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체의 점도 측정
1. 이론
유체(기체와 액체)의 흐름을 발생 시키는 전단력(shear force)이 작용할 때 유체내에
발생하는 속도 구배(velocity gradient)에 비례하여 흐름을 방해하는 물성이 존재한다. 이
물성을 점도(viscosity)라 하며 실제 공정에서 유체의 수송등에 필요한 동력 추산에 중요한
물성이다.
기체의 점도를 측정하는 가장 쉽고 일반적인 방법은 실린더형의 모세관을 통과하는
점성 흐름의 속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절대 점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모세관 끝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고정된 양의 유체가 모세관을 통과
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에 비례하는 상대적인 값이 측정되며 절대적인 점도는 거의 결정될
필요가 없다.
그림 1의 실험 장치를 사용하였을 경우 실험에 의해 측정되어지는 값은 유체가 흘러나
가는 시간이며 이 값과 기체 점도와의 관계는 다음 식으로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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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식의 유도과정은 참고 문헌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으며 여기서 tab는 그림 1에 표시
된 a위치에서 b위치까지 수은의 수면의 이동시간을 나타낸다. K값은 장치에 대한 고유값으
로 bulb의 형태와 모세관의 형태등에 의해 결정된다.

2. 실험
그림 1의 장치를 사용하여 건조공기, 헬륨, 아르곤, 이산화탄소와 기타 다른 기체에 대
해 tab를 동일한 온도에서 측정한다. 그림 2와 같은 수분제거 튜브를 점도 측정장치를 들어
오는 기체가 통과하도록 설치하여 측정에 사용되는 기체를 건조 상태로 만들어주어야 한다.
마개 Y를 막아놓은 상태에서 마개 X를 천천히 열어주어 점도 측정을 원하는 기체가 bulb
B에 들어오도록 한다. Bulb속 수은의 수면이 천천히 내려간다. 수은의 수면이 아래 기준점
표시에서 약 2cm정도 내려왔을 때 마개 X를 닫는다. 시스템에 있는 기체를 방출시키기 위하
여 세 방향 마개 Y로부터 열려진 출구를 통하여 bulb를 조심스럽게 배출시킨다. 실험을 위
한 기체고 채우고 방출하기를 한번 더 수행한다. 기체로 bulb를 다시 채운 후 모세관 방향
의 마개 Y를 열어 시간 tab를 측정한다. 반복 수행을 하여 자료를 모은다. 각 실험 마다 온
도와 압력을 측정한다.

그림 1. 기체 점도 측정 장치

3. 계산
표준을 정하기 위해 건조 공기를 사용한다. 건조 공기의 경우 1기압에서 온도에 따른 점
도가 다음의 식으로 표현된다.

η=

(145.8 × 10 −7 )T 3 / 2
T + 110.4

여기서 점도의 단위는 poise이며 온도는 절대온도이다.

그림 2. 건조 U 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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