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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주방용 세제는 식기 설거지와 과일⋅채소 세척에 사용하는 생활필

수품으로, 최근 천연추출물이나 친환경 성분 등의 첨가로 고급화⋅다

양화 되면서 관련 제품의 시장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다. 주방용 세제

는 일반 세제와 달리 안전성과 친환경성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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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보다 친환경 물질로 조성을 하여는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1]. 우
리나라의 경우 주방용 세제에 대한 친환경성에 따른 등급을 1, 2 및 

3등급으로 분류하여 별도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친환경성 물질로 조성하기 위해서 계면활성제 물질을 탈피

하고 안정성이 확보된 화합물과 천연물 유래 물질로 조성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아울러 핵심 성능인 세척력과 경제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2-6].
세정은 고체 표면에 부착된 친유성 물질을 계면물성을 변화시켜 오

염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이다[7].
즉 세정은 고체 표면으로부터 이물질을 떼어내는 기술로서 이물질로

는 오일 및 친유성을 가지는 입자를 효율적으로 제거하는 공정이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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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식기세정용 세정제의 조성에 따른 오일(O) 및 세정수용액(W)의 계면의 물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으며 계면물성
에 따른 세정효과를 검토하였다. 또한 각 조성에 따른 식기표면에 오염된 오일의 세정력과 세척 헹굼 후 오염물 및 
세척제의 잔류성에 대한 평가를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세정제의 조성에 있어서 고체표면에 오염된 오일의 제거
는 세척액/오일/고체 간의 계면물성과 깊은 관련이 있었으며, 특히 전진 및 후진 동적접촉각에 크게 의존하였다. 전진 
및 후진접촉각이 동시에 낮은 경우에 세정액의 침투성이 매우 커서 고체표면에 오염된 오일의 제거효과가 높았으며 
세척 후 오염물의 잔류가 거의 없었다. O/W의 계면장력이 작을수록 오염된 오일의 유화가 잘 되었으며 계면장력이 
높을수록 유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유화효과는 세척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며 
특히 낮은 계면장력을 갖는 세정제의 경우 세척 후 세정제 물질이 피세척물의 표면에 잔류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Abstract
The effects of the composition of the dishwashing detergent on interfaces of the oil (O) and the aqueous (W) solution in 
addition to the cleaning effects of interfacial properties were investigated. Also, the cleaning power of the oil contaminated 
on the surface of the dish according to each composition and the residuals of the contaminants and the cleaning agent after 
the washing rinses were evaluated. The removal of contaminated oil on the solid (S) surface in the composition of the clean-
ing agents used in this study was strongly related to the interfacial properties between the W/O/S, and was particularly de-
pendent on the forward and backward dynamic contact angles. When both contact angles were low at the same time, the 
permeability of the cleaning solution was so high that the contaminated oil showed a high removal effect. The smaller the 
interfacial tension of O/W was, the better emulsification of the contaminated oil, the higher the interfacial tension, and the 
poorer emulsification were achieved. However, the emulsification effect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the cleaning power.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the cleaner having low interfacial tension, the cleaning material remained on the surface of the solid 
after wa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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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Detachment of a contaminant from the surface.

Figure 2. Surface energy balance for the oil/water/solid system.

이러한 떼어냄 기술은 오일과 세정액 및 오일과 고체 표면 간의 계

면에너지(장력)를 낮춤으로서 이물질인 오일이 고체 표면에 부착되는 

힘을 줄여서 헹굼 등에 의하여 제거하는 것이다[9].
이러한 계면에너지(장력)의 변화를 주어 세정하는 원리는 다음에 보

이는 계면에너지들에 대한 젖음성(접착)의 원리에 관련이 있다[10,11].

1.1. 오염물의 떼어냄에 의한 세정

오염원의 wetting (젖음성)은 고체/액체와 액체/기체 계면 면적의 증

가, 액체/기체 계면면적의 감소를 전계계수(spreading coefficient, S)라 

하며 이가 0보다 크면 오염원은 고체 표면에 달라붙게 되고 이 값이 

작으면 오염물이 탈착하게 된다[12-17].
세정제가 부착된 오염물질(오일)을 고체 표면에서 때어내는 원리는 

세정제를 포함하는 수용액이 오일과 고체표면 사이로 침투하여 오일

을 표면에서 들뜨게 하는 원리이며 물성으로는 고체/오일/수용액 간의 

표면에너지가 중요하다(Figure 1).
이의 경우 전개계수(S)는 다음과 같으며 세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는 전개계수(S)가 0보다 작아야만 한다.

 =     

실제 오염된 오일은 액적으로서 고체표면에 달라붙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오일과 고체표면 간에는 낮은 접촉각()을 갖는 상태로 취

급된다(Figure 2).
접촉각()인 액체가 만큼 더 확장할 경우 이에 따르는 Gibbs에

너지 변화(∆)는 

∆ =      cos

이며 일반적으로 평형상태에서는 ∆ = 0이므로

Figure 3. Dynamic contact angles [advancing contact angle (θA) and 
receding contact angle (θA)]. 

  cos    = 0

고체 표면이 액체와 공존하면 액체의 포화증기와 접하는 고체에는 

흡착이 일어나고 이차원적 평면에서 Fowkes 다음과 같은 결론식을 

유도하였다[18-20]. 

cos =    







즉, 고체의 표면에너지(
)가 작을수록 그리고 오염물의 계면에너지

()가 클수록 접촉각이 크게 되어 세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특히 우

수한 세정제는 고체 표면에 달라붙어서 고체 표면에너지를 줄여서 오

일을 탈착시키고 헹굼 이후 세정 물질이 고체 표면에 잔류하지 않아

야 한다.
실제 세정은 동적 접촉각으로서 전진 및 후진 접촉각이 매우 중요

하며 우수한 세정력을 갖기 위한 조건은 세정제가 식기표면에서 전진

접촉각이 작을수록 그리고 후진접촉각이 클수록 우수한 세정력을 갖

는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21-24].

1.2. 유화(solubilization)에 의한 세정

세정의 또 다른 원리는 유화이다[25]. 이러한 세정은 오일이 오염물

인 경우에 국한되며 그 원리는 계면활성 물질이 희합체를 이루고 이

러한 희합체가 오염물인 오일을 녹여내는 경우이다.
이런 유화에 의한 세정력은 앞에서 보인 계면에너지의 변화에 비해 

훨씬 우수한 세정력을 가지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 따로 리놀렌산 등

과 같은 오염물 오일을 잘 녹이는 특수한 오일을 세정제에 따로 추가

하여 유화력을 증가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으며 이를 준수계 세정제라

고 부른다.
유화에 의한 세정 원리는 다음 Figure 4에 도해적으로 표시하였다.
즉 이는 유화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충분한 계면활성물질이 필요

하거나 혹은 준수계 세정제처럼 유화력이 있는 천연오일을 세정제에 

함유시켜서 피착물로부터 오염된 오일을 녹여서 떼어내게 하여야 한

다. 이를 위해서 각종 효소를 부가하기도 한다.

2. 실    험

2.1. 실험재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실험재료는 주방세제로서 다음의 조성에 의한 

세정제를 대상으로 하였다. 각 세정제에 대한 대략적인 조성은 Table 
1과 같았다. 각 세정제 제조방법은 처방에 의하여 배합비 별로 조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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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compounds

S-1 Sodium citrate, sodium carbonate, corn starch etc.

S-2 Sodium citrate, sodium carbonate, glycerin, lactose etc.

S-3 Sodium citrate, sodium carbonate etc.

S-4 Sodium citrate, sodium carbonate, glycerin, corn starch etc.

S-5 Sodium citrate, sodium carbonate, glycerin etc.

S-6 Sodium citrate, sodium carbonate, salt, glycerin, corn starch etc.

Table 1. Composition of Detergent Samples

Figure 4. Solubilization of oil from a solid surface by surfactant mole- 
cules.

후에 수용액 1 wt% 대상하여 산이나 알칼리를 사용하여 pH를 조절하

도록 배합되었다. 
오염물은 소기름 및 대두유를 무게비로 50 : 50으로 혼합하여 사용

하였다. 소기름 및 대두유는 시중에서 식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정

제 없이 그대로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정제수는 증류수 제조기

로 1차 정제하여 얻어진 순수를 사용하였다.
주방용 식기 표면에 대응하는 고체 시료는 유리시편을 사용하였다. 

유리시편을 사용하는 이유는 대부분 가정용 식기의 표면이 SiO2 성분

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2.2. 실험방법

2.2.1. 계면물성 측정

계면 물성 측정은 크게 계면장력 측정, 동적계면장력 측정, 및 접촉

각 측정 등으로 행하여졌다.

2.2.1.1. 계면장력 측정

본 연구에서 오일과 물간의 계면장력 혹은 세정제의 표면장력은 

Dunoy Ring 법에 의하여 행하였다[26,27]. 사용된 기기는 KSV사의 계

면장력 측정기(Model Sigma-70)를 이용하였다. 모든 측정은 가정용 식

기세척기의 조건과 유사하도록 60 ℃에서 수행하였다.

2.2.1.2. 접촉각 측정

세정력 평가 및 세정 헹굼 후 잔류성 평가를 위하여 고체 표면 위에 

대한 세정제 액적의 접촉각은 sessible drop 법에 의하여 행하였다[28-30].
우선 식기의 모델로서 유리판을 사용하였으며 세정액 혹은 증류수 

액적을 올려서 영상해석 프로그램에 의하여 접촉각을 측정하였다. 사

용된 기기는 First Ten Angustrong 사의 접촉각 측정기(Model FTA-200)
를 사용하였다.

2.2.1.3. 동적접촉각 측정

세정력과 계면물성 및 젖음성 등의 상호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동

적 접촉각을 측정하였다. 동적 접촉각은 Newman 법에 의하였으며 이

를 위하여 일정한 사각형 유리판 시편을 제작한 후 이를 세정액/오일 

간에 위치시킨 후에 일정한 속도로 상하 이동하였을 때 측정되는 힘

을 이용하여 접촉각을 계산할 수가 있었다[31]. 즉 유리시편이 하강하

였을 경우는 전진접촉각( )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후진접촉각( )이 

측정된다.
동적접촉각을 측정하기 위한 기기로는 KSV 사의 동적접촉각 측정

기(Sigma-70 model)를 사용하였다.

2.2.2. 세정력 및 표면 잔류성 평가

세정 후 세정력 평가 및 헹굼 후 표면 잔류성 평가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였다.
식기표면이 대부분 유리질로 되어 있는 만큼 본 연구에서는 세정력 

평가를 유리표면에 대하여 행하였다. 유리표면에 대한 세정력 평가는 

다음과 같은 순서 데로 수행하였다.
일단 메틸알콜로 세척한 유리 시편을 50 ℃에서 1 h 이상 건조 후 

오염물인 오일에 60 ℃에서 1 h 이상 담가 두어 오일이 유리표면에 

충분히 피착되도록 하였다. 이 후 오일에 오염된 유리시편을 다시 세

정제 1 wt% 수용액에 담그고 초음파로 1 h 처리를 하였다. 이후에 시

편을 다시 꺼낸 후 순환식 오븐에서 50 ℃를 유지하여 1 h 정도 완전

히 건조하였다.
이렇게 세정된 시편에 증류수 액적을 표면에 접하게 한 후 접촉각

을 측정하여 세정성을 평가하였다. 즉 오일이 세척이 잘될수록 표면

이 친유화 되어서 접촉각이 커지게 되며 접촉각이 작을수록 세정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세척 및 헹굼 이후 시편 표면에 대한 잔류물 여부 평가는 다음과 

같이 수행하였다. 즉 앞서 세정성을 평가한 시편을 다시 60 ℃의 증류

수로 일정속도로 흘려서 헹굼을 하였다. 헹굼 조건은 60 ℃의 증류수

를 펌프를 이용하여 일정속도(100 mL/min)로 흐르게 한 후 시편을 30 
min간 접촉시켰다. 이후에 시편을 다시 50 ℃의 건조오븐에서 1 h 말
린 이후 25 ℃의 증류수 액적을 시편 위에 올린 후 접촉각을 측정하였

다. 측정된 접촉각과 원래 유리시편의 접촉각의 차이로 세정제 혹은 

오염물(오일)의 잔류량을 추정하였으며 접촉각이 원래보다 작게 나오

는 경우는 세정제가 그리고 크게 나오는 경우는 오염물인 오일 성분

이 잔류한다고 추정하였다. 왜냐하면 세정제에는 어떤 오일 성분도 

함유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2.2.3. 세정제의 오일에 대한 유화성 평가

세정제의 오일에 대한 유화성 평가는 다음 두 가지 방법에 의하였다.

2.2.3.1. 시험관 법

직경 12 mm 길이 150 mm 유리 시험관에 세정제 1 wt% 수용액 5 
mL 및 오일 5 mL을 채운 후 각 시험관을 항온수조에 담그고 60 ℃에

서 1 h 초음파를 가하여 혼합 후에 24 h 동안 방치하였다. 이후 시험

관을 꺼낸 후 육안에 의하여 오일과 물간의 계면 및 두 용액의 부피 

변화 등을 관찰하여 유화력 평가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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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Solubilization results by the bottle test for the various for- 
mulations.

2.2.3.2. 유화 수용액의 탁도에 의한 유화력 평가 

20 mL 세정 수용액에 오일 1 g을 투입한 후 초음파 호모게나이저

(IKA-T 25)로 60 ℃에서 30 min간 균질화 한 후 수용액의 탁도를 측

정하였다. 사용된 탁도계는 Hanna Instruments 사의 탁도 측정기(HI 
88703)를 사용하였다. 이 경우 유화 이후 탁도가 낮을수록 세정제의 유

화력이 크다고 판단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세정제별 유화력 시험

3.1.1. 시험관 테스트 결과

각 세정제별 1.0 wt 세정제에 대한 시험관법에 의한 유화 결과는 다

음 Figure 5에 보인 바와 같다.
Figure 5에 의하면 S-2 시료의 경우 계면의 형태가 다른 시료에 비

하여 뚜렷하지 않으며 일부 오일이 수용액으로 녹아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오일이 물에 녹아드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상대적으로 S-5 및 S-6
의 경우에는 계면의 비교적 뚜렷하여 유화력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

단된다. 전반적으로 유화력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며 따라서 

오일 제거 기작은 유화에 의한 세정보다는 계면에너지 변화에 의한 오

염물의 떼어냄 기작에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3.1.2. 유화 수용액의 탁도에 의한 유화력 평가

이는 20 mL 의 세정 용액에 오일을 1 g씩 투입하고 초음파 호모게

나이저로 60 ℃에서 분산 후 혼합 용액에 대한 투명도를 측정하였다. 
투명한 용액이 될수록 오일이 보다 작은 크기로 분산 되서 세정력이 우
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를 Figure 6에 보였다.

결과적으로 특히 S-3의 경우 오일에 대한 유화력이 매우 우수하였

다. 즉 S-3의 경우 유화에 의한 오염물 제거가 뛰어난 것으로 보인다. 
S-1 및 S-4의 경우는 오일이 에멀젼으로 존재하여 분산이 이루어 져서 
탁도가 S-3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S-5 및 S-6의 

경우는 유화력이 거의 없어서 오일과 세정액 간의 층 분리가 발생하

였다.
S-1, S-2, S-3, S-4 세정제 수용액에 대한 유화 결과 모습은 Figure 

7에 보였다.

. 

Figure 6. Result of the turbidity test for the oil dispersant experiments.

Figure 7. Oil solubilized samples.

Figure 8. Contact angle differences between the original surface and 
the final surface after the final washing.

3.2. 세정력 및 헹굼 후 표면잔류성 평가 결과

3.2.1. 세정력 평가 결과

Figure 8에 유리 시편에 대한 오염된 오일의 세정력 평가를 위한 순

수 액적에 대한 접촉각 측정 결과를 보였다. 즉 Figure 8은 원시편 접

촉각 대비 세정액으로 세적 직후 시편 표면의 접촉각 차이를 보인 것

이다.



197식기용 세정제 조성에 있어서 계면물성이 세정력에 미치는 영향

Appl. Chem. Eng., Vol. 31, No. 2, 2020

Figure 9. Interfacial tension of oil/water interface for the various clea- 
ning solutions.

접촉각이 양의 수로 높은 경우는 세정 후 오일이 잔류하여 세정이 

덜 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음의 수로 높은 경우는 세정 후 세정성분이 

표면에 잔류하여 고체 표면을 친수화 시미기 때문이다.
Figure 8의 결과로 보면 오일 세정력은 S-4 및 S-6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S-6의 경우 오염된 오일의 잔류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3.2.2. 헹굼 이후 시편 표면에 대한 오염물의 잔류성 평가 결과

Figure 8는 헹굼 이후 최종 시편의 접촉각 측정결과이다. 이는 원시

편 52.4° 대비 접촉각 차이를 그래프로 나타내어 비교한 것이다.
Figure 8의 결과에 따르면 3.1에서 유화력이 가장 우수하였던 S-3의 

경우 원시편 대비 표면접촉각이 크게 낮아진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는 

사용되어진 세정제가 유리 표면에 강하게 흡착하여 잔류가 많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찬가지로 유화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S-2
의 경우도 헹굼 이후 표면에 상단량 잔류하는 것으로 보인다. S-1 및 

S-5의 경우는 세정력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따라서 오염물인 오일이 

일부 표면에 존재하여 접촉각이 원시료보다 커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S-4 및 S-6의 경우에는 헹굼 이후 원시료 대비 접촉각이 거

의 유사하게 회복 되는 것으로 보아서 우수한 세정력과 함께 잔류에 

의한 세정제 오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3.3 계면 물성 평가

3.3.1. 오일/수용액 간 계면장력 측정 결과

오염물인 오일과 각 세정제 1.0 wt% 수용액에 대한 60 ℃에서 계면

장력 측정결과를 Figure 9에 보였다. 
Figure 9에 보인 바와 같이 각 세제별 계면장력은 각기 다른 값을 

보이고 있다. 세정제 2의 경우 상대적으로 제일 낮은 값을 보이고 있

으며 따라서 앞에 보인 시험관 법의 의한 유화력 시험에서 오일에 대

한 유화력이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S-1,S-3, 및 S-4는 거

의 같은 16.X (mN/m)의 값을 가지고 있으며 계면장력에 의한 유화력

은 거의 없어 보인다.
특히 S-5 및 S-6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계면장력을 갖는데 이에 

따라서 오일의 유화력 시험에서 유화나 분산력이 없고 층분리가 발생

한 3.1의 결과와 일치한다. 
Figure 9에 보인 계면장력 값은 오일 유화력 및 오일의 분산성과 직

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계면장력이 낮을수록 유화력이 크

다고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앞서 보인 유리 표면에서 오일의 세정성과 

세정제 시료 S-1 S-2 S-3 S-4 S-5 S-6

전진접촉각(°) 21 32 66 67 73 66

후진접촉각(°) 0 27 0 0 0 0

Table 2. Advancing and Receding Contact Angles for the Water/Air 
Interface

세정제 시료 증류수  S-1 S-2 S-3 S-4 S-5 S-6

전진접촉각(°) 56 28 51 54 14 30 0

후진접촉각(°) 42 0 52 0 31 30 0

Table 3. Advancing and Receding Contact Angles for the Water/Oil 
Interface

O/W 간 계면장력과의 관계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3.3.2. 세정제 수용액/오일/고체 간 전진 및 후진 접촉각 측정 결과

시편인 유리 표면에 세정제 수용액과 공기 간의 전진 및 후진 접촉

각 최종 측정결과를 다음 Table 2에 보였다. 이 실험은 단순히 세정제

가 식기 표면에 얼마나 잘 젖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Table 2에 

나타난 것과 같이 시료 S-2를 제외하고는 후진 접촉각이 모두 0으로

서 완전 젖음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정액이 밀려가는 증 침

투성을 위한 유리 표면에 대한 젖음성인 전진 접촉각의 경우 많은 차

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S-1 및 S-2의 경우 가장 낮은 것을 알 수가 

있다.
이의 결과는 앞에서 보인 세척력과 일치하지 않은데 아마도 실제 

세정 시스템은 W/O/S 상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로 이러한 세정액이 피

세척물인 고체 표면에 대한 단순한 젖음성으로는 평가가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즉, 실제 시스템과 유사한 조건인 W/O/S 상에서 동적 접촉

각을 측정하여 평가 해석하여야 함을 알 수가 있다.
실제 세정 시스템인 피세척물 유리 표면이 세정액(W)에 담가진 상

태에서 오일과 세정액 그리고 고체 사이에 대한 W/O/S의 동적접촉각

을 측정한 최종 결과를 Table 3에 정리하였다.
Table 3의 결과를 보면 S-2의 경우에 후진접촉각이 가장 높게 나타

나며 S-4의 경우도 비교적 높은 값을 유지하고 있다. 아마도 후진 접

촉각이 큰 이유는 세척 시편이 전진하여 수용액에 젖어서 세척 후에 

오염된 오일 성분이 잔류하고 따라서 후진 접촉각이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측정실험은 실제 세척에 비해 대류가 

거의 존재하지 않은 열역학적 평형상태를 유지하여 측정하는 관계로 

유체역학적인 와류가 존재하는 경우와는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다.
세정액이 고체표면에 피착된 오일을 침투해 갈 때 가장 중요한 물

성은 전진접촉각이다. 이는 세정액이 고체에 피탁 되어있는 오일을 

밀어내기 때문이기도 하며 Table 3에서 보면 전진 접촉각이 낮은 경

우가 S-4의 S-6이다. 즉 전진 접촉각이 낮을수록 열역학 적으로 세정

액이 오일과 고체 계면 사이로 침투성이 높은 경우이며 이 경우에 세

정 효과가 빠르다.
이는 앞에서 보인 S-4 및 S-6 세정속도의 결과인 Figures 8 및 9의 

결과와 일치한다. 특히 S-6의 경우 전진 접촉각이 0으로서 오일과 고

체 간에 세정제의 침투가 매우 우수하여 세정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또한 헹굼 후 잔류물질이 존재하지 않은 특성이 있다

(Figure 9).
즉 S-2의 경우 후진접촉각이 큰 이유는 세정제 성분 중에 친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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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이 존재하던가 아니면 세척이 안 되어서 오일성분이 잔류하여 세

정액이 잘 젖지 않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세척 후 가장 많은 오일이 

잔류될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며 이는 Figure 9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세정제 S-1의 경우 전진 접촉각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침투성이 낮아서 세정성이 낮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Figure 8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4. 결    론

1. 본 시험 결과 세척 중 세척 속도와 잔류성 여부를 종합해 보면 

세정제 S-4 및 S-6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세정제 S-6의 경우는 

계면장력이 너무 높아서 오일을 미세하게 쪼개는 성질이 부족할 것으

로 예상되나, 전진 및 후진접촉각이 0에 이를 정도로 세정액 침투력이 

강해서 세척 성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헹굼 이후 잔

류량이 S-4 및 S-6의 경우에 거의 없는 것으로 고려하면 S-6이 가장 

우수한 최적 조합이 될 것으로 보인다.
2. 세정력과 세척 후 오염물 잔류 여부는 계면에너지 값들과 관계가 

깊으며 특히 전진 및 후진 접촉각의 크기에 관련되어 있다. 이 중 전

진 접촉각이 세정액의 침투성을 의미하므로 전진접촉각과 세정성 사

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다. 또한 후진 접촉각은 헹굼 후 오일 등의 

잔류성과 관계가 있을 것이긴 하나 실제 대류가 존재하는 헹굼 상황

과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세정제 적용 후 오일과 물간의 계면장력이 작을수록 오일을 분산

시키는 성질이 강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된 높은 O/W 계면장

력을 갖는 세정제의 경우는 오염물 제거가 유화력과는 관계가 크게 없

어서 계면장력 값과 세척력 간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

다. 또한 낮은 계면장력을 갖는 세정제일수록 표면 활성이 강한 경우

가 대부분이므로 따라서 세척 후 피세척물인 고체시료 표면에 잔류하

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하여 헹굼 후 잔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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