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험 결과5.5

고분자 용융체에 대한 전형적인 과도 신장 점도 데이터 그림( 5.12)

변형률 속도 ̇ 증가함에 따라 거동 에서 벗어나면서 급격히 증가“Trouton ”

변형률 경화==> “ (strain hardening)”

높은 변형률에서 데이터를 얻는 것이 어려우므로 ̇ 의 최대치만을 언급함.
네 가지의 고분자 용융체의 신장 점도( ̇ 의 최대치 그래프 그림) ( 5.13)



응력의 함수로 나타낸 신장 점도와 면찰 점도 그래프 그림( 5.14)

유변물성측정기로 얻은 신장 점도 데이터 그림Spin-line ( 5.15)

속에 녹아 있는 폴리부타다이엔 용액<-- Dekalin

장력 담화 영역 뒤에==> 가 훨씬 더 증가

그림 과 의 흐름이 좋지 않은 고분자 물질계에서는 장력 농화의 경향이 일어( 5.13 5.14

나는지를 판별할 만큼의 충분히 큰 ̇ 값까지는 확장되어 않았음)

유동성이 좋은 탄성 액체에 대하여 를 정확하게 측정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움.

지금까지의 증거로는 신장 점도가 대단히 큰 값을 가질 것으로 판단됨.



예 고분자량 의 아주 묽은 수용액에 대한 면찰 점도와 신장 점도: polyacrylamide

그림 과( 5.16 5.17)



비가==> Trouton 104 정도의 큰 값을 가짐을 알 수 있음.

거의 동일한 면찰 점도를 보여주는 고분자 용액의 유변물성 거동 그림 과( 5.18 5.19)



등급 수용액과 수용액==> 2% polyacrylamide(E10 ) 3% Xanthan gum

는 막대형인 보다 훨씬 연질 고분자Polyacrylamide Xanthan gum

용액은 강한 장력 농화 은 장력 담화 거동을 보여줌Polyacrylamide , Xanthan gum .

비는 에서 조차도 뉴튼 유체의 보다 훨씬 높은 값을 가짐Trouton Xanthan gum 3 .

콜로이드 액체에 대한 비는 고분자 액체의 비보다 훨씬 작음Trouton Trouton .

신장 점도가 큰 유체의 거동에 대한 몇 가지 보기5.6

높은 비의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는 몇 가지 상황Trouton

등급 또는 유사한 고분자 용액 수용액Polyethylene oxide WSR 301 ( ) 0.75%

저장통에 담긴 액체의 액위 보다 몇 높은 싸이훤 현상 실험 가능--> (level) cm

개방된 싸이훤 효과의 관찰 그림( 5.20)

상기 용액이 채워진 용기로부터 보다 낮은 곳에 위치한 용기로 수송시 관찰 가능-->

개방된 싸이훤 현상 고분자 용액의 높은 비로 인해 일어나는 대표적인 예~ Trouton



신장 점도가 큰 유체의 거동과 현상에 대한 예

와 의==> Walters Broadbent(1980) “비뉴튼 유체 라는 영화에 예시되어 있음” .

평행한 통로 내에 비대칭적으로 배치시킨 원통 구조물을 지나는 흐름 그림( 5.21)

차원 흐름 원통 장애물의 위치 조절에 의한 좁은 통로와 넓은 통로로 구성됨--> 2 . .

뉴튼 액체의 거동 대응되는 양만큼의 액체가 좁은 통로를 지나가고 있음: .

용액 면찰 담화에 의해 많은 양의 액체가 좁은 통로를 지나가고 있음Xanthan gum : .

용액 어떠한 액체도 좁은 통로를 지나가고 있지 않음Polyacrylamide : .

그림 의 롤 분쇄기의 상황을 참고( 5.3 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