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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es on the oil recovery enhancement using the nanotechnology has recently been studied in the United

States. The previous researches has focused mainly on the flow characteristics of nanoparticles in porous media,

and the stability of the nano-emulsion itself. However, the analysis did not deal with the size effects between a

nano-emulsion and the pore size which has an important role when nano-emulsion flows in the porous media. In

this research, nano-based emulsion was fabricated which is able to be applied for the enhanced oil recovery tech-

niques and its characteristics was analyzed. In addition, in order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nano-emulsions

flowing through the porous media, the size effect was analysed by filtering test. According to the results, when the

emulsion was fabricated, SCA(Silane Coupling Agent) or PVA(Poly Vinyl Alcohol) are added to improve the stabil-

ity of emulsion. As the ratio of the decane to water increased, the viscosity of emulsion and the droplet size also

increased. For the filtering test at the atmospheric conditions, the droplet did not go through the filter; only the sep-

arated water from the emulsion was able to be filtered. This phenomenon occurred because the droplet was not able

to overcome the capillary pressure. At the filtering test by suction pressure, most of the emulsion was filtered over

the filter size of 60 µm. However, the ratio of filtration was rapidly degraded at less than 45 µm filters. This is

caused due to deformation and destruction of the droplet by strong shear stress when passing through the pore. The

results from the study on the basic characteristic of nano-emulsion and filtering test will be expected to play as the

important role for the fabrication of the stable nano-emulsion or the research on the recovery of residual oil in

porous media.

Key words : fabrication of stable emulsions, analysis of emulsion stability, filtering test of emulsion, enhanced oil

recovery method, size effects of emulsion

최근 나노기술을 이용한 석유증진회수기술은 미국을 중심으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는 주로 다공성 매체 내 나노입자의 유동특성이나 나노 에멀젼 자체의 안정성 평가에만 중점을 두었으며, 다공성 매

체 내 나노 에멀젼의 유동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노 에멀젼과 공극의 크기 효과는 분석하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는

석유증진회수기술에 적용 가능한 나노기반의 에멀젼을 제조하였으며,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다공성 매체 내 나

노 에멀젼의 유동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필터링 시험을 통해 나노 에멀젼의 크기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나노 에

멀젼의 제조시 SCA(Silane Coupling Agent)나 PVA(poly Vinyl Aclohol)를 첨가하여 에멀젼을 제조할 때 안정성이

개선되며, 물에 비해 데칸의 비율이 높을수록 점성도가 높아지고, 액적크기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대기압조건

하에서 수행한 필터링 시험에서는 분리된 물이 주로 통과하고 액적은 통과하지 못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액적의

유동력이 필터에 작용하는 모세관압을 극복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흡입압력을 작용한 필터링시험에

서는 60 µm 크기 이상의 필터에서는 대부분 액적이 통과 하였으나, 45 µm 이하의 필터에서는 통과비율이 급격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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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필터 공극 통과시 강한 전단응력에 의해 액적이 변형되거나 파괴되어 공극을

막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 밝혀진 기본적인 나노 에멀젼의 특성 및 필터링 시험 결과는 향

후 안정적인 나노 에멀젼 제조나, 다공성 매체 내 잔류오일 회수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안정된 나노 에멀젼 제조, 나노 에멀젼 안정성 분석, 나노 에멀젼의 필터링 시험, 석유증진 회수기법, 나노

에멀젼의 크기 효과

1. 서 론

중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의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전 세계 오일수요는 연평균 1.5% 정도 지속적으로 증

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이를 보충할 만한 신규

유전의 발견은 점점 어려운 실정이다(Tabary and

Bazin, 2007). 그 대안으로 최근 석유증진회수기술

(Enhanced Oil Recovery, EOR)에 대한 관심이 급증

하고 있다. 과거에는 석유증진회수를 위해 주로 CO2,

폴리머, 열 등과 같은 단일한 물질이 이용되었으나, 이

러한 단순 기법들의 효율성 및 환경문제의 유발 등과

같은 한계성으로 인해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 나노

기술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 분야 기술개발은 2008년

에 출범한 미국 AEC(Advanced Energy Consortium)

의 지원을 받고 있는 텍사스 주립대학이 주도하고 있

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오일산업에서 나노입자 필요성,

다공성 매체에 나노입자 유동특성파악, 자성나노입자를

이용한 저류층의 잔류오일 분포특성 파악, 저류암에서

나노입자 분산성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Kim et al., 2011).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는 주로 다공성 매체 내 나노

입자의 유동특성이나 나노 에멀젼 자체의 안정성 평가

에만 중점을 두었으며, 다공성 매체 내 유동 측면에서

의 나노 에멀젼의 크기와 공극크기의 효과는 분석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나노 에멀젼을 이용한

석유증진회수 기술의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나노 에

멀젼을 제조하고 그 특성을 파악하였으며, 나노 에멀

젼의 다공성 매체내의 유동특성을 파악하기 나노유체

의 크기 효과를 분석하였다.

2. 나노 에멀젼의 특성 및 석유회수증진 메커

니즘

에멀젼이란 서로 섞이지 않는 두 유체가 혼합되어

연속상(continuous phase) 유체 내에 분산상(dispersed

phase)의 유체가 액적(droplet)으로 존재하는 상태를 말

한다. 이때 나노 에멀젼은 두 유체간 경계에 나노 입

자를 부착시켜 생성한 유체를 말한다. 이러한 에멀젼

은 비중 차이에 의해 분산상이 연속상 위에 부유하거

나 아래로 가라앉으면 유체의 균질한 성질을 잃게 되

므로 분리되지 않고 골고루 퍼져 있는 상태를 유지하

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에멀젼의 안정성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에멀젼은 물과 오일을 사용하여 제조하

는데, 이 에멀젼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

다. 하나는 연속상인 오일 내에서 분산상인 물 액적

(water droplet)이 존재하는 W/O(water in oil) 에멀

젼이고(Fig. 1 (a)), 다른 하나는 물에 오일 액적(oil

droplet)이 존재하는 O/W(oil in water) 에멀젼이다

(Fig. 1 (b)).

나노 에멀젼의 제조에 사용되는 나노 입자는 주로

Fig. 1. Two types of emul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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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카이며, 그 크기는 10-20 nm 정도이고, 에멀젼 분

산상의 액적(droplet) 크기는 1-100 µm이다. 이러한

나노입자는 고온, 고염도의 극한환경에서도 에멀젼을

안정화시키는데 효율적이며, 나노입자 표면의 코팅에

의해 O/W 및 W/O으로 에멀젼 형태를 결정하는데 중

요한 역할을 한다(Zhang et al., 2009, Zhang et al.,

2010).

나노 에멀젼에 의한 석유회수를 증진할 수 있는 메커

니즘은 에멀젼의 유형에 따라 다르다. 먼저 O/W 에멀젼

의 경우 물주입법과 동시에 사용할 때, 에멀젼에 존재하

는 오일 액적(oil droplet)이 투과성이 높은 공극을 막

게 하여 저류층 내에 물이 골고루 퍼져 주입됨으로써

물주입에 의해 발생되는 점성수지(viscous fingering)현

상을 방지하게 된다. 이때 공극을 막았던 나노 에멀젼

은 주입압력에 의해 증가되는 응력으로 인해 공극사이

를 통과하게 된다(Fig. 2). 이와 같은 수지현상의 방지

는 오일 회수량을 증대시킨다(McAuliffe, 1973). O/W

에멀젼의 석유회수 메커니즘은 비혼합유체의 피스톤 효

과에 의한 EOR기법 (immiscible displacement EOR

method)에 의한 것이 된다. W/O 에멀젼의 경우는 나

노 에멀젼에 존재하는 오일성분이 저류층 잔류오일과

접촉하여 혼합되면서 잔류오일의 성분을 가벼운 성분

으로 변화시켜 주는 혼합주입(miscible flooding) 효과

가 나타나게 된다. 또한 주입 에멀젼과 잔류오일간의

점성도 차이에 의해 에멀젼이 저류오일을 밀어주는 효

과가 결합된 혼합유체의 피스톤 EOR기법(miscible-like

displacement EOR method)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Kaminsky, 2010).

나노 에멀젼의 석유증진회수를 위해서는 암석과 나노

에멀젼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암석

과의 관계에서 나노 에멀젼이 저류층 암석 공극을 통

과해야 하기 때문에 암석 공극의 크기 및 표면의 화학적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 공극의 크기를 살펴보면, 사암의

경우 보통 1-100 µm, 치밀사암의 경우 0.01-1 µm,

셰일은 0.001-1 µm (1-1,000 nm)의 범위에서 분포한

다(Nelson, 2009; Fig. 3). 일반적으로 공극내 나노 에

멀젼의 유동성은 액적크기 분포에 매우 의존적이라 한

다(Thomas and FarouqAli, 1989). 즉 액적이 매우

복잡한 형태의 공극네트워크 사이를 통과하면서 잔류

오일을 밀어내기 위해선 저류층 공극 및 공극입구(pore

and pore throat)의 크기에 따른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

계면특성을 살펴보면, W/O의 에멀젼은 오일이 암석

과 직접 접촉하므로 소수성 암석(oil-wet rock)에서 높은

젖음성을 나타내며 O/W 에멀젼은 반대로 친수성 암석

(water-wet rock)에서 젖음성이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암석이 친수성 일 때 O/W 에멀젼이, 암석이 소수성

일 때 W/O 에멀젼이 저류층 유입에 용이하게 된다.

Trieber 등 (1972)은 50개 저류층의 암석을 채취하

여 암석표면에서 물, 오일과의 젖음성을 조사한 결과,

사암의 경우 친수성(water wet), 중간 친수성(Inter-

mediate wet), 소수성(oil wet)이 다양하게 나타났으나

탄산염암의 경우 대부분 중간 친수성과 소수성의 특성

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석유회수증진을 위

해 적합한 에멀젼은 사암의 경우 W/O 및 O/W 에멀

젼 모두 적용이 가능하지만, 탄산염암은 W/O 에멀젼

을 적용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3. 나노 에멀젼의 제조 및 유체 특성분석

나노 에멀젼은 에멀젼의 형태(O/W, W/O), 액적크기

(droplet size), 점성도 등을 자유자재로 결정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다. 먼저 나노 에멀젼의 형태는 나노입

자의 표면성질에 따라 결정된다. 나노입자의 표면이 친

수성에 가까우면 물-오일간 계면에서 물과의 접촉면적

을 증가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나노입자가 물을 바탕으

로 오일을 중심으로 뭉치게 되어 O/W 에멀젼이 형성

Fig. 2. An oil droplet entering a pore constriction (McAuliffe,

1973).

Fig. 3. Actual pore and pore throat size (Nelson,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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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Fig. 1 (b)). 반대로 나노입자가 소수성에 가까우

면 오일과의 접촉면적이 증가하게 되어 에멀젼은 W/O

에멀젼이 된다(Fig. 1 (a)). 따라서 입자의 표면성질 선

택에 따라 에멀젼 형태를 결정할 수 있다. 액적 크기

는 물의 염도와 나노입자의 함량 등 두 가지 요소에

따라 결정되며 염도가 낮으면서 나노입자 함량이 높을

수록 액적이 작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Zhang et

al., 2010). 에멀젼의 점성도는 에멀젼 제조에 사용된

오일의 종류에 의해 결정된다. 점성도가 낮은 에멀젼

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경질오일을 사용하거나 에멀젼

에 가스를 용해시키면 되고, 반대로 점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중질오일을 사용하면 된다. 그 밖에 에멀젼

제조에 사용되는 오일과 물의 비율에 따라서 점성도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이 연구에서는 실리카(나노입자)의 농도가 3 wt%인

동일한 조건에서 오일과 물의 비율이 20:80, 40:60,

50:50인 O/W 형태의 세 가지 나노 에멀젼을 제조하였

다. 이때 사용된 재료는 Aerosil 200(평균 직경 크기

12 nm의 친수성 실리카), 물은 정제수(Deionized

water), 오일은 데칸(n-Decane, C10H22)이며, 추가적으

로 실리카의 물과 데칸 사이의 계면흡착력을 향상시키

기 위해서 SCA와 PVA를 사용하였다. 제조방법은 균

질기(homogenizer)에서 물, 데칸, 실리카, SCA를 넣고

10,000~20,000 rpm으로 2분가량 혼합하는 순서로 진

행된다. 이 과정에서 SCA는 실리카 입자 표면에 존재

하는 히드록시기(-OH)와 결합반응하여 알킬사슬을 실

리카 표면에 도입시킴으로써 n-decane에 젖은 부분만

소수화시키는 역할을 한다(Fig. 4). 즉, 친수성인 실리

카의 일부분만 소수화시킴으로써 실리카가 물과 오일

상 모두에 흡착하여 계면흡착력을 향상시킨다. 이후

PVA를 넣고 추가적으로 1분간 혼합시켜 에멀젼의 안

정성을 증가시킨다. 이때 PVA은 에멀젼 형성 후 계면

에 보조적으로 붙으면서 SCA와 반응하여 실리카의 흡

착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제조된 나노 에멀젼의 물성분석을 위해 안정성 시험,

액적크기 분석을 위한 현미경 관찰, 유체의 점성도 측

정을 실시하였다. 안정성 시험은 저류층 내 나노 에멀

젼의 유동 시 유체의 균질함을 유지하는지에 대한 이

유로, 액적크기 분석은 저류층의 공극크기와의 관계 때

문에, 점성도는 에멀젼이 잔류오일을 밀어주는 정도 및

공극 내 유동시 마찰저항 등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분

석이 필요하다.

먼저 안정성 시험을 위해 데칸과 물 비율이 20:80 (시

료 A), 40:60 (시료 B), 50:50 (시료 C)인 세가지 나

노 에멀젼을 유리병에 동일한 양(100ml)으로 담고 10

일 동안 상분리 현상을 관찰하였다. 제조 직후에는 모

든 나노 에멀젼에서 상분리 현상을 관찰할 수 없었지

만, 1일 후에는 시료 A에서 66.7%가 액적과 물의 비

중 차이로 인하여 물이 하부로 분리되어 water layer

를 형성함을 확인하였다(Fig. 5). 이와 마찬가지로 시료

B에서는 water layer가 전체의 37.9%, 시료 C에서는

12.3%가 발생하면서 상이 분리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10일이 경과했을 때, 각각의 시료에 대해 비율이

68.5% (시료 A), 39.2% (시료 B), 22.6% (시료 C)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데칸의 비율이 높을수록 상

분리가 낮게 나타나며, 그 비율이 40% 이하(시료 A,

B)에서는 상분리가 제조 후 1일 이내 대부분 진행되는

반면, 50%(시료 C)에서는 긴 시간을 두고 조금씩 분

리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에

멀젼의 데칸은 droplet layer에만 존재하며 제조시 소

요된 물은 water layer와 droplet layer 모두에 존재

하므로 제조시 소요된 물에서 water layer를 제외하면

droplet layer 내에 존재하는 물의 양을 알 수 있으며,

droplet layer 내의 데칸과 물의 비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계산하면 시료 A의 droplet layer

Fig. 4. In-situ coupling interaction of silane coupling agent and silica in oil/water interface. 



석유증진회수에 적합한 나노 에멀젼의 제조 및 필터링 시험 분석 55

에는 데칸과 물의 비율 20:11.5로 결합되어 있으며, 시

료 B의 droplet layer에는 데칸 40 : 물 20.8, 시료

B의 droplet layer에는 데칸 50 : 물 22.6으로 결합되

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Table 1). 이를 통해 제조된

에멀젼은 물에 비해 데칸이 1.7-2.2배 많은 상태에서

안정화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안정화된 에멀젼은

데칸과 물이 일정한 비율이 존재한 상태로 혼합되어

하나의 체인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제조된 에멀젼 중

시료 C가 이러한 체인구조에 가장 적합하므로 상분리

가 적게 이뤄지며 유체 유동시에도 가장 균질한 상태

가 유지될 것이 판단된다.

다음으로 현미경을 이용한 액적크기(droplet size)를

관찰하였다(Fig. 6). Fig. 6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제

조 직후에는 액적의 평균크기는 시료 A에서 6.720 µm,

시료 B에서 6.680 µm, 시료 C에서 9.642 µm이였다.

시료 A와 시료 B에서 에멀젼은 20 µm 이상이 매우

드물게 나타났으나, 시료 C에서는 40 µm의 액적도 존

재함을 확인하였다. 제조 10일 후에는 액적의 평균크

기는 12.535 µm (시료 A), 19.198 µm (시료 B),

22.804 µm (시료 C)이었다. 이때 모든 나노 에멀젼에

서 30 µm 이상의 나노 에멀젼도 상당부분 관측되었다.

따라서 데칸의 비율이 많을수록, 제조 후 시간이 경과

할수록 에멀젼의 액적크기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

으며, 10일 동안 액적크기가 약 2-3배 정도 확대됨을

알 수 있었다. 만약 시간에 따른 액적크기 변화가 고

온, 고압 등의 저류환경 조건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한

Fig. 5. Result analysis of emulsion stability test.

Table 1. Ratio of water and decane in droplet layer after 10 days

에멀젼의 종류 시료 A 시료 B 시료 C

전체 에멀젼에서 droplet layer 내의 데칸이 차지하는 비율 20% 40% 50%

전체 에멀젼에서 droplet layer 내의 물이 차지하는 비율 11.5% 20.8% 22.6%

droplet layer에서 물과 데칸의 비율 1:1.74 1:1.92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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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에멀젼이 공극을 통과할 때 시간이 경과할수록

유동에 더 많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분석과정의 마지막으로 실험실 온도(22oC)에서 나노

에멀젼의 점성도를 측정하였다. 점도계는 Brook field

의 DV-1 점도계를 사용하였다. 이 점도계의 원리는 비

커에 유체를 담고, 점도계의 spindle이 유체를 접촉한

상태로 회전하면서 회전속도에 따라 점성도를 측정하

는 방식이다. 뉴턴유체의 경우 전단응력에 대한 전단

속도의 비율이 일정하기 때문에 회전속도를 증가시켜

도 점도는 변하지 않지만 비뉴턴유체의 경우는 전단응

력과 전단속도와의 관계가 일정하지 않아 spindle의 회

전속도에 따라 유체 점성도가 다르게 측정된다. 점성

도 측정결과, 나노 에멀젼은 비뉴턴(non-newtonian) 거

동을 보였으며,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점성도가 낮아지

는 전단희박(shear thinning)현상이 나타났다(Fig. 7

(a)~(c)). 또한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점성도가 높아지

는 rheopectic 경향을 보였으며(Fig. 7(d)), 데칸의 비

중이 높을수록 에멀젼의 점성도가 큰 값을 나타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에멀젼이 저류층 내의 정상상태

(steady state) 구간에서는 저속으로 유동하기 때문에

점성도가 높게 나타나지만, 생산정 주변에 도달하면서

유속이 점점 증가하여 점성도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

다. 또한 동일한 유속이더라도 시간이 경과될수록 점

성도가 조금씩 증가하여 유동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

4. 필터링 시험

에멀젼은 마이크로미터 규모의 액적(droplet)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저류층 공극크기는 대부분 1~100 µm

범위이다. 이때 에멀젼 액적이 공극을 통과하기 위해

서는 공극크기보다 작아야 한다. 만약 액적이 공극보

다 큰 경우에는 공극을 통과하면서 발생하는 응력에

의해 액적이 납작한 모양으로 쉽게 변형되게 되며, 여

기서 변형된 액적의 직경은 공극의 직경보다 작아야만

통과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나노 에멀젼의 액적크기

와 공극크기와의 관계에 대한 분석은 중요하지만 아직

까지 체계적인 연구가 이뤄진 바 없다. 따라서 이 연

구에서는 25~200 µm의 공극을 가지는 필터 내에서

에멀젼의 통과여부를 분석하였다. 필터링 시험은 흡입

Fig. 6. Droplet size analysis of emul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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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이 없는 대기압 조건과 진공펌프를 이용하여 흡입

압력이 9.57 psi 인 두가지 조건에서 실시했으며, 이때

온도는 실험실 온도(22oC)조건, 사용된 에멀젼은 시료 A,

시료 B, 시료 C 세 가지이다(Fig. 8 (a)). 여기서 대기

압 조건의 실험은 필터를 통과시키는 압력이 미세할

때를 의미하며, 흡입압력 조건의 실험은 압력이 매우

클 때를 의미한다. 그 이유는 대기압 조건 실험의 경

우 필터를 통과시키는 힘은 필터 상부에 위치한 에멀

젼의 질량에 의한 중력에 의해서만 발생되므로 이를

압력으로 환산하면 0.016~0.017 psi (압력=에멀젼 질

량×중력가속도/필터단면적)로 작은 압력이지만 흡입압

력 경우는 에멀젼 질량에 의해 발생되는 힘 외에도 펌

프의 흡입에 의한 9.57 psi의 추가압력이 발생시키며,

이러한 압력은 에멀젼 유동방향으로 공극을 통과할 때

소요된다. 따라서 본 실험은 에멀젼의 공극 통과 시

압력차가 작을 때와 클 때의 유동현상을 관찰하고 간

접적으로 분석하는데 의미가 있다.

실험방법은 대기압 조건의 경우, 에멀젼을 흔들어

drop layer와 water layer가 혼합된 상태에서 20ml을

실린더 상부에 부어 에멀젼이 실린더 하부의 필터를

통과하여 비커로 떨어지게 하였다(Fig. 8 (c)). 이 때

1분 단위로 비커의 질량변화를 측정하여 400분 동안

필터를 통과하는 양을 측정하였다. 흡입압력인 경우는

비커대신 플라스크를 장착한 뒤(Fig. 8 (b)), 플라스크

한쪽 부분을 진공펌프로 연결하여 펌프를 작동시킨 상

태에서 실린더 상부에 에멀젼을 붓고, 즉시 밀봉하여

흡입압력이 9.57 psi인 상태에서 1분간 에멀젼을 여과

시켰다. 이때 에멀젼은 필터를 통과하여 플라스크 바

닥에 떨어지게 되므로 여과전후의 플라스크 질량을 측

정하여 1분간 여과된 나노 에멀젼 양을 계산하였다. 실

험의 신뢰성을 위해 흡입압력 실험의 경우 같은 실험

을 5회 실시한 후 가장 크게 나온 수치와 가장 작은

수치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실험값을 평균을 내어 사

용하였다.

대기압 조건에서 실험 결과, 시료 A는 200 µm에서

최대 10.56 g (55.8%), 150 µm에서 9.88 g (52.2%),

Fig. 7. Measurement result of emulsion visco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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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µm에서 7.88 g (42.6%)이 여과되었다(Table 2).

여과된 나노 에멀젼은 현미경으로 관찰하였으며, 그 결

과 oil droplet(약 10~20 µm)은 여과되지 못하고 물만

여과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9). 시료 B의 경우

도 마찬가지로 200 µm에서 5.69 g (30.1%), 150 µm

에서 5.29 g (27.9%), 100 µm에서 3.83 g (20.2%)

이 여과되었으며(Table 2), 물만 여과되었음을 확인하

였다(Fig. 10). 이밖에 시료 C에서는 200 µm에서 3.0 g

(15.8%)이 여과되었으며, 150 µm에서는 여과되는 양

이 전혀 없었다. Figs. 9와 10에서 여과된 질량이 최

고점에 이르고 난 다음 감소되는 현상은 에멀젼이 더

이상 여과되지 못하며, 이미 여과된 에멀젼은 대기 중

으로 서서히 증발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증발되는 양

을 고려하더라도 분명한 사실은 필터가 클수록 여과가

진행되는 시간이 빠르게 나타났고 모든 필터에서 에멀

젼의 oil droplet이 여과되지 못 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여과가 진행되는 동안 나노 에멀

젼의 상분리가 진행되어 oil droplet layer와 water

layer가 형성되었고 oil droplet은 필터를 통과하지 못

하고 물만 통과되었음을 의미하며, 이를 토대로 Fig. 5에

서 각 시료의 water layer 부피와 실험결과 여과된 양

을 모두 물로 환산하여 부피를 비교했을 때, 200 µm

필터의 경우 water layer의 약 54-77%가 여과된 것

으로 나타났다. water layer의 나머지 23-46%는 oil

droplet과 함께 필터를 통과하지 못하고 남아있었다.

이 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oil droplet(약 10~20 µm)

이 여과망(100~200 µm)보다 매우 작음에도 불구하고

필터를 통과하지 못 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점성력

Fig. 8. Set-up for emulsion filtering test, (a) used emulsion sample for experiment, (b) flask for suction pressure experiment,

(c) experimental apparatus for emulsion filtering test in atmospheric pressure.

Table 2. Result of emulsion filtering test in atmospheric pressure

에멀젼 종류 시료 A 시료 B 시료 C

여과 전 에멀젼의 부피(ml) 20.0 20.0 20.0

여과 전 에멀젼의 질량(g) 18.90 17.69 17.14

평균 밀도 (g/ml) 0.945 0.885 0.855

여과된 에멀젼의

질량 (g)

200 µm 10.56 5.69 3.01

150 µm 9.88 5.29 0.0

100 µm 7.88 3.83 0.0

에멀젼의 여과율 (%)

200 µm 55.8 30.1 15.8

150 µm 52.2 27.9 0.0

100 µm 42.6 20.2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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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cous force)과 모세관압(capillary pressure)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필터상부에 나노 에멀젼을 부으

면 질량에 의해 중력이 발생하며, 중력의 반대 방향으

로는 점성력과 모세관압이 발생한다. 처음에는 중력에

의한 힘이 더 크기 때문에 나노 에멀젼에서 유동이 용

이한 물만 필터를 빠져나가게 된다. 그러나 시간이 경

과하면 액적과 잔존하는 물만 남게 되고 질량이 줄어

들어 중력이 감소하지만 필터의 젖음성에 의한 모세관

압, 나노 에멀젼의 점성력은 감소하지 않기 때문에 어

느 순간 힘의 평형이 발생한다. 따라서 oil droplet이

필터공극보다 매우 작더라도 필터를 통과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더 많은 나노 에멀젼을 여과시키기

위해서는 중력방향으로 힘을 증가시켜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저류층에서 주입압력

이 낮으면 모세관압과 점성력으로 에멀젼의 액적이 주

입되지 못하고 물만 주입될 것이 예상된다.

흡입압력이 9.57 psi인 경우, 60 µm 이상에서 모든

나노 에멀젼의 여과율이 96%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

한 여과된 나노 에멀젼은 현미경 관찰을 통해 확인한

결과 대기압에서의 실험과 다르게 액적도 필터를 통과

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11). 그러나 45 µm부터

여과율이 55~63%로 감소되기 시작하여 32 µm에서는

21~33%, 25 µm에는 12~20%로 감소하였다(Fig. 12;

Table 3). 따라서 압력이 9.57 psi 일 때, 실험에 사용

Fig. 9. Result of filtering test in atmospheric pressure (Decane 20%, Water 80%).

Fig. 10. Result of filtering test in atmospheric pressure (Decane 40%, Water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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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나노 에멀젼은 60 µm 이상의 공극을 자유자재로

통과할 수 있으나 45 µm 이하의 공극에서는 나노 에

멀젼에 의한 막힘(emulsion plugging)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강한 힘으로 빨아들

일 때 공극 사이로 가해지는 전단응력이 증가하며 에

멀젼 액적의 변형과 파괴가 동시에 발생하게 되며, 이

로 인해 액적끼리 서로 엉키면서 공극을 막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험 결과에서 특이한 점은 45 µm 이하에서 시료

A와 시료 B는 여과율이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비해 시료 C에서는 다른 시료에 비해 수치가 낮게 나

타난다는 점이며, 이러한 현상은 필터의 공극크기가 작

을수록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또한 이 수치는 표준

편차를 고려하더라도 오차범위를 벗어났다(Table 3). 이

와 같은 사실은 두가지 요소가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

다. 첫째는 나노 에멀젼의 점성도 때문인 것으로 보인

다. Fig. 9와 같이 시료 A는 시료 B, C보다 점성도가

현저히 낮기 때문에 필터를 통과하기가 용이하며 이에

따라 여과된 양도 늘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는 에

멀젼의 안정성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Fig. 5

에서 에멀젼 제조 10일 후, 시료 B의 droplet layer는

60.8%, 시료 C의 droplet layer는 72.6%로 시료 C가

시료 B보다 약 1.2배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 droplet

layer 내에는 액적과 물이 강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

에 layer내의 물이 필터를 통해 빠져나가게 되면 이에

연결된 액적도 같이 빠져 나오게 되어, 보다 많은 양

이 여과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저류층내 공극의 크기는 10 µm의 분포가 많

으며 최소 1 µm까지도 존재하기 때문에 필터링 시험

Fig. 11. Micrograph of oil droplet passed through 25 µm filter

Table 3. Result of emulsion filtering test in suction pressure (9.57 psi) using vacuum pump

필터크기 (µm)
시료 A 시료 B 시료 C

여과율 (%) 표준편차 여과율 (%) 표준편차 여과율 (%) 표준편차

200 98.22 0.02 97.34 0.07 98.13 0.13

75 97.48 0.22 97.36 0.34 97.12 0.30

60 97.74 0.21 96.56 0.17 97.09 0.01

45 63.45 2.41 55.24 2.15 65.25 0.62

32 32.36 0.48 21.48 0.34 29.22 0.74

25 18.64 0.77 12.22 1.02 18.17 0.79

Fig. 12. Result of emulsion filtering test in suction pressure

(9.57 p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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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10 µm이하에서도 충분히 통과할 수 있도록 나노

에멀젼의 액적크기를 작게 만들어야 하며, 공극통과시

가해지는 전단응력에도 액적의 변형과 파괴가 이루어

지지 않도록 에멸젼 계면의 물리적 내구성을 강화하는

연구가 추가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5. 결 론

이 연구에서는 나노 에멀젼을 이용한 석유회수증진

기술의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나노 에멀젼을 제조하

고 그 특성을 파악하였다. 또한 나노 에멀젼의 다공성

매체내의 유동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나노유체의 크기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 같은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1. 나노 입자를 이용한 O/W 에멀젼 제조시 SCA

및 PVA를 첨가함으로써 실리카의 표면흡착력이 향상

되어 나노 에멀젼의 안정성이 개선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나노 에멀젼에서 물과 오일의 비율이

50:50일 때 가장 적합한 체인구조를 형성하여 상분리

가 적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나

노 에멀젼 유체는 유동시에도 균질한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석유회수증진에 활용할 수 있다. 

2. 나노 에멀젼은 비뉴턴 유체로 유체 유동속도가 증

가할수록 점성도가 감소하고 유동속도가 낮아질수록 점

도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나노 에멀젼

이 저류층에서 정상상태유동(stead state flow) 구간에

서는 저속으로 유동하기 때문에 점성도가 높게 나타나

지만, 생산정 주변에 도달하게 되면 유속이 점점 증가

하여 점성도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3. 대기압 조건에서 실시한 필터링 시험에서는 필터

가 액적보다 10배 정도 크더라도 water layer의 물만

통과할 수 있을 뿐 액적은 통과되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은 에멀젼이 유동하는 반대방향으로의 모세관압과

점성력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는 장기간 동안 주입압력을 낮게 유지하다보면 처음엔

물만 주입되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모세관압과 점성력

에 의해 물조차 통과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4. 흡입압력이 9.57 psi인 필터링 시험에서 에멀젼은

간극이 60 µm 인 필터를 96% 이상 통과할 수 있었

지만, 45 µm 이하에서는 통과되는 비율이 급격히 저

하되었다. 이것은 공극 통과시 강한 전단응력에 의해

액적이 변형되거나 깨어져 나노 에멀젼에 의한 막힘

(emulsion plugging)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는 향후 석유회수증진에 적용

가능한 안정적인 나노 에멀젼 제조나, 다공성 매체내

잔류오일 회수연구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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