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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the migration route and the absorption rate of calcium and magnesium in apple leaves 
were compared and analyzed using plant nutrients prepared by wet nano-grinding technology. The 
plant nutrients were sprayed onto the leaves to confirm the component content and the movement 
route of the nanoized calcium and magnesium. At 2, 4, and 8 weeks after the plant nutrient treatment, 
the apple leaves were divided into petiole, lamina, and side, and SEM and EDS were used to measure 
the calcium and magnesium contents. The calcium and magnesium contents of the petiole increased 
from the 4th week after plant nutrient application to 1,115% at the 8th week. The calcium and magne-
sium contents of the lamina decreased after spraying but increased after 4 weeks. The calcium and 
magnesium contents increased in the side of the leaves compared to the control, reaching 673% after 
4 weeks. The calcium and magnesium contents increased with increasing duration in all plots when 
compared with the control unsprayed leaves, suggesting that the usually poorly soluble calcium and 
magnesium were transferred from the petioles to the lamina.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improved calcium and magnesium absorption could be obtained in crops other than apples using 
plant nutrients produced through wet nano-processing technology. This technology is also expected 
to be applicable to natural products and bio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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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사과(Malus Pumila)는 장미과 Malus 속에 속하는 다년생 

식물 사과나무의 열매로서 코카서스 지역부터 서아시아가 원

산지다. 사과는 3,000년 이상 재배되었으며, 전 세계적으로 온

난한 기후 지역에서 생육한다. 과피색은 황색, 녹색, 진홍색, 

홍색까지 다양하게 존재한다. 또한 사과는 부드러운 질감과 

아삭거리는 식감, 달콤한 맛, 새콤한 맛 등 여러 가지 맛이 

있으며, 현재 개발되어 있는 품종은 수천개에 달한다[5].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과의 가장 대표적인 품종은 ‘부사’ 이며, ‘후지

(Fuji)’ 라고도 불린다. ‘후지(Fuji)’는 일본에서 육성된 만생종

으로 수세는 보통이고 묘목을 심은 후 5∼6년째부터 결실한

다. 과실 모양은 원형 또는 장원형이나 약간 기울어진 것이 

많으며, 과피에 붉은 줄무늬가 있는 것이 보통이며 과피색은 

연홍색을 나타낸다. 과육은 황백색으로 과즙이 많고 과실의 

무게는 230~300 g이며, 과실 무게의 9~11%가 당분으로 높은 

당도를 갖고 있어 단맛이 많고 신맛이 적다. 주로 생식용으로 

이용되고 있고, 음료, 양조 원료, 잼, 건과, 분말, 통조림 등의 

가공품과 약품에도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열량을 많이 

내기 때문에 보조 식량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2008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69만 톤 이상의 생과 형태로 소비가 되었으며, 품

종 개량 및 재배기술의 향상 등을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많이 생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7, 10]. 사과는 누적된 피로

를 풀어주고 식욕 증진을 도우며, 설사, 변비, 소화불량, 고혈

압 등에 좋은 과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무기질, 비타민류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 꾸준한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과일이다[1]. 사과의 주요 성분은 수분 85~88%, 탄수화물 9.9 

~14.1%, 회분 0.2~0.3%, 펙틴 0.33~0.77%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히, 다른 과실에 비해 펙틴 함량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식물은 생장과 발육을 하는데 17가지의 필수 원소가 필요

하며, 이들은 이온의 형태로 식물체의 뿌리로부터 흡수되어 

각 부위에서 다양하게 이용된다. 필수 원소들은 식물이 정상

적으로 일생을 완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원소라고 할 수 있

다. 이러한 필수 원소가 부족할 경우에는 특이적인 결핍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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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Plot

         2 weeks                 4 weeks                 8 weeks

Fig. 1. Analysis of Ca2+ and Mg2+ contents in petiole by spraying plant nutrients. The contents of Ca2+ and Mg2+ in petiole was 

increased by 8% after 2 weeks, 156% after 4 weeks and 1,115% after 8 weeks compared to the control.

이 나타나고 생육 부진과 같은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적절

한 영양관리가 필요하다. 칼슘은 주로 토양에 함유되어 있는 

칼슘이온이 도관부를 통하여 흡수 이동 되어 각 식물의 기관 

조직에 축적이 된다. 토양에 칼슘이 부족할 경우에는 고토 석

회나 소 석회 등으로 보충해준다. 하지만 칼슘은 토양에서 용

해도가 극히 낮아 산도교정이나 물리적 조건 개선의 목적으로 

공급되어 왔다. 칼슘은 토양 내에 많이 존재하여도 토양의 상

태나 환경 조건에 따라 칼슘 흡수 또는 과실로의 축적에 제한

을 받아 지상부에서는 조직의 칼슘 부족으로 인한 생리 장해

가 발생하고, 병에 대한 저항력을 감소 시키며 과실의 저장력 

약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칼슘염을 엽

면 살포에 의해 식물체 내 칼슘 함량을 증가 시킬 수 있다. 

마그네슘의 정기적인 공급은 식물의 생장에 도움을 줄 수 있

다. 마그네슘은 새로 자라는 작물 조직의 왕성한 초기 생장 

및 과수의 생산성을 촉진해주고, 식물이 착과 단계에 접어 들

었을 때는 낙과의 감소, 수확 후에는 저장량 비축 및 꽃눈 발아

를 강화하는데 도움을 준다. 엽면 시비는 뿌리의 흡수 기능이 

약해 졌거나 특정 성분의 결핍증상이 나타날 때, 토양으로부

터 흡수가 어려운 성분의 경우 이용되는 시비 방법이다. 엽면 

시비를 하게 되면 비료의 효과를 증진 시킬 수 있고, 농약과의 

혼용이 가능하여 생력화가 가능하다. 하지만 엽면 시비로는 

양분 공급량이 한정적 이고, 엽면시비제가 잎 표면에서 증발

되어 버리면 효과가 없어진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칼슘과 마그네슘의 흡수율을 증진 시키기 위해 

습식 나노화 공정기술을 적용하여 식물 영양제를 만들었으며, 

이것을 사과나무에 살포 하였을 때 칼슘과 마그네슘의 이동 

및 흡수율을 비교 분석 하였다.

재료  방법

실험 재료

본 연구에서는 2017년 5월부터 7월까지 경상북도 영천시 화

북면과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에서 재배된 사과나무(Malus 

pumila var. dulcissima Koidz.) 열매 부사(후지) 품종을 실험 

재료로 사용 하였다.

습식 나노 분쇄 용 식물 양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식물영양제는 불용성 칼슘과 마그네슘

을 포함 한다. 불용성 칼슘과 마그네슘을 나노화 기술을 이용 

하여 물에 분산한 제형이다. 습식 분쇄기(Rotate Mill; Amstech. 

Co.Ltd., South Korea)를 이용하여 불용성 칼슘과 마그네슘을 

포함하는 식물영양제를 5시간 이상 습식 나노화 분쇄하였다. 

불용성 칼슘과 마그네슘을 나노 입자 크기는 입도 분석기

(Nano ZS, Malvern, United Kingdom)를 이용하여 처리 시간

별로 확인 하였다.

식물 양제 살포  시료 채집

식물영양제는 2017년 5월 22일에 살포하였으며, 식물 영양

제 1차 살포 후 2주, 4주, 8주 단위로 사과 잎을 채집하여 잎의 

잎몸, 잎자루, 옆면에서의 칼슘과 마그네슘 흡수율을 비교 분

석 하였다.



Journal of Life Science 2019, Vol. 29. No. 7 771

Table 1. Average particle size according to the time of nano- 

processing

Processing time Average of particle size (nm)

0

1

2

3

4

5

6

7

8

9

10

11

1,082

2,621

 977

1,036

1,657

1,558

1,252

 977

1,164

 791

 916

 597

Fig. 2. Analysis of Ca2+ and Mg2+ contents in the adaxial and abaxial of apple leaf blades by spraying plant nutrients. At the 

adaxial of the leaf blade, the content of Ca2+ and Mg2+  increased by 47% in the 2 weeks, 454% in the 4 weeks, and 52% 

in the 8 weeks, and abaxial of the leaf blade, the content of Ca
2+ and Mg2+ increased 48% in the 2 weeks, 539% in the 

4 weeks, 13% in the 8 weeks. The contents of Ca
2+ and Mg2+ increased the most at 4 weeks after nutrient application.

사과 잎의 Ca2+, Mg2+ 함량 분석

식물영양제를 살포한 지역의 사과 잎 성분을 관찰하기 위하

여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과 경산시 하양읍에 위치한 부사

(후지) 종 사과 농가를 대상으로 선정 후, 식물 영양제 살포 

후 2주, 4주, 8주 단위로 잎을 채집하였다. 사과 잎을 잎몸과 

잎자루로 구분하여 샘플 홀더 위에 사과 잎을 고정 하였다. 

Cressington 108auto SEM sputter coater (Cressington Sientific 

Instruments Inc, Cranberry Twp, PA)에 넣은 후 35 mA/ 

mbar로 약 55초 도금 후, 전계방사 주사전자현미경(JSM- 

6335F, JEOL, Japan)을 사용하여 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y)과 EDS (Energy Dispersive Spectrometry)를 통

해 사과 잎 실험군과 대조군의 칼슘과 마그네슘 성분 함량을 

분석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칼슘과 마그네슘 성분 차이를 

비교하여 나노기술을 적용한 식물영양제의 효과를 확인하였

다[3, 9, 11]. EDS 촬영 후, 아래의 식에 대입하여 식물 영양제 

미살포 대비 살포한 사과 잎의 칼슘과 마그네슘 함량의 증가

율을 확인 하였다.

증가율(%) = (A-B)/B ×100

A: 식물영양제 살포한 사과 잎의 칼슘, 마그네슘 함량

B: 식물영양제 미살포한 사과 잎의 칼슘, 마그네슘 함량

결과  고찰

습식나노분쇄 용 식물 양제 제조

본 연구에서 제조한 식물영양제는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 

칼슘과 마그네슘을 나노화 기술로 물에 분산한 제형으로 습식 

분쇄기(Rotate Mill; Amstech.Co.Ltd., South Korea)를 이용하

여 불용성 칼슘, 마그네슘을 포함하는 식물영양제를 9시간 이

상 분쇄한 것으로, 초미세분쇄에 따른 입자 크기의 감소에 의

해 칼슘과 마그네슘의 흡수율 증대 등을 기대할 수 있다[8, 

12]. 나노 입자 크기는 입도 분석기(Nano ZS, Malvern, United 

Kingdom)를 이용하여 확인 하였다. 나노화 기술은 생명공학

과 의약학이 발달함에 따라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습식 

나노 분쇄 기술로 세포와 같은 생물학적 원료를 분쇄하기에 

적절하며 습식 분쇄기(Rotate Mill; Amstech.Co.Ltd., South 

Korea)를 사용하여 가공하는 기술이다. Rotate mill 장비는 가

공 원료가 분산 베셀의 내부로 유입되어 내부에 충진 되어 

있는 비드와 충돌 한 후 분쇄 되어 베셀 외부의 스크린을 통과

한다. 이 과정의 반복을 통해 입자는 점점 작아지고 나노화 

된다[6]. 본 연구에 사용된 식물영양제는 전체 제조 무게 중 

초산칼슘 10%, 탄산 칼슘 13%를 혼합하여 제조하였으며, 용매

는 물을 사용하였다. 제조된 식물영양제는 나노화 공정 시간

에 따라 입자 크기가 점점 감소한다. 대량 생산 장비를 이용하

여 약 9시간 이상 나노화 처리할 경우 900 nm 이하의 입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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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Plot

         2 weeks                 4 weeks                 8 weeks

Fig. 3. Analysis of Ca2+ and Mg2+ contents in the side of apple blades by spraying plant nutrients. The contents of Ca2+ and Mg2+ 

in the side of apple blades decreased by 36% after weeks compared to the control but increased by 637% after 4 weeks 

and 376% after 8 weeks.

갖는 제형을 제조할 수 있었다(Table 1).

사과 잎의 Ca2+, Mg2+ 함량 분석

식물영양제를 살포한 사과 잎의 칼슘과 마그네슘 성분 함량 

및 이동 경로를 관찰하기 위해 식물 영양제 살포 후 2주, 4주, 

8주 경과한 잎을 채집하였으며 잎몸, 잎자루, 옆면으로 구분 

하여 칼슘과 마그네슘 함량을 측정하였다. 습식 나노화 기술

을 이용하여 제조한 식물 영양제를 잎에 살포 후 잎자루에서 

칼슘과 마그네슘의 함량을 비교해 보았을 때, 미살포 대비 2주

차에는 8%, 4주차에는 156% 그리고 8주차에는 1,115%가 증가 

하였다(Fig. 1). 사과의 잎몸은 잎의 앞면과 뒷면으로 구분하여

서 칼슘과 마그네슘의 함량을 비교 분석하였다. 칼슘과 마그

네슘 함량을 분석한 결과 미살포 대비 2주차에는 잎의 앞면에

서 47%, 잎의 뒷면에서 48%, 4주차에는 잎의 앞면에서 454%, 

잎의 뒷면에서 539% 증가하였으며, 8주차에는 잎의 앞면에서 

52%, 잎의 뒷면에서 13% 증가 하였다. 살포 후 4주차에서 칼슘

과 마그네슘 함량이 가장 높았으며, 8주 후에는 미살포와 비교 

하였을 때 칼슘과 마그네슘의 함량이 증가 했지만 4주차에 

비해 칼슘과 마그네슘 함량이 감소하였다(Fig. 2). 마지막으로 

사과 잎몸의 옆면에서 칼슘과 마그네슘의 함량을 측정한 결

과, 미살포 대비 2주차에는 칼슘과 마그네슘의 함량이 36% 

감소하였으나, 4주차에는 673%, 8주차에는 367% 증가 하였다. 

잎의 옆면은 식물 영양제 살포 후 4주차에서 칼슘과 마그네슘

의 함량이 가장 많이 증가 하였으며, 8주 후에는 칼슘과 마그

네슘 함량이 감소하기 시작하였다(Fig. 3).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아무것도 살포하지 않은 식물체에 비해 습식 나노화 기

술을 사용하여 만든 식물 영양제를 살포한 식물체의 잎에서 

칼슘과 마그네슘 함량이 점점 증가하였다. 또한 습식 나노화 

식물영양제의 불용성 칼슘과 마그네슘 성분이 사과의 잎자루

에서 잎몸까지 이동한 것으로 판단된다. Moon 등[13]은 칼슘

과 마그네슘이 포함된 chitosan을 토양 관주와 엽면 살포를 

통해서 식물체에 양분을 주어 흡수율을 비교분석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영양제를 7일 간격으로 투입 하였을 때는 

토양 관주와 엽면 살포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지

만, chitosan을 14일 또는 21일 간격으로 투입 했을 때는 토양

관주보다 엽면 살포를 했을 때 식물체에서 더 많은 칼슘과 

마그네슘이 남아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

로 나노 습식화 적용 식물영양제를 제작하여 엽면 살포를 실

시했을 때 식물에서 더 효율적으로 영양분의 공급이 가능하다

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본 연구진은 습식 나노 공정 

기술을 통해 제조된 식물영양제를 활용하면 사과 이외의 과실

나무에서도 칼슘과 마그네슘 흡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

로 판단하였다. 또한, 식물 영양제 이외에도 천연물이나 바이

오산업에도 나노 공정 기술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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