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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The blending effects of surfactants on the polystyrene emulsion polymerization 

were studied. The blending of Triton X-100 and SDS affects to the interfacial properties of the 

styrene monomer and water phases, and finally, the properties of the polystyrene latex particles. 

  As the blending ratio of SDS/Triton X-100 increases, the interfacial tension and CMC of the 

blended surfactants were decreased and results in a reducing the size of the latex particles. 

  It was found that the interfacial tension was reduced when the surfactant were blended. By 

increasing the SDS content, the interfacial tension was reduced, and, at a certain condition, the 

interfacial tension was reached to an extremely low value to form micro-emulsion and the 

nano-sized latex particles (80∼110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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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고분자 라텍스 입자는 생화학 인 분석, 크로

마토그래피의 충진물질, 필터의 기공의 크기  

효율측정, 생화학에서의 지지체, 생의학분야, 코

, 복사용 건조토 , 정보산업의 미세 자기


✝주저자 (E-mail : ynhkim@hknu.ac.kr)

기 등에 다양한 분야에 목되어 고부가가치 

산업의 요소가 되고 있다. 이러한 고분자의 입

자크기  크기 분포, 입자의 특성, 입자의 형

태는 응용하는데 요한 하나의 요소들로 작용

한다[1-3].

  고분자 입자의 합성방법으로는 유화 합, 

탁 합, 괴상 합, 용액 합 등이 알려져 있다

[4-6]. 이 에 탁 합으로는 일반 으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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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이 1 μm이상의 입자를 얻을 수 있고[4], 1 μ

m이하 수십 nm의 입경의 입자는 유화 합으로 

리 이용된다[5-6]. 이 의 유화 합은 물을 

사용하여 반응열을 조 하며 합 개시제가 단

량체에 용해되지 않고 물에 녹아 있어, 미셀을 

형성하는 유화제가 사용된다. 계면활성제의 농

도가 임계미셀농도(critical micelle 

concentration, CMC) 이상이 되면 유화제들이 

모여 미셀을 형성하게 되고 물에 있는 개시제

는 합온도에서 라디칼로 분해되어 미셀 내부

로 들어가 라디칼과 만나 합반응이 시작된다. 

합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 합이 일어나는 

미셀 내부는 합체 입자로  커지고 반응

이 완결되면 1μm이하의 입자가 생성되는데, 물

에 고체가 녹아 있는 형태인 이것을 latex라 한

다. 이러한 latex용액은 산업공정에서 수용액자

체로도 사용되기도 한다. 유화 합으로 합된 

latex는 일반 으로 단량체의 양, 유화제의 종

류와 양, 분산매의 종류와 성질, 개시제의 종류

와 양 산소의 유무 등의 많은 요소들이 입자의 

크기나 분포, 특성에 매우 민감하게 향을 미

친다. 따라서 고분자의 유화 합에 있어서 단

량체의 유화 단계가 최종 입자 성에 매우 

요한 향을 미칠 수 있다[7]. 

  계면활성제가 혼합되는 경우에는 부분의 

경우 상승효과에 의해 계면장력이 효과 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8] 따라서 단일

성분을 사용하는 경우 보다 작은 크기의 에멸

젼을 형성시킨다고 할 수 있다. 

  수용액에서 미셀의 물리화학  성질은 용액

의 상태에 따라 크게 향을 받는다. 단일 성분

에 의한 미셀의 경우는 산업 장에선 거의 사

용하지 않으며 이는 혼합 계면활성제 상에서 

미셀의 특성이 많은 이 이 있기 때문이다. 특

히 수용액에서 오일 성분을 유화하는 공정의 

경우 분이 혼합 미셀을 이용한다. 즉 두 가지 

이상의 계면활성제를 혼합하는 경우 서로 다른 

분자력에 의하여 분자 간 인력이 증가하고 따

라서 보다 많은 미셀을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9]. 이러한 분자 간 끌림은 서로 기

 성질이 다른 경우에 두드려지게 나타나며 

이온계와 비이온계를 혼합하는 경우에도 그 끌

림 상으로 인한다[10].

  마이크로 에멀젼이나 유화 등은 이러한 미셀 

내부에 오일 성분이 녹아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고분자 유화 합의 경우 보다 작은 입

자를 얻기 하여 이러한 마이크로 에멀션 상

을 흔히 이용하고 있다[5-6].  마이크로 에멀젼

을 얻기 하여 가장 요한 물리  특성은 에

멀션 상과 수용액 상간의 계면장력 값이다. 즉, 

계면장력이 매우 낮은 경우에 (10-1∼10-3 

mN/m) 마이크로 에멀션이 형성된다고 보고되

어 있으며[11] 이 경우 마이크로 에멀션 크기는 

나노크기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스티 의 유화 합에 

있어서 계면활성제의 혼합이 유화 합  최종 

입자의 성상에 미치는 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즉, 비이온계면활성제인 Triton X-100과 음이

온계면활성제인 SDS를 혼합 사용하는 경우 계

면 물성 변화, 미셀 형성 조건의 변화  최종 

합성된 스티  라텍스 입자의 크기 등에 미치

는 향을 알아보고자 하 다. 

2. 실험

2.1. 재료

  본 연구에서 사용된 물은 18.3 MΩ의 순수

를 사용하 으며, 단량체로서 스티

(SAMCHUN, 99.5%)은 감압증류 하여 합

지제등의 불순물을 제거하여 사용하 다. 

  사용된 계면활성제는 비이온 계면활성제로서 

Triton X-100 (polyethylene glycol β-isooctyl 

phenyl ether, oxyethylene 단 지수 약 10, 

SIGMA, 99%)를 사용하 으며 음이온계면활성

제로 sodium dodecyl sulfate(SDS; JUNSEI, 

99%)를 정제 없이 사용하 다. 

  개시제는 열개시제인 potassium persulfate 

(KPS; SAMCHUN, 99.5%)를 별도의 정제 없

이 사용하 다. 

2.2. 계면장력  CMC 측정

  수용액  스티  단량체 간 계면장력  수

용액의 표면장력은 액 법(pendant drop 

method)[12]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계면장력 

측정은 계면장력 측정기 (First Ten Angstrom

사, model: FTA-200)를 사용하여 정확히 측정

하 다. 계면장력 측정은 반응온도와 동일한 온

도에서 측정 하 으며 측정기구로서 cuvette 

(1cm×1cm×5cm, glass)에 계면활성제가 혼합된 

수용액을 채우고 여기에 스티  단량체의 액

을 생성시킨 후 이의 모양을 이미지로 분석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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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으로 계면장력을 계산하 다.  계면장력 

측정을 하여 항온조 기를 설치하여 반응시

의 조건인 70℃로 유지하고, 계면활성제의 종류 

 조성에 따라 제조된 용액을 cuvette에 채운 

후, 마이크로 실린지에 스티  단량체를 넣고 

의 용액에 담가 마이크로 펌 를 작동에 의

해 이 모세 의 끝에 오일 방울을 계면활성제 

수용액 내에 형성시켰다. 이 때 오일의 비 이 

수용액보다 낮으므로 모세 의 끝을 갈고리 모

양으로 만들어 액 을 로 형성시킨 후 이 오

일의 윤곽 모양을 찰하여 계면장력을 다음의 

Adams-Bashfort 이론[12]에 의해 계산하 다. 

매 측정마다 계면장력을 평형을 이루기 하여 

액  형성 후 최소 10분경과 후 액 의 모양이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계면장력(γ)을 

측정하 다.

 
















  여기서 는 두 액체의 도차, 는 력 가

속도, 는 equatorial diameter, H(shape- 

dependent quantity)는 /와의 비에 의해 얻

어진다.

  계면활성제 혼합에 따른 임계미셀농도는 수

용액의 표면장력을 측정함으로서 가능하 다. 

CMC는 계면활성제의 농도 변화에 따른 계면장

력의 변화로서 알 수 있는데, 계면활성제의 농

도가 증가할수록 표면장력이 감소하다가 어느 

농도 이상에서는 표면장력 값이 더 이상 크게 

변하지 않았으며 이 농도를 CMC로 추정하 다

[13].

  

2.3. 입도  제타  측정

  최종 합성된 스티  라텍스의 입도는 산란

법(light scattering method)에 의하 다. 사용된 

측정기는 입도분석기 (Malvern, ZetaSizer- 

3100, 국)이었다. 입도측정은 최종 라텍스 용

액을 그 로 이용하 다.

  한 입자의 안정화에 향을  수 있는 스

티  라텍스 입자 계면의 제타 를 기 동 

법에 의하여 측정하 다. 제타  측정은 기

동 법을 이용한 제타 측정기를 이용하여 

가능하 다. 정확한 제타  값을 얻기 하여 

시료를 묽게 희석(약 1/100)하여 시료용기에 채

운 후 양 끝에 하를 가하여 제타 를 측정

하 다. 시료의 희석 시 수용액 성질의 변화를 

없애기 하여 희석 용액은 원래 반응 조건의 

조성 용액을 사용하 다. 

2.4. 유화 합

  유화 합 실험은 Fig. 1에 보인 반응실험 장

치를 이용하 다. 먼  500 mL의 하부 재킷 반

응조에 분산매인 증류수와 단량체인 스티

(styrene), 계면활성제인 Triton X-100, SDS를 

넣고 교반하여가며 반응을 진행하 다. 각 물질

의 정확한 투입량  투입 순서는 Fig. 2에 나

타난 바와 같다.

  반응 시스템은 환류냉각기, 온도센서, 질소 

도입 을 부착한 3구 상부 반응조를 설치한 것

으로서 반응온도 유지는 외부 물을 재킷 반응

기 외부로 흘려 합온도인 70℃가 될 때까지 

400rpm으로 20분간 질소 분 기 하에서 교반하

다. 재킷 반응기 내부가 70℃가 도달한 후 개

시제 KPS를 첨가하고 2시간 동안 합하 다. 

계면활성제의 농도에 따른 향을 알아보기 

하여 계면활성제의 양을 조 하여 스티  라텍

스(polystyrene latex)를 제조하 다.

Fig. 1. Experimental apparatus for emulsion 

polymerization. 

  

  2 . 4 . 1.  단량체의 수용액상  분 산  단계

  스티  단량체는 수용액에 분산이 어려워 

Homogenizer를 이용하여 분산 시킨 후 반응기

에 투여하 다. Homogenizer는 음  분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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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하 으며 단량체의 분산 단계가 최종 

제품의 입도분포에 한 향을 미치었으므

로, 안정한 분산을 하여 계면활성제를 첨가하

여 최상의 분산을 얻기 한 조건을 본 연구에

서 확립하 다.

  2 . 4 . 2 .  공 합 단계

  공 합은 다음 Fig. 1과 같은 탕식 반응기

를 이용하여 강한 교반 하에 이루어 졌다. 이 

때 합 공정  에멀션의 분산을 하여 

한 양의 SDS  Triton X-100 계면활성제를 

첨가하 으며 최종 인 최  반응조건, 첨가제 

선정, 첨가제의 양등을 본 연구를 통하여 확립

하 다.

  모든  반응은 단량체 라디칼의 산화를 방지

하기 하여 질소를 반응기 내에 흐르게 하여 

공기  산소를 차단하는 조건하에서 실행하

으며 최 조건으로 확립된 반응온도는 70℃이

었다. 

  반응 간 간에 소량의 시료를 채취하여 

IR  UV 분석을 통하여 반응 완결 정도를 평

가하 으며 최상의 제품을 제조하기 한 최  

조건은 본 연구에 활용한 반응기의 경우에 400 

rpm, 70℃이었고 반응시간은 략 2 시간 정도

이었다.

  최종 제품의 입도 분포는 80∼120 nm 평균 

직경의 Gaussian 분포를 갖는 라텍스 형태이었

으며, 매우 안정한 콜로이드 형 분산 에멀션 상

태의 제품을 얻었다. Fig. 2에 제조공정도를 요

약하여 나타내었다.

Fig. 5. The process of the emulsion 

            polymerization.

3. 결과  토론

  Fig. 3에 온도 70℃에서 Triton X-100 계면

활성제의 농도 변화에 따른 스티  단량체와 

물간의 계면장력을 나타내었다. Fig. 3에서 볼 

수 있듯이 Triton X-100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

라 표면장력은 차 감소하다가 약 0.09 

(w/v)% 이상의 농도에서부터 일정한 계면장력

을 가짐이 보인다. 이는 Triton X-100의 농도

가 약 0.09 (w/v)% Triton X-100의 계면활성

제 분자들의 흡착이 미셀을 형성함을 의미하며 

기존 문헌의 값이 25℃에서 0.15 w/v% 인 

[14]을 고려하면 Triton X-100은 비이온계이므

로 이보다 더 높은 70℃에서 CMC 값이 더 감

소할 것이므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조건에서 Triton X-100 계면활

성제 농도는 CMC 보다 약간 더 높은 0.1 

(w/v)%이상의 농도로서 마이크로에멀션 형성

에 충분한 양이 것으로 단된다. 

Fig. 6. Surface tension of the Triton X-100 

solution as a function of concentration 

at 70℃.

  Fig. 4에 비이온계인 Triton X-100과 음이온

계인 SDS를 혼합한 경우 스티  단량체와 용

액 간의 계면장력을 보 다. Fig. 4에서 보면 

SDS 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계면장력이 

차 감소함을 알 수가 있으며 Triton X-100 

비 SDS가 20% 이상 추가되었을 경우에는 

계면장력이 거의 0에 근 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경우에 마이크로 에멀션이 형성될 것으로 

추정되어진다. 이는 실제 측정실험에서도 찰

Styrene mono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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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Styrene drops in the aqueous phase at 70℃ at 10 min progressed (×300). (a) 0, (b) 

0.16 and (c) 0.25 SDS/Triton X-100 weight ratio, respectively 

되었는데, 이를 Fig. 5 에 보 다. Fig. 5는 계

면활성제 수용액 내에서 스티  단량체 액 을 

주사기 에 형성시킨 후 10여분 후 찰한 사

진이다. 즉 Fig. 5에 보인바 데로 SDS 함량이 

없는 경우(Fig. 5(a)) 스티  단량체 액 이 거

의 그 로 있으나, SDS가 첨가된 경우 (Fig. 

5(b)  5(c))의 경우에는 스티  단량체가 수

용액에 유화된 것을 볼 수가 있다. 특히 SDS 

함량이 높은 경우 (Fig. 5(c))의 경우에는 스티

 단량체가 수용액에 매우 빠른 속도로 유회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즉, SDS가 몰비 

0.25인 경우(Fig. 5(c))는 계면에서 기부터 자

발 인 유화 상이 보이며 수분 후 액 이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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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Interfacial tension of the styrene 

monomer/surfactant solution as a 

function of SDS/Triton X-100 weight 

ratio for 0.1 (w/v)% Triton X-100 

and 70℃.

히 유화되는 것이 찰되고 있다. 즉 이는 계

면장력이 매우 작아지는 경우 (약 10-1∼10-6 

mN/m 범 ) 마이크로 에멀션이 형성됨이 찰

됨을 의미하며 자발 으로 나노크기의 에멀션

이 형성되는 것으로 추측된다[11]. 

  비이온 계면활성제와 이온계 계면활성제를 

혼합하는 경우에 분자 간 인력이 커지게 되어 

자체 회합이 증가하게 된다. 미셀이 형성되는 

계면활성제의 농도를 임계미셀농도(CMC)라 하

며 이는 표면장력 값을 농도에 따라서 측정함

으로서도 측할 수가 있다[13].  Fig. 6에 온도 

70℃에서 Triton X-100 에 한 흡착등온 곡선

과  SDS를 혼합한 경우에 하여 그 결과를 

나타내었다. 여기서 표면장력이 더 이상 변하지 

않는 농도를 CMC 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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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surfactant concentration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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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6에서 알 수 있듯이 Triton X-100에 

SDS를 첨가함에 따라서 표면장력이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로부터 SDS 첨가에 따

른 CMC 값의 변화를 Fig. 7에 보 다.  

  Fig. 7에 보인 바와 같이 SDS 첨가량이 증가

함에 따라서 CMC 값이 낮아짐을 알 수가 있는

데 이는 SDS 와 Triton X-100 간의 분자 간 

인력의 향상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9]. 일반

으로 음이온계와 비이온계 계면활성제를 혼

합하는 경우에 미셀 형성이 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특성이 스티  단량체의 

유화에도 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Fig. 11. The CMC value as a function of the 

SDS/Triton X-100 weight ratio. The 

Triton X-100 content is 0.1 (w/v)% 

and 70℃.  

  Fig. 8에 Triton X-100 0.1 (w/v)%의 경우 

유화 합에 의해 형성된 스티  라텍스 입자

의 평균 입도를 나타내었다. 스티  입도는 

Triton X-100만을 사용했던 것보다 SDS를 첨

가한 경우 입도 크기가 더 작은 것을 알 수가 

있다. 한 입도가 약 80∼120 nm 크기로 매우 

작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는 유화 합 시 

단량체가 마이크로 에멀션을 이루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 결과는 Fig. 3에서 보인 계면장

력 측정결과와 일치한다. Triton X-100 0.1 

w/v%의 경우 매우 낮은 계면장력이 약 120 

nm 크기의 스티  라텍스를 형성시키고 있으

며 SDS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입도가 

차 감소함 보이고 있다. 즉 SDS 가 첨가됨에 

따라서 Fig. 4에 나타낸 데로 계면장력이 더운 

감소되어 마이크로 에멀션을 형성시킨다고 볼 

수 있으며 그 결과로 Fig. 8에 보인바 데로 최

하 80nm 정도의 라텍스 입자를 형성하는 것으

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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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The averaged numeric particle size 

as a function of SDS/Triton X-100 

weight ratio. The Triton X-100 

content is 0.1 (w/v)% and 70℃. 

  그러나 SDS 첨가비가 0.3 이상의 경우 평균

입도가 오히려 증가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유

화 시 미셀의 모양과 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

며 특히 Triton X-100  SDS의 회합구조와 

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결과는 

Fig. 7의 CMC 변화에서도 찰되어지고 있으

며 Triton X-100 비 SDS 첨가비가 0.3 이상

인 경우 CMC 값이 오히려 상승한 것과 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일반 으로 유화 합 시 음이온계 계면활성

제를 투여하는 이유 에 하나는 라텍스 합성 

후 수용액에서 라텍스 콜로이드의 안정성을 향

사시키기 한 경우가 많다[15]. 즉 음이온계 

계면활성제가 라텍스 입자에 흡착하여 입자들

의 정 기력을 형성하여 응집을 방지하는 경우

가 많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상을 찰하

기 하여 형성된 라텍스에 한 제타 를 

SDS 함량에 따라서 측정하 으며 그 걸과를 

Fig. 9에 나타내었다. Fig. 9에 보인 바와 같이 

SDS가 참가됨에 따라서 제타 가 차 감소

함을 알 수가 있는데 이는 SDS가 스티  라텍

스 입자에 흡착됨을 의미하여 SDS의 음이온성 

때문에 흡착량의 증가에 따라 제타 가 차 

감소함을 나타낸다. 그러나 체 으로 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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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치가 매우 낮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라텍스의 입자는 정 기력에 크게 

의존되지 않는다고 사료된다[15]. 따라서 Fig. 8

에서 보인 SDS의 첨가량에 따른 입도의 감소

는 최종 라텍스의 안정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도 있다. 즉 과잉의 SDS가 존재하는 경우에 

SDS가 (혹은 Triton X-100 포함하여) 라텍스 

계면에 효과 으로 흡착하지 못하여 라텍스의 

안정화를 잘 이루지 못한 원인으로 보이는데 

이로 인하여 Fig. 9에 보인 입자의 제타 에

도 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인다. 즉 SDS/ 

Triton X-100의 비가 0.3 이상인 경우 제타

가 오히려 상승하는 것으로 보아 SDS 흡착 

량이 감소하고 있음을 보이고 이러한 계면활성

제 흡착량의 감소가 Fig. 8의 입도의 증가를 가

져오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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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Zeta-potential of the styrene latex 

particle as a function of the 

SDS/Triton X-100 weight ratio. The 

Triton X-100 content is 0.1 (w/v)% 

and 70℃. 

  과잉의 SDS가 존재하는 경우에 SDS가 (혹

은 Triton X-100 포함하여) 라텍스 계면에도 

효과 으로 흡착하지 못하여 라텍스의 안정화

를 잘 이루지 못하는 것으로도 보인다. 이는 

Fig. 9에 보인 입자의 제타 에도 향을 끼

치는 것으로 보인다. 즉 SDS/Triton X-100의 

비가 0.3 이상인 경우 제타 가 오히려 상승

하는 것으로 보아 SDS 흡착 량이 감소하고 있

음을 보이고 이러한 계면활성제 흡착량의 감소

가 Fig. 8의 입도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

인다.

  Fig. 10에 SDS 첨가량에 따른 입도 분포 곡

선의 변화 추이를 나타내었다, Fig. 10에서 알 

수 있듯이 본 연구 결과 스티  라텍스의 입도

는 매우 균일함을 알 수가 있다. 한 SDS가 

참가됨에 따라서 그 입도 수평균이 차 감소

함을 알 수가 있다(Fig. 8). 즉, SDS 가 존재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굵은 입자들이 보이며 

체 으로 입도가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

러나 SDS 첨가량이 Triton X-100 비 34%인 

경우에는 거의 부분 입자 크기 분포가 가장 

작게 나타나고 있으나, 입도 분포가 불균일하여 

일부 큰 입자들이 나타나고 있다. 즉 

SDS/Triton 비가 0.34인 경우 아주 작은 입자

들이 형성되긴 하나 일부 큰 입자들이 존재하

고 있다. 이로 인하여 Fig. 9에서 보인 바데로 

수평균 입도가 크게 올라가고 있으며, 이는 

SDS가 과잉 존재하는 경우에 입자들 형성에 

있어서 보다 작은 크기의 입자를 형성시키긴 

하나 최종 으로 입자들의 안정성이 좋지 않아 

응집에 의한 것으로 단된다. 이러한 상은 

입자 표면에 흡착된 Triton X-100  SDS의 

경쟁  흡착 상태나 비율에 의한 것으로 보이

며[16] 앞서 제타  값(Fig. 9)과 비교하는 경

우도 SDS  Triton X-100의 흡착비와 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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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Triton X-100과 SDS의 혼합으로 사용하여 

스티  라텍스 입자를 제조하 다.   Triton 

X-100과 SDS의 혼합으로 사용할 경우 단일성

분 Triton X-100만 사용한 경우에 비하여 스티

/물 간의 계면장력이 크게 감소하 으며( ∼

0.01 mN/m), Triton X-100 0.1 (w/v)% 사용 

시 무게비로 SDS를 0.25 비율까지 추가 시에 

70℃에서 스티 과 물간에 계면장력이 매우 작

은 값에 도달하 으며 평균 약 80∼110nm의 

입자가 형성되었다. 

  형성된 스티  라텍스의 입도는 SDS 첨가에 

따른 스티  단량체/수용액 간의 계면장력과 

한 련이 있었으며 계면장력 값이 작을수

록 평균입도가 작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한 

SDS 함량에 따라서 입자들의 제타  값이 

커지며 이는 첨가된 SDS가 Triton X-100과 함

께 계면에 흡착한 것으로 보인다. 

  SDS가 정량을 과하는 경우 (본 연구에

서 0.37 비율)에는 입자들의 평균 입도가 오히

려 증가하며 그 분포가 넓어지는 경향을 보

다. 한 이 경우 합된 스티  라텍스의 입자

의 제타 가 넓은 분포를 갖는 것으로 보아 

이는 이온계인 SDS와 상 으로 분자량이 큰 

비이온계인 Triton X-100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결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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