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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for use in elementary science education an optical
experiment method that was a screen that can observe the cross section of the light flux. In
elementary science education, the properties of light need to be understand with only limited
information, so an experimental basis that can connect the relationships between provided process
of information is very important. The light flux screen, which was developed to observe the
light-flux cross section, is a useful tool that provides information on light that is diffusely reflected
on the screen or scattered from the back of the screen. Experiments using light flux screens that
allow for abductive thought and operational observation can be used as effective teaching and
learning strategies to form a scientific concept of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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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빛다발(light flux)의 단면을 관찰할 수 있는 스크린을 활용하여 초등과학교육의 광학 실험
방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초등과학교육에서는 제한된 정보만으로 빛의 성질을 이해하여야 하므로 제공된
정보 사이의 관계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실험적인 근거가 매우 중요하다. 빛다발 단면을 관찰하기 위해
개발된 빛다발 스크린은 스크린 위에서 난반사되거나 스크린 뒷면에서 산란 투과되는 빛의 정보를 제공하는
유용한 도구이다. 빛다발 스크린을 활용하는 실험들은 학습자들이 귀납적인 추리 사고와 조작적인 관
찰을 가능하게 함으로서 빛에 대한 과학적 개념을 형성하는데 효과적인 교수학습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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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증가될 우려가 있다. 또 광학현상을 관찰하는 데만 중점을
두고 현상에 대한 해석이나 논의 과정을 제외한 광학학습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과학과 교육과정에서의 광
학학습은 초등학교 3-4학년군의 빛의 직진과 반사를 시작
으로 5-6학년군에서 빛의 굴절을, 중학교에서 빛의 합성과
삼원색, 평면거울의 상을 학습하도록 전개되어 있다. 또 고
등학교 물리학 I에서 빛의 이중성과 파동의 요소와 간섭을,
물리학 II에서 파동의 굴절과 간섭에 대한 개념을 학습하도
록 구성되어 있다 [1].
빛과 관련된 단원은 다른 단원들에 비해 학생과 교사 모
두에게 이해하기 어렵고 흥미가 낮은 단원으로 인식되어
있다 [2–4]. 학생들은 광학학습 이전에 이미 자신들의 경
험들에 의해 빛에 대한 비과학적 개념을 형성하고 있으며
[2–13], 특히 초등학생들은 광원에 따른 빛의 성질과 렌즈에
의한 빛의 굴절을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14,
15]. 이러한 원인으로는 빛다발 개념 부족 [9, 16], 광학현
상에 대한 선천적인 감각 인식 [10], 물체에 대한 기하학적
개념과 스크린 역할에 대한 이해 부족 [18], 교육과정의 체
계성과 구체성 미흡 [3], 관찰된 현상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사고활동 부족 [2] 등과 같은 원인에서 기인되며, 또 눈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기하광학적 이해 부족 [19], 광선작도의
의미 이해 부족 [20] 등도 광학학습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진단되고 있다.
광학학습의 어려움에 대한 대안을 연구한 결과로는 광학
현상에 대한 원리 학습을 강화하고 [20], 광원의 인식, 점광
원, 광선추적의 개념 등을 도입하는 방법이 있다 [9]. 또 빛과
같은 추상적 개념은 가설을 제시하고 실험을 통해 입증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연구되어 왔으므로 [5], 설명 자료나 그림
자료를 제시하는 것보다는 Piaget의 논리적 발달에 근거
한 귀추적 사고과정을 활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20]. 한편 학습자들은 관찰을 통해 학습하고,
과학적 관찰은 과학적 탐구의 출발점으로서 학생들의 개념
이해와 발달, 선개념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21] 개념을 이해하기 어려운 수업일수록 시각적인 관찰이
가능한 학습전략이 필요하다 [15]. 특히 구체적 조작기에
속한 대부분의 초등학생들은 물체를 직접 조작하는 활동을
통해 사고과정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것이 빛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을 학습하는 데 더욱 효과적이다 [22].
초등학생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의 경로를 광원, 물체,
그림자, 거울과 렌즈 등과 같은 제한된 정보로만 추론해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23]. 이를 보완하고자 제시된 설
명 자료나 그림 자료들도 학생들의 경험에 입각한 자의적인
해석을 유발하거나, 기하광학 이해에 필수 개념인 빛의 난반
사, 빛의 이동 경로, 상의 인식, 눈의 수동적 기능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빛에 대한 비과학적 개념이

현상에 대한 원리를 설명하지 못하는 단순 암기로서 지식이
형성될 우려도 포함한다. 이처럼 개념에 대한 이해 없이
현상만 학습하는 것은 자칫 비과학적 개념을 갖게 하거나
이후 학습에 더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으며 [2,13], 실제
개발된 학습 자료들도 구입이나 제작의 번거로움 등으로
현장 수업에 활용되는 경우가 드문 실정이다 [24].
초등학생들은 교수 · 학습 과정에서 제한된 정보를 이용
하여 직접 관찰할 수 없는 빛의 경로를 추리하고 빛의 직진,
반사, 굴절 개념을 이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빛의 경로를
효율적으로 추론하기 위해서는 광원, 물체, 그림자, 거울,
렌즈 사이의 관계를 연결시켜줄 수 있는 실험적인 근거가 필
요하다. 특히 기하광학은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물리 II에서만 다루고 있으며, 대부분의 학생이 물
리 II를 선택하지 않는 현실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학습하는 광학지식이 전부이다. 따라서 처음 기하광학을
접하는 초등학교에서의 광학학습의 경험은 매우 중요하다
[25].
이 연구에서는 초등과학교육의 광학학습에서 빛의 성질
을 탐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빛다발을 활용하여 귀납적인 추
리과정과 조작적인 관찰이 가능한 실험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활용한 빛다발 스크린은 Hyun et al. [26]에
의해 개발된 투명스크린을 그 명칭만 변경한 것으로서 교
수 · 학습 상황에서 빛다발 개념에 더욱 중점을 두고자하는
취지다. 이 빛다발 스크린은 스크린 위에서 난반사되거나
스크린의 뒷면에서 산란 투과되는 빛다발의 단면을 관찰
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서 빛이 전파되는 상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해줄 수 있다 [26]. 따라서 이 연구는 초
등과학교육의 광학학습에서 광학도구에 의한 물체의 상과
기하광학을 연결할 수 있는 빛다발 스크린을 도입하여 빛의
성질을 효과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실험 방법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II. 초등과학교육 광학학습의 실태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파동 영역에 속하는 광학
학습은 파동의 종류와 성질을 핵심개념으로 하여 초등학교
3-4학년군, 5 – 6학년군, 중학교 1 – 3학년군에 Table 1과
같이 고루 제시되어 있다. 그 중 초등학교의 광학학습은
빛의 직진, 반사, 굴절 개념을 학습하기 위해 3-4학년군의
‘(15) 그림자와 거울’과 5-6학년군의 ‘(11) 빛과 렌즈’ 단원
에서 다루도록 하였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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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Optical learning concept specified in the 2015 Revised Science Curriculum [1].
Domain

Core
Concept

Generalized Knowledge
·

wave

type of
wave

nature of
wave

Sound waves are
waves that are
transmitted
through a medium.
Electromagnetic
waves, including
light, are waves
through which
vibrations spread
into space.
Waves have the
properties of
reflection,
refraction,
interference, and
diffraction.

·
·
·

Content Element
Elementary School
Grades 3-4
Grades 5-6
generation of
sound
intensity of
sound
pitch of sound
transmission of
sound

Middle School
Grades 1-3
· transverse
wave,
longitudinal
wave
· amplitude
· frequency
· wave form

· straight of
light
· shadow

· plane mirror
· reflection of
light

· prism
· refraction of
light
· convex lens

· light addition
· three primary
colors
· image of
plane mirror

빛의 직진과 반사 개념은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교과용 도서의 초등학교 4학년 과학 ‘(15) 그림자와 거울’
단원에서 광원과 그림자, 거울을 활용하여 탐구한다. 물체
와 그 물체의 그림자 모양을 비교하는 활동을 통해 그림자가
생기는 현상과 광원으로부터 출발한 빛의 경로를 추론하여
빛의 직진에 대한 성질을 학습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빛의 반사 개념은 평면거울에 비친 물체의 모습과 실제 물
체의 모습을 비교하여 빛의 반사로 인한 거울의 성질을 이
해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1].
Figure 1은 초등학교 4학년 과학교과서에서 빛의 직진
개념을 학습하기 위한 활동을 나타낸 것이다. 이 활동의
주요 내용은 물체의 모양과 빛이 물체를 통과하지 못해 생
긴 스크린의 그림자의 모양이 비슷하다는 사실을 통하여
빛이 직진하여 이동한다는 성질을 학습자가 추론하도록 구

Fig. 1. (Color online) The activity of ‘straight of light’
learning in current elementary school textbook: An activity to infer the path of light by comparing the shape
of an object and the shape of a shadow, and to learn the
principle of straight light and shadow formation [27].

성되어 있다. 하지만 손전등 빛의 경우 평행광선이 아니기
때문에 물체와 그 물체의 그림자의 모양과 크기가 동일하게
관찰되지 않으며, 유한한 크기의 광원인 손전등에 의해 생긴
그림자의 크기 변화는 후속 학습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
라서 물체와 그림자의 모양이 비슷하다는 점과 물체를 놓은
모양에 따라 그림자의 모양이 달라지는 사실을 통해 빛의
직진을 추론하기에는 기하개념에 익숙하지 않은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의 경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빛의 반사 개념에 대한 학습은 빛의 직진 개념을 학습한
이후 Fig. 2(a) 와 같이 거울에 비친 물체의 모습과 실제
모습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거울의 성질을 확인
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 다음 Fig. 2(b) 와 같이 책상에

흰 종이를 깔고 거울을 바닥면에 수직으로 세워 손전등의
빛이 거울의 맨 아랫부분에 닿도록 비추면서 빛이 이동하는
경로를 관찰하여 빛이 거울에서 반사되고 있음을 확인하도
록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바닥에 비친 빛의 경로는 손전등
에서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빛의 일부가 각각 종이에 의해
반사되어 관측자의 눈에 들어오는 현상이므로 빛이 직진하
는 현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탐구활동은 빛이
직진하다가 거울에서 빛의 방향이 바뀌어 다시 직진한다는
빛의 반사 현상을 설명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28].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빛과 렌즈’ 단원에서는 Fig. 3(a)
와 같이 공기와 물의 경계면에서 빛이 나아가는 모습을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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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빛의 굴절도 빛의 직진을 기반으로 이해되는 개념으로서
빛의 직진과 반사 실험에서는 손전등 광원을 이용하였으나
빛의 굴절현상에 대한 실험은 특별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레이저 포인터로 광원을 교체한 변화는 학습자에게 혼란을
야기할 여지가 있다. Figure 3(b) 는 볼록렌즈에서 빛이 굴
절되는 현상을 레이저 포인터의 빛줄기를 통해 가시적으로
확인하는 실험이다. 관측자가 레이저 포인터의 빛줄기를
확인하기 위해 실험자는 분무기로 레이저 포인터의 빛의
경로에 물방울을 뿌려 빛의 일부가 산란되어 관측자의 눈에
들어오게 상황을 연출한다. 이 실험은 광원에서 출발한 빛
이 렌즈를 통해 굴절되는 현상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점
이 있다. 하지만 레이저 포인터의 광선은 렌즈에 도달하는
부분에 따라 빛의 굴절 정도가 불규칙적으로 달라진다. 이
는 레이저 포인터를 들고 있는 손떨림 현상과 분무기에서
(a)

나온 물방울들이 렌즈에 맺혀 광선의 모습이 불규칙적으로
나타나는 것의 주요 원인이다. 관측자는 광선의 경로를 명
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물방울을 최대한 렌즈 가까이에
뿌려야하는 것이 관찰에 유리하기 때문에 이러한 원인을
제거하기는 쉽지 않다.
초등과학교육에서는 빛의 직진, 반사, 굴절 등의 개념들을

(b)

Fig. 2. (Color online) The activity of ‘reflection of light’
learning in current elementary school textbook: (a) the
activity that compares the appearance of an object reflected in a flat mirror and the appearance of an actual
object, (b) the activity of observing the reflection of light
from a flashlight by a flat mirror [27].
이저 포인터를 이용하여 관찰하고 빛이 꺾이는 현상을 통해
빛의 굴절 개념을 설명한다. 그리고 볼록렌즈의 특성을 알
아보기 위해 볼록렌즈의 모양을 관찰하고 볼록렌즈를 이용
하여 주변의 물체의 모습을 관찰한다. Figure 3(b) 와 같이
볼록렌즈를 통과하는 레이저 포인터의 빛을 볼록렌즈의 양
쪽 빈 공간에 분무기로 물을 뿌려 빛이 굴절되어 이동하는
경로를 관찰한다. 이러한 탐구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제시한
교과서 진술문은 ‘볼록렌즈는 빛을 굴절시키기 때문에 볼록
렌즈로 물체를 보면 실제 모습과 다르게 보인다.’로 정리하
고 있다. 하지만 물체에서 난반사된 빛이 볼록렌즈를 통해
우리의 눈에 상이 맺히는 기하광학적인 설명은 빠져있다.
아직 시각 개념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은 초등학교 6
학년 학생에게는 물체의 상을 빛의 경로를 통해 이해시키기
어렵겠지만, 현재의 교과서 설명처럼 빛이 렌즈에 의해 굴
절하기 때문에 렌즈를 통한 물체의 모습이 다르게 보인다는
탐구활동의 설명으로도 물체의 상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다.

탐구하기 위하여 비가시적인 빛의 경로를 확인하는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어 왔다. 2015 개정 초등 과학과 교육과정
에서는 물체의 모습과 그 물체의 그림자 모습을 비교하고,
바닥에 놓인 흰 종이에 관찰된 밝은 부분을 통해 빛의 경
로를 확인하고, 물속에 우유를 넣거나 공기 중에 분무기로
물을 뿌려 광선의 경로를 확인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방법들은 초등학생들의 선행 지식과 인지 수준을
고려한 방법으로서 이전 교육과정에서부터 오랫동안 빛의
성질을 탐구하는 전략으로 사용되어 왔다. 이러한 전략들
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의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빛의
일부가 난반사되어 관찰자의 눈으로 들어오게 되는 시각
개념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물체를 보는 과정을
빛의 경로를 이용하여 표현할 수 있다’ 의 시각 개념에 대한
성취기준은 중학교에서 처음 제시되어 있다 [1]. 빛의 경로
를 직접 관찰할 수 있는 방법들은 빛의 성질을 학습하거나
광학도구를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하기 때문에 시각 개념을
초등학생의 인지수준에 맞게 설정하여 교수학습방법으로
제공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또는 빛의 경로
를 관찰하는 방법을 단순화하고 일관성 있게 제시하여 빛의
경로를 관찰하는 방법보다는 빛의 성질을 추리하는 사고에
학습자의 주목을 이끌어낼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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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ig. 4. (Color online) Front of light flux screen made
of acrylic resin with 80 – 85% transparency and wooden
base.
물질이 가시광선 영역의 빛을 투과하는 정도에 따라 불
(b)

Fig. 3. (Color online) The activity of ‘refraction of light’
learning in current elementary school textbook: (a) the
activity of observing the phenomenon that refraction occurs when light travels through the air and encounters
another material such as water, (b) The activity of observing the phenomenon that the light from the laser
pointer is refracted as it passes through the convex lens
by spraying water around the convex lens [27].

투명한 물질, 반투명한 물질, 투명한 물질로 구분한다. 가
시광선 영역의 빛 중에서 투과된 빛이 40% 미만이면 불투
명한 물질, 40 – 70% 투과되면 반투명한 물질, 70% 초과로
투과되면 투명한 물질로 구분된다 [26]. 빛다발 스크린은
투명도가 80 – 85%의 투명한 아크릴 수지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스크린 표면에 들어오는 빛의 대부분을 투과시키고 나
머지 일부는 빛이 들어오는 방향으로 난반사시키거나 빛이
투과하는 방향으로 산란시키는 기능을 가진다. 이러한 기

III. 초등과학교육에서의 광학학습을 위한
빛다발 스크린 적용
초등과학교육에서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경험하는 그림자
와 거울을 소재로 빛의 직진과 반사를 다루고, 프리즘이나

능은 스크린에서 난반사되거나 산란 투과되는 빛을 통하여
스크린의 위치에서 빛이 진행되는 상태와 빛의 출처가 되는
물체나 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7].
빛다발 스크린의 스크린은 2 mm 두께인 아크릴 수지
(acrylic resin) 를 가로 140 mm, 세로 160 mm의 직사각형
모양으로 재단하여 사용하였다. 스크린을 고정하기 위하여

렌즈를 사용하여 빛의 굴절을 학습하도록 되어 있다 [1]. 빛

가로 140 mm, 세로 33 mm, 높이 20 mm인 직육면체 모양

의 성질을 탐구하기 위한 활동으로는 ‘투명한 물체와 불투명

의 나무도막에 누름못으로 고정하여 Fig. 4와 같이 빛다발

한 물체의 그림자 비교하기’, ‘물체와 평면거울에 비친 모습

스크린을 제작하였다.

비교하기’, ‘유리나 물, 볼록 렌즈를 통과하는 빛 관찰하기’
활동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귀납적
사고와 구체적인 조작 활동이 가능하며 동일한 실험 도구와
일관된 탐구 방식이 가능한 빛다발 스크린 활용 탐구방법을

2. 빛의 난반사 및 산란 투과 현상을 관찰하기 위한
빛다발 스크린 적용

소개하고자 한다.
물체를 본다는 것은 광원으로부터 출발한 빛의 일부가
물체의 표면에서 반사되어 관측자 눈의 망막에 상이 맺히게
1. 빛다발 스크린에 대한 이해

되면서 뇌가 인식하는 일련의 과정을 포함한다 [19,29].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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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5. (Color online) The model of the diffuse reflection
and scattering transmission of light on the surface of an
object using light flux screens.
히 물체를 사방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물체의 표면에서 빛이
난반사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각 개념에 대한 학습은 빛
의 경로를 활용하여 물체를 보는 과정을 설명하는 중학교
과학에서 처음 학습하게 된다. 따라서 초등과학교육에서
제시된 시각 개념이 포함되어 빛의 경로를 확인하는 탐구
방법들은 현상에 대한 원인을 배제한 채 단순히 현상만을
관찰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 따라서 초등과학교육에서 빛
의 직진, 반사, 굴절과 같은 개념을 탐구하기에 앞서 시각
개념 중에서 물체의 표면에서 빛이 난반사된다는 개념을
학습하기 위해 물체에서 빛이 난반사되는 현상을 관찰하기
위한 탐구활동을 Fig. 5와 같이 구성하였다 [15].
이 실험의 목적은 광원에서 출발한 빛이 물체의 표면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는데 있다. 먼저 Fig. 6(a)에서처럼
레이저 포인터의 집속된 빛이 아무런 방해 없이 스크린에
도달하는 현상과 Fig. 6(b) 에서처럼 빛이 물체의 표면에
의해 난반사되거나 투과된 빛이 점점 퍼져나가는 현상을
서로 비교 관찰할 수 있다. Figure 6(b) 의 물체의 표면에
해당하는 트레싱 페이퍼 스크린은 불투명한 스크린 중앙
에 약 10 mm의 원형 구멍을 뚫고 스크린 뒷면에 트레싱
페이퍼를 셀로판테이프로 부착하여 제작하였다. 반투명의
트레싱페이퍼는 일반적인 물체의 거친 표면을 나타낸 것
으로 레이저 포인터의 집속된 빛이 트레싱페이퍼에 의해
난반사되거나 산란 투과된다. 이는 광원에서 출발한 빛이
물체의 표면에서 여러 방향으로 반사되어 여러 관측자들의
눈에 들어간다는 시각 개념의 일부를 설명할 수 있는 실험적
근거가 될 수 있다.
Figure 6(c) 는 광원에서 출발한 빛이 물체의 표면에 의
해 난반사되거나 산란 투과되어 스크린에 도달하는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레이저 포인터에서 출발한 빛이 물체 표면
에 해당하는 트레싱페이퍼 스크린을 지나 불투명 스크린에
닿기까지의 경로를 빛다발 스크린을 이동하면서 관찰하는
모습이다. Figure 6(c) 를 통해 광원에서 출발한 빛이 일반
적으로 거친 표면을 가진 물체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c)

Fig. 6. (Color online) The step-by-step application of
light flux screen to observe the phenomenon that the
light of a laser pointer is diffused or scattered on the
surface of an object.
관찰하고, 이를 통해 시각 개념에 대한 이해와 물체를 보는
과정에 대한 학습자의 추론을 확증하는 단계로서 제시될 수
있다.

3. 빛의 직진 성질을 탐구하기 위한 그림자 관찰에서
의 빛다발 스크린 적용
2015 개정 초등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는 그림자 현상을
통한 추론을 통하여 빛의 직진을 이해하도록 하고 있다. 그
림자는 빛이 진행하다가 물체에 가로막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되어 스크린에 빛이 닿지 않는 부분이다. 따라서
그림자가 생기는 원리를 추론하기 위해서는 광원에서 출
발한 빛이 물체까지 이르는 과정과 물체에서 스크린까지의
빛의 진행을 구분하여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그림
자의 모습이 물체에서 빛이 닿는 단면과 닮았다는 사실은
빛의 직진을 추론하는 실험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 빛다발
스크린은 광원과 물체, 물체와 스크린 사이의 빛다발을 학
습자의 조작에 의해 관찰가능하게 함으로서 그림자 현상을
통해 빛의 직진을 추리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Figure 7은 빛다발스크린을 활용하여 물체의 그림자 현
상을 관찰하기 위한 모델을 표현한 것이며, Fig. 8은 단계적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먼저 Fig. 8(a) 처럼 광원에서 출발
한 빛이 물체에 닿기까지의 빛의 정보를 빛다발 스크린을
통해 관찰한다. 이 때 학습자는 빛다발 스크린을 광원에
서부터 점점 물체 방향으로 이동시키면서 빛이 나아가는
경로를 조작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 그 다음 Fig. 8(b)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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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울이 빛을 반사시키는 성질이 있음을 이해하고, 빛이 반
사되어 나타나는 현상에 주목하되 빛의 반사 법칙은 다루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1) 평면거울에서의 빛의 반사 실험
Fig. 7. (Color online) The model that observes the
shadow phenomenon using light flux screens.

(a)

(b)

(c)

Fig. 8. (Color online) The step-by-step application of
light flux screen to observe the shadow phenomenon.
같이 빛다발 스크린을 물체 뒷면에서 시작하여 스크린까지
이동하면서 빛이 물체에 의해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현
상을 연속적으로 추적하며 관찰한다. 마지막으로 Fig. 8(c)
와 같이 광원과 물체, 물체와 스크린 사이에 각각 빛다발 스
크린을 놓고 빛의 진행 경로를 전체 장면으로서 확인하여,
그림자가 생기는 원리와 빛에 의해 물체가 밝아진 부분과
그림자의 모양이 닮았다는 사실을 통해 빛의 직진을 확증
하는 단계로 실험을 마무리할 수 있다.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서는 이 실험에 앞서 광원과 스크린
사이에 물체를 놓지 않고 빛의 경로를 빛다발 스크린으로 관
찰하는 탐구과정을 추가하여 빛의 진행과 물체와의 관계를
비교하여 그림자 현상을 이해시킬 수도 있다. 또는 물체의
투명도와 그림자의 발생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
명한 물체, 반투명한 물체, 불투명한 물체를 이용하여 비교
실험을 수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4. 빛의 반사 성질을 탐구하기 위한 평면거울 관찰에
서의 빛다발 스크린 적용
2015 개정 초등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는 실제 물체의 모
습과 평면거울에 비친 물체의 모습을 비교하는 활동을 통해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현행 교과용 도서에서는
Fig. 2(b) 와 같이 손전등의 빛을 거울에 비추었을 때 바
닥에 놓인 종이에 비치는 빛의 모습을 통해 빛의 경로를
추정하고 거울이 빛을 반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확
인한다. 교육과정에서는 평면거울에 비친 물체의 모습과
실제 물체의 모습을 비교하여 거울이 빛을 반사시키는 성
질이 있음을 이해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Fig. 2에서처럼
교과서에서는 평면거울에서의 빛의 경로를 직접 관찰하는
과정을 추가로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거울의 상과 물체의
모습을 비교하여 관찰하는 활동으로는 상에 대한 개념과 직
접 관찰하지 못하는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집필자에 의해 거울 표면에서의 빛의 경로를
직접 관찰하는 과정을 포함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빛다발
스크린의 활용은 경로상의 빛의 단면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하기 때문에 Fig. 2(b)에서처럼 종이표면에서 반사된 빛에
대한 관측자의 추리 과정이 없어도 광원에서 출발한 빛의
경로를 직접 관찰할 수 있다.
빛다발 스크린을 활용하여 평면거울에서 빛의 반사를
탐구하는 모델은 Fig. 9와 같다. 먼저 Fig. 10(a) 에서처럼
광원에서 출발한 빛이 거울을 통해 반사되는 모습을 확인하
기 위하여 광원과 평면거울, 스크린을 알맞은 위치에 배치
한다. 그리고 Fig. 10(b)에서처럼 광원과 평면거울 사이에
빛다발 스크린을 놓고 광원에서부터 평면거울까지 빛다발
스크린을 천천히 이동시키면서 광원에서 출발한 빛다발이
평면거울로 나아가는 모습을 연속적으로 관찰한다. Figure
10(c) 는 평면거울과 스크린 사이에 빛다발 스크린을 놓고
평면거울에서부터 스크린으로 빛다발 스크린을 천천히 이
동시켜 빛다발을 관찰하도록 한다. 최종 단계는 Fig. 10(d)
처럼 광원과 평면거울, 평면거울과 스크린 사이에 빛다발
스크린을 각각 놓고 광원에서 출발한 빛의 전체 경로를 관
찰하도록 하여 평면거울에 의해 빛이 반사되는 일련의 과
정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2) 평면거울에 비친 모습과 실제 모습 비교
Figure 2에서처럼 2015 개정 초등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는 평면거울에 비친 인형의 모습과 실제 인형의 모습을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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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olor online) The model that observes light
reflection from plane mirror using light flux screens.

(a)

(c)

Fig. 11. (Color online) The model that compares the
image of plane mirror with the actual appearance using
light flux screens.

(b)
(a)

(b)

(c)

(d)

(d)

Fig. 10. (Color online) The step-by-step application of
light flux screen to observe the reflection of light from a
plane mirror.

Fig. 12. (Color online) The step-by-step application of
light flux screen to compare the image reflected in plane
mirror and actual appearance.

크기, 모양 등의 관점에서 비교하는 활동을 통해 거울의
성질을 학습한다. 빛의 반사 개념 학습에 적합한 소재로
제시되었던 거울이라는 제재가 오히려 거울의 성질이라는
개념 수준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거울에 비친 모
습과 실제 모습이 다르게 보이는 현상이 빛의 반사에 의한
결과라는 실험적 근거도 생략되어 있다. 이것은 교육과정
에서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빛의 반사 법칙을 학습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눈으로 물체를 보는 과정을 아직
학습하지 않은 학생으로서는 빛의 반사가 거울에 의해 생
긴 상에 대한 원인으로 추리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하였

리하여 Fig. 11과 같이 구성하였다. Figure 12(d)에서처럼
좌측의 적색 △ 모양 빛과 우측의 청색 □ 모양 빛은 거울에
비췄을 때 좌우가 바뀌어 스크린에 도달한다. 이러한 현상
은 Fig. 2의 현행 교과서 탐구 활동과 같은 현상으로 빛의
반사를 근거로 거울에 의한 상과 물체의 모습이 다른 점을
설명할 수 있는 실험적 근거가 될 수 있다. Figure 12의
탐구활동에서 사용된 두 가지 색의 광원은 △과 □ 모양의
구멍을 뚫고 각각 적색과 청색의 셀로판지를 붙인 종이판을

기 때문이다. 하지만 간단한 활동을 통해 광원에서 출발한

음료수 PET 병의 뚫린 밑면에 붙여서 손전등의 앞부분에

빛이 거울의 표면에서 반사되어 나타난 결과로서 거울에

씌워서 제작한 것이다. 두 개의 구멍을 좌-우로 배열하면

비친 물체의 상에 대한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면, 사실들의

물체의 실제 모습과 거울에 비친 모습의 좌우가 바뀐 현상에

상호작용으로 나타난 현상에 대한 원인을 추리할 수 있는

대한 실험적 근거가 되고, 그에 반해 광원의 구멍을 상-하로

효과적인 과학교육 교수학습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배열하면 실제 모습과 거울에 비친 모습의 상-하 위치가

평면거울의 상과 실제 모습을 비교하는 활동에서는 손전
등을 적색 △ 모양과 청색 □ 모양의 두 가지 광원으로 분

달라지지 않는 현상을 설명하는 실험적인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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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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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Color online) The model that observes the
refraction of light from a convex lens using light flux
screens.
5. 볼록 렌즈에서의 빛의 굴절 성질을 탐구하기 위한
빛다발스크린 적용
빛의 굴절 개념은 빛이 유리나 물, 볼록 렌즈 등을 통과하
면서 굴절되는 현상을 관찰하고 그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2015 개정 초등 과학과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진
술되어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광학도구 렌즈에는 호기
심을 갖지만 렌즈와 관련된 지식을 획득하는 데는 어려움을
느낀다.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이전 2009 개
정 교육과정에서 다루었던 오목 렌즈를 초등과학교육에서
제외하고 볼록 렌즈의 특징과 쓰임에 대해서만 학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Figure 3(b)은 볼록 렌즈를 이용해 빛의 굴절을 관찰하는
장면으로 현재 교과서에 제시된 탐구 방법이다. 눈에 보이
지 않는 레이저 포인터의 빛의 경로를 관찰하기 위해 빛의
경로 상에 분무기로 물을 뿌려 빛을 산란시키는 과정이 포
함된다. 물체를 보는 과정을 아직 학습하지 않은 학생들은
공기 중에 뿌려진 물에 의해 빛이 관찰되는 현상에 대한 이
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볼록 렌즈 표면에 묻은 물로 인해
빛의 굴절이 일정하지 못한 현상을 포함하여 렌즈에서의
빛의 굴절로 인식하기 쉽다.
Figure 8의 빛의 직진과 Fig. 10의 반사 개념에서의 빛
다발 스크린 활용과 비슷한 방식으로 볼록 렌즈에서의 빛의
굴절을 탐구할 수 있는 Fig. 13과 같은 방법은 다음과 같이
크게 4단계로 나뉜다. 먼저 Fig. 14의 (a) 와 (b) 에서처럼
광원에서 출발한 빛다발이 볼록 렌즈까지 이동하는 모습을
빛다발 스크린을 광원에서부터 볼록 렌즈까지 천천히 이동
시키면서 빛다발의 모습을 연속적으로 관찰한다. 그다음
두 번째 단계에서는 또 다른 빛다발 스크린을 Fig. 14(c)
와 같이 광원을 기준으로 볼록 렌즈의 건너편에 놓고, 놓인
두 개의 빛다발 스크린으로 광원에서 볼록 렌즈까지의 빛
다발의 모습과 볼록렌즈를 통과한 빛다발의 모습을 비교한
다. 세 번째 단계는 Fig. 14(d) 와 (e) 에서처럼 볼록 렌즈
건너편의 빛다발 스크린을 볼록 렌즈와 멀어지는 쪽으로
점점 이동하여 빛다발의 단면을 조작적으로 관찰하여 빛의

Fig. 14. (Color online) The step-by-step application of
light flux screen to observe the refraction of light in a
convex lens.
경로를 추리한다. Figure 14(f)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3개의
빛다발 스크린과 스크린을 이용하여 광원에서 출발한 빛이
볼록 렌즈를 통과하여 나아가는 모습을 빛다발 스크린에
나타난 빛다발의 단면을 통해 추리할 수 있는 전체 과정을
한 장면으로 표현해 볼 수 있다. 초등학생들은 빛다발 스
크린을 간단하게 조작하는 활동을 통하여 광원에서의 빛이
볼록 렌즈를 통과하여 스크린에 닿는 과정을 빛의 단면을
통해 추리한다. 이러한 추리 과정은 빛이 볼록 렌즈에 의해
굴절되어 나아간다는 개념과 볼록 렌즈는 빛을 한 점으로
모은다는 개념을 자연스럽게 학습하게 한다.

I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초등과학교육에서 빛다발 스크린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조작적인 관찰과 귀납적 사고를 통해 빛의 직진,
반사, 굴절 현상을 효과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방법을 제
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방법은 빛의 성질과 관련된
광학 현상들을 관찰하는데 있어 빛다발 스크린을 통해 얻은
정보로서 물체에서 나온 빛이 물체, 거울, 렌즈, 스크린 등을
통해 나아가는 모습을 단계적이고 일관되게 탐구할 수 있다
는 특성이 있다. 그리고 광원과 물체, 그림자 등의 제한된
정보만으로도 초등과학교육의 광학학습의 모든 개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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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이해시킬 수 있는 실험적 근거가 될

그림자의 생성과 빛의 직진 성질의 관련성을 학생들 스스로

수 있는 특성도 포함된다.

조작적으로 관찰하여 귀납적인 추리가 가능해질 것이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빛다발 스크린은 투명한 물질이 갖

평면거울에서의 빛의 반사 성질을 탐구하기 위한 빛다발

는 특성을 응용한 것으로서 난반사되거나 산란 투과되는

스크린 활용 실험의 경우에는 광원과 거울, 거울과 스크린

빛다발 단면과 빛다발 스크린을 통과하여 산란되는 빛다발

에서의 빛의 전체 경로를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 현재

단면을 관찰할 수 있게 됨으로써 빛다발의 연속적인 진행

초등 과학 교과서의 빛의 반사 실험에서는 비가시적인 빛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다. 빛이 물체의 표면에

의 경로를 바닥면에 놓인 종이 표면에서 빛이 난반사되는

서 반사되어 나오거나 거울에 반사되거나 렌즈를 통과하여
나아갈 때 빛다발의 단면을 실험적으로 관찰할 수 있게 되므
로 빛이 나아가는 경로를 추론할 수 있는 실험적인 근거를
제공한다. 이 연구에서 제안된 빛의 성질과 관련된 탐구
실험들은 초등과학 수준의 광학학습에서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빛다발 개념의 이해와 조작적이고 단계적인 관
찰, 귀납적인 추리 사고를 유발하는 특징이 있다. 광원에서
출발한 빛다발의 전파 상태를 관측자의 눈으로 직접 확인할

현상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을 추가하고 있다. 이 과정은
빛의 경로에 대한 비과학적 개념이 포함되어 과학적인 실험
근거로서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빛다발 스크린을
활용한 평면거울에서의 빛의 반사 실험은 빛의 전체 경로에
대한 정보를 관측자의 직접적인 관찰에 의해 조작적으로 확
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빛의 반사에 대한 개념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초등과학교육에서의 평면거울

수 있는 교수 · 학습 자료로서 이 연구에서 제안된 탐구실험

의 성질은 빛의 반사에 기인하는 현상이지만 현재의 초등

방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과학교과서에서는 거울에 비친 모습과 실제 모습의 좌우가

2015 개정 초등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는 빛의 성질을 탐

바뀌는 현상학적인 관찰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현상에 대

구하기 위해 빛의 직진, 반사, 굴절을 순차적으로 학습하도

한 원인을 배제한 채 현상만을 학습하는 것은 자칫 비과학

록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빛의 성질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적 개념을 갖거나 이후 학습에 더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

빛의 진행경로를 관찰하여야 하지만, 비가시적인 빛의 경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빛다발 스크린

로는 시각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빛의 난반사

을 통한 평면거울 실험은 거울에 비친 모습에 대한 현상을

현상을 통해 확인될 수 있다. 하지만 시각 개념은 중학교

빛의 반사에 기인한다는 원인과 연결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과학에서 다룬다. 이 연구에서는 빛이 물체의 거친 표면에

조작적으로 관찰하여 추리할 수 있다는 장점도 포함되어

의해 난반사되는 현상을 관찰하는 탐구실험을 포함하였다.

있다.

광원에서 출발한 빛이 물체의 표면에 의해 반사되어 눈의

빛다발 스크린을 활용하여 볼록 렌즈에서의 빛의 굴절

망막에 상이 맺히는 일련의 시각 개념 전반을 설명하지 않

성질을 탐구하는 실험에서는 빛다발 스크린에 나타난 빛다

더라도, 초등학생 수준에서 빛이 물체에 의해 사방으로 퍼

발의 모습을 단계적으로 관찰하여 볼록 렌즈에 의해 빛이

진다는 현상을 쉽게 관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중학

굴절되는 현상을 귀납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교 과학교육과정에서 각막의 역할, 상에 대한 개념, 망막에
맺히는 상 등의 심화된 시각 개념을 위한 위계적인 학습
전개가 가능해질 것이다.
빛다발 스크린을 활용한 그림자 관찰 실험은 초등학생들
로 하여금 빛의 직진 성질과 그림자 발생 원리를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논리적인 추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2015 개정
초등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는 빛의 직진을 직접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 현상에 대한 추론을 통해 이해하도록

레이저 포인터를 이용한 기존의 실험에서 드러난 빛 번짐
등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으며 빛이 전파되는 상태를 연속
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빛다발 스크린을 활용하여 빛
의 성질을 탐구하는 초등과학교육 실험들은 광원에서 출발
한 빛다발이 물체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물체에서 스크린
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연속적이며 조작적으로 관찰할 수

명시되어 있다. 현재의 초등 과학교과서에도 물체의 모양과

있을 뿐만 아니라 정제된 실험기구와 표준화된 실험과정을

그림자 모양을 서로 비교하여 빛의 직진을 추론하고 있지만

순환적으로 활용하는 정형화된 실험들이다. 이 실험들이

탐구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여 빛의 직진을

제공하는 광학현상에 대한 실험 근거들은 구체적인 경험을

그림자 현상으로 추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이 연구에

수반한 탐구활동으로서 초등학생들이 광원, 물체, 그림자

서 제안하는 빛다발 스크린 활용 그림자 실험은 광원에서

등의 제한된 정보만을 제공받더라도 빛의 직진, 반사, 굴절

출발한 빛이 물체에 이르기까지의 경로와 물체에서 스크린

과 같은 성질을 효율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이

에 이르기까지의 경로에 대한 정보를 구분하여 제공하므로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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