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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정상의 존재는 188酬년 독일의 ReinitzeF에 의 

하여 처음 관찰된 이래 현재 디지탈 표시장치 등과 

같은 전기광학 분야에서 넓게 사용될 뿐만 아니라 

TV의 천연색 스크린에도 이용되는 등 괄목할만한 

발전이 이루어졌다. 1977년 Chandrasekhar이 hexa
substituted benzene이 매우 점도가 높고 이방성을 

가진 새로운 형태의 mesophase-i- 이룬다는 것을 

발견한 이래2 이들 새로운 형태의 디스크형 액정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七 Discotic 
mesophase는 일반적으로 3, 4, 6 혹은 8개의 길고 

유연한 탄화수소 사슬을 benzene이나 tripheny- 
lene같은 평평한 방향족 분자의 주위에 대칭적으로 

결합시킴으로써 얻어질 수 있다. Benzene이나 tri

phenylene 외에도 truxene, anthraquinone, phtha
locyanine, porphyrin, cyclotetraveratrylene 등의 

유도체들도 디스크형 액정을 이룬다4~8 디스크형 

액정을 이루는 방향족 분자들은 기둥형으로 쌓이며, 

현재까지 합성된 mesogen의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 

고 D标(hexagonal ordered columnar phase), Z>w(he- 
xagonal disordered columnar phase), ^(rectangu
lar disordered columnar phase), ^(nematic phase) 

그리고 尸(twated nematic or cholesteric phase) 
등 여러가지 새롭고 중요한 phase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triphenylene의 1,4,5,8,9,12 위치를 질소 

로 치환하여, 분자 주위에 금속이온을 결합할 수 있는 

일련의 새로운 discotic liquid crystalline hexaazat
riphenylene 화합물들을 합성하여 그들의 액정성 및 

성질들을 연구, 조사하였다.

실 험

합성에 사용돤 glyoxal, diaminomaleonitrile, trif
luoroacetic acid 둥은 Aldrich사 제품을 사용하였으 

며, 용매는 Jtmsei사제 특급시약을 정제하지 않고 

사용하였다. 녹는점은 electrothermal melting point 
측정장치를 사용하여 얻었으며 보정은 하지 않았다.

및 13C-NMR 스펙트럼은 Bruker■사의 FT-NMR 

(300 MHz)를, DSC thermogram은 Dupont 910 dif
ferential scanning calorimetei를 사용하여 얻었다. 

이 때 가열속도는 1어2/min이었다. 액정상의 optical 
texture는 hot-stage(Mettler FP-82)를 부착한 pola

rizing microscope(N ikon HFXTI) 를 사용하여 얻었 

으며 원소분석 결과는 한국화학연구소에 의뢰하여 

얻었다.

Hexaazatriphenylene hexamethyl ester (1). 
Czamik의 방법에 따라，합성한 HAT-hexacarboxy
lic acid(500 mgX methari이(100 mZ)에 넣고 소량의 

진한 황산을 가한 후 10시간 동안 reflux시켰다. 생 

성된 침전물을 여과시키고 methanol 씻어준 다음 

acetonitrile 용액에서 재결정 시켰다(수득를: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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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250t, 】H-NMR E(CDJ2SO] 8 4.20; 13C- 
NMR [(CD3)2SO] S 164.05, 145.11, 142.26, 53.66.

Hexaazatriphenylene hexabutyl ester (2). 벤젠 

(80 m。에 HAT- hexacarboxylic acid(200 mg, 0.4 
mmol), 과량의 l-butanol(20 mZ, 220 mm이), 그리고 

서너방울의 진한 황산을 가한 후 48시간 동안 환류 

시키면서 반응 중 생성된 물은 Dean-Stark 장치에 

의해서 제거했다. 반응물올 실온으로 식히고 용매를 

제거한 후 클로로포름으로 추출하여서 중류수로 씻 

고 무수 MgSQ로 건조시켰다. 감압하에서 농축시킨 

다음 column chromatography(hexane/ethyl ace
tate =3 : 1)로 분리한 후 刀-hexane으로 재결정하여 

연한 갈색의 바늘상 화합물올 얻었다(110 mg, 33%). 

mp. 96~98紀；】H-NMR(CDC13)8 4.52(t, 12H), 
1.79~1.89(m, 12H), 1.43~L56&m, 12H), 0.87(t, 18 
H); 13C-NMR(CDC13) 8 163.79, 147.22, 14L37, 

67.30, 30.38, 19.08, 13.70.
Hexaazatriphen^ene hexapentyl ester (3). 벤젠 

(50 m2)에 HAT-hexacarboxylic acid(200 mg, 0.4 
mmol), l-pentanol(20 ml, 185 mmol), 그리고 소량의 

진한 황산을 넣은 후 화합물 2의 합성과 같은 방 

법으로 바늘상의 연노란 화합물 3을 얻었다<170 mg, 

46%). mp. 67〜69t? ; 'H-NMRCCDCla) 6 4.51(t, 12 
H), L81 〜L90(m, 12H), 1.32〜L49(m, 24H), 0.92(t, 

18H); 13C-NMR(CDC13) 8 163.77, 147.22, 141.38, 
67.57, 28.04, 2290, 22.29, 13.92.

Hexaazatriphenylene hexahexyl ester (4). 벤젠 

(30 m/)에 HAT-hexacarboxylic acid(100 mg, 0.2 
mmol), l-hexanol(13 m/t 104 mmol), 소량의 진한 

황산을 넣은 후 화합물 2의 합성과 같은 방법으로 

반웅시킨 후 메탄을로 재결정하여 옅은 황색의 화 

합물 4를 얻었다(30mg, 15%). 】H-NMR(CDC13)8 

4.51(t, 12H), 1.80~L90(m, 12H), L31 〜1.45(m, 36 
H), 0.90(t, 18H); 13C-NMR(CDC13) 8 163.77, 147.24, 
141.24, 67.57, 31.40, 28.32, 35.48, 2252, 14.0. Anal, 
calc, for C54H78O12N6： C, 64.65; H, 7.83; N, 8.38; 
found: C, 64.64; H, 7.92, N, 8.51.

Hexaazatriphenylene hexadodecyk ester (5). 
HAT- hexacarboxylic acid(100 mg, 0.2 mmol)를 

acetic anhydride(10 넣고 115t 에서 20분 정 

도 반응시킨 후 acetic anhydride를 감압하에서 제 

거하여 얻은 HAT-hexacarboxylic acid trianhyd
ride#9 더 정제하지 않고 THF(10m/)에 녹인 후 1- 
dodecanol(1.5 g)과 소량의 />-toluenesulfonic aicd를 

넣고 6시간 동안 환류시킨 다음 벤젠(25 m2)를 넣고 

Dean-Stark 장치로 물을 제거하며 72시간 동안 환 

류시켰다. 감압하에서 용매를 제거한 후 나온 반웅 

물을 클로로포름｛20 m/)에 녹이고 5% NaHCO3 수 

용액(50 nV)으로 씻어주었다. 분리된 유기층을 

MgSQ로 건조시킨 후 농축시키고 컬럼 크로마토그 

래피 (hexane/ethyl acetate=3 ： 1)로 분리한 다음 

에탄올로 재결정하여 화합물 5를 얻었다(48mg, 16 

%). 】H-NMR(CDCk) 8 4.50(t, 12H), L82~L87(m, 
12H), L23〜L44(m, 108H), 0.85(t, 18H). Anal. calc, 

for C90H150O12N6： C, 71.67; H, 10.03; N, 5.57; found: 
C, 71.31; H, 10.16; 5.67.

결과 및 고찰

중심 출발물질인 HAT-hexacarbonitrile은 Czar- 
nik의 방법에 따라9 hexaketocyclohexanediami- 
nomaleonitrile(DAMN)의 축합반응으로 합성하였다. 

Hexaketocycohexane-gr glyoxal의 self-condensa
tion 빈'응■으•로부터 얻은 sodium tetrahydroxyqui- 
眼ne을 산화시켜 얻었다巴 산화반웅시 온도조절이 

매우 중요한데 온도가 60t 이상으로 올라가면 생 

성물이 형성되지 않았다. HAT-hexacarboxamide-cr 
HAT- hexacarbonitrile 유도체를 진한 황산으로 48 
시간 동안 가수분해하여 얻었으며, 이 HAT-hexaca- 
rboxamide 유도체로부터 HAT-hexacarboxylic 
acid를 만들었다. NaOH로 가수분해시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반응이 가지 않아 TFA 

/NaNC)2로 처리하여 HAT-hexacarboxylic acid 유 

도체를 합성하였다, HAT-hexacarboxylic acid를 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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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 용매 하에서 과량의 알콜과 반옹시켜 HAT-he- 
xaester 유도체를 합성하였匸火&沈沏。1). HAT-he- 

xacarboxylic acid 가 벤젠 용매에 잘 녹지 않았으나 

반응이 진행함에 따라 조금씩 녹아 들어갔으며 일 

반적으로 24시간 이후 완전히 용액상태가 되었다. 

HAT- hexacarboxylic acid 와 1-dodecyl alcohol 과의 

반응에 있어서는 반응이 잘 진행되지 않아, HAT- 
hexacarboxylic acid-f- acetic anhydride^. 처 리 하여 

얻은 HAT-hexacarboxylic acid trianhydride-f- 
THF/benzene 용매하에서 반응시켜 원하는 생성물 

을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합성한 HAT-hexaester 유도체들은 

최근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disc type liquid 

crystal에 있어서 aromatic core를 이루는 것门 중 

하나인 triphenylene의 1,4,5,8,9,12 위치에 질소를 

치환시킴으로써 만든 새로운 discotic mesogen이다. 

또한 이들 질소원자들은 금속 원자를 잡을 수 있는 

bidning site를 형성하는데, 현재까지 연구가 진행된 

모든 metallo discotic 화합물들이 일반적으로 가운데 

하나의 금속을 가지고 있는데 비하여 이 HAT-유 

도체들은 분자 주위로 3개의 금속이온을 가질 수 

있다. 열시차분석기(DSC)에 의하여 분석해 본 결과 

이들 HAT-hexaester 유도체들의 액정성은 alkyl 
group의 길이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lkyl기가 hexyl기보다 짧은 경우 즉, 

methyl ester 유도체는 25此 이상에서 분해되었^, 

butyl-, pentyl ester 유도체는 액정상율 나타내지 

않고 결정상에서 등방성 액체로 직접 전이하였으며, 

그들의 녹는점은 alkyl기가 길어짐에 따라 급격하게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Alkyl기의 탄소수가 

5보다 큰 hexyl기로 바뀐 경우부터 액정상을 보여 

주었는데, 이 사실로부터 HAT-hexaalkyl ester 유 

도체가 액정상올 나타내기 위한 최소한의 알킬기의 

길이는 헥실기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DSC 

및 hot-stage를 부착한 polarizing microscope로 

HAT-hexahexyl ester를 관찰한 결과, 49~54t： 사 

이에서 mesophase를 나타내었다. HAT-hexahexyl 
ester 유도체의 DSC thermogram을 보면 액정상태 

에서 둥방성 액체로 넘어가는 온도 Ti가 나타나 있지 

않았는데 이는 액정상을 보여주는 온도 범위가 너무 

작아 두 peak가 서로 겹쳐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온도 범위에서의 액정상은 편광 현미경으로 확인하 

였으며, 결정상이 아닌 것을 알아보기 위하여 유리 

판을 밀면서 확인하였다. 결정상인 경우는 액정의 

경우와 달리 texture가 깨지기 때문에 쉽게 알아볼 

수가 있었다. HAT-hexahexyl ester가 53t 근처에 

서 mesophase를 형성함에 따라 알킬기를 헥실기보 

다 훨씬 더 긴 dodecyl기로 바꾸어 hexadodecyl es
ter 유도체를 합성하였다. 알킬기가 길어짐에 따라 

녹는점이 낮아지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실온에서 

액정상을 얻을 수 있으리라 예상했으나 DSC 및 po

larizing microscope로 관찰한 결과 50~59*t 사이 

에서 mesophase를 보여주었다. 이는 탄화수소 사 

슬이 길어짐에 따라 인력이 증가하게 되고 따라서 

녹는점(7= 및 등방성전이온도(C)가 더 높은 온도 

에서 나타난다고 생각된다. Hexadodecyl ester 유

Fig. 1. DSC thermogram of HAT-hexadodecyl ester 
(5).

Fig. 2. Optical polarized micrograph (100X) of HAT- 
hexadodecyl ester (5) taken at 55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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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체 의 DSC thermogram 및 optical polarizing mic- 
roscope를 Fig. 1 과 2에 보여 주었다. HAT-hexado- 
decyl ester 유도체의 DSC thermogram은 Tm 및 

7；를 정확하게 나타내 주고 있으나 아직도 두 피크가 

약간 겹쳐진 것올 알 수 있다. 또한 DSC thermog- 
ram으로부터 HAT-hexadodecyl ester 유도체의 경 

우 △比가 다른 액정화합물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I 즉 이 유도체의 경우 액정상의 분 

자질서도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액정상에 

대한 더 자세한 characterization은 X-ray diffraction 
pattern을 조사하여야 가능하며 이에 대한 연구는 

현재 진행 중이다. HAT-hexahexyl ester와 HAT- 

hexadodecyl ester 유도체의 경우 DSC thermog- 
ram을 보면 냉각곡선이 나타나 있지 않는데 이는 

이들 화합물의 과냉각이 몹시 커서 냉각시 피크가 

나타나지 않아 냉각곡선을 그리지 않았으나, 가열곡 

선에서 mesophase에서 둥방성 액체로 전이하는 것 

을 명확하게 볼 수 있다. 등방성 액체로 된 화합물을 

밤새도록 놔두면 서서히 결정상태로 되돌아왔는데, 

이와 같은 액정상과 등방성 액체의 전이가 냉각곡 

선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가열곡선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매우 드문 경우로 홍미로운 사실이다.

본 연구는 1992년 교육부 지원 한국학술진흥재단 

의 신진과제 학술 연구 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 

되었으며 연구에 많은 도움을 준 한국화학연구소의 

노재성 박사와 이명수 박사에게 아울러 감사드립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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