolium methylsulfate (I-DMS).

Figure 1. Structure of 1,3-dimethylimidazolium methylsulfate (I-DMS).

2. 실    험

2.1. 이온성 액체(ionic liquid)인 1,3-dimethylimidazolium methylsulfate 

(I-DMS)의 합성

  1-methyl imidazole  35.0 g (0.423 mol)과  dimethyl  sulfate 41.0 

mL (0.433 mol)을 준비한다. Toluene 150 mL에 1-methyl imidazole을 

넣은 후 ice bath 상태에서 자석젓개로 저어준다. 10 min 뒤에 dime-

thylsulfate를 10 min에 걸쳐 첨가하였고 3 h 동안 방치한다. 3 h이 지

난후 반응을 종료하고 separatory funnel에 옮겨 층 분리한다. 아래층

은 1,3-dimethylimidazolium methylsulfate (I-DMS) 층이고 위에 층은 

용매인  toluene 층이다.  아래층을  둥근  플라스크에  옮긴 후  vacuum 

distillation 하여 1,3-dimethylimidazolium methylsulfate (Figure 1, 

I-DMS)을 수득하였다. 
1
H NMR, H (360 MHz, CDCl3) 3.685 (3H, s, 

OCH3), 3.991 (6H, s, NCH3), 7.610 (2H, d, J 1.62 Hz, C(4,5)H), 9.269 

(1H, s, C(2)H).

2.2. 폴리아닐린 염기(emeraldine base) 제조

  아닐린(C6H5NH2, 99.5%, Aldrich Co. 구입)은 일반적인 진공증류장

치를 이용, 정제하여 사용하였고, 갈색 병에 넣어 냉장고에 보관하였

다. 산화제로 사용될 과황산 암모늄[(NH4)2S2O8)]은 구입(Aldrich Co.)

하여 그대로 사용하였다. 

  먼저 500 mL 1몰 염산 용액을 제조하였다. 20 mL의 아닐린을 300 

mL 1몰 염산 용액에 녹이고 상온에 보관하였다. 별도로 11.5 g의 

[(NH4)2S2O8]을 200 mL 1몰 염산 용액에 녹이고 상온에 보관하였다. 

산화제가 포함된 용액을 아닐린이 포함된 용액에 천천히 첨가하였다.

  90 min이 지난 후 침전물을 whatman 거름종이 (#1)를 이용하여 아

스피레이터와 연결된 뷔흐너 깔때기 내에서 여과하였고, 침전물은 각

각 사용된 양성자산으로 씻어주었다. 이 걸러진 조각(시료)을 다시 10 

mL 1몰 염산 속에서 혼탁액을 만든 후 500 mL 1몰 염산 용액에 넣어 

자석젓개로 저어주며 15 h 방치 후 whatman 거름종이 (#2)를 이용하

여 아스피레이터와 연결된 뷔흐너 깔때기 내에서 여과하였다. 이때 2 

L의 1몰 염산을 사용하여 여과액이 완전히 무색이 될 때까지 씻어주

었다. 이렇게 하여 50% 양성자화된 폴리아닐린을 얻어졌다. 50% 양

성자화된 폴리아닐린 염(emeraldine hydrochloride) 조각을 다시 500 

mL 0.1노르말 암모니아 용액 내에 넣어 15 h 동안 자석젓개로 저어주

며 방치하였으며, 이때 0.1노르말 암모니아 용액으로 반응용액을 pH 

9로 맞추었다. 반응용액은 15 h이 지난 후 여과하였고, 0.1노르말 암

모니아 용액으로 씻어주었다. 걸러진 조각은 진공라인과 연결된 건조

튜브 내에 넣어 48 h 동안 진공(약 10
-3

 torr) 하에서 건조하여 폴리아

닐린 염기(emeraldine base)를 제조하였다[14,15].

2.3. 1,3-dimethylimidazolium methylsulfate (I-DMS)가 도핑된 폴

리아닐린 염(PAN/I-DMS) 및 필름제조.

  폴리아닐린 염기(emeraldine base) 분말 0.6 g과 1,3-dimethylimida-

zolium methylsulfate 0.854 g을 준비한다. 여러 가지 용매(NMP, 

DMSO, DMF, m-cresol)에 무게 비율로 3 wt%가 되도록 둥근 플라스

크에 용매 47 g과 1,3-dimethylimidazolium methylsulfate 0.854 g을  

50 ℃에서 자석젓개로 교반하면서 폴리아닐린 염기(emeraldine base) 

분말을 20 min간에 걸쳐서 약수저를 이용하여 천천히 소분한다. 8 h 

후에 용해되지 않는 부분은 유리솜을 주사기 내에서 필터로 사용하여 

제거한 후 1,3-dimethylimidazolium methylsulfate (I-DMS)가 도핑된 폴

리아닐린 염(Figure 2, PAN/I-DMS) 용액을 제조하였다. PAN/I-DMS 

용액을 깨끗하게 닦고 건조시킨 수평이 조절된 유리기판 위에 이 용

액을 천천히 부은 후 60 ℃로 유지된 hot plate에서 용매를 날려버리고 

60 ℃로 맞추어진 dry oven 내에서 6 h 정도 건조시켜 PAN/ I-DMS 

film을 제조하였다.

2.4. 시료 측정

  본 실험에서는 여러 조건에서 화학적으로 합성한 폴리아닐린의 합

성여부와  분광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NMR과 UV/Vis. 분광법을 

이용하였다. 합성된 emeraldine base분말을 용매인 NMP에 소량 녹이

고 표준용기(cell)에 넣은 후 UV-Vis./NIR 분광기(shimadzu model 

UV-3100)를 이용하여 300∼1500 nm의 영역에서 측정하였으며, 합

성된 물질의 구조 확인을 위하여 N.M.R (varian, 400-MR)을 사용하

였다.

  여러 조건에서 합성된 폴리아닐린 필름의 결정성(crystallinity) 정도

를 조사하기 위하여 X-선 회절 실험을 수행하였다. 사용된 기기는 

philps PW 1825/00 X-선 회절기이며, 1.5418 Å의 파장을 주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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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Figure 3. Protonic acid doping (a) of EB to HCl and Nucleophilic addition (b) of EB to I-DMS.

50 < 2θ < 350의 구간에서 0.05/sec의 주사속도로 X-선 회절 패턴을 

얻었다.

  제조된 시료의 열적안정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열중량분석기(TA In-

strument, TGA2950)를 사용하였다. 승온 속도 10 ℃/min으로 하였고 

500 ℃까지 승온 하였다.

  폴리아닐린 필름의 전기전도도는 백금전극과 시료와의 접촉저항을 

제거하기 위하여 4-단자법을 이용하여 전위차와 전류를 각각 독립적

으로 측정하였다. 전류와 전압은 keithley model 236 source measure-

ment unit을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필름 시료의 전기전도도는 다음의 

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

⋅

  여기서 l은 전극간의 길이이고, d는 단자와 접촉한 필름의 길이(필

름의 폭)이고 t는 필름의 두께이다.

 

3.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비휘발성, 무독성, 비가연성이며 우수한 열적 안정

성, 이온전도도를 갖는 청정 용매인 1,3-dimethylimidazolium methyl-

sulfate (I-DMS)을 도판트로 사용하여 폴리아닐린 염(emeraldine salt)

을 제조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I-DMS는 폴리아닐린 염 제조시 dimethylsulfate 

(DMS)의 도핑 메카니즘과 동일하게 폴리아닐린의 이민위치에 강한 

전자주게에 의해 메틸기가 주입된 형태이다[16]. 일반적으로 강한 친

핵체는 강한 염기로 작용을 하여 염기도(basicity)와 친핵성도 

(nucleophilicity)를 같은 성질로 받아들일 수 있으나 두 경우에서 친핵

Table 1. Solubilities and Conductivities of PAN/I-DMS in Polar Solvents

Solvent NMP DMSO DMF m-cresol

Solubility (wt%/vol) 3 3 5 6

Conductivity (S/cm) 8 × 10
-2

3 × 10
-1

7 2

체(염기)는 서로 다른 새로운 결합을 형성한다. 따라서 I-DMS에 의한 

도핑반응은 폴리아닐린의 이민위치가 친핵체로 작용해 메틸기가 결

합된 친핵성 첨가반응[Figure 3(b)]으로서 기존의 양성자산에 의한 양

성자성 도핑[Figure 3(a)]과는 다른 도핑 메카니즘을 갖는다[13]. 

  폴리아닐린은 고분자 기본 구조가 비극성인 방향족 화합물로서 극

성이 큰 용매에는 거의 용해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된 I-DMS가 도핑된 폴리아닐린(PAN/I-DMS)은 DMSO, 

NMP, DMF, m-cresol 등에 3∼6 wt% 정도 용해되었다. 극성 용매에 

대한 PAN/I-DMS의 용해도와 상온 전기 전도도를 Table 1에 나타내

었다.

  I-DMS는 분자의 크기가 커서 고분자사슬과 사슬사이의 간격을 멀

어지게 하고, I-DMS 내의 상대이온은 DMSO 등과 같은 극성용매와 

구조가 비슷한 극성작용기를 포함하므로 고분자사슬과 용매사이의 

친화력이 증대하여 극성용매에 용해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I-DMS가 도핑된 폴리아닐린(PAN/I-DMS)을 다양한 유기용매에 녹

인 후 용매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UV-Vis./NIR 스펙트럼을 측정하

였으며, 그 결과를 Figure 4에 나타내었다.

  NMP, DMSO 용매에 대하여 820 nm에서 전하운반체의 편재화에 

의해 나타나는 localized polaron 피크가 나타났다. 이것은 수소보다 

사이즈가 큰 메틸기의 주입에 의해 링과 링 사이의 뒤틀림(torsion an-

gle)이 증가되어 전하운반체들이 편재화 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여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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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UV-Vis./NIR spectra of I-DMS doped polyaniline in various 

solvents (a. DMF, b. DMSO, c. NMP).

Figure 5. XRD patterns of I-DMS doped polyaniline films cast from 

polar solvents (a. DMF, b. DMSO, c. NMP).

진다. 그러나 용매로 DMF를 사용 시 1000∼1500 nm에서 전하운반체

의 비편재화에 기인하는 근적외선 흡수피크(near-infrared absorption 

peak)가 약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DMF 용매는 상대이온과 고분자 사슬사이를 효과적으로 용매화시키

는 좋은 용매(good solvent)로 작용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NMP, DMSO, DMF 용매를 각각 사용하여 제조된 폴리아닐린 free 

standing film의 x-ray diffraction pattern을 Figure 5에 나타내었다. 극

성 용매(NMP, DMSO, DMF) 내에서 제조된 PAN/I-DMS free stand-

ing film의 경우 모두 결정성이 관찰되지 않는 무정형 형태(amorphous 

pattern)를 보여 주었다.

  I-DMS가 도핑된 폴리아닐린(PAN/I-DMS)는 DMS으로 도핑된 폴

리아닐린(PAN/DMS)와 같은 도핑 메카니즘을 갖고 있으나 전기전도

도 측정결과 7 S/cm로 PAN/DMS인 8 × 10
-1 

S/cm 보다 전기전도도가 

우수하고, 양성자산(HCl)으로 도핑된 폴리아닐린(PAN/HCl)인 5 S/cm

와 비교 시 비슷한 전기전도도를 나타내었다.

  PAN/I-DMS가 PAN/DMS보다 전도도 측정결과 우수하게 나타나는 

것은 도판트로 사용된 I-DMS가 DMS보다 입자 사이즈가 커서 사슬

과 사슬간의 상호작용을 약화 시켜 전자 이동성을 증가 시켰을 뿐 아

Figure 6. Conductivity (S/cm) of I-DMS (a), DMS (b) and HCl (c) 

doped polyaniline free standing films at 160 ℃.

Figure 7. TGA of I-DMS (a) and DMS (b) doped polyaniline powders.

니라, 이온성 액체가 함유된 I-DMS는 폴리아닐린의 도판트로 사용 

시 폴리아닐린 고분자 주 사슬에서의 전자 이동성에 관여를 할뿐 아

니라,  I-DMS 자체도 이온 전도성(4 × 10
-3 

S/cm)을 갖기 때문으로 여

겨진다[17-20]. 즉, PAN/I-DMS 구조는 전자와 이온 메카니즘을 동시

에 갖기 때문에 단지 전자 이동성에 의한 전도도를 갖는 PAN/DMS보

다 전도도가 우수한 것으로 여겨진다.

  PAN/I-DMS은 PAN/I-DMS와 PAN/DMS 시료보다 일정 고온(160 

℃)에서 시간변화에 따른 전기전도도 측정결과 열적 안정성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Figure 6에 폴리아닐린 필름의 열적안정성에 따른 전

도도를 나타내었다. 160 ℃에서 2 h 정도 열처리를 할 경우 PAN/HCl

의 경우 5 S/cm에서 2 × 10
-2 

S/cm로 2 order 정도의 전기전도도 감소

를 보여주었으나, PAN/DMS의 경우 8 × 10
-1 

S/cm에서 2 × 10
-2 

S/cm, 

PAN/I-DMS 경우는 7 S/cm에서 7 × 10
-1 

S/cm로 전기전도성의 감소 

변화가 적게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도판트로 작용한 DMS와 I- 

DMS의 끓는점(bp)이 ∼180 ℃ 이상으로 높고, 메틸기와 아민과의 결

합력이 아민과 수소의 결합력 보다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같은 도핑 메카니즘을 갖는 PAN/I-DMS가 PAN/DMS보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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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고온(160 ℃)에서 시간변화에 따른 전기전도도의 감소가 적은 것

으로 측정되었다. 이는 도판트로 사용된 I-DMS가 내열성이 우수한 

이온성 액체인 imidazolium[21-23]과 DMS가 결합된 형태로 DMS보

다 높은 내열성을 갖기 때문이다. Figure 7에 PAN/I-DMS와 PAN/ 

DMS의 TGA 측정결과를 나타내었다. 내열성이 우수한 I-DMS로 도

핑된 PAN/I-DMS의 고분자 사슬 분해온도는 310 ℃로 PAN/DMS의 

고분자 사슬 분해온도 220 ℃ 보다 높게 측정됨을 볼 수 있었다. 

4. 결    론

  환경 친화형이면서 내열성이 우수한 이온성 액체(1,3-dimethylimi-

dazolium methylsulfate, I-DMS)를 도판트로 사용하여 친핵성 첨가반

응에 의해 극성 용매에 용해성(3∼6 wt%/vol)을 갖는 폴리아닐린(PAN/ 

I-DMS)을 합성하였다. PAN/I-DMS는 HCl로 도핑된 폴리아닐린

(PAN/HCl)과 dimethylsulfate (DMS)로 도핑된 폴리아닐린(PAN/ 

DMS)에 비하여 열적 안정성( > 310 ℃)과 전기 전도성(7 S/cm)이 우

수함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PAN/I-DMS에서 도판트로 사용

된 이온성 액체인 I-DMS가 우수한 내열성을 갖을 뿐 아니라 자체적

으로 이온 전도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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