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용 가이드북

레이저를 이용한 빛의 회절
-간섭 현상 이해와 분광필름 분광기 만들기
 프로그램 개괄

들어가며
과학은 경험을 이성적으로 이해하려는 인간의 노력이다. 여기서 경험은 오감을 뜻하
는데, 인간은 이 오감 중에서 가장 많은 대략 80%정도의 정보를 시각을 통해서 받아
들인다고 한다. 그래서 시각은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빛의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다. 먼저 빛의 파장 중에서 매우 좁은 영역인 가시광선만을 볼 수 있으
며, 이것도 파장에 따른 빛의 정보를 모두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빛의 세기와 빛
의 삼원색에 바탕을 둔 색깔만을 인식할 수 있다. 이번 강좌에서는 분광기의 원리를
이해하여 자신의 분광기를 만들고, 이를 이용해 여러 가지 빛을 분해하고 관찰함으로
써, 맨눈으로 관찰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음을 배우고 느끼게 하고
자 한다.

학습 목표
내용 목표
① 빛의 스펙트럼을 이해하고 파장에 따른 빛의 종류와 특성을 이해한다.
② 분광기의 원리를 이해한다. (빛의 회절과 간섭현상)
③ 분광기를 사용하여 알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해한다.

과정 목표
①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은 전체 빛의 스펙트럼에서 작은 일부임을 깨닫고, 볼 수 없는
빛도 우리 생활에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생각해본다.
② 회절격자를 이용하여 분광기를 직접 만들어 보고, 이것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빛을 관
찰해본다.
③ 광원의 종류에 따른 빛의 특성을 이해한다.
④ 원자 스펙트럼의 특징을 확인하고 그 의미를 탐구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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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STEM 요소 분석

빛을 분해하는 분광기는 어떻게 만들까? 우리가 보는
여러 빛들은 어떤 색으로 이루어져있을까? 태양빛과 형

상황 제시

광등빛, LED전구의 빛은 어떻게 다를까? 분광기를 이용
하면 외계생명체를 찾을 수 있다는데, 그 원리는 무엇일
까?

빛의 스펙트럼과 회절현상을 레이저를 활용한 실험을

창의적 설계

통하여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빛을 분석할 수 있는 분
광기를 스스로 설계하고 만들어보자.

분광기를 직접 만들어봄으로써 빛의 성질을 잘 이해할

감성적 체험

수 있고 자신감을 가진다. 다양한 색의 빛을 분해하고 합
성함으로써 빛의 아름다움을 느껴본다.

S

(science)

T & E

빛의 스펙트럼 이해, 원자구조의 이해

(technology and
engineering)

분광기 제작

A

다양한 색감의 이해와 인체공학적 디자인

M

(arts)
(mathematics)

파동의 이해, 삼각함수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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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의도
빛은 과학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오늘날의 첨단과학에서도 여전히 중요
한 주제이다. 하지만 늘 곁에 있고 익숙하기 때문에 빛에 대하여 이미 잘 안다고 생각
하기 쉬운 주제이다. 이번 강좌는 빛을 파장별로 분해하여 관찰함으로써 빛의 신비로
움과 아름다움을 느끼고, 익숙한 것도 깊이 들여다보고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 새로
운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 있고 새로운 과학분야를 열 수 있음을 느끼게 하려는 의도
로 제작되었다.

교수․학습 활동

① 프리즘 실험을 보여주고 백색광이 여러 파장의 빛들의 합
성된 결과임을 이해시킨다. 빛에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가
시광선뿐만 아니라 자외선, 적외선, X-선, 마이크로파 등

도입

다양한 파장의 빛이 존재함을 설명한다.
② 보이지 않는 빛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본다.
(적외선 영상 등 참고자료 활용)

[활동 1]
빛이 다중슬릿을 통과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학습활동
[활동 2]
빛의 회절현상을 이용하여 나만의 분광기를 만들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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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내용

1. 도입

외계 생명체가 있다면 어떨까요? 많은 과학자들이 실제로 외계 생명체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과 자원고갈에 대비하여
제 2의 지구를 찾는 좀 더 절실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빛을 분해하면 외계
생명체의 존재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원리가 무엇일까요?
직접 분광기를 만들어 외계 생명체를 찾아보지 않을래요?

- 4 -

1.프리즘에 의해 빛이 분해되는 이유는 빛의 분산현상 때문이다. 즉, 물질 내에
서 빛의 굴절률이 파장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유리에 대하여 파장에 따른 빛의
굴절률을 대략 그리시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프리즘에 의한 빛의 분해를 그려
보시오. 빛은 어떤 색깔로 이루어져 있나? (빛의 스펙트럼의 이해)
답안 : 다음 그림은 여러 종류의 유리에 대하여 빛의 분산현상, 즉 파장에 따른 빛의
굴절률과 프리즘에 의한 빛의 분해를 보여준다. (빨강이 보라색보다 적게 굴절된다.)
◀그림 3 여러 종류의 유리에 대한 빛의 분산
(Ref: H. D. Young, R. A. Freedman, and A. W.
Ford, University Physics, (Addison-Wesley,
San-Francisco, 2014) 13th ed., p. 1091)

◀그림 3. 삼각 프리즘에 의한 백색광의 분해.
(Ref: J. Walker, D. Halliday, and R. Resnick,
Fundamentals of Physics, (Wiley, USA, 2014)
10th ed., p. 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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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태양빛은 어떤 파장의 빛으로 이루어져있나? 지구표면에서의 태양빛의 스
펙트럼을 그려보시오.

답안 : 모든 파장의 빛의 연속 스펙트럼으로 이루어져있다. 대기 바깥애서 측정한 것과
지표면에서 측정한 것이 약간의 차이를 보여주는데 이것은 지구 대기에 의해 일부분 흡
수되기 때문이다. 이 차이를 분석하면 대기의 성분을 알아낼 수 있다.

그림 28. 6000K의 흑체복사 곡선과 태양빛의 스펙트럼. AM0는 대기권 밖에서 측정한 것이고,
AM1.5는 태양빛이 48도로 비출 때의 지상에서의 스펙트럼임. (Ref.: P. A. Lynn, Electricity
from sunlight, (Wiley, United Kingdom, 2010)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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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우리가 가시광선만을 볼 수 있는 것은 왜일까?
답안 : 인간의 눈에 있는 시신경이 가시광선에 해당하는 빛만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
이다. 인간의 눈은 네 가지 시신경을 가지고 있다. 한가지의 막대모양(rod) 시신경
과 세 가지 원뿔모양(cone) 시신경이다. 원뿔모양 시신경은 막대모양 시신경에 비
하여 감도가 떨어지지만, 색깔을 인식할 수 있게 해준다. 이들 네 가지 시신경 모
두 가시광선 영역의 빛에 대해서만 감도를 가진다. 그러면 왜 가시광선 영역만을
감지할 수 있도록 인간의 눈이 진화했을까? 정답은 알지 못하지만, 태양광 중에서
가장 강한 파장 영역이 가시광선이기 때문에 가시광선을 이용하는 것이 최소한 낮
에는 효율적이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림 29.

빛의 파장에 따른 인

간의 눈의 네가지 시신경들의
상대적인

감도.

Giambattista,
Richardson,

(Ref.:

A.

B.

M.

and

R.

C.

Richardson, College Physics
(McGraw-Hill,

New

York,

2010) 3rd. ed. p. 899)

4.우리가 적외선을 볼 수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답안 : 여러 가지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다. 예를 들면, 밤에도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야행성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시광선 영역에 집중된 미의 기준도 달라질
것이다. 체온을 바로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방귀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참고:http://www.youtube.com/watch?v=UUHvpszbi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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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우리가 볼 수 없는 빛도 중요할까?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 답안 : 우리가 볼 수 없는 빛도 중요하다. 이들은 가시광선과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있기
때문에 이들을 활용하면 기존에 할 수 없었던 것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적외선은
야간 투시경, 자외선은 살균, X-선은 의료용, 물질의 격자구조 연구, 비파괴검사, 마
이크로파는 전자레인지, 라디오파는 방송, 무선통신 등에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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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습 활동
[활동1] 빛의 회절과 간섭 실험

1.둘 이상의 파동이 만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
▮ 답안 : 중첩이 이루어진다. 결맞은 상태인 두 개의 파가 같은 위상으로 만나면 보강
간섭이 일어나서 진폭이 더 커지고 반대위상으로 만나면 상쇄간섭이 일어나 진폭이
작아진다.
(http://yjh-phys.tistory.com/770 데모 애플릿 참조)

그림 37. 파동의 중첩에 의한 보강간섭과 상쇄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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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빛은 일종의 파동이다. 이중 슬릿을 통과한 빛이 만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
답안 : 보강간섭과 상쇄간섭이 번갈아가면서 일어나며 간섭무늬를 만든다.

그림 39. 이중슬릿에 의해 만들어진 간섭무늬와 그 원
리. (Ref.: A. Giambattista, B. M. Richardson, and
R. C. Richardson, College Physics (McGraw-Hill,
New York, 2010) 3rd. ed. p. 936)

3.다중 슬릿을 통과한 빛이 만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
답안 : 이중슬릿처럼 간섭무늬가 나타난다. 하지만, 슬릿의 숫자가 많아질수록 밝은
무늬가 더 가늘고 선명해진다. 이웃 슬릿간 간격이 동일한 경우 간섭무늬 사이의 간
격도 동일하다.
그림 42. 이중슬릿에 의한 간섭무늬
(위)와

회절격자(다중슬릿)에

의한

간섭무늬(아래). 이웃슬릿간의 간격
은

일정하다.

(Ref.:

A.

Giambattista, B. M. Richardson,
and R. C. Richardson, College
Physics

(McGraw-Hill,

York, 2010) 3rd. ed. p. 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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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4.다음 그림에서 이중 혹은 다중슬릿에서 보강간섭에 의해 밝은 무늬가 나타나
는 조건을 찾아보자. 그리고 실험을 통하여 이를 확인해보자. 그리고 레이저 광선의
파장을 구해보자.

답안 : 이웃 슬릿을 통과한 빛의 경로차가 파장의 정수가 되면 보강간섭이 일어나서 밝
은 무늬를 만든다. 즉,

    ≅ sin ≅ 

(L이 d나 z보다 훨씬 크다고 가정했음.)

실제 파장은 PASCO 빨강의 경우 650 nm, 녹색의 경우 532 nm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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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방법 : 다중슬릿에 의한 레이저의 회절과 간섭 실험

① 레이저와 회절격자, 그리고 스크린을 위와 같이 배치한다.
② 슬릿의 중앙부에 레이저 빛이 향하도록 레이저의 방향을 조정한다. (레이저 뒤편
위쪽에 좌우 방향을 조정하는 나사와, 아래쪽에 상하 방향을 조정하는 나사를 이용
한다.)
③ 슬릿을 이중슬릿(DOUBLE SLITS)으로 맞추고 스크린에 나타나는 간섭무늬를 관찰
한다. 슬릿을 돌려서 슬릿과 슬릿 사이의 거리(d)를 바꿔가면서 간섭무늬의 변화를
관찰해본다.

슬릿간의 거리는, d=0.25mm와 d=0.50mm이다.

④ 슬릿을 다중슬릿(MULTIPLE SLITS)으로 맞추고 스크린에 나타나는 간섭무늬를 관
찰한다. 슬릿을 돌려서 2중,3중,4중,5중으로 바꿔보면서 간섭무늬의 변화를 관찰한
다. 이웃하는 슬릿과 슬릿 사이의 거리는 모두 0.125mm이다.
⑤ ③과 ④의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실험에 사용한 레이저의 파장을 계산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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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2] 분광기 제작 및 사용

1.다중슬릿이 분광(색깔에 따른 빛의 분해)에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자. 이 방법이 프리즘을 이용한 방법보다 더 좋은 점은 무엇일까?
▮ 답안 : 프리즘과 달리 파장에 따른 분리가 선형적이며, 분리 각도가 더 커서 관찰이
용이하다. 가볍고 제작비용이 적게 든다.

2.회절격자를 이용하여 분광기를 구상하여 개략도를 그려보자.
답안 : 빛이 회절격자에 수직으로 들어온 다음 회절된 빛을 관찰한다. 즉, 빛이 회절
필름에 수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가이드를 만들고 끝부분에 회절필름을 설치해야
한다.

그림 54. 회절격자를 이용한 분광기의 기본 개략도의 예.

3.회절격자의 간격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
▮ 답안 : 위의 공식     ≅sin ≅  에 의해 격자 간격이 작을수록 분리각이 더 크다. 하
지만, 격자 간격이 빛의 파장보다 작은 경우는 회절이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가시광선의 경
우에는 대략 1 μm 정도가 적당하다. 하지만, 격자 간격이 너무 작으면 회절되는 각도가 너무
커서 눈으로 관찰이 어려울 수 있다. (분광기의 디자인이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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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들어진 분광기를 이용하여 햇빛, 형광등 등을 관찰해보자. 특징이 무엇인
가? (햇빛과 레이저 빛은 절대 맨눈으로 보지 않도록 주의함.)
▮ 답안 : 태양광은 연속스펙트럼으로 나타나며, 백열등은 이와 매우 유사하다. 하지만, 형광등
과 LED는 우리 눈에는 동일한 백색광으로 보이지만, 불연속적인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5.만들어진 분광기를 이용하여 수소램프를 관찰해보자. 특징이 무엇인가? 수소
등의 스펙트럼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 답안 : 원자 스펙트럼의 경우에는 불연속적인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이것으로부터 원자 내부
에 (무엇인지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무엇인가 불연속적인 에너지상태가 존재함을 알 수 있
다. 또한 원자마다 스펙트럼이 다르기 때문에 흡수 또는 발광 스펙트럼을 관찰함으로써 포함
된 원소의 종류를 구분해낼 수 있다.

그림

57.

수소,

헬륨,

네온,

수은의

원자

방출

스펙트럼.

(Ref.:

A.

Giambattista, B. M. Richardson, and R. C. Richardson, College Physics
(McGraw-Hill, New York, 2010) 3rd. ed. p. 1010)

6.빛의 스펙트럼을 이용하면 외계생명체를 찾을 수 있다. 그 원리가 무엇일까?
▮ 답안 : 외계 행성에서 오는 빛을 분석하면 원자의 흡수 스펙트럼에 의해 그 행성의 대기 성분
을 알 수 있다. 대기의 성분을 알게 되면 거기에서 생명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그 행성이 지구와 같은 행성이라면 산소나 메탄이 특이하게 많다거나 이산화탄소가 적다던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으로부터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인류는 외계행
성을 수십 개나 찾았지만 아직은 그 외계행성들의 스펙트럼을 분석하지는 못하고 있다. 하지
만, 조만간 가능해질 것이라고 예상된다. (Ref.: C. Sagan, et al., A search for life on
Earth from the Galileo spacecraft, Nature 365, pp. 715-721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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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방법 : 회절격자필름을 이용한 분광기 만들기
교사용 참고 사항 =
빛의 회절현상을 이용한 간이 분광기 만들기는 크게 반사형과 투과형이 있다. 반사형은 사진에 소
개된 것처럼 CD와 시리얼박스를 사용하여 만들 수 있다. 학생들이 익숙한 주변의 물건들을 사용함
으로써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하지만, 빛을 새어 들어오지 않도록 CD를 깔끔하게 끼우는 것이 생
각보다 어렵다. 다른 어려운 점은 반사형 회절격자의 원리를 설명하기가 투과형에 비하여 어렵다는
것이다. 이번 실험에서는 회절필름을 이용하여 투과형 분광기를 제작할 것이다. (회절필름 대신에 껍
질을 벗겨낸 CD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껍질을 벗겨내는 것과 가위로 잘라서 가공하는 것이 다
소

까다롭고

위험할

수

있다.

CD의

경우에는

슬릿간

간격이

1/600

mm이다.

http://www.youtube.com/watch?v=fl42pnUbCCA 참조). 이번 실험에서는 슬릿 간격이 1 μm와 2
μm인 회절필름을 이용하여 간이 분광기를 만들 것이다.

① 하드보드지와 검정색 전기절연테이프를 사용하여 길이 대략 20cm, 폭 대략 4cm 정도의
관을 만든다. (길이는 길수록 더 선명한 상을 얻을 수 있지만, 제작, 사용, 보관 등이 불
편할 수도 있다. 사각기둥, 삼각기둥, 원기둥 등 여러 모양이 가능하다.) 양 끝을 제외하
고는 빛이 새어 들어오지 않도록 테이프로 마무리한다.
② 한쪽 면에 검정색 테이프를 이용하여 가운데에 0.5mm정도의 긴 틈만 남겨두고 막는다.
이 틈이 너무 넓으면 여러 경로의 빛이 섞여서 분해된 빛이 흐려지고 너무 좁으면 적은
양의 빛이 들어오게 되어 어두워진다.
③ 반대쪽 면에는 회절격자가 중간에 오도록 하여 검정색 테이프로 막는다. 회절격자 방향
이 반대편 틈과 평행하도록 해야한다. (회절격자의 방향은 필름을 형광등 빛이나 아무
조명에 회절시켜보면 알 수 있다.)
④ 긴 틈이 있는 방향을 광원으로 향하고, 반대쪽 회절격자 필름을 통하여 눈이나 카메라로
스펙트럼을 관찰한다.

그림 64. 분광기 제작의 예시. 이 경우에는 사각기둥 모양의 관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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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감성적 체험 활동들
1. 컴퓨터의 모니터에 다양한 색깔을 띄우고 이것을 자신이 만든 분광기를 사용하여 관찰한
다. 그래서 모니터의 여러 색깔들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는지 토의한다.
2. 햇빛을 분광기로 분해한 다음 사진을 찍는다. (스마트폰 카메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
사진을 웹에 업로드하고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한 다음 이 결과를 어디에 활용할
수 있을지 토의해본다.
(분석 프로그램
http://sci-toys.com/scitoys/scitoys/light/spectrograph/spectrograph.html)
☀ 수업 후 학생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open questions
[1] 빛의 스펙트럼을 이용하면 외계생명체를 찾을 수 있다. 그 원리가 무엇일까?
==> 학생 예시:
(1) 학생들은 빛의 특성과 태양빛 스펙트럼의 강의를 통하여, 그리고 수소, 헬륨 등의 원소
스펙트럼 관찰을 통하여, 스펙트럼을 분석함으로써 행성의 대기성분을 알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어야 한다.
(2) 많은 학생들은 물(혹은 수증기)의 존재가 생명체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증거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물이 생명의 발생과 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이것은 그 가능성을 이
야기하는 것일 뿐 생명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3) 또 많은 학생들은 대기 중에 산소가 많이 존재하는 것이 생명의 증거라고 생각한다.
물론 대기 중에 산소가 발견되면 그 행성에서 생명의 존재를 확실하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구상에서 식물의 광합성이 생기기 전에도 생명은 존재하였고, 지금도 심해에서는
태양광 및 산소와 관계없이 대사를 하는 생명체가 존재한다.
(4) 가장 일반적인 답은 화학적인, 열역학적인 평형상태로부터의 이탈이 생명의 존재에 대
한 증명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평형상태의 대기 구성성분의 비율과 두드러지게 다른 구성성
분이 발견되면 이것은 생명의 존재를 증명한다고 할 수 있다. 지구의 경우에는 산소와 메탄
의 비율이 평형상태와 비교하여 매우 크고, 이를 통하여 생명의 존재를 알 수 있다. (다르게
표현하면, 생명은 평형상태로부터의 이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런 문제제기를 통하여 학
생들이 “생명이란 무엇인가?”, “생명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등의 문제를 마음속에 담
아두게 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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