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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ervation of Interference Colors due to Photoelasticity Without Polarizer
Yu Chen · Hyejung Kwak · Pyung Kang Jung · Su Jin Moon · Jung Bog Kim∗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eongju 28173, Korea
(Received 30 June 2020 : revised 27 July 2020 : accepted 28 July 2020)

The interference colors caused by the birefringence of a photoelastic material were examined
for alignments that can be seen without a polarizer. When light enters a transparent plate with
photoelasticity at an incident angle, reflected or refracted light is partially polarized, and this
process serves as a polarizing plate. Because the refracted light is divided into ordinary light
and extraordinary light, that is, linear polarization components perpendicular to each other, the
polarization direction is changed while passing through the medium. Because the refractive index
varies with the wavelength of light according to the dispersion relation, the degree of change in the
polarization depends on the color. This interference color can be measured without a polarizer. In
this study, we tried to explore various configurations in which interference color occurs without a
polari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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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광판 없이 광탄성에 의한 간섭색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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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탄성을 가진 물질의 복굴절에 의해 나타나는 간섭색을 편광판 없이 볼 수 있는 정렬들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빛이 광탄성을 가지는 투명판에 입사각을 가지고 입사될 때, 반사되거나 굴절된 빛은 부분
편광되는데 이 과정이 편광판 역할을 하는 것이다. 굴절된 빛은 정상광선과 이상광선 즉 서로 수직인
선편광 성분으로 나누어져 다른 굴절률로 반응하기 때문에 매질을 통과하면서 편광 방향이 바뀌게 된다.
굴절률은 분산 관계식에 의해 빛의 파장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색에 따라 편광의 변화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러한 간섭색을 편광판 없이 측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편광판 없이 간섭색이 발생하는
다양한 구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Keywords: 간섭색, 복굴절, 광탄성, 편광

∗ E-mail:

jbkim@knue.ac.kr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864

New Physics: Sae Mulli, Vol. 70, No. 10, October 2020

I. 서 론
역학적 스트레스를 받는 투명한 물질은 광학적으로 비등
방성을 가지고 있다. 등방성을 가진 매질도 외부에서 압력
을 가하거나, 전기장 혹은 자기장을 가하여 원자나 분자들의
배열에 영향을 주어 비등방적으로 만들 수 있으며, 이들은
외부의 영향을 제거하면 다시 등방성 매질로 바뀐다. 투명
한 매질에서는 이러한 효과를 광을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어
광탄성 (photoelasticity) 이라 부른다 [1]. 플라스틱판으로
만들어진 많은 물품들은 생산될 때부터 비등방성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판을 만드는 과정에서 외부에서 압력을
가하는데 이 과정에서 구성 분자들 사이에 힘이 균일하게
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등방성을 가진
플라스틱판을 찾는 것이 오히려 힘들다. 투명한 비등방성
을 가진 물질은 광학적으로 복굴절 현상을 나타나게 된다.
방해석과 같은 결정은 대표적 복굴절 매질인데 이러한 결
정들로 위상 지연기를 만들어 편광을 정밀하게 조정하여
원편광을 만들거나 편광 방향을 미세하게 돌리기 위하여
사용한다.
폴라주는 복굴절 현상을 이용하여 아름다운 색을 표현하
는 예술 작품을 말한다. 미술작가 A. W. Comarow는 이
러한 겹층 구조를 활용한 미술기법으로 인상적인 작품들을
발표하고 있다 [2]. 정용욱 [3]은 폴라주 작품에 나타나는
역동적 이미지 변화의 물리적 원리에 대하여 탐색하였다.
광탄성에 의해 나타나는 복굴절의 정확한 측정을 통하여
재료공학, 기계공학, 고분자 화학, 비파괴 검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로 재료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4–8]. 한편, 이시욱 등 [9]은 핸드폰 카메라용 플라스틱 렌
즈를 대상으로 복굴절 해석을 실시하여 보다 좋은 카메라를
개발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백태현 등 [10]은 광탄성
4단계 위상 이동법을 이용한 TV 유리 패널의 등색프린지
분포를 측정하여 TV 유리 패널의 성능 향상을 꾀하고 있어
산업체에서 제품의 성능향상을 위하여 정확한 광탄성 값을
측정하려고 하고 있다. 흥미롭게도 이와 같이 복굴절 현상
을 산업 문제 해결에 이용하려는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노영진 등 [11]은 복굴절 재료를 이용하여 비점수차를 감소
시킨 누진다초점 렌즈를 개발하고 있다. 박찬규 등 [12]은
복굴절 특성을 갖는 액정 렌즈어레이를 이용하여 깊이감이
향상된 집적영상 시스템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는 대표적 복굴절 매질인 방해석을 이용하
여 상이 이중으로 보인다거나 굴절되어 나온 광의 편광이
서로 수직인 것을 보여주는데 활용되고 있다 [13]. 한편,
플라스틱판과 같이 광탄성을 가지는 복굴절 매질은 간섭
색을 보여주는데 활용되고 있다. 비등방성을 가진 물질의

Fig. 1. (Color online) Thin-film interference.
복굴절에 의한 간섭색을 소재로 교육 관련 연구 논문이 발
표된 경우는 국외 [14–18]는 조금 있지만 국내적으로는 많지
않다. 외국의 연구 중에 일부는 Leung와 Sagehorn [18]과
같이 플라스틱 박스에서 반사에 의한 편광 현상을 연구하였
지만 다양한 배치와 구성을 탐구하지는 않았다. 일부 과학
교사가 폴라주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활동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한 연구 보고는 없는 상
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편광판을 사용하지 않고 광탄성을
가지는 복굴절 매질에서 간섭색을 볼 수 있는 다양한 구성
을 통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편광, 복굴절, 및 간섭색에 대한
이해를 더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간섭색
간섭색이라는 의미는 간섭을 일으켜 색을 나타낸다는
것인데, 아래 열거하는 두 가지 상황은 매우 다름에도 불구
하고 둘 다 간섭색이라고 하는 경향이 있다.
첫 번째는 비눗방울이나 기름 막과 같이 얇은 막에서 관
찰되는 간섭색으로 Fig. 1과 같이 얇은 막의 위쪽 면에서
반사된 빛 ①과 안쪽 면에서 반사된 빛 ②이 중첩하여 간섭
을 일으켜 보강 간섭하는 빛의 색이 보이는 경우이다 [19].
이러한 경우에 색을 보기 이해서는 막이 매우 얇아야 한다.
즉, ①과 ②의 경로차이가 결맞음 거리 (coherence length)
보다 작아야 간섭이 일어나 색을 볼 수 있다. 태양 빛의
경우에 결맞음 거리가 50 µm로 매우 짧기 때문에 비누막과
같이 얇은 박막에서는 간섭에 의한 색을 볼 수 있지만, 유리
창과 같이 두꺼운 판에서는 간섭에 의한 색을 볼 수 없다.
또한, 이 경우에 간섭은 같은 편광끼리의 간섭을 말한다.
이 경우의 얇은 막을 이루는 재질은 물, 기름, 혹은 안경에
무반사 코팅을 위해 사용하는 유전체로 모두 등방성을 가진
매질이다. 즉 편광 방향에 무관하게 간섭이 일어난다.
두 번째 경우는 Fig. 2와 같이 비등방성을 가진 매질을
통하여 아름다운 색을 관찰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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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lor online) Experimental setup for observing
interference pattern from a birefringent material.
선편광된 빛이 복굴절 매질에 입사할 때 편광 성분에 따라
굴절률이 차이가 나며, 위상속도의 차이가 난다. 결과적으
로 선편광된 빛이 매질을 통과하여 나올 때 두 편광 성분이
중첩한 결과 즉 간섭을 일으킨다. 입사한 편광 방향이 달라
짐으로 인해 간섭색이 나타난다. 이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비등방적 매질 전과 후에 서로 직교하는 선형 편광기를 둠
으로써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매질 뒤 쪽에 있는 편광기를
검광기 (analyzer) 라고 한다. 이 경우의 간섭은 서로 수직
하게 편광된 빛들 사이의 간섭을 말한다.
Figure 3은 선편광된 빛이 복굴절 매질에 입사하였을 때
편광이 변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복굴절 매질은 물질
이 비등방적으로 되어 있어 두 수직 편광 성분에 대해 굴
절율이 다르다. 복굴절 매질은 결정체로 분자들의 배열이
대칭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대칭축을 결정의 광축이라고
하며 광축에 수직인 성분을 정상 광선 (ordinary ray) 이라
하고 그것에 수직인 성분을 이상광선 (extra-ordinary ray)
이라고 한다. 복굴절 매질에 입사되기 전에 선편광된 빛은
두 성분의 위상이 같지만 복굴절 매질을 통과하고 나면 위
상차가 발생한다. no 는 정상광선에 대한 굴절율이며, ne
는 이상광선에 대한 굴절률이다. 매질의 두께가 d 일 때,
위상차는 다음과 같다 [20].
2π
∆ϕ =
(ne − no )d
λo

(1)

이 위상 차이 값이 π 가 되면, 반파장 λ/2 판이라 하고,
π/2 가 되면 λ/4 판이라고 한다. 반파장 판은 선편광의 각
도를 바꾸기 위해서 사용되고, λ/4판은 원형편광을 만들기
위해 사용한다. Figure 3는 반파장판의 예로 광축에 나란한
성분을 기준으로 수직한 성분 즉 정상 광선의 위상이 180
도 변한 경우를 보여 주는 것으로 광축과 θ 만큼의 각도를
가지고 선편광되어 입사된 광이 이 판을 통과하면서 광축
을 중심으로 2θ 만큼 회전한 결과를 보여준다. 광축을 회
전시키면 원하는 방향으로 선편광의 방향을 바꿀 수 있어
전문 연구나 산업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굴절률은
분산 관계식에 의해 빛의 진동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백색광이 입사되는 경우에 파장에 따라 위상차 값이 달라져

Fig. 3. (Color online) Polarization change through birefringent material.

Fig. 4. (Color online) Demonstration of interference
color through birefringent material [21].
결과적으로 편광이 파장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또 다른
편광기를 거치면서 투과축과 나란한 성분이 통과하여 간섭
색을 관찰할 수 있게 된다.
Figure 4는 두 개의 편광기 사이에 광탄성에 비등방적
플라스틱판을 통과시킨 후에 또 다른 편광기를 통하여 아
름다운 간섭색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물론 플라스틱판에
스트레스를 더하거나 편광판의 투과축을 회전시키면 색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유는 통과하는 지점마다 색에
따라 편광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편광현미경은 간섭색을 통하여 결정의 구조를 조사하는
대표적인 도구이다 (Fig. 5). 광원에서는 편광이 되지 않
은 백색광이 나온다. 먼저 하부 선편광기를 거치면서 모든
광의 전기장은 한쪽 방향으로만 진동하게 된다. 박편에
입사되면 위치에 따라 복굴절 성질에 의해 색깔마다 편광
이 돌아가는 정도가 달라진다. 마지막으로 상부 검광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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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lor online) Polarization microscope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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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Reflection and refraction at boundary
surface(ni < nt ).
사실 대학 물리학 교과서에서는 프레넬-아라고의 법칙
[23]이라고 하여 수직한 편광 성분 사이에는 간섭이 일어
나지 않는다고 가르치도록 되어 있어 이 경우에 복굴절 매
질에서 일어나는 색을 간섭색이라는 표현이 일부 독자들
에게는 어색할 수 있다. 하지만 외국의 거의 모든 자료는
복굴절이 원인이 되어 관찰되는 색을 간섭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찾아볼 수 있다. 정상광선과 이상광선이
복굴절 매질을 투과한 후에 다시 만나 중첩하여 편광의 결과
가 달라지기 때문에 간섭이라는 용어를 붙이고 결과적으로

Fig. 6. (Color online) Reflection and refraction on the
surface of birefringent material (o:ordinary ray, e:extra
ordinary ray).

색이 달라지기 때문에 간섭색이라고 한다. 용어의 혼돈을
피하기 위하여 편광색이라고도 한다 [24]. 한편, 시료가 비
등방적이면서 얇으면 두 가지 효과가 함께 일어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연구가 기대된다.

통과하면서 검광기의 투과축과 나란한 성분만이 통과하게
되므로 위치마다 색깔이 다르게 보일 수 있다.
빛이 입사각을 가지고 비등방적 매질에 입사한 경우에는
Fig. 6과 같이 정상광선 ②과 이상광선 ③으로 나뉘어져
굴절하고 매질을 빠져 나온다. ko 는 정상광선의 전파 벡터
이며, ke 는 이상광선의 전파벡터이다. 일반적으로 입사되
는 광이 하나의 광선이 아니라 면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사광들과 투과광들 모두 인접하여 들어오는 빛과 중첩
하여 편광의 변화가 있게 된다. 즉 입사각이 0도인 경우와
동일한 효과가 나타난다.
위에서 설명한 두 경우 모두 즉 비누방울과 같은 얇은
막과 복굴절 매질에서 빛이 중첩하여 간섭을 일으키고 그
결과로 색이 보인다는 점에서 간섭색 (interference color)
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 듯 해보이지만, 전통적으로
간섭색라 함은 복굴절에 의해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에는 시료가 아무리 두꺼워도 투명하기만 하면 색이
보이기 때문에 등방적 매질에서의 간섭과 구별이 필요해
보인다.

이상의 간섭색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2. 반사와 굴절에 의한 빛의 편광
빛이 Fig. 7과 같이 경계면에 입사되면, 일부 반사되고
일부 굴절되어 투과한다. 같은 입사각에서도 반사되는 빛
의 세기 즉 반사율이 편광에 따라 차이가 있음이 프레넬
방정식으로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입사된 빛이 편광이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사된 빛은 부분적으로 편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Bewster 각 즉 편광각으로 입사되
면 반사된 빛은 입사면에 수직인 성분만 반사하기 때문에
완전히 선편광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입사면에 나란한 성분과 수직인 성분에 대한 반사율은
각각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25].
R∥ =

tan2 (θi − θt )
tan2 (θi + θt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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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nterference color at isotropic and anisotropic material.
Interference color of isotropic medium
Superposition of two lights in the
same polarization direction
Path difference in thin film must be
less than the coherence length

Polarization of overlapping
light
Coherence length of light
and thickness of sample
Whether to use other
tools
Whether to use reflected
or transmitted light

R⊥ =

Interference color of anisotropic medium
Superposition of two lights in the
perpendicular polarization direction
No influence on thickness

Requires two polarizers or a
process that plays the same role
Interference between normally
Interference between normally
reflected lights
transmitted lights
If it is a thin film and the medium is anisotropic, the two interference
effects can occur together.
Not necessary

sin2 (θi − θt )
sin2 (θi + θt )

(3)

매질에서 흡수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에너지 보존에 의해
반사율과 투과율 사이에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하여야
한다.
R∥ + T∥ = 1

(4)

R⊥ + T⊥ = 1

(5)

편광도(degree of polarization(DOP))의 정의에 따라 반사
된 빛과 투과된 빛의 편광도는 다음과 같다.
|R∥ − R⊥ |
R∥ + R⊥

(6)

|(1 − R∥ ) − (1 − R⊥ )|
(1 − R∥ ) + (1 − R⊥ )

(7)

VR =

VT =

Figure 8는 빛이 유리판에 입사할 때 Eq.(6) 와 (7) 에 의해
주어진 편광도를 입사각에 따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Brewster 각 θi ≈ 56.31◦ 에서 반사된 빛은 편광도가 1임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편광각에서는 입사면에 수직인 성
분만 반사되고 입사면에 나란한 성분은 반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Eq.(6) 에 의해서 1이 된다. Figure 8(a) 에서 보면
반사광의 편광도는 입사각이 증가함에 따라 편광도과 증가
하다가 편광각에서 최대값 1이 되고, 그보다 더 큰 입사각
에서는 다시 편광도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유리판
을 여러 장 쌓아 놓고 Bewster 각도로 입사시키면 반사된
빛들은 물론 완전 선평광되는 것은 당연한데, 여러 판들을
거치면서 입사면에 수직인 성분들이 모두 반사하게 되어
마지막 판을 통과한 빛도 거의 편광도가 1인 빛이 될 수 있
다. 따라서 간섭색을 보기 위하여 필요했던 편광기 역할을
반사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편광에 따라 반사율이 다른
것을 이용하면 편광기 없이 간섭색을 볼 수 있다.

Fig. 8. (Color online) The Degree of polarization as a
function of incidence angle: (a) reflected light, (b) refracted light.

III. 편광판 없이 광탄성에 의한 간섭색을
관찰하기 위한 정렬
1. LCD 모니터 빛을 활용한 전형적인 정렬
Figure 9는 광원으로 LCD 모니터에 백색광, 일반 LED
형광등, 광탄성에 의해 복굴절 성질을 가진 스트레스가 있
는 플라스틱 판, 그리고 편광기 하나를 가지고 실험한 결
과이다. Figure 9 (a) 와 같이 LCD에서 나온 빛은 이미 선
편광되어 있기 때문에 복굴절 매질을 통과하면서 위치마다
파장별로 돌아가는 편광이 달라진다. 편광기를 통과하면서
위치마다 투과축과 나란한 성분만 통과하여 위치마다 다른
색이 보이게 된다. 물론 편광기의 투과 축을 돌리게 되면
같은 위치라도 다른 색이 관찰될 것이다. 이 정렬은 매우
광탄성에 의해 복굴절을 가진 매질에서 간섭색을 보여주기
위한 전형적인 정렬이다. 이 정렬을 여기 소개하는 이유는
편광이 되어 있지 않은 광원을 가지고는 간섭색을 볼 수 없
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LED 형광등은
편광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같은 정렬에서도 간섭색이
전혀 없음을 Fig. 9(b) 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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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olor online) (a) Typical alignment to see interference color, where stressed plastic plate between LCD
monitor and crossed polaroid was installed. The upper
LCD monitor is black, indicating the light of LCD monitor is completely polarized. (b) Stressed plastic plate
between LED light and polaroid. The color inference
cannot be seen, indicating the LED light is not polarized. (c) Unpolarized LED light.

2. 편광기 없이 반사광을 이용한 간섭색 보기 정렬
Figure 10은 LCD 모니터와 광탄성에 의해 복굴절을 가
진 플라스틱 판을 이용하여 간섭색을 보기 위한 정렬이다.

Fig. 10. (Color online) Interference color through a photoelastic plate without analyzer: (a) alignment, (b) small
incidence angle, (c) middle incidence angle, (d) large incidence angle. It is hard to get an incidence angle because
of large light source.

어느 각도 이상의 입사각으로 입사한 경우에 간섭색이 나
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ure 8에서 입사각에 따라 편광
도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입사각이 작으면 반사광
의 편광도가 작기 때문에 간섭색이 나타나지 않고, 각도가
커지면 편광도가 커지기 때문에 간섭색이 나타난다. 입사
각이 커지면 반사하면서 면이 편광판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편광판 (검광기) 없이 간섭색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등방적 매질로 이러한 정렬을 하면 간섭색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 첫 번째 이유는 판의 두께가 너무 커 경로차가

Fig. 11. (Color online) Result in the same alignment as
Fig. 10 when the stressed plate is floated on water, or
partly painted by black color or glue.

결맞음 거리보다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Figure 6과 같이 정상광선과 이상광선으로 나누어지지 않고

3. 편광기 없이 투과광을 이용한 간섭색 보기 정렬

결과적으로 편광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Figure 10 상황에서 비등방적 매질로 된 판의 아래쪽에서
반사되는 빛이 없어지도록 했을 때 간섭색이 어떻게 될지
에 대하여 조사하기 위하여 Figure 11과 같이 판을 물위에
띄운 후에 결과이다. 플라스틱과 물의 굴절률의 거의 같기
때문에 반사되는 빛을 것의 없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위
쪽 면에서 반사된 빛만으로는 간섭색이 관찰되지 않는다.
Figure 11(b) 는 판을 4등분하여 1/4 면적은 검정색 유성
펜으로 칠하고, 1/4 면적은 딱풀로 칠하여 관찰한 결과이다.
뒷면이 칠해진 부분은 간섭색이 보이지 않고 안 칠해진 부분
에서는 간섭색이 보인다. Figure 11(c)는 위쪽에 물을 담아
관찰한 결과로 공기 중에서 관찰한 결과와 동일하다. 즉 물
표면이 공기 중에 있을 때 판의 윗면 역할을 하고 나머지는
Figure 11(b) 와 동일하다.

반사광에 비하여 투과광은 입사각에 따른 편광도가 높지
않은 것을 Fig. 8에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ig.
12와 같이 LCD 모니터에서 나온 빛을 비등방적 매질을 통
과한 빛에서도 간섭색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입사각
에 따라 편광도가 차이가 나는 것을 간섭색의 선명도에서 볼
수 있다. 입사각이 80도로 큰 경우에 간섭색이 두드러진다.
여기서도 경계면이 검광기 (편광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입사각을 근사적으로 0도로 하여 비등방적 매질에 입사
시키더라도 Fig. 13과 같이 등방성을 가진 판을 설치하여
투과된 빛을 보면 간섭색을 볼 수 있다. 이는 등방성인 매
질로 이루어진 판에 입사각이 크게 정렬하면 투과광의 편
광도가 증가하여 편광판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Figure 14는 등방적인 플라스틱판을 편광기 역할을 하도
록 하여 간섭색을 관찰하는 정렬이다. 비등방적 매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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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e: (a) A laboratory setup using LCD monitor and
stressed plastic plate. (b) Observation of photoelasticity
inference fringes with the incidence 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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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Color online) (a) Alignment to observe interference color with unpolarized light, where the stressed
plastic plate was fixed with magnets. (b) Interference
color with unpolarzied light.

4. 자연광을 이용하여 편광판 없이 간섭색 보기 위한
정렬
Figure 15는 편광이 되지 않은 자연광 즉 Fig. 9에서 사
용했던 LED 형광등을 이용하여 편광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간섭색을 보기 위한 정렬이다. 비등방성을 가진 판을
작은 자석들을 이용하여 세워 놓고, 바닥에는 등방성을 가진
플라스틱판을 놓았다. LED 등을 그림과 같은 방향에서 비
추었다. Figure 15(b)와 같이 간섭색을 볼 수 있다. 새워진
판에 입사한 빛은 굴절을 하고 뒤쪽면에서 반사하면서 색에
따라 부분 편광의 방향이 달라지게 된다. 반사되어 나온

Fig. 13. (Color online) Transmission of stressed plastic plate: (a) A laboratory setup using LCD monitor,
stressed plastic plate and unstressed plastic plate. (b)
Observation of photoelasticity inference fringes with the
incidence angle.

빛은 다시 아래쪽 판에서 반사되면서 간섭색을 나타나게
된다. 아래 판이 검광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는
Fig. 14와 같은 상황이다.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복굴절에 의해 나타나는 간섭색을 볼 수
있는 다양한 구도를 탐색하였다. 특별히 광탄성에 의해
가지게 된 복굴절 매질에 빛이 입사될 때 반사되거나 투
Fig. 14. (Color online) Role of analyzer of an unstressed
plastic plate or water for reflecting light. (a) alignment,
(b) interference color by reflecting on unstressed plastic
plate surface, (c) interference color by reflecting on water
surface.

과되는 과정에서 편광에 따라 반사율과 투과율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부분 편광되는 성질을 이용하여 편광판 없이
간섭색을 볼 수 있는 구도를 제시하였다. 특히, 학생들에게
친숙한 비누방울이나 기름막에서 관찰되는 간섭에 의해 나
타는 간섭색과 본 연구에서 탐색한 복굴절 매질에서 편광의

파장에 따라 편광이 돌아간 상태에서 편광에 따라 반사율이

변화로 나타나는 간섭색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학생들에게

달라지기 때문에 간섭색을 볼 수 있다. 이 경우에 등방적

잘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학생들과 편광기 없이 간섭색을

플라스틱 판은 반사의 역할만 하지 편광 방향을 바꾸지는

보기 위한 정렬들을 찾아보도록 하는 활동을 하는 것은 편

않는다. 등방적 플라스틱 판 대신에 물표면을 이용하여서도

광과 복굴절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간섭색이 잘 관찰되었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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