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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erse chromatic color can be observed when white light is transmited through a polarizer(transparent) birefringence material-polarizer stack.

Polage artworks, which utilize this phe-

nomenon, provide dynamic images. Although the basic principle of polage is well understood,
detailed analyses of the expression techniques of polage and their underlying physics have seldom
been investigated. This study extracts basic expression techniques of polage such as image fade-in,
image fade-out, color change to a complementary color, and image conversion. Then, the related
physics behind the techniques and the ways of implementing the techniques are explained. This
study has educational value in that the techniques are easily implemented, the entire theoretical
treatment is based on the optical concepts taught at the undergraduate level, and the techniques
provide good educational opportunity for integrating physics and fine art.
PACS numbers: 42.25.Ja, 42.25.Lc, 01.9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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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라주 작품에 나타나는 역동적 이미지 변화의 물리적 원리 탐색
정용욱∗
서울대학교 과학교육과, 서울 08826, 대한민국
(2017년 10월 11일 받음, 2017년 11월 7일 수정본 받음, 2017년 11월 14일 게재 확정)

백색광이 편광기-투명 복굴절필름-편광기 겹층 구조를 지날 때 다양한 유채색을 관찰할 수 있다. 이를
활용한 폴라주 작품들은 매우 역동적인 시각이미지를 제공한다. 그런데 겹층 구조에서 색채가 만들어지는
원리는 잘 알려져 있으나 역동적인 표현 기법을 분석하고 이것에 숨은 물리학 원리를 구체적으로 드러낸
연구는 드물다. 본 연구는 폴라주의 역동적 이미지 변화를 만들어내는 기초 표현 기법으로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보색으로의 색상 변화, 이미지 전환 등을 추출한 후에, 각각의 기법에 숨은 과학적 원리를 드러내고,
기법들을 구현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소개한 기법들은 구현이 단순하고 학부 수준의 광학
개념들을 통해 이론적으로 설명가능하며, 미술교육과 물리교육의 융합을 위한 접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교육적 가치를 갖는다.
PACS numbers: 42.25.Ja, 42.25.Lc, 01.90.+g
Keywords: 폴라주, 편광, 복굴절, 간섭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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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그런데 겹층 구조나 폴라주와 관련된 기존의 교육 자
료들의 관심은 대체로 겹층 구조를 통한 색채의 생성에서

편광기와 복굴절물질이 포개진 겹층 구조에서 나타나는
간섭과 간섭색은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광학
학습주제로 주목받아왔다 [1–9]. 이를테면 Crawford [1]의
‘Waves’, Hecht [2]의 ‘Optics’ 같은 학부 수준의 광학 교재
는 빛이 편광기-투명 복굴절필름-편광기 겹층 구조를 지날
때 나타나는 효과를 편광, 복굴절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
다. 축이 서로 수직하게 교차하도록 두 편광기를 겹치면
빛이 편광기를 통과하지 못한다. 이 상황에서 두 편광기
사이에 셀로판테이프를 적당한 방향으로 집어넣으면 편
광기를 통과하는 광량이 증가한다. 조건만 맞으면 이러한
편광기-투명 복굴절필름-편광기 겹층 구조에 백색광을 쪼일
때 반대편에서 뚜렷한 유채색을 볼 수 있다 [1–3].
편광기-투명 복굴절필름-편광기 겹층 구조는 물리학 교
수학습을 위한 흥미로운 소재로 사용될 수 있다. 이를테면
물리학연구정보센터 (http://icpr.snu.ac.kr/) 에서 제공하
는 편광 관련 물리학 시범 실험 동영상에서 관련된 현상을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겹층 구조와 관련된 많은 동영상들이
물리교수학습에서 활용된다는 것을 인터넷 검색으로 확인
할 수 있다. 이를테면 ‘birefringence color’, ‘polarization,
cellophane’, ‘polage’ 등을 키워드로 하면 관련된 동영상과
자료들을 인터넷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다. 겹층 구조를
통한 이미지 만들기는 또한 중등 영재교육의 주제로 활용되
기도 하며, 여러 물리학 관련 서적들과 교수학습 자료에서
소개되고 있다.
편광기와 복굴절물질이 포개진 겹층 구조를 활용한 색의
생성은 STEA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s,
and Mathematics) 과 같은 융합교육의 맥락에서 활용될
수 있는 좋은 교수학습 소재이기도 하다 [5, 10]. 실제로
미술작가 A. W. Comarow는 이러한 겹층 구조를 활용한
미술기법으로 인상적인 작품들을 발표하고 있으며, 그녀
의 작품들을 폴라주 (polage) 라 불렀다. Austine의 폴라주
작품은 http://austine.com/에서 감상할 수 있으며, 그 외
에 You Tube를 통해서도 많은 폴라주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폴라주는 종이들을 오려붙이는 미술기법인 꼴라주
(colage) 와 편광 (polarization) 이 합성된 신조어라고 할 수
있다. 투명 셀로판지 같은 복굴절물질을 투명한 기판에
오려붙여서 두 편광기 사이에 삽입하여 작가가 의도한 시각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이와 같이 오려붙이기를 통해 작품을
만들고 그 결과로 마치 색유리를 오려 붙인 모습과 유사한
시각효과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폴라주는 꼴라주, 혹은
스테인드 글라스와 유사하다. 그런데 정적인 꼴라주, 스테
인드 글라스와 달리 폴라주 작품은 매우 역동적인 이미지
변화를 보여준다 [11–13].

멈추며, 폴라주 작품이 갖는 시각적 역동성을 깊이 있게
분석하는 자료나 연구는 찾기 힘들다. 즉, 폴라주 작품의
다채로운 시각적 역동성이라는 흥미로운 현상을 깊이 있게
다루는 교육 자료를 발견하기 힘들다. 뿐만 아니라 겹층
구조가 만들어내는 시각적 역동성 자체를 깊이 있게 분석하
는 과학 연구 자체가 드물다 [10]. 연구자가 조사한 바로는
Dall’Agnol 과 Engelsen 의 2012년 연구가 폴라주 작품의
역동성을 본격적으로 탐색한 첫 연구이다 [14]. 이들은 CIE
31 색공간에 기반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편광기-투명복굴절
필름-편광기를 백색광이 통과할 때 투과광의 색채를 예측
하였다. 이를 활용하면 두 편광기의 투과축, 복굴절필름의
광축과 두께, 복굴절에서 굴절율의 차이에 따라 투과광의
색채가 결정된다. 그런데 통상적인 광학 커리큘럼에서 다
루지 않으며 보통의 물리과 학생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CIE
31 색공간에 기반한 시뮬레이션 연구라는 점에서 이들의
연구를 학부 수준 광학과목에서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본 연구는 폴라주의 구체적인 표현 기법을 추출하고,
여기에 숨은 물리적 원리를 탐색하여 학부 수준 이하의
교수학습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겹층 구조로 구현되는 시각적 역동성을 CIE 31
같은 익숙하지 않은 색공간 개념에 기반한 시뮬레이션 없이
통상적인 학부 수준 광학 과목에서 소개할 수 있는 내용과
수준으로 분석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
는 우선 폴라주에서 편광기-투명 복굴절필름-편광기 겹층
구조를 통해 구현 가능한 복합적인 이미지 변화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기법들을 추출하였다. 이미지 페이드 인 (fade
in), 페이드 아웃 (fade out), 보색으로의 색변화, 이미지
전환 (conversion) 이 그것이다. 또 이러한 기법들에 숨은
물리적 원리를 밝히고 기법들이 어떤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는지를 드러냈다. 끝으로 본 연구의 교육적 이용 방향에
대해 간단히 논의하였다.

II. 편광기-투명 복굴절필름-편광기 겹층 구조를
통한 이미지 생성의 기본 원리
간단히 말하면 겹층 구조를 통한 이미지는 복굴절 물질
에서 두 선편광 사이의 굴절률 차이가 파장에 따라 다른
정도의 위상지연 (retardation) 을 낳은 것에 기인한다. 즉,
관찰자는 겹층 구조를 통해 선평광 사이의 복굴절에 의한
간섭색 (interference color) 을 본다 [1,2]. 이 절에서는 겹층
구조에서 색이 발생하는 물리적 과정을 정성적으로 논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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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lor online) Optical axis (OA) of typical cellophane tape and birefringence.
고, 교수학습 자료에서 발견되는 관련된 오해에 대해 간단히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Fig. 2. (Color online) Axis of polarizers and fast and
slow axes of birefringence film.

본격적인 논의를 위해 먼저 몇 가지 용어를 정리하겠다.
빛이 복굴절 물질을 특정 방향으로 통과하면 복굴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러한 방향을 광축 (optical axis)
이라 한다 [1,2,15]. 즉, 광축 방향으로 진행하는 빛의 경우
진행 방향에 수직인 선편광된 두 빛의 굴절률이 같다. 반
면 광축에 수직한 방향으로 빛이 진행할 때 광축에 평행한
편광면을 갖는 빛과 광축에 수직한 편광면을 갖는 두 빛은
굴절률이 다르게 된다. 대부분의 직사각형 모양 복굴절필
름은 Fig. 1와 같이 광축이 직사각형의 한 변과 평행하다
[1]. 따라서 복굴절필름에 수직한 방향으로 진행하는 빛에서
Fig. 1처럼 광축 방향으로 편광된 빛 (a) 과 광축에 수직하게
편광된 빛 (b) 이 셀로판테이프를 지날 때 경험하는 굴절률
이 다르게 된다. 이때 굴절률이 큰 방향인 느린 축 (slow
axis) 과 굴절률이 작은 방향인 빠른 축 (fast axis) 에 대한
굴절률을 각각 ns , nf 라 하겠다.

이 선편광 빛의 편광 방향이 Fig. 2처럼 복굴절물질의 광축
(x 축 혹은 y 축) 과 비스듬한 경우에 광축성분으로 진동하는
빛의 굴절률과 광축에 수직인 성분으로 진동하는 빛의 굴절
률의 차이 때문에 두 편광성분의 빛의 위상차이가 생긴다.
일반성을 잃지 않고 편의상 광축을 빠른 축이라 가정하고
Fig. 2 에서 광축을 x 축으로 놓으면, x, y 축 편광에 대한
굴절률은 각각 nf 와 ns 가 된다. 또 두 축에 대한 굴절률
차이로 인해 파장이 λ0 인 x 축으로 편광된 빛과 y 축으로
편광된 빛이 두께 d 인 복굴절물질을 투과할 때 두 빛 사이에
다음과 같은 위상차이 ∆ϕ 가 생긴다.
∆ϕ =

2π
d|nf − ns |
λ0

(1)

이러한 위상차이로 인해 편광기와 복굴절물질을 차례로

폴라주 작품을 볼 때 우리는 작품을 마주 보게 되므로

지난 빛은 일반적으로 타원편광된 빛이 된다. 이 빛이 검

우리가 관심을 갖는 상황은 주로 빛이 복굴절필름의 광축에

광기 (두번째 편광기) 를 지나면서 검광기의 투과축 (Fig. 2

수직하게 진행하는 경우이다. 즉, 편광 상태에 따라 빛의

의 a) 에 해당하는 선편광된 빛을 얻게 된다. 이 때 위상차

진행경로가 달라지지 않고, 굴절률만 달라지는 상황이 우리

∆ϕ 의 크기에 따라 최종적으로 검광기를 투과하는 빛의

의 주 관심사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복굴절필름은 서로

세기가 달라진다. 이때 ∆ϕ 의 파장의존성에 의해 검광기를

수직하게 선편광된 두 빛의 상대적인 위상 차이를 만들어내

통과하는 빛의 양이 파장에 따라 다르게 되어 백색광을 겹층

는 위상지연자 (phase retarder) 의 역할을 하며, 정상광선

구조에 통과시킬 때 유채색 이미지를 관찰할 수 있게 된다.

(ordinary ray) 과 이상광선 (extraordinary ray) 으로 빛이

또 편광기의 투과축, 복굴절필름의 두께와 광축의 방향에

갈라지는 이중굴절 (double refraction) 현상이 두드러지지

따라 관찰되는 색이 다르다.

않는다.

그런데 겹층 구조에서 색이 나타나는 원리와 관련된 기존

빛이 편광기-투명 복굴절필름-편광기 겹층 구조를 지나면

의 문헌들에서 오류가 발견되기도 한다. 연구자는 기존의

선편광된 빛 사이의 복굴절에 의한 간섭색 효과가 나타난다

논의들에서 특히 광학활성 (optical activiety) 과 관련된 오

[1,2]. 빛이 겹층 구조를 만나서 첫째 편광기를 지나면 편광

류들을 빈번하게 찾을 수 있었다. 이 오류는 폴라주를 선편

기의 투과축(Fig. 2의 p)에 맞게 선편광된 빛이 만들어진다.

광된 빛 사이의 복굴절이 아닌 광학활성 (원편광 복굴절)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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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것으로 소개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물리학연구정보
센터 (http://icpr.snu.ac.kr/) 에서 제공하는 물리학 시범실
험 동영상들에서는 폴라주를 광학활성의 효과로 설명하며,
다른 교수학습 자료에서도 비슷한 오류가 발견된다. 그런
데 광학활성은 원편광 복굴절 (circular birefringence), 즉,
우원편광된 빛과 좌원편광된 빛의 굴절률 차이에 기인하는
효과이다 [7]. 따라서 광학활성은 수직인 선편광을 갖는
빛 사이에서 나타나는 통상적인 복굴절과 원리도 다르고
효과도 다르다. 이를테면 폴라주에서 겹층 구조의 복굴절
물질을 회전할 때 뚜렷한 색상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광학활성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현상이다. 특히 같은 복굴절
필름을 광축이 서로 수직하도록 겹쳐서 편광기 사이에 삽
입하면 복굴절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데, 이것은 겹층
구조에서 관찰되는 유채색이 광학활성이 아니라 복굴절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

III. 폴라주 작품의 역동성에 담긴 표현 기법과
과학적 원리
지금부터는 단순히 겹층 구조를 통한 이미지 생성의 원
리를 넘어서, 겹층 구조가 만드는 시각 이미지가 갖는 다
양한 역동성에 숨은 물리적 원리를 보다 정량적인 계산과
함께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먼저 폴라주
작품의 복합적인 이미지 변화에 내재된 몇 가지 이미지 변
화기법들을 추출하였다. 이를테면 폴라주 작품에서 특정한
유채색 이미지가 서서히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이를 각각 이미지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이라
부르겠다 [11–13]. 한편 이미지의 선명함이 크게 변화하지
않은 채로 색상이 변화하여 보색이 되었다가 다시 원래의
색으로 돌아오는 변화도 가능한데 이것을 보색으로의 색변
화로 부르겠다. 한편 두 개의 이미지가 교대로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되는 복합적인 이미지 변화도 가능한데 이를
이미지 전환으로 부르겠다. 지금부터는 여러 가지 이미지
변화 기법들, 즉, 이미지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보색으
로의 색변화, 이미지 전환에 숨은 물리적 원리들을 차례로
논의하겠다.
편의상 겹층 구조에서 편광기의 두께와 편광기와 복굴
절물질 사이의 틈을 무시하고 논의를 진행하겠다. 우선 첫
번째 편광기를 통과한 빛의 전기장을 다음과 같이 놓을 수
있다.
⃗ = E0 cos(−ωt)p̂
E

(2)

여기서 p̂ 는 Fig. 2의 편광기의 투과축 (p) 방향의 단위벡터
이고, 빛의 진행 방향은 ẑ 축이 된다. 한편 복굴절상황에서

빠른축과 느린축에 대한 파수를 각각 kf , ks , 빛이 통과하는
복굴절물질의 두께를 d, p̂ 와 x̂ 사이의 각도를 θ 라 하면 복
굴절물질을 통과한 직후의 전기장은 다음과 같다.
E0 cos θ cos(ks d − ωt)x̂ + E0 sin θ cos(kf d − ωt)ŷ

(3)

이후 투과축이 a인 검광기를 지난 직후의 전기장은 â(a
방향 단위벡터) 와 x̂ 사이의 각도를 Fig. 2처럼 ϕ 라 놓을 때
다음과 같게 된다.
E0 cos θ cos ϕ cos(ks d−ωt)â+E0 sin θ sin ϕ cos(kf d−ωt)â
(4)
이 결과와 입사광의 세기는 전기장의 제곱의 시간 평균에
비례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입사광 중 겹층 구조를 투과하는
빛의 비율 T R (transmission ratio) 을 파장의 함수로 구하
면 다음을 얻는다 [3,14].
T R(λ) = sin2 θ sin2 ϕ + cos2 θ cos2 ϕ
(
)
1
∆n
+ sin 2θ sin 2ϕ cos
d
2
λ

(5)

결국 백색광을 이루는 각 파장별로 겹층 구조를 투과하는
비율이 다르게 되고, 그 결과 유채색 이미지를 볼 수 있게
된다. 폴라주의 물리적 원리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은 대
개 여기까지만 논의하며, 추가적인 분석을 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CIE 31과 같은 색공간에서 겹층 구조가 띠는
색채를 시뮬레이션하는 방식으로 폴라주 작품을 분석한
연구가 있지만, 이것은 물리학과에서 다루는 통상적인 광학
커리큘럼을 벗어나는 것이다. 그런데 통상적인 광학 커리
큘럼 안에서 식 (5) 를 바탕으로 폴라주의 역동적인 이미지
변화를 만드는 표현 기법들에 담긴 물리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드러낼 수 있다.
먼저 유채색 이미지의 페이드 인, 아웃 효과를 구현하는
두 가지 방안들을 식 (5) 를 바탕으로 찾아낼 수 있다. 첫째
방법은 겹층 구조에서 중간의 복굴절 물질을 회전시키거나,
양쪽의 편광기를 함께 회전시켜서 이미지 페이드 인과 페이
드 아웃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겹층 구조에서 두 편광기의
투과축이 수직할 때, 즉, Fig. 2에서 θ 와 ϕ 가 θ − ϕ = ±π/2
를 만족할 때 식 (5) 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
)]
∆n
1
2
d
(6)
T R(λ) = sin 2θ 1 − cos
2
λ
한편 겹층 구조에서 두 편광기의 투과축이 평행할 때, 즉,
Fig. 2에서 θ 와 ϕ가 같을 때 식 (5) 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T R(λ) = 1 −

[
(
)]
1
∆n
sin2 2θ 1 − cos
d
2
λ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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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편광기의 투과축이 수직이건, 평행하건 첫째 편광기를
지난 빛의 편광 방향이 느린 축이거나 빠른 축이라면 (즉, 광
축과 일치하거나 수직이라면), θ = 0 혹은 θ = π/2 이므로
식에서 사인함수 항이 무시되어 파장별 투과율의 차이라는
복굴절에 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 경우는 빛이
겹층 구조를 이루는 복굴절물질을 지나면서 편광상태가
변하지 않으므로 복굴절물질이 두 편광기 사이에 삽입되지
않은 것과 같기 때문이다. 복굴절에 의한 이미지는 편광기
의 투과축이 복굴절물질의 광축과 일치하지도, 수직하지도
않을 때에만 나타날 수 있다. 한편 복굴절물질의 광축이
편광기의 두 투과축과 각도 π/4 혹은 3π/4 를 이룰 때 식
(6), (7) 에서 사인함수 값의 극대화로 인해 파장별 투과율
차이가 가장 커지고, 그 결과 생성된 유채색 이미지가 가장
뚜렷하게 된다.
이와 같이 두 편광기의 투과축을 수직, 혹은 평행하게 한
후에 중간에 삽입된 복굴절물질을 회전하여 광축과 편광기
의 투과축의 방향을 바꿈으로써 이미지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때 복굴절 물질의 광축이 회
전하면서 편광기의 투과축과 각도 θ = π/4 혹은 3π/4 가
될 때 가장 선명한 이미지가 관찰되고 광축이 회전하면서
편광기의 투과축과 각도 θ = 0 혹은 θ = π/2 를 이룰 때
이미지가 사라지게 된다. 이와 같이 적절한 조건에서 복굴
절물질을 회전시킨다면 90◦ 회전을 주기로 이미지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이 반복된다. 복굴절 물질 대신 두 편광기를
함께 같은 각속도로 회전시켜도 동일한 효과를 얻게 된다.
한편 겹층 구조에서 편광기 하나만을 회전하여 이미지
페이드인, 아웃 효과를 만들 수도 있다. 이를테면 식 (5)
에서 편광기 하나를 회전하여 ϕ 를 바꿀 때, sin 2ϕ = 0, 즉,
ϕ = nπ/2, n = 0, 1, 2, . . . 인 조건에서 투과율이 파장과
무관해지고 그 결과 유채색 이미지가 사라진다. 또한 회전
중에 sin 2ϕ = ±1 인 조건, 즉, ϕ = π/4, 3π/4, 5π/4, 7π/4
일 때 투과율의 파장관련성이 제일 커지면서 유채색 이미
지가 가장 선명하게 된다. 이때 나타나는 이미지를 보다
선명하게 만들려면 식 (5) 에서 투과율의 파장의존성을 키
워야 한다. 이를 위해 회전하지 않고 고정하는 편광기의
투과축과 복굴절물질의 광축 사이의 각도 θ 가 식 (5) 에서
sin 2θ = ±1, 즉, θ = π/4, 3π/4, 5π/4, 7π/4 을 만족해야
한다. 즉, 한 편광기의 회전을 통해 페이드 인, 아웃 효과를
크게 하려면 θ 를 π/4, 3π/4, 5π/4, 7π/4중 한 값으로 유지한
채로 ϕ 값을 바꾸면 된다. 이때 θ = π/4, 3π/4, 5π/4, 7π/4
인 조건 속에 ϕ 를 바꾸어주면 180◦ 회전을 주기로 이미지
페이드 인과 페이드 아웃이 뚜렷하게 반복된다.
한편 폴라주 작품에서는 유채색이 아닌 검은색 이미지의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도 나타난다 [11,12]. 이것은 다른
유채색 이미지의 변화처럼 편광기-복굴절물질-편광기 겹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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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를 이용한 표현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대신에 검은색
이미지를 나타나고 사라지게 하는 효과는 편광기를 오려서
만든 이미지와 다른 편광기를 겹쳐서 만들어낼 수 있다. 이
때 편광기의 회전을 통해 이미지의 명암을 바꿀 수 있으며,
이미지의 구체적인 밝기변화는 말루스 (Malus) 의 법칙을
따른다. 이미지와 인접한 편광기의 투과축이 평행할 때
이미지가 사라지고, 수직할 때 검은색 이미지가 뚜렷하다.
그 결과 편광기의 180◦ 회전을 주기로 하여 검은색 이미지의
페이드 인과 페이드 아웃이 반복된다. 이 회전 주기는 한
편광기를 돌려서 유채색 이미지를 나타나고 사라지게 하는
회전주기와 같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겹층 구조에서 복굴절물질을 여러겹
쌓아올릴 때 광축이 단일한 방향이 되도록 쌓는 것을 가정한
것이다. 만일 겹층 구조에서 복굴절 물질을 여러 겹 쌓아
올릴 때 광축의 각도를 서로 다르게 쌓는다면 식 (5)-(7) 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결과 편광기나 복굴절 물질을 회전할
때 이미지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이미지의 색상이 변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따라서 여러겹의
복굴절 물질을 쌓으면서 이미지 페이드 인, 아웃을 구현하
려면 여러 층의 광축을 일치시켜야 한다.
겹층 구조에서 여러겹의 복굴절 물질을 쌓을 때 광축을
달리하더라도 한 편광기를 회전시키면 보색으로의 색상
변화라는 간단한 시각이미지 변화를 구현할 수 있다. 빛이
겹층 구조를 지나 눈으로 들어올 때 마지막 편광기를 지나기
전의 세기를 I0 , 마지막 편광기를 지난 빛을 I1 , 이 편광기를
90◦ 회전할 때 투과한 빛을 I2 라 하면 I0 = I1 + I2 가 항상
성립한다. 따라서 마지막 편광기를 통과하기 전의 빛이
백색광이라면 I1 , I2 빛을 합한 빛도 백색광이어야 한다.
이것은 I1 빛과 I2 빛이 서로 보색관계임을 의미한다. 따라
서 겹층 구조를 이루는 한 편광기의 90◦ 회전을 통해 처음
이미지를 보색으로 바꿀 수 있고, 추가적인 90◦ 회전을 통해
이미지가 가졌던 처음의 색을 다시 얻을 수 있다. 결과적으
로 한 편광기의 180◦ 회전을 주기로 이미지의 색상 변화가
반복된다.
지금까지는 폴라주 이미지의 역동적인 변화를 구현하는
기본적인 기법에 담긴 물리적 원리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폴라주 작품들을 동영상으로 검색해보면, 이들의 이미지
변화는 겉보기에 매우 복잡한 경우가 많다 [11–13]. 이러한
이미지 변화를 자세히 관찰해보면 두 종류의 이미지가 각각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패턴이 확인된다. 이러한 두 가지
이미지에 기반을 둔 복합적인 이미지 변화도 앞서 소개한
보다 기본적인 기법들을 적절히 조합하여 만들어낼 수 있
다. 지금부터는 폴라주 작품들에서 발견되는 보다 복합적인
이미지 변화 양상에 숨은 원리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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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lor online) Implementation of complex image
change which include change to complementary color of
one image and fade in & out of the other black image.
복합적인 이미지 변화의 첫째 양상은 한 유채색 이미지와
다른 무채색 이미지가 각각 변화하는 것의 결합으로 만들어
진다. A. W. Comarow의 여러 작품들에서 이러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다 [11,12]. 이때 유채색 이미지는 색상이 보색
으로 변화하고 나서 다시 처음의 색상으로 돌아오는 변화가
반복되며, 다른 무채색 이미지는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이
반복된다. 주의 깊게 관찰해보면 두 이미지의 변화가 반복
되는 시간길이가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유채색
이미지가 보색으로 변했다가 원래의 색으로 돌아오는 시간
간격과 무채색 (검은색) 이미지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시간
간격이 일치한다. 이와 같이 동일한 시간 간격을 주기로 두
가지 이미지의 변화가 같이 나타난다는 것으로부터 어떻게
이러한 이미지변화를 구현했는지를 추측할 수 있는데, 그
결과가 Fig. 3이다. 그림에서 A, B는 겹층 구조를 이루는
두 편광기이며, 이미지 1은 복굴절물질을 오려붙여서 겹층
구조에 삽입하여 만든다. 유채색 이미지에서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대신에 보색으로의 색상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쌓아올린 복굴절물질의 광축
들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편광기복굴절물질-편광기 겹층 구조에 편광기를 오려서 만든 이
미지 2(Fig. 3의 하트 모양) 를 추가로 겹친 후 편광기 B를
회전함으로써 복합적인 이미지 변화가 구현된다. 편광기
B 의 회전과정에서 이미지 2 의 명암이 바뀌면서 검은색
이미지의 페이드 인, 아웃 효과가 나타나며, 이미지 1 의
경우 보색으로의 색상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이때 이미지
변화는 편광판의 180◦ 회전을 주기로 반복된다.
한편 두 개의 유채색 이미지가 교대로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되는 복합적인 이미지 변화도 가능하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13,14]. 즉, 하나의 유채색 이미지가 사라지면서 (fade

Fig. 4. (Color online) Conversion of two chromatic color
images by rotation of image plate.
in) 다른 유채색 이미지가 뚜렷해지는 (fade out) 이미지 전
환(conversion)이 교대로 일어나는 효과가 가능하다. Fig. 4
는 이미지 전환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그림에서
두 편광판 사이에 각각이 삼각형인 이미지 1과 이미지 2가
포함된 밑그림판이 겹쳐있다. 이때 밑그림판의 두 삼각형
이미지는 삼각형모양의 복굴절필름 조각을 복굴절이 없는
투명한 밑판에 붙여서 만들 수 있다. 복굴절이 없는 투명한
밑판은 일종의 캔버스가 된다. 그런데 이미지 1과 이미지 2
를 만드는 복굴절필름 조각의 광축 (그림의 삼각형 속 화살
표로 표시된) 이 π/4 만큼 어긋나 있으면 두 이미지 사이의
전환이 가능하다. 이를테면 Fig. 4의 (a) 처럼 이미지 1의
광축이 두 편광기의 투과축들과 평행, 수직하게 되면 이미지
1에서 복굴절효과가 없으며, 이미지 2의 위상지연 효과는
극대화된다. 그 결과 겹층 구조를 통과한 빛을 관찰할 때
이미지 1은 보이지 않으며 이미지 2는 뚜렷한 상태가 된다.
여기서 밑그림판을 회전시켜주면 이미지 1이 점점 뚜렷해지
면서, 이미지 2는 점점 희미해진다. 회전 후에 Fig. 4의 (b)
처럼 이미지들의 광축방향이 바뀌면, 이미지 1은 뚜렷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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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미지 2는 보이지 않는다. 즉, (a) 에서 (b) 처럼 삽입된
밑그림판을 회전시키면 이미지 2가 점점 사라지고, 이미지
1은 점점 뚜렷해지는 이미지 전환이 일어난다. 이러한 이
미지 변화는 밑그림판의 180◦ 회전을 주기로 반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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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편광기-복굴절 물질-편광기 겹층
구조를 활용한 유채색 이미지의 생성 활동은 이미 초중등
학교급에서 혹은 영재교육 현장에서 활용되는 주제이다. 본
연구의 보다 구체적인 분석결과들은 이러한 시도들을 보다
풍성히 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폴라주 작품의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편광기-복굴절 물질-편광기 겹층 구조에
입사한 빛의 투과율 계산을 바탕으로 폴라주의 역동적인
이미지 변화에 담긴 다양한 표현 기법을 구체적으로 분석
했다. 이 과정에서 폴라주의 표현 기법으로 이미지 페이드

표현 기법과 물리적 원리가 매우 잘 대응된다는 점에서 본
연구 결과는 STEAM 교육, 혹은 과학교육과 미술교육의
융합을 위한 좋은 출발점으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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