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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바다를 구출하라!

기름오염 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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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블링 아트 활동을 통해 유추해 봅시다.
물 위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 위에 뜬 기름은 어떻게 종이에 표현할 수 있었나요?

물과 기름은 왜 섞이지 않는 걸까?
물과 기름은 친하지 않아요!
우리는 별로
친하지 않아!

우리는 친한
친구!

액체는 성질에 따라 서로 섞이는 것과 섞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기름과 물은 성질이 서로 달라서 잘 섞이지 않아요. 하지만 기름도 비슷한
성질을 가진 다른 기름과는 잘 섞인답니다. 이처럼 물질의 성질이 변하지

물

알코올

물

식용유

않으면서 서로 섞여 있는 것을 우리는

이라고 해요.

아세톤이 도와주면
우리도 친하게
지낼 수 있어.
물

아세톤

식용유

우리 주변에도 혼합물이 있다고?
우
 리생활에도 많은 혼합물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우리는 [

]을 얻기 위해

논처럼 만들어 놓은 염전에서
바닷물을 증발시켜요. 바닷물
이 증발하고 남은 [
채취해요.

]을

우유에는 단백질과 지방이 들
어 있는데, 이 두 물질은 분리
되어 우리가 즐겨먹는 또 다른
음식이 돼요. 우유 속 단백질
은[
[

]를 만들고, 지방은
]를 만들어요.

02

선생님 궁금해요?!

Q. 선생님 우리나라에도 기름오염 사고가 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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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가 기름으로 오염되면 무슨일이 일어날까?
마
 인드맵 그리기를 통해서 상상해 봅시다.

끔찍한 사고, 바다의 악몽
2007년 12월 7일 우리나라의 서해 지역에서 기름오염사고가
일어났어요. 허베이스피리트호는 기름을 가득 싣고 가는 유조선
이에요. 이 배가 충돌하면서 많은 기름이 바다로 쏟아졌는데, 그
을 합친 크기와 같아요. 특히 이 기름띠는 서해안 지역뿐만 아니

바다 가
기름에 오염되면

라 전남지역과 제주도 앞바다까지 흘러갔어요. 이 사고는 다양한

어떻게 될까?

기름의 양이 무려 13,000kl 였어요. 이것은 축구장 1,800개 이상

생물종으로 이루어진 서해안 주변의 해양생태계를 심각하게 훼
손시키고 바다를 중심으로 생업을 이어오던 주민들의 삶에도 큰
피해를 초래했어요.
이 사고는 우리나라의 기름오염 사고 중 가장 큰 사고였어요.
하지만 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기름오염 사고가 매년 일
어나고 있어요.

함께 살린 바다! 희망으로 돌아오다

기름으로 오염된 바다에 생물들은 어떻게 될까요?

원유로 오염된 검은바다를 구출하기위해 많은 사람들이 서해

바닷속에는 보이지 않는 플랑크톤부터 몸집이 아주

바다로 모였어요. 자원봉사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최종 소비자

서 구조 활동을 펼쳤고, 봉사자 숫자가 무려 130만명을 넘었어요.
이렇게 수많은 이들의 노력으로 오염된 바다는 다시 회복할 수

기름으로 오염된 바다는 아주 미세한 작은 생물들에
2차 소비자

있었답니다. 현재 그곳에는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을 설립하여 그
날의 일을 기록하고 극복과정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있어요.

큰 상어나 고래까지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있어요.

1차 소비자

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쳐요. 또한 기름은 생물들의
아가미에 걸려 호흡을 마비시키기도 합니다. 또한
바다를 덮은 기름이 햇빛의 차단을 막아서 바닷속

생산자

생물들이 광합성을 하는데 방해하여 큰 피해를 줍
니다. 결국 기름오염은 먹이사슬의 구조를 파괴하고
마지막에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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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결과 보고서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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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결과 보고서 Ⅱ
●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내용을 생각하여 정리해 봅시다.

각 물질이 기름을 얼마나 잘 흡수했나요? 기름만 흡수하는 물질이 있었나요?

사진의 방제도구의 쓰임을 생각하며 이름과 사용법을 알맞게 연결해 봅시다.

방제 작업 이제는 내게 맡겨!
유회수기

기름이 잘 스며드는 재료로
만들어진 이것은 바다에 유출된
기름을 흡수시키고, 해안가에
유출된 기름을 닦는데 이용해요.

유흡착재

드럼 원통속에 기름이 묻은
자갈을 넣고 물과함께 회전을 시켜서
기름을 제거해요. 특히 300여명이
손으로 닦아내는 것과 같은 일을 해요!

오일펜스

바다위에 유출된 기름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울타리 모양으로
바다위에 설치하는 것을 말해요.

자갈세척기

바다위에 떠다니는 기름을 자동으로
거두어들이는 장치로 기름을 거두는
방식에 따라 다양한 기계가 있어요.

방제복

청소기와 같은 원리로
모래위에 유출된 기름을
빨아들이는 기계에요.

진공흡입기

기름오염 사고가 일어나면
우리 몸과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입어요.

기름을 흡수하는 각 물질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특징

단점

신문지 조각

솜

유흡착재

유겔화제
(기름응고제)

주방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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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인스토밍 활동

한걸음 더 나가기
바다 위 방제

자유롭게 상상해요!

유출된 기름을 제거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유롭게 상상해서 적어봅시다.
(발명하고 싶은 기계를 창작해 보거나, 새로운 방법을 고민해서 발표해 봅시다.)

유출된 기름은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더 큰 피해를 초래해요. 왜 그럴까요?

예) 소금쟁이를 닮은 기름오염 제거 기계 발명

해안가 방제
해안가로 도착한 기름은 상상보다 훨씬 더 많은 오염과 피해를 일으켜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화분에 물을 주는 원리를 생각하며 유추해서 적어봅시다.

선생님 궁금해요?!

유출된 기름은 시간이 지날수록 원래 성질과 다르게 많은 변화가 일어나요!
증발(Evaporation)

Q. 선생님 바닷물은 어떻게 계속 흘러가나요?
해류는(바닷물의 흐름)는 바람의 방향이나 세기에 영향을 받아요. 수면 가까이에서 흐르는 표층해류
(바다표면에서 발생하는 해류)는 주로 바람이나 해면의 경사 등에 영향을 받아요. 심해에서 흐르는 심

유화(Emulsification)

층 해류는 수온이나 염분에 의한 밀도차이, 해면의 경사나 심해의 해저 산맥, 지구의 자전 등에 영향

확산(Spreading)
산화(Oxidation)

분산(Dispersion)
용해(Dissolution)

을 받는답니다.
이러한 해류는 지구의 열을 순환시키
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만약 해류가
지구의 열을 순환시키지 않는다면 극지방
은 점점 더 추워지고, 적도 지방은 점점 뜨

생물분해(Biodegradation)

거워질거에요. 해류는 지구의 기후변화에
아주 큰 영향을 준답니다.

침전(sedi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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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소금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dongku223&logNo=221021939043&categoryNo=7&parentCategoryNo=0&viewDa
te=&currentPage=1&postListTopCurrentPage=1&from=section

우유

http://s3-ap-northeast-2.amazonaws.com/greenkorea/wp/wp-content/uploads/2013/11/15.jpg

13p

기름오염

http://www.iacea.com.ar/gnu/bbs/a-news-content.html?board=acea&categoria=corea&id=26120&page=54&start=2120&menu
=news
http://www.si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91

14p

https://news.joins.com/article/21966576

함께 살린 바다
http://www.nknews.kr/ab-1665-4665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oreamof&logNo=221287782751&proxyReferer=http%3A%2F%2Fwww.
google.com%2Furl%3Fsa%3Di%26rct%3Dj%26q%3D%26esrc%3Ds%26frm%3D1%26source%3Dimages%26cd%3D%26ved
%3D2ahUKEwiMj9eL28beAhVINbwKHZYoACAQjhx6BAgBEAM%26url%3Dhttp%253A%252F%252Fm.blog.naver.com%252Fk
oreamof%252F221287782751%26psig%3DAOvVaw3GilUJdummd7KUcvAH2E-D%26ust%3D1541832311947043

1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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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p

기름방제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oempr&logNo=140198337257&proxyReferer=&proxyReferer=http%3A%2F
%2Fwww.google.com%2Furl%3Fsa%3Di%26rct%3Dj%26q%3D%26esrc%3Ds%26frm%3D1%26source%3Dimages%26cd%
3D%26ved%3D2ahUKEwja_ueu28beAhULwbwKHY40DboQjhx6BAgBEAM%26url%3Dhttp%253A%252F%252Fm.blog.naver.
com%252FPostView.nhn%253FblogId%253Dkoempr%2526logNo%253D140198337257%2526proxyReferer%253D%26psig%
3DAOvVaw36_v9OdbfsulgtU2C-Hgp2%26ust%3D1541832385439488
https://www.mirror.co.uk/news/world-news/deepwater-horizon-survivor-death-wish-8936532
http://www.deno.oceanica.ufrj.br/deno/prod_academic/relatorios/2013/Carolina_Fernanda/relat1/Relatorio_ORSV_CORR.htm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oreamof&logNo=221287782751
http://dkin.kr/oilfence02/

부록

https://blog.naver.com/han94626/221343206426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oempr&logNo=220502850067&proxyReferer=http%3A%2F%2Fwww.google.
com%2Furl%3Fsa%3Di%26rct%3Dj%26q%3D%26esrc%3Ds%26frm%3D1%26source%3Dimages%26cd%3D%26ved%3D2ah
UKEwjgvpDb3sbeAhVN6LwKHWDcAv0Qjhx6BAgBEAM%26url%3Dhttp%253A%252F%252Fm.blog.naver.com%252Fkoempr
%252F220502850067%26psig%3DAOvVaw1ksQgCq7zAKtcbFf3p-iqe%26ust%3D1541833217336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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