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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約. 界面活性劑 dodecyl pyridinium bromide (D. P. B.) 20 °C 濃度 5^100 mM 水溶液中에 서 0.1 

Me〜90 Me 超音波의 吸收係數를 測定하였다. S 存在 與否에 關係없이 臨界 micelle 濃度 (c.m.c.) 
以上의 濃度에서만 超音波超過吸收가 觀測되 었다.

超音波吸收曲線에 서 D. P. B. 水溶液 60 mM 附近에 超過吸收 및 relaxation 振動數의 不連續的인 變 

化를 觀測하였다. 또 粘徃係數, 電氣傅導度, 超音波速度들의 濃度曲線에서도 같은 濃度에서 不連續 

的인 變化를 나타낸다. 따라서 이 濃度附近에서 D.P.B. 의 micelle 의 性質에 變化가 일어 나고 있다 

고 結論지을 수 있다.

超音波超過吸收의 mechanism 은

+ 2 Br"

反應에 基因됨을 알았다. 여기서 」1匕은 다른 型의 micelle 이 다. 正, 逆方向의 反應速度常數는 

各各 6. 9乂1()5沮厂1, 6. 7xlWsec~i mole" 임이 觀测되었다 이 反應 mechanism 의 自由에너지,

enthalpy, entropy 및 活性化에너지를 算出하였다.

Ab용tract. The ultrasonic absorption of Dodecyl pyridinium bromide (D. P. B.) in aqueous solution 
has been measured at 20 °C over a range of frequencies between 0.1 me and 90 me and a range of 
concentrations from 5 to 100 mM. The excess absorption was observed only in the solutions the 
concentration of which was higher than the critical micellar concentration (c. m. c.) both in the 
presence and absence of salt.

The excess absorption of sound and the relaxation frequencies obtained from the absorption curves 
show a discontinuity with the variation of the concentration of D. P. B. in the neighborhood of 60 
mM. Other properties such as viscosity, conductivity and velocity of sound also exhibit such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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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 near the same concentration. It is concluded that a change in the properties of the micelles 
of D. P. B. occurs in the neighborhood of this concentration.

The mechanism of the observed ultrasonic excess absorption in attributed to the reaction M2= 
Mi + 2Br- where M2 and are two types of micelles. The rate constants of forward and backward 
reactions are found to be 6.9x 105 sec-1and 6.7xlO10 mole-2 sec'1 respectively. Some kinetic 
characteristics including free energy, enthalpy, entropy and activation energy were calculated.

2. 實驗 및 結果

D.P.B. 水溶液의 各濃度에 서 超音波 吸收係數

및 速度는 0.1 mc~0.9 me 에 서 는 Wada8 의 干

1.序  論

界面活性劑의 物理化學的인 性質에 對하여는 

廣範圍하게 硏究되 어 있으나 micelle 化에 對한 反 

應速度論的 硏究는 極히 드물다. 이것은 micelle 
化速度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普通方法으로서는 

測定 困難하기 때문이다. 近來 高速反應速度 測 

定技術 向上에 따라 몇가지 方法으로 이 에 關한 

硏究가 發表되어 있다.

Jay cock1 은 flowing junction 法으로, Nakaga- 
wa2 는 N. M. R. 測定으로, Mijnlieff3 는 pressure 
jump 法에 依하여, Kresheck4 는 temperature 
jump 法으로, Yasunaga, 5,6, Mackella，는 超音 

波를 利用하여 反應速度를 測定하였다. 이들 結 

果에 依하면 micelle 解離反應의 一次反應速度常 

數는 1俨〜IO? sec* 程度이다.

超音波의 速度 및 吸收係數測定은 界面活性劑 

의 水溶液에서의 平衡에 對한 反應速度論的 硏 

究에 가장 適合한 方法의 하나이다.

本 硏究에 界面活性劑로서 Dadecyl pyridinium 
bromide (D. P. B.) 를 選擇한 것은 이 것의 物理 

및 化學的 性質이 比較的 많이 알려져 있기 때 

문이 다.

D.P.B. 水溶液에 서 여 러 가지 反應의 豫想된 다. 

즉 加水分解反應, cation 과 anion 間의 分解再結 

合反應, micell 生成反應등이다.

本 硏究는 D.P.B. 水溶液에 서 各振動數의 超 

音波의 吸收係數 및 音速을 測定하여 이 溶液에 

서 超音波 超過吸收의 原因을 糾明하고 그들 사 

이의 反應速度論的 parameta 를 求하는데 있다. 

涉法으로 1 Me 〜£0 Me 에서는 Tatsumoto, 의 

pulse 法으로 測定하였다. 여기 에 使用한 水晶板 

(X cut) 振動子의 振動數 및 檢波回路의 振動數 

指示板의 振動數는 國立電波硏究所에서 標定하 

였다.

Fig. 1 은 觀測된 數値를 plot 한 吸收 spectrum 
의 一部를 가리 킨다. 이 모양에서 觀測値가 sin
gle relaxation 임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여기에 

適用할 수 있는 다음式에 잘 따름을 알 수 있다.

等=1+(£片)2 +3...............................⑴

여 기서 a 는 吸收係數, 須는 振動數, fr. 은 re- 
laxation 振動數, △ 는 超過吸收, B 는 古典的吸 

收를 가리킨다.

Fig. 1. Ultrasonic absorption (a/f2) in dodecyl pyridinium bromide solution at 20 °C; © 7mM,, O 15 mM (5 mM+0. 08 M), e 50 mM, • 8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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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 Relaxation frequency and excess absorption in D. P. B. solution at 20 °C.Concentration (mM) fr (KC) A (10-12 dB sec2cm-15 —5 (0. 08 M KBr) 125 1. 0615 125 1.0620 132 2. 8730 139 4.1040 140 4. 6850 141 4.7460 145 4. 7670 165 3. 9480 260 1.9190 350 0. 92100 400 0. 63
表 1 에는 吸收曲線値를 式 ⑴에 適用하여 구 

한 A, 行값을 가리 킨다.

Fig. 1 에서 a/舟 값을 보아 D. P. B. 水溶液의 

c. m. c. (11. 2 mM)i。以下濃度溶液에 서 는 超過吸 

收가 없음을 가리킨다. 뜨 0.08 M부롬化칼륨을 

含有한 5 mM D. P. B. 水溶液의 超過吸收가 電解 

質을 含有하지 않은 15 mM 의 D. P. B. 水溶液에 

서의 값과 같음을 가리킨디-. 이 事實은 電解質 

添加로 ion 性界面！舌性劑의 c. m. c. 가 내 려 간다 

는 實驗 事實에 비추어 이 두溶液에서의 micelle 
의 濃度가 같기 때문일 것이 라고 생각된다.

以上에 서 relaxation 現象은 c. m. c. 以上의 濃 

度溶液에서만 일어남에 비추어 micelle 이 超音 

波의 超過吸收의 原因이 된다고 생각된다.

Table 1 의 實驗値를 보아 두 group 으로 나눌 

수 있다. 그 하나는 15〜60 mM 領域의 水溶液 

이 고 여 기 서의 fr 은 125〜145 kc 이 며 超過吸收 

A 는 濃度增加와 더불어 增加한다. 또 하나는 

70 mM 以上의 領域이 고 여 기 서 의 斤 은 165〜 
400 Kc 이 며 A 는 濃度增加와 더 불어 減少한다. 

그 위에 Fig. 2에 가리킴과 같이 粘性係數, 電 

氣傅導度, 音速測定結果에 서 도 63 mM 以下와 以 

上의 두 領域이 있고 위의 實驗事實과 잘 一致 

한다. 이 事實은 micelle 이 63 mM 을 前後하여 

그 形態 및 體積이 變化함을 가리킨다. 즉 第二 

c.m.c. 가 이 附近임 을 가리 킨다.

이 反應의 活性化 energy 는 relaxation 振動數

0 20 40 60 80 100
Concentration mM

Fig. 2. Velocity of sound, viscosity, and conductivity at various connentrations of dodecyl pyridinium bromide agueous solution at 20 °C.
가 反應速度에 比例하므로 그 溫度効果에서 算 

出할 수 있다. 50mM 溶液의 各 溫度에 서의 吸 

收曲線을 Fig. 3에 가티 킨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溫度上昇에 따라 relaxation 振動數는 增加 

하고 超過吸收는 減少하여 간다.

3. 考察 및 結論

界面活性劑 水溶液에서는 여러가지 平衡系가 

생 각된 다. 우선 다음과 같은 cation 과 anion 間 

의 解離一再結合反應이 생각된다.

CBru=C+ + Br-

여 기 서 C+ 는 活性劑 cation, Br~ 은 그 coun
ter-ion 그리 고 CBL 은 活性劑分子이 다. 그러 나 

D. P. B. 水：溶液에 서 超音波의 超過吸收가 c. m. c. 
以上에서만 일어남에 비추어 이 反應은 超過吸 

收와는 無關할 것이다.

Vol. 17, No. 2, 1973



Fig. 3 Ultrasonic absorption (a/f2) in 50 mM dodecyl pyridinium bromide solution at various temperatures; 015 °C, ©25 °C,①35 °C
다음은 micelle 生成反應이 생 각된다. D.P. B. 

의 水溶液에 있어서 cation 과 anion 은 micelle 
의 解離에 依하여 생길 것이다. 그러나 이때 

entropy 變化는 작을 것이다. 왜냐하면 para伍n 
사lain 과 末端基間의 물에 對한 親和力差가 크기 

때문이다. 卽 para伍n chain 와의 親和力는 작고 

末端基와는 크다.

micelle 은 集合에 있 어 parson 사lain 間의 會 

合과 末端基間의 反對現象間에는 delicate 한 ba- 
lance 가 維持되 어 있을 것이 다. 따라서 micelle 
과 counter-ion 間의 衝突은 micelle 를 安定化시 

키고 다음과 같은 多段階反應을 通하여 體積은 

減少하여 갈 것이다.

M.2^ + [ (2)

二项4_i+m&C+ 十姓 BL j 

昭+讦=以朱 -rn^+iBr" )

여기서 M는 micelle, 仇과 ?i 는 反應 order 다. 

이들 反應에 依하여 最後의 反應에서 가장 安定 

한 micelle 이 생 길 것이 다. 따라서 이 들

根 茂

反應은 다음과 같은 一般式으로 表示된디-.

A ?=t B + nC (3)
庇，

여 기 서 A 와 B 는 micelle 또는 cation 이 고 C 는 

Br- ion 이 다. 만일 D. P. B. 溶液에 서 의 超過吸收 

가 이 型의 反應에 依하여 일어난다면 吸收는 

一般으로 濃度增加에 따라 單調로이 增加할 것 

이 다. 만일 counter-ion 이 音！!에 依하여 攪亂되 

는 동안 自己의 濃度를 一定히 維持하면서 充 

分한 速度로 緩衝平衡 (buffer equilibrium) 에 到 

達한다고 하면 超音波吸收와 濃度間의 關係는 

다음과 같은 理論으로 連結지 을 수 있을 것이다 

⑶의 反應에 質量作用의 法則을 適用하면 그 

平衡常數 K는 다음과 같이 된다.

氏=역竿=_§j=exp (-/F/KT) (4)
5 您

여기서 C.4, CB, Cc 는 各 反應物의 濃度이고如, 

歸는 正反應 및 逆反應의 反應速度常數이고, 

는 이 反應의 free energy 差이 다.

反應의 反應速度常數, relaxation time, 濃度 

間에는 다음 關係式이 成立된다.

—^^—kfCs—kbC^Cc71 — (Ca—/ t (5)
ot J

여기서 e는 超音波에 依하여 攪亂된 뒤 濃度 C 
가 平衡値 C1 에 되 돌아 가는데 關聯된 relaxation 
time 이 다. Yasunaga^ 에 依하면 이 런型 反應에 

對하여

브二 K丁+KQ； ⑹

이 고 relaxational compressibility(Sr 은 平衡常數 

와 反應物의 濃度項으로 다음과 같이 表示된다.

二”卩。)2 . Ca+Cb — (7)
1 RT CcM/K+K/CcMjr2

여기서，卩。는 反應에 依한 partial molal vol
ume 變化이 다.

Manes11 에 依하면 平衡狀態 附近의 反應系에 

對한 relaxational compressibility 는 다음과 같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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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4■腎 (8)
2 지)"

여 기 서 P 는 溶液의 密度, «는 音速, 그리 고 

는 relaxation frequency 에서의 波長當 吸 

收係數이 다.

⑻ 式에 서 보는 바와 같이 ,8, 은 超音波吸收測 

定値에서 구할 수 있다. 또 ⑺ 式은 (C.4+CB) /(5r 
과 Cc"와의 關係曲線에서 Q*/K=l 일때 極少 

値를 가짐 을 意味한다. 活性劑의 cation 이 完全 

히 micelle 에 會合되 고 있다고 하면 6+＜編 은 

micelle 濃度 Cm 과 같고 集合數를 써서 計算할 

수 있다.

CA+C3=CM/m= (C—Co) /m (9)

여기서 C 는 界面活性劑 澧度이 고 Co 는 c. m. c. 
이 다. Raymond* 에 依하면 D. P. B. 의 集合數 m 
는 55. 25 이 고 counter-ion 濃度 Cc 는 活性劑濃度 

에 比例하고 그 比는 0.166 이 다.

따라서 C시% 은 ⑻ 式을 써 서 實驗에 依하여 

구하여지고 이 값을 活性劑濃度에 對하여 plot 
하면 及g.4와 같이 된다.

FigA 曲線의 極少值에 對헤 垂直値는 ⑺式

30 

77

에서 4(』V°)2/RT에 該當하고 水平値 C에서 

Cc" 가 얻어 지 고 K= (Cc) " 이 다.

이 들 實驗値에 서 «=1, 2, 3, ……때의 K 및，V。 

값을 算出하고 이 것을 ⑺式에 代入 各濃度에서 

의 G,/金 를 算出, G"禺 과 C 間의 理論曲線을 

그리뎐 Fig. 4와 같아진 다 . 이 그림 에 서 實驗 

値가 n=2 曲線과 60 以下에 서 는 잘 一致함

을 가리킨다. 따라서 이 範圍에서는 反應 ⑶에 

서 다음 式과 같은 反應에 依하여 일 어 난다고 

結論지을 수 있다.

71頌=5夂1+2欧 (10)

여기 서 AI2, 助 은 다른 型의 micelle 이 다. Fig. 4 
에 서 제 2 c. m. c 以上에 서 는 實驗値와 잘 一致되 

지 않는다. 이것은 이 範圍에서의 micelle 의 性 

質이 그 以下 濃度에서의 micelle 의 性頂과 다 

르기 때 문이 라고 생 각된 다.

Fig. 4. The relation of relaxational comcressibility to the concentration.

110

20 40 60 80 100
Cone entration (mM)2

Fig. 5. Relaxation frequency at various concentration of dodecyl pyridinium bromide solution at 20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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以上으로 60mM 以下 濃度溶液에 서 의 平衡常 

數는 LOxi。- mole*2, Free energy差는 6.7 
Kcal/mole 이 다.

이 反應에 서 relaxation frequency 와 反應速度 

常數間에는 다음과 같은 關係가 成立한다.

+=2芯£=如+扇，C命- (11)

이 式은 /;이 C2/-에 比例함을 가르키고 있 

다. 그러나 實驗値는 Fig. 5와 같이 直線이 되 

지 않는다. 그러 나 式 (11)는 이 曲線이 C2Br- = 0 
에의 外延長값 /村가 如로 됨을 가리킨다. 따라 

서 이 外延長값에 서 奸값을 또 이 如값과 平衡 

常數 K 값에서 知를 求하면 다음과 같다.

kf=6.9 X105 sec-1,庇=6.7 x IO10 mole-2sec-1 
지 금 라고 假定하면

』F=WH — 70S=—・RTlnK 關係式에서 式 (7) 
은 다음과 같은 近似式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In空—血业箜.丄+迎一一地(12) 
“ CM SR C"Br- R RT

3 를 溫度에 無關係한 常數라고 假定하 

고 (12) 式을 plot 하면 血g. 6 과 같이 된다 이 

曲線의 傾斜度에서 4H, 4S 값을 求하면 JH= 
—1.4 Kcal/mole, J5= —27.7 e. u. 이 다.

Fig. 6. Plot of log 2^fr/T and log^T/C^ vs 歩 for50 mM dodecyl pyridinium bromide solution; Qlog• loglO9 倂T/Cm

Table IL Characteristics of the kinetics for the dissociation-recombination reaction between micelle and counterion Dodecyl Pyridinium Bromide (20°C)
Sodium Caprylate (30°C) Sodium Caprate (30°C) Sodium Dodecyl Sulfate (30°C)

n 2 3 2.5 2
K, Mn L 0X10—5 1.0X10-3 4.1X10-3 1.8X10'5

4F, Kcal/mole 6-7 2.7 3.3 6.6
AH, Kcal/mole -1.4 —3.0 -1.5 —J5, E. U. -27.7 -19.3 -15.9 —

kft sec-1 6.9X105 3.8X107 1.1X107 1.5X105
kb, M-n sec~' 6.7X1010 3.3X109 2.8X109 8.4X109

产，Kcal/ mole 3.3 6-3 5.8 4.6
In 2就/7—* 곡선을 그리면 F£g.6 과 같이 

된다. 이 曲線의 傾斜■度에서 Davies” 式

广 kb _ Fb kT _( 厂 _J50*
无=2产編須exp(—艮技Ffp*-

(13)

에 依하에 逆反應의 活性化 energy 厶를 求 

하면 3.3 Kcal/mole 이 다.

몇 가지 anion 界面活性劑 水溶液의 micelle 과 

counter-ion 間의 解離一再結合反應의 熱力學的, 

反應速度論的 parameter 와를 比較하면 Table 2 
와 같다.

以上으로 D. P. B. 水溶液 第一 c.m.c. 에 서 第 

二 c. m. c. 間의 超音波超過吸收는 micell 과 cou
nter-ion 間의 解離 再結合反應에 따른 體積 rel- 
axation 에 基因한다고 結論지 을 수 있다. 그러 

나 第二 c. m. c. 以上의 溶液에 對하여 는 이 實驗 

結果만으로서는 糾明하기 困難하나 今後 이 方 

向의 硏究가 期待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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