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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록 

 

양이온성 염료는 일반적으로 우수한 색 특성을 가짐에도 불

구하고, 낮은 내광성 때문에 그 응용에 한계가 있다. 특히 색재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염료의 광분해로 인한 흡광도 저하와 색 변질은 

치명적인 약점이 된다. 따라서 양이온성 염료의 사용의 확대를 위해

서는 낮은 내광성을 보완할 수 있는 보편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이

를 위하여 염료 양이온과 약하게 상호작용하는 음이온인 Weakly 

Coordina-ting Anion (WCA)를 도입하여 염료의 내광성을 향상시

키고 그 메커니즘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염료의 상대 음이온으로 WCA 를 도입했을 때 기대할 수 있

는 이점은 다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로, 양이온성 염료와 상대 음

이온 사이의 강한 정전기적 인력을 비교적 세기가 약한 정전기적 

인력으로 대체하면 양이온성 염료의 전하 분포가 비편재화되기 때

문에 charge site 에 기인하는 불안정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둘째

로 WCA 의 steric hindrance 로 인하여 양이온성 염료의 불안정한 

charge site 와 외부의 분해요소 사이에 공간적인 방해물을 형성한

다. 이 때, 상대 음이온인 WCA 의 크기가 크고 charge site 에 대

한 가리움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질수록 내광성 향상

에 크게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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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염료의 거동은 유기용매상에서 진행하였는데, 이는 유

기용매의 극성에 따라 염료의 용매화 메커니즘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대 음이온이 염료 모체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환경과 그렇지 

못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저극성 용매에서는 양이온과 음이

온이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하며 거동하지만, 극성 용매에서는 양이

온과 음이온이 분리되기 때문에 상호작용을 거의 하지 못한다. 염료

의 용매화 메커니즘을 관찰하기 위하여, 각 염료가 용해된 용액의 

분광 특성과 전기전도도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한 양이온성 염료 3 종은 양이온성 염료 중

에서도 특히 낮은 내광성을 갖는 염료들로 선정하였고, WCA 는 F-

layer 로 둘러싸인 구조를 갖는 음이온 2 종과 O-layer 로 둘러싸

인 구조를 갖는 음이온 1 종을 선정하여, 총 12 종의 염료의 거동을 

관찰하였다.  

유기용매 상에서 이 염료들이 용해되었을 때, 상대 음이온이 

WCA 로 치환되지 않은 염료보다 치환된 거의 모든 염료의 내광성

이 향상되었으며, 특히 양이온성 염료와 상대 음이온이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환경인 저극성 용매에서 모든 염료의 내광성이 

향상한 것을 관찰하였다. 상대 음이온인 WCA 의 크기가 클수록 내

광성을 더 큰 폭으로 향상시켰고, 상대 음이온의 크기가 비슷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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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분극성이 낮은 F-layer 로 둘러싸인 구조를 갖는 WCA 가 

내광성 향상에 효과적이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양이온성 염료의 상대 음이온

에 WCA 를 도입하여 염료의 내광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확인하

였다. 이러한 보편적인 방법으로 양이온성 염료의 물성을 개질함으

로써 양이온성 염료의 응용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주요어 : Basic dye, Weakly Coordinating Anion, WCA, Ion pair, 

Photostability 

학번 : 2016-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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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양이온성 염료 

양이온성 염료는 색특성이 우수하고, 저렴하며, 염색성이 우

수하다. [1] 또한, 많은 종류의 양이온성 염료들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는 분광 특성을 갖는 염료로 쓰기에 매우 편리하다. 따

라서 실크, 가죽, 종이 등의 염색 분야에서부터 레이저 광원과 같은 

전자재료용 색재까지 널리 이용되고 있다. [2, 3] 하지만 낮은 내광

성으로 인하여 태양광과 같은 혹독한 조건 하에서는 염료를 지속적

으로 사용하기 어렵다. 양이온성 염료의 낮은 내광성 때문에 빛이 

염료에 조사되는 과정에서 염료의 변질이 일어나고, 색강도가 낮아

지며, 발색단의 길이에 변화가 생겨, 색재의 흡광 파장 영역까지 변

할 우려가 있다. [4] 이처럼 낮은 내광성은 염료 분자의 변질을 야

기하기 때문에 색재로의 응용을 매우 어렵게 한다.  

양이온성 염료의 내광성 향상을 위한 이전 연구들은 염료 

모체의 치환기를 달거나, complex 형태의 거대 분자로 합성하거나, 

염료의 주변 환경을 변화시켜 내광성을 향상시켜왔다. [5-7] 하지

만 이러한 방법들은 준비하는데 오랜 시간을 요하고, 상황의 특수성

 

 



과 복잡성을 동반한다. 이러한 양이온성 염료의 내광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편적이고 간단한 방법을 개발한다면, 양이온성 염료의 적

용 분야를 광범위하게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이

유로 본 연구는 양이온성 염료의 내광성을 높일 수 있는 보편적인 

방법을 고안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양이온성 염료로는 양이온성 염료 중에

서도 특히 내광성이 낮고, 값이 싸며, 널리 사용되고 있는 3종의 염

료인 Basic Yellow 1, Rhodamine B, Rhodamine 6G를 선택하였다. 

[8, 9] 선택된 염료의 구조를 Fig. 1. (a)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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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WCA 

WCA는 양이온과 매우 약하게 상호작용하는 음이온을 의미

한다. WCA의 중요한 역할은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강한 상호작

용을 억제하는 것이다. [10] WCA는 일반적인 음이온보다 친핵성이 

낮기 때문에 반응성이나 친전자성이 높은 불안정한 양이온을 안정

화시키는 데 사용하거나, 배터리, 태양 및 연료 전지의 전해질로 이

용되는 이온성 액체 (ionic liquid) 분야 등에 활용되고 있다. [10-

12] 양이온성 염료의 상대 음이온으로 WCA를 도입한 선행연구로

는 WCA가 도입된 양이온성 염료의 유기 용매에 대한 용해도를 크

게 향상시키는 결과를 보고되고, 폐수 속에 포함된 양이온성 염료를 

제거하는 연구가 있었다. [1] 그렇지만 여전히 양이온성 염료의 상

대 음이온으로 WCA를 도입한 연구 사례는 많지 않다. 

일반적으로 WCA는 크기가 크고 대칭적인 구조를 갖는다. 

[13] 그 이유는 음이온의 전하 분포를 큰 부피로 고루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Fig. 2의 음이온들은 F-layer로 둘러싸인 구조를 갖

는 음이온들이고, 각 음이온들의 표면은 거의 0에 근접한 전하량을 

갖는다. F 원자는 낮은 분극성을 갖기 때문에 화학적으로 높은 불활

성도와 리간드에 대한 높은 안정성을 갖는다고 알려져 있다. [14] 

또한 이 WCA를 도입하는 음이온 치환반응은 매우 쉬운 조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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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양이온성 염료의 물성을 개질할 때 이점으

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양이온성 염료의 낮은 내광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양이온성 염료의 상대 음이온으로 Weakly 

coordinating anion (WCA)을 도입하여 유기용매에 용해된 양이온

성 염료의 내광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WCA는 F 원자로 둘러싸인 구조를 갖는 2종의 음이온과 O 원자로 

둘러싸인 음이온 1종을 선택하였다. 선택된 WCA는 Fig. 1. (b)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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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Basic dyes and (b) weakly coordinating anions 

paired with Lithium used in this study 

 

Fig. 2. Several examples of F-layered W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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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염료의 광분해 현상 

Fig. 3에서 보듯이, 염료의 상대 음이온으로 WCA를 도입했

을 때에는 앞에서 언급한 전자적인 안정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steric hindrance에 기인하는 안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15, 16] 다음은 양이온성 염료의 광분해 메커니즘에 관한 식

이다. [7] 

O2 (1Δg) + Dye+ ↔ [O2-Dye+]* → O2 (3Σ�̅�𝑔) + Dye+* 

여기서 1Δg 는 싱글렛 상태, 3Σ−g 트리플렛 상태, *은 들뜬 

상태를 의미한다.  

양이온성 염료는 이온 사이트에 대한 싱글렛 산소의 공격에 

의하여 염료가 들뜬 상태로 변하면서 염료의 분해가 시작된다. 따라

서 싱글렛 산소의 공격에 취약한 이온성 부위에 WCA를 도입한다

면, WCA의 가리움 효과를 이용하여 산소 분자의 접근을 원천적으

로 차단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들뜬 상태인 염료 생성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염료의 내광성은 향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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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chematic representation of shielding effect of WCA as a 

counter anion of a cationic d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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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용매에 대한 염료의 용매화 메커니즘 

WCA가 양이온성 염료의 내광성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 극성이 다른 세 용매에 대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용매는 실험에 쓰인 모든 염료를 충분히 용해시킬 수 

있는 용매로 선택하였다. 용매들의 유전상수와 쌍극자 모멘트는 

Table 1에 나와있는 값과 같다. 극성이 낮을수록 유전상수와 쌍극

자 모멘트는 낮다. 무극성 용매로 클로로포름(CF), 저극성 용매로 

메틸렌클로라이드(MC)를 선택하였다. 극성 용매로는 수소결합으로 

생길 수 있는 변수를 제어하기 위하여 aprotic한 특성을 갖는 디메

틸포름아마이드(DMF)를 선택하였다.  

Fig. 4에서 보는 것과 같이, 용매에 염이 용해되어 있을 때 

염의 용해 메커니즘은 다음의 네 가지 모드 중 하나 이상의 형태이

다. 양이온과 음이온이 완전히 분리되어 용해되는 모드 

(Dissociation), 수 개의 용매 분자에 의해 양이온과 음이온이 분리

되어 용해되는 모드 (2SIP; solvent separated ion pair), 양이온과 

음이온이 용매 분자를 공유하여 용해되는 모드 (SIP; solvent 

shared ion pair), 그리고 양이온과 음이온이 직접 결합하여 용해되

는 모드 (CIP; contact ion pair)로 나뉜다. [17] 이번 연구에서는 

개질한 염료들의 용해 메커니즘을 관찰하기 위하여 염을 용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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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매의 극성에 따른 용액의 분광 특성과 전기전도도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염이 용해된 용액의 내광성과 염의 WCA 구조 및 크기 사

이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염료가 용해된 용액의 UV-vis 

스펙트럼과 내광성의 경향성을 비교하였다. 

 

 

Table 1. Dielectric constant and dipole moment of the chosen 

solvents 

 

 

Fig. 4. Schematic representation of solvation types  

+

-

Solvent separated ion 
pair (2SIP)

Solvent shared
ion pair (SIP)

Contact
Ion pair (CIP)

Dissociation

Polar
solvent

Non-polar 
solvent

Co-existCo-ex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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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방법 

2.1  시약 및 장비 

2.1.1 시약 

합성에 이용된 시약은 TCI (Basic Yellow 1, Rhodamine B: 

순도 > 95%, Lithium hexa-fluorophosphate: 순도 > 97%, 

Lithium bis(oxalate)borate: 순도 > 95%, Lithium bis(trifluoro-

methanesulfonyl) imide : 순도 > 98%)와 Sigma-Aldrich 

(Rhodamine 6G : 순도 ~95%)에서 구입하였고, 별도의 정제 없이 

실험에 이용하였다. CF, MC, DMF는 모두 삼전화학에서 구입하여 

이용하였다.  

 

2.1.2 장비 

합성한 염료의 구조를 확인하기 위한 1H NMR과 19F NMR

은 Bruker 사의 AVANCE III 500 (500MHz)를 사용하였고 용매는 

Chloroform-d를 사용하였다. 염료의 UV-visible spectroscopy를 

평가하기 위하여 PerkinElmer사의 Lambda 25를 이용하여 측정하

였다. 염료의 전기전도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MIC사의 98717G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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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하였다. 염료의 광분해를 위한 광조사 장치는 Otsuka 

Electronics사의 QE-1100에 내장된 150W 제논램프를 이용하였

다. 

 

2.2  염료의 합성 및 구조분석 

상용 염료 3종과 Cl-를 포함한 음이온 4종을 이용하여 총 

12종의 양이온성 염료-WCA 염의 거동을 관찰하였다. 본 연구에서 

합성된 염료는 양이온성 염료에 기본적으로 도입되어 있는 상대 이

온인 Cl-를 WCA로 치환하여 이온쌍을 형성하게 된다. 3종의 양이

온성 염료의 대한 상대 음이온을 WCA로 치환하였다. 9종의 양이온

성 염료의 합성 scheme은 다음 Fig.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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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ynthetic scheme of cationic dye-WCA 

 

2.2.1 Basic Yellow 1-PF6의 합성 

상온에서 Basic Yellow 1 (200mg, 6.3ⅹ10-4 mmol)을 물 

100ml에 용해시킨다. Basic Yellow 1이 완전히 물에 용해되면 

Lithium hexafluorophosphate (110mg, 7.2ⅹ10-4 mmol)을 물 

20ml에 용해시켜서 Basic Yellow 1 용액에 dropwise로 모두 떨어

뜨려준다. 60분동안 교반한 후, 석출된 생성물을 진공 필터를 이용

하여 걸러낸다. 증류수로 수 차례 세척해준 후, 오븐에 건조시킨다. 

(수득률: 21 %) 

1H NMR (500 MHz, CDCl3, δ in ppm): 2.57 (s, 3H), 3.17 (s, 6H), 

- 13 - 



4.34 (s, 3H), 6.89 (d, 2H), 7.62 (d, 1H), 7.74 (d, 2H), 7.76 (s, 

1H), 7.88 (d, 1H); 19F NMR (282 MHz, CDCl3, δ in ppm): -

74.72, -72.20 

2.2.2 Basic Yellow 1-TFSI의 합성 (2) 

상온에서 Basic Yellow 1 (200mg, 6.3ⅹ10-4 mmol)을 물 

100ml에 용해시킨다. Basic Yellow 1이 완전히 물에 용해되면 

lithium bis(trifluoromethanesulfonyl) imide (220mg, 7.7ⅹ10-4 

mmol)을 물 20ml에 용해시킨다. 이후의 과정은 2.2.1과 동일하다. 

(수득률: 29 %) 

1H NMR (500 MHz, CDCl3, δ in ppm): 2.56 (s, 3H), 3.16 (s, 6H), 

4.30 (s, 3H), 6.88 (d, 2H), 7.61 (d, 1H), 7.71 (d, 2H), 7.78 (s, 

1H), 7.85 (d, 1H); 19F NMR (282 MHz, CDCl3, δ in ppm): -

78.75 

2.2.3 Basic Yellow 1-BOB의 합성 (3) 

상온에서 Basic Yellow 1 (300mg, 9.4ⅹ10-4 mmol)을 물 

100ml에 용해시킨다. Basic Yellow 1이 완전히 물에 용해되면 

Lithium bis(oxalate)borate (210mg, 9.9ⅹ10-4 mmol)을 물 20ml

에 용해시킨다. 이후의 과정은 2.2.1과 동일하다. (수득률: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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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H NMR (500 MHz, CDCl3, δ in ppm): 2.57 (s, 3H), 3.18 (s, 6H), 

4.31 (s, 3H), 6.86 (d, 2H), 7.61 (d, 1H), 7.67 (d, 2H), 7.77 (d, 

1H), 7.79 (s, 1H) 

2.2.4 Rhodamine 6G- PF6의 합성 (4) 

상온에서 Rhodamine 6G (387mg, 8.1ⅹ10-4 mmol)을 물 

100ml에 용해시킨다. Rhodamine 6G가 완전히 물에 용해되면 

Lithium hexafluorophosphate (160mg, 9.6ⅹ10-4 mmol)을 물 

20ml에 용해시킨다. 이후의 과정은 2.2.1과 동일하다. (수득률: 

80 %) 

1H NMR (500 MHz, CDCl3, δ in ppm): 1.00 (t, 3H), 1.40 (t, 6H), 

2.16 (s, 6H), 3.50 (q, 4H), 4.04(q, 2H), 6.72 (s, 2H), 6.78 (s, 

2H), 7.27 (d, 1H), 7.78 (m, 2H), 8.32 (d, 1H); 19F NMR (282 

MHz, CDCl3, δ in ppm): -71.82, -74.34 

2.2.5 Rhodamine 6G-TFSI의 합성 (5) 

상온에서 Rhodamine 6G (200mg, 4.2ⅹ10-4 mmol)을 물 

100ml에 용해시킨다. Rhodamine 6G가 완전히 물에 용해되면 

lithium bis(trifluoromethanesulfonyl) imide (147mg, 4.7ⅹ10-4 

mmol)을 물 20ml에 용해시킨다. 이후의 과정은 2.2.1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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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득률: 48 %) 

1H NMR (500 MHz, CDCl3, δ in ppm): 1.02 (t, 3H), 1.41 (t, 6H), 

2.16 (s, 6H), 3.51 (q, 4H), 4.04 (q, 2H), 5.87 (s, 2H), 6.76 (s, 

2H), 6.81 (s, 2H), 7.28 (d, 1H), 7.78(m, 2H), 8.32 (d, 1H); 19F 

NMR (282 MHz, CDCl3, δ in ppm): -78.73 

2.2.6 Rhodamine 6G-BOB의 합성 (6) 

상온에서 Rhodamine 6G (300mg, 6.3ⅹ10-4 mmol)을 물 

100ml에 용해시킨다. Rhodamine 6G가 완전히 물에 용해되면 

Lithium bis(oxalate)borate (135mg, 6.3ⅹ10-4 mmol)을 물 20ml

에 용해시킨다. 이후의 과정은 2.2.1과 동일하다. (수득률: 86 %) 

1H NMR (500 MHz, CDCl3, δ in ppm): 1.03 (t, 3H), 1.43 (t, 6H), 

2.15 (s, 6H), 3.52 (q, 4H), 4.04 (q, 2H), 5.65 (s, 2H), 6.80 (s, 

2H), 6.85 (s, 2H), 7.33 (d, 1H), 7.80 (m, 2H), 8.33 (d, 1H) 

2.2.7 Rhodamine B- PF6의 합성 (7) 

상온에서 Rhodamine B (310mg, 6.5ⅹ10-4 mmol)을 물 

100ml에 용해시킨다. Rhodamine B가 완전히 물에 용해되면 

Lithium hexafluorophosphate (100mg, 6.6ⅹ10-4 mmol)을 물 

20ml에 용해시킨다. 이후의 과정은 2.2.1과 동일하다. (수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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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1H NMR (500 MHz, CDCl3, δ in ppm): 1.24 (t, 12H), 3.51 (q, 

8H), 6.65 (s, 2H), 6.67 (d, 2H), 6.99 (d, 2H), 7.16 (d, 1H), 7.60 

(t, 1H), 7.64 (t, 1H), 8.21 (d, 1H); 19F NMR (282 MHz, CDCl3, 

δ in ppm): -72.02, -74.55 

2.2.8 Rhodamine B-TFSI의 합성 (8) 

상온에서 Rhodamine B (500mg, 1.0ⅹ10-5 mmol)을 물 

100ml에 용해시킨다. Rhodamine B가 완전히 물에 용해되면 

lithium bis(trifluoromethanesulfonyl) imide (359mg, 1.3ⅹ10-5 

mmol)을 물 20ml에 용해시킨다. 이후의 과정은 2.2.1과 동일하다. 

(수득률: 86 %) 

1H NMR (500 MHz, CDCl3, δ in ppm): 1.30 (t, 12H), 3.58 (q, 

8H), 6.80 (s, 2H), 6.81 (d, 2H), 7.01 (d, 2H), 7.25 (d, 1H), 7.70 

(t, 1H), 7.78 (t, 1H), 8.29 (d, 1H); 19F NMR (282 MHz, CDCl3, 

δ in ppm): -78.72 

2.2.9 Rhodamine B-BOB의 합성 (9) 

상온에서 Rhodamine B (300mg, 6.3ⅹ10-4 mmol)을 물 

100ml에 용해시킨다. Rhodamine B가 완전히 물에 용해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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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hium bis(oxalate)borate (135mg, 6.3ⅹ10-4 mmol)을 물 20ml

에 용해시킨다. 이후의 과정은 2.2.1과 동일하다. (수득률: 87 %) 

1H NMR (500 MHz, CDCl3, δ in ppm): 1.31 (t, 12H), 3.59 (q, 

8H), 6.77 (s, 2H), 6.79 (d, 2H), 7.04 (d, 2H), 7.29 (d, 1H), 7.71 

(t, 1H), 7.77 (t, 1H), 8.30 (d, 1H) 

 

2.3  광학적 특성 측정 

염료의 흡수 스펙트럼을 측정하기 위하여 각 염료를 CF, 

MC, DMF에 용해시켜 UV-vis spectrum을 측정하였다. 용액의 농

도는 1ⅹ10-5 M로 측정하였다. Rhodamine B 계열 염료는 DMF에 

용해될 때 1ⅹ10-4 M 부터 1ⅹ10-5 M에서 농도가 급격하게 줄어들

어 거의 색이 없는 투명한 용액으로 변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이 

때문에 이 경우에는 모든 Rhodamine B 계열 염료가 UV-vis 

spectroscopy로 측정 가능한 최소 흡광도 이상의 값을 갖는 7ⅹ

10-5 M로 진행하였다.  

 

2.4  전기전도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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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용매 내에서 염료의 용매화 거동을 관찰하기 위하여 염

료가 용해된 용액의 전기전도도를 측정하여 그 값을 토대로 염료의 

거동을 평가하였다. [17] 염료 용액의 농도는 모두 1ⅹ10-3 M로 측

정하였고, 모든 측정은 상온에서 진행하였다. 0에 근접한 낮은 전기

전도도를 갖는다면, 양이온과 음이온이 서로 가까운 거리에서 상호

작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고, 이는 저극성 용매에 염료를 용해시키는 

경우가 된다. 반대로, 염료가 저극성 용매에 용해된 용액에서의 전

기전도도 값보다 높은 값이 측정된다면, 양이온과 음이온이 분리되

어 거의 상호작용하지 못한다고 해석할 수 있고, 이는 극성 용매에 

염료를 용해시키는 경우가 된다. 전기전도도는 각 용액에 대하여 3

회 이상 측정한 값들의 평균값을 계산하여 비교하였다. 

  

2.5  염료 용액의 광분해 

용액의 초기 농도는 1ⅹ10-5 M로 제조하였고, Rhodamine 

B 계열 염료는 2.3절에서 언급했듯이 DMF에 용해될 때 농도가 급

격하게 줄어드는 현상이 관찰되어 초기 농도를 7ⅹ10-5 M로 설정

하였다. 1ⅹ10-5 M 와 7ⅹ10-5 M 두 농도 모두 염료가 완전히 용

해되어 염료의 응집현상이 관찰되지 않고, 상대 흡광도를 관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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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농도에 의한 변수는 거의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UV-vis 

spectrometer로 초기 흡광도를 측정하는 시점부터 광분해 측정을 

종료하는 시점까지 용액은 밀폐된 큐벳 안에서 광분해가 진행된다. 

Fig. 6에서 보듯이 광분해가 진행되는 동안, 염료 용액은 제논 램프

로부터 약 1c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하며, 매 60~90분 마다 UV-

vis spectrum 측정을 진행하였다. 

 

Fig. 6. Schematic representation of light exp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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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결과 및 논의 

3.1  염료의 분광 특성 분석 

유기용매에서 양이온성 염료의 상대 음이온인 WCA의 크기

와 WCA의 구조에 따른 양이온성 염료의 분광 특성에 대한 영향을 

관찰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으로, 염료가 용해된 용액의 UV-vis 

스펙트럼과 내광성의 경향성을 비교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네 가지 

용해 모드를 고려하여 무극성 용매인 클로로포름(CF), 저극성 용매

인 메틸렌클로라이드(MC), 그리고 극성 용매인 디메틸포름아마이드

(DMF)에서 염이 용해될 때, 용매의 극성에 따라 WCA가 양이온성 

염료의 분광 특성에 기여하는 정도를 관찰하였다. 

양이온성 염료의 상대 음이온으로 WCA를 도입하지 않은 

염료와 도입한 염료들을 저극성 용매인 CF와 MC에 용해했을 때의 

분광특성을 Fig. 8-13과 Table 2-3에 나타내었다. 먼저 염료가 저

극성 용매에 용해된 용액의 최대 흡수 파장은 Cl-가 상대 음이온인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최대 흡수 파장이 모두 변화하였다. 용매가 

CF인 경우인 Table 2에서 보듯이, 상대 음이온이 치환되지 않은 

BY1에 비하여 상대 음이온이 치환된 BY1 계열 염료들의 최대 흡

수 파장은 1~7nm, Rho6G 계열 염료들은 9~12nm, RhoB 계열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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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들은 1~6nm가 변화하였다. 용매가 MC인 Table 3에서도 같은 

경향성을 갖는데, 상대 음이온이 WCA로 치환된 BY1 계열 염료들

은 상대 음이온이 치환되지 않은 BY1보다 1nm, Rho6G 계열 염료

들은 4nm, RhoB 계열 염료들은 3~5nm 변화하였다. 이것으로 보

아, 저극성 용매에서 염료의 상대음이온인 WCA가 염료와 상호작용

을 하며 분광 특성에 변화를 주었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각 WCA가 염료의 최대 흡수 파장에 영향을 주는 정도는 

PF6-, TFSI-, BOB- 순으로 변화량이 큰 경향성이 있었다. 이 경향

성은 상대 음이온의 부피와 구조를 따르는 것으로 보이는데, 음이온

의 부피는 Fig. 7의 값과 같다. 이 값은 Molinspiration 

Cheminformatics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였다. F 원자로 

둘러싸인 음이온인 PF6-와 TFSI-가 염료의 상대 음이온으로 치환

된 경우에는, 크기가 큰 TFSI-가 염료가 용해된 저극성 용액의 최

대 흡수 파장에 비교적 더 큰 변화를 주었으며, 크기가 비슷한 

TFSI-와 BOB-가 염료의 상대 음이온으로 치환된 경우에는, 분극

성이 F 원자보다 큰 O 원자로 둘러싸인 BOB-가 상대 음이온으로 

치환된 경우에 염료가 용해된 저극성 용액의 최대 흡수 파장에 비

교적 더 큰 변화를 주었다.  

양이온성 염료의 상대 음이온으로 WCA를 도입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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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료와 도입한 염료들을 극성 용매인 DMF에 용해했을 때, 분광특

성을 각각 Fig. 14-16과 Table 4에 나타내었다. 염료가 극성이 높

은 용매인 DMF에 용해된 용액의 최대 흡수 파장은 Cl-가 상대 음

이온인 경우와 PF6-, TFSI-, BOB-가 상대 음이온으로 치환된 경우

에서 동일하였다. 이것으로 보아, 상대 음이온이 염료 모체와 상호

작용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Fig. 16에서 

Rhodamine B 계열 염료의 최대 흡수 파장 주변에서 상대 흡광도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1ⅹ10-5 M에서 1ⅹ10-4 

M 사이에서의 흡광도가 급격하기 하락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

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4.24

72.61

147.65 143.66

Cl PF6 TFSI BOB
0

20

40

60

80

100

120

140

M
ol

ec
ul

ar
 v

ol
um

e 
(Å

3 )

Fig. 7. Molecular volume of each anion used in the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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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Absorption spectra of BY1 based dyes in Chloro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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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Absorption spectra of Rho6G based dyes in Chloro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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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Absorption spectra of RhoB based dyes in Chloroform  

 

 

Table 2. Wavelengths of maximum absorbance of the dyes in 

Chloro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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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Absorption spectra of BY1 based dyes in Methylene 

Chloride 

400 450 500 550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No
rm

al
ize

d 
ab

so
rb

an
ce

Wavelength (nm)

 Rho6G
 Rho6G-PF6
 Rho6G-TFSI
 Rho6G-BOB

 

Fig. 12. Absorption spectra of Rho6G based dyes in Methylene 

Chlor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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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Absorption spectra of RhoB based dyes in Methylene 

Chloride 

 

 

Table 3. Wavelengths of maximum absorbance of the dyes in 

Methylene Chlor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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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Absorption spectra of BY1 based dyes in 

Dimethylformam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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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Absorption spectra of Rho6G based dyes in 

Dimethylformam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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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Absorption spectra of RhoB based dyes in 

Dimethylformamide 

 

 

a 7ⅹ10-5 mol/L. 

Table 4. Wavelengths of maximum absorbance of the dyes in 

Dimethylformam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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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염료 용액의 전기전도도 분석 

앞에서 관찰하였던 용액상에서 염료의 상대 음이온으로 

WCA를 도입했을 때의 최대 흡수 파장 변화에 이어서 염료가 용해

된 용액의 전기전도도를 관찰하였다. 전기전도도는 Table 5-7에 나

타내었다. 전반적인 전도도의 경향성은 염료가 CF에 용해된 용액은 

모든 용액이 0, MC에 용해된 용액은 평균적으로 약 30~50, 그리고 

DMF에 용해된 용액은 평균적으로 약 50~80로 측정되었다. 염료가 

CF에 용해된 용액은 CIP모드가 지배적이고, DMF에서는 

dissociation이 지배적이라 할 수 있다. DMF에 용해된 염료와 음이

온이 분리되었다는 기준점으로 설정할 수 있는 이유는 3.1절에서 

보듯이 흡광 특성에 변화가 없다는 사실이 뒷받침해준다. 염료가 

CF에 용해된 용액의 전기전도도보다는 크고, DMF에 용해된 용액의 

전기전도도보다는 작은 전기전도도를 갖는 MC에 용해된 용액은 

CIP 모드, SIP 모드, 2SIP 모드가 혼재하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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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Electrical conductivities of the basic dyes 

dissolved in Chloroform of 1ⅹ10-3 mol/L. 

 

Table 6. Electrical conductivities of the basic dyes 

dissolved in Methylene Chloride of 1ⅹ10-3 mo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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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Electrical conductivities of the basic dyes 

dissolved in Dimethylformamide of 1ⅹ10-3 mo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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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염료의 내광성 분석 

내광성 측정은 염료가 용해된 각 용액에 150W 제논 램프

를 조사하여, 용액의 최초 흡광도 대비 최종 흡광도의 상대적 비율

을 구하고 최종 상대 흡광도를 최초 상대 흡광도 수치인 1과 비교

하여 내광성 변화를 확인하였다. 정확한 광분해속도 비교를 위하여 

다음의 식을 이용하여 각 염료의 광분해 속도 상수값을 계산하여 

비교하였다. [18] 

-ln(A/A0)=kt 

A는 시간 t만큼 흐른 후의 염료의 흡광도, A0는 광조사를 

하기 전 염료의 흡광도, t는 광조사 시간, k는 광분해속도 상수이다.  

또한 빛을 조사하기 전 염료의 최대 흡광 파장이 빛을 받으

면서 염료의 분해에 의해 변화하게 되는데, 이 변화량 또한 내광성

의 평가 기준으로 추가하였다. 이 최대 흡광 파장의 변화량이 클수

록 불안정한 것이며, 반대로 변화량이 작을수록 안정한 것으로 판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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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저극성 용매에서 염료의 내광성 분석 

Fig. 18-23은 각 염료 용액의 상대 흡광도 감소를 측정한 

그래프이고, Table 8-9에 각 염료 용액의 초기 최대 흡수 파장, 최

종 최대 흡수 파장, 광분해 속도 상수를 나타내었다. 염료가 저극성 

용매인 CF와 MC에 용해되는 경우에는, 모든 염료에 대하여 염료의 

상대 음이온이 Cl-인 경우보다 상대 음이온이 WCA인 경우에 내광

성이 향상되었다. WCA가 상대 음이온으로 치환된 염료는 치환되지 

않은 염료보다 상대 흡광도 감소 속도가 낮았다. Table 8-9에서 보

듯이, 광분해 속도 상수인 k 값을 비교하면, WCA가 상대 음이온으

로 치환한 염료는 치환되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광분해 속도가 감

소한다. 

최대 흡광 파장의 변화량 또한 낮았다. CF에 용해되는 경우

인 Table 8에서 보듯이, 상대 음이온이 WCA로 치환되지 않은 

BY1이 광분해가 되면서 3nm만큼 최대 흡수 파장의 변질이 일어났

지만 치환된 BY1 계열 염료는 모두 변질되지 않았다. Rho6G는 치

환되지 않았을 때 22nm의 변질이 일어나지만, 치환했을 때는 그 

변화량이 17nm로 감소하며, RhoB는 치환되지 않았을 때 5nm의 변

질이 일어나지만, 치환된 종은 2nm만 변질되거나 아예 변질되지 않

는다. MC에 용해되는 경우인 Table 9에서 보듯이, WCA로 치환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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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Rho6G는 초기 최대 흡수 파장 대비 7nm 변질되지만, 치환되

었을 때에는 변질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러한 내광성 향상은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광분해의 기점이 되는 부분을 WCA의 큰 부피가 

효과적으로 산소의 공격을 막아주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9] 

전반적으로 염료가 저극성 용매에 용해된 경우에 내광성은 

Dye-Cl- < Dye-PF6-, Dye-BOB- < Dye-TFSI-의 경향성을 보

였다. F 원자로 둘러싸인 구조를 갖는 TFSI-, PF6- 음이온을 비교

하면 크기가 큰 TFSI-이 상대 음이온으로 치환된 염료의 내광성이 

모든 염료에 대하여 향상되는 것으로 관찰된다. TFSI-와 크기는 비

슷하지만, O 원자로 둘러싸인 구조를 같는 BOB-가 상대 음이온으

로 도입된 염료의 내광성은 TFSI-가 도입된 염료의 내광성보다 대

체적으로 낮은데, 이는 산소 원자의 상대적으로 높은 분극성이 용매 

분자나 산소 분자와의 상호작용으로 내광성 저하에 기여하는 것으

로 보인다. 또 Fig. 17에서 보는 것과 같이 BOB-는 수직인 두 평면

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령 혹은 원통형 구조인 TFSI-보다 

덜 효과적으로 이온 사이트를 가리는 것으로 보인다. 

- 35 - 



 

Fig. 17. Three-dimensional structure of PF6-, TFSI-, B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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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a) Relative absorbance (A/A0) and (b) negative 

exponential of relative absorbance of the dyes based on BY1 in 

Chloroform of 1ⅹ10-5 mol/L plotted as a function of irradiation 

time. 

 

Fig. 19. (a) Relative absorbance (A/A0) and (b) negative 

exponential of relative absorbance of the dyes based on Rho6G 

in Chloroform plotted as a function of irradiation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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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0. (a) Relative absorbance (A/A0) and (b) negative 

exponential of relative absorbance of the dyes based on RhoB in 

Chloroform plotted as a function of irradiation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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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Values in parentheses refer to the final maximum absorption wavelength after irradiation 

of Xenon lamp. 

Table 8. Wavelengths of maximum absorbance and rate 

constants of photo-degradation of the basic dyes dissolved in 

Chloro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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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a) Relative absorbance (A/A0) and (b) negative 

exponential of relative absorbance of the dyes based on BY1 in 

Methylene Chloride plotted as a function of irradiation time. 

 

 

Fig. 22. (a) Relative absorbance (A/A0) and (b) negative 

exponential of relative absorbance of the dyes based on Rho6G 

in Methylene plotted as a function of irradiation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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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 (a) Relative absorbance (A/A0) and (b) negative 

exponential of relative absorbance of the dyes based on RhoB in 

Methylene Chloride plotted as a function of irradiation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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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Values in parentheses refer to the final maximum absorption wavelength after irradiation 

of Xenon lamp. 

Table 9. Wavelengths of maximum absorbance and rate 

constants of photodegradation of the basic dyes dissolved in 

Methylene Chlor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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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극성 용매에서 염료의 내광성 분석 

Fig. 24-26은 각 염료 용액의 상대 흡광도 감소를 측정한 

그래프이고, Table 10에 각 염료 용액의 최대 흡수 파장, 광분해 속

도 상수를 나타내었다. 염료가 극성 용매인 DMF에 용해되는 경우

에는, 대부분의 경우 WCA를 상대 음이온으로 치환한 염료의 내광

성이 치환하지 않은 염료와 비교했을 때 향상된 경우도 관찰할 수 

있었지만, 일정한 경향성을 관찰할 수 없었고 예외도 존재하였다. 

이는 앞에서 전기전도도와 분광 특성으로 확인 하였듯이, 극성 용매

에서는 양이온성 염료가 상대 음이온과 분리되어 존재하기 때문에 

상대 음이온과 상호작용을 거의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양이온성 염료와 상대 음이온이 분리되어 용해될 때는 저극

성 용매에서와 다른 방식으로 상대 음이온이 양이온성 염료의 내광

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저극성 용매에 양이온성 염료가 용해되는 

경우에는 계에 염료와 용매 두 종만 존재하지만, 극성 용매에 양이

온성 염료가 용해되는 경우에는 계에 염료, 상대 음이온, 그리고 용

매 세 종의 분자가 존재하게 된다. 이 때 산소 분자와의 반응 상대

로 염료뿐만 아니라 상대 음이온도 존재하기 때문에 상대 음이온이 

산소와 얼마나 반응을 잘 하느냐에 따라 염료의 내광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 [20, 21] 또, 빛에 의하여 산소나 용매 분자가 라디칼을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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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면 상대 음이온의 라디칼에 대한 반응성이 추가적으로 염료의 

내광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상대 음이온과 염료 사이의 상

호작용으로 인한 효과보다는 상대 음이온의 개별적인 거동으로 인

한 영향이 지배적으로 보인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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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 (a) Relative absorbance (A/A0) and (b) negative 

exponential of relative absorbance of the dyes based on BY1 in 

Dimethylformamide plotted as a function of irradiation time. 

 

 

Fig. 25. (a) Relative absorbance (A/A0) and (b) negative 

exponential of relative absorbance of the dyes based on Rho6G 

in Dimethylformamide plotted as a function of irradiation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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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6. (a) Relative absorbance (A/A0) and (b) negative 

exponential of relative absorbance of the dyes based on RhoB in 

Dimethylformamide plotted as a function of irradiation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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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7ⅹ10-5 mol/L. 

Table 10. Wavelengths of maximum absorbance and rate 

constants of photodegradation of the basic dyes dissolved in 

Dimethylformam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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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요약 

 이번 연구에서는 WCA 가 양이온성 염료에 도입되어 유기용

매에 용해되었을 때, 내광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

여 양이온성 염료인 Basic Yellow 1, Rhodamine , Rhodamine 6G 에 

WCA 인 TFSI-, PF6-, BOB-를 치환하였다. 합성된 염의 상대 흡광

도 감소 속도를 측정하여, 합성된 염이 용해된 용액에서 양이온성 

염료의 상대 음이온으로 도입된 WCA 가 염료의 내광성을 크게 향

상시키는 것을 발견하였다.  

 상대 음이온인 WCA 가 염료와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환경과 그렇지 못한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용매의 극성을 조

절하였다. 저극성 용매인 CF 와 MC 에서는 양이온성 염료와 WCA

의 상호작용이 잘 일어나고, 극성 용매인 DMF 에서는 상호작용이 

잘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전기전도도와 UV-vis 스펙트럼의 변화 

정도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양이온성 염료와 WCA 가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환경

인 저극성 용매에서는 내광성 향상의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양이온성 염료의 상대 음이온으로 TFSI-가 도입될 때 내광성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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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였다. 이것은 상대 음이온이 F layer 로 둘러싸인 구조를 갖고, 

크기가 큰 음이온일수록 내광성을 크게 향상시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양이온성 염료에 

WCA 를 도입하면 우수한 색 특성을 갖는 양이온성 염료의 치명적

인 단점인 낮은 내광성을 보완함으로써 양이온성 염료의 수요 증가

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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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sic dyes generally have excellent color properties. 

However their application is limited due to their low photo-

stability. Decrease of absorbance and color change due to 

photo-degradation of a dye are fatal weaknesses to be used as 

a colorant. Therefore, a universal method that can improve 

photo-stability of cationic dyes is needed to expand the use of 

them. Weakly Coordinating Anion (WCA) is introduced to 

improve photo-stability of cationic dyes, and its mechanism is 

studied. 

There are two advantages to be expected when WCA is 

introduced as a counter anion of a dye. First, replacing strong 

electrostatic attraction between a cationic dye and the counter 

anion with the relatively weak electrostatic attraction can 

improve photo-stability of the dye due to the charge 

distribution of the cationic dye. Secondly, due to the steric 

hindrance of WCA, it forms a spatial obstacle between the 

unstable charge site of the cationic dye and the external 

element that can occur degradation of the dye. The bigge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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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ze of the WCA as the counter anion of a cationic dye, the 

greater the contribution to the improvement of the photo-

stability of the dye. There are also some structures, such as F-

layered structure, of WCA that can maximize the shielding 

effect on the charge site. 

The behavior of all dyes were observed in an organic 

solvent in order to create an environment in which the counter 

anion could interact with the dye and an environment in which it 

could not, since the solvation mechanism of the dye varies 

depending on the polarity of the organic solvent. In low-

polarity solvents, the cation and the anion effectively interact 

with each other. However, in the polar solvent, the cation and 

the anion are separated from each other, so they hardly interact 

with each other. In order to observe the solvation mechanism of 

the dye, the spectroscopic characteristics and the electrical 

conductivity of the solution in which each dye was dissolved 

were measured. 

Three cationic dyes used in this study were selected as 

dyes having particularly low light resistance among catio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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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es. Used WCAs are composed of two anions that are 

surrounded by a F-layer and one surrounded by an O-layer. 

Behaviors of 3 species of dyes were observed, depending on 

their counter anion. 

When these dyes were dissolved in the organic solvent, 

the photo-stability of almost all the dyes substituted with WCA 

as the counter anion was improved compared to the dyes that 

are not substituted with WCA. In particular, the photo-stability 

of each WCA-substituted dye dissolved in low polarity solvents 

is improved. The photo-stability of the dyes was the highest 

when their counter anions have large size and F-layered 

structure.  

As a result, it was observed that WCA as the counter 

anion of a cationic dye can contribute to improvement of photo-

stability of the dye. It is expected that cationic dyes could be 

more widely applied using this generally applicable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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