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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소리는 주변에서 쉽게 접하는 과학현상이지만 일반인뿐만 아니라

물리를 전공한 대학생도 어려워하고 있다. 특히 소리의 정상파는 시

각화하여 관찰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여 추상적이기 때문에 고등

학교 교과서 등에서는 소리의 정상파가 마치 횡파처럼 관 내에서

진동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정형화된 시각자료는 학생

들에게 많은 혼란을 주고 심지어는 교사들조차도 이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해 오개념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 논문에서는 관 내

정상파에 의한 공기 변위의 방향이 관의 지름 방향이 아니라 길이

방향이라는 것을 학생들이 이해하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험

을 개발하였다. 학생들이 실험을 실제로 수행하거나, 여건이 안된다

면 교사가 시범실험을 수행하여 관 내 정상파의 마디와 배에서, 공

기 분자의 변위를 측정하고 이를 시뮬레이션하여 실제 수학적으로

예상되는 결과와 비교하여 볼 수 있다.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탐구활

동을 수행하는 것이 더욱 의미가 있는데 이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2009 개정 교육과정,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2018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거한 것이다. 탐구활동의 중요성은

1970년대의 제3차 교육과정부터 꾸준히 강조해왔다. 그러나 과학 교

육에서 과학적 탐구를 계속해서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탐구 활동 대

부분은 탐구 학습을 강조할 뿐 실험문제, 실험방법과 절차를 제시하

여 매뉴얼을 따라가기만 하면 ‘예측되는’ 실험 결과를 얻도록 한다.

관 내 정상파는 시각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힘들다. 그러므로 학생

들은 예상한 결과를 현상과 비교해볼 수 없고, 종파 모향을 발달시

키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예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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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들조차도 겪고 있는 어려움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관 내 정

상파에 의해 발생하는 압력차가 야기하는 공기분자의 변위의 방향

이 음파의 진행방향과 평행하다는 것, 즉 관에서 발생하는 정상파의

변위가 현재 교과서 등에서 도식으로 제시되고 있는 방향이 아닌

세로 방향임을 효율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탐구 실험을 개발하였다.

우선 길이 2m, 내경 40mm의 아크릴 관을 제작하여 고정시킨 뒤

공명진동수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관 내에 마이켈슨 간섭계의 한 쪽

거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거울을 설치하고, 실제로 관 내에 정

상파를 발생시켜 거울의 움직임을 마이켈슨 간섭계로 측정하였다.

이론적으로 예상되는 마디, 배, 그리고 마디와 배의 중간 지점의 변

위를 입력한 음압에 따라 실험적으로 확인하였고, 특히 7배 진동에

서 마디와 마디 사이의 변위를 3cm 간격으로 측정하여 이론적인 추

정치와 비교하였다.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학생 실험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결과가 가장 잘 나오는 몇 가지 요인들을 분석하여 제시하

였다. 또한 Excel Visual BAsic(VB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학생들

또는 교사가 직접 측정한 변위를 위치별로 입력하면, 그 변위에 맞

게 정상파가 움직이도록 시뮬레이션을 코딩하여 제시하였다. 마이켈

슨 간섭계가 없거나 수량 부족, 시간 부족 등의 여건으로 탐구 실험

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범실험 등을 통해 데이터를 얻고, 이 시뮬

레이션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간섭적으로라도 관 내 정상파의 종

파적 흐름을 체험하게 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소리, 정상파, 관의 진동, 마이켈슨 간섭계,

탐구실험, 시뮬레이션 제작

학번 : 2015-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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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1 연구의 동기 및 필요성

미국의 국가과학교육기준(National Research Council)에 따르면

과학은 과학지식과 과학적 탐구의 두 가지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NRC, 2000), 이때의 과학적 탐구는 과학 학습의 한 방법을 뜻하

기도 한다. 학생들은 학습의 한 방법으로 과학적 탐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학지식을 획득하고 개념·원리·모형·이론 등을 이해할 수

있다(조희형 등, 2009). 그러므로 과학적 탐구는 과학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의 중요한 구성요소가 된다.

미국의 교육학자 John Dewey는 그의 저서에서 탐구를 ‘새로운 경

험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사고과정’이라고 하였다(1916). 또 미국의

국가과학교육기준에 따르면 과학 탐구는 ‘실천과 이해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학생들은 이 2가지를 적절히 경험하면서 탐구 능력을 개

발해야 한다(NRC, 1996). 탐구를 수행하며(실천), 단순히 교사의 안

내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학생 본인 스스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

해내고 그를 통해 어떤 사실을 습득하고 이해하여야 한다. 실천에

해당하는 능력은 실험 설계와 수행을 위한 절차적 기술이며, 이해에

해당하는 능력은 탐구 과정에서 일어나는 학생들의 과학적 사고 기

술이다. 또한 실천에서 말하는 절차적 기술이란 실험과 같은 단순한

수공적 조작 기능이 포함된다. 현재 우리 교실에서 행해지는 대부분

의 탐구 수업은 이런 절차적 기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적 기술 수행을 과학탐구의 전부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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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사실이 아니다. 절차적 기술 수행 외의 탐구 능력은 과학적인

사고기술이다. 이는 여러 현상에 대한 추리적 사고능력과 비판적 사

고능력을 포함하며, 이를 정신적 조작 기능이라 한다. 하지만 이 부

분은 학생 스스로 터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학생의 이해도를 높이

는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탐구가 중요하다고 해서 그것이 모든 과학 교사가 단 한

가지의 접근 방법을 추구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탐구는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교사는 다양한

전략을 활용하여 교육과정을 참고하여 기준에 제시된 능력을 계발

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Bruner(1960)는 그의 저서에서 탐구 능력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과학적 지식은 날로 팽창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학생들에

게 한정된 시간에 모든 지식을 가르칠 수 없으므로, 지식 그 자체를

가르치는 것보다는 학생들 스스로 지식 자체가 성립되는 과정을 알

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교육과정은 지식이 형성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학생 스스로 탐구할 수 있게 해야 바람직하다.”

또한 탐구는 학생들이 관찰, 추론, 실험과 같은 기능을 배우는 “과

정으로서의 과학” 이상의 것을 의미한다. 탐구에는 “과학의 과정들”

이 포함되고, 학생들은 과정과 지식을 결합하여 과학적으로 추론하

고 비판적으로 사고함으로써 과학에 대한 이해를 함양하도록 할 것

이 요구된다(NRC, 1996).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에 공포된 제3차 교육과정에서,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각 교과의 내용을 학년이 올라갈 수록 점차 심화 확대

해 나가는 나선형 교육과정을, 교육 방법에 있어서는 발견 학습이나

탐구 학습을 처음으로 강조했다(김재춘 등, 2005). 이후에도 꾸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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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해왔고(조희형과 박승재, 1995; 김효진과

강순희, 2006), 현재 시행되고 있는 2009 개정 교육과정과 2018년부

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역시 과학적 탐구

능력은 과학적 문제 해결을 위한 것으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교

육과학기술부, 2015). 이러한 탐구학습에의 강조는 비단 우리나라뿐

만 아니라 미국(AAAS, 1993; NRC, 1996)과 캐나다(PCAP, 1997)를

비롯한 전세계의 추세이다.

그러나 교육과정이 바뀌고 실행되는 것과 실제 학교 현장에서 학

생들이 그것을 체험하는 것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Goodlad(1979)

는 “종종 실패했다고 여겨지는 교육과정 개정이 실제로는 실패했다

고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그 교육과정이 실행된 적이 없기 때문이

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문서로 표현되는 ‘이상’과 학교 현장에서의

‘현실’ 사이의 간격이 교육과정에서도 크게 나타남을 표현한다.

이같은 간극은 특히 실험 수업 등의 탐구 학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학교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많은 교육프로그램은 학생들

에게 지식을 전달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었고, 학생들은 매우 간단한

개념이라 하더라도 그 개념의 밑바탕에 있는 과학적 원리를 알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김대진 등, 2008). 이렇게 탐구 학습을 비롯한

학교 현장에서 과학자의 연구과정을 학습할 수 있는 실질적인 탐구

학습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로는 시간과 기자재 부족이 주로 언

급되고, 이 밖에도 학생들이 실제로 실험을 통해 탐구의 기회를 가

질 수 있을 만한 실험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이

있다. 신호심 등(2009)에 의하면 현재 과학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교

과서에 수록된 실험은 단순한 변인 조작을 통해 교과 내용을 배우

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 때문에 학생들이 과학 지식의 생성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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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문제 해결 절차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한 탐구 교재와

자료들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탐구할 수 있는 주제 또

한 더욱 다양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2015 개정 과학교육과정에

‘과학탐구실험’ 과목이 개설된 것을 탐구 실험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현실에 부응하는 과학 교육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허명(1984)은 탐구 지도 시간이 길다는 점, 단순한 개념

학습에 비효율적이라는 점, 교사의 자료 준비, 학습지도, 평가에 대

한 부담, 탐구 능력 평가 방법 개발의 어려움 등을 원인으로 지적하

면서 학교 현장에서 탐구 수업을 진행하기가 힘들뿐만 아니라, 효

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김태형(1999)은 시범실험이 학생들과 교사에

게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연구하였다. 시범 실험이란

수업 시간을 흥미 있게 이끌기 위하여 본시 수업 내용과 관련 있는

간단하면서도 재미있는 실험을 학생들에게 보여 주는 것을 말한다.

이 때 계획된 질문으로 사고를 촉진하면서 본시 수업으로 유도하기

도 한다. 중·고등학교의 과학 수업에서는 관찰이 가능한 자연현상을

다루기 때문에 시범 실험이 유용한 학습 지도의 전략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 김태형은 시범실험이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학생들의 주

의를 유도할 것, 주요 개념과 이론을 예시할 것, 탐구와 문제 해결

과정을 시작하게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시범 실험은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다. 또한 구체적인 자료와 조심스럽게 계획된 질문

들을 사용하여 학생들을 고차원적인 사고로 유도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탐구활동과 시범실험을 이용하여 학생들이 쉽게 가질

수 있는 대표적인 오개념인 관 내에서 발생하는 정상파에 대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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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었다. 관 내에서 발생하는 정상파, 특히 소리와 관련된 현상은

사실상 시각적으로 지각이 불가능하다(Kosso, 1988). 시각은 인간의

감각 기관 중 가장 효율적인 감각기관이며, 인간은 시각을 통해 가

장 많은 정보를 수용한다(Amheim, 1974). 자연 현상을 가시화하는

것은 학생들의 개념인지를 도와준다는 연구들이 있으며(김경호,

2003; 이태동과 박준형, 2007), 관 내에서 발생하는 정상파도 효율적

으로 시각화한 동영상 자료 등을 제작하여 학생들의 이해를 돕는

적절한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6 -

1.2 연구의 목적

현재 고등학교에서 시행중인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과학

과 교육과정에서는 과학 탐구 능력과 과학적 태도를 함양하여 창의

적이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과학적 소양을 기르

도록 강조하고 있다. 또한 급변하는 과학적 지식들을 반영하기 위해

교육과정에서 점점 최근의 이슈들을 많이 다루고 있고, 거기에는 현

대물리를 포함한 첨단 물리 내용이 이제는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교

육되고 있다. 교육 내용은 이러한 첨단 물리 내용을 포함하는 추세

이지만, 학생들이 ‘파동과 빛’ 등의 교육 내용에서 느끼는 어려움이

나 오개념 등은 역학 분야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송진웅

등, 2004).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교과 내용에 포함된 내용들 중 관에서

일어나는 공명에 초점을 맞추었다. 스피커에서 발생하는 소리에 의

해 관 내부에서는 정상파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때 관 내 공기의

진동 방향은 관의 길이 방향이다. 그러나 많은 고등학교 교과서의

그림 표현 방식은 마치 관 내부 공기의 이동 방향이 관의 지름 방

향인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천재교육, 2011; 교학사, 2011). <그림

Ⅰ-1>에 몇 개의 예시들을 나타내었다. 이는 비단 고등학교 교과서

뿐만 아니라 <그림 Ⅰ-2>처럼 대학에서 교재로 쓰이고 있는 일반

물리학 책에서도 마찬가지이다(R. A. Serway & J. W. Jewett,

2014). 한 가지 차이점이라면, 일반물리학 책에서는 관 내 공기의 진

동 방향이 실제로는 길이 방향이지만 그림처럼 지름 방향으로 표시

하는 것이 혼동을 피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임이 명기되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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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천재교육 물리Ⅰ

(b)

천재교육 물리Ⅱ

(c)

교학사 물리Ⅱ

<그림 Ⅰ-1> 고등학교 교과서에서의 정상파 표현(천재교육, 2011;

교학사, 2011).

이러한 정형화된 도식을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접하게 되면 이 자

체가 오개념의 유발 원인이 될 수 있다. 조희형 등(1985)에 따르면

각 개념의 영역을 특정화한 전형적인 도식은 개념간의 의미심장한

관계 형성을 방해하여 오개념을 낳게 되기도 한다. 또한 교과서의

도식이 교사와 학생에게 오개념을 주는 주요한 요소라는 연구 결과

도 있다(Ivowi, 1984; Helm, 1980). 또 학생들이 교과서 제시된 관내

정상파의 삽화를 편집자의 의도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Park & Yoo,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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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Ⅰ-2> 대학물리학 교재에서의 정상파 표현(R. A. Serway

& J. W. Jewett, 2014).

관에서 일어나는 공명에 의한 공기 입자의 이동 방향의 실제적

측정을 위해 또다른 장치인 마이켈슨 간섭계를 도입하였다. 마이켈

슨 간섭계를 이용하여 관 내 정상파의 마디 지점과 배 지점, 그리고

또 다른 중간 지점의 변위를 직접 측정할 수 있으며 이 탐구 활동

을 통해 학생들은 실제로 공기가 지름 방향이 아닌 길이 방향으로

운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내용들과 관련한 교과 내용을 살펴보면, 파동과 관련된 내용이

교과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은 초등학교 ‘과학’에서 3~4학년군의 ‘소

리의 성질’ 단원, 그리고 5~6학년군의 ‘렌즈의 이용’ 단원에서이다.

렌즈의 이용을 통해 파동으로써의 빛을 간단히 도입하고 있다. 이는

중학교의 ‘과학’ 교과의 ‘빛과 파동’ 단원과 연계가 되며 이 단원에서

는 학생들에게 정성적으로 횡파와 종파가 어떤 것인지를 소리의 진

폭, 진동수, 파형과 함께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고등학교 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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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물리Ⅰ’과 연계되고, ‘물리Ⅰ’의 ‘소리와 빛’ 단원의 내용에는 관

에서 일어나는 공명 현상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관련된 탐구 활동

으로는 빨대 피리 만들기 등이 제시되어 있다. ‘물리Ⅱ’의 ‘파동과

빛’ 단원에서는 정상파와 공명, 회절과 간섭 등 일반적인 파동의 성

질을 설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탐구 활동으로는 기주공명을 이용

한 음파의 파장 측정 등이 있다. 그리고 ‘물리Ⅰ’에서 특수 상대성

이론을 도입하는 단계에서 에테르의 존재를 밝히는 장치로써 마이

켈슨 간섭계를 언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직접적으로 관찰하기 힘든 관 내 정상파 변위의

크기와 방향을 미소 변위 측정 장치인 마이켈슨 간섭계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그 결과의 관찰을 통해 학생들에게 관 내에서 발생한 정

상파의 매질인 공기의 진동 방향이 지름 방향이 아닌 길이 방향임

을 설명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실험을 수행

하기 힘든 경우 교사의 시범실험 등을 통해 대체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일반물리학 책에 언급된 것처럼 움직이지 않는 인쇄물을 통

해 정상파 변위의 방향과 크기를 표현하는 것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 정상파의 변위를 동영상으로 제작하

였고 이 영상 자료를 통해 학생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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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2.1 정상파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는 두 사인형 횡파의 파동 함수를 각

각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sin     sin 

여기서 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파동을 나타내고, 는   방

향으로 진행하는 파동을 나타낸다. 중첩의 원리에 따라 두 함수를

합하면 합성 파동 함수 를 얻을 수 있다.

       sin     sin 

삼각 함수의 항등식을 이용하여, 위 식은 다음과 같이 간단히 할

수 있다.

   sin cos

이 함수는   의 함수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진행하는 파동

의 표현이 아니다. 이러한 파동 함수를 정상파(standing waves)라

한다. 정상파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는 동일한 파동의 중첩으

로 만들어지는 정지한 진동 모양이다. 수학적으로 이 식은 진행파에

대한 파동의 운동보다는 단조화 운동에 가깝다. 매질의 모든 요소는

같은 진동수 로 단조화 운동을 한다. 이 결과로부터, 모든 요소에

서의 단조화 운동은 의 진동수와 위치에 의존하는  sin  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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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을 가짐을 알 수 있다.

정상파의 어떤 위치에서든 요소의 단조화 운동의 진폭은 2 sin 

로 정해지기 때문에 단조화 운동의 최대 진폭은 2가 됨을 알 수

있다. 이런 최대 진폭을 정상파의 진폭으로 정의한다. 최대 진폭은

sin   의 조건을 만족하는

  


 


 


 

일 때 나타난다.    이므로 배(antinode)라고 하는 최대 진폭

의 위치는

  


 


 


 

로 주어진다. 인접한 배와 배 사이의 간격은 임에 주목하자.

비슷한 방법으로 아래의 위치에서 최소 진폭이 주어진다.

   


 


 

이렇게 진폭이 0인 점들을 마디(node)라고 하며, 인접한 마디와

마디 사이의 간격은 이다.

한 쪽 끝이 닫혀 있는 관 내부에서 발생하는 정상파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열린 끝에서는 배, 닫힌 끝에서는 마디가 형

성된다. <그림 Ⅱ-1>은 11배 진동의 모습이다.

<그림 Ⅱ-1> 정상파의 표현



- 12 -

관에 정상파가 발생될 때 실제로 진동하는 공기 기둥의 길이는

관의 길이보다 길다. 관의 길이보다 길어진 길이를 말단보정(end

correction)이라고 하는데, 말단보정은 관의 지름과 관련된 값이다.

말단보정을 고려하여 양쪽이 열린 관에서 실제로 진동하는 공기 기

둥의 길이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는 각각 실제로 진동하는 공기 기둥의 길

이, 관의 길이, 말단보정 길이, 말단보정 상수(end correction

coefficient), 관의 지름을 나타낸다. 말단보정 상수는 양쪽이 열린

관의 경우 0.6, 한쪽만 열린 관의 경우 0.3을 대입한다.

2.2 압전 소자

압전 소자는 힘 및 가속도에 의해 변형을 주면 전압이 발생하고

(압전효과), 반대로 전압을 인가하면 변형이 생기는 성질(역압전효

과)인 압전성을 갖는 것을 말한다. 압전 물질에 전압을 인가하여 임

의 방향의 분극 방향을 한쪽 방향으로 일치시킴으로써 (분극)압전성

을 얻는다. 분극된 압전 소자에 전압을 인가하면 분극 방향과 동일

한 방향에는 인장변형이, 직각 방향에는 압축 변형이 생긴다. 이러

한 압전종효과에 의한 변형을 이용한 것이 압전 소자, 즉 piezo

actuator(PZT) 이다.

압전 소자는 전기적인 에너지를 다른 변환장치 없이 바로 기계적

인 운동으로 바꾸어 주므로 위치제어에 적합한 소자이다(김용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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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준홍, 2003). 또 압전 소자는 m의 단위로 움직임이 가능하기 때

문에 간섭계로 측정할 수 있는 범위의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고, 응

답속도 또한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선형 압전 소자와 관련된 공식은 아래와 같다.

    

    

여기서  는 stress tensor,  는 밀도, 는 부피당 작용하는 힘, 

는 변위 벡터,  는 전기 변위장 벡터,  는 전하량을 의미한다. 보

통의 경우  와 의 값은 0이고, 이 식은 아래와 같이 strain

energy density function을 이용해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이고,  는 strain tensor 이고,  은

elastic stiffness 이다.

또한 선형 압전 소자의 경우 간단히 훅의 법칙과 전기장 변위 벡

터를 이용하여 아래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 식을 정리하여 압전 소자 양단에 걸린 전기장의 크기와 선형

압전 소자의 변위에 대한 아래 식을 유도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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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물질의 압전 계수(piezoelectric coefficient of the

material) 이고, 단위는 mV 이다. 이러한 선형 압전 소자를 이용하

여 선형 모터, 선형 actuator 등을 만드는 연구가 활성화 되어 있다

(Friend et al, 2005; Yueping et al, 2012; 조재욱 등, 2010).

2.3 마이켈슨 간섭계

<그림 Ⅱ-2>은 일반적인 마이켈슨 간섭계의 모식도를 나타낸 것

이다. 거울과 광속분리기(Beam splitter)를 이용한 진폭분리형 간섭

계인 마이켈슨 간섭계는 광원(Laser)에서 나온 빛이 오른쪽으로 진

행하여 광속분리기에 의해서 두 부분으로 갈라지고, 그 중 하나는

오른쪽으로, 다른 하나는 아래쪽으로 진행한다. 이들은 다시 거울들

에 의해 반사되어 광속분리기로 되돌아온다. 이들이 서로 합쳐질 때

간섭무늬가 관찰될 수 있다.

<그림 Ⅱ-2> 마이켈슨 간섭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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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3> 간섭계의 평면 표현

간섭무늬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장치를 구성하고

있는 광학부품들을 수학적 평면으로 표현한 <그림 Ⅱ-3>을 살펴보

자. 검출기의 위치에 있는 관찰자는 광속분리기 속에서 광원 ∑와

더불어 거울 과 를 동시에 보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간섭계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은 일직선상에 있는 것으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은 광속분리기를 통해서 본 의 상이며, ∑는  및 

와 같은 선상에서 움직인다. 구성요소들의 위치는 로부터의 상대

적 거리에 의존한다. 표면 과 는 거울 과 를 통해서 본 광

원 ∑의 상이다. 이제 광원 위의 한 점 에서 나온 광파는 에서

두 부분으로 분리되고 이들은 과 에 의해서 반사된다. <그림

Ⅱ-3>에서는 에서 나온 광파가 ′과 에 의해서 반사되는 것으

로 나타내었다. 또한, Photo Diode에 있는 관찰자에게는 반사된 두

광파가 각각 상점 과 로부터 나오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대개

의 경우 점광원 과 는 가간섭성이므로 합성파의 선속밀도는 다

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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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경로차와 초기 위상차에 의해서 벌생하는 합성 위상차

(phase difference)이다. <그림 Ⅱ-3>에서 볼 수 있듯이 두 광파의

광경로차는 cos이다. 따라서 두 반사파 사이에서 소멸간섭

(destructive interference)이 일어날 조건은 아래와 같다.

cos  

그리고 완전 소멸간섭이 일어나는 지점들 사이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날 조건이 만족한다.

2.4 포토다이오드

포토다이오드는 센서 부분에 빛이 닿으면 광전 효과에 의해 흐르

는 광전류의 양으로 빛의 양을 측정하는 반도체 소자이다. 기본적인

구조는 PN 접합이나 PIN 구조로 되어 있다. 충분한 광자 에너지의

빛이 다이오드의 센서부분에 들어오면 광전자와 양공이 생겨 광전

류가 흐르게 된다.

PN 접합의 vias에는 정방향과 역방향이 있는데 포토다이오드는

역방향 바이어스로 작동한다. 역방향 바이어스에서는 매우 작은 양

의 누설전류가 흐르게 되고, 역방향 전압에 의해 만들어진 전계에

의해 PN 접합의 양단에 전류가 흐르게 된다. 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는 센서 부분에 빛이 조사될 때, 조사되는 빛의 양에 따라 이 누

설전류의 양이 비례하여 변하게 된다. 조사되는 빛이 없을 때 역방

향 전류  는 거의 0에 가깝게 되고, 이 때의 전류를 암전류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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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림 Ⅱ-4>는 PIN 구조의 포토다이오드의 모식도를 나타낸 것

이다. 각 반도체의 두께는 시각적 효과를 과장되게 표현되어 있다.

PIN 구조의 다이오드는 양자효율과 주파수 응답을 최적화하기 위해

공핍층의 두께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이 필요한 실

험에서 많이 쓰인다. 일반적으로 불순물 농도가 매우 낮은 진성층을

가운데에 두고 고농도로 도핑된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가 양 옆

에 존재한다. 충분히 강한 역방향 바이어스 전압이 인가되면 진성층

내부에 강한 전계가 형성되면서 공핍층이 넓어지게 된다. 이때 형성

되는 양공과 전자가 각각 p형, n형 반도체 층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때 광전류가 흐르게 된다.

<그림 Ⅱ-4> PIN 구조의 포토다이오드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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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다이나믹 마이크

마이크로폰의 형태 중 가장 오래된 형태의 다이나믹 마이크는 일

렉트로 마그네틱, 무빙 코일마이크라고 불리기도 한다. 패러데이 법

칙을 이용한 간단한 법칙으로 작동하는 이 마이크의 작동 원리를

<그림Ⅱ-5>에 나타내었다. 감겨진 코일 주변에서 자석을 움직이면

전류가 만들어지는 현상이 전자기 유도이다. 이는 발전기의 원리이

기도 하고, 마이크는 하나의 작은 발전기라고도 볼 수 있다.

전달되는 소리에 의해 진동판이 떨리게 되면 진동판에 연결된 음

성코일이 자석 주위를 운동하게 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전류의 변

화값이 소리의 변화값을 변환하게 된다. 이 과정은 스피커의 작동

원리와 기본적으로 같고 순서만 반대이다.

<그림 Ⅱ-5> 다이나믹 마이크의 작동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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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내부는 진동판에 입력되는 소리 외에도 마이크 내부의 엔

클로져와 코일, 자석 등의 기기적인 내부 공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소리가 더해지게 된다. 이 공진을 일으키는 주파수 대역은 수학에서

말하는 기하평균으로 증명되게 된다. 그 값은 주파수 응답의 최고,

최저치를 곱한 값의 루트값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마이크의 디자인

에는 이 주파수를 감쇄시켜 불피요한 공진을 막는 부분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실제 사용되는 방법에는 진동판 뒤에 연결되어 있는

음성코일을 엔클로져와 실크 같은 천으로 연결해 놓아서 불필요한

진동을 줄이는 기계적인 방법이 이용되기도 한다. 또는 그 신호를

전기회로에서 보정하는 방법도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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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실험 장치

<그림 Ⅲ-1>은 실제 실험 장치의 모습이다. 실험 장치는 관에 음

압을 가할 스피커, 아크릴 관, 작은 거울이 부착된 거울틀, 마이켈슨

간섭계, 오실로스코프, 마이크로폰 등이 있다. 진동에 민감한 마이켈

슨 간섭계는 적절한 방진판 위에 설치되었고, 아크릴 관도 방진판

위에 고정될 수 있도록 설치하였다. 진행된 실험은 총 3종류로 분류

할 수 있는데, 실험의 의도에 따라 스피커가 직류 전원 장치와 압전

소자로, 또 마이켈슨 간섭계가 마이크로폰으로 대체되기도 하였다.

오실로스코프의 데이터는 GPIB(General Purpose Interface

Bus)-USB 어뎁터를 통해 컴퓨터로 전송되고, 전용프로그램인 Open

Choice Desktop을 통해 csv, bmp 형식의 파일로 저장하여 분석하였

다.

<그림 Ⅲ-1> 실제 실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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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음원 및 관

실험의 특성상 출력이 크고, 질량이 무거워 음원 자체의 미세한

움직임도 없는 음원이 필요하여 <그림 Ⅲ-2>과 같이 삼미전자의

고출력 스피커인 SU-150EF( W, )를 사용하였다. 또 아크릴

관에 전달되는 평균 음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스피커와

관을 견고하게 고정시키는 과정이 필요하였고, 이를 위하여 <그림

Ⅲ-3>처럼 PVC 파이프와 3D 프린터로 출력한 구조물을 이용하였

다. PVC 파이프는 안쪽에 나선형 홈을 파서 스피커 입구와 결합하

였고, 3D 프린터 출력물은 <그림 Ⅲ-4>처럼 두 부분으로 출력하여

순간접착제로 접착시켰다. 이 부분들을 통칭하여 ‘연결부위’라고 하

고, 연결부위와 아크릴 관은 테이프로 접착하여 상대적인 위치를 고

정하였다.

<그림 Ⅲ-2> 스피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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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 스피커와 관의 연결 부위

<그림 Ⅲ-4> 3D 프린터 출력물

아크릴 관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이 저렴한 아크릴

파이프를 사용하였다. 또한 내부의 상황을 보며 광축을 정렬하여야

하기 때문에 투명한 아크릴 관을 쓰는 것이 실험에 도움이 된다. 관

의 길이는 2 m, 관의 내경은 40 mm, 외경은 44 mm로 고정하였다.

스피커에 입력되는 신호는 함수발생기를 사용하였다. 정확한 측정

을 위해 디지털 함수발생기를 사용하였고, 입력 신호의 크기와 진동

수를 미세조정할 수 있었다. 사용한 기기는 HEWLETT PACKARD

사의 33120A이고, 스피커와는 BNC Connector를 이용해 연결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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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림 Ⅲ-5> 함수발생기

3.2 레이저

실험에 사용된 레이저는 TEACHSPIN 사의 Modern

Interferometry에 포함되어 있는 헬륨-네온 레이저이다. 레이저의 파

장은 632.8nm, 출력은 0.8mW, beam diameter는 0.48mm, beam

divergence는 1.8mrad이다. 레이저와 이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컨트

롤 박스의 사진은 아래의 마이켈슨 간섭계 파트에 포함되어 있어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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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마이켈슨 간섭계

<그림 Ⅲ-6>은 실험에 사용된 마이켈슨 간섭계의 사진이다. 전체

적으로 넓은 광학대 위에 THORLABS 사의 광학 부품들을 사용하

여 고정시켰다. 거울은 실험에 사용된 붉은색 레이저의 파장

(632.8nm)을 고려하여 protected silver mirror인 PF10-03-P01

(THORLABS)을 사용하였고, 광속분리기는 50:50 Beam-splitter

(THORLABS)인 EBS1을 사용하였다.

<그림 Ⅲ-6> 실험에 사용한 마이켈슨 간섭계

포토다이오드는 TEACHSPIN 사의 Modern Interferometry에 포

함되어 있는 장치를 Tektronix 오실로스코프에 연결하여 사용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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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거울틀

거울틀은 3D 프린터를 이용해 제작되었다. 거울틀은 내부 거울틀

과 외부 거울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내부 거울틀은 관의 내경인

40mm에 맞추어 제작되었고, 정중앙에는 거울을 부착할 수 있는 원

형 홈을 만들었다. 홈에 순간 접착제를 이용하여 아주 작은 거울을

부착하였다. 부착한 거울은 THORLABS 사의 소형 원형 거울인

PF03-03-P01 이다. 내부 거울틀은 부착된 거울을 지탱할 수 있어야

하고 외부의 환경 변화(음압 변화에 따른 공기의 흐름)에 따라 진동

할 수 있어야 한다. 3D 프린터의 출력 분해능이 0.2mm였기 때문에,

내부틀의 다리 두께와 개수를 변화시키며 최적화된 수치를 찾기 위

해 노력하였다. 다리 개수는 서로 각도가 180°가 되도록 2개를 설치

한 경우와, 각도가 90°가 되도록 4개를 설치한 경우를 비교해 보았

다. 다리의 개수가 4개가 되면, 거울틀을 넣었을 때와 넣지 않았을

때 관의 공명진동수에 차이가 생겼다. 거울틀은 오직 공기의 움직임

을 측정하기만 해야하고, 공기의 흐름 자체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

다. 따라서 다리의 개수는 2개로 하기로 하였고, 비슷한 과정을 거

쳐 다리의 두께는 1mm로 제작하였다.

내부틀의 측면에는 자석을 끼워넣을 수 있는 4개의 홈을 만들었

다. 외부틀에도 같은 위치에 홈을 파서 자기력으로 틀의 평형점 위

치가 고정되도록 설계하였다. 자석은 일반적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네오디뮴 자석을 사용하였다. 내부 거울틀에는 두께가 얇은 것을,

외부틀에는 상대적으로 두께가 두꺼운 것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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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내부틀의 설계도

(b)

내부틀 출력물

(c)

외부틀 출력물

<그림 Ⅲ-7> 거울틀의 설계도와 출력물

3.5 분석 장치

포토 다이오드의 신호는 Tektronix 사의 TDS 220 오실로스코프

에 연결하여 신호를 받았다. 오실로스코프는 다시 컴퓨터와

GPIB-USB Connector로 연결되어 OpenChoice Desktop Software를

통해 csv, bmp 확장자로 저장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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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8> 분석 프로그램. OpenChoice Desk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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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험 방법

4.1 관의 공명 진동수 측정

우선 2m 길이의 아크릴 관의 한 쪽 끝에 고출력 스피커를 연결하

고, 이 때 관 내로 유입되는 음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연결

부위’를 통해 연결하였다. 관 내에는 관의 반대쪽 끝, 즉 열린 끝을

통해 마이크로폰을 집어넣어 직접적으로 공명 진동수를 측정하였다.

스피커의 진동수는 디지털 함수발생기를 이용하여 1Hz 단위로 변화

시켰고, 마이크로폰에서 들어오는 신호는 디지털 오실로스코프로 그

진폭을 분석하였다. 1Hz씩 변화시키며 오실로스코프 신호의 크기를

관찰하였고 주변부보다 높은 진폭을 나타내는 지점을 공명진동수로

결정하였다.

<그림 Ⅳ-1>은 실험의 모식도이다. 실험에 사용된 아크릴 관의

길이는 2m이고, 내경은 40mm, 외경은 44mm이다. 공명 진동수 측

정 실험에서는 스피커에 입력되는 함수발생기의 출력은 너무 크지

도 너무 작지도 않게 2.0V로 유지되었고, 마이크로폰의 위치는 관의

열린 끝으로부터 90cm 지점으로 하였다. 실험실의 온도는 약 20 ±

1 °C로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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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실험1. 관의 공명 진동수 측정

공명진동수를 측정한 뒤에는 제작된 거울틀이 공명진동수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거울틀의 위치를 30cm, 60cm, 90cm

지점에 두고 같은 실험을 반복하였다. 거울틀은 오직 공기의 움직임

을 측정하기만 해야하고, 공기의 흐름 자체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되

기 때문에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친 후 가장 적절한 스케일의 거울

틀을 사용하였다.

4.2 거울의 변위와 간섭무늬의 세기 사이의 상

관 관계

<그림 Ⅳ-2>은 실험의 모식도이다. 마이켈슨 간섭계를 기본 구조

로 하고, 한쪽 거울에는 압전소자를 직류전원장치에 연결된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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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 실험2. 거울의 변위와 간섭무늬의 세기 측정

부착하였다. 압전소자에 전압을 -10V부터 +10V까지 0.1V 단위로

변화시키며 입력하여 거울의 변위와 간섭무늬의 세기 사이의 상관

관계를 구하였다. 이론적으로 두 경로에서 빛의 경로차 의 함수로

간섭무늬의 시간 평균 빛의 세기(time-averaged light intensity)는

다음과 같다.

  maxcos





4.3 관 내 공기의 진동 측정

<그림 Ⅳ-3>은 실험의 모식도이다. 마이켈슨 간섭계를 기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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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 실험3. 관 내 공기의 진동 측정

로 하고, 한 쪽 거울은 거울틀에 부착하여 관 내에 위치시킨다. 거

울틀의 크기는 관의 내경인 40mm에 맞게 제작되었고, 두께는 1mm

이다. 거울틀의 위치는 외부틀에 부착된 자석을 이용해 조절하였고,

투명한 아크릴 파이프의 내부를 들여다보며 광축정렬을 수행하였다.

마이크를 통해 측정된 2m 아크릴 관의 공명진동수는 40Hz,

118Hz, 229Hz, 295Hz, 374Hz, 454Hz이다. 이 중 스피커의 출력 가

능 주파수 범위가 150 ~ 5,000Hz이고, <그림 Ⅳ-4>의 주파수 특성

곡선을 고려하여 7배 진동(295Hz,), 9배 진동(374Hz), 11배 진동

(454Hz)에서 측정된 데이터의 분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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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4> 사용된 스피커의 주파수 특성 곡선

4.3.1 입력 전압과 변위에 따른 관 내 공기의

진동 측정

각각의 진동수를 디지털 함수발생기로 스피커에 입력하였고, 거울

틀의 위치를 열린 끝으로부터 1cm, 10cm, 20cm, 30cm, 40cm 등

10cm 씩 변화시키며 정중앙인 100cm까지, 총 11개의 지점에서 측정

을 수행하였다. 또 한 위치에서는 스피커에 입력되는 전압을 1V에

서 10V까지 1V씩 변화시키며 측정하였고, 한 입력값마다 외부 원인

을 제거하기 위해 10개씩 데이터를 얻었다. 그렇게해서 하나의 진동

수 당 1,100개의 데이터를 얻었고, 총 3,300개의 데이터를 수집하였

다.



- 33 -

4.3.2 7배 진동의 반 파장 내에서 세부 변위의

측정

7배 진동에 해당하는 295Hz에서 관 내부 공기 진동의 변위를 반

파장 내에서 세밀하게 측정하였다. 말단 보정을 포함하여, 이론상 7

배 진동에서 첫번째 마디에 해당하는 28.9cm 지점과 배 지점에 해

당하는 57.9cm, 두번째 마디에 해당하는 86.9cm 지점의 데이터를 추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측정범위를 결정하였다. 측정한 부분은 관의

열린 끝으로부터 30cm 지점부터 3cm 간격으로 87cm 지점까지 총

20군데 지점에서 5V와 10V를 입력하였고, 각 지점에서 10번씩, 총

400개의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가장자리 효과에 의한 오차를 줄이기

위해 총 2m 짜리 관의 중앙 부분을 측정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중첩의 원리를 이용해 이론적으로 계산한 정상파의

진폭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sincos

여기서 , , , , 는 각각 음파의 진폭, 파수, 변위, 각진동수,

시간이다. 하나의 실험에서는 한 종류의 진동수와 진폭을 음원으로

써 이용하기 때문에 cos 항은 시간 에 의해서만 변화하고, sin 항

은 정상파의 각 지점을 의미하는 값인 에 따라 변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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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시뮬레이션 제작

서론에서 언급한 대로, 그림으로는 관 내 정상파의 변위의 방향과

크기가 관의 지름 방향이 아니라 길이 방향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심지어 오개념을 유발할 수도 있다. 그래서 공기

진동의 종파적 특성을 간단하게 보여줄 수 있는 시뮬레이션을

Excel Visual BAsic(VBA)을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단순히 시뮬레이

션을 보여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실험을 통

해 측정한, 또는 시범실험을 통해 교사가 측정한 변위를 엑셀 파일

에 입력하면 그에 맞게 진동하게 되는 종파 시뮬레이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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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실험 결과

5.1 관의 공명 진동수 측정

5.1.1 거울틀이 없을 때

아크릴 관의 한 쪽 끝은 작은 구멍이 뚫린 cap으로 막고 스피커

를 연결하여 소리를 발생시키면 열린 끝에서 반사가 일어나서 관

내부에 정상파가 형성된다(Potter D., 2003). 이때 반사되는 끝이 어

떤 종류의 cap으로 막혀 있으면(Closed tube), 자유단 반사, 열려 있

으면(Open tube) 고정단 반사가 일어난다.

(a) 막힌 끝에서의 자유단 반사 (b) 열린 끝에서의 고정단 반사

<그림 Ⅴ-1> 막힌 끝과 열린 끝에서의 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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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은 스피커, 아크릴 관, 마이크로폰, 함수발생기를 이

용해 이를 실험적으로 증명한 것이다. 스피커에 0.5Hz 정도로 주기

가 긴 사각파를 적절한 크기로 입력시켰고, 관이 중앙 부분에서 마

이크로폰으로 압력의 변화를 측정하여 오실로스코프로 받은 것이다.

닫힌 관과 열린 관에서 각각 자유단 반사, 고정단 반사가 일어난 것

을 알 수 있다. 완벽한 pulse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peak

신호 뒷 부분이 다소 왜곡되었지만 반사된 것을 확인하는 데는 문

제가 없다.

본 실험에서는 이렇게 열린 관에서 고정단 반사한 파동와 관의

끝을 향해 나아가는 원래 파동이 정상파를 이룰 것임을 가정하고,

이 파동들의 중첩, 즉 정상파를 관찰할 것이다.

최초의 파동은 스피커를 이용해 관에 음압을 전달해줌으로써 시

작된다. 이때 스피커와 아크릴 관의 결합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것

이 중요한데, 아크릴 관으로 입력되는 음압을 일정하게 해주기 위함

이다. 한쪽이 열린 관에서 공명진동수는 다음 식과 같다.

 




은 n번째 공명진동수를 의미하고, 는 공기 중에서 소리의 속력,

는 말단보정 효과를 고려한 공기 기둥의 유효 길이이다.

<그림 Ⅴ-2>는 관의 열린 끝으로부터 90cm 지점에 마이크로폰을

놓고 진동수를 1Hz씩, 5Hz씩 변화시키며 마이크로폰에 연결된 오실

로스코프 신호의 진폭을 나타낸 것이다. 30Hz부터 470Hz까지 5Hz

단위로 변화시키며 측정하였고, 공명진동수 근방에서는 1Hz 단위로

진동수를 변화시키며 측정하였다. 가로 축은 진동수, 세로축은 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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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2> 관의 공명 진동수 측정

로스코프 신호의 진폭이며, 데이터 레이블은 그 주변에서 가장 큰

진폭을 보인 진동수, 즉 공명진동수에만 표시하였다.

데이터에 따르면 지름이 40mm, 길이가 2m인 아크릴 관의 공명진

동수는 각각 40Hz, 118Hz, 229Hz, 295Hz, 374Hz, 454Hz 이다. 그러

나 스피커의 주파수 특성 곡선을 참고하여 [그림 8페이지 참조] n =

7, 9, 11 인 공명진동수를 중점적으로 이후의 실험들을 수행하였다.

이론적으로 실내 온도가 섭씨  °C 일 때, 소리의 속력은 다음과

같다.

  ×





이에 따라 섭씨 20 °C 의 실험실에서 소리의 속력과 가장자리 효

과를 고려하여 2m 관의 이론적인 공명진동수를 계산할 수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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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실험값과 비교하면 <표 Ⅴ-1>와 같다.

n 이론값(Hz) 실험값(Hz) 오차율

1 42.3 40.0 -0.0544

3 127 118 -0.0709

5 212 229 0.0802

7 296 295 -0.00338

9 381 374 -0.0184

11 466 454 -0.0258

<표 Ⅴ-1> 공명 진동수 이론값

n = 7, 9, 11 인 공명진동수는 이론값과 2.60 % 이내에서 일치하

였다. 특히 n = 7의 경우에는 이론값과 오차범위 0.338% 이내에서

일치하여 반 파장 내에서 정밀한 변위를 측정하기에 적절한 진동수

로 판단되었다.

5.1.2 거울틀이 있을 때

거울틀의 유무가 관의 공명진동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

해 열린 끝으로부터 30cm, 60cm, 90cm 지점에 각각 제작된 거울틀

을 놓고 공명진동수를 측정하였다.

<그림 Ⅴ-3>는 거울틀의 위치를 변화시키며 마이크로폰으로 진

동수에 따른 오실로스코프 신호의 진폭을 나타낸 것이다. 가로 축은

진동수, 세로축은 오실로스코프 신호의 진폭이며, 오른쪽의 범례는

각각 관의 열린 끝으로부터 거울틀의 위치를 나타낸다. <표 Ⅴ-2>

는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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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3> 거울틀의 위치에 따른 공명 진동수 변화

n X 30cm 60cm 90cm

1 40 40 40 40

3 118 117 118 118

5 229 230 230 230

7 295 295 295 295

9 374 375 376 374

11 454 454 455 455

<표 Ⅴ-2> 거울틀의 위치에 따른 공명 진동수 변화

그래프와 표로 확인할 수 있듯이 각 진동수에서의 진폭은 조금씩

변하지만 공명진동수는 크게 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95로

일정하게 측정된 7배 진동인 295Hz에서 반 파장 내의 정밀한 변위

측정 실험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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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거울의 변위와 간섭무늬의 세기 사이의 상

관 관계

압전 소자에 직류 전원 장치를 연결하여 전압을 -10V 에서 10V

까지 0.1V 씩 변화시키며 간섭무늬의 세기를 포토다이오드로 측정

하였다. 측정한 데이터는 이론적으로 예상되는 형태인 cos 으로

fitting을 하여 식을 구해보았다.

<그림 Ⅴ-4>은 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이다. 그래프의 가로축은

압전 소자에 입력된 전압을 의미하고, 세로축은 포토 다이오드를 통

해 오실로스코프에 표시된 간섭무늬의 세기를 나타낸 것이다. 검은

점은 실험 데이터, 붉은 점은 분석 프로그램인 Origin의 삼각함수

fitting 기능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sine 함수로 추정하였고, 삼각 함

수의 공식을 이용해 cos2 함수로 변환하였다. 변환된 함수의 식을

그래프 위에 표시하였다.

오실로스코프의 신호는 100ns 동안의 신호를 받아 평균하여 사용

하였다. 압전 소자가 전압을 받아 변형되고 안정되기까지 약 5초 정

도 기다린 뒤 측정하였다. 직류 전원장치는 디지털 형태로 전압을

표시하는 장치였고, 소수 아래 둘째자리까지 표시가 가능하였다. 그

래프를 보면 약 1V 에서 4V 사이의 골 부분에서 이론값과 차이가

가장 많이 나고 간섭무늬의 threshold 도 왼쪽의 첫번째 골 부분보

다 더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실험에 사용된 간섭계는 광학대에 고

정된 간섭계의 많은 광학 부품들의 미세한 움직임에도 반응하는 것

이었다. 0.1V 간격으로 전압을 변화시키며 측정하는 과정에서 시간

이 흘렀고, 광학 부품의 미세한 움직임에 의해 threshold가 조금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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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4> 거울의 변위와 간섭무늬의 세기와의 관계

하는 오차가 발생하였다. 또한 고현필(2005)에 따르면 압전 소자에

전압을 걸어주면 압전 소자가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게 되고, 이러한

움직임이 반복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압전 소자에 발생되는 피로

도(Fatigue)가 증가하여 압전 소자 내부에 Microcrack이 생성되고

움직임에 오차가 생긴다. 이에 따라 이론적인 예측과 모양이 조금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인 모양이 삼각함수 형태를 따른다는 것을 확

인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었다.

또한 실험에 사용된 압전 소자는 선형 압전 소자로써 압전 소자

에 걸린 전기장의 크기에 비례하는 변위를 가진다. 이를 식으로 표

현하면 다음과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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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는 물질의 압전 계수(piezoelectric coefficient of the

material)이고 단위는 mV 이다. 따라서 이 실험 결과를 토대로 거

울의 변위는 압전 소자에 걸어준 전압에 비례하고, 거울의 변위()

와 간섭무늬의 세기( ) 사이에는 다음의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cos

5.3 관 내 공기의 진동 측정

5.3.1 입력 전압과 변위에 따른 관 내 공기의

진동 측정

스피커의 주파수 특성 곡선을 고려하여 n = 7, 9, 11에 해당하는

295Hz, 374Hz, 454Hz의 음압을 2m 아크릴 관에 일정하게 가해주었

다. 각각의 진동수를 디지털 함수발생기로 스피커에 입력하였고, 거

울틀의 위치를 열린 끝으로부터 1cm, 10cm, 20cm, 30cm 등 10cm

씩 변화시키며 100cm까지, 총 11개의 지점에서 측정을 수행하였다.

한 위치에서 스피커에 입력되는 전압을 1V에서 10V까지 1V씩 변화

시키며 측정하였고, 한 입력값마다 10개씩 데이터를 얻었다. 하나의

진동수 당 1,100개의 데이터를, 총 3,300개의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그림 Ⅴ-5>은 Tektronix TDS 220 오실로스코프로 전송된 데이

터를 Open Choice Desktop 소프트웨어와 GPIB-USB 포트를 통해

컴퓨터로 전송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거울이 peak-to-peak로 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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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Ⅴ-5> 관내 정상파 속에서 거울틀의 움직임에 따른

간섭무늬의 세기 변화

일 때 간섭무늬의 threshold를 지나 되돌아오게 되고, 전체 진폭이

threshold-to-threshold에 비해 어느 정도 배율을 가지는지를 비율로

표현하여 거울틀의 진폭을 추정해낼 수 있다. <그림 Ⅴ-5>의 (a)는

0.952배, <그림 Ⅴ-5>의 (b)는 2.14배, <그림 Ⅴ-5>의 (c)는 5.73배

에 각각 해당하는 데이터이다.

그러나 만약 데이터의 진폭이 충분히 크지 않아 한 threshold 안

에서 전체 신호의 peak-to-peak가 포함되어 신호가 움직이는 상황

에서는 간섭무늬의 cos2 형태를 고려해주어야 한다. 아래 그래프를

비교해보면 이러한 차이를 명확히 알 수 있다.

<그림 Ⅴ-6>은 295Hz, 5Vpp의 신호를 관에 넣어주고, 열린 끝으

로부터 30cm 지점에서 측정한 데이터이다. 총 10번의 데이터를 측

정한 것 중 3개의 데이터를 나타낸 것이다. 가로축은 시간, 세로축

은 포토다이오드에서 측정된 신호의 세기를 나타낸다. 가장 위의 그

래프(upper threshold)는 신호가 위쪽 임계치에 걸친 경우, 중간 그

래프(lower threshold)는 신호가 아래쪽 임계치에 걸친 경우, 가장

아래의 그래프(none)는 신호가 임계치에 걸리지 않고 가운데에서 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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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6> 동일한 지점에서 측정된 3개의 데이터

직인 경우이다. 세 경우 임계치는 점선으로 표시하였고, 최대 임계

치와 최소 임계치는 각각 -4.32V, -9.12V이다. 세 경우 모두 같은

조건 하에서 측정된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같은 거울의 진폭을

나타내야 한다. 그러나 눈으로 확인했을 때에도 명확히 가장 아래

그래프에서 빛의 세기 변화가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간섭무늬의 세기가 거울의 진폭과 선형으로 비례하지 않고

cos2의 형태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아래의 그래프를 참고하면 이

러한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림 Ⅴ-7>은 위 데이터와 동일한 임계치를 가지는 임의의 삼

각함수를 그린 것이다. 가로축은 각도 를 100부터 460까지 나

타내었고, 세로축은 상대적인 간섭 무늬의 세기를 나타낸다. 정확한

식은     cos 이고 그래프의 위 쪽에 표시하였다. 굵게

표시된 부분을 왼쪽부터 ①, ②, ③으로 표시하였다. ①, ②, ③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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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7> 동일한 지점에서 측정된 세 데이터의 의미 분석

각 <그림 Ⅴ-7>의 upper threshold, lower threshold, none 에 해당

한다. 이 자료를 통해, 거울이 같은 변위를 움직이더라도 임계치에

걸쳐서 거울이 움직일 경우가 걸치지 않고 움직이는 경우에 비해

간섭 무늬의 세기가 더 많이 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거울의 진폭

이 작을 때는 이런 점도 고려를 해서 복잡한 해석을 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스피커에 입력하는 전압을 높여 음압의 변화를 크게 해준

다면, 거울의 진폭도 커질 것이고, 거울의 진폭이 커지면 이러한 차

이는 보다 작은 오차를 유발하게 될 것이다. <그림 Ⅴ-8>이 그 내

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음압의 변화가 충분히 커져서 간섭무늬의

세기가 여러번의 threshold를 지나게 된다면 간섭무늬의 세기 변화

는 거울의 진폭과 거의 선형을 이루게 되고, 이는 입력 음압의 변화

가 클수록 더욱 선형에 가까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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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8> 음압이 충분히 클 때의 데이터 분석

그러나 입력 전압이 너무 커지는 경우에는 스피커 자체의 떨림,

관 자체의 떨림, 관의 열린 끝에서 발생하는 통제하기 힘든 공기의

왜곡, 입력한 공명진동수 외의 다른 공명진동수(특히 기본진동)로

공명하는 현상 등 또다른 오차를 야기하게 되기 때문에 적절한 크

기의 음압이 필요하다.

한편 7배, 9배, 11배 진동 각각의 경우에 이론상 배(Anti-node),

마디(Node), 진폭이 배의 1/2 인 지점은 아래의 <표 Ⅴ-3>와 같다.

7배 진동 9배 진동 11배 진동

열린 끝으로부터의

거리(cm)

배 57.9 90.1 36.8

마디 28.9 22.5 92.1

1/2 38.6 60.0 49.1

<표 Ⅴ-3> 7, 9, 11배 진동에서 이론상 배, 마디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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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9> 7배 진동의 교과서 표현

<표 Ⅴ-3>에서 알 수 있듯이 7배 진동인 295Hz에서 배, 마디, 그

리고 진폭이 배의 1/2인 지점은 각각 열린 끝으로부터 57.9cm,

28.9cm, 38.6cm 지점이다. 이를 전통적인 교과서 상의 그림으로 나

타낸 것이 <그림 Ⅴ-9>이다.

<그림 Ⅴ-9>에 표시된 세 지점 근처인 60cm, 30cm, 40cm 지점

에서 얻은 데이터를 분석한 것을 <그림 Ⅴ-10>에 표시하였다. 가로

축은 입력 전압이고 스피커에 입력되는 전압을 1V씩 바꿔가며 거울

틀의 상대적인 변위를 측정하였고, peak-to-peak가 threshold-to-

threshold의 몇 배인지를 상대적인 진폭으로 매개화하여 표준편차와

함께 세로축에 표시하였다. 배, 마디, 1/2 지점 모두에서 입력 전압

이 커짐에 따라 공기의 진동 폭도 커짐을 알 수 있다. 또한 배 지점

이 1/2 지점보다, 1/2지점이 마디 지점보다 같은 전압에서 더 큰 진

동 폭을 가지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동일한 방법으로 9배 진동인

374Hz, 11배 진동인 454Hz의 데이터를 분석한 그래프를 <그림 Ⅴ

-11>과 <그림 Ⅴ-12>에서 함께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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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0> 7배 진동에서 측정한 데이터

<그림 Ⅴ-11> 9배 진동에서 측정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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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2> 11배 진동에서 측정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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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7배 진동의 반 파장 내에서 세부 변위의

측정

실험에 사용한 스피커는 아주 낮은 진동수에서는 불안정한 특성

을 나타내었다. 앞에서 진행한 실험의 결과, 마이크로폰으로 측정한

공명진동수가 말단보정까지 고려한 이론적인 공명진동수와 가장 안

정되게 일치하는 것이 바로 295Hz였다. 또한 7배 진동은 7, 9, 11배

진동 중 가장 파장이 길어 반 파장 내에서 세부 변위를 측정했을

때 공기 진동의 진폭 가 거리 와   sincos의 관계에

있음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7배 진동에 해당하는 295Hz에서 관 내부 공기 진동의 변위를 반

파장 내에서 세밀하게 측정하였다. 이론상 첫번째 마디에 해당하는

28.9cm 지점과 두번째 마디에 해당하는 86.9cm 지점의 데이터를 추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측정범위를 결정하였다. 측정한 부분은 관의

열린 끝으로부터 30cm 지점부터 3cm 간격으로 87cm 지점까지 총

20군데 지점에서 5V와 10V를 입력하였고, 각 지점에서 10번씩, 총

400개의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가장자리 효과에 의한 오차를 줄이기

위해 총 2m 짜리 관의 중앙 부분을 측정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림 Ⅴ-13>은 스피커에 입력된 신호의 세기가 5V인 경우, 총

200개의 데이터를 표준편차와 함께 나타낸 것(experiment)과 Origin

프로그램의 sine fitting 기능을 이용하여 이론식을 추정(fitting)한

것이다. 가로축은 거울틀이 열린 관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이다. 이해

를 돕기 위해 아래에는 관의 모형을 함께 나타내었다. 왼쪽 끝은 열

린 끝이고, 오른쪽 끝은 공간의 제약 때문에 생략하였다. 세로축은

상대적인 거울의 변위를 표현한 것이다. 각각의 experiment 점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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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3> 7배 진동, 5V에서 3cm 간격의 미세 변위 측정

개의 측정값을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해 나타낸 것이다. fitting 된

함수와   값은 그래프의 상단에 표시하였다.

<그림 Ⅴ-14>는 스피커에 입력된 신호의 세기가 10V인 경우, 총

200개의 데이터를 표준편차와 함께 나타낸 것(experiment)을 추정

(fitting) 함수와 함께 나타낸 것이다. 5V의 전압을 걸어주었을 때와

비교하여  값이 작고 특히 배 지점 근처(54cm ~ 63cm)에서 추정

함수보다 더 큰 변위 진폭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관 내로

가해지는 음파의 세기가 강하면 관 자체의 진동 등 위에서 언급한

내용에 의해 이론적 예상과 차이가 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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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4> 7배 진동, 10V에서 3cm 간격의 미세 변위 측정

5V, 10V 두 경우에 추정된 식을 살펴보면 마디의 진폭이 완전히

0이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스피커에서 발생한 파동이 관의

열린 끝에서 완전히 반사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투과하고 일부만

반사가 되기 때문에 두 파동의 진폭이 다름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또한 Samuel Jacobs(1979)에 따르면 진동하는 정상파도 계속해서

에너지를 발산하기 때문에 정상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공급해주어야 하고 이것이 결국 마디 지점에도 어느 정도의 진폭을

형성한다.

이상의 실험을 학교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간섭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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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리와 반사파에 의한 중첩으로 관 내에서 정상파가 발생한다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생들이 실제로 실험을 하는 것이 어렵다면 교사가 시범실험을 통

해 수행하고 설명할 수 있다. 간단히 마디와 배 지점의 변위만을 측

정하여 차이가 나는 것을 비교해보고 실제로 거울의 운동을 야기하

는 공기의 진동이 배 지점에서는 크고 마디 지점에서는 작음을 간

접적으로 체험해볼 수 있다. 또한 거울의 방향이 관의 지름 방향이

아닌 길이 방향이기 때문에 소리의 종파적 특성을 동시에 습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5.4 시뮬레이션 제작

일반적인 표현으로 관 내 정상파는 종파, 즉 진동 방향과 진행 방

향이 평행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마치 횡파, 즉 진동 방향과 진행 방

향이 수직인 것처럼 표현할 수밖에 없는 지면 상의 한계가 있다. 이

를 개선하기 위해 영상을 제작하여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또한 학생

스스로 측정한 데이터를 입력하여 그 거동을 관찰한다면 탐구 활동

으로써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학생들의 실험, 또는 교사의 시범실험으로 얻은 각 지점의 변위

데이터를 엑셀 파일에 입력하면 그 데이터의 진폭에 맞게 진동하여

종파의 모양을 관찰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을 아래와 같이 개발하였

다. 학생들은 본인이 입력한 데이터에 따른 정상파를 관찰하며 실제

정상파와 얼마나 비슷하게 움직이는 지를 직접적으로 비교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파동과 왼쪽으로 진행하는 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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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5> VBA를 이용한 Excel simulation

을 각각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sin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파동

 sin  왼쪽으로 진행하는 파동 1

여기서 는 진폭, 는 파수, 는 위치, 는 각속도, 는 시간이다.

Excel VB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러한 파동의 시뮬레이션을 종파

와 횡파로 각각 만들어 학생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 <그림 Ⅴ-15>

은 시뮬레이션 중의 한 과정을 나타낸 것이고, 실제 시뮬레이션 영

상은 웹에 첨부하여 수업 자료로 활용될 수 있게 하였다. 업로드 관

련 내용은 엑셀 sheet에 대한 설명과 함께 [부록1]에 첨부하였다. 또

한 VBA 코딩 내용은 모두 [부록2]에 첨부하였으니 학생이나 교사

가 이를 참고하여 직접 시뮬레이션을 만들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진행파와 반사파가 중첩되어 정상파를 이루는 것을 이론적으로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 이론적인 시뮬레이션과 학생들이 직접 실험

한 것을 비교하며 학생들에게 개념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이론적 시뮬레이션 영상과 저자가 측정한 <그림 Ⅴ-13>의 데이터

를 입력하여 시뮬레이션 한 것도 역시 웹에 첨부하였다.

서두에서 설명하였듯이 많은 학생들이 도식 때문에 관내 정상파

를 횡파로 인식한다. 그렇지 않은 학생이더라도 명확하게 종파로써

관내 정상파를 인식하기 보다는 단순히 ‘음파는 종파’의 형태로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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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고 있는 학생들이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종파와 동

시에 횡파 시뮬레이션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수업과 인지 변화에

효율적일 것이다. 따라서 횡파 시뮬레이션도 같이 제작하여 웹에 첨

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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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요약 및 결론

6.1 요약

학생들은 관 내 정상파가 횡파가 아니라 종파라는 것을 암기하고

있으나 그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에는 어려움을 느낀다. 이는

교과서의 획일적인 그림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러한 시각

자료는 학생들에게 가장 많은 정보를 전달하며 개념의 시각화가 학

생들의 개념 인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고등학교 물리 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대학교 교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대학 교재에서는 다만 지면으로 나타내는 것에 한계가 있고,

관 내에 존재하는 정상파인 음파는 분명히 종파이지만 어쩔 수 없

이 횡파처럼 형상을 나타내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지면 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업 시간에 활용

가능한 시뮬레이션을 개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학생들

이 직접 활동을 하여 물리량을 측정하고 결론을 내리는 탐구활동이

학생들의 개념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생들이 직접,

만약 여건이 안된다면 교사가 시범실험을 수행하여 얻은 데이터를

토대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 시뮬레이션을 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길이 2m, 직경 40mm의 아크릴 관을 이용하여 공

명진동수를 측정하고, 관을 공명시키며 관 내에 존재하는 거울의 변

위를 마이켈슨 간섭계를 이용하여 나노 미터 단위로 측정하였다. 관

의 공명 진동수는 마이크로폰으로 직접 측정하였고, 마이켈슨 간섭

계의 한 축 역할을 할 거울과 거울틀이 공명 진동수에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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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에 대해 실험을 수행하였다. 또한 piezo actuator와 직류 전원

장치를 이용하여 거울의 변위와 간섭 무늬의 세기 사이의 관계가

cos2에 비례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측정

된 관 내 공기입자의 변위를 계산해내었다. 한 지점, 한 입력전압

당 10번씩 측정된 데이터는 표준편차와 함께 그래프로 제시되었고

이론값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종파와 횡파 시뮬레이션을 제작하여 웹 싸이트를 통해 제공하였

고, 이 자료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관 내 정상파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Excel VBA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부록]에 제시된 내용을 이해하고 학습하여 직접 정상파의 거동을

시뮬레이션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6.2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길이 2m, 직경 40mm의 아크릴 관을 이용하여 공

명진동수를 측정하고, 관을 공명시키며 관 내에 존재하는 거울의 변

위를 마이켈슨 간섭계를 이용하여 나노 미터 단위로 측정하였다. 학

교 현장에서는 2m 짜리 관을 사용하기가 힘들 수 있으므로 30cm

정도의 짧은 관을 사용하여 실험을 수행해도 좋을 것이다. 보통 실

험에 사용하는 레이저의 경우 radiation 정도에 따라 마이켈슨 간섭

계의 양 쪽 거울로부터 광속분리기까지의 거리를 비슷하게 맞추어

주어야 간섭무늬가 잘 나타나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 실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정상파의 진폭을 너무 크게하면 기본 진동으로 인한

떨림이나 관 자체의 떨림 등 오차 요소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진

폭을 너무 크게해서는 안된다. 그렇다고 진폭을 너무 작게 하면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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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 무늬의 세기가 거울의 변위와 선형으로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cos2에 비례하기 때문에 정확한 변위를 측정할 수가 없다. 따라서

실험 분석에 가장 적합한 무늬의 변화는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

다.

≤ 

 
≤ 

즉, 포토다이오드로 측정된 peak와 peak 사이의 전압 차이가 임계

점 사이의 전압 차이의 2배에서 5배 정도 사이에서 측정된 값이 가

장 적절하다.

고등학교 ‘물리Ⅰ’에서는 ‘소리와 빛’ 단원에서 공명 현상이 포함되

어 있다. 또한 ‘물리Ⅱ’의 ‘파동과 빛’ 단원에서는 정상파와 공명, 회

절과 간섭 등 일반적인 파동의 성질을 설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탐구 활동으로는 기주공명을 이용한 음파의 파장 측정 등이 있다.

그리고 ‘물리Ⅰ’에서 특수 상대성 이론을 도입하는 단계에서 에테르

의 존재를 밝히는 장치로써 마이켈슨 간섭계를 언급하고 있다.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으로 구성된 것은 맞지만 고등학생들에게는

실험 내용이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으므로 교사가 잘 안내하여 실

험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만약 수준이 너무 높다면 배와 마디에서

거울의 진폭이 각각 크고 작은 것만 정성적으로 보여줄 수도 있을

것이다.

첨부된 시뮬레이션은 지면으로 인쇄된 정상파의 대한 설명을 보

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동시에 첨부된 횡파 시뮬레이

션과 함께 비교하여 수업을 구성한다면 학생들에게 종파의 특성과

정상파의 특성을 효율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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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1】엑셀 sheet에 대한 설명

새로운 엑셀 파일의 sheet1에 임의의 각진동수()를 선택하여 넣

는다. 본 논문에서 각진동수는 0.318 이었고, 다음 장의 그림과 같이

C5 셀에 입력되었다. C9부터 해당되는 y위치는 random 함수를 이

용하여 임의의 점이 선택되었다. 공기 분자들의 움직임을 그럴듯하

게 보이게 하기 위해 본 논문의 영상 시뮬레이션에서는 하나의 x좌

표당 10개의 y좌표를 대응시켰다.

B열에 해당하는 wave function 에 들어가는 수식은 다음과 같다.

=x좌표+2*측정값*COS($C$5*t)

x좌표는 A열에 해당하는 공기 분자의 최초 위치, 즉 평형점이다.

측정값은 학생들이 해당 x좌표 위치에서 직접 측정한 데이터가 들

어가야 한다. C5는 각진동수이고 $는 복사하여 채워넣을 때에도 해

당 좌표를 고정한다는 의미이다. t는 C6에 해당하는 값인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부록 2】에서 수행한다.

영상 업로드 주소

VBA를 이용한 종파 시뮬레이션(따로)

https://youtu.be/U7vufBHQyHk

VBA를 이용한 관내 정상파 시뮬레이션(이론값)

https://youtu.be/I5MTVJyPOJ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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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BA를 이용한 관내 정상파 시뮬레이션(실험값)

https://youtu.be/Nx-k7BrTpR0

VBA를 이용한 횡파 시뮬레이션(따로)

https://youtu.be/Os9oCXuq4tg

VBA를 이용한 횡파 정상파 시뮬레이션(이론값)

https://youtu.be/qKh27r_Ekf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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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VBA 코딩 내용

For i = 1 to 100 step 1

Cells(6,3) = i

Sheet1.Activate

Next i

코딩 내용은 위와 같이 매우 간단하다. 시뮬레이션이 너무 빨리

끝난다면 첫줄의 100을 더 큰 숫자로 바꾸어주면 된다. 시뮬레이션

이 너무 빠르거나 느리다면 step 뒤의 숫자를 바꾸어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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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Vibration of Molecules in a Tube

Resonance with the Michelson Interferometer

and Teaching Material Development

Jo, young won

Department of Science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Sound is a scientific phenomenon that is easily accessible

around the world, but it is difficult for university students who

are major in physics as well as the general public who are not

major in physics. In particular, standing waves of sound are

characterized by a lack of obsevable data, so high school

textbooks describe the standing wave of sounds as a

transverse wave. These stereotypical scheme give students a

lot of confusion, and even instructors don't teach them about it

properly. In this thesis, students have developed a way to

explore which direction of the air vibration is, it is longitud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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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ion rather than transverse motion.

First of all, after fixing the acrylic tube whose height is 2 m

and inner diameter is 40 mm, we measured the resonant

frequency. Next, a mirror was installed in a pipe properly to

perform a mirror-role in the michelson interferometer. A

standing wave was produced in a pipe and the motion of the

mirror was measure simultaneously. We obtained the

displacement of air molecules at the node and anti-node both

theorically and experimentally. Particularly in 7th vibrating

mode, we measured the displacement of the 3 cm intervals and

compared them to theoretical estimates. When we entered the

evaluated numerical value directly in the worksheet of Excel

program by the student or teacher, a simulation was provided

to move the standing waves by utilizing excel Visual

BAsic(VBA).

It is hoped that this simulation will allow students to

experience the sectarian flow of the wave wave in their pipe.

keywords : sound, standing wave, vibration of pipe, michelson

interferometer, inquiry-based experiment,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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