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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계면활성제는 계면에 흡착하여 표면자유에너지를 변화시키는 물질

을 말하며 한 분자 내에 친수성과 친유성 부분을 동시에 갖는 양친매

성 물질을 말한다[1]. 이러한 계면활성제는 섬유, 도료, 화장품, 식품, 

의약품 및 고분자 공업 등 전 공업분야에 걸쳐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

다[2,3].

그중에 양이온 계면활성제는 전체 계면활성제 시장의 약 7%를 차

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물질에 강하게 흡착하여 섬유유연제, 부식방지

제, 살균제, 아스팔트 첨가제 및 안정제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4-6]. 

또한, 계면활성제 종류에 따른 종이의 흡착에 관한 연구 중 셀룰로

오즈-물 계면에서 양이온 계면활성제의 흡착이 빠르고 최종 흡착량이 

가장 많다고 밝혀졌다[7]. 흡착속도는 양이온 > 음이온 > 비이온 순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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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물속에서 표면이 음으로 하전 되기 때

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보고되었다[8-10]. 

최근에는 계면활성제의 분자구조를 변화시켜 이들 분자들의 물리 

화학적 성질을 바꾸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11,12]. 단일 소

수기와 친수기를 갖는 계면활성제는 계면활성제가 가지는 독성과 구

조적 한계에서 오는 물성의 한계가 문제로 대두되었다[13,14]. 새로운 

유형의 양친매성 화합물로 2개의 친수기와 2개의 소수기를 갖는 제미

니 계면활성제가 대안으로 떠오르며 이를 통해 구조적 한계를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제미니형 계면활성제가 개발되고 있다[15,16]. 제미니

형 계면활성제는 단일형 계면활성제에 비해 더 높은 표면활성 즉, 낮

은 임계미셀농도와 표면장력, 높은 흡착효율을 보여주기 때문에 학술

계와 산업계 모두에 관심을 이끌어 내고 있다[17,18]. 위에서 언급한 

양이온 계면활성제의 특성과 제미니형 계면활성제의 특성을 이용하

여 산업에서 사용되는 기존의 계면활성제를 대체하여 사용해 더 좋은 

물성을 가질 수 있다[19].

본 연구에서는 acyl chloride 4종을 2-dimethylaminoethanol과 합성

하여 소수부는 연결부로 1,4-butanediol과 chloroacetyl chloride를 사용

하여 양이온 제미니 계면활성제를 합성하였다. 합성한 화합물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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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본 연구에서는 소수성 사슬의 길이를 증가시키고 1,4-부탄디올을 스페이서로 사용하여 양이온성 제미니형 계면활성제
를 합성하였으며 1H-NMR로 확인하였다. 합성한 계면활성제의 외형은 백색 분말로 나타났으며, Kraffts 점은 0 ℃ 이하
로 나타났다. 측정된 임계미셀농도(c.m.c)는 표면장력법에 의해 1.8 × 10-3~6.5 × 10-4 mol/L이었고 표면 장력은 
22.5~26.1 dyne/cm이었다. Ross-Miles 방법에 의한 CG 14-6E-14의 초기 거품 높이는 16 cm이었고 5 min 후 높이 14 
cm를 나타내어, 가장 좋은 초기 기포력과 기포안정성을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합성한 양이온 제미니 계면활성
제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cetyltrimethylammonium bromide (CTAB)의 기포력 및 유화안정성을 비교하였다.

Abstract
In this study, cationic gemini surfactants were synthesized by increasing the length of the hydrophobic chain and using 1,4-bu-
tanediol as a spacer, and the result was confirmed by 1H-NMR. The synthesized surfactant was a white powder, and Kraffts 
point was below 0 ℃. Surface tension measurements revealed that the evaluated critical micelle concentration (c.m.c) was 
1.8 × 10-3~6.5 × 10-4 mol/L with a surface tension of 22.5~26.1 dyne/cm at the c.m.c. The initial foam height for CG 
14-6E-14 estimated by Ross-Miles method was 16 cm and after 5 minutes the height was 14 cm. It was confirmed that the 
initial foam force and foam stability were the highest. The foam test and emulsion stability of synthesized gemini cationic 
surfactants were also compared to those of cetyltrimethylammonium bromide (CTAB), a commoly used surfactant.

Keywords: Cationic surfactant, Gemini surfactant, 1,4-Butanediol, Acyl chlor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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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H-NMR 분석으로 구조를 확인하였으며, 합성화합물의 알킬 사슬 길

이에 따른 기초 계면물성인 표면장력 및 임계미셀농도, hydrophile lip-

ophile balance(HLB), 기포력 및 유화력 등을 측정하였다.

2. 실    험

2.1. 실험재료 및 장치

본 실험은 순도 97% 이상의 decanoyl chloride, dodecanoyl chloride, 

tetradecanoyl chloride, hexadecanoyl chloride, chloroacetyl chloride, 

1,4-butanediol은 Sigma Aldrich에서 구입하여 정제없이 사용하였다. 

2-dimethylaminoethanol, dichlromethane, acetone, ethanol은 Samchun 

Pure Chemical Co.에서 구입하여 정제없이 사용하였다. 합성 및 제조

를 위한 장치는 500 mL 용량의 둥근바닥 4구 플라스크, 적가깔때기, 

환류냉각기, 온도계, 질소 주입관 등으로 구성하였다. 

2.2. 양이온 제미니 계면활성제의 합성

양이온 제미니 계면활성제의 합성은 3단계 반응으로 진행하고, 합

성한 양이온 제미니 계면활성제는 소수기의 탄소 길이가 각각 

C10~C16인 acyl chloride와 2-dimethylaminoethanol을 합성하여 사용하

였으며, spacer는 1,4-butanediol과 chloroacetyl chloride를 이용하여 합

성하였다. 

합성 반응과 과정은 Scheme 1에 나타내었다. 1단계 반응으로 500 

mL 용량의 둥근바닥 4구 플라스크에 1,4-butanediol 9.0 g (0.1 mol)을 

넣은 후, DCM (dichloromethane) 50 mL에 chloroacetyl chloride 11.3 

g (0.1 mol)를 녹인 용액을 적가깔때기를 통해 적하하면서 25 ℃에서 

4 h 동안 반응을 진행하였다. 반응이 완료된 후 회전농축증발기로 감

압증류하여 순수한 butane-1,4-diyl bis(2-chloroacetate)를 98% 이상의 

수율로 얻었다.

1H NMR (500 MHz, CDCl3) : δ1.60-1.62 (4H,m,CH2), 4.11-4.13 

(4H,m,CH2), 4.32-4.34 (4H,m,CH2)

2단계 반응으로 500 mL 용량의 둥근바닥 4구 플라스크에 decanoyl 

chloride 19.0 g (0.1 mol)을 넣은 후, DCM 50 mL에 2-dimethylami-

noethanol 19.1 g (0.1 mol)를 녹인 용액을 적가깔때기로 적하하면서 

25 ℃에서 4 h 동안 반응을 진행하였다. 반응이 완료된 후 회전농축증

발기로 감압증류하여 2-(dimethylamino)ethyl decanoate를 98% 이상의 

수율로 얻었다.

1H NMR (500 MHz, CDCl3) : δ0.87 (3H,m,CH3), 1.26-1.28 

(10H,m,CH2), 1.33-1.34 (2H,m,CH2), 1.65-1.66 (2H,m,CH2), 2.31-2.33 

(2H,m,CH2), 2.85-2.87 (6H,m,CH3), 3.33-3.34 (2H,m,CH2), 4.35-4.36 

(2H,m,CH2)

3단계 반응인 양이온 제미니 계면활성제의 합성은 1단계 합성화합

물인 butane-1,4-diyl bis(2-chloroacetate)와 2단계 합성화합물인 

2-(dimethylamino)ethyl decanoate를 각각 acetone에 용해시켜 65 ℃에

서 24 h 동안 반응을 진행하였다. 반응이 종료된 후 생성물은 여과하

여 백색 결정을 얻었다. 합성 반응 후 acetone으로 3회 재결정을 하여 

72% 이상의 수율 및 순도로 최종 합성화합물을 얻었다. 합성한 최종 

생성물을 1H-NMR을 통해 분석하였다.

Scheme 1. Synthetic process of 2,2’-(butane-1,4-diylbis(oxy))bis(N-(2-(alkanoyloxy)ethyl)-N,N-dimethyl-2-oxoethan-1-aminium) chlor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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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H NMR (500 MHz, D2O) : δ0.87 (3H,m,CH3), 1.26-1.29 

(12H,m,CH2), 1.57-1.59 (4H,m,CH2), 1.84-1.89 (2H,m,CH2), 2.32-2.36 

(2H,m,CH2), 3.40-3.42 (6H,m,CH3), 4.1-4.12 (2H,m,CH2), 4.35-4.37 

(2H,m,CH2), 4.53-4.57 (2H,m,CH2)

 

위의 반응을 통하여 각각의 알킬기가 C10~C16인 양이온 제미니 계면

활성제를 얻었다. 2,2’-(butane-1,4-diylbis(oxy))bis(N-(2-(alkanoyloxy)eth-

yl)-N,N-dimethyl-2-oxoethan-1-aminium) chloride는 알킬기의 탄소수

에 따라 각각 decanoyl chloride를 사용할 경우 CG 10-E6-10로, dodec-

anoyl chloride를 사용할 경우 CG 12-E6-12로, tetradecanoyl chloride

를 사용할 경우 CG 14-E6-14로, hexadecanoyl chloride를 사용할 경우 

CG 16-E6-16로 명명하였다.

2.3. 합성한 계면활성제의 구조 분석 

계면활성제의 구조 분석에는 1H-NMR (Avance 500 MHz, Bruker)

을 사용하여 chemical shift를 측정하였으며 용매로는 D2O를 사용하였

다. 표면장력 및 임계미셀농도 측정에는 표면장력 측정기(CBVP-A3, 

Kyowa Interface Science Co.)를 사용하였다.

2.4. 합성한 계면활성제의 물성 평가

계면활성제의 표면장력 측정은 10-5~10-1 mol/L 농도의 계면활성제 

수용액을 만든 후 표면장력계를 이용하여 3회 측정한 후 평균값으로 

하였다. 표면장력 측정은 Wilhelmy plate법을 이용하였으며 사용한 백

금 플레이트는 측정 전에 아세톤, 증류수 순으로 세척한 후, 건조하여 

사용하였다[20]. 계면활성제의 임계미셀농도는 측정한 표면장력의 변

곡점 내에서 여러 농도의 수용액을 만든 후 산정하였다. 

계면활성제의 기포력은 Ross-Miles법에 의하여 0.1 wt%의 수용액의 

기포력을 3회 반복, 측정된 값의 평균치를 기포력으로 표시하고, 5 min 

지난 후 거품의 높이를 측정하여 그 거품의 안정도로 표시하였다[21].

계면활성제의 유화력은 Rosano와 Kimura의 방법을 개량하여 측정

하였다[22]. 200 mL 비이커에 0.1 wt% 농도의 시료가 용해된 수용액 

50 mL와 식물유인 대두유와 유기용매인 벤젠을 각각 50 mL 취하고 

균질기를 이용하여 3,000 rpm에서 10 min간 교반시켰다. 유화된 액체

를 100 mL의 메스플라스크에 넣고 실온에서 방치한 다음 72 h 동안 

일정 시간 마다 유화된 액상 전체 부피에 대한 감소비율을 구하여 유

화력으로 표시하였다.

계면활성제를 구성하고 있는 친수기와 친유기의 상대적 강도에 따

라 친수성 혹은 친유성의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것을 hydrophlie lip-

ophile balance (HLB)라고 하며 HLB는 Davies법을 이용하여 산정하

였고 식 (1)과 같다[23].

∑  ∑  (1)

3. 결과 및 고찰

3.1. 양이온 제미니 계면활성제의 합성 및 분석 결과

양이온 제미니 계면활성제의 형상, 수율 등은 다음과 같고 실험 결

과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계면활성제의 재결정 후 최종 합성수율은 72~78%가 얻어졌으며, 최

종 합성물 모두 상온에서 백색 결정으로 얻었다. 또한 합성한 계면활성

제의 HLB를 Davies법에 따라 확인하였을 때 14.5~20.2로 계산이 되었

으며, Krafft point는 모두 0 ℃ 이하로 측정되었다. 또한 합성한 양이온 

제미니 계면활성제의 구조 확인을 위해 1H-NMR 분석을 하였다.

3.1.1. 수소핵 자기공명스펙트럼

2-2의 방법으로 합성한 양이온 제미니 계면활성제에 대한 1H-NMR 

스펙트럼의 결과를 Figure 1에 도시하였다.

합성한 계면활성제에서 관측되는 1H-NMR 스펙트럼은 0.8~0.9 

ppm 범위의 시그널에서 고급지방산 말단 메틸기의 수소, 1.26~1.29 

ppm의 시그널 범위에서 장쇄 메틸렌기, 1.57~1.59 ppm의 시그널 범

위에서 (-CH2CH2C=O-)의 메틸렌기, 2.31~2.33 ppm의 시그널에서 

(-CH2CH2C=O-)의 메틸렌기, 3.40~3.42 ppm의 시그널 범위에서 

(CH3N-)의 메틸렌기, 각각 4.10~4.12, 4.22~4.24, 4.56~4.59 ppm의 

시그널 범위에서 에스테르 옆 메틸렌의 수소로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메틸렌에 대한 신호의 면적비는 메틸렌의 수소 수에 비례한다. 사슬

길이에 따른 합성한 계면활성제의 스펙트럼은 동일하게 측정되었으

며 1.26~1.29 ppm에서 관측되는 장쇄 메틸렌기 스펙트럼의 면적을 

적분한 결과 탄소사슬의 길이가 10개에서 16개로 증가함에 따라 각각 

24, 32, 40, 48의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1H-NMR 기기 분석을 통하여 목적한 양이온 제미니 계

Compound Appearance Yield (%) HLB Krafft point (℃)

CG 10-E6-10

White solid

72.0 20.2 < 0

CG 12-E6-12 75.2 18.3 < 0

CG 14-E6-14 77.6 16.4 < 0

CG 16-E6-16 78.0 14.5 < 0

Table 1. Appearance, Yield, HLB and Krafft Point of Surfactants

Chemical shift (δ) 

Figure 1. 1H-NMR spectrum of synthesized cationic gemini surfact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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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활성제가 합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3.2. 계면활성제의 물성 평가

합성을 통하여 얻은 양이온 제미니 계면활성제의 물성을 확인하기 

위해 HLB를 계산하였고, Krafft point, 기포력, 안정성, 유화안정성 및 

표면장력 실험을 하였다. 

3.2.1. 표면장력 및 임계미셀농도 

합성한 양이온 제미니 계면활성제의 표면장력을 Figure 2에 나타냈

고 25 ℃에서 측정한 결과인 임계미셀농도와 표면장력을 Table 2에 

나타내었다. 

각각의 양이온 제미니 계면활성제에 대한 c.m.c는 6.5 × 10-4~1.8 × 

10-3 mol/L의 범위에서 표면장력은 22.5~26.1 dyne/cm로 측정되었다. 

실험 결과를 통해 낮은 농도의 계면활성제에서 높은 표면장력 저하능

을 확인하였다. 

일반적인 계면활성제의 경우 소수성 알킬사슬이 길어질수록 표면

장력의 저하능력이 크게 나타나고 친수성 부분이 클수록 표면저하능

이 낮아지며 표면장력 감소하지만 합성한 계면활성제의 c.m.c는 알킬 

사슬수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고 표면장력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

다. 하나의 소수기를 가지는 계면활성제는 소수부의 탄소수가 증가할

수록 표면장력이 더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지만 제미니 계면활성제의 

경우 소수부의 탄소수가 증가할수록 표면장력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

타내었다. 이러한 이유는 소수부끼리 회합하려는 경향이나 소수부 사

이의 상호작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2.2. Krafft points 

계면활성제의 물에 대한 용해도는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증가하는

데 용해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온도를 Krafft point라고 한다. 이것은 

미셀을 형성하기 시작하는 온도이기도 하며 c.m.c 이상의 농도에서 용

액에 가해진 계면활성제 분자들은 미셀로 존재한다. 위의 방법으로 

합성물에 대한 Krafft point는 Table 2에 나타내었다. 실험을 통해 합

성한 계면활성제의 Krafft point가 전부 0 ℃ 이하임을 확인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합성한 계면활성제가 낮은 온도에서도 좋은 물성을 나

타낼 수 있어서 다양한 분야의 산업에 적용을 기대할 수 있다. 

3.2.3. 기포력 및 기포안정성

위의 방법으로 기포력 및 기포 안정도를 측정한 결과를 Figure 3에 

나타내었다. 결과를 보면 CG 10-6E-10, CG 12-6E-12와 CG 14-6E-14

의 경우 초기의 높이가 각각 12, 14 cm와 16 cm로 우수한 기포력을 

보였다. CG 16-6E-16의 경우 8 cm의 기포력을 나타내었다. 이를 통해 

합성한 제미니 계면활성제 C10~C14의 경우 기포력이 우수하였고, C16

의 경우는 소수부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길어 표면장력 저하능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5 min 뒤의 기포 안정성를 측정하였을 

때 CG 14-6E-14의 경우 13.5 cm로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소수부 길이

에 따른 계면활성제들은 다양한 기포력 특성을 나타내었다. 일반 계

면활성제인 CTAB의 초기 기포력은 13.5 cm에서 5 min 뒤 13 cm의 

기포력을 나타내었다. 합성 계면활성제인 CG 14-6E-14의 기포력이 

CTAB보다 더 우수한 기포력을 나타내었다.

3.2.4. 유화력

앞서 계산한 HLB 값을 통해 합성한 계면활성제는 O/W형 에멀젼을 

제조하는데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유화력 측정은 Rosano 및 

Compounds c.m.c (10-3 mol/L) Surface tension (dyne/cm)

CG 10-E6-10 1.80 22.5

CG 12-E6-12 0.96 23.1

CG 14-E6-14 0.81 23.8

CG 16-E6-16 0.65 26.1

Table 2. Surface Tension and c.m.c of Synthesized Surfactants

■ CG 10-E6-10 ● CG 14-E6-14
□ CG 12-E6-12 ○ CG 16-E6-16

Figure 2. Surface tension of cationic gemini surfactants.

Figure 3. Initial foaming power and foaming stability after 5 min of 
synthesized surfact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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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ura의 방법을 개량하여 합성한 양이온 제미니 계면활성제를 이용

하여 실험을 행하여 평가하였다. 평가 용매로는 유기 용매는 벤젠을 

사용하였으며, 오일은 대두유를 사용하였다. 용매에 따른 유화력 실험 

결과를 Figures 4, 5에 나타내었다. 합성화합물을 각각 0.1 wt% 농도

의 수용액 50 mL와 분산상인 용매 50 mL를 호모게나이저(WiseTis®)

를 이용하여 3,000 rpm에서 5 min간 유화시킨 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유화상을 기준으로 유상은 상층으로, 수상은 하층으로 층 분리가 일

어나는데 이때 초기의 전체용적에 대한 유화상의 비를 측정하였다. 

벤젠에서의 유화력 측정결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서히 유화상이 감

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그 결과로 8 h 후 유화력이 90% 이상 유지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72 h 후 전체적으로 유화력이 65 ± 4%를 

유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대두유에서의 측정결과 시간의 흐름에 따

라 빠르게 유화력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8 h 후 65 ± 4%, 

72 h 후의 유화력은 55 ± 4% 이하의 유화력을 나타낸 것을 확인하였

다. CTAB의 벤젠에서의 유화력은 8 h 후 70%이었으며 72 h 후에는 

60%의 유화력을 보였다. 또한, 대두유에서의 유화력은 8 h 후 66%이

며, 72 h 후 55%의 유화력을 나타내었다. 이를 통해 합성한 양이온 

제미니 계면활성제와 CTAB의 유화력은 식물성 오일인 대두유에서보

다 유기용매인 벤젠에서 더 우수한 유화력을 보였으며, 합성 계면활

성제는 CTAB보다 8 h에서 더 우수한 유화력을 나타내었다.

3.2.5. HLB 

양이온 제미니 계면활성제의 HLB 값은 Davies의 산정 방식에 의하

여 CG 10-6E-10은 20.2, CG 12-6E-12는 18.3, CG 14-6E-14는 16.4, 

CG 16-6E-16은 14.5로 계산되었다. 계면활성제의 탄소수 길이의 증가

에 따른 소수성이 증가하여 계면활성제의 HLB는 감소하였다. HLB가 

8~16일 때는 O/W 에멀전 유화제로, 13~15일 때는 세제, 15 이상일 

때는 가용화제로 사용이 가능하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1,4-butanediol을 이용하여 양이온 제미니 계면활성

제를 합성하였고 기초 물성을 검토하였다. 

1. 합성한 양이온 제미니 계면활성제는 1H-NMR로 구조 분석하였

으며, 4종 모두 백색 고체였고, 수율은 72~78%이었다.

2. 합성한 계면활성제의 Krafft point는 4가지 모두 0 ℃ 이하로 측

정되었으며, Davies법에 의해 HLB는 14.5~20.2 범위의 값으로 계산

되었다.

3. 벤젠에서의 유화력은 72 h 후 전체적으로 유화력이 65 ± 4%를 

유지하였고, 대두유에서의 72 h 후 유화력은 55 ± 4% 이하의 유화력

을 나타낸 것을 확인하였다. 대두유에서보다 유기용매인 벤젠에서 더 

좋은 유화력을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 

4. 기포력 실험 결과 CG 14-6E-14가 가장 놓은 초기 기포력과 기포

안정성을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

5. 합성한 계면활성제의 임계미셀농도 및 표면장력은 소수부의 알

킬기의 사슬이 증가함에 따라 1.8 × 10-3~6.5 × 10-4 mol/L 범위에서 

22.5~26.1 dyne/cm로 측정되었고, 이를 통해 알킬기의 길이가 길어 

질수록 표면장력 값은 증가하고 c.m.c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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