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2005, Vol. 49, No. 5 '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KCl 수용액에서 CPC/TX-100 혼합계면활성제의 미셀화에 

대한 열역학적 연구

김영철* • 이병환*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한국기술교육대 학교 응용화학 공학과

(2005. 7. 22 접수)

Thermodynamics on the Micellization of CPC/TX-100 Mixed 
Surfactant System in Aqueous Solutions of KCl

Yung-Cheol Kim+ and Byung-Hwan Lee*
^Health and Environmental Research Institute, Taegu 706-090, Korea

Department of' the Applied Chemical Engineering, Korea University of' Technology & Education, 
Chonan 333-860, Korea
(Received July 22, 2005)

요 약. KCl 수용액 에 서 양이온 계면활성 제 인 Cetylpyridinium chloride(CPC)와 비 이온 계면활성 제 인 Triton 

X-100(TX-100)^| 혼합계면활성제의 임계미셀농도(CMC)를 온도 에서 3笋C까지 UV 흡광도법으로 측정하 

였다. 측정된 CMC 값의 온도에 따른 변화로부터 여러 가지 열역학 함수값(△(}%, AH°m 및 ZXS%)을 계산하 

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측정범위 내에서 은 모두 음의 값을 그리고 △¥*“값은 모두 양의 값을 나타내 

었다. 그러나 ZXH%은 측정한 온도에 따라 양 혹은 음의 값을 나타내었다.

주제어: CPC, TX-100, 임계미셀농도, 반대이온 결합상수, 등구조 온도

ABSTRACT. The critical micelle concentration (CMC) of the mixed surfoctant system of Cetylpyridinium chloride 
(CPC) with Triton X-100 (TX-100) in aqueous solutions of KCl were determined by using the UV absorbance method 
from 15°C to 35°C. Thermodynamic parameters (△ G當，△ H當，and △ S當)，associated with the micelle formation of 
CPC/TX-100 mixed surfactant system, have been estimated from the temperature dependence of CMC values. The cal
culated values of AG°m are all negative but the values of AS°m are positive in the whole measured temperature region. 
On the other hand, the values of AH°m are positive or negative, depending on the measured temperature.

Keywords: CPC, TX-100, Critical micelle Concentration, Counter Ion Binding Constant, Iso-Structural Temperature

서 론

수용액에서 계면활성제분자들의 미셀화 현상을 설 

명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이론과 모델들이 개발되고 

있다.心 특히 임계미셀농도(CMC)의 온도의존성으로 

부터 여러 가지 열역학 함수값들을 계산하고 분석함 

으로써 계면활성제분자들의 미셀화 현상을 열역학적 

으로 설명하기 위한 이론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다. 지 

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온도의 증가에 따라 CMC 
값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실온근처 

에서 최소값을 나타낸다.4" 온도에 따른 CMC의 이 러 

한 변화로부터 △(｝當은 식 ⑴에 의하여 그리고 ZXH當 

의 값은 식 (2)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었다.秘 여기서 

R과 丁는 각각 이상기체상수와 절대온도를 나타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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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미셀 상에서 반대이온의 결합상수를 나타낸다. 

한편 Mesa와 Muller 등은 최소값의 임계미셀농도 

(CMC*)와 그 때의 온도(T)를 측정하고 그 값을 이용 

하여 열역학 함수값들을 계산할 수 있는 이론을 개발 

하기도 하였다.逆，9 일반적으로 계면활성제의 미셀화 

에 대한 △(}% 값은 대부분 음의 값을 나타내며, 이 

것은 ZXH%과 의 두 인자들이 상호보완적으로

기여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다.7,8

" = (l + B)R71nC* (1)

Mf„, = -(1 + 尸 dQnC") ⑵ 
dT

지금까지는 단일 성분 계면활성제의 미셀화에 대하 

여 열역학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지만 혼합계 

면활성제의 미셀화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卩5 
섬유, 염색, 윤활유, 농약, 페인트 등의 산업현장이나 

가정용 세제에서는 생산에서의 어려움 때문에 단일 

성분의 계면활성제보다는 혼합계면활성제가 많이 사 

용되고 있으므로 혼합계면활성제에 대한 연구가 필 

요하다. 일반적으로 두 종류의 계면활성제를 혼합하 

면 단일 성분이 나타낼 수 없는 특이한 현상들을 나 

타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양이온 계면활성제인 

Cetylpyridinium chloride(CPC; C16H33N+C5H5CI-) 와 

Polyoxyethylene 계열의 비이온 계면활성제인 Triton 

X-100(TX-100; C8Hi7CsH4(OC2H4)ioOH)^ 혼합계면활 

성제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 혼합계면활성제에서 

CPC의 겉보기몰분율(s)을 0.9로 고정하였으며, 이것 

은 CPC/TX-100 혼합계면활성제 중에서 s이 0.9일 

때 온도에 따른 CMC의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 혼합계면활성제의 열역학적 연구를 위 

하여 온도를 변화시키면서 CMC를 측정하였으며 또 

한 미셀 상에서 반대이온의 결합상수값(|3)를 계산하 

기 위하여 염(KC1)의 농도를 변화시키면서 CMC를 측 

정하였다.

실 험

계면활성제인 CPC와 TX-100은 순도가 98% 이상 

인 Aldrich 제품을 더 이상 정제하지 않고 바로 사용 

하였으며, 측정기기와 실험방법은 전편의 논문에서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였다즉 용액의 흡광도를 즉정 

하기 위하여 KONTRON사의 UV 분광광도계를 사용 

하였으며, 용액에서 계면활성제의 농도에 따른 흡광 

도의 변화로부터 CMC를 측정하였다. 용액제조를 위 

하여 우선 KC1 의 저장용액을 만들었으며, 이 용액을 

이용하여 농도가 각각 0.01 M인 CPC와 TX-100의 저 

장용액을 만들었다. 그런 후, 이 용액들을 일정한 비 

율로마이크로피펫으로 취하여 혼합함으로써 혼합계 

면활성제의 저장용액을 만들었다. 이 저장용액을 앞 

에서 만든 KC1 저장용액으로 계속 묽힘으로써 계면 

활성제의 전체농도가 각기 다른 용액 12개를 제조하 

였다. 이와 같이 저장용액을 만들어 계속 묽힘으로써 

12개의 용액 에서 모두 두 성분의 농도비와 KC1 의 농 

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었다. 제조한 12개 용액 

의 흡광도를 측정하여 계면활성제의 전체농도에 대 

하여 도시하면 기울기가 서로 다른 두 직선이 교차하 

게 된다.'3 Shanks와 Zana 등에 의하면 이 두 직선의 

교점은 바로 CMC를 나타내므로 두 직선의 교점으로 

부터 CMC를 측정하였다.W5 열역학적 연구를 위하여

15。(：에서 45。(：까지 1(FC 간격으로 측정하였으며 또 

한 KC1 의 농도는 0m.M에서 8mM까지 2mM 간격으 

로 변화시키면서 측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순수 물 및 KC1 을 함유하는 수용액에서 cpc/rx- 

100 혼합계면활성제 (a 1=0.9)의 미셀화에 대하여 측정 

한 CMC 값을 Table 1에 나타내었으며, Fig. 1에는 온 

도변화에 따른 CMC 값의 변화를 도시하였다. 여기 

서 알 수 있듯이 CPC/TX-100 혼합계면활성제의 CMC 

는 온도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298 K 근처에서 최소값을 보이고 있다. 일 

반적으로 InCMC 값은 온도의 2차함수로서 식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mu 여기서 CMC는 보통 몰분 

율 척도로 나타낸다. 또한 상수 a와 次는 각각 K-과 

KT 의 단위를 가지며 상수 c는 단위를 갖지 않는다. 

Table 1에 있는 각 KC1 용액에서 측정한 CMC 값을 

식 (3)에 대 입하여 최소자승법으로 a, 3 및 c 를 구하 

였으며 , 그 결과를 RMSD(root mean square deviation) 

값과 함께 Table 2에 나타내었다. 또한 각 용액에서 

최소값의 임 계미 셀농도(CMC")와 그 때의 온도(T) 및 

자유에너지의 변화값(△＜】„)를 최소자승법으로 계산 

하여 Table 2에 함께 나타내었다.小 여기서 알 수 있 

듯이 순수 물 및 모든 KC1 용액 에서 T는 모두 298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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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values of CMC (X 104mol/L) and AG°m(kcal/mol) for the micellization of CPC/TX-100 mixed surfactant system (ai=0.9) 
in aqueous solutions of KC1 at various temperatures

Temp.(K)
KCl(mM)

288 298 308 318
CMC AG°m CMC AG°m CMC AG°m CMC AG°m

0 7.26 -6.33 6.97 -6.54 7.26 -6.72 7.66 -6.85
2 4.35 -6.78 4.17 -7.00 4.41 -7.19 4.54 -7.34
4 2.97 -7.11 2.93 -7.33 3.05 -7.53 3.41 -7.62
6 2.35 -7.32 2.23 -7.57 2.36 -7.77 2.60 -7.88
8 2.05 -7.44 2.01 -7.66 2.10 -7.88 2.31 -7.99

288 298 308 318
Temp. (K)

Fig. 1. Plots of CMC versus temperature for the micelliza
tion of CPC/TX-100 mixed surfactant system (oti=0.9) in 
aqueous solutions ofKCl: (•), no salt; (■), 0.2 M KC1; (▲), 
0.4M KC1; (O), 0.6M KC1; (A ), 0.8M KC1.

근처의 값을 나타내 었으며 , CMC*와 는 모두 KC1

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lnCMC = af + bT+c (3)

Table 1에 나타낸 CMC 값은 KC1 의 농도가 증가할 

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 일반적으로 Shinoda 

등에 의하면 InCMC는 ln(CMC비KC1])에 대하여 식

Fig. 2. Plots of InCMC versus ln(CMC+[KCl]) for the 
micellization of CPC/TX-100 mixed surfactant system 
(ai=0.9) at several temperatures: (•), 288K; (■), 298 K. (▲), 
308 K; (O), 318 K.

(4)와 같이 비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18 Table 1의 측 

정한 CMC 값을 식 (4)에 적용하여 도시한 결과를 

Fig. 2에 나타내었다. 각 온도에서 최소자승법을 적용 

하여 직선의 기울기以)와 절편修)을 계산하였다. 그 

결과 모든 온도에서 기울기는 모두 -0.52의 동일한 값 

을 나타내었으며, 절편은 -11 근처의 값으로서 측정 

한 온도에 따라 약간씩 달랐다. 여기서 직선의 기울

Table 2. Derived least square parameters (from equation 3), thermodynamic parameters, and root mean square deviation (RMSD) 
for the micellization of CPC/TX-100 mixed surfactant system (ai = 0.9) in aqueous solutions of KC1

KCl(mM) 67(x104K'2) c T*(K) CMC* (xlO4M) △ G°m (kcal/mol) RMSD (%)
0 2.36 -0.14 13.8 298.8 6.98 -6.60 1.5
2 1.77 -0.11 7.91 297.8 4.22 -6.99 2.8
4 3.35 -0.20 21.2 296.0 2.92 -7.28 0.3
6 3.71 -0.22 24.6 298.2 2.25 -7.57 1.5
8 2.88 -0.17 16.7 296.1 1.98 -7.5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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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미셀상에서 반대 이온의 결합상수(。)값을 나타내 

므로 각 온도에서。값이 모두 동일한 것은 반대 이온 

의 결합상수값이 온도의 변화에 따라 크게 변하지 않 

음을 의미한다：

InCMC = Aln(CMC+ [KCl])+B (4)

Table 1에서 측정한 CMC 값과 Fig. 2에서 구한 P 

값(0.52)을 이용하여 값을 식 (1)에 의하여 계

산하였으며, 그 결과를 Table 1에 함께 나타내었다. 계 

산한 의 값은 온도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경 

향을 보였으며 또한 KC1 의 농도를 증가할수록 역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것은 온도가 올라갈수록 

그리고 KC1 의 농도를 증가할수록 CPC/TX-100 혼합 

계면활성제는 미셀을 더욱 잘 이룸을 의미한다. AG°m 

의 값은 와 값의 크기와 부호에 따라 결 

정되며, 이들 값의 크기와 기여도에 따라 계면활성제 

분자의 미셀화 현상이 엔탈피 지배반응 혹은 엔트로 

피 지배반응으로 일컬어진다. 계면활성제의 미셀화에 

대 한 ^HOm 값은 식 ⑴과 (3)에 의하여 식 (5)와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그리고 값은 식 ⑴과 (5)에 

의하여 식 (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氏户(2次"+代)(5)

최소자승법으로 구한 Table 2의 변수皿 b 및 c)값 

과 식 (5)와 (6)을 이용하여 와 을 각각 계

산하였으며, 그 결과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값은 측정한 모든 온도에서 양의 값을 나타내었으며, 

△H% 값은 298 K를 전후로 하여 양의 값에서 음의 

값으로 바뀌었다. 그 결과 298 K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G% 값이 양의 값을 나타내는 보다 양의 값인

Fig. 3. Plots of thermodynamic parameters versus tempera
ture for the micellization of CPC/TX-100 mixed surfactant 
system (ai=0.9) in water: (•), AG°m; (■), AH°m; (▲), AS°m.

△Sh에 의하여 음의 값을 나타내게 되며, 298K 보 

다 높은 온도에서는 음의 값인 와 양의 값인 

가 공동으로 기여함으로써 의 값이 더욱 큰 음 

의 값을 나타내게 된다. Table 1과 3에 있는 열역학 

함수값(△&" 및 △%)들의 온도의존성을 조

사하기 위하여 순수 물에서의 열역학 함수값들을 온 

도에 대하여 Fig. 3에 도시하였다. 여기서 알 수 있듯 

이 온도의 증가에 따라 모든 열역학 함수값들은 감소 

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또한 이러한 현상이 모든 KC1 

용액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Table 3과 Fig. 3에 의 

하면 온도의 증가에 따라 엔트로피의 기여도는 점차 

적으로 줄어들고 오히려 음의 값인 엔탈피의 기여도 

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Il 한편 

KC1 의 농도증가에 따른 열역학 함수값들의 변화를 조 

사하기 위하여 298K에서 열역학 함수값들을 KC1 의 

농도에 대하여 도W 하여 보았으며, 그 결과를 Fig. 4

Table 3. Values of A H°m (kcal/mol) and △ S°m(cal/mol K) for the micellization of CPC/TX-100 mixed surfactant system (oti=0.9) 
in aqueous solutions of KC1 at various temperatures

Temp.(K)
KCl(mM)

288 298 308 318
AH°m AS°m AH°m AS°m AH°m AS°m AH°m AS°m

0 1.28 26.4 0.01 22.0 -1.25 17.8 -2.75 12.9
2 0.88 26.6 -0.01 23.5 -1.03 20.0 -2.16 16.3
4 1.36 29.4 -0.35 23.4 -2.30 17.0 -4.47 9.91
6 1.90 32.0 0.03 25.5 -2.09 18.4 -4.47 10.7
8 1.18 29.9 -0.29 24.7 -1.96 19.2 -3.82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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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i i i 1 I

0 2 4 6 8

Cone, of KC1 (mM)

Fig. 4. Plots of thermodynamic parameters versus concen
tration of KC1 for the micellization of CPC/TX-100 mixed 
surfactant system (ai=0.9) at 298K; (•), AG°m； (■), AH°m; 
(▲), AS°m.

에 나타내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KC1 의 농도증가 

에 따라 △(&%의 값은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다. 그러 

나 와 의 값은 KC1 의 농도증가에 따라 미 

소하게 변하고 있을 뿐 일반적 인 경향을 보이지 못하 

고 있다. 다른 온도에서의 결과도 동일한 경향을 보 

이고 있다.

CPC/TX-100 혼합계면활성제의 미셀화에 대한 

와 의 상관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Fig. 5에 을

△S%에 대하여 도시하였다. 그 결과, 모든 농도의 KC1 
용액에서 직선을 이루었다. 따라서 와 사 

이에는 식 ⑺과 같이 일차함수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의 값은 식 (8)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직선의 기울기(p)는 등구조온도(iso-structural 

temperat典)로서 식 (8)에 의하면 에 대한 

의 기여도가 0이 되는 온도를 나타낸다.422 즉 측정온 

도⑴가 #와 같으면 식 (8)의 둘째 항은 0이 되며, 그 

때의 값은 0가 된다. 만약 T>p 이면 측정한 

의 값이 양의 값이므로 식 (8)의 둘째 항은 음의 값이 

되며, 그 결과 값은 더욱 감소하게 된다. 그러 

나 T<p 이면, 식 (8)의 둘째 항은 양의 값을 나타내게 

되며, 그 결과 값은 더욱 증가하게 된다. 이것 

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등구조온도⑵ 보다 높은 온 

도에서는 에 의하여 미셀화가 더욱 촉진되지만, 

반대로 등구조온도 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에 의 

하여 미셀화는 더욱 어렵게 됨을 나타낸다.

10 15 20 25 30△ S°m (cal/m이 K)
Fig. 5. Plots of AH°m versus AS°m for the micellization of 
CPC/TX-100 mixed surfactant system (oti=0.9) in aqueous 
solutions ofKCl: (•), no salt; (■), 0.2 MKC1; (▲), 0.4 M 
KC1; (O ), 0.6 M KC1; (A), 0.8 M KC1.

Table 4. Derived least square parameters (from equation 7) 
and root mean square deviation (RMSD) for the micellization 
ofCPC/rX-100 mixed surfactant system(Q i= 0.9) in aqueous 
solutions of KC1

KC1 (mM) P (K) q (kcal/mol) RMSD (%)
0 298.8 -6.59 2.87
2 294.9 -6.95 2.31
4 299.8 -7.42 5.01
6 299.2 -7.64 5.34
8 298.4 -7.70 4.58

" = W = W (8)

Fig. 5에 나타낸 각 직선의 기울기(p)와 절편0)의 

값을 최소자승법으로 계산하였으며 , 그 결과를 Table 

4에 나타내었다. Table 4에서 알 수 있듯이 각 KC1 용 

액 에 대 하여 계산한 p의 값은 KC1 의 농도에 따라 약 

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대체적으로 상온(298K)근처의 

값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0 의 값은 -6.6에서 -7.7 kcal/mol 

까지 변하였으며 , KC1 의 농도를 증가할수록 0의 값은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경 향을 보인다. 또한 각 용액 에 

서 계산한 0의 값은 Table 2에 있는 T*에서의 자유에 

너지 변화값(△<*„)과 거의 동일한 값을 나타내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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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은 온도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경향 

을 보였으며 또한 KC1 의 농도를 증가할수록 CMC 값 

은 계속하여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변화로 

부터 계산한 값은 -6.33 kcal/mol에서 -7.99 kcaVmol 

까지 변화하였으며, 측정한 모든 범위에서 음의 값을 

나타내었다. 또한 값은 9.91 cal/mol K에서 32.0 

cal/mol K까지 변화하였으며, 측정한 범위 내에서 모 

두 양의 값을 나타내 었다. 그러 나 값은 1.90 

kcal/mol에서 -4.47 kcal/mol까지 변하였으며, 측정한 

온도에 따라 양 혹은 음의 값을 나타내었다. 온도의 

증가에 따라 이들 열역학 함수값들은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KC1 의 농도를 증가할수록 △(}% 

의 값은 계속 감소하였지만 ZXH%와 의 값은 일

반적인 변화를 보이고 않았다. 을 에 대하 

여 도시한 결과, 직선이 얻어졌으며 그 직선의 기울 

기 3)로부터 구한 등구조온도는 모두 실온(298 K) 근 

처의 값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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