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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de-chain liquid crystalline polymers having polysiloxane skeletons were synthesized by a thiol-ene reaction,

using two kinds of mesogenic groups: a cholesteryl group for induction into a cholesteric liquid crystal phase and a tri-

azomesogenic group for imparting light-sensitivity. All the synthesized polymers were crystalline, except the one with a sin-

gle cholesteryl group. Crystallinity, glass transition temperature, and melt transition temperature increased with increasing

content of the azomesogenic group. The polymer (P-C10A0) with a single cholesteryl group has a cholesteric phase, the

one (P-C0A10) with a single azomesogenic group has a smectic phase, and those with both types of mesogenic groups

showed both smectic and cholesteric phases. The temperature ranges of the two liquid crystalline phases in the co-polymers

were independent of the contents of the two types of mesogenic groups. The rate of photoisomerization of the light-sensitive

azobenzene group in the polymer decreased with increasing azobenzene content due to steric hindrance between the azome-

sogenic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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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곁사슬 액정고분자는 액정형성의 기본단위인 메소젠기가

유연한 고분자의 측쇄에 결합된 것으로써 구성요소의 조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설계되고 합성될 수 있다. 곁사슬 액정고

분자는 고분자 화합물의 물리적 성질을 가지면서 저분자 액

정과 유사한 거동을 나타낼 수 있는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이

를 응용하기 위하여 많은 연구자들이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

다.1-5

유연한 주사슬로 이루어진 곁사슬 액정고분자는 분자사슬

의 마이크로 브라운 운동(micro-brownian motion)이 상대적으

로 자유로워 저분자 액정과 유사한 액정성을 나타내고, 동시

에 높은 액정 안정성을 가질 수 있다. 또한, 메소젠기들은 상

호간의 인력에 의해 응집이 수월해지므로 주사슬과의 분리된

상거동이 가능하며, 이는 곁사슬 액정고분자의 응용에 유리

한 성질 중의 하나로써, 상분리 된 액정영역을 유리전이온도

(Tg) 이상에서 배열시킨 후 Tg 이하로 온도를 낮추면 고분자

매트릭스 내에 배향된 액정영역을 형성시킬 수 있다.6,7

곁사슬 액정고분자에 관한 많은 연구에서, 주쇄와 메소젠기

사이의 유연격자의 길이, 주쇄의 유연성, 메소젠기의 종류, 분

자량 및 다분산지수 등과 액정성 간의 상관성을 밝혀 왔다. 이

들 중, 다양한 형태의 메소젠기를 비닐계 화합물에 연결하여

액정성을 조사한 연구에서, 메소젠기의 종류가 곁사슬 액정

고분자의 액정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보고하였

다.8-14 특히, 실록산을 기반으로 한 곁사슬 액정고분자는 Si-

O 결합에 의한 높은 유연성과 열안정성, 그리고, 폴리비닐계

화합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유리전이온도(Tg)를 나타

낸다. Zhang 등15은 곁가지로 메소젠기와 카이랄성의 비메소

젠기를 갖는 실록산 고분자는 높은 열적 안정성과 넓은 액정

온도 구간을 나타내었으며, 고분자 내에 포함된 카이랄성 비

메소젠기로 인하여 콜레스테릭 액정상이 유도되었음을 보고

하였으며, Shi 등16은 곁사슬에 콜레스테릴기와 아조메소젠기

를 갖는 광변색성 및 열변색성 폴리실록산 액정고분자를 합

성하였다. 실록산을 기반으로 한 곁사슬 액정고분자의 합성

에 이용되고 있는 thiol-ene 클릭화학 반응은 polymethylhydro

siloxane (PMHS)을 사용한 수소규소화 반응을 대신하여 3-

mercaptopropyl methylsiloxane (PMMS)를 사용하여 메소젠

기를 갖는 알켄 화합물을 thiol 기에 연결시킨다. 합성 후, 고

분자에 섞여있는 개시제의 제거가 매우 용이하고 anti-

Markovnikov의 위치 선택성이 거의 100%에 가깝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연결된 메소젠기를 형성하는데 유리하다.17

본 연구에서는, 광 기능성 소재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의 일

환으로, 폴리실록산 주사슬에 광 반응성기로써 아조메소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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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콜레스테릭 액정유도기로써 콜레스테릴기를 곁사슬에 갖

는 단독 또는 혼성고분자를 thiol-ene 반응을 이용하여 합성하

고, 이들의 열적특성, 액정성, 광학적 성질 등을 조사하였다.

Experimental

1. 시약

본 연구에서 사용된 쌍-구조의 메소젠 화합물인 M-Azo와

M-Ch의 합성에 사용된 1-브로모헥세인, 1,6-다이브로모헥세

인, 페놀은 Aldrich 사 제품을, 아세트아미드페놀, 페놀, 에틸

갈레이트(ethyl gallate), 콜레스테롤, 아릴알코올은 TCI사 제

품을 정제없이 그대로 사용하였다. 고분자의 합성에 사용된

폴리(3-메르캅토프로필메틸실록산) (PMMS, SMS-992, Mw.

4000-7000, 95 cst)은 Gelest사의 제품을, 2,2-아조비스아이소

부틸로니트릴(AIBN)은 삼전 제품을 정제하여 사용하였다. 염

화티오닐(SOCl2)과 사용된 용매는 문헌18을 참고하여 정제 후

사용하였다.

2. 합성

Figure 1은 곁사슬 액정고분자의 합성 반응식을, Table 1은

고분자 합성에 사용된 반응성 메소젠 화합물인 M-Azo와 M-

Ch의 일반적인 성질을, Table 2는 합성된 고분자들의 수율과

합성에 사용된 화합물의 몰비를 나타내었다. 곁사슬 액정고

분자의 합성은 메소젠 화합물인 M-Azo와 M-Ch를 thiol-ene

반응에 의하여 주사슬인 PMMS의 곁사슬에 결합시킴으로써

완성된다. 합성에 사용된 M-Azo와 M-Ch는 다단계의 반응을

거쳐 합성되었으며, 이들의 합성방법과 상세한 성질에 대해

서는 또 다른 연구논문을 통하여 발표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합성된 고분자들의 표기는 P-CxAy와 같이

나타내였는데, 여기에서 C와 x는 콜레스테롤 단위와 함량 몰

비를, A와 y는 아조메소젠 단위와 함량 몰비를 각각 나타낸

다. 특히, 한 종류의 메소젠기 만을 갖는 고분자는 단독고분

자로, 두 종류의 메소젠기를 갖는 고분자는 혼성고분자로 표

현하였다. 또한, 합성된 고분자들은 모두 동일한 합성방법으

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고분자 P-C6A4의 합성을 예를 들어 다

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100 mL 플라스크에 PMMS 0.615 g (1.00 × 10−4 mol), 메소

젠기 M-Azo 0.362 g (6.00 × 10−5 mol), M-Ch 0.103 g (4.00 ×

10−5 mol), AIBN 0.019 g (1 × 10−5 mol)을 톨루엔 5 mL에 완

전히 용해하여 질소분위기 하에서 48 h동안 반응시킨 후 메

탄올과 증류수를 사용하여 수 차례 세척하였다. 생성물을

THF에 용해시킨 후 아세톤으로 재결정하여 상온의 진공건조

기에서 24 h 동안 건조하였다.

3. 기기 및 특성 분석

본 연구에서 합성된 화합물의 구조 분석은 IR spectrometer

(Perkin Elmer Spectrum 1000)와 1H-NMR spectrometer (JEOL

JNM-AL 300)를 이용하였다. IR 측정은 고체상태의 시료를

KBr 방법을 이용하여 스펙트라를 얻었으며, 1H-NMR의 측정

Figure 1. Synthesis scheme of side chain liquid crystalline

polymers.

Table 1. Properties of Reactive Mesogenic Compounds

Compounds
Molecular 

weight

Tm, oC

(ΔHm, J/g)

Ti, 
oC

(ΔHi, J/g)
LC phases

M-Azo 1353.96 108(31.7) 141(2.4) smectic

M-Ch 574.85 104(39.2) 226(1.4) cholesteric

Table 2. Yield and Composition of Reactants

Polymers
PMMS

(10−4 mol)

M-Azo

(10−5 mol)

M-Ch

(10−5 mol)

Yield

(%)

P-C10A0 1 0 1 91

P-C8A2 1 0.2 0.8 92

P-C6A4 1 0.4 0.6 94

P-C4A6 1 0.6 0.4 91

P-C2A8 1 0.8 0.2 88

P-C0A10 1 1.0 0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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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CF3COOD-d 용매를 사용하여 실온에서 수행하였다. 열분

석은 DSC (TA DSC Q20)를 이용하여 질소분위기에서 10oC/

min의 가열과 냉각속도로 수행하였다. 액정성 확인은 hot

stage (Linkam TP 92)가 장착된 polarizing optical microscope

(POM) (Olympus BX41)를 이용하여 50배율로 관찰하였으며

보조수단으로써 mp 측정기(Fisher Scientific Co.)를 이용하여

stiropalescence의 유무와 세기를 관찰하였다. 광응답성 측정

은 UV/Vis spectrophotometer (Optizen 2120 UV Plus)를 이용

하여 각 고분자들을 THF 용매에 5 × 10−5 M의 농도로 용해시

켜 얻은 시료에 자외선 또는 가시광선을 다양한 시간 동안 조

사하여 스펙트라를 얻었다. 

Results and Discussion

1. 화합물들의 구조확인

고분자의 합성 및 구조 확인은 IR, 1H-NMR을 이용하였다.

IR 스펙트라 (KBr, νmax, cm−1) 분석 결과, 모든 고분자들에서

1080 (Si-O), 1280 (Si-CH3), 3070 (C-H, Ar), 2950 (C-H),

1250, 1153 (C-O, ether)에서 피이크가 관찰되었으며, 아조메

소젠기 만을 포함한 고분자, P-C0A10의 경우 1473 (N=N)에

서, 콜레스테릴기 만을 포함한 고분자, P-C10A0의 경우 1735

(C=O, ester)에서 특성 피이크가 확인되었다. 1H-NMR 스펙트

라 (CF3COOD-d, ppm) 분석 결과, 2.4 (S-CH2), 4.3 (O-CH2)

의 피이크는 모든 고분자에서 확인되었으며, 0.8-2.7 ppm

(CH, CH2, CH3)의 피이크들은 상호 중첩되어 각각의 적분 값

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웠다. Figure 2는 합성된 고분자들

중, P-C10A0와 P-C0A10의 스펙트라로써, 아조메소젠기를 갖

는 고분자는 7.8~8.1 (ArH-N=N), 7.5~7.5 (O-ArH-O), 7.0~7.2

(ArH-ester)에, 콜레스테릴기를 갖는 고분자는 5.0 (O-CH,

cholesteryl), 5.4-5.6 (C=CH-, cholesteryl), 7.1 (ArH-C=O), 8.2

(ArH-O)에서 각각의 특성 피이크를 나타냄으로 곁사슬 액정

고분자의 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열적성질

Figure 3에 합성된 고분자들의 2차 가열곡선과 냉각곡선을

나타내었으며 Table 3에 열곡선으로부터 얻어진 열역학적인

값들을 정리하였다. 아조메소젠기가 포함되지 않은 P-C10A0

을 제외한 모든 고분자는 Tm 피이크를 보임으로써 결정성 고

분자임을 알 수 있다. 

합성된 고분자들의 유리전이온도(Tg)는 한 종류의 메소젠

기 만을 갖는 P-C10A0과 P-C0A10의 경우 각각 33oC, 37oC

였으며, 두 종류의 메소젠기를 함께 갖는 혼성고분자들은 더

낮은 Tg를 나타냈다. 특히, 아조메소젠기의 함량이 증가할수

록 더 높은 Tg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곁사슬에 결합되어 있는

벌키한 아조벤젠기가 분자사슬의 회전운동을 방해하기 때문

인 것으로 판단된다. Zhang 등15의 연구결과에서도 종류가 다

른 두 메소젠기를 갖는 곁사슬 액정고분자가 한 종류의 메소

젠기를 갖는 경우보다 더 낮은 Tg를 나타냈음을 보고하였으

며, 두 종류의 메소젠기를 갖는 곁사슬 액정고분자의 Tg는, 함

량비가 높은 종류의 메소젠기를 갖는 단일 메소젠 고분자의

Figure 2. 1H-NMR spectra of polymers in CF3COOD-d.

Figure 3. DSC thermograms of polymers at scanning rate of

10oC/min under nitro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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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g와 비슷해 짐을 보고하였다. 결정성 고분자들의 용융전이온

도(Tm)는 아조메소젠기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조금씩 높은

값을 나타내었으며 Tg와 유사한 경향성을 보여주었다. 이는

극성을 갖는 선형의 구조를 하고 있는 아조벤젠기가 쌍-구조

를 이루고 있어 더 높은 에너지상태로의 배열이 수월하기 때

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Figure 4는 TGA 열곡선을, Figure 5는 DTG 곡선을 나타내

었으며, 이로부터 얻어진 결과를 Table 4에 정리하였다. 아조

메소젠기를 갖는 고분자들은 2단계 분해반응을 나타내었는

데, 300oC 근처의 분해반응은 22~31 wt% 정도의 무게감소가

있는 분해로써 아조메소젠기의 분해로 보이며, 400oC 근처의

분해는 70~80% 정도의 무게 감소를 나타내는 분해로써 실록

산 주사슬의 분해로 생각된다. 콜레스테릴기 만을 갖는 고분

자는 1단계 분해반응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70% 이상의 무게

감소를 나타내는 분해로써, 이는 콜레스테릴기가 분해되면서

실록산 주사슬의 분해를 촉진하여 동반 분해가 일어나는 것

으로 생각된다. 분자내의 콜레스테릴기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5 wt%의 무게감소를 나타내는 초기분해온도도 낮게 나타남

으로써 콜레스테릴기의 함량이 많은 고분자일수록 열안정성

이 더 감소됨을 알 수 있다. 700oC에서 열분해 후, 잔류량은

콜레스테릴기 만을 갖는 P-C0A10이 13.8%로 가장 낮았고, 아

조메소젠기 만을 갖는 P-C0A10이 가장 높은 28.1%였으며,

아조메소젠기가 함량이 많은 고분자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따

라서, 잔류량은 분자 내에 char의 형성에 유리한 방향족 환의

함량에 의존함을 보여주고 있다.

Table 3. Phase Transition Temperaturesa,b of Polymers

Polymers
Tg

(oC)

Heating
oC (ΔH, J/g)

Cooling
oC (ΔH, J/g)

P-C10A0 33 G –(−)c Ch 118(0.2) I I 107(0.8) Ch 28(−) G

P-C8A2 6 K 61(0.9) Sm 94(0.4) Ch 123(1.7) I I 97(0.9) Ch 65(0.2) Sm 3.3(−) G

P-C6A4 19 K 65 (1.1) Sm 118 (1.5) Ch 135(0.3) I I 113(4.8) Ch 66(0.1) Sm 24(−) G

P-C4A6 23 K 67(1.9) Sm 109(1.5) Ch 137(3.0) I I 134(4.6) Ch 104(0.9) Sm 59(0.8) K

P-C2A8 29 K 71(7.5) Sm 117(3.5) Ch 141(1.7) I I 118(2.1) Ch 100(1.6) Sm 49(4.6) K

P-C0A10 37 K 74(7.8) Sm 144(9.9) I I 131(8.3) Sm 63(7.9) K

a The values were measured at DSC 2nd heating curves or observed on polarizing optical microscope. 
b G: glassy phase, Ch: cholesteric, Sm: smectic, N: nematic, and I: isotropic.
c Could not be measured.

Figure 4. TGA thermograms of polymers at a heating rate of 10

℃/min under nitrogen.

Figure 5. DTG curves of polymers.

Table 4. TGA Data of Polymers

Polymers
Td-5%

a

(oC)

Residue at 700oC

(wt%)

P-C10A0 229 13.8

P-C8A2 231 21.7

P-C6A4 248 25.9

P-C4A6 261 26.4

P-C2A8 283 26.6

P-C0A10 303 28.1

a 5% weight loss temperature in TGA therm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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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액정성

Figure 6는 합성된 고분자들의 상 온도 범위를 DSC 열분석

자료와 POM 으로부터 얻어진 결과를 이용하여 나타낸 것이

며, Figure 7은 POM 상에서 관찰된 액정상의 texture를 나타

내었다. 이들의 결과에 의하면 모든 고분자들은 양방성 액정

을 나타냈으며, P-C0A10를 제외한 모든 고분자들은 냉각 또

는 가열시 homeotropic 상을 동반하였다. 

고분자들 중, 콜레스테릴기 만을 갖는 고분자 P-C10A0는

콜레스테릭상을, 아조메소젠기만을 갖는 고분자 P-C0A10은

스멕틱상 만을 나타내었고, 콜레스테릴기와 아조메소젠기를

함께 갖는 혼성 고분자들은 콜레스테릭상과 스멕틱상을 함께

나타내었다. 액정고분자들의 액정상 온도구간(ΔT = Ti−Tm)을

이용하여 액정 안정성의 정도를 살펴보면, 모든 고분자들은

가열 시, 62~71oC의 액정상 온도구간을 나타냄으로써 비교적

안정한 액정성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두 종류의 메소

젠기를 갖는 고분자의 경우, 두 메소젠기의 함량비에 따른 스

멕틱 액정과 콜레스테릭 액정의 온도구간의 넓이는 상호 경

향성을 나타내지는 않았다. 이는 고분자의 곁사슬에 결합된

메소젠기의 위치나 순서들이 불규칙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

된다.

Figure 7에 POM 상에서 관찰된 대표적인 액정상 texture를

나타내었다. (a)는 콜레스테릭 상의 oily streak texture로써 콜

레스테릴기를 포함한 모든 고분자들에서 관찰되었으며, (b)는

스멕틱 texture로써 broken fan shaped texture로써 아조벤젠기

를 갖는 고분자들에서 관찰되었고, 콜레스테릴기와 아조메소

젠기를 함께 갖는 혼성 고분자는 각각의 메소젠기를 갖는 단

일 고분자에서 관찰된 texture들이 함께 관찰되었다. 그리고,

(c)와 (d)는 P-A4C6의 액정상 구간에서의 관찰된 열변색 현

상으로써, 콜레스테릴기를 갖는 모든 고분자들에서 관찰되었

고, 열변색 온도범위는 메소젠기의 함량비에 따라 다르게 나

타났으며, 액정상태에서 온도가 높아질수록 붉은색 계통에서

푸른색 계통으로 변색하였다. 

4. 광화학성

Figure 8은 실록산 고분자에 액정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사

용된 두 메소젠기가 광이성질화 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기 위해 각 고분자 시료에 uv-vis 광을 조사하여 얻은 흡수

스펙트라이다. Figure 9는 각 스펙트럼으로부터 얻어 진 흡광

도의 값을 식19,20에 대입하여 도식화한 것으로써, 이로부터 광

이성질화 속도상수(K)를 구하여 Table 5에 나타내었다. 

ln[Aeq − A0]/(Aeq − At)] = Kt

Figure 6. Plots for phase transition temperature ranges of liquid

crystalline polymers.

Figure 7. Polarizing optical micrographs (magnification 50X) of

polymers.

Figure 8. UV-vis absorption spectra with various irradiation times

of polymer P-C0A10 (a) and P-C6A4 (b) dissolved in tetrahydro-

fu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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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A0, Aeq, At는 각각, 초기 흡광도, 평형상태에서의 흡

광도, 자외선을 일정 시간(t) 동안 조사한 후 흡광도를 나타

낸다.

고분자내의 메소젠기의 함량에 따른 trans-cis 광이성질화

속도상수(K) 값을 비교해 보면, uv 조사 시 아조메소젠기 함

량이 가장 적은 P-C8A2가 가장 빠른 광이성질화 속도를, 아

조메소젠기만을 포함한 고분자인 P-C0A10이 가장 느린 광이

성질화 속도를 보여주었으며 나머지 고분자들은 그 사이의 값

을 나타내었다. 가시광선의 조사로 얻어진 흡수 스펙트라 또

한 동일한 경향성을 보여주었다. 

고분자내의 아조메소젠기의 함량에 따른 광이성질화 속도

사이의 경향성은 명확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아조메소젠기의

함량이 증가하면 광이성질화 속도상수가 작아지는 경향을 나

타내었다. 이는 분자내의 포함된 아조메소젠기 함량이 증가

할 수록 이들간의 조밀한 충진으로 인하여 상호 입체장애를

받게 되고 아조메소젠기의 함량이 적을수록 상대적으로 많은

콜레스테릴기들이 아조메소젠기 사이에 존재하게 되어 광이

성질화 시 입체장애를 덜 받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Conclusions

본 연구에서는 아조메소젠기와 콜레스테릴기의 함량이 곁

사슬 액정고분자의 열적성질, 액정성 및 광화학적 성질에 미

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아조메소젠기가 포함되지 않은 P-

C10A0을 제외한 모든 고분자는 결정성을 나타내었다. 고분

자내의 아조메소젠기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열전이온도 Tg,

Tm, Ti, 상변화에 필요한 ΔHm, ΔHc은 약간씩 증가하는 경향

성을 나타냄으로써, 결정성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는 극성의 선형 구조를 갖는 아조메소젠기가 쌍-구조를 이루

고 있기 때문에 결정화를 위한 배열이 더 유리하기 때문인 것

으로 판단된다. 또한, 고분자들의 열안정성은 아조메소젠기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높게 나타났다. 모든 고분자들은 양방성

액정을 나타내었으며, P-C10A0는 콜레스테릭상 만을, P-

C0A10은 스메틱상 만을, 혼성 고분자들은 두 상을 함께 나타

내었다. 아조메소젠기의 함량이 많은 고분자일수록 넓은 액

정 온도구간과 상전이에 필요한 큰 ΔH의 값을 나타냄으로써

큰 액정안정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고분자의 곁사슬 아

조메소젠기의 구조가 광반응성에 미치는 영향을 광이성질화

속도로 나타내 보면, 분자 내의 쌍구조의 아조메소젠기의 함

량이 많을수록 입체장애의 증가로 인하여 광이성질화 속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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