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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rylium염 화합물은 양전하를 띄고 있어 유용한 합성반응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또한 전자를 받아들이는 특성을 
갖고 있어 광유도전자전이(PET) 반응의 감광제 등에 응용되고 있다. 우리는 본 연구에서 몇몇 2,6-disubstituted pyry-
lium fluoroborate 염 화합물을 산성 매체(acetic anhydride/acid) 하에서 합성하였다. 합성한 화합물을 1H-NMR, FT-IR과 
TOF Mass로 그 구조를 확인하였다. 또한, 그 광특성을 UV-Vis를 통해 분석하였다. 

Pyrylium fluoroborates undergo a wide range of synthetically useful reactions because of the positive charge. And the electron 
accepting nature has resulted in their widespread use as sensitizers for photo-induced electron transfer (PET) reactions. In 
this experiment, 2,6-disubstituted pyrylium fluoroborates are synthesized from the reaction between 3'-chloroacetophenone and 
excess orthoformate in an acidic medium (acetic anhydride/acid). Synthesized products are confirmed by 1H-NMR, FT-IR and 
TOF Mass spectroscopies. Also, photo-properties are analyzed with an UV-Vis spectrophoto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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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Pyrylium염은 양전하를 띄는 벤젠에 산소가 치환된 이중 고리 동족

체로서 예전부터 화학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이러한 pyrylium 
염은 높은 전기전도성 전하 이동 착물의 합성에 널리 이용되고 있고

[1-5], 양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여러 합성 반응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6,7]. 한편 전자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기능성 유기재료에 

대한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기능성 색소로의 응용과 비선형 광학유리 

물질 등에 응용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8-13].
따라서, 본 연구는 이전 연구의 동향에 따라 2,6-disubstituted pyry-

lium fluoroborate 화합물을 단일 단계 고리로 합성하고, 그 화합물을 
1H-NMR, FT-IR, UV, TOF Mass 등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UV의 강

한 피크 intensity는 여러 산업 분야에 응용할 수 있어본 화합물을 합

성하고자 하였다.

2. 이    론

Pyrylium은 양전하를 띄는 산소를 함유하는 벤젠의 이중 고리 동족

체로서 음전하를 띄는 이온과 염을 생성한다. Pyrylium은 벤젠과 마찬

가지로 방향족 화합물이기 때문에 탄소와 이중결합을 이루고 있는 옥

저자 (e-mail: sijo@uos.ac.kr)

소늄이온은 일반적인 옥소늄이온보다 반응성이 작다. 이전 연구결과

를 보면 pyrylium 염은 여러 단계에 의해서 복잡한 합성 과정을 거쳤

으나[1] 본 연구에서는 단일단계로 상업적 시약을 이용하여 합성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1,5]. 2,6-disubstituted pyrylium flourborates를 합성

하는 메카니즘은 Figure 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3. 실    험

3.1. 시료 및 기기

화합물 합성에 사용한 시료는 acetic anhydride (Daejung, 96%), tet-
rafluoroboric acid (Alfa Aesar, 50 wt%), 3'-chloro-acetophenone 
(Aldrich, 98%), 2-naphthylacetophenone (Aldrich, 98%), triethyl ortho-
formate (Acros organics, 98%), diethyl ether (Daejung, 99%)를 더 이

상 정제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였다.
생성물을 확인하기 위하여 1H-NMR (Varian 200)과 FT-IR (Perkin- 

Elmer)을 이용하여 합성한 2,6-disubstituted pyrylium flourborates의 

구조를 분석하였다.
UV흡수스펙트럼은 SCINCO S-4100으로, 녹는점은 JISICO J-293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3.2. 실험방법

Acetone과 얼음 중탕 하에서 acetic anhydride (10 mL)에 산(H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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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ynthesis of 2,6-disubstituted pyrylium fluorobo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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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Absorption spectrum of 1 in chloroform.

Figure 3. Absorption spectrum of 2 in chloroform.

을 넣고 5∼15 ℃를 유지하며 교반하여 용액을 만들었다. 이 용액을 

triethyl orthoformate (10 mL)와 3-chloroacetophenone과 2-naphthylaceto- 
phenone을 각각 잘 교반시킨 용액에 약 30 min간 천천히 첨가한 후 

상온에서 하루정도 교반시켰다. 반응 혼합물에 diethyl ether (∼300 
mL)을 부어 미반응물을 제거한 후 침전된 고체를 여과장치를 이용하

여 걸러준다. 얻어진 생성물을 진공상태에서 건조하여 dithehyl ether
를 제거한 후 1H-NMR과 FT-IR로 구조를 분석하였고, UV를 통해 광

특성을 조사하였다.

4. 결    과

합성한 pyrylium fluoroborates 1과 2의 특성치와 스펙트럼을 Tables 
1, 2에 나타내었다. 치환기의 종류에 따라 수득률이 많은 차이를 보였

다. 이번 실험에서는 산성매체(acetic anhydride/acid)에서 합성하였는

데 문헌조사결과 dichloromethane 하에서 반응시키는 방법이 수율 향

상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15]. 하지만 열을 가해주어야 하는 단점이 

있어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이 더 좋은 것으로 사료된다.
유기화합물은 분광학적으로 생성물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합성한 물질을 확인하기 위해 Table 2와 같이 1H-NMR, FT-IR과 TOF 
Mass로 그 구조를 확인하였다.

화합물 1의 1H-NMR을 분석하여 보면 염소원자의 비차폐(deshield-
ing) 효과로 인해 화학적 이동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고 문헌[14]와 비

교해 보았을 때 우리가 합성하고자 한 2,6-di-(3'-chlorophenyl)pyry- 
lium fluoroborate이라고 판단된다.

화합물 2 역시 1H-NMR, FT-I을 통해 분석해본 결과 합성하고자 하

였던 2,6-di-(2-naphthyl)pyrylium fluoroborate가 맞다고 생각된다. Chem 
NMR Estimation하여 보았더니 peak의 위치에 약간 이동이 있을 뿐 잘 

일치하였고 선명한 peak로 보아 순도가 상당이 좋은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2에 나타낸 화합물 2의 FT-IR 값을 보았을 때 벤젠고리(1500 

cm-1 부근), C-Cl (700 cm-1 부근), naphthyl (800 cm-1 부근)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TOF Mass 분자량을 알 수 있는 1과 2 화합물이 모두 301.0170과 

333.1273에 강한 peak를 관찰할 수 있었다.
결정생성을 위해 acetonitrile, chloroform, dichloromethane, meth-

anol, THF 등의 용매를 사용하여 보았지만 아쉽게도 X-ray 분석에 적

절한 크기의 결정이 생성되지 않았다. 하지만 분석 결과 우리가 합성

하고자 한 pyrylium flourborates로 판단된다.
Chloroform에서 pyrylium flourborates 화합물의 흡수 스펙트럼을 

Figure 2에 나타내었다. 화합물 1과 2를 보았을 때 같은 pyrylium 양이

온의 경우 비슷한 경향성을 보인다. 2,6-di(3'-chlorophenyl)pyrylium 
fluoroborate 화합물의 λmax 값은 408 nm를 가지고 2,6-di-(2-naphth-
yl)pyrylium fluoroborate 화합물은 478 nm에서 λmax를 보인다.

5. 결    론

2가지 종류의 pyrylium 염 화합물을 합성하고 그 구조를 1H-NMR, 
FT-IR과 TOF Mass를 통해 규명하였다. 이를 통해 pyrylium flourbo-
rates 화합물의 합성방법을 확립할 수 있었고 추후 연구에 기본 자료

로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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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zation Data for Pyrylium Flourborates

Compound R X Yield (%) Color M.P. (℃)

1

Cl

BF4
- 81 yellow 212

2 BF4
- 18 red 213

Table 2. Spectroscopic Properties of Pyrylium Flourborates

Compound 분자식 IR (cm-1) 1H-NMR (ppm) TOF Mass

1 C17H11Cl2OBF4 2,930 (m), 1,638 (m), 1,594 (m), 698 (m) 9.41 (1H), 9.13 (2H), 7.94 (4H), 8.56 (4H) 301.0170

2 C25H17OBF4
3,064 (m), 2,924 (m), 1,618 (m), 1,592 (m), 

830 (m), 752 (m) 9.04 (1H), 8.71 (2H), 7.7-8.5 (10H) 333.1273

* spectra 자료는 편집인에게 요청 시 제공 가능

합성한 화합물들의 UV 흡수스펙트럼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는 기능성 유기재료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원래 계획

했던 X-ray 분석은 아쉽게도 분석에 적합한 pyrylium flourborates의 

단결정을 얻지 못하여 분석하지 못하였다. 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

였지만 적당한 용매를 찾지 못하였다.
강한 intensity를 나타낸 두 물질은 산업체에서 좋은 유기 전자 재료 

감광제로 이용 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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