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대학생 환경동아리 “그린서포터즈” 사업안내

□ 개요
  ○ 사업기간: 2021. 4. ~ 12.

  ○ 참가대상: 경기도 내 환경전공학과 및 환경동아리 대학생

  ○ 참가인원: 25명 내외

  ○ 참가신청: 4월 중

  ○ 지원사항: 강사비, 교육재료비, 차량임차비 등 

  ○ 주요활동

활동명 주요내용

대학생지도자

역량강화 활동

환경·지속가능성 주제 등 다양한 정보 공유 및 확산을 통한

전문성 강화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

개발프로그램에 대한 동아리 구성원들의 의견수렴 및 내용

보완작업 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직접 운영하여 환경교육

인력풀 구성

□ 세부사업내용

일정 세부내용

4월 ~ 5월 참가모집

5월 ~ 6월 1차 활동 (오리엔테이션, 특강1)

7월 ~ 8월 2차 활동 (개발 프로그램 시연, 보완작업, 참가학교 모집 등 운영준비)

9월 ~ 11월 3차 ~ 5차 활동 (개발 프로그램 운영, 피드백 등)

10월 ~ 12월 6차 활동 (특강2), 7차 활동 (특강3)
 

□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 계획
  ○ 교육대상: 경기도 내 중학생 

  ○ 교육인원: 75명 내외 (25명 × 3회)

  ○ 교육 참가신청 및 운영: 하반기 실시 예정

  ○ 교육내용: 직접 개발한 환경교육프로그램(미세먼지 교육) 실행



  ○ 교수지도안

프로그램명 대기환경의 블랙리스트 : 미세먼지

대상 중학생 25명 내외 (1반) 단계 대응과 실천

교사 진행 교사 1인, 보조 교사 1인 운영시간 120분

학습
목표

Ÿ 미세먼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잘못된 상식도 바로 잡는다. 
Ÿ 마스크 정전기 실험, 공기청정기 조립과 같은 체험활동을 통해 대기오염물질의 

대응방안을 공학적으로 접근하고 직접 실험을 함으로써 원리를 이해한다.

준비물
미세먼지 전반적인 이론 PPT
미세먼지 마스크 정전기실험도구
공기청정기 조립키트

구분 학습내용 세부 내용

도입

(20분)

미세먼지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Ÿ 미세먼지관련 흥미유발 사례
Ÿ 최근 미세먼지 저감 기술
Ÿ 미세먼지에 대한 정의 및 심각성

전개

(70분)

미세먼지 마스크 원리 

설명 및 정전기 실험

Ÿ 미세먼지 마스크 원리
Ÿ 미세먼지 마스크 종류 및 분석 (KF80, KF94, KF X)
Ÿ 미세먼지원리 - 정전기 실험

공기청정기 원리 설명 

및 공기청정기 조립
Ÿ 공기청정기 이론 설명
Ÿ 공기청정기 KIT로 직접 조립하기

마무리

(20분)

미세먼지에 대한 오해 

바로잡기 및 최종정리
Ÿ 미세먼지 O,X퀴즈 - 잘못된 상식 바로잡기
Ÿ 전반적인 이론 설명 정리 및 마무리

설문조사

(10분)
교육프로그램 피드백 Ÿ 교육프로그램 설문 조사

※ 코로나19로 인하여 실험은 앞에서 시연만 하도록 운영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