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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은 다른 물질과는 다른 특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 

다. 4°C에서 최고의 밀도를 나타내는 것이라든가, 다 

른 산소족 원소들의 수소 결합 화합물에 비해서 더 

높은 녹는점과 끓는점 , 더 높은 용융열과 증발열 그 

리고 더 높은 열용량과 표면장력을 나타내고 있다.

물의 점성역시 매우 큰 값을 나타내며, 온도 증가 

에 따른 점성의 변화 경향은 다른 액체의 변화 경향 

과는 다르기 때문에 물의 점성 변화를 예측키 위해 

많은 점성학자들이 한때 고심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액체 물의 점성은 4°C 근처에서 압력 증가에 따라 

이상하게도 감소경향을 나타내는데I 이것은 어떤 

다른 물질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던 특이한 현상이기 

도 하다.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도 어렵고 또 이를 

규명하는 이론도 별로 없는 형편이다. 그런데 새롭 

게 발견된 실험 사실 중에 물의 온도 변화에 따르는 

점성의 변화중 4°C 근처에서 그림과 같은(Eg. 1~4) 

점성의 변화 역시 다른 온도 구간이나, 다른 물질에 

서도 그 예를 찾기 힘들다. 이처럼 물은 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Fig. 1에 

서는 4°C 근처에서 점성의 특이한 변화를 발견할 수 

없으나 Eg. 2에서는 점성이 온도에 관한 일차 도함 

수에서 4°C 근처에서 변곡점이 발견되며, F® 3에서 

는 점성의 온도에 관한 2차 도함수가 4°C를 중심으 

로 기울기가 변화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고, Fig. 

4에서는 점성의 온도에 관한 3차 도함수가 4°C를 중 

심으로 +에서 - 로 바뀜을 알 수 있다. 4°C 근처에서 

점성의 이상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4°C 전후하여 

물의 열팽창계수의 절대값이 매우 작으며 이것은 물 

에 압력을 가할 때 점성의 이상 감소 현상이 4°C 전 

후에서만 나타난다는 사실(Fig. 5)과 유사성이 있음 

을 발견할 수 있다. 이처럼 물의 경우를 제외하고도, 

임계점 근처의 이상증가나 액체 헬륨의 入점 이하의 

온도에서 초유체성을 나타내는 등 물질에 따라 여러 

가지 설명하기 어려운 점성변화를 발견할 수 있다.

저자들에 의해서 제시된 점성이론5은 임계점 근처 

의 이상증가나, 액체 헬륨의 초유체성'을 잘 설명해 

왔으며, 액체 물의 점성이 온도에 따르는 변화와 수 

증기의 점성이 온도에 따르는 점성의 변화를 계산하 

여 실험치와의 오차를 Fig. 6과 같이 2% 이내로 계산 

해 낸 바 있었다.8 또 물의 점성의 값이 4°C 전후에서 

이상 감소 현상에 적용하여 타당성 있는 설명을 한 

바도 있었다.9 이 이론에서 나타난 점성은 다음과 같 

이 표현된다.

1]=시 Ta/Prl + I )(雄/泸(赫1 (1)

여기서 丨 丨 기호는 절대값의 표시이며 吹는 열팽창계 

수, 岛는 등온 압축률, P는 압력, p는 유체의 밀도, 

y는 이Cv, d는 충돌 직경 州*는 포논의 수밀도이다. 

온도나 압력 변화에 따르는 aP, 稱, Y값을 안다면 온 

도나 압력 변화에 따르는 점성의 값을 계산할 수 있 

다. 식 (1)에서 a?값이 0에 근접하면 n값도 0에 근접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액 체상태의 'He의 초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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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尸 of liquid water as a function of tem- 
perature(0~10°C).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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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Viscosity of liquid water as a function of tem- 
perature(0~10°C).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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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r\/dT of liquid water as a fucntion of tem- 
perature(0*10°C).12

성을 실험값과 유사하게 계산할 수 있었던 것은 入점 

이하에서 액체 헬륨의 열팽창계수값이 0에 근접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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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era turc( t)

Fig. 4. d+i/dF of liquid water as a function of tem- 
perature(0*10°C).12

때문이었다. 또한 물의 점성이 압력 증가시 이상감 

소하는 현상도 열팽창계수의 절대값이 매우 작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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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xperimental values of relative viscosity of liquid 
water as a function of pressur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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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mparison of calculated and experimetal viscos
ity of liquid water.8 Solid line: c사culated, Open circles: 
observed.

만 아니라 압력 증가에 따라 그 값이 감소하였기 때 

문에 실험값과 유사한 계산 결과가 가능하였다.9 이 

러한 두 가지 사실과, 물의 점성의 변화를 계산하여 

실험치와의 오차를 2% 이내로 계산해 내었다는 사 

실8을 종합할 때, 식 (1)의 타당성은 더욱 확고해진 

다. 더욱이 1996년 노벨 물리학상으로 유명해진

TcmpcraturcCC)

Fig. 7. Prediction of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 of li
quid water as a faction of temperature(0-10 °C).

Lee, Richardson, 그리고 Osherof가 발견한 극저온에 

서의 액체，He에서의 초유체 현상에서 액체 'He의 

열팽창 계수값도 0에 근접했다는 사실" 역시 식 (1) 

의 타당성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Fig. 

2~4에서 4°C 근처의 이상변화 역시 4°C 전후에서 식 

(1)에 대입한 열팽창계수의 실험값이 0에 근접하기 

때문에 나타난 점성의 감소 현상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4°C 근처에서 계산된 점성변화를 명확히 계 

산하기 위하여서는 0~10°C 사이의 온도 구간에서 적 

어도 1°C 변화마다 엄밀하게 측정된 aP, 份, Y값을 알 

아야 한다. 그러나 이들의 실험값을 발견하기 어려 

우므로, 이들값이 0~10°C 구간에서 Fig. 7의 1과 같 

이 온도 증가에 따라 직선적으로 증가한다고 가정하 

여 점성을 계산한다면 Fig. 8과 같다. Fig. 8에 표현된 

점성의 변화는 Fig.l의 점성 변화와도 너무 다르다. 

0~10°C 구간에서 为값이 직선적으로 변화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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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era turc( C)

Fig. 9. Comparison of calculated and experimental 
viscosity of liquid water from 2 of Fig. 7. Solid line: ex
perimental, • calculated.

Fig. 8. Comparison of calculated and experimental 
viscosity of liquid water from 1 of Fig. 7. Solid line: ex- 
perimetal, •…•…：calculated.

하고 Fig. 7의 2와 같이 변화한다고 가정하여 점성을 

계산하면, Fig. 9과 같다. Eg. 9는 실험값의 변화는 

Fig. 1과 같은 것이나, 4°C에서 점성의 이상변화 현 

상을 계산하여 나타낸 것이 차이라 할 수 있다. Fig. 

8은 실험치와는 많이 다르지 만 Eg. 9와의 공통적 인 

특징은 4°C에서 점성의 이상감소 현상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식이 특정온도에서 为의 실험값이 0에 근접하 

므로 예상할 수 있는 결과는

（가） 이 온도에서 점성의 이상 감소 현상

（나） 이 온도 근처（%의 값이 - 에서 0 그리고 +로 

변하면서 절대값이 작은 영역）에서 점성의 이상변화 

이다. 그런데 （나）의 사실은 이 온도 범위에서 압력 

에 따르는 점성을 계산함으로서 예상했던 사실이 실 

제임을 발견한 바 있었고,9 （가）의 경우 入점 이하에 

서 액체 헬륨의 8값이 0에 가까우므로 초유체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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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 것을 밝힌 바 있기 때문에7 이러한 사실을 종 

합하고, 药g. 2-4에서 4°C 근처 에서 다른 온도 범위 

에서 나타나지 않는 이상 변화 현상을 고려할 때, 비 

록 Fig. 1에서 나타나지 않았지만 1/10 K의 온도 구 

간 간격으로 점성변화를 엄밀하게 측정한다면 Fig. 

9의 계산값과 같이 점성의 이상 감소 현상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기대되며, 실험 학자들에 의한 정밀한 

실험 결과를 촉구해 본다.

본 연구는 '96 기초과학연구소 학술조성연구비 

（BSRI-96-3404）로 이루어진 연구의 일부이며, 연구 

비 지원에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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