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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영종고등학교 김다은

1.연구주제 _ [식물의 엽록소 측정과 다른 여러 식물과 엽록소 량 Data 비교]
북극에 서식하는 여러 북극식물에 대해서
사전학습을 통해 충분히 이해하고 직접 북극식물에 대해 찾아보며 각각의 특징에대해 
자세히 공부 한다 그 사전지식을 바탕으로 알고 있는 북극식물을 직접 채취해보고 
채취한 북극식물 샘플을 이용하여 
광합성 량/엽록소 량 측정 실험 장비를 이용하여 간단히 측정하여 비교하여본다.

2.연구목적_[북극식물의 엽록소 량 측정 전 식생조사> 북극 식물 개체 수 확인과 북극의 식물 
생태환경을 알 수 있다. 식물에 따라 다른 광합성 량 data를 가지고 엽록소 량이 다른 원인을 
찾아낼 수 있다.]

3.실험준비,재료_ [메모할 노트와 필기도구, 수집한 식물샘플을 붙인 3m테잎, 핀셋(크기가 작
고 여린 북극식물의 잎이 상하는걸 방지하여 콘텍트 렌즈 집게 이용) , GPS , 사진촬영용 카
메라 또는 스마트폰, 엽록소 량 측정장비]

4.실험순서_

1) 북극식물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학습을 해둔다.
2) 사전에 학습한 북극식물의 이름과 분포형태 특징 등 정보를 가지고 직접 분포상태를 확인하
고 실제로사진의 식물을 찾아 본다.
3) 실험의 주제를 잡고 그 주제에 맞는 형태의 식물 두 가지 종류를 정해둔다.
4) 정해둔 주제에 맞는 식물을 선정하고 직접 그 식물을 찾아 본다 /{여기서 3을 생략하고 바
로 현장에서 관찰하고 제일 분포가 높은 식물을 선정가능}/
5) 준비해온 엽록소 측정 장비를 이용하여 그 자리에서 바로 엽록소 량을 간단하게 측정해본
다



6)오차범위를 줄이기 위해 동일한 샘플을 여러 번 측정 하는 것이 좋다{이번실험에서는 3번}
7) 측정한실험결과를 메모해가면서 실험결과를 정리한다 
8) 정리한 실험결과를 엑셀을 이용하여 정리하고 평균값을 내본다.;

8-2) 조사한 식물각각 위치마다 GPS 좌표를 기록하여 위치를 저장한다.
9) 그래프를 작성하여 두가지종류의 식물의 엽록소량 측정결과를 비교해본다.
10) 차이가 난다면 차이가 나는이유를 추론해볼 수 있다.

5.실험결과_

측정실험을 하게된 북극식물은 쌍자엽식물에 속하는 북극콩버들과 눈범의귀아재비 이다.
실험결과 

이런 data자료가 나왔고 평균값이 각각  50.97 / 34.57
으로 나왔고 이 자료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결과 이렇게 나왔고 눈범의귀아재비 보다 
우리가 측정한  북극콩버들 의 엽록소 량 오차범위

북극콩버들



가 크게 나와 원인을 찾던 중 눈범의귀아재비 의 엽록소 량 측정팀 에서 측정당시 차이가 크
게 나는 값은 제외하고 재측정한 결과를 작성하여 오차의 범위가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실험메모와 함께 연구노트 작성 사진 

6.연구주제 실험후 느낀점
[실험하면서 엽록소 량 측정장비도 다루어보고
장비의 측정원리도 이번에 처음알게되었고
왜 자료의 값이 다르게나오는가 에대한것과 여러 
가지 궁금한점이 많이 해소가 된것같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