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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빛의 편광 (광활성도)

1. 실험목적

 광활 성이 없는 매질을 진행하는 빛은 그 편광 축이 일정하지만 광활 성을 갖는  매질에서는 
진행하는 빛의 편광 축이 회전되어 입사 편광 축과 매질을 통과한 출사 회전축이 다름을 확인
해 본다.
    

2. 이론 및 원리

물체의 분자구조가 꼬부라진 형태이면 통과하는 빛의 편광 면은 회전한다. 어떤 물질은 선편
광의 빛이 들어 왔을 때, 이의 편광방향을 연속해서 회전시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를 광
활성 (optical activity)라 한다. 아래 그림은 이들 물질에서 빛의 편광이 어떤 모습으로 회전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처음 설정된 그림은 파가 진행함에 따라 그 선편광의 방향이 시계방
향으로 회전하고 있다. 빛의 편광상태는 빛을 마주보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 회전이나 진
동방향을 방향을 말하므로 이 경우 우선성 (dextrorotatory) 이라 한다. 경우에 따라서 물체
가 이러한 행동과 거울대칭으로 편광 방향을 변화시키기도 하는데 이때에는 좌선성 
(levorotatory)이라 한다. 

  [그림 1] 광활성 물질에서의 편광면의 회전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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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은 광활성 물질에서의 편광면의 회전모양을 보여주고 있다. 축으로 선편광의 빛이 
결정 뒤에서 광활성 결정으로 진입하여 결정을 빠져 나간다. 결정 속을 진행하는 빛은 진행함
에 따라 점점 특정한 방향으로 편광축이 회전을 하여 결정을 빠져 나올 때에는 슬라이더로 주
어진 각 만큼 기울어지게 되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에서 결정 속의 전기장를 녹색조로, 결정
을 빠져나간 전기장을 푸른색조로 보여주고 있고, 또한 선편광의 방향을 양쪽 화살표로 결정
의 앞뒤에 나타내었다. 또한 화면 오른쪽 그래프에는 결정에 막 입사하는 빛의 전기장과 결정
을 막 빠져나가는 빛의 전기장의 진동모습을 표시하였다.
 위 그림에서 보듯이 빛이 진행함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편광면이 회전하기 때문에 물질의 
고유한 성질로서 단위길이 진행에 대한 회전각으로 광회전능(optical rotatory power)을 정
의할 수 있다.

            
                                        (1)

여기서 은 진행거리, 는 총회전각이다. 
 액체에 의한 편광면의 회전은 1811년 Biot에 의해 발견되었다. 광활성이 없는 용매에 광활성
을 가진 용질을 녹인 액체에서 편광 면의 회전각은 광활성을 가진 용질의 양에 비례한다. 이
러한 광활성을 가진 용질로써 설탕과 같은 다당을 사용할 수 있다. 용액 에  의 용질을 
포함한 용액에서 길이를 진행하면서 발생되는 편광면의 회전각을 회전능 (specific 
rotrary power) 또는 비회전이라 한다. 즉 용액의 농도가  인 경우 빛이 이 용액을 
  통과할 때 편광 면의 회전각이  deg이면 회전능은  다음과 같다.       

         
                                       (2)

3. 실험장치 및 방법

 가. 실험장치
   광학대 1개 & 광학캐리어 2개, 레이저 1개, 편광판 & 편광각도기 각 1개, 유리셀 
& 유리셀 받침대, 스크린 1개, 비이커 & 스포이드(또는 뷰렛) 각 1개, 설탕, 전자저울

 나. 실험방법

  [그림 2] 광활성도 실험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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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그림 2와 같이 레이저, 편광판(Polarizer), 유리셀, 편광각도기(Analyzer), 스크린을 한 축
에 배열되도록 광학대 외에 배열한다.

② 레이저를 켜고, 유리셀 안에 설탕물이 없을 때 편광각도기를 회전시켜 스크린에 맺히는 빛
의 밝기가 가장 어두룰 때(또는 가장 밝을 때)의 각도(기준각  )를 측정한다.

③ 비이커에 물 100ml 넣고 설탕을 10g 넣은 후 설탕이 물에 완전히 녹을 때까지 흔든 후, 
이 용액을 유리셀 안에 넣는다.

④ 레이저를 켜고, 유리셀 안에 10g 설탕물이 있는 상태에서 편광각도기를 회전시켜 스크린에 
맺히는 빛의 밝기가 가장 어두룰 때(또는 가장 밝을 때)의 각도( )를 측정한다.

⑤ 비이커에 물 100ml을 넣고 설탕을 20g 넣은 후 설탕이 물에 완전히 녹을 때까지 흔든 후, 
이전 용액을 깨끗이 버리고 이 용액을 유리셀 안에 넣는다.

⑥ 레이저를 켜고, 유리셀 안에 20g 설탕물이 있는 상태에서 편광각도기를 회전시켜 스크린에 
맺히는 빛의 밝기가 가장 어두룰 때(또는 가장 밝을 때)의 각도( )를 측정한다.

⑦ 마찬가지로 설탕물의 농도를 변화시키면서 실험을 되풀이 한다.
   [주의] 설탕물의 농도를 달리할 때마다 그 온도는 일정해야 한다.

[그림 3] 설탕물의 농도에 따른 회전각

⑧ 그림 3과 같이 설탕물의 농도의 변화에 따른 회전각(      )을 그래프에 그린다.
⑨ 그래프의 기울기를 구하여 회전능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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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빛의 편광 (광활성도)

                                  

                                 성 명:                         

                                 학 번:                         

                                  

                                 분반/조:                       

                        

                                 조 원:                               

                                 담당교수:                           

                                 담당조교:                      

  실험일시:          년       월      일       요일          시

  제출일시:          년       월      일       요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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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결과 및 분석

1) 설탕물의 농도에 따른 회전각

농도 기준각 () 측정각 ( )
회전각

 

실온 :         ℃

1

2

3

4

5

6

7

2) 설탕물의 농도의 변화에 따른 회전각 을 그래프로 그리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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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래프의 기울기를 이용하여 회전능을 구하여라.

5. 결론 (본 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를 간단히 기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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