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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융합인재교육(STEAM) 교사연구회 결과보고서
1. 요약문
- 자원순환 문제는 융합인재교육(STEAM)에서 접근하기에 좋은 소재이고 자원순환은
다양한 주제와 연결됨. 다양한 자원의 가치, 지속가능성, 자원순환 기술, 라사이클의
원리, 업사이클 디자인 및 아름다움 등 자연과학과 수학, 공학과 기술, 예술과 인문적
내용 등을 융합하여, 자원순환을 다루는 STEAM교육 프로그램은 더욱 교육적 가치를
지니게 될 수 있음.
- 현재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개발한 STEAM 자원순환 프로그램 1개(한 장의 종이, 그
안에 담긴 숲-5~6학년)를 개선 및 적용하고 자체 개발한 STEAM 자원순환 프로그램
1개(버려진 음식물에 새 생명을-3~4학년)를 실제 교육현장에 적용함.
- 대전에 있는 초등학교 4개교의 학생 190명(3~4학년 87명, 5~6학년 103명)에게 적
용함.
- 3~6학년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교과-창체 연계형 방법으로 실시함.
- 학교 현장에 맞게 STEAM 자원순환 수업 프로그램을 3~4학년과 5~6학년 각각 6차
시씩 수정·보완하여 실시함.

2.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 현행 교육과정의 여러 교과에서 자원 및 자원순환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주로 분리배출에 대한 내용만 다루고 있어 자원의 부족과 환경오염, 자원순
환에 대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근본적인 대안을 탐구하는 데는 부족함이
있음.
- 현행 교육과정에 제시된 학습목표에 충실하면서도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자원순환
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 학생들의 실생활과 지구적인 차원에서 물과 관련된 다양한
상황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나. 연구의 목적
- STEAM교육의 원리를 잘 적용하여 자원순환의 기초 원리에 대해 흥미를 갖고, 문제
와 필요를 생각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발견하여 그 해결을 위한 디자인을 해 보고,
분석하여 표현해보도록 자원순환 STEAM 프로그램을 구성하고자 함. 이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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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깊이 느끼고, 흥미와 관심을 가지며, 우리 사회와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
을 위해 자원의 문제 및 자원순환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꿈과 포부를 갖도록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음.
다. 연구의 범위와 내용
-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개발한 STEAM 자원순환 프로그램 1개(한 장의 종이, 그 안에 담
긴 숲-5~6학년)를 개선 및 적용하고 자체 개발한 STEAM 자원순환 프로그램 1개(버려
진 음식물에 새 생명을-3~4학년)를 실제 교육현장에 적용하여 보고 수정·보완을 통해
좀 더 일반화될 수 있는 자료를 개발하고자 함.
<표 1>
순서

학교명

대상 학년

반

수혜학생수

1

대전노은초등학교

6학년

3,4반

55명

2

대전중촌초등학교

6학년

1~3반

48명

3

대전유천초등학교

3학년

1~4반

77명

4

기성초등학교

4학년

1반

10명

계

190명

3. 연구 내용 및 결과
가. 연구 내용
1) 연구의 추진

목표

STEAM 자원순환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방법

교과-창체 연계형

2009, 2015
교육과정분석

교과

창체

과학, 수학, 실과, 사회, 미술, 도덕

실생활 적용 가능한 융합적

통합 편성

과학기술 체험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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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현장에 맞는 STEAM 자원순환 프로그램 학교 현장에 맞는 STEAM 자원순환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개선 및 적용

버려진 음식물에 새 생명을(3~4학년)

한 장의 종이 그 안에 담긴 숲(5~6학년)

대전유천초, 기성초 총 87명

대전노은초, 대전중촌초 103명

수정·보완

학교 현장에 맞게 자원순환 STEAM 수업 프로그램 수정·보완

평가 및

개발 프로그램, 적용 수업 분석, 수정보완, 일반화 사례 도출

일반화

2) 교육과정 재구성
가) 한 장의 종이, 그 안에 담긴 숲(5~6학년)
차시

과목

<표 2>

교육과정 성취기준
6-2 2. 비례식과 비례배분

1~2

수학
실과

STEAM 프로그램 성취
목표/요소
 경제 성장과 함께 종이 사

• 비례식의 뜻을 알고, 그 성질을 이해하며, 이

용으로 인한 나무 자원의

를 활용하여 간단한 비례식을 풀 수 있

고갈 문제 수치로 인식하

다.(5/11)

기

6-1 1. 쾌적한 주거와 생활 자원 관리
(1-1 쾌적한 주거 환경)
• 생활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 수 있

 넛지(Nudge Effect)효과를
담은 종이 사용 절약 광고
제작하기

다.(2/10)
6-1 2. 생물과 환경
과학
3~4
사회

• 환경오염의 원인을 알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재생용지를 사용해야 하는
생태계 파괴 사례를 설명할 수 있다.(7/11)
이유 발견하기
5-2 4. 우리 사회의 과제와 문화의 발전 4-1경  가정에서 다 사용한 휴지
심으로 정크 아트로 나타
제 성장의 그림자
• 경제성장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자원 고갈)
을 설명할 수 있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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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기

6-1 6.다양한 표현 방법으로 6-1 설치미술
미술

•<심화> 학교의 한 공간을 선택하여 주제를 정
해 설치 미술 작품을 제작할 수 있다.(2/5)

 기발한 아이디어로 재탄생
한 종이의 업사이클 사례

5~6

6-1 1. 쾌적한 주거와 생활 자원 관리
실과

(1-1 쾌적한 주거 환경)

살펴보기
 폐종이 업사이클 시도하기

• 생활 쓰레기를 재사용, 재활용하는 방법을 알
수 있다.(5/10)

나) 버려진 음식물에 새 생명을(3~4학년)
차시

과목

<표 3>

교육과정 성취기준
3-1 1. 우리 생활과 물질

과학

STEAM 프로그램 성취
목표/요소
 물질의 상태에 대해서 알

• 물질을 고체, 액체, 기체로 분류할 수 있
다.(8/9)

아보기, 기초탐구활동 중
‘예상과 확인’ 해보기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1~2
미술

3-1 5. 생활 속의 디자인. 그림글자

환경훼손, 경제적 손실, 사

• 대상의 특징을 살려 그림글자를 만들 수 있

회적 문제를 생각하며 구호

다.(1/6)

를 정하고 그림글자 그리기

3-1 1. 우리 생활과 물질
• 우리 주위의 물체를 찾아보고, 어떤 재료로 만
과학
3~4

 재료와 물체와 관계

들어져있는지 이해한다.(1/9)
• 물질의 다양한 성질을 이해하려는 적극적인

생각하기, 상황을 파악하여

태도를 가진다.(6/9)

해결 방법 생각하기
 물질의 다양한 쓰임새

3-1 2. 너희가 있어 행복해
도덕

알기

• 서로의 입장을 고려하는 방법을 익히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다.(3/4)
3-1 5. 다양한 표현. 생각의 날개를 달아

미술

• 재활용품을 이용하여 만들고 싶은 것을 상상
하여 만들 수 있다.(3/6)

5~6

 음식물 쓰레기를
활용한 창의적인 작품 설계
하기
 에코크리에이터로서의

창체

진로탐색교육

첫 작품 전시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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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EAM 자원순환 프로그램 적용 및 수정·보완
가) 한 장의 종이, 그 안에 담긴 숲: 5~6학년
기존
프로그램 명

<표 4>

(1~2차시) 나무를 베지 않는 착한 습관
(3~4차시) 다시 태어나는 종이
(5~6차시) 종이의 이유 많은 변신
1. 2015 개정교육과정 과학, 수학, 사회, 미술, 실과와 연계
2. 구성, 수준, 수업방법, 시간편성 수정 및 개선내용
1~2차시 Reduce
나무를 살려요
수학, 실과

3~4차시 Recycle
휴지심의 재탄생
과학, 사회
토의 및

강의 및 제작활동

협력학습[하브루타]

개인 및 모둠활동

5~6차시 Upcycle
종이의 변신
미술, 실과
설계 및 디자인활동
모둠활동

모둠활동

1. CO: 종이 생산을 위한 나

1. CO: 종이의 새사용 사례
1. CO: 독일의 재생 용지 사

무 고갈 문제를 수치로 인식

알아보기【Ⓢ】
용에 대해 알아보기【ⓈⒶ】

하기【ⓈⒶⓂ】
개선
중점내용

2. CD: 폐지로 튼튼한 의자
2. CD: 짝 하브루타 ‘재생 종

2. CD: 한 그루의 나무는 A4

설계 및 디자인하기【ⓈⓉⒺ
이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
ⒶⓂ】

용지 몇 장인지 비례식으로
다 쓴 휴지심 이용하여 정크
계산하기, 종이를 절약할 수

3. ET: 제작한 의자 실패 이
아트로 표현하기 【ⓈⓉⒺⒶ】

있는 방안 토의 후 종이 절약

유 찾고 수정·보완하기
3. ET: 휴지심 정크 아트 작

스티커 제작하기【ⓈⓉⒶⓂ】

서로가 만든 의자에 앉아
품 교내 전시 계획 수립하

3. ET: 제작한 스티커를 붙이

느낌 나누기
기【Ⓐ】

고 종이 절약 다짐하기 【Ⓐ】

【ⓈⒺⒶ】

- 각 차시의 소제목을 변경
- 1~2차시의 창의적 설계 중 종이절약 스티커는 컴퓨터 그림판을 이용하기보
다는 직접 그림을 그려 제작
- 3~4차시 창의적 설계 중 재생용지 만드는 방법 알아보기 삭제
프로그램

대전노은초등학교 6학년 55명

적용대상

대전중촌초등학교 6학년 48명

적용시수

학생당 평균 6시간 (프로그램 총 6시간)

적용일정

9월 4주 ∼ 10월 4주

(총합 103명)

학생 평가 및 - 학생 평가는 차시별 자기평가와 교사의 지필(활동지), 관찰평가를 실시
학생부 기재
방안

- 평가결과를 학교생활기록부 과학 교과학습발달상황에 입력
(‘한 장의 종이, 그 안에 담긴 숲’STEAM 프로그램(6차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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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버려진 음식물에 새 생명을: 3~4학년

<표 5>

1. 5~6학년 프로그램과 같은 자원순환(지속가능발전)주제로 프로그램을 개발
2. 2015 개정교육과정 과학, 도덕, 창체, 미술과 연계
3. 구성, 수준, 수업방법, 시간편성은 5~6학년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틀로 개발
1~2차시 Reduce
크롬꼬머의 비밀
과학, 미술
강의 및 제작활동
개인 및 모둠활동
1. 상황제시 CO

개발
중점내용

3~4차시 Recycle
냉장고를 부탁해
과학, 도덕
토의 및 협력학습
모둠활동
1. 상황제시 CO

5~6차시 Upcycle
과일껍질의 변신
미술, 창체
설계 및 디자인 활동
개인활동
1. 상황제시 CO

크롬꼬머(kromkommer)

쓰 레 기 레 스 토 랑

과일껍질을 활용한 다

스프의 Birth Secret에 대

(Afvalrestaurant) 제시하기【Ⓢ】

양한 작품 알아보기【Ⓢ】

해 알아보기【Ⓢ】

2. 창의적 설계 CD

2. 창의적 설계 CD

2. 창의적 설계 CD
<못생긴 과일과 채소들의
반란> 캠페인 활동 계획하
기【ⓈⒶⓂ】

PMI 기법을 통해 계획한
캠페인 활동 발표하기【ⓈⒶ】

에코크리에이터

되어

젝트> 냉장고 다이어트

나만의 창의적인 작품 디

레시피 작성하기【ⓈⒶ】

자인하기 【ⓈⓉⒺⒶⓂ】

3. 감성적 체험 ET

3. 감성적 체험 ET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프로

3. 감성적 체험 ET

레시피 발표를 통해 아

에코크리에이터로서

이디어 제안하고 공유하

첫 발을 디디다! 작품 전

기【ⓈⒺⒶ】

시회하기 【ⓈⒺⒶ】

기성초등학교 4학년 10명

(총합 87명)
적용대상
대전유천학교 3학년 77명
적용시수
학생당 평균 6시간 (프로그램 총 6시간)
적용일정
9월 4주 ∼ 10월 4주
학생 평가 및 - 학생 평가는 차시별 자기평가와 교사의 지필(활동지), 관찰평가를 실시
학생부 기재
방안

- 평가결과를 학교생활기록부 과학 교과학습발달상황에 입력
(‘버려진 음식물에 새 생명을’STEAM 프로그램(6차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다) 적용 대상의 선정 기준, 연구 및 분석 방법, 연구 과정의 애로점
- 연구회원의 근무학교가 모두 달라 다양한 학생에게 프로그램 적용할 수 있는 이점.
- 기성초등학교가 농어촌학교이다 보니 학급이 1학급이고 학생 수가 적어 학습결과물이 다양하
게 나오지 못한 아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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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 결과
1) 평가 방법과 생활기록부 기재 방안
가) 학생평가

<표 6>

차시
1~2
차시

3~4
차시

5~6
차시

평가 항목

방 법
자기 평가

종이 쓰레기를 줄여야 하는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나요?

☆ ☆ ☆ ☆ ☆
자기 평가

종이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나요?

☆ ☆ ☆ ☆ ☆
자기 평가

종이 쓰레기 재활용의 중요성을 알고 있나요?
종이 쓰레기를 재활용 하는 작성 모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나요?
종이 쓰레기를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나요?

☆ ☆ ☆ ☆ ☆
자기 평가
☆ ☆ ☆ ☆ ☆
자기 평가

☆ ☆ ☆ ☆ ☆
종이 쓰레기를 활용하여 가치 있는 작품을 만들기 활동에 적극적으로
자기 평가
참여 했나요?

☆ ☆ ☆ ☆ ☆

◈ 한 장의 종이, 그 안에 담긴 숲 수업을 마치며 나의 소감을 적어봅시다.(서술형)
예시) 그림을 그린다고 사용하던 A4용지가 오늘은 다르게 보였다. 아빠에게 출력전에 3초
생각해보도록 하는 스티커를 만들어 드렸다. 우리집 프린터기 앞에도 붙여놓고 복사나 프
린트하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나) 교사평가

<표 7>

차시
1~2

평가 기준
종이 쓰레기 배출 감축(Reduce)의 필요성을 이해하였는가?

차시 종이 쓰레기 줄이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
3~4

종이 쓰레기 재활용(Recycle)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가?

차시 종이 쓰레기 재활용 모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
5~6

종이 쓰레기를 가치 있게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할 수 있는가?

차시 종이 쓰레기를 활용하여 가치 있게 작품을 만들 수 있는가?

방 법
지필(활동지)/
관찰평가
지필(활동지)/
관찰평가/수행평가
지필(활동지)/
관찰평가

다) 생활기록부 기재방안
STEAM 자원순환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학생 평가 및 교사 평가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교사가 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예시 문구 개발
학교생활기록부 창의적체험활동 중 자율활동 영역에 평가결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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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생 STEAM 태도와 만족도 조사 방법
<표 8>
영역
양적

내 용

기 간
1차-2017년 05월

STEAM 태도

프로그램 적용 전·후

STEAM 만족도

프로그램 적용 후

질적

학생 활동 결과물

학생들의 활동 소감문 활용

연구

관찰 및 협의회

교사의 관찰 및 협의회 시 면담 활용

연구

2차-2017년 11월
2017년 11월
2017년 11월

가) 조사 대상 : 학생 190명
나) 조사 기간 : 1차-2017년 7월, 2차-2017년 11월
다) 설문지 :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제공하는 STEAM 태도 설문지와 STEAM 만족도 설문지
라) 검증 방법 : 사전․사후 검사지 비교

3) STEAM 협의체와 교사 네트워크(공개수업 등) 활동
가) STEAM 교사연구회 주관 관내 학교 교원 대상 워크숍 운영
- STEAM 교사연구회가 주관하여 서부교육청 관내 학교교원들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워크숍
및 공개수업을 실시함.
- 워크숍 실시 시 타 학교에서 참석한 교원이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작 및 배포함. (STEAM
개념 및 목적, 프로그램, STEAM 사이트 등 개괄적인 안내 자료)
연수 주제 및 내용
융합인재(STEAM)교사연구
회 수업공개

일시

9월

강사 및

참석자

수업교사
최성락,
김경석

수업 참관 희망교사

워크숍 및
공개수업 장소
대전노은초 6학년

나) STEAM 교육 연구를 위한 연구회원 역량 강화
- 교사연구회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STEAM 원격연수 이수
- 연구회원 연수 실시 계획
순
1

연수 주제 및 내용
STEAM 연구회 운영의 개요 및 추진계획 연
수

2

융합인재(STEAM) 자료개발 연수(매월)

3

융합인재(STEAM)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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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강사

장 소

5월

자체 연수

대전노은초

6~10월

자체연수

대전노은초

11월

고갑석

대전노은초

다) 관련 자료

4. 결론 및 제언
○ 결론
본 연구 활동을 통해 개발된 STEAM 자원 순환 프로그램 학습 자료를 일선 학교에 적용함으
로써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었다.
1) 개발 및 적용할 프로그램은 STEAM교육의 원리를 잘 적용하여 자원순환의 기초 원리에 대해
흥미를 갖고, 문제와 필요를 생각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발견하여 그 해결을 위한 디자인
을 해 보고, 분석하여 표현해 보았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깊이 느끼고, 흥미와 관심을 가
지며, 우리 사회와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자원의 문제 및 자원순환의 문제를 해결
하려는 꿈과 포부를 갖게 되었다.
2) 이 프로그램으로 현행 교육과정에 제시된 학습목표에 충실하면서도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자원순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 학생들의 실생활과 지구적인 차원에서 물과 관련된 다양
한 상황을 경험하였다.
3) 교육과정 재구조화를 통하여 융합 주제를 추출하고 교과-창체 연계형수업 자료를 개발하고
적용함으로써 학생들의 STEAM 수업에 대한 흥미도 및 만족도가 높아졌다.
○ 제언
STEAM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STEAM 수업을 적용하는 일선 교
사들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STEAM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교사들
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

5. 참고문헌
2016 한국과학창의재단 STEAM 프로그램: 못생긴 과일과 채소들의 변신(초3~4학년)
2016 한국과학창의재단 STEAM 프로그램: 한 장의 종이, 그 안에 담긴 숲(초5~6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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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현장적용 결과 요약

<STEAM 프로그램(수업) 현장적용 요약>
구분

개선

개발

STEAM
프로그램명

적용 학교명

적용

적용 교과(시수)

학년

대전노은초

6

대전중촌초

6

대전유천초

3

기성초

4

수학(1)+실과(2)+과학(1)
+사회(1)+미술(1))

한 장의 종이, 그
안에 담긴 숲

수학(1)+실과(2)+과학
(1)+사회(1)+미술(1))
과학(2)+미술(2)+도덕(1)
+창체(1)

버려진 음식물에 새
생명을

과학(2)+미술(2)+도덕
(1)+창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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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기간

수혜
학생 수

5.19~11.10

55

5.19~11.10

48

5.19~11.10

77

5.19~11.10

10

[부록2] 학생 산출물, 학생사진, 수업 사진

[그림 1] 모둠별 레시피

[그림 2] 창의적인 작품 설계1

[그림 3] 창의적인 작품 설계2

[그림 4] 우유꽉으로 만든 의자

[그림 5] 무게를 견디는지 실험하기

[그림 6] 수업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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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협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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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수업지도안(적용)
1. 프로그램 개요
주제

한 장의 종이, 그 안에 담긴 숲

관련교과

5~6학년 교과활동(과학, 수학, 미술,
실과, 사회), 창의적 체험활동

• 종이 생산 및 소비에 따른 나무 자원 고갈 문제를 알고, 종이 사용 절약(Reduce) 방법
을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다.
내용 목표

• 종이를 재활용 해야하는(Recycle) 이유와 방법을 알고, 사용한 종이를 재활용하여
(Recycle) 정크 아트로 표현할 수 있다.
• 종이 쓰레기를 가치있게 활용(Upcycle)한 사례를 통해 업사이클의 의미를 알 수 있다.
• 종이 쓰레기로 가치있게 활용할 수 있는(Upcycle) 의자를 만들 수 있다.
• 환경오염의 원인을 알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사례를 설명할 수 있다.

학습
목표

• 비례식의 뜻을 알고, 그 성질을 이해하며, 이를 활용하여 간단한 비례식을 풀 수 있
다.
과정 목표 • 학교의 한 공간을 선택하여 주제를 정해 설치 미술 작품을 제작할 수 있다.
• 경제성장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자원 고갈)을 설명할 수 있다.
• 생활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 수 있다.
• 생활 쓰레기를 재사용, 재활용하는 방법을 알 수 있다.
S

STEA
M
요소

T
E

종이 생산 및 소비에 따른 나무 자원 고갈 문제
넛지 효과를 이용한 종이 절약 스티커 제작
폐지로 튼튼한 의자 설계 및 디자인하기

A

다 쓴 휴지심 이용하여 정크 아트로 표현

M

한 그루는 A4용지 몇 장인지 비례식으로 계산
종이 쓰레기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통해 쓰레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기회를

개발 의도

제공하여, 이를 바탕으로 종이 사용 절약 및 종이 순환의 지속적인 실천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1톤의 종이 생산을 위해 벌목되는 나무의 수에 대한 비례식 즉, 한 그루의 나무를 살리기 위해 우리
가 아껴야 할 종이의 양을 계산해 보는 문제해결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수준에서 자원 고갈의 문제를
인식하게 하고 생활 속에서 종이 사용을 줄일 수 있는(Reduce) 방법을 공유하여 다양한 실천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하부르타 학습법을 활용하여 질문, 논의, 토론과 같은 친구들과의 활동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립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고차원적인 상대방의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기존에 쓰지 않던 두뇌를 사용하여 문제해결력을 기르게 된다. 학습자가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학습 할
수 있도록 종이를 재활용 해야하는(Recycle) 이유를 짝과의 질문을 통하여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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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였고 재생용지 만드는 방법을 조사, 발표하며 재생용지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휴지심 정크 아트
를 통해 종이를 재활용하여(Recycle) 보는 기회를 갖는다. 업사이클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종이 폐기물
을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는(Upcycle) 물품을 직접 제작해 보는 활동으로 자원순환의 경험을 극대화
하고 서로의 작품에 대한 장단점을 찾고 수정, 보완해 보는 활동으로 감성적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종이 쓰레기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통해 쓰레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바탕으로 종이 사용 절약 및 종이 순환의 지속적인 실천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 제작한 스티커를 붙이

할 수 있을까?’

고 종이 절약 다짐하기

• 한 그루는 A4용지 몇 장인지 비례식으로 계산하

STEAM
준거

•‘종이를 몇 장이나 아껴야 나무 한 그루를 보호

기

감성적

• 제작한 의자 실패 이유

체험

찾고 수정·보완하기
• 서로가 만든 의자에 앉

• 다 쓴 휴지심 이용하여 정크 아트로 표현하기

아 느낌 나누기

• 폐지로 튼튼한 의자 설계 및 디자인하기

2. 교육과정
차시

과목

교육과정 성취기준
6-2 2. 비례식과 비례배분

 경제 성장과 함께 종이 사용으

• 비례식의 뜻을 알고, 그 성질을 이해하며, 이를 활용
1~2

수학
실과

STEAM 프로그램 성취 목표/요소

하여 간단한 비례식을 풀 수 있다.(5/11)
6-1 1. 쾌적한 주거와 생활 자원 관리

로 인한 나무 자원의 고갈 문
제 수치로 인식하기
 넛지(Nudge Effect)효과를 담은
종이 사용 절약 광고 제작하기

(1-1 쾌적한 주거 환경)
• 생활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 수 있다.(2/10)
6-1 2. 생물과 환경
과학

• 환경오염의 원인을 알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사례를 설명할 수 있다.(7/11)

3~4

5-2 4. 우리 사회의 과제와 문화의 발전 4-1경제 성장
사회

의 그림자
• 경제성장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자원 고갈)을 설명

 재생용지를 사용해야 하는 이
유 발견하기
 가정에서 다 사용한 휴지심으
로 정크 아트로 나타내기

할 수 있다.(2/4)
6-1 6.다양한 표현 방법으로 6-1 설치미술
미술

•<심화> 학교의 한 공간을 선택하여 주제를 정해 설치
미술 작품을 제작할 수 있다.(2/5)

5~6

6-1 1. 쾌적한 주거와 생활 자원 관리
실과

(1-1 쾌적한 주거 환경)
• 생활 쓰레기를 재사용, 재활용하는 방법을 알 수 있
다.(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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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발한 아이디어로 재탄생한
종이의 업사이클 사례 살펴보
기
 폐종이 업사이클 시도하기

3. 차시별 계획 총괄표
차시

학습 내용
소주제

나무를 살려요

상황제시 CO
- 종이 생산을 위한 나무 고갈 문제를 수치로 인식하기【ⓈⒶⓂ】
1~2
차시

창의적 설계 CD
- 한 그루의 나무를 벌목하지 않기 위해 A4용지 몇 장을 아껴야 할지 비례식으로 계산하기
- 종이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 토의 후 넛지 효과를 이용한 종이 절약 스티커 제작하기【ⓈⓉⒶⓂ】
감성적 체험 ET
- 제작한 스티커를 붙이고 종이 절약 다짐하기 【Ⓐ】
소주제

휴지심의 재탄생

상황제시 CO
- 독일의 재생 용지 사용에 대해 알아보기【ⓈⒶ】
3~4
차시

창의적 설계 CD
- 짝 하브루타 ‘재생 종이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
- 재생용지 만드는 방법 알아보기
- 다 쓴 휴지심 이용하여 정크 아트로 표현하기 【ⓈⓉⒺⒶ】
감성적 체험 ET
- 휴지심 정크 아트 작품 교내 전시 계획 수립하기【Ⓐ】
소주제

종이의 변신

상황제시 CO
- 종이의 새사용 사례 알아보기Ⓢ】
5~6
차시

창의적 설계 CD
- 폐지로 튼튼한 의자 설계 및 디자인하기【ⓈⓉⒺⒶⓂ】
감성적 체험 ET
- 제작한 의자 실패 이유 찾고 수정·보완하기
- 서로가 만든 의자에 앉아 느낌 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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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생 평가계획
구분

번호

1

평가기준

평가방법

평가도구

지필/관찰평가

활동지

종이 쓰레기 배출 감축(Reduce)의
필요성을 이해하였는가?

형성
평가

종이 쓰레기 재활용(Recycle)의 중

지필/

2

활동지
요성을 알고 있는가?

관찰평가

종이 쓰레기를 가치 있게 활용 할

지필/

3

활동지
수 있는 방안을 할 수 있는가?

총괄
평가

1

관찰평가

종이 쓰레기를 활용하여 가치 있게 작
자기 평가

활동지

품을 만들 수 있는가?

5.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 방안
구분

번호

평가도구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방안

종이 쓰레기 배출 감축(Reduce)의 필요성을
1
이해하였는가?

형성
평가

종이 쓰레기 재활용(Recycle)의 중요성을
2
알고 있는가?
한 장의 종이, 그 안에 담긴 숲’STEAM 프
로그램(6차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종이 쓰레기를 가치 있게 활용 할 수 있는
3
방안을 할 수 있는가?

총괄
평가

종이 쓰레기를 활용하여 가치 있게 작품을 만
1
들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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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차시(단계)별 교수 학습 과정
소주제 나무를 살려요
과목

차시

1~2차시/6차시

초등학교 6학년

(단원) 수학(2. 비례식과 비례배분), 실과(1. 쾌적한 주거와 생활 자원 관리)
6-2 2. 비례식과 비례배분
교육
과정

• 비례식의 뜻을 알고, 그 성질을 이해하며, 이를 활용하여 간단한 비례식을 풀 수 있
다.(5/11)
6-1 1. 쾌적한 주거와 생활 자원 관리 1-1 쾌적한 주거 환경
• 생활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 수 있다.(2/10)
• 종이 생산 및 소비로 인한 나무 자원 고갈 문제를 인식하고, 종이 사용 절약(Reduce) 방법을

학습
목표

찾을 수 있다.
• 종이 쓰레기를 줄이는(Reduce) 방법을 광고로 제작하여 알릴 수 있다.

학습

교수학습 활동

과정
상황제시

준비물

CO

오늘은 4월 4일, 식목일 전날입니다.
선생님: 오늘은 식목일 전날이에요. 녹색 연합에서는 2002년부터 ‘종이 안 쓰는 날’로
지정을 해서 캠페인이나 행사를 진행하고 있지요. 우리가 사용하는 종이는 무엇으로 만들
어졌죠?
수민 :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선생님 : 종이 1톤은 생산하려면 약 20그루의 나무가 베어진다고 해요. 나무를 심는 것

도입
(5분)

도 중요하지만, 종이 소비량을 줄여 아름드리 나무를 베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겠
죠?
수민 : 선생님, 나무 한 그루를 보호하려면 A4 종이를 몇 장이나 아껴야 할까요?

• ‘종이를 몇 장이나 아껴야 나무 한 그루를 보호할 수 있을까?’ 수민이는 궁금
해졌습니다.
◎ 학습 문제 알아보기
종이 생산 및 소비에 따른 나무 자원 고갈 문제를 알고, 종이 사용 절약
(Reduce) 방법을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다.

활동 1

경제 성장의 그림자

◉포스터자

ⓈⒶⓂ 경제 성장과 함께 종이 사용으로 인한 나무 자원의 고갈 문제 수치로 료,
활동자료,
인식하기
(60분)
계산기
CD 아일랜드의 그래픽 디자이너 Paul Woods의 종이 사용과 사라지는 나무
전개

수에 관한 수치를 담은 포스터를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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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만톤의 무게를 차지하는 5억4천
만부의 전화번호부가 배포되고 그 해
12월에는 쓰레기가 된다는 내용의 포
스터.

한 달 사이에 만들어지는 광고 메일로
인해 나무 8천3백만 그루가 없어진
다는 내용의 포스터

한 달에 약 2천5백만 그루의 나무
가, 주말 신문에 사용되는 신문종이
를 만들기 위해 없어진다는 내용의 포
스터.

[출처]: http://slowalk.tistory.com/837

• 포스터를 보며 생각 나누기
- 포스터에 담긴 내용이 무엇일지 추측하여 빈 칸에 적어봅시다.
- 우리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물건 중 종이로 만들어진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 포스터의 수치들을 보며 드는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해 봅시다.
- 종이의 생산과 소비로 나무 자원이 고갈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tip 포스터 자료에서는 수치에 집중하기 보다는 경제 성장과 함께 종이
사용으로 인한 나무 자원의 고갈 및 생태계 파괴에 초점을 맞추어 지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수민이의 궁금증을 함께 해결해봅시다. 한 그루의 나무를 벌목하지 않기 위해 A4용
지 몇 장을 아껴야 할지 모둠별로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문제제시

30년생 나무 약 20그루를 베어야 종이 1톤을 생산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A4용지 1BOX에는 2,500장이
들어 있고 무게는 약 12.5kg입니다.
나무 1그루의 벌목을 막으려면 우리는 몇 장의 A4용지
를 아껴야 할까요?
[출처]: http://saveaswwf.com

• 주어진 자료에서 필요한 수치 확인하기
- 1톤은 몇 kg일까요?
- 종이 1톤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몇 그루의 나무를 베어야 하나요?
• 비례식을 이용하여 문제 풀기
- 단위를 통일하였나요?
-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해봅시다.
- 20그루 : 1,000kg = 1그루 : □kg
- 12.5kg : 2,500장 = 50kg = ■ 장
- 문제 해결 과정을 발표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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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모둠별로 자유롭게 토의 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도록 하세요. 계산기를 사용하여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활동 2

종이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

Ⓐ 종이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의견 모으기
CD 생활 속에서 종이 사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 종이 사용 절약 방법을 온라인 메모장(Lino-it)에 기록하기
-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종이 제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가정에서 종이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 학교에서 종이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 학급 친구들이 담벼락에 제시한 절약 방법을 살펴봅시다.
-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출처]: http://linoit.com

tip 다양한 스마트 메모장을 이용하면 다양한 의견을 빠르게 공유하고 ◉컴퓨터,
협업할 수 있습니다. 교사가 자주 사용하는 메모장 앱이나 사이트를 이용하 온 라 인 메
세요.
모장
• 종이 사용 절약 실천방안을 통한 효과 알기
- 우리의 작은 행동 변화가 숲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봅시다.

사이트접
속
(http://lino
it.com)

[출처]: 한국기후 환경네트워크(www.kce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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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활동 시간이 지연될 경우 전자 게시판에 교사가 제시하여 학생들
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넛지(Nudge Effect) 효과를 담은 종이 사용 절약 광고 제작하기
CD 넛지 효과 (Nudge Effect)란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 넛지 효과(Nudge Effect)를 이용한 광고 사례 살펴보기
- 넛지란 우리말로 ‘팔꿈치’ 라는 의미로 ‘옆구리를 슬쩍 찌르다’는 뜻
- 강요를 하지 않고 유연하게 개입을 하여 선택을 유도하는 이론
그림자료

[그 외 넛지효과 사례]
►나이키 환경 캠페인
http://blog.naver.com/keiti_sns/150180131963

►콜게이트 치약 광고
http://blog.naver.com/bhm521?Redirect=Log&log
No=110185783

영국 ‘HU2’
에코리마인더스 스티커
동영상자료

►소변기 파리 스티커
https://goo.gl/CXQa2S

스톡홀름의 피아노 계단 : 계단 이용자가 66% 늘어남

◉ 활동지,
넛지효과사

CD 넛지 효과를 사용하여 광고 스티커를 제작하여 봅시다.

례

• 광고 스티커 제작시 주의사항 이해하기

료,
동영상 자료

- 종이 절약 공익광고 속에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까요?
- 부드러운 유도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원하는 선택을 이끌 수 있나요?
- 어느 곳에 스티커를 붙이고 싶나요?

- 컴퓨터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작하여 봅시다.
라벨

스티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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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
u.be/2lXh2n
0aPyw

• 컴퓨터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광고 제작 후 스티커 인쇄하기

-

그림자

스티커를

인쇄한다.

tip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지면에 직접 그린 후 스캔하여
제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폼텍 디자인 프로, 프린텍 라벨 메이커 플러스
등 라벨지 전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쇄하면 선생님의 수고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교사용 도움자료에 한글을 이용한 라벨지 프로그램 사용 방법이
안내되어 있으니 참조하세요!
◉

컴퓨터,

라벨 프로그
<타인을 이끄는 힘, 넛지 효과>

램,

그림판

프로그램,
라벨지,

색

칠도구

[출처]: 세계야생보호기금, 미국천연자원협회
넛지(Nudge)는 ‘옆구리를 슬쩍 찌르다’는 뜻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상대방에
게 강요하지 않고 부드럽게 개입하여 선택을 유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만드는 것입
니다.
행동경제학자인 리처드 탈러 시카고대 교수와 카스 선스타인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공
저인 <넛지>에서 소개되어 유명해졌지요.
넛지 효과는 갈등 없이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다양한
캠페인이 실시되었고 큰 효과가 입증되면서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

스티커

Ⓐ 종이 사용 절약 캠페인 활동하기
CD 제작한 스티커를 가지고 종이 절약 캠페인을 열어봅시다.
- 어떻게 하면 종이 사용 절약 방법을 알릴 수 있을까요?
정리
(15분)

제작한

- 어떤 시간을 이용하면 좋을까요?
- 모둠별로 계획한 곳에서 캠페인 활동을 진행해봅시다.

tip 스티커 배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포 이후 홍보의 시간을 갖은
뒤 종이 절약 행동을 유도할 수 있었는지 자기평가, 상호평가를 해볼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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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공익광고를 보고 착한 습관을 다짐한다.
동영상자료

‘나무를 베지 않는 착한 아메리카노’ 공익광고

• 광고를 보며 실천다짐하기

◉

동영상

- 종이 절약을 위해 내가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착한습관에는 무엇이 자료
있을까요?
- 종이 절약을 위해 우리 가족이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착한습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 가족들과 함께 동영상을 시청하고 가족의 다짐을 적어봅시다.

https://ww
w.youtube.c
om/watch?v
=E2Hmuk7
7Ufk

tip 수업 시간에 동영상 시청의 시간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시청하고 소감 및 가족의 실천다짐을 과제로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 넛지 효과의 다양한 사례를 통하여 의미와 의도를 충분히 이해한 후에 창의
적으로 스티커를 제작하도록 한다.
• 제작한 스티커를 제작 및 배포한 이후 종이 절약이 잘 유도되어 실천되고 있
지도상
유의점

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도록 한다.
•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공익광고를 시청하고 가족의 다짐을 적어보는 활동
을 통해 개인의 다짐으로 끝나지 않고 가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
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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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제 휴지심의 재탄생
과목

초등학교 6학년

(단원)

과학(2. 생물과 환경)

차시

3~4차시/6차시

6-1 2. 생물과 환경
교육

• 환경오염의 원인을 알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사례를 설명할 수 있다.(7/11)

과정 5-2 4. 우리 사회의 과제와 문화의 발전 4-1경제 성장의 그림자
• 경제성장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자원 고갈)을 설명할 수 있다.(2/4)
학습

• 종이를 재활용(Recycle) 해야 하는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목표

• 사용한 종이를 재활용 (Recycle) 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할 수 있다.

학습

교수학습 활동

과정

준비물

상황제시

수민이 아빠는 오늘 회사에서 종이를 잔뜩 가지고 오셨습니다. 수민이가 종이를 쓰려고 보
니 이면지라는 도장이 찍혀 있고 이미 이면지로 사용된 종이 쓰레기였습니다.
수민 : 아빠, 회사에서 왜 쓰레기를 가져오셨어요?
수민아빠 : 무슨 소리니. 이 종이가 다시 쓸모 있는 종이가 될 수 있단다.
수민 : 에이, 아빠가 이면지로 이미 한 번 쓰셨잖아요.
수민아빠 : 종이가 다시 태어나게 해볼까? 다시 깨끗한 종이로 태어나는 것을 보여줄
게.

도입 하브루타 (출발 질문)
• 수민이는 아빠의 이야기를 듣고 ‘사용한 종이를 어떻게 다시 깨끗하게 만들 수 있
는 걸까?’ 궁금하였습니다.
학습활
동

• 재사용한 ‘이면지’를 또 다시 사용할 수 있을까요?
• 이면지가 어떻게 깨끗한 종이가 될 수 있을까요?

(5분)
CO 독일의 재생용지 사용에 대한 기사를 읽어봅시다.
읽기자료

19세기부터 목재펄프를 발명해 종이를 대량으로 생산한 독일. 21세기 유럽에서 출판문화
가 발달해 가장 많은 종이를 생산한 나라이다. 독일은 기후변화 위기 앞에서 연방정부, 지
자체, 기업과 환경 단체가 종이순환을 위해 힘을 쓰고 있다. 1990년대 독일 환경 연구소는
‘숲-나무-종이-폐지’에 이르는 과정을 생태 평가해 재생종이가 환경과 건강에 더 좋다는
결론을 내렸다. 온전히 숲을 지키는 것은 재생종이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독일의
폐지 수거율은 80%, 재활용률은 70%에 이른다. 세계 평균 56%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
독일은 차근차근 재생종이 사용 비율을 90%까지 올릴 계획이다.
지구촌 곳곳에서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삼림이 파괴되고 있는 시점에서 재생종이를 사용
하는 것은 나무 생산으로 인한 산림 파괴를 막을 수 있는 작은 실천이다.
[내용출처]: 작은 것이 아름답다 2014년 4월호 소식 재생종이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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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제시
사진자료

◎ 학습 문제 알아보기

종이를 재활용 해야하는(Recycle) 이유와 방법을 알고, 사용한 종이를
재활용하여(Recycle) 정크 아트로 표현할 수 있다.

활동 1

종이의 생산과 소비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알기
◉활동지

ⓈⒶ 재생용지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 발견하기
CD ‘꽤 쓸만한 대안, 숲을 살리는 재생 복사지’, ‘사무실에서 나무 심는 방법’ 두 가지 동영
상을 시청해봅시다.

tip 시간이 부족할 경우 동영상 시청을 사전 과제로 제시하여 질문과
토의 시간을 확보하는 방안도 있어요.
동영상자료

꽤 쓸만한 대안, 숲을 살리는 재생 복사지
◉동영상자료

학습
활동
http://jaga.or

(60분)

.kr/?p=5665
모션 인포그래픽자료

사무실에서 나무 심는 방법

◉모션인포그
래픽 자료

•시청한 동영상의 내용을 상기하며 브라질 아마존 개발을 위한 무분별한 산림 훼손에
http://www.g

대한 이야기 나누기

reen-paper.o

- 산림의 파괴로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rg/infographi

- 생태계의 균형이 깨지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c.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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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뒤어 이어질 하브루타 활동을 위해 여러 각도의 질문을 통해 학생
들이 다양한 질문과 답변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갖을 수 있어요.

CD 시청한 동영상을 바탕으로 ‘재생 종이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를 질문형태로 만들어 봅시
◉ 하브루타

다.

활동지

사실 하브루타 (전개 질문)
• 짝과의 하브루타를 위한 질문 만들기
• 종이의 생산과 소비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 만들기

◈ 하브루타를 위한 예상 질문
❶
❷
❸
❹

종이를 만들기 위해 숲이 파괴되고 있나요?
출력 당일에 버려지는 복사지의 비율은 얼마인가요?
버려지는 복사지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2초마다 원시림에 일어나는 일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재생용지에 대한 오해 풀기 질문 만들기

◈ 하브루타를 위한 예상 질문
❶
❷
❸
❹

재생 복사지는 복사기에 무리는 주나요?
재생 복사지는 우수한 재활용품 인증을 받았나요?
재생종이를 만드는 것이 오히려 환경에 해롭나요?
재생종이는 더 비싼가요?

• 재생용지 사용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 만들기

◈ 하브루타를 위한 예상 질문
❶ 재생 복사지를 사용하여 책을 만들 수 있나요?
❷ 재생 복사지를 만들 때 사용한 고지는 얼마나 들어가나요?
❸ 10% 재생 복사지로 바꾸어 썼을 때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CD 짝 하브루타를 해봅시다.
• 짝을 지어 진지하게 질문하고, 대화하며 토론하고 논쟁하기
- 짝이 사전과제로 작성해 온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의문점이 있으면
재질문하고 토론을 해 봅니다.
- 질문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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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학생들이 질문을 만들고 짝에게 답을 설명함으로써 수동적인 학습이
아니라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크 아트 활동
을 위한 시간으로 수업 시간이 부족할 경우 수업시간에의 학습 효과를 극
대화 할 수 있도록 ‘거꾸로 교실(Flipped Learning)’을 적용하여 동영상 시
청 및 활동지(질문)를 사전학습으로 제시할 수 있어요.
CD 재생용지 사용에 따른 환경 보호 효과(감소량)를 알아봅시다.
• 재생용지의 사용에 따른 나무 자원의 사용 감소량 계산하기
- 종이 1톤 생산 시 재생용지의 경우 나무 자원을 얼마나 아낄 수 있나요?
- 천연펄프종이와 재생종이 만들 때 감소되는 나무의 감소량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 재생용지 사용으로 환경을 보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tip 하브루타 교육법에서 ‘쉬우르’ 단계는 하브루타 토론 후 마지막
정리 단계에요. 토의, 논쟁, 질문 나누기 등을 한 후 교사가 전체 학생과
질문과 대답, 대화, 토론 등으로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학
습목표를 재확인하며 배움을 마무리 하는 중요한 과정이지요. 수치를 통
해 재생용지 사용의 이점을 교사와 함께 재확인하여 재생용지를 왜 사용
해야 하는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활동 2

종이의 변신 방법 알아보기

ⓈⓉⒺ 다양한 종이로 재생용지 만드는 방법 알아보기
CD 재생용지가 어떻게 만들어 지는지 모둠별로 조사해 봅시다.

상상 하브루타 (도착 질문)
• 재생용지를 만드는 재료 모둠별 질문을 통해 토의하기
- 재생용지를 만들 수 있는 종이 제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신문지, 복사지, 책, 화장지, 계란박스 등
- 그 재료가 왜 적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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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용지를 만드는 방법 모둠별 질문을 통해 토의하기
- 종이를 작게 분쇄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 어떤 방법으로 재생용지를 건조시키면 좋을까요?
- 색깔이 있는 종이를 만들 수 있을까요?
• 토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모둠별 재생종이 만드는 방법 소개하기
- 가정에 돌아가서 직접 재생용지를 만들 수 있을까요?
- 다른 모둠과 제작 방법의 차이점이 있나요?

[재생종이 만드는 과정]

tip 재생용지 만들 방법 조사의 과정을 사전 과제로 제시하면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 소개할 수 있어요. 재생종이 만들기에서 어려운 점과 주의
할 점 등을 교사가 수업 중 안내한 후 추후에 만들어 보는 경험이 있으면
더욱 효과가 있습니다. 또는 가정 학습으로 제시하여 직접 재생종이를 만
들어 보는 경험과 기회를 갖게 해주세요.
적용 하브루타
Ⓐ 가정에서 다 사용한 휴지심으로 정크 아트로 나타내기
• 휴지심 정크 아트의 방법 전체 토의하기
- 정크 아트란 무엇인가요?

< 정크 아트(Junk Art)>
정크 아트를 간단히 말한다면 일생 생활에서 나온 폐품, 즉 재활용 소재로 제작한 미술 작
품이라 할 수 있다. ‘Junk’는 폐품, 쓰레기, 잡동사니를 의미한다. 산업화 이후에 쌓이는 산업
폐기물이나 공업 제품의 폐품에서 작품의 소재를 찾으려는 작가들이 미국과 유럽에서 등장
했다. 예술가들이 자본주의 사회의 물질만능주의, 환경 문제를 조명하고, 혁신적인 소재와
실험 정신으로 친환경적인 대안도 제시하며 버려진 쓰레기들이 예술가들의 손을 거쳐 아름
답게 재창조되는 문화 예술계 하나의 흐름이다. 아름다운 작품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보여주고 있다.

- 정크 아트 작품 감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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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페이퍼 아트 작가 주니어

버려진 깡통을 소재로 우리에게

프리츠 자케(Junior Fritz

친근한 조형물을 만드는 일본의

Jacquet)가 버려진 휴지심으로

아티스트 마카온(Makaon)의 작품

만든 사람의 얼굴
[출처]:
http://www.thisiscolossal.com/2014/08/toilet-

[출처]: http://akikannkurafuto.web.fc2.com/

paper-rolls-squished-into-funny-faces-by
-junior-fritz-jacquet/

- 휴지심의 재발견 프랑스 파리의 아나스타샤 엘리아스( Anastassia Elias) 아

티스트

작품을 감상해봅시다.

◉ 가위, 풀,
다쓴 휴지심
(대형)

[출처]: http://www.anastassia-elias.com/

• 휴지심 정크 아트의 방법 전체 토의하기
-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 표현 주제에 어울리는 사람 또는 사물은 무엇인가요?
- 어떻게 배치하면 좋을까요?
-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 휴지심 정크 아트 작품 만들기
- 나타내고 싶은 주제를 세밀하게 표현한다.
- 친구들의 작품 중 재미있는 표현을 찾아봅시다.
- 손전등을 이용하여 그림자극을 만들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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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전등

참고작품
[출처]: 발그레 아트
http://blog.naver.com/hideyo421/220489325487

읽기자료

<

화장지심을 이용한 작품＜Anastassia Elias> (Junk Art 작가)>

프랑스 출신의 일러스트 디자이너 ‘아나스타샤 엘리어스’(Anastassia Elias), 평소 그녀는
밝고 따뜻한 작품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 작가이다. 특히 그녀는 사람들이 쓰고 버린 두루
마리 화장지 심을 이용한다. 그녀는 평범한 화장지심을 각색해 새로운 시각적 공간으로 안
내한다. 그녀의 작품은 단지 페이퍼아트의 정교함을 넘어 관객들에게 동화적인 감성을 선
사한다. 어린 시절 동화책을 열면 단지 글귀에 불과하지만 어린이들에게는 한장 한장 넘길
때마다 새로운 미지의 세계가 펼쳐지듯 그녀의 작품이 그러하다.
특히 그녀는 정겨운 시골 마을의 풍경과 일상을 소재로 작품을 구상한다. 작품 전체에서
볼 수 있는 따뜻하고 인간적인 감성은 두루마리 화장지의 색다른 발견을 보여준다. 그녀의
작품은 파리 전역의 각종 전시회와 박람회를 통해 알려지면서 이미 프랑스인들의 많은 사
랑을 받고 있다 기존의 페이퍼 아트는 작가들의 정교한 컷트 실력이 돋보였다. 그러나 지
금은 컷트 실력 못지않은 스토리텔링이 되고 있다. 섬세한 페이퍼 컷팅과 재미난 이야기가
어우러져 공간을 보는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그녀의 작품은 해질녘 따뜻한 가족의 일
상을 보여준다. 화장지심 속에는 날마다 새로운 이야기가 숨쉰다.
[내용출처]: 네이버 캐스트 에코크리에이터 김대호

tip 공용 화장실용 휴지심과 같이 대형 휴지심의 경우 작업이 좀 더
용이해요. 학생들의 칼 사용시 부상의 우려가 있어 세밀한 작업이 필요할
경우 교사의 도움을 받도록 합니다.

◉ 활동지

Ⓐ 정크 아트 작품 전시 방안 토의하기
ET 작품 교내 전시 계획하기
마무리

메타 하브루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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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지심 정크 아트 작품 전시 방안 토의하기
- 어느 곳에, 어떻게 작품을 전시 하면 좋을까요?
- 휴지심 아트 작품을 전시한 모습을 살펴봅시다.
- 교내에 작품을 설치하고 홍보하는 계획을 수립해봅시다.

(15분)

[출처]: 일산 창조의 아침 중등부 휴지심 아트
(http://blog.naver.com/cosmo3443/220068458534)

tip 정크 아트 제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시 계획 및 전시회를
통해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해주세요.
학교의 여건 상 교내 전시가 어려울 경우 학급 내에서 전시 계획을 수립해
도 무방합니다.

• 국어 시간,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등을 이용하여 하브루타에 사전 교육 및 안내 후
수업이 진행되도록 한다.
지도상

• 다양한 재생용지 방법을 조사하고 모둠별로 선택한다.

의
유의점 • 각 학교의 상황에 맞추어 휴지심 정크 아트 작품 전시 계획 수립으로 마무리한다.
• 재생종이 만들기를 주말과제 또는 방학과제로 제시하여 조사한 내용을 직접 경험해
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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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제 종이의 변신

차시

과목

초등학교 6학년

(단원)

미술(6. 다양한 표현 방법으로) 실과(1. 쾌적한 주거와 생활 자원 관리)

5~6차시/6차시

6-1 6.다양한 표현 방법으로 6-1 설치미술
교육 •<심화> 학교의 한 공간을 선택하여 주제를 정해 설치 미술 작품을 제작할 수 있다.(2/5)
과정 6-1 1. 쾌적한 주거와 생활 자원 관리 1-1 쾌적한 주거 환경
• 생활 쓰레기를 재사용, 재활용하는 방법을 알 수 있다.(5/10)
학습

• 종이 쓰레기를 가치있게 활용(Upcycle)한 사례를 통해 업사이클의 의미를 알 수 있다.

목표

• 종이 쓰레기로 가치있게 활용할 수 있는(Upcycle) 의자를 만들 수 있다.

학습

교수학습 활동

과정
상황제시

준비물

CO

수민이는 스카우트 활동으로 야영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활동 중에 다리를 다치는 사
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수민 : 선생님 다리가 아파서 어딘가에 앉고 싶어요.
선생님 : 여기는 야외라서 의자가 없는데 어쩌지?
여러분 수민이를 위해 간이 의자를 만들려고 하는데 재료가 될 만한 것이 없을까요?

도입
(5분)

친구들 : 선생님, 야영 용품을 담아온 종이 박스가 몇 개 있어요.

• 선생님과 친구들은

‘종이 박스’ 로 수민이가 앉을 튼튼한 의자를 만들어 주

려고 합니다.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 학습 문제 알아보기

종이 쓰레기를 가치있게 활용(Upcycle)한 사례를 통해 업사이클의 의미
를 알 수 있다.
종이 쓰레기로 가치있게 활용할 수 있는(Upcycle) 의자를 만들 수 있다.
활동 1

◉ 사진자료

◉ 활동지

새 옷을 입은 종이

ⓈⒶ 기발한 아이디어로 재탄생한 종이의 업사이클 사례 살펴보기
CD ‘종이의 이유 많은 변신’ 사례를 알아봅시다.
• 네덜란드 출신의 디자이너 미크 메이어의 신문지로 만든 가구
학습
활동
(55분)

[출처]: http://miekemeij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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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이 포장지로 재탄생한 도쿄의 덴츠 에이전시의 ‘Newspaper to New paper!

[출처]: slowwalk.co.kr
• 생분해 성분의 골판지로 만들어진 스페인회사(Sanserif Creatius)의

가구

[출처]: https://www.flickr.com/

tip 업사이클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종이 폐기물의 다양한 변신
사례들을 제시하여 주는 것이 중요해요.
• 업사이클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기
- 리사이클(재활용)과 업사이클(새활용)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업사이클의 의미를 인포그래픽으로 확인하여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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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포그래픽 >
인포그래픽이란? 인포메이션 그래픽의 줄임말로, 그래픽을 기반
으로 패턴과 경향을 파악하는 사람의 시각 시스템을 이용하여 정
보를 더욱 쉽고 빠르게 전달한다. 쉽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고, 정
보 습득 식간을 절감하며 기억 지속 시간을 연장시킨다
[출처]: 두산백과

tip 재활용과 업사이클의 명확한 구분의 강조 보다는 차이점을 알고
업사이클 작품을 만들기 위한 개념 정립의 시간으로 생각해주세요.
활동 2

버려진 물건도 다시보자!

ⓈⓉⒶ 폐종이 업사이클 시도하기
CD 쓸모없어진 종이(박스)로 가치 있는 물건을 만들어 봅시다.
• 난민들을 위한 휴머니테크(Humanitech) 社의 리프베드(LeafBed)의 가치 이해하기
- 자연 재해시 난민들에게 제공된 구호용품

◉상자 키트
종이 상자 ,
휴지심, 키친
타올 심, 우유
상자

(폐지.

박스, 칼, 가
위 등)
활동지

[출처]: www.leafsupply.com
• 종이로 제작된 의자 탐색하기
-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 제작되었나요?
- 새로운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출처]: flexiblelove.com

[출처]: http://www.davidgra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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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둠별 종이 의자 설계 및 디자인하기
- 우리 모둠이 사용할 종이 재료는 무엇인가요?
- 튼튼한 의자를 만들려면 어떤 구조로 만들어야 할까요?
- 의자의 디자인은 어떻게 구상했나요?
• 업사이클(Upcycle)을 고려하여 버려지는 종이로 의자 만들기
- 제공된 종이 상자 키트를 이용하여 튼튼하고 멋진 의자를 만들어 봅시다.
- 튼튼하고 멋진 의자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둠은 어떤 원리와 디자인을 선택할지
구상하여 봅시다.

tip 폐종이는 칼로 자르는 활동은 위험하므로 생활 속 재활용품(휴지
심, 키친타올심, 우유팩. 신문지 말기 등)을 이용하여 만들 수 있도록 사
전에 공지하고 재활용품을 모아 오도록 하세요.
◉ 제작한 의
자
ⓈⒺⒶ 제작한 의자 수정 · 보완하기

모바일 투표

ET 제작한 의자에 앉아봅시다.

앱

•우리 모둠의 의자에 앉아보기, 다른 모둠의 의자에 앉아보기
- 의자에 앉았을 때 불편한 사항은 없나요?
- 어느 모둠의 의자가 가장 튼튼한가요?
• 실패의 이유 찾기
-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수정 · 보완점 찾아 실행하기
마무리
(20분)

- 설계에서 수정할 점은 없나요?
- 디자인 면에서 수정할 점을 찾아봅시다.
- 수정 · 보완 후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무게를 견디는지 실험하기

수정 · 보완점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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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tip 여러 모둠의 작품을 보고 잘못을 지적하는 시간과 평가하는 시간
이 아닌 수정과 보완의 시간인 것을 학생들에게 주의 시키고 서로의 작품
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해 주세요.
• 우리 모둠의 의자 소개하기
• 완성된 작품을 감상하고 ‘최고의 업사이클 작품 선정’ 투표하기

tip 핑퐁앱과 같은 크리커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학급 다인수의 의견을
받아 즉각적으로 피드백 할 수 있고 학생들의 집중도도 높아집니다.
• 다양한 업사이클 제품을 탐색 후 작품 제작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
지도상 • 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더욱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구조 설계 및 디자인
의
유의점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한다.
• 의자 제작 시 실패의 요인 분석 및 해결 과정을 통해 도전 의식 및 성공의 경험을
통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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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생 학습·활동지
차시

1~2

학생활동1

경제성장의 그림자

<상황 제시>

30년생 나무 약 20그루를 베어야 종이 1톤을 생산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A4용지 1BOX에는 2500장이 들어 있고 무게는 약
12.5kg입니다.
나무 1그루의 벌목을 막으려면 우리는 몇 장의 A4용지를 아껴야 할까요?
[출처]: 세계야생동물기금협회(WWF)

❶ 주어진 자료에서 필요한 수치를 확인하여 봅시다.
- 1톤은 몇 kg일까요?
- A4용지 1BOX는 몇 장인가요?
- 비례식으로 나타내 봅시다.
- 해결과정을 모둠원들과 상의하여 봅시다.

[계산 과정]
*주어진 조건
1톤은 1,000kg

A4용지 1BOX = 2500장

*비례식으로 나타내면
20그루 : 1000kg = 1그루 : □kg
12.5kg : 2500장 = 50kg = ■ 장

□=50
■=10000장

▶ 종이 1톤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나무 (

약 20그루

▶ 1그루의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종이 (

10000

) 그루를 베어야 합니다.
)장을 아껴써야 합니다.

▶우리가 종이 사용을 줄이면 ( 나무를 구할 수 있어요, 숲을 구할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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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1~2

학생활동2

종이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

◈ 넛지 효과란 무엇일까요?

<타인을 이끄는 힘, 넛지 효과>
넛지(Nudge)는 ‘옆구리를 슬쩍 찌르다’는 뜻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상대방에게 강요
하지 않고 부드럽게 개입하여 선택을 유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행동경제학자인 리처드 탈러 시카고대 교수와 카스 선스타인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공저인
<넛지>에서 소개되어 유명해졌지요.
넛지 효과는 갈등 없이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다양한 캠페인
이 실시되었고 큰 효과가 입증되면서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동영상 QR코드 사용하기

[스톡홀름의 피아노 계단]

https://www.youtube.com/watch?feature
=player_embedded&v=2lXh2n0aPyw

❶ 위에 제시된 넛지 효과가 사용된 광고의 예를 알아봅시다.

광고 이름

상대방을 설득하는 방법(의미)

H2사의 전기절약 스티커
스위치를 보면 불을 끄고 싶게 심각성을 표현함
소변기 파리 스티커
파리를 향해 소변을 싸면서 소변을 튀지 않고 싸도록 유도
콜게이트 치약
아이스크림을 다 먹고 난 후 막대를 보면 양치 하고 싶도록
유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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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3~4

학생활동1

종이의 변신 방법 알아보기

나의 휴지심 정크 아트
학년
1. 내가 표현하고 싶은 장면은 무엇인가요?
예시) 낚시하는 모습
2. 표현 주제에 어울리는 사람 또는 사물이 있나요?
예시) 낚시 의자, 모자쓴 사람, 낚시 대, 풀
3. 어떤 순서로 배치하면 좋을까요?
예시) 낚시의자 -> 앉아 있는 사람 -> 풀

4. 나타내고 싶은 장면을 간단히 스케치해봅시다.
예시) 학생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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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이름

차시

5~6

학생활동1

버려진 물건도 다시보자

1. 모둠별 창의적인 작품을 설계 및 디자인해 봅시다.

구상

스스로 질문

스스로 대답

어떤 종이를 이용하여
재료

의자를 만들 수 있을까?
-->예 : 휴지심, 우유팩

학교에서 우유팩을 깨끗이 말려
사용
우유팩 안에 신문지를 넣어서

공학적 원리

어떻게 배열하면 튼튼한

구조 설계

의자가 될 수 있을까?

튼튼하게 만든다.
키친타올 심을 봉으로 사용하여
상자 사이에 넣는다

디자인

장식

어떤 모양에서 아이디어를

새둥지 모양으로

얻을까?
어떤 재료를 사용하여 꾸밀
수 있을까?

페트병 뚜껑으로
신문지나 잡지로

2. 구상한 의자의 모습을 스케치해 봅시다.

예시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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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참고자료
차시

1~2

참고자료

<타인을 이끄는 힘, 넛지 효과>

[출처]: 세계야생보호기금, 미국천연자원협회

넛지(nudge)는 원래 ‘팔꿈치로 슬쩍 찌르다’, ‘주위를 환기시키다’라는 뜻이다. 미국의 행동
경제학자 리처드 세일러(Richard H. Thaler)와 법률가 캐스 선스타인(Cass R. Sunstein)은
넛지》에서 넛지에 대해 ‘사람들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이라고 용어를 새롭게
정의했다.
이러한 간접적인 개입법은 특정한 방향의 선택을 금지시키거나 특정한 방향으로 반응할 때
인센티브를 올려주는 직접적인 개입방식과 구별되는데, 그 차이는 개인의 선택을 유도하되
선택의 자유를 개인에게 보다 더 많이 부여한다는 점이다.
넛지 효과는 갈등 없이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이 방법을 통해 다양한 캠페인
이 실시되었고 큰 효과가 입증되면서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넛지 [Nudge] (상식으로 보는 세상의 법칙 : 심리편, (주) 북이십일 21세기북스 )

<다양한 넛지 효과 사례>
1.
2.
3.
4.
5.

걷고 싶게 하는 유혹, 계단의 변신
남자 화장실 소변기의 파리 그림
미국 시카고 레이크쇼어 도로
브라질 안전밸트를 착용시 무료 와이파이 택시
서울 시민청 가야금 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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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1~2

참고자료

<한글에서 라벨지 프로그램 이용 방법>
1. 한글 프로그램 – 도구 - 라벨

2. 라벨 문서 만들기 – 라벨 문서 꾸러미

3. 라벨 문서 꾸러미 – 제조사, 양식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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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3~4

참고자료

<재생종이 만드는 방법>

1. 헌 종이를 잘게 찢은 후 큰 그릇에 담습니다.

2. 믹서에 찢은 종이를 절반 정도 차도록 담습니다.
믹서의 2/3 정도까지 미지근한 물을 넣고
믹서를 돌려 펄프를 만듭니다.
※ 주의! 반드시 뚜껑을 닫아야 합니다.

3. 종이를 질기게 하기 위해 녹말가루를 차
숟가락으로
2스푼 넣고, 30초 정도 믹서를 돌립니다.(또는
손으로 섞어 줍니다)

4. 만들어진 펄프를 넓적한 사각 쟁반에 붓습니다.
펄프가 너무 진하면 물을 넣어 적당한 농도로
만듭니다. 섬유질이 아래쪽으로 가라앉지
않도록
숟가락으로 잘 휘저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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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3~4

참고자료

5. 철망을 사각쟁반에 담가 아래위로 천천히
움직이면 철망이 펄프로 덮이게 됩니다.
펄프로 덮인 철망 위에 다른 철망을 덮고
조심스럽게 꺼내어 몇 분 동안 물을 빼 냅니다.
김말이를 사용할 때는 종이를 조금 진하게
만들어 수저로 펄프를 위에 올려놓으면
됩니다.
6. 여러 장의 신문지를 깔고, 그 위에 철망을
올려놓은 다음 신문지를 덮고 방망이로 눌러
물을 짜냅니다. 젖은 신문지를 몇 번 바꾸어
주어 펄프를 건조시킨 후 철망으로부터
조심스럽게 펄프를 떼어냅니다.

7. 체를 들어내고 하루 정도
종이를 건조 시킵니다. 종이가
마르는 동안 만지거나 흐트러
뜨려서는 안 됩니다.
※ 빨리 건조시키려면 드라이기로 말리거나 마른 신문지 사이에 종이를 대고 다림질을 합
니다.

※ 이렇게 조금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 펄프가 곱게 갈아지지 않은 경우 1. 사각 쟁반 밑에 신문지를 여러 장 깐 다음, 그 위에 철망을 얹습니다.
2. 철망 가운데에 펄프를 조심스럽게 따릅니다. 펄프가 너무 진하면 물을 더 탑니다.
3. 주걱을 사용해 철망 끝에서 5cm 정도만 남기고 펄프를 편평하게 잘 펴줍니다.
4. 두 번째 철망을 펄프 위에 얹고, 그 위에 신문지를 여러 장 덮습니다.
5. 방망이나 손바닥으로 펄프의 물을 짜 냅니다. 펄프의 물이 다 빠졌다고
생각될 때까지 신문지를 갈면서 물을 꼭 짜 내도록 합니다.
6. 위의 신문지를 걷어 내고, 2개의 철망을 한꺼번에 들어냅니다.
7. 따뜻한 곳에 신문지를 깔고 마를 때까지 하룻밤쯤 그대로 펼쳐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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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3~4

참고자료

<분리배출 요령>

[출처]: 환경부
http://www.me.go.kr/home/web/policy_data/read.do?menuId=10265&seq=4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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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3~4

참고자료

<종이 쓰레기 분리 배출 방법>

[출처]: https//pixbay.com

종류

품목

배출방법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신문지

책자, 노트 등
종이류

종이컵
상자류(골판지 상자
등)

후 묶어 배출
비닐 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비닐 코팅된 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
*비닐포장지는 제외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 번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
거나 한데 묶음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 있는 테이프, 철핀 등을 제거
한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어서 배출
비닐, 스프링, 섬유 등 이물질이 붙어있는 종이류

재활용 불가능 품목

Fax용지, 비닐 코팅 종이류, 1회용 기저귀, 사진
영수증, 휴지, 냅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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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5~6

참고자료

<종이로 만든 의자의 원리 파악>
종이로 만들어진 의자

어떤 원리, 어떤 방법으로 제작되었을까?

모양도 크기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플렉
시블 러브체어는 대만 출신의 디자이너 차
이저 치우씨가 재활용 종이공장에서 벌집
구조 모양의 골판지를 만드는 것을 보고 아
이디어를 얻었습니다. 벌집구조 모양의 골
판지는 손쉽게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도록
신축성이 있고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구조
입니다.
영국의 ‘flexible chair’
[출처]: http://flexiblelove.com

기하학적으로 보이는 형태는 원주율의 원
리에 입각에서 설계되었습니다. 앉는 사람
의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서 구조에 있어서
공학적인 설계가 필요했습니다. 그 설계의
힌트는 다름 아닌 자연에서 따왔습니다. 새
의 둥지의 구조와, 바다미생물의 형태구조
를 연구했고, 그 결과 이 의자의 모습이 만
들어졌습니다.
Bravais 의자
[출처]: http://www.lazerian.co.uk/prod-bravais-.php

골판지를 10자형으로 끼워 무게를 버틸 수
있고 어린이도 혼자 조립할 수 있을 만큼
조립 방법이 간단합니다.

David grass 어린이 혼자 조립할 수 있는 골판지 의자
[출처]: http://www.davidgraas.com/finish-it-yourself#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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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수업지도안(개발)
1. 프로그램 개요
주제

버려진 음식물에 새 생명을

3~4학년 교과활동(과학, 미술, 도

관련교과

덕), 창의적 체험활동

•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야 하는(Reduce) 필요성을 이해하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실천할 수 있다.
내용
목표

•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Recycle) 사례를 알고, 방법을 찾아 실천할
수 있다.
• 음식물 쓰레기를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는(Upcycle) 방법을 알고 실천할 수 있다.

학습

• 음식물 쓰레기를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는(Upcycle) 직업에 대해 알고 탐색할

목표

수 있다.
• 친구의 소중함을 알고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며,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인정한다.
과정
목표

• 조형요소(점, 선, 면, 형･형태, 색, 질감, 양감 등)의 특징을 탐색하고, 표현의도에
적합하게 적용할 수 있다.
• 우리 주변의 물질을 고체, 액체, 기체로 분류할 수 있다.
• 여러 가지 물질을 선택하여 다양한 물체를 설계하고 장단점을 토의할 수 있다.

S

크롬꼬머(kromkommer)스프의 Birth Secret에 대해 알아보기

STEA

T

에코크리에이터 되어 나만의 창의적인 작품 디자인하기

M

E

레시피 발표를 통해 아이디어 제안하고 공유하기

요소

A

에코크리에이터로서 첫 발을 디디다! 작품 전시회하기

M

<못생긴 과일과 채소들의 반란> 캠페인 활동 계획하기

개발 의도

식품 폐기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변화와 학생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활동을 중심
으로 수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폐기물을 식품 폐기물(음식물 쓰레기)과 생활 쓰레기로 구분하여 처리하고
있다.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는 처리과정에서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막대한 경제적 손
실을 일으킨다. 각종 식재료의 생산, 수입, 가공, 유통, 조리단계에서도 폐기물이 발생하며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과 더불어 많은 에너지가 소모된다. 그렇다면 ‘식품이 음식물이 되기 전부터 음식물
쓰레기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까?(Reduce)’에 대한 인식을 가지게 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Recycle) 방법을 알고, 이를 지속가능하게 실천하도록 하며, 더 나아가 이를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Upcycle) 하는데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 있다. 식품 폐기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변화와 학생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활동을 중심으로 수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상황
STEA
M
준거

제시
창의
적

• ‘왜 못생긴 과일과 채소는 버려져야 하는
가?’

• PMI 기법을 통해 계
감성적

• <못생긴 과일과 채소들의 반란> 캠페인 활

체험

획한 캠페인 활동 발
표하기
• 레시피 발표를 통해

동 계획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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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 <냉장고를 부탁해 프로젝트>_냉장고 다이

공유하기

어트 레시피 작성하기

설계

제안하고

•

• 에코크리에이터 되어 나만의 창의적인 작품

에코크리에이터로서
첫 발을 디디다! 작품

디자인하기

전시회하기

2. 교육과정
차시

과목
과학

교육과정 성취기준
3-1 1. 우리 생활과 물질

STEAM 프로그램 성취 목표/요소
 물질의 상태에 대해서 알아보

• 물질을 고체, 액체, 기체로 분류할 수 있다.(8/9)

기, 기초탐구활동 중 ‘예상과 확
인’ 해보기

1~2
미술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환경

3-1 5. 생활 속의 디자인. 그림글자

훼손, 경제적 손실, 사회적 문제

• 대상의 특징을 살려 그림글자를 만들 수 있다.(1/6)

를 생각하며 구호를 정하고 그
림글자 그리기

3-1 1. 우리 생활과 물질
• 우리 주위의 물체를 찾아보고, 어떤 재료로 만들어져
과학
3~4

도덕

 재료와 물체와 관계 생각하

있는지 이해한다.(1/9)
• 물질의 다양한 성질을 이해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기, 상황을 파악하여 해결 방법

가진다.(6/9)
3-1 2. 너희가 있어 행복해

생각하기
 물질의 다양한 쓰임새 알기

• 서로의 입장을 고려하는 방법을 익히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다.(3/4)
3-1 5. 다양한 표현. 생각의 날개를 달아

5~6

미술

• 재활용품을 이용하여 만들고 싶은 것을 상상하여 만

창체

들 수 있다.(3/6)
진로탐색교육

 음식물 쓰레기를 활용
한 창의적인 작품 설계하기
 에코크리에이터로서의 첫
작품 전시회하기

3. 차시별 계획 총괄표
차시
소주제
상황제시 CO
1~2
차시

학습 내용
크롬꼬머의 비밀

크롬꼬머(kromkommer)스프의 Birth Secret에 대해 알아보기【Ⓢ】
창의적 설계 CD
<못생긴 과일과 채소들의 반란> 캠페인 활동 계획하기【ⓈⒶⓂ】
감성적 체험 ET
PMI 기법을 통해 계획한 캠페인 활동 발표하기【ⓈⒶ】

3~4

소주제

냉장고를 부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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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제시 CO
쓰레기레스토랑(Afvalrestaurant) 제시하기【Ⓢ】
차시

창의적 설계 CD
<냉장고를 부탁해 프로젝트>_냉장고 다이어트 레시피 작성하기【ⓈⒶ】
감성적 체험 ET
레시피 발표를 통해 아이디어 제안하고 공유하기【ⓈⒺⒶ】
소주제
과일껍질의 변신
상황제시 CO

5~6
차시

과일껍질을 활용한 다양한 작품 알아보기【Ⓢ】
창의적 설계 CD
에코크리에이터 되어 나만의 창의적인 작품 디자인하기【ⓈⓉⒺⒶⓂ】
감성적 체험 ET
에코크리에이터로서 첫 발을 디디다! 작품 전시회하기【ⓈⒺⒶ】

4. 학생 평가계획
구분

번호

평가

필요성을 이해하였는가?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Recycle)의

2

중요성을 알고 있는가?

평가

의적 디자인 활동을 할 수 있는가?
음식물 쓰레기를 활용하여 가치있게

1

지필/관찰평가
지필/
관찰평가

음식물 쓰레기를 활용한(Upcycle) 창

3
총괄

평가방법

음식물 쓰레기 배출 감축(Reduce)의

1
형성

평가기준

활용하는 직업에 대해 알고 있는가?

지필/
관찰평가
자기 평가

평가도구
활동지

활동지

활동지

활동지

5.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 방안
구분

번호

평가도구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방안

음식물 쓰레기 배출 감축(Reduce)의 필요성
1
을 이해하였는가?
형성
평가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Recycle)의 중요성을
2

버려진 음식물에 새 생명을’STEAM 프로그

알고 있는가?
3

음식물 쓰레기를 활용한(Upcycle) 창의적 디
자인 활동을 할 수 있는가?

총괄
평가

1

음식물 쓰레기를 활용하여 가치있게 활용하는
직업에 대해 알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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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6차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6. 차시(단계)별 교수 학습 과정
소주제

크롬꼬머의 비밀

과목

초등학교 3학년

(단원)

과학(1. 우리 생활과 물질), 미술(5. 생활 속의 디자인. 그림글자)

차시

1~2차시/6차시

3-1 1. 우리 생활과 물질
교육

• 물질을 고체, 액체, 기체로 분류할 수 있다.(8/9)

과정

3-1 5. 생활 속의 디자인. 그림글자
• 대상의 특징을 살려 그림글자를 만들 수 있다.(1/6)

학습

•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야 하는(Reduce)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목표

•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Reduce) 그림문자 그리기 활동을 할 수 있다.

학습

교수학습 활동

과정

준비물

상황제시

민주는 시골에서 과일과 채소를 키우고 계시는 할아버지 댁에 놀러갔습니다. 그런데 할아
버지와 할머니께서 예쁜 모양의 과일과 채소와 못생긴 모양의 과일과 채소를 다른 상자에
나누어 담으셨습니다.
민주 : 할아버지, 예쁜 모양의 과일, 채소와 못생긴 모양의 과일, 채소를 왜 다른 상자에
서로 나누어 담는 거에요?
할아버지: 예쁜 모양의 과일과 채소는 돈을 받을 수 있지만, 못생긴 모양의 과일과 채소
는 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버려야 한단다.

• 민주는 ‘왜 못생긴 과일과 채소는 버려져야 하는가?’ 가 궁금하였습니다.
Ⓢ 물질의 상태에 대해서 알아보기, 기초탐구활동 중 ‘예상과 확인’ 해보기
CO 네덜란드의 스프 ‘크롬꼬머’의 탄생 비밀에 대해 알아봅시다.
◉사진자료

도입
(10분)

[출처]: http://www.kromkommer.com
읽기자료

네덜란드에서 2013년 학생이었던 옌터(Jente)와 리산느(Lisanne)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
해 공부하던 중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너무 작거나 너무 크고, 구부러졌거나 웃긴 모양을
하고 있는 과일과 채소로 채워져 있는 것을 보았다.
옌터(Jente)와 리산느(Lisanne)는 못생긴 모양이라는 이유로 과일과 채소를 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캠페인을 하고 있던 친구 샨탈(Cahntal)과 함께
버려지는 과일과 채소로 야채스프를 만들어 새로운 스프 브랜드 ‘크롬꼬머(Kromkommer; 네
덜란드어로 비틀린 오이)’를 만들어냈다.

이 친구들의 도전은

‘왜 못생긴 과일과 채소는 버려져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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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질뻔한 과일과 채소가 맛있는 크롬꼬머 스프로 재탄생했음을 알기
활동 1

못생겨도 멋진 내 친구에요

ⓈⒶ 소중한 내 친구 관찰하기
CD 여러 못생긴 과일과 채소와 잘생긴 과일과 채소 중 하나를 선택하여

관찰하
◉사진자료,

여 봅시다.

실물자료,

• 오감을 사용하여 내가 준비한 과일이나 채소를 자세히 관찰하기

학습지

- 오감 중 어떤 감각을 주로 사용하여 관찰하였나요?
- 못생긴 과일과 채소, 잘생긴 과일과 채소는 맛의 차이가 있나요?
• 못생긴 과일과 채소가 버려지지 않음으로 인해 생겨난 여러 가지 이득 생각해보기

[출처]: http://pixabay.com

tip 못생긴 과일을 처음부터 버리지는 않으나,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
기 때문에 결국에는 못생긴 과일과 채소들은 폐기하게 된다는 것
을 알려 준다.

학습
활동
활동 2

(55분)

<못생긴 과일과 채소들의 변신>을 주제로 구호를 정하고 그림글자 그리

기
ⓈⒶⓂ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환경훼손, 경제적 손실, 사회적 문제를 생각하며 구호를
정하고 그림글자 그리기
CD <못생긴 과일과 채소들의 반란>을 주제로 구호를 정하고 그림글자를 그려 보 ◉그림 자료
자.
들,
사인펜,
① 모둠원들과 함께 의사소통하여 ‘못생긴 과일과 채소를 버리지 말자’는 주제를 가진 구
호를 정한다.
② 주어진 그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구호에 맞는 그림글자를 계획한다.

[출처]: http://pixabay.com

③ 계획한 구호(문구)에 맞는 그림글자를 그려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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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연필, 등

tip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환경 훼손, 경제적 낭비, 사회적 문제를 교
사가 정리해줌으로서 캠페인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다지게 해
준다.

◉모둠작품,
ⓈⒶ 구호 그림글자 작품 발표하기

활동지

ET <못생긴 과일과 채소들의 변신>을 주제로 한 작품을 발표한다.
• PMI기법으로 작품을 발표하여 자기 평가, 상호 평가하기
- P(장점)은 무엇인지 발표해볼까요?
마무리
(15분)

- I(흥미로웠던 점)은 무엇인지 발표해볼까요?
<PMI기법_창의성 기법>
드 보노가 개발한 CoRT(Cognitive Research Trust) 프로그램에 포함된 방법으로 아이디
어를 떠올리거나 제안을 할 때 보다 열린 생각을 하게 하여 창의적인 생각이 나오도록 하
는 전략이다.
• P(Plus) - 좋은 점만 이야기하기
• M(Minus) - 나쁜 점만 이야기하기
• I(Interest) - 아이디어에 대하여 발견한 흥미로운 점만 이야기하기

지도상
의

• 작품 활동을 통해 스스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와 환경에 대한 관심 을 갖게 한다.

유의점 • 작품 발표회를 통해 심미감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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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제

냉장고를 부탁해

과목

초등학교 3학년

(단원)

과학(1. 우리 생활과 물질), 도덕(2. 너희가 있어 행복해)

차시

3~4차시/6차시

3-1 1. 우리 생활과 물질
교육
과정

• 우리 주위의 물체를 찾아보고, 어떤 재료로 만들어져있는지 이해한다.(1/9)
• 물질의 다양한 성질을 이해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가진다.(6/9)
3-1 2. 너희가 있어 행복해
• 서로의 입장을 고려하는 방법을 익히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다.(3/4)

학습

•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Recycle) 하면 좋은 점 이해할 수 있다.

목표

•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Recycle) 하는 실천 활동을 할 수 있다.

학습

교수학습 활동

과정

준비물

상황제시

◉상황제시
오늘은 민주엄마께서 대전에 사시는 외할머니 댁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은 민주
와 아빠 둘이서 해 먹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민주엄마께서는 냉장고 문 앞에 다음과 같
은 미션을 주고 가셨습니다.

도입
(10분)

민주엄마의 미션
민주 : 아빠, 자투리 식재료란 무엇이에요?
민주아빠 : 우리가 사용하다가 남은 식재료를 말하는 거란다.

• 민주와 민주아빠는 ‘요리의 80% 이상을 자투리 식재료(재활용 식재료)를 사용하여
무슨 음식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였습니다.
ⓈⒶⓂ 재료와 물체와 관계 생각하기, 상황을 파악하여 해결 방법 생각하기
tip %(퍼센트)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사가 설명해 준다.
CO 암스테르담의 인스톡(INSTOCK)레스토랑인 쓰레기레스토랑(Afvalrestaurant)에 대해 알아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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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자료

읽기자료

매일 아침 인스톡(INSTOCK) 레스토랑의 직원은 전기자동차를 몰고 전날 팔리지 않은
식재료들을 모으기 위해 암스테르담에 있는 슈퍼마켓과 식품 상점들을 순회한다. 모은 식
재료들은 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다고 판정이 되면 인스톡 레스토랑의 ‘오늘의 메뉴’로 재
탄생된다. 인스톡 레스토랑에는 오늘 어떠한 재료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요리가
탄생할지도 모른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다. 알버트하인(네덜란드 최대 슈퍼마켓)직원 4
명은 슈퍼마켓에서 버려지는 엄청난 양의식재료들을 보며 안타까워했고, 이 안타까움이
‘쓰레기 레스토랑(Afvalrestaurant)’이라는 아이디어로 이어진 것이다. 인스톡 레스토랑은

‘요리의 80% 이상을 재활용 식재료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 학습 문제 알아보기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Recycle)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실천할 수 있
다.

활동

<냉장고를 부탁해 프로젝트> 냉장고 DIET

RECIPT 작성하기
ⓈⒶ 물질의 다양한 쓰임새 알기

◉사진자료,

tip 자투리 식재료 활용 레시피, 남은 음식 활용 레시피의 교사 예시
자료를 보여주고, 이와 관련해 더 알아보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 사이트 주
소를 안내한다.
▣ 참고사이트: (https://www.zero-foodwaste.or.kr)

학습
활동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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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시피자료,
인터넷
사이트 등

CD 비주얼 씽킹(Visual Thinking)기법을 통해 냉장고 속 자투리 식재료를 활용한 <냉
장고 다이어트 레시피> 작성하기
• 냉장고 속 자투리 식재료 생각하기

◉사인펜,

- 우리 집 냉장고에는 어떤 자투리 식재료들이 있나요?
• 모둠원들과 함께 우리 모둠이 만들 음식 구상하기

색연필,
활동지 등

- 자투리 식재료들을 사용하여 어떤 음식을 만들면 좋을까요?
• 만드는 방법 순서대로 정리하기
• 모둠원들과 함께 우리 모둠이 완성할 음식 그려보기
비주얼 씽킹(Visual Thinking)
생각과 정보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생각이나 정보를 이미지로 표현
하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릴 때 효과적이다.

tip 모둠원들이 충분히 의사소통하여 주제를 선택하게 하고, 주제 선

정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교사가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여 주제 선
정에 있어 도움을 줄 수 있다.

ⓈⒺⒶ 모둠이 제작한 레시피(RECIEP) 발표하기
마무리 ET 각 모둠별로 제작한 레시피 자료 발표를 통해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제안해
(15분) 보자.
지도상 • 레시피 제작 활동을 통해 스스로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과 생태계에 대한 관심을 갖
의
유의점

게 한다.
• 각자의 모둠별로 서로에 대한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자유로운 분위기를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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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둠작품

소주제

과일껍질의 변신

과목

초등학교 3학년

(단원)

미술(5. 다양한 표현. 생각의 날개를 달아 ), 창체(진로탐색교육)

차시

5~6차시/6차시

교육 3-1 5. 다양한 표현. 생각의 날개를 달아
과정 • 재활용품을 이용하여 만들고 싶은 것을 상상하여 만들 수 있다.(3/6)
• 음식물 쓰레기를 가치있게 활용(Upcycle)하면 좋은 점을 알 수 있다.
학습
목표

• 음식물 쓰레기를 가치있게 활용할 수 있는(Upcycle) 디자인 할 수 있다.
• 음식물 쓰레기를 가치있게 활용할 수 있는(Upcycle) 직업에 대해 알 수 있다.

학습

교수학습 활동

과정

준비물

◉상황제시
상황제시

사진자료

민주가족이 저녁식사 후에 디저트를 먹기 위해 엄마께서는 사과껍질을 깎아서 사과를 접시
에 예쁘게 놓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엄마께서는 민주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
니다.
민주 : 엄마, 사과껍질은 버리면 음식물 쓰레기가 되어 환경도 오염되고, 버리는데도 돈
이 들어 경제적으로도 손실을 입게 되잖아요.
민주엄마 : 맞아, 민주야. 그렇다면, 사과껍질을 버리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방
법은 없을까?

민주는 ‘과일껍질을 버리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가 궁금하였습니다.
도입
(10분)

Ⓢ 기초탐구활동 중 ‘예상과 확인’과 ‘의사소통’ 해보기, 가방(물체)가
어떠한 물질로 이루어졌는지 알아보기

CO 휴고 드 본(Hugo de Boon)이 먹을 수 없는 과일을 과일 가죽(Fruit Leather)으로 만든
과일 가방에 대해 알아봅시다.
- 가방사진을 보여주며 어떠한 물질로 이루어졌는지 예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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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개인별로 과학적인 ‘예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한 후, 모둠원
들끼리 과학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줄 수 있도록 한다.

읽기자료

네덜란드 회화의 대가, 윌렘 드 쿠닝의 이름을 따서 지은 예술학교인 로테르담의 디자인
학교(Willem de Kooning Academie in Rotterdam)에 재학 중인 휴고 드 본(Hugo do
Boon)과 그의 친구 디자이너들은 큰 사회 문제 중 하나인 음식쓰레기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을 현실화시켰다. 로테르담 주변 시장에서만 매일 3,500kg의 썩거
나 안 팔린 과일과 채소들이 버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안 것이다. 즉 이 모든 음식들이 더
이상 먹을 것이 아닌, 사람들에게 필요 없는 것들이 되어버리는데, Willem de Kooning
Academie의 디자인 팀은 이렇게 버려지는 음식들을 어떻게든 새롭게 활용할 수 있는 아이
디어를 생각해 낸 것이 바로 ‘과일가죽(Fruit Leather)’이다. 푸르트 레더 로테르담은 과일
가죽으로 가방을 디자인했다. 음식의 관점에서 보면 쓰레기로 여겨졌던 것이지만 다른 관
점에서 보면 새롭게 그리고 가치 있게 탄생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자료출처]: http://www.fruitleather-rotterdam.com/project

활동

<에코크리에이터가 되어 나만의 창의적인 작품 디자인하기>

ⓈⓉⒺⒶⓂ 음식물 쓰레기를 활용한 창의적인 작품 설계하기
CD 에코크리에이터가 되어 업사이클(Upcycle)을 고려한 음식물 쓰레기를 이용해 나만
의 창의적인 작품을 설계 및 디자인해 보자.

◉사진자료,

• 에코크리에이터들의 창의적인 작품 살펴보기

사인펜,

- 다음 작품들은 각각 어떤 재료를 이용한 것일까요?

색연필,

학습

연꽃기법

활동

활동지 등

(55분)

커피찌꺼기를 활용한

쿠키로 만들어

다양한 형태의 램프

먹을 수 있는 커피잔

• 연꽃기법을 통해 아이디어 구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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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꽃 기법_창의성 기법>
연꽃기법은 일본의 크로바 경영연구소의 마쓰무라 아스오(Matsumura Yasuo)가 개발한
연꽃모양으로 아이디어를 발상 해 나가는 사고기법으로 MY법이라고도 한다. 연꽃 기법
은 아이디어나 문제 해결의 대안을 다양한 측면에서 얻기 위하여 활용되며 주로 기존의
기술이나 제품을 응용하여 새로운 방법을 찾으려고 할 때 적용된다.

• 활동지에 설계 및 디자인하기
◉설계작품
ⓈⒺⒶ 에코크리에이터로서의 첫 작품 전시회하기
ET 에코크리에이터가 되어 설계 및 디자인한 나의 창의적 작품 전시회를 준비하자.
• 업사이클(Upcycle)을 고려하여 설계 및 디자인한 요소들을 잘 설명하며 발표한다.
마무리
(15분)

<업사이클(Upcycle)>
재활용품에 디자인 또는 활용도를 더해 그 가치를 높인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 즉, 기존에
버려지는 제품을 단순히 재활용하는 차원을 넘어서 디자인을 가미하는 등 새로운 가치를 창
출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생활 속에서 버려지거나 쓸모없어진 것
을 수선해 재사용하는 리사이클링(Recycling)의 상위 개념으로, 기존에 버려지던 제품을 단
순히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더 나아가 새로운 가치를 더해(upgrade) 전혀 다른 제품으로 다시
생산하는 것(recycling)을 말한다.

• 음식물 쓰레기가 될 수 있는 소재를 이용하여 생활 속에서 이용 가능하며 가치를 가
지도상

지고 있는 창의적인 작품을 설계, 디자인, 제작 후 발표한다.

의
유의점 • 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더욱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재료(음식물 쓰레기)
의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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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생 학습·활동지
차시

1~2

학생활동1

못생겨도 멋진 내 친구예요

1. 내가 준비한 한 종류의 못생긴 과일과 채소와 잘생긴 과일과 채소를 자세히 관찰하여 그려보고,
관찰한 내용을 써 봅시다.
▶ 내가 선택한 과일과 채소의 종류는 (
사용

예)당근

관찰한 내용

한
감각

그림
잘생긴 과일과 채소

예)주황색이고,

눈

코

)입니다.

못생긴 과일과 채소

예)주황색이고,

예쁘게(보기좋게)

못생겼다.

생겼다.

(이상하게 생겼다.)

예)당근 냄새가 난다.

예)당근 냄새가 난다.

예)달고 맛있다.

예)달고 맛있다.

잘생긴 과일과 채소

입
맛을 보고
맛의 차이를
적어 보세요

못생긴 과일과 채소

귀

손

예)아무 소리가 나지
않는다.

예)누르면 딱딱하다.

예)아무 소리가 나지
않는다.

예)누르면 딱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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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1~2

학생활동1

못생겨도 멋진 내 친구예요

1. 모둠원들과 상의하여 <못생긴 과일과 채소들의 반란>을 주제로 먼저 구호를 정하고, 주어진 그림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그 그림 안에 어울리는 그림글자를 그려 봅시다.

구 호

구호를 적어 봅시다.
예) 환경오염을 줄이자

그림글자

그림글자를 꾸며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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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3~4

학생활동1

냉장고를 부탁해 프로젝트

우리 모둠의 <

레시피명 예)자투리 샐러드

> 레시피로 완성될 음식을 공개합니다.
학년

• 우리 모둠의 레시피 음식을 간단히 그려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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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모둠이름

차시

5~6

학생활동1

에코크리에이터가 되어 나만의 창의적인 작품 디자인하기

1. 연꽃 기법을 활용하여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구상해 봅시다.

<연꽃 기법>
연꽃기법은 일본의 크로바 경영연구소의 마쓰무라 아스오(Matsumura Yasuo)가 개발한 연
꽃모양으로 아이디어를 발상 해 나가는 사고기법으로 MY법이라고도 한다. 연꽃 기법은 아이
디어나 문제 해결의 대안을 다양한 측면에서 얻기 위하여 활용되며 주로 기존의 기술이나 제
품을 응용하여 새로운 방법을 찾으려고 할 때 적용된다.
예)

예)

예)

예)수저

렌턴

의류

화병

통

과일의

음료의

변신

변신

예)

예)

가방

방향제

예)자

예)자

예)

예)

피클

짱아찌

과일의
변신
음식물
쓰레기의
변신
야채의
변신

야채의
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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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예)

볶음밥

카레

차시

5~6

학생활동1

에코크리에이터가 되어 나만의 창의적인 작품 디자인하기

2. 지금부터 나는 ‘에코크리에이터’입니다. 나만의 창의적인 업사이클 작품 설계 및 디자인을 위해
아래의 빈 칸을 속성열거법(attribute listening)에 따라 적어 봅시다.

속성열거법
미국 네브래스카 대학 교수인 크로퍼드(Robert Crawford)가 고안해낸 기법으로 주어진 문
제의 속성(모양, 크기, 색깔, 특성 등)을 열거해봄으로서 기존의 아이디어와는 다른 개념이
나 원리를 색다르게 결합하거나 수정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산출해 내는 방법이다.

단계

문제를 적어 보세요.

내용

예)오렌지 껍질을 활용하여
나만의 창의적인 업사이클 작품을 만들어 보자.

예)
· 오렌지는 주황색이다.(색깔)
속성을 열거해 보세요.

· 오렌지는 원 모양이다.동그랗다.(모양)
· 오렌지는 알맹이와 껍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 알맹이만 먹고, 껍질은 버려진다.(특성) 등
예)오렌지의 알맹이는 먹지만,
오렌지의 껍질만 분리되어 버려진다.(특성)

각 속성을 새롭게 결합해

+(결합)

보거나, 수정해 보세요.

오렌지의 껍질은 예쁜 주황색을 가지고 있다.(색
깔)
→ 특성과 색깔의 결합
예)주황색깔을 가진

새롭게 생성된 아이디어는
무엇입니까?

+
알맹이는 먹고 분리되어 버려지는
오렌지껍질을 이용하여 예쁜 렌턴을 만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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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참고자료
차시

1~2

참고자료

음식물 쓰레기(Food waste), 이만큼 버려지고 있어요!
음식물 쓰레기란 식품의 생산 · 유통 · 가공 ·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농 · 수 · 축산물 쓰레기와 먹고 남은
음식찌꺼기 등을 말합니다. 푸짐한 상차림과 국물 음식으로 특정 지어지는 우리의 음식문화와 인구의 증가,
생활여건의 향상, 식생활의 고급화 등 음식물 낭비요인의 증가로 인해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가
전체 쓰레기 발생량의 28%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최근 쓰레기 중에서도 가장 처리가 곤란한 음식물 쓰레기
로 인한 환경문제는 심각합니다.

[출처]: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전체 쓰레기 발생량 중 음식물 쓰레기가 차지하는 부분
국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하루 1만 4천여 톤(2010년 기준), 국민 1인당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0.28kg(2010년 기준)으로 프랑스 0.16kg, 스웨덴 0.086kg 등 선진국에 비해 많은 편입니다.

[출처]: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국민 1인당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출처]: https://www.zero-foodwaste.or.kr(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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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1~2

참고자료

음식물 쓰레기(Food waste), 이런 문제들을 일으켜요!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피해는 단순한 환경문제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해결문제
보다는 애초에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음식물은 쓰레기 처리 과정뿐만 아니라 생산,
수입, 유통, 가공 및 조리 단계에서도 많은 에너지와 비용을 소모하는 에너지 집약체로서, 수입 · 유통 · 조리
시 소모되는 에너지만도 연 579만 톤으로 우리나라 최종에너지 소비량의 3%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엄청납니
다.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또한 연 1,791만 톤을 배출하는 것으로 산정됩니다.
하나의 예로 우리나라 1,300만 가정에서 일주일에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을 버릴 경우 연간 2만 1천 톤의
에너지가 낭비되고, 그에 따라 5만 6천 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한편,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자원 · 에너지 낭비 등 경제가치 손실이 2010년 기준으로 20조원, 2012년에는
25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현실에서 이 중 20%만 줄여도 연간 5조원의 사회 ·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온실가스도 약 400만 톤(수입 · 유통 · 조리 및 처리 포함)을 감축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출처]: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음식물 쓰레기로 발생하는 환경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의 문제

[출처]: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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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3~4

참고자료
자투리 식재료 활용 레시피 참고자료 및 사이트

재료
언두부 ½모, 시금치나물 1줌, 우유 2큰술, 소금, 후추 가루
약간씩, 녹말가루 약간, 여러 가지 야채, 식용유 약간, 대추
2개, 스파게티 소스 2큰술, 피자치즈 3큰술, 양송이버섯
7개

만드는 방법
1. 냉동했던 두부는 실온에서 해동시켜 면보로 수분을 제거한 후 곱게 다진다.
2. 여러 가지 채소는 다져준다.
3. 남아있는 시금치나물(생시금치, 부추 등 가능)에 우유를 넣고 갈아서 두부에 넣어 섞어 초
록
색을 만든다.
4. 다진 채소를 3에 넣은 후 소금, 후추 가루로 간을 한다.
5. 수분이 너무 많으면 녹말가루를 적당량 넣어 반죽의 밀도를 조절한다. 원하는 크기로 동글
납작
하게 빚는다.
6. 후라이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한 수저씩 떠서 노릇노릇하게 지진다.

재료
깻잎절임(장아찌) 20장, 밥 1공기, 햄, 양파, 맛살, 오이 약간
달걀 2개, 녹말가루 1큰술, 소금, 후추 가루 약간, 식용유

만드는 방법
1. 준비한 재료를 다져 후라이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재료를 볶다가 밥을 볶아서 소금, 후추
가루
로 간을 하여 볶음밥을 만든다.
2. 볶음밥을 깻잎절임에 싸준다.
3. 달걀을 잘 풀어서 녹말가루를 넣어 잘 섞어준 후 소금을 넣어 섞어 체에 걸러준다.
4. 비닐 팩에 구멍을 뚫어서 체에 거른 달걀 물을 넣는다. 후라이팬에서 지그재그로 비닐팩을
움직여주며 그물 지단을 만든다.
5. 그물지단을 깻잎절임으로 싼 볶음밥에 잘 감싸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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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차시

5~6

참고자료

음식물을 활용한 업사이클(Upcycling) 제품 1
휴고 드 본(Hugo de Boon)이 디자인한 과일가죽 가방

‘쓰이지 않은 음식’이 아니라, ‘더 이상 쓸 수 없는 음식’ 까지 재활용하는 사람들도 있다. 로테르담의 디자인학
교 빌렘 드 코닝 아카데미(Willem de Kooning Academie)에 재학 중인 휴고 드 본(Hugo de Boon)과 그의
친구들이다.

휴고 드 본 팀이 만든
과일 가죽으로 만들어진 가방

로테르담의 시장에서만 썩거나 안 팔린 과일들이 매일 3,500kg씩 버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들은,
과일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탈바꿈시키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다. 바로 ‘과일 가죽(Fruit Leather)’이다.

과일을 요리하는 방법 중 하나는, 과일을 으깨고 삶은 다음 얇게 펴서 말리는 것이다. 이는 가죽을 만드는
방법과 유사하다. 휴고의 팀 ‘푸르트 레더 로테르담(Fruit Leather Rotterdam)은 과일에 이러한 과정을 반복적
으로 거친 후, 완전히 새로운 가죽 원단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만들어진 과일 가죽은 더 이상 썩지 않으며,
벌레도 꼬이지 않아 천연 가죽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게 되었다. 푸르트 레더 로테르담은 이 가죽으로 가장
먼저 가방을 디자인했다. 이 가능성을 바탕으로, 이들은 향후 국제 박람회에 여러 디자인을 출품하고 신발
브랜드와 협업할 계획을 밝혔다. 음식의 관점에서는 쓰레기로 여겨졌던 것이라도 다른 관점에서 보면 끝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될 수 있는 가능성이 된다는 걸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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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5~6

참고자료
음식물을 활용한 업사이클(Upcycling) 제품 2
라울 라우리(Raúl Laurí)가 디자인한 커피찌꺼기로 만든 램프

커피는 이제 한국인들이 가장 즐겨 마시는 음료가 되었다. 통계치에 따르면 한해 커피소비량이 1억kg을 돌파
했다고 한다. 전 세계적으로도 커피는 가장 많이 소비되는 기호 식품이다. 이로 인해 커피찌꺼기 또한 매년
상당한 양이 발생한다. 커피찌꺼기의 경우 다양한 형태로 재활용 된다. 특히 퇴비 용도로 안성맞춤이다. 무기
질이 풍부해 각종 식물을 기르는데 유용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커피 찌꺼기를 활용해 버섯을 키우는 사회적
기업이 등장하기까지 했다. 커피찌꺼기의 경우 100% 재활용 된다는 점에서 친환경 원료로 연구 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

라울 라우리가 디자인한 커피찌꺼기를 이용한 램프
라울 라우리는 커피찌꺼기를 활용해 손전등에서 책상용 스탠드, 전등 등
다양한 형태의 램프디자인을 선보인다.

이러한 커피찌꺼기를 활용해 혁신적인 실험을 보여주는 이가 있다. 바로 스페인 출신의 디자이너 라울 라우리
(Raúl Laurí)가 그 주인공이다. 그는 커피찌꺼기가 제품을 만드는 용도로도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라울
라우리는 커피찌꺼기로 램프를 디자인 했다. 얼핏 봐서는 커피찌꺼기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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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5~6

참고자료

음식물을 활용한 업사이클(Upcycling) 제품 3
엔리케 루이스 사르디(Enrique Luis Sardi)가 고안한
먹는 커피 잔 쿠키 컵(Cookie cup)

커피 시장이 커지면서 함께 발달한 것이 바로 테이크아웃 문화이다. 이렇다 보니 역시 일회용 커피 잔이 늘
어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대부분의 일회용 커피 잔이 종이로 만들어져 분해는 가능하다. 하지만 이 또한
별도로 분해 공정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2차 환경오염은 여전히 존재한다. 보다 완벽한 재활용 방식을 고민한
다면 이런 방식은 어떨까? 바로 커피 잔을 먹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상당히 해괴한 생각이지만 이를
실제로 구현한 사람들이 있다. 바로 베네수엘라 출신의 디자이너 엔리케 루이스 사르디(Enrique Luis Sardi)가
고안한 먹는 커피 잔 쿠키 컵(Cookie cup)이다. 그녀는 이탈리아의 커피 회사인 라바짜(Lavazza)와 함께 마케
팅의 일환으로 이와 같은 실험을 진행 했다. 물론 현재로선 상용화되기 어렵겠지만 창의성과 영감을 주는 아
이디어임은 분명해 보인다.
쿠키 컵은 설탕으로 안쪽과 표면을 코팅해 열전달을 차단하고 커피가 흡수 되지 않게 만들었다. 그렇기에
중간에 파손될 위험 없이 커피를 즐길 수 있다. 커피를 다 마신 뒤 에는 처리할 걱정 없이 그냥 먹어 주면
된다. 가족들과 함께 모여 간식 타임을 즐길 때 활용해 보아도 좋을 것 같다. 커피와 쿠키를 동시에 즐기면서
도 설거지 접시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지금껏 본 친환경 아이디어 중 가장 달달한 아이디어이다.
현대인의 생활 속 최고의 미덕은 바로 뒤처리가 아닐까 싶다. 특히 현재처럼 극단적인 온난화와 환경 피해가
속출하는 시대에선 더욱 그렇다. 사용 할 때는 편리하지만 사용이 끝난 뒤 용도 폐기 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는 지구를 더욱 뜨겁게 한다.
그렇기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제로 디자인은 더욱 진화하고 발전되어야 한다. 우리가 아무것도 남기지 않
는 것이 미래의 후손들에겐 영원한 지구를 물려주는 방법이 되기 때문이다.

커피를 다 마신 뒤 에는 처리할 걱정 없이 그냥 먹어 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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