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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빛의 반사와 굴절

1. 실험목적

  레이저(laser)광을 이용하여 빛의 반사 및 굴절 법칙을 이해하고, 임계각을 측정하여 물질의 
굴절률을 구한다.

2. 이론 및 원리
 그림 1과 같이 빛이 굴절률이 인 매질에서 굴절률이 인 매질로 들어갈 때, 그 경계면에
서 반사와 굴절이 일어난다. 경계면의 법선과 입사 광선이 이루는 각을 입사각 라 하고,  ′
와  ″은 각각 반사각과 굴절각이라 한다. 빛의 반사 및 굴절의 법칙은 입사광선, 반사광선, 
굴절광선이 모두 경계면의 법선을 포함하는 동일 평면상에 존재하며  ,  ′,  ″ 사이의 관계
는

   ′    (반사의 법칙) (1)

이고

sin ″
sin

 


    (굴절의 법칙 ; 스넬의 법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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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굴절률이 큰 물질()에서 굴절률이 작은 물질()로 빛이 진행할 때에 어떤 입사각  이상에
서는 굴절광은 없고 모든 빛이 반사되는 전반사가 나타난다. 이 전반사를 시작하는 입사각 를 임계
각(critical angle)이라 하며, 이 때 굴절각이 90°이므로

sin  


(3)

의 관계가 성립한다. 만일   , 즉 진공(혹은 공기)으로 빛이 굴절하여 들어간다면, 전반사
가 일어나는 임계각 와 입사매질 과의 관계식은 식 (3)으로부터

sin  


(4)

이 된다.

3. 실험장치 및 방법

 가. 실험장치

 반원형 프리즘(유리 또는 플라스틱), 극좌표판, 평면거울, 지지대, He-Ne 레이저(혹은 다이오

드레이저)

 나. 실험방법

 1) 반사
① 레이저 광, 극좌표판, 평면거울 및 지지대 등을  배치한다.

② 평면 거울이 각도기판 중심을 지나고 각도기판에 수직이 되도록 세우고 입사광이 각도기 중심을 

향하도록 한다.

③ 입사광과 반사광이 모두 판에 대하여 수평하게 맞춘 후에 극좌표판을 돌리면서 반사되어 나오는 

광선을 스크린에서 찾는다.

④ 입사각과 반사각을 측정한다.

  2) 굴절

①  반원형 프리즘의 직경인 면이 각도판 중심을 지나도록 놓고 입사광과 굴절광에 대하여 반사 실험 

때와 같은 조정을 한다.

② 작은 입사각으로부터 각도기를 돌리면서 스크린에서 광선을 찾으며 입사각과 굴절각을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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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임계각
① 굴절 실험 때와 반대로  반원형 프리즘의 둥근 면으로 광선이 입사하도록 하여 입사각을 증가시키

며, 굴절광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입사각까지 입사각을 조절하여 임계각 를 측정한다.

② 굴절 실험에서 측정한 굴절률을 사용하여 식 (4)로부터 임계각을 계산하여 측정값과 비교하여 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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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빛의 굴절과 반사

                                  

                                 성 명:                         

                                 학 번:                         

                                  

                                 분반/조:                       

                        

                                 조 원:                               

                                 담당교수:                           

                                 담당조교:                      

  실험일시:          년       월      일       요일          시

  제출일시:          년       월      일       요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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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결과 및 분석

1) 반사와 굴절

  (1) 반사

횟수 입사각 () 반사각 ( ′ )

1

2

3

4

5

표1. 입사각과 반사각
 (2) 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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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 입사각 () 굴절각 ( ″ )  sin ″
sin

1

2

3

4

5

6

평균

표2. 입사각과 굴절각

(3) 파장이 다른 레이저를 사용할 경우 반사각과 굴절각 중 달라지는 것은 어느 것인가? 그 
이유를 설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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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계각

 (1) 임계각 측정

횟수 임계각 (측정값)

1

2

3

4

5

평균

계산에 의한 임계각     sin



 

(2) 2) 전반사가 응용되는 예를 설명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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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를 간단히 기술하라.)  

6.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