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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샴푸 및 주방세제와 경질표면 세정제는 계면활성제의 응용 면에서 

특히 중요하다. 모든 주방세제와 세정제의 일차 목적은 경질표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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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오염의 제거이다[1].

계면활성제(surface active agent, surfactant)란 계면에 흡착하여 계

면의 자유에너지를 낮추어 계면의 성질을 현저히 변화시키는 물질을 

말한다. 화학적 구조로는 동일 분자 내에 친수성과 친유성 부분을 동

시에 갖는 양 친매성 물질이다. 계면활성제는 수많은 화합물 가운데 

특히 계면에서 독특한 거동을 하며, 서로 다른 상(phase)의 계면 차이

로써 계면 흡착을 행하여 표면 장력을 저하시켜 계면활성을 부여하는 

물질을 지칭한다. 계면활성제를 지칭하는 말로는 surfactant 이외에도 

amphiphile, tenside, paraffin-salt, wetting agent, emulsifier 등 기능 및 

용도에 따라 별칭이 많이 있다[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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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SLES를 주성분으로 사용한 액체세정제는 공기 중에 노출하여 방치하는 경우 표면에 피막이 형성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제형 중의 수분이 증발하면서 세정제 주성분인 계면활성제의 농도변화로 인한 미셀의 상변화로 판단된다. SLES 
는 30~60% 영역에서 강한 육방정계 액정상이 나타나고, 60% 이상에서는 라멜라 액정상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SLES 주성분으로 사용된 액체세정제의 표면 겔링 현상은 내용물에서 수분 증발로 인하여 발생하는 현상이다. 액체세
정제에서 수분이 증발되면서 계면활성제의 농도가 높아지는 결과였다. 표면 겔링 상태는 편광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혼합 계면활성제 시스템의 액정상으로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SLES를 주성분으로 사용하는 처방에서 겔링 필름 형
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용성이 좋은 AOS를 증량하고 액정형성을 방지할 수 있는 이차 계면활성제인 SAS를 도입하
고, 하이드로트로프로 SXS와 PEG1500을 적용하였다. 이와 같이 개선된 액체세정제 처방4와 5는 공기 중에 노출되어
도 표면에 피막이 형성되는 겔링현상을 방지할 수 있었다.

Abstract
Liquid detergent based on sodium lauryl ethoxy sulfate (SLES) as main ingredient sometimes met gelling film on the surface 
when it is opened in the air. It was assumed because of the change of phase diagram of micelle by concentration change 
of surfactant, major ingredient of detergent when the water of detergent is evaporated. SLES showed strong hexagonal liquid 
crystal (LC) in 30~60 wt%, and lamellar LC over 60 wt%. In this research surface gelling formation of liquid detergent 
which is based on SLES as main ingredient was because of water evaporation. As water of detergent was evaporated, concen-
tration of surfactant became higher. It was checked that surface gelling was LC of mixed surfactant system. Conclusionally 
we applied alpha olefin sulfonate (AOS) having good solubility, Sodium secondary alkane sulfonate (SAS) preventing hex-
agonal LC and hydrotrope sodium xylene sulfonate (SXS) and PEG1500 in order to prevent gelling film in SLES based liquid 
detergent. Like this, improved formula 4 and 5 can prevent the formation of gelling film on the surface of liquid detergent 
when it is opened in the air.

Keywords: SLES, gelling formation, anti-gelling, liquid detergent, liquid crys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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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면활성제의 일반적인 형상은 친수성의 머리 부분과 소수성의 꼬

리 부분으로 구성되는 화학구조를 갖고 있다. 계면활성제를 구분하는 

방법은 용도별, 물리적 특성 및 성능(가용화, 용해성)별, 합성방법별, 

화학구조별 등이 있는데, 현재 실용상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

는 분류 방법은 계면활성제가 수용액에서 계면활성을 나타내는 부분

의 성질에 따른 분류이며, 물에 계면활성제를 용해시킬 경우 이온으

로 해리하여 계면활성을 나타내는 부분이 음전하를 갖는 것은 음이온 

계면활성제(anionic), 양전하를 갖는 것은 양이온 계면활성제(cationic), 

물의 수소 이온 농도에 따라 음이온성 또는 양이온성을 갖는 계면활

성제를 양성계면활성제(amphoteric 또는 zwitterionic), 머리 부분(head 

group)이 전하를 갖지 않으나 극성기(polar group)을 갖는 비이온 계면

활성제(nonionic)로 분류된다[7].

보통 무기물은 농도가 증가할수록 용해도 한계를 벗어나면 바로 결

정으로 석출되지만 계면활성제는 특이하게도 바로 석출되지 않고 넓

은 농도 영역에서 액정(liquid crystal)이 형성된다[8]. 계면활성제는 저

농도에서 농도가 증가하면 Krafft temperature 이상에서 미셀이라는 

회합체를 형성한다[9].

유니레버, 라이온, 아모레, 엘지생건, 애경 등은 여러 가지 특허를 

통하여 세정제를 소개하고 있다[10-19].

유니레버는 1995년 2월 출원 특허 “세제조성물”에서 베타인 및 

SLES를 포함한 조성을 소개하며, 이 조성물은 막대형 미셀상을 구조

로 특징지어진다고 한다[10]. 태평양은 1997년 7월 출원 특허 “샴푸 

조성물”에서 SLES와 베타인을 포함한 조성을 소개한다[11]. 엘지생활

건강은 2003년 1월 출원 특허 “안정성이 향상된 컨디셔닝 샴푸조성

물”에서 SLS, SLES, CDE (cocoyl diethanol amide) 베이스를 소개하

고 있다[12]. 애경산업은 2002년 11월 출원 특허 “기포력과 저온안정

성이 우수한 액체 세제 조성물”에서 음이온 계면활성제와 비이온 계

면활성제 베이스를 소개하고 있다. 통상 주방용 세정제 조성물에 요

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성능으로써 세정력과 기포력이다. 일반적으로 

기포력과 세정력 간에 보편적인 관련성은 없다고 말해지며, 기포력이 

좋은 세제가 반드시 세정력도 좋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소비자

는 세정시에 기포의 소실을 가지고 세정력을 판단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풍부하고 빠른 발포성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13]. 애

경산업은 2002년 12월 출원 특허 “세정 지속성이 향상된 액체세제 조

성물”에서 음이온계면활성제와 비이온 및 양성이온 계면활성제 베이

스를 소개한다[14]. 엘지생활건강은 2005년 4월 출원 특허 “투명 샴푸 

조성물”에서 SLS, SLES 베이스를 소개하고 있다[15]. 아모레퍼시픽

은 2007년 11월 출원 특허 “천연오일을 함유하는 투명 샴푸 조성물”

에서 ammonium lauryl ether sulfate (ALES), 베타인, cocomonoethanol 

amide (CME) 베이스를 소개하고 있다[16]. 애경은 2008년 4월 출원 

특허 “투명 샴푸 조성물”에서 SLES, 베타인 베이스를 소개하고[17], 

2009년 6월 출원 특허 “투명 컨디셔닝 샴푸 조성물”에서 SLES, 베타

인, CME 베이스를 소개하고 있다[18]. 엘지생활건강은 2015년 6월 출

원 특허 “저자극성 계면활성제를 포함하는 세정제 조성물”에서 SLES 

+ APG (alkyl polyglucoside) 베이스를 소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샴

푸, 바디워시, 폼클린저와 같은 세정제는 인간의 신진대사를 통해 분

비되는 땀 또는 각종 피지에 의해 더럽혀진 신체를 세정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종래 인체용 세정제는 일반적으로 계면활성제 SLES

가 주 계면활성제 성분으로 이루어진 제품이 대표적이며, 다수를 차

지하고 있다[19]. 이들 SLES가 주성분으로 사용된 액체세정제 및 샴

푸 조성물은 상온에 방치시에 겔링이 형성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계면활성제는 농도가 더 증가하면, 액정이라는 단일상이 얻어지는

데, 액정상의 형성은 열역학적인 측면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되는 것임

은 분명하다[5-7]. 이들 액정은 농도에 따라 다른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농도가 증가하면서 cubic phase, hexagonal phase, 

lamellar phase의 순서로 출현한다[20]. 농축 세정제는 활성분이 

35~45 wt% 영역으로 계면활성제의 액정상이 나타나는 영역과 일치한

다. 단일 계면활성제의 상거동은 잘 알려져 있다[20-22]. AOS, AES와 

같이 친수성이 벌키한 primary 타입은 중간상인 육방정계 액정상이 뚜

렷이 나타나 고점성의 겔상을 보인다. SAS와 LAS와 같은 소수성의 중

간에 친수기가 있는 secondary 타입은 농도가 진해지면서 중간상의 육

방정계 액정상이 없이 라멜라 상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23].

일반적으로 하이드로트로프(hydrotrope)라는 물질들은 물에 잘 녹지 

않는 물질의 용해도를 증가시키는 물질을 말하는데 Neuberg (1917)가 

hydrotrope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그후 Lawrence (1964)가 

hydrotrope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을 때는 작용 메카니즘이 처음과는 

약간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그는 단쇄의 계면활성제(hydrotrope) 

가 고농도의 계면활성제 용액에서 나타나는 액정상(gel)의 형성을 지

연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Friberg와 Rydhag (1970)은 지방

산 또는 지방알콜의 존재하에서 생성되는 계면활성제의 액정상, 라멜

라 상의 형성을 hydrotrope가 방해한다고 설명하여, 처음으로 hydro-

trope의 메카니즘을 제안하였다. 그 당시에 알려져 있던 hydrotrope는 

xylene sulfonate, toluene sulfonate, cumene sulfonate와 같은 단쇄의 

aromatic sulfonate인데, Friberg는 hydrotrope 효과를 기하구조로 설명

하였다[21]. SLES는 30-60 wt% 사이에 뚜렷한 육방형(중간상, hex-

agonal)이 생성되는데, 이들 상은 비이온 또는 무기염의 첨가에 의해 

파괴되어 라멜라상에서 미셀라 영역으로 직접 전이가 가능할 수 있다

[24,25].

본 연구에서는 이들 SLES 주성분의 조성물이 겔링이 발생되는 현

상을 재현하고, 겔링의 원인과 겔링방지를 개선하는 처방을 통하여 

계면활성제간의 작용과 하이드로트로프의 상승효과를 통하여 내-겔

링성이 우수한 처방을 제공하고자 한다. 

2. 실험재료 및 방법

2.1. 실험재료

2.1.1. 계면활성제 

생활용품과 화장품 업계에서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원료를 사용하였

으며, 처방의 함량 기준은 중량% 기준으로 활성분을 기준으로 하였다.

SLES, AOS, CDE, Betaine, LA9은 AK켐텍(주)의 상업용 원료, 

APG는 엘지생건, SAS는 Clariant사의 원료를 사용하였다. 약호는 다

음과 같다. SLES: sodium lauryl ether sulfate (3EO), AOS: sodium al-

pha olefin sulfonate, CDE: cocoyl diethanol amide, Betaine: cocoamido 

propyl betaine, LA9: lauryl alchol ethoxylate (EO 9 mol), SAS: so-

dium secondary alkane sulfonate.

 

2.1.2. Hydrotrope 및 무기염

상업용 원료 및 상업용으로 구입하기 힘든 것은 시약급으로 사용하

였다. SXS는 미원상사, PEG1500는 동남합성화학(주), Urea는 남해화

학의 상업용 원료를 사용하고, 기타 원료는 삼전순약 EP급 시약을 사

용하였다. 약호는 다음과 같다. SXS: sodium xylene sulfonate, 

PEG1500: polyethylene glycol (MW 1,500), DPG: dipropylene glycol, 

MgCl2: magnesium chloride, NaCl: sodium chlor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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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실험 방법

2.2.1. 액체세정제의 제조방법 

(1) 실험장치: 교반기, 전자저울, 비이커

(2) 세정제 제조공정 

첫째로 비이커에 처방전의 정제수를 계량한다. 둘째 교반기의 임펠

라를 회전하면서 수용성이 좋은 Urea, SXS, PEG 등 하이드로트로프

를 용해한다. 셋째로 음이온계면활성제를 용해한 다음 비이온, 양쪽성 

계면활성제 순으로 용해한다. 이어서 구연산이나 KOH 알카리를 사용

하여 pH를 맞춘다. 남은 점도조정제를 사용하여 점도를 조정한다. 마

지막으로 제조가 끝나면 물성을 측정한다(*처방에 언급되지 않은 나

머지는 물로 처방전의 100중량%가 되도록 양을 맞춘다).

 

2.2.2. 세제의 물성측정법

(1) 접시 세정력 테스트[26]

∙사기 접시에 우지 : 대두유 = 9 : 1 혼합 기름오염을 2 mL씩 분취

하여 고르게 바른 후에 30 s간 방치하였다. 이 오염된 접시를 기준 오

염접시로 사용한다. 

∙폴리우레탄 스폰지를 8 cm × 8 cm × 4 cm의 규격으로 잘라서 

기준 스폰지로 사용한다.

∙이들 각 스펀지에 제조된 세제 1 g을 함침시켰다. 이때, 세제량의 

측량방법은 깨끗한 접시에 위의 정해진 규격의 스폰지를 올려놓고, 

전자저울로 소수점 2자리까지 정확하게 1 g을 단다. 그리고 뷰렛으로 

수돗물 25 g이 스폰지에 함침되도록 계량하였다.

∙물과 세제가 측량된 스폰지를 상기 기름이 오염된 기준 오염접시

에 조심스럽게 옮겼다. 그리고 실험자가 양손으로 스폰지의 양쪽을 

잡고 꾹꾹 누르는 조작을 5회 반복하여 발포시켰다. 그런 다음 접시에

서 발포된 기포의 양을 눈으로 평가하였다(발포력 평가법).

∙상기 위 1에서 준비된 접시를 스폰지로 닦는다. 기포가 끝나는 점

을 세정력의 종말점으로 한다. 

∙마지막 접시를 제외하고 총 세정된 접시 매수를 센다(접시 세정력).

(2) 기포력 평가법(Jar Test) 

비이커 1,000 mL의 용기에 적합한 임펠러 날개가 1개자리를 장착

할 수 있으며, 임펠러의 회전은 좌우로 작동괴고, 회전속도는 500 rpm 

정도에서 조절이 가능하다. 실험은 350 rpm에서 진행하였다. 비이커에 

400 mL 세정제 용액을 넣은 후에 초기기포력, 오염 투입하고 교반 후

에 기포력을 측정하고, 기포가 나지 않을 때까지 위 과정을 반복한다. 

(3) 피막형성 방지능[27] 

100 mL의 비이커에 20 mL의 액체세정제조성물을 각각 정량해 넣

고 30 ℃, 습도 70의 항온항습실에서 3일 동안 방치한 후, 액의 표면 

상태를 육안으로 관찰하였다. 판정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였다. 

A: 표면에 피막이 생기지 않음

B: 표면에 피막이 일부 생김

C: 표면 전체에 엷은 피막이 생김

D: 표면 전체에 두꺼운 피막이 생김

(4) 저온 안정성 cp 측정[28]

세정제의 외관이 투명한 제품에 한해서 cp 물성을 측정한다. 각각

의 시료가 담긴 테스트 튜브를 저온 서큘레이터에 넣은 후 온도를 낮

추어 세제의 투명성 변화를 관찰, 투명성이 떨어지는 온도를 시료의 

운점으로 정의한다. 운점이 나타나는 온도를 기록한다. 

원료 처방1 처방2 처방3 처방4 처방5

SAS
SLES
AOS
LA9
CDE
APG

Betaine

-
14.5

2
4

1.5
-
1

-
14.5

2
4

1.5
-
1

2.5
11.5
2.9
3

2.5
-

0.6

2.5
8
8

2.5
2.5
-
-

2.5
8
8

2.5
2.5
-
-

SXS
PEG
Urea
DPG

-
-

0.6
-

0.5
1.5
1
-

0.5
1.5
1
-

2
2
1
-

2
1
1
1

MgCl2

NaCl
0.5
0.5

0.25
-

0.25
-

1.5
1

1.2
-

Color
(L, a, b)

96.9
-0.5
1.5

96.9
-0.5
1.5

96.8
-0.8
2.6

96.5
-1.1
4.0

96.6
-1.1
3.9

pH 6.5 6.5 6.5 6.5 6.5

점도(25 ℃, cps) 75 80 78 82 50

cp (℃) -5↓ -5↓ -5↓ -5↓ -5↓

기포력 기준 동등 동등 우세 우세

세정력(매)
기준

8
동등

8
동등

9
우세
10

우세
10

수분증발률(3일, %) 37.7 33.3 34.0 30.5 30.8

겔링성(3일차)
불량

D
불량

D
보통

C
양호

A
양호

A

Table 1. Base Formula, Physical Properties and Performance of Liquid Deterg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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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도측정은 브룩필드 점도계(Brookfield Engineering Labs., Inc.)를 

이용하여 25 ℃에서 점도를 측정한다.

pH 측정은 Orion pH미터로 측정한다. 점도계와 pH미터기는 제조

사에 구애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액정상 측정은 편광현미경 Olympus BX51로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일반적으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상업용 계면활성제를 사용하여 액

체 주방용세제의 제형을 Table 1과 같이 제조하여 투명도가 높은 액

체세정제를 얻었다. 

3.1. 액체세정제의 물성 및 안정성

상기 처방의 액체세정제의 안정성 결과를 다음과 같이 Table 1에 

정리하였다. 저점도 처방에 맞는 pH와 점도를 얻었으며, 칼라 측정 결

과 투명도가 우수한 액체세정제임을 보였다(Figure 1). 또한 저온 안

정성에서 -5 ℃ 이하의 우수한 안정성을 보였다. 

성능 평가 결과는 주방용 액체세정제로서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일반적인 조건의 성능 관점하에서 주방용 액체세정제로써 문제가 없

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내겔링성에서 SLES가 다량 포함된 처방1~2

는 아주 불량하였으며, 처방3도 내겔링성에서 보통 이하의 결과를 보

였다.

겔링성 특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겔링안정성 경과 후의 견본의 상부 

피막(Figure 1)을 편광현미경으로 측정하였다(Figure 2). 겔링이 형성

된 상부 피막의 상은 뚜렷한 액정상을 나타내었다. 반면 상부 피막이 

형성되지 않은 처방4와 5는 액정상을 보이지 않았다. 

3.2. 하이드로트로프의 효과(처방1과 2의 비교)

처방1은 계면활성제 베이스를 저점도 투명상이 잘 나오도록 설계된 

처방이다. 이 처방의 경우 저온보관, 냉동풀림, 투명성 등의 관점에서

는 액체세정제로써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캡을 열어놓은 상태로 장

기 보관시에 캡이 막히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표면피막이 형성되는 

실험에서도 2-3일만에 표면에 피막이 형성되는 특징이 있다. 처방2는 

처방1에 하이드로트로프를 적용하여 피막형성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SLES 주성분 베이스를 유지하면서 하이드로트로프만 증량한 처방도 

표면피막 형성 실험에서 약간 개선은 보였으나 큰 효과는 볼 수 없었

다. 계면활성제 조성에서 SLES의 감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3.3. SLES의 소량 감량 효과 

처방3은 SLES를 소량 감량하고, 이차 계면활성제인 SAS를 소량 도

입한 처방이다. 처방2보다는 표면피막 형성 실험에서 어느 정도 개선

을 보였으나, 아직 미흡한 결과를 보였다. 표면 피막형성 실험에서 3

일차에 표면에 피막이 형성되었다. 

3.4. 이차 계면활성제 SAS와 AOS 및 하이드로트로프의 상승 효과

SLES가 다량 처방된 처방1과 2는 내겔링 테스트에서 불량함을 보

였다. 하이드로트로프를 개선한 처방2에서도 상부 피막을 방지하지는 

못하였다. 또한 SLES를 감량하고, 용해성이 우수한 AOS와 겔링을 방

지하는 2차 계면활성제인 SAS를 소량 도입한 처방3에서도 내겔링 특

성이 약간은 개선됨을 보였으나, 완벽히 개선되지는 않았다(3일차에

서 표면 피막 형성됨). 

한편 AOS의 증량, SAS의 적용 및 하이드로트로프로써 SXS와 

PEG1500을 증량 적용한 처방4~5에서 겔링 특성이 우수함을 보였다. 

피막형성 방지 실험에서 4일이 지나도 표면 피막이 형성되지 않았다. 

종합적으로 SLES 주 베이스의 표면피막 형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하이드로트로프의 증량 뿐만 아니라 SLES의 감량과 용해성이 좋은

AOS의 사용, 이차계면활성제인 SAS의 사용으로 표면 피막형성이 방

지될 수 있었다. 이러한 상승효과는 Table 3에서 수분증발률에서 중요

한 정보를 제공한다. 수분을 당기는 PEG와 DPG 등의 폴리올류의 하

이드로트로프가 다량 처방된 처방4와 5의 수분증발률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볼 수 있다. 결국 표면피막의 형성은 액체세정제의 수분이 증

발되면서 계면활성제의 상거동 변화가 일어났음을 알려준다. 초기 처

방은 활성분이 23%로써 구형 또는 실린더 미셀로 추정된다. 그런데 

수분이 증발되면서 농도가 진해지는 결과로 계면활성제의 상이 액정

(a) 초기 및 상온품의 액체세정제 사진(좌로부터 처방1~처방5)

(a’) (b’) (c’)

Figure 1. Picture of the sample of formula 1~5(a) and after gelling 
test sample of formula 1(a’). formula 2(b’) and formula 3(c’) after 
gelling test.

(a)
 

(b)

(c)

Figure 2. Image of polarizing microscope of the sample of formula 
1(a), 2(b) and 3(c) after gelling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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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변한 것이다. 액정상은 Figure 1의 편광현미경 사진으로 확인

되었다. 

겔링성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처방에서 정제수를 20% 감량한 활

성분이 120% 농축된 처방을 제조하여(Figure 3), 공기 노출시에 표면 

피막이 형성되는 특성과 비교하고자 하였다. 농축 제조품의 경우 농

축처방1과 농축처방2에서 겔링 피막과 같은 상부 피막이 형성되었다. 

이 상부 겔링 피막을 편광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상온 노출 견본은 수분 증발율이 30~38% 수준이었으며, 액정 사진

도 아주 선명하게 나타내었다. 농축 처방은 수분증발이 20% 진행된 

견본과 같은 상태로써 액정형성의 정도는 피막 형성품보다는 낮았다. 

농축 처방3에서는 상부 겔링 및 액정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약간의 SLES 감량과 하이드로트로프의 증량의 효과가 어느 정도 나

타났음을 보이는 결과이다.

내겔링 특성이 개선된 처방4~5, SLES를 감량하고, 수용성이 좋은 

AOS증량, 육방정계 액정형성을 방지하는 SAS를 도입한 처방을 적용

할 경우 장기간 캡이 오픈되어 있는 경우에서 겔링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SLES 원료는 특히 30~60% 영역에서 강력한 육방정

계 액정이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OS도 35~60% 정도의 영

역에서 육방정계 액정이 나타나나 SLES에 비해 수용해성이 좋은 것

으로 알려져 있다. SAS는 50% 전후에서 라멜라 액정상이 나타나나 

점성이 높은 육방정계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들 계면활성제의 특성에

서 강한 육방정계를 나타내는 SLES의 감량과 수용해성이 높은 AOS

의 증량과 육방정계 액정을 저지하는 SAS의 조합으로 피막 겔링 현

상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으며, 이에 더불어 하이드로트로프인 SXS

은 액정을 방지하는 작용을 하고, PEG는 친수성이 강하여 표면에서 

수분이 증발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계면활성제 조

합과 하이드로트로프의 상승작용으로 SLES 베이스 액체세정제의 표

면 겔링현상이 방지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SLES 원료는 수용성과 

기포성 및 경제성이 우수한 원료이므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과도하게 사용되는 특별한 경우에는 표면 겔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를 적절히 방지할 수 있는 계면활성제 조합과 하이드로트로프의 적

용으로 캡이 열려 있는 상태나 펌프캡 용기에서도 노즐 끝에 형성되

는 겔링 형성을 방지할 수 있는 처방의 개발이 가능하다.

4. 결    론 

SLES를 주성분으로 사용한 샴푸, 주방세제, 바디세정제 등의 액체

세정제는 공기 중에 노출하여 방치하는 경우 표면에 피막이 형성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제형 중에 수분이 증발하면서 세정제 성분의 계

면활성제 상변화로 기인된 것으로 판단된다. 피막이 형성된 상부 겔

상의 편광현미경 관찰 결과 액정상이 잘 나타내었다. SLES는 30~ 

60% 영역에서 강한 육방정계 액정상이 나타나고, 60% 이상에서는 라

멜라 액정상이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 이에 수용성이 좋은 AOS의 증

량과 육방정계 액정의 형성을 방해하는 2차 계면활성제인 SAS를 소

량 사용하고, 하이드로트로프로 SXS와 PEG1500을 사용하여, 액체세

정제가 공기 중에 노출되어도 표면 피막현상(겔링 형성)을 적절히 막

을 수 있었다. 따라서 기포력 및 세정력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캡이 

열려 있는 상태나 펌프캡 용기에서도 노즐 끝에 형성되는 겔링 형성

을 방지할 수 있는 처방의 개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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