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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문
본 연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창조력을 갖춘 창의융합
형인재 양성을 위한 STEAM 프로그램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인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학생들이 다각적으로 인식하고, 문제
해결 방법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수업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프로그램은 교과 간 STEAM 융합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교과 수업 시간에 하나의 주제로 수업을 진행하되, 내용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각 교과의 특성을 살려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학생들이 다양한 시선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산출물은 모든 교과가 협업하여 진행하였으며,
학생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플라스틱을 얼마나 사용하고, 환경 보호를 위해 플라스틱 등 재활용품
을 올바르게 분리하는 방법에 대한 분석과 정보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활용하여 문제해결 및 작품
만들기 활동을 실시하였다.
평가는 관찰 평가,

2. 서론
본 연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창조력을 갖춘 창의융합
형인재 양성을 위한 STEAM 프로그램 개발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당 연구학년에게 적용될 수 있는 실제적인 STEAM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을 목적으로
한다.
둘째, 문제해결 중심의 STEAM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을 목적으로 한다.
셋째, 인문학적 상상력을 토대로 문제해결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과학기술 창조력으로 구체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융합프로그램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넷째, 학생들이 세계시민으로서 주체적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의지, 자신감을 기
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다섯째, 학생들에게 친숙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문제 해결방안을
도출한다.
여섯째,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연구결과물을 공유함으로써 STEAM 프로그램 개발 및 확장에
기여한다.

3. 연구 수행 내용
◦ 2019년 STEAM 교사연구회 과제 수행 현황 및 내용
➀ STEAM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 환경교육과 관련된 수업 주제를 논의하던 중, 1학년 과학, 도덕, 사회 교과에서 공
통으로 다룰 수 있는 내용인 ‘생태계 보존’을 STEAM 프로그램으로 개발하고자 하
였다. 광범위한 환경 내용 중 플라스틱 및 미세 플라스틱과 관련된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하고자 하였고, 정보 교과와 융합하여 코딩을 응용한 SMART 생태계 지킴이로 수
업을 개발하게 되었다.
- 수업 적용은 하나의 주제로 각 교과의 성향에 맞게 진행하기로 하였다. 단 학습할
내용의 연계성과 수업 시수를 고려하여 과학, 사회, 도덕에서 먼저 개발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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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활용한 수업을 진행하고, 정보 교과에서 산출물을 제작하기로 하였다.
➁ STEAM 프로그램 적용 성과 연구 및 조사

- 선행 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새로 제작하였다. 단, 프로그램 제작
에 있어 몇 가지 선행 연구를 참고하였다. 환경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출간
한 2016년 중학교 자유학기 환경교육 우수지도안 공모전 수상작 모음집을 참고하여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사전 조사한 지도안은 다음과 같다.
1. 경기 배곧중, <Eco-Science> 모두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2. 서울 중동중, 안녕, 쓰레기통!
3. 세종 두루중, 환경감수성과 반성적 실천을 이끌어내는 수업
4. .대구 안심중, 넘쳐나는 쓰레기로부터 지구 살리는 에코 안심이들
- 또한 선행 연구를 파악하고자 STEAM 선도교사단 연수에 참석하여 STEAM 수업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듣고, STEAM 선도 학교의 프로그램 및 수업 운영에 대한 조
언을 얻어 프로그램 개발에 참고하였다.
➂ STEAM 협력연구 강화 및 확산 실천

- STEAM 교육 및 수업 적용에 대한 연수를 듣고, 매 주 연구회 교사들이 모여 수업
구성에 대한 의논을 하였다. 개발한 STEAM 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교내 수업연구회에
서 발표하여 STEAM 수업에 대한 확산 및 북서울중학교만의 프로젝트 수업 방식으로
정착해 나가고자 한다.
◦ 프로그램 개발 중점사항(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하였는지 작성)
-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학생들의 창의성도 존중하면서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알릴
수 있는 요소가 들어갈 수 있도록 구상하였다. 먼저 학생들에게 평소 얼마나 많은 양
의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지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중요했는데, 이 때 학생들
에게 친숙한 ‘1인 방송’를 활용하고자 하였다. 학생들 스스로 1인 방송인이 되어,
평소 자신이 배출하는 쓰레기 중에서 플라스틱에 초점을 맞추어 어떻게 발생한 쓰레
기인지 재활용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그 이후 각
교과의 성격에 맞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였고,
◦ 학생 태도검사 대상의 선정 이유
- STEAM 교육 및 수업 적용에 대한 연수를 듣고, 매 주 연구회 교사들이 모여 수업
구성에 대한 의논을 하였다. 개발한 STEAM 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교내 수업연구회에
서 발표하여 STEAM 수업에 대한 확산 및 북서울중학교만의 프로젝트 수업 방식으로
정착해 나가고자 한다.
◦ 당초 계획대비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 사유와 함께 기입
- 전문가에게 조언을 얻어 프로그램 개발에 참고하고자 하였으나, 전문가의 조언 분
야가 생물에 한정적이어서 전문가 조언은 생략하기로 하였다. 부족한 부분은 교사연
구회 연구원의 상시 회의와 교내 교원학습공동체의 피드백을 통해 보충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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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생태계 지킴이 되기(중학교 환경교육 STEAM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선행
프로그램명
학교급

중학교

중심과목

과학

해당 없음
대상 학년(군)
1학년
중심과목
[중학교 1~3학년] (3) 생물의 다양성
(7) 과학과 나의 미래
성취기준 영역

사회
STEAM 연계과목
프로그램
구분

개발계획

도덕
정보
주제
연번
1
2
3
4

[중학교 1~3학년] (6)지속가능한 자원 개발

연계과목
(12) 현대 사회의 사회문제
성취기준 영역 [중학교 1~3학년] (3) 세계시민의 도덕적 과제
[중학교 1~3학년] (3) 문제해결과 프로그래밍

차시
(시수)
3
5

과학(2) + 도덕(1)
과학(2) + 사회(1.5) + 도덕(1.5)

6
6

과학(2) + 사회(1.5) + 도덕(0.5) + 정보(2)
과학(2) + 정보(4)

과목 연계(안)

적용결과 ※ 2019. 11. 15 기준 20차시 적용완료

4. 연구 수행 결과
구분
교수학습지도안 개발 차시
수업 적용 일정
(STEAM 수업)수혜학생 수
사전검사
학생 태도검사
사후검사
학생 및 교사 만족도조사

수행 결과
총 18차시
2019. 8. 28. ~ 2019. 11. 15.
북서울중학교 145명(중학교 1학년 전교생) 예정
7월 15일, 8개 학급(145명) 실시 완료
10월 16일, 8개 학급(145명) 실시 완료
10월 18일~22일
2019. 9월~10월 수업공개(자유롭게 참관)
2019. 10. 24. 교내 수업연구회에서 연구회 소개, 수업

교사연구회 STEAM 행사 개최

후기 등 발표
2019. 10. 31. 수업결과물(친환경 뱃지)을 활용한 교문

논문 또는 학술대회

맞이 행사 개최
교사 대상 논문 대회 등 참가 예정이었으나,
학교사정으로 취소
해당 없음

특허출원(국외, 국내)

5. 결론 및 제언
※ 교사연구회 참여를 통한 STEAM 프로그램 개발·적용 관련 좋았던 점과 어려웠던 점
가장 좋았던 점은 동료교사들과 수업으로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하나의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여러 과목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면서 통합적으로 수업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 좋았다.
어려웠던 점은 연구회에 선정되고 나서 여러 번의 회의를 하였으나, 수업 주제를 바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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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기 힘들었다는 것이다. 또 개학이 늦어 수업을 바로 적용하지 못한 점이 어려웠으며,
한 가지 주제를 다양한 교과에서 수업하는 만큼 일관성 있는 수업 진행이 쉽지 않았기에
초반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그리고 교사들이 처음 경험하는 유형의 프로젝트 수업이어서 진행이 미숙한 점이 아쉬웠다.

※ 교사연구회의 전체 회원 사이의 협력적 활동 내용

- 지속적인 협의회를 통해 수업 계획 및 실행 수정
- 해당 교과에서 배움이 느린 학생이 자신의 교과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지속
적으로 소통하면서 확인함.
- 수업시간을 연구회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하면서, 다양한 학교행사로 인한 수
업결손에 대처함.

※ STEAM 수업 수혜 학생들의 반응(인터뷰)
(과학, 정보) 4개의 교과가 융합해서 수업을 한다는 것에 학생들이 많은 흥미를 느꼈다. 특
히 1학년 수업을 모두 들어오는 선생님들이 협업하여 수업을 구상하고 진행하므로, 학생들
이 보다 친숙하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하는 자세를 보였다.
(도덕)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교사가 미리 1인 방송을 촬영하여 학생들에게 보여주었다. 학
생들이 모두 열광적으로 반응하였다. 그리고 학생들도 직접 해보고 싶다는 반응이 가장 컸
다.
(사회)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놀라워하는 반응이 많았다. 플라스틱 없는 삶이 힘들다는
것에 먼저 공감하였다.
※ STEAM 교사연구회와 해당 STEAM 수업 프로그램 발전을 위한 개선 방안
1) 서류 제출을 간소화하였으면 좋겠다. 보고서 양식에 비해 작성 요령에 대한 안내가 다소
부족하여 어려움이 있었다.
2) 스팀수업의 현실적인 부분을 지원해줄 수 있는 컨설팅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교사들이
팀수업을 진행하면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하는지, 현실적으로 어떤 부분이 학교 전체의 협조
가 필요한지 등등이다.
3) 보고서 등의 지도안 양식이 제한되어 있어, 실제 생생한 수업을 담지 못한다. 이 보고서
의 목적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활동을 했다가 아니고, 우리 학
교 그리고 다른 학교의 모든 교사들이 서로 공유하고 수업에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함인데,
보고서에서도 특히 지도안 양식이 너무나 제한적이어서 우리의 실제적 활동을 보일 수 없
어 아쉬웠다. 차라리 지도안이라기보다 실질적인 수업 계획 및 수업 후기를 남기는 것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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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들에게 도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 기타 사항 및 시사점
1) 환경 관련하여 학생들의 관심이 생각보다 많았다는 점과 STEAM을 통해 다양한 교과가
한 가지 공통 주제에 접근하니, 학생들이 지루하기도 했지만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수업 방
식이라 흥미 있게 받아들였다. 지속적으로 STEAM 수업을 연구하고 교사들이 협동해서 계획
한다면, 조금 더 완벽한 수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2)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론을 실제로 반증하여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스팀수업에서 같은
주제로 다양한 교과에서 활동하기에, 해당교과에서 배움이 느린 학생이 다른 교과에서는 오
히려 높은 성취수준을 나타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 연구회원들이 학습자에 대한 다양
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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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STEAM 프로그램 개발 내용 및 결과물
(프로그램명)

SMART 생태계 지킴이 되기(중학교 환경교육 STEAM 프로그램)

1. STEAM 프로그램 개발·적용 교육과정
연번

차시

1

1~3/20

2

4~8/20

(중심과목)
2015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연계과목)
성취기준 영역

[9과03-01]생물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변이의 관점에서 환경과 생물다양 도덕 (3) 세계 시민
의 도덕적 과제
성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9과03-01]생물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변이의 관점에서 환경과 생물다양 사회 (12) 현대 사
성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회의 사회 문제
[9과07-02] 현대 사회의 다양한 직업이 과학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도덕 (3) 세계 시민
예를 들어 설명하고, 미래 사회에서의 직업의 변화를 토의할 수 있다.

의 도덕적 과제

사회 (12) 현대 사

3

9~14/20

[9과03-03]생물다양성 보전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생물다양성 유지를 위 회의 사회 문제
한 활동 사례를 조사하여 발표할 수 있다.
도덕 (3) 세계 시민
[9과07-02] 현대 사회의 다양한 직업이 과학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의 도덕적 과제

정보 (3) 문제해결

예를 들어 설명하고, 미래 사회에서의 직업의 변화를 토의할 수 있다. 과 프로그래밍
[9과03-03]생물다양성 보전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생물다양성 유지를 위
4

15~20/20

한 활동 사례를 조사하여 발표할 수 있다.

정보 (3) 문제해결
[9과07-02] 현대 사회의 다양한 직업이 과학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과 프로그래밍

예를 들어 설명하고, 미래 사회에서의 직업의 변화를 토의할 수 있다.

2. STEAM 프로그램 총괄표(총 18차시)
차시

주요내용
주제(단원)명

1~3
/18

환경 오염 문제를 생물 다양성 보존과 관련지어 이해하고, 학생들이 내가 살아가는 환경에 대
한 전반적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갈수록 심화되는 플라스틱 문제와 연결지어
학생들이 자신들의 삶 속 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Co
(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며 생명의 풍요로움의 중요성 안내하고 내가 살아가는 환경도 생각
해보기, CD 생물 다양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 내 삶 속의 일회용품
사용 분석, ET 생물 다양성을 설명할 수 있는 SNS 제작, 환경 보호의 중요성 인식)
주제(단원)명

4~8
/18

내가 살아가는 환경, 보다 자세히 이해하기

플라스틱이 없는 세상? 그게 가능하다고?

전반적인 환경 오염 문제를 플라스틱으로 범위를 좁혀 학생들의 삶과 연결 짓는다. 교과별로
다양하게 미세플라스틱, 플라스틱으로 인한 문제, 플라스틱이라는 물질의 분석 등 교과의
성향에 맞는 수업을 실시하고, 공통적으로 플라스틱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수업을 진행하다.
Co
(
실생활 속 플라스틱 문제를 함께 이야기 해보기, CD 환경 친화 디자인 설계, 친환경 물
병(오호)만들기 논의, 프리-플라스틱 논의, 플라스틱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발명품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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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기,

ET

주제(단원)명
9~14
/18

/20

내 삶의 환경 문제, 우리 함께 해결해보자!

내 삶과 직면해 있는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학생들이 모둠별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한다. 학생들의 의견은 매 시간 학생들 스스로 서기를 설정하여 기록할 수 있도
록 하고, 데이터를 누적하여 다음 차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Co 내 삶 속 환경 문제를 함께 이야기하기, CD 친환경 물병 만들기, 또 다른 프리-플라스
틱 제품 고안, 플라스틱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발명품 고안하기, ET 환경 보존의 중
요성 인식하고 함께 나누기)
주제(단원)명

15~20

환경 친화란 무엇일까 생각해보기, 동화책을 읽고 느낀 점을 함께 나누기)

나도 SMART 생태계 지킴이!

플라스틱 문제,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또 다른 환경 문제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정보
시간에 학습한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여 학생들 스스로 SMART 생태계 지킴이가 될 수 있
도록 지도한다.
Co
(
SMART 생태계 지킴이가 어떻게 될 수 있을지 함께 의논하기, CD 정보 교과 시간에
배운 내용을 활용하여 SMART 생태계 지킴이 프로그램 혹은 작품 제작, ET 환경 보호의
중요성 인식)

3. STEAM 프로그램 차시별 수업지도안
중심과목

과학

학교급/학년(군)

중학교 1 학년
[9과03-01]생물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변
이의 관점에서 환경과 생물다양성의 관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중학교 1~3 학년] 과학
(3) 생물의 다양성

중심과목
성취기준

계를 설명할 수 있다.
[9과07-02] 현대 사회의 다양한 직업이
과학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예를 들
어 설명하고, 미래 사회에서의 직업의
변화를 토의할 수 있다.

내가 살아가는 환경, 보다 자세히
이해하기
주제(단원)명

(과학 : 생명의 풍요로움, 생물
다양성)

차시

1~3/20

(도덕 : 세계의 도덕 문제와
그 해결)
생물 다양성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생물종이 다양하다는 의미를 자료를 비교하여 알 수 있다.
학습목표 세계의 다양한 도덕 문제를 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
세계의 다양한 문제를 도덕적으로 사고할 수 있다.
세계의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태도를 지닌다.
연계과목
연계과목
도덕
도덕 (3) 세계 시민의 도덕적 과제
성취기준 영역
S 생물 다양성의 의미를 생태계, 종, 유전자 다양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T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환경적인 옷을 디자인할 수 있다.
STEAM E
생물 다양성을 자신만의 언어와 SNS 틀을 활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환경문제의 이유와
요소
A
해결방안을 도덕적으로 사고할 수 있다.
M
생태계, 종, 유전자 다양성을 고려한 생물의 다양성을 확인한다. 생물의 다양성이
개발 의도
중요함을 인식하고, 다양한 환경에서 서식하는 생물의 종류를 학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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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로 하여금 ‘환경보호’에 관하여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닌 타당한 근거와
이유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개성을 발휘하여 ‘환경보호’의 태도를 지닐 수 있도록
한다.
중심과목인 과학과 연계과목 사회, 도덕에서 모두 환경 보존에 대한 공통 주제를 다룰 수 있다. 세 교
과에서 중복된 내용을 안내하기 보다는, 한 교과에서 전반적인 내용을 안내하고 다른 교과에서 연
계 학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상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 과학 교과에서는 중학교 1~3
학년군에 생물의 다양성과 과학과 나의 미래에 대한 영역이 포함되어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두 단원을 연계하여 학생들이 환경 보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환경, 그리고
생물의 다양성에 대한 내용을 먼저 학습한 후, 플라스틱과 관련해서는 과학과 나의 미래 ‘신소
재’와 연결 지어 학습이 연계되도록 구상하였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첫 시작인 1~2 차시에서는 생
물 다양성의 의미와 다양성이 중요한 이유를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환경보호의 이유에 대한 다양한 근거 찾아보기
-인간중심주의, 생태중심주의, 생명 중심주의 중 한 가지 입장을 택하고 자신과 다른 입장을 가진 사
람과 토론해보기
2. 우리들의 생활과 환경파괴의 영향알기(플라스틱을 중심으로)
-코에 빨대가 낀 거북이 동영상을 보고 느낀 점 발표하기, 자신이 갖고 있는 플라스틱 물품 분류해보
기
상황 제시
- 우리가 살아가는
창의적 설계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기
- 여섯 번째 대멸종과
- 친구들에게 설명할
- 생물의 다양성은 왜 중요한지
관련된 강연을 보고 창
자료를 SNS 틀을
감
모둠별로 하나씩 주제를
상
STEAM
생각 나누기
의
이용해
자유롭게
성
맡아서 발표자료 만들기
황
학습
- 미세섬유(미세플라스 적
꾸미기
적
제
준거
틱)의 문제점 제시- 설
- 생물 다양성과
체
시
그린피스 미세섬유 계
자신의 삶을 연결
험
동영상
지어 생각해보기
-코에 빨대가 박힌 거
북이 동영상을 보
고 생각공유하기
감성적 체험
학습
과정

※ STEAM 학습 준거 표시(

도덕교과 교수-학습 활동
상황 제시, CD 창의적 설계,

Co

ET

감성적 체험)

학습자료
및 유의점
동영상

https://www.
youtube.com
/watch?time
_continue=5
Co ‘코에 빨대가 박힌 거북이’동영상을 보고 빨대가 거북이 코에 들어간 이유와 현 1&v=4wH87
8t78bw
도입 재 자신의 감정을 발표한다.
Tip! 다
소
(15 분) ET 거북이와의 역할교환을 통해 자신의 코에 빨대가 들어가 있을 경우를 상상해보
징그러운 장
고 친구들과 감정을 나눈다.
면이
있어
불편해하는
학생들이 있
을 수 있어,
충분한 설명
이 필요함.
CD 평소 본인이 갖고 있던 환경에 대한 생각을 기초로, 환경문제에 대한 본인의 Tip! 과
제
의견을 포스트잇에 적어 칠판에 붙이고, 다른 학습자들과 공유한다.(미니 갤러리 워 수행 도중에
학생들이 과
전개
크)
제의 방향을
( 25 분)
CD 환경보호에 대한 근거 찾기 – 각자가 생각한 환경문제에 대한 이유를 바탕으로 잃지 않도록
계속해서 ‘환
환경보호의 근거를 고른다.
경보호’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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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과 다른 근거를 선택한 친구와 토론한다.

정리
( 5 분)
학습
과정

ET

학습한 내용을 되돌아보고, 차시 예고를 한다.

※ STEAM 학습 준거 표시(
Co
ET

도입
(5 분)

미를 전달한
다

과학교과 교수-학습 활동
상황 제시, CD 창의적 설계,

Co

ET

감성적 체험)

여섯 번째 대멸종과 관련된 강연을 제공한다.
강연을 보고 느낀 점을 서로 나눈다.
- 지금까지 멸종은 어떤 이유로 발생하였는가?
- 멸종은 왜 발생하는가?
- 여섯 번째 대멸종은 지금까지의 대멸종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 여섯 번째 대멸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학습자료
및 유의점

차이나는
클라스
32 화 이정모 서울
시립과학관 관장
‘여섯 번째 대멸종
은 진행중’

생물의 다양성을 결정하는 3 가지 요소(생태계, 종, 유전자)가 모두 포함되도록
모둠을 구성한다. 모둠명은 각 모둠에서 조사해야할 주제로 결정한다.
- 생태계(4 모둠) : 습지, 산림, 강, 바다
- 종(1 모둠) : 19 세기 미국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 있었던 일(엘크 보호를 위
해 늑대를 무분별하게 사냥한 사건)
- 유전자(1 모둠) : 아일랜드 감자 대기근, 미국 플로리다주 오렌지 나무 궤양,
Tip! 모둠 구성
바나나 멸종 위기설의 공통점은?
은 제비뽑기로 하
Co 각 모둠에서 조사해야 할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한다.
되, 생태계(4 개 영
역), 종, 유전자로
CD 교과서와 휴대폰을 이용하여 모둠에서 맡은 주제를 조사한다.
6 개 모둠이 구성될
- 생태계를 담당한 4 개의 모둠이 조사해야할 내용 : 특징, 종, 이 생태계가 수 있도록 한다. 모
둠 당 모둠원은 4
잘 나타나는 지역 등
인이 넘지 않도록
전개
2 인, 최
- 종, 유전자 모둠 : 사회적인 이슈를 제공, 이를 생물 다양성과 관련지어 설 한다.(최소
대 4 인)
(80 분)
명하기
Tip! 둘 가고 둘
ET 모둠원과 함께 설명 자료를 SNS 틀을 이용하여 만든다. 단, 핵심 내용은 해시 남기를 2 번 반복하
여 모든 학생들이
태그(#)를 이용하여 작성하며, 각 생태계의 특징이 잘 나타나도록 그림을 그린다.
설명할 수 있도록
Co 다른 친구들에게 설명하는 방법을 안내한다. 학생들에게 ‘둘 가고 둘 남기’ 방 한다.
설명을 하는 순서는
법을 설명하고, 이 방법을 2 번 반복하여 모든 학생들이 설명하는 사람을 체험할 수 학생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있다는 것을 안내한다.
CD 모둠에서 조사한 내용을 발표하기 위해 정리한 내용을 재구성한다. 부족한 설
명 자료는 보충한다.
ET 친구들에게 ‘둘 가고 둘 남기’ 방법으로 설명하고, 설명을 들으며 새로 알게 된
내용을 함께 나눈다. 제자리에 돌아오면 역할을 바꾸어 ‘둘 가고 둘 남기’ 활동을
다시 진행한다.
CD

ET 학급 전체가 학습한 내용을 함께 나눈다. 내 삶과 생물 다양성이 어떤 관계가
정리
( 5 분) 있는지 생각해본다.

중심과목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과학
[중학교 1~3 학년] 과학
(3) 생물의 다양성
(7) 과학과 나의 미래

학교급/학년(군)

중학교 1 학년

중심과목
성취기준

[9과03-01]생물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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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관점에서 환경과 생물다양성의 관

계를 설명할 수 있다.
[9과07-02] 현대 사회의 다양한 직업이
과학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예를 들
어 설명하고, 미래 사회에서의 직업의
변화를 토의할 수 있다.
-내가 살아가는 환경, 보다 자세히
이해하기
-플라스틱이 없는 세상? 그게
가능하다고?
주제(단원)명

(과학 : 과학과 나의 미래)

차시

4~8/20

(도덕 : 세계의 도덕 문제와
그 해결)
(사회 (6) 자원을 둘러싼 경쟁과

학습목표

연계과목
S
STEAM
요소

T
E
A

갈등)
세계의 다양한 도덕 문제를 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
세계의 다양한 문제를 도덕적으로 사고할 수 있다.
세계의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태도를 지닌다.
우리 주변에서 플라스틱이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 데이터화해서 분석한다.
미세 플라스틱이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사례를 찾아 연결고리를 만들어 본다.
미세 플라스틱이 환경과 인체에 끼치는 영향을 찾아본다
사회
연계과목
사회 (12) 현대 사회의 사회 문제
도덕 (3) 세계 시민의 도덕적 과제
도덕
성취기준 영역
환경문제의 이유를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미세 플라스틱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환경적인 옷을 디자인할 수 있다.
환경문제 해결의 태도를 고취하기 위해 환경문제 동영상을 제작 및 편집할 수 있다.
환경문제의 이유와 해결방안을 도덕적으로 사고할 수 있다.
미세 플라스틱 관련 동화책을 통해 시각적, 감성적으로 문제를 인식하기

M
플라스틱이라는 소재를 ‘신소재 과학’관점에서 이해한다. 학생들로 하여금
‘환경보호’에 관하여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닌 타당한 근거와 이유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개성을 발휘하여 ‘환경보호’의 태도를 지닐 수 있도록 한다.
개발 의도
미세플라스틱이 인간과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을 인지하고, 프리 플라스틱 사회가 될
수 있는 다양한 해결책을 창의적이고 공학적인 방법으로 사회적 상상을 함께 하도록
한다.
◎ 플라스틱이 궁금해! 플라스틱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 신소재로서의 플라스틱에 대해 이해하고 플라스틱을 무분별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해결방안 찾기
◎미세섬유가 환경에 끼치는 영향,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옷들로 인한 환경에 대한 영향 평가하기
◎ 환경 친화적 옷 설계하기 - ‘인형 옷 입히기’에서 착안하여, 도덕적*과학적 상상력 증진
- 본인의 얼굴에 평소 본인이 시도하고 싶었던 옷 사진, 옷 그림을 입히고, 해당 옷에 대한 환경 친
화적 상상을 바탕으로 상상해보기
- 친구들의 작품을 보고 환경보호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동시에 현재 과학,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하고, 만약에 불가능하다면 왜 불가능한지 과학교과와 함께 조사해보기
◎ 환경보호 유튜브 제작 – 자신이 일주일 동안 사용한 플라스틱 및 쓰레기를 모아서 분리수거 리뷰
하기

- 14 -

- 일주일 동안 쓰레기를 모은다는 것에서 자신이 환경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파악하기
- 분리 수거되는 쓰레기들의 원료 및 재활용에 대해 조사하고 리뷰함으로써 분리수거 과정 및 주의
사항에 대해 사고하기
◎ 나의 미세플라스틱 발자국~
- 1 주일 동안 본인이 사용한 플라스틱 제품을 데이터화해서 기록한다.
◎ 미세플라스틱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 그림책과 영상을 통해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제품들이 미세플라스틱을 배출해 환경에 어떤 문제를
끼치는지 생각해본다.
상황 제시

STEAM
학습
준거

상
황
제
시

- 새로운 물질의 탄생,
플라스틱!
- 미세 플라스틱 문제
점 제시 – 문서화
된 자료(그린피스,
여성환경연대)

창
의
적
설
계

창의적 설계
- 모둠별 협동학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자료를 다양하게
제시한다.
- 어려운 용어 등은 미리
설명한다.
- 학생들이 필요한 정보만
찾아서 작성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 환경 친화적
패션쇼를 통해
환경에 대한 희망을
공유하기
- 영화와 동화책을
활용해 감성적으로
접근한다.

감
성
적
체
험

감성적 체험
학습
과정

※ STEAM 학습 준거 표시(
Co

도덕교과 교수-학습 활동
상황 제시, CD 창의적 설계,

Co

ET

감성적 체험)

다양한 상황에서 환경보호에 대한 근거 다지기

학습자료
및 유의점
Tip! 호 랑 이 가
우리나라에서 멸종
된 것을 설명한다.

-“호랑이”를 왜 살려야 될까 ?를 자신의 환경보호근거를 기반으로 설명한다.
<동영상>
ex) 인간중심주의자 :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멧돼지의 상위포식자이기 때문에 https://www.gree
생태중심주의자 : 호랑이 역시 생태계의 구성원인데 인간이 구성원으로서 npeace.org/kore
a/update/5449/bl
og-plastic-microf
자격을 뺏었기에 다시 되돌려나야 한다.
ibres-harming-o
ur-ocean/
생명중심주의자 : 호랑이도 생명이다. 그러니 살려야 한다.

도입
(15 분)

‘미세섬유’ 동영상을 보고, 환경의 영향을 미치는 본인의 생활습관을 파악하고,
편리한 일상생활과 환경보호가 양립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본다.
- 다양한 자료를 통해 친환경적인 옷들이 이미 개발되었음을 보여주고, 어떠한 재료 Tip! 과 제
수행 도중에
로도 개발할 수 있다는 과학적 상상력을 함양한다.
CD

Co

전개
(30 분)

‘환경친화적 패션쇼’
- 본인의 얼굴사진, 평소 입고 싶었던 옷 사진 혹은 신문, 잡지 등을 준비한다.
- 다양한 사진 및 그림을 조합하여 붙인다.
- 친환경적으로 자신의 사진에 붙인 옷을 개발한다면,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지
상상력을 발휘하여 작성한다.

학생들이 과
제의 방향을
잃지 않도록
계속해서 ‘환
경보호’의 의
미를 전달한
다

Tip! 실
제
얼굴사진이
이 붙어 있
ET 자신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다른 친구들의 작품을 감상하며 환경에 대한 다양
는 작품이기
때문에 장난
한 아이디어를 떠올린다. (갤러리 워크)
치지 않도록
주의한다.(초
CD
옷뿐만 아니라 다양한 물건들은 환경 친화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생각 상권의 개념
설명).
해보고 화이트보드에 적어 공유한다. (브레인스토밍)

- 15 -

Co

지금 현재 우리가 행할 수 있는 환경보호활동을 조사하고 발표한다.

환경보호 유튜브 제작
– 자신이 일주일 동안 사용한 플라스틱 및 쓰레기를 모아서 분리수거 리뷰하기
정리
- 학교에 준비된 촬영도구 및 정보교과에서 학습한 내용을 이용하여, 분리수거 리뷰
(10 분)
동영상 만들기
ET

학습
과정

※ STEAM 학습 준거 표시(
ET

사회교과 교수-학습 활동
상황 제시, CD 창의적 설계,

Co

ET

감성적 체험)

Tip! 교 사 가
먼저
동영상을
만들어 학습자들
에게
보여주고
수행방향을 제시
한다. 단, 교사의
수행결과물에 학
습자가 얽매지이
않도록
충분히
설명한다.

학습자료
및 유의점

플라스틱 동화책 표지 보고 모둠 구성

-마음에 드는 표지가 놓은 곳에 가서 모둠 구성해서 앉기
도입
친한 친구들끼리 뭉쳐서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 전
(5 분)

체 수에 맞는 책을 미리 구입하는 것이 좋다. 모둠을 구성하고도 책을 바로
읽지 않고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서 책에 대한 궁금증을 남기도록 유도한다.
Co
플라스틱, 번개치기
- 모둠별로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는 물건을 자기 주변에서 찾아서 이름대기

동 영 상
http s://w
ww.youtub
Co
플라스틱 없는 물건, 번개치기
e.com/wat
- 모둠별로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지 않은 물건을 찾아서 이름대기
ch?v=_6xl
양초, 풍선 등은 플라스틱이 들어갔는지 즉각적으로 알 수 없어서 검색을 NyWPpB8

마지막까지 대답한 모둠 보상

통해서 함께 답을 찾아가기도 했다.

http s://w
ww.youtub
-생각보다 많은 물건들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고, 인지하지 못했던 물건들 e.com/wat
ch?v=pF72
도 사실은 플라스틱 재료가 들어갔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워했다.
px2R3Hg
실제로 우리가 먹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플라스틱이 들어있고, 식료품들도 여 성 환 경 연
플라스틱류로 포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세상이 모두 플라스틱으로 뒤덮 대- 미세플
여 있음에 놀라워했다. 이 많은 플라스틱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관심 라스틱 화
장품
ET

전개
(70
분)

게임 후에 소감 나누기

을 갖게 되었다.

성찰> 플라스틱이 인류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는 수업의 도입부 http://eco
fem.or.kr/
facetofish
으로 학생들이 과열되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우리가 사용한 일회용컵, 빨대 미세섬유
가 생태계에 던지는 파장을 생각하며 차분하게 자신이 있는 공간이나 생활 http s://w
ww.youtub
에서 플라스틱을 찾아보고,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은 물건 리스트를 작성해
e.com/wat
서 서로 비교해보는 정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수업의 의미에 맞을 것 같다. ch?v=X0u
CD 플라스틱과 관련된 용어 정리- 교사가 제시한 자료와 인터넷 검색을 통 S2CBsyGs

로 게임으로 연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평이 있었고 실제 수업에서 게임

해서 용어 정리
-플라스틱이라는 용어의 어원을 그리스어로 설명해주고 관련된 개념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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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도록 했다. 미세플라스틱의 분류도 정확히 해야 문제 상황에 따른
해결책도 상세히 이루어질 수 있다.
성찰> 교사 본인도 플라스틱의 가공 방법 이라던지 정확한 분류법에 대해서
숙지가 안 되어 있어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 다만 과학 시간에 이에 관
한 수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융합수업이라 분야를 달리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플라스틱의 제조 방법이나 원리에 대해서는 숙지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Co

동화책 같이 읽기 – 모둠에서 짝끼리 같이 책 읽기, 한 페이지씩 읽어

주기 등활용
◾ 모둠별로 조용히 책을 읽고 모둠별로 책을 학급 친구들에게 소개하라는
미션을 주었다. 책을 소개할 때는 가장 인상적인 그림, 마음에 와 닿은 문장
을 소개하라는 팁을 주었다.
◾ 교사가 먼저 책 소개
-여름 방학 때 아일랜드의 서점에서 본 플라스틱 동화책을 소개했다. 책을
어떻게 만났는지, 한국인들이 영어로 쓴 책이며 환경을 생각해서 코팅을 하
지 않은 것도 언급했다. 나중에는 책을 모두 만져 보면서 종이로 된 질감을
함께 느꼈다. 나중에 검색해보니 우리나라 전집의 한권이었고 시중에는 한글
로 된 단행본이 판매되지 않고 있었다.
-그림 중에는 새들이 미세플라스틱을 먹고 괴로워하는 그림, 플라스틱이 우
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표현한 그림 등을 소개했다. 한 구절을 읽어
주고 그림을 같이 보면서 충분히 공감하도록 했다.
성찰> 수업을 참관한 샘들이 교사가 먼저 시범을 보여주는 장면이 좋았다는
평을 하셨다. 교사의 이야기를 들은 다음 학생들이 발표하는 과정에서 학생
들의 부담도 덜어주고 어떤 방식으로 발표해야 하는지 가이드가 되었기 때
문이라고 생각한다.
ET

동화책 감상 나누기- 책을 읽은 후의 느낌을 모둠에서 같이 나누기

- 일반 도서에 비해서 쉬운 책이라 한명도 빠짐없이 집중해서 책을 읽었다..
모둠별로 감상을 나누고 한명이 대표로 인상적인 장면, 같이 보고 싶은 장면
을 펼쳐서 텍스트를 읽고 자신의 감상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성찰> 동화책을 고르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 미세플라스틱과 관련된 단행본
은 대부분 외국 도서를 번역한 책이었다. 또한 학생들에게 책을 주고 읽으라
고 하는 경우 두껍거나 어려우면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다. 그래서 관련 동화
책을 찾아보았는데 백과사전식으로 된 어린이 과학도서는 많았지만 무엇인
가 스토리를 갖추고 있는 책은 드물었다. 또는 교훈적이거나 뻔한 내용이 대
부분이었다, 그림과 글이 좋은 동화책을 찾는 것이 어려웠으나 팀의 샘들과
협조해서 그나마 괜찮은 책들을 찾아냈다. 하지만 실제 수업에서 몇 권을 제
외하고는 학생들의 호응이 적었다, 또한 동화책을 읽으면서 시시하다는 반응
이 많이 나왔다. 수업을 보신 샘들도 동화책보다는 영상자료나 뉴스가 더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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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을까하는 평도 많이 나왔다. 동화책을 수업에 사용할 경우 좀 더 춤
춤하게 구성하고, 학생들에게 주는 과제도 어려운 내용으로 부과했어야 한다
는 조언을 들었다.
CD

동화책에 나타난 문제 찾기- 모둠별로 책을 읽으면서 느낀 문제를 정리

하기. 알게 된 내용, 생각하게 된 내용, 궁금한 내용을 모두 정리해서 게시
판 만들기
정리
(5 분)

ET

중심과목

게시판 전시-모둠별 게시판을 전체적으로 둘러보기

과학

학교급/학년(군)

중학교/1 학년

[9과03-03]생물다양성 보전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생물다양성 유지를 위한 활동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중학교 1~3 학년] 과학
(3) 생물의 다양성
(7) 과학과 나의 미래

중심과목
성취기준

사례를 조사하여 발표할 수 있다.
[9과07-02] 현대 사회의 다양한 직업이
과학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예를 들
어 설명하고, 미래 사회에서의 직업의
변화를 토의할 수 있다.

내 삶의 환경 문제, 우리 함께
해결해보자!
(사회 (6) 자원을 둘러싼 경쟁과
주제(단원)명

갈등)

차시

9~14/20

(도덕 : 세계의 도덕 문제와
그 해결)
(정보 (3) 문제해결과 프로그래밍)
지속가능한 자원의 개발 사례를 조사하고, 그것의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평가한다.

학습목표

미세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는 개인적 사회적 해결 사례를 조사한다.
미세 플라스틱 문제 해결책을 모둠별로 제시한다.
올바르게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 수 있다.
일상 생활 속 재활용품의 성분을 조사하고 이를 올바르게 분리할 수 있다.

플라스틱 문제를 다각적인 시선에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사회 (12) 현대 사회의 사회 문제

연계과목

사회, 도덕, 정보

연계과목
도덕 (3) 세계 시민의 도덕적 과제
성취기준 영역
정보 (3) 문제해결과 프로그래밍

S
STEAM
요소

T
E
A
M

개발 의도

재활용품의 각 성분을 조사하고 이를 올바르게 분리하기
적정 기술을 통해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방법, 해양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 찾기

실생활 문제 해결을 위한 SW 를 협력하여 설계, 개발, 비교, 분석하기
플라스틱 문제로 인해 나타날 미래의 문제에 대해 모둠별 릴레이 글쓰기 활동하기
프로그램 중반부터는 학습한 내용을 학생들의 삶과 연결 짓는 활동을 도입하고자 하였다.
각 교과별로 문제 해결을 하는 방법에 대해 학생들이 스스로 탐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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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프리 미세플라스틱 (Free Microplastic)
과학교과 교수-학습 활동
학습자료
- 과정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의
사례를 학습한다.
Co
CD
ET
및
유의점
※ STEAM 학습 준거 표시(
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감성적 체험)
-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둠별로 찾아본다.
- 방법 1> 플라스틱 없는 삶을 실천하는 삶의 방식을 찾고 직접 실천한다.
개인과제를
안내한다.
- 방법 2>Co플라스틱
문제를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는다.
사용하는
모은 대해서
뒤 성분대로
- 방법 3>일상생활
플라스틱속에
재활용과
이미재활용품(플라스틱
배출된 플라스틱을위주)을
없앨 수일주일동안
있는 발명품에
공학적
분리해서
사진직접
촬영하기를
안내한다.
아이디어를
내고
만들어 본다.
구글 드라이브를
활용함을
안내한다.
학교 구글계정
아이디로
로그인
후, 공유 드
- 방법 4>- 플라스틱을
재활용하여
위험성을
경고하는
예술작품을
만들어
전시한다.
라이브에서
해당하는
폴더에
적절한
사진을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한다.
- 모둠별 해결책을 반에서 공유하고 질의 응답 토론을 거쳐서 정제된 해결책으로 구성한다.
- 페트병의
경우, 라벨,
뚜껑, 반에
페트병을
분리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해당하는
- 해결책을
간단한 제안서로
작성해서
전시하고
직접 각각
실천한다.
도덕시간에
성분의 폴더에
할 수 있도록
- 모둠에 따라서는
그림책업로드
다시 쓰기를
한다. 예시를 제공한다.
안내했던 환
- 학생들에게 학번과 이름으로 파일명을 수정하여 올릴 수 있도록 한다.
경 유튜브를
다시 한 번
◎도입
함께 고민하자 미래의 플라스틱 문제
보여준다.
Co
모둠과제를
안내한다.
-(10
모둠별로
조사한
플라스틱의
역사, 문제, 해결방법을 다시 한 번 복습하고, 모둠별로 다가올
학 생문제에
들에게
분)
개인이
모은
플라스틱을
대해
릴레이
글쓰기
활동을 모둠별로
실시한다.분리배출 하는 방법에 대해 환경 유튜브 촬영을 분리배출 하
는 방법을 촬
해야 올바르게
한다고 안내한다.
◎ 재활용품
분리배출하기
영해야함을
주지시킨다.
- 모둠
구성은어플을
사회교과시간에
했던 모둠으로
진행됨을
- 내손안의
분리배출
활용하여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에 안내한다.
대해 학습한다.
- 단,
촬영을
학생은
개인이 촬영
후 편집하여
동영상정리한다.
제작을 할 수
- 일상생활
속 개인
예시를
보고,희망하는
생활 속에서
분리배출을
어떻게
할지 모둠별로
있도록 한다.
촬영위한
후 편집까지
완료하여설계,
구글개발,
클래스룸(STEAM
◎ 실생활 동영상은
문제 해결을
SW 를 협력하여
비교 분석하기수업)에 업로드할 수
있도록위한
한다.(링크만
- 문제 해결을
방법들을게시)
카테고리로 나누어 제시한다.
형식은
자유로우나
반드시
유해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 모둠별로 브레인 스토밍
- 촬영은 점심시간, 방과후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안내한다.

- 구글 슬라이드에 모둠별로 결정한 해결 방법을 정리한다.
- 교사는 Co모둠별 슬라이드 작성에 피드백을 제공한다.

평소 플라스틱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모둠별로 이야기를 나누게 한다.
1번 활동은
상황 제시
- 모둠별로 간단히 이야기를 나눈 후 바로 활동지 작성에 도입한다.
학생들에게
- 미세 플라스틱
창의적 설계
설명자료를
나누어 주어
- 일상생활 속 재활용품
문제점 제시 –
CD
ET 모둠별로 활동지를 작성한다.
학생들이 쉽
분리배출을 하는 방법을
문서화 된
게 정보를 찾
1. 신소재로서의 플라스틱이란? - 플라스틱의
개발에
대한
역사를
참고
자료를
보
함께 나누기
자료(그린피스,
아 작성할 수
창
영상과
동화책을
감
고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초기의 플라스틱에 대한 내용부터 최근에 개발 중인 인 있도록 한다.
상
여성환경연대)
2,3번
활동은
STEAM 공 장기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의 분해가 잘 되는 플라스틱 등을 안내한다. 통해 감성적으로
성
- 문제 해결울 위한 방법들을
황 - 직접 작성한
학생들이 직
학습 단, 플라스틱에 대한 개발은 적
접근
적
역사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정리할
수
있도록
접 휴대폰으
카테고리로 나누기
전개 제
활동지를
준거 한다.
설
- 모둠별 릴레이로 필요한체정
(캠페인, 프로그래밍,
(70 분) 시
모둠별로 함께
보를 찾아험
검
계
글쓰기 활동
색하고, 핵심
피지컬 코딩 등)
보며 학습한
2. 플라스틱으로 인한 문제 4 가지 작성
– 세계브레인스토밍하는
지도에서 4 개의 위치를 지정해주고 내용을 작성
모둠별로
내용 공유
수 있도록
(남극, 지중해, 태평양, 마리아나 해구)
각
지역에서
플라스틱과 관련된 문제가 어떻 할
지도한다.
시간을 가짐
- 내손안의 분리배출
게 발생하였는지, 그 결과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토의하도록 한다. 학습지에는 각 도덕, 사회 시
어플 제공
간에 학습한
지역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1~2 문장으로감성적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체험
내용과 겹치
지 않도록 수

3.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해서 학생들이 조사할 수 있 업을 구성한
다.
도록 한다. - 플라스틱을 먹어서 분해하는 애벌레(꿀벌부채명나방, 밀웜)

ET 정리한 내용을 모둠 안에서 함께 나눈다. 다음 시간에는 학습한 내용을 활용해
정리
미래에는 플라스틱 문제로 인해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둠별 릴레이 글쓰기 활동을
(10 분)
진행할 것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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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레이
글쓰기
활동을 할 때 서
로를 존중할 수
있도록 남을 비
방하거나 선정적
인 내용, 욕설
등은 쓰지 않도
록 강조한다.

학습
과정
도입
(5 분)

※ STEAM 학습 준거 표시(

사회교과 교수-학습 활동
상황 제시, CD 창의적 설계,

Co

ET

감성적 체험)

Co

지난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함께 이야기한다.

CD

모둠별로 플라스틱 문제 해결책 사례 찾기 – 공학적, 제도적, 개인적,

학습자료
및 유의점

사회적 입장 중에서 선택해서 해결책 상세하게 찾아보기
◾ 구체적 해결 방법은 정보시간에하기 때문에 사회 시간에는 각 나라의 사
례들을 보여주고 모둠별로 해결 사례를 찾아서 발표하게 하는 것에 집중했
다.
◾ 독일 여행을 하면서 보았던 ‘판트(패트병수거시스템)’ 를 짧은 영상으로
보여 주었다. 마트 입구에 설치된 판트 기계에 패트병을 넣고 받은 쿠폰을
바로 마트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이 매우 실용적이었다는 평도 해주었다. 쾰른
의 한 마트에서 만난 독일인 아저씨가 판트를 이용하다 쿠폰을 못 받은 우
리 가족을 위해 끝까지 마트 책임자를 불러서 문제를 해결해 주던 사례를
들려주기도 했다.
또한 네덜란드의 청년이 플라스틱을 청소하는 발명품을 만들고 펀딩을 통해
서 실천하고 있는 사례를 보여주었다.
전개 소비자 입장에서 플라스틱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사례도 있었다. 포장이
(50 분) 되어 있지 않은 빵이나 과일 세제 등을 천이나 유리병에 담아서 구입하는

이야기를 보여주었다. 화면에 플라스틱 칫솔 대신 돼지털 등으로 된 나무 칫
솔이 나와서 언급해주었다.
ET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해결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프리 플라스틱의 삶을 실천하는 가족들의 영상을 보면서 학생들은 궁금한
점을 많이 질문했다. 욕실에 비추어진 카메라에 잡힌 돼지털 칫솔에 관심을
보이는 학생이 있었다. 이 학생은 나중에 해결 사례 발표에서 다양한 칫솔을
검색해서 가격과 재료등을 찾아냈고 통계적 추론으로 우리가 플라스틱 칫솔
을 대나무 등으로 만들어진 칫솔로 교체할 경우 얼마나 많은 플라스틱을 줄
일 수 있는지 이야기했다.
- 판트와 비슷한 재활용 수거 기계가 서울랜드에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판트가 대형마트에 비치되면 플라스틱이나 병을 재활용할 수 있는 비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반응이 많이 나왔다.
CD 해결책을 모둠별로 발표 – 의견을 나누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해결책 상 다양한

해
결
사례를
세하게 수정함
구글 클래
- 모둠별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찾아낸 다양한 해결 사례가 발표를 통해 스룸에 올
정리
서 공유되었다. 플라스틱을 먹는 곤충 이야기, 연료로 사용하는 사례 등을 려서 관련
(15 분)
이 미 지 와
발표했고 발표를 들은 학생들은 질문을 통해서 궁금한 점을 물었다.
영상을 가
-1회용 컵이나 빨대를 대용할 수 있는 사탕수수 빨대 등등의 사례가 많이 지고 발표
나왔다. 우리나라에서 사용된 1회용 컵이나 빨대의 숫자가 어마어마하다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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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인식하면서 어떤 학생이 왜 우리는 커피 소비를 많이 하는 것인지 물
었다. 아이들끼리 찾은 답은 한국인 어른이나 학생이나 피곤해서 커피를 많
이 소비한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카페에서 여유 있게 마시지 못하고 테이크
아웃을 많이 이용한다. 카페의 경우도 노동력을 적게 쓰기 위해서 머그컵을
사용하기 보다는 1회용을 선호한다. 경쟁사회에서 각성하기 위해서 마시는
커피가 1회용 컵과 빨대 소비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바이오 빨대, 사탕수수빨대,종이 빨대등에 대한 사례를 발표하였
다.
- 직접 해결 방법을 찾지 않아도 되지만 일부 학생들은 아이디어를 내서 해
결 방법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었다..특히 미세 섬유와 관련해서 해결하고 싶
은 욕구가 강했다. 일부 반에서 나온 아이디어로는 세탁기 배출망에 미세섬
유 배출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자는 의견이 대두되어 학생들 사이에
서 경제성과 물리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
어졌다.
성찰> 다른 교과와 중복되지 않게 하려고 해결 방법에 대해서는 각국의 사
례를 찾아보는 것으로 하였다. 하지만 학생들은 플라스틱에 대한 궁금증과
연관해서 자신들의 아이디어로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했다. 학생들
이 다소 황당하게 해결 사례로 툭툭 던진 생각들은 뜻밖에도 나중에 검색해
보면 과학자들에 의해서 연구되고 있는 해결사례등이 있었다. 예를 들어 가
장 많은 학생들이 물었던 플라스틱이 석유로 만든 것이라면 다시 플라스틱
에 화학적 반응을 더하면 석유를 추출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질문은 실제
많은 나라에서 실험을 통해 정제된 석유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었
다. 또한 하수 처리나 세탁기에 미세섬유배출을 막는 필터에 관한 아이디어
는 세탁망 자체를 미세섬유를 거를 수 있도록 만든 기업이 있었으며, 하수
처리장에서 여러 단계를 거쳐 미세플라스틱을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다
시 황당하지만 상상력을 발휘하는 순간 교사가 또는 주변에서 이 생각에 대
한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실제 단계별로 적절한 조언과 안내를 해준다면 훌
륭한 과학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학습
과정
도입
(2 분)

※ STEAM 학습 준거 표시(
Co

도덕교과 교수-학습 활동
상황 제시, CD 창의적 설계,

Co

ET

감성적 체험)

환경 유튜브 촬영에 대해 세부적으로 안내한다.

전개 CD ET 각 모둠별로 환경유튜브 촬영 일정 및 세부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15 분) 계획서를 나누어주고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정리 각 모둠별로 촬영을 희망하는 날짜를 정하고, 겹치는 경우는 조정하여 모든
(3 분) 모둠이 정해진 기간 동안 촬영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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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
및 유의점

학습
과정

※ STEAM 학습 준거 표시(

Co

과학교과 교수-학습 활동
상황 제시, CD 창의적 설계,

Co

ET

감성적 체험)

미래에 발생할 플라스틱 문제에 대해 글쓰기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입
안내를 한다.
(5 분)

내손안의 분리배출 어플을 미리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한다.

ET

학습자료
및 유의점
릴레이
글쓰기
활동을 할 때 서
로를 존중할 수
있도록 남을 비
방하거나 선정적
인 내용, 욕설
등은 쓰지 않도
록 강조한다.

◎ 모둠별 릴레이 글쓰기 활동 실시

- 첫 문장은 교사가 제시한다. “2050 년 결국 온 세상이 플라스틱 쓰레기로
뒤덮였다.”
- 뒤에 이어질 내용을 모둠별로 3~4 문장 정도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 시간은 7 분만 제공하고, 한 문단을 모둠별로 완성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글 내용에는 반드시 학습한 내용(플라스틱의 역사, 현재 지구에 발생한 대
표 문제, 해결 방법)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전개
- 글쓰기 활동을 모두 마치고 교사가 먼저 작성한 글부터 차례로 안내한다.
(80 분)

- 학생들은 각 모둠별로 완성된 이야기를 듣고 소감을 나눈다.
CD

◎ 재활용품 올바르게 분리 배출하기

- 내 손안의 분리배출 어플을 활용하여 다양한 재활용품을 올바르게 분리배

릴레이
글쓰기
활동을 할 때 서
로를 존중할 수
있도록 남을 비
방하거나 선정적
인 내용, 욕설
등은 쓰지 않도
록 강조한다.
내손안의 분리배
출 어플을 다운
받을 수 없는 학
생들은
기록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
다.

출하는 방법에 대해 모둠별로 정리한다.
- 일상생활 속 재활용품을 어떻게 분리할지 성분별로 나누어 분리배출하는
법을 모둠별로 정리한다.
정리 CD 다음 시간에 페트병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물병을 소개하고 친환경
(5 분) 물병을 만드는 활동을 진행함을 안내한다.
학습
과정

정보교과 교수-학습 활동
※ STEAM 학습 준거 표시(
상황 제시, CD 창의적 설계,
Co

ET

감성적 체험)

학습자료
및 유의점

Co 과학, 도덕, 사회 수업을 통해 느낀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이야기한
도입
(5 분) 다.

CD

ET

-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들을 카테고리로 나누어 제시한다.

1. 캠페인 : 웹툰, 애니메이션, UCC, 포스터, 조형물 만들기 등
전개
2. 프로그래밍 : 게임, 시뮬레이션, 앱 등
(40 분)

협업이 가
능한 구글

3. 피지컬 코딩 : 기능성 쓰레기통, 분리수거 쓰레기통 등

슬라이드

- 모둠별로 브레인 스토밍

를 활용하

- 22 -

- 구글 슬라이드에 모둠별로 결정한 해결 방법을 정리한다.
- 교사는 모둠별 슬라이드 작성에 피드백을 제공한다.
[슬라이드 내용 구성]
1. 표지 : 제목 및 모둠원 구성

여 모둠원

2. 어떤 문제를 해결하나요?

모두가 작

3. 왜 이런 생각을 하나요?

성한다.

4. 어떻게 해결하나요?(결과물에 대한 설명)
5. 어떤 도구를 사용하나요?
6. 어떻게 만드나요?(구체적 역할 및 계획)
7. 최종 결과물
정리
(5 분)

구글 슬라이드에 모둠별로 정리한 내용을 학급내에서 공유한다.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모둠별로 구현한다. 필요한 도
구를 체크하고 준비한다.
ET

CD

중심과목

과학

학교급/학년(군)

중학교/1 학년

[9과03-03]생물다양성 보전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생물다양성 유지를 위한 활동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중학교 1~3 학년] 과학
(3) 생물의 다양성
(7) 과학과 나의 미래

중심과목
성취기준

사례를 조사하여 발표할 수 있다.
[9과07-02] 현대 사회의 다양한 직업이
과학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예를 들
어 설명하고, 미래 사회에서의 직업의
변화를 토의할 수 있다.

주제(단원)명
학습목표
연계과목

STEAM
요소

S
T
E
A
M

-나도 SMART 생태계 지킴이!

차시

(정보 : (3) 문제해결과 프로그래밍)

15~20/20

플라스틱을 대체할 소재에 대해 조사하고, 유용성 및 한계점을 인식할 수 있다.

플라스틱 문제를 다각적인 시선에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연계과목
정보
정보 (3) 문제해결과 프로그래밍
성취기준 영역
친환경 물병(오호) 만들기 활동을 실시한다.
모둠별 계획서로 산출물을 구현한다.
오호와 같은 사례를 조사한다. 어떤 공학적인 기술이 활용되었는지 조사한다.
산출물 제작에 예술적 요소를 가미한다.

프로그램을 마치고 학생들이 SMART 생태계 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모두 활용하는 활동으로 마무리하고자 하였다.
개발 의도 과학교과에서는 오호 만들기 활동 및 스타트업에서 진행 중인 다양한 프리플라스틱
개발사례를 조사하고, 정보시간에는 앞서 다른 교과에서 조사한 내용들을 활용해
산출물을 제작하고 이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하였다.
◎ 친환경 물병 만들기
- 오호를 각 모둠별로 만들어보고 소감을 나눈다.
- 오호가 어떤 것인지 조사하고 오호의 장, 단점을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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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와 같은 개발 사례를 조사한다.

◎ 실생활 문제 해결을 위한 SW를 협력하여 설계, 개발, 비교, 분석한다.
- 각 모둠별 계획서를 이용해 구현한다.
- 결과물을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 후 공유한다.

STEAM
학습
준거

상 - 오호와 관련된
황
동영상 안내
제 - 발표하는 방법에
시
대한 안내

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 오호 만들기
- 오호와 같은 개발 사례 조사
창 - 모둠별로 작성한 계획서를
의
활용해 의미있는 산출물
적
제작하기
설
(단, 학생들이 자유롭게
계
산출물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하되, 교사가 수시로
피드백을 해줄 것)

- 친구들의 산출물을
보고 함께
생각나누기

감
성
적
체
험

감성적 체험
학습
과정

과학교과 교수-학습 활동
※ STEAM 학습 준거 표시( Co 상황 제시, CD 창의적 설계,

ET

감성적 체험)

학습자료
및 유의점

Co
오호에 대해 안내하고 오호에 대한 정보와 만드는 방법이 나오는 동영
도입
(5 분) 상을 시청한다.

CD

ET

오호 만들기

- 오호란 어떤 것인지, 오호의 장, 단점을 조사하고 작성한다.
전개
- 실험 과정을 참고하여 오호 만들기 활동을 실시한다.
(70 분)

- 만든 오호는 과학 원리를 알아보는 실험이므로, 먹지 않도록 강조한다.
- 오호와 비슷한 개발 사례를 조사한다.(스타트업 중심)
ET

알긴산
나트륨
용액을 만들 때
뜨거운 물을 사
용하므로 화상에
주의한다.
만든 오호는 먹
지 않도록 강조
한다.

지금까지 과학시간에 함께 했던 SMART 생태계 지킴이 활동을 되돌아보

정리
며 소감을 말한다. 서로의 소감을 듣고 떠오르는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
(15 분)

다.

학습
과정
도입
(5 분)

※ STEAM 학습 준거 표시(
Co
CD

정보교과 교수-학습 활동
상황 제시, CD 창의적 설계,

Co

ET

감성적 체험)

학습자료
및 유의점

전차시에 작성한 모둠별 계획서를 상기시킨다.
ET

실생활 문제 해결을 위한 SW를 협력하여 제작한 산출물

전개 - 각 모둠별 계획서를 가지고 구현한다.
(150 분) 교사는 각 모둠을 돌아보고 피드백을 해준다.
- 모든 결과물의 자료를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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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생 들 이
질문과

도

움을

교사

에게

요청

하고
- 모든 결과물을 완성하고 발표 및 평가한다.
- 평가는 자기평가와 동료평가를 동시에 진행한다.

교사는 각 모둠을 돌아보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피드백을 해준다.
- 각 모둠별 발표시간은 5분간 진행함을 안내한다.
- 이미지를 스캔하거나 동영상을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한다.
- 모든 결과물의 자료를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한다.

구글 클래스룸에 평가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제출한다.
ET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의 중요성을 한번 더 상기시킨다. 모둠별 결과물
은 전교생이 함께 공유함을 안내한다.
CD

정리
(25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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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서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다.

발표시 청
중의 태도
에
대해
안내한다.

4. 학생활동지 / 학생참고자료
차시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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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틀 - 사이언스타그램

내가 알고 있는 내 주변 환경오염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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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의 다양한 입장 내용 정리

인간중심주의
의미 :
그림으로 표현하기

생명중심주의
의미 :

의미 :

그림으로 표현하기

그림으로 표현하기

그래서 나의 입장은?
1. 환경보호의 다양한 입장 중 한 가지를 고르고 그 이유를 쓰시오. (주변 사례들을 바탕으로)

2. 자신과 입장이 다른 친구를 찾아 그 입장을 선택한 이유를 조사하시오.
- 친구이름 :
- 입장 :
- 그렇게 생각한 이유 :
3. 친구들의 입장과 나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내가 환경보호를 해야 되는 이유를 쓰시오
( 꼭 한가지 입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차시

4~8/20

북서울중학교 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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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패션쇼
1학년

패션에 대해 한마디 :

▶ 플라스틱은 어디에서 왔나요?

왜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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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번

이름 :

1. 주변에서 플라스틱 찾아보기

2. 용어 정리
* 플라스틱:
* 미세플라스틱:
* 플라스틱비즈:
* 폴리프로필렌:
* 바다 쓰레기:
* 광분해 :
* 독성:

3. 플라스틱은 무엇으로 만들었나?

4. 미세플라스틱은 왜 문제가 될까?

5. 영상과 책을 보며 생긴 알게 된 것, 생각한 것, 궁금한 것 정리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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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9~14/20

▶ 미세 플라스틱 어떻게 줄일까요?
1.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려는 여러 나라의 노력을 알아보자
사례발표>

2. 우리 모둠에서 결정한 미세플라스틱 해결 방법
-왜 이 해결방법으로 결정했나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증거는 무엇인가요?

-이 해결 방법을 실시할 때 드는 비용과 그로인한 혜택은 무엇이 있나요?

- 실시 계획 세워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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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 동영상 촬영 계획서
모둠이름 :

모둠원 :

촬영날짜 :

촬영 컨셉 :

모둠원 역할 :

준비물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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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 36 -

차시

15~20/20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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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사자료
차시

1~3/20

내가 알고 있는 내 주변 환경오염의 결과

환경보호의 다양한 입장 내용 정리

생태중심주의

인간중심주의
의미 : 인간을 위해 환경보호
를 해야한다.

그림으로 표현하기

의미 : 인간은 생태계 구성원
이며, 생태계 구성원의 의무로
서 환경보호를 해야한다.

그림으로 표현하기

생명중심주의
의미 : 모든 생명의 무게는 똑
같기 때문에 환경보호를 해야한다.

그림으로 표현하기

그래서 나의 입장은?
1. 환경보호의 다양한 입장
중 한 가지를 고르고 그 이유를 쓰시오. (주변 사례들을 바탕으로)

2. 자신과 입장이 다른 친구를 찾아 그 입장을 선택한 이유를 조사하시오.
- 친구이름 :
- 입장 :
- 그렇게 생각한 이유 :
3. 친구들의 입장과 나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내가 환경보호를 해야 되는 이유를 쓰시오
( 꼭 한가지 입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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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패션쇼 예시>

자료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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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 플라스틱
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 오염의 심각성은 더 이상 바다에 국한되지 않는다. 매 수백만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드는데, 이것은 분해되지 않고 잘게 쪼개져 독성
물질과 결합한 채 바다에 축적된다. 그리고 플랑크톤과 작은 물고기에게 삼켜진 뒤 바
다의 먹이사슬을 타고 결국 사람의 입속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위험한 미세
플라스틱은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도 광범위하게 쓰인다. 치약 속에, 세안제 속에 든
작은 입자가 그것이다.
미세 플라스틱(Microplastics)
크기 5mm 이하의 작은 플라스틱 입자. 조각, 파편, 알갱이, 섬유 등 형태가 다양하
다. 생산 당시부터 작게 만들어지는 '1차 미세 플라스틱'과 생산될 때는 크기가 그보
다 컸지만,이후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마모되어 크기가 5mm 이하가 된 '2차 미세
플라스틱'으로분류된다.
마이크로비즈(Microbeads)
미세 플라스틱의 한 종류로 다양한 성분과 크기를 지닌다. 이 보고서에서는 생활용품
의 원료로서 생산 당시부터 작게 만들어진 1차 미세 플라스틱을 뜻한다. 치약, 세안용
스크럽, 바디워시 등 생활용품과 화장품에 두루 사용된다.

자료출처

출처: 그린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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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4~8/20

자료출처

과학창의재단 화학산책, 20세기 기적의 소재 플라스틱 (진병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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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9~14/20

- 43 -

- 44 -

- 45 -

자료출처

환경부 어플 : 내손안의 분리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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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15~20/20

자료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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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차시별 학생 평가기준 및 방법
차시

평가기준(성취수준)
상

생물의 다양성 관점에서 세계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문제 및 해결 방안을
올바르게 설명할 수 있다.

중

생물의 다양성 관점에서 환경 문제를 인식하고
설명할 수 있다.

하

환경 문제를 인식하고 설명할 수 있다.

상

동화책을 읽으면서 내용을 잘 파악하고 관련 문제
상황에 대해서 적절히 표현하였다.

중

동화책을 읽으면서 내용을 잘 파악하고 관련 문제
상황을 표현하였다

하

동화책을 읽으면서 내용을 파악하였다.

상

미세 플라스틱 문제의 해결책을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고안하고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였다.

중

미세 플라스틱 문제의 해결책을 논리적인 방법으로
고안하고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였다.

하

미세 플라스틱 문제의 해결책을 세우고
실천하였다.

상

게임에 참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순발력 있게 임했다.

중

게임에 참여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순발력 있게 임했다.

하

게임에 참여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게임에
임했다.

상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버리는 쓰레기를 분석하여
자신의 태도를 환경보호의 관점에서 성찰한다.

중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분석하였다.

하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모았다.

1~3

4~8

4~14

15~20

15~20

평가방법

평가도구

관찰 및 모둠별
상호평가

관찰평가지

관찰 및
산출물평가

관찰평가지

포트폴리오 평가

포트폴리오
평가지

모둠별 상호평가

자기/동료평가지
(학생용)

산출물
동료/자기평가

자기/동료
평가지

가. 자기/동료평가지
평가방법

평가기준

동료평가

게임에 임하면서 나의 역할은 무엇이었나요?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였나요?
플라스틱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나요?
모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나요?
모둠의 구성원 간 의사소통은 잘 되었나요?
플라스틱을 분리배출 하는 방법에 대해 올바르게 설명할 수 있나

모둠 간

요?
플라스틱 분석을 올바르게 하였나요?

동료평가

플라스틱 문제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나요?

자기평가

모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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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평가
중

하

나. 관찰평가지

번호

번호

이름

지식
생물의 다양성 관점에서
환경 문제를 올바르게
설명하고 문제 상황 및
해결 방안을 적절히
제시하였다.
상
중
하

태도
생물의 다양성 관점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였다.
상
중
하

태도

이름

지식
동화책을 읽으면서
내용을 잘 파악하고 관련
문제 상황을 적절히
파악하였다
상
중
하

동화책을 읽으면서 해당
주제에 대해서
공감하였다.
상

중

배움과 성장의 기록

배움과 성장의 기록

하

다. 포트폴리오 평가지
모둠명
평가
평가 영역

(매우우수5, 우수4, 보통3, 미흡2, 매우미흡1)

평가항목

5
주제선정

자료정리

문제 상황을 인지했는가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례를 수집
했는가
항목별로 해결 방법을 정리 했는가

발표

모둠별 사례를 적절히 발표 했는가

모둠별 협동

모둠 내에서 상호 협력 했는가

자료수집
모둠별
평가
(25)

합계
모둠원(번호)
개별 자기평가점수(5)
평가 동료평가점수(10)
(25) 체크리스트(10)

종합
평가
(50)

합계
모둠별평가 점수
+개별평가 점수
상(40이상),
중(25이상),
하(25미만)

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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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4

3

2

1

라. 산출물 자기/ 동료평가지
평가방법
자기평가
모둠 내
동료평가
모둠 간
동료평가

평가기준

상

평가
중

하

영상을 만들면서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였나요?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였나요?
활동을 통해 자신의 태도를 생각해보았나요?
모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나요?
모둠의 구성원 간 의사소통은 잘 되었나요?
역할은 균등하게 배분되었나요?
결과물을 서로 같이 평가해보았나요?

7.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예시
항목

학생부 기재 예시
(과학) 생물의 다양성 관점에서 생물 다양성 유지를 위해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 사례를 조사하여 발표함. 생물 다양성을 지키기 위해 개인이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활동을 제안함. 현대 사회의 문제를 과학
기술의 발전과 관련지어 설명하고 미래 사회에 발생할 문제를 예측하며 진로와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음.

(도덕)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버리는 쓰레기를 분석하여 자신의 태도를
환경보호의 관점에서 성찰할 수 있으며, 환경보호의 태도를 다양한 방법으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표현하는 능력이 뛰어남.
(사회)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자신의 삶과 연결 짓고
문제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 비교, 분석, 조사하여 창의적인 해결 방안을
설명함.
교과학습발달상황

(정보)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업 활동에서 자신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며, 정보 기술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도구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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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 수업후기집 – 각 교과별 교수학습지도안, 참고자료, 활동지, 산출물 등 포함 ]

사회 교과

미세플라스틱 프로젝트 수업
사회교사 이수영
북서울중학교 6년차 / 1학년 교과 담당
미세에 집착하고 있어요. 미세먼지 수업에 이어 미세플라스틱수업을 통해 미세와 씨름
하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협력해서 같은 주제로 수업할 수 있는 북서울중학교의 분위기가 좋아요

# 수업 요약
미세플라스틱에 관련된 동화책 중 표지를 보고 마음에 드는 책을 골라서 모둠을 구성한다. 동화책을 읽고
모둠별로 책을 소개하며 인상적인 부분을 이야기한다. 우리의 주변에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과 아닌 것을
찾아보면서 플라스틱이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게 된다. 미세플라스틱과 관련된 용어와 관련 내용을 정리
하고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논리적으로 추론한다. 미세플라스틱 해결 사례를 국내외에서 다양하
게 찾아보고 모둠별로 적절한 사례를 발표하며 의견을 나눈다.

#

성취목표

▣ 미세플라스틱에 관련된 용어를 이해하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대해서 인식한다.
▣ 1회용 플라스틱 용품 등과 관련된 자신이 소비습관을 반성적으로 돌아본다.
▣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사례를 검색하고 타당성이나 현실성 측면에 대해서 토론한다.
▣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인적 자세와 행동에 대해서 토의 한다.
▣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정치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 정책, 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
논의 한다.
▣ 모둠별 활동을 통해서 의사소통능력을 기르고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표현할 수 있다.

#

수업 디자인

1. 모둠 구성 :
◾ 그림책 표지를 보고 마음에 드는 책이 있는 자리에 가서 앉는다.
√ 표지가 아니라 친한 친구들끼리 같은 모둠이 되려고 앉고 그 과정에서 불만이 나오기도 했다. 미리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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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했으면 책 20권을 두고 각자 책을 선택한 후 같은 책을 고른 학생들끼리 모였으면 좋았을 것 같다.
√ 환경 관련 동화책 중에서 미세플라스틱 관련 책을 찾았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책들이 있었다.

2. 게임으로 시작한 미세플라스틱 수업
◾ 모둠별로 주변에 플라스틱이 들어간 물건을 찾아보고 돌아가면서 말하게 했다.
√ 학생들이 커다란 흥미를 보였으며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건을 찾기에 열중하고, 서로 앞을 다투어 말하
려 하였다.
◾ 플라스틱이 들어가지 않은 물건을 찾아서 대답했다
◾ 학생들이 궁금해 했던 물건 중에는 풍선, 양초 등이 있었고, 학생들의 발표 중 헷갈리는 물건들은 인터
넷 검색을 통해서 재료를 찾아보았다,
◾ 두 개의 게임을 진행하고 생각한 점, 느낀 점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 수업을 참관한 선생님의 평가가 긍정적이었다. 미세플라스틱이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을 생각해야 하는
다소 무거운 수업 주제인데 게임으로 수업을 시작하다보니 재미있게 이 문제를 접근할 수 있겠다는 말씀
이었다. 다시 생각해보니 게임식으로 진행하기 보다는 그냥 전체적으로 함께 주변에서 찾아보면서 간단하
게 시작했어도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학생들이 장난치는 모습을 보면서 작은 나의 행동이나 말이 친구
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 참관하신 샘이 코멘트 해주신 것처럼 미세 플라스틱의 문제는 내가 무심코 버렸던 플라스틱, 늘 상 사
용하는 1회용 플라스틱 제품이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자각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이
는 학생들의 일상생활에서 친구한테 했던 욕설, 혐오 표현 등이 누군가에게는 큰 아픔이 될 수 있다는 점
을 자각하는 것과 같은 맥락의 문제임을 생각하게 해주었다.

3. 책 소개
◾ 모둠별로 조용히 책을 읽고 모둠별로 책을 학급 친구들에게 소개하라는 미션을 주었다. 책을 소개할 때
는 가장 인상적인 그림, 마음에 와 닿은 문장을 소개하라는 팁을 주었다.

◾ 교사가 먼저 책 소개
-여름 방학 때 아일랜드의 서점에서 본 플라스틱 동화책을 소개했다. 책을 어떻게 만났는지, 한국인들이
영어로 쓴 책이며 환경을 생각해서 코팅을 하지 않은 것도 언급했다. 나중에는 책을 모두 만져 보면서 종
이로 된 질감을 함께 느꼈다.
-그림 중에는 새들이 미세플라스틱을 먹고 괴로워하는 그림, 플라스틱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표현한 그림 등을 소개했다. 한 구절을 읽어 주고 그림을 같이 보면서 충분히 공감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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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 참관을 하신 선생님께서 교사가 직접 책을 소개하는 장면이 좋았다고 하셨다. 먼저 시범을 보여주
었기에 학생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 같다.
√ 책 내용이 너무 좋아서 한글판을 찾다가 결국 전집으로 출판된 책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본사에 전화
걸어서 단행본 판매를 문의했으나 절차가 복잡해서 아직 한글판을 손에 쥐지는 못했다. 미세플라스틱관련
은 번역서만 많이 있는데 이렇게 쉬운 동화책 또는 청소년들이 읽고 실천할 만한 우리 책이 나오면 좋을
것 같다.
◾모둠별 책 소개
모둠에서 한명이 모둠별로 읽은 책을 소개했다 전체 줄거리를 소개하기 보다는 인상적인 장면을 보여주고,
함께 나누고 싶은 텍스트를 읽어주는 방식으로 했다. 아주 작은 것이지만 콜라 캔 안에 있는 물고기를 보
고, 물고기가 커져서 콜라 캔에 들어갔다 나오지 못하면 어쩌나 걱정된다는 이야기, 시를 읽으면서 고추밭
이나 고구마 밭에도 비닐을 씌운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는 것을 발표하고 나누었다.
√ 동화책을 처음 이용해 본 수업이어서 시행착오가 있었다.

‘너무 시시하다’, ‘뻔한 이야기다’ 라는 반응

을 보이는 학생들이 있었다. 동화책을 줄 때는 미션을 좀 어렵거나 도전할 만한 것으로 주어야 했다는 점
을 수업참관 선생님을 통해서 배웠다.
√ 연구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니 관련 영상이나 기사등도 좋은 것이 많은데 굳이 동화책으로 접
근할 필요가 있었을까 라는 의문을 제기하시는 샘들도 있었다.

4. 관련 영상과 자료를 보고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용어 정리
● 미세플라스틱 관련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_6xlNyWPpB8
https://www.youtube.com/watch?v=yEa8XeWsMQ4
https://www.youtube.com/watch?v=pF72px2R3Hg
● 여성환경연대- 미세플라스틱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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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ecofem.or.kr/facetofish/
● 미세섬유
https://www.youtube.com/watch?v=X0uS2CBsyGs

우선 관련 용어를 명확히 정리한다. 미세플라스틱의 의미, 1,2차 미세플라스틱의 정의 등을 하는 것이 전
체적인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미세플라스틱에 관련된 다양한 영상을 보고 전체적으로 의견을 공유한다.
그림책과 영상을 보면서 생기는 궁금증을 질문으로 만든다.
모둠별로 질문을 만들어서 비슷한 질문을 모아서 정리한다.
√ 관련 영상이 매우 많다. 영상을 찾으면서 늘 드는 의문 중에 하나는 교육적인 분야의 영상 중에 영어로
만들어 진 영상이 많다는 것이다. 자막이 한글로 달려 있기는 하지만 영어과에 협력해서 영어 자막을 한글
로 만들어보는 수업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영상이 심플하고 논리적 구조의 이야기가 풀어가는 면이 수업
에 도입하기에 좋은 재료들이 많다.
5. 미세플라스틱 문제 해결 방법 사례 찾기
◾ 구체적 해결 방법은 정보시간에 하기 때문에 사회 시간에는 각 나라의 사례들을 보여주고 모둠별로 해
결 사례를 찾아서 발표하게 하는 것에 집중했다.
◾ 독일 여행을 하면서 보았던 ‘판트(패트병수거시스템)’ 를 짧은 영상으로 보여 주었다. 마트 입구에 설치
된 판트 기계에 패트병을 넣고 받은 쿠폰을 바로 마트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이 매우 실용적이었다는 평도
해주었다. 쾰른의 한 마트에서 만난 독일인 아저씨가 판트를 이용하다 쿠폰을 못 받은 우리 가족을 위해
끝까지 마트 책임자를 불러서 문제를 해결해 주던 사례를 들려주기도 했다.
또한 네덜란드의 청년이 플라스틱을 청소하는 발명품을 만들고 펀딩을 통해서 실천하고 있는 사례를 보여
주었다.
소비자 입장에서 플라스틱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사례도 있었다.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빵이나 과일
세제 등을 천이나 유리병에 담아서 구입하는 이야기를 보여주었다. 화면에 플라스틱 칫솔 대신 돼지털 등
으로 된 나무 칫솔이 나와서 언급해주었다.
◾ 모둠별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찾아낸 다양한 해결 사례가 발표를 통해서 공유되었다. 플라스틱을 먹
는 곤충 이야기, 연료로 사용하는 사례 등을 발표했고 발표를 들은 학생들은 질문을 통해서 궁금한 점을
물었다.
√ 1회용 컵이나 빨대를 대용할 수 있는 사탕수수 빨대 등등의 사례가 많이 나왔다. 우리나라에서 사용된
1회용 컵이나 빨대의 숫자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어떤 학생이 왜 우리는 커피 소비를 많이
하는 것인지 물었다. 아이들끼리 찾은 답은 한국인 어른이나 학생이나 피곤해서 커피를 많이 소비한다. 시
간이 없는 관계로 카페에서 여유 있게 마시지 못하고 테이크아웃을 많이 이용한다. 카페의 경우도 노동력
을 적게 쓰기 위해서 머그컵을 사용하기 보다는 1회용을 선호한다. 경쟁사회에서 각성하기 위해서 마시는
커피가 1회용 컵과 빨대 소비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 모든 반에서 나왔던 질문 중에 하나는 플라스틱이 석유로 만든 것이라면 플라스틱을 다시 모아서 화학
적 작용을 거치면 여기에서 석유를 추출할 수 있냐는 것이었다.
또는 플라스틱을 다시 쌓아 두어서 오래 되면 다시 화석 에너지로 변화되지 않는지 묻는 학생들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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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정리를 하면서 학생들의 질문이 생각나서 검색했더니 최근 연구 사례들이 탑재되어 있었다. 실제
화화적 처리를 거쳐서 석유 추출이 가능하다고 한다.
√ 미세먼지 해결책 때도 나온 아이디어로 지구 밖으로 플라스틱을 옮겨서 버리는 것도 있었다. 또는 마그
마 가까이 구멍을 파서 플라스틱을 넣어서 녹이자는 의견들도 있었다. 현실적으로 우주로 보내려면 엄청
많은 양의 에너지가 투입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 플라스틱의 대용소재로 옥수수등 바이오 재료로 만든 제품을 사용하는 유튜버의 영상을 발표 자료로
사용한 모둠이 있었다. 친환경 소재인 숟가락을 체험하는 영상이있었다. 영상 중에 바이오 숟가락이 엄청
포장이 많이 되서 배달된 것을 보고 학생들이 많이 웃었다. 환경문제를 생각하며 소비하는데 정작 택배로
배달될 때 과잉포장되는 것에 아이러니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 칫솔에 유난히 관심을 보이는 모둠이 있었다. 돼지털로 만든 대나무 칫솔을 검색하더니 오소리 칫솔 등
다양한 사례를 검색하고 실제 인터넷 쇼핑몰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을 신기해했다. 대나무는 좀 더 빨리 썩
어서 친환경적이라는 것도 알아내어 발표했다.
√ 플라스틱 물병을 대신해서 친환경으로 만드는 물병의 사례를 발표한 모둠이 있었다. 초등학교 때 직접
만들어 본 학생이 맛이 약간 이상했지만 신기했었다는 이야기를 했었다. 사회에 이어서 했던 과학 수업에
서는 친환경 물병 만들기 실험을 했다. 사전에 정보가 공유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과학 선생님이 수업
아이디어를 내서 실험을 진행하셨다. 이 사례를 발표한 학생들이 자신들의 발표내용으로 과학시간에 실험
을 해서 신기했을 것 같다.
√ 해결방법의 사례를 발표하는 시간이었는데 자신들이 해결방법을 내놓고 싶어 하는모둠 들이 있었다. 특
히 미세 섬유와 관련해서 학생들은 가정마다 미세먼지를 거를 수 있는 망을 만들자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마침 과학샘이 수업 참관 중이셔서 과학적으로 타당한지 의견을 들었고 효율적인 생각인지 나의 의견을
말해주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두 과목의 교사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받는 장면이 재미있
었다고 말해 주었다.
→ 수업후기를 쓰면서 실제 이런 방법이 가능한지 검색했는데 세탁망을 사용해서 빨래하면 미세먼지 유출
을 막을 수 있으며, 하수처리기술로 미세플라스틱을 거르는 것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학생
들이 상상하며 던지는 이야기들이 실제 실현되고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

미세 플라스틱 수업 후 기획하고 있는 수업

학기말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완결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다. 현재 사회과목에서는 정치와 정책결정
을 배우고 있다. 미세플라스틱관련해서 정책 제안을 기획하고 있다. 1학년 국어선생님들과 협력해서 2가지
방향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을 학생들과 해보려 한다.
1) 정책 제안 : 광화문 1번가, 정부혁신 1번가에 정책 제안을 하는 것이다. 정책 제안서 문서를 찾아보니
다양한 버전이 있다. 학생들이 하기 쉽도록 목록을 간단히 하고, 정책 제안의 내용이 쉽게 드러날 수 있도
록 관련 이미지를 만들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 이 과정에서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정부에 제안되고
실현되는지를 긴 호흡으로 볼 예정이다.
2) 기업에 건의문 쓰기: 1학년 국어 수업에서 건의문 쓰기 단원이 있다. 미세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서 소
비자 입장에서도 노력해야 하지만 근본적으로 기업이 애초에 미세플라스틱이 들어간 화장품을 만들지 않
으려고 애쓰거나, 포장지를 줄이려는 노력도 해야 한다. 미세플라스틱이 들어간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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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건의하고, 1회용 컵을 커피 체인점에 항의하고, 플라스틱재활용률을 높이는 연구를 하도록 기업에 제안
하는 글쓰기를 진행할 예정이다.

#

엉뚱한 상상은 어떻게 현실이 되는가?

1) 플라스틱에서 석유를 추출할 수 있을까?
Plastics are hydrocarbons that are made from petroleum, and they can be converted back to
liquid fuel. Researchers have typically used a process called pyrolysis to do this, which requires
heating the plastics at a high temperature. The Purdue team use a technique called
hydrothermal processing.2019. 2. 14.

New Technique Converts Plastic Waste to Fuel | Anthropocene
https://www.anthropocenemagazine.org › 2019/02 › new-technique-converts...

√

모든 반에서 나왔던 질문 중에 하나는 플라스틱이 석유로 만든 것이라면, 사용한 플라스틱에 일정한

화학적 작용을 하면 다시 석유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였다. 다소 황당한 상상이라고 생각하고 잊고 있
다가 시간이 지나고 자료를 찾으면서 검색해보니 놀랍게도 현실에서 연구되고 실제로 오일을 얻어서 사용
한 경험이 공유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관련 산업이 발전하면 플라스틱의 수거는 물론, 새로운 일
자리의 창출까지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수업에서 열린 분위기와 창의적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
가를 다시 한 번 깨달았으며, 이런 상상이 현실에서 실현되기 위해 어떤 단계를 거쳐서 구조화시킬지를 교
육에서 고민해야 하며, 사회는 상상이 현실이 되는 다소 황당한 시도를 응원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도
록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2) 미세섬유가 강이나 바다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필터를 개발하면 어떨까요?

@ 빨래망:
It reduces fiber shedding and protects your clothes.
It filters the few fibers that do break and doesn’t lose any fibers itself.
It’s a daily reminder to change our buying habits and washing ritu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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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엑시엄 공정 기술 - 하수처리
[영국] 엑시엄 공정기술, 미세플라스틱 제거 가능
2018년 10월 30일 (화) 09:22:16

워터저널

webmaster@waterjournal.co.kr

영국의 엑시엄 프로세스(Axium Process)사의 십자류(crossflow) 막여과 시스템은 하·폐수 흐름에서 미세
플라스틱 오염을 제거할 수 있다. 박테리아, 살충제, 하·폐수에서 발생하는 부유고형물과 색소 등을 제거하
도록 설계된 엑시엄 프로세스사의 십자류 막여과 시스템은 현재 대부분의 하·폐수에서 발견되는 미세플라
스틱 오염을 제거할 수 있다.
음용수, 하수 또는 폐수에서부터 미세플라스틱을 제거하는 것은 현재 우리 주위에서 발견되는 미세플라스
틱 오염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단계다. 화장품 및 개인관리용품에 마이크로비드(microbead, 아주 작은 플
라스틱 조각)를 사용하는 것이 이미 많은 국가에서 금지되었지만, 미세플라스틱 오염은 환경에 이미 존재
하는 폐플라스틱 등으로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수자원에서 미세플라스틱 오염이 증가하여 어쩌면 인간의 먹이사슬에까지 영향을 끼
칠 수 있다. 십자류 멤브레인 여과기술은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물리적 장벽으로 작용한다. 여기서 미립자
는 입자 크기상 막을 통과할 수 없어 무균 상태의 맑은 물만 배출하게 된다. 미세플라스틱, 각종 오염물질
등을 포함한 불순물은 추가 처리를 위해 제어가능한 상태로 안전하게 보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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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엑시엄 프로세스(Axium Process)사의 교차 흐름 막여과 시스템은 이제 하·폐수 흐름에서 미세
소성 오염을 제거할 수 있다.

√ 4반에서 지속적으로 나온 의견 중에서 각 가정의 하수구에 미세섬유를 거르는 거름망을 만들자는 것이
었다. 각 가정에 보급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가격이어야 하는데 실현가능할지 의문이 생기기는 했다. 초
기 연구비용이 들기는 하겠지만 미세섬유를 거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 생각했는데 좀 더 확대 시켜
이런 처리시설이 존재하는지 검색해보니 기업에서 만든 빨래망도 있었고 하수처리시설도 공정을 여러 번
거쳐서 미세오염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

수업을 마치며

협력 수업이 가능한 학교 문화
북서울중에 근무하면서 탈 원전, 노동, 미세 먼지 등으로 주제를 정해서 여러 과목이 협력하는 수업을 매
년 진행하고 있다. 특별히 계획이 없었지만 사회적 현황, 문제 상황에 직면하면서 자연스럽게 수업을 같이
하자고 의기투합해서 진행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정교한 계획을 세우거나 특별한 형식에 얽매이지 않되 동
료들과 늘 수업에 대해서 고민하고 나눌 수 있는 분위기가 프로젝트 수업을 원활하게 하는 요인이었다. 미
세플라스틱을 주제로 한 대화는 교무실에서 식당에서 온라인상에서 수시로 이루어졌다. 또한 미세플라스틱
수업 사례가 수업연구회에서 공유되고 참관을 들어오신 선생님들이 많아지시면서 관심 자체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고 자연스러운 대화 주제가 되었다.
이번 미세플라스틱 융합수업은 북서울의 3년차 선생님들이 주축이 되어서 아이디어를 짰고 자연스럽게 사
회과 교사로 결합하게 되었다. 일이 되는 것이 두려워 주춤했었는데 수업 주제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현안
이 되는 문제라 수업 준비가 재미있었다.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배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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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에 수업을 하기 로 계획하고 1학기에는 자료 수집을 하면서 미세플라스틱에 대해서 찾아보기 시작했
다. 국내 자료를 찾다가 혹시나 하고 영어로 검색을 하면서 흥미 있는 사례들을 만나게 되었다. 우선 오레
곤주에서 중학생용으로 제작한 미세플라스틱 수업 안을 보고 영감을 얻었다. 특히 과학적 실험과 과학자의
자료 분석 그리고 실천으로 연결되는 구성이 마음에 들었다. 그 다음으로 찾은 사례는 보얀 슬롯이었다.
바다를 좋아한 고등학생이 대학도 포기하고 스타트업으로 펀딩을 통해서 바다 플라스틱 청소를 하는 것이
신선했다.

사회 수업 이야기
방학을 마치고 시작된 2학기에 사회 수업에서 처음 미세 플라스틱 수업을 시작했다. 가장 먼서 플라스틱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이 어려웠다. 석유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 플라스틱이 추출되는지 과학적 상식이 없었
던 것이 큰 문제였다. 그나마 아일랜드에서 찾은 영어그림책을 통해 플라스틱이 어떤 원리로 만들어지는지
알게 되었다.
동화책으로 모둠을 나누고 문제를 찾아서 공학적으로 해결방법을 탐구하려는 것이 애초의 계획이었다. 노
블 엔지니어링이라는 교수법을 듣고 계획한 수업이었는데 국어선생님과 의논하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어 문제 인식에서 멈추기로 하였다. 책을 좋아하지 않고 두꺼운 책을 읽기 싫어하는 학생들을
고려해서 그림책으로 골랐지만 정작 학생들은 시시하다는 반응을 보여서 당황스러웠다. 동화책으로 준비하
되 과제나 미션을 도전적인 것으로 준비했어야 했다는 것을 조언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동화책과 함께 다
양한 영상을 보여주었는데 도덕 과와 겹쳐지는 부분이 많았다.
그럼에도 학생들은 상당부분 미세플라스틱의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먼
지, 미세 플라스틱은 현실적으로 실감하기 어렵고 어떤 고리를 통해서 나와 연결된 것인지 생각하게 되지
않는다. 수업을 통해서 다양한 사진, 영상, 글을 접하면서 학생들은 이 문제가 자신과 연결되어 있고 내가
쓰는 빨대가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자각하게 되었다.
미세플라스틱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사례를 찾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엉뚱하고 발랄한 질문을 쏟아 내었
다. 플라스틱을 다시 석유로 만들 수는 없는지, 미세 섬유가 가정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수구에 거름망
을 설치하면 어떨 것인지 등등을 궁금해 했다. 현실적 대안으로 나오는 바이오 플라스틱 사례나 플라스틱
을 먹는 벌레 박테리아에 흥미를 보이는 학생들도 있었다.

수업 이후
수업을 본 선생님들 중에서는 폐플라스틱에서 섬유를 추출해서 옷을 만드는 의류 브랜드 기사를 보내주시
거나, 빨대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스테인레스 빨대를 구입하시는 분도 계셨다. 진로선생님은 수업을 하면
서 미래의 유망한 직업으로 플라스틱관련 직종을 꼽는 학생들이 있어서 놀라웠다고 하셨다. 1학년 학생회
에서는 자발적으로 플라스틱사용을 줄이자는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2차례에 걸쳐 수업연구회에서 플라스틱
수업을 공유하고 참관한 선생님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놓으셨다. 플라스틱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학교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도 지속적으로 함께 고민하고 있다. 11월 11일 학생회에서는 빼빼로 대신 가래떡을
나누는 행사를 했는데 가래떡을 찍어 먹을 떡을 종이컵이 아닌 스테인레스 그릇에 담아서 각반에 보냈다.
플라스틱을 쓰지 않으려고 애쓰고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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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생각
▶ 1회 용품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미세플라스틱의 해결은 소비자 입장에서 1회용품을 줄이고, 재활용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
REFUSE .즉 사용을 멈추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기업들이 제품을 만들면서 플
라스틱을 덜 사용하고 정부가 각종 제도와 법을 마련해서 플라스틱의 재활용을 높이고 1회용 플라스틱을
줄이는 움직임이 함께 가야 한다.

▶ 플라스틱으로 싸여 있는 물건들
마트에서 파는 상당부분의 식품들은 과도하게 포장되어 있고, 온라인 마트에서 구매하는 경우에는 파손이
나 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더 많은 포장을 하고 있다. 학교만 하더라도 급식으로 제공되는 많은 후식들
이 비닐이나 플라스틱으로 포장된 것들이 많다. 과도한 포장을 줄이면서 상품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것을
상상해야 할 것 같다. 또한 외국과 비교해 포장지가 너무 튼튼해서 쉽게 썩지 않는다는 점도 소비자나 생
산자가 다시 생각해 볼 지점이다. 사회과에서 많이 하는 창업수업에 이런 아이디어를 넣어서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스타트업기업을 만들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면서 플라스틱의 사용을 줄이거나 수거와 관련된 창
업 아이디어를 모아보는 것이다. 학교에서의 이런 경험은 실제 학생들이 직업을 가질 때 도움이 될 것이라
고 보인다. 독일의 경우 많은 스타트업 기업이 사회적 가치, 환경을 생각하는 디자인, 기업 가치를 공익적
인 것에 두면서 만들어지고 청년들이 함께 참여한다고 한다.

▶ 각자 생수병을 드는 것보다 수돗물을~
내가 어릴 때는 수돗물을 그냥 마셨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수를 배달시키거나 정수기를 사용해
서 물을 마신다. 생수병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고 4인 가족이 생수를 마실 경우 재활용날 나오는 패
트병의 개수는 상당하다. 플라스틱에 들은 물은 깨끗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돗물보다도 깨끗한 물은 아니
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유럽과 달리 석회수도 아니기 때문에 환경을 보존하고 상수도 시설을 제대로 관
리해서 수돗물을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다면 버려지는 패트병을 줄일 수 있다. 각자 정수기나 생수를 사먹
는데 들이는 비용과 국가의 상수도시스템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수질오염을 덜하도록 신경쓰는데 드는 비
용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 재활용 산업의 미래
실제 재활용을 가장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인 듯하다. 비닐봉지 퇴출에 앞장선 아일랜드도
가정에서 분리수거를 해서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고, 환경 강국이라는 독일의 경우도 날짜를 정해서 아파트
주민이 재활용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았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재활용률이 북유럽이나 유럽에 비
해서 높다는 통계자료는 보지 못한 것 같다. 소비자가 아무리 환경의식을 가지고 생활하고 매주 분리 수거
를 열심히 해도 집하되는 과정에서 다시 섞이고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독일의 판
트와 같이 직접 플라스틱병을 기계에 넣어서 배출하는 것이 여러 사람의 에너지도 줄이고 재활용율도 높
힐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테드 영상에서 나오듯이 버려진 플라스틱을 수거해서 다시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주요한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하지만 약간 걱정되는 지점은 플라스틱을 수거하고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독성 물질이 나오지는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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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건강하게 노동하고 있는지 우려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관련 분야의 과학자
나 기업가들은 플라스틱 업사이클링이 미래의 주요한 산업이고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독성 배출을 줄이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질문에서 길을 찾다
미세플라스틱은 지구 어디에도 있고 그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다. 이런 문제를 인식하는 것에서 해결의 실
마리를 찾을 수 있다.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다양한 질문을 좀 더 정교하게 발전시켰어야 한다는 생
각이 든다. 예를 들어 미세섬유를 막기 위해서 세탁기나 가정의 하수구에 거름망을 설치하면 어떨까?라는
질문이 나왔는데 이를 좀더 발전시켜서 세탁기를 만드는 회사에 이런 아이디어를 건의하거나 과학적으로
탐구해서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가정에서는 세탁망을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보고 이를 홍보하는 방법, 정
부에는 하수 처리에서 좀 더 촘촘하게

미세물질을 걸러내는 정책을 건의할 수 있다. 또는 기업에 미세섬

유가 배출되지 않는 옷을 개발해달라고 건의할 수 도 있다. 단편적인 질문의 나열에서 문제 해결의 현실성
을 가질 수 있는 질문으로 발전시켰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

수업 준비를 하며 참고한 자료

1) Why I live a zero waste life

I want to be remembered for the things that I did while I was on this planet, and not for the
trash that I left behind.

◾ 지난 3년간 사용한 쓰레기가 작은 한 병에 들어있다고 한다. 가능할까? 극단적인 것은 아닐까? 의심이
앞섰다. 환경관련과목을 대학에서 듣다가 플라스틱문제에 대해서 자각하고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꾼 이야
기하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블로그를 운영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플라스틱없는 삶의 방식을 알렸고, 이 물
건들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졸업 후에 회사를 창업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상점에 직접
병이나 천주머니를 들고 가서 필요한 식자재를 사오고, 장터에서 농부들에게 직접 먹을 거리를 사온다. 구
제매장에서 옷을 사고 치약이나 화장품은 직접 만들어서 사용한고 한다. 이를 통해 돈을 절약하고, 건강해
지고, 창업자가 되었다. 우리나라에도 플라스틱없는 매장이 있는지 찾아보니 몇몇 매장이 생기고 벼룩시장
에 직접 용기를 들고 물건을 사는 곳도 있다고 한다. 강연자가 처음 보여준 유리병에 있는 플라스틱 쓰레
기중 한국말로 된 라벨이 크게 보인다.
2)

Microplastics are every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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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 even more shocking is that we've only been using plastic since the 1950s. That's about
65 years, and in that relatively short span of time, we have generated the estimated [8,300
million] metric tons of plastic on the planet.

◾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각종 통계자료를 통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미세플라스틱이 존재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도입 부분에서 강연자가 매일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물건을 사진 찍어서 정리해 두었
는데 수업의 도입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다. 해결책으로 일회용을 사용하지 않고 재활용 플라스틱을 다시
물건으로 만드는 개념을 도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3) This app makes it fun to pick up litter

-

Litterati app

If you think about it, every city in the world has a unique litter fingerprint, and that fingerprint
provides both the source of the problem and the path to the solution.

◾ 영상을 보고 앱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나중에 보니 수업관련 회의를 하면서 정보 샘이 추천해 주신
앱 이었다. 다음에 미세플라스틱 수업을 다시 하게 된다면 1주일에서 1달 동안 이 앱 으로 동네 주변의
쓰레기 사진을 찍고 지리학적 개념을 통계를 통해서 구현해내고 문제를 진단하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같
이 생각하는 수업을 디자인할 수 있을 것 같다. 도봉구로 한정해서 집과 학교 주변의 쓰레기 사진을 찍고
플라스틱지문을 추적해 보는 활동이다. 문제에 대해서 의식하고 해결책을 생각해보고 그에 대한 실천적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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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한다는 차원에서 재미있는 경험이 될 것 같다. 강연자처럼 사진을 찍으면서 쓰레기를 줍고, 어떤 쓰
레기가 많은지 맵핑을 통해서 살펴보고 문제해결을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요구한다면(샌프란시스코의 타
코 레스토랑에서 판 소스봉지를 보고 레스토랑에 대안적 해결책 요구) 사회적 효능감을 향상시킬 수업으로
만들어질 듯 하다.

4) A drop in a plastic ocean: how one person can make a difference.

But, as I've gotten deeper into my environmental studies and conservation work, I learned that
trees are actually responsible for 28% of the oxygen that we breathe, and that 70% of it comes
from the oceans. The oceans are the lungs of this planet. Earth is a blue planet.
This is how change starts. It starts with one person. It starts with one straw.

◾ 강연자는 바다를 좋아했는데 플라스틱에 뒤덮인 바다를 보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
고 한다. 산소는 나무에서만 온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푸른 지구는 바다 때문이고 우리의 폐 같은 역할을
바다가 하고 있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한 사람의 작은 실천이 차이를 만든다는 철학이 들어있다.

5) We can recycle plastic

we have significantly lower capital costs in our plant equipment. We have enormous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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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ings. I don't know how many other projects on the planet right now can save 80 to 90
percent of the energy compared to making something the traditional way.

◾ 강연자는 자신을 청소부라고 소개한다. 플라스틱 재활용 산업이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의미 있는 일이라
는 것을 역설한다. 재활용과정이 짧은 비디오로 제공되며 다시 플라스틱용품을 만들 수 있는 팰렛을 직접
보여준다. 석유가채연수가 한정되어 있고 버려지는 플라스틱이 많다는 점을 생각해보 재활용관련 산업이
유망하며 특히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6) The surprising solution to ocean plastic

Now the entire ecosystem is managed and supported through an online banking platform that
provides for the safe, authentic transfer of value globally.

◾ 소셜 플라스틱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이야기한다. 온라인 플랫홈을 만들어서 재활용에 참여하는 사람들
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지진으로 남편을 잃은 두 아이의 엄마가 플라스틱을 모으면서 아이를 학
교에 보내고 있다는 사례를 들면서 플라스틱의 사회적 가치를 역설하고 있다.

7) Our campaign to ban plastic bags in Bali

Our short-term campaign, "One Island / One Voice," is all about this. We check and recognize
the shops and restaurants that have declared themselves a plastic bag-free zone, and we 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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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icker at their entrance and publish their names on social media and some important
magazines on Bali. And conversely, that highlights those who do not have the sticker.
"Welcome to Bali, do you have nay plastic bags to declare?"

◾ 발리에 살고 있는 학생 들이 펼친 발랄한 활동이다. 비닐봉지를 쓰지 않는 가게에 인증 스티커를 부여
해서 오히려 스티커를 받지 못한 가게들을 주목받도록 만들었다는 발표가 재미있었다. 플라스틱 백을 사용
하지 않는 발리를 만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책임자를 만나고 결국 단식운동을 통해 정부도 설득했다고
한다.

8)

미세 플라스틱 관련 수업을 생각하면서 가장 처음 본 수업 안 이다. 우리나라의 수업안과 다르게 구성되어
있어서 흥미 있었다. 특히 본시 수업 안이 교사의 질문과 학생의 응답으로 되어 있는데 discuss항목이 있
는 것이 특별했다.
오레곤주에서 사용된 수업 안으로 보이며 대학과 해양관련단체가 함께 만들었다. 해양 과학자와 협업하며
수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었다. 실험을 통해서 화장품에서 플라스틱이 나오는 것도 보고, 독성이 쌓이
는 것을 작은 큐빅의 면을 계산하면서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개인적 국가
적 차원에서 찾고 있었다. 해양학자이 보내준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는 것도 의미
있었다. 이 수업 안을 보고 1학년 수련회 장소인 서해안에서 바닷물을 떠와서 현미경으로 미세플스틱을 관
찰 보려고 했지만 실현시키지는 못했다.

9) 보얀슬랫 . ocean clean up
보얀 슬랫은 16살 때 바다 다이빙을 배우면서 물고기보다 쓰레기가 많은 바닷속 모습에 충격을 받고 바다
쓰레기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 18살이던 2012년에 고등학교에 제출하는 자기소개서에 처음 ‘바다 플라
스틱 수거 장치’ 아이디어를 공개적으로 썼고, 곧 이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비영리단체 오션클린업을 설립
해 사람들을 모으고 장치를 개발해왔다.
https://www.youtube.com/watch?v=UrZhVQ9kCGQ

√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자료가 한국어로 많지 않은 듯해 우연히 영어로 검색하다 찾은 인물이었다. 과학
프로젝트 수업 과제로 자신의 주변에서 찾은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 의미 있었다. 특히 링크된 동영상은
성인이 되어서 펀딩을 하면서 발표했던 내용으로 과학실험도구와 퍼포먼스 영상 자료들을 훌륭하게 배치
하고 헛간 같은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오 클린업 장치를 설명하는 내용이었다. 서사성을 가지면서 실
물과 영상 등을 적절하게 배치하며 걸으면서 설명하고 나중에 발표 장소 자체가 지구와 바다를 연상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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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든 것은 훌륭한 한편의 쇼를 보는 듯 한 느낌이었다. 아직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고등학생의 과제가 세계
적 환경 운동의 사례로 발전되고 있다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

10) 플라스틱 없는 삶, 웰켈럼, 북하이브
읽기 쉽고 플라스틱 없는 삶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구체적으로 쓰여 있다. 캠페인을 할 때
타겟을 어떻게 정하고 어떤 방법으로 할 것 인지, 기업에 편지를 쓸 때 형식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예시,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등이 나와 있다. 사회참여수업과 관련해서 수업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
참고하면 좋을 듯 하다. 챕터별로 플라스틱 문제에 대해 실천한 인물과 인터뷰글을 실었고 간단하게 요약
한 내용을 포스트 잇 형식으로 편집해서 쉽게 내용 파악이 가능하고 따라서 실천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
다.

11) 우리는 플라스틱 없이 살기로 했다, 산드라 크라우트바슐, 양철북
혼자 사는 1인 가족이 아닌 아이들과 함께 사는 가족이 플라스틱 없이 사는 것이 가능할까? 지난 2-3년
동안 플라스틱 없는 삶을 살기 위해 고군분투한 이야기이다. 가장 중요한 생필품, 휴지, 스파게티, 감자칩
을 사고 싶지만 모두 비닐에 쌓여 있어서 절망하면서 대안적 포장지를 사용하거 쉽게 분해되는 포장지가
있는 회사를 찾아 내고, 여기서 확대해서 옷, 주방, 거실, 화장실에서 플라스틱 없이 살기 위해 노력하면서
찾아낸 소중한 이야기들이 실려 있다. 개인적으로 가족 구성원 중 아이들의 경우 이런 삶의 방식에 참여하
고 실천하기 어려웠을 텐데 많은 부분을 포기하면서 찾아가는 과정이 기특했다.

12) 플라스틱 바다, 찰스 무어· 커샌드라 필립스, 미지 북스
태평양 거대 쓰레기 지대를 최초로 발견하며 해양 플라스틱 문제를 제기한 저자는 바다를 사랑하던 평범
한 시민이 어떻게 운동가로 변모하는 지보여 준다. 21세기 판 침묵의 봄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 책을 펴자
마자 해양에서 발견된 각종 알록달록 플라스틱이 어떻게 생태계를 오염시키고 있는지 보고하고 있다. ‘오
직 인간만이 자연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만들어 낸다’ 라고 발언하는 찰스 무어의 테드 강연도 함께 보면
유익하다.

13) Plastic – A Toxic Love Story

Susan Freinkel, HMH

과거 귀중품이었던 빗이 플라스틱의 발명으로 대중화되고, 권력을 상징하던 고급스러운 의자가 플라스틱
의자로 대체되는 플라스틱과 산업화의 역사를 사물의 스토리를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사물로 보는 플라스
틱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14) Plastic Free: How I Kicked the Plastic Habit and How You Can Too ,Beth Terry , Skyhorse
Publishing Company
플라스틱제로의 삶을 실천하면서 겪은 개인적 이야기와 대안적인 물건을 생산하는 기업을 함께 소개하는
것이 독특하다. 세제, 물병 모든 생활용품은 친환경적 마인드로 접근해서 생산하는 기업이 존재한다는 것
이 놀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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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 교과
목표 : 환경에 대한 탄탄한 사고 아래 실제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 배양

< 인지적 영역 >
1. 환경오염의 문제 분석하기
2. 환경보호의 윤리적, 철학적
근거 마련하기

< 정의적 영역 >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실제로
피해받은 사례를 통해, 고통에
공감하기

< 행동적 영역 >
1. 환경친화적인 옷을 상상하여
환경을 생각한 소비자 되기
2. 자신에게서 발생한 쓰레기리뷰를
통해 본인의 생활 반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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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1 / 3
세계의 다양한 도덕문제를 파악하고, 도덕적으로 사고할 수 있다.

학습목표

환경오염의 문제의 원인과 결과를 분석할 수 있다.
환경보호의 철학적 근거를 평가할 수 있다.
1.‘세계화’의 의미를 설명하고, 그로 인한 장점과 단점 인식하기
- 세계화 : 세계가 하나의 나라처럼 연결되어 의존하는 것
<사진1:석유 한 방울 안 나오는 우리나라에서 석유를 쓸 수 있는 이유는?>

<사진2: 푸드코트에서 세계를 찾아라>

도입

학습단계
<사진3: 우리나라 가수 노래를 해외에서?>

1. ‘세계화’ 개념과 ‘세계시민’ 개념 간의 연결
2. 세계시민으로서 우리가 의무를 다해야 하는 이유 추론
3. 세계시민으로서 우리에게 닥친 문제들 파악하기

전개

<자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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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의 문제를 교사가 간단히 설명하고, 원인을 분석하게 한다.
(다만, 본 수업에서는 ‘환경문제’를 주로 다룰 것이라고 설명한다.)
<자료2- 동영상 : 인간이 환경을 3분 만에 파괴하는 과정>

4. 환경보호의 이유 정립하기
4-1 환경보호를 해야 하는 이유를 질문한다.
4-2 타당한 근거가 없는 태도는 오래 견지되지 못함을 제시하고, 환경보호의
철학적 근거를 제시한다.
4-3 환경보호의 3가지 입장(인간중심주의, 생태중심주의, 동물중심주의)을 제
시하고 선택하게 한다.
4-4 자신과 다른 입장의 친구를 찾아 설득시키며, 다른 입장들의 장단점을
파악한다.
4-5 다시 한 번 본인의 입장을 선택하게 한다.
<자료1>

정리

‘세계화’와 ‘세계시민’으로서의 책임 개념을 확인한다.
환경보호의 다양한 입장의 개념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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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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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반응
- 초등학생 때 ? 세계화 개념을 이미 배웠다.
- 일본 불매운동과 세계화의 관련성 질문하는 학생도 있었다.
- 빈부격차는 우리나라만 있는 것인 줄 아는 학생이 있다.
- 세계경제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나이키 운동화’ 사례를 제시했더니, 앞으로 아
디다스만 이용할 것이다 라는 학생도 있었다.
- 환경문제를 제시하며, 플라스틱 먹는 물고기를 제시하니, 회를 안 먹겠다는 반
응
- ‘인간이 세상을 파괴하는 과정’ 동영상을 보고, 이미 초등학생 때 봤다는 반응
이었지만, 본 것 치고는 너무나도 신기하고 진지하게 감상하였다.
- 환경보호의 윤리적, 철학적 입장 설명에 대해서 각 반에서 3명~4명 정도만 이
해하는 것 같았다. ( 나머지는 이해를 했는지 확인할 수 없었음 – 보통 도덕 수업
때 조용하면 이해를 못한 것이라고 파악한다.)
2. 참여도
이번 수업은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고 이야기 하는 형식의 수업으로, 자신이 아는
내용이 나올 때 적극적으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환경보호의 윤리, 철학적 입장을
수업을

설명할 때는 교사가 시키니까 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참여도는

마치고

좋았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학기 초반 수업이기에 시기적 효과도 있었던 것으
로 판단된다.
3. 계획과 실행이 달랐던 점
확실히 이번 학년의 특징으로 자신이 아는 것 혹은 경험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
가 수업 때 나오면 너무나도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해서, 시간 배분에 실패하였
다. 본래 1차시로 끝낼 생각이었으나, 세계문제의 다양한 사례를 제시할 때 다양
한 이야기들을 제시하고 학생들 끼리 논쟁하는 통에 계획대로 수업을 진행하지
못했다. 특히, 본인들이 ‘세계문제’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것들이, 교사를 통해
‘세계문제’로 지적되자, 자신감을 얻어 발표를 해서 말릴 정도였다.
그러나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환경보호의 근거를 마련하는 수업에 있어, 학생들
이 크게 흥미를 느끼지 못해서 아쉽다. 교사 본인이 환경보호의 철학적 입장을
처음 공부했을 때 느꼈던 지적인 쾌감을 아이들이 못 느낀 것 같아서 아쉽다. 애
초에 수업을 설계할 때 학생들이 스스로 입장을 찾게끔 했어야 했는데, 설명하고
싶은 욕구가 너무 커 먼저 제시했던 점이 기대했던 성과를 올리지 못한 원인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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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2 / 3
환경오염으로 인한 고통에 공감한다.

학습목표

우리들의 생활과 환경오염의 연관성을 설명할 수 있다.
환경보호의 해결할 수 있는 태도를 지닌다.
코에 빨대가 들어가 고통 받는 거북이 동영상을 보고 느낀 점을 공유한다.
동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time_continue=1&v=4wH878t78bw >

도입

- 학생반응
* “ 못 보겠어요, 제발 그만 틀어주세요.”
* “아아 답답해 빨리 빠져라”
* ( 빠진 뒤 ) “ 하 시원하다.”

1. 우리 주변에서 플라스틱 찾기

학습단계

- 교실 물건 중 플라스틱은?
- 내가 가진 물건 중 플라스틱은?

2. 플라스틱의 장점 및 단점 분석하기 ( 다양한 사례에서 스스로 찾기 )
<학생들의 답>
- 플라스틱의 장점
1) 가성비

전개

2) 효율성
3) 내구성
4) 위생적
- 플라스틱의 단점
1) 환경오염
2) 너무 싸서 쉽게 버려짐
3) 장점이 곧 단점으로 된다.
3. 미세 플라스틱 문제 중 섬유 문제를 제시한다.
<자료1: 1년 의류 폐기물 배출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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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2 : 그린피스 미세섬유 동영상 >

https://www.greenpeace.org/korea/update/5449/blog-plastic-microfi
bres-harming-our-ocean/

4. 환경친화적 패션 디자인 하기

- 목적 : 미세섬유가 생기지 않는, 환경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다시
한번 쓸 수 있는, 누구나 쉽게 입을 수 있는 패션 디자인제작

- 방법
1) 신문, 잡지, 모바일 등에서 평소 입고 싶었던 옷들의 사진을
구한다.
2) 자신의 얼굴 사진에 옷을 붙인다.
3) 옷에 대하여 제품명, 원료, 홍보를 항목으로 하여 환경과 연관
짓는다.
→ 학생들에게 기 개발된 의류 소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개발 될 수
있는 다양한 소재들 그리고 자신이 개발자라면 만들고 싶은 소재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4) 다른 친구들의 작품을 감상하면서 댓글을 남긴다.
5) 환경보호를 위해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생각해본다.

정리

학습지

환경파괴로 인한 다양한 피해
환경보호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북서울중학교 도덕 수행평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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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패션쇼
1학년

패션에 대해 한마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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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번

이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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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반응
- 거북이가 너무 불쌍하다.
- 빨대가 아니면 무엇으로 음료를 먹나?
- 플라스틱이 생각보다 엄청 많은 곳에 쓰이고 있다.
- 플라스틱을 석유로 만드는 줄 몰랐다.
- 유니클로 같은 브랜드가 SPA 브랜드라는 것을 알았다.
- 한 해에 옷이 이렇게 많이 버려지는 줄 몰랐다.
- 내 얼굴로 수행평가를 하니까 기분이 이상하다.
- 똥으로도 옷을 만들 수 있을까?

2. 참여도
- 자신의 플라스틱을 살펴보는 활동에 있어 몸을 움직이고 자신의 물건을 내놓아서 그
런지 수업에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 플라스틱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과학시간에 대략 들었지만, 그린피스에서 만화로 나타
낸 동영상에 몇몇 아이들 (과학시간에 참여도가 높은)이 큰 관심을 보였다.
- 환경친화패션쇼를 공지하고 소개할 때 자신의 얼굴이 들어가는 수행평가라서 처음에는
반발이 심했지만, 오히려 자신의 얼굴을 걸고 하는 수행평가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준비물
을 다양하게 준비해왔다.
- 몇몇 학생들은 준비물을 안 가져와서 다 쓴 교과서를 뜯었다.
- 대충 과제를 완료하고 멍하니 앉아있거나, 놀고있는 학생들이 각반에 4~5명 정도 있었

수업후기

다.

3. 계획과 실행이 달랐던 점
이 수업은 이전 차시에서 ‘세계문제 → 환경문제 → 환경오염 → 플라스틱, 미세섬유’
로 이어지는 수업으로, 수업계획 시 세계문제에서 플라스틱, 미세섬유로 어떻게 연결 지
을지가 나의 최대 관심사였다. 왜냐하면, 환경보호의 큰 틀에서 플라스틱 문제를 집중해
서 해결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매끄럽게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 중학교
1학년이기 때문인지, 이 수업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인과관계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 이 걱
정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거북이 동영상 때문에 적잖이 충격을 받은 이유인지 생각보다 자신의 생활태도를 돌아
보고 활동을 하는 데 있어 적극적이었다. 특히 자신의 얼굴을 활용해서 하는 활동에 처음
에는 소극적이었지만, 준비물이나 아이디어를 많이 하여 높은 수준의 과제가 완성 되었
다.
그러나 이 수업을 하면서 몇 가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들도 있었다.
첫째, 환경친화패션쇼에서 의도 했던 바와 다르게 과제를 수행하는 학생들이 꽤 있었다.
특히 이 과제를 제시한 이유인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 새로운 소재의 옷을 상상해보는
활동을 하지 않고, 단순히 멋있거나 특이한 옷을 붙이는 데 주력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둘째, 풀과 가위 그리고 얼굴사진을 미리 준비했지만, 과제를 위한 옷 사진이나 그림을
준비하지 않아서 급하게 교과서를 찢는 아이들이 3~4명씩 있었다.
셋째, 과제를 수행하는 속도가 달라 과제를 모두 완료한 학생들이 노는 시간이 되어버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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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학습목표

3 / 3
환경보호의 태도를 지닌다.
자신의 생활을 성찰하는 습관을 지닌다.
<전시학습 확인>
- 우리가 환경보호를 해야하는 이유
- 거북이 빨대 사건이 후 우리나라의 환경정책

도입
<동기유발>
‘유튜브’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1. 환경보호 프로젝트 중 마지막 과제라며 소개한 뒤, 교사가 직접 촬영한 영
상을 먼저 보여준다.
-의도적으로 어떠한 설명도 없이 먼저 동영상부터 보여줌으로써 학생들의 관
심을 유도한다.
<자료1: 쓰레기 사용 리뷰>

학습단계

2. 학생들에게 어떤 과제일지 추측할 수 있도록 질문한다.

전개

- 자신이 일주일 동안 사용한 쓰레기들을 모아 사용한 이유, 쓰레기의 소재,
재활용 방안, 예상되는 문제점, 대체품 여부 등을 설명하는 콘텐츠 제작
3. 과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 목적 : 쓰레기 리뷰를 통한 환경에 대한 사고 ( 재활용품을 중심으로 )
- 방법 :
1) 팀을 구성한다.
2) 촬영 계획을 구성한다. <참고- 학습지1>
3) 팀원 간에 임무를 배정한다.
4) 촬영을 한다.
5) 동영상을 업로드 한다.
- 주의사항 및 팁 : 목적에 맞는 콘텐츠이면, 어떠한 컨셉도 상관없음.
4. 촬영도구, 장소, 시간 등을 확보하고 과제가 수행될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
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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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로드 된 동영상을 연구회 교사가 시청하고, 높은 수준의 결과물을 학생들의

정리

동의를 얻어 수업시간에 시청하면서 현재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파괴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고 토론한다.

환경보호 동영상 촬영 계획서

모둠이름 :

모둠원 :

학습지

촬영날짜 :

촬영 컨셉 :

모둠원 역할 :

준비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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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1. 학생반응
- 얼굴 나오는 게 창피하다.
- 손발이 오그라든다.
- 재밌을 것 같다.
- 나 혼자하고 싶다.
- 나는 신태일 버전(유튜버)로 하겠다.
- 우리 모둠은 유치원 선생님 컨셉트로 하겠다.

2. 참여도
과제 수행초반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부끄럽다며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막상 동영상 촬
영에 들어가니,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준비물을 가져오고 촬영시간을 더 늘려달라는 등 과
제가 아닌 재미있는 놀이로 인식한 것처럼 과제를 수행하였다.

3. 계획과 실행이 달랐던 점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계획단계에서는 창대하게 그리고 엄청난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

수업후기

것이라 생각했지만, 막상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니 자신이 기대했던 결과가 안 나온 것
같다는 반응이 주류였다. 그러나 반대로 계획은 별로였지만, 촬영을 하면서 본인들끼리
재밌어 촬영시간을 더 늘려달라는 모둠도 상당히 많았다.
아쉬웠던 점은, 이러한 과제를 제시하는게 교사로서도 처음이다 보니 여러 조건들을 맞
추어 주는 것이 힘들었던 것이다. 특히 촬영에 필요한 도구가 제한적이었고, 장소 그리고
시간 또한 한정적이어서 관리하는 입장의 교사가 너무나도 많은 부담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아이들이 방과 후에 주로 하는 작업이어서 늦게까지 퇴근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
하게 발생되었고, 촬영도구가 중간에 망가지는 등의 변수들이 과제를 방해했던 것 같다.
그러나 하나 배웠던 점은 교사 역시 과제를 하나의 콘텐츠로 생각하고 아이들이 구성하
게끔 자유를 주면, 누구보다 스마트폰, 동영상 등에 익숙한 아이들이 자신의 끼와 꿈을
발휘하는 기회를 얻는다는 점이다. 이전에 나의 생각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과 ‘배워야
할 것’은 연결하기 힘들다는 생각이었는데, 막상 수업계획 단계에서 여러 번 고민하고 조
사하여 아이들의 선호를 파악하니 학습할 것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할 것이 하나였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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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교과

새로운 도전, STEAM 융합수업!
북서울중 과학교사 정해나

◎ STEAM 수업의 시작
올해는 북서울중학교에서 근무한지 3년째 되는 해였다. 발령 첫 해부터 3학년과 함께하다가 처음으로 1학
년 꼬꼬마들을 만나게 되었다. 1학년은 2학기 때 자유학기가 있어 이 시기에 지금까지 해보고 싶었던 다
양한 수업을 도전해보고 싶었다. 너무나 운이 좋게도 마음이 맞는 선생님들과 함께 1학년을 맡게 되었고,
교과 간 융합 수업을 구상하게 되었다. 어떤 주제로 할까 논의를 하다, 환경과 관련된 내용을 공통으로 다
루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고 미세플라스틱 문제와 연결 지어 함께 수업을 구상하였다.

◎ 시작은 좋았으나...
과학(나), 도덕, 사회, 정보 교사 모두가 1학년 전담이기 때문에 수업준비는 수월할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
나 구상했던 것보다 수업 준비는 쉽지 않았다. 자유학기가 시작되는 2학기에 바로 교과 간 융합 STEAM
수업을 시작하기로 계획하였는데, 어떤 식으로 수업을 시작하면 좋을지 고민이 많았다. 여러 번의 회의 끝
에 사회 교과에서 수업을 시작하기로 하였고, 동화책 표지로 모둠을 구성하기로 했다. 다양한 수업 경험이
많으신 사회 선생님 덕에 STEAM 융합 수업을 무사히 시작할 수 있었다. 각 반마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모둠도 제법 있었지만, 각 모둠 아이들은 매 활동마다 성실하게 활동에 참여했다.

◎ 타교과와의 융합, 어렵진 않았는지?
과학, 도덕, 사회, 정보 네 교과 모두 각자의 특성이 강한 과목이어서 융합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다.
다행히 모두가 함께 수업 구성을 할 때 고민하고 노력한 만큼 융합은 성공적이었다. 사회, 도덕 시간에 미
리 문제점에 대해 파악하고 와서 과학 시간에는 문제 도입이 수월하였다. 그리고 아이들은 과학 시간에서
배운 내용을 활용해 다른 교과 시간에서도 보다 심화된 고민을 하기도 하였다. 네 분의 선생님이 한 주제
를 가지고 각 교과의 성향에 맞게 수업을 재구성하였는데, 아이들은 하나의 수업처럼 잘 따라왔다.

◎ 그래도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아쉬운 점이 많았다. 융합 수업 준비를 열심히 하였는데, 한 시간 동안 해
결하기 어려운 과제를 주어서 매번 진도에 쫓겼다. 욕심이 너무 과해서 다른 교과 시간에 했던 내용은 생
략해도 괜찮았을 텐데 중복되는 내용도 학습지에 넣어서 예상보다 융합수업을 오래하게 되었다. 그리고 학
생의 삶 속에 융합수업이 잘 스며들었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이 배운 내용을
얼마나 깊이 있게 받아들였는지, 그리고 본인 삶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지 매 차시 수업을
마친 후 바로 물어보지 않고, 네 교과의 융합수업을 마치고 간단하게 피드백을 받는 정도에서 그쳐서 아쉬
움이 크게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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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 교과 시간 속 “SMART 생태계 지킴이 되기”
교육과정 성취기준과의 연계
연번

차시

1

1~2/9

과학과 2015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9과03-01]생물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변이의 관점에서 환경과
생물다양성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9과03-01]생물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변이의 관점에서 환경과
생물다양성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2

3~5/9

[9과07-02] 현대 사회의 다양한 직업이 과학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예를 들어 설명하고, 미래 사회에서의 직업의 변화를
토의할 수 있다.

[9과03-03]생물다양성 보전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생물다양성 유
지를 위한 활동 사례를 조사하여 발표할 수 있다.
3

6~7/9

[9과07-02] 현대 사회의 다양한 직업이 과학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예를 들어 설명하고, 미래 사회에서의 직업의 변화를
토의할 수 있다.

[9과03-03]생물다양성 보전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생물다양성 유
지를 위한 활동 사례를 조사하여 발표할 수 있다.
4

8~9/9

[9과07-02] 현대 사회의 다양한 직업이 과학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예를 들어 설명하고, 미래 사회에서의 직업의 변화를
토의할 수 있다.

수업 구상 및 진행 시 중점 사항
1. 앞서 STEAM 수업을 진행한 사회, 도덕 교과와 내용의 연결성이 있게 수업을 진행할 것.
2.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할 것.
3. 학습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 실험을 반드시 할 것.
4.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공동체 역량’, ‘의사소통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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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시 : 생물의 풍요로움, 생물 다양성
활동지 1

- 104 -

활동지 2

수업 나눔 및 후기

1~2차시에는 중학교 1학년 과학, 3단원 생물의 다양성을 먼저 학습하였다. 구상한 STEAM 융합수업을
시작하는데 좋은 도입이 될 것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생물 다양성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현재 우
리가 직면한 환경 문제와 어떤 관련이 있을지 앞으로 계속 생각하고 고민해볼 수 있도록 첫 시작을 생
물 다양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3가지 요소(생태계, 종, 유전자)로 하였다.
첫 번째 시간에는 모둠을 구성했다. 조사해야 하는 내용이 6개였기 때문에, 여섯 모둠으로 구성하였고,
자신의 모둠에서 맡은 내용을 함께 의논하고 조사하였다. 특히 생태계를 담당하는 모둠들은 설명 자료
를 직접 제작하도록 지도하였다.
두 번째 시간에는 모둠별로 채운 학습지를 활용해 “둘 가고 둘 남기”로 진행하였다. 설명에 자신 있는
학생이 모둠에 남아있고, 다른 학생들은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면서 학습지를 채웠다. 이동하는 학생들
이 학습지를 다 채우면, 처음 설명했던 학생이 설명을 들으러 이동했다. 학생들이 처음 해보는 활동이
어서 초반에는 어수선하고 어려워했지만, 금방 적응하고 자신들의 언어로 열심히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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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시 : SMART 생태계 지킴이 되기, 오리엔테이션(20분)
수업 나눔 및 후기
수업을 시작하기 전, 사회 시간에 구성한 모둠으로 자리를 앉도록 안내하였다. 모둠끼리 앉은 후
SMART 생태계 지킴이 되기 수업에 대해 간단히 안내하였다. 앞서 2시간 동안 학습하였던 생물 다양
성이 왜 위협받고 있는지 생각해보도록 하였다. 그 중 하나가 무분별한 플라스틱의 사용으로 인한 생
태계 파괴라는 것을 안내하였다. 사회, 도덕 교과에서 배운 미세플라스틱과 환경보호에 대한 내용과
연결 지어 우리가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어떤 자세를 지녀야할지, 우리가 어떻게 SMART 생태계 지
킴이가 될 수 있을지 설명하였다. 개인과제와 모둠과제를 설명해주었고, 개인과제는 구글 공유 드라이
브에, 모둠 과제는 환경 유튜브 촬영 및 업로드라는 것을 안내하였다. 환경 유튜브는 도덕 교사 및 내
가 촬영한 영상을 예시로 보여주었다. 단, 촬영 내용에는 반드시 각 재활용품이 어떤 성분들로 구성되
어 있는지(예 : 페트병 – 뚜껑, 페트병 통, 라벨 등을 분리하여 분석)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4차시 : 플라스틱으로 뒤덮인 세상
활동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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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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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 1

모둠당 하나씩 나누어주었으며, 수업 진행 편의상 학생들에게 잘라서 제공하였다.
아무런 정보 없이 빈 칸을 채우라고 하면 학생들이 너무 어려워하고 막연할 것 같아
초성을 제공하고, 찾아야 할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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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 2

지구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는 수없이 많고, 다양하지만 ‘플라스틱 문제’로 범위를 좁혀
가장 큰 이슈가 되었고, 학생들이 정보를 검색하기 쉬운 4가지 문제만 조사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학습자료 3

문제가 있었다면 그에 따른 해결 방안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첫 번째 학습자료처럼 학생들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초성을 제공했고 검색해야
하는 내용도 일부 제시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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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설명자료 : 학습자료 1에 대한 자료

PPT를 프린트하여 학생들이 제목을 보고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추가 설명자료는 학습자료
1의 내용과 관련이 있다. 각 반마다 휴대폰을 사용하기 어려운 학생들이나 없는 학생들은 교사가 제공하는
설명자료로 학습자료를 채울 수 있는 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단, 4가지 내용을 순서 없이 정리할 수는
있으나 활동지에 붙일 때는 ‘역사의 흐름’ 즉,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붙일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수업 나눔 및 후기
한 차시 동안 모둠별로 3장의 활동지를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검색하는 시간 및 학습한 내
용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활동지는 1-1, 1-2 두 장만 진행하였다.
플라스틱 사용의 문제에 대해 다루기 전, 신소재로서의 플라스틱을 먼저 알려주고 싶었다. 1950년대 이후,
획기적인 발명인 플라스틱의 역사에 대해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과학창의재단의 글을 참고하여, ‘현대
는 플라스틱 시대’라는 활동지를 아이들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 작성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두 번째 활동지는 두 가지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플라스틱이 가져온 문제와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
는 새로운 방법에 대한 것이다. 플라스틱이 가져온 문제는 총 4가지로 구성하였다. 원래는 세계 지도
를 제공해서 아이들이 직접 각 장소의 명칭과 그 장소에서 발생한 환경 문제를 검색할 수 있도록 수
업을 구상하였는데, 수업의 방향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문제가 발생한 장소는 지정해주었다. 플라
스틱이 가져온 문제에 해당하는 지역은 태평양 거대 쓰레기 지대, 남극, 지중해, 마리아나 해구로 안내
하였다.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법으로는 자연에서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바로 플라스
틱을 먹어 분해하는 애벌레를 해결책으로 제안하였다. 아이들이 쉽게 검색하여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키워드는 안내하였다.
두 번째 활동지는 휴대폰을 사용하여 검색하고 정보를 찾아 필요한 내용만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하
였다. 모둠별로 역할을 분담해주었는데 휴대폰이 없거나, 데이터를 다 사용한 학생들은 활동지 1-1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고, 휴대폰 사용이 자유로운 학생들은 활동지 1-2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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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시 : 플라스틱으로 뒤덮인 세상
활동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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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설명자료 : 지난 시간 활동 복습 PPT

사진 자료 위주로 PPT를 제시하였으며, 사회, 도덕시간에 중복된 내용은 생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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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설명자료 : 지난 시간 활동 복습 PPT

사진 자료 위주로 PPT를 제시하였으며, 사회, 도덕시간에 중복된 내용은 생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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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설명자료 : 지난 시간 활동 복습 PPT

사진 자료 위주로 PPT를 제시하였으며, 사회, 도덕시간에 중복된 내용은 생략하였다.
다음 시간에 사용할 어플리케이션(내손안의분리배출)을 미리 다운받아 올 수 있도록 안내하였고, 개별
과제 및 모둠 과제에 대한 안내도 다시 한 번 안내하였다.

수업 나눔 및 후기
지난 시간에 작성한 활동지 1-1, 1-2를 모둠별로 나누어주고, 정리하는 시간을 다시 가졌다. 각 모둠마
다 학생들의 수준차이가 심한 모둠도 있어서, 한 시간 안에 활동지를 완성하지 못한 모둠도 있었기 때문
이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PPT로 보면서, 부족한 내용이나 추가로 필기하고 싶은 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복습 후, 학습한 내용을 아이들이 쉽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 릴레이 글쓰기를 도
입하였다. 릴레이 글쓰기는 모둠별로 진행하였고, 규칙으로는 학습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기, 모둠 구성
원 모두와 뒤에 이어질 내용을 생각하고 정리하기, 글씨 예쁘게 쓰기, 서로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단어
및 문장은 금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 내에 작성하기로 안내하였다. 첫 문장은 교사가 ‘2050년, 결국
온 세상이 플라스틱 쓰레기로 뒤덮였다.’로 제시하였고, 아이들이 각자의 상상력을 발휘하여 모둠별로 릴
레이 글쓰기를 하였다. 확실히 아이들은 창의적인 활동을 할 때 생기가 넘쳤으며, 글쓰기를 더 하고 싶
어서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학습한 내용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이야기를 꾸미기 어렵다고 하였지만, 모두 참신하고 각자의 개성이 드러나는 글을 잘 써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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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시 : 우리 생활 속 재활용품, 잘 사용하고 잘 분리하기!
활동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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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

모둠당 하나씩 나누어주었으며, 수업 진행 편의상 학생들에게 잘라서 제공하였다.
아무런 정보 없이 빈 칸을 채우라고 하면 학생들이 너무 어려워하고 막연할 것 같아서
찾아야 할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수업 나눔 및 후기
나는 하루에 얼마나 많은 재활용품을 사용하는가? 수업을 준비하며 나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
져보았고, 너무나 많은 재활용품을 사용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런데, 재활용품을 사용하는 것
도 문제지만 이것을 제대로 분리배출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도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이들도
정확한 분리배출법을 잘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수업시작 전 환경부와 한국포장재활용사업공제조
합에서 제공하는 ‘내 손 안의 분리배출’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올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을 참고하여 분리배출의 핵심 4가지와 분리배출 요령을 모둠별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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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시 : 우리 생활 속 재활용품, 잘 사용하고 잘 분리하기!(20분)
활동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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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설명자료 : 지난 시간 활동 복습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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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나눔 및 후기
지난 시간에 학습한 분리배출 요령을 참고하여, 실전에 적용하는 시간을 가져보았다. 교사가 일주일동안
사용한 재활용품과 쓰레기를 제공하고, 모둠별로 12색 사인펜을 사용하여 올바르게 분리해보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분리해야하는 것이 총 12가지 종류였기 때문에 미리 어떤 색으로 재활용 마크에 해당하는 재활용품 및
쓰레기를 나타낼 것인지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진도가 빠른 반은 재활용품이 어떤 재질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화살표로 해당하는 재활용 마크에
연결하도록 하였는데, 활동을 마치고 보니 활동지가 너무 지저분했고, 아이들이 열심히 활동한 것에 비
해 나중에 활용하기 어려워 보였다. 그래서 진도가 빠른 반은 복습하는 겸 각 재활용 마크에 재활용품
의 어떤 부분이 해당하는지 적어보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진도가 빠른 반들에게 같은 내용을 반
복하게 하여 미안하였지만, 상황을 설명해주니 한 번 해본 학생들은 빠르게 내용을 정리할 수 있었다.
아이들은 약과 영수증은 재활용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으며, 음식물이 묻어있는 경우에는 재활용이
어렵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8차시 : 친환경 물병(오호) 만들기(탐구실험)
활동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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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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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나눔 및 후기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 실험인 오호 만들기를 하면서 과학 교과에서의 STEAM 융합
수업을 마무리하기로 하였다. 반 전체가 수업 전 오호에 대한 내용과 실험 방법에 대한 동영상을 시청하
고, 활동지를 먼저 정리하였다. 그리고 실험 방법을 다시 안내하였고, 간단히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모둠
별로 실험을 시작하였다. 모든 반에서 실험은 성공적이었고, 아이들은 촉감놀이 같다며 즐거워했다. 동글
동글한 오호를 만들기 위해 집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단, 해조류의 비린 냄새가 많이 났고, 실험
후 뒤처리가 깔끔하지 못했다는 점이 많이 아쉬웠다.

9차시 : 친환경 물병(오호) 만들기(사례조사)
활동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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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나눔 및 후기
길었던 한 달 간의 STEAM 수업의 마무리는 현재 스타트업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사례를 확인해 보는
것이었다. 오호의 재료와 같은 해조류부터 사탕수수, 커피 찌꺼기 등 쉽게 분해되고 재사용되는 것들
을 활용한 다양한 사례들을 확인하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계획한대로 수업을 진행했지만, 미흡했던 점
이 많아 매 수업을 마치고 항상 아쉬웠다.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어서 고마울 따름이었다. 특
히 학생들은 책상에 앉아서 활동지를 작성하는 것보다 직접 설명을 하고 실험을 하는 것을 정말 좋아
하였다. 다음해에도 SMART 생태계 지킴이 되기 수업을 진행한다면, 아쉬웠던 점을 보완하여 학생들
에게 더욱 유익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싶다.

◎ 학생들의 활동지 : 우수 작품 예시
사이언스타그램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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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언스타그램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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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으로 뒤덮인 세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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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으로 뒤덮인 세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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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으로 뒤덮인 세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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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으로 뒤덮인 세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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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으로 뒤덮인 세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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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으로 뒤덮인 세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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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생활 속 재활용품, 잘 사용하고 잘 분리하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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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생활 속 재활용품, 잘 사용하고 잘 분리하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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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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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와 같은 사례 조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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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교과]
정보 수업 지도안
단원명

3. 문제 해결과 프로그래밍

차시
학습목표

1학년

실생활 문제 해결을 위한 SW를 협력하여 설계, 개발, 비교, 분석한다.

단계
도입

수업

1~2/6

교수•학습 과정
사회 수업에서 구성된 모둠별로 모인다.

학생
순서대로 자유롭게 생각

도덕, 사회 수업을 통해 느낀 플라스틱 쓰레기 문 을 이야기한다.
제를 이야기한다.
전개

-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들을 카테고리로 나누어 총 6쪽의 슬라이드 포맷
제시한다.

(표지포함)에 해결 방법

4. 캠페인 : 웹툰, 애니메이션, UCC, 포스터, 조 을 하나로 결정한 후 모
형물 만들기 등

둠별로 작성한다.

5. 프로그래밍 : 게임, 시뮬레이션, 앱 등
6. 피지컬 코딩 : 기능성 쓰레기통, 분리수거 쓰 협업이 가능한 구글 슬라
레기통 등

이드를 활용하여 모둠원

- 모둠별로 브레인 스토밍

모두가 작성한다.

- 구글 슬라이드에 모둠별로 결정한 해결 방법을
정리한다.
- 교사는 모둠별 슬라이드 작성에 피드백을 제공
한다.
[슬라이드 내용 구성]
8. 표지 : 제목 및 모둠원 구성
9. 어떤 문제를 해결하나요?
10. 왜 이런 생각을 하나요?
11. 어떻게 해결하나요?(결과물에 대한 설명)
12. 어떤 도구를 사용하나요?
13. 어떻게 만드나요?(구체적 역할 및 계획)
14. 최종 결과물
정리

구글 슬라이드에 모둠별로 정리한 내용을 학급내에서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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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차시 예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모둠별로 구현한다.
고
필요한 도구를 체크하고 준비한다.

정보 수업 지도안
단원명

3. 문제 해결과 프로그래밍

차시
학습목표

수업

3~4/6

1학년

실생활 문제 해결을 위한 SW를 협력하여 설계, 개발, 비교, 분석한다.

단계

교수•학습 과정

학생

도입

- 전차시에 작성한 모둠별 계획서를 상기시킨다.

전개

- 각 모둠별 계획서를 가지고 구현한다.

슬라이드의 내용을 확인하

교사는 각 모둠을 돌아보고 피드백을 해준다.

고 구현 작업을 실행한다.

[계획서 예시]
질문과

도움을

요청하고
수행한다.

정리
다음 차시
예고

- 모든 결과물의 자료를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한다.
- 모든 결과물을 완성하고 발표 및 평가한다.
- 평가는 자기평가와 동료평가를 동시에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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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의

교사에게
역할을

정보 수업 지도안
단원명
차시
학습목표
단계
도입

전개

3. 문제 해결과 프로그래밍
수업

5~6/6

1학년

실생활 문제 해결을 위한 SW를 협력하여 설계, 개발, 비교, 분석한다.
교수•학습 과정

학생

- 각 모둠별 결과물의 진행상태를 점검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교사는 각 모둠을 돌아보고 완성도를 높이기 위
한 피드백을 해준다.
- 각 모둠별 발표시간은 5분간 진행함을 안내한다.
- 이미지를 스캔하거나 동영상을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한다.
- 발표시 청중의 태도에 대해 안내한다.

- 슬라이드의 내용을
확인하고 구현 작업을
실행한다.
- 질문과 도움을 교사
에게 요청하고 서로의
역할을 수행한다.
- 모둠원 모두 발표에
참여한다.

- 모든 결과물의 자료를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한다.
- 구글 클래스룸에 평가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제출한다.
-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의 중요성을 한번 더 상기시킨다.
[평가 양식]

정리

다음 차시
예고

모둠별 결과물은 전교생이 함께 공유함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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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 수업을 마치며…
수년간 정보수업을 해오면서 항상 고민하던 것이 있었다.
‘어떻게 하면 문제있는 아이들을 만들까?’
수업 시간에 교사가 내주는 문제를 학생 자신의 문제로 만들 수는 없을까?

우리가 살면서 마주치는 수많은 문제들을 나름대로 해결하기 위해 배움이 필요하다.
어떤 문제들을 ‘나의’ 문제로 인식할 때 배우려는 의지와 동기가 강해진다.
게임을 즐기는 학생들을 보면 누가 뭐라하든 그것에 집중하여 몰입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순간, 게임이 그 학생의 최대 문제인 것이다.

정보 수업을 그렇게 할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가운데 STEAM이 다가왔다.
융합! 협업! 미래사회의 핵심역량이라 외치던 내게 그것이 다가온 것이다.

도덕, 사회, 과학 과목과 같이 하자는 제의가 들어왔을 때, ‘그래, 드디어 문제있는 아이들을 만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STEAM수업에 흔쾌히 수락했다.

수업 주제를 ‘미세 플라스틱’으로 정하고, 수업 계획을 하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설레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각 과목의 전문가이신 선생님들과 함께 하니 든든하고 기대감이 올라갔다.

도덕, 사회에서 주제를 제시하고 주제에 관한 문제의식과 해결 방법을 모색한 후,
과학에서 플라스틱에 대한 과학적 지식들을 바탕으로 대체 물질을 만드는 실험을 하였다.
드디어, 정보 과목에서 미세 플라스틱 문제의 해결 방법을 구체화 시키는 수업을 3주간 진행하였
다.
1차시는 여러가지 해결 방법 예시들을 제시하고, 각 모둠별로 정보 수업에서 배웠던 tool들을 사
용한 해결 방법을 정하고 계획서를 작성했다.(구글 슬라이드에 작성하였으면, 나름대로 다양한 방
법들이 선정되었다. 공유 드라이브를 클릭하세요!)
2차시는 모둠별로 정한 방법을 구현하는 작업을 실행했다.
3차시는 구현 작업을 완성하고 발표를 했다.

자기 평가와 동료 평가를 동시에 진행하여 지금까

지의 활동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친구들의 활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STEAM 수업이후의 수업 시간에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포함한 다양한 쓰레기들의 배출량을 지역
별(국내, 국외)로 비교해봄으로써 데이터를 분석 단원에서 적용해보려고 한다.

이 수업을 마치면서 교사로서 보람도 있었지만, 새로운 고민이 남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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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문제 해결력을 위해 교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배움을 일회용 플라스틱처럼 버리지 않고 계속 가져가게 할 수 있을까?’
첫 경험, STEAM 수업이 나에겐 참 의미있었다.

정보 수업 진행 절차
1주차 : 계획하기
-

모둠원들끼리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하나의 아이디어로 결정하기

-

주어진 구글 슬라이드 양식에 결정된 방법에 대한 구체적 계획서 작성하기

2주차 : 구현하기
-

작성한 계획서를 기반으로 해결 방법 구현하기

-

교사는 각 모둠별로 실행 과정을 살피고 피드백과 도움주기

3주차 : 발표 및 평가하기
-

결과물의 상태를 점검하고 발표 준비하기

-

모둠별로 작품 발표하기

-

자기평가 및 동료평가하기

모둠별 결과물
1.

캠페인 홍보물(UCC, 웹툰, 포스터, 애니메이션, 쓰레기통 디자인)

- 138 -

- 139 -

- 140 -

-

캠페인 영상
https://drive.google.com/file/d/1LYjNOWJ3RlE_9yWdIoA0Jt4kMfXg4-P1/view?usp=shar
ing

-

분리수거 캠페인 뮤비
https://drive.google.com/file/d/11ygJbr36Bq-No_poU7nZdohiGHHIKpYz/view?usp=shar
ing

-

지구를 지키자 캠페인 영상
https://drive.google.com/file/d/11NQNWHcQ25DuYSGngc-4jbpAGytZ-LNM/view?usp=sh
aring

-

캠페인 영상
https://drive.google.com/file/d/12urE-fYVP0hzDA4ZG64vmQoRKuZnLhev/view?usp=sh
aring

-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https://drive.google.com/file/d/1vPjHJMgjfluEzS9vBLMa6HEyA4cqLgPQ/view?usp=shar
ing

2.

분리수거용 게임(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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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수거 게임 : https://scratch.mit.edu/projects/338152743

-

앱 인벤터로 만든 분리수거 게임 앱

3.

시뮬레이션 애니메이션(코딩)

-

분리수거 쓰레기통 : https://scratch.mit.edu/projects/339849738

-

플라스틱 연료 버스 : https://scratch.mit.edu/projects/337305890

4.

기능성 쓰레기통 : 마이크로비트와 센서로 만든 작품

-

과녁을 맞추면 점수가 올라가는 페트병 쓰레기통

-

가까이 가면 자동으로 열리는 쓰레기통

5.

분리수거 보드게임 “분리마블” : 쓰레기 카드를 모두 버려야 이기는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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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형물 “플라스틱 크리스마스 트리” :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로 만든 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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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 스팀연구회 행사소개 및 사진]

Ⅰ. 스팀연구회 행사소개
1.교내 수업연구회에서 연구회 소개, 수업후기 등 발표( 2019. 10. 24. )

2. 환경친화적 뱃지 행사(2019. 10. 31.)
- 행사진행순서
1) 디자인 공모
2) 디자인 심사

당선작 : 1-2 김도진

3) 뱃지제작
- 흑니켈 핀뱃지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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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교 시간 교문맞이 행사를 통해 환경보호 강조와 뱃지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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