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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과 
파동

빛과 소리가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있을까? 우리가 여러 가지 색을 띠는 물

체를 보고, 자연 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 것은 빛 때문이고, 여러 가지 악기를 

이용해서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파동 때문이다. 이 단원을 통하여 

빛과 파동의 여러 특징을 알아보자. 

1

2

3

빛

거울과 렌즈

파동

214 - 253 쪽

초등학교에서 배운 내용 그림자와 거울   |   빛과 렌즈   |   소리의 성질

이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빛을 이용한 마술 공연 프로젝트를 해 보자.

프로젝트 활동 236 쪽



도시는 밤이 되면 화려한 조명들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한다. 밝은 가

로등, 건물의 분위기를 내기 위한 외관 조명, 소식을 전하는 전광판, 각종 홍보용 영상 

장치들이 어우러져 화려한 야경을 만든다. 빛의 축제가 벌어지는 아름다운 도시를 여

행하는 상상을 해 보자.

생각 펼치기
빛이 사라진 밤거리를 상상해서 이야기해 보자. 1

건물 외벽에 보이는 여러 가지 색의 빛은 어떻게 만들어질까?2

토의하기 빛이나 조명을 이용한 예술 작품을 본 경험을 이야기해 보자.1
아름다운 야경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궁금해?

6 빛과 파동 빛1 탐구해 보자궁금해? 아하! 더 알아보자

      탐구해 보자

❶   물체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

❷   여러 가지 색의 빛을 어떻게 만들까?

❸   영상 장치에서는 색을 어떻게 표현할까?

      아하! 

   빛 정리하기

      더 알아보자

과학과 직업  

무대 조명 디자이너

      궁금해?

   아름다운 야경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질문 만들기

빛과 관련된 현상 중에서 더 알고 싶은 것을 질문으로 만들어 보자.

▶ 다양한 빛의 색을 표현하려면 몇 가지 색의 조명이 필요할까?

216 6  빛과 파동 1  빛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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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창이 없는 아파트 욕실 안에 사람이 

있는 줄 모르고 불을 꺼 버렸다. 안에 있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욕실 안이 보일까?

내 생각은

친구 생각은

우리가 물체를 보는 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알아보자.

물체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

탐구해 보자

1  빛
학습 목표 | 물체를 보는 과정을 빛의 

경로와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1

태양이나 전등과 같이 스스로 빛을 내는 물체를 광원이라고 한다. 광원에서 나온 빛

은 눈으로 직접 들어오기 때문에 광원은 바로 보인다. 반면에 책이나 사과와 같이 스스

로 빛을 내지 못하는 물체는 광원에서 나온 빛이 물체에 부딪친 후 반사되어 눈으로 들

어오기 때문에 보인다. 

물체를 보는 과정 문제 해결력·의사소통 능력탐구  |  토의

실험 재료 

검은색 종이 (2장)

인형

책상 위에 놓인 사과를 볼 수 있는 까닭이 무엇인지 세 명이 이야기하고 있다. 이야기에 

관하여 토의해 보자.

검은색 통을 눈에 대거나

인형을 덮을 때는 빛이 새어 

들어오지 않게 주의한다.

검은색 원통으로 물체를 보는 과정 알아보기 문제 해결력·탐구 능력탐구  |  관찰

종이 한 장을 말아서 통을 만든 뒤, 그림과 같은 방법으로 인형을 관찰해 보자.2

검은색 종이를 깔고 가운데에 인형을 올려 두자.1

사과를 볼 때 빛이 진행하는 모습을 그림에 화살표로 그려 보고, 이를 이용하여 우

리가 물체를 보는 원리를 설명해 보자. 

3

이들 중 누구의 말이 맞을까? 1

사과를 볼 수 있는 까닭을 토의해 보자.2

▶ 세 가지 방법 중 어느 방법으로 볼 때 인형이 가장 잘 보이는가? 

▶ 각각의 경우에 물체를 볼 수 있거나 없던 까닭을 설명해 보자. 

확인하기

❶ 적용  칠판 글씨를 보는 과정을 설명해 보자.

❷   문제 해결력  손전등을 비추는 방향에 따라 얼굴이 

다르게 보이는 까닭을 설명해 보자.

  
❸   친구에게 설명하기 

    깊은 동굴 속에서 조명 없이는 주변을 볼 수 없는 까닭을 친구에게 설명해 보자.

짝 토의

탐구해 보자궁금해? 아하! 더 알아보자

아냐! 빛이 우리 눈으로 들어

왔다가 사과를 비추기 때문이야.

눈에서 빛이 나와 

사과를 비추기 때문이야.

사과를 비춘 빛이

사과에서 반사되어 눈으로

들어오기 때문이야.

1 32

검은색 통으로 인형을 덮은 뒤, 

눈을 통에 대고 관찰한다.

검은색 통을 들어올린 뒤,

눈을 통에 대고 관찰한다.

검은색 통으로 인형을 덮은 뒤, 

눈을 들어올려 관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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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색 이상의 빛을 합쳐서 다른 색의 빛을 얻는 것

을 빛의 합성이라고 한다. 빨강과 파랑을 합성하면 자

홍, 파랑과 초록을 합성하면 청록, 초록과 빨강을 합

성하면 노랑이 된다. 또한 빨강, 초록, 파랑을 모

두 합성하면 백색광이 만들어진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색의 기본이 되는 빨강, 초록, 파랑 

빛을 빛의 삼원색이라고 한다. 삼원색 빛의 밝

기를 조절하여 합성하면 더 다양한 색의 빛을 만

들 수 있다.

여러 가지 색의 빛을 
어떻게 만들까?

탐구해 보자

1  빛 2
학습 목표 | 빛의 삼원색으로

다양한 색을 표현할 수 있다.

확인하기
❶ 이해    빛의 합성이란 무엇일까?

❷ 문제 해결력  우리 주변에서 빛의 합성을 이용하는 예를 찾아 설명해 보자. 

❸   친구에게 설명하기 

      N 서울 타워의 다양한 색을 빨강, 초록, 파랑 조명만을 이용하여 만들 수 있는 까닭

을 친구에게 설명해 보자.

3색 조명을 이용한 빛의 합성 탐구 능력·문제 해결력탐구  |  실험

목표  |  3색 조명으로 빛을 합성하여 여러 가지 색을 표현할 수 있다.

3색 LED등을 겹치도록 비췄을 때 관찰되는 색을 써 보자.1

이 실험에서 표현하지 않은 색의 빛은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토의해 보자. 2

겹치는 빛의 색 만들어진 색

빨강  +     초록

초록  +     파랑

빨강  +     파랑

빨강  +     초록  +     파랑

빨강, 초록, 파랑 빛이 모두 겹치도록 

비춰 보자.

3

결과 및 토의

실험 기구 

3색 LED등 (빨강, 초록, 파랑)

스크린

* LED 

발광 다이오드 (Light Emitting 

Diode)의 줄임말로, 전류가 흐르면 

빛을 내는 성질을 가진 반도체이다.

3색 ✽LED등을 스크린에 자유롭게 

비추면서, 스크린에 보이는 색들을 

관찰해 보자.

1

전등을 겹쳐 비추어서 바나나, 티셔

츠, 꽃 그림에 색을 표현해 보자.

2

▲ 그림 1   빛의 삼원색 합성

스스로 평가
 
❶ 그림에 원하는 색이 비치도록 모둠 구성원과 잘 협동하였는가?

❷ 조명을 겹쳐 비췄을 때 보이는 색을 잘 표현하였는가?

❸ 다양한 색을 빛의 삼원색을 이용하여 설명할 수 있는가?

짝 토의

N 서울 타워는 밤마다 화려한 색으로 탈바꿈된

다. 자세히 살펴보니 조명 장치에 빨강, 초록, 파

랑 빛을 내는 조명들이 달려 있었다. 이 세 가지 

색의 빛으로 어떻게 다양한 색을 만들어 낼까?

내 생각은

친구 생각은

공연 무대에서 볼 수 있는 화려한 색들도 빨강, 초록, 파랑 빛을 내는 조명만 있으

면 만들 수 있다. 세 가지 색의 빛을 이용하여 어떻게 다양한 색을 만들 수 있는지 알

아보자.

표현할 색 노란색 바나나 청록색 티셔츠 자홍색 꽃

사용한 색

빨강

자홍 노랑

흰색

청록 초록파랑 청록

탐구해 보자궁금해? 아하! 더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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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무대와 마찬가지로 휴대 전화나 모니터 화면도 

빛의 삼원색을 이용한다. 

그런데 휴대 전화나 모니터 화면은 어떤 방식으로 여

러 가지 색을 표현할까?

내 생각은

친구 생각은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휴대 전화, 모니터, 텔레비전과 같은 다양한 영상 장치를 본

다. 이와 같은 영상 장치들은 어떻게 다양한 색을 낼 수 있는지 알아보자.

영상 장치에서는 
어떻게 색을 표현할까?

탐구해 보자

1  빛 3
학습 목표 | 다양한 영상 장치가 색을 

표현하는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휴대 전화, 모니터 화면 등도 빛의 합성을 이용한 영상 장치이다. 이들 화면을 확대해 

보면 그림 2와 같이 빨강, 초록, 파랑으로 빛이 나는 작은 점들의 모임을 볼 수 있다. 청

록색으로 보이는 화면을 확대해 보면 파랑과 초록 점들은 켜져 있고, 빨강 점들은 꺼진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점들이 작아서 각각의 색을 눈으로 구별할 수 없을 때 화면의 

색은 이들 색이 합성된 색으로 보이게 된다. 탐구에서 살펴본 휴대 전화 화면도 빨강, 

초록, 파랑 작은 점들의 합성을 이용하여 다양한 색을 표현한다. 이와 같이 빛의 합

성을 이용하여 다양한 색을 표현하는 영상 장치에는 텔레비전, 

전광판 등이 있다.

* 화소(픽셀)

디지털 화면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 보통 빨강(R), 초록(G), 파

랑(B) 한 묶음을 하나의 화소라고 부

른다.

토의
화면에 나타나는 색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설명해 보자.1

다른 영상 장치에서는 어떻게 색을 표현할지 토의해 보자.2

확인하기
❶   이해 모니터를 확대했을 때 보이는 작은 점들의 색을 써보자. 

❷   의사소통 능력  빨간색 점만 불이 들어오지 않는 고장이 

난 모니터는 정상적인 화면을 볼 때와 어떤 차이가 있을

지 설명해 보자.

❸   친구에게 설명하기 

      휴대 전화 화면에서 다양한 색이 나타나는 원리를 친구에게 설명해 보자.

▲ 그림 2  텔레비전과 전광판의 화면 | 텔레비전과 전광판 화면에서는 작은 점들에서 나오는 빨강, 초록, 파랑 빛을 합성하여 다

양한 색을 표현한다.

짝 토의

* 루페

시계를 수리할 때와 같이 정밀한 

관찰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휴대용 

돋보기

실험 기구 

루페 (배율:100배 이상)

휴대 전화 또는 태블릿

영상 장치에서 색이 표현되는 원리 탐구 능력탐구  |  관찰

5분 안전
휴대 전화나 태블릿 화면의 밝기가 너무 강하지 않게 조절한다.

루페를 이용하여 오랫동안 관찰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화면에 여러 가지 색이 있는 그림을 띄우고, ✽루페로 확대해서 관찰해 보자.

▶ 맨눈으로 볼 때와 루페로 볼 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루페로 관찰할 때 볼 수 있는 색은 몇 가지인가?

1

화면에서 여러 가지 색을 찾아 루페로 관찰하고, 관찰되는 점들의 색을 써 보자. 

▶ 화면에서 빨강과 노랑을 표현할 때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2

화면의 색

흰색

검정

빨강

노랑

청록

확대할 때 보이는 색

탐구해 보자궁금해? 아하! 더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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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의    ➌   :  두 가지 이상의 빛을 합하여 다른 색의 빛이 만들어지는 현상

•   합성된 빛의 색

빛 정리하기
아하 ! 1 무대 조명 디자이너

더 알아보자

과학과 직업
참여와 평생 학습 능력

의사소통 능력

다음은 창의 체험활동 시간에 학생 기자가 무대 조명 디자이너와 인터뷰한 내용이다.

기자: 무대 조명 디자이너는 무슨 일을 하나요?

디자이너: 음악회, 연극, 뮤지컬 등의 공연에서 관객이 다양한 느낌을 받으려면 무대를 설계하고 디자인하

는 사람이 필요하죠. 무대 조명 디자이너는 이 중에서 무대 조명을 담당합니다. 공연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 

장면에 따라 분위기에 맞는 색의 조명을 적절한 세기로 비출 수 있도록 설계하는 일입니다.

기자 : 무대를 비추는 여러 가지 색의 빛은 어떻게 만드나요?

디자이너: 한 가지 색의 조명으로 세기를 조절하기도 하고, 빛의 삼원색인 빨강, 초록, 파랑 조명들을 겹쳐 

비추기도 합니다.

그림과 같은 인형극의 무대 조명 디자이너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어떤 분위기를 

만들고 싶은지 토의해서 정해 보자.

1

모둠 구성원이 협동하여 3색 LED등을 비춰, 무대 조명에 따라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체험해 보자.

2

▶ 다양한 빛의 색을 표현하려면 몇 가지 색의 조명이 필요할까?

다양한 색이 필요하더라도 빨강, 초록, 파랑 세 가지 색으로 빛을 합성하면 되므로, 빨강, 초록, 

파랑 조명만 있으면 된다.

▶ 

217쪽에서 만들었던 질문에 스스로 답해 보자.

•   물체를 보는 원리

이 단원에서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 보자. 

광원인 물체    광원에서 나온 ➊                이/가 직접 눈으로 들어와 보게 된다.

광원이 아닌 물체    ➋

 ➍  ➎

 ➏

• 합성된 색을 표현하려면 전광판의 LED등 중 어떤 색을 켜야 하는지 ○,×로 표시해 보자.

                          

합성된 색 빨강 LED 초록 LED 파랑 LED

노랑

자홍

흰색

검정

개념 정리하기 1

아하! 그렇구나

켜질 때 ○   |   꺼질 때 ×

무대 조명 비춰 보기

           콘서트, 뮤지컬, 연극 등의 공연은 보통 어두운 실내에서 진행된다. 여기에 다양한 색의 조명을 효과적

                    으로 비춰 주면 음악이나 연극의 느낌을 더 잘 살릴 수 있다. 무대 상황에 따라 어떤 조명을 사용

                    하여야 할지를 디자인하는 무대 조명 디자이너에 관하여 알아보자.

빨강

흰색

초록파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