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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학생 서동연 이영재 정원빈: , ,

눈부신 햇살 파란 하늘 붉은 노을은 자연적인 빛이 주는 선물이다 겉으로 보기에 빛은 한가지 색으, , .

로만 보이는데 어떻게 이런 마술을 펼쳐 보이는 것일까 편광 필름을 이용하여 빛속에 숨은 색깔을 찾?

아보고 우리나라 전통놀이중 하나인 칠교놀이를 통해 아름답게 변하는 빛의 마술속으로 한번 빠져보도,

록 하자.

이런걸 알게 되요

빛의 숨은 성질에 대하여 알게 되며 빛의 편광을 이용한 여러 가지 색을 관찰할 수 있다 두장의, .

편광판 사이에 있는 필름의 두께에 따라 여러 가지 색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OPP .

이런 게 필요해요

편광선글라스 편광필름 장 플라스틱 거울 개 투명테이프 가위 칠교판 칠교놀이, 2 , 1 , OPP , , ,

그림

어떻게 할까요

두 장의 편광판을 겹친 후 한 편광판을 돌려보자 편광판을 통과하는 빛의 밝기가 변한1. .

다.

한 장의 편광판으로 액정화면 시계나 핸드폰 등 을 보자 편광판을 돌리면 액정화면의 밝2. ( ) .

기가 변한다.

두 장의 편광필름 사이에 필름을 여러 겹 겹쳐서 넣고 여러 가지 색이 나타나는 것3. OPP

을 본다.

칠교판의 그림대로 필름을 잘라 일곱 개의 필름 조각을 얻는다4. OPP OPP .

플라스틱 거울위에 편광판을 올려놓고 일곱 개의 필름 조각으로 칠교놀이 그림대로5. , OPP

만들어 놓고 편광 선글라스로 보면서 감상한다.



생각 모으기

두 장의 편광판을 겹쳐 돌려보면 밝기가 달라지는데 그 밝기를 달라지게 하는 것은1. , ,

무엇인가?

칠교 조각을 맞출 때 가장 아래쪽에 거울을 놓는 이유는2. , ?

같은 두께에도 두 편광판의 각도에 따라 색깔이 변하는데 어떤 규칙을 찾을 수 있는가3. ?

생활속에서 편광을 이용한 제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4. ?

그래 바로 이거야, !

칠교놀이?

우리나라에는 칠교놀이라 하여 오래 전부터 내려온 전통 놀이가 있다 아이들 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으며 때와 장소에도 구애를 받지 않아 널리 즐겼던 놀이이다 칠교놀이에 사용되는.

칠교판은 큰 삼각형 두개 중간 삼각형 한개 작은 삼각형 두개 평행사변형 한개 사각형 한개 등 일곱, , , ,

개의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칠교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칠교놀이는 일곱가지 조각들로 사람이나 동물의 여러 가지 형태와 표정 도형 기호 촛대 집 배 숫, , , , , ,

자 모양 등 여러 가지 교묘한 형태를 만들면서 즐기기 때문에 손님이 찾아왔을 때 음식을 준비하는 동

안이나 사람을 기다리는 동안 지루함을 덜도록 이용되었다 하여 유객판 또는 유객도 라( ) ( )留客板 留客圖

고 불린다 또 여러 가지 지혜를 짜내어 갖가지 모양을 만들므로 지혜판이라고도 했다. .

칠교놀이의 역사는 아주 오래되어 중국에서는 천년 전부터 즐겨왔다고 한다 한정된 같은 수의 조각, 5 .

을 가지고 어떤 새로운 독창적인 모형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칠교놀이의 신비롭고 매력적인 포인트이

며 나폴레옹 특히 에드가 앨런 포우는 광적으로 이 놀이를 즐겼다고 한다, .

편광 현상?

편광판은 원자가 특별하게 배열되어 있어서 결정축이 어느 한 방향으로 나란하게 되어 있다 자연광.

은 모든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이 섞인 것이므로 편광판을 통해서 어느 한 방향으로만 진동하는 빛이 편

광판을 통과할 수 있다 따라서 편광판 개를 겹쳐서 한개를 돌리며 물체를 보면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2

하게 되는데 이것은 빛이 횡파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와같이 하나의 편광판을 통과한 빛은 어느 특정한 방향으로만 진동하는 빛이 되며 이와 같은 빛을

편광이라 한다 두 장의 편광판을 광선에 수직하게 겹쳐 놓고 한쪽 편광판을 회전시키면 결정축 방향이.

를 이룰 때마다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한다90° .

만일 빛이 종파라고 하면 두장의 편광판의 결정축 방향에 관계없이 일정한 밝기를 보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