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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순수 물 및 NaCl의 수용액 에서 Sodium dodecyl sulfate(SDS)와 Tetraethylene glycol monodode- 

cyl ether(TGME)의 혼합계면활성제가 25也에서 나타내는 임계미셀농도값(CMC*)들을 표면장력계로 측정 

하였으며,이들 CMC*값들이 음이온 계면활성제인 SDS의 몰분율 조성(%)과 첨가제인 NaCl의 농도에 따라 

H 떻게 변화하는지를 조사하였다. 유사상태분리모델을 기초로하는 비이 상적 흔합미셀모델을 적용함으로써 

측정된 CMC*값들로부터 SDS/TGME 혼합계면활성제의 미셀화에 대한 여러가지 열역학적 함수값들을 계 

산하여 분석하였다.

ABSTRACT. The critical micelle concentrations(CA/C*) of the mixed surfactant systems of Sodium 

dodecyl sulfate(SDS) with Tetraethylene glycol monododecyl ether(TGME) in the aqueous solutions of 

NaCl at 25 °C were determined as a function of the overall mole fraction of SDS(aO by the use of surface 

tension method. Various thermodynamic parameters for the micellization of SDS/TGME mixed surfactant 

systems were calculated and analyzed by means of the equations derived from the nonideal mixed micelle 

model, based on the pseudo-phase separation model.

서 론

두 종류 이상의 계면활성제들이 혼합된 용액에서 

일어나는 혼합미셀화는 단일 성분의 계면활성제 용 

액에서 일어나는 미셀화와는 큰 차이를 나타낸다尸 

미셀상이나 단량체상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두 종 

류의 계면활성제분자들 사이에 인력이나 반발력이 

작용함으로써 흔합계 면활성제의 미 셀화는 촉진되 거 

나 방해받게 된다.I，단일 성분의 계면활성제가 나 

타낼 수 없는 혼합계면활성제의 특수한 물리적 성 

질을 이용하기 위하여 실생활에서는 임의로 배합된 

다양한 종류의 혼합계면활성제가 많이 이용되고 있 

으며,5~8 또한 이론적 해석을 위하여 지금까지 여러 

종류의 혼합계면활성제에 대하여 연구가 활발히 진 

행되어 왔다.”" 특히 양이온/비이온, 음이온/비이온 

및 비이온/비이온 혼합계면활성제들의 미셀화에 대 

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혼합미셀상에서 

전하를 띄고 있는 이온성 계면활성제분자들과 전하 

를 띄지 않는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분자들 사이에 

다양한 종류의 인력 및 반발력이 생기게 되며 또한 

반대 이온들이 혼합미셀상의 표면에 홉착되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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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하여 이온성 계면활성제와 비이온성 계면활 

성제의 혼합미셀화는 일반적으로 비이상적 혼합미 

셀화 현상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이온성/비이온성 흔합계면활성제의 미셀화에 

미치는 염의 효과 및 여러가지 첨가제들의 효과에 

대하여는 아직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된 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음이온 계면활성제인 Sodium 

dodecyl sulfate(SDS)와 비이온 계면활성 제인 Tet

raethylene glycol monododecyl ether(TGME)로 이 

루어진 혼합계면활성제가 순수 물 및 NaCl수용액 

에서 나타내는 미셀화 현상들을 상호 비교분석하고 

자 한다.

이 론

계면활성제분자들의 미셀화 현상에 대한 열역학적 

고찰을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유사상태분리모델이 

많이 이용되어 왔다.12以20~22 유사상태분리모델에 의 

하면 미셀상은 열역학적으로 분리된 하나의 상태로 

취급되며, 순수성분상태를 미셀상의 표준상태로 정 

하면(Raoult의 법칙) 미셀상에서，성분의 활동도(a,M) 

는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단량체상 

혹은 미셀상으로 존재하는「성분의 fugacity는 서로 

같으므로 단량체상으로 존재하는，성분의 활동도 

(妒■)는 식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122022 여기서 

X,와 Y,는 미셀상에서，성분의 몰분율 조성과 활동 

도계수를 나타내며, CMC,는 순수한，성분의 임계미 

셀농도를 나타낸다.

a,J,X, (1)

ar=a^CMCt ⑵

또한 단량체상인，성분의 몰농도와 활동도계수가 

각각 C,와 匕*이라면 Henry의 법칙에 따라 a,”은 식 

⑶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식 (1), (2) 및 

(3)<M) 의하면 단량체상으로 존재하는，성분의 몰농도 

(G)는 식 ⑷와 같다.

a,m = Y,mC,~C, (3)

C,=lX.CMG (4)

한편 일반화된 이성분 혼합미셀모델에 의하면 미 

셀상에서 각 성분들의 활동도계수는 각각 식 (5) 및 

(6)과 같이 표현되며,""博.23 여기서 &값은 미셀상에 

서 두 종류의 계면활성제분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함수값으로 식 (7)과 같이 표현된다.”

Yi = exp{0(l-X)} (5)

Y2=exp{pX：} (6)

P={1/(1 -%i)2} (7)

따라서 식 ⑸와 ⑹의 관계를 식 (4)에 대입하면

단량체상으로 존재하는 각 성분들의 몰농도는 Xi과 

0값의 함수로서 각각 식 (8) 및 (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plpd-Xi)2} (8)

C2=X2CMC2 exp{0Xj} (9)

그리고，성분의 전체 몰분율 조성이 a；인 혼합계면 

활성제에서 단량체상으로 존재하는 i성분의 몰농도 

는 식 (10)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므로 이것을 식 

(8) 및 (9)에 적용하면 혼합계면활성제의 임계미셀 

농도값(CMC*)은 Xi의 함수로서 식 (11)의 관계식이 

성립하게 된다.

CfCMC* (10)

In CMC* 키XU/CXj_x?아 Inla/C&CMCM
— {Xj/QGJE이 (11)

위의 비이상적 혼합미셀모델을 SDS/TGME 혼합 

계면활성제의 미셀화에 적용함으로써 여러가지 열 

역학적 함수값들을 계산할 수 있다. 즉 임의의 %에서 

측정된 CMC* 값을 이용하면 식 (11)에 의하여 Xi 값 

을 그리고 식 (7)<M| 의하여 B값을 계산할 수 있으며, 

또한 임의의 ai에서 계산한 Xi 및 B값들과 위의 

식들을 이용하면 각 성분들의 다양한 열역학적 함 

수값들은 쉽게 계산된다.

실 험

시약 및 기기. 음이온 계면활성제인 Sodium do

decyl sulfate(SDS: Ci2H25SO「Na+)는 Aldrich제품 

(98%)을 재결정하여 사용하였으며 비이온 계면활성 

제인 Tetraethylene glycol monododecyl ether 

(TGME: C12H25(OC2H4)4OH)4 NaCl은 Aldrich제품 

을 더 이상 정제하지 않고 바로 사용하였다. 또한 

용액의 제조를 위하여 1차 증류수를 이온교환수지 

시스템인 Banstead Co. 의 Water-I system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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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 정제한 물（전기저항값: 18.0Mfl/cm）을 사용하 

였다. 혼합계면활성제의 임계 미셀농도값을 측정하기 

위하여 Dunoy ring type 인 Kyowa Interface Co. 의 

자동표면 장력 계（모델 명 : CBVP-A3X 사용하였으며 , 

측정하는 동안 용액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Pyrex. 유리로 특수 제작한 용기를 Fischer 

Co의 항온조（±0。1芭, 모델명: 9101）와 연결하여 

용액 주위로 물을 환류시킴으로써 용액의 온도를 

항상 251로 일정하게 유지하였다.

용액 제조 및 CMC 결정. 용액 제조를 위하여 

우선 SDS와 TGME의 저장용액（각각 농도가 0.1 M 

과 0.01 M임）들을 만들었으며, 이들 저장용액들을 

정하여진 몰분율 조성에 따라 일정한 부피비로 혼 

합하여 묽힘으로써 조성이 일정하며 농도가 각기 

다른 12개의 흔합용액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제조한 

혼합용액들의 표면장력 값을 측정하여 계면활성제의 

농도값（자연대수값）에 대하여 도시하였을 때 기울기 

가 다른 두 직선이 얻어졌으며, 두 직선의 교점으 

로부터 임계미셀농도값（CMC*）을 결정하였다. 그리 

고 SDS/TGME 혼합계면활성제의 미셀화에서 

NaCl의 효과를 조사하기 위하여 각 성분들의 저장 

용액들을 제조할 때와 혼합계면활성제의 저장용액을 

묽힐 때 순수 물 대신에 NaC의 저장용액을 사용 

함으로써 모든 용액에서 NaCl 의 농도를 0.25 M 과 

0.5 M로 균일하게 유지하였다.

결과 및 고찰

251 의 순수 물 및 0.25 M 과 0.5 M 의 NaCl 수용 

액 에서 SDS/TGME 혼합계 면활성제의 임 계미 셀농도 

（CMC*）를 SDS의 몰분율 조성%）에 따라 측정하였 

으며 그 결과를 각각 Table 1, 2 및 3에 나타내었다. 

또한 Fig. 1에서는 이들 CMC*값들의 %에 대한 변 

화를 도시하였으며, FZg.l에서 보듯이 용액속에 

NaCl을 첨가할수록 음이온 계면활성제인 SDS의 

임계미셀농도값은 크게 감소하였지만 비이온 계면 

활성제인 TGME의 임계미셀농도값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측정된 CMC*값들로부터 계산한 여러가지 

열역학적 함수값들을 각각 Table 1, 2 및 3에 함께 

나타내었다.

혼합계면활성제의 미셀화에서 각 계면활성제분자 

들은 동종 혹은 이종의 계면활성제분자들과 서로 

다른 상호작용을 이룸으로써 미셀상에서 몰분율 조 

성（XD과 전체 몰분율 조성（c£은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23~25 SDS/TGME 혼합계면활성제의 미셀화에 

서 XX성분 1은 SDS을 나타냄）의 값들을 %에 대하여 

F讶.2에 도시하였다. 尸议.2에서 보듯이 NaCl을 첨 

가할수록 그래프가 대각선의 점선（이상적 혼합미셀 

모델）어］ 접근함을 알 수 있다. 용액속에 NaCl을 첨 

가할 수록 SDS분자들은 반대이온들과 결합함으로써

Table 2. Values of critical micelle concentration 

(CMC*) and thermodynamic parameters for micelliza- 

tion of SDS/TGME mixtures in 0.25 M NaCl at 25 °C

Cti
CMC* 

(X10~5M)
Xi n M a2

~AHmix

(cal/mol)

1 69.2 1 1 0 0

0.79 12.6 0.320 0.143 0.568 225

0.60 9.44 0.180 0.082 0.790 102

0.43 7.71 0.074 0.048 0.923 21

0.20 5.82 0.020 0.017 0.979 2

0 4.76 0 0 1 0

Table 1. Values of critical micelle concentration 

(CMC*) and thermodynamic parameters for micelliza- 

tion of SDS/TGME mixtures in pure water at 25 °C

a】
CMC*

(X10 邓 M)
Xi a/ 就

(cal/mol)

1 759 1 1 0 0

0.79 19.9 0.088 0.021 0.900 83

0.58 10.5 0.071 0.008 0.917 99

0.41 7.89 0.031 0.004 0.967 37

0.20 5.92 0.010 0.002 0.989 11

0 4.79 0 0 1 0：*七

Table 3. Values of critical micelle concentration 

(CMC*) and thermodynamic parameters for micelliza- 

tion of SDS/TGME mixtures in 0.5 M NaCl at 251

%
CMC* 

(X10"5M)
K a产 a/'

一 AHmix 

(cal/mol)

1 43.7 1 1 0 0

0.78 11.2 0.368 0.202 0.515 208

0.60 8.91 0.207 0.122 0.764 82

0.43 7.52 0.085 0.074 0.913 8

0.20 5.79 0.028 0.026 0.971 1

0 4.71 0 0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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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IX
》

U
3

0.2

0 0.2 0.4 0.6 0.8 1.0

Fig. 1. Critical micelle concentrations(CMC) of SDS/ 

TGME mixtures in pure w간er (•), in 0.25 M NaCl 

(▲), and in 0.5 M NaCl (■) at 25The pk)tted poi

nts are experimental data and the solid lines are the 

predictions of the nonideal mixed micelle model.

0 0.2 0.4 0.6 0.8 1.0!

Fig. 3. Specific interaction parameter(P)between two 

components in the mixed micelle against overall mole 

fraction of SDS (如 for the micellization of SDS/ 

TGME mixtures in pure water (•), in 0.25 M NaCl 

(▲), and in 0.5 M NaCl (■) at 25 b.

Fig. 2. M시e fraction of SDS in the mixed micelle 

QL) plotted against overall mole fraction of SDS (aj 

for the micellization of SDS/TGME mixtures in pure 

water (•), in 0.25 M NaCl (▲), and in 0.5 M NaCl 

(■) at 25 °C. The dotted line is the prediction of the 

ideal mixed micelle model.

미셀상에서 정전기적 반발력이 감소하게 되며 그 

결과 더욱 많은 양의 SDS분자들이 미셀속으로 들 

어가게 된다.

미셀상에서 두 종류 계면활성제분자들 사이의 상 

호작용의 세 기를 나타내는 0값은 Xi의 함수로서 식 

(7)ofl 의하여 계산할 수 있다. SDS/TGME 혼합계 

면활성제의 미셀화에 대한 8값들을 계산하였으며, 

그 결과를 卩也.3에 나타내었다. 순수 물에서 B값의 

평균값은 약 一2.1 이었으며 0.25M과 0.5M NaCl 

수용액에서는 각각 一0.9와 一0.7을 나타내었다. 이 

것은 평균적으로 순수 물에서 두 성분들 사이의 상 

호작용의 세기가 과량의 NaCl 수용액에서 두 성분들 

사이의 상호작용의 세기보다 더욱 크다는 것을 의 

미한다.2" 즉 순수 물에서는 미셀상으로 존재하는 

두 성분들의 head-그룹들 사이에 강한 이온/쌍극자 

상호작용이 생기지만 과량의 NaCl 수용액에서는 

용액속의 반대이온들에 의하여 그러한 강한 상호작 

용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

SDS/TGME 혼합계면활성제의 미셀화에서 미셀 

상으로 존재하는 각 성분들의 활동도계수값들(匕과 

丫2)은 계 산한 X1 과 B값들을 이용하여 식 (5)와 (6)에 

의하여 계산하였으며, 그 결과를 각각 &g.4와 5에 

도시하였다. 즉 尸谊.4에는 SDS분자의 활동도계수 

(TQ값을 그리고 尸沮5에서는 TGME분자의 활동도 

계수값怜을 각각 心에 대하여 도시하였다. 坦务 4에 

서 알 수 있듯이 순수 물에서 Yi값은 이상적 혼합 

미셀모델(점선)로부터 큰 음의 벗어남을 나타내지만

1995, Vol. 39, No.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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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ctivity coefficient of SDS (Y) in the mixed 

micelle plotted against overall m이e fraction of SDS 

(aj for the micellization of SDS/TGME mixtures in 

pure water (•), in 0.25 M NaCl (▲), and in 0.5 M 

NaCl (■) at 25 "t. The dotted line is the prediction 

of the ideal mixed micelle model.

0.6 0.8 1.0

Fig. 5. Activity coefficient of TGME (Y2) in the mixed 

micelle plotted against overall m아e fraction of SDS 

(a】) for the mic아lization of SDS/TGME mixtures in 

pure water (•), in 0.25 M NaCl (▲), and in 0.5 M 

NaCl (■) at 25The dotted line is 바e prediction 

of the ideal mixed micelle model.

과량의(0.25M과 0.5M) NaCl수용액에서는 a】외 값 

이 0.5를 전후로하여 커다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음전하를 띄고 있는 SDS분자들의 

Fig. 6. Excessive enthalpy change of mixing (AHmix) 

in the mixed micelle plotted against overall mole frac

tion of SDS (a) for the micellization of SDS/TGME 

mixtures in pure water (•), in 0.25 M NaCl (▲), and 

in 0.5 M NaCl (■) at 251.

head-그룹＜-SO「)과 용매분자들과의 친화력이 첨가 

한 NaCl의 농도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F讨.5에서 알 수 있듯이 丫2의 값은 

이상적 혼합미셀모델로부터 큰 양의 벗어남을 보이 

며 용액속에 NaCl을 과량으로 첨가하여도 TGME 

분자의 head-그룹이 비이온이 기에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혼합미셀상으로 존재하는 각 성분들의 활동도(a,M) 

를 식 (1)에 의하여 계산하였으며, 각 용매에 대한 

결과를 각각 Table 1, 2 및 3에 나타내었다. 순수 

물에서 SDS분자의 활동도는 매우 작은 값을 나타 

내며 용액속에 NaCl을 첨가할수록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반하여 TGME분자의 활동도는 

매우 큰 값을 그리고 NaCl을 첨가할수록 점차 작 

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것은 SDS분자들보다는 

TGME분자들이 혼합미 셀속으로 더욱 많이 들어 감을 

나타내며 또한 용액속에 NaCl을 첨가할수록 SDS 

분자들 사이에 정전기적 반발력이 감소함으로써 

SDS분자들이 점차 혼합미셀속으로 많이 들어가게 

됨을 의미한다.

미셀상에서 두 종류의 계면활성제분자들이 서로 

혼합됨으로써 계의 전체 엔탈피 값(AR血: the exce- 

sive enthalpy change of mixing)은 변하게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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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S와 TGME의 혼합미셀화에 미치는 NaCl의 효과 901

일반적으로 A%*값은 Xi과 B값의 함수로서 식 (12) 

과 같이 표현된다.咨 단 여기서 R과 丁는 각각 기 

체상수와 절대온도를 나타낸다.

A、x=Xi(l —X】)^RT (12)

SDS/TGME 혼합계면활성제의 미셀화에 대한 

也/点값들을 각각 Table 1, 2 및 3에 나타내었으며 

이들 皿说값들의 몰분율 조성(%)에 따른 변화를 

F讶.6에 도시하였다. M顽값들은 모두 음의 값을 

나타내었으며, 각 용매에서 Mmix값은 处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것은 

혼합미셀상에서 SDS분자와 TGME분자들 사이에 

상호인력이 생김으로써 두 성분들이 미셀상에서 서 

로 혼합되는 것이 단일 성분만으로 미셀상을 이룰 

때보다 더욱 열역학적으로 안정화됨을 나타낸다.

결 론

SDS/TGME 혼합계면활성제의 미셀화에서 미셀 

상으로 존재하는 두 성분들의 head-그룹들 사이에는 

이온/쌍극자 상호작용 및 수소결합 등에 의한 인력이 

작용하게 되며 두 성분들의 tail-그룹들 사이에는 

소수성 인력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미셀상에서 

TGME분자들은 SDS분자들의 head-그룹들 사이에 

발생되는 정전기적 반발력을 줄이게 된다. 그 결과 

SDS/TGME 혼합계면활성제의 미셀화는 촉진되었 

으며 또한 미셀화로 인한 임계미셀농도 및 여러가지 

열역학적 함수값들이 이상적 혼합미셀모델로부터 

크게 벗어남을 보였다. 한편 0.25M과 0.5 M의 NaCl 

수용액에서는 미셀상으로 존재하는 SDS분자들의 

head-그룹들과 반대이온(Na*)들 사이에 강한 정전 

기적 결합을 이루게 됨으로써 SDS와 TGME분자들 

사이에 강한 정전기적 상호작용이 일어나기 어렵게 

되며 오직 tail-그룹들 사이에 소수성 인력만이 작 

용하게 된다. 그 결과 두 성분들은 서로 구분없이 

상호 협력적으로 혼합미셀을 이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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