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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미세먼지에 대한 바른 이해와 대처방안에 대한 STEAM을 적
용한 학습을 위한 다학문적 시각에서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수업지도안을 수정•개발하였
다.
다양한 활동지와 직접 측정장치를 만들고 이를 적용하는 등 개발 자료를 통한 학습효과
극대화 및 의식 변화에 영향을 줄것으로 기대하며, 수업 적용을 쉽게 하도록 학생활동지
와 교사 지도 자료를 함께 개발하였다.

2. 서론
가. 기존 개발된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프로그램을 각 교과별 특성에 맞게 다
양한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는 STEAM 프로그램 확산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나. 적용하는 학교 현실과 적용하고자 하는 교사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프로그
램의 장점은 살리면서 다양한 교과목과 컨텐츠를 통한 프로그램의 개선‧보완을 통한
질적 제고를 꾀하고자 하였다.
다. 학생활동을 통한 배움 중심 수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이 융합학문
적 시각으로 사회문제를 바라보는 시야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라. 직원협의를 통한 교과 참여를 유도하여 STEAM주간을 정해 많은 학생이 다양한
STEAM 수업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3. 연구 수행 내용
가. 기존 개발된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프로그램을 각 교과별 특성에 맞게 다
양한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는 9차시 분량의 STEAM 프로그램으로 수정 개발함.
나. 미세먼지의 이해와 포집을 활용한 공기정화방법 지문에 대한 창의적 읽기, 세계의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이해 및 해결방안 제시, 인간활동에 의한 기후변화(미세먼지
와 지구시스템), 실내공간에서의 미세먼지의 위험성, 미세먼지 측정을 위한 장치 제
작 및 적용을 통해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입체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지도안을
구성함.
다. 개발된 프로그램과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수업을 학생부 기록으로 연결
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 및 내용을 개선교과 특기세부사항으로 기록하는 예시를 제
공함.
라. 학생 활동을 중심으로한 배움중심 STEAM 수업이 되도록 활동지와 지도교사를 위
한 적절한 지도자료를 개발함.

- 1 -

마. 많은 학생들이 STEAM 학습 경험을 갖도록 교사의 동의를 구해 여러 교과에서 다
양한 STEAM 수업을 하는 STEAM 중심학습 주간을 운영함.
프로그램명
다학문적 시각으로 배우는 미세먼지 수업 STEAM 프로그램
선행
< 2019년 STEAM 교사연구회 >
프로그램명 미세먼지의 이해와 대응에 대한 STEAM 프로그램 (16차시)
학교급 고등학교 대상 학년(군)
1,2,3학년
중심과목 지구과학

중심과목
[12지과Ⅰ04-04]기후변화
성취기준 영역

[12독서02-05]문제해결하며 읽기
국어
[12미적02-12],[12미적03-03]그래프,적분
연계과목
수학
세계지리 성취기준 영역 [12세지08-02] 지구적 환경 문제
융합과학
[12융과04-02] 정보인식 센서

STEAM 연계과목
프로그램
구분

주제
연번

차시
(시수)

과목 연계(안)

1,2

3

사회(1) + 국어(2)

3,5

2

과학(1) + 사회(1)

1,4

2

수학(1) + 과학(1)

개발결과

6,7
2
융합과학(정보)(2)
다학문적 시각에서 주제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STEAM
적용결과
학습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짐.

4. 연구 수행 결과
가. 결과 개요
구분

수행 계획

교수학습지도안 개발 차시

총 9차시 예정

수업 적용 일정

2020. 8. 3. ~ 2020. 11.20.

(STEAM 수업)수혜학생 수
학생 태도검사

김해삼방고학교 72명

사전검사

7월 20일, 3개 학급(65명)

사후검사

11월 19일, 3개 학급(60명)

학생 및 교사 만족도조사

교사연구회 STEAM 행사 개최

논문 또는 학술대회

11월 19일
2020. 9. 2. 7교시(15:40~16:30) 수업공개
2020. 9. 9. 전문적학습공동체 3학년부 협의 ‘STEAM
수업안 공개’
2020. 9. 23~25 STEAM 교육주간 운영
해당없음

특허출원(국외, 국내)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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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예시
○ (국어) 미세먼지를 주제로 한 창의융합수업(STEAM)에서 미세먼지의 개념, 미세먼지
포집과 필터, 공기정화 방법에 적용된 과학기술 지문에 대해 이해하며 글을 구조화하여
핵심을 체계적으로 정리함.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미세먼지 포집방법을 활용한 국내외
의 다양한 공기정화시설을 조사하고, 청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명료하고 전단력 있게 발
표한 것이 인상적임. 공기정화시설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 모둠원들과 열띤 토론을 펼치
고, 미세먼지 저감 방법에 대한 창의적 해법을 제시함. 실생활과 밀접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함.

○ (세계지리) 미세먼지를 주제로 한 창의융합수업(STEAM)에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탐구하고 미세먼지 리플릿을 제작함. 미세먼지를 다룬 기사를 통해 미세먼지 문제가 심
각한 지역을 파악하고, 지형, 항상풍과 같은 자연환경과 산업, 환경 규제와 같은 인문환
경 등을 적용하여 미세먼지의 이동과 주변 지역의 피해 상황을 정리함. 이를 통해 미세
먼지가 지구적 환경문제라는 사실을 도출하고,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서
미제먼지 문제는 국제사회의 협력과 개인의 실천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미세먼지 리플릿을 제작하고 전시하는 활동을 통해 지리적ㆍ과학적 원리를 적용하여 대
기 오염물질의 확산이라는 지구적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다른 학생들이 우
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고민해 보고, 환경문제 해결에 동참할
수 있도록 관심을 이끈 점이 돋보임.

○ (지구과학) 창의융합수업(STEAM)에서 미세먼지를 주제로 미세먼지에 대한 개념 확립
과 미세먼지의 유해성을 파악함. 이를 위해 마스크 성능을 파악하여 마스크 착용의 중요
성을 몸소 느끼게 됨. 미세먼지가 인간 뿐 만 아니라 다양한 지구환경 시스템으로 악영
향을 끼침을 모둠활동을 통해 다양한 정보와 의견을 나누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함. 특히,
생물권 중 수상 생물들의 미세먼지에 대한 피해를 파악하던 중 다양한 환경오염까지 알
게 되어 환경 보존에 대한 중요성까지 강조하는 발표로 확장적 사고활동이 됨.

○ (미적분) 미세먼지를 주제로 한 창의융합수업에서 실외미세먼지농도와 실내미세먼지농
도의 차이와 이에 따라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해 가설하고, 실험하여 수학적 분석을
통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실세계 연관 과학수학 융합적 사고를 보임. 미세먼지 농도 측정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내고 이를 함수로 이끌어내는 과정이 어려웠으나 모둠원과 협력하
여 알맞은 함수를 만들고 미분,적분을 통해 결론을 도출해 냄으로써 수학이 실세계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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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응용되는지 직접 체감할 수 있었다고 발표함. 더 나아가 일상생활에서 흡입하고 있
는 미세먼지 확인 방법과 실내 미세먼지양을 줄이는 방법을 추가적으로 조사하여 수학신
문을 만들고 캠페인함으로써 문제해결능력 및 실천력을 배양함.

○ (융합과학) 미세먼지 측정 장치를 직접 제작하는 과정에서 아두이노 보드의 각 기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브래드 보드를 매개로하여 아두이노와 온습도 센서, 미세먼지
센서를 정확하게 연결하였으며, 스캐치 프로그램을 해석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작업 하는
역량이 우수함. 회로도 구성을 깔끔하고 단순하게 처리하여 논리적 사고력이 우수함을
보여줌.

5. 결론 및 제언
가. 결론 및 기대효과
○ STEAM 연구회 활동을 통해 동료 교사간 수업에 대한 공동 연구 및 나눔이 활성화
되어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역할을 함.
○ 동일 주제에 대해 다학문적 시각으로 접근하는 교수 학습을 통해 교사와 학생 모두
융합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다는 사실이 매우 좋음.
○ 미세먼지에 대한 지리 수업과 지구과학 기류 수업에서 배우고, 직접 미세먼지 측정
기를 제작하고 교실의 미세먼지를 측정한 후 수학적 접근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융복합
교과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이 매우 좋음.
○ 수업지도안, 학생활동지, 교사 참고 자료, 평가 방법 및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세부 특
기사항 기록 예시 자료를 통해 미세먼지를 주제로 STEAM 수업을 계획하는 학교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양한 교과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미세먼지에 대한 바른 이해와 대처방안
에 대한 STEAM을 적용한 학습을 통한 학습효과 극대화 및 의식 변화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함.
○ 기존 개발된 미세먼지 교육 STEAM 프로그램이 각 교과별 특성에 맞게 다양한 시
각으로 접근할 수 있는 STEAM 프로그램, 교사가 쉽게 적용하는 프로그램으로 개선
됨.
○ Arduino와 센서 활용 장치 제작 프로그램을 통해 STEAM 역량 제고 및 확산에
기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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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사연구회 참여를 통한 STEAM 프로그램 개발, 적용 관련 좋았던 점
○ 단순 교과지식 수업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느끼는 실생활 문제를 가져와서 수학적 지
식을 활용해봄으로 수학의 유용성과 수학교육의 중요성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좋
은 기회였다. 특히 실험과정에서 사용한 아두이노 미세먼지 측정기는 과학시간에 만든
것으로 교과간의 연결성 또한 느낄 수 있었으며 국어, 세계지리, 과학과 연결지어 활동함
으로써 하나의 현상에 대해 다양한 각도로 생각할 수 있는 시발점이었다.

○ 미세먼지 주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했는데 다양한 교과 선생님들과 함께 하
면서 사회, 과학, 수학적 접근법과 전문적이고 학문적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다. 하나의 주제를 여러 차시로 진행했다면 단조로울 수 있었는데 다양한 교과목의
전문성 있는 선생님들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학생들의 참여로 창의성과 활력이 넘친 수
업을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인상적이었다.

○ 미세먼지의 개념과 발생, 확산, 해결 방안 등을 이해하는데 과학적 개념뿐만 아니라
사회적, 수학적 개념을 모두 적용하게 하는 학습 경험을 제공했는데 이는 학생들의 통합
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이
앞으로 다른 문제를 탐구하는데 있어서도 주어진 문제를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다
학문적 접근을 통해 창의적이고 실제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계기
를 제공해 주었다는 점이 좋았다.

○ 교과 내용에서 벗어나 미세먼지에 대한 지구시스템적으로 적용해보는 계기가 되었으
며, 학생들도 단순히 미세먼지로 인한 생활의 불편이 아니라 지구시스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을 깨닫고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 미세먼지 문제를 직접 측정할 수 있는 장치 제작을 위해 기본적인 아두이노에 대한
이해와 스캐치 프로그램을 익히고, 회로와 센서 및 보드와의 연결을 실습하는 학생들의
표정이 너무 밝고 참된 배움의 장이 형성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서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행복함을 느낀 경험이었다. 학생들이 미세먼지 측정장치를 만든 후 실습하려는 의지가
보기 좋았고, 이를 계기로 학교 발명 아이디어전에 아두이노를 이용한 생활 기능제품을
설계하겠다며 찾아오는 학생들이 제법있어서 SREAM 교육이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되는
것을 보게되어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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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사연구회 참여를 통한 STEAM 프로그램 개발, 적용 관련 어려웠던 점
○ 주제와 고등학교 수학 내용과의 연계성을 디자인하기가 쉽지 않았으며 고등학교 수준
만으로 실세계 현상을 분석하기가 부족하였음. 일과 중 틈틈히 변인을 통제해가며 실험
하기가 녹록치 않았다.

○ 여러 교과와 함께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과목 수업 활동이 유기적이고
연계성이 높으려면 어떻게 수업을 디자인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것이 제일 어려웠다.

○ 수업을 구성하고 난 이후 수업 관련 자료를 찾는 것이 어려웠다. 미세먼지에 대한 기
본적인 자료는 풍부하게 구할 수 있지만, 수업 설계에서 기대했던 구체적인 자료를 구하
는 것이 어려웠다. 활동지의 많은 부분을 기사에 의존한 자료로 구성하면서, 기사에 대한
신뢰도에 우려도 있었으며, 좀 더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다른 교과와 연계성을 높이고, 학생의 개별적인 특성과 수준,
수업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창의적인 수업을 구성하고 자료를 개발하는 역량이 향상되
었다고 생각한다.

○ STEAM 프로그램 과학기술 기반의 융합적 사고력과 실생활 문제 해결력을 배양하는
교육이나 입시위주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코로나로 인해 교과진도, 과중한 담임 업무와
학생 지도 등으로 제대로 계획하고 실천하지 못해 많은 아쉬운 점이 있다.

○ STEAM에도 교과내용에 실질적인 연관이 있는 인문교과를 연계하려 했으나 진행하다
보니 실제 모든학생이 같은 교과목 수업을 듣는 것이 아니어서 자연공학계열학생 중심
수업이 될 수 밖에 없는 현실 때문에 인문교과 적용이나, 인문게열 학생에게 STEAM 교
육을 접목하는 일이 어려웠다.(세계지리 내용을 자연계열에 임시 시간 편성하여 수업함)

○ 처음에는 전 학년 통합 STEAM 수업안을 계획했으나 3학년 교과교사 중심의 연구위
원구성에 따른 수업 학반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로 3학년 자연공학계열 학생을 대상으로
수정하다보니 계획보다 대상학년, 학생이 줄었고, 입시를 앞둔 3학년 수업에 적용하기에
약간의 눈치가 보이는 등 적용이 쉽지 않았다.

○ 코로나19로 인해 교실에서 그룹활동이 제한되므로 다양한 방법의 적용이 쉽지 않아
수업 적용에 한계를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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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STEAM 교사연구회와 해당 STEAM 수업 프로그램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
○ STEAM 교사 연구회를 하면서 개선하면 좋았다고 생각하는 점으로 정규 수업 계획은
이미 학기초에 세우고, 시험도 진행해야 하는 과정에서 STEAM교육프로그램을 병행하기
란 육체적으로, 시간적으로도 힘든 도전이었다. STEAM수업 프로그램 진행은 매 학기 시
작하기 전에 미리 계획할 수 있도록 해서 여러 교과 선생님들이 창의융합수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충분히 주어야한다고 생각한다.

○ 학기 초에 STEAM 수업 프로그램 계획한다면 학교 교육과정 차원으로 도입하여
STEAM 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사들의 수업과 업무를 조절하여 STEAM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었으면 한다.

○ 입시 위주의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STEAM 수업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
이 필요해 보인다.

○ 연간 학교 계획을 세울 때 STEAM 교육 주간을 편성한다면 전 학생이 STEAM 교육
경험 기회를 갖게 할 수 잇을 것이다.

○ 최근 학교마다 전문적학습공동체가 학년 또는 교과단위로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통해 STEAM 연구와 연수가 이루어진다면 현장에서 보다 더 잘 적
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6. 참고 문헌
• 융합학문 , 어디로 가고 있나?, 김광웅 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STEAM 과학미션스쿨, 김운화, 학지사
• STEAM수업, 재미있게 할 수 없을까?, 조미애, 잼난인연
• 과학이 좋아지는 STEAM, 한국과학창의재단

- 7 -

[부록1] STEAM 프로그램 개발 내용 및 결과물
(프로그램명)

다학문적 시각으로 배우는 미세먼지 수업 STEAM 프로그램

1. STEAM 프로그램 개발·적용 교육과정
연번

차시

1

1~2/9

(중심과목)
2015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연계과목)
성취기준 영역

[12독서02-05] 글에서 자신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나 필자 세계지리
[12세지08-02]

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창의적으로 읽는다.

지구과학
[12세지08-02] 지구적 환경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나 생태
2

3~4/9

발자국, 가뭄 지수 등의 지표들을 조사하고,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안한다.

1 2 지 과 Ⅰ
04-04]

[12지과Ⅰ04-04]기후 변화의 원인을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으
3

5~6/9

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인간 활동에 의한 기후 변화의 환경적, 사회적 세계지리
및 경제적 영향과 기후 변화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12세지08-02]
토의할 수 있다.
[12융과04-02] 정보를 인식하는 여러 가지 센서의 기본 작동 원리를 이

4

7~8/9

해하고,
태로

5

9/9

휴대전화,

변환되어

12미적02-11]
[12미적03-01]

광통신

전달되는

접선의

등

첨단

과정을

방정식을

치환적분법을

정보

설명할

구할

수

전달기기에서
수

있다.

활용할

다른

형 미적분
[12미적02-11]

있다.

이해하고, 이를

- 8 -

정보가

융합과학
수

있다.

12융과04-02]

2. STEAM 프로그램 총괄표(총 9차시)
차시

주요내용
주제(단원)명
Co

1~2
/9

CD

ET

미세먼지의 개념, 유해성, 미세먼지 포집방법, 필터와 공기정화 방법 등에 대한 설

명문을 읽고 미세먼지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인식하고 포집 및 정화 방법에 대해
이해한다.
미세먼지 개념, 유해성, 포집방법, 필터와 공기정화 방법에 대한 설명문을 구조화
하여 독해하고 모둠별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미세먼지 포집과 공기정화와 관
련된 사례를 조사한 후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제작하여 발표한다.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을 알고 심각성 및 유해성에 대해 이해한
다. 미세먼지 포집을 활용한 공기정화 사례의 실효성에 대해 고민한다.

주제(단원)명
Co

3~4

CD

/9
ET

5~6
/9

CD

ET

/9

Co

Co
CD

/9

지와 황사)

융합과학, Ⅳ.정보통신과 신소재

3. 센서의 종류와 작동원리

아두이노 원리 학습을 통해 간단한 조작으로 LED 를 제어할 수 있음을 체험
한다
LCD, 온습도 센서, 미세먼지 센서를 어떻게 연결하여 미세측정기를 만들 수 있을까?
1. 브래드 보드를 이용하여 아두이노와 LCD, 미세먼지 측정 센서를 연결하는 방법을 익
히고 미세먼지 측정기 회로도를 설계하고, 미세먼지 측정 장치를 제작한다.
2. 오픈소스인 스캐치 프로그램을 컴파일하고 업로더하여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주제(단원)명
9

지구과학1. (4) 대기와 해양의 상호 작용 – 인간활동에 의한 기후변화(미세먼

미세먼지 크기에 따른 분류와 생활마스크 차단률을 알아본다.
미세먼지 발생원인과 종류를 조사
미세먼지로 발생가능한 기상이변이나 악기상에 대해 알아본다.
지구시스템적 접근으로 미세먼지로 발생가능한 생태계 환경 변화와 위험성을 알아본다.
미세먼지 크기를 다양한 비유방법으로 인식한다.
지구시스템적 접근으로 미세먼지로 유발 가능한 생태계변화에 관심을 갖도록 한다.
(미세먼지 주성분 파악 → 기권과 수권, 지권권에 미치는 영향
→ 서식지 변화에 의한 생태계 피해)
미세먼지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인간의 소비적 생활 활동으로 발생빈도가 증가함을 깨
닫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논의해본다.

주제(단원)명

7~8

세계지리 - Ⅷ. 평화와 공존의 세계-2. 지구적 환경 문제에 대한 국제 협력과 대처

세계의 미세먼지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고민한다.
세계의 미세먼지 피해 지역과 발생 원인, 미세먼지의 확산,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
제 협력과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둠별로 조사하고, 미세먼지 리플릿을 제작하
여 발표한다.
미세먼지 문제를 지구촌 전체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인식하고, 국제 사회의 협력 방안과 우
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주제(단원)명
Co

독서-3. 창의적 읽기- 문제해결하며 읽기

Ⅱ.1.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

Ⅲ.1. 여러 가지 함수의 적분

실내 공간에서의 미세먼지 심각성을 직접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해하며 그 대처방안
과 함께 홍보방법을 고안한다.
CD 모둠별로 미세먼지 측정기를 이용하여 직접 미세먼지를 측정해보고 함수의 그래프와 미적
분을 이용하여 이를 분석해본다.
ET 실내 공간에서의 미세먼지 심각성을 깨닫고 이에 대처하는 방법의 필요성을 인지한다.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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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EAM 프로그램 차시별 수업지도안
중심과목

독서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독서 3. 창의적 읽기- 문제해결하며
읽기

주제(단원)명

학습목표

연계과목
S

학교급/학년(군) 고등학교/2,3 학년
중심과목
성취기준

[12독서02-05] 글에서 자신과 사회의 문
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창의적으로 읽는다.

미세먼지의 이해와 포집을 활용한
차시
1~2/9
공기정화방법
1) 미세먼지의 개념과 유형, 유해성, 미세먼지 포집방법, 필터와 공기정화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과학적 원리를 반영한 미세먼지 포집 방법, 필터와 공기정화방법 사례에 대해 모둠별로
조사하여 프리젠테이션 활용한 발표를 할 수 있다.
3) 미세머지 포집을 활용한 공기정화방법의 실효성에 대해 평가할 수 있다.
연계과목
세계지리
[12세지08-02]
성취기준 영역
미세 먼지의 개념과 유형, 유해성, 미세먼지 포집방법, 필터와 공기정화 방법에 대해 구조
화하여 이해한다.

T 미세먼지 포집 방법, 필터와 공기정화방법에 반영된 과학 기술 원리를 이해한다.
STEAM
요소

E
A

미세먼지의 포집 방법, 필터와 공기정화방법 사례에 대해 모둠별로 조사하여 프리젠테이
션 자료를 제작한다.

M

미세먼지 저감 방안으로 미세먼지 포집을 활용한 공기정화시설의 실효성에 대해 질의응답
을 한다.

개발 의도

미세먼지의 개념과 유해성을 인식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방안으로 미세먼지 포집을
활용한 공기정화시설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 고민해보는 등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미세먼지의 개념, 유형, 유해성을 인식하고, 미세먼지 포집과 필터, 공기정화 방법에 적용된 과학기술
에 대해 이해하며, 미세먼지 저감 방안의 하나로 미세먼지 포집을 활용한 공기정화시설 방안의 실효성
에 대해 고민해보는 등 실생활과 밀접한 문제에 대한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상황 제시

STEAM
학습
준거

상
황
제
시

1. 미세먼지의 개념
유해성, 미세먼지 포
집방법, 필터와 공기
정화시설에 대해 구
조화하여 이해한다.
2. 국내외 미세먼지 포
집방법을 활용한 공
기정화시설을 조사하
며 미세먼지 저감 방
법에 대해 이해한다.

창
의
적
설
계

창의적 설계
1 차시) 모둠별로 국내외 미세먼
지 포집을 활용한 공기정화시
설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제작한
다.
2 차시)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최
종 피드백 및 수정, 정리를 하
고 발표를 한다. 모둠별 발표
진행 후 자유롭게 실효성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동료
평가를 실시한다.
감성적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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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세먼지에 대한
개념, 유해성, 포집방
법, 필터, 공기정화시
설에 대한 정보를 제
공한다.
2. 미세먼지 저감 방안
으로 미세먼지 포집
을 활용한 공기정화시
설 방안의 실효성에
대해 고민한다.

감
성
적
체
험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1~2 차시)

학습자료
및 유의점

Co

-미세먼지가 무엇인지, 미세먼지와 관련된 자신의 경험에 대해 질의응답한다.
도입
(10 분)

동영상

ET

-미세먼지의 개념, 유해성에 대한 다양한 사례에 대한 동영상 시청
잿빛 하늘의 공습, 미세먼지 질환 (https://youtu.be/S1r-43QKzQ0)
-학습목표 제시

Co

-미세먼지 먼지 관련 설명문을 제시하여 읽는다
-내용을 구조화하여 읽고 핵심내용을 정리한다.
-미세먼지 포집방법, 필터와 공기정화시설에 대해 이해한다.
CD
노트북
전개
-미세먼지 저감 방안 중 하나인 미세먼지 포집 방법을 활용한 공기정화시설에 대해 테블릿 PC
(40 분)
스마트폰
모둠별로 조사하는 활동을 진행한다.
1 차시
-조사시 노트북, 테블릿 PC, 스마트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진행한다.
-사례를 제시하되 과학적 원리를 찾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활발한 토의를 통해 조사활동 및 프리젠테이션 제작을 한다

ET

-모둠원들이 조사‧토의한 내용들을 활동지에 정리하여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완성한다.

Co

-전 차시에 작성한 활동지와 프리젠이션 자료를 점검하고 피드백활동을 한다.
-모둠별 토의를 통해 수정 및 정리를 한다.
CD

PC
전개 -국내외 미세먼지 포집을 활용한 공기정화시설 및 장치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자료
TV
(40 분) 를 최종 정리하고 발표를 한다.
동료평가지
2 차시
필기구
ET

-각 모둠 발표가 종료되면 발표한 공기정화시설 및 장치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 질
의응답한다.
-다른 모둠의 발표를 경청하고 동료평가지를 작성한다.
-동료평가지의 서술형 평가의견항목은 모둠별 토의를 거쳐 작성하도록 지도한다.

ET

정리 -미세먼지의 개념, 유해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다.
(10 분) -미세먼지 저감방안 중 미세먼지 포집을 활용한 공기정화시설에 대한 실효성에 대
해 정리하고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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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과목

세계지리

학교급/학년(군) 고등학교/2,3 학년
[12세지08-02] 지구적 환경 문제에 대처하
중심과목 세계지리 Ⅷ. 평화와 공존의 세계-2.
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나 생태 발자국, 가뭄
중심과목
성취기준 지구적 환경 문제에 대한 국제
성취기준
지수 등의 지표들을 조사하고, 우리가 일상
영역
협력과 대처
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안한다.
세계의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이해
주제(단원)명
차시
3~4/9
및 해결방안 제시
1) 미세먼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조사하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2) 지리적 원리를 적용하여 미세먼지의 특성과 심각성을 이해하고, 모둠별로 미세먼지 리
학습목표
플릿을 제작할 수 있다.
3) 미세먼지 문제를 지구적 환경 문제로 인식하고,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
연계과목
연계과목 지구과학
[12지과Ⅰ04-04]
성취기준 영역
S 세계의 미세먼지 피해 지역과 발생 원인, 미세먼지의 확산에 대해 이해한다.
T
STEAM E
세계의 미세먼지 피해 지역과 발생 원인, 미세먼지의 확산, 미세먼지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리
요소
A
플릿을 제작한다.
M
개발 의도

세계의 미세먼지 문제를 지구촌 전체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인식하고, 지구적 환경 문
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세계시민 의식을 함양하고자 한다.

세계의 미세먼지 피해 지역과 대기 오염 물질의 이동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고, 미세먼지 피해에 영향
을 미치는 자연환경과 산업을 이해하고, 미세먼지 문제를 지구촌 문제로 인식한다. 미세먼지를 해결하
기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조사하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세계시민으로 가져야 할 태도를 함양한다.

상황 제시

STEAM
학습
준거

상
황
제
시

1. 세계의 미세먼지
피해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고, 미세먼지
피해의 원인을
이해한다.
2. 대기 오염 물질의
이동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고, 미세먼지
문제를 지구촌
문제로 인식한다.

창의적 설계
1 차시)
창
의
적
설
2 차시)
계

세계의 미세먼지 피해와
발생 원인, 미세먼지의 확
산, 해결 방안에 대한 모둠
별 리플릿을 제작한다.
미세먼지 리플릿을 게시
하고 발표한다.

감성적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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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적 환경 문제를
올바로 이해하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

감
성
적
체
험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학습자료
및 유의점

Co

-세계적으로 미세먼지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생각되는 지역과 그 이유에 대해 질문
한다.
도입
(10 분)

동영상

ET

-미세먼지의 이동에 대한 동영상을 시청한다
장영실쇼 봄의 불청객 황사와 미세먼지
https://www.youtube.com/watch?v=dAtK2tKT9Q4
-학습목표 제시
Co

-세계의 미세먼지 오염도와 발생 원인, 미세먼지의 이동, 아시아의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자료를 제시한다.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지역과 그러한 문제가 나타난 원인을 정리한다.
-미세먼지의 국제적 이동과 주변 국가의 피해 상황을 정리한다.
ET

-활동지를 정리하며 미세먼지 문제를 지구적 환경 문제로 인식한다.
전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을 조사하고, 개인적인 실천방안
(40 분)
을 제안한다.
활동지.
노트북,
-모둠별로 세계의 미세먼지 피해 지역과 그 원인, 확산, 해결 방안에 대한 미세먼지 리 태블릿 pc,
플릿을 제작한다.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모둠별로 활동을 진행한다.
색연필,
-제시된 자료 이외의 자료도 자유롭게 조사하여 다양한 사례를 활용할 수 있게 지 필기구,
도한다.
색지,
자기평가지,
Co
동료평가지
-전 차시 모둠활동을 이어가며 계속해서 미세먼지 리플릿을 제작한다.
-모둠별 토의를 통해 리플릿을 최종적으로 정리·수정한다.
CD

CD

전개
-미세먼지 리플릿을 교실에 게시하고 학생들이 살펴볼 수 있게 한다.
(40 분)
-미세먼지 리플릿을 모둠별로 발표한다.
ET

-미세먼지 리플릿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응답할 시간을 갖는다.
-모둠별 토의를 통해 전체 활동을 평가하고, 자기평가지 및 동료평가지를 작성한다.

ET

정리 -세계의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다.
(10 분) -지구적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고민하고 문제해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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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과목 지구과학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지구과학1.
(4) 대기와 해양의 상호 작용

주제(단원) 인간활동에 의한 기후변화
명
- 미세먼지와 지구시스템

학교급/학년(군) 고등학교/2,3 학년
[12지과Ⅰ04-04]기후 변화의 원인을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중심과목
인간 활동에 의한 기후 변화의 환경적, 사회
성취기준
적 및 경제적 영향과 기후 변화 문제를 과학
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토의할 수 있다.
차시

5~6/9

1)
2)
학습목표 3)
4)
5)

미세먼지의 개념과 발생원인을 알아본다.
미세먼지와 마스크 차단률에 대해 생각해본다.
미세먼지 발생원인과 유해성분을 안다.
미세먼지로 일어날 수 있는 기상 이변에 대해 자료를 정리해본다.
미세먼지로 일어날 수 있는 생태계환경 변화의 심각성을 안다.
연계과목
연계과목 세계지리
[12세지08-02]
성취기준 영역
S 과학의 발달로 미세먼지 증가 - 먼지의 크기(㎛)에 따른 분류
STEAM
요소

T 발생원인 인간의 기술이 발생 시키는 미세먼지

– 중금속화학물과 유해화학물 -포집방법

E 미세먼지 흡수율을 낮추기 위한 방법에 대한 고민
A 인간활동으로 발생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방법 및 활동 M

과학기술 발달과 함께 여러 환경 문제가 발생하는 지금, 미세먼지 역시 다양한 지구환경 문
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이러니하게도 과학 기술 발달에 기인해야하며
개발 의도
함께 인간생활패턴의 변화도 필요하기에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이라고 느끼게 되어 개발하
게 됨.
미세먼지의 개념과 발생원인을 찾아 그 원인이 과학기술발달에 기인한 것이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도 과학기술발달에 의지해야함을 알고, 그러한 과학기술 발달 뿐만 아니라 인간생활패턴의 변화도
필요하기에 학생들에게 지구인으로써 적극적인 환경보호가 인류가 살아가야할 미래임을 인식시킨다.
상황 제시
1.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의
영상의 제공하여
각자의 경험을
말하도록 해본다.

상
STEAM
황
학습
2. 마스크에 표시된
제
준거
KF94, 80 의
시
의미로 미세먼지
크기와 연관시켜
생각
조사해보도록
한다.

창의적 설계
1 차시) 모둠별로 미세먼지 발생원인 중
과학의 발달로 양산되고 있는 미세먼
지 종류를 알아보고 생활마스크의 차
단률을 함께 비교하면서 미세먼지 유
창 해성을 알고 과학적인 방법과 생활패
의 턴의 변화로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법
적 을 생각해본다.
설
계 2 차시) 1 차시에 찾은 미세먼지 종류와
그 발생원인을 근거로 미세먼지에 의
해 발생할 수 있는 기상이변이나 악
기상뿐만 아니라 생태계변화를 찾아
본다.
감성적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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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세먼지에 노출된
인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명체의
고통에 대해 알아
본다.
2.
3. 미세먼지 줄이거나
포집하는 과학적인
방법 조사와 인간
생활 중 필요한 변
화에 대해 알아보
고 지역 개선사업
건의를 해본다.

감
성
적
체
험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1~2 차시)

학습자료
및 유의점

Co

-미세먼지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지 확인 후 생활마스크의 미세먼지 차단률에
대해 알려준다.
ET

KF 여러종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 마스크 사용은 일시적이며, 100% 차단하지 못하는 것을
류의
알고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것이 지구 생명체에게 보다 이롭다는 사실을 서로
도입
마스크,
공감하도록 한다.
(10 분)
자료
-학습목표 제시
검색용
1. 미세먼지를 분류해본다.
테블리 pc
2. 생활마스크 차단률에 대해 알아본다.
3.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알아보고 주 원인도 함께 분류해본다.
4. 미세먼지로 발생가능한 기상이변이나 악기상에 대해 알아본다.
5. 미세먼지로 발생가능한 생태계 환경 변화와 위험성을 알아본다.
Co

-

미세먼지를 입자의 크기에 따라 분류해본다.
생활용 마스크의 차단 지수 확인해본다.
황사와 미세먼지 차이점을 확인해본다.
미세먼지 발생원인과 종류를 조사한다.

CD

노트북
전개 -미세먼지 크기를 상대적인 비율을 이용하여 얼마나 작은 입자인지 설계해본다.
테블릿 PC
(40 분) - ㎛ 크기를 1cm 로 가정했을 경우 호흡기의 크기와 인체 세포의 크기와 비교하
스마트폰
1 차시
여 미세먼지 크기를 실감하도록 한다.
-다양한 비교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자유롭고 활발한 조사방법이 되도록 한다.
ET

-생활마스크를 이용하여 지수가 높을수록 차단율은 높아지나 호흡하기에 어려움
이 있음을 직접 경험해보도록하고 이는 생활마스크로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없으
므로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임을 깨닫도록 한다.
-모둠원들이 시연하고 경험한 소감을 토대로 활동지를 정리해본다.
Co

- 미세먼지로 발생가능한 기상이변이나 악기상에 대해 알아본다.
- 미세먼지로 발생가능한 생태계 환경 변화와 위험성을 알아본다.
CD

-미세먼지가 인간의 건강에만 유해한 것에 한정된 것이 아닌 생태계에도 엄청난
PC
피해를 주고 있음을 알고 유발 가능한 생태계변화에 관심을 갖도록 한다.
전개
-미세먼지 주성분 파악 → 기권과 수권, 지권에 미치는 영향 → 서식지 변화에 의 TV
(40 분)
동료평가지
한 생태계 피해
2 차시
필기구
ET

-각 모둠은 지구환경 각 영역(지권, 수권, 기권)에서 서식 생물체로 미세먼지로
생존의 변화를 표현해본다.
-다른 모둠의 발표를 경청하고 본인 모둠과의 연관성을 찾아 기록해본다.
-모든 과정이 끝난 후 지구환경 시스템은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으므로 미세먼지
의 심각성과 생태계환경의 위험성을 느끼도록 한다.
ET

-미세먼지의 독성과 크기로 인한 유해성을 인식하게 된다.
정리
-미세먼지로 인한 기상변화로 이어지는 다양한 생태계 환경의 변화의 위험성을
(10 분)
알게 된다.
-모둠내 평가과 모둠간 평가를 한 후 마무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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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과목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미적분

학교급/학년(군) 고등학교/2,3 학년
[12미적02-02]
[고등학교] Ⅱ.1. 여러 가지 함수의
중심과목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미분할 수 있다.
미분
[12미적03-01]
성취기준
Ⅲ.1. 여러 가지 함수의 적분
치환적분법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주제(단원)명 실내공간에서의 미세먼지의 위험성
학습목표
연계과목

차시

7~9/9

미세먼지 측정기 작동원리를 이해하고 제작할 수 있다.
실생활 문제를 미분과 적분을 이용하여 해결 할 수 있다.
연계과목
융합과학
[12융과04-02]
성취기준 영역

S 실내공간에서 시간에 다른 미세먼지 농도와 확산정도를 알아본다.
T 아두이노의 기본 작동 원리를 익힌다.
STEAM
요소

E 아두이노와 미세먼지 센서를 이용한 미세먼지 측정기를 제작한다.
A 실내 환기의 필요성을 언급한 수학신문을 제작한다.
M 실내공간에서 미세먼지를 적게 흡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론한다.

개발 의도

미세먼지를 직접 측정할 수 있는 장치 제작을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해결 방안을 찾는
탐구능력을 기른다.
학생들이 주로 생활하는 교실에서의 미세먼지 농도와 시간에 따른 흡입량을 직접
측정하고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어 봄으로써 실생활 문제를 수학을 이용하여 분석해보는
경험을 가진다.

오픈소스 기반인 아두이노 기초를 학습하고, 아두이노와 부품들을 이용해서 미세먼지 측정기를 만들
수 있는 원리를 토의하며 융합 지식을 활용하여 직접 제작하는 경험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아두이노 미세먼지 측정기를 이용하여 실내공간에서 시간에 따른 미세먼지 농도, 확산 정도, 흡입량
등을 직접 측정하여 그래프로 나타내어 본다. 주어진 그래프를 보고 함수를 만들어 미분을 통해 미
세먼지 확산 정도를 측정한다. 적분을 통해 누적흡입량을 구해보고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지 토의한다. 이를 바탕으로 수학신문을 만들어 실내 환기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상황 제시
1. 실내공간에서 시간
에 따른 미세먼지 농
도와 확산 정도를 알
아본다.
STEAM
학습
준거

상
2. 하루에 우리가 마시
황
는 미세먼지의 양과
제
그에 따른 피해에 대
시
해 토의한다.
3. 미세먼지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지 토
의한다.

창
의
적
설
계

창의적 설계
1. 아두이노 프로그램 기초를 익
힌다.
2. 아두이노와 센서를 이용하여
미세먼지 측정기를 만들 때 작
동 원리를 토의하고 설계한다..
3. 미세먼지 측정기를 제작한다.
4. 모둠별로 아두이노 측정기를
통해 교실에서 시간에 따른 미
세먼지 농도를 측정한다.
5. 측정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내
고, 함수를 구한다.
6. 미적분을 이용하여 결과를 도
출한다.
감성적 체험

- 16 -

1. 미세먼지 측정기를
통한 자료를 발표한
다.
감
2. 모둠별 그래프와 함 성
께 결과를 발표한다. 적
체
3. 수학신문을 만들어 험
실내 환기의 중요성
을 타당한 근거를 들
어 발표한다.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1~3 차시)

Co

하루의 반 이상을 교실에서 수업하는 학생들! 미세먼지를 하루에 얼마나 흡입할
까? 실내 공간에서의 미세먼지 심각성에 대한 뉴스를 찾아보자

ET

실내 공간에서의 미세먼지 심각성을 깨닫고 이에 대처하는 방법의 필요성을 인
지한다.

도입
(10 분)
Co

전개 1
(40 분)

오픈소스 기반 운영체제이며 다양한 영역에서 싸고 간편하게 이용되고 있음을
인지한다.

Co

아두이노, 브래드 보드, 점프선, LED 를 통해 아두이노 기본 조작 방법과 회로
구성 원리를 안내한다.

Co

아두이노 원리 학습을 통해 간단한 조작으로 LED 를 제어할 수 있음을 체험
한다

PPT
아두이노
1. 브래드 보드를 이용하여 삼색 신호등 LED 를 설계하고 직접 만들어 작동시 각종 부품
켜 본다.
2. 스케치 프로그램의 기본 문법을 이해하고 간단한 프로그램을 콩딩하여 컴파
일하고 업로더 시켜서 원하는 LED 깜빡임 현상을 관찰한다.
3. 점프선과 아두이노 보드의 각 단자를 바르게 연결하는 방법을 실습한다.

Co

LCD, 온습도 센서, 미세먼지 센서를 어떻게 연결하여 미세측정기를 만들 수 있
을까?

CD

1. 브래드 보드를 이용하여 아두이노와 LCD, 미세먼지 측정 센서를 연결하는
PPT
방법을 익히고 미세먼지 측정기 회로도를 설계한다.
아두이노
2. 설계한 회로대로 미세먼지 측정 장치를 제작한다.
각종 부품
3. 오픈소스인 스캐치 프로그램을 컴파일하고 업로더하여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
한다.

전개 2
(45 분)

ET

정리
(5 분)

휴대폰

아두이노란 무엇이며 어떤 곳에 사용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검색해 보자

ET

CD

학습자료
및 유의점

Co

전원 on 때 LCD 모니터에 나타나는 온도, 습도, 미세먼지를 확인한다.

모둠별로 교실, 복도, 운동장, 체육관 등 특정 장소를 정하여 미세먼지 변화를
측정하고 얻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다음시간 수학적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과제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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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5 분)

전개
(40 분)

Co

CD

자료를 표로 만들고, 그래프화한 후 해석하는 함수에 대해 생각한다.

CD

1. 모둠별로 아두이노 측정기를 이용한 시간별 미세먼지 측정 한 결과를 바탕
으로 그래프를 만들어 본다.
2. 그래프를 해석하여 함수를 만들어 본다.
3. 함수를 미분하여 미세먼지 확산 정도를 예측한다.
4. 함수를 적분하여 하루 동안의 누적 흡입량을 구해본다.

ET

우리가 알지 못하게 일상생활에서 흡입하고 있는 미세먼지의 양과 그로 인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알리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본다.

CD

실내에서의 미세먼지의 양을 줄이는 방법을 생각해보고 실험 내용을 바탕으로
수학 신문을 만들어 본다.
공기 중 충분한 산소 농도를 확보하기 위해 실내 환기가 중요함을 인지한다.

ET

정리
( 5 분)

측정한 미세먼지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ET

실내에서의 미세먼지의 문제점과 실내 환기의 중요성을 주제로 한 수학신문을
홍보하며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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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데이터

신문제작
문구류

4. 학생활동지 / 학생참고자료
차시

1~2/9

1. 다음 자료를 보고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포집에 대해 살펴봅시다.
1)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포집 (읽기 자료)-수능특강 독서 중 발췌
미세 먼지는 크기에 따라 ‘초미세 먼지’와 ‘미세 먼지’로 구분한다. 초미세 먼지는 그 크기가 2.5㎛(마이 크로

  미터) 이하로 이를 PM 라 지칭하며, 미세 먼지는 그 크기가 10㎛보다 작은 것으로 PM 이라
지칭한다. PM 가 PM 보다 인체에 더 유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사람에게 흡입된 미세 먼지 중
상대적으로 큰 PM 의 경우 비강, 인두, 후두 등의 상(上)기도에 머물지만 상대적으로 작은 PM 의 경우 하
미터,

(下)기도인 기관지를 통하여 폐의 폐포까지 도달한 뒤, 인접한 혈관으로 침투하여 전신으로 퍼지기 때문 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미세 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미세 먼지 주의보 및 경보를 발령하는 데,
PM 의 주의보 발령 기준은 시간 평균 150㎍(마이크로그램, 10-6그램)/㎥ 이상이 2시간 지속되는 때이며, 경
보 발령 기준은 시간 평균 300㎍/㎥ 이상이 2시간 지속되는 때로 정하고 있다. 반면

PM 의 경우는 시간 평

균 90㎍/㎥ 이상이 2시간 지속될 때를 주의보 발령의 기준으로, 시간 평균 180㎍/㎥ 이상이 2시간 지속되는
때를 경보 발령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미세 먼지를 이루는 성분은 지역이나 계절, 기상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데 PM 의 경우 구성 성분 중 대기 오염 물질이 공기 중에서 반응하여 생성된 황산염과 질산염이 전체 성분
의 60% 가까이를 차지한다.
미세 먼지는 필터가 부착되어 있는 공기 청정기나 방충망 등을 이용하여 포집하는데 공기 중에 있는 미세 먼
지가 필터에 포집되는 데에는 다음의 다섯 가지 효과가 복합적으로 적용된다. 미세 먼지는 공기의 흐름선을 따
라 흘러가다가 관성 때문에 흐름선에서 이탈하여 필터를 구성하는 섬유에 부딪히면서 포집되는데, 이를 관성
효과라 한다. 관성 효과는 공기 흐름의 곡률이 심하고 입자의 질량이 클수록 커지며 이때 공기 흐름의 곡률은
필터를 구성하는 섬유의 직경과 조밀도에 의존하게 된다. 한편 미세 먼지는 입자의 질량이 작을수록 공기의 흐
름선에서 쉽게 이탈하여 자유롭게 움직이는 확산 운동을 하는 데, 이때 입자가 섬유의 표면에 도달해 포집되는
것을 확산 효과라고 한다. 한편 미세 먼지는 입자의 질량이 클수록 중력에 의해 아래로 침강하면서 공기 흐름
으로부터 쉽게 벗어나 섬유에 포집되는데, 이를 침강 효과라 한다. 침강 효과는 유속이 느릴수록 증대된다. 이
외에도 미세 먼지가 필터를 구성하는 섬유와의 인력에 의해 포집되는 인력 효과와 미세 먼지가 섬유들 사이에
끼게 되어 포집되는 차단 효과가 있다.
이러한 여러 효과들 중 미세 먼지의 포집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은 인력 효과로 이를 극대화하기 위해
서는 필터 재료가 전기적 성질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미세 먼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황산염이나 질
산염과 같은 물질은 전기 쌍극자 모멘트가 비교적 큰 물질이어서 분자들이 부분적으로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
이다. 또한 최근 연구에 의하면, 미세 먼지의 대부분은 표면에 음의 전하를 띠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러한 성질들을 잘 활용하여 미세 먼지를 여과하기 위해서는 미세 먼지와 섬유 사이의 인력이 커지도록 전기
쌍극자 모멘트가 큰 섬유를 사용함으로써 미세 먼지를 섬유에 잘 달라붙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
미세 먼지 필터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여과 효율과 압력 손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여과 효율
은 공기 중의 미세 먼지가 필터를 통과할 때 포집된 양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을 뜻하며, 필터 재질이 같은 경
우 필터가 두껍고 그 조직이 조밀할수록 높아진다. 한편 필터는 미세 먼지를 잘 포집하면서도 공기는 잘 통과
시켜야 단위 시간에 많은 양의 공기를 정화할 수 있다. 필터는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므로 공기가 필터를 통과
할 때에는 필터 전후방에 압력의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압력의 차이를 압력 손실이라고 정의한다. 압
력 손실을 극복하고 필터를 통해 공기를 원활하게 흘려주기 위해서는 강제로 공기를 밀어 넣어 주어야 하므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따라서 같은 여과 효율에서 압력 손실이 작을수록 우수한 필터 로 볼 수 있다. 창호
에 부착된 필터의 경우 자연적인 공기 흐름에 의해 공기가 유입되므로 통기성을 크게 하 기 위해서는 압력차
가 작아야 한다. 압력 손실은 공기의 유속이 빠를수록, 필터 재질이 같은 경우 필터가 두껍고 그 조직이 조밀
할수록 커진다.
여과 효율과 압력 손실 중 어느 하나만으로 미세 먼지 필터의 성능을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값 들
을 모두 고려하는 평가 인자로 Q 팩터가 활용된다. Q 팩터는 여과 효율과 압력 손실의 값에 의해 결정되며 여
과 효율이 높으면서 압력 손실이 작을수록 큰 값을 나타낸다. 따라서 Q 팩터가 클수록 우수한 필터이다. 그런
데 창호 방충망에 적용되는 필터는 공기 청정기의 필터와는 달리 외부 경관에 대한 가시성 확보가 중요하므로
투명도, 즉 빛 투과도 또한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된다. 창호에 적용된 필터에서 투명도와 통기성을 확보하기 위
해서는 섬유로 이루어진 필터를 얇게 만들어야 하는데 여과 효율을 높이면서도 창호의 투명도 및 통기성을 확
보하는 데에는 기술적 어려움이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집중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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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세 먼지와 미세 먼지 포집 지문 구조화하여 읽기(개인/모둠 활동)
-미세 먼지의 구분과 유해성
초미세 먼지(PM2.5)
문단

미세 먼지(PM10)

①

①

②

②

③

③

④

④

-미세 먼지 포집의 메커니즘
①___효과:
문단

②___효과:
③___효과:
④___효과:
⑤___효과:
-인력 효과를 높이기 위한 필터의 전기적 성질

문단

①
②
-필터의 성능 평가

문단
-Q팩터의 의미와 창호용 필터의 과제
문단

2. 미세먼지 포집 방법을 활용한 공기정화시설 사례 조사하고 발표하기 (모둠활동)
1) 공기정화시설 사례 조사 내용 정리하기

2) 프리젠테이션 자료 제작 및 발표하기

3) 공기정화시설의 실효성에 대해 의견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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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3~4/9

Ⅷ-2

지구적 환경 문제에 대한 국제 협력과 대처 - 미세먼지 문제
학번

이름

1. 다음 자료를 보고 세계의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살펴봅시다.
1) 세계의 미세먼지ㆍ초미세먼지 농도

-출처: 연합뉴스(2016.5.12.) 2) 우리나라와 세계 주요 국가와의 미세먼지 오염도 비교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는 주요 선진국의 도시와 비교해 보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2014년의 경
우 황사를 포함한 서울의 미세먼지(PM10) 농도는 미국 LA보다 1.5배 높고, 프랑스 파리와 영국 런던
보다 각각 2.1배, 2.3배 높았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까닭은 인구밀도가 높고, 도시화, 산업화가 고도로 진
행되어 있어 단위 면적당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음에도, 지리적 위치, 기상여건 등까지 유리하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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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편서풍 지대에 위치하여 상시적으로 주변국 영향을 받는다. 기상학적으로도
미세먼지를 씻어 내리는 강수가 여름철에 편중되어 있고, 겨울철, 봄철에는 강수가 극히 적어 세정효과
를 거의 기대할 수 없다. 또한 우리나라 주변에 자주 형성되는 대륙성 고기압으로 인한 대기정체가 고
농도 미세먼지 현상을 자주 발생시킨다.

-출처: 바로 알면 보인다. 미세먼지 도대체 뭘까?(환경부)-

3) 세계의 미세먼지 농도
미세먼지 농도는 지역별로 차이가 큰데, 가장 높은 지역은 남아시아로 네팔(100μg/m3), 인도(91μ
g/m3), 방글라데시(61μg/m3), 파키스탄(58μg/m3)이다. 다음으로 높은 지역은 서아프리카 지역으로
니제르(94μg/m3), 카메룬(73μg/m3), 나이지리아(72μg/m3), 차드(66μg/m3)이다.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도 높게 나타나 카타르(91μg/m3), 사우디아라비아(88μg/m3), 이집트(87μg/m3), 바레인(71μ
g/m3), 이라크(62μg/m3), 쿠웨이트(61μg/m3)이다.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53μg/m3)이 가장 높았
으며, 북한(32μg/m3)과 대만(23μg/m3)도 높았다.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10개 지역은 몰디브, 미국,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아이슬란드, 캐나다, 스웨덴, 뉴질랜드, 브루나이, 핀란드였다.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은 국가마다 다양했다. 북아프리카와 중동지역은 사하라 사막의 모래의 원인이
컸으며, 인도는 고체연료의 사용, 공사장, 도로에서 나오는 먼지, 산업 및 발전소에서 나오는 물질, 교
통수단, 디젤을 사용하는 기계에서 나왔다. 중국의 경우에는 산업 및 발전소에서 석탄 및 다른 연료의
연소, 교통수단, 가정에서 사용하는 바이오매스 등이었다.
-출처: 2019 세계 대기오염 현황 보고서(한국산업환경기술원)4) 아시아의 미세먼지 문제
숨 막히는 초미세먼지 도시…100곳 중 99곳은 아시아
미세먼지로 고통 받는 지구촌
아시아는 미세먼지로 가장 고통받는 지역이다. 초미세먼지 농도(2018년 연평균 기준)가 높은 순으로 세
계 도시를 줄 세워보면 상위 100곳 중 99곳이 아시아다. 나머지 한 곳(92위)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의 화학공업 도시 루카바츠다. 이마저도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55.6㎍/㎥로, 1위 인도 구르가온
(145.6㎍/㎥)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가 왔다. 북반구에선 일반적으로 겨울철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심해진다.
겨울철 난방 수요가 늘면서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기 때문이다. 태풍, 소나기 등이 빈번한 여름철과
달리 겨울엔 대기가 정체되면서 오염물질이 쌓이는 탓도 크다. 이외에 지역과 기상 여건, 산업, 문화
등 대기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다양하다.
항공기까지 우회한 뉴델리
인도의 수도 뉴델리는 ‘세계에서 가장 대기 오염이 심한 도시’다. 특히 지난 10월25일부터 11월 3일까
지 열흘간은 ‘최장’ ‘최악’의 공기 질을 나타냈다. 이 기간 초미세먼지 농도는 평균 509㎍/㎥로, 세계보
건기구(WHO)의 권고 수준 10㎍/㎥의 50배를 넘었다. 뉴델리 일부 지역은 1000㎍/㎥를 일시적으로 넘
기도 했다. 모든 학교엔 휴교령이 떨어졌고 인디라 간디 국제공항에서는 37편의 항공기가 우회했다.
글로벌 미세먼지 데이터 분석업체 에어비주얼의 집계를 보면 뉴델리는 불명예를 얻을 만하다. 작년 연
평균 농도가 높은 도시 10위 가운데 7곳이 모두 뉴델리 인근이다. 1위 인도 구르가온은 뉴델리의 남쪽
에, 2위 가지아바드(135.2㎍/㎥)는 뉴델리의 북쪽에 접해 있다. 5위 비와디(125.4㎍/㎥)는 뉴델리와 차
로 1시간30분 거리고, 6위 노이다(123.6㎍/㎥)는 뉴델리 동쪽에 있다. 뉴델리는 113.5㎍/㎥로 11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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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델리의 대기오염 주범은 인근 공장, 자동차 등에서 나오는 배출물이다. 겨울철엔 뉴델리 주변 지역의
농부들이 수확이 끝난 들녘을 태우기 때문에 공기 질이 급격히 나빠진다. 매년 10~11월 열리는 디왈리
축제도 뉴델리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꼽힌다. 축제 기간 내내 폭죽을 터뜨리기 때문이다.
히말라야산맥의 영향도 크다. 동서로 뻗어 있는 히말라야산맥이 북쪽의 차가운 공기가 남쪽 뉴델리로
넘어오는 것을 막아서다. 새 공기가 유입되지 않으면 오염된 공기가 대기에 정체된다. 국가별 초미세먼
지 연평균 농도를 따지면 인도가 3위(72.5㎍/㎥)이고 1, 2위는 각각 방글라데시(97.1㎍/㎥)와 파키스탄
(74.3㎍/㎥)이다. 모두 히말라야산맥 남쪽에 있는 국가들이다.
히말라야산맥이 뻗은 방향으로 오염물질이 이동하는 만큼 인도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은 오염원을
두고 싸우고 있다. 각국 정부는 국경 지대에 석탄발전소를 짓고, 농민들이 쓰레기를 무단 소각해도 통
제하지 않는다. 특히 인도와 파키스탄은 카슈미르 지역을 두고 군사적 긴장 관계인 만큼 대기오염 부
문에 대한 협력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중국 환경 규제 느슨해지나 우려
중국은 인도만큼 미세먼지로 악명이 높은 국가다. 초미세먼지 고농도 상위 100개 도시 중 57곳이 중국
이다. 인도(33곳)보다 더 많다. 하지만 중국은 시진핑(習近平) 정권이 들어선 2013년부터 강력한 환경
보호 정책을 펴고 있다는 점이 인도와는 다르다.
2013년 9월 중국 국무원은 전국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해 ‘대기오염 방지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정
부가 설정한 대기 질 기준을 지키지 못한 지역에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공장설
비 폐쇄 등의 엄한 처벌도 가능하다. 2013~2017년 진행된 이 계획에는 중앙정부와 지방 성·시·자치구
가 달성해야 할 구체적인 미세먼지 감축 목표가 담겨 있다. 대부분 목표대로 성과(15~25% 미세먼지
감축)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중국에선 다시 스모그 우려가 커졌다.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경기 둔화 속도가 빨라지자 중국 정
부가 환경 규제를 느슨하게 풀어주고 있어서다. 베이징을 포함한 중국 북부 지역은 지난달 15일부터
중앙난방을 시작했다. 중국 정부가 환경보다 경제성장에 더 관심을 두면서 그동안 다소 개선됐던 공기
질이 다시 나빠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에서도 골머리
동남아는 인도네시아발(發) 연무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세계에서 15번째로 큰 인도네시아에선 매년 밀
림을 불법적으로 태워 개간하는 작업이 이뤄진다. 이때 발생하는 연기를 연무(헤이즈)라고 부른다. 연
무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으로 퍼져 주변국의 원망을 사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밀림 개간 작업이
제지, 팜유 등 주요 산업과 연관됐기 때문에 제재를 꺼려왔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주요국이 2014년 ‘초국적 연무오염 협정’(헤이즈협정)을 맺으면서
이런 상황은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평가다. 이 협정에는 동남아 국가들이 토지와 산림 화재를 예방·감
시하고 국경을 초월해 협력하겠다는 합의가 담겼다. 싱가포르는 해외에서 연무를 일으켜 싱가포르에
영향을 끼친 기업에 형사상 책임을 무는 ‘연무법’도 제정했다.
초미세먼지는 지름이 2.5㎛(1㎛=100만분의 1m) 이하인 먼지로, 지름 10㎛인 미세먼지보다 입자가 작
다. 기도에서 걸러내지 못하는 만큼 심장질환과 호흡기 질병을 일으킨다. WHO는 초미세먼지를 1급 발
암물질로 지정했다. 한국 정부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75㎍/㎥ 이상이면 ‘매우 나쁨’ 등급으로 정하고 사
-출처: 한국경제(2020.1.13.)-

람들에게 실외 활동을 자제하라고 권한다.
2. 위 자료를 보고 세계의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정리해 봅시다.
1) 미세먼지의 피해 지역과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을 정리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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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세먼지의 이동과 주변 국가의 피해 상황을 정리해 봅시다.

3.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노력에 대해 알아봅시다.
1)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 중인 국제 사회의 협력 사례를 찾아봅시다.

2)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 봅시다.

4. 모둠별로 세계의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리플릿을 제작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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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5/9

1. 미세먼지 입자 크기에 따른 분류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미세먼지 크기 비교

1μm ＝ 1/1000mm, 사람의 머리카락 지름 50~70μm

→ 상대적인 비유로 미세먼지 크기 실감해보기.

2. 생활마스크
2-1. 생활마스크의 KF80, KF94 란?

2-2. 생활마스크로 차단할 수 있는 미세먼지는 어느 정도 가능한가?

2-3. 생활마스크로 미세먼지를 다 차단할 수 없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3. 미세먼지 원인에 따른 분류
3-1. 황사: 중국 내륙에서 위치한 사막에서 강한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로 모래와 흙먼지가 유입되는
현상인데 칼륨, 철분 등 토양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인위적인 오염물이 없다면 유해성을 그다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나 대기오염지역을 지나 우리나라에 유입되게되면 유해성이 증가할 수 있
다.
3-2. 미세먼지: 산업시설, 자동차 배기가스, 공장에서 배출되는 등 인간들의 다양한 활동으로 발생
하는 중금속이나 유해화학물질들이 대기 중에 분포하다가 호흡을 통해 인체에 흡수되어 건강에 영향
을 줄 수 있다.
3-3. 황사와 미세먼지의 차이점:

3-4. 미세먼지 발생원 찾기:

- 25 -

차시

6/9

1. 미세먼지 발생 요인 및 유해 물질

2. 미세먼지로 유발되는 지구시스템의 문제점 – 모둠별 작업(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택 1.)

3. 미세먼지로 인한 지구 생명체의 위험 – 모둠별 작업
모둠환경의
변화

생물A

생물B

→ 다른 모둠 발표를 들은 후 지구환경은 하나의 시스템으로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본인의 모둠과 연
관시켜 표현해보세요.

- 26 -

차시

8/9

미세먼지 측정기 키트 만들기
1. 선 연결 작업
맨 처음으로 3개를 먼저 준비합니다.

빨간색이 위로 가게 둘을 연결해 줍니다.

먼지센서 어댑터 모듈의
6개 모두에 하나씩 선을 연결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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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는 아두이노 우노의 11번에
VCC 는 빵판 맨 왼쪽 줄 (1번 줄)에
GND 는 아두이노 우노의 파워 GND에

OUT 은 아두이노 우노의 A0에
VCC 는 빵판 맨 왼쪽 줄(1번 줄)에
GND 는 빵판의 다른 줄(8번 줄)에
연결해 줍니다.

앞으로는 맨 왼쪽 줄을 1번 줄, 다른 줄을 8번
줄로 쓰겠습니다. 둘 다 다른 줄을 사용해도
되지만 끼우기 편하게 1번과 8번을 선택했습
니다.

발광다이오드 (LED) 에
R, G, B, - 중 G, B, -에 선을 꼽아줍니다.

B를 아두이노 우노의 13번에
G를 아두이노 우노의 10번에
-를 아두이노 우노의 9번에
연결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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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습도 센서를 빵판에 끼워주고 각각
+, OUT, -의 줄 앞쪽에 선을 하나씩 끼워 줍니
다.

+에 끼운 선을 1번 줄에
OUT에 끼운 선을 아두이노의 7번에
-에 끼운 선을 8번 줄에
연결해 줍니다.

LCD 모듈 (모니터 같이 생긴 거)에 선을 꼽아주
는데 이때, 왼쪽 사진 기준으로 위에서부터 연속
6개, 밑에서부터 2칸을 띄우고 연속 4개를 꼽아
줍니다.

(사이에 4칸이 비어있으면 맞게 끼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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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S 를 8번 줄에
VDD를 1번 줄에
VO 를 아두이노 우노의 6번에
RS 를 아두이노 우노의 13번에
RW 를 8번 줄에
E 를 아두이노 우노의 12번에

D4 를 아두이노 우노의 5번에
D5 를 아두이노 우노의 4번에
D6 를 아두이노 우노의 3번에
D7 를 아두이노 우노의 2번에
연결 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8번 줄 남은 한 칸을 아두이노의 파워의
GND와,
1번 줄 남은 한 칸을 아두이노의 파워의 5V와
연결해 줍니다.

연결은 끝났습니다.
연결 완료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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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두이노 작업
아두이노와 컴퓨터를 연결하여
스케치/라이브러리포함하기/라이브러리
관리에서
DHT.h (DHT
Adafruit

sensor

library)

by

Adafruit Unified Sensor
(아랫쪽에 있습니다.)
by Adafruit
두 개의 라이브러리 설치 해줘야 합니
다.

출처 :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11&dirId=1118&docId=345939173&qb=
7JWE65GQ7J2064W4IGRodC5o&enc=utf8&section=kin&rank=3&search_sort=0&spq=0

아두이노에 소스코드를 복사, 붙여넣기
//1602 LCD 세팅
#include <LiquidCrystal.h>

// LCD 라이브러리 포함

LiquidCrystal lcd(13, 12, 5, 4, 3, 2);

// LCD 핀 설정

//DHT11 온습도센서 세팅
#include "DHT.h"
#define DHTPIN 7

// DHT11 라이브러리 포함
// DHT11 연결핀

#define DHTTYPE DHT11
DHT dht(DHTPIN, DHTTYPE);
//먼지센서 세팅
int LED = 11;
int DUST = 0;
int samplingTime = 280;
int deltaTime = 40;
int sleepTime = 9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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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at dustval = 0;
float voltage = 0;
float dustug = 0;
float dus = 0;
float a = 0;
void setup() {
Serial.begin(9600);
lcd.begin(16, 2);
pinMode(LED, OUTPUT);

// 시리얼 통신 시작
// 16x2 LCD 선언
// 먼지센서 LED 핀 설정

}
void loop() {
//먼지센서 코드
digitalWrite(LED, LOW); // 적외선 LED ON
delayMicroseconds(samplingTime);
dustval = analogRead(DUST); //먼지센서 값 읽기
delayMicroseconds(deltaTime);
digitalWrite(LED, HIGH); // 적외선 LED OFF
delayMicroseconds(sleepTime);
voltage = dustval * (5.0 / 1024.0);

// 전압 구하기

dustug = 0.17 * voltage - 0.1;

// ug 단위 변환

dus = dustug * 1000;
Serial.print("Dust Sensor Voltage: ");
Serial.print(voltage);
Serial.println("V");
Serial.print("Dust Value: ");
Serial.print(dus); // unit: mg/m3
Serial.println("ug");
//dht11 온습도센서 코드
int h = dht.readHumidity();

// 습도 값 구하기

int t = dht.readTemperature();

// 온도 값 구하기

Serial.print("Humidity: ");
Serial.print(h);
Serial.println(" %\t");
Serial.print("Temperature: ");
Serial.print(t);
Serial.println(" C");

//1602 LCD 모듈 코드
lcd.clear();
analogWrite(6,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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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d.setCursor(0, 0);
lcd.print("H: ");
lcd.print(h);
lcd.print(" %

");

lcd.print("T: ");
lcd.print(t);
lcd.print(" C");
lcd.setCursor(0, 1);
lcd.print("Dust: ");
if (dus > 0) {
a = dus;
lcd.print(a);
}
else {
lcd.print(a);
}
lcd.print("ug");
//RGB LED 모듈 코드
if (a < 35) {

// 좋음

analogWrite(9, 0);
analogWrite(10, 20);
}
if (a > 35 & a < 75) {

// 나쁨

analogWrite(9, 30);
analogWrite(10, 3);
}
if (a > 75) {

// 매우나쁨

analogWrite(9, 20);
analogWrite(10, 0);
}
delay(1000);
}
코드 출처 : http://makeshare.org/bbs/board.php?bo_table=Wiki2&wr_id=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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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차시

실내공간에서는 미세먼지를 피할 수 있을까?!

학번

이름

1.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 가급적 실내활동을 권장합니다. 그렇다면 실내공간에서는 안전할까요? 실
내공간에서의 미세먼지의 위험성에 대해 조사하여 자신의 의견을 적어봅시다.

2. 실내공간에서 시간에 따른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해봅시다.
측정 시간
08:00
09:00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16:00

미세먼지 농도

비고(특이사항 및 환기 시간)

3. 미세먼지 농도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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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래프를 바탕으로 함수를 구하고 미적분을 통해 결과를 분석해봅시다.
(1) 함수

(2) 미분과 그 해석

(3) 적분과 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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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사자료
차시

1~2/9

1) 미세 먼지와 미세 먼지 포집 지문 구조화 해설

-미세 먼지의 구분과 유해성
초미세 먼지(PM2.5)
문단

미세 먼지(PM10)

① 2.5㎛ 이하

① 10㎛ 이하

② 기관지 → 폐포 → 혈관 → 전신까지 침투

② 비강, 인두, 후두에 머묾

③ 주의보 발령 기준- 시간 평균 90㎍/㎥ 이상

③ 주의보 발령 기준- 시간 평균 150㎍/㎥ 이

이 2시간 지속되는 때

상이 2시간 지속되는 때

④ 경보 발령 기준- 시간 평균 180㎍/㎥ 이상

④ 경보 발령 기준- 시간 평균 300㎍/㎥이상이

이 2시간 지속되는 때

2시간 지속되는 때

-미세 먼지 포집의 메커니즘
①관성 효과: 미세먼지는 공기의 흐름선을 따라 가다가 관성 때문에 흐름선에서 이탈하여
필터를 구성하는 섬유에 부딪히면서 포집 됨.
②확산 효과: 입자의 질량이 작을수록 공기의 흐름선에서 쉽게 이탈하여 확산 운동을 함.
문단

이때 입자가 섬유 표면에 도달해 포집 됨.
③침강 효과: 입장의 질량이 클수록 중력에 의해 아래로 침강하면서 공기 흐름으로부터
쉽게 벗어나 섬유에 포집 됨.
④인력 효과: 미세 먼지가 필터를 구성하는 섬유와 인력에 의해 포짐 됨.
⑤차단 효과: 미세 먼지가 섬유들 사이에 끼어 포집 됨.

-인력 효과를 높이기 위한 필터의 전기적 성질
문단

①미세 먼지의 포집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이 인력효과임
②극대화하기 위해 필터 재료가 전기성 성질을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함

-필터의 성능 평가
문단

여과 효율: 공기중의 미세 먼지가 필터를 통과할 때 포집된 양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

-Q팩터의 의미와 창호용 필터의 과제
①Q팩터의 의미: 여과 효율과 압력 손실의 값을 모두 고려한 평가 인자, 클수록 우수한 필터
임.
문단

②창호용 필터의 과제: 창호 방충망에 적용되는 필터는 외부 경관에 대한 가시성 확보가
중요하고, 투명도와 통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터를 얇게 만들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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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세먼지 포집을 활용한 공기정화 사례
① 에버랜드, 국내 최초 실외 미세먼지 정화장비 도입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이 운영하는 에버랜드는 국내 최초로 실외 미세먼지 저감 솔루션을 도입해 시
범운영에 들어갔다고 6 일 밝혔다. 독일 만앤휴멜사가 개발한 미세먼지 저감 솔류션 장비는 녹색
기둥(3.6 ｍ) 모양의 미세먼지 정화 장비로, 내부에 설치된 미세먼지 여과 필터를 이용해 공기를 정
화한다. 만앤휴멜은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정부와 공동으로 슈투트가르트시에 미세먼지 정화 장
비를 설치해 2018 년 11 월부터 운영중이다.
독일 주 정부의 평가 결과에 따르면 이 장비는 최대 10~30% 정도의 미세먼지 저감 능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에버랜드는 전했다. (연합뉴스 2020.01.06.)

② 도시 미세먼지 잡는 예술작품...안양APAP 스모그 프리 타워

네덜란드 작가 단 로세하르데(Daan Roosegaarde)의 '스모그 프리 타워'. 오는 17일부터 펼치는
제 6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APAP·예술감독 김윤섭)에서 선보인다. 도시의 미세먼지와 오염된 공
기를 정화하는 설치작품이자, 양이온 기술을 탑재한 특허 발명품이다. '스모그 프리 타워'는 세계
단 2점밖에 없다.한 점은 중국 정부의 초청으로 중국내 대도시를 장기간 순회전시중이고, 이번 안
양 APAP에 세워졌다. 사진은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제공. (뉴시스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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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중국 추마이타, 태양열로 작동하는 대형 공기청정기…인근에서는 미세먼지 감소, 도시 전체는
여전히 '엄중오염'

미세먼지의 본고장 중국은 어떨까. '대륙의 스케일'은 역시 다르다. 아예 초대형 공기청정기가 등
장했다. 높이만 무려 100m에 달한다. 공기청정기라기보다는 탑에 가깝다. 실제로 중국어 이름도 '
추마이타(除霾塔·스모그 제거탑)'다. 홍콩 일간지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는 16일 몇 달
전 가동을 시작한 이 공기청정기가 세계에서 가장 큰 공기청정기라고 보도했다.
추마이타가 위치한 곳은 중국 산시성 시안(西安)시다. 삼국지 꽤나 읽은 이들이라면 잘 알고 있을
장안(長安)이 바로 이 곳이다. 서울에서 시안까지는 비행기로 3시간 가량 소요된다. 중국 서부 최대
의 도시 시안은 발달한 중공업 덕분에 높은 소득 수준을 자랑하지만, 그만큼 미세먼지에 시달리는
상황이다. 초대형 공기청정기가 세워진 이유다.
이 공기청정기는 중국과학원 지구환경연구소의 작품이다. 탑 주변 바닥은 축구장의 절반만 한 크
기의 온실로 구성돼 있다. 이곳으로 유입된 바깥의 공기는 태양열에 의해 덥혀진다. 데워진 공기는
탑 상층부의 필터를 거쳐 다시 외부로 방출된다. 전기세 걱정은 필요 없는 셈이다.
연구 책임자 차오 쥔지 교수는 지난 몇 달 동안 10㎢의 지역에서 대기 질 개선이 관측됐다고 밝
혔다. 차오 교수는 대기 오염이 심한 날에는 이 공기청정기가 스모그를 적당한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차오 교수의 연구팀의 모니터링 결과 초미세먼지인 PM 2.5 평균 농도가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10㎢가 서울월드컵경기장의 1400배에 달하는 규모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공기청정기의 효과는 놀
라울 정도다. 실제로 시안의 주민들은 공기청정기가 작동되기 시작한 이후 변화를 체감한다고 밝히
기도 했다. 공기청정기로부터 1㎞ 거리에 있는 한 식당 매니저는 "(가동 이후) 기분이 나아졌다"고
SCMP에 말했다. 산시성사범대학에 재학 중인 한 학생 또한 공기청정기에 대해 "매우 조용하다"면
서 "의심의 여지 없이 대기 질이 좋아졌다"고 말했다.
※실효성 문제
그러나 국지적인 효과만 있을 뿐이라는 한계 또한 명확하다. 중국의 전국성시공기품질실시간발표
플랫폼에 따르면 16일 기준 시안의 대기 질 수준은 '엄중오염' 단계다. 중국 당국은 대기 질 수준
을 여섯 단계로 구분하는데 이 중 가장 나쁜 단계에 해당하는 것이다.
(아주 경제 201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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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기정화시설 실효성 문제
①환경부 "거리에 공기정화기"…덥다고 옥상에 에어컨 다는 꼴
미세먼지 대책 내놨지만 실효성 의문
정부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중국과 공동으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비
상저감조치 연속 발령 시에는 4 등급 차량까지 운행 제한 대상을 확대하고 공공차량은 운행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도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잠정 5000 억원가량의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해 전국에
공기정화기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7 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긴급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6 일 연속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내려질 정도로 사상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만 환경부가 특단의 대책이
라고 내놓은 방안들 중에서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대책은 사실상 전무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과
공동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지만 중국과는 아직 관련 정보 공유도 시작하지 않은 초기 단계다.
중국과 공동으로 연내 서해에서 실시하겠다는 인공 강우 실험 역시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데다 중국과는 확정되지도 않은 사안이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부랴부랴 대책으로 포
장한 것이다.
비상저감조치 단계별 강화 방안은 현재 5 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발전소 상한 제약 등 일률적이던
비상저감조치를 단계별로 강화하는 수준일 뿐이다. 3 일 연속 발령되면 공공차량 사용 전면 금지,
5 일 연속 발령되면 자율적인 차량 2 부제를 시행하는 식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도 마치지 않은 대책이어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추경 편성까지 동원해 도심에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한다는 계획도 마찬가지다. 연내 `사업 시작`이
아니라 `사업 공모`를 시작할 예정이어서 실제 설치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
다. 게다가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김세웅 미국 어바인 캘리포니아대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는 "용량에 한계가 있는 공기정화설비로
실외 공기를 정화한다는 것은 날이 더우니 옥상에 에어컨을 달겠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
의 집중 비판을 받고 있는 인공 강우도 환경부는 밀어붙일 태세다. 문 대통령이 강한 집착을 보이
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인공 강우 부작용 논란에 대해 "인공 강우 실험은 매우 간헐적·국지
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가뭄 등 기후적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고 구름씨인 요오드화은도 유해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국지적 기술인 인
공 강우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며 "실험이 아니라 실제 환경에 적용하게
되면 넓은 지역에 반복적으로 살포할 수밖에 없을 테고, 누적되면 당연히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
날 조 장관은 "비상저감조치가 3 일 연속 발령되면 미세먼지 배출량이 5~6%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교수는 "초미세먼지 기준 100 ㎍/㎥를 우습게 넘나드는 상황에서
현재 대기 중 쌓여 있는 농도를 줄이는 것도 아닌 신규 배출량을 5~6% 정도 줄이는 것이 무슨 효
과가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매일경제 2019.03.07.)
② 정부 "야외 공기정화기로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글세’
공기정화기를 개발해 서울 등 도심의 공공시설 옥상이나 지하철 배출구 등에 설치하면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이 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환경부는 추가경정 예산에 이 사업을 담아 연내에 실시하고 차후에는 공기정화기를 수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기기당 드는 비용은 1억∼2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조 장관은 "이게 한국의 새로운 공기산업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의미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의
욕을 보였다. 그러나 고농도 미세먼지가 중국과 한반도를 모두 덮을 정도로 광범위한 상황에서 과
연 공기정화기 설치로 야외 미세먼지 농도를 낮출 수 있느냐는 상식적인 의문이 뒤따른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에서 정부는 할 수 있는 대책을 총
동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9.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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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중국처럼 야외에 공기청정기→전기, 소음은 어찌할 건가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 7일 "서울 도심 등에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면 초미세먼지가 상당히
저감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있다"며 "수출 등으로 나라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 의미 있게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김영성 한국외대 환경학과 교수: 대개 아파트에서 쓰는 공기청정기도 환기할 때는 꺼놓는다. 공기
정화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외부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효과를 보려면 엄청난 전기를 사용해
야 한다. 서울 도심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는 발상은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으로 보인다.
△김동술 경희대 환경공학과 교수: 지난해 중국 도심에 대형 공기 청정기가 설치됐다고 하는데 관
련 광고와 홍보만 있고, 효과에 관해서는 공식적으로 나온 자료가 없다. 대형 청정기가 도심에 설
치될 경우 공기를 빨아들이는 과정에서 나오는 소음, 오염물이 집중되는 청정탑 주변 주민들의 민
원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출처] 공기정화기 설치 → 이산화탄소 중독은 어쩔건가
④교내 공기정화기 설치→이산화탄소 중독은 어쩔건가
교육부는 지난 6일 "올해 상반기 중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대한 대용량의 공기정화기 설
치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약 2000대의 공기청정기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윤서 안양대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 실내 공기질이 깨끗하게 유지될 가능성은 적다. 환기를 안
하거나 필터 청소와 교체 등을 제대로 해주지 않을 경우 학생들 폐 건강에 치명적이다.

△홍민선 아주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 심리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문을 닫은 채 장시
간 공기청정기를 돌릴 경우 이산화탄소(CO2) 중독 문제가 교실에서 발생할 수 있다.[출처] 공기정
화기 설치 → 이산화탄소 중독은 어쩔건가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08/2019030802141.html[출처]

자료출처

연합뉴스, 아주 경제,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08/201903080214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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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3~4/9

1. 미세먼지의 개념(먼지와 미세먼지)
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을 말하는데, 석탄·석유 등의 화석연료를 태
울 때나 공장·자동차 등의 배출가스에서 많이 발생한다.
먼지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 50㎛ 이하인 총먼지(TSP, Total Suspended Particles)와 입자크기가 매
우 작은 미세먼지(PM, Particulate Matter)로 구분한다. 미세먼지는 다시 지름이 10㎛보다 작은 미세
먼지(PM10)와 지름이 2.5㎛보다 작은 미세먼지(PM2.5)로 나뉜다. PM10이 사람의 머리카락 지름
(50~70㎛)보다 약 1/5~1/7 정도로 작은 크기라면, PM2.5는 머리카락의 약 1/20~1/30에 불과할 정도
로 매우 작다. 이처럼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매우 작기 때문에 대기 중에 머물러 있다 호
흡기를 거쳐 폐 등에 침투하거나 혈관을 따라 체내로 이동하여 들어감으로써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출처: 바로 알면 보인다. 미세먼지 도대체 뭘까?(환경부)-

2. 세계의 미세먼지ㆍ초미세먼지 농도

-출처: 연합뉴스(2016.5.12.) 3. 우리나라와 세계 주요 국가와의 미세먼지 오염도 비교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는 주요 선진국의 도시와 비교해 보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2014년의 경
우 황사를 포함한 서울의 미세먼지(PM10) 농도는 미국 LA보다 1.5배 높고, 프랑스 파리와 영국 런던
보다 각각 2.1배, 2.3배 높았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까닭은 인구밀도가 높고, 도시화, 산업화가 고도로 진
행되어 있어 단위 면적당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음에도, 지리적 위치, 기상여건 등까지 유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편서풍 지대에 위치하여 상시적으로 주변국 영향을 받는다. 기상학적으로도
미세먼지를 씻어 내리는 강수가 여름철에 편중되어 있고, 겨울철, 봄철에는 강수가 극히 적어 세정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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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거의 기대할 수 없다. 또한 우리나라 주변에 자주 형성되는 대륙성 고기압으로 인한 대기정체가 고
농도 미세먼지 현상을 자주 발생시킨다.

-출처: 바로 알면 보인다. 미세먼지 도대체 뭘까?(환경부)-

4. 세계의 미세먼지 농도
미세먼지 농도는 지역별로 차이가 큰데, 가장 높은 지역은 남아시아로 네팔(100μg/m3), 인도(91μ
g/m3), 방글라데시(61μg/m3), 파키스탄(58μg/m3)이다. 다음으로 높은 지역은 서아프리카 지역으로
니제르(94μg/m3), 카메룬(73μg/m3), 나이지리아(72μg/m3), 차드(66μg/m3)이다.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도 높게 나타나 카타르(91μg/m3), 사우디아라비아(88μg/m3), 이집트(87μg/m3), 바레인(71μ
g/m3), 이라크(62μg/m3), 쿠웨이트(61μg/m3)이다.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53μg/m3)이 가장 높았
으며, 북한(32μg/m3)과 대만(23μg/m3)도 높았다.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10개 지역은 몰디브, 미국,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아이슬란드, 캐나다, 스웨덴, 뉴질랜드, 브루나이, 핀란드였다.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은 국가마다 다양했다. 북아프리카와 중동지역은 사하라 사막의 모래의 원인이
컸으며, 인도는 고체연료의 사용, 공사장, 도로에서 나오는 먼지, 산업 및 발전소에서 나오는 물질, 교
통수단, 디젤을 사용하는 기계에서 나왔다. 중국의 경우에는 산업 및 발전소에서 석탄 및 다른 연료의
연소, 교통수단, 가정에서 사용하는 바이오매스 등이었다.
-출처: 2019 세계 대기오염 현황 보고서(한국산업환경기술원)5. 아시아의 미세먼지 문제
숨 막히는 초미세먼지 도시…100곳 중 99곳은 아시아
미세먼지로 고통 받는 지구촌
아시아는 미세먼지로 가장 고통받는 지역이다. 초미세먼지 농도(2018년 연평균 기준)가 높은 순으로 세
계 도시를 줄 세워보면 상위 100곳 중 99곳이 아시아다. 나머지 한 곳(92위)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의 화학공업 도시 루카바츠다. 이마저도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55.6㎍/㎥로, 1위 인도 구르가온
(145.6㎍/㎥)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가 왔다. 북반구에선 일반적으로 겨울철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심해진다.
겨울철 난방 수요가 늘면서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기 때문이다. 태풍, 소나기 등이 빈번한 여름철과
달리 겨울엔 대기가 정체되면서 오염물질이 쌓이는 탓도 크다. 이외에 지역과 기상 여건, 산업, 문화
등 대기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다양하다.
항공기까지 우회한 뉴델리
인도의 수도 뉴델리는 ‘세계에서 가장 대기 오염이 심한 도시’다. 특히 지난 10월25일부터 11월 3일까
지 열흘간은 ‘최장’ ‘최악’의 공기 질을 나타냈다. 이 기간 초미세먼지 농도는 평균 509㎍/㎥로, 세계보
건기구(WHO)의 권고 수준 10㎍/㎥의 50배를 넘었다. 뉴델리 일부 지역은 1000㎍/㎥를 일시적으로 넘
기도 했다. 모든 학교엔 휴교령이 떨어졌고 인디라 간디 국제공항에서는 37편의 항공기가 우회했다.
글로벌 미세먼지 데이터 분석업체 에어비주얼의 집계를 보면 뉴델리는 불명예를 얻을 만하다. 작년 연
평균 농도가 높은 도시 10위 가운데 7곳이 모두 뉴델리 인근이다. 1위 인도 구르가온은 뉴델리의 남쪽
에, 2위 가지아바드(135.2㎍/㎥)는 뉴델리의 북쪽에 접해 있다. 5위 비와디(125.4㎍/㎥)는 뉴델리와 차
로 1시간30분 거리고, 6위 노이다(123.6㎍/㎥)는 뉴델리 동쪽에 있다. 뉴델리는 113.5㎍/㎥로 11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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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델리의 대기오염 주범은 인근 공장, 자동차 등에서 나오는 배출물이다. 겨울철엔 뉴델리 주변 지역의
농부들이 수확이 끝난 들녘을 태우기 때문에 공기 질이 급격히 나빠진다. 매년 10~11월 열리는 디왈리
축제도 뉴델리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꼽힌다. 축제 기간 내내 폭죽을 터뜨리기 때문이다.
히말라야산맥의 영향도 크다. 동서로 뻗어 있는 히말라야산맥이 북쪽의 차가운 공기가 남쪽 뉴델리로
넘어오는 것을 막아서다. 새 공기가 유입되지 않으면 오염된 공기가 대기에 정체된다. 국가별 초미세먼
지 연평균 농도를 따지면 인도가 3위(72.5㎍/㎥)이고 1, 2위는 각각 방글라데시(97.1㎍/㎥)와 파키스탄
(74.3㎍/㎥)이다. 모두 히말라야산맥 남쪽에 있는 국가들이다.
히말라야산맥이 뻗은 방향으로 오염물질이 이동하는 만큼 인도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은 오염원을
두고 싸우고 있다. 각국 정부는 국경 지대에 석탄발전소를 짓고, 농민들이 쓰레기를 무단 소각해도 통
제하지 않는다. 특히 인도와 파키스탄은 카슈미르 지역을 두고 군사적 긴장 관계인 만큼 대기오염 부
문에 대한 협력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중국 환경 규제 느슨해지나 우려
중국은 인도만큼 미세먼지로 악명이 높은 국가다. 초미세먼지 고농도 상위 100개 도시 중 57곳이 중국
이다. 인도(33곳)보다 더 많다. 하지만 중국은 시진핑(習近平) 정권이 들어선 2013년부터 강력한 환경
보호 정책을 펴고 있다는 점이 인도와는 다르다.
2013년 9월 중국 국무원은 전국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해 ‘대기오염 방지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정
부가 설정한 대기 질 기준을 지키지 못한 지역에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공장설
비 폐쇄 등의 엄한 처벌도 가능하다. 2013~2017년 진행된 이 계획에는 중앙정부와 지방 성·시·자치구
가 달성해야 할 구체적인 미세먼지 감축 목표가 담겨 있다. 대부분 목표대로 성과(15~25% 미세먼지
감축)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중국에선 다시 스모그 우려가 커졌다.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경기 둔화 속도가 빨라지자 중국 정
부가 환경 규제를 느슨하게 풀어주고 있어서다. 베이징을 포함한 중국 북부 지역은 지난달 15일부터
중앙난방을 시작했다. 중국 정부가 환경보다 경제성장에 더 관심을 두면서 그동안 다소 개선됐던 공기
질이 다시 나빠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에서도 골머리
동남아는 인도네시아발(發) 연무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세계에서 15번째로 큰 인도네시아에선 매년 밀
림을 불법적으로 태워 개간하는 작업이 이뤄진다. 이때 발생하는 연기를 연무(헤이즈)라고 부른다. 연
무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으로 퍼져 주변국의 원망을 사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밀림 개간 작업이
제지, 팜유 등 주요 산업과 연관됐기 때문에 제재를 꺼려왔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주요국이 2014년 ‘초국적 연무오염 협정’(헤이즈협정)을 맺으면서
이런 상황은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평가다. 이 협정에는 동남아 국가들이 토지와 산림 화재를 예방·감
시하고 국경을 초월해 협력하겠다는 합의가 담겼다. 싱가포르는 해외에서 연무를 일으켜 싱가포르에
영향을 끼친 기업에 형사상 책임을 무는 ‘연무법’도 제정했다.
초미세먼지는 지름이 2.5㎛(1㎛=100만분의 1m) 이하인 먼지로, 지름 10㎛인 미세먼지보다 입자가 작
다. 기도에서 걸러내지 못하는 만큼 심장질환과 호흡기 질병을 일으킨다. WHO는 초미세먼지를 1급 발
암물질로 지정했다. 한국 정부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75㎍/㎥ 이상이면 ‘매우 나쁨’ 등급으로 정하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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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경제(2020.1.13.)-

람들에게 실외 활동을 자제하라고 권한다.
6.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
1) 한·중 협력

대기질 개선을 위한 실증사업으로 중국의 대표적인 제철소 3개소를 선정하여 집진, 탈황, 탈질 설비 등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저감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다. 향후에는 화력발전소, 소각발
전소 등 다량 배출사업장으로 확대할 것이다. 시범사업에서 우리 기술의 우수성이 확인되면 중국 측은
우리 기술을 본격적으로 적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15년 10월 「한·중 대기질 및 황사 측정자료 공유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여 한·중 양국의 대기
질 측정자료의 실시간 공유기반을 마련하였다. 대기오염의 원인규명,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정보공유,
미세먼지 예보모델 개선 등을 위한 ‘한·중 대기질 공동연구단’의 연구활동도 2015년 6월부터 진행 중
에 있다. 또한 양국의 우수한 대기정책과 대기오염저감기술을 공유하기 위하여 대기 분야 전문인력도
교류한다.
2) 한·일 협력
미세먼지(PM2.5) 측정 자료의 공유, 배출특성 관련 공동연구 등 한·일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2014년에 개최된 3국 환경장관회의 시 열린 한·일 양자회담에서 미세먼지(PM2.5)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로 합의하였다. 미세먼지 예보모델 개발과 배출 목록 분야 기초연구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2017년까지의 한·일 공동연구계획을 마련했고 현재 세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3) 한·중·일 협력
1999년 우리나라가 처음 제안한 이래 매년 한·중·일 3국이 교대로 ‘3국 환경 장관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다. 국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에 공동대응하기 위하여 중국, 일본 등 주변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
가고 있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해서는 동일운명체라는 인식이 밑바탕이 되어, 2014년부터 ‘한·중·일 대기분
야 정책대화’를 개설하였다. 2015년 우리나라에서 열린 2차 정책대화에서는 미세먼지 등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한 2개 공동 작업반(WG, Working Group) 구성에 합의하여 공동연구를 추진 중에 있다.
또한 2015년에 개최된 제17차 3국 환경장관회의에서는 ‘9대 우선협력분야 공동실행계획(2015~2019)’
을 채택하였고 그 일환으로 대기오염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한·중·일 3국의 공동노력을 더욱 강화하기
-출처: 바로 알면 보인다. 미세먼지 도대체 뭘까?(환경부)-

로 하였다.
7. 대기질 관련 해외 협약 모델

1) 유럽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에 관한 협약(CLRTAP, 1979년 채택)
- (개요) 유럽 내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정보교류 및 연구 등 국제공조
- (시사점) 1972년 기술협력을 시작으로 1979년 협약체결까지 단계적 접근
2) 미국-캐나다 대기질 협약(U.S.-Canada Air Quality Agreement, 1991년 채택)
- (개요) 양국 대기오염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책 마련
- (시사점) 상대국에 심각한 대기오염을 야기할 수 있는 활동 등에 관해 환경영향평가, 사전 통지, 저
감협의 및 정보제공 등 구체적 의무 규정
-출처: 국민이 알고 싶은 미세먼지 QnA 100문 100답(국립환경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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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5~6/9

1. 미세먼지의 분류
- 먼지의 정의: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
석탄이나 석유 등 화석연료를 태울 때나 공장, 자동차 등의 배출가스에서 많이 발생
- 먼지의 분류: 입자의 크기에 따라 분류
50μm 이하인 총 먼지(TSP, Total Suspended Particles) +
매우 작은 미세먼지(PM, Particulate Matter)로 구분
- 미세먼지 분류: 지름에 따라
미세먼지(PM10) 10μm ∼ 2.5μm
초미세먼지(PM2.5) 2.5μm보다 작은 미세먼지로 나뉜다.
- PM10이 사람의 머리카락 지름(50~70μm)보다 약 1/5~1/7 정도로 작은 크기라면, PM2.5는 머리
카락의 약 1/20~1/30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작다. (미세먼지 크기 비교 ※ 1μm ＝ 1/1000mm)
이처럼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매우 작기 때문에 대기 중에 머물러 있다 호흡기를 거쳐
폐 등에 침투하거나 혈관을 따라 체내로 이동하여 들어감으로써 호흡기 질환을 유발 할 수 있다.

2. 생활마스크의 기능
- 마스크 지수 KF94의 뜻: korea filter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등 유해물질 입자 차단 성능을 나타내는 지수로, 지수가 높을수록 작은 입자
에 대한 차단율이 높이다. 황사와 미세먼지 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
을 허가 받아 KF지수가 표기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마스크가 먼지를 걸러주
는 정도인 ‘분진포집효율’, 마스크 틈새로 공기가 새는 비율인 ‘누설률’ 등을 시험한 결과에 따라 숫
자를 붙인다.
KF지수가 높을수록 입자가 작은 먼지 차단율이 높지만, 차단율이 높으면 호흡이 어려울 수 있기 때
문에 개인의 호흡량에 따라 선택해야 한다. 현재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제품으로는 'KF80',
'KF94', 'KF99' 등이 있다. 예컨대 ‘KF80’은 평균 0.6㎛ 크기의 미세입자를 80% 이상 걸러낼 수 있
으며 ‘KF94’, ‘KF99’는 평균 0.4㎛ 크기의 입자를 각각 94%, 99% 이상 걸러낼 수 있다. 일반적인
미세먼지보다 입자가 큰 황사의 경우 KF지수 80 이상이면 충분히 먼지를 걸러낼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KF지수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 생활마스크로는 초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없음을 알고 초미세먼지 체내 흡수율을 감소시키거나 흡
수된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주도록 한다.

3. 황사와 미세먼지 차이점
황사: 중국 내륙에서 위치한 사막에서 강한 편서풍과 양쯔강 기단을을 타고 우리나라로 모래와 흙먼
지가 유입되는 현상인데 칼륨, 철분 등 토양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인위적인 오염물이 없다면 유
해성을 그다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나 대기오염지역을 지나 우리나라에 유입되게되면 유해성
이 증가할 수 있다. 미세먼지와 차이점을 정확히 알아야 함.
미세먼지: 산업시설, 자동차 배기가스, 공장에서 배출되는 등 인간들의 다양한 활동으로 발생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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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이나 유해화학물질들이 대기 중에 분포하다가 호흡을 통해 인체에 흡수되어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음.
4. 미세먼지 원인 및 물질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은 산성비를 유발하며, 토양의 산성화와 수질 오염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
다. 이는 미세먼지가 단순히 인간의 호흡기 질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생태계환경에도 심각한 문제
를 일으킬 수 있음을 알도록 지도한다.

5. 대기오염
인위적 발생원에서 배출된 물질이 생물이나 기물에 직접적으로 해를 끼칠 만큼 다량으로 대기 중에
존재하는 상태이다.
스모그:공해(公害)가 환경이 오염된 상태를 의미한다면, 오염은 오염원으로 인하여 인간 및 동식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옥외의 대기에 인위적·자연적으로 방출된 오염물
질이 과다하게 존재함으로써 대기의 성분 상태가 변화하고, 그 질이 악화되어 인간과 동식물의 생활
활동에 나쁜 영향을 줄 때 대기가 오염되었다고 한다.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된 결정적인 사건은 1930년 벨기에의 뫼즈계곡사건, 1948년 미국의
도노라사건, 1952년의 런던 스모그 사건이다. 1930년 12월 벨기에 뫼즈계곡에서 조성된 대규모 공
업지대에서 배출된 가스가 지면에 오래도록 머무르게 되면서 대기 중 이산화황 농도가 9.6∼
38.4ppm에 달하도록 높아졌으며 이 때문에 심장병과 급성폐렴으로 63명이 사망하고 수많은 급성호
흡기질환자가 발생하였다. 또한 주위의 수목과 가축, 조류에도 그 피해가 막심하였다.
도노라사건은 1948년 10월 미국 펜실베니아주 도노라 공단지역에 스모그가 대량 발생한 것으로 주
민의 50%에 해당하는 6천여 명이 기침, 호흡곤란, 두통, 구토등의 증세를 나타냈다.
1952년 12월 4일부터 10일 사이에 일어난 런던 스모그 사건은 석탄 연소에 따른 아황산가스 배출
로 인하여 스모그가 발생하여 시민의 약 1만 2천여 명이 만성폐질환과 호흡장애로 사망한 사건이다.
이를 계기로 영국은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깨닫고 1956년 대기오염 청정법을 제정하였으며 세계 모
든 나라에 대기오염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그러나 현재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하여 대
기오염은 점차 광역화되며 심각해지고 있다.
때문에 대기오염에 대한 대책으로 공장과 같은 오염물질의 고정발생원을 법령으로 지정하여 오염물
질 배출기준을 설정하고, 사용연료의 질을 규제하며, 긴급한 경우에는 조업을 단축시키는 등 개별적
인 발생시설을 규제하고 있다. 또한 매진(煤塵, smoke dust)·황산화물·질소산화물 등의 매연이나, 카
드뮴·납·플루오린화수소·염소 등 유해물질은 엄격한 배출기준을 설정하여 규제한다. 광화학 스모그
대책을 위하여 탄화수소의 배출을 규제하고, 옥시던트(oxidant: 강한 산화성 물질) 개선 등에도 주력
한다.
개별적 발생시설을 규제하는 것만으로 환경기준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에는 특정 지역을 지정하여 그
일대의 공장에서 나오는 배출총량을 규제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한다. 자동차와 같은 이동 발생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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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도 질소산화물·탄화수소 등 배출가스의 농도를 규제하거나, 연료 속의 납이나 황 성분을 감소
시키는 방식을 취한다. 대부분의 대책이 유해물질의 배출규제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대기오
염물질이 일단 대기 중에 방출된 이후에는 이를 줄이거나 제거하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기오염에 대한 대책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규제와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6. 산성비
① 산성비의 정의
공기 중에는 원래 평균 353ppm의 탄산가스가 존재하므로 이것이 공기 중의 물방울과 반응하면 약
산성인 탄산(H2O+CO2 → H2CO3)으로 되며, 이때는 ㏗5.6이 된다. 따라서 오염되지 않는 깨끗한
공기 중에 내리는 비는 이 정도의 ㏗를 보인다고 할 수 있는데, 보통 ㏗5.6 이하의 비를 산성비라
한다.
[산성비 형성 과정]
2SO2+O2 → 2SO3, SO3+H2O → H2SO4(황산)
2NO+O2 → 2NO2, NO2+H2O → 2HNO3(질산)
7. 수질오염 및 토양오염
산성비가 미치는 영향
㏗가 낮아지면 호수의 밑바닥에서 유해 중금속이 녹는 현상이 가속화되어 수상 생태계에 막대한 영
향을 끼친다. 특히 호수 밑바닥의 토양에서 알루미늄이 녹으면 호흡 장애가 일어나기 때문에 대부분
의 수생 생물은 ㏗6.0 이하에서는 생존하기 어렵다. 다음 표는 물 ㏗ 값에 따른 수생 생물의 생존
한계를 나타낸 것이다.

㏗3 이하의 산성비를 맞으면 잎의 칼륨, 마그네슘, 칼슘 등과 같은 영양분이 유실되고 잎에 반점이
생긴다. 이와 같이 식물의 잎 표면에 산성비에 의해 생긴 검은 반점은 광합성 작용을 저해하므로 엽
록소가 탈색되고 잎조직이 파괴되어 말라 죽게 된다. ㏗2.6 이하에서는 감수성이 높은 식물은 점진
적으로 괴사1)에 이른다.

자료출처

네이버-두산백과, 고교생이 알아야할 생물 스페셜 일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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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7/9

1. 아두이노 보드의 종류
아두이노 보드는 핵심 역할을 하는 MCU(Micro Controller Unit)의 형태에 따라 DIP 타입과
SMD 타입으로 구분한다. DIP 타입과 SMD 타입은 형태는 다르지만 성능은 동일하다.

2. 아두이노 우노 보드의 명칭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우노(Uno) 보드를 기준으로 각 부분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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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지털 입출력 핀(0~13)
LED, 버튼, 디지털 센서, 모터 등 디지털 입출력 장치를 연결하는 곳이다.
2) 아날로그 입력핀(A0~A5)
로터리 저항, 아날로그 센서, 아날로그 디스플레이 장치 등 아날로그 입력 장치를 연결하는
핀이다.
3) ATmega328 Micro Controller Unit
PC에서 코딩한 내용을 업로드할 때 업로드 내용이 저장되는 곳.
4) 5V 출력핀, 3.3V 출력핀
아두이노 보드에 연결하는 각종 센서들에 공급되는 전원(+)을 연결하는 핀.
5) 접지(Ground, GND)
아두이노 보드에 연결하는 각종 센서의 마이너스(-) 전원 연결 커넥트.

3. 여러 가지 센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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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색 신호등 실습

아두이노

빨간색LED

D13

긴 핀

노란색 LED

D12

긴 핀

D11
GND

초록색 LED

긴 핀
짧은 핀

짧은 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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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핀

스케치
void setup() {
pinMode(11, OUTPUT);

// 11번 핀을 출력모드로 설정

pinMode(12, OUTPUT);

// 12번 핀을 출력모드로 설정

pinMode(13, OUTPUT);

// 13번 핀을 출력모드로 설정

}
void loop() {
digitalWrite(11, HIGH);

//11번 핀에 전압 공급

delay(2000);

// 2초 동안 유지

digitalWrite(11, LOW);

//11번 핀에 전압 차단

digitalWrite(12, HIGH);

//12번 핀에 전압 공급

delay(1000);

// 1초 동안 유지

digitalWrite(12, LOW);

//12번 핀에 전압 차단

digitalWrite(13, HIGH);

//13번 핀에 전압 공급

delay(2000);

// 2초 동안 유지

digitalWrite(13, LOW);

//13번 핀에 전압 차단

5. 온습도 센서 연결하기 실습

자료출처

아두이노

온습도센서(DHT11) 모듈

D2

S

5V

+(VCC, 5V)

GND

-(GND)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Arduino, 박경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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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9/9

- 뉴스기사

실내 활동 많은데 미세먼지 농도 깜깜

# 직장인 김시형(37)씨는 최근 10 만원을 주고 휴대용 미세먼지 측정기를 구입했다. 본인이 다니는
장소의 미세먼지를 직접 측정하기 위해서다. 김 씨는 "일상생활에서도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구입했다"며 "우리집 거실 미세먼지 농도가 바깥 보다 높더라. 마스크와 공기청정기,
미세먼지 측정기는 필수인 것 같다"고 말했다.
미세먼지는 대기 중에 떠다니는 아주 작은 크기의 먼지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화석연료를 태우거나
공장·자동차 등의 배출가스에서 많이 나오는데 고기를 굽거나 담배를 태워도 상당량의 미세먼지가
발생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민들은 포털사이트에 나오는 미세먼지 농도만 확인한다. 대부분의 시간을 실내에서
활동하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외부 측정 수치에 의존하는 셈이다. 같은 이유로 실내에서는 미세먼지에
무감각해지는 경향도 있다. 휴대용 미세먼지 측정기의 필요성이 커지는 대목이다.

지난달 31 일 오전 6 시 30 분 시청으로 향하는 지하철 2 호선 내부에서 측정한 미세먼지 농도. 지하철
플랫폼(건대입구역) 농도가 50 ㎍/㎥인 걸 감안할 때 사람이 많고 환기가 덜 되는 장소일 수록 농도가
높게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지난달 31 일 오전 6 시 30 분 시청으로 향하는 지하철 2 호선 내부에서 측정한 미세먼지 농도. 지하철
플랫폼(건대입구역) 농도가 50 ㎍/㎥인 걸 감안할 때 사람이 많고 환기가 덜 되는 장소일 수록 농도가
높게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지난달 31 일. 기자가 거주하는 광진구와 기자실이 있는 중구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한국환경공단
예보)' 수준이었다. 밤부터 '나쁨' 수준이 예보됐지만 퇴근하는 6 시까지 '보통' 수준이 유지됐다.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는 광진구 60 ㎍/㎥, 중구 70 ㎍/㎥였다. 참고로 미세먼지 농도는
0~30 ㎍/㎥=좋음, 31~80 ㎍/㎥=보통, 81~150 ㎍/㎥=나쁨, 150 ㎍/㎥~=매우나쁨으로 구분된다.
오전 6 시 현관문을 나섰다. 두 제품의 미세먼지 농도 각각 75 ㎍/㎥(어웨어), 77 ㎍/㎥(휴마아이).
포털사이트가 알려주는 농도(60 ㎍/㎥) 보다 15~17 ㎍/㎥ 정도 높게 나왔다. 공동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니 농도는 오히려 58 ㎍/㎥, 60 ㎍/㎥으로 떨어졌다. 축적된 미세먼지가 건물 내부에 머문
탓이다.
지하철 플랫폼으로 들어서니 농도는 49 ㎍/㎥, 51 ㎍/㎥으로 떨어졌다. 마스크를 벗어도 되겠다
싶었다. 그런데 정작 열차 내 농도는 67 ㎍/㎥, 70 ㎍/㎥으로 높았다. 마스크를 다시 착용했다.
지난달 31 일 오전 9 시 30 분 태평로에 있는 모 기업 기자실 내부에서 측정한 미세먼지 농도. 50 명
넘는 기자들이 있었지만 공기청정기가 계속 작동하고 있어 농도가 '좋음'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달 31 일 오전 9 시 30 분 태평로에 있는 모 기업 기자실 내부에서 측정한 미세먼지 농도. 50 명
넘는 기자들이 있었지만 공기청정기가 계속 작동하고 있어 농도가 '좋음' 수준을 기록했다.
환승을 위해 지상으로 이동했다. 기자가 환승하는 2 호선 건대입구역은 천장과 옆면이 뚫려 있어 바깥
공기가 자유롭게 드나든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농도(50 ㎍/㎥, 52 ㎍/㎥)는 실내 지하철 플랫폼과
차이가 없었다. 환기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앞선 경우와 마찬가지로 열차 내부 농도는 64 ㎍/㎥,
69 ㎍/㎥이 나왔다. 사람이 많고 환기가 덜 되는 장소일 수록 농도가 높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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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실 내부(20 ㎍/㎥)와 건물 로비(28 ㎍/㎥)는 양호했다. 이 없었다. 예상과 달리 점심시간도 무난히
넘어갔다. 중국집에서 볶음밥을 먹었는데 인파로 북적이는 상황에서도 미세먼지 농도는 48 ㎍/㎥,
52 ㎍/㎥을 넘지 않았다. 지하철 내부와 비슷한 수치다.
퇴근 후 저녁으로 라면을 먹었다. 집에서 고기나 생선을 굽지 않기 때문에 평소처럼 라면을 끓였다.
미세먼지 농도는 83 ㎍/㎥, 88 ㎍/㎥. 이날 하루 측정한 농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였다. 가스레인지
탓이 아닐까 생각된다. 냄비에 물을 끓이는 것만으로도 농도가 73 ㎍/㎥, 77 ㎍/㎥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환풍기를 켰지만 농도는 그대로였다. 환기를 시키고 공기청정기를 작동시키니 미세먼지
농도가 빠르게 내려갔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자료출처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190203039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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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차시별 학생 평가기준 및 방법
○ 1,2 차시
차시

평가기준(성취수준)

평가방법

평가도구

관찰평가

자기/동료평가지
(학생용)

미세 먼지의 개념과 유형, 유해성, 미세먼지 포집방
상 법, 필터와 공기정화 방법, 공기정화시설의 실효성
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1~2
/9

중

미세 먼지의 개념과 유형, 유해성, 미세먼지 포집방
법, 필터와 공기정화 방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하

미세 먼지의 개념과 유형, 유해성, 미세먼지 포집방
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가. 자기/동료평가지(1~2차시)
평가방법

평가기준

상

평가
중

하

나의 역할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다.
자기평가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였다.
자료 조사 및 정리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발표 내용을 잘 설명할 수 있다.

동료평가

문제 해결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잘 표현하였다.

○ 3,4 차시
차시

평가기준(성취수준)
상

3~4/9

평가방법

평가도구

관찰 및 모둠별
산출물 평가

자기/동료평가지
(학생용)

주어진 수행과제 4 가지 모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음.

주어진 수행과제 중 2~3 가지에 대해 비교적 구체
중
적으로 설명할 수 있음.
하 주어진 수행과제 중 1 가지에 대해 설명할 수 있음.

가. 자기/동료평가지(1~2차시)
평가방법

평가기준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 잘 설명할 수 있다.

자기평가
맡은 과제를 충실하게 수행하였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모둠활동이 잘 수행되도록 협동하였다.
동료평가

문제해결에 대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발표 내용을 잘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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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평가
중

하

○ 5,6차시

차시

평가기준(성취수준)

평가방법

평가도구

모둠별 토론평가

자기/동료평가지
(학생용)

황사와 미세먼지의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으며,
미세먼지 유해성분을 파악하여 지구환경 시스템에
상
미치는 영향을 인간의 건강 뿐만 아니라 지구
생태계의 상호작용으로 이해하여 미세먼지 줄이기
위한 해결책을 알아본다.
5~6/9
중

황사와 미세먼지의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으며,
미세먼지 유해성분을 파악하여 인간의 건강 뿐만
아니라 지구 생태계의 상호작용으로 이해한다.

하

황사와 미세먼지의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으며,
건강에 악영향을 끼침을 알 수 있다.

가. 자기/동료평가지(1~3차시)
평가방법

평가기준
적극적으로 자료 검색 활동에 참여하였나요?

자기평가

스스로 해결해보고자 노력하였나요?
나의 역할에 해당하는 발표에 적극적이였나요?
모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나요?

모둠 내
동료평가

모둠의 구성원 간 의사소통은 잘 되었나요?
다른 모둠 간의 연계성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였나요?
자기 모둠에서 한 활동을 잘 표현하였나요?

모둠 간
동료평가

문제해결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잘 표현하였나요?
다른 모둠 발표에 집중하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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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평가
중

하

○ 7,8차시
차시

평가기준(성취수준)

평가방법

평가도구

자기평가

자기/동료평가지
(학생용)

모둠평가

자기/동료평가지
(학생용)

자료 검색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상 아두이노 보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삼색신호등
제작과 스캐치가 바르게 구성할 수 있다.

중

자료 검색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아두이노 보드에 대한 이해는 하고 있으나
삼색신호등 제작과 스캐치 이해가 부족하다 .

하

자료검색과 아두이노를 이용한 삼색신호등 원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상

미세먼지 측정기 제작에 있어서 브래드보드를
활용하여 아두이노와 센서의 연결이 바르고
스캐치를 아두이노에 바르게 업로드 시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장치를 만들었다.

중

아두이노와 센서의 연결이 잘못되었거나, 스캐치
프로그램의 업로드를 못시켜 미세먼지 장치의
작동이 안된다.

하

회로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센서를 연결시키지
못하여 미세먼지 장치를 제작하지 못했다.

7~8/9

가. 자기/동료평가지(1~3차시)
평가방법

평가기준
적극적으로 자료 검색 활동에 참여하였나요?
아두이노 보드의 명칭과 기능을 이해했나요?

자기평가

아두이노와 브래드 보드를 활용해서 삼색신호등 회로글 구성하고
스캐치를 바르게 했나요?
미세먼지 측정장치의 회로 구성을 바르게 이해했나요?
아두이노 기본 회로 구성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나요?
모둠의 구성원 간 의사소통은 잘 되었나요?

모둠 내

삼색신호등 아두이노 스캐치 프로그램에 대해 이해했나요?

동료평가
미세먼지측정기의 각 부품을 연결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
나요?
미세먼지 측정기를 이용한 모둠 측정 계획 토의에 적극적으로 참
여했나요??

- 56 -

상

평가
중

하

○ 9차시
차시

9/9

평가기준(성취수준)
상

그래프를 보고 유사한 함수식을 구하고, 미분과
적분을 이용하여 해석을 정확히 할 수 있음

중

그래프를 보고 유사한 함수식을 구하고, 미분과
적분을 할 수 있음

하

그래프를 보고 유사한 함수식을 구할 수 있음

평가방법

평가도구

산출물평가

포트폴리오
평가지

가. 포트폴리오 평가지
모둠명
평가
평가 영역

평가항목

(매우우수5, 우수4, 보통3, 미흡2, 매우미흡1)

5

모둠별
평가
(30)

미세먼지 측정

제 시간에 미세먼지를 정확하게
측정하였는가

그래프 그리기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렸는가

함수 구하기

함수를 구하였는가

미분

미분을 하고 그 뜻을 해석하였는가

적분

적분을 하고 그 뜻을 해석하였는가

수학신문

수학신문의 완성도
합계

모둠원(번호)
개별 자기평가점수(10)
평가
(20) 동료평가점수(10)
합계
종합
평가
(50)

모둠별평가 점수
+개별평가 점수
상(40이상),
중(25이상),
하(25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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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

2

1

[부록2] STEAM 활동 및 후기
1. 학생 수업 활동 산출물
가. 국어과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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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계지리
○ 세계지리 학생활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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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 세계지리 리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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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구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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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미적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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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TEAM 수업 활동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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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EAM 주간 활동 자료
가. 교사 협의 및 IT활용 연수

나. 교내 STEAM 주간 활동 모습 및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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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회의록

협 의 록

1. 일시: 9월 18일
2. 협의내용
가. 전문적학습공동체 STEAM지도안 협의 내용 점검.
나. 교과목별 STEAM 수업 학생 활동지 구성 방향 협의
다. 수업 적용 시기 조정 협의
라. 학교 STEAM 교육주간 운영 건의를 위한 운영 방안 협의
마. 원격수업 및 STEAM활성화를 위한 Tool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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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의 록

1. 일시: 9월 28일
2. 협의내용
주제: 학교 STEAM 교육주간 운영 사후 평가회

○ 부장회의에서 학교 단위의 STEAM 주간 안건을 상정하고 협의하는 절차 때문
에 선생님들의 참여도가 높았음.
○ 학교 관리자의 지원 발언으로 인해 STEAM 교육에 대한 선생님들의 인식이
개선된 것 같음.
○ 각 선생님들의 수업에 큰 변화나 지장을 지주않기 위해 짧은 기간 안내했는
데도 불구하고 여러 교과에서 STEAM을 생각에 두고 수업 진행하는 모습을 보았으
며, 특히 과학과에서는 다양한 실험활동이 전개되어 학생들의 호응이 높았음.
○ 연구회 차원이 아니라 내년부터는 학교교육 계획을 수립할 때 STEAM 교육
주간을 계획하는 안을 학년말 교사 워크숍때 건의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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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의 록

1. 일시: 10월 20일
2. 협의내용
주제: 연구회 운영 점검

○ 국어과 수업 적용 참관 협의, 학생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교사자료 보완필요.
○ 세계지리 교과의 미세먼지 수업자료 적용 문제 협의.
-계획과 달리 3학년은 실질적인 문과 이과 구분이 되는 이동수업을 하고 있으
므로 개발중인 지도 자료를 적용하기에는 자연공학 계열 수강 학생을 대상으로 하
는 것이 합리적임. 따라서 세계지리 시간의 미세먼지에 대한 지도안을 통합적용 가
능한 지구과학과 국어시간에 투입하기로 함.
○ 11월 중으로 모든 수업 적용과 학생 활동을 마무리하고 정해진 기간에 보고
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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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의 록

1. 일시: 11월 18일
2. 협의내용
주제: 연구보고서 작성 협의 및 연구회 활동 소감 토론

○ 통합과학 시간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제작하고, 이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자료
를 수집하였으며, 수학시간에 이 자료를 이용한 수업을 진행하고 보고서를 받고 분
석한 내용에 대해 평가함.
○ 보고서 작성때 STEAM 활동 전후 설문분석 자료가 포함되어야 하는데 연구회
장이 내용 전달을 잊어버려서 2차 설문조사를 기한 내에 하지 못했음. 늦었지만 내
일 학생들과 교사의 설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STEAM지원단에서 보고서 제출전
까지 분석자료가 나오면 보고서에 포함하기로 함.
○ 23일까지 보고서 작성임을 안내하고 교과별 수업자료 적용 결과 보완자료 작
성하기로 함.
○ 연구회 활동 및 수업 자료 제작과 적용 과정에서 좋았던 점, 힘들었던 점, 발
전적인 건의에 대해 토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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