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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Several nitrile-functionalized ionic liquids have been prepared and characterized. An 
attempt was made to systematically characterize nitrile-functionalized ionic liquids on the basis of a 
few kinds of cations and anions. The detailed comparison of the differences in physicical 
characteristics such as UV-Vis spectroscopy, thermal stability, viscosity, solubility property, and 
electrochemical property before and after incorporation of a nitrile group were studie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incorporation of a nitrile group to cations could result in remarkable changes in 
these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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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다양한 기능성 기를 갖고 있는 이온성 액체에 
대한 연구는 기능성 기의 종류에 따라 고유의 독
특한 성질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온성 액체 
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1-4〕. 
Imidazolium, pyridinium 같은 양이온 화합물의 
알킬기에 NH2, SH, CONH2, OH, SO3H 같은 
다양한 작용기를 치환시켜 이들 물질들이 합성, 
촉매, 분리분석, 전기화학, 청정에너지, 기능성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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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등에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는 연구
가 다양하게 진행되어왔다 〔5-9〕. 이와 같은 
여러 작용기를 같는 이온성 액체들은 그 물리적 
성질이나 응용적 측면에서 서로 많이 다르기 때
문에 이들에 대한 연구는 매우 흥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들 작용기를 갖는 이온성 화합물중
에서 니트릴 기를 갖는 Imidazolium, pyridinium, 
trimethyl ammonium 염은 특히 많은 관심을 갖
게 되는데 이들 화합물들은 탄소-탄소의 커플링 
촉매반응, 스틸렌 촉매반응에서 적절한 반응 매개
체, 리간드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또한 리튬 
배터리나, 염료 감광 태양전지에서 좋은 전해질로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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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2, SH, CONH2, OH, SO3H 같은 작용기
를 갖는 이온 액체들과는 다르게 니트릴기를 갖
는 이온 액체들은 그 성질이 독특하고 상대적으
로 안정성이 높아 응용성과 다양성 측면에서 관
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13-16〕. 일부 니트릴기
가 치환된 이온성 액체들이 만들어졌지만 이들 
대부분은 실온에서 고체 상태이기 때문에 용도에
서 제한을 받아왔다. 실온에서 액체인 물질은 더 
유용하기 때문에, 니트릴 작용기를 갖으며 상온에
서 액체인 이온성 물질의 제조는 매우 의미있는 
과제가 될 것이다. 또한 니트릴 작용기를 갖는 
이온성 액체는 그 물리화학적 성질이 아직 명확
하게 알려저 있지 않다. 실온에서 액체 상태인 
새로운 형태의 니트릴 치환 이온성 액체를 합성
하고 그 물리화학적 성질을 조사하는 것은 매우 
흥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종류의 양이온, 음이온에 
니트릴기가 치환된 이온성 액체를 합성하고 여러 
물리 화학적 성질들을 조사할 것이다. 또한 니트
릴 기가 없을 때와 있을 경우에 비중, 점성도, 분
광학적 특징, 열적 안정도, 용해도, 표면장력, 밀
도, 전기적 성질 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비교 
분석하여 볼 예정이다.     

2. 실 험

  1,2-Dimethylimidazole, Lithium trifluoro- 
methanesulfonimide, Sodium dicyanamide는 
Aldrich로부터 Analytical grade를 구입하여 사용
하였고, 니트릴 기가 치환된 이온성 액체들은 다
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조하였다. 
1-Butylonitrile-3-methylimidazoleium chloride 
(C3CNMIm Cl)는 1-Methylimidazole과 
4-Chlorobutyronitrile을 반응시켜 얻을 수 있었
다. 그리고 N-Butyronitrile pyridium chloride 
(C3CNPy Cl)는 1,2-Dimethyl imidazolium과 
4-Chlorobutyro butyronitrile의 암모늄 반응을 
통하여 얻었다. 또한 Butyronitrile trimethyl 
ammonium chloride (C3CNTMA Cl)는 
Trimethyl amine과 4-Chlorobutyro nitrile의 반
응을 통하여 얻을 수 있었다. 1-Butyronitrile 
dimethylimidazolium chloride (C3CNMMIm Cl)
는 1,2-Dimethyl imidazolium과 
4-Chlorobutyronitrile의 암모늄 반응을 시켜 얻
었고 그 밖의 다른 화합물들도 앞의 화합물들과 

비슷한 방법으로 합성하였다. 이들 생성물로부터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이온성 액체들의 화학적 
분석에 앞서 다음과 같이 정제하는 과정을 거쳤
다. 모든 이온성 액체들을 아세톤 또는 아세토니
트릴 용매로 묽힌 다음 활성 탄소로 6시간 이상 
처리한 후 걸렀다. 이렇게 걸러진 액체들을 건조
하고 깨끗한 플라스크로 옮겨 800C, 10-2 mbar 
정도의 진공상태에서 10시간 처리하여 혹시 남아
있을지 모르는 휘발성 유기물이나 물을 완전히 
제거하였다. 이렇게 정제된 액체들은 건조한 데시
케이터 속에서 보관하였다. 
  H-NMR 스펙트라는 Bruker AMX FT 
400MH Spectrometer를 이용하여 찍었으며, IR 
스페트라는 Thermo Nicolet 5700 FTIR 
Spetrophotometer를 사용하였다. UV-Vis 스펙트
라는 Agilent 8400 UV-Vis Spectrometer로, 형
광스펙트라는 상온에서 Hitachi model F-450 형
광 Spetrometer로 200 nm/min의 스캔속도로 기
록하였다. 

Fig. 1. FT-IR spectra of BMIm NTf2 and 
C3CNMIm NTf2

3. 결과 및 고찰

  모든 니트릴기가 포함된 이온성 액체들은 70 
-90%의 수득율로 얻을 수 있었고 수분에 대해 
안정성을 나타내었다. NTf2

- 음이온을 제외하고
는 물과 잘 섞이는 행태를 보여주었다. FT IR 스
펙트라를 보면 니트릴기가 들어간 모든 이온성 
액체에서 CN기의 특성을 보여주는 흡수가 2237 
- 2254 cm-1에서 관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BMIm NTf2와 비교하여 보면 C3CNMIm NTf2

에서 몇가지 변화를 볼을 수 있는데 니트릴 기와 
치환된 메틸기의 C-H 진동이 2880와 2940 
cm-1에서 사라졌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BM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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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f2의 두 피크가 부틸기에 있는 terminal 메틸 
기의 C-H 진동모드로 부터 왔기 때문이다. 
  CN 기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이온성 액
체에 대한 UV-Vis 스펙트라를 비교하였다. 이들
은 비슷한 흡수 특성을 갖고 있었으며, 300nm 
이하에서 강한 흡수 피크를 보여주었고 꼬리는 
400 nm를 넘어서 까지 뻗어 있었다. 그러나 UV 
영역에서 흡수세기 차이는 크게 나타났음을 보여
준다. BMIm Bf4와 C3CNMIm Bf4의 UV-Vis 스
펙트라(Fig. 2)를 보면 UV 영역에서 흡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250 - 260 nm에서 C3CNMIm 
Bf4의 흡수피크는 BMIm Bf4 보다 크고, 275 - 
285 nm에서 약하지만 새로운 피크가 나타났다. 
UV 영역에서의 피크는 Imidazolium 링에 있는 
π 전자들의 여기(excitation)와 관련되기 때문에, 
이것은 CN 기가 이웃해 있는 양이온이나, 음이
온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Imidazolium 링의 미세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Fig. 2. UV-Vis spectra of BMIm BF4 and 
C3CNMIm BF4.

  순수한 BMIm Bf4와 C3CNMIm Bf4의 형광작
용을 보면 여기(excitation) 파장에 크게 의존한다
는 사실을 볼 수 있다 (Fig. 3). BMIm Bf4에서 
여기파장이 290 nm 이하이거나, 420 nm 이상에
서는 형광이 관찰되지 않았다. 형광은 장파장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여 410 nm를 중심으로 세기가 
최대화하였으며 이후 여기 파장이 290 nm에서 
420 nm로 증가함에 따라, 최대값이 410 nm부터 
480 nm로 이동하였다. 여기파장이(excited 
wavelength) 270 nm로 낮아지면 C3CNMIm Bf4 

에서는 상대적으로 강한 형광이 관찰되었다. 여기
파장이 270 nm에서 420 nm로 더욱 증가하게 
되면 형광의 세기는 급격하게 커지고, 345nm와 

400 nm에서 두개의 최대 발광피크를 보여주었
다. 380 nm 이상으로 여기파장을 이동 시켰을 
때 BMIm Bf4 에서와 달리 C3CNMIm Bf4 에서 
높은 양자수율을 얻을 수 있는데 이는 
C3CNMIm Bf4이 광 발광성 물질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이런 사실들은 CN 기의 도입
으로 양이온-음이온, 양이온-양이온 사이의 근거
리 뿐 아니라 먼거리 공간 상호작용을 통하여 구
조를 변화시키므로써 BMIm Bf4의 형광 특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Fig. 3. Excitation wavelength-dependent 
emission behaviour of BMIm BF4, 

       λexc (nm) = 290 (a), 310 (b), 320 (c), 
330 (d), 340 (e), 350 (f), 360 (g), 380 
(h), 400(i), and 420 (j). 

  CN 기를 가진 이온성 액체의 상 거동 변화는 
온도를 증가, 감소시키면서 DSC를 관찰하므로써 
조사하였다 (Fig. 4). 네 종류의 DSC가 얻어졌다. 
CN 기가 들어간 Imidazolium, Pyridinium 이온
성 액체의 가열, 냉각 곡선 모두에서 -180C부터 
온도만 다를 뿐 유리전이 온도가 나타났다. 유리
전이 변화에서 엔탈피 변화를 보면 흡열현상을 
보여준다. Imidazolium 링에 있는 알킬 사슬들이 
열운동을 하기 시작하여 재배열에 따른 변화가 
수반되었기 때문이다. 녹는점, 어는점이 분명하게 
관찰되었다. 냉각시키는 동안 결정은 만들어지지 
않고, 단지 유리전이만 나타났다. 가열할 때는 이
온성 액체가 먼저 유리전이로부터 가냉각 상태로 
바뀌고 결정상를 거친 후 녹는 단계를 따른다. 
녹음 전이가 일어나기 전에 구조 재배열을 가져
오는 결정사이의 상변화가 일어났다. 
  BMIm Bf4와  BMIm NTf2의 밀도와 점성도 
변화를 측정하였다. CN 기가 경우와 있을 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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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Different phase behaviours of the ionic liquids in heating and cooling cycle.

비교해보면 CN 기가 들어 가면 밀도가 증가함을 
볼 수 있다. 또한 온도가 올라가면 예상한 대로 
밀도는 감소하였다(Fig. 5). CN 기가 들어가면서 
CN 기로인한 강한 쌍극자 모멘트가 액체 분자내
에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좀더 질서있는 구조
를 만들고 이로 인해 밀도가 증가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Fig. 5. Densities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점성도는 CN 기가 이온성 액체에 치환된 후 
분명하게 증가하였다. 이것은 CN 기의 도입에 
따라 수소결합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점성도의 

증가를 가져오게 만들기 때문이다. 점성도에 대한 
온도의 영향을 보면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점성
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는데 특히 낮은 
온도에서 더 크게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
다(Fig. 6).  

Fig. 6. Viscosities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4. 결 론

  니트릴 작용기를 갖는 여러 이온성 액체들을 
합성하고 다양한 화학적 성질들에 대해 비교,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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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였다. 1-Butylonitrile-3-methylimidazoleium 
chloride (C3CNMIm Cl)는 1-Methylimidazole
과 4-Chlorobutyronitrile을 반응시켜 얻었고, 
N-Butyronitrile pyridium chloride (C3CNPy 
Cl)는 1,2-Dimethyl imidazolium과 
4-Chlorobutyro butyronitrile의 암모늄화 반응을 
통하여 합성하였다. 그리고 Butyronitrile 
trimethyl ammonium chloride (C3CNTMA Cl)
는 Trimethyl amine과 4-Chlorobutyro nitrile의 
반응을 통하여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얻은 화
합물들의 분광학적 특성, 열적 성질, 점성도, 밀
도특성과 같은 성질들을 비교 조사하였다. 이들 
결과를 보면 양이온에 니트릴 기가 들어가면 점
성도, 열적 성질, 분광학적 특성에서 여러 가지로 
큰 변화를 가져왔다. UV 영역에서의 피크는 
Imidazolium 링에 있는 π 전자들의 여기
(excitation)와 관련되기 때문에, 도입된 CN 기가 
이웃해 있는 양이온이나, 음이온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Imidazolium 링의 미세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CN 기가 들어가면서 
CN 기로인한 강한 쌍극자 모멘트가 액체 분자내
에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좀 더 질서있는 구조
를 만들고 이로 인해 밀도가 증가되었다. 또한 
CN 기의 도입으로 양이온-음이온, 양이온-양이
온 사이의 근거리 뿐 아니라 먼거리 공간 상호작
용을 통하여 구조를 변화시키므로써 BMIm Bf4의 
형광 특성에도 영향을 주었다. 이와 같은 물리화
학적 성질에서 큰 변화가 생기는 것은 니트릴 기
가 도입됨에 따라 수소결합이 커지고, 이웃한 양
이온과 음이온들과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져 
Imidazolium 같은 양이온들의 구조형태가 변화하
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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