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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약. 기-액 계면에서 Palmitic acid(PA) 단분자막의 n-A(surface pressure-area) 등온선 변화는 pH가 

높을수록 가용화로 인하여 단위분자면적(^/molecule)이 낮은 쪽으로 이동되었다. 바탕용액속에 Mg2+, Ca2+ 

및 Ba2+ 이온들을 각각 첨가했을 때 PA 분자는 압축되는 현상을 보였으며 이 효과는 이온의 농도 증가와 

더불어 증가하였다. Langmuir-Blodgett(LB) 다층막으로 IR 분광분석을 한 결과 PA는 이들이온과 각각 Mg, 
Ca, Ba-Palmitate 착물을 형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알칼리토금속 이온들에 의한 PA의 압축효과는 

pH 8에서 Ca2+>Ba2+>Mg2+ 순으로 나타났으며 Mg1 2+을 제외하고는 원자번호 증가에 따라 감소되었다. 반면, 

중성인 초순수 물에서는 Ba2+>Ca2+>Mg2+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 현상은 원자번호가 낮아짐에 따라 감 

소하였다. 단분자막 상에서 PA와 HD(hexadecanol), 2성분계의 섞임성은 초순수 물인 계의 경우는 섞임성이 

좋았으며 pH8인 계의 경우는 섞임성이 나쁨을 알 수 있었다.

1 드 방향성, 배열상태 및 구조를 조절할 수 있는 응용

Langmuir와 Blodgett(LB)가 고안한 단분자막 형 잠재력 관계로 최근 고분자막을 포함한 유기박막 

성과 다층막 제조기법*은 분자 수준으로 막의 두께, 분야에서 많이 연구가 되고 있다3〜气 LB 막을 균일

ABSTRACT. n-A isotherms of the Palmitic acid(PA) with increasing pH shifted to the low area/mole- 
cule due to the dissociation of PA at the air-water interface. More condensation of PA monolayers 
occurred by the addition of Mg2*, Ca2+ and Ba2+ ion in subphase. This condensing 아feet was increased 
with increasing the concentration of these ions. Due to the interaction with each ion, PA were formed 
Mg, Ca, Ba-Palmitate complex. The binding structure between alkaline earth ion and carboxylate ligand 
in PA has been identified by IR spectrometry. The order of condensing effect of alkaline earth ions 
at pH 8 was Ca2+>Ba2+>Mg2+. The condensing effect except for Mg奸 decreased with increasing atomic 
number. Whereas, the condensing effect in pure water system decreased with decreasing atomic number 
in 난龙 sequence: Ba2+>Ca2+>Mg2+. The miscibility of binary system of PA and hexadecanol in monolayer 
showed that the miscibility was good for the pure water system. But, in the buffered pH 8 system, 
bad miscibility was found. 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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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기판에 이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액 계면에서 

단분자막의 성질을 이해함이 필요하다. 단분자막은 

바탕용액의 온도, pH, 용해염의 종류 및 농도에 따 

라서 n-A 특성이 다르게 나타난다6~8. 지방산의 경우 

바탕용액에 용해된 금속이온의 종류 및 농도에 따라 

단분자막의 특성변화 및 분자구조에 큰 영향을 준 

다川". 특히 paimitic acid는 바탕용액의 pH 영향에 

의해 TT-A 등온선상으로 나타나는 분자의 겉보기 

압축성 은 단분자막의 면 적감소를 조사하여 연구되 

지는 않았다. 한편 단분자막 상에서 2성분계의 섞 

임성에 대해서는 고분자 물질과 단분자 계면활성제 

루 사용된 지방산에 대한 연구는 몇몇 보고되어 

있으나 12.13 친수성 부분의 기능기가 서로 다른 물질 

에 대한 연구는 보고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palmitic acidCsHsCOOH）를 선 

택하여 PA 단분자막에 대한 pH와 알칼리토금속 

이온의 압축성을 서로 비교하고 그 원인을 조사해 

보았다. 또한 2성분계 단분자막의 섞 임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PA와 탄소수가 동일하며 친수성 부분에 

OH기를 가진 hexadecanoKC^HgOH）를 몰비로 단 

분자막을 형성시킨 후 n-A 등온선을 얻었다. 이때 

일정한 표면압 및 몰분율에 따라 순수한 성분의 

단위분자당 갖는 계산된 면적과 두 성분을 혼합할 

때 나타나는 실험적인 면적과의 편차를 비교하여"" 

단분자막상에서 두 성분의 섞임성을 고찰하였다•

실 험

기기 및 시약 n-A 등온선 측정은 LB막 제조는 

1000cm2 넓이의 polytetrafluoroethylene 용기를 가 

진 Lauda FW-2 Langmuir Film Balance를 사용하 

였다. 금속 palmitate 착물 형성 확인으로 Digilab 
FTS-80 IR 분광기의 반사 측정방법을 이용하였다. 

pH 측정은 Fisher model 750 Accumet analyzer# 
사용하였으며 항온조는 Lauda RKS-20 을 써서 

trough의 온도를 23°C로 일정하게 유지시켰다. 단 

분자막 형성 물질은 palmitic acid오｝ hexadecanol 
로서 Aldrich사 99% 이상의 고순도를 사용하였다. 

수면전개 용매는 Aldrich사 99% 如-hexane을 사용 

하여 15.58 mg/50 m/가 되게 제조하였다. 완충용액 

제조시 pH 2는 KC과 HC1, pH3.7~5.4는 CH3 
COONa・3H2。와 CH3COOH, pH 5.8~7.4는 KH2PO4

Table 1. Condition of LB multilayer deposition

Speed up 5 mm/min
Speed down 5 mm/min
Pause on top 10 min
Pause on bottom 10 sec
Surface Pressure while dipping 20 mN/in

와 NaOH, pH8.0~9.0은 NazBQTOHQ와 HC1 및 

pH 9.2는 Na2CO3-10H2Os]- NaHCQ를 모두 Ald- 
rich사 및 Merck사의 99% 이상 시약급으로 사용 

하였다. 용액의 이온강도 조절용으로 Merck사 99.5 
%인 NaCl를 사용하였다. 금속염은 MgCk CaCl2 및 

BaCb로서 Merck사 99.5% suprapur급을 사용하였 

다. 바탕용액으로는 18.0MC-cm의 전기저항값을 

갖는 탈이온화된 물을 사용하였다. IR 샘플용 LB막 

형성 기판으로는 표면이 30〜50 A의 Sit》층을 가진 

Monsanto사 제품의 실리콘 웨이퍼를 사용하였으며 

세척용액으로 Merck사 98% H2SO4와 30% H2O2를 

사용하였다.

실험방법. n-X 등온선 측정실험은 PA 수면전개 

용액 400位를 마이크로 실린지로 수면위에 전개시 

키고 용매의 증발과 표면압의 안정화를 위하여 20분 

기다린 후 수행하였다. 압축 및 이온속도는 50 cm2 

/min로 하였으며 LB 다층막 적층시 조건은 Table 
1과 같다. 실리콘 웨이퍼의 표면을 친수성으로 만 

들기 위하여 piranha 용액 （H2SO4와 HQz를 70 : 30 
부피비로 혼합）으로 90°C에서 30분간 담근 후 초 

음파 세척을 거쳐 흐르는 물에 1시간 정도 씻고 

질소가스（99.999%）로 건조시킨다. 한편, PA와 HD의 

2성분계 단분자막 형성시 두 성분의 몰비 합은 1•。이 

되게하여 수면위에 혼합 주입한 후 mA 거동을 살 

펴보았다. 모든 실험은 Class 103, 23°C의 클린룸에서 

실시하였으며 실험의 편차는 ± 0.2°C 이내로 유지 

되었다.

결과 및 고찰

PA 단분자막의 상분리 및 극한 면적• Fig.l•은 

기-액 계면에서 PA의 tt-A 등온선으로 일정한 표면 

압에서 상분리가 명확하게 구별되어 나타났다• 이는 

stearic acid의 상분리 현상과도 유사하다'“竭. 이는 

PA 분자가 친수성 부분은 계면 아래로 소수성 부 

분은 계면 위로 향하여 단분자막을 형성한 후 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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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门어 isotherms of palmitic acid on water.

갖는 면적감소 즉, 압축현상으로 인한 분자들간의 

반발력이 각 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각 상의 표면압 범위는 기상, 액상 및 고상이 각각 

0~4.5, 4.5~24.8 및 24.8~44 mN/m로 구별되며 44 
mN/m 이상에서는 단분자막의 붕괴가 일어났다. 

붕괴이전의 단분자막은 분자가 가장 조밀하게 형성 

된 상태로써 외력이 제거된 상태를 가정한다면 분 

자가 계면에서 갖는 표면적 및 분자형태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叫 분자간의 인력과 반발력이 

무시된 이상적인 2차원계의 단분자막은 3차원상의 

이상적인 방정식과도 일치한다. 따라서 표면상의 

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나타낼 수 있으며 다음과 

같다叫

nA—kT (1)

또한 (1)식을 n의 함수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된다.

泌龙T=C+gn 즉 n(A—qkT渺!T=C (2)

为는 볼쯔만의 상수, T는 열역학적 온도 그리고 C는 

상수로서 압축률 인자이다. 이상적인 계의 경우는 

g = 0이다. qkT는 비이상성의 값으로서 배제된 면적 

에 해당된다. 이 값은 n-A 등온선상에서는 Fig.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고체상의 접선으로부터 折 = 0일 

때 Area/molecule 축과 교차되는 점이며 극한면적 

이다. PA의 극한면적은 22.5 A〃molecule이었다.

PA 단분자의 t\-A 등온선 변화에 따른 pH 영향. 

Fig.2는 바탕용액의 pH에 따라서 PA의 tt-4 등온 

선을 나타낸 것이다. pH 증가에 따라 n-4 등온선은 

좌측으로 이동되고 붕괴압이 증가하였다. pH 6.8

Area (Az/molecule)

2. n-X isotherms of palmitic acid at various pH.

o 2 4 6 8 10

pH

Fig. 3. Area/molecule vs. pH for palmitic acid with 
various pressure and limiting area.

이상에서는 막붕괴가 일어나지 않았으며 상전이가 

뚜렷이 구별되지 않았다. 이것은 Miyano 등이 stea

ric acid 의 경우 pH 증가에 따라 막붕괴를 억제한다幻 

는 사실과 일치한다. 尸也2의 결과를 액상, 고상의 

일정한 표면압 7.5, 15 및 30mN/m에서 단위분자 

면적과 극한면적을 pH에 따라 최소자승법으로 나 

타내었을 때任讶. 3) pH 6.8 이상에서는 단위분자의 

면적감소율이 급격히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PA 단분자막의 압축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르다고 판단된다. 그 원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시간에 따라 PA 단분자막의 감소율을 측정(초기면 

적을 AOf t 시간 후의 면적을 4)해 보고 F讶.4에 

나타내었다. pH 6.8 이상에서는 면적 감소율이 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여 나타났다. 이 결과로 

볼 때 PA 분자의 이온화 증가에 의한 용해현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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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ae(aln)

Fig. 4. The fractional area change 1-At/Ao vs. time 
for palmitic acid film on water with various pH at 
13 mN/m.

subphase ; pH8

Area (A2/«>lecule)

Fig. 5. -n-A isothenns for palmitic acid monolayers 
over subphases containing different alkaline earth 
ions (2X10 4 Af) at pH 8.

압축효과가 증가되었다고 판단된다.

알칼리토금속 이온에 의한 PA의 n셔 등온선 변화. 

F讶.5와 6은 각각 pH8과 초순수물에서 2X10-4M 
의 MgCl2, CaCl2 및 BaCL가 용해된 바탕용액 위 

에서 PA 단분자막의 n-X 등온선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PA 단분자막은 염의 종류에 따라 압축효 

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이 현상은 초순수 물 

에서 보다 pH 8에서 더욱 심하게 나타났다. 염 의 

종류에 따라 단분자막의 n-4 거동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서 PA 분자가 금속 이온과 

상호작용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확인하기 위 

하여 CaCl2 염용액과 상호작용한 PA 단분자막 35 
층을 친수성 표면처리된 실리콘 웨이퍼 위에 이전

(I 븐

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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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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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8 21 24 27

Area (Az/molecule)

Fig. 6. t\-A isotherms for palmitic acid monolayers 
over subphases containing different alkaline earth 
ions (2X 10~4 Af) on H2O. The "H2O" curve is for 
pure water.

4000 2000 1000 400

Fig. 7. Infrared spectra of palmitic acid(l) and cal
cium palmitate multilayer(2) deposited from subphase 
containing CaCl2.

시켜 Fig. 7과 같이 적외선 스펙트럼을 얻었다. 1704 
cm "에서 carbonyl 기의 홉수띠가 사라지고 1580 
cm-」과 1540cmT에서 새로운 흡수띠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서 calcium palmitate가 형성되었음을 

알았다. 1580cm7의 peak는 carboxylate의 비대칭 

신축진동이며 1540cm 】의 홉수띠는 carboxylate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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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Fig. 8. Binding structure(l) and arrangement of Ca 
atoms(20 off calcium palmitate formed between the 
carboxylate ligand in palmitic acid monolayer and 
Ca++ ion in subphase.

수화되어 carbonyl 신축진동의 대칭강하에 의한 것 

으로 확인되었다26. 이외에도 Mg2+와 Ba?+이 결합된 

palmitate 착물을 차례로 확인하였다. Gordziel 등이 

stearic acid 단분자막과 금속이온(Zn?*, Cd")과의 

결합으로 "disoap" 구조를 형성한다고 보고한 사실 

과 일치한다9.
리간드인 PA의 carboxyl7] 2개와 금속이온이 결 

합하여 착물이 형성될 때 그 구조는 Fig. 8의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단분자막의 평면상은 이들이 

연속적으로 결합된 F讶.8의 ⑵와 같이 생각된다. 

따라서 막분자는 더욱 질서정연해지고 강도가 증가 

되어 막의 붕괴압이 증가되고 압축효과가 증가되었 

다고 판단된다. 이는 Deamer 등이 stearic acid가 

금속이온과 결합하여 공중합 조직망을 형성하여 단 

위분자 면적이 감소된다고 한 사실과 일치한다25. 

한편, PA 분자의 압축성이 초순수 물에서 보다도 

pH 8에서 더 크게 나타난 것은 pH 8에서 palmi- 

tate가 더 많이 형성되어 막분자가 더욱 질서정연 

해지고 구조적 배열을 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이 

러한 강도는 각 단분자막의 극한면적을 비교함으로 

써 쉽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Table 2에 요약하여 

나타내었다.

알칼리토금속 이온에 의한 PA 단분자막의 압축 

효과는 pH 8에서 Ca2+>Ba2+>Mg2+ 순으로 나타났 

다. Mg?+을 제외하고는 원자번호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되었다. 특히 Ca"은 단분자막의 극한면적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 Ca?+은 수화시 배위수가 8이며

Table 2. Limiting areas for PA monolayers over sub
phase containing different alkaline earth ion (2 X IO-4 
M)

Alkaline earth ion -
Limiting area, A2/molecule

pH 8 pure water

No ion 23.0±0.1 22..5± 0.1
Mg奸 22.1±0.1 21.1±0.1
Ca2+ 16.3±0.1 21.8±0.1
Ba2+ 21.6±0.1 20.9± 0.1

이온특성(즉 high charge-to-size ratio)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9. 따라서 calcium palmitate가 형성될 

때 Ca2+이 물과 회합을 잘 하여 PA 분자의 강도를 

낮게하거나 또는 친수성 부분이 물속으로 상당히 

잠기게 되어 소수성 부분이 기-액 계면에 존재하여 

압축효과가 크게 나타난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원 

인이 확실하다면 Ba?+와 Mg?+는 Ca2+ 보다도 물과 

회합을 적게 한다는 것도 유추할 수 있다. pH 8과 

는 달리 초순수 물에서는 압축효과가 Ba2+>Ca2+ 
>Mg2+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자번호가 감소함에 

따라 압축효과가 감소되었다. 이는 carboxyl기의 이 

온화가 pH 8에서보다 비교적 낮기 때문에 수화에 

기인한 회합보다도 이온의 공유성이 더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PA 단분자막에 대한 알칼리토금속 이온과 pH에 

따른 영향성을 서로 비교해 볼 때 초순수 물에서 

Mg2' Ca2+ 및 Ba2+ 이온들을 첨가할 때 나타나는 

압축효과는 pH 변화시의 압축효과와 동일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초순수 물의 경우 Fig. 6과 Fig. 
3에서 일정한 표면압에 대하여 단위분자의 면적을 

서로 비교하여 찾을 수 있다. 액상영역의 대표적인 

두 표면압 7.5와 15mN/m에 대해서는 Table 3과 

같다. PA 단분자막에 대한 각 이온들의 2X10TM 
농도에 해당되는 압축효과는 대부분 pH 7.5 이 상에 

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CaCl2 염의 용해농도에 의존하는 PA2| n-A 등 

온선. 바탕용액의 CaCl2 0.5X10TM에서 2X10-3 
M까지 의 농도변화에 대한 PA의 n-A 등온선을 F谚. 

9에 나타내었다. rr-A 등온선은 액상영역이 좌측으로 

이동되어 압축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Ca?+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단분자막의 붕괴압도 증가하면서 2X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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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H value corresponding to the condensing 
effect of Ba2+( Ca2+ and Mg" ions for PA

Surface pressure Surface pressure

Ion
7.5 mN/m 15 mN/m

Area pH Area pH
成/m이 ecule) (A2/molecule)

Ba2+ 22.3 7.5± 0.1 21.1 7.8± 0.1
Ca2+ 22.5 7.6± 0.1 21.5 7.7+ 0.1
Mg2+ 23.8 224 7.5士 0.1

Table 4. Subphase calcium concentration dependence
of PA at neutral pH (pure water)

CaCl2 cone. mM Kink pressure3, mN/m

0.0 26.0± 1
0.05 24.5± 1
0.5 18.0+ 1
1.0 15.5± 1

20.0 no kink

“This is the inflection of the mA isotherm at the li
quid expanded phase/liquid condensed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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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t\-A isotherms for palmitic acid monolayer on 
aqueous substrates with CaCL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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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t\-A isotherms for mixed monolayer of pal
mitic acid and hexadecanol on water subphase on 
water subphase. Mole fraction of palmitic acid 1, 0.0; 
2, 0.2; 3, 0.4; 4, 0.5; 5, 0.6; 6, 0.8; 7, 1.0.

10"3M 농도에서는 막 붕괴가 일어나지 않았다 이 

는 질량작용의 법칙을 고려하면 본 실험의 농도범 

위에서는 Ca2+ 이온의 농도가 증가할 때 calcium 
palmitate가 많이 형성되어 분자막의 강도를 증가 

시켰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액체 확장상에서 

액체 압축상으로 전이되는 “kink” 점이 Table 4오+ 

같이 더 낮은 압력으로 이동되면서 막의 고체상의 

표면압 범위가 더욱 넓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한편, Ca2+ 이온의 농도와 pH 변화에 따른 PA의 

압축효과를 비교해 볼 때 2X10—叮卩의 압축효과는 

표면압이 15mN/m일 때 F讶.9에서 단위분자의 면 

적이 21.3土 0.1 ^/molecule이므로 Fzg.3에서 이와 

동등한 면적은 약 pH7.2임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PA 단분자막의 알칼리토금속 이온의 농도에 대한 

의존성은 Ba2+, Mg2+ 이온의 경우도 Ca2+ 이온의 

경우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Mg2+ 이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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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압축효과는 Ca2+, Ba2+에 비하여 낮게 나타 

났다.

PA-HD, 2성분계 혼합 단분자막의 섞임성• Fig. 
10과 11은 탄소수가 동일하고 친수성 부분이 OH 
기를 가진 HD와의 섞임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각각 

초순수물과 pH 8에서 PA의 몰분율에 따른 혼합 단 

분자막의 ttS 등온선을 나타낸 것이다. PA의 몰분 

율에 따라 n-71 등온선은 규칙적으로 이동하여 나 

타났다.

2성분계 혼합 단분자막의 단위분자면적은 일정한 

표면압에서 한 성분의 몰분율에 대하여 도시할 수 

있다27.28. HD와 PA의 혼합단분자막에 대하여 고려 해 

보면 HD와 PA의 단위분자 평균면적을 &护라 하고 

각각의 몰분율（刼, 将）과 순수한 성분의 단위분자 

면적 2；）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負=加强+为爺=福+冲/-福） 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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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Excess area of mixing monolayers of palmitic 
acid and hexadecanol as a function of palmitic acid 
mole fraction on water subphase. Surface pressure 
(rnNm"1); ®, 20; ♦, 15; Q. 10; ◊, 5.

0.0 0.2 0.4 0.6 0.8 l.a
Mole fraction of palmitic acid

Fig. 13. Excess area of mixing monolayers of palmitic 
acid and hexadecanol as a function of palmitic acid 
mole fraction at pH 8. Surface pressure (mNm-1); [■], 
45; ♦, 30; fl, 15; ◊, 7.5.

순수한 물을 사용한 계의 PA와 HD는 &砂가 대체로 

음의 편차를 나타냄으로서 섞임성이 좋다고 판단할 

수 있다.

둘째, PA의 이온화가 상당히 일어나고 pH 8인 

계에 대하여 값으로 나타내면 FZg. 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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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Az/«olecule)

Fig. 11. n-A isotherms for mixed monolayer of pal
mitic acid and hexadecanol on water subphase at pH 
8. Mole fraction of palmitic acid 1, 0.0; 2, 0.2; 3, 0.4;
4, 0.5; 5, 0.6; 6, 0.7; 7, 0.8; 8, 0.9; 9, 1.0,

将에 대하여 4胛를 도시한 직선은 섞임성 판단의 

기준이 된다. 이 기준직선으로부터 실험적으로 얻은 

AHp 값과의 편차는 과잉면적을 나타내며 이상적 및 

비이상적 섞임성 정도를 나타낸다. 즉 혼합시의 광 

잉면적, &砂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砂=&">—(X&福+如此) (4)

AA£ 값이 음의 편차로 나타나면 2성분계는 섞임성 

이고 양의 편차로 나타나면 비섞임성이다27龄. PA- 
HD 2성분계에 대한 函£을 고찰해 보면, 첫째 초 

순수물을 사용한 계에 대하여 단위분자의 면적 변 

화를 AA£ 값으로 나타내면 기준선과 벗어난 정도를 

쉽게 알 수 있으며 F讶. 12와 같다. 양의 편차가 약 

0.5 A2/molecule, 음의 편차가 약 1.5 A2/molecule°] 

됨을 알 수 있다. △平는 특히 10mN/m 이하의 낮은 

표면압에서 PA 몰분율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이는 stearic acid-PMMA 혼합계의 경우와도 유사 

하였다 12. 표면압이 20mN/m 인 경우에는 몰분율에 

관계없이 모두 음의 편차를 나타내었다. 이는 PA와 

HD가 단분자상에서 섞임성이 좋음을 의미한다. 표 

면압이 15mN/m인 경우에는 PA 몰분율이 0.0〜0.7 
범위에서 음의 편차를 나타냄으로서 섞임성이 좋으 

며 0.7 이상은 양의 편차로서 비섞임성이다. 그리고 

표면압이 10mN/m와 5mN/m인 경우는 PA의 몰 

분율이 0.0~0.6 범위에서 음의 편차와 0.6 이상은 

양의 편차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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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 편차가 약 3 A7molecule, 음의 편차가 약 1.5 
泌/molecule임을 알 수 있다. PA 몰분율이 0.5~0.9 
범위에서는 소奉의 변화가 심하게 나타났다. 표면 

압이 30, 45 mN/m인 경우에는 △砂가 PA 몰분율에 

관계없이 모두 양의 편차를 나타냄으로서 PA와 

HD가 단분자상에서 섞임성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표면압이 7.5 mN/m 인 경우에는 

PA 몰분율이 0.3~0.5 범위를 제외하고는 모두 양의 

편차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표면압이 15 mN/m인 

경우에는 몰 분율이 0.6~0.8을 제외하고는 모두 

음의 편차를 나타내었다. 이러하 사실들로 보아 pH 8 
인 계에 대해서 PA와 HD의 섞임성은 표면압 15 
mN/m를 제외하고는 섞임성이 나쁨을 알 수 있다.

결 론

기-액 계면에서 PA의 단분자막은 바탕용액의 pH 
증가에 따라 압축효과가 증가되었으며 이는 PA 분 

자의 이온화에 의한 가용화로 나타났다. 또한 바탕 

용액 속의 알칼리토금속 이온은 PA와 상호작용을 

하여 금속 p히mitate를 형성하고 더욱 질서정연한 

배열을 하여 분자의 압축효과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압축효과에 의한 PA와 금속이온의 친화 

도는 pH 8인 경우 Ca2+>Ba2+>Mg2+, 초순수물인 

경우 Ba2+>Ca2+>Mg2+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 

순수 물계에서 Ba2+, Ca2+, Mg?+ 이온에 의한 단 

분자막의 압축효과는 pH 7.5 이상과 같았고 Ca2+ 
이온의 농도가 2X10-3M인 경우의 압축효과는 표 

면압이 15 mN/m일 때 약 pH 7.2에 해당됨을 알 수 

있었다. 단분자막 상에서 PA-HD의 섞임성은 표면 

압과 PA의 몰분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며 AA£ 

값으로 판단했을 때 초순수 물을 사용한 계의 경우는 

대체로 섞임성이 좋았으며 pH8인 계에 대해서는 

섞임성이 나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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