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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paper, we present undergraduate students’ explanation on the two-capacitor paradox,
which may seem to violate the energy conservation law. We also suggest a way of explaining the
paradox based on the concept of electromagnetic fields. Although many of the undergraduate
students have learned the concept of Poynting vectors, they cannot provide a proper explanation
of the energy flow through electromagnetic fields even when the circuit consists of simply two
capacitors. We present an explanation that will help students to understand the mechanism of
energy emission from and absorption by each capacitor through the electromagnetic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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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관점에 기반한 두 개의 축전기 패러독스의 해석
김홍빈 · 지영래∗
서울대학교 물리교육과, 서울 08826, 대한민국
(2017년 8월 3일 받음, 2017년 10월 23일 수정본 받음, 2017년 10월 30일 게재 확정)

본 논문에서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두 개의 축전기 패러독스를 해소하
는 대학생들의 설명을 유형별로 소개한 후, 전자기장의 관점에서 패러독스를 설명하는 한 가지 방식을
제안하였다. 많은 대학생들이 학부 과정에서 포인팅 벡터라는 개념을 학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축전기로만 이루어진 단순한 회로에 대해서조차 전자기장이 실어 나르는 에너지 흐름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전자기장을 통해 각각의 축전기에서 에너지가 어떻게 방출되고 흡수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설명 방식을 제안한다.
PACS numbers: 01.40.F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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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회로의 한 부분에서 다른 부분으로 에너지가 어떻게 전달
되는가 하는 문제는 1884년에 발표된 포인팅 (J. H. Poynting) 의 논문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 그는 전자기장에
저장된 에너지의 전달 과정도 마치 물질이 운동하는 것처럼
공간상에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에너지의 흐름이 특정한 법칙에 따라 특정한 경로 상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이것은 소위 포인팅 정리
(Poynting’s theorem) 라고 알려져 있으며 전자기학에서의
일-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현대적인 표기
방식으로 쓰면 다음과 같다.
)
(
I
∫
dW
d
1
1 2 3
⃗ · d⃗a (1)
=−
ϵ0 E 2 +
B d x−
S
dt
dt V 2
µ0
S
즉, “전자기력이 전하에 해준 일은 전자기장에 저장된 에
너지의 감소량에서 경계면을 통해 밖으로 새어나간 에너
지를 뺀 것과 같음” 을 의미한다 [2]. 여기서 포인팅 벡터는
“단위시간에 단위 면적을 지나가는 장에 실린 에너지” 를
⃗ = (1/µ0 )E
⃗ ×B
⃗ 로 정의한다. 본래 포인팅의
의미하며, S
논문에는 전자기 방사 또는 평면 전자기파와 같은 특정한
전자기적 상황에서의 에너지 전달만을 다룬 것이 아니라
매우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에너지 흐름에 대한 법칙이 제
시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반 물리학 교재에서는
포인팅 벡터라는 개념이 평면 전자기파라고 하는 특별한
맥락 속에서 처음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이것이 평면
전자기파에 딸린 개념으로 축소 해석될 여지가 있다 [3–5].
많은 일반 물리학 교재들이 원격 작용을 설명하기 위해 장
의 중요성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장을 통해 구체적인 물리
현상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지 그 과정을 명확하게 설명
하고 있지 않다 [6]. 또한, 전자기학 문제 상황에서의 전기장
관련 벡터 연산이나 전자기 문제풀이에서 학생들은 어려
움을 겪고 있으며 [7–9], 더 근본적으로 전기장의 실재성에
대한 인식론적 난해함이 그 어려움의 원인일 수 있다 [10].
특히 배터리와 저항만으로 이루어진 가장 단순한 회로에서
조차 전기 에너지가 배터리에서 방출되고 저항기에서 열
에너지로 전환된다는 식의 통상적인 설명에서도 에너지가
공간상에서 어떠한 경로로 전달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매우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11].
단순한 회로의 또 다른 예로써 두 개의 축전기만으로 이
루어진 회로의 경우, 한쪽 축전기에서 다른 축전기로 전하가
이동하는 동안 에너지가 손실된다는 사실은 소위 ‘두 개의
축전기 패러독스 (two-capacitors paradox)’ 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있다 [12]. 일반 물리학 교재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Halliday에서는 패러독스가 발생하는 구체적인 상황이 예

Fig. 1. Initially (t = 0), a capacitor A is charged with
Q0 . When a switch is closed, capacitors A and B are
charged with Q0 /2, respectively.
제로 제시되어 있는데, 이를 보다 단순화된 형태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3]. 시각 t = 0 일 때, 전기용량이 C 인 축전기
A에 전하량 Q0 가 대전되어 있고, 전기용량 및 기하학적
구조가 축전기 A와 동일한 축전기 B는 대전되어 있지 않다
(Fig. 1). 스위치를 닫으면 도선 내부의 전하들이 새로운
평형 상태를 이루는데, 전하량 보존 법칙 및 축전기 A와 B
의 대칭적인 구조를 고려하면 일정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
축전기 A 와 B 에 각각 Q0 /2 만큼씩 동일한 양의 전하가
대전되리라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축전기에 저장된 퍼텐셜 에너지를 계산해보면
스위치를 닫기 전과 닫은 후의 값이 다르다. 스위치를 닫기
전, 축전기에 저장된 퍼텐셜 에너지는 U0 = Q20 /2C 인 반면,
스위치를 닫은 후 축전기 전체에 저장된 퍼텐셜 에너지는
다음과 같다.
U=

(Q0 /2)2
1
(Q0 /2)2
+
= U0
2C
2C
2

(2)

이때, ‘절반의 퍼텐셜 에너지는 어디로 갔는가?’ 이것이 두
개의 축전기 패러독스이다.
얼핏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절반의 에너지에 대한 다양한
설명 방식이 보고된 바 있다 [12–18]. 가장 간단한 설명은
도선이 실제로는 저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동안 줄열에 의해서 절반의 에너지가 방출된다는 것이다
[12]. 이것은 매우 간단한 설명 방식이기는 하지만, 축전기의
평행판 사이에서 전기장과 자기장의 변화로 인한 에너지의
방출까지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 Cuvaj는 시간에 따른 전류
의 함수 모양이 델타 함수로 취급되지 않도록 인덕턴스를 도
입하여 물리적으로 좀 더 실제에 가까운 해석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13]. Powell은 이와 비슷하게 인덕턴스를 도입하여
저항과 인덕턴스의 값과는 무관하게 손실된 에너지가 정확
히 초기 에너지의 절반이 된다는 것을 정량적으로 보였다
[14]. Mita 등은 갑작스런 충전과 방전이 이 문제를 패러
독스처럼 보이게 만드는 주된 원인이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15]. 어떠한 설명 방식이든 공통적으로 저항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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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information of the questionnaire in electric circuit.
Category
I. Poynting vector
II. Calculation

III. Conservation

•
•
•
•
•
•
•

Contents
What is the ‘formula’ of Poynting vectors?
Please explain the meaning of Poynting vectors qualitatively.
What is the quantity of charge long after the switch is closed?
What is the potential difference at each capacitor long after the switch is closed?
What is the electric potential energy stored in each capacitor long after the switch is closed?
Is the total charge of the circuit system conserved? And describe your reasoning.
Is the electric potential energy stored in the capacitors conserved? And describe your reasoning.

덕턴스를 도입하고 있는데, 전자기장의 변화로 인한 에너지
전달까지 고려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이러한 설명들은
축전기, 저항기, 인덕터 등 회로 요소의 역할만을 강조한
이른바 럼프 소자 모델 (lumped element model) 이라고 볼
수 있다 [16]. 회로이론에 기초한 접근과는 달리 전자기파의
방사 관점에서 설명한 선행연구들도 있다 [12, 17, 18]. 전

본 연구에서는 우선 두 개의 축전기 패러독스에 대한 대
학생들의 설명을 유형별로 분석함으로써 전자기장을 통한
에너지 전달에 대한 대학생들의 이해 방식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전자기장을 통해 각각의 축전기 및 저항기에서 에
너지가 방출되고 흡수되는 매커니즘을 대학생 수준에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설명 방식을 제안하였다.

자기장을 통해 회로로부터 방출되는 전자기파를 도입하여
설명한 예로써 Mayer 등은 회로 전체를 일종의 고리 모양의
안테나로 취급하고 방사 저항 (radiation resistance) 이라는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회로에서 방출되는 방사 에너지를
계산하였다 [17]. Boykin 등은 회로 전체를 자기 쌍극자로
취급하여 이로부터 방출되는 방사 에너지를 계산하였는데,
이는 회로 전체를 하나의 이상적인 소자로 단순화시켰다는
점에서 럼프 파라미터 (lumped-parameter) 요소를 도입하
는 것 또는 Larmor의 공식을 사용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동일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18]. Choy는 Boykin 등과
유사한 방식으로 점 전기 쌍극자 모델을 사용하여 축전기
에서도 방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보였다 [12].
이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손실된 절반의 에너지를 설명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전자기장을 통해 에너지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물리적인 매커니즘에 대한 충실한 설명을 제공
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만족스러운 설명 방식은 아니다.
회로의 요소를 럼프 소자로만 간주하는 설명은 도선 주변
또는 축전기의 두 개의 판 사이의 전자기장에 의한 에너지
의 출입과 방출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는 실제로 도선 주변에서 일어나는 전자기장의
동력학적 기작을 무시한 접근이다. 회로 전체에서 방출되는
방사 에너지를 통해 손실된 에너지를 설명하는 경우, 안테나
이론 (예를 들어, 루프 안테나의 방사 저항은 각진동수의 네
제곱에 비례한다는 사실) 이나 Larmor의 공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대학생들이 참고하기에는 다소 복
잡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또한 전자기장에
의해 에너지가 전달되는 구체적인 과정을 보여주는 설명은
아니다.

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서울 소재 사범 대학에 재학 중인 학부생 37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학년의 구분 없이 무작위로
선정한 응답자 37명 전원이 일반 물리학을 수강하였으며,
연구에 참여한 학생 중 32명 (86.5%) 은 학부 과정에서 포
인팅 벡터를 학습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본 연구에서 학생의 응답과 관련된 부분은 두 개의 축전
기 패러독스에 대한 설문지를 개발한 후 학생들의 응답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설문 문항을 작성하기 위하
여 패러독스에 대한 문헌과 일반 물리학 및 전자기학 전공
교재를 분석하였다 [2–5, 12–15, 17, 18]. 개발된 설문지는
물리교육 전공 대학원생 6명을 대상으로 1차 예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1차 예비 검사에 참여하지 않은 물리교육 전
공 대학원생 5명을 대상으로 2차 예비 검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자들은 두 차례의 예비 검사 결과와 피드백을 반영하여
설문지 개발을 완료하였다. 예비 검사를 통해 얻은 자료는
설문지의 개선 과정에서만 사용되었으며 본 연구의 결과
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본 조사는 2017년 5월 말에서 6월
초에 걸쳐 사범 대학 물리전공 학부생 37명을 대상으로 25
분 35분 동안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설
문의 도입부에서는 포인팅 벡터에 대한 수식과 물리적인
의미를 서술하도록 함으로써 대학생들이 장을 통한 에너지
전달에 있어서 핵심 개념인 포인팅 벡터를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 다음, 두 개의 축전
기로 구성된 회로의 스위치를 닫기 전과 후의 두 축전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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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questionnaire item asking the conservation of energy stored in the capacitors.
전하량과 전기적 퍼텐셜 에너지를 계산하도록 하고, 해당
회로의 전하량 보존과 에너지 보존 여부를 묻고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였다. 설문지의 전체 문항 내용은 Table 1과
같다.
기본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설문 문항에 대
한 학생의 응답에서 공통적 특징을 묶는 귀납적 추출과정을
통해 학생의 응답을 범주화 하였다. 연구자들은 학생들의
응답을 각자 귀납적으로 범주를 추출하고, 이후에 서로의
범주화를 비교하고 수정하는 합의 과정을 거쳤다.

전체 설문 참여자 중에서 전기 퍼텐셜 에너지가 보존된다
고 응답한 학생은 6명 (16.2%), 보존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은 27명 (73.0%) 이었다. 4명 (10.8%) 은 보존 여부에
응답하지 않았다. 전기 퍼텐셜 에너지가 보존된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대체로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27명이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
로 분석하였다.
전기 퍼텐셜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대학
생의 설명은 계산에 의한 설명 (유형 A) 과 정성적인 설명

III. 연구 결과
1. 두 개의 축전기로 구성된 회로의 전기 퍼텐셜에너지
보존에 대한 대학생들의 응답
Table 1에 제시된 순서에 따라 포인팅 벡터에 대한 기초
설문을 마친 후 학생들에게 본격적으로 두 개의 축전기
패러독스 상황을 제시하였다. 우선 스위치를 닫기 전과
후의 각 축전기에 저장된 전하량과 전기 포텬셜에너지를
계산하도록 하였고, 그 다음 전하량 보존과 전기 퍼텐셜
에너지의 보존 여부를 설명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기 퍼텐셜 에너지 보존과 관련된 응답 결과 (Table 1의 III
번 문항) 만 분석하였고 이에 해당하는 설문지 문항 내용은
Fig. 2에 제시되어 있다.

(유형 B) 으로 구분되었다. 그리고 정성적인 설명은 다시 세
가지 세부적인 유형 (B1∼B3) 으로 구분되었다. 유형 A는
전, 후 전기 퍼텐셜 에너지의 계산 값을 비교하여 설명 (10
명, 37.0%), 유형 B1은 전자기파 방출로 설명 (7명, 25.9%),
유형 B2는 전하의 역학적 운동으로 설명 (5명, 18.5%), 유
형 B3은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의 전환으로 설명하였다 (4
명, 14.8%). 일부 학생은 각 유형을 혼합하여 설명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전, 후 퍼텐셜 에너지의 계산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보존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한 후 전자기파
방출로 인한 에너지 손실이 있을 것이라는 식의 정성적인
설명을 추가한 경우 설명 유형이 혼합된 응답으로 간주하여
유형 A와 유형 B1에 모두 계수하였다.
유형 A는 스위치를 닫기 전과 후의 전기 퍼텐셜 에너지를
직접 계산하는 설명 방식이며, 가장 많은 학생들이 퍼텐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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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ypes of the explanation for the nonconservation of the electric potential energy.
Types
A
B1
B2
B3

a

Calculation of the potential energy
Radiation by electromagnetic waves
Mechanical reason
Transformation of energy
No specific reason

Number of
responses (%)a
10 (37.0)
7 (25.9)
5 (18.5)
4 (14.8)
5 (18.5)

Multiple responses were allowed.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이유를 이 방식으로 설명하였다.
Fig.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본래 이 문항은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 퍼텐셜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이유’ 를 확인하기 위
해 제시되었다. 따라서 단순히 계산 결과만 제시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의 ‘설명’ 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물리적인 ‘원인’ 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설문지에서 계산 부분과 설명 부분을 분명히 구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유를 포인팅 벡터를 사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면, 이를 정량적으로 설명하기 바랍니다” 와 같이 이
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라는 의도를 충분히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학생들이 ‘단순히 계산을 해보니 그렇다.’
하는 식의 답변을 제시한 것은 계산 결과가 그들 나름대로는
‘이유’ 가 될 수도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설명
유형 중의 하나로 분류하였다. 학생들의 대표적인 응답은
다음과 같다.
학생1:
처음에 축전기 A에 저장된 UA0 = 1/2CV02
나중에 축전기 A와 B에 저장된 에너지
UA = 1/8CV02 , UB = 1/8CV02
합이 1/4CV02 으로 반이 줄어든다.
이러한 식의 답변을 한 학생들이 과연 물리적 설명 없이
계산 결과만으로 만족하고 있는지, 즉 패러독스가 해소된
것으로 여기는지 여부는 본 연구만으로 판단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계산 이면의 물리적인 이유에 대한 풍성한
설명력을 갖추어야 하는 물리교육 전공 학생의 상당수가
단지 계산 결과만을 이유로써 제시하고 있다는 위의 결과는
그 자체만으로도 반성적으로 주목해야할 부분이라고 본다.
“계산은 알겠는데, 그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와 같은
질문은 교육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연구 현장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질문임을 감안할 때, 학생들은 계산능력 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이유에 대한 설명력을 갖출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유형 B1는 회로가 연결되면 축전기에서 전자기파가 방출
되며 이로 인해 축전기에 저장되는 퍼텐셜 에너지가 줄어든
다는 설명 방식이었다. 이는 연구자들이 생각한 모범적인
답변에 가장 가까운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학생은 포인팅 벡터 개념을 사용하여 “radiation”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하였으며, 또 다른 학생은 전하가 가
속되거나 감속되면서 전자기파를 “방사”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축전기에서 전하가 방전되거나 충전되는
과정에서 전자기파가 “방출” 되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있
었다.
학생2:
(중략) Poynting vector 로 radiation 에 의한
에 너 지 손 실 로 계 산 하 면 1/4CV02 이 나 올
것이다.
학생3:
축전기 A에서 전하가 Q0 → Q20 로 방전되는
동안 전자기파가 방출되어 에너지가 빠져나갔
을 것이고, 축전기 B에 0 → Q20 로 충전되는
동안도 전자기파가 방출되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설명은 정성적으로는 만족스러운 설명일 수
있다. 그러나 설문지에서는 포인팅 벡터를 사용하여 “정
량적인” 설명까지 할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실제 계산을
수행하여 에너지 손실량을 정확히 계산한 학생이 없었다는
면에서는 부족한 답변이라고 볼 수 있다.
유형 B2는 에너지 손실의 이유를 전하의 이동과 같은
역학적 관점에서 설명한 방식이다. 스위치를 닫으면 전하가
이동하는데, 전하가 이동한 이유는 무언가 전하에게 일을
했기 때문이며, 해준 일 만큼 전기 퍼텐셜 에너지가 줄어
든다는 식으로 설명을 시도하였다. 또 다른 예로써 전하가
축전기로부터 빠져나간 양 만큼 에너지가 줄어든다는 식의
설명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학생4:
퍼텐셜 E는 보존되지 않는다. A에 있던 전하를
B로 옮기는데 일을 하기 때문
학생5:
E = V2Q 인데, 전하가 빠져나가는 만큼 에너지
가 준다.
이 유형의 학생들은 공통적으로 에너지 손실의 원인을 전
자기장의 형성 등에서 찾지 않고 역학적인 관점 즉, 전하의
운동과 해준 일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하였다. 이는 물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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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에서 대표적으로 통용되는 에너지의 정의가 일 개념과
관련된 정의라는 지적과 부합된다 [19,20]. 선행연구에서도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는
에너지 개념은 특정한 종류의 에너지만 적용되는 것으로
에너지 개념의 보편적 정의와는 구분하여 학습될 필요가
있다 [21,22]. 물론 역학적인 관점으로 설명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무언가 전하에게 일을 했다고
말할 때 그 일의 주체에 대하여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기학은 전하를
가지는 입자의 역학적인 에너지 개념을 넘어서 장론 (field
theory) 으로 이행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유형 B3 는 회로가 연결되어 축전기에 충전과 방전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기존 회로의 전기 퍼텐셜 에너지가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된다는 설명 방식이다. 유형 B3
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전환되는 에너지의 종류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했으나,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될 것이라고
보존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었다.
학생6:
내가 모르는 어떤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바뀔
것 같다.
학생7:
퍼텐셜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전환된다.
이는 에너지 개념이 정확히 정의될 수 없으며 맥락에
의존하는 개념이며 [19],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에너지 개
념을 보존 (conservation), 감소 (degradation), 전환 (transformation), 전달 (transfer), 에너지원 (source) 등의 특성을
갖는 물리량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와 부합한다
[21,22].
이와 같은 네 가지 유형의 답변은 학생들이 전기 회로에
서의 에너지 문제를 대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사고하는지
를 잘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네 가지 유형이
공통적으로 장의 동력학적인 역할을 강조하지 않은 답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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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이 포인팅 벡터를 이용하여 에너지 손실을 정성적으로만
설명하였다.
장에 대한 대학생들의 이러한 인식이 두 개의 축전기
패러독스 문제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패러독스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해보면 장의 문제는 결코 변두리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사실 두 개의 축전기 패러독스가 ‘패러독스처럼’
보이는 근본적인 이유는 문제에서 제시한 상황을 보고 불완
전한 모델을 세우기 때문이다.1 서론에서 패러독스를 처음
소개할 때 (그리고 이는 설문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소개한
방식과 동일하다) Fig. 1에는 마치 축전기를 구성하는 평행
판과 도선, 그리고 스위치만 있는 것 같지만 축전기에 저장된
퍼텐셜 에너지가 저장되는 곳은 바로 그림에 표현되어 있지
않은 전기장이다. 즉, 전기장은 독립적인 자유도를 가지는
동력학적 대상으로써 존재하는데, 이는 자기장의 경우도
물론 마찬가지이다. 스위치를 닫은 후 전류가 흐르는 동안
회로 주변에는 굉장히 복잡한 방식으로 전기장과 자기장이
상호작용하며 존재한다. 장의 동력학적 기작과 전하를 띈
입자의 동력학적 기작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하는 것이
전자기학의 총괄적인 주제라는 점을 고려할 때, 두 개의
축전기 상황을 기술하는 완전한 모델은 전기장과 자기장을
입자와 마찬가지로 동력학의 핵심 주체로 다루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단순한 모델을 세우기 위하여 축전기에
저장된 퍼텐셜 에너지만 고려하고, 회로 주변에 형성되는 전
자기장을 무시하는 것은 정합적인 방법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장 자체의 동력학적인 논의는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두 개의 축전기 패러독스에 대한 대학생들의
설명 유형은 이러한 경향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주어진
회로 상황에서 전자기장의 동력학적인 기작을 강조하면서
패러독스를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설명 방식은 무엇인가?
특히 일반 물리학이나 기초 전자기학 수준의 기본적인 내용
지식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에게 도움이 될 만한 쉬운 설명
방식은 없을까? 다음 절에서는 전기 퍼텐셜 에너지가 보존
되지 않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한 대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한 가지 설명의 예시를 소개하고자 한다.

라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즉,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장을 통한 국소적인 에너지 전달 과정을 언급하지

2. 포인팅 벡터를 이용한 축전기 회로 이해의 예시

않았다. 전자기파를 통해 에너지가 손실되었을 것이라고
답한 유형 B1에 속한 학생의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어느
위치에서 어느 방향으로 에너지가 얼마만큼 방출되는지

두 개의 축전기 패러독스에는 크게 4가지 방식의 에너
지 전달 채널이 존재한다. 그 중 하나는 줄열에 의한 옴식

계산을 시도한 경우는 없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약 25
분에서 35분의 시간이 제공되었으며, 구체적으로 “포인팅
벡터를 이용하여 정량적인” 계산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였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에너지 손실을
장의 에너지 흐름으로 설명하지 못했고, 단 한 명 (학생2)

1

‘모델’ 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론이 있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매우 상식적인 의미에서 ‘모델’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특히 에너지
보존이 성립하지 않는 모델은 정합성 측면에서 불완전한 모델이라고
간주하였다. 뉴턴역학에서 뿐만 아니라 고전 장론을 통틀어 에너지라는
개념은 주어진 모델 내에서 보존되는 물리량으로써 정의되기 때문이다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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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circuit with two capacitors including a resistor.
Fig. 5. (Color online) Direction of the electric field between two plates and the magnetic field induced by decreasing electric field (capacitor A). The Poynting vector
is directed outward (from Fig. 27-3 in Ref. [20]). The direction of the magnetic field and that of the Poynting
vector is opposite in the capacitor B. The lengths of
the arrows are not proportional to the magnitude of the
fields.
식 (3) 와 (4) 를 적분하면 다음과 같은 해를 얻을 수 있다.

Q

 I(t) = RC0 e−2t/RC
(
)
(5)
QA (t) = Q20 1 + e−2t/RC
(

 Q (t) = Q0 1 − e−2t/RC )
B
2
Fig. 4. (Color online) Real behavior of the current shows
a gradual change[shown solid]. Without inductance, the
current is discontinuous at t = 0 [Eq. (5), shown dashed].

(ohmic) 손실이고, 나머지 세 개의 채널은 포인팅 벡터에
의해 전달되는 전자기장의 에너지 흐름이다. 우선, 줄열에
의한 에너지 손실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Fig. 3과
같이 도선에 크기가 R 인 저항이 포함되었다고 하자.
두 개의 축전기에 의해 회로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서
로 나뉘는데, 아랫부분의 축전기 판에 대전되는 전하량은
윗부분의 두 개의 판에 대전되는 전하량에 의해 자동적으로
결정되므로 회로의 윗부분에만 저항이 있는 것으로 취급
해도 무방하다. 키르히호프의 법칙을 적용하면 회로의 각
요소들 사이에 다음 관계식이 성립함을 알 수 있다.
QB
QA
− IR −
=0
C
C

(3)

여기서 QA 와 QB 는 각각 임의의 시각 t 에서 축전기 A와
B의 위쪽 판에 대전된 전하량을 나타낸다. 이 전하량들은
저항이 있는 회로의 윗부분에 흐르는 전류와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가진다.
I=−

dQB
dQA
=
dt
dt

(4)

따라서 전류가 흐르는 동안 줄열에 의한 에너지 손실은 다
음과 같다.
)2
∫ ∞
∫ (
Q0
2
e−4t/RC Rdt
I Rdt =
RC
0
Q20
1
(6)
=
= U0
4C
2
이 결과는 저항값 R 과 무관하기 때문에, 저항을 0으로 보
내는 극한을 취하더라도 언제나 절반의 퍼텐셜 에너지가
손실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러 선행 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실제 전류는 연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자체
유도 현상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13–15]. 자체 유도
를 고려했을 때 전류의 시간에 따른 변화는 Fig. 4(실선)
에 개략적으로 나타나있다. 점선을 나타내는 식 (5) 와는
달리 자체 유도를 고려하면 I(0) = I(∞) = 0 을 만족하고,
t = 0 에서도 전류가 연속이다. 이 곡선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식은 다른 문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14].
이번에는 포인팅 벡터를 통해 축전기 A로부터 방출되는
장의 에너지를 계산해보도록 하겠다. 일반적으로 한 지점
에서 시간에 따라 변하는 전기장은 맥스웰-암페어의 법칙에
따라 해당 지점에 자기장을 만든다. Fig. 5에는 각 축전기
원통의 옆면에서의 전기장과 자기장의 방향이 표시되어
있다 (파란색 화살표). 축전기 A의 경우에는 방전이 되기
때문에 전기장의 방향은 Fig. 5(왼쪽) 에 표기된 것처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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랫방향이지만, 전기장의 변화의 방향은 윗방향이다. 따라서
자기장의 방향은 Fig. 5(왼쪽) 에 나타난 것과 같다. 이렇게
유도된 자기장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I
⃗ · d⃗l = µ0 ϵ0 dΦE = µ0 ϵ0 (Eπrc2 )
B
(7)
dt
µ0 rc dQA
B =
(8)
2A dt
여기서 E = QA /(ϵ0 A) 임을 이용하였고, rc 는 축전기 판의
반지름을 나타낸다. 평행판 축전기의 판은 원형이라고 가
정하였고, A 는 원판의 면적을 나타낸다. 또한 방전이 일어
나는 시간 스케일은 축전기 판에서 전하들이 재배치되는데
걸리는 시간 스케일에 비하여 충분히 크다고 가정하였다.
즉, 준정적 (quasi-static) 전하분포를 가정하였다. 그렇다면
원통의 옆면에서 정의되는 포인팅 벡터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 =|
|S|

1 ⃗
⃗ = rc QA dQA
E × B|
µ0
2ϵ0 A2
dt

(9)

포인팅 벡터의 방향은 Fig. 5(왼쪽) 와 같이 바깥 방향이다.
따라서 단위 시간당 방출되는 에너지의 양은 위의 식 (9) 를
원통 옆면 전체 면적에 대하여 적분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얻을 수 있다.
(
)
I
d Q2A
⃗
⃗
PA = S · dA =
(10)
dt 2C
이것이 축전기 A가 에너지를 잃는 방식이다. 동일한 방식
으로 축전기 B는 에너지를 얻는다. 단, 이번에는 전기장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장의 방향은 축전기 A의 경우와
반대이다 (Fig. 5, 오른쪽). 따라서 원통 표면에서 정의되는
포인팅 벡터의 방향도 축전기 A와 반대인 안쪽으로 들어가
는 방향이다. 축전기 A로부터 나오는 총에너지와 축전기
B로 들어가는 총에너지는 각각 다음과 같다.
[ 2 ]∞
∫
3Q2
 ∞ PA dt = QA
= − 8C0
2C
0
[ 2 ]t=0
(11)
∞
∫
Q2
 ∞ PB dt = QB
= + 8C0
2C
0
t=0

여기서 (−) 부호는 에너지가 축전기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의미하고, (+) 부호는 에너지가 축전기 안쪽으로 들어
오고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포인팅 벡터를 통해 저항기로 흘러들어가는
에너지의 양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자기장은
전류뿐만 아니라 시간에 따라 변하는 전기장에 의해서도
만들어진다. 맥스웰-암페어의 법칙에 따라 저항기 표면에
서의 자기장은 다음과 같은 값을 가진다.
B=

µ0 ϵ0 dI
µ0 I
+
2πrmax
2πrmax σ dt

(12)

Fig. 6. (Color online) A cylindrical-wire shaped resistor:
The magnetic field is induced due to the current and the
changing of the electric field.
여기서 σ 는 저항기의 전도도를 나타낸다. 저항기는 길이가
2
l 이고 단면적이 Ar = πrmax
인 원통 모양으로 간주하였다
(Fig. 6).
옴의 법칙에 의해 결정되는 전기장의 크기와 위의 식 (12)
와 같이 계산된 자기장의 크기를 이용하여 저항기의 표면
(r = rmax ) 에서의 포인팅 벡터의 크기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
)
1
1 I
µ0 I
µ0 ϵ0 dI
S=
EB =
+
(13)
µ0
µ0 σAr 2πrmax
2πrmax σ dt
따라서 저항기로 흘러들어가는 에너지는 포인팅 벡터를
면적에 대하여 적분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I
⃗ · dA
⃗ = I 2 R + lIϵ0 dI
Pw = S
(14)
σ 2 Ar dt
여기서 첫 번째 항은 식 (6) 에 주어진 줄열에 의한 손실과
정확히 같은 값이다. 이것은 전자기장이 한 일이 저항기 내
부에서 줄열에 의해 열 에너지로 전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1,2]. 식 (14) 의 두 번째 항은 전류가 시간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항인데, 전체 시간에 대하여 적분을 하면
그 값이 0이다. 왜냐하면 실제 회로에서 인덕턴스가 0인
경우는 존재하지 않으며, 인덕턴스를 고려할 경우 시간에
따른 전류의 변화는 Fig. 4의 실선과 같이 t = 0 과 t = ∞
에서 모두 전류가 0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식 (14) 의 두
번째 항을 전체 시간에 관하여 적분하면 다음과 같이 그
값이 0이다.
∫ ∞
∫ 0
dI
I dt =
IdI = 0
(15)
dt
0
0
즉, 전류가 증가하는 동안 저항기 쪽으로 에너지가 흘러
들어가고, 전류가 감소하는 동안 같은 양 만큼의 에너지가
저항기로부터 빠져나오는 셈이다. 그 결과 저항기로 흘러
들어가는 단위 시간 당 에너지는 정확히 I 2 R 이 되고, 이만
큼의 에너지가 줄열에 의해 열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이다.
저항기에 수직인 방향으로 장의 에너지가 유입되는 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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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요약 및 제언

Fig. 7. (Color online) Four channels of energy transformation.
설명 방식은 배터리에서부터 저항기로 포인팅 벡터에 의한
에너지 흐름을 설명한 기존의 연구 결과들과 잘 부합한다
[11,26].
본 연구에서 분석한 에너지 흐름의 4가지 채널이 Fig. 7
에 묘사되어 있다. 편의상 U0 = Q20 /(2C) = 1로 놓으면 두
개의 축전기 패러독스는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설명할 수
있다. 스위치를 닫기 전 축전기에 저장된 전체 에너지는 1
이고, 스위치를 닫으면 전체 에너지가 1/2이 된다. 1/2의
에너지는 어디로 갔는가? 3/4는 축전기 A가 방전되는 동안
전자기장이 정의하는 포인팅 벡터 방향으로 바깥으로 빠져
나가고, 축전기 B에서는 충전되는 동안 1/4 만큼 들어온다.
저항기에서는 1/2 만큼의 에너지가 포인팅 벡터 방향으로
흘러들어오고, 정확히 같은 양 만큼의 에너지가 줄열에 의해
열 에너지로 전환된다. 따라서 전체 계는 1/2의 에너지를
잃어버린다. 이러한 설명은 저항이 0에 가까운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저항이 0인 회로를 고려한다면
축전기 A와 B에서 각각 나가고 들어오는 포인팅 벡터만을
가지고 전체 계의 에너지 손실을 잘 설명할 수 있다. 이는
회로에서 매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정의되는 방사 에너지의
양과 동일하다.
본 절에서 소개한 축전기 회로 이해의 예시에서는 논의를
간단히 하기 위하여 저항기의 표면에서 전기장의 수직 성분
은 0인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 결과 포인팅 벡터의 방향이
원기둥 모양의 저항기 표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되었다. 실제로는 표면 전하의 효과로 인해 저항기 표면
근처에서의 전기장의 수직 성분도 존재한다. 따라서 일반적
으로 포인팅 벡터의 성분 중 저항기 표면에 평행한 성분이
존재한다 [11,25]. 이 연구에서 가정한 또 한 가지 제한은
축전기에서의 가장자리 효과 (fringing effect) 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물론 축전기 판의 면적에 비해 판 사이의 간격이
매우 작아서 수치적으로는 가장자리 효과를 무시할 수도
있겠지만, 축전기의 충전과 방전 과정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매커니즘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가장자리 효과는 매우 중요
하다 [27].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자리 효과가 크기 면에서
매우 작고, 포인팅 벡터에 초점을 맞춘 설명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본 연구에서 고려하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두 개의 축전기 패러독스 상황에 대한 대
학생들의 설명 유형을 분석하고, 포인팅 벡터를 통한 장의
국소적 에너지 전달을 강조하는 설명의 예시를 제안하였다.
일견 퍼텐셜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축
전기 상황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 내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비보존에 대한 학생들의 설명 유형은
4가지로 분류되었다. 첫째, 가장 많이 나타난 설명 유형은
‘퍼텐셜 에너지 전· 후 계산 값의 비교’ 였으나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웠다. 둘째 유형은 ‘전자기파’ 의 ‘방사
또는 방출’ 을 이유로 정성적인 설명을 한 경우이다. 셋째
유형은 역학적인 설명을 시도한 경우인데 구체적인 계산을
통해 전하에 해준 일의 양을 계산으로 보여주지는 못하였다.
넷째는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되었다고 설명한 유형
인데, 이 경우에도 구체적인 계산을 통해 전환된 에너지의
양을 보여주지는 못하였다.
이를 통해 대학생들이 두 개의 축전기 패러독스처럼 에
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을 물
리적으로 적절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축전기 패러독스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는 장의 관점으로
접근함으로써 보완할 수 있다. 이 패러독스는 장에 저장된
에너지를 다루는 문제이므로 전자기장을 통해 전달되는
에너지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자기장을 통한 에너지의 전달 매커니즘을 강조하는 한
가지 설명의 예로써 4개의 채널을 통한 에너지 전달 방식을
구체적인 계산 결과와 함께 소개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룬 두 개의 축전기 패러독스는 변형된 형
태로 다양한 물리적 상황에서 등장할 수 있다. 이를테면 임
의의 도체에 분포해 있는 전하들이 타 도체와의 접촉에 의해
재 분포하게 되면, 두 개의 축전기 상황에서와 마찬가지로
장에 저장된 처음 에너지와 나중 에너지의 값이 다르다.
두 개의 축전기 상황은 이러한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가장
단순한 예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전하의
재 분포라는 일반적인 상황을 포함하여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구체적인 설명방식을 제공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학생의 전자기 교육에서 동력학의 주체로
써의 장의 역할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아인슈타인은 17세기와 18세기에 성공적이었던 역
학적 관점이 점점 쇠퇴하고 장의 관점 (field view) 이 이를
대체하는 것으로 물리학의 역사를 그려내기도 하였다 [28].
그리고 20세기 현대물리학의 모든 물리 법칙은 장의 언어
로 기술되고 있다 [29]. 일반 상대성 이론을 비롯하여 20
세기 입자물리학의 주요 성과들이 중등 교육 과정으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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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물리학을 배우는 대학생들은 그
세부적인 내용지식 뿐만 아니라 장의 관점 자체를 진지하게

[11] I. Galili and E. Goihbarg, Am. J. Phys. 73, 141

학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고전 장이론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는 전자기 이론을 학습할 때 장의 관점 즉,
동력학의 주체로써의 장 개념을 강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

[12] T. C. Choy, Am. J. Phys. 72, 662 (2004).

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매우 단순한 회로
문제에서 포인팅 벡터를 도입하여 장을 통한 에너지의 전달
과정을 설명하는 것은 대학생들이 장의 관점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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