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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양이온 계면활성제인 Dodecylpyridinium chloride(DPC)와 letradecyltrimethylammonium bromide 
(TTAB)로 구성된 혼합계면활성제의 임계마이셀농도(CMC)와 반대이온의 결합상수(卩)를 4。(2에서 36"C까 

지 전도도법으로 측정하였다. CMC와 P값의 온도에 따른 변화로부터 DPC/TTAB 혼합계면활성제의 마이셀 

화에 대한 여러 가지 열역학 함수값(AC。, AG。”” AH1',,, 및 AS%)을 계산하였다. AC,와 AG。“은 측정한 온도 

범위 내에서 모두 음의 값을 나타내었으며 , AS。,,은 모두 양의 값을 나타내었다. 한편 AH””은 낮은 온도에서 

는 양의 값을 그리고 높은 온도에서는 음의 값을 띠었다. 또한 이러한 열역학 함수값은 온도와 몰분율 조성 

(OS”)에 따라 큰 변화를 보였다.

ABSTRACT. The critical micelle concentration (CMC) and the counterion binding constant (|3) at the CMC 
of the mixtures of Dodecylpyridinium chloride (DPC) and Tetradecyltrimethylammonium bromide (TTAB) 
have been determined from the concentration dependence of electrical conductance at various temperatures 
from 4"C to 36'C Thermodynamic parameters (ACP, AG 'm, AH°m and AS°(11), associated with the micelle 
formation of DPC/TTAB mixtures, have been estimated from the temperature dependence of CMC and (3 
values. Tlie measured values of ACP and AG°m are negative but the values of AS°m are positive in the wh이e 
measured temperature region. The values of AH°m are positive at low temperature region and negative at high 
temperature region. The results show that all of the thermodynamic parameters are dependent on temperature 

and m이e fraction of DPC(aDpc)-

서 론

계면활성제는 다양한 산업과 실생활에 널리 이용되 

고 있다. 대부분 계면활성제는 세탁, 가용화, 광산, 석 

유산업,의약품, 화학 및 생화학적 연구등에 이용되고 

있다.I 상업적으로 계면활성제를 이용할 때에는 여러 

가지 장점 혹은 피할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여러 성분 

이 섞인 혼합계면활성제를 많이 이용한다. 혼합계면활 

성제의 특성에 관한 물리적 및 화학적 연구는 혼합 

계면활성제가 갖는 특성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도 필요하 

며 또한 이론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유용하다. 일반적으 

로 혼합계면활성제는 단일 성분의 계면활성제와는 아주 

다른 특성을 보인다. 즉 마이셀상에서 두 성분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상승작용이 생기거나 혹은 반대의 

현상이 생긴다. 두 성분이 잘 섞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각기 한 성분만으로 이루어진 두 종류의 마이셀이 형 

성되거나 조성이 서로 다른 두 종류의 마이셀이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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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도 한다."7

마이셀의 여러 가지 특성은 pH. 온도, 첨가제, 압력 

등의 조건에 매우 민감하다. 단일 성분의 계면활성제에 

대한 열역학적 연구는 많이 진행되었으며, 대부분 열역 

학 함수값을 계산하기 위하여 Clausius-Clapeyron 식 

을 많이 이용하였다西 또한 열량계를 이용하여 직 접 

열역학 함수값을 측정하기도 하였으며,"T' Mesa와 

Muller 등은 최소값의 임계마이 셀농도(CMC*＞와 그 때 

의 온도(7勺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열역학 함수값을 

계산하였다."" 지금까지 혼합계면활성제에 대한 연구 

는 제한적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혼합계면활성제에 

대한 열역학적 연구는 많이 진행되지 않았다. 본 실험 

실에서 이미 SDS/DBS 혼합계면활성제에 대하여 열역 

학적 연구를 한 바 있다." 이것과 비교하기 위하여 

양전하를 띠며 머리부분의 구조와 탄소사슬의 길이가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양이온 계면활성제인 Dodecyl

pyridinium chk＞ride(DPO와 Tetradecyltrimethylam

monium bromide(TTAB)의 혼합계면활성제를 선정하였 

으며, CMC*와 7*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열역학 함 

수값을 계 산하였다. 그리고 온도와 몰분율 조성에 따른 

열역흐)" 함수값의 변화를 조사함으로써 DPC/TTAB 혼 

합계면활성제의 마이셀화 현상을 자세히 규명하고자 

한다.

실 험

양이온 계면활성제인 DPC오]" TTAB은 순도가 98% 

이상인 Aldrich 제품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용액의 

제조를 위하여 1차 증류수를 Banstead Co.의 Water-I 

system을 통과시켜 정제한 물을 사'§■하였다. CMC와 

P값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방법과 기기는 전편의 

논문'®7에서 사용한 방법인 전도도법과 기기를 그대로 

이용하였다. 우선 농도가 0.05M 이하인 DPC/TTAB 

혼합계면활성제의 저장용액을 각 몰분율 조성 (OS。)에 

서 제조하였으며, 이 저장용액을 순수 물로 묽혀서 전 

체 계면활성제의 농도가 서로 다른 12개의 용액을 제 

조하였다. 이 와 같이 용액을 제조함으로써 모든 용액 에 

서 을 모두 일정하게 유지시켰으며, 각 용액의 전 

도도값을 측정하여 농도에 대하여 도시하였을 때 기울 

기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직선이 얻어졌다. 두 직선의 

교점2로부터 CMC를 그리고 두 직선의 기울기의 비 

로부터 P값을 결정하였다 "-" 또한 열역학적 연구를 

위하여 온도를 4。＜2에서 36。(2까지 8"C 간격으로 변 

화시 켰으며, 0W은 순수 DPC(cw= 1)에서 순수 

TTAB((&*=0)까지 0.2씩 변화시키면서 CMC와 |3값을 

측정하였다.

이 론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모든 계면활성제의 

CMC는 온도의 함수로서 온도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 

다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실온 근처에서 최소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Paula와 Burrows 등에 의 

하면 InCA/C는 T의 이차함수로서 일반적으로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nCMC=a+bT+cT- (1)

CMC의 이러한 온도 의존성으로부터 여러 기지 열역 

학 함수값을 구하기 위하여 다음의 이론을 이용하였다. 

즉 온도의 범우]가 크지 않으면 AC»를 일정한 값2로 

취급할 수 있으며 또한 측정한 온도가 최소값의 임계 

마이셀농도(CMC*)를 나타내는 온도(7*)일 때 표준 마 

이셀화 엔탈피 (AH0는 영 이 된다.'田。따라서 AH%은 

d(AH'l„,)=ACpdH 의하여 식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 

으며, AS。.은 d(AS%)=(ACp/7＞H에 의하여 식(3)과 같 

이 표현된다. 여기서 AS%은 7*에서 표준 마이셀화 

엔트로피를 나타내며, 그 값은 -AG*“,/7*와 같다.

아"*丁- 7*) (2)

AS”,In (7〃*) (3)

따라서 AG%(=AH”,"-77kS。”)은 식 (2＞와 (3)에 의하여 

식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이온성 계면활성제의 

마이셀화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AGl,1„=(l+P)7?T InCMC 

이므로 식 (4)는 식 (5)와 같이 표현된다.

AG"„-ACl,[T-rP!'-T ln(777*)|-7Z\S,„* (4)

In CMC=\AC,/(1+P)^|[(T-T'-)IT+\n(7*/7)]-AS,,,*/( 1 +g)R 

(5)

식 (5)에서 7가 7*일 때 CMC는 CMC*가 되므로 

AS“*는 식 (6)과 같으며, 이것을 식 (5)에 대입하면 

CMC와 CMC* 사이에는 식 (7)의 관계가 성립하게 된 

다.

A5,„* = -(1 +(3)R InCMC* (6)

ln(CMC/CMC*)=|AC„/( l+P)/?][ l-n/T'+lnCT^/T)!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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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7)에 의하면 ln(CA亿7CA/C*)을 [1-TWT+ln(广7 
이에 대하여 도시하면 직선이 얻어지며, 그 직선의 기 

울기는 z\c，(i+|3)R이 된다. 따라서 각 에서 이렇 

게 도시한 직선의 기울기를 최소자승법으로 구하고, 그 

직선의 기울기로부터 AC를 먼저 계산한다. 그런 다음 

AC,, 값과 위의 식들을 이용하면 여러 가지 열역학 함 

수값은 쉽게 계산된디•.

결과 및 고찰

DPC/TTAB 혼합계면활성제의 CMC를 온도와 8* 

를 변화 시키면서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1에 

나타내었다. 모든 (如k에서 CMC는 온도의 증가에 따 

라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실온에서 최 

소값의 임계마이셀농도(CA亿*)를 보였다. 각 에서 

측정한 CMC$] 온도에 따른 변화에 식 (1)을 적용하여 

상수 a, b 및 c를 최소자승법으로 구하였으며, 이렇게 

구한 상수 값을 이용하여 각 0新,에서 CMC*와 그 

때의 온도(7*)를 계산하였다. 그 결과를 RMSD(root 

mean square deviation)값과 함께 Table 1에 나타내었 

으며, Table 1에서 보듯이 CA/C*와 尸는 0W가 증 

가할수록 커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온도와

a曲에 따른 p값의 변화를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2에 나타내었다. 온도의 증가에 따라 P값이 감소 

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와 같이 P값이 온도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은 閃*가 ()6과 0.8일 때 가장 적게

u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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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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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 28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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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lots of critic시 micelle concentration (CMC) of the 
DPC/TTAB mixtures versus temperature: (•),(羚代、=0； (O ), 
0.2; (A), 0.4; (A), 0.6; (♦), 0.8; (O), 1.0.

Table 1. Derived least square parameters (from eq. 1) and ther
modynamic parameters (7자‘ & CMC*) for the mixed niicelli- 
zation of DPC and TTAB

OCdpc

丁'*

(°C)
CMC* 

(x10~3M)
a -b c

(X10"4)
RMSD
(〉시(尸)

0 9.3 3.38 12.5 0.13 2.29 9.14
0.2 14.2 4.54 9.48 0.10 1.80 5.88
0.4 15.5 5.81 3.93 0.06 1.09 5.77
0.6 17.6 7.34 40.1 0.31 5.33 5.93
0.8 17.7 1.()8 26.1 0.21 3.63 5.28
1.0 27.4 1.63 21.5 0.17 2.84 6.03

0.9

0.4
4 12 20 28 36

Temperature (P)
Fig. 2. Plots of counterion binding constant(P)of the DPC/ 
TTAB mixtures versus temperature: (•), ; ( O), 0.2; (▲),
0.4; (A), 0.6; (♦), ().8; (◊), 1.0.

Table 2. ACp(cal/mol K) for the mixed micellization of 
DPC and TTAB at various temperatures and mole 
fractions of DPC (0火)

Temp. (°C)
Otupc

4 12 20 28 36

0 -150 -148 -146 一 145 -142
0.2 -114 — 113 -112 -111 -109
0.4 -67 -67 —67 —66 -66
0.6 -302 —3()4 -303 -303 -302
0.8 -205 -205 -204 -204 -204
1.0 -141 시 41 -140 -13 -139

나타났다. a*가 약 0.75일 때 탄소사슬의 길이가 서 

로 다른 두 성분이 거의 같은 비율로 마이셀을 이루 

는 것으로 이미 나타났으며,'7 그 결과 마이셀의 표면 

과 palisade 층에 빈 공간이 가장 많이 생기게 되며 

또한 반대이온들은 palisade 층의 깊은 곳까지 흡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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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lots of thermodynamic parameters of the DPC/TTAB 
mixture(0%=04) versus temperature: ( •), AH0,.; ( O), ASl,rll; 
(▲), AGl,in; ( △ ), 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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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반대이온들이 온도의 증가에도 쉽게 떨어지지 않게 

된다.226

Fig. 1과 2의 CMC와。값을 식 (7)에 적용하여 

AC,를 최소자승법으로 계산하였으며 , 그 결과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이렇게 계산한 &C,값과 Table 1의 

CMC* 및 7*게 관한 데이터를 이용하면 여러 가지 

열역학 함수값들을 쉽게 계산할 수 있다. 즉 DPC/ 

TTAB 혼합계면활성제의 마이셀화에 대하여 식 (2), 

(3) 및 (4를 이용하여 AH°„„ AS"n, 및 AG。,값을 계 

산하였으며, 그 결과를 각기 Table 3~5에 나타내었다. 

Table 2〜5에서 보듯이 AC。와 AG。,,은 측정한 범위 

내에서 모두 음의 값을 나타내었으며, AS%은 모두 양 

의 값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AH%은 7*를 전후로 부 

호가 바뀌었으며, 7*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양의 값을 

그리고 /보다 높은 온도에서는 음의 값을 갖는다. 

DPC/TTAB 혼합계면활성제의 마이셀화에 대하여 

△G%가 큰 음의 값을 갖는 것은 계면활성제분자들이 

자발적으로 마이셀을 이루는 것을 뜻하며, 이것은 

AS。”가 매우 큰 양의 값을 갖기 때문이다. 계면활성제 

분자가 용매인 물에서 마이셀 속으로 들어갈 때 계면 

활성제분자의 탄소사슬을 둘러싸는 물층의 구조가 파괴 

되어 계의 전체 엔트로피가 크게 증가함으로써 AS。”은 

큰 양의 값을 갖게 된다.

온도에 따른 열역학 함수값의 변화를 조사하기 위하 

여 Table 2~5에 있는 데이터 중에 %*가 0.4인 혼 

합계면활성제에 대한 열역학 함수값을 온도에 대하여

0.0 0.2 0.4 0.6 0.8 1-0
Mole fraction of DPC (a dpc)

Fig. 4. Plots of thermodynamic parameters of the DPC/ 
TTAB mixtures versus mole fraction of DPC(aDp() at 36 °C: 
(• ), AH°m; ( O ), AS°IT1; (▲), AG"m; ( △ ), ACP.

Fig. 3에 도시하였다. 온도의 증가에 따라 AC,은 거의 

변동이 없거나 아주 적게 감소하였으며, AH",m AS% 

및 AG%은 온도의 증가에 따라 크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AS。,,보다 AHV1- 온도의 증가에 따라 

더욱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되며 , 그 결과 AG%가 온도 

의 증가에 따라 더욱 크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다른 몰분율 조성에서도 똑같은 결과가 얻어졌으 

며, 전편의 논문°에서 이미 측정한 SDS/DBS 혼합계 

면활성제에서도 같은 결과가 얻어졌다.

한편 a*의 변화에 따른 열역학 함수값의 변화를 

조사하기 위하여 Table 2~5의 데이터 중에 36。(2에서 

의 결과를 Fig. 4에 도시하였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AG%은 0瑚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 

었다. 그러나 ACP, AHGm 및 AS%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형태를 나타내었으며 , 0*가 0.4와 0.6일 때 

열역학 함수값이 최대값과 최소값을 나타내었다. 이러 

한 현상은 SDS/DBS 혼합계면활성제에서 관찰된 것과 

는 상당히 다른 결과이다. 즉 SDS/DBS 혼합시스템에 

서는 AG%의 값이 OCdbs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 

을 보였다. 그리고 다른 열역학 함수값(AC。, AHllm 및 

AS%)은 의 증가에 따라 미소하게 감소하다가 증

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ogs가 0.2일 때 최소값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두 혼합시스템 사이에 서로 

다른 차이점이 생기는 것은 DPC/TTAB의 경우에는 

탄소사슬의 길이가 서로 다른 두 성분을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즉 SDS/DBS 혼합계면활성제에서는 두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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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 모두 동일한 길이의 탄소사슬을 가심으로써 두 

성분의 소수성이 비슷하게 된다. 따라서 두 성분은 거 

의 같은 비율로 마이셀 속으로 들어가서 이상적으로 

혼합된 마이셀을 이루게 되며 또한 마이셀의 여러 가 

지 특성들이 몰분율 조성에 따라 크게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DPC/TTAB의 경우에는 두 성분이 서로 다른 

길이의 탄소사슬을 가짐으로써 두 성분의 소수성은 크 

게 차이를 보이게 되며, 그 결과 두 성분은 서로 다 

른 비율로 마이셀 속으로一 들어가게 된다. 이러한 이유 

로 인하여 DPC/TTAB 혼합시스템의 경우에는 마이셀 

의 구조, 밀도, 표면적 등이 몰분율 조성에 따라 크게 

변하게 된다.

DPCfTTAB 혼합계면활성제의 마이셀화에 대하여 더 

욱 자세히 열역학적으로 고찰하기 위하여 등구조온도 

(isostructural temperature)를 구하였다. 즉 Table 3의 

AH",,, 값을 Table 4의 AS",,, 값에 대하여 도시하였으 

며. 각 a球에서의 결과를 Fig. 5에 나타내었다. Fig. 

5에서 직선의 기울기(B)와 절편(A)을 최소자승법으로 

구하였으며, 그 값을 RMSD 값과 함께 Table 6에 나 

타내었다. 각 &火에서 값은 AS" 값에 대하여

식 (幻과 같이 일차함수의 관계로 나타낼 수 있으며,

3. △S"(cal/m이 K) for the mixed micellization 
of DPC and TTAB at various temperatures and mole 
fractions of DPC ((加也)

Temp. (°C)
OCdh:

4 12 2() 28 36

0 37.9 33.1 28.7 24.4 20.3
().2 36.7 33.1 29.7 26.4 23.4
0.4 33.2 31.0 29.1 27.1 25.3
0.6 43.2 34.5 26.() 17.9 9.9
0.8 37.0 31.() 25.3 19.7 14.4
1.0 36.7 32.5 28.5 24.6 20.9

(
흩
느

学

6

10 20 30 40
△ S' (cal/mol K)

Fig. 5. Plots of AH 'ttl versus AS°n, of the DPCATTAB mix
tures: (• ),(Xi)Pc=0; ( O ), 0.2; (▲), 0.4; ( △ ), 0.6; (♦), 0.8; 
(◊), 1.0.

따라서 AG。,,은 식 (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顷

AH",„=A+BAS"m (8)

AG',,,=，4+(8—7)AS"„, (9)

식 (9)에서 측정한 온도(T)가 B와 같으면 식 (9)의 둘 

째 항은 영이 되며, 그 때의 &尤은 A가 된다. 즉 

등구조온도(B)는 계의 &G。”에 대한 A5%의 기여도가 

영이 되는 온도를 말하며 만약 T=B이면 里為은 오 

직 AH。,,에 속하는 A에 의하여 크기와 부호가 결정된 

다. 또한 7>B이면 AS%가 측정한 온도범위에서 양의 

값이므로 &九은 더욱 작은 값을 갖게 되며, 반대로 

7<B 이면 식 (9)의 둘째 항이 양의 값이므로 AG。* 

더욱 큰 값을 갖게 된다. 이와 같이 어떤 계에서 등 

구조온도인 B의 크기에 따라 AG%에 대한 AS%의 기

Table 4. AH'^/kcal/mol K) for the mixed micellization of 
DPC and TTAB at various temperatures and mole frac
tions of DPC (OCdpc)

Temp. (1>C)
OCdpc

4 12 20 28 36

0 0.8() -0.40 -1.57 -2.70 -3.81
().2 1.16 0.25 -0.65 -1.53 -2.37
0.4 ().78 ().23 -0.3() -0.83 -1.35
0.6 4.10 1.69 -0.74 -3.16 一5.57
0.8 2.82 1.17 -0.46 -2.09 -3.72
1.0 3.3() 2.16 1.03 -0.09 -1.20

Table 5. AG°m(kcal/mol K) for the mixed micellization of 
DPC and TTAB at various temperatures and mole frac
tions Of DPC (OCdpc)

Temp. (°C)
OCdpc

4 12 20 28 36

0 -9.70 -9.84 -9.96 -10.1 -10.1
0.2 一8.99 -9.19 —9.34 -9.48 -9.59
0.4 -8.42 -8.61 一8.83 -9.00 一9.17
0.6 -7.86 -8.15 -8.36 -8.54 -8.63
0.8 -7.43 -7.67 -7.87 -8.03 -8.17
1.0 -6.86 -7.10 -7.33 -7.49 —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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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Derived least square parameters (from eq. 8) for the 
mixed mixed mic이］izalion of DPC and TTAB in water

A (kcal/mol) B (°C) RMSD(x!(尸)

0 -9.13 -10.0 2.95
0.2 -8.55 -7.5 2.56
0.4 -8.17 -2.9 1.95
0.6 一8.38 17.6 7.72
0.8 -7.83 16.3 5.84
1.0 -7.09 11.() 3.38

여도一가 결정된다.

Table &세서 보듯이 DPC/ITAB의 혼합시스템에 대한 

B의 값은 0项의 변화에 따라 -1()"C에서 +17.6"C까지 

큰 폭으로 변하였으며. o理가 0.4 이하일 때에는 B가 

음의 값을 그리고 CW가 0.6 이상일 때에는 양의 값 

을 나타내었다. 如＜의 증가에 따라 昭 값은 증가하 

다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Owe가().6일 때 최 

대값을 나타내었다. 한편 전편의 논문에서 측정한 

SDS/DBS 혼합계면활성제에 대한 B 값은 몰분율 조 

성의 변하에 따라 거의 변동(土().1。(2)을 보이지 않았 

으며, 몰분율 조성이 ().4와 ().6일 때 최대값인 

24.91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DPC/TTAB 혼합시 

스템의 B 값이 몰분율 조성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은 DPCATTAB 혼합시스템의 경우에는 마이셀의 특 

성이 몰분율 조성에 따라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리고 DPC/TTAB 혼합시스템의 B 값이 SDS/DBS 

혼합시스템의 B 값보다 작은 것은 DPC/TTAB 혼합 

시스템에서 AG。“에 대한 AS。”의 기여도가 SDS/DBS 
혼합시스템의 경우보다 훨씬 큼을 뜻한다. 이것은 

DPC/TTAB의 경우에는 소-수성이 더욱 큰 TTAB이 

사용되었으며 또한 크기와 소수성에서 훨씬 큰 반대 이 

온(C1 와 BL)들이 마이셀과 강한 결합을 이룸으로써 

△明의 기여도가 더욱증가하기 때문이다

결 론

DPC/TTAB 혼합계면활성제의 마이셀화에 대한 

CMC 값은 온도의 변화에 따라 최소값(C7WC*)을 나타 

내었으며, 그 때의 온도(7*)는 의 증가에 따라 점 

차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CMC*와 糜의 값을 이용 

하여 계산한 여러 가지 열역학 함수값을 온도와 aonc 

의 변화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AG，와 AG1；, 
은 측정한 온도범위 내에서 모두 음의 값을 나타내었 

으며, &S%은 모두 양의 값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AH%은 〃를 전후로 양에서 음의 값으로 부호가 변하 

였다. 이러한 열역학 함수값은 온도의 증가에 따라 모 

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의 증가에 따라 특 

이한 현상을 보였다. 즉 &站,은 aw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지만. ACP, AH",,, 및 AS%은 

＜如«가 커질수록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경향을 보였 

다. 이것은 마이셀의 크기 , 구조. 밀도, 표면적 , 반대 이 

온의 결합상수 등이 以火에 따라 변하기 때문이다. 한 

편 AH%을 AS。,,에 대하여 도시하여 구한 등구조온도 

는 0成의 값에 따라 -10"C에서 +17.6 "C까지 변하 

였으며, a*가().6일 때 최대값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현상들은 DPCfTTAB 혼합시스템이 탄소사슬의 길이가 

서로 다른 두 성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즉 DPC 

와 TTAB은 소수성의 차이와 서로 다른 머리부분의 

구조로 인하여 비이상적 혼합마이셀을 이루게 되며, 마 

이셀상의 조성과 전체 몰분율 조성은 서로 다르게 된 

다. 그 결과 DPC/TTAB 혼합시스템의 경우는 SDS/ 

DBS의 경우와는 다르게 마이셀의 특성들이 몰분율 조 

성에 따라 변하게 되며 또한 열역학적으로 특이한 현 

상들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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