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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얇은 렌즈의 초점거리

1. 실험목적
볼록렌즈와 오목렌즈의 초점 거리를 측정한다.    

2. 이론 및 원리

   물체의 렌즈에 의해 맺혀진 상의 위치는 렌즈 공식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 

 ＝ 
  (1)

여기서 는 물체와 렌즈간의 거리, 는 렌즈와 상까지의 거리, 는 렌즈의 초점 거리이
다. 가 양의 값이면 상은 실상이고 스크린에 상이 맺힌다. 가 음의 값이면 상은 허상이
고, 렌즈를 통과한 빛은 발산하게 되고 눈으로 이 빛을 보았을 때 렌즈의 뒤쪽에 있는 상
을 볼 수 있다.
광축과 평행한 광선이 렌즈를 통과하여 광축과 한 점에서 만날 때 이점을 주초점이라 하고 
렌즈의 중심으로부터 주초점까지의 거리를 초점거리라고 한다. 볼록렌즈의 초점 거리는 양
의 값이고 오목렌즈는 음의 값을 갖는다.
렌즈에 형성된 상의 길이 와 물체의 길이 의 비로 정의된다. 이것은 또한 상의 거리와 
물체의 거리의 비와 같다. 즉,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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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장치 및 방법

 가. 실험장치
얇은 렌즈(오목렌즈와 볼록렌즈), 광학대, 스크린, 화살표 모양의 물체, 렌즈 받침대, 미터
자

 나. 실험방법

  1) 볼록렌즈

 볼록렌즈의 초점 거리 측정방법에는 평행광선법과 부합방법이 있다.

① 렌즈의 초점 거리를 근사적으로 측정하라. 2 m쯤(1 m 이상) 떨어진 광원 뒤에 볼록렌즈를 두고 

스크린에 상을 맺게 한 다음 렌즈와 스크린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면 초점 거리의 근사값을 구할 

수 있다.

② 광학대의 좌측 끝에 광원을 두고 전원을 켠다.(광원 앞에 화살표 표시 가된 물체를 둘 수 있다.) 

모양의 물체를 두고, 물체의 뒤편에서 스크린을 광학대의 우측 끝에 스크린을 둔다. 그 둘 사이에 

볼록렌즈를 광원에 가깝게 위치시킨다(그림 2 참조).

③ 스크린 위에 선명한 상이 생기도록 렌즈 와 스트린 를 잘 조절한다.

④ 렌즈로부터 물체와의 거리()와 스크린까지의 거리()를 측정하여 기록한다. 또한, 물체의 크기

와 상의 크기를 측정하여라. 

⑤ 위의 과정 ③～⑥을 5회 이상 반복하여 측정한다.

⑥ 렌즈공식(식 (1))을 이용하여 초점 거리를 구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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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목렌즈

오목렌즈 그 자체는 빛을 발산시키기 때문에 실상을 만들 수 없다. 따라서, 앞의 실험에서 
사용한 볼록렌즈를 함께 사용하여 초점 거리를 측정한다.

① 실험에서와 같이 볼록렌즈를 두고 스크린에 선명한 상이 맺히게 한다. 이 때 스크린을 뒤로 움직

일 수 있도록 공간을 둔다.

② 렌즈와 스크린의 위치를 측정한다.

③ 볼록렌즈와 스크린 사이에 오목렌즈를 둔다. 오목렌즈의 발산하는 성질 때문에 볼록렌즈에 의해

서 생긴 상보다 먼 곳에 상이 생기게 된다. 

④ 스크린을 움직여서 선명한 상이 맺히게 거리를 조정하고, 오목렌즈와 스크린의 위치를 측정한다.

⑤   ＜ 와 를 계산하여 식 (1)로부터 오목렌즈의 초점 거리( )를 구한다. (여기서 의 값은-부

호가 된다. 왜냐하면 볼록렌즈의 경우 빛이 좌에서 우로 진행한 것과 반대로, 오목렌즈의 경우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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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오목렌즈   쪽으로(우측에서 좌측으로)빛이 진행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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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얇은 렌즈의 초점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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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록렌즈와 오목렌즈 측정

 (1) 볼록렌즈(단위(cm) 식 (1) 사용)

  (2) 오목렌즈(단위(cm) 식 (1) 사용 단 가 -값이 나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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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볼록렌즈와 오목렌즈이 실제 초점거리를 확인 후 각각의 상대오차를 구하시오.
    (실험이 끝난 후 조교에게 확인)

5. 결론 (본 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를 간단히 기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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