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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낮은 농도에서 유기색소와 계면활성제 계의 흡수거동을 계산하기 위해 간단한 모델을 사용해 

보았다. 실험에서 얻어진 값에 3개의 파라미터가 포함되어 있는 결과식을 적용함으로써 이온쌍형성(7侦), 

회합체에 계면활성제 분자첨가의 경우(Ks), 그리고 색소회합반응(险)에 대한 평형상수들을 계산하였으며 이 

값들을 이용하여 자유에너지를 계산하였다. 와 Ks의 값들은 소수성에 원인이 있는 정 전기 적 상호작용에 서 

기대했던 것들보다 컸었고, 瓦＞값들은 정전기적 반발력의 차폐효과로 간주할 수 있는 순수한 수용액에서의 

알려진 회합값보다 약 10〜20배 정도 높았다.

ABSTRACT. At low concentration a simplified model of organic dye-surfactant system has been used 
to evaluate. By applying the resultant three parameter equation to the experimental data, values for 
the equilibrium constants for the ion-pair formation (Ko), surfactant molecule addition to aggregates 
(Ks) and dye aggregation reactions (Kd) could be calculated and changes of free energy have obtained 
from its values. Ko and Ks values were larger than those expected electrostatic interaction indicating 
a hydrophobic contribution and the KD values were about 10~20 times higher than those found for 
association in pure aqueous solutions which can be ascribed to the screening effect of the electrostatic 
repulsion.

서 론

유기색소 분자들이 나타내는 분광학적 특징인 

metachromasy현상에는 순수한 수용액에서 나타나 

는 경우와 고분자전해질의 존재하에서 나타나는 경 

우의 두 가지가 있는데 순수한 수용액의 경우는 그 

들의 가시부광선 영역의 spectra가 용액의 농도변 

화에 따라 현저한 변화를 나타내는 현상이며 이러한 

현상은 일찍부터 색소분자들이 분자회합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으며 진한 농도의 수용액에서 thio- 
nine, methylene blue, acridine 이aige 같은 색소들 

의 회합현상이 잘 알려져 왔다.if

고분자 전해질 존재하에서의 경우는 유기색소와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순수한 수용액에서의 경우와 

유사한 흡수대의 변화를 나타내게 되며 이 현상은 

고분자의 여러 반복적 위치에 존재하는 이온성 기 

능기에 정전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색소분자들 사 

이의 상호작용효과 때문인 것으로 추론되고 있다" 

이 분야의 연구는 최근에 와서 더욱 활발하게 진 

행되고 있으며 구조론적 연구를 통하여 고분자 골 

격표면에 stacking하는 색소분자들은 순수한 수용액 

에서 회합체가 형성하는 dimer의 3차원적 구조와 

dimension이 보존된다고 주장하여 이들 색소의 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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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king model을 제한한 바 있으며% 최근들어서 양 

친매성 성질을 가지는 계면활성제와의 상호작용 효 

과에 관한 연구분야로 확장되고 있는 경향이다. 계 

면활성제의 구조상 특징은 긴사슬 탄화수소기 끝에 

극성이 큰 이온성기(ionic group)를 가지고 있는 것 

으로써 계면활성제들은 일반적으로 소수성기(hydro- 
phobic group)와 친수성기 (hydrophilic group)의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유기색소들과는 강 

한 상호작용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유기색소의 양이온과 음이온 계면활성제 사이의 

상호작용효과에 의해서 정전기적 상호작용｛electros
tatic interaction), London 분산력 (London disper
sion force), 반발력 (Lennard-Jones potentials)의 현 

상에 의해서 값에 따라 착화합물의 회합체가 

형성되거나河~“ mixed-micelle이 생성될 것으로 생 

각된다.15.16

임 계 미셀농도(critical micelle concentration : 
CMC) 직전에서의 색소농도 [이와 계면활성제농도 

[S] 사이의 비율, 즉 [力]/[S]<2인 경우에 회합체 

(D+S—)가 D+S「의 이온쌍(ion-pair) 형태로 회합하 

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CMC 농도에서는 비교적 

색소의 함량이 많은 micelle과 유사한 구조를 갖는 

premicelle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며 CMC 이상의 

계면활성제 농도에서는 색소들이 거의 회합체를 형 

성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micelle에 각각 결합하는 

것을 볼 수 있다.球

순수한 색소 수용액에서의 회합체에 관한 이론적 

인 모델들이 많이 제시되었지만4"" 본 연구에서는 

CMC 근처에서의 색소-계면활성제간의 상호작용을 

UV/visible spectrophotometer 및 spectrofluorime- 
ter를 이용하여 실험치를 구하고 계산 program을 

작성하여 회합체형성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론적 방법 및 모델

London 분산력의 상호작용에 의한 색소회합체가 

F讶.1 에 나타낸 바와 같이 양전하의 색소분자«)가 

실린더의 축간거리(a)를 유지하고 그 주위에 음으로 

하전되어 있는 계면활성제의 분자들이 축으로부터 

거리(3)에 둘러쌓여 있는 실린더와 같은 구조(cylin- 
der-like structure)로 간주하고 Robinson，과 Vitag- 
lianS가 제안한 모델을 이용해서 회합형성 모델을

Fig. 1. Model of cationic dye a呷egate with cylindri
cal symmetry a=4 A, 4 = 4, 5, 6 A.

계산하여 보았다.

색소분자«) 주위에 계면활성제분자。)가 결합한 

회합체(4》에 색소분자0>)나 계면활성제 monomer 
분자(S)가 첨가되는 반응은 다음과 같다.

4,+d 冬브스4,+侦 (1)

A,.,+S 普心、(2)

반응 (1)과 (2)에 대한 열역학적인 평형상수㈤, 

Ks)들이 자유에너지변화(AGd, AGs)와 관계가 있는 

식은 아래와 같다.

KD(i +1, j) = exp[ 一 AGP(; + (3)

Ks(，+l) = exp[-△Gs0j+1)/商丄 (4)

이들 자유에너지는，나 j가 선형회합체 생성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London 분산력(London disper
sion forces), 반발력 (Lennard-Jones Potentials)과 

반응이 진행되는 동안 용매분자의 재배치에 영향이 

있는 소수성힘(hydrophobic force)과 i나 j가 기하학 

적 구조는 물론 정전기적 상호작용｛electrostatic in
teraction: 이 첨자)에 관련이 있는 두 영역을 적용 

시켜서 이것들을 다시 열역학적 평형상수식으로 나 

타내면 다음 식과 같다.

瓦布+L/)=Kk・exp[ —(5)

Kd° = exp( - XG0kT) (6)

Ks(i, j +1)=Ks° • expE - △位,"£，)/时] (7)

Ks° = exp( 一 ^.Gs/kT). (8)

회합체가 형성되어가는 과정은 아래와 같이 도시 

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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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odel for the ion-pair and aggregates with 
low i and j values.

_ 尹公尹公

D + S、一A” A2,2 厶3,3 厶4,4…
亳/ 私"

처음 회합체는 이온쌍(ion-pair) 형태인 4“이고 

이것의 회합체 형성순서는 Eg2와 같았다.

위의 그림과 尸独 2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j 
= /인 중성인 회합체의 경우나 j=i+l인 1개의 음 

전하를 지닌 회합체에 색소분자 1개를 첨가했을 경 

우와 /=，+1인 계면활성제 분자 1개가 첨가되었을 

때의 회합경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로의 과정에 

대한 자유에너지에 영향을 미치는 정전기적 항은 

이미 형성된 색소회합체와 색소분자 사이의 상호작 

용에의한 반발력(repulsive force)과 회합체와 주위에 

위치한 계면활성제 분자사이의 인력(attractive fo- 
rce)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Fz；g. 1에서의 a, 方와 

용매(물)의 유전상수(e, dielectric constant: 80)을 

적용시킨 식은 다음과 같다.

AGc.rfO,/) = AGnmM) +

= 一이包 2 l/[r,]+^/e X 1/LrJ

[(穿心叶飞⑼

매개변수인 a = 4A으로 일정하게 하고 b=4, 5, 
6A으로 온도는 298K인 조건에서 중성회합체。,=» 

와 1가 음하전을 띤 색소회합체。Ji+1)에 단위색 

소수0)가 첨가될 때의 평형상수비, KD(.i+l,j)/KD(i, 
7)의 변화를 전자계산 programming에 의한 계산결 

과를 Eg.3에 나타내었다.

1995. Vol. 39, No.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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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ependence of the equilibrium constant for 
the addition of a dye m시ecule to (a) a monoanionic 
aggregate and (b) a neutral aggregate. Distance from 
negative charge to central axis: 4 A; 5 A; 6 A.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중성회합체나 

음전하 색소회합체에 색소분자를 첨가할 경우, 색소 

회합체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회합체 상수들 사이의 

비율인 KD(i+l, z + D/TCpG + l, z)가 어떤 한계값에 

도달하는 일정치를 가지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또한 계면활성제를 첨가할 경우의 열역학적인 상 

수 Ks(i, j+1)은 회합체 형성과정의 분석에 의해서 

다음 식을 사용하였다.

&0+ 3+1) Ks(，+1,丿 + 1)
KD(j+\, I) KsO + 1) (10)

즉 색소-계면활성제 분자의 첨가에 대한 평형상 

수의 비는 같아야 할 것이다.

i나 j가 1보다 크고 |，一刃 VI인 조건에서의 회합체 

가 생성되는 과정을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打,• Xz>(i+1J)=L4,+W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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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 • Ks(i,j+1)=[必+J. (12)

회합체내에서 색소분자Q)나 계면활성제분자3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열역학적인 상수가 포함된 이 

관계식의 해를 구하는 것은 아주 복잡하므로 간략 

하게 하기 위해서 K»와 Ks를 각각 중성회합체에 

색소분자나 계면활성제를 첨가할 경우의 평형상수로 

하였다.

회합체상에 단위전하가 존재할 경우 이들 상수들 

은 전하가 0과 1에 대한 해당상수비의 평균값(Y)을 

적용시키면 와 YKs가 될 것이며 이러한 상태에서 

회합체0侦)에 대한 해는 아래와 같다.

[/比]• (Yc邛)，t, (:=；, ^1) (13)

Ci4i.il • P(Y a P)'-1, i>1) (14)

[&打• a(Y a "T, 0=丿•+1,论2) (15)

이 식들에서 a-KD - EZ>1 6=Ks • [S], 그리고 

打=k° • m • 或이며 이온쌍 형성에 대해서는 

Ko는 일정한 값을 가지게 된다.

또한 회합체 형성에 관여했던 것과 무관한 전체 

적 인 총농도를 以 및 S,라고 하고 질량평 형(mass ba
lance) 식을 매우 희박하고 Ya0>l인 조건에서 조 

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A • 0R
订

二〃—[/“]{ 2，印 a b),-1 + P £ ：(Y a。汽1 

i=i ：=1
+ aX^aP)，_2}- (16)

i = 2

[S]=S-如-[&』

=S — [&盘{ E/(Y a by-' + P I；(Y a py-1
)=1

+ a》(Ya0尸}. (17)
)=2

미셀 형성 직전의 영역에서 존재하는 모든성분중 

회합에 관여치 않는 색소분자나 한 개의 색소분자만 

갖는 회합체 An, 혹은 庙2 회합체만이 형광성을 

나타내며 색소 dimer들이나 한 개 이상의 색소분 

자를 갖는 것들은 형광성이 없거나 매우 낮은 방출 

양자수득율(emission quantum yields)을 가지게 될

Siirfaclant Concentration, M x io'1 
Fig. 4. Theoretical behavior of the relative fluorescen
ce intensity for cationic dyes in anionic surfactant so
lution. Ko=80; Ks=4X103; Y=1.4; D,= 10~5M; and 
Kd=5, 7, 10, 14 X104 Mt respectively.

것이다.13

회합체 &2와 이온^에서의 색소분자의 형광양자 

수득율(fluorescence quantum yields)과 방출스펙트 

라(emission spectra)를 고려해서 상대적세 기(rela
tive intensity)를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Z/7o) = (l/ft) • (LD] + m + L4W) (18) 

0%)=(S/R) • (1+Ko • ES]+K0-Ks-ES?).(19) 

상대적 형광세기(〃/o)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16), 
(17)식을 이용하여 총계면활성제 농도의 함수로서 

해를 구하고 Newton-Raphson 계산법⑲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실험치들을 처리하는데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상 

기 방법의 계 산을 통해 서 [S] = [SJ로 간주하였으며 

몇 개의 电값들에 대한 상대적 형광강도세기(〃勇의 

이론적 값들을 도시한 것을 代矿4에 나타내었으며 

색소회합상수값㈤)에 따라서 나타내는 곡선모양을 

중요하게 주목할만하다.

실 험

시약 및 기기. 본 실험에서 사용한 유기색소인 

Acridine Orange(AO), Proflavine(Pf), Safranine(Sf) 
은 Aldrich사의 제품을 구입하여 정제없이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음이온 계면활성제로서는 Sigma사 

제품인 Sodium dodecyl sulfate(SDS)을 사용하였다.

UV/visible absorption spectra는 Gilford사■의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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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ne™ spectrophotometer를 사용하였으며 사용한 

cell의 pathlength는 1mm에서 10 mm까지의 mat
ched quartz cell를 사용하였다. spectrofluorimeter 
는 KONTRON 사의 model SFM25를 사용하여 측 

정하였으며 10 mm의 cell를 사용하였다.

시료의 조제 및 측정방법. AO와 Pf, Sf의 stock 
solution은 LOXIO^m로 조제한 후 LOXIO^m로 

회석하여 사용하였다. 음이온 계면활성제 SDS의 

stock solution 은 LOXIO^M로 조제한 후 순차적 

으로 원하는 농도로' 희석하여 사용하였으며, 본 실 

험에서 사용한 증류수는 일차 증류수를 이온교환수 

지 시스템을 통과시켜 사용하였다.

형광측정시 excitation wavelength는 각각 AO는 

470 nm, Pf는 450 nm, Sf은 500 nm로 고정시킨 조 

건에서 측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AO-SDS계의 客수 및 형광 Spectra. Fjg.5는 

실온(25◎)에서 AO-SDS계의 복합 수용액에 있어서 

[AO] = L0X10-5M로 일정하게 유지하고 SDS의 

농도 변화에 따르는 흡수 Spectra의 변화양상을 나 

타낸 것이다.

AO의 Spectra는 농도 중가에 따라 장파장쪽의 

monomer의 흡수에 기 인한 a-band(Ag=490nm)의 

강도는 점점 감소함과 동시에 이와는 대조적으로 

단파장쪽에서 dimer나 더 높은 회합체 band들의 

흡수강도는 증가하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실험농도 범위에서 SDS의 농도변화에 따라 

서 AO 분자가 dimer를 형성하는 것으로 본다.'

F讶.6은 AO-SDS계의 ESDS] 변화에 따르는 형광 

Spectra의 변화양상을 나타낸것이며 AO의 형광 

Spectra 入旳는 변화하지 않고 free 색소분자에서 

SDS의 농도가 3.0X10-，M까지의 상대 적 형 광강도 

세 기 (relative fluorescence intensity : 〃人))가 현저 

하게 감소되는 것이 관찰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AO- 
SDS 사이의 착화합물에 기인하는 A0 분자들의 회 

합에 의한 것으로 본다.

색소들의 농도는 일정하게 유지시키고 [SDS]의 

농도를 조금씩 변화시켜서 얻은 상대적 형광강도 

세기의 값을 2~8개의 색소분자들로 형성된 회합체 

에 대한 평균값(丫)을 1.4로 하고 얻은 이론적 곡선 

(尸议.4)에 적용시켜기 위해서 실험을 통해서 얻은 

AO, Sf, Pf 색소들의 상대적 형광강도 세기를 Fig-7 
에 나타내었으며 여기에서 A。의 〃/。가 가장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AO가 Sf,Pf보다 더 용이하게 

회합하기 때문으로 본다.

자유에너지 계산. 시행오차법 (trial and error 
method)으로 실험치에 Ko, Ks, K»의 변화를 주어 

(〃扁)값과 잘 일치하는 Ko, Ks, 값들을 Table 1에 

제시하였다.

VAVEI.ENGll(nii)

Fig. 5. The spectra of aqueous solution of acridine 
orange (1X1O-5M) with added sodium dodecyl sul
fate; (a) OM, (b) 1X10—4 m, (C) 2X10-4M, (d) 3X 
IO-4 (e) 5X10 4 M, (f) 7X10-4M, respectively.

504 5 3 I S S 7 S«3 *O«
1 < V K I. K H (； T II (”・)

Fig. 6. The relative fluorescence intensity of acridine 
orange (IX IO-5 M) with added sodium dodecyl sul
fate; (1) OM, (2) 1X10 4 M, (3) 2X10 ■'M, (4) 3X 
10 4M, (5) 5X10-*M, (6) 7X10TM,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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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의 평균편차는 약 2.5%로 나타났으며 Ko는 7.5 
%의 편차가 있음이 밝혀진 것으로 보아 계산한 값 

들이 Ko나 Ks 변화에 거의 영향이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이온쌍형성 에 서 정전기적 상호작용만 고려한다면 

자유에너지가 약 lkcal/mol보다 작은 값이나河 이 

값들을 소수성인력(hydrophobic nature)이 존재함을 

반영시켜 주면 2~3kcal/mol의 값과 같게 된다. 이와 

같은 자유에너지에 편차가 생기는 것은 이온쌍이 

형성되는 과정 동안에 용매 인 물의 구조(water stru
cture) 변화와 엔트로피의 영향일 것이며 중성회합 

체에 계면활성제분자를 첨가할 때에는 물의 구조변 

화로 돌릴 수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영향은 아 

래의 Nagarajan과 Ruckenstein법”으로 계산하였다.

AG°(용매효과) = (—0.536・n・z)・R「. (20)

이 식에서 ”은 친양쪽성체(amphiphile)에서 CH2

Fig. 7. Relative fluorescence intensity of IX IO-5 M 
acridine orange (AO), 1X1O-5M safranine (Sf), and 
IX 10邓 M proflavine (Pf) as a function of SDS con
centration.

기의 수이고, z는 계면활성제 사슬(chain)의 수이다. 

식 (20)에 Table 1의 값들을 대입하여 보면 n 
값이 14-16 사이의 값을 얻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 

사용한 계면활성제 Sodium dodecyl sulfate(SDS)는 

메칠렌기(methylenic group)가 오직 12개이므로 증 

가한 에너지들은 대체로 희합체의 소수성(hydropho
bicity) 증가의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다.

수용액에서 Acridine Orange(AO)의 회합평형상수 

㈤)는 8,500-22,000 사이의 값5이고, Proflavine(Pf) 
의 경우는 약 600이라고 보고되어應 있는 바 본 

연구의 색소분자용액의 회합에 대해서 계산한 평형 

상수값(K»)들이 수용액에서• 보다 약 10〜20배 큰 

값을 갖게됨을 알 수 있었는데 이같은 현상은 소수 

성의 증가는 물론 음이온성인 SDS 분자의 존재가 

정전기적 반발력의 감소 때문에 더 높은 회합현상을 

반영시켜 주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러한 현상들은 

음이온성인 고분자전 해 질(anionic polyelectrolyte) 
존재하에서 methylene blue의 회합에서와 똑 같은 

효과였다.8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매우 희박한 CMC 농도 직전에서 

음이온성인 계면활성제와 양이온성인 유기 색소의 

회합모델을 계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 보았다.

회합에 대한 모델을 계산하기 위해 양전하를 띤 

색소분자들이 중심축을 따라서 평행하게 stacked 하 

고 그 주위에 음전하를 띤 계면활성제 분자가 위치한 

모델을 제안하였다. 계산하는 과정을 처음에는 이온 

쌍(ion-pair) 형성, 중성이나 양전하의 회합체에 계 

면활성제 첨가시의 회합형성과 색소회합에 대한 평 

형상수 Ko, 瓦＞및 瓦를 계산하는 3부분으로 나누었 

으며 이러한.값들을 이용하여 AO, Pf, Sf와 SDS 
사이의 free energy 변화를 구하여 보았다.

Table 1. Equilibrium constant and free energies for dye aggregation processes in the presence of surfactant

System -
Equilibrium constants Free energies (kcal/mole)

Ko Ks Kd — AGo ~ AGs -AGp

AO/SDS 155 4.3 X103 2.8 X105 3.7 4.99 7.43
Pf/SDS 38 2.5 X103 1.2 X105 3.4 4.66 6.93
Sf/SDS 48 1.8 X103 2.2 X105 3.1 4.63 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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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액에서 색소-계면활성제

세 가지 색소중 A0보다는 Pf와 Sf의 free ene
rgy/)-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으며 AO-SDS계의 

회합현상이 매우 안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순수한 수용액에서 회합평형상수의 값皿=약 

600〜 20,000)은 본 연구에서 계산한 유기색소-SDS 
계의 평형상수 값皿=1.2〜2.8X105)보다는 훨씬 

작게 나왔다. 이것은 음으로 하전된 SDS 존재가 

양이온의 유기색소 분자 사이의 정전기적 반발력 

pulsive electrostatic potential)의 가려막기 효과(sc
reening effect)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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