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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Fluorane계 색소는 감압 감열 기록용 색소로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Bamberger 반응에 

의해 중간체를 손쉽게 합성할 수 있는 법을 개발했으며 이를 이용해 fluorane 색소를 고수율로 합성할 수 

있었다. 또한 이들 fluorane계 색소의 전기 변색특성에 관해서도 조사했다. ODB I, II는 전압 인가에 의해 

각각 흑색과 적색의 색상을 나타냈으며 전압 off에 의해 재빨리 무색상태로 소색됨을 알 수 있었다. 합성한 

ODB-I, II의 소색반응은 1차 반응에 따르고 있으며 소색속도에 있어서는 빠른 소색속도 상수 屬과 늦은 

소색속도 상수 处가 관찰되었다.

ABSTRACT. Fluorane dyes has been wid이y used for pressure and heat sensitive recording system 
as color forming materials. A new method of synthesizing fluorane dye by the Bamberger reaction has 
been developed. Electrochromic properties of fluorane dyes was di옹cussed. The fading reaction kinetics 
follow a first-order relationship and resolved in two kinetics of first-order reaction with rate constant 
k\ and 炳.

서 론

감압 감열 기록용 색소는 일반적인 색소와는 구 

조적으로 많은 차이를 지니고 있다. 즉 색소는 염, 

안료와 같이 콘쥬게이션계에 의해 스스로 색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섬유의 염색 또는 수지를 착색시 

키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이러한 색소의 콘쥬게이션 

계를 방해시켜 발색형에서 무색형태의 구조로 변화 

시킨 후 화학적 또는 물리적 자극에 의해 원래의 

발색형으로 변화하는 기능을 가진 것이 감압 감열 

색소이다. 즉 염, 안료는 염색, 착색의 기능을 갖고 

있으나 감압 감열용 색소는 무색의 화합물이 어떠한 

자극에 의해서 발색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들 감압 감열용 색소는 색소전구체이며 color for- 

mer라 칭한다. 이러한 기능을 응용하여 정보기록용 

으로 상품화한 것이 감압 감열 복사지이다. 화학 

적 자극을 받아서 발색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는 

pH 지시약을 들 수 있다. 그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이 페놀프탈레인이며 18기년 Bayer에 의해 개발 

되었다. 0. Fisher는 페놀프탈레인의 -0H기 대신에 

-N(CH3)2기를 도입한 malachite green lactone(MGL) 

을 개발했으며 이외에도 많은 amino phthalide 화 

합물이 개발되었다. 그 후 청색을 나타내는 crystal 

violet lactone(CVL) 이 미국의 The National Cash 
Register Company(NCR)에 의 해 개발되 었다. 이들은

一209-



210 金聖勳-襄晋夷-黃晳煥•宋漢詩•權泰善・都明基

NICHjtj

Phanol phch&lain x G L C v I,
ll71, ***■ 11)1. Bayar 1951. NCR

phthalide 화합물이라하며 triphenyl mathane계에서 

는 청~ 청자색을 나타내지만 indole환의 도입에 의해 

적색을 나타내는 색소도 개발되었다.

한편 1890년 대에 Rhodamine B가 개발된 후 수 

많은 fluorane 화합물이 보고되고 있으며 이들은 

적〜등색을 나타낸다. 그러나 1967년 Fuji 필름사가 

2위치에 alkylamino기를 도입한 화합물을 개발했으 

며 이는 어두운 녹색을 나타내었다. 1969년 NCR사에 

의해 3위치에 alkyl기를 도입한 색소가 개발되었으며 

이는 흑색을 나타내는 것이 특징이었다. 감열기록지 

에는 흑색을 나타내는 색소가 필요하므로 color for

mer 중에서도 fluorane 화합물이 중요한 위치를 차 

지하게 되었다.

Rhodamine B 걱 적'•동

흑색을 나타내는 fluorane계 색소를 이용하여 고 

감도의 화상을 얻는 방법에 관하여서는 많이 보고 

되어 있다.1 그러나 이들 색소에 관한 체계적인 합 

성방법과 색소의 특성에 관해서는 잘 알려진 바가 

없다. 저자들은 이미 분자궤도법에 의한 fluorane계 

색소의 합성 디자인에 관해 보고한 바 있다.2 본 

연구에서는 감압 감열 기록에 사용되는 fluorane계 

색소들에 대한 새로운 합성법과 이들 색소의 전기 

변색 (Electrochromic, EC) 특성에 관해 검토하였다. 

녹는점 측정은 Electrothermal IA 9100으로, UV-vis 
흡수 스펙트럼은 Shimadzu UV-2100 Spectrophoto- 

metei涅, 원소분석은 Carlo Elba Model 1106 Anal

yzer!-, EC소자의 특성평가에는 Gold Star Multite
ster DM-6135, DC-Regulated power supply를 사 

용하였다.

중간체 및 fluorane계 색소의 합성

2- carboxy-4, -diethylamino- 2, - hydroxybenzo- 
phenone의 합성. w-diethylaminophenol 100.4 g 
(0.608 mole) 과 무수프탈산 97.6 g(0.66 mole) 을 톨루 

엔 350 mL에 첨가한 후 30분간 환류시키면 용액은 

붉은색으로 변하며 결정이 석출된다. 3시간 더 환 

류시킨 후 실온으로 냉각시킨 후 여과하여 isopropyl 
alcohol로 세척 후 건조시켜 123g의 생성물을 얻었 

다.

수율: 64%

mp 193-1941

C18H19O4N (313) Calcd: C 69.01, H 6.07, N 4.47%; 
Found: C 69.28, H 7.07, N 4.52%

IR(KBr) 3450(OH), 1692(C=O) cm"
'H NMR(CDC13) 8 2.08(m, 6H, 2XCH3), 2.78(m, 

4H, 2XCH2), 3.05(1, 1H, OH), 5.62~8.1(m, 7H, 
ArH)

2-methyl-4-methoxyaniline 의 합성. o-nitroto
luene 10.84 g(0.079 mole), H2SO4 21g, MeOH 120 

g, 5% Pt/C 0.05 g을 autoclave내에 넣고 35t에서 

H2 gas를 흡수시 킨다. 1시 간 40분 후 18기 압의 &가 

흡수되어 반응을 종료시킨다. 여과하여 백금촉매를 

분리한다. 여액 중의 메탄올을 소거한 후 물 40 mL를 

첨가하여 28% 암모니아수로 중화시킨다. 톨루엔 20 

mL를 첨가해 생성물을 추출한 후 톨루엔층을 분리 한 

후 톨루엔을 소거하면 붉은 유상물질 8.7 g이 얻어 

진다.

실 험

기기 및 시약

반응에 사용된 시약은 Aldrich사의 특급 및 일급 

시약을 더 이상 정제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였다.
oc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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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율: 63.5%

MS(m/z) 137(M+), 115(M+-15)f 106(M+-31)
C8HnNO (137) Calcd: C 70.07, H 8.03, N 10.21%, 

Found: C 69.28, H 8.21, N 10.13%
IR(KBr) 3420, 3356(NH) cm1
'H NMR(CDC13) 8 2.1(S, 3H, CH3), 3.3(S, 2H, 

NH2), 3.7(S, 3H, CHQ), 6.5~6.7(m, 3H, ArH)

2-methyl-4-methoxydiphenylamine 의 합성. o~ 
chlorobenzoic acid 22.6 g(0.14 mole), K2CO3 10.4 g, 

Cu 0.3 g, 2-methyl-4-methoxyaniline 19.2 g(0.14 
mole)을 w-amyl alcohol 50mL에 첨가한 후 1201 
에서 5시간 교반시킨다. 생성물을 분리하지 않고 

그대로 195 M 까지 승온시켜 左-amyl alcohol을 소거 

한 후 200〜210t 에서 30분간 교반시켜 탈탄산시 

킨다. 냉각 후 온수로 씻어 탈염시킨다. 감압증류하여 

22.8g의 생성물을 얻었다.

수율: 75%
C14H15ON (213) Calcd: C 78.87, H 7.04, N 6.57%;

Found: C 79.12, H 6.82, N 6.75%
IR(KBr) 3377(NH) cm-1
'H NMR(CDC13) 8 2.16(S, 3H, CH3), 3.79(S, 3H, 

CH3O), 6.1(S, 1H, NH), 6.70~7.25(m, 8H, ArH)

2-anilino-6-diethylamino-3-methylfluorane 색소 

(ODB-I)의 합성. 2-carboxy-4'-diethylamino-2'- 

hydroxybenzophenone 73.5 g(0.23 mole)을 c-H2SO4 
250 mL에 용해시 킨 후 2-methyl-4-methoxy-di- 

phenylamine 50 g(0.23 mole)을 용해시킨다. 251 에

서 45시간 교반시킨 후 3L의 빙수에 배출시켜 여과 

건조시킨다. 이를 2% NaOH 수용액 1.5 L에 첨가 

하여 70t 에서 2시간 처리하면 82.4 g의 중간체가 

얻어지며 이를 톨루엔 LIL에 가하여 2시간 환류 

시켜 여과한 후 여액이 40的 mL될 때까지 농축시키면 

결정이 석출한다.

수율: 50%
mp 191.5

C31H28N2O3 (476) Calcd: C 78.15, H 5.88, N 5.88 
%; Found: C 79.42, H 6.24, N 4.12%

2-acetylanilino-6-diethylamino-3-methylflou- 
rane 색소(ODB-II)의 합성. 상기 반응에서 얻은 

ODB-I 4.72 g(10 mmole)을 무초산 50 mill 용해 시 

킨 후 1시간 동안 환류시킨다. 물에 배출시키면 

결정이 생성되며 이를 여과 건조시켜 3.88 g(7.4 
mmole)의 생성물을 얻었다.

mp 134.5 °C

C33H30N2Q (518) Calcd: C 76.42, H 5.83, N 5.40 
%; Found: C 75.57, H 6.03, N 6.42 %

EC 용액의 제조 및 표시소자 제작.3 ODB-I 또는 

ODB-II 0.19 mmole, tetrabutylammonium perchlo
rate 1.5 mmole, 용매는 propylene carbonate# 사 

용하여 질소를 통과시킨 후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EC 소자의 제작에는 시중에서 구입 한 투명 전극 ITO 

(indium-tin-oxide) glass를 사용하였다. ITO가 증 

착된 두 장의 유리 안쪽에 스페이서로 0.1mm 두 

께의 PET 필름을 잘라 삽입하고 에폭시 수지로 밀 

봉하였다. 이때 PET 필름의 한쪽에 용액을 주입할 

공간을 남겨 놓고 소자 주위를 접착제로 바른 후 

상온에서 건조시키고 이를 의 건조로에서 열 

처리하여 접착제를 경화시켰다. 제조한 EC 용액을 

100mL의 비이커에 옮긴 후 이용액에 EC 소자의 

용액 주입구가 아래로 향하도록 소자의 끝부분을 

담그고 진공을 얻을 수 있는 용기안에 넣은 후 진 

공펌프로서 소자내부의 공기를 충분히 빼낸다. 다시 

공기를 서서히 넣어 줌으로써 공기의 압력에 의하여 

용액이 소자내부에 채워지도록 하고 용액이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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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워지면 용액 주입구를 접착제로 밀봉한다.

결과 및 고찰

감압 기록지는 1954년 미국의 금전등록기 회사인 

NCR사에서 실용화시킨 것으로 탄소 등의 유색색소 

를 사용하지 않고 외관상으로는 일반종이와 같으나 

연필, 타자의 압력에 의해 발색되며 몇장을 동시에 

복사 기록할 수 있는 기록지이다. 열에너지를 이용 

하여 정보를 종이에 직접 가시화시켜 화상을 얻는 

감열기록지는 direct thermal이라고 불리우며 FAX 
등 여 러가지 정보기록 용도에 사용되고 있다. 컴퓨터, 

FAX와 같은 사무기기의 관점에서는 흑색의 색소가 

요구되며 fluorane계의 색소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합 성. 발색 상태의 색상이 흑색인 ODB-I의 

합성법에 관하여서는 이미 많이 보고된 바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2-carboxy-4'-diethylamino-2'-hyd- 

roxybenzophenone과 2-methyl-4-methoxy diphe- 
nylamine의 축합으로 ODBT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화합물중 2-methyl-4-methoxydipheny- 
lamine의 제조법이 까다로우며 수율이 낮기 때문에 

diphenylamine을 간편하며 고수율로 합성 할 수 있는 

합성법 개발이 시급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합성법을 Scheme 1에 나타냈다.

m-cresol로부터 5단계를 거쳐 diphenylamine을 

제조할 수 있으며 단계별 수율이 낮으므로 경제적인 

합성법이라 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o-nitroto- 
luene으로부터 한단계 반응으로 2-methyl-4-me- 
thoxyanilinei- 제조하는 방법에 관해 검토했다. Au- 
toclave내에서 백금촉매를 사용하여 황산존재하에 서 

수소첨가 반응을 시키면 63.5%의 수율로 생성물을 

얻을 수 있다. 환원과 동시에 methoxy기가 도입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반응은 Bamberger 반응기구研에

NO, NH-

Scheme 1.

의해 진행된다고 생각하며 다음과 같은 반응기구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된다(Sc/ie彻e 2).
Bamberger 반응은 Hoffmanm-Martius 반응과 

유사하지만 전자는 구핵 반응기구이며 후자는 친전 

자 반응기구를 취하고 있다. 이 반옹에서는(其0가 

구핵시약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w-cre- 
sol로부터 2-methyl-4-methoxyaniline을 합성할 경 

우 다단계 반응이며 전체 수율은 30% 이 하이나 본 

연구에서는 한 단계 반응으로 2배 이상의 수율로 

제조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반응을 이용하여 합성된 중간체로부터 ODB-I과 

ODB-II를 제조하였으며 이들은 산과의 접촉에 의해 

발색 함을 알 수 있었다. Fig. 1에 ODB-I과 ODB-II의 

흡수 스펙트라를 나타냈다. ODB-I은 흑색을 나타 

내며 가시부에 X-band, Y-band라 불리는 2개의 홉 

수 스펙트럼을 나타낸다. X-band는 595 nm, Y- 

band는 455 nm 에 흡수대를 나타내며 이 두 파장은

Schem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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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bsorption spectra of ODB-I (•••) and ODB-II 
(—)in 95% acet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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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보색 관계에 있으므로 흑색으로 보이게 된다. 

ODB-II의 경우는 X, Y-band의 뚜렷한 구별은 나 

타나지 않으며 발색상은 적색을 나타낸다.

Fhiorane계 색소의 전기 변색（EC） 특성. 정보화 

사회의 발전에 '따라 인간과 기계의 접점이 되는 

man-machine-interface로서의 각종 입출력장치가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표시장치 

（display device）는 입력 또는 출력에 있어서 그 역 

할이 크다. 현재 display의 주역은 CRT（Cathode Ray 

Tube: 브라운관）이며 광범위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 

으나, 이 CRT가 가장 뛰어난 표시장치는 아니다. 

특히 간편한 용도 또는 컴퓨터의 단말기와 같이 장 

시간에 걸친 사용을 생각한다면 표시장치의 크기, 

중량, 소비전력, 눈의 건강에 대한 영향 등이 문제가 

되므로 현재에는 CRT 대신에 각종 평판소자（flat pa
nel display）가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손목시계와 

계산기에서 시작해서 오늘날에는 자동차용 정보표 

시판, TV와 컴퓨터의 단말표시 등에 사용되는 LCD 
（Liquid Crystal Display: 액정표시）가 개발된 후 

VFD（Vacuum Flourescent Display: 형광표시）, LED 
（Light Emitting Diode: 발광다이오드）, PDP（Plasma 
Display Panel: 플라즈마 표시）가 개발되었으며 최 

근에는 ELD（Electro Luminescence Display: 전계 

발광표시）, ECD（Electrochromic Display: 전기변색 

표시）가 많이 이용되고있다. Electrochromism은 물 

질에 전류를 통과시키므로 색상이 변하는 현상으로 

서 물리적 변화에 의한 경우도 있으나 표시소자에 

응용되는 것은 전기화학적 산화, 환원에 의해 변색 

되는 현상을 이용한 것이다. ECD는 같은 수광형 

표시인 LCD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연구가 시작되 

었음에도 실용화까지는 아직도 문제가 남아 있다. 

이것은 LCD에 비해 큰 면적의 표시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시점에서는 시장성이 

결여되어 있다. 최초에 실용화된 ECD는 무기화합물 

결정이었음으로 발색응답속도가 느리며 （0.1 〜1 sec） 
소색시킬 때에도 전류를 통과시켜야 되며, 발 • 소 

색을 반복시킬 경우 소비전력이 많이 든다는 단점 

때문에 사용 용도가 제한되었다. 유기색소계 EC 재 

료는 무기계에 비해 ① 다양한 색상의 표시 ② 액상 

으로 사용 가능하므로 다양한 형태로의 가공 가능성, 

③빠른 응답성 등의 장점이 많으므로 유기 EC 재 

료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리라 생각된다. 단, 내구 

성에 있어서는 무기계에 비해 문제가 있으나 재료와 

사용방법이 개선된다면 급속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감열 감압용 색소인 ODB-I, ODB- 
II를 사용하여 이들의 전기 변색특성에 관해 검토 

했다. 이들 fluorane계 색소는 산과 접촉하여 발색 

하므로 이 반응기구를 이용하여 정보기록지에 사용 

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전기화학적인 산화, 환원 

반응에 관해 검토한 예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전 

기변색성을 나타내는 재료에는 두 가지가 있다. 즉 

산화 발색형과 환원 발색형으로 구별할 수가 있다. 

환원 발색형이란 음극에서 전자를 얻어 환원된 화 

합물이 착색종이 되는 경우이며 산화 발색형이란 

이와는 반대로 양극으로 전자를 잃고 발색되는 형 

이다. 환원 발색형으로는 viologen, anthraquinone0] 
알려져 있으며 산화 발색형으로는 polyaniline, phe
nothiazine diphenylamine계가 알려져 있다. Fluo- 
rane 계 색소는 예비실험에 의해 양극에서 발색하는 

산화 발색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CD에 사 

용하는 전해질로서는 LiBr, NaBr, KBr, tetrabutyla
mmonium perchlorate, 또는 iodide 등이 알려져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tetrabutylammonium perch- 

lorate를 사용하였다. ODB-I,'ODB-II의 전기 변색 

성을 조사하기 위해 ODB, 전해질, 용매로서 propy-

Fig. 2. Absorption spectra of colored ODB-I as a fun
ction of applied vol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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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bsorption spectra of colored ODB-II as a fu
nction of applied voltage.

lene carbonate를 사용하여 제조한 EC 용액을 ECD 
소자에 주입시켜 외부에서 전압을 걸어 주었다. 전 

압을 걸기전에는 무색 투명한 상태이지만 전압을 

걸어주면 전압의 세기에 따라 색상이 진하게 나타 

났다. ODB-I의 경우 ECD 소자에 2.4 V를 가한 후 

전압을 off시키면 흑색에서 무색으로 되돌아 간다 

(Fig. 2) "x이 440, 590nm이며 최대 흡수파장의 

반까지 소색되는 시간 즉, 반감기(£板2)는 10초가 요 

구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완전히 무색으로 되기 

까지는 약 3분이 소요되 었다. 또한 3.5 V 이 상 인가할 

경우 발색현상은 나타나지만 전압 off 상태에서는 

무색으로 변하지 않았으며 인가전압이 2.5 V까지 

가역성을 나타내었다.

0DB-II의 경우에도 흡광도는 인가전압의 세기에 

따라 색상이 진하게 나타났으며 497과 530 nm에 

최대 흡수파장이 나타났다｛F谚.3). 전압을 4V 인가 

했을 때까지는 가역성을 나타냈으나 그 이상에서는 

발색상태에서 무색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El”은 10 
초이며 거의 무색상태로 돌아가기까지는 3분이 소 

요되었다. ODB-I, II는 전압이 인가되면 발색상태를 

유지하며 전압 off에 의해 무색상태로 돌아간다. 이 

때의 가시부 흡광도 변화를 식 (1)에 따라

A-A^-At exp(-^-f) (1)

4는 4/眞, 4。는 전압' 인가시의 흡광도이고,

&는 전압 off 후 시간 t 후의 흡광도이고, 4,는 무 

한대시간 방치 후의 흡광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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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lot of — ln(&—A。。)as a function of time ac
cording to equation (1) for the fading reaction of 
ODB-I (♦), ODB-II(O).

흡광도 변화의 대수를 시간에 대해 플롯하면 Fig. 
4이 얻어진다.8 소색과정에 있어서 초기와 후기의 

직선의 기울기가 다르지만 각각 직선을 나타내므로 

소색과정은 1차반응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된다. 즉 

소색 초기과정은 빠른 소색과정이며 후기에는 늦 

은 소색과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0DB-I의 경우 

소색과정 속도상수는 也 = 89.7XML5 secW 灼 = 3 

XlO^secT이며, ODB-II의 경우 也 = 78.2X10-3 
sec= »2 = 3.1X10「3secT로 나타났다. 소색의 초 

기와 후기에는 각각 다른 소색과정을 거친다고 생 

각되지만 각각 어떤 반응기구를 거치는지에 관해서 

는 알 수 없었다.

결 론

일반적으로는 2-carboxy-4'-diethylamino-2'-hy- 

droxybenzophenone과 2-methyl-4-methoxy-di- 
phenylamine의 축합으로 fluorane 색소를 얻을 수 

있으나 그 중에서도 후자의 화합물을 효율좋게 얻는 

것이 문제가 된다. Bamberger 반응에 의해 2-me- 

thyl-4-methoxydiphenylamine을 간단히 합성할 수 

있었으며 이를 이용해 0DB-I과 0DB-IK 고수율로 

얻을 수가 있었다. 또한 합성한 이들 fluorane계 색 

소의 전기 변색성에 관해 검토했다. ODB-I의 경우 

2.4V의 전압을 인가한 후 전압을 off시키는 조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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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하면 무색 —흑색 현상이 반복됨을 알 수 있 

었으며, ODB-II의 경우 4V의 전압에서 같은 현상이 

일어났으나 이때의 색상은 붉은 색상을 나타내었다. 

소색과정은 1차 반응을 따르고 있으나 이중에는 빠른 

소색과정伙1）과 느린 소색과정（知）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1996년도 LG 전자 기술원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이에 깊은 감사를 드 

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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