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 알아보기
물리학 : 세상

의이

물리학이란?
물건들은 항상 아래로 떨어질까요?
있을까요? 물리학은 이렇게

과

은

생길까요? 비행기는

날수

라는 질문에 끊임없이 대답하는 학문입니다. 물리학은

가장 기초적인 과학의 한 분야로, 우주 또는 자연이 어떤 식으로 운동하는지를

리적

으로 이해하는 것이 물리학의 목표입니다. 즉, 모든 물체의 운동 원리를 알아내는 것입
니다. 물리학과에서는 자연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연현상의 법칙들을
배우고, 아직

지지 않은 법칙들을 찾아내는 연구를 합니다.

그렇다면 물리학과에서 어떤 학문을 배우는지 자세히 알아봅시다. 물리학과에서는
빛, 천체, 물체의 운동, 전기와 자기 현상,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 등 여러가지 분야
에 대해서 배우고 연구합니다. 또한, 휴대전화에 있는 반도체, LED. 레이저 등 여러
가지 분야들은 물리학과에서 연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응용된 결과물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 물리학 법칙을 따른 다는 사실이 정말

미 지

않나요?
자연과학대학

진로 정보
물리학과를 졸업하면 주로 반도체, 전자,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의 회사에 취직할 수
있습니다. 물리학과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배우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분야
이외에도 상당히 다양한 분야의 회사에 취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리학과를 졸업한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물리를 더 공부하기 위해 대학원에
갑니다.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면 연구원이나 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체험하기
의

한

성을 공부하는 가지 물리 실험

물리학의 다양한 분야 중 우리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빛에 대해서 빛이란 무엇이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네 가지 실험을 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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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1.

한

의

우리가 아는 빛 중 가장 대표적인 빛은 태양에서 오는 태양빛입니다. 그렇다면
태양빛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게도

색으로 보이는 태양빛은 사실

다양한 색깔의 빛이 모두 섞여 있는 빛입니다. 그렇다면 빛의 성분을 볼 수 있는 간이
분 기를 만들어 봅시다.

그림 1 프리즘을 통과한 빛 (출처:

eat erNation Met )

① 간이 분 기 키트를 준비하여 키트 속 회절격자필름을 2.5 2.5cm로 자 니다.
② 우드 의 정사각형 구멍에 필름을 붙입니다.
③ 우드 의 긴 홈이 있는 면에
하여 관할합니다. (태양은 직접

실험 2.

의

으로 관찰하지 않습니다.)

볼까요? 어떤 현상이 관찰되나요?
자연과학대학

Plu ! 형 등을 바라

곳으로 구멍을 내고 그 구멍으로 빛이 들어오게

합

앞선 실험을 통해 우리가 바라보는 빛은 다양한 빛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
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원하는 색의 빛을 만들 수 있습니다. 빛은 기본적
으로 세가지의 빛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빨강, 파랑, 초록 이 세 가지의 비율에 따라
여러가지 빛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원리를 이용해 우리가 원하는 빛을 만들어 봅
시다.

그림 2 빛의 삼원색과 색의 삼원색 (출처 : Paulo Vitor a to )

UNIST Leadership Center

67

① 색 이 피 스피너 키트를 준비하여 나무 원형판에 베어링을 끼워주고, 앞뒤로
고정핀을 끼워 고정해줍니다
② 주어진 색종이와 스 커를 이용하여 나무 원형판에 예 게 붙여서 나만의 색
이를 만듭니다.
③ 색 이를 돌려 원하는 색이 잘 나왔는지 확인합니다.
Plu ! 빨강, 초록, 파랑을 칠해서 돌려볼까요? 어떤 색이 나올까요?
실험 3.

을

이게 만 는

빛은 이처럼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특성을 이용하면 여러가지 분야에 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빛의 또 다른 신기한 현상인 무아레 현상에 대해 실험해봅시다.
일정한 간격을 갖는 무 를 겹쳐 임의로 빛의 간 을 발생시키면 물결 무 가 생기는
신기한 현상을 무아레 현상이라고 합니다. 반복
우리

의

이 아주 짧은 경우 무아레 현상은,

상으로 인해 다음 상과 겹쳐지면서 마치 그림이 움직이는 착시효과를 일

으 니다.

그림 3 무아레 현상을 보여주기 위한 그림 위 격자 무

① 격자 무 가 그려진 투명 종이를 준비합니다.
② 무아레 현상을 보여주기 위한 그림이 그려진 종이를 준비합니다.
③ 격자 무 를 그림위에 겹친 후

우로 천천히 또는 빠르게 움직이면서 나타나는

현상을 관찰합니다.
만약에 격자 무 의 간격이 더 넓어진다면 어떻게 보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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