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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de-doping tendency of five representative conducting polymers
polypyrrole (PPy), poly(3,4-ethylenedioxythiophene) (PEDOT), polythiophene (PT), polyaniline
(PANI), and polyphenylene sulfide (PPS), which have chain structures. We analyzed the changes
in the total energy and in the electron distribution when electrons are removed from the conducting
polymers and found that, compared to the others, PEDOT had the largest total energy change
due to de-doping. The conductive polymers show different oxidation tendency which would result
in different total energy changes. These results will be helpful for characterizing the properties of
conducting polymer compounds mixed with two or more conducting polymer components.
PACS numbers: 71.20.Rv, 71.15.Nc, 72.80.Le, 82.35.−x
Keywords: Conducting polymer, Ab-initio calculation, Oxidation

전도성 고분자 물질의 디도핑 경향성 제일원리 계산
전기완 · 장재원∗
부경대학교 물리학과, 부산 48513, 대한민국
(2020년 2월 18일 받음, 2020년 2월 24일 수정본 받음, 2020년 2월 26일 게재 확정)

본 연구에서는 전도성 고분자 물질 중 대표적인 5 가지 물질 (polypyrrole (PPy), poly(3,4ethylenedioxythiophene) (PEDOT), polythiophene (PT), polyaniline (PANI), 그리고 polyphenylene
sulfide (PPS)의 디도핑 경향성을 분석하였다. 전도성 고분자 물질들을 사슬 형태로 구성하고 전체 계에서
전자를 일정량 떼어냈을 때 총 에너지의 변화와 전자 분포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PEDOT의 디도
핑 시 필요한 에너지가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전자 분포 계산 결과, 각 전도성 고분자마다 원자
종류별 산화 경향성이 차이가 나며, 이 경향성 차이가 총 에너지 변화량의 차이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 결과는 둘 이상의 전도성 고분자 물질이 복합된 시료 응용을 위한 물성 규명에 도움이 될 것이다.
PACS numbers: 71.20.Rv, 71.15.Nc, 72.80.Le, 82.35.−x
Keywords:전도성 고분자, 제일원리 계산, 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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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분자의 총 에너지를 제일원리방법으로 계산했다. 분자의 총
에너지 변화량 차이가 클수록 디도핑이 어려우며, 두 종류

전도성 고분자는 1977년 요오드 처리한 폴리 아세틸렌의
발견 이후 전기가 통하는 플라스틱으로 학계의 주목을 받
았고, 이후 폴리 아세틸렌의 단점을 극복하는 전도성 고분
자 물질들이 발견되며 뛰어난 생산성, 가벼운 분자구조와
유연성, 광학 성질 등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다양한 분야
에서 연구되고 있다 [1–3]. 전도성 고분자 물질의 대표적
인 예로는 poly(3,4-ethylenedioxythiophene) (PEDOT),
polypyrrole (PPy) 이 있으며 유기고분자발광소자나 태양
광 발전, 연료전지의 촉매 지지체와 화학 센서로 학계와
산업계에서 연구 및 활용되고 있다 [4,5]. 이 외에도 방향족
사이클을 가지는 전도성 고분자로 많이 연구되는 물질로
polythiophene (PT), polyaniline (PANI), polyphenylene
sulfide (PPS) 등이 있다 [6–8].
전도성 고분자의 첫 발견이 요오드 처리한 polyacetylene
이듯이, 전도성 고분자의 도핑 (doping) 상태는 전체 전기적
성질과 광학적 성질에 큰 차이를 만든다. 방향족 사이클을
형성하는 탄소 원자들의 공유결합 방향이 바뀌는 것만으로
도 가장 안정한 상태에서 퀴노이드 (quinoid) 형태로 바뀌며
전기전도도가 상승한다 [9]. 퀴노이드 형태는 에너지가 높
은 불안정한 형태이기 때문에 정공 주입이나 도핑의 형태로
유도해낸다. 1개의 정공 주입 등으로 만들어지는 상태를
폴라론 (polaron) 이라고 하며 폴라론 상태에서 전자가 확
산되기 전에 재차 정공 주입으로 바이폴라론 (bi-polaron)
상태를 만든다. 폴라론과 바이폴라론 상태를 형성 및 유지
하는 것이 전도성 고분자의 성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이다 [10,11].
전도성 고분자의 도핑 상태를 만들기 위해 쓰이는 방법
은 크게 전압을 가한 도핑, 빛을 이용한 도핑, 그리고 산성
용액과의 반응을 활용한 도핑이 있다 [12–14]. 이 중 산성
용액 도핑은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식으로, 산 용액 안의
할로겐 원소 등이 작용기로 붙어 전도성 고분자의 전자를
제거하며 퀴노이드 상태를 만드는 것이다. 만약 여러 종
류의 전도성 고분자를 동시에 사용하고자 한다면 산성 용
액에 의한 산화 속도의 차이가 전도성 고분자 활용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가 된다 [15]. 특정 전도성 고분자가 다른
전도성 고분자에 비해 산화가 빠르고 쉽게 일어난다면, 두
종류 이상의 전도성 고분자를 활용하여 회로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섯 가지 대표 전도성 고분자의 디도핑
(de-doping) 전 후의 에너지 안정성을 비교하여 동일 산화
조건 시 디도핑 순서를 확인하였다. 전도성 고분자의 산화
상태가 전자를 잃은 상태인 것만으로 가정하고, 다른 작용
기의 영향을 배재한 채, 동일한 양의 전자가 빠져나갔을 때

이상의 전도성 고분자를 사용할 경우 이러한 디도핑 경향성
차이가 물성 변화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더불어 디도
핑 시 전도성 고분자의 주요 원자 근처에서의 전자 분포를
계산하여 전도성 고분자 간의 총 에너지 변화량 차이의 원
인을 유추해보았다. 본 연구결과는 두가지 이상의 전도성
고분자가 혼합된 전도성 고분자 복합소재 활용 시 복합소재
물성을 추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II. Methods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Qunatum espresso 6.3버전의
프로그램을 사용했다 [16]. 최대 운동에너지 한계 (kinetic
energy cutoff) 를 25 Ry로, k-point는 b1 , b2 , b3 축 별로
6, 2, 1로 샘플링했다. 각 원자들의 pseudopotential들은
GGA-PBE 방식에 PAW 방식으로 만들어진 파일을 사용
하였다.
각 분자구조는 2개의 방향족 사이클을 기준으로 원자를
배치했고 양 끝을 연결해 계산상 1차원으로 연결되게 만들
었다. 전도성 고분자의 분자 구조는 각 원자들을 임의 배치
후 단위낱칸 (unitcell) 크기까지 변수로 두고 좌표 안정화
계산을 수행하여 구조를 얻었다. 디도핑된 전도성 고분자들
또한 전자 개수의 변화마다 각각 좌표 안정화 계산을 수행
하여 시뮬레이션 계산 결과 상 가장 안정한 좌표와 총 에너
지를 얻었다. 원자들의 전자 분포는 LOBSTER라는 유틸
리티를 사용했다 [17]. 계산 결과들은 Mulliken population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얻은 값들이다.

III. Results and Discussions
Figure 1은 시뮬레이션 계산으로 얻어진 각 전도성 고
분자의 최종 구조들이다. (a) 부터 (e) 까지 각각 PPy, PEDOT, PT, PANI, 그리고 PPS이다. 분자 구조 계산은 단
위낱칸의 크기를 변화시켜가며 했으며, 정공이 주입될수록
고분자 사슬 진행 방향의 단위낱칸 길이가 짧아지는 것을
확인했다.
Figure 2는 디도핑 정도에 따라 총 에너지의 변화를 나타
냈다. 5개의 고분자 구조 중에서 총 에너지의 변화가 가장
큰, 산화가 가장 어려운 물질은 PEDOT으로 계산되었다.
PEDOT은 다른 전도성 고분자와 비교할 때 작게는 3배에
서 크게는 20배까지 총 에너지 차이가 났다. 이는 PEDOT
을 다른 전도성 고분자와 동시에 산처리 과정을 활용한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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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lor online) Total energy differences following
the electron de-doping level.

Fig. 1. (Color online) Structures of five representative
conducting polymers used in this study: (a) PPy, (b)
PEDOT, (c) PT, (d) PANI, and (e) PPS. The yellow
balls and the bigger light-yellow balls represent carbon
and sulfur atoms, respectively. The gray, cyan, and red
balls represent nitrogen, hydrogen, and oxygen atoms,
respectively. All lines represent the super cell boundaries
that we set for the calculations.
도핑을 수행하는 경우, 다른 물질 대비 퀴노이드 상태에

Table 1. Electron numbers at neutral stated specific
atoms of the conducting polymers calculated by first
principle calculations. The positive and negative values
mean loss and acquisition of the electrons, respectively.
(Unit: e, N/A: not applicable)
PPy
PEDOT
PT
PANI
PPS

C
-1.28
0.88
-2.16
-1.03
-2.82

CN
0.6
N/A
N/A
N/A
N/A

CS
N/A
-1.08
N/A
N/A
N/A

Co
N/A
-0.63
N/A
N/A
N/A

N
-1.06
N/A
N/A
2.3
N/A

S
N/A
0.98
1.01
N/A
1.02

O
N/A
-1.68
N/A
N/A
N/A

도달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PPy와 PT의 디도핑 경향성을
살펴보면 초기의 경우 PANI와 PPS에 비해 디도핑이 힘들

PPS는 2.82 개의 전자를 더 보유하고 있는 것을 계산으로

지만 일정 수준 이상을 넘어가면 PANI와 PPS보다 더 디도

확인 하였다 (Table 1). 산화가 진행되면 PT와 PANI는

핑이 쉬워지는 결과를 얻었다. 전도성 고분자를 혼합하여

탄소 원자 중심으로 전자가 빠져나간다 (PT C and PANI

사용할 때, 두 고분자 간 극명한 디도핑 차이를 활용하고자

C in Fig. 3(a)). PPS의 경우 탄소와 더불어 황 원자에서도

한다면 PEDOT 기반으로 다른 물질을 혼합하는 것이 가장

전자가 빠져나간다 (PPS C in Fig. 3(a) and PPS S in Fig.

두드러진 차이를 보일 것이다. 또한 디도핑 수준에 따라 전

3(c)). PANI 와 PPS를 비교하면 PANI는 산화 시 수소 원

도성 고분자의 성질 변화를 활용하고자 한다면 PPy-PANI

자가 빠져나가는 대신에 질소 원자가 탄소 원자와 이중결

조합이나 PT-PPS 조합으로 디도핑 정도를 조절하는 것이

합을 하면서 질소 자체의 전자 개수는 유지한다 (PANI N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in Fig. 3(c)). 바꿔 말하면 탄소의 전자 개수 변화가 주로

Figure 3은 전자가 빠져나간 정도에 따른 전자의 분포 변

일어난다는 것이다. PPS에서는 이와 다르게 탄소 원자와

화를 탄소와 질소, 황 원자 중심으로 분류한 그래프이다. 그

황 원자 전체의 전자 분포가 바뀌며 (Fig. 3(a, c)), 탄소

래프에서 Electron change 값의 양의 값으로 증가는 전자가

원자에만 전자의 변화가 집중되지 않기 때문에 총 에너지

특정 원소 부분에서 빠져나감을 음의 값으로 증가는 전자가

변화량이 PANI에 비해 작은 것으로 보인다 (Fig. 2).

특정 원소 부분으로 들어감을 의미한다. 시뮬레이션에서

PPy와 PEDOT은 탄소의 위치에 따라 전자 분포가 큰

고려한 분자들이 전부 방향족 사이클을 가지고 있지만 전자

차이를 보인다. 탄소 간의 구별을 위해 PPy에서 질소 원

분포는 각 전도성 고분자 별로 차이를 보인다. Fig. 3(a)

자에 가까운 탄소를 CN , PEDOT에서 황 원자에 가까운

는 PT, PANI, PPS의 탄소 원자 내 전자 변화를 나타낸다.

탄소를 CS , 황 분자를 포함한 방향족 사이클 반대편에 산소

PT, PANI, PPS의 경우 모든 탄소들이 비교적 비슷하게

원자에 가까운 탄소를 CO 라 명명하고, 이외에 방향족 사이

전자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탄소 원자들의 전자

클 내에서 질소 원자, 황 원자와의 거리가 먼 탄소 원자들을

증감을 계산하면 중성 상태에서 PT는 2.16, PANI는 1.03,

C라 명명하겠다 (Fig. 3 (d)). PPy는 C원자에 1.28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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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Summary
우리는 Quantum espresso를 활용한 제일원리 계산으로
다섯 가지 전도성 고분자의 디도핑 물성을 예측하였다. 같
은 양의 전자가 빠져나가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 PEDOT의
산화에 필요한 에너지가 가장 큰 것으로 예측되었다. 또한
전도성 고분자의 종류에 따라 디도핑 시의 전자 분포 변화가
다르게 나타나며, 이런 전자 분포 변화의 경향성이 전도성
고분자의 총 에너지 변화에 차이를 주는 것으로 예상되었다.
본 연구결과가 두 종류 이상의 전도성 고분자를 활용한 전
도성 고분자 복합체의 물성을 조절하고 해석하는데 하나의
이정표로 사용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Fig. 3. (Color online) Charge differences following the
electron de-doping level calculated by Mulliken population analyses. (a) total carbon charge differences of PT,
PANI, and PPS. (b) Specific carbon charge differences
of PPy and PEDOT. (c) Charge difference of nitrogen
and sulfur. (d) Schemes for denotation of carbon atoms
in PPy (the left) and PEDOT (The right). CN , CS , and
CO represent the carbon atoms near from the nitrogen,
sulfur, and oxygen, respectively, while C represents the
carbon atoms are relatively far from the nitrogen, sulfur,
and oxy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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