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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양이온성 계면활성제인 Cetylpyridinium Chloride(CPC)와 비이온성 계면활성제인 Triton X-100 

(TX-100)의 혼합계면활성제가 알코올(메탄올, 에탄올, 1-프로판올, 1-부탄올 및 1-펜탄올) 수용액에서 나타내 

는 임계미셀농도값(CMC*)을 25 °C에서 UV 분광광도법으로 측정하였다. 이들 CMC*값들로부터 여러 가지 열 

역학 함수값들을 유사상태분리모델(pseudo-phase separation model)을 이용한 식에 의해 계산하였으며 그 값들 

을 상호 비교하였다. 그 결과알코올들을 첨가한 CPC/TX-100 혼합계면활성제의 미셀화는 비이상적 혼합미 

셀모델과 잘 일치하였으며 , 이상적 혼합미셀모델과는 음의 벗어남을 보였다.

ABSTRACT. The critical micelle concentrations(CMC*) of a cationic surfactant cetylpyridinium chloride 
(CPC) and a nonionic surfactant triton X-100(TX-100) in aqueous solutions of /i-alcohols(methanol, ethanol, 1- 
propanol, 1-butanol and 1-pentanol) were determined by UV spectroscopic method at 25 °C. The various ther
modynamic values in 0.1 M n-alcohols were calculated by means of the equation derived from the pseudo-phase 
separation model and compared with the values in the absence of n-alcohols. The results were a good agreement 
with the nonideal mixed micelle model, and they showed negative deviation from the ideal behavior.

서 론

이온성과 이온성, 이온성과 비이온성, 비이온성과 

비 이 온성 계 면활성 제분자들의 혼합미셀화 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열역학적 이론과 모델들 

이 개발되고 있다.'刁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동일한 계열의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들의 혼합체는 

이상적 혼합미셀(ideal mixed micelle)을 형성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양이온성 계면활성제와 음이온성 

계면활성제의 혼합체 혹은 이온성 계면활성제와 비 

이온성 계면활성제의 혼합체는 비이상적 혼합미셀 

(nonideal mixed micelle)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여러 종류의 계면활성제를 혼합하였을 때 혼 

합미셀상의 표면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종류 혹은 

같은 종류의 계면활성제분자들의 head-그룹들 사이 

에는 정전기적 인력 또는 반발력이 생기게 되며, 또 

한 혼합미셀상의 내부에 존재하는 소수성 tail-그룹 

들 사이 에는 소수성 인력이 작용하는데 이들 세기에 

따라 혼합계면활성제의 미셀화가 촉진되거나 저하 

된다.18,19.20 실제로 Holland와 Blankschtein 등皿은 

혼합계면활성제들의 이상적 및 비이상적 미셀화 현 

상들을 열역학적으로 고찰하기 위하여 다양한 실험 

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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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혼합계면활성제의 미셀화는 매우 복잡한 

현상을 나타내기에 아직까지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 

으며 또한 실제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용하여 많 

은 종류의 혼합계면활성제의 미셀화에 미치는 유기 

첨가제들의 효과에 대하여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크기가 매우 큰 head- 

그룹을 가짐으로써 여러 종류의 이온성 계면활성제 

분자들과 강한 정전기적 인력 혹은 수소결합을 이룰 

수 있는 비이온성 계면활성제인 Triton X-100(TX- 

100: polyoxy-ethylene glycol p-isooctyl phenyl ether 

with average comp. 10 oxyethylene units)과 양이온성 

계면활성 제인 Cetylpyridinium chloride(CPC: C2iH38- 
N*C厂)가 혼합된 혼합계면활성제의 미셀화에 대하 

여 연구하였으며, 또한 이들 혼합계면활성제의 미셀 

화에 미치는 유기첨가제의 효과를 연구하기 위하여 

극성인 71-알코올들(메탄올, 에탄올, 1-프로판올, 1-부 

탄올 및 1-펜탄올)을 일정량(0.1 M) 첨가하였을 때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 CPC/TX-100 혼합계면활성제의 

미셀화를 CPC의 몰분율조성(%)에 따른 임계미셀농 

도(CMC*)값을 분광광도법으로 측정하였으며, 이들 

값들로부터 유사상태 분리 모델을 적 용함으로써 여 러 

가지 열역학 함수값들을 계산하였다. 순수 물에서의 

열역학 함수값들과 알코올들 수용액에서 이들 값 

들을 서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CPC/TX-100 혼합계 

면활성제의 미셀화 현상을 더욱 자세히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 론

혼합계면활성제 분자들의 미셀화 현상에 대한 열 

역학적 고찰을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유사상태분 

리모델이 많이 이용되어 왔다.1。，项2»23 이 이론에 의 

하면 미셀상은 하나의 분리된 상으로 취급되어지며, 

또한 순수성분상태를 표준상태로 정하면 (Raoult의 

법칙) 혼합미셀상에서 각 성분들의 활동도(aj과 

%% 식 ⑴ 및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끄23 여기 

서 &과 X2는 각각 성분 1과 2의 혼합미셀상에서의 

몰분율 조성을 뜻하며, %과 丫2는 각 성분 1과 2의 혼 

합미셀상에서 활동도 계수를 나타낸다.

＜擂=丫1尤 (1)

a—B (2)

순수 i 성분의 임계미셀농도값이 CMC,라■면 단량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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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존재하는 i 성분의 몰농도(G)는 식 (3)과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CfXiCMG (3)

한편 일반화된 이성분 혼합미셀모델에 의하면 미 

셀상에서 각 성분들의 활동도 계수는 각각 식 (4) 및

(5) 와 같이 표현되며, 여기서。값은 혼합미셀상에서 

두 종류의 계면활성제 분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나 

타내는 함수값으로 식 (6)과 같이 표현된다 2JU6 식
(6) 에서 CMC*는 임의의 a；(성분 1의 몰분율조성)에 

서 임계미셀농도값을 그리고 CMC】은 순수 성분 

1의 임계미셀농도값을 나타낸다.

y1=exp{p(l-X1)2} (4)

*=exp{际 2} (5)

P={1/(1 -羽)2} ln[(aj CMC*)/(Xi CMC》](6)

따라서 식 (4)와 (5)의 관계를 식 (3)에 대입하면 

단량체상으로 존재하는 각 성분들의 몰농도(G 및 

C2)t Xi과 &값의 함수로서 각각 식 ⑺ 및 (8)과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CMC?는 순수 성분 2의 

임 계 미 셀농도값을 나타낸다.

G=Xi CMC] exp{S(l-Xi)2} (7)

C2=X2 CMC2 exp{bXJ (8)

그리고 임의의 仙에서 측정된 임계미셀농도값이 

CMC*라면 단량체상으로 존재하는 /성분의 몰농도 

는 식 (9)와 같이 나타낼 수 있으므로 식 (7), (8) 및 

(9)로부터 식 (10)의 관계식이 성립하게 된다. 여기서 

a2는 순수 성분 2의 몰분율조성을 뜻한다.

C, = a,CMC* (9)
Xj ln[(% CMC*)/(Xi CMC0] =

X： ln[(a2 CMC*)/(X2 CMC2)] (10)

따라서 위의 비이상적 혼합미셀모델을 CPC(성분 

l)/TX-100(성분 2) 혼합계면활성제의 미셀화에 적용 

함으로써 여러 가지 열역학 함수값들을 계산할 수 

있다. 또한 혼합미셀상에서 각 성분들이 서로 혼합 

됨으로써 생기는 엔탈피 변화값(사7疝； the excessive 

enthalpy change of mixing)은 羽과 &값의 함수로서 

식 (11)4 같이 표현된다 껴 여기서 R과 7■는 각각 기 

체 상수와 절대온도를 나타낸다.

A爲=Xi(—*)阿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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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시약 및 기기. 양이온성 계면활성제인 Cetylpyri

dinium chloride(CPC＞와 비이온성 계면활성제인 Tri

ton X-100(TX-100)은 SIGMA 및 ALDRICH 제품을 

더 이상 정제하지 않고 바로 사용하였다. 또한 유기 

첨가제로 사용한 Methanol, Ethanol, 1-Propanol, 1- 

Butanol 및 1-Pentanol들은 순도가 99% 이상인 Merck 

제품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또한 용액의 제조을 위 

하여 1 차 증류수를 이온교환수지 시스템인 PERMA- 

RO 제품 HI-PURE을 통과시켜 정제한 전기전도도 

값이 0.062 jis/cm 이하인 탈이온수를 사용하였으며, 

계면활성제들의 미셀화에 대한 CMCi, CMCG와 CMC* 

를 측정하기 위하여 KONTRON 제품의 UV 분광광 

도계(모델명 : UVIKON 930)를 이용하였다. 특히 TX- 

100의 CMC?값들은 분광형광계 (SPEX 1681) Fluoro
log-2 모델로 확인하였으며 문헌치에 있는 값辺25"“ 

과 매우 일치하였다. 또한 모든 측정은 최소 20분 동 

안 항온한 후 25 °C에서 이루어졌으며 용액의 흡광 

도를 측정하는 동안 석영셀 주위를 물로 환류시켜 

온도를 25 °C로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LAUDA 

제품(모델명 : MT LAUND)의 항온조를 사용하였다.

용액제조 및 CMC* 결정. CMC* 측정을 위하여 

CPC와 TX-100의 저장용액(각각 농도가 0.01 M)들 

을 만들었으며, 이들 저장용액들을 몰분율 조성에 

따라 일정한 부피비를 마이크로피펫으로 취하여 혼 

합함으로써 조성이 일정한 혼합계면활성제의 저장 

용액을 만들었다. 이들 저장용액을 점차 묽혀서 계 

면활성제의 전체 농도가 1.0x1()Tm에서 2.0x10「3 

M 사이 에 오도록 한 후 각 용액의 흡광도를 UV 분 

광광도계로 wavelength scan(190~500 nm)하여 흡광 

도 측정 이 가능한 흡광 파장(271 nm와 285 nm)을 고 

정하여 CMC】, CMC2와 CMC*를 측정하였다. 혼합 

계면활성제의 미셀화에 미치는 ”-알코올들의 효과를 

조사하기 위하여 탄소사슬의 길이가 서로 다른 財알 

코올(메탄올, 에탄올, 1-프로판올, 1-부탄올 및 1-펜 

탄올)들을 선택하였으며, 또한 이들 알코올들의 효 

과를 상호 비교하기 위하여 농도를 0.1 M로 일정하 

게 유지하였다. 이것은 CPC와 TX-100의 저장용액 

을 만들 때나 이들 저장용액을 묽힐 때 동일한 농도 

(0.1 M)의 알코올 용액을 사용함으로써 가능하였다. 

이와 같이 측정한 용액들의 홉광도를 전체 계면활성

Fig. 1. The CMC of CPC, TX-100, and their mixture(50 
:50) in water at 25 °C by UV-Visible spectrophotometer.

제의 농도에 대하여 도시하면 두 직선이 서로 교차 

하게 된다. Shanks 및 Zana 등짜‘2에 의하면 두 직선 

의 교점은 임계미 셀농도를 나타내므로 Fig. 1과 같은 

방법으로 두 직선의 기울기와 절편을 최소자승법으 

로 구하여 두 직선의 교점으로부터 CMG, CMC2 및 

CMC*를 측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25 °C의 순수 물, 0.1 M 메탄올, 0.1 M 에탄올, 0.1 

M 1-프로판올, 0.1 M 1-부탄올 및 0.1 M 1-펜탄올을 

함유하는 수용액에서 CPC/TX-100 혼합 계면활성제 

의 미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CPC의 전체 몰분율 

조성(%)에 따른 혼합계면활성제의 임계미셀농도 

(CMC*)를 측정하였으며 , 위의 비이상적 혼합미 셀모 

델에 의하여 계산한 여러 가지 열역학 함수값들과 

함께 각각 Table 1~6에 나타내었다. Fig. 2에서 보듯 

이 CPC/TX-100 혼합계면활성제의 CMC*값들은 aj 

의 변화와 첨가된 알코올의 종류에 따라 크게 변화 

함을 알 수 있다. 즉 순수물 및 모든 알코올 수용액 

에서 8의 증가에 따라 CMC*는 감소하다가 증가하 

는 경 향을 나타내었으며 , ＜为이 약 0.2일 때 최소값을 

나타내었다. 또한 용액에 탄소사슬의 길이가 비교적 

짧은 메탄올이나 에탄올을 첨가하였을 때는 CMC* 

가 순수 물인 경우와 비교하여 거의 같거나 약간 증 

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지만 탄소사슬의 길이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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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Values of CMC* and thermodynamic parameters for micellization of CPC/TX-100 mixtures in pure water at
25 °C

ai CMC* X I。-’m X、 p Yi 12 CiX10-4M C2x10-4M AHmix (cal/mol)

1.0 10.20 1.00 - 1.00 0.00 10.20 0.00 -
0.8 5.24 0.51 - 0.93 0.80 0.78 4.19 1.05 -138
0.6 3.52 0.37 -1.48 0.56 0.81 2.11 1.41 -205
0.4 2.33 0.32 -2.75 0.28 0.75 0.93 1.40 - 357
0.2 1.86 0.28 -3.86 0.13 0.75 0.37 1.48 -456
0.0 2.75 0.00 - 0.00 1.00 0.00 2.75 -

Table 2. Values of CMC* and thermodynamic parameters for micellization of CPC/TX-100 mixtures in 0.1 M MeOH 
at 25 °C

ai CMC*x10-4M X、 p Yi Y2 QxlO^M C2X10-4M ^Hmix (cal/mol)

1.0 10.23 1.00 - 1.00 0.00 10.23 0.00 -
0.8 5.40 0.51 -0.74 0.84 0.82 4.40 1.10 -110
0.6 3.65 0.37 -1.33 0.59 0.84 2.19 1.46 -183
0.4 2.37 0.32 -2.68 0.29 0.76 0.95 1.42 -346
0.2 1.93 0.27 -3.67 0.14 0.77 0.39 1.54 -427
0.0 2.75 0.00 - 0.00 1.00 0.00 2.75 -

Table 3. Values of CMC* and thermodynamic parameters for micellization of CPC/TX-100 mixtures in 0.1 M EtOH at 
25 °C

% CMC*x10'4M X、 p Yi Yz G〉U0*m C2x10~4M AH * (cal/mol)

1.0 10.21 1.00 - 1.00 0.00 10.21 0.00 -
0.8 5.30 0.51 -0.89 0.81 0.79 4.24 1.06 -132
0.6 3.60 0.37 -1.39 0.57 0.83 2.16 1.44 -192
0.4 2.33 0.32 -2.75 0.28 0.75 0.93 1.40 -356
0.2 1.92 0.27 -3.68 0.14 0.77 0.39 1.54 -429
0.0 2.75 0.00 - 0.00 1.00 0.00 2.75 -

Table 4. Values of CMC* and thermodynamic parameters for micellization of CPC/TX-100 mixtures in 0.1 M 1-PrOH 
at 25 °C

ai CMC*x10-4M X\ p Yi Y2 C1X1O_4M C2x10-4M 田叭(cal/mol)

1.0 9.72 1.00 - 1.00 0.00 9.72 0.00 -
0.8 4.88 0.51 -L04 0.78 0.76 3.90 0.98 -155
0.6 3.32 0.38 -1.55 0.55 0.80 1.99 1.33 -216
0.4 2.17 0.33 -2.89 0.27 0.73 0.87 1.30 - 377
0.2 1.75 0.28 -3.95 0.13 0.73 0.35 1.40 -472
0.0 2.64 0.00 - 0.00 1.00 0.00 2.64 -

들보다 긴 1-프로판올, 1-부탄올 및 1-펜탄올을 첨가 

하였을 때는 CMC*값이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 

였다. 이런 현상들은 용액속에 첨가된 알코올 분자 

들이 미셀상에서 정전기적 반발력을 보이는 양이온 

성 계면활성제인 CPC의 임계미셀농도값인 CMG에 

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만 전하를 띄지 않는 head-그 

룹을 가진 비이온성 계면활성제인 TX-100의 임계미 

셀농도인 CMC2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 

다. 또한 메탄올과 에탄올 분자들은 소수성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혼합미셀내로 가용화되지 않으며 단 

지 물분자와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용매의 특성을 변 

화시킴으로써 단량체상의 계면활성 제분자들을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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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Values of CMC* and thermodynamic parameters for micellization of CPC/TX-100 mixtures in 0.1 M 1-BuOH 
at 25%

ai CMC*X10-4M Xi p Yi 12 CiXlO^M C2X1O"4M 사%血 (cal/mol)

1.0 7.79 1.00 - 0.00 1.00 7.79 0.00 -
0.8 3.72 0.52 -1.34 0.73 0.70 2.98 0.74 -199
0.6 2.31 0.40 -2.27 0.44 0.69 139 0.93 -324
0.4 1.47 0.36 -3.80 0.21 0.61 0.59 0.88 -517
0.2 1.29 0.30 -4.52 0.11 0.66 0.26 1.03 -564
0.0 2.23 0.00 - 1.00 0.00 0.00 2.23 -

Table 6. Values of CMC* and thermodynamic parameters for micellization of CPC/TX-100 mixtures in 0.1 M 1-PeOH 
at 25 °C

% CMC*x10-4M X、 8 Yi 丫2 CiXlOf C2X10"4M ^Hmix (cal/mol)

1.0 4.08 1.00 - 1.00 0.00 4.08 0.00 -
0.8 1.76 0.56 -2.57 0.61 0.44 1.41 0.35 -375
0.6 1.17 0.46 -3.43 0.37 0.48 0.70 0.47 -505
0.4 0.99 0.40 -3.88 0.24 0.54 0.40 0.60 -551
0.2 0.86 0.34 -4.79 0.12 0.57 0.17 0.69 -638
0.0 1.82 0.00 - 0.00 1.00 0.00 1.82 -

화시키며 미셀상의 head-그룹들간의 정전기적 반발 

력을 오히려 증가시킨다. 그 결과 메탄올 및 에탄올 

처럼 소수성이 매우 약한 극성인 유기첨가제들은 

CMC*를 오히 려 증가시 키 게 된다. 반면에 긴 소수성 

기와 극성 기를 분자내에 동시 에 포함하고 있는 유기 

물질들은 대체로 계면활성제의 임계미셀농도를 감 

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成 1-프로판올, 1- 

부탄올 및 1-펜탄올의 경우에는 알코올 분자 자체에 

있는 소수성 부분이 혼합미셀 내로 가용화되 어 계면 

활성제의 소수성 부분과 함께 소수성 인력으로 작용 

하고 있기 때문에 CMC*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생각 

된다. 또한 이들 CMC*값이 감소하는 것은 Palisade 

층의 유전상수의 감소에 의한 것이라 생각된다. 혼 

합 미셀 용액에 알코올이 첨가되면 Palisade 층의 물 

분자들이 알코올 분자들로 치환됨으로써 Palisade 층 

의 유전상수를 감소시키게 되며, Palisade 층의 유전 

상수의 감소는 말단기간의 정전기적 반발력을 더욱 

약화시킨다. 이와 같은 Palisade 층의 유전상수의 감 

소 사실은 이미 Zana 등에 의해 미셀에 가용화된 

Pyrene의 형광 방출 및 알코올 효과에 대한 연구로 

서 예견된 바 있다.29"38

CPC/TX-100 혼합계면활성제의 미셀화에서 미셀 

상으로 존재하는 양이온성 계면활성제(CPC)의 미셀 

상 몰분율 조성(X1)은 임의의 ai에서 측정된 CMC*, 

CMCi 및 CMC?값들을 식 (10)에 대입함으로써 계산 

할 수 있다. 각 용매에서 羽에 대하여 계산한 결과를， 

각각 Table 1~6에 나타내었으며, 또한 Fig. 3에는 % 

에 따른 이들 茶값들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Fig. 3에 

의하면 *이 0.3 이상일 때 X］은 ai의 값보다 작은 

값을 그리고(刈이 0.3 이하일 때는 Xi이 오히려 큰 

값을 나타낸다. %이 0.3 이상일 때는 head-그룹의

mole fraction of CPC( a i)

Fig. 2. The effect of n-alcohols on the CMC* of CPC/ 
TX-100 mixtures at 25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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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발력이 있는 CPC분자들이 미셀상보다 단량체상 

으로 그리고 TX-100분자들은 단량체상보다 미셀상. 

으로 더욱 많이 존재하게 되며, %이 0.3 이하일 때 

는 미셀상의 CPC 분자들 사이의 정전기적 반발력이 

작아지 게 되며 비이온성 인 TX-100 분자들과의 상호 

인력에 의하여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난다.

혼합미셀속에 존재하는 두 종류의 계면활성제 분 

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의 세기를 나타내는 0값은 식 

(6)에 의하면 羽과 ＜为의 함수로써 임의의 ＜为에서 측 

정된 CMC*와 CMG의 값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 

다. 각 용매에서 CPC/TX-100 혼합계면활성제의 미 

셀화에 대한 0값들을 계산하였으며, 그 결과를 각각 

Table 1~6에 나타내었다. Table 1~6에 의하면 순수 

물 및 모든 알코올 수용액에서。값들은 모두 음의 

값으로 나타내었으며 %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경 

향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0값이 음이면 미셀상에서 

두 성분 사이에 인력이 작용함을 의미하며 양의 값 

을 나타내면 두 성분 사이에 반발력이 생김을 의미 

한다.끄 따라서 CPC/TX-100 혼합계면활성제의 미셀 

화에서는 CPC분자들과 TX-100 분자들 사이에 수소 

결합과 같은 강한 인력이 작용함을 알 수 있으며 혼 

합미셀상에 CPC분자들이 증가할수록 두 성분 사이 

의 정전기적 인력이 점 차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또한 

TaRe.l~6에 의하면 메탄올과 에탄올을 첨가하였을 

때의。값들은 순수 물인 경우에 비하여 큰 값을 나 

타내었으며 1-프로판올, 1-부탄올 및 1-펜탄올을 첨 

가하였을 때는 오히려 작은 값을 나타내었다. Table 

7에서 보듯이 각 용매에서의 0값들을 평균한 값은 

순수 물인 경우 -2.26을 나타내었으며, 메탄올, 에 

탄올, 1-프로판올, 1-부탄올 및 1-펜탄올인 경우는 각 

각 -2.11, -2.18, - 2.36, -2.98 및 -3.67로서 알 

코올 분자의 탄소사슬의 길이가 길수록 점차 작은 

값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CPC/TX-100 혼합계면활성제의 미셀화에서 미셀 

상으로 존재하는 각 성분들의 활동도 계수값(%과 %) 

들은 Table 1~6의 翌과 0값들을 식 ⑷ 및 (5)에 대입 

함으로써 계산할 수 있다. 각 용매에서 CPC분자와 

TX-100분자들의 활동도 계수값들을 계산한 결과를 

각각 Table 1~6에 나타내었다. 이들 yb y2 및 可의 값 

들을 식 (1)과 (2)에 대입하면 혼합미셀상으로 존재 

하는 각 성분들의 활동도과 %")를 계산할 수 있 

으며, 첨가한 모든 용매에서 %에 따른 冰”과 a："의 

계산한 결과를 각각 Fig. 4와 5에 나타내었다. Fig. 
4에서 보듯이 각 용매에서 aj은 %에 비하여 매우 

작은 값을 나타내었으며 이것은 CPC분자들보다는 

TX-100분자들이 혼합미셀속으로 더욱 많이 들어감

m이e fraction of CPC( a i)

Fig. 3. M이e fraction of CPC in the mixed micelle(Xi) 
plotted against mole fraction of CPC(ai) for micelliza- 
tion of CPC/TX-100 mixtures in aqueous solutions of n- 
alcohols at 25 °C. The dotted line is the prediction in the 
case of ideal mixing.

Fig. 4. Activity values of CPC(aJ) plotted against mole 
fraction of CPC(ai) for micellization of CPC/TX-100 
mixtures in aqueous solutions of n-alcohols at 25 °C. 
The dotted line is the activity values in the case of ideal 
mix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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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le fraction of CPC(ai)

Fig. 5. Activity values of TX-10002那)plotted against 
mole fraction of CPC(ai) for micellization of CPC/TX- 
100 mixtures in aqueous solutions of n-alcohols at 25 °C. 
The dotted line is the activity values in the case of ideal 
mixing.

을 의 미한다. 또한 Fig. 5에 의하면 은 cq이 약 0.5 

일 때 변곡점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미셀상에서 

서로 다른 성분들 사이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며 또 

한 상호작용의 세기가 혼합계면활성제의 몰분율조 

성과 용매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혼합계면활성제의 미셀화에서 단량체상으로 존재 

하는 각 성분들의 몰농도(C1 과 C2)는 Xi, CMC1, 

CMC2 및 0값들의 함수로서 식 (7) 맟 (8)에 의하여 

계산될 수 있다. 각 용매에 대하여 이와 같이 계산하 

였으며 그 결과들을 각각 Table 1~6에 함께 나타내 

었다. 각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계산값 G과 C2를 합 

하면 실험값 CMC*의 값과 매우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각 용매에서 CPC/TX-100 혼합계면활성 

제의 미셀화로 인한 값들을 계산하였으며, 그 

결과를 각각 Table 1~6에 나타내었다. Table 1~6의 

M/疝값들은 모두 음의 값을 나타내었으며, 각 용매 

에서 값들은 %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 

을 보였다.。값의 경우와 같이 메탄올과 에탄올의 

수용액에서 明乖값들은 순수 물에서 값들보다 큰 

값을 나타내었으며 1-프로판올, 1-부탄올 및 1-펜탄 

올 수용액에서 값들은 순수 물에서 경우보다 

작은 값을 나타내었다. 또한 알코올 분자의 탄소사

Table 7. Mean values of g and 사%血 for the micelliza
tion of CPC/TX-100 mixtures in aqueous solution of n- 
alcohols at 25 °C

p AH* (cal/mol)
Pure water -2.26 -289
0.1 M MeOH -2.11 -267
0.1 M EtOH -2.18 -277
0.1 M 1-PrOH -2.36 -305
0.1 M 1-BuOH -2.98 -401
0.1 M 1-PeOH -3.67 -517

슬의 길이가 길수록 사君或값들은 더욱 작은 값을 나 

타내었으며, Table 7에서 보듯이 각 용매에서 AH& 

값들의 평균값은 순수 물인 경우는 -289cal/m이이 

었으며 메탄올, 에탄올, 1-프로판올, 1-부탄올 및 

1-펜탄올인 경우에는 각각 -267, -277, -305, 

-401, - 517 cal/mol이었다. 이와 같이 Table 7에서 

보듯이 P 및 A&*값들이 음의 값을 나타내는 것은 

혼합미셀상에서 CPC분자와 TX-100분자들 사이에 

상호 인력이 생김으로써 이성분들이 미셀상에서 서 

로 혼합되는 것이 단일 성분만으로 미셀상을 이룰 때' 

보다 더욱 열역학적으로 안정됨을 나타낸다. 즉 혼합 

계면활성제의 미셀화에서 각 성분들은 서로 경쟁적 

혹은 협동적으로 미셀속으로 들어가게 되며, 또한 미 

셀상에서 이성분들의 혼합으로 인하여 계의 엔탈피 

값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혼합미셀상에 유 

전상수를 증가시키는 물질 즉 메탄올과 에탄올보다 

유전상수를 감소시키고 정전기적인 인력을 증가시키 

는 1-프로판올, 1-부탄올 및 1-펜탄올들을 첨가시킬 

때 열역학적으로 더욱 안정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결 론

CPC/TX-100 혼합계면활성제의 미셀화에서 0.1 

M의 메탄올과 에탄올을 각각 첨가하였을 때는 순수 

물의 경우에 비하여 CMC*값이 약간 증가하는 경향 

을 보였으며 0.1 M의 1-프로판올과 1-부탄올 그리고 

1-펜탄올을 각각 첨가하였을 때는 순수 물의 경우보 

다 크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 결과 여러 가지 

열역학 함수값들은 %의 변화와 첨가한 알코올의 종 

류에 따라 크게 변화함을 알 수 있다. 즉 CPC/TX- 

100 혼합계면활성제의 미셀화에 대한 값과 AH* 

값은 순수 물 및 첨가한 알코올 수용액에서 큰 음의 

값을 나타내게 되었으며, 이것은 양전하를 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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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C분자의，head-그룹과 매우 극성인 polyoxyethylene 

그룹을 가진 TX-100분자의 head-그룹들 사이에 수 

소결합 혹은 이온-쌍극자 상호작용이 강하게 작용하 

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메탄올과 에탄올 분자들 

은 혼합미 셀속으로 가용화되지 않고 물 분자와의 상 

호작용에 의하여 CPC/TX-100 혼합계면활성제의 미 

셀화를 저해하지만 1-프로판올, 1-부탄올 및 1-펜탄 

올 분자들은 혼합미셀속으로 가용화됨으로써 CPC/ 

TX-100 혼합계면활성제의 미셀화를 촉진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들로부터 cpcyrx-ioo 혼 

합계면활성제의 미셀화는 TX-100분자들을 삽입함 

으로써 혼합미셀상으로 존재하는 head-그룹들 사이 

에 이온/쌍극자 상호작용에 의한 반발력을 감소시키 

며 tail-그룹들 사이에 소수성 효과(hydrophobic ef

fect)^] 의한 소수성 인력으로 혼합미셀을 이룸으로 

써 비 이상적 혼합미 셀모델을 따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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