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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양이온 계면활성제인 TTAB(tetradecyltrimethylammonium bromide)의 수용액에서 benzenesul
fonate 음이온과 유도체 ©H’S。-, p-CHsCoHtSO- 및 p-CHCo^SO-)들의 가용화 현상을 UV/Vis 분광광도 

법을 이용하여 연구하였다. 온도의 변화에 따른 가용화상수 (Ks)의 변화를 측정하고 분석하였으며, 또한 가용 

화에 영향을 미치는 "펜탄올과 NaBi의 효과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이러한 첨가제는 K와 CMC 값을 동시 

에 큰 폭으로 감소시키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측정된 lnKs 값은 InCMC 값에 대하여 일차함수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열역학적 고찰을 위하여 온도에 따른 Ks 값의 변화로부터 여러 가지 열역학 함수값(AGo , 

网 및 AS 着 계산하고 분석하였다.

ABSTRACT. The interaction of benzenesulfonate anion and its derivatives (CoH’SO-, p-CHsCHSO-, and 
p-CzH’CHSOD with the micellar system of cationic surfactant TTAB(tetradecyltrimethylammonium bro
mide) was studied by UV/Vis spectrophotometric method. The solubilization constants(K) of benzenesulfonate 
anions into the micellar phase of this surfactant have been measured with the change of temperature. The 
effects of additives(n-pentanol and NaBr) on the solubilization of benzenesulfonate anions by this surfactant 
system have been also measured. There was a great decrease on the values of Ks and CMC simultaneously with 
these additives so that the measured values of lnKs were linear relationships with the values of lnCMC. For the 
thermodynamic study, various thermodynamic parameters(AG°, AH° , and AS°) have been calculated and 
analyzed from the dependence of Ks values on temperature.

서 론

계 면 활성 제 분자들은 수용액 상에 서 임 계 마이 셀농도 

(CMC徂다 높은 농도에서는 마이셀을 이루게 되며, 

마이셀은 유기용매처럼 소수성을 띠는 내부와 전기적 

이중 층을 이루는 표면으로 구성된다. 소수성을 띠는 

유기성 분자들은 마이셀의 내부에 가용화되며, 이온성 

이거나 친수성 그룹을 가진 분자들은 마이셀의 표면 

가까운 곳에 가용화된다. 어떤 물질이 마이셀 속으로 

가용화되는 정도와 마이셀 내부에서 가용화되는 위치 

는 물질과 마이셀의 상호작용의 세기에 따라 크게 변 

화된다.1-5 즉 가용화되는 물질과 마이셀의 구조, 특성 , 

크기, 전하량 등에 따라 가용화는 큰 영향을 받는다. 

마이셀에 의한 유기 혹은 무기물질의 가용화 현상은 

산업현장이나 실생활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최근 

에는 마이셀의 촉매반응과 단백질의 분리반응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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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적인 목적을 위하여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지금까 

지 가용화 현상을 연구하기 위하여 다양한 종류의 계 

면활성제와 유기물질이 사용되고 있으며 또한 다양한 

방법과 이론들이 개발되고 있다.6-12

F. A. Quina 등13은 양이온 계면활성제 혹은 양이온 

问이온 혼합계면활성제를 사용하여 여러 가지 유기물 

질의 가용화에 대하여 연구하였으며, 본 실험실에서도 

phenoxide 음이온의 가용화에 미치는 마이셀의 효과에 

대하여 연구하기 위하여 탄소사슬의 길이와 머리부분 

의 구조가 서로 다른 양이온 계면활성제들을 이용하였 

으며, 또한 양이온 계면활성제인 CTAB과 TTAB의 혼 
합계면활성제를 이용한 바 있다.14,15 가용화 현상에 대 

하여 자세히 연구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마이셀의 특 

성뿐만 아니라 유기물질의 구조와 특성도 변화시킬 필 

요丿卜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기물질의 구조변경 

이 가용화의 정도와 마이셀 속에서의 위치에 어떤 영 

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benzenesulfOnate 
(BS)음이온과 그것의 유도체,즉 p-methylbenzenesufOnate 
(MBS阕 p-ethylbenzenesulfonate(EBS) 음이온들의 가 

용화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이러한 유기물질들은 UV 
영역에서 흡수띠를 가지며 마이셀 속으로 가용화 될 

때 흡수띠가 장파장 쪽으로 이동함으로써 가용화상수 

(K,) 값을 쉽게 결정할 수 있다. 양이온 계면활성제인 

TTABS] 동일한 용액에서 이러한 유기물질들의 가용화 

를 조사함으로써 마이셀에 의 한 효과를 모두 동일하게 

유지하였다. 또한 열역학적 고찰을 위하여 온도에 따른 

K 값의 변화를 조사하였으며, 첨가제인 NaBr과 "펜 

탄올의 효과에 대하여도 조사하였다.

실 험

실험 방법은 전편의 논문14,15에서 사용한 것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였다. 즉 TTAB 용액에서 benzensul- 
fonate 음이온과 유도체들의 K 값을 측정하기 위하여 

UV/Vis 방법을 이용하였으며,8,11,12 계면활성제인 

TTAB의 CMC 값과 반대이온의 결합상수(B殻은 전도 

도법으로 측정하였다.16-18 모든 용액에서 가용화되는 유 

기물질의 농도를 2.5 mM로 일정하게 유지하였으며 , 
TTAB의 농도는 최대 0.14 mM에서 점차로 감소시키 

면서 흡광도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각 용액의 흡광도 

측정은 유기물질의 가용화로 인하여 흡광도의 변화가 

가장 크게 일어나는 파장에 고정시키고 측정하였다. 즉 

BS(benzenesulfonate：g| 경우 파장을 263 nm에 그리고 

MBS(p-methylbenzenesulfonate) 와 EBS(p-ethylben- 
zenesulfonate：는 모두 261 nm에 고정하고 측정하였다. 

계면활성제의 농도에 따른 흡광도의 변화로부터 Ks 값 

을 구하였으며, 열역학적 고찰을 위하여 온도를 최소 

7oC에서 최대 37oC까지 6oC씩 변화시키면서 K 값 

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또한 첨가제인 NaBr과 "펜탄 

올은 0.025 M의 농도 간격으로 최대 0.1M까지 농도 

를 변화시키면서 측정하였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모든 

물질들은 순도가 최소 98%이상인 Aldrich 제품을 더 

이상 정제하지 않고 바로 사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유기물질의 가용화 현상을 식 (1)과 같이 평형반응 

으로 나타내면, 가용화상수0，)는 식 (2)와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여기서 [&] 와 [&}은 각각 용매상과 마이 

셀상에서 유기물질의 농도를 나타내며, [D.}은 마이셀 

상을 이루는 계면활성제의 농도로서 전체 계면활성제 

의 농도([D职]서 CMC를 뺀 값이 된다.

&+D.。& (1)

Ks = [S，”]/([Sa][D，”]) = [S，”]/{[%]([D'] - CMC)}
(2) 

순수 용매상과 마이셀상에서 환경 이 서로 다름으로 인 

하여 유기물질이 마이셀상으로 가용화되었을 때의 흡 

광도(』.阕 유기물질이 순수 용매상에 존재할 때의 흡 

광도(』«)는 서로 다르게 되며, 이러한 흡광도의 차이를 

이용하면 Ks 값을 쉽게 결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UV/Vis 법에서 K는 용액의 전체 흡광도(£岡 대하여 

식 ⑶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식 (3：岡서 좌변을 용 

액의 전체 흡광도(』)에 대하여 도시하면 직선이 얻어 

지며, 그 직선의 기울기로부터 Ks 값을 계산할 수 있 

다.14,15

(A -Aa)//([Dt] — CMC) = KsAm — KsA (3)

TTAB 계면활성제 용액에서 BS와 그것의 유도체 

(MBS 및 EBS厝의 Ks 값을 여러 온도에서 측정하였 

으며, 각 유기물질의 온도에 따른 Ks 값의 변화를 측 

정하여 Fig. 1에 도시하였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각 

그래프는 포물선을 이루며 또한 온도가 증가할수록 감 

소하다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알킬 치환기를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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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lots of K vs. temperature for the solubilization of 
benzenesulfonate anion and its derivatives by the micellar 
system of TTAB; ( • ) BS, (▲ ) MBS, and (■ ) EBS.

MBS와 EB渕 Ks 값이 알킬 치환기를 갖지 않는 

BS의 K 값보다 온도에 따른 변화가 크게 나타났으며 , 
또한 알킬 치환기가 길수록 이러한 K 값의 변화는 

더욱 크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식 (4)와 같이 lnK값 

은 온도의 이차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Fig. 1 
의 데이터에 최소자승법을 적용하여 식 (4问 상수값과 

최소값의 K* 값 그리고 그 때의 온도(T*彊 구하여 

Table 1에 RMSD(root mean square deviation)값과 

함께 나타내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유기물질의 알 

킬 치환기가 길수록 Ks*와 T*의 값은 커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것은 알킬 치환기가 긴 유기물질은 소수성 

이 더욱 증가함으로써 마이셀의 깊은 곳에 가용화되기 

때문이다.19

ln Ks = aT + bT + c (4)

Fig. 1 에서 측정한 Ks 값의 온도에 따른 변화를 이용 

하여 각 유기물질의 가용화에 대한 열역학 함수값 

(AG：, 四 및 或 着 식 (5), (6) 및 (7网 의 하여 

각각 계산하였으며,20,21 그 결과를 Table 涉] 나타내었 

다. 모든 유기물질의 가용화에 대한 AG； 값은 모두 

음의 값을 나타내었으며, 알킬 치환기가 길수록 AGO 

값은 더욱 작은 값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Fig. 2에는 

각 유기물질의 가용화에 대한 AG； 값의 온도에 따른 

변화를 도시하였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BS와 MBS 
의 경우는 온도의 증가에 따라 AG； 값이 거의 같은 

폭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EBS] 경우는 오 

히려 미소하게 증가하거나 거의 변동이 없었다.

AG； = RTln Ks = -RT(aT2 + bT+c) (5)

AH； = -fL[d(AG°/ T)/dT]p = RT1(2aT + b) (6)

Table 1. Least square parameters of the equation (4) for the solubilization of benzenesulfonate(BS), p-methylbenzene- 
sulfonate(MBS), and p-ethylbenzenesulfonate(EBS) by the micellar system of TTAB

Solute
a

(X104 K-2)
b

(K-1)
c

T
(0C)

K：

(M-1)
RMSD

(%)
BS 5.05 -0.30 50.7 22.4 759 0.01
MBS 3.74 -0.23 43.0 34.5 2082 1.34
EBS 8.15 -0.55 99.2 61.4 3153 1.24

Table 2. Variation of thermodynamic parameters with temperature for the solubilization of benzenesulfonate(BS), p-methylben- 
zenesulfonate(MBS), and p-ethylbenzenesulfonate(EBS) by the micellar system of TTAB. The units of AG；, AH；, and AS； are 
respectively kcal/mol, kcal/mol, and cal/mol K

^^\Solute
Temp.K\

BS MBS EBS

邳 AM 皿 邳 AS； AG； AH； A；

280 -5.99 -2.42 12.8 -6.64 -3.20 12.3 - 一 -

286 -6.09 -1.55 15.9 -6.74 -2.61 14.4 -7.94 -12.8 -17.0
292 -6.19 -0.58 19.2 -6.83 -1.96 16.7 -7.86 -11.7 -13.2
298 -6.31 0.46 22.7 -6.93 -1.25 19.1 -7.78 -10.5 -9.13
304 -6.46 1.59 26.5 -7.04 -0.48 21.6 -7.74 -9.10 -4.47
310 -6.63 -2.81 30.5 -7.19 0.36 24.4 -7.73 -7.59 0.45

2001, Vai. 45, N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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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1------------- 1------------- 1------------- 1-------------
280 286 292 298 304 310

Temperature (K)
Fig. 2. Plots of AG°S vs. temperature for the solubilization of 
benzenesulfonate anion and its derivatives by the micellar 
system of TTAB; ( • ) BS, (▲ ) MBS, and (■ ) EBS.

或=(&H—皿/T = R(3aT2+2bT+c) (7)

한편 Table 2에 의하면 BS와 MBS의 가용화에 대 

한 或s 값은 각각 22 oG와 35 °C를 전후하여 부호 

가 음에서 양의 값으로 바뀌었으며, EBS의 诵 값 

은 측정한 온도범위 내에서 모두 음의 값을 나타내었 

다. 그리고 BS와 MBS의 가용화에 대한 AS； 값은 

모두 양의 값을 나타내었으며, EBS의 가용화에 대한 

AS； 값은 31 oC를 전후하여 부호•가 음에서 양의 값으 

로 변하였다. 이와 같이 AH； 와 AS； 가 상호 보완적 

으로 AG； 값에 기여함으로써 각 유기물질의 가용화에 

대한 AG； 값은 측정한 온도범위 내에서 모두 음의 

값을 나타내었다. 또한 BS와 MBS의 가용화에서는 

AH； 보다 양의 값인 AS； 가 AG； 값에 크게 기여함 

을 알 수 있으며, EBS의 경우에는 AS； 보다 음의 값 

인 就 가 크게 기여함을 알 수 있다. 즉 유기물질의 

알킬 치환기가 길수록 AS； 보다 词 가 가용화에 더 

욱 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Table 2에 

의하면 각 유기물질의 가용화에 대한 AH； 와 AS； 

값은 온도의 증가에 따라 모두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 

으며, 또한 동일한 온도에서는 이러한 열역학 함수값들 

은 알킬 치환기가 길수록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 

었다. 알킬 치환기가 유기물질의 가용화에 미치는 효과 

를 더욱 자세히 조사하기 위하여 Table 2에 있는 

0 1 2
Carbon No. of Alkyl Group

Fig. 3. Plots of thermodynamic parameters vs. carbon num
ber of alkyl substituent for the solubilization of benzene
sulfonate anion and its derivatives by th micellar system of 
TTAB at 37oC; ( • ) AG% (▲ ) AH； and (■ ) AS；.

37oC 에서의 열역학 함수값들을 탄소사슬의 길이에 대 

하여 Fig. 3에 도시하였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탄소 

사슬의 길이가 길수록 모든 열역학 함수값은 감소하였 

으며, 특히 AG； 의 그래프는 알킬기의 길이에 대하여 

일차함수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 직선의 기울기는 

약 -0.5澹 나타내며, 이것은 유기물질의 가용화에서 

알킬 치환기의 탄소수가 하나씩 증가할 때마다 

AG； 가 0.55 kcal/m이씩 감소함을 의미한다.

각 유기물질의 가용화에 대하여 Table 2의 AH； 값 

을 AS； 값에 대하여 Fig. 4에 도시하였다. Fig. 4에 

서 보듯이 각 유기물질에 대한 AH； 값은 AS； 값에 

대하여 식 (8과 같이 직선을 이루므로 AG；은 식 

(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기울기 已 등구 

조온도(isostructural temperature尾 그리고 절편 b는 

AS； 가 영 일 때의 AH 값을 나타낸다.22 식 (9)에 

의하면 측정한 온도(7又卜 등구조온도와 같으면 식 (9) 
의 둘째 항은 영이 되며, AG； 값은 b가 된다. 즉 

등구조온도는 AG； 에 대한 AS； 의 기여도가 영 이 되 

는 온도를 뜻하며, 만약 측정한 온도가 등구조온도와 

크게 차이를 보이면 AG； 값은 AS； 의 값에 크게 영 

향을 받게 된다.

AH； = a AS； + b (8)

AG； = AH； - TAS； = b + (a - T)AS； (9)

Journal ；f the Korean Chemical S；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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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 (cal/mol K)
Fig. 4. Plots of AH°s vs. AS°s fOr the solubilization of ben
zenesulfonate anion and its derivatives by the micellar 
system of TTAB; ( • ) BS, (▲ ) MBS, and (■ ) EBS.

Table 3. Least square parameters of equation (8) and isostruc- 
tural temperature for the solubilization of benzenesulfonate 
(BS), p-methylbenzenesulfonate(MBS), and p-ethylbenzene- 
sulfonate(EBS) by the micellar system of TTAB

Solute
a

(x10 K)
b 

(kcal/mol)
Isostructural 
temperature (oC)

RMSD
(%)

BS 2.96 -6.24 23 2.63
MBS 2.95 -6.86 22 2.66
EBS 2.99 -7.75 26 2.71

식 (8)에 의하여 Fig. 4에 있는 각 직선의 기울기 (a) 
와 절편 (b 尾 최소자승법으로 구하였으며, 그 결과를 

RMSD 및 등구조온도의 값과 함께 Table 3에 나타내 

었다. Fig. 4와 Table 3에서 알 수 있듯이 각 유기물 

질의 가용화에 대한 직선의 기울기와 절편은 가용화되 

는 유기물질의 종류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 

다. 각 직선의 기울기로부터 구한 등구조온도는 22 oC 

에서 26oC사이의 실온범위 내에 있으며, EBS에 대한 

값이 BS 혹은 MBS에 대한 값보다 3〜4oC 정도 더 

높게 나타났다.

계면활성제 용액에서 유기물질의 가용화는 유기물질 

의 특성뿐만 아니라 마이셀의 특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즉 마이셀의 크기와 표면의 전하량 등에 의하 

여 마이셀 속 혹은 표면에 가용화되는 유기물질의 양 

은 변화된다.23-26 이러한 마이셀의 효과에 대하여 조사 

하기 위하여 마이셀의 구조와 표면전하량을 변화시키 

는 첨가제인 NaB罔 농도를 변화시키면서 K와 CMC 
값을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Table 4에 나타내었다. 

또한 측정한 K 값으로부터 계산한 0 값을 함께 

나타내었다. K^ CMC 값은 NaBr의 첨가로 인하여 

동시에 크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NaBr의 농도 

가 증가할수록 이러한 값의 감소 폭은 더욱 크게 나 

타났다. Table 4의 각 유기물질에 대하여 lnKs 값을 

lnCMC 값에 대하여 Fig. 5에 도시하였다. 각 유기물 

질의 가용화에 대하여 그래프는 모두 직선을 이루었으 

며, 그 결과 lnK은 lnCMC에 대하여 식 (10과 같이 

일차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14,15 각 직선의 기울기와 

절편을 최소자승법으로 구하여 Table 6에 나타내었으 

며,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치환기인 알킬기가 길수록 

기울기와 절편 값은 더욱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lnKs = a lnCMC + b (10)

또한 첨가제인 〃펜탄올의 효과에 대하여 조사하기 위 

하여 〃펜탄올의 농도를 변화시키면서 K와 CMC 값 

의 변화를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Table 5에 나타내 

었다. Table 5의 lnKs 값을 lnCMC 값에 대하여 Fig. 

6에 도시하였으며,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펜탄올을 첨

Table 4. Variation of K and，G°s with the concentration of NaBr for the solubilization of benzenesulfonate(BS), p-methylben- 
zenesulfonate(MBS), and p-ethylbenzenesulfonate(EBS) by the micellar system of TTAB at 25oC

Solute

Conc.(M)

BS MBS EBS
CMC

(x103 M)
Ks

(M-1)

AG°

(kcal/mol)

Ks

(M-1)

AG°S

(kcal/mol)

Ks

(M-1)

AG°S

(kcal/mol)

0 764 -6.31 2165 -6.93 9080 -7.77 2.73
0.025 156 -5.37 362 -5.87 752 -6.30 0.77
0.05 102 -5.12 225 -5.59 402 -5.93 0.57
0.075 75 -4.93 170 -5.42 250 -5.65 0.45
0.1 70 -4.89 148 -5.34 212 -5.55 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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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Plots of 1戒 vs. InCMC for the solubilization of ben
zenesulfonate anion and its derivatives by the micellar sys
tem of TTAB in aqueous solution of NaBr at 25oC; ( • ) BS, 
(▲ ) MBS, and (■ ) EBS.

Fig. 6. Plots of ln^s vs. lnCMC for the solubilization of ben
zenesulfonate anion and its derivatives by the micellar sys
tem of TTAB in aqueous solution of "-pentanol at 25oC; ( •) 
BS, (▲ ) MBS, and (■ ) EBS.

가하였을 때도 NaBr의 경우와 같이 각 유기물질의 가 

용화에 대하여 그래프는 직선을 이루었다. 그 직선들의 

기울기와 절편을 최소자승법으로 구하여 Table 6에 

NaBM] 대한 값과 함께 나타내었다. Table 6에서 보 

듯이 "펜탄올의 경우는 NaBr의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훨씬 작은 값의 기울기와 절편을 가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것은 "펜탄올이 NaBr보다 가용화에 훨씬 

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즉 NaB의 경우는 

마이셀의 표면에 반대이온인 Br- 이온이 결합함으로써 

마이셀의 표면전하량과 구조를 직접적으로 변형시킴으

Table 5. Variation of Ks and AG°s with the concentration of "-pentanol for the solubilization of benzenesulfonate(BS), pmethyl-
benzenesulfonate(MBS), and /J-ethylbenzenesulfonate(EBS) by the micellar system of TTAB at 25oC

Solute

Conc.(M)

BS MBS EBS
CMC

(x103 M)
Ks

(M-1)

g

(kcal/mol)

Ks

(M-1)

g

(kcal/mol)

Ks

(M-1)

g

(kcal/mol)

0 764 -6.31 2165 -6.93 9080 -7.77 2.73
0.025 514 -6.07 1328 -6.64 4024 -7.29 1.42
0.05 451 -6.00 1108 -6.53 2864 -7.09 1.09
0.075 395 -5.92 909 -6.41 2039 -6.89 0.80
0.1 334 -5.82 744 -6.29 1451 -6.69 0.60

Table 6. Least square parameters of the equation (10) for the solubilization of benzenesulfonate(BS), ^-methylbenzene-
sulfonate(MBS), and ^-ethylbenzenesulfonate(EBS) by the micellar system of TTAB with additives(NaBr and "-pentanol)

Solute
AdditiV^^、、^

NaBr "-Pentanol

a b RMSD (%) a b RMSD (%)

BS
MBS
EBS

1.28 14.2 2.12 0.54 9.80 2.42
1.42 16.1 2.67 0.70 11.8 1.44
1.99 20.9 2.01 1.21 16.2 2.01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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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유기물질인 BS, MBS 및 EBS 음이온들의 가용 

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에 반하여 "펜탄올의 경우 

는 "펜탄올이 마이셀의 palisade 층에 가용화되어 마 

이셀의 표면전하량을 변화시킴으로써 가용화에 간접적 

으로 영향을 미친다.

결 론

TTAB 계면활성제 용액에서 benzenesulfonate 음이 

온과 유도체들의 가용화는 여러 가지 인자들에 의하여 

크게 변하였다. 즉 알킬 치환기의 길이가 긴 유기물질 

일수록 K 값은 증가하였으며, 그 결과 AG； 값은 알 

킬 치환기가 길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알킬 치 

환기가 길수록 소수성 이 증가하여 마이셀 속으로 더욱 

가용화가 잘 이루어지며 마이셀의 깊은 곳까지 가용화 

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각 유기물질의 가용화에서 온 

도의 증가에 따라 Ks 값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경향 

을 보였으며, BS와 MBS] 가용화에 대한 益，값 

은 온도의 증가에 따라 계속 감소하는 경향을 그리고 

EBS에 대한 冒，값은 약간 증가하거나 거의 변동이 

없었다. 이에 반하여 瑚와 成，값은 유기물질의 

종류와 측정한 온도범위에 따라 크기와 부호•가 변하였 

으며 , 또한 AH； 와 NS： 값은 온도의 증가에 따라 모 

두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이 瑚 와 成 가 

상호 보완적으로 KG°S 값에 기여함으로써 가용화를 촉 

진시켰으며 , 알킬 치환기가 길수록 &S； 보다 湘에 

의한 기여도가 더욱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각 유기 

물질의 가용화에 대한 湘 값은 &S； 값에 대하여 일 

차함수의 관계를 나타내었으며, 그러한 관계로부터 구 

한 등구조온도는 대체적으로 22〜26 °C의 실온근처에서 

이루어졌다. 한편 NaBr과 "펜탄올을 첨가하였을 때 

K와 CMC 값은 동시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측 

정한 lnKs 값은 lnCMC 값에 대하여 일차함수의 관계 

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첨가제에 의한 K와 CMC 값의 

감소효과는 "펜탄올보다 NaBr을 첨가하였을 때 그리 

고 알킬 치환기가 길수록 더욱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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