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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체 제트의 표면 운동은 19세기말에 레일리 경(Lord Rayleigh)이 이미 근사적인 해(1) 

를 제시한 바 있는 유명한 고전적 문제이다. 그런데 이 해는 1차 근사에 의해 얻어진 것이

므로 원래의 유체 으뜸 방정식에 포함되어 있는 비선형성은 무시한 것이다. 따라서 운동을 

개략적으로 기술할 수는 있으나 세부적인 면으로 들어가면 실상과 부합되지 않는다. 따라서 

유체 제트를 광학 소재로 사용하거나, 또는 이를 이용한 정밀한 실험을 수행할 때에 레일리 

결과보다 더욱 정확한 이론이 필요하다. 과학사적으로 볼 때, 원자모델로 유명한 닐스 보어

(Niels Bohr)가 1908년에 제시한 결과(2)는 레일리의 앞선 계산보다 진일보한 것이었다. 이 

연구는 보어의 과학적 경력에서 거의 시작 단계에 놓이는 것으로, 여기에서 보어는 존재하

지 않는 일반해를 찾기보다 경계조건에 맞는 유력한 특수해를 구해 내었다. 비록 그 주된 

목표가 표면 장력을 정확하게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나, 계산 방법과 결과는 오늘날 자

세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 특히 정밀한 측정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재, 보어의 계산 

결과는 거의 잊혀진 상태에서 보어의 결과와는 매우 다른 결과들이 제시되고 검증 없이 인

용되는 상황(3)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하겠다. 

레일리 이론에 의하면, 유체 제트의 표면 운동 가운데 가장 낮은 에너지를 가지는 것은 

사중극자(quadrupole) 형 진동이다. 그러나 실제 제트에서 이 단일한 사중극자의 진동은 비

선형성의 영향을 받아 섭동을 수반하게 되고, 보어의 계산결과에 의하면 이는 제트의 노드 

위치에서 유체의 종류에 상관없이 다음과 같은 변위를 지니는 팔중극자(octapole)의 형태로 

출현한다. 

                                 


                                    (1)

여기에서 η1은 사중극자 진동의 크기이며, η2 는 팔중극자 진동의 크기이다. 비례 상수 

5/12 는 약 0.42 에 상당하는 값이다. 이 상수는 유체 제트의 표면 운동에서 나타나는 비

선형성을 대표하는 값이라 할 수 있다. 표면 운동에 관한 여러 가지 사실들, 예컨대 축 뒤

바뀜 현상(axis-switching)과 같은 양상은 쉽게 관측이 되지만(4) 이런 비선형성은 엄밀한 

실험을 통해 검증되어야 한다.  

미소 공진기와 같이 작은(지름이 대략 수~수십 μm)소자에서 사중극자 변위가 반지름의 

10% 대라고 생각하면, 팔중극자 변위는 1% 대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제트의 경우, 모양이 

망가지기 전에는 끊어지지 않고 진행 방향으로 나아가므로, 단면만을 잘라내어 측정하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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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좌) 유체 제트의 실물 사진. 평형 위치에서의 

반지름은 15μm. (우) r-θ 좌표계에 나타낸 단면의 개

략도. 변형은 과장된 것이다. 

그림 2 실험 장치. 

곤란하다. 따라서 보통 수백nm 대 파장을 사용하는 통상적인 광학 특정으로는 확인하기 쉽

지 않으므로, 이 작업에 적합한 특수한 측정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필자들의 선행 연

구에서 제시한, 전면 회절 현상을 이용한 비투과성 물체의 형태 복원법(5)은 그 해답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 적용되었을 때 오차의 한계는 20nm 로, 이는 조사광 파장(Ar+514nm)

의 4%에 불과한, 정밀한 것이다. 유체의 사출 속도는 일정하게 유지되며, 제트의 형태도 시

간에 따라 요동하지 않는다. 한편, 비투과성을 확보하기 위해 에탄올에는 30mM/L 농도로 

로다민B (Rhodamine B) 염료가 투여되었다.    

여러 개의 미소 공진기에서 형태를 측정한 결과, 해당하는 표면 운동에서 사중극자와 팔

중극자 성분이 존재하며 그 진폭은 실제로

                                 
                                    (2)  

의 관계에 놓여 있음이 관측되었다. 이는 보어의 이론적 분석이 기본적으로 옳으며 그 뒤에 

나온 다른 이론들이 모두 틀리다는 것을 입증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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