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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유기발광디바이스용(OLED) 녹색발광재료인 6-알킬-3-크로몬알데히드(2,2-디알킬)하이드라존 유도체의 합성에 

관한 것으로서, 유도체들은 탈수축합반응으로 합성되었다. 이들은 전자흡인성의 6-알킬-3-크로몬알데히드류와 전자공

여성의 2,2-디알킬하이드라존류의 공액구조를 가지고 있다. 합성된 물질들은 각각 FT-IR, 
1
H-NMR 스펙트럼으로부터 

그의 구조적 특성을 확인하였고, 융점, 수득률에 의하여 열적 안정성, 반응성을 확인하였으며, 여기스펙트럼과 발광스

펙트럼으로부터 자외가시광과 발광특성을 확인하였다.

6-Alkyl-3-chromonealdehyde (2,2-dialkyl)hydrazone derivatives were synthesized by dehydration condensation. They are 

green-emitting materials for organic light emitting device (OLED) composed of electron acceptor of 6-alkyl-3-chromonealde-

hydes and electron donor of 2,2-dialkylhydrazones in a conjugated structure. The structural properties of reaction products 

were analyzed by FT-IR and 
1
H-NMR spectroscopy. The thermal stabilities and reactivities were measured by melting points 

and yields. The UV-visibles and PL properties were also determined by excitation spectra and emission spectra, respectively.

Keywords: 6-methyl-3-chromonealdehyde, 6-isopropyl-3-chromenealdehyde, 1,1-diphenylhydrazine, 1-methyl-1-phenylhydrazine,

1,1-dimethylhydrazine

1. 서    론
1)

유기 EL소자는 유기물박막에 음극과 양극을 통하여 주입된 전자

(electron)와 정공(hole)이 재결합(recombination)하여 여기자(excitation)

를 형성하고, 형성된 여기자로부터의 에너지에 의하여 특정한 파장의 

빛이 발생하는 현상으로[1], 1963년 Pope 등에 의하여 유기물질의 일

종인 안트라센(anthracene)의 단결정으로부터 최초로 발견되었다[2]. 

그 후, 1987년 Kodak사의 Tang 등이 발광층으로 유기착화합물인 

Alq3, 전하수송층으로 TPD라고 하는 이중층 저분자 유기물 박막을 형

성시켜서 저전압구동, 고휘도의 OLED를 개발하였고, 효율과 안정성

이 개선된 녹색의 발광소자를 제작하여 저분자 재료를 이용한 유기EL

디스플레이를 개발하려는 노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3].

유기EL디스플레이는 양극의 ITO (indium tin oxide)와 음극의 금속 

사이에 유기발광물질을 스핀코팅 혹은 진공증착으로 박막을 적층한 

후, 전류를 통해서 발광시키는 평면 자체 발광 디스플레이로서[4,5], 

적층된 유기발광물질에 따라서 적색, 녹색, 청색의 3원색 발광이 가능

하고, 조합에 의하여 full color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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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6-10].

발광재료에는 단독의 화합물로서 사용되는 것과, 정공 혹은 전자

수송성의 host재료에 도핑시킨 상태에서 사용되는 것이 있다[11]. 

Alq3에 quinacridone의 녹색을 발광시키면 휘도 및 발광효율이 비약적

으로 향상된다[12]. 한편, 적색발광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dopant로 

여기에너지의 이동을 이용하여 발광색을 적색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적색 dopant로서는 DCM계통[13]과 rubrene[14] 등의 색소가 알려져 

있다. 또한, 청색 발광재료로서는 옥사졸계통[15], 트리아졸계통[16], 

카르바졸계통[17] 및 티오펜계통[18] 등이 보고되어 있으며, 청색발광 

dopant로서는 perylene[19] 등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유기EL의 기초로서, 분자 내에 전자흡인성의 3-크로몬알

데히드류와 전자공여성의 2,2-디알킬하이드라존류의 공액구조를 갖는 

녹색발광재료의 합성을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acceptor와 

donor로서 작용하고 있는 각종치환기에 따르는 반응특성 및 photo-

luminescence를 확인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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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    험

2.1. 시약

본 연구에서 사용된 반응기질인 6-methyl-3-chromonealdehyde 

(Aldrich 97%), 6-isopropyl-3-chromonealdehyde (Aldrich 99%), 1,1-di-

phenylhydrazine (Aldrich 97%), 1-methyl-1-phenylhydrazine (TCI 97%), 

1,1-dimethylhydrazine (Fluka > 97%)은 정제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했고, 

용매로 사용된 ethanol, ethyle acetate (EA), n-hexane, methanol, chloro-

form 등은 시판용을 정제하여 사용했다.

2.2. 분석기기

본 연구에서 합성된 녹색 형광물질은 융점측정장치(melting point 

apparatus, Stuart), 핵자기공명스펙트럼(
1
H-NMR, Varian, Jemini 2000), 

적외분광스펙트럼(FT-IR spectrophotometer, Bio-Rad, FTS 135), 자외

선 및 가시광선 분광광도계(UV visible spectrophotometer, Mecasis, 

Optizen 3220UV), 형광분광광도계(spectrofluorophotometer, Shimadzu, 

RF-5301PC)를 통하여 물질의 구조 및 특성을 확인하였다.

2.3. 녹색발광재료의 합성

녹색발광재료로 사용되는 3-크로몬알데히드(2,2-디알킬)하이드라존 

유도체는 3-크로몬알데히드류와 1,1-디알킬하이드라진류와의 3 h의 

탈수축합반응으로 각각 합성했다.

2.3.1. 메틸기를 치환기로 갖는 3-크로몬알데히드(2,2-디알킬)하이드

라존류의 합성

2.3.1.1. 6-methyl-3-chromonealdehyde(2,2-diphenyl)hydrazone (MCPH)

의 합성

250 mL의 3구 둥근바닥 플라스크에 1,1-diphenylhydrazine hydro-

chloride 1.541 g (7 mmol)과 ethanol 20 mL를 넣고, 5 min간 교반했다. 

이때 용액은 맑고 옅은 갈색이었다. 여기에 6-methyl-3-chromonealdehyde 

1.316 g (7 mmol)을 ethanol 30 mL로서 완전히 용해시킨 후, 둥근바닥 

플라스크에 서서히 첨가하고, 3 h 동안 가열환류했다. 이때 반응용액은 

짙은 녹색으로 변했다. 반응을 종료하고, 상온으로 냉각시킨 후, 반응

용액을 증발 건고하고, 클로로포름으로 재결정하여 녹색분말 1.561 g 

(4.41 mmol)을 얻었다. 

수득률 : 63%, 융점 : 164.3 ℃
1
H-NMR (CDCl3, δ) ; aromatics (14H) : 7.11∼7.59 ppm (multiplet), 

methyl (3H) : 2.46 ppm (singlet),

CH N  (1H) : 1.58 ppm (singlet).

2.3.1.2. 6-methyl-3-chromonealdehyde(2-methyl-2-phenyl)hydrazone 

(MCMPH)의 합성

250 mL의 3구 둥근바닥 플라스크에 1-methyl-1-phenylhydrazine 

0.855 g (7 mmol)과 ethanol 20 mL를 넣고, 5 min간 교반했다. 이때 

용액은 맑고 옅은 갈색이었다. 여기에 6-methyl-3-chromonealdehyde 

1.316 g (7 mmol)을 ethanol 30 mL로서 완전히 용해시킨 후, 둥근바닥 

플라스크에 서서히 첨가하고, 3 h 동안 가열환류했다. 이때 반응용액은 

짙은 녹색으로 변했다. 반응을 종료하고, 상온으로 냉각시킨 후, 반응

용액을 증발 건고하고, 클로로포름으로 재결정하여 녹색분말 1.247 g 

(4.27 mmol)을 얻었다. 

수득률 : 61%, 융점 : 100.9 ℃
1
H-NMR (CDCl3, δ) ; aromatics (9H) : 7.25∼7.48 ppm (multiplet), 

methyl (3H) : 2.48 ppm (singlet),

N CH3

 (3H) : 3.23 ppm (singlet), 

CH N  (1H) : 1.57 ppm (sing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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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FT-IR spectrum of 6-methyl-3-chromonealdehyde(2,2-diphenyl) 

hydrazone (MCPH).

2.3.1.3. 6-methyl-3-chromonealdehyde(2,2-dimethyl)hydrazone (MCMH)

의 합성

250 mL의 3구 둥근바닥 플라스크에 1,1-dimethylhydrazine 0.420 g 

(7 mmol)과 ethanol 20 mL를 넣고, 5 min간 교반했다. 이때 용액은 

맑고 옅은 갈색이었다. 여기에 6-methyl-3-chromonealdehyde 1.316 g 

(7 mmol)을 ethanol 30 mL로서 완전히 용해시킨 후, 둥근바닥 플라스크

에 서서히 첨가하고, 3 h 동안 가열환류했다. 이때 반응용액은 짙은 

녹색으로 변했다. 반응을 종료하고, 상온으로 냉각시킨 후, 반응용액

을 증발 건고하고, 클로로포름으로 재결정하여 녹색분말 0.934 g 

(4.06 mmol)을 얻었다. 

수득률 : 58%, 융점 : 99.4 ℃
1
H-NMR (CDCl3, δ) ; aromatics (4H) : 7.24∼7.49 ppm (multiplet), 

methyl (3H) : 2.46 ppm (singlet), 

N

CH3

CH3

 (6H) : 2.98 ppm (singlet), 

CH N  (1H) : 1.58 ppm (singlet).

2.3.2. 이소프로필기를 치환기로 갖는 3-크로몬알데히드(2,2-디알킬)

하이드라존류의 합성

2.3.2.1. 6-isopropyl-3-chromonealdehyde(2,2-diphenyl)hydrazone (ICPH)

의 합성

250 mL 3구 둥근바닥 플라스크에 1,1-diphenylhydrazine hydro-

chloride 1.540 g (7 mmol)과 ethanol 20 mL를 넣고, 5 min간 교반했다. 

이때 용액은 맑고 옅은 갈색이었다. 여기에 6-isopropyl-3-chromoneal- 

dehyde 1.521 g (7 mmol)을 ethanol 30 mL로서 완전히 용해시킨 후, 

용액을 둥근바닥 플라스크에 서서히 첨가하고, 3 h 동안 가열환류했다. 

이때 반응용액은 짙은 녹색으로 변했다. 반응을 종료하고, 상온으로 

냉각시킨 후, 반응용액을 증발 건고하고, 클로로포름으로 재결정하여 

녹색분말 2.380 g (6.23 mmol)을 얻었다. 

수득률 : 89%, 융점 : 141.45 ℃
1
H-NMR (CDCl3, δ) ; aromatics (14H) : 7.12∼7.25 ppm (multiplet), 

CH3 CH CH3  (6H) : 1.29 ppm (doublet),

CH3 CH CH3  (1H) : 2.29∼3.23 ppm (quintet), 

CH N  (1H) : 1.59 ppm (singlet).

2.3.2.2. 6-isopropyl-3-chromonealdehyde(2-methyl-2-phenyl)hydrazone 

(ICMPH)의 합성

250 mL 3구 둥근바닥 플라스크에 1-methyl-1-phenylhydrazine 0.855 g 

(7 mmol)과 ethanol 20 mL를 넣고, 5 min간 교반했다. 이때 용액은 

맑고 옅은 갈색이었다. 여기에 6-isopropyl-3-chromonealdehyde 1.520 g 

(7 mmol)을 ethanol 40 mL로서 완전히 용해시킨 후, 용액을 둥근바닥 

플라스크에 서서히 첨가하고, 3 h 동안 가열환류했다. 이때 반응용액

은 짙은 녹색으로 변했다. 반응을 종료하고, 상온으로 냉각시킨 후, 반응

용액을 증발 건고하고, 클로로포름으로 재결정하여 녹색분말 1.904 g 

(5.95 mmol)을 얻었다. 

수득률 : 85%, 융점 : 123.1 ℃
1
H-NMR (CDCl3, δ) ; aromatics (9H) : 7.13∼7.43 ppm (multiplet), 

CH3 CH CH3  (6H) : 1.28 ppm (doublet),

CH3 CH CH3  (1H) : 3.02∼3.09 ppm (quintet), 

N

CH3 (3H) : 3.44 ppm (singlet),

CH N  (1H) : 1.55 ppm (singlet).

2.3.2.3. 6-isopropyl-3-chromonealdehyde(2,2-dimethyl)hydrazone (ICMH)

의 합성

250 mL 3구 둥근바닥 플라스크에 1,1-dimethylhydrazine 0.421 g 

(7 mmol)과 ethanol 20 mL를 넣고, 5 min간 교반했다. 이때 용액은 

맑고 옅은 갈색이었다. 여기에 6-isopropyl-3-chromonealdehyde 1.521 g 

(7 mmol)을 ethanol 40 mL로서 완전히 용해시킨 후, 용액을 둥근바닥 

플라스크에 서서히 첨가하고, 3 h 동안 가열환류했다. 이때 반응용액

은 짙은 녹색으로 변했다. 반응을 종료하고, 상온으로 냉각시킨 후, 반응

용액을 증발 건고하고, 클로로포름으로 재결정하여 녹색분말 1.481 g 

(5.74 mmol)을 얻었다. 

수득률 : 82%, 융점 : 51 ℃
1
H-NMR (CDCl3, δ) ; aromatics (4H) : 7.23∼7.55 ppm (multiplet), 

CH3 CH CH3  (6H) : 1.28 ppm (doublet),

CH3 CH CH3  (1H) : 2.98∼3.10 ppm (quintet), 

N

CH3

CH3

 (6H) : 2.98 ppm (singlet), 

CH N  (1H) : 1.59 ppm (singlet).

3.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 합성한 녹색발광재료인 3종류의 6-메틸-3-크로몬알데

히드(2,2-디알킬)하이드라존유도체들과 3종류의 6-이소프로필-3-크로몬

(2,2-디알킬)하이드라존 유도체들은 6-메틸-3-크로몬알데히드 혹은 6-

이소프로필-3-크로몬알데히드와 1,1-디알킬하이드라진류와의 3 h 탈수

축합반응으로 합성되었다.

이와 같은 반응으로 합성한 6-메틸-3-크로몬알데히드(2,2-디페닐)하

이드라존(MCPH)의 FT-IR스펙트럼의 경우, Figure 1에서 하이드라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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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FT-IR spectrum of 6-isopropyl-3-chromonealdehyde(2,2- 

diphenyl)hydrazone (ICPH).

Figure 3. 
1
H-NMR spectrum of 6-methyl-3-chromonealdehyde(2- 

methyl-2-phenyl)hydrazone (MCMPH).

Figure 4. 
1
H-NMR spectrum of 6-isopropyl-3-chromonealdehyde(2- 

methyl-2-phenyl)hydrazone (ICMPH).

( CH N )의 진동피크는 1636 cm
-1 

부근에서, 카르보닐기(-CO-)의 

진동피크는 1480 cm
-1
에서 나타나고, 6-메틸-3-크로몬알데히드(2-메틸

-2-페닐)하이드라존(MCMPH)의 경우, 하이드라존( CH N )의 

진동피크는 1642 cm
-1 

부근에서, 카르보닐기(-CO-)의 진동피크는 

1478 cm
-1
에서 나타나며, 6-메틸-3-크로몬알데히드(2,2-디메틸)하이드

라존(MCMH)의 경우, 하이드라존( CH N )의 진동피크는 1637 

cm
-1
부근에서, 카르보닐(-CO-)의 진동피크는 1476 cm

-1 
부근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6-이소프로필-3-크로몬(2,2-디페닐)하이드라존

(ICPH)의 경우에는, Figure 2에서 하이드라존( CH N )의 진동피

크는 1645 cm
-1 

부근에서, 카르보닐기(-CO-)의 진동피크는 1478 cm
-1 

부근에서 나타나고, 6-이소프로필-3-크로몬알데히드(2-메틸-2-페닐)

하이드라존(ICMPH)의 경우, 하이드라존( CH N )의 진동피크는 

1639 cm
-1 

부근에서, 카르보닐(-CO-)의 진동피크는 1480 cm
-1 

부근에서 

나타나며, 6-이소프로필-3-크로몬알데히드(2,2-디메틸)하이드라존(ICMH)의 

경우, 하이드라존( CH N )의 진동피크는 1642 cm
-1 

부근에서, 

카르보닐(-CO-)의 진동피크는 1479 cm
-1
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 합성한 6-메틸-3-크로몬알데히드(2,2-디페닐)하이드

라존(MCPH)의 
1
H-NMR스펙트럼의 경우, 방향족의 14개의 수소는 

7.11∼7.59 ppm에서 multiplet으로 나타났고, 메틸기의 3개의 수소는 

2.46 ppm에서 singlet으로 나타났으며, 합성여부를 알 수 있는 하이

드라존의 1개의 수소는 1.58 ppm에서 singlet으로 나타났다. 또한 6-메

틸-3-크로몬알데히드(2-메틸-2-페닐)하이드라존(MCMPH)의 경우에는 

Figure 3에서 방향족의 9개의 수소는 7.25∼7.48 ppm에서 multiplet으로 

나타났고, 메틸기의 3개의 수소는 2.48 ppm에서 singlet으로, 

N CH3

의 3개의 수소는 3.23 ppm에서 singlet으로 나타났으며, 

합성여부를 알 수 있는 하이드라존의 1개의 수소는 1.57 ppm에서 sin-

glet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6-메틸-3-크로몬알데히드(2,2-디메틸)하이

드라존(MCMH)의 경우, 방향족의 4개의 수소는 7.24∼7.49 ppm에서 

multiplet으로 나타났고, 메틸기의 3개의 수소는 2.46 ppm에서 singlet

으로, 

CH3 N CH3

의 6개의 수소는 2.98 ppm에서 singlet으로 

각각 나타났으며, 합성여부를 알 수 있는 하이드라존의 1개의 수소는 

1.58 ppm에서 singlet으로 나타났다. 한편, 6-이소프로필-3-크로몬알데

히드(2,2-디페닐)하이드라존(ICPH)의 경우, 방향족의 14개의 수소는 

7.12∼7.25 ppm에서 multiplet으로 나타났고, CH3 CH CH3의 6

개의 수소는 1.29 ppm에서 doublet으로, CH3 CH CH3의 1개의 

수소는 2.92∼3.23 ppm에서 quintet으로 나타났으며, 합성여부를 알 

수 있는 하이드라존의 1개의 수소는 1.59 ppm에서 singlet으로 나타났

다. 또한, 6-이소프로필-3-크로몬알데히드(2-메틸-2-페닐)하이드라존

(ICMPH)의 경우, Figure 4에서 방향족의 9개의 수소는 7.13∼7.43 

ppm에서 multiplet으로 나타났고, CH3 CH CH3의 6개의 수소는 

1.28 ppm에서 doublet으로, CH3 CH CH3의 1개의 수소는 3.02

∼3.09 ppm에서 quintet으로, 
N CH3

의 3개의 수소는 3.44 ppm

에서 singlet으로 각각 나타났으며, 합성여부를 알 수 있는 하이드라존

의 1개의 수소는 1.55 ppm에서 singlet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6-이소프

로필-3-크로몬알데히드(2,2-디메틸)하이드라존(ICMH)의 경우, 방향족

의 4개의 수소는 7.23∼7.55 ppm에서 multiplet으로 나타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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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re 5. UV visible spectrum of 6-methyl-3-chromonealdehyde(2,2-

dimethyl)hydrazone (MCMH).

Figure 6. PL (photoluminescence) spectrum of 6-methyl-3-chromo- 

nealdehyde (2,2-dimethyl)hydrazone (MCMH).

Figure 7. UV visible spectrum of 6-isopropyl-3-chromonealdehyde 

(2,2-dimethyl)hydrazone (ICMH).

Figure 8. PL (photoluminescence) spectrum of 6-isopropyl-3-chromo- 

nealdehyde(2,2-dimethyl)hydrazone (ICMH).

CH3 CH CH3의 6개의 수소는 1.28 ppm에서 doublet으로, 

CH3 CH CH3의 1개의 수소는 2.98∼3.10 ppm에서 quintet으로, 

CH3 N CH3

의 6개의 수소는 2.98 ppm에서 singlet으로 나타났

으며, 합성여부를 알 수 있는 하이드라존의 1개의 수소는 1.59 ppm에

서 singlet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탈수축합반응으로 합성한 6-메틸-3-크로몬알데히드

(2,2-디페닐)하이드라존(MCPH)의 UV-visible 스펙트럼은 실온에서 

chloroform용액으로 측정한 결과 415 nm에서 최대의 excitation 스펙

트럼의 피크를 보이고 있으며, 415 nm의 λex로서 조사한 PL 

(photoluminescence)의 스펙트럼은 502 nm에서 녹색에 상당하는 최대

의 emission피크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6-메틸-3-크로몬알데히드(2-

메틸-2-페닐)하이드라존(MCMPH)의 경우, 415 nm에서 최대의 ex-

citation스펙트럼의 피크를, 415 nm의 λex로서 조사한 PL스펙트럼은 

502 nm에서 녹색에 상당하는 emission피크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6-메틸-3-크로몬알데히드(2,2-디메틸)하이드라존(MCMH)의 경우, Figures 

5, 6에서 보는바와 같이 400 nm에서 최대의 excitation스펙트럼의 

피크를, 400 nm의 λex로서 조사한 PL스펙트럼은 502 nm에서 녹색에 

상당하는 최대의 emission피크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6-이소프로필- 

3-크로몬알데히드(2,2-디페닐)하이드라존(ICPH)의 UV-visible 스펙트

럼은 415 nm에서 최대의 excitation스펙트럼의 피크를 보이고 있으며, 

415 nm의 λex로서 조사한 PL의 스펙트럼은 502 nm에서 녹색에 상당

하는 최대의 emission피크를 나타낸다. 또한, 6-이소프로필-3-크로몬

알데히드(2-메틸-2-페닐)하이드라존(ICMPH)의 경우, 395 nm에서 최

대의 excitation스펙트럼의 피크를, 395 nm의 λex로서 조사한 PL의 스

펙트럼은 502 nm에서 녹색에 상당하는 최대의 emission피크를 나타내

고 있다. 그리고, 6-이소프로필-3-크로몬알데히드(2,2-디메틸)하이드라

존(ICMH)의 경우에는, Figures 7, 8에서와 같이 390 nm에서 최대의 

excitation스펙트럼의 피크를, 390 nm의 λex로서 조사한 PL스펙트럼은 

502 nm에서 녹색에 상당하는 최대의 emission피크를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 합성한 6종류의 녹색발광 6-알킬-3-크로몬알데히드

(2,2-디알킬)하이드라존류에 있어서 emission스펙트럼은 모두 동일하게 

502 nm에서 최대 PL피크를 나타내고 있지만, excitation스펙트럼은 디

알킬하이드라존에 있어서 전자공여성 치환기인 페닐기와 메틸기의 

안정성에 따르는 차이로 인하여 390∼415 nm에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 합성한 메틸기를 치환기로 갖는 3종류의 

6-메틸-3-크로몬알데히드(2,2-디알킬)하이드라존류와 이소프로필기를 

치환기로 갖는 3종류의 6-이소프로필-3-크로몬알데히드(2,2-디알킬)하이

드라존류는 모두 녹색의 발광재료로서 Table 1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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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operties of 6-methyl-3-chromonealdehyde(2,2-dialkyl)hydra- 

zones and 6-isopropyl-3-chromonealdehyde(2,2-dialkyl)hydrazones

Products
Reaction time 

(h)

Yield 

(%)

Mp 

(℃)

Excitation 

(nm)

Emission 

(nm)
Color

MCPH 3 63 164.3 415 502 green

MCMPH 3 61 100.9 415 502 green

MCMH 3 58 99.4 400 502 green

ICPH 3 89 141.5 415 502 green

ICMPH 3 85 123.1 395 502 green

ICMH 3 82 51 390 502 green

4. 결    론 

본 연구는 유기EL에서 사용되고 있는 발광재료의 합성에 관한 것

으로서, 메틸기를 치환기로 갖는 6-메틸-3-크로몬알데히드와 이소프

로필기를 치환기로 갖는 6-이소프로필-3-크로몬알데히드를 각각 1,1-

디페닐하이드라진, 1-메틸-1-페닐하이드라진, 1,1-디메틸하이드라진과 

에탄올 용매 중 3 h의 가열환류하에서 탈수축합반응으로 6종류의 녹색 

발광재료를 합성하고, FT-IR과 
1
H-NMR분석에 의하여 합성여부를 확인

하였고, UV-visible과 PL측정으로 excitation스펙트럼과 emission스펙

트럼을 확인함으로써 이들의 광물리적 특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합성한 3종류의 6-메틸-3-크로몬알데히드(2,2-디알킬)

하이드라존류와 3종류의 6-이소프로필-3-크로몬(2,2-디알킬)하이드라존

류의 UV visible spectrum에서, 이들은 390∼415 nm영역에서 다른 ex-

citation spectrum을 나타내지만, 이들 각각의 λex로서 조사한 PL 

(photolumine- scence)의 spectrum은 모두가 502 nm에서 녹색에 상당

하는 최대의 emission피크를 나타냈다.

이들의 반응 수득률은, 3종류의 메틸기를 치환기로 갖는 6-메틸-3-

크로몬알데히드(2,2-디알킬)하이드라존의 경우, MCPH 63%, MCMPH 

61%, MCMH 58%의 수득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의 수득률은 생성

물의 입체적 안정성에 따르고 있다. 즉, 하이드라진에 치환된 페닐기

가 메틸기보다도 안정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3종류의 이소프로필기를 치환기로 갖는 6-이소프로필-3-크로몬

알데히드(2,2-디알킬)하이드라존의 경우 ICPH 89%, ICMPH 85%, ICMH 

82%의 수득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도 마찬가지로 입체적 안정성에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메틸기를 치환기로 갖는 6-메틸-3-크로몬

알데히드(2,2-디알킬)하이드라존류에 비하여 이소프로필기를 치환기

로 갖는 6-이소프로필-3-크로몬알데히드(2,2-디알킬)하이드라존류가 

수득률이 높은 것은, 이소프로필기가 메틸기보다도 전자공여성이 크기 

때문에 3-크로몬알데히드와 1,1-디알킬하이드라진류와의 탈수축합반

응이 잘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반응 생성물의 융점은, 3종류의 메틸기를 치환기로 갖는 6-메틸-3-

크로몬알데히드(2,2-디알킬)하이드라존의 경우 MCPH 164.3 ℃, MCMPH 

100.9 ℃, MCMH 99.4 ℃이다. 이들의 융점도 생성물의 입체적 안정성

에 따르고 있다. 한편, 3종류의 이소프로필기를 치환기로 갖는 6-이소

프로필-3-크로몬알데히드(2,2-디알킬)하이드라존의 경우 ICPH 141.5 ℃,

ICMPH 123.1 ℃, ICMH 51 ℃이다. 이들도 입체적 안정성에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페닐기를 치환기로 갖는 하이드라존류가 메

틸기를 치환기로 갖는 하이드라존류 보다도 융점이 높은 것은 페닐기가 

메틸기보다도 공액구조에 크게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녹색을 발광하는 이들 6종류의 화합물들은 유기EL소자로서 많이 

사용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다음의 연구에서는 진공증착에 의한 

유기EL소자를 제작하여 이들의 광학적 특성을 상세히 연구검토하려고 

한다.

감    사

본 연구는 2009년 단국대학교 대학연구비의 지원으로 연구된 것으

로서 이에 감사드린다.

참 고 문 헌

 1. T. W. Hagler, K. Pakbaz, K. Voss, and A. J. Heeger, Phys. Rev., 

B 44, 8652 (1992).

 2. M. Pope, H. P. Kallmann, and P. Magnante, J. Chem. Phys., 38, 

2042 (1962).

 3. C. W. Tang and S. A. VanSlyke, Appl. Phys. Lett., 51, 902 (1987).

 4. W. Helfrich and W. G. Schneider, Phy. Rev. Lett., 14, 229 (1965).

 5. C. Adachi, S. Tokito, T. Tsutsui, and S. Saito, JPN, J. Appl. Phys. 

27, L713 (1988).

 6. J. H. Burroughes, D. D. C. Bradley, A. R. Brown, R. N. Marks, 

K. Mackay, R. H. Friend, P. L. Burnm, and A. B. Holmes, Nature, 

374, 539 (1990).

 7. J. Kido, H. Hayase, K. Hongawa, K. Nagai, and K. Okuyama, 

Appl. Phys. Lett., 65, 212 (1994).

 8. D. U. Kim and T. Tsutsui, J. Appl. Phys., 80, 4785 (1996).

 9. Z. Yang, I. Sokolik, and F. E. Karatz, Macromolecules, 26, 1188 

(1993).

10. X. B. Ding, Synthetic Matals, 142, 267 (2004).

11. C. W. Tang, S. A. VanSlyke, and C. H. Chen, J. Appl. Phys, 65, 

3610 (1989).

12. S. Saito, T. Tsutsui, M. Era, N. Takada, C. Adadhi, Y. Hamada, 

and T. Yakimoto, Proc. SPIE, 1910, 212 (1993).

13. S. Tokito, T. Tsutui, and Y. Taga, J. Appl. Phys., 86, 2407 (1999).

14. Y. Hamada, H. Kanno, T. Tsujioka, H. Takahashi, and T. Usuki, 

Appl. Phys. Lett., 75, 1682 (1999).

15. C. Adachi, T. Tsutui, and S. Saito, Appl. Phys. Lett., 55, 1489 

(1989).

16. J. Kido, C. Ohtaki, K. Hongawa, K. Okuyama, and K. Nagai, JPN, 

J. Appl. Phys., 32, L917 (1993).

17. M. Carrard, S. G. Conto, L. S. Ahmed, D. Ades, and A. Siove, 

Thin Solid Films, 352, 189 (1999).

18. K. Yoshino, P. Love, M. Onoda, and R. Sugimoto, JPN, J. Appl. 

Phys., 27, L2388 (1998).

19. S. Hayashi, H. Etoh, and S. Saito, JPN, J. Appl. Phys., 25. L773 

(19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