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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hough the wave model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models in physics, many students have
difficulty in understanding the model. Interferenc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concepts for understanding the phenomena related to waves, but finding a textbook that directly explains conservation
of energy and interference is difficult. In addition to that, students have difficulty in understanding
conservation of energy and interference.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students’
understanding of energy conservation for various destructive interference situations and to obtain
educational implications. In this study, we examined gifted students’ responses on six problems related to destructive interference. The results showed that the students’ responses could be classified
into four categories; ‘Energy conservation type’, ‘Non-energy conservation type’, ‘Non-experimental
type’ , and ‘Limited explanation type’ . In this study, students showed a positive response to the
fact that they had a chance to think directly about destructive interference and conservation of
energy in various situ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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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동 모형은 물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모형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파동 현상에 대한
이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중 파동의 간섭 현상은 파동과 관련한 현상을 이해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이지만, 특히 에너지 보존과 파동의 간섭 현상에 대해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교재는 찾아보기
힘들며 학생들도 이에 대한 이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파동의 상쇄 간섭 현상에
초점을 맞추어 학생들이 여러 상쇄 간섭 상황에 대해 에너지 보존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해를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이를 통해 파동의 간섭 현상과 에너지 보존에 대한 교육적 시사점을 얻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상쇄 간섭 현상과 관련한 여섯 문항에 대한 반응을 살펴 보았으며, 연구 결과
학생들의 반응은 크게 ‘에너지 보존형’ , ‘에너지 비보존형’ , ‘실험 불가형’ , ‘제한적 설명형’ 의 네 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학생들은 다양한 상황에서 파동의 상쇄 간섭 현상과 에너지 보존에 대해
직접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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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는 물리 교수에서 에너지 보존과 간섭 현상과의 관련성에 대해 보다 직접적으로 다루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PACS numbers: 01.40.Fk
Keywords: 상쇄 간섭, 에너지 보존, 영재학생들의 이해

I. 서 론
파동 모형은 고전 역학에서 가장 중요한 두 모형 중의
하나로 [1] 고전 역학적 관점에서 자연을 이해하는데 있어
파동 모형에 대한 이해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파동 개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3차 교육
과정 이후 도입하고 있지 않던 파동 개념을 7차 교육 과정에
서부터 도입하기 시작했으며, 2007 개정 교육 과정 및 2009
개정 교육 과정,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도 빛과 파동에 대
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6]. 이처럼 파동 현상은 물리학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현상이지만 파동 분야에 대한 연구는
역학이나 전자기 분야의 연구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다 [7].
파동 함수는 학생들이 경험하게 되는 최초의 이변수 함
수라는 점, 그리고 교과서 등에서 쉽게 시각화 할 수 없는
현상이라는 점 등으로 인해 파동 현상에 대한 이해는 쉽지
않다 [1]. 파동이 가지는 이런 추상적 특징으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기존에 물리학을 학습하면서 본인들이 익숙하게
활용했던 뉴턴의 입자 모형이나 힘, 에너지, 물체들의 충
돌과 같은 아이디어를 파동의 물리학을 기술하는데 잘못
사용하고 있다 [8]. 심지어 예비 과학교사나 중학교 과학
교사들도 파동 개념 관련 여러 오개념들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파동의 전파와 매질의 관계, 속도와 파장을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해 이들이 잘 모르고 있으며, 그들의 이해가
상황 의존적인 특성을 보인다고 보고되었다 [6,7].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파동 현상인 빛과 소
리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도 많이 부족하다. 심지어 일반물
리학을 수강한 대학생 및 그 이상의 수준에 있는 학생들도
빛의 파동 모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보고 되었다 [9,
10]. 특히 학생들은 회절과 간섭에 대해 기본적인 파동 모
델로 설명하는 능력이 부족했으며, 일반물리학을 수강한
대학생 및 그 이상의 수준에 있는 학생들도 스크린에 나타난
빛의 단일슬릿 및 이중슬릿 패턴을 잘 설명하지 못했다 [11].
또한 많은 학생들이 빛의 파동 모델에 대한 정성적인 이해가
부족했다 [12].
파동의 중첩 현상은 파동과 입자의 차이점이 가장 명확하
게 드러나는 파동의 특성 중 하나로 파동만이 가지는 중요한
특성이다. 특히 둘 이상의 파동이 만날 때 생기는 파동의
간섭은 파동과 관련한 현상을 이해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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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중 하나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물리 교재에서는 간섭
현상을 에너지의 재분배 과정으로 해석하고 있을 뿐, 에너지
보존과 파동의 간섭 현상에 대해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교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따라 많은 학생들이 파동의
간섭과 에너지 보존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간섭과 에너지 보존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설명은 상황에
따라 크게 두 가지 [13]로 나뉜다. 즉, 간섭이 일어나는 국소
적 위치만 보지 말고 주변 공간을 모두 고려하면 에너지는
보존된다는 설명 [14]과 애초에 계에 가해지는 일이 바뀌어
서 에너지 보존이 위배되지 않는다는 설명 [15]으로 나눌 수
있다. 많은 일반물리학 교재들에서는 첫 번째 접근법을 따르
고 이에 대해 주로 소개하고 있으나, 이러한 설명도 대체로
광학 파트의 영의 이중슬릿 실험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등장한다. 역학적 파동을 다루는 부분에서는 파동의 간섭
현상이 에너지 보존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이상해 보이는데
이를 한 번 설명해보라는 질문만 던지고 설명 없이 넘어가는
교재들이 많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상쇄간섭 현상에 대해 영재학
생들이 보이는 이해의 양상이 어떠한 지 조사해보고, 이를
통해 간섭과 에너지 보존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교육
적으로 바람직한 지 탐구해보려는 것이다. 학생들의 이해는
상황 의존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다양한 상쇄
간섭 현상을 도입하여 학생들이 이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유도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상황에서 학생들이 상쇄 간섭
현상에 대해 보이는 이해의 양상을 토대로 어떠한 교육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지 논의하려고 한다.

II.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참여자는 수도권 소재 과학영재학교 3학년
학생 46명으로 이들은 모두 일반물리학을 이수하였으며,
물리에 대해 특히 관심이 많아 일반물리학 보다 조금 더 심
화된 내용에 대해 가르치는 고급물리학 과목의 이수자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학생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간섭
현상들 중 특히 상쇄간섭에 초점을 맞추어 상쇄간섭 현상
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기록하게
했다. 이후 이들은 기존에 수업 시간에 편성된 조별로 조별
토론을 실시하였으며, 교수자는 조별 토론과정에서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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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wo pulses traveling in the opposite direction.

Fig. 2. (Color online) Two waves travelling in the same direction.

Fig. 3. (Color online) Two waves traveling in the opposite direction (Standing wave) [16].
상쇄 간섭 현상에 대한 토론 과정에서 원래 존재하던 파동의
에너지는 어디로 사라졌는지에 대한 생각에 초점을 맞추어
토론하도록 유도하였다. 학생들의 개별 응답은 설문지에,
조별 응답은 수업 중에 기록되었으며, 조별 토론 후 수업
시간에 다룬 문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한 번 더
작성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파악하려고 노력했다.
Fig. 1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는 두 펄스가 겹치는
특정한 순간에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파동에너지가 어디로
간 것인지 물어보는 문항으로 파동의 중첩 및 에너지 보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답변 가능한 문항이다.
Fig. 2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두 파동의 위상이 반대
가 될 때 에너지의 평균 전달률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
문제이다. 실제 이 문제는 보다 정확한 상황을 제시해 주
어야 하는데, 이렇게 문제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학생들의

생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학생들 스스로
문제를 구체화해서 풀 수 있도록 유도했다.
Fig. 3은 정상파가 형성된 상황에서 마디 부분의 에너지
는 존재하는지, 시간에 따른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지 서술
하는 문항이다. Fig. 1의 문항은 시간에 따라 파동의 형태가
변하는데, Fig. 3의 문항에서 마디 부분은 시간이 지나도
파동의 형태가 변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이 문항은 마디
부분의 에너지를 물어보는 문항으로 학생들이 어떤 모형을
가지고 줄 파동의 현상을 이해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다.
Fig. 4부터는 앞의 문제들과 다르게 일반적인 줄 파동에서
빛으로 다루는 대상을 바꾸었다. 또한 Fig. 4는 1차원에서
벗어나 2차원 이상으로 공간적인 영역을 확장하였다. 즉,
Fig. 3까지는 1차원에서의 두 파동이 간섭할 때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지 묻는 문제였다면, Fig. 4에서는 2차원에서
비스듬한 방향으로 진행하던 두 빛이 위상이 반대인 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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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lor online) Two lights traveling in an oblique direction.

Fig. 5. (Color online) Two lights traveling in the same direction.

Fig. 6. (Color online) Young’ s double slit experiment [17].
한 점에서 만난다면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는 문

여지를 남겨둠으로써 학생들이 자유롭고 다양한 생각을 할

제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제1 에서는 어느 정도 문제 해석의

수 있도록 하였다.

1

일부 학생들은 이 문제에서 두 레이저의 진행 방향이 어느 정도 각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간섭을 생각하기 힘들다고 답변하는 경우가 있는데
두 레이저의 앞에 수평 편광판을 설치한다면 비스듬한 방향 문제로

Fig. 4의 문제에서 두 레이저의 가간섭성의 문제에 집
고민하는 학생들이 문제에 보다 더 집중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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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olor online) Four types of students’ responses.
중하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Fig. 5의
문제는 Fig. 4의 문제에 비해 가간섭성을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내도록 고안하였다. 이 문제의 경우 사실 문제에 주어진
광분리기의 왼쪽 아래에 광분리기를 하나 더 둬서 하나의
레이저에서 나오는 두 빛이라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
는데, 학생들의 문제 풀이에 너무 많은 힌트가 되는 것 같아
서 우선은 문제 상황과 같이 학생들에게 제시했으며, 추후
수업 과정에서 그 부분을 설명해 주었다. 또한 이 문제에서
의도적으로 위로 진행하는 빛을 표시하지 않아서, 학생들이
위로 진행하는 빛도 고려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Fig. 6은 학생들이 많이 접하는 상황으로 영의 이중슬릿
실험에서 상쇄 간섭 지점에서의 에너지의 서술로 어떤 것이
더 그럴듯해 보이는지를 쓰고,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한
문항이다. 상쇄 간섭 지점에 대한 설명이 일반 물리 교재에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은 어떤 응답을
하는지 알아 보기 위한 문항이었다.
학생들에게는 위의 여섯 문제들에 대한 개별 생각들을
정리하여 작성하게 한 후 학생들이 조별로 모여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토론 과정에서는 가능한
소외되는 학생들이 없도록 하나의 문제의 토론에 대해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돌아가며 말하도록 토론 과정을
구조화하고, 조별로 하나의 입장을 정하여 발표하도록 유
도하여 조별로 합의되는 학생들의 생각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학생들이 조별 생각을 발표하게 한
후에는 수업 시간이 종료되었다. 한편, 학생들이 이와 같이
진행되는 수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학생들에게 이러한 수업이 개념 이해에 도움이 되는지, 또
개선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지 자유롭게 서술하는 다음과
같은 문항을 과제로 작성해 오도록 했다.
1. 수업 시간에 다루었던 여러 문제들이 파동 개념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유와 함께 자세히 서술해주
세요.)

2. 이러한 수업의 개선을 위해 제안하고 싶은 사항을
서술해주세요.
학생들에게는 위의 두 문항에 대한 본인들의 생각을 작
성하게 한 이후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처음에 작성했던 여섯
문항에 대한 다른 반 학생들의 응답 특징을 소개하고, 교사
의 생각을 정리해 준 후 수업을 마무리 했다.

III. 연구 결과
연구 방법에서 소개한 여섯 문항에서 나타난 학생들의
응답을 코딩하고, 분류하는 과정에서 Fig. 7과 같이 학생
들의 응답 유형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 이 중
에너지 보존형은 다시 4가지, 에너지 비보존형은 2가지,
실험 불가형은 2가지의 하위 응답 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다.
먼저 에너지 보존형의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상쇄 간섭
상황에서도 에너지는 보존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의 생각은 다시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는데, 먼저
앞의 두 가지는 선행 연구에서 언급했던 데로 에너지가
공간적으로 재분포 되므로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생각과
처음부터 한 일이 0이므로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생각으로
나눌 수 있었다. 또한, 상쇄 간섭 지점에는 에너지가 사라
진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전환되어 있을 뿐, 전환된 에너지까지 따지면 보존된다는
생각과, 문제 상황에서는 아예 간섭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생각도 있었다.
한편, 에너지 비보존형의 학생들은 상쇄 간섭지점의 에너
지는 완전히 사라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 학생들
은 상쇄 간섭 상황에서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으며, 완전히
사라진다는 생각을 가진 학생들과, 에너지가 순간적으로 0
이 되었다는 생각을 가진 학생들로 나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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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ategorization of students’ responses about question 1.
Type
Energy conservation type
Non energy conservation type

It is
It is
It is
The

Responses
conserved in the form of potential energy.
conserved in the form of kinetic energy.∗
conserved but I don’ t know the form of energy.
energy instantly becomes zero.

Number of Responses
12 / 46
19 / 46
7 / 46
8 / 46

※ An asterisk (∗ ) in the table of this paper indicates the desired response of each question.

실험 불가형의 학생들은 문제 상황에서 제시한 실험은
불가능하여 문제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
다. 이들의 생각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는데, 두
파원에서 나온 파동이 결맞지 않아 간섭이 일어나지 않으므
로, 문제 상황에서 제시한 상황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학생과, 두 파원에서 나온 파동을 한 곳에 모을 수 없으므로
문제 상황에서 원하는 상쇄 간섭 현상을 관찰할 수 없다는
학생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제한적 설명형의 학생들은 상쇄 간섭 상황에
서 에너지는 보존되는지, 보존되지 않는지 잘 모르겠다거나
언급을 회피한 학생들이다. 이들은 단지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지점이 상쇄간섭 지점이라 줄 파동의 변위가 0이거나,
어두운 무늬가 관찰된다고 답함으로써 에너지에 대한 언급
은 하지 않았다.
학생들의 응답은 전체적으로는 위와 같이 네 가지 유형의
응답으로 분류할 수 있었지만, 각 문항별로는 학생들의 응답
유형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이제 각 문항별로는 학생들의
생각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살펴보자.
우선 1번 문항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은 Table 1과 같이
나타났다. 1번 문항에서는 크게 에너지보존형과 에너지
비보존형의 두 유형만 나타났으며, 에너지가 보존된다고
응답한 학생은 46 명중 38 명, 보존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은 46명중 8명이었다. 특히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다고 응답한 8명의 학생들은 두 파동이 완전히 간섭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에너지가 순간적으로 0이되고, 간섭하기
전과 후에는 두 개의 파동이 각각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한편, 에너지가 보존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앞서 소개한 Fig. 7의 분류를 따르면 모두 에너지
전환형의 학생들이었다. 그래서 에너지 전환형 내에서 다시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3가지로 세부적으로 분류해
보았다. 이 유형의 학생들은 이 문제에서 두 펄스가 겹치기
전에는 에너지가 분명히 있는데, 두 펄스가 겹친 순간에는
에너지가 없는 것처럼 보이며, 다시 시간이 지나면 겹치기
전의 상태처럼 에너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보아
두 펄스가 겹친 순간에도 사실 어떤 형태로든 에너지가 있을
것이라는 추론을 하였다. 다만 두 펄스가 겹친 순간의 에

너지의 종류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는데, 이 순간에 탄성
위치에너지, 혹은 내부에너지의 형태로 에너지가 존재할
것이라는 의견과, 운동 에너지의 형태로 에너지가 존재할
것이라는 의견 등 두 가지 의견이 있었다. 탄성 위치 에너
지의 형태로 에너지를 가질 것이라는 학생은 총 12명으로
구체적으로 이들은 종파처럼 밀, 소의 형태로 탄성에너지
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과 두 펄스가 완전히 겹친 상태에서
다음 순간 펄스가 다시 생기는 것으로 보아 장력이 존재
하고, 이 장력에 의한 탄성 위치 에너지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운동 에너지의 형태로 에너지를 가질
것이라는 학생은 총 19명으로 두 펄스가 완전히 겹친 순간
줄이 늘어나지 않으므로 위치에너지는 없고, 따라서 이 경우
운동 에너지의 형태로 에너지가 존재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7명의 학생들은 물리학에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것이 있으므로 에너지는 보존될 것인데
두 파동이 완전히 겹친 순간 어떤 형태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우선, 에너지 비보존형의 응답을 한 8명의 학생들은 에너
지는 시간이 지나도 불변인 양이라는 에너지 보존의 핵심
적인 아이디어에 비추어 볼 때 에너지 보존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시간에 대해
변하지 않는 에너지를 생각하지 않고, 두 펄스가 완전히
중첩된 순간에는 에너지가 0이 되고, 그 이전과 이후에는
에너지가 있다는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에너지 보
존형 학생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에너지의 형태를 추론하지
못하거나 위치 에너지의 형태로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학
생들의 응답은 아쉬움이 남는다. 문제 상황에서 두 펄스가
완전히 중첩되는 순간 줄은 늘어나지 않으므로 탄성 위치
에너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문제 상황에서 줄 파동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의 형태는 위치 에너지이거나 운동에너
지이기 때문에 [18] 이 경우 운동에너지의 형태로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파동 방정식이 이계
미분방정식이므로 변위 뿐만 아니라 속도도 중첩의 원리를
만족해야 하고, 이를 이용해서 두 펄스가 완전히 중첩된
순간의 속도를 분석해보면, 완전 중첩된 부분의 오른쪽은
윗 방향의 속도를, 아래쪽은 아랫 방향의 속도를 가진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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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ategorization of students’ responses about question 2.
Type
Energy conservation type
Limited explanation type

It
It
It
It

is
is
is
is

Responses
2P because the energy is conserved.
2P because it is transmitted in the form of potential energy.
zero because the work done is zero from the first place.∗
zero because destructive interference occurs at all points of string.

Number of Responses
11 / 42
5 / 42
20 / 42
6 / 42

Table 3. Categorization of students’ responses about question 3.
Type
Energy conservation type
Others

Responses
It is delivered in the form of potential energy.
Since the displacement is always zero, the energy is zero.∗

사실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에너지가 보존된다고 응답한
38명의 학생 중 운동에너지로 존재한다고 응답한 19명의
학생만 올바른 추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Table 2는 2번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을 분류한 것이
다. 2번 문제에서는 1번 문제와는 다르게 에너지가 보존되
지 않는다는 학생은 없었고, 제한적 설명형의 학생들이 6명
있었다. 에너지보존형의 응답을 한 36명의 학생들은 다시
크게 세 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는데, “에너지는 보존되므
로 2P이다.” 의 응답을 한 11명의 학생들과 “위치에너지의
형태로 전달되므로 2P이다.” 의 응답을 한 5명의 학생들은
Fig. 7의 분류에 따르면 모두 에너지전환형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중 “에너지는 보존되므로 2P이다.” 의 응답을 한
11명의 학생들은 에너지는 보존되므로 어떻게 되었든 두
파동을 독립적으로 보낼 때의 에너지와 동일하게 2P의 에
너지가 전달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어떤 형태의 에너지로
전달되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는 입장이었다. 한편 5
명의 학생들은 겉보기에는 줄이 일직선처럼 보이겠지만
종파와 같이 밀, 소가 있어서 에너지가 전달 된다거나 내부
에너지가 있어서 에너지가 전달된다는 주장을 하였다. 한
편, 20명의 학생들은 이 경우 처음부터 줄에 해준 일이 0
이므로, 전달되는 에너지도 0이고, 따라서 아무런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쳤다. 이 학생들은 파동의
시작점에서 파동이 발생하는 기작에 주목하여, 위로 흔드는
행위와 아래로 흔드는 행위를 정확히 같은 곳에서 시행할
경우 아무것도 흔들지 않는 것과 같은 결과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제한적 설명형의 학생들은 위상이
반대인 두 파동을 수학적으로 중첩시키면 변위가 0이 되는
것을 이용해서 이 경우 전달되는 에너지도 0일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 학생들의 생각은 에너지보존형의
세 번째 유형의 학생들과 비슷한 점이 있는데, 에너지보존

Number of Responses
26 / 42
16 / 42

형에 속하는 학생들은 파동의 시작점에 보다 주목한 논리
라면, 제한적 설명형의 학생들은 공간의 전 영역에서 위상
이 반대인 두 파동을 중첩시킨 논리라는 점에서 두 생각이
구분된다.
에너지보존형의 세 유형 중 앞의 두 유형의 학생들은
에너지보존법칙을 이 문제에 잘못 적용한 사례로 무조건
에너지는 보존된다고 하는 결과론적인 입장을 토대로 문제
상황에 대한 상세한 분석없이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적용하려
고 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로 생각된다. 또한
제한적 설명형의 학생들도 파동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
에 대한 자세한 생각없이 머리 속으로 위상이 반대인 두 파
동을 발생시키고 단순히 그 진폭을 더함으로써 전 영역에서
진폭이 0이 되는 결과를 도출하였는데, 이 경우도 생각없이
문제 상황에 상쇄 간섭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사례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문제 상황에서 애초에 위상이 반대인 두 파동을
같은 지점에서 발생시킬 수 없으며, 같은 의미에서 처음부
터 한 일이 0이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물리적으로 올바른
결론을 도출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Table 3 은 3 번 문제2 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을 분류한
것이다. 3번 문항에서는 2번 문항과 비슷하게 에너지보존
형과 제한적 설명형 유형의 학생들 밖에 발견할 수 없었다.
2

이 문제에서 제시한 정상파의 마디 지점에서의 에너지에 대한 물음은 조
금 더 구체화 될 필요가 있다. 마디인 지점을 수학적으로 점인 지점으로
보고, 에너지 밀도를 이용해 계산한다면 명백히 에너지가 0인 지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경우 정상파의 배 지점의 에너지도 명백히
0이 되지만 배 부분의 에너지가 0이라고 답변하는 학생은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의도한 것은 마디 부근의 미소 구간에서의
에너지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물음이며 학생들도 연구자의 의도대
로 문제를 해석하고 접근했다는 것을 밝혀 둔다. 무엇보다 Halliday 등
일반물리 수준의 텍스트에서는 파동에서의 에너지 밀도에 대한 도입이
없으며, 상쇄, 보강 간섭 지점의 에너지에 대한 물음에서 완전한 점이
아니라 점 부근을 상정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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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ategorization of students’ responses about question 4.
Type
Energy conservation type
Non experimental type
Limited explanation type
Others

Responses
It is not visible but exists in other forms of energy
Energy just doubles since the two lasers have no coherence
and interference does not occur.
Two independent lasers can’ t have coherence.
We can’ t gather two lasers into one point.∗
The energy is zero because it is a point of destructive interference.
I can’ t know, or there are problems particle properties of light

Number of Responses
6 / 45
5 / 45
6 / 45
1 / 45
17 / 45
10 / 45

이 중 에너지보존형에서는 위치에너지의 형태로 에너지가

에너지보존형의 학생들의 생각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

전달되고 있을 것이라는 에너지전환형 학생 26명의 유형만

할 수 있었는데, 스크린에는 아무것도 나타나지는 않지만

발견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기존에 진행파에서 매질의

에너지는 보존되므로 우리가 모르는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위치에 따른 위치에너지, 운동에너지에 대해서 일반 물리

전환되었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에너지 전환형의 학생들과

학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배웠다 [17]. 여기서 Halliday

두 레이저가 완전히 결 맞지 않아 간섭이 일어나지 않으므

등은 진행파의 변위가 0인 지점이 운동에너지가 최대가

로, 두 레이저의 세기를 각각 더하여 빛의 세기도 2배가 될

되고, 또 늘어난 길이가 가장 길기 때문에 탄성에너지도

것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었다. 여기서 에너지 전환

최대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학생들은 이를 활용하여

형의 학생들이 생각하는 에너지의 행방으로는 열 에너지

정상파에서 배의 변위가 최대가 될 때 마디 부분이 늘어난

1명, 위치 에너지 1명, 운동 에너지 1명, 에너지의 형태는

길이가 최대가 되므로 탄성 위치 에너지가 최대가 되며, 배

모르겠다는 학생이 3명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의 변위가 0일 때는 탄성 위치에너지가 0이 된다는 생각을

한편, 실험 불가형에 속하는 학생들의 응답 중 6명의 학

가지고 있었다. 또한 정상파의 마디 부분의 운동에너지는

생들은 독립적인 두 레이저의 가간섭성의 문제를 지적했다.

항상 0 이므로, 마디 부분의 에너지가 0 이었다가 최대가

이들의 응답은 에너지 보존형의 두 번째 응답과 유사했는

되었다가 하면서 변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기타의 16

데, 두 독립적인 레이저가 완전히 결 맞을 수는 없으므로,

명의 학생들은 정상파의 마디 부분이 상쇄간섭으로 인해

간섭현상을 관찰할 수 없고 따라서 완전한 상쇄 간섭 현상

변위가 0이며, 움직이지도 않으므로 역학적 에너지가 항상

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 유형의

0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학생들에게 ‘결맞음’ 이 무엇인지 설명을 시켜 보았는데, 이

이 문제 상황에서 에너지 보존형의 26명의 학생들의 주장

상황에서의 결맞음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을 하는 학생을

처럼 마디 부근을 관찰하면 줄이 늘어났다가 줄어 들었다가

찾아보기는 힘들었다. 대체로 학생들은 책이나 다른 매체를

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마디 부근에도 위치 에

통해 이러한 말을 들어보았다는 식의 응답을 많이 하였다.

너지의 형태로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생각도 타당한 측면이

실험 불가형의 학생들 중 1명은 실제 레이저로 실험하면

있다. 하지만 정상파의 상황은 하나의 진동자처럼 생각할

아무리 작은 정도라도 회절이 일어나므로, 실제 두 레이저를

수도 있고 [19], 정상파가 형성된 순간 배의 부분은 진폭이

한 점에 모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두 레이저 각각

2배가 되어 에너지가 4배가 되기 때문에, 마디 부분의 에너

의 회절에 의한 경로차로 인해 이중슬릿 실험에서 관찰할

지가 0이라고 보는 것이 에너지 보존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수 있는 것과 비슷한 종류의 간섭무늬를 관찰할 수 있을

된다고 생각한다.

것이라고 생각했다. 또, 스크린에 관찰된 전체 레이저 빛의

Table 4는 4번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을 분류한 것

세기를 다 더하면 두 독립적인 레이저의 세기를 더한 것과

이다. 4번 문제에서는 앞의 1∼3번 문제와 다르게 처음으로

같을 것이라는 에너지 보존형의 공간적 재분포에 해당하는

실험 불가형의 학생의 응답이 등장하며, 학생들의 응답도

생각을 하고 있었다.

앞의 문항들보다 다양한 편이다. 그리고 Fig. 7의 전체적인

제한적 설명형의 응답을 한 17명의 학생들은 두 레이저가

4가지 분류와 비교하면 에너지 비보존형 외의 나머지 세

만나는 지점이 상쇄 간섭 지점이므로, 레이저 빛의 세기가

유형이 모두 등장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선 에너지

0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에너지에 대해서

보존형부터 순서대로 살펴보자.

는 언급 하지 않거나 언급을 회피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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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ategorization of students’ responses about question 5.
Type

Energy conservation
type

Non energy conservation type
Non experimental type
Limited explanation type
Others

Responses
Energy is conserved when we consider the upper part.∗
The energy is zero because they work in opposite directions.
The brightness of laser is zero, but it is converted to
another form of energy.
Energy just doubles since the two lasers have no coherence
and interference does not occur.
Energy is not conserved.
Two independent lasers can’ t have coherence.
We can’ t gather two lasers into one point.
The energy is zero because it is a point of destructive interference.
There are problems of polarization or particle properties of light

기타로 분류한 학생들은 두 레이저에서 스크린까지의 거리
가 정확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정확한 빛의 세기를 예측할
수 없다고 생각한 학생들 (9명) 과 이 상황에 입자 모형을
잘못 적용하여 두 레이저에 의한 광자의 개수가 2배가 되는
상황이므로 빛의 세기는 4배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학생 (1명) 이 있었다..
이 문제에서 에너지 보존형의 에너지 전환의 생각을 가진
학생들 (6명) 및 제한적 설명형의 학생들은 (17명) 구체적
으로 어떤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되었는지 논리적인 생각을
전개하지 않거나, 에너지 보존에 대한 문제를 회피함으로
써 바람직하지 못한 답변을 하였다. 또한 에너지 보존형
중 간섭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학생들 (5명) 과 실험
불가형의 7 명의 학생들은 실제 문제 상황이 가능하다면
간섭이 일어나므로, 문제를 잘못 이해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레이저라고 할지라도 빔폭을 가질 수 밖에 없고, 빔
폭을 가진 두 레이저가 만나면 만나는 지점에서 경로차가
생기기 때문에 두 레이저를 한 점에만 모으고 그 점에서만
상쇄간섭이 일어나게 하는 실험은 불가능하다. 두 레이저가
만나는 지점은 어떤 영역을 이루게 될 것이며, 그 영역을
관찰해보면 경로차에 의해 보강 간섭 및 상쇄 간섭 지점이
모두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비록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응답을 한 학생이 없지만, 에너지
보존형의 공간적 재분포의 응답을 하는 학생이 바람직한
응답을 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문제 상황 자체의 불명확함
으로 인해 실험불가형에서 레이저를 한 점에 모을 수 없
다는 응답을 한 1명의 학생의 응답을 바람직한 응답으로
표시했다. 이 문제 상황 자체가 학생들이 접근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보완한 문제 5를 개발하여 다음과
같이 학생들의 생각을 알아보았다.
Table 5는 5번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을 분류한 것
이다. 이 문항은 4번 문항이 가지고 있는 두 레이저에 의한

Number of Responses
7 / 45
3 / 45
12 / 45
3 / 45
4
4
2
8
2

/
/
/
/
/

45
45
45
45
45

빛의 가간섭성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이 문항에 대해 학생
들은 가장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Fig. 7에 소개한 4
가지의 유형도 모두 나타났다. 먼저 에너지 보존형을 살펴
보면, Fig. 7에 소개했던 4가지 세부 유형이 모두 나타났는
데, 공간적 재분포의 생각을 가진 학생이 7명, 처음 일이 0
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3명, 에너지 전환형의 생각을 가진
학생이 12명, 간섭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학생이
3명이었다. 이 중 공간적 재분포의 생각을 가진 학생들은
위로 진행하는 빛까지 고려하면 전체적으로는 에너지가
보존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한편, 처음 일이 0이
라고 생각하는 학생은 1차원 줄 파동에서 위상이 반대인
두 파동을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경우 애초에 하는
일이 0이므로 에너지 보존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또한 에너지 전환형의 생각을 가진 학생들은 이 경우 눈에
보이는 빛 에너지는 없지만 에너지 보존을 만족하기 위해
빛 에너지가 우리가 다른 에너지로 전환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구체적인 에너지의 형태로는 열
에너지 6명, 위치 에너지 1명, 운동 에너지 1명, 구체적인
에너지의 행방은 잘 모르겠다는 학생이 4명 있었다. 마지막
으로 간섭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학생은 두 빛이
결 맞는 빛이 아니므로 간섭하지 않아 단순히 두 레이저의
세기를 합한 2배의 빛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에너지 비보존형의 학생도 4명이 있었는데, 이들은
이 문항의 문제 상황에서는 에너지 보존을 만족하지 않는
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에너지 보존 법칙은 물리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법칙 중의 하나인데, 본 연구 상황에서는
1 번, 5 번 문항에서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진 학생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실험 불가형의 학생들은
모두 6명으로, 4명의 학생들은 4번 문항과 같은 가간섭성의
문제를 지적했고, 2명의 학생들은 두 레이저를 완벽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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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ategorization of students’ responses about question 6.
Type
Energy conservation
type
Non energy conservation type
Limited explanation type

Responses
The energy at the point of destructive interference is zero,
but the energy is conserved considering the point of the
constructive interference.∗
It is not visible but exists in other forms of energy.
Energy is not conserved all the time. In the case of destructive
interference, there is no energy because the net amplitude is zero.
The energy is zero because it is a point of destructive interference.

일직선상에서 보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제한적
설명형의 8명의 학생들은 4번 문항에서와 같이 단순히 두
빛이 상쇄 간섭하므로 레이저 빛의 세기가 0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에너지에 대해서는 언급 하지 않거나
언급을 회피하고 있었다. 기타로 분류된 학생들은 편광의
문제 및 빛의 입자 모델을 활용한 논리 전개를 한 학생들로
각각 1명씩 있었다.
연구자는 이 중 에너지 보존형의 공간적 재분포의 생각
을 가진 학생들의 응답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문제 상황에는 위로 진행하는 빛이 생략되어 있는데, 이
경우 위로 진행하는 빛의 간섭을 따져보면, 위로 진행하는
빛이 보강 간섭하므로 전체적인 영역에서의 빛의 에너지를
생각하면 에너지가 보존되기 때문이다. 에너지 보존형의
나머지 세가지 세부 유형의 학생들은 줄 파동에서의 생각을
본 문제 상황에 잘못 적용하거나 (처음 일이 0이라고 생각한
학생들), 전환되는 에너지의 세부적인 형태에 대한 추론
부족으로 잘못된 결론을 도출했다. 사실 본 문제 상황에서
빛은 전기장 및 자기장 형태의 에너지를 가지고 공간상으로
전파해 나가며, 역학적 파동에서와 같은 위치에너지, 운동
에너지를 가지지는 않는다. 또한 본 문제 상황은 실제로
간섭이 일어나는 상황이므로, 간섭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에너지 보존형의 학생들 및 실험 불가형 학생들의
응답도 바람직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제한적 설명형의 학
생들은 에너지 보존에 대한 본 문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했다.
Table 6은 6번 문항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을 분류한 것이
다. 영의 이중 슬릿 실험에 대한 이 문항에서는 크게 에너지
보존형과 제한적 설명형의 두 응답 유형이 있었다. 먼저,
에너지 보존형에서는 공간적 재분포의 생각을 가진 학생이
20명, 에너지 전환형의 생각을 가진 학생이 10명 있었다.
공간적 재분포의 생각을 가진 학생은 6번 문항인 영의 이
중슬릿 실험 상황에서 가장 많았는데, 그 이유 중 하나로
일반물리학 책에서 스크린에 도달한 모든 빛의 에너지를
전체적으로 따지면 두 슬릿에서 나오는 빛의 에너지와 같다

Number of Responses
20 / 46
10 / 46
1 / 46
15 / 46

는 설명을 하고 있어서 이러한 설명이 학생들에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17]. 한편, 에너지 전환형의 생각을 가진
학생들은 본 연구의 대부분의 문항에서 나타난 유형의 학생
들로, 상쇄 간섭 지점의 빛 에너지는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도 에너지는 보존되어야 하므로 상쇄 간섭 지점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에너지는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
환되었을 것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 구체적인
에너지의 형태로는 위치에너지 3명, 열 에너지 3명, 운동
에너지 1명, 정확한 에너지의 형태는 모르겠다는 학생이 3
명 있었다. 한편, 6번 문항의 경우에도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진 학생이 1명 있었는데, 에너지는 무조
건 보존되는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상쇄간섭 지점의 진폭이
0이므로 에너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제한적
설명형의 학생들은 15명이 있었는데, 이 그룹의 학생들은
단순히 상쇄 간섭 지점의 특징을 한 번 더 기술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었다. 앞의 문항들과 마찬가지로 에너
지에 대해서는 응답을 회피하거나 언급하지 않았다. 6번
문제 상황도 에너지 보존형의 세부 유형인 공간적 재분포의
학생들의 응답이 가장 바람직한 응답이며, 나머지 응답이
바람직하지 않은 응답인 이유는 5 번 문항과 동일하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겠다.
Table 7은 본 연구에서 활용한 전체 문항별 학생 응답
수를 기록한 것이다. Table 7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학생들의 응답은 문제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의 문제 해결이 상황 의존적 특성을 보인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20]. 구체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에너지 보존형의 공간적 재분포 유형은 5 번 문항과 6 번
문항에서만 나타났다. 6번 문항은 일반 물리학 교과서에서
간섭 현상이 에너지가 공간적으로 재분포 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5번 문항이 6번
문항과 비슷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5번 문항에서
도 6번 문항에서와 비슷한 설명을 하는 학생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애초에 한 일이 0이라는 생각은 2번
문항에서 주로 나타났는데, 일부 학생들은 5번 문항에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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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The number of responses about all the questions this study.
Type

Energy
conservation

Non energy conservation
Non experimental

Sub type

1

Spatial Redistribution
The work done is 0
Potential Energy
Energy conversion
Kinetic Energy
Other Energy
No interference
Energy disappeared
Instantly 0
Not possible of coherence
Can not gather in one place

12
19∗
7

2

Questions
3
4

20∗
5

6
20∗

12
3
4

10

26
11

6
5

1

8

Limited explanation
Others

16∗

6
1∗
17
10

4
2
8
2

42

45

45

6
Sum of Responses

5
7∗
3

46

42

15
46

번 문항과 같은 역학적 과정을 떠올리는 학생들이 있었다.

생각된다. 한편, 2, 4, 5, 6번 문항에서 관찰되는 것처럼

이는 5번 문항의 경우 오른쪽으로 두 빛이 진행하는 모습이

많은 수의 학생들은 단순히 상쇄 간섭의 공식, 혹은 결과를

줄 파동의 경우와 유사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문제 상황에 대입하여 결론을 도출할 뿐, 그러한 결과와 에

에너지 전환형은 모든 문항에서 살펴볼 수 있었는데, 특히

너지 보존의 관계에 대해서는 응답하기를 회피하는 경향을

광학 부분인 4, 5, 6번 문항에서는 역학적 에너지의 형태로

보이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은 문항 및 상황에 따라

전환된다는 학생들은 없었고, 에너지는 보존되지만 그 구

자신이 가진 일부 생각을 투영해서 문제를 푸는 경향을 보였

체적인 형태는 모르겠다는 학생들이 다수였다. 이는 전자

으며, 이런 측면에서 연구자는 간섭과 에너지 보존에 대한

기파의 경우 구체적인 에너지의 형태를 학생들이 생각하기

통합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다양한 상황의 문제에 대해 깊이

힘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학생들에게 익숙하지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않은 4번 문항과 5번 문항의 경우는 아예 간섭이 일어나지

생각한다.

않는다고 답변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학생들은 위의 문항들에 대해 생각하고 토론해 보

문항에 따라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진 학

는 기회를 가지는 것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생들도 있었는데, 특히 1번과 5번 문항의 상황이 학생들에게

나타냈다. 많은 학생들이 평소에 생각해보지 않았던 상황에

에너지 보존에 위배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었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해 본 경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

다. 1번 문항에서는 두 펄스가 완전히 중첩된 순간 겉으로

으며, 문제풀이에 치우쳐 있는 본인들의 물리 학습에 대한

보이는 변위나 파동의 변화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5번

반성을 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다음은 본 연구에서 다루었던

문항에서는 논리적으로 사고했을 때 오른쪽으로 출력되는

6가지 문제들에 대한 풀이와 논의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 중

레이저가 없다는 사실이 에너지 보존에 위배된다는 생각을

일부내용이다.

하도록 이끌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유형의 학생들이
문항에서는 에너지가 순간적으로 0이 된다고 생각한 반면,
5번 문항에서는 에너지가 아예 사라진다고 답변한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이 이러한 답변을 한 이유는 1
번 문항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다시 펄스가 생기는데 비해

“파동 수업을 단순히 문제만 푸는 것이 아니라 개념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것이 무척 좋았다. 특히나 간섭에 있어서
에너지에 대해 자세히 다룸으로써 간섭이라는 현상에 대해
더 자세히 생각해보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점”

5번 문항의 경우 레이저 빛이 다시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수업 시간 때 다룬 문제들로 평소에 생각해 보지 못했던

한편, 실험 불가형의 학생들은 4번과 5번 문항에서만 발견할

여러 재미있는 상황에서 파동이 어떻게 행동할지 고민할

수 있었는데, 4번과 5번 문항에서 떠올려지는 비직관적인

수 있어 재미있었고, 파동에 대한 개념을 다지는 데에도 큰

결과가 이런 실험은 아예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이끌었다고

도움이 되었습니다.”

Destructive Interference and Conservation of Energy: Characteristics of Gifted Students’ · · · – Sangwoo Ha

“우리는 과학 개념을 배울 때 약점이 있는데, 문제풀이
밖에 못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진폭이 얼마고 이러는 것
은 사실 입시 위주 교육에 의해 이런 문제들밖에 접하지
못하기에 이것만 풀면 파동을 완벽히 이해한다고 착각하
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파동을 배울 때 허점이 있었다.
에너지 보존은 물리학의 기본 중에서도 기본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파동 에너지는 진폭 제곱에 비례한다는 것을 배
워놓고도 서로 위상이 반대면 사라진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왔을까? 그러면 에너지가 보존이 안 되는데 말이다.
진폭 2배면 에너지는 4배니 보강도 사실 에너지 보존이 안
된다. 우리는 그 동안 아무런 생각과 의심을 하지 않았다.
수업 시간에 솔직히 이런 게 많이 필요하다. 단순히 달달
외우기만 하는 사람들에게 허점을 찔러야 한다.”
이처럼 학생들은 에너지와 간섭에 대해 함께 연결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고, 따라서 이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한편, 중립적이거나 부정적인 응답을 한
일부 학생들은 이 수업이 좋은 수업이 되려면 토론보다는
교사에 의해 명확한 답이 제기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나, 파동 개념에 대한 본 연구에서의 문항들이 본인이
기존에 알고 있는 것들도 과연 잘 알고 있었던 것들인지
헷갈리게 만들고, 오히려 결론을 내릴 수 없게 만들어 개념
이해를 어렵게 만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일부 학생들의
이러한 반응은 명확한 답을 추구하는 문제풀이식 수업에
익숙한 학생들에게 본 수업이 도전적이고 다소 낯설게 느
껴졌기 때문이라고 본다.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파동의 상쇄 간섭 현상에 대해
어떤 이해를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상쇄 간섭
과 관련한 여섯 문항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학생들의 전체적인 응답은 에너지 보존형, 에너지
비보존형, 실험 불가형, 제한적 설명형으로 나눌 수 있었다.
세부적으로 에너지 보존형은 공간적 재분포형, 처음부터 한
일이 0, 에너지 전환형, 간섭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단순히
산술적으로 더하는 것이라는 응답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으며, 에너지 비보존형은 에너지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라는 응답과 에너지가 순간적으로 0 이 되었다는 두
가지 유형으로, 실험 불가형은 가간섭성의 문제를 지적하
거나, 한 곳에 파동을 모을 수 없다는 문제를 지적하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유형별
패턴이나 응답 학생 수는 문제별로 상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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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쇄 간섭과 에너지 보존에 대해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오개념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에너지 비보존형의
학생들처럼 일부 학생들은 물리학을 잘 하는 학생들이었
음에도 불구하고, 파동의 상쇄 간섭 현상이 에너지 보존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에너지 보존
법칙이 물리학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 중의 하나라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깊은 고민과 반성이 필요하다. 둘째, 에너지
비보존형 학생들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구체적인 문제
상황에서 에너지의 행방에 대해 정확히 추론하는 능력이
부족했다. 에너지 보존형의 많은 학생들이 정확한 기작은
잘 모르지만 에너지 보존 법칙은 만족되어야 한다는 결과를
가지고 여기에 맞는 정답을 끼워 맞추려는 생각을 하고 있
었으며, 심지어 제한적 설명형의 학생들처럼 단순히 상쇄
간섭 지점은 상쇄 간섭 지점일 뿐 에너지에 대해서는 응답을
회피하려는 학생들도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연구자는 학생들의 응답에서 다음과 같
은 특징을 발견했다. 첫째, 실험 불가형의 학생들과 같이
문제가 반복되면서 문제 상황 자체를 의심하는 학생들이
있었다. 연구자는 실험 불가형의 학생들과 같은 생각이
상당히 바람직한 의문이라고 생각한다. 일반적인 고등학
교 물리 수업에서 많은 학생들은 문제 자체에 대한 의심은
하지 않고, 문제 풀이에만 함몰되는 경향을 보인다. 문제
상황에서 유추되는 결론 자체가 학생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신념을 심각하게 위배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요구 받은 학생들이 영재 학생들이기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문제에 대해 다시 고려해보는 메타
인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영의 이중슬릿 상황을 다룬 6번 문항에서 에너지
보존형 중 공간적 재분포형에 속하는 학생들의 구체적인
응답에서 두 가지 미묘한 입장차이가 있었다. 첫 번째 부류
의 학생들은 스크린에 나타난 에너지의 평균을 하면 원래
이중슬릿에서 나오는 빛의 전체 에너지와 같으므로 상쇄
간섭 지점의 에너지가 보강 간섭 지점으로 이동했다는 생각
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룹 4의 학생들은 그룹 3의 학생들과
비슷하지만 에너지가 이동했다는 생각은 이상하므로 에너
지가 공간적으로 재분포 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보통 일반물리학 책에서는
스크린에 나타난 에너지의 평균을 하면 원래 이중슬릿에서
나오는 빛의 전체 에너지와 같아서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정도의 설명을 하고, 더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기 때문에,
상쇄 간섭 지점에 원래 도달해야 할 에너지가 보강 간섭
지점으로 이동했다는 첫 번째 부류의 생각을 가진 학생들도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자는 이 부분도 좀 더 명
확히 구분하여 간섭 현상은 에너지의 공간적 분포가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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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것이라는 두 번째 부류의 학생들의 생각을 좀 더
강조해서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즉, 간섭 현상을
간섭이 일어나는 바로 그 지점의 국소적 현상으로 파악하지
말고, 전체 공간의 영역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셋째, 학생들에 따라서 문항별로 다른 응답 패턴을 보이는
학생도 있고, 문항별로 비슷한 패턴으로 응답하는 학생도
있었다. 즉, 어떤 문항에서는 에너지 보존을 주장하다가,
다른 문항에서는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본인의 의견을 바꾸는 학생들도 있었고, 시종일관 아무런
설명 없이 상쇄 간섭 현상은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현상
이라고 주장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이는 일부 학생들에게
본 연구의 문항들이 상황에 따라 다른 사고를 자극한다는
것인데, 연구자는 이런 자극 자체가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는 이해를 심각하게 다시 고민해보게 한다는 점에서 학
생들에게 자신이 가진 기존의 이해를 되돌아보고, 더 나은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21].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학생들의 이해가 향상되고 있는가
에 대해서는 또 다른 고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일부학생
들은 완전히 혼란스러워졌고, 기존에 알고 있던 것도 이제는
모르겠다는 응답을 했다. 연구자는 이 상황에 대해 본 연구
에서 학생들의 개인의 응답은 과학적인 오류가 많지만 조별
응답은 과학적 오류가 적은 응답이었다는 점에서 하나의 실
마리를 찾았다. 또한 개인의 응답에서는 제한되고 단편적인
응답이 많았다면, 조별 응답에서는 보다 여러 측면을 고려한
전체적인 응답이 많았다. 이처럼 타인과 의견을 교환하고
교류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제한된 지평은 타자의 지평에
의해 보다 넓어지고 확장되는 경향이 있다 [21]. 또한, 학생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다 깊은 이해를 위해서 자신의 기존
지식에 대한 혼란, 반성의 기회를 거치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본다. 따라서 연구자는 본 연구에서의 일련의 과
정이 보다 나은 이해를 위해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넷째, 학생들은 빛의 간섭에 대한 문제를 풀면서, 빛의
입자 모델을 적용해 보려고 하거나, 역학적 파동 문제를
풀면서 적용했던 사고를 실제로는 적용 불가능한데도 빛의
간섭 문제를 풀 때 적용하려는 모습도 찾아볼 수 있었다.
학생들은 본인의 일상생활 경험, 혹은 다른 교과, 다른 단원
에서 배운 내용들을 자원 (resources) 화 하여 이를 바탕으로
현재 본인이 해결하거나 설명해야 하는 문제들을 풀려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학생들의 문제 해결은 상당히 상황
의존적이다 [20]. 이러한 경향성은 학생들의 파동에 대한
개념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서 많은 학생들이 파동을 기술
하는데 본인들이 평소에 익숙하게 활용하는 입자 모형의
개념을 활용하여 파동 모형과 입자 모형을 결합한 독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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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을 형성하고 있으며, 파동 현상을 설명하는 데도 입자
모형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는 경향이 있다 [8]. 이
처럼 학생들의 이런 상황 의존적 특성 때문에 학생들에게
가능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문제 상황을 접하게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와 같은 결과들을 종합해볼 때 연구자는 학생들이 파동
의 상쇄간섭 부분에서 에너지 보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물리학습 지도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파동의 간섭 현상
과 에너지 보존에 대해 보다 직접적으로 다루어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일부 학생들은 파동의
상쇄 간섭 현상이 에너지 보존을 위배하는 현상이라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었으며, 많은 경우 상쇄 간섭 현상이
발생할 때의 에너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이는 본 연구의 결과에 제시된 학생들의 응답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학생들이 에너지 보존과 간섭을 연결시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받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둘째, 간섭 현상도 에너지 보존 법칙을 만족하는 현상이
라고 단순히 알려주는 수준을 넘어서, 구체적인 문제 상황
에서 간섭과 에너지 보존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구체적으
로 연구자는 구체적인 파동의 간섭 상황들을 애초에 계에
가해지는 일이 다른 것, 보강 상쇄 지점을 모두 고려하면
에너지가 보존되는 것, 혹은 실험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눠서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간섭과 에너지 보존에 대한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바람직한 응답이 상황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나타난 학생들의 응답은 더 나은 수업
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영재학생이 아닌 고등학
생 수준의 학생들이나, 물리를 좋아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처음부터 서술형 응답을 하게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학
생들이 작성하기 힘들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패
턴화 된 응답들을 객관식 형태로 제시하고, 동료교수 (Peer
Instruction) 의 방법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제시된 응답들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한 후 본인이 그것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게 하는 것이 수업 진행에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22]. 즉, 본 연구에서의 학생들의 응답은 그 자체로 더
발전적인 수업과 관련 연구를 위한 좋은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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