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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    론

계면활성제(surface active agent, surfactant)는 세제(detergent), 생활

용품(household product), 화장품(cosmetic product), 세정제(cleaner), 

펄프, 제지, 식품, 잉크, 안료, 접착제, 도료, 섬유 처리제(textile proc-

essing), 윤활유(lubricant), 콘크리트, 플라스틱, 감광 필름, 의약품

(pharmaceuticals), 전자 제품, 농업 제품(agricultural product) 등에 이

르기까지 거의 모든 산업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계면활

성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1].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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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에 사용되고 있는 계면활성제들은 원유를 채취하여 수차례의 공정

을 거쳐 만들어진 석유계 계면활성제가 대부분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석유계 계면활성제는 환경오염 문제 및 인체 안정성의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4].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석유계 계면활성제를 대체하기 위한 환경 친화적(eco-friendly) 생체계

면활성제(biosurfactant) 개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생체계면활성제는 광범위한 적용 범위를 갖는 미생물에 의해 생성

된 표면 활성 생체 분자로 정의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재생 가능한 천

연 식물성 원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모든 계면활성제를 포함하는 것

으로 정의되고 있다[4,5]. 생체계면활성제는 특이성(uniqueness), 다양

성(variety), 선택성(selectivity), 비자극성(nonirritating), 극한 온도 및 

pH 조건에서의 높은 효율, 대량 생산 제조 용이성(convenience of 

large scale production), 비독성(nontoxicity) 혹은 매우 낮은 저독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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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본 연구에서는 천연 유래의 코코넛 오일을 원료로 사용하여 2종류의 아미노산계 음이온 생체계면활성제 포타슘 코코
일 글루타메이트(potassium cocoyl glutamate, CTK)와 소듐 코코일 글루타메이트(sodium cocoyl glutamate, CTN)를 합성
하였으며, 합성한 계면활성제의 구조를 FT-IR, 1H-NMR 및 13C-NMR 분석을 통하여 규명하였다. 합성한 계면활성제에 
대하여 정적 및 동적 표면장력과 유화력 등의 계면 물성을 측정한 결과, CTK와 CTN 모두 계면 활성이 우수하고 계면 
에너지를 낮추는데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CTK 계면활성제가 CTN 계면활성제와 비교하여 계면 에너지를 
낮추는데 보다 효과적이었는데 이는 CTK가 소수성이 더 크고 계면활성제 단분자가 벌크 용액으로부터 공기와 수용
액의 계면으로 이동하는 속도가 빨라서 공기와 수용액의 계면이 계면활성제 단분자에 의하여 더 짧은 시간에 포화되
기 때문임을 알 수 있었으며, 생활용품이나 화장품 제조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In this study, two types of amino acids-based anionic biosurfactants such as potassium cocoyl glutamate (CTK) and sodium 
cocoyl glutamate (CTN) were synthesized from coconut oils and the structure elucidation of CTK and CTN was carried out 
by using FT-IR, 1H-NMR and 13C-NMR spectrophotometries. Measurements of interfacial properties such as static and dynam-
ic surface tensions and emulsification activity showed that both CTK and CTN were surface-active and effective in lowering 
the interfacial free energy. In particular, the CTK surfactant was found to be more efficient in reducing the interfacial free 
energy since the larger number of CTK molecules was preferentially adsorbed at the air-water interface due to the higher 
hydrophobicity and larger mobility of CTK than those of using CTN, indicating possible uses in cosmetics and household 
products formulation.

Keywords: Amino Acid Based Anionic Biosurfactant, Eco-Friendly, Coconut Oil, Interfacial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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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생분해성(biodegradability)과 같은 환경 친화적인 장점 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세제, 생활용품, 화장품, 의약품, 식품, 섬유 처리제, 

윤활유, 농업제품 등의 많은 산업에서 가용화제(solubilizer), 유화제

(emulsifier), 습윤제(wetting agent), 기포제(foaming agent), 분산제

(dispersant), 안정화제(stabilizer), 탈유화제(demulsifier) 등의 용도로 

사용이 점차 증대하고 있으며, 향후 기존 석유계 계면활성제를 대체

할 수 있는 잠재적 응용성을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2-8].

아미노산은 우수한 생분해성과 계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낮출 수 

있는 계면활성을 갖고 있어서 계면활성제 합성에 종종 사용되었으며, 

아미노산을 사용하여 합성한 아미노산계 계면활성제는 우수한 생체

적합성(biocompatibility), 다기능성(multi-functional properties), 비독성 

및 비자극성의 특성을 갖고 있으며, 수중 생물(aquatic organisms)에 

무해하고 생분해성이 우수한 장점을 갖고 있다[9]. 또한 n-아실아미노

산계(n-acyl amino acid) 계면활성제를 포함한 많은 아미노산계 계면

활성제들은 질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대한 살균력(sterilizing power)

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으며[10-14], 따라서 세제, 생활용품, 화

장품, 의약품, 식품 등의 산업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10,15]. 

아미노산계 계면활성제는 아미노산 또는 그의 잔기(residue)를 친수

성기로 갖는 계면활성제로 정의되며, 기본적으로 아민기와 카르복실

기 두개의 작용기를 갖는다[5,16]. 이러한 아미노산계 화합물들은 일

반적으로 고급 지방산 또는 고급 알코올과의 반응성이 낮기 때문에 

다량의 미반응물이 잔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7-20]. 또한 기존의 

아미노산계 계면활성제는 대부분 지방산을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하

였으나 미반응 잔류 지방산이 피부 자극을 일으키므로 미반응 지방산

을 제거하기 위한 추가 공정이 필요하여 경제적으로 큰 이점을 가지

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천연 유래의 코코넛 

오일(coconut oil)을 원료로 사용하여 아미노산계 음이온 생체계면활

성제를 합성하였으며, 1H-NMR, 13C-NMR 및 FT-IR을 사용하여 합성

한 계면활성제의 구조적 분석을 수행하였고 임계 마이셀 농도(critical 

micelle concentration, CMC), 정적(static) 및 동적(dynamic) 표면장력

(surface tension), 유화력(emulsification power), 접촉각(contact angle) 

및 기포 안정성(foam stability)과 같은 계면 특성을 평가하였다.

2. 실    험

2.1. 실험재료

본 연구에서 아미노산계 음이온 생체계면활성제 합성에 사용한 코

코넛 오일은 LG생활건강으로부터 구입하여 별다른 정제 과정 없이 

실험에 사용하였으며, Figure 1에 나타낸 코코넛 오일의 알킬 사슬

(alkyl chain) R은 질량 기준으로 48.3% 라우릴기(lauryl group), 17.0% 

미리스틸기(myristyl group), 9.0% 팔미틸기(palmitoyl group), 8.0% 카

프릴기(capryl group), 7.0% 카프리릴기(caprylyl group), 6.0% 올레일

기(oleyl group), 2.0% 스테아릴기(stearyl group), 2.0% 리놀레일기

(linoleoyl group), 0.5% 카프로일기(caproyl group)과 0.2% 팔미톨레일

기(palmitoleyl group)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99% 순도의 삼염화인

(phosphorus trichloride, PCl3)과 모노소듐 글루타메이트(monosodium 

glutamate, C5H8NO4Na)는 대정약품과 대상(주)에서 각각 구입하여 합

성에 사용하였다. 계면활성제 합성에 사용한 90% 순도의 수산화칼륨

(potassium hydroxide, KOH) 및 98% 순도의 수산화나트륨(sodium hy-

droxide, NaOH)과 계면활성제 유화력 측정에 사용한 순도 99% 이상

의 n-헥사데칸(hexadecane) 등은 씨그마알드리치 코리아로부터 구입

하여 별다른 정제과정 없이 그대로 사용하였다. 계면활성제 수용액 

제조에 사용된 물은 증류 및 이온교환 장치를 거친 3차 증류수를 사

용하였다.

2.2. 실험방법

2.2.1. 계면활성제 합성

에이케이켐텍에서 합성한 아미노산계 음이온 생체계면활성제 CTK

와 CTN의 제조 공정을 Scheme 1과 2에 각각 나타내었다. CTK와 

CTN의 제조를 위하여 우선 몰 기준으로 1.0 : 1.4 비율의 코코넛 오일

과 삼염화인(PCl3)을 촉매 없이 60~65 ℃의 온도에서 3 h 동안 반응

을 진행하였으며 제조방법은 다음과 같다. 코코넛 오일을 물로 가수

분해하여 지방산과 글리세롤(glycerol, C3H5(OH)3)을 만든 후 교반을 

멈추고 글리세롤과 지방산을 층분리 시킨다. 반응기 하부로 분리된 글

(a)

(b)

(c)

Figure 1. Spectral data of CTK; (a) 1H-NMR spectrum in CDCl3, (b) 
13C-NMR spectrum in CDCl3, (c) FT-IR spect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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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세롤과 물은 반응기의 하부 밸브를 통해 제거하였다. 합성된 지방산

과 삼염화인을 반응시켜 코코일 염화물(cocoyl chloride, CnH2n-1OCl)을 

합성하였고 부반응물인 아인산(H3PO3)은 반응이 끝난 후 교반을 멈추

고 반응기 하부로 침전시킨 후 제거한다. 반응물 내의 잔류 삼염화인

을 진공으로 제거한 후 코코일 염화물을 얻었으며, 순도는 약 98%이

다. 이때 순도는 GC-MS (FID detector) 분석을 통해 측정하였으며, 알

킬 체인별 표준샘플의 mass를 측정하여 코코일 염화물 GC-MS 피크 

중 각각의 알킬 체인별 면적을 합산하여 확인하였다. 

Scheme 1에 나타낸 것처럼 몰 기준으로 1.0 : 1.03 비율의 코코일 

염화물과 모노소듐 글루타메이트를 15~20 ℃의 온도에서 45% KOH 

수용액을 사용하여 pH를 13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3 h 동안 반응시켜 

CTK를 합성하였다. 반응 수율은 GC-MS로 분석하였으며, 약 95%이

었다. 또한 Scheme 2에 나타낸 것처럼 CTN은 몰 기준으로 1.0 : 1.03 

비율의 코코일 염화물과 모노소듐 글루타메이트를 15~20 ℃ 온도에

서 50% NaOH 수용액을 사용하여 pH를 13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3 

h 동안 반응시켜 합성하였으며, 수율은 약 95%이었다. NMR과 FT-IR

을 이용하여 아미노산계 계면활성제 CTK와 CTN의 시료를 분석하였

으며, 분석 조건은 다음과 같다. 1H-NMR (400 MHz, CD3OD) 
13C-NMR (100 MHz, CD3OD).

2.2.2. 계면활성제의 계면 특성

계면활성제 수용액의 pH는 Mettler Toledo사의 MP230 pH meter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정적 표면장력 측정은 ring & plate method ten-

siometer (K100, Krüss, Germany)를 사용하였으며, 시간에 따른 동적 

표면장력은 maximum bubble pressure tensiometer (BP2, Krüss, 

Germany)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계면활성제 농도 변화에 따른 표면

장력 측정 결과로부터 계면활성제의 CMC를 결정하였으며, 계면활성

제 농도 증가에 따라 더 이상 표면장력 값이 변하지 않는 농도를 

CMC로 정하였다. 5 wt% 계면활성제 수용액과 헥사데칸을 내경 13 

mm인 flat-bottomed 시험관에 각각 7.5 mL씩 동일 부피만큼 첨가한 

후 와류 믹서(vortex mixer)에서 약 5 min 동안 교반하여 계면활성제

의 유화력을 측정하였다. 유화력은 유화지수(emulsification index, EI)

를 사용하여 나타내었으며, EI는 교반 직후 시료의 초기 높이와 24 h

후 유화된 오일의 높이를 각각 측정한 후 다음의 식 (1)을 사용하여 

구하였다.

EI = [(24 h 후 유화된 오일 높이) / (시료의 초기 높이)] × 100 (1)

1 wt% 계면활성제 수용액의 접촉각은 독일 Krüss사의 pendant drop 

tensiometer (DSA 100)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계면활성제 수용

액의 기포 안정성(foam stability)은 Foamscan (IFAC, Germany)을 사

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1 wt% 계면활성제 수용액 8 mL를 

유리관에 주입한 다음, 질소 가스를 이용하여 160 cm3까지 기포를 형

성시킨 후 시간에 따라 남아 있는 기포의 부피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계면활성제 시스템의 기포 안정성을 1,500 s 동안 감소한 기포

의 부피 분율 퍼센트로 표시하여 나타내었으며, 1,500 s 동안 감소한 

기포의 부피 분율 퍼센트 값이 작을수록 더 안정한 기포를 형성함을 

의미한다. 5 wt% 계면활성제 수용액의 안정성은 독일의 IFAC GmbH

의 DualCON을 사용하여 50 ℃에서 시료가 담긴 시험관의 윗부분과 

아래 부분의 시간에 따른 전기 전도도 변화를 측정하여 결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계면활성제 분석

코코넛 오일을 원료로 한 아미노산계 계면활성제 2종을 Scheme 1

과 2에 나타낸 방법을 사용하여 합성하였다. 합성된 아미노산계 계면

활성제에 대하여 NMR 분석을 수행하여 구조를 확인하였으며 그 결

과를 Figure 1과 2에 각각 나타내었다.

Figure 1(a)와 2(a)에 나타낸 NMR 분석 결과에서 보면, 2종의 아미

노산계 계면활성제는 알킬기에 연결된 카운터 이온의 종류만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동일한 chemical shift 피크의 형태를 보인다.
1H-NMR (400MHz, CD3OD), δ: 0.96, 3H(CH3-CH2-, t) 1.29-1.33, 

18H(-CH2-CH2-CH2-, m) 1.57, 2H(-CH2-CH2-, m) 1.9-2.1, 2H(-CH2-CO, 

m) 2.2, 2H(CH-CH2-CO, t) 4.15, 1H-(-NH-CH-CO, s)
13C-NMR (100MHz, CD3OD), δ: 14.618, 23.826, 27.079, 30.543, 

30.631, 30.741, 30.815, 30.866, 33.128, 35.608, 37.433, 48.726, 

48.939, 49.351, 49.364, 49.576, 56.707, 175.807, 179.743, 182.447

두 계면활성제 모두 1H-NMR (CD3OD)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4.15 ppm 부근의 피크의 경우는 합성된 최종 계면활성제의 아민기를 

연결하는 부분의 양성자를 나타내며, 0.68-1.14 ppm 피크는 코코넛 오

일로부터 유래된 코코일 염화물의 다양한 알킬기를 나타낸다. 2종의 

Scheme 1. Synthetic routes of CTK where R in the coconut oil 
corresponds to C8-C18.

Scheme 2. Synthetic routes of CTN where R in the coconut oil 
corresponds to C8-C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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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노산계 계면활성제의 작용기는 특정 흡수 peak (cm-1)로 나타나며 

Figure 1(c)에서와 같이 CTK의 적외선 스펙트럼은 N-H stretching 

band (3,300~3,400 cm-1), C-H stretching band (2,850~3,000 cm-1), 

C=O amide (1,600~1,650 cm-1), C-O carboxylic acid (1,000~1,400 

cm-1), 그리고 Figure 2(c)에서와 같이 CTN의 적외선 스펙트럼은 N-H 

stretching band (3,300~3,400 cm-1), C-H stretching band (2,850~3,000 

cm-1), C=O amide (1,600~1,650 cm-1), C-O carboxylic acid (1,000~ 

1,400 cm-1) 등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3.2. 계면 특성

합성된 아미노산계 계면활성제 CTK와 CTN에 대하여 수용액의 농

도 변화에 따른 표면장력을 측정하여 Figure 3의 (a)와 (b)에 각각 나

타내었으며, 이 결과로부터 결정한 CMC 값과 CMC 조건에서의 표면

장력 값을 Table 1에 요약하여 나타내었다. Table 1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CTK의 CMC 값은 2.68 × 10-3 mol/L이며, CMC 조건에서의 

표면장력 값은 32.35 mN/m이다. 한편 CTN의 CMC 값은 2.70 × 10-3 

mol/L이며, CMC 조건에서의 표면장력 값은 34.07 mN/m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CMC 측정 결과는 음이온계 계면활성제 중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황산 도데실 나트륨(sodium dodecyl sulfate, SDS), 디

옥틸 소듐 설포석시네이트(sodium dioctyl sulfosuccinate, AOT)의 

CMC 값이 각각 6.5~7.5 × 10-3 mol/L와 8.0~8.7 × 10-3 mol/L인 것과 

비교하면, 비교적 낮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21]. 또한 아미노산계 계

면활성제 CTK의 CMC 값과 CMC 조건에서의 표면장력 값이 아미노

산계 계면활성제 CTN에 비하여 모두 작게 나타난 것은 Scheme 1과 

2에서 볼 수 있듯이 CTK와 CTN의 구조식은 동일하나 존재하는 반대 

이온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이다.

음이온 계면활성제는 물에서 용해되어 음이온을 띤 계면활성제 분

자와 양이온을 띤 반대 이온으로 해리된다. 양이온을 띤 반대 이온은 

음이온 계면활성제 시스템의 CMC, 응집수(aggregation number), 마이

셀 크기, 마이셀 형태를 비롯한 많은 물성들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22-24]. 예를 들면 반대 이온과 마이셀과의 결합(binding)이 증가할수

(a)

(b)

(c)

Figure 2. Spectral data of CTN; (a) 1H-NMR spectrum in CDCl3, (b) 
13C-NMR spectrum in CDCl3, (c) FT-IR spectrum.

(a)

(b)

Figure 3. Surface tension measurement of amino acid surfactants at 25 
℃ by a Du Noüy ring tensiometer; (a) CTK, (b) C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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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음이온을 띠고 있는 친수기 사이의 전기적 반발력(electrostatic re-

pulsion)을 감소시킴으로 인하여 음이온 계면활성제 시스템의 CMC는 

감소하게 된다. 물론 반대 이온과 마이셀과의 결합 정도는 반대 이온

의 분극률(polarizability)과 원자가(valence)가 증가할수록 증가하며, 

반면에 반대 이온의 수화 반경이 증가함에 따라 결합 정도는 감소하

게 된다[24]. 일반적으로 반대 이온의 상대 이온 크기가 증가할수록 

물 분자와의 이온-쌍극자 결합력은 감소하게 되며, 따라서 이온의 크

기가 증가함에 따라 수화되는 정도가 감소하므로 수화 반경(hydrated 

radius) 또한 감소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수화 반경이 작을수록 CMC 

값은 감소하게 되며, 또한 수화 반경이 작을수록 표면에서 단위면적 

당 배열하는 계면활성제의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표면장력은 감소하

게 된다[25-28]. 따라서 K+의 수화 이온 반경(0.331 nm)이 Na+의 수화 

이온 반경(0.358 nm)보다 작으므로 K+이 음이온을 띠고 있는 계면활

성제 친수기와 보다 더 강한 상호작용(interaction)을 하여 친수기 사이

의 전기적 반발력을 보다 더 감소시킴으로써 마이셀 상에 존재하는 

계면활성제 분자 개수인 응집수를 증가시켜 CTK 계면활성제가 CTN 

계면활성제보다 낮은 CMC 값을 갖게 된다.

계면활성제 시스템의 동적 표면장력 측정을 통하여 용액 속의 계면

활성제 분자가 계면까지 도달하여 배향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이는 세제 및 샴푸와 같은 가정용품, 세정제, 

코팅 및 프린팅, 잉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계면활성제 적용 가

능성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max-

imum bubble pressure tensiometer를 사용하여 CTK와 CTN 계면활성

제 시스템에 대한 동적 표면장력을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ure 4

의 (a)와 (b)에 각각 나타내었다.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CTK와 CTN 

모두 계면활성제 농도 증가에 따라 표면장력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CMC 농도 이상의 농도 조건에서는 계면활성제의 농도가 

증가하여도 표면장력 값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데, 이는 각각의 

CMC 농도 조건에서 공기-수용액 계면이 계면활성제 단분자에 의해 

이미 포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Figure 4의 (a)와 (b)에서 각각 볼 수 

있듯이 CTK와 CTN 계면활성제 시스템 모두, 각각의 CMC 농도 조건

에서 CMC에서의 표면장력에 해당하는 32.35 mN/m와 34.07 mN/m에 

각각 도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CTK와 CTN 계면활성제 시스템 

모두 계면활성제 단분자가 수용액상으로부터 계면까지 비교적 짧은 

시간에 이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면활성제 분자는 양친매(amphiphilic) 특성으로 인하여 공기-액체, 

공기-고체, 혹은 액체-액체 계면이 포화되어 계면이 더 이상의 계면활

성제 분자들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까지 우선적으로 수용액 상으로부

터 계면으로 이동하여 흡착하여 계면에너지를 낮춘다[29-32]. 일반적

으로 수용액 상에 존재하는 계면활성제가 계면에 흡착하여 배향하는 

과정은 계면활성제 마이셀 응집체가 단분자 형태로 해리(dissociation)

되는 slow relaxation process, 계면활성제 단분자가 수용액으로부터 

계면으로의 분자 확산(molecular diffusion), 공기-수용액 계면에서의 

계면활성제 분자 흡⋅탈착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설명된다

[31,32]. 이러한 과정 중에서 속도 결정 단계(rate determining 혹은 

rate controlling step)는 대부분 계면활성제 단분자가 수용액으로부터 

계면으로 확산하는 과정이며, 확산 제어 흡착 모델(diffusion con-

trolled adsorption model)인 Ward-Tordai 모델을 이용하여 설명되어 

왔다[33-35].

Ward-Tordai 모델은 다음에 주어진 식 (2)로 나타내지며, 시간에 따

MW pH
CMC

(mol/L)

Surface 
Tensiona

(mN/m)

Emulsification
Indexb

(%)

Contact 
Anglec

(°)

Foam
Stabilityd

(%)

Emulsion Stabilitye

(1/V)

Top Bottom

CTK 393.09 10.3 2.68 × 10-2 32.35 60.61 48.50 9.49 0.987 0.984

CTN 377.03 10.1 2.70 × 10-2 34.07 60.00 39.42 14.57 0.997 1.025
aMeasured at CMC.
bDefined as height of emulsified oil layer after 24 h divided by initial height of liquid mixture initially generated with equal volumes of 5 wt% surfactant solution and n-hexadecane.
cMeasured with 1 wt% surfactant concentration.
dPercentage of foam volume decrease during 1,500 s, initially generated with 1 wt% surfactant concentration.
eMeasured with 5 wt% surfactant concentration.

Table 1. Summary of Physical Properties of Amino Acid Biosurfactants Measured at 25 ℃

(a)

(b)

Figure 4. Dynamic surface tension measurement at 25 ℃ by a 
maximum bubble pressure tensiometer; (a) CTK, (b) C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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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동적 표면장력 측정 결과로부터 계면에서의 계면활성제 흡착 속도 

결정 단계가 확산 과정인지를 판단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33,34].

  








 




 (2)

여기서 t는 시간, (t)는 시간에 따른 표면 과잉 농도(surface excess 

concentration), D는 겉보기 확산 계수(apparent diffusion coefficient), 

C0는 계면활성제 벌크 농도(bulk concentration), Cs는 subsurface에서

의 농도, τ는 더미 시간 지연 변수(dummy time delay variable)이다. 

위의 식 (2)은 동적 표면장력 실험 결과를 분석할 때 복잡하기 때문에 

식 (2)로부터 short-time 및 long-time 흡착 거동에 대한 점근식

(asymptotic equation) (3) 및 (4)를 각각 유도하여 동적 표면장력 실험 

결과를 분석할 때 널리 사용하고 있다[33-35].

Short time: →   





(3)

Long time: →∞   










(4)

여기서 R은 이상 기체 상수, T는 절대 온도, C0는 벌크 용액에서의 

계면활성제 농도, 는 용매의 표면장력, 는 시간 t에서의 표면장

력, 는 평형 상태에서의 표면장력, 그리고 n은 이온성 계면활성제

이기 때문에 2가 된다. 는 평형 표면 과잉 농도로서, 는 정적 

표면장력 데이터로 추정된 와 같다고 가정할 수 있다[35].

위에 주어진 short-time 및 long-time 흡착 거동에 대한 점근식 (3)와 

(4)에 따르면 계면에서의 계면활성제 흡착 속도 결정 단계가 확산 과

정인 경우, 시간에 따른 표면장력을 t1/2 (short time)과 t-1/2 (long time) 

대하여 각각 plot하게 되면 각각의 기울기는 선형을 따라야 한다. 

Figure 4(a)와 (b)에 주어진 동적 표면장력 결과로부터 시간에 따른 표

면장력을 t1/2 (short time)과 t-1/2 (long time)에 대하여 plot한 결과를 

Figures 5와 6에 각각 나타내었다.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short-time 

및 long-time 모두, 시간에 따른 표면장력을 t1/2 (short time)과 t-1/2 

(long time) 대하여 각각 plot한 각각의 기울기는 식 (3)과 (4)에서 예

측한 것처럼 선형을 따르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계면에서의 계면

활성제 흡착 속도 결정 단계가 확산 과정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합성한 아미노산계 계면활성제의 유화력은 동일 부피의 5 wt% 계면

활성제 수용액과 헥사데칸을 완전하게 혼합한 후 초기 시료의 높이와 

24 h 후 유화된 오일 층의 높이를 측정하여 식 (1)을 사용하여 유화지수 

EI를 결정하였다. Table 1에서 볼 수 있듯이 CTK와 CTN의 EI는 각각 

60.61와 60.00%로서, 유화제와 세정제로 널리 사용해오던 노닐페놀 에

(a)

(b)

Figure 5. Dynamic surface tension as a function of t1/2 for a short 
time at 25 ℃; (a) CTK, (b) CTN.

(a)

(b)

Figure 6. Dynamic surface tension as a function of t-1/2 for a long 
time at 25 ℃; (a) CTK, (b) C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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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시레이트(nonylphenol ethoxylate, NPEn, C9H19C6H4(OCH2CH2)nOH)와 

비교하여 우수한 유화력을 나타내었다. 예를 들면, NPE6, NPE7, 

NPE8, NPE9, NPE10의 유화지수 EI는 각각 51.48, 54.45, 55.45, 

57.42, 59.98%로 측정되었다.

접촉각은 액체가 고체 표면 위에서 열역학적으로 평형을 이룰 때의 

각으로서 고체 표면의 액체에 대한 젖음성(wettability)를 평가하는 척

도로 사용되며, 액체, 고체 그리고 기체의 접합점(contact point)에서 

물방울의 곡선의 끝점과 고체 표면의 접촉점으로부터 측정한다[36]. 

본 연구에서는 1 wt%의 계면활성제 수용액의 접촉각을 pendant drop 

tensiometer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Table 1에 나타내었

다. Table 1에서 볼 수 있듯이 아미노산계 계면활성제 CTK와 CTN의 

접촉각은 각각 48.50, 39.42°으로서 CTK가 CTN과 비교하여 접촉각

이 큰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결과는 계면활성제 CTK가 CTN과 비교

하여 CMC 값과 CMC 조건에서의 표면장력이 모두 낮은 것과 일치하

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이다.

Foamscan을 사용하여 25 ℃ 온도 조건에서 CTK와 CTN 계면활성

제 수용액의 시간에 따른 기포 부피를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ure 7(a)와 (b)에 각각 나타내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계면활성제 

시스템의 기포 안정성을 1,500 s 동안 감소한 기포의 부피 분율 퍼센

트로 표시하여 나타내었으며, 1,500 s 동안 감소한 기포의 부피 분율 

퍼센트 값을 Table 1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Table 1에서 알 수 있듯

이 CTK와 CTN의 1,500 s 동안 감소한 기포의 부피 분율 퍼센트는 

각각 9.49%와 14.57%으로서 CTK가 CTN과 비교하여 기포 안정성이 

보다 우수함을 알 수 있다.

기포 안정성은 표면장력 값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계면활성제의 

표면장력이 높은 경우에는 공기와 수용액의 계면에 흡착하여 배열하

는 계면활성제의 표면 에너지 저하 효과가 낮으므로 계면은 상대적으

로 높은 에너지 상태를 유지하게 되어 기포가 불안정하여 쉽게 파괴

된다. 반면 계면활성제의 표면장력이 낮은 경우에는 계면활성제가 공

기와 수용액의 표면 에너지를 낮추기 때문에 계면은 낮은 에너지 상

태를 유지하게 되며, 생성된 기포 또한 안정한 상태로 지속된다. 따라

서 CTK 계면활성제가 CTN 계면활성제보다 상대적으로 안정한 기포

를 생성하는 이유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K+의 수화 이온 반경

(0.331 nm)이 Na+의 수화 이온 반경(0.358 nm)보다 작으므로 K+이 음

이온을 띠고 있는 계면활성제 친수기와 보다 더 강한 상호작용

(interaction)을 하여 친수기 사이의 전기적 반발력을 보다 더 감소시킴

으로써 공기-수용액 계면에 배향하는 계면활성제 단분자 개수가 증가

하여 계면에 배향한 계면활성제 분자당의 면적은 감소하게 된다. 표

면에너지 혹은 표면장력은 공기-수용액 계면에 배향한 계면활성제 분

자 개수 증가에 따라 감소하므로 계면에 배향한 음이온 계면활성제에 

반대 이온이 흡착함에 따라 표면장력은 더욱 감소하게 된다[27,28,36].

본 연구의 경우처럼 동일한 구조의 계면활성제에 반대 이온의 종류

만 K+와 Na+으로 다를 경우, 계면활성제의 기포 안정성은 표면장력 뿐 

아니라 계면활성제 벌크(bulk) 용액의 점도, 표면 점도(surface viscosity) 

및 계면의 유동성(flexibility)에 따른 water 필름의 배수(drainage)에 의

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25]. 즉, 반대 이온의 수화 

반경 차이는 공기-수용액 계면에 배향하는 계면활성제의 패킹

(packing) 되는 정도를 변화시키게 되는데, Na+ 이온과 비교하여 수화 

이온 반경이 작은 K+이 음이온을 띠고 있는 계면활성제 친수기와 보

다 더 강한 상호작용을 하여 친수기 사이의 전기적 반발력을 보다 더 

감소시킴으로써 공기-수용액 계면에 배향하는 계면활성제 단분자 개

수가 증가하여 기포 계면에 보다 더 조밀하게 배향하게(closer pack-

ing) 된다. 따라서 기포 계면에서의 조밀한 배향은 표면 점도를 증가

시켜 기포 계면 사이에 존재하는 water 필름의 배수를 감소시킴으로

써 더 안정한 기포를 유지할 수 있다.

계면활성제 농도 5 wt% 수용액을 내경 13 mm 시험관에 넣고 25 ℃ 

온도 조건에서 5일 동안 보관한 후 시료의 윗부분과 아래 부분의 전

기전도도를 각각 측정하여 두 전기전도도 값의 차이로부터 계면활성

제 수용액의 안정성을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를 Table 1에 요약하여 

나타내었다. Table 1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CTK와 CTN 시스템 모

두 25 ℃에서 매우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며, 차이가 그다지 크지는 않

으나 CTK가 CTN에 비하여 좀 더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

인하였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석유계 계면활성제를 대체하

기 위하여 천연 유래의 코코넛 오일을 원료로 한 환경 친화적 아미노

산계 생체계면활성제 2종 CTK와 CTN을 합성한 후 구조적 특성 분석 

및 CMC, 표면장력, 접촉각, 기포 안정성, 유화력 등의 계면 물성 측정

을 수행하였다. 아미노산계 계면활성제 CTK와 CTN 모두 우수한 계

면 물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측정되었으며, 특히 CTK의 CMC 값과 

CMC에서의 표면장력 값이 CTN과 비교하여 약간 작은 값을 나타내

었다. 이는 K+의 수화 이온 반경이 Na+의 수화 이온 반경 보다 작으므

(a)

(b)

Figure 7. Foam stability of 1 wt% amino acid surfactant at 25 ℃ 
measured by Foamscan; (a) CTK, (b) C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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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K+이 음이온을 띠고 있는 계면활성제 친수기와 보다 더 강한 상호

작용을 하여 친수기 사이의 전기적 반발력을 보다 더 감소시킴으로써 

공기-수용액 계면에 위치한 계면활성제 단분자 개수를 증가시키기 때

문이다. 또한 maximum bubble pressure tensiometer을 사용하여 동적 

표면장력을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CMC 농도 조건에서 계면활성제 

단분자가 수용액상으로부터 계면까지 비교적 짧은 시간에 이동하며, 

계면에서의 계면활성제 흡착 속도 결정 단계가 수용액상으로부터 계

면으로의 분자 확산 과정임을 알 수 있었다.

아미노산계 계면활성제 CTK와 CTN의 접촉각은 각각 48.50, 

39.42°로 나타났으며, CTK와 CTN에서의 기포 생성 후 1,500 s 동안 

감소한 기포의 비율은 각각 9.49%와 14.57%으로 CTK 계면활성제가 

CTN 계면활성제보다 상대적으로 안정한 기포를 생성하였으며, 이러

한 결과는 표면장력 및 접촉각 측정과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한 전기전도도 축정을 통하여 5 wt% 수용액의 안정성을 평가한 결과, 

CTK와 CTN 시스템 모두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였고 CTK와 CTN의 24 

h 후 측정한 유화지수 EI는 각각 60.61, 60.00%로서 우수한 유화력을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 합성한 CTK

와 CTN은 생활용품 및 화장품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위하여 향후 제품 적용 실험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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