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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광전효과는 빛의 입자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현상
이다(Einstein, 1905). 금속에 빛을 쬐이면 전자가 튀
어나온다는 비교적 단순해 보이는 이 현상은 고전 전
자기 이론으로는 해석이 불가능하여 현대물리학으로의 
전환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과학사적 가치가 있다
(Klassen, 2011). 또한 과학교육의 맥락에서 볼 때 광
전효과는 학생들에게 빛의 광자(photon) 모델을 이해
시킬 때, 매우 단순하게 빛의 양자적인 속성을 보여주
기에 교육적으로도 가치가 있다(Stanley, 1996; Niaz 
et al., 2010). 

중등교육 과정에서 현대물리학 내용이 지속적으로 
강조/확대되고 있음에도 광전효과를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내

외에서 발표된 광전효과 교육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Ha & Sohn(2018)은 빛의 세기가 일정할 때 광전류 
그래프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하였으며, Cheong & 
Song(2011)은 광전효과 실험의 설계와 설명이 빛의 
파동성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으로부터 이중성 표현의 
적절성을 논하였다. McKagan et al.(2009)은 상호작
용이 있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광전효과 교육
이 실험의 결과를 예측하는 데에 효과가 있었으나 그
에 비해 추론과정은 논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Hertz에 의해 처음 알려진 광전효과는 이후 
Einstein에 의해 해석되기까지 다음의 사실들이 현상
적으로 알려져 있었다. 즉, 방출되는 광전자의 운동에
너지는 빛의 진동수와 상관이 있으며, 광전자의 방출
은 시간의 지연이 없이 거의 즉각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다. 또한, 일단 광전류가 흐른 이후에는 빛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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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클수록 진동수와 관계없이 광전류도 커진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었다(Bonzel & Kleint, 1995). 이 중
에서도 특히, 특정 진동수(문턱 진동수)보다 작은 진동
수를 가진 빛을 비출 때에는 ‘빛의 세기(intensity)’를 
아무리 크게 하여도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는다는 사
실은 광전효과를 가르칠 때 매우 강조되는 내용이다.

‘빛의 세기’의 정의와 관련하여 물리학의 여러 영역
에서 다양한 정의가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고전 
전자기학에서는 전자기파의 세기 즉, 빛의 세기를 포
인팅 벡터의 시간 평균값으로 정의하며 이것은 단위
시간, 단위면적당 전달되는 에너지를 의미한다
(Griffiths, 2013). 한편, 빛의 광자 해석과 관련한 맥
락(예: 광전효과, 단일 슬릿 회절 현상 등)에서는 빛의 
세기를 단위 시간 당 들어오는 광자의 개수(또는 빈
도)로 정의한다(Young & Freedman, 2012). 이처럼 
서로 다른 패러다임 하에서 동일한 단어가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데(Kuhn, 1962), 고전 전자기
학에서 양자론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이제 막 공부하
는 학생들이나 이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빛의 세기에 
대하여 단일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단정지어 
생각하기는 어렵다.  

가령, 고전 전자기학의 맥락에서 빛은 곧 전자기파
이므로 빛의 세기는 Js⋅m  또는 Wm의 단위
를 가지게 되는데, 빛의 세기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학생 및 교사가 광전효과를 배우고 가르칠 때 ‘빛의 
세기’를 ‘단위시간 단위면적 당 입사하는 광자의 수’와 
‘광자 1개의 에너지’의 곱으로 이해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
여기서 는 빛의 세기를 나타내고, 은 단위시간 단
위면적당 입사하는 광자의 수, 는 빛의 진동수, 는 
플랑크 상수이다. 식 (1)에 따르면 빛의 세기는 전자
기파의 세기와 동일한 Wm의 단위를 가지게 되는

데, 이 경우 단위시간 단위면적당 입사하는 광자의 수
()가 같다고 하더라도 진동수에 따라서 빛의 세기가 
다르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또는 식 (1)에 따르면, 
광자 1개가 전자 1개를 내보낸다고 할 때 같은 세기
의 빛일지라도 진동수에 따라 광전류의 크기는 달라
질 것으로 예측될 것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빛의 세기를 단위면적 당 광자의 빈도로 이해하는 경
우의 예상과는 다른 것이다. 
  이처럼 빛의 세기에 대한 이해의 차이는 광전효과
에 관한 이해에 있어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 가능성
이 있다. 실제로 연구자 중 1인은 한 고등학교에서 광
전효과 평가 문항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른 동료 교사
와 협의를 하던 중 위와 같은 문제로 의사소통의 어
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다. ‘에너지가 더 큰 빛은?’이
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이 논의는 진동수가 다른 상황
에서 광전류의 크기만으로 빛의 세기를 비교할 수 있
는가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졌다. 아래는 당시 두 교사
의 대화 내용을 간략하게 재구성한 것이다. 

교사 A: 선생님, 이 문제(Figure 1)에서 빛의 
에너지가 크다는 게 ‘빛의 세기’를 의
도하신 건가요? 

교사 B : 네. 진동수가 클수록 에너지가 큰 빛
이니까 Ⅰ>Ⅱ>Ⅲ를 답으로 했는데, 
왜요?

교사 A : ‘빛의 세기’를 의도하신 거라면 광자 
한 개의 에너지로만은 안 되고, 
음...W(와트)/m이니까 단위면적 단위
시간당 들어오는 광자의 수에 hf를 곱
해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러
면 광전류가 문제에 주어져야지요. 빛
의 세기는 진동수와 광전류의 곱에 
비례하겠네요. 

Figure 1. Photoelectric Effect Test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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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B : 그런데 선생님, 빛의 세기는 광전류에
만 비례하는 것 아닌가요? 여기 (다른 
문제의) 해설(Figure 2)에도 보면 광
전류의 크기는 빛의 세기에 비례한다
고 나와 있어요.

교사 A: 그건 빛의 진동수가 같다는 전제가 문
제에 암묵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진
동수를 언급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교사 B: 근데 빛의 세기가 진동수와 광전류의 
곱에 비례한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
봐요. 그리고 W/m은 전자기파의 에
너지 개념인데 광전효과는 이걸 적용
하면 안 되지 않나 싶어요.

교사 A: 글쎄요. 전자기파이든 아니든 어쨌든 
빛의 세기인데, 빛의 세기 개념이 광
전효과라고 달라지나요?

위의 두 교사 사이의 논쟁은 빛의 세기에 대한 이
해 방식이 학생은 물론 물리 교사들 간에도 상이할 
수 있으며, 이는 광전효과에 대한 이해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교사 A의 경우, 
빛의 세기를 W/m의 단위를 가지는 식 (1)과 같이 
이해하고 있는 반면, 교사 B는 식 (1)이 전자기파가 
전달하는 에너지에 대한 표현일 뿐 이것을 광전효과
에 적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위의 평가 문항의 경우, 발문 속 ‘빛의 에너지’라는 
표현은 원래 의도대로 ‘광자 1개의 에너지’로 수정되
었지만, 여전히 좁혀지지 않았던 빛의 세기에 대한 논
쟁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자들은 이와 같은 논쟁의 원인과 해소방안을 모
색하기 위해서는 광전효과 단원에서 대학 교재가 빛
의 세기를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
다고 보았다. 

사범대 물리교육과 학부 과정의 전형적인 커리큘럼

과 교사들이 일반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문헌의 범위
를 고려할 때, 일반물리학 교재와 현대물리학 교재가 
예비 및 현직 물리교사들이 광전효과를 배우는 데 관
련된 교재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중, 일반물리학 
교재에서도 광전효과를 소개하는 경우가 있으나, 실질
적으로 일반물리학의 방대한 내용을 1년 안에 다루어
야 하는 학부 과정에서 광전효과 내용은 간략하게만 
다루어지거나(빛의 입자성의 대표적인 예시로써) 건너
뛰는 경우가 많다. 한편, 현대물리학 교재는 예비교사
들이 사범대 학부 과정에서 광전효과와 관련된 개념
을 본격적으로 학습하는데 사용하는 교재라 할 수 있
다. 특히, “광전효과”라는 주제가 이미 국가 수준의 
중등교육과정으로 확대된 시점에서 기존 현대물리학 
교재들은 이 주제에 관하여 물리학계의 표준적 이해
가 반영된 일관되고 정합적인 관점을 제공할 것이라
는 기대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광전효과
에서 빛의 세기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인 역할
을 하는 현대물리학 교재를 고려하였다. 따라서 본 연
구의 연구문제는 현재 많은 대학에서 교재로 사용하
고 있는 현대물리학 교재의 광전효과 단원에서 ‘빛의 
세기’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Ⅱ. 연구 방법

1. 분석 대상

국내외의 대표적인 온라인 도서사이트의 판매량*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학부 현대물리학 교재로 사용되
는 현대물리학 교재 10종(Beiser, 2003; Bernstein, 
Fishbane, & Gasiorowicz, 2000; Harris, 2008; 
Krane, 2012; Serway, Moses, & Moyer, 2005; 
Taylor, Zafiratos, & Dubson, 2004; Thornton & 

* 2016년 8월 기준, amazon.com과 kyobobooks.co.kr에서 검색된 내용을 바탕으로 함

Figure 2. An explanation of the proportionality between the intensity of light and the photo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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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x, 2013; Tipler & Llewellyn, 2012; Walecka, 
2008; Weidner & Sells, 1980)을 선정하였으며, 모
든 교재는 연구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개정된 것을 분석에 사용하였다(Table 1). 분석 대상
에 대한 타당성 확보를 위해 대학에서 현대물리학 강
의 경험이 있는 전문가 2인의 검증을 거쳤다. 

2. 분석 방법

먼저 연구자 중 1인이 현대물리학 교재 전반에서 '
빛의 세기(intensity)'가 언급된 부분을 일차적으로 발
췌하였다. 그리고 연구자 4인(물리교사 1인, 물리교육
연구자 2인, 물리학자 1인)이 함께 모여서 일차적으로 
발췌된 자료 중에서도 광전효과와 관련된 부분에서 
‘빛의 세기’가 들어간 문장과 관련 수식을 2차 선별하
는 과정을 거쳤다. 선별된 자료를 각자 검토한 후, 빛
의 세기에 대한 교재의 설명 방식에 대하여 연구자 
전원이 합의에 이를 때까지 논의를 계속함으로써 정
합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빛의 세기’에 대한 현대물리 교재의 설명을 총 4가지
로 분류하였는데, 각 유형별 설명 방식과 코드는 
Table 2와 같다. 

현대물리 교재에 나타난 ‘빛의 세기’에 대한 설명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대별된다(유형1과 유형2). 첫 
번째 유형(유형1)은 빛의 세기를 단위시간, 단위면적 
당 광자의 개수로 설명하는 경우이며, 이는 다시 명시
적으로 기술하였는가 또는 암묵적으로 기술하였는가에 
따라 두 가지 코드를 구분하여 부여하였다(n과 n’). 두 
번째 유형(유형2)은 광자 1개의 에너지를 포함하여 빛
의 세기를 단위시간 단위면적 당 광자의 개수에 를 
곱한 것으로 설명하는 경우이며, 이 경우 역시 명시적
으로 기술하였는가 또는 암묵적으로 기술하였는가에 
따라 두 가지 코드를 부여하였다(nhf과 nhf’). 예를 들
어, 빛의 세기를 암묵적으로 기술한 교재는 빛의 세기
가 무엇인지 본문에서는 명시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예제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빛의 세기를 설명
한 경우를 포함한다.

저자명 (알파벳 순) 책 제목 출판년도 판수
Beiser, A. Concepts of Modern Physics 2003 6th

Bernstein, J., Fishbane, P. M. 
& Gasiorowicz, S. G.

Modern Physics. 2000 1st

Harris, R. Modern Physics 2008 2nd
Krane, K. S. Modern Physics 2012 3rd

Serway, R. A., Moses, C. J. & 
Moyer, C. A.

Modern Physics 2005 3rd

Taylor, J. R., Zafiratos, C. D. 
& Dubson, M. A.

Modern Physics for Scientists and Engineers 2004 2nd

Thornton, S. T. & Rex, A. Modern Physics for Scientists and Engineers 2013 4th
Tipler, P. A. & Llewellyn, R. A. Modern physics 2012 6th

Walecka, J. D. Introduction to Modern physics: Theoretical 
Foundations 2008 1st

Weidner, R. T. & Sells, R. L. Elementary Modern Physics 1980 3rd

Table 1. List of the modern physics textbooks selected (author, title, publication year and edition) 

빛의 세기에 대한 설명 Code 유형

빛의 세기를 단위시간, 단위면적 당 광자의 개수로 명시적으로 기술한 경우 n
유형1

빛의 세기를 단위시간, 단위면적 당 광자의 개수로 암묵적으로 기술한 경우 n’

빛의 세기를 단위시간, 단위면적 당 광자의 개수와 의 곱으로 명시적으로 기술한 경우 nhf
유형2

빛의 세기를 단위시간, 단위면적 당 광자의 개수와 의 곱으로 암묵적으로 기술한 경우 nhf’

Table 2. Coding of Intensity of Light representation in Photoelectric Effect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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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결과

현대물리학 교재 10종의 광전효과 단원을 분석한 
결과 10종의 교재 모두 광자 개념을 사용하여 ‘빛의 
세기’를 표현하고 있었다. 각 교재별, 설명 유형별 분
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하나의 교재 안에서도 ‘빛
의 세기’에 대한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Table 3의 왼쪽 열에는 교재의 저자와 발행연
도를, 오른쪽 열에는 교재에 기술된 각각의 표현을 
Table 2에서 제시한 코드별로 범주화시켜 나타내었
다. 교재에 따라서는 유형1과 유형2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코드를 중복하여 부여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예를 들어 Bernstein, Fishbane, & Gasiorowicz 
(2000) 교재의 경우, 본문에서는 빛의 세기에 대하여 
n과 유사한 표현으로 제시한 것으로 분류되었지만 연
습문제에서는 빛의 세기를 nhf로 명시적으로 표현했
다고 분류되었기 때문에 Table 3에는 두 가지 코드(n
과 nhf)에 모두 표시되어 있다.

총 10종의 교재 중에서 8종의 교재가 빛의 세기에 
대한 유형2의 설명을 포함하고 있었다. 즉, 대부분의 
교재에서 빛의 세기를 설명할 때 광자 한 개의 에너
지( )를 포함하여 식 (1)과 같은 nhf의 형태로 소개
하고 있었다. 한편, 광자 하나의 에너지를 포함하지 
않고 단위시간, 단위면적 당 광자의 개수로 빛의 세기
를 설명한 유형1(n 또는 n')의 설명 방식으로 일관된 
교재는 2종이 있었다(Harris, 2008; Walecka, 2008). 
그리고 유형2(nhf 또는 nhf')의 설명 방식으로만 일관
된 교재는 5종이 있었다(Beiser, 2003; Krane, 2012; 
Serway, Moses, & Moyer, 2005; Tipler & 
Llewellyn, 2012; Weidner & Sells, 1980). 나머지 3

종(Bernstein, Fishbane, & Gasiorowicz, 2000; 
Taylor, Zafiratos, & Dubson, 2004; Thornton & 
Rex, 2013)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유형의 설명 방식이 
한 교재 안에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Thornton & Rex(2013)의 경우에는 한 단원 내에 두 
가지 표현이 모두 명시적으로 기술되어 있었다. 교재
에 나타난 표현을 Table 3에 나타난 세 가지 범주에 
따라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빛의 세기를 유형1로만 표현하는 교재
(Harris, 2008; Walecka, 2008)

빛의 세기를 유형1의 방식으로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는 교재는 2종이 있었다. 예를 들어, Harris(2008)
는 금속에 충돌하는 광자의 빈도 즉, 단위 시간 당 금
속에 부딪히는 광자의 개수가 곧 빛의 세기라는 점을 
다음과 같이 괄호 속에 ‘intensity’라는 용어를 표기하
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표현하였다.

Also, the electron's kinetic energy should 
depend only on the energy of the single 
photon ―the frequency― not on how many 
strike the metal per unit time (the 
intensity)  (Harris, 2008, p.76) 

한편, Walecka(2008)은 광전효과에 대한 현대적 해
석이 Einstein의 가정 또는 Einstein의 분석이라는 점
을 특별히 강조하면서 「Einstein's Analysis」라는 제
목의 절을 별도로 두어 다음과 같이 빛의 세기를 광
자의 개수로 제시하였다. 

유형1 유형2
       저자(발행연도) n n’ nhf nhf‘

유형1 표현만 있는 
교재

Harris(2008) ○
Walecka(2008) ○

유형2 표현만 있는 
교재

Beiser(2003) ○ ○
Krane(2012) ○

Serway et al. (2005) ○ ○
Tipler & Llewellyn(2012) ○
Weidner & Sells(1980) ○

유형1과 유형2 표현이 
혼재되어 있는 교재

Bernstein et al. (2000) ○ ○
Taylor et al. (2004) ○ ○

Thornton & Rex(2013) ○ ○

Table 3. Representations of Intensity of Light in Photoelectric Effect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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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tensity of the wave then 
determines the number of photons, and 
therefore the number of electrons. 
(Walecka, 2008, p.54)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빛의 세기를 ‘파동의 세기(the 
intensity of the wave)’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
다. 이것은 언뜻 전자기파의 세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광전효과 단원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문
장의 의미를 고려해 볼 때 저자는 빛을 ‘그 파동(the 
wave)’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이전에 전자기학에서 파
동으로 묘사되었던 빛의 세기가 아인슈타인의 해석에
서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설명의 연속선상에서 이 둘
을 대비시키기 위한 특별한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다
만, 아인슈타인의 해석에서 빛의 세기는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정의된다는 식의 명시적인 설명은 하고 있
지는 않기 때문에 유형1의 코드 n’으로 분류하였다.

이상의 두 교재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진동수를 통
제하지 않고, 빛의 세기라는 것은 광자가 얼마나 많이 
부딪히는지를 의미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2. 빛의 세기를 유형2로만 표현하는 교재
(Beiser, 2003; Krane, 2012; Serway, 
Moses, & Moyer, 2005; Tipler & 
Llewellyn, 2012; Weidner & Sells, 1980)

빛의 세기를 유형2의 방식으로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는 교재는 5종이 있었다. 이 중에서 1종(Krane, 
2012)을 제외한 4종의 교재 모두 Figure 3의 

Example 3-7과 같은 유형의 문제를 연습문제 등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Figure 3의 Example 3-7에서는 단위시간, 단위면
적 당 입사하는 광자의 수를 물어보면서 앞서 
Example 3-6에서 주어진 빛의 파장과 빛의 세기
(Figure 3에서는 ‘incident intensity’로 표기되어 있
음)를 활용하도록 한다. 그리고 문제에 주어진 빛의 
세기(이 경우 빛의 세기의 단위는 Wm임)를 광자 
하나의 에너지에 해당하는 로 나누어 답을 구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면 최종적인 답은 s ⋅m 의 단
위를 가지게 된다. 다시 말해 단위시간, 단위면적 당 
입사하는 광자의 수 에 를 곱하면 빛의 세기가 된다.

Weidner & Sells(1980)의 경우 연습문제 뿐만 아
니라 본문에서도 다음과 같이 빛의 세기를 단위시간, 
단위면적 당 수직으로 들어오는 광자의 수에 광자 한 
개의 에너지를 곱한 것 즉, 로 명시하고 있다. 

The intensity of a monochromatic 
electromagnetic wave takes on a new 
meaning. It is, in the quantum view, the 
energy of each photon multiplied by the 
number of photons crossing a transverse 
unit area per unit time.  (Weidner & Sells, 
1980, p. 94) 

즉, 단색 전자기파의 세기는 양자적 관점에서 전혀 새
로운 의미를 갖게 된다고 설명하면서 그 정의를 말로 
풀어서 설명하였다. 이 교재는 이어지는 「광자의 흡
수」절에서 아래의 식과 함께 빛의 세기를 계속 
로 표현하고 있었다. 

Figure 3. Typical example and solution in the textbooks representing type 2 
(Tipler & Llewellyn, 2012, p.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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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hoton flux)   (Weidner 
& Sells, 1980, p.114)  ......(2)

한편, 빛의 세기를 암묵적으로 nhf로 나타낸 표현
은 Krane(2012)의 설명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 교
재에서는 빛의 세기가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었다. 

For a fixed frequency, doubling the 
intensity of the light means that twice as 
many photons strike the surface and twice 
as many photoelectrons are released, but 
they all have precisely the same maximum 
kinetic energy.  (Krane, 2012, p.78) 

즉, Krane(2012)은 진동수가 고정되어 있을 때 빛의 
세기가 2배가 된다는 것은 2배 많은 광자가 충돌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특별히 ‘진동수가 고정되어 
있을 때’라는 전제를 붙임으로써 Krane(2012)은 빛의 
세기를 정할 때 진동수가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암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물론 이 문장만을 놓고 보
면 해석의 모호함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그러나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3번째 개정판 
이전에 출판된 동일 저자의 교재(1판과 2판)에서는 
Figure 3의 Example 3-7과 거의 동일한 예제를 포
함하고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위의 문장에 내
포된 의미는 유형2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Krane(2012)은 'for a fixed frequency'라는 전제를 
통하여 독자로 하여금 빛의 세기가 진동수와 관련된
다는 생각을 충분히 하게 만든다고 볼 수 있다.

Beiser(2003)와 Serway, Moses, & Moyer(2005)에
서도 위의 Krane(2012)와 비슷하게 고정된 진동수를 
전제하여 빛의 세기가 크다는 것은 광자의 수가 많은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교재의 경우, 
본문에서는 암묵적으로 빛의 세기를 로 기술하고 
있지만, 연습문제에서는 빛의 세기를 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Krane(2012)의 기술 방식과 상이하다. 

3. 빛의 세기를 유형1과 유형2로 모두 표현한 
교재(Bernstein, Fishbane, & 
Gasiorowicz, 2000; Taylor, Zafiratos, & 
Dubson, 2004; Thornton & Rex, 2013)

3종의 교재에서는 빛의 세기에 대한 유형1의 설명 
방식과 유형2의 설명 방식이 한 교재 안에 혼재되어 
있었다. 이 중에서도 Thornton & Rex(2013)는 빛의 
세기를 명시적으로 으로 나타내면서도, 명시적으로 

로 표현하는 유일한 교재였다. 예를 들어, 
Thornton & Rex(2013)는 전압에 따른 광전류 그래
프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빛의 세기를 다음과 같이 n
으로 표현하였다. 

For a constant light intensity (more 
precisely, a constant number of 
photon/area/time), a different stopping 
potential V   is required for each  , but 
the maximum photocurrent will not 
change, because the number of 
photoelectrons ejected is constant (see 
figure 3.13).  (Thornton & Rex, 2013, 
p.108) 

즉, 위의 설명에서 Thornton & Rex(2013)는 빛의 
세기가 같다는 것을 단위시간, 단위면적 당 광자의 수
가 같다는 것으로 빛의 세기를 ‘좀 더 정확하게’ 다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해당 단원의 연습문제에
서는 Figure 3과 같은 유형의 문제를 제시함으로써 
빛의 세기를 로도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유형1과 유형2의 설명이 혼재되어 있는 
나머지 두 교재도 연습문제에서 Figure 3과 같은 유
형의 문제를 제시하고 있었지만, 이 두 교재에서는 유
형1의 설명이 암묵적으로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Bernstein, Fishbane, & Gasiorowicz(2000)은 
고전 전자기학의 관점과 대비하여 빛의 세기를 금속
을 비추는 광자의 수로 나타내었으며. Taylor, 
Zafiratos, & Dubson(2004)은 Einstein의 가정이라
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빛의 세기를 
광자의 개수로 나타냈다. 

If the intensity of light is increased, 
then, according to Einstein's assumptions, 
the number of photons is increased, but 
the energy   of an individual photon is 
unchanged. (Taylor, Zafiratos, & Dubson, 
2004, p.128)

Taylor, Zafiratos, & Dubson(2004)의 경우에는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분류가 달라질 수 있다
는 지적이 가능하다. 그러나 진동수가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술 순서상 빛의 세기가 증가하면 광자의 
수가 커진다고 했기 때문에 연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이 표현은 빛의 세기를 광자의 수로 암묵적으로 나타
낸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ay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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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afiratos, & Dubson(2004)은 Figure 3과 거의 동
일한 연습문제를 제시함으로써 빛의 세기를 여전히 
로 제시하는 등 같은 교재 안에서 두 가지 상이
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3종의 교재에서는 빛의 세기에 대한 유형1
과 유형2의 설명 방식이 혼재되어 있었고, 그러면서도 
그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다는 점이 드러났다. 

Ⅳ. 요약 및 논의

예비 물리교사들을 비롯하여 현직 물리교사들이 광
전효과를 배우는데 있어서 현대물리학 교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현대물
리학 교재는 물리교사가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광전효
과를 가르치는데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
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만약 현장
의 교사가 광전효과를 가르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
다면, 그 어려움의 원인의 한 가지로 현대물리학 교재
를 고려하고 이에 관하여 탐구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널리 사용되어 온 현대물리학 교재의 광전효과 단원
에서 ‘빛의 세기’를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 분석을 
하였다. 연구 결과, 빛의 세기에 대한 일관된 정의 내
지는 일관된 설명을 기대한 것과는 달리 교재마다 빛
의 세기에 대한 표현이 제각각이며, 심지어 한 교재 
내에서도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빛의 세기
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본 연구에서는 빛의 세기에 대한 기존의 현대물리
학 교재의 설명 방식을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첫 번째 유형은 빛의 세기를 단위시간, 단위
면적 당 입사하는 광자의 수로 설명하는 방식이다(유
형1).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 빛의 세기를 단위시간, 
단위면적 당 광자의 개수에 광자 한 개의 에너지인 
를 곱한 것으로 설명하는 방식이다(유형2). 그리고 
각 유형 별로 명시적인 설명과 암묵적인 설명을 구분
하여 총 4개의 코드를 가지고서 교재의 설명 방식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10종의 교재 중에서 2종의 교
재는 유형1 즉, 빛의 세기를 으로 일관되게 표현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두 교재 모두 빛의 세
기에 대한 정의를 명시적으로 제시한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5종의 교재는 유형2 즉, 빛의 세기를 로 
일관되게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종을 제
외한 나머지 교재는 동일한 유형의 예제를 공통적으
로 포함하고 있었는데, 빛의 세기의 단위를 W/m으
로 제시하고 있는 이 예제를 통해 빛의 세기를   

형태로 명시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3종의 교재에서는 두 가지 유형의 
설명 방식이 한 교재 안에서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3종의 교재 중 어느 교재에서도 이
에 대한 별도의 설명은 찾아볼 수 없었다. 

현대물리학 교재마다 빛의 세기에 대한 표현이 다
르고, 특히 한 교재 안에서도 빛의 세기에 대한 표현
이 다르게 제시되고 있다는 것은 본 논문의 서론에서 
제시하였던 두 교사 간의 논쟁이 일반적으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교사의 경우 
이미 광전효과에 관한 주요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상
황에서도 여전히 빛의 세기가 단위시간, 단위면적 당 
전달되는 에너지인가 또는 단위시간, 단위면적 당 전
달되는 광자의 수인가 하는 질문 앞에서 어려움을 느
낄 수 있다.

물리학은 수학을 기본적인 언어로 사용하는 매우 
특별한 학문이다. 이와 같은 학문의 특성 때문에 다른 
과학 분야에 비해서 정밀한 예측이 가능하고, 보다 정
교한 논리로 현상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 물론 우리
는 물리학의 모든 개념을 수학적으로 잘 정의된 형태
로 완벽하게 서술해야 하고 또 그렇게 가르쳐야 한다
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현대물
리 교재에서 빛의 ‘세기(intensity)’라는 개념을 정량
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또한 그 개념이 광전효과를 이
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면 그 개념이 무엇을 의미
하는지 명확하게 서술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그리고 
물리학계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는 개념의 의미를 여
러 교재들이 일관된 방식으로 소개할 필요가 있다. 그
래야만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는 학생들 및 그 교재를 
참고하는 교사들이 ‘빛의 세기’라는 용어를 바탕으로 
이어지는 여러 가지 내용을 서로 연결시켜서 이해할 
수 있고, 혹 서로 다른 교재를 참고하더라도 소통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다룬 사례와 같이 하나의 이론이 다른 
이론으로 전환되는 소위 패러다임의 전환 과정에서는 
이전 이론에서 사용하던 용어와 새로운 이론에서의 
용어가 비록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는 있더라도 그 
의미는 전혀 다를 때가 많다(Kuhn, 1962). 이러한 경
우 교재에서는 각 패러다임 안에서 용어의 의미가 어
떻게 달라졌는지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평가와 관련해서도 ‘빛의 세기’에 대한 명확한 설명
을 제시하는 것은 중요하다. 현재 중등평가과정에서는 
진동수가 다를 때 광전자의 최대 운동에너지뿐만 아
니라 광전류를 그래프로 제시하고 해석하는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대물
리 교재에서 빛의 세기에 대한 일관된 설명이 무엇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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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습자 입장에서는 관련
된 그래프를 해석할 때 저마다 상이한 설명방식을 제
시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 분석한 현대물리학 교재를 보면, 빛의 세
기를 유형1로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는 Harris(2008), 
Walecka(2008) 교재가 광전효과를 이해시키고 관련
된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비교적 적절한 것으로 보인
다. 왜냐하면 이들 교재는 ‘단위시간, 단위면적 당 입
사한 광자의 개수’로 새롭게 정의된 현대적 의미의 
‘빛의 세기’ 개념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Harris(2008), Walecka(2008) 교재는 앞서 서론에서 
소개하였던 '광전효과 관련 두 물리교사의 논쟁'과 관
련하여 각 물리교사가 사용했던 ‘빛의 세기’라는 용어
의 의미를 분명히 밝혀줌으로써 논쟁을 해소하는데 도
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두 교사의 
논쟁을 통해 광전효과에 관한 발전적인 이해를 이끄는 
데 있어서 Harris(2008), Walecka(2008) 교재는 여전
히 한계가 있다고 본다. 즉, 이 교재의 설명 방식과 
내용에 있어서도 계속적으로 보완 발전되어야할 부분
들이 있다. 특히, 고전적으로는 포인팅 벡터의 평균값
으로 정의되는 전자기파의 세기가 Wm의 단위를 
가지는 반면, 광전효과에서의 빛의 세기는 s ⋅m 

의 단위를 가지는데, 같은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왜 단
위가 다른 것인지에 대하여 학습자가 충분히 납득하
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설명을 제시해야 할 필
요가 있다. 설령 빛의 세기가 양자론의 관점에서는 전
혀 새롭게 정의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하더라도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빛을 고
전적인 전자기파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예: 조
명의 광도)을 생각해볼 때, 이 문제가 학습자의 개념
변화 관점에서도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예
상해 볼 수 있다. 

더불어, 광전효과에 관한 현대적 이해를 어느 범위
까지 포함하느냐하는 문제 또한, 계속 연구되고 교재
의 내용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꼭 
광전효과를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입자 개념이 필
요한가 하는 문제는 매우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온 
문제이다(Lamb & Scully, 1969; Kidd, Ardini, & 
Anton, 1989) 가령 Stanley(1996)에 따르면 광전효
과가 광자 개념을 ‘제안’하기는 하지만, 반드시 광자 
개념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은 광전효과를 
빛의 입자성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로써 소개하는 전
통적인 이해방식과 상충되는 것으로 논쟁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과학의 본성을 강조하는 관점에서 볼 
때, 광전효과 역시 다른 과학 이론과 마찬가지로 어느 
한 가지 이해 방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되고 재해석될 수 있는 역동적인 과정에 놓여있
다는 것을 학생들에게도 보여줄 필요는 있을 것이다. 
다만, 광전효과 단원에서 이러한 다양한 해석까지 다
루게 된다면, 어떤 점에 유의하여 어떻게 다루어야 하
는지에 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광전효과 
단원에서 어느 정도 정교화 된 양자 모델을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후속연구가 이어질 필요가 있다. 

국 문 요 약

광전효과는 빛의 입자성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현
상으로 고전 물리학에서 현대물리학으로의 전환을 
이끈 중요한 주제이다. 중등교육 과정에서도 광전
효과를 중요하게 다루고는 있지만, ‘빛의 세기’에 
대한 설명이 전자기파의 세기에 대한 설명과 달라
서 교사나 학생들이 종종 혼란을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대물리 교재의 광전효과 단원에서 
‘빛의 세기’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널리 사용되는 10종의 현대물리 교재를 분석한 결
과 ‘빛의 세기’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설명되고 
있었으며, 특히 한 교재 내에서 두 가지 다른 유형
의 표현이 모두 나타나기도 하였다. 연구자들은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광전효과를 기술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유의점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광전효과, 빛의 세기, 현대물리학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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