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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서 론

우리 나라가 현재 당변하고 있는 하나의 큰 문제는 국가 성장이 한계점에 와 있다

는 것이다. 이 한계를 돌파하고 그야말로 병실상부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창의력

과 논리적 사고를 배양시키는 교육이 절실하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듯이 우리

나라도 과학 및 첨단기술의 발전을 미래에 선진국이 되는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실 내 수업만으로는 불가함을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 모든 나라는 초， 중등학생 단계에서 창의력을 배양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과학교

육 방식을 가지고 있다[11 그러나 우리의 교육 현실은 어떤가! 주지하다시피 우리

의 과학 교육은 입시 위주의 교육 풍토에 휘말려 아직도 대부분의 학교가 교설 내

수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과학교육의 중요한 목표의 하나언 창의성 개발을 위한 교

육을 시도하는 노력을 멀리하는 등， 초 · 중등학교에서 시행되는 과학교육에 있어서

과학 또는 과학교육 본연의 자세를 견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물리교육과에서는 “과학공동탐구토론대회”를 통하여 과학의 본성을 찾는 교육의 개

발에 이바지 해보고자 하는 시도를 거듭해 왔다[2-4].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물리교육과에서는 오래 전부터 이러한 문제에 대한 준비를

과학공동탐구토론대회를 통하여 해왔다. 1993년 과학의 해를 맞아하여 “학생 과학탐

구 올림픽 대회” 단위 행사의 하나로 시작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과학 공동탐구

토론대회 " [2J는 예산 지원의 단절로 2회 에서 끝났으나 물리교육과 교수들은 탐구토론

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본 학과내의 행사로 “불리탐구토론대회 " [3，4]를 개최하고 있으

며， 1998년으로 제4회를 맞으며，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2회를 합하면 6회 째로 6년의

경험을 가지게 되었다

* 이 연구는 1998년도 서울대혁교 사범대학 발전기금 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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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공동탐구토론대회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으나， 대학에

서 수행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를 좀 더 확장하여 초 • 중등학교에서 시행하는 것이

교육적 효과 변에서 훨씬 더 클 것이다. 물리교육과에서 이 공동탐구토론대회를 계속

해 나가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도 물리교육과를 졸업하여 현장으로 나가는 교사들에

게 이러한 공동탐구토론대회를 경험하게 하여 현장에 나름대로의 열린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경험을 쌓아주며， 또한 오랜 연구의 결과를 통해 초 · 중등학교에서 시행할

수 있는 보다 적합한 형태의 과학공동탐구토론대회나 변형된 형태의 열린 학습의 모

형을 찾고자 함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는 더 집중적인 연구와 꾸준한 노력이 필

요할 것이다.

과학 또는 물리공동탐구토론대회를 통해 우리는 초 · 중등학교에 적용될 수 있는

열린 과학교육을 위한 새로운 교육과정의 모형과 필요한 자료를 개발하고자 하며， 중

학생을 대상으로 한 1, 2회 의 경험으로 볼 때 공동탐구토론대회의 효과는 우리 나라

과학교육을 한 차원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믿는다. 참여하는 학생들과 지도 교사

들의 열의는 우리 나라 과학의 앞날이 밝다는 기대를 가지게 할만큼 매우 훌륭하였

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우리는 이러한 활동의 필요성이 매우 절실하며 또한 이러한

연구를 통해 얻어질 결과의 유용성이 매우 클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 우리

는 이전의 연구[4]에서 우리 학생들이 제출한 보고서를 통하여 학생들이 수행한 공동

탐구 및 토론의 내용을 분석할 수 있었고， 따라서 현재의 우리 나라 교육방법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학생들의 탐구 및 토론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보다 효과적인 열린 교육과정으로서의 탐구토론의 능력을 쌓을 수 있는 교육을 초 ·

중 · 고등학교 나아가서는 대학에서까지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탐구활동의 과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열린교육을 위한 연구는 국외에서는 많은 연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5]， 국내에

서도 몇 사람의 연구자들이 STS 교육 자료[6]나 재미있게 생각해 보는 자료[7，8]를

개발한 바 았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하고자 하는 구체적 주제에 대한 공동탐구토론

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국제적 경연대회로 잘 알려진 과학올림피아드는공

동탐구토론대회와는 전혀 다른 성격으로 매우 수준 높은 지펼 고사와 주어진 실험

과제에 대해 제한된 시간 동안만 평가한다. 이러한 방법은 소수를 위한 영재 교육의

관점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학생 전체를 위한 교육적 효과라는 측면에서는 큰 의미를

찾을 수 없다. 또한 미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International Science & Engineering

Fair는 많은 부분이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물리교육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탐구토론대

회와 그 성격이 비슷하지만 토론의 과정은 배제되어 있으며， 학교의 교육과정으로는

개발되어 있지 않고 경연 대회로 운영되고 았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물리교육과에

서는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과학 또는 물리공동탐구토론대회는 탐구와 토론을 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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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속에 넣는 것을 중요한 장기적 목표로 삼고 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물리교육과에서는 1998년 5월 30일 제4차 공동탐구토론대회

를 개최한 바 있다. 이 대회에서는 불리교육과의 모든 학생들을 9개조로 나누어 “우

유 방울， 그 왕관 현상의 비밀은?"이란 주제를 가지고 공동 탐구 및 토론대회를 수행

하였다. 학생들이 수행한 탐구활동은 보고서로 제출되었으며， 또한 학생들에 의해 웹

문서로 제작되어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물리교육과 홈페이지에 올라 있어 누구나 볼

수 있다[9J.

이 논문에서 주제로 선택한 우유 방울의 왕관 현상은 육안으로 직접 관찰하기는

쉽지 않지만 TV 광고 등에서 일상적으로 볼 수 있어 학생들의 흥미를 충분히 끌 수

있는 주제이다. 여기서는 이 현상을 주제로 한 사범대학 물리교육과 제4차 공동탐구

토론대회의 분석을 통하여 학교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 공동탐구토론의 자료와 열

린 교육적 측면에서의 새로운 교육과정 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우유 방울의 왕관

현상 및 그 후의 제트 분출 현상은 자세한 과정을 쉽게 관찰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주변에서 흔히 나타나는 친근한 현상 중 하나이다. 그러나 그 자세한 비밀은 학문적

으로도 아직 완전히 벗겨지지 않은 상태이어서 아직 전산 시늄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 실제로는 매우 어려운 주제이다[10，1 1]. 그러나 이 현상은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

할 수 있으므로 여러 수준의 학생들에게 적합한 열린교육으로서의 교육과정으로 개

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주제이다. 이 논문에서는 우유 방울의 왕관 현상을 학교

현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학습의 주제로 사용될 수 있는지 물리교육과에서 수행한 제

4차 공동탐구토론대회를통하여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 논문의 구성은 제2절에서 우유방울의 왕관 현상을 주제로 한 공동탐구토론대회

에서 나타난 학생들의 관심사와 접근 방식을 알아보고， 제3절에서는 우유 방울의 충

돌 현상으로부터 학교 현장에서 열린 학습의 주제로 선택 가능한 부분들을 제시하고，

제4장에서는 우유 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부터 충돌과정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관찰된 현상을 기존의 연구들[10，11]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본다. 자:1 5절에는 종합

토의를 섣는다‘

II. 우유 방울의 왕관 현상에 대한 대학생들의 접근 방식

우유 방울을 우유 표변에 떨어뜨렸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모양은 <그림 2-1>에

잘 나타나 있다. 이 현상은 매우 신기한 것으로 TV 광고 등에서 흔히 인용되고 있어 일

반인들에게도 충분한 흥미 거리가 될 수 있는 현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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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우유 방울의 왕관 현상

상에 대한 이해는 충분하지 못하다. 우유 방울의 왕관 현상은 유체의 표면 장력이 중

요한 역할을 하는 현상의 대표적인 예이다. 이 분야의 학술적 연구는 별로 진전된 것

이 없을 정도로 쉽지 않은 문제이면서 자동차의 연소 기관의 중요한 부분인 연료 주

입기에서의 분사 문제， 잉크셋프린터의 선명도를 지배하는 노줄에서의 잉크 방출 뚱

현실적인 문제에 적용될 수 있는 응용성이 매우 큰 문제이다.

이 절에서는 물리교육과 제4차 공동탐구토론대회를 수행한 대학생들의 이 현상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을 보고서를 통해 알이-보고 그를 통해 학생들 입장에서의 문

제 인식과 학생들의 관심사， 흥미로워하는 부분 등을 알아본다. 우선 학생들이 이 현

상을 탐구하기 위해 세운 가설들과 그에 대한 탐구 결과를 살펴보므로써 학생들의

이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을 알아본다

다음은 3개조가 연합된 A그룹의 탐구과정으로 다음과 같은 탐구의 구조를 설정하

였다.

(1) 함몰 구벙의 생성과 초기 왕관 형성의 특징은 무엇이고 어떻게 설명될 수 있

는가?

(2) 왕관의 형성과 성장 그리고 분사체의 분출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3) 왕관의 갈라진 가지는 어떻게 생기는가?

첫 번째 탐구 과제인 함몰 구명의 생성에 대해서는 이 탐구의 주된 활동이면서 많

은 내용을 담고 있는 두 번째 과제와 같이 다루었다. 두 번째 과제인 왕관 현상의 형

성과 성장 그리고 분사체의 분출에 대한 A그룹의 가설， 검증 및 결론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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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 유체 방울이 떨어질 때 이 충격이 유체 기퉁을 따라 진행하다가 바닥에 부

딪힌 후 돌아오} 유체의 분출을 이룬다. 이 때 유체 기둥을 따라 움직이는

충격파가 한 방향으로 전달되지 못하고 분산되어 그 힘으로 유체가 튀겨 올

라 수막을 형성한다. 이 수막이 여러 방향으로 갈라져 왕관 모양을 이룬다.

• 가설 제안 배경 : 유체가 떨어진 곳을 축으로 하는 원기둥 모양의 가상 물기둥을

생각한다. 이 불기퉁이 많은 물방울들의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제일 위의 물방울에

가해지는 충격은 아래 그림과 같은 탄동 진자에서의 충격파의 전달 과정과 같이

전달되어 아래 그림과 같이 수조의 바닥에 도탈 그리고 반사되어 다시 수면에 도

달할 것이다. 이 때의 충격이 바로 원주형의 분사체를 이루며， 전달 과정에서 곧바

로 전달되지 못한 힘이 수면으로 올라 와서 왕관 모양을 이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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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 L가 : 만약 떨어지는 유체가 비스듬히 입사한다면 충격파의 전달 과정에 따

라 원주형 분사체의 형성은 다음 그렴과 같이 반사 볍칙에 의해 충격파가 나오는 곳

에 생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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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관을 형성한다

유체 방울을 입사시키고 결과를 관

반사되는 쪽이 아니라 입사된 곳에서 왕관과 분사체가 형성

떨어지는 유체는 터진다. 그런데 고체의 표

이 충격으로 깨어지는 물은 유체의 방해를

된다. 이 끌림의 모양이 왕관을 이룬다.

• 검증 실험 : 평평한 유체의 표면에 버스듬히

찰 한다

·실험 결과 : 수조에서

되었다.

• 가설 f나 : 충격파가 되돌아 올 때 곧바로 전달되지 못한 힘이

면 왕관 형성의 시간은 분사체의 형성 시간보다 늦거나 같다.

• 검증 관찰 결과 : 왕관의 형성은 분사체가 형성되기 전에 일어나며 왕관 현상이 사

라진 후에 분사체가 형성된다.

• 가설 1-다 : 물방울 하나에 의한 물기둥에서의 충격파 전달이 그만한 크기의 분사

체를 만들어 내려면 수조의 바닥에 부딪히는 충격도 상당할 것이며， 그리고 물방울의

집합으로 생각한 물기둥에서의 에너지 전달율이 상당히 좋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유체

의 갚이가 어느 정도 되어 충격파가 전달되는 길이가 길어진다면 충격파가 소멸하거나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 검증 실험 ( 1 ) : 수조의 바닥에 분펼 가루를 깔아 놓고 위에서 물방울을 떨어뜨린다.

수면이 조용해진 후에 나타나는 분필 가루 분포의 변화를 관찰한다.

·실험 결과 : 분펼 가루의 움직임은 관찰되지 않았다

• 검증 실험 (2) : 물 갚이 10cm인 비커에서 일어나는 왕관 현상 및 분사체의 형성과

물 갚이 1m 이상인 연못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비교해 본다.

·실험 결과 : 왕관 현상과 분사체의 형성이 일어나는 시간이나 분사체의 크기는 물

갚이에 따라 변하지 않았다.

가설 1에 대한 위의 세분화된 검증 결과 가설 1은 폐기한다.

가설 2. 다음 그림과 같이 고체 표변에

면 위에 유체의 막이 있을 경우

받아서 유체를 단 채로 흘어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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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 제안 배경 : 강체가 고체의 표면에 떨어지면 입사한 방향으로 뭔다. 그러나

유체의 경우에는 외부의 충격에 의해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사방으로 흩어진다.

이 때 유체가 수직으로 입사하면 유체는 모든 방향으로 균일하게 흩어진다. 그리고

물방울 λ}이 의 인력에 의한 응집력에 의해 흩어지는 유체 방울이 바닥 유체를 끌고

가게 되어 왕관을 형성한다. 따라서 균일한 모양의 왕관을 만들 수 있다.

• 가설 2-가 : 떨어지는 유체 방울이 바닥 유체를 끌고 흩어진다면 튀는 유체 방울

과 왕관은 떨어진 유체의 것이어야 한다.

·검증 실험 : 우유에 다른 색깔을 낼 수 있는 물질을 섞어 떨어 뜨려 왕관의 색깔

을 관찰한다.

실험 결과 : 왕관의 색깔은 바닥 유체의 색깔이다.

• 가설 2 나 : 가설 3이 옳다면 갚은 바닥 유체에서는 왕관의 형성은 불가능하다.

즉， 유체가 깊어진다면 직접적인 유체의 흩어짐이 없어지므로 왕관은 형성되지 않을

것이다.

• 검증 실험 : 유체 방울 크기의 5배 정도로 비교적 깊은 바닥 유체에서 왕관 현상

을 관찰한다.

·실험 결과 : 비교적 깊은 유체에서도 왕관의 형성이 관찰되었다.

* 가설 2에 대한 위의 세분화된 검증 결과 가설 2는 폐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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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3. 유체 방울이 바닥 유체를 때릴 때의 파동이 비커의 부딪쳐 돌아오는 파동과

부딪쳐서 왕관 현상이 생긴다.

• 가설 제안 배경 : 진행파와 반사파가 위상이 같을 때인 정상파가 된다변 진폭의 크

기는 훨씬 커지게 된다. 따라서 입사할 때 나온 파와 먼저 발생되어 나온 파가 만나

서 큰 진폭이 되는 곳은 왕관의 꼭지가 될 것이고 작은 진폭이 되는 곳은 왕관의 낮

은 부분이 될 것이다.

• 가설 3-가 : 비커에 반사된 파와 입사한 파가 중첩된 정상파가 이루어지려면 비커

의 모양은 일정해야 하며， 또 비커의 크기가 달라지면 왕관의 모양은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만약 비커의 넓이가 무한하다면 왕관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 검증 실험 : 여러 가지 모양의 비커에 유체를 채운 뒤 충돌 실험을 한다. 그리고

넓은 욕조에 유체를 채우고 왕관이 나타나는 시간과 욕조의 가장자리에 파동이 도달

하는 시간을 비교한다.

• 실험 결과 비커의 모양에 따른 왕관의 모양 변화는 없었다 그리고 넓은 수조를

이용하였을 때 가장자리에서 파동은 거의 관측되지 않았다. 따라서 수조가 무한히 넓

다면 파동은 가장자리에 도달하기 전에 소멸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 가설 3에 대한 위의 검증 결과 가설 3은 폐기한다.

가설 4. 유체 방울이 바닥 유체의 표면을 때릴 때 떨어진 유체눈 바닥 유체에 함몰

구멍을 만들게 되고 이 때의 충격이 유체의 점성으로 인해 멀리 가지 못하

고 바로 주위의 유체를 밀어내어 왕관을 형성하는 수막을 만든다. 그리고

유체 방울이 떨어진 후 생기는 함몰 구멍을 메우기 위해서 주위의 유체가

모이고 이 과정에서 유체가 분출된다. 떨어지는 유체가 바닥 유체를 관통하

지 못하는 것은 바닥 유체가 그 진행을 저지하기 때문이다.

• 가설 제안 배경 . 물방울의 지름보다 얄은 바닥 유체에서는 떨어진 유체 방울이 밑

바닥에 깔리고 이 깔린 유체가 바닥 유체를 밀어내어 왕관을 형성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그리고 유체에 순간적으로 공간이 생기면 이 공간을 메우기 위해서 주위에

서 와류를 형성하며 그 공간을 채우게 되는데 이 때의 힘은 충분히 원주형의 분사체

를 만들만큼 크다 (예: 바다 속에서의 지진 및 화산 활동) . 원주체의 유체와 왕관을

형성하는 유체는 떨어진 유체가 아니라 모두 바닥 유체일 것이다 그리고 충격이 바

닥 유체의 표면에 가해진 후 파장이 생기는 것은 왕관 현상이 생긴 후이다. 즉 유체

는 강체와는 달리 충격을 바로 전달하지 못하고 충격에 의해서 자신의 모양을 바꾸

어 충격을 흡수한다.

• 가설 4-가 : 파동이 주변에 전달되지 못하고 왕관을 형성해야 하므로 충돌하는 순

간에는 충돌 현상이 나타나는 주변에는 파동이 관측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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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 실험 : 그림과 같이 충돌 현상이 일어날 곳의 외부에 색깔을 띤 작은 가루(색

연필의 가루나 꽃가루)를 놓고 유체를 떨어뜨린다.

購-주사기

색가루

함몰될 hole 크기

·실험 결과 : 충돌 직후엔 함몰된 구멍 주위에 색가루의 움직임이 없었다. 그러고

함몰 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된 뒤에 파동이 생기며 색가루의 움직임이 관측된다.

• 가설 4-나 : 만약 바닥 유체의 점성이 작다면 파동이 한 순간에 외부로 전달되어

왕관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바닥 유체의 점성이 매우 클 때도 왕관은 만들어

지지 않을 것이다.

• 겸증 실험 : 유체의 점성을 달리하면서 수행한 충돌 현상을 관찰하고， 참고로 달이

나 행성에서 운석의 충돌로 나타난 현상을 살펀다.

• 실험 결과 : 유체의 점성이 낮을수록 충돌 지점에서 먼 곳에서 왕관이 형성되었고

또 그 형성의 정도도 약하다. 또한 운석의 충돌로 생긴 분화구의 가장자리에 솟아오

른 바위 덩어려가 관측된다.

·가설 4 다 : 유체가 수면에 비스듬히 입사한다면 함몰구멍이 생기는 방향이 다르

기 때문에 수직으로 떨어질 때와는 다른 모양의 분출이 일어나야 하며 왕관과 분사

체가 생기는 곳은 함몰구멍이 생기는 곳에서 벗어나서는 안된다.

• 검증 실험 : 빨대에 우유를 한 방울 넣은 후 수변에 비스듬히 대고 불어서 유체를

수면에 비스듬히 입사시킨다. 그 때 일어나는 함몰구멍의 모양과 왕관의 모양， 분사

체의 모양을 관찰한다.

·실험 결과 : 이 경우 함몰구명은 원의 형태가 아닌 타원 형태를 가진다. 그리고 함

몰구멍이 비스듬한 방향으로 생기기 때문에 왕관과 분사체의 형성 방향이 수직으로

입사한 경우와는 다른 모습이 관찰되었다. 이는 함몰 구멍을 채우기 위한 유체의 흐

름이 한 방향으로 쏠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이 실혐의 결과는 가설

4를 입증하는 예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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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4는 위의 세분화된 검증 결과에 따라 작적적인 겹론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

러나 완전한 결론을 위해서는 보충 논의와 실험 및 설명이 필요하다.

• 보충 논의(1) : 표면장력이 하는 역할

표면장력은 분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으로， 각 분자에는 모든 방향으로의 인력이

작용하지만 유체의 표면에 있는 분자는 유체를 향한 방향으로만 인력을 받게 되어

표면은 항상 에너지가 최소화하려는 모습으로 유지된다. 따라서 수조에 담긴 유체는

그 표면을 최소화하려는 모습， 즉 수조에 담긴 유체의 표면이 평평하도록， 각 부분에

힘이 작용된다.

• 보충 논의 (2) : 유체에 생긴 함몰 구멍을 메우기 위해 그 구명으로 들어오는 유체

의 압력이 과연 관찰되는 높이만큼의 분사체를 만들 수 있을까?

• 실험(1) : 잔잔한 수조에 유체를 채우고 바닥이 평평한 물체를 담근 후 갑자기 들

어 낸 순간 그 물제가 있던 곳을 메우기 위해 유체가 들어오는 모습을 관찰한다.

결과 및 토의 : 분사체의 분출이 일어나지만 그것이 구멍을 메우기 위한 유체의 압력

에 의해 생긴 것인지 아니면 물체의 밑바닥과 유체의 인력에 의해 생긴 것인지가 구

별되지 않는다.

• 설험 (2 ) : 역시 잔잔한 수조에 유체를 채우고 불체에 실을 맨 후 유체 속에 담궈서

유체의 표변에 위치하도록 한다. 그리고 불체를 지지하고 있는 실을 불로 태워 끊어

지게 한 뒤 물체의 입수 과정을 관찰한다.

• 결과 및 토의 : 어느 정도의 분사체의 분출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이 때에는 실험

(1)에서 논의되었던 물체와 유체간의 인력을 배제할 수 있다. 만약 이 물체가 운동량

을 가지고 입사한다변 실험 (2)에서보다 더 큰 분사체가 생길것이다. 또 이 물체가 하

나의 유체 방울이라고 생각한다면 유체 방울의 낙하 시에도 어느 정도 높이의 분사

체를 만들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보충 논의(1)에서 논의된 유체 표면에서

의 표면장력도 그 역할을 할 것이다.

세 번째 논의점인 왕관의 갈라진 가지가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한 A그룹의 관찰，

가설， 검증 및 결론을 보자. 이 부분은 매우 높은 차원의 물리 문제이므로 학생들이

좋은 결론을 내리기에는 너무 어려운 주제에 속한다. 그러나 이들의 탐구 노력을 보

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1. 현상의 관찰

왕관의 가지는 분명히 규칙적인 모양을 가진다. 대체적인 모양은 일정한 크기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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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이 전체를 두르고 있고 그 유막 위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왕관의 가지가 자리하고

있다.

2. 가 설

왕관의 모양이 갈라지는 것은 충격 점에서 원형으로 퍼지는 충격파가 모이는 점이

어서 그 파동이 순간적으로 크게되기 때문이다.

가설 제안 배경: 바닥 유체에 떨어지는 유체를 수많은 질점의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바닥 유체와 떨어지는 유체 방울의 충돌은 이 질점들이 바닥 유체와 충돌하는 과정

으로 볼 수 었다. 질점 즉 강체를 바닥 유체에 입사시키변 충격파가 생겨서 파동이

생기게 된다. 그런데 이 충격파는 원형으로 퍼져나가므로 각 질점에서 퍼지는 충격파

가 서로 간섭을 일으킬 것이다. 이 때 보강간섭이 이루어지는 곳은 왕관의 가지가 될

것이고 상쇄간섭이 이루어지는 곳은 왕관의 갈라진 부분이 될 것이다.

3. 가설의 검증

적당한 크기의 원을 그린 후 그 안에 10개 정도의 임의의 점 (이 점이 유한 개의

칠점이 될 것이다)을 잡아서 그 점을 중심으로 하는 동섬원 (즉 이 동심원들은 파의

마루와 골을 의미한다.)을 각각 그린다. 그러면 원의 경계선을 따라서 일정한 모양의

상쇄간섭이 일어나는 곳과 보강간섭이 일어나는 곳이 보일 것이다. 이 과정을 점의

수를 계속 늘리면서 수행하면 나중에는 보강간섭이 일어나는 곳과 상쇄간섭이 일어

나는 곳이 구분되지 않는다. 따라서 만약 무한개의 파원에서 파동이 나온다면 원의

경계에서의 파동은 다른 곳과 모두 일치할 것이다.

4. 검증 결론

따라서 이 가설은 기각된다.

5. 새 가설

수막이 솟아올라 갔을 때 불 흐름의 속도 차이와 표면장력에 의해 가지 모양의 물

방울이 생기게 된다.

이 과제에 대해 A조의 학생들은 위와 같은 의미 있는 새로운 가설을 세웠으나 탐

구토론대회 기간 동안 실험 등을 통해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였다. “우유 방울의 왕관

현상”이라는 탐구 주제는 학문적으로도 그 자세한 과정이 밝혀져 있지 않은 어려운

주제였다. 주제의 난이도에 비해 대회 기간이 짧아 학생들로서는 충분한 탐구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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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에는 시간적인 제약이 컸다. 따라서 A조의 학생들은 다음을 그들의 잠정적인 결

론으로 제시하였다.

* A그룹의 잠정적인 결론 :

유체 방울이 바닥 유체의 표면을 때릴 때 떨어진 유체는 바닥 유체에 함몰 구멍을

만들게 되고， 이 때의 충격이 유체의 점성으로 인해 멀리 가지 못하고 바로 주위의

유제를 밀어내어 왕관을 만드는 수막을 만든다. 이 수막의 반경은 시간이 흐르면서

성장하여 충돌 구멍의 주위에 파동을 만들어 낸다. 그리고 유체 방울이 떨어진 후 생

기는 함몰 구멍을 메우기 위하여 주위의 유체가 모여든다. (이 때 함몰 구멍을 향하

여 모든 방향으로부터 압력이 작용하지만 바닥 쪽의 힘은 떨어진 유체 방울의 퍼짐

에 의해 차단된다고 생각한다면 그 구멍을 메우는 것은 바닥 유체인 것을 알 수 있

으며 또 이 사실은 분사체가 바닥 유체인 것을 설명한다.)

이 때의 압력이 분사체를 만든다. 이와 함께 표면장략을 생각할 수 있다. 유체 방

울의 충격 시 밀려 올라간 부분에서는 표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래쪽으로 힘이

작용할 것이고 유체 방울이 바닥 유체 속으로 들어간 곳에서는 역시 같은 이유로 힘

이 위 쪽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 힘이 서로 작용하여 분사체를 만들어낼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B조의 가설， 검증 실험 및 결과를 보자

이들은 다섯 가지의 가설을 아래 표와 같이 구성하였다.

(1) 가설

가젤 민님: TEEr! 내 용

물질과의 관계 왕관 현상은 액체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일 것이다.

우유의 갚이를 다곤 게 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달라질 것

이다.

2 깊이와의 관계 즉， 바닥 깊이가 깊어지면 낙하하는 액체가 가지게 되는

운동량이 바닥 갚이를 통과하는 동안 힘이 분산되어 왕관

현상을 관찰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우유방울의 낙하 속도에 따라 현상이 다E게 나타날 것

3 속도와의 관계
이다.

왜냐하면 낙하 속도가 클수록 운동량이 커져 왕관 현상

이 잘 일어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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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분 1ET3 내 용

우유 방울의 크기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 변화할 것이다.

우1 유” 방울 우유방울이 클수록 밀도가 같을 때， 질량이 커지므로 운
4

크기와의 관계 통량이상대적으로 커질 것이다. 따라서 우유방울이 클수록

왕관 현상이잘 일어나리라고 예상했다.

우유의 농도(밀도)에 따라 변화를 보일 것이다‘ 밀도가

5
액체의 종류에 크다는것은 단위 부피 당 칠량이 커진다는 것이다. 즉 운

따른 차이 동량은 변화가 없는데 질량이 커지므로 속도가 작아진다는

예상을 할 수 있다.

위 가설들에 대한 검증 실험을 아래 표와 같이 구성하였다.

가설l에 대한 실험
낙하 속도 즉， 낙하 높이， 우유의 깊이를 고정시키고 우유

대신 다른 물질을 떨어 u: 려 본다.

가설2에 대한 실험
낙하 속도와 우유 방울의 크기를 고정시키고 우유의 깊이를

변화시키면서 현상을 관찰한다‘

가설3에 대한 설험
우유방울의 크기와 우유의 깊이를 고정시키고 우유방울의

속도를 변화시키면서 관찰한다.

가설4에 대한 실험
다른 변인들은 고정시키고 우유방울의 크기를 변화시키면서

관찰한다.

가설5에 대한 실험
다른 변인들은 고정시키고 우유의 농도를 변화시키면서

관찰한다.

가설의 검증 실험에 앞서 몇 가지 가정을 하였다.

가 정 :CD 우유방울은 완벽한 구형이다.

φ 낙하 속도는 낙하 높이에 대한 함수이다. 역학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

서 mgh = 0/2) mv2 으로부터 U 二 굉굶 α -!h
® 우유 방울이 낙하할 때， 공기의 영향은 무시한다. 높이 50m이 하， 물방

울 반지름 O.15cm 이하에서는 공기의 영향을 무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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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증 실험 및 결론

실험 1 : 우유방울 대신 문방구에서 파는 B. B탄， 가짜 진주， 얼음 조각， 동전 등

을 떨어뜨려 보았다. 그런데 특이할 점은 B. B탄， 동전을 떨어뜨렸을 때에 우유방울

을 떨어뜨릴 때와 마찬가지로 왕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었다. 이 실

험은 자세하게 사진을 찍어 그 결과를 비교한 것이 아니고 육안으로 관찰을 하여 그

정확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B. B탄의 밀도를 측정해본 결과 우유 방울과

그 밀도가 비슷함올 알 수 있었는데 우리 조는 이 점에서 우유 방울의 밀도가 왕관

현상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 할 수 있게 되었다. 우유방울의 밀도는 우유와 같다

고 생각했고， B. B탄의 밀도는 그 반지름과 질량을 측정하여 구하였다.

* 실험1의 결론 : 왕관 현상은 낙하물질의 상태와는 관계가 없다. 즉 가설l은 기각

한다.

실험 2 : 우유는 농도의 일정함을 유지하기 위해 유통기한이 같은 날인 같은 회사

제품을 준비하였고， 우유의 갚이를 등간격으로 차이가 나도록 조절하면서 왕관 현상

이 나타나지 않는 임계접을 조사하였다. 독립 변인은 우유의 갚이인데， 종속 변인을

무엇으로 해야 할지 고민하였다. 왕관 현상이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음을 수치상으로

측정하는 것은 실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 왕관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임계점을 조

사하였다. 사진을 분석해보아야 정확하겠지만 육안으로 보기에는 우유의 갚이가 갚어

질수록 왕관 현상이 장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 실험 2의 결론 : 임계점을 왕관이 생기기 시작하는 점으로 보았다. 왕관에 대한 정

의를 내리는 것이 주요 관건이었는데 표면 장력에 의한 끝부분의 우유 방울이 관

찰되면 왕관이라고 보았다. 데이터는 이외에도 많은 것이 있었는데， 비디오로 바로

찍어 발표 준비를 하였다. 여기서 깊이가 깊어칠수록 임계점의 높이가 높아지는

추세였다.

질험 3 : 우유의 갚이를 약 O.2cm 정도로 고정시키고 우유 방울의 낙하 높이를

조절하였다. 실험 2를 수행할 때 동시에 수행하여 이 둘의 상관 관계를 조사할 수 있

도록 하였다. 우유의 낙하 높이는 최저 임계점과 최고 임계점이 둘 다 나타나는 것

같았다. 마찬가지로 사진을 분석해 보아야 알겠지만 낙하 높이， 즉 속도는 왕관 현상

과 단순한 함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변인과 함께 영향을 주는 것 같다.

* 실험 3의 결론 : 깊이를 일정하게 하고 높이를 변화시켰더니 높이가 높을수록 왕

관 현상이 더욱 잘 관찰되었다. 높이가 높다는 것은 낙하 속도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낙하 속도가 크다는 것은 표변에 부딪힐 때의 충격량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충격량이 클수록 왕관 현상은 잘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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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4: 이 실험은 우유 방울의 크기를 변화시키면서 관찰하는 것인데， 우유 방

윷의 크기가 왕관 현상의 변인중 하나라는 것은 논문자료를 통해 알고 있었지만 정

량적 실험을 하지 못하고 정성적 실험을 수행하였다. 정확한 우유 방울의 반지름을

측정하지는 않았지만 주사기의 바늘을 빼고 만든 우유 방울과 바늘이 들어있는 우유

방울로 실험을 하였는데 주사기의 바늘을 빼고 만든 우유 방울을 떨어뜨렸을 때에

왕관 현상이 더욱 잘 일어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실험 5 : 우유의 농도를 변화시키는 실험인데， 이 실험은 소금을 일정량씩 우유에

녹이고 왕관 현상을 관찰하였다‘ 소금을 섞었을 때 왕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육안

으로 관찰되었으나， 그 차이를 구분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리고， 실험을 하면서 아쉬

웠던 점은 전자 저울로 정확하게 측정하지 않아 그 오차도 있을 것이라는 점인데， 약

간 양은 그리 큰 영향을 줄 것 같지 않다는 생각에 실험을 계속 하였다. 그리고 소금

을 섞는 것도 약간의 논란이 있었는데， 소금을 섞으면 우유의 성분을 변화시켜 왕관

현상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으나 탈리 다른 것

을 섞어서 해보는 것보다는 낳을 것 같아서 소금으로 실험을 했다. 소금을 우유에 섞

으면 질량은 변하나 그 부피는 거의 변하지 않아 밀도 변화를 확연히 알 수 있어서

소금을 섞었다. 불을 섞으면 그 부피도 변하여 질량과 부피를 실험을 할 때마다 측정

을 해야 하므로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하면 그 오차가 더욱 커질 것 같아서 물을 섞

지는 않았다.

* 실험 5의 결론 : 밀도 변화에 의한 차이는 생각보다 그리 확섣하게 나타나지는 않

았다. 소금을 탄 우유나 물이 순수한 우유나 불과 비교하였을 때 왕관 현상을 만

드는 데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그래서 좀 더 농축된 우유를 사용하여 실험을 해

봤는데 농축된 우유에서는 왕관 현상이 잘 일어나지 않았다.

모든 실험을 수동 카메라와 비디오 카메라로 동시에 촬영하였다. 결과 분석은 사진

이 더욱 용이하지만 보여 주기에는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한 것이 더욱 선멍하기 때

문이다. 왜냐하면 카메라는 1/2000초까지 촬영이 가능하고， 비디오 카메라는 1/10000

초까지 촬영할 수 있어 더욱 정확하기 때문이다.

* B조의 실험에 대한 종합 결론

왕관 현상은 낙하 높이 즉 속도가 클수록 더 잘 일어나며 바닥의 깊이는 얄을수록

왕관 현상이 잘 일어난다. 또한 낙하하는 액체 방울이 클수록 왕판 현상이 더 잘 일

어난다. 그리고 밀도가 클수록 왕판 현상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졌는데

이 결론은 처음 세운 왕관 현상에 대한 이론을 지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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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다른 몇 개조들이 우유 방울의 왕관 현상에 대한 탐구활동을 위해 세운 가

설， 실험 계획， 질문들이다. 편의상 1조，2조 등으로 명기하였다.

l조 : 우리는 다음 네 가지의 가설을 통해 왕관현상을 관찰， 조사하고자 한다.

(1) 낙하하는 물방울의 속도적 측면에서 생각해 보자. 낙하하는 물방울이 밑바닥에

있는 액체와 충돌할 때 그 속도에 따른 충격력의 변화에 따라 왕관현상이 달리 나타

나게 될 것이다. 물방울의 속도에 따라 에너지의 크기가 달라지므로 밑바닥에 있는

유체의 표변에서의 변화도 나타날 것이고 이에 따른 왕관현상도 달리 일어나게 될

것이다.

(2) 왕관현상은 유체의 표면장력과 깊은 관계를 가질 것이다. 표면장력으로 인해

왕관현상이 일어나며 왕관현상이 일어날 때 솟아올랐던 유체가 낙하하면서 표면장력

으로 인해 구 모양의 유체방울이 생겨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표면장력의 차이

에 따른 왕관현상의 변화를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 밑바닥에 있는 유체의 깊이에 따른 왕관현상의 변화이다. 유체의 갚이가 방울

의 반지름과 비슷할 때， 튀김의 특정은 (반지름/갚이)에 따라 급속히 변화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4) 유체간의 밀도 차에 따라 왕관현상이 변할 것이다. 밀도의 차가 클수록(정확히

낙하하는 물체의 밀도를 크게 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를 관찰해 보는 것이

다. 낙하하는 물체의 밀도가 클 수록 바닥에 있는 유체에 생기는 동공의 갚이가 커질

것이고， 이에 따라 동공 내에서의 압력이 커져 더 많은 수의 물방울들이 튀어 오를

것이다.

• 1조의 탐구 결과 :

실험을 스트로보스코프를 사용해서 순간을 포착하여 현상을 관측하였기 때문에 어

두워서 필름에 담을 수 없었다. 그래서 제시할 자료나 수치적인 결과는 없지만， 대략

적인 현상은 파악할 수 있었다. 다음은 위 각 가설에 대한 탐구 결과이다.

(1) 속도에 의한 변화는 액체 방울의 초기 높이를 변화시키면서 확인 할 수 있었

다. 실험결과 속도가 커지면 분화구의 폭이 넓어지고， 솟아오르는 액체의 높이가 높

아점을 확인할 수 았었다.

(2) 표면장력에 의한 변화를 보기 위해 불과 기름을 사용해 보았다. 우유보다 표면

장력이 큰 물과 기름에서는 제트 기퉁의 높이가 낮음을 볼 수 았었다. 특히 기름에서

는 거의 표면의 변화가 없었다.

(3) 큰 변화는 볼 수 없었지만 갚이가 낮을 때 더 확실하게 왕관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4) 우유에 물과 기름을 떨어뜨렸고， 기름에 우유를 떨어뜨려 보았다. 여기서 기름

에 우유를 떨어뜨렸을 때 가장 왕관현상이 잘 일어남을 볼 수 있었다. 이는 기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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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의 밀도가 크므로 상대적으로 충격력이 강해 갚숙이 들어가기 때문인 것으로 생

각된다.

헌상

액체를 떨어뜨려 본다. 떨어지는 액체 방울의

생액체들을 밀어내며

2조의 관찰， 가설 및 실험

1) 관 찰

적절한 수조의 갚이에 대해 적당한 높이에서 우유방울을 떨어뜨리면 떨어진 곳을

중심으로 하여 원형으로 작은 물방울의 됨 현상(왕관 현상)이 생긴다. 이 왕관 현상

은 수조의 갚이가 갚으면 잘 일어나지 않고 반드시 얄은 수조에서 비교적 분명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았다.

2) 가 설

(1) 우유방울이 떨어지면 수조 바닥에 부딪혀 탄성력에 의해 튀어나오} 생기는 현

상이다.

(2) 우유방울이 떨어진 뒤 양쪽으로 퍼지면서 원래 있던

긴다.

3) 실험 계획

@ 우유방울을 아무 것도 없는 바닥에 떨어뜨려 본다.

가설 (1)에 의해 우유방울이 바닥에 부딪힌 탄성력에 의해 튀겨 나오는

이라면 아무 것도 없는 바닥에 떨어뜨릴 경우도 같은 현상을 보여야 한다.

@ 수조와 우유방울의 색깔을 달리해서 왕관현상이 생길 때 그 색깔을 관찰하고，

왕관모양이 생기는지를 알아본다.

@ 우유방울이 아난 물이나 그 외의

종류에 따른 차이를 알아본다.

@ 떨어질 수조의 갚이를 다르게 하여 떨어뜨려 본다. 수조의 깊이에 따른 현상의

차이를 알아본다.

@ 떨어지는 우유방울의 높이를 달리해서 떨어뜨린다. 높이(위치에너지)에 따른 차

이를 알아본다.

@ 구형의 강체를 수조에 떨어뜨려 본다. 떨어지는 물체의 물성의 차이에 따른 현

상의 변화를 알아본다.

3조의 가설

(1) 왕관 현상은

(2) 왕관 현상은

(3) 왕관 현상은

에 일어난다.

액체의 표면 장력， 점성과 관련이 있다.

액체 방울과 바닥 액체가 섞이는 경우에만 일어난다.

일반적인 파동에 충돌로 인한 수평 방향의 운동량이 생기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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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 가설

유체들의 충돌에 의한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를 생각해 보았다. 유체는 강체와는 달

리 힘이 가해지는 방향으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기존

의 역학적 상식으론 설명할 수 없었다. 그래서 유체의 특성인 표면장력과 힘의 퍼짐

이 작용하는 다음 과정으로 생각해 보았다

(l) 방울이 떨어져서 충돌하면， (2)표면과 방울이 닿는 바닥 유체 부분이 어느 정도

딸려 들어가 움푹 패일 것이다. (3)표면을 보면 굴곡이 생긴 것을 알 수 있다. 수면이

평평할 때가 가장 안정적인 때이므로 표면이 패인 곳에서는 올라 오려는 힘이， 표면이

솟은 곳에서는 내려가려는 힘이 존재할 것이다. 또한 충격에 의한 힘은 아래로만 작용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방향으로 퍼지므로 표면에 대해 옆으로 힘을 작용할 것이며， 솟

은 곳에서는 표면장력 외에 본래 가지고 있던 속력에 의한 관성력이 작용할 것이다.

(4)공동의 반지름이 최대가 됐을 때에는 반대 방향으로 표면장력이 작용할 것이다. (5)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평평해지게 된다. 그러나 이 표면장력만으로는 매우 높게

솟아오른 제트 기퉁을 완전히 설명할 수 없다. 돌맹이 같은 고체를 던졌을 때의 현상을

생각함으로 써 이를 보충할 수 있었다. 표변에서 이동하려는 힘 외에도， 빈곳을 채우려

는 압력이 생겨 액체가 공간을 채우게 된다. 그 때 충돌에 의한 힘 때문에 액체가 위로

솟구칠 것이다. 유체끼리의 충돌에서도 마찬가지로 (불론 모양이 일정치 않다는 결 고

려해서) 속도를 가진 방울이 떨어짐으로써 패인 공간을 수조의 액체들이 채우면서 위

로 솟구칠 것인데， 이를 제트 기둥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Ill. 열린 학습의 가능한 모형

우유 방울의 왕관 현상으로 탐구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단순한 변인 통제적인 탐구 과정부터 대학 고학년 또는 대학원의 연구 수준까지 다

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우유 방울의 왕관 현상에 대한 탐구 활동은 먼저 관찰에서부

터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이 현상은 매우 짧은 시간에 일어나므로 관찰하는 데는 기

술이 필요하다. 편리하기로는 방송국 등에서 사용하는 고속 사진 촬영 장비를 빌려오

면 되겠지만， 이는 각급 학교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중 · 고등학교 수준

에서 잘 알려진 짧은 시간 간격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관측하는 방법으로는 스트로보

스코프나 섬광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들은 반복적으로 일어나논 현상에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 한 번으로 끝나는 우유 방울의 왕관 현상을 이러한 방법으

로 관측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나 우유 방울의 왕관 현상과 관련하여 과제 자체와는 거리가 있지만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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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릅 가지는 것은 짧은 시간 동안만 일어나는 왕관 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 방볍

그 자체도 하나의 흘륭한 탐구 주제로 제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물리교육과의 98년도 탐구토론대회에서는 짧은 시간 간격 동안 일어나는

이 현상을 관측할 수 있는 방볍이 첫 번째 어려움으로 다가왔다 따라서 관측 장치의

고안에 많은 시간이 소비되었다. 몇 개조에서는 큰비용을 들이지 않고 학생들에 의해

고안된 측정 장치가 유용하게 사용된 바 있다. 이러한 관찰 방법의 고안이 이 주제를

탐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그 자체로도 학생들에게 실제로 의마 있

는 문제를 해결해보는 하나의 좋은 탐구과제가 될 수 있어 우유 방울의 왕관 현상이

라는 토론 주제의 탐구에 맞먹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직접 장치를

고안하여 현상을 관찰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가치를 지닐 뿐 아니라 많

은 시간을 요하는 일이므로 다른 방볍을 이용할 수 도 있을 것이다. 요즘은 인터넷

[12]에 좋은 자료들이 제공되고 있어 인터넷을 이용하면 분명한 사진을 볼 수 있으나

여러 가지 변인 통제를 통한 직접적인 실험을 할 수 없는 단점은 피할 수 없다.

우유 방울의 충돌 현상을 열린 학습의 하나의 주제로 사용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

법이 있을 수 있다. 여기서는 몇 가지 가능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여기서 제시하는

열린 학습의 가능한 모형들은 98년도 탐구토론대회를 통해 학생들이 흥미를 보였고

또 해결 가능성을 보인 과제를 선정하였고， 또 과학적으로 의미 있는 과제를 선정하

고자 하였다.

1. 짧은 시간 관찰하기

우유 방울의 충돌 현상에서 열린 학습의 가능한 모형으로 적절한 과제 중 하나로

는 “짧은 시간 관찰하기”를 제시할 수 있다. 우유 방울이 바닥의 우유와 충돌하여 만

드는 왕관 모양은 매우 아름다워 학생들의 흥미를 충분히 끌 수 있으나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존재하므로 육안으로 직접 관찰하기는 불가능하다. 실제로 탐구토론대회

기간 동안 학생들은 왕관 모양을 관찰하는 방법의 물색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

다. 다음은 물리교육과 학생들로 구성된 탐구토론대회의 한 조가 왕관 현상의 관찰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어떤 방법으로 극복해나갔는지를 보여주는 보고서의 일부분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탐구 자세 및 행동을 엿볼 수 있다.

왕관 현상과 그 뒤에 일어나는 제트 분출은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나는 현상이

므로， 실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제트 분출뿐이었다. 나

름대로 왕관 현상에 관한 가설을 세우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판찰이 필수적인데，

현상을 눈으로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땅관 현상을 확인하기 위한 장치의 고안은 꼭

필요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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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을 위한 장치를 고안하기 위해 조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심하다가 여러 가지

를 생각해냈다. 제일 처음 생각해 낸 것은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하여 이를 동영상 파

일 (file)로 바꾸고 이 동영상 파일의 프레엄 (frame)을 나누어서 왕관 현상을 얻어내자

는 것이었다. 그러나 비디오 카메라는 보통 분당 30~60 프레임을 촬영할 수 있으며，

이는 평균 1.33초， 즉 1330ms 간격으로 촬영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러나 인

터넷을 통해 얻은 자료에 의하면 현상과 현상간의 간격파 현상의 지속 시간이 대략

1ms에서부터 40ms까지로 실제 비디오 카메라가 잡아낼 수 있는 시간 간격과는 차이

가 컸다. 만약 비디오 카메라를 이용하여 찍었을 경우， 많은 횟수로 찍어야만 겨우

한 두 장정도 염을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러 이 방볍은 우선 논외로 두었다. 비디오

카메라의 촬영 프레임 수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이미 있는

기기가 아닌， 새로운 방법을 찾는다는 점에서 이를 이용하지는 않았다.

그 다음으로 생각한 것이 인터넷에서 찾아낸 방법이었다. 이 방법은 암실에서， 떨어

지는 우유방울이 광검출기 (photo detector) 를 지나며 회로를 작동시 켜 스트로보스코프

를 작동시키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방법 역시 원하는 모양을 찍기에는 어려웠다.

그리고 좀 더 확실하게 우리가 원하는 모양을 얻을 수 있는 장치를 고안하고 싶었다.

이런저런 생각을 계속 이야기하던 중에， 생각해 낸 것이 바로 8255 카드였다. 8255

카드는 입력받은 어떤 신호를 컴퓨터에 보내고， 컴퓨터에서 제어되는 신호를 출력할

수 있는 카드였다. 즉， 광검출기에 의해 감지된 신호를 8255 카드를 통해 컴퓨터에

보내고， 컴퓨터에서 이 신호를 받아 우리가 원하는 시간 동안 지연시킨 후， 다시

8255 차드를 동해 출력하여 플래시(flash)를 제어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

는 모양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이 방법은 우리가 원하는 모양을 관찰하기 위해 경험적으로 또는 간단한 계산을 통

해 시간 지연 정도를 알아내어 제어를 한다면， 언제든지 원하는 모양을 좀 더 쉽게 얻

어낼 수 있으므로， 낮은 확률로 우연히 왕관 현상이 촬영되는 것이 아니므로 훨씬 과학

적이기도 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뷰렛， 광원， 광 다이오드가 있는 검출기 부분과 검출

기에서 감지된 신호를 이용해 8255 카드로 보내는 not gate 하나， 그리고 8껑5 카드와

제어를 위한 컴퓨터， 8255에서 출력되는 신호로 플래시를 터뜨리기 위한 스위치 회로

하나가 필요했다. 또， 입력받은 선호를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할 필요가 있었다.

다음은 위에서 언급한 필요한 것들을 만들고 설치하여 완성된 촬영 장치의 모식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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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쳐1 (우유... )

=r

〈그림 3-1) 촬영 장치의 모식도

다음은 한 조에서 제작한 짧은 시간을 관찰하기 위한 기구이다. 이 조는 이 기구를

이용하여 짧은 시간 동안에 나타나는 현상을 매우 잘 관찰하였으며， 그 결과는 물리교

육과 홈페이지[9]에서 [Korean]을 선택하여 [활동]으로 들어간 후 [1998 탐구활동]에서

B조의 2. 관찰 부분에서 연속 사진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는 그 방법을 소개한다

@ 현상을 관찰하는 방법

왕관 현상은 눈으로 관찰하기 어려우므로 카메라 또는 특수 촬영 장비를 동원해야

한다.

(a) 수동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방법

준비물 : 수동 카메라， 플래시， 타임 딜레이 회로， 포토센서， 레이저 등등



58 師 大 論 遊 (58)

Timing Delay Cir cui t

+6uolt$ +6uolt$

끼、 241\.<

1 야 J (ouerkill;
-=. couldb'e

50k ‘ mailed

{adda 1k pot
lOOk for better

te‘01‘ltionl8

……
-
짧

뼈
π」

1J

--’μ
ν

t
삐얘

Tt.2nF
2lnll이τ

555

1.8 1<

7 1-γ1(3.3μ

6 1---t1 악 3.3μ

sL tttt3 •3μ

'1' 낙f-'’ 3.3"
1o.01, ‘| ι

\

I strobe flashes on
strobe I

Ithe O，l'PJ7i.끼pO f the
flash I transistor47 1<

uollage

훌drnc c __ 9~J)J.빽쁘‘f! Jl.~t~ _ ~

time

〈그림 3-2> 시간 지연 회로

timing
delay
circuit

〈그림 3-3> 설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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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 과정

1. <그림 3-3>과 같은 장치를 암실에 설치한다. C그림 에서 광검출기는 레이저와 광

센서로 구성되어 있다.)

2. 수동 카메라를 B셔터 (개방 상태로)로 놓는다.

3. 저항을 O상태로 조정한다.

4. 우유 방울을 떨어뜨련다.

5. 플래시가 터지면서 사진이 찍힌다.

6. 카메라 셔터를 닫는다.

5. 저항을 일정한 간격으로 증가시키면서 위 과정을 반복한다.

* 장점과 단점 :

정지된 깨끗한 촬영을 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여러 가지 실험을 할 경우 한 현상을 관찰하는데 필름

한 통이 들므로 많은 경비가 든다.

Cb) 캠코더를 이용하는 방법

준비물 16 mm 비디오 차메라， 조명(아주 밝은 것(연속적인 광원)， 형광등과 같이

진동하는 광원을 사용하면 안됨)， 비디오 편집이 가능한 컴퓨터

원 리 : 비디오 카메라는 일반적으로 초당 30프레임의 영상 데이터를 저장한다. 그

러나 비디오도 카메라와 마찬가지로 노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60에서 1/10000까

지 노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노출 시간이 작을수록 화면이 어둡게 보이기 때문에 보조 광원이 필요하다. 노출

시간을 작게 하고 왕관 현상을 찍었을 때 비디오에 저장된 데이터를 바로 눈으로는

관찰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영상 데이터를 15에서 30프레 임 비율로 통영상으로 찍

어야 한다. 이렇게 찍게된 동영상은 한 프레임씩 영상을 볼 수 있가 때문에 관찰이

용이하다.

* 촬영 과정

1. 자연광이 잘 들어오는 곳에 왕관 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다.

2. 비디오 카메라의 노출 시간을 1/1000 이하로 조정 한다.

3. 비디오 차메라의 렌즈를 돌려 근접 촬영 부분으로 조정한다.

4. 보조 광원을 사용하여 화면의 밝기를 조정한다.

5. 렌즈를 조정하여 초점을 조정하고 촬영을 한다.

6. 비디오 테이프를 동영상으로 설정한다.

5. 얻어진 영상에서 왕관 형상이 일어나는 부분을 그림 파일로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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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인 통제적인 탐구 활동

우유 방울이 우유 표면과 충돌 시 생겨나는 왕관 현상 및 제트의 분출에 대해서

학생의 수준에 따라 여러 가지 열린 학습 형태의 탐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여기서

제시된 탐구 활동은 왕관 현상이 생겨나는 여려 가지 조건들을 탐구해 보는 활동으

로 비교적 연령이 낮은 학생들까지도 탐구활동으로 선택해 볼 수 있다. 이 활동에서

는 높은 차원의 과학적 근거 없이도 직관의 차원에서 왕관 현상이 나타나는 것에 대

해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가져 볼 수 있다.

위에서 우리는 이미 학생들의 탐구활동에서 약간의 변인 통제적인 탐구 활동을 보

인 바 있다. 여기서 제시된 의문점은 몇 가지 예에 불과하고 학생들의 창의적 생각은

다양한 의문을 만들어 낼 것이고 또 다양한 방법의 해결책을 구상하게 될 것이다.

〈의문점 예시〉

@ 반드시 우유방울이라야만 왕관 현상이 생기는가?

@ 만약 우유방울이 아니라 구형의 강체를 떨어뜨린다면 왕관 현상이 생길 수 있을까?

@ 왕관의 가지 수는 항상 일정할까?

@ 우유방울의 크기는 어떤 영향을 줄까?

@ 우유방울을 떨어뜨리는 높이에 띠른 관련성은 어떠한가?

@ 왜 갚은 풀에서는 왕관이 잘 생기지 않는가? 바닥에 있는 우유의 갚이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 비-닥에 있는 유체의 성질은 왕관의 형성에 어떤 영향을 줄까?

@ 구형의 강체를 고체 가루 바닥에 떨어뜨리면 어떤 모습이 될까?

다음은 탐구대회를 수행한 한 조에 의해 위와 같은 변인 통제 방법으로 실험한 경

우를 보인 것이다.

설험 l 여러 조건아래서 왕관 모양의 관찰

준비불 : 스텐드， 우유 방울 발생기， 수조， 스트로보스코프， 우유

(l) 우유 방울을 떨어뜨리는 높이를 조절하여 왕관 모양이 생기는가 관찰한다.

(2) 수조에 있는 우유 방울의 갚이를 조절하여 왕관 모양이 생기는가 관찰한다.

(3) 우유 방울은 육안으로는 관찰하기 힘든 짧은 시간 내에 일어난다. 그러므로 스

트로보스코프를 이용하여 그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실험 결과 : 우유 방울이 약 30-50cm 높이에서 떨어지고 수조 바닥 깊이에 따라

유의미한 우유 왕관을 관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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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험 2 - 왕관 모양이 되는 불방울이 수조에 있던 물방울인지 아니면 떨어진 불방

울인지를 알고 싶다.

준비물 一 실험 1에서 우유대선에 물과 잉크를 사용하였다.

(1) 실험 1에서와 같이 떨어진 잉크 방울이 퍼지는 모양을 관찰한다.

실험 결과 : 잉크 방울의 모양이 왕관 모양으로 펴지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우리는 여기서 왕관 모양을 이루는 성분에 떨어진 액제도 포함되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우리는 잉크 방울이 왕관 모양으로 나아가는 속도 성분이 있다는 것을 관찰

하였다.

실험 3 수조에 담긴 우유의 깊이와 왕관 현상과의 관계

(1) 수조에 우유를 얄게 담고 우유의 갚이를 서서히 증가시키면서 생기는 현상을

관찰한다.

실험 결과 : 얄은 갚이에서는 왕관 모양이 찍히지 않았으나 왕관 모양이 생기는

것은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위로 솟구치는 제트 기둥을 비교해 보았을 때. 얄은 쪽

이 갚은 쪽 보다 더 높고 가늘었다. 그리고 튀어 오르는 방울의 경우 표면장력으로

인하여 구가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얄을수록 구의 반경이 작은 것을 관찰하였다.

실험 4 수조의 넓이에 따른 왕관 모양의 변화

(1) 같은 갚이의 우유를 담은 대/중/소 비커에 우유 방울을 떨어뜨려 본다.

실험 결과 : 육안 관찰 결과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할 수 없었다. 여기서 우리는 왕

관 모양보다는 튀어 오르는 우유 기퉁으로 예측하였는데 육안이 아닌 촬영에 의한

분석 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완수하지 못했다.

실험 5 - 혼합 액체의 밀도에 따른 표면장력의 변화

우리는 우유에 표면장력이 왕관 모양에 영향을 줄 것을 가정하여， 밀도를

높이면 표면장력이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실험을 하였다.

(I) 우유 10m-C 에 설탕을 각각 0/l/2/3g을 녹여서 밀도가 서로 다른 세 용액을

만든다.

(2) 주사기를 이용하여 매끄러운 유리 표면에 50방울씩 튀지 않게 떨어뜨린다.

(3) 표면장력의 차이에 따라 우유방울이 퍼지는 지름이 다를 것이라고 가정한다.

실험 결과 : 유의미한 차이를 관찰할 수 없었다.

실험 과정의 오류 발견 : 주사기에서 떨어지는 방울의 크기는 액체의 표면장력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즉 표면장력이 크면 액체 방울도 크게， 작으면 액체 방울도 작

게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실험에는 오류가 있었음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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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험 6 - 밀도가 다른 용액에 의한 왕관 모양의 차이

액체에 용질을 녹여 밀도를 달리하면 표면장력 및 분자간의 상호 작용 힘

이 달라진다. 이때 왕관 모양의 차이를 관찰해 본다.

(1) 밀도가 다른 세 용액을 준비한다.

우유 100m£에 설탕 0/ 15/ 30g을 녹인 용액을 사용한다.

(2) 각각 경우 같은 높이， 같은 수면 깊이에 대해 낙하시켜 왕관 모양을 관찰한다.

높이: 40cm, 갚이: Scm

설험 7 - 액체 방울의 속도에 따른 왕관 모양의 변화 관찰

액체 방울은 떨어뜨리는 높이에 따라 다른 운동에너지를 갖는다. 이 운

동에너지는 수면과의 충돌에 의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하는 것을 관찰

한다-

(1) 우유 방울을 각각 다른 높이에서 떨어뜨려 관찰하고 그 그림을 분석한다.

3. 모형 제시 탐구 활동

주어진 탐구 주제가 나타내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이론적인 모형을 제시하여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모형을 통해 현상을 설명하는 것은 과학적 방법에 있어서 가

장 수준 높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방향으로의 탐구 활동은 저학년에게는

다소 어려운 요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를 발휘하게 하고 또한

촉진하기 위해서는 비록 올바른 모형이 제시되지 못하더라도 모형 제시를 통한 탐구

활동이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우유 방울의 왕관 현상

에 대한 학생들의 모형을 통한 탐구 활동을 여기에 예시하고자 한다. 전술한 바와 같

이 여기서 제시된 모형이 맞는가 툴리는가는 문제가 아니며 모형을 찾으려고 노력한

과정이 더 큰 의미가 있다.

1) 왕관 생성 모형

우유 방울을 포함한 유체를 연속성을 지난 입자로 생각하고 왕관 현상이 일어나는

원리에 대한 모형을 탐구하였다. 유체 방울은 수많은 액체 엽자의 집합으로 볼 수 있

으며 유제 방울이 표면장력에 의해 구를 이루어 낙하하여 평변에 충돌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우선 가장 단순한 모형으로 <그림 3→4>과 같이 4개의 입자로 이루어진 우

유 방울을 설정하였다. 이것이 낙하하면 1번 입자가 바닥에 부딪힌 뒤 반사하여 위로

올라오는 방향의 속도를 갖게 된다. 그러나 4번 업자는 계속 아래 방향의 속도 성분

을 가지고 운동한다. 따라서 2번과 3번 입자는 1번과 4번 입자의 영향으로 바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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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 방향의 속도 성분을 갖게 되고，<그림 3-5>와 같이 기존의 낙하하던 방향의

속도 성분과 벡터 합에 의해 바닥에 비스듬하게 충돌하게 된다. 이 업자들이 반사 법

칙에 의해 <그림 3-6>과 같이 튀어 오르는 방향의 속도 성분을 갖게 되며 주위의

액체에 힘을 전달한다. 이 모형을 좀 더 확장하여 생각해보면 업자간 충돌 후 운동량

보존 법칙에 따라 운동량이 전달되어 분화구와 원통형 유체 벽이 생긴다. 그리고， 표

면장력에 의한 응집으로 유체 벽 끝 부분에 구형 방울이 생긴다. 이것을 우리는 왕관

현상이라고 부른다‘ 다음 단계언 제트 분출 현상은 가운데 부분이 함몰되는 힘에 의

해 다시 되 튀어 올라 구형 방울이 형성되는 것을 말한다. 제트 현상은 낙하 높이가

높을수록 더 잘 얼어난다.

맥 처|

〈그림 3-4) 낙하하는 액체 모형

액 체|

〈그림 3-5) 액체 방울에 작용하는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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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 체|

〈그림 3-6) 바닥에 부딪히는 순간의 힘

1) Curl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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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작용하는 힘의 방향

떨어진 불방울에 의해 용기의 액체는 위에서 아래로의 흐름이 발생， 불방울이 떨어

진 자리에서 흐름의 속도가 최대임. 따라서 균일하지 않은 속도 분포로 Curl이 발생

함. 아래 그림과 같이 휘어지는 액체의 흐름이 수면 위에서 만나게 되며， 이 지점에

서 왕관 현상이 일어난다. 이 모델에 의하면 점성이 클수록 속도가 빨리 。이 되므로

왕관의 반지름이 작아진다. 그러나 실험 결과， 어느 정도의 큰 범위 내에서는 왕관의

반지름이 커졌다. 물론 점성이 아주 크면 왕관이 생기지 않는다. ==> 모형 기각

2) 수면파 모형

유체 방울을 떨어뜨리면 수면파가 발생되어 사방으로 퍼지고 용기의 벽에 의해 반

사된다. 이 때 반사된 파와 연속적으로 발생한 파와 부딪혀 왕관이 발생하게 된다.

<그림 3-8>에서 A, B, C에 각각 물방울을 떨어뜨리면 용기 벽에 가까운 부분이 빨

리 반사되므로 용기의 중앙 이외에서는 왕관이 오른쪽 그림처럼 방울이 떨어진 자리

를 중심으로 대칭이 아닐 것이다. 실험 결과， 우유 방울이 떨어진 위치 A, B, C에 상

관없이 떨어진 곳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왕관이 발생 ==> 모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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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방울의 낙하 위치와 왕관의 위치

3) 알갱이 모형

CD 딱딱한 바닥에 유체 방울이 낙하한 경우

유체도 미시적으로 보면 분자 즉 업자로 되어있다. 여기에서는 유체를 입자들의 모

임으로 보고 분석한다. 단， 입자들 사이의 인력이 거시적인 입장에서 보는 알갱이 경

우 보다 강하다.<그림 3-9>처 럼 입자로 이루어진 유체방울이 딱딱한 바닥에 떨어지면

입자틀이 불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았으므로 바닥과 충돌하고 또 입자들끼리 충돌하게

되어 운동량 반사가 일어난다. 또한 업자가 운동할 때 입자사이의 인력에 의해 주변입

자들도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방울이 떨어지는 순간， 바닥에서 반사가 일어나고 위에

서 계속 운동량이 전달되므로 위아래 대신 주변으로 튀게되고 나머지도 인력의 영향으

로 따라 운동한다. 유처1 방울이 떨어지는 순간 <그림 3-9>의 왼쪽 그림처럼 방울 꼭대

기가 솟아오르게 되는데 이는 바닥에 부딪혀 반사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 유체 방울을 유체에 낙하시컨 경우

<그림 3-10>과 같이 유적을 유체 위에 떨어뜨리면 순간적으로 표면으로 움푹 들어

가게 되며 용기 안의 유체입자와 충돌하여 그 운동량이 전달되어 바닥에 이르게 되고

다시 반사되어 위 과정처럼 현상이 발생한다. 여기서 입자의 배열이 불규칙하므로 운동

량의 전달이 수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분산적으로 일어난다. 그런데 점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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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알갱이 모형에 의한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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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알갱이 모형의 미시적 설명

작은 유체는 분자사이의 인력이 작으므로 주변 입자에 영향을 덜 미치므로 거의 수

직으로 운동량이 전달돼 왕관이 아주 작게 발생하고 점성이 크면 주변으로 운동량이

전해지므로 가운데 둘레로 넓게 솟아올라 큰 왕관이 발생한다. 결국 왕관 현상이 생

기는 유체 중에서 점성이 클수록 왕관의 반경은 커질 것이다.

·모형 검증 : 고안된 왕관 현상 관찰기구로 관찰 결과 점성이 큰 물질인 경우가 왕

관의 반경이 더 크다. 수심이 얄을 때 왕관 현상이 더 잘 나타난다. => 모형 채택

* 결론 및 정리

@ 실험 결과 알갱이 모형이 가장 타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 물의 경우는 우유보다 점성이 작아서 왕관의 관찰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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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심 이 알을수록 왕관 현상이 더 잘 나타난다.

@ 왕관 꼭대기에 물방울이 생기는 이유논 운동량이 맨 끝으로 전달되었으므로 맨

끝의 분자들이 가장 큰 에너지를 가지게 된 결과이다.

@ 가운데 생기는 물방울에서도 역시 위 4익 이유에 의해 기퉁 끝에 물방울이 보

이게 된다.

N. 왕관 현상 및 제트 분출 과정 이해

1. 우유 방울의 충돌 과정

우유 방울의 충돌에 의해 나타나는 의미 았는 현상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 하냐는 왕관의 생성이며 다른 하나는 제트의 분출 현상이다. 왕관의 생성은 매우

흥미 있는 관찰로 일반인들로부터도 흥미를 끌 수 있는 주제이다. 반면에 제트의 분

출은 왕관 현상만큼 극적이지는 않지만 실제 응용에서는 미소한 액체 방울의 생성이

요구되는 잉크셋프린터나 자동차의 분사식 시동장치 등 응용 면에서는 훨씬 더 중요

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우유 방울의 충롤을 각 단계별로 보변 의미 있는 과정은 다

음 네 단계로 구별해 볼 수 있다. 즉，(1) 방울의 낙하， (2) 왕관의 형성， (3) 왕관의

소멸 과정， (4) 제트의 분출 및 방울의 생성으로 구별할 수 있다. 각 단계를 사진으

로보자.

(1) 방울의 낙하: 유체 방울은 공기 저항이 있지만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이므로 표

면 장력 때문에 거의 구형인 모양을 하고 었다.

〈그림 4- 1) 낙하하는 방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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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관을 만들기 위한 충격을 주기 위해서는 수직 방향으로 낙하시켜야 한다. 또한

방울을 떨어뜨릴 때 최대로 만들 수 있는 방울의 크기는 내부 공기압， 물방울의 질

량， 표면 장력， 분사기 노즐의 표면적 등에 의해 제한된다.

(2) 왕관의 형성: 떨어진 유체 방울은 유체 표면에서 튀겨나가지 않고 그대로 표면

속으로 침투한다. 이 때 떨어진 유체는 주변의 유체를 밖으로 밀어붙여 않은 유제 면

으로 위로 상승하게 한다. 이 때 상승하는 유체 표면은 운동에너지， 위치에너지， 표면

장력 등의 역할에 의해 가장 안정된 형태인 원뿔 기퉁 형태로 성장하다가 표면 장력

에 의해 끝 부분에서 작은 방울이 달린 왕관을 만든다<그림 2-1>. 또한 원래 떨어

뜨린 유체의 표면은 볼록한 상태에 있다<그림 4-2>의 중앙.

이 과정은 매우 짧은 시간 동안에 일어나는 현상이므로 육안으로는 관찰하기 어려

워 짧은 시간 현상을 관찰하는 특수한 방법이 요구된다.

〈그림 4-2) 왕관 형성

〈그림 4-3) 붕어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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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왕관의 소멸: 물기둥 끝에 달린 작은 유체 방울들은 최고 높이까지 올라갔다가

중력의 영향으로 떨어지면서 붕어 업 (그림 4-3), 염주 (그림 4-4), 사발 (그림 4-5)

형태를 밟으며 소멸한다. 한편 원래 떨어뜨린 유체의 표면은 진동에 의해 아래로 내

려가는 과정에 있어 <그림 4-3, 4-4, 4-5>에 서 처 럼 오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4-4) 염주

〈그림 4-5) 사발

(4) 제트의 분출 및 방울의 생성: 오목한 상태에 있는 함몰된 지역으로 주변의 유

체가 밀려오면서 흥미 있는 분출 현상이 <그림 4-6, 수7， 4-8, 4-9>의 차례로 나타

난다. 이 ‘제트’라는 분출 현상은 왕관 현상과 같이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제

트 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아직 정량적으로는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정성 적으

로는 충돌에 의해 함몰되었던 가운데 부분으로 유체의 운동이 집중되면서 생기는 것

으로 이 과정에서도 표면 장력에 의해 끝 부분이 구슬 모양으로 되고 서로의 인력과

중력에 의해 어느 단계에서 분리되는 과정을 보이고 있다.<그림 4-9>에서는 제2의

방울이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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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분출

〈그림 4-8) 1차 분리

〈그림 4-7) 조임

〈그림 4-9) 2차 분리

보통 육안으로 우유 방울의 충돌을 관찰하면 마지막 단계인 제트의 분출에 의한

방울의 생성만을 어렴풋이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세한 각 과정의 이해는 고급 물리학

기술을 사용하여야만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우리

는 여기서 좀 더 자세한 기존의 연구를 통해 왕관 현상을 이해해 보고자 한다.

2. 왕관의 생성 과정 이해

여기서는 몇 개의 기존의 연구를 빌려 유체 방울의 충돌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본다.

그림 4-10은 유체가 담긴 비교적 얄은 풀에 유체 방울을 떨어뜨리는 경우에 대한 연

구 결과이다. 이 그림에서 우리는 왕관을 만드는 유체는 떨어지는 유체가 아니라 풀

에 담겨 있던 유체임을 알 수 있다. 그려고 <그림 4-2>의 중앙 부분에서 보이는 볼록

한 모습은 떨어진 방울의 구면이 아직 완전히 펴지지 않은 상태 <그림 4-10>의 세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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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단계)인 것을 알 수 있고， 이 때 왕관이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4-10>
의 연구에서 아직 방울 달린 왕관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는 것은 이 문제를 아직 아

무도 계산으로 시늄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때 솟아오른 꽃잎 같은 원기

퉁 표면 모양의 유체 기둥은 마침내 여러 개의 원뿔 모양으로 갈라지고 마지막 순간

에 원뿔의 끝에서 유체 방울을 맺는다. 이 마지막 순간에 나타나는 방울은 다음 단계

인 제트의 분출 시와 그 원리는 동일하다. 원뿔의 개수나 모양은 실험 조건에 따라

여러 형태를 만드는데 기본적인 모습은 거의 다 비슷하여， 함몰 구멍 주위로 여러 개

의 유체 기둥이 솟아오르고 제일 위에는 방울이 달린 모양이다.

〈그림 4-10> 왕관 형성의 전산 시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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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트 분출 과정의 이해

제트의 분출 과정 역시 시늄 계산에 의한 기존의 연구를 이용하여 알아보자.

<그림 4-11>은 속력 이 1m/s인 물방울이 낙하할 때의 충돌 및 분출 현상을 보여주

는 것이다. 떨어지는 물방울이 충돌하였을 때 바닥에 있는 유체를 <그림 4-10>에서

도 본 것처럼 주위로 밀어내어 공동을 만들고， 이 때 밀려나온 바닥의 유체는 주변

유체의 압력에 의해 공동으로 다시 밀려들어오고 이 운동에 동공의 중심에서 합쳐지

면서 솟아 오르게되는 현상을 <그림 4-11>에서 볼 수 있다.

〈그림 4-1 1> 제트 분출의 전산 시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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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는 불방울이 <그림 수11> 때보다 더 빠른 속력으로 떨어지는 경우를

시늄 낸 것이다 그림의 겸은 부분이 떨어진 물방울을 나타내므로 분출된 제트는 용

기 속에 담겨 었던 유체임을 알 수 있다.

〈그림 4-12) 빠른 속력의 방울에 의한 분출

이에 대한 관찰은 색깔이 다른 유체를 사용하여 실험해 봄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탐구토론대회의 한 조에서 수행한 관찰 보고를 참고로 보자.

“낙하하는 물방울이 바닥에 있는 액체로 들어가는 과정을 보면， 가장 먼저 낙하하는

물방울과의 충돌로 인해 생긴 원통형의 공몽을 볼 수 있다. 낙하하는 물방울을 빨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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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크로 해서 관찰해 보면 낙하하는 액체는 바닥에 있는 액체의 공동 밑바닥으로부터

솟아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밑바닥 액체로서 하얀 서스펜션 입자를 사용해 보면

원통형의 공동이 생길 때부터 액체들이 솟아오르려 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원통형의 공동은 급속도로 반구 모양이 되려하고 밑바닥 액체들은 와해되어

가는 원통형 공동 주위로 솟아오른다. 빨간 잉크와 컬러 필름을 사용해서 관찰해 보

면 유체의 충돌에 의해 생겨나는 왕관 모양은 바닥에 있는 유체에 의해 생겨나는 것

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비록 낙하하는 유체가 바닥에 있는 유체의 겉층 속으로 들

어갔기는 하지만， 왕관을 형성하는 주된 부분은 낙하하는 유체 방울에 의해서가 아니

라 바닥에 있는 유체에 의해 생성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수12>의 마지막 단계는 분출되었다가 떨어지는 유체 기둥이 여러 개의 방

울로 분리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4-13>의 사진은 제트 분출 후 여러 방

울이 생성되는 실제 상황을 찍은 것이다.<그림 4-12> 역시 방울의 생성에 대한 실

제 상황을 제대로 시늄 내지 못하고 있다. 이들의 정확한 시늄 계산은 살생활의 응

용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므로 학생들로 하여금 이 현상에 관성을 갖게

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그림 4-13) 제트 분출 후의 분리 과정의 실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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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이 연구는 그 동안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불리교육과에서 중학생 또는 대학생을 대

상으로 시행한 과학공동탐구토론대회를 참고로 하고， 특히 1998년에 시행한 “우유방

울의 왕관 현상의 비밀은?"이란 주제로 시행한 탐구활동을 분석하여 그 내용을 초 ·

중등학교에서 열린교육의 활동으로 가능한 교육자료를 개발해내는 것이다.

우리의 교육은 대부분이 교과서에 의존하는 수동적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과학 교

육에 있어서 교과서 의존식 수업만을 시행한다면 올바른 과학 교육이 될 수 없음은

주지의 λ}실 이다. 이라한 우리의 교육 양상은 대학입시라는 커다란 제도적인 문제에

기인하는 바도 크지만， 한편으로는 교실 밖 수업을 시행하기 위한 우리의 인식이나

노력이 부족하였고， 또 이를 위한 교육 자료의 개발 연구 또한 매우 부실했던 것은

사실이다.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물리교육과의 1993년과 94년 과학공

동탐구토론대회를 통해서 중학생들과 지도교사들은 교실 밖 활동에 대해 아주 많은

관심과 열의를 보인 바 있다. 이는 초 · 중등학교에서 열린교육을 위한 자료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또 그 효과가 매우 클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의 열린교육의 일환으로 어떤 주제를 놓고 공동탐구를 수행하거나

또는 토론대회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장에 맞는 탐구 활동의 모형을 재구성하고， 또

학생들의 수준이나 교육 내용에 적합한 탐구 활동의 주제를 선택하는 것은 성공적인

탐구활동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물리교육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동탐구토론대회와 같이 한 과학적 주제에 대해 학생들이 어떻게 접

근하여 탐구를 수행하는지를 알아보고 또 선정된 과학적 주제가 학생들에게 얼마나

적합한 것인지를 검증하는 연구를 거쳐 학교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 많은 종류의

열린 학습으로서의 탐구 주제가 제공되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연구의 결과가 앞으로 우리 나라 초 · 중등 과학교육의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지금까지 교실 내 수업으로만 일관한 우리의 과학교육이

교실 밖의 열린교육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 제공될 수 있기

를 바란다.

이 연구의 결과를 활용하는 적극적인 방안으로는 각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으로 응

용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또 각 학교의 과학반 탐구 주제나 시 · 도 단위의 과학행사

와 전국 규모의 탐구대회를 개최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로도 이용할 수 있을 것이

다. 우리는 공동탐구토론대회와 같은 교실 밖 활동이 학생들의 창의력이나 논리적 사

고력과 함께 협동력을 배양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열린 학습의 형태라고 믿으며， 이

연구의 결과가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이러한 형태의 열린교육을 실행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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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하나의 이정표로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 독일의 Stuttgart대학의 연구진이 왕관 현상에 대한

전산 시늄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한 결과가 인터넷[12]에 올랐다. 우유 방울의 왕관

현상에 대한 연구는 현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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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Outdoor Learning Model Through the Scientific Inquiry

and Discussion Contest on the Subject for the Coronet

Formation of Milk Drop

Hong , ]ongbae . Pak, Sung ]ae . Soh, Kwang-Sup .

Lee , Sung Muk . Park, Gun-Sik

(Department of Physics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98 Scientific Inquiry and Discussion Contest organized by the

Department of Physics Education has been performed for the subject analysing

the coronet formation of milk drop. This study examined the feasibility to

construct an outdoor learning model in the secondary or primary school , on the

basis of the results of the '98 Scientific Inquiry and Discussion Contest. In this

study, the hypotheses suggested by students who performed the inquiry contest

were introduced. These explained how students approach the proposed problem.

As outdoor learning models for the coronet formation by milk drop , the study

suggested three types, such as 1) observation of the phenomena occurring in a

very short time , 2) analysis of the phenomena by controlling external

parameters, 3) understanding of the phenomena through model construction.

These three types of inquiring approach may not apply to all levels of students

equally. Thus this study suggest that teachers select an appropriate type of

approach for their studen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