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색소 추출과
형광 구슬 장신구 만들기
 프로그램 개괄

들어가며
과학 연구는 많은 관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관찰 행위는 빛과 사물의 상호작용
을 이해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우리가 어떤 물체에서 관찰하는 색은 그 물체가 흡
수하거나 방출하는 빛의 조합에 의해 결정된다. 이 프로그램은 빛과 색의 상관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 주변의 식물에서 색소를 추출한 후 흡광 스펙트럼을 얻고, 식용색
소의 흡과 스펙트럼과 비교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다음으로 자외선에 노출되면 색이
변하는 형광 구슬을 이용하여 자신만의 장신구를 만드는 활동을 통해 과학에서 배운
지식을 예술 활동과 연결 짓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학습 목표
내용 목표
① 빛의 파장과 에너지의 상관관계를 이해한다.
② 빛과 색깔의 상관관계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③ 빛의 혼합과 색의 혼합의 차이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과정 목표
① 식물에서 색소를 화학적으로 추출한다.
② 분광광도계를 사용하여 색소의 흡수 스펙트럼을 얻는다.
③ 자외선 형광 구슬을 이용하여 자기만의 장신구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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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STEM 요소 분석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여름에는 짙은 녹음이 우거지며,

상황 제시

가을이면 낙엽이 진다. 우리 일상에서도 밤이 되면 다양
한 색깔이 빛들이 피어난다. 자연과 일상에서 관찰되는
색깔이 이처럼 다양한 원인은 무엇일까?

식물의 꽃과 잎으로부터 색소를 추출한 후 흡광 스펙

창의적 설계

트럼을 얻은 후, 식용색소의 흡광 스펙트럼과 비교해본
다.

감성적 체험

햇빛이나 자외선을 쪼여주면 다른 색의 형광을 나타내는 구
슬들을 조합하여 자신만의 팔찌를 만들어 본다.

S

(science)

빛과 색의 원리 이해

T

(technology)

색소의 화학적 추출

A

(arts)

형광 장신구 만들기

M

(mathematics)

빛의 파장과 에너지 사이의 관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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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의도
빛은 과학 연구에서 사물의 성질을 연구하는 중요한 도구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
고 있는 자연에 색을 입혀 생동감과 아름다움을 만들어낸다. 본 프로그램은 식물에서
색소를 추출하여 이를 식용색소의 색과 비교해보는 과학적 체험 활동을 수행하고, 여
러 색깔의 형광 구슬을 사용하여 자신만의 장신구를 만들어보는 창작활동을 통해 빛
과 색의 상관관계에 관한 과학적 이해와 빛과 색의 향연으로 만들어지는 자연의 아름
다움을 느낄 수 감성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교수․학습 활동
① 자연계의 물질들은 기본적으로 원자들이 결합된 분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분자가 빛을 흡수하거나 방출할 때

도입

일어나는 전자 전이에 대해 학습한다.
② 전자들의 에너지 준위와 빛의 색깔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생각해 본다.

[활동 1]
학교 주변에 있는 꽃이나 잎을 채취해서 색소를 화학적으
로 추출한다.
[활동 2]

학습활동

추출한 식물 색소의 흡광 스펙트럼을 얻어 식용 색소와 비
교해본다.
[활동 3]
자외선을 비추면 서로 다른 색의 형광을 내는 구슬을
조합하여 나만의 장신구를 만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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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내용

1. 이론적 배경

그림 21. 원자나 분자에 의한 빛의 흡수와 방출을 보여주는 에너지 도표

빛은 물질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 변화로부터 발생하는 전자기파이다. 그림 1에서 보
이는 것과 같이, 물질을 이루는 원자나 분자가 빛 에너지를 얻으면 바닥 상태에 있던
전자가 들뜬 상태로 전이하는데, 이 때 두 상태의 에너지 차이(ΔE)는 흡수된 빛의 진
동수(ν)에 비례한다.

ΔE = hν
(여기서 h 는 플랑크 상수라고 불리는 비례 상수로서,
그 값은 6.626⨯10-34 J·s 이다.)
들뜬 상태에 있던 전자가 다시 바닥 상태로 돌아올 때는 두 에너지 상태의 차이에
해당하는 빛을 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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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반적으로 빛의 색은 파장에 따라 구분된다. 빛의 진동수와 파장은 어떤 관
계가 있을까?

2.우리 눈으로 감지할 수 있는 빛의 종류는 가시광선에 한정되는데, 가시광선의
파장을 알아보고 그 에너지를 계산해보자.

3.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탄화수소에 있는 탄소-탄소 결합 에너지의 일반적인
값을 알아보고, 이 결합을 가시광선으로 끊을 수 있는지 생각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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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어떤 물질이 어느 파장의 빛을 흡수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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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습 활동

[활동 1] 식물에서 색소 추출하기
이제 교실에서 나가 학교 주변의 식물에서 꽃이나 잎을 채취하여 색소를 추출해보
자. 색소 추출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식물의 어떤 색소는 물에 녹고, 다른 색소는 유기
용매에 녹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① 식물에서 여러 색의 꽃(가능하면 파란색이나 보라색)과 나뭇잎을 딴다.
② 실험실로 돌아와 잘게 썬 후, 막자사발에 넣는다.
③ 약간의(약 10 mL) 아이소프로필 알코올을 막자사발에 넣고, 알코올에 색이 우려질 때까
지 막자로 채취한 식물을 으깬다.
④ 식물의 꽃이나 잎은 최대한 그대로 남기며, 착색된 알코올을 작은 유리용기(vial)(혹은
시험관이나 플라스틱 튜브)에 1 mL정도 따라서 옮긴다.
⑤ 이 유리용기에 알코올과 비슷한 양의 포화된 소금물을 붓고, 약 10초 동안 흔들어 잘 섞
는다.
⑥ 이제 유리용기를 세워 안정화가 되면 층이 분리되면서, 알코올은 녹색 엽록소와 함께 위
로 가고, 밑의 물층은 꽃 색깔을 보인다. (가끔, 모든 색소가 위층으로 갈 때가 있는데,
이것은 꽃의 색소도 알코올에 녹기 때문이다. 특히 장미나 밝은 붉은 꽃은 잘 분리되지
않는다.)

※주의 사항
① 아이소프로필 알코올이 상처에 들어가면 통증을 유발한다. 또한 손을 건조하게
만들 수도 있다.
② 식물을 으깬 후 지저분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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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하면서 할 수 있는 질문들

1.진정한 나뭇잎의 색은 무엇이고, 그 역할은 무엇일까?

2.나뭇잎들과 달리, 식물의 꽃들이 화려한 색을 가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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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2] 분광광도계를 사용하여 식물 색소의 흡광 스펙트럼 열기

추출을 통해 얻어진 식물의 색소들에 대한 흡광 스펙트럼을 분광광도계를 사용하여
얻고, 이를 비슷한 색의 식용색소의 흡광 스펙트럼과 비교해본다.

① 식물에서 추출되어 물층과 알코올층으로 분리된 색소를 섞이지 않도록 서로 다른 큐벳
에 담아 흡광도를 각각 측정한다.
② 측정된 색소의 흡광도를 식용색소 청색, 녹색, 황색의 흡광 스펙트럼과 비교한다.

물층 색소의 흡광 스펙트럼

알코올층 색소의 흡광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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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하면서 할 수 있는 질문들

1.식물에서 추출한 색소나 우리 주변의 사물들이 특정한 색을 띠는 원리는 무
엇인지, 아래의 식용색소 흡광 스펙트럼을 참고하여 함께 논의해보자.

그림 41. 식용색소 (가) 청색, (나) 황색, (다) 녹색의 흡광 스펙트럼
(출처 : 김희준, 분광기를 사용하는 10가지 실험, 대한화학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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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3] 형광 구슬을 이용하여 장신구 만들기
햇빛이나 자외선을 쪼이면 파란색, 빨간색, 보라색, 주황색, 노란색을 띠는 형광구슬
을 이용하여 자신만의 팔찌나 목걸이를 만들어 보자.

그림 44. 자외선 형광구슬

[1] 여러 색의 형광구슬을 이용하여 자신만의 장신구를 고안한다.
장신구 모양 고안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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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햇빛에 비추거나 자외선 손전등에 비추어 형광구슬의 색을 확인한 후, 자신이
고안한 형태로 만든다.
[3] 완성된 자신의 형광구슬 장신구의 사진을 자외선이 없을 때와 자외선을 받았을
때 각각 찍는다.

자외선이 없을 때

자외선을 받았을 때

활동하면서 할 수 있는 질문들
1.빛의 3원색인 빨강, 파랑, 초록빛을 섞었을 때의 결과와 물감의 3원색인 빨
강, 파랑, 노랑색을 섞었을 때의 결과를 비교해보고, 그 차이에 대해 생각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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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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