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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우리가 자연 현상을 인지할 때 모든 감각기관을 통하여 정보
를 수용하지만 그 중 시각은 인간의 감각 중 가장 많은 정보를 받
아들이며 효율적인 감각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감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자연 현상들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가시화 하는 것은 학
습 과정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과학 현
상을 가시화한 자료나 탐구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직관적으로 이
와 관련된 과학 현상을 감지할 수 있고 이는 학습에 도움을 줄 것
이다. 또한 과학 현상의 가시화 과정을 과학 탐구에 적용하여 학
생들의 과학적 탐구 능력을 향상시킬 수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과학 현상 가시화의 방안으로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하여 열 현상을 가시화 하는 두 가지 실험을 수행하고 이와
관련된 현상을 분석하였다. 열화상 카메라는 비접촉 방식으로 온
도를 측정하고 실시간 영상으로 온도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
점이 있으며 이를 토대로 물리 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단순히 열 현상을 가시화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열화상카메라로 온도 분포를 측정하고 이를 정량적으로 분석
하여 열 현상을 설명하였다.
첫 번째로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해 적외선을 탐지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는 1800년에 W. Herschel이 수행했던 적외선 발견
실험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열화상카메라를 사용해 기존 실험을
재현하고 분석한 것이다. 실내에서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해 적외
선을 탐지할 수 있는 실험을 설계하고 수행하였으며 실험 장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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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한 열화상과 온도 분포를 제시하였다. 이 실험을 분석하기 위
한 모델을 설정하고 광학 이론으로 실험을 분석하였으며 허셜이
수행했던 기존의 실험과 일치하는 결과를 얻었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 저항에서 전류에 의해 열이 발생하는 줄 발
열(Joule Heating) 현상을 가시화하고 분석하기 위한 수단으로 열
화상 카메라를 사용하였다. 학생들은 전류가 흐르는 저항에서 열
의 형태로 에너지가 손실된다는 사실과 손실되는 에너지의 크기를
공식으로 배우지만, 열은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에너지 손실 상황
을 실감하기가 쉽지 않다. 이 실험에서는 알루미늄 포일의 모양에
따라 저항의 크기가 달라지는 점을 이용해 저항의 연결 방법(직렬
또는 병렬)에 따른 발열을 열화상을 통해 관찰하고 분석하였다. 또
한 줄 발열 현상의 정량적인 분석을 위해 포일의 너비와 이에 흐
르는 전류의 세기에 따른 온도 변화를 열화상카메라를 이용해 측
정하고 분석하였으며 이를 열전달 이론과 비교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두 가지 실험을 통해 열화상 카메라가 눈에 보이
지 않는 열 현상을 가시화하여 이를 정성, 정량적으로 탐구하는데
유용함을 보이고자 하였다. 눈으로 볼 수 없는 물리 현상의 가시
화는 학생들의 흥미를 유도함은 물론 자연 현상이나 물리 개념을
이해하는 과정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더 나아가 가시화를 통
한 정량적 과학 탐구까지 가능하면 학습 효과는 더 커질 것이라
기대한다.

주요어 : 열화상, 열화상 카메라, 가시화, W. Herschel,
적외선, 저항의 발열
학 번 : 2014-2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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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가 어떠한 자연 현상을 인지할 때 모든 감각기관을 통하여 정보를
수용하지만 그 중 시각은 가장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며 인간의 감각 중
가장 효율적인 감각이다(Amheim, 1974). 그러므로 인간의 감각으로 접근
하기 어려운 자연 현상들을 눈으로 볼 수 있게 가시화 하는 것은 학습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과학적 현상을 색이나 동작으로 표현하여
제공하는 것은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과학적 개념을 형성하도록 해준
다(Douglas N. Gordin, Roy D. Pea, 1995). 역학, 광학, 전자기학 등의 물
리 현상을 가시화하는 방안과 이를 교육 현장에 적용한 여러 연구들(홍
종구, 1995; 김경호, 2003; 이태동과 박준형, 2007; 김동규 2005)이 있으
며, 이는 자연 현상의 가시화가 학생들의 개념 인지를 도와주며 학습에
도 도움을 준다는 것을 보여준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과학 현상을 가시화
하는 실험기구나 사진 자료 등을 통해 학생들은 직관적으로 이와 관련된
과학 현상을 감지할 수 있고 이는 학습에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과학
현상의 가시화 과정을 과학 탐구에 적용한다면 학생들은 새로운 기구를
사용하여 실험을 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과학적 탐구 능력을 향
상시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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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열과 관련된 자연 현상을 가시화 하는 방안으로 열화상
카메라와 이를 이용해 촬영한 열화상을 사용하였다. 물체는 온도에 따라
파장이 다른 전자기파를 방출하는데, 이것을 감지하여 온도 분포를 색깔
분포로 나타낸 사진을 열화상이라고 한다. 온도를 시각화하는 열화상 기
술 개발의 초기 목적은 군사용이었으나, 적외선 감지 기술이 발전하면서
열화상 카메라의 가격이 저렴해지고 크기가 작아져서 지금은 산업, 의
료, 연구 개발, 교육 등 넓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이해동, 2007; 정용
택, 2014; 옥준석과 강성주, 2014).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하면 물체와 접
촉하지 않은 상태로 온도를 측정할 수 있으며, 물체의 온도를 실시간 영
상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온도 분포의 변화를 관찰하기 쉽다. 최근에
는 열화상 카메라로 얻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소프트웨어가 발전하여 용
도에 맞게 데이터를 가공하기가 쉬워졌으며 학생들도 열화상 카메라로
다양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장점을 토대로 열화상 카메라는 물리 교육에서 온도 측정 뿐
아니라 자연 현상을 직접적으로 시각화하는 도구로도 중요한 역할을 수
행할 수 있다(Montalbano, 2013; Vollmer and Möllmann, 2007; Vollmer et
al., 2001). 눈으로 볼 수 없는 물리 현상을 가시화하는 것은 학생들의 흥
미를 유도함은 물론 자연 현상이나 물리 개념을 이해하는 과정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예를 들어, 에너지 변환이나 마찰에 의한 열의 발생
같은 현상은 기존의 실험 장치로는 관측과 측정이 어려웠으나,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하면 효과적이고 정확하게 관찰할 수 있다(Vollmer and
Möllmann, 2010).

이 연구에서는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하여 열 현상을 가시화 하는 두 가
지 실험을 수행하고 분석하였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열과 관련된 이론을
배우지만 이를 가시화하여 이해할 수 있는 실험은 많지 않다. 이 연구에

- 2 -

서는 단순히 열 현상을 가시화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열화상카메라로
온도 분포를 측정하고 이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열 현상을 설명하였다.
이 실험들을 통해 열화상 카메라가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넘어
훌륭한 과학 탐구 도구로도 쓰일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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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장비 및 선행 연구
2.1 열화상 카메라

열화상 카메라는 열형 적외선 카메라를 이르는 말이다. 적외선 카메라
는 물체의 표면에서 방사되는 적외선 형태의 에너지를 감지하여 그 강도
에 따라 물체 표면의 온도를 여러 색상으로 표현하여 주는데, 이 과정에
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적외선 감지 기술이다.
물체에서 방출하는 적외선을 감지하는 방식에 따라 적외선 카메라를 양
자형(quantum)과 열형(thermal)으로 나눌 수 있다. 양자형 적외선 카메라
는 센서의 재료로 반도체를 이용하고, 열형 적외선 카메라는 반도체가
아닌 재료를 이용하여 적외선을 감지한다.
광전 효과를 이용하는 양자형 적외선 카메라는 관측하고자 하는 물체에
서 방출된 적외선에 의해 센서의 재료가 되는 반도체의 전자들이 전도띠
로 천이되어 저항 또는 전류가 변하는 현상을 통해 온도를 측정한다. 양
자형 적외선 카메라는 반응 속도나 민감도가 우수하지만, 동작 온도가
낮아 냉동장치를 통해 극저온으로 냉각시켜 주어야하기 때문에 부피가
크고 가격이 비싸 주로 군사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반면 열형 적외선 카메라는 냉동장치가 필요 없는 비냉각형(un-cooled)
적외선 카메라로 실온에서도 촬영이 가능하며, 물체에서 방출하는 열선
을 감지하여 열화상 카메라라고 부른다. 열화상 카메라(열형 적외선 카
메라)는 주로 산화바나듐(VOx) 볼로미터를 센서의 재료로 사용한다. 흡
수된 적외선에 의해 센서의 온도가 변하게 되면 센서의 저항도 따라 변
하게 되며, 소프트웨어에서 변화된 저항값을 온도값으로 변화시키는 과
정을 거친다. 열화상 카메라는 양자형 적외선 카메라에 비해서 반응 속
도나 민감도가 떨어지고 열적 잡음도 많은 편이지만, 냉각 장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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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 크기가 작고 가격이 저렴하여 일반적으로 산업 현장 등에서 널리
사용된다.

[표 Ⅰ-1] 적외선 센서의 종류와 그 특성
특성

양자형
(quantum)

열형
(thermal)

반응 속도

빠름

느림

반응 파장 대역

제한적임

넓음

동작 온도

저온(냉각장치)

상온

비용

고가

저렴

이 연구에서 사용한 열화상카메라의 모델은 FLIR 사의 A35이다. 비냉각
형 마이크로볼로미터(un-cooled microbolometer)를 사용하는 열 디텍터
(thermal detector)로 온도가 상승하면 생기는 전기 저항의 변화를 통해
복사에너지의 양을 측정한다. 디텍터에 입력되는 단위시간당 복사 에너
지( )는 세 개의 방사원에서 나온 것으로, 각각 물체의 방출 에너지,
주변 환경에서 방출된 복사선이 물체 표면에서 반사된 에너지, 대기의
방출 에너지이다(그림 Ⅰ-1). 이를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물체의 방출 에너지 =     

(1-1)

주변 환경에서 방출된 복사선이 물체 표면에서 반사된 에너지
=       

(1-2)

대기의 방출 에너지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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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은 물체의 방사율, 는 대기의 투과율,  , , 은 각각
물체, 물체 주위(반사 주변), 대기의 온도를 나타낸다. 즉, 비냉각형 마이크
로볼로미터를 사용하는 열화상 카메라에서 정확한 온도 데이터를 얻기 위
해서는 매개변수인 방사율, 반사온도, 대기온도, 상대습도를 알아야 한다.

[그림 Ⅰ-1] 열화상 카메라에 입사하는
에너지

특히, 정확한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방사율을 제대로 설정하는 것
이 중요하다. 방사율은 물체의 표면이 흑체에 비하여 얼마나 효과적으로
에너지를 방사하는가를 나타내는 척도로 물체의 종류와 표면의 상태(광
택이나 거칠기 등)에 크게 의존한다. 방사율은  ≤  ≤  범위의 값을 가
지며 흑체의 방사율은 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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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2] 여러 가지 물질의 방사율
물질

방사율

알루미늄 포일
종이
연마된 은
산화된 은
물

0.03
0.86~0.88
0.02
0.04
0.96

이 연구에서 사용한 열화상 카메라인 FLIR사의 A35는 7.5∼13 μm 대
역의 적외선을 감지하며, –40 ℃에서 최대 550 ℃ 까지 온도 측정이 가
능하다. 온도 분해능은 30 ℃에서 0.05 ℃이며, 정확도가 ±5 ℃이므로
(또는 지시치의 ±5 % 이내) 온도 변화의 추세를 관측하는데 적당한 장
비라고 할 수 있다. 실험 재료의 방사율이 작아 열화상 카메라로 제대로
촬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정색 흑연 스프레이(방사율 ∼0.92)로 재료
의 표면을 코팅한 후 촬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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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관련 선행 연구

관찰은 과학탐구에서 중요한 요소이며 인간은 감각을 통해 관찰의 과
정에서 정보를 받아들인다. 그 중 특히 시각은 오감 중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감각으로 인간의 감각 중 가장 효율적인 감각이고
(Amheim, 1974), 관찰을 시각을 통해 받아들인 정보로만 정의하는 경우
도 있다(Martin, 1985). 과학 탐구의 과정에서 시각을 통한 관찰이 중요하
다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 찾아 볼 수 있다. 물체의 운동, 빛, 소리 등
과 관련된 과학 현상을 다양한 방법으로 가시화한 여러 연구들(홍종구,
1995; 김경호, 2003; 이태동과 박준형, 2007; 김동규 2005) 및 현상의 가
시화를 포함하는 교수 학습이 학생의 모형 발달을 위해 필요하다는 연구
(박정우, 2014)를 통해 현상을 가시화한 정보가 학생들의 개념 인지 및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연 현상 중 열과 관련된 현상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시화할 수 있는
도구는 열화상카메라이다. 기술의 발달로 열화상 카메라가 소형화되고
저렴해짐에 따라 이를 교육 현장에서 활용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되었으
며, 열화상 카메라를 과학 탐구의 도구로 사용하는 연구들도 이루어지고
있다.
Michael Vollmer와 Klaus-Peter Möllmann는 저서 Infrared thermal
imaging: fundamentals, research and applications(2010) 및 몇 개의 논문
(2001, 2007)에서 열화상 카메라를 과학 교육에 응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였다. 이들은 역학, 열역학, 전자기, 광학 및 방사물리학의
범위에 걸쳐 물리교육에 응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열화상과 그 원리를
간단히 제시하였다. 이들은 특히 마찰과 같은 미소의 에너지 전달이 일
어나는 현상을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하면 쉽게 시각화 할 수 있다고 하
였다(그림 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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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Ⅰ-2] 손가락으로 바닥에 쓴 글씨. 미끄럼 마찰력에 대한 일에
의해 표면 온도가 증가한다.
(Michael Vollmer and Klaus-Peter Möllmann, 2010)

열화상을 적용한 수업의 효과에 대한 연구(M Naghedolfeizi, et al.,
2011)에서는 물질을 통한 열전도와 대류 현상을 관찰하는 실험에서 열화
상을 활용하면 더 효과적으로 현상을 가시화할 수 있으며 이는 더 직관
적인 방법으로 학생들의 이해를 도왔다고 하였다.
화학교육 분야에서는 Charles Xie가 열화상을 통한 화학 반응에 관한
논문들(2011, 2012)에서 화학 작용에서 일어나는 열의 발생과 흡수를 열
화상으로 제시하였다. C. Xie는 이 논문에서 물의 기화와 응축에 의한
잠열, 용해열 등의 물질의 상태가 변화하는 현상을 열화상 카메라로 촬
영한 열화상을 제시하고 현상을 설명하였다(그림 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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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하여 물의 상태 변화에서 온도 변화를
시각화한 연구(옥준석과 강성주, 2014)가 있으며, 그 외 열화상 카메라를
교육에 적용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림 Ⅰ-3] 컵의 윗부분을 종이가 반쯤 덮고 있는 것을 A. 옆에서 B.
위에서 바라본 모습의 열화상 (Charles Xie,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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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내용
이 연구에서는 열화상 카메라로 온도 분포를 측정하고 정량적으로 현상
을 분석한 두 가지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 실험들을 통해 열화상 카메라
가 현상을 가시화한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 뿐 아니라 온도계를 대
신하는 과학 탐구 도구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
다.

첫 번째 실험은 열화상 카메라로 적외선을 탐지하는 실험이다. 이는
1800년에 W. Herschel이 수행했던 적외선 발견 실험을 새로운 방법으로
재현한 것이다. 허셜의 실험은 실험실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도구들
을 사용하였고 실험 방법도 간단하지만 적외선 발견이라는 매우 중요한
결론을 가져왔으며, 이를 통해 빛에는 눈에 보이는 영역 이외에 다른 영
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허셜의 이 실험은 적외선 교육
자료에서 주로 인용된다(Pompea, S. M. and Gould, A. R., 2002). 이 연구
에서는 허셜의 실험을 바탕으로 실내에서 적외선을 탐지하기 위한 실험
을 설계하여 수행하였으며, 이 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하고
광학 이론에 관련된 수식을 이용하여 실험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 실
험에서 얻은 결과를 광학 이론 및 기존 허셜의 실험과 비교분석하였다.
재현 실험에서는 온도계 대신 열화상카메라를 이용하여 온도 분포를 측
정하였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 저항에서 전류에 의해 열이 발생하는 줄 발열
(Joule Heating) 현상을 가시화하고 분석하기 위한 수단으로 열화상 카메
라를 사용하였다. 줄 발열은 현행 교육과정에서 ‘전류의 열작용’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전력 수송에서 일어나는 전기 에너지의 소모와 관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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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소개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이 단원에서 학생들은 전류가
흐르는 저항에서 열의 형태로 에너지가 손실된다는 사실과 손실되는 에
너지의 크기를 공식으로 배우지만, 열은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에너지
손실 상황을 실감하기가 쉽지 않다. 줄 발열은 전기 에너지가 열에너지
로 전환되는 현상을 가리키는데,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하면 줄 발열을
관찰하기 쉬울 뿐 아니라 온도 상승을 실시간에 색의 변화로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직관적으로 개념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
다. 열화상을 보면서 줄 발열을 정성적으로 이해하는 활동을 넘어, 학생
들은 열화상 카메라로 온도를 재고 온도 변화를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알루미늄 포일의 모양에 따라 저항의 크기가 달라
지는 점을 이용해 저항의 연결 방법(직렬 또는 병렬)에 따른 발열을 열
화상을 통해 관찰하고 분석하였다. 또한 줄 발열 현상의 정량적인 분석
을 위해 포일의 너비와 이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에 따른 온도 변화를 열
화상카메라를 이용해 측정하고 분석하였으며, 이를 열전달 이론과 비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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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실험 1: 열화상 카메라로 적외선 탐지하기

1. 허셜의 적외선 발견 실험

천왕성을 발견한 천문학자인 윌리엄 허셜(W. Herschel)이 이룬 업적 중
에는 물리학에서 주목해야 할 실험이 있다. 그것은 1800년에 수행하여
적외선을 발견한 실험으로, 우연히 발견한 현상에 대한 호기심을 해결하
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허셜은 망원경으로 해를 관찰하는 과정에서 여
러 색의 필터를 사용하였는데, 필터의 색에 따라 열의 발생이 다름을 발
견하였고 이 원인을 알아내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였다(W. Herschel,
1800a). 이 실험을 통해 허셜은 굴절률의 차이 때문에 빛의 색에 따라
발생하는 에너지가 달라진다고 생각하였다. 이를 더 자세히 밝히기 위해
추가 실험(W. Herschel, 1800b)을 수행하였으며 이 추가 실험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외선의 존재를 발견하였다.
이 추가 실험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맑은 날, 실외에서 들어오는
태양빛을 프리즘을 이용해 분산시켜 실험대 위의 흰 종이 위에 입사하도
록 하고, 고정된 세 개의 온도계를 이용해 입사하는 빛의 색에 따라 온
도가 상승하는 정도를 여러 차례 측정하였다(그림 Ⅱ-1).
실험 결과, 눈에 보이는 빛 중 빨간색 빛의 경계를 지나 빛이 없어 보
이는 영역에서 온도계의 온도가 가장 많이 상승하였다. 이를 통해 허셜
은 태양빛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빛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허셜은 논문(W. Herschel, 1800b)에서 태양광은 굴절률이 다른
빛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리 눈에 보이는 ‘visible rays’ 이외에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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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 감지할 수 없는 다른 빛(invisible rays)이 존재할 것이라 하였다. 이
‘invisible rays’는 높은 에너지를 발산하는 물체에서 방출되며 우리 눈
에 보이지 않으며 물체를 밝게 하지 않으므로 지금껏 발견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하였다. 허셜은 이 빛의 영역을 ‘Invisible thermometrical
spectrum’이라고 명명하였으며, 이것이 바로 적외선(infrared rays)이다.

[그림 Ⅱ-1] W. Herschel의 실험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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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외선은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긴 전자기파로 영어로는
Infrared라고 한다. 이는‘빨간색’을 의미하는 red에‘넘어서’라는 의
미의 접두어 infra가 붙은 것으로 ‘빨간색 너머’ 라는 의미이다. 즉,
적외선은 사람의 눈으로 인식할 수 있는 가시광선의 빨간색 바깥에 있는
빛이며, 비슷하게 보라색 바깥에 있는 빛은 자외선이라고 한다.

[그림 Ⅱ-2] 전자기파에서 적외선과 확대된 열적외선의 영역

적외선은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적외선 레이저는 높은 단색성
으로 학술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적외선 영상은 의료 진단용으로 사용되
기도 한다. 리모컨, 경보기, 휴대전화 등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전자 장
비에서도 적외선 센서가 있다.
전자기파의 스펙트럼에서 적외선은 0.78  에서 1,000  파장 영역
에 해당하며 파장 대역을 세분화해서 부르기도 한다. 열화상 촬영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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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주로 작은 파장의 적외선을 감지한다. 이 영역은 장파(LW), 중파
(MW), 단파(SW)로 분류되고 이 파장 대역을 열적외선(thermal infrared)
이라고도 한다(그림 Ⅱ-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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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한 적외선 탐지 실험

[그림 Ⅱ-3] 재현 실험의 구성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하여 적외선을 탐지하기 위한 실험의 구성은 그림
Ⅱ-3과 같다.
광원에서 방출되는 빛이 입사각    로 프리즘에 입사하도록 하였
으며, 프리즘의 각도

  

이고 프리즘과 스크린과의 수직거리

   m이다. 광원은 솔라 시뮬레이터 PEC-L01에 내장되어 있는 제논
램프를 사용하였다. 제논 램프는 태양빛과 스펙트럼이 비슷하여 솔라 시
뮬레이터의 광원으로 많이 쓰인다. 이 실험에서는 솔라 시뮬레이터 앞에
장착되어 있는 필터를 제거하고 제논 램프의 빛을 그대로 광원으로 사용
하였다(그림 Ⅱ-4).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소형 분광기 SM-240(그림 Ⅱ
-5)을 이용해 솔라 시뮬레이터 필터의 유무에 따른 스펙트럼의 차이를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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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4] 솔라 시뮬레이터 PEC-L01

[그림 Ⅱ-5] 분광기 SM-240

솔라 시뮬레이터 필터 유무에 따른 스펙트럼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는
그림 Ⅱ-6과 같다. 필터가 제거된 광원, 즉 제논 램프의 스펙트럼(그림
Ⅱ-6b)에서는 파장 0.6 m 이상의 적외선 영역에서 몇 개의 피크 지점
을 확인할 수 있다. 필터를 장착하고 측정한 스펙트럼(그림 Ⅱ-6a)에서는
이 피크 지점이 거의 사라진 것을 볼 수 있다. 즉, 제논 램프에서 방출
된 빛은 솔라 시뮬레이터의 필터를 통과하면서 실제 지구에 입사하는 태
양 빛과 비슷하게 다듬어지며 특히 적외선 파장 영역의 에너지 밀도가
크게 차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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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논 램프에서 방출된 빛은 솔라 시뮬레이터의 필터를 통과하면서 실제
태양의 스펙트럼과 비슷하게 다듬어지지만, 이 과정에서 빛의 세기 또한
감소한다. 이 실험에서 필터를 장착한 솔라 시뮬레이터의 빛을 광원으로
사용하면 스크린의 온도 변화가 많이 일어나지 않아 열화상카메라를 이
용해 측정하기 힘들다. 오히려 필터가 제거된 광원인 제논 램프의 스펙
트럼에서 나타나는 적외선 영역의 피크에 의해 적외선의 존재를 더 잘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실험에서는 필터를 제거한 제논 램프의 빛
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그림 Ⅱ-6] 소형분광기 SM-240으로 측정한 (a) 솔라 시뮬레이터의
파장에 따른 상대 에너지 밀도 분포 (b) 제논 램프의 파장에 따른 상대
에너지 밀도 분포

프리즘은 일반적으로 실험실에서 많이 사용하는  삼각 프리즘
(N-BK7)을 사용하였으며, 바닥에는 검은 도화지를 스크린으로 설치하여
빛의 흡수가 잘되게 하였다. 제논 램프에서 방출된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
며 굴절하여 스크린에 입사된 영역을 일반 카메라 및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하고 입사 위치에 따른 온도를 측정하여 분석 결과와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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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결과

[그림 Ⅱ-7] (a) 열화상 카메라로 스크린을 촬영한 사진
(b) 일반 카메라로 스크린을 촬영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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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7은 프리즘을 통과하여 굴절한 빛이 스크린에 입사한 영역을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그림 Ⅱ-7a)과 일반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
(그림 Ⅱ-7b)이다. 일반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에서는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이 세로 방향으로 무지개 형태의 가시광선 영역을 볼 수 있다. 반면
열화상카메라로 촬영한 열화상은 이와 많이 다르다. 열화상카메라로 촬
영한 사진에서는 스크린의 한 세로 영역에서 온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며 굴절하여 스크린에 입
사할 때, 한 부분에 빛 에너지가 모였고 그 부분에서 온도가 높게 나타
난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열화상 카메라와 일반 카메라로 촬영한 두 사진을 같은 비율로 비교해
보면 일반 카메라로 찍은 사진에서 보이는 가시광선 영역의 경계와 열화
상에서 보이는 온도가 높은 영역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
다. 눈에 보이는 빛이 입사하는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 온도가 높아
지는 것이다. 가시광선의 파장 영역을 약 0.38 m(보라색 경계) ∼ 0.75
m(빨간색 경계)라고 한다면, 열화상에서는 가시광선의 파장 영역을 벗
어나 실제 눈에는 빛이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온도가 많이 상승한 것이
다. 그리고 온도가 가장 많이 상승한 부분은 빨간색 가시광선의 바깥쪽
영역으로 이는 적외선이 입사하는 부분이다.

열화상카메라를 이용해 입사 위치에 따른 온도 분포를 측정하였다. 그
림 Ⅱ-7a의 열화상에서 가로 방향의 온도 분포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
림 Ⅱ-8과 같으며, 프리즘과 떨어진 수평 거리를  축인 입사 위치로 나
타내었다.

그래프에

따르면

스크린은

(℃ )를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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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에서

최대

온도

[그림 Ⅱ-8] 입사위치(프리즘과 떨어진 수평거리)에 따른 스크린의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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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 분석
앞의 실험에서는 프리즘을 통과해 분산된 빛이 스크린에 입사하였을 때
의 온도 분포를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그 결과 사람의 눈이나 일
반 카메라를 통해서는 볼 수 없는 적외선 영역에서 온도가 가장 높게 나
타났다. 허셜이 수행했던 실험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시광선의 빨간색 빛
바깥 영역에 둔 온도계에서 온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태양에서 방출하는 에너지 스펙트럼에서 에너지 밀도는 가시광선 영역
에서 가장 크다. 하지만 앞서 수행한 실험과 허셜이 수행했던 실험에서
는 적외선이 입사하는 영역에서 온도가 가장 많이 상승하였다. 이것은
온도계에 입사하는 빛의 파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허셜의 실험에서 온도계의 온도가 올라가는 이유는 온도계가 입사한 빛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이다. 온도계에 입사하는 빛 에너지는 광원에서
방출될 때의 에너지 밀도와 프리즘을 통과하면서 굴절하여 바뀌는 빛의
경로에 의해 결정된다. 광원에서 방출되는 빛 에너지의 밀도는 파장에
따라 다르고(그림 Ⅱ-9), 프리즘에 의해 빛이 굴절되는 정도 또한 파장에
따라 다르며 이는 비선형적이다(그림 Ⅱ-10). 결국 온도계의 온도는 태양
에서 방사된 빛이 프리즘에 의해 굴절되어 온도계로 입사할 때 에너지
밀도가 변화되는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T. Chester’s webpage).
위의 사실을 바탕으로, 실험에 관한 구체적인 분석 모델을 설정하고 광
학 이론으로 이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실제 실험에서 사용한 값을 대입
하여 계산하여 이 분석 방법이 현상을 잘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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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9] 태양 복사 에너지 스펙트럼 분포

[그림 Ⅱ-10] 빛의 파장에 따른 굴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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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1] 적외선 탐지 실험의 분석 모델

적외선 탐지 실험을 분석하기 위한 모델은 그림 Ⅱ-11과 같다. 빛이
프리즘의 오른쪽에서 수평 방향으로 입사하여 굴절한 후 바닥에 있는 스
크린에 입사한다. 프리즘과 스크린에 입사한 빛과의 수평 거리 를



라고 가정하였다. 는 프리즘의 꼭지각,  는 프리즘과 스크린 사

tan
이의 수직 거리이며, 는 광선의 편향각이다.

온도계가 흡수하는 빛의 에너지를 계산하기 위해 우선 고려해야 할 것
은 광원에서 방출하는 빛의 파장에 따른 에너지 밀도 스펙트럼이다. 기
존 실험의 광원인 태양에서 방출되는 빛은 여러 파장의 빛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파장에 따라 에너지의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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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는 태양이 방출하는 복사에너지의 스펙트럼을 측정하여 알 수
있는데, 실제 태양의 스펙트럼은 측정하는 위치나 기후와 같은 외부 영
향을 많이 받는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태양과 비슷한 온도(5800 K)의
흑체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밀도 분포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Planck
법칙(식 2-1)을 이용해 알 수 있다.





    
×


 






 



(2-1)

 

   는 온도 의 흑체가 방출하는 복사에너지에서 파장 에 해당하
는 에너지 밀도를 나타내며 단위는 W/m2·m 이다. 여기서 상수



     × W·m4/m2, 상수      × m·K
이다. 또한 Planck 상수인    × 

J·s, Boltzmann 상수인

   ×  J/K, 진공에서의 빛의 속도인    × m/s,  는
흑체의 절대온도(K)이다.    K의 흑체에서 방사되는 스펙트럼을
식 2-1을 통해 구하면 가시광선 영역(≈ m)에서 에너지 밀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며, 이는 아래 Wien의 변위 법칙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max    m·K

(2-2)

온도계가 흡수하는 빛의 에너지를 계산하기 위해 다음으로 고려해야 하
는 것은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며 굴절하는 정도이다. 광원에서 방출된
빛은 프리즘을 통과하면서 굴절하여 스크린에 입사한다. 빛이 굴절하는
정도는 빛의 파장, 프리즘의 모양, 프리즘에 입사하는 각도에 따라 달라
진다. 프리즘에 입사한 빛과 굴절되어 나오는 빛 사이의 각도를 편향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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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le of deviation)이라고 하며 이는 프리즘을 통과한 빛이 입사각에 비
해 편향되는 정도를 나타낸다(그림 Ⅱ-12). 편향각은 입사각과 프리즘의
모양, 빛의 굴절률에 따라 달라지며 식 2-3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Hecht, 2002).

[그림 Ⅱ-12] 프리즘에 입사한 빛의 굴절

     sin











  sin  sin  cossin

(2-3)

여기서 는 편향각, 는 입사각, 는 프리즘의 각도, 은 굴절률이다.
편향각은 굴절률과 함께 증가하며, 굴절률은 빛의 파장에 따라 다르다. 그
래서 여러 파장의 빛으로 이루어진 태양광이 프리즘으로 입사할 경우 파
장에 따라 편향각이 달라 무지개 형태의 스펙트럼으로 분산된다.
굴절률과 빛의 파장 간의 관계는 Sellmeier 방정식을 통해 알 수 있다
(식 2-4). 이 방정식은 Austin Louis Cauchy가 경험적으로 밝혀낸 굴절률
과 빛의 파장에 관한 방정식을 1871년에 Wilhelm Sellmeier가 발전시킨
것으로, 은 굴절률, 는 파장,  과  은 Sellmeier 상수1)로 매
1)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프리즘은 주로 광학 유리로 제작되며 N-BK7(붕규산 크
라운 유리)가 가장 흔하게 쓰인다.

N-BK7의 Sellmeier 상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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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이 값은 실험에 의해 결정되어 있다(Hecht,
2002).








(2-4)

  
     
        

Sellmeier 방정식(식 2-4)의 굴절률 을 식 2-3의 굴절률에 대입하면
빛의 파장 에 따라 편향각 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 수 있다. 그림 Ⅱ
-12에서 입사각    , 프리즘의 각도    일 때, 프리즘을 통과
한 빛의 편향각을 파장에 따라 나타내면 그림 Ⅱ-13과 같다. 빛의 파장
이 커질수록 편향각이 비선형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통
해 태양빛이 프리즘을 통과할 때 빨간색 빛이 보라색 빛보다 덜 편향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Ⅱ-13]       일 때 파장에 따른 편향각
  

,   

,   

,   

,   

이며, 이것

은 미국의 광학기기 제작 회사인 LaCroix Optical 사에서 제공하는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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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제시한 분석 모델에서  ≈  라고 가정하였으므로, 편향각
tan
에 따른 스크린에 입사하는 위치 를 계산 할 수 있다. 빛의 파장 가
커질수록 편향각 가 감소하므로, 입사 위치 는 프리즘으로부터 멀어진
다. 또한 파장에 따라 입사 위치가 비선형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입사 위
치에 따른 빛의 에너지 밀도도 달라진다. 입사각    , 프리즘의 각
도    , 프리즘과 스크린의 수직거리    m 라고 하였을 때, 파
장이 커질수록 입사 위치 는 프리즘으로부터 멀어지지만, 멀어지는 정
도(기울기)는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그림 Ⅱ-14). 이것은 스크린에
입사하는 빛이 파장이 커질수록 빛이 그 위치에 더 많이 모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Ⅱ-14]       ,    m일 때, 프리즘을 통과한 후
빛의 파장에 따라 스크린에 입사하는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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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광원에서 방출되는 빛의 에너지 밀도 스펙트럼과 빛의 파장에
따른 스크린 입사 위치를 구하였다.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광원에서 방
출된 빛이 스크린에 입사하였을 때 에너지 밀도 분포를 계산할 수 있다.
빛 에너지의 밀도 가 스크린에 입사하는 위치 에 따라 어떻게 분포
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식 2-1의    를 스크린 입사 위치 에 관한
함수로 바꿔주어야 한다. 입사 위치 에 관한 복사에너지의 밀도 분포



함수   는    와 식 2-1, 2-3, 2-4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tan
과정으로 구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는 식 2-7과 같이 구해진다.

(2-5)

      




(2-6)

       

   

 
 
 


 



        
  sin
sin  
  sin   cossin

    
  sin       

 sin

 
 
 
 
 

    
    
   









(2-7)

처음 광원에서 방출된 빛의 에너지 스펙트럼    와 비슷하게

  는 한 지점에서 최댓값을 가지는 형태로 나타난다.   를 입
사각   , 프리즘의 각도   , 프리즘과 스크린과의 수직거리
   m 라고 가정하여 계산하면, 프리즘을 통과하여 스크린에 입사한

빛은  ≈ m에서 에너지 밀도가 최대이다(그림 Ⅱ-15). 그림 Ⅱ-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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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 m의 위치에는 적외선 영역( ≈ m)의 빛이 입
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K의

흑체에서

빛이

방출될

때에는

가시광선

영역인

 ≈ m에서 최대 에너지 밀도를 가진다는 것은 앞에서 계산으로
확인하였다(식 2-1 또는 2-2). 이 빛이 프리즘을 통과해 스크린에 입사할
때, 빛의 파장에 따른 굴절률 때문에 분산되어 입사하게 되고 결국 스크
린에서 빛이 모이는 정도가 달라진다. 즉,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서 가
시광선 영역이 아닌 적외선 영역에서 에너지 밀도가 가장 크게 되는 것
이다.

[그림 Ⅱ-15] 5800 K의 흑체가 방사하는 복사에너지가 프리즘을 통과하며
굴절한 후 스크린에 입사한 위치 에 따른 에너지 밀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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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분석 과정을 통해 허셜이 실험에서 가시광선의 빨간색 빛 바깥
쪽에 온도계를 두었을 때 온도가 가장 높게 나왔던 것을 설명할 수 있
다. 즉, 빛 에너지가 프리즘을 통과하면서 적외선 영역으로 모이기 때문
에 그 부분에 둔 온도계의 온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 분석 방법으로 연구에서 수행한 적외선 탐지 실험의 조건을 대입하
여 결과를 비교해 보았다.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한 적외선 탐지 실험에서는 제논 램프에서 방출된
빛을 광원으로 사용하였다. 제논에서 방출된 빛의 스크린 입사 위치에
따른 에너지 분포  는 소형분광기로 측정한 제논 램프 스펙트럼의
파장에 따른 상대 에너지 밀도   를 식 2-7에 대입하여 계산할 수 있
다.   가 상대 에너지 밀도이므로  도 상대 에너지 밀도로 나타난
다. 계산 결과,  는 그림 Ⅱ-16에서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 m에서 최댓값을 가진다. 이 위치에 입사하는 빛의 파장은
 ≈ m으로 적외선 영역이다(그림 Ⅱ-16의 실선). 즉, 제논 스펙트
럼의 스크린 입사 위치에 따른 에너지 분포  는 적외선 영역에서 최
댓값을 가진다.
제논에서 방출된 빛의 스크린 입사 위치에 따른 온도 분포  는 앞
서 실험 결과에서 제시한 데이터와 같으며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하였다.
빛이 입사하는 스크린의 열화상(그림 Ⅱ-7a)에서 가로 방향으로 한 줄의
픽셀에 해당하는 온도 분포값을 사용하였다. 이 값에 의하면, 스크린은
 ≈ m에서 최대 온도(℃ )를 띤다(그림 Ⅱ-16의 점, 오른쪽
축).
그림 Ⅱ-16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제논에서 방출된 빛의 입사 위치
에 따른 에너지 밀도  의 최대 지점( ≈ m)과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한 빛의 스크린 입사 위치에 따른 온도 분포  의 최대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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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은 거의 일치한다. 이 결과를 통해 제논 램프와 열화상 카
메라를 사용하여 재현한 실험이 원래 실험의 결과를 잘 나타내고 있으
며, 허셜의 실험을 분석하기 위해 앞에서 제시한 분석 모델과 잘 일치함
을 알 수 있다.

[그림 Ⅱ-16] 제논 램프의 스크린에 입사한 위치에 따른 에너지 밀도
분포(실선)와 열화상카메라로 측정한 온도 분포(점, 오른쪽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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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이 장에서는 적외선을 발견한 허셜이 수행했던 실험을 소개하고 이를
분석할 수 있는 모델과 광학 이론을 통한 분석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새로운 장비인 열화상카메라를 이용해 이 실험을 재현하였으며, 열화상
과 온도 측정값 분석을 통해 원래 실험과 일치하는 결과를 얻었다.
이 실험을 실내에서 재현하기 위해 제논 램프로 태양광을 대신하였으
며, 열화상카메라를 이용해 빛이 입사하는 스크린의 열화상을 촬영하고
온도를 측정하였다. 프리즘을 통과한 빛은 파장에 따라 분산하여 스크린
에 입사하며 그로 인해 스크린의 온도가 상승한다. 프리즘을 통과한 빛
이 입사하는 스크린을 열화상카메라를 이용해 관찰하였을 때 빨간색 빛
바깥쪽의 온도가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스크린의 온도가 상승하는 정
도는 광원에서 방출하는 빛 에너지 스펙트럼과 파장에 따른 굴절률의 차
이에 의존한다. 광학 이론으로 분석한 결과 프리즘을 통과해 분산되어
스크린에 입사하는 빛 에너지는 적외선 영역인  ≈ m 에서 최댓값
을 가진다. 광학 이론으로 계산한 스크린 입사 위치에 따른 에너지 밀도

 의 최대 지점( ≈ m)과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한 스크린의 온
도  의 최대 지점( ≈ m)이 거의 일치하는 결과를 얻었다. 이
는 원래의 허셜 실험에서 얻은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허셜의 실험을 과학 교육에 적용한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는 이를 적
외선 교육 자료로 활용하였다. NASA(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의

산하기관인

IPAC(Infrared

Processing

and

Analysis

Center)에서는 허셜의 실험을 적외선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영
기서 제시하는 탐구 실험은 기존의 허셜의 실험과 매우 유사한 과정으로
진행된다. 위가 뚫린 박스의 한 면에 프리즘을 설치하고, 그 프리즘을
통과해 분산된 태양빛이 박스의 안쪽 바닥에 입사하도록 한다.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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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계를 이용해 입사한 태양빛의 색에 따른 온도를 측정하게 된다. 하
지만 이 실험은 실외에서 진행되어야 하므로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으
며, 학생들과 실외에서 실험을 진행해야 하는 교사의 어려움이 수반된
다. 실외에서 수행하는 실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실내에서 OHP를 이
용하여 허셜 실험의 재현 실험을 제안한 연구(Pompea, S. M. and Gould,
A. R., 2002)가 있으나 적외선의 존재를 알아내고자 하는 목적에 맞는 실
험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이 연구에서 수행한 실험은 실내에서 재현이 가능하며 간단한 방법으로
일상생활에서 학생들이 인지하기 어려운 적외선의 존재를 알 수 있게 해
준다. 특히 실험의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빛이 프리즘을 통해 분
산하여 스크린에 맺히는 현상을 단순히 눈으로 보았을 때와 열화상 카메
라를 통해 보았을 때의 결과가 다르다는 것은 흥미로운 사실이며 두 관
측 결과를 비교한 사진만으로도 빛에 가시광선 이외의 무엇인가 존재한
다는 것을 알기 충분하다.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적외선의 존재를 실
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재현 실험은 학생들에게 과학에 대한 큰 흥미
와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 실험은 물리학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실험을 재현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허셜의 실험과 같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실험을 과
학 교육에 적용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Chang, H.,2011;
Ducheyne, S., 2012; Cavicchi, E. M., 2008; Pompea, S. M. and Gould, A.
R., 2002, Höttecke, D., 2000). 교육과정 해설서에서는 과거의 과학자들이
자연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가졌던 의문과 해결방안을 탐색하는 과정을
직접 수행하는 것은 탐구 능력의 향상은 물론 과학 학문의 이해를 극대
화 시켜줄 것이라 하였고(고교 과학과 교육과정 해설서, 2009), 이는 역
사적인 실험을 통한 과학교육으로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다. 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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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011)는 역사적인 실험이 과학 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과 그 구
체적인 예시를 제시하였다. 그에 따르면, 역사적 실험을 적용한 과학 교
육을 통해 사실에 기반을 둔 과학교육을 실현할 수 있으며, 과학의 본성
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다. 또한 그는 역사적 실험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독창적이고 비판적인 탐구 습관을 기를 수
있으며, 여기서 생겨나는 새로운 호기심이 과학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학생들은 역사적 실험을 재현하는 과정에서 과거 과학자들이 가졌던 의
문과 실험의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 과학적 현상
에 대한 통찰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은 과학의 역사적 사실들
을 접하면서 과학이 형성되어 온 과정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고, 이
는 과학의 본성을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것이므로 과학 교육적으
로 아주 의미 있는 일이다. 그리고 역사적인 실험을 재현하고 탐구하는
과정은 학생들의 탐구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며,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과학적 사실을 이해하게 되므로 더 오래 기억에 남는 효과적인 학
습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과학적 이론의 수식을 통해 실험의 결과를 분
석하고 자연 현상과 비교하는 것은, 보통 학생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으
나, 심화된 탐구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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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실험 2 : 저항의 발열

1. 배경 이론

도체에서 전류에 의해 열이 발생하는 것을 줄 발열이라고 한다. 도체에
전류가 흐르면 도체의 분자 구조와 전자의 상호작용에 인하여 도체의 온
도가 증가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전기 퍼텐셜에너지는 열에너지로 전환
된다. 이것을 전기에너지의 소모율로 나타내면


     


(3-1)

이다. 여기서 는 도체에 흐르는 전류이며,  는 도체의 양단에 걸린 전
압이다. 도체의 저항 은 비저항 과 도체의 모양(길이 와 단면적  )
에 따라 결정되며 그 식은 다음과 같다.



(3-2)

  


길이 , 너비 , 매우 얇은 두께  의 도체에 밀도가  인 전류  가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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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고 있으며, 도체에 출입하는 총 에너지를  라고 하자(그림 Ⅲ-1). 도
체의 양 끝은 너비가 작은 가운데 부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류 밀도가
작으며, 열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열 저장고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림 Ⅲ-1] 실험에 사용한 알루미늄 포일의 모양

도체에 출입하는 열  (W/㎡)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Incropera 외,
2013).

 



      ×  ×     

 


(3-3)

     

(3-4)

     

(3-5)

 는 도체에 전류가 흘러 발생하는 열이고,  와 은 각각 대류와 복
사에 의해 공기 중으로 전달되는 열이다. 는 열전달 계수, 은 도체의
방사율, 는 스테판-볼츠만 상수로  ×  W/㎡·K⁴,  는 실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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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실) 온도이다. 대류에 의해 공기 중으로 전달되는 열  는 뉴턴의 냉
각 법칙을 따르며, 열전달 계수 의 값은 물질의 성질이 아닌 공기의 유
동 형태나 열 전달면의 기하학적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대류와 복사에 의한 열전달의 비는 대략   정도이므로  은 무시할
수 있다. 따라서 도체가 열적 평형상태에 도달하였을 때 도체를 출입하
는 총 에너지의 양        이 되므로, 와 를  에 무관한 상
수로 가정하고 정리하면 식 3-6을 얻는다.

 
       

(3-6)

 

즉, 전류가 흐르는 도체가 열적 평형상태에 도달했을 때의 온도는 전류
의 크기 와 도체의 너비 에 따라 달라진다. 이 경우에는 알루미늄 포
일 내에서 열이 전도되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식 3-6의 온도

는 열이 발생하고 주변으로 전도되기 전의 온도, 즉 영역 내의 최대
온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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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방법
이 실험에서는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알루미늄 포일을 잘라 저항으
로 이용하였다. 알루미늄 포일은 구하기도 쉽고 두께가 얇아 원하는 모
양을 만들기 쉽다. 하지만 알루미늄의 방사율은 매우 작아(∼0.08) 열화
상 카메라로 촬영할 경우 제대로 된 열화상을 얻기 어렵다. 이를 개선하
기 위해 검정색 흑연 스프레이(방사율 ∼0.92)로 알루미늄 포일의 표면을
코팅한 후 촬영하였다.

[그림 Ⅲ-2] 실험에 사용한 알루미늄 포일의 모양

[그림 Ⅲ-3] 실험 장면. 알루미늄 포일의 양쪽을
손가락으로 건전지 양단에 접촉시켜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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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4는 그림 Ⅲ-2와 같은 모양으로 자른 알루미늄 포일을 1.5 V
건전지의 양 끝에 접촉시킨 후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한 것이다(그림 Ⅲ
-3). 사진의 오른쪽 끝에는 온도에 따른 색깔이 표시되어 있는 온도 척
도 막대가 있다. 이를 참고하여 색이 밝을수록 온도가 높고 색이 어두울
수록 온도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온도 척도 막대의 위와 아래에는
열화상의 색이 나타내는 온도의 범위가 표시되어 있으며, 이 열화상에서
37.2 ℃ 이상은 제일 밝은 색이고 25.1 ℃ 이하는 제일 어두운 색이다.
오른쪽 위에는 열화상의 최고온도(Max 38.8 ℃), 최저온도(Min 25.1 ℃),
평균온도(Average 29.6 ℃)가 나타나 있다.

[그림 Ⅲ-4] 알루미늄 포일에서의 줄 발열

포일의 너비가 좁은 중간 부분의 온도가 주위보다 높으며, 열화상의 가
운데 영역에 세모로 표시된 곳은 가장 온도가 높은 곳이다. 동영상에서
는 포일을 건전지에 연결하는 순간부터 가운데 영역의 색이 점점 밝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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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시작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으며, 이것은 열화상 카메라가 온도의 실
시간 변화를 쉽게 관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알루미늄 포일의 모
양을 적절하게 잘라 건전지에 연결하면 크기가 다른 저항들을 직렬 또는
병렬로 연결했을 때 회로를 간단하게 연출할 수 있다.

그러나 건전지를 이용한 실험은 정량적 분석에는 적절하지 않다. 알루
미늄의 비저항이 매우 작아서( ×  Ω·m) 1.5 V의 건전지에 연결
하였을 때 과도한 전류가 흐르고 건전지의 내부 저항에서 많은 열이 발
생한다. 이 때문에 건전지 양단의 전압이 변하기 때문에 건전지를 사용
하는 것은 정량적 분석을 위한 실험에는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정량적
분석을 위한 실험에서는 건전지 대신 직류 안정화 전원을 사용하여 알루
미늄 포일에 공급되는 전류를 조절하였다. 포일의 온도는 포일의 너비에
따라서도 바뀌므로(식 3-6) 포일의 너비를 조절해 가며 온도를 측정하였
다. 포일이 열적 평형상태에 도달했을 때 열화상 카메라로 포일의 최대
온도를 측정하였고, 이 측정값을 이용해 포일의 너비 또는 포일에 흐르
는 전류의 양에 따른 온도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이론값과 비교
하였다.

[그림 Ⅲ-5] 정량적 분석을 위한 실험의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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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 사용한 측정 장비는 열화상 카메라의 모델은 FLIR-A35이다
(그림 Ⅲ-6). 이 기구는 7.5∼13 μm 대역의 적외선을 감지하며, –40 ℃
에서 최대 550 ℃ 까지 온도 측정이 가능하다. 온도 분해능은 30 ℃에서
0.05 ℃이며, 정확도가 ±5 ℃이므로(또는 지시치의 ±5 % 이내) 온도 변
화의 추세를 관측하는데 적당한 장비라고 할 수 있다. 열화상 촬영 및
분석 소프트웨어는 FLIR tools를 사용하였다.
실험 재료로 사용한 알루미늄의 방사율은 매우 작아(∼0.08) 열화상 카
메라로 촬영할 경우 제대로 된 열화상을 얻기 어렵다. 이를 개선하기 위
해 검정색 흑연 스프레이(방사율 ∼0.92)로 알루미늄 포일의 표면을 코팅
한 후 촬영하였다. 이 스프레이는 Spray BLACSEN 상온 흑색 착색제(그
림 Ⅲ-7)로 흑연이 주성분이며 2∼3 m 두께로 코팅된다.

[그림 Ⅲ-6]

[그림 Ⅲ-7] Spray

열화상 카메라 FLIR-A35

BLACSEN 상온
흑색 착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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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결과 및 분석

3.1. 저항의 연결에 따른 발열의 차이

알루미늄 포일을 그림 Ⅲ-8a, b와 같이 자른 후 건전지에 접촉시켰을
때 흐르는 전류에 의해 발생하는 열을 열화상카메라로 관찰하였다. 알루
미늄 포일은 건전지의 양 극에 잘 접촉시키기 위해 양 끝을 넓게 두었으
며, 포일 전체 길이가 건전지의 길이와 비슷하게 하였다.

[그림 Ⅲ-8] (a) 직렬연결을 나타내는 포일의 모양 (b) 병렬연결을
나타내는 포일의 모양

그림 Ⅲ-8a와 같은 모양으로 알루미늄 포일을 자르고 건전지에 연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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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저항 값이 다른 두 저항기를 직렬로 연결한 전기회로의 발열을 가시
화할 수 있다(그림 Ⅲ-9). 가운데 영역이 관측하는 부분이 되는데 식 3-2
에 따라 너비가 작은 왼쪽 부분이 저항이 크고 너비가 큰 오른쪽 부분이
저항이 작다.
그림 Ⅲ-8b와 같은 모양의 포일을 이용하면 저항이 다른 두 저항기를
병렬로 연결한 회로의 발열을 가시화할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
이 가운데 영역이 관측하는 부분이 되며 식 3-2에 따라 너비가 큰 윗부
분이 저항이 작고 너비가 작은 아래 부분이 저항이 크다.

[그림 Ⅲ-9] 그림 Ⅲ-8(a) 포일을
건전지에 연결하였을 때의 회로도

[그림 Ⅲ-10] 그림 Ⅲ-8(b) 포일을
건전지에 연결하였을 때의 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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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8a와 같은 모양의 알루미늄 포일을 이용하면 저항 값이 다른
두 저항기를 직렬로 연결한 전기회로의 발열을 가시화할 수 있다. 포일
양 끝의 건전지와 접촉된 부분을 제외한 가운데 부분이 실제 관측한 부
분이며, 이 부분에서 너비가 작은 왼쪽 부분이 저항이 큰 곳, 너비가 큰
오른쪽 부분이 저항이 작은 곳을 나타낸다. 이 경우 두 저항기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같으므로 식 3-1의     에 따라 저항이 클수록 전류
에 의한 발열량이 많아져 온도가 높아진다. 이 포일을 건전지에 접촉하
고 열화상 카메라로 관찰하면 그림 Ⅲ-11과 같은 열화상을 얻을 수 있으
며, 상대적으로 너비가 작은 부분에서 온도가 높은 것을 관찰할 수 있
다. 포일의 너비가 작은 부분은 직렬로 연결된 회로에서 저항이 큰 곳이
므로 전류에 의해 열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을 열화상으로 확인한 것이
다.

[그림 Ⅲ-11] 직렬로 연결된 포일의 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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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8a와 같은 모양의 포일을 이용하면 저항이 다른 두 저항기를
병렬로 연결한 회로의 발열을 가시화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
로 너비가 큰 윗부분이 저항이 작은 곳, 너비가 작은 아래 부분이 저항
이 큰 곳을 나타낸다. 저항의 병렬연결에서는 두 저항의 양단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가 같으므로 식 3-1의     에 따라 저항이 작을수록
발열량이 많아져 온도가 높아진다. 이는 앞의 직렬연결 회로와는 상반되
는 결과이다. 포일을 건전지에 접촉하여 촬영한 열화상에서는 상대적으
로 너비가 큰 부분에서 온도가 높은 것을 관찰할 수 있다(그림 Ⅲ-12).
즉, 그림 Ⅲ-12의 열화상을 통해 병렬연결에서는 포일의 너비가 큰 부분
이 저항이 작은 곳이고 여기서 열이 더 많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그림 Ⅲ-12] 병렬로 연결된 포일의 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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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알루미늄 포일 발열의 정량적 분석

[그림 Ⅲ-13] 정량적 분석 실험에 사용한 알루미늄 포일

발열 현상의 정량적 분석을 위해, 포일의 너비 와 흐르는 전류의 크
기 에 따른 포일의 온도  를 측정하고 식 3-6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날카로운 칼을 이용해 포일을 1 mm 단위로 잘라 너비를 변형하였으며,
직류 안정화 전원으로 일정한 전류를 흐르게 하였다. 포일의 너비와 전
류의 세기를 조절한 후, 포일의 가운데 관측 영역(그림 Ⅲ-13)을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하고 최대 온도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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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알루미늄 포일의 너비에 따른 온도의 변화

포일에 일정한 전류가 흐를 때, 너비가 작아질수록 포일의 온도가 높아
졌다. 그림 Ⅲ-14는 4.0 A가 흐르는 알루미늄 포일의 너비가 각각
0.0065, 0.01, 0.015 m 일 때 열화상이다. 너비가 작을수록 열화상에서 밝
은 색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포일의 너비가 좁을수록 온도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포일의 너비가 작아지면 포일의 저항이 커지므로 전류에
의해 발생하는 열  가 많아지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는 것이다.

[그림 Ⅲ-14] 4.0 A가 흐르는 알루미늄 포일의
너비가 각각 (a) 0.0065 m (b) 0.01 m (c) 0.015
m 일 때의 열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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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한 온도가 식 3-6과 일치하는지 비교하기 위해
포일의 너비 0.010, 0.015, 0.020, 0.025 m에서 각각 5, 6, 7 A의 전류가
흐를 때의 최대 온도를 측정하였다. 포일의 너비 에 대한 온도  의 측
정값을 좌표에 점으로 나타내었다(그림 Ⅲ-15의 점). 그래프에 찍힌 점의
형태를 통해 같은 크기의 전류가 흐를 때에는 포일의 너비가 커질수록
포일의 최대 온도는 낮아지며, 포일의 너비가 같다면 전류가 많이 흐를
수록 최대 온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포일의 너비와 온도의 관계가 식 3-6과 일치하고, 열전달 계수 와 실
내온도  가 적절한 값이 나오는지 확인하기 위해 오리진프로(OriginPro)
프로그램의 비선형 곡선맞춤(Nonlinear Curve Fitting) 기능을 이용하였
다.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한 온도 데이터를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그래프
를 생성하고, 이 그래프에 이론식인 수식 3-6을 적용하였다(그림 Ⅲ-15
의 실선). 분석하기 전에 알루미늄의 비저항 는  ×  Ω·m, 두
께 는 16 μm 로 설정하였고, 실험 당시 실험실의 대기 온도는 18 ℃
이었다. 와  는 특정한 값으로 설정하지 않았다. 열전달 계수 는 유
체의 운동 특성에 따라 값이 결정되며 유동 조건이나 풍속, 습기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값을 설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고체 위의 기
체에 대한 자유 대류 열전달 계수의 값은 대략 2∼25 W/m2·℃ 의 범위
이므로 이 범위 안에 들어간 값이 산출되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Vollmer and Möllmann, 2010).  는 실험실의 대기 온도이며 실험 오차
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와  는 특별한 값으로 지정하지 않고 분
석을 실시하였다.
비선형 곡선맞춤 결과는 표 Ⅲ-1에 제시하였으며 분석한 세 개의 그래
프(5, 6, 7 A) 모두에서 열전달 계수  와  가 적절한 값으로 도출되었
다. 다시 말해, 포일의 너비를 바꿔가며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한 포일의
온도가 이론식 3-6에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 50 -

[그림 Ⅲ-15] 알루미늄 포일 너비에 따른 온도. 점들은 측정값이고
실선은 열전달 방정식으로 구한 수식 3-6이다.

[표 Ⅲ-1] 비선형 곡선맞춤으로 추정한 와   의 값


(W/m2·℃)


(℃)

5 A

6 A

7 A

23.6

24.8

26.4

23.8

25.0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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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알루미늄 포일에 흐르는 전류에 따른 온도의 변화

포일의 너비가 일정할 때, 전류가 많이 흐를수록 포일의 온도는 높아졌
다. 그림 Ⅲ-16은 너비가 0.01 m인 포일에 2, 3, 4 A의 전류가 흐를 때
의 열화상이다. 전류가 많이 흐를수록 열화상에서 밝은 색을 나타내며
이는 온도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포일에 흐르는 전류가 많아
지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열  또한 많아지기 때문이다.

[그림 Ⅲ-16] 너비가 0.01 m 인 알루미늄 포일에 각각
(a) 2 A (b) 3 A (c) 4 A 가 흐를 때의 열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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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류의 세기에 따른 온도의 변화가 식 3-6과 일치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포일의 너비를 0.01, 0.015, 0.02 m 로 자르고 전류의 세기를 0.25 A 간
격으로 증가시키면서 열화상 카메라로 온도를 측정하였다. 전류의 세기
에 따른 포일의 온도 측정값은 그림 Ⅲ-17에 점으로 나타내었다. 너비가
일정할 때에는 전류의 세기가 커질수록 포일의 온도는 높아지고, 전류의
세기가 일정할 때에는 포일의 너비가 작을수록 온도가 높아진다.
앞에서 제시한 분석방법과 마찬가지로, 오리진프로 프로그램의 비선형
곡선맞춤 기능을 이용하여 이론식 3-6을 측정값에 적용하였다(그림 Ⅲ
-17의 실선). 알루미늄의 비저항 는  × 

Ω·m, 두께 는

16 μm 로 지정하였으며, 와  는 지정하지 않았다.
비선형 곡선맞춤의 결과는 표 Ⅲ-2에 제시하였으며 모든 그래프에서 열
전달 계수 와  가 적절한 값으로 도출되었다. 즉, 전류의 세기를 바꿔
가며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한 포일의 온도가 이론식 3-6에 잘 일치한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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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7] 알루미늄 포일에 흐르는 전류에 따른 온도. 점들은
측정값이고 실선은 열전달 방정식으로 구한 수식 3-6이다.

[표 Ⅲ-2] 비선형 곡선맞춤으로 추정한 와   의 값


(W/m2·℃)


(℃)

0.01 m

0.015 m

0.02 m

22.2

17.3

16.3

22.2

21.5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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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이 장에서는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해 열 현상을 가시화하는 두 번째 예
시로 줄 발열 현상에 관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알루미늄 포일의 너비에
따라 전류가 흐를 때 발생하는 열이 달라지는 것을 열화상 카메라를 이
용하여 관찰하고, 온도를 측정하여 열전달 이론과 비교했다.
직렬 또는 병렬로 연결된 너비가 다른 알루미늄 포일을 건전지에 연결
한 후 열화상카메라로 관찰하였을 때에는 연결한 방식에 따라 열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다르게 나타났다. 직렬로 연결한 알루미늄 포일에서는
저항이 큰(너비가 작은) 포일 영역에서 열이 많이 발생하였으며 병렬로
연결한 알루미늄 포일에서는 저항이 작은(너비가 큰) 포일 영역에서 열
이 많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회로 이론과 일치하는 현상이다.
또한 포일의 너비와 흐르는 전류의 세기에 따른 온도의 변화를 정량적
으로 분석하기 위한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포일에 전류가 많이
흐를수록, 포일의 너비가 작을수록 포일의 온도는 상승한다는 것을 열화
상으로

관찰하였다.

또한

실험에서

측정한

온도가

이론식

3-6인

 
        를 잘 따르는 것을 확인하였다.
 

줄 발열 현상과 관련되어 학교에서 주로 실시하는 탐구 활동으로는 전
구의 밝기를 관찰하거나 열량계를 이용하는 실험이 있지만, 이런 실험들
은 학생들의 오개념을 변화시키기 어렵거나(권재술과 안수영, 1991), 통
제해야 할 변인이 많고 실험 기구의 상태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수행
이 어렵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인화, 2012). 이에 비해 이 연구는 열화
상 카메라를 사용하여 이런 단점을 개선하였으며 학생들에게 줄 발열 현
상과 관련된 물리 개념을 열화상을 통해 쉽고 간결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해 측정한 온도 분포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줄 발열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가능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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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에서는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하여 열 현상을 가시화하는 두 가
지 실험을 수행하였다. 단순히 열 현상을 가시화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열화상 카메라로 온도 분포를 측정하고 이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열 현
상을 설명하였다. 이를 통해 열화상 카메라가 물체의 온도 분포를 눈에
보이는 영상으로 바꾸어서 열 현상의 물리적 개념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과학 탐구 도구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자 하였다. 이런 역할을 통해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한 열 현상 탐구가
학생들에게 흥미와 함께 물리적 개념의 이해에도 효과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한 열 현상 탐구의 예시로 적외선을 탐지하는 실
험을 수행하였다. 이 실험은 적외선을 발견한 허셜의 수행을 바탕으로
설계하였으며, 새로운 장비인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해 열화상을 촬영하
고 온도 분포를 측정하였다. 또한 이를 분석할 수 있는 모델과 광학 이
론을 통한 분석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허셜의 실험과 일치하는 결과를 얻
었다. 이 실험은 간단한 방법으로 일상생활에서 학생들이 인지하기 어려
운 적외선의 존재를 알 수 있게 해주며, 열화상 카메라와 일반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을 나란히 비교하는 것만으로 빛에 가시광선 이외의 무엇인
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기 충분하다. 또한 이 실험은 물리학에서 역사적
으로 중요한 실험을 재현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해 열 현상을 가시화하는 두 번째 예시로 줄 발열
현상에 관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알루미늄 포일의 모양에 따라 두 개의
저항이 직렬 또는 병렬로 연결된 회로를 나타낼 수 있었으며 연결 방식
에 따른 열 발생을 열화상을 통해 관찰하였다. 또한 포일의 너비와 흐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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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류의 세기에 따른 온도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실험을
실시하여 이론식과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실험은 줄 발열 현
상과 관련된 기존 탐구 실험에 비해 쉽고 간결한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물리 개념을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눈으로 볼 수 없는 물리 현상의 가시화는 학생들의 흥미를 유도함은 물
론 자연 현상이나 물리 개념을 이해하는 과정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
다. 더 나아가 가시화를 통한 정량적 과학 탐구까지 가능하면 학습 효과
는 더 커질 것이라 기대한다. 이 연구에서 수행한 실험들은 열화상 카메
라가 눈에 보이지 않는 열 현상을 정성, 정량적으로 탐구하는데 유용함
을 보여주었다. 열화상 카메라는 넓은 영역의 온도 분포나 온도의 차이,
온도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이를 바탕
으로 학교 현장에서 열 현상을 탐구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최근에는 간단하게 스마트폰에 연결하여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소형 열화
상 카메라도 출시가 되어 학교 현장에서도 어렵지 않게 열화상을 관찰할
수 있게 되었다.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하여 정확한 온도를 측정하기 위
해서는 매개변수인 방사율, 반사온도, 대기온도, 상대습도 등을 입력해야
한다. 특히 방사율 값이 중요하며 이는 물체의 재질이나 표면의 상태에
따라 값이 많이 다르다. 학교 현장에서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하기 어려
운 경우에는 Temperature Sensitive Liquid Crystal Sheet (LC Sheet)를
이용할 수 있다. LC sheet를 이용하면 정량적인 온도의 측정이나 분석은
어렵지만 열 현상을 간단하게 가시화 할 수 있다. 논문에서 제시한 두
가지 실험 또한 LC sheet로 가시화가 가능하며 그 자료는 부록으로 수
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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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LC Sheet를 이용한 열 현상의 간단한 가시화

최근에는 열화상카메라가 소형화되고 저렴해져서 학교 현장에서도 사용
하기에 큰 부담이 없어졌다. 스마트폰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작고
간편한 열화상 카메라도 출시가 되었다. 하지만 만약 학교 현장에 열화
상카메라가 없다면, Temperature Sensitive Liquid Crystal Sheet(LC
Sheet)를 이용해 열 현상을 간단하게 가시화 할 수 있다.
LC Sheet는 감지하는 온도에 따라 표면이 여러 색으로 나타난다. 이는
LC Sheet를 구성하는 폴리머 매트릭스의 색 스펙트럼에 대한 반응이
3∼5  m 두께의 액정에 나타나는 것이다(그림 1). 정확한 온도를 측정하
기는 어렵지만, 시트의 표면색이 바뀌는 것을 바탕으로 온도의 변화나
차이를 직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좋은 실험 도구이다.

[그림 1] LC sheet에 손바닥을 덴 후 떼었을 때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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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셜의 실험

LC Sheet를 허셜의 실험에 이용하면 정확한 온도를 측정할 수는 없어
도 적외선 영역의 온도가 다른 곳보다 높다는 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
다. 이 실험에서는 25∼30 ℃의 온도를 감지할 수 있는 LC sheet를 사용
했다. LC sheet에 프리즘을 통과한 빛을 쬐어주고 시간이 좀 지나면 빨
간 빛이 입사한 쪽의 색이 점점 바뀌게 된다. 빛이 있을 때는 잘 보이지
않지만, 광원을 끄면 그림이 아래쪽 사진과 같이 빨간 빛과 그 바깥 영
역을 따라 색이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2] LC Sheet를 이용해 수행한 허셜의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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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줄 발열의 가시화

알루미늄 포일이 너비에 따라 발생하는 열이 달라지는 현상도 LC
Sheet를 이용해 간단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LC Sheet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으므로 뒷면에 알루미늄 포일을 부착하고 적절한 모양으로 잘
라준다. 시트의 너비를 충분히 작게 자르고 건전지의 양단에 접촉시키면
색이 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그림 3). 또한 시트의 너비를 다르게
해서 그림과 같이 자른 것을 건전지 양단에 접촉시키면 너비가 작은 부
분의 색이 더 진하게 변하게 된다. 이는 앞서 보았듯이 너비가 작은 부
분에서 열이 더 많이 발생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림 3] 건전지에 접촉시켜 색이 변한 LC sheet

논문 본문에서 논의했던 저항의 직렬연결(그림 4)과 병렬연결(그림 5)을
나타내는 포일의 모양과 같게 자른 LC sheet를 건전지의 양단에 접촉시
켰을 때의 모습은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4의 경우는 저항의 직렬연결
을 나타내는 모양의 LC sheet로 너비가 작은 부분이 저항값이 큰 부분
이고 너비가 큰 부분이 저항값이 작은 부분이다. 건전지에 접촉시켰을
때 너비가 작은 부분에서 색이 진해지는 것을 통해 그 부분의 저항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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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아 열이 더 많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는 저항의 병렬연결을 나타내는 모양의 LC sheet로 앞에서와 마
찬가지로 너비가 작은 부분이 저항값이 큰 부분이고 너비가 큰 부분이
저항값이 작은 부분이다. 이번에는 건전지에 접촉시켰을 때 너비가 큰
부분에서 색이 진한 것을 통해 저항을 병렬연결 하였을 때 저항값이 작
은 부분에서 열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 저항의 직렬연결을 나타내는 모양의 LC
sheet를 건전지에 접촉시켰을 때

[그림 5] 저항의 병렬연결을 나타내는 모양의 LC
sheet를 건전지에 접촉시켰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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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f Experiments
about Visualization of Thermal Phenomena
using the Thermal Camera

Soo-Jeong Baek
Department of Science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Visualization is an effective way of conveying physical concepts of
invisible phenomena. In this study, two experiments are presented
which use a thermal camera to visualize physical phenomena. We took
thermal images and quantitatively analyzed the temperature.

The first experiment is replication of a historical experiment which
conducted by W. Herschel in 1800. Existence of Infrared rays was
revealed in this experiment, It has very important meaning in physics
history. W. Herschel’s experiment was introduced and analysed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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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heory of optics in this study. We replicated the experiment using
a thermal camera and got result that confirm the existence of infrared
rays.

The second experiment is related with Joule heating. One of the
important and invisible phenomena is the heating of resistors in the
electrical circuits. Since the heat is invisible, it is difficult to relate the
formula

to

the

actual

power

dissipation.

To

help

students’

understanding, we took thermal images of resistors while passing
current through them. We analyzed from the thermal images the
temperature increase before reaching the equilibrium by using a heat
dissipation theory including the convection loss. Resistance depends on
the length and cross section of the material. To demonstrate this, we
cut an aluminum foil in various shapes to make resistance of different
values. The thermal images taken from the aluminum foil resistors
successfully revealed how the resistance is related to the shape of the
material.
Thermal camera not only serves as a thermometer but also as a
learning tool which improve students’ understanding of the physical
concept on thermal phenomena. And our work serves as an example of
how visualization can draw students’ interests into invisible phenomena
and enhance their understanding of the underlying phys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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