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AM
아웃리치 프로그램 안내서
기관명: 국립경상대학교
기관 소개
비전

목표

경남에서 세계와 당당히 경쟁하는 ACTIVE GNU
교육의 내실화 및

연구의 특성화 및

봉사의 지역화 및

선진화

융합화

세계화

ACTIVE GNU 중점 추친
전략

ACTIVE 교육

학과단위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30개 지원

ACTIVE 연구
전국적 연구 및
산학협력 그룹 30개
육성

ACTIVE 봉사

지역협력 및 봉사
프로그램 30개 지원

융합인재교육(STEAM) 아웃리치 프로그램이란?
- 학생들이 과학기술 현장에서 최신 과학기술을 경험하고 관련 분야로 진학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STEAM 아웃리치 프로그램 개발･운영
- 학생들이 과학에 대한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토론‧실습‧체험 중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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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리치 활동 기회 제공

국립경상대학교 STEAM 아웃리치 프로그램의 특징
○ 해양과학기술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증진 및 참여 의지제고
○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학의 해양조사선, 각 연구실의 첨단연
구 기자재 및 자료를 최대 활용하여 프로그램 진행
○ 창의적 인재자질을 가진 직업인양성을 위한 진로체험활동 도
입 프로그램 개발
- 해양환경공학과 해양생명과학 전공 관련 직업 체험
○ 프로그램에 참여한 상급 학생들이 하급생들의 프로그램에
facilitator로 참여함으로써 리더십을 함양하고, 프로그램에 대
한 이해도를 심화
○ 경상대학교와 통영시교육지원청 그리고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
육재단이 상호협력하여 융합인재교육 아웃리치 프로그램 운영
운영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운영기간

하수처리

7.5~7.30

용존산소
+바다조사
플랑크톤

7.5~7.30

12.10~12.24

운영기관(장소)
해양과학관
강의실
실험실,
참바다호
해양과학관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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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담당 전문가

고 1~2

최광수 교수

고 1~2

고 1~2

김기범 교수
김성재 교수
김무찬 교수

활동 수기
○ 학교에서 평소에 다루지 않았던 내용을 다루고 있어 흥미 있었고 사
소하게 여기던 물건에 얼마나 많은 물이 투입되는지 알았고 이를
통해 물 절약에 대한 필요성 등을 실감할 수 있었다.
○ 간단하였지만 대학에서 하는 실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 좋았다.
교수님도 재미있게 가르쳐주시고 모두 다 실험할 수 있었다.
○ 내가 관심이 많았던 해양생물에 대해서 재밌게 알 수 있어서 좋았
고, 나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 내가 항상 지루하다고만 느꼈던 과학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새롭게
접근하다보니 그렇게 지루하지만은 않았다. 오히려 재미가 있었다고
말하고 싶다. 다음에도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
할 것이다.

아웃리치 프로그램에 있어 도움이 될 자료
○
○
○
○
○
○
○
○
○
○
○

해양환경공정시험법. 2010. 국토해양부. 해수 속 용존산소
윤선 외 9인. 기능성 식품학. 2006. 라이프사이언스
www.waterfootprint.org. 국제물발자국 정보제공 홈페이지
박경훈, 유주한, 송봉근. 2010. 경상남도 남해안 연안습지의 생태적
가치평가
김익수, 최윤, 이충렬, 이용주, 김병직, 김지현. 2005. 한국어류대도감.
교학사
우한준 외 4인. 2004. 한국 서해 강화 갯벌의 퇴적물 특성
주대현, 유형빈. 2008. 무안갯벌에 서식하고 있는 해산십각류 군집의
종 조성분석
이종수 외 1인, 해양천연물학, 20006. 도서출판 효일.
송어 해수양식업 산업화 전략. 2014. Aquainfo.
www.aquainfo.co.kr. 월간아쿠아인포 홈페이지
Youtube. AP Biology Lab 12 용존산소 실험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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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인재교육(STEAM) 아웃리치에 참여하고 싶다면?
- 신청 방법: 재학 중인 학교에 신청(단체), 개인 신청
- 담당자: 최광수
- 담당자 연락처: 055-772-9133
- 담당자 이메일: kschoi@gnu.ac.kr
○ 단체 신청
- 대학과 교육청,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의 이름으로 각
학교에 공문 전송
- 희망하는 학교 및 교내 동아리 담당 선생님이 대표로 참가신
청서 제출
- 참가신청서는 공문에 붙임으로 전송
- 선착순으로 단체별 최대 10명제한, 최대 3팀까지 접수
○ 개인 신청
- 통영 내 학교에 홍보를 하여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직접
참가신청서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여 접수
- 참가신청서는 홍보를 위한 공문에 붙임으로 전송
- 선착순으로 최대 15명~20명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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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쓰는 물은 어디에서 어디로
학습구성

학습목표

상하수도 개념을 이해하면서 물순환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이해한다.
우리가 사용한 물을 한데 모았을 때 얼마나 처리하기
까다로운지 알고 물절약의 인식을 심어주고 그를
실천한다.

활동내용

하수처리시설의 과학적, 기술적, 공학적 요소들을 체험
우리학교부터 하수처리장까지의 하수도 설계
물절약 10계명 찾기. 10계명 중 본인이 실천할 3계명 선정

활동특징

하수처리시설의 과학적, 기술적, 공학적 요소들을
체험하여 물순환의 종합적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다.
하수도 설계를 통해 샤워물이 어떻게 하수처리장으로
흘러가는지 이해하고 전반적인 상하수도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소요시간

강의실
통영시 하수
종말 처리장

220분

차시

5

장소

STEAM요소
STEAM
과목요소

S: 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생물학적 처리 이해
E: 하수처리장까지의 하수도 이송노선 설계 해보기
A: 물절약 10계명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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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흐름도

상황제시 (Context)
분명 내가 쓰고 흘려보냈을 때만해도 물이 더럽지는 않았는데? 우리는
우리가 사용한 물이 어디로 가는지 잘 모릅니다. 솔직히 관심도 없죠.
하지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하수처리장에 도달하는 물을
보면 경악을 금할 길이 없을 정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
을까요?

창의적 설계(Creative Design)

우리학교에서부터 하수처리장까지의 하수도 이송노선을 설계하라.
이송노선 현장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계획 세우기

감성적 체험(Emotional Touch)

물절약 실천 10계명 랭킹을 맞춰라.
물절약과 수자원 보호의 필요성 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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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교수-학습활동

수업단계

교수·학습 활동
Co: 분명 내가 쓰고 흘려보냈을 때만해도 물이
더럽지는 않았는데?

STEAM
요소
(학습자료)
SEA

• 영상 시청
• 우리는 세수를 하고 샤워도 하고 세탁기를
사용해서 빨래도 하지만 개수구로 흘러내려갈
때만해도 그렇게 탁하거나 더러운 물이라는 생
상황제시
(2O분)
(1/5차시)

각이 잘 들지 않을 텐데 하수처리장 유입펌프
장의 모습을 보면 감히 생각지도 못할 정도로,
석유가 떠오르는 빛깔을 볼 수 있습니다.
• 우리가 사용한 생활하수는 하수처리장으로
가서 깨끗하게 처리가 되는데 우리집의 개수구
부터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서 이렇게 더러운 물이 되었을까요?
• 개개인의 생각을 활동지에 적어 정리하여
서로의 생각을 공유해봅시다.
Co: 우리집 수도꼭지까지의 물의 여행

상황제시
(20분)
(1/5차시)

• 우리집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은 진주 남
강댐(진양호)에서 물을 퍼서 진양호정수장에서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을 만들어 통영의 배수
지로 이동해 각 가정으로 용수를 공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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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

• 정수장에 관한 수학문제를 풀어 교과서의
내용을 상기시킨다.
• 우리집 개수구에서 나가는 물은 하수도관을
통해서 이동하고 일정한 곳에서 합쳐져서 최종
적으로 통영시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갑니다.
•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된 물은 바다로 방류가
됩니다.
• 하수처리장에 들어가는 물의 오염도가 너무
나 심할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조치
를 취해야 할까요?
• 통영시하수종말처리장의 위치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하수처리장의 입지조건이 어
떨지 모둠별로 의견을 제시해 봅시다.
CD: 우리학교에서 하수처리장까지의 하수도
이송노선을 설계해보자.
• 우리가 사용하는 물이 어디에서 시작되어
창의적
설계
(60분
+
40분)
(3/5차시)

우리지 수도꼭지로 도달하는지, 어떻게 처리가
되어 바다로 나가는지 학습하였습니다.
• 우리학교에서부터 하수처리장까지의 하수도
이송노선을 그려 물의 여행의 그림을 완성시켜
봅시다.
1단계: 등고선 지도를 이용하여 최적 이송경
로 추정
- 특별한 정보가 없이 우리학교에서부터 통
영시하수종말처리장까지의 하수도 이송경로를
추론하는 활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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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

- 가장 돈이 적게 들도록, 가장 짧은 거리가
되도록, 가장 합리적일 수 있도록 등의 조건을
학생들에게 주고 그릴 수 있도록 합니다.
2단계: 하수도 전문가 강의
- 하수도 설계 고려사항 및 유의점 강의
- 본인이 추론한 것과 비교, 평가하여 모둠
별로 토의하여 개선사항 등을 도출
3단계: 현장조사 및 정보수집 계획 수립
- 전문가 강의내용과 모둠별 토의결과를 바
탕으로 필요한 정보를 나열하여 정보수집을 위
한 계획을 세웁니다.
4단계: 하수도 이송경로 재차설계
- 현장조사 및 정보수집을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등고선 지도에 재설계를 합니다.
- 본인이 처음에 추론한 결과물과 재설계한
결과물을 비교하여 무엇을 고려했는지, 어떤
부분이 변경이 되었는지, 장점은 무엇이고, 개
선해야할 사항은 없는지에 대한 발표
5단계: 통영시 하수도노선과 비교하여 평가
- 통영시 하수도노선 설계도와 비교하여 효
율성, 안정성 등을 평가하여 발표합니다.

ET: 하수처리장에서 물의 소중함을 알아보자. SEA
감성적
체험
(80분)
(5/5차시)

• 영상으로만 봤던 치명적으로 더러운 물을
실제로 보고 어떤 과정을 거쳐 깨끗해지는지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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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처리장의 각 단위공정을 견학하고 순간
순간의 소감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견학 후 하수처리장 내 공원에서 각자의 견
학 소감을 공유합니다.
• 물절약 10계명 랭킹 맞추기 게임
- 선정된 10계명의 랭킹을 학생들이 추측하
여 정답을 맞히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모둠별로 진행되며 각 미니게임을 통해 승
리팀이 발언권을 얻게 됩니다.
- 게임을 통해서 한번 더 물절약 실천사항을
상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 내가 실천할 3계명 선정 및 선서
- 10계명 중 혹은 본인이 직접 생각한 물절
약 3계명을 선정합니다.
- 즉석인화 사진을 이용하여 인증샷을 인화
해 본인의 교재에 붙여 보다 실천 의지를 확고
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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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 지도자료
내가 쓰는 물은 어디에서 어디로 ?

학습목표 : 물의 소중함을 체감하며, 물 절약을 스스로 실
천

진학 : 환경공학, 토목공학
진로 : 수질관리 엔지니어링, 관수로 설계사

도입 : 분명 내가 쓰고 흘려보냈을 때만해도 물이 더럽지는
않았는데? 우리는 우리가 사용한 물이 어디로 가는지 잘 모
릅니다. 솔직히 관심도 없죠. 하지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
어났는지 하수처리장에 도달하는 물을 보면 경악을 금할 길
이 없을 정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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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명 내가 쓰고 흘려보냈을 때 깨끗했는데...

왜 ?

* 깨끗하게 흘려보낸 물이 하수처리장에서는 검은 물로 유입되는 동영상 혹은 사
진으로 관람을 하여 그전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상상하게 만든다.
* 동영상 : http://www.youtube.com/watch?v=4JmQCDHfp_g

동영상- YouTube
인천대학교 환경공학
(하수처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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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깨끗하게 흘려보낸 물이 왜 더러워져서 나왔을까요?

* 우리가 사용한 생활하수는 하수처리장으로 가서 깨끗하게 처리되는데 내가 흘려
보낸 물이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서 더러운 물이 되었을
까요? 학생들의 생각을 활동지에 적어보고 서로의 생각을 발표시켜 봅시다.

3. 정수처리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떠올려 볼까요?

* 물이 가정에서 하수처리장까지 흘러가는 것을 상상하였다면 학생들이 기존에 교
과서에서 배웠던 정수처리 순서와 역할을 한번 떠올리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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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렇다면 우리집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수돗물의 고향은 어디일
까요?
* 우리집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은 진주 남강댐(진양호)에서 물을 취수하여 진양
호정수장에서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을 만들어 통영의 배수지로 이동해 각 가
정으로 용수를 공급합니다.

5. 여러분이라면 통영시 하수처리장을 어디에 짓겠어요?

* 모둠별로 활동하여 지도에 위치를 정하고 이유를 적는다.
* 모둠별로 발표, 토론한다. 학생들 스스로 위치선정의 조건들을 제시하도록 한다.
* 하수처리장 입지조건
1. 하수가 자연 유하식으로 유입 될 수 있도록 지대가 낮은 지역.
2. 주거지역과 너무 멀지 않으면서 차폐된 지역.
3. 향후 도시개발이나 도로 신설등 도시계획상 수용되지 않는 지역.
4. 토지 보상비가 적은 땅값이 싼 지역.
5. 국립공원이나 군사 보호구역등 법률적으로 제한을 받지 않는 지역.
6. 문화재나 자연생태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지역.
7. 방류수역이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멸종동물 보호구역등 청정을 요하는 지역이
아닐 경우.
* 통영시의 하수종말처리장의 위치는 경남 통영시 인평동 478-1번지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학 부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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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우리 학교에서 하수처리장까지 하수 이송경로를 설계해 보세
요.
* 특별한 정보 없이 우리학교에서 통영시 하수종말처리장까지의 하수도 이송경로
를 추론하는 활동입니다. 경제적이고 합리적일 수 있도록 조건을 학생들에게 설
명한 후 그를 수 있도록 합니다.
* 각 해당하는 학교의 위치를 찾아 그려보세요. 또 학생이 직접 그린 그림에 대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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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하수도 전문가 강의를 듣고 본인이 그린 경로를 비교하고, 친
구들 의견도 듣고 개선을 해볼까요?
* 전문가(시청 하수도과)를 초청하여 강의를 듣고 본인이 추론한 것과 비교하여,
경로가 변화하였다면 모둠별로 토의를 하고 수정하는 시간을 갖는다. 어디까지
나 학생 스스로가 추론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 줍니다.
* 전문가 초청강의는 하수도 설계 및 고려사항, 유의점을 다시 정확하게 강의를
해줍니다.

8. 학교에서 하수처리장까지 하수도 물길을 따라 조사하기

* 모둠별 토의결과를 바탕으로 학생 스스로가 현장조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 학생들 스스로가 전문가 강의를 토대로 조사항목을 도출하기.
- 항목별 조사방법 세우기.
- 모둠별 조사계획 완성하기.
* 현장조사 계획에 따라 학교에서부터 하수처리장까지 이동하며 현장을 조사한다.

9.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이동경로를 다시 그려볼까요?

* 등고선 지도를 가지고 이송경로를 재설계 합니다.
* 경로를 그리고 이유를 토론해보는 시간을 갖게 합니다. 무엇을 고려하고, 어떤
부분이 변경되었는지 이유를 친구들과 공유를 합니다.
* 효율성, 안정성, 입지조건을 고려했는지 평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또한 개선
사항들을 찾아서 발표해 보는 시간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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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영상으로만 봤던 더러운 물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실제로 체험
을 해봅시다.
* 물이 깨끗해지는 과정을 보고 물의 소중함을 체감합니다.
* 처리과정마다 순간순간의 소감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고, 견학 후 하수처리장
내 공원에서 각자의 견학 소감을 공유합니다.
* 통영시 하수종말처리장

* 출처: http://blog.naver.com/cginsider?Redirect=Log&logNo=110080390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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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처리
능력

경상남도 통영시 인평동 478-1 통영시하수종말처리장

약 54,000 t/day (톤/1일)

유입펌프동

침사지
최초첨전지

통영 내의 하수들이 모이고 침사지로 전송. 하수
부하조절
사질과 같은 큰 입자들을 중력침강시킴
침사지에서 넘어온 입자들을 재차 중력침강시킴
활성슬러지공 미생물슬러지를 이용하여 부유물
법

질 분해

생물반응조
STEP혐기호
공정

기법

최종침전지

약품투입조

지를 혐기조, 호기조를 번갈아가며
분해. 인 95%, 질소 80% 제거

생물반응조에서 넘어온 하수를 고액분리 시켜 부
상하는 scum과 가라앉는 슬러지를 제거
염소소독을 위해 하이포와염소산을 투입. 살균

여과조

기타 부유물질을 제거

UV살균

최종방류수를 UV살균을 통해 재차살균 후 방류

방류
인증

최종침전지에서 반송된 활성슬러

최종처리된 하수를 바다로 방류

2002년 미국 SGS社 ISO 14001 인증. 경남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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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선생님이 선정한 물절약 10계명 랭킹을 맞추어 볼까요?

* 선정된 10계명의 랭킹을 학생들이 추측하여 정답을 맞히는 방식으로 진행합니
다. 게임이 빠르게 진행됨으로 학생들의 집중력을 요구하기 위해 모듬별로 진행
하여 미니게임으로 발언권을 얻게 해줍니다. 게임을 통해 자신을 반성하고 한번
더 물 절약 실천사항을 상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정합니다.

물절약 10계명
1. 양치 컵 사용하기
2. 샤워 시간 줄이기
3. 세숫대야 사용하기
4. 설거지통 사용하기
5. 세제 사용 줄이기
6. 좌변기 물통에 벽돌 넣기
7. 빨래 모아서 하기
8. 물장난 하지 않기
9. 수도꼭지 잘 잠그기
10. 화분에 물을 줄 때 한 번에 충분히 주기

12. 내가 실천할 3계명을 적어보고 친구들 앞에서 약속을 합시다.

* 10계명 중 혹은 본인이 직접 생각한 물절약 3계명을 선정하고 친구들앞에서 선
서를 합니다. 즉석인화 사진을 이용하여 인증샷을 인화해 본인의 교재에 붙여
보다 실천 의지를 확고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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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역 바다 진단하기
학습구성

학습목표

환경연구원처럼 해양모니터링을 계획할 수 있다.
우리 지역의 바다의 상태를 판단할 수 있다.

활동내용

우리 지역 바다의 오염 순위 매기기
실습선 현장조사를 계획하고 DO활용 오염지도 제작

활동특징

실제 환경연구원이 행하는 해양모니터링 체험
우리 지역의 바다를 직접 평가함으로써 관심을 가진다.

소요시간

420분

차시

8

장소

강의실
실험실
참바다호

STEAM요소

STEAM
과목요소

S: 용존산소 습식분석과 유리전극장치의 차이
T: 기기를 이용하여 수온, 용존산소, 염분도, pH 측정
A: 오염지도를 통한 우리 지역의 바다 평가
내가 OO이라면 바다를 어떻게 살릴까?
M: 용존산소값과 산소포화도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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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흐름도

상황제시 (Context)
나는 우리 지역 통영에 살면서 우리의 바다를 잘 알고 있을까? 뉴스에
서 바다가 오염되어 적조가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도통 무슨 소
리인지 알지는 못하였다. 바다가 오염된 것을 어떤 기준으로 알 수 있을
까? 그 기준만 알면 나도 우리 지역의 바다의 상태가 어떤지 판단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우리 지역 바다 7곳 중에서 제일 깨끗한 곳과 제일 더
러운 곳을 추측해보자.

창의적 설계(Creative Design)
우리 지역 앞바다 현장조사 계획을 세우고 오염지도를 제작해보자.
지금의 측정장치가 없다면 어떻게 바다오염을 판단할 수 있을까?

감성적 체험(Emotional Touch)
30년 뒤 통영의 바다는 어떨까? 상상을 통해 미래의 바다 꿈꿔보기
내가 OO 이라면? 어떻게 바다를 살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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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교수-학습활동

수업단계

교수·학습 활동
Co: 우리지역 바다의 오염 순위 매기기

STEAM
요소
(학습자료)
SA

• 통영 바다의 오염에 대한 영상 시청
• 나는 우리지역의 바다에 대해 얼마나 잘 알
상황제시
(30분)
(1/8차시)

고 있었나요? 어느 지역이 깨끗하고 더러운지
판단할 수 있나요?
• 통영 앞바다 7곳의 오염순위 매기기
- 각 지역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7곳의 오
염순위를 정하고 근거를 제시합니다.
- 실제 측정치를 바탕으로 제작한 오염지도
와 비교하는 활동이 있습니다.
Co: 바다가 오염됨을 판단하는 기준
• 우리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깨끗한 바다
인지 오염된 바다인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상황제시
(30분)
(1/8차시)

• 해양조사항목, 항목별 설명 및 분석법, 측정
요소를 조합하는 게임
- 해양조사항목: DO, COD 등
- 항목별 설명 및 분석법
- 해당 측정요소: 산소, 염양염류, 중금속 등
- 모둠활동으로 조별로 퍼즐 맞추듯이 하여
정답을 비교합니다. 가장 적중률이 높은 조에
게 시상하여 흥미를 돋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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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

참바다호 실습선 실습
• 승선 전 교육
- 장비 사용법: 채수기, 채니기, 투명도판,
DO meter, pH meter, Salinity meter, 미생물
수집기
- 안전교육: 장비 사용시, 승선 시, 실습 시,
안전장비 및 상비약 점검
- 해당 실험실에서 진행되며 교육 후 실습선
(150분)
(4/8차시)

으로 걸어갑니다. (도보 20분)
• 승선 실습
- 실습 시에는 파도, 바람, 햇빛, 열 등의 위
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장화, 실습복장, 안전조
끼 착용을 의무화 합니다.
- 2~3인이 한조가 되어 샘플링 실습을 진행
하고, 돌아가면서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 DO, pH, Salinity 는 측정기기를 이용하므
로 정확도와 안전을 위해 1명이 측정합니다.
- 1명이 수치를 기록합니다.
용존산소 실험분석
• DO 분석법 교육

(120분)
(6/8차시)

• 안전주의사항
- 황산 등의 시약을 사용하므로 부주의할 시
에는 매우 위급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험가운, 보안경, 위생장갑 등의 안전을 위한
복장을 착용하여 실험해 참가할 수 있도록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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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M

니다.
- 실험실 내부가 좁기 때문에 실험을 하고
있는 사람을 치고 지나가면 들고 있던 초자기
를 떨어뜨릴 수 있고 시약이 유출돼 2차사고까
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주의해야 합니
다.
- 실험 종료 후에 시약 및 초자기를 정리해
야 합니다. 시약통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원
래 있던 자리로 되돌려놓고 폐시약은 유기, 무
기, 산성, 알칼리성 등의 성질에 따라 폐시약통
에 버릴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초자기는
시약이 남아 있지 않게끔 깨끗하게 설거지 하
고 증류수로 세척합니다.
• DO 실험
• 실험 결과
- 적정 후 적정량을 기록하고 수온을 고려하
여 용존산소량을 계산한다.
- 식에 대입하여 산소포화도 계산
- DO meter로 측정한 값과 실험 통해 얻은
값을 대비
CD: 우리 지역 바다의 오염지도
창의적
설계
(50분)
(7/8차시)

• 우리 지역 앞바다에 배를 타고 나가 수온,
pH, 염분도, 용존산소, 투명도를 알았고 실험실
에서 용존산소 실험을 통해 두가지의 용존산소
량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 우리 지
역 바다의 오염정도를 지도로 표현하여 평가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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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오염지도 제작 및 우리지역 바다 평가하기
- 활동을 통해 얻은 정보와 기존 지식, 검색
정보 등을 활용하여 오염지도 제작
- 형식 및 표현법은 자유이며 평가사항은 오
염도와 그 원인, 오염개선을 위한 조치, 개선
가능성 등이 있다.
• 오염순위 비교하기
- 처음에 예상했던 오염순위와 오염지도를
만들고 난 후의 오염순위를 비교하여 변경된
점과 그 이유를 추론하여 발표합니다.
ET: 내가 OO 이라면?
• 오염지도를 그려보니 어느 곳이 가장 오염
이 심하던가요? 오염이 심하다면 역시 깨끗하
게 해야 합니다. 내가 OO 이라면? 이라는 가
정을 통해 바다를 살리기 위한 방법을 찾아봅
감성적
체험
(40분)
(8/8차시)

시다.
- 개인 활동으로 진행
- 직업이나 직책, 역할 등의 기준을 본인이
결정하여 그 위치에서 본인이 오염된 바다를
살리는데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을 적어 발표한
다.
- 핵심적인 내용을 3가지 뽑아 교재에 적어
미래에 본인에게 약속하여 지키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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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

STEAM 지도자료
우리 지역 바다 진단하기

학습목표 : 우리 지역 바다를 직접 평가함으로써 관심을 가
진다.

진학 : 환경공학
진로 :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해양수산관련 국가 연구기관

도입 : 나는 우리 지역 통영에 살면서 우리의 바다를 잘 알
고 있을까? 뉴스에서 바다가 오염되어 적조가 심각하다는 이
야기를 들어도 도통 무슨 소리인지 알지는 못하였다. 바다가
오염된 것을 어떤 기준으로 알 수 있을까? 그 기준만 알면
나도 우리 지역의 바다의 상태가 어떤지 판단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우리 지역 바다에 7곳을 선정하여 오염 순위가 어
떠한지 매겨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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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영상(기사)을 통해 통영 지역 인근의 바다 오염 심각성을 인
식하고, 오염 정도를 예상하여 7곳 중 오염순위가 높은 것 순서대
로 표시해 봅시다.
* 통영 바다지도를 보고 학생 스스로가 순위를 정하도록 합니다.
* 가장 오염이 심한 곳은 어디일까요? 모둠토론을 통해 오염 순위가 높은 곳을 발
표해 보도록 유도합니다.
* 오염이 가장 심하다고 판단한 이유를 간단히 발표합니다.
* 가장 깨끗한 곳은 어디인가요?
* 그렇게 판단한 이유를 간단히 발표합니다.
* http://imnews.imbc.com/replay/2012/nwdesk/article/3118691_1302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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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위치

1
2
3
4
5
6
7

2. 어떤 기준으로 깨끗한 바다인지 오염된 바다인지 판단할까요?

* 모둠별로 학생들 스스로 상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자유롭게 발표합니다.

3. 해양조사항목을 가지고 조합 맞추기 게임을 해봅시다.

* 모둠별로 해양조사 항목이름, 항목의 특성, 측정요소를 담은 카드를 분배한다.
* 각각의 카드를 조합하여 조사항목 표를 완성한다.
* 가장 적중률이 높은 조에 시상하여 흥미와 집중력을 강화합니다.

- 38 -

해양수질항목

측정원리
잘 혼합된 일정량의 시료의 무게를 미리 재어
둔 여과지에 여과한 후 105~110℃으로 건조하

SS

여 여과지의 무게를 달아 증가한 무게를 부유

측정요소

유기물

물질의 양으로 한다.
물속에 존재하는 산소를 측정하기 위하여 수산
화제일망간이 시료 중의 용존산소에 의하여 산
DO

화되어 수산화제이망간이 되고, 황산에서 용존

산소

산소에 대응하는 유리된 요오드를 티오황산나
트륨으로 적정하여 용존산소양을 정량한다.
물속에 존재하는 총인을 측정하기 위하여 모든
인 산화물을 인산염 형태로 변화시킨 다음 몰
리브덴산암모늄과 반응하여 생성된 몰리브덴산

TP

인암모늄을 아스코르빈산으로 환원하여 생성된

인

몰리브덴산의 흡광도를 880nm에서 측정하여
총인의 양을 정량한다.
물속에 존재하는 화학적 산소요구량을 측정하
기 위하여 시료를 황산산성으로하여 과망간산

COD

칼륨 넣고 30분간 수욕조에서 가열반응 시킨

산소

다음 소비된 산소의 양을 측정한다.
물속에 존재하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을 측
정하기 위하여 시료를 20에서 5일간 저장하여

BOD

두었을 때 미생물의 증식과 호흡에 의해 소비

산소

되는 용존산소의 양을 측정한다.
물속에 존재하는 질산성질소를 측정하기 위하





여 황산산성에서 질산이온이 블루신과 반응하
여 생성된 황색화합물의 흡광도를 410nm에서

질소

측정하여 질산성질소를 정량한다.
물속에 존재하는 암모니아성 질소를 측정하기

   

위하여 암모늄이온이 하이포염소산의 존재 하
에서, 페놀과 반응하여 생성하는 인도페놀의
청색을 630nm에서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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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소

4. 참바다호 실습선 승선 전 장비교육 및 안전교육을 합니다.

* 장비 사용법 : 채수기, 채니기, 투명도판, DO meter, Salinity meter, 미생물
수집기, pH meter.

장비 이름

투명도판
사용법

투명도판

① 해수의 표면에서부터 천천히 줄을 풀어 내려간다.
② 물속에서 투명도판이 보이지 않는 지점의 깊이를 측정 한다.
① 밧줄의 붉은 리본은 1m,푸른 리본은 50cm를 의미한다.

비고

② 붉은 리본과 푸른 리본의 사이에서 측정이 될 경우 25cm단위
로 적는다.
③ 줄을 풀어 내리면서 리본의 개수를 잘 세어둔다.

장비 이름

DO meter
① 기기의 전원을 켜고 바닷물이 들어있는 BOD병에 넣어 준다.
② 기기의 스위치를 켜면 프로펠러가 돌아가는데 그때부터 측정이

DO meter
사용법

시작된다.
③ 먼저 화면에 나오는 수온을 기록한다.
④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숫자 옆에 *이 뜨게 되는데 그때의
값을 기록한다.
① 샘플링을 가기

전에

반드시

기기의

수치를

보정해

준

다.(calibration)
비고

② 기기의 유리센서는 매우 민감하고 잘 깨지기 때문에 조심해서
사용한다.
③ 측정이 끝나면 깨끗한 증류수로 센서와 그 주변을 깨끗이 씻어
준다.

- 40 -

장비 이름

PH meter

① 기기의 전원을 켜고 100
PH meter
사용법

비커에 담긴 바닷물에 센서가 충분히

잠기도록 넣어준다.
② 기기를 계속 흔들며 PH의 값이 안정되기를 기다린다.
③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값이 안정되어 변하지 않게 되면 그
때의 값을 기록한다.
①

샘플링을

가기

전에

반드시

기기의

수치를

보정해

준

다.(calibration)
② 실험이 끝 난 후 장비를 장기간 보관할 경우 보존용액을 넣은
비고

후 보관한다.
③ 기기의 유리센서는 매우 민감하고 잘 깨지기 때문에 조심해서
사용한다.
④ 측정이 끝나면 깨끗한 증류수로 센서와 그 주변을 깨끗이 씻어
준다.

장비 이름

채수기

⓵ 해수면에서 1~1.5m정도깊이로 담근다.
채수기
사용법

⓶ 2~3회 정도 위아래로 흔들어 준 다음 꺼내서 BOD병, 1L플라
스틱 병, 100㎖ 비커에 바닷물을 담는다.
⓷ 채수기 안의 남은 물을 다 버리고 수심에서 1~2m정도 위쪽의
물을 똑같은 방법으로 퍼 올린다.
① 밧줄의 붉은 리본 1m, 푸른 리본 50cm를 의미한다.

비고

② 바다에 장비를 넣기 전에는 반드시 벨브를 잠근다.
③ 바다의 아래쪽 물을 떠올리기 전에 먼저 수심을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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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이름

채니기

① 물속의 바닥에 닿을 때 까지 천천히 내린다.
② 1~1.5m정도 다시 들어 올린 후 한 번에 내리꽂는다.
채니기

③ 배 위로 끌어올린 후 한명은 채니기를 잡아주고 한명은 안쪽의

사용법

플라스틱 관을 꺼낸다.
④ 플라스틱관 안의 진흙을 위쪽 조금은 250

플라스틱병에 담고

나머지는 500㎖ 플라스틱 병에 담는다.

비고

① 채니기는 무겁기 때문에 2명이 같이 사용한다.
② 밧줄의 붉은 리본은 1m, 푸른 리본은 50cm를 의미한다.

* 안전교육 : 장비 사용시, 승선 시, 실습 시, 안전장비 및 상비약 점검
* 샘플링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의해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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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바닷물이 투명하고 바다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면 맑고 깨끗한 바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샘플링을 하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봄으로써 깨끗한
바다가 되기 위한 조건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바다의 온도, PH, DO, 투명도가 바다와 바다 생태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에 대해 예측할 수 있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통영의 바다는 얼마나
깨끗한지 또는 얼마나 더러운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습 전 유의해야할 사항들
• 장비에는 채니기나 투명도판과 같은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들이 있어 혼자 샘
플링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니 2인이 한조가 되어 같이 실습을 하기 바랍니
다.
• 시료채취를 배의 난간에서 하기 때문에 사람과 장비 모두 안전을 확보한 후 실
습합니다.
• 측정기기는 섬세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만지지 않고 한사람이 측정
합니다.
* 해당 실험실에서 진행되어 교육 후 실습선으로 걸어갑니다. (도보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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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사선을 타고 우리지역 바다로 나가서 현장을 조사하고 시료
를 채취해봅시다.
* 황산망간과 알칼리성 요오드 칼륨용액으로 산소고정을 한다.
* 조별로 포인트를 나누어 시료를 채취한다.

6. 용존산소 실험 분석을 위해 안전주의사항 및 DO 분석법에 대
해 사전교육을 합니다.
* 안전주의사항
- 황산 등의 시약을 사용하므로 부주의할 시에는 매우 위급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험가운, 보안경, 위생장갑 등의 안전을 위한 복장을 착용하여 실
험해 참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실험실 내부가 좁기 때문에 실험을 하고 있는 사람을 치고 지나가면 들고 있
던 초자기를 떨어뜨릴 수 있고 시약이 유출돼 2차사고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
다. 충분히 주의해야 합니다.
- 실험 종료 후에 시약 및 초자기를 정리해야 합니다. 시약통은 관리자의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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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려놓고 폐시약은 유기, 무기, 산성, 알칼리성
등의 성질에 따라 폐시약통에 버릴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초자기는 시약이
남아 있지 않게끔 깨끗하게 설거지 하고 증류수로 세척합니다.
* 용존산소(DO)란 물 또는 용액 속에 녹아 있는 분자상태의 산소로 측정값으로 물
의 오염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 DO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으로 해수 속 생활하는 어패류, 호기성 미생물들은 용
존산소를 이용해 호흡을 하는데, 물 속 의 DO가 부족하다면, 어패류 사멸뿐만
아니라 유기물이 분해되지 않고 잔류하게 되어 물 속을 오염, 부패하게 만들고
더욱 악화된다면 혐기성 미생물이 번식하게 되면서 2차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활동은 DO 실험법을 배우고, 결과값을 가지고 우리 마을
인근 연안 물의 DO를 측정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실험원리

1,2번 시약

Mn2+ ＋ 2OH- ↔ Mn(OH)2

시료 속의 산소와 반응

Mn(OH)2 ＋ 1/2O2 ↔ MnO(OH)2
+

산성(3번 시약)조건에서 요오드

-

MnO(OH)2 ＋ 4H ＋ 2I

↔ Mn2+ ＋ I2 + 3H2O
-

I2 ＋ I ↔

(2번 시약)와 반응
휘발성 감소, 용해성 증가

-

I3

적정액(4번 시약)과 반응

2S2O32- ＋ I3- ↔ S4O62- ＋ 3I-

지시약(5번 시약)과의 반응

-

starch ＋ I3 => blue color
2-

starch ＋ S2O3

종말점 이후 적정액과 지시약

=> colorless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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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약
(1) Manganese sulfate(MnSO4·H2O) - 24g/50ml
(2) allkaline iodide : (12g NaI + 6.4 g NaOH)/20mL, 차광용기에 보관
(3) sulfuric acid(1+1) : H2SO4 5ml + H2O 5ml
(4) sodium thiosulfate(0.025N) : Na2S2O3․5H2O 0.621g/100ml <적정액
(5) 1% starch : starch 1g/100ml (액이 투명해질 때까지 끓인 후 방냉하여
사용) <지시약
(1),(2)은

고정시약으로

해수

속

미생물이

산소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MnO(OH)2 화합물을 만드는 역할
* 실험방법
(1) 조심스럽게 채취된 BOD병내의 해수 시료에 황산망간용액(MnSO4)과 알칼
리 요오드화나트륨용액(NaI + NaOH)을 각각 1mL씩 정확히 첨가한 후
즉시 기포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리마개를 닫고 상하로 여러 번 뒤집어
혼합한다. 충분히 침전되도록 기다린다.

(2) 준비된 시료에 황산용액(H2SO4, 1+1) 1mL을 첨가하고 흔들어 침전된 수
화물을 녹인다. 이때 시료는 담황색을 띤다.

(3) 시료 50mL을 정확히 취하여 100mL 비이커에 옮기고 0.025 N 티오황산
나트륨용액(Na2S2O3․5H2O)으로 엷은 노란색이 될 때까지 적정한다.

(4) 녹말지시약(starch) 1mL을 넣고 푸른색이 없어질 때까지 조심스럽게 적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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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용존산소 실험 분석결과를 정리합니다.

* 실험 결과 값을 기록해봅시다.
* 각 포인트의 용존산소를 계산해봅시다.
* 계산식

용존산소 농도(mg O2 /L)

·






·  ·  ·  ·  ·

  




  ·  ·  ·  ·  · 

  
A = 시료 적정에 사용한 0.025 N 티오황산나트륨용액의 양(mL)
V1 = 전체 시료의 양(mL)
V2 = 적정에 사용한 시료의 양(mL)
R = 시료 고정에 사용한 시약(염화망간용액(MnSO4)과 알칼리 요오드화나트륨용액
(NaI + NaOH)) 첨가량(mL) = 2 ml

f

= 시료 적정에 사용한 0.025 N티오황산나트륨용액의 역가(1.7항의 티오황산나트륨
용액의 검정에 따른다.), 이 실험에서는 f=1로 가정한다.

0.2 = 산소 0.025 meq에 해당되는 양(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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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오염지도를 제작하고 우리지역의 바다를 평가해봅시다.

* 모둠별로 활동합니다.
* 1번 활동의 지도를 활용하여 평가해봅시다.
순위
1
2
3
4
5
6
7

위치

9. 처음에 예상한 오염순위와 오염지도를 그리고 난 후 오염순위
를 비교해 봅시다.
* 예상 오염순위와 비교하여 오염된 곳을 파악하고 과학적으로 원인을 분석하게
유도합니다. 이전에 배웠던 수질항목들을 다시 생각하게 해봅니다. 또한 생활
속의 원인도 추론해 봅니다.

10. 내가

이라면?

* 가장 오염이 심한 지역의 오염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토론합니
다. 또한 학생들 스스로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같이 찾아봅니다.
* 20년후 내가 성공한

이 되었을 때, X지역 오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적도 발표해 봅시다.
* 발표할 때 동영상을 촬영하여 인터넷에 등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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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바다는 내가 책임진다.
학습구성

학습목표

적조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원인을 알 수 있다.
물순환 개념을 이해하고 물순환 장치를 설계할 수 있다.
지역의 관광자원에 대해 고민할 수 있다.

활동내용

우유, 막걸리, 혈액 그리고 적조의 공통점 파악
물순환의 원리를 활용 적조방제장치 설계 및 제작
적조방제장치를 관광 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 만들기

활동특징

적조와 식물성플랑크톤의 양면을 동시에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균형잡힌 사고가 가능하다.
지역현안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관심을 가진다.

소요시간

150

차시

3

장소

강의실

STEAM요소

STEAM
과목요소

S:
T:
E:
A:

적조의 발생과 집단폐사의 원인
물순환 원리를 이용한 적조방제법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친환경적조방제장치 설계
방제장치의 관광자원화 아이디어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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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흐름도

상황제시 (Context)
우유, 막걸리, 혈액 그리고 적조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적조가 일어나
면 물이 붉게 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붉은 적조미생
물이 과다번식하게 되어 일어난 이상현상입니다. 적조는 이유도 잘 모르
고 막상 그 피해는 실로 어마어마하지만 과연 적조는 천하의 나쁜 놈일
까요? 지긋지긋한 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또 없을까요?

창의적 설계(Creative Design)
물순환 원리를 이용한 적조방제 장치 설계하기
설계도에 따라 장치를 제작하여 시운전 해보기
제작한 장치의 공학적 개선 방안 도출하기

감성적 체험(Emotional Touch)
설계한 장치를 통영 앞바다에 설치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기술과 관광의 융합을 체험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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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교수-학습활동

수업단계

교수·학습 활동
Co: 우유, 막걸리, 혈액 그리고 적조
• 우리가 흔히 마시는 우유가 그냥 액체가 아
니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탁주라고
하는 막걸리와 붉은 헤모글로빈에 의해 붉게
보이는 혈액 역시 그 자체가 액체가 아닙니다.
적조도 마찬가지입니다.
• 적조가 일어나는 이유는 아직까지 학계에
보고된 적이 없습니다. 적조는 왜 일어나는 것
일까요? 그리고 그 피해는 어떤 것이 있을까

상황제시
(20분)

요?
• 적조를 간단하게 표현하면 붉은 미생물이
특정조건에 의해 과다번식하게 되어 바닷물에
붉은 띠가 형성된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
다. 이 미생물들은 유동성이 있어 서식조건이
최적화된 곳으로 옮기게 되고 그 주변이 양식
장이라면 물고기의 아가미에 달라붙어 대규모
질식사가 일어나 많은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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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
요소
(학습자료)
SA

Co: 적조는 정말 나쁜 녀석일 뿐일까?

SA

• 적조의 피해량은 뉴스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상상을 초월합니다만 정말 적조가 나쁘기만 한
것일까요?
• 식물성 플랑크톤의 형태는 어떨지 현미경으
로 통해 관찰하고 그 모양을 기록해봅시다.
상황제시
(30분)

• 먹이사슬 구조를 통해 식물성 플랑크톤의
생태학적인 위치와 역할에 대해 알아봅시다.
• 바다에 갑자기 과다한 영양염이 유입된다면
먹이사슬 구조와 생태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지 추측해 봅시다.
• 적조가 일어나기 전과 일어난 후의 데이터
를 보면 환경학적으로 적조가 가지는 의미는
어떻게 되나요?
CD: 물순환 원리를 적용하여 적조방제 장치
를 설계 및 제작
• 적조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첫 번째로 중요
한 점은 저층에 산소를 공급하여 유기물 분해

창의적
설계
(60분)

가 원활하게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다. 그를 위
해서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많은 방법을 행했
지만 효율성의 문제, 경제성의 문제 등으로 인
해 상용화되지 못했다.
• 기존 적조방제법과 그 한계
- 왜 상용화가 되지 못했는가를 중점으로 분
석하여 어떠한 부분이 개선이 되면 될지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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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

• 물순환 적조방제 장치 고안
- 기존의 방제법의 한계와 개선점 그리고 주
어진 조건(신재생 에너지, DO공급, 물순환)을
가지고 적조방제 장치 설계하기
• 조별로 설계 후 발표한 다음 서로의 결과물
을 3가지(물순환, 신재생 에너지, DO공급) 기
준을 가지고 평가
• 현재 개발되고 있는 장치 ‘Solar bee'와 본
인들이 설계한 장치를 비교해 봅시다.
- 현재 개발 중인 장치와 비교하면서 개선점
을 찾고 발전시킵니다.
ET: 적조방제장치를 통영의 교육 및 관광 자 STA
원화로 만드는 법
• 통영은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새로운 관광자
감성적
체험
(30분)

원을 통해 지역의 발전을 도모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설계한 결과물을 가지고 통영의 관광자
원으로 승화시켜 봅시다.
• 강구안에 장치를 설치하였을 때 어떠한 방
법을 이용하면 관광자원으로써 가치가 있을지
고민하고 아이디어를 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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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 지도자료
내 바다는 내가 책임진다.

학습목표 : 적조 똑바로 이해하기

진학 : 환경공학, 기계공학
진로 :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해양수산관련 국가 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 수질 관련 부서, 어장모니터링

도입 : 우유, 막걸리, 혈액 그리고 적조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요? 적조가 일어나면 물이 붉게 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
제로는 수많은 붉은 적조미생물이 과다번식하게 되어 일어난
이상현상입니다. 적조는 이유도 잘 모르고 막상 그 피해는
실로 어마어마하지만 과연 적조는 천하의 나쁜 놈일까요? 지
긋지긋한 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또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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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유, 막걸리, 혈액과 적조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 우유나 막걸리 혈액은 공통적으로 그 색상이 액체 자체의 색상이 아니라 그 속
에 포함된 코로이드와 함유물질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학생들이 인식하도록
합니다.
* 응집실험으로 색상유발 물질의 존재확인
-우유, 막걸리에 고분자 응집제를 투여하여 응집과정을 육안으로 관찰한다.
* 마찬가지로 적조 또한 바닷물이 붉은 것이 아니라 붉은색을 띄는 적조 미생물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 적조를 간단하게 표현하면 붉은 미생물 특정조건에 의해 과다번식하게 되어 바
닷물 붉은 띠가 형성된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미생물들은 유동성이
있어 서식조건이 최적화된 곳으로 옮기게 되고 그 주변이 양식장이라면 물고기
의 아가미에 달라붙어 대규모 질식사가 일어나 많은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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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조는 정말 나쁜 녀석일 뿐일까요?

* 적조 피해사례 뉴스 시청
* 학생들 스스로가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기입하도록 합니다.
적조피해사례 영상 (KBS '적조의 역습‘)

* 적조의 역습 동영상, 적조피해 동영상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PAGE_NO=5&SEARCH_N
EWS_CODE=272183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214&aid=
0000262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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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플랑크톤이 과다하게 번식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 먹이사슬 구조를 통해 식물성 플랑크톤의 생태학적인 위치와 역할에 대해 알아
봅시다. 먹이사슬로 통하여 파괴되는 생태계를 설명해줍니다.
* 적조에 대해 학생들이 바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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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제 적조 방제법을 알고 있나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방제법을 설명하고, 기존 방제법의 한계를 일깨워준다.
* 적조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첫 번째로 중요한 점은 저층에 산소를 공급하여 유
기물 분해가 원활하게 일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많은 방법을 행했지만 효율성의 문제, 경제성의 문제 등으로 인해 상용화
되지 못했습니다.
* 기존 적조방제법과 그 한계 : 왜 상용화가 되지 못했는가를 중점으로 분석하여
개선점을 토의해봅니다.

5. 물 순환과 적조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 물 순환 장치를 대략적인 원리만 설명해줍니다. 그로인해 학생들이 스스로가 답
변할 수 있도록 합니다.

6. 물 순환을 원리를 이용하여 친환경적인 적조방제 장치를 제작
해볼까요?
* 기존의 방제법의 한계와 개선점 그리고 주어진 조건(신재생 에너지, DO공급, 물
순환)을 가지고 적조방제 장치를 설계합니다.
* 조별로 설계 후 발표한 다음 서로의 결과물을 3가지(물 순환, 신재생 에너지,
DO공급)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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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부품들이 필요할까요?

어떻게 만들것인가요?

친구들의 의견도 들어봅시다.

7. 현재 개발 중인 장치와 비교하면서 개선점을 찾고 발전 시켜볼
까요?
* 현재 개발되고 있는 장치 “Solar bee”와 학생들이 설계한 장치를 비교해 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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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설계한 장치를 통영의 교육 및 관광 자원화로 개발해볼까요?

* 통영은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새로운 관광자원을 통해 지역을 발전을 도모하는
취지입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를 사랑하는 마음을 장치에 접목시킵니다.
* 우리가 설계한 결과물을 가지고 통영의 관광자원으로 승화시켜 봅시다.
* 통영 관광의 핵심지역인 강구안에 장치를 설치하였을 때 어떠한 방법을 이용하
면 관광자원으로써 가치가 있을지 고민하고 아이디어를 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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