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 과학에 흥미를 느끼고, STEAM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문제해결력 신장
◦ 주제중심 STEAM 프로젝트 학습과정을 통한 창의력 및 학생중심 수업 실현
◦ 교과 연계 체험활동 중심 STEAM교육 기회의 확대·운영으로 꿈과 끼를 신장

2. 연구 수행 내용
가.

STEAM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STEAM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교과연계)

- STEAM 관련 과학 교과 성취기준 분석 및 소주제 선정
- 소주제 중심 프로젝트 STEAM교육을 위한 타교과 내용 연계
- 과학 교과 성취기준 중심 STEAM 교수․학습 과정안 개발 과정
교육 과정
내용 분석

융합요소
추출

주제 선정

프로그램 개발

STEAM 프로그램 적용(안)
프로그램명

과학 교과 성취기준 중심 STEAM 프로그램

선행 프로그램명

해당없음

학교급

초

대상 학년(군)

5-6학년군

중심과목

과학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초등학교 5, 6학년 과학 전 영역

연계과목

수학, 미술
음악, 국어, 실과

연계과목
성취기준 영역

초등학교 5, 6학년 교과 전 영역

STEAM
프로그램
구분

개발계획

“이 보고서는 2019년도 정부의 재원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성과물임”

차시
(시수)

과목 연계(안)

1

8

과학(2)+국어(2)+도덕(2)+실과(2)

2

10

과학(2)+사회(2)+미술(3)+국어(2)

3

6

과학(2)+실과(4)+국어(1)

4

7

과학(2)+사회(1)+국어(2)+실과(1)+미술(1)

5

10

과학(3)+수학(2)+실과((3)+미술(2))

6

9

과학(4)+수학(1)+도덕(1)+미술(1)+국어(2)

주제 연번

나.

STEAM 프로그램 개발 세부 내용

STEAM 프로그램 개발 개요

STEAM 프로그램 동아리 활동 연계 운영
- 월 2회 교내 STEAM 동아리 교육 내용 연구 및 개발
- 과학교과 중심으로 학생들의 과학적 상상력과 관찰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주제 선정

1) 동네 하천 살리기 프로젝트
연번
1
2
3
4

차시
1~2/8
3~4/8
5~6/8
7~8/8

2) 신개념 오일펜스 제작하기
연번
1
2
3
4

차시
1~2/10
3~4/10
5~6/10
7~10/10

차시

학습 내용
기름 유출 사고의 심각성을 알고 조사 및 실험하기
연소법을 활용하여 기름 유출 사고 창의적으로 해결하기
흡착법을 활용하여 기름 유출 사고 창의적으로 해결하기
기름유출사고를 해결하는 오일펜스 설계하기

3) 온난화 현상! 바로 잡기!
연번
1
2
3
4

실태 및
요구 분석

학습 내용
다양한 생물이 미치는 영향 알아보기
em 흙공 만들기
em 흙공 하천에 던지기
다양한 캠페인 활동 홍보하기

차시
1~2/6
2~3/6
4~5/6
6/6

학습 내용
이산화탄소 그것이 알고싶다!
지구온난화 무엇이 문제인가?
생활 속 지구온난화 극복 프로젝트!
우리 제품 함께 뽐내보아요!

STEAM
이해 교육

동아리 활동

1-2

프로젝트 실시

동아리 활동 내용
지구촌 환경문제 사례 조사하기 / 쓰레기 생활용 방안 고민하기

3-6
7-9

동아리 조직

버려지는 쓰레기를 새활용하기 위한 제품 디자인하기
새활용
프로젝트

제품 제작에 필요한 쓰레기 수거 및 캠페인 계획하기

10-13

만들어진 캠페인 용품과 새활용품으로 환경보호 캠페인 하기

14-16

정크아트 작품을 제작하여 교내 전시회 열기

STEAM 동아리 활동 모습

4) 지구야 기다려! 우리가 지키는 환경
연번
1
2
3
4

차시
1/7
2~3/7
4~5/7
6~7/7

학습 내용
환경 오염 문제 파악하기
환경 문제와 삶의 관계 이해
쓰레기 재활용하여 새로운 제품 제작하기
환경보호 캠페인 활동

5) 꿈을 담아 나의 미래를 설계하는 My Dream 3D 홀로그램(Hologram)
연번
1
2
3
4

차시
1~3/10
4~5/10
6~7/10
8~10/10

학습 내용
빛놀이 활동을 통해 다양한 렌즈 탐구하기
홀로그램 프로젝터 설계 및 제작하기
잔상효과를 이용한 나의 꿈 표현하기
홀로그램 앱을 통한 컨텐츠 제작하기

6) 플라스틱 쓰레기! 새로운 탄생
연번
1
2
3
4

차시
1~2/9
3~4/9
5~6/9
7~9/9

3. 연구 수행 결과
구분

수행 결과

교수학습지도안 개발 차시
수업 적용 일정

총 50차시
2019.10. ~ 2019.12

(STEAM 수업)수혜학생 수

대천동대초등학교 6학년 177명

사전검사

6월 28일, 2개 학급(60명) 실시 완료

사후검사

10월 31일, 6객 학급 실시 완료

학생 태도검사
학습 내용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확인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해결 방안 탐구
플라스틱의 양면성
플라스틱 쓰레기 새활용하여 무드등 만들기

학생 및 교사 만족도조사

10월 31일 실시 완료
2019.05.25. / 2019.06.29. 가족과 함께하는 STEAM체험 캠프 운영

교사연구회 STEAM 행사 개최

2019.09.10. 교내 STEAM데이 운영(1~6학년)
2019.10.25. 2교시(09:40~10:30) 수업공개

4. 결론 및 제언

[부록1] STEAM 프로그램 개발 내용 및 결과물

-교과와 연계한 융합수업을 통해 학생 중심의 배움 활동 실천
-과학 및 다양한 교과에 대한 융합적 사고를 바탕으로 문제해결력 신장
-성취기준 중심 STEAM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창의인성 함양

동네 하천 살리기 프로젝트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STEAM 교육 자료 보급으로 STEAM 교육 활성화

1. STEAM 프로그램 개발·적용 교육과정
(중심과목)
2015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연번

차시

1

1~2/8

[6 과 04-02]다양한 생물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토의할
수 있다.

2

3~4/8

[6 실 05-09]생활 속의 농업체험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활을 이해하고 실천
방안을 제안한다.

3

5~6/8

[6 도 02-03]봉사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고, 주변 사람의 처지를 공감하여 도와주
려는 실천 의지를 기른다.

4

7~8/8

[6 국 02-04]글을 읽고 내용의 타당성과 표현의 적절성을 판단한다.

(연계과목)
성취기준 영역

2. STEAM 프로그램 총괄표(총 8차시)
차시

주요내용
주제(단원)명
Co

다양한 생물이 미치는 영향 알아보기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미생물(YTN 사이언스)’ 시청하기

- 영상을 시청한 후 미생물이 어떤 분야에 이용되고 있는지 발표하기
Co

‘지구에서 모든 세균이 사라지면 벌어지는 일’ 시청하기

- 세균이 사라지면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CD

다양한 생물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긍정적 역할 조사하기

- 모둠별로 스마트폰, 스마트패드를 활용한 생물의 긍정적인 역할을 찾는다.
ET

1~2/8

우리 모둠에서 조사한 생물의 긍정적 역할 확인하기

- 모둠판을 보며 모둠원들이 조사한 내용을 확인한다.
ET

다른 모둠에서 조사한 생물의 긍정적 역할 확인하기

Co

환경부 환경통계포털 접속하기

- 환경부 환경통계포털 접속 후 다양한 통계자료 중 개인별 한 가지씩을 정한다.
CD

다양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그래프로 나타내기

ET

친구들의 그래프를 보며 다양한 환경문제에 관심 갖기

- 친구들이 정한 통계자료 그래프를 돌아다니며 확인한다.
ET

다양한 생물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긍정적 역할 떠올리며 이야기 나누기

- 개인별로 긍정적 역할에 대해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발표한다.

주제(단원)명
Co

em 흙공 만들기

‘춘천 MBC 뉴스 마구 버린 생활하수, 마을 하천 오염’ 시청하기

- 영상을 시청한 후 마을 하천 오염의 심각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Co

하천을 살리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보기

3. STEAM 프로그램 차시별 수업지도안
중심과목

과학

학교급/학년(군)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생명

중심과목
성취기준

초6
[6과04-02]다양한 생물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 모둠별 스마트패드를 활용하여 하천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조사한다.
CD

3~4/8

하천을 살릴 수 있는 방법 중에 EM 흙공과 관련한 영상 시청하기

주제(단원)명

em 흙공이 하천에 주는 영향 알아보기

Co

우리가 em 흙공을 만들기 위한 재료 알기

- 조사한 재료를 바탕으로 교사가 미리 준비한 준비물과 비교한다.
Co

em 흙공 만들기 순서 알기

CD

em 흙공 만들기

ET

em 흙공이 하천의 오염도 개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기

주제(단원)명
Co

em 흙공 하천에 던지기

학습목표

연계과목

5~6/8

CD

우리 고장의 하천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 살펴보기

ET

우리가 em 흙공으로 하천 살리기

ET

em 흙공을 던지며 들었던 생각 이야기 나누기

- 자신이 하천을 위해 만들었던 em 흙공을 던지며 들었던 생각을 발표한다.
주제(단원)명
Co

em흙공의 발효과정에서 생기는 미생물 파악 및 정화과정 이해
A 우리 주변의 하천의 사진자료를 통한 시각화
M 환경통계포털 자료 증 하나를 선택하여 그래프화
다양한 생물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em흙공이 하천의 정화작용에 도움이

개발 의도

다양한 캠페인 활동 홍보하기

되는 부분을 이해하며 em흙공에 관한 캠페인활동을 함으로써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도록
한다.

우리 고장의 하천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 토의하기

ET

*em흙공을 널리 알리는 캠페인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여 자연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다.
연계과목
수학, 실과, 도덕, 창체, 국어
성취기준 영역

E

우리 주변에 있는 하천 사진 보기

-모둠별로 모둠판을 활용하여 하천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토의한다.

*우리고장의 하천 생태계를 파악하고 em흙공을 만들어 던질 수 있다.

T
STEAM
요소

‘[수생태보전과] 우리 하천, 다시 숨쉬다.’ 시청하기

- 학생들이 사전 조사한 하천의 사진들을 화면을 통해 보여준다.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생물이 존재한다. 눈에 보이는 것에서부터 눈에 안 보이는 것까지 그 종류만
해도 어마어마하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눈에 안 보
이는 생물에 의해 인간의 삶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게 한다. 이러한 생물이 우리 주변 하천에도 많이
서식하고 있음을 이해하고 우리 고장의 하천 생태계를 파악하고 오염으로부터 지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오염된 하천을 되살리는 방법 중 미생물을 활용한 em흙공이 있다는 것을 학습하고
em흙공의 정화 원리, 만드는 순서 등을 익혀 직적 만들어본다. 손수 많든 em흙공을 우리 주변의 하
천에 던져보고 환경봉사활동을 실시하여 자연의 소중함을 알고 보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기른다.

‘[문화직업 30] 캠페인플래너(광고기획자) 편’ 시청하기

상황 제시

- 영상을 시청한 후 캠페인플래너의 의미를 파악한다.
Co

CD

em 흙공 캠페인 준비하기

- 모둠별로 정한 캠페인 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준비한다.
ET

em 흙공 캠페인하기

- 먼저 학급에서 각자 모둠이 계획한 캠페인 활동을 발표한다.
- 캠페인 활동을 보고 내용의 타당성과 표현의 적절성을 판단한다.
ET

em 흙공 캠페인을 준비하며 들었던 생각 나누기

창의적 설계

우리 주변에는 눈에는

em 흙공 캠페인 방법 나누기

안보이지만 우리

- 모둠별로 생각한 캠페인 방법을 모둠장이 나와 칠판에 적는다.
7~8/8

총 8차시

S 다양한 생물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긍정적인 역할 이해

- 영상을 시청한 후 하천을 살리기 위해 노력한 점들을 발표한다.
Co

차시

*다양한 생물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긍정적인 역할을 이해할 수 있다.

-영상을 시청하고 em 흙공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눈다.
ET

동네 하천 살리기 프로젝트

토의한다.

STEAM
학습
준거

상 생활에 긍정적 영향을
황 주는 생물들이 많이
제 있습니다. 그 생물들을
시
보호하고 보전하는

창
의
적
설
계

다양한 생태계 조사하기
하천 오염 대책 파악하기
em흙공의 원리 및
특성 이해하기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감성적 체험

em흙공을 우리 주변
감
하천에 던져보고 이를 성
널리 알릴 수 있는
적
캠페인 활동 계획 및 체
험
실천하기

◎ 1-2차시 교수-학습활동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미생물(YTN 사이언스)’ 시청하기
(https://www.youtube.com/watch?v=gwgiDgyBKYU)
도입
- 영상을 시청한 후 미생물이 어떤 분야에 이용되고 있는지 발표하기
(10 분)
- 영상에 나온 분야 말고 자신이 알고 있는 미생물이 사용되는 분야 이야기하기
- 미생물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추측하기

-영상을 시청하고 em흙공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눈다.
-em흙공은 어떤 원리로 하천을 살리는지 자료를 찾아본다.
ET em흙공이 하천에 주는 영향 알아보기
-em흙공의 효과를 포스트잇에 써서 칠판에 붙인다.
-대표 한명이 나와 em흙공의 효과를 읽는다.
Co 우리가 em흙공을 만들기 위한 재료 알기
- 인터넷 자료를 활용해 em흙공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재료가 필요한지 조사한다.
- 조사한 재료를 바탕으로 교사가 미리 준비한 준비물과 비교한다.
Co em흙공 만들기 순서 알기
- 놓여져 있는 재료를 바탕으로 어떤 순서로 em흙공을 만들지 생각한다.
- 교사가 em흙공 만드는 순서를 제시한다.
CD em흙공 만들기
- em흙공을 모둠별로 순서를 기억하며 만든다.

학습자료
및 유의점

Co

‘지구에서 모든 세균이 사라지면 벌어지는 일’ 시청하기
(https://www.youtube.com/watch?v=Gu7Z7eV7G2A)
- 세균이 사라지면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CD 다양한 생물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긍정적 역할 조사하기
- 모둠별로 스마트폰, 스마트패드를 활용한 생물의 긍정적인 역할을 찾는다.
- 찾은 내용을 바탕으로 긍정적 역할을 포스트잇에 한 가지씩을 쓴다.
- 모둠판에 포스트잇을 붙인다.
- 조사한 내용이 겹치면 그 위에 덧붙인다.
ET 우리 모둠에서 조사한 생물의 긍정적 역할 확인하기
전개 - 모둠판을 보며 모둠원들이 조사한 내용을 확인한다.
(70 분) ET 다른 모둠에서 조사한 생물의 긍정적 역할 확인하기
- 다른 모둠을 돌아다니며 친구들이 조사한 긍정적 역할을 확인한다.
- 우리 모둠에서 조사하지 못한 긍정적 역할이 있으면 포스트잇에 써서 자신의
모둠 모둠판에 붙인다.
Co 환경부 환경통계포털 접속하기
- 환경부 환경통계포털 접속 후 다양한 통계자료 중 개인별 한 가지씩을 정한다.
CD 다양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그래프로 나타내기
- 각종 통계자료 중 관심 있는 분야의 자료를 띠그래프, 원그래프 등으로 나타낸다.
ET 친구들의 그래프를 보며 다양한 환경문제에 관심 갖기
- 친구들이 정한 통계자료 그래프를 돌아다니며 확인한다.

동영상

Co

동영상,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포스트잇,
모둠판,
그래프
학습지

Co ‘춘천MBC뉴스 마구 버린 생활하수, 마을 하천 오염’ 시청하기
(https://www.youtube.com/watch?v=_STsawXKLSg)
도입
- 영상을 시청한 후 마을 하천 오염의 심각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10 분)
- 우리 주변의 하천이 무엇이 있는지 발표한다.
- 우리 주변의 하천도 오염이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이야기를 나눈다.
Co 하천을 살리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보기
- 모둠별 스마트패드를 활용하여 하천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조사한다.
전개
- 모둠별로 조사한 방법을 발표한다.
(70 분)
CD 하천을 살릴 수 있는 방법 중에 EM흙공과 관련한 영상 시청하기
(https://www.youtube.com/watch?v=VNFL7ZA0YWI)

◎ 5-6차시 교수-학습활동
교수-학습 활동

‘[수생태보전과] 우리 하천, 다시 숨쉬다.’ 시청하기
(https://www.youtube.com/watch?v=8s15gpqJxFg)
도입
- 영상을 시청한 후 하천을 살리기 위해 노력한 점들을 발표한다.
(10 분)
- 하천을 살리면 좋은 점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우리가 손쉽게 할 수 있는 하천 보전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학습자료
및 유의점

Co

◎ 3-4차시 교수-학습활동
교수-학습 활동

ET em흙공이 하천의 오염도 개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기
정리 - em흙공이 하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발표한다.
(10 분) ET em흙공을 만들면서 느꼈던 점 발표하기
- em흙공을 만들며 느꼈던 감정들을 순서대로 발표한다.

학습
과정

ET 다양한 생물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긍정적 역할 떠올리며 이야기 나누기
정리 - 개인별로 긍정적 역할에 대해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발표한다.
(10 분) ET 환경문제에 대한 자신의 느낌 이야기하기
- 환경부 누리집에 게시된 다양한 자료를 본 느낌을 이야기한다.

학습
과정

,em 흙공재료

학습자료
및 유의점

동영상

동영상,
스마트패드,포
스트잇,
em 흙공
만드는 순서
PPT

Co 우리 주변에 있는 하천 사진 보기
- 학생들이 사전 조사한 하천의 사진들을 화면을 통해 보여준다.
- 하천의 사진에서 찾을 수 있는 다양한 생태계에 모습을 발표한다.
- 내가 미처 찾지 못한 생태계의 모습을 기억해둔다.
CD 우리 고장의 하천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 토의하기
-모둠별로 모둠판을 활용하여 하천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토의한다.
전개
-모둠장은 모둠원들의 의견을 모둠판에 정리한다.
(70 분)
ET 우리 고장의 하천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 살펴보기
-모둠별로 정리해 둔 모둠판을 모둠끼리 서로 돌려가며 읽는다.
-우리 모둠에 없는 내용을 기억해 두었다가 보충하여 정리한다.
ET 우리가 em흙공으로 하천 살리기
- 자신이 만든 em흙공을 하천에 가서 던진다.
- 하천 주변의 쓰레기들을 청소한다.
ET em흙공을 던지며 들었던 생각 이야기 나누기
정리 - 자신이 하천을 위해 만들었던 em흙공을 던지며 들었던 생각을 발표한다.
(10 분) ET 하천 주변을 청소하며 느꼈던 감정 나누기
- 수많은 쓰레기를 청소하며 들었던 감정을 발표한다.

동영상

동영상,
하천사진,
모둠판,
학습지,
em 흙공,
쓰레기봉투,
위생장갑,
쓰레기집게

4. 학생활동지 / 학생참고자료

◎ 7-8차시 교수-학습활동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Co

학습자료
및 유의점

‘[문화직업30] 캠페인플래너(광고기획자) 편’ 시청하기

(https://www.youtube.com/watch?v=bvbRXyFFSvs)
도입
- 영상을 시청한 후 캠페인플래너의 의미를 파악한다.
(10 분)
- 캠페인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안다.

1~2/8
1.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미생물 / YTN 사이언스
`https://www.youtube.com/watch?v=gwgiDgyBKYU

동영상

미생물은 인체뿐만 아니라 생명이 존재하는
환경이면 어디서든 존재하는데 특히 유익한
미생물 경우 정화작용이 탁월해서 환경문제
를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한다. 미생
물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분야에 대해
알아본다.

- 우리가 할 수 있는 캠페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Co

차시

em흙공 캠페인 방법 나누기

- 모둠별로 캠페인 방법의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한다.
- 모둠별로 생각한 캠페인 방법을 모둠장이 나와 칠판에 적는다.
- 모둠별로 원하는 캠페인 방법을 선택한다.
(1모둠: 노래가사 개사를 통한 캠페인활동/ 2모둠: 서명운동을 통한 캠페인활동/
3모둠: 전단지 배포를 통한 캠페인활동/ 4모둠: 영상제작을 통한 캠페인활동/
5모둠: 티셔츠 디자인을 통한 캠페인활동/ 6모둠: 사진전을 통한 캠페인활동)
em흙공 캠페인 준비하기
전개
(70 분) - 모둠별로 정한 캠페인 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준비한다.
CD

학습지,
모둠별
캠페인활동을
위한 재료,
평가학습지

2. 지구에서 모든 세균이 사라지면 벌어지는 일
https://www.youtube.com/watch?v=Gu7Z7eV7G2A

- 캠페인 방법에 따른 만드는 순서를 정한다.
- 각자 역할 분담하여 캠페인 도구 등을 만든다.
ET

em흙공 캠페인하기

- 먼저 학급에서 각자 모둠이 계획한 캠페인 활동을 발표한다.
- 캠페인 활동을 보고 내용의 타당성과 표현의 적절성을 판단한다.
- 쉬는 시간, 점심시간,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해 캠페인 활동을 한다.
- 캠페인 하는 모습을 사진에 담는다.
ET

세균이 주는 이로움과 해로움을 동시에 소
개하고 만약 모든 세균이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아본다.

em흙공 캠페인을 준비하며 들었던 생각 나누기

정리 - 준비과정부터 만드는 과정까지 느꼈던 감정 나누기
(10 분) ET 지속적인 캠페인 활동을 하기 위한 방법 생각하기
-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 있는 캠페인 활동을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은지 발표하기

3. 환경부 환경통계포털
http://stat.me.go.kr/nesis/mesp/stat/branch/branchStat.do?task=I&menu_id=106H_01_001

분야별 통계 안에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고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환경수치와 관련된 자
료들이 탑재되어 있음.

차시

1~2/8

이름
환경통계포털에 접속하여 원하는 자료를 한 가지 선택하세요.

차시

3~4/8
1. 춘천 MBC 뉴스 마구 버린 생활하수, 마을 하천 오염
https://www.youtube.com/watch?v=_STsawXKLSg

자료를 보고 어떤 그래프로 작성할지 정해보세요.

자료를 바탕으로 그래프로 나타내어 보세요.

하천오염의 심각성을 알기 위해 뉴스를 시
청하며 어떤 것들이 하천을 오염시키는지 파
악하고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라는 것을 알도록 한다.

그래프 작성 참고 자료

2. [국립환경과학원] 전국수질오염원조사 알아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zP4_TwPvLHc

전국오염원조사는 매년 17 개 광역시와 229
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매립계, 환경기초시설 등 8 개 항목의
수질오염원현황을 조사하는 것에 관한 영상
이다.

3. 도시 곳곳에 '하얀거품'…오염물질·폐수가 원인
https://www.youtube.com/watch?v=gwM1JEnaoj4

하얀 거품으로 뒤덮인 도시 하얀 거품의 정
체는? 거품의 정체를 알아보며 우리의 생활
습관이 하천오염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있
는지 파악한다.

차시

3~4/8
4. 동두천시 EM 흙공으로 신천 수질환경 개선

차시

3~4/8
5. 들어는 봤나 'EM 흙공', 무엇에 쓰는 물건이냐면...
마치 가는 솜처럼 생긴 곰팡이가 핀 것 같다. 가
까이 다가가 보니 친근한 냄새까지 나는데, 이것
이 요즘 한참 뜨고 있는 EM 흙공이다. 혹자는
EM 을 Excuse Me 라고 하는데, EM 이 뭘까?
EM 은 Effective Micro-organisms 의 머리글자를
딴 약자로 유용한 미생물들을 뜻한다. 효모, 유산
균, 누룩균, 광합성 세균, 방선균 등 80 여 종의
미생물이 들어 있어 수질 정화, 악취 제거, 식품
산화 방지, 음식물 쓰레기 발효, 그리고 부패 억
제까지 탁월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인지 요즘 EM 친환경제품을 만들고 이용하
는 것이 트렌드로 여겨질 정도다.
EM 발효액을 황토와 발효촉진제 등과 함께 섞어
공으로 만들어 2 주 정도 숙성시키면 이렇게 정체
모를 비주얼을 가진 EM 흙공이 탄생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EM 흙공이 광주지역 하천에 던져지고 있다. 여러 실험 결과, EM 발효액은 각종 유
해물질로 오염된 하천을 살리고, 그곳에서 서식하고 있는 동식물의 생태환경도 회복하는 것으로 알
려졌다. 이 활동을 주도하고 있는 지구시민운동연합 광주지부는 광산구청의 지원 아래 정기적으로
지역 주민들과 풍영정천에 흙공을 던지고 있다. 최근 광산구 도심을 관통하여 흐르는 풍영정천에서
하천오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러한 환경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이 오염된 하천을 살리는데
많은 힘이 되고 있다. 지구시민운동연합의 하천살리기 활동은 광주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광주시교육청의 협조로 관내 중·고등학교에서 'EM 흙공 만들기 및 던지기' 체험교육도 활발히
진행중이다. 올해 상반기만 30 여 곳 학교에서 이 교육을 실시했다. 수업시간 학생들이 만든 EM 흙공
은 영산강, 광주천 등에 던져지고 있다.
최근들어 이와 같은 하천살리기 활동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다. 광주환경연합은 광주천 수질을 구
간별로 조사하고 그 심각성을 측정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도심 내에 잠들어있는 복개하천의
실태를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코자 하는 시민교육
도 진행할 예정이다. 녹색연합 또한 도시의 개발
로 땅으로 스며들지 못하는 빗물을 땅속으로 순
환시키는 '물순환도시 광주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EM 흙공 던지기 활동에 참여한 김은재 학생은 "
학교 봉사시간을 채우려고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
하천에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지 눈으로 직접 보
게 됐다"며 "스스로 일회용품을 안 쓰려고 노력
하고 있는데, 어른들도 강가나 공원에 쓰레기를
제발 버리지 말아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자연에서 공생하며 또 그 자연을 재생의 방향으
로 만드는 착한 미생물 EM. EM 이야말로 인간과
지구가 조화롭게 만들어가야 할 모델을 몸소 보
여주고 있는 게 아닐까.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차시

5~6/8

이름

7~8/8

이름

하천 사진을 아래에 붙이세요.
하천 예시 사진 1

차시

우리 모둠에서 정한 em흙공 캠페인 방법을 쓰세요.
하천 예시 사진 2

em흙공 캠페인을 위한 준비물을 쓰세요.

em흙공 캠페인을 위한 역할을 쓰세요.

사진에서 찾을 수 있는 생태계의 모습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em흙공 캠페인 준비를 위한 순서를 쓰세요.

우리 고장의 하천을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정리해보세요.

차시

5. 교사자료

7~8/8

차시

이름

EM 흙공의 원리

em 흙공이 수질정화 악취 제거하는 원리는 EM 미생물들이 유기물을 분해하는 작용 때문입니다.

다른 모둠의 캠페인 활동을 평가해보아요.
모둠

3~4/8

캠페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캠페인 내용은

캠페인 표현은

참여하였나요?(상, 중, 하)

타당하였나요?(상, 중, 하)

적절하였나요?(상, 중, 하)

유기물을 재구성하여 증식하는데 필요한 몸 구성 분자로 만들어 생존하고 번식하는 이 과정에서
오염 물질이 제거됩니다. 오염물질이 제거되면 수질이 정화되고 악취도 제거됩니다. EM 미생물이 잘
자라면 EM 미생물들이 오염원 유기물 분해하는 작용을 지속하는 데요. 흙공에 EM 미생물을 배양하
여 흙공을 만들어 오래되어도 흙공속의 미생물들은 생존하며 흙공을 물속 오염원에 던져 놓으면 EM
미생물들이 서서히 지속해서 물에 풀려 나와서 오염원을 분해하여 제거하는 것입니다.
준비물 : 황토 1 ㎏, 쌀뜨물 발효액, 삽, 이름표, 저울, 그릇, 체 를 준비 합니다.
1) 덩어리 부수기: 땅 속의 흙으로 물기가 있고 덩어리가 딱딱하게 붙어 있어 잘게 부수는 작업을 했
습니다. 곱게 부셔줘야 하기 때문에 열심히 움직였답니다.

캠페인 활동을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모둠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2) 저울에 달아보기: 하나에 200g 씩 5 개를 만들기 위해 저울로 무게를 잽니다.[
3) EM 발효액 섞어주기: EM 발효액을 반죽이 되도록 섞어 줍니다. 마른 흙이면 정량이 들어가지만
젖은 흙은 조금 적게 들어갔습니다. 물로 희석 하지 않은 것이 좋을 듯 합니다.

4) 공처럼 만들기: 미세하게 반죽을 하여 작은 주먹 크기로 둥글게 공처럼 만들어주면 모든 과정이
끝납니다. 이렇게 따뜻하고 너무 건조 하지 않은 곳에 두고 산소가 공급되며 빛이 들지 않은 곳에
10 일 정도 두면 됩니다.

차시

5~6/8

등급별 수서곤충
수질기준

지 표 어 종

수 서 곤 충
플라나리아, 엽새우, 가재, 톡톡이류,

1급수

연준모치, 금강모치, 버들치,

하루살이류(기타), 고려측범잠자리,

열목어, 버들개, 산천어,

쇠측범잠자리, 강도래류, 뱀잠자리류,

둑중개

날도래류(물, 광택, 입술), 각다귀류, 멧모기류,
개울등에류

갈겨니, 돌고기, 참마자,
2급수

꺽지, 쉬리, 퉁가리,
자가사리, 은어, 다슬기,
꼬마하루살이, 밀어

선충류, 하루살이(강, 동양, 납작, 세갈래,
등줄), 고려측범잠자리, 쇠측범잠자리,
뱀잠자리류, 날도래류(기타), 여울벌레류,
물삿갓벌레류, 각다귀류, 등에류, 먹파리류,
깔다구류(흰색)

5) 미생물 번식이 매우 잘 된 상태: 우리가 만든 것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 해봅니다. 유효하다
고 하니 이쁘게 보입니다. 이런 좋은 것을 배우게 되어 너무 좋습니다. 관심을 가지는 방향에 따라
배움도 달라지는듯 합니다.
붕어, 메기, 잉어, 뱀장어,
3급수

참붕어, 미꾸리, 미꾸라지,
동자개, 몰개, 거머리,

거머리류, 다슬기, 조개류, 새뱅이류,
하루살이(꼬마, 연못, 등딱지), 잠자리류(기타),
딱정벌레류

실지렁이

자료출처

[출처] EM 흙공 만들기|작성자 히야신스

자료출처

4급수

물고기가 살수 없다

5급수

물고기가 살수 없다

깔다구류(붉은색), 실지렁이류, 나방파리류,
꽃등에류

실지렁이류, 나방파리류, 깔다구류(붉은색),

하천 살리기와 녹색도시 만들기 - 환경운동연합

꽃등에류

차시

자료출처

5~6/8

서울시도심권 50 플러스센터

차시

자료출처

5~6/8

한겨레 환경생태 전문 웹진

차시

5~6/8

차시

5~6/8

물의 순환 과정

물의 정수 과정

자료출처

한겨레 환경생태 전문 웹진

자료출처

하천 살리기와 녹색도시 만들기 - 환경운동연합

6. 차시별 학생 평가기준 및 방법
차시

평가기준(성취수준)

신개념 오일펜스 제작하기
평가방법

평가도구

1. STEAM 프로그램 개발·적용 교육과정

1~2/8

상

다양한 생물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긍정적인 역할을 3 가지 이상 말할 수 있다.

중

다양한 생물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긍정적인 역할을 2 가지 말할 수 있다.

하

관찰 및
산출물평가

관찰 및
산출물평가지

다양한 생물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긍정적인 역할을 1 가지 말할 수 있다.

상

em 흙공의 효과를 알고 순서대로
능숙하게 만들 수 있다.

중

em 흙공의 효과를 알고 순서대로 만들 수 있다.

(중심과목)
2015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연번

차시

1

1~2/10

2

3~4/10

3

5~6/10

4

7~10/10

(연계과목)
성취기준 영역

[6과05-01] 생태계가 생물 요소와 비생물 요소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고 생태
계 구성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음을 설명할 수 있다.
[6사01-04] 우리나라 자연재해의 종류 및 대책을 탐색하고, 그와 관련된 생활
안전 수칙을 실천하는 태도를 지닌다.
[6국03-02] 목적이나 주제에 따라 알맞은 내용과 매체를 선정하여 글을 쓴다.
[6미02-03]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아이디어와 관련된 표현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다.

2. STEAM 프로그램 총괄표(총 10차시)
3~4/8

관찰 및
산출물평가

체크리스트

차시

주요내용
주제(단원)명

하

em 흙공의 효과를 알고 있으나
순서대로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다.

Co
CD

기름 유출 사고의 심각성을 알고 조사 및 실험하기

다양한 기름유출사고 조사하기
교사가 제시한 다양한 환경의 기름 유출사고 재현하기

- 필요한 재료 준비, 실험순서 계획하기
상

1~2/10

우리 고장의 하천 주변의 생태계를 관찰하고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말할 수 있다.

CD

ET

5~6/8

중

우리 고장의 하천 주변의 생태계를 관찰하고
할 수 있는 일을 말할 수 있다.

하

우리 고장의 하천 주변의 생태계를 관찰하고
할 수 있는 일을 말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실험과 실재의 차이점과 공통점 알아보기

- 실험 재료와 실재 사고를 연결 짓고 차이점과 공통점 과학적으로 알아보기
실험 과정 및 결과 발표하기

- 계획한 실험과 결과를 발표하고 공유하기
산출물 평가/

관찰평가지

ET

모둠별 피드백과 실험에 관한 이야기하기

주제(단원)명
Co

연소법을 활용하여 기름 유출 사고 창의적으로 해결하기

준비해온 재료를 분류하기

- 준비한 재료를 다양하게 분류하고 불에 잘타는 것과 타지 않는 것으로 예상하여 분류한다.
- 실제 재료들을 불로 태워보고 예상을 확인한다.

상

캠페인 활동을 세세히 계획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CD

3~4/10
7~8/8

중

캠페인 활동을 계획하고 참여할 수 있다.

관찰 및
산출물평가

관찰평가지

연소의 조건 실험하기

- 준비한 재료를 활용하여 연소의 조건을 활용하는 실험을 한다.
CD

기름유출사고와 연소법

- 기름유출사고에서 연소법을 활용했을 때 결과를 예상하고, 연소법의 장단점을 앞실험과
연관지어 생각한다.
ET

하

캠페인 활동을 계획하고 참여하는데 소극적이다.

실험 과정 및 결과 발표하기

- 계획한 실험과 결과를 발표하고 공유하기
ET

모둠별 피드백과 실험에 관한 이야기하기

주제(단원)명
Co

A 기름 유출로 인한 피해 사례의 시각화
M 기름 유출의 오염 정도 계산 및 그래프화

흡착법을 활용하여 기름 유출 사고 창의적으로 해결하기

흡착포 실험하기

- 검은색 유성 색소를 녹인 식용유에 돌을 담궈 둔 뒤 흡착포를 활용하여 닦아본다.

개발 의도

- 기름을 잘 제거할 것 같은 재료들로 돌의 기름을 제거하고 예상과 결과를 정리한다.
CD

5~6/10

실제 해양생태계 및 기름 유출로 인한 상황 제시와 조사로 시작한다. 그리고 매 차시와 전체차시의

흡착가루 실험하기

스토리에서 문제 중심 설계와 탐구활동, 비구조화된 학습지를 중심으로 주활동이 이루어진다. 학생들

- 준비한 재료를 활용하여 흡착가루를 활용한 기름 제거실험을 한다.
CD

도 잘 알고 있는 환경문제 특히 기름 유출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에 집중함으로써 학생들은 교과통합

기름유출과 흡착법

- 기름유출사고에서 흡착법을 활용했을 때 결과를 예상하고, 흡착법의 장단점을 앞실험과

요소 뿐만 아니라 과학자처럼 탐구하는 방법과 과학적 탐구력을 배양하고 융합적 사고를 기를 수 있
을 것이다.

연관지어 생각한다.
ET

상황 제시

실험 과정 및 결과 발표하기

Co

검게 물들었습니다.

모둠별 피드백과 실험에 관한 이야기하기

주제(단원)명

기름유출사고를 해결하는 오일펜스 설계하기

각 기름유출 상황에 맞는 오일펜스 설계하기

- 모둠별로 달리 제시된 기름 유출 상황을 분석하고, 위험요소를 정리한다.

상
STEAM
황
학습
제
준거
시

-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오일펜스를 앞의 과학적 원리와 함께 설계한다.
CD

창의적 설계

아름다운 우리 바다가

- 계획한 실험과 결과를 발표하고 공유하기
ET

생태계의 균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양 오염이 주는 피해를 알고 생태계 보전의 필요
성을 알고, 서로 공유하는 학습활동을 통해 스스로 참여하도록 한다.

바로 기름유출
때문인데요. 끔찍한
기름유출사고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창
간이 기름유출 사고 실험,
의
적 기름유출사고 예방 및 해결방법,
설
실험과 실재의 차이
계

CD

오일펜스 1차제작 및 발표

오일펜스를 설명할 자료 만들기

발표하기

감성적 체험

◎ 1-2차시 교수-학습활동
학습
과정

설명자료와 작품 발표하기

※ STEAM 학습 준거 표시(
Co

- 발표하고 서로 피드백한다.
ET

과학동화 제작 및

오일펜스 수정 및 2차 발표

- 자신들에게 설정된 상황과 설계한 오일펜스를 설명할 자료를 만든다.
ET

기름유출사고 관련

Co

교수-학습 활동
상황 제시, CD 창의적 설계,

ET

감성적 체험)

다양한 기름유출사고 조사하기

도입 - 기름 유출 사고 영상 시청한다.
(10 분) - 기름 유출 사고로 인한 심각성을 알고, 피해를 느낀다.

프로젝트 마무리하기

- 기름 유출 사고가 일어난 상황을 조사한다.

3. STEAM 프로그램 차시별 수업지도안
중심과목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과학

학교급/학년(군)

생명

중심과목
성취기준

주제(단원)명

새로운 오일 펜스 제작하기

초5
[6과 05-03] 생태계 보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생테계 보전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차시

대해 토의할 수 있다.

총 10 차시

Co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기름유출사고 조사하기

CD

간이 기름유출사고 실험하기

• 기름 유출 사고 간이 실험
전개
(70 분)

- 식용유에 검은 색소를 타고 기름 유출 간이 실험을 한다.
- 밀려온 식용유를 통해 해안가의 피해를 유추한다.
• 상황에 따른 실험 재연하기
- 모둠별로 다양한 상황(바다 한가운데 배가 침몰된 상황, 기름이 해안가로

해양 생태계의 구조와 중요성 기름 유출 사고와 연계하여 말할 수 있다.
학습목표

감
성
적
체
험

있을까요?

- 모둠별, 교사의 피드백을 토대로 오일펜스를 수정하고 2차 발표 및 피드백을 한다.
Co

의지 기르기,

방법은 어떤 것들이

- 설계를 토대로 오일펜스를 제작하고 모둠별 발표를 한뒤 피드백을 가진다.
7~10/
10

기름유출사고 해결

밀려온 상황, 파도가 심한 상황 등)에 따른 실험을 구성하여 재연한다.

기름 유출 해결 방법의 과학적 원리를 알고 실험할 수 있다.

배운 내용과 창의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오일펜스를 제작하며 과학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연계과목
연계과목
미술, 사회, 국어
성취기준 영역
S 해양 생태계 구조와 균형, 해양 생태계 파괴와 복원에 찾을 수 있는 과학원리
STEAM
T
기름 유출로 인한 오염 정도를 측정하는 기술, 해양 생태계 복원에 필요한 기술
요소
E

학습자료
및 유의점
EBS
클립뱅크
(허베이스피리
트호의 진실)

태블릿 PC,
학습지, 기름
유출 실험
재료들(검은
색소, 수조,
식용유,
소금물, 풍선,
모래주머니
등)

- 해당 상황에서 일어나는 결과를 토대로 실재 상황에서 일어나는 피해를 토의한다.
Tip!

정리
(10 분)

ET

확인한 기름 유출 상황을 생각하며 현재 자신의 지식을 이용하여 방안 토의 후
자유롭게 정리한다.

오염사례를
통해 환경
보전 의식을
키운다.

◎ 3-4차시 교수-학습활동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Co

도입
(10 분)

◎ 7-10차시 교수-학습활동
학습자료
및 유의점

준비해온 재료를 분류하기

- 준비한 재료를 다양하게 분류하고 불에 잘타는 것과 타지 않는 것으로 분류

PPT

학습
과정
도입
(20 분)

- 실제 재료들을 불로 태워보고 예상을 확인한다.

교수-학습 활동
Co

오일펜스 사례 조사하기

- 오일펜스의 정의와 종류를 알고, 펜스가 사용되는 사례를 공유한다.
CD

학습자료
및 유의점
물과
실험
물에
물질

기름
장치,
뜨는
실험

오일펜스 제작하기

• 오일펜스 제작하기
CD

연소의 조건 실험하기

- 이전 시간 토의로 준비된 재료를 이용하여 오일펜스를 제작한다.

• 촛불의 연소 실험

- 개인별로 준비된 학습지에 실험 결과를 정리한다.
전개
(150 분) CD 오일펜스의 장단점 찾기

- 실험 교구를 이용하여 촛불의 연소 실험을 한다.
- 개인별로 준비된 학습지에 실험 결과를 정리한다.
CD

전개
(70 분)

다양한 물질 연소 결과 예상 및 확인하기

- 준비한 다양한 물체들을 기준에 따라 분류한다.
- 물체들을 탈 것과 안 탈 것으로 분류하고 이유를 이야기 한다.
연소법의 장단점 찾기

- 두 실험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소법의 장단점을 토의하여 정리한다.
ET

모둠별 피드백과 실험에 관한 이야기하기

모둠별로 토의 결과를 발표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눈다.

◎ 5-6차시 교수-학습활동
학습
과정
도입
(10 분)

교수-학습 활동
Co

흡착 마인드맵 하기

- 흡착 단어를 중심으로 마인드맵을 하도록 한다

CD

- 실험 교구를 이용하여 기름 흡착 실험을 한다.
- 개인별로 준비된 학습지에 실험 결과를 정리한다.
CD

흡착법의 장단점 찾기

- 전 실험에서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물체를 이용하여 식용유를 흡착하여 봅시다.
- 식용유가 묻은 돌을 흡착 물질로 닦아 봅시다.
- 두 실험의 결과를 바탕으로 흡착법의 장단점을 토의하여 정리한다.

ET

정리
(10 분)

학습자료
및 유의점
동영상,
학습지

흡착의 원리 실험하기

• 기름 흡착 실험
전개
(70 분)

설명자료 발표회

- 설명자료 발표 및 공유하기
ET

프로젝트 정리하기

- 프로젝트 소감 발표하기
- 기름 유출 예방 및 해결 공언하기

- 전 실험에서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물체를 태워보면서 관찰한다.

정리
(10 분)

CD

정리
(10 분)

- 실제 물체를 태워 본 뒤 결과를 정리한다.
CD

- 제작한 오일펜스를 보완하면서 오일펜스의 장단점을 토의하여 정리한다.

다양한 재료,
연소에 필요한
준비물
(페트리접시,
토치, 점화기)

발표하기 및 다음 수업 토의 하기

- 모둠별로 토의 결과를 발표하고, 흡착법의 장단점을 서로 토의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다양한 흡착 형태를 조사하고 공유한다.

흡착포,
흡착가루,
기름유출실험
재료,
다양한 기름
제거 물질들,
학습지

오일펜스 제작
재료
연소, 흡착법
활용 실험재료
필기도구
공작도구

4. 학생활동지 / 학생참고자료

차시

차시

1~2/16

1~2/16

삼성-허베이스피릿호 원유 유출 사고(통칭 태안 기름 유출사고)

기름 유출 사고와 해양 생물의 영향

서해안기름유출사건 또는 사건 유발 당사자들의 이름을 명

오늘날 바다는 유류, 중금속, 방사성물질, 합

시하기 위하여 '삼성-허베이스피릿호 원유 유출 사고'라고

성 화학물질 등 각종 오염물질로 몸살을 앓고

도 한다. 2007년 12월 7일 서해안의 태안 앞바다에서 유조

있다. 그 중 기름은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에

선 허베이스피릿호와 해상 크레인이 충돌하여 대량의 기름
이 유출된 해양오염 사고를 말한다. 삼성 예인선단 2척이

다른 어떤 오염물질보다 관심도가 높다. 원유

인천대교 건설공사에 투입되었던 삼성중공업의 해상크레인

는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에너지원이지만, 순간적인 실수로 인해 해상으로 유출되면

을 쇠줄에 묶어 경상남도 거제로 예인하던 도중에 한 척의

해양생태계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독이 된다. 뿐만 아니라 수산․양식업에 막대한 손실

쇠줄이 끊어지면서 해상크레인이 유조선과 3차례 충돌을
일으킴으로써 발생되었다.

을 끼치며, 해양관광 등 해양관련 산업 전반에 큰 타격을 준다.

기름유출 사고가 나면 해

이로 인하여 총 1만 2547㎘에 이르는 원유가 유출되었는데, 이는 종전까지 한국 해상의 기름유출

양생물은 어떤 피해를 입을까? 사고 시 유출된 기름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도 있고, 사고 후

사고 가운데 최대 규모로 알려진 시프린스호 사건보다 2.5배나 많을 뿐 아니라, 1997년 이후 10년

오랜 시간이 경과한 후에 나타나는 장기적인 피해도 있다. 직접적인 피해는 기름의 물리적

동안 발생한 3915건의 사고로 바다에 유출된 기름을 합친 1만 234㎘보다 훨씬 많다. 유출된 기름

인 특성과 화학적 성분에 의해 발생한다. 물리적인 피해는 원유나 벙커유 등 점성이 큰 기

으로 형성된 짙은 기름띠가 사고 당일 만리포·천리포·모항으로 유입되었고, 9일 근소만 입구의
안흥항과 가로림만 입구의 만대까지 확산되었다. 10일에는 천

름 때문에 질식하거나 체온이 떨어져 사망하는 경우다. 아가미에 유출유가 달라붙으면 어류

수만 입구까지 확산되었으며, 11일에는 옅은 기름띠가 안면도

는 호흡을 하지 못해 질식사한다. 항온동물인 해양조류는 깃털에 기름이 묻으면 방수성과

까지 유입되었다. 또 기름이 덩어리져 굳어버린 '타르 볼'도

보온성이 떨어져 저체온으로 죽는다.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2008년 1월 1~2일에는 전라남도 진도·
해남과 제주도의 추자도 해안까지 퍼진 것으로 보고되었다.

디프 워터 호라이즌 원유 유출 사고(통칭 멕시코만 기름 유출 사고)

화학적인 피해는 기름에 포함된 방향족 탄화수소 등의 독성에 의해 사망하는 경우다. 원
유와 정제된 기름의 수용성 성분 중에는 생물에게 해를 미치는 각종 유독물질이 포함돼 있
다.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방향족 탄화수소는 지방족 탄화수소보다 독성이 강하다. 벤젠이
나 톨루엔 등 저분자 방향족 탄화수소는 물에 잘 녹으며 생물의 세포막을 파괴하고 효소나

석유를 뽑는 시설인 ‘디프 워터 호라이즌’ 이 원인 모를 폭발과 함께 36시간 불타다가 바다

구조단백질에 영향을 미친다. 지방족 탄화수소는 마취효과가 있다. 일반적으로 분자량이 적

속으로 침몰해 11명이 실종 사망하였다. 석유를 뽑는 시설을 침몰시킨 강한 고압 기름이 분출되

은 화합물은 독성이 강하나, 사고 직후 공기 중으로 빨리 휘발해 버리므로 그나마 다행이

어 멕시코 만류를 타고 대서양으로 이동 확산 가능성이 있다. 국제 원유 값 이 큰 폭으로 올랐으
며 세계 경제 또한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현대 기술로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음으로 환
경을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 부근에는 바다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로 기름덩어리로

다.

기름 유출 사고 위성 사진

덮여 있다.

왜 정식명칭을 이야기해야 하는가?
통상 사고의 경우는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적는 것이 대부분이다. 해양안전심판원에는 각종 해
양사고에 대한 기록이 실려 있고 검색이 가능한데 충돌사고의 경우, 정식 사고 명칭을 최소한 양쪽
선박 모두의 명칭으로 적고 있다. 우리가 언론이나 여러 이야기에서 태안 기름 유출 사고로 말하는
것은 가해자는 사라지게 만들고 피해자를 부각시키는 잘못된 명칭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

이 사진은 삼성 1호-허베이 스피릿 호의 태안군 유출 사진이다. 이와 같이 기름 유출 사고
는 바다 뿐만 아니라 파도에 의해 해안가 또한 기름에 의한 피해를 받게 된다.

차시

3~4/16

차시

5~6/16

이름

이름

흡착법 실험결과 정리

다양한 물체 연소 결과 정리
연소 물질

결과

연소 물질

결과

기름 제거제를 한 숟가락 뿌린
후 반응 정리

식용유가 덮을 정도로
뿌린 후 반응 정리

기름제거제 덩어리를 관
찰 후 정리

기름제거제 덩어리 제거 후
물을 관찰 결과 정리

연소법의 장단점
연소법의 장점

연소법의 단점

흡착법의 장단점
연소법의 장점

실제 기름 유출 상황에서 연소법 사용시 생길 수 있는 일들 생각하기

연소법의 단점

실제 기름 유출 상황에서 흡착법 사용 시 생길 수 있는 일들 생각하기

차시

5~6/16

흡착법을 활용한 기름 재활용
“바다에서 기름을 빨아들인 흡착포도 체계적으로 수거해 관리하면 훌륭한 연료 자원이 될 수 있
습니다.”

태안 원유유출 사고로 흡착포 등 기름수거에 사용했던 폐기물이 또 다시 지역에 기름 피해를 주
는 ‘2차오염’ 논란이 일면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기름수거에 사용한 폐기물을 고체연료로 재

차시

7~10/16

이름

현재 기름 유출 및 주변 환경 상황 파악하기

오일펜스 설계하고 이유 적기
오일펜스 설계 도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화제와 흡착제의 비교
* 유화제
기름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장력을 약화시켜서 물 속에 잘 용해되도록 분해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기름이 해양생물에게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는 전혀 개선의 효과가 없다. 유화
제는 오일펜스, 기름 떠내기 등 물리적 작업이 이루어진 이후 물리적 제거의 스케일보다 작은 양
이 남았을 때 거의 마지막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다. 유화제 성분자체가 해양생태계에 해가 된다.
해수의 부영양화 초래로 플랑크톤 및 해양미생물의 수가 급감한다.
* 흡착제
기체나 용액의 분자들이 고체 표면에 달라붙는 현상을 흡착이라 하는데, 이때 흡착을 받아들이
는 고체물질을 흡착제라고 한다. 흡착제 단위부피당 흡착되는 표면 넓이가 넓은 것이 우수하며,
공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에 활성탄이나 알루미나 등이 있고, 간장을 담글 때 넣는 숯도 포함된다.
흡착되는 물질은 피흡착질이라고 한다. 액체나 유리질도 흡착제가 될 수 있으며, 분자들이 고체
나 액체의 내부까지 녹아 들어가는 현상인 흡수와는 구별된다. 표면이 거칠거나 다공성인 경우에
는 흡착제의 단위부피(또는 단위무게)에 대한 효과적인 표면넓이(비표면적)가 크기 때문에 흡착량
이 커져 우수한 흡착제가 된다. 흔히 공업적으로 이용되는 흡착제로는 활성탄·규조토·제올라이
트·실리카겔·녹말·벤토나이트·알루미나 등이 있다. 한국에서 전통적인 방법으로 간장을 담글
때 그 속에 띄우는 숯은 불순물을 흡착으로 제거하기 위한 흡착제의 예이다.

설계 이유 설명하기

5. 교사자료

차시

차시

7~10/10

7~10/10

오일펜스의 종류?

오일펜스란?
△ 고형식
△ 바다에 기름이 유출되었을시 예정경로를 알고
그 경로에 설치하여 기름이 바다에서 확산이
되지 않게 하는 도구.오일 펜스 (Oil fence) 즉
기름을 막는 담이다.해상에 기름이 유출될 때
기름이 물위에 뜨는 성질을 이용해서 기름 주
위에 장애물을 설치하면 기름이 더 이상 확산
되는 것을 막는 장치이다.
△ 원리 : 기름은 물위로 떠다니기 때문에 수면위
로 흘러다닌다.그래서 오일펜스를이용해 수면
위로 흐르는 기름들을 막기 위해서이다.기름들
이 흘러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유회수기란?
△ 유회수기-물에 떠다니는 기름을 회수하기 위한 장치
△ 능력 = 100 ton의 기름을 한 시간 안에 회수가능.U자형의 스키밍 시스템으로 오일 확산을 방
지.99%의 높은 오일 회수율.오일 유출 사고에 빠르게 대처 가능.오일에 의한 2차 오염을 막
을 수 있음.

장점 : 부력제의 성능이 줄어들지 않는다.
가격은 저렴한 편이다.
취급이나 저장이 간편하다.
단점 : 보관시 부피가 크기 때문에 넓은 장소가 필요하다.
재료 : 폴리에스터, 나일론, 아라미드, 폴리우레탄 등 다양하다.

△ 자동팽창식
장점 : 취급이나 저장이 쉽고 매우 신속히 전장할 수 있다.
항공기에 의한 원거리 운송이 가능하다.
격실에 공기가 자동 주입된다.
단점 : 구입비용이 비싸다.
구조가 복잡하여 수리하기 어렵고 수리비용이 비싸다.
종류 : 스프링 내장형, 공기주입식, 공기 · 물 주입식 등

△ 공기팽창식
장점 : 부피가 적어 보관이 간편하다.
무게에 비하여 부력이 크다.
항공기에 의한 원거리 운송이 가능하다.
단점 : 공기를 주입해야 하기 때문에 전장속도가 느리다.

오일펜스의 구성
△ 오일펜스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대부분 부력부, 부력체, 스커트, 장력부재, 발라스트,

오일펜스 사용 요령

접속부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 부력부 : 수면으로부터 상단까지 높이(건현) 기름이 오일펜스를 흘러 넘는 것을 방지 또는 감
소시킨다. 외해에서는 높은 파도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오일펜스를 전장할 때는 논리적이고 순차적으로 전장하여야 작업이 용이하며, 전장시에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부력체 : 수면에서 오일펜스를 부유 시킬 수 있는 공기·부양재로 채워져있다. 중심을 유지하
고 파도의 요동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부력이 필요하다.
△ 스커트 : 오일펜스 밑부분으로 기름이 새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감소시키기위한 수면의 부분
스커트가 길면 기름 유출을 방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 장력부재 : 오일펜스에 발생하는 수평방향의 장력을 이겨내기 위한 부재. 섬유벨트, 로프, 체인
등을 사용 장력부재의 위치는 오일펜스의 균형 유지와 기름을 차단한다.
△ 바라스트 : 스커트의 하부를 수직으로 유지시켜 준다. 밑자락 벨트의 추(체인자체)가 장력 부재
의 역할을 한다.
△ 닻 고리 : 닻 로프와 계류 로프를 장치하는 고리 통상 스커트와 장력 부재에 부착한다. 강도에
충분한 것으로 하고 고리 주변을 보강한다.
△ 접속부 : 오일펜스의 각 끝부분은 서로 연결하는 부분 접속부는 견인에 대해 충분하게 강도를
유지하고, 기름이 새지 않아야한다. 연결 작업이 간단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설치절차 : 오일펜스를 전장하기 전에 필요한 오일펜스 길이를 산정한 후, 육지나 선박의 갑판
상에서 조립한다. 또한 펜스간 연결 방식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대형 유출 사고시 많
은 양의 펜스를 동원할 경우 다양한 제조회사별로 연결방식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 예인 요령 : 예인시 예인선박과 펜스사이에 적당한 예인색과 꼬임을 방지하는 회전고리 를 설
치하여 예인시 미치는 장력으로 인한 펜스의 손상을 줄이고 예인 속도가 빠를 경우 펜스가
꼬이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 설치 위치 :

조류가 있는 해역에서 오일펜스를 조류와 직각 방향으로 설치하면 기름이 빠져

나가기 쉬우므로, 전장 각도를 완만하게 하여 기름을 유도하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포집
용 또는 유도용으로 펜스를 추가 설치할 경우에는 육지 가까이에 설치하여 갯벌, 양식 장, 해
수 취수구 등의 민감해역에 기름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차시

7~10/10

6. 차시별 학생 평가기준 및 방법
차시

평가기준(성취수준)
상

△ 오일펜스 A
준비물 : 흡착포, 옷걸이, 테이프

1~2
/10

중

만드는 과정 : 옷걸이를 동그랗게 구부리고 테
하

이프를 이용해 흡착포를 감았다.

상
3~4
△ 문제점

/10

실제 상황에서 실용성이 떨어진다. 옷걸이는

중
하

강한 철사이고 흡착포도 조금 무거워서 사고
현장으로 오일펜스를 운반하기 어렵다. 또한

상

파도가 실제 바다에서 잠잠하지 않은데 너무
잔잔하게 해서 기름이 잘막어졌지만 파도가

5~6

세면 기름이 범벅이 되었다.

/10

중
하
상

△ 오일펜스 B
준비물 : 스티로폼, 뜨개실, 테이프
만드는 과정 : 스티로폼을 일정한 크기로 자르
고 뜨개실에 테이프를 붙였다.

7~10
/10

중
하

평가방법

평가도구

모둠별 토론평가

자기/동료평가지
(학생용)

관찰평가

관찰평가지

관찰평가

관찰평가지

관찰 및
산출물평가

관찰평가지

다양한 기름 유출 사고를 조사하고 간이 기름 유출
사고를 실험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다양한 기름 유출 사고를 조사하고 간이 기름 유출
사고를 실험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다양한 기름 유출 사고를 조사하고 간이 기름 유출
사고를 실험으로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연소법의 방법을 익히고, 실험 결과를 정확하게 기
록하여 말할 수 있다.
연소법의 방법을 익히고, 실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연소법의 방법과 실험 과정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흡착포를 이용한 흡착법을 익히고 실험에 활용할
수 있다.
흡착포를 이용한 흡착법을 익히고 사례를 조사하여
말할 수 있다.
흡착포를 이용한 흡착법을 익히는데 어려움을 느낀
다.
배운 기능과 기술들을 적절하여 활용하여 오일펜스
를 제작할 수 있다,
배운 기능과 기술들을 활용하여 오일펜스를 제작할
수 있다,
배운 기능과 기술들을 활용하여 오일펜스를 제작하
는데 미흡하다.

평가 영역

평가 내용

평가 방법

◦ 다양한 기름 유출 사고를 조사하고 간이 기름 유출 사고를 실험한
지식과 내용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였는가?

△ 문제점

◦ 기름 유출 사고 해결 방법의 원리를 이해하였는가?

오일펜스 A보다 결과는 나았으나 스티로폼 사

◦ 제작한 오일펜스에 배운 지식과 내용을 적절하게 적용하였는가?
◦ 기름 유출 사고 해결 방법의 장단점을 이해하였는가?

이로 기름이 빠져나왔다. 조립형으로 이동을
편하게 하고 오일펜스를 고정할 밧줄이나 여

기능 및 기술

◦ 기름 유출 사고 해결 방법의 실재와 실험의 차이를 이해하였는가?
◦ 제작한 오일펜스에 배운 기능과 기술을 적절하게 적용하였는가?

러 방법을 보완해야 한다.
정의적 측면
의사소통

관찰평가
산출물평가

관찰평가
산출물평가

◦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을 발휘하였는가?

관찰평가

◦ 새로운 내용을 배우고 싶어하며 융합적 과제를 협동심을 발휘하여

관찰평가,

해결하였는가?

동료평가

주제(단원)명

온난화 현상! 바로 잡기!
1. STEAM 프로그램 개발·적용 교육과정
연번

(중심과목)
2015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차시

(연계과목)
성취기준 영역

3/7

지구온난화 무엇이 문제인가?

Co

지구온난화의 원인과 지구온난화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살펴보기

CD

우리 생활 속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사례 및 줄일 수 있는 방안 조사하기

- 조사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사례와 줄일 수 있는 방안 발표하기
Co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친환경 산업과 중요성 알아보기

- 저탄소 녹색성장을 알아보고 다양한 친환경 산업 알아보기
1

[6 과 10-03] 공기가 여러 가지 기체로 이루어진 혼합물임을 강조하고, 산소,
이산화탄소, 질소를 주로 다룬다.

1~2/6

[초등 5~6학년]
미술 표현

- 친환경 산업의 중요성 이야기하기
주제(단원)명

2

2~3/6

[6 실 05-08]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를 위한 친환경 농업의 역할과 중요성을
이해한다.

[초등 5~6 학년]
실과 기술활용

[6 실 05-04]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창의적인 제품을 구상하고 제작한다.

[초등 5~6 학년]
미술 표현
[초등 5~6 학년]
실과 기술활용

[6 국 01-05]매체 자료를 활용하여 내용을 효과적으로 발표한다.

[초등 5~6 학년]
미술 표현
[초등 5~6 학년]
실과 기술활용

Co

생활 속 지구온난화 극복 프로젝트!

우리 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생활용품 알아보기

- 이산화탄소 발생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한 생활 속 다양한 용품들 알아보기

3

4~5/6

4

6/6

4~5/7

CD

CD

주제(단원)명

2. STEAM 프로그램 총괄표(총 6차시)
주요내용

6~7/7

적절한 자료를 활용하여 발표자료를 제작하는 방법 알아보기

CD

모둠별로 제작한 생활용품 소개 자료 제작하기

- 다양하고 상황에 알맞은 자료를 활용하여 소개 자료 제작하기

이산화탄소 그것이 알고싶다!

ET

드라이아이스에 대해 알아보기

- 우리 주변에서 드라이아이스가 사용되는 사례 및 사용되는 이유 알아보기
CD

우리 제품 함께 뽐내보아요!

- 효과적인 발표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자료 제작방법 알아보기

차시
주제(단원)명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생활용품을 제작하기

- 재료 준비 및 우리 모둠만의 개성있는 생활용품 제작하기

Co

Co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생활용품 구상하기

- 다양한 발명아이디어 기법을 활용하여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생활용품 구상하기

모둠별로 제작한 생활용품 뽐내기

- 생활용품의 사용 목적 및 장점 등 소개하기

드라이아이스를 이용한 공중부양 비누방울 만들기

- 필요한 재료 준비, 실험 설계하기
ET

결과 발표 및 이산화탄소의 성질 알아보기

- 실험 결과에서 발견한 이산화탄소의 성질 이야기하기
CD

1~2/7

드라이 아이스로 풍선 불기

- 필요한 재료 준비 및 실험 설계하기
ET

결과 발표 및 이산화탄소의 성질 알아보기

- 실험 결과에서 발견한 이산화탄소의 성질 이야기하기
CD

3. STEAM 프로그램 차시별 수업지도안
중심과목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주제(단원)명

ET

제작한 드라이아이스 물총으로 물총놀이하기

ET

실험을 통해 알게 된 이산화탄소의 성질 정리하기

Co

학교급/학년(군)

초등학교/6 학년

[초등학교] 여러 가지 기체

중심과목
성취기준

[6 과 10-03] 공기가 여러 가지 기체로
이루어진 혼합물임을 강조하고, 산소,
이산화탄소, 질소를 주로 다룬다.

이산화탄소 그것이 알고싶다!

차시

1~2/16

드라이아이스 물총 만들기

- 필요한 재료 준비, 실험 설계하기

(

과학

상황 제시,

CD

창의적 설계,

ET

감성적 체험)

학습목표

*드라이아이스를 활용한 실험을 통해 이산화탄소의 성질을 이야기할 수 있다.
*친환경 산업이 중유한 이유를 이해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자신이 생각한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방법으로 생활용품을 개선해서 제작할 수 있다.
*자신이 제작한 생활용품을 자료를 활용해 발표할 수 있다.

연계과목

연계과목
성취기준 영역

미술, 실과, 국어

◎1~2 교수-학습 활동
[초등 5~6학년] 미술 표현
학습
과정

S 실험을 통해 드라이아이스의 성질을 발견한다

10 미터
드라이
아이스
수영장을
만들어
보았다-허팝(
유튜브)

CD 공중부양 비누방울 만들기 실험하기
⦁공중부양 비누방울 만들기
- 큰 수조에 드라이아이스 조각을 넣고 수조안으로 비누방울을 불어 비누방울의
모습을 관찰한다.
ET 실험 결과 발표하기
- 왜 공기방울이 떠 있는 모습처럼 보이는 까닭을 이산화탄소의 성질과 관련하여
생각해보고 발표한다.
- 공기방울이 떠 있는 이유는 드라이아이스가 승화된 이산화탄소는 투명하고 공기
보다 무겁기 때문이다.
CD 드라이아이스로 풍선 불기
⦁드라이아이스로 풍선 불기 실험하기
전개
- 삼각플라스크 안에 드라이아이스를 넣고 플라스크 입구에 풍선으로 씌운 후 관
(60 분)
찰한다.
ET 실험 결과 발표하기
- 풍선이 부풀어 오르는 까닭을 이산화탄소의 성질과 관련하여 생각해보고 발표한
다.
- 풍선이 부풀어 오르는 것은 드라이아이스가 승화되어 부피가 증가한다.
CD 드라이아이스로 물총 만들기 실험하기
⦁드라이아이스로 물총 만들기
- 오늘 배운내용을 활용하여 드라이아이스 물총 만드는 방법 설계하기
- 페트병, 인두, 빨대, 글루건을 활용하여 드라이아이스 물총 만들기
ET 물총의 발사 원리 이야기한다.
ET 제작한 물총으로 친구들과 물총놀이를 한다.

투명컵, 장갑,
삼각
플라스크,
빨대, 인두,
글루건, 물,
드라이
아이스, 수조,
풍선

도입
(10 분)

E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물총을 제작한다.

학습자료
및 유의점

생활 속에서 드라이아이스가 사용되는 사례 알아보기
- 생활 속에서 드라이아이스가 사용되는 사례 이야기하기
- 드라이아이스 사용 영상 감상하기
- 드라이이아이스에서 연기가 나는 이유 및 드라이아이스가 이산화탄소로 이루어
져 있음을 설명한다.

Co

T 다양한 발명기법을 활용하여 생활용품을 구상 및 제작한다.
STEAM
요소

교수-학습 활동

A 제작한 물총을 통해 물총놀이를 경험한다.
M 이산화탄소 배출량, 지구온난화로 인한 문제점 등을 그래프로 정리한다.

개발 의도

드라이아이스라는 소재를 활용하여 다양한 실험활동을 통해 이산화탄소의 성질을 알아보
고 실험 속에서 발견한 이산화탄소의 성질 적용하여 창의적으로 물총을 구상하고 제작하
여 배운내용을 직접 적용해보게 한다.

일상생활에서 드라이아이스를 활용하여 이산화탄소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들을 실시하고
실험 결과를 통해 이산화탄소의 성질을 스스로 파악할 수 있게한다. 학생들이 스스로 직접 실험을
설계하고 학습지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활동이 이루어진다. 학생들이 이산화탄소 발생으로 인한 환
경문제, 지구온난화로 인한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조사하고 직접 이산화탄소를 줄
이기위한 친환경 제품을 구상 및 제작함으로써 탐구활동과 더불어 탐구결과를 직접 적용함으로써
탐구력 및 융합적 사고를 기를 수 있을 것이다.
상황 제시
무대에서 환상적이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연기를

창의적 설계

사용합니다. 이 연기는
정체는 무엇일까요?
드라이아이스입니다.
STEAM
학습준
거

상
황
제
시

창
의
이산화탄소로
적
이루어져 있습니다.
설
이산화탄소의 성질과 계
이산화탄소로 인해
드라이아이스는

이산화탄소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 이산화탄소로 인해
발생하는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방법 조사활동,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창의적인 생활용품 구상하기

발생하는 환경문제인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한 해결의지 기르기
지구온난화를
극복하기 위한
창의적인 생활용품
디자인 및 발표하기

감
성
적
체
험

정리
(10 분)

ET

수 있는 방법에는
도입
(5 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학습지

◎ 3차시 교수-학습활동
학습
과정

지구온난화를 해결할

실험활동을 통해 알게된 이산화탄소의 성질을 학습지에 정리한다.

교수-학습 활동
지구온난화의 원인과 지구온난화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살펴보기
- 지구온난화의 원인과 지구온난화로 인한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한다.
- 지구온난화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한다.

Co

우리 생활 속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사례와 줄일 수 있는 방안 조사하기
- 스마트기기를 활용해서 이산화탄소 배출 사례와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방
법을 조사한다.
ET 이산화탄소 배출 사례 및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 수 있는 방안 발표하기

학습자료
및 유의점
EBS
클립뱅크
- 지구온난화

Co

감성적 체험
전개
(30 분)

PC, 학습지

4. 학생활동지 / 학생참고자료

- 모둠별로 조사한 내용을 학습지에 정리해서 발표한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친환경 산업과 중요성 알아보기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친환경 산업의 정의와 중요성을 알아본다.
- 친환경 산업이 왜 필요한지 이야기해본다.

Co

정리
(5 분)

배운내용 정리하고 공유하기
- 오늘 배운 내용을 학습지에 정리하고 친구들과 이야기하기

ET

차시

1~2/6

드라이아이스란?
학습지

◎ 4-5차시 교수-학습활동
학습
과정

도입
(5 분)

교수-학습 활동

생활 속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알아보기
- CO2 줄이기 영상을 감상한다.
- 영상 속에서 CO2 를 줄이기위한 방안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이야기하기

Co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새활용 생활용품 구상하기
- 새활용할 생활용품 대상을 정한다.
- 필요한 재료 및 제작 방법 등을 정리한다.
- 스캠퍼 기법을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새활용 생활용품을 구상한다.
CD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생활용품 제작하기
- 사용할 재료를 준비한다.
- 우리 모둠만의 개성이 잘 드러나도록 생활용품을 제작한다.

학습자료
및 유의점
아시아
투데이 TV
에너지
살림비법
‘CO2 줄이고
지구 살리자

얼음처럼 생겼지만 얼음과는 전혀 다른 물질이다. 드라이아이스라는 이 물질은 고체상태에서 녹아
바로 기체로 변화하 는 승화성을 띠기 때문에 주위의 열을 흡수하여 온도를 급격히 낮춘다. 그러

CD

전개
(70 분)

고체탄산이라고도 한다. 우리 주변에서 드라이아이스는 아주 가까이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아이스
크림을 녹지 않게 집 까지 포장해서 가지고 올 때 아이스크림과 함께 넣어 주는 흰색의 덩어리는

므 로 함께 담겨진 물질을 차갑게 유지시 키는 냉각제로 널리 쓰인다. 보통 얼음의 온도는 0℃이
지만 드라이 아이스의 온도는 무려 -78.5℃까지 내 려가므로 드라이아이스를 만지거나 취 급할 때
학습지

에는 반드시 동상에 걸리지 않 도록 장갑을 끼어야 한다. 또한 드라이 아이스의 승화 시 발생하는
CO2 는세 균과 곰팡이 등 미생물의 번식을 억제 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냉동식품의
보관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 으며 드라마에서 공동묘지 분위기를 내 거나 무대에서 노래하는 가수
의 발 밑 으로 안개효과를 낼 때에도 드라이아이스가 쓰이고 있다. 드라이아이스는 나프 탈렌, 아

정리
(5 분)

각 모둠에서 제작한 생활용품 살펴보기 및 피드백 하기
- 각 모둠에서 제작한 생활용품을 살펴보고 서로 피드백을 한다.

ET

이오딘과 함께 대표적인 승화성 물질이다.

드라이아이스 제작 방법

◎ 6-7차시 교수-학습활동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생활 속에서 발표를 해야하는 사례와 발표에 사용되는 자료 알아보기
- 스티브 잡스 아이패드 프레젠테이션 영상 감상하기
- 영상 속에서 스티븐 잡스의 발표대상, 발표상황, 발표태도, 발표에 활용된 자료
등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Co

도입
(7 분)

모둠별로 제작한 생활용품 소개 발표 준비하기
- 다양한 매체와 자료를 활용하여 발표자료를 제작한다.
- 준비한 자료에 어울리는 내용을 정리한다.
전개
- 발표하기 전에 모둠별로 발표 리허설을 한다.
(70 분) ET 모둠별로 제작한 생활용품 뽐내기
- 모둠별로 제작한 발표자료를 활용하여 생활용품의 종류, 기존의 제품과 비교하
여
우수한 점, 이산화탄소 줄이는 방법 등을 발표 및 공유한다.
- 모둠별로 잘한 점, 아쉬운 점을 정리하고 이야기한다.

학습자료
및 유의점
스티브 잡스
아이패드
프레젠
테이션
(유튜브)

CD

정리
(3 분)

프로젝트 정리하기
- 프로젝트 소감 이야기하기
- 이산화탄소 줄이기 실천 공언하기

태블릿 PC
학습지

기체 이산화탄소에 높은 압력을 가하면 액체가 되는데, 작은 구멍을 통하여 액 체 이산화탄소를
분사하면서 갑자기 압 력을 낮추게 되면 일부는 기체로 되고 일부는 눈과 같은 결정이 된다. 이
결정 들에 다시 높은 압력을 가할 경우 고체 이산화탄소, 즉 드라이아이스(dry ice) 가 만들어진다.

ET

학습지

차시

드라이아이스 물총 만들기
① 무대에서 분위기 연출을 위해 종종 흰 연기가 만들어 집니다. 흰 연기의 정체는 무엇

이산화탄소 배출사례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조사해봅시다.

일까요?
흰 연기의 정체는 (

3/6

지구 온난화 무엇이 문제인가?

모둠명

)일 것이다.

모둠원

생활 속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사례

② ‘드라이아이스 수영장을 만들어 보았다’를 통해 알게된 드라이아이스의 성질을 이야기
해 봅시다.
(

)

③ 공중부양 비누방울 만들기에서 비누방울이 공중에 떠 있는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

)

④ 드라이아이스로 풍선 불기를 통해 알게 된 드라이아이스의 성질을 말해봅시다.
(

)

⑤ 드라이아이스의 또 다른 성질을 이야기해 봅시다.
(

)

⑥ 드라이아이스의 성질을 이용한 물총의 모습을 구상해봅시다.

드라이아이스 물총 예시 그림

친환경 산업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⑦ 일상생활에서 드라이아이스가 사용되는 곳을 찾아 그 이유를 설명해 봅시다.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차시

4~5/6

camper 기법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구상도를 그려봅시다.
모둠명

모둠원

일상생활 속에서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SCAMPER 기법을 활용하여 새활용 생활용품을 구상해 봅시다.
대체하기

기존의 대상을 다른 대상으로 대체하면 어떠할 지에 대해

(Substitute)

질문해보는 것

결합하기

두 가지 이상의 것을 합치게 되면 어떠할지에 대해

(Combine)

질문해보는 것

조절하기

특정 대상을 다른 조건이나 목적에 맞게 조절할 수 있는지

(Adjust)

질문해보는 것

변형·확대·축소하기
(Modify, Magnify, Minify)

용도 바꾸기
(Put to other uses)

특정 대상의 색, 형태, 소리, 특성 등을 바꾸거나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는지 질문해보는 것

특정 대상을 현재의 용도가 아니라 새로운 용도로 바꿀 수
있는지 질문해보는 것

제거하기

특정 대상의 구성요소나 기능 중에서 일부를 제거하면 어떠할지

(Eliminate)

질문해보는 것

역발상·재정리하기
(Reverse,
Rearrange)

특정 대상의 순서나 형식, 구성 등을 바꾸거나
재배열하게 되면 어떠할지 질문해보는 것

차시

6~7/7

모둠명

모둠원

발표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발표 주제

발표하는
내용의 흐름

발표할 내용 전체를 작성합니다.
자료는 PPT의 경우 나타낼 화면을 그대로 작성합니다.(애니메이션, 사진설명 등도 포함)
PPT를 제외한 자료는 어떤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자세히 작성합니다.

마무리

출처는 필요한 경우 기록, 이후 발표 자료에는 반드시 포함합니다.
내용

자료

출처

발표를 듣고, 진지하게 평가해 봅시다.( 매우 잘함:♡ / 잘함:◎ / 보통:○ )
점검 질문

시작
발표 내용에

번호

모둠명

알맞은
자료를
적절히 활용
했나요?

본 내용
1
2
3
4

5
6

듣는
사람에게
전하려는
내용이 잘
전달
되었나요?

활용한

자료를

자료가 너무

활용할 때

길거나

저작권을

복잡하지

침해하지

않았나요?

않았나요?

중요한
내용
한 줄 적기✍

5. 교사자료
차시
차시

3/7

1~2/7

1. 무대에서 분위기 연출을 위해 종종 흰 연기가 만들어 집니다. 흰 연기의 정체는 무엇일
까요?

저탄소 녹색성장이란?

▶ 흰 연기의 정체는 (이산화탄소)일 것이다.
2. ‘드라이아이스 수영장을 만들어 보았다’를 통해 알게된 드라이아이스의 성질을 이야기
해 봅시다.
(드라이아이스는 주변에 있는 물질을 차갑게 만든다.)
3. 공중부양 비누방울 만들기에서 비누방울이 공중에 떠 있는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드라이아이스는 공기보다 무겁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
4. 드라이아이스로 풍선 불기를 통해 알게 된 드라이아이스의 성질을 이야기해
봅시다.
(드라이아이스는 이산화탄소가 될 때 부피가 크게 증가한다.)
5. 드라이아이스의 또 다른 성질을 이야기해 봅시다.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또는 녹색성장이라고 부른다.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국가 비전(국가 발전
패러다임)으로, 200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 60년 경축사를 통하여 발표하였고, 2009년 2월
16일 대통령 직속기구인 녹색성장위원회가 출범하였다.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
고 에너지 자립을 이루며,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경제위기를 타개하고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개념이다. 녹색성장이라는 개념은 2000년 1월 <이코노미
스트>지가 최초로 언급하였고, 다보스포럼(Davos Forum, 세계경제포럼)을 통하여 널리 사용되
기 시작하였다.

6. 드라이아이스의성질을 이용한 물총의 모습을 구상해봅시다.

2005년 아·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장관회의(MECD)에서 ‘녹색성장을 위한 서울 이니셔티브
(SI)’가 채택되어 UN 아·태 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등에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에 진입한다는 비전을 세
웠으며, 이를 위하여 3대 전략과 10대 정책 방향을 정하였다. 3대 전략은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신성장 동력 창출, 삶의 질 개선과 국가 위상 강화이다.
그에 따른 10대 정책 방향은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탈석유 및 에너지자립 강화·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녹색기술 개발 및 성장동력화·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산업구조의 고도화·녹색경제 기반 조성(신성장 동력 창출), 녹색국토 및

7. 일상생활에서 드라이아이스가 사용되는 곳을 찾아 그 이유를 설명해 봅시다.

녹색교통 조성·생활의 녹색혁명·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저탄소 녹색성장 [green growth, 低炭素綠色成長] (두산백과)

아이스크림 및 냉동식품 보관 : 드라이아이스는 주변 물체를 차갑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무대장치 및 분위기 연출 : 드라이아이스와 물이 만나면 주변 수증기를 흰 연기처럼 보이
게 만들어 의식이나 무대에서 환상적인 분위기 연출이 가능 하다.

차시

6~7/7

power point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자료 제작하는 방법 학생 안내자료
1. power point 프로그램 클릭

8. 도형 꾸미기: 꾸미고 싶은 도형 클릭 - 서식 클릭

2. 슬라이드 추가:

* 채우기(도형 안의 배경 색깔 변경) * 윤곽선(도형 테두리) 등

홈 - 새 슬라이드 클릭(레이아웃은 빈 화면으로 하기)

* 슬라이드 순서 바꾸기: 바꿀 슬라이드를 클릭한 상태로 원하는 순서로 끌어다 놓기

9. 표 넣기: 삽입 - 표 아래 삼각형 클릭 - 원하는 크기로 칸 지정

3. 글 입력하기:

삽입 - 텍스트상자(가로/세로 원하는 것)

10. 동영상 넣기(하이퍼링크)

4. 글씨 변경하기: 글씨에 블록 지정
* 모양/ 크기/ 색깔/ 정렬/ 그림자/ 기울기 등

* 서식에서 스타일 변경 가능

① 주소만 넣기: 동영상 주소 복사 후 슬라이드 화면에 붙여넣기(ctrl+C) - 엔터(스페이스바)
* 파란색 밑줄이 그어져야 연결됨
② 도형(그림)을 클릭했을 때 연결방법: 도형(그림)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 하이퍼링크
- 주소 붙여넣기 - 확인

5. 그림 넣기: 삽입 - 그림 클릭
11. 저장하기: 파일 -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클릭
* 처음 저장한 이후에는 ‘저장’버튼만 눌러도 저장이 됨. 단, 수정
하기 전의 자료도 그대로 두고 새롭게 저장하고 싶을 땐 ‘다른 이름
으로 저장하기’를 사용함.
6. 효과 넣기: 효과를 넣고 싶은 글, 그림 클릭 – 애니메이션 - 효과 클릭

* 컴퓨터가 중간에 멈추었을 때 만든 자료가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

* 삼각형 단추 누르면 더 많은 애니메이션이 있음.

해서 작업하는 틈틈이 저장을 해줌.

* 애니메이션 창에서 애니메이션 순서 조절 가능
12. 슬라이드쇼 보기: 슬라이드쇼 - 처음부터 또는 키보드 F5 – 엔터키/ 스페이스바/ 마우스/
키보드 → 키 누르기
7. 도형 넣기: 삽입 - 도형 아래 삼각형 버튼 - 원하는 도형 모양 클릭 -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른
채로 원하는 크기로 끌기
* 도형 클릭한 후 글자를 쓰면 텍스트 상자 없이 입력 가능

6. 차시별 학생 평가기준 및 방법
차시

나. 관찰평가지(3차시)

평가기준(성취수준)

평가방법

지식

평가도구

지구온난화의 원인과

드라이아이스를 활용한 실험에 적극적인 자세로 참
상 여하고 이산화탄소의 성질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
다.
1~2
/7

3/7

번호

이름

드라이아이스를 활용한 실험에 참여하였으나, 이산
화탄소의 성질을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상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잘
이해하고 바른 자세로 조사내용을 발표할 수 있다.

중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이해하고
조사한 내용을 발표할 수 있다.

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이해하고,
조사한 내용을 바른자세로 발표하는 데 어려움 있다.

/7

6~7
/7

발명기법을 활용하여 이산화탄소 줄이기 위한
중
새활용 생활용품을 구상하고 제작할 수 있다.
하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새활용 생활용품을
구상하고 제작할 수 있다.

상

‘점검 질문’의 4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자료를
제작하고 발표한다

중

‘점검 질문’의 2~3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자료를
제작하고 발표한다.

하

‘점검 질문’의 1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매체자료
를 제작하고 발표한다.

중

하

배움과 성장의 기록

느낄 수 있다.
상

중

하

관찰평가지
다. 관찰평가지(4~5차시)
지식

태도
적극적인 자세로

관찰 및 산출물
평가

관찰평가지

모둠

모둠원

다양한 발명기법을 알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활용할 수 있다.

위한 생활용품을

배움과 성장의 기록

구상·제작할 수 있다.
상

동료평가

중

하

상

중

하

동료평가지
(학생용)
라. 자기/동료평가지(6~7차시)( 매우 잘함:◎ / 잘함:○ / 보통:△ )
점검 질문

가. 자기/동료평가지(1~2차시)
평가방법

문제해결을 위한 경각심을

설명할 수 있다.

다양한 발명기법을 활용하여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상 위한 창의적인 새활용 생활용품을 구상하고 제작할
수 있다.
4~5

친환경산업의 중요성을

상

관찰평가

지구온난화의 심각성과

문제점을 알고

자기/동료평가지(
드라이아이스를 활용한 실험에 잘 참여하고 이산화 모둠별 토론평가
중
학생용)
탄소의 성질을 간단히 설명할 수 있다.
하

태도

평가기준

평가
상

중

발표 내용에
하

번호

이산화탄소의 성질에 대해 정확히 설명할 수 있다.

했나요?

드라이아이스를 이용한 실험활동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동료평가
이산화탄소의 성질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자료를
적절히 활용

자기평가

드라이아이스를 이용한 실험활동 및 실험 후 정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모둠명

알맞은

1
2
3

듣는
사람에게
전하려는
내용이 잘
전달
되었나요?

활용한

자료를

자료가 너무

활용할 때

길거나

저작권을

복잡하지

침해하지

않았나요?

않았나요?

중요한
내용
한 줄 적기✍

지구야 기다려! 우리가 지키는 환경

3. STEAM 프로그램 차시별 수업지도안

1. STEAM 프로그램 개발·적용 교육과정
연번

차시

1

1/7

2

2~3/7

3

4

4~5/7

6~7/7

(중심과목)
2015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2. 통일 한국의 미래와 지구촌의 평화
[6 사 08-05]지구촌의 주요 환경 문제를 조사하여 해결 방안을
탐색하고, 환경 문제 해결에 협력하는 세계 시민의 자세를 기른다.
6.정보와 표현 판단하기
[6 국 02-04] 글을 읽고 내용의 타당성과 표현의 적절성을 판단한다.
[6 과 05-03] 생태계 보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생태계 보전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토의할 수 있다.
5. 생활과 혁신
[6 실 05-04]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창의적인 제품을 구상하고 제작한다.
[6 과 05-03] 생태계 보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생태계 보전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토의할 수 있다.
9. 만화와 애니메이션
[6 미 02-05] 다양한 표현 방법의 특징과 과정을 탐색하여 활용할 수 있다.
6.정보와 표현 판단하기
[6 국 01-05] 매체 자료를 활용하여 내용을 효과적으로 발표한다.

(연계과목)
성취기준 영역
사회
[초등학교 5~6학년군]
지리
국어, 과학
[초등학교 5~6학년군]
읽기
생명
실과, 과학
[초등학교 5~6학년군]

1/7

Co
CD
ET

지구야 기다려!
우리가 지키는 환경
1 차시

학습목표

미술, 국어
[초등학교 5~6학년군]
듣기ž말하기

환경 문제와 삶의 관계 이해

차시

총 7 차시

지구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환경 문제를 설명할 수 있다.

2~3 차시 뉴스와 광고를 보고 환경오염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다.
4~5 차시

버려지는 쓰레기를 이용하여 토이 정크 아트를 구상하고 만들 수 있다.

국어, 사회, 미술, 실과

STEAM
요소

연계과목
성취기준 영역

S

기온 상승, 환경오염 및 문제로 인한 지구의 생태계 변화에 대해 조사하기

T

생명에 미치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아이디어 구상하기

E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창의적인 제품을 구상하고 제작하기

A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환경보호 캠페인용 애니메이션 만들기

M

-

환경 오염 문제 파악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심각성 깨닫기
CD 인터넷 백과사전이나 기사문에서 세계 여러 나라의 환경 문제를 소개하는 뉴스나 공익
광고의 한 장면을 찾아 설명하기
ET 인간 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사회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의식 갖기

학교급/학년(군) 초등학교/6 학년
[6 과-05-03] 생태계 보전의 필요성을
중심과목
인식하고 생태계 보전을 위해 우리가
성취기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토의할 수 있다.

6~7 차시 환경보호를 알리는 애니메이션과 뉴스를 만들어 발표할 수 있다.
연계과목

지구촌 환경오염의 심각성 깨닫기
해양 생태계와 열대우림에서 일어나는 환경오염을 조사하여 마인드맵 작성하기
자원 절약 및 환경 보전의 태도 갖기

주제(단원)명

[초등학교] 생명

주제(단원)명

주요내용
주제(단원)명

과학

생명

2. STEAM 프로그램 총괄표(총 7차시)
차시

중심과목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개발 의도

이 주제는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종류의 환경오염을 조사하고 환경오염이
생물에 미치는 인과 관계를 파악하여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구성하
였다. 학생들이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환경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을 생각해보고, 새활용의 개념을 활용하여 버려지는 쓰레기에 새 생명을 불어넣기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고안하고, 사람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제작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더불어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사람들에게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캠페인용 애니메이션과 뉴스영상을 제작하여 실생활에서도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실천하고 자원을 절약하기 위한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한다.

Co

2~3/7

주제(단원)명
4~5/7

쓰레기 재활용

Co
플라스틱, 종이컵 등이 분해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확인하고 쓰레기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 인식하기
CD

버려진 물건의 가치를 재발견하여 새활용 제품 아이디어 생각해보기

ET

모둠 협동 활동으로 협동심과 배려심 기르기

주제(단원)명
CD

6~7/7
CD
ET

환경보호 캠페인 활동

애니메이션의 특징과 스톱모션 기능을 적용하여 환경보호 애니메이션을 구상하고 제작
한다.
환경 오염의 실태를 분석하고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뉴스를 제작한다.
모둠별 협동활동으로 협동심과 배려심 기르기

최근 중국 발 미세먼지 및 태평양의 쓰레기 섬 등 다양한 원인의 환경오염으로 지구촌은 몸살을
앓고 있다. 우리는 지구촌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해결해
야 할 과제를 조사해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는 세계 시민의 자세를 기르도록 한다.
1 차시에서는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실태를 조사해보고 전 세계 환경 오염 지도를
제작한다. 이를 통해 현재 우리 지구촌이 환경오염으로 고통 받고 있음을 인식한다.
2~3 차시에서는 환경을 지키기 위한 지구촌 사람들의 노력을 담은 뉴스를 보고 이야기를 나누며,
환경 보호를 위한 공익광고를 살펴보며 광고의 의도를 파악한다. 뉴스와 광고에 담긴 의도를 생각하
며 학생이 스스로 세계의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을 확장하도록 한다.
4~5 차시에서는 버려진 물건들의 가치를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 가치 창출을 이루는 새활용과 버
려진 장난감을 새활용하여 예술작품과 새로운 기능의 장난감으로 재탄생시키는 토이 정크 아트에 대
해 이해하고 주변의 폐기물을 활용하여 새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한다.
6~7 차시에서는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실생활에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실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원 절약의 태도를 지니도록 알리기 위한 캠페인을 계획하고 알리기 위한 다양한
방법으로 환경 보호 애니메이션 제작과 환경 보호 뉴스 제작한다.

◎ 2-3차시 교수-학습활동

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STEAM
학습
준거

상
황
제
시

최근 대기오염과 각종
쓰레기 문제로 인하여
환경오염이 심각해지
고 있다. 지구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한다.

창
의
적
설
계

환경보호를 위한 새활용의 사례
를 살펴보고 자원을 재활용하여
토이정크아트와 캠페인 도구를
제작할 수 있다.

학습
과정
실생활에서 환경을 보
호하기 위한 노력을
실천하고 자원을 절약
하기 위한 태도를 기
를 수 있다.

감
성
적
체
험

교수-학습 활동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환경관련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기
도입 v지구 온난화 문제와 관련해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기
(8 분)
- 지구 온난화는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 지구 온난화로 인해 가뭄, 홍수, 폭설과 같은 기상이변이 발생합니다.
Co

CD

감성적 체험

v

◎ 1차시 교수-학습활동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학습자료
및 유의점
동영상

Co

슬
전개 v
(64 분)

지구촌 환경 오염의 심각성 깨닫기

지식채널 e ‘얼음 위를 걷고 싶어요’ 동영상과 도서 「플라스틱 섬 」
을 감상하고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깨닫고 자연스럽게 자원 재활용의 필요
성 문제 상황을 제시한다.
v 플라스틱 섬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생각해보기
- 우리가 사용한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들어 가 썩지 않고 해양 생태
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Tip!

도입
(5 분)

v

태블릿 pc
학습지
CD 해양 생태계와 열대우림에서 일어나는 환경오염을 태블릿 pc 를 활용하여 조
사하고 마인드맵 작성하기
ET 다른 모둠의 조사 내용 발표 경청하기, 모둠 발표를 공유하여 비판적 사고력
및 발표력 신장하기
v 해양 생태계와 열대우림에서 일어나는 환경오염으로 변화하는 생태계 조사하기
전개
- 바다에 사는 동물들이 플라스틱 쓰레기를 먹이로 착각해 먹고 있습니다.
(30 분)
- 어패류를 먹는 우리들도 플라스틱을 섭취하게 됩니다.
- 지구 온난화로 산호 백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미래 세대는 오염된 환경 속에서 불행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Tip!

환경오염으로
인해 생태계가
변화함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ET 세계의 환경 문제에 대해 인간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사회 공동체의 발전을
정리
위한 의식 갖기
(8 분) v 자신이 관심 있는 세계 지역과 그 지역의 문제 이야기 나누기
v 내가 만들고 싶은 뉴스나 공익광고의 주제 이야기 나누기

◎ 4-5차시 교수-학습활동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Co

CD

일주일동안 1 회용품 사용량을 표시하고, 우리 생활 속에서 1 회용품을 얼마나
사용하는지 인식하기
플라스틱, 종이컵 등이 분해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확인하고 쓰레기 배출로 인
한 환경오염의 심각성 인식하기
버려진 물건의 가치를 재발견하여 새활용 제품 아이디어 생각해보기

학습자료
및 유의점

Tip!

https://www
일주일동안 학급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중 플라스틱 물병이나 종이컵 등을 모
.youtube.co
도입
아 실제 보여주며 경각심을 느끼도록 한다.
m/watch?v=
(5 분) v 일주일동안 사용한 1 회용 제품을 살펴보고 느낀 점 이야기하기
Czyr42tdWf
- 생활 속에서 1 회용품을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c
- 1 회용품 사용이 늘어나면서 쓰레기도 점점 늘어납니다.
- 1 회용품을 자주 사용하면 환경오염이 심각해질 것 같아요.
Tip!

ET 행복한 미래를 위해 환경 보전의 필요성 느끼기, 자원 절약 및 새활용의 태도
지니기
정리 v 깨끗한 지구를 만들기 위한 나의 다짐
(5 분)
- 미래 세대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보존
해야 합니다.
- 더 늦기 전에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https://www
.youtube.co
m/watch?v=
IC05k5-IzA
M

인터넷 백과사전이나 기사문에서 세계 여러 나라의 환경 문제를 소개하는 뉴
스나 공익광고의 한 장면을 찾아 설명한다.
전 세계에 일어나는 환경 문제에 대한 세계 뉴스를 찾아 친구들에게 소개하기
- 지구 온난화가 지속되면 아마존에 사는 생물의 절반이 멸종될 수 있다는 뉴
보았습니다.
- ‘더러워진 자연도 세탁할 수 있나요?’ 문구를 쓴 광고를 보았습니다.
뉴스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 알아보기
- ‘파리 기후 협약 체결, 기온 상승 폭 2 도 제한’에 관한 뉴스를 본 사람들
의 반응 살펴보기
- 뉴스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줍니다, 어떤 일을 긍정적이거나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게 합니다./ 여러 사람의 생각에 영향을 주어 여론을 형성합니
다.
공익광고를 보고 의도 파악하기
- 환경 보호에 대한 공익광고를 보고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기

Co

v 세계 환경 문제 지도를 만들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환경 문제 발표하기
- 세계 여러 나라의 환경 문제를 조사하여 발표하고 환경 지도를 완성하기

학습자료
및 유의점

KBS 뉴스 ‘폐품 맞나요? ’새활용‘의 세계’ 뉴스 영상을 살펴보고 새활용
의 개념과 새활용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한다.
v 우리 생활 속에서 새활용 할 수 있는 아이디어 이야기하기
Tip!

- 작아진 옷을 활용하여 가방을 만들 수 있어요
- 폐품을 활용하여 시계를 만들 수 있어요
- 못 쓰게 된 가구를 활용하여 연필꽂이를 만들 수 있어요
CD
ET

버려지는 페트병을 새활용하여 토이 정크아트 디자인 및 제작하기
모둠 협동 활동으로 협동심과 배려심 기르기

Tip! 버려진 장난감을 활용해 예술 작품을 만드는 장난감 학교의 사례를 제시하여
토이 정크아트 만들기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킨다.
전개
v
버려진 폐품을 모아 토이 정크 아트 디자인하기
(67 분)
- 버려진 박스와 페트병 등 주변의 쓰레기를 수집하여 친구들과 함께 토이 정크
아트 디자인하기
v 버려진 폐품을 모아 토이 정크 아트 제작하기
- 계획한 디자인에 맞게 토이 정크 아트 제작하기

ET 모둠별 피드백과 제작과정 공유하기
정리
v 제작한 토이 정크 아트 발표하기
(8 분)
- 제작한 토이 정크 아트의 재료와 의도 사용 방법을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기

◎ 6-7차시 교수-학습활동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학습자료
및 유의점

도입 v 환경오염실태를 나타내는 뉴스와 애니메이션 영상 시청하기
(5 분) - 뉴스와 애니메이션을 감상하고 주제 파악하기
주변의 폐기물을 이용하여 창의적인 캠페인 도구를 제작한다.
애니메이션의 특징과 스톱모션 기능을 적용하여 환경보호 애니메이션을 구상
하고 제작한다.
CD 환경 오염의 실태를 분석하고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뉴스를 제작한다.
ET 모둠별 협동활동으로 협동심과 배려심 기르기
전개 v 모둠별로 캠페인 용품,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뉴스 등 환경보호를 알리는 자료
(67 분)
를 제작한다.
- 버려진 박스를 이용하여 캠페인 문구를 작성하고, 페트병을 이용하여 소리를
내는 도구를 만들어 캠페인 활동에 참여한다.
- 환경보호와 새활용의 필요성을 알리는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을 제작한다.
- 환경오염의 심각성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뉴스를 제작한다.
CD
CD

ET 모둠별 피드백과 제작과정 공유하기
정리
v 모둠별 제작한 애니메이션과 뉴스 영상 발표하기
(8 분)
- 제작한 모둠별로 제작한 애니메이션과 뉴스영상을 친구들 앞에서 발표한다.

4. 학생활동지 / 학생참고자료
차시

지구촌 환경 오염 지도 만들기

1/7

차시

4~5/7

차시

6~7/7

새활용이란 무엇인가요?
환경 오염과 관련 있는 뉴스 또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봅시다.
환경과 관련 있는 뉴스 또는 애니메이션을 발표할 계획을 세워 봅시다.

새활용! 정크 토이 만들기
새활용 정크 토이를 디자인해봅시다.

뉴스 주제

관련 내용

뉴스 또는 애니메이션을 발표할 역할을 나누어 봅시다.
역할

사용할 재료:
제작 의도

맡은 사람

역할

맡은 사람

우리 모둠에서 만든 자료를 친구들에게 발표하고 느낀 점을 이야기해 봅시다.

5. 교사자료
차시

차시
1/7

3~4/7

파리 협정(Paris Agreement) 채택

도서 ‘플라스틱 섬’
인간이 만들어낸 플라스틱이 바다로 흘러간 후 해류의 영향으로 바다에
서 빙빙 돌고 있는 플라스틱 인공섬이 우리나라 면적의 14 배가 된다고
합니다. 이 책은 이런 사실을 바닷새가 바라본 관점으로 지은 그림책입니
다. 작가는 다큐멘터리에서 플라스틱 섬의 존재를 접한 후 아이들을 키우
는 어마로서 우리 주변의 환경에 대해 어린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
고 싶었습니다. 바닷가에 버려진 쓰레기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버려지는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해 사람들은 문제점을 지적하지만 반대로
다시 사람들에게 닥쳐올 심각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은 가라앉지도 않고 해류를 따라 떠다니다가 북태
평양 환류 해역에 타원형 꼴로 모여 거대한 섬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섬
은 사람들이 플라스틱 제품을 많이 쓰기 시작한 1950 년대부터 만들어지
기 시작했습니다. 플라스틱은 썩지 않고 물질로 우리 생활 곳곳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고 그저 잘게 부서지기만 하는 플라스틱은 스펀지처럼 바다에 떠다니면
서 많은 바다 생물들의 몸에 들어가고 결국 우리는 그 생물을 포획하여 우리 식탁에 놓게 되는 것입
니다. 바다 위를 떠도는 플라스틱 쓰레기들은 바다를 오염시키고 바다 생물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
니다.
현재 이런 쓰레기 섬이 오대양에 산재해있다고 하니 참 슬픈 현실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이 문제
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직접 쓰레기를 수거하거나 플라스틱
을 바다로 흘러들어 가지 않도록 일상생활에서부터 플라스틱의 재활용을 철저히 하고 낭비를 없애는
일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플라스틱으로 물건을 생산하고 다시 재활용하는 문제를 모두 함께 고민해
봐야 합니다.
작가는 바다에 사는 새들의 입장에서 플라스틱이라는 인간이 만들어낸 문명에 대해 역설적으로 이
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새들은 플라스틱이 뭔지 모른 채 점점 생명력을 잃어가겠지요. 아이들과
책을 보면서 어른으로서 부끄러워지는 대목입니다. 이제는 아이들과 함께 우리의 환경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해야 할 때입니다. 이것이 다음 세대에게 알려줄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2015 년 제 21 차 당사국총회(COP21, 파리)에서는 2020 년부터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신기후체제의 근
간이 될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이 채택되었다. 이로써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하
던 기존의 교토의정서 체제를 넘어 모든 국가가 자국의 상황을 반영하여 참여하는 보편적인 체제가
마련되었다. 파리 협정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전지구적 장기목표 하에 모든 국가가 2020 년부터 기후
행동에 참여하며, 5 년 주기 이행점검을 통해 점차 노력을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파리 협정은
또한, 모든 국가가 스스로 결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5 년 단위로 제출하고 국내적으로 이행토록
하고 있으며, 재원 조성 관련, 선진국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여타국가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협정은 기후행동 및 지원에 대한 투명성 체제를 강화하면서도 각국의 능력을 감안하여
유연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2023 년부터 5 년 단위로 파리 협정의 이행 및 장기목표 달성 가능성을
평가하는 전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ing)을 실시한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2015 년 12 월
파리에서 채택되고, 2016 년 4 월 22 일 미국 뉴욕에서 서명된 파리협정은 10 월 5 일 발효요건이 충족
되어 30 일 후인 11 월 4 일 공식 발효되었다. 파리협정 발효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제 22 차 유엔기후
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2)(2016.11.7.-18)에서 2018 년까지 파리협정 이행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마
련하는데 합의하였다.
자료출처

외교부 홈페이지 (http://www.mofa.go.kr/www/wpge/m_20150/contents.do)

차시

4~5/7

고물 장난감이 보물 장난감으로! 구로구, 토이정크아트 체험

치명적 ‘미세 플라스틱’공포 韓 면적 15 배 쓰레기 섬
1997 년 여름, 한 남자가 바다에서 힘겹게 요트를 타고 있었습니
다. 남자의 이름은 찰스 무어. LA 에서 하와이까지 요트로 횡단
하는 경기에 참가 중이었죠. 바람도 파도도 없는 적막한 바다에
서 홀로 사투를 벌이던 그는 이상한 느낌에 휩싸입니다. 수면 바
로 아래에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 수없이 떠있었던 겁니다. 고개
를 들어 시선을 수평선으로 향하자 해조류처럼 바다를 뒤덮고
있는 플라스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태평양 위에 존재하는 거대
쓰레기 섬 ‘GPGP’가 처음 발견된 순간이었습니다.
무어가 발견한 ‘GPGP(Great Pacific Garbage Patch)’는 ‘태
평양 위에 떠 있는 거대한 쓰레기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섬이
플라스틱 쓰레기로 이뤄져 있단 걸 알아챈 찰스 무어는 요트 대
회가 끝난 후 GPGP 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며 플라스틱 쓰레기의
위험성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해양 환경오염 전문가가 됩니다. 이런 그의 이야기는 LA 타임스에 실
리게 됐고, 이 기사는 2007 년 퓰리처상을 수상합니다. 연구팀은 보다 세밀한 조사를 위해 채집한 플
라스틱 쓰레기를 크기와 용도에 따라 각각 4 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해 봤습니다. 0.05~0.5cm 크기의
소형 플라스틱, 0.5~5cm 크기의 중형 플라스틱, 5~50cm 크기의 대형 플라스틱, 그리고 50cm 이상인
초대형 플라스틱으로 나눈 겁니다. GPGP 에는 초대형 플라스틱 쓰레기가 4 만 2000 t 으로 가장 많았
고 그 중 절반에 가까운 46%가 고기를 잡을 때 쓰는 그물이나 양식 어망 등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거대 플라스틱이 아니라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대형 플라스틱 쓰레기는 제거하기
가 오히려 수월하지만 5mm 미만의 무수히 많은 미세 플라스틱들은 걷어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플
라스틱은 분해되는 데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처음엔 대형이었던 플라스틱도 아주 미세한
입자가 될 때까지 바다에서 살아남습니다. 해류에 의해 마모되거나, 태양열에 의해 부스러지면서요.
바다를 근거로 살아가는 해양 생물들은 미세 플라스틱을 먹이로 오인하기 쉽습니다. 이를 먹은
물들은 성장과 번식에 장애를 겪거나, 장폐색, 섭식 장애 등 갖가지 질병에 시달리게 되죠.
더욱 무서운 것은 미세 플라스틱이 독성 화학 물질을 옮기는 운반체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나일론과 같은 석유화학 물질로 만들어진 플라스틱은 주변의 유해 화학
질을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특성이 있습니다. 유독 물질을 흡수한 미세 플라스틱이 물고기의 몸을
쳐 우리의 식탁에 오르고 있는 것이죠.
자료출처

YES24 책 소개 (http://www.yes24.com/Product/Goods/12458923)
[출처: 중앙일보] 치명적 '미세 플라스틱' 공포···韓 면적 15 배 쓰레기 섬

동
폴
물
거

고물 장난감이 보물 장난감으로! 구로구가 꿈나무 장난감 나라 어린
이 회원을 대상으로 15 일 시설관리공단 강당에서 토이정크아트 체험
을 실시한다. 토이정크아트는 버려진 고물 장난감 및 재활용품으로 새
로운 장난감을 만드는 친환경 예술체험이다. 새로운 것을 만드는 작업
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창의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버려진 것을 재활
용하기 때문에 환경보호 측면에서도 유익해 최근 각광 받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구로 꿈나무 장난감 나라를 운영하는 구로구 시설
관리공단이 장난감 재활용 전문 사회적기업인 (주)금자동이와 함께 진
행한다. 체험 대상은 꿈나무 장난감 나라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연령
대인 4~5 세 유아들이다. 보호자들도 1 명씩 참여해 아이들이 가지고 놀 장난감을 함께 만든다. 체험
에 사용되는 버려진 장난감은 (주)금자동이에서 수거해 아이들이 만지고 놀 수 있도록 깨끗이 세척
해 준비했다.

재활용의 재탄생 새활용 업사이클
쓰레기에 새로운 생명력을 넣어 업그레이드한 제품을 만드는 ‘새활용’이라 불리는 ‘업사이클’
은 버려진 물품을 돈을 받고 파는 개념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제품군으로 변모시킨다. 이 과정에서
세상에 없던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자원과 인간과의 관계를 선순환 구조로 바꾸는 캠페인적 성격도
보인다.

뉴스자료 ‘폐품 맞나요? 새활용의 세계’ https://www.youtube.com/watch?v=Czyr42tdWfc
자료출처

출처 : 서울일보(http://www.seoulilbo.com)

6. 차시별 학생 평가기준 및 방법
차시

평가기준(성취수준)
상

1/7

나. 관찰평가지(4~5차시)
평가방법

지식

평가도구

지구촌의 주요 환경 문제를 조사하여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는 자세를 설명한다.

모

중

자기/동료평가지(
지구촌의 주요 환경 문제를 조사하여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모둠별 토론평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는 자세를 설명한다.
학생용)

하

지구촌의 주요 환경 문제와 그 문제 해결을 위한 세계 시민
의 자세가 중요함을 인식한다.

상

환경 문제에 대한 뉴스와 광고를 보고 세계의 환경 오염문제
에 대해 관심을 갖으며 건설적인 해결책을 논의한다.

중

환경 문제에 대한 뉴스와 광고를 보고 세계의 환경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해결책을 논의할 수 있다.

하

환경 문제에 대한 뉴스와 광고를 보고 세계의 환경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상

생활 속 폐기물을 활용한 새활용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토이 정크아트를 제작할 수 있다.

중

생활 속 폐기물을 활용한 새활용의 의미를 이해하고 아이디
어를 모아 토이 정크 아트를 제작할 수 있다.

하

생활 속 폐기물을 활용한 새활용 제품에 관심을 갖고 토이
정크아트를 계획할 수 있다.

상

환경 보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효
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중

환경 보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전
달 할 수 있다.

하

환경 보호의 필요성을 생각하며 매체를 활용한 홍보물을 제
작한다.

둠

모둠원

새활용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가?
상

2~3/7

4~5/7

6~7/7

관찰평가

자기/동료평가지(
학생용)

관찰 및
산출물평가

관찰평가지

체크리스트
자기평가

체크리스트
자기평가

가. 자기/동료평가지(1, 2~3 , 6~7차시)
평가방법

평가기준
지구촌의 다양한 환경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하였는가?
지구촌의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자기평가

제시하였는가?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고민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협력하는 자세를 지
녔는가?
타당하고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제시하였는가?

동료평가
토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가?

상

평가
중

하

태도

중

다양한 아이디어를
적용하여 토이 정크아트를
제작하는가?

하

상

중

하

배움과 성장의
기록

주제(단원)명

꿈을 담아 나의 미래를 설계하는 My Dream 3D 홀로그램(Hologram)

Co

1. STEAM 프로그램 개발·적용 교육과정
연번

Co

(중심과목)
2015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차시

1

1~3/10

[6과11-02] 빛이 유리나 물, 볼록 렌즈를 통과하면서 굴절되는 현상을
관찰하고 관찰한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

2

4~5/10

[6수02-06] 각기둥과 각뿔을 알고, 구성 요소와 성질을 이해한다.

3

6~7/10

[6미02-05] 다양한 표현 방법의 특징과 과정을 탐색하여 활용할 수 있
다.

4

8~10/10

[6실04-07] 소프트웨어가 적용된 사례를 찾아보고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한다.

(연계과목)
성취기준 영역

홀로그램 앱을 통한 컨텐츠 제작하기

프로젝트에서 했던 활동 돌아보기
홀로그램 앱 소개하기

-앱 Holapex 를 실행시켜보고, 홀로그램의 원리 생각해보기

8~10

-앱에 있는 동영상을 실행시켜 프로젝터로 홀로그램 감상하기

/10

CD

앱을 통한 My Dream 홀로그램 만들기

∙나의 꿈을 소개하는 동영상 촬영하기
∙앱을 통한 홀로그램 작동시키기

2. STEAM 프로그램 총괄표(총 10차시)
차시

주요내용
주제(단원)명

1~3
/10

ET

3. STEAM 프로그램 차시별 수업지도안
중심과목

과학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파동

빛놀이 활동을 통해 다양한 렌즈 탐구하기

Co

재미있는 렌즈로 교실모습 살피기

Co

빛놀이 활동을 위한 재료 살펴보기

CD

빛놀이 활동 계획하기

주제(단원)명

Co

4~5
/10

CD

홀로그램 프로젝터 설계 및 제작

∙홀로그램 프로젝터의 수학적 원리 발견하기
∙홀로그램 프로젝터 제작하기
홀로그램 프로젝터에 담겨있는 수학적 원리와 홀로그램의 원리를 스스로 정리하고 모둠 친
구들과 토의하기

총 10 차시

연계과목
수학(도형), 미술(표현), 실과(기술시스템)
성취기준 영역

S 홀로그램 프로젝터를 만들기 위한 빛의 반사법칙 탐색하기
T

실생활에 활용된 첨단과학기술 사례 살펴보기(홀로그램)
홀로그램 프로젝터 과제 제시하기

차시

탐구하기

수학, 미술, 실과, 창의적체험활동(진로)

홀로그램 프로젝터 설계 및 제작하기

Co

빛놀이 활동을 통해 다양한 렌즈

[6과11-02] 빛이 유리나 물, 볼록 렌즈
를 통과하면서 굴절되는 현상을 관찰
하고 관찰한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

연계과목

빛놀이 활동으로 알게 된 빛과 렌즈의 특성을 스스로 정리하기

주제(단원)명

중심과목
성취기준

학습목표

∙실험을 통해 빛의 특성 알아보기
ET

학교급/학년(군) 초등학교/6 학년

*빛의 반사로 입체영상이 만들어지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다양한 직업 탐색들 통해 나의 꿈을 구체화 할 수 있는 미술 작품을 만들 수 있다.
*홀로그램 영상을 설계/제작할 수 있다.
*모둠활동의 산출물을 설계 및 제작, 공유를 통해 성취감을 맛볼 수 있다.

∙유리컵을 통해 빛과 렌즈의 특성 알아보기
∙빛의 반사와 직진, 굴절 성질을 이해하며, 그림 마술해보기

‘둘 가고 둘 남기’를 활용하여 내가 만든 홀로그램 발표하기

STEAM
요소

홀로그램 앱을 이용한 컨텐츠 제작 및 홀로그램 프로젝터 제작하기
E
A 잔상효과를 이용한 나의 꿈 작품 만들기
M 각뿔의 전개도를 이해하며 홀로그램 프로젝터 만들기

ET

주제(단원)명

나의 꿈 탐색하기

CD

잔상효과를 이용한 움직이는 미술작품 만들기

6~7
/10

잔상효과를 이용한 나의 꿈 표현하기

Co

개발 의도

이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6 학년 학생들이 과학과를 중심으로 미술, 실과, 수학, 창의적체
험활동(진로)과 연계한 총 10 차시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활동들로 학생들이
진로역량개발 능력을 키우고, 융합 인재로 성장하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이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6 학년 학생들이 과학과를 중심으로 창의적체험활동(진로), 미술, 실과, 수학
교과와 연계한 총 10 차시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세부 활동은 다음과 같다.

∙소마트로프 만들기
ET

친구들에게 자신이 만든 작품을 소개하고, 다른 친구들의 작품을 보면서 꿈을 구체화하기

1~3 차시는 ‘빛놀이 활동을 통해 다양한 렌즈 탐구하기 활동’으로 학생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렌즈를 찾아보고, 빛놀이 활동을 통해 렌즈의 특성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활동을 계획하였다.
4~5 차시는 ‘홀로그램 프로젝터 설계 및 제작하기 활동’으로 학생들은 가상현실을 현실처럼 나타낸 홀
로그램에서 발견할 수 있는 빛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 프로젝터를 창의적으로 설계하여 만들어 보는 활동
을 한다. 학생들이 프로젝터를 만들 때 각뿔의 요소와 특징을 알고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수업을 계획
하였다.
6~7 차시는 ‘잔상효과를 이용한 나의 꿈 영상 만들기 활동’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충분히 탐색
하고, 탐색한 꿈을 잔상효과를 이용한 움직이는 작품(소마트로프)을 만들도록 계획하였다.
8~9 차시는 ‘홀로그램 앱을 통한 컨텐츠 제작하기 활동’으로 지난 차시에서 만든 작품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홀로그램 앱을 이용하여 창의적인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한다. 동영상을 수정, 보완하며,
홀로그램 발표회를 준비하도록 한다.
6 학년 학생들은 진로에 대한 호기심을 많고, 다양한 직업을 탐색하면서 기초적인 진로개발역량을 키
워 나가는 단계이다. 이 작은 활동 하나가 학생들의 진로역량개발 능력을 키우고, 융합 인재로 성장하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상황 제시

-다양한 거울에 비추어보고, 반사란 무엇인지 탐구한다.
-레이저포인터를 이용해 빛의 직진 형상 관찰한다.
-수조에 물을 채워 빛의 굴절 현상 살펴본다.
∙빛의 반사와 직진 성질을 이해하며, 사라지는 그림 마술해보기
-빛의 굴절과 편광 필름을 활용하여 그림 마술 계획한다.

정리
(10 분)

빛놀이 활동으로 알게 된 빛과 렌즈의 특성을 학습지에 정리하여 발표한다.

ET

◎ 4-5차시 교수-학습활동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STEAM
학습
준거

상
황
제
시

Co

빛놀이 활동 계획하기(유리컵
창
실험, 빛과 렌즈의 성질을
의
알아볼 수 있는 실험), 홀로그램
적
프로젝터 설계 및 제작,
설
잔상효과를 이용한 작품 만들기,
계
홀로그램 발표하기

자신의 꿈을
탐색하고,
홀로그램으로
발표함으로서
진로개발역량 및

감
성
적
체
험

도입
(10 분)

실생활에 활동된 첨단과학기술 사례 살펴보기(홀로그램)

-친구들과 홀로그램을 본 경험 나눈다.
-홀로그램에 대한 뉴스를 보며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홀로그램을 찾아본다.

Co

융합적 사고 기르기

학습자료
및 유의점
뉴스영상자료
유튜브,
“첨단과학기
술”,
https://www.yo
utube.com/wat
ch?v=tvDGZK
M-MO0

홀로그램 프로젝터 만들기 과제 제시하기

-홀로그램은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는지 상상해본다.
CD

홀로그램 프로젝터 설계 및 제작

∙홀로그램 프로젝터에서 수학적 원리 발견하기
감성적 체험

-입체 영상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터의 형태 살펴본다.
-각뿔의 요소와 조건을 발견하며, 프로젝터 설계한다.

◎ 1-3차시 교수-학습활동
학습
과정

플라스틱시트
지, 편광필름,
그림스티커,
커터칼, 가위

-원리를 친구들에게 설명하며 친구들에게 자신이 만든 그림 마술 발표한다.

창의적 설계
첨단 기술이 발달하
면서 우리 생활은 과
거에 비해 편리해졌습
니다. 우리 생활 주변
에는 빛과 렌즈의 특
성을 이용한 다양한
기술들이 있는데, 빛과
렌즈를 이용한 기술에
는 무엇이 있을까요?

수조,

OHP 필름,
홀로그램
전개도, 가위,
테이프

∙홀로그램 프로젝터 제작하기
교수-학습 활동

학습자료
및 유의점

전개
(60 분)

-OHP 필름을 활용한 홀로그램 프로젝터를 창의적으로 만든다.

유투브,“홀로
그램”,
https://www.yo

Co 재미있는 렌즈로 교실모습 살피기
도입
-어안렌즈로 재미있는 교실의 모습을 살펴본다.
(10 분)
-생활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렌즈를 찾아보고, 그 역할 알아본다.
Co

빛놀이 활동을 위한 재료 살펴보기

CD

빛놀이 활동 계획하기

-관찰한 내용을 학습지에 정리하고, 결과가 다른 이유 생각해본다.
-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는 렌즈 찾아본다.
∙실험을 통해 빛의 특성 알아보기

ch?src_vid=5Z
4X8wSkfxg&v
=SKIdY-cOAz0

Tip!

∙유리컵을 통해 빛과 렌즈의 특성 알아보기
-서로 다른 조건(둥근 유리컵, 유리컵 및 바닥, 물을 채운 유리컵)으로 사물(글)을
전개
(100 분) 관찰한다.

utube.com/wat

어안렌즈,
볼록렌즈,
오목렌즈

디딤영상을 활용하여 사전에 안내하여 학생들이 수업 활동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유리컵,
실험학습지
평면거울,
볼록거울,
오목거울,
레이저포인터,

정리 ET 홀로그램 프로젝터에 담겨있는 수학적 원리와 홀로그램의 원리를 생각정리판에
(10 분) 정리하고 모둠 친구들과 토의한다.

생각정리판

4. 학생활동지 / 학생참고자료

◎ 6-7차시 교수-학습활동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만화와 애니메이션 비교해보기

Co

도입
(10 분)

-만화 ‘둘리’와 애니메이션 ‘둘리’를 비교 감상하여본다.
-만화와 애니메이션의 다른 점을 이야기 해보고, 애니메이션의 원리를
생각해본다.
Co

학습자료
및 유의점
만화
‘둘리’,
애니메이션
‘둘리’
동영상

차시

1~3/10

[읽을거리-더 알아보기]

나의 꿈 탐색하기

-직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직업을 탐색한다.

테블릿 PC

-자신이 탐색한 다양한 직업 중 한 가지를 정해 작품 계획을 세운다.
전개 CD 잔상효과를 이용한 움직이는 미술작품 만들기
(60 분) ∙소마트로프 만들기
-원판에 자신이 꿈꾸는 직업을 스케치하고, 색칠한다.
Tip!

움직임이 보일 수 있도록 같은 그림이 아닌 서로 다른 움직임으로 구성한다.

학습지.
색칠도구,
두꺼운
도화지, 펀치,
고무줄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거울과 렌즈 - 반사하고 꺾이고 - 빛을 가지고 놀다 (초등과학

-고무줄을 당겨 움직이는 나의 꿈 관찰하고, 원리 생각해본다.
정리
(10 분)

ET

개념사전, 2010. 3. 25., 정지숙, 신애경, 황신영)]

유리컵을 통해 사물(글)을 관찰해봅시다.

자신이 만든 작품을 소개하고, 다른 친구들의 작품을 보면서 꿈을 구체화한다.
순

◎ 8-10차시 교수-학습활동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Co

도입
(10 분)

학습자료
및 유의점

프로젝트에서 했던 활동 돌아보기

-그동안 했던 프로젝트 활동 돌아본다.

프로젝트
산출물

-이번 시간에는 어떤 활동을 할지 생각해본다.
Co

1

구분

특징

유리컵의
둥근 부분

2

유리컵의 및 바닥

3

물을 채운 유리컵

홀로그램 앱 소개하기

-앱 Holapex 를 실행시켜보고, 홀로그램의 원리 생각해본다.

발견한 빛의 성질을 정리해봅시다.

-앱에 있는 동영상을 실행시켜 프로젝터로 홀로그램 감상한다.
CD

앱을 통한 My Dream 홀로그램 만들기

∙나의 꿈을 소개하는 동영상 촬영하기
전개
(90 분)

-나의 꿈을 소개하는 간단한 글을 쓴다.
-움직이는 작품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나의 꿈을 소개하는 컨텐츠를 만든다.
∙앱을 통한 홀로그램 작동시키기
-나의 꿈을 소개하는 동영상을 앱 Holapex 상에 실행시키고, 프로젝터를 설치한
다.
-홀로그램 수정 보완 작업을 통해 창의적인 홀로그램 컨텐츠를 만든다.
-나의 꿈을 소개하는 홀로그램 발표 준비한다.

정리
(20 분)

ET

‘둘 가고 둘 남기’를 활용하여 내가 만든 홀로그램 발표한다.

테블릿 PC

비슷한 렌즈

차시

4~5/10

OHP 필름으로 홀로그램 프로젝터 만들기

차시

6~7/10

잔상효과를 이용한 움직이는 미술작품 계획하기

홀로그램 프로젝터에 담겨있는 수학, 과학적 원리를 찾아봅시다.

자신의 미술 작품을 간단하게 소개해봅시다.

차시

5. 교사자료

8~10/10

차시

빛의 반사 - 부딪히면 되돌아가

My Dream 홀로그램을 완성한 후 자신의 활동을 평가해봅시다.
( 아주 잘함: ☆, 잘함: ◎, 보통: ○, 부족: △ )
평가 내용

1~3/10

평가

저쪽 편 친구가 거울에 보이는 이유는?
어라! 거울1) 속에 내 얼굴은 보이지 않는데 친구의 얼굴이 보여. 무엇 때문일까? 거울을 이용하면
직접 볼 수 없는 곳에 있는 물체나 사람을 볼 수 있어. 그러려면 거울의 위치와 각도를 잘 맞추어야
해. 우리가 보는 것은 거울에 들어간 빛이 아니라 거울 표면에서 반사2)된 빛이거든. 이때 거울에 들
어온 빛이 거울 표면과 이루는 입사각과 거울에서 반사된 빛이 거울 표면과 이루는 반사각은 같아.

◉ 충분한 진로탐색을 한 뒤 홀로그램 영상을 촬영하였는가?

◉ 창의적으로 홀로그램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가?

◉ 자신의 꿈을 친구들에게 홀로그램 작품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친구의 활동을 평가해 봅시다.
친구 이름

잘한 점 또는 부족한 점
*빛의 반사-들어오는 빛의 입사각과 반사되어 나가는 빛의 반사각은 크기가 같다.
거꾸로 보이고 싶다면 오목 거울 앞에 서 봐.
치과에 있는 거울에 얼굴을 비추었더니 내 얼굴이 이렇게 컸나 싶을 정도로 커 보이잖아. 반대로 마
트에 있는 거울에 비친 물건들은 아주 작게 보여. 이런 거울들은 거울 표면이 오목하거나 볼록하게
생겼어. 그럼 거꾸로 보이는 거울은 무엇일까? 오목 거울 앞에 서서 점점 뒤로 가 보렴. 갑자기 너의
모습이 거꾸로 보이게 될 거야.

활동 후 느낀 점을 적어봅시다.

빛의 굴절 - 가다가 꺾여
사라지는 그림 마술 만들기
할아버지 안경과 친구 안경으로 본 글씨가 달라.
할아버지 안경과 개념이 안경이 섞였어. 둘 중 하나는 글씨가 커 보이고, 하나는 작아 보이는데 어느
것이 할아버지 안경일까? 안경 렌즈3)를 만져 보면 할아버지 돋보기 안경은 볼록하고, 개념이 안경은
오목할 거야. 빛이 렌즈를 통과할 때는 두꺼운 쪽으로 방향이 꺾이지. 볼록 렌즈를 통과한 빛은 모아
지고, 오목 렌즈를 통과한 빛은 퍼져. 그래서 렌즈를 통해 글씨나 물체를 보면 물체의 크기가 달라
보이는 거야.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 : 돋보기안경(볼록 렌즈)으로 글씨를 보면 커 보이고, 친구 안경(오목 렌즈)
으로 글씨를 보면 작아 보인다.

가. 준비하기
(1) 책받침 두께의 플라스틱 시트지를 커터칼을 이용하여 직경 6.0cm 원형모양, 직경 3.2cm 구멍이
뚫린 5.6cm 도넛모양, 직경 3.2cm 구멍이 뚫린 5.0cm 도넛모양으로 자른다.
(2) 적당한 크기의 편광필름을 구입하여 3.5*3.5cm로 자른다.
나. 편광판 만들기
-A면(1) 편광필름과 그림스티커의 4쪽 모서리를 가위로 둥글게 자른다.
(2) 큰 원형 모양의 시트지를 바닥에 놓고 그림스티커를 중앙에 잘 붙인다.
(3) 편광필름에 양면테이프를 얇게 잘라 4쪽 귀퉁이에 붙이고, 이 필름을 과정 2에서 만든 판 위에
붙인다.
(4) 작은 도넛모양의 시트지를 양면테이프를 이용하여 과정 3에서 만든 판 위에 붙인다.
-B면(1) 큰 도넛모양의 시트지를 바닥에 놓고 편광필름을 양면테이프를 사용하여 중앙에 발 붙인다.
(2) 작은 도넛모양의 시트지를 양면테이프를 이용하여 과정 1에서 만든 판 위에 붙인다.
(3) 균형을 맞추기 위해 큰 도넛모양의 시트지 반대쪽에도 작은 도넛모양의 시트지를 양면테이프를
이용하여 붙인다.
다. 편광판 돌리기
(1) 손바닥에 A면을 올려놓고 그 위에 B면을 올린채로 흔들어 본다.
(2) 그리고 A면에 B면을 대고 천천히 돌려보자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
빛의 방향이 꺾이는 이유는?
빛이 가다가 다른 물질을 만나 꺾이는 것을 ‘빛의 굴절4)’이라고 해. 빛은 공기 중에서 1초에 약
30만 km를 나아가는데, 물속에서는 공기 중에서보다 정도로 느려지고, 유리 속에서는 더 느려지거
든. 이와 같이 물질마다 빛이 진행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빛이 꺾이는 거야.

*숟가락이 끊어져 보이는 이유도 빛의 굴절 때문이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거울과 렌즈 - 반사하고 꺾이고 - 빛을 가지고 놀다 (초등과학 개념사전,
2010. 3. 25., 정지숙, 신애경, 황신영)]

차시
참고자료

4~5/10
차시

3D 홀로그램 기술의 개요와 특징

❶ 3D 홀로그램 기술의 개요와 특징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14년 4월호 게재 글
- 3D 홀로그램은 360도 전 방향에서 볼 수 있는 입체 영상을 구현하는 기술로 3D 홀로그램 기술
로 생성된 3D 입체영상은 마치 실제와 같은 입체감을 제공함으로써 현실감과 몰입감을 강화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 홀로그램(Hologram)은 사물의 전체 모습을 본다는 의미로, 실제 물건으로부터 반사되거나 회절
되어 전파되는 빛의 분포를 기록하고 재현함으로써 입체 공간 속에서 나타나는 실사 영상을 완벽
하게 구현함
- 현재 360도 전 방향에서 입체 영상을 감상할 수 있는 리얼 3D 홀로그램 기술은 연구실에서 프
로토타입 형태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실제 상용화되기까지는 5년~10년 이상의 개발 기간이 소
요될 것으로 전망됨
- 홀로그램 디스플레이의 본격적인 상용화 시기는 2020년경으로 예상되며, 미국 애리조나 대학의
나세르 페이검배리언(Nasser Payghambarian) 교수 연구팀에 의하면 2020년까지 홈 3D 비디오 스크
린에 홀로그램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시장에서 상용화된 3D 홀로그램 기술은 플로
팅(Floating)방식의 홀로그램 기술로 360도에서 감
상이 가능한 완전한 3D 입체영상을 보여주지는
못하며, 평면에 2차원 영상을 투영하는 유사 홀로
그램 기술임
∎그림 1. Tupac 홀로그램 공연에 사용된 플로팅
방식 홀로그램 구현 개념도
∎그림설명: ① 프로젝터가 투팍의 동영상을 거울
표면에 투사하고 ② 이 동영상 이미지는 45도 각
도로
비스듬하게 기울어진 투명한 막에 반사됨으로써
관객이 공중에 떠 있는 투팍의 홀로그램 이미지
를 감상
[출처] IBTimes(2012, http://img.ibtimes.com/www/d
ata/images/full/2012/04/17/263787.jpg)

6~7/10

[만화와 애니메이션]

(출처: YTN 사이언스 핫클립)
특정한 정지영상을 빠르게 움직였을 때, 하나의 움직이는 영상으로 보이는 효과를 잔상효과라고 한다.
주로 애니메이션에서 활용하는데, 만화에서는 이것을 동작선이나 효과선으로 표현한다.
차시

8~10/10

[스마트폰 앱‘Holapex’ 통한 홀로그램 만들기 원리
거울이 90°일 때 비친 상의 위치

거울이 45°일 때 비친 상의 위치

스마트폰에서 나온 빛은 투명 아크릴에 반사되어 사용자의 눈에 들어오게 되는데, 스마트폰의 영상
과 아크릴 스크린이 45°를 이룰 때 빛이 사용자의 눈에 수직으로 들어오게 된다. 이때 영상의 위치
는 눈과 같은 높이가 되며 영상은 아크릴 스크린 뒤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이것을 이용해 허
공에 영상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유사홀로그램 장치를 만들 수 있다.

[홀로그램 디딤영상]

[출처] IBTimes(2012, http://img.ibtimes.com/www/data/images/full/2012/04/17/263787.jpg)

디딤 영상(홀로그램 프로젝터만들기) https://www.youtube.com/watch?v=SKIdY-cOAz0&feature=youtu.be
홀로그램 프로젝터만들기

[‘둘 가고 둘 남기’ 토의 방법]
◇활용 방법
① 모둠 내에서 이동해야 할 사람과 남아야 할 사람을 정합니다.
② 두 사람은 모둠에 남고, 두 사람은 다른 모둠으로 정해진 규칙에 따라 이동하여 정보를 나누
도록 합니다.
③ 학생들은 ②의 과정을 몇 차례 반복하며 이동하도록 합니다.
④ 이동하던 학생들이 다 돌아다닌 뒤, 본래 모둠으로 돌아봐 남아 있는 학생들에게 자신이 친구
들에게 들은 정보를 설명해줍니다.

(출처: 홀로그램-STEAM-프로그램-개발안산원곡초등학교)

(활동예시 출처: https://blog.naver.com/chanchance31/221664596689)

6. 차시별 학생 평가기준 및 방법
차시

평가기준(성취수준)

상

1~3
/10

4~5
/10

플라스틱 쓰레기! 새로운 탄생
평가방법

평가도구

1. STEAM 프로그램 개발·적용 교육과정

빛놀이 활동을 통해 다양한 렌즈와 거울을 탐구하
고, 빛의 성질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

연번

차시

1

1~2/9

중

빛놀이 활동을 통해 다양한 렌즈와 거울을 탐구하
고, 빛의 성질을 설명할 수 있다.

하

빛놀이 활동을 통해 다양한 렌즈와 거울을 탐구하
였으나, 빛의 성질을 이야기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2

3~4/9

상

각뿔의 구성요소를 정확히 알고, 홀로그램 프로젝터
를 만들 수 있다.

3

5~6/9

중

각뿔의 구성요소를 알고, 홀로그램 프로젝터를 만들
수 있다.

4

7~9/9

하

각뿔의 구성요소를 대략적으로 알고, 홀로그램 프로
젝터를 만들 수 있다.

상

자신의 진로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잔상효과를 이
용한 움직이는 작품을 만들 수 있다.

관찰평가

관찰평가

관찰 평가지

관찰 평가지

(중심과목)
2015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연계과목)
성취기준 영역
(도덕)
[6과05-03]
[초등 5~6학년군]
생태계 보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생태계 보전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
다. 사회․공동체
는 일에 대해 토의할 수 있다.
와의 관계
(수학)
[6과04-03]
[초등 5~6학년군]
우리 생활에 첨단 생명과학이 이용된 사례를 조사하여 발표할 수 있다. 2) 직육면체와 정
육면체
[6과05-01]
생태계가 생물 요소와 비생물 요소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고 생태계 구성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음을 설명할 수 있다.
(미술)
[초등 5~6학년군]
[6과13-03]
나. 표현
전기를 절약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토의할 수 있다.
(국어)
[초등 5~6학년군]
다. 쓰기

2. STEAM 프로그램 총괄표(총 9차시)
차시

주요내용
주제(단원)명

6~7
/10

중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잔상효과를 이용한 움직이
는 작품을 만들 수 있다.

관찰평가

플라스틱이 무엇인지 그 의미와 성질 알아보기
플라스틱의 유래와 종류 알아보기
CD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플라스틱 5 종류의 특징 조사하고 정리하기
-자료 탐색하기
-지식 나누기
-지식 적용하기
ET 인식하지 못했던 곳에서 플라스틱을 사용했던 경험 떠올려 발표하기
ET 플라스틱 사용 환경에 미칠 영향 예상하여 발표하기
Co

관찰 평가지

CD

1~2/9
하

잔상효과를 이용한 간단한 작품을 만들 수 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창의적인 홀로그램 컨텐츠를
상 제작하고, 친구들에게 꿈이 담긴 홀로그램을 자신 있
게 설명할 수 있다.

주제(단원)명
Co

8~10
/10

중

스마트폰 앱을 통해 홀로그램 컨텐츠를 제작하고, 관찰 및 산출물
친구들에게 꿈이 담긴 홀로그램을 설명할 수 있다.
평가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해결 방안 탐구

플라스틱 사용이 지구 환경에 주는 영향 알아보기

사라지지 않고 작아지는 미세 플라스틱의 이동경로 조사하기
-미세 플라스틱 관련 영상 시청하기
-미세 플라스틱 이야기 만들기

CD

자기/동료평가
3~4/9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간단한 홀로그램 컨텐츠를 제
하 작하고, 친구들에게 꿈이 담긴 홀로그램을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다.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확인

CD

환경호르몬의 위험성에 대한 슬로건 만들기

CD

바다동물 구하기 보드게임

오션클린업 프로젝트를 보고 환경 보고 실천 태도 기르기
-자기 평가를 통해서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실천 태도 점검하기

ET

주제(단원)명
Co

플라스틱의 양면성

A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플라스틱 5 종류에 대한 시각화
M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곳에서의 플라스틱 사용 조사 및 그래프화

플라스틱의 긍정적인 측면 생각하기

플라스틱이 오히려 환경을 지키는 사례를 살펴보고 과학기술 발전의 양면성 알아보기
-플라스틱 사용 관련 PMI 토론하기
-플라스틱의 장단점을 철저히 조사하여 객관적인 자료로 토론하기

CD

5~6/9

플라스틱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플라스틱 용기의 종류와 위험도 알아보기

개발 의도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했던 플라스틱을 환경과 관련하여 생각해봄으로써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CD

ET

우리 주변 어디에나 쓰이고 있는 플라스틱은 20세기 기적의 소재라 불릴 만큼 우리 생활에 편리함을
가져왔다. 하지만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하여 100년을 겨우 넘은 플라스틱의 역사는 약 46억년을 살아

올바르게 플라스틱을 사용하기 위한 태도 기르기

온 지구를 위협하고 있다. 지구의 바다에는 한반도의 7배가 넘는 크기의 플라스틱 섬들이 떠다니고,
주제(단원)명

플라스틱 쓰레기 새활용하여 무드등 만들기

미세한 플라스틱들은 심해에서부터 사람의 몸속까지 닿지 않는 곳이 없다. 지구는 과연 플라스틱에서

플라스틱 사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의 실천 알아보기
-다양한 협약과 조약을 통한 사례 알아보기

Co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의 노력 조사하기
-자신이 살고 있는 각 지역의 플라스틱 관련 노력 알아보기

CD

7~9/9

벗어날 수 없는 것일까?
“이제는 플라스틱 사용으로 얻었던 편리함의 대가로 인간이 그 책임을 질 차례이다.“
플라스틱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기존의 프로그램들은 많았지만 이는 환경을 위해서
플라스틱 사용을 기피해야한다는 단순한 발상으로 이어지는 수업에 그쳤다.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오호 물병 만들기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오호 물병 제작하고 모둠별 피드백 가지기

플라스틱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있고, 일반적 인식과는 다르게 오히려 환경을 지키는 경우도 있다.

재활용과 업사이클링을 통한 친환경 플라스틱 무드등 만들기
-무드등 만들고, 제작 목적과 좋은 점 설명하기

르게 사용하도록 이끄는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환경 교육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는 학생으

CD

CD

ET

작은 관심이 지구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생각을 품고 프로젝트 마무리하기

따라서 플라스틱 사용의 양면성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무조건적인 기피가 아니라 플라스틱을 올바
로 하여금 환경 문제가 자신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플라스
틱은 학생 주변에 가까이 존재하며 다른 어떤 것보다 일상적인 소재이다.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플라
스틱이 지구 환경과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익숙하게만 여겨왔던 플라스틱 사용이 갖
는 문제점과 문제해결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며, 나아가 자신의 행위가 환경에 가져올 결과를 생각하

3. STEAM 프로그램 차시별 수업지도안

고 실천하는 환경 친화적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중심과목

과학

상황 제시

[6과05-03]

중심과목
성취기준

학교급/학년(군) 초등학교/6 학년

[초등학교] 마. 생물과 환경

영역

중심과목

생태계 보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생태

성취기준

계 보전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창의적 설계
바다의 동식물들이 죽

대해 토의할 수 있다.

주제(단원)명

지구와 인간에게 플라스틱이 미치는

차시

총 9 차시

영향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했던 플라스틱을 환경과 관련하여 생각해봄으로써 문제해결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학습목표

어가고 있습니다. 이유
STEAM
학습
준거

*무분별하게 사용했던 플라스틱이 지구와 인간에게 주는 영향을 살펴보며 인간과 환경의
연관성을 파악하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할 수 있다.
*플라스틱의 성질과 플라스틱 사용의 양면성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른 사용법을 함

창 *플라스틱이 우리 인체에 일으킬
수 있는 문제 알아보기
의

*플라스틱 사용 줄이 감

적 *올바른 플라스틱 사용법 알기
제 때문인데요. 플라스틱
설 *재활용과 업사이클링을 통한 환
시 의 사용이 지구 환경
경 보호 실천하기
계
에 어떠한 영향을 끼

*플라스틱 사용을 줄 적

상 는 사라지지 않고 작
황 아지는 미세 플라스틱

칠까요?

께 생각하며 실천할 수 있다.
연계과목

도덕, 미술, 수학, 국어

연계과목
성취기준 영역

S 플라스틱의 의미와 성질에 대한 과학 원리
STEAM
요소

T
재활용과 업사이클링을 통한 환경 보호에 필요한 기술
E

감성적 체험

려는 의지 기르기

성

이기 위한 다양한 체
활동 실천하기

험

◎ 1-2차시 교수-학습 활동
학습

교수-학습 활동

과정
Co

도입
(5 분)

◎ 3-4차시 교수-학습 활동

주위에서 플라스틱을 사용한 물건을 찾아본다.

- 일상생활에서 생각보다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이야기한다.
Co

기사와 첨부된 그래프를 살펴본다.

- 매년 증가하는 플라스틱 사용이 환경 문제로 이어지고 있으며 플라스틱을
제대로 알고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한다.
CD

학습자료

학습

및 유의점

과정
Co

· 발문을
통해서
학습동기를
유발한다.

도입
(5 분)

CD

(여성환경연대. Plastic Shores- Micro-plastics Animation.
https://www.youtube.com/watch?v=CfSZbrDCUZ0에서 2017.07.17.인출)

조별자료 준비

-미세플라스틱이 지구에 퍼지는 단계별 사진이 실린 활동지에 미세 플라스틱의 이

재료

동 이야기를 만들어 본다.

[플라스틱의 유래]

-자신이 만든 미세플라스틱 이야기를 발표해본다.

: 성형하기 알맞다는 뜻의 그리스어 ‘플라스티코스’

-교사의 활동 정리 및 추가 설명

[플라스틱의 종류]

[지금까지 미세 플라스틱이 바다를 오염시키는 과정을 알아보았다. 우리가 알고

-열가소성 플라스틱: 한번 만들어진 후에 다시 열을 가하면 형태가 변함

있는 플라스틱 제품 이외에도 매일 쓰는 세안제, 치약, 바디위시 등에도 마이크로

-열경화성 플라스틱: 한번 만들어진 후에 다시 열을 가해도 형태가 변하지 않음
조별활동을 통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플라스틱 5종류의 특징에 대해 알아본

순회지도를

지 않고 바다로 흘러들어가 다시 우리 식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활동지

활동수준을
파악하고
부진학생을
도와준다.

환경호르몬의 위험성에 대한 슬로건 만들기- [플라스틱은 돌고 돌아서 돌아
(70 분) 온대(p.71-77)]를 읽고 플라스틱에서 나오는 환경호르몬에 대해 알아본다.
CD

-조를 이루어 플라스틱에서 나오는 환경 호르몬의 위험성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

-각 조에서 한명씩 모여 5명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조를 만든 뒤, 이전의 조에서

해본다.

배운 내용을 서로 가르치고 배운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곳에서 플라스틱을 사용한 예시를 생각해보고 플라스틱

바다동물 구하기 보드게임

-보드게임 규칙을 설명한다.
[보드게임 규칙]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플라스틱 사용의 사례를 떠올려본다.

1. 조원들은 각각 하나의 말과 빈칸 하나를 갖는다. 빈칸에 해당하는 수는 자신이

-플라스틱 사용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상하여 발표한다.
· 학습지

플라스틱 사용이 환경에 미칠 영향 예상하여 발표하기

슬로건을 제작해 보도록 한다.
CD

사용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야기해본다(소집단 활동).

ET

· 관련된 책
내용 인쇄물
· 슬로건
내용을 칠판에
게시하여 반
천체가
공람한다.

-슬로건에 대해 설명한 후, 플라스틱에서 나오는 환경호르몬의 위험성을 알리는
· 학습지

-페트병 실험을 통해 플라스틱의 다양한 종류를 확인해본다.

(5 분)

한다.]
전개

2. 지식 나누기

ET

· 단계별
사진이 실린

1. 자료 탐색하기

3. 지식 적용하기

동영상

비즈라는 미세 플라스틱이 사용된다. 미세 플라스틱은 하수처리 시설에서 걸러지

통해

중 하나를 선정하여 특징을 정리해본다.

· 미세
플라스틱 관련

· 교사는

다(소집단 활동).
-학급 전체를 5개의 조로 구성하고, 조별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플라스틱 5종류

정리

미세 플라스틱 이야기 만들기

: 어떤 힘이 가해지면 형태가 변하고, 그 힘이 사라지고 나면 변한 형태를 유지하는

CD

영상

-미세 플라스틱 관련 영상을 시청한다.

[교사 설명]

(70 분)

(EBS뉴스. [뉴스G] 플라스틱의 역습.

· 플라스틱
환경오염 관련

- 플라스틱이 우리 자연과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하면서 보게 한다.

(학급 전체)

전개

플라스틱 사용이 지구 환경에 주는 영향 알아보기

-영상을 통해 문제를 인식하도록 한다.

학습자료
및 유의점

https://www.youtube.com/watch?v=Eurf3s9sEWk. 2017.07.16.인출)

· 기사와
첨부된 그래프

플라스틱의 의미와 성질에 대한 교사의 설명을 듣고 플라스틱에 대해 알아본다

[플라스틱의 의미]

교수-학습 활동

구한 바다동물의 숫자이다.

오류수정은

2. 순서를 정하고 주사위를 굴려 해당되는 문제를 푼다.

학생들이 완성한 학습지에 대해 피드백하고,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

공개적으로
하지 않도록

3. 문제를 맞힐 경우 자신의 빈칸에 해당되는 숫자를 더하고, 틀릴 경우 숫자를 뺀다.

하며 마무리한다.

한다.

4. 조원 모두가 결승선에 도착했을 때, 각자 빈칸의 숫자들을 계산하여 가장 큰
숫자를 갖게 되는 사람이 가장 많은 바다동물을 구하여 승리하게 된다.

· 보드게임
판과 주사위

· PPT자료
ET

-오션클린업 프로젝트 관련 영상을 시청하고, 환경을 지키기 위해 중요한 것은 환
정리
(5 분)

· 관련

오션클린업 프로젝트를 보고 환경 보고 실천 태도 기르기
· 오션클린업

-우리 주변의 플라스틱 제품에서 분류 기호를 찾고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

관련 동영상

경에 대한 관심과 실천하려는 태도라는 것을 설명하며 활동을 마무리한다.
· 오션클린업 영상 (아이디어고릴라. 바다를 치우는 쓰레받기.
https://www.youtube.com/watch?v=CfSZbrDCUZ0에서 2017.07.17.인출)

· 자기평가표

-제시된 평가지에 잘못된 플라스틱 사용의 문제점을 3가지 이상 기술해 본다.

ET

-자기 평가를 통해 학습에서 어떤 것을 배웠는지 스스로 점검해본다.

정리
(5 분)

◎ 5-6차시 교수-학습 활동
학습

Co

올바르게 플라스틱을 사용하기 위한 태도 기르기

-올바른 플라스틱 사용을 위한 다짐문 쓰기
-포스트잇에 자신만의 올바른 플라스틱 사용을 위한 다짐을 담은 다짐문을 씽킹보

학습자료
및 유의점

플라스틱의 긍정적인 측면 생각하기

-학습지를 통해 제시되는 4 개의 문장을 보고 문장이 의미하는 바를 예측해본다.

◎ 7-9차시 교수-학습 활동
학습

교수-학습 활동

과정

Co 플라스틱 사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의 실천 알아보기
-1975 런던협약, 1999 비닐봉지 유료화와 같은 사회의 노력과 플라스틱 사용의 대
도입 체 방안을 연구 중인 레고, 코카콜라, 아디다스 기업의 사례를 자료를 통해 살펴
(10 분) 본다.
-바이오 플라스틱 자료(YTN 사이언스. 옥수수로 만드는 바이오 플라스틱.
https://www.youtube.com/watch?v=nTq9c7RT_eU)

4. 플라스틱이 우리 몸을 대신한다?
-학생의 다양한 예측을 들어보고 교사가 각 문장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한다.
·
플라스틱이 오히려 환경을 지키는 사례를 살펴보고 과학기술 발전의 양면성 학생들이
알아보기
다양한
CD

-플라스틱 사용 관련 PMI 토론하기
-토론 주제를 제시한다.

상상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환경오염의 주범! 플라스틱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전개
-조별로 플라스틱 사용의 장단점을 정리하고 발표해본다.

·
토론활동
학습지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을 생각해본다.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의사결정을 하고,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야
기해본다.
-플라스틱의 장단점을 철저히 조사하여 객관적인 자료로 토론하기
CD

플라스틱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자료를 통해 플라스틱 용기의 종류와 위험도를 알아본다.
-플라스틱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본다.

CD

·
장단점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지도한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의 노력 조사하기

-자신의 지역에서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찾고 느낀 점을 발표해
본다.
ex) 경기도 성남시 '다시 쓰는 세상, 순환자원홍보관’, 환경·에너지 지키는 경기
도 '자원순환마을’keywords) 지역명, 플라스틱, 자원, 환경, 순환
CD

편리함을 주는 플라스틱 사용해야 한다!
vs

학습자료
및 유의점

· 학습지

1. 플라스틱 가볍고 싸고 편리하다!

(5 분) 2. 플라스틱이 동물 사냥을 막았다?
3. 플라스틱이 없으면 영화도 없다!

(70 분)

·
포스트잇

드에 붙이고 각자 돌려본다.
교수-학습 활동

과정

도입

학습지

인해본다.

오호 물병 만들기

(키즈현대. 오호 만들기 실험. https://www.youtube.com/watch?v=EReU8Ij5244)
1. 알긴산 나트륨 5g을 계량한다(종이 무게 고려).
전개 2. 물 1L에 알긴산 나트륨 5g을 넣고 믹서기로 섞는다.
3. 혼합액을 15분 이상 둔다.
(100 분)
4. 젖산칼슘 5g을 1L의 물에 넣어 섞는다.
5. 알긴산 나트륨 혼합액을 국자를 이용해 젖산 칼슘 용액에 옮겨 담고 조심스럽
게 저어준다.
6. 응고 된 혼합물을 깨끗한 물에서 씻어준다.
7. 오호 물병을 완성한다.
CD 재활용과 업사이클링을 통한 친환경 플라스틱 무드등 만들기
-올바른 플라스틱 분리수거 방법을 이야기해봅시다.
-버릴 물건에 있는 삼각형 표시를 찾는다(재활용 가능).
-분리 배출 표시 안에 있는 종이, 유리, 캔, 페트, 플라스틱, 비닐에 따라 분리한다.
-버리기 전 병 안에 남은 음료는 없는지, 찌꺼기가 붙어있지 않은지 확인한다.

· PPT 자료
· 영상 자료

· 활동지
· 학생들이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키워드를
제공한다.
· 오호
만들기 영상
· 안전에
주의하도록
한다.
· 15분 이상
기다리기
어렵다면 미리
준비한
혼합액으로
교체한다.
· 업사이클링
관련 영상
· 아이디어

4. 학생활동지 / 학생참고자료
구상 활동지

차시

[교사 관련 설명]
Up-Cycling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업-사이클링은 재활용을 뜻하는
Recycling과 비슷하지만, 재활용에서 더 나아가 버려지는 물건에 새로운 가치를 더
해 전혀 다른 제품으로 다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상을 보고 업-사이클링에 대해 알아본 뒤 자신의 업-사이클링 아이디어를 구상
해본다.
-업사이클링 영상 (더 스토리. 업사이클링(upcycling) 산업.
https://www.youtube.com/watch?v=at4VSLsFK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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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 바다, 물고기 < 플라스틱1)
1초에 2만개. 음료와 화장품 등을 담는 데 쓰는 플라스틱 용기는 재활용 비율이 높
아졌다고 해도 이같이 빠른 소비량 증가 속도를 미처 따라잡지 못한다. 수거되지 못
한 채 바다로 흘러들어간 플라스틱 쓰레기가 2050년이면 바닷속 물고기보다 많아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무드등 만들고, 제작 목적과 좋은 점 설명하기

가디언은 28일(현지시간)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의 보고서를 분석해 2021년 플라
스틱 음료병 소비가 5833억 개에 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계에서 1초에 2만개가 소
ET

작은 관심이 지구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생각을 품고 프로젝트 마무리하기

-핑거프린트를 통해 지구를 건강하게 만들겠다는 다짐나무 만들기
정리
(10 분)

-플라스틱 사용으로부터 환경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되돌아보기
-환경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이 갖는 사소한 관심에서부터 시작함을 상기시키기
-작은 관심이 환경을, 나아가 지구를 건강하게 만듦을 깨닫게 하고, 주변을 둘러
보고 당연하게 여겼던 것에 관심 가지는 마음 약속 하기

비되는 셈이다. 원재료인 폴리에틸렌 테레프탈염산에서 이름을 따 페트(Pet)병으로
· 핑거프린트
잉크패드
· 다짐나무
인쇄물

불리는 이 용기는 보틀드 워터(Bottled Water), 즉 ‘먹는 샘물’이 보편화되면서 사
용량이 급증했다. 2004년 3000억 개
에서 지난해 4800억 개로, 2021년이
면 20%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
다.
소비자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깨
끗한 물’을 내걸고 판매하는 먹는
샘물은 건강한 삶에 대한 갈망, 도
시화와 함께 급속히 확산됐다. 공공
재였던 수
자원을 병에 담아 시장으로 넘기면
서 물의 사유화를 가속시킨 촉매제
이기도 하다. 물의 보관과 이동이
간편해졌고,

수출이

가능해지면서

생산량의 4분의 1이 원산지 국가
밖에서 소비된다. 1940년대 처음 등
장한 병에 담은 물은 1970년대 세
계에서

연간

10억ℓ가

거래됐다.

1980년대 25억ℓ로 2배를 넘기더니
2000년 840억ℓ, 220억 달러어치가
유통됐다.

1) 경향신문. 2050 바다, 물고기<플라스틱.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6291603001&code=970100 [2017.07.15.인출]

차시

1~2/9

차시

1~2/9

PE(폴리에틸렌)

PVC(폴리염화비닐)

폴리에틸렌이란 에틸렌 가스를 중합해서 만든 플라스틱으로 일반 플라스틱보다 저렴한 가
격에 가공이 쉬워 다양한 제품군에 사용된다. 폴리에틸렌은 장시간 햇빛에 노출돼도 변색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 다른 소재에 비해 비교적 안전하여 쇼핑백, 쓰레기 봉투, 마트용 봉투,

폴리염화비닐(PVC)은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환경호르몬 위험 물질’ 리스트에서 제일
먼저 언급한 물질이다. 값이 싸고, 원하는 모양을 쉽게 만들 수 있고, 재활용도 쉬워 가장

선물 포장지, 아이들의 장난감, 음식을 담는 플라스틱 용기나 컵라면 용기 등에 사용된다.
폴리에틸렌은 택배용 포장봉투에 주로 사용된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받아

널리 쓰이는 플라스틱 중 하나다.

볼 수 있는 폴리에틸렌 택배용 포장 봉투는 상자 포장보다 부피를 줄일 수 있고 방수가 가

파이프 같은 건축자재는 물론, 저장용기, 필름, 장난감 같은 생활용품과 주사기 같은 의료용

능해 많이 이용되고 있다. 물건이 파손되지 않도록 완충재 역할을 하고 있는 에어캡, 일명

품으로도 널리 쓰인다. 집안에 깔려있는 장판도 폴리염화비닐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뽁뽁이’도 폴리에텔린으로 만들어진다. 최근에는 포장재 역할뿐만 아니라 탁월한 단열효

매끄럽고 소음을 막아주어 인기가 많다. 하지만 폴리염화비닐이 환경호르몬을 배출한다는

과로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어 겨울에 많이 사용된다.
또한 폴리에틸렌으로 만든 종이는 일반 종이와는 달리 물에 젖거나 쉽게 찢어지지 않아 실
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폴리에틸렌으로 만든 종이에는 타블렛, 타이벡, 미네랄

연구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사실 PVC 자체는 인체에 해롭지 않다. 순수한 PVC는 매우 단단한 물질로, 건축자재로 쓸

페이퍼가 있는데, 먼저 타블렛은 종이 단면에 폴리에틸렌을 고온에서 코팅하거나 폴리에틸

때는 이런 성질이 좋지만 저장용기, 필름, 장난감을 만들 때는 좋지 않다. 따라서 플라스틱

렌 필름을 씌어서 만든 종이로 액체가 새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타블렛은

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기 위해 PVC에 가소제를 섞는다. 가소제는 PVC 분자 사이로 들어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음료 자판기 내의 종이컵이나 커피 전문점의 테이크 아웃잔에

분자의 결합을 유연하게 바꿔 주는 물질이다.

사용된다.
두번째로 타이벡은 나무의 펄프를 이용해 만들어진 종이가 아닌 고밀도 폴리에틸렌을 주원

바로 이 가소제에 환경호르몬이 섞여 있다. PVC에 섞인 가소제는 서서히 배출되는데 온도

료로 하는 화학종이로, 물은 통과하지 못하지만 습기가 통과 가능한 독특한 성질로 이루어

가 높아지면 배출되는 속도가 빨라진다. 따라서 식품 용기나 식품을 싸는 랩, 주방용 일회

졌으며 화재 위험이 적고 화학물질에 내성이 강해 산업현장과 패션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

용 장갑, 어린이들이 빨아 먹기도 하는 장난감, 주사기 같은 의료기기에 가소제가 섞인 플

용되있다.

라스틱을 써서는 안 된다. 시장에서 주는 검은색 일회용 비닐봉지는 대부분 PVC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돌종이’라고도 불리는 미네랄 페이퍼는 석회석에서 탄산칼슘을 추출한 물질
에 폴리에틸렌을 혼합해서 만든 종이로, 벌목이 필요 없고 종이를 희게 만드는 표백제가 쓰
이지 않아 친환경 종이로 기대 받고 있다. 또 물에 젖지 않고 습기에도 강해 종이의 변질이

식품을 잠시 담아 오는 건 무방하지만 이 상태로 오래 저장하면 좋지 않다. 이런 식으로 주
변 물건 중에 해로운 것이 없는지 찾아 하나씩 바꿔나가야 한다.

적고 벌레가 먹지 않기 때문에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다.
○ 정리하기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폴리에틸렌 [PE] (쇼핑용어사전) http://blog.skenergy.com/1928

○ 정리하기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안전한 플라스틱 - 부드러운 플라스틱을 조심하라! (화학산책)

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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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1~2/9

PP(폴피프로필렌)

PS(폴리스티렌)

PP는 Polypropylene의 약자로, 폴리프로필렌이라고 부른다. 폴리에틸렌과 흡사하지만 강도

폴리스티렌 수지에 발포제(열을 가하면 분해되어 거품을 발생하는 약제)를 가하여 스펀지처

가 높고 가볍다. 무게가 가볍고 열에 강한 소재로 스탠드, 수영복, 밀폐용기, CD케이스 등

럼 만들어서 굳힌 플라스틱이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스티로폼이다. 원래 스티로폼이란

다양한 용도에 사용된다. 특히 수분을 거의 흡수하지 않는 항균성 소재로 가공되어 세균 발

말은 스티로폼을 처음 만든 회사의 상품 이름에서 나온 것이다. 스티로폼의 진짜 이름은 '

생 요인 자체가 없어 인체에 무해한 섬유로 각광 받고 있다.
폴리프로필렌은 원유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프로필렌으로 만들며 어떻게 가공하느냐

발포 폴리스타이렌'이나 사람들이 모두 상품 이름으로 부르다 보니 '스티로폼'이 실제 이름
처럼 쓰이게 되었다.
스티로폼은 거품을 이용하여 부풀려서 만든 물질로서 물보다 가볍다. 그래서 물 위에 스티

에 따라 성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 부분에서 이용되고 있다. 무엇보다 플라스틱 중에 가

로폼을 넣으면 둥둥 뜨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스티로폼은 냄새가 없고, 가볍고, 튼튼하며 충

장 가벼우면서도 높은 온도에 견디는 능력이 뛰어나다.

격을 흡수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그래서 냉장고나 텔레비전 같은 전자 제품을 고정하고 보

폴리프로필렌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플라스틱 중 하나로 뜨거운 음식을 담는 일회

호하는 포장재나 각종 헬멧을 만들 때, 우리가 자주 먹는 컵라면 용기도로 사용된다. 열을
가두는 능력이 뛰어나 집을 지을 때 보온재로 쓰이기도 하며, 세균이나 곰팡이가 번식하지

용 그릇, 자동차 범퍼, 일회용 기저귀, 보온병, 우주복, 아기용 젖병을 만드는 데 사용되고

않아 아이스박스 등 신선하게 음식을 운반하는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다.

있다. 폴리에틸렌은 1931년 영국에서 처음 제조되었다. 폴리에틸렌은 전 세계 플라스틱 시

스티로폼을 자세히 보시면 수천, 수만 개의 공기방울 같은 동그란 형태가 밀집되어 있는 것

장을 지배하였지만 과학자들은 이 물질의 약한 성질에 실망했다. 그리하여 더 나은 플라스

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물방울 모양 하나하나에는 공기로 채워져 있는데 스티로폼의

틱 개발을 위한 경쟁이 시작되었다.
이탈리아 과학자인 줄리오 나타(1903~1979)는 독일 과학자인 카를 지글러(1898~1973)와 함께

98%는 공기로 이뤄져 있다고 한다. 또한 스티로폼에 공기를 주입할 때 사용하는 펜테인이
나 뷰테인과 같은 탄산가스는 오존층을 파괴하는 프레온가스와는 달리 오존층을 파괴하는
염소 원자가 없고, 낮은 고도에서 급속히 분해되기 때문에 오존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새로운 중합체 개발을 도울 수 있는 촉매제를 개발하고 있었다. 1954년 나타는 프로 필렌을

스티로폼은 미국의 레이 맥킨타이어(Ray McIntire)가 발명했는데. 사실 의도치 않게 우연히

중합하였지만 지글러와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특허를 신청하였다.

발명하게 됐다고 한다. 세계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부드러운 단열재를 개발하기 위한 연

전 세계 다른 그룹들이 지글러-나타 촉매제를 사용하여 폴리프로필렌을 열심히 만드는 동

구 중에 스티렌과 이소부틸렌, 휘발성 액체를 혼합해 새로운 합성수지를 만들려다 기포가

안 정작 지글러와 나타는 법적 공방을 진행하였다. 이 두 사람 간의 불화는 1963년 노벨화

많은 폴리스티렌, 즉 발포폴리스티렌이 만들어진 것이다. 기존에 폴리스티렌(Polystyrene)은
잘 부서졌지만, 새로 발명된 발포폴리스티렌은 그보다 30배나 가볍고 강도도 높아졌다.

학상을 공동수상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 정리하기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폴리프로필렌 (죽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세상을 바꾼 발명품 1001, 2010. 1. 20.,
마로니에북스),
- 쇼핑용어사전. 폴리프로필렌 [Polypropylene].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414090&cid=51399&categoryId=51399

○ 정리하기

[출처]
- 천재학습백과 초등 과학 용어사전. 스티로폼 [styrofoam].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549816&cid=58598&categoryId=58618
- 한화케미칼. 98% 공기로 이뤄진 스티로폼의 재발견.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6338805&memberNo=5673438&vType=VERTICAL

차시

1~2/9

차시

PET(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폴리에틸렌 테레프타레이트(PET)는 1941년 영국의 J. R. Whinfield 등에 의해 테레프탈산디
메틸과 에틸렌그리콜에서 합성되는 것이 발견되어 1948년 ICI사, 듀폰사에 의해 섬유로 공
업화되었다. 일본에서는 1958년 데이진, 도오레이가 처음으로 합성 섬유로 만들기 시작했다.
PET는 단단하고, 열에 잘 견디며, 화학약품에도 변형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PET는 주로
섬유분야에서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PET 필름과 PET 볼트 등 섬유 분야 밖에서도 사용도
가 늘어나고 있다.
폴리에틸렌 테레프타레이트는 의류용 폴리에스테르 섬유를 만드는 외에, 비디오 테이프와
마이크로 필름용을 위해 필름상태로 사용하거나 맥주나 간장을 넣는 병처럼 성형품으로 사
용하고 있다. 오디오, VTR, 컴퓨터용의 자기 테이프, 플로피디스크, 디스크 등의 재료로 널
리 쓰인다. 우리가 휴대 전화 액정을 보호하기 위해 붙이는 보호 필름도 폴리에틸렌 테레프
탈레이트로 만든 것들이 많다.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는 투명하면서 쉽게 모양이 변하
거나 약해지지 않고 가볍고 깨지지 않는 재료이며 온도와 습도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아
음료를 오랫동안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
PET는 부드럽게 하는 가소제로 DEHP (di-(2-ethylhexyl)phthalate) 나 BPA(비스페놀A)를 원
료로 사용하지 않으므로 환경호르몬에서는 비교적 안전한 물질로 알려져 있다.
페트의 장점으로는 PVC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성분으로 이루어져 떨어트려도 잘 깨지지
않고 유연하다는 점이 있다. 또한 기체가 잘 통과하지 못해 탄산이 든 음료도 저장이 가능
하며 사용 범위가 넓다. 그러나 PE, PP보다 안전성 면에서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 정리하기

[출처]
- 첨단산업기술사전. 폴리에틸렌 테레프타레이트 [polyethylene terephthalate].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869651&cid=42388&categoryId=42388
- http://blog.naver.com/viva9239/memo/221059338297

1~2/9

모둠명:
병에 사용되는 플라스틱과 뚜껑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은 어떻게 다를까?

차시

1~2/9

차시

모둠명:

3~4/9

미세플라스틱 이야기 만들기

학년

반

번 이름

사진을 보며 나만의 미세 플라스틱 이야기를 만들어 봅시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플라스틱 사용 경험을 3개 이상 떠올려 적어 보세요.

예시) 가람이는 여름을 맞아 바닷가에 놀러갔다.

1. 예시) 물건을 살 때 쓰는 플라스틱 카드

너무 더운 날씨에 페트병에 든 물을 사 마신 뒤

①

2. 예시) 종이컵을 젖지 않게 하는 코딩용 플라스틱

하러 갔다.

3. 예시) 아기가 사용하는 우유병, 공갈 젖꼭지

4.

②

플라스틱 사용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유롭게 이야기해 봅시다.

예시) 플라스틱은 잘 썩지 않아서 그대로 두면 사라지지 않으며 땅에 묻어서 버리면
식물이 자라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아무 곳에나 버린 플라스틱을 야생 동물들이 먹이로 착각하고 먹으면 죽을 수도 있

모래사장에 페트병을 버려두고 친구들과 물놀이를

③

다. 또 플라스틱을 태워서 버리면 몸에 좋지 않은 연기나 물질이 나와서 공기를 오
염시킬 것이다.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빈칸을 채워 보세요.
④

1. 플라스틱이란 어떤 힘이 가해지면 형태가 (① ), 그 힘이 사라지면 형태를 (② )하
는 재료이다.
2. 플라스틱은 성형하기 알맞다는 그리스어 (③ )에서 유래했다.
3. 플라스틱의 종류에는 한번 만들어진 이후에 다시 열을 가했을 때 형태가 변하는
(④ )플라스틱과 형태가 변하지 않는 (⑤ )플라스틱이 있다.
⑤

차시

차시

3~4/9

3~4/9

플라스틱 문제점 생각하기

바다동물 구하기
친구들과 함께 게임을 하며 배운 내용을 떠올려 봅시다.

학년

반

번 이름

학년

반

번 이름

잘못된 플라스틱 사용의 문제점을 3개 이상 떠올려 적어 보세요.

1. 예시) 미세 플라스틱이 바다 생물에게 들어가 우리의 식탁에 오를 수 있다.
2. 예시) 환경호르몬이 나오는 플라스틱 사용은 인간의 성장을 막는다.
3.
4.

차시

3~4/9

학습 활동을 마친 뒤 아래의 평가표를 완성해 봅시다.

번호

설문 내용

전혀

대체로

그렇지

그렇지

않다

않다

1

그저

대체로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나는 수업을 통해 미세 플라스틱
①

이 생기는 이유와 미세 플라스틱
의 문제점을 이해하게 되었다.
나는 수업을 통해 잘못된 플라스

②

틱 사용이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게 되었다.
나는 친구들과 함께 환경 호르몬

③

의 위험성을 알리는 슬로건 제작
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나는 질서와 규칙을 지키며 보드

④

게임에 참여하여 바다 동물을 구
하기 위해 노력했다.
나는 수업을 듣고 친구들에게 잘

⑤

못된 플라스틱 사용의 문제점을
말할 수 있다.

총합:

차시

5~6/9

플라스틱 장점 알아보기

차시

학년

반

번 이름

PMI토론 활동지

5~6/9

학년

반

번 이름

토론에서 다룰 주제

플라스틱의 장점에 대한 4개의 문장을 읽고 문장이 의미하는 내용을 예측해 봅시다.

예시) 플라스틱을 사용해야 한다 VS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1. 플라스틱 가볍고 싸고 편리하다!

플라스틱 사용의 좋은 점을 3가지 이상 떠올려 적어 봅시다.
1. 예시) 유리나 나무로 된 제품에 비해 가벼우면서도 튼튼하고 가격도 저렴하다.

나의 생각

예시) 플라스틱이 쇠보다 가볍고 마음대로 형태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도구를 만들기에 편리하다.

실제 내용

예시) 플라스틱 병 사용 전 유리병은 무겁고, 깨지기 쉽기 때문에 옮기거나
보관하기 어려웠다. 또한 저렴한 일회용 기저귀의 발명으로 빨래하는 시간과
노동력을 줄이고, 빨대를 사용하여 아기나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음식
물을 쉽게 먹을수 있게 되었다.

2.
3.

2. 플라스틱이 동물 사냥을 막았다?

플라스틱 사용의 나쁜 점을 3가지 이상 떠올려 적어 봅시다.
1. 예시) 바다로 떠내려간 플라스틱은 바다 동물에게 영향을 주고 생태계를 파괴한다.

나의 생각
2.
실제 내용

3. 플라스틱이 없으면 영화도 없다!

3.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은 없을지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예시) 꼭 필요한 곳에는 플라스틱을 쓰되, 장바구니나 개인컵 가지고 다니기 등 다른 대안

나의 생각

이 있는 경우에는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다.

실제 내용

4. 플라스틱이 우리 몸을 대신한다?

나의 생각

실제 내용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차시

5~6/9

우리 주변에 적용해보기

차시
학년

반

번 이름

주변에서 플라스틱 표시가 된 물건을 찾고,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자.

7~9/9

우리 지역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모둠명

우리 지역에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하고 있는 일들을 찾아봅시다.
우리 지역에서 하고 있는 일
예시) 경기도 성남시 ‘다시쓰는 세상 순환자원 홍보관’

예시) PP는 플라스틱 중 질량이 가장 가볍고 질겨 고온에도 변
①

형되거나 호르몬 배출이 없다. 따라서 화장품 용기로 사용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재미있게 재활용과 자원순환에 대해 교육하고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
‘순환자원홍보관’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버려지는 캔, 페트병, 플라스틱 등 포장재의 올바른 분리배
출과 재활용 방법을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체험할 수 있도록 한 어린이 자원순환 교육에 특화된 공
간이다.
미래 자원순환사회를 지켜나갈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환경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유통지원센터에서
마련한 ‘환경교육의 장’인 셈이다.
홍보관은 층별로 주제를 달리하여 폐기물의 발생과 환경오염, 포장재별로 재활용되는 과정 등을 아

예시) PET는 1회성으로 제작됐기 때문에 재사용 시 박테리아
②

번식 가능성이 높은데 그동안에는 다시 물을 삼아서 재사용한
적이 많았다. 다음부터는 사용에 주의해야겠다.

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1층에 위치한 영상관에서 상영되는 애니메이션은 ‘자원순환’ 여행의 시작을 관람객들에게 알린다.
2층에서는 포장재 종류별 재활용 과정을 알아보고 실제 재활용 제품을 보고 만질 수 있으며, 어린이
들이 생활 속에서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자원 절약방법을 가르치면서 생활 속 실천을 유도하고 있다.
지구환경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는 3층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파괴된 지구환경 관람객들에게 알리
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환경보전을 위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천해야 하는 올바른 분
리배출 방법을 게임과 체험을 통해 알려준다.
유통지원센터는 지속적인 홍보관 방문과 관심을 이끌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하는 문화공연, 우유팩과

③

휴지 교환 등 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확대할 예정이다.
[출처]
- 환경미디어. (2017). 어린이 체험 전시 ‘다시쓰는 세상, 순환자원홍보관’ 탄생.
http://www.ecomedia.co.kr/news/newsview.php?ncode=1065615232006384

느낀 점

④

차시

5. 차시별 학생 평가기준 및 방법

7~9/9

차시

업사이클링 아이디어 구상하기

학년

반

평가기준(성취수준)

번 이름
상

환경보호를 위한 자신만의 업사이클링 제품을 만들어봅시다.
필요한 준비물

1~2
/9

예시) 페트병, 칼, 가위, 펠트지, 실, 바늘, 단추, 유성매직

중
하

제품 디자인
예시

상

평가방법

평가도구

생태계 보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한
생태계 보전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발표할 수 있다.
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생태계 파괴에 대한 해
결 방법을 토의하여 발표할 수 있다.

관찰평가

자기/동료평가지(
학생용)

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생태계 파괴 사례를
말할 수 있다.
동물과 식물 이외의 생물(세균, 곰팡이 등)을 이용한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해결 방안 사례와 각각의 사례가 생물의 어떤 특
성을 활용한 것인지 발표할 수 있다.

3~4
/9

중
하

동물과 식물 이외의 생물(세균, 곰팡이 등)을 이용한 플라스

자기평가

자기평가지

틱 쓰레기 문제 해결 방안 사례를 조사하여 나열할 수 있다.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해경 방안에 이용되는 동물과 식물 이
외의 생물(세균, 곰팡이 등)을 말할 수 있다.
생태계가 생물 요소와 비생물 요소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고 생태

상
5~6
/9

중
하

계 구성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음을 알고, 올바른 플라스
틱 사용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생태계의 구성요소를 생물 요소와 비생물 요소로 구분하고, 올 모둠별 토론평가
바른 플라스틱 사용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자기/동료평가지(
학생용)

생태계 구성요소과 올바른 플라스틱 사용법을 간단하게 말할
수 있다.
페트병을 활용한 무드등을 활용성 있게 만들고, 전기를 절약하

상
7~9
/9

중
하

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조사하여 구체적인 실천방법에
대해 토의할 수 있다.
페트병을 활용한 무드등을 만들고, 전기를 절약하고 안전하
게 사용하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를 구분할 수 있다.
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조사하여 말할 수 있다.

지식과 내용

평가 내용
▫다양한 플라스틱의 종류를 조사하고, 플라스틱 사용이 환경에 미
칠 영향을 정확하게 예상하였는가?
▫플라스틱 사용이 지구 환경에 주는 영향을 정확히 이해하였는가?

평가 방법
관찰평가
산출물평가

▫플라스틱이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이해하였는가?

설명

▫플라스틱 사용의 긍정적인 측면을 정확하게 이해하였는가?

예시) 페트병으로 만든 무드등이다. 한지를 활용해 대나무의 느낌이 들게 하였다.

관찰평가지

페트병을 활용한 무드등을 간단하게 만들고, 전기를 절약하

평가 영역

출처: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ezecho&logNo=220976285601&categoryNo=0&parent
CategoryNo=0

관찰 및
산출물평가

기능 및 기술

▫플라스틱 친환경 무드등 제작에 기능과 기술을 적절하게
적용하였는가?

정의적 측면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을 발휘
하였는가?
▫새로운 내용을 배우고 싶어하며 융합적 과제를 협동심을
발휘하여 해결하였는가?

관찰평가
산출물평가
관찰평가
관찰평가
동료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