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뚝딱” 교사용 지도서 – 자외선 감별기

☞ 강의 Tip.

에서 진단을 목적으로 쓰는 X레이 (37.5nm~0.051nm) 및 원자 핵반응에서 생

이번 단원에서는 태양광선 중 자외선에 대해 알아봅니다. 자외선은 피부를 노

성되는 감마선 등 평소에 일상생활에서 한번쯤 들어보았던 전자기파의 종류들

화시키는 주범이며, 자외선이 피부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면 유전자를 혼란스

은 모두 파장을 기준으로 하여 구분된 것들입니다.

럽게 만들어 세포 돌연 변이가 생기게 합니다. 하지만 자외선은 우리 생활에
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자외선의 활용에 대해서도 설명하며 특히 자
외선으로부터 지구의 생명체를 보호하는 오존층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기회를
가져도 좋습니다. 파장에서 빛을 설명할 때는 파장에 따라 빛의 종류가 달라
지고 그 기능도 다양함을 지도해주세요.

▩ 파장
파장은 마루, 골과 같이 파동의
공간적 특징을 기술하는 몇 가
지 중요한 용어 중 하나입니다.
시간의 흐름을 멈춰 한 순간 정
지된 물결 파를 물결을 가로지
른 단면을 통해 관찰해 봅시다.
그림처럼 하나의 일정한 모양이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나타남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파장은 이렇게 반복되는
모양이 어느 정도의 길이마다 반복되어 다시 나타나는가를 나타내는 양으로써
한 마루에서 이웃한 마루까지의 거리 또는 한 골에서 이웃한 골까지의 거리를
측정함으로써 구할 수 있습니다.

▩ 자외선의 긍정적인 영향
아기의 황달 치료에 쓰이고, 병균을 소독하는 데에도 쓰입니다. 또한 일반인들
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자외선은 사진의 광원으로도 유용합니다. 의학
분야에서 맨 눈으로 잘 보이지 않는 피부 질환 진단에도 자외선 사진이 사용
되며, 고고학 분야에서도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또한 범죄 현장에서 범인의 흔
적을 찾고 증거를 검출해내는 과학수사 분야에 있어서도 자외선 사진은 없어
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수사도구입니다. 프로비타민 D를 비타민 D로 전환시
켜 구루병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 전자기파와 파장
특별히 전자기파는 파장의 길이에 따라 세분하여 거의 전 범위에 걸쳐서 이름
이 붙여져 있습니다. 1mm 이상인 가장 파장의 길이가 긴 라디오 파(전파)부
터 시작하여 전자레인지에서 쓰이는 마이크로파 (1mm~ 1m), 물리 치료나 탐
사 장치에 쓰이는 적외선 (750nm∼ 1mm), 우리가 평소에 빛이라고 칭하는 가
시광선 (400~760nm), 피부를 그을리는 주요인인 자외선(100nm-380nm),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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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외선의 부정적인 영향

▩ 자외선의 종류와 피부에 미치는 영향

장시간 자외선에 노출될 경우, 홍반이나 색소침착, 피부노화가 진행될 수 있으

자외선은 UV-C (단파장), UV-B (중파장), UV-A (장파장) 3개의 파장으로 구분

며 일괄화상, 광알러지, 모세혈관 확장증, 여드름 및 피부암의 반응을 일으킬

됩니다.

수 있습니다.

㉠ UV-A : 피부 깊이 진피층까지 침투하기 때문에 자외선B에 비해서 위험성
이 높으며 진피층까지 침투한 자외선A는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엘라스틴과

▩ 오존층
3개의 산소 원자로 이루어진 오존은 지구
상공을 다니면서 25km 높이에서 모여 오존
층을 형성합니다. 이 오존분자들이 태양의
강렬한 자외선을 흡수합니다. 오존층이란
지상 20~40km에 걸친 비교적 고농도의 오
존이 존재하는

층인데 그 중에서

지상

25km 부근이 가장 농도가 짙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태양광선에 포함되어 있는 유해 자외선을 흡수하고 지표면의 생물체
를 보호합니다. 또한 자외선 복사를 흡수하여 대기의 열순환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오존층은 높이가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데 겨울부터 봄까지는 낮고, 여
름부터 가을까지는 다시 높아집니다.
! 오존층 파괴의 피해

콜라겐을 파괴하여 탄력을 감소시키고 멜라닌을 증가시킵니다. 이러한 결과로
잔주름, 기미, 주근깨, 피부이완, 색소침착 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 UV-B : 파장이 짧아 유리창을 뚫지는 못하며 피부의 표피층까지만 도달합
니다. 하지만 자외선A(UVA)와 함께 자연형 색소침착을 야기하며 또한 강력한
피부세포 파괴능력이 있습니다. 기미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만성적일 경우,
DNA손상과 함께 피부암의 원인이 됩니다.
㉢ UV-C : 대부분이 오존층에서 흡수되어 버리지만 우리 피부에 도달한다면
단백질과 유전인자를 파괴해버리는 죽음의 광선이라고 하는데 그나마 대기 중
에 거의 없습니다. 살균작용과 박테리아 및 바이러스 등의 단세포성 조직을
사멸시키게 됩니다.
빛의 파장은 광합성량에도 영향을 미쳐요!!

① 엽록소가 가장 많이 흡수하는 청자색광과 적색광에서 산소 발생량이
많은 것으로 보아 광합성 작용이 가장 활발합니다.
② 엽록체에는 빛에너지를 흡수하는 엽록소가 들어 있습니다. 엽록소에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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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되지 않는 녹색광이 반사되어 식물의 잎이 녹색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자외선 차단제와 백태현상
자외선 차단제는 크게 화학성분 차단제와 천연
성분 차단제가 있습니다. 백태현상은 천연성분
차단제에서 볼 수 있는 현상으로 천연성분 차단
제의 성분인 ‘티타늄 디옥사이드’, ‘징크옥사이
드’의 제형이 피부에 스며들지 않아 생기는 현
상입니다. 천연성분 차단제도 발림성과 흡수력
을 높이기 위해 나노화시키면 차단제가 자외선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성질
이 바뀌어 피부에 염증을 유발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피부, 폐, 소

입습니다.
㉤ 햇볕에 타서 따끔거릴 때는 얼음찜질, 수분보충, 보습의 3단계를 실시
합니다.
㉥ 메이크업을 할 때는 자외선 차단 성분이 들어가 있는 제품 여러 가지
를 중복하여 씁니다.
㉦ 햇볕에 잘 타는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사이이므로 이 시간대
에 외출을 금합니다.
㉧ 선글라스는 알이 크고 얼굴과 밀착되는 것이 차단효과가 큽니다. 모자
도 가능하면 차양이 넓은 것을 쓰며, 양산을 고를 때는 천에 자외선 차단
처리가 된 제품을 고릅니다.
소중한 오존! 오존주의보는 무엇인가요?

화기를 통해 몸에 흡수되어 장기를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존층의 오존이 지표면에서 발생하

나노화되지 않은 천연성분 차단제는 화학성분에 비해 부작용이 적은 것으

였다면 인체 및 생태계, 각종 구조물

로 나타났습니다.

에 피해를 입힙니다. 오존은 아주 강

선글라스와 자외선차단

한 살균력을 지녀서 인체의 눈, 코

LT(Luminous Transmittance)를 통해 태양빛 및

점막 부분을 자극하고 고무 물질의

자외선 차단 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LT란

분열을 초래합니다. 오존주의보는 오

렌즈를 투과하여 안구에 도달하는 빛의 양을

존농도가 높아져서 유해물질이 코나

나타내는 지수로 LT가 낮을수록 빛의 차단효
과가 탁월합니다. LT의 범위가 80~100%이면
렌즈를 통해 차단되는 빛의 양이 거의 없어 패
션용 선글라스로 분류됩니다. LT 3~8%경우 대부분의 빛이 렌즈를 통해
차단됩니다.
자외선 차단대책
㉠ 자외선 차단제를 2-3시간 간격으로 발라줍니다.
㉡ 자외선 A는 흐린 날에도 조사되고 유리창도 통과하므로 자외선 차단제
품을 바릅니다.
㉢ 자외선을 차단하는데 효과적인 짙은 색이나 두꺼운 무명 소재의 옷을

입으로 들어가 호흡기질환을 일으키
는 사태를 경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존주의보 발령 후에는 과격한 실
외운동을 자제하고, 호흡기 환자나 노약자 그리고 어린이는 외출을 삼가야
합니다.
자외선 차단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옷감의 요소
㉠ 옷감이 두꺼울수록 차단효과가 높습니다.
㉡ 옷감의 실이 굵을수록, 올이 촘촘할수록 자외선 차단효과가 높습니다.
㉢ 옷감의 유형에 따라 차단효과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폴리에스테르 > 울 > 실크 > 나일론 > 면 또는 레이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