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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와 굴절
　

실험 목적1. 
공간을 나가던 빛의 방향이 거울에 의해 변화되는데 거울로 들어오는 빛의 방향과 반1. 

사되는 빛의 방향 사이에 존재하는 특별한 관계를 관찰하고 이해한다.

빛의 굴절 현상을 관찰하고 이를 이해한다2. .

빛의 굴절 현상의 특이한 경우인 내부전반사 현상을 관찰하고 거울을 사용하지 않고 3. , 

빛을 반사시키는 방법을 이해한다.

이론2. 
반사의 법칙2.1. 

그림 [ 1 반사의 법칙]   

거울 면에 들어온 빛은 그 순서를 잃지 않고 방향만 바뀌어 나간다 그림 처럼 거울면에  . [ 1]

수직인 법선에서부터 입사광선까지 잰 각을 입사각이라 하고 법선에서 반사광선까지 잰 각, 

을 반사각이라고 한다 광선이 거울면에 들어와 반사하여 나갈 때 입사각 . 과 반사각 

의 크기는 서로 같다. 

   (1)

이를 빛의 반사법칙이라 한다.

 

굴절의 법칙2.2. 
어떤 물질 속에서 직진하던 빛이 성질이 다른 물질을 만나면 두 물질의 경계면에서 일부분

은 반사하여 되돌아오고 일부분은 다른 물질 속으로 투과하여 들어간다 투과하여 들어간 , . 

이 빛은 두 물질의 경계면에서 방향이 꺾이는데 이를 빛의 굴절이라고 한다, .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두 물질에서의 빛의 속력 또는 굴절률이 다르기 때문이다 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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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빛의 속도를 라고 할 때 어떤 매질 속에서의 빛의 속력 , 와 굴절률  사이의 관 

계는 다음과 같다.

   (2)

그림 는 빛의 속도가 빠른 공기 중에서 빛의 속도가 느린 물 속으로 빛이 들어갈 때 꺾 [ 2]

이는 모양을 나타낸 것이다 입사각은 경계면에 수직한 법선에서부터 입사광선까지 잰 각이. 

고 굴절각은 법선에서 굴절광선까지 잰 각으로 정의한다, .

 

그림 공기와 물의 경계면에서의 빛의 굴절[ 2]  

입사하는 쪽에 있는 물질의 굴절률과 입사각이  , 이고 빛이 꺾여나가는 쪽에 있는 물, 

질의 굴절률과 굴절각이  , 라 할 때 다음의 관계식이 성립한다, .

sin  sin (3)

이를 의 굴절법칙이라고 한다Snell .

내부전반사2.3. 

그림 내부 전반사 현상 [ 3]  

성질이 다른 두 물질의 경계면에 빛이 도달하면 일부분은 굴절하여 투과하고 일부분은 반사

된다 빛의 속도가 느린 즉 굴절률이 큰 물질 유리 물 에서 빛의 속도가 빠른 즉 굴절. ( , ) (ex: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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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이 작은 물질 공기 로 빛이 나갈 때에는 의 굴절법칙에 따라 빛이 들어간 입사각) (ex: ) Snell

보다 빛이 꺾이는 굴절각이 크게 된다 따라서 입사각을 서서히 증가시키면 굴절각이 도. 90

가 되어 꺾이는 빛은 없고 모두 반사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현상을 내부전반사라고 부르고 , 

이 때의 입사각을 내부전반사의 임계각이라고 부른다.

들어가는 쪽의 굴절률이  이고 나가는 쪽의 굴절률이 라 하자 굴절각 . 가 도가 될 90

때 입사각 은 전반사 임계각 가 되므로 의 굴절법칙에 따르면 , Snell 를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sin  sin
 sin   (4)

삼각함수값은 크기가 보다 작으므로 1  ≧ 일 때에만 전반사 임계각이 존재한다.

실험 장치3. 

광선판 레이저

거울 반원통형 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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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방법4. 
반사의 법칙4.1. 

왼쪽의 그림과 같이 거울을 광선판 위의 을 나타내는  1) 90-90

가운데 선과 일치하도록 놓는다.

레이저를 켜고 광선이 광선판의 중심선 세로 을 따라 나 2) 0-0 ( )

가도록 놓는다 거울면에서 반사된 빛이 선을 따라 되돌. 0-0 

아가도록 거울면을 미세하게 조정한다 왼쪽 붉은색 선.( )

거울을 고정시키고 레이저를 반시계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입사 3) 

각과 반사각을 표 에 기록한다 왼쪽 푸른색 선[ 1] .( )

굴절의 법칙4.2. 
 

반원통형 수조에 물을 채운 후 수조의 수면이 광선판이  1) , 90-90

선과 일치하도록 놓는다.

레이저를 켜고 광선이 광선판의 중심선을 따라 나가도록  2) 0-0 

놓고 반사된 빛이 다시 되돌아가도록 수조 위치를 미세하게 조, 

정한다 왼쪽 붉은색 선.( )

레이저를 반시계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입사각과 굴절각과 공기 3) , 

의 굴절률을 로 했을 때 물의 굴절률을 표 에 기록한다 왼1 [ 2] .(

쪽 푸른색 선)

내부전반사4.3. 
 

실험 세팅을 그대로 둔 채 이번에는 레이저를 수조의 아 1) 4.2 , 

래쪽 중심선에 위치시킨다0-0 .

레이저를 시계방향으로 이동시키면서 광선이 수면에서 공기로  2) 

나아갈 때의 입사각와 굴절각을 관찰하고 표 에 기록한다[ 3] .

입사각을 증가시키다가 꺾인 빛이 사라지는 입사각을 관찰해  3) , 

기록한다 왼쪽 푸른색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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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결과5. 

반사의 법칙5.1. 

굴절의 법칙5.2. 

내부전반사5.3. 

학과 분반/ 실험 일시

실험 조 작성자

입사각( ) 0 20 40 60 80

반사각( )

입사각( ) 0 20 40 60 80 평균

굴절각( )

물 굴절률

입사각( ) 10 20 30 40    평균

굴절각(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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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사항6. 
고찰사항의 질문에 답하는 것이 보고서의 전부가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질문은 . ※ 

단지 보고서를 작성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실험 의 결과로 볼 때 빛이 굴절될 때 빛의 속도가 빠른 물질 쪽으로 꺾이는가 아1. 5.2. , , 

니면 느린 물질 쪽으로 꺾이는가?

실험 2. 5.2. 에서 측정한 물의 굴절률의 평균을 사용하여 내부 전반사 임계각을 계산하여  , 

실험 의 실험값과 비교해 보자5.3. . 

 

사각형 어항 속을 들여다볼 때 비스듬히 바라보면 어항 속의 일부분이 보이지 않게 된3. , 

다 이유를 설명해보고 물 속에 있는 물고기에게도 같은 현상이 일어날지 생각해보자. , .

광통신에 사용되고 있는 광섬유는 안쪽에 굴절률이 큰 코어가 있고 그 둘레를 굴절률이 4. , 

작은 물질이 둘러싸고 있다 이 두 물질의 경계에서 전반사가 일어나 광신호는 밖으로 유실. 

되지 않고 안쪽 코어를 따라 전송된다 코어의 굴절률이 이고 피복의 굴절률이 인 광. 1.5 1.4

섬유가 있다 광신호를 광섬유에 넣을 때 가능한 최대의 입사각은 얼마인가 단 표면의 굴. ?( , 

절은 무시하고 광섬유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각을 측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