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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1. 서

세계 모든 나라가 그렇듯이 한국도 과학 및 기술의 발전을 미래에 선진국이 되는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주지하다시피

한국의

과학 교육은 업시 위주의 교육 풍토에 휘말려 과학교육의 중요한 목표의 하나인 창의

성 개발을 위한 교육을 시도하는 노력을 멀리하는 등 초， 중등학교에 시행되는 과학
교육에

있어서 과학 또는 과학교육 본연의

자세를 견지하지 못하고 있다. 영재아를

위한 정연태[l]의 연구는 이러한 획일적 교육을 탈피하고자 하는 하나의 시도이었다.
그러나 일부 영재아보다는 초

다고

생각한다.

이에

중등학교의

전반적인 과학교육에

어떤 변화가 필요하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물리교육과에서는 “과학탐구토론대회”를

통하여 과학의 본성을 찾는 교육을 해 보고자 하는 시도를 거듭해 왔다. 1993년 과학
의 해를 맞이하여 “학생 과학탐구 올림픽 대회”의 단위 행사의 하나로 시작한 중학생

을 대상으로 한 “과학 공동탐구 토론대회 " [2]는 예산 지원의 단절로 2회 에 서 끝났으

나 물리교육과 교수들은 탐구토론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본 학과내의 행사로 “물리탐
구토론대회 " [3]를 개최하였으며， 1997년 으로 3회 에 이르렀다.

1997년 물리교육과 탐구토론대회는 “전자레인지에

백열전구를 넣고 작동시키면 빛

이 발생한다. 그 이유를 알아보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학과에 속한 모든 학생이 9 개

조로 나누어 3월 중순에서 5월 말까지 탐구활동을 수행하였으며

5월 31 일 에 토론대회

를 가졌다. 자세한 행사 방법과 내용은 부록 I 에 실었다. 학쟁들은 다른 교과 수업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탐구활동을 수행하였으며

로간의 관계를 돈독허

특히 선후배간의 협동연구는 서

하는 계기가 되는 등 학문외적인 결과도 있었다고 생각된다.

앞으로 재원이 충분하면 교외 활동으로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

이 연구는 1997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발전기금의 지원에 의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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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탐구토론대회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으나， 대학에서

수행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를 좀 더 확장하여 초， 중등학교에서 시행하는 것이 교육

적 효과 면에서 훨씬 더 클 것이라 생각한다. 물리교육과에서 이 탐구토론대회를 계
속해 나가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도 오랜 연구의 결과를 초， 중등학교의 교육 현장에
실현하고자 함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오랜 기간의

연구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의 연구는 최근에 관심을 가지는 열린 과학교육을 위한 자료로도 유용하게 사용

될 수 있을 것이며， 여건이 성숙되면 다시 초， 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탐구토론대
회로 전환하고자 한다. 과학 부분의 열린 교육은 과학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지만 많은 연구가 되어 있지 않으며 그 소재에 대한 연구도 빈약한 편
이다. 워커의

The Flying Circus of Physics[4] 는 좋은 자료 중하나이다. 국내에는 워

커의 책보다 다양하고 깊지는 못하지만， 박종원 [6]， 장동호 등 [6]의 자료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탐구활동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탐구활동에
도움이 되는 탐구의 과정올 제시하고자 한다. 대학생 특히

물리학을 주된 전공으로

배우고 장차 교사가 되고자 하는 물리교육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탐구토론대회는
문제의 선정이나 탐구과정도 초， 중등학생과는 달리 좀 더 차원 높은 문제와 긴 시간
이 필요하다. 올해의 주제인 “전자레인지에 백열전구를 넣고 작동시키면 빛이 발생한

다. 그 이유를 알아보자”는 설제로 실험을 해 보면 다양한 빛이 나타나므로 토론의
주제로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은 3 개 월 간 준비를
열심히 하였으나 시간이 충분치는 못한 점은 있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관심을 두는 것은 우리 대학생들이 주어진 연구과제에 대해 어

떤 방식으로 접근하며， 탐구과정은 어떠하며， 또 토론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점

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주제를 다루는 우리 학생들
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앞으로의 교과 수업 및 토론대회의 발전에 이용하고

자 함이다‘ 우리는 이 연구의 결론으로서 학생들의 탐구활동에 보다 효율적인 7단 계
의 탐구과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제 II장 에 서 위에서 언급된 주제를 가지고 수행한 학생들의 탐구활동 내
용을 보고서를 통해 소개하고， 제 III장에 서 는 학생들의 탐구 과정 중에서 특히 설정

하는 가설을 통해 학생들이 이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는 지를 분석하여 보고，
있을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끝으로 제 IV장 에 서 는 결론으로서 새로운 탐구과정
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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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탐구활동 내용
II .1

탐구활동 보고서

학생들의

탐구활동은 각 조의 조장을 중심으로 탐구를 수행하였으며，

내용이 고급 전자기학과 양자론적

개념이 필요하여

이번 문제의

1 ，2학년 의 탐구활동은 어느 정도

위축된 감이 있으며， 3，4학년 이 주된 활동을 하였다. 먼저 학생들이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학생들의

물리교육과

문제 접근 방식과 탐구수행 과정을 알아보자 . 9개조의

home page에

수록되어

있으며?

그것을

보기

보고서는 모두

위해서는

인터넷에서

http://physed.snu.ac.kr로 들어가 국문 또는 영문을 선택한 뒤 활동 또는 activity로

들어가면 탐구토론대회 안내가 나온다.
학생들의 탐구활동은 9개 조 중 3개 조 는 정해진 방향 없이 실험해 보고 그룹 내에서
토의하는 방법으로 탐구활동을 수행하였고

나머지 6개 조는 대체적으로 1) 현 상 의

관

찰， 2) 가설 설정， 3) 가설 을 검증하는 실험 수행 1 4) 결 론 유도의 과정을 통해 탐구활동
을 수행하였다. 여기서는 9개 조 중 결선에 진출한 두 개조의 보고서를 부록 II 에 제시
하였다.
두 개 중 하나는 보고서 전문을 실었고 다른 하나는 이론 부분을 제외하고 실었다.

모든 보고서는 탐구토론대회 10일 전에 예선을 위한 평가 대상의 보고서가 제출되었

으며， 인터넷에 올라 있는 것들은 대회 후 수정 보완된 것이다. 우리는 각 조가 제출
한 보고서를 통해 학생들의 탐구활동에 대한 접근 양태 및 여타의 특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II .2

보고서의 특징

학생들이 제출한 탐구활동 보고서는 그 자체로 학생들의 현황을 잘 나타내고 있어

몇 가지 특정을 살펴 볼 필요가 았다. 한가지 특정으로는 여기에 소개되지 않은 다른
조의 보고서를 포함해서 학생들의 보고서는 내용 중 많은 부분을 자료의 수록에 할애
하였다. 이는 학생들 이 탐구활동 중 하나로 자료 수집에 충실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다른 측면에서는 학생들이 보고서의 내용보다는 불필요한 보고서의 외양에 많은 신경

을 썼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학생들이 열심히 수집한 자료를 탐구활동에 유효 적절
히 이용하지 못한 데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학생들의 비과학적 태도는 마땅

히 지적되어야 하며 지도해야 할 문제점으로 보인다.
여기에 소개된 2 개 조 의 보고서는 9 개 조 중 비교적 잘 구성된 것을 소개하였다. 그

러나 이 보고서들도 제대로 형식을 갖추지는 못하고 있어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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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 체제의 문제는 이 연구의 주된 관심사가 아

니므로 내용을 살펴보자. 학생들은 나름대로 노력한 변은 분명히 나타나 있지만 앞에
서 지적한 바와 같이 보고서의 외양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이 지적된다. 특히

눈에 뜨이는 지적은 학생들이 보고서에 삽입한 이론 부분과 탐구활동 부분의 연결이
매우 부실하며 거의 독립적으로 작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학생들이 보고서를 작
성하는 방법뿐 아니라 태도에 대한 교육도 절실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하나의 지적은
도입 부분 또는 서론이 없다는 점이다. 이는 학생들의 글쓰기 실력 특히 논리적인 글

쓰기 실력이 매우 빈약함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학 입시 과정
에서의 논술 고사와 같은 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교육이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 이
연구의 주된 관심사인 과학적 탐구의 측면에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초， 중등 및 대학
생들의 과학교육 상황을 잘 나타내 보이고 있다. 학생들은 나름대로 논리적인 체계로

탐구활동을 수행한 노력이 뚜렷이 보이지만， 기대되는 대학생 수준의 보고서로는 많
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육 방안이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재능과 잠재력이 높은 수준으

로 느껴지는 것은 하나의 희망으로 볼 수 있다. 결국 학생들 재능의 문제라기보다는
교육 내용과 방법의 문제라는 점에서 우리 교수들의 책임과 역할이 크다는 결론에 이
른다.

ill. 보고서 분석
ID.l

탐구활동 분석

학생들의 탐구활동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다. 첫째는 탐구과정이고， 둘째

는 보고서 제출， 셋째는 발표 및 토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학생들의 탐구에 대한 태
도 자체는 매우 충실하였으며 비교적 협동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문

제의 성격상 전자기학을 보다 심도 있게 배우고 또한 어느 정도 충실한 양자 개념이
필요하여

1,

2 학 년 의 참여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4학년은 교육실습을 나가

게 되어

있어 후반부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었다. 따라서 전 과정은 3학년 이

주도하였다. 충실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탐구의 방법이나 기술에 대해서 교육받은 바
가 없으므로 학생들이 올바른 길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그 동안 수 차

례의 탐구토론대회의 경험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은 위에서

언급한 탐구 과정을 따라

탐구활동을 수행하였다.
가설의

설정은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기초 지식과 개인의 창의력 및 공동 토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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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과학적 성향을 잘 나타내 보이는 자료이다.
가설의 설정과 검증을 통해 탐구과정을 수행한 6 개 조가 설정한 가설을 통해 학생들의

문제 접근 방식을 분석해 보자. 다음은 6 개 조의 가설들을 종합한 것이다.

III .2 학생들의 가설
1) 2조 의 가설

I) 현상에 대한 가설

(l) 아르곤 가스에서 빛이 나는 것은 금속과는 무관하게 아르곤 가스가 직접 전자
기파의 에너지를 흡수하여 전자가 들뜬 상태에서 바닥으로 떨어칠 때 나오는

빛이다.

(2)

금속내의

자유전자가 전자기파로부터

전자가 아르곤 기체와 충돌하여
그 결과 아르곤 원자의

에너지를 받아 전자 방출이

일어나며 그

전자의 운동에너지가 아르곤 기체로 전달된다.

외각 전자가 들뜬 상태에서

바닥으로 떨어질

때 빛이

나오게 된다.

L) 전자 방출에 대한 가설
(1) 금속표면의 자유전자가 마이크로 파로부터 일함수보다 큰 에너지를 흡수하여
금속으로 부터 광전자가 방출되는 광전효과이다.

(2) 금속에는 열이 발생되고 전자가 열에너지를 받아 열전자로 방출된다.

(I)

금속 내에 자유전자가 전기장의 방향에 따라 운동하게 되고 (이 때의 운
동에너지는 전자가 금속으로부터 방출될 정도로 크지 않다) 이로부터 금

속내의 원자들과 충돌을 일으키게 되고 이로부터 열이 발생하게 된다.

(L) 금속 내에 자유전자가 전기장의 방향에 따라 운동하게 되며 이로 인해 교
류전류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금속의 저항에 의해 열이 발생
한다.

2)

4조 의 가설

(1 - 1) 금속(텅스텐 니크롬선)에 마이크로 파가 들어가서 들뜬 상태로 만들고 이렇
게 들뜬 상태의 금속에서

에너지 준위가 낮아지면서

여러

가지

색깔을 띤

빛을 낸다.

(1 - 2) 마이크로 파에 의해 니크롬선에 전류가 흘러서 가열되고 빛이 난다. (전구가
일반적으로 쓰이는 상태에서 빛을 내는 원리와 같은 이유로 이러한 실험의

결과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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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마이크로 파가 금속에 입사되어 열전자를 방출시키고 방출된 열전자와 전구
내의 기체가 충돌하여 기체의 에너지 준위에 따라 여러 가지 색의 빛을 방출
하여 관찰 결과와 같은 현상을 나타낸다.

(2-2) 첨점에서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은 격자구조가 가장자리에서 불안정하기 때문
일 것이다.

6조 의 가설

3)

I) 필라멘트에 빨간빛이 나는 현상에 대한 가설
필라멘트에 빨간빛이 나는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 원인 때문일 것이다.

(l) 콤프턴 효과

(2)

흑체 복사

L) 전구 안의 기체로부터 도깨비불이 나는 현상에 대한 가설
전구 안의 기체로부터 도깨비불이 나타나는 것은 기체의 전자가 들뜬 뒤에 낮은 에
너지 준위로 내려가며 빛을 내기 때문인데， 기체의 전자가 들뜰 수 있는 경우는 다음

의 두가지 일 것이다.

(l) 마이크로 파가 아르곤이나 질소의 전자를 직접 들뜨게 하고 이 때 들뜬 전자가
바닥상태로 가면서 빛을 낼 것이다.

(2) 금속으로부터 튀 어 나온 전자에 의 한 충돌
방전과 마이크로 파의 상호반응

(3)

4) 7조의 가설
필라멘트의 재료인 텅스텐과 전자레인지에서 나오는 전자기파 ( 2450MHz)가 반응하

여 금속의 특정 부위 (뾰족한 부분)에서 열받은 전자 (열전자)가 튀 어 나와 전구 내
기체를 들뜨게 하고， 이 기체가 낮은 상태로 전이할 때 나오는 빛이다.

5)

8조 의 가설

(l) 마이크로 파가 필라멘트와 내부 도입선 등 금속과 반응해서 자유전자가 바닥
상태에서 들뜬 상태로 전이해서 빛이 발생한다.

(2)

마이크로 파가 아르곤 기체와 반응하여 빛이 발생한다.

6) 9조 의 가설
(l) 전자레인지 속의 전구에서 빛이 나는 것은 전구 속의 필라멘트가 ’가열 r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공동탐구토론대회를 통한 대학생들의 탐구활동 분석과 새로운 탐구과정 제시

(2)

전구 위에 뭉쳐

기체와의

있던 빛 덩어리는 가열된 금속에서

반응， 그리고 그 열전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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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출된 열전자와 전구 내

마이크로 파의 영향으로 에너지를 더더

욱 받음으로 해서 생기며， 그 때의 높은 온도로 인해 전구 위 부분이 녹아 터

지게 된다.

ill.3

가설에 대한 분석

학생들이 제시한 6개 조의 가설을 보면 서로 표현은 다르지만 내용적으로 비슷함을

알 수 있다. 즉， 가설의 설정은 학생들의 기초 지식이 바탕이 되므로， 가설의 설정 내
용으로 볼 때 각 조의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기초 지식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학생들을 무작위로 조를 나누었고， 또 각 조의 학생들끼리 자유롭게 논
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서로가 타당한 가설로 수렴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다
만 조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은 현상을 체계적으로 분리하고， 그에 따라 체계적인
가설을 설정하는가 하는 점이었다. 이는 각 조가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몇 개조는 각
단계의 현상에 대해 적합한 가설을 세우고 이를 실험을 통해 검증하는 방법으로 매우
체계적인 탐구활동을 수행하였다. 그 중 특히 2조 는 매우 체계적으로 여러 단계에 대
해 가설을 세웠고 하나씩 실험으로 검증해 나가는 우수함을 보였다.

가설을 설정한 후에 그것을 검증하는 실험을 수행하게 되는데， 학생들의 탐구활동
의 문제 중 하나는 이 단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즉， 현상이 복합적이기 때문에
현상이 일어나는 단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못하고 또 각 단계에 대해 가설을 체계
적으로 설정하지 못한 조는 이 후의 탐구활동이 순조롭지 못하고 내용 또한 잘 정립
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보였다.

즉， 이러한 분석을 정리하면， 이번 주제와 같이 복잡한 현상을 보이는 문제에 대한
탐구활동에 있어서 학생들이 취해야 할 첫 번째로 중요한 과정은 주어진 현상을 단계

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과정은 가설의 설
정인데 이는 첫 번째 단계가 얼마나 과학적으로 체계 있게 정리되었느냐에 크게 의존

한다. 다시 말하면， 가설을 설정하는데 있어 그 내용은 학생들의 기초 지식에 의존하
므로 교실 수업과 평소 학엽의 질과 양에 의해 결정된다. 이번 탐구활동의 주제는 매
우 복잡해 보이지만 탐구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의 학엽의 질과 양으로 볼 때 이 현상

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 물리 지식은 갖추고 있었으나， 이번 탐구활동을 성공적
으로 수행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결정짓는 관건은 결국 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분

석과 정리 능력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조 의 학생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문제점을 보였으며 이 점에 대한 교육이 탐구활동을 통해 계속 실
시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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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의 결론

학생들이 전자레인지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탐구의 몇 가지 결론을 살펴보

면 학생들의 기본 지식이나 탐구의 수준이 잘 나타나 있다.

결론 A :

가스의 발광현상은 전자파와 금속의 반응으로 인하여 발생한 에너지가 가스의 에너

지준위를 흥분시키고 흥분된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임을 알 수 있다. 가
스의 반응보다 금속과 전자기파의 반응에 보다 중심을 두고 볼 때， 대전된 전하가 뾰
족한 부분에서 빽빽하게 존재하는 현상과 관련된 실험결과를 얻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실제의 실험에서는 금속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모두 뾰족한 금속 끝에서

방전을 일으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즉 이를 통하여 대전된 금속의 전자가 뾰족한
부분에 몰리고 이 부분에서 주변 기체에 영향올 주어 금속과 주변 기체사이에 어느 정
도의 전압 차가 생기게 되고 이에 따라 그 사이에서 방전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발
생된 방전은 전구안의 기체를 흥분시키고

마치 아르곤 가스가 아크방전에서 보라빛을

내듯이 유사한 빛깔을 내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반응이 계속적으로 일어나 기체의 온
도는 증가하게 되고 뜨거운 기체가 위쪽으로 몰려 유리 구를 가열시킨다.

결론

B:

도깨비룹이 나타나는 이유는 필라멘트나 도입선으로부터의 방전이나 열전자 형태로
방출된 전자가 마이크로 파에 의해 가속되어 기체를 플라즈마 상태로 만들었기

때문

이다.

결론

c:

필라멘트에서 붉은 빛이 나는 이유는

1,2

의 탐구 과정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마이

크로 파에 의해 금속에서 전자의 진동에 의해 필라멘트가 고온 (약 수천

K 가량)의

흑체가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상과 같은 몇 조의 결론을 살펴보면 학생들이 탐구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수행하

였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아래와 같은 자신들의 가설에 대한 분석은 매우 훌륭하다.
A가설 의 검증: 아르곤 기체나 질소 기체의 에너지 준위는 아래 표에 나와 있는 것

과 같다. 각각

15.76eV 와 15.58eV 이 다. 이에 비해 마이크로 파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는 O.OOOO1eV 이 다. 따라서 마이크로 파는 직접 기체의 에너지 준위를 높일 수 없다.

학생들은 여러 가지 특이한 현상에 대해서도 이해하려는 시도를 한 것을 볼 수 있
다. 전자레인지 속의 불빛이 깜박이는 이유나 색깔이 변하는 이유를 탐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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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 깜박거리는 이유:
가설 : 전자렌지에서 마이크로 파는 한쪽 측면에서만 나온다. 하지만 사방으로부터

반사되는 전자파에 의한 중첩에 의하여 파동이 극대인 곳과 극소인 곳이 존재하게 되

므로 극소인 곳을

백열등이 지난다고 하면 그때에는 파동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기

때문에 불이 꺼지는 부분이 생길 것이다.

*

색이 변하는 이유:
“플라즈마 발광의 기본원리”에서 알 수 있듯이 전자의 충돌 조건에 따른 스펙트럼

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된다. 즉， 불균등한 마이크로 파의 분포에 의하여 영역별로 전
자의 에너지 상태가 다르므로 해서 생기는 현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만약 흑체

복사의 원리를 기체에도 일반화시킬 수 있다면， 나타나는 색으로부터 플라즈마 기체
의 온도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N. 토론대회 분석 및 문제점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서울대학교 불리교육과 학생들의 탐구활동을 보고서를 통
해 분석해 본 바로는 학생들이 매우 높은 잠재력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지적된 바와 같은 탐구과정에 필요한 요소들에는 많은 부족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지속적인 탐구활동의 경험과 교육을 통해 쉽게 개선될 수 있올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탐구토론대회 과정의 처음 두 가지 요소 즉 탐구활동 과정과 보고서 작성
은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문제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부분으로 생각되며 교육을
통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탐구토론 대회의 마지막 과정인 발표 및

토론에 있어서는 그 문제가 심각하다고 여겨지며， 이 문제는 단 기간의 교육으로는
향상시키기 어려운 문제로 초둥학교의 교육에서부터 발표 및 토론의 경험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7].
학생들의 주제 발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의 첫 번째는 시간 사용 계획에 있다. 모

든 발표가 그렇듯이 10분 내외의 매우 제한된 시간만 허용되며 그 시간 동안에 자신
이 발표하고자 하는 바를 잘 정리하여 청중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학생들

이 쉽게 이루어 내지 못하는 부분은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의 골격을 논리적으로
추려내지 못하는 데 있다. 이는 과학뿐 아니라 교육 전반에 걸쳐 관심을 가져야 하는

문제일 것이다. 다음으로는 발표 자료의 준비가 미숙하고， OHP 등 시청각 교육재료
의 활용 경험이 적어 시청자의 입장을 등한히 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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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질문에 있었다. 질문하는 학생의 질문이 문제의 핵심

에 근접하던가 아니면 그 내용이 분명히 발표자에게 전달되어야 의미 있는 토론이 이

루어질 수 있는데， 이 단계에서 방향이

엇나가서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부분의 경우는 질문이 물리적으로 틀린 경우가 많아 발표자를 혼란에 빠뜨
리는 경우이며， 이 때 사회자가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토론을 진행해 나가
기

어렵다. 물리교육과 공동 탐구토론대회에서는 학생들의

행사라는 점에서

대학원

학생이 사회를 보았으나 토론을 이끌어 나가기에는 학문적 경력이 부족하여 다소 어
려움을 보였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는 교수가 사회를 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v.
V.1

평가 및 결론

평7~

강의 위주의

교육을 탈피하여

다양한 형태의 교육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시도한

물리탐구토론대회를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물리교육과 대학생에 적용하였다. 탐구토론

대회는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주어진 탐구과제에 대해 참가학생들의 공동탐
구 과정을 통해 얻은 결과를 토론을 통해 발표하는 방식으로 치러졌다. 이 탐구토론
대회는 1993년 학생과학탐구올림픽대회의 한 종목으로서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발한

‘과학공동탐구토론대회’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시도한 것이다.
1995년부 터 1997년 까지 세 차례에 걸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물리교육과에서 시행
된 물리탐구토론대회는 물리교육과 소속 교수 전원과 학부생 전원이 참여하는 학과행
사 차원에서 치러졌다. 물리교육과 전체 학생은 각 학년별로 3-4명 이 참여하여 1 개 조

를 이루어， 모두 9 개 조가 편성되었으며， 한 조는 12-13명 으로 이루어졌다. 토론대회
당일에는 예선을 통과한 3 개 조 만 이 토론을 벌였다. 예선은 각 조가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이루어졌다. 전 회와 같이 경기 당일에는 발표와 반론

평가 등을 통한 토론 형

식으로 각 팀별로 경연하여 심사위원들은 우승 팀을 가렸다.

여기서 이번 물리탐구토론대회를 평가해 보면， 첫째

세 차례에 걸친 물리탐구토론

대회를 통하여 학생들이 학년간의 공통탐구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느 정도 이

루어졌다는 점이다. 과학적 연구 활동에서 공동탐구의 중요성을 고려해볼 때 대학교

육과정에서 다양한 역할을 맡아 공동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대
단히 의미 있는 것이다.
둘째， 학생들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하나의 복잡한 물리 현상을 장기간 탐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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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점이다. 비록 매우 거친 연구 방법이지만 명확한 답을

알 수 없는 연구 주제를 실제로 다루어 봄으로써， 학생들이 실제 연구활동을 경험하
였다는 점이다.
셋째， 학생들이 교과서를 탈피하여 연구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인터넷이나 문헌

을 통해 얻는 방법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이다.
끝으로， 불리공동탐구토론대회를 경험한 학생들은 교사로 나가 학교 현장에서 나름

대로의 공동탐구토론대회를 시도해 볼 수 있는 기본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어， 한국
에서 새로운 형태의 과학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데 또한 의미를 찾
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장점과 함께 이번 활동에서 우리 대학생들의 탐구 형태에 대해서 비판적인
면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는 세 차례에 걸친 탐구토론대회의 경험이
구하고 토론의 진행이 매우 거칠다는 점이다. 이는 초

있었음에도 불

중， 고 시절의 전무한 토론 경

험이 그 원인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계속되는 토론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둘째로는 대학생들의

탐구활동이 수 년 전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탐구토론대회에

비해 특별히 다른 점도 나아진 점도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한 가지 이유는 탐구

활동의 경험이 일천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끝으로 학생들은 인터넷이나 다른 문현을
통해 필요한 자료의 수집에는 매우 잘 적응하는 면을 보인 반면， 과학적인 정신활동
이 필요한 과정에서는 약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 교육의

전반적인 문

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지적을 통해서 볼 때 내릴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결론은 이러한 활동이 계
속되어야 할 뿐 아니라 더욱 강화되어야 하고 또 학문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는 점이

다. 그것은 학생들이 보여주는 실제 탐구 활동이 그들뿐 아니라 한국 과학교육이 지
니고 있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내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V.2 결론
우리는 여기서 이번 연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탐구활동의 양식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새로운 탐구과정의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많은 학생들이 탐구의 과정
으로

(1) 현상의 관찰
(2) 가설의 설정
(3) 실험을 통한 검증
(4) 결론 도출
의 과정을 탐구 활동의 주된 범주 및 단계로 받아들이고 있을 것이지만， 우리가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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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위의 탐구과정에서 학생들의 탐구활동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어디인지를
파악해 본 적이 별로 없다고 본다. 이 연구에서 파악한 결과로서 이번 탐구토론의 주
제인 “전자레인지에

백열전구를 넣고 작동시키면

빛이

발생한다. 그 이유를 알아보

자”와 같은 복합 현상에 대한 탐구활동에서 가장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 단계는 위

에서 언급된 탐구과정의 (1)단계와 (2) 단 계 사이에 있었다. 즉， 관찰된 현상을 체계적
또는 단계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이 전 탐구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체계를 바탕으로 각 단계에 대한 가설이 설정되고， 각 단계의 가설을
실험으로 검증하는 탐구 방법이 가장 유효하였다.
우리는 탐구과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을 이 연구의 앞부분에서 명시적으
로 언급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현상의 단순화 작업이다. 보통의 자연 현상은 매우 복

잡해 보인다. 그 이유는 자연 현상은 항상 기본 물리

현상과 부수적인 요소를 함께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예는 종이 비행기의 운동에서 볼 수 있는데， 공기
저항을 제거하면 종이 비행기의 운동은 매우 단순해진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원하는 부분으로부터 분리하는 일은 문제를 훨씬 단순화시킬 수 있으

며， 이는 자연 현상을 탐구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여기서는 이를 현상의
분석이라 표현하고자 하며， 이 과정을 통해 탐구자는 복잡한 현상에서 탐구하고자 하
는 핵심적 부분을 찾아내고 그것으로 탐구 체계를 설정한다. 이와 같이 우리는 좀 더

분화된 탐구과정으로 다음과 같은 한가지의 탐구과정을 제안한다.

(l) 현상의 관찰

(2)

현상의 분석

(3) 탐구의 체계 설정
(4) 각 체계에 대한 가설 설정
(5) 실험을 통한 검증
(6) 각 체계에 대한 결론 도출

(7) 종합 결론 도출
앞에서 제시된 4 단 계 탐구과정은 실제 탐구활동을 하는 단계나 범주로 제시되기에

는 너무나

개략적이다. 이는 초등학교 수준에서 매우 단순한 현상을 탐구할 때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좀 더 복잡한 현상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좀 더 세분화된 7단 계
탐구과정이 학생들에게 더 좋은 하나의 길잡이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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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제 3 회 물리교육과 물리공동탐구토론대회 결승전 안내

1.

일시

및

장소

1997년 5월 31 일 ( 토) 오후

3:00-5:30

서울대학교 26동 대형강의실

2.

결승전 경기규칙 및 진행방법

가. 예선을 통과한 3 개 조가 3회 전 을 치러 각각 발표자， 반론자， 평론자의 역할을 한
번씩 하게 한다. 즉 한 회전마다 한 조는 발표를 하고， 다른 한 조는 거기에 대
한 반론을， 나머지 한 조는 평론을 한다. 결승전에 진출하지 못한 조들도 관중

으로 참석하여 각 회전 당 4 개 조가 발표 팀에 대해 질문을 하여야 한다.
나. 매 회전은 다음과 같은 활동으로 총 40분 동안 진행한다.
발표 : 12분

- 발표팀

반론자의 질문 :2분

- 반론팀

반론자의 주장 :3분

- 반론팀

발표자와 반론자 사이의 논쟁 :8분
관중의 질문과 발표자의 답변 :9분

발표팀 +반론팀

- 관중 + 발표팀

발표자， 반론자의 견해에 대한 평론자의 논쟁 :3분 - 평론팀
논쟁의 마무리 :3분

발표팀 + 반론팀 + 평론텀

다. 진행방법

(l) 발표 : 발표자는 요구된 문제의 해에 대한 주요 착안점과 결론을 제시한다. 이
를 위하여 제한 시간 내에 그림， 슬라이드， 사진 등을 사전에 준비하여 제시하

거나 시범실험을 보일 수 있고 보조인원을 동원할 수 있다

(2)

반대질문 :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가 지니는 모순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정곡을
찌르는 질문에 의하여 예와 아니오라는 대답으로부터 상대방이 지닌 모순을 명쾌

하게 노출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반대질문은 반론 팀이 곧 주장하게 될 반
론의 근거가 되고， 그것이 상대방의 주장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게 한다.

(3) 반론 : 반론 자는 발표자의 주요 착안점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발표에
대한 비판을 한다. 여기서는 발표자의 실수， 문제 이해의 오류， 해를 구하는 데

있어서 방법적 부당성 등을 제시한다. 그러나 비판에는 오직 발표자의 해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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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된 것만이 허용되며， 오직 상대방의 주장에 근거하여 논지를 전개해야 한다.

(4) 발표자와 반론자 사이의 논쟁 : 여기서 발표자의 해가 토론된다. 발표자는 반론
자의 질문에 답변해야 하지만， 반론자가 우선권을 가진다.

(5) 관중의 질문과 발표자의 답변 : 결승전에 진출하지 못한 조들은 관중으로서 발
표자에게 질문을 던진다. 미리

정해진 바에

따라 각 회전 당 4개 조가 질문을

함으로써， 관중으로 참석하는 6개 조는 3회 전 을 통틀어 각 조마다 2가지 의 질문
을 하게 된다.

(6) 평론 : 평론자는 그 회전 동안 이루어진 발표자와 반론자， 관중의 활동을 근거
로 하여， 발표자의 중요한 쟁점과 반론자의 비판에 대한 논평을 한다. 이는 단
순히

발표자나 반론자의 주장을 정리해주거나 또는 제 3의 주장을 가담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두 팀의 주장에 근거하여 논지를 전개하여야 한다.

그 역할

은 마치판사와 같이 양자의 주장을 충분히 듣고 그 주장의 타당성을 과학적이
고 합리적 근거에 바탕을 두어 평가한다.

(7) 논쟁의 마무리 : 이 과정에서 발표자의 발표내용과 반론자의 반박， 평론자의 평
가가 간단히 정리된다. 이 때 반론자와 평론자는 필요에 따라 자신들의 견해를
제시할 수 있다.
라. 제한사항

: 각 조의 구성원 각자는 발표자나 반론자 또는 평론자로서 오직 한

번만 출연할 수 있다.
마. 판결: 경기의 진행자는 경기규칙에 따라 시간을 제한하고 논쟁 시 팀의 활동을
조정한다. 심사위원들은 발표팀， 반론팀， 평론팀에 점수를 부여하고 문제에 대한
부연 설명도 한다. 결론적으로 심사위원들은 토론의

결과를 종합하여

대한 해가 지니는 장단점을 평가한다.

제 3회 물리교육과 물리공동탐구토론대회 진행시간표
내

용

시

간

담

당

무대정리

2:30 - 3:00

개회선언

3:00 - 3:05

학과장

발전기금증정

3: 05 - 3: 10

학과장

심사위원소개

3: 10 - 3: 12

사회자

심사기준안내

3: 12 - 3: 17

심사위원장

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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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규칙안내

3: 17 - 3: 22

1 회 전 준비

3:22 - 3:25

1회 전

3:25 - 4:05

2 회 전 준비

4:05 - 4:10

2회 전

4:10 - 4:50

3회 전 준비

4:50 - 4:55

3회 전

4:55 - 5:35

휴식

5:35 - 5:40

심사평

5:40 - 5:50

사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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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II -1

>
물리탐구토론대회 보고서

주제 ; 전자레인지에 전구를 넣으면

왜 빛이 날까?

제출조: 2 조

~ 김 대환 강윤구 김 대식
「

제 출 일

:

김정인

탁은진

하은선

강태욱

박병수

박혜은

공현정

이동규

신민상

1997년 5월 23 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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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목적

1.

전자레인지 안에 전구를 넣고 작동시키면 전구에서 빛이 발생한다. 이 현상의 원리
를 과학적으로 탐구해 보자.

문제 상황의 관잘

2.

관찰대상

관찰 내용

대상의 성질
마이크로 웨이브 파장

전자레인지

=

2.45GHz
전구

필라멘 E와 지지대

필라멘 E

텅스텐으로 된 코일

필라벤 E 지지대

니켈로 표면이 도금 처리된
구리

노란색

계열의

지지대에서

왔다‘

더

모두에서

빛이

나는데

많은 빛이 나

결국에는

필라멘트는

끊어진다.
필라멘 E와

앓은 유리

유리구

부분의
며

지지대

연직

유리구 부분이

시간이

지속되면

윗

녹으

터져버

린다

보라색 계열의 빛이 관찰된다.

아근곤 가〈

구리로 두껍게

도입선

과

3.

철

빛이 발생하지

않음

합금(유리로

니켈의

싸여져

피복된

있음)

가설설정

내

가설

@

아르곤 가스에서

전자기파의

빛이

용

나는 것은 금속과는 무관하게 아 E곤 가스가 직접

에너지를 흡수하여

전자가 들뜬 상태에서

바닥으로 떨어질

때 나오는 빛이다.

@

금속 내의 자유전자가 전자기파로부터
며

그 전자가 아르곤 기체와 충돌하여

에너지를 받아 전자방출이 일어나
전자의

운동에너지가

아르곤 기

체로 전달된다. 그 결과 아 E곤원자의 외각 전자가 들뜬 상태에서 바닥으
로 떨어질 때 빛이 나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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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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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검

가설

@번 가설

|

정

결

과

비

고

삼각

플라스크에 아 1 아무런 반응

이론적으로

르곤

기체만을 넣고 l 이 없었음

파의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하게

전자레인지를 작동시

되 는데

킨다.

진동수가

이

경 우에
보라색

진동수보다
전구의

빛이

흡수한

알

해당하는

수

기체에서

있다
보라색

에너지가

가지는 에너지

미한다. 따라서
난

microwave의
빛에

작음을

아르곤

전자기

발생했다는 것은 아르곤 원

자가가

빛이

살펴보더라도

전자기파로

보라색

이상임을 의

적은 에너지를 지
인하여

아르곤이

들뜰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가설 버림

@번 가설

| 삼각
에

l

플라스크 안 아르곤 기 체 | 가설 수용

아르곤

기체와 l에서는 보라

금속(에나멜선)
같이

넣었을

을|색
때를

관찰한다

계열의

| 빛이 방사상
I 형태로 격렬
하게

발생

한다.
정리 및

결론

1 플라스크 안에

l 금속을

기체만을 넣었을

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넣었을 때 보라색 계열의 빛을 관찰할 수 있었으므로

않았고

기체

에서 발생하는 빚은 금속에서 발생하는 현상과 연관이 있다는 @번
가설을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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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는 어떻게

금속으로부터

내

가설

@

방출되는가?

용

금속표면의 자유전자가 microwave로부 터

일함수보다 큰 에너지를 흡수하여

금속으로부터 광전자가 방출되는 광전효과이다.

@

금속에는 열이 발생되고

금속 내에 자유전자가 전기장에

전자가 열에너지를 받아

동하게

열전자로 방출된다.

되고 (이때의

방향에 따라 운

운동에너지는 전자가 금속

으로부터 방출될 정도로 크지 않다.) 이로부터 금

속내의 원자들과 충돌을 일으키게 되고 이로부터
열이 발생하게 된다.
금속 내에 자유전자가 전기장에 방향에 따라 운

동하게

되며

이로 인해

교류전류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금속의 저항에 의해 열이 발

생한다

6.

가설의

검정

가설

@

검정

비고

광전효과가 일어나려면 microwave의
일함수보다

커 야한다. 보통

사이이고 구리의

금속의

에너지가 그 금속의
일함수는

일함수는 4.5eV인 데

1.7eV -6eV

microwave의

에너

지는 이보다 작다.

따라서 전자의 방출은 광전효과로 인한 것은 아니다. 보통
광전효과는 가시광선이나 자외선영역에서 일어난다.

@

특정 온도에서 금속은 열전자를 방출하고 이는 온도에 따른 금 자료를

구할

속내의 전자의 운동에너지와 관련된다. 이 운동에너지와 금속의 수없어서 증

일함수의 차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보라색 계열의 진동수에 해 명하는

방법

당하는 에너지와 같다면 아 E곤기체에 금속을 넣었을 때 보라 만을적어 보
색 빛이 나오는 것이 이론적으로 설명된다.

전류의

측정값이

1. 01 3W 정 도 의

1.5A ,

구리의

았다.

저항이

에너지률이 구해지고 이

0.45Q 이 므 로 가설 기각

정도로는 구리에서

열전자가 나올 만큼의 열이 발생되지 않는다.
결론 및

요약

전구에서

나오는 빚은 금속에서

방출된

원자여기를 일으켜서 나는 빛이다.

열전자가 아르곤/질소 기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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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Is : 금속

표면을 떠나는 전류의 밀도

φ

work function

T:

금속 표면의 밀도

U’ (

electron aniving of surface)

￡펴
ν

( escaped velocity)

전자

potential well energy

=

W

3차원 공간에서 의 x-component에 대 해서 는，

융 mvx ’ 2

융 v/ + W ( 이 때 vy '

=

=

vy ,

vz ’

=

vz

)

융 m νx 2 능 W

φ

1 초 동안 1m' 의 표면에 도달하는 전자의 개수는，

(이 때 속도 성분이

L1N

2(
/

=

V x ’ L1N

•

3 \

뽑)

=

e

•

vx '

+ L1 vx '

로 변한다고 하면)

2 ) / kT
mvz
(Er- ，{-mv;HW - ，{- m!시
mv ’ 2 -_ ~ !n
O ’
''''1II'"
2
2
2

1m 3

2(

Ux/

x

\

품)e

위와 같은 방식으로

,

y

z

L1 vx ' L1 v y ' L1 v z ’

(E - * ....
.... zz ’2)/kT
mv"’2--!-mv
2 mv;x - *2''''''
2
L1V y’
'~I

"UX

e

m v z’ 2/ kT
JUz/

-,{-

V y , V z 성 분 에 대해서도 구한 다음

2

I

Vx

,

Vy

,

Vz

@

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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λ 를 구하면

L1Is = e L1n

( 여 기서

L1 n : 매초 1m' 의 표면에 도달하는 전자 개수)

(속도 성분

+ L1v x )
++

Vx

”v ••

UU44
νν

Vx •

”ν

W
//

M

l~
2 %

U

J

X

xe

--2m

u

K

ll
l

4U e
y

m

nμ

e
--’
·l
i
l
i

」2

E

‘‘‘
‘‘
‘

ν

[

3%

ημ

-

파

%

/낌

4

dU

Z

에서，

Is = 2e - !P/ k T Io∞ νx e 쉰냉 /kTdνx
k2

=(權 )?e여기서 ，

A=

ilJ/ k T

쩍뺑 =

=

Jf$ e 쉰ug/ kTdUy Jr$ e -싫

Are-

/ kT

dv z

®

ilJ/ kT

1. 20 X 10 6 싸

-!P
Is = AT 2e / k T

@

금속을 떠난 전자가 갖는 평균 에너지는

E=

융 m( 강 + E2 + E2 ) =
2

2kT

@

@에서 온도 T를 구하여 @에 대엽하면 E 를 구할 수 있다‘

E=h ν

여기서

V 가 보라색계열의 빛의 파장에 해당함을 보이면 된다.

즉 아래의 세 식에서 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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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 Are -1]J / k T
E= 2kT
E= hv
두 번째 식과 세 번째 식에서 아래의 식을 만든다.

v=
- 융감 T
h

첫 번째 식에서 금속의 온도 T를 구한 뒤

위 식에

대입하여

나온

v 값 과 보라색

계열의 빛의 진동수 값이 같음을 보여주면 되는 것이다.

*

가열된 필라멘트에서 전자기 방출된다는 사실은 19C기 후기 전기램프가 발명된
직후 발견되었다.

금속이 전자를 방출한다. :

CD

유한한 크기의 에너지만 주면 전자를

에서

Fermi 준 위

work function barrier를 넘 어 결 정 밖으로

끌어 올렬 수 있다.

@ 이 에너지는 일-음식이 데워지는 것괴 같은-적으
로 공급될 수 있다.

*

전자의 방출에 대해 잠시 다른 측면도 생각해보자.

전자 자신도 spm 에 의한 회전 모벤트와 자기 모멘트를 가진다. 이러한 전자에 자
계가 가해지면 전자 spin은 자계가 작용하는 방향을 축으로 하여 세차운동을 하게 된
다. 이

때 에너지의 소비가 없다면 이 회전운동은 계속되며

자계방향의 자기분극은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주위에 많은 전자 spin 이 나 격자 Oattice)원자가 있어
서 이들의 영향을 받아 에너지를 잃게 되며， 따라서 이 운동은 감쇄되어 결국은 자계

방향을 향하여 자화하게 된다. 이 자화의 완화시간은 10 -6 "" 10 -11

sec정 도 이 다.

하지만， 만약 전자의 spm운 동 이 위에서처럼 정전 계에 있는 게 아니라 고주파자계

안에 있다면 문제는 달라지게 된다. 즉， 세차 운동과 동위상으로 같은 주기를 가진 고
주파자계를 작용시키는 경우에는 이 세차운동이 더욱 활발해져서 고주파 자계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한다. 세차운동의 주파수 fr 와 고주파자계의 주파수 f가 같을 때 운동

은 최대가 되며， 에너지의 흡수 또한 최대가 된다. 이를 전자 spm공 명 이 라 한다.
마이크로 웨이브 같은 고주파자계안에 있는 금속내에서 전자가 방출되는 이유를 이

처럼 전자 spm공 명 현 상으로 일부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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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의 여기 즉 원자는 어떻게 에너지를 흡수하고 방출하는가’를 살펴보자.

원자를 바닥상태에서 높은 에너지 준위로 여기 시켜서 복사선을 방출할 수 있게 하
는 데는 원리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한 가지는 다른 입자와 충돌시키는 것으로，
충돌이 일어나는 동안 그들의 운동에너지 중의 일부가 광자를 방출하면서 바닥상태로

되돌아오는 데는 평균 10- 8 초 정도 걸린다.
희박한 기체에서 형광방전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전자나 원자 이온을 충분한 운동에
너지를 갖도록 강한 전기장을 가속시켜서 충돌을 통해 기체 원자를 들뜨게 한다. 충
돌하는 입자들의 질량이 같을 때 에너지의 전달은 최대가 되므로 이와 같이 방전하는
경우 원자내의 전자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전자가 이온보다 더 효과적이다. 네
온사인과 수은등이 이와 같은 예로， 기체가 들어 있는 관에 전극을 통하여 강한 전기

장을 인가하면， 그 기체 특성의 스펙트럼 복사가 방출된다. 네온은 붉은 색을 띠고 있
고， 수은 증기는 푸른색을 띤다.
충분한 에너지를 가진 광자-에너지를 가진 입자라고 생각하라 - 를 흡수하여 원자가
높은 에너지 준위로 올라가는 데는 다른 여기과정이 관계한다. 예를 들면， 수소원자가
n=2 인 여기상태에서 n=l 인 바닥생태로 떨어질 대 127.1 nm 의 광자를 방출하므로， 역으
로 수소원자에 의 한 파장이 127.1 nm 인 광자의 흡수는 처 음 n=l 에 있던 원자를 n=2의
상태로 들뜨게 할 것이다‘ 이 과정으로 흡수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 있다.
모든 파장을 포함하고 있는 백색광이 수소원자를 지나갈 때 에너지 준위들 사이의
전이에 해당하는 파장을 지닌 광자는 흡수된다. 이렇게 들뜬 수소원자는 여기에너지
를 거의

한꺼번에

재방출한다. 그러나 이 광자들은 방향성

없이 방출되므로， 원래의

백생광과 같은 방향으로 방출되는 광자는 극소수다. 그러므로 흡수 스펙트럼에

있는

검은 선은 완전히 검은 색이 아니라 밝은 배경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둡게 보일 뿐이

다. 어떠한 원소의 흡수 스펙트럼상의 선은 어떤 상태에서 바닥상태로의 전이에 해당
하는 방출 스펙트럼상의 선과 같은 위치에

있으리라는 예상을

할 수 있으며， 이는

관찰 결과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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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실험관찰 1
전구의 필라멘트인 텅스텐 선이 빛을 반짝인다.
•

주황색의 빛이 발생

•

보라색의 빛이 발생

•

녹색의 빛 발생

•

파란색의 빛 발생

•

다시 녹색의 빛 발생

•

주황색의 빛 발생

•

전구가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터진다.

•

바닥에 남은 금속 조각들(텅스텐 + 구리 + 니켈)이 반짝거리면서 다시 탄다.
[동영상

B.

가설

l. avi]

1

B- l. 금속(텅스텐 니크롬선)에 마이크로파가 들어가서 여기시키고 이렇게 들뜬 상
태의 금속에서 에너지 준위가 낮아지면서 여러 가지 색깔을 띤 빛을 낸다.

B-2. 마이크로파에 의해 니크롬선에 전류가 흘러서 가열되고 빛이 난다.
(전구가 일반적으로 쓰이는 상태에서 빛을 내는 원리와 같은 이유로 이러한
실험의 결과가 나온다.)

C.

실험 관찰

C- l.

2

전구의 유리구를 제거한 상태로 전자렌지에 넣었다. 그랬더니 유리구를 제거
하지 않은 상태의

전구를 전자렌지에 넣었을 때와는 달리 빛이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 색만을 가진 스파크 형태의 불꽃을 방출한다.

C-2.

몇 가지 금속선을 여러 가지 형태의 모양으로 만들어 전자렌지에 넣었을 때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종류 : 구려선 - 각진 부분이나 구리선의 끝 부분에서 스파크 같은 불꽃이 발생 한다.

납

선

구리선에 비해 상당히 어둡지만 끝에서 스파크를 발생시키면서 녹
아 들어간다.

모양 . 금속선의 첨접 부분(끝점이나 각진 부분)에서 빛을 발생시킨다.

C-3. 금속을 전자렌지의 어느 부분에 놓았느냐에 따라 금속의 반응 정도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전자렌지의 바깥 부분에 전구를 놓았을 때 전구를 렌지 내부 한가운데에

놓았을 때 보다 빨리 반응을 나타낸다.

또 직선의 금속선의 한쪽 끝이 전자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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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에 위치하게 놓으면 가운데에서 멀리 떨어진 반대쪽 끝에서만 빛을 발하게 된

다.

유리쟁반 밑에서는 거의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 실험관찰 C-1 에 의해 가설 B-1 은 폐기

의문 1. 실험관찰 C-1 에 서 색 변화가 생기지 않는 것은 전구 속에서 증발한 금속
이 유리구 속에서 고온에 빛을 내는 것은 아닐까?
의문

2.

실험관찰 C-1 과 C-2에

의해 마이크로파가 금속에

작용하고， 금속과 기체

의 상호 작용으로 스파크가 일어난다. 그렇다면 그 상호작용은 무엇일까?

의문

3.

실험 C-3에 의해 전자렌지 내부에서 전기장이 밀하거나 소한 어떠한 형태
를 띤다. 이러한 전기장의 위치에 따른 크기의 차이로 금속선에

전위차가

생기고 전류가 흐르거나 방전이 일어나는 게 아닐까?

D.

가설

2

D- 1. 마이크로파가 금속에 엽사되어 열전자를 방출시키고 방출된 열전자와 전구
내의

기체가 충돌하여(반응하여)기체의 에너지 준위에 따라 여러 가지

색의

빛을 방출 하여 관찰한 것과 같은 현상을 나타낼 것이다.

D-2.

첨점에서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은 격자구조가 가장자리에서

불안정하기

때문

일 것이다.

E

실험관찰

3

E-l. 전구의 유리 구를 떼어내어 유리구 속에 도선을 놓고 밀봉한 상태(아르곤을
넣지

E-2.

않음)에서는 스파크는 볼 수 있었지만 오색 구름은 볼 수 없었다.

전구의 유리 구를 구 속에 피복을 벗긴 구리 전선 도막을 넣고 아르곤 기체를
주입한 후(전구와 유사한 상황을 재현) 전자렌지에 넣고 실험을 하였더니， 전

선주위에 스파크와 번개현상과 미약한 오로라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동영

상 2.av i]
=? 관찰

E-1 ,

E-2 에 의해 의문 1이 해결됨， 증발한 금속의 에너지 준위 변화에 의해

색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확인. 관찰 E-l 에 서 다른 기체(아르곤)의 존재
를 확인함.
=? 실험

관찰 1 의 실제 전구 실험결과와 실험 관찰 3의 모의 실험결과의 차이점에

대한 고찰(모의 실험에서는 오색 구름보다는 번개같은 현상을 더 많이 봄，)

158

師

大

論

靈 (fi:i)

실제 전구 안의 기압이 모의실험에서의 전구 안의 기압보다 낮다. 이는 번개와 오

로라의 차이점과 관련시켜 생각해 볼 수 있다. 대기가 희박한 극지방에서의 이온들이
오로라 현상을 보이고 대기 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곳에서는 번개가 친다.

F. 관찰 4. 스펙트럼 관찰

F- l. 암실에서 전자렌지에 전구를 넣고 분광기에 필름을 넣어 감광시킨 결과 선스
펙트럼이 나타난다.

F-2. 일반적으로 전류에 의해 열을 발생시켜 빛을 내는 백열전구를 분광기로 관찰
하였더니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응 백열전구가 흑체복사의 형태임과 비교하여， 렌지에 넣은 전구는 흑체복사에 의
해 빛을 내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설 B-2는 폐기된다.
[선스펙트럼 필름， 그림]

G. 관찰 5. 전류 측정

G-l.

구리선을 여러 번 꺾어서 전자렌지에 넣으면서 선을 밖으로 빼내어 오실로스

코프에 연결， 전압을 측정하려 하였으나， 순간적으로 빛을 발하면서 전선이
끊어졌다.

G-2.

구리선을 원형 도선 형태로 만들어 전자렌지에 넣고 전압을 측정하였더니 다
음 자료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동영상

3.avi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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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oposing ANew Model of Inquiring Process and Analysing
College Students' Inquiry Behavior via Scientific Inquiry and
Discussion Contest

Hong, Jongbae . Pak , Sung Jae . Soh, Kwang-Sup .
Lee, Sung Muk . Park , Gun-Sik
(D epartment of Physics Education)

We an머yse the inquiring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via 97 Scientific Inquiry
and Discussion Contest held at the Department of Physics Education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articipants to the contest were the students belonging
to the Department of Physics Education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re were
9 teams in the beginning and department professors selected 3 teams for the final
contest according to the reports submitted by each team. The subject of inquiry
was "Light emerges when we put an electric bulb into microwave oven and tum
it on. What is the source of the light?" We examine all the reports of 9 teams
and try to find students' process of inquiry for this subjec t. We find that there is
a crucial step in between the stage of observing phenomenon and the stage of
setting hypoth능sis. These two stages have been considered as the first two stages
in the conventional inquiring process. The very crucial stage for the subject of 97
inquiring contest, which is a little bit complicated phenomenon, is constructing
the structure of inquiry. The teams who made this structure have clearly shown
successful inquirγ for the subject , while other teams who did not construct the
structure of inquiry appropriately have met serious difficulties in the later stages
of inquiring process. On the basis of this analysis , we suggest a more refined
inquiring process for the students who treat complicated phenomena for their
inquiry subjects. The new process is composed of 7 stages. We also analyse
special aspects of Korean college students ’ discussion behavior exposed in the 97
contest, which are main drawbacks of Korean students. Since these drawbacks

160

師

大

論

遊(;xl)

are mostly stem from the problems in basic education in Korea , we strongly
recommend that a similar kind of

inquirγ

and discussion contest we did for

college students be conducted in the period of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