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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콜로이드 분산계와 같은 복잡한 물질의 유변성질은 전단 흐름이 일어날 때 비뉴톤 유동현상
을 나타낸다. 이들 유변성질은 유동단위의 성질과 유동 세그먼트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다. 유동곡선을 이론적인 틱소트로피식에 적용하여 여러 틱소트로피 유동 곡선에 대한 유동파라메타, 완
화시간, (β2)0, 구조적인 요인, C2, 전단 모듈러스, X2/α2을 구하였다. 유변 파라메타의 변화는 비뉴톤 
유동, 점도, 유동 세그먼트의 유동 활성화 에너지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주제어 : 콜로이드 분산계, 유변성질, 비뉴톤 유동, 유변 파라메타, 틱소트로피식

  Abstract : The rheological properties of complex materials such as colloid dispersion show 
complicated non-Newtonian flow phenomena when they are subjected to shear flow. These flow 
properties are controlled by the characteristics of flow units and the interactions among the flow 
segments.  The rheological parameters of relaxation time (β2)0, structure factor C2 and shear 
modulus X2/α2 for various thixotropic flow curves was obtained by applying thixotropic equation 
to flow curves. The variations of rheological parameters are directly related to non-Newtonian 
flows, viscosities and activation energies of flow seg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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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틱소트로피 현상[1]은 유화제품, 페인트, 화장
품, 플라스틱 뿐 아니라 최근 의약품[2], 세라믹
[3], 프린팅 잉크[4], 식료품[5] 등에서도 많은 연
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물질에서 나타나는 
시간 의존성 전단 박화 현상이다. 틱소트로피 현
상에 대한 연구는 처음에는 비탄성 유동계에서 
시작하였지만 지금은 고분자 용액과 같은 점탄성 
유동계 뿐 아니라 점탄성 고체의 변형과 연관되
어 연구가 발전되어 가고 있다.  
 계면활성제 미셀이나 콜로이드 분산계는 복잡한 
non-Newtonian 유동현상을 나타내며, 이 유동현
상은 flow unit들의 구조, 입자크기, 분산정도에 
영향을 받는다.  무기물 수용성 현탁계에 있어서
는 flow unit 표면의 전기적인 이중층과 zeta 
potential이 계의 유동에 중요한 인자로 작용한다. 
이러한 non-Newtonian 유동현상과 유동계에 미
치는 여러 요인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순수과
학과 산업적인 응용의 연구대상으로 많은 과학자
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Kim 등은 Ree-Eyring 이론에 근거하여 유도한 
thixotropy flow 방정식을 제시하였고, 그것을 
starch-물 서스펜션 계에 적용하였으며 shear에 
따라 dilatancy로부터 thixotropy로의 flow 전환
이 일어나는 것을 연구, 조사하여 실험적 결과와 
이론적인 해석을 고찰하였다[6]. dilatancy와 
thixotropy 모두 기계적 응력에 의해 가역적으로 
상태를 바꾸는 현상이다. dilatancy는 정지 상태
에서 유체의 상태로 안정해지는 반면, thixotropy
는 정지 상태에서 강체의 상태로 안정해 진다. 
또 dilatancy를 나타내는 분산계에서는 입자가 분
산 욤매 속에서 침강하여 빽빽한 집합을 이루는
데 반해, thixotropy를 나타내는 분산계에서는 입
자가 느슨한 집합을 한다. 외부에서 힘을 가할 
때, dilatancy의 경우 구조가 생기는 변화가 일어
나는 반면, thixotropy의 경우 구조가 깨지는 변
화가 일어난다. 정지 상태에서의 안정성은 입자의 
크기, 형태, 표면의 성질, 분산매의 성질 등에 의
한다. dilatancy 계에서는 대체로 입자가 비교적 
거칠고 매질의 액체에 의해 젖기 쉬운 것이 유리
한 조건인 데 반해, thixotropy 계에서는 대체로 
입자가 비교적 작고, 또 평판형, 봉형의 모양을 
갖는 것과, 입자간에 응착력이 작용하는 것이 유
리한 조건이다. 그리고 dilatancy나 thixotropy 모
두 시간인자에 영향을 받는 특징을 갖고 있다

[7,8].
 Kim[9]은 이론식을 합성조건에 따른 

polyacrylamide hydrogel의 thixotropy 성질에 적
용하여 유동단위의 특성과 유동 분절사이의 상호
관계를 규명하였다. Ree와 Eyring[10]은 절대반
응속도의 활성화 이론을 불균일한 유동계에 적용
시킨 일반화 된 점도식을 제안했으며, 이로부터 
Hahn등[11]은 thixotropy물질에 대한 flow 
mechanism을 제안하여[12] thixotropy 이론식을 
유도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non-Newtonian 유동식으로부
터 thixotropy 유동방정식을 유도하였다. 유동계
가 전단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thixotropy 현상
이 나타내는 것을 thixotropy 유동 방정식을 이
용하여 유변학적인 파라메타, 완화시간, (β2)0, 
구조적인 요인, C2, 전단 모듈러스, X2/α2을 구
하고, 유동 파라메타의 변화에 따른 유동곡선의 
변화현상을 고찰하였다. thxiotropy 이론적인 유
동 곡선은 유변학적인 파라메타를 다시 유동 방
정식에 대입함으로써 얻는다. 

2. 이론

2.1. Ree-Eyring의 비뉴톤 유동 방정식

Eyring의 방정식에 따르면 전단 속도는 다음 
식과 같이 비뉴톤 성질을 나타낸다.

Ṡ  
 i ki′sinh                (1)

여기서, ki＇은 flow unit중의 i번째 group에 
속하는 한 개의 unit의 flow process에 대한 속도 
상수이고, αi = (λλ2λ3)i/2kT이다. 또한, λ1,
λ2,λ3 및 λ는 비슷한 분자 parameter이며, 
parameter와 삽입구 밖의 첨자 i는 그 값들이 i번
째 group의 flow unit에 속함을 의미하는 것이
다.

i번째 group에 속한 flow unit에 작용하는 힘
은 Xifi이며, 따라서 전체 응력 f는 아래 식으로 
나타내어진다. 

f  i 
N X i fi                            (2)

여기서 Xi는 i번째 group의 mole fraction이 
된다. 이때, (2)식에 대해 (1)식으로부터 정리한 
fN을 대입하면, 다음의 식이 얻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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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i 
N
i
X i sinhṠ                (3)

여기서, βi = 1/{(λ/λ1)i2ki＇이 되는데, 그것
은 N번째 group의 완화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다.

2.2. 뉴톤 유동 단위

(3)식을 다시 써보면 다음과 같다.

f  i 
N
i
X i iṠ
iṠ
sinhṠ             (4)

(4)식 중 함수 (sinh-1X)/X는 다음과 같은 성
질이 있다.

lim
i→
iṠ
sinhṠ

                   (5)

이 특성으로 인하여 βiṠ≪1인 조건에 대한 
flow unit 1은 Newtonian flow unit로서 역할을 
한다. 때문에 Newtonian flow unit의 응력 f1은 
다음 식과같이 나타난다.

f  
X Ṡ                         (6)

2.3. 틱소트로피 비뉴톤 유동식

전단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내부의 구조적 변
화가 존재함이 가정될 수 있다. 그러한 구조적 
변화가 일어난다면, shear에 의해 일(work)이 행
해지는 것이다. 그 구조적 변화를 위해 필요한 
일은 strain energy로서 W로 나타내지며, 그 
strain energy는 다음 식으로 계산된다.

  

W  


Sf dS  


SGSdS  G
kf′
Ṡ

 C Ṡ  

                 (7)
여기서, G는 spring constant이고, S는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는 molecular displacement로서, S 
= γṠ/kf＇으로 표현되며, 이때의 γ는 비례상수
이다. 그런데 그 때의 S에 대한 식은 전단 응력
에 의해 행해진 단위 시간당 molecular 또는 
granular displacement가 전단 속도에 직접적으로 
비례한다는 가정으로부터 얻어진 것이다. Strain 
energy는 activation free energy에 대한 조건에서 
disentanglement (앞으로는 D로 약칭)와 
entanglement(앞으로는 E로 약칭)사이의 구조적 
변화 과정에 따라 달라진다.

D → E라는 구조적 변화를 수반하는 flow 
process를 거치는 flow unit 2에 대해서, flow의 
activation free energy는 구조 형성에 기인하는 
strain energy(C2Ṡ2)만큼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flow unit 2에 관한 속도상수 k2＇은 다음과 같
은 식으로 나타내진다.

k′  h
kT expRT

∆G‡  CṠ 
     kexp

Ṡ                   (8)

여기서, k0는 constraint가 전혀 없을 때의 
flow unit에 대한 속도상수이다.

그에 관해서 free energy diagram은 jumping 
process에 대하여 가정된 것으로서 activation 
energy가 constraint가 전혀 없을 때의 것에 비하
여 C2Ṡ2만큼 증가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완화 시간 β2는

  exp
Ṡ                   (9)

가 되고 여기서,

  
 
 


k

 

 
 


kT
h expRT

∆G‡    

           (10)
이다. flow unit 2에 대해서 (3)식을 다시 써보

면, D→E와 같은 구조적 변화에 관한 전단 응력 
f2는 다음과 같이 나타내진다. 

f  
X sinh


Ṡexp

Ṡ     (11)

이 식은 thixotropy이론식으로 유동 곡선에 적
용하여 유변 파라메타를 구하였으며, 이들 유변 
파라메타의 변화로부터 비뉴톤 유동현상을 고찰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전단 응력 곡선

Brookfield사의 Model DV-Ⅲ rheometer로부
터 얻은 응력 완화 곡선은 일정한 변형율로 전단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전단 응력값이 변하는 정
도를 보여주는 up-curve와 전단 속도가 감소함
에 따라 전단 응력값이 변하는 정도를 보여주는 
down-curve로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up-curve에 대한 값만을 취하여 고찰하였으며, 
실험에 의해 얻은 값에 근거하여 근사적인 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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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터 값을 구한 후, Ree-Eyring 유동방정식
에 대입함으로써 이론치를 구하였다.

Bang 등은 전단 속도에 따라 dilatancy에서 
thixotropy로 전환되는 유동 메카니즘을 연구하
면서 dilatancy에서의 parameter와 thixotropy에
서의 parameter의 값이 근사적으로 같다는 가정
을 하고 고찰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thixotropy 
특성을 나타내는 thixotropy 현상만을 고찰하였
다. 

Fig. 1은 일정한 structure factor와 shear 
modulus에서 relaxation times, (β2)0의 변화에 
따른 유동곡선을 나타내며, relaxation times이 커
질수록 shear stress가 증가하고 있다. 응력완화가 
증가할수록 전단 응력이 커지는 것은 flow의 
activation free energy가 커지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고찰할 수 있다. Fig. 2는 일정한 shear 
modulus와 relaxation times에서 structure factor
의 변화에 따른 shear stress의 변화를 나타내는 
유동곡선으로 초기 전단응력은 변화가 없으나 전
단속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구조인자가 커지면 
전단응력이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낮은 전단 속도에서는 구조의 변화가 아
주 적으며 전단속도가 커질수록 입자간의 구조적
인 작용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3은 일
정한 relaxation times과 structure factor에서 
shear modulus 증가시키며 shear stress를 측정한 
결과이고,  shear modulus 증가시키면 전단응력
이 커지며 전단속도가 커질수록 변화가 더 커지
는 것을 알 수가 있다. Fig. 4는 일정한 shear 
modulus에서 relaxation time은 증가시키고 
structure factor는 감소시키면서 유동곡선의 변화
를 나타낸 것으로 초기 전단속도에서는 전단응력
이 커지다가 전단속도가 커질수록 변화가 작아지
고 결국에는 유동곡선이 역전 전환점을 맞게 된
다. Fig. 5에 일정한 structure factor에서 
relaxation time의 증가와 shear modulus의 감소
에 따른 유동곡선의 변화를 비교하여 나타내었으
며, 초기 전단속도에서 전단응력이 조금 증가하다
가 전환점을 맞고 다시 유동곡선이 크게 역전되
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Fig. 6은 일정한 
relaxation times에서 structure factor는 증가시키
고 shear modulus는 감소시키며 shear stress를 
측정한 결과이고, 초기 전단속도에서는 전단응력
이 감소하며, 전환점을 지나 큰 전단속도에서 전
단응력이 커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Fig. 7은 
일정한 shear modulus와 relaxation times에서 

structure factor의 부호변화에 따른 shear stress
의 변화를 나타내는 유동곡선으로 초기 전단응력
은 변화가 없으나 전단속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
록 전단응력이 급격히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낮은 전단 속도에서는 구조의 변
화가 아주 적으며 전단속도가 커질수록 입자간의 
구조적인 작용이 크게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0

1

2

3

4

5

6

7

8

9

10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Shear rate(1/sec)

S
h
e
a
r 

s
tr
e
s
s
(N

/
m

2
)

0.007582 0.012582 0.017582 0.022582 0.027582

Fig. 1. The flow curves for various 
relaxation times, (β2)0 on 
non-Newtonian flow mechanism. 

0

2

4

6

8

10

12

14

16

18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Shear rate(1/sec)

S
h
e
a
r 

s
tr
e
s
s
(N

/
m

2
)

0.0007553 0.0012553 0.0017553 0.0022553 0.0027553

Fig. 2. The flow curves for various structure 
factors on non-Newtonian flow 
mechanism. 



Vol. 32, No. 3 (2015) 비 뉴톤 유동 메카니즘에서 틱소트로피 식과 유변 파라메타 5

- 390 -

0

5

10

15

20

25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Shear rate(1/sec)

S
h
e
a
r
 s

tr
e
s
s
(N

/
m

2
)

1.22 1.72 2.22 2.72 3.22

Fig. 3. The flow curves for various shear 
modulus on non-Newtonian flow 
mechanism. 

 

0

1

2

3

4

5

6

7

8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Shear rate(1/sec)

S
h
e
a
r 

s
tr
e
s
s
(N

/
m

2
)

(0.007582, 0.0007553) (0.012582, 0.0006553) (0.017582, 0.0005553)

(0.022582, 0.0004553) (0.027582, 0.0003553)

Fig. 4. The flow curves for increasing 
relaxation time and decreasing 
structure factor on non-Newtonian 
flow mechanism.  

0

1

2

3

4

5

6

7

8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Shear rate(1/sec)

S
h
e
a
r 

s
tr
e
s
s
(N

/
m

2
)

(0.007582, 1.22) (0.012582, 1.12) (0.017582, 1.02)

(0.022582, 0.92) (0.027582, 0.82)

Fig. 5. The flow curves for increasing 
relaxation time and decreasing 
shear modulus on non-Newtonian 
flow mechanism. 

0

1

2

3

4

5

6

7

8

9

10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Shear rate(1/sec)

S
h
e
a
r
 s

tr
e
s
s
(N

/
m

2
)

(0.0007553, 1.22) (0.0012553, 1.07) (0.017553, 0.92)

(0.0022553, 0.77) (0.0027553, 0.62)

Fig. 6. The flow curves for increasing 
structure factor and decreasing shear 
modulus on non-Newtonian flow 
mechanism.  



6   김남정                                                                                 韓國油化學會誌

- 391 -

parameters
variation of parameters

increasing (β2)0 increasing C2 increasing X2/α2 inverse C2

1

(β2)0×103  7.582    7.582   7.582    7.582

C2×104  7.553    7.553   7.553   -7.553

X2/α2  1.220    1.220   1.220    1.220

2

(β2)0×103 12.582    7.582   7.582    7.582

C2×104  7.553   12.553   7.553   -12.553

X2/α2  1.220    1.220   1.720    1.220

3

(β2)0×103 17.582    7.582   7.582    7.582

C2×104  7.553   17.553   7.553   -17.553

X2/α2  1.220    1.220   2.220    1.220

4

(β2)0×103 22.582    7.582   7.582    7.582

C2×104  7.553   22.553   7.553   -22.553

X2/α2  1.220    1.220   2.720    1.220

5

(β2)0×103 27.582    7.582   7.582    7.582

C2×104  7.553   27.553   7.553   -27.553

X2/α2  1.220    1.220   3.220    1.220

(β2)0 : sec,  C2 : ㎈․sec2/㏖,  X2/α2 : N/㎡

Table 1. The rheological parameters of relaxation time (β2)0, structure factor C2 and shear 

modulus X2/α2 for various thixotropic flow cur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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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he flow curves for various inverse 
structure factors on non-Newtonian 
flow mechanism. 

3.2 유변학적 파라메타의 고찰

Table 1에는 한가지의 유동파라메타의 변화 
조건에서 thixotropic경향을 나타내는 유동곡선을 
이론적인 thixotropy식에 적용하여 얻은 (β2)0,, 
C2 그리고 X2/α2의 값을 수치로 나타냈다. C2는 
고분자의 내부구조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structure factor를 나타내고, (β2)0값은 flow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완화 시간이며, X2/α2는 
shear modulus이다. 완화 시간 β의 값이 커질수
록 flow현상이 작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전단속
도가 커짐에 따라 일정하게 flow현상이 작아지는 
것으로 고찰된다. structure factor C2가 증가할수
록 전단응력이 커지며, 내부 구조의 영향이 증가
되면 shear stress가 증가됨을 알 수 있고, 전단속
도가 증가할수록 전단응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커
지는 현상을 나타낸다. 음 부호의 structure 
factor C2 의 변화는 전혀 반대의 유동현상을 보
이고 있다. X2/α2로 나타내지는 shear modulus
가 증가할수록 전단응력이 커지며, 전단속도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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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s

Concentration(wt%)

increasing (β2)0, 

decreasing C2

increasing (β2)0, 

decreasing X2/α2

increasing C2, decreasing 
X2/α2

1
(β2)0×103  7.582  7.582    7.582

C2×104  7.553  7.553    7.553
X2/α2  1.220  1.220    1.220

2
(β2)0×103 12.582 12.582    7.582

C2×104  6.553  7.553   12.553
X2/α2  1.220  1.120    1.070

3
(β2)0×103 17.582 17.582    7.582

C2×104  5.553  7.553   17.553
X2/α2  1.220  1.020    0.920

4
(β2)0×103 22.582 22.582    7.582

C2×104  4.553  7.553   22.553
X2/α2  1.220  0.920    0.770

5
(β2)0×103 27.582 27.582    7.582

C2×104  3.553  7.553   27.553
X2/α2  1.220  0.820    0.620

(β2)0 : sec,  C2 : ㎈․sec2/㏖,  X2/α2 : N/㎡

Table 2. The rheological parameters of relaxation time (β2)0, structure factor C2 and shear 

modulus X2/α2 for variation of two parameters 

가에 따라 전단응력의 차이가 점점 더 커지는 경
향을 나타내고 있다. Table 2에는 두 가지의 유
동파라메타가 하나는 증가하고 하나는 감소할 때
의 유동곡선을 이론적인 thixotropy식에 적용하
여 얻은 (β2)0, C2, X2/α2의 값을 수치로 나타냈
다. 세 가지의 유동성 파라메타는 크기 기울기가 
다른 서로 상보적인 유동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고찰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비뉴톤 유동식으로부터 이론적
인 thixotropy 유동방정식을 유도하였다. 유동계
가 전단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thixotropy 현상
이 나타내는 것을 thixotropy 유동 방정식을 이
용하여 유변학적인 파라메타, (β2)0,, C2, X2/α2

의 값을 구하고, 유동 파라메타의 변화에 따른 
유동곡선의 변화현상을 분석하였다. 여기서 C2는 
고분자의 내부구조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structure factor를 나타내고, (β2)0값은 flow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완화 시간이며, X2/α2는 
shear modulus이다. 완화 시간 β의 값이 커질수
록 flow현상이 작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전단속
도가 커짐에 따라 일정하게 flow현상이 작아지는 
것으로 고찰된다. structure factor C2가 증가할수
록 전단응력이 커지며, 내부 구조의 영향이 증가
되면 shear stress가 증가됨을 알 수 있고, 전단속
도가 증가할수록 전단응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커
지는 현상을 나타낸다. 음 부호의 structure 
factor C2 의 변화는 전혀 반대의 유동현상을 보
이고 있다. X2/α2로 나타내지는 shear modulus
가 증가할수록 전단응력이 커지며, 전단속도의 증
가에 따라 전단응력의 차이가 점점 더 커지는 경
향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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