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념 역 ●`거울에 의해 반사되는 빛이 나아가는 방향을 말할 수 있다.

과정 역 ●`거울을 사용하여 볼 수 없는 곳에 있는 물체를 볼 수 있다. 

●`실험을 통하여 거울에 들어간 빛이 거울면과 이루는 각도는

반사된 빛이 거울면과 이루는 각도와 같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학습목표

6�7쪽

2/6 차시

4�5쪽

차시

교과서 실험 관찰

26 주제 2. 거울을 사용하여, 보이지 않는 친구나 물체 보기

ryrhkt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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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울을 사용하여 보고

싶은 물체 보기

2. 거울에 빛이 반사되

어 나아가는 방향 관

찰하기

3. 거울의 이용 방법 알

아보기

�교실에서 복도에 있는 친구 보기

�거울로 뒤에 있는 친구 보기

�거울을 사용하여 볼 수 있는 조건 찾기

�거울에 들어간 빛과 거울에서 반사되어 나온 빛이 거울

면과 이루는 각도가 같음을 확인하기

�치과나 이비인후과 의사의 거울

�자동차의 후면경

gkRtmQ rody

tlFgjA rhkSckF

�거울을 보고 싶은 물체 쪽으로 향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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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kArn ghkFehD rhkwjD

wnS ql anF

거울(개인별 1개), 

큰 거울(1/모둠)

손전등(1개/모

둠)

칼 또는 가위

(1개/모둠)

흰색 우드락 또는

하드 보드지(1개/

모둠), 검은색 도화

지(1개/모둠)

유리컵 또는 비커

(1개/모둠)

각도기

(1개/모둠)

1. 직접 눈으로 볼 수 없는 위치에 있는 물

체를 거울을 이용하여 보았던 경험을 이

야기해 본다.

거울

2. 거울을 이용하여 교실에서 복도에 있는

친구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

복도에 있는 친구 보기

�거울들을 이용하여 뒷머리를 보

는 경우

�뒤에 앉은 친구를 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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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울로 등 뒤에 서 있는 친구를 본다.

거울로부터 약 2m 떨어져 친구

들간의 간격이 1m 정도 되도록

서면 한 사람씩만 보이게 된다.

거울로 등 뒤에 있는 친구 보기

5. 운동장에서 우드락이나 하드보드지를

이용하여 큰 그늘을 만든다. 한 거울은

중앙에, 다른 한 거울은 약간 숙여서 중

앙의 거울로 빛을 보낸다. 그늘에서 빛

이 거울로 들어가는 모습을 관찰한다.

거울에 빛이 반사되어 나아가는 방향을

관찰한다. 

빛이 반사되는 모습

4. 큰 거울 앞에 6명의 친구들이 나란히

선다. 서로 누가 보이는지, 또 누가 보이

지 않는지 관찰해 본다.

어떤 친구가 보일까?

거울의 방향(각도)을 잘 잡아

주어야 친구가 보인다. 

빛의 경로가 바닥에 잘 보이도

록 날씨가 맑고 햇빛이 좋은 날

오전 10시경이나 오후 3시경에

실험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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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거울에 들어가는 빛의 각도를 바꾸어

반사되어 나아가는 모습을 관찰한다.

5�6, 7�9, 10�13의 실험들 중 한

가지만 실험할 것을 권장하지만, 보조

자료 36쪽의 레이저 포인터를 이용한

실험을 추천한다.

거울을 움직여 반사되는 빛 관찰하기

8. 빛이 나아가는 길에 거울을 놓아 빛이

반사되는 모양을 관찰한다.

거울에 비친 빛이 나아가는 모습

7. 검은 색 도화지에 작은 구멍을 뚫는다.

그 구멍 뒤에 손전등을 켜서 놓는다. 구

멍을 통해 한 줄기 빛이 직선으로 나오

는 모습을 관찰한다.

빛이 나아가는 모습 관찰하기

중앙 거울은 움직이지 말고 다른 거울

의 위치를 변화시켜 각도를 변화시키

도록 한다. 거울면과 이루는 각이 변

하면 반사하는 각도 변한다는 것을 확

인하도록 지도한다.

빛이 약하므로 교실을 어둡게

하거나, 책받침 등으로 그늘을

만들어서 주변을 어둡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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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거울을 돌려가면서 관찰해 본다. 들어

온 빛과 반사된 빛이 거울 면과 이루는

각도를 측정하여 비교하여 본다. 

구멍은 1cm 두께로 만든다.

검은 도화지에 구멍 뚫기

11. 손전등 앞에 물을 담은 유리컵을 놓고

구멍 낸 검은 도화지를 유리컵 앞에 세

운다.

실험 장치 설치하기

10. 긴 직사각형 모양으로 자른 검은 도화

지에 세로로 긴 구멍을 뚫는다. 

검은 도화지에 구멍 뚫기

거울을 천천히 돌리면서 빛이

나아가는 각도를 관찰할 수 있

도록 안내한다.

그림과 같이 손전등의 크기와 적당

한 크기의 유리컵을 사용한다. 유

리컵 안에 들어있는 물은 볼록 렌

즈와 같은 역할을 하여 빛을 나란

하게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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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검은 도화지의 구멍을 통과한 손전등

빛이 거울에 닿도록 조절한 후, 거울면

에 닿은 빛이 나아가는 모습을 관찰한

다.

손전등 빛이 나아가는 모습

14.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곳의 물체를

보기 위해 거울을 이용하는 경우를 발표

해 본다.

자동차 후면등

13. 거울을 움직여서 입사각을 변화시켜

반사각의 변화를 살펴본다.

거울을 움직이며 관찰하기

손전등의 빛을 잘 보기 위해

주변을 어둡게 하는 것이 좋다.

교사가 추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치과 의사의 거울, 자

동차 후면경’등의 사진이나 실

물을 준비해 둔다.

입사각과 반사각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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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울을 이용하면 직접 볼 수 없는 곳에 있는 물체를 볼 수 있다.

2. 보이지 않는 위치의 물체를 보려면 거울의 위치와 각도를 잘 맞추어야 한다. 

3. 거울에 들어간 빛이 거울면과 이루는 각도는 거울에서 반사된 빛이 거울면과 이루는 각도

와 같다.

wjD  fl

※ 빈 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1. 거울에 들어온 빛이 거울면과 이루는 각도와 거울에서 반사된 빛이 거울면과 이루는 각도

는 (          ).

2. 거울을 이용하여 직접 눈으로 볼 수 없는 물체를 보는 경우를 두 가지만 쓰시오.

(                                                                      )

3. 교실 안에서 복도에 있는 친구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

vuD  rk

1. 같다

2. 미장원에서 뒷머리 모양을 볼 때, 자동차로 뒤에 오는 자동차를 볼 때, 치과에서

이를 볼 때

3. 거울을 복도에 있는 친구 쪽을 향해 약간 비스듬하게 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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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은가?

공기중에서 진행하던 빛이 어떤 매끄러운 표면을 만나면 반사한다. 아래 그림과 같이 표면

에 해 수직인 선을‘법선’, 표면으로 진행하는 빛이 법선과 이루는 각을‘입사각’, 반사되

어 나오는 빛이 법선과 이루는 각을‘반사각’이라고 했을 때,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는 같

다. 이것을‘반사의 법칙’이라고 한다. 그러나 초등학교에서는 법선의 개념을 도입하지 않고

들어간 빛과 나온 빛이 거울 표면과 이루는 각이 서로 같다는 개념으로 지도하도록 한다. 이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가능하다.

입사 광선과 거울 표면이 이루는 각(A) = 90�- 입사각

반사 광선과 거울 표면이 이루는 각(B) = 90�- 반사각

∴ A = B

rosuA gotjF

법선�

입사각� 반사각�

A B

그렇다면 왜 입사각과 반사각은 같게 되는 것일까? 이것 역시 빛이 직진하는 이유와 마찬

가지로 가장 빠른 경로를 택하여 진행하려는 성질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림 1]에서와 같이 거

울 위에 두 점 A, B가 있다고 가정하자. 점 A에서 출발한 빛이 거울에 반사되어 점 B로 가

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경로가 있을 수 있다. 그 중 가장 시간이 적게 드는 것은 점 A와 점 B

를 직선으로 연결하는 경로이다. [그림 3]에서와 같이 점 A에서부터 점 B까지의 직선 거리

를 알아보기 위해 그림과 같이 거울을 중심으로 점 B의 반 편에 거울에서 같은 거리에 떨어

진 점 B′를 찍은 후 점 A와 점 B′를 직선으로 연결하면 이 직선과 거울이 교차하는 점 C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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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긴다. 이 때, 거울면과 선분 AC가 이루는 각과 거울면과 선분 B′C가 이루는 각은 서로 엇

각으로 크기가 같다. 선분 BC와 선분 B′C가 거울면과 이루는 각은 서로 같으므로 결국 선분

AC와 선분 BC가 각각 거울면과 이루는 각이 같게 된다. 따라서 점 C에서 거울면에 수직인

법선을 세워보면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게 되는 것이다.

2. 거울을 통해 친구를 볼 수 있는 이유는?

다연이와 승연이 사이에는 벽이 가로 막고 있어서 다연이는 제자리에 서서 승연이를 볼 수

없다. 그러나 그림과 같이 거울을 이용하면 다연이는 승연이를 볼 수 있다. 이것은 반사의

법칙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즉, 승연이가 서 있는 위치에서 거울로 입사한 빛이 거울면에서

반사되어 나올 때 다연이가 서 있는 곳으로 진행하기 때문이다.

거울 거울

A A A

B B B

B'

C

법선

[그림 1] [그림 2] [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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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울에 비친 빛이 나아가는 방향 실험하기

【준비물】

레이저 포인터, 흰 종이, 사각형 거울, 테이프, 연필, 자, 각도기

【실험 방법】

1. 흰 종이에 아래 그림과 같이 30�간격으로 선을 긋는다.

2. 수평으로 지나는 지름과 거울 면이 일치하도록 거울을 세우고 테이프로 고정시킨다.

3. 거울에 수직으로 레이저 포인터로 빛을 비추고 들어간 빛과 반사된 빛을 관찰한다.

4. 레이저 포인터 빛을 왼쪽 방향으로 30�만큼 옮겨 거울에 비춘다.

이 때, 들어간 빛과 반사된 빛의 방향을 관찰한다.

5. 레이저 포인터 빛을 60�까지 옮겨 4번과 같은 방법으로 관찰한다.

【질문】

1. 30�선을 따라 거울로 들어간 빛은 어떻게 반사되어 나왔나요? 

또, 60�선을 따라 들어간 빛은 어떻게 될까요?

2. 위의 실험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무엇인가요?

ckArh wkfy

거울

법선

반사된 빛들어간 빛

레
 이
  저

00

00

90

30

60

60

60

60

30 30

30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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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울 앞에 촛불을 하나 놓고 거울을 쳐다보자. 촛불에서 출발한 빛은 거울에서 반사된다. 반사된

후 진행하던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면 우리는 망막에 만들어진 촛불의 모습을 보게 된다. 이 때 보이

는 촛불의모습을‘상’이라고 한다. 

물체의 한 점에서 출발한 빛들은 거울에 의해 반사된 후 하나의 점을 지나게 되는데 이를 상점이라

고 한다. 물체의 다른 지점에서 출발한 빛들도 응되는 상점에 도달하여 결국 거울에 의한“상”이

만들어진다. 상이 형성된 곳에 종이 등을 놓으면 그 형상을 볼 수 있지만, 그림과 같이 직접 눈으로

그 상을 볼 수도 있다. 이제 상점을 지난 빛들은 마치 물체점과 같이 퍼져 나오는데 사람 눈의 렌즈

에 의해 망막에 우리가 감지하는 상이 만들어진다. 망막에는 우리가 인식하는 상과는 반 방향으로

상이 맺히지만, 뇌가 그 상을 다시 거꾸로 뒤집어 인식하게 되므로 실제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은 모습

이 된다.

상은 반사나 굴절에 의해 만들어지는데, 반사나 굴절한 빛이 실제로 교차하는 상점을 지나가는 상

은‘실상’, 빛이 서로 지나가지는 않지만 마치 그 점으로부터 빛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상은‘허

상’이다. 우리가평면 거울을 통해 보는 촛불은허상이다. 

상이란?

tndjQ ehdnal

교과서에서 손전등으로 하는 실험이 잘 되지 않을 때 체할 수 있는 실험이

다. 종이에 그리는 각도선은 10�또는 20�간격으로 자유롭게 조절하여 실험할 수 있다. 이

실험을 하면서 법선, 입사각, 반사각의 용어를 도입할 필요는 없으며 학생들이 거울에 들어

간 빛이 거울면과 이루는 각도가 거울에서 나온 빛이 거울면과 이루는 각도가 같음을 시각적

으로 이해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한다. 또한 레이저를 사용할 때는 친구의 눈에 직접

비추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시켜야 한다.

지도상의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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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 거울에 의해 만들어진 실상



38 주제 2. 거울을 사용하여, 보이지 않는 친구나 물체 보기

물체의 모습을 본다는 것은 물체를 이루고 있는 각 지점에서 내는 빛, 또는 반사된 빛의 모임을 보

는 것이다. 따라서 물체에서 반사된 빛으로 만들어지는 상은 물체의 각 점들과 1：1로 응된다. 바

늘 구멍 사진기에서 구멍이 작을수록 물체의 상이 선명해지는 이유는 1：1 응으로 만들어지는 상

에 가깝게해 주기때문이다.

볼록 거울에 의해 만들어진 허상

물체� CF상�



39보조 자료

좌우가 바뀌지 않는 거울을 만들 수 있을까?

거울에 내 모습을 비추면 나와 모습은 똑같지만 좌우

가 바뀌어 있다. 거울 앞에서 오른손을 올리면 거울 속

의 나는 왼손을 올린다. 그런데 일본의 발명가 기타무

라 게진이 고안한 거울은 좌우가 바뀌지 않는다고 한

다. 과연 어떻게 만들었을까?

좌우가 바뀌지 않는 거울은 보통 거울 2개를 직각으로 마주 댄 뒤 그 앞에

투명 유리를 끼운 삼각기둥 형태로 만들면 된다. 이것은 바르게 비치는 거울이란 뜻으로

‘정 경( 鏡)’이라고 부른다. 기타무라가 고안한 정 경은 사물이 거울 2개에 2번 반사

되면 원래 모습을 보여주는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삼각기둥의 가운데에 물을 채워 거울 사

이 연결 부분이 보이지 않게 한 것이 포인트이다. 

정 경은 화장을 하거나 옷을 입을 때 또는 야구 선수가 스윙 자세를 점검하는 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ehwjS  rhkwp

정답 및 해설

이 과제는 수준별 학습의 심화학습 자

료로 사용하면 좋다. 학생들에게 정 경을 어떻게 만

들 수 있는지 생각만으로 고안하게 할 수도 있고 직접

거울을 준비하여 만들어 볼 수도 있다. 꼭 정답에 나와

있는 방법이 아니더라도 거울의 성질을 잘 활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한다.

지도상의 유의점

반 번 이름

정 경：좌우가 바뀌지 않는 거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