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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주사슬에 방향족 고리와 펜타메틸렌 그룹을 포함하고 있는 반유연성 폴리에스터가 direct polycondensation
에 의하여 합성되었다. 합성된 중합체의 구조는 1H-NMR과 FT-IR에 의해, 상전이거동에 대해서는 DSC, TGA
및 직교된 편광현미경에 의하여 관찰되었다. 합성된 중합체의 고유점성도 (ηinh)는 0.46에서 1.30 dL/g 사이의 값으
로 측정되었고, 분자사슬 중 강직사슬그룹의 선형성이 클수록 용융전이온도 (Tm)는 높았으며, 용해도 조사에 사용된
유기용매에 대한 용해도는 감소되었다. 그리고, 중합체들 중 P-H, P-mH, P-4H는 넓은 비등방성 영역에서 열방성
네마틱 액정상을 나타내었으나 P-R, P-C, P-2B는 액정상을 나타내지 않았다.
ABSTRACT：Semi flexible polyesters containing aromatic rings and pentamethylene groups in the main chain were synthesized by direct polycondensation reaction. The structures of these polymers were investigated by 1H-NMR and FT-IR
and the phase transition behavior was characterized with DSC, TGA and crossed polarizing microscope. Inherent viscosities
(ηinh) of polymers measured in phenol/p-chlorophenol/1,1,2,2-tetrachloroethane were between 0.46 and 1.30 dL/g. As increasing
the linearlity of rigid moieties in polyster, melting transition temperatures (Tm) increased and solubilities in organic solvents
decreased. P-H, P-mH and P-4H of the polymers formed turbid melts that showed stir-opalescence and nematic phase at
the broad anisotropic region, However, P-R, P-C and P-2B did not exhibit any textures related to the liquid crystallinity.
Keywords：liquid crystal, polyester, mesogen, methylene spacer, direct polycondensation

Ⅰ. 서

론

현재 공업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재료
들 중 액정고분자는 사슬의 견고함과 흐름상태에서 배열의
용이함으로 인하여 우수한 열적, 기계적 성질을 나타내고 있
다.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재료로서 많은 주목을 받으며 많은
연구진들의 연구의 대상이 되어 왔다.
메소겐을 주사슬에 갖는 액정고분자는 전방향족 액정고분
자와 메소겐과 유연격자를 반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반유연
성 액정고분자로 표현할 수 있는데, 전방향족액정고분자는 주
사슬의 견고함으로 인하여 기계적인 물성은 우수하나 열이나
†

대표저자 E-mail: msbang@kongju.ac.kr

용매에 잘 용융 또는 용해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
에 중합체의 액정성을 연구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다.1～3 따
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연격자를 메소겐 사이에
두어 사슬의 유연성을 증가시키거나 메소겐의 구조를 비선형
구조를 갖도록 하여 분자들 간의 패킹을 어렵게 하거나, 또는
벌키한 치환기를 갖도록 하여 분자간력을 감소시킴으로서 물
성을 개선할 수 있다.4～9
중합체가 액정상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고분자 사슬 전체가
강직한 막대형이던지 어느 정도의 긴 강직막대구조인 메소겐
을 포함하여야 한다. Flory 등10의 보고에 의하면 유방성액정
(lyotropic LC)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메소겐의 축비가 6.42 이
상이면 액정상을 형성한다고 보고하였으며, 열방성액정중합
체 (TLCP)의 경우 3이상이면 액정을 형성할 수 있음을 보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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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반유연성 액정중합체는 주쇄에 있는 유연격자들이
저분자액정에서 볼 수 있는 말단 알킬기와 매우 유사한 역할
을 한다고 볼 수 있으며, 유연격자의 길이변화나 메소겐의 분
자구조가 중합체의 열적성질이나 액정성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Samulski 등11은 메소겐의 비선형정도에 따른 액정성 또는
열적성질에 대한 연구에서 메소겐의 비선형 정도가 큰 중합체
는 액정을 형성하지 못하였으며, 더 낮은 용융전이온도를 나
타내었음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중합체 중의 강직사슬의 구조
가 어느 정도 굽은 구조를 갖더라도 액정상을 형성하는데는
지장이 없으나, 메소겐의 기하학적인 구조가 중합체의 액정성
에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하다.
Eastman Kodak사의 Jackson과 Kuhfuss는12,13 메틸, t-부틸 등
의 치환기를 갖는 방향족 폴리에스테르를 보고하였는데, 메소
겐에 치환기가 있는 경우, 도입된 치환기의 종류나 크기에 따
라 차이는 있으나 치환기가 없는 경우의 중합체 보다 용융전
이온도가 훨씬 낮아짐을 보고하였다. 이는 치환기가 분자사슬
간의 간격을 멀게 하여 사슬의 패킹을 어렵게 하고, 치환기
위치의 불규칙성 또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14
본 연구에서는 중합체 주사슬에 메틸렌 유연격자를 펜타메
틸렌기로 고정하고, 여러 가지 강직사슬구조를 갖도록 중합체
를 설계 ․ 합성하여 강직사슬구조의 변화에 따른 열적성질, 용
해성, 액정성 등을 조사하였다.

Ⅱ. 실

험

다. 중합체들 중 P-H인 경우를 예를 들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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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얼음중탕기내에서 SOCl2 2.487 g (2.091x10-2 mole)에 피
리딘 20.27 ml (2.509x10-2 mole)를 천천히 가하고 20분간 반응
시킨 후 TCE/피리딘 (16 ml/8 ml)에 용해시킨 단위체인 4,4'-디
카르복시-1,5-디페녹시펜탄 3.00 g (8.712x10-3mole)을 천천히
떨어뜨리고 30분동안 반응시켰다. 얼음중탕기를 제거하고, 실
온에서 반응물을 강하게 교반시키며 TCE/피리딘 (16 ml/8 ml)
에 용해된 하이드로퀴논 0.960 g (8.712x10-3mole)을 적하하고,
이 반응물을 80 ℃의 기름중탕기내로 옮겨 15시간동안 반응시
킨 후 메탄올에 떨어뜨려 침전을 얻었다. 생성된 중합체는 메
탄올과 증류수로 수회 세척한 후 아세톤으로 24시간동안 속슬
렛하고 60 ℃의 진공오븐에서 건조하였다.

1. 시약 및 기기

Ⅲ.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시약인 ethyl-4-hydroxybenzoate, 1,5-dibromopentane, hydroquinone, resorcinol, catechol, methyl hydroquinone, 2,2'-biphenol, 4,4-biphenol, pyridine, 1,1,2,2-tetrachloroethane (TCE)는 Aldrich사 제품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thionyl
chloride는 triphenylphosphite와 2시간동안 환류시킨 후 증류하
여 사용하였다.
합성된 화합물과 중합체의 구조분석, 열분석 및 액정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IR spectrophotometer (Perkin Elmer Spectrum
1000), 1H-NMR spectrophotometer (JEOL JNM-AL 300), DSC
(TA DSC Q20), TGA (PL STA 625), cross polarizing microscope
(Leitz ortholux), hot stage (Linkam TP 92)를 이용하였다.
2. 단위체 및 중합체의 합성
단위체인 4,4'-디카르복시-1,5-디페녹시펜탄의 합성은 Griffine
과 Havens의 방법15에 의하여 합성하였고, 중합체의 합성은
아래 반응식과 같이 direct polycondensation에 의한 용액중합
법16으로 행하였으며, 피리딘과 SOCl2를 축합촉매로 사용하였

1. 중합체의 합성 및 구조확인
중합체의 합성은 TCE/피리딘 혼합용매 중에서 합성되었으
며 단위체가 모두 첨가된 초기에는 균일한 용액상태였으나
반응 후 시간이 지나면서 반응물의 점성이 커지기 시작하였으
며, 반응 후 6시간부터 소량의 반응물을 채취하여 반응 정도를
TLC 및 IR로 확인 해 본 결과 거의 13시간까지 소량의 미반응
물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중합반응시간은 단위체의 종류에 따
라 약간씩의 차이는 있으나 13시간에서 15시간 정도로 하였다.
Figure 1은 생성된 중합체 (P-H)의 IR 스펙트럼으로서 단위
체의 OH 신축진동 피이크가 사라지고 카르복시산의 C=O 피
이크가 1685 cm-1에서 에스테르의 C=O 피이크인 1730 cm-1로
이동된 것으로서 중합체가 생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Figure 2의 1H-NMR 스펙트럼의 경우 P-H, P-R, P-mH, P-2B
중합체는 CF3COOD를, P-C는 CDCl3를 사용하였으며, P-4B는
적당한 용매를 찾지 못하여 스펙트럼을 얻지 못하였다. P-H
스펙트럼의 경우 δ7.6～7.8 (4H, CO-C6H2-), 6.6～6.9 (8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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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nherent Viscositya and Solubilityb of Polymers
Polymers

ηinh

P-H

1.15

×

×

×

○

×

○

P-R

0.59

×

×

○

○

○

○

P-C

0.46

×

×

○

○

○

○

P-mH

0.73

×

×

○

○

○

○

P-2B

0.48

×

×

○

○

○

○

P-4B

1.30

×

×

×

×

×

○

a

b

Toluene CCl4 CHCl3 TCE DMF H2SO4

Inherent viscosities were measured at a concentration of
0.5 g/dL in a phenol/p-chlorophenol/1,1,2,2-tetrachloroethane
(25/40/35=w/w/w) at 40 ℃.
○ : Soluble on heating
× : Insoluble

Figure 1. IR spectrum of the polymer(P-H).

O-C6H4-), 3.8 (4H. -OCH2-), 1.3～1.6 (6H. -OCH2-CH2-CH2)에서
보이는 각각의 피이크의 면적비를 중합체 구조와 비교했을
때 정량적으로 일치함으로써 중합체가 합성되었음을 확인하
였다. 합성된 중합체들의 수율은 78.2～88.1% 범위를 나타내
었다.

용하여 40 ℃ 항온조에서 측정되었으며, 0.46～1.3 dL/g의 값
으로 측정되었다. 합성된 중합체들 중 P-H와 P-4B는 1.15와
1.30 dL/g로서 비교적 고분자량의 중합체가 얻어졌으나 P-C와
P-2B는 0.46과 0.48 dL/g로서 비교적 낮은 분자량의 중합체가
생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중합체들이 같은 중합조건에
서 합성되었음을 고려해 볼 때 분자 중의 치환기나 굽은 구조
로 인한 입체장애가 중합반응성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
된다.
Figure 3은 각 중합체 내의 강직사슬 구조가 가장 낮은 에너
지 상태에 있을 때의 분자형태를 나타낸 그림으로서 중합체
P-H, P-mH, P-4B는 펼쳐진 직선의 형태를 하고 있으나, P-R,
P-C, P-2B는 굽은 형태를 보여 주고 있다. 이처럼 중합체사슬
구조는 입체장애 등의 구조요인으로 인하여 중합반응에 영향
을 미칠 뿐만 아니라 중합반응 결과 생성된 중합체들의 분자
사슬간 패킹이나 분자간력 등에 영향을 주어 중합체의 용해도
및 열적성질 등의 물성에 영향을 주게 된다.
본 실험에서 합성된 중합체들의 용해도를 조사해 본 결과,
모든 중합체들은 황산에 용해되었으며, 치환기가 없는 직선형
의 중합체인 P-4B는 사용된 모든 유기용매에 용해되지 않았으
며, P-H는 TCE에만 용해되었다. 메소겐 구조 중 굽은구조를
갖거나 치환기로서 메틸기를 갖는 중합체인 P-R, P-C, P-2B
그리고 P-mH는 용해성이 선형의 강직사슬 구조를 갖는 중합
체 보다 커짐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강직사슬구조가 굽은구조이거나 벌키한 치환기를 가질 경우
용해성을 개선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 중합체의 점성도 및 용해도

3. 열적성질

Table 1은 중합체들의 고유점성도와 용해도를 조사한 결과
로서, 생성된 중합체의 고유점성도 값은 페놀/p-클로로페놀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25/40/35 = w/w/w) 혼합용매를 사

Figure 4는 합성된 중합체들의 DSC 열곡선을 나타내었으며,
Table 2에 DSC 측정결과인 열전이온도 등의 열역학적인 값들
을 정리하였다.

Figure 2. 1H-NMR spectra of the polymers (CF3COOD or CDCl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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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H

(b) P-R

(c) P-C

(d) P-mH

(e) P-2B

(f) P-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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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Lowest free energy conformations of the rigid rod groups in polymers.

Figure 4. DSC thermograms of polymers at a heating rate of 10
℃/min.

Table 2. Properties of Polymers
Polymers yield
(n)
(%)

Tg
(℃)

Tm
(℃)

Ti
(℃)

ΔHm
(J/g)

ΔHi
(J/g)

LC
Phase

6.3

5.2

nematic

P-H

87.3

86.8

190.6 357.3

P-R

84.0

72.1

179.7

-

32.4

-

none

P-C

78.2

70.6

139.8

-

45.5

-

none

P-mH

80.3

66.7

137.4 316.0

7.2

5.5

nematic

P-2B

79.1

57.2

129.4

P-4B

88.1

76.5

295.9 387.8

-

37.0

-

none

13.2

4.7

nematic

Figure 4의 DSC 열곡선과 Figure 3의 중합체 내의 강직사슬
의 구조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중합체의 용융온도(Tm)는 중합
체 내의 강직사슬이 직선형인 것이 높았으며, 길이가 길수록
더 높았다. 3개의 페닐렌 고리를 가지고 있는 중합체인 P-H,
P-R, P-C, P-mH를 비교해 보면, 굽은 구조가 클수록 낮은 Tm을
나타내었으며, 직선형이면서 메틸치환기를 갖는 P-mH는 가
장 낮은 값을 나타냄으로서 메틸치환기의 존재가 가장 굽은
구조의 중합체인 P-C 만큼 Tm을 낮추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4개의 페닐렌 고리를 가지고 있는 중합체인
P-2B와 P-4B를 비교해 보면 굽은형이 직선형의 중합체 보다
166.5 ℃나 낮은 Tm 값을 나타냄으로서 메소겐의 기하학적인
구조가 Tm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고 있다. 강직사
슬의 길이가 가장 긴 중합체인 P-4B는 합성된 중합체들 중
가장 높은 Tm (295.9 ℃)을 나타내었으며, 390 ℃ 부근까지 액
정상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450 ℃ 부근에서 급격한 분해현상
을 나타내었다.
직선구조를 갖는 중합체인 P-H, P-mH, P-4B는 등방성화 전
이온도(Ti)를 보여 줌으로서 액정상 중합체임을 보여 주고 있
으며, 굽은 구조의 중합체들은 모두 액정상을 나타내지 않았
으며, 이들은 액정상 중합체인 직선형 중합체들 보다 훨씬 큰
ΔHm 값을 보여 주고 있다.
Figure 5와 Table 3은 합성된 중합체들의 열분해안정성의
관찰을 위한 TGA 결과로서 각 중합체들의 초기 분해율을 비
교해 보면, 중합체 P-R, P-C가 347 ℃이하에서 열분해가 시작
하는 것을 보여 주고 있으며, 그 외의 중합체들은 370 ℃ 근처
에서 분해가 시작되었다. 특히 중합체 P-2B의 경우 낮은 용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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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H
Figure 5. TGA thermograms of polymers at a heating rate of 10
℃/min.

Table 3. Thermogravimetric Analyses of Polymers

a
b

Polymers

5% TD

a

Wtb (%)

P-H

373

19.58

P-R

335

9.63

P-C

347

9.82

P-mH

370

19.84

P-2B

375

23.04

P-4B

391

24.14

(b) P-mH

Initial 5% weight loss temperature.
weight percent of residue at 600 ℃.

온도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양호한 열안정성을 나타내
었다. 또한 600 ℃에서의 잔류량은 9.63～24.14% 범위로서 반
복단위 중 방향족고리를 4개 가지고 있는 비페닐렌 구조를
갖는 중합체인 P-2B, P-4B가 많은 잔류량을 나타내었으며, 방
향족고리를 3개 가지고 있으면서 굽은구조를 하고 있는 중합
체인 P-R, P-C는 낮은 잔유량을 나타내었다.
4. 중합체의 액정성
합성된 중합체들 중 P-H, P-mH, P-4B는 DSC상에서 Tm과
Ti 두 전이온도가 확인되었듯이 편광현미경 관찰결과에서 액
정상 중합체임이 알 수 있었으며, 중합체 P-R, P-C, P-2B는
Tm 이후 등방성화 됨으로써 액정성을 나타내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Figure 6은 중합체들의 편광현미경 사진으로서
액정상을 갖는 모든 중합체들은 thread-like texture의 네마틱
액정상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넓은 온도구간에서 액정상을
나타내었다. mp 측정기에서의 관찰 결과, 중합체 P-H의 경우,
용융 초기에는 용융점성도가 매우 커 유리판사이에서의 미끄
러짐이 힘들었으나 260 ℃정도부터 점성도가 급격히 낮아져

(c) P-4B
Figure 6. Photomicrographs of LCP's taken at (a) 280 ℃, (b) 280
℃ and (c) 320 ℃ (magnification 200x).

미끄러짐이 자유로워 졌으며, 이때 강한 stir-opalescence가 관
찰되었다. 특히 중합체 P-4B의 경우 높은 Tm으로 인하여 액정
상 영역에서 분해가 진행됨을 시료의 색깔변화로부터 확인할
수 있었다.

Ⅳ. 결

론

본 연구에서 합성된 중합체의 물성을 조사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합성된 중합체들의 수율은 78.2～88.1% 였으며, 고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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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는 0.46～1.30 dL/g로 조사되었다. 중합체들의 용해성은
강직사슬의 길이가 길고, 직선성이 클수록 용해성이 낮았으
며, 굽은 구조이거나 선형이지만 메틸치환기를 갖는 중합체들
은 용해성이 커짐을 보였다. 열전이온도 역시 중합체들 중 강
직사슬의 직선성이 클수록 높았으며, 선형의 강직사슬에 메틸
치환기가 있는 중합체 (P-mH)가 굽은 구조의 중합체 (P-C) 보
다 더 낮은 값을 나타냄으로써 열전이온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치환기 역시 매우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강직사슬의
직선성이 큰 중합체인 P-H, P-mH, P-4B는 DSC와 편광현미경
관찰 결과 네마틱상의 액정중합체로 확인되었으며, 굽은 구조
를 하고 있는 중합체인 P-R, P-C, P-2B는 액정상을 띠지 않았
다. 그리고, 중합체 반복단위 중 방향족고리 함량이 클수록,
선형의 강직사슬구조의 중합체일수록 열안정성이 우수함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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