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험제목
CFP(Capillary Flow Porometer)을 이용한 pore사이즈의 측정
2. 실험목적
CFP를 이용해 유기재료 내부의 기공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CFP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용도에 대하여 이해한다. 또한, CFP의 구동원리를 이해
하며 기공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을 이해한다.
3. 실험기구 및 시약
CFP시험기, 특정기공크기를 가진 시료, POREFIL용액
4. 실험방법
① CFP장비에 질소가스를 충전해 준다.
② CFP장비를 켜고 ASTM F316에 따라 시료에 맞는 데이터를 입력한다.
③ 시료를 25mm로 자른 후 POREFIL용액에 침전시켜 CFP장비에 넣어준다.
④ 시료에 맞는 압력을 설정하고 실험을 시작한다.
⑤ wet curve실험이 완료되면 다시 실험을 시작하여 dry curve실험을 시작한다.
⓺ 실험이 종효되어 그레프를 얻으면 시료를 교체해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실험을 재
개하여 두 시료의 그래프를 얻어 비교한다.

5. 실험이론
● CFP개요

그림1) Capillary Flow Porometer
CFP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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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으로서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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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

nonwovens, paper나 ceramic등의 다양한 재료의 기공크기, 기공의 분포 그리고 가
스투과도등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이다.

장점 : 넓은 범위의 기공의 분포도를 알 수 있으며, 빠르고 간단하게 기공의 평균 크
기나 분포도를 계산해낼 수 있다.
단점 : blind된 기공을 인식 못하여 전체의 기공의 정도 즉, 기공의 부피를 계산할 수
없으며, 기공의 모양을 원기둥모양으로 단정지어 계산되기 때문에 정확한 기공의 모
양을 예상할 수 없어 현며경이나 다른 기기에 비하여 기공의 모양측정에는 성능이 떨
어지게 된다.

● CPF의 구동원리

그림2) Principle of capillary flow porometry.
sample과 반응하지 않는 liquid가 자연스럽게 pore에 채워지게 되고, 반응성 없는
가스의 압력에 의해서 liquid가 제거되면서 pore사이에서 가스의 flow가 생성된다.
이 가스 flow의 차이와 압력의 차이를 측정하여 기공의 크기를 측정하게 된다.

그림3) Relation between contact angle and surface tensions.
모세관효과에서 sample/liquid의 표면 프리에너지는(γs/l) sample/gas의 표면 프리
에너지(γs/g)보다 작다. 그러므로 기공은 자연히 liquid로 차여지게 된다. 반응성이
없는 가스에 의해 압력이 가해지면 γs/l는 γs/g와 같게 증가해 가스가 기공내의
liquid를 밀어내게 되어 가스 flow를 보이게 된다.
※ pdV = (γs/g - γs/l) dS
여기서 young's equation에 의해서 식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 (γs/g - γ s/l) = γ cos θ (young's equation)

※ p = γ cos θ (dS/dV)

◆ young's equation
고체 표면에 액체가 정치해서 평형인 경우의 접촉각 θ, 고체의 표면 장력 γs, 액체의
표면 장력 γl, 고체 계면 장력 γi 사이에 존재하는 식의 관계를 말한다.
이겨서 기공의 모양을 원기둥모양으로 단정지으면 dS/dV=4/D가 되어 기공의 직경을
구하는 식이 다음고 같이 구해지게 된다.
※ D=4γ cos θ/P

◆ CPF 그래프

그림4)Differential gas pressures and gas flow rates through a sample of
nonwoven filter material in wet and dry conditions.

① Bubble Point
처음 기포가 발생하는 시점을 말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이 가능하다. 이때부터
wet liquid가 제거되어 가스 flow가 일어남을 알 수 있으며, Largest Pore Size를
측정 할 수 있다.
② Half-dry Curve
Dry Curve의 수리적 중간값을 가지는 Curve이다.
③ Mean flow Pore Size
Half-dry Curve와 Wet Curve가 만나는 지점의 압력으로 구해진 기공의 크기를 나
타내며 기공의 평균적 크기를 나타내는 값이다.
④ Smallest Pore Size
Dry Curve와 Wet Curve가 만나는 지점으로 더 이상의 가스의 flow의 증가를 보이
지 않는 지점이다. 이 때의 압력으로 구한 기공의 크기가 Smallest Pore Size이다.
⑤ Pore Diameter Rang
Largest Pore Size와 Smallest Pore Size사이의 구간을 나타내며 기공크기의 범위
를 알 수 있다. 또한 Pore Diameter Rang와 Mean flow Pore Size를 통해 기공의
분포도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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