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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유연격자로서 분자 중앙에 부틸렌 또는 펜타메틸렌기를 갖는 두 시리즈의 비대칭 이메소젠 화합물을 합성하고, 이들
의 열적성질 및 액정성을 연구하였다. 합성된 화합물의 메소젠기는 콜레스테릴기와 곁 치환기를 포함하고 있는 아조
벤젠기로 되어 있으며, 이들 액정화합물의 화학구조와 액정성은 FT-IR, 1H-NMR, 시차주사열량분석기(DSC), 편광현미
경(POM)에 의하여 조사되었다. 화합물 D5-OCH3를 제외한, 합성된 모든 화합물들은 양방성 액정성을 나타내었고, 유
연격자의 탄소수가 짝수인 경우 넓은 액정상 온도구간과 높은 등방성 전이온도를 나타내었다. 곁 치환기가 액정성에 
미치는 영향으로, 부피가 큰 치환기를 갖는 화합물들은 좁은 액정상 온도구간과 낮은 등방성 전이온도를 나타내었으
며, 극성 치환기를 갖는 화합물들은 스멕틱 액정상의 높은 안정성을 나타내었다.

Abstract
Two series of unsymmetric dimesogenic compounds containing a butylene or pentamethylene group as the flexible spacer 
were synthesized and their thermal and mesomorphic properties were studied. Mesogenic groups of the synthesized compounds 
consisted of a cholesteryl and an azobenzene group with lateral substituent. Chemical structures and mesomorphic properties 
of the synthesized compounds were investigated by FT-IR, 1H-NMR,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er (DSC), and polarizing 
optical microscope (POM). All synthesized compounds, apart from D5-OCH3, showed enantiotropic liquid crystal phases. 
Compounds having an even number of carbon atoms in the flexible spacer exhibited wide mesophase temperature ranges and 
high isotropic transition temperatures. Regarding the effect of lateral substituents, compounds with bulky substituents exhibited 
decreased mesophase temperature ranges and isotropic transition temperatures, while those with polar substituents showed the 
increased thermal stability of the smectic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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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액정에 관한 연구 중 학술적으로 중요한 관심의 대상은 분자구조와 

액정성과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것으로써, 많은 연구진들에 의해 다양

한 구조의 액정화합물들이 합성되어 이들의 구조가 액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되어 왔다. 이들 중, 분자 중앙의 유연격자를 중심으로 

양쪽에 동일한 메소젠기를 갖거나[1-3] 또는 다른 종류의 메소젠기를 

갖는 이메소젠 화합물들이 많이 연구되어 오고 있는데, 이는 이메소젠 

화합물과 유사한 구조의 액정중합체를 설계하기 위한 모델화합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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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저분자량의 단일 메소젠 화합물과는 다른 독특하고 다양

한 액정거동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자체로 큰 관심을 받고 있다[4-14].

최근에 많이 연구되고 있는 이메소젠 화합물로는 카이랄성을 갖는 

콜레스테릴기를 기반으로 하여 반대쪽에 벤조에이트 에스터[4], 시프 

염기[5-7], 아조벤젠[7-10] 또는 바이페닐렌[12,13] 등과 같은 다양한 메

소젠기를 갖는 비대칭 액정화합물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넓은 온도구간

에서 액정성을 나타내고, 카이랄 스멕틱 C (SC
*), 스멕틱 A (SA), twist 

grain boundary (TGB), 콜레스테릭 (N*)상과 같은 다양한 액정상을 나

타낸다. 이와 같이, 액정화합물의 액정상의 종류나 상전이온도 등의 특

성은 메소젠기의 구조 뿐 아니라, 분자의 중앙이나 말단에 결합된 유연

격자나 치환기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7,9,12].

특히, 자외선과 가시광선 영역에서 이성화되는 물질로 잘 알려져 

있는 아조벤젠기를 메소젠기로 갖는 비대칭 화합물은 광학적 응용에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10,14], 이에 대한 연구로써, Mallia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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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ynthesis route of compound A-X’s. 

Figure 2. Synthesis route of compound C-R’s.

Figure 3. Synthesis route of dimesogenic compounds.

Tamaoki[15]는 아조벤젠기를 포함하고 있는 콜레스테릭 액정화합물

에 광을 조사하여 피치변화에 따른 반사파장의 변화와 상전이 현상을 

보고하였다. Jin 등[9]은 다양한 길이의 메틸렌 유연격자와 플루오로 

치환기를 갖는 액정화합물들의 액정성을 연구한 논문에서 분자 내의 

플루오로 치환기의 존재가 메소젠기 간의 인력을 증가시켜 스멕틱 상

을 형성하게 하였고, 액정상 온도구간을 넓게 하였으며, 유연격자의 

탄소 수가 짝수인 화합물이 홀수인 화합물보다 다양한 액정상을 관찰

하였음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분자중앙에 유연격자로서 홀수 또는 짝수의 메틸렌

기가 위치하고, 메소젠기로서 한쪽에는 치환기를 갖는 아조벤젠기를, 

다른 한쪽에는 콜레스테릴기를 갖는 비대칭 이메소젠 액정화합물을 

설계, 합성하여 분자의 기하학적인 구조, 치환기의 크기 및 극성이 합

성된 액정화합물의 열적성질, 액정성 등의 물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

사하였다.

2. 실    험

2.1. 시약 및 용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시약인 페놀, 2-플루오로페놀, 과이어콜

(guaiacol), ο-크레졸, 2-시아노페놀, 5-브로모발레르산 및 6-브로모헥

산산은 TCI사의 제품을, 4-헥실옥시 페닐아민은 실험실에서 합성하여 

사용하였으며, 테트라하이드로퓨란(THF), 피리딘, 염화 티오닐은 각

각의 표준정제방법을 이용하여 정제 후 사용하였다. 

2.2. 화합물의 합성

본 연구를 위하여 합성된 4-[(4-hexyloxyphenyl)azo]-2-substituted 

phenol 화합물들은 A-X (X = -H, -F, -CH3, –CN, -OCH3)로 표현되었

으며, Figure 1의 경로에 따라 합성되었고[16] A-CN의 합성방법을 예

를 들어 기술하였다. 합성된 Cholesteryl-1-bromo alkanoate 화합물들

은 Ch(cholesteryl)-R (R = 5 또는 6, -(CH2)nC(=O)-의 탄소수)로 표현

되었으며, Figure 2의 경로로 합성되었고[7] Ch-5의 합성방법을 예를 

들어 기술하였다. A-X와 Ch-R로부터 얻어진 이메소젠 화합물은 D 

(dimesogenic compound)R-X로 표현되었으며, Figure 3의 경로로 합성

되었고 D5-CN의 합성방법을 예를 들어 기술하였다. 

2.2.1. 4-[(4-hexyloxyphenyl)azo]-2-cyano phenol (A-CN)의 합성 

적하깔때기가 장착된 300 mL 반응기에 4-헥실옥시페닐아민 6.0 g 

(3.1 × 10-2 mol)을 넣고 16.5% 염산 60 mL에 용해시킨다. 얼음중탕을 

이용하여 반응물의 온도를 0 ℃로 맞춘 후 반응물을 강하게 교반시킨

다. 다른 용기에 NaNO2 2.56 g (3.7 × 10-2 mol)이 용해되어 있는 수용

액 60 mL를 준비하고, 이를 반응기 내로 천천히 떨어뜨리면 4-헥실옥

시벤젠다이아조늄 클로라이드가 생성된다. 100 mL 비이커에 2-시아

노페놀 3.7 g (3.1 × 10-2 mol), NaOH 9.0 g (2.3 × 10-1mol)을 증류수 

60 mL와 함께 넣고 5 ℃에서 교반시킨 후, 이를 반응기 내로 천천히 

떨어뜨리고 30 min 동안 반응시키면 노란색의 침전물이 관찰된다. 반

응 후, 생성물을 증류수에 붓고, 수차례 증류수로 세척하여 건조시킨

다. 건조된 생성물은 다이클로로메테인 (DCM)에 용해하여 컬럼크로

마토그래피를 이용하여 순수한 화합물을 얻고, 50 ℃의 진공건조기에

서 24 h 동안 건조하였다. 생성물의 수득률은 68% (6.8 g)이었다.

2.2.2. Cholesteryl-1-bromo pentanoate (Ch-5)의 합성 

적하깔대기가 장착된 100 mL 반응기에 5-브로모발레르산 4.7 g 

(2.6 × 10-2 mol)과 SOCl2 5 mL를 가하여 1 h 동안 염소화 반응시킨 

후 과량의 SOCl2를 감압 하에서 제거하고, 생성된 산염화물은 THF 4 

mL에 용해시키고, 강하게 교반한다. 또 다른 용기에 콜레스테롤 10 

g (2.6 × 10-2 mol)을 THF/피리딘(= 16 mL/3 mL)에 용해시킨 후, 반응

기 내로 천천히 적가하고, 상온에서 24 h 동안 반응시킨다. 반응 종료 

후, 500 mL의 증류수에 생성물을 부어 침전시키고 증류수로 수차례 

세척하고 건조한 후 DMF로 재결정하여 얻어진 생성물은 진공건조기

를 이용하여 24 h 동안 건조하였다. 수득률은 67% (14.3 g)이었다.

2.2.3. 이메소젠 액정화합물(D5-CN)의 합성

냉각기가 장착된 100 mL 반응기에 합성된 A-CN 0.5 g (1.6 × 10-3 

mol), K2CO3 0.86 g (6.2 × 10-3 mol), tetra-n-butylammonium bromide 

(TBAB) 0.02 g (6.2 × 10-5 mol)을 아세톤 10 mL에 용해시킨 후 강하

게 교반한다. 또 다른 용기에 합성된 Ch-4 0.88 g (1.6 × 10-3 mol)을 

아세톤 5 mL에 용해시킨 후 이 용액을 반응기 내로 천천히 적가하고 

24 h 동안 환류시킨다. 반응 후, 반응물을 200 mL의 증류수에 붓고, 

생성된 침전물은 수차례 증류수로 세척하고 건조시킨다. 건조된 생성

물은 에탄올로 재결정하여 정제하고 건조하였다. 생성물의 수득률은 

68% (0.86 g)이었다.

 

2.3. 화합물의 특성분석

합성된 모든 화합물들의 화학구조 및 특성분석은 아래와 같은 방법

으로 수행하였다. 화학구조의 분석은 IR, 1H-NMR, 원소분석 (Elemen-

tary analysis, EA)에 의하였으며, 열분석은 differential scanning calo-

rimeter (DSC)로, 액정상의 확인은 polarizing optical microscope 

(POM)으로 수행하였다.

IR 분석은 IR spectrometer (Pekin Elmer Spectrum 1000)를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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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1H-NMR spectra of A-OCH3, Ch-5 (CF3COOD) and 
DR-OCH3’s (Acetone-d6).

Compounds Yield (%) Tm (℃) Ti (℃) Tc (℃) △Hm (J/g) △Hc (J/g) LC Phase

A-H 84 105 -  87  92.4  85.2 -

A-F 82  92 -  68  80.7  80.0 -

A-CH3 76 113 -  32b 141.8  90.4b -

A-CN 81 158 - 133  57.8  53.0 -

A-OCH3 85  80 -  29b  56.3  45.8b -

Ch-5 67  95 78c  54  36.9  26.8 Chd

Ch-6 72 121 91c  87  41.9  37.3 Ch
a
 The values were measured at 2

nd
 heating curve

b
 Data of cold crystallization were obtained at 2

nd
 heating curve

c
 The value were confirmed at cooling by POM

d 
Cholesteric phase.

Table 1. Yield and Thermal Transition Dataa of Compound A-X’ and C-R’s

여 고체상태의 시료를 KBr 방법을 이용하여 스펙트라를 얻었으며, 
1H-NMR 측정은 1H-NMR spectrometer (JEOL JNM-AL 300)를 이용

하여 CF3COOD와 Acetone-d6를 용매로 사용하여 실온에서 측정하였

다. 원소분석은 EA (Thermo Fisher Scientific EA 1112 Series)를 이용

하여 화합물 중의 C, H, N의 함량을 측정하였으며 이때 할로겐 원소

를 포함하는 화합물은 측정되지 못하였다. DSC 측정은 DSC (TA 

DSC Q20)를 이용하여 질소분위기에서 10 ℃/min의 가열과 냉각속도

로 수행하였고, POM 관찰은 hot stage (Linkam TP 92)가 장착된 

POM (Olympus BX41)을 이용하여 50배의 배율로 시료의 상변화와 

optical texture를 관찰하였으며, 보조수단으로서 Fisher Scientific사의 

mp 측정기를 이용하여 stiropalescence의 유무와 세기를 관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화합물 A-X와 Ch-R의 구조 확인 및 특성

화합물 A-X 시리즈의 경우, IR 스펙트라(νmax, cm-1)에서 3400 

(OH), 3050 (aromatic C-H), 2950 (aliphatic C-H), 1470 (N=N)의 피이

크가 모든 화합물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었으며, 화합물 A-CN에서 

2220 (C≡N), A-F에서 1285 (aromatic C-F)의 피이크가 확인되었다. 
1H-NMR 스펙트라(CF3COOD-d6, ppm)에서 0.89 (3H, CH3), 1.29~1.43 

(6H, CH2), 1.7~1.8 (2H, O-CH2-CH2), 4.0 (2H, O-CH2), 7.0~7.2 (2H, 

ArH), 7.8~8.1 (2H, ArH)의 피이크들이 모든 화합물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었으며, 각 화합물의 특성 피이크로서, A-F의 7.5~7.6 (2H, 

ArH) 7.1 (1H, ArH), A-OCH3의 3.8 (3H, OCH3), 7.3~7.5 (2H, ArH), 

7.0 (1H, ArH), A-CH3의 7.5~7.7 (2H, ArH), 7.0 (1H, ArH), 2.2 (3H, 

CH3), A-CN의 8.0~8.1 (2H, ArH), 7.3 (1H, ArH)에서 각각의 피이크

들이 관찰되었다.

화합물 Ch-R의 경우, IR 스펙트라(νmax, cm-1)에서 2940과 2870 

(aliphatic C-H), 1732 (ester C=O), 1274와 1174 (ether C-O), 646 

(aliphatic C-Br)에서 특성 피이크가 확인되었으며, 1H-NMR 스펙트라 

(CF3COOD-d6, ppm)에서 0.9~2.33 (CH, CH2, CH3), 2.35 (2H, 

C(=O)-CH2), 2.29 (4H, C(=O)-CH2-CH2), 3.51 (2H, Br-CH2)의 피이크

들이 관찰되었다.

Table 1은 합성된 A-X와 Ch-R 시리즈 화합물들의 수득률, 열적성

질에 관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A-X 시리즈 화합물들의 경우, 수득률

은 각각 76~85%로 순수한 화합물이 얻어졌으며, 용융전이온도(Tm)는 

80~158 ℃로 측정되었다. 특히, 화합물 A-OCH3과 A-CH3는 DSC 냉

각곡선에서 결정화 피이크가 관찰되지 않았는데, 이는 분자 측면의 

벌키한 치환기로 인하여 결정화속도가 느려졌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

진다[17]. Ch-R 화합물들의 경우, 수득률은 각각 67, 72%로 얻어졌으

며, Tm은 95 ℃와 121 ℃로써, 메틸렌기의 길이가 더 긴 Ch-6가 Ch-5 

보다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직선성이 큰 분자구조에 기인하는 것

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화합물들은 냉각시만 액정상을 나타내는 단

방성 액정으로 확인되었다. 

3.2. 비대칭 이메소젠 액정화합물(DR-X)의 합성 및 구조 확인

IR 스펙트라(νmax, cm-1)의 경우, 3050 (aromatic C-H), 2950과 2870 

(aliphatic C-H), 1732 (ester C=O), 1470 (N=N), 1274와 1174 (ether 

C-O)에서 화합물 DR-X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피이크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1H-NMR 스펙트라(Acetone-d6, ppm)에서 0.89 (3H, CH3), 0.9~2.33 

(CH, CH2, CH3), 1.7~1.8 (4H, O-CH2-CH2), 2.29 (2H, C(=O)-CH2-CH2), 

2.35 (2H, C(=O)-CH2), 1.29~1.43 (6H, CH2), 4.0 (4H, O-CH2), 6.9 

(2H, ArH), 7.2 (2H, ArH), 7.9 (4H, ArH)가 공통적으로 관찰되었으며 

DR-F의 7.7~7.8 (1H, ArH), 7.5 (1H, ArH), DR-OCH3의 7.6 (2H, 

ArH), 3.8 (3H, OCH3), DR-CH3의 7.7~7.8 (2H, ArH), DR-CN의 

8.1~8.2 (1H, ArH), 7.5 (1H, ArH)에서 각 화합물들의 특징적인 피이

크들이 관찰됨으로써 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4는 치환기로

서 -OCH3를 갖는 이메소젠 액정화합물 D5-OCH3, D6-OCH3와 전 물

질인 A-OCH3와 Ch-6의 1H-NMR 스펙트라로서 동일한 시리즈의 다

른 화합물들도 이와 유사한 스펙트럼을 나타내었으며, 각 화합물들의 

프로톤수와 면적비가 잘 일치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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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unds
Yield
(%)

Molecular Weight
(g/mol)

 Elementary analyses (Calcd (Found))

C (%) H (%) N (%)

D5  

H 82 809.21 78.66 (78.64) 9.96 (9.61) 3.46 (3.21)

F 72 827.20 76.95 (  -a ) 9.63 ( -a ) 3.39 ( -a )

CH3 87 839.24 77.28 (77.20) 9.85 (9.65) 3.34 (3.30)

CN 68 834.22 77.75 (77.62) 9.55 (9.19) 5.04 (5.01)

OCH3 87 839.24 77.28 (77.20) 9.85 (9.65) 3.34 (3.30)

D6

H 62 823.24 78.78 (78.38) 10.04 (9.86) 3.40 (3.31)

F 81 841.23 77.10 ( -a  ) 9.71 ( -a ) 3.33 ( -a )

CH3 83 837.27 78.90 (78.57) 10.11 (9.82) 3.35 (3.31)

CN 58 848.28 77.88 (77.81) 9.62 (9.51) 4.95 (4.93)

OCH3 84 853.27 77.42 (77.40) 9.92 (9.72) 3.28 (3.17)

a
 The values were not measured.

Table 2. Yields and Elementary Analyses of Dimesogenic Compounds

Compounds Heating, ℃ (△H, J/g) Cooling, ℃ (△H, J/g)

D5

H K 109 (41.9) Ch 172 (2.1) I I 170 (2.3) Ch 61 (16.6) K

F K 103 (52.5) Ch 158 (1.7) I I 157 (1.7) Ch 39 (0.5) K

CH3 K 103 (34.1) Ch 131 (0.8) I I 128 (1.0) Ch 68 (1.0) Sm

CN K 103 (34.2) Ch 124 (1.1) I I 119 (1.1) Ch 73 (0.44) Sm 

OCH3 K 102 (28.4) I I 102 (0.8) Ch 74 (2.9) K

D6

H K 111 (40.9) TGB 153 (-) Ch 197 (6.3) I I 197 (6.2) Ch 160 (-) TGB 71 (33.3) K

F K 103 (50.3) Sm 162 (1.2) Ch 186 (6.0) I I 186 (5.9) Ch 159 (1.2) TGB 158 (-) Smd 67 (45.0) K

CH3 K 124 (29.8) Smd 140 (0.6) TGB 143 (-) Ch 174 (4.4) I I 172 (4.3) Ch 140 (-) TGB 135 (0.6) Sm

CN K 97 (31.5) Sm 166 (4.2) Ch 172 (4.8) I I 169 (4.8) Ch 163 (4.1) Sm

OCH3 K 114 (33.4) Sm 126 (0.3) Ch 150 (3.7) I I 148 (3.6) Ch 126 (-) TGB 121 (0.3) Sm 51.9 (5.5) K
a
 Phase transition temperatures were determined both POM and DSC data

b
 The values were measured at first heating

c
 K : crystalline, Ch : cholesteric, Sm: smectic, TGB : twist grain boundary smectic, and I : isotropic

d
 The textures were observed with homeotropic.

Table 3. Phase Transition Temperaturesa,b,c of Dimesogenic Compounds

(a) D5-H

(b) D6-H

Figure 5. Minimum energy conformation of dimesogenic compounds.

Table 2는 합성된 이메소젠 액정화합물들의 수득률과 원소분석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모든 화합물은 58~87%의 수득률로 순수한 화합

물을 얻을 수 있었으며, 화합물들의 원소분석 결과, 이론값의 0.4% 이

내의 편차를 갖는 순수한 화합물들이 합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Figure 5는 본 실험에서 합성된 이메소젠 액정화합물의 3차원입체

배열을 나타내었다. 이로부터 메틸렌 유연격자를 중심으로 두 메소젠

기 사이에서의 선형성을 예측해본 결과, Figure 5의 (a)와 같이 유연격

자로서 부틸렌기를 갖는 화합물은 139.6°를 나타내었으며 (b)의 펜타

메틸기를 갖는 화합물은 비교적 높은 160.5°로 측정되었다. 이는 잘 

알려진 메틸렌기의 홀수-짝수 효과에 기인하는 것으로써, 본 연구에

서 합성된 화합물들의 경우, 메틸렌기와 인접한 카보닐 탄소를 포함

한 수가 홀수-짝수 효과에 적용된다. 홀수-짝수 효과에 대한 Jin 등[9]

의 연구에서, 탄소 수가 짝수인 유연격자를 갖는 화합물은 비교적 선

형적인 분자구조를 갖기 때문에 분자간의 인력이 증가하여 액정형성

이 유리해지고, 이로 인하여 넓은 액정구간과 및 높은 액정안정성을 

나타내었음을 보고하였다. 

3.3. 비대칭 이메소젠 액정화합물의 열적성질

화합물의 분자구조 중, 유연격자 또는 치환기의 존재는 분자간의 

인력에 영향을 주어, 결과적으로 화합물의 열적성질에 직접적으로 영

향을 미치게 된다.

Figure 6과 Table 3에 길이가 다른 유연격자와 다양한 치환기를 포

함한 이메소젠 액정화합물들의 DSC 열곡선과 열역학적인 값들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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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Optical photomicrographs of (a) D5-CH3 taken at 122 ℃, (b)
D6-H taken at 133 ℃, (c) D5-H taken at 150 ℃, (d) D5-F taken at 110
℃, (e) D6-CN taken at 163 ℃, (f) D6-CH3 taken at 143 ℃, (g) D6-CH3

taken at 136 ℃, and (h) D6-F taken at 157 ℃ (magnification 50 ×).

Substituents van der Waals Volume (Å3) Hammett constant (σp)

H 7.24 0

F 13.31 0.06

CH3 22.70 -0.17

CN 24.41 0.66

OCH3 33.30a -0.27

a
 The value were calculated by reference[20].

Table 4. Van der Waals Volume[18] and Hammett Constants[19] for 
Substituents

(a) D5-X

(b) D6-X

Figure 6. DSC thermograms of dimesogenic compounds.

리하였다. 이로부터 유연격자가 화합물의 열적성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동일한 치환기를 가졌을 경우 유연격자의 길이가 더 긴 

D6-X 시리즈 화합물들의 열전이 온도가 D5-X 시리즈 화합물들 보다 

대부분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Figure 5에 보여준 바와 같이 

분자 내의 카보닐 탄소를 포함한 메틸렌기의 탄소수가 6인 경우가 5

인 경우의 화합물보다 분자의 선형성이 더 크고 이로 인하여 분자간 

인력 또한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치환기의 영향으로는, 치환기의 크기 또는 극성의 영향을 들 수 있

는데, 일반적으로 분자 측면의 벌키한 치환기는 분자들의 규칙적인 

배열을 방해하여 분자간 결합력을 약화시키고, 결정의 형성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액정화합물의 성질에 영향을 주게 된다[17]. Table 4는 

Bondi[18]에 의해 보고된 반데르발스 부피와 Hansch 등[19]에 의하여 

보고된 Hammett의 치환기 상수를 본 연구와 관련 있는 치환기들에 

대하여 나타내었다. 문헌에 의하면, 합성된 분자 내에 결합되어 있는 

치환기의 크기는 H < F < CH3 < CN < OCH3의 순으로 증가함을 보

여 주고 있다. H의 반데르발스 부피, 7.2Å3와 비교하였을 때, 치환기

들 중 가장 작은 F는 13.3Å3으로써 H의 약 1.8배의 부피를 갖으며, 그 

외의 다원자 치환기들은 훨씬 더 큰 부피를 갖는다. 따라서, 분자 측면

에 위치하고 있는 치환기들은 크기가 클수록 분자간 측면 결합에 입체

장애로 작용하여 분자간의 규칙적인 배열을 더 불리하게 할 것이다. 

이는 Figure 6의 DSC 열곡선과 이로부터 얻어진 Table 3의 데이터

를 이용하여 냉각곡선에서의 결정화 피이크의 존재, △Hc / △Hm의 크

기, 그리고 2차 가열곡선에서의 cold crystallization의 존재와 크기로부

터 치환기의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조사된 결과를 보면, 합성

된 모든 화합물들이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대게 작은 치환기일

수록 냉각 시 고체 결정화 피이크와 2차 가열 시 cold crystallization의 

피이크가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치환기의 크기는 화합물의 결정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액정화합물의 액정성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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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Plot of the mesomorphic behavior of dimesogenic compounds.

Figure 9. Plot of △H for phase transition of dimesogenic compounds.
임을 알 수 있다. 치환기 -CN, -CH3와 같이 큰 치환기를 갖는 액정화

합물들은 냉각 시 액정상에서 고체 결정상으로의 전이 없이 그대로 유

리화됨을 보여 주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유기화합물에서 자주 관찰되

는 거동으로써 결정화를 방해하는 구조적 요인에 의하여 불완전 또는 

준안정화된 결정상태, 또는 유리상태를 갖게 된다[1,14]. 

3.4. 비대칭 이메소젠 액정화합물의 액정성

합성된 이메소젠 액정화합물의 액정성은 DSC에 의하여 측정된 상

전이온도와 편광현미경에 의하여 관찰된 결과로부터 확인하였으며, 

Table 3에 화합물의 전이온도 및 이에 따른 열역학적인 값들을, Figure 

7에 액정상의 texture를 나타내었다. 이들의 결과에 의하면, 단방성 액

정화합물인 D5-OCH3를 제외하고 모두 양방성 액정화합물이였으며, 모

두 콜레스테릭상과 열변색(thermochromic) 현상을 나타내었다. Figure 7

의 (a)와 (b)에 콜레스테릭상에서 관찰되는 oily streak texture를, (c)와 

(d)에 열변색 현상에서 관찰되는 색깔의 상을 보여 주고 있다. 

D5-X 시리즈의 화합물의 경우, D5-CN, -CH3만이 냉각시 콜레스테

릭상에서 스멕틱상으로 상전이를 나타내었고, Figure 7(e)의 fan shap-

ed texture의 관찰로 이를 확인하였으며, 형성된 스멕틱상은 고체결정

으로의 전이없이 그대로 유리화되었다. D6-X 시리즈의 화합물들의 

경우, 스멕틱상과 TGB 상을 추가로 나타내었고, Figure 7(e)의 focal 

conic texture와 Figure 7(f)의 filament texture 또는 (g)의 fingerprint 

texture의 관찰 결과로 확인하였다[21]. 이들 중 D6-F와 -CH3 화합물

은 스멕틱상 온도구간에서 homeotropic 상을 거쳐 Figure 7(h)상으로 

전이되었다.

Figure 8은 온도에 따른 액정거동을 나타내었으며, Figure 9는 액정

상에서 등방성 액체로의 전이에 필요한 △Hi 값과 D6-X 시리즈 화합

물들의 스멕틱상에서 콜레스테릭상으로의 전이에 필요한 △Hsm→ch 값

의 크기를 각각 나타내었다. 이로부터, 동일한 치환기를 갖으며 유연

격자의 길이가 다른 두 시리즈의 화합물들을 비교하여 유연격자가 액

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유연격자의 길이가 긴 D6-X 시리

즈 화합물들이 더 넓은 액정상 온도구간과 더 높은 Ti를 나타내었으

며, 콜레스테릭상과 더불어 다양한 스멕틱상을 형성함으로써 D5-X 

시리즈 화합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액정 안정성을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치환기의 영향으로는, 치환기의 크기 또는 극성의 영향을 들 수 있

다. 화합물들의 치환기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액정상으로부터 등방성 

액체로의 전이온도 Ti는 낮아졌으며, 액정상 온도구간은 대개 좁아지

는 경향을 나타냄으로써 치환기의 입체장애가 액정상의 안정성을 낮

추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D6-CN의 경우 치환기의 크기가 

D6-CH3보다 더 큼에도 불구하고 더 넓은 액정상 온도구간을 갖는 것

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두 치환기의 크기가 약 1.7Å3의 작은 차이를 

나타냄으로써 크기의 영향이 적은 대신 두 치환기의 극성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생긴 결과인 것으로 판단된다. 치환기의 극성에 대한 영

향을 살펴보면, 스멕틱 액정상 온도구간은 OCH3 < CH3 < H < F < 

CN의 순으로써 치환기의 Hammett 상수의 크기 순서와 일치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치환기의 극성이 커짐에 따라 스멕틱 액정상 온도구

간이 넓어지고, 액정상 전체 온도구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

인다. 또한, 스멕틱 액정상에서 다음 상으로의 전이에 필요한 △H 값

의 크기도 OCH3 < CH3 < F < CN 순으로 증가함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Choi 등[22]의 연구에서 치환기의 Hammett 상수가 양의 값을 가

질 경우, 측면분자의 정전기적 반발력을 감소시켜 스멕틱상이 유리하

고, 음의 값을 가질 때는 정전기적 반발력의 증가로 스멕틱상의 형성

이 불리할 것이라는 보고와도 비슷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결과로부터 액정화합물의 액정성의 크기는 분자의 중앙에 

있는 유연격자의 길이와 분자의 직선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다

음으로 치환기의 크기, 다음으로 치환기의 극성임을 알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유연격자와 곁 치환기를 갖는 비대칭 이메소젠 액정

화합물들을 합성하여 열적성질 및 액정성을 조사하였으며, 결론은 다

음과 같다. 유연격자가 화합물의 액정성에 미친 영향으로는 카보닐 

탄소를 포함한 메틸렌기의 탄소의 수가 6개인 화합물(DR-6)들이 5개

인 화합물(DR-5)들에 비해 선형성이 큰 분자의 기하학적인 구조로 인

하여 넓은 액정상 온도구간과 높은 등방성 액체로의 전이온도(Ti) 그

리고 다양한 액정상을 형성하였음을 들 수 있다. 

곁 치환기의 영향으로는 치환기의 크기와 극성을 들 수 있으며, 치

환기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액정상으로부터 등방성 액체로의 전이온

도 Ti는 낮아졌으며, 액정상 온도구간은 대게 좁아지는 경향을 나타냄

으로써 치환기의 입체장애가 액정상의 안정성을 낮추는 것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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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그리고, 치환기의 극성이 커짐에 따라 스멕틱 액정상 온도구

간은 OCH3 < CH3 < H < F < CN의 순으로 넓어지고, 결과적으로 액

정상 전체 온도구간에도 영향을 주었으며, 스멕틱 액정상에서 다음 

상으로의 전이에 필요한 △H 값의 크기도 스멕틱 액정상 온도구간의 

순서와 같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곁 치환기의 smectic group 

efficiency는 OCH3 < CH3 < H < F < CN 순으로 나타낼 수 있다. 결론

적으로, 액정화합물의 액정성은 분자의 직선성 또는 치환기의 벌키성

과 같은 기하학적인 구조의 영향이 더 컸으며, 다음으로 치환기에 의

한 극성의 영향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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