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 험 제 목 ]
레오미터(Rheometer)를 이용한 고분자의 신장점도(연신점도) 측정

[ 실 험 목 적 ]
고분자재료의 신장점도측정을 통해 고분자 용융체 및 용액의 유변학적 거동을 예측한다.

[ 실 험 방 법 ]
1. 레오미터의 전원을 켜고 모터 안정화를 진행한다.
2. 모터에 측정장치를 장착하고 측정높이에 위치하게 한다.
3. 너비, 두께가 측정된 시편을 측정장치에 파지하고 시편의 길이를 측정한다. (시편의 크기는
1*4cm 내외로 한다)
4. 실험온도를 설정해 챔버 내부의 온도를 상승시킨 후 일정한 신장변형률 속도가 유지되도록
신장실험을 진행한다.
5. 챔버 내부 온도를 낮추고 실험이 끝난 시편을 제거한다.

[ 실 험 이 론 ]
● 신장유동
일반적으로

신장유동(또는

전단변형이

없는

유동)의

기본

형태는

일축신장(uniaxial

extension), 이축신장(biaxial extension), 평면신장(planar extention)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Figure 1). 일축신장유동은 한 개의 축방향으로 신장변형이 일어나고, 나머지 두 축방
향으로는 같은 비율로 축소변형이 일어나는 신장유동이다. 따라서 신장 축방향으로 변형이
대칭으로 생기는 축대칭 유동(axisymmetric flow)이다. 이축신장, 정확히 말해 등이축신장
(equal biaxial extension)은 한 축방향으로 축소변형이 일어나고 나머지 두 방향으로 똑같
은 크기의 신장변형이 일어나는 신장유동으로 일축신장과 같이 한 개의 축에 대해 대칭이
되는 축대칭 유동이 된다. 세 번째 신장유동인 평면신장유동은 한 개의 축방향으로 신장변
형이 일어나고, 다른 한 개의 축방향으로 똑같은 크기의 축소변형이 일어나고, 나머지 한
개의 축방향으로는 변형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유동이다. 이 경우는 대칭축이 없어지므로
축대칭 유동이 아니다.
실제로 위에서 설명한 세 가지의 신장유동이 일어나는 대표적 공정들을 거론하면, 일축신
장유동은 원형 단면적을 가지는 섬유 필라멘트를 생산하는 용융방사 공정(melt spinning)에
서 찾아 볼 수 있다. 필름 블로잉은 대표적인 이축신장유동 공정이며 필름 캐스팅에서는 주
로 평면신장이 일어난다. 또한, 몰드충전(mold filling) 동안 moving front에서의 유동뿐만
아니라 다이(dies)와 몰드의 수렴 또는 발산 영역에서의 유동도 큰 신장유동의 효과가 있
다. 물론 대부분의 공정에서는 이 세 가지 유형의 기본 신장유동이 전단유동과 함께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보통이다. 이와 같이 섬유나 필름 제조 등의 고분자 공정에서는 고분자 용융

체의 유변학적 특성에 관한 분석이 중요하다.

Figure 1. 신장유동의 형태. (a) 일축신장, (b) 이축신장, (c) 평면신장
●신장유동과 전단유동의 차이
물질의 유변학적 특성은 물질이 공정에서 겪는 유동과 변형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전단 유변학적 특성(shear rheological properties)과 신장 유변학적 특성(extensional
rheological properties)으로 나눌 수 있다. 물질의 유동은 전단유동(shear flow)과 신장유동
(extensional(elongational) flow)같이 항상 간단하게 정의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상황에서
이 두 종류의 유동이 복합적으로 동시에 존재한다.

Figure 2. 전단유동(위)과 신장유동(아래)
신장유동과 전단유동의 가장 큰 차이는 병형의 축과 응력의 축에 있다. Figure 2와 같이 신
장유동은 변형의 축과 응력의 축이 일치하며, 이는 두 축이 서로 다른 전단유동과 대조를
이룬다. 또 다른 차이로 전단유동은 약한 유동, 신장유동은 강한 유동에 속한다. 여기서 유
동이 강하고 약하다는 것은 물질입자가 유동에 의해 어느 정도 배향(orientation)되는가를
말한다. 전단유동에서는 물질의 입자간 거리가 시간에 따라서 선형으로 변하는 것에 반해
신장유동에서는 이 거리가 시간에 따라 지수함수로 변하기 때문에 신장유동이 전단유동보다
배향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전단유동은 회전유동(rotational flow)임에 비해 신
장유동은 비회전유동(irrotational flow)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전단유동에서는 신장변

형과 함께 물질의 입자가 회전하는 일이 발생되는데 비해 신장유동에서는 신장 및 얼라이닝
(aligning)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차이로 고분자 물질의 변형 공정에서 두 유동의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 한 가지 예로 저밀도 폴리에틸렌(low density polyethylene;LDPE)과 고밀
도 폴리에틸렌(high density polyethylene;HDPE)은 전단유동에서 모두 면찰 담화(shear
thinning;정상 면찰 흐름에서 면찰 속도(shear rate)가 증가함에 따라 전단점도가 감소하는
성질) 현상을 나타낸다. 그러나 신장유동에서는 LDPE는 장력농화(tension thickening) 현상
을 나타내는 반면, HDPE는 장력담화(tension thinning) 현상을 나타낸다. 이러한 차이점은
전단유동만으로는 알 수 없고, 신장유동과 신장점도를 고려해야만 알 수 있는 것으로 고분
자 가공 공정에서 완전히 다른 유변학적 거동을 유발한다.
● 신장점도
유변학에서 취급하는 가장 대표적인 신장유변 물성은 신장점도이다. 신장점도는 신장응력을
신장 속도로 나눈 값으로 Trouton 점도라고도 불린다. 신장유동은 유변학적으로 그 중요성
이 전단유동과 마찬가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실험의 발전속도가 매우 늦었다. 이는 신장유
동 실험이 전단유동보다 매우 어렵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단유동과 달리 물질을 지지해주는 고체 표면이 없는 어려움 때문에 시편을 액체에
띄우거나 기체의 압력을 가하면서 실험해야 한다. 둘째, 신장응력을 시편에 전달하기가 쉽
지 않으므로 시편을 잡는 장치와 접착제 등을 잘 고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실험이 진
행되는 동안 시편의 형태가 바뀌게 되고, 특히 큰 변형을 얻기 위해서는 시편길이가 많이
신장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넷째, 시편의 작은 비균일성도 실험 결과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완전히 균일한 시편의 제작이 중요하다. 다섯째, 전단유동의 경우와 달리 정상상태
에 도달하기가 어렵거나 또는 불가능해서 대표적인 신장점도의 값을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
● 장력농화, 장력담화
Ÿ

장력농화(tension thickening) : 정상 신장 흐름에서 변형률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신장
점도가 커지는 현상. (necking 발생 > necking 부위 응력 증가 > 연신속도 증가 > 연
신점도 증가 > 변형속도 감소 > 안정화)

Ÿ

장력담화(tension thinning) : 정상 신장 흐름에서 변형률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신장
점도가 작아지는 현상. (necking 발생 > necking 부위 응력 증가 > 연신속도 증가 >
연신점도 감소 > 변형속도 증가 > 파괴)

● 신장점도 측정 방법
(1) 균일 신장법(Homogeneous strething method) : 신장점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최초
의 방법으로 시편의 한쪽 끝을 고정시킨 후 다른 한쪽을 일정한 변형률이 유지되도록 신
장시키는 장치이다.

Figure 3. 균일 신장법

(2) 일정 응력장치(Constant stress devices) : 늘어나는 시료의 단면적에 비례하여 힘을 감
소시켜 일정한 응력을 유지하면서 신장흐름을 관찰하는 방법으로 인장응력을 제어해야 한
다는 것 외에는 균일 신장법과 비슷하다.
(3) 일정 시편길이(Constant sample length) : 위의 두 가지 방법의 단점인 변형속도와 변형
크기 제약을 보완한 방법으로 큰 변형률까지 도달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변형속도가 실제 공정에 비해 작다는 것과 고체형태 및
고점도 물질에만 적용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Figure 4. 일정 시편길이
(4)

Spinning drop : 점도가 낮은 유체에 대해 시편을 잡아당기는 방법 대신 부력유체를 사
용하여 방사방향으로 시편을 압착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5) 방사공정(Spinning) : 높은 신장변형률 속도의 발현과 낮은
점도의 고분자용액의 신장점도 측정을 위해 사용되는 공정이
다. 방사과정의 속도와 연신비를 원하는 수준으로 해서 유체
를 방사해 나타나는 방사사선(spinline)의 응력과 속도기울기
로부터 신장점도와 변형률 속도의 값을 구한다. 이 방법은 유
변물성측정이라 하기에는 적당하지 않고 단순히 물질간 신장
거동을 비교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적당하다.

Figure 5. 방사공정
이 외에도 윤활압축, 정체유동, 입구유동, 판연신과 다축연신 등의 방법을 적용한 기기들이
있으며 새로운 방법들이 대두되고 있다.

(a)

(b)

(c)

(d)

Figure 6. 신장점도 측정방법. (a) 윤활압축, (b) 정체유동, (c) 입구유동, (d) 판연신과
다축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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