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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기능성 근적외선 흡수색소 및 광안정제로 사용되는 bis(dithiobenzil) 금속 화합물은 중간체인 benzoin 및 ani-

soin을 먼저 합성하고 이들을 전구체로 사용하여 합성하였다. 또한, bis(dithiobenzil) 금속 화합물의 광안정성 효과를 확인하

기 위하여 전하발생재료인 squarylium을 합성하였다. 중간체 및 최종 생성물의 구조는 핵자기 공명 분석기와 적외선 분광기

를 이용하여 확인하였고, 열적 특성은 시차열분석기 및 열중량분석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광학 특성과 광안정성 효과는 

UV-Vis-NIR 분광기를 이용하여 측정 분석하였다. 합성한 bis(dithiobenzil) 금속 화합물은 근적외선 영역에서 우수한 흡광특

성을 나타내었고, 치환기의 종류 및 위치에 따라 최대흡수파장이 이동하였다. 또한, squarylium에 bis(dithiobenzil) 금속 화합

물을 첨가하면 squarylium의 광퇴색현상을 감소시켰다.

Bis(dithiobenzil) metal complex, used as functional NIR absorbing dye and photostabilizer, was synthesized using bezoin 

and anisoin as intermediate compounds. And squarylium, a charge generation material, was synthesized to find its photo-

stability effect. The structure of the product was determined by 
1
H-NMR and FT-IR and the thermal property was ana-

lyzed by DSC and TGA. Optical property and photostability were determined by UV-Vis-NIR spectroscopy. High absorb-

ance was obtained in the NIR range and maximum absorbing wavelength was shifted depending on the nature and position 

of substituent in the bis(dithiobenzil) metal complex. The photofading effect of squarylium decreased by the addition of 

bis(dithiobenzil) metal comp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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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최근, 정보 전자산업의 발달로 말미암아 예전에는 주로 염료로 사

용되는 여러 종류의 색소들에 기능성을 부과시켜서 광디스크, 전하발

생재료, 정보저장용 광학기록매체, 전자 착색제, 디스플레이용 칼라필

터 등의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기능성 색소들의 합성 및 특

성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

  시아닌 색소의 한 부류인 squarylium계 색소는 치환기, 대칭형 또는 

비대칭형과 같은 분자구조의 차이에 따라 가시광선 및 근적외선 영역

에서 높은 흡광특성을 나타낸다고 보고되고 있다[2]. 특히, 약 600∼

750 nm 사이의 가시광 영역에서 좁고 강한 흡광 특성을 갖는 squary- 

lium계 색소는 전하발생재료 또는 광학기록매체의 감광성 재료로 각

광받고 있다. 그러나, squarylium계 색소는 분자구조 내에 질소와 같

은 비공유 전자쌍을 보유하는 원소들이 공존하므로 대기 중의 활성산

소에 의해서 광퇴색(photofading)이나 광분해(photodegradation)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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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어나므로 광안정성(photostability)이 떨어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

다. 따라서, squarylium계 색소를 전하발생재료 또는 감광성재료로 사

용하기 위하여 광화학적으로 안정한 기능성 또는 환경을 부여하여야 

한다.

  Dithiolene계 금속 화합물은 강한 색상, 근적외선 영역의 흡광특성, 

다중 산화상태와 가역적 산화환원반응 특성, 평면과 삼각기둥 형태의 

입체화학적 특성, 비고전적 전자구조 특성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광안정제, 산화방지제, 정보저장용 기록매체, 전도체 및 자성체 등의 

분야에 응용 범위가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다[3]. 특히, dithiolene계 금

속 화합물의 한 종류인 bis(dithiobenzil) 금속 화합물은 약 700 nm 이

상의 근적외선 영역에서 강한 흡광 특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기능성 

색소들의 광안정성을 도와주는 광안정제로 활용된다고 보고된다[4].  

Bis(dithiobenzil) 금속 화합물은 킬레이트 리간드를 가진 화합물로서 

중심금속으로 구리, 코발트, 니켈 등과 같은 전이금속들이 주로 사용

된다. 이들 중심금속의 꽉 찬 전자궤도와 리간드의 빈 π 궤도나 π
*

궤도와의 상호작용으로 킬레이트 화합물은 안정한 구조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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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dithiobenzil) 금속 화합물은 중심 금속의 종류 및 치환기의 종류에 

따라 최대흡수파장(λmax), 융점 등과 같은 광학적 및 물리적 특성이 

변한다[5]. 특히, 금속 화합물 내의 벤젠 고리에 치환되는 치환기의 종

류 및 치환되는 위치에 따라 심색효과(bathochromic shift) 및 천색효

과(hypsochromic shift)가 강하게 나타낸다[6,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치환기의 종류 및 위치가 다르며, 중심금속

으로 니켈을 함유하는 bis(dithiobenzil) 니켈 화합물을 합성하고, 치환

기의 종류 및 위치에 따라 최대흡광도의 변화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또한, 합성된 squarylium에 bis(dithiobenzil) 니켈 화합물을 첨가하여 

광학적 특성의 변화를 분석함에 따라 bis(dithiobenzil) 니켈 화합물의 

광안정효과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2. 실    험

  2.1. 시약 및 분석

  중간체인 benzoin과 anisoin을 합성하기 위하여 benzaldhyde (Aldrich 

Co., 99%), sodium cyanide (Aldrich Co., 97%) 및 4-methoxybenzalde- 

hyde (Aldrich Co., 98%)을 구입하여 정제없이 사용하였다. Bis 

(dithiobenzil) nickel complex를 합성하기 위하여 phosphorus pentasul- 

fide (Aldrich Co., 99%), 1,4-dioxane (Junsei Chemical Co., 99%) 및 

nickel chloride hexahydrate (Duksan Pure Chemical Co., 96%)를 구입

하여 정제없이 사용하였다. 또한, squarylium을 합성하기 위하여 

1,1,2-trimethylbenz[e]indole (Fluka Co., 98%), methyl-p-toluenesul- 

fonate (Aldrich Co., 98%), acetonitrile (Junsei Chemical Co., 99.5%),  

3,4-dihydroxy-3-cyclobutene-1,2-dione (TCI Org. Chem., 98%), n- 

butanol (Aldrich Co., 99.9%) 및 toluene (Aldrich Co., 99.5%)을 구입

하여 정제없이 사용하였다.

  시료의 구조분석은 
1
H-NMR (JNM-ECP-400, JEOL, Japan)와 FT-IR 

spectrometer (IFS88, Bruker, Germany)을 이용하여 행하였다. 시료의 

원소분석은 원소분석기(EA; Vario EL, U.S.A.)를 이용하였으며, 열적

특성은 시차주사열량계(DSC; Pyris-1, Perkin-Elmer, U.S.A.)와 열중

량분석기(TGA: Perkin-Elmer, U.S.A.)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시료의 흡광도와 광퇴색성은 UV-Vis-NIR spectrometer (UV-3150, 

Shimadzu, Japan)를 이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2.2. 합  성

  합성 중간체로 사용되는 benzoin과 anisoin은 문헌[8,9]과 동일한 방

법으로 Scheme 1의 순서대로 합성하였고, 최종 생성물인 bis(dithio- 

benzil) 니켈 화합물은 문헌[10]과 동일한 방법으로 Scheme 2의 순서

대로 합성하였으며, squarylium은 문헌[11]과 동일한 방법으로 Scheme 

3의 순서대로 합성하였다.

  2.2.1 Benzoin (2a)의 합성

  250 mL 삼구 플라스크에 benzaldehyde (1a; 2.14 g, 0.02 mol), 

sodium cyanide (0.51 g, 0.01 mol) 및 에탄올과 증류수 1 : 1 (v/v)용매 

(50 mL)를 투입하여 2 h 동안 환류 반응시킨 후, 반응물을 냉각시키

고 감압 여과하여 연노란색 고체 생성물을 얻었다. 이를 에탄올로 재

결정하여 감압 여과시킨 후, 50 ℃에서 12 h 동안 진공 건조하여 흰색 

분말을 얻었다. 
1
H-NMR (CDCl3, δ): 4.57 (d, J≈6.2, 1H, CH), 5.95 

(d, J≈6.2, 1H, OH), 7.24 (m, 7H, Ar), 7.49 (t, J≈7.3, 1H, Ar), 7.90 

(d, J≈6.9, 2H, Ar).

Scheme 1. The synthetic route of benzoin derivatives.

Scheme 2. The synthetic route of bis(dithiobenzil) nickel complex.

Scheme 3. The synthetic route of squarylium.

  2.2.2. Anisoin (2b)의 합성

  250 mL 삼구 플라스크에 4-methoxy benzaldehyde (1b; 2.78 g, 0.02 

mol), sodium cyanide (0.51 g, 0.01 mol) 및 에탄올과 증류수 1 : 1 

(v/v)용매 (50 mL)를 투입하여 2 h 동안 환류 반응시킨 후, 반응물을 

냉각시키고 감압 여과하여 노란색 고체 생성물을 얻었다. 이를 에탄

올로 재결정하여 감압 여과시킨 후, 50 ℃에서 12 h 동안 진공 건조하

여 연노란색 분말을 얻었다. 
1
H-NMR (CDCl3, δ): 3.74 (s, 3H, 

OCH3), 3.81 (d, 3H, OCH3), 4.57 (s, 1H, OH), 5.84(s, 1H, CH), 6.82

∼6.87 (m, 4H, Ar), 7.23 (d, J≈8.8, 2H, Ar), 7.88 (d, J≈8.8, 2H, Ar). 

  2.2.3. Bis(dithiobenzil) 니켈 화합물(5a, 5b, 5c)의 합성

  250 mL 삼구 플라스크에 합성한 benzoin (2.12 g, 0.01 mol), phos- 

phorus pentasulfide (2.25 g, 0.005 mol) 및 1,4-dioxane 용매 (50 mL)

를 투입하여 3 h 동안 환류 반응시켰다. 반응이 끝난 후,  1,4-dioxane 

용매(20 mL)로 세척하면서 여과지로 미반응물을 제거하였다. 증류수 

(20 mL)와 nickel chloride hexahydrate (1.24 g, 0.005 mol)로 제조된 

니켈수용액을 상기의 여액에 적가하면서 3 h 동안 환류 반응시켰다. 

상온 냉각된 반응물을 감압 여과시키고 진녹색 고체생성물을 얻었다. 

이를 에탄올로 재결정하여 감압 여과시킨 후, 50 ℃에서 12 h 동안 진

공 건조하여 진녹색 분말인 tetraphenyldithiolene 니켈 화합물(5a)을 

얻었다. 
1
H-NMR (CDCl3, δ): 7.25∼7.29 (m, 8H, Ar), 7.35∼7.38 (m, 

12H, Ar).

  상기와 동일한 방법으로 benzoin (2.12 g, 0.01 mol) 대신에 benzoin 

(1.06 g, 0.005 mol)과 anisoin (1.43 g, 0.005 mol)의 혼합물을 투입하

여 1,2-bisphenyl 3,4-bis (p-methoxyphenyl) dithiolene 니켈 화합물(5b)

을 얻었다. 
1
H-NMR (CDCl3, δ): 3.82 (s, 6H, OCH3), 6.82 (d, J≈7.3, 

4H, Ar), 7.25∼7.36 (m, 14H, Ar).

  또한, 상기와 동일한 방법으로 benzoin (2.12 g, 0.01 mol) 대신에 

anisoin (2.72 g, 0.01 mol)을 투입하여, tetra(p-methoxyphenyl) dihiolene 

니켈 화합물(5c)을 얻었다. 
1
H-NMR (CDCl3, δ): 3.82 (s, 12H, OCH3), 

6.80 (d, J≈8.7, 8H, Ar), 7.32 (d, J≈8.4, 8H, Ar).

  2.2.4. Squarylium (8)의 합성

  250 mL 삼구 플라스크에 2,3,3-trimethyl-4,5-benzoindole (6; 6.3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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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FT-IR spectra of bis(dithiobenzil) nickel complex: (a) 5a, (b) 

5b, and (c) 5c.

0.03 mol)과 acetonitrile (30 mL)을 우선 투입하고, methyl-p-toluesul- 

fonate (5.6 g, 0.03 mol)을 추가 투입하여 3 h 동안 환류 반응시킨 후, 

감압 여과하여 건조하여 benzoindole salt (7)를 합성하였다. 합성된 

benzoindole salt (7.9 g, 0.02 mol)와 3,4-dihydroxy-3-cyclobutene-1,2- 

dione (squaric acid; 1.16 g, 0.01 mol)에 n-butanol/toluene 1 : 1 (v/v) 

혼합용매(30 mL)를 부가하여 3 h 동안 환류 반응시켰다.

  삼구 플라스크와 응축기 사이에 Dean-Stark trap을 설치하여 trap내

에 n-butanol/toluene 혼합용매 60 mL를 보충하여 반응 중에 증발되는 

용매의 손실을 억제하고, 생성되는 물을 제거하였다. 반응이 끝난 후, 

반응물을 실온까지 천천히 냉각시키고 회전식 감압 농축기에서 용매

를 제거하여 타르상 생성물을 얻었다. 이를 70 ℃에서 6 h 동안 건조

시키고, silica gel column chromatography로 분리 정제하고, 용매를 증

발시킨 후, diethyl ether로 재결정하여 진녹색 분말을 얻었다. 
1
H- 

NMR (CDCl3, δ): 1.80∼2.26 (s, 18H, CH3), 3.51 (s, 2H, CH2) 5.64∼

6.02 (s, 2H, CH), 7.00 (s, 8H, Ar), 7.64∼7.81 (d, 4H, Ar), 8.06 (d, 

4H, Ar); IR (CHCl3, cm
-1

): 3435 (N-H), 2921 (C-H), 1200 (C-SO2-C).

  2.3. 광안정성

  Squarylium의 광안정성은 squarylium (8)를 chloroform 및 THF에 

10
-4 

M 농도로 용해시킨 후, UV lamp (Philips Co., PL-L 36W/01/4P)

에서 발생되는 자외선을 시료에 조사하여 조사시간에 따른 최대흡광

(a) (b) (c)

Figure 2. 
1
H-NMR spectrum of bis(dithiobenzil) nickel complex: (a) 5a, (b) 5b, and (c) 5c.

도의 변화를 측정하여 분석하였다[12]. 단, squarylium은 열과 빛에 불

안정하므로 서늘한 암실에 항상 보관하였으며, 시료 용액은 제조하는 

즉시 곧 바로 측정하였다. 또한, bis(dithiobenzil) 니켈 화합물의 광안

정성 효과를 조사하기 위하여 1 : 1 몰 비의 squarylium (8)과 bis(dithio- 

benzil) 니켈 화합물(5a, 5b 및 5c)을 10
-4 

M 농도로 chloroform 또는 

THF에 녹인 용액들을 상기와 동일한 방법으로 자외선의 조사시간에 

따른 squarylium의 최대흡광도 변화를 측정 비교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합  성

  합성된 bis(dithiobenzil) 니켈 화합물 및 squarylium의 FT-IR과 
1
H-NMR 스펙트라를 이용하여 그 구조를 확인하였다. Figure 1에 주

어진 bis(dithiobenzil) 니켈 화합물의 IR 스펙트럼을 살펴보면, dithio- 

lene의 분광특성을 나타나는 1359 cm
-1
에서의 C = C 연신에 의한 특성 

피크, 1140 cm
-1
에서의 C = S 피크 및 883 cm

-1
에서의 C-C-S2 피크가 

예리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시료 5b 및 5c에서는 메톡

시기에 기인한 1248 cm
-1

 에서의 Ar-C-O 연신에 의한 특성피크가 존

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2에 주어진 bis(dithiobenzil) 니켈 

화합물의 
1
H-NMR 스펙트럼을 살펴보면, 시료 5a에서는 7.25∼7.38 

ppm 영역에서 나타나는 아릴기의 피크, 시료 5b에서는 6.82∼7.36 

ppm 영역에서 나타나는 아릴기의 피크와 3.82 ppm 영역에서 나타나

는 메칠기의 피크, 시료 5c에서는 6.80∼7.32 ppm 영역에서 나타나는 

아릴기의 피크와 3.82 ppm 영역에서 나타나는 메칠기의 피크가 존재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Table 1 및 2에 주어진 원소분석 결과 

및 합성 수율을 살펴보면, 이론적 구성비와 결과치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므로 각각의 bis(dithiobenzil) 니켈 화합물이 약 65% 이상의 수

율로 성공적으로 합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2. 열적 특성

  합성된 bis(dithiobenzil) 니켈 화합물의 DSC 열분석 결과를 Table 2

에 나타내었다. 시료 5a, 5b 및 5c의 융점은 각각 약 260 ℃, 232 ℃ 

및 245 ℃이었다. 이는 bis(dithiobenzil) 니켈 화합물은 치환기의 종류 

및 대칭성에 따라 융점이 달라진다고 판단된다. 즉, 치환기가 모두 -H

인 경우는 치환기가 모두 -OCH3인 경우에 비하여 입체구조상 안정하

여 융점이 약 15 ℃ 정도로 높고, 치환기가 비대칭구조인 경우는 대칭

구조에 비하여 입체구조상 불안정하여 융점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주어진 Figure 3의 TGA 결과를 살펴보

면, 시료 5a, 5b 및 5c의 중량감소가 각각 약 292 ℃, 268 ℃ 및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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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UV-Vis-NIR spectra of bis(dithiobenzil) nickel complex: (a) 

5a, (b) 5b, and (c) 5c.

Figure 4. TGA curve of bis(dithiobenzil) nickel complex: (a) 5a, (b) 

5b, and (c) 5c.

Table 1. The Elemental Analysis Data of Bis(dithiobenzil) Nickel 

Complex

Sample Formula
Calculated Found

C H S C H S

5a C28H20NiS4 61.89 3.71 23.60 61.38 3.51 22.87

5b C30H24NiO2S4 59.71 4.01 21.25 60.20 3.98 20.82

5c C32H28NiO4S4 57.92 4.25 19.33 57.73 4.52 19.01

℃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치환기가 대칭구조인 경우는 

비대칭구조에 비하여 입체구조상 안정하여 중량감소가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에서 일어나므로 열적안정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된다.

  3.3. 분광 특성

  합성된 bis(dithiobenzil) 니켈 화합물의 UV-Vis-NIR 스펙트라를 

Figure 4에 나타내었고, 각 시료들의 스펙트럼으로부터 최대흡수파장

(λmax)과 몰흡광계수(ε)를 계산한 분광 특성을 정리하여 Table 2에 

Figure 5. The photostability of squarylium as a function of UV 

irradiated time.

Figure 6. The photostability of squarylium containing bis(dithiobenzil) 

nickel complex as a function of UV irradiated time.

Table 2. The Yield, Melting Temperature and UV-Vis-NIR Absorption 

of Bis(dithiobenzil) Nickel Complex

Sample
Yield mp

λmax 

(CHCl3)
Δλ

a
ε

b

max×10
-4

λmax (THF)

(%) (℃) (nm) (nm) (l mol
-1

cm
-1

) (nm)

5a 65 260 859 - 2.62 856

5b 70 232 893 +34 2.79 892

5c 73 245 925 +66 2.94 924

a 
λmax (5b, 5c in CHCl3) - λmax (5a in CHCl3)

b 
measured in CHCl3

나타내었다. 시료 5a, 5b 및 5c의 λmax는 각각 약 859 nm, 893 nm 및 

925 nm 정도에서 나타났다. 즉, 치환기의 종류에 따라 시료들은 각기 

다른 파장대에서 최대흡광도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메톡

시기의 수가 많을수록 λmax가 장파장으로 이동하는 심색이동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시료들의 λmax가 용매의 극성 정도에 따라 약

간 상이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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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광안정성

  Squarylium 및 bis(dithiobenzil) 니켈 화합물의 광안정성을 흡광도와 

자외선 조사시간의 함수로서 Figure 5에 나타내었다. Squarylium을 단

독으로 THF에 녹인 용액은 자외선에 3 min 동안 조사되면 용액의 최

대 흡광도가 초기에 비하여 약 3분의 1 정도로 감소하였고, 10 min 

동안 조사되면 최대 흡수파장인 약 665 nm에서 흡광특성이 거의 나

타나지 않았다. 즉, squarylium을 단독으로 THF에 녹인 용액에서 흡

광도가 급격한 감소하는 광퇴색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주어진 Figure 6에 나타난 것과 같이 squarylium에 bis(dithio- 

benzil) 니켈 화합물인 5a, 5b 및 5c가 각각 첨가하여 THF에 녹인 용

액은 자외선에 조사되면 용액의 최대 흡광도가 squarylium이 단독으

로 THF에 녹인 용액에 비하여 흡광도의 감소현상이 현저하게 줄어드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자외선의 조사시간이 3 min인 경우, 5a가 

첨가된 용액은 초기와 거의 동일한 흡광도, 5b가 첨가된 용액은 초기

의 약 95%, 5c가 첨가된 용액은 초기의 약 90%의 흡광도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외선의 조사시간이 10 min인 경우, 5a가 첨가

된 용액은 초기의 약 95%, 5b가 첨가된 용액은 초기의 약 75%, 5c가 

첨가된 용액은 초기의 약 65%의 흡광도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각각의 bis(dithiobenzil) 니켈 화합물은 squarylium의 광퇴색

현상을 감소시켜 주는 광안정제의 기능을 보유하고, 치환기의 종류 

및 위치에 따라 광안정화제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간 달라짐을 알 

수 있다. 특히, bis(dithiobenzil) 니켈화합물들 중에서 5a가 자외선에 

불안정한 색소의 광퇴색현상을 감소시켜 주는 광안정제로서 가장 효

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사료되어진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치환기의 종류 및 위치가 상이한 bis(dithiobenzil) 니

켈 화합물을 모두 60% 이상의 합성수율로 합성하였고, 이들의 결과들

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Bis(dithiobenzil) 니켈 화합물은 치환기에 

메톡시기를 도입함에 따라 최대흡수파장이 장파장대로 이동하였고, 

입체구조상 불안정하여 유점이 감소하였다. 또한, squarylium에 bis 

(dithiobenzil) 니켈 화합물을 첨가하였을 때, squarylium의 광퇴색현상

을 감소시켜주는 광안정성 효과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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