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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eries of a,(D-bis[4-(4'-(S)-(+)-2-methylbutylbiphenyl-4-carboxy)phenoxy]alkanes were 
synthesized, and their thermal and liquid crystalline properties were studied. The chain length of the central 
polymethylene spacers, x, of the chiral twin compounds was varied from 3 to 12. These compounds were 
characterized by elemental analysis, IR and NMR spectroscopy, differential thermal analysis (DSC), and cross
polarized microscopy. All compounds were found to be enantiotropic liquid crystalline, and the values of melting 
(Tm) and isotropization temperature (T) as well as AH, and decreased in a zig-zag fashion, revealing the so- 
called odd-even effect as x increased. Their mesomorphic properties fell into four catagories depending upon x;
(a) compounds with x=3, 4 and 5 formed only a cholesteric phase on heating, while on cooling they went 
through two transitions of isotropic (I)-to-cholesteric (Ch) and Ch-to-smectic A (SA) phases before crystallization.
(b) compounds with x=6, 8 and 10 exhibited only a cholesteric phase both on heating and on cooling, (c) 
compounds with x=7 and 9 went through three transitions of crystal (C)-to-SA, SA-to-Ch, and Ch-to-I phases on 
heating while on cooling they went through four transitions of I-to-Ch, Ch-to-SA, SA-to-Smectic C (Sc), and Sc-to- 
C phases in that order, and (d) compounds with x=ll and 12 went reversibly through four transitions of C-to-Sc, 
Sc-to-SA, SA-to-Ch, and Ch-to-I phases.

서 론

1970년대 중반 Meyer1/]- 키랄성 액정분자가 형성 

하는 키랄스멕틱 C상(Sc*)이 강유전성을 나타낸다 

고 예견한 후, Clark 및 Lagerwell2*] 그 실용 가능성 

을 보임에 따라 강유전성 액정을 이용한 실제 장치 

고안까지도 가능해졌다.3 일반적으로 키랄 스멕틱 

C상을 형성하는 액정 분자는 파라 치환 방향족 고리 

계의 분자 구조를 갖고 있는 메소겐의 양 말단에 대 

칭적으로 유연격자를 포함하고 있는 모노메소겐성 

화합물이다.* 그러나 분자구조의 대칭성 면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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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자발분극을 갖기 위해서는 비대칭 분자구조가 

필수 조건이므로 강유전성 액정성을 나타낼 키랄 모 

노메소겐 화합물의 분자구조 설계는 상당히 제한적 

일 수 밖에 없었다.

한편 최근까지 본 연구진은 열방성 액정 화합물의 

구조-성질 상관관계에 관하여 꾸준히 연구 • 보고하 

여 왔으며, 이들 가운데서 중앙에 유연격자를 가지 

고 있는 디메소겐 화합물은 상응하는 모노메소겐 화 

합물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점에서 매우 흥미로 

왔다.5 1) 중앙의 유연 격자가 폴리메틸렌 단위 일 때 

녹음 전이 온도(Tm) 및 등방성 액체 전이 온도(Ti)가 

뚜렷한 흘수-짝수 효과를 나타내며 , 2) 견고한 메소 

겐이 유연 격자의 양말단에 결합됨으로써 Tm이 Ti에 

비해 더 많이 높아져 해당되는 모노메소겐 화합물보 

다 좁은 온도 영 역 범위 에서 메소상을 형성하고, 3) 

메소겐 말단의 치환기가 액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모 

노메소겐 화합물에서 관찰된 효과와 유사하며 , 4) 특 

히 중앙의 유연 격자가 디실록실 단위일 경우6는 등 

방성 액체화 엔탈피 (AHi)가 해당하는 모노메소겐 

화합물보다 크게 높아지고, 5) 모노메소겐 화합물과 

마찬가지로 Sackmann과 Demus，가 제안한 선택적 

섞임성 규칙이 적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일련의 디메소겐 화합물을 합성하 

여 그 열적 및 액정성을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 메 

소겐의 양말단에 키랄 부분을 도입 하고 메소겐의 중 

앙에 폴리메틸렌 유연 격자의 길이를 변화시킬 때 

형성되는 열전이 온도 및 메소상의 종류를 화합물의 

구조와 상관시켜 설명하였다.

어■어如丄。-©-0。*-*©。」©—©—"。謚"어, 

X-3-12

실 험

A| 약. 4,히드록시비페닐-4카르복시산, 히드로 

퀴논, a, co■디브로모알칸, (S)(+)-l■브로모-2-메틸부 

탄, 무수 디클로로메탄, 무수 에탄올, 염화수소 기 체 

등은 Aldrich사 제품을 정제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 

하였으며, 에탄올, 아세톤, 테트라히드로푸란QHF), 

피리딘, 염화 티오닐 등은 일본 Junsei사 제품 또는 

동양화학의 저】1급 시약을 알려진 방법&으로 정제하 

여 사용하였다.

구조 분석. 각 반응 단계에서 얻어진 화합물 

및 최종 생성물들의 구조확인은 원소분석 (Leco사, 

CHNS-932)과 IRQasco사, FT/IR- 300 E) 및 NMR 

(Bruker사, AMX 500 및 300) 분광분석법을 사용하 

여 행하였다. NMR 스펙트럼에서 화학이동값은 내 

부 기준물질인 테트라메틸실란(TMS) 혹은 사용한 

용매의 중수소화 되지않은 불순물의 봉우리를 기준 

으로하여 결정하였다. 고유 광회전도는 Rudolph 

Reserch사의 Autopol III-589 Automatic Polarimeter 

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열전이 온도 및 광학 구조의 분석. 액정의 열적 

거동은 질소 기류하에서 du Pont사의 TA 910 DSC 

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가열 및 냉각 속도는 2°C/ 

min으로 하였으며, 열전이 온도 및 열역학적 파라메 

타(&H 및 AS)의 보정은 기준 물질로 인듐(AHm=6.8 

cal/g) 을 사용하여 행하였다. 메소상의 종류는 

Mettler사의 FP-82H hot stage가 장착된 Zeiss사의 

Jenapol 편광 현미경을 사용하여 대기중에서 가열 및 

냉각을 하면서 시료의 상전이 변화등을 관찰하며 조 

사한 광학조직 (optical texture)에 의하여 판별하였다. 

현미경 사진은 MF-AKS Photomicrographic 

Equipment 24x 36 Expomet Camera(배율 250배)를 

사용하여 얻었다.

합 성. 화합물의 합성은 다음에 주어진 Scheme 
1을 따라 행하였다.

0 0
嚣了 HO©-©-C-OCH2CH3

[1] + 아史七&아板引一!으으
Acetone " _ _

[2]

a)KOH/EtOH CH3 O
[2] ------------------- ► CH3CH2CHCH2O-0-O-C-OH

배이 * ⑶

a si、a 「excess 1 즘)KOH/曰애 „
( 2)r + [ HQ◎시 顽h" ◎애

[4] . x=3~12

[3] ―쯔^- ► CHaC^CHCF^O-^-Q-C-CI
few drops of DMF * 〔 5 】

[4] + 2[5]

Pyridine I 아毎为

CHaCHsiHC^O-O-O-CO-^OtCHjJxO-Qoi-Q-Q-OC^HCHsCHa

[6 ], x=3~12

Scheme 1. Synthetic route to dimesogenic comp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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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히드록시비페닐-4-카르복시산 에틸 에스테르［1］ 

의 합성. 염화수소 기체를 50°C에서 포화시킨 무 

수 에탄올 400 mL에 牝히드록시비페닐-4-카르복시 

산 15.0 g(70.0 mmole)을 녹이고 24시간 동안 50°C 

로 가열한 후 에탄올을 제거하고 얻어진 화합물을 

증류수로 씻은 후 잘 말렸다. 아세톤-사염화 탄소의 

혼합 용매로 재결정하여 생성물을 얻었다; 수득율, 

13.6 g(80%): 녹는점, 139~140°C(문헌치,9 142- 

143 °C). 원소분석 (C15H14O3); 계산치: C, 74.37%, 

H, 5.82%, 0, 19.81%; 실험치 : C, 74.42%; H, 5.93%; 

O, 19.65%. IR 스펙트럼 (KBr pellet); 지방족 -C-H 
신축진동: 2930, 2850 cm1; 지방족 -CH2- 굽힘진동: 

1439 cm1; 방향족 =C-H 신축진동: 3050 cm1; 방향 

족 C=C 고리 신축진동: 1601, 1580 cm1; 방향족 

-OH H-결합: 3360 cm1; 방향족 C=0 신축진동: 

1681, 1750 an1; 방향족 C-0 신축진동: 1250, 1190, 

1160, 1070, 1021 cm1. 'H-NMR 스펙트럼 (CDCb); 

88.08 ppm(2H, d, 3J2-3=8.40 Hz, biphenyl -3,5H), 

87.60 ppm (2H, d, 3Ja-2=8.40 Hz, biphenyl-2,6H), 

87.53 ppm (2H, d, 3J2'-3,=8.65 Hz, biphenyl-3',5'H), 

86.95 ppm (2H, d,亏3,2=8.65 Hz, biphenyl-2',6'H), 

55.32 ppm (broad, Ar-OH), 84.41 ppm (2H, q, 3JCH3- 

CH2=7.17 Hz, CH3CH2O-), 81.42 ppm (3H, t, 3JCH3- 

CH2=7.17 Hz, CH3C旦2O-).

4，-［(S)-(+)-2-메틸부톡시］비페닐-4-카르복시산 에 

틸 에스테르［2］의 합성. 牝히드록시비페닐-4카르 

복시산 에틸 에스테르［1］ 6.0 g(24.8 mmole), (S)-(+)- 

1-브로모-2•메틸부탄 5.0 g(33.1 mmole) 및 무수 탄 

산칼륨 15.0 g(108 mmole)을 무수 아세톤 150 mL에 

녹이고 48시간 동안 환류 시킨 후 실온으로 냉각시 

킨 다음 이 반응 혼합물을 200 mL의 찬물에 부었다. 

침전물을 여과하고 말린 후 에탄올에서 재결정하여 

진공 건조기에서 50 °C로 말렸다; 수득율은 5.83 g 

(75%), 녹는점은 78 °C 및 고유광회전도는［a掰=3.3 

이었다. 원소분석 (C20H2Q3); 계산치: C, 76.90%, H, 

7.74%, O, 15.36%; 실험치 : C, 77.02%, H, 7.72%, O, 

15.26%. IR 스펙트럼 (KBr pellet); 지방족 -C-H 신축 

진동: 2963, 2919, 2875 cm *; 지방족 -CH2- 굽힘진 

동: 1467 cm 방향족 =C-H 신축진동: 3050 cm-1; 

방향족 C=C 고리 신축진동: 1600, 1500 cm-1; 방향 

족 C=O 신축진동: 1708 cm 방향족 C-0 신축진 

동: 1288, 1197, 1110, 1034 cm」. *H-NMR 스펙트 

럼 (CDCb); 88.08 ppm(2H, d, 3J2-3=8.50 Hz, biphenyl- 

3, 5H), 7.60 ppm(2H, d, 3J3-2=8.50 Hz, biphenyl-2, 

6H), 7.53 ppm(2H, d, 3J2'-3,=8.70 Hz, biphenyl-3', 

5'H), 6.95 ppm(2H, d, 3J3'.2=8.70 Hz, biphenyl-2', 

6'H), 4.40 ppm(2H, q, 3JCH3-CH2=7.23Hz, -COOC旦2 

CH3), 1.41 ppm(3H, t, 3JCH3-CH2=7.23H, -COOCH2 

C브3), 3.88 ppm(lH, ABq, 2Jab=9.20 Hz, 3Jax=6.76 

Hz, -CH(X)C旦2(A)O-), 3.80 ppm (1H, ABq, 2Jba= 
9.20 Hz, 3Jbx=6.76 Hz, -CH(X)CHz(B)O-), 1.90 ppm 

(1H, m, -C旦-),1.59 ppm (1H, ABm, -CHC旦2(A)-), 

1.30 ppm (1H, ABm, -CHC브2(B)-), 1.04 ppm (3H, d, 
3JCH3-CH=6.76 Hz, -CHCHj), 0.97 ppm(3H, t, 3JCH2- 

C旦3=7.50 Hz, -CHCH2C旦3).

4，-[(S)-(+)-2-메틸부톡시] 비페닐.4-카르복시산 [3] 의 

합성. 수산화 칼륨 25.0 g(446 mmole)을 95% 에탄 

올 500 mL에 용해시킨 용액에 4，-[(S)-(+)-2-메틸부톡 

시]비페닐-4카르복시산 에틸 에스테르[2] 5.49 g(17.6 

mmole)을 넣고 6시간 환류시 킨 후 이 반응 혼합물을 

에탄올/물(1:1, v/v) 혼합용액 1 L에 부었다. 생성된 

나트륨염이 완전히 용해될 때까지 가열한 후 진한 

염산을 가해 산성화시키고 실온까지 식혔다. 침전물 

을 걸러 증류수로 깨끗이 닦고 건조시킨 후 아세트 

산으로 재결정하여 100°C로 진공에서 말려 생성물 

을 얻었다. 수득율은 4.02 g(80%)였으며, 녹는점은 

234°C, 고유광회전도는 [a]部=2.8이었다. 원소분석 

(C18H20O3); 계산치: C, 76.03%, H, 7.09%, O, 16.88%; 

실험치: C, 76.12%, H, 7.06%, O, 16.82%. IR 스펙트 

럼 (KBr peUet); 지방족 -C-H 신축진동: 2930, 2850 
cm「'; 지방족 -CH2- 굽힘진동: 1420 cm-1; 방향족 = 

C-H 신축진동: 3050 cm-1; 방향족 C=C 고리 신축진 

동: 1600, 1520 cm 방향족 C=O 신축진동: 1700 
cm-1; 방향족 C-O 신축진동: 1250, 1190 cm-1; 방향 

족 Acid OH 신축진동: 3400-2400 cm— 'H-NMR 스 

펙트럼(CF3CO2D:CDC13=1:1, w/w); 88.07 ppm(2H, d, 
3J2-3=8.49 Hz, biphenyl-3, 5H), 87.61 ppm(2H, d, %一2= 

8.49Hz, biphenyl-2, 6H), 87.56 ppm (2H, d, 3J2'-3'=8.71 

Hz, biphenyl-3', 5'H), 86.99 ppm(2H, d, 3J2'-3'=8.71 Hz, 

biphenyl-2', 6'H), 84.13 ppm(lH, ABq, 2Jab=9.72 Hz, 
3Jax=6.76 Hz, -CH(X)C旦2(A)O-), 84.01 ppm(lH, ABq, 

勺聞=9.72 Hz, 3Jbx=6.76 Hz, -CH(X)CH2(B)O-), 51.98 

ppm (1H, m, -CH-), 81.63 ppm(lH, ABm, -CHC브2(A) 

CH3), 81.33 ppm(lH, ABm, -CHC旦2(B)CH3), 81.08 

1998, Vol. 42, No. 6



682 金在勳•李秀敏•陳政一

ppm(3H, d, 3JCH3-CH=6.76 Hz, -CHC旦3), 81.01 ppm 

(3H, t, 3JCH2-CH3=7.50 Hz, -CHCH2CH3).

a,<0■■비스 (4-히드록시페녹시)알칸 ［4］ 의 합성. 이 

미 보고한 합성법'°业에 따라 과량의 히드로퀴논(11 

g; 100 mmole)과 a, 3■디브로모알칸(10 mmole)으로 

부터 합성하였다. 얻어진 생성물의 메틸렌기의 수가 

짝수인 화합물은 75% 에탄올로, 홀수인 경우는 톨루 

엔으로 각각 재결정하였다. 생성물의 구조는 IR- 및 

NMR-분광분석 및 원소분석을 행하여 확인하였다. 

x=3; 수득율, 87%. 녹는점, 136 °C(문헌치: 135-136 
°C).13 원소분석 (C15H16O4); 계산치: C, 69.22%, H, 

6.20%, O, 24.58%; 실험치 : C, 69.30%, H, 6.13%, O, 

24.57%. x=4; 수득율, 85%. 녹는점, 201 °C(문헌치: 

201-203 °C).13 원소분석 (C16H18OQ； 계산치 : C, 

70.06%, H, 6.61%, O, 23.33%; 실험치: C, 70.05%, 

H, 6.51%, O, 23.44%. x=5; 수득율, 90%. 녹는점, 

111 °C(문헌치: 109-110 °C).13 원소분석 (G7H20O4); 

계산치: C, 70.82%, H, 6.99%, O, 22.19%; 실험치: 

C, 70.89%, H, 6.92%, O, 22.19%. x=6; 수득율, 71%. 
녹는점, 182 °C(문헌치: 182-183 °C).13 원소분석 

(C18H22O4); 계산치 : C, 71.50%, H, 7.33%, O, 21.17%; 

실험치: C, 71.22%, H, 7.21%, O, 21.57%. x=7; 수득 

율, 88%. 녹는점, 103 °C(문헌치: 103-104 °C).'3 원소 

분석 (C19H24O4); 계산치: C, 72.13%, H, 7.65%, O, 

20.22%; 실험치 : C, 72.32%, H, 7.63%, O, 20.05%. x= 
8; 수득율, 87%. 녹는점, 153°C(문헌치: 153-154°C)" 

원소분석 (C20H26O4); 계산치 : C, 72.70%, H, 7.93%, O, 

19.37%; 실험치 : C, 72.73%, H, 7.84%, O, 19.43%. x= 
9; 수득율, 85%. 녹는점, 94 °C(문헌치: 94-96 °C).13 원 

소분석 (CuHzsOQ; 계산치: C, 73.23%, H, 8.19%, O, 

18.58%; 실험치 : C, 73.45%, H, 7.88%, O, 18.67%. x= 
10; 수득율, 90%. 녹는점, 154°C(문헌치: 154-155°。” 

원소분석 (C22H30O4); 계산치: C, 73.71%, H, 8.44%, O, 

17.85%; 실험치: C, 73.67%, H, 8.12%, 0, 18.21%. x= 

11; 수득율, 61%. 녹는점, 92 °C. 원소분석 (C솨七2。4); 
계산치 : C, 74.16%, H, 8.66%, 0, 16.74%; 실험치: C, 

74.25%, H, 8.37%, O, 17.38%. x=12; 수득율, 88%. 녹 

는점, 152°C. 원소분석(C24旧34。4); 계산치: C, 74.58%, 

H, 8.87%, 0, 16.55%; 실험치: C, 74.69%, H, 8.85%, 

O, 16.46%.

a,(o-비스-｛4-［4，-(S)-(+)-2-메틸부톡시비페닐-4-카 

르복시］페녹시｝알칸［6］의 합성. 화합물［6］의 합성 

방법은 모두 유사하므로 대표적으로 x=8인 경우만 

을 다음에 설명하도록 한다. 4，-［(S)-(+)-2-메틸부톡 

시］비페닐-4-카르복시산［3］ 1.0 g(3.0 mmole)을 3.0 

mL 염화 티오닐에 녹여 4시간 동안 건조한 질소 기 

류하에서 환류시킨 후 여분의 염화 티오닐을 감압 

증류하여 제거하고 흰색 고체인 산염화물［5］을 얻었 

다. 무수 피리딘 3.0 mL에 0.49 g(1.5 mmole｝의 1,8- 

비스(4-히드록시페녹시)옥탄［4］을 녹인 용액에 산염 

화물을 무수 디클로로메탄 3.0 mL에 용해시킨 용액 

을 천천히 저어주면서 빨리 가하였다. 그 후 이 반응 

혼합물을 실온에서 2시간에 걸쳐 빠른 속도로 저어 

준 후 5.0 mL의 디클로로메탄에 부어 생성된 침전물 

을 여과하여 생성물 1.01 g(수득율 78%｝을 얻었다. 

이를 THF에서 재결정하고 진공하에서 60 °C로 말렸 

다. IR 스펙트럼(KBr pellet); 지방족 -C-H 신축진동: 

2934, 2857 cm1; 지방족 -CH2- 굽힘진동: 1394 cm-1; 

방향족 =C-H 신축진동: 3067 cm 방향족 C=C 고 

리 신축진동: 1603, 1507, 1472 cm」; 방향족 C=0 

신축진동: 1736 cm 방향족 C-0 신축진동: 1274, 
1249, 1194, 1182, 1035 cm」'H-NMR 스펙트럼 

(CF3CO2D:CDC13=1:1, w/w); S8.29 ppm(2H, d, 3J2-3 

=8.66 Hz, biphenyl-3, 5H), 87.78 ppm(2H, d, 3J2-3 

=8.66 Hz, biphenyl-2, 6H), 87.68 ppm(2H, d, 3Jj-3'=8. 

72 Hz, biphenyl-3', 5'H), 57.16 ppm(2H, d, 3Jm=8.72 

Hz, biphenyl-2', 6'H), 57.20 ppm(2H, d, 3J2-3=9.01 

Hz, phenyl-2, 6H), 87.10 ppm(2H, d, 3J3-2=9.01 Hz, 

phenyl-3, 5H), 84.16-4.22 ppm(4H, t, JOCH2-CH2= 
6.79 Hz, -OC旦2-), 84.13 ppm(lH, ABq, 2Jab=9.73 

Hz, 3Jax=6.68 Hz, -CH(X)CH2(A)O-), 84.01 ppm(lH, 

ABq, 2Jab=9.73 Hz, 3Jbx=6.68 Hz, -CH(X)C브2(B)0-), 

51.98 ppm(lH, m, -CH-), 81.90 ppm(4H, m, -OCH2 

C旦2-), 81.63 ppm(lH, ABm, ・CHC旦2(A)CH3), 51.55 

ppm(4H, m, -OCH2CH2CH2-), 51.48 ppm(4H, m, -OCH2 

CH2CH2CH2-), 81.33 ppm(lH, ABm, -CHC虫(B)CH3), 
81.08 ppm(3H, d, 3JCH3-CH=6.68 Hz, -CHC旦3), 81.01 

ppm(3H, t, 3JCH2-CH3=7.50 Hz, -CHCH2CH3). 나머지 화 

합물도 같은 방법으로 합성하였으며, 이들의 수득율 

및 원소분석 결과를 Table 1에 보여 주었다.

결과 및 고찰

열적 거동. 모든 화합물들의 열적 거동은 D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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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yntheses of dimesogenic compounds [6]

Table 2. Thermal transitions of dimesogenic compounds[6]a

X
Yields, 

%
r 1 20 
[«]d

Molecular _ 
Formula

C, wt% H, wt% 0, wt%

Calc. Obs. Calc. Obs. Calc. Ob.s
3 78 7.7 C5iH52O8 77.26 77.18 6.61 6.58 16.13 16.24
4 81 5.0 C52H54O8 77.41 77.34 6.75 6.63 15.84 16.03
5 65 3.9 C53H56O8 77.55 77.51 6.88 6.82 15.57 15.67
6 66 4.9 。54氏8。8 77.68 77.62 7.00 6.89 15.32 15.49
7 64 6.3 。55玦0。8 77.81 77.75 7.12 7.07 15.07 15.18
8 78 4.5 。56氏2。8 77.94 77.80 7.24 6.84 14.82 15.36
9 63 13.0 。57氏4。8 78.06 78.04 7.36 7.31 14.58 14.65

10 72 8.4 。58戊6()8 78.18 78.12 7.47 7.46 14.35 14.42
11 63 4.7 C59H68()8 78.29 78.32 7.57 7.51 14.14 14.17
12 75 2.4 。6(旧70。8 78.40 78.48 7.68 7.63 13.92 13.89

aThe values shown in the parentheses were determined on cooling. bThe values were obtained from observation by

X
Transition Temperature, °C AHm, 

kJmol 1
AHn 

kJmol 1
而

JK^mol1 JK 'mol 1C-Sc Sc-Sa SA-Ch Ch-I

3 202(193) - (203) 248(246) 45.7 1.2 96.6 2.2
4 200(189) - (217)b 298(297) 33.1 5.5 70.0 9.6
5 186(169) - (171) 260(259) 35.2 1.6 76.4 3.1
6 192(176) — - 277(276) 44.9 4.6 96.4 8.4
7 176(159) (180) 181(186)b 246(244) 47.7 2.0 106.2 3.8
8 186(172) - — 260(258) 63.2 4.8 138.0 9.0
9 159(144) (152)b 168(166) 245(244) 46.9 1.1 108.5 2.2

10 185(169) 一 — 245(244) 59.0 4.8 128.8 9.3
11 169(151) 173(172) (200)b 233(232) 61.8 2.9 139.8 5.7
12 169(161) 176(176)b (203泸 236(233) 74.2 4.5 168.6 8.9

cross-polarized microscopy attached with a hot-stage.

및 편광현미경을 사용하여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를 

Table 2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일부 액정-액정간 

상전이온도는 DSC 열분석도에 나타나지 않았으나, 

편광현미경을 사용하면 명확히 결정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이러한 액정-액정간 열전이에 

해당하는 열량 변화가 매우 적은 데 기인한다.'

Fig. 1에 x=3, 4 및 5인 화합물의 DSC 열분석도를 

함께 나타내었다. DSC상에서 가열시 이 세 화합물 

은 2개의 흡열 봉우리를 나타냈다. x=3인 화합물의 

DSC 열분석도에서 202°C의 봉우리는 녹는점(Tm)에 

해당하고, 248°C의 봉우리는 등방성 액체화 전이온 

도(Ti)에 해당한다. 반면 이 화합물은 DSC상에서 냉 

각시 3개의 발열 봉우리를 나타냈다. 즉 가장 높은 

온도인 246 °C에서 등방성 액체상-메소상 2의 전이 

를 보이고 과냉각 상태인 203 °C에서 메소상 2-메소 

상 1의 전이를 거쳐 193°C에서 결정화하였다. x=4

Fig. 1. DSC thermograms of dimesogenic compounds[6] 
with x드3, 4 and 5; heating and cooling rates were 2°C/ 
min; (a) x=3, (b) x=4 and (c) x=5.

및 5인 화합물도 x=3인 화합물과 유사한 열전이 거 

동을 보였다. 단, x=4인 화합물의 경우는 DSC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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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SC thermograms of dimesogenic compounds[6] 
with x=6, 8 and 10; heating and cooling rates were 2°C/ 
min; (a) x=6, (b) x=8 and (c) x=10.

서 냉각시 2개의 발열 봉우리를 보여 x=3 및 5인 화 

합물과는 달리 메소상 2-메소상 1간의 열전이에 해 

당되는 발열 봉우리가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편 

광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217°C에서 분명하게 콜레 

스테릭 상-스멕틱 A 상(ChS》간의 전이를 관찰할 

수 있었다.

Fig. 2에 x=6, 8 및 10인 화합물의 DSC 열분석도 

를 함께 보여주고 있다. 이 세 화합물의 DSC 열분석 

도는 동일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DSC상 

에서 가열시 Tm 및 T； 전이만 보였으며, 냉각시에도 

이 에 대응되는 두 가지 발열 전이만 보였다. 이 때 세 

가지 화합물 모두 결정화에 해당하는 발열 봉우리를 

여러개 나타내었는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상이한 

결정 형태 및 결정 결함 등의 존재 가능성을 들 수 

있으나, 아직은 그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이 세 화합물의 

Tm 및 T는 가열시 및 냉각시 모두 메틸렌기의 탄소 

수가 증가할수록 낮아져서 가열시 각각 185-192°C 

및 245-277 °C의 온도 범위 였으며 , 냉각시 각각 169- 

176°C 및 244-276°C의 온도 범위였다. 편광현미경 

으로 관찰시 이 세 화합물들은 가열 및 냉각시의 액 

정 형성 온도 구간에서 모두 동일하게 콜레스테릭 

상만을 형성하였다.

Fig. 3에 x=7 및 9인 화합물의 DSC 열 분석도를 함 

께 보여주고 있다. 이 열분석도에서 이 두 화합물은 

가열 및 냉각시 각각 3개의 흡열 및 발열 봉우리를 

보인다. 편광현미경으로 관찰시 가열시 DSC 열분석

150 200 250
Temperature (°C)

Fig. 3. DSC thermograms of dimesogenic compounds[6] 
with x=7 and 9; heating and cooling rates were 2 °C/min; 
(a) x=7 and (b) x=9.

도에서 얻어진 이 3개의 흡열 봉우리는 각각 결정상

데소상, 메소상-메소상 및 메소상-등방성 액체상 전 

이임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냉각시에는 편광현미경 

으로 관찰시 DSC 상에서 나타난 3개의 열전이 에 더 

하여 1개의 열전이가 더 일어난다는 사실이 확인되 

었다. 구체적으로 냉각시 편광현미경으로 관찰된 

4가지 열전이의 서열은 등방성 액체상-메소상 3, 메 

소상 3-메소상 2, 메소상 2-메소상 1 및 메소상 1-결 

정상의 순이었다.

Fig. 4에 x=ll 및 12인 화합물의 DSC 열분석도를 

함께 나타내었다. 이 열분석도에 나타난 흡열 및 발 

열 봉우리로 부터 판단시 이 두 화합물 모두 가열시

with x=ll and 12; heating and cooling rates were 2°C/ 
min; (a) x=ll and (b) x=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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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지 열전이를 가지며, 냉각시에는 x=U일 경우 

3가지 열전이를 x=12일 경우 2가지 ' 열전이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편광현미경으로 관찰하면 가 

열 및 냉각시 모두 4개의 열전이를 보였다. 따라서 

이 화합물들은 결정상메소상 1, 메소상 1-메소상 2, 

메소상 2-메소상 3 및 메소상 3-등방성 액체상의 순 

으로 열전이 하며 가열 및 냉각시의 열전이 서열은 

서로 역순으로 가역적 열전이를 행한다고 결론지울 

수 있다.

이상의 결과로 부터 이 화합물들의 열적 성질이 

중앙 메틸렌기의 길이(X)에 따라 매우 민감하게 의존 

함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흥미로운 사실은 X가 3- 

5에서 7-9 및 11-12로 조금씩만 커져도 그 열전이 양 

상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X가 6, 8 및 10일 경우 그 메틸렌기의 수가 중간 범 

주의 값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단일 메소상만을 형성 

하는 이유는 설명하기 힘들며 이를 위해서는 더 많 

은 연구를 필요로 한다.

메소상의 성질. 모든 화합물이 형성하는 메소상 

의 종류 및 열전이 서열은 가열판이 부착된 편광현 

미경을 사용하여 관찰한 용융상이 나타내는 광학구 

조로 부터 판별 및 재확인하였다. 가열시 x=3, 4 및 

5인 화합물은 전 액정 형성 구간에서 기름줄 무늬의

콜레스테릭 상만을 형성하였다. 냉각시에는 스멕틱 

A(Sa) 및 콜레스테릭(Ch)의 두가지 메소상을 형성하 

였으며, 그 열전이 서열은 등방성 액체상 (I)-Ch, Ch- 

Sa 및 Sa-결정상(C)의 순이었다. 스멕틱 A상은 냉각 

시 즉 단방성으로만 형성되었다. 냉각시 얻어진 이 

세 화합물의 편광현미경 사진을 Fig. 5-7에 각각 보 

여 주었다. Fig. 5에서 x=3인 화합물은 냉각시 246- 

203°C온도 구간에서 기름줄 무늬의 콜레스테릭 상 

(a)을 형성한 후 Ch-SA 전이 과정을 거쳐 203-193°C 

온도 구간에서 원추형 조직의 스멕틱 A상(b 및(分을 

형성한 후 193°C에서 결정화 (d)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Fig. 6에 보여 준 바와 같이 

x=4 화합물은 냉각시 295 °C에서 콜레스테릭 액정의 

비평면 구조의 특징인 부채꼴 조직 (a)을 보인 후 

219-217°CC에서 Ch-SA 전이 과정(e-f)을 거쳐 216 

°C에서 전형적 인 Sa 상의 특징 인 원추형 조직 (g)을 

형성한 후 189°C에서 결정화 (h)하였다. 295°C에서 

시료를 살짝 문질러주어 외부응력을 가하면 부채꼴 

조직이 그랜드진(Grandjean) 조직 (b)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그랜드진 조직의 색상은 온도를 낮추면 황색 

에서 보라색 (c) 및 녹색 (d)으星 변화되었다. 이 사 

실은 콜레스테릭 분자구조의 피치가 온도가 낮아질 

수록 감소함을 의 미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x=4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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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Photomicrographs of dimesogenic compounds with x=4 on cooling (magnification of x 250).

의 모든 화합물에서도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이 

었다. Fig. 7에 보여 준 바와 같이 x=5 화합물은 냉각 

시 257 °C에서 콜레스테릭 상의 기름줄 무늬 조직 

(a)을 보인 후, 171 °C에서 Ch-SA 전이 (b 및 c)를 거 

쳐 스멕틱 A상의 원추형 조직 (d—e)이 온도를 낮출 

수록 점 차 성 장하다가 169 °C에서 결정화 (f)하였다.

편광 현미경으로 조사시 x=6, 8 및 10인 화합물은 

가열시 및 냉각시 메소상 형성 온도 구간에서 모두 

동일하게 콜레스테릭 상만을 형성하였다. 가열시 액 

정형성 온도구간에서 이 세 화합물들은 모두 동일하 

게 기름줄 무늬만을 나타내었으나, 냉각시에는 부채 

꼴 조직(Eg. 9a)을 보이다가 이 시료에 외부 응력을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以,3비스［4-(4，-(S)-(+)2메틸부틸비페닐4카르복시)페녹시］알칸-새로운 디페소겐 화합물의 합성 및 액정성 687

Fig. 7. Photomicrographs of dimesogenic compounds with x=5 on cooling (magnification of x 250).

Fig. 8. Photomicrographs of dimesogenic compounds with x=6 on cooling (magnification of X 250).

가하면 기름줄 조직 (Fig. 8b) 혹은 그랜드진 조직 

(Fig. 8a, 9b 및 10a)으로 변하였다. 이 후 이들은 

DSC로 관찰된 Ch-C 전이 온도(Fig. 10b)를 지나 결 

정화(药g. 8c, 9c 및 10c)하였다.

편광현미경으로 관찰시 x=7 및 9인 화합물은 가열 

시 Sa 및 Ch 상의 2가지 종류의 메소상을 형성하였 

으나, 냉각시에는 Sa, Sc 및 Ch 상의 3가지 종류의 

메소상을 형성하였다. 즉 Sc 상은 단방성으로 냉각 

시만 형성되었다. 이 두 화합물의 가열시 열전이 서 

열은 C-Sa, SA-Ch 및 Ch-I의 순이었으며, 냉각시 열 

전이 서열은 I-Ch, Ch-SA, Sa-Sc 및 Sc-C의 순이었 

다. 이러한 전이온도는 DSC 상에서 관찰된 봉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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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Photomicrographs of dimesogenic compounds 
with x=8 on cooling (magnification of X 250). Fig. 10. Photomicrographs of dimesogenic compounds 

with x=10 on cooling (magnification of X 250).

온도와 잘 일치 하였다. 단, 냉각시 액정-액정간 전이 

(Ch-SA 및 Sa-Sc 전이) 중에서는 x=9인 경우의 Ch- 

SA 전이만이 DSC상에서 166°C의 값으로 얻을 수 

있었으며 그 외는 편광현미경으로만 관찰이 가능하 

였다. 냉각시 얻어진 이 두 화합물의 편광현미경 사 

진을 Fig. 11 및 12에 각각 보여 주었다. Fig. 11에 보 

여준 바와같이 x=7인 화합물은 241 °C에서 콜레스테 

릭 상인 부채꼴 조직 (a)을 형성한다. 이 부채꼴 조직 

은 온도를 낮추면서 외부 응력을 가하면 세포 조직 

(b)으로 바뀌며 더 온도를 낮추어도 세포 조직이 그 

대로 유지 (c)되다가 186°C에서 열전이 (d)가 일어 

나 180 °C까지 스멕틱 A상의 원추형 조직 (e)를 형성 

하였다. 이 후 180-159 °C 온도 구간에서 스멕 틱 C상 

의 부러진 원추형 조직(f-g)을 보인 후 159°C에서 결 

정화 (h)하였다. Fig. 12에 보여준 바와같이 x=9인 화 

합물의 경우는 244-166°C 온도 구간에서 콜레스테 

릭 상(a-아을 형성하고, 166-152°C 온도구간에서 스 

멕 틱 A상 (d)을 형 성 하고, 152-144 °C 온도 구간에서 

스멕틱 C상(e-g)을 형성한 후 144°C에서 결정화 (h) 

하였다.

편광현미경으로 관찰시 x=ll 및 12인 화합물은 

가열 및 냉각시 모두 동일하게 스멕틱 A, 스멕틱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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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Photomicrographs of dimesogenic compounds with x=7 on cooling (magnification of x 250).

및 콜레스테릭의 3가지 종류의 메소상을 형성하였 

다. 이 화합물들의 가열시 열전이 서열은 C-Sc, Sc- 

Sa, SA-Ch 및 Ch-I의 순이었으며, 냉각시 열전이 서 

열은 이에 역순이었다. 역시 전이온도는 DSC로 얻 

어진 값과 잘 일치하였으며, 냉각시 액정-액정간 전 

이(Ch-SA 및 Sa-Sc 전이) 중에서 x=ll인 경우의 Sa- 

Sc 전이만이 DSC상에서 172°C의 값으로 얻을 수 

있었으며 나머지 값은 편광현미경으로만 관찰이 가 

능하였다. Fig. 13 및 14에 냉각시 얻어진 이 화합물 

들의 편광 현미경 사진을 각각 보여주었다. Fig. 

13에서 x=ll인 화합물은 230°C에서 콜레스테릭 상 

의 부채꼴 조직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이 시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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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Photomicrographs of dimesogenic compounds with x=9 on cooling (magnification of x 250).

온도를 202 °C로 낮추고 외부 응력을 가하면 그랜드 

진 조직 (b)으로 바뀌며 온도가 200 °C로 더 낮아지 

면 액정의 도메인들이 흐트러져 Ch-SA 전이 (c)가 일 

어 났다.이 후 200-172 °C의 온도구간에서 스멕틱 A 

상의 완전히 성 장한 원추형 조직 (d 및 e)을 보이다가 

172°C에서 Sa-Sc 전이(f 및 g)를 거쳐 172-151 °C의 

온도구간에서 스멕틱 C상을 형성한 후 151°C에서 

결정화 (h)하였다. Fig. 14에서 알 수 있듯이 x=12 화 

합물의 경우는 233 °C 부터 콜레스테릭 상 (a)을 형성 

하였고, 203 °C에서 Ch-SA 전이 (c» 거쳐 스멕틱 A 

상 (d 및 g)를 형성하고, 176°C에서 SA-Sc 전이 (f)를 

거쳐 스멕틱 C상 (g)을 형성한 후 161 °C에서 결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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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Photomicrographs of dimesogenic compounds with all on cooling (magnification of X 250).

(h)한다. 한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모든 화합물 중에서 

중앙의 메틸렌기가 짝수인 경우에는 x=12 화합물만 

이 이처럼 유일하게 Sc상을 형성했다는 점이다.

메소겐 화합물 및 모노메소겐 화합물의 액정성 비 

교. 최근 본 연구진은 상응하는 모노메소겐 화합물 

["을 보고한 바 있었다 “ 디메소겐 화합물 및 모노

다4
笆»。(아M 

[71 
y-2*6or8

형성하는 메소상을 비교 • 설명하메소겐 화합물이

기 위하여 Table 3에 모노메소겐 화합물의 열전이 

온도 및 열역학적 파라미터를 재정리하여 나타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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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Photomicrographs of dimesogenic compounds with x=12 on cooling (magnification of X 250).

다. Table 2 및 3으로 부터 일반적으로 디메소겐 및 

모노메소겐 화합물 모두 유연 격자의 길이가 길어 

질수록 더 많은 수의 메소상을 형성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유연한 격자가 형 

태 (conformation)를 조정하여 단단한 메소겐 구조 단 

위가 규칙성을 갖도록 배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 

음을 의미한다. 단, 예외적으로 중간 범주의 유연 격 

자 길이에서 가장 단순한 열전이 거동이 나타났다. 

디메소겐 및 모노메소겐 화합물 모두 격자 길이(X) 

에 따라 네가지 유형의 액정성을 나타내었다. (a) x= 

2 및 3의 모노메소젠 화합물 및 x=3, 4 및 5의 디메 

소겐 화합물은 가열시 콜레스테릭 상을 나타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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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rmal transitions of monomesogenic compounds[7]a

X
Transition Temperature, °C

kJmol 1
△Hi, 

kJmol 1
ASm, 

JK \nol ' JK 1mol 1C-Sc Sc-Sa SA-Ch Ch-I
2 142(124) 一 (126)h 188(189) 21.5 0.08 51.9 0.17
3 159(134) - (136)b 194(193) 32.5 0.55 75.3 1.18
4 138(120) 一 - 185(185) 25.6 0.40 62.3 0.87
5 112(103) (127)b (132)b 165(164) 22.9 0.02 59.2 0.04
6 107( 89) 9126)b 153(153)b 177(174) 26.2 0.03 69.1 0.07
8 103( 91) (95) 150(150) 166(165) 24.6 0.04 65.3 0.08

Fe values shown in the parentheses were determined on cooling. bThe values were obtained from observation by 
cross-polarized microscopy attached with a hot-stage.

냉각시 콜레스테릭, 스멕틱 A의 순으로 액정상을 형 

성하였다. (b) x=4의 모노메소겐 화합물 및 x=6, 8 

및 10의 디메소겐 화합물은 가열시 및 냉각시 모두 

단일 콜레스테릭 상만을 형성하였다. (c) x=5의 모노 

메소겐 화합물은 가열시 콜레스테릭상을 나타내었 

으며 냉각시 콜레스테릭, 스멕틱 A, 스멕틱 C의 순 

으로 세가지 메소상을 형성하였다. (d) x=6 및 8의 

모노메소겐 화합물 및 x=7 및 9의 디메소겐 화합물 

은 가열시 스멕틱 A, 콜레스테릭 순으로 액정상을 

나타내었고 냉각시 콜레스테릭, 스멕틱 A, 스멕틱 

C순으로 메소상을 형성하였다. (e) x=ll 및 12의 디 

메소겐 화합물은 가열시 및 냉각시 가역적으로 스멕 

틱 C, 스멕틱 A 및 콜레스테릭의 세가지 메소상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사실은 유연 격자가 중앙에 있 

는 디메소겐 화합물을 유연 격자가 말단에 있는 모 

노메소겐 화합물과 비교할 때 유연 격자의 길이가 

더 길어져야 액정성에 동등한 영향을 미치게 됨을 

의미한다.

열전이의 흥수-짝수 효과 및 열역학. Fig. 15 및 

16에 디메소겐 화합물［6］의 중앙 메틸렌기의 탄소수 

(X)에 따른 가열 및 냉각시 열전이 온도의 의존성을 

각각 도시하였다. X가 증가할수록 형성되는 메소상 

의 종류의 수는 가열시 및 냉각시 1-3 및 2-3가지로 

각각 늘어나는 경향이 보이 며, 예외적으로 x=6, 8 및 

10일때는 X의 크기에 관계없이 단일 메소상만을 형 

Fig. 15. The dependence of transition temperatures on 
the length of the central polymethylene spacer, x, on 
heating scan; O =C-Sc(Tm), V=SC-SA, A=SA-Ch, and •二 

Ch-I (Ti) transitions.

Fig. 16. The dependence of transition temperatures on 
the len미h of the central polymethylene spacer, x, on 
heating scan; • =I-Ch (Ti), A=Ch-SA, V=SA-SC, O =SC- 
C (Tm) trans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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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한다는 사실을 뚜렷이 알 수 있다. 냉각시가 가열 

시에 비하여 더 많은 메소상을 형성하려는 경향은 

단순히 과냉각 현상과 연관시켜 이해될 수 있다. 디 

메소젠 화합물［6］의 Tm 및 Ti는 메틸렌기의 수가 짝 

수인 화합물의 열전이 온도가 홀수인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 소위 잘 알려져 있는 흘수-짝 

수 효과E6라 할 수 있는 지그-재그 형태로 감소했 

다. 가열시 액정 형성 온도 구간(AT Ti-Tm)은 Tm이 

낮아지는 경우에는 】도 함께 낮아져 46-99 °C 사이 

의 값이었다. x=4인 경우 가장 높은 匚값(298 °C)과 

상대적으로 낮은 %값(199°C)을 가져 가장 넓은 액 

정 형성 온도 구간(AT)을 보였으며, x=3인 경우는 그 

리 낮지않은 匸값(248 °C)임 에도 불구하고 가장 높은 

%값(202 °C)을 가져 가장 좁은 AT를 나타내었다. 

한편 모노메소겐 화합물［기은 Table 3에서 알 수 있 

는 바와 같이 Tm 및 1가 프로필기부터 펜틸기까지 

알킬 사슬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급격히 감소하다가 

헥실기부터는 완만한 감소를 보인다. 디메소겐 화합 

물［6］과 모노메소겐 화합물［기의 Tm 및 1를 비교하 

여 보면 전자가 후자 보다 모두 높은 값을 보였다. 

반면 AT 값을 비교하면 디메소겐 화합물이 모노메 

소젠 화합물보다 작았다. 이는 동일 화합물이 모노 

메소겐 구조에서 디메소겐 구조로 바뀌면서 T 보다 

는 %이 더 높아졌음을 의 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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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The dependence of the values of AH； on the 
length of the central polymethylene spacer, x, on heating 
s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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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The dependence of the values of ASi on the 
length of the central polymethylene spacer, x, on heat
ing scan.

Table 2에는 디메소겐 화합물［6］의 Tm 및 Ti 뿐아 

니라 가열 및 냉각시 얻어진 용융 엔탈피 (AHm), 등방 

성화 엔탈피 (AHi), 용융 엔트로피 (ASm) 및 등방성화 

엔트로피 (ASi) 값들도 함께 실었다. Table 2에서 살 

펴보면 AHi 값이 AHm 값보다 일반적으로 더 작아 전 

자가 후자의 3~17%이다. 한편 Table 3에서 모노메소 

겐 화합물의 AHi 및 AHm 값의 비는 0.1-1.7% 여서 

디메소겐 화합물에 비해 대략 1/10 크기 값을 보인 

다. AHi 및 AHm의 절대값을 비교하여도 디메소겐 화 

합물이 모노 메소겐 화합물 보다 모두 큰 값을 보이 

며 , 특히 AHi 경우 디메소젠 화합물이 모노메소겐 화 

합물 보다 약 10배 정도 크다. 즉 동일 구조 화합물 

에서 모노메소겐 구조를 디 메소겐 구조로 바꾸어 주 

면 AHm보다는 AH가 더 증가하게 됨을 의미 한다. 

이는 디메소겐 화합물이 나타내는 일반적 특성으로 

서 디메소겐 구조에 기인한 분자간 인력의 증가는 

액정상의 열안정성을 크게 증가시키게 됨을 암시한 

다. Fig. 17 및 18에서는 디메소겐 화합물［6］의 X에 

따라서 AHi 및 A&가 어떻게 변하는 지를 도식적으 

로 나타내 었다. Fig. 17 및 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화 

합물의 AH; 및 ASi값의 경우에서도 열전이 온도의 경 

우와 마찬가지로 흘수-짝수 효과가 관찰되고 있다. 이 

러한 홀수-짝수에 관한 본 연구의 결과는 Abe17 및 

Yoon등讥이 행한 바 있는 이론적 연구 결과와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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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비스[4-(4，-(S)-(+)-2-메틸부틸비페닐-4-카르복시)페녹시]알칸-새로운 디메소겐 화합물의 합성 및 액정성 695

부합되고 있다. AH； 및 ASi 값에서 짝수 격자 화합물 

이 홀수 격자 화합물 보다 대략 2배 이상 큼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짝수 화합물이 만드는 최종 액정상의 

질서도가 홀수 화합물 경우보다 큼을 암시한다.

결 론

새로운 일련의 a, P-bis[4-(4'-(S)-(+)-2-methylbutyl- 

biphenyl-4-carboxy)phenoxy]alkane^r 합성 하여 열적 

성질 및 액정성을 조사하여 다음의 결론을 얻었다.

1. 디메소겐 화합물은 모두 열방성, 양방성 액정이 

었다. 이때 열전이 온도(Tm 및 Ti)와 이에 상응하는 

엔트로피 (Hi 및 Si) 값 모두 중앙 유연 격자의 탄소수 

(X)에 따라 홀수-짝수 효과를 보이 며 감소하였다.

2. 디메소겐 화합물이 형성하는 액정상은 중앙 유 

연 격자의 탄소수(X)에 영향을 받아 4가지 유형으로 

액정성을 나타내었다. (a) x=3, 4 및 5 화합물은 가열 

시 오직 콜레스테릭상을 나타내나 냉각시 콜레스테 

릭 및 스멕틱 A의 두가지 상을 형성한다. (b) x=6, 8 

및 10 화합물은 가열 및 냉각시 모두 단일 콜레스테 

릭 상을 형성한다. (c) x=7 및 9 화합물은 가열시 스 

멕틱 A-콜레스테릭 순으로 액정상을 나타내나 냉각 

시에는 콜레스테릭스멕틱 A-스멕틱 C 순으로 액정 

상을 하나 더 형성한다. (d) x=ll 및 12 화합물은 가 

열 및 냉각시 가역적으로 스멕틱 C, 스멕틱 A 및 콜 

레스테릭의 세가지 액정상을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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