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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    론

화학 산업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소각 처리는 환경 규제로 인하여 

더 이상 허용되지 않게 됨에 따라 폐기물의 자원화 기술은 지속 가능

한 발전을 위한 매우 시급한 현안이다. 폐기처리 되었던 폐기물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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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할 수 있는 폐기물의 자원화 기술은 고부가 자원화의 청정기반 

생산의 중요한 분야이다[1]. 

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의 단량체인 dimethyl terephthalate 

(DMT)의 생산공정에서 미 반응 중간체로 발생하는 methyl 4-for-

mylbenzoate, 1 (MFB)는 활용 방안이 개발되지 않아 상당량이 매년 소

각처리 되고 있다. 본 실험실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crude 

MFB를 친환경적으로 분리, 정제하는 공정을 개발하였으며[2], 나아가 

정제된 고순도의 MFB를 다양한 용도의 정밀화학 제품의 출발 물질로 

사용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여 p-aminobenzoic acid (PABA), 

4,4’-bis(2-benzoxazolyl)stilbene, 4-(aminomethyl)cyclohexanecarboxy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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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DMT 생산과정의 부산물로서 폐기 처리되어 왔던 methyl 4-formylbenzoate (MFB)를 출발 물질로 하여 고급 형광 증백
제 family와 동일한 4,4’-di((E)-styryl)-1,1’-biphenyl 기본 골격을 갖고 aromatic ester가 도입된 새로운 형광 증백제 
(fluorescent whitening agent) 후보 물질 6종을 합성하였다. 후보 물질 6종은 MFB 및 그의 유도체와 tetraethyl bi-
phenyl-4,4’-diylbis(methylene)diphosphonate와 Wittig-Horner 반응을 이용하여 합성하였다. 합성된 6종에 대하여 형광증
백제로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UV 스펙트럼을 기록하여 흡광 계수를 얻었으며, 6종 모두 전반적으로 기존 상용 
제품(log ε 4.85)과 유사한 몰 흡광 계수(log ε 4.59~5.00)를 보여주고 있다. 특별히 화합물 디메톡시 페닐그룹을 갖는 
16, 17은 기존 상용 제품보다 우수한 몰흡광 계수를 나타내고 있어 상용화를 위한 현장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Abstract
Methyl 4-formylbenzoate (MFB), a by-product of the DMT production process, which has been disposed, was used as a start-
ing material for the synthesis of six new fluorescent whitening agent’s candidates with 4,4’-di((E)-styryl)-1,1’-biphenyl skel-
eton attached with an aromatic ester, the same as that of the commercial product family. All candidates were synthesized 
by the reaction of MFB, and its derivatives with tetraethyl biphenyl-4,4’-diylbis(methylene)diphosphonate using Wittig-Horner 
reaction. UV spectra for all candidates were recorded and the data were used for calculating the molar absorptivity in order 
to confirm the usability as a fluorescent whitening agent. All of them showed overall molar extinction coefficients (log ε 
4.59~5.00) similar to those of conventional commercial products (log ε 4.85). In particular, compounds 16 and 17 having 
a dimethoxyphenyl group exhibited a molar extinction coefficient superior to those of conventional commercial products, and 
thus a field testing for commercialization will be conducted.

Keywords: methyl 4-formylbenzoate, recyclable source, DMT, fluorescent whitening agent, 4,4’-di((E)-styryl)-1,1’-biphenyl 
skele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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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id (AMCA)[3] 및 4,4’-di((E)- styryl)-1,1’-biphenyl의 기본 골격을 갖

고 말단에 aromatic amide가 도입된 새로운 형광 증백제(fluorescent 

whitening agent) 제품들을 탐구하였다[4]. 이러한 선행 연구의 연속으

로 재활용된 MFB를 출발 물질로 하여 4,4’-di((E)-styryl)-1,1’-biphenyl 

골격에 aromatic amide 대신 ester가 도입된 새로운 형광 증백제를 개

발하고자 하였다.

4,4’-di((E)-styryl)-1,1’-biphenyl 골격을 가지고 있는 형광 증백제 

family들은 매우 우수한 whitening 효과를 보이며 녹는점이 높고 내열

성이 우수하여 고온을 요구하는 공정에 주로 사용되는데, 특히 폴리

에스테르 섬유, 폴리아실, 나일론, 기타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의 형광 

증백에 사용된다(Figure 1). 또한, 일반적인 형광증백제는 빛에 다소 

민감하나 4,4’-di((E)-styryl)-1,1’-biphenyl 골격을 가지고 있는 형광 증

백제 family들은 장시간 빛에 노출되어도 큰 영향을 받지 않아 널리 

사용되는 물질이다[5].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재사용이 가능한 MFB를 출발 물질로 하여 

4,4’-di((E)-styryl)-1,1’-biphenyl 기본 골격에 aromatic ester가 도입된 

우수한 성능을 갖는 새로운 정밀화학 제품인 형광 증백제들의 후보 

물질을 개발하여 형광 증백제로의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2. 실    험

2.1. 기기 및 시약

반응에 사용된 triethyl phosphite (97.5%), thionyl chloride (97%), 

sodium methoxide (25% in methanol), tetramethylurea (98%) 및 사용

된 aromatic phenol (99.5%)류는 Sigma Aldrich사의 제품을 DMF 

(98%), H2SO4 (97%), NMP (99.5%), toluene (99%), sodium hydroxide 

(98%), ethyl acetate (99.5%), methanol (99.5%), chloroform (99.5%) 

등 용매류는 삼전화학에서 구매하여 정제 없이 사용하였다.

합성한 화합물의 구조분석을 위해 1H-NMR (400 MHz, Bruker), 
13C-NMR (100 MHz, Bruker), FT-IR spectrometer (FTS165, Bio-Rad)

를 사용하였고 원소분석은 한국 고분자시험연구원에 의뢰하여 C, H 

은 elemental analyzer (EA2000, Thermofinnigan)를 O는 elemental ana-

lyzer (EA1112, Thermofinnigan)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합성된 화합

물의 흡광도 측정을 위해 UV-Vis spectrophotometer (Optizen POP)를 

사용하였다. 

반응의 진행 정도를 check 하기 위하여 HPLC 분석을 행하였으며 

분석조건은 다음과 같다(Waters 2487 UV detector : 254 nm, Column 

: SunFire C18, 5 µm, 4.6 × 250 mm, Flow Rate : 1.0 mL/min, Mobile 

phase : Methanol, Temp. : 35 ℃).

2.2. 합성

2.2.1. Phenyl 4-formylbenzoate (6)의 합성

상온에서 4-formylbenzoyl chloride (1,1 g, 6.52 mmole)을 CH2Cl2 

(10.0 mL)에 녹인 후, ice bath로 0 ℃로 냉각 후 triethylamine (0.79 

g, 7.83 mmole)을 10 min간 천천히 적가한다. 적가 후 연속으로 phe-

nol (0.614 g, 6.52 mmole)을 10 min간 천천히 적가한다. Phenol을 적

가 하면 바로 노란색 고체가 생성된다. 적가 후 30 min간 상온에서 교

반 한다. 반응이 완료되면, 상온에서 0.38 M HCl 용액(1.0 mL)을 넣

고 30 min간 교반한 후, 층 분리하여 CH2Cl2 층을 brine (5.0 mL), 물 

(5.0 mL)로 세척 후 MgSO4로 건조시킨 후, 감압 여과, 증류하여 생성

된 phenyl 4-formylbenzoate (1.40 g, 95%)를 얻는다.

녹색을 띤 노란색 고체; m.p. 100-102 ℃, 1H NMR (400 MHz, 

DMSO-d6) 10.16 (s, 1H), 8.33 (d, J = 8.1 Hz, 2H), 8.12 (d, J = 8.4 

Hz, 2H), 7.49 (m, 3H), 7.33 (d, J = 8.1 Hz, 2H), 13C NMR (100 MHz, 

DMSO-d6) 193.07, 163.95, 150.53, 139.57, 130.53, 129.79, 129.40, 

126.28, 121.89, 115.32.

2.2.2. 4-Methoxyphenyl 4-formylbenzoate (7)

붉은색을 띤 노란색 고체; m.p. 106-108 ℃. 1H NMR (400 MHz, 

DMSO-d6) 10.15 (s, 1H), 8.31 (d, J = 8 Hz, 2H), 8.11 (d, J = 8.8 Hz, 

2H), 7.24 (d, J = 9.2 Hz 2H), 7.01 (d, J = 8.8 Hz 2H), 3.78 (s, 3H), 
13C NMR (100 MHz, DMSO-d6) 193.11, 164.27, 157.18, 143.88, 

139.52, 133.84, 130.50, 129.80, 122.71, 114.57, 55.50.

2.2.3. p-Tolyl 4-formylbenzoate (8)

붉은색을 띤 노란색 고체; m.p. 110-112 ℃, 1H NMR (400 MHz, 

DMSO-d6) 10.15 (s, 1H), 8.31 (d, J = 8 Hz, 2H), 8.11 (d, J = 8.4 Hz, 

2H), 7.27 (d, J = 8.8 Hz, 2H), 7.19 (d, J = 9.6 Hz, 2H), 2.34 (s, 1H), 
13C NMR (100 MHz, DMSO-d6) 193.10, 164.09, 148.33, 139.54, 

135.94, 133.80, 130.52, 130.03, 129.81, 121.57, 20.50.

2.2.4. 2,5-Dimethylphenyl 4-formylbenzoate (9)

붉은색을 띤 노란색 고체; m.p. 130-132 ℃, 1H NMR (400 MHz, 

DMSO-d6) 10.16 (s, 1H), 8.33 (d, J = 8 Hz, 2H), 8.12 (d, J = 8 Hz, 

2H), 7.22 (d, J = 7.6 Hz, 2H), 7.06 (s, 1H), 2.30 (s, 3H), 2.11 (s, 3H), 
13C NMR (100 MHz, DMSO-d6) 193.06, 163.65, 148.93, 139.63, 

136.73, 133.52, 130.87, 129.89, 127.02, 126.52, 122.48, 20.45, 13.36.

2.2.5. 2,6-Dimethoxyphenyl 4-formylbenzoate (10)

붉은색을 띤 노란색 고체; m.p. 110-112 ℃, 1H NMR (400 MHz, 

DMSO-d6) 10.16 (s, 1H), 8.31 (d, J = 8 Hz, 2H), 8.11 (d, J = 12 Hz, 

2H), 7.25 (m, 1H), 6.81 (d, J = 8 Hz, 2H), 3.76 (s, 6H), 13C NMR 

(100 MHz, DMSO-d6) 193.09, 163.03, 151.91, 139.66, 133.12, 130.57, 

129.95, 127.78, 126.89, 105.13, 55.07.

2.2.6. 3,5-Dimethoxyphenyl 4-formylbenzoate (11)

노란색 고체; m.p. 138-140 ℃, 1H NMR (400 MHz, DMSO-d6) 

10.15 (s, 1H), 8.30 (d, J = 8.4 Hz, 2H), 8.11 (d, J = 8.8 Hz, 2H), 6.54 

(d, J = 2.4 Hz, 2H), 6.46 (m, 1H), 3.76 (s, 6H), 13C NMR (100 MHz, 

DMSO-d6) 193.11, 163.74, 160.90, 152.16, 139.56, 133.73, 130.55, 

129.80, 100.50, 98.33, 55.59.

2.2.7. Diphenyl 4,4’-((1E,1’E)-[1,1’-biphenyl]-4,4’-diylbis(ethene-2,1- 

diyl))dibenzoate (12)의 합성

N2 purge하에서 3구 둥근 플라스크에 tetraethyl biphenyl-4,4’-diylbis 

Figure 1. Various Commercial Fluorescent Whitening Agents with 
4,4’-di((E)-styryl)-1,1’-biphenyl Skele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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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ylene)diphosphonate (1.0 g, 2.21 mmole)과 phenyl 4-for-

mylbenzoate (6) (1.0 g, 4.42 mmole)을 상온에서 투입 후 N,N-dime-

thylformamide (10.0 mL)를 적가하여 녹인다. 녹인 후 승온하여 반응 

온도를 45 ℃로 유지시킨다. N,N-dimethylformamide (50 mL)에 so-

dium methoxide (25% in methanol, 0.88 g, 4.86 mmole)을 녹인 후, 

dropping funnel을 이용하여 10 min간 적가한다. 적가 후 반응 온도는 

45 ℃로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면서 2 h 교반한다. 반응이 완료되면 

methanol (10.0 mL)를 가하여 생성된 결정을 여과하고 액성이 중화 

될 때까지 증류수로 세척 후 toluene (10.0 mL), methanol (10.0 mL), 

acetone (10.0 mL)로 연속 세척 후 건조하여 화합물 12 (1.2 g, 90%)을 

얻었다. 얻어진 화합물 12은 기존의 용매에 대한 용해도가 거의 없어 

elemental analysis 및 FT-IR로 분석하였다. 

노란색 고체; m.p. > 300 ℃, Elemental Analysis : Calcd. for 

C42H30O4; C, 84.26; H, 5.05; O, 10.69. Found : C, 84,10; H, 5.09; O, 

10.70. FT-IR (KBr) (vmax cm-1) : 1180, 1435, 1705, 3080.

2.2.8. Bis(4-methoxyphenyl) 4,4’-((1E,1’E)-[1,1’-biphenyl]-4,4’-diyl-

bis(ethene-2,1-diyl))dibenzoate (13) 

노란색 고체; m.p. > 300 ℃, Elemental Analysis : Calcd. for 

C44H34O6; C, 80.23; H, 5.20; O, 14.57. Found : C, 80.26; H, 5.20; O, 

14.28. FT-IR (KBr) (vmax cm-1) : 1180, 1437, 1710, 3070.

2.2.9. Di-p-tolyl 4,4’-((1E,1’E)-[1,1’-biphenyl]-4,4’-diylbis(ethene-2,1- 

diyl))dibenzoate (14)

노란색 고체; m.p. > 300 ℃, Elemental Analysis : Calcd. for 

C44H34O4; C, 84.32; H, 5.47; O, 10.21. Found : C, 84.16; H, 5.49; O, 

10.78. FT-IR (KBr) (vmax cm-1) : 1190, 1425, 1710, 3100.

2.2.10. Bis(2,5-dimethylphenyl) 4,4’-((1E,1’E)-[1,1’-biphenyl]-4,4’- 

diylbis(ethene-2,1-diyl))dibenzoate (15)

노란색 고체; m.p. > 300 ℃, Elemental Analysis : Calcd. for 

C46H38O4; C, 84.38; H, 5.85; O, 9.77. Found : C, 84.75; H, 5.86; O, 

9.85. FT-IR (KBr) (vmax cm-1) : 1190, 1435, 1705, 3090.

2.2.11. Bis(2,6-dimethoxyphenyl) 4,4’-((1E,1’E)-[1,1’-biphenyl]-4,4’- 

diylbis(ethene-2,1-diyl))dibenzoate (16)

노란색 고체; m.p. > 300 ℃, Elemental Analysis : Calcd. for 

C46H38O8; C, 76.86; H, 5.33; O, 17.81. Found : C, 76.75; H, 5.45; O, 

17.84. FT-IR (KBr) (vmax cm-1) : 1100, 1435, 1710, 3100.

2.2.12. Bis(3,5-dimethoxyphenyl) 4,4’-((1E,1’E)-[1,1’-biphenyl]-4,4’- 

diylbis(ethene-2,1-diyl))dibenzoate (17)

노란색 고체; m.p. > 300 ℃, Elemental Analysis : Calcd. for 

C46H38O8; C, 76.86; H, 5.33; O, 17.81. Found : C, 76.85; H, 5.36; O, 

17.90. FT-IR (KBr) (vmax cm-1) : 1100, 1430, 1705, 3080.

2.3. UV 측정

상용화 제품인 2, 3, 4 및 합성된 형광 증백제 후보 물질 12, 13, 14, 

15, 16, 17 등 총 6종에 대하여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6종 모두 기존의 

일반적인 유기 용매에 대한 용해도가 거의 없기 때문에 N-methyl- 

2-pyrrolidine (NMP)를 사용하였다. Sample 0.001 g에 200 mL의 NMP 

용매를 가한 후 sonication을 이용하여 완전히 녹인 후, 이를 다시 2배 

희석하여 UV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측정 후 λmax에서 Lambert-Beer

식을 이용하여 몰흡광 계수(ε)를 구하여 기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4,4’-Di((E)-styryl)-1,1’-biphenyl 골격에 aromatic ester를 도입하기 

위하여 선행 연구에서 수행하였던 동일한 방법으로 MFB에 있는 

-CO2CH3 group을 -COOH로 가수분해 거의 정량적으로 4-for-

mylbenzoic acid (5)를 얻었다[4]. 이렇게 얻어진 acid를 thionyl chlor-

ide와의 반응으로 acid chloride로 변환 후 정제 과정 없이 다양한 phe-

nol 유도체들과 반응으로 aromatic ester가 도입된 MFB 유도체 화합

물 6, 7, 8, 9, 10, 11을 얻었다(Figure 2).

이 유도체 화합물들과 diphosphonate 화합물과의 Wittig-Horner 반

응을[6] 통해 4,4’-di((E)-styryl)-1,1’-biphenyl 기본골격에 aromatic es-

ter가 도입된 새로운 6종의 형광 증백제 후보 물질들 12, 13, 14, 15, 

16, 17을 제조하였다. 

형광 증백제는 350~400 nm의 자외선을 흡수한 후 그보다 파장이 

긴 400~500 nm의 청자~청록계의 가시광선을 복사하는 일종의 염료

로서, 황색을 띤 기저에 형광 증백제를 처리하면 저하되어 있는 청색

계의 단파장 영역의 복사가 증강되어 스펙트럼이 평준화되고 동시에 

전체적인 반사율이 증가되어 밝은 백색을 나타내게 된다. 즉 황색을 

띠고 있는 기저에 형광 증백제로 처리하면 형광제가 자외선을 흡수하

여 청색 계통의 가시광선을 복사하므로 청색 영역의 반사량이 증가되

어 명도가 더 밝은 백색이 된다. 

Field test 전에 후보 화합물의 형광 증백제로의 가능성 test 방법 중 

primary test 방법은 UV spectrometer를 이용하여 얼마나 많은 UV 빛

을 흡수하는 것을 기록하는 것이다. 즉 350~400 nm 범위에서 최대의 

몰흡광 계수를 보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형광 증백제들의 몰흡광 계

수(log ε)는 4.3 이상이다[7]. 참고로 Figure 1에 나타나 있는 상용 제

품들의 몰흡광 계수는 4.6 이상이다[7]. 따라서 본 연구에서 합성된 형

광 증백제의 후보 물질 6종의 UV spectrum을 기록하여 몰흡광 계수

를 구하고 이를 현재 시판 중인 상용 제품과 비교하였다. 

Table 1에 본 연구에서 MFB로부터 합성된 4,4’-di((E)-styryl)- 

1,1’-biphenyl 골격을 갖는 새로운 형광 증백제 6종의 UV spectrum의 

최대 흡수 파장과 몰흡광 계수를 측정한 값을 나타내었다. 기존의 상

용 제품 2, 3, 4의 몰흡광 계수(log ε)는 약 4.85로서 예상대로 매우 

큰 몰흡광 계수를 보여주고 있다. 선행 연구에서 4,4’-di((E)-styryl)- 

Figure 2. MFB derivatives and new fluorescent whitening agent’s 
candidate synthetic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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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biphenyl 골격을 가지고 aromatic amide가 도입된 형광 증백제 후

보 물질들은 기존의 형광 증백제 보다 매우 낮은 값의 몰흡광 계수를 

보임으로서 적합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다[4]. 그러나 본 연구에서 

aromatic ester가 도입된 새로운 형광 증백제 후보 물질 6종 모두 전반

적으로 기존 상용 제품과 유사한 몰흡광 계수를 보여 주고 있다. 특별

히 화합물 16, 17은 기존 상용 제품보다 우수한 몰흡광 계수를 나타내

고 있다. 비록 기본 골격은 기존의 제품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치환체에 따라 흡광도가 큰 차이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DMT 생산과정의 부산물로서 폐기 처리되어 왔던 

MFB를 출발 물질로 하여 4,4’-di((E)-styryl)-1,1’-biphenyl 골격을 갖고 

aromatic ester가 도입된 새로운 형광 증백제 후보 물질 6종을 합성하

였다. 후보 물질의 상업화 가능성을 UV 몰흡광 계수를 측정하여 확인

하여 본 결과 기존의 형광 증백제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 판단되었

다. 특히 화합물 16, 17은 매우 우수한 몰흡광 계수를 보임으로서 새

로운 fluorescent whitening agent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다음 연구에서는 화합물 16, 17에 대하여 상업화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field test를 계속 수행하여 폐기 처리되었던 MFB를 재사용할 

수 있는 고부가 자원화에 기인한 청정기반 생산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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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ry Compound λmax (nm) log ε

1 (2) 375 4.85

2 (3) 370 4.85

3 (4) 375 4.80

4 (12) 365 4.69

5 (13) 369 4.75

6 (14) 368 4.59

7 (15) 354 4.64

8 (16) 369 4.89

9 (17) 370 5.00

Table 1. New Fluorescent Whitening Agents Candidate’s λmax, and 
Molar Absorptiv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