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의안 기획.Ⅳ

제 장 강의안 기획하기1 .



지역과 학교가 하나 되는 환경교육

234

이수종 서울대 사범대 환경교육 협동과정_

특강 강의안 기획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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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은 지도안은 이렇게

1. 모든 교육은 환경교육이어야 한다.

2. 통합교과적 접근- 실천적인 지식

3. 창의적인 환경교육지도안을 만드
는 방법

 

 

 

 

통합교과적 환경교육이란 무엇인가?

 앎은(knowing)은 실천에서 이루어진다.

 실천은 현실이다.

 현실은 환원적인 이론으로 설명될 수 없다.

 현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시각이 필
요하다. 이것이 환경문제와 환경교육의 본질중에 하
나이다.

 이것을 교육화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수준에서 필요
한 지식과 시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

 환경문제는 사회문제에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환경교
육도 삶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야 한다.

 이것을 조직화 하면 통합교과적인 환경교육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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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인 지도안은 어떻게 만드는가?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습득한다.

 실천을 해 본다.

 같은 시각을 가진 사람과 토론해본다.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과 토론해본다.

 아이가 되어 본다.

 아이에서 어른이 되는 인식의 과정을 구체적
으로 그려본다.

 표준적 교육요소와 결합하여 일반화할 수 있
어야 한다

 

 

 

 

내용 선정의 준거

 철학적 준거

 심리적 준거

 학문적 준거

 정치적 준거

 실용적 준거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만족하는 것은 없다.

 Posner, 절충적 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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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안작성의 순서

1. 목적, 목표 선정

2. 내용선정과 조직

3. 가르치고 배우는 방법 선정

4. 평가 방법 선정

 이 순서대로 만들어지는 경우는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2번이다.

 

 

 

 

환경교육교재제작절차

요구도 조사

환경문제의 복잡성

환경교육의 목표 공유

환경교육 내용의 선정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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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 내용의 선정조직

 환경교육 내용도 복잡성을 가진다.

 복잡성의 의미 : 어떤 것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다른 것들을 복잡하게 만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위계이론을 이용해서 환경교육 내용을 선정하
여 조직해보자.

 위계이론이란? 복잡계 연구에서 관찰자의 역
할에 관한 이론이다

 

 

 

 

복잡계란?

 복잡계의 정의 : 세밀한 것이 큰 산출물과 연계되어 있다. 복잡
계는 다른 규모에서 관찰되는 주조와 과정을 연결하는 것과 관
련되어 있다.

 높은 수준이 대표하는 가치는 낮은 수준의 가치를 나타내는 단
일한 가치를 나타낸다. 예) 철, 대기

 그러나, 낮은 수준의 미세한 것들은 높은 수준의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예) 나비효과.

의자 → 상위수준 → 견고함 하위 수준의 미세한 행위
는 상위 수준에 심오함
영향을 미친다. 의자가
부서지지 않는다면 보통
의자이지만, 부서지면 복
잡계라고 할 수 있다.

→ 하위수준 → 부품의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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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조사의 과정

1. 질문 위치 지우기 : 관찰은 능동적 과정이다. 
관찰의 과정은 질문을 위치 지울 때 시작한
다. 질문은 가설의 존재와 그들의 역할을 위
치 지우는 것에 의해서 관찰 과정의 방향을
정하고 구조를 만든다.

2. 존재 또는 단위 정의하기 : 조사를 하기 전에
대상을 정한다. 대상을 인식하고 관찰하는
것은 매개로서 감각과 인식에 의존하는 간접
적인 과정이다. 관찰, 인지, 그리고 인식은
관찰되는 것 사이에 작용하는 중계자이다.

 

 

 

 

과학적 조사의 과정

측정법 선택하기 : 관찰자는 측정의 목정과 형태에 초점
을 두고 측정법을 선택한다.

4. 현상 인식하기 : 관찰자는 능동적이다. 존재와 현상
은 둘 다 그 이상의 관심을 둘 만한 것으로 가치가 있
는데, 이것은 관찰자의 가치와 결정의 산물이다. 예) 
거미와 패러다임의 비유

5. 모델 평가하기 : 관찰자의 결정이 구조화하는데 마지
막은 모델을 평가하는 것이다. 테이터는 과학의 목적
이 아니다. 과학은 예견 가능성에 관한 것이다. 예견
가능성은 모델로부터 유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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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에의 적용

단계 내용 적용

1 질문 위치 지우기 현안의 인식

2 존재 또는 단위
정의하기

누가 관련되었으며, 나를 둘러싼 문제의 범주
는 어디까지 인가?

3 측정법 선택하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해당사사, 필요한
지식은 무엇인가?

4 현상 인식하기 나를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이 어떤 행동을 해
야 하고 어떤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하는가?

5 모델 평가하기 수행되는 행동과 해결방안으로 인해 나를 포함
한, 이해당사자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환경교육센터 시민환경지도자 교재_ 2007

241

참고 체험학습자료_ 1.
자료출처 환경운동연합 환경교육센터 지구를 병들게 하는 에너지 지구를 살리는( _ 2007, , ' ,※

에너지')

수업 목표.Ⅰ

서기 년의 자연환경과 식생활 현재의 자연환경과 식생활을 비교하고 인구증가 과다한 소비와 자1) 1 , ,

연파괴와의 관계에 해 알아본다.

준비물.Ⅱ

색 색연필 용지12 , A4

학습활동.Ⅲ

도입1)

모둠을 편성한다 모둠은 한조에 명 정도가 적당하다. 4 .①

한조에 용지에 아래 그림과 같은 도표를A3② 프린트하여 두 장을 나누어준다 정사각형의 안에 다시.

지구는 현재 만원버스와 같다 인구의 증가로 생태계는 심각한 위기상황을 맞.
고 있다 그래서 다들 자국의 인구를 줄이려는 정책을 실시해왔다 그래서 선진. .
국에서는 인구증가 완화되고 있다 오히려 우리나라처럼 가구당 자녀수가 명이. 2
안되어서 향후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 사회가 되어 국력이 줄어든다고 다시
출산율을 높이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 속에서 소위 후진국의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일부에서는.
그들 때문에 환경이 악화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일인당 에너지 사.
용량을 살펴보면 그들의 지적은 틀렸다 선진국에서 에너지사용량을 줄이면 후.
진국의 굶어죽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 전체 인구수가 너무 많아져도 문.
제이겠지만 일인당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는 것이 먼저이다.
서기 세기와 세기의 자연이 변화하는 과정을 실제로 구성해보고 식생활과1 20
생활양식의 변화가 에너지 사용량을 얼마나 변화시켰는지 알아보자 그리고 에.
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대안을 생각해보자.

아 옛날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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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사각형을 그려 바둑판 모양으로 개를 그린다 셀 이 개 되도록 그린다2 . (sell) 100 .

모둠을 다시 개로 나눈다 한 모둠은 서기 년 모둠 두 번째 조는 현재 모둠으로 한다3 . 1 , .③

학생들은 색 색연필을 준비하도록 한다12 .④

서기 년 현재1

전개2)

서기 년 모둠과제1

출발은 서기 년부터 시작한다1 .①

각각의 모둠은 바둑판 모양의 땅에 다음과 같은 자연환경을 조성한다 각기 항목에 칠할 색깔을 모.②

둠별로 정하거나 전체적으로 통일한다.

자연환경 조성이 끝났으면 그 당시 사람들의 일과를 적어본다 농경생활을 하면서 목축을 겸하며 강.③

과 연안 바다에서 어업도 겸하는 상황을 고려한다 농업 및 목축업 주업인 경우와 어업이 주업인 경우.

에도 어업과 농업 및 목축업을 동시에 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현재 우리의 일과와 비교해 보자. .

구분 셀(cell) 색깔

산지 산림/ 50 녹색

연안 바다 10 파란색

강 5 하늘색

경작지 2 황색

평야 31 연두색

불모지 2 검은색

그 당시의 사람들은 노동시간이 주당 시간 정도였다고 현대에는 선진국의 노동시간20
이 시간정도이다 우리나라는 주당 시간이 넘는다 사람들이 생업에 종사하는 시간40 . 50 .
이 따로 정하여 진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맞추어서 일했을 것이다 그리고 일이 없는.
때에는 몇 개월씩 놀기도 했다고 한다 물론 지방마다 틀리지만 현재와 같이 생업을 위.
한 일을 많이 하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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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 년의 인구는 억명이다 년 동안 필요한 음식은 송어 마리 소고기 옥수수 개이1 1 . 1 15 , 3kg, 270④

다 이 당시의 자연환경으로 이 만큼의 식량을 공급하는데 충분한가 학생들로 하여금 필요한 면적과. ?

현재의 면적은 계산하도록 한다 이러한 계산을 통해 그 당시에는 생태계에 압박을 안주고 충분히 모든.

인간이 먹을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한다.

현재 모둠과제

현재의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을 그려 놓는다.①

구분 양 총량 생산성 필요한 면적 현재의 면적

송어 마리15
15×108

마리
6×108

마리/cell
2.5cell 15cell

소고기 3kg
3×108

kg
5×109

kg/cell
0.06cell 31cell

옥수수 개270
2.70×1010

개
2×1010

개/cell
1.35cell 2

한 명의 사람이 년을 살기 위해서는 백 마리의 송어가 필요하다 그리고 백 마리# 1 3 . 3
의 송어는 만 마리의 개구리가 필요로 하고 그들 개구리는 천 백만 마리의 메뚜기9 2 7
를 그리고 이들 메뚜기는 천 톤의 풀을 먹어야 한다, 1 .
옥수수는 셀에서 연간 억 를 생산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그 곳을 목초# 200 kg .

지로 만들어 소를 기르면 소고기 억 를 생산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한 셀에서 송50 kg .
어 억 마리를 잡을 수 있다6 .

구분 셀(cell) 색깔

산지 산림/ 40 녹색

연안 바다 10 파랑색

강 5 하늘색

경작지 10 황색

평야 13 연두색

불모지 9 검은색

도로 4 회색

공업지대 4 붉은색

거주지 및 도심 5 노랑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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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인구는 억이다 세계인구의 분의 는 서기 년 사람들의 식생활과 같다 그러나 분의50 . 5 4 1 . 5 1②

인 억은 년에 송어 마리 소고기 옥수수 개를 먹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먹기에 충분10 1 50 , 50kg, 150 .

한 음식을 생산할 수 있는가 옥수수의 생산성은 배가 증가했다고 가정하자 학생들로 하여금 필요한? 5 .

면적과 현재의 면적은 계산하도록 한다.

현대 문명 도시의 건설로 자연계가 파괴되었음을 알게 한다 불모지가 특히 늘어난 것.
을 주목하게 하다 불모지의 생성원인 즉 소를 더욱 많이 키우기 위해서 삼림을 불태. ,
워서 목초지를 만들고 목초지의 풀이 거의 없어지며 다시 새로운 삼림을 훼손하는 일
들이 벌어지므로 이런 황무지는 계속 늘어만 갈 것이다

구분 양 총량 생산성
필요한
면적

필요
총면적

현재
면적가)

송어

억40 마리15
15×40×108

마리 6×108

마리/
cell

100cell

183cell 15cell

억10 마리50
50×10×108

마리
83cell

소고기

억40 3kg
3×40×108

kg 5×109

kg/
cell

2.4cell

12.4cell 13cell

억10 50kg
50×10×108

kg
10cell

옥수수

억40 개270
270×40×108

개 1×1011

개/cell

10.8cell
11.55cel
l

10cell

억10 개75
75×10×108

개
0.75

어업기술의 발달로 모자라는 수산물은 바다전체를 이용하여 조달하고 있음#
부유한 나라들은 원양어선을 동원하여 모자라는 해산물을 충당하지만 가난한 나라에서# ,

는 원양어선을 유지할 비용이 없기 때문에 모자라는 수산물은 충당이 힘든 것을 학생들에
게 예시한다.
현재의 식량생산량으로도 모든 지구인이 먹고 살 수 있는 양이나 서구에서 가축의 사료#

로 옥수수 같은 작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결국 가난한 나라에서는 식량이 모자란다 과거.
의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에서 생산되는 사료용 옥수수를 수입하여 학생들의 급식용 빵을
만든 적이 있다 그러므로 식량부족의 원인중의 하나는 부유한 나라에서 고기를 먹기 위.
해 곡물을 사료로 이용하기 때문인 것을 주지시킨다.
식량문제는 부유한 나라와 가난한 나라와의 불균등한 분배에 있음을 학생들이 느끼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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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정리3)

현재 지구상에 식량이 부족하여 기아에 시달리는 나라가 많다 이러한 나라들을 나열해보자 그 나라. .①

들이 기아에 시달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보자.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이를 표어나 공익광고②

를 제작하여 보자.

지도상의 유의점.Ⅳ

저학년의 경우 지수법칙을 모르므로 지도안을 저학년에 눈높이에 고쳐서 사용한다1) .

수업을 진행시키면서 참고자료를 적절히 제시하여 문제를 분석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해주고 이를2)

통해 아이들의 사고의 폭이 확장 될 수 있도록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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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용 학습자료.Ⅴ

아 옛날이여 학생 배부용 자료! -

자연환경 인구의 변화와 식량소비 세기, (1 )

아래의 표를 보고 색연필로 자연환경을 조성하여 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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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별 면적

서기 세기의 인구는 억명으로 가정하고 다음 빈칸을 계산하여 보고 알게된 사실을 토론하여 보* 1 1

자 년 동안 필요한 음식은 송어 마리 소고기 옥수수 개이다. 1 15 , 3 , 270 .㎏

구 분 칸(Cell) 색 깔

산지 산림/ 50 녹 색

연 안 10 파란색

강 5 하늘색

경작지 2 황 색

평 야 31 연두색

불모지 2 검은색

구분 인 소비량 년1 /1 총 소비량 생산성 칸/ 필요면적 현재면적

송어 마리15
6x108

마리 칸/
연안 강15( + )

소고기 3kg
5x109

칸kg/
평야31( )

옥수수 개270
2x1010

개 칸/
경작지2( )

전체 과제

현재 지구상에 식량이 부족하여 기아에 시달리는 나라가 많다 이러한 나라들을 나열해보자 그 나1) . .

라들이 기아에 시달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보자.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이를 표어나 공익광고2)

를 제작하여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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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옛날이여 학생 배부용 자료! -

자연환경 인구의 변화와 식량소비 현재, ( )

아래의 표를 보고 세기와 비교하면서 색연필로 자연환경을 조성하여 보자*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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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별문제

현재의 인구는 약 억인데 세계인구의 는 서기 세기의 사람들과 식생활이 거의 같다고 볼 수* 50 4/5 1

있다 그러나 나머지 억 인구는 선진국사람들로서 년에 송어 마리 옥수수 개를 먹어 과잉. 10 1 50 , 150

양을 섭취하고 있다 옥수수의 생산성이 배 증가하 다고 가정하고 현재는 지구는 충분한 양의 식량을. 5

생산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그리고 그 결과를 토의해보자. .

구 분 칸(cell) 색 깔 구 분 칸(cell) 색 깔

산지 산림/ 40 녹 색 볼모지 9 검은색

연안바다 10 파랑색 도 로 4 회 색

강 5 하늘색 공업지대 4 붉은색

경작지 10 황 색
거주지 및 도

심
5 노랑색

평 야 13 연두색

구 분 인 소비량 년1 /
총 소비
량

생산성/
칸

필요한
면적

필요총면적 현재면적

송어

억40 마리15
6x108

마리 칸/
15

억10 마리50

소고
기

억40 3kg
5x109

칸kg/
13

억10 50kg

옥수
수

억40 개270

1x1011

개 칸/
10

억10 개75

전체 과제

현재 지구상에 식량이 부족하여 기아에 시달리는 나라가 많다 이러한 나라들을 나열해보자 그 나1) . .

라들이 기아에 시달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보자.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이를 표어나 공익광고2)

를 제작하여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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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Ⅵ

화학자 러 에 의하면 먹이 획득과정에서 낭비되는 에너지 이고(G. Tyler Miller) 80-90%①

정도만이 상위 먹이사슬에 이전된다고 한다 예를 들면 한 명의 사람이 일년을 살기 위해서10-20% . ,

는 백 마리의 송어가 필요하다 그리고 백 마리의 송어는 만마리의 개구리가 필요로 하고 그들 개3 . 3 9

구리는 천 백만 마리의 메뚜기를 그리고 이들 매뚜기는 천톤의 풀을 먹어야 한다2 7 , 1 .

브라질에서 생산되는 식용 농산물의 가 자국의 가축 사료로 사용되고 멕시코에서는 가 사44% 32%②

용된다 라틴 아메리카는 년전에는 주로 옥수수를 생산하 는데 현재는 부분의 목초지를 소들을. 20 ,

위한 개간하 다 그래서 옥수수를 에이커당 연간 파운드를 생산하던 것이 지금은 소고기 파운드. 200 50

를 생산하고 있다 주요 소고기 수출국인 멕시코에서는 농부들의 이 평생동안 한 번도 소고기를 먹. 1/3

어보지 못하고 살다 죽는다.

코스타리카에서는 연간 만 파운드 만 의 소고기를 수출하나 자국에서는 일인당 연간 소비량600 (272 kg)

이 파운드 이다 어린이 절반이 양실조에 걸려있다39 (117.7kg) . .

유럽은 중세에 한 에이커당 파운드이 빵을 생산하 으나 르네상스이후에 같은 면적에서 양670③

파운드 생산하고 있다 또한 과다한 토지 이용으로 북미의 표층이 금세기에 이 유실되었다176 . 1/3 .

미국의 인구는 전 세계의 이나 천연자원의 를 소비하고 있다 년 미국은 억톤의 쓰레5% 30% . 1987 2④

기를 버렸다 금속 만톤 유리 만톤 종이 만톤 고무 만톤 미국인은 평균 파. 1800 , 1600 , 8000 , 400 . 1340

운드의 금속과 파운드의 비금속 물질을 포함하는 톤의 광물 자원을 소비하고 있다 일생동안18900 10 .

한명이 평균 톤의 금속을 포함하여 략 톤의 광물자원을 소비한다 여기에다 화석연료와 나무를50 700 .

포함하면 일생동안 미국인은 톤을 소비한다1400 .

년 에 매립장 이 차버려 미네아폴리스에서는 년도 안되어서 쓰레기 처리 비용이 달러에1990 1/2 6 5⑤

서 달러로 뛰었고 필라델피아에서는 달러에서 달러로 뛰었음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쓰레기90 , 20 40 .

만 톤의 쓰레기를 매년 가난한 나라로 실려 간다370 .

온실가스량 는 화석연료가 그 원인이다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약 는 가정에서 난방과 조50% . 16%⑥

명 그리고 전기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그 원인이다 미국 가정은 매년 갤론의 기름을 소모하고 연. 1253 ,

간 톤의 탄소를 기 중에 방출한다 미국가정 전체가 매년 억 톤의 탄소를 배출시킨다10 . 7 .

미국의 자동차는 평균적으로 마일당 갤론의 가솔린을 소모하고 매년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25 1 5 .

도로에 억 만 의 자동차가 있고 매년 억 만 톤의 탄소를 방출한다 그리고 비행기 열차1 2700 6 3500 .

등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다 전체운송이 미국 내 탄소 배출량의 를 차지한다. 38% .

기 중으로 배출된 이산화탄소는 기계화된 농업으로 인한 것이다 전체 소비되는 에너지의 을 차. 12%

지한다 칼로리의 옥수수 캔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칼로리의 에너지가 소모된다 농업에 사용되. 270 27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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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에너지의 만 음식물 재배에 들어가고 의 에너지는 가공 처리 포장 운반의 유통 과정으로20% 80% , ,

들어간다 식료품 가공은 그 나라 전체 에너지의 거의 를 소비한다. 6% .

미국연방 에너지 예산의 이상이 군 장비와 무기 군수 물자 유지에 사용 민간 방위산업체들80% , .⑦

을 합하면 군 는 미국 내에서 소비되는 전체 에너지의 를 사용한다, 6% .

모든 사람들이 서기 년과 같은 식생활을 한다면 식량 수급상태는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다1 , .⑧

소고기에 이용되던 토지가 이나 남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식량부족은 부유한 나라의 과다한10cell .

육류섭취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기아에 허덕이는 지역에서는 한 끼를 원이면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현재 우리가 먹는 음100 .⑨

식의 한 끼를 원 정도라고 계산하면 먹지 않고 버리는 음식이 이라고 하자 그러면 한 달에2000 1/10 .

우리는 원 끼 일 원이므로 명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을 낭비하는 꼴이 된다200 ×3 ×30 =18000 180 .

세계인구의 를 차지하는 미국인은 전 세계의 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 나머지5% 30% .⑩

가 의 에너지를 사용한다고 하면 이들은 의 에너지는 다른 사람보다 더 사용하는 셈이다95% 70% 25% .

구분 양 총량 생산성 필요한 면적 현재의 면적

송어 마리15
15×50×108

마리
6×108

마리/cell
125cell 15cell

소고기 3kg
3×50×108

kg
5×109

kg/cell
3cell 13cell

옥수수 개270
270×50×108

개
1×1011

개/cell
13.5cell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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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체험학습자료_ 2.
자료출처 환경운동연합 환경교육센터 지구를 병들게 하는 에너지 지구를 살리는 에너지( _ 2007, , ' , ')※

수업 목표.Ⅰ

에너지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안다1. .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에는 무엇이 있는지 안다2. .

그 양이 제한적인 화석에너지와 지속가능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를 안다3. .

화석에너지와 재생에너지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형태 중 즉 뜨거운 물을 사용하기 위해 어떤4. ,

경로를 거치는지 안다.

핵에너지 화석에너지 그리고 재생에너지가 발생시키는 폐기물과 오염이 무엇인지 안다5. , , .

준비물.Ⅱ

학생용 활동지 가위 풀, , ,ⅠⅡ

학습 활동.Ⅲ

도 입1.

가 모둠별로 앉는다 학생용 활동지 를 나누어 준다 모둠은 명이 적당하다. . . 4 .Ⅰ

나 과학시간에 배운 에너지의 종류와 전환에 해서 간략하게 설명한다. .

전 개2.

가 학습지 를 통해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종류에 해서 알아보고 핵에너지 화석에너지 재생. , , ,Ⅰ

에너지에 해서 알아본다.

나 작성한 학습지를 모둠별로 표가 발표하게 한다. .

다 핵에너지와 화석에너지의 양이 제한적이지만 지금은 왜 사용할 수밖에 없는지 설명한다 그리고. .

전 시간에 배운 에너지의 역사를 통해 에너지위기에 해서 설명한다 또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

해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사례를 설명한다.

라 학습지 가위 풀을 나누어 준다 지원자를 뽑아서 앞의 글을 읽게 한다. , , . .Ⅱ

마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에 해서 질문에 해서 설명한다 중간에 질문에 한 설명을. .

하여 학생들이 이해를 돕는다.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는 어디에서 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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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정리3.

가 모둠별로 만든 학습지를 칠판에 붙인다 어느 모둠이 제 로 했는지 교사가 뽑는다. . .

나 올바른 과정에 해서 설명을 한다. .

다 학습지 번 문제에 해서 모둠별 의견에 해서 또는 개인적인 의견을 발표하게 한다. 4 .

과제물 제시4.

가 우리나라의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현황에 해서 조사한다. .

나 우리 학교에 재생가능에너지를 사용하게 된다면 어떤 곳에 어떤 것을 이용할 수 있는지 조사한다. .

지도상의 유의점.Ⅳ

가 학습지 과 를 순서에 맞게 나누어 준다 가위와 풀도. .Ⅰ Ⅱ

나 가위를 이용해서 그림을 자를 때 안전사고에 한 주의를 준다. .

다 학생용 활동지 는 각 차시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총 차시 수업용이다. , 1 . 2 .Ⅰ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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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활동자료.Ⅴ

학습지. Ⅰ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써 봅시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어떻게 우리가1. .

얻는지 써 봅시다.

에너지는 쓸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는 것이 있고 무한히 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2. , .

해당되는지 아래 표에 써보세요.

쓸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는 에너지 무한히 쓸 수 있는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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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2

사용할 수 있는 양이 제한적인 에너지에는 핵에너지와 화석에너지 그리고 재생에너지는 바람 풍력, ( ),

물 수력 지열 태양열 태양광발전 바이오매스 등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핵에너지의 원료인 우( ), , , , .

라늄 화석에너지중의 하나인 석탄 재생에너지 중에는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에 해서 배울 것입니, ,

다.

우리가 에너지로부터 혜택을 받는 것 중에 하나는 따뜻한 물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추운 겨울에.

따뜻한 물이 수도꼭지에서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물을 데워서 사용해야 하는 하겠지요? ?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부모님들 중에서 부분은 그렇게 생활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

여러분이 집에서 따뜻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부분이 기름 도시가스 보일러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에너지가 우리에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그 에너지가 전달되는 과정중에 어떤 일

이 일어나는지 알기 위해서 통일을 합시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석유나 석탄 보일러가 아닌 전기를 이용. ,

해서 뜨거운 물을 사용한다고 합시다.

아래 표는 그 양이 제한적인 에너지인 핵과 석탄이 만들어지고 버려지는 것까지의 과정을 나타낸1.

것입니다 다음 표에 해당되는 것에 를 하세요. .○

종류 채굴 간척* 이동 농축** 이동 발전 전송

뜨거운

물 의

이용

폐기물

및 오

염

핵

석탄

간척 호수나 바닷가에 제방을 만들고 그 안에 있는 물을 빼내어 육지화하여 농토나 기타 산업부* : ,

지로 만드는 일을 말하는데 호면간척과 해면간척을 주로 의미하며 이들은 해수로 인한 염류가 많

이 함유된 곳이므로 일종의 염성 간척지이다 한국은 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서해안과( ) . 3 ,鹽性

남해안에 많은 섬이 산재하여 간석지가 발달되어 있으므로 유망한 간척 후보지를 풍부하게 보유하

고 있다.

농축 주어진 물질 원소 중에는 같은 물질이나 질량이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정한** : ( ) .

물질이 차지하는 질량을 높이는 과정을 말합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우라늄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

니다 그 질량에 따라 우라늄 우라늄 우라늄 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원자력 발전소. 234, , 235, 238 .

에서 우라늄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 재료로 사용하려면 우라늄 가 차지해야합니다 이235 3~5% .

렇게 하는 것을 농축이라고 합니다.

아래 표는 그 양이 무한한 에너지인 수력발전과 태양광발전이 만들어지고 버려지는 것까지의 과정2.

을 나타낸 것입니다 다음 표에 해당되는 것에 를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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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채굴 간척 이동 농축* 이동 발전 전송
뜨거운
물의 이
용

폐기물
및 오염

풍력
태양광
발전

아래는 에너지의 원료를 채굴 이동 전기 생산 이용 폐기물처리까지의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낸3. , , , ,

것이다 각 그림을 자른 다음에 다음 페이지의 표에 붙여 보자. .

우라늄채굴 석탄 채굴 간척 우라늄 이동 석탄 이동

우라늄 농축 농축우라늄이동 원자력 발전소 화력발전소 수력발전소

전기의 전송 전기의 전송 전기의 전송 뜨거운물 사용 뜨거운물 사용

뜨거운물 사용 가정용태양광발전 핵폐기물과 오염 석탄 폐기물과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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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핵 석탄 수력 태양

채굴

땅 개간

이동

농축

이동

발전

전송

뜨거운 물의
사용

폐기물과 오염

독일은 앞으로 년까지 모든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고 년까지는 모든 에너지를 재생에너4. 2020 2050

지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년이면 여러분의 몇 살입니까 그때. ? 2050 ?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커서 할 일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야기해 봅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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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용 자료.Ⅵ

우라늄 농축역무 (Enrichment Services)

천연 우라늄에는 세가지 동위원소가 존재하며 그 조성비는 U234 0.0054%, U235 0.71%, U238

이다 농축이란 의 함유량을 높이는 공정을 말한다99.28% . U235 .

경수로용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농축이 필요한데 이는 천연에 존재하는 우라늄 동위원소 중

만이 핵분열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며 원자로 내에 지속적인 핵분열반응을 유지하기 위해U235 ,

서는 의 농축도가 정도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라늄 농축 기술은 고도의 기술U235 3 5% .～

과 자본을 필요로 하며 현재까지 가스확산법 원심분리법 노즐분리법 화학교환법 레이저법 등이 개발, , , ,

되었으나 이 중 가스확산법과 원심분리법이 상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

농축단위는 농축역무 단위 라는 특수단위를 사용하는데 일종의 에너SWU(Separative Work Unit : )

지 단위로 농축도가 높을수록 소위 가 지수적으로 증가하며 급 발전소 기당 연간 약SWU 1,000MW 1

가 소요된다100,000SWU .

미국 러시아 프랑스 국 등 핵무기 보유국들이 농축공장을 운 하고 있으며 농축설비 건설에 막, , , ,

한 투자비가 소요될 뿐만 아니라 핵확산 금지를 위해 농축기술 자체가 엄격히 통제되고 있어 핵무기

비보유국의 농축시설 보유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다 표 참조(< 3> ).

미국은 년 상업용 경수로에 하여 최초의 우라늄 농축역무 공급 이후 년 까지도 전 세1969 1970

계의 우라늄 농축역무 시장을 독점하 다 그러나 년 석유파동이후 세계 각국이 원자력 개발 및. 1974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활성화함에 따라 농축 수요가 급증하게 되어 국의 프랑스의URENCO,

등 농축을 전담하는 새로운 회사가 등장하게 되었다 결국 년 초부터 농축시장은 시장EURODIF . 1980

경쟁체제로 전환되었으며 년 초 러시아의 적극적인 서방세계 시장 확 노력 등으로 현재의 시설, 1990

용량은 만톤 로 소요량 만톤 를 초과하는 상태이다4.58 SWU 4.0 SWU .

향후 세계의 농축소요량은 년 만톤 년 만톤 까지 표 참조 증가할 것2010 4.6 SWU, 2020 5.2 SWU (< 4> )

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러시아 핵무기 해체에 따른 고농축우라늄 의 희석공급 재처리회수 우라늄. (HEU) , ,

플루토늄의 사용 추세 등의 우라늄 제 공급원 시장진입과 미국 원전사업자들이 사의2 Urenco 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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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분리농축공장 미국내 건설 추진 사의 미국 원심분리 농축기술을 이용한 신규공장의 건설 추, USEC

진 프랑스 사의 원심분리공장 건설을 위한 사와의 합작 그리고 이에 따른 가스확, COGEMA Urenco

산법을 사용하는 구형 공장의 점진적인 폐쇄 등은 향후 세계농축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어떤 형태로든

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불확실한 시장 환경을 제외한 현재의 농축시장은 공급물량 과잉.

상태로서 중장기적인 농축역무 가격의 안정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기적으로는 년 월 미 사가 유럽 경쟁사인 사와 프랑스 사를2002 1 USEC Urenco EURODIF

상으로 제소한 미 무역 불공정 최종판결에서 국제무역위원회가 만장일치로 미 불공정 무역임을

표결함에 따라 국제 장기가격이 상승 하 으나 년 월 사와 프랑스 사의2004 1 Urenco EURODIF

에 제소에 따른 미 상무부의 불공정 무역 재결심 예비 선고에서 프랑스의 관세율을 에서WTO 19.95%

로 하향 선고함으로서 무역분쟁에 따른 가격상승요인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5.34% .

년 하반기 이후 급등한 우라늄 가격의 향으로 전력사들의 저 폐기농축도 선택은 농축역무가격의2003

또 다른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향후 미국 프랑스에 추진중인 신규 원심분리 농축공장의 향방,

및 우라늄가격상승세 등은 당분간 농축역무가격에 상당한 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출처 원자력발전백서 한국수력원자력 주 산업자원부: [`04 ( ), ]

www.khnp.co.kr

참고문헌.Ⅶ

http://www.khn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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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체험학습자료_ 3.
자료출처 환경운동연합 환경교육센터 지구를 병들게 하는 에너지 지구를 살리는 에너지( _ 2007, , ' , ')※

물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이면서 그 소중함을 잘 모르고 있다 옛말에 돈을 물 쓰. ‘
듯이 한다 라는 말이 것 같이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물이 풍부했다 그러나 지금은 물 부족 국가로’ .
분류되어 있는 실정이다 어떤 사람은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는 사.
람도 있다 그 것으로 댐을 건설하기 위한 이유로 삼는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
하지만 그러한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물이 소중한 것은 변함이 없다 그리고 물이 풍부해도 낭비하.
거나 오염을 시킨다면 자연이 망가지고 비용을 많이 들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자연이 망가지는.
것은 환경교육의 차원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하는 것이다 물을 깨끗이 사용하는데 돈이 들어가는 것.
은 국가적인 낭비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 없어지는 것이다 또한 요즘에는 물.
을 사먹는 시대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깨끗한 물을 먹지 못하는 환경부정의의 문제가 발생한다.
최근에는 물 때문에 국가적인 분쟁이 일어나기도 한다 우리나라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 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물은 석유에 버금가는 분쟁이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관계를 어린 학생들에게.
모두 이해시킬 수는 없으나 이 수업은 물의 기초적인 성질과 중요함을 알려주어 생활 속에서 물을
아껴 쓰게 하는 동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교육 대상은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저학.
년이 적당하다.

수업 목표.Ⅰ

물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물질임을 안다1. .

물의 양은 지구가 생긴 후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음을 안다2. .

물은 순환을 하며 이 과정 속에서 사람이 물을 얻고 있음을 안다3. .

물이 순환할 때의 자연 정화작용을 안다4. .

사람이 물을 오염시키는 사례를 안다5. .

물을 아끼고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 어떤 실천을 해야 하는지 안다6. .

준비물.Ⅱ

플래쉬 카드 수소이온농도측정 비색측정 시험지 컵 물 우유 콜라, , , , ,

스펀지 퀴즈 물을 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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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활동.Ⅲ

도 입1.

가 모둠을 만든다 모둠원은 명 정도가 적당하다. . 4 .

나 모둠의 이름을 짓게 한다 이름은 물에 관한 것으로 하도록 유도한다. . .

전 개2.

가 물의 날 유래. : 물의 날 플래쉬 카드를 보여주고 답을 하게 한다 이때 모둠의 이름을 부르게 한다. .

맞추면 선물을 준다.

물의 날은 월 일이다( ) ( ) !
답 월 일: 3 22

물의 날에 해서 간단하게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U 은 년부터국제수문 개년사업을벌여세계수자원의관리를위한종합적인해결방안을조사하N 1965 10
여 왔습니다.
그일환으로 년의세계물평화회의 년 민간환경회의 년 수자원회의를개최하여국제'67 , '72 UN , '77 UN
음용수공급및위생설비 개년계획실시결정등세계물문제해결을위한여러가지사업을해왔으10
며 그후 년 월에는브라질의리우데자네이루에서 환경개발회의, , 1992 6 UN (UNCED : United Nations『 』

를 개최하여 지구의 환경질서 보전을 위한 리우선언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 "
과 그 실천 계획인 을 채택하여 세기를 향한 지구환경보전 종합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Agenda 21" 21 .
년 월 제 차 총회에서매년 월 일을 세계물의날로제정선포하고점차심각해지는물'92 11 , 47 UN 3 22 " " ·

부족과수질오염을방지하기위해각종회의 전시회 홍보물제작등여러가지수자원관련행사에세계, ,
각국의동참을요청하였으며 년부터시작하여올해 회째로멕시코멕시코시티에서제 차세계물포, '93 14 4
럼 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 기념하고 있습니다(World Water Forum) , .

나 사람의 몸에는 물이 얼마나 있을까. ?

아래 플래쉬 카드를 보여주고 답을 맞추게 한다.

사람의 몸은 물이 이상 들어 있다( )% !
답 : 70%

물에 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리몸안에지니고있는물의양은사람에따라 체질에따라다르지만일반적으로 정도가물이, 70~80%
라고합니다 어린이나젊은이는몸속에더많은물이있고 나이가들면피부에주름이지는것처럼물이. ,
적어집니다 어린이는 정도가물이라고해요 그러니까어른들이포동포동한아이들을보고물살이라. 90% .
고하는것을들어봤죠 그게정말이에요 그리고야윈노인은 정도가물이라고합니다 사람의몸속? . 60% .



지역과 학교가 하나 되는 환경교육

262

에있는장기에는물이차지하는비율이다릅니다 뇌는약 피는 허파는 가물입니다 과일. 70%, 83%, 90% .
의 경우 토마토는 사과는 파인애플은 가 물입니다95%, 80%, 80% .

아래 플래쉬 카드를 보여주고 물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한다.

만약우리몸속에물이 가부족하면심한갈증이나고 가부족하면혼수상태 가부족하면사1~3% , 5% , 12%
망하게 됩니다.

다 이용가능한 물. : 아래 플래쉬 카드를 보여주고 맞추게 한다.

사용할 수 있는 물은 지구에 있는 것 중 이다( )% !
답 : 1

아래 플래쉬 카드를 보여준다.

라 물의 성질.

아래 플래쉬 카드를 보여준다 답을 맞추게 한다. .

물은 개와 하나로 이루어졌다( ) 2 ( ) !
답 수소 산소: ,

아래 플래쉬 카드를 보여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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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다른 물질과 다른 점은 도 일 때 가장 부피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음이 상온의 물보다 부4 .

피가 큽니다 그래서 겨울에 물을 항아리에 넣어두면 깨집니다 그리고 물이 바위 틈새에 흘러 들어간. .

후 얼면 부피가 커지면서 바위가 깨지기도 합니다 이를 풍화라고 합니다. .

마 물의 순환.

아래 플래쉬 카드를 보여준다 답을 맞추게 한다. .

우리가 마시는 물은

이 가 마시던( ) ( )

것이다! 답 공룡:

아래 플래쉬 카드를 보여준다 그리고 물의 순환에 해서 설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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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상의 물은 부분 비나 눈의 형태로 땅에 내린 것입니다 지상에 내린 물의 일부는 지표에서 바로.

증발하고 일부는 삼림 호수 등을 거치면서 증발합니다 또 땅속으로 스며들기도 하고 부분은 작은, , . ,

하천이나 강을 통해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바닷물은 공기중으로 증발하여 빗물의 일부가 됩니다 이. .

와 같이 물은 지구 내에서 기와 육지 바다로 번갈아 이동하는데 이를 물의 순환 이라고 합니다, , ‘ ’ .

이렇게 순환하는 물은 지구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시고 있는 물은 공룡이.

마시던 물일지도 모릅니다.

바 좋은 물은 약 나쁜 물은 독. ,

아래 플래쉬 카드를 보여주고 답을 맞추게 한다 그리고 좋은 물에 해서 설명한다. .

좋은 물은

이 가 된다( ) ( ) ! 답 약:

나쁜 물은

이 가 된다( ) ( ) ! 답 독:

어떤 의 교수의 딸은 살 때 뇌하수체 제거 수술을 했어요 뇌하수체는 호르몬이라는 물질이 나오는7 .

데 이 물질은 사람이 성장하고 몸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물질입니다 뇌하수체에서는 성.

장호르몬과 다른 호르몬을 분비하는 샘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매일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고.

몇 가지 약을 먹어야 했으며 사춘기 때는 여성 호르몬도 맞아야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학교도 다니.

지 못했어요 이분은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물에 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물에 호르몬의 기운. .

을 담는 동종요법이라는 것을 연구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효과가 있어서 그 물만 마셔도 주사나 약을.

먹지 않아도 되었답니다 지금은 키가 센티미터나 되고 건강하게 자랐답니다. 169 .

사 물의 오염과 정화.

아래 플래쉬 카드를 보여주고 우리가 물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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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수돗물과 생수.

수돗물 톤은1

원( )

이다! 답 원: 600

수돗물 톤은1

생수(500 )㎖

개와 같다( ) ! 답 : 2000

수돗물 톤은1

주스(1.5 )ℓ

개와 같다( ) ! 답 : 666

생수 개 원 원: 2000 ×500 =1,000,000

주스 개 원 원: 666 ×2,000 =1,33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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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우리나라는 물부족 국가이면서 물의 낭비가 심하다. .

아래 플래쉬 카드를 보여준다.

타 측정. pH

아래 플래쉬 카드를 보여주고 와 에 해서 설명한다1) pH COD .

컵을 개 놓고 컵마다 다른 음료를 담아 놓는다 시험지를 종이를 컵에 담가보고 색깔이 변하는2) 8 . pH

지 살펴본다.

종이를 담갔던 컵에 들어있는 음료 이름을 아래 활동지에 적고 종이를 붙인다 그리고 모둠 선생님3) .

한테 를 물어보고 값을 적는다pH pH .

평가 및 정리3.

골든벨 퀴즈를 통해서 배웠던 지식을 정리를 한다.

지도상의 유의점.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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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모둠 지도교사는 모둠원들이 같이 행동도록 지도한다. .

나 실험시에는 시약이 되는 콜라나 우유를 먹거나 장난치지 않도록 한다. .

교사용 자료.Ⅴ

이란1. ppm ?

은 백만분율 을 나타내는 문 의 약자이다 은 만 분의 을 나타ppm (10-6) parts per million . ppm 100 1

내는 단위이며 무게 또는 부피에 해 사용한다 다시 말해 일정한 부피의 물이나 유체의 무게가 일, . 1

경우 이 속에 만분의 무게만큼의 오염 물질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수질 오염의 예를 들어 설명100 1 .

하면 이해가 좀 더 쉬울 것 같다.

물 킬로그램은 그램이다 그램은 리그램이다 따라서 물 킬로그램을 리그램으로 환1 1,000 . 1 ? 1,000 . 1

산하면 리그램이다 여기에 어떤 오염 물질이1(kg) * 1,000(g/kg) * 1,000(mg/g) = 1,000,000 . 1

리그램 포함되어 있다면 이것이 곧 이다1ppm .

왜냐하면 무게 비로 은 만 분의 이 되기 때문이다 이 비 를 굳이 소수점으1mg/1,000,000mg 100 1 . ( )比

로 표시한다면 이 된다 킬로그램의 물 속에 리그램의 오염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면0.000001 . 1 0.5 ?

이다0.5ppm .

그러나 수질 오염도를 표시할 때에는 보다는 를 많이 사용한다ppm mg/L .

왜냐하면 하수나 폐수의 경우 리터의 무게가 킬로그램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1 1 .

의 부피는 약 리터이므로 을 로 쓰기도 한다1kg 1 1ppm 1mg/L .

또 한 가지 알아둘 사항은 를 와 같이 리터 단위를 소문자로 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문자mg/L mg/1

로 표시하는 것이 옳다는 사실이다 국내 환경전문가나 전문 서적도 오염 물질 농도 표시 방법을. mg/1

또는 로 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제표준단위 에서는 물리 화학적 결과 표시 방법을mg/ , (SI) mg/Lℓ

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은 기 오염도를 나타내는 데에도 사용되는데 기 오염도를 나타내는 은 무게의 비가 아니ppm , ppm

라 부피의 비이다.

아황산가스가 이라면 공기 중에 아황산가스가 부피로 따져 만 분의 만큼 포함되어 있는 것1ppm 100 1

을 말한다 그러나 공기는 온도와 압력에 따라 부피가 변하므로 오염도는 보통 기압 를 표준으로. 1 , 25℃

나타낸다 공기 속에 포함된 오염물질은 수질 오염물질에 비해 미량인 경우가 많으므로 통상 단. /㎍㎥

위로 그 무게를 측정하며 다음과 같은 환산식을 이용하여 값으로 표시한다, ppm .

오염물질의무게 일때의 부피 오염물질의분자량ppm= ( / )*25 CENTIGRADE (24.5L) / 10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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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은 무게 또는 부피의 비로 사용되기 때문에 혼동을 막기 위해 무게 비로 사용된 값을ppm , ppm

그리고 부피 비로 사용된 값은 로 표시하기도ppmw(ppm by weight), ppm ppmv(ppm by volume)

한다.

농약과 같은 오염물질은 환경 중에서 검출되는 양이 극미량이기 때문에 피피비 단위를 사용하기(ppb)

도 한다 는 억분율 단위이다 조분율 단위의 피피티 도 있으나 많이 쓰. ppb(parts per billion) 10 . 1 (ppt)

이지는 않는다 과 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다. ppm ppb, ppt(parts per trillion) .

ppb = ppm * 10 -3

ppt = ppm * 10 -6

을 알기 쉽게 비교해보자ppm

출처 기타 인터넷 농약공업협회: [ ] : , 1992

수소이온농도2.

용액 속의 수소이온 농도로 용액 속에 존재하는 수소이온의 그램 이온수를 의미하며 페하 라, 1 , (pH)ℓ

는 기호로 표시하는데 기압 순수한 물의 수소이온 농도인 약 그램 이온을 기준으로 해서, 1 25 10-7℃

을 중성 이하는 산성 보다 클 때는 알칼리성이라고 한다pH=log 1/[H+]=7 , 7 , 7 .

수소이온지수 페하 라고도 한다 수소 지수로서 나타낸다 용액 속에 존재하는 수소이온의 그· ·pH . . 1ℓ

램이온수를 의미하며 페하 라는 기호로 표시한다 수소이온은 매우 작은 값이므로 사용하기가 매우, (pH) .

불편하다 따라서 수소이온을 간단한 값으로 표시하기 위하여 수소이온의 역수에 상용로그 값을 취하여.

사용한다 수소이온농도와 수산화이온농도의 곱은 수용액의 액성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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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 물일 경우 기압 에서 수소이온의 농도가 약 그램 이온인 점을 기준으로 해서1 25 10-7℃

을 중성 가 보다 작을 때 이 용액은 산성이며 가 보다 클 때에는 알칼리pH=log 1/[H+]=7 , pH 7 , pH 7

성이라고 한다 물고기가 살고 있는 담수의 는 이며 는 폐수처리를 할 경우 중화 응집. pH 6.7 8.6 , pH , ·∼

등 화학적 처리를 할 때 중요한 구실을 한다 값을 측정하는 데는 전위차측정법 비색측정법 등이. pH ,

있다.

화학적 산소요구량3. [ , Chemical Oxygen Demand]化學的酸素要求量

오염된 물의 수질을 나타내는 한 지표( ).指標

하천 호소 해역 따위의 자연수역에 도시폐수나 공장폐수가 흘러들어오면 그 속에 산화되· ( )· ( )湖沼 海域

기 쉬운 유기물질이 있어서 수질이 오염된다 이렇게 유기물질을 함유한 물에 과망간산칼륨. (KMnO4)·

중크롬산칼륨 따위의 수용액을 산화제로서 투입하면 유기물질이 산화된다 이때 소비된 산(K2Cr2O7) .

화제의 양에 상당하는 산소의 양을 또는 으로 나타낸 것이 화학적 산소요구량이다mg/ ppm .ℓ

값은 산화제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를 산성 또는 알칼리성 시료 에 가하는 시험방COD . KMnO4 ( )試料

법은 조건에 따라서 결과치가 변하기 쉽고 유기물질의 전량이 산화되기 어렵다, .

반면 에 의거한 시험방법은 조건에 따르는 결과값의 변화가 무시할 만하고 유기물질의 전량K2Cr2O7 ,

이 산화되는 장점이 있으므로 최근에는 이 방법이 국제적으로 널리 이용된다 한국의 공해공정시험법에.

서는 년부터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나 그것을 방법으로 치하는 것을 검토하1981 KMnO4 , K2Cr2O7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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