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체모방공학과 지적설계증거51)

- 자연에서 얻은 지혜, 벨크로와 연꽃잎효과 -

우리는 생명체들 속에 나타나 있는 질서와 조화를 통하여 그것이 수학적

으로 완벽한 설계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생명체의 놀라운 기능과 모습

들을 현대과학이 모방하여(생체모방공학) 그것을 응용하고 있는 연구 분야는 헤

아릴 수 없이 많다. 그러한 수학적 설계의 증거들에 관하여 몇 가지 나누어 보

고자 한다.

5) 자연에서 얻는 지혜, 엉겅퀴와 연꽃잎

 1948년 스위스의 발명가 엔지니어인 죠지 드 메스트럴(George de 

Mestral)은 그의 애완견과 산책을 하다가 자신의 옷과 애완견의 털에 들러붙어 

있던 엉겅퀴(Burrs, 우엉)의 씨앗을 보고 이를 털어내면서 엉겅퀴의 강한 접착력

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를 연구하여 오늘날의 화스터 테이프(Fastner tape)와 

같은 벨크로(Velcro-상표명, 나일론제의 단추 대신에 쓰는 접착천 또는 접착 테

이프) 제품을 발명하게 되었다.2) 그 결과 수천만 달러 이상의 산업으로 발전하

게 되었는데, 이 벨크로라고도 널리 알려진 이 제품은 국내에서는 찍찍이라고 

불려지고 있다. 장갑, 가방, 옷, 신발 등등 일상생활 가운데 벨크로 제품들을 사

용하는 범위가 넓게 분포되고 있다. 

1) 양승원, [생명의 지적설계와 우주법칙], 성경과학연구소 2020, 5장 참고 
2) Snell-Rood, Emilie. "Interdisciplinarity: Bring biologists into biomimetics." Nature News 

529.7586 (2016): 277.



엉겅퀴(Plant Burrs)의 표면과 섬유(Textile)을 흉내낸 벨크로(Velcro) 제품

과 실제 엉겅퀴의 표면의 유사성을 그림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는데 갈고리 모

양(Hook and Loop)을 본 따서 실과 접착할 수 있도록 흉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3)

이처럼 자연의 지적인 능력을 활용하여 더 나은 것으로 응용한 벨크로 

제품처럼 인간보다 먼저 기본적인 지적인 설계 원리가 이미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꽃잎효과(Lotus effect) 

 자연에서 얻은 지혜 중에 연꽃잎의 표면을 모방하여 얻은 제품들도 있

다. 연꽃잎 표면은 수μm(마이크로미터, 1μm = 1/1,000,000m) 크기의 돌기들로 

덮여 있는데 이러한 특별한 구조로 인하여 물이 스며들지 않게 된다. 물방울이

나 기름, 끈적끈적한 액체도 연꽃잎 속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흘러내린다. 이것의 

원리는 연꽃잎 위의 물방울이 작은 돌기 위에 있어서 표면에 접촉하는 면적이 

크게 줄어들게 되고 그로 인하여 표면장력이 떨어지게 되므로 먼지들을 머금은 

물이 그대로 흘러내리게 되어 정화작용까지 하게 되는 것이다.4) 

5)

3) Frost, J. David, et al. "Biologically-inspired insight into soil arching and tunnel stability from 
the topology of ant nests." press for 19th Int. Conf. Soil Mech. Geotech. Eng. 2017.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320234495_Biologically-inspired_insights_into_soil_arch
ing_and_tunnel_stability_from_the_topology_of_ant_nests

4) Wang, Zuankai. Understanding and controlling wetting phenomena at the micro/nanoscale. 
Rensselaer Polytechnic Institute, 2008.

5) Ivanović, L., et al. "Biomimetics design for tribological applications." Tribology in Industry 



 이런 특징을 연꽃잎 효과(lotus effect)라 한다. 이 연꽃잎 효과를 처음으

로 정리하여 설명한 사람은 독일의 본대학교 식물학자인 빌헬름 바르트로트

(Wilhelm Barthlott) 교수였다. 그는 현미경을 통해 연꽃잎을 관찰하고 나노 크기

에서는 거친 표면이 매끄러운 표면보다 더 강한 물과 친하지 않는 성질을 나타

낸다고 주장하였다.6) 돌기가 있는 표면 덕택에 연꽃잎에서는 물방울이 방울 형

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고, 표면이 기울어져 있으면 그대로 미끄러진다는 

것이다.

 이런 연꽃잎의 자정 능력의 원리를 이용하여 꿀을 푸는 전용 숟가락 및 

그릇 등을 개발하기도 했다. 보통은 꿀이 숟가락 표면에 묻게 되어 많은 손실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숟가락 표면에 수μm크기의 특수 실리콘 돌기를 붙

인 덕에 꿀이 손실 없이 숟가락에서 흘러내려간다. 이외에도 연꽃잎 효과를 이

용한 유리창과 타일, 변기, 자동차 도장, 얼룩이생기지 않는 섬유, 방수지붕기와 

등에 적용되고 있다.7) 

(2018).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316994081_Biomimetics_design_for_tribological_
applications

6) Spaeth, Manuel, and Wilhelm Barthlott. "Lotus-Effect®: Biomimetic super-hydrophobic 
surfaces and their application." Advances in Science and Technology. Vol. 60. Trans Tech 
Publications Ltd, 2008.

7) Neurohr, Ralf, and Cristian Dragomirescu. "Bionics in engineering-defining new goals in 
engineering education at “politehnica” university of buchare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ngineering Education-ICEE. 2007.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229046093_Bionics_in_Engineering-Defining_new_Goals_in_En



 이처럼 자연에서 얻은 지혜를 사용하는 인간이 더 지혜롭기 보다는 자연

을 설계한 설계자의 지혜가 원조이면서 또한 원리(아이디어)를 제공함으로서 더 

뛰어남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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