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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가는 STS 창의과학진로체험 특징 >
  

▶ 최근 과학의 발달은 여러 분야가 융합한 기술이 주도하고 있으며, 이에 맞춰 에스티에스

연구소는 바이오 · 화학 · 환경 융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 또한, 생명공학 기술의 핵심인 plasmid DNA 추출, 실생활과 밀접한 유기화학, 지속 가능

한 미래를 위한 바이오 플라스틱 합성 등 현재 핵심 연구 주제와 관련된 체험을 진행합

니다.

▶ 청소년의 주도적인 실험을 통해 과학적 호기심을 갖고 친구와 협동하며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 분야별 전공 선생님의 지도로 전문적이며 체계적인 과학 활동을 지향합니다.

▶ 같은 활동을 진행하더라도 참여 청소년의 교급에 따라 세부 설명을 달리하여 초등학생은 

흥미롭게, 중ㆍ고등학생은 심도 있게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안전한 진로체험을 위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증 예방 수칙과 비상 상황 시 대처

방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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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대    상  중등 자유학년제, 과학 동아리, 방과후 활동, 청소년 단체

체    험

프로그램

분 류 시 간 비 용

융합 ▶ 범인의 흔적을 쫓는 과학수사관 120분 30,000원/1인

화학 ▶ 유기화학을 연구하는 신약ㆍ화장품개발자 120분 30,000원/1인

환경 ▶ 바이오 플라스틱과 지속 가능 발전 120분 30,000원/1인

바이오 ▶ 유전자를 변화시키는 바이오 엔지니어 150분 35,000원/1인

화학 ▶ 화학으로 세상을 탐구하는 분석화학자 150분 35,000원/1인

환경 ▶ 미래를 선도하는 환경 에너지 바이오 디젤 150분 35,000원/1인

장    소 각 기관별 체험실

기    간 2023년 1월 ~ 12월

신청 및

문의

▶ 전화 : 031-295-4360

‣ 홈페이지 : http://www.koreasts.com/

  우측 QR코드를 스캔하면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전자우편 : korea-sts@hanmail.net

‣ 카페 : http://cafe.naver.com/koreaests

비    고

- 1반은 20~30명을 기준으로 구성됩니다. (최소 결제 인원 20명)

- 안전한 진로체험을 위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증 예방 수칙을 준

수하고 있습니다. (지도자 대상 감염병 예방 교육 실시)

- 같은 활동을 진행해도 참여 청소년의 교급에 따라 난도에 차이를 두어 

세부 설명을 진행합니다.

- 실험 특성 상 개수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적십자사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안전전문인력이 활동시간동안 상주하고 

있습니다.

- 프로그램 일정과 시간, 장소는 교육팀과 협의 후 진행합니다.

1. 찾아가는 STS 창의과학진로체험 운영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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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으로 쫓는 범인의 흔적

 지문의 정의와 종류, 다양한 지문 감식 방법을 배우고, 

현장 수사관이 사용하는 지문 채취 도구와 가변광원장비를 

이용하여 지문을 분석하며 자신의 지문이 어떤 문형인지 

확인하고 각 지문 분석법의 장단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혈액으로 쫓는 범인의 흔적
 개인의 신상을 파악하는 데 중요하게 쓰이는 혈액형 분석

에 대해 알아보고 자신의 혈액형을 직접 판정해 봅니다. 

또한, 오랜 시간이 지나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루미놀 

반응을 통해 과학 수사에 흥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시간 내용 교육비(원)

13:00 ~ 14:00 지문으로 쫓는 범인의 흔적

30,000/1인

14:00 ~ 15:00 혈액으로 쫓는 범인의 흔적

2. 찾아가는 STS 창의과학진로체험 프로그램

2-1. 범인의 흔적을 쫓는 과학수사관

 다양화 ･ 흉포화 ･ 지능화되고 있는 현대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욱 발전한 과

학 수사 방법이 필요합니다. 과학 수사는 화학, 물리, 생물학, 의학,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융합한 수사 방법으로, 본 프로그램에서는 일일 과학수사관이 되어 지문 

감식. 혈액 판정 등 과학 수사 기법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 활동 소개

‣ 시간표(예시)

※ 진행 상황으로 인해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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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속 형광물질 추출

 녹색 식물의 특징인 엽록소의 역할을 이해하고 엽록소 중

에서 클로로필 A와 클로로필 B를 용해도 차이를 이용하여 

추출합니다. 추출하는 과정에서 각 시약의 역할과 엽록소

의 성질을 이해할 수 있으며, 유기화학이 자연과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식물 속 형광물질 확인

 유기용매에 들어있는 클로로필을 자외선으로 비춰 엽록소

가 형광을 받았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광의 성질을 이해하고, 유기화학에 흥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시간 내용 교육비(원)

13:00 ~ 14:30 식물 속 형광물질 추출

30,000/1인

14:30 ~ 15:00 식물 속 형광물질 확인

2-2. 유기화학을 연구하는 신약ㆍ화장품개발자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이용하고 있는 식물 자원은 유효성분을 추출하여 

의약품을 만드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용해도 차이를 이용하여 식물 속 형광물질을 

추출하고 확인하며 실생활에서 어떻게 응용되는지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 관련 진로 탐

색을 해보며 흥미를 갖고 유기화학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 활동 소개

 

‣ 시간표(예시)

 

※ 진행 상황으로 인해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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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너는 누구니? 바이오 플라스틱 

 바이오 플라스틱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바이오 플라스틱의 

합성 원리를 이해합니다. 바이오 플라스틱이 필요한 이유

를 분해와 환경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바이오 플라스틱에 

흥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만드는 바이오 플라스틱

 다양한 소재로 만든 바이오 플라스틱을 관찰하고 활용성

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바이오 플라스틱의 단점을 보완하

기 위해 폭넓은 연구진의 사례를 바탕으로 나만의 바이오 

플라스틱을 제작합니다.

시간 내용 교육비(원)

13:00 ~ 13:40 안녕! 너는 누구니? 바이오 플라스틱

30,000/1인

13:40 ~ 15:00 내가 직접 만드는 바이오 플라스틱

2-3. 바이오 플라스틱과 지속 가능 발전

 500여 년이 지나도 썩지 않는 플라스틱을 대체할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을 직접 

만들어보면서 화이트 생명공학 기술 분야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에서만 보던 팽

윤 현상과 수축 현상을 직접 확인하며 과학에 흥미를 가지고, 모둠 활동을 통해 협동심

과 창의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 활동 소개

 

‣ 시간표(예시)

 

※ 진행 상황으로 인해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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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li plasmid DNA 추출 

 생명공학 기술의 대표인 유전자 재조합 기술의 원리를 학

습하고, 유전자 재조합에 이용되는 대장균 속 plasmid 

DNA를 다양한 대학 실험 기자재를 이용하여 직접 추출하

며 생명공학 기술을 이해하고 과학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

습니다.

DNA 전기영동

 추출한 plasmid DNA를 gel에 loading하여 UV 

illuminator로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DNA의 특성과 전

기영동의 원리에 대해 학습하며 생명공학에 흥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시간 내용 교육비(원)

13:00 ~ 14:30 E.coli plasmid DNA 추출

35,000/1인

14:30 ~ 15:30 DNA 전기영동

2-4. 유전자를 변화시키는 바이오 엔지니어

 포스트코로나시대를 맞이하여 질병의 예측 · 진단 · 치료와 신약 개발에 생명공학 기

술이 사용되면서 생명공학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여러 학문과 융합하여 새로

운 기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생명공학의 기초가 되는 DNA를 추출하고 확인하는 과정

을 통해 생명공학자로서의 진로를 꿈꿀 수 있습니다.

▶ 활동 소개

▶ 시간표(예시)

※ 진행 상황으로 인해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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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금반응을 이용한 sodium 적정

 정량 분석 방법 중 하나인 적정 실험의 원리와 불용성 

앙금 반응을 이해합니다. Magnetic stirrer를 사용하여 종

말점을 스스로 판단하여 라면 스프에 함유된 염화나트륨의 

양을 분석하기 위한 적정 실험을 진행합니다.

Experiment resultant analysis
 실험에서 얻은 결과값을 이용해 조미료에 함유된 염화나

트륨의 질량을 계산하고 실제 첨가된 염화나트륨의 양과 

비교하여 오차율을 계산합니다. 또한, 권장 염화나트륨 섭

취량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며 올바른 식습관을 인

식할 수 있습니다.

시간 내용 교육비(원)

13:00 ~ 15:00 앙금반응을 이용한 sodium 적정

35,000/1인

15:00 ~ 15:30 Experiment resultant analysis

2-5. 화학으로 세상을 탐구하는 분석화학자

 분석화학은 화학의 여러 분야 중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대표 분석 방

법인 적정 기법을 이용하여 우리 주변 생활 식품 속 성분의 함량을 구하고 식품 성분

표와 비교해 직접 분석해보며 물질 분석을 위해 필요한 학문인 분석화학의 가치를 깨닫

고 흥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 활동 소개

▶ 시간표(예시)

※ 진행 상황으로 인해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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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개발 연구 - 바이오디젤 합성

 기후 변화의 해결 방법은 화석 연료를 대신할 수 있는 

친환경 대체 에너지입니다. 폐식용유를 이용하여 바이오 

디젤을 직접 합성하고 원리를 익히며 바이오 디젤의 장점

을 알 수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활용 연구 - 증기보트 제작

 증기보트를 만들어 합성한 바이오 디젤을 연료로 사용해 

봅니다. 배의 모양에 따라 배가 나아가는 방향이 다름을 

관찰하고, 연료로써 바이오 디젤의 효율을 확인하며 대체 

에너지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시간 내용 교육비(원)

13:00 ~ 14:30
신재생에너지 개발 연구

- 바이오디젤 합성
35,000/1인

14:30 ~ 15:30
신재생에너지 활용 연구

- 증기보트 제작

2-6. 미래를 선도하는 환경 에너지 바이오 디젤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 변화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는 

시안이며, 인류가 꾸준히 노력해야 하는 숙제입니다. 기후 변화의 해결 방안으로 제시되

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중의 하나인 바이오 디젤을 직접 합성하고 증기 보트를 띄워보

며 환경 문제를 해결해 나갈 차세대 미래 기술을 체험합니다.

‣ 활동 소개

 

‣ 시간표(예시)

 

※ 진행 상황으로 인해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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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가는 STS창의과학진로체험은 체험에 참가하는 학생과 인솔교사 및 지도자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2002년부터 여름 · 겨울방학에 캠프를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COVID-19 감염 예방 안전 수칙을 새롭게 제정하여 2020년 12월에 

“STS창의과학진로캠프 안전관리규정”을 개정하여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으니 참

조하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STS창의과학진로체험 안전관리시스템

◘ 학생 관리

    ► 안전 교육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 예방에 관한 안전관리 수칙 

사항을 교육하고,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처 방안을 지도함으로써 안전을 최

우선으로 하여 체험을 진행합니다.  

    ► 실험 안전 교육 : 실험마다 사용하는 기자재, 실험 도구(초자), 시약에 대

한 안전 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 실험 및 수업의 안전과 집중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업시간에 휴대폰은

       OFF 하도록 관리 지도합니다. 

◘ 안전응급의료체계

    ►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구급약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적십자사 응급처치교육을 수료한 안전전문인력이 활동시간동안 상주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