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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inary nanoemulsions which are defined as the, oil-droplet suspensions in 

binary solution (H2O/LiBr), are developed to enhance the heat and mass transfer performance 

of absorption refrigeration systems. In this study, a novel two-step method is proposed to 

prepare the stable oil-in-binary solution (O/S) emulsion. Polymer is used as a steric 

stabilizer to stabilize the oil-droplets in a strong electrolyte (H2O/LiBr). It is found that the 

thermal conductivity of the binary nanoemulsion is inversely proportional to the emulsion size 

while the concentrations of oil and H2O/LiBr are less dominant for the thermal conductivity 

of binary nanoemul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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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호  설  명 

 DAQ   : Data acquisition system 

 HLBA  : 유화제 A의 HLB 값  

 HLBB  : 유화제 A의 HLB 값

 HLBO  : 오일의 유화에 필요한 HLB 값

     : 열 도도 [W/mK]

     : 기  열 도도 [W/mK]

     : 표 항 [ ]

     : 표 항 [ ]   

  : 가변 항 [ ]   

       : 열선의 항 [ ]  

 하 첨 자

 A    : 유화제 A

 B    : 유화제 A

 O    : 오일

     : 열선

1. 서 론

기존의 작동유체가 갖고 있는 낮은 열 도율을 

개선하기 한 방법으로 열 도도가 높은 고체입

자를 혼합하는 방법이 제안되어 연구되어 왔다.(1) 

그러나 마이크로(μm), 리(mm)크기의 고체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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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iagram of the experimental 

apparatus

자들은 쉽게 가라앉아 실용 으로 사용이 불가능

하 다. 최근 나노(nm)크기의 입자 제조가 가능

해지면서 라운 운동을 이용하여 나노입자를 작

동유체에 안정되게 부유시키는 기술이 개발되었

다.
(2)
 이 게 제조된 나노유체는 오랜 시간동안 

안정 으로 분산되며 작동유체보다 높은 열 도

도 특성을 보여주었다. 이후 나노유체는 많은 연

구자들에 의하여 이론 , 실험 으로 연구되어왔

다.

그러나 흡수식 시스템에 용하기 한 이성분 

나노유체의 경우, 작동유체(H2O/LiBr)가 강 해

질 용액으로써 나노입자가 쉽게 응집, 침 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입자의 분산안정성이 요한 인

자로 두 되었다.
(3,4)
 강 해질 용액에는 나노입

자 표면의 기이 층의 두께가 얇아짐으로써 입

자들이 쉽게 응집되어 침 하게 된다.
(5)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나노입자의 표면에 폴리

머를 붙임으로써 입자와 해질과의 직 인 

을 막아 입자를 안정 으로 분산시킬 수 있

다.
(6) 

한 열 도도가 낮은 작동유체에 상 으로 

열 도도가 높은 유체 액 을 부유시킴으로써 열

도도를 향상시키는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7) 

그러나 이성분 유체를 모유체로 하는 이성분 나

노에멀젼의 열 도도 향상에 한 연구는 무한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연구되어지지 않았던 이

성분 나노에멀젼을 제조하여 이성분 나노유체와 

비슷한 경향의 열 도도 특성을 확인하 다. 이

성분 나노유체의 경우와 같이 강 해질 용액에서

는 첨가된 액 간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두 유체

의 계면장력이 작아짐으로써 액 이 장시간 안정

으로 부유하기 어렵다.
(8)
 이러한 문제 을 해결

하기 해 폴리머를 이용하여 나노에멀젼을 분산

안정 시킨 후, 이성분 작동유체와 혼합하는 방식

을 이용하여 안정된 이성분 나노에멀젼을 제조하

고, 모유체보다 높은 열 도도 특성을 얻었다. 

본 연구의 목 은 이성분 나노에멀젼을 안정 으

로 제조하고, 열 도도 특성을 실험 으로 측정

하여 흡수식 시스템의 성능 진에 용할 수 있

는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다. 

2. 실험장치  방법

2.1 실험장치

본 연구에서는 이성분 나노에멀젼의 열 도도

를 측정하기 하여 비정상 열선법(Transient 

hot-wire method)을 사용하 다. 비정상 열선법

은 측정하고자 하는 유체 속에 잠긴 속선에 

류를 흘려 시간에 따른 속선의 온도변화를 측

정하여 주변 유체의 열 도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다. 기존의 정상 상태법에 비해 유체 내에서 발

생할 수 있는 자연 류의 향을 효과 으로 억

제함으로써 유체 열 도도의 정확한 측정이 가능

하고, 측정에 소요되는 시간이 비교  짧으며 측

정 장치도 간결한 장 이 있다.(9,10)

실험장치의 체 구성에 한 개략도를 Fig. 1 

에 도시하 다. 이 실험장치의 검증을 해 열

도도가 잘 알려진 증류수, 10 ∼ 50 wt% 리튬

로마이드용액(LiBr solution)과 40 wt% 에틸

리콜수용액(Ethylene glycol aqueous solution)을 문

헌 값(11,12,13)과 비교하는 실험을 우선 으로 수행

하 다. 각 유체의 온도는 20 ℃로 일정하게 유

지하여 같은 조건에서 측정될 수 있도록 하 다. 

이 결과를 Table 1, Fig. 2와 Fig. 3에 나타내었

다.

입도의 측정에는 기 동 산란법을 이용한 

오츠카 자의 제타  입경측정 시스템 

ELS-Z(Otsuka, Japan)를 사용하 으며 제조 직

후에 측정하 다.

2.2 실험방법

2.1.1 나노에멀젼과 이성분 나노에멀젼의 제조

나노에멀젼은 크게 오일을 모유체로 하여 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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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ment 

temperature (℃)
20 ℃

Reference 

value 

(W/mK)

Mean of 

measured 

value

(W/mK)

Standard 

deviation

DI water 0.5861 0.5806 0.0185

40 wt% 

EG solution
0.4279 0.4274 0.0063

10 wt% 

H2O/LiBr 
0.5530 0.5506 0.0103

20 wt% 

H2O/LiBr
0.5298 0.5228 0.0082

30 wt% 

H2O/LiBr
0.5058 0.5009 0.0084

40 wt% 

H2O/LiBr
0.4764 0.4719 0.0116

50 wt% 

H2O/LiBr
0.4430 0.4427 0.0098

Table 1  Experimental results     

Fig. 2  Measured thermal conductivities of DI 

water and 40 wt% EG aqueous 

solution 

Fig. 3  Measured thermal conductivities of 10∼

50 wt% LiBr aqueous solution 

나노액 으로 분산시킨 W/O (Water-in-Oil) 에

멀젼과 그 반 의 성질인 O/W (Oil-in-Water) 

에멀젼으로 분류된다. 본 실험에서는 물을 모유

체로 n-decane을 나노액 으로 한 O/W 나노에

멀젼(n-decane-in-Water)을 제조하여 1∼12 

vol%의 오일 농도 변화에 따른 입도와 열 도도 

측정 실험을 실시하 다. 한 실제 시스템에 

용 가능한 이성분 나노에멀

(n-decane-in-H2O/Libr)을 제조하여 입도와 열

도도를 측정하 다. 

오일 나노액 을 안정하게 분산시키기 하여 

HLB(Hydrophilic-Lipophilic Balance)를 이용하여 

계면활성제의 농도를 조 하 다. HLB란 비이온 

계면활성제의 친수성-소수성을 정량 으로 나타

내는 값으로 O/W 에멀젼의 경우 8∼18의 값을 

갖는다. 최  유화 HLB값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

다.(14)

 

 ×   ×
     (1)

본 연구에 사용된 오일은 n-decane이며 필요 

HLB은 11이다. 오일 액 의 분산안정성을 높이

기 하여 사용된 계면활성제로는 HLB 8.6의 

sorbitan monolaurate (C18H34O6)-SPAN20과, 

HLB 15의 PEO(20) sorbitan monooleate 

(C24H44O6)-TWEEN80을 사용하 다. 실험 조건

들은 Table 2에 나타내었다. O/W의 경우 

n-decane과 SPAN20, TWEEN80의 혼합물에 물

을 첨가하여 1시간 동안의 음  분쇄 처리하

다.

이성분 나노 에멀젼은 에서 언 한 단성분 나

노에멀젼을 우선 제조하고 폴리머 분산안정제를 

액 의 표면에 붙인다. 이 게 부착된 폴리머는 

액 과 이성분 모유체의 직 인 을 막아 

안정 인 액 을 유지시켜 다. 본 연구에서는 

gum arabic(GA)을 폴리머 분산안정제로 사용하

다. GA는 유화안정성을 증진시키며, 넓은 pH

의 범 에서 안정된 유화물을 얻을 수 있고 식염 



- 818 -

Fig. 4  Variations of thermal conductivity ratio 

and droplet size of n-decane in O/W 

nanoemulsion with the concentration of 

oil.

Fig. 5  Variations of thermal conductivity ratio 

and droplet size of 0.5 vol% of 

n-decane with the concentration of 

H2O/LiBr in binary nanoemulsion.

Measurement  

   temperature
         20 ℃

stirring power         700 rpm

 ultrasonic

Total mass 550 mL

Time 1 hr

Frequency 20 kHz

Power 350 W

Oil n-decane

Surfactant SPAN20, TWEEN80

SPAN20 : 

TWEEN80
62 : 38

Oil : Surfactant 4 : 1

Concentration of Oil 

in O/W nanoemulsion

1, 2, 4, 6, 8, 10, 12 

vol%

Concentration of Oil 

in O/S nanoemulsion
0.5, 1, 2 vol%

Table 2  Experimental conditions

등의 해질이 있어도 O/W유화가 가능한 장 이 

있다. 따라서 강 해질인 H2O/LiBr에서의 분산안

정성을 해 오일 질량을 기 으로 1:1의 비로 

첨가하 다.

3. 실험결과   고찰

3.1 단성 분  나 노 에 멀 젼

이성분 나노에멀젼의 제조에 앞서 물을 모유체

로 하는 오일 나노에멀젼을 제조하 다. 

n-decane의 농도 변화에 따른 O/W 나노에멀젼

의 입도와 열 도도를 측정한 결과를 Fig. 4에 

나타내었다. 측정된 열 도도 값( )을 n-decane

의 농도 효과를 비교하기 해 n-decane이 첨가

되지 않는 경우, 즉 모유체인 물의 열 도도( )

와의 비(  )로 나타내었다. 

 n-decane의 농도를 1∼12 vol%로 변화시켜 

실험한 결과 4 vol% 의 n-decane농도에서 갑작

스러운 열 도도 증가를 보 으며, 그 이상의 농

도에서는 열 도도의 증가율이 일정범  내에서 

불규칙하게 증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입도는 4 vol% 까지는 선형 으로 감소하다가 

그 이상의 농도에서는 20 nm 내의 범 에서 선

형 으로 증가함으로서 거의 일정한 측정값을 나

타내었다. 입도와 열 도도 모두 4 vol%에서 큰 

변화가 있었으며, 4 vol%를 기 으로 그 이상의 

농도에서 측정값의 증가, 감소의 경향이 바 거

나 불규칙해 졌다. 1∼12 vol% 내의 입도와 열

도도 측정 결과를 체 으로 보면 1∼4 vol% 



- 819 -

Fig. 6  Variations of thermal conductivity ratio 

and droplet size with the concentration 

of n-decane at 30 wt% of H2O/LiBr. 

까지 입도가 감소할수록 열 도도는 증가하는 경

향을 나타내었으며, 4 vol% 이상에서 입도가 거

의 일정한 측정값을 나타낼 때 열 도도는 미세

한 범  내에서의 증가, 감소를 나타냄으로서 거

의 일정한 측정값을 나타내었다.

3.2 이 성 분  나 노 에 멀 젼

3.2.1 0.5 vol% O/S, oil : GA = 1 : 1 (wt%)

0.5 vol% n-decane과 H2O/LiBr을 모유체로 한 

이성분 나노에멀젼의 입도와 열 도도를 Fig. 5

에 나타내었다. H2O/LiBr의 농도를 10∼50 wt%

로 변화시키고, n-decane과 GA의 량비를 1:1

로 고정하 다. 측정된 열 도도는 각 조건의 모

유체와의 비(  )로 나타내었다. Fig. 5에서 보

는 바와 같이 모든 H2O/LiBr 농도에서 열 도도

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선형 으로 

증가하던 열 도도가 30 wt% H2O/LiBr를 기

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입도 역시 

30 wt% H2O/LiBr까지는 차 감소했으나, 그 이

후의 농도에서는 갑작스러운 증가, 감소를 나타

내었다. 10∼30 wt% H2O/LiBr에서 입도가 감소

할수록 열 도도는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 이상의 H2O/LiBr농도에서는 입도가 증가하

고 열 도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열

도도는 H2O/LiBr의 농도 변화에는 미미하게 

향을 받지만, 에멀젼의 입도에 민감하다는 사

실을 알 수 있었다. 

3.2.2 30 wt% H2O/LiBr + 0.5, 1, 2 vol% n-decane

30 wt% H2O/LiBr에 n-decane의 첨가량을 0.5, 

1, 2 vol%에 한 열 도도와 입도를 Fig. 6에 

나타내었다. n-decane의 첨가량에 한 열 도도

의 변화량은 미미하 으나, 입도가 증가할수록  

열 도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

것은 앞서 언 한 단성분 나노에멀젼의 열 도

도, H2O/LiBr의 농도에 따른 열 도도의 경향과 

유사한 것이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방식의 이성분 나노에멀

젼 제조 방법을 제안하 다. 기 동 산란법

과 비정상 열선법을 이용하여 액 의 입도와 열

도도를 각각 측정하 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폴리머 분산 안정제(GA)를 사용하여, 강

해질의 LiBr 수용액에 오일(n-decane) 나

노 에멀젼을 안정 으로 만들 수 있었다.

(2) 단성분, 이성분 나노에멀젼의 열 도도는 

첨가되는 오일의 농도, H2O/LiBr의 농도에 

의한 향은 미미하 으며, 에멀젼의 입도

에 반비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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