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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의 전반사] 

목표
실험활동을 통해 빛의 전반사를 체험해 보고, 
전반사의 원리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적용 대상/인원 초등 4∼6학년 / 개인: 가족별(8팀), 단체: 최대 30명

주요내용
 ∙ 수조 전반사 실험                   ∙ 물줄기 전반사 실험

 ∙ 전반사가 일어나는 이유               ∙ 전반사가 사용되는 예

관련교육과정 
분석

 ∙ 2015개정_과학과교육과정(초⋅중⋅고)

내용  단원시기 과학과 교육과정

전반사가 일어나는 이유  고등학교 2학년

12 물리Ⅰ 03-02: 

파동과 정보통신

(파동의 요소, 전반사, 광통신)

수조 전반사 실험

고등학교 10과탐02-03: 과학적태도물줄기 전반사 실험

전반사가 사용되는 예
  

 ※ 사전 경험학습을 해봄으로써, 진학 후 교과 학습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학습
준거

탐색  ∙ 수조, 물줄기 전반사 실험을 해보고 실험원리를 유추해본다.

개념도입
 ∙ 탐색 단계에서 유추한 실험원리를 표현해보고, 전반사 원리의 규칙성찾아보며 전반사 현

상에 대해 정리해본다.

개념적용
 ∙ 실생활에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을 예로들어, 광섬유를 사용하는 랜선 안에 전반사 현상

이 일어남을 적용시켜 본다.

준비물
 ∙ 수조, 투명컵 2개(구멍이 난 1개 포함), 유성펜, 구멍난 PT병, 레이저포인터, 비커 2개, 

미끌림 방지용 깔개

횟수/시간 총 1회(1차시) / 45분 참가비 0원

프로그램 개발자
(성명) 임 성 훈
(소속 및 직위)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 주무관

연락처(메일 등)
055-359-5852
lsholl@korea.kr

공동개발자
(성명) 권 혁 광
(소속 및 직위)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 주무관

연락처(메일 등)
055-359-5859
rnjs735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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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부프로그램(안)

소주제명 빛의 전반사

학습

내용

 ∙ 수조 전반사 실험                   ∙ 물줄기 전반사 실험

 ∙ 전반사가 일어나는 이유               ∙ 전반사가 사용되는 예

교수학습

모형
순환학습모형 순환학습모형 순서 탐색 – 개념도입 - 개념적용

준비물

교사용 PPT자료

학생용
 수조, 투명컵 2개(구멍이 난 1개 포함), 유성펜, 구멍난 PT병, 레이저포인터, 비커 

2개, 미끌림 방지용 깔개

지도상

유의점

 ∙ 실험실습 후 학생들 스스로 현상 원인을 유추 해 볼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유추가 어려울 경우 무리해서 학생들에게 유추를 강요하지 않도록한다.(인지갈등이 유발되어도 충분)

도입

 ∙ 게임 하고 있는 동영상을 보여준다.

 ∙ 온라인게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인터넷 속도를 빠르게 바꿔준 과학원리가 

있음을 소개한다.

 ∙ 빛의 전반사 현상이 인터넷 속도를 빠르게 바꾸게 해준 과학원리임을 안내한다.

5′

본

활

동

 ∙ 탐색 1 : 수조 전반사 실험

   - 수조 전반사 실험을 시범실험으로 먼저 보여준다.

   - 선생님이 한 순서대로 따라서 실험을 해볼 수 있도록 안내한다.

   - 실험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를 나름대로 유추해 볼 수있도록 지도한다.

35′

 ∙ 탐색 2 : 물줄기 전반사 실험

   - 물줄기 전반사 실험을 시범실험으로 먼저 보여준다.

   - 선생님이 한 순서대로 따라서 실험을 해볼 수 있도록 안내한다.

   - 실험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를 나름대로 유추해 볼 수있도록 지도한다.

 ∙ 개념도입 : 전반사가 일어나는 이유

   - 수조 전반사 실험과 같은 현상에 대해 유추해본 생각을 자유롭게 말해보게 한다.

   - 물줄기 전반사 실험과 같은 현상에 대해 유추해본 생각을 자유롭게 말해보게 한다.

   - 두 실험의 규칙성을 찾아보도록 유도한다.

   - 선생님은 학생들이 유추해본 생각, 찾아낸 규칙성을 토대로 과학적 용어나 

개념으로 현상의 원리를 정리하여 풀어준다. 

 ∙ 개념적용: 전반사가 사용되는 예

  - 전반사가 우리 실생활에 사용되는 예(Ex.광섬유)를 보여주며, 교사는 설명해준 

원리(개념)을 이해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마무리
 ∙ 전반사 현상을 이용하는 예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한다.

  ※ 인터넷 선, 빛축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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