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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Abstract)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요즘,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일회용 접시를 사용
하고 나서 남은 접시를 먹어버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먹을 수만 있다면 일
회용 접시 쓰레기가 남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일회용 접시로 인한 환경오염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주제를 탐구하게 되었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브로콜리, 시금치, 무, 양배추로 먹을 수 있는 종이 만들어 보았다. 그 중 종
이의 형태를 잘 갖춘 것은 무종이였다.
둘째, 먹을 수 있는 종이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해 브로콜리, 시금치, 무, 양배추로
만든 종이로 실험을 한 결과 인장강도는 무종이> 시금치종이> A4용지> 양배추 종이
순으로 인장강도가 강하였다. 인화정도는 시금치 종이> 양배추종이> 무종이> A4용지
순으로 불에 강하였으며 물 흡수력은 무종이=A4용지> 시금치종이> 양배추 종이 순으
로 물에 강하였다.
셋째, 여러 가지 색과 향을 가진 먹을 수 있는 무종이를 만드는 실험에서는 치자 ,
녹차, 계피, 코코아가루를 넣은 무 종이에서는 각자 재료가 가지고 있는 향과 색이 잘
나타났다. 치자에서는 옅은 노란색, 녹차에서는 옅은 초록색, 계피와 코코아 가루에서
는 옅은 갈색이 나타났다. 녹차에서는 녹차 향, 계피에선 계피 향, 코코아 가루에선 초
코 향이 났지만 치자에서는 아무향이 나지 않았다. 그래서 코코아종이와 치자종이가
제일 거부감이 들지 않았다.
넷째, 무종이 중 인장강도가 가장 강한 것은 계피, 녹차, 코코아 염색이 된 것이고, 인
화정도가 가장 높은 것은 코코아 염색 종이, 물을 가장 잘 흡수하는 것은 A4 용지였다.
먹을 수 있는 종이로 제일 적합한 종이는 무 종이였으며, 식감이 부드럽고 흰색이라
염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제일 우수한 종이로 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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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요즘,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일회용 접시의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일회용 접시의 사용을 줄이기는 매우 힘든 일이다. 차라
리‘일회용 접시를 사용하고 나서 남은 쓰레기를 먹어버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먹을
수만 있다면 일회용 접시 쓰레기가 남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일회용 접시로 인한 환경오염 걱
정을 덜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실현시킬 수 있을까? 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이 주제를 탐구하게 되었다.

Ⅱ. 이론적 배경
1. 종이의 성질
2

파열강도

종이를 눌러서 찢어질 때의 힘으로 단위 표시로는 kg/cm 로 표시

인장강도

종이를 양쪽으로 잡아당겨 찢어질 때의 힘

신축률

종이를 잡아당겨 찢어질 때까지 늘어나는 신장률

인열강도

일정한 길이의 종이를 찢는데 필요한 에너지(섬유 결합)로, 단위표시는 g로 표시

표면강도

종이 표면의 섬유질이 벗겨지는 정도

내절강도

종이를 접거나 구부릴 때 종이가 저항하는 세기

밀도
사이즈도

물질의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으로 물질마다 고유한 값을 지닌다.
종이의 잉크나 물에 대한 침투 저항성

2. 종이의 쓰임새
신문용지
한지

일반적으로 말하는 갱지이다.
한지공예, 한옥의 문 바르는데 사용한다. 붓글씨 용이다.

골판지

골판지는 물건의 포장을 위한 상자를 만들기 위해 바깥의 라이너 지와 가운데 물결무늬
의 골 심지를 풀로 붙여 만든 판지를 말한다. 골의 크기와 간격에 따라서 A~G골까지로
구분이 되며 KS 규격에 그 크기와 간격, 강도 특성이 구분되어 있다.

박리지

이형지라고도 한다. 점착테이프, 감압 접착지 ·라벨 ·실 등의 접착면에 접촉시켜 면을
보호한다. 사용할 때는 벗겨내어 쓸 수 있도록 표면가공이 되어 있다. 크라프트지의 한
쪽 면이나 양면에 실리콘수지에멀션을 칠해서 만든다.

성서용지

성서용지는 성서, 사전제작에 사용하는 용지를 말한다. 종이가 얆고 압력에 강한 특징이 있다.

박엽지

백상지

아트지

30g/m2 이하의 얇은 종이를 일컫는 용어. 주요 용도로는 사전, 성경 등의 서적용 및 기
능성 종이로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흰색의 고급 종이를 말하며 코팅이 되어 있지 않다. 70~300g/m2의 중량 규격
이 있으며 많이 쓰이는 것은 70, 80, 100, 120, 150 이다. 서식용지, 상업 인쇄용지, 서
적내지, 출판용지 등으로 많이 이용된다.
일반적으로 화학표백펄프를 원료로 만든 원지 위에 편면 또는 양면에 코팅을 해서 광택
을 높이고 표면을 인쇄효과가 뛰어나도록 가공한 종이. 70~300g/m2의 중량 규격이 있다.

모조지

소식지처럼 페이지수가 많지 않은 책이나 단행본 인쇄에 많이 쓰이는 용지이다.

화선지

화가들의 서화지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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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먹을 수 있는 종이 재료의 성분 및 역할
가. 무
하얀 색을 가지고 있어, 여러 천연재료로 색을 입히기 쉬운 장점이 있다.
비타민 C의 함량이 20∼25㎎이나 되어 예로부터 겨울철 비타민 공급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 밖에 무에는 수분이 약 94％, 단백질 1.1％, 지방 0.1％, 탄수화물 4.2％, 섬유질
0.7％가 들어 있다.
나. 꿀
꿀은 먹을 수 있는 종이를 만드는 과정에 맛을 더해주는 역할을 하며, 먹을 수 있는 종이가
상하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해준다. 꿀의 주요 성분은 수분, 당류, 과당, 포도당 등으로 이
루어져있다. 이때 꿀은 영양장애, 피로 회복에 현저한 효과가 있다.
다. 전분
전분은 먹을 수 있는 종이가 잘 붙을 수 있는 점성을 가져 잘 찢어지지 않게 해준다. 전분의
성분은 녹말인데 소화가 되면 포도당으로 변한다. 고른 영양소로 이루어져 있고 가장 소화가
쉽게 되는 음식 중에 하나이다.
라. 치자, 계피, 코코아, 녹차
무에 색을 입히거나, 향을 더해주는 역할을 한다. 녹차와 계피는 방부제 역할도 함께 한다.
치자는 천연 염색제로도 쓰이며, 계피는 강한 향, 코코아는 단맛을 내준다. 녹차는 색과 맛,
향이 모두 강하며 녹차는 항암효과가 있고, 유기물이 있다,
마. 일회용품의 정의
한 번만 쓰고 버리도록 되어 있는 물건이다. 종류에는 일회용 접시, 일회용 컵, 일회용 기저
귀, 나무젓가락 등이 있다.

4. 선행자료
년도
2011

주

제

내

용

참고한 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종이를 여러 가지 종류의 재료를 이용하여 먹 탐구문제1의
만들 수 있을까?
을 수 있는 종이를 만든다.
방법 참고

종이

만드는

음식쓰레기로 천연염색한 재
버려지는 쓰레기를 이용하여 재생 종 버려지는 쓰레기를 다시 사
2005 생종이의 재활용에 관한 탐
이를 만든다.
용하는 점을 참고
구
1988

종이의 액체흡수의 정도, 종이의 찢기
종이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는 모습, 종이의 제작재료 등을 탐구 탐구과제 2 의 내용을 참고
있을까?
하였다.

1998

종이 만드는 법을 알아본 후 여러 약
나뭇잎이나 들풀로도 종이를
생물로 종이를 만드는 점
품의 종류와 농도를 다르게 하여 종이
만들 수 있을까?
참고
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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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탐구문제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먹을 수 있는 일회용 접시를 알아보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탐구문제
를 설정하여 탐구하였다.
탐구문제 1. 먹을 수 있는 재료로 종이 만들어보기
탐구문제 2-1. 먹을 수 있는 종이의 인장강도 비교하기
2-2. 먹을 수 있는 종이의 인화 정도 비교하기
2-3. 먹을 수 있는 종이의 물 흡수력 비교하기
탐구문제 3. 여러 색과 향을 가진 먹을 수 있는 무 종이 만들어보기
탐구문제 4-1. 염료를 첨가한 무 종이의 인장강도 비교하기
4-2. 염료를 첨가한 무 종이의 인화 정도 비교하기
4-3. 염료를 첨가한 무 종이의 물 흡수력 비교하기
탐구문제 5. 먹을 수 있는 종이로 먹을 수 있는 일회용접시 만들어보기

Ⅳ. 탐구과정 및 결과
탐구문제 1

먹을 수 있는 재료로 종이 만들어보기

1. 준비물
믹서기, 제습기, 밀대, 수건, 전분, 무, 브로콜리, 양배추, 시금치, 꿀, 체

2. 실험방법
가) 재료를 씻은 후 물과 함께 갈아준다.
나) 갈아준 재료를 전분, 꿀과 함께 섞어준다.
다) 체로 걸러준 후 물기를 빼준다.
라) 모양을 잡은 후 물기를 수건으로 한번 더 빼준다.
마) 제습기로 건조시킨 후 완성시킨다.

3. 실험결과
재료

건조 전

건조 후

브로콜리

양배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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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알갱이가 커서 점성이 떨
어져 잘 찢어졌다.

거친 촉감을 가졌고, 향이
좋지 않았으며, 흰색이다.

재료

건조 전

건조 후

특징

양배추

거친 촉감을 가졌고, 향이 좋지
않았으며, 흰색이다.

시금치

초록빛을 띠고 있으며, 거칠었
다. 향과 맛이 좋지 않았다.

무

흰색을 띄며, 부드러운 촉감을
가지고 있었다. 무 특유의 맛과
향이 다른 먹을 수 있는 종이에
비해 좋았다.

당근

색이 주황색을 띠었다. 향과 맛
이 좋았지만 잘 갈라졌다.

4. 실험결과 분석
→ 여러 가지 먹을 수 있는 종이를 만들었을 때 색이나, 맛과 향, 촉감 등을 비교해보았을
때 무 종이가 흰 색을 가지며 무 특유의 맛과 향, 부드러운 촉감 등을 가져 무 종이를 이용하
여 나머지 모든 실험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탐구문제 2-1

먹을 수 있는 종이의 인장강도 비교하기

1. 준비물
일반 A4 용지, 시금치 종이, 무종이, 양배추 종이, 추(50g 10개)

2. 가설
무종이가 가장 인장 정도가 강할 것이다.

3. 실험 방법
가) 일반 A4 용지, 시금치 종이, 무종이, 양배추 종이를 준비한다.
나) 종이들을 50g 추에 매단 후 몇 개를 매단 후 종이가 끊어지는 정도를 알아본다.
다) 실험결과를 다른 종이와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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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 결과
A4

시금치

무

양배추

300g

350g

400g

200g

5회 평균

→ 무종이> 시금치종이> A4용지> 양배추 종이 순으로 인장강도가 강하였다.
→ 먹을 수 있는 종이의 인장강도의 강하기는 무가 가장 인장강도가 강하며, 다음은 시금치
종이의 인장강도가 강하였고 다음은 A4용지, 인장강도가 가장 약한 종이는 양배추 종이였다.

5. 실험 결과 분석
→ 인장 강도는 무종이가 추 400g 으로 가장 많은 추를 버텨 무종이가 가장 인장강도가 강
하다는 것 을 알 수 있었으며, 양배추 종이가 추 200g 으로 인장강도가 가장 약하였다. 이로
써 인장강도가 가장 강한 종이는 무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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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문제 2-2

먹을 수 있는 종이의 인화 정도 비교하기

1. 준비물
일반 A4 용지, 시금치 종이, 무종이, 양배추 종이, 알코올 램프, 삼발이, 철망, 점화기

2. 가설
A4용지가 가장 빨리 탈 것이며 무종이가 가장 늦게 탈 것이다.

3. 실험 방법
가) 알코올 램프에 불을 붙인다.
나)

철망 위에 일반 종이와 먹을 수 있는 종이(A4, 양배추, 무, 시금치종이)를 철망의 가
에 올려놓는다.

다) 일반 종이와 먹을 수 있는 종이에 불이 약간 붙을 때까지의 시간을 초를 잰다.
라) 실험 결과를 비교한다.

4. 실험결과
종이 이름

타는 종이 사진 순서

초

등수(5회 평균)

A4용지

1분17초

1등

무종이

1분41초

2등

양배추종이

1분59초

3등

시금치 종이

2분07초

4등

일회용 접시를 먹을 수는 없을까? ∙ 19

→ 시금치 종이> 양배추종이> 무종이> A4용지 순으로 불에 강하였다.

5. 실험 결과 분석
→ 시금치 종이가 불로 열을 가했을 때 2분 07초에 불에 타기 시작해 불이 붙어 시금치 종
이가 불에 가장 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A4용지가 불로 열을 가하니 1분 17초에
불이 붙어 A4용지가 가장 불에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4용지는 나무로 만들어진 용지라
서 불에 가장 잘 타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불에 가장 강한 종이는 시금치 종이라는 것
을 알 수 있다.

탐구문제 2-3

먹을 수 있는 종이의 물 흡수력 비교하기

1. 준비물
일반 A4 용지, 시금치 종이, 무종이, 양배추 종이, 스포이트, 수성잉크

2. 가설
물 흡수 정도는 A4용지가 약간 코팅되어 있으므로 가장 흡수 정도가 낮을 것이다.

3. 실험 방법
가) 일반종이와 먹을 수 있는 종이를 준비한다.
나) 일반종이와 먹을 수 있는 종이에 수성잉크를 한 방울씩 떨어뜨린다.
다) 일반종이와 먹을 수 있는 종이의 물 흡수정도와 종이에 따른 응집력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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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

다

종이들과 잉크의 준비된 모습

스포이트로 잉크를 한 방울씩
떨어뜨린다.

결과 확인과 비교

4. 실험 결과
→ 무종이=A4용지> 시금치종이> 양배추 종이 순으로 물에 강하였다.
→ 먼저, 무 종이와 A4용지가 물을 가장 적게 흡수 하였으며, 이 두 종이 위의 물이 가장
응집력이 강하여 물의 원의 형태를 오랫동안 보존시켰다. 하지만 시금치종이와 양배추종이는
물이 떨어지는 순간 원의 형태가 없어졌다. 시금치는 물의 흡수정도는 작았지만 양배추는 물의
흡수력도 빨랐다.

5. 실험 결과 분석
→ 시금치 종이와 양배추 종이는 일반종이인 A4용지보다 물의 흡수정도나, 물의 응집력 보
존정도가 더 낮았다. 하지만 무 종이는 A4용지와 물의 흡수정도, 물의 응집력 보전정도가 비
슷하였다. 이로써 물에 강한 먹을 수 있는 종이는 무종이이다.

탐구문제 3

여러 색과 향을 가진 먹을 수 있는 무종이 만들어보기

1. 준비물
믹서기, 제습기, 가재 손수건, 전분100g, 무2kg, 꿀300g, 체, 물4L, 치자50g, 코코아가루
50g, 녹차가루50g, 계피가루50g

2. 가설
여러 색과 향을 가진 먹을 수 있는 종이가 만들어질 것이다.

3. 실험 방법
가) 무를 씻은 후 물과 함께 갈아준다.
나) 갈아준 무를 염료와 함께 섞어준다.
다) 체로 걸러준 후 물기를 빼준다.
라) 모양을 잡은 후 물기를 수건으로 한번 더 빼준다.
마) 제습기로 건조시킨 후 완성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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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

다

라

마

무를 갈아준다.

갈아준 무를
염료와 섞어준다.

체로 걸러준다.

물기를
제거해준다.

건조시켜준다.

4. 실험결과
재료

종이의 모습

색

향

맛

치자

옅은
노란색

무향

무맛

녹차

옅은
초록색

녹차 향

녹차맛

계피

옅은 갈색

계피 향

계피맛

코코아

옅은 갈색

초콜릿 향

코코아맛

→ 모두 부드러운 촉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향과 색은 만든 종류에 따라 달랐다.

5. 실험결과 분석
→ 치자 , 녹차, 계피, 코코아가루를 넣은 무 종이에서는 각자 재료가 가지고 있는 향과 색이
잘 나타났다. 치자에서는 옅은 노란색, 녹차에서는 옅은 초록색, 계피와 코코아 가루에서는 옅은
갈색이 나타났다. 녹차에서는 녹차 향, 계피에선 계피 향, 코코아 가루에선 초코 향이 났지만 치
자에서는 아무향이 나지 않았다. 그래서 코코아종이와 치자종이가 제일 거부감이 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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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문제 4-1

염료를 첨가한 무 종이의 인장강도 비교하기

1. 준비물
일반 A4 용지, 염료를 첨가한 무 종이, 추(50g 10개)

2. 가설
일반 A4용지가 가장 인장 정도가 강할 것이다.

3. 실험 방법
가) 일반 A4 용지, 염료를 첨가한 무 종이를 준비한다.
나) 종이들을 50g 추에 매단 후 몇 개를 매단 후 종이가 끊어지는 정도를 알아본다.
다) 실험결과를 다른 종이와 비교한다.

4. 실험결과
A4

계피

치자

녹차

코코아

250g

500g

300g

500g

500g

5회 평균

5. 실험결과 분석
→ 계피 = 녹차 = 코코아 > 치자 > A4 순으로 인장강도가 강했다.

탐구문제 4-2

염료를 첨가한 무 종이의 인화 정도 비교하기

1. 준비물
일반 A4 용지, 염료를 첨가한 무종이, 알코올램프, 집게 ,점화기

2. 가설
코코아 가루를 첨가한 무 종이가 가장 늦게 탈 것이다.

일회용 접시를 먹을 수는 없을까? ∙ 23

3. 실험방법
가) 알코올램프에 불을 붙인다.
나) 염료를 첨가한 무 종이를 집게로 알코올램프에 갖다댄다.
다) 일반 종이와 염료를 첨가한 무 종이에 불이 붙을 때까지의 시간을 초를 잰다.
라) 실험 결과를 비교한다.

4. 실험결과
종이 이름

실험사진

초

등수(5회 평균)

A4용지

5.03초

1등

계피를 첨가한 무종이

13.53초

2등

치자를 첨가한 무종이

20.52초

4등

녹차를 첨가한
무종이

19.85초

3등

코코아를 첨가한
무종이

38.4초

5등

5. 실험결과 분석
→ 코코아 > 치자 > 녹차 > 계피 > A4 순으로 불에 잘 견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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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문제 4-3

염료를 첨가한 무 종이의 물 흡수력 비교하기

1. 준비물
일반 A4 용지, 염료를 첨가한 무 종이, 스포이트, 수성잉크

2. 가설
계피를 첨가한 무 종이가 가장 물 흡수가 적을 것 이다.

3. 실험방법
가) 일반종이와 염료를 첨가한 무 종이를 준비한다.
나) 일반종이와 염료를 첨가한 무 종이에 수성잉크를 한 방울씩 떨어뜨린다.
다) 일반종이와 염료를 첨가한 무 종이의 물 흡수정도와 종이에 따른 응집력을 알아본다.

재료를 준비한다.

한 방울씩 떨어뜨린다.

결과를 확인한다.

4. 실험결과
A4

계피

치자

녹차

코코아

5.03초

13.53초

20.52초

19.85초

38.4초

5. 실험결과 분석
→ A4 > 치자 > 계피 > 녹차 >코코아 순으로 물을 잘 흡수했다. 그래서 코코아종이가 제
일 활용도가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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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문제 5

먹을 수 있는 종이로 먹을 수 있는 일회용접시 만들기

1. 준비물
믹서기, 제습기, 가재 손수건, 전분100g, 무2kg, 꿀300g, 체, 물4L, 치자50g, 코코아가
루50g, 녹차가루50g, 계피가루50g

2. 가설
먹을 수 있는 종이로 접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3. 실험 방법
가) 무를 씻은 후 물과 함께 갈아준다.
나) 갈아준 무를 염료와 함께 섞어준다.
다) 체로 걸러준 후 물기를 빼준다.
라) 일회용 접시를 밑에 두고 모양을 잡는다.
마) 제습기로 말려서 완성시킨다.
종이접시를 만드는 과정
가

나

다

라

마

재료를 믹서기에
갈아준다.

염료와 함께
섞어준다.

체로 걸러
수분을 빼준다.

제습기로 건조
시켜준다.

종이접시를 완성
시킨다.

4. 실험 결과
치자

계피

녹차

무종이로 만든 접시의 모습 (밤을 담은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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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아

5. 실험 결과 분석
→ 먹을 수 있는 종이로 일회용 접시를 만들어, 일회용 접시를 사용한 후 먹어서

버려지는

일회용 접시 쓰레기를 줄인다면, 쓰레기를 줄여 환경도 살리고 쓰레기 문제도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제일 적합한 종이는 무 종이였으며, 식감이 부드럽고 흰색이라 염색이 가능하다
는 점에서 제일 우수한 종이로 뽑혔다.

Ⅵ. 결

론

탐구1.
- 먹을 수 있는 종이를 만드는 재료 중 가장 적합한 재료는 무였으며, 종이의 끈끈함을 더해
줄 수 있는 재료는 전분 이였다.

탐구2.
- 종이의 인장강도는 무종이가, 불에 잘 견디는 종이는 시금치 종이, 물의 흡수정도가 작은
종이로는 무 종이였다. 실험으로 해본 3개의 종이의 조건과 탐구과제1의 실험결과를 비교
해 보았을 때 가장 적합하다고 나온 종이는 무 종이였다.

탐구3.
- 치자 , 녹차, 계피, 코코아가루를 넣은 무 종이에서는 각자 재료가 가지고 있는 향과 색이
잘 나타났다. 치자에서는 옅은 노란색, 녹차에서는 옅은 초록색, 계피와 코코아 가루에서
는 옅은 갈색이 나타났다. 녹차에서는 녹차 향, 계피에선 계피 향, 코코아 가루에선 초코
향이 났지만 치자에서는 아무향이 나지 않았다.

탐구4.
- 무종이 중 인장강도가 가장 강한 것은 계피, 녹차, 코코아 염색이 된 것이고, 인화정도가
가장 높은 것은 코코아 염색 종이, 물을 가장 잘 흡수하는 것은 A4 용지였다.

탐구5.
- 먹을 수 있는 종이로 일회용 접시를 만들어, 일회용 접시로 사용한 후 먹어서 버려지는 일
회용 접시 쓰레기를 줄인다면, 쓰레기를 줄여 환경도 살리고 쓰레기 문제도 해결 할 수 있
을 것이다. 또한 일회용 접시를 다 먹지 못하여도 미생물에 분해가 잘 되기 때문에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

Ⅶ. 더 알고 싶은 점 및 느낀 점
1. 더 알고 싶은 점
먼저, 먹을 수 있는 종이를 오그라들지 않게 하고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게 하며 종이의 청
결을 조금이라도 더 유지시키기 위하여 종이에 콜라겐케이싱을 코팅해야 하는데, 콜라겐 케이
싱 외에 다른 재료로 먹을 수 있는 종이를 코팅 할 수 있는지 더 알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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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느낀 점
∙김록향 : 종이를 먹게 된다니 정말 재미있는 실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간에
너무 수정을 많이 해서 제대로 되지 못하여 힘들었다. 그래도 먹을 수 있는 종
이를 만들어 보아 재미있는 프로젝트가 된 것 같았다. 그리고 두 번째 실험에서
는 염료와 향 등을 추가하여 넣어보고 조금더 종이 만드는 요령이 생기니 겉으
로 보기도 더 예뻐졌고 더 튼튼해져서 좋았다. 특이하고도 재미있는 탐구였다.
∙ 김찬영: 우선은 정말 힘들었다. 5번이 넘는 실험과 3번의 모임으로 참 많이 힘들었던 것
같다. 그리고 주제를 정한게 참 잘 정한 것 같기도 하다. 주제가 우리나라는 요
즘 일회용쓰레기를 많이 소비하는 나라 중 하나이고 일회용쓰레기를 줄여야하는
생각이 드는 나란데 종이를 먹을 수 있게 하면 사람이 안 먹어도 갈아서 가축에
게 먹일 수 있는 장점도 있는지라 쓰레기 줄이기에 획기적인 방법이기 때문이
다. 하지만 너무 많은 실험을 해야 하는 주제라 좀 부담스럽기도 했다. 그러나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어서 좋았고 실험은 재미있었다. 조금 더 일찍 방향을 정
했어야 하는데..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 아쉽다.
∙ 안지희: 처음 먹을 수 있는 종이를 만들 땐 종이가 갈라지고, 맛도 없었는데 여러 번의
실험과 여러 가지 첨가물을 넣어 먹을 수 있는 종이에 맛과 향, 색을 넣어 보기
에도 좋은 종이를 만들고 그 종이를 이용하여 먹을 수 있는 일회용 접시를 만들
수 있어 좋았다.
∙ 오정우: 먹을 수 있는 종이를 만드는 것을 주제로 정하니 처음에는 낯설기도 했지만, 정
말 재미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중간에 종이를 말리려고 했는데 잘 말려지지 않
고 말린 다음에도 가제손수건에서 종이를 때려다 찢어진 적이 너무 많았다. 그런
데 실험을 하고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보니 요령이 생겨 더욱 잘 된 것 같
다. 종이를 먹을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은 조금 생소하긴 하지만 염색을 하고 인장
강도 등을 측정하니 종이가 이렇게 과학적으로 만들어 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던 것 같다. 이게 만약 상품화가 된다면 환경을 많이 보존할 수 있을 것 같다.
∙ 이규동: 먹을 수 있는 것이 가장 실용적일 것이라고 생각 하여서 재미 반으로 시작한 주
제가 정말 모든 면에서 나의 생각을 뛰어 넘겼다. 생각보다 많이 힘들었고, 생각
보다 많이 재밌었으며, 생각보다 많이 실용적 이여서 만들 면서도 상당히 보람
찼다. 이런 종이를 대량 생산해서 먹을 것이 없는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구호품
으로 보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재미있는 우리 조의 발상이 환경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상당히 멋있는 프로젝트 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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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으로 유리를 닦으면 왜 김이 생기지 않을까?
금상

Why doesn’t it steam when we wipe the
window with spit?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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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Abstract)
수영강사 선생님께서 침으로도 수경의 김 서림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하셔서 그것에 궁금증이 생겨
서 침으로 유리를 닦으면 왜 김이 생기지 않을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침의 어떤 성분과 작용으로
김 서림이 방지되는지 친구들과 침의 김 서림 방지 효과에 대해 탐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것을 해
결하기 위해 탐구문제를 5개로 정하여
탐구문제1-유리의 김은 어떤 조건에서 잘 생길까?
유리 표면의 더러워진 정도와 공기 중의 습도, 유리 안과 밖의 온도차에 따라 김서림 정도를 실험
하였다.
탐구문제2-침으로 문지르면 김 서림이 방지될까?
침으로 유리를 닦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방지 효과가 있으며 몇 %의 침이 가장 효과적인지
실험하고 탐구하였다.
탐구문제3-침을 바르면 왜 김이 생기지 않을까?
김이 생기지 않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방수 효과가 있는지 침의 어떤 성분인지를 실험하고 탐구
하였다.
탐구문제4-일상생활 속의 식품으로 유리를 닦아도 김이 생기지 않을까?
단백질 성분이 있는 일상생활 식품을 생것과 삶은 즙으로 유리를 닦아도 김이 생기지 않는지 실험
하고 탐구하였다.
탐구문제5-침의 김서림 방지제는 우리 실생활에 얼마나 이용될 수 있을까?
김서림 방지효과를 보이는 감자즙을 이용하여 김서림 방지제를 만들었다.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습도가 높을수록, 때가 많이 묻어 있을수록, 유리 안 밖의 온도 차이가 심할수록 김 서림이 잘
발생한다는 것을 알았다.
2. 침으로 문지르면 김 서림이 방지 되었고, 침의 농도가 진할수록 김 서림 방지 효과가 컸으며, 농
도가 약 50% 이상이 되어야 효과가 있었다.
3. 침 속에 있는 단백질 성분에 의해 김 서림 방지에 효과가 있음을 알았다.
4. 식품을 이용한 김 서림 방지 효과는 삶지 않은 감자가 가장 김 서림 방지 효과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침과 김 서림 방지제와 비슷한 김 서림 방지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5. 침을 이용하여 김서림 방지제를 만들어 보는 것은 냄새와 위생상 좋지 않아 효과가 침과 비슷한
감자 즙을 이용하여 김서림 방지제를 만들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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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탐구 동기 및 목적
1. 탐구 동기
여름 장마철에는 실내외의 높은 습도 때문에 유리창에 김이 자주 서리는 현상을 볼 수 있다.
특히 비가 내릴 때에는 실내외의 온도 차이로 자동차 앞 유리에 김이 뿌옇게 서려서 부모님께
서 에어컨을 켜거나 김 서림 방지제 스프레이를 뿌리시는 것을 관찰한 적이 있었다. 최근에도
수영을 하고 물위로 숨을 쉴 때마다 수경에 김이 서려서 평소 사용하던 수경 김 서림 방지제
(안티포그액)를 찾다가 챙겨오지 않은 날이 있었다. 그런데 수영강사 선생님께서 침으로도 수
경의 김 서림을 방비할 수 있다고 하셔서 호기심 반! 손가락에 침을 묻혀 수경에 문질러서 다
시 사용하니 김 서림이 없어졌다. 정말 신기했다. 그렇다면 침은 김 서림 방지에 어떤 작용을
한 것일까? 궁금증이 생겨서 침으로 유리를 닦으면 왜 김이 생기지 않을까? 라는 의문을 가지
고 침의 어떤 성분과 작용으로 김 서림이 방지되는지 친구들과 침의 방지 효과에 대해 탐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2. 탐구 목적
물안경을 쓰고 수영을 하다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 습기로 인해 시야가 흐려지기 마련이다.
이때 침을 이용해 김 서림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여 ‘침으로 유리를 닦으면 왜 김 서림
이 생기지 않을까?’ 라는 주제로 다음과 같은 탐구목적을 정하였다.
첫째, 유리의 김은 왜 생기는지 변인을 통제하여 습도, 유리표면의 더러움, 유리 안 밖의 온
도차 등에 대한 탐구를 한다.
둘째, 왜 침이 유리창에 김이 서리지 않도록 하는지 침의 방지 효과와 침으로 닦은 유리표면
관찰, 성분분석을 통해 김 서림 방지효과의 원인을 알아보는 실험을 한다.
셋째, 침의 김 서림 방지 효과를 우리 생활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직접 침을 이용
한 김 서림 방지제를 만들어본다.

Ⅱ. 이론적 배경
1. 기초 조사
가. 침의 정의 및 성분
침은 타액(唾液, saliva)이라고도 하며, 침샘으로부터 입 안으로 분비되는 무색의 끈적한 소
화 분비액이다. 정상인의 경우 24시간 분비되는 침의 양은 1000~1500ml이다. 자율신경에
의해 자극 받지 않았을 때는 1분당 0.001~0.2ml를 생성하며, 자극을 받으면 분당 0.18~
1.7ml로 유출량이 증가하는데, 분당 평균 분비량은 1ml 정도이다. 침의 약 99.5% 정도는
수분이며, 다양한 무기물이 포함되어 있다. 타액의 산도는 혈액의 이산화탄소 농도에 따라 직
접적으로 변하는데, 사람 침의 산도(pH)는 5.75~7.05 정도로 다양하다.
침의 분비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은 일일 주기, 기후, 음식 섭취, 빛의 영향, 나이와 성별,
그리고 신체활동 등이며, 이들 인자들은 침의 구성 성분에도 영향을 준다고 한다. 침이 분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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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속도는 음식을 먹는 동안 가장 빠르며, 분비자극이 없으면 낮아지거나 거의 분비되지 않는다.
1) 침이 분비되는 장소
침 분비 장소는 큰 침샘으로 혀밑샘, 귀밑샘, 턱밑샘 등이 있으며, 작은 침샘은 입술, 혀,
입천장, 볼, 목 점막 등 약 600 여 군데에 분포되어 있으며, 육안으로는 식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작다. 침샘들은 외분비관을 통해 구강으로 흘러 들어온다. 침샘은 혈관에 흐르는 혈액
에서 필요한 성분을 축출하여 침으로 변환하는데 변환 시간은 거의 실시간이다.
식사와 같은 자극이 있을 때는 귀밑샘의 분비량이 턱밑샘의 분비량보다 많아 침샘 분비량의
70%는 귀밑샘에서 분비된다. 소화 효소뿐만 아니라 면역 글로블린A, 락토페린 등과 같은 항
균물질도 포함하고 있다.
2) 침의 성분
분비되는 침의 양은 하루에 약 1500mL 정도이고 무색, 무미, 무취의 액체성분으로, 침의
성분은 99% 이상이 물(수분:水分) 이며, 1%도 안 되는 성분에는 구강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양한 전해질들 (나트륨, 칼륨, 칼슘, 염화물, 마그네슘, 중탄산염, 인산염)과 단
백질들,

다양한

(antimicrobial

효소들,

여러

종류의

면역글로불린(immunoglobulins),

fators),

점막

당단백질들(mucosal

glycoproteins),

항균

물질들

극소량의

알부민

(albumin), 몇 종류의 폴리펩타이드들(polypeptides)와 올리고펩타이드들(olygopeptides) 등
이 있다. 생활 리듬, 기후, 음식 섭취, 빛의 영향, 나이와 성별에 따라 침의 분비량과 구성 성
분이 달라진다.
3) 침의 기능
① 소화 작용 : 침 속에는 아밀라제는 녹말을 분해시키는 소화효소가 작용한다.
② 윤활 작용 : 침 속에 있는 뮤신(점성물질)은 입안을 마르지 않게 하고 날카로운 음식물
로부터 상처를 막아주고 음식물을 삼키기 좋게 하며, 혀의 움직임을 돕는다.
③ 방어 작용 : 침 속에 있는 항균성분에는 단백질분해효소의 일종인 라이소자임,

항체기능

을 하는 감마글로블린,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페록시다아제, 기타 시안화황 등이 포함되어
우리 몸을 방어한다.
④ 청결 유지 : 95%가 수분, 입안의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을 씻어내 제거하여 입안을 깨끗
하게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⑤ 유해 물질 분비 기능 : 체내에 들어온 세균 및 중금속인 수은, 납, 아연 등은 일부 침을
통해 분비하여 배설되기도 한다.
나. 김 서림 현상과 이유
1) 김 서림이란?
작은 물방울들이 투명한 플라스틱 필름의 표면에 수증기가 응축하는 것을 말하며, 물리적인
상태로 언급하면 공기와 수분이 혼합된 필름 내부의 온도가 이슬점 이하로 내려가서, 필름 주
위 공기의 온도가 더 이상 수증기로 남아있을 수 없을 만큼 이르렀을 때 필름에 과도한 수분
이 응축되는 것을 말한다.
또한, 김 서림은 표면장력과 접촉된 수분의 표면장력 차이, 기질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
증기압 또는 포화 증기압에 의한 수분의 결로 현상 및 각종 오염물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2) 김 서림 현상의 원리와 이유
김 서림은 차가운 온도와 뜨거운 온도가 만나서 온도변화를 겪으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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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마치 컵 안에 차가운 물을 부으면 컵 밖에 물방울이 생기는 원리와 같으며, 반대로 뜨거운
물을 컵 안에 넣으면 컵 안에 습기가 차는 것, 그리고 냉장고의 차가운 캔 음료가 실내로 나왔
을 때 캔 주변에 물방울이 맺히는 원리와도 같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욕실 내부가 뜨거운 물을
틀었을 때 공기가 따뜻해져서 욕실 안이 습기가 차는 상황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김 서
림은 온도가 올라가서 내, 외부의 온도 격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창에 끼는 습기는 더 짙어지게
된다.
또한 김 서림은 급격한 온도 차이에 의해서 렌즈 표면에 작은 물방울이 맺혀 버리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로 인해 원래는 빛이 렌즈를 통해 직진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물방울 때문에 빛이
난반사 해버리기 때문에 추운 곳에서 갑자기 더운 곳으로 옮겨가면 갑자기 김이 솟아올라와
얼굴을 가까이 할 때 김이 서려 안경이 뿌옇게 된다. 김 서림 방지제를 바르면 물방울이 렌즈
에 잘 묻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때 물방울이 호빵과 같은 형태를 지니면서 표면에 있는지, 평평한 계란 후라이 형태로 있
는지에 따라 난반사가 일어나거나 정반사가 일어나 불투명하거나 투명하게 되는데 이때 물방
울의 모양을 결정하는 것이 표면장력이다. 표면장력은 액체가 자신이 차지하는 표면을 최대로
줄이기 위해 주변 분자들에 작용하는 힘으로서 물은 표면장력이 상당히 강해 자기 자신이 서
로 구속이 되어 구가 되려는 성질이 있으나 중력으로 인하여 마치 호빵과 같은 형태를 지니게
되는데 계면활성제를 가하면 이러한 호빵과 같은 형태로 없애버리면서 평평하게 되어 버린다.
액체 표면에 있는 분자들은 주변에 있는 분자들로부터 균형을 이루지 못한 힘을 받는다. 액
체의 분자 간 인력의 균형이 액면 부근에서 깨지고, 액면 부근의 분자가 액체 속의 분자보다
위치에너지가 크고, 이로 인해 액체가 전체로서 표면적에 비례한 에너지(표면 에너지)를 가지
기 때문에 표면장력이 생긴다.
이처럼 거울에 김이 서리는 것은 거울 표면에 물방울이 방울지게 붙어 있어 여기에 빛이 난
반사되어 불투명하게 보이는 것이다. 계면활성제는 표면장력을 감소시키는 물질을 말하며, 특
히 김 서림 방지제와 같은 계면활성제는 표면장력을 감소시켜 거울 표면에 있는 물방울들을
강제로 합친다. 물방울이 거울 표면에서 방울지게 하지 않고 퍼지게 만드는 것이다. 즉, 물방
울들이 합쳐져 평평하고 투명한 막을 만들기 때문에 잘 보이게 되는 것이다. 단순히 액체의 자
유표면뿐만 아니라 섞이지 않는 액체의 경계면, 고체와 기체, 고체와 고체의 접촉면 등, 대체
로 표면의 변화에 대한 에너지가 존재할 때 생기는 현상이다. 이 때문에 계면장력(界面張力)이

32 ∙ 2014학년도 부산 영재교육 창의적 산출물 대회 / 금상

라고도 한다.

다. 김 서림 방지제의 성분
1) 김 서림 방지제의 성분
김 서림 방지제의 일반적 조성은 폴리글리세린 지방산 에스테르 화합물, 비누나 글리세롤과
같은 계면활성제 및 유기산을 포함하고 있다. 계면활성제는 액체의 표면 장력을 낮추어 물방울
로 존재하지 못하게 하는 화학약품이다.

2) 안티포그(Anti-Fog)액
안티포그는 물안경을 착용하고 물에 들어가면 물의 온도와
사용자의 체온과 달라서 물안경에 작은 물방울이 생겨 난반사
로 인해 앞이 보이지 않게 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물안경
내부에 안티포그(Anti-Fog)액을 분포시켜 사용하는 원리이다.
그러나 이러한 안티포그액은 흡착력이 좋아 물방울은 물론 물
때, 지방성분 및 오염물질의 이물질도 같이 흡수하여 물방울을
생기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안티포그 막 위에 생긴 물
때, 지방성분 및 오염물질을 세척하기 위해 계면 활성제와 단
백질 제거제가 섞인 세정액을 밀어올리고 상승된 세정액이 케
이스 상부에 장착된 붓에 스며들어 붓으로 수경 내부에 생긴 이물질에 문질러서 세척한 후 물
로 세척할 수 있어, 사용이 간편하며 휴대가 용이하다.
3) 김 서림 방지제의 원리
김 서림 방지제의 원리는 수분을 못 달라붙게 하는 게 아니라 물방울을 오히려 착 달라붙게
하는 것이다. 즉 김 서림 방지제는 유리 표면에 서린 김을 구성하고 있는 자그마한 물방울들을
강제로 융합시켜 얇은 수막을 형성시켜 투명하게 보이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물기가 없어진
것은 아닌데도 시야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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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온과 똑같은 물에서 수영하지 않는 이상 수경에 김 서림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응결을
막아서 물방울이 맺히지 않게 하는 것이다. 수경의 김 서림을 막는 방법은 렌즈 표면에 습기를
달라붙게 하는 친수성(물을 좋아하는) 화학약품을 바르는 것이다. 그러면 렌즈 표면 전체에 투
명하고 얇은 막이 형성되어 빛을 산란시키지 않는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유리나 타일 등의 표
면에는 유기물이 붙어있어 소수성(물과의 친화력이 적은 성질)을 띠게 되며, 따라서 세제를 사
용하여 유기물을 제거하면 표면에 오염된 유기물들을 없애버리므로 친수성(물과 친화성이 있
는 성질)이 된다.
미시간 대학의 데니스 로파틴은 침의 점액도 이와 똑같은 작용을 한다고 말한다. 과학자들도
그 이유를 확실하게는 밝혀내지 못했지만, 아마도 침의 점액이 렌즈의 표면장력을 낮춰 습기가
물방울이 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듯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침은 합성약품만큼 오래가지 않
으므로 자주 발라야 할 것이다. 

2. 선행 연구 자료
본 연구를 위하여 침, 김 서림, 유리에 관한 선행 연구 자료(국립 중앙 DB자료)를 인터넷
검색을 통해 조사해 보고 연구에 참고하였다.
1) 물안경의 효율적인 습기 제거 방안탐구(2013년, 임성경, 이유민)
2) 플라나리아의 재생능을 이용한 생활 속 계면활성제의 환경유해성 비교 (2012,이태경,
이정현)
3) 자동차 유리에 그린 손 그림은 왜 습기가 차면 계속 나타날까?.(2012, 박정민, 정혜리)
4) 잎 표면에서 형성되는 물방울의 접촉각에 관한 연구(2008, 김선자)
5) 천연재료를 활용한 습기가 차지 않는 유리에 관한 연구(2006, 설경진)
6) 쑥으로 수경의 김 서림을 방지하는 해녀들의 지혜탐구(2001, 김성민,김현재)
7) 입 안에서 나오는 침은 녹말과 어떻게 반응하나?(1990, 서창완 외)
8) 입속의 침이 전분 당화를 어떻게 도울까?(1984, 이금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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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탐구 문제 설정 및 탐구방법
“침으로 유리를 닦으면 왜 김이 생기지 않을까?”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탐구 문제를 선정하
였다.

1. 탐구문제의 설정
탐구 문제 1

유리의 김 서림은 어떤 조건에서 잘 생길까?

탐구문제 2

침으로 문지르면 김서림이 방지될까?

탐구문제 3

침을 바르면 왜 김 서림이 생기지 않을까?

탐구문제 4

일상생활 속의 여러 용품으로 유리를 닦아도 김이 생기지 않을까?

탐구문제 5

침의 김서림 방지제는 우리 실생활에 얼마나 이용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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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탐구문제 및 탐구방법
탐구문제 1

유리의 김 서림은 어떤 조건에서 잘 생길까?
탐구1-1. 공기 중의 습도에 따라 김이 생기는 정도는 어떨까?
가. 탐구 준비물
물, 가습기, 디지털 온도 습도계, 투명 어항,

카메라

나. 탐구 방법
1) 가습기, 디지털 온도 습도계, 투명 어항을 준비한다.
2) 투명 어항 안에서 가습기를 틀어 습도를 조절한다.
3) 습도를 50, 60, 70, 80, 90% 맞추어 투명 어항에 김 서림이 생기는 정도를 확인하고
관찰한다.
4) 투명 어항의 한 면에 김 서림이 생기는 정도를 관찰한다
※ 주의사항- 습도 이외의 변인은 모두 동일한 조건에서 실험한다.

실험준비물

실험 장치 꾸미기

실험 관찰

김이 생기는 정도 표시

[그림 1] 습도에 따라 김이 생기는 정도 실험하는 모습

다. 탐구 결과
1. 공기 중의 습도에 따라 김이 생기는 정도 실험 결과
<표 1> 공기 중의 습도에 따라 김이 생기는 정도 실험 결과
통제 변인

습도(%)

김서림 생긴 사진

김 서림이 생긴 정도

50

생기지 않음

60

생기지 않음

70

조금 생김

실내온도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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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조금 더 생김

90

많이 생김

라. 알게된 점
- 습도가 높을수록 흐림이 더 많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바다에서 수경을 쓰면 주변의 습도가 아주 높으므로 흐림이 쉽게 생길 수 있을 것이다.
탐구1-2. 유리 표면의 때 묻은 정도에 따라 김이 생기는 정도는 어떨까?
가. 탐구준비물
밀가루, 분무기, 500mL 비커 3개, 디지털 온도 습도계, 투명 어항, 카메라
나. 탐구방법
1) 분무기에 밀가루와 물을 썩어 혼합액을 만든다.
2) 밀가루 혼합액이 들어 있는 분무기를 이용하여 3개의 비커 500mL에 분무량을 달리하
여 준비한다.(때가 묻어 있는 비커를 대신한다)
3) 투명 어항 안에서 가습기를 틀어 습도와 온도를 조절한다.
4) 3개의 비커에 김 서림이 생기는 정도를 관찰한다.
5) 김이 생기는 정도를 카메라로 찍는다.
※ 주의사항- 때 묻은 정도 이외의 변인은 모두 동일한 조건에서 실험한다.

분무기 분사

탐구실험 준비

탐구실험

탐구실험 관찰

[그림 2] 유리 표면의 때 묻은 정도에 따라 김이 생기는 정도 실험하는 모습

다. 탐구 결과
1. 유리 표면의 때 묻은 정도에 따라 김이 생기는 정도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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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유리 표면의 때 묻은 정도에 따라 김이 생기는 정도 실험 결과
통제 변인

비커의 더러움 정도

김 서림이 생긴 비커

김이 생긴 정도

조금 생김

보통 생김

실내온도 23℃
실내습도
70%

보통 생김

많이 생김

라. 알게된 점
- 밀가루 혼합액이 많이 묻은 비커가 더 많은 김 서림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즉, 더러움 정도가 심할수록 비커의 김서림이 더 많이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탐구1-3. 비커 안과 밖의 온도차에 따라 김이 생기는 정도는 어떨까?
가. 탐구준비물
500mL 비커 4개, 온도가 다른 물, 습도계, 온도계, 투명종이, 가열장치, 카메라
나. 탐구방법
1) 맑은 날 좁은 실내에서 500mL 4개의 비커를 준비한다.
2) 15℃, 30℃, 60℃, 90℃의 물을 4개의 비커에 담아 김 서림이 생기는 정도를 관찰한다.
3) 김이 생기는 정도를 카메라로 촬영하여 보관 한다.
4)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서로 비교하여 흐림 정도를 비교 관찰한다.
※ 주의사항-비커 안과 밖의 온도 이외의 변인은 모두 동일한 조건에서 실험 한다.

실험 준비

가열하기

김 서림이 생긴 정도

투명종이에 그리기

[그림 3] 비커 안과 밖의 온도차에 따라 김이 생기는 정도 실험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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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탐구 결과
1. 비커 안과 밖의 온도차에 따라 김이 생기는 정도 실험 결과
<표 3> 비커 안과 밖의 온도차에 따라 김이 생기는 정도 실험 결과
통제 변인

비커 속
물의 온도(℃)

온도 차(℃)

15

8

생기지 않음

40

17

조금 생김

60

37

조금 생김

80

57

많이 생김

실내온도
23℃
실내습도
70%

김서림 정도

김 서림이
생긴 정도

라. 알게된 점
- 비커의 물의 온도가 높을수록 김 서림이 많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즉, 실내 온도와 비커 속의 온도 차가 클수록 비커에 김서림이 많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탐구문제 2

침으로 문지르면 김 서림이 방지될까?
탐구 2-1. 침으로 유리를 닦으면 어떻게 될까?
가. 탐구준비물
침, 증류수, 비커, 스포이트, 약솜, 핀셋, 유리판, 안경, 수경, 카메라
나. 탐구방법
1) 침을 패트리접시에 모은다.
2) 패트리접시에 있는 침을 유리판, 안경, 수경, 비커에 약솜으로 닦는다.
3) 투명 어항 안에서 가습기를 틀어 습도와 온도를 조절한다.
3) 투명 어항에 5분 동안 넣어두었다가 꺼내어 김이 생긴 정도를 관찰한다.
4) 위와 같은 방법으로 증류수를 이용해서 실험하여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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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솜으로 침 묻히기

약솜으로 닦기

투명 어항에 넣기

실험 관찰

[그림 4] 침으로 유리를 닦으면 어떻게 되는지 실험하는 모습

다. 탐구 결과
1. 침으로 유리를 닦으면 어떻게 되는지 실험 결과
<표 4> 침으로 유리를 닦으면 어떻게 되는지 실험 결과
유리판

안경

수경

비커

증류수

침

라. 알게된 점
- 4가지 물체(유리판, 안경, 수경, 비커) 모두 내부 습도가 높을수록 김 서림이 더 많이 생
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바다에서 수경을 쓰면 주변의 습도가 아주 높으므로 흐림이 쉽게 생길 수 있을 것이다.
탐구 2-2. 몇 %의 침이 김 서림 방지에 가장 효과적일까?
가. 탐구준비물
침, 증류수, 눈금실린더, 비커, 패트리접시, 스포이트, 약솜, 핀셋, 유리판, 카메라
나. 탐구방법
1) 침을 패트리접시에 모은다.
2) 침을 증류수와 함께 일정한 비율로 섞어 각각 농도가 다른 침 희석액을 만든다.
3) 패트리접시 7개에 침 희석 액을 골고루 문지른다.
4) 투명 어항 안에서 가습기를 틀어 습도를 조절하여 넣어두었다가 꺼내어 김 서림이 생긴
정도를 관찰한다.

침희석액 묻히기

침과 증류수 비율 섞기

투명 어항에 넣기

김 서림 정도 비교

[그림 5] 몇 %의 침이 김 방지에 가장 효과적인지 알아보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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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탐구 결과
1. 몇 %의 침이 김 방지에 가장 효과적인지 알아보는 실험 경과
<표 5> 몇 %의 침이 김 방지에 가장 효과적인지 알아보는 실험 경과
대조군

증류수

침 10%

침 30%

침 50%

침 70%

침 90%

침 100%

사진

사진

라. 알게된 점
- 대조군과 증류수로 페트리접시를 묻혔을 때는 김 서림이 많이 생겼다.
- 침의 농도를 달리 했을 때 침의 농도가 50%이상일 때 확실하게 구분 될 정도로 김서림
현상이 적어 지기 시작 했다.
- 즉 침이 김 서림 방지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탐구문제 3

침을 바르면 왜 김이 생기지 않을까?
탐구 3-1. 침은 방수 효과가 있을까?
물속에서 사용하는 수경에 침을 뱉어서 쓰는 경우를 생각해 보았을 때, 침의 방수효과로 인
해 김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생기는지 확인해보는 실험으로 거름종이에 흡수되는 정
도와 속도 차이가 있는지 침, 일반 김 서림 방지제, 증류수와의 차이를 탐구해보았다.
가. 탐구 준비물
침, 일반 김 서림 방지제, 패트리 접시, 핀셋, 거름종이, 스포이트, 증류수, 카메라
나. 탐구 방법
1) 패트리 접시 세 개를 준비한다.
2) 세 개의 패트리 접시에 김서림 방지제와 침, 증류수를 넣는다.
3) 거름종이를 각각 세 페트리접시에 핀셋으로 집어 적셔서 말린다.
4) 원래의 거름종이와 3)에서 말린 거름종이에 각각 1mL의 물(파란색소를 탄 물)을 동시
에 떨어뜨려 흡수되는 정도와 흡수되는 속도를 관찰하고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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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붙이기

파란색소 물 만들기

1mL 떨어뜨리기

흡수되는 비교관찰

[그림 6] 침의 방수 효과를 실험하는 모습

다. 탐구 결과
1) 침의 방수 효과가 있는지 실험
<표 6> 침의 방수 효과 실험 결과
침

김서림 방지제

증류수

말린
거름종이

흡수된
거름종이

라. 알게된 점
- 물 속에서 사용하는 수경에 침을 뱉어서 쓰는 경우를 생각해 보았을 때, 침의 방수효과로
인해 흐림을 확인해 보는 실험이었다.
- 방수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거름종이에 물이 번지는 것을 비교해 보았을 때 침이 가장 느리게 번졌고 물방울은 모두
흡수되었으나 별 다른 효과가 없었다.
탐구 3-2. 침으로 닦은 유리표면은 어떨까?
가. 탐구준비물
침, 김 서림 방지제, 증류수, 유리판, 약솜, 핀셋, 실물현미경, 카메라
나. 탐구방법
1) 깨끗이 씻은 유리판(10cm×10cm) 3개를 준비한다.
2) 침, 김 서림 방지제, 증류수를 유리판 3개에 골고루 문지르고 말린다.
3) 3개의 유리판을 물속에 담갔다가 꺼내어 표면을 실물현미경으로 촬영하고 비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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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판에 문지르기

실물현미경 관찰 1

실물현미경 관찰 2

3개의 유리판 비교

[그림 7] 침으로 닦은 유리표면은 어떻는지 실험하는 모습

다. 탐구 결과
1) 침으로 닦은 유리표면은 어떻는지 실험
<표 7> 침으로 닦은 유리표면은 어떻는지의 실험 결과
침

김서림 방지제

물

유리판

라. 알게된 점
- 유리판에 침, 김서림 방지제, 물을 고르게 바른 후 현미경 및 카메라를 이용하여 관찰하
였으나 특별한 차이가 없었다.
탐구 3-3. 침의 어떤 성분이 김 서림을 방지할까?
일반 김 서림 방지제의 성분을 확인했을 때 ‘기름’이나 ‘계면활성제’인 것을 알 수 있었다. 계
면활성제의 역할 중 하나는 물의 표면장력을 낮추는 것인데, 우리는 침의 성분 중 단백질인 점
액 성분이 표면장력을 낮춰 김 서림을 방지한다고 가정하여 침의 단백질을 분해해서 실험해
보기로 하였다.
가. 탐구준비물
침, 비커, 단백질 분해효소(배즙), 가열장치, 유리판 2개, 스포이트, 카메라
나. 탐구방법
1) 100mL 비커에 침과 단백질 분해효소(배즙)의 비율을 1:1로 넣는다.
2) 가열장치를 하여 중탕으로 100mL 비커 안의 온도를 36.5℃로 유지한다.
3) 단백질 성분이 제거된 침(배즙 넣은 것)과 침(배즙 넣지 않은 것)을 유리판에 칠한다.
4) 투명 어항 안에서 가습기를 틀어 습도를 조절한다.
5) 김 서림이 생기는 정도를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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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즙 넣기

눈금실린더로 비율정하기

중탕하기

김서림 관찰

[그림 8] 침의 단백질 존재에 따른 김서림 방지 효과 실험하는 모습

다. 탐구 결과
1) 침의 단백질 존재에 따른 김서림 방지 효과 실험
<표 8> 침의 단백질 존재에 따른 김서림 방지 효과 실험 결과
순수한 침만 바른 것

단백질 성분이 제거된 침을 바른 것

유리판

라. 알게된 점
- 배즙이 고기의 단백질을 어느 정도 제거해 준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침의 단백질 성분
까지 제거한다는 사실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었다.
- 미세하게는 순수한 침이 좀 더 김서림 방지에 효과가 있었다. 즉, 침의 단백질도 미세하
게나마 김서림 방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탐구문제 4

일상생활 속의 식품(단백질 성분)으로 유리를 닦아도 김이 생기지 않을까?

4-1. 일상생활 속의 식품(단백질 성분)을 으깨거나 잘라서 유리를 닦아도 김이 생기지 않을까?
가. 탐구준비물
침, 감자, 두부, 우유, 소고기, 돼지고기, 달걀흰자. 김서림 방지제, 칼, 막자와 막자 사발,
핀셋, 약솜, 유리판 7개, 카메라
나. 탐구방법
1) 일상생활 속의 식품을 칼로 자르거나 막자와 막자사발로 으깨어서 준비한다.
2) 침, 두부, 우유, 달걀흰자, 김서림 방지제는 약솜에 묻혀 유리판에 골고루 문지른다.
3) 감자, 소고기, 돼지고기는 핀셋으로 집어 유리판에 골고루 문지르고 말린다.
4) 유리판 8개를 투명 어항에 습도 80% 될 때까지 넣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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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꺼내어 유리판 8개를 비교 관찰하고 촬영한다.
6) 매일 같은 시각에 실험하여 얼마나 지속되는지 실험하고 관찰한다.(4일간)

감자 으깨기

소고기 유리판에 문지르기

투명어항에 넣을 준비

관찰하는 모습

[그림 9] 으깨거나 잘라서 유리를 닦아도 김이 생기는지 실험하는 모습

다. 탐구 결과
1. 일상생활 속의 식품(단백질 성분)을 으깨거나 잘라서 유리를 닦아도 김이 생기는지 알
아보는 실험결과
<표 9> 단백질 성분을 으깨거나 잘라서 유리를 닦아도 김이 생기는지 알아보는 실험결과
1

2

3

4

지속일수

침

4

감자

3

두부

1

우유

2

1

2

3

4

지속일수

소고기

1

돼지고기

1

달걀흰자

2

김서림 방지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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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알게된 점
- 침과 김서림 방지제는 약 4일간 김서림 방지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감자는 침과 김서림 방지제 보다는 못하지만 3일간 그 효과가 남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우유와 달걀흰자는 약 2일간 그 효과가 지속 되었다.
- 두부, 소고기, 돼지고기는 1일 정도 지속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2. 일상생활 속의 식품(단백질 성분)을 끓여서 유리를 닦아도 김이 생기지 않을까?
가. 탐구준비물
침, 감자, 두부, 우유, 생고기, 달걀흰자. 정제수 가열장치, 100mL 비커 7개, 온도계,
핀셋, 거름장치, 약솜, 핀셋, 유리판 7개, 카메라
나. 탐구방법
1) 일상생활 속의 식품을 100mL 비커에 넣고 알콜램프로 가열하여 끓인다.
2) 끓인 식품들을 거름장치를 이용하여 거른다.
3) 거름장치로 거른 용액을 유리판 8개에 문지르고 말린다.
4) 유리판 8개를 투명 어항에 습도 80% 될 때까지 넣어둔다.
5) 꺼내어 유리판 8개를 비교 관찰하고 촬영한다.
6) 매일 같은 시각에 실험하여 얼마나 지속되는지 실험하고 관찰한다.(4일간)

식품 가열하기

거름장치로 거르기

유리판에 문지르기

관찰하는 모습

[그림 10] 식품(단백질 성분)을 끓여서 유리를 닦아도 김이 생기는지 실험하는 모습

다. 탐구 결과
1. 식품(단백질 성분)을 끓여서 유리를 닦아도 김이 생기는지 실험 결과
<표 10> 식품(단백질 성분)을 끓여서 유리를 닦아도 김이 생기는지 실험 결과
1

2

지속일수

침

2

감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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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

효과 없음

우유

효과 없음

소고기

효과 없음

돼지고기

효과 없음

달걀흰자

효과 없음

김서림 방지제

효과 없음

라. 알게 된 점
- 침과 감자는 약 2일간 김서림 방지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나머지 김서림 방지제, 두부, 소고기, 돼지고기, 달걀 흰자는 그의 효과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탐구문제 5

침의 김서림 방지제는 우리 실생활에 얼마나 이용될 수 있을까?
가. 탐구준비물
침, 감자, 비커, 분무기, 면 거즈, 방부제, 방향제, 가열장치, 분무가 가능한 용기
나. 탐구방법
1) 며칠간 침을 모아 냉장 보관하여 김서림 방지의 효과가 얼마나 오래가는지 알아보고 최
적의 보관방법을 탐구한다.
2) 그러나 침은 냄새와 위생상 제품화 한다는 것은 불가능 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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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탐구 5에서 감자즙이 침의 김서림 방지 효과가 비슷하여 제품은 감자즙을 이용하기로
했다.
4) 감자를 갈아서 면 거즈를 이용하여 즙을 비커에 짠 후 방향제 5방울과 방부제 조금 넣
고 약한 불에 5분 정도 가열 했다.
5) 분무가 가능한 용기에 넣고 천연 김서림 방지제라고 표시한다.
6) 탐구 2-1의 실험과 동일하게 물체(유리판, 안경, 수경, 비커)를 준비한다.
7) 각각 물체의 김서림 방지 효과를 비교한다.

감자 자르기

감자즙 만들기

분무기로 뿌리기

관찰하는 모습

[그림 11] 천연 김서림 방지제 만드는 모습

다. 탐구 결과
1. 천연 김서림 방지제 실험 결과
<표 11> 천연 김서림 방지제 실험 결과
유리판

안경

수경

비커

천연 김서림
방지제

라. 알게 된 점
- 감자즙를 이용한 김서림 방지제는 유리판, 안경, 수경, 비커에 모두 김서림 방지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가정에서 쉽게 김서림 방지제를 만들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Ⅳ. 결 론
“침으로 유리를 닦으면 왜 김이 생기지 않을까?”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습도가 높을수록, 때가 많이 묻어 있을수록, 유리 안 밖의 온도차이가 심할수록 김 서
림이 잘 발생한다는 것을 알았다.
둘째, 침으로 문지르면 김 서림이 방지 되었고, 침의 농도가 진할수록 김 서림 방지 효과가
컸으며, 농도가 약 50% 이상이 되어야 효과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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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침 속에 있는 단백질 성분에 의해 김 서림 방지에 효과가 있음을 알았다.
넷째, 식품을 이용한 김 서림 방지 효과는 삶지 않은 감자가 가장 김 서림 방지 효과가 크다
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침과 김서림 방지제와 비슷한 김 서림 방지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침을 이용하여 김서림 방지제를 만들어 보는 것은 냄새와 위생상 좋지 않아 효과가
침과 비슷한 감자 즙을 이용하여 김서림 방지제를 만들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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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광원으로 원뿔곡선 조명 만들기
Conic Light Design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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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 학산여자고등학교영재학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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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Abstract)
원, 타원, 포물선, 쌍곡선 등의 이차곡선은 원뿔곡선이라고도 한다. 아폴로니우스는
원뿔의 단면의 모양으로 이차곡선의 이름을 지었는데, 원뿔을 자르는 각도에 따라 다
양한 모양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아폴로니우스의 생각을 역으로, 원뿔의
단면을 자르는 대신 단면이 이루어지는 평면은 그대로 둔 채 원뿔 모양으로 빛이 퍼지
는 조명의 각도를 달리 하여 빛이 비친 모양을 다양한 원뿔곡선 모양으로 표현하려 했
다. 공연장의 조명을 보면 점과 같은 광원으로부터 빛이 비추이는데, 이 빛은 원뿔 모
양으로 나아간다. 그렇다면 광원이 무대에 비추일 때 생기는 조명은 원뿔이 잘려진 단
면 모양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런 아이디어를 이용하여, 무대에 비추이는 조명의
모양을 원, 타원, 포물선, 쌍곡선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이를 실험으로
검증하고 이론적으로도 증명해 보았다.

Ⅰ. 서 론
원뿔에 대한 고대 그리스의 연구에 등장한 원, 포물선, 타원, 쌍곡선은 원뿔에 평면을 다양
한 각도로 통과시켰을 때 나타나는 곡선이란 의미에서 원뿔곡선 또는 원추곡선이라 부른다. 현
재 사용되고 있는 원, 포물선, 타원, 쌍곡선의 어원은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 아폴로니우스의
저서「원뿔곡선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폴로니우스는 하나의 직원뿔을 여러 가지 평면으로
잘라 이 평면이 밑면과 이루는 각이 모선과 밑면과 이루는 각보다 작은가, 같은가, 큰가에 따
라서, 포물선은, ‘같다’는 뜻에서 parabola의 원어를 썼고, 타원은 ‘부족하다’는 뜻의 ellipse,
쌍곡선은 ‘초과한다’는 뜻의 hyperbola를 썼다. 일반적으로 수학에서는 원추곡선(원뿔곡선)을
이차곡선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원추곡선을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면 이차식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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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원뿔을 잘라서 생기는 단면의 모양

공연장의 조명을 보면 점광원으로부터 빛이 비추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 빛은 원뿔 모양으로
나아간다. 그렇다면 광원이 무대에 비추일 때 생기는 조명은 원뿔이 잘린 단면 모양이 될 것이
다. 본 연구는 이 아이디어를 이용하여, 무대에 비추이는 조명의 모양을 원, 타원, 포물선, 쌍
곡선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이를 실험으로 검증하고 이론적으로도 증명해 보려
한다. 손전등을 점광원으로 생각하고 손전등에서 나오는 빛을 원뿔 모양으로 보았을 때, 무대
라는 평면에 비친 빛의 모양이 원, 타원, 포물선, 쌍곡선이 됨을 이론적으로 확인하고, 각 도
형의 방정식을 구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원뿔곡선
원뿔곡선에 대한 연구는 기원전 4세기경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시작되었다. 처음으로 원뿔
곡선을 정의한 사람은 메나이크모스(Menaechmos : ?B.C.375~?B.C.320)이고, 원뿔곡선
의 이론을 크게 발전시킨 사람은 아폴로니오스(Apollonios : ?B.C.262~?B.C.190 )이다.

아폴로니오스는 메나이크모스와 같이 여러 가지 원뿔을 모선에 수직인 평면으로 자
르는 대신, 하나의 원뿔을 여러 가지 평면으로 잘라서 원뿔곡선을 발견하였다. 아폴로
니오스는 원뿔곡선의 명칭에 ‘ellipsis(부족하다)’, ‘parabole(일치하다)’, ‘hyperbole(초과
하다)’라는 그리스어를 사용하였다. 원뿔곡선의 단면과 밑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모
선과 밑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보다 작은가, 같은가, 큰가에 따라서 원뿔곡선을 분류하
고 각각 타원, 포물선, 쌍곡선이라 불렀다. 즉 [그림 2]에서 밑면과 모선이 이루는 각을
 라 하고, 임의의 평면과 밑면 사이의 각을  라 할 때,  =0이면 원(circle)이다.  = 

이면 포물선(parabola),

 >  이면 타원(ellipse),

 <  이면 쌍곡선(hyperbola)이다. 여

기서 위아래 원뿔이 만나는 곳은 점이며, 평면이 원뿔면과의 각도가 같고 위아래 원뿔
이 만나는 점을 지나면 직선이 나온다.
아폴로니우스는 여기에서 출발하여 지금의 수학과 교육과정에 나오는 초등 해석기하학에 관
한 거의 모든 정리를 만들어 원뿔곡선의 기하학을 완성했다. 예를 들어 원뿔곡선의 접선에 관
한 연구, 쌍곡선의 연구, 타원은 두 초점으로 부터 거리의 합이 같고, 쌍곡선은 두 초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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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의 거리의 차가 같은 도형이라는 정리의 증명 등이다.
가. 원
모든 기울어진 원뿔은 밑면에 평행한 무한개의 원 모양 평면
으로 이루어진다. [그림 3]에서 BFC를 기울어진 원뿔의 밑면
으로 하고, ABC를 이 원뿔의 삼각형 단면으로 한다. P를
BFC에 평행한 원 모양 단면 DPE위의 임의의 점으로 하고,
단면 HPK를 삼각형 AHK와 삼각형 ABC가 닮음이 되도록 만
든다. 아폴로니우스는 단면 HPK를 소반대 단면이라 하고 그것
이 원임을 보였다. 삼각형 HMD와 삼각형 EMK이 닮음이므로
HM∙MK = DM∙ME = PM 2 이다. 이로부터 단면 DPE는 원이
다(해석기하학에서는

HM = x ,

HK = a ,

PM = y 로

하면

[그림 2] 원뿔의 절단 방법과
원뿔곡선 단면들

2
2
2
y = x(a-x) , 곧 x +y = ax 로 해석되는데 이것은 원의
방정식이다.).

나. 타원
[그림 3]과 같이 원뿔을 두 개로 잘랐을 때 위쪽 공간과
아래 공간에 원뿔과 자른 단면(타원)에 동시에 접하는 구를
각각 생각한다. [그림 4]에서 구가 타원과 접하는 접점을 각
각 F, F'이라 하고 타원 위의 임의의 한 점을 P라 하자. 원
(또는 구) 밖의 한 점에서 이 원(또는 구)에 그은 접선의 길
이는 같으므로, 임의의 원 위의 임의의 점 A와 B를 정한다.

′   이고

   ,

따라서

[그림 3] 원뿔에서 원의 탄생

  ′       (일정)가 성립하게 된다. 타원의 정의에

의하여 두 점 F, F'는 이 타원의 초점이 되고 선분 AB의 길이가
장축의 길이가 된다. 선분 AB의 길이가 일정한 것은 [그림 3]의
원뿔에 있는 두 구가 원뿔에 접하는 두 교선(원) 사이의 거리가
항상 일정하기 때문이다.
다. 포물선
[그림 4]에서 원뿔을 모선과 평행한 단면으로 잘랐을 때 단면 위에

[그림 3] 원뿔에서
타원의 탄생

생기는 곡선 위의 임의의 점을 P라 하고 [그림 4]의 원뿔
안에 있는 구가 단면에 접하는 점을 F, 점 P에서 원 C를
품는 평면과 단면의 교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 하자. 또
점 P를 지나고 원뿔의 밑면에 평행한 평면 위의 임의의 점
Q에 대하여 원 C를 품는 평면과 점 Q를 지나는 모선과의
교점을 R, 점 P를 지나는 모선과의 교점을 S라 하자. 이
때,
PF = PS

(∵구의 접선),

PS = QR

(∵원뿔대의 모선),

QR = PH

(∵자른 평면과 모선이 평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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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원뿔에서 포물선의 탄생

∴ PF = PH
따라서 원뿔을 모선과 평행한 단면으로 잘랐을 때 단면 위에 생기는 곡선은 점 F를 초점으
로 하고 두 평면의 교선을 준선으로 하는 포물선이다.
라. 쌍곡선
원뿔 모선의 평행한 평면보다 기울기가 더 큰 평면으로 원뿔을
자르면 쌍곡선이 된다.
[그림 5]와 같이 원뿔을 평면  로 자를 때 생긴 두 곡선을   ,

  라고 하자. 원뿔에 선접하면서 평면  에도 접하는 구가 2개 존
재한다. 여기서 선접한다는 것은 접하는 부분이 선을 이룬다는 것
을 의미한다. 구가 원뿔에 선접할 때 접선은 원이 된다.
두 원 중   에 가까운 것을   이라고 하고   에 가까운 것은

  라고 하자. 또한 두 구가 평면  와 만나는 점, 즉 두 접점을
 ,  라고 하자. 원뿔 모선 위의 임의의 점을  라고 하자. 점
 와 원뿔의 꼭짓점  를 지나는 직선이 원   과 만나는 점을 
라 하고 원   와 만나는 점을  라고 하자.


  
  
  
 접선의 길이가 같음 
 
  
  


   
  
 

[그림 5] 원뿔에서 쌍곡선의
탄생


 일정 
이로써 주어진 두 곡선   ,   가 두 점  ,  를 초점으로 하는 쌍곡선의 정의를 만족시킨
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이심율
원뿔곡선을 구분 짓는 파라미터로 이심률(eccentricity)이 있다. 이심률은 원뿔곡선이 원에
서 얼마나 동떨어졌느냐를 나타내는 값이다. 한자어로는 離心率인데, 중심에서 이탈한 정도 또
는 중심이 이탈한 정도를 나타내는 말로 풀이될 수 있다. 이심률은 e로 표현하는데, 원의 이심
률은    이고, 타원의 이심률은      , 포물선의 이심률은    , 쌍곡선의 이심률은

   이다.

[그림 6] 이심율 (http://darkpgmr.tistory.com/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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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심율에 의해 원뿔곡선이 어떻게 정의될 수 있는지 알아보자.

[그림 7] 이심율에 의한 원뿔곡선의 정의

   ∠    
  
 

∠   
  
 
∴ 
  
   
 


cos




 
cos 

우변의 값은 각  와  만으로 정해지며, 단면  위의 점  를 어떻게 잡는가 와는 관계가


 일정  이 된다.
없다. 그러므로 이 일정한 값을  로 놓으면 
 


cos
   이므로,          에 따라          가 된다.
cos
즉,          에 따라 단면  는 타원, 포물선, 쌍곡선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직원뿔을 축과 수직으로 자르면 단면이 원이 되는데, 타원의 두 초점이 일치하게 되
면 이심율은 0이 된다.
해석기하 관점에서 이심률에 의한 원뿔곡선 정의를 살펴보자.
원뿔곡선은 정점과 정직선으로부터의 거리의 비(이심률 e)가 일정한 점의 자취로서, 이심률
e의 값에 따라 포물선, 타원, 쌍곡선으로 정의될 수 있다.
F 를 주어진 정점, l 을 주어진 정직선이라 할 때,

F 에서 l 에 내린 수선을 x 축,

y 축으로 정하고 F 의 좌표를 ( k, 0) 라 하자. 곡선 위의 임의의 점을 P( x, y) 라 하면
PF
= e 에서
PH
( x - k) 2 + y 2 = e |x |
( 1 - e 2 )x 2 - 2kx + y 2+ k 2 = 0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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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을

(i)

e = 1 이면,

y 2 = 2k( x -

위

(*)식은

k 이므로
)
2

점 P( x, y) 의 자취는 포물선이다.

(ii)

(

x-

0 < e < 1 이면,
k
1-e2

)

2

+

y2
=
1-e 2

(

위

(*)식은

ke
1-e2

2

)

이므

로
점 P( x, y) 의 자취는 타원이다.

(iii)

(

x+

e > 1 이면,

k
e -1
2

)

2

-

y2
=
e -1
2

(

위

(*)식은

ke
e -1

2

2

)

[그림 8] 이심률의 정의에 따른 원뿔 곡선

이므

로 점 P( x, y) 의 자취는 쌍곡선이다.

3. 원뿔곡선의 활용
가. 원
원은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사용된다.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 자동차의 바퀴, 체육시간에서 사
용하는 훌라후프와 굴렁쇠 등에도 원이 사용되는데, 이는 원이 중심에서 땅에 이르는 거리(반
지름-원의 중심에서 원 위의 한 점까지의 거리)가 항상 일정한 성질을 이용한 것이다. 도로의
맨홀 뚜껑에서도 원을 찾을 수 있다. 사각형이나 삼각형 뚜껑은 대각선 방향이 도형의 변보다
길기 때문에 구멍 속으로 빠질 수 있지만 원의 지름은 어느 방향으로나 똑같아 구멍에 빠지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원의 최대효율성의 원리(모든 모양을 통틀어 최소의 길이로 최대의 공간
을 가둔다.)도 많이 이용된다. 원의 모양을 한 접시는 다른 모양의 접시보다 더 많은 음식을
담을 수 있다. 원 모양의 피자는 최소한의 반죽을 사용해 최대의 공간을 채우게 해주며 원형
테이블은 같은 길이로 다른 어떤 모양보다도 더 많은 면적을 차지하기 때문에 더 많은 접시를
올려놓을 수 있다. 원기둥 모양의 종이컵은 사각기둥 모양의 종이컵보다 재료를 더 적게 사용
하고 무게가 덜 나가면서 더 많은 물을 담을 수 있게 해준다.

[그림 9] 굴렁쇠

[그림 10] 원형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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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타원
타원이 우리의 실생활에서 쓰이는 예들 중 가장 잘 쓰이고 있는 분야는 우리의 생명을 다루
는 의료 분야이다. 타원의 광학적 성질은 의료 분야에서 아주 요긴하게 사용된다. 제일 먼저
찾아 볼 수 있는 예는 신장 결석 등의 치료에 이용되는 초음파를 사용하는 결석제거장치이다.
신장결석조차 분쇄시키는 초음파를 몸에 직접적으로 발사할 경우 조준이 조금이라도 어긋나게
되면 큰 의료사고를 초래 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나온 것이 타원을 이용한 신장결석
제거장치이다.
만일 이 타원경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환부로 발사할 경우, 치료 도중 실수로 건드려 조준이
흐트러지기라도 하면 정상적인 조직을 파괴할 수도 있다. 하지만 타원을 이용한 위와 같은 치
료법을 사용한다면 발사 장치가 아무리 움직여도 반드시 환부로 초음파가 입사하기 때문에 만
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의료사고에서 환자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다.

[그림 11] 신장결석 제거 장치

[그림 12] 신장 결석 제거장치의 원리

다. 포물선
야구에서 포수가 공을 던질 때, 축구 경기에서 골키퍼가 공을 멀리 찰 때, 더운 여름에 흔히
볼 수 있는 분수대의 물이 휘는 모양은 모두 포물선이다.
아르키메데스(Archimedes : B.C. 287~B.C. 212)는 포물선의 축에 평행하게 입사한 광
선은 반사하여 포물선의 초점을 지나간다는 성질을 처음으로 사용하여 포물면으로 된 대형 거
울을 개발해 무기로 사용했다. 이 대형 거울로 인해서 수적인 열세를 극복하고 전투의 승리로
이끌기도 했다. 아르키메데스가 이용한 포물선의 광학적 성질은 오늘날 태양열 발전이나 파라
볼라 안테나 제작에 이용되고 있다. 태양빛이 포물면 거울에 반사된 후 초점의 위치에 있는 태
양로에 모여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그림 13] 태양열판에 이용되는 포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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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쌍곡선
쌍곡선이 활용되는 예를 찾아보자. 먼저, 배가 항해할 때 세 개의 전파 수신소로부터 전파를
수신 받으면 전파의 수신 시각의 차이에 의해 배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다. 그런데 두 개의
전파 수신소만 있을 경우는 배가 두 수신소를 초점으로 하는 쌍곡선 위에 있을 때만 위치를
알 수 있다. 이 방법을 쌍곡선 항법이라 한다.
포물선 안테나는 초점을 통해 전파를 송수신하는 소규모
의 안테나다. 그런데 안테나의 포물면 거울이 커지면, 중
심으로부터 초점까지 긴 봉을 세워야 하는 불편이 있다.
또 포물면에 가해지는 하중이 위치에 따라 고르게 분포하
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요인은 거대한 포물면이 전파의
방향에 따라 회전할 때 매우 민감한 문제를 일으킨다. 그
래서 큰 안테나에서는 구조적인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이
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개의 반사기를 이용한다. 모하비 사
막 안테나의 경우 거대한 반사기는 포물면이고 부반사기로
는 쌍곡면을 이용한다. 쌍곡면은 쌍곡선을 축을 중심으로

[그림 14] 그레고리안 안테나 원리

회전시켜 얻은 곡면이다. 이 때 포물면의 초점과 쌍곡면의
한 초점을 일치시키고, 짧은 수신용 봉의 끝을 쌍곡면의 또 다른 초점에 위치시킨다. 그러면
포물면의 축과 평행하게 들어온 전파는 포물면에 반사돼 포물면의 초점(쌍곡선의 한 초점)을
향하다가 쌍곡면에서 다시 반사되고 수신용 봉의 끝(쌍곡면의 다른 초점)에 모인다. 이런 원리
로 작동하는 안테나가 카스그랭 안테나(Cassegrain antenna)이다. 부반사기로 쌍곡면이 아
닌 타원면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이 안테나는 그레고리안 안테나(Gregorian antenna)라고
불린다.

Ⅲ. 실험 방법
본 연구는 각도기를 따라 손전등을 움직여 이심률을 이용하여 원뿔곡선이 실제 나타나는지
에 대한 1차 실험과 원뿔곡선을 실제 무대에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2차 실험의 두 차례의 실
험을 진행하였다.

1. 1차 실험
가. 연구 준비물
① 제논 충전 랜턴(AC 110～220V 겸용) 2개
② 모눈종이 1장
나. 연구 과정
① 암막처리를 한 공간에서 대형 각도기를 모눈종이 위에 세운다.
② 손전등을 각도기 면에 접촉하여 면을 따라 움직이며 각도를 변화시킨다.
(그림에서 각의 시작과 끝의 의미는 원뿔곡선이 나오는 경계점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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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원 만들기

[그림 16] 타원의 시작

[그림 17] 타원 만들기

[그림 18] 타원의 끝

[그림 19] 포물선의 시작 각도

[그림 20] 포물선의 끝의 각도

[그림 21] 쌍곡선 만들기

[그림 22] 쌍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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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차 실험
공연장의 불빛과 같이 손전등의 불빛도 점광원으로부터 빛이 비추이고, 이 빛은 원뿔 모양으
로 나아간다. 그리고 원뿔을 자르면 원뿔 곡선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착안하여 실험을 진행
하였다.
가. 연구 준비물
① 제논 충전 랜턴(AC 110～220V 겸용) 2개
② 모눈종이 4장
③ 유성매직 등
나. 연구 과정
① 암막 처리를 한 공간에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여 손전등으로 빛을 비춘다.(정확한 실험
을 위해서 키 172cm의 친구가 일정한 위치에서 손전등을 비췄다.)
② 모눈종이를 점광원의 불빛과 수직이 되게 하여 원이 생기게 한 후 불빛의 가장자리를 따
라 그린다.
③ 모눈종이는 그대로 둔 채 손전등을 기울여 타원과 포물선이 생기게 하고 위와 같은 과정
을 거친다.

[그림 23] 원

[그림 24] 원 그리기

[그림 25] 모눈종이 위의 원

[그림 26] 타원

[그림 27] 타원 그리기

[그림 28] 포물선 그리기

④ 모눈종이를 밑에 놓고 두 개의 손전등을 그 위에 놓아 쌍곡선이 생기게 하여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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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쌍곡선

[그림 30] 쌍곡선 그리기

⑤ 4장의 모눈종이에 각각 x축과 y축을 그어 좌표평면을 만든 후 방정식을 유도하여 GSP
프로그램에 옮겨 방정식이 각각 원, 타원, 포물선, 쌍곡선이 되는지 알아본다.

Ⅳ. 실험 결과
1. 1차 실험의 결과
실험에서 손전등에서 나오는 점광원의 중심과 지면과의 각을  라고 하자.

 를 구하여 이심률을 GSP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해보았다.



그래서 나온 이심률을 e라고 하자.  와 e 사이의 관계식은           이다.


따라서  를 알 수 있는 경우에 이 식을 이용하여 e의 값을 구하여 점광원에서 나온 도형이
어떤 도형인지를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31] 이심률에 따른 원뿔곡선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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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원 :  = 90
e = 0

[그림 33] 타원 : 35 <  < 90 
0 < e < 1

[그림 34] 포물선 : 0 <  < 35 
e = 1

[그림 35] 쌍곡선 :  = 0 
e > 1

1차 실험을 통해 각도기를 따라 손전등을 움직이면서 각도기와 손전등 사이의 각도를 알아
보고 그것의 이심률을 이용하여 원뿔곡선을 만들어 보았다.

2. 2차 실험의 결과
이번에는 모눈종이에 점광원을 통해 만들어지는 도형을 그려 그 식을 유도해 보았다.
정확한 연구결과를 위해서 4장의 모눈종이에 각각 x축과 y축을 그려 좌표평면을 만든 후 방
정식을 유도하여 GPS 프로그램에 옮겨 각각 원, 타원, 포물선, 쌍곡선이 되는지 알아보았다.

    

[그림 36] 원 결과물

[그림 37] GSP로 그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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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원을 이용한 무대 조명






 


[그림 39] 타원 결과물

[그림 40] GSP로 그린 타원

[그림 41] 타원을 이용한 무대 조명

     

[그림 42] 포물선 결과물

[그림 43] GSP로 그린 포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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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포물선을 이용한 무대 조명






 


[그림 45] 쌍곡선 결과물

[그림 46] GSP로 그린 쌍곡선

[그림 47] 쌍곡선을 이용한 무대 조명

아폴로니우스의 이론대로 원, 타원, 포물선, 쌍곡선이 만들어졌으며, 「기하와 벡터」에 나
오는 이차곡선의 식으로 원뿔곡선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원뿔곡선의 탄생을 무대 조명에 응용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원뿔곡선에서 원,
타원, 쌍곡선, 포물선이 나오게 손전등을 이용하여 식을 유도해 보았다. 또한 원, 타원, 쌍곡
선, 포물선이 나오게 하기 위해 손전등을 비추는 각도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이심률과 관련
지어 연구 결과로 제시하고 일상생활에 쓰일 수 있도록 공식을 만들어 보기도 하였다.
무용 조명에서는 무용수의 자세와 몸의 움직임을 관객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무대의 조명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연기 구역은 관객의 시각선 안에서 무용수가 사
용하는 무대 바닥 부분으로 주로 장치의 평면도와 동작 선에 의해 설정된다. 연기 구역 조명은
기본적으로 무용수의 얼굴에 알맞고 다양한 가시성을 부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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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무대 조명 장치

[그림 49] 무용에서 조명장치

보편적인 연기 구역 조명은 광원의 크기를
조정하고 연기 구역을 구분한 다음 조명기를 배
치하여 조명에 들어간다. 무대를 고르게 비추기
위해서는 조명기의 센각으로 이루어지는 원으로
각각의 연기 구역을 다시 소구역으로 나누는데.
이때 각각의 소구역은 약한 각이 이루는 원에
의해 겹쳐지게 된다.
무용수가 무대에서 움직일 때 그는 그가 처한
배경에 적합한 연관성을 지니도록 보여야 한다.

[그림 50] 광원의 크기 조정

일반적으로 조명 디자이너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려고 조명의 색깔, 배치, 명암 등을 조절
하며, 조명 배치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
다. 무대 좌우측의 막간이나 입구 쪽에서 비쳐지
는 것으로 무대 전면과 평행선을 이루었을 때 가
장 효과적이다.
이번에는 우리의 연구를 조명 시스템에 연결시
켜보자. 조명 시스템 내의 반사기는, 일반적으
로, 광-출구 창은 별개로 하고 광원을 실질적으
로 둘러싸는 컵의 형태로 되어 있다. 광원들에

[그림 51] 백라이트 조명시스템의 상면도

의해 방사되는 광의 일부는 광-출구 창에 직접
입사하고, 광원들에 의해 방사되는 광의 다른 부분들은 반사기에 의해 광-출구 창 쪽으로 반사
된다. 이런 모양의 광원을 움직이면서 원뿔곡선을 만들어내고 또는 더 나아가서 조명 설계를
할 때 컵 모양이 아닌 다른 원뿔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있는 모양으로 설계를 하면 되지 않
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다.
이를 통해 기원전에 밝혀진 수학의 기초 개념이 현대 사회의 기술 문명에도 적용될 수 있음
을 보여줄 수 있었다. 또한 학교에서 이론적으로만 원뿔곡선의 기원에 대하여 공부했는데, 우
리의 실험을 통하여 이차곡선이 원뿔로부터 탄생했음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수학적
개념을 실험을 통해 알아보고, 일상생활에도 응용하여 무대 설치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
이 확장되길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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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Abstract)
탐구 동기는 항상 보던 과학 잡지에 실린 분자요리에 관한 특집 기사를 보게
데 다채로운 기법과 이전까지 보던 음식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매력적이어서
보려고 했다. 간단한 분자요리를 해보려 했으나 몇 번이고 실패를 하여 방울로
도 어려웠다. 그래서 분자 요리, 그중에서도 캐비어를 만들기에 가장 적합한
농도를 찾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실험하였다.

되었는
만들어
만들기
약품의

탐구과제 1. 망고주스와 알긴산나트륨의 비에 따른 망고 주스 캐비어의 탄성, 가
공성(둥글게 잘 만들어지는 정도) 차이
• 독립 변인 : 알긴산나트륨과 망고주스의 비율
• 종속 변인 : 캐비어의 가공성과 탄성
• 통제 변인 : 염화칼슘 수용액의 농도, 망고 주스의 종류, 실험 장소, 응고시키는
양, 사용하는 용기, 수용액의 양
탐구과제 2. 물과 염화칼슘의 비율에 따른 망고 주스 캐비어의 탄성, 가공성 차이
• 독립 변인 : 물과 염화칼슘의 비율
• 종속 변인 : 캐비어의 가공성과 탄성
• 통제 변인 : 망고주스와 알긴산나트륨의 비율, 망고 주스의 종류, 실험 장소, 응
고시키는 양, 사용하는 용기, 수용액의 양
탐구과제 3. 알긴산나트륨의 용매에 따른 캐비어의 탄성, 가공성 차이
• 독립 변인 : 알긴산나트륨을 녹이는 용매의 종류
• 종속 변인 : 캐비어의 가공성과 탄성
• 통제 변인 : 염화칼슘 수용액의 농도, 알긴산나트륨의 농도 실험 장소, 응고시키
는 양, 사용하는 용기, 수용액의 양
이상과 같이 실험한 결과, 탄성은 알긴산나트륨의 농도가 진할수록 탄성이 높았다.
농도가 높으므로 가장 반응이 많이 일어나 젤 층이 두꺼워 탄성이 높고, 포도주스, 망
고 주스, 생수 순으로 산도가 높으므로 반응이 활발히 일어나 탄성과 가공성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하였지만 결과에 따르면 대표적인 분자요리인 캐비어를 만들 때 맛과 식
감을 위해서 망고 주스를 사용하면 좋고 알긴산나트륨의 농도가 진할수록 탄성은 증가
하나 동그랗게 만들기 어려우므로 절충이 필요하다. 염화칼슘의 농도는 캐비어의 식감
과 탄성, 가공성에 별 영향이 없었다. 포도 주스를 등 산도가 높은 용매가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하였지만 산도가 가장 낮은 생수가 가장 식감이 좋았다. 실험 결과로 보면
전체적인 맛을 좌우하는 것은 이 세 가지 변인 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므로 추
가적인 탐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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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봄 즈음 항상 보던 과학 잡지에 실린 분자요리에 관한 특집 기사를 보게 되었다. 다채로운
기법과 이전까지 보던 음식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매력적이어서 우리나라의 분자요리 전문
식당을 찾아보았지만 비싼 가격에 실망하고 말았다. 검색을 계속하던 중 재료를 구해서 간단한
분자요리를 해보려 했으나 몇 번이고 실패를 하여 구슬모양의 작은 방울로 만들기도 어려울
정도의 결과물이 나왔다. 그래서 분자 요리, 그 중에서도 식감도 좋고 실물과 가장 비슷하여
보기에도 좋은 캐비어를 만들기에 가장 적합한 약품의 농도를 찾아보게 되었다.

Ⅱ. 이론적 배경
1. 분자 요리의 정의와 유래
분자 요리는 음식의 질감 및 요리과정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새롭게 변형시키거나 매우
다른 형태의 음식으로 창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분자요리는 1988년 프랑스 화학자 에르베 티
스와 헝가리 물리학자 니콜라스 쿠르티가 요리의 물리, 화학적 측면에 대해 처음으로 국제 워
크숍을 준비하게 되면서 시작되었다.
이것은 이전까지 정확히 연구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음식을 분자 단위까지 철저하게 연구하
고 분석한다.'라는 뜻으로 '분자 물리 요리학'이란 명칭이 탄생하였다. 이후 1998년 쿠르티가
사망한 후로는 더 간결한 용어인 '분자 요리학'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2. 분자 요리의 대표적 기법
가. 스페리피케이션
이름은 ‘구’라는 뜻의 ‘sphere'에서 유래했으며, 젤리피케이션이라고도 한다. 알긴산 나트륨
은 식품의 점착성을 증가시키는 첨가물이다. 알긴산 나트륨 자체로는 구가 만들어지지 않지만,
칼슘과 만나면 알긴산나트륨이 응고를 하게 된다. 이때 반응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
부의 액체가 갇혀 젤 형태가 된다.
실험에서 사용할 망고주스 캐비어도 스페리피케이션 기법을 이용한 것이다.

[스페리피케이션 기법으로 만든 망고주스 캐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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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긴산나트륨 분자식]

나. 수비드 기법
재료를 진공 포장하여 섭씨 100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중탕하여 몇 시간 동안 서서히 조리하
는 방법이다. 지방의 손실이 최소화되고 요리의 식감이 더 부드러워지는 조리법이며, 호텔이나
요리 대회 등에서 자주 보이는 분자요리 기법이다.

.
[수비드 기법으로 요리한 스테이크]

다. 에멀시피케이션
대두 단백질인 레시틴으로 기름과 물의 유화작용을 이용하여 일반적인 거품의 지속시간보다
길게 유지되는 거품을 만들어내는 방법이다. 이름의 뜻 또한 기름과 물의 유화작용을 의미한다.

[에멀시피케이션 기법의 분자요리]

* 출처: 참고 문헌 목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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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실험 방법
▣ 탐구과제 1. 알긴산나트륨의 비율에 따른 망고주스 캐비어의 탄성, 가공성
차이 (물 500ml+염화칼슘 4.5g 수용액 사용)
가. 준비물
알긴산나트륨 10g, 염화칼슘 18g, 알루미늄 대야 1개, 망고 주스 400ml, 컵 4개, 뜰채,
생수 페트병 4개, 네임펜, 포스트잇, 스포이트 2개, 깨끗한 물, 락앤락 그릇 4개
나. 가설 설정
1) 탄성은 알긴산나트륨 4g을 녹인 용액의 캐비어가 알긴산나트륨의 점성 때문에 가장 높을
것이다.
2) 알긴산나트륨 1g 용액은 점성이 가장 약한 대신 가공성이 높을 것이다.
3) 탄성이 너무 강해도 식감에 불쾌함이 느껴지므로 알긴산 나트륨 3g을 녹인 용액의 호감
도가 가장 높을 것이다.
다. 변인 통제
∙독립 변인 : 알긴산나트륨과 망고주스의 비율
∙종속 변인 : 캐비어의 가공성과 탄성
∙통제 변인 : 염화칼슘 수용액의 농도, 망고 주스의 종류, 실험 장소, 응고시키는 양, 사
용하는 용기, 수용액의 양
라. 실험 방법
1) 컵 4개에 망고 주스 각각 100ml 씩을 부은 후 각각 알긴산 나트륨 1g, 2g, 3g, 4g을
넣어 완전히 녹을 때까지 저어준다.
2) 생수 페트병 한 개를 잘라 물 500ml 를 담고 염화칼슘 4.5g을 녹인다.
3) 물을 남은 5개의 컵에 100ml씩 나누어 담는다.
4) 각각의 주스를 20ml씩 스포이트로 흡입하여 다)의 컵 중 4개에 각각 한 방울씩 모두 떨
어뜨려 응고시킨다.
5) 락앤락 용기에 따로 분리해 냉장고에 보관한다.
6) 25명에게 시식하게 한 후 각각 탄성, 가공성, 식감 호감도에 대한 설문 조사를 한다.

▣ 탐구과제 2. 염화칼슘 비율에 따른 망고 주스 캐비어의 탄성, 가공성 차이
(알긴산나트륨 1g+망고주스 100ml 혼합액 사용)
가. 준비물
알긴산나트륨 1g, 염화칼슘 16g, 알루미늄 대야 1개, 망고 주스 100ml, 컵 4개, 뜰채, 생
수 페트병 4개, 네임펜, 포스트잇, 스포이트 2개, 깨끗한 물, 락앤락 4개
나. 가설 설정
1) 탄성은 염화칼슘 5.5g 용액이 농도가 높으므로 가장 반응이 많이 일어나 젤 층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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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꺼워 높을 것이다.
2) 가공성은 가장 농도가 낮은 염화칼슘 2.5g 용액이 젤 층이 얇게 생겨나 가장 높을 것이다.
3) 탄성이 너무 강해도 식감이 좋지 못하므로 염화칼슘 4.5g 용액의 망고주스 캐비어가 식
감이 가장 좋을 것이다.
다. 변인 통제
∙독립 변인 : 물과 염화칼슘의 비율
∙종속 변인 : 캐비어의 가공성과 탄성
∙통제 변인 : 망고주스와 알긴산나트륨의 비율, 망고 주스의 종류, 실험 장소, 응고시키
는 양, 사용하는 용기, 수용액의 양
라. 실험 방법
1) 컵 4개에 물 각각 500ml 씩을 부은 후 각각 염화칼슘 2.5g, 3.5g, 4.5g, 5.5g 을 넣
어 완전히 녹을 때까지 저어준다.
2) 망고주스 100ml에 알긴산 나트륨 1g을 완전히 녹을 때까지 저어준다.
3) 2)의 주스를 20ml씩 스포이트로 흡입하여 컵 4개에 각각 한 방울씩 모두 떨어뜨려 응
고시킨다.
4) 락앤락 용기에 따로 분리 해 냉장고에 보관한다.
5) 25명에게 시식하게 한 후 각각 탄성, 가공성, 식감 호감도에 대한 설문 조사를 한다.

▣ 탐구과제 3. 알긴산나트륨의 용매에 따른 캐비어의 탄성, 가공성 차이
(포도주스, 망고주스, 생수 사용)
가. 준비물
알긴산나트륨 6g, 염화칼슘 13.5g, 알루미늄 대야 1개, 망고 주스 100ml, 생수 100ml, 포
도 주스 100ml, 컵 3개, 뜰채, 생수 페트병 3개, 네임펜, 포스트잇, 스포이트 2개, 깨끗한 물
나. 변인 통제
∙독립 변인 : 알긴산나트륨을 녹이는 용매의 종류
∙종속 변인 : 캐비어의 가공성과 탄성
∙통제 변인 : 염화칼슘 수용액의 농도, 알긴산나트륨의 농도 실험 장소, 응고시키는 양,
사용하는 용기, 수용액의 양
다. 실험 방법
1) 컵 3개에 포도주스, 망고주스, 생수 각각 100ml 씩을 부은 후 각각 알긴산 나트륨
2g을 녹여준다.
2) 생수 페트병 4개에 각각 물 500ml 를 담고 염화칼슘 4.5g씩 녹인다.
3) 1)의 세 가지 액체를 20ml씩 스포이트로 흡입하여 다)의 컵에 각각 한 방울씩 모두
떨어뜨려 응고시킨다.
4) 락앤락 용기에 따로 분리해 냉장고에 보관한다.
5) 25명에게 시식하게 한 후 각각 탄성, 가공성, 식감 호감도에 대한 설문 조사를 한다.
※ 단, 탄성은 캐비어를 씹는 식감을 설문 조사하여 기록하였고, 가공성은 원래 의도한 구형
의 캐비어에서 길이가 길어질수록 가공성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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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험 결과
▣ 탐구과제 1. 알긴산나트륨의 비율에 따른 망고주스 캐비어의 탄성, 가공성
차이 (물 500ml+염화칼슘 4.5g 수용액 사용)

가. 탐구 과정 사진
1

2

3

4

용액을 염화칼슘
수용액에 떨어트려
응고시킨다.

락앤락에 구분하는
내용을 네임 펜으로
적는다.

응고시킨 알갱이들을
체로 걸러낸다.

맑은 물에 헹구어낸 후
건져낸다.

3g

4g

나. 만들어진 망고주스 캐비어 사진
1g

2g

▲ 시료를 시식하는 실험참가자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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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탐구 결과
알긴산나트륨

12

알긴산나트륨 비율에 따

10
8
6
분류

1g

2g

3g

4g

4

호감도(명)

5

10

10

0

2
0

호감도

1g

2g

3g

4g

(물 500ml+염화칼슘 4.5g 수용액 사용)

1) 탄성은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4g, 3g, 2g, 1g 순으로 강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 가공성의 경우 설문 응답자 모두의 의견으로 1g, 2g, 3g, 4g의 순으로 쉽다는 의견이
나왔다.
3) 식감에 대한 호감도의 경우 2g이 10표, 3g이 10표, 1g이 5표였다.

▣ 탐구과제 2. 염화칼슘 비율에 따른 망고 주스 캐비어의 탄성, 가공성 차이
(알긴산나트륨 1g+망고주스 100ml 혼합액 사용)
가. 탐구 과정
1

2

3

4

용액을 염화칼슘
수용액에 떨어트려
응고시킨다.

락앤락에 구분하는
내용을 네임 펜으로
적는다.

응고시킨 알갱이들을
체로 걸러낸다.

맑은 물에 헹구어낸 후
건져낸다.

4.5g

5.5g

나. 만들어진 망고주스 캐비어 사진
2.5g

3.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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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탐구 결과
1) 탄성은 대부분 비슷한 수준이었다.
2) 가공성의 경우 의미가 있는 차이가 없었다.
3) 식감에 대한 호감도 또한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는 대답이 대부분이었다.

▣ 탐구과제 3. 알긴산나트륨의 용매에 따른 캐비어의 탄성, 가공성 차이
(포도주스, 망고주스, 생수 사용)

가. 탐구 과정
1

2

3

4

용액을 염화칼슘
수용액에 떨어트려
응고시킨다.

락앤락에 구분하는
내용을 네임 펜으로
적는다.

응고시킨 알갱이들을
체로 걸러낸다.

맑은 물에 헹구어낸
후 건져낸다.

나. 만들어진 캐비어 사진
포도 주스

망고 주스

생수

다. 탐구 결과

알긴산나트륨 용매에 따른 호감
도

용매의 종류

20
15
10
분류
호감도(명)

생수
17

망고주스
5

포도주스
3

호감도

5
0

생수

망고주스 포도주스

(알긴산나트륨 2g+액체 100ml 염화칼슘 4.5g+물 50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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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탄성은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생수, 망고 주스, 포도 주스 순으로 강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 가공성의 경우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생수, 망고 주스, 포도 주스의 순으로 쉽다는 의견
이 나왔다.
3) 식감에 대한 호감도의 경우 생수 17표, 망고 주스 5표, 포도 주스 3표였다.

V. 결 론
1. 탐구 과제별 결론
가. 탐구과제 1) 알긴산나트륨의 비율에 따른 망고주스 캐비어의 탄성, 가공성 차이
(물 500ml+염화칼슘 4.5g 수용액 사용)
1) 알긴산나트륨의 농도가 진해질수록 탄성은 증가하였다.
2) 알긴산나트륨의 농도가 진해질수록 가공성은 감소하였다.
3) 가장 호감도가 높았던 것은 100ml에 알긴산나트륨 2g과 3g의 비율로 제조한 망고 주
스 캐비어의 식감이었다.

나. 탐구과제 2) 염화칼슘 비율에 따른 망고 주스 캐비어의 탄성, 가공성 차이
(알긴산나트륨 1g+망고주스 100ml 혼합액 사용)
1) 염화칼슘의 농도는 탄성과 가공성에 큰 차이를 주지 못하였다.
2) 식감에 따른 호감도 또한 차이를 구별하기 어려웠다.

다. 탐구과제 3) 알긴산나트륨의 용매에 따른 캐비어의 탄성, 가공성 차이
(포도주스, 망고주스, 생수 사용)
1) 생수, 망고주스, 포도 주스 순으로 탄성이 좋았다.
2) 산도가 강할수록 캐비어의 가공성은 약해졌다.
3) 가장 호감도가 높았던 것은 생수 캐비어의 식감이었다.

2. 종합 결론
가. 위의 결과에 따르면 대표적인 분자요리인 캐비어를 만들 때 맛과 식감을 위해서 망고 주
스를 사용하면 좋고 알긴산나트륨의 농도가 진할수록 탄성은 증가하나 동그랗게 만들기
어려우므로 절충이 필요하다.
나. 염화칼슘의 농도는 캐비어의 식감과 탄성, 가공성에 별 영향이 없었다.
다. 포도 주스를 등 산도가 높은 용매가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하였지만 산도가 가장 낮은
생수가 가장 식감이 좋았다.
라. 전체적인 맛을 좌우하는 것은 이 세 가지 변인 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므로 추가
적인 탐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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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더 알고 싶은 점
* 김성은 : 액체 질소를 사용한 분자 요리도 해보고 싶다.
* 김지수 : 모양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다.
* 안나경 : 캐비어보다 큰 크기의 분자요리를 만들었을 때 유지도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
탐구해보고 싶다.
* 오민석 : 천연재료를 이용하여 향을 내는 방법을 알고 싶다.
* 이지환 : 다른 방법으로 만들 수 있는 분자요리를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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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선정 배경, 적합성
우리가 교과과정에서 생물 수업 중 DNA에 관해서 배운 것이 동기가 되어 DNA와 관련된
실험을 하면 흥미롭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았다. DGGE 분석에 접목시켜 해삼의 장내세균을
관찰하고 이를 근거로 실생활의 원산지 판별에 적용한다면 좀 더 의미 있는 실험이 될 것이라
고 생각하였다.

2. 달성 목표
고착성 생물인 해삼의 내장에 존재하는 미생물을 DGGE 분석을 통하여 지역별 세균의 종류
의 차이를 비교하고 이를 이용하여 수산물의 원산지 판별의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DGGE : "Denaturing Gradient Gel Electrophoresis"의 준말.
이 방법은 동일한 유전자 DNA에 나타나는 염기서열의 차이 (DNA variation)즉,
mutation과 polymorphism등을 알아보는데 사용되는 여러 방법 중 한 방법이다. 하나의 동
일한 유전자는 종 (species) 간에서는 물론 차이가 나는데, 예를 들면 사람과 사람사이에서도
약간씩의 염기서열 차이가 나게 된다. 이를 "polymorphism"이라고 한다. 이런 차이는 종간유
연관계를 밝히거나, 유전질병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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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지만, DGGE는 종간에 나타나는 유전적인 차이를 chemical denaturant를 이용해서
좀더 쉽게 접근하여 확인 할 수 있도록 해준다. - 높은 농도의 denaturant가 아래쪽에 위치.
gel의 위로 올라갈수록 농도가 연하게 만들고 주로 사용하는 농도는 30~60%이다.
DNA가 전기영동되면서 아래쪽으로 이동시 점점 denaturation되는데 각 DNA의 염기서열
에 따라 속도가 달라져서 band patten이 달라지면서 차이를 확인할 수 있고, 온도 증가 시
두 가닥사이의 수소결합이 끊어지면서 한가닥씩 나눠지는 것을 denaturation 또는 melting
된다고 말한다.
각 DNA는 그 염기서열의 구성에 따라서 특정온도에서 denaturation되는 성질이 있는데
이를 Tm값이라고 한다. 각 염기서열이 다름으로 GC contents가 다르므로 각 DNA가 서로
다른 온도 및 조건에서 denaturation 되는 정도가 달라 특수 gel에 전기영동 시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이게 된다. 화학물질 Formamid, urea 등에 의해서도 염기 간 수소결합이 방해
받아 denaturation되는데 이런 urea, formamide 같은 화학물질을 denaturant라고 하며,
DGGE는 이런 denaturant가 polyacrylamide gel상에서 농도 기울기를 형성하도록 한 후,
DNA를 전기영동시킨다. 이 denaturant-gradiet polyacrylamid gel이 특수 gel이다.
(* urea, fomamide는 변성제로서 DNA의 Double strand를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

2. PCR
캐리

멀리스(Kary

B.

Mullis)에

의하여

1985년에

개발된

중합효소

연쇄

반응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은 현재 유전물질을 조작하여 실험하는 거의 모든 과정
에 사용하고 있는 검사법으로, 검출을 원하는 특정 표적 유전물질을 증폭하는 방법이다. 중합
효소 연쇄 반응에 의해, 소량의 유전물질로부터 염기 순서가 동일한 유전물질을 많은 양으로
증폭할 수 있으므로, 인간의 DNA를 증폭하여 여러 종류의 유전질환을 진단하는 데 사용된다.
또한 세균이나 바이러스, 진균의 DNA에 적용하여 감염성 질환의 진단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중합효소 연쇄 반응의 순서는 3단계로 이루어진다. 열을 이용하여 두 가닥의 DNA를 분리
하는 열변성 과정(denaturation)을 거친 후, 온도를 낮추어 시발체(primer)가 증폭을 원하
는 서열 말단에 결합(annealing)하게 하고, 다시 열을 약간 올려서 DNA를 합성하는 중합
반응(polymerization or extension)을 일으킨다. 열변성 과정은 보통 95℃에서 열을 이용하
여 2가닥의 DNA의 상보적인 염기의 수소결합을 1가닥으로 떨어뜨리는 과정이며, 결합 반응
은 약 55~65℃에서 한 가닥의 DNA에 시발체가 상보적인 염기서열에 결합하는 과정이다.
마지막으로 중합 반응은 한 가닥의 DNA(주형 DNA)에 시발체가 붙은 다음의 염기에 DNA
중합효소(polymerase)를 이용하여 주형 DNA의 상보적인 염기를 합성하여 두 가닥의 DNA
으로 연장시킨다. 그 후 다시 열변성 과정, 결합 반응, 중합 반응을 반복하여 DNA를 증폭하
게 된다. 중합효소 연쇄 반응 1회를 시행하면 유전 물질은 2배로 증폭된다. 따라서 반응의 반
복에 의한 기하급수적인 증폭이 가능하고, 중합효소 연쇄 반응을 n회를 반복하면 이론상으로
2의 n승배의 유전자가 증폭된다.
중합효소 연쇄 반응을 위하여 필요한 물질은 증폭하고자 하는 주형이 되는 DNA와 시발체,
DNA 중합효소, dNTP, 완충액, 염화마그네슘(MgCl2)이다. 주형이 되는 DNA로는 보통
20~100ng의 DNA를 사용하며, 시발체는 보통 20~30개의 염기로 이루어지도록 디자인하며
A, T와 G, C의 비율은 동일한 비로 이루어진 것이 좋다. 또한 G, C의 분포는 몰려 있지 않
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시발체 내와 시발체 간에 상보적인 염기 서열이 존재하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DNA 중합효소는 90℃ 이상의 고온에서도 활성을 잃지 않는 효소를 사용하
며, DNA의 5’에서 3’으로 합성하는 기능, 3’에서 5’으로 잘못된 염기를 교정하는 능력을 가지
고 있다. dNTP는 dATP, dCTP, dGTP, dTTP로 구성되며 보통 200 μM의 농도를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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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DNA 중합효소가 작용하고 dNTP와 시발체가 결합하기 위하여 Mg2+가 필요하다.
완충액은 중합효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
(1) 변성 (94-96°C).
(2) 프라이머의 결합 (~65°C)
(3) DNA의 신장 (72°C).
4회의 반복된 실험이 표현되어 있다. 파란 실선은 프라이머(붉은 화살표)가 결합되는, 복제
하고자 하는 주형 DNA(Template DNA)를 표시한다. 녹색 동그라미는 DNA 중합효소를 의
미한다. 녹색 화살표 방향으로 새로운 DNA 가닥(녹색 실선)이 중합되고 있다. 이렇게 새롭게
합성된 DNA가닥들은 그 스스로가 새롭게 복제되는 DNA의 주형이 된다.

<그림 1> PCR (중합효소 연쇄 반응)에 대한 간단한 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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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해삼 시료
실험에 사용할 해삼시료는 전남 여수, 경남 통영 및 부산시 기장군의 지역 시장에서 해녀들
이 채집한 자연산 해삼을 이용하였으며, 미생물의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채취 후 1-2일
이내의 것을 사용하였다.

2. 내장의 분리
해삼은 몸통의 한쪽 끝을 지른 후 짜낸 후 내장만을 분리하여 멸균된 Petri dish에 옮겨 다
음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각 지역 당 3마리를 이용하였다 <그림 2>.

<그림 2> 실험에 이용된 해삼 (위) 및 분리된 해삼 내장(아래)

3. 내장으로부터의 미생물 분리
분리된 내장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종류 및 그 수를 알아보기 위하여 내장 회석 액을 LB 평
판배지에 접종하였다. 우선 분리된 내장 0.1g을 1.5ml microfuge tube에 넣은 후 1ml의
Phosphate buffered saline (PBS)를 첨가하였다. 그 다음 vortexing을 하였다. 이 후 원
심분리 없이 회석액 100ul를 LB 평판배지에 골고루 접종한 후 37℃ 항온기에서 14시간 이
상 배양하였다 <그림 3>.

<그림 3> 해삼 장내 미생물 분리를 위한 LB 평판배지 plating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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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삼 장내 세균의 DGGE 분석
장내 세균의 DGGE 분석의 개략적인 과정은 <그림 3>과 같다. 해삼의 내장으로부터 전체
DNA를 분리한 후 DNA 중합효소 연쇄반응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을 이용하
여 특정부분을 증폭시킨 후 agarose gel에서 전기영동하여 증폭 산물을 확인한 후 다시
DNA denaturants인 urea와 formamide의 농도구배를 포함하는 polyacrylamide gel에서
전기영동한 후 염색하여 그 결과를 관찰한다.

<그림 4>. DGGE를 이용한 미생물군의 분석에 대한 개요됴

가. 해삼 내장으로부터의 genomic DNA 추출
해삼

내장을

채취하여,

genomic

DNA의

추출은

(주)인트론바이오테크놀로지

사의

‘i-genomic Soil DNA Exraction Mini kit’를 사용하여 genomic DNA를 추출하였다. kit
를 사용하여 DNA를 추출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해삼의 내장을 잘라서 100mg 정도 준비했다.

2.

손질한 내장을 Sample Grinder Tube에 넣었다.

3.

Tube에 EG Buffer 400ul, Inhibitor Remover 80ul를 넣어준 뒤 10분간 voltex
를 실시했다.

4.

13,000 rpm에서 1분 간 원심분리 한 후 상층액을 조심스럽게 새 1.5ml tube로
300ul 옮겨 담았다.

5.

Tube에 EPT Buffer 100ul를 첨가한 후 잘 섞어준 다음 얼음 속에 10분간 넣어두
었다.

6.

13,000 rpm에서 3분간 원심분리를 한 후 상층액을 조심스럽게 새 1.5ml tube로
300ul 옮겨 담았다.

7.

Tube에 EB Buffer 300ul를 첨가한 후 부드럽게 피펫팅하여 섞었다.

8.

위의 tube에 100% 에탄올을 300ul 첨가한 후 역시 부드럽게 피펫팅하여 섞었다.

9.

Spin colum이 있는 2.0ml collection tube에 8번에서 혼합액 800ul를 옮겨 담은
뒤 13,000 rpm에서 1분간 원심분리한 후 통과액은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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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8번에서 남은 혼압액 100ul를 9번의 2.0ml collection tube에 옮겨 담고 13,000
rpm에서 1분간 원심분리한 후 통과액은 버렸다.

11.

Spin colum에 EWA Buffer를 700ul 넣어준 뒤 13,000 rpm에서 1분간 원심분리
한 후 통과액을 버렸다.

12.

Spin colum에 EWB Buffer를 700ul 넣어준 뒤 13,000 rpm에서 1분간 원심분리
한 후 통과액을 버렸다.

13.

아무 것도 넣지 않은 상태에서 tube를 13,000 rpm에서 1분간 원심분리한 후
collection tube를 버렸다.

14.

Spin colum을 새 1.5ml tube에 옮기고, EE Buffer 30ul를 직접 넣어준 뒤 1분간
상온에 둔 다음, 13,000 rpm에서 1분간 원심분리 했다.

나. PCR을 이용한 16S rRNA 유전자의 증폭
PCR은 PCR premix에 해삼 내장으로부터 추출한 gonomic DNA와 primer를 넣어주어
PCR mixture를 만들어 PCR를 수행하였다. 사용한 primer는 Upstream Primer로
GC338F, Downstream Primer로 518R을 사용하였으며, PCR mixture의 양과 primer의
염기서열은 아래와 같다[표1], [표2].
[표 1] 사용한 Primer의 염기서열
Primer 종류

염기서열

GC338F

5’- CGC CCG CCG CGC GCG GCG GGC GGG GCG GGG
GCA CGG GGG GCC TAC CGG AGG CAG CAG –3’

518R

5’ - ATT ACC GCG GCT GCT GG – 3’

[표 2] PCR mixture의 양
구성 성분

Volume

2X Premix

10ul

Upstream Primer

1ul

Downstrem Primer

1ul

Sterilized D.W.

5ul

Template DNA

3ul

PCR 조건은 크게 Dunaturation, Annealing, Extension의 3단계이며 각 단계별로의 온
도와 자세한 조건은 아래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3] PCR 조건
Step

Temp. & Time
Temperature

Time

Intitial denaturation

94℃

10분

Denautration

94℃

1분

Annealing

58℃

1분

Extention

72℃

1분

Frinal extenstion

72℃

5분

82 ∙ 2014학년도 부산 영재교육 창의적 산출물 대회 / 금상

Cycles

35

증폭된 PCR 산물은 1.0% agarose gel에서 전기영동하고 etidium bromide로 염색한 후
자외선을 이용하여 그 영상을 촬영하였다.
다. DGGE를 이용한 PCR 산물의 분석
전기영동을 통하여 분석이 확인된 PCR 산물은 DGGE를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Denaturant 의 농도구배를 만들기 위하여 denaturant의 최종 농도가 각각 30%와 60%인
gel

용액을 만든 후 gradient wheel을 이용하여 gradient를 만들었다. 30%와 60%인 gel

용액을 만들기 위한 성분 구성은 [표 4]에 제시되어 있으며, <그림 4>는 gradient wheel을
보여준다. Gel이 굳은

후 약 20ul의 PCR 산물을 각 lane에 넣은 후 80V에서 16시간 전개

하였으며, 이 이 때 buffer의 온도는 60℃를 유지하였다. 전기영동이 끝난 후 gel을
여

분리하

SYBR Gold에서 1시간 동안 염색한 후 Gel compare program을 이용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표 4] DGGE gel 제작을 위한 용액 구성표 (15ml 기준, 단위 ml)
구성 성분

최종농도

30%

60%

증류수

해당 없음

8.5

5.5

40% acrylamide:bis (37;1)

8%

3.0

3.0

50X TAE buffer

1X

0.3

0.3

Urea

농도 구배

1.9

3.7

Formamide

구배 구배

1.8

3.6

Glycerol

2%

0.3

0.3

10% APS

81ul

81ul

TEMED

4.5ul

4.5ul

위아래에 각각 15ml의 gel 용액이 들어 있는 30ml 주사기를 고정하며, 아래쪽 주시기에
60% 용액, 위 주사기에 30%의 용액을 넣는다.

<그림 5> DGGE용 gradient gel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gradient wh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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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해삼의 장으로부터의 세균의 분리
해삼의 내장 0.1g을 1ml의 PBS에 넣고 마쇄한 후 각 plate에 100ul씩을 분주하고 37℃
에서 배양한 결과의 대표적인 결과 사진은 <그림 6>에 나타나 있다. 배지는 LB배지와 MA배
지를 각각 사용하였다.

<경남 통영>

<전남 여수>

<부산시 기장군>

<그림 6> 해삼 내장으로부터 분리된 세균 균총의 대표적인 예

대표적으로 경남 통영에서 채집한 해삼에서 분리한 세균을 분석해본 결과 LB배지 plate는
약 142개, MA배지 plate는 약 129개 균총이 검출되었다.
여수와 기장의 균총 수는 비슷하게 나왔으나 크기나, 모양에서 상당한 차이가 보였다. 경남
통영은 MA배지와 비교한 결과 상대적으로 LB배지의 균의 크기가 컸다. 전남 여수는 육안으
로 봐도 LB배지가 MA배지의 균총 수보다 많았고, 크기도 컸다. 부산시 기장군은 LB배지의
균총 수가 많았으며, 모양과 크기 면에서 크고 둥글었다.

2. 16S rRNA 유전자의 증폭
해삼의 내장에서 추출한 전제 DNA를 이용하여 세균의 16S rRNA 유전자의 공통 primer
를 이용하여 PCR을 수행한 결과 모든 시료에서 180bp의 DNA 밴드를 확인할 수 있었다<그
림 7>. 이는 모든 해삼 개체의 장내에 DGGE분석이 가능한 세균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
다. 또한 생성된 밴드가 한 개만이 존재하여 원하는 DNA 부분이 선택적으로 증폭되었다는 것
을 보여준다.

<그림 7> 해삼 내장 추출물로부터의 16S rRNA 유전자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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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GGE gel의 분석
Gradient gel에서 전기영동 한 후 SYBR Gold로 염색한 gel의 사진은 그림 8과 같다. 그
림에 보는바와 같이 PCR에서는 하나로만 보였던 DNA가 여러 개로 분리되었으며, 각각의
DNA 밴드는 한 종의 세균으로부터 증폭된 DNA이므로 이러한 결과는 각 해삼의 장에는 다
양한 세균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동일한 지역에서 채집한 시료에서는 다른 지역
의 시료에서 보이지 않는 특징적인 DNA 밴드가 나타났으며 (예. <그림 8>의 1, 2, 3으로 표
시된 DNA), 그 결과 이러한 DNA 밴드 특성, 즉 미생물의 구성상의 특징을 이용하여 해삼이
어느 지역에서 유래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8> 서로 다른 지역에서 유래한 해삼 내장의 세균에 대한 DGGE gel.
(각 지역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밴드는 통영 1, 여수 2, 기장 3으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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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 결론
각기 다른 세 지역의 해삼 내장의 장내 세균을 통해 우리는 DGGE를 통해서 PCR에서 볼
수 없는 세균의 다양성과 지역별 특이세균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 실험의 근거로 실생활
의 원산지 판별법에도 적용할 수 있다. DGGE gel의 DNA 밴드를 통해서 서로 다른 지역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밴드, 다르게 나타나는 밴드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료의 원산지가 명확해야하는 이 실험에서 해삼을 선택한 이유도 고착성 해양생물이며 특성
상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배지에 배양시킨 장내 세균을 지역별 차이로 비교해본 결과, LB의 경우 기장, 여수, 통영
순으로 균총의 수가 많은 반면, MA의 경우 여수, 통영, 기장 순이었다. 종류와 크기 또한 다
양하게 분포되어 있었다. 이로써 우리는 배지에서 일차적으로 세균의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다음 진행되었던 DGGE의 결과로 PCR에서의 DNA가 분리가 되면서 세균에서 증폭된
DNA 밴드를 볼 수 있었고, <그림 8>에서 같은 지역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밴드, 지역별 특
이적인 세균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 실험의 목적은 DGGE 분석에 기초하여 수산물의 원산지 판별의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함
이었는데, 오늘날의 무역업의 문제와 관련해 생각해볼 수 있다. 무역업이 왕성하게 번창함에
따라 제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이 PCR-DGGE 기법을 사용한다면
생물의 원산지 구분을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변화하는 생태 환경에 따라 해양 생물 내부의 문제점이나 그 원인을 판단할 때 매우
유용하며, 학술논문에서 해양 생태계의 공생세균의 주요 군집 구조나 플랑크톤의 군집 분석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 사례가 있다. 이를 이용하여 해양 생태계의 미생물들을 분류하고 연구하
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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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Abstract)
피보나치수열은 1,1,2,3,5...와 같이

앞의 두 항을 더하면 그 다음 항이 되는데, 최

대의 일사량을 받기 위하여 솔방울과 해바라기, 꽃잎들이 피보나치수열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 신기하여, 이를 이용한 에너지 효율적이고, 또한 황금비가 적용된 아름다우면서도
지구온난화를 예방할 수 있는 창의적 산출물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를 상상하며 연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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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실험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 효율적인 측면과 미적인 측면의 두 가지 접근으로 탐구하
고 응용하였다. 피보나치수열을 에너지 효율적인 접근으로 우리가 탐구한 주요 부분이
황금각(137.5도)이었다.
솔방울, 잎차례, 해바라기로 효율적 피보나치수열을 탐구하였고, 황금직사각형, 나선,
앵무조개, 건축물에서 아름다운 황금비를 탐구하여 피보나치수열과 황금비의 관계를 알
아보았다. 솔방울과 해바라기 씨앗배열의 시계방향과 반시계방향의 나선의 수는 피보나
치의 이웃한 수가 항상 나온다. 그리고 솔방울, 해바라기를 비롯하여 잎이 나는 차례와
각도는 나선모양을 이루면서 137.5도를 유지한다. 이는 가장 많은 햇빛을 받기 위함이
고 에너지 효율적인 방법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나선이라는 것 자체가 아름답기도 하
다. 황금직사각형, 황금나선, 역사적 건축물들을 보면 안정감이 있고 참 아름다운데 모
두 1:1.618인 황금비를 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얼마 전 방한하셨던 교황이 받은 선물들로 황금비를 찾아보았다. ‘화목
문 ’자수 보자기는 문양이 끝나는 부분들을 기준으로 잡으면 많은 황금비가 나오고, 철화
분청사기 ‘어문병’ 역시 가장 오목한 부분과 가장 볼록한 부분, 그리고 문양선을 기준으
로 잡으면 황금비가 나온다. 한빛탑에서는 아래 원과 위 원의 비율, 길이 모두 황금비를
찾을 수 있었고 재미있었다. 고래 박물관’을 견학도 하고, 시설관리공단을 방문해 ‘광안
대교 설계도를 보고 상단길이 66.5미터와 하단길이 40미터 역시 황금비를 이룸을 알
수 있어서 뿌듯했다. 시장탐방, 인체의 탐구를 통해서 피보나치수열과 황금비를 찾아보
기도 하였다.
이렇게 '남천 FIVE'가 탐구한 피보나치수열과 황금비를 바탕으로 ‘피보나치 타운’이라
는 창의적 산출물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아이디어를 모았다. 아름다운 황금비를 이루고
황금비의 문양으로 이루어진 건물에 해바라기 모양의 태양광 발전소를 옥상에 설치하고
피보나치 비밀번호, 피보나치 미끄럼틀을 구상하여 타운으로 완성하여 보았다.
그 타운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해바라기 모양의 발전소 모양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하
다가 좀 더 효율적이고 해를 따라가게 하기 위한 두 가지 실험을 하였고 좀 더 안정적이
고 효율적인 형태를 선택할 수 있었다. 그리고 실제 진행해 가면서 태양광 발전소는 해
바라기 잎을 풍력발전으로 되게 하여 복합 발전소로 혁신되었다. 기회가 되어서 전문가
의 설명을 듣고 우리의 태양광 발전소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가까운 경성대 근처를 둘러보고 그 중 드림디포라는 문구점에서 재료들을 구해서 타운
을 완성시켰다. 우리가 몰랐던 피보나치수열이 우리의 일상 생활 곳곳에 숨어 있고 그것
을 탐구해 본 점이 정말 의미가 있었고 신기하고 재미있었다. 그 탐구한 이론을 건축물
에 응용하여 만들어내서 참 뿌듯했다. 탐구과정에서 교황이 받은 알 수 없어서 사진 상
의 크기로 길이를 재어 탐구한 한계점이 있다.
‘남천 FIVE'가 만든 '피보나치 타운'은, 자연의 생존 법칙인 피보나치수열을 에너지 효
율적 이해와 아름다운 황금비라는 미적 이해를 바탕으로 새롭게 다시 두 가지 측면을 적
용 응용하여 만든 아름다운 미래지향 고효율의 친환경 창의적 구조물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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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 동기 및 선정 배경
영재학급 친구들과 모둠 프로젝트 모임을 진행하면서 과학과 수학분야의 여러 가지 주제를
생각하며 서로의 의견을 모으다보니, 우리 ‘남천 FIVE’의 다섯 친구들은 주로 환경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예를 들면 환경오염 없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자기부상
열차나 쓰레기와 해충을 잡아먹으면서 연료를 만드는 청소기, 세면대물을 재사용하는 아이디
어, 친환경적인 테라리움 등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던 중에 「수학이 숨어 있는 명화」라는 책에서 자연의 신비로운 질서 속에도, 우리의
생활 곳곳에도 피보나치 수열이 숨어있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 ‘남천 FIVE’
는 피보나치 수열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피보나치 수열이 가진 규칙과 질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평소에 그냥 스쳐지나갔던 모든 것들에 피보나치 수열의 아름다움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남천 FIVE’ 의 친구들은 이러한 피보나치 수열을 우리 생활에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게 되었고, 우리 모두가 환경에 관심이 있다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피보나
치 수열을 이용한 지구 온난화를 줄이면서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창의적 구조물을 만들어 보
기로 하였다.
최대의 일사량을 받기 위한 솔방울과 해바라기, 꽃잎들처럼 피보나치 수열을 이용하여 에너
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피보나치 수열로부터 얻어지는 황금비가 적용된 아름다우
면서도 지구온난화를 예방할 수 있는 창의적 산출물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남천 FIVE’의
무한한 상상력과 피보나치 수열에 대한 연구가 함께 한다면 피보나치 아저씨도 감탄할만한 아
름다우면서 환경오염도 예방하며 에너지 절약도 하는 친환경 건축물인 피보나치 타운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를 상상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무한한 가능성이 살아 숨쉬는 ‘남천 FIVE’
가 ‘2014학년도 부산 영재교육 창의적 산출물 대회’라는 탐험의 연구주제로서『피보나치 아저
씨! 남천 FIVE도 만들어봤어요. 친환경 건축물을…』선정하게 되었다.

2. 연구 문제
피보나치 수열을 이용하여 친환경적이면서 아름다운 창의적 구조물인 피보나치 타운을 완성
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가. 피보나치 수열이란 무엇인가?
나. 피보나치 수열을 고효율적인 측면으로 적용하여 피보나치 타운을 만들 수 있는가?
다. 피보나치 수열의 미적인 측면을 피보나치 타운에 적용할 수 있는가?
라. 피보나치 타운은 환경 친화적인 미래의 건축물이 될 수 있는가?

3. 논쟁의 여지
가. 자연에서 발견되는 피보나치수열이 생존에 가장 효율적이다. VS 자연의 생장에서 필연
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 현재 학계의 논쟁에서 우리는 연구결과 전자의 입장을 취한다.
나. 황금비(1.618) VS 단비(1.6)
--> 1.618이나 1.6이나 거의 근사치이므로 우리는 어떤 비율도 상관없다는 입장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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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달성목표
피보나치수열의 개념을 이해하고 시각적 산출물인 건축물로 표현해본다.
가. 피보나치 수열에 대해서 이해한다
나. 솔방울을 비롯한 자연물에서 피보나치 수열을 이해한다.
다. 우리 생활 속 주변에서 피보나치 수열을 이해한다.
라. 역사적 건축물 속에서 피보나치 수열을 이해한다.
마. 이해와 연구를 바탕으로 피보나치 이론에 근거한 시각적으로 아름답고 친환경적인
요소를 결합한 창의적 구조물을 만든다.
바. 이 친환경적 창의적 구조물은 각 모둠원의 아이디어가 결합된 피보나치 타운으로 완성
한다. 이 피보나치 타운의 용도는 전쟁 시 안전한 요새가 될 수 있으며, 전혀 전기가
필요치 않은 자가발전이 가능한 곳이다.
1) 피보나치수열로부터 기인한 황금각과 나선형 잎차례를 적용된 해바라기 모양의 태
양광 발전소를 피보나치 타운 중심건물 옥상에 설치한다. 실제 해바라기처럼 태양
을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하여 최대 에너지를 흡수 저장하도록 한다.
2) 피보나치 타운의 주 건물은 피보나치수열로부터 기인한 황금비를 이루는 아름답고
안정감 있는 건물로 만든다.
3) 피보나치 타운의 건물 외벽이나 창문 역시 피보나치 수열을 적용하여, 잠자리 문양
과 같이 자연스러운 문양을 만들어 본다.
4) 피보나치 타운의 출입문마다 피보나치 수열을 응용한 개인 비밀번호를 만든다.
5) 주 건물에는 소방용 피보나치 미끄럼틀이 부착되어 있고, 주건물 외에 피보나치 해
수욕장을 만든다.

Ⅱ. 이론적 배경
1. 피보나치 (Leonardo Fibonacci, 1170~?)
이탈리아의 수학자인 피보나치는 요즘 말하는 융합형 인재로서, 피사 출생으로 피사의 레오
나르도 다빈치라고도 불린다. 피보나치는 아라비아에서 발달한 수학을 섭렵하여 이를 정리․소
개함으로써, 그리스도교 여러 나라의 수학을 부흥시킨 최초의 인물이 되었다. 1202년 저술한
《주판서》는 당시의 수학서의 결정판이다.
피보나치의 아버지가 아프리카 북안 부지항의 피사의 상무관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어려서부
터 수판에 의한 계산법을 배우고 또한 이슬람교 학교에서 인도 기수법을 익혔다고 한다. 그 후
이집트 ·시리아·그리스 ·시칠리아 등지를 여행하여 갖가지 계산법을 습득한 다음 피사로 돌아
와, 1202년 《주판서》를 저술하였다. 15장으로 된 이 책은 아라비아의 산술 및 대수 지식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당시의 수학서의 결정판으로서 그 후 수세기동안 유럽 여러 나라에서의
수학원전 구실을 하였다. 기하학에 대한 저서《기하학의 실용》(1220)에서는 유클리드를 소
개하고 몇 가지 정리를 증명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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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보나치 수열
<표1> 피보나치 수열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

7항

8항

9항

10항

1

1

2

3

5

8

13

21

34

55

위 수들을 잘 살펴보면, 3과 5를 더하면 8, 5와 8을 더하면 13과같이 앞의 두 수를 더하면
그 다음수가 되는데 이런 수의 배열을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한다. 이는 꽃잎의 수나 씨앗이
들어차는 순서를 결정하는 수의 배열이기도 하며 12세기 말 이탈리아 수학자 레오나르도 피보
나치에 의해 발견되었다. 1202년 수학서의 결정판인 <주산서>를 저술하여 이 수열이 서양으
로 유래되었다. 그리하여 그 이름을 따서 피보나치 수열이 되었다.
한 예로 해바라기 씨를 보면 나선을 찾을 수 있는데 그 중심으로 향한 나선의 개수가 오른
쪽방향이 89, 왼쪽방향이 55

또는 오른쪽이 55, 왼쪽이 34로 이웃한 피보나치 수가 나온다.

왼쪽방향이 성장속도가 느려서 작은 수가 나옴을 알 수 있다.

3. 피보나치 수열과 황금비(The Golden Ratio)
가. 황금비란?
어떤 양이 대소로 2분되어 그 작은 부분과 큰 부분과의 비가 큰 부분과 전체와의 비와 같을
때의 그 양쪽 부분의 비를 중외비 또는 황금비라고 한다. 이 비를 숫자로 나타내면 1:1.618
이다. 황금비를 한 선분으로 나타내자면, 전체 직선과 긴 선분의 비가 긴 선분과 짧은 선분의
비와 같도록 나누는 것으로 정의되는 비율로서 점C는 AB를 황금 분할하고 AC와 BC는 황금
비이다.

2

2

1

1

2
1

1.618

[그림 1] 황금비 선분 만드는 방법

황금 분할 - AB : AC = AC : CB =
황 금 비 - AB : AC

(phi)(점 C가 선분AB를 황금분할 함)

= 1.618 : 1 = 1.618 =

(phi)

나. 피보나치 수열과 황금비의 관계
1) 황금비
<표1>에서 피보나치의 수열의 뒤항을 앞항으로 나누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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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피보나치 수열의 두 수간의 비

가 황금비인 1.618에 가까워진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피보나치수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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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할 수 있는 모든 현상들 이면에는 황금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는 피보나치 수열로 설
명할 수 있는 앵무조개 껍질의 소용돌이 무늬, 해바라기 꽃씨, 솔방울, 꽃잎 등의 자연현상을
황금비로도 설명할 수 있게 된다.
2) 황금직사각형
황금직사각형은 가로와 세로의 비가 1:1.618인 황금비를 이룬다. [그림1]에서 선분 AC를
밑변으로 하는 직사각형이 황금직사각형이 된다. 황금비로 이루어진 이 황금 직사각형은 고유
의 특성을 나타내는데 [그림1]의 점C를 기준으로 정사각형을 잘라내면 다시 황금 직사각형이
나타나고 무한히 반복되어도 황금비의 비율을 유지하며 작아지는 특성을 가진다. 물론 AB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붙여서 나가면서 직사각형을 확대해나가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서
참 재미있는 것은 큰 것과 작은 것에 두 대각선을 그리고 무한히 반복시켜도 대각선의 교차점
은 각 직사각형 개체에서 정확이 같은 좌표에서 만나는 특성이 있다. 다른 말로 만들어지는 어
떤 직사각형의 대각선도 같은 선상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황금 직사각형의 무한 분할에서 나타나는 황금나선(Golden Spiral)은 피보나치 수열
의 패턴과 정확히 일치하는 방식으로 확장, 축소 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성은 무한의
개념을 내포한다.
다. 황금비선분과 황금각
황금비 선분을 구부려서 원을 만들면 점B와 점C를 이은 작은 각이 137.507764...°로 약
137.5°가 된다. 이 각도는 해바라기 씨가 들어차는 각도이며, 잎이 나선형으로 나면서 나는
각도이기도 하다. 그래서 회전하면서 이 각도로 점을 찍으면 각 점이 겹쳐지지 않은 채 방사형
의 원을 이루어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자연에서 규칙성을 찾은 것도 놀랍지만, 볼수록 정교하
다는 사실이 더 놀랍다.

AC

a
B

A

C

B
각 a는 137.5도

[그림 2] 황금비 선분을 이어 황금각 만들기

[그림 3] 해바라기 씨 방사형

라. 황금각과 똑똑한 나선형 잎차례
식물의 잎은 성장에 필요한 햇빛과 물 등을 얻기에 가장 좋은 곳에 생긴다. 잎이 난 자리 바
로 위에 입이 나면 아래 잎은 성장에 필요한 요소를 충분히 얻기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
부분 식물의 잎은 줄기를 따라 나선형으로 생긴다. 이렇게 잎이 나는 방식을 ‘나선형 잎차례’라
고 한다.
식물의 줄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대나무는 줄기를 한 바퀴 돌 때 잎이 2장 나 있다. 벚나무
와 사과나무는 두 바퀴 도는 동안 잎이 5장, 장미와 배, 버드나무는 세 바퀴 도는 동안 8장의
잎이 나 있다. 한 잎에서 다음 잎이 나기까지의 회전하는 비를 분수로 나타내 잎차례를 구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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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식물이 t번 회전하면서 n개의 잎이 나오고 n+1번째 잎이 처음 잎 위에 나면


잎차



례라고 한다.
예를 들어 대나무는




잎차례, 벚꽃은  잎차례다. 잎차례가  인 포플러는 3번 회전할





때마다 8개의 잎을 배열한다. 아홉 번째(n+1) 잎부터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오는데, 잎의 크
기를 다르게 하거나 나선형으로 약간씩 어긋나게 해 햇볕을 골고루 받는다.
그런데 식물의 나선형 잎차례와 피보나치수의 비율을 나란히 두고 살펴보면 거의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선형 잎차례를 구성하고 있는 수는 모두 피보나치 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잎이 나는 순서를 따져보면 잎과 잎 사이의 각도를 계산할 수 있는데, 위에서 언급했
듯 황금각인 137.5°에 가까워진다. 황금각에 가까워질수록 잎이 서로 겹쳐질 확률이 작아진다.
이처럼 잎차례가 피보나치 수열을 따르는 것은 잎이 바로 위의 잎에 가리지 않고 햇빛을 최
대한 받을 수 있는 수학적 해법이기 때문이다.

Ⅲ. 실험 방법
피보나치 수열의 개념을 이해, 탐구하고 시각적 산출물인 건축물로 표현해본다.
개념이해의 방법으로는 피보나치 수열의 에너지 효율적 접근과 황금비에 의한 아름다운 미
적 접근의 두 가지 측면에서 탐구하였으며, ①사전 찾기 ②인터넷검색 ③식물도감, 동물도감,
백과사전, 역사적 유물이나 건축물의 책 보고 실제 관찰 ④직접 그리거나 만들기 ⑤자연환경
탐색 ⑥박물관, 시설관리공단, 동네, 시장 탐방 ⑦전문가 상담(수학선생님, 건축가선생님) 등
의 방법을 이용한다.

1. '남천 FIVE'가 탐구하는 피보나치 수열
가. 에너지 효율적 접근
1) 솔방울로 피보나치 수열 탐구하기
‘남천FIVE'의 팀원이 솔방울의 나선 수를 헤아려 보니, 분명히 피보나치 수열의 이웃
하는 수를 알 수 있었다. 또한 솔방울 나선을 색을 달리하여 색칠하거나 선을 그어 수
를 세어 보고 피보나치 수열을 이해할 수 있었다. 반시계방향이 성장속도가 빨라서 큰
피보나치수가 나온다.

빨간색(반시계방향)나선수 13
파란색(시계방향) 나선수 8
⦗사진1⦘솔방울 / [그림 3] 솔방울 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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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 솔방울 나선 색칠하고 개수 세기

2) 잎차례 만들어보기

⦗사진3⦘잎차례 만들기

먼저 일정한 간격의 나선을 만든후, 각도기의 중심을 나선의 중심에 놓고 밑변을 나선의 끝
선과 맞춥니다. 그리고 나선의 중심을 기준으로 황금각인 137.5도 간격으로 나선을 따라 점을
찍어 나가는데 총 7번 반복하여 점을 찍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선을 오리고--> 점 찍
은 부분에 나뭇잎을 붙이면 됩니다. 나선이 3바퀴 돌때 총 8잎의 나뭇잎이 붙게 됩니다. 이러
한 과정을 통해서 자연물속에서 나타나는 피보나치수열의 신비함을 알게 되었고 식물에서의
피보나치 배열이 가장 효율적임을 알 수 있었다.

나. 아름다움의 미적 접근 :피보나치 수열과 황금비의 관계 탐구하기
1) 황금비 직사각형으로 황금비 탐구하기
피보나치 직사각형을 만들어보고 모두 8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옴을 탐구과정을 통해 알 수
있었으며, 그 중 4가지의 피보나치 직사각형 나선의 종류도 이해할 수 있었다.
나선 모양만 생각한다면, 180도 회전하면 같은 모양이 되므로, 결국 나선의 종류는 시계방
향과 반시계방향의 두 가지 임을 계획서 쓸 때 와 다른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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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피보나치 나선의 종류

⦗사진4,5⦘ 피보나치 직사각형 만들기

2) 역사적인 유물이나 건축물에서 황금비 탐구하기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 삼국시대 미륵보살반가사유상, 예루살렘 모스크 등에서 나타나는
황금비율은 사람들이 느끼기에 가장 안정되어 있고 아름다운 비율이다. 르네상스 시대의 볼로
냐의 수도승 루카 바티리오에 의하여 신성비례라고 불리울 정도로 중요시되었고 특히 시각적
인 요소가 드러나는 건축물에서는 황금비를 많이 이용함을 알 있었다.

[ 그림 5 ] UN건물

⦗사진6⦘ 미륵보살반가사유상

⦗사진7⦘ 파르테논신전

유엔건물을 살펴보면, 색이 다른 무늬선이 유엔건물을 황금 분할하고 있습니다.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은

나누어질 수 있는 기준선들을 경계로 많은 황금비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아름다운 조형물이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은 신이 만든 자연의 예술품이라고 표현했듯이 황금비로 이루어진 파르테논
신전은 보기가 아주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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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앵무조개 접어보기

⦗사진8⦘ 앵무조개 접기

2. '남천 FIVE'가 찾아보는 피보나치 수열
가. 에너지 효율적 측면의 피보나치 찾아보기

⦗사진9⦘해바라기나선 살펴보기

해바라기 나서에 대해 알아보고 실제 해바라기를 관찰하고 말려서 씨앗에 매직으로 나선을
색칠해보았다. 시계방향으로의 나선과 반시계 방향으로의 나선의 개수를 세어보면 피보나치 수
열의 이웃한 수가 나옴을 알 수 있다. 반시계방향이 성장속도가 빠르므로 큰 수가 나온다.
나. 미적 아름다움 측면의 피보나치(황금비) 찾아보기
1) 얼마전 방한한 ‘교황이 받은 선물’에서 피보나치 수열 찾기
가)화목문 자수보자기로 황금비 탐구

박근혜 대통령이 교황
에게 선물한 화목문
자수보자기를 살펴보
니 그냥 보기에는 단
순한 보자기 이지만,
문양들이 끝나는 점들
을 기준으로 했을 때
1:1.618 황금비를 찾
을 수 있었다.

A : B = C : D = 1 :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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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0⦘화목문 자수보자기

나) 철화분청사기 어문병으로 황금비 탐구
교황이 충청도를 방문하였을 때 받은 선물인
철화분청사기 어문병을 살펴보았다. 왼쪽그림
은 어문병의 단면을 탐구한 것이고 오른쪽 그
림은 어문병의 형태와 문양을 중심으로 탐구
한 것이다.
왼쪽그림의 A는 어문병의 가장 오목한 부분
의 가로길이이고 B는 어문병의 바닥부분의 가
로길이입니다. A와 B의 길이의 비가 1:1.618
로 황금비를 이루었다. 또한, C와 D의 단면의
지름의 길이비도 1:1.57로 황금비에 가까웠다.

c

오른쪽그림을 살펴보면 어문병의 가장 오목한
부분을 A로 잡고 가장 볼록한 부분을 C로, 위
쪽 줄무늬 부분을 B로 잡으면 AB의 길이와
BC의 길이의 비율이 1:1.618로 황금비를 이루
었다.

D

⦗사진11⦘철화분청사기 어문병

다) 한빛탑으로 황금비 탐구

A : B = C : D
1 : 1.618
한빛탑은 교황이 대전을 방문하였을
때 선물로 받았다고 한다. 한빛탑에서
도 황금비를 찾아볼 수 있었다.
작은 원에서 윗줄무늬 부분까지 A로
잡고 큰 원에서 작은 원까지의 길이는
B로
잡았을 때 A와 B의 비율이
1:1.618인 황금비를 이루고 있었습니
다.
또 작은 원의 지름을 C로 잡고 바닥
의 큰 원의 지름을 D로 잡았을 때 C
와 D의 비율이 1:1.618인 황금비를 이
루고 있었다.
그래서 한빛탑이 좀 더 안정적이고 아
름다운 모습의 탑이 된 것 같다.

⦗사진12⦘한빛탑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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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래 박물관’에서 피보나치 수열 찾아보기
고래 박물관의 고래 뼈, 거북이 등딱지, 조개 속에서 피보나치수열을 찾아보았다.

⦗사진13⦘ 고래 박물관에서 피보나치 수열 찾아보기

3) ‘광안대교’에서 황금비 찾아보기
시설관리공단을 방문하여 실제 도면을 보고 길이를 알아보고 담당자의 설명을 들은 후, 황
금비를 친구들과 찾아내어 보았다.

⦗사진14,15⦘[ 그림 6 ] 광안대교 도면

우리 고장에 있는 광안대교가 황금비인지를 찾아보기 위해서 광안대교 시설관리공단을 방문
하였습니다. 우리는 광안대교의 도면탐구를 통해 기둥 상단길이와 하단길이가 1:1.618인 황
금비를 이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4) ‘시장탐방’에서 황금비 찾아보기
우리 동네 해변시장에 가서 떡 진열장에서 떡 모양을 보고 황금직사각형을 찾아 볼 수 있었
고, 활어 회 센타에서 소라와 누워있는 물고기 모습에서도 황금비율을 찾아볼 수 있었다.

⦗사진16⦘해변시장 물고기

[ 그림 7 ] 물고기 황금비율

물고기는 아가미 지느러미의 끝부분에 의해 몸 전체길이가 아가미부터 황금분할되고, 배부분
에 달린 뒷지느러미에 의해 꼬리부분부터 몸전체 길이가 황금분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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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리 신체에서 황금비 찾아보기
우리 신체에서 황금비를 찾아보고, 황금비의 아름다움을 창의적 산출물에 적용할 수 있었다.

[ 그림 8 ] 얼굴 황금비율

[ 그림 9 ] 인체 황금비율

⦗사진17⦘팔의 황금비율

우리신체도 탐구해보니, 개인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황금비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
습니다. 먼저 얼굴을 보면 목에서 코끝까지와 코끝에서 머리끝까지 비율이 1:1.618로 황금비
를 이룸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몸 전체에서 보면 배꼽을 기준으로 상반신과 하반신이 1:1.618로 황금분할되어 있었고, 배
꼽 위 상반신만 본다면, 목을 기준으로 1:1.618로 황금분할 되어있습니다.
하반신을 살펴보면 무릎이 하반신을 황금분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팔의 길이 비를 본다면 어깨선에서 팔꿈치까지와 팔꿈치에서 중간손가락 끝까지의
비율이 1:1.618로 나타났습니다.

3. '남천 FIVE'가 만들어 가는 피보나치 타운
'남천 FIVE'가 탐구한 피보나치 수열의 에너지 효율적인 장점과 아름다운 황금비를 바탕으
로 ‘피보나치 타운’이라는 창의적 산출물을 만들었다. 아이디어를 모으고, 구조물을 그려보고,
전문가 상담 후 재료선정하며, 구조물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원하는 산출물이 나올 때
까지 의논하고 반복했다.' 남천 FIVE'의 피보나치 타운 설계도는 다음과 같다.
① ‘피보나치 타운’의 주 건물은 피보나치 수열로부터 기인한 황금비를 기반으로 아름답고 안
정감있는 건물로 만든다.
② 피보나치 수열로부터 기인한 황금각과 나선형 잎차례를 적용된 해바라기 모양의 태양광
발전소를 피보나치 타운 중심건물 옥상에 설치한다. 실제 해바라기처럼 태양을 향해 시
간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대의 에너지를 흡수하고 저장하도록 설계한다.
즉, 전기가 필요치 않은 자가발전이 가능한 곳으로 유사시 안전한 요새가 될 수 있다.
③ 피보나치 타운의 건물 외벽이나 창문 역시 피보나치 수열을 적용하여, 잠자리 문양과 같
이 자연스러운 문양으로 만들어 본다.
④ 피보나치 타운의 출입문마다 피보나치 수열을 응용한 개인 비밀번호를 만든다.
⑤ 주건물에는 소방용 피보나치 미끄럼틀을 제작하고, 피보나치 해수욕장을 만든다.
친구들과 함께 상상하여 그려본 구상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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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0 ] 우리가 구상한 피보나치 타운

⦗사진18⦘우리가 그려보는 구상도

Ⅳ. 실험 결과 및 토의
1. ‘피보나치 타운’구조물에 대한 의논 토론
타운이라는 이름에 맞게 건물을 처음에 5개 정도 만들려 했으나, 바닥에 비해 건물의 수가
복잡하다는 의논으로 모아져서 주건물과 또다른 건물 하나 더와 한빛탑 모양에서 아이디어를
착안한 전망대를 만들기로 하였다. 그리고 황금각과 나선형 잎차례를 적용된 해바라기 모양의
태양광 발전소를 주건물 옥상에 설치하기로 했다. 실제 해바라기처럼 태양을 향해 시간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대의 에너지를 흡수하고 저장하도록 설계한다.
즉, 전기가 필요치 않은 자가발전이 가능한 곳으로 만든다.
가. 해바라기 모양의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고찰
우리의 예상 및 토론>
<표2> 태양전지판 토론

사각형의
큰
태양광 전지판

효율성에 대해 열띤
토론->해바라기모양 자체가
변경되어야 하나

작은 전지판들의
군집 형태

우리의 예상 결론>만약 큰 빌딩이나 진짜 거대한 에너지를 모을 때에는 작은 단위의
고효율의 알맹이를 만들고 해를 따라 움직이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예상으로 창의적으로 만
드는 것에 만족하기로 하고 만들기 시작했다.
1) 해바라기 모양으로 만들면서 작은 단위의 태양전지판을 해바라기 씨앗 배열과 같이 배열
하고 최고의 태양에너지 흡수를 할 수 있도록 태양의 빛과 태양전지판이 90도를 이루도
록 해를 따라 움직 일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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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에서 좀 더 안정적인 모양을 선택하는데에 의견이 나뉘었으나 결론적으로는 아래중
나)모양을 선택하였다.

<

가)

나)

보다 안정적
⦗사진19⦘실험사진1

2) 해바라기 모양을 바가지 모양을 할 지 바가지 엎은 모양을 할 지에 대한 고찰
바가지 모양위에 태양전지판을 붙힐지..바가지 엎은 모양으로 할 지 또 토론을 하였다.
그러다가 인터넷 자료에서 꽃모양을 한 (해바라기는 아니지만) 노르웨이의 태양광 발전
소를 발견했다. 하지만 그것은 말그대로 모양만 꽃 모양이지 효율과는 별개로 보였다. 그
래서 우리는 실험을 하였고 결국 바가지 엎은 모양을 선택하게 되었다.
가) 바가지 모양 실험
하나는 바가지 엎은 모양으로 또 하나는 바가지 모양 그대로 해서 운동장에 한 시간
동안 뒀다가 온도를 재기로 했다. 바가지 엎은 모양에는 펀치로 구멍 뚫어서 테이프
로 막아둔다. 한 시간 뒤 바가지 엎은 모양은 구멍으로 온도계를 넣어 온도를 재고
바가지 모양을 그대로 잰다. 실험결과 우리는 에너지 효율 높은 바가지 엎은 모양을
선택했다.
<표 3> 해바라기 태양광 모양 선택 실험
그늘 적고 보온효과

한시간 동안 햇빛에 노출

한 시간 뒤 온도 2도 차이 남

그늘 생기고
보온효과 없음

한 시간 뒤 30도 > 28도

3) 태양광 발전소에서 태양광.풍력 복합발전소로 업그레이드
해바라기 모양으로 하기로 하여 꽃 잎 부분을
생각하다가, 우리는 꽃 잎이 돌아가도록 만들면 풍
력발전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태양광 풍력 복합
발전소로 보다 발전되었다.
비가 오거나, 밤에는 풍력 발전으로 에너지를
모을 수 있고 그 외에는 태양광과 풍력 모두를 이
용해 에너지를 모을 수 있다.

⦗사진20⦘태양광 풍력 복합 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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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황금비 건물에 관한 고찰
1) 주건물에 대한 고찰
가) 주건물의 크기:주건물의 크기는 정면에서 봤을 때
<표4>주건물 크기 비교

<

세로*가로
28*17
(황금비)

세로*가로
22.7*14

좀 더 안정적

(황금비)

그리고 위에서 본 건물의 단면 크기는 정사각형이 되도록 14*14로 하였다.
나) 주건물의 건물 외벽과 창문
<표 5> 주건물의 건물 외벽과 창문

통유리, 잠자리 문양

(1) 외벽 중 앞면

황금비를 적용하여 물결 무늬로 나누어 한쪽은
앞면과 같이 잠자리 문양을 넣고 다른 쪽은 그대
로 외벽으로 남겨둔다.

(2) 앞면의
오른쪽 외벽

(3)
앞면의 왼
쪽 벽

<
훨씬
아름답
고 안정
적

반대쪽처럼 황금비 적용 물결무늬를 넣되 물결
방향과 창문의 위치는 직접 만들어 비교해보고
좀 더 안정적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쪽으로 정했
다.

(4) 유리는 열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여 태양광발전으로 생긴 에너지와 함께 저장한다.

(5)잠자리 문양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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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두 번째 건물에 대한 고찰
가) 주건물의 크기
주건물이 높게 세워져서 두 번 째 건물은 가로로 누운 건물을 만들었다.
크기는 주건물과 같이 있었을 때 너무 크지 않고 안정감있게 보이는 크기로 정하였다.
단, 이 건물 역시 크기를 황금비 적용 하였다.
나) 두 번 째 건물의 건물 외벽과 창문
정면 앞은 원 모양의 창문을 여러개 넣기로 하고 창문크기는 역시 황금비율이 나오도
록했다.
적당한 크기는 창문으로 뚫고 너무 큰 크기는 원의 문양으로 황금비의 아름다움을 적
용시킬 수 있었다. 옆 쪽은 투명 유리로 만들었고 만드는 과정에서 주건물과 잇는 통로
를 만드는 것으로 생각이 발전되었다.

⦗사진21⦘두 번째 건물 만들기

3) 한빛탑 모양 전망대에 관한 고찰
한빛탑 모양 전망대라는 멋진 생각으로 우리는 기뻤고,
한빛탑 색깔을 잘 어울리는 색을 찾다보니 여러번 바꾸었다.
결국 주황색으로 마무리 되었다. 그리고 한빛탑의 원부분이
둘 다 전망대가 되었는데 한빛탑처럼 황금비에 맞게 위전망
대와 아래 전망대 사이의 길이를 1.618로 했을 때 위 전망

⦗사진22⦘한빛탑 만들기

대에서 1이 되는 지점에 문양을 넣어 아름답고 안정감있는
황금비가 적용되도록 하였다.

4) 피보나치 비밀번호에 대한 고찰
두 건물 출입문에 각자의 비밀번호를 만들었는데 피보나치를 이용한 비밀 번호이다.
비밀번호의 형식은

만약 4209라면 실제 비밀번호는 피보나치 4번째, 2번째, 0번째, 9번

째의 첫 번째 숫자를 입력하는 것으로 3103이 된다. 이는 다시 피아노 건반에 적용하였다.

⦗사진23⦘비밀번호 입력 피아노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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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보나치 해수욕장에 대한 고찰
주건물에 미끄럼틀을 만들기로 하였는데 만드는 과정에서 수
영장으로 이어지는 미끄럼틀을 만들기로 하여 즐거운 휴식을 위
한 놀이 시설도 되고 만일을 대비한 소방 시설도 된다고 생각한
다.

미끄럼틀은 주건물에 붙은 것과 피보나치 타운 중간에 수

영장에 위치한 깔때기 모양 미끄럼틀 두 개를 만 든다.
이 깔때기 모양 미끄럼틀은 나선형 황금비를 적용하고 건물에
붙은 미끄럼틀 역시 황금비를 이용하여 꺾이는 부분을 만들어
아름답게 한다.

⦗사진24⦘피보나치 미끄럼틀 만들기

2.

전문가 상담

황금비에 대한 부분은 우리들 탐구로 궁금증도 해결되고 이해가 되어 우리가 만드는 피보
나치 타운에 적용 응용하는 데에도 별 어려움이 없었으나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부분은 아
이디어일 뿐 궁금한 것도 생기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여 경동건설 류지헌 아저씨의 설
명을 들었다.
아저씨, 우리의 해바라기 태양광 풍력 복합 발전소 아이디어가 어때요?
우와~ 아이디어가 현재의 최신 계발된 태양광 발전소까지 왔네! 대단하다~! 풍력
태양광 복합 아이디어가 멋지지만, 아쉽게도 현재 이미 만들어진 게 있단다. 강서
체육공원에 가면 가로등에 풍력에너지 생성을 위한 작은 바람개비 모양의 구조물
이 달려있고 작은 태양광전지판 두 개가 붙어 있어.하지만 너희들 해바라기 발전
소가 더 많은 에너지를 생성이 가능하겠구나...

아, 정말요~? 안그래도 에너지 효율이나 모양에 대해 친구들과 토론을 많이 했어요~

<표6>많은 에너지 생성에 효율적인 태양광전지판에 대한 설명
작은 에너지 생성
큰 전지판 몇 개로 해
결해 추적 장치 불필
요
지지대 유무 선택가능

일반 가정집에 사용

비교설명으로
인해 우리의
열띤 토론이
해결되었다.
(우리는 타운
전체의 에너
지 공급이 목
적이므로 )

막대한 에너지 생성

현재 한국에서 히트치는
태양광

수많은 작은 전지판 군집이 효율
적(이유는 만드는 비용 절감, 지
지설치 비용 절감, 해 추적 장치
의 절감이 가능하기 때문)
해 추적 장치 필수

우리의 아이디어 중 하나인
잎차례를 그대로 이용해 태양
전지판 나무로 말 그대로 가
로수의 잎대신 잎 자리에 태
양전지 부착. 넓은 장소 필요
없음.

전 세계에 큰 에너지 생성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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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만들어지지않은 해바라기 모양을 선택한 게 다행이네요~
해바라기 모양 만들기에서는 처음에는 네모 모양의 작은 전지판을 해바라기 씨앗 모양으로 바닥
에 배열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 모양을 빌딩 위에 만들기에는 장소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어서
완전히 해바라기 꽃 모양으로 하되 씨앗 모양의 고효율의 작은 태양전지판을 만든다는 가정을 하
게 되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현재 예전 스페인의 최대 에너지 생성 태양광 발전소에 이어 미
국에 지구상 최고의 에너지 생성 태양광 발전소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모양이 처음 생각한 모
양과 동일했어요! 그런데 정말 넓은 장소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아이디어의 발전소가 가능
할려면 정말 하나의 단위 태양전지판을 엄청 고효율로 만들어야 좁은 장소에서도 엄청남 에너지
의 생성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그리고 현재까지는 태양광 전지판이 검은색 밖에 안된다고 한
다. 만약 가능하다면 투명한 태양전지판이 된다면 우리가 설치한 옥상 정원을 덮고 있는 반구도
태양 전지판으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우리가 만든 건물의 유리를 열흡수 유리로 만들겠다고 구상하긴 했는데, 태양광은 전기를 생성하
고 태양열은 온수를 생성한다고 했다. 하지만, 둘은 에너지 형태가 바뀔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전기를 많이 생성하면 온수 만드는 것도 가능하고 온수를 많이 생성하면 전기도 만들 수 있다고
한다.우리가 만든 피보나치 타운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3. 재료 선정
재료는 경성대 화방과 다이소에서 여러 가지를
구할 수 있었다. 폼포드, 포멕스(계단과 의자 침
대등을 만듦), 다양한 색지, 코팅지, 플라스틱 반
구, 보석, 강력자석, 팰트지, 목공풀, 가로등모
형, 사람 모형, 리본, 컵 종류, 인조 나무 등 다
양한 재료를 활용하였다
⦗사진25⦘경대 ‘드림디포’문구점 방문

V. 결

론

피보나치 수열에 대해서 솔방울을 비롯한 자연물과 역사적 건축물 속에서, 우리 생활 속의
주변을 탐방하고 이해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이해와 탐구를 바탕으로 피보나치 이론에 근거하여
시각적으로 아름답고 친화경적인 요소를 결합한 창의적 구조물을 그려보고 만들어 보게 되었
다. 친환경적 창의적 구조물은 ‘남천 FIVE'의 아이디어가 결합된 피보나치 타운으로 완성되었
다. 구체적으로, 잠자리 문양을 포인트로 한 태양광.풍력 복합 발전소가 옥상에 설치된 주건물
과, 피보나치 황금비율의 원들이 문양이 된 가로 건물, 그리고 한빛탑 전망대, 해수욕장, 각
건물의 출입구마다 피보나치 수열이 응용된 비밀번호가 피아노 문양과 어우러지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이 피보나치 타운은 '남천 FIVE'가 탐구한 피보나치 수열의 에너지 효율적인 장
점과 아름다운 황금비를 이루게 되었다.
자연의 질서 속에서 발견되는 너무나 많은 피보나치 수열의 질서...
이는 분명 자연이 기나긴 적응과 과정을 거치며 터득한 나름의 생존법칙이다. 따라서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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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이며, 피보나치수열로 인한 황금비 또한 인류역사상 가장 오래된 건축원리의 하나로 그
만큼 안정적이고 아름다움에 틀림없다.
그러므로 ‘남천 FIVE'가 만든 '피보나치 타운'은 고효율을 내세운 친환경적인 동시에 아름
다운 창의적 구조물이라고 생각한다.
<표 7> 결론 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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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고 싶은 점
황금나선이 꼭 그려지는 정사각형의 배열의 황금직사각형만 황금직사각형이라 할 수 있는지요
또 다른 황금나선의 가능성은?
프로젝트 및 창의산출물 대회 후기

피보나치가 뭐지??? 재미없던 피보나치 수열이 황금직사각형과 황금
분할을 알아가면서 어느새 재미있는 피보나치가 되었다. 피보나치아
저씨!! 5학년이 되면 황금비는 더 잘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고생한 친구 성욱아!! 너는 지식이 많고 이해력도 굉장히 빠른
것 같아!! 너랑 한 팀이라서 좋았어!.

영재학급 프로잭트를 하니 어렵기도 했지만 직접 우리가 만드는 것이랑
1.618 황금비를 찾는 것이 재미있다. 광안대교 설계도를 본 것 그리고
마치고 친구들과 논 것 고래 박물관 견학 등 친구들과 함께한 시간이
재미있었다. 우리가 무언가 알아가고 탐구하고 창의적인 피보나치 타운을
만들었다는 게 참으로 뿌듯햇다.
멋진 친구 준헌아!! 너는 리더십도 많고 너의의견을 잘 정리하여 이야기하고
배려할 줄 아는 좋은 친구야!!

피보나치 수열이 우리 생활 속에 많이 있다는 걸 알고나니 신기하였
다. 견학도 가고 피보나치 수열, 황금비, 황금 직사각형을 배우고 그
려보았다. 쉽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걸 배우고 나니 내가 더 유식해
진 것 같았다.
내 친구 경동아!! 너는 멋진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그림도 열심히
잘 그리는 멋진 우리 친구야~!!

피보나치라는 새로운 계산법을 아니까 신기하고 재미있었다. 하지만,
이런 피보나치는 우리 학년에게는 여전히 어렵다고 생각한다. 다시
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꼭 다시 해서 전문인이 되고싶다.
항상 밝은 얼굴 지연아!!! 남자들도 하기 힘들었는데, 늘 밝은 얼굴로
밤까지 함께 해줘서 고마워~~~

피보나치 아저씨! 남천 FIVE도 만들어봤어요. 친환경 건축물을… ∙ 109

우리의 생활 속에는 ‘별개 다 피보나치네!’라고 생각할 정도로
피보나치 수열이 많이 있었다. 나는 피보나치와 친해지면서 박사가
된 기분도 들었지만,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피보나치를 좀 더
완벽하게 꿰뚫어 보고 싶다.
적극적인 우원아!!! 발표도 열심히 하고 창의적인 너와 좋은 시간을
보낸 것 같아! 앞으로도 파이팅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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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상

정폭도형의 변신은 무죄!
(정폭도형의 특징을 이용한 편리한 생활용품 제작)
영

역 : 초등수학

소

속 : 해운대초등학교영재학급

연 구 팀 : 뢸로의 팔로우들
연 구 자 : 김 시 윤 (해강초등학교 5학년)
김 준 태 (해강초등학교 5학년)
박 지 훈 (해강초등학교 5학년)
이 유 신 (해강초등학교 5학년)
정 인 환 (해강초등학교 5학년)
지도교사 : 정

진 (해운대초등학교)

요약(Abstract)
영재학급의 궁리마루 현장체험학습에서 뢸로 다각형을 통해 정폭도형을 알게 되었다. 정폭도형은
도형과 접하는 두 평행선 사이의 거리가 항상 일정한 도형을 말하는데 대표적인 도형으로는 원과 뢸
로 다각형이다. 현장체험학습을 통해 원이 아닌데도 흔들리지 않고 둥근 바퀴처럼 일정하게 굴러가
는 것이 신기하였고, 폭의 거리 또한 일정하다는 것에 대해 호기심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정폭도형의 특징을 이용한 용품들이 우리의 실생활 속에도 있다는 것을 알
고 정폭도형을 연구대상으로 정하게 되었고, 먼저 정폭도형에 대한 정의, 성질, 실생활에 사용되는
예를 인터넷이나 문헌조사, 논문 초록을 통해 조사해 보고 조사한 자료가 맞는지 정폭도형들을 직접
작도하여 검증해 보았다. 그리고, 정폭도형의 특징을 이용하여 각종 생활용품을 뢸로 다각형 형태로
직접 제작해 보고 효과성을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뢸로 다각형의 가장 큰 특징은 다각형의 각 변이 직선이 아니라 불룩하게 굽은 활모양이고 일정한
높이를 유지하면서 굴러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감안하여 우리는 생활용품을 만들었는데,
첫 번째, 탁상용 “정폭도형 팝업 달력”을 제작해 보니 휴지 원심통에 쉽게 끼워 넣을 수 있는 편리
한 달력을 제작할 수 있었고 또한 제작된 달력은 매월 바뀌는 월, 그리고 달력 전체가 입체적이어서
시각적 우수성이 뛰어났다.
두 번째, 삼각, 오각, 원 정폭도형 모양으로 훌라후프를 제작하여 모양에 따른 운동 효과를 분석
하여 보니, 원 훌라후프로 운동하였을 때 부드럽고 내려가지 않으며 힘이 적게 들고 허리를 많이 돌
리지 않아도 되었지만, 뢸로의 다각형 훌라후프로 운동하였을 때, 원 훌라후프 보다 더 많이 움직이
고 허리를 많이 돌리지 않으면 떨어지려고 하였다. 따라서, 뢸로의 다각형 훌라후프는 다이어트하
는 사람에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세 번째, 뢸로 삼각형을 이용하여 제작한 “뢸로 깨갈이”는 정말 활용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 분석
하여 보니, 잘 갈리는 깨를 보고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정폭도형을 활용하여 인라인스케이트 혹은 보드를 만들었을 때, 원으로 제작한 것보
다 속도가 늦어지게 됨에 따라 안전성 있는 인라인스케이트 혹은 보드가 탄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았
고, ‘뢸로 수레가 만약 있다면 험난한 길에서는 속도는 늦지만 운행이 편리하지 않을까?’라는 상상도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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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 동기
영재학급의 궁리마루 현장체험학습에서 ‘뢸로 다각형’을 통해 정폭도형을 알게 되었다. 원이
아닌데도 흔들리지 않고 둥근 바퀴처럼 일정하게 굴러가는 것이 신기하였고, 폭의 거리 또한
일정하다는 것에 대해 호기심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정폭도형의 특징을 이용한 용품들이 우리
의 실생활 속에도 있다는 것을 알고 정폭도형을 연구 대상으로 정하게 되었다.

2. 연구 목적
가. 정폭도형의 정의를 알고 정폭도형의 특징을 이해한다.
나. 정폭도형의 특징 및 그 중 뢸로 다각형의 원리를 활용하여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각종 생활용품 등을 개발하고 산출물을 제작한다.

3. 연구 방법
가. 자료조사 : 정폭도형에 대한 정의, 성질, 실생활에 사용되는 예를 인터넷이나 문헌조사,
논문 초록을 통해 조사한다.
나. 자료검증 : 조사한 자료가 맞는지 정폭도형들을 직접 작도하여 검증한다.
다. 뢸로 다각형을 활용한 생활용품(신제품) 제작 : 정폭도형의 특징을 이용하여 각종 생활
용품 등을 뢸로 다각형 형태로 직접 제작한다.

4. 연구 기간과 활동 내용
기간

활동 내용

비고

2014.7.5(토)~7.13(일)

연구주제에 관한 사전조사

개별 조사 후 토의

2014.7.14(월)~7.20(일)

연구 전 준비물 준비 및 실험 계획 수립

조원 공동 작업

2014.7.21(월)~7.25(금)

관찰 및 측정, 보고서에 필요한 자료 수집

개별 조사 후 토의

2014.7.26(토)~8.3(일)

창의적 산출물 제작, 보고서 작성

조원 공동 작업

2014.8.4(월)~9.30(화)

최종결과보고서 작성 및 PPT제작 완료

조원 공동 작업

Ⅱ. 이론적 배경
1. 정폭도형의 정의와 특징
가. 정의
1) 도형과 접하는 두 평행선 사이의 거리가 항상 일정한 도형을 말한다.
2) 대표적인 도형으로는 원과 뢸로 다각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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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을 통한 검증 >

나. 특징
1) 바닥에 굴릴 때 그 도형의 높이는 변하지 않고 일정하지만, 중심의 높이는 바뀔 수도
있다.

< 다양한 정폭도형과 중심의 높이 >

2) 폭이 일정하므로 어느 쪽으로 넣어도 빠지지 않는다.

< 모형제작을 통한 직접 실험 >

2. 뢸로 다각형 작도를 통한 정폭도형 이해
가. 뢸로 다각형 그리기
1) 밑변을 일정한 길이로 긋는다.
2) 각도기로 자신이 그리고자 하는 정폭도형이 되는 다각형의 각도를 재서 직선을 긋는다.
예) 정폭도형 삼각형을 그릴 때는 정삼각형을 그리므로 각도를 60도로 재서 직선을 긋
는다.
3) 직선에서 변과 같은 길이로 표시를 한 후 각도기로 재서 직선을 긋는다.
4) 위 과정을 반복한다.
5) 정다각형을 그린 후 컴퍼스를 이용해서 하나의 점에서 마주 보고 있는 점을 연결하여
호를 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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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른 점들에서도 위 과정을 반복한다.

< 뢸로 삼각형 작도하기 >

< 뢸로 오각형 작도하기 >

< 뢸로 칠각형, 구각형 작도하기 >

나. 뢸로 다각형 작도를 통한 공통적 성질 파악
1) 다각형의 각 변이 직선이 아니라 불룩하게 굽은 활모양이다.
2) 일정한 높이를 유지하면서 굴러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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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가 생활 속에서 직접 찾은 정폭도형
가. 형광펜 : 뢸로 삼각형으로 만들어 손에 쥐기 편하게 만들었음을 알 수 있으며, 굴러서
책상에 떨어지는 것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 문구점에서 살 수 있는 형광펜 >

나. 약 : 뢸로 삼각형으로 만들어 손에 쥐기 쉽고 먹을 때 잘 넘어가도록 하였다.

< 약국에서 살 수 있는 두통약 >

다. 기타피크와 동전 : 기타를 칠 때, 기타피크는 안정감 있게 잡을 수 있고 기타줄과 정확
한 터치를 가능하게 한다. 동전은 크기와 도형에 따라 보지 않고도 손의 느낌으로 식별
할 수 있게 하였다.

< 기타피크와 외국 동전 >

4. 자료조사를 통해 찾은 정폭도형의 예
가. 맨홀 뚜껑 : 뢸로 삼각형을 사용하면 뚜껑의 넓이가 더 작아 경제적이다.
나. 정폭도형 바퀴 : 바퀴가 둥글지 않아도 덜컹거리거나 흔들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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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폭도형 연필 : 독일 필기구 회사 STAEDTLER에서 만든 뢸로 삼각형 기둥의 연필로
보다 안정감 있고 착용감 좋은 인체공학적 필기구이다.
라. 방켈엔진 : 정폭도형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내는 회전식 엔진이다. 작고 간단하지만 쉽게
균형을 얻을 수 있고 고속운전에서 높은 출력을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Ⅲ. 실험 방법
1. 실험 방법 : 5가지 Idea 생활용품 제작
가. 뢸로 다각형 작도와 그 동안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뢸로 다각형을 활용한 Idea 생활
용품을 직접 제작해 보기로 한다.
나. 제작한 Idea 생활용품이 실용성과 안정성, 편리성 등이 있는 지 토론하고 확인해 본다.

2. 뢸로 다각형을 활용한 “정폭도형 팝업 달력” 만들기
가. 목적 : 뢸로 다각형의 특징을 이용하여 우리 생활에 필요하고 편리한 탁상용 “정폭도형
팝업 달력”을 제작해 본다.
나. 준비물 : 큰 두루마리 휴지 원통심(단단할 것), 컴퍼스, 주머니칼, 가위, 연필,사인펜,
자, 컴퓨터, A4지, 코팅지 등
다. 제작 방법
1) 다양한 뢸로 다각형을 직접 작도해 보고 그린 후 오려 보아 달력을 만들기에 적합한
도형을 정해본다(뢸로 삼각형, 뢸로 오각형, 뢸로 칠각형, 뢸로 구각형으로 정하였다).
2) 컴퓨터를 이용하여 각 뢸로 다각형에 2014년도 12개월의 달력을 직접 만든 후, 프린
트하여 코팅을 해 둔다(양면으로 1/7월, 2/8월, 3/9월, 4/10월, 5/11월, 6/12월로
짝을 이루게 하여 6개를 만들었다).
3) 큰 두루마리 휴지 원통심을 자를 활용하여 6개의 일정한 간격을 표시한 후, 주머니칼
을 사용하여 홈을 낸다.

< 준비물 준비와 작도 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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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월별 달력 만들기 >

4) 미리 만들어 둔, 2014년 달력을 홈 안에 끼워 넣고, 1월부터 12월까지 필요한 달력
을 빼어 쓴다. 이때 넣고 빼기 쉽게 손잡이를 만들어 주면 좋고, 교구를 사용하여 탁
상용 지지대를 만들어 마무리 한다.

< 흠집 내기와 흠의 원활한 출입 확인 >

< 팝업 달력 완성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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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폭도형을 이용한 “재미있고 운동량이 많은 훌라후프” 만들기
가. 목적 : 삼각, 오각, 원 정폭도형 모양으로 훌라후프를 제작하여 모양에 따른 운동 효과
를 분석하여 보았다.
나. 준비물 : 훌라후프 3개, 줄자, 자, 계산기, 사인펜, 의자 등
다. 제작 방법
1) 훌라후프의 지름을 먼저재고 훌라후프의 둘레길이(3.14x지름)를 구한다.
2) 훌라후프 둘레 길이를 정폭도형 곡선의 개수로 나누어 사인펜으로 표시를 해둔다(3개
의 훌라후프: 뢸로 삼각형, 뢸로 오각형, 원).

< 둘레길이 재기와 표시 하기 >

3) 표시를 해둔 곳을 의자 다리를 이용하여 조심스럽게 구부린다.

< 구부리기 >

4) 완성된 뢸로 삼각형, 뢸로 오각형, 원은 아래와 같다.

< 정폭도형 훌라후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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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0초 동안 3개의 훌라후프를 각각 돌려서 튕기는 횟수를 기록한다.

< 운동량 확인하기 >

4. 정폭도형을 이용한 “뢸로 깨갈이” 만들기
가. 목적 : 뢸로 삼각형을 회전시키면 네 꼭지점 모서리가 둥근 정사각형의 틀을 만들 수 있
고 뢸로 삼각형은 사각틀과 빈틈없이 꼭 맞게 회전한다는 특징을 이용하여 후추, 깨 등
을 가는 그라인더를 제작해 보고자 한다.
나. 준비물 : 폐CD, 철제 사각 재떨이, 가위, 컴퍼스, 자,

글루건, 사포, 철망 등

다. 제작 방법
1) 컴퍼스와 자를 이용하여 종이에 사각 재떨이의 크기에 맞는 뢸로 삼각형을 그린다.
그린 뢸로 삼각형을 회전시켰을 때 준비된 사각 재떨이의 크기에 빈틈없이 일치하는
지 확인한다.

< 준비물 준비와 작도 하기 >

2) 삼각형을 그린 종이를 잘라 폐CD에 붙이고 가위로 CD를 잘라낸다.
3) 잘라낸 뢸로 삼각형 형태의 CD를 10장 이상 준비하여 글루건으로 붙인다. 깨를 갈
때 누름판에 힘을 주면 바닥면에 힘을 잘 전달할 수 있게 여러 장을 단단하게 붙인다.

< CD로 뢸로 삼각형을 만든 후, 갈기 위한 CD 붙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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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포로 측면을 잘 다듬은 후 가운데에 손잡이로 쓸 도장을 붙인다. CD의 가운데에
난 구멍을 잘 막을 수 있도록 정가운데에 붙인다.
5) 깨가 더 잘 갈릴 수 있도록 사각재떨이 안쪽 바닥 표면과 뢸로 삼각형 CD에 모양대
로 철망을 잘라 붙인다.

< 깨를 잘 갈 수 있는 손잡이와 철망 만들어 붙이기 >

6) 완성된 산출물로 준비한 깨를 갈아 기능을 확인해 본다.

< 완성된 산출물 >

< 성능 확인 >

120 ∙ 2014학년도 부산 영재교육 창의적 산출물 대회 / 은상

5. 정폭도형을 이용한 “안전성 있는 모형보드” 만들기
가. 제작배경 : 정폭도형의 변은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다. 따라서 구각형, 11각형 같은 정
폭도형은 원과 비슷하게 굴러갈 것이다. 원으로 된 바퀴가 잘 굴러간다면 정폭도형으로
만든 바퀴는 원보다는 잘 굴러가지 않지만 굴러는 갈 것이다. 그렇다면 생활용품중 원으
로 대체가능하고 좀 천천히 굴러가기를 원하는 생활용품을 찾아보기로 했다. 인라인스케
이트나 보드를 탈 때 초보자들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잘 넘어진다. 그래서 보드 바퀴를
만들어 보기로 했다.
나. 목적 : 초보자에게도 안전한 모형보드를 만들고자 한다.
다. 준비물 : 두꺼운 종이, 양면테이프, 전기 테이프, 목공풀, 크기가 다른 빨대 2개, 가위,
펀치, 레고조각 등
라. 제작 방법
1) A4 용지에 뢸로 다각형(삼각, 오각, 칠각, 구각, 원)을 컴퍼스를 이용해서 그린다.
오려서 두꺼운 종이에 대고 다시 그리고 가위로 오려둔다.

< 준비물 준비와 작도 하기 >

2) 큰 빨대를 핑거보드 폭보다 작게 자르고 작은 빨대를 끼워서 모형보드의 바퀴대를 만
든다.
3) 뢸로 다각형 중간에 펀치를 사용해서 구멍을 내고 4개씩 묶어서 오공풀로 고정시키고
전기테이프로 테두리를 두른다.
4) 뢸로 바퀴 중간 구멍에 빨대 바퀴대를 끼운다. 빨대 바퀴대 양쪽 끝에 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바깥쪽에 테이프를 더 감는다.

< 바퀴 만들기 >

5) 10cm정도 되는 보드판을 두꺼운 종이에 그려서 자르고 실제 보드처럼 끝부분을 둥글
게 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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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형 보드 완성 >

6. 정폭도형을 이용한 “뢸로 수레” 만들기
가. 목적 : 뢸로 다각형은 원이 아니지만 바퀴로 이용하여 수레로 만들 수 있고 운반체로서
활용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울퉁불퉁한 길이나 경사도가 있는 길에서의 효과가 있는지
예상해 본다.
나. 준비물 : 스티로폼, 절단기, 강력 접착제, 연필, 우드락, 메카노 블록 등
다. 제작 방법
1) 먼저 스티로폼에 작도한 뢸로 삼각형과 오각형을 따라 그리고 스티로폼 절단기로 정
확하게 자른다.
2) 연필토막으로 바퀴를 연결한다.
3) 메카노 블록으로 수레모양으로 만든다.
4) 우드락으로 뢸로 다각형이 움직일 수 있도록 길을 만든다(뢸로 다각형의 경우 마찰면
이 없는 평지에서는 잘 구르지 않으므로 움직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 바퀴 만들기와 레일 만들기 >

5) 수레 위에 물건이 수평으로 움직이는 지 확인해 보고 바퀴의 중심이 이동하는 모습을
관찰해 본다.

< 운반편리성 실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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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험 결과 및 토의
1. “정폭도형 팝업 달력”의 편리성과 시각적 우수성
가. 실험 결과
1) 큰 두루마리 휴지 원통심의 홈에 쉽게 끼워 넣을 수 있는 도형은 정폭도형이 가장 적
합하고 편리하다.
2) 정폭도형 팝업 달력은 입체적이고 시각적으로 우수하다.
나. 정폭도형이 적합한 이유
1) 원 안의 정폭도형은 폭이 일정하여 비슷한 크기의 도형이나 글을 효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즉, 달력의 요일과 숫자 등 일정한 크기와 내용을 표시하는데 효율적이다.
2) 뢸로 다각형, 즉 뢸로 삼각형, 뢸로 오각형, 뢸로 칠각형, 뢸로 구각형은 달력의 제목
을 적을 수 있는 중심이 존재하고 손잡이를 만들어 원통심 홈에 끼워 넣거나 빼기가
편리하다.
3) 만일, 뢸로 다각형이 아닌 정사각형으로 팝업 달력을 만든다면 일정 크기의 손잡이를
만들 수 없고, 손잡이를 만들려고 마름모로 팝업 달력을 만들려 한다면 달력의 요일
과 숫자 등 일정한 크기와 내용을 표시할 수 없을 것이다.
다. 토의 및 정리
1) 우리는 재활용품을 이용한 정폭도형 생활용품을 제작해 보기로 고민하던 중에 휴지
원통심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를 이용한 탁상용 달력을 만들기로 하였다.
2) 원 안에 들어가는 팝업 달력을 만들기에 정폭도형이 적합할 것이라 생각한 이유는 원
안의 정폭도형은 폭이 일정하여 비슷한 크기의 도형이나 글을 효율적으로 표시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3) 만드는 과정은 휴지 원통심에 6개의 홈을 파고 뢸로 다각형 모양의 양면 달력을 만들
어 코팅한 뒤 꼭짓점에 손잡이를 만들어 주면 휴지심 홈 안 에 넣었다 뺄 수 있는 기
능이 있는 편리한 팝업 달력이 완성된다.
4) 팝업달력을 만들면서 우리들이 알게 된 점은 원 안에 최대한 남는 공간 없이 달력을
만들 수 있는 도형은 뢸로 다각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만약 뢸로 다각형이 아닌
정사각형이나 정삼각형으로 팝업달력을 만든다면 달력의 요일과 숫자 등 일정한 크기
의 내용을 표시하기에 공간을 충분히 사용할 수 없었을 것이다.
5) 또 원은 원의 중심에서 위로 갈수록 폭이 좁아지지만 일반적인 다각형은 대각선의 길
이가 일정하므로 달력을 홈에서 꺼낼 때 각 모서리가 걸림에 따라 완전한 팝업 효과
의 달력은 될 수 없기 때문에 정폭도형 팝업 달력이 가장 우수한 효과성이 있다고 결
론을 내게 되었다.

또한 매월 바뀌는 달력, 그리고 달력 전체가 입체적이어서 시각

적 우수성이 뛰어나다.

2. 정폭도형을 이용하여 제작한 “훌라후프”의 운동성
가. 실험 결과
1) 원 훌라후프로 운동하였을 때, 부드럽고 내려가지 않으며 힘이 적게 들고 허리를 많

정폭도형의 변신은 무죄! ∙ 123

이 돌리지 않아도 되었다.
2) 뢸로의 삼각형 훌라후프로 운동하였을 때, 원 훌라후프 보다 더 많이 움직이고 허리
를 많이 돌리지 않으면 떨어지려고 한다. 힘이 많이 들며 더 빨리 숨이 찬다. 그러나
실제로 돌아가는 횟수는 적다. 왜냐하면 원 보다도 훨씬 많이 구부러져있고 안쪽으로
들어간 부분에는 허리를 돌려도 잘 돌아가지지 않으며 마찰력도 훨씬 커짐에 따라 실
제 돌아가는 횟수가 작게 된다. 안쪽으로 들어간 세부분이 허리에 걸리면 조금 아프
면서도 마사지가 되는 효과가 있는 것 같다.
3) 뢸로의 오각형 훌라후프로 운동하였을 때, 원에 더 가까워짐에 따라 더 안정적이며
뢸로의 삼각형 훌라후프로 운동하였을 때보다 훨씬 안정적이지만 원 훌라후프 보다는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원 보다는 적게 돌렸지만 삼각형 훌라후프 보다 더 많이 돌
렸다.

< 뢸로 다각형 운동성 실험하기 >

나. 정폭도형 훌라후프가 운동성 증가에 적합한 이유
1) 우리는 3가지 모양의 훌라후프를 각각 30초 동안 4차례에 거쳐 돌릴 때, 튕기는 횟
수를 기록하였다. 튕기는 횟수는 훌라후프를 떨어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 몸이
훌라후프에 전달하는 힘이라고 생각하였다.
2) 30초 동안 튕기는 횟수는 원이 제일 높고, 다음은 뢸로 오각형, 뢸로 삼각형 순으로
튕긴 횟수가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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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형과 정폭도형(뢸로 오각형, 뢸로 삼각형) 훌라후프 실험 결과 ]
구분

A

B

C

D

평균

뢸로 삼각형

64회

55회

57회

45회

55.25회

뢸로 오각형

73회

57회

63회

53회

61.5회

원

75회

58회

67회

56회

64.0회

다. 토의 및 정리
1) 30초 동안 훌라후프를 튕기는 횟수는 원, 뢸로 오각형, 뢸로 삼각형 순으로 적었다.
2) 같은 시간동안 튕기는 횟수가 적다는 것은 그만큼 훌라후프를 돌릴 때 힘(에너지)이
많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3) 실험하기 전에는 뢸로 삼각형과 뢸로 오각형이 모양이 비슷해서 튕겨지는 횟수가 똑
같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는데, 실험 결과 뢸로 삼각형이 튕기는 횟수가 더 적었다.
4) 원 훌라후프가 가장 돌리기 쉬웠으며, 원형에 가까울수록 쉽게 돌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5) 원은 돌릴 때 원심력과 구심력이 잘 조화되어 잘 돌릴 수 있었던 것 같고, 뢸로 삼각
형과 뢸로 오각형은 원심력과 구심력이 잘 조화되지 않아서 돌리기가 어려웠던 것 같
다.
6) 처음에는 훌라후프가 ‘왜 둥글까?’라는 궁금증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그래서 뢸로 삼
각형, 뢸로 오각형, 원으로 훌라후프를 각각 만들어서 실제 돌려 보았다. 실험을 해
보니, 뢸로 삼각형, 뢸로 오각형으로 만든 훌라후프가 원 훌라후프보다 돌리는데 훨
씬 힘이 들고, 튕겨지는 횟수도 적었다. 뢸로 삼각형과 뢸로 오각형 훌라후프는 돌릴
때 마사지 효과를 주며, 실제로 정폭도형 자전거처럼 힘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다이어
트에도 도움이 된다. 빠른 시간 내에 다이어트를 할 사람들은 원 훌라후프 보다는 뢸
로 삼각형 훌라후프를 추천한다. 실험을 해 보니 실제로 돌아가는 횟수는 원 보다는
륄로 삼각형 훌라후프가 적다. 왜냐하면 원 보다도 훨씬 많이 구부러져있고 안쪽으로
들어간 부분에는 허리를 돌려도 잘 안돌아가지며 마찰력도 훨씬 커짐에 따라 실제 돌
아가는 횟수가 작게 된다. 정폭도형을 이용한 훌라후프를 만들어 보고 돌려 보니 정
폭도형에 대해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

3. “뢸로 깨갈이” 활용 가능성
가. 실험 결과
1) 뢸로 삼각형의 누름판과 깨를 담는 사각형의 틀이 잘 맞물려 누름판 회전 시 빈틈없
이 깨들이 잘 갈렸다.
2) 누름판을 뢸로 삼각형 형태로 하면 깨가 담기는 틀과 같은 형태의 사각 누름판보다
면적이 적어 누름판 제작 시 경제적이다.
3) 갈린 깨가 담긴 틀이 사각형 형태이므로 수납시 원통형보다 공극률을 줄여 공간 활용
이 효율적이다.
나. 토의 및 정리
1) 뢸로 삼각형을 회전시키면 네 꼭지점 모서리가 둥근 정사각형의 틀을 만들 수 있고
뢸로 삼각형은 사각틀과 빈틈없이 꼭 맞게 회전한다는 특징을 이용하여 후추, 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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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는 그라인더를 제작할 수 있다.
2) 재활용품을 이용하여 리사이클링 산출물을 제작함으로써 자원절약과 환경오염을 방지
하는 노력을 할 수 있다.

4. 정폭도형을 이용한 “보드” 의 안전성
가. 실험 결과
1) 회전을 잘 하는 것은 원, 뢸로 구각형, 뢸로 칠각형, 뢸로 오각형, 뢸로 삼각형 순서
였다. 원과 뢸로 구각형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2) 만일, 모형이 아닌 실제의 인라인스케이트 혹은 보드 제작하였다면 실험 결과에 따
라, 처음 타는 초보자는 천천히 굴러가는 뢸로 구각형 바퀴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성
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 토의 및 정리
1) 우리는 처음에 작도할 때 둘레를 구하는 방법을 고민하느라 많은 시간을 보냈다.
2) 뢸로 삼각형은 그리기가 쉬웠지만 같은 크기의 뢸로 오각형과 칠각형, 구각형을 그리
기는 몹시 어려웠다. 특히, 바퀴가 작아서 더 어려웠다.
3) 정칠각형의 경우 무리수가 나와서 소수 세자리까지 구해서 비슷하게 작도하게 되었다.
4) 힘들지만 작도를 직접해보니 뢸로 다각형에 대한 공부를 더 깊이 하게 되었다.

우리

는 만약 인라인 스케이트나 보드를 만드는 사람이라면 초보자를 위해 원형 바퀴보다 뢸
로 다각형바퀴를 만들 것이다. 왜냐하면 쉽게 굴러가면서도 속도가 느리기 때문이다.

5. 정폭도형을 이용한 “뢸로 수레”, 험난한 길에서의 운행 편리성
가. 실험 결과
1) 정폭도형을 바퀴로 이용하여 수레를 만들어 보니 원이 아닌 삼각형, 오각형임에도 불
구하고 평지에서 원처럼 구를 수 있었다.
2) 컵에 있는 액체가 쏟기지 않을 정도로 요동없이 굴러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도형과 접하는 두 평행선 사이의 거리가 항상 일정하다는 정폭도형의 성질을 잘 증명
해 주었다.
3) 정폭도형으로 만든 바퀴는 구를 때 높이가 일정해 무난히 주행하지만, 중심의 높이가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성질을 이용하여 지면이 울퉁불퉁한 곳에서 오

히려 둥근 바퀴보다 뢸로 다각형이 구르기에 더 알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 토의 및 정리
1) 우리는 경사도가 있는 곳에서 뢸로 바퀴가 과연 효과가 있을까하는 토의를 하였다.
2) 뢸로다각형의 경우 원과는 달리 꼭지점이 존재한다. 뢸로 삼각형의 경우 호부분은 경
사면에서 구르다가 꼭지점이 경사면에 닿을 때 경사면이 그리는 선이 진행하는 방향
의 호의 접선이므로 수직이 되고 이 때 이 접점에서 멈추게 될 것이다. 이때 경사각
은 30도가 된다. 따라서 경사각이 30도 이상이면 뢸로 삼각형은 굴러 내려간다. 뢸
로 오각형의 경우는 18도 이상이 된다.
3) 이러한 뢸로 바퀴의 성질을 이용해서 관광용 레일로드나 놀이 기구를 제작할 때 경사
도를 조정해서 자동으로 제동이 돼는 레일 등을 만들 때 충분히 적용해 볼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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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같다.
4) 알게 된 점과 느낀 점 : 처음 뢸로 다각형을 보았을 때 원 말고도 항상 폭이 일정한
도형이 있다는 게 신기하였고 과연 바퀴처럼 구를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수레로
만들어 직접 굴려보니 평지에서는 중심축의 높이가 움직이므로, 뢸로 삼각형의 경우
는 덜컹거림이 꽤 있었지만 뢸로 오각형의 경우는 훨씬 안정적으로 굴러갔다. 굴러갈
때 중심의 높이 변화는 눈으로 획인 할 수 있었으며 이것으로 울퉁불퉁한 요철이 심
한 길에서는 원보다 오히려 중심의 높낮이 변화가 없을 수 있다고 충분히 예상 가능
했다. 또한 꼭지점이 있는 뢸로 다각형의 경우 적당한 경사도 이상이 되어야만 원처
럼 굴러갈 수 있다는 것을 인터넷을 통하여 증명해 보았다(자료 출처: 정폭도형의 수
학적 이해와 활용에 대한 연구/이천두). 경사면에서의 뢸로다각형의 움직임을 잘 적
용하면 놀이기구나 관광용 레일로드에 충분히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

Ⅴ. 결 론
1. 실험과 토의를 통해 알게 된 정폭도형의 실생활 사용
가. 뢸로 다각형의 특징을 이용하여 탁상용 “정폭도형 팝업 달력”을 제작해 보니,
1) 휴지 원심통에 쉽게 끼워 넣을 수 있는 편리한 달력을 제작할 수 있었다.
2) 또한 제작된 달력은 매월 바뀌는 월, 그리고 달력 전체가 입체적이어서 시각적 우수
성이 뛰어났다.
나. 삼각, 오각, 원 정폭도형 모양으로 훌라후프를 제작하여 모양에 따른 운동 효과를 분석
하여 보니,
1) 원 훌라후프로 운동하였을 때, 부드럽고 내려가지 않으며 힘이 적게 들고 허리를 많
이 돌리지 않아도 되었지만, 뢸로의 다각형 훌라후프로 운동하였을 때, 원 훌라후프
보다 더 많이 움직이고 허리를 많이 돌리지 않으면 떨어지려고 하였다.
2) 따라서, 뢸로의 다각형 훌라후프는 다이어트하는 사람에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가
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다. 뢸로 삼각형을 이용하여 제작한 “뢸로 깨갈이”는 정말 활용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 분
석하여 보니, 잘 갈리는 깨를 보고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었다.
라. 마지막으로 정폭도형을 활용하여 인라인스케이트 혹은 보드를 만들었을 때, 원으로 제작
한 것보다 속도가 늦어지게 됨에 따라 안전성 있는 인라인스케이트 혹은 보드가 탄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았고, ‘뢸로 수레가 만약 있다면 험난한 길에서는 속도는 늦지만 운행이
편리하지 않을까?’라는 상상도 하였다.

2. 연구를 통해 알게 된 점
가. 뢸로의 다각형 조사를 통해 정폭도형의 개념을 알게 되었고 우리 주변에서 쓰이고 있는
정폭도형이 많음을 알게 되었다.
나. 산출물을 만들어 보면서 정폭도형의 원리와 특징을 이해할 수 있었고, 실생활에서 정폭
도형을 이용한 제품들이 보다 더 많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또한, 이러한 제품
들은 디자인과 활용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과학, 미술에도 같이 접목하여 공부하고 싶다
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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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뢸로 다각형을 용도와 목적에 따라 원 대신에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즉, 변이 많은 뢸로 다각형은 충분히 원을 대체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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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Abstract)
요즘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유병언 사망사건 기사를 읽었다. 국과수에서는 시체가 거의 부패하
여 지문을 채취하기가 어려웠으나 열처리법으로 시신에서 지문을 채취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몇일
후 포천 빌라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용의자의 집에서 2명의 시신이 고무통에서 발견되었고 이 시신
들의 지문은 채취가 가능하였다. 용의자는 시신중 하나는 10년 전에 자연사한 남편이라고 말을 했
다. 유병언은 죽은 지 2달만에 심하게 부패하여 시신의 지문을 채취하기가 어려웠지만 포천 빌라 살
인사건의 시신은 죽은 지 10년이 되었지만 지문채취가 가능하다고 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범죄
현장에 남겨진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지문을 어떻게 채취하고 지문만으로 누구인지를 어떻게 알아
내는지 의문이 생겨 효율적인 지문채취와 보관방법에 대해 탐구하게 되었다.
지문은 영장류에만 있는 손과 발에 생긴 무늬로 일생동안 변하지 않으며 전세계적으로 동일한 지
문은 없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지문은 우리생활 곳곳에서 개인 신분 식별이나 유전병 연구 등에 널
리 사용되고 있다. 이런 지문의 효율적인 채취와 보관방법에 대해 탐구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
은 실험을 진행하였다.
첫째, 기체법, 액체법, 분말법으로 지문을 채취하고 어떤 방법이 효율적인지 탐구
둘째, 온도와 습도가 다른 4가지 환경의 상자를 제작하여 지문이 잘 보존되는 조건 탐구
셋째, 가족의 지문을 채취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고 지문이 유전되는지 탐구하였다.
지문 채취 실험을 통하여 분말법이 가장 선명하고 빠르게 지문이 채취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
문은 온도가 낮고 습도가 낮은 환경에서 가장 잘 보존될 것으로 예상하였던 것과 달리 온도가 높고,
습도가 높을 때 가장 선명하게 관찰되었으며, 온도가 높고 습도가 낮을 때 선명도가 떨어지는 것으
로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보아 지문의 보존은 온도보다는 습도에 더 연관성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실험을 진행하면서 통풍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점이 좀 아쉽다. 통풍이 잘 되는 곳은 유분과
수분이 증발하여 지문이 잘 보존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후에는 지문을 채취하는 방법을 탐구할 때 사용된 요오드, 닌히드린, 알루미늄이 모두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라 인체에 무해한 물질로 지문을 채취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연구 해 보고 싶다. 또 지
문의 개인 신분 식별 기능을 응용하여 술·담배 자동판매기 같은 생활에 활용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해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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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 동기
요즘에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유병언 사망사건 기사를 읽었다. 수사관들은 시체가 거의
부패하여 지문을 채취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다행히도 시신을 물에 불렸다가 다시 열처리하
는 과정을 반복하는 기법인 열처리법으로 유병언으로 추정되는 시신에서 지문을 채취했다고 국
과수가 발표했다. 그리고 몇일 후 포천 빌라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사건의 용의자로 생각되는
이씨의 집에서 2명의 시신이 고무통에서 발견되었다. 고무통에 있는 시신들의 지문들은 채취
가 가능하였다. 용의자의 말로는 2개의 시신 중 밑에 들어있던 시신은 10년 전에 자연사한 자
기 남편이라고 말을 했다. 유병언은 죽은지 두 달만에 심하게 부패하여 시신의 지문을 채취하
기가 어려웠지만 포천 빌라 살인사건의 용의자 집에 있는 남편의 시신은 죽은 지 10년이 지났
지만 지문 채취가 가능하다고 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범죄현장에 남겨진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지문을 어떻게 채취하고 지문만으로 누구인지 알아내는지 의문이 생겨 지문채취, 지문을
오래 보존하는 방법과 지문 유전에 대해 탐구하게 되었다.

2. 연구 목적
가. 지문을 채취하는 방법을 탐구하고, 생활 속에서 지문 채취에 활용할 수 있는 재료를 찾
아보고자 한다.
나. 지문이 잘 보존되는 조건을 탐구하고, 그 이유를 알아보자 한다.
다. 사람과 접촉한 물건에서 지문을 채취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라. 인간에게 지문이 무엇인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우리 생활 속에 지문이 사용되는 예를 찾아보고, 또 다른 활용법을 고민해보고자 한다.
마. 가족의 지문을 채취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여 지문이 유전과 지문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 대해 탐구해 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지문에 관하여
가. 지문이란 무엇인가?
지문은 손가락의 끝 마디에 있는 곡선이 만드는 무늬를 말하며, 동물은 거의 지문이 없지만
손으로 물건을 쥐는 침팬지와 원숭이 같은 영장류는 지문이 있다.
이들은 손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지문이 생긴 것이다. 또한 유인원들은 발바닥도 많이 사
용하기 때문에 발바닥에도 지문이 있다. 남미의 거미원숭이는 꼬리 끝을 나뭇가지에 감고 매달
리는데, 이 꼬리 부위에 털이 나지 않고 피부가 노출되어 있어 거기에도 지문과 닮은 무늬가
있다.
나. 지문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없어질까?
지문의 배열 형식은 염색체의 컨트롤을 받아서 결정되며, 지문의 무늬, 총수는 DNA의 유전
에 의해 결정된다. 지문은 유전되는 것이며 임신 13～19주 사이의 태아일 때 만들어져 일생
동안 변하지 않는다. 지문은 표피 아래 피하층에서부터 형성된다. 손끝을 태워도 상처가 아물
면 원래 지문은 다시 나오고 성형수술로도 지문을 바꿀 수 없는 이유이다. 2000년 된 이집트
미라의 지문을 찍었더니 지문의 무늬가 완벽하게 보존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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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쌍둥이라도 융선의 형태가 비슷해 보이지만 두 사람의 지문은 똑같지 않다. 통계학상으로 하
나의 손가락에 같은 지문이 나타날 확률은 870억분의 1이라고 한다. 세계 총인구를 70억으로
추정했을때 실질적으로 지구상에서 같은 지문을 가진 사람을 발견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지문은
모든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제공해 준다.
다. 지문의 역할
첫째는, 물건을 쥐기 쉽게 하기 위해서이다. 지문이 있으면 손끝이 까칠까칠하여 마찰이 커
지므로 잘 미끄러지지 않는다. 타이어의 굴곡과 마찬가지로 미끄럼 방지 효과를 생각할 수 있
는 것이다.
둘째는 손끝 촉각의 예민함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지문의 융기선상에는 촉각에 관계되
는 신경이 있기 때문에 손을 대면 즉시 알 수 있다.
셋째, 손에 있는 지문이 배수로 역할을 해 손의 물기를 빨리 빠져나가게 한다. 지문에 있는
융선은 땀샘이다. 무엇을 오래 잡고 있으면 손에서 땀이 나는데 그중에서 대부분이 융선에서
나오는 땀들이다.
라. 모양에 따른 지문의 종류
1) 궁상문(활형, 반원형)

2) 제상문(말굽형, 고리형)

3) 와상문(나선형)

2. 동물도 지문이 있을까?
동물은 거의 지문이 없지만 손으로 물건을 쥐는 침팬지와 원숭이 같은 영장류는 지문이 있
다. 이들은 손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지문이 생긴 것이다. 또 유인원은 발바닥도 많이 사용
하기 때문에 발바닥에도 지문이 있다. 남미의 거미원숭이는 꼬리 끝을 나뭇가지에 감고 매달리
는데, 이 꼬리 부위에 털이 나지 않고 피부가 노출되어 있어 거기에도 지문과 닮은 무늬가 있
다. 특히 사람과 같은 지문을 가지는 동물에는 유인원과 코알라가 있다.
코알라의 지문과 손끝 피부

인간의 지문과 손끝 피부

코알라의 손바닥 곡선 패턴은 사람의 것과 흡사해서 전자현미경으로도 인간의 것과 구별이
어려울 정도이다. 소도 코 근처에 비문이라는 울퉁불퉁한 무늬가 있고, 강아지도 사람의 지문
처럼 비문이 있다. 강아지의 비문은 사람처럼 모두 다르기 때문에 비문을 보고 개를 구별할 수
있다. 강아지의 비문을 찍어두면 혹시 강아지를 잃어 버렸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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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활 속의 지문 활용
가. 개인 신분 식별에 활용
우리가 성인이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신분증을 만드는 것이다. 신분증을 만들 때 열손가
락의 지문을 찍고, 신분증 뒤에도 나타낸다. 하지만 ‘자기의 모든 중요한 정보들이 담겨있는
신분증에 지구에서 자기와 같은 지문이 있는 사람이 있어 내 개인 정보가 해킹당하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다행히도 지문이 같을 확률은 870억분에 1이다. 우리 지
구의 전세계 인구가 대략 70억이므로 세계인구가 몇 배로 늘어나지 않는 이상 똑같은 지문이
나올 가능성은 없다. 이런 이유로 지문은 우리 생활 속에서 본인을 식별해주는 중요한 도구로
사용된다. 경찰들은 범죄현장에 남겨진 지문으로 범인을 잡는데 사용하고, 회사는 출근과 퇴근
을 관리하기 위한 출퇴근시스템을 도입하여 직원들의 근무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또 자기 집이
나 연구소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서도 지문을 사용한다. 지문을 이용하여 출입을 통제하면 허
가를 받은 자만이 들어올 수 있어 범죄나 도둑에 관한 사건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수 있다. 이
외에도 유아의 지문과 인적사항을 사전에 등록한 뒤 미아발생시 지문인식 서버와 센서를 통해
찾아주는 지문인식기를 이용한 미아 찾기 사업이 있다. 또 응급환자 수송이 필요한 병원이나
보안기능이 필요한 빌딩을 중심으로 지문인식 기능을 지닌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지문을 미리
등록한 사람이 지문인식기에 손가락을 대며 지정한 층으로 직행하게 된다. 이렇게 지문은 우리
생활 곳곳에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나. 의학적 진단에 활용
17C후반에 해부학자, 유전학자, 인류학자, 의학자들이 함께 연구하기 시작하였으며, 50여
년전 의학자들은 유전학의 각도에서 지문을 통하여 질병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하여 일정한 법
칙을 발견하였다. 1926년미국의해부학자커민즈는 지문학을 창시하였고 다운증후군 환자의 지
문특징을 발표하여 의학에서 활용하는 지문학의 중요한 기초를 닦았고, 윌커는 지문형태로만
70%이상의 다운증후군 환자를 판별하였다. 또 1959년 프랑스 유전학자는 다운증후군환자의
21번째 염색체수가 일반인들보다 1조가 많은 것을 발견하였다.
다. 지문으로 사람의 성향이나 성격 분석
타고나 지문으로 성향이나 성격을 분석하여 학업진로, 직업의 적성을 파악하는 것으로 유전
학에 의한 과학적인 통계학으로 볼 수 있다.

두형문은 리더쉽이 아주 강하다. 자신감도 넘치고 자신의 의견을 밀고 가려는 특징이 있다.
CEO가 많고 단체생활을 잘 이끌어준다. 일처리도 빠르고 노력도 많이 한다.

정기문은 감성이 아주 풍부하다. 신중하고 조용히 자신이 해야 할 일만 하려고 한다. 사람
들이랑 어울리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고 성격
이 급한 면만 조절해주면 예술가나 연예인 등의 직업에 안성맞춤이다.
쌍기문은 사교성이 뛰어나고 리더쉽이 강하다. 모든 일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일을
즐기려고 하는 특성이 있다.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거절을 잘 하지 못한다.
반기문은 책임감이 아주 강하다. 장난도 잘치고 창의력도 넘치기 때문에 항상 주변사람들에
게 웃음바이러스를 주기도 한다. 개성대로만 산다면 충분히 성공할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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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형문은 안정성을 추구하는 타입으로 보수적인 면이 있다. 두뇌회전이 빠르고 아는게 많아
서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한다. 호형문에는 공무원이 많다.

Ⅲ. 실험 방법
1. 지문을 채취하는 방법 탐구
지문을 채취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기체법, 액체법, 분말법으로 지문을 채취하여 채취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비용, 채취 후 선명도를 비교하여 어떤 방법이 효율적인지 탐구해본다.
가. 기체법을 이용한 지문 채취
1) 준비물 : 지문채취용지, 밀폐용기,
핀셋, 요오드, 지문고정액
스프레이
2) 실험방법
가) 다른 지문이 묻지 않도록 주의하여 지문채취용지에 이름을 쓰고, 지문을 찍는다.

나) 2장의 지문채취용지를 밀폐용기의

다) 밀폐용기 뚜껑을 닫아 10~20분

벽면에 따라 넣어주고, 가운데에

정도 그대로 둔다.

요오드 결정을 넣는다.

라) 10~20분 동안 지문의 변화를 관찰한다.

마) 밀폐용기 뚜껑을 열어 지문채취용지를 관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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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시간이 지나면 요오드로 인해
나타난 지문이 승화하여 지문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먼곳에서 골고루 지문고정
액을 뿌려준 후 건조시킨다.
나. 액체법을 이용한 지문 채취
1) 준비물
닌히드린용액스프레이, 핀셋,

A5용

지, 드라이어
2) 실험방법
가) 손을 문질러 땀이 나게 한 뒤 A5용지에 손을 찍는다.

나) 핀셋으로 A5용지를 들고 닌히드
린용액을 용지가 충분히 젖어질

다) 지문을 찍은 A5용지를 드라이기로 완
전히 말려주고 지문을 확인한다.

때까지 뿌려준다.

라) 나타난 지문을 관찰한다.

다. 분말법을 이용한 지문 채취
1) 준비물
지문채취스티커,투명스티커,
알루미늄 분말, 브러시, 핀셋
2) 실험방법
가) 핀셋을 이용하여 지문이 묻지
않도록 스티커 한 장을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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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문을 채취할 손가락을 콧등이나 이마에
문질러 유분을 묻혀서 지문을 찍는다.

다) 브러시를 이용하여 알루미늄

라) 스티커를 살살 흔들어 곱게 묻어나게

분말을 지문이 찍힌 부분이

한 뒤 알루미늄 분말을 털어내고 지

완전히 덮힐 수 있도록 뿌려준다.

문이 찍힌 위치에 투명스티커를 한
장 떼어내어 붙여준다.

2. 지문이 잘 보존되는 조건 탐구
지문을 채취한 후 지문을 보관할 때 어떤 방법이 효율적인지 알아보기 위해 온도와 습도의
관계에 따라 보관 정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비교해 보았다.
가. 준비물

- 투명 아크릴 상자 4개

- 60W백열구, 소켓, 플러그, 전선각2개

- 물받이 2개

-유리, 거울, 종이, 플라스틱판각20장

- 지문 채취용 분말(흑연가루)

- 온·습도계, 설치고리 각4개

- 브러시, 투명스티커, 관찰기록지

나. 실험방법
1) 온도와 습도의 변화에 따라 지문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온도·습도 조절
용 아크릴 상자 4개를 제작한다.
구분

환경

백열등

물받이

상자1

온도가 높으면서 습도가 높은 환경

ON

물 채움

상자2

온도가 낮으면서 습도가 높은 환경

OFF

물 채움

상자3

온도가 높으면서 습도가 낮은 환경

ON

물 없음

상자4

온도가 낮으면서 습도가 낮은 환경

OFF

물 없음

<온도와 습도가 다른 4가지 환경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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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습도 조절용 투명 아크릴 상자 설계>

가) 가로, 세로, 높이가 각28㎝이고, 두께가 5㎜인 아크릴 상자 4개를 준비한다.
나) 상자1, 상자3에 백열등을 설치한다.

- 소켓에 전선을 연결한다.

- 상자옆면에 순간접착제를
이용하여 소켓을 고정한다.

다) 상자1~4의 옆면에 순간접착제를 이용하여
고리를 달고 온·습도계를 설치한다.

2) 상자1~4에 넣어서 관찰할 유리, 거울, 종이, 플라스틱 판
으로 만들어진 관찰키트를 1일차~5일차까지 4쌍 만든다.

3) 2)에서 만든 관찰키트에 관찰할 지문을 찍는다.
* 유리, 거울, 종이, 플라스틱 판 각 20장씩, 총80장
에 짧은 시간동안 동일한 유분과 수분으로 지문을 찍
기 위해 지문을 찍는 반대편 손바닥에 핸드크림을 넓
게 펴 놓은 후 지문을 찍을 때마다 손가락에 핸드크
림을 묻히는 방법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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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쪽 전선 끝에 콘센
트를 연결한다.

4) 아크릴 상자 4개에 지문이 찍힌 관찰키
트를 넣고 지정한 장소에 놓아둔다.

5) 하루가 지난 후 상자1~4의 온도와
습도를 측정하여 기록하고, 1일차의
관찰키트를 꺼낸다.

6) 지문채취용 분말(흑연가루)을 지문이 찍
힌 부분이 완전히 덮힐 수 있도록 뿌려
준다.

7) 1일차 관찰키트를 살살 흔들어 지문
채취용 분말(흑연가루)이 곱게 묻어
나게 한 뒤 을 털어내 준다.
8) 지문이 찍힌 위치에 투명스티커를 한 장 떼어내어 붙여준다.
9) 5일동안 5)~8)의 과정을 반복하면서 지문을 채취하고 지문의 모양을 관찰한다.
10) 채취된 지문을 붙이고 선명도를 상중하로 분류하여 적는다.
11) 온도가 높은 곳과 낮은 곳, 습도가 높은 곳과 낮은 곳에서 날짜가 지날수록 채취
되는 지문의 선명도는 어떻게 변화하는지 비교한다.
13) 온도와 습도는 변화는 지문의 보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토의해본다.

3. 지문의 활용도 알아보기
가. 지문의 활용 사례
지문의 개인 식별 기능을 이용하여 범죄현장에 남겨진 지문으로 범인을 잡거나 출퇴근시스
템을 도입하여 직원들의 근무상황 관리, 집이나 연구소의 출입 통제, 미아 찾기 사업 등에 활
용한다. 또 최근에는 지문의 형태에 따른 성향이나 성격을 분석하여 학업진로, 직업의 적성을
파악하는 과학적인 통계학으로도 활용한다.
나. 활용 방법
1) 개인식별을 위한 지문인식기술
지문에 빛을 쏴서 반사되는 지문의 굴곡
을 인식하여 판독하는 기술이다. 지문인식
기술은 사람마다 다양한 지문의 유형을 파
악하고 지문의 갈라진 점, 이어진 점, 끝점
을 스캔하여 각 지문의 특징을 좌표로 얻어
기존 데이터와 대조하여 신분을 확인한다.

<지문인식기술의 원리>

효율적인 지문채취와 보관방법에 대한 탐구 ∙ 137

2) 지문과 성격, 적성과의 관계를 통계학적으로 분석
1943년 커민즈는 Finger Prints란 책에서 태아는 진피층 혈관 신경계의 배열 규칙에 따라
손바닥과 지문을 형성하며, 이는 지문의 형성과 사람의 인격적 특징이 필연적인 관계가 있음을
나타낸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타고나 지문으로 성향이나 성격을 분석하여 학업진로, 직업의
적성을 파악하는 것으로 유전학에 의한 과학적인 통계학으로 볼 수 있다.

4. 지문이 유전적 정보를 가질 수 있는지 탐구
지문은 개인 식별 기능 외에도 지문의 모양으로 사람의 성향이나 성격 분석에 활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지문의 모양이 가족 간에 어떤 형태로 유전되는지 탐구해 보았다.

가. 준비물 : 지문채취 용지, 지문채취용 인주,
지문을 채취해 줄 가족

나. 실험방법
1) 각 가족 구성원의 10손가락 지문을 채취한다.
2) 채취한 지문들을 가족 단위로 모으고, 조부모, 부모, 자녀 순으로 정리한다.
3) 채취한 지문을 모양에 따라 궁상문(활형, 반원형), 제상문(말굽형, 고리형), 와상문
(나선형) 형으로 분류하고 융선의 간격도 측정한다.

<지문 채취 및 분류 1>

<지문 채취 및 분류 2>

4) 가족 단위로 지문의 모양이 유사하게 나타나는지, 융선의 간격은 어떤 간격으로
나타나는지 관찰한다.
5) 가족 내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지문 모양이 다를 때 자녀의 지문은 어떤 모양인
지 관찰한다.
6) 가족 단위로 비교표를 만들어 지문의 모양이 유전되는지 알아보고, 유전된다면 어
떤 모양이 우선적으로 유전되는지 알아본다.
7) 전체 비교표를 만들어 어떤 모양의 지문이 많이 나타나는지 지문의 모양별 빈도를
구하여 비교해 본다.
8) 우리나라 국민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지문의 모양과 관찰한 지문의 모양이 같은
지 다른지 비교해 보고, 이결과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토의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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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험 결과 및 토의
1. 지문을 채취하는 방법 탐구
가. 지문이 채취되는 원리
기체법은 요오드가 고체에서 기체로 승화하는 원리를 이용한 실험이다. 요오드는 고체에서
바로 기체로 변화하는 물질로 요오드기체는 지문이 찍혀있는 부분의 지방부분과 반응하여 나
타난다. 액체법의 원리는 손가락 끝에 있는 염분, 아미노산 등이 있는데 닌히드린은 아미노산
에 반응한다. 종이에 찍힌 지문에는 아미노산이 있어서 닌히드린과 반응을 하여 보라색 지문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분말법은 지문에 남아있는 유분에 알루미늄 가루가 묻어서 지문이 잘
관찰되었다.
나. 채취 방법에 따른 사용 용도
기체법은 주로 종이에 찍힌 보이지 않는 잠재지문을 채취 할 때 사용한다.
액체법은 거친 종이 표면에 남겨진 지문이나 오래되어 기름성분이 말라버린 경우에 사용하
고, 분말법은 표면이 매끄러우며 단단한 물체에 찍힌 지문을 채취할 때 사용한다.

다. 채취 방법에 따른 선명도, 채취 시간, 인체 유해성 비교

기체법은 40분만에 지문이 요오드에 반응하는 것을 선명하게 관찰할수 있었지만 요오드가
승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정액을 뿌린 후 말리는데 6시간이 걸렸다. 액체법은 닌히드린 용
액을 뿌린 후 말리는데 5시간이 걸렸고 지문의 선명도도 흐려서 지문이 잘 관찰되지 않았다.
분말법은 지문에 알루미늄 가루를 뿌린 후 털어내고 고정테이프를 붙이기만 하면 되어 짧은 시
간에 지문을 선명하게 관찰할 수 있었다.

구분

선명도

채취 시간

인체 유해성

기체법

선명(중)

7시간(상)

매우 유해(상)

액체법

흐림(하)

5시간(중)

매우 유해(상)

분말법

매우 선명(상)

1시간(하)

유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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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문이 잘 보존되는 조건 탐구
가. 실험결과
1) 상자1 : 온도가 높으면서 습도가 높은 환경

□ 상자1 : 온도가 (높, 낮)으면서 습도가 (높, 낮)은 환경
구분

온도

습도

32℃

92%

유리

거울

종이

플라스틱

1일차
(9/27)
선명도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관찰내용

종이가 가장 선명하게 나타났다. 분말가루를 뿌린 후 붓으로 가루를 털

(알게된점,의문점 등)

면 지문이 파손된다. 그래서 관찰키트를 잡아서 가루를 털어내야 한다.

33℃

92%

2일차
(9/28)

선명도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종이의 지문은 선명하게 관찰되었다. 종이의 지문을 가로지르는 하나의
관찰내용

선 때문에 몇 부분이 안보였다. 시간이 지나서 생긴 것인지 균일하게 찍

(알게된점,의문점 등)

지 않은 것인지 3일차에서 비교해야겠다. 유리, 종이, 플라스틱의 지문
도 선명하게 관찰되었다. 온도는 1℃ 높아졌고 습도는 92%로 똑같다.

33℃

92%

3일차
(9/29)

선명도
관찰내용
(알게된점,의문점 등)

30.5℃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종이가 가장 선명하고 유리에서는 지문을 찍을 때 미끄러져서 그
런지 잘 관찰되지 않았다. 비가 와서 공기 중의 습도는 높아졌지만
상자속의 습도는 92%로 유지되고 있었다. 온도도 그대로이다.

91%

4일차
(9/30)
선명도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관찰내용

종이의 지문은 계속 선명하게 관찰되었고, 거울, 종이, 플라스틱의

(알게된점,의문점 등)

지문도 잘 관찰되었다. 지문은 습도가 92%일 때 가장 잘 보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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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 같다. 오늘새벽부터 기온이 내려가 아크릴상자속의 온도가 어
제와 2℃이상 차이가 난다. 습도도 어제보다 1% 내려갔다.

30℃

90%

5일차
(10/1)

선명도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종이의 지문은 매우 선명하게 관찰되었고, 유리, 거울, 플라스틱도
관찰내용

지문의 모양을 알아볼수 있게 선명하게 관찰되었다. 흑연가루가 통

(알게된점,의문점 등)

에서 한번에 너무 많은 양이 나와 유리와 거울에 검정색 점들이 생겼
다. 가루를 균일하게 뿌릴 수 있게 주의해야겠다.

2) 상자2 : 온도가 낮으면서 습도가 높은 환경

□ 상자2 : 온도가 (높, 낮)으면서 습도가 (높, 낮)은 환경
구분

온도

습도

26℃

92%

유리

거울

종이

플라스틱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하

상 중 하

1일차
(9/27)

선명도
관찰내용
(알게된점,의문점 등)

2일차

27℃

종이는 지문이 매우 선명하게 관찰되었고 거울과 플라스틱도 지문
이 선명하게 관찰되었다. 유리는 지문이 묻으면 눈에 잘 보여 실험이
잘 될것 같았지만 예상외로 지문이 잘 관찰되지 않았다.

90%

(9/28)
선명도

3일차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하

상 중 하

관찰내용

종이가 가장 잘 보존되었고 유리, 거울, 플라스틱도 지문이 선명하

(알게된점,의문점 등)

게 관찰되었다.

27℃

92%

(9/29)
선명도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하

상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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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는 지문을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게 관찰되었고, 거울과 플라스틱
도 지문을 알아볼 수 있게 관찰되었다. 유리는 지문의 융선이 거의 보
관찰내용

이지 않게 관찰되었다. 온도가 낮고 습도가 높으니 유분이 잘 보존되어

(알게된점,의문점 등)

지문이 평균적으로 잘 관찰되는데 유리만 잘 관찰되지 않는다. 생활속과
실험은 반대로 나타났다. 상자의 환경 때문인지 분말법으로 지문을 채취
했기 때문인지 의문이 생겼다.

20℃

4일차

90%

선명도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하

상 중 하

종이에 나타난 지문은 다른 날과 다르게 지문의 30~40%만 나타났지

(9/30)

만 선명하게 관찰되었다. 유리, 거울, 플라스틱은 지문의 형태가 거
관찰내용

의 나타나지 않았다. 오늘새벽부터 기온이 내려가 온도는 7℃가 내려

(알게된점,의문점 등)

갔고 습도도 2% 내려갔다. 온도와 습도를 적다보니 압력과 지문의 관
계가 궁금해졌다. 다음에는 압력이 높을 때와 압력이 낮을 때, 어떤
조건에서 지문이 잘 보존되는지도 실험해 보아야겠다.

20℃

88%

5일차
(10/1)

선명도
관찰내용
(알게된점,의문점 등)

상 중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종이에 지문은 선명하게 관찰되었다. 유리, 거울, 플라스틱은 지문
의 형태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오늘 실험에서 나온 지문들의 결
과는 4일차와 비슷하였다.

3) 상자3 : 온도가 높으면서 습도가 낮은 환경

□ 상자3 : 온도가 (높, 낮)으면서 습도가 (높, 낮)은 환경
구분 온도 습도
유리
거울
종이

32℃

플라스틱

65%

1일차
(9/27)

선명도
관찰내용
(알게된점,의문점 등)

상 중하
상 중하
상 중하
상 중 하
유리, 거울, 종이, 플라스틱 판에 찍은 지문이 모두 선명하게 관찰
되었다. 흑연을 털어내는 부분에서 지문이 뭉개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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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59%

2일차
(9/28)

선명도
관찰내용
(알게된점,의문점 등)

32.5℃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유리, 거울, 플라스틱에 찍힌 지문은 1일차 보다 선명하지 않았지
만 종이에 찍힌 지문은 선명하게 관찰할 수 있었다.
1일차보다 온도는 2도 올라가고 습도는 3% 낮아졌다.

60%

3일차
(9/29)

선명도
관찰내용
(알게된점,의문점 등)

32℃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유리, 거울, 플라스틱은 지문이 잘 관찰되지 않고 흑연가루가 퍼져
보였다. 종이에 찍힌 지문은 50%정도 관찰되었다. 2일차에 비해 온
도는 0.5℃, 습도는 1% 높아졌다. 오늘은 흐리고 습도가 높은 날이었다.

54%

4일차
(9/30)

선명도
관찰내용
(알게된점,의문점 등)

32℃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유리, 거울, 플라스틱에 찍힌 지문은 잘 관찰되지 않았고 종이는
연하게 지문결이 나타남을 관찰할 수 있었다. 온도는 3일차에 비해
0.5도 내려가고 습도는 6% 줄어들었다.

52%

5일차
(10/1)

선명도
관찰내용
(알게된점,의문점 등)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종이는 지문의 60%정도가 선명하게 관찰되었고 유리, 거울, 플라
스틱 판은 지문이 연하게 관찰되었다. 온도는 4일차와 같고 습도는
2% 줄어들었다.

효율적인 지문채취와 보관방법에 대한 탐구 ∙ 143

4) 상자4 : 온도가 높으면서 습도가 높은 환경

□ 상자4 : 온도가 (높, 낮)으면서 습도가 (높, 낮))은 환경
구분

온도

습도

25℃

63%

유리

거울

종이

플라스틱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1일차
(9/27)

선명도
관찰내용
(알게된점,의문점 등)

26℃

상 중

하

흑연가루를 뿌려 털어내니 4가지 모두 지문은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종이와 거울은 육안으로 지문의 확인이 가능했으나 유리와 플라스틱은
흑연가루가 지문 위에 많이 남아 형태를 확인하기는 조금 어려웠다.

66%

2일차
(9/28)

선명도
관찰내용
(알게된점,의문점 등)

25℃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1일차보다 전체적으로 지문이 흐려졌으나, 종이가 제일 선명하게 지
문을 볼 수 있었다. 흑연가루가 실험 중 날려서 호흡기를 자극하는 것
이 좋지 않은 것 같다. 테이프를 붙이니 지문이 조금 더 흐려졌다.

69%

3일차
(9/29)

선명도
관찰내용
(알게된점,의문점 등)

26℃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지문이 아래쪽부터 조금씩 형태를 알아볼 수 없게 흐려졌다.
종이의 지문이 가장 확인하기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유리와
플라스틱은 손가락 모양마저도 잘 나타나지 않았다.

68%

4일차
(9/30)

선명도
관찰내용
(알게된점,의문점 등)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종이는 지문이 1/3정도만 선명하게 남았다. 종이를 제외한 나머지
는 3일차의 결과와 비슷하게 나왔다. 흑연가루가 번져 지문을 알아
보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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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64%

5일차
(10/1)

상 중 하

선명도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5일차가 되니 종이를 제외하고는 3가지 모두 정확한 지문을 확인
하기 어려웠다. 그런데 왜 종이에 묻은 지문이 가장 오래가는지, 그
(알게된점,의문점 등)
이유는 무엇일까 궁금해졌다.
관찰내용

나. 연구결과
1) [상자1]온도가 높으면서 습도가 높은 환경
지문의 선명도는 상 7개, 중 13개, 하 0개로 나타났다. 종이는 5일차까지 지문을 매우 선명
하게 관찰할 수 있었으며, 거울, 플라스틱, 유리의 지문도 5일차까지 지문이 잘 보존 되는 것
을 관찰할 수 있었다. 4가지 환경중 선명도 상이 7개로 가장 많았다.

구분

온도

1일차
32℃
(9/27)
2일차
(9/28) 33℃
3일차 33℃
(9/28)
4일차
30.5℃
(9/30)
5일차
(10/1) 30℃

습도

유리

거울

종이

플라
스틱

92%

중

상

상

상

92%

중

중

상

중

92%

중

중

상

중

91%

중

중

상

중

90%

중

중

상

중

[상자1]온도가 높으면서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 지문의 선명도 비교

2) [상자2]온도가 낮으면서 습도가 높은 환경
지문의 선명도는 상 5개, 중 8개, 하 7개로 나타났다. 종이는 5일차까지 지문을

매우 선명

하게 관찰할 수 있었다. 거울과 플라스틱은 3일차까지는 선명도 중으로 관찰되다가 이후에는
잘 보존되지 않았다. 유리는 1일차부터 지문이 잘 관찰되지 않았다.

구분
1일차
(9/27)
2일차
(9/28)
3일차
(9/28)
4일차
(9/30)
5일차
(10/1)

온도

습도

유리

거울

종이

플라
스틱

26℃

92%

중

중

상

중

27℃

90%

중

중

상

중

27℃

92%

하

중

상

중

20℃

90%

하

하

상

하

20℃

88%

하

하

상

하

[상자2]온도가 낮으면서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 지문의 선명도 비교

효율적인 지문채취와 보관방법에 대한 탐구 ∙ 145

3) [상자3]온도가 높으면서 습도가 낮은 환경
지문의 선명도는 상이 4, 중 8개, 하 8개로 나타났다. 종이는 2일차까지는 선명도 상으로
관찰되다가 이후에는 중으로 지문이 잘 보존 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유리, 거울, 플라스
틱은 1일차에는 지문이 선명도 상으로 관찰되다가 2일차는 중, 3일차부터는 하로 잘 보존되지
않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 4가지 환경중 선명도 하가 8개로 가장 많았다.

구분
1일차
(9/27)
2일차
(9/28)
3일차
(9/28)
4일차
(9/30)
5일차
(10/1)

온도

습도

유리

거울

종
이

플라
스틱

32℃

65%

상

상

상

상

34℃

59%

중

중

상

중

32.5℃

60%

하

하

중

하

32℃

54%

하

하

중

중

32℃

52%

하

하

중

하

[상자3] 온도가 높으면서 습도가 낮은 환경에서 지문의 선명도 비교

4) [상자4]온도가 낮으면서 습도가 낮은 환경
지문의 선명도는 상이 6개, 선명도 중이 11개, 하가 3개로 나타났다. 종이는 1일차~5일차
까지 선명도 상으로 지문이 잘 보존 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거울, 플라스틱은 1일차에
는 지문이 선명도 상으로 관찰되다가 2일차부터는 중으로 지문이 비교적 잘 보존되었으며, 유
리는 3일차부터 선명도 하로 지문이 잘 관찰되지 않았다.

구분
1일차
(9/27)
2일차
(9/28)
3일차
(9/28)
4일차
(9/30)
5일차
(10/1)

온도

습도

유리

거울

종
이

플라
스틱

25℃

63%

중

상

상

상

26℃

66%

중

중

상

중

25℃

69%

하

중

상

중

26℃

68%

하

중

중

중

25℃

69%

하

중

상

중

[상자4] 온도가 낮으면서 습도가 낮은 환경에서 지문의 선명도 비교

3. 지문의 활용과 지문이 유전되는지 탐구
가. 지문의 가족 단위 비교표
채취한 지문을 보고 지문의 모양을 관찰하여 가족 단위로 비교표에 기록한다.

구분

엄지
집게
가족구분( 성태헌 )
조부
나선 말굽
조모
말굽 말굽
부
말굽 말굽

오른손
가운데
말굽
나선
말굽

약

새끼

엄지

집게

왼손
가운데

약

새끼

나선
나선
말굽

나선
말굽
말굽

나선
말굽
말굽

말굽
나선
말굽

말굽
말굽
말굽

말굽
나선
말굽

말굽
말굽
말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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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말굽 말굽
자녀
나선 말굽
가족구분( 신동원 )
조부
조모
말굽
말굽
부
말굽
말굽
모
나선
말굽
자녀1
말굽
말굽
자녀2
말굽
활
가족구분( 전진한 )
조부
말굽
말굽
조모
나선
나선
부
말굽
말굽
모
나선
나선
자녀
나선
나선

말굽
말굽

말굽
말굽

나선
말굽

나선
말굽

말굽
말굽

말굽
말굽

말굽
말굽

나선
말굽

말굽
나선
말굽
말굽
활

말굽
말굽
말굽
말굽
말굽

말굽
말굽
말굽
말굽
말굽

나선
말굽
말굽
말굽
말굽

말굽
말굽
활
말굽
말굽

나선
말굽
말굽
말굽
활

말굽
말굽
말굽
말굽
말굽

말굽
말굽
말굽
말굽
말굽

말굽
나선
말굽
나선
나선

말굽
나선
말굽
나선
나선

말굽
나선
말굽
나선
나선

말굽
나선
말굽
나선
나선

말굽
나선
말굽
나선
나선

말굽
나선
말굽
나선
나선

말굽
나선
말굽
나선
나선

말굽
나선
말굽
나선
나선

나. 지문의 모양별 비교표

가족 단위로 비교표를 참고하여 지문의 모양별 비교표를 만들어 어떤 모양의 지
문이 많이 나타나는지 비교해 보았다.
구분
나선형
말굽형
활형

합계
46
100
4

빈도수
31%
67%
3%

가족의 지문을 모양별로 비교해 본 결과 말굽형이
67%로 가장 많았고, 나선형 31%, 활형 3%로 나타났다.
* 지문의 모양별 빈도=
(지문의 모양별 수∕전체 지문의 수) X 100

<지문의 모양별 빈도수>

구분

엄지 집게
가족구분( 성태헌 )
나선
2
0
말굽
3
5
활
0
0
가족구분( 신동원 )
나선
1
0
말굽
4
4
활
0
1
가족구분( 전진한 )
나선
3
3
말굽
2
2
활
0
0

왼손
가운데

집게

오른손
가운데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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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론

기체법, 액체법, 분말법을 이용하여 지문을 채취하고 채취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선명도, 인
체유해성을 비교하여 보았다. 기체법, 액체법, 분말법의 실험결과를 통하여 분말법이 가장 선
명하고 빠르게 지문이 채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말법이 미세한 가루를 이용하는 특성상 표
면이 매끄러우며 단단한 물체에 찍힌 지문을 채취할 때 사용하면 간편하고 정확하게 지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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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취할 수 있을 것이다. 기체법과 액체법은 선명도나 채취시간 면에서는 분말법보다 떨어지지
만 거친 종이에 찍힌 보이지 않는 지문이나 오래되어 유분이 말라버린 경우의 지문채취에 효
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온도와 습도의 변화에 따른 지문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4가지 환경에서 지문의 변화를 관
찰하였다. 온도가 높은 곳에서는 지문의 유분과 수분이 증발하고, 습기가 많은 곳에서는 지문
이 번져 온도가 낮고 습기가 낮은 환경에서 지문이 가장 잘 보존 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
실험결과는 온도가 높고, 습도가 높을 때 선명도 상·중이 20개로 가장 선명하게 관찰되었다.
다음으로 온도가 낮고 습도가 낮을 때(17개), 온도가 낮고 습도가 높을 때(13개), 온도가 높
고 습도가 낮을 때(12개)순으로 관찰되었으며, 온도가 높고 습도가 낮을 때 선명도 하(8개)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관찰되었다. 또 습기를 흡수하는 종이의 지문이 가장 선명하고 오랫
동안 보존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고, 표면재질이 비슷하게 보이지만 플라스틱이 유리나 거울
에 비해 지문의 잘 보존되는 것도 관찰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보아 지문의 보존은 온도
보다는 습도가 더 연관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구분
온도

습도

평균
온도

평균
습도

선명도 횟수
상

중

하

상자1

높음

높음

31.7℃

91.4℃

7

13

0

상자2

낮음

높음

24℃

90.4℃

5

8

7

상자3

높음

낮음

32.5℃

58℃

4

8

8

상자4

낮음

높음

25.4℃

67℃

6

11

3

<평균 온도와 습도에 따른 지문의 선명도 횟수>

가족의 지문을 채취하여 모양별로 분류하여 보니 말굽형 67%, 나선형 46%, 활형 3%로
나타났다. 부모가 말굽형과 나선형 지문일때 자녀에게서 활형 지문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으로
보아 지문의 모양은 유전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한국인에게는 말굽형과 나선형 지
문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말굽형이 가장 많은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다인자 유전을 할
것으로 추측된다.
이번 실험을 진행하면서 통풍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점이 좀 아쉽다. 통풍이 잘 되는 곳은 유
분과 수분이 증발하여 지문이 잘 보존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후에는 지문을 채취하는 방법을 탐구할 때 사용된 요오드, 닌히드린, 알루미늄이 모두 인체
에 유해한 물질이라 인체에 무해한 물질로 지문을 채취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연구 해 보고 싶
다. 또 지문의 개인 신분 식별 기능을 응용하여 술·담배 자동판매기 같은 생활에 활용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해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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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Abstract)
본 연구에서는 EM (Effective Microorganism; 유효미생물) 활성액이 우리의 생활에 어떠
한 도움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실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찰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보전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EM과 같은 친환경 물질을 이용하면 여러
가지 환경문제를 줄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우리의 연구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문제 (음식물이나 세제로 인한 오염, 곰팡이 성장으로 인한 문제 등)에 EM활성액을
사용하면 많은 좋은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하지만 용액의 성질변화, 얼룩제거,
곰팡이 제거 실험을 실시한 결과, EM활성액은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의 효과를 보여주지 못했
다. 특히 매우 낮은 pH와 매우 높은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은 수질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게 하였으며, 얼룩제거에 EM을 사용하면 세제의 양을 줄여서 환경문제
가 줄어들 것이라 예상했지만 역시 EM이 추가되어도 얼룩제거의 효과가 증가하지 않았다. 곰
팡이의 경우 성장이 되지 않거나 천천히 자라도록 하였지만, 자라난 곰팡이를 없애지는 못하였
다. EM활성액을 얼마나 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지를 탐색하는 심화탐구 결과에서도 앞서 말
한 결과와 거의 같았다. 다만, 모든 실험에서 EM활성액을 사용한 실험군에서는 악취가 나지
않고 발효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어, 우리가 선정한 환경문제를 EM이 직접 해결해 주지는 못
하지만, 악취제거 등의 다른 용도에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험 끝부분에
EM처리군 용액의 pH가 증가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 EM의 효과는 장기적으로 관찰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결론적으로, EM활성액의 환경문제에 대한 효과는 사용할 곳과 사용방법
을 적절하게 선택해야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연구를 통해서 깨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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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 동기
주말에 엄마가 청소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런데 세제가 아닌 용액을 이용하여 유리창을
닦으시고, 설거지를 하시는 모습을 보고 엄마에게 그 용액은 무엇인지 여쭤보게 되었다. 엄마
께서는 “EM발효액”이라고 말씀하셨다. 세제가 아닌 EM발효액으로 청소한다는 것이 신기하여
EM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찾아보았다. EM은 “유용한 미생물군”으로, 청소뿐만 아니라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었다.
인터넷 기사에서, 동래구에서 매년 온천천과 사직천 합류지점(목재교량)에서 온사모(온천천
사람들의 모임) 회원과 주민 등이 참여하는 EM흙공 투척 행사 개최하고 있었다. EM흙공은
효모균, 유산균 등 미생물이 들어있는 EM효소 발효액과 황토를 반죽해 만든 것으로, 투여된
EM흙공은 물속에서 서서히 녹으면서 각종 오염물질이 침전돼 형성된 하천의 오염층을 분해해
수질을 정화, 개선시키는 것은 물론 악취제거에도 도움을 준다는 내용이었다. 흙으로 만든 공
에 자란 곰팡이나 미생물들은 생각만 해도 더러울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미생물들이 정화를
한다는 것이 신기하였다.
문득 이렇게 환경정화에 효과가 있다는 EM발효액이 자연이라는 큰 범위가 아니라, 우리가
평소 생활에 먹고, 마시고, 사용하고, 배출하는 것 등 우리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것들에서도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만드는데 EM발효액이 효과가 있다면, 찌든 때나 기름때로 더러워진 걸레 같은 것도 EM 발
효액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궁금증도 들었다.

2. 연구의 목표
본 연구에서 우리는 EM발효액이 우리 생활
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알려진 내용 외에 숨
겨진 EM의 능력이 있는지 탐구하고, 그 방법
이 실제 효과가 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이 연
구의 주된 목적이다 (그림 1). 실생활에서의
EM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6개
의 세부목표를 탐구한다.
가. EM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체험해
보기.
나. 우리 주변의 여러 용액에 EM발효액을
넣으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기.
다. 얼룩제거에 EM발효액 효과가 있는지 탐
구하기.
라.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곰팡이
성장에 EM 발효액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지 알아보기.
마. EM 발효액의 적정량 찾아보기.
바.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주변에 알려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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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본 연구의 진행 단계.

Ⅱ. 이론적 배경
1. EM이란?
가. EM의 정의: EM은 국립 류큐대학 농학부교수 히가 데루오 박사가 1983년 토양개량,
자연·유기농업에의 이용을 목적으로 개발한 것이다 (한국EM연구기구, 2014). EM
(Effective Micro-organisms)은 유용미생물군의 약자로 자연계에 존재하는 많은 미생
물 중에서 사람에게 유익한 미생물 수십 종을 조합, 배양한 것이다 (이엠생명과학연구
원, 2014). 일반적으로 효모, 유산균, 누룩균 등 80여종의 미생물이 들어 있어 악취 제
거, 수질 정화, 금속과 식품의 산화방지, 남은 음식물 발효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이엠바이오, 2014).
나. EM의 작용: 지구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80%는 살아가는 성격을 쉽게 바꿀 수 있는 해
바라기 균이다. 이들은 나쁜 미생물의 수가 증가하면 나쁜 미생물의 성격을 띠어 부패나
오염에 가담하게 된다. 하지만 유익한 미생물의 수가 많은 환경에 처하게 되면 유익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바로 EM이 해바라기균들을 유익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역할
을 담당한다 (그림 2). 예컨대 우유 또는 콩을 방치해 두면 부패하면서 악취를 풍기는
데, 이는 강력한 활성산소 (Active oxygen : 산화력이 강한 유해 산소)를 유발하는 산
화현상 때문이다. 그러나 같은 우유나 콩에 유산균이 작용을 하게 되면 우유는 요구르트
로, 콩은 된장이 된다. 이런 현상은 미생물이 항산화 물질을 생성하여 부패를 막고 유기
물을 변화시켜 흡수되기 쉬운 상태로 만들기 때문이다.

그림 2. EM이 해바라기균과 협력하는 과정의 모식도.

2. EM의 효과
EM은 발효를 촉진하는 유용미생물의 복합체이다. 따라서 이 성질을 잘 이용하면 여러 분야
에서 바람직한 일이 생긴다. 우리나라의 한 블로그에서 EM의 효과를 잘 정리하였으며 (정성
훈, 2014), 여기에 따르면 EM은 대체로 작물의 성장을 돕고 수질을 개선하는데 큰 효과를
보인다고 한다. 또한 항산화작용이 있어 우리의 건강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한다. 일상생활
에서는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그대로 방치하면 썩어서 악취를 풍기는 환경오염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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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만 EM을 이용하면 발효처리 되므로 발효된 것은 분명 좋은 퇴비가 되고, 토양을 개량하
여 농작물의 성장을 돕는다. 더욱이 EM은 토양 중에 본래 존재하는 유용 미생물의 활동을 활
성화하기 때문에 화학비료를 사용하는 농법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수확량의 증대가 가능하다.
이런 특성을 가진 EM은 농업뿐 아니라 환경, 축산, 일상생활의 모든 분야에 활용이 가능하
다.

Ⅲ. 실험 방법
표 1. 우리 연구팀의 연구과제 참여방식

우리 연구팀은 표 1과 같이 모두 6가지 세부
연구를 수행하였다. 우리 연구의 특징은 매우

번호

세부 연구과제 주제

연구자 이름

다양한 조합에 대해 실험하여 EM의 특징을 폭

1

EM 체험하기

전원 참여

넓게 알아보는데 있다. 또한 EM의 성질이 과

2

EM과 용액의 성질변화

정자윤

연 우리의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리

3

EM의 얼룩제거 효과

성현민, 장유진

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4

EM의 곰팡이 제거효과

지윤제, 제수연

5

적정량
실험

6

각 실험결과 토의 및
연구결과홍보

를 알 수 있도록 서로의 실험결과가 연결되도
록 구성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다양한 실험적
접근을 담고 있다. 따라서 표 1에 나와 있듯이
우리 연구팀이 각각의 실험을 분배하여 진행하

용액성질

정자윤

얼룩제거

성현민, 장유진
전원 참여

였고, 결과를 모아서 서로 토의하였다.

1. EM에 대해 자세히 알고 체험해 보기
가. 우리의 연구에서 사용될 EM의 특징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EM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곳인 (사)담쟁이를 방문하고, EM의 특징을 이해한다.
나. EM흙공 만들기 체험을 통해서 EM을 알아보고, 우리의 연구에 적용한다.

2. 우리 주변의 여러 용액과 EM활성액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가. 준비물
1) 시료: 세제, 홍시, 오렌지, 커피, 케첩, 카레, 김칫국물
2) 도구: 믹서기, 삼각플라스크, 메스실린더, 유리막대, 전자저울, pH meter, COD 측
정키트, EM발효액
나. 연구과정
1) 시료준비: 과즙은 믹서기에 각각의 과일 1개에 물 1000 mL를 넣고 갈아서 준비한다.
케첩, 카레, 커피 (동결건조커피)는 각각 10 g에 물 1000 mL에 녹이고, 세제는 세
제 사용설명에 따라 1 g을 물 1000 mL에 넣고 잘 저어준다. 김칫국물은 10 mL을
물 1000 mL에 섞는다.
2) 대조군과 실험군 시료로 삼각플라스크에 각각의 용액을 100 mL씩 넣고, 대조군에는
증류수 5 mL, 실험군에는 EM원액을 5 mL 넣은 후 7일간 pH meter를 이용해서
매일 pH값을 측정한다. 그리고 용액의 색깔, 냄새 등 상태를 관찰한다 (그림 4).
3) 용액의 오염물질로서의 성질을 관찰하기 위해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측정키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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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다. EM을 넣은 직후, 3일, 7일 후 측정한다 (그림 3).
4) 대조군과 실험군의 용액의 상태, pH, COD를 관찰하고 변화를 실험노트에 기록한다.
pH, COD는 부산대학교 환경기술산업개발연구소의 측정장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그림 3. EM이 용액의 성질 변화에 미치는 영향 관찰실험. 왼쪽, 실험 개요; 오른쪽, pH 및 COD 측정.

3. EM 발효액은 옷감의 얼룩도 제거할 수 있을까?
가. 준비물
1) 시료: 홍시, 오렌지, 커피, 케첩, 카레, 김칫국물, 세제
2) 도구: 옥양목 (6x6 cm2), 면, EM발효액, 증류수, 페트리접시, 15 mL 튜브, pH
meter
나. 연구과정
1) 시료준비: 껍질을 벗긴 홍시를 그릇에 담고 으깨었고, 오렌지는 반으로 잘라 즙을 짜
서 준비하였다. 동결건조커피 스틱 한 봉지를 증류수 15 mL에 녹였고, 15 mL의 케
첩에 증류수를 5 mL을 넣고 잘 섞어 준비하였다. 데워 먹는 인스턴트 카레와 체로 거
른 김칫국물을 실험용 시료로 준비하였다.
3) 준비한 각각의 용액에 4장의 옥양목을 충분히 적신 후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서 말렸
다. 완전히 마른 후 페트리접시에 한 장 씩 나눠 담고, 첫 번째 페트리접시에는 증류수
를 충분히 채워주고 (대조군), 두 번째 페트리접시에는 EM발효액과 증류수를 1:30의
비율로 희석하여 부어주었다 (실험군1). 세 번째 페트리접시에는 세제와 증류수를
1:2000의 비율로 섞어 부어주고 (실험군2; 세제량은 세재 사용설명서의 1/2를 사용하
였다), 네 번째 페트리접시에는 세 번째 페트리접시를 채운 세제와 EM발효액을 1:30의
비율로 섞어 부어주었다 (실험군3).
5) 4일간 하루에 한 번씩 얼룩 변화를 관찰하고, 사진을 찍어 실험노트에 기록을 남긴다
(그림 4). 그리고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의 pH meter를 이용하여 변화를 관찰하
여 기록한다.

그림 4. EM의 얼룩제거 실험을 위한 시료 준비 및 관찰결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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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M 발효액은 곰팡이와 싸워 이길 수 있을까?
가. 준비물
1) 시료: 식빵, 떡, 옥수수, 딸기잼, 귤, 양파, 누룩곰팡이, 푸른곰팡이
2) 도구: 페트리접시, 분무기, EM 발효액
나. 연구과정
1) 선택한 음식을 온난(최적온도 30℃ 정도) 다습한 곳에 두고 곰팡이가 생기도록 한다.
2) 각 음식물에 생긴 곰팡이를 관찰하고, 육안으로 모양과 색깔에 차이가 있는 곰팡이 종
류를 고른다. 페트리접시 2개에 같은 종류의 곰팡이가 핀 음식물을 각각 넣는다.
4) 한쪽 페트리접시에는 증류수가 담긴 분무기 (대조군)를 사용하여 5회 분무하고, 다른
페트리접시에는 EM발효액이 담긴 분무기 (실험군)로 같은 방법으로 분무한다.
5) 10일간 곰팡이의 변화를 관찰하고 관찰일지에 기록한다 (그림 5).

그림 5. EM의 곰팡이 억제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단계.

5. 심화학습: 얼마나 많은 EM발효액을 써야 할까?
가. 개념
1) 이 목표는 2-4번 실험에서 알게된 사실을 바탕으로 변화가 가장 큰 요소 혹은 보다 상
세한 결과의 분석을 위해 진행한다.
2) 실험결과에 따라 방법이 바뀔 수 있으므로, 유연하게 방법을 정하여 분석한다. 또한
우리가 예상했던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실험에 대해서는 심화연구를 진행하
지 않고, 보다 세밀한 분석이 필요한 추가실험에 집중한다.
나. 연구과정
1) 용액 성질변화: 용액의 성질변화에서는 가장 변화가 큰 용액을 선정하고, 이 용액에 다
양한 농도의 EM발효액을 처리하여 보다 세부적인 용액의 성질변화를 관찰한다.
2) 얼룩제거 실험: EM의 사용량을 세부적으로 나누고, 세제와 EM의 처리 방식에 따른 변
화를 면밀하게 관찰한다. 또한 자연물이 아닌 인공화학물질로 만들어진 얼룩의 제거에
EM이 효과가 있는지 추가적으로 검토한다.
4) 곰팡이 제거실험: 곰팡이를 제거할 수 있는 EM의 양을 알아보기 위해 다양한 희석배율
을 적용하여 추가 실험한다 (※이미 성장한 곰팡이는 EM으로 제거되지 않아 적정량 검
토실험은 진행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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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험 결과 및 토의
1. EM에 대해 자세히 알고 체험해 보기
가. EM전문단체인 (사)담쟁이 방문
1) (사)담쟁이는 부산시 기장군에 소재한 비영리법인으로 EM을 제조 판매중이다.
2) 우리 팀의 연구주제인 EM의 특징과 생활에서의 활용성을 알아보기 위해, EM에 대한
체험을 실시하고, EM의 특징과 효과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나. EM에 대한 의견
1) EM이 미생물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더럽거나 불쾌한 물질일 것이라고 우리 모두
생각했다.
2) 실제 EM활성액은 냄새도 별로 나지 않고 우리 생각과 전혀 다른 물질이라 놀랐다.
다. EM 체험 (그림 6)

그림 6. 우리 병아리특공대 연구팀의 연구 주제인 EM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한 체험. 왼쪽, EM에 대한 설명
을 듣고 EM의 제조방법 따라하기; 오른쪽, 수질 정화효과가 뛰어나다고 알려진 EM흙공 제작 체험.

2. 우리 주변의 여러 용액과 EM활성액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가. 용액의 상태 변화
1) EM을 넣으면 모든 용액에서 거품이 발생하거나 하얀색 덩어리가 생겼다 (그림 7).

그림 7. EM활성액을 넣은 용액 (실험군)과 넣지 않은 용액 (대조군)의 상태 변화. 왼쪽이 실험군,
오른쪽이 대조군임. 7일간 변화를 관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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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군은 EM때문에 색이 연한갈색 혹은 짙은노랑색이 되었다 (커피 제외).
3) 케첩이 가장 덩어리가 많이 생겼다. 7일 경과 후 대조군은 썩는 냄새가 많았지만, 실
험군은 새콤한 발효냄새가 났다. 실험군의 김치는 썩는 냄새가 거의 나지 않았다.
나. pH 변화
1) EM을 넣은 직후 실험군은 pH가 낮아졌다 (세제, 카레, 커피 등; 그림 8). 오렌지나
케첩같이 신맛이 있는 시료는 EM주입 직후 pH의 변화가 적었다.
2) 시간이 흐르면서 pH는 서서히 변하였으며, 실험군과 대조군의 pH차이가 작아졌다.
홍시, 오렌지, 케첩, 김치, 커피는 차이가 작았으며, 세제와 카레는 처음에는 pH 차이
가 컸으나 조금씩 차이가 줄어들었다.

그림 8. 다양한 용액에 EM을 넣은 경우 (실험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대조군)에서 시간에 따른 pH의 변화 관찰 결과.

다. COD 변화
1) 실험군의 COD는 대조군의 COD보다 훨씬 높았으며, 최대 50배 정도 높은 COD를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그림 9).
2) 시간이 지나면서 실험군과 대조군의 COD가 모두 높아졌는데, 비록 차이는 20-30배
정도로 줄었지만 여전히 실험군의 COD가 훨씬 높았다.

그림 9. 다양한 용액에 EM을 넣은 경우 (실험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대조군)에서 시간에 따른 pH의 변화 관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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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토의: 용액의 성질과 EM의 관계
1) EM을 여러 가지 용액에 넣었을 때 pH와 COD가 큰 변화를 보인 이유는 EM이 산
성이면서 COD가 높았기 때문이었다. EM원액의 pH는 3.24, COD는 7,853 mg/L
였다. EM활성액 병에는 100배 정도로 희석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10배와 100
배로 희석해서 측정한 결과 pH는 각각 3.44, 3.77, COD는 787 mg/L와 78
mg/L로 여전히 pH가 낮고 COD도 높았다.
2) 시간이 지나면서 실험군의 pH가 변하는 것은 EM속에 포함되어 있는 미생물들이 여
러 가지 반응을 보였기 때문인 것 같다. pH가 변하는 모습이 서로 다른 것은 용액의
종류에 따라 활성화되는 미생물의 종류가 다른 것으로 생각된다. COD가 시간이 흐
를수록 높아지는 것은 미생물이 번식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물질들의 양이 많아졌
기 때문인 것 같다.
3) pH가 너무 높거나 (9 이상) 너무 낮은 (4 이하) 용액은 수질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고 한다. 순수한 물의 pH는 7이며, 국립환경과학원 (2014)의 수질기준에서
는 pH의 생활환경기준을 6.5-8.5 정도라고 한다. EM은 수질을 개선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우리의 결과를 볼 때 수질 개선을 위해 EM을 사용할 때는 많은 주의가 필요
할 것 같다. 또, 국립환경과학원 (2014)은 하천에서는 COD가 5 mg/L보다 낮고
호소에서는 4 mg/L보다 낮아야 수영을 할 수 있거나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COD가 11 mg/L (하천) 혹은 10 mg/L (호소)보다 높으면 공업용수로
도 사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폐수방류기
준에서 COD 농도가 아무리 높아도 90 mg/L 이하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우리의
연구결과에서는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폐수 수준의 COD를 보여줬으며, 너무 많은
EM을 사용하게 되면 집이나 공장 등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다른 폐수들과 섞여서 매
우 높은 COD가 만들어질 것 같다.
5) 김영규 외 (2005)는 EM 투입이 하천의 수질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하였으나, 일부
연구에서는 (강정훈 외, 2013) EM이 정말 수질 개선에 도움을 주는지 알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우리의 실험 결과와도 비슷한 결론이었다. 하지만, 우리의 결과는 모두
일주일 정도의 짧은 시간동안 관찰한 결과라서 정확하게 수질개선 효과가 없다고 말
하기는 힘들 것 같다. 인터넷 블로그 (정성훈, 2014)에 나와 있는 것처럼, EM의 효
과는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나며 (1-2개월), 결국 우리의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었다.
6) 갑작스럽게 매우 낮은 pH와 매우 높은 COD를 보이는 물질이 물속으로 유입된다면,
비록 EM의 효과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수질을 조금씩 좋게 만들어준다고 하더라
도, 유입되는 순간에는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 따라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EM
의 주입량은 매우 조심스럽게 정해야 할 것 같다.

3. EM 발효액은 옷감의 얼룩도 제거할 수 있을까?
가. 옷감 염색
1) 옥양목은 가공을 거친 면이라서 미끈거려서 용액이 완전히 스며들지 못해서 금방 말
랐다. 실험에 사용될 모든 천이 고르게 물이 든 것을 그림 10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 옷감의 색깔 변화
1) 얼룩 제거효과는 세제를 사용한 실험군 1에서 두드러졌다 (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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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M을 처리한 실험군 2와 3은
오히려 얼룩 제거가 잘 되지 않
았다.
3) 주의할 점은, EM용액 자체가 옷
감을 염색시킨다는 점이다 (그림
11). 하루가 지나서 관찰해 보니
EM 발효액에 담가놓은 천이 염

그림 10. 다양한 시료로 천을 염색한 결과.

색되어 있었다.
다. 옷감을 담가뒀던 용액의 pH변화
1) 옥양목을 담가놨던 용액을 모아서 pH를 측정해보았
다. 매일매일 용액을 갈아주고 다음날 pH를 측정하
였다. 첫날에는 오염천이 용액에 들어가니 대조군과
실험군에 상관없이 pH가 많이 낮아져 산성을 띠고

그림 11. EM에 담가뒀던 옷감의
색 변화.

있었다 (그림 12).
2) 시간이 지날수록 오염물질이 제거되고 있는 용액에서는 pH농도가 염기성으로 변화하
고 있다. pH 변화를 보면 염기성에 가까울수록 얼룩이 제거되는 것을 알 수 있었는
데, EM발효액은 강한 산성이라 얼룩 제거를 잘 하지 못하는 것 같다.
표 2. 여러 가지 시료로 만든 얼룩의 제거 효과 결과
날짜

옷감 상태

1일차

• 약 24시간이 지난 후, 카레, 김칫국물, 홍시는 큰 변화를
볼 수 없었지만, 오렌지와 커피는 물과 세제에서 탈색됨.
• 커피는 세제에서 얼룩제거가 가장 많이 되었는데, 남아있
는 용액에서도 색 변화가 확실하게 보였음.
• EM 발효액과 EM 발효액과 세제를 함께 넣은 페트리접시는
대조군보다 얼룩이 짙어졌음.

2일차

• 세제에 담가놓은 천은 색이 많이 옅어졌음.
• 오렌지나 커피, 홍시에 담갔던 천은 거의 새 천에 가깝게
되었음.
• EM 발효액만 넣은 것보다 세제와 함께 EM발효액을 넣은 접
시에서 천의 색이 옅어졌음.

3일차

• 세제를 넣은 접시에서 모든 천의 색이 많이 옅어졌지만 EM
발효액의 효과는 확실히 보이지 않았음.
• 이전 결과와 다른 것은 대조군과 세제에 넣어놓은 홍시와
오렌지로 물들인 천에 물곰팡이 같은 것이 생겨났음.
• 그러나 EM 발효액이 들어간 접시에서는 물곰팜이 같은 점
을 찾을 수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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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룩 상태

날짜

옷감 상태

4일차

• 카레와 김칫국물 두 가지를 제외한 천에서는 세제에서 거
의 원래의 모습을 되찾았음.
• 세제와 EM발효액이 포함된 용액은 EM 발효액만 넣은 것보
다는 색이 옅어진 것을 알 수 있었음.
• 3일차의 결과에서 봤던 물곰팡이 같은 점들은 하루가 더
지나고 나니 오렌지나 홍시의 대조군과 세제 접시에서 더
진하게 볼 수 있었음.
• EM 발효액을 넣은 접시에서는 여전히 볼 수가 없는 것을
보면 EM 발효액이 물곰팡이 같은 것에 효과가 있는 듯함.

얼룩 상태

그림 12. 다양한 시료로 얼룩을 만든 천에 세제, EM, 세제+EM을 처리한 뒤
시간에 따라 측정한 용액의 pH결과.

라. 토의: EM의 얼룩 제거효과가 왜 이렇게 낮을까?
1) 결과가 우리가 처음 실험을 계획할 때와는 달라졌다. 세제를 적게 써도 EM발효액에
의해 얼룩이 지워질 거라 생각하였는데 EM발효액의 효과를 크게 보지 못하였다.
EM 발효액의 색을 생각하지 못하고 실험을 시작해서 발효액 색 때문에 오염물질의
변화를 알 수 없었고, pH 결과를 보면 염기성에 가까워야 얼룩이 지워지는데 EM 발
효액은 pH 3.67로 강산성이어서 희석양이 많아지면 pH가 낮아져 얼룩제거에 효과
를 가지지 못한 것 같다.
2) 그렇지만 EM 발효액은 물에 오래 담가놓으면 생기는 물때 같은 것에는 영향을 주는
것 같다. 물때를 구성하는 것을 대부분 곰팡이 종류이며, 곰팡이가 얇은 막을 만들면
서 두꺼워진다. 락스같은 소독제를 쓰는 이유는 이런 얇은 막을 녹여서 없앨 수 있기
때문인데, 락스의 강한 냄새는 청소하는 동안 두통을 유발하기도 해서 좋지 않다. 우
리의 실험 중에서는 발효액 색이 짙어서 잘 안 보였지만, 자세히 들여다보아도 EM이
들어간 용액에서는 곰팡이와 같은 것이 보이지 않은 것을 보면, EM발효액이 청소 순
간에는 큰 영향을 보이지 않지만, 꾸준히 곰팡이나 박테리아로 만들어지는 얇은 막이
생기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용하여 화장실 청소를 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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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M 발효액은 곰팡이와 싸워 이길 수 있을까?
가. 곰팡이 성장과정
1) 곰팡이 성장 이틀 뒤에 식빵, 떡
에 하얀 실 같은 곰팡이가 발생
하였다 (그림 13).
2) 시간이 지나면서 하얀 실부분이
검은 색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3) 잼에서는 설탕의 보존력 때문인
지 곰팡이가 피지 않고, 수분기
만 조금씩 없어졌다. 따라서 잼
그림 13. 4일간 음식물과 배지에서 성장한 곰팡이.

은 본 실험에서 제외하였다.

나. EM의 곰팡이 억제 효과 (표 3, 4; 그림 14)
1) 대조군에서는 곰팡이가 폭발적으로 자랐지만, 실험군에서 곰팡이의 성장이 더디거나
어느 정도 억제되었다. 또한 시료의 형태 변화도 적거나 거의 없었다.
2) EM의 농도가 높을수록 곰팡이 성장이 더뎠으며 (실험군 1), EM 농도가 낮으면 (실
험군 2) 곰팡이는 약간 자라지만 악취가 조금 사라지고 발효되는 냄새가 느껴졌다.
표 3. EM을 처리한 음식물과 그렇지 않은 음식물에서의 곰팡이 성장 양상
음식물

대조군 (증류수 분무)

실험군 1 (EM원액)

실험군 2 (EM30배 희석액)

식빵

• 가장 큰 변화 발생.
• 빵전체에 검은 곰팡이번식.
• 그 위로 흰색 실 곰팡이가
다시 번식.
• 빵 자체의 부피가 많이 줄
어들었음.

• 빵이 전체적으로 조금 부풀
었음.
• 시간이 지나면서 곰팡이가
조금씩 나타났음.
• 대조군처럼 전체로 번지지
는 않음.

• 검은 점에서 시작하여 검은
색 곰팡이가 빵 전체에 퍼
짐.
• 곰팡이의 양은 계속 증가
함.
• 악취가 없어짐.

떡

• 겉면색이 짙은 노란색으로
변함.
• 검은색 곰팡이가 더 발생.

• 곰팡이 변화는 거의 없음.

• 곰팡이가 조금 발생하였음.
• 발효되는 냄새가 느껴짐.

옥수수

• 옥수수 알 주변으로 곰팡이
가 많이 번져서 발생.

• 대조군만큼은 아니지만 곰
팡이가 육안으로 조금 늘
었음.

• 옥수수 알 주변으로 검은
곰팡이가 피어나지만 전체
적으로 확산되지는 않음.

딸기잼

곰팡이 피지 않아 실험에서 제외

귤

• 전체에 곰팡이가 식빵과 마
찬가지로 까맣게 피었음.
• 그 위로 흰 곰팡이가 다시
올라옴.

• 곰팡이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음.
• 처음의 흰 곰팡이가 오히려
줄어들었음.

• 검은 곰팡이가 피다가 회색
빛의 곰팡이가 새로 생김.
• 수분이 생기는 것이 관찰
됨.

양파

• 가장자리를 중심으로 곰팡
이가 많이 올라왔음.
• 부피가 완전히 줄어들어 곰
팡이가 더 크게 보임.

• 양파형태를 그대로 유지함.
• 처음 곰팡이의 양과 차이
없음.
• 양파의 냄새가 대조군에 비
해 많이 없어졌음.

• 형태의 변화는 없지만 전체
적인 곰팡이양이 증가함.
• 악취가 사라짐.
• 수분이 생기는 것이 관찰
됨.

푸른/
누룩
곰팡이

푸른곰팡이, 누룩곰팡이 둘 다 대조군에서 더 많은 곰팡이가 생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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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EM 처리에 따른 시료의 특징 변화. Ⅰ, 대조군; Ⅱ, 실험군 1 (EM원액); Ⅲ, 실험군 2 (EM희석액).
o는 특징이 변함을 의미하고, △는 변화가 있지만 크지 않았음을, x는 변화가 없음을 의미함
식빵

특징

떡

옥수수

귤

푸른곰팡

양파

누룩곰팡

이

이

Ⅰ

Ⅱ

Ⅲ

Ⅰ

Ⅱ

Ⅲ

Ⅰ

Ⅱ

Ⅲ

Ⅰ

Ⅱ

Ⅲ

Ⅰ

Ⅱ

Ⅲ

Ⅰ

Ⅱ

Ⅲ

Ⅰ

Ⅱ

Ⅲ

색

o

o

x

o

o

o

x

x

x

x

x

o

o

o

x

x

x

x

x

x

x

형태

o

o

x

o

x

o

x

x

x

o

x

x

o

x

x

x

x

x

x

x

x

곰팡이
양

o

x

o

o

x

o

o

x

o

o

x

o

o

x

o

o

△

o

o

△

o

냄새

x

o

o

x

o

o

x

o

o

x

o

o

x

o

o

x

o

o

x

o

o

다. 토의: 곰팡이 성장과 EM과의 관계
1) 본 실험은 EM이 곰팡이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었다. 우
리의 예상은 EM발효액이 곰팡이를 없애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림 14. EM을 처리한 음식물의 곰팡이 변화양상.

2) 실험결과는 우리의 예상과는 다소 달랐다. 고농도의 EM을 처리하면 곰팡이가 잘 자
라지는 않았지만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EM의 농도가 낮아지면
곰팡이가 여전히 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조군과 달리 두 종류의 처리농도 모
두 악취는 크게 줄어들었다.
3) 음식물의 종류에 따라서도 곰팡이의 번식 정도가 EM의 처리 농도에 따라 서로 다르
게 나타났다. 식빵, 귤, 양파, 옥수수는 실험군 1 (EM원액)이 확실히 곰팡이 퍼짐이
대조군(증류수)보다는 적었다. 특히, 식빵과 귤에서는 확연하게 차이가 났다. 실험군
2에서는 EM의 농도가 너무 묽어 식품의 항산화작용을 얻지 못해서 곰팡이가 계속
증가한 것 같다. EM의 경우 80가지이상의 미생물로 이루어져 있어서 곰팡이의 먹이
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EM이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여
음식물들을 퇴비화 되면서 악취가 사라지고, 발효가 진행된 것 같다.
4) 이 결과로 모든 것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EM발효액 속의 다양한 미생물들이 음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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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반응을 보여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 같다. 욕실이나
베란다에 피는 곰팡이는 EM발효액을 뿌리고 잠시 뒤 닦아내면 곰팡이가 제거되었지
만 음식물은 곰팡이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발효가 되는 것 같다. 발효가 되면서 음식
물의 썩는 냄새가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았다.

5. 심화학습: 얼마나 많은 EM발효액을 써야 할까?
가. EM의 희석농도와 용액의 pH, COD 변화
1) EM을 주입하였을 때 가장 뚜렷한 변화를 보였던 세제에 대해서 EM활성액 농도를
달리하여 적용한 뒤 pH와 COD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대조군, 실험군1의 결과는 세
부연구과제 2의 결과를 인용하였다).
2) EM의 농도를 희석시킬수록 pH가 높게 나타났다. 원래 EM이 산성이 강한 용액이라
EM의 농도가 높을수록 pH가 증가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실험이 진행될수록 저농도
부터 고농도의 EM처리 용액의 pH가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의 pH가
관찰되었다 (그림 15).
3) pH와 마찬가지로 COD 역시 EM의 농도가 증
가할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EM 자체가
워낙 높은 COD를 보이고 있어, 10배 희석만
해도 농도가 상당히 높아졌다. 권장수준인 100
배 희석의 경우 EM을 넣지 않은 수준과 비슷한
COD를 보였지만, pH의 변화가 오히려 약한
것을 감안하면 100배 희석은 세제의 특징변화
로 영향을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EM의 농도별 얼룩제거 효과
1) EM과 세제의 농도를 서로 달리하여 얼룩제거
실험을 실시하였다. 오염물질을 완전히 흡수하
지 못하는 옥양목의 성질 때문에 하루 만에 오
염물질이 물과 세제에서 쉽게 없어지는 것을 확
인하였으므로, 우리가 많이 입는 면을 이용하여
심화학습을 실시하였다. 면은 하루가 지나도 옥
양목과는 다르게 크게 염색되지 않았다. 또한
EM의 농도에 따른 면의 염색 상태도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다 (그림 16). 얼룩의 제거상태는
표 5에 나타나 있으며, 그림 17에 용액의 pH

그림 15. 세제에 서로 다른 농도의
EM발효액을 처리한 뒤 pH와 COD를
측정한 결과.

변화 관찰결과가 나타나 있다.

그림 16. 면에 서로 다른 농도의 EM을 처리했을 때 EM에 의한 염색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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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여러 가지 시료로 만든 얼룩의 제거 효과 결과
날짜

옷감 상태

1일차

• 옥양목과 달리 면은 하루가 지나도 옥양목과는 다르게 크
게 염색되지 않았음. 그래서 EM 발효액 색 때문에 효과를
볼 수 없지는 않을 거 같았음.
• 커피와 오렌지로 오염시킨 면에서는 EM 발효액과 세제를
희석해서 사용한 용액에서 색이 옅어졌음. 다른 오염물질
은 별 다른 변화가 없었는데 홍시를 이용한 면에서는 세
제와 EM 발효액의 농도가 옅은 용액에서는 홍시 안의 갈
색 점같은 것들이 많이 생겼음. 세제와 희석한 EM 발효액
의 농도가 진해 질수록 점들은 볼 수 없었음.
• 특이한 점은 면은 옥양목과 다르게 용액에서 꺼내면 너무
미끈거려 잡기가 싫을 정도였음.

2일차

• 커피와 오렌지는 대조군에서는 벌써 많이 색이 옅어졌고,
세제보다 EM 발효액을 섞은 용액에서 더 색이 옅어졌음.
그러나 EM의 농도가 진해지면 세제보다 효과가 없었음.
• 김칫국물은 세제에서 색이 옅어졌고, 다른 용액에서는 별
차이가 없었으나, 세제와 EM을 희석한 용액 중 EM 발효액
의 농도가 연한 용액에서는 대조군보다 색이 옅어졌음.
• 카레는 세제에서만 색이 옅어졌음. 케첩은 대조군과 세제
에서 색이 많이 옅어졌지만 EM서는 별로 효과가 없었음.
• 홍시는 1일차와 비슷한 갈색 점들이 많이 생겼지만 세제와
섞은 EM 발효액의 농도가 연해질수록 오염물질의 색이 옅
어졌음.
• 1일차와 같이 용액에서 천을 꺼내면 많이 미끈거렸는데,
대조군이나 세제에서는 1일차와 같았지만 EM을 넣은 용액
에서는 미끈거리는 것이 덜 하였음.

3일차

• 3일째가 되면서 세제에 담가놓은 천은 색이 많이 옅어졌
음. 오렌지의 경우에는 세제보다 EM 발효액과 희석한 용
액에서 더 옅어졌음.
• 다른 오염물질들도 EM발효액과 세제의 비율이 1:38일 때
오염물질이 잘 없어졌음.

4일차

• 세제에서는 모든 오염 물질이 옅어졌음. 그 중에서도 김칫
국물, 오렌지, 케첩은 뚜렷하게 달라졌고 카레와 커피는
그 보다는 효과가 크지 않았음.
• 생각과는 다르게 증류수만 넣은 대조군에서도 천의 오염된
색이 옅어졌고, 천의 미끈거림도 EM발효액에 의해 많이
없어졌음.

얼룩 상태

그림 17. 세제와 EM의 혼합비율을 달리하여 얼룩제거실험을 한 용액의 pH 측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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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공합성시료도 EM으로 얼룩제거효과가 있을까?
1) 현재까지의 모든 실험은, 일부는 인공제조공정을 통했지만, 원료가 자연적인 물질들
을 대상으로 하였다. 세 번째 심화탐구는 인공합성물질에 대한 EM의 얼룩제거효과
를 확인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2) 옥양목에 먹물, 물감, 유성펜, 수성펜 (컴퓨터용 사인펜) 등 인공합성물질로 얼룩을
만든 뒤 연구과제 3과 동일한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3) 각 시료별 상세한 결과는 표 6에 나타나 있으며, 인공합성시료 얼룩변화결과는 그림
18에서 볼 수 있다.
표 6. 인공합성시료로 만든 얼룩의 제거효과 관찰결과
날짜

옷감 상태

1일차

• 먹물은 실험군4에서 먹물이 약간 빠져나왔으나 천의 색에는 변화가 없음.
• 물감은 4가지 모두 많은 양의 색이 빠졌으나 세제만 사용했을 때 가장 많이 빠졌음.
• 그러나 천의 색은 모두 비슷하였으며, 유성펜은 아무 변화가 없었고 수성펜은 세제용액
을 넣자마자 수성펜의 글씨가 연해지기 시작했음.

2일차

• 물감은 빨간색이 너무 많이 빠져나와 천의 색의 변화를 알기 어려워 흐르는 물에 3초간
씻어서 용액에 담가놓았음. 그래서인지 빨간색이 어제보다는 적게 빠져나왔음.
• 세제에서 가장 물이 많이 빠졌으나 천의 색은 오히려 세제와 EM을 섞은 경우에서 엷어졌
음. EM이 물감의 화학성분에 어떤 영향을 미쳐 물감이 많이 빠지지 않았지만 색이 옅어
진 것이 아닐까 생각됨.
• 먹물은 대조군을 제외한 나머지 천의 색이 옅어졌음.

3일차

• 어제와 비슷하며, 유성펜은 처음 그대로, 수성펜은 세제만 넣은 경우에만 반응하여 글씨
가 흐릿하게 되었음.
• 수성펜이 세제에서 반응하였으므로 세제와 EM을 같이 처리한 실험군에서도 변화가 생겨
야하나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은 것이 이상함.

4일차

• 먹물은 용액에 먹물이 빠져나온 흔적은 거의 없으나 대조군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천의
색이 아주 옅어졌음. 세제의 천이 가장 옅어 보임.
• 물감천은 세제+EM 실험군에서 다른 것에 비해 색이 옅어 보였음.

5일차

• 4일차와 결과가 같음.

그림 18. 인공합성시료 (먹물, 물감, 유성펜, 수성펜)에 세제와 EM의 얼룩제거효과 비교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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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토의: 과연 EM을 어떻게 사용해야 자연과 우리가 모두 행복할까?
1) 수질과 EM: 수질의 오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농경지에서 사용하는 비료와
가정에서 사용하는 세제이다. 물론 공장에서 방류하는 폐수도 큰 문제를 일으키지만,
공장에는 보통 정화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어느 정도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방류된다고
한다. 우리의 생활에 도움을 주는 EM이 가정에서 1차적으로 수질을 개선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세제와 같은 물질의 오염상태를 저감하는지는 못하였다. pH는
조금씩 낮아져 일반적인 물에 가까워졌지만, 이것은 EM 자체가 산성에 가깝기 때문에
산성 물질이 들어가서 pH가 낮아졌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다. 오히려 세제 속에 들
어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이용하여 EM속의 미생물들이 성장하고, 그것이 COD를
증가시켜 오히려 수질에 문제를 일으키는 오염물질이 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되었다. 따
라서 EM은 가급적 적정 농도를 최대한 적게 써서 원하는 효과를 얻는 정도로만 사용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2) 얼룩제거를 위한 EM: 다양한 농도의 EM을 처리해서 연구과제 3의 한 가지 농도만으
로는 알 수 없었던 효과를 알아보려 하였지만, 결국 EM에 의한 효과는 크지 않았다.
커피, 오렌지, 홍시에서는 얼룩제거효과가 있었는데, 과즙이나 곡물에는 세제보다 EM
의 효과가 있는 것 같다. pH 측정 결과를 보면 EM이 들어가면 세제의 pH 값보다 pH
가 낮아졌으며, EM의 양이 많아질수록 pH 값이 산성에 가까워졌다. 이 결과는 연구과
제 2번, 6번의 세제 pH변화와 같은 양상이었다. 오염물질이 없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
서 왜 그럴까 생각했는데 pH 값을 보니 세제는 염기성을 띄는데 EM 발효액 때문에
pH가 산성으로 바뀌어서 오염물질을 제거하지 못하는 것 같다. 오염된 천을 담가 놓으
면 천이 미끈거리는데 EM 발효액이 있는 접시의 천은 그러지 않았다. EM 발효액은
오염물질 제거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지만 물에 오래 담가놓으면 생기는 이끼나 물
곰팡이와 같은 것에는 효과가 있는 것 같다. 이 결과는 연구과제 4번의 곰팡이 제거 실
험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기회가 되면 그것과 연관하여 EM 발효액 공부를 해 봐도 좋
을 거 같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세제가 없어도 물만으로도 얼룩은 지워지는 결과를 보
고 세제를 좀 더 적게 써도 될 거 같다는 생각을 하였다. 연구결과 2번의 고찰 내용처
럼, 수질의 개선을 위해서는 오염물질을 적게 내보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
실을 깨달았다.
3) 인공합성물질과 EM: 먹물, 물감, 유성 및 수성펜은 각각의 용도에 맞게 화학약품처리
를 한 것이다. 그래서인지 물감은 세제를 이용한 경우에 더 많이 빠져나왔는데도 불구하
고 오히려 세제+EM 실험에서 오염물질이 더 많이 제거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마도
물감을 고정시키기 위한 적색제와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닐까 한다. 또, 유성펜에서는 아
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유성펜은 중성유지기름과 고분자 물질이 섞인 것으로 만
약 EM이 기름을 녹이거나 고분자룰 빠르게 분해하는 역할을 했다면 변화가 있었을 것
이나 그렇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바다에서 배가 전복되었을 때 기름이 유출되면 기
름띠를 분해하는 미생물이 있다는 것을 자료에서 본 적이 있다. EM도 이러한 능력이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했던 것 같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화학물질들이 있
다. 여러 화학물질과 EM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진다면 더 많은 부분에서 친
환경물질인 EM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6. 우리의 연구결과를 주변에 알려주기
원래의 예상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지만, 오히려 EM의 효능을 무조건 믿는 것보다는 필
요한 곳에 필요한 양만큼만 쓰는 것이 훨씬 좋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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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물 자료를 만들어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우리 주변부터 EM을 현명하게 쓸 수 있는 방법
을 공유하였다 (그림 19).

그림 19. 우리의 연구결과를 주변에 알려주기.

7. 연구 결과에 대한 우리 팀의 의견 및 후속연구 내용

정자윤

성현민

지윤제

• 온천천나들이를 하며 우연히 보았던 흙공던지기 행사였고, 주방에서 사용되는 것
과 흙공의 재료에 대한 호기심이 커져 실험을 해볼까? 하게 되었다. 팀원들과 머
리를 맞대며 인터넷과 책등의 자료를 찾으며 반짝반짝 아이디어들을 나누는 즐거
운 실험이었다. 산출물을 계기로 여러 실험도구를 직접 사용하며 사용방법을 익
히고, 조그만 실수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검사결과들을 보며 좀 더 정직한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느꼈다.
• 또한 수질과 관련된 결과를 장기적으로 관찰하는 실험과 악취제거에 효과가 좋은
결과를 토대로 한여름 음식물쓰레기통의 냄새를 없애는데 사용하여 주민들의 반
응을 보거나, 악취가 나는 하수구에 넣어 냄새가 사라지는지를 보는 실험을 해보
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된 EM은 생활에 사용하면 아주 좋은 것이구나 하
고 생각하였고, 친구들과 함께 EM에 대해 배우고 만들어보면서 실험에 기대감도
갖게 되었다. 결과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지만, EM의 다른 활용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 또 우리가 생활에서 사용하는 세제와 같이 환경오염 물질들도 사용량을 줄여도 효
과가 있는 것을 보면서 다른 것을 이용해서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용량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환경에 도움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 'EM' 하면 먼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떠오른다. 외가댁에서는 EM발효액을 만
들어, 외할아버지께서는 나무와 화초를 키우시고, 외할머니께서는 주방, 욕실에
서 늘 사용을 하신다. 화초에 진드기가 생겨 걱정을 하시던 외할아버지께서 EM
발효액을 소주와 희석해서 화초에 뿌려 진드기를 없애시는 모습을 보며 그저 신
기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이번 창의력 산출물 대회 준비를 통해 EM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게 되어 기쁘다.
• 더불어 우리 생활에 자연친화적인 도움을 주는 EM을 우리나라 발효음식-김치, 된
장, 고추장등-에 활용할 때 맛, 발효정도 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더 탐구해
보고 싶다. EM의 무한도전이 기대된다.
•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들의 활약을 직접 실험을 통해 알아보는 것은 너무나 흥
미로웠다. 이 실험을 통해 우리는 자연 속에 있는 수많은 생물 중 일부만을 친구
로 삼고 있다는 생각을 했으며 아직 주목받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생
겼다.
• 어디서인가 자신이 발견되길 바라고 있을~ 우리의 새로운 친구 찾기 프로젝트는
계속될 것이다.

장유진

제수연

• 우리 주변에서 가장 쉽게 EM을 설명하라고 하면, 메주의 바실러스나, 술을 만드는
효모도 이에 해당한다고 한다. 음식물이나 퇴비가 분해가 되도록 도와주는 모든 미
생물을 EM이라고 할 수 있다. 자연생태계는 EM과 같은 좋은 미생물과 나쁜 미생물이
균형을 이루고 이루면서 공생하고 있는데 이번 실험들은 그 사이의 균형을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실험이었다고 생각한다.
• 예상했던 결과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좋은 미생물의 무조건적인 사용이 아니라
적절한 비율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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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EM (Effective Micro-organism; 유효미생물) 활성액이 우리의 생활에 어
떠한 도움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실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찰하였다. 일
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문제 (음식물이나 세제로 인한 오염, 곰팡이 성장으로 인한
문제 등)에 EM활성액을 사용하면 많은 좋은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하지만 용
액의 성질변화, 얼룩제거, 곰팡이 제거 실험을 실시한 결과, EM활성액은 우리가 기대한 것만
큼의 효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특히 매우 낮은 pH와 매우 높은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은
수질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게 하였으며, 얼룩제거에 EM을 사용하면 세
제의 양을 줄여서 환경문제가 줄어들 것이라 예상했지만 역시 EM이 추가되어도 얼룩제거의
효과가 증가하지 않았다. 곰팡이의 경우 성장이 되지 않거나 천천히 자라도록 하였지만, 자라
난 곰팡이를 없애지는 못하였다. EM활성액을 얼마나 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지를 탐색하는
심화탐구 결과에서도 앞서 말한 결과와 거의 같았다. 다만, 모든 실험에서 EM활성액을 사용
한 실험군에서는 악취가 나지 않고 발효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어, 우리가 선정한 환경문제를
EM이 직접 해결해 주지는 못하지만, 악취제거 등의 다른 용도에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실험 말미에 EM처리군 용액의 pH가 증가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 EM의 효과는
장기적으로 관찰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결론적으로, EM활성액의 효과는 사용할 곳과 사용
방법을 적절하게 선택해야 커질 수 있으며, 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막대의 길이는 우리 팀의 의견을 모아 정한 것이며, 주관적인 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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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Abstract)
영재학급 학생들과 수산과학관에 현장체험학습을 가서 오징어 해부수업을 하였다. 오징어 몸속에
서는 먹물 가루여서 고체이지만, 밖으로 분출할 때는 바닷물과 섞여 액체가 되어 나온다. 신기한 먹
물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어 공부하다 보니, ‘오징어 먹물의 천연 방부 효과’라는 주제를 생각하였
다. 요즘 합성 화학 방부제의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해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트리클로산, 파라벤
등 합성 화학 방부제는 암과 기형을 유발할 수 있으며, MSG(L-글루타민산나트륨), 소르빈산, 산도
조절제 등 식품첨가물과 합성보존료가 들어간 음식 역시 우리 몸에 해롭다.
오징어 먹물의 성분과 효능은, 첫째, 뮤코다당류 일렉신의 항암 효과, 둘째, 타우린의 동맥경화와
당뇨병 예방, 셋째, 리조팀의 방부 효과 등이 있다. 요즘 오징어 먹물 요리는 건강에 좋은 블랙푸드
열풍과 함께 대표적인 항암음식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오징어 먹물은 단백질의 일종인 멜라닌 색소로, ‘리조팀’이라는 물질은 방부 효과가 뛰어나다. 리
조팀은 인체의 타액과 세포 점막에서 분비되는 살균물질로, 세균이 침입하면 1차 방어를 한다. 이번
실험은 오징어 먹물의 천연 방부 효과에 중점을 두고, 어느 정도 방부 효과가 있는지, 음식뿐만이
아니라 천연 비누, 천연 벌레 퇴치 오징어 먹물 양초, 오징어 먹물 천연 건강 치약, 천연 항균 물비
누 등 실생활 용품으로 탐구를 확대하고자 한다.
첫째 탐구활동은 오징어 먹물을 익혀서 조리한 실험으로, 오징어 먹물 밥, 핫케익, 두부, 콩비지
를 만들어 오징어 먹물을 넣지 않은 밥, 핫케익, 두부, 콩비지와 비교해 천연 방부 효과가 있는지
실험한다. 둘째 탐구활동은 오징어 먹물을 익히지 않고 넣은 실험으로, 액체(오렌지주스, 우유, 소
금물, 설탕물), 과일(바나나, 복숭아), 식빵에 대한 방부 효과를 알아본다. 셋째 탐구활동은 우리 실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생활용품, 즉 오징어 먹물 천연 아기 비누, 천연 벌레 퇴치 오징어 먹물
양초, 오징어 먹물 천연 건강 치약, 천연 항균 물비누도 만들어 각각 비교, 관찰하였다.
오징어 먹물의 천연 방부 효과를 살려 실생활에 활용한다면, 버려지는 폐자원을 활용하여 지구 환
경도 지키고 자원도 절약할 수 있다. 합성 화학 방부제를 넣지 않고 오징어 먹물을 넣은 음식은

보

관기간이 늘어나고, 면역기능과 항암 효과 등이 있어 우리 인류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천연 방부 효과를 주는 오징어 먹물을 이용하여 다양한 실생활 용품을 만들어 쓰고 다양한 아이디어
상품을 개발한다면, 우리 나라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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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 동기 및 목적
영재학급 학생들과 수산과학관에 현장체험학습을 가서 오징어 해부 수업을 하였다. 오징어
먹물을 직접 보니 참으로 신기하였다. 오징어 몸속에서는 먹물 가루여서 고체이지만, 밖으로
분출할 때는 바닷물과 섞여 액체가 되어 나온다. 신기한 먹물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어 공부
하다가, ‘오징어 먹물의 천연 방부 효과’라는 주제를 생각해보았다.
요즘 음식이나 화장품, 샴푸, 치약 등에 넣는 합성 화학 방부제의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치약 등에 넣는 화학 방부제인 트리클로산과 샴푸, 컨디셔너 등에
넣는 파라벤은 발암물질로 알려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사용이 중지되고 있다.
음식에 넣는 식품첨가물로 대표적인 것은 MSG, 즉 L-글루타민산나트륨이 있다. 또한 산도
조절제와 합성보존료인 소르빈산 등이 있다. 이러한 식품첨가물과 합성보존료가 많이 들어간
음식을 자주 먹는다면, 성장기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협할 것이다.
천연 방부 효과를 가진 오징어 먹물로 음식을 만들고 실생활 용품을 만들어 본다면, 우리나
라 어린이들의 건강 증진과 면역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오징어 먹물의
방부 효과를 음식과 실생활 용품에 활용하여, 어느 정도 천연 방부 효과가 있는지 실험해보고
탐구하여 알아보고 싶다.

Ⅱ. 이론적 배경
1. 앞선 탐구 활동 조사
지금까지 이루어진 오징어 먹물과 관련한 앞선 탐구 활동을 조사해보니, 다음과 같은 기존
연구 결과를 국립중앙과학관 홈페이지 과학전람회 검색창에서 찾을 수 있었다.
년도

탐구자

탐구제목

탐구내용

2004

고명진,
김민석

가공할 때 발생하는 오징
어 폐기물의 재활용에 대
한 연구

오징어를 가공할 때 발생하는 폐기물 가운데 연골의
키틴, 키토산 성분을 폐수처리제, 천연식품방부제,
기능성 섬유로 개발하여 폐수산자원을 가치 있는 새
로운 자원으로 활용한다.

2009

손혜민

오징어 먹물을 이용한 저
염 젓갈 생산과 상용화에
대한 탐구

오징어 먹물을 이용하여 젓갈을 만들어 음용 가능기
간을 늘릴 수 있으며, 젓갈을 담그는 시점에 오징어
먹물을 2ml 넣으면 적적한 양이다.

2012

이중훈,
박상민

과학으로 풀어보는 오징어
먹물 요리

오징어 먹물을 이용한 다양한 블랙 푸드 요리로 식자
재 원가절감, 폐자원 활용, 건강 증진의 효과를 얻는
다. 오징어 먹물을 밀가루에 3% 넣은 칼국수는 인장
강도가 우수하고 탱탱하다.

조사 결과, 오징어 연골의 키틴, 키토산을 활용한 연구, 오징어 먹물을 젓갈에 넣어 음용기
간을 늘리는 연구, 오징어 먹물을 넣어 건강에 좋은 블랙푸드를 만들어 보는 연구가 있었다.
오징어 먹물은 단백질의 일종인 멜라닌 색소로, ‘리조팀(lysoteam)’이라는 물질은 방부효과
가 뛰어나다. 이번 실험에서는 오징어 먹물의 천연 방부효과에 중점을 두고, 음식뿐만이 아니
라 천연 비누 등 실생활 용품으로 탐구를 확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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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성 화학 방부제의 문제점
가. 트리클로산, 파라벤
치약 등에 넣는 화학 방부제인 트리클로산은 발암물질로 알려지면서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사용이 중지되고 있다. 샴푸, 컨디셔너에 넣는 화학 방부제인 파라벤은 메틸 파라벤과 프로필
파라벤으로 나뉜다. 파라벤은 태아의 세포분열과정에 손상을 입혀 생식기 기형, 암을 유발하
며, 자외선에 노출되면 검버섯을 피게 하고 피부노화를 촉진시키는 부작용이 있다고 알려졌다.

<사진1> 트리클로산과 파라벤에 대한 세계의 규제 동향 <사진2> 트리클로산과 파라벤이 들어간 치약 사용의 위험성

<사진3> 트리클로산의 인체 유해성

<사진4> 파라벤 0.5g에 노출된 물고기

<사진5> 5분 뒤 파라벤 0.5g에 노출된 물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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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L-글루타민산나트륨(MSG), 소르빈산, 산도조절제
음식에 넣는 식품첨가물로 대표적인 것은 MSG, 즉 L-글루타민산나트륨이다. 향미증진제인
L-글루타민산나트륨은 식품의 맛이나 풍미를 증진시켜 감칠맛을 내게 하는 식품첨가물이다.
하지만 L-글루타민산나트륨을 과다섭취하면 뇌신경세포를 파괴하고 두통, 메스꺼움, 호흡곤란
등의 부작용을 일으킨다고 한다.
미생물에 의한 식품의 변질을 막고 유통기한을 연장해주는 합성보존료에는 소르빈산 등이
있다. 산도조절제는 산도를 조절하여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한다. 라면이나 빵에 많이 들어있는
산도조절제 역시 많이 먹게 되면, 체내 pH조절에 이상이 생겨 몸에 좋지 않다. 이러한 식품첨
가물과 합성 보존료가 들어간 음식을 많이 먹는다면 성장기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협할 것이다.

<사진> MSG의 부작용, 아토피 피부질환

3. 오징어 먹물의 성분과 효능
오징어 먹물은 연체동물 중 두족류에 속하는 오징어, 문어, 낙지류에서만 볼 수 있는 특유한
기관인 먹즙낭에서 분비되는 검은 액체이다. 주성분은 검정색의 멜라닌 색소이다. 한 마리당
먹물의 양은 1~10g으로 차이가 난다. 오징어가 놀라거나 성이 나면 먹물을 뿜는다. 포식자의
시야를 가리는 연막 효과와 곰치의 후각이나 미각 등 전반적인 감각을 마비시키는 효과가 있
어 두족류의 화학 무기로 알려졌다.
조선시대 이덕무의 글에는, 옛날에 오징어 먹물로 글씨를 쓰면 시간이 지나 단백질 성분이
썩어 글씨가 희미해지지만 바닷물에 담그면 다시 보인다고 했다.
요즘 건강에 좋은 블랙푸드 열풍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오징어 먹물의 성분과 효능을
알아본다.
가. 뮤코다당류 일렉신의 항암 효과
오징어 먹물은 뮤코다당류의 일종인 일렉신(illexin)이 들어 있어 항암 효과가 있다. 1995
년 일본 아오모리산업연구센터 마쓰에 하지메 박사팀은 오징어 먹물에 든 뮤코다당류 일렉신
에 종양억제 활성성분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쥐에게 암세포를 주사하면 2~3주 뒤 모두
죽었지만, 매일 일렉신 화합물 0.2mg을 주입할 경우 65%가 살아남았다. 일렉신은 암세포를
공격하는 대식세포를 활성화해 항암효과를 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연구결과가 방송된 이후
일본에서는 오징어 먹물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 국수, 라면, 스파게티 같은 면류는 물론 오징
어 먹물 소스, 피자, 빵, 과자까지 나왔다. 이제 오징어 먹물은 암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
는 대표적인 항암음식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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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타우린의 동맥경화와 당뇨병 예방
오징어 먹물의 타우린 성분은 나쁜 콜레스테롤의 생성은 억제하고 좋은 콜레스테롤의 양을
증가시켜 혈관계 질병과 동맥경화를 예방한다. 타우린은 뇌의 교감신경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
여 혈압을 안정시키고 뇌졸중을 예방한다. 불포화지방산이 있어 해독기능을 한다. 노화방지,
시력회복, 피로회복에 좋고 당뇨병을 예방한다.
다. 리조팀의 방부 효과
오징어 먹물은 단백질의 일종인 멜라닌 색소로, ‘리조팀(lysoteam)’이라는 물질은 방부효과
가 뛰어나다. 리조팀이라는 물질은 영국의 세균학자 알렉산더 플레밍이 처음 발견하였다. 그는
감기의 후유증으로 콧물이 분비되는 것이 세균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플레밍은 푸
른 곰팡이에서 페니실린을 처음 발견하여 폐렴의 치료약을 개발한 것으로 유명하다.
리조팀은 계란 흰자에서 발견된 세균 용해성 효소로서 항바이러스 작용을 하여 세균을 죽이
는 방부제로 사용된다. 약국에서 파는 감기약이나 안약에도 리조팀이 들어 있다. 우리 인체의
타액과 세포 점막에는 리조팀 등의 살균물질이 분비되고 있어 세균이 침입하면 1차 방어를 한
다. 이번 탐구활동은 오징어 먹물에 들어 있는 리조팀의 방부효과에 중점을 두고 실험하였다.

Ⅲ. 실험 방법
1. 실험계획
오징어 먹물이 방부 효과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실험한다. 탐구활동은 크게 세 가지로 나
눠서 한다.
순서

탐구활동

탐구대상

첫째 탐구활동

오징어 먹물을 익혀서 조리한 실험

밥, 핫케익, 두부, 콩비지

둘째 탐구활동

오징어 먹물을 익히지 않고 그대로 넣
은 실험

액체(오렌지주스, 우유, 소금물,
물), 과일(바나나, 복숭아), 식빵

셋째 탐구활동

오징어 먹물을 이용한 생활용품 만들기

오징어 먹물 천연 아기 비누, 천연 벌레
퇴치 오징어 먹물 양초, 오징어 먹물 천
연 건강 치약, 천연 항균 물비누

설탕

첫째 탐구활동은 오징어 먹물을 익혀서 조리한 실험으로, 실생활에서 흔히 먹는 쌀, 밀가루,
콩 등을 주재료로 선정한다. 오징어 먹물로 밥, 핫케익, 두부, 콩비지를 만들어 보아 오징어
먹물을 넣지 않은 밥, 핫케익, 두부, 콩비지에 비교해서 어느 정도 천연 방부 효과가 있는지
실제로 실험해 본다. 둘째 탐구활동은 오징어 먹물을 익히지 않고 그대로 넣은 실험으로, 액체
(오렌지주스, 우유, 소금물, 설탕물), 과일(바나나, 복숭아), 식빵에 대한 방부 효과를 알아본
다. 셋째 탐구활동은 우리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용품, 예를 들면, 오징어 먹물 천연 아
기 비누를 직접 만들어 보았다. 오징어 먹물을 넣은 비누와 오징어 먹물을 넣지 않은 비누를
비교, 관찰해 보고 방부효과를 실험해 본다. 천연 벌레퇴치 오징어 먹물 양초, 오징어 먹물 천
연 건강 치약, 천연 항균 물비누도 만들어 보고 각각 비교, 관찰하였다.
비교 관찰 방법은 오감을 이용하여 시각, 후각, 미각, 촉각을 통한 정성적 관찰과, pH시험
지로 액체의 산성도를 측정하는 정량적 관찰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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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첫째 탐구활동 : 오징어 먹물을 익혀서 조리한 실험
가. 실험〔1〕오징어 먹물 밥 실험
1) 실험재료 : 오징어 먹물, 쌀, 물, 패트리접시, 저울
2) 실험방법
가) 오징어 먹물을 이용하여 오징어 먹물 밥을 조리한다. 쌀밥<1>는 오징어 먹물을
넣지 않고 조리한다. 다른 두 개의 쌀밥<2>와 쌀밥<3>는 오징어 먹물을 각각
0.6g, 0.9g을 넣고 조리한다.
나) 세 가지의 밥을 실온에 1주일 동안 놓아 두어 부패 진행 과정을 비교, 관찰한다.
같은 조건
쌀밥<1>

다른 조건
오징어 먹물 0g

쌀밥<2>

쌀 170g, 물 200ml

오징어 먹물 0.6g

쌀밥<3>

오징어 먹물 0.9g

밥솥 안의 오징어 먹물 밥 쌀밥<1> 쌀밥<2> 쌀밥<3>

나. 실험〔2〕오징어 먹물 핫케익 실험
1) 실험재료 : 오징어 먹물, 밀가루, 계란, 우유, 베이킹파우더, 설탕, 소금, 식용유, 패
트리접시, 저울
2) 실험방법
가) 오징어 먹물을 이용하여 밀가루 핫케익을 조리한다. 한 개는 오징어 먹물을 넣고
조리한다. 다른 한 개는 오징어 먹물을 넣지 않고 조리한다.
나) 두 가지의 핫케익을 실온에 1주일 동안 놓아 두어 부패 진행 과정을 비교, 관찰
한다.
같은 조건
핫케익<1>
핫케익<2>

밀가루 200g, 우유 140ml, 계란1개, 베이킹파우
더 0.3g, 설탕 10g, 소금 3g

핫케익<1> 핫케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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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조건
오징어 먹물 0g
오징어 먹물 0.5g

다. 실험〔3〕오징어 먹물 두부, 콩비지 실험
1) 실험재료 : 오징어 먹물, 콩, 물, 간수, 두부틀, 베보자기, 국자, 패트리접시, 저울
2) 실험방법
가) 콩을 충분한 시간 물에 불려 믹서기에 간다.
나) 콩물을 저어가며 끓인다. 끓으면 물을 붓고 한번 더 끓인다.
다) 베보자기에 콩비지를 걸러낸 콩물에 간수를 넣고 저어가며 끓인다.
라) 베보자기에 몽글몽글한 두부를 넣고 물을 걸러내고 두부틀에서 식힌다.
마) 오징어 먹물을 0.3g과 0.6g을 각각 넣은 콩물로 다시 같은 과정으로 오징어 먹
물 두부<2>, <3>을 만든다.
바) 두 가지의 두부를 실온에 1주일 동안 놓아 두어 부패 진행 과정을 비교, 관찰한다.

가)

나)

다)

두부<1> 두부<2> 두부<3>

라)

[두부 만드는 과정]

콩비지<1> 콩비지<2> 콩비지<3>

같은 조건
두부<1>
두부<2>

마)

다른 조건
오징어 먹물 0g

콩을 간 물400ml, 물 500ml, 간수100ml(간수
1g에 물을 섞음)

두부<3>

오징어 먹물 0.3g
오징어 먹물 0.6g

3. 둘째 탐구활동 : 오징어 먹물을 익히지 않고 그대로 넣은 실험
가. 실험〔1〕오징어 먹물의 액체에 대한 방부 효과
1) 실험재료 : 오징어 먹물, 우유, 오렌지, 소금, 설탕, 물, 저울, 스포이트, 시험관대,
유리시험관, 고무마개
2) 실험방법 <1>
가) 유리시험관에 스포이트로 오징어 먹물을 0.2g 넣은 우유와 넣지 않은 우유를 각
각 준비한다.
나) 유리시험관에 스포이트로 오징어 먹물을 0.2g 넣은 오렌지주스와 넣지 않은 오렌
지주스를 각각 준비한다. 오렌지주스는 방부제를 넣은 시중제품을 쓰지 않고, 오
렌지로 직접 짜서 만든다.
다) 유리시험관에 스포이트로 오징어 먹물을 0.2g 넣은 소금물과 넣지 않은 소금물을
각각 준비한다.
라) 유리시험관에 스포이트로 오징어 먹물을 0.2g 넣은 설탕물과 넣지 않은 설탕물을
각각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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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각각의 액체를 실온에 1주일 동안 놓아 두어 부패 진행 과정을 비교, 관찰한다.
같은 조건
우유<1>

다른 조건
오징어 먹물 0g

우유 30ml
우유<2>

오징어 먹물 0.2g
같은 조건

오렌지주스<1>

다른 조건
오징어 먹물 0g

오렌지주스 30ml
오렌지주스<2>

오징어 먹물 0.2g
같은 조건

소금물<1>

다른 조건
오징어 먹물 0g

소금물 30ml
소금물<2>

오징어 먹물 0.2g
같은 조건

설탕물<1>

다른 조건
오징어 먹물 0g

설탕물 30ml
설탕물<2>

오징어 먹물 0.2g

소금물, 설탕물, 우유, 오렌지주스

3) 실험방법 <2>
가) 유리시험관에 스포이트로 오징어 먹물을 넣지 않은 우유<1>, 오징어 먹물을 0.3g
을 넣은 우유<2>, 오징어 먹물 0.6g을 넣은 우유<3>을 각각 준비한다.
나) 유리시험관에 스포이트로 오징어 먹물을 넣지 않은 감귤 주스<1>, 오징어 먹물을
0.3g을 넣은 감귤 주스<2>, 오징어 먹물 0.6g을 넣은 감귤 주스<3>을 각각 준비
한다.
다) 유리시험관에 스포이트로 오징어 먹물을 넣지 않은 소금물<1>, 오징어 먹물을
0.3g을 넣은 소금물<2>, 오징어 먹물 0.6g을 넣은 소금물<3>을 각각 준비한다.
라) 유리시험관에 스포이트로 오징어 먹물을 넣지 않은 설탕물<1>, 오징어 먹물을
0.3g을 넣은 설탕물<2>, 오징어 먹물 0.6g을 넣은 설탕물<3>을 각각 준비한다.
마) 각각의 액체를 실온에 1주일 동안 놓아 두어 부패 진행 과정을 비교, 관찰한다.
바) pH시험지로 각각의 액체에 대한 산성도를 측정하고 비교, 관찰을 하여 날짜에 따
라 표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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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 3단계별 pH수치 측정표]
1일 pH

4일 pH

7일 pH

우유1

7.0

7.0

6.0

우유2

7.2

6.0

6.0

우유3

7.5

6.0

6.0

감귤주스1

3.7

3.8

3.0

감귤주스2

3.5

3.6

4

감귤주스3

3.3

3.0

2.5

소금물1

7.1

7.1

6.5

소금물2

7.1

6.8

6.6

소금물3

7.1

6.5

6.0

설탕물1

7.4

7.4

7.4

설탕물2

7.5

7.7

7.3

설탕물3

7.7

7.9

7.2

소금물, 설탕물

4일 사진

7일 사진

비고

처음보다 약간
산성화됨.

처음보다 많이
산성화됨.

처음보다 약간
산성화됨.

처음그대로
약알칼리성

감귤주스, 우유

나. 실험〔2〕오징어 먹물의 과일에 대한 방부 효과
1) 실험재료 : 오징어 먹물, 바나나, 복숭아, 패트리접시, 저울
2) 실험방법
가) 패트리 접시에 오징어 먹물을 0.2g 묻힌 바나나와 묻히지 않은 바나나를 일정한
두께로 썰어 각각 담는다.
나) 패트리 접시에 오징어 먹물을 0.2g 묻힌 복숭아와 묻히지 않은 복숭아를 일정한
두께로 썰어 각각 담는다.
다) 두 가지의 과일을 실온에 1주일 동안 놓아 두어 부패 진행 과정을 비교, 관찰한다.

복숭아<1> 복숭아<2>, 바나나<1> 바나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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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험〔3〕오징어 먹물의 식빵에 대한 방부효과
1) 실험재료 : 오징어 먹물, 식빵, 패트리접시, 저울
2) 실험방법
가) 패트리 접시에 오징어 먹물을 0.2g 묻힌 식빵과 묻히지 않은 식빵을 일정한 크기
로 썰어 각각 담는다.
나) 두 가지의 식빵을 실온에 1주일 동안 놓아 두어 부패 진행 과정을 비교, 관찰한다.

식빵<1> 식빵<2>

4. 셋째 탐구활동 : 오징어 먹물을 이용한 생활용품 만들기
가. 실험〔1〕오징어 먹물을 이용한 천연 아기 비누 만들기
1) 실험재료 : 오징어 먹물, 투명 비누베이스, 핫플레이트, 비누틀, 저울, 막대기, 스테
인레스 그릇
2) 실험방법
가) 투명 비누베이스를 핫플레이트 위 스테인레스 그릇에 넣고 막대기로 저으면서 녹
인다.
나) 비누 베이스 녹인 물을 비누 틀에 붓는다.
다) 스테인레스 그릇에 뜨거운 비누베이스를 넣고 오징어 먹물을 넣고 막대기로 젓는다.
라) 오징어 먹물 비누 녹인 물을 비누틀에 붓는다. 오징어 먹물의 양을 0g, 0.4g,
1.2g으로 각각 다르게 하여 세 가지로 비누를 만든다.

마) 냉동실에 넣어 식힌다.
바) 비누틀에서 비누를 꺼낸다.
사) 세 가지 비누를 단단하고 무른 정도, 냄새, 거품의 양, 살균세척력 등을 비
교, 관찰한다.

가)

나)

다)

라)

마)

바)

[오징어 먹물 천연 비누 만드는 과정]
같은 조건
비누<1>
비누<2>

다른 조건
오징어 먹물 0g

비누 베이스 60g

비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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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 먹물 0.4g
오징어 먹물 1.2g

나. 실험〔2〕오징어 먹물을 이용하여 천연 벌레 퇴치 양초 만들기,
공벌레를 오징어 먹물 양초 피운 통에 넣고 반응 관찰하기
1) 실험재료 : 오징어 먹물, 파라핀, 핫플레이트, 유리 양초통, 저울, 면심지, 심지 고정
틀, 심지캡, 스테인레스 그릇, 투명한 플라스틱 통, 공벌레 6마리, 라이터, 나무 막대기
2) 실험방법
가) 고체 파라핀을 핫플레이트 위 스테인레스 그릇에 넣고 녹인다.
나) 면심지를 파라핀 녹인 물에 담갔다 꺼낸다.
다) 면심지를 심지캡에 끼워 유리 양초통에 넣는다.
라) 파라핀 녹인 물을 유리 양초통에 부어서 양초<1>을 만든다.
마) 심지 고정틀에 면심지를 고정시키고 양초를 굳게 한다.
바) 유리 양초통에 파라핀 녹인 물을 넣고 오징어 먹물을 넣어 막대기로 젓는다.
사) 오징어 먹물의 양을 0g, 0.4g, 1.0g으로 각각 다르게 하여 세 가지로 양초를 만든다.
아) 투명한 플라스틱통 3개에 각각의 양초를 켜고 공벌레 2마리씩을 넣어 공벌레의
반응을 시간을 재며 분 단위로 비교, 관찰한다.

가)

나)

마)

다)

바)

라)

사) 양초<1> 양초<2> 양초<3>

[오징어 먹물 천연 벌레 퇴치 양초 만드는 과정]
같은 조건
양초<1>
양초<2>

다른 조건
오징어 먹물 0g

파라핀 70g

오징어 먹물 0.4g

양초<3>

오징어 먹물 1.0g

[공벌레 퇴치 실험 결과표]
양초1(오징어먹물 0g)

양초2(오징어먹물 0.4g)

양초3(오징어먹물 1.0g)

2마리 공벌레 살다

2마리 공벌레 살다

1마리 공벌레 죽다

1분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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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마리 공벌레 살다

1마리 공벌레 죽다

2마리 공벌레 죽다

2마리 공벌레 살다

1마리 공벌레 괴로워함

없음

1마리 공벌레 죽다
2마리 공벌레 죽다
일반 양초 수준

2마리 공벌레 죽다
없음
중간 정도 벌레 퇴치력

없음
없음
강력한 벌레 퇴치력

2분뒤

6분뒤

18분뒤
1시간뒤
비고

다. 실험〔3〕오징어 먹물을 이용하여 천연 건강 치약 만들기
1) 실험재료 : 오징어 먹물, 저울, 탄산수소나트륨, 글리세린, 카올린클레이, 프로폴리
스, 치약통, 막대기
2) 실험방법
가) 탄산수소나트륨에 카올린클레이를 넣고 섞어 막대기로 젓는다.
나) 글리세린을 넣어 잘 젓는다.
다) 프로폴리스를 떨어뜨리고 잘 섞어 치약<1>을 만든다.
라) 같은 과정으로 만들고 오징어 먹물을 0.5g넣은 치약<2>를 만든다.
마) 두 가지 치약을 써보고 각각의 냄새, 맛, 색깔, 거품의 양, 살균세척력 등을 비
교, 관찰한다.
치약<1>
치약<2>

같은 조건
탄산수소나트륨 35g, 카올린클레이 10g, 글
리세린 30g, 프로폴리스 8g

가)

다른 조건
오징어 먹물 0g
오징어 먹물 0.5g

나)

라)

마) 치약<1> 치약<2>
[천연 건강 치약 만드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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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라. 실험〔4〕오징어 먹물을 이용하여 천연 항균 물비누 만들기
1) 실험재료 : 올리브 계면활성제, 오징어 먹물, 저울, 물비누 펌프통
2) 실험방법
가) 올리브 계면활성제를 물비누 펌프통에 넣어 물비누<1>을 만든다.
나) 올리브 계면활성제를 물비누 펌프통에 넣고 오징어 먹물 0.5g을 넣고 섞어 흔들
어

물비누<2>을 만든다.

다) 올리브 계면활성제를 물비누 펌프통에 넣고 오징어 먹물 1.0g을 넣고 섞어 흔들
어

물비누<3>을 만든다.

라) 세 가지 물비누를 써보고 각각의 냄새, 색깔, 거품의 양, 살균세척력 등을 비교,
관찰한다.
같은 조건
물비누<1>

다른 조건
오징어 먹물 0g

물비누<2>

올리브 계면활성제 70g

물비누<3>

오징어 먹물 0.5g
오징어 먹물 1.0g

가)

나)
다) 물비누<3> 물비누<2> 물비누<1>
[천연 항균 물비누 만드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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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험 결과 및 토의
1. 실험 결과 분석표
탐구
활동1

실험1

실험 전 사진

5일 지난 후 사진

7일 지난 후 사진

쌀밥1
(오징어먹물 0g)

맛있는 흰 쌀밥

오징어
먹물을
익혀서
조리한
실험

누렇고 초록 곰팡이가 여기 흰색, 노란색, 빨간색, 초
저가 많이 생김. 썩는 냄새 록색, 검정 곰팡이가 많이
가 강함.
생김. 썩는 냄새 강함.

오징어먹물 쌀밥2
(오징어먹물0.6g)
짭짤한 오징어 먹물밥이 찰 오른쪽 위에 흰 곰팡이가 오른쪽 위에 희고 푸른 곰
지고 맛있음. 맛있는 오징 조금 생김. 맛있는 밥 냄새 팡이 생김. 냄새 별로 없
어 먹물 향기 남.
가 남.
음.

오징어먹물 쌀밥3
(오징어먹물0.9g)
좀더 짭잘한 오징어 먹물밥 오른쪽 아래에 초록색 곰팡 오른쪽 아래 푸르고 검은
이 찰지고 맛있음. 맛있는 이가 조금 생김. 냄새는 별 곰팡이 생김. 냄새 별로
오징어 먹물 향기 남.
로 없음.
없음.
실험2

실험 전 사진

5일 지난 후 사진

7일 지난 후 사진

핫케익1 : 맛있고 향긋함.
오징어 먹물 핫케익 : 짭짤
하고 맛있으며 오징어 먹물
맛과 향기가 좋고 조직이
단단함.

핫케익1 : 왼쪽에 진한 갈
색 곰팡이 생김.
오징어 먹물 핫케익2 : 가
운데 작은 점 크기의 곰팡
이 생김.(오른쪽 아래 부분
은 익힐 때 탄 자국임)

핫케익1 : 왼쪽에 진한 갈
색 곰팡이 생김.
오징어 먹물 핫케익2 : 가
운데 작은 점 크기의 곰팡
이 생김.(오른쪽 아래 부
분은 익힐 때 탄 자국임)

핫케익1
(오징어 먹물 0g)

오징어먹물핫케익2
(오징어먹물0.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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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3

실험 전 사진

5일 지난 후 사진

7일 지난 후 사진

두부1
(오징어먹물0g)
전체에 누런 곰팡이가 많
이 생기고 콩단백질 썩는
일반 두부처럼 구수한 맛과 누런 곰팡이가 생기고 썩는
냄새가 강함. 암모니아 냄
향기 남.
냄새 강함.
새 나고 pH용지 8.5로 알
칼리성

오징어먹물두부2
(오징어먹물0.3g)
전체에 누런 곰팡이 생기
짭짤하고 오징어 먹물 향기 누런 곰팡이가 생기고 썩는 고 콩단백질 썩는 냄새 강
함. 암모니아 냄새 나고
가 좋고 조직이 더 단단함. 냄새가 남.
pH용지 8.5로 알칼리성

오징어먹물두부3
(오징어먹물0.6g)
전체에 누런 곰팡이 생기
좀더 짭짤하고 오징어먹물
누런 곰팡이가 생기고 썩는 고 콩단백질 썩는 냄새
맛과 향기가 진하며 조직이
냄새가 남.
남. 암모니아 냄새 나고
더 단단함.
pH용지 8.5로 알칼리성

콩비지1
(오징어먹물0g)

구수한 향이 나고 색깔이 윗부분에 흰곰팡이 생김. 전체에 희고 누런 곰팡이
밝음.
썩는 냄새 남.
생김. 썩는 냄새 강함.

오징어먹물콩비지2
(오징어먹물0.3g)

구수하고 짭짤한 향이 나고 곰팡이 별로 없음. 냄새 별 가운데 노란 곰팡이 조금
색깔이 중간 진함.
로 없음.
생김. 냄새 조금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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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먹물콩비지3
(오징어먹물0.6g)

구수하고 더 짭짤한 향이 곰팡이 별로 없음. 냄새 별 곰팡이 별로 없음. 냄새
강하고 색깔이 진함.
로 없음.
별로 없음.

탐구활동2

실험1

실험 전 사진

3일 지난 후 오렌지주스

3일 지난 후 우유

왼쪽:오렌지주스1에 흰색 곰
팡이 두껍게 많이 생김.
오른쪽:오징어먹물
오렌지
주스2에 흰색 곰팡이 덜 생
김.

왼 : 우유에 거품 조금
생김.
오른 : 오징어 먹물 우유
에 거품 좀더 생김.

실험 전 사진

3일 지난 후 바나나 사진

3일지난 후 복숭아사진

위 : 복숭아와 오
징어 먹물 0.2g 묻
힌 복숭아
아래 : 바나나와
오징어 먹물 0.2g
묻힌 바나나

왼 : 바나나에 물이 생김.
오른 :오징어 먹물 바나나는
물 생기지 않음.

왼 : 복숭아에 물이 더
많이 생김
오른 : 오징어 먹물 복숭
아는 물이 좀 덜 생김.

실험 전 사진

5일 지난 후 식빵 사진

1주일 후 식빵 사진

왼 : 오징어 먹물
묻힌 식빵
오른 : 식빵

위 :식빵에 검은색 곰팡이가
퍼짐
아래 : 오징어 먹물 묻힌 식
빵에 곰팡이가 더 많이 퍼짐

위 : 식빵에 검은색 곰팡
이가 퍼짐
아래 : 오징어 먹물 묻힌
식빵에 곰팡이가 더 많이
퍼짐.

오징어
먹물의
액체에
대한 방
부효과
소금물,
설탕물,
오렌지주스, 우유
실험2

오징어먹물
을 익히지
않고 넣은
실험

오징어
먹물의
과일에
대한 방
부효과

실험3

오징어
먹물의
식빵에
대한 방
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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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활동3

실험1

오 징 어
먹물 천
연 아기
비누 만
들기

실험2

오징어 먹
물을 이용
한 생활용
품 만들기

오 징 어
먹물 천
연 벌레
퇴치 양
초 만들
기

실험3

완성된 비누

오 징 어
먹물 천
연 항균
물 비 누
만들기

비고

오징어 먹물 비누가 거품
이 많이 생기고, 무르지
않고 단단하며 살균세척
력이 좋음. 짭짤한 오징
어 먹물 향기가 남.

오징어 먹물 0g비누
오징어 먹물 0.4g비누
오징어 먹물 1.2g비누
완성된 양초

공벌레 퇴치 실험
오징어 먹물 0.4g양초

공벌레 퇴치 실험
오징어 먹물 1.0g양초

오징어 먹물 0g 양초
오징어 먹물 0.4g양초
오징어 먹물 1.0g양초

오징어 먹물 0.4g 양초
를 피운 통에서 1분 뒤
1마리 죽음, 18분 뒤 1
마리 공벌레가 죽음.

완성된 치약

냄새와 맛

오징어먹물
1.0g양초를
피운 통에서 1분 뒤 1마
리 죽음, 2분 뒤 1마리
공벌레가 죽음.
오징어 먹물 0.4g 양초보
다 오징어 먹물 1.0g 양
초에서 더 강한 벌레 퇴
치력을 보임. 강한 짠 냄
새와 살균력을 보임.
효능

왼:오징어 먹물0.5g치약
오른:오징어 먹물0g치약
오징어 먹물 치약은 죽
염치약처럼 짠맛이 나고
입안이 개운하며 살균
효과가 있음.

오징어먹물 치약은 입안
에서부터 살균을 해주기
때문에, 병을 예방하고,
치질과 여성 질환 예방에
도움을 주어 건강을 지켜
줄 것임.

설명

효능

왼:오징어먹물1.0g 물비
누
가운데:오징어먹물0.5g
물비누
오른:오징어먹물 0g 물
비누

오징어먹물이 들어간 물
비누가 짠 향이 나면서
거품이 많이 나고 살균
세척력이 좋음. 씻을 때
는 오징어 먹물 냄새가
나지만, 물로 씻은 후 냄
새가 사라지고 개운하고
깨끗해지는 느낌이 남.

오 징 어
먹물 천
연 건강
치약 만
들기
실험4

실험 관찰

완성된 물비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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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활동 모습]

2. 실험 결과 토의 내용
가. 음식에서 리조팀의 천연 방부 효과
‘리조팀’ 성분이 있는 오징어 먹물을 익혀서 조리한 오징어 먹물 밥, 먹물 핫케익, 먹물 콩비
지에 대한 천연 방부 효과가 오징어 먹물을 넣지 않은 음식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오징어
먹물을 익히지 않고 넣은 액체 가운데, 오렌지 주스와 과일에 대한 천연 방부 효과도 나타났
다. 반면에 오징어 먹물을 익히지 않고 넣은 식빵과 우유에서는 방부 효과가 크게 드러나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오징어 먹물은 주로 단백질 일종인 멜라닌 색소로 이루어졌는데, 오징어 먹
물의 단백질 성분이 식빵의 밀 단백질인 글루텐 성분과 우유 단백질과 서로 만나서 방부 효과
가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오징어 먹물 콩비지에 대한 천연 방부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두부보다는 콩비지에 단백질이 적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오징어 먹물 두부에서는,
오징어 먹물 단백질 성분이 콩 단백질 성분과 섞여서 암모니아 냄새가 나면서 부패하여 pH
수치 8.5의 강한 알칼리성으로 변하였다.
나. 실생활용품에서 리조팀의 천연 방부 효과
오징어 먹물 천연 아기 비누는 오징어 먹물을 넣지 않은 비누보다 조직이 단단하고 덜 무르
며, 거품이 많이 나고, 손의 세균을 세척하는 살균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천연 벌레퇴치
오징어 먹물 양초는 짭짤한 냄새를 풍기며, 공벌레를 빠른 시간 안에 퇴치하는 살균 효과를 보
여 주었다. 오징어 먹물 천연 건강 치약은 입안에서부터 병균을 막고 세척해주어 병을 예방해
주는 효과가 있다. 오징어 먹물 천연 치약을 쓰면 치질을 예방하고 여성 자궁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트리클로산과 파라벤이 들어간 합성화학물질 치약을 사용하는 대신, 천연
방부 효과가 있는 오징어 먹물 천연 건강 치약을 사용하면 우리 나라 국민의 건강 증진에 도
움을 줄 것이다. 천연 항균 물비누도 합성화학물질 없이 깨끗하게 손을 씻을 수 있는 천연 물
비누라서 우리 몸에 좋다.
리조팀의 천연 방부 효과가 있는 오징어 먹물을 이용하여 음식을 만들면 보관기간이 늘어나
고, 바다 느낌이 나는 독특한 음식맛과 영양이 풍부해질 것이다. 또한 실생활 용품 분야에서도
오징어 먹물의 천연 방부 효과를 활용하여 오징어 먹물 비누, 천연 벌레퇴치 오징어 먹물 양
초, 오징어 먹물 천연 건강 치약, 천연 항균 물비누 등 다양한 아이디어 상품을 개발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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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능성이 기대된다. 따라서 오징어 먹물의 천연 방부 효과를 잘 활용한다면, 합성 화학 방
부제에 지친 우리 어린이들의 면역력 향상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V. 결 론
1. 오징어 먹물의 방부 효과를 살려 실생활에 활용한다면, 버려지는 폐자원을 활용하여 지구
환경도 지키고 자원도 절약할 수 있다.
2. 합성 화학 방부제를 넣지 않고, 천연 방부 효과가 있는 ‘리조팀’ 물질이 있는 오징어 먹물로
음식을 만든다면, 음식의 보관기간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우수한 면역기능과 항암 효과 등
이 있어 우리 인류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3. 천연 방부 효과를 주는 오징어 먹물을 이용하여 다양한 실생활 용품을 만들어 쓰고 다양한
아이디어 상품을 개발한다면, 우리 나라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다.
4. 앞으로 아토피를 예방해주는 오징어 먹물 천연 염색 옷감, 오징어 먹물 천연 주방세제, 오
징어 먹물 천연 욕실청소제 등 다양한 아이디어 생활용품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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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현 석 (여명중학교 1학년)
지도교사 : 양 기 현 (양동여자중학교)

요약(Abstract)
우리 팀은 수학게임 속에 숨어 있는 수학적 원리와 전략에 대한 호기심에서 비롯되어 탐구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산출물을 제작하였다. 먼저 기존의 수학게임들의 원리와 전략을 분석하였
다. 다음으로 팀원들의 아이디어를 모아서 수학의 한붓그리기, 이진법, 경우의 수 등 다양한 원
리를 적용한 5종류의 팀원 개인별 게임과 1종류의 팀원 공동의 게임을 구상하고 직접 제작하
였다.
처음으로 만든 게임이어서 다소 서투르고 멋지지는 않지만,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재미있고
건전한 게임을 통해 수학에 흥미를 갖게 해보자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프로젝트 수행 중에 팀원들의 생각의 차이로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작품을 만들기 위해 친구
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다른 친구의 생각을 존중하는 자세도 함께 배울 수 있었다.

I. 탐구 동기
평소 많은 사람들은 수학 게임을 좋아하고 놀이를 자주 하면서도 이러한 게임에 수학적 원
리가 적용되어있다는 생각을 해보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종류의 게
임들이 겉으로는 그다지 수학 게임처럼 보이지 않는다.
다양한 게임들의 숨은 수학적 원리뿐만 아니라 이길 수 있는 전략들도 수학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평소 같은 생각을 가졌던 친구들 함께 힘을 모아 기존 게임의 원리를 수학적으로 분석
해보고 직접 게임을 만들어서 우리의 궁금점을 해결하고자 ‘수학으로 게임을 정복하라!‘라는 주
제로 본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188 ∙ 2014학년도 부산 영재교육 창의적 산출물 대회 / 은상

Ⅱ. 선행 자료 탐구
1. 여러 가지 수학 게임
가. 블로커스
1) 게임 내용
모서리가 닿게 펜토미노 조각을 놓으면서 제일 먼저 조각들을 다 놓은 사람이 이기게
되는 게임이다.
2) 승리 전략
가) 블록이 최대한 넓게 배치하는 것이 좋다. 너무 차곡차곡 쌓아나가게 되면 나중에
블록을 둘 공간이 없기 때문에 넓게 퍼뜨리면서 상대방의 영토 속으로 조금씩 파
고드는 것이 유리한 것이다.
나) 기본적으로는 가장 칸수가 많은 것부터 놓아야 한다.
다) 그 구역 외에 비어 있으면 자신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 있는 지 살펴본다.
있다면 그 구역이 쓸 만한지 살펴본다. 그리고 쓸 만하 면 그 구역을 알뜰하게 개
척한다.
라) 자신이 미처 쓰지 못했는데 더 이상 놓을 만한 곳이 없는 칸수가 가장 많은 블록
이 있다면 그 블록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제일 먼저 선택해야 한다.

※ 폴리오미노 : 폴리오미노는

n개의 정사각형들이 서로 최소한 1개의 변을 공유하여

만들어지는 다각형들을 총칭한다.
가) 모노미노(1가지): 정사각형 1개로 이루어진 도형
나) 도미노(1가지) : 정사각형 2개로 이루어진 도형
다) 트리오미노(2가지) : 정사각형 3개로 이루어진 도형
라) 테트리미노(7가지) : 정사각형 4개로 이루어진 도형
마) 펜토미노(12가지) : 정사각형 5개로 이루어진 도형
바) 헥소미노(35가지): 정사각형 6개로 이루어진 도형
사) 헵토미노(108가지) : 정사각형 7개로 이루어진 도형
아) 악토미노(369가지) : 정사각형 8개로 이루어진 도형
자) 나노미노(1285가지) : 정사각형 9개로 이루어진 도형
차) 데코미노(4655가지) : 정사각형 10개로 이루어진 도형
카) 언데코미노(17073가지) : 정사각형 11개로 이루어진 도형
타) 도데코미노(63600가지) : 정사각형 12개로 이루어진 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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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님게임
1) 게임 내용
번갈아가며 돌들을 가져가면서 마
지막 돌을 가져가면 이기거나 지
는 게임이다.
2) 승리 전략
행이 2개일 때-계속 두 행의 돌의
개수를 똑같이 맞추다가, 상대편
이 어느 한 행의 돌의 개수를 0개
혹은 1개로 만들면

나는 다른 행

의 돌의 개수를 1개 혹은 0개로
만들면 된다.
다. 스도쿠
1) 게임 내용
가) 일반 스도쿠는 가로 세로 9칸인 정사각형 모양의 빈 칸에 1부터 9까지 아홉 개의
숫자를 모두 한 번씩만 들어가면서 다음 세 조건을 만족하게 하는 게임이다.
① 어떤 가로줄에도 같은 숫자가 나타나지 않는다.
② 어떤 세로줄에도 같은 숫자가 나타나지 않는다.
③ 굵은 테두리를 두른, 가로 세로 3칸인 작은 정사각형에도 같은 숫자가 나타나
지 않는다.
나) 스도쿠 종류에는 일반 스도쿠, 사무라이 스도쿠(정사각형 5개), 스도쿠 폴리온
(정사각형 변형), 스도쿠X(대각선 1~9), 부등호 스도쿠(칸 사이에 부등호) 등
여러 가지가 있다.
2) 승리 전략
간단한 규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면서도 푸는 것은 간단하지 않아서 특별한 전략은 없
으며, 66해 7090경 정도의 경우의 수가 있다고 한다. 스도쿠는 복잡도에 따른 분류
에서 NP-완전 문제임이 증명되어 있다. 때문에 스도쿠를 푸는 기본 요령에 따라 열
심히 풀어 보는 방법밖에 없다.
※ 복잡도(complexity) : 어떤 알고리즘에 따라 해결하는 문제가 얼마나 쉽게 풀리
는지를 설명하는 여러 방법 중의 하나
※ NP-완전 문제 : 모든 경우의 수를 일일이 확인해 보는 것 외의 뽀족한 해결 방
법이 없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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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아발론
1) 게임 내용
2~4명이 서로 주어진 색깔의 구슬로 정해진 방향으로 구슬을 밀어 상대의 구슬을 밀
어 경기장 밖으로 밀어내는 게임으로 한 번에 3개까지 밀 수 있다. 상대의 구슬이 3
개 이하일 때, 평행이동 또는 직선이동을 이용하여 자신의 구슬이 상대방 구슬보다 많
을 때만 밀 수 있다. 2인 경기는 주로 14개씩을 사용하여 진행한다. 상대방의 구슬 6
개를 먼저 밖으로 밀어냈을 때 승리한다.
2) 승리 전략
가) 유리한 위치 선점의 전략이 필요하며, 처음
에는 무조건 3개씩 이동하면서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
나) 상대방이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막는다.
다) 무리로부터 떨어지면 공격하기 쉬우니 상대
의 돌을 무리에서 떨어지도록 해야 한다.
마. 기타 게임
1) 매지믹서
2개의 검정주사위에 나온 수의 합과 흰 주사위에
나타난 5개의 숫자를 연산기호를 사용하여 가장 빨
리 값이 같게 만드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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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직
각 줄의 위쪽 또는 왼쪽에 있는 숫자들을 각
줄당 연속으로 칠해지는 상자의 수로 네모 칸
들을 주어진 규칙에 알맞게 칠하는 것이다.

6. 선행 자료 탐구 결과
가. 수학 게임에는 러시아워, 블로커스와 같이 보드
를 이용한 게임부터 님게임과 같이 보드가 없어
도 손쉽게 할 수 있는 게임까지 다양하며 게임
마다 수학적인 요소가 있어서 수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해준다.
나. 각 게임별로 나름대로의 수학적 원리와 승리 전략이 숨어 있다.

Ⅲ. 창의적 산출물
1. 탐구 문제
가. 여러 가지 수학 게임의 종류와 특징을 알아보자.
나. 수학 게임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알아보자.
다. 새로운 게임이나 원래의 게임에서 변형시킨 게임을 만들어보자.

2. 역할 분담

조원별
역할분담

심완철

조장, 자료수집, 아이디어 구상 및 산출물 제작, 한글 보고서 최종 정검,
PPT최종 정검

김우신

PPT 제작, 자료수집, 아이디어 구상 및 산출물 제작

김 윤

PPT 제작, 자료 수집, 아이디어 구상 및 산출물 제작

김현우

PPT 기초 제작, 자료수집, 아이디어 구상 및 산출물 제작

이현석

보고서 기초 제작, 자료수집, 아이디어 구상 및 산출물 제작

3. 탐구 기간
기

간

내

용

3 .24

프로젝트 주제 정하기

4 .21

한글 보고서 기초 제작, 기초 조사 시작

6 .30

자료 조사 완료

7 .20

직접 게임으로 탐구 완료

7 .29

창의적 산출물 만들기(1차) 완료

9. 30

창의적 산출물 수정 보완(2차) 및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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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별 및 단체 산출물
가. Equation - 이현석
1) 내용
가) 주어진 숫자와 연산기호를 사용해서 해를 만드는 게임을 구상하였다.
나) 숫자 카드(파란색),기본연산기호 카드(노란색), 특수연산기호카드(빨간색)의 3가
지 종류의 카드를 이용한다.
다) 제한시간 내에 20면체 주사위를 굴린 값에 최대한 근접하도록 받은 카드를 사용
하여 수식을 만든다.
라) 주어진 숫자에서 오차 1당 1점, 그리고 사용하지 않은 카드 1장당 1점을 감점하
며, 최종적으로 감점이 가장 작은 사람이 승리한다.
2) 제작 : 포토 용지로 카드를 인쇄하고 뒷면을 디자인하여 비닐커버에 넣는다.
3) 효과 : 짧은 시간 안에 수식을 만들어야 하므로 계산 능력과 사고 능력을 길러준다.

나. 한붓그리기 님게임 - 심완철
1) 내용 : 한붓그리기와 님게임을 함께 활용한 게임을 구상하였다. 상대와 번갈아가며
바둑돌을 하나 혹은 2개씩 놓으면서 한붓그리기를 계속하다가 마지막에 돌을 놓는 사
람이 이긴다.
2) 제작 : 종이상자와 마분지로 게임판과 바둑돌 통을 만든다.
3) 전략 : 한붓그리기를 이해하면서 님게임의 승리 전략을 이용해야 한다.

다. 대각선 러시아워 – 김 윤
1) 내용 : 직진방향만 움직이는 기존의 러시아워 게임을 대각선 방향으로도 움직일 수
있도록 변형시켜 만든 게임을 구상하였다. 차를 움직이면서 빨간 차를 출구로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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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게 만들면 된다.
2) 제작 : 마분지, 우드락, 색종이를 사용해서 게임판과 차를 만든다.
3) 전략 : 대각선으로 이동하므로 빨간색이 움직이는 길이 많아지며 빨간 차가 나가게
하려면 다른 차를 구석으로 밀어 넣어야 한다.

라. 블록 님게임 – 김우신
1) 내용: 이진법 원리를 적용하여 변형된 님게임 구상하였다. 상대가 번갈아가며 모서리
가 닿게 타일을 1~3개씩 놓는다. 단 시작은 반드시 판의 모서리에서 시작한다. 더
이상 놓을 수 없으면 지게 된다.
2) 제작 : 우드락 및 하드보드로 게임판과 빨강, 파랑의 삼각형을 만든다.
3) 전략 : 블로커스처럼 자신의 영토를 늘린 다음 님게임 필승 전략을 생각하며 타일을
놓는다.

마. 헥사곤 – 김현우
1) 내용 및 게임 방법
가) 시작할 때 자신의 진영을 선택하고 말을 3개 받는다. 상대방의 본진은 침략할 수
없다. 말의 개수는 플레이 할 때마다 2개부터 3개까지 조절이 가능하다.
나) 첫 번째 공격을 시작하기 전에 1분 동안 생각할 시간을 준다.
다) 심판은 플레이어가 1분 동안 미리 적어둔 커맨드대로 말을 옮긴다. 이 때, 그 지
역에서 움직이지 않아도 되고 상대방이 점령한 지역을 강탈할 수 있다.
라) 단, 직선으로 연결된 다른 지역으로만 갈 수 있고, 한 지역을 지나 다른 지역으로
갈 수는 없다. 만약 양 플레이어의 말이 한 지역에 갔다면 말의 개수가 많은 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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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지역을 점령하고 말의 개수가 적었던 그 말들은 말의 개수가 많았던 플레이어
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다.
마) 만약 그 칸으로 보낸 말의 개수가 같았다면 가위 바위 보를 하여 그 지역의 주인
을 정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몇 회를 진행할지 게임을 시작할 때 정해서 한다.
라) 마지막 차례가 끝나고 차지한 칸의 수가 더 많은 사람이 이긴다. 각 지역에 번호
를 매겨서 커맨드를 적을 때 쉽게 할 수도 있다.
2) 제작 : 마분지, 우드락, 색종이를 사용해서 게임판과 말을 만든다.
3) 전략 : 비교적으로 상대방이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이 적은 칸으로 이동하며, 상대의
영토를 강탈하기 보다는 자신의 영토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진행하다가 기회가
생기면 상대방의 영토를 공격한다.

바. Mathageddon (Math + Armageddon)
인류와 좀비 사이 최후의 수학 전쟁 – 단체 제작
1) 게임 구성
가) 보드판 : 18 x 18 (1~30의 숫자가 무작위로 흩어져 있음)
나) 말 : 사람(레인저 ×3, 아미 ×3, 스톰트루퍼 ×3), 좀비 ×6
다) 능력카드 : 사람(레인저 ×3, 아미 ×3, 스톰트루퍼 ×3), 좀비 ×5
라) 주사위 : 정4면체(깎은 4면체), 정6면체, 정8면체, 정12면체
마) 엄폐물
바) 게임 인원 : 4명

2) 게임 준비
가) 3명의 참가자는 각자 레인저팀, 아미팀, 스톰트루퍼팀이 되며 각 팀의 능력카드
를 앞면으로 하여 받는다. 다른 한 명의 참가자는 좀비팀이 된다.
나) 보드판에 엄폐물을 무작위로 배치한다. 엄폐물의 배치는 매 게임마다 달라 질 수
있다.
다) 각 말은 출발 위치에, 좀비와 사람들은 마주보는 양 변에 배치한다.

수학으로 게임을 정복하라! ∙ 195

3) 카드의 구성

4) 게임의 진행
가) 좀비 -> 레인저 -> 좀비 -> 아미 -> 좀비 -> 스톰트루퍼 순서로 진행하며 이 순
서가 완료되면 다시 처음부터 순서대로 한다.
나) 행동할 캐릭터를 선택하고 정6면체 주사위를 굴려 나온 숫자만큼 이동하거나 이
동 없이 공격할 수 있다.
다) 사정거리에 들어오면 사람은 좀비를, 좀비는 사람을 공격한다.
라) 공격력은 표시된 모양의 주사위를 굴려 나온 숫자를 공식에 대입하여 나온 숫자
이다.
▲: 정4면체 주사위 ■: 정6면체 주사위 ◆: 정8면체 주사위
예) Ranger handgun의 공격력은 2▲+

: 정12면체 주사위

이므로 정4면체와 정12면체 주사위

를 던진다.
정4면체 주사위가 3, 정12면체 주사위가 7이 나왔다면 공격력은
2×3 + 7 = 13이 된다.
마) 공격력이 체력 이상이 되면 상대방은 파괴된 것이며 체력 미만이면 상대방은 생
존한 것이다.
예) 위에서 공격력이 13일 때 좀비의 체력은 15이므로 좀비는 생존한다.
바) 파괴될 때 좀비의 경우 게임판에서 제거되며, 사람의 경우 카드를 뒤집어 좀비가
된다.
예) 좀비의 공격력은 2■ + ◆이므로 정6면체와 정8면체 주사위를 던진다.
나온 숫자가 각각 5, 7인 경우 공격력은 2×5+7이 되어 17이 된다.
만약 체력이 12인 Stormtrooper sniper를 공격했다면 공격력이 체력이상이므로
스나이퍼는 파괴된다.
게임판 위의 스나이퍼 말은 좀비말로 대체되며, 스나이퍼 카드는 뒤집어 뒷면인
좀비가 보이도록 한다.
사) 낮은 엄폐물의 경우 이동은 불가능하나 엄폐물을 넘어 공격은 가능하다. 높은 엄
폐물의 경우 이동과 공격이 모두 불가능하다.
아) 게임판 위에 숫자가 적힌 칸으로 들어가면 공격대신 찬스를 할 수 있다. 정12면
체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숫자와 칸에 적힌 숫자의 합이 소수인 경우 갑옷이나
공격력 증가 아이템 중 하나를 골라 캐릭터에 장착할 수 있다. 단 아이템은 최대
3개까지 장착 가능하다. 갑옷 아이템은 체력을 1씩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지며,
공격력 증가 아이템은 공격력을 1씩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갑옷 아이템은
공격을 받을 때 마다 한 개씩 파괴되며, 공격 아이템은 공격에 성공하면 한 개씩
파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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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게임의 종료
가) 인간이 모두 전멸하면 좀비팀의 승리가 된다.
나) 좀비팀이 모두 전멸하면 생존자가 많은 인간팀이 승리하며, 같은 숫자가 생존한
경우 좀비를 더 많이 제거한 팀이 승리한 것으로 한다.
6) 게임의 수학적 요소
가) 정다면체와 준정다면체로 만든 주사위
나) 소수를 맞추어야 발동되는 찬스
다) 공격과 생존의 확률
각 캐릭터별 공수에서 공격 성공의 확률은 아래의 표와 같다.
좀비
체력:15
공격력:2■+◆

Handgun
체력:15
공격력:2▲+

Rifleman
체력:16
공격력:4■

Sniper
체력:12
공격력:3

좀비 -> 사람 공격

25%

18.75%

50%

사람 -> 좀비 공격

25%

50%

58.33%

▣ 제작과정 장면(1)

▣ 제작과정 장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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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 장면

V. 탐구활동을 마치면서
수학게임에 대하여 탐구하고 팀원 모두가 협의하여 각각의 개인 산출물과 단체 산출물을 만
들어 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게임의 원리와 수학적 관계에 대하여 많은 지식을 갖게 되었다. 그
리고 앞으로 더 좋은 게임도 만들 수 있겠다는 자신감도 생겼다.
우리가 계획한 순수한 창작물과 기존의 게임원리를 변형하여 만든 수학게임들의 장점과 단
점을 찾아 수정해 나가면서 한편으로는 우리의 게임이 어떻게 활용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
도 이야기하기도 했다. 탐구활동 기간 동안 팀원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의 의견을
신중하게 받아들이는 자세의 중요함도 알게 되었다.

심완철

평소에 수학게임을 별로 하지 않았지만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수학게임에 많은 관심
을 가지고 재미있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조원들이 서로 많이 친해진 것도 참 좋았다.

김우신

알지 못했던 수학 게임의 종류가 참 많다는 것을 알았다. 기회가 된다면 경험하지 못했
던 수학게임을 해보고 새로운 게임도 만들어보고 싶다.

김현우

수학게임이 이렇게 재미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 수학게임에 더 많은 관심을 가
져야겠다.

김 윤

이번 탐구로 인해서 많은 수학게임의 특징과 필승 전략에 대해 알게 되었고 재미있는
탐구였다.

이현석

재미로 즐겼던 다양한 게임에 들어간 수학 원리를 알게 되었다. 산출물의 게임내용과
방법을 좀더 연구해 보아야겠다. 재미있고 유익했던 탐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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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천연제습제의 활용 가능성 연구

영

역 : 중등과학

소

속 : 모동중학교영재학급

연 구 팀 : 제습탐험대
연 구 자 : 김 영 우 (동주중학교 1학년)
정 상 우 (동주중학교 1학년)
박 진 우 (동주중학교 1학년)
김 정 미 (주례여자중학교 1학년)
지도교사 : 정 경 진 (모동중학교)

요약(Abstract)
생활 속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천연 제습제들의 습기제거 효과를 비교 실험한 결과 시판 제
습제 성분인 염화칼슘에는 다소 못 미쳤지만 숯, 소금, 실리카겔, 베이킹소다, 커피원두찌꺼기
중에서 숯의 제습효과가 가장 뛰어났다.
제습에 효과적이었던 숯의 제습효과를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해 심화탐구 결과
첫째, 숯의 종류에 따른 제습효과는 열탄, 검탄, 백탄, 활성탄 중 검탄의 제습효과가 가장 뛰어
났다. 둘째, 숯의 형태에 따른 제습효과는 가루, 작은 조각, 큰 조각 중에서 가루 형태일 때 제
습효과가 가장 뛰어났다. 셋째, 숯의 위치에 따른 제습효과는 바닥 높이, 중간 높이, 천장 높이
중에서 중간 높이일 때 제습효과가 가장 뛰어났다.
따라서 생활 속 천연제습제로 숯을 사용할 때 검탄을 가루 형태로 만들어 바닥보다 조금 높
은 위치에 두면 제습효과를 높일 수 있다.

I. 서

론

1. 연구 동기
여름철 비가 많이 오는 날 어머니께서 집안 곳곳에 숯과 커피원두찌꺼기 등을 제습제로 사
용하시는 것을 보았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습기 제거제가 아닌 이런 천연 물질들이 정말 습기
제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그리고 알려져 있는 여러 가지 천연 제습제들의 제습효과
를 서로 비교해보고 시판 제습제에 비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알고 싶었다. 또한 활용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 있다면 이 천연제습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
건에 대해서도 심화탐구해 보고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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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천연 제습제로 알려져 있는 숯, 소금, 실리카겔, 베이킹 소다, 원두커피 찌꺼기를 대상으로
시판 천연제습제 성분인 염화칼슘에 비해 습기제거 효과가 어느 정도 인지 알아보고 이 중 가
장 효과가 좋은 물질을 선택하여 이 물질의 제습효과를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탐구
하는 것이 목적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제습제
제습제는 공기 중의 수분을 제거하여 건조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재료로서, 수분의 제거 원리
를 수분과 반응하여 수분을 고착시키는 화학적 작용과 수분을 흡착 또는 흡수하는 물리적 작
용으로 구분된다. 전자의 예로는 염화칼슘이나 황산구리 등이 있으며 후자의 예로는 실리카겔,
산화알루미늄, 제올라이트 등이 있다. 후자에 속하는 물질들은 주로 미세 다공성 물질로서 비
표면적이 큰 것이 특징이며 수증기 분자가 다공성 표면에 흡착되어 제습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제습제가 갖춰야 할 중요한 특성은 비표면적과 수증기에 대한 친화력이며, 이 두 가지 성질이
클수록 제습효과는 커진다.

2. 시판 제습제 ‘염화칼슘’
염소(Cl)와 칼슘(Ca)이 반응하여 만들어진 이온성 화합물. 화학식은 CaCl2이다. 복염으로서
타키하이드라이트 등의 광물로서 산출되며 바닷물 속에 0.15% 함유되어 있다. 무수물은 조해
성이 있는 사방정계의 백색 결정으로 약간 비틀어진 루틸구조를 하고 있다. 화학식량은 111.0,
녹는점은 772℃, 끓는점은 , 1935℃(anhydrous), 비중은 2.15이다. 물에 대한 용해도, 즉
물 100g에 최대로 녹는 염화칼슘의 g수는 74.5g(20℃)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며 알코올, 아세
톤에도 잘 녹는다.
염화칼슘은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을 반응시키면 얻을 수 있으며 화학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CaCO3(s) + 2HCl(aq) -> CaCl2(s) + H2O(l) + CO2(g)
탄산칼슘에 염산을 작용시켜 생성된 용액을 증발시키면 온도에 따라 여러가지 수화물을 얻을
수

있다.

포화용액에서

-54.9~29℃에서는

CaCl2·6H2O의

육수화물이,

29~45℃에서

CaCl2·4H2O의 사수화물이,45℃ 이상에서는 CaCl2·2H2O의 이수화물이 석출된다. 175℃에서
는 CaCl2·H2O의 일수화물, 약 300℃에서는 무수물인 CaCl2가 생긴다.
이수화물 및 무수물은 조해성이 강하여 수분을 잘 흡수하므로 장마철 건조제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자신의 무게의 무려 14배 이상의 물을 흡수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암모니아(NH3)와
알코올(에탄올 : C2H5OH)과 각각 결합하여 CaCl2 ·8NH3, CaCl2 ·4C2H5OH 등의 분자화합
물을 만들기 때문에 이 물질들의 건조에는 사용할 수 없다.

3. 천연 제습제 ‘숯’
가. 제조법에 따른 숯의 종류
1) 검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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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탄의 하나인 참숯으로, 백탄에 비하여 굳기·연소 지속시간은 떨어지나, 발화점이 250
∼400℃로 순간적인 화력은 강하며 난방용·취사용·건조용 연료에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거의 쓰지 않는다. 백탄(白炭)에 비하여 굳기·연소 지속시간은 떨어지나, 발화점이 250
∼400℃로 순간적인 화력은 강하다. 발열량은 7,000∼8,000cal/g이다.
주로 흙으로 쌓은 숯가마 안에 목재를 쌓고, 가마 입구에서 불을 떼어 70℃ 정도에서
건조시키고(건조기), 이어서 통풍구를 닫고 300~400℃에서 탄화시키고(탄화기), 마지
막으로 통풍하여 500~650℃로 온도를 올리고(정련기), 탄화가 끝나면 가마를 밀폐하
고 냉각시킨다(냉각기). 제탄 기간은 1주일 정도이며, 그 상황은 가마에서 나오는 연기
의 빛깔과 냄새로 판단한다.
2) 백탄
검탄보다도 탄화를 충분히 진행시켜서 만든 목탄이다. 제조과정에서 목탄의 수피는 거
의 없어지고, 회분 때문에 겉면이 백색을 띤다. 탄소 함유율은 90~95 %, 회분은 약
2 %이다. 단단하고, 불이 쉽게 붙지 않으며, 화력도 약하나, 그 대신 불이 아주 오래
간다. 현재는 연료의 변화로 인하여 별로 제조되지 않는다.
백탄가마 속에서 처음에는 비교적 저온으로 서서히 탄재의 열분해를 진행하고, 나중에
는 가마의 통풍구를 충분히 열어 가마의 온도를 1,000 ℃ 내외로 올려 탄재의 열분
해를 충분히 진행시킨다. 이어서 하얗게 달아오른 숯을 가마 밖으로 끄집어내어 소분
(흙 ·재 ·숯가루를 섞어 물에 적신 것)을 끼얹어 불을 끈다. 따라서 목탄의 수피는 거
의 없어지고, 회분 때문에 겉면이 백색을 띤다.
3) 활성탄
흡착성이 강하고, 대부분의 구성물질이 탄소질로 된 물질로, 흡착제로 기체나 습기를
흡수시키는데, 또는 탈색제로 사용된다. 목재나 갈탄 등을 염화아연 등의 약품으로 처
리, 건조시켜 제조한다. 제조방법은 목재·갈탄·이탄 등을 활성화제인 염화아연이나 인
산과 같은 약품으로 처리하여, 건조시키거나 목탄을 수증기로 활성화시켜 만든다. 일
반적으로 활성탄은 가루상태나 입자 상태로 제조되는데, 가루인 것은 입자 상태로 만들
어 사용하기도 한다. 용도는 주로 흡착제로서 기체나 습기를 흡수시키는 데 사용되며,
그 밖에 용제의 회수제와 가스의 정제용 또는 탈색제로 쓰이는 등 용도가 다양하다.
4) 열탄
잡목을 분쇄해서 다시 뭉친 후 목봉으로 만든 뒤 숯으로 구워내는 성형탄이다.
나. 숯의 구조와 흡착 능력
숯의 구조는 원료 및 열분해 조건에 따라 현저하게 달라진다. 급격한 온도 상승에 의한 가열
과 낮은 정련온도에서는 부드러운 숯이 되고, 그 반대의 조건 하에서는 단단한 숯이 된다. 건
류탄이나 뜬숯은 검탄이나 백탄에 비해서 탄화가 급격하고 탄화 온도가 낮기 때문에 부드럽게
된다.
일반적인 활성탄은 500~1500m2/g의 내부 표면적을 갖고 있으며, 세공구조의 특성은
Micro-pore, Transitional-pore, Macro-pore로 구분된다. 20Å 이하의 직경을 갖는 기공
을Micro-pore이라 하고 흡착이 일차적으로 일어나는 20~1000Å의 직경을 갖는 기공을
Transitional-pore이라 한다. 반면 1000Å 이상인 Micro-pore은 실제적인 흡착공정에서 단
지 2차적인 중요성을 가질 뿐이다. 주로 이러한 Micro-pore은 액체로부터 용질을 흡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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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통로로서 제공된다.
숯의 내부는 기공의 크기와 구조가 수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기공의 내
부표면적을 측정해 보면 숯 1g당 약 100평(약 300m2)이고 대나무 숯은 약 50~300m2 정
도로 알려져 있다. 숯은 70~90%가 탄소의 결정체이다. 그런데 숯은 단순히 탄소로만 이루어
진 것이 아니고 나무에 포함되어 있던 많은 미네랄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이런 입자들이 미로
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것이 탄화되면서 숯의 기공이 되어 숯의 흡착 능력을 만들어 주는 것이
다.

Ⅲ. 실험 방법 및 결과
1. 생활 속 여러 가지 제습제의 제습효과
가. 가설
생활 속 제습제 중에서 숯의 제습량이 가장 많을 것이다.

나. 변인통제
조작변인

제습제의 종류(숯, 소금, 실리카겔, 베이킹소다, 커피원두
찌꺼기) ※ 대조군 : 염화칼슘(시판 제습제)

통제변인

조작변인 외 모든 조건

종속변인

제습량(가습 후 질량 – 가습 전 질량)

다. 준비물
숯, 소금, 실리카겔, 베이킹소다, 커피원두 찌꺼기, 염화칼슘, 수조, 페트리 접시, 다시
팩, 랩, 초시계, 가습기, 전자저울
라. 실험방법
1) 숯, 소금, 실리카겔, 베이킹소다, 커피원두 찌꺼기, 염화칼슘을 다시팩에 넣고 전자저
울을 사용하여 각각 30g씩 준비한다. (시판 제습제 성분인 염화칼슘은 대조군이다.)
2) 수조 속에 1)에서 만든 생활 속 제습제들과 가습기를 넣고 랩으로 싼다.(랩으로 쌀
때 공기구멍은 확보해 둔다.)
3) 30분간 가습기를 작동시킨다.
4) 생활 속 제습제들의 가습 후 질량을 전자저울로 측정한다.
5) 1)～4)의 과정을 총 3회 반복하여 평균값을 구한다.
6) 생활 속 제습제들이 습기를 흡수한 평균값(가습 후 질량에서 가습 전 질량을 뺀 평
균값)으로 제습량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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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생활 속 제습제의 제습효과 실험설계
[그림 2] 생활 속 제습제의 제습량 측정

마. 실험결과
<표 1> 생활 속 여러 가지 제습제의 제습효과

숯

소금

실리카겔

베이킹 소다

커피원두
찌꺼기

염화칼슘

1 2 3 평 1 2 3 평 1 2 3 평 1 2 3 평 1 2 3 평 1 2 3 평
회 회 회 균 회 회 회 균 회 회 회 균 회 회 회 균 회 회 회 균 회 회 회 균
가습 전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질량(g)
가습 후
30.5 30.3 32.8 31.2 30.1 30.2 31.1 30.5 30.2 31.1 30.3 30.5 30.0 31.1 31.4 30.8 29.6 30.1 30.1 29.9 31.7 32.5 33.0 32.4
질량(g)
제습량
(g)
상대
제습량
(%)

0.5 0.3 2.8 1.2 0.1 0.2 1.1 0.5 0.2 1.1 0.3 0.5 0.0 1.1 1.4 0.8 -0.4 0.1 0.1 -0.1 1.7 2.5 3.0 2.4

50

20.8

20.8

33.3

계산 불가

[그림 3] 생활 속 여러 가지 제습제의 제습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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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자료해석
생활 속에서 활용하고 있는 제습제들의 제습량을 비교해보면 숯(1.2g) > 베이킹소다(0.8g)
> 실리카겔, 소금(0.5g) > 커피원두찌꺼기(-0.1g)으로, 천연 제습제 모두 시판 제습제 성분인
염화칼슘의 제습량(2.4g)에는 못 미쳤지만 이 중에서 숯의 제습량이 가장 많았다. 이는 가설
과 일치하는 결과로, 숯에는 미세 기공구조가 많아 습기를 효과적으로 흡착할 수 있었기 때문
으로 여겨진다. 시판 제습제의 제습효과와 비교해보기 위해 염화칼슘의 제습량을 100%로 두
고 상대 제습량을 계산해본 결과, 생활 속 제습제 중 가장 효과적이었던 숯의 경우 시판 제습
제의 50% 정도 제습효과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 결과정리

생활 속 제습제 중에서 숯의 제습량이 가장 많다.(시판 제습제의 50% 제습효과)

2. 숯의 종류에 따른 제습효과
가. 가설
숯의 종류 중에서 백탄의 제습량이 가장 많을 것이다.

나. 변인통제
조작변인

숯의 종류(열탄, 검탄, 백탄, 활성탄)

통제변인

조작변인 외 모든 조건

종속변인

제습량(가습 후 질량 – 가습 전 질량)

다. 준비물
열탄, 검탄, 백탄, 활성탄, 막자사발, 수조, 페트리 접시, 다시팩, 랩, 초시계, 가습기,
전자저울
라. 실험방법
1) 막자사발을 이용하여 열탄, 검탄, 백탄, 활성탄을 모두 가루 형태로 만들어 다시팩에
넣고 전자저울을 사용하여 각각 30g씩 준비한다.
2) 수조 속에 1)에서 만든 숯 제습제들과 가습기를 넣고 랩으로 싼다.
3) 30분간 가습기를 작동시킨다.
4) 숯 제습제들의 가습 후 질량을 전자저울로 측정한다.
5) 1)～4)의 과정을 총 3회 반복하여 평균값을 구한다.
6) 숯 제습제들이 습기를 흡수한 평균값(가습 후 질량에서 가습 전 질량을 뺀 평균값)
으로 제습량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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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숯의 종류(열탄,검탄,백탄,활성탄)

[그림 5] 숯의 종류에 따른 제습효과 실험설계

마. 실험결과
<표 2> 숯의 종류에 따른 제습효과

열탄

검탄

백탄

1
회

2
회

3
회

평
균

1
회

2
회

가습 전
질량(g)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가습 후
질량(g)

30.9

31.9

31.4

31.4

31.5

33

31.8

32.1

30.8

32.1

31.5

31.5

30.9

31.6

31.4

31.3

제습량
0.9
(g)

1.9

1.4

1.4

1.5

3.0

3
1
평균
회
회

1.8

2.1

0.8

2
회

활성탄

2.1

3
1
평균
회
회

1.5

[그림 6] 숯의 종류에 따른 제습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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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0.9

2
회

1.6

3
평균
회

1.4

1.3

바. 자료해석
숯 제습제들의 제습량을 비교해보면 검탄(2.1g) > 백탄(1.5g) > 열탄(1.4g) > 활성탄
(1.3g)으로, 이 중에서 검탄의 제습량이 가장 많았다. 이는 백탄의 제습량이 가장 많을 것이
라는 가설과는 다른 결과이다. 백탄은 검탄보다 탄화를 충분히 진행시켜 만든 목탄이라 제습효
과가 좋을 것이라 예상했으나 숯을 가마 밖으로 꺼내 소분(흙 ·재 ·숯가루를 섞어 물에 적신
것)을 끼얹는 제조공정에서 미세 기공구조가 막히거나 작아져 제습효과가 검탄에 비해 떨어지
는 것으로 여겨진다. 실험대상 숯들을 모두 가루 형태로 만들어 실험한 결과 예상외로 검탄의
제습량이 가장 많았고 습기제거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활성탄의 제습량이 오히려 낮게
나온 것이 인상적이다.
사. 결과정리
숯의 종류 중에서 검탄의 제습량이 가장 많다.

3. 숯의 형태에 따른 제습효과
가. 가설
숯의 형태 중에서 가루 형태일 때 제습량이 가장 많을 것이다.

나. 변인통제
조작변인

숯의 형태(가루, 작은 조각, 큰 조각)

통제변인

조작변인 외 모든 조건

종속변인

제습량(가습 후 질량 – 가습 전 질량)

다. 준비물
검탄, 막자사발, 수조, 페트리 접시, 다시팩, 랩, 초시계, 가습기, 전자저울
라. 실험방법
1) 막자사발을 이용하여 검탄을 가루 형태, 작은 조각, 큰 조각으로 만들어 다시팩에
넣고 전자저울을 사용하여 각각 30g씩 준비한다.
2) 수조 속에 1)에서 만든 형태별 숯 제습제들과 가습기를 넣고 랩으로 싼다.
3) 30분간 가습기를 작동시킨다.
4) 형태별 숯 제습제들의 가습 후 질량을 전자저울로 측정한다.
5) 1)～4)의 과정을 총 3회 반복하여 평균값을 구한다.
6) 형태별 숯 제습제들이 습기를 흡수한 평균값(가습 후 질량에서 가습 전 질량을 뺀
평균값)으로 제습량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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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숯을 형태별로 제조하는 과정

[그림 8] 숯의 형태에 따른 제습효과 실험설계

마. 실험결과
<표 3> 숯의 형태에 따른 제습효과

가루
1
회

가습 전
30.0
질량(g)
가습 후
31.4
질량(g)
제습량
1.4
(g)

작은 조각

큰 조각

2
회

3
회

평
균

1
회

2
회

3
회

평균

1
회

2
회

3
회

평균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3.4

30.9

31.9

31.0

33.1

30.3

31.5

30.8

32.9

30.4

31.4

3.4

0.9

1.9

1.0

3.1

0.3

1.5

[그림 9] 숯의 형태에 따른 제습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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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2.9

0.4

1.4

바. 자료해석
형태별 숯 제습제들의 제습량을 비교해보면 가루(1.9g) > 작은 조각(1.5g) > 큰 조각
(1.4g)으로, 검탄을 가루 형태로 만들었을 때 제습량이 가장 많았다. 이는 가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가루 형태일 때, 즉 검탄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습기와 닿는 표면적이 넓어져 습
기를 효과적으로 흡수하였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사. 결과정리
숯의 형태 중에서 가루 형태일 때 제습량이 가장 많다.

4. 숯의 위치에 따른 제습효과
가. 가설
숯을 놓는 위치 중에서 바닥 위치일 때 제습량이 가장 많을 것이다.

나. 변인통제
조작변인

숯의 위치(가루, 작은 조각, 큰 조각)

통제변인

조작변인 외 모든 조건

종속변인

제습량(가습 후 질량 – 가습 전 질량)

다. 준비물
검탄, 막자사발, 비커, 삼발이, 수조, 페트리 접시, 다시팩, 랩, 초시계, 가습기, 전자저울
라. 실험방법
1) 막자사발을 이용하여 검탄을 가루 형태로 빻아 다시팩에 넣고 전자저울을 사용하여
각각 30g씩 미리 준비해둔다.
2) 수조 속에 1)에서 만든 검탄가루 제습제들을 삼발이와 비커를 이용하여 천장 위치,
중간 위치, 바닥 위치에 놓고 가습기를 넣고 랩으로 싼다.
3) 30분간 가습기를 작동시킨다.
4) 위치별 검탄가루 제습제들의 가습 후 질량을 전자저울로 측정한다.
5) 1)～4)의 과정을 총 3회 반복하여 평균값을 구한다.
6) 위치별 검탄가루 제습제들이 습기를 흡수한 평균값(가습 후 질량에서 가습 전 질량을
뺀 평균값)으로 제습량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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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가습 후 늘어난 질량

[그림 10] 숯의 위치에 따른 제습효과 실험설계

마. 실험결과
<표 4> 숯의 위치에 따른 제습효과

바닥 높이

가습 전
질량(g)
가습 후
질량(g)
제습량
(g)

중간 높이

천장 높이

1
회

2
회

3
회

평
균

1
회

2
회

3
회

평균

1
회

2
회

3
회

평균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1.1

31.0

30.9

31.0

31.3

32.3

31.2

31.6

30.9

30.6

31.0

30.8

1.1

1.0

0.9

1.0

1.3

2.3

1.2

1.6

0.9

0.6

1.0

0.8

[그림 12] 숯의 위치에 따른 제습효과

210 ∙ 2014학년도 부산 영재교육 창의적 산출물 대회 / 은상

바. 자료해석
숯을 놓는 위치에 따른 검탄가루의 제습량을 비교해보면 중간높이(1.6g) > 바닥높이(1.0g)
> 천장높이(0.8g)으로, 가설과는 달리 중간높이일 때 제습량이 가장 많았다.
사. 결과정리
숯을 놓는 위치 중에서 중간 위치일 때 제습량이 가장 많다.

Ⅳ. 결 론
1. 생활 속 여러 가지 제습제의 제습효과
생활 속에서 활용 가능한 제습제로서 숯, 소금, 실리카겔, 베이킹소다, 커피
원두찌꺼기 중 숯의 제습효과가 가장 좋다. (시판 제습제의 50% 제습효과)

2. 숯의 종류에 따른 제습효과
열탄, 검탄, 백탄, 활성탄 중에서 검탄의 제습효과가 가장 좋다.

3. 숯의 형태에 따른 제습효과
가루, 작은 조각, 큰 조각 중에서 가루 형태일 때 제습효과가 가장 좋다.

4. 숯의 위치에 따른 제습효과
바닥 위치, 중간 위치, 천장 위치 중에서 중간 위치일 때 제습효과가 가장 좋다.

>>> 종합결론
생활 속 여러 가지 제습제 중 제습효과가 가장 좋은 것은 숯이며 시판 제습
제의 50% 정도 제습효과를 나타낸다. 천연 제습제로서 숯의 활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조건 알아보고자 숯의 종류별, 형태별, 위치별로 심화 탐구한
결과 숯을 제습제로 사용할 때 검탄을 가루형태로 만들어 바닥보다 조금 높
은 위치에 놓아두는 것이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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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음재의 흡음력에 대한 고찰

영

역 : 중등과학

소

속 : 해운대영재교육원

연 구 팀 : FiveGuys
연 구 자 : 김 태 훈 (양운중학교 3학년)
김 정 진 (신곡중학교 3학년)
최 성 현 (장산중학교 3학년)
정 호 영 (기장중학교 3학년)
지도교사 : 고 억 진 (인지중학교)

요약(Abstract)
준비물:에어캡(5mm),스펀지(5mm),한지(5mm),골판지,스타이로폼(5mm), 솜(5mm), 명주
20수, 명주30수, 명주60수, 삼베, 톱밥, 스타이로폼공4~5mm, 스타이로폼공7~8mm,
흡음실험장치상자 제작 1개(50cm ×40cm,×30, 가로,세로,깊이), MBL장치,칼, 테이프, 가
위, 풀,자
실험설계
1) 실험 장치를 꾸민다.
준비한 실험재료의 흡음정도를 측정할 장치를 꾸미고 오차를 줄일 수 있도록 정밀하게 장치
를 준비한다.
2) 장치 안에 마이크를 넣고 똑같은 데시벨의 소리를 주어 MBL장치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3) 실험 장치를 이용하여 각 실험재료별로 흡음정도를 알아보고 어떤 흡음재가 가장 흡수를 잘
하였는지 비교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확인한다.
4) 준비한 실험재료들의 흡음률을 비교측정 한 다음 가장 흡음률이 높은 두 재료를 선택하여
두 재료를 일정한 비율로 합성하여 흡음률을 측정해본다.
두 재료를 합성하기 전과 후의 흡음정도를 비교해 본 후 각각의 장단점을 보완하여 흡음재료
사용할 때 가장 효율성이 높은 재료가 무엇인지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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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 동기 및 목적
2013년 1월부터 아파트 및 연립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규제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층
간소음의 피해를 인정하는 소음 크기 기준을 낮에는 55데시벨 이상, 밤에는 45데시벨 이상에
서 낮 40데시벨 이상, 밤 35데시벨 이상으로 낮출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층간소음의 피해
를 인정하는 소음 지속 시간도 5분에서 1분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마디로 순간적으
로 5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면 층간소음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2013년 2월 9일에는 층간소음 문제로 두 아들이 흉기에 찔려 죽는 등 층간소
음에 의한 갈등으로 각종 살인사건과 방화사건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층간소음에 의해
사람들은 많은 피해를 받고 있다. 어떤 집에서는 하이힐을 신고 거실을 활보하더니, 심지어 제
자리에서 두 발로 뛴다. 공을 가지고 농구연습을 하듯 바닥에 공을 튀기고, 아령을 바닥에 굴
린다. 이렇게 악의적으로 소음을 유발하는 곳도 있다. 유발자들은 그렇게 하면 그만이지만, 층
간소음 피해자들은 밤에 잠도 자지 못하고 밥도 먹지 못하면서 괴로워한다. 층간소음 유발자들
은 작은 소리에도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들은 층간소음이 생활리듬을 깨
뜨릴 정도로 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힌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한 갈등을 넘어서서 범죄도 일으
키는 층간소음 문제를 막기 위해서 다양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우리는 행정적 통제 이외에 층간 소음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중, 흡음재를 하나의 주제로 잡고 탐구를 시작하려고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흡음재의 종류
가. 다공질 흡음재
건축이나 인테리어 환경에서 가장 흔히 쓰여지는 재료이다. 취급하기도 그다지 어렵지 않고
값도 그다지 비싸지 않기 때문에 많은 업체들이 앞다투어 생산하고 있다. 취급정보 또한 그리
어렵지 않게 입수할 수 있어서 좋다. 보통은 재료자체를 사용하기도하지만 고급스러움을 더하
기 위해서 천을 덧대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유리섬유 흡음재', '폴리에스터 흡음재', '
폴리에스티렌 흡음재', '멜라민 흡음재' 등 다양한 제품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나무를 국수
가닥처럼 켜서 만든 목 모 흡음재도 국내에서 널리 쓰여지고 있다.
이론에 의하면, 흡음하려는 주파수의 길이에 1/4일의 두께가 되어야 흡음할 수 있다. 음성
의 기본 주파수가 250Hz부터니까, 이론적으로는 30cm가 넘어야 음성주파수를 원할이 다룰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무향실(Anechoic Room)' 이나 '반 무향실 (HemiAnechoic Room)' 개념 일 것이다.
아무튼 우리가 여기서 유추해볼 수 있는 사실은, 섬유형태의 '다공질 흡음재'가 저 역(Low
Frequency)에 대응하는 흡음력은 제한적 이라는 것이다. 반대로 고 역(High Frequency)에
흡음대응력이 강하다는 사실이다.
[출처] 흡음재 종류|작성자 홍야
나.유공판 흡음재
얇은 판상재질에 미세구멍을 조밀하게 뚫어, 벽체나 천정으로부터 일정 공간을 두고 시공하
는 흡음방법이다. 흡음효과가 매우 크고 재료에 따라서는 마감이 수려하고 비용도 그다지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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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판 재료 면의 약 30% 정도로 구멍 면적이 될 경우에 재료와 벽 사
이에 '다공질섬유(Porous)'를 삽입하면 더욱 더 높은 흡음력을 얻을 수 있다.
흡음특성은 벽으로부터 약 30cm 띄어서 시공했을 때 전 대역(Broad Band)에 걸쳐서 높
은 흡음력을 발휘하지만, 10cm이내의 공간의 확보로서는 중 고음영역의 흡음특성을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다면 위에서 설명한 다공질 흡음재의 흡음특성에 가까워지고 또 그것 과
같이 사용에 제한적인 입장이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멍의 크기가 미세할수록(1mm정도 혹은 이하) 저음특성이 좋아진다
는 것이다. 하지만 구멍을 미세하게 뚫는다는 것은 매우 기술적인 문제임으로, 비용이나 재료
의 한계를 만나게 된다. 유럽선진국 기술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지만, 약간에 추가비용
을 감수해야 하는것도 사실이다.
[출처] 흡음재 종류|작성자 홍야
다. 공명구조 흡음재
빈 병이나 항아리를 생각해도 좋을 듯 싶다. 저음울림이 심한 곳에 빈 병을 쌓아두면 울림이
쉽게 없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병 입구에서 격렬한 공기의 마찰이 일어남으로 병 내
부를 돌아나 오는 길이에 맞는 주파수대 영역의 에너지가 열로 바뀌어 소멸되는 것을 말해준
다. 전통적으론 "헬몰츠 공명기(Helmholtz Resonator)"로 많이 알려져 있다. 흡음 주파수
대역특성이 매우 단조로운 것이 특징이다. 주로70Hz~300Hz대역에서 좁고 폭이 높은 흡음
대역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런 종류의 흡음구조를 사용하려면 대응하고자 하는 '주파수 대역'과 '공명흡음기의
대역'이 일치하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예컨대 작은 공간에서 쉽게 발생하는 '정재파
(Standing Wave)현상'에 대응한다던가 하는 매우 좁은 주파수 특성의 문제점 해결에 탁월하
다. 결론적으로 특정한 대역에 뛰어난 흡음력을 발휘하지만 광범위하게 쓰여지기는 어렵고 고
급기술자에 의해서 취급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출처] 흡음재 종류|작성자 홍야

Ⅲ. 실험과정 및 결과
1. 실험1. 흡음의 원리 파악하기
가. 실험1-1)각 재료들의 흡음 효과 확인
1) 실험장치 설치

〔그림1〕

위 장치의 왼쪽 구멍에 스피커를 설치하고, 오른쪽 구멍에 마이크 설치 후 MBL장치에 연결
한다. 그 후 일정한 주파수의 소리가 3초간 나오는 음원을 준비한다. 그 음원을 스피커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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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시킬 수 있도록 설치한다.
⇒준비물: 흡음재 종류(에어캡, 스타이로폼, 스펀지, 우드락, 박스, 한지), MBL장치, 무늬
목재 상자. 스피커
2) 실험 설계
① 앞서 설치해 놓았던 무늬목재 상자에 길이를 약 3등분한 부분에 흡음재를 설치한다. (위
그림 참고)
② 스피커에서 소리를 3초간 출력시킨 후, MBL장치에 기록되는 결과를 재료에 따라 분류
한다.
③ Sound Wave프로그램의 소리 스팩트럼을 통하여 1번부터 100번까지의 소리세기(단
위:dB)의 평균을 내고 각각의 스팩트럼 모양을 비교 관찰한다.
④ 어떠한 흡음재가 가장 흡음을 잘하였는지 비교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확인 한다.
⑤ 가장 흡음이 잘 된 2가지 흡음재를 선택하여 합성한 후 앞의 과정을 반복 한다.
3) 예상결과
흡음재의 성능 비교: 에어캡>스티로폼>스펀지>박스 종이>우드락
4) 실험결과
물질
소리의
세기(dB)
흡음의
정도

대조군

스펀지

박스

스티로폼

에어캡

우드락

합성 후
(스펀지+
박스)

-54.742

-56.509

-56.483

-56.218

-55.881

-55.745

-56.197

0

1.76603

1.73973

1.47472

1.13772

1.00307

1.45472

<표1>

*단, 대조군이란 무늬목재 상자에 흡음재를 넣지 않고 측정하였을 때를 의미한다.
2.5
2.0
1.5
흡음의 정도

1.0
0.5
0.0
스펀지

박스

스티로폼

에어캡

1. 기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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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드락

합성 후

2. 우드락

3. 박스

4. 스타이로폼

5. 스펀지

6. 에어캡

나. 실험1-2)명주와 삼베의 흡음 정도 비교하기
1) 실험장치 설치
⇒준비물:

흡음재 종류(명주 16수, 명주 30수, 명주 60수, 삼베), MBL장치, 무늬목재 상

자. 스피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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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설계
1. 실험 장치를 위와 같이 꾸민다.(검은색 부분에 명주 16수 명주 30수 명주 60수 삼베를
놓고 실험을 진행 한다.)
2. 스피커에서 소리를 3초간 출력시킨 후, MBL장치에 기록되는 결과를 재료에 따라 분류
한다.
3. Sound Wave프로그램의 소리 스팩트럼을 통하여 1번부터 100번까지의 소리세기의 평
균을 내고 각각의 스팩트럼 모양을 비교 관찰한다.
4. 위와 같은 과정을 각 재료 마다 실시 한 후 3번 과정을 실시한다.
3) 예상결과
명주와 삼베 중 명주가 더 흡음을 잘 할 것이다. 그리고 명주도 60수>30수>16수 일 것이다.
4) 실험결과
3
2
흡음의 정도

1
0
삼베

명주 16수

명주 30수

명주 60수

물질

대조군

삼베

명주16수

명주30수

명주60수

소리의 세기
(dB)

-54.742

-57.003

-56.775

-56.775

-56.409

흡음의 정도

0

2.25972

2.03172

2.03172

1.66572

*여기서 명주 16수와 명주 30수는 완전히 같지 않고 소수점 다섯째자리 이하에서 차이가
남(명주 16수가 흡음이 더 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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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주16

2. 명주30

3. 명주60

4. 삼배

다. 실험1-3)각 재료들의 표면구조와 흡음의 관련성 파악하기
준비물: 흡음재 종류(에어캡, 스타이로폼, 스펀지, 우드락, 박스, 명주 16수, 명주 30수, 명
주 60수, 삼베), 실체현미경, MBL장치
1) 실험설계
1. 실체 현미경을 컴퓨터와 연결한다.
2. 각각의 준비물을 실체현미경을 통하여 흡음재 표면구조를 관찰한다.
3. 관찰한 준비물간의 흡음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찾아본다.
2) 예상결과
흡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공극일 것 이다.
3) 실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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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주16

스펀지

명주30

박스

명주60

스티로폼

삼베

에어캡

우드락

∴실험1 최종결과
실험1을 통하여 흡음을 결정하는 요소를 찾았는데 그 요소는 바로 공극 이였다. 공극을 비
교한 결과 공극의 크기가 작고 개수가 많을수록 흡음이 잘되었다. 반면 천에서는 흡음의 정도
를 결정하는 것은 공극의 크기가 클수록 흡음이 잘되었다.

2. 실험2. 우리 주위의 흡음재 찾아보기

위 장치의 왼쪽 구멍에 스피커를 설치하고, 오른쪽 구멍에 마이크 설치 후 MBL장치에 연결
한다. 그 후 일정한 주파수의 소리가 0.5초간 나오는 음원을 준비한다. 그 음원을 스피커로
출력 시킬 수 있도록 설치한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에서 ★가 그려진 면을 제외하고 명주 60
수로 틀을 만들어 무늬목재 상자안에 설치한 후 흡음재는 틀 안에 넣어 실험을 진행한다.
⇒준비물:

흡음재(계란판,골판지,극세사,수건,스티로폼공4~5mm,스티로폼공7~8mm,우드

락,톱밥),MBL장치, 스피커, 무늬목재 상자, 명주 60수로 만든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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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험 설계
1. 앞서 설치해 놓았던 무늬목재 상자에 흠음재를 설치한다. (위 그림 참고)
2. 스피커에서 소리를 0.5초간 출력시킨 후, MBL장치에 기록되는 결과를 재료에 따라 분
류한다.
3. Sound Wave프로그램의 소리 파형을 통하여 소리 진폭(단위:smpl)의 평균을 내고 각
각의 파형 모양을 비교 관찰한다.
4. 어떠한 흡음재가 가장 흡음을 잘하였는지 비교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확인 한다.
2) 예상결과
계란판>스티로폼 공 4~5mm>스티로폼 공 7~8mm>톱밥>우드락>골판지>극세사>수건
3) 실험결과
물질

대조군

계란판

수건

극세사

골판지

우드락

스타이
로폼공
4~5mm

스타이
로폼공
7~8mm

톱밥

진폭
(smpl)

128.6927

126.5275

127.7456

127.4342

127.8619

130.8304

120.6715

125.863

125.404

흡음의
정도

0

2.1652

0.9471

1.2585

0.8308

-2.1377

8.0212

2.8297

3.2887

10
8
6
4
흡음의 정도

2
0
-2
-4
계란판

수건

극세사

골판지

우드락 공 4~5mm
공 7~8mm 톱밥

1. 대조군

2. 계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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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건

4. 극세사

5. 골판지

6. 우드락

7. 스타이로폼 공 4~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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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스타이로폼 공 7~8mm

9. 톱밥

∴실험2 최종결과
실험2를 통하여서는 우리가 과학실에서도 볼 수 있고 실생활에서도 볼 수 있는 재료를 활용
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우리가 흡음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 하였던 우드락은 흡음률이 낮게
나왔다. 그 이유는 우드락의 구성하는 조직이 아주 밀도가 높아 공극이 없으며 표면이 매끄러
워 소리를 흡수하는 것보다 반사하여 소리를증폭 시키는 능력이 더 큰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나머지 재료는 엄청 많이 흡음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흡음이 잘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3.실험3. 흡음재 합성하기
⇒준비물:

흡음재(계란판,골판지,극세사,수건,스티로폼공4~5mm,스티로폼공7~8mm,우드

락,톱밥),MBL장치, 스피커, 상자
1) 실험 설계
1. 앞서 실험2 결과에서 가장 흡음이 잘된 흡음재 2가지를 선정한다.
2. 흡음재 2가지를 1:1의 비율로 섞은 후 설치한다.(실험2의 그림 참고)
2. 스피커에서 소리를 0.5초간 출력시킨 후, MBL장치를 이용하여 기록한다.
3. Sound Wave프로그램의 소리 파형을 통하여 소리 진폭의 평균을 내고 합성 전의 결
과와 비교한다.
2) 예상결과
성능이 가장 좋은 두 가지 재료를 섞어서 실험하였을 때, 합성하기 전 보다 확연하게 많
이 줄어들 것이다.
3) 실험결과
소리의 진폭:124.9711

흡음의 정도:3.7217

∴실험3 최종결과
실험3을 통하여 가장 흡음이 잘되는 스티로폼 공 4~5mm와 톱밥을 합성하여 실험하였을
때, 그냥 톱밥을 사용하였을 때 보다는 흡음이 잘 되었다. 그러나 스티로폼 공 4~5mm 만을
사용하였을 때 보다는 흡음이 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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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최종결론
총 3단계 실험을 진행하는 동안 우리의 실험동기와 알맞은 흡음재를 찾을 수 있었다. 우리
가 앞서 말했듯이 요즈음 층간소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흡음재를 주제로 삼아서 탐구를 진행
하였는데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 그 해답은 톱밥과 스티로폼 공이다. 스티로폼 공만을 사
용하면 흡음은 정말 잘되지만 고정시키기가 힘들다. 그러나 흡음재로서 나쁘지 않고 고정 시켜
줄 수 있는 톱밥이 스티로폼 공과 만나니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주고 건축자제로서도 높은 효
율을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Ⅴ. 더 알고 싶은 점
우리는 여러 가지 실험을 진행하였지만 스티로폼 공과 톱밥의 비율을 달리하여 실험을 진행
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비율을 달리 하여 실험을 해보고 싶다. 또한 우
리는 실험과정 소음에서 완전히 차단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므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소음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실험을 진행하고 싶다.

Ⅶ.느낀점
김태훈: 층간소음 문제가 점점 심화되어져 가는 가운데 이러한 실험을 하였던 것 자체가 너
무 의미있었던 것 같다. 또한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재료를 통하여 실험하였기
에 조금 더 실험이 친숙하게 진행 된 것 같다.
김정진: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비록 실제 흡음재가 아닌 모의실험이었지만 흡음재의 흡음
효과를 직접 확인함으로써 흡음이라는 것에 한층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였다. 다음
에 기회가 되면 흡음재의 배치 구조에 따른 흡음 효과 등의 확장된 실험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정호영: 평소에는 내가 흡음제에 딱히 관심이 없었지만 기회가 되어서 다양한 실험들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
최성현: 평소에는 내가 흡음제에 관심이 없었지만 기회가 되면 다양한 실험들을 할 수 있으
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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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Abstract)
이어폰 사용으로 인해 귀의 고막 손상 등으로 학생들의 난청을 호소하는 사례가 높아지고 있
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고막의 손상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먼저
기존의 이어폰으로 고막의 손상정도를 계란막, 휴지, 한지 표면의 손상정도(damage degree)
를 비교 해보았다. 실험 결과 오픈형 이어폰이 손상정도(damage degree)가 가장 적어 우리
는 오픈형으로 우리들만의 이어폰을 만들기로 결정하게 되었다. 제작한 오픈형 이어폰의 앞모
양을 편평(flat), 볼록(convex), 오목(concave) 모양 3가지로 나누어 제작하여 한지표면 손
상(damage)을 비교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편평(flat) > 볼록(convex) > 오목
(concave) 순으로 손상(damage)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오픈형 이어폰의 덮개 형태
에 따라서도 고막의 손상정도가 다르다는 사실이므로 이어폰 덮개 모양도 귀 건강을 위해서는
이어폰 선택사양임을 알게 되었으며 현재 판매되는 오픈형 이어폰의 지름과 오목한 모양의 깊
이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I. 서 론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카세트테이프에서 스마트폰, 노트북, MP3, PMP와 같은 다양한
기기들이 발전되었다. 이처럼 다양한 전자기기가 발달함에 따라 이어폰 사용 또한 급격히 증가
하였고, 이에 따라 다양한 이어폰도 개발되었다. 음악을 들으면서 이어폰의 사용이 크게 증가
하였고, 지나친 이어폰의 사용은 청력에 큰 문제를 야기한다. 이어폰을 자주, 크게 듣게 되면
귀는 쉽게 피로해지고 청각 신경은 둔감해져 처음에는 높은 소리를 못 듣다가 차츰 작은 소리
를 듣지 못하게 되는 소음성 난청으로 되기 쉽다. 특히 ‘가는 귀가 먹었다’ 또는 ‘귀에서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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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본교 1학년 학생들만 보아도 학습에 참여하는 학생들 중 28.4%
정도가 이어폰을 끼고 야간 자율학습하는 모습이 관찰되었으며 대부분 커널형(in ear) 이어폰
을 착용하고 있어 고막 손상의 위험성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그림 1. 정독실 자습 모습

그림 2. 부산장안고등학교 1학년 학생 88명 중
이어폰 착용 비율

이어폰을 옆 사람이 다 들릴 정도로 들을 때는 100 ~ 115dB 정도가 되는데 대한청각학회
에 따르면 85dB이상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 될 때는 귀에 손상을 줄 수 있다고 한다.
100dB에서는 보호 장치 없이 15분 이상 노출될 때, 110dB에서는 1분 이상 규칙적으로 노
출 될 때 청력 손실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한다.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의 소음이 보통
80dB인데, 이러한 장소에서 음악소리를 들으려고 90dB이상의 소리크기를 유지, 반복하게 되
면 난청에 이르게 된다고 한다.

그림 3. 정상고막과 손상된 고막

따라서 우리는 먼저 이어폰 종류에 따른 고막 손상(damge)과 고막의 손상을 줄일 수 있는
이어폰의 형태를 알아본 후 직접 이어폰을 제작하고, 제작한 이어폰이 귀에 주는 손상 정도를
분석하여 고막손상을 예방할 수 있는 우리의 아이디어를 대한민국 학생들의 고막 손상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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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귀의 구조와 소리의 전달과정

그림 4. 귀의 구조

소리의 높낮이는 1초 동안의 진동 횟수를 뜻하는 ㎐(헤르츠)로 표시한다. 그중 사람의 청
각세포가 느낄 수 있는 소리의 진동은 20㎐ ~ 20,000㎐ 정도이며, 이 영역 밖의 소리는 사
람이 들을 수 없어 초음파라고 부른다. 소리가 바깥귀와 가운데귀의 귓속뼈를 거쳐 속귀의 달
팽이관에 이르면 달팽이관 속의 림프액이 진동하고, 이 진동이 청각세포를 자극하면 신호가 발
생해 뇌에서 소리를 인식하게 된다.

2. 이어폰의 구조와 원리
가. 진동판
이어폰은 전기적인 신호를 소리로 만드는 변환기의 하나이므로 소형화에 따른 몇 가지 특수
성을 제외 하고는 스피커와 그 구성이 대략 동일하다. 따라서 이어폰은 크게 진동판, 유닛, 케
이블, 마그넷, 플러그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진동판은 보통 비닐 진동판을 쓰며 (DIAPHARM,
DRIVING UNIT) 이라고 하고 스피커에서 사용하는 검은색 콘지가 전류신호를 변환해 움직
이는 보이스 코일에 의해 진동을 하면서 소리를 만드는 것처럼 이어폰도 얇은 비닐모양으로
생긴 진동판이 진동하면서 소리를 만든다.
나. 마그넷 (magnet)
이어폰의 원리는 콘형 스피커처럼 진동판 자체를 신호의 흐름대로 진동시켜 소리를 만들어
내는 방식이다. 이때 전자기 유도에 의해 콘지를 진동시킬 때 꼭 필요한 것이 자석이고 특히
NEODYMIUM(네오디뮴)이라고 불리는 원소번호 60번으로 만든 마그넷은 일반적으로 고성
능을 요하는데 사용한다.
다. 유닛(UNIT)
이어폰의 내부 진동판을 감싸고 있는 껍데기 부분을 이야기하며 이어폰의 소리의 개성이나
음색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대표적으로 AWIA에서 나오는 PIPE-PHONE 방식 이라던가
SONY의 SATTC(Sony Acoustic TwinTurbo Circuit)방식을 예로 들 수 있다. 유닛의 역
할은 스피커의 통(인클러조/캐비닛)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며, 일반적인 이어폰들은 거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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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AIR 방식으로 유닛을 설계하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이어폰의 동작 시 외부의 음을 흡
입/유출함으로써 소리를 만드는데 일조 하게 하는 방식이다.
라. 케이블:(TPC CABLE / OFC CABLE / LC-OFC CABLE)
기기에서 신호를 진동판까지 전송하는 전선을 말하며, 흔히 "일반선"이라 부르는 "TPC 케이
블"을 사용한다. "TPC 케이블“의 제원은 동을 제련할 때 유입된 산소량이 300PPM이고 순도
는 99.9% 정도로 규정된다. 이외에도 "OFC(Oxygen Free Copper)"가 있는데 말 그대로 "
무 산소 동"케이블을 의미하며 산소 포함량은 10PPM이하이고 순도는 일반적으로 99.999%
이상의 순도를 가진다. 그리고 A/V용으로 OFC 입자를 선형으로 늘여놓은 LC-OFC(Linear
Crystal OFC)케이블을 쓰기도 한다.
마. 플러그:(Plug)
기기와 연결할 때 기기의 이어폰/헤드폰 단자에 접속되는 부분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
하는 미니기기에 들어가는 플러그는 "미니(MINI)"플러그라고 한다. 소니사의 자체규격인 MP
는 미니플러그가 아닌 "MICRO PLUG"로서 일반 미니플러그와는 다른 모습을 하며 미니플러
그를 가진 미니기기에서 MP 형의 호환은 불가하다. 고유의 높은 전기전도성으로 접속시의 손
실을 최소화 할수 있도록 일반적인 이어폰은 대개 다 도금 (24K Gold-Plated)이 되어 있고
그 외 은색의 크롬 도금 플러그가 있다.

3. 이어폰의 특성과 종류
이어폰은 헤드폰보다 얼핏 좀 더 보편적인 사용자 층을 대상으로 하는 듯하지만, 헤드폰 못
지않은 품질과 정신이 번쩍 들 만한 가격에 이르는 다양한 제품군에 걸쳐 있다. 오픈형(좌)이
일반적인 구조의 제품으로 주류를 이어왔으나, 귀속에 쏙 들어가는 커널형(중)이 출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었다.

그림 5. (좌) 오픈형 이어폰, (중) 커널형 이어폰, (오) 이어팟

가. 오픈형: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귓바퀴 장착형을 말한다. 반드시 음악의 영역이 아니라
해도, 훗날 20~21세기 무렵의 인류생활사를 전시한다면 빠질 수 없는 보편적인 상징
물이 될 것이다.
나. 커널형: 귓바퀴에서 고막으로 이어지는 외이도에 와인마개처럼 밀착시켜 장착한다. 오픈
형에 비해 귀 속으로 좀더 다가선 형태로, ‘인이어(in ear)’ 이어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
기도 한다. 귓속 피부에 닿는 부분은 젤리나 실리콘 등의 신축성 소재를 사용하며 오픈
형에 비해 외부 차음효과가 뛰어나다. 커널형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오픈형에 비해 이어
폰이 갖는 다이나믹스의 한계를 극복한 획기적인 형태로 환영 받았다. 커널형 중에는 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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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를 두어 스피커처럼 인클로저 구조를 갖는 형태도 있는데, 오픈형에 비해 박진감 넘치
는 다이나믹스의 구사가 유리하며 헤드폰에 필적하는 외부 차음효과도 뛰어나다. 오픈형
또한 대역별 감쇄를 시킨 노이스 캔슬링(noise canceling) 타입 등이 시도되었으나, 소
음이 있는 외부공간에서의 정숙감은 커널형이 우세하다.
다. 이어팟 : iPhone 5와 함께 공개된 이어버드 헤드폰. iPhone 5, iPod touch 5세대,
iPod nano 7세대 이후 모델부터 포함된 번들 이어폰이다. in ear(커널형) 같은 외형
을 가진 특이한 형태의 오픈형 이어폰이다.

4. 귀건강과 이어폰
가. 난청의 종류
외이와 중이는 외부의 소리를 내이로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내이는 소리를 감지하는 역
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외이나 중이의 이상에 의해 난청이 발생하는 경우는 전음성 난청이, 내
이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는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하며, 이들 모두에 이상이 생기면 혼합성
난청이 발생한다.

그림 6. 난청의 종류 (출처 : 메리놀병원)

나. mp3를 들을 때 귀가 나빠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일반적 소리는 파형으로 그 진동이 귀로 들어와 고막에 일부를 전달하고 파장의 에너지가
밖으로 도로 나간다. 그러나 귀를 막고 듣는 이어폰의 경우는 귀도 안에서 그 압력이 챔버처럼
유지되는 중에 전달하므로 고압 중에 들리는 소리이고, 실제 평상시 듣던 소리만큼으로 밀폐된
귀도에서 들린 같은 크기의 소리에서의 음압은 평상보다 두 세배 강하다.
일반 자연 진동음은 귀로 들어와 고막에만 전달하고 나가는데 이어폰으로 압력이 가해지고
밀폐된 경우는 고막과 유스타키오관 등 모든 기관의 틈까지 그 음파가 파고들어 이 큰 파동의
에너지는 청각세포 유모돌기들과 그 아래 신경세포를 괴멸시킬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다. 일
반적인 소리는 유모돌기에 바람과 같이 불어서 진동시켜 유모돌기의 진동으로 소리를 인지하
게 된다. 그런데 음압이 높은 밀폐형 이어폰, 헤드폰은 유모돌기아래에 분포한 청각신경세포까
지 진동하게 하므로 이 청각신경세포가 진동에 의해 열화상을 입는 것이다. 나아도 흉터처럼
일그러지고 딱딱해지므로 고음부에서 잡음성으로 민감하게 느껴지고 세포사이 신호전달이 잡
음성이 되는 초기증세를 보인다. 이 민감성 고역에서 민감성이 느껴지면 대개 기기나 이어폰의
성능저하를 의심하지만 사실은 자기의 귀가 열화상 청력세포의 손상을 먼저 의심해야 한다. 한
번 상처받은 유모세포는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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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유모돌기

5. 데시벨(dB)
소리의 세기는 오실로스코프와 같은 기구를 이용해서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하다. 반면 소리
의 감각적인 크기는 귀를 통해 뇌에서 느끼는 생리적인 감각이므로 사람마다 다르게 받아들인
다. 사람의 청각은 소리의 주파수에도 영향을 받으므로 소리의 감각적인 크기를 객관적으로 기
록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다. 그래서 기준음을 잡고 그에 비해 얼마나 더 큰가를 소리의 크기로
정한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느끼는 소리의 크기는 세기(강도)의 상용로그 값에 비례한다.
이것을 기반으로 기준이 되는 소리의 세기와 측정하려는 소리의 세기의 비 값을 상용로그
취해준 다음 10을 곱해서 얻어지는 값이 데시벨(dB)이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귀로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의 크기인 0dB을 기준으로 10dB씩 증가하는 경우 소리의 세기는 10배
씩 강해진다. 20dB의 소리는 10dB의 소리보다 2배가 아니라 10배 강한 소리이고, 그러므로
0dB의 소리보다 10배의 10배, 즉 100배 강하다. 가정에서의 평균 생활소음은 약 40dB, 일
상 대화는 약 60dB, 집에서 음악을 감상하는 것은 약 85dB, 소리가 큰 록밴드는 약
110dB, 그리고 제트엔진의 소음은 150dB에 근접한다. 120~140dB 정도의 소리는 사람이
듣기에 고통스러운 정도이며 80dB 이상의 소음을 오랜 기간 계속 들으면 청각장애가 올 수도
있다.
표 1. 일상생활에서 소리의 크기
Volume levels of common sounds
Whisper

20dB

Refridgerator

40dB

Speaking(average)

60dB

City traffic

80dB

Lawn Mower

90dB

Chain Saw

110dB

Firecracker

140dB

Shotgun

160dB

6. 주파수
전파가 공간을 이동할 때 1초 동안에 진동하는 횟수를 말한다. 주파수는 전자파의 존재를
실험적으로 증명한 독일의 과학자 헤르쯔(H. R. Hertz)의 이름을 따서 Hz라는 단위를 사용
한다. 1초당 1,000개의 파동이 지나가는 경우의 주파수는 1,000Hz(=1kHz)다. 두 파동 사
이의 거리를 파장이라고 하는데, 파장을 λ(m), 전파의 속도를 v(m/s), 주파수를 f(Hz)라 하
면 λ = v ÷ f가 성립한다. 즉, 주파수와 파장은 반비례관계이므로 파장이 증가할수록 주파수
는 감소하게 된다. 파장이 길다(장파)라는 의미는 주파수가 낮다는 의미가 되고, 파장이 짧다
(단파)는 것은 주파수가 높다는 의미가 된다. 대부분의 회로는 CPS로 정해진 주파수 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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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를 갖고 있다.

방송 전파는 주파수 10kHz ~ 30만MHz의 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사람

이 들을 수 있는 음성신호의 주파수 대역은 20Hz ~ 1만 5,000Hz다.

Ⅲ. 실험 방법
우리는 먼저 이어폰의 종류 (커널형, 오픈형, 이어팟)에 따른 고막의 손상정도를 실험하여
고막의 손상을 줄일 수 있는 이어폰을 찾은 후 이어폰의 외형 모양을 3가지로 결정하고 고막
의 손상이 가장 적은 모양을 찾은 후 우리들만의 이어폰을 제작하여 고막의 손상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

1. 이어폰의 종류에 따른 고막의 손상정도 측정하기

그림 8. 여러 가지 이어폰으로 고막 손상정도 알아보기

가. 귀모형을 클레이를 이용하여 제작한다. 외이도는 빨대(지름 11mm)를 이용하여 커널형
이어폰, 오픈형, 이어폰, 이어팟을 각각 컴퓨터에 연결 한 후 같은 음악(Beethoven's
Symphony No. 9)를 튼다.

그림 9. 고막손상(damage)를 알아보기 위한 귀 모형 제작과정

나. 귀 모형 안쪽에 계란막, 휴지, 한지를 고막대신 넣고 각각의 이어폰(커널형, 오픈형, 이
어팟)을 귀 모형에 꼽는다.
다. 귀 모형 안쪽의 계란막, 한지 ,휴지를 8시간, 16시간, 24시간으로 나누어서 현미경을
이용해 표면에 일어난 변화 즉 손상정도(damage degree)를 관찰한다.

2. 여러 형태의 이어폰 만들기
우리는 “1”실험을 한 후 고막손상이 적은 이어폰으로 오픈형임을 알게 되었으며 오픈형 이어
폰의 앞부분(덮개) 모양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제작하였다. 이어폰 덮개 앞쪽의 형태를 편평
(flat)한 모양, 볼록(convex)한 모양, 오목(concave)한 모양으로 제작하여 한지의 표면 손상
정도를 비교하여 고막의 손상(damage)을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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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좌) 일반 오픈형 이어폰, (우) 우리가 제작한 이어폰 앞쪽의 형태를 변형한 이어폰 도면

그림 11. 클레이를 사용한 오픈형 이어폰 형태를 변화시킨 이어폰 제작

가. 시중에서 파는 이어폰 (파나소닉 RP-HV21)을 구입하여 이어폰 앞쪽의 플라스틱 부분
을 떼어낸다.
나. 클레이를 이용해 같은 두께 1mm로 각각 편평한 모양(flat), 볼록한 모양(convex), 오
목한 모양(concave)으로 제작한다.
다. 이어폰 앞쪽의 플라스틱을 뗀 이어폰에 빨대를 부착한다. 앞부분에 위에서 만든 클레이
를 고정시킨다.
라. 이어폰 앞쪽에 부착한 빨대의 앞부분에 3가지 모양의 만든 클레이를 각각 고정시킨다.

3. 직접 제작한 이어폰의 실용화 가능성 연구
우리는 ‘2’에서 만든 다른 형태의 이어폰의 종류에 따른 고막의 손상정도를 한지를 이용하여
실험하여 어떤 형태의 이어폰이 고막 손상을 줄여 실용화 가능성이 있는지 밝힌다.
가. 실험1. 직접 만든 이어폰에서의 고막 손상 정도 측정하기

그림 12. 직접 만든 이어폰의 고막 손상정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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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가 만든 이어폰을 각각 컴퓨터에 연결 한 후 같은 음악(Beethoven's Symphony
No. 9)를 재생한다.
2) 귀 모형 안쪽에 한지를 넣고 각각의 이어폰을 귀 모형에 꼽는다.
3) 귀 모형 안쪽의 한지를 24시간동안 실험한 후 현미경을 이용해 각각의 한지표면의 손상
정도를 관찰한다.
4) 만든 여러 형태의 이어폰의 상대적인 음압레벨/음압감도와 주파수 응답을 측정하여 각각
의 이어폰의 최대 가청주파수를 비교한다.
나. 실험2. 직접 만든 이어폰의 음압레벨/음압감도 비교

그림 13. 이어폰의 음압레벨 비교

1) 음향장치에 이어폰을 연결해 이어폰에 각각 같은 음악(음원 : Beethoven's Symphony No. 9)
을 틀고 소리를 조절한다.
2) 스마트폰 어플 소음측정기를 이용하여 이어폰의 소리 크기를 측정한다.
3) 위의 실험을 3회 반복하여 평균을 내어 소리 크기를 비교한다.
다. 실험3. 직접 만든 이어폰의 주파수 응답 비교.

그림 14. 직접 만든 이어폰의 주파수 응답 비교.

1) 이어폰을 노트북에 연결한다.
2) 컴퓨터 프로그램 (가청주파수 체커)을 이용하여 50Hz, 60Hz, 70Hz, 16,000Hz, 16,500Hz,
17,000Hz, 17,500Hz의 음을 재생한다(보통의 이어폰의 주파수 응답이 40Hz ~ 20,000Hz
로 기준).
3) 이어폰을 귀 주변으로 가져간 후 각각의 이어폰에서 해당 주파수를 들을 수 있는지 확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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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험 결과
1. 이어폰 종류에 따른 고막의 손상정도
가. 계란막
계란막으로 측정한 경우는 계란막을 균일하게 얻고 관찰이 쉽지 않아 고막의 손상정도
(damage degree)를 측정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다. 위의 실험결과에서 원래의
계란막의 표면이 균일하지 못하지만 커널형 이어폰과 이어팟에서는 8시간 후에는 압력에 의해
매끈해지는 것이 관찰되었다.
나. 휴지

대조군

오픈형 이어폰

대조군

오픈형 이어폰

커널형 이어폰

이어팟

커널형 이어폰

이어팟

그림 14. 계란막 8시간 경과 후 손상정도 비교 (×100) 그림 15. 휴지 8시간 경과 후 손상정도 비교(×100)

휴지로 실험한 경우는 오픈형 이어폰과 이어팟은 대조군과 큰 차이가 보이지 않았지만, 8시
간 후 커널형 이어폰의 경우에서는 8시간 후 휴지 표면이 손상(damage)이 관찰되었다.
다. 한지

대조군

오픈형 이어폰

대조군

오픈형 이어폰

커널형 이어폰

이어팟

커널형 이어폰

이어팟

그림 16. 한지 16시간 경과 후 손상정도 비교(×100) 그림 17. 한지 24시간 경과 후 손상정도 비교(×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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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폰을 이용해 한지에 16시간 동안 노래를 들려준 한지는 대조군에 비해 한지 사이의 거
리가 멀어졌고, 커널형 이어폰 > 이어팟 >오픈형 이어폰의 순으로 한지 사이의 간격이 멀어졌
다. 음악을 틀고 24시간이 경과한 한지는 16시간이 경과한 한지보다 한지 사이의 간격이 더
넓어졌고, 커널형 이어폰 > 이어팟 > 오픈형 이어폰의 순으로 한지 사이의 간격이 넓어짐이 관
찰되었다.

표 2. 시간에 따른 이어폰 형태에 따른 한지의 표면 손상(damage) 정도
대조군

오픈형 이어폰

커널형 이어폰

이어팟

16시간

약 30㎛

약 50㎛

약 70㎛

약 60㎛

24시간

약 30㎛

약 70㎛

약 90㎛

약 75㎛

그림 18. 시간에 따른 손상(damage) 정도 비교

[표 2]와 [그림 18] 를 통해 한지사이의 거리는 음악을 들려준 시간에 비례해서 넓어지는
것을 알 수 있고, 커널형 이어폰 > 이어팟 > 오픈형 이어폰의 순서로 한지 사이의 거리가 넓어
지므로 고막은 음악을 들은 시간이 길수록 손상(damage)이 심하고, 커널형 이어폰 > 이어팟
> 오픈형 이어폰의 순서로 손상(damage)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형태를 변형한 이어폰의 한지의 손상정도

대조군

볼록한 모양(convex)

편평한 모양(flat)

오목한 모양(concave)

그림 19. 형태를 변형한 이어폰의 고막 손상정도
비교(×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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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앞부분의 형태를 변형한 이어폰에서 한지의 손상 정도 비교
24시간

대조군(control)
약 60㎛

편평(flat)
약 80㎛

볼록(convex)
약 75㎛

오목(concave)
약 70㎛

형태를 변형한 이어폰으로 24시간 동안 한지에 음악을 튼 결과 오픈형 이어폰의 앞부분이 편
평(flat)한 모양 > 볼록한 모양(convex) >오목한 모양(concave)의 순서로 한지가 손상되었다.

3. 형태를 변형한 이어폰의 실용화 가능성 연구
가. 실험 1 - 직접 만든 이어폰의 음압레벨/음압감도 비교
음압감도를 비교한 결과 세 이어폰 모두 평균적으로 42Hz ~ 43Hz 사이의 값이 나왔다.
오픈형의 이어폰 앞 형태는 음압레벨, 음압감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표 4. 이어폰의 앞 형태에 따른 음압레벨, 음압감도
편평한 모양(flat)

볼록한 보양(convex)

오목한 모양(concave)

1회

48.0Hz

38.0Hz

39.0Hz

2회

40.0Hz

45.0Hz

47.0Hz

3회

43.0Hz

43.0Hz

45.0Hz

평균

43.6Hz

42.0Hz

43.6Hz

나. 실험 2 -

직접 제작한 이어폰의 주파수 응답 비교

평균적으로 이어폰이 40Hz ~ 20,000Hz의 소리를 낼 수 있는데, 우리가 형태를 변형한
이어폰은 60Hz ~ 17,000Hz의 소리를 낼 수 있었다. 이어폰 앞 형태는 주파수 응답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표 5. 이어폰의 앞 형태에 따른 주파수 응답 여부
50Hz

60Hz

70Hz

16,000Hz

16,500Hz

17,000Hz

17,500Hz

편평한 모양(flat)

×

○

○

○

○

○

×

볼록한 모양(convex)

×

○

○

○

○

○

×

오목한 모양(concave)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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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및 제 언
1. 결론
가. 계란막, 휴지, 한지를 재료로 시중에 파는 오픈형, 커널형, 이어팟의 세 종류의 이어폰
중에서는 커널형 이어폰의 한지의 손상정도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커널형 사용으로
인한 고막 손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나. 16시간, 24시간 실험결과 음악을 듣는 시간이 더 길수록 음압으로 인한 한지의 손상이
크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음악을 듣는 시간이 길수록 고막의 손상정도가 클 것으로 예
상되어 학생들이 장시간 이어폰 사용 시간제한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다. 우리가 제작한 오픈형 이어폰으로 덮개의 형태를 변형한 경우는 오픈형 이어폰의 앞부분
이 편평한 모양(flat) > 볼록한 모양(convex) > 오목한 모양(concave)의 순서로 한지
가 손상되었다. 이는 오픈형 덮개 형태에 따라서도 고막의 손상정도가 다르다는 사실이
므로 이어폰 모양도 귀 건강을 위해서는 고려대상임을 알게 되었다.
라. 오픈형 이어폰 덮개의 형태에 따른 음압레벨, 음압감도는 큰 차이가 없었고, 오픈형 이
어폰 덮개의 모양을 변경한 이어폰과 주파수 응답은 큰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는 오픈형 이어폰 덮개의 형태를 변형한 경우에는 고막의 손상만 고려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2. 제언
오픈형 이어폰이 고막 손상(damage)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픈형 이어폰 덮개의
오목한 모양 깊이도 고막 손상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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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Abstract)
오늘날에는 Human Genome Project(HGP), 유전자 변형생물(GMO, LMO) 등 여러 유전자
변형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는 이에 관심을 가지고 유전자 조작 시 유전자 길이에
따른 유전자 발현 정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길이가 각각 bAct 5622, 3042,
2079, 1542인 근육유전자에 붉은 형광 유전자를 붙인 새로운 유전자를 제브라피쉬 (제브라 다
니오)의 세포 및 난황에 미세주입(micro injection)하여 붉은 형광 유전자의 발현정도의 차이를
관찰하고자 하였다.
필요한 유전자(근육유전자+형광유전자)의 충분한 양을 얻기 위해 액체배지(LB Broth)와 고체
배지(LA plate)와 대장균(competent cell)을 통해 그 양을 늘리는 과정을 거쳤다. 암피실린
(Amp)를 배지에 넣어 저항성을 가지고 있는 형광유전자만 자랄 수 있도록 하였다. 고체배지에
spreading 하여 colony를 얻었고 이 colony 한 개를 LA 액체배지에 다시 배양하여 충분한 양
을 얻을 수 있었다. 위의 과정에서 얻은 많은 양의 DNA를 solution1(resuspension buffer,
RNase :RNA분해효소, DNA만 남김), solution2(cell을 깨줌) solution3(중화제)를 이용하여
chromosomal DNA와 단백질, 세포벽은 남기고 Plasmid DNA만 분리한다.
원하는 DNA를 찾기 위해 전기영동을 실행한다. 전기영동은 음전하를 띠는 DNA에 전기를 쏘아
크기별로 DNA를 정렬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는 이 때 DNA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위해 BPB(푸른
색 염색약)을 이용하였다. 전기영동은 TAE와 EtBr(DNA의 이중나선 구조에 끼어들어 DNA의 존
재와 위치를 시각적으로 확인하도록 해줌)등을 넣어 만든 젤을 전기영동 기계에 장치하였다. 이후
UV를 쬐어 DNA를 시각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DNA만을 절단하여 젤과 DNA를 분리하는 과정
을 거쳐 DNA를 얻었다. (전기영동 전의 약 33%의 양만 얻을 수 있었다.) 제한 효소 처리를 하
여 원형 상태의 유전자를 선형으로 만듦으로써 미세 주입 시 유전자 도입이 잘 되게 한다. 전날
제브라피쉬를 mating하여 얻은 알에 추출한 DNA와 페놀레드(붉은색 염색약)을 세포 및 난황에
미세주입한다. 이후 24h 간격으로 관찰하여 결과를 얻었다.
사용한 유전자는 근육 단백질 유전자와 결합된 붉은 형광 유전자로 길이에 따라 (가장 긴 순서
대로) bAct 5622, 3024, 2079, 1542를 주입하고, 비교를 위해 주입하지 않은 control 2가지
를 준비했다. bAct 5622와 3042는 2014.08.19.일날 주입하여 control1를 비교본으로 두었고,
bAct 2079와 1542는 2014.08.21.에 주입하여 control2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3일 째까지는
크게 형광을 관찰하지 못했으나 4일째 분명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확연하게 bAct5622에 형
질 변환이 잘 일어 난 것을 확인하여 유전자길이가 길수록 형질변환이 잘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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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TV를 보다가 형광으로 빛나는 초밥에 대한 방송을 한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다. 이에 관심이
생긴 우리는 물고기가 형광으로 빛나는 이유에 대해 조사하게 되었고, 이것은 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라는 유전자변형생물을 이용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유전
자변형 기술은 특정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를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프로모터 유전자와 조
합하여 재조합 유전자 세트를 제작하고 이를 형질전환 시키고자하는 대상생물에 도입하는 기
술이다. 이 기술은 생산량 증가 및 농가 소득 향상, 인류의 건강 증진, 생물 다양성 및 환경보
전, 에너지 자원화, 난치병의 치료와 인간 장기 대체 등 여러 분야에서 폭넓게 이용된다. 이러
한 이유로 미래학자들은 생명 유전 공학을 발전가능성이 높은 분야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더욱 궁금증이 생긴 우리는 원리에 대해 세부적으로 조사하게 되었다. 유전자의 변형은 형질
유전자를 포함하는 재조합 유전자 세트를 다른 생물체에 주입한 후 형질유전자가 발현되어 형
질이 나타나야 한다. 그렇다면 형질 유전자의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무엇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겼다. 그래서 우리는 국립수산과학원 생명공학과에서 프로모터 유전자 길이가
다양한 재조합 유전자 세트에 따라 제브라피쉬의 근육조직 내에서 형질유전자(붉은 형광유전
자)가 발현되는 정도의 차이를 조사 해 보는 실험을 하게 되었다.

II. 이론적 배경
1. 이론적 배경
가. 유전자 변형 생물체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약자이며 주로 유전자
변형기술에 의해 자연에는 없는 새로운 성질이 부여된 작물을 의미한다. 1986년 미국에서 담
배 모자이크병 바이러스의 유전자 일부를 변형한 담배와 토마토를 이용해 야외실험이 행해진
이래, 전 세계적으로 100여 종 이상의 유전자변형작물이 만들어졌다. GMO 식품의 안정성 여
부를 놓고 미국은 식품의약청(FDA)에서 안정성을 인정한 반면, 유럽에서는 인체의 유해성 여
부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에서 일반 소비자들은 GMO 식품을 기피하고 있다. 이러한
논란 속에 한국은 2001년 3월 1일부터 콩, 옥수수, 콩나물에 대해, 2002년 3월 1일부터는
감자에 대해 유전자 변형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유전자변형작물표시제를 실시하고 있다.
나. 재조합 유전자 세트 제작
유전자변형 생물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형질관련 유전자가 생물 밖에서 발현될 수 있도
록 조합된 재조합 유전자를 제작해야 한다. 재조합 유전자는 형질관련 유전자와 형질관련 발현
을 조절하는 프로모터1) 및 각종 목적에 적합한 몇 개의 유전자 단편들로 구성된다.
다. 유전자 변형 방법
재조합 유전자를 대상생물에 도입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미세 주입법, 전기 천공법, 정자 운
반법, 레트로바이러스 매개법, 체세포 핵이식법 등이 있다.

1) 프로모터는 전사조절인자들이 결합하는 모든 DNA염기서열부위를 지칭한다. 일반적으로 프로모터는 전사를
조절할 대상이 되는 유전자의 유전정보를 지니고 있는 DNA염기서열 앞부분에 위치한다. RNA 중합 효소
는 이에 결합하여, 전사를 시작한다.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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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세 주입법
미세 주입법은 생물체에 유전자를 주입하는 데 사용하고,
유전자 변형 유기체, 특히 포유동물을 만드는 보편적인 기술
이다. 미세한 유리 피펫을 사용하여 인공적으로 한 유기체에
서 다른 생물의 알에 DNA를 주입하는 데 사용된다. 주입을
위한 최적의 시간은 난자가 두 생식핵에 있는 수정 초기다.
이 퓨즈가 하나의 핵을 형성 할 때, 주입된 DNA는 흡수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형질
전환 쥐 연구소는 그들의 실험에서 검사결과 양성으로 나온
쥐를 기반으로 10~15%의 성공률을 보고했다. DNA가 게
놈에 혼입되면 임의로 섞인다. 이 때문에 유전자 삽입물이
GMO로 발현되지 않을 수 있고, 다른 염색체의 유전자가 발
Plasmid DNA 삽입

현되는데 간섭할 수도 있다. DNA가 주입된 난자는 그것을
착상시킬 동물의 난관에 넣는다.

2) 전기 천공법
전기 천공은 핵산과 같은 물질이 세포 내로 통과 할 수 있도록 세포막에 구멍을 만들기 위
해 전기 펄스를 사용하는 물리적인 형질 전환 방법이다. 세포를 DNA용액에 현탁하여 직류고
전압의 펄스를 통과시키면 세포 내에 DNA가 도입되는 것을 이용한다. 전기에 의해 세포막에
구멍이 뚫리면 동시에 DNA분자가 전기영동의 작용으로 세포 내로 도입된다. 동물, 식물, 미
생물을 막론하고 여러 가지 세포종(種)에 적용이 가능하며 또한, 적당한 조건을 선택하면 상당
히 높은 효율로 유전자도입이 가능하므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3) 레트로바이러스 매개법
레트로바이러스라는 이름은 역전사효소라고 하는 특수한 효소를 사용하여 RNA로부터
DNA(데옥시리보 핵산)를 합성하기 때문에 붙여졌다. 이것은 세포에서 일어나는 DNA에서
RNA로의 일반적인 전사과정과는 반대이다. 역전사효소의 활성으로 레트로바이러스의 유전물
질이 감염된 세포의 DNA 게놈과 영구히 결합하게 된다. 레트로바이러스의 일반적인 생활사는
비리온(virion)이라고 하는 레트로바이러스성 입자가 숙주세포의 표면에 있는 수용체에 부착
하여 게놈 RNA가 숙주의 세포질 속으로 침입하게 된다. 침입한 후에 게놈 RNA는 역전사효
소에 의해 바이러스 DNA로 역전사 된다. 역전사된 DNA는 숙주의 핵으로 침입하여 숙주세포
게놈으로 끼어 들어가서 프로바이러스(provirus)가 된다. 프로바이러스 DNA는 RNA로 전사
되며,이 RNA는 바이러스 단백질을 합성하는 전령 RNA로 작용하는 동시에, 감염성 비리온
입자로 구성될 수 있는 바이러스 게놈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일단 게놈 RNA와 구조단백질 및
효소단백질이 비리온 입자로 재구성되면, 숙주 세포막에서 떨어져 나와 다시 새로운 생활사를
시작할 수 있다. 레트로바이러스는 적어도 gag, pol, env의 세 가지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 유전자는 몇 종류의 내부 단백질, 효소, 껌질을 이루는 단백질 등을 합성할 수 있다.
4) 체세포 핵이식법
핵이식은 어떤 세포에서 핵을 꺼내 이미 핵을 제거한 난자에 넣어 발생시키는 기술이다. 이
기술에 의해 우리는 어떤 우수한 생물을 복제하여 이를 대량으로 얻을 수 있고, 또 두 종의 형
질의 장점만을 갖춘 새로운 생물종을 개발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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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굴든(John B. Gurdon)은 1962년 개구리의 난자에 자외선 처리를 하여 핵을 제거
하고, 이 무핵 난자에 다른 개구리(실제로는 올챙이를 사용)의 창자 상피 세포의 핵을 이식하
여 발생시킴으로써 그 개구리와 똑같은 다수의 복제 개구리를 만드는 데 성공하였다.
이 실험에서처럼, 단일세포 또는 개체로부터 무성적으로 생겨난 유전적 조성이 동일한 자손
들을 클론(clone)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클론을 얻는 일을 클로닝이라고 한다. 앞으로 이러
한 클로닝 기술이 발달되었을 때 우수한 품종의 가축 등을 이 방식을 통해 대량으로 얻을 수
도 있다.
라. 유전자 변형 기술의 장점/ 단점 & 논란
1) 장점
재조합 DNA의 연구를 통해 유전자의 기능과 구성에 대한 이론적·¤실제적인 면을 좀더 이해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인간의 인슐린을 합성할 수 있는 세균이 만들어졌으
며, 다양한 생물학적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마련되었다. 식물의 경우는 유전자 조
작을 통해 질소를 고정하도록 만들 수 있고, 유전과 관련된 질병은 비정상 유전자를 정상 유전
자로 대체하여 고칠 수 있게 되었다.
1980년대에는 재조합 DNA 연구 결과를 가지고 특허를 얻는 경우가 생겼다. 1986년 미국
농무부는 유전적으로 변환된 한 생물체의 판매를 승인했는데, 유전적으로 변환된 이 생물체는
단일 유전자를 잘라 만든 바이러스로서 가성광견병 백신으로 사용된
다. 또한, 1994년 미국 몬샌토사는 일명 프레브 세이브(FLAVR SAVR) 토마토를 개발했
다. 이는 유전자를 변형시킨 최초의 농작물이었는데, 저장 기간을 늘리기 위해 무르지 않도록
만든 제품이다.
2) 단점 & 논란
plasmid DNA 삽입 실험은 특별 관심 대상이 되어왔는데, 이는 이러한 실험을 통해 해롭
고 위험할지도 모르는 형질이 주입된 미생물, 예를 들면 항생제에 저항성이 있는 미생물, 독소
를 생산하거나 질병의 원인이 되는 미생물 등의 유출과 같은 공포스런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후 미국과 캐나다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은 콩과 옥수수를 비롯한 다양한 농작물의 유전자
를 변형시켜 농약이나 병충해로부터 피해를 덜 입게 만들어 수확량을 대폭 늘렸다. 하지만 유
전자가 변형된 농작물이 건강과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
고 있다.
1997년 2월 영국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 있는 로슬린 연구소에서 최초로 복제양 돌리가 태
어났다. 정자와 난자가 수정한 형태가 아니라 어미의 젖세포 하나로 새로운 생명체가 만들어진
것이다. 1999년 2월 경기도의 한 목장에서도 국내 최초로 복제송아지 '영롱'(young-long)이
가 태어났다. 서울대 수의학과 생
명공학연구실 황우석 교수팀이 과
학기술부 G-7프로젝트 '신기능생
물소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수행
한 과제였다. 영롱이가 태어남으로
써 한국은 영국(양)·일본(소)·뉴질
랜드(소) 그리고 미국(쥐)에 이어
5번째로 동물복제에 성공한 나라가
Plasmid DNA 삽입

됐으며, 젖소로는 세계 최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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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자 인간을 복제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98년 12월 한국 경희의료원 불임클리닉 연구팀이 인간의 난구세포를 4세포기까지 복제하
는 데 성공했다고 언론에 밝혀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이는 실험의 성공 여부에 대
한 의구심과 함께 윤리적 이유 때문에 각계의 거센 반발을 샀다.
마. 제브라 다니오(Zebrafish)
1) 제브라 피쉬

제브라 파쉬

- 인도 원산의 담수어
- 성어 길이: 3~4cm
- 수정란 얻기 쉬움 (암컷 성어는 수일 간격으로 점등 후 50~200개의 알을 산란함)
- 배의 성장이 빠름 (수정란은 2일 반 만에 발생 완료)
- 배 관찰이 쉬움 (배는 투명하고, 비교적 소수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음)
- 세대교대가 비교적 빠름 (치어는 2~3개월 내 생식이 가능한 성어가 됨)
이와 같은 이유로 제브라피쉬의 배는 척추동물의 발생 기구를 조사하기 위한 가장 단순한
모델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유전학적 해석의 재료로서 주목하고 있고, 주로 화학적 돌연변이
유발물질을 사용하며, 배 발생 과정에 이상을 나타내는 돌연변이 계통이 이미 1,000계통 이상
제작되어 분리하고 있다. 유전자 연쇄지도나 형질전환기술도 확립되고 있고, 돌연변이의 유전
자 해석을 통하여 초기발생, 신경발생 등 많은 분야에서 새로운 지견이 유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 선행연구
가. 대서양 연어 (KinsmanKat, 2010)

<유전적으로 조작된 연어의 의미>
미국 식품의약청(FDA)이 Aqua Bounty Technology에서 개발한 유전적으로 변형시킨 대
서양 연어 알에서 나온 연어의 식품 인정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 ‘AquAdvantage® 연어’는
성체로 자라는데 걸리는 시간이 기존의 반만 걸리며, FDA에 의해 승인될 경우 이 연어는 식
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초의 유전자 조작 동물이 될 것이다.
이 연어의 급속한 성장은 태평양 킹 연어에서 나온 성장 유전자(유전자 배열:GH)와 등가시
치과 물고기에서 나온 유전 물질 (AFP 유전자)의 조합을 대서양 연어의 수정란에 주입함으로
써 가능해진다. 세포 내에 존재하는 유전자들은 이후 연어 전체에 발현된다. 킹 연어의 유전자
는 이 연어의 크기 성장을 촉진시키고 AFP 유전자는 이 연어가 여름뿐만 아니라 겨울에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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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르몬이 분비되어 성장할 수 있게 한다.
AquaBounty Technologies는 이 연어가 다른 유
전자 조작(3배성2))에 의해 생식적으로 불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적 재산권의 보호를 위해 교배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 회사는 암컷의 알만을 판
매하고, 물고기는 특화된 시스템에서 키우고 있다.
그러나 FDA는 5 % 정도의 알이 수정 가능하다는
점에서 회사의 주장을 "잠정적 오해"로 여기고 있
다.

대서양 연어

이 분석은 FDA가 처음으로 접하는 분야이며, 그들의 수의사 자문위원회는 식품안정성에 관련
된 규정보다 수의과용 약품에 적용되는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있다. 그들이 작성한 유전자
조작 연어 평가서에 따르면, 이 재조합 DNA 생물은 의도적으로 동물의 구조나 기능을 바꾸었
기 때문에 연방 식품·의약품·화장품 법에 있는 약의 정의에 따라 약에 포함 될 수 있다고 한
다.
나. 글로 피시(Glo Fish)
글로 피쉬는 싱가포르대학교의 과학자들이 환경오
염 감시를 위한 목적으로 2003년 유전자조작을 통
해 인공적으로 만든 관상어이다. 관상용 열대어인
제브라 피시의 수정란에 산호에서 추출한 형광물질
유전자를 넣어 만들었다. 이러한 형광성으로 인해
글로 피시는 원래의 개발 목적과는 전혀 다른 용도
로 이용되었다. 미국의 요크타운 테크놀러지가 특허
권을 사들여 2004년 1월 초부터 상업적으로 판매
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때문에 생태계 파괴를 염려

글로 피쉬

하는 환경론자들과 관상어 애호가들 사이에 논쟁이

빚어지기도 하였다. 당시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주(州)만이 유일하게 판매를 금지하였고, 미국 식
품의약청(FDA)도 환경에 위협적인 생물이라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판매를 규제하지 않았다.

III. 실험 방법
1. DNA 준비
가. 배지 만들기(고체, 액체 1개씩)
준비물: 3차 증류수 400ml, LB broth 10g, Agarose (한천) 3g

2) 인체 염색체는 체세포 염색체의 반수체 23개를 기본으로 23n으로 나타내어, n=1인 반수성은 정상 배우자
에 있는 염색체 수이다. n=2는 정상 체세포가 갖는 2배수성으로, 46개의 염색체 구성이다. 그러나
n=3(69개, 3배수성, triploidy) 이상인 경우는 비정상으로 구분하여 다배수성이라고 한다. (조현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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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류수 200㎖ 2개의 비커에 각각 따른다.
2) LB Broth(영양제)를 각각 5g씩 넣는다.
3) Agarose3)를 둘 중 한 개의 비커에만 넣는다.
(이때, Agarose를 넣은 비커는 고체 배지이므로 LA plate라고 쓰고, 넣지 않은 비커는
액체 배지이므로 LB plate라고 쓴다.)
4) 호일로 입구를 감싼 뒤 Auto Clave4)에 1시간 30분 동안 넣고 작동시킨 후 식힌다.
5) LB 액체 배지는 병에 담고, LA 고체 배지용으로 만든 LB 액체배지는 식힌 후
Ampicillin5) (항생제, 농도:100㎍/㎖)을 넣는다.
6) LA 액체배지를 20~30㎖씩 페트리접시에 붓고, Clean Bench에서 2시간 이상 굳힌다.

<표 1> 배지 만들기

증류수 따르기

LB Broth 넣기

Agarose 넣기

식히기

LB 액체배지 병에 담기

LA 고체배지에
Ampicilin 넣기

Auto Clave 작동

나. Transformation
준비물: -80°C에 보관된 Competent Cell6)(대장균), DNA, 얼음, LA〮·LB 배지, spreader
1) Transformation
① -80°C에 보관되었던 대장균을 녹인다.
② 피펫으로 DNA 1㎕를 대장균에 넣은 후 얼음에 20분 동안 놓는다.
③ Heat Shock를 위해 Thermo Aluminum Bath를 42°C로 20분간 예열한다.
④ <과정 2)>에서 만든 것을 1분간 Heat Shock를 한 후, 5분간 얼음에 놓는다.
⑤ LB 배지를 1㎖씩 넣은 후, 37℃로 설정한 Shaking Incubator에 40분간 넣는다.

3) 혼합물을 굳게 한다.
4) 고온〮고압을 이용해 멸균 작용과 내용물을 섞는 작용을 해준다.
5) 항생제의 일종. Ampr(Ampicillin Resistance)이 들어간 세균은 Ampicillin에 내성을 갖게 되고 결국
원하는 DNA만 추출 할 수 있다.
＋
6) Transformation이 잘 되도록 Ca² 등을 처리하여 만든 세포다. 세포분열이 빠른 대장균으로써, 원하는
DNA의 양을 증식시키는데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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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Transformation

DNA 준비

Heat Shock

LB배지 1㎖ 넣기

Shaking Incubator

2) Spreading
① Transformation시킨 대장균을 Shaking Incubator에서 꺼내 준비한다.
② LA 배지 위에 <과정 ①>에서 만든 것을 100㎕ 올리고, spreader를 이용해
LA 배지에 스며들게 한다.
③ Incubator에 37℃로 맞춘 후 하루 동안 넣는다.
<표 3> Spreading

Spreading

Incubator

3) 접종(Inoculation)
① LB 배지 6㎖를 준비한다.
② Ampicillin을 6㎕ 넣는다.
③ Colony 1개를 피펫으로 덜어내어 피펫의 tip 채로 LA배지에 넣는다.
④ Shaking Incubator에 넣은 후 37℃로 하루 동안 돌린다.

<표 4> 접종

LB배지 1㎖

LA배지에 Colony 넣기

Shaking Incubator

결과

다. Plasmid DNA 분리
원리: 대장균의 세포벽을 살짝 깨고 주입한 DNA를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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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배양액, 튜브 2개, 원심분리기, 피펫, Resuspension buffer, Lysis buffer, 증류
수 Neutralization buffer, Washing buffer B
1) 용액 넣기
① 배양액 1.5㎖를 2개의 튜브에 넣는다.
② 상온의 원심분리기에 균형을 맞춰 두 튜브를
넣고 13,000rpm 상태로 1분간 원심분리 시켜

Plasmid DNA 분리

균을 모은다.
③ 4℃에서 보관한 Resuspension buffer7) 250㎕을 넣고 피펫팅한다.
④ Lysis buffer8) 250㎕를 넣는다.
(Resuspension buffer와 섞이면 붉은 색을 띄어 잘 섞였는지 보여준다.)
⑤ Neutralization buffer9) 350㎕을 넣고 섞는다.
(붉은 색이 없어지며 그 자리에 하얀색의 세포구조물이 보인다.)
<표 5> 용액 넣기

배양액 원심분리

붉은색으로 변화

Resuspension Buffer

Neutralization Buffer

피펫팅

Lysis Buffer

흰색세포 구조물 관찰

2) 원심분리
① 혼합물을 13,000rpm 상태로 10분간 원심분리 시킨다. (이때, 바닥에 가라앉은
흰색 물질은 대장균의 genomic DNA와 대장균의 세포구조물이 엉긴 것임)
② 흰색 물질은 버리고 plasmid DNA가 포함된 상층액만 필터로 분리시킨 후
다시 <과정 ①>과 같은 상태로 원심 분리시킨다.
(이때, 밑부분에 빠진 물은 버리고 필터에 걸린 DNA만 남긴다.)

7) 뭉친 균을 풀기 위해 넣는 것으로, RNAse가 들어 있어 RNA만 분리한다. 염기성을 만나면 보라색을 띄는
성질이 있어 Lysis buffer를 넣었을 때 잘 섞였는지 알 수 있다.
8) 세포벽을 깨는 기능이 있다. 이것을 많이 넣거나 심하게 흔들면 대장균의 세포벽이 완전히 깨져 대장균 자
체의 DNA가 나올 수 있으므로 조금만 넣고 살살 흔든다.
9) 혼합물을 중화시켜 흰색이 되게 하고, 필요 없는 세포구조물이 뭉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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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에탄올이 함유된 Washing buffer B로 필터에 남은 DNA 불순물을 제거하고,
<과정 ①>과 같은 상태로 원심 분리시킨다.
④ 남은 에탄올을 말리기 위해 다시 <과정 ①>과 같은 상태로 원심 분리시킨다.
⑤ 고체 DNA에 증류수를 넣고 1분 동안 액체화 시킨 후 <과정 ①>과 동일한
형태로 원심분리 시켜 DNA가 포함된 액체를 얻는다.
⑥ ‘Nanodrop10)’을 이용해 이 액체의 DNA 농도를 측정한다.
(증류수로 Nanodrop의 영점조절을 한 후 농도를 측정한다.)
⑦ 제한효소 NOT를 넣어 plasmid를 선형으로 만든다.

<표 6> 원심 분리

원심 분리기

원심분리한 DNA

Washing Buffer B

걸러낸 DNA

Washing Buffer

Nanodrop

DNA 농도 측정

제한효소 넣기

라. 전기영동 (DNA 크기별 배열)
목적 : 원하는 DNA를 찾기 위해 실행
준비물: Agarose 0.2g, 랩, 전자레인지, BPB 용액, 젤 틀, 전기영동 기계, TAE11) 25㎖
1) 젤 만들기
① TAE 25㎖와 Agarose 0.2g를 삼각 플라스크에 넣는다.
② 랩으로 플라스크를 싸고, 압력이 높아지지 않도록 구멍을 뚫어준다.
③ <과정 ②>에서 만든 것을 전자레인지에 1분간 넣는다.
(이때, 용액이 끓을 수 있으므로 30초, 40초, 50초가 되었을 때 잠시 식힌다.)
④ EtBr12)을 1㎕ 넣어 준 후, 젤을 만드는 틀에 넣고 30분간 굳힌다.

10) 농도를 측정하는 정밀기계. 1의 양으로도 정밀한 농도 측정이 가능하다.
11) ph를 안정시키는 완충용액. DNA이동시 DNA를 운반하는 이온을 공급한다.
12) DNA를 관찰하기 위해 쓰이나 몸에 해로움으로 입구가 작은 삼각 플라스크를 사용했고, 증기가 발생치 않
도록 식힌 후 넣었다. DNA를 관찰 할 수 있는 원리는 DNA 염기쌍 사이사이에 침투하여 DNA를 관찰
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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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젤 만들기

TAE와 Agarose 넣기

전자레인지에 돌림

EtBr 1㎕ 주입

틀 끼우고 굳힘

2) DNA 염색하기
① 추출한 DNA를 얼음에 넣은 후, 염색액인 BPB13) 용액 4㎕를 넣는다.
② Spin down 해준 후 섞는다.
③ 전기영동 기계에 젤을 넣고, 젤의 홈에 혼합물을 넣은 후 20분간 기계를 작동시킨다.

<표 8> DNA 염색

염색액 BPB

Spin down 후 섞기

전기영동기계에 젤 넣기

전기영동 기계 작동

3) 전기영동
① 전기영동 기계에서 젤을 꺼낸다.
② 자외선을 쐬어 원하는 부분의 DNA가 있는 젤14)을 자른 후 통(Microfuge Tube)에
담는다.
③ Thermo Aluminum Bath를 50℃로 맞춰 예열한다.
④ 자른 젤의 무게를 잰다. (결과 – 1번:0.032g/ 2번:0.058g/ 3번:0.064g/ 4번:0.073g)
⑤ 2분마다 흔들어준다.
⑥ QX buffer를 젤 무게의 3배씩 넣은 후Thermo Aluminum Bath에 넣는다.
⑦ 필터에 넣은 후 13,000의 상태에서 1분간 원심분리 시킨다.
⑧ 밑 부분을 버린 후 QG buffer를 50㎕ 넣어 동일 상태로 원심분리 시킨다.
⑨ 말리기 위해 동일 상태로 원심분리 시킨 후 증류수 120㎕를 넣어 액체화 시킨다.
⑩ 동일한 상태로 원심 분리시킨 후 농도를 잰다.
(결과 – 15.8㎍/㎕, 분리한 DNA의 농도는 33% 정도다.)

13) DNA의 전기영동이 보이게 하는 염색용 용액
14) 3개의 밴드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그 중 가장 아랫부분이 굵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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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전기영동

전기영동 결과

Thermo Aluminum Bath

원심분리

농도 확인

2. 미세주입(Microinjection)
준비물: Zebra fish 알, 뜰채, 스포이트, 비커, 바늘, 현미경, 페놀레드,
DNA(bAct 5622, bAct 3042)
1) Zebra fish의 알을 mating cage에서 꺼낸다.
2) 홈이 파인 젤에 알을 일직선으로 올려놓는다.
(이때, 젤의 밑 부분을 자른 뒤 기울여서 스포이트로 물기를 뺀다.)
3) 붉은 형광 유전자가 붙은 근육 유전자의(bAct 5622, bAct 3042) 프로모터 길이를
다르게 하여 섞는다.
4) <과정 3)>에서 만든 것을 바늘15)에 넣고 질소를 이용해 알의 난황에 주입시킨다.
5) 알의 개수를 세어 표시해 둔다.
6) 주입한 알들을 28℃로 incubator에 보관 하면 약 3일 후 부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3. 형광유전자 발현 관찰
<표 10> 형광 유전자 발현 관찰

알 걸러내기

배율 조절

알 배열

Injection

관찰 결과

관찰 결과

Injection 한 모습

15) 이 바늘은 일반적인 바늘이 아니라 매우 얇은 유리관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Flamming/Brown Micropipette Puller를 이용해 유리관을 고온으로 달준 후 당겨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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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미경 작동법
① 알들을 쉽게 관찰하도록 가운데로 모은 뒤 재물대 위에 올려놓는다.
② 대물렌즈의 배율을 컴퓨터 프로그램의 배율과 일치시킨다.
③ 조리개로 빛의 양을 조절한다.
④ 조동나사와 미동나사를 이용해 초점을 맞춘다.
2) 촬영 설정
1차 촬영
현미경

2차 촬영
광학 현미경

3차 촬영
형광 현미경

배경색

흰색

검은색

-

촬영 방법

빛이 통과할 수 있는
필터로 설정한 후 조명
조절

빛을 차단하는
필터로 바꾼 후
조명 높임

붉은색 형광 필터로
바꾼 뒤 광원을 끄고,
주변의 빛을 모두 차단

빛 노출 값

20 ms

20 ms

-

렌즈 노출 값

-

-

500 ms

<표 11> 촬영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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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실험 결과 및 토의

24
h

광학(bright)

광학(dark)

형광

bAct
1542

bAct
2079

bAct
3042

bAct
5622

con

<표 12> 24시간 관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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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h

광학(bright)

광학(dark)

bAct
1542

bAct
2079

bAct
3042

bAct
5622

con

<표 13> 48시간 관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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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

72
h

광학(bright)

광학(dark)

형광

bAct
1542

bAct
2079

bAct
3042

bAct
5622

con

<표 14> 72시간 관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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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h

광학(bright)

광학(dark)

형광

bAct
1542

bAct
2079

bAct
3042

bAct
5622

con

<표 15> 96시간 관찰 결과

이번 실험은 beta-actin이라는 근육유전자 앞의 프로모터를 1542, 2079, 3042, 5622
bp 4종류로 임의로 절단하여 붉은 형광유전자를 붙이고 bAct 발현을 형광을 통해 관찰하였
다. DNA용액과 페놀레드(붉은 색을 띄어 DNA용액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를
injection하며 현미경으로 관찰해 성공여부를 확인하였다.
위의 과정으로 제한효소처리를 통해 선형으로 분리한 유전자를 injection한 DNZsms 제브
라 피쉬의 genomic DNA 사이에 삽입되거나 환경적 요인에 따라 그 자체로 발현된다. 이 때
DNA를 원형을 아닌 선형화시키는 것, 가장 세포분화가 활발한 2-8세포기에 주입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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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입과 발현의 확률을 높이기 위한 장치이다.
4가지 종류의 프로모터의 DNA를 각각 200여 마리의 제브라 피쉬 알에 주입한 결과를
bright field(명시야), dark field(암시야), fluorescence(형광)의 세가지 조건으로 관찰하였
다. 여기서 bright field는 외부의 형태를 관찰하기 좋은 조건이며 dark field는 배경은 검게
피검체만 밝게 하여 내부를 관찰하기에 용이한 조건이다. fluorescence는 형광발현 여부를 확
인하기 위한 조건으로 붉은 형광유전자를 이용했으므로 red 형광필터로 관찰했다. 사진 해석
에 있어 우리는 bAct 3042, 5622는 2014.08.19.에 bAct 1542와 2079는 2014.08.21.
에 injection하였기에 사진 상에서 미세한 밝기의 차이는 그날의 날씨에 따라 외부로부터 들
어온 빛의 영향 때문이라 생각 할 수 있다.
- 24H에는 사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아직 부화되지 아직 부화하지 않은 알을 관찰 할 수
있었고 형광이 발현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48H에는 약 20%의 제브라 피쉬가 부화하여 치어가 되었고 아직 형광발현을 찾을 수 없
었다.
- 72H에는 모든 제브라 피쉬가 부화했고 아직 형광발현을 찾을 수 없었다. 여기서 형광 필
터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형상은 제브라 피쉬가 본래 가지고 있던 비늘이 외부의 빛을 반
사한 것이 촬영된 것이다.
- 96H에는 제브라피쉬가 어느 정도 성장하였고 다른 bAct 1542, 2079, 3042 에서는
여전히 형광발현을 관찰 할 수 없었다. 하지만 bAct 5622에서는 몸 전체에 붉은색 형광
을 띄고 있는 제브라피쉬가 관찰되어 약 10% 정도 관찰되어 형광발현을 확인 할 수 있
었다.

V. 결론 및 제언
가장 프로모터의 길이가 긴 bAct 5622에서만 근육유전자(beta-actin)의 발현을 형광을 관
찰(96H)할 수 있었다. 이는 bAct 5622에만 포함되어 있는 프로모터의 특정한 부분이 근육
유전자의 발현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해석된다. 즉, 근육유전자의 발현에는 5622bp정도가 필
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우리의 실험에서 도출해낸 결론은 bAct5622의 특이적인 부분이 형질전환과 발현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bAct3042와 bAct5622프로모터 사이에 있는 부분을 좀 더 연구했을
때 zebrafish의 유전자 발현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유전자 도입 및 형질전환 연구, 위에서 말
한 것과 같이 유전자재조합 기술의 이용에 전면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로써 bAct5622의
특이부분에 대해 더 많은 연구를 진행할 것과 형질전환의 선명한 결과를 얻기 위해 활용할 것
을 제안한다. 더불어 21세기의 유전자재조합 활용방안의 큰 의미 아래 우리가 찾아낸 조건이
더해져 앞으로의 연구에 좀 더 크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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