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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압 하에서도 표면 저항을 유지할 수 있는 대전방지 보호필름용 코팅액의 바인더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구체적으

로는 폴리에틸렌 글리콜(PEG)과 폴리프로필렌 글리콜(PPG)을 주성분으로 하는 다양한 조성의 폴리에스터계 바인더를 

합성하여 전도성 고분자와의 배합을 통하여 필름을 제조한 후에 고전압 하에서의 표면 저항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PEG와 PPG의 조성과 상관없이 10 V의 전압 하에서는 10
7
∼10

8
 Ω/□의 범위를 나타내었으나, 1000 V 하에서는 표면 

저항이 2 × 10
10

 Ω/□ 이상으로 변화하여 대전방지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PPG의 10 mol%를 1,4-butandiol 

(BD)로 대체하여 합성한 폴리에스터 중에서 PEG 함량이 25 mol%인 바인더([PEG]/[PPG]/[BD] = 25.0/67.5/7.5)에서는 

1000 V 하에서도 2.8 × 10
9
 Ω/□을 나타내, 고전압 하에서도 대전방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BD의 소수성에 의하여 고전압 하에서도 표면 저항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We conducted investigation on polymeric binders for anti-static coating agent which can maintain stability under the high-vol-

taic condition. Various polyesters composed of polyethylene glycol (PEG) and polypropylene glycol (PPG) were synthesized 

and studied in term of the variation in the surface resistance of the film made from coating solution composed of a conductive 

polymer and these polyesters as a binder. We found that the surface resistance displayed 10
7
∼10

8
 Ω/□ regardless of chemical 

composition of binders under the potential of 10 V. Whereas, the surface resistance surged to higher than 2 × 10
10

 Ω/□ 

when 1000 V was applied, rendering it improper for anti-static purpose. When 1,4 butanediol (BD) was incorporated into 

polyesters ([PEG]/[PPG]/[BD] = 25.0/67.5/7.5), the surface resistance showed 2.8 × 10
9
 Ω/□ under 1000 V, acceptable 

for anti-static application. These observations may indicate that the hydrophobic nature of BD makes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surface resistance at a high positive pot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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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전자장치 등에서 발생하는 정전기는 제품에 불순물이나 먼지를 부착

시키고, 제조공정에서 유기용제를 사용할 경우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전자장치를 파손시킬 수도 있다. 특히 LCD 등과 같은 광학물

질은 제조 및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 표면에 대전방지 기능의 보호 필름을 부착하게 

된다[1].

대전방지 기능의 필름은 표면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전하가 축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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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이를 방전시킬 수 있을 정도의 전도성을 필요로 한다. 투명한 대전

방지 필름을 얻기 위한 최근의 일반적인 방법은 전도성 고분자를 첨

가하는 것이다. 전도성 고분자는 고가이기는 하지만 대전방지를 위해

서는 10
7
∼10

10
 Ω/cm 정도의 표면 저항 값을 요구하므로 미량의 첨가

만으로도 대전방지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전도성 고분자 중에서도, 폴리싸이오펜은 주쇄에 생성되는 

양전하를 황 원자가 안정화시키는 영향에 의해서 더욱 안정적으로 전도

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폴리싸이오펜 중에서도 3과 4 

위치에 에틸렌옥사이드가 결합된 형태의 Poly (3,4-ethylenedioxythiophene) 

(PEDOT)은 3과 4 위치에 결합된 산소 원자에 의해 산화 상태에서 더욱 

안정화된다는 사실[2]이 밝혀진 이후 이와 관련된 많은 연구가 이루어

졌으며, 고분자 형태의 polystyrene sulfonate로 도핑된 poly(3,4-ethy- 

lenedioxythiophene)-polystyrene sulfonate (PEDOT/PSS)은 전기적 특

성이 매우 우수하며[3], 코팅 시에 투명한 필름을 제공한다는 관점에

서 대전방지 코팅을 비롯한 광학용 기기에 적용하는 연구가 활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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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고 있다[4]. 기본적으로 PEDOT/PSS는 수계에서 사용되나, 

극성 유기용매를 미량 첨가하게 되면 2차 도핑(secondary doping)에 

의해서 전기적 특성이 향상[5,6]되므로 유기 용제를 첨가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전도성 고분자와 함께 수계 대전방지 코팅제의 

핵심 첨가물인 바인더 역시 이와 같은 유기 용제에 대한 상용성을 지닐 

필요가 있다. 또한 순수 수계 코팅제라고 할지라도 산업 현장에서는 

건조 시간 단축 등을 포함하는 공정의 편리성을 위하여 알코올 계열

의 용제로 희석하여 사용하므로 바인더의 유기 용제 상용성은 공업적 

측면에서는 더욱 중요하다.

이와 함께 최근 전자 부품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디스플레이가 일

반 LCD 패널에서 3D 또는 LED용 패널로 전환되면서 대전방지 보호

필름 역시 새로운 물성적인 성능을 요구하게 되었다. 편광판의 제조 

공정 중에 사용하는 보호필름은 패널 제조 후 완제품 출하 시에 보호

필름을 기계적 방식으로 제거하게 되는데, 이때 미박리로 인한 불량

이 발생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보호필름의 표면을 1.3 kW 이상으

로 코로나 처리를 하여 박리 패드와의 박리 강도를 높이는 공정이 도

입되고 있다[7]. 또한 3D-TV용 패널 제조 공정에도 고전압 및 고주파 

공정이 도입되고 있다[8]. 그러나 종래의 보호필름에 형성된 대전방지

층은 500 V 이상의 고전압이 가해지면 대전방지층의 표면 저항이 절

연체에 가깝게 상승하거나 표면에 얼룩이 생기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야기한다[7,8].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전압 하에서도 고기능성을 

유지하는 대전방지 보호필름용 코팅제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나 고

전압 공정 자체가 최근에 적용되기 시작하였으므로 그에 적용 가능한 

바인더를 포함하는 코팅제에 관한 이론적 연구조차 본격적으로 시작

하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고가의 전도성 고분자의 함량을 증가시켜 

코팅제 자체의 표면 저항을 극단적으로 낮춘다면 고전압 하에서도 대

전방지 기능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 방법은 경제적으로 의미

를 부여할 수 없다. 따라서 전도성 코팅제 내에서 주요한 기능을 담당

하는[9] 바인더의 개선에 의하여 고전압에 적용 가능한 코팅제의 개발

이 필요하지만 이에 관한 연구가 발표된 예는 아직까지 없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학문적, 산업적 가치가 제고될 것으로 예상되는 

고전압용 바인더에 관한 기초 연구를 통한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바인더 후보물질로는 접착력, 열안정성, 내화학성 등이 

우수하여 코팅, 페인트 등의 바인더로서 널리 사용됨[10]과 동시에 고

분자 자체의 체적 고유저항(10
12
∼10

14
 Ω/cm)이 폴리우레탄(10

13
∼

10
15

 Ω/cm)보다 낮으므로 전도성 코팅에 주로 사용되는 폴리에스터계 

바인더에 주목하였다. 또한, 알코올 계열의 용매에 대한 상용성을 고려

하여 폴리에틸렌 글리콜(PEG)과 폴리프로필렌 글리콜(PPG)을 주성분

으로 하는 다양한 조성의 폴리에스터계 바인더를 합성하여 전도성 

고분자(PEDOT-PSS) 수용액 및 메탄올과의 상용성을 확인하고 PET 

필름위에 코팅한 후에 고전압 하에서의 표면 저항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2. 실    험

2.1. 시약 및 기기

합성에 사용한 분자량 1000인 PEG, 분자량 455인 PPG 및 isophthalic 

acid (IPA), 1,4-butandiol (BD) 등은 Aldrich사의 제품을, 에탄올, 디에틸

에테르 등의 용매는 삼전순약공업 제품을 구입하여 정제없이 사용하

였다. 전도성 고분자로서는 PEDOT-PSS의 수분산액(고형분 함량 1.5 

wt%)인 Clevios P (H. C. Starck사 제품)를 사용하였으며, 에스테르화 

반응의 촉매인 butylchlorotin dihydroxide (BuSnCl(OH)2)은 Arkema사

의 상표명 Fascat 4101을 사용하였다.

2.2. 바인더 합성

다음은 PEG와 PPG가 각각 50 mol%인 폴리에스테르의 반응 과정을 

나타낸다.

분자량 1000인 PEG 225 g (0.225 mol), 분자량 455인 PPG 102.4 g 

(0.225 mol), isophthalic acid (IPA) 74.8 g (0.45 mol)을 30 ℃에서 진공

건조를 하고 1 L 5구 플라스크에 반응물을 넣고 dean-stark trap, reflux 

tube, 온도센서를 설치 후 질소 기류 하에서 승온하고 PEG가 용융되

는 시점에서 교반을 시작한다. 반응물 내에 있는 수분을 최대한 제거

하기 위해 120 ℃에서 1 h 정도 유지한 후 140 ℃로 승온하고 촉매인 

butylchlorotin dihydroxide 0.4 g (반응물 대비 0.1 wt%) 첨가한다. 촉매 

첨가 후 1 h에 20 ℃의 속도로 온도를 올리고, 240 ℃에서 반응을 진행

하면서 30 min 간격으로 sampling하여서 산가를 측정하여 산가가 15

이하가 되면 냉각을 실시하여 반응을 종료하였다. 반응물이 150 ℃에 

도달하면 1 L 비커에 증류수 300 mL를 넣고 500 rpm의 교반속도에서 

반응물을 조금씩 떨어뜨려 고형분 함량 30 wt% 정도의 수분산액을 

제조한다. 생성물의 GPC 분석을 위하여, 수분산시키지 않고 남은 반

응물은 실온으로 방치하여 고상으로 얻었다. 

PEG, PPG 이외에 BD (함량은 PPG 대비 10 mol%)를 제3의 성분으

로 사용한 폴리에스터의 경우에도 상기와 동일한 방법에 의해서 합성

하였다.  

2.3. 합성한 바인더 후보 물질을 이용한 필름 제조 및 표면저항 측정

물과 알코올계 용매에 분산되어 있는 PEDOT-PSS와 합성한 폴리에

스터 수지를 전체 고형분이 4 wt%가 되도록 제조한 후 교반기(Pltech

사의 PL-FS123)를 이용하여 700∼800 rpm으로 30 min 동안 교반시

켰다. 이후, 물과 메탄올을 사용하여 전체 고형분이 1 wt%가 되도록 

희석하였다. 이를 Mayer bar coater를 사용하여 습도막 두께 기준으로 

10 µm가 되도록 PET Film 위에 코팅한 후, 120 ℃ 오븐(Memmert model 

UFE 500)에서 1 min간 건조시켰다. 이렇게 표면 처리된 필름을, 전압을 

변경하면서 표면저항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Mitsubishi MCP-HT450)

를 이용하여 인가전압별(10, 500 및 1000 V)로 표면저항을 측정하였다. 

2.4. 분석법

반응물의 산가는, ASTM-D1639에 따라서 시료 0.2 g을 EtOH 10 mL, 

diethyl ether 10 mL에 용해시킨 후 페놀프탈레인 지시약을 사용하여 

KOH로 적정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수분산액 1 g을 채취하여 150 ℃ 

오븐에 30 min 방치 후 무게를 측정하여 고형분 함량을 계산하였으며, 

수분산액의 점도는 Brookfield viscometer의 Level 2 spindle을 이용해 

60 rpm에서 측정하였다. GPC (Waters 515 HPLC pump 및 Waters 410 

RI detector)는 3개의 Styragel column (104, 103 및 102 A)을 사용하여 

1.0 mL/min의 유속으로 측정하였으며, 폴리스틸렌 표준 샘플을 사용

한 검량선을 작성하여 분자량 및 분자량 분포를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폴리에스터계 바인더의 합성

폴리에스터의 중합 반응에는 에스테르교환반응 및 에스테르화 반

응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상업적 생산 시에 주로 적용되는 에스테

르화 반응을 검토하였다. 또한 본 반응은 축중합이므로 부산물로 생

성되는 물을 용이하게 제거하기 위하여 진공 하에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향후의 대량 생산 공정을 고려하여 진공 대신에 질소를 

퍼징하여 줌으로서 중합 반응과 동시에 생성되는 물을 제거하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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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Compositions and the Properties of Polyesters

Composition (mol%) Properties of polyesters Molecular weight
Compatibility with 

PEDOT-PSS suspension PEG PPG BD
solid content

(wt%)
acid value pH

solubility

in water

viscosity

(cP)
Mn Mw PDI

B-2 20 80 - - - - X - 12016 23348 1.94 X

B-3 30 70 - 29 15 2.8 O 305 13592 23956 1.76 O

B-4 40 60 - 31 11 3.0 O 385 16092 30210 1.88 O

B-5 50 50 - 30 14 3.1 O 358 16064 28940 1.80 O

B-2-BD 20 72 8 - - - X - 11926 23918 2.01 X

B-2.5-BD 25 67.5 7.5 29 14 3.2 O 251 12852 23500 1.87 O

B-3-BD 30 63 7 29 13 3.0 O 275 12568 23170 1.84 O

B-4-BD 40 54 6 30 12 2.8 O 315 15136 26366 1.74 O

B-5-BD 50 45 5 30 12 2.9 O 308 15470 29224 1.89 O

Figure 1. Synthesis of polyesters.

였으며, 반응의 진행 여부는 반응물의 산가를 측정하여 확인하였다. 

한편, 폴리에스터 합성에서는 프탈릭산이 주로 사용되지만, 바인더 용

도의 폴리에스터 합성에서는 이소프탈릭산(IPA)가 주로 사용된다는 

점[11]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IPA를 사용하였다. 

먼저 촉매로는 에스테르화 반응에서 dehydration 또는 oxidative 

degradation과 같은 부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서 폴리에스테르의 중합

에 공업적으로도 많이 사용되는 butylchlorotin dihydroxide를 사용하

였다[12,13]. 대전방지 코팅제용 바인더의 경우에 분자량이 너무 높으

면 코팅제의 제조 시에 점도가 너무 높아 공정상의 어려움이 있으므

로 분자량을 제어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반응 중에 실시간으로 산가를 

측정하여 반응의 종결점을 정한다[14,15]. 실제적으로 poly(ethylene 

terephthalate) 중합에 있어서의 산가는 반응물의 점도, 반응 전환율 및 

분자량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가가 15 이하가 되면 반응을 정지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최종 반응 온도인 240 ℃에서 2∼3 h 정도 걸렸다.

반응 종료와 동시에 점성이 높은 반응물을 30 wt%의 고형분 함량

이 되도록 증류수에 떨어뜨린 후 기계식 교반기를 이용하여 200 rpm

으로 교반하면서 용해시킨 수용액 상태로 보관하였다. 친수성이 높은 

PEG의 함량이 높은 반응물일수록 용해되는 속도가 빨랐으며, PEG 함

량이 20 wt%인 경우에는 물에 용해되지 않고 팽윤되는 것과 유사한 

형태로 존재하여 수계 바인더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폴리에스터계 바인더 수용액의 특성

Table 1에는 본 연구에서 합성한 폴리에스터의 조성 및 특성 분석 

등의 결과를 정리하였으며, 표 상에서 B-2는 PEG와 PPG로 이루어진 

폴리에스터로서 PEG 함량이 20 mol%인 것을 의미한다. 한편, B-2-BD는 

BD를 제 3의 성분으로 사용하였으며, PPG 함량의 10 mol%가 BD인 

것을 의미한다. 즉, PEG, PPG, BD가 각각 20, 72 및 8 mol%인 폴리

에스터이다. 

수분산시키지 않고 남은 반응물을 실온으로 방치하여 얻어지는 고

형물을 THF에 용해시켜 분석한 GPC의 결과를 보면, 모든 반응물은 

Mn 기준으로 12000에서 16000의 범위 내에 있었으며 PEG 함량이 

증가할수록 분자량도 약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반응에서는 

반응 종료점을 반응 시간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반응물의 산가를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15 이하로 나타나는 시점에 종료하고자 하였으며, 

실제적으로 Table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모든 반응의 최종 생성물의 

산가는 10에서 15까지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반응도는 거의 유사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본 반응에서 사용한 PEG의 평균 분자량

(1000 g/mol)이 PPG (455 g/mol)보다 크기 때문에 PEG 함량이 증가

할수록 분자량도 약간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Table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수용액 상태에서의 점도 값은 

PPG 함량 변화에 따라 현저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BD를 도입

했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약간 낮은 점도를 나타냈다. 이는 올리고

머인 PPG의 10 mol%를 저분자인 BD로 교체하였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합성한 바인더 후보물질들은 전체적으로 250에서 390 cP 

사이의 범위의 점도를 나타내었으며, 이는 폴리에스터계의 산성 바인

더로서 널리 사용되어지는 상용품인 Toyobo사의 vylonal MD-1100 

(고형분 함량 30 wt%)의 경우 410 cP의 점도를 나타낸다는 점을 고려

하였을 때 바인더로서 타당한 범위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성을 띄는 전도성 고분자(PEDOT-PSS)의 코팅용 

바인더를 목표로 하였으므로 합성한 폴리에스터 수분산액이 산성을 

띌 수 있도록 분자 설계를 하고 최종 생성물의 산가를 20 정도로 제어

하였으므로 합성한 모든 폴리에스터 수분산액의 pH 값은 Table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PEG의 함량 또는 BD의 도입 등과 무관하게 2.8

에서 3.2 사이로 나왔다. 일반적으로 산성을 띄는 전도성 고분자와의 

상용성을 고려하면 바인더 역시 산성을 띌 필요가 있으며, 중성 또는 

염기성 바인더의 경우에는 PEDOT-PSS와의 혼합 시에 침전물이 생기

거나 투명성이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난다[17]. 실제적으로 본 연구에

서 합성한 바인더 후보 물질들은, Table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전도성 

고분자인 PEDOT-PSS 수분산액과의 상용성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 합성한 모든 폴리에스터는, PEG/PPG 기반 폴리

에스터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과 동일하게 메탄올 및 에탄올과

의 상용성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서 본 연구에서 합성한 폴리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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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Surface resistance of the films where the polyesters 

synthesized from PEG and PPG with various compositions were used 

as a binder.

Figure 3. Surface resistance of the films where the polyesters synthesized

from PEG, PPG and BD with various compositions were used as a 

binder. The content of BD is 10 mol% of PPG.

는 수계이며 유기 용매와의 상용성이 우수한 전도성 코팅제용 바인더

의 후보 물질로서의 기본적인 특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3. 전도성 코팅의 바인더로 사용하였을 때의 표면 저항 특성  

상기와 같이 합성하고 바인더로서의 기초 물성을 측정한 후보 물질

들을 바인더로 사용하여 PEDOT-PSS를 PET 필름에 코팅하여 얻어진 

투명한 필름의 표면 저항을 측정하였다. 먼저, BD의 사용없이 PEG와 

PPG만으로 이루어진 바인더 후보물질들의 표면 저항치를 Figure 2에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합성한 바인더 후보 물질들의 표면저항을 

일반적으로 전도성 필름의 표면저항을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 10 V의 

전압 하에서 측정하면, 10
7
에서

 
10

8 
Ω/□ 영역에서 나타났으며, 일반

적인 상용품과 유사한 값을 나타내어 대전방지 용도로 충분하게 사용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PEG 함량이 높아질수록, 즉 폴리에스

터의 친수성이 높아질수록 표면저항치가 약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다양한 구조의 모노머를 사용하여 합성한 폴리아닐린[18] 및 폴리

피롤[19] 등의 전도성 고분자에서 표면의 친수성 증가와 더불어 표면 

저항치가 낮아지는 현상 및 플라즈마 처리에 의하여 폴리아닐린 표면

의 친수성을 높임으로서 표면 저항이 낮아지는 현상[20]과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500 V의 전압 하에서는 급격하게 저항치가 높아져서 대전

방지 용도로의 한계인 10
10 

Ω/□정도를 나타내며 1000 V를 걸어주었을 

때는 더 높은 표면 저항을 나타냈다. 이는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바인더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고전압에서는 전기적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한편 Figure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PPG의 10 mol%를 BD로 대체

하여 합성한 폴리에스터의 경우에도 10 V의 전압 하에서 측정한 표면 

저항은 10
7
에서

 
10

8 
Ω/□ 영역에서 나타났으며, 또한 PEG 함량이 

높아질수록 표면저항치가 약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BD를 도입하지 

않은 폴리에스터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특히 PEG 함량이 상대적

으로 높은 B-4-BD 및 B-5-BD의 경우에는 고전압 하에서의 표면저항 

값이 B-4 및 B-5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서 제3의 성분으로 BD를 사

용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PEG 함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B-2.5-BD 및 B-3-BD에서는 고전압 하에서의 표면 저항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작으며, 1000 V 하에서도 대전 방지 보호필름용으로 사용

이 가능한 10
9
 Ω/□ 영역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대전방지용 보호필름은 10
7
∼10

10
 Ω/□ 영역의 표면 저

항치를 요구하나[21], 다양한 공정 과정을 거치면서도 안정적인 전기

적 특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최소한 10
9
 Ω/□ 정도의 저항치를 유지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합성한 바인더 후보 물질 

B-2.5-BD 및 B-3-BD은 고전압 하에서도 대전방지 보호필름 용도로의 

안정적인 전기적 특성을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BD는 PEG/PPG로부터 합성되는 폴리에스터 또는 폴리우레탄에 내

화학성 및 물성 향상을 위하여 PEG/PPG의 일부분을 대체하여 사용되

어지고 있다[22]. 본 연구에서 BD의 도입에 의하여 고전압 하에서 상

대적으로 안정적인 저항치를 유지하는 이유는 현재로서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BD의 도입에 의한 바인더의 소수성 증대가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알코올류의 유기 용제와 상용성이 높으며 고전압 

하에서도 대전방지 보호필름 용도로 적용이 가능한 수계 폴리에스테르 

바인더의 합성 및 특성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PEG 및 PPG의 비율을 

변화시켜 얻어진 폴리에스테르에서 PEG 함량이 30∼50 mol%인 폴리

에스터에서는 유기 용제와의 상용성이 우수한 수계 바인더 후보 물질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전압(500 V 또는 1000 V) 하에서

는 표면 저항치가 10
10 

Ω/□ 이상으로 나타나서 고전압 하에서는 적용

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PPG의 10 mol%를 BD로 치환한 

B-2.5-BD 및 B-3-BD에서는 1000 V 하에서도 10
9
 Ω/□정도의 표면 

저항을 나타내서 고전압 하에서도 대전방지 보호필름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고전압 하에서도 표면 저항을 유지

하기 위해서는 BD와 같은 소수성기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

하고 있다. 본 연구는 향후 그 수요가 비약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되는 고전압용 바인더에 관한 첫 번째 기초 연구로, 향후 더 많은 연

구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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