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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왁스질의 식물잎표면에서의
계면활성제의 역할과 접촉각 측정을 교육하는 실험 교안 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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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ue to the presence of epicuticular wax on the plant surface and other reasons, surfactant
is widely used in agricultural industry. However, there is no well-designed lab curriculum for
teaching role of epicuticular wax and surfactant on it. Here, we developed inexpensive and
easy lab curriculum for above topic using smartphone and smartphone application. In order
to evaluate students’ learning form this lab curriculum, anonymous survey was conducted from
the students who participated (n=22). Students responded to survey positively: students expressed
their opinions either “positive” or “very positive” to the statement on “the experiment explains
on the role of epicuticular wax” (95.5%), “the experiment was easy” (100%), and “the
experiment was fun” (77.3%). This newly-developed lab curriculum would help students’
learning on the concept of epicuticular wax and role of surfactant on waxy leaf surface.
Additional key words: Waxes, Contact angle, Smartphone, Lab curriculum, Wettability

서

2차원의 필름 형태로 존재하지만, 브로콜리, 양배추, 블

론

루베리, 그리고 포도 등의 작물 표면에서는 2차원의 필
식물표면왁스(plant epicuticular wax)는 식물 잎, 줄

름같은 막위에 3차원 구조의 식물표면왁스 결정체가

기 등의 최외곽에 존재하는 매우 얇은 막으로 보통은

더해진 3차원 구조의 표면을 구성한다(1). 식물표면왁

- 33 -

스는 탄소가 20개 이상인 알칸, 지방산, 알데하이드 및

장을 가지고 있다. 한 보고서에 의하면 2021년 전 세계

케톤 등의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어 물이 잘 붙지 않는

계면활성제의 시장은 40조 원에 이른다고 보고하였다

표면을 만든다. 이뿐만 아니라, 3차원 구조의 식물표면

(5). 또한 계면활성제의 성능이 향상된다면 적은 양의

왁스 결정체가 만들어진 식물표면의 경우 물이 묻었을

농약으로 식물표면을 도포하여 농약의 효율을 증대시

때 왁스결정체들 사이에 생기는 공기주머니에 의해 물

키고, 토양으로 바로 떨어져 주변의 환경을 오염시키

이 잘 붙지 않는 고도의 소수성 표면(superhydrophobic

고, 생태계에 악영향을 주는 부작용 또한 줄일 수 있을

surface)를 가지게 된다. 이런 고도의 소수성 표면에서

것이다. 계면활성제는 농업 및 일상생활(식품, 음료, 세

는 물과 식물의 잎, 줄기 표면의 접촉각이 커서 물이

제, 섬유, 화장품 등)에서 흔히 쓰이는 중요도가 높은

굴러 떨어지게 되고, 물의 젖음성(wettability)이 낮아진

물질이다. 계면활성제의 효율과 물질의 표면장력을 정

다. 이로 인해 식물표면이 건조하게 유지가 되어 곰팡

량적으로 측정할 때 접촉각(contact angle)을 측정한다.

이와 박테리아의 생존과 번식을 억제할 수 있다. 큐티

접촉각이란 액체와 기체가 고체 표면 위에서 열역학적

클층과 함께 표면왁스는 식물체가 물을 손실하지 않게

으로 평형을 이룰 때 이루는 각을 말한다. 접촉각의 측

도와주어 가뭄에 대한 내성도 증가한다. 최근 연구들에

정은 평평한 고체표면에 접촉한 액체의 액체-고체-기

의하면 식물병원균뿐만 아니라, 대장균과 살모넬라 박

체 접합점에서 물방울 곡선의 끝점과 고체 표면의 접촉

테리아와 같은 식품병원균의 접착과도 관련이 있다는

점으로 측정한다(Fig. 1). 90도 각도를 기준으로 90도보

연구들이 보고되었다(2-4). 하지만, 작물에 식물표면왁

다 작은 각은 젖음성이 좋은 친수성 표면을 가졌다고

스가 많고 3차원 구조의 왁스 결정체가 존재한다면 작

하고 90도를 초과하는 각을 가진 표면은 젖음성이 나쁘

물에 살충제, 살균제, 그리고 생장조절제 등의 농약이

고 소수성의 표면을 가졌다고 정의한다. 현재로서는 식

잘 흡착되지 않아 균일한 농약의 도포가 어렵게 된다.

물의 표면왁스와 계면활성제에 대해 재미있고 손쉽게

또한 잡초에 모용체(trichomes)나 3차원 구조의 왁스구

실험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이 만들어져 있지 않아

조가 있다면 제초제가 잘 도포되지 않고 체내로 흡수가

학생을 교육하고 농업에 직, 간접적으로 종사할 인력을

적어 제초 효율이 떨어지게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

양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 점이 있다. 또한, 대부

기 위해 농약에는 계면활성제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분의 실험 교안들은 값비싼 장비들이 필요한 경우가 있

있다.

어 실제로 실험수업을 통한 교육에 큰 부담이 있다. 이

계면활성제는 대부분의 농약에 이용이 되고 있고,

에 저자는 식물표면왁스와 왁스표면에서의 계면활성제

세제류, 식품과 향장품에도 이용되고 있어 매우 큰 시

의 역할을 교육하는 실험 교안을 만들어 출판하였으나

Fig. 1. Representative image of contact angle measurements before (right) and after epicuticular wax removal
(left) from broccoli leaf. Contact angle is defined angle through the liquid, where a liquid-gas interface
meets a solid surface. It quantifies the wettability of a solid surface by a liquid.

- 34 -

(6) ImageJ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접촉각의 계산은 노트

생이 실험에 참가하였다. 효율적인 실험의 진행과 학생

북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하며, 이 소프트웨어를 사

의 학습효율을 고려하여 5명이 한 조인 그룹활동으로

용하는 방법에 대해 추가적인 강의를 하여야 하는 시간

실험수업을 진행하였다. 각도를 측정하는 모바일 애플

과 노력이 필요하여 교사와 학생 모두 편리성이 떨어졌

리케이션인, Angulus가 안드로이드 폰에서만 다운로드

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스마트폰과 스마트

되어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드로이드폰이 아닌 휴

폰의 각도기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왁스질 식물표

대폰을 가진 학생이 실험실습에 참여 못하는 것을 방지

면 위 물방울의 접촉각들을 측정하여 고가의 장비 없이

하기 위해 5명이 한 조를 이루어 수행하게 하였다.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실험 교안으로 보완하였다. 이
실험은 전남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하

다. 왁스제거 및 접촉각 측정 절차

고, 참가학생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스마트폰과 스마트
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농업교육의 효과에 대해 분
석하였다.

준비된 브로콜리 잎을 가위로 자를 때, 중간에 있는
큰 잎맥을 피하여 자른다(Fig. 2a). 준비된 잎은 실험대
표면에 양면테이프를 이용하여 평평하게 잘 고정한다
(Fig. 2b, c). 이때 작은 잎맥을 피하고 사진촬영이 용이

재료 및 방법

하게 최대한 평평한 상태에서 실험대 바깥쪽 표면에 접
착할 수 있도록 적당히 당긴 후 손가락으로 눌러 고정

1. 식물재배

시킨다(Fig. 2c). 총 3개의 브로콜리 잎표면을 준비한다

‘어얼리유’ 브로콜리 품종을 육묘장에서 구입하여,

(생물학적반복 n=3). 1 mL 주사기에 물을 넣고 일정한

파종 후 4주가 된 시점에서 1리터 부피의 화분에 바이

속도로 천천히 물을 밀어 물 한 방울을 왁스가 있는 곳

오상토1호(흥농종묘사, 경기도 평택)를 채워 옮겨 심었

에 떨어뜨린다. 이때 왁스가 제거되지 않은 부분은 물

다. 부족한 영양분은 관행적으로 이용되는 복합비료

이 잘 굴러 떨어지므로 굴러 떨어지지 않게 평평하게

(Novatec Supreme N-P-K:21-5-10, Münster, Germany)

한다(Fig. 2d). 페인트솔로 표면왁스를 제거하기 위해

를 통해 공급하였다. 주야간의 온도가 18℃-26℃ 사이

부드럽게 왼쪽 끝의 잎표면을 사방으로 8번씩 쓸어내

를 유지하는 온실에서 6주간 재배 이후, 표면왁스가 잘

면서 왁스를 제거한다(Fig. 2e). 왁스가 제거된 곳(Fig.

유도될 수 있게 건조한 실내(상대습도 30%-35%, 온도

2f)에 1 mL 주사기로 물 한방울을 떨어뜨린다. 3개의

22℃)로 옮겨 6,000 lux의 LED조명 밑에서 1주간 표면

잎에 d-f과정을 2번 더 반복한다. 비눗물과 물이 주사기

왁스를 유도하였다.

에 반복적으로 들어와 오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0.1%의 비눗물은 마지막에 3개의 왁스질 잎표면 위에

가. 실험에 필요한 도구

주사기를 이용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물방울을 떨어뜨

왁스가 잘 유도된 브로콜리 잎(위 단락에서 설명),

린다. 이후, 스마트폰의 사진기로 실험대의 표면과 같

가위, 양면테이프, 스마트폰과 Angulus 각도기 애플리

은 카메라 렌즈의 높이로 맞추어 사진을 촬영한다(Fig.

케이션(Hanover, NH, USA, 안드로이드 폰에서만 작동

2h). 찍은 사진은 Angulus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식

됨)이 실험실습을 위해 필요하다. 왁스를 제거할 때 4

물잎표면-물-공기가 만나는 끝점과 다른 끝점을 연결

cm 너비의 페인트솔을 이용하였고, 접촉각 측정을 위

하고 여기에서 물방울이 만나는 접점(Fig. 1)을 만들어

해서 1 mL 주사기(BD, Baltimore, MD, USA), 수돗물

접촉각을 측정한다(Fig. 2i).

(15 mL 원심분리 튜브에 보관), 0.1% 비눗물(가정용
세재를 V/V 농도로 미리 만들어 15 mL 튜브에 보관)이

라. 보고서 및 설문조사

필요하다.

학생들은 실험에서 얻은 결과를 다음 수업시간에 조
별로 모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때 논

나. 학생들의 실험 수행

문의 구조와 논문작성법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학생들

본 실험은 2019년 2학기 전남대학교 원예생명공학

의 실험교안에 대한 의견과 실험교안의 효율성을 측정

과의 “노지채소학 및 실습” 수업의 일환으로 26명의 학

하기 위하여 질문들을 구글 설문지를 이용하여 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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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rocedure of conducting experiment and measuring the contact angle using smartphone application.
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무기명으로 설문조사를 하였

바. 가스크로마토그래피-불꽃 이온화 검출기를 활용한

다. 응답은 만족도를 5개로 구분하여 객관식으로 응답

표면왁스 정량

을 받았으며, 마지막 질문은 개방식 주관식으로 의견을
수렴하였다. 설문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설문은 수업
이 끝난 이후 실시되었다.

콜라드 잎 표면 왁스의 정량을 위해 17 mm 코르크
절단기(cork borer)를 이용하여 잎 디스크를 3장을 만
들어 5 mL의 클로로폼에 20초 동안 넣었다 빼서 추출

마. 식물표면 사진, 전자현미경 사진, 나노포커스 사진

하였다(4). 추출물에 n-tetracosane(1 mg/mL)을 넣어
내부표준품으로 이용하였다. 추출물은 질소가스를 이

교사들을 위한 추가 자료를 위해 같은 Brassica

용하여 휘발시키고, 50 µL 피리딘과 100 µL의 bis-N,

oleracea인 콜라드 잎에서 왁스가 있는 것과 제거된 것

N-(trimethylsilyl) trifluoroacetamide(10% trimethylchloro-

을 일반카메라로 촬영하였다(Fig. 5A, B). 미세구조를

silane 포함, Sigma-Aldrich, St. Louis, MO)을 이용하여

보여주기 위해 전자현미경 사진을 제시하였으며 방법

75℃에서 75분간 가열하여 작용기를 치환하였다. 준비

은 동결건조된 브로콜리 잎에 금-플루토늄 스푸터 코팅

된 추출물 1 µL를 가스 크로마트그패프-불꽃 이온화

(sputter-coating, K575 sputter, Emitech Ltd, Ashford,

검출기를(Trace 1310 GC, Thermo Fisher Scientific,

Kent, UK)을 한 이후, JSM-6060LV(JEOL Ltd, Tokyo,

Waltham, MA, USA)를 이용하여 외부표준품을 이용한

Japan) 전자현미경으로 촬영하였다(4)(Fig. 5C, D). 공

검량곡선을 이용하여 정량하였다. 30 m 길이, 0.25 mm 직

초점 현미경(confocal microscope, NanoFocus, mSurf

경, 0.25 µm 두께의 Rxi-5Sil MS 컬럼(Restek, Bellefonte,

explorer)과 Mountains(Digital, Surf) 소프트웨어를 이

PA, USA)을 이용하였으며, 오븐의 초기시작 온도는

용하여 표면 3차원 구조를 보여주었다(Fig. 5E, F).

120℃에서 시작하여 1분 동안 유지한 후, 1분에 10℃
증가하여 250℃까지 올라간 이후에는 1분당 2℃씩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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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여 320℃까지 올라간 후 5분 동안 유지 되었다. 주

물을 떨어뜨린 후 즉시 측정한 접촉각의 경우 평균

입구와 검출기의 온도는 270℃로 세팅되었으며, 헬륨

68.2°로 표면왁스가 존재하는 브로콜리잎 위에 물방울

가스는 1분에 1.2 mL가 흘러갔다.

을 떨어뜨렸을 때와 비교할 때 접촉각이 46% 줄었다.
5분이 지난 후, 측정한 비눗물의 접촉각은 10° 미만으
로 브로콜리 잎표면에 균일하게 도포되었다. 따라서,

사. 통계처리
대응표본 T-test를 엑셀에서 t-test 함수를 사용하여
두 처리 간의 통계적 유의차를 계산하였다. p값이 0.05
와 0.01보다 작은 것을 기준으로 통계적 유의차가 있는
처리 간에는 아스테리크(*,**)로 표시하였다. 실험은 3
반복으로 실시되었다.

브로콜리, 케일, 콜라드처럼 3차원 결정체의 표면왁스
로 이루어진 잎의 표면에는 계면활성제를 이용하여 균
일하게 도포할 수 있음을 학생들이 실험을 통해 배울
수 있었다.
미국에서 웨스트버지니아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
로 같은 실험을 실시하였을 때는 사진의 접촉각을 ImageJ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6).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이

결과 및 고찰

노트북을 가지고 와야 하였으며, ImageJ 프로그램에 대
해서도 사용법을 강의하여야 해서 교수와 학생 모두 시

1. 접촉각 측정 결과

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는 실험활동이었다(24명이 참

왁스질의 브로콜리 잎 표면 위에 떨어진 물방울의

여하는 4회의 실험 세션을 운영하였으며, 평균 2시 30

접촉각은 평균 126.3°이었고, 표면왁스를 제거한 잎 위

분의 시간이 소요). 하지만, 이번 실험활동에서는 스마

에서의 접촉각은 평균 85.2°로 왁스를 제거한 이후에는

트폰으로 찍은 사진을 바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

접촉각이 33%가 줄어들었다(Fig. 3). 대응표본 T-검정

로 접촉각을 측정하여 접촉각을 계산하기까지 소요된

결과 식물표면왁스가 있는 표면과 제거된 표면사이의

시간은 60분으로 짧은 시간에 수행할 수 있는 실험활동

접촉각의 p-값은 0.0016으로 고도로 유의한 차이가 있

이 되었다.

었다(Fig. 3). 표면왁스가 제거되지 않은 잎 위에 비눗

2. 엑셀을 이용한 통계처리 및 보고서 작성
대학생뿐만 아니라 고등학생 및 일반인들도 이 실험
을 할 수 있게 설계를 하였다. 값 비싸고 어려운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기보다는 엑셀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입력하고 기본적인 평균, 표준오차 및 T-검정을 엑셀을
통해 배우고, 그래프를 그려보는 연습을 실험 후 진행
하여 대학생들이 사회에 나아갔을 때 꼭 필요한 스프레
드시트의 기본기능을 미리 익히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3개의 처리 중 왁스와 왁스제거 그룹 그리고 왁스에 물
을 떨어뜨린 것과 왁스에 비눗물을 떨어뜨린 것은 독립

Fig. 3. Contact angles of applied water droplets both
before and after epicuticular wax removal
from broccoli leaves and soap water droplets
on waxy surface (N=3). **indicate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 by paired
Student t-Test at p=0.01. Wax removed
surface with water treatment and waxy

변인이 하나이기 때문에 비교가 가능하지만, 왁스를 제
거한 그룹에 물을 떨어뜨린 것과 왁스에 비눗물을 떨어
뜨린 것은 독립변인이 2개 이상이기 때문에 비교의 의
미가 없다(Fig. 3). 다시 말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원인에 의해 유의한 차이가
발생했는지 원인과 결과를 추정할 수 없다. 이 점은 실

surface with soap water treatment cannot be
reasonably compared because two variables

험활동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또 하나의 교육적 효과이

are different. This is educational point during
this lab activity (red line).

행해지는 강의식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교육하기 어려

다. 이런 기본적인 실험설계에 대한 강의는 일반적으로
운 부분이므로 실험을 통하여 통계와 실험설계까지를

- 37 -

배울 수 있다면 이 실험교안이 200% 활용되는 것이 될

(40.9%)과 8명(36.4%)이 각각 “매우 그렇다” 그리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남대학교 원예생명공학과는 학

“그렇다”로 대답하였다. 또한 3명은 “보통이다”와 2명

부졸업 필수요건 중 하나로 실험을 수행하고 졸업논문

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여 일부 학생은 “실험수

을 써야 한다. 학생들과 함께 서언-재료 및 방법-결과

행이 간단하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다양한 피드백

및 고찰-인용문헌 순의 정형화되었지만 분량이 짧은 보

을 받기 위해 개방형 의견을 받은 결과 중 “실험방법에

고서를 같이 써보는 활동은 논문쓰기에 익숙하지 않은

대해 성문화하여 미리 전달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학생들에게 친숙함을 주고, 졸업을 위해 필요한 학술적

피드백을 받았다. 한 학생은 “사진을 찍는 사람에 따라

글쓰기를 교육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접촉각이 달라진다.”라는 피드백을 주어 사진 찍기와
접촉각의 측정에 있어 사람의 측정 오차가 유입될 우려

3. 학생 설문조사 결과

가 있다고 표현해 주었다. 이 실험은 간단한 장비들을

수업에 참여한 총 26명의 학생 중 22명이 응답하였

이용하여 값싸게 할 수 있는 실험을 고안하다 보니 다

다(Fig. 4). “실험을 통해 표면왁스의 존재와 기능에 대

소 정교하지 못한 면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해 잘 알게 되었다”라는 물음에 13명(59.1%)과 8명

학생의 의견이었다. 하지만 사람에 의한 측정 오차에도

(36.4%)의 학생이 각각 “매우 그렇다” 그리고 “그렇다”

불구하고, 5개의 그룹 모두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와서

로 대답하여 21명의 학생이 실험을 통해 표면왁스의 존

실험이 간단하면서도 재현성을 있음을 알 수 있다. “실

재와 기능에 대해서 실험을 통해 배우는 것에 대해 긍

험은 재미있었다”라는 설문에 대해서 10명(45.5%), 7

정적(“매우 그렇다”와 “그렇다”)으로 응답하였다. “실

명(31.8%), 그리고 5명(22.7%)이 각각 “매우 그렇다”,

험을 통해 계면활성제의 역할에 대해 잘 알게 되었다”

“그렇다”, 그리고 “보통이다”로 대답하여 대부분의 학

라는 물음에 12명(54.5%)과 10명(45.5%)이 각각 “매

생이(17명)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스마트폰 애플리

우 그렇다” 그리고 “그렇다”로 대답하여 실험을 통해

케이션을 이용한 실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

계면활성제의 역할에 대해서 배운 점이 있다고 긍정적

는 설문에 7명(31.8%), 12명(54.5%)의 학생이 각각 “매

으로 응답하였다. “실험은 간단했다”라는 설문에 9명

우 그렇다”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2명의 학생은

Fig. 4. Students’ responses (n=22) to the statements at the left, shown on a Likert scale: strongly agree
(dark blue), agree (blue), neutral/neither agree or disagree (light blue), disagree (yellow), strongly
disagree (red), and etc (green). The percentage of respondents’ who indicated “strongly agree”
or “agree” to each statement is given to the right of each st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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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이다”로 응답하였으며, 1명의 학생은 “아이폰이

본 실험의 파워포인트 교안은 추가자료(Supplementary

안돼요 ㅠ”라고 울고 있는 표정의 문자로 응답하여 안

Material)로 발표하여 교수자가 이 실험교안을 바로 이

드로이드에서만 실행이 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용하다보니 실험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싶지만 할

5. 교사를 위한 식물표면의 왁스 성분 변화 정보

수 없는 아쉬움의 의견을 남겨주었다. 따라서, 스마트

및 토의 주제들

폰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실험실습 교안
에서는 가능한 모든 학생이 실습에 참여할 수 있는 운
영체계에 따른 이용의 제한이 없고 무료인 애플리케이
션을 이용하는 것이 교육적 효과와 학습자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본 실험에서는 브로콜리 표면왁스의 제거 전후의 식
물표면사진과 전자현미경 사진 그리고 왁스농도와 왁
스 조성에 대한 기초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교사들이 학
생들에게 나노수준에서 식물표면의 물리적 특성 변화
를 확인하고, 분자수준에서 표면왁스의 양과 조성의 차

4. 실험시 주의사항(교사를 위한 노트)

이를 확인할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하게 되었다(Fig. 5).

본 실험에서는 접촉각을 정확하게 촬영하기 위해서

식물표면 왁스가 제거된 이후 식물잎표면은 왁시한 표

물방울이 실험대 끝자락에 가깝게 위치하는 것이 중요

면(waxy surface)에서 그로시(glossy surface)로 표현형

하며, 왁스가 있는 표면 위에 물방울이 굴러 떨어지는

이 변하였다(Fig. 5A, B). 전자현미경으로 관찰된 왁스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최대한 평평한 표면을 만들어주

질의 식물표면에서는 3차원 구조의 왁스 결정체가 확

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사항을 교수/교사는 학생들에

인되었으나(Fig. 5C), 페인트솔로 왁스를 제거한 이후

게 잘 지도해 주어야 한다. 접촉각을 잘 측정하기 위해

에는 결정체를 볼 수 없었다(Fig. 5D). 공초점 나노포커

서는 물방울에 인공색소 적색 40호와 같은 인공색소를

스 장비로 측정이 된 표면이 왁스 결정체로 인해 요철

첨가하여 가시화가 잘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팁이다.

이 심한 표면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왁스

이전 논문에서는 이런 방법을 제안하였으나 본 실험에

제거이후에는 평평한 표면이 되었다(Fig. 5E). 가스크

서는 적색 40호와 같은 인공색소가 미국에서 보다 구하

로마토그래피-불꽃이온화로 표면왁스를 정량한 결과

기가 어려워 맑은 수돗물을 이용하여 실습하였으며, 접

를 보면 콜라드의 표면왁스는 제곱센티미터당 80 µg이

촉각을 측정하는 데에 문제는 없었다. 안토시아닌이 많

나 왁스 제거이후에는 24 µg으로 줄었다(Fig. 6A). 왁

이 함유되어 있는 아로니아 파우더에서 얻은 빨간물을

스가 제거된 이후에는 케톤과 지방산류들의 표면왁스

실험에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며, 아로니아 추출

의 조성 또한 유의하게 변하였다. 이는 표면왁스층에

물이 실험수행에는 차질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지방산류는 상대적으로 적고 케톤류들은 상대적으로

접촉각의 측정은 사진이 선명하게 나왔을 때 용이하
다. 따라서 접촉각을 찍을 때 배경으로 하얀색 종이를
준비하는 것이 하나의 팁이다. 또한 접촉각은 카메라
렌즈와 물방울이 평행한 위치에서 찍혔을 때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피사체보다 높은 곳에서 내
려찍거나 올려 찍으면 정확한 접촉각을 분석하기 어렵
다. 또한 교사는 학생들이 접촉각을 측정할 때 어디에
서 직선이 꺾여야 하는지(지면과 물방울이 만나는 지점
의 끝) 정확하게 알려주고, 또한 꺾여서 올라간 직선이

많음을 의미한다. 다른 표면왁스 요소들은 통계적으로
변하지 않았다. 왁스제거가 일부 표면왁스의 조성을 유
의하게 변화시켰지만, 수치적으로는 작은 변화이므로
이런 변화가 접촉각의 차이를 변화시켰다고 말하기에
는 논리적 증거는 약하다. 표면왁스를 제거한 식물체의
표면은 여전히 소수성의 표면이다. 따라서, 3차원 구조
의 결정체를 가진 표면왁스 결정체의 유무에 의해 접촉
각의 변화가 기인한다고 생각된다(2).

물방울과 만나는 접선에 이르게 하여야 하는데, 이 부

6. 실험이후 토의주제들

분이 어디인지 예시를 들어 잘 설명해준 후 실험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Fig. 1). 또한, 각도 측정용 스마트

본 실험을 통해 표면왁스가 농약살포와 매우 밀접한

폰 애플리케이션이 현재는 안드로이드 폰에서만 작동

관계가 있음을 학생들이 알게 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하므로 적당한 수의 학생을 각 조별로 잘 배치하여 교

교사들이 일상생활과 표면왁스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

육의 효율성과 평등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는지를 잘 설명해줄 수 있다면 학생들이 더욱더 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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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picuticular wax quantification of Brassica
oleracea leaf and its wax removed leaf (A)
and percentage (%) of wax composition (B)

Fig. 5. Leaf surface image of Brassica oleracea
(a) and its wax removed leaf (b);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image of Brassica oleracea

measured by GC-FID. *indicate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 by Student

(c) and its wax removed leaf (d); 3-dimensional
Nano Focus image of Brassica oleracea (e)
and its wax removed leaf (f). Scale bars are
presented in red color.

t-Test at p=0.05.
양한 소재가 개발이 되고 있다. 식물표면왁스와 관련된
또 하나의 일상생활 예는 표면왁스와 식품병원균의 관

제에 대해 흥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하나의 예로 왁스

계이다. 농업용수가 오염됨에 따라 식품병원균들이 노

가 많으면 샐러드 드레싱이 잘 묻지 않게 된다. 케일

지채소에 붙어 소비자들에게 전달이 되고 있어 문제점

잎은 노지에서 재배가 되어 표면왁스가 많아도 우리나

으로 지적되고 있다. 표면왁스가 많을수록 로타바이러

라에서는 고기와 싸 먹게 되어 쌈 채소로서는 문제가

스(rota virus)와 살모넬라와 같은 식품유해균이 잘 붙

없다. 또한 된장이나 쌈장은 샐러드 드레싱과 달리 케

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최근 나왔다(2-4). 미세먼지

일표면에 잘 묻게 된다. 하지만 서양 샐러드 채소의 경

또한 식물의 표면왁스에 따라 붙는 정도가 달라(7) 먼

우 거의 대부분이 물이 잘 묻는 표면을 가지고 있는 상

지를 잘 붙이는 식물표면을 가진 식물들이 많은 도시는

추, 아르굴라(루꼴라), 시금치 등이 대표적이다. 간혹

미세먼지를 일부 제거해 주는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을

드레싱이 샐러드 표면에 잘 붙지 않을 것을 고려하여

것이다. 마지막으로, 표면왁스가 많은 양배추 품종은

물과 기름을 같이 넣어 만든 샐러드 드레싱들도 있다.

유전적 돌연변이로 표면왁스가 발달하지 않은 양배추보

이 드레싱들은 평소에 층이 만들어진 상태로 존재하다

다 수확 후 저장중 수분손실이 유의적으로 낮았다(8).

가 샐러드에 뿌리기 직전에 위아래로 여러번 흔들어주

이런 주제들을 학생들에게 조별로 토의할 수 있는 시간

어 에멀젼(emulsion)이 만들어지면서 채소표면에 지용

을 주어 표면왁스의 역할과 일상생활과의 연관성에 대

성 및 수용성 드레싱이 모두 잘 붙게 되어 식미를 높여

해 생각해 보고, 더 많은 예시를 찾아보게 하는 것이

준다. 또한, 표면왁스라고 하면 “Lotus effect”가 빠질

하나의 실험 후 활동으로 제안할 수 있는 교육안이다.

수 없다. 연잎은 물이 잘 붙지 않는 특수한 큐티클 돌기
와 표면왁스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식물표면에서
감명을 받아 물이 묻지 않는 페인트, 섬유, 신발 등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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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스마트폰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실험에 대한 고찰

실제 대학교 교육현장에서는 스마트폰이 없는 학생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왁스질 식물잎을 이용한 실

을 찾기 힘들 정도로 스마트폰은 식사 시간에 사용되는

험교안을 개발하였다. 이 실험교안의 교육적 효과에 대

수저와 같이 일상생활에 깊이 들어와 있는 도구가 되었

한 설문조사를 수행한 결과, 실험을 통해 식물표면왁스

다. 수업 중 스마트폰을 쓰거나 게임을 하는 학생들도

와 계면활성제에 대한 개념을 잘 알게 되었고(95.5%),

교육현장에서 간혹 있기도 하며, 메신져 프로그램에 집

쉽고(100%), 재밌었다(77.3%)고 긍정적 또는 매우 긍

중력이 떨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많은 교육자들이 스

정적으로 응답한 학생의 수가 괄호안의 숫자와 같은 결

마트폰을 쓰지 못하게 하는 전략에서 오히려 스마트폰

과가 나왔으며, 전체 설문조사수는 22명이었다. 따라

을 적극 활용하여 일상생활의 친밀한 도구를 통해 수업

서, 본 실험교안은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실험교안으로

을 더욱 효율적이고 즐겁게 만들려는 시도들을 하고 있

학생들의 식물표면왁스와 계면활성제에 대한 학습에

다(9-11). 스마트폰은 각종 센서들이 내장되어 쉽게 광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량, 각도, 거리 및 시간 등 다양한 측정이 가능하다. 또
한 계산기가 내장되어 있어 신속하게 계산도 가능하며,

감사의 글

다른 학우에게 메신저 프로그램이나 이메일로 정보전
달도 용이하다. 구글 문서(Google Doc)과 같은 온라인

2019년 2학기 “노지채소학 및 실습” 수업에 참가한

공간에서 공동으로 과제를 쓸 수 있고 공유도 가능하

학생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전남대학교 교수학습

다. 대학교나 고등학교 교육현장에서 실습수업을 위해

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티칭랩의 “쫌더 티칭랩” 모둠

필요한 고가의 실험기구들 때문에 실험 실습이 생략되

을 통해 Youtube와 스마트폰을 활용한 교육법에 대해

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고가의

응원과 고견을 주신 한태호, 이옥란, 이동욱, 조철웅 교

장비 없이도 가능한 실험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스마트

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폰의 RGB 센서로 시약의 색을 읽어 스마트폰으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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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광도계를 대신할 수 있음을 보여준 실험이 있었다
(11).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할 때, 채소잎의 엽록소를
같은 조명환경에서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수확 후 저장

교수자를 위한 강의자료는 추가자료(Supplementary

중 엽록소가 분해되는 것을 휴대폰을 이용하여 정량화

Material) 형태로 온라인에서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doi.org/10.29335/tals.2019.57.33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활동은 스마트팜에서의 식물
의 생육 모니터링 및 모델링과 같은 농업동향과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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