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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제시
영산강이 왜 이렇지

오늘은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루체와 루미가 영산강

신나게 자전거를 타고 달리다가 너무 더워 쉬고 있는데...

자전거 도로를 따라 자전거를 타기로 한 날입니다.
어,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영산강을 봐.
물이 초록색으로
변해 있어.

주위를 살펴보니 영산강 물이 초롤색으로 변해 있고 썩는
냄새도 나는 것 같습니다. 왠지 얼굴이 찌푸려집니다.

초록색을 녹조라고 하는데...
녹조가 왜 생겼을까?

그림 1. 녹조

이상하다.
영산강이
왜 이렇게
초록색으로
변해버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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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물을 찾아서!

루체와 루미는 잠시 쉰 후, 다시 자전거 도로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루체야! 여기 좀 봐.
여긴 물이 굉장히
깨끗하지! 이곳은
영산강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림 2. 맑은 강물

여기는 녹조가
있는 곳과는
다르게 물이
빠르게 흐르고
있네...

음.. 루미야,
지난 일요일에 놀러간
호수공원 생각나니?
그곳의 물도 깨끗했지?
맞아! 그 호수공원의 물도
계속해서 출렁이고
있었어!

그림 3. 호수공원과 수차

음.. 그러니까
물이 움직이면
녹조가 생기지
않는 것 같아!

동영상1. 수생 식물의 역할

어! 호수공원에 연잎,
물배추 식물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것들도 물을 깨끗이 하는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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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활동 1
녹조 현상

1. 녹조 현상이란 무엇인가?
녹조란 ‘녹조류(綠藻類)’에서의 ‘녹색’과 물속에 살면서 동화 색소를 가지고 독립 영양 생활을 하는 하등 식물인 ‘조
류‘를 의미한다. 특히 여름철에 강이나 바다, 호수 등에 녹조류가 늘어나 물빛이 녹색이 되는데, 이것을 ‘녹조 현상’이
라고 한다.
생활하수에는 식물성 플랑크톤의 먹이가 되는 영양 염
류가 들어 있는데, 이 생활하수가 강이나 호수와 같이 유
속이 느린 곳에 유입되면, 그곳에 사는 식물성 플랑크톤
이 이를 먹고 대량 증식하여 생기는 것이 녹조이다. 이렇
듯 녹조는 플랑크톤의 과도한 증식으로 인해 발생했음을
알 수 있는데, 더 쉽게 말하면 플랑크톤의 사체이다. 플랑
크톤은 수명이 짧기 때문에 사체가 급격히 늘어나게 되고,

그림 4. 녹조

이것들이 모여 점성이 높은 녹조를 형성하게 된다.

2. 녹조가 여름에 심한 이유
녹조의 발생 원인은 영양 염류의 증가에 따른 플랑크톤의 대량 번식으로, 플랑크톤이 번식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산
업 폐수와 생활하수 이외에도 일조량이나 수온과도 관련이 있다. 플랑크톤 역시 광합성을 하므로 일조량이 많고 수온
이 높은 여름에 더 잘 발생하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여름에 비가 내리면 육지에 있던 각종 유기물이 빗물과 함께
내려오는데, 이런 유기물, 즉 영양 염류가 풍부해지면서 플랑크톤이 더 쉽게 번식하게 된다. 이렇게 영양 염류가 물속
에 포화되어 있는 상태를‘부영양화’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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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녹조가 생활에 끼치는 영향
플랑크톤은 사체가 부패하는 과정에서 물속에 들어 있는 산소가 필요해진다. 그렇게 되면 물고기들이 숨 쉴 산소가
부족해져서 폐사에 이르게 되고, 다른 수중 생물들도 죽게 된다. 뿐만 아니라, 플랑크톤이 물고기의 아가미에 끼여 죽
거나 플랑크톤의 독성 물질에 의해 수생 생물들이 죽기도 한다. 만약 독성이 있는 플랑크톤을 섭취한 물고기를 사람
이 먹는다면 역시 중독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녹조 현상은 ① 기온이 올라 수온이 섭씨 25도 이상으로 유지될 때, ② 일조량이 많을 때, ③ 유속이 느린 하천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녹조 현상을 줄이는 방법 중에서 가장 간단하면서도 안전한 방법은 물을 흐르게 하는 것이다.

[녹조 제거 기술 어떤 것이 있나]
자료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수차(水車)
물레방아처럼 회전
방식

하며 물을 인공적
으로 뒤섞음.
하저에 산소 공급

초음파

녹조 제거선

녹조의 공기주머니를

선박에 녹조 흡입·

햇빛을 차단하면서

파괴. 녹조를 물

여과·회수장치

녹조를 뭉치게 해

아래로 가라앉힘

설치해 가동

가라앉힘

친환경적 녹조 제거

친환경적 처리

강바닥에서 인(燐)이
장점

녹아 나오는 것 방지.
어류 폐사 방지

단점

황토

설치 비용 대비 수질

넓은 면적에 사용

개선 효과 미미

불가. 높은 유지 비용

높은 유지 관리 비용

살조제
황산구리 등으로
녹조류 파괴

일시적 녹조 제거

녹조류 증식 억제.

효과

빠른 처리 효과

다른 수중 생물 등

생태계 피해 우려.

생태계 교란

높은 처리 비용

Q. 녹조 현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자신의 생각을 적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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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생 식물

1. 수생 식물의 개념
수생 식물(水生植物)은 주로 물속이나 물가에 서식하며, 식물체의 일부나 전부가 물속에 잠겨 있고, 식물체의 줄기
나 뿌리, 또는 잎에 공기를 함유하는 통기 조직을 갖는 관다발 식물이다. 또한 물 밖에서 사는 경우라도, 어느 한 시기는
반드시 수중에서 생육하는 식물을 말한다. 수생 식물은 ① 발달되지 않은 기공, ② 부드러운 몸, ③ 뿌리의 기능(수생
식물은 속이 비어있어 썩지 않는다), ④ 통기 조직이 발달되어 있는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수생 식물은 오염된 수
질을 순환하는 역할을 하며, 다른 수중 생물이나 물가에 서식하는 다양한 동물들의 서식처이자 먹이로 이용된다.

2. 수생 식물의 분류
수생 식물은 생육형에 따라 크게 고착성 수생 식물과 부표성 수생 식물로 분류한다. 고착성 수생 식물은 다시 정수
식물, 부엽 식물, 침수 식물로, 부표성 수생 식물은 부유 식물로 분류된다.

그림 5. 습지 위치에 따른 수생 식물

Q. 수생 식물의 특징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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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설계 1
Q. 수생 식물을 관찰하고 특징을 기록하여, 수생 식물 미니북을 완성해 보자.
▒

관찰 식물

그림 16. 갈대

▒

그림 17. 연잎

그림 18. 물배추

그림 19. 부레옥잠

선택한 수생 식물을 관찰하고 특징을 적어 보자.
이름

단면(가로, 세로) 모습

특징

이름

단면(가로, 세로) 모습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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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활동 2
1. 정수장에 있는 물 순환 장치의 역할
정수장에서는 물을 깨끗이 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가장 간단하면서도 안전하게 물을 흐르게 하는 원리를 이용
하고 있다. 즉,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물을 빠르게 순환시키기 위해 물 순환 장치인 수차를 이용한다. 수차는 물의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유용한 기계의 운동 에너지로 변환하는 것으로, 수차의 바퀴가 돌면서 호수나 강의 물을 뒤섞
어 준다. 이때 물이 섞이면서 호수의 밑바닥까지 공기를 공급해 줌으로써 수중의 용존 산소량을 높이게 된다.

그림 10 물 순환 장치

2. 수차
‘수차(水車)’라고 하면 우선 물레방아를 연상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여러 가지 성능을 가진 바퀴란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물과 관계되어 움직이는 바퀴 일체를 ‘수차’라고 하였는데, 물을 아래에서 위로 끌어올리는 관개용(灌漑用) 시
설도 수차라 불렀고, 흘러내리는 물의 힘을 이용하여 방아를 돌리는 동력 장치도 수차라고 하였다.

3. 물 순환 장치의 임펠러란 무엇일까?
▒

임펠러의 개념
임펠러(impeller)는 러너(runner)라고도 하며, 회전을 통해 물을 외부로 밀어내어 압력을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높아
진 압력이 관을 통해 배출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모터의 회전력으로 해당 기체나 유체(流體)에 압력을 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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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

전기를 발생
시키는 로터

출력 전류

터빈
물 유입구

터빈 날개

그림 11. 물순환장치의 원리

▒

임펠러의 종류
임펠러의 종류에는 회전형, 프로펠러형, 터빈형 등이 있는데, 밀도차가 작은 액체-액체, 고체-액체 혼합, 점성도가
작은 액체-액체 혼합에는 회전형, 점성도가 중간 정도의 소량액 또는 저점성도의 대량 혼합에는 프로펠러형, 밀도차
가 큰 액체-액체, 고체-액체, 미립자를 포함한 액체의 혼합에는 터빈형이 적합하다.

그림 12. 다양한 임펠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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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설계 2
Q1. 수생 식물의 특징을 이용하여 물 순환 장치를 설계해 보자.
TIP 임펠러의 방식, 수면에 대한 각도, 회전을 위한 모터 등을 고려하여 임펠러를 설계한다.

TIP 고정 또는 부유 장치의 선택, 임펠러의 연결 등을 고려하여 물 순환 장치를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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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제시된 재료를 가지고 물 순환 장치를 만들어 보자.
[준비물]
낚시찌 통, 빨대, 실리콘 빨대, 공예용 컬러 철사, EVA(0.2cm/0.5cm/1cm), 해면 수세미, 건전지, 건전지 홀더와 2구 커넥터,
스위치, 모터, 샤프트 축, 일회용 접시(임펠러 날개 재료), Y자형 관, 나무 스틱(임펠러용), 투명 반구, 절연 테이프, 칼, 송곳,
유리 테이프, 스탬프,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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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적 체험 1
나만의 작품 설명

보완할 점
다른 친구들의 의견을 참고로 보완해야 할 사항을 적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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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적 체험 2
생체모방 분야의 전문가와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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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1] 그림 출처
그림 1. 녹조 :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uid=474985
그림 2. 맑은 강물 : http://cafe.naver.com/heungkyo/332
그림 3. 호수공원과 수차 : http://www.hanilest.com/bbs/board.php?bo_table=21
그림 11. 물 순환 장치의 원리 :

http://www.roplant.or.kr/_admin/_board/_inc/filedown.asp?FileName=기술설명서.pdf
▒

[별첨2] 동영상 출처
동영상1. 수생 식물의 역할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450888&cid=51642&categoryId=51644

"이 보고서는 2016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성과물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