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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문
시대적 문제, 지구적 문제이면서 우리 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선정하여 학생들로 하여
금 참여 동기를 부여하고, 자신으로부터 출발하는 ‘나도 Change maker’ 활동이 지
역과 지구적 문제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제를 탐색하다가 ‘Change maker-플
라스틱으로부터 지구를 지켜라’를 주제로 STEAM 연구회를 운영하였다.
다양화되는 과학선택교과목에서 두루 다룰 수 있는 환경문제 중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
에 집중하여 학생이 다교과에서 다양한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수업에 참
여하여 활동하는것만으로도 스스로 융합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수업자료를 구성하고
제작 및 투입하였다.
퀴즈, 빅데이터를 활용한 플라스틱 쓰레기량 변화 자료 분석 통계수업, 기사 및 학술
자료를 통한 실태분석 및 시사점을 찾고 실천해야 할 요소를 제시하는 포스터 작업활
동, 플라스틱 분류 및 환경문제 동영상 소감, 생활 속 플라스틱 용기를 종이로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하는 종이접기 활동과 전개도를 위한 지오지브라 활용법 익히기
등 활동 동기 유발을 위한 상황제시, 창의적 활동, 심미적 기능까지 고르게 경험하는
STEAM 활동이 가능하므로 학습효과 극대화 및 의식 변화에 영향을 줄것으로 기대하
며, 수업 적용을 쉽게 하도록 10차시 분량의 학생활동지와 교사 지도 자료를 개발하였
다.
본 자료는 여러 교과에서 수업과정 재구성을 통한 수업 자료로 활용하기에 편리성과
효용성이 높으며, 친숙한 종이접기를 통한 플라스틱 용기 대체 창의적 구조물 창작활
동을 통해 수학의 실용성과 심미적 감각까지 기를 수 있는 학습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의 동아리 활동이나, 자율동아리를 지도할 때 본 자료를 투
입할 수 있는 자료이므로 학생들의 STEAM 능력 신장과 교육적 효과를 제고할 수 있
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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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론
○ 연구의 필요성
미래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이게 창의적 융합능력은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따라서
학교교육에서도 비록 전체교육과정은 아니더라도 일부의 시간이라도 할애하여 분절교육이 아
닌 교과간 상호 연계 가능한 주제를 찾아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융합학습 기회를 제공할 필
요성이 있다.
○ 연구회 목표
본 연구회는 융합교육에 관심은 있지만 혼자여서 실천하지 못한 아쉬움을 가진 선생님들이 융
합지도 경험의 장을 만들어 자기연찬과 학생 역량 신장을 위한 창의융합수업을 설계하고 투입
해 보는 것을 목표로 죄충우돌하더라도 함께 토의하고 설계하는 수업을 위해 활동하였다.
○ STEAM 프로그램 개발‧적용 취지와 목적

◦ 플라스틱에 의한 환경오염 문제를 STEAM 프로그램으로 개발하고자 함.
- 플라스틱의 발견과 인류생활에 준 좋은 영향을 한정된 자연자원 대체제의 관점에
서 생각해 보고자 함.
- 플라스틱 쓰레기에 의한 지구 곳곳의 쓰레기 섬 실태와 매립지 문제를 통해 플라
스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STEAM관점에서 수학, 과학 교과 학습 프로그램으로
개발∙적용하고자 함.
◦ 미세플라스틱의 역습을 통해 생활 속 미세플라스틱 사용과 대체제에 대한 분석 연
구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고자 함.
◦ 플라스틱 포장 용기 및 비닐 사용을 줄이기 위한 종이 포장 및 용기 제작 프로그램
개발
- 선진 여러 국가에서 과학 모형 제작에 활용하는 종이접기(Origami)를 통해 도형이
동, 곡면 넓이, 공간 부피를 계산하고 설계하여 다양한 플라스틱 포장 용기를 대체
할 종이 포장 용기를 제작하는 STEAM활동 프로그램 제작 및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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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수행 내용 및 결과
Change maker-플라스틱으로부터 지구를 지켜라

프로그램명
선행
프로그램명

STEAM
프로그램
구분

학교급

고등학교

중심과목

과학

연계과목

과학
수학
주제 연번

개발계획

대상 학년(군)

3학년

목표 수혜학생 수

208명

12생활 1-8 환경오염과 식생활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12융합 6-3 에너지 문제와 미래
10통과 8-2 생태계와 환경
연계과목
10수학2-8,9 도형의 평행, 대칭 이동
성취기준 영역
12수과02-01 주제 선정, 탐구
차시
과목 연계(안)
(시수)

1

3

생활과학(2) + 통합과학(1)

2

5

통합과학(1) + 융합과학(2) + 수학(2)

3

2

수학(2)

구분

수행 결과

교수학습지도안 개발 차시

총 10차시

수업 적용 기간

2021. 9.. ~ 2021. 11.

(STEAM 수업) 수혜학생 수

김해삼방고 200명(중학교 3학년 전교생)

교사 만족도조사

11월 17일 실시 완료

논문 게재

학회명

-

*

게재여부

-

학술대회 참가

행사명

-

일자/장소

-

STEAM프로그램 개발 주요 내용

플라스틱의 역습(쓰레기 섬)-환경과학, 수리통계
미세플라스틱 용품과 피해-자료조사, 과제탐구
플라스틱 폐기물 관련 종류별 가정에서의 배출량 및 환경인식 조사 설문지 구성 및 분석
체인지 메이커 – 플라스틱으로부터 지구를 지켜라
플라스틱 페기물 배출량 분석 및 대체제 고안
미적분을 적용한 공간 도형 부피, 면적을 고려한 플라스틱 대체 종이 용기(포장지) 설계 및
제작
STEAM주간 행사 프로그램 제작(플라스틱 백일장, 플라스틱없이 하루 보내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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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STEAM 프로그램 개발‧적용
(1) 프로그램 개발 내용
- 해양 생물체에서 나오는 미세플라스틱 문제와 주변의 다양한 플라스틱에 대한 문
제 인식을 위한 학생활동 수업자료
- 플라스틱 절감을 위한 실천 규약 만들기, 폐플라스틱이 펠렛으로 만들어지는 과정
을 살펴보고, 혼합 플라스틱을 제품화하는 국내외 기업사레를 살피고, 급증하는
생수병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활동.
- 플라스틱 문제 관련 자료수집 실태 및 분석을 통한 Change maker 자료제작(퍼즐
또는 포스트)
- 통계청의 빅데이터 자료를 파일로 제공하여, 최근 20년간 페기물 종류별 배출량과
증감 비율을 통계 처리하고, 지역별 배출량의 변곡점 원인을 추론하는 활동 프로
그램.
- 생활 속 플라스틱 제품을 종이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을 찾고, 지오지브라를 활용하
여 전개도를 작성한 후 대체 제품을 직접 조립하는 활동 자료 제작프로그램.

(2) 프로그램 개발‧적용 현황
교수학습
지도안 개발
차시(시수)

프로그램명

1~2

플라스틱으로부터
지구를 지켜라

프로그램 주제

완료 여부

운영
대상(학년)

개발

수업적용

학생수

3학년

진행 중

완료

105

3학년

완료

완료

105

2,3학년

완료

진행

208

3학년

완료

완료

105

식품에서 미세 플라스틱
오염은 어떻게 일어나는
가?

3~4

플라스틱으로부터
지구를 지켜라

플라스틱이 생태계에 미

5~8

플라스틱으로부터
지구를 지켜라

플라스틱 사용 실태분석

9~10

플라스틱으로부터
지구를 지켜라

치는 영향

및 창의적 구조물 제작
나는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해결의 체인지 메
이커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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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나. 성과 확산 및 실천
(1) 교사연구회 STEAM 행사 개최
회차

일시

장소

참석대상

주요내용
- 플라스틱 퍼즐게임, 체인지 메이커
아이디어 전시회, 친환경 라인트레이서,

1차

‘21.11.1~11.5.

김해삼방고

전교생

라탄 • 오토마타 창의적 대체구조물 제
작 활동 및 전시, 교과별 창의적 체험
프로그램 운영, STEAM수업결과물 전시

(2) STEAM 교사연구회 간 상호 네트워크 컨설팅 결과
회차
1차
2차

일시
’21.5.31.(월)
16:30~18:00
’21.7.8.(목)
15:00~17:00

장소

참석자

온라인 장희재 교사(연구책임자)
온라인 장희재 교사(연구책임자)

상호 컨설팅 결과
- 연구 진행 절차 확인
- 권역별 컨설팅으로 운영방향 인지
- 경남 컨설팅
- 진행상황 공유 및 행정사항 전달

다. STEAM 프로그램 적용 성과 분석 및 조사
(1) 수혜학생 태도 조사
- 교과 내용 중심 이론 수업 위주의 학습에 주변 문제 상황을 공유하면서 문제해결
을 위한 학생 활동형 수행/체험 프로그램에 수업 참여도가 높아짐.
- 그룹 학습으로 자료조사와 아이디어 공유 및 발표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의견과
자료를 통한 자연스러운 융합소양을 키움.
- 플라스틱 대체 용기 제작을 위한 종이접기 활동에 지오지브라가 활용됨을 보고 기
능을 익히려는 태도가 좋았으며, 팀활동 종이 접기 후 개인이 창의적 활동으로 종
이상자를 만들어 보겠다고 하면서 필요한 준비물을 요구하는 등 적극성을 보임.
- 대상 학생이 주로 3학년이어서 참여도나 호응도가 약할것으로 생각했으나 실제 학
생들은 창의융합 활동형 수업을 매우 좋아하며 자기주도적인 활동 모습을 보임.
- STEAM활동 수업을 통해 주변의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심각성을 깨닫고 교실분리
수거함에 배출되는 쓰레기양이 실질적 감소를 보임. 다소 생활의 불편을 겪더라도
환경을 지키기 위한 능동적 불편함을 감수하는 학생이 늘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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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원 만족도 조사
- 연구회장을 제외한 모든 회원이 STEAM 연구회 활동을 처음 경험하면서 STEAM활
동이 교과 종합 이해력을 바탕으로 창의적 사고 및 문제 해결을 위한 매우 효율
적인 활동임을 더 잘 이해하게 됨.
- 효과적인

STEAM활동 수업을 위해 상황제시-창의적 설계-감성적 체험이 어우러

지는 것이 매우 체게적이고 중요함을 인식함.
- 활동을 통해 고교학점제를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STEAM교육의 확장 및 지속적 활
동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함.
- 연구회원이 중심이되어 프로그램 아이디어 제공 및 각 교사의 STEAM 성격의 학
습 결과물 전시를 통한 STEAM마인드를 제고시킨 학교 STEAM주간을 통해
STEAM분위기 확산에 기여함.
- 교과 교육과정에서 STEAM요소를 적용하면 좋을 내용이 보다 더 잘 보인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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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제언
(1) 교사연구회의 전체 회원 사이의 협력적 활동 내용
- 처음하는 활동인만큼 처음 계획했던 대로 실제 인문고 3학년 수업에 적극적으로 투
입하기에는 코로나 환경과, 시간적, 상황적 한계에 부딪치는 일이 많아 어려움이 있
었지만 서로 다른 교과 교사가 같은 주제를 수업에 투입하기 위한 협의를 하는 등
전문적학습공동체적 성격을 갖는 자기 연찬의 기회를 갖게되어 매우 만족함.
- 협의회에 관리자를 참석시켜 연구회 운영을 통한 학교 STEAM 주간에 대해 의사소
통 후 전체 교직원회의에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STEAM Day가 아니라 Week를
운영하기로 하고, 각 교사의 STEAM 성격을 띤 수업 수행결과물 전시 협조를 구함.
- 연구회원을 중심으로 회원이 속한 업무부서와 긴밀한 유대를 바탕으로 11월 1주 5
일간 교내 전학년이 참여하는 STEAM주간을 성황리에 개최하여 학교 내 STEAM교
육 문화를 확산시킴.
(2). 교사연구회 참여를 통한 STEAM 프로그램 개발, 적용 관련 좋았던 점
- 환경문제로 대두되는 플라스틱 폐기물 중 특히 우리가 매일 생활속에서 경험하는
과자나 생필품의 플라스틱포장 용기를 조사하고, 이를 친환경적인 종이 포장으로
대체할 수 없을까? 고민하며 수학을 통한 창의적 설계를 하고, 이를 지오지브라를
이용하여 구현해봄으로 수학의 유용성과 수학교육의 중요성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됨.
- 통계청의 20년간 시도별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에 대한 빅데이터 자료를 상황제시
자료로 제공하여 통계적 분석 활동을 하게 하고, 플라스틱 용기 대체 창의적 구조
물 제작의 필요성과 참여도를 높이는 계기를 제공한 것이 수업의 효과를 높이는 동
기 부여가 됨.
- 다양한 과학교과에서 플라스틱과 환경 문제를 도입하여 플라스틱 분류와 플라스틱
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학습하게 하고, 플라스틱 중 미세플라스틱에 의한 환경재
해에 대해 학습하고, 생수병이나 물티슈 및 다양한 생활 속 플라스틱 폐기물의 실
태와 환경관점에서 바라본 시사점, 그리고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작은 실천을
주장하는 Change maker 아이디어 제시 등 한 가지 주제를 교사가 협력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학습기회를 제공한 점이 학생 참여도 및 교육효과에 매우 좋았음.
- 제시한 창의적 도면 뿐 아니라 학생이 직접 고안하는 대체 용기를 제시한 활동이
나,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함께 고민하게 한 퍼즐 제작 및 포스터 제작 등의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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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은 학생의 창의력을 키우고 심미적, 감성적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어
학생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음.
(3) 교사연구회 참여를 통한 STEAM 프로그램 개발, 적용 관련 어려웠던 점
- 평소 교과융합 STEAM 수업 경험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각 과목 교사가 모여 수업
활동이 유기적이고 연계성을 높이는 STEAM 요소가 가미된 수업 디자인을 하는 과
정이 어려웠음.
- 수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한 도면제작 과정에서 일부 학생은 직접 종이에 설계도면
을 그리고, 일부 학생은 지오지브라 프로그램의 기능을 익혀 도안하는 등 프로그램
사용 능력 유무에 따른 차이로 인해 일괄적 적용이 쉽지 않음.
- 대학진학이 최우선 목표가 되어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교과수업, 코로나로 인해 교
과 학습에 쫒기는 환경, 과중한 업무와 학생 지도 등으로 온전히 STEAM 협의 및
수업을 위한 시간과 여건이 부족하여 아쉬움이 큼.
(4) STEAM 수업 프로그램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
- 학교의 교사 분위기 조성이 우선 과제라 생각함.
STEAM에 대한 용어는 친숙하지만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실질적인 STEAM 수업을 시
도해 보려는 교사는 많지 않음. 자기 교과를 통한 수능시험 준비에 관심이 집중되
는 경향이 있으므로 타교과 교사간 교육과정 구성 협의나 공동작업 환경 조성을 위
해서는 단위학교 차원의 STEAM 교육에 대한 교사 인식 개선이 필요함.
- 지난해 연구회 경험을 바탕으로 연간 학교 계획을 세울 때 STEAM Day를 편성해
두었으나 학년 초 업무분장이 달라지면서 운영 자체를 연구회원에게 미루는 경향이
있어 관리자의 마인드 제고를 통한 학교교육과정으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음.
- 학교내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통해 STEAM 연수가 이루어지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운
영 방침에 STEAM 항목을 포함시킨다면 현장에서 보다 더 잘 적용될 수 있을 것으
로 생각됨.
(5) STEAM 교사연구회 활동 시사점
- 동교교사들의 STEAM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실질적인 운영 경험을 제공하는 계기
로 삼아 학교 교육 문화를 바꾸는데 도움이 되고자 연구회를 조직•운영하였으나 처
음 의도와는 달리 학교현장의 현실적인 여러 제약에 의해 처음 계획만큼은 도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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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한 부분이 보여 아쉬움이 남음.
하지만 모든 회원이 교육의 변화를 기대하면서 협업을 통해 이 만큼이라도 자료를
개발하고, 힘 닿는데까지 수업에 적용해 보면서 STEAM 교육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함.
-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업을 설계할 때 상황을 제시하는 동기부여와 학생들에게
창의적 활동과 감성적 체험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는 방향으로 구성해 보겠다는
생각을 가진다고 함.
- 따라서 연구회 운영의 효과가 학생뿐 아니라 회원들의 질적 성장으로 이어진 점이
매우 고무적임.

5. 참고 문헌
• 융합 STEAM교육의 이해, 김진수, 공감북스
• 생각의 융합, 김경집, 더숲
• 융합학문 , 어디로 가고 있나?, 김광웅 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우리를 구할 가장 작은 움직임,원헬스, 듣똑라, 중앙북스
• STEAM수업, 재미있게 할 수 없을까?, 조미애, 잼난인연
• 과학이 좋아지는 STEAM, 한국과학창의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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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 문
1. 본 연구의 주장이나 제언은 연구진의 견해이며, 한국과학창의재단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대외적으로 공개하거나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한국
과학창의재단과 사전에 상의하여야 합니다.

[부록1] STEAM 프로그램 개발 내용 및 결과물

프로그램 명: Change maker-플라스틱으로부터 지구를 지켜라
1. STEAM 프로그램 개발·적용 교육과정
(중심과목)
2015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연계과목)
성취기준 영역

연번

차시

1

1~2/10

[12 생활 01-08] 방사능 물질, 수은, 중금속 등 환경 오염원에 노출된
먹거리에 대한 위험성을 조사하고 토론할 수 있다.

2

3~4/10

[[10통과08-02] 먹이 관계와 생태 피라미드를 중심으로 생태계 평형이 12융과06-08]에
유지되는 과정을 이해하고, 환경 변화가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너지문제
사례를 조사하고 토의할 수 있다.

3

5~8/10

[12수과02-01]수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현상에서 탐구 주제를 선정하고
탐구 문제를 구체화할 수 있다.
[12융과06-08] 태양, 풍력, 조력, 파력, 지열, 바이오 등과 같은 재생 에너

4

9~10/10 지와 핵융합이나 수소 등과 같은 신에너지 자원을 이해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점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설명할 수 있다.

10통과 4-2
지구시스템

[10통과09-05],
[12생활03-02]

2. STEAM 프로그램 총괄표(총10시간)
차시

주요내용
주제(단원)명
Co

생활과 과학-Ⅰ.4. 환경오염과 식생활

플라스틱의 어원, 종류 및 특징, 유해성 등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재활용에 대한 필요
성을 인식한다.
플라스틱이 생산, 유통된 후 버려진 이후에 지구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한다.

CD

모둠별로 진행한다.
(1 차시) “미세플라스틱, 왜 너가 거기서 나와?”을 주제로 플라스틱이 버려진 후 지구계

1~2

(지권, 수권, 기권, 생물권)를 순환하며 생태계 및 지구 환경을 위협함을 인포그래픽 형태

/10

로 제작한다.
(2 차시) 수업전 미리 준비된 다양한 종류의 플라스틱을 재활용 표시에 맞게 분류해본다.
각 표시가 나타내는 플라스틱의 특징을 조사, 발표 활동을 통해 플라스틱의 정확한 사용
방법, 재사용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1 차시의 개념 정리와 함께 플라스틱 대체제 개발
의 필요성을 인식한다.
ET

플라스틱 정확한 사용, 대체제 개발 및 재활용의 필요성을 인식한다. 플라스틱을 남용하
지 않는 삶의 태도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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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주요내용
주제(단원)명
Co

통합과학 – 8. 생태계와 환경

플라스틱/ 미세플라스틱으로 생기는 국내외 문제점을 인식한다.
친환경 플라스틱 제품에 반영된 과학 기술 원리를 이해한다.

CD

모둠별로 진행한다.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는 방안,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 사례에 대해 모

3~4

둠별로 조사하여 발표자료 및 활동지를 제작한다.

/10

발표를 진행하고 들으면서 플라스틱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모둠별 발표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플라스틱 줄이기 실천 규약을 만든다.
ET

세계의 플라스틱 문제를 지구촌 전체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인식한다.
본인의 실생활 습관에서 플라스틱 사용 정도를 되돌아보고 실천 규약을 만들어 환경 문
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세계시민 의식을 함양한다.

주제(단원)명
Co

수학과제탐구의 실행 및 평가
-플라스틱 사용 실태 조사 및 종이를 재료로한 대체제 만들기-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느끼고 플라스틱 대체제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한다.

현재 일상생활에서 플라스틱의 사용실태를 조사하여 가장 많이 쓰이는 플라스틱을 알아보고
그것을 종이접기를 이용한 대체제로 만들 수 있을지 생각하고 만들어 본다.
Co

CD

(1 차시) 설문지 작성법을 배우고 통그라미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플라스틱 사용실태를

조사를 함.
5~8

Co

/10

CD

ET

(2 차시) 설문 결과를 분석을 통한 가정의 쓰레기 배출 실태와 쓰레기 문제

환경인식 정도를 이해하고,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에 대해 토의한다.
종이접기 책을 참고로 하여 도형의 특징들을 파악하고 창의적인 도안을 고안함.
Co

ET

(3 차시)2000 년 이후 20 년간 시도별 폐기물 쓰레기 배출 실태 및 변화에 대한 통계청

빅데이터 자료를 분석하고, 변곡점을 찾아 원인을 추론한다.
ET

(4 차시) 플라스틱 생활용품 대체제 제작. 두꺼운 종이에 도안을 그리고 종이를 접어
플라스틱 대체를 만들어 본다.

수학: 종이접기 – 기본도형과 다각형, 입체도형 등을 알아보고 도형의 성질을 알아봄.
작픔을 감상하며 작품의 장단점과 실효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눈다.
주제(단원)명
Co

나도 체인지 메이커

플라스틱에 대한 폐기물 발생, 피해, 제로플라스틱, 재활용률, 환경의 역습, 문제해결 방안
등 다양한 주제를 제시한다

9~10
/10

CD

팀별팀구 활동을 통해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1 가지 주제를 선정하고 자료를 수집한다.

ET

팀별로 플라스틱 페기물 문제를 해결하거니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발표 및 창의적인
캠페인 자료를 제작한다.

CD

제작한 자료를 이용하여 수업 중 발표 및 학교내 캠페인 활동을 통해 체인지 메이커
역할을 체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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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EAM 프로그램 차시별 수업지도안
중심과목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주제(단원)명

생활과학
Ⅰ. 건강한 생활
4. 환경오염과 식생활

학교급/학년(군) 고등학교/2,3 학년
중심과목
성취기준

식품에 미세플라스틱 오염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차시

12생활01-08] 방사능 물질, 수은, 중금속 등
환경 오염원에 노출된 먹거리에 대한 위험성
을 조사하고 토론할 수 있다.
[

1~2/10

학습목표

1) 미세플라스틱의 발생과정 및 지구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2) 플라스틱의 종류에 따른 특성 및 재활용 방안을 설명할 수 있다.
3.) 플라스틱 남용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체 방안을 탐색할 수 있다.

연계과목

통합과학

STEAM
요소

연계과목
성취기준 영역

10통과04-02]

플라스틱의 종류, 특징을 이해한다.
S 지구 시스템의 순환과정을 통해 분해되지 않는 플라스틱이 지구 생태계를 위협함을 이해
한다.
플라스틱이 재활용되는 과정 및 기술을 이해하고, 자원 재활용 기술 개발의 필요성을 인
T
식한다.
E
미세플라스틱의 발생과정 및 생태계 위협요소를 시각적으로 묘사해봄으로써 다양한 정보
A
정달방법을 고안하고 , 과학적개념에 대한 내면화를 촉진시킨다.
M

개발 의도

플라스틱의 남용에 따른 문제점을 인식하고, 플라스틱 대체제 개발의 필요성, 재활용 활성
화 등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삶의 태도를 함양하고자 한다.

플라스틱 및 미세플라스틱의 개념, 유형, 생태계에 미치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플라스틱 대체제 개발의
필요성과 자원 남용을 막을 생활 속 재활용 방안을 고민하고, 플라스틱 남용을 막기 위한 재활용에 적
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향상시키고자 한다.
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STEAM
학습
준거

1 차시) “미세플라스틱, 왜 너가
1.플라스틱의 어원, 종
거기서 나와?”를 주제로 연어
류 및 특징, 유해성
뱃속에서 발견된 미세플라스틱
등에 대한 개념을 이
의 이동과정을 인포그래픽으로
해하고, 대체제 개발
작성한다.
창
상
및 재활용에 대한 필
2 차시) 수업전 미리 준비된 다
의
황
요성을 인식한다.
양한 종류의 플라스틱을 재활
적
제
용 표시에 맞게 분류해본다.
설
시 2.플라스틱이 생산, 유
각 표시가 나타내는 플라스틱
계
통된 후 버려진 이후
의 특징을 조사, 발표 활동을
에 지구 생태계에 미
통해 플라스틱 재사용에 대한
치는 영향을 이해한
개념을 이해하고, 1 차시의 개
다.
념 정리와 함께 플라스틱 대체
제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
감성적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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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대체제 개발
및 재활용의 필요성을
인식한다. 플라스틱을
남용하지 않는 삶의
태도를 지닌다.

감
성
적
체
험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1~2 차시)

학습자료
및 유의점

Co

-미세 플라스틱이 무엇인지, 미세 플라스틱 관련된 자신의 경험에 대해 질의응답한
다.
도입
(10 분)

동영상

ET

-미세플라스틱이 생태계 및 우리의 식단을 위협함을 동영상으로 시청한다.
생선 살 속의 미세플라스틱(https://www.youtube.com/watch?v=cDX8vsGZA84)
-학습목표 제시

Co

-미세플라스틱의 형성과정 및 위험한 이유를 이해한다.
-미세플라스틱이 발생되어 지구 생태계 및 지구 환경에서 순환되어 다시, 인간을 위
협함을 이해한다.
-미세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고민해본다.
CD
노트북
전개
-동영상시청을 통해 미세플라스틱의 현실을 이해하고, 미세플라스틱이 생선 뱃속에 테블릿 PC
(40 분)
스마트폰
서 발견되기까지의 이동경로를 시각적으로 묘사해본다.
1 차시
-미세플라스틱의 형성과정, 위험성, 그리고, 우리의 대안방안을 모둠별로 토의하여
인포그래픽을 작성한다.
-조사시 노트북, 테블릿 PC, 스마트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진행한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활발한 토의를 통해 조사활동 및 프리젠테이션 제작을 한다

ET

-미세플라스틱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모둠원과 함께 해결방안을 고민한다.

Co

-전 차시에 작성한 인포그래픽 작품을 점검하고 피드백활동을 한다.
-플라스틱의 종류에 따른 특성을 이해한다.
-플라스틱의 재활용 방안 및 대체제 개발의 필요성을 이해한다.
CD
PC
전개
-준비해온 플라스틱을 재활용표기에 맞게 분류해보고, 각 플라스틱의 특성을 모둠별 TV
(40 분)
동료평가지
로 조사한다.
2 차시
-모든 플라스틱이 재활용이 되지 않음을 이해하고, 플라스틱 대체제에 방안을 조사 필기구
한다.
- 모듬별로 조사한 내용을 발표한다.
ET

-플라스틱의 정확한 사용법과 재활용 및 대체제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플라스
틱을 줄이기 위한 삶의 태도를 함양한다.

ET

-미세플라스틱의 개념, 위험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다.
정리
-플라스틱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재활용 방안, 대체제 방안의 중요성을 인식하도
(10 분)
록 한다.
-모둠내 평가과 모둠간 평가를 한 후 마무리 한다.

- 4 -

중심과목

통합과학

학교급/학년(군) 고등학교 / 3 학년

[[10통과08-02] 먹이 관계와 생태 피라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주제(단원)명

학습목표

연계과목

중심과목
성취기준

1. 환경과 인간

미드를 중심으로 생태계 평형이 유지되
는 과정을 이해하고, 환경 변화가 생태계
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례를 조사하
고 토의할 수 있다.

플라스틱/미세 플라스틱이 생태계에
차시
3~4/10
미치는 영향 알아보기
• 플라스틱/미세 플라스틱의 개념과 유형, 이들이 포함된 용품 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태평양 쓰레기 섬이 생기는 원리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 플라스틱이 생태계에 미치는 유해성,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는 방안,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 사례 등에 대해 모둠별로 조사한 뒤 자료를 만들어 발표할 수 있
다.
• 본인의 실생활 습관을 평가하고 되돌아본 뒤 환경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약속을 만들
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
연계과목
지구과학
[12지과Ⅱ04-02]
성취기준 영역

S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한다.
T 친환경 플라스틱 제품에 반영된 과학 기술 원리를 이해한다.
STEAM
요소

E
A

플라스틱이 생태계에 미치는 유해성,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는 방안,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 사례 등에 대해 모둠별로 조사하여 발표자료 및 활동지를 제작한다.

M
개발 의도

세계의 플라스틱 문제를 지구촌 전체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인식하고, 환경 문제 해결
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세계시민 의식을 함양하고자 한다.

플라스틱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플라스틱의 개념과 유형,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 용품들을 알아
봄으로써 본인의 실생활 습관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주고자 한다. 이후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는 방안
과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 사례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느낀 것들을 행동으
로 실천하도록 함으로써 문제해결력과 실천력을 기르고자 한다.
상황 제시

STEAM
학습
준거

상
황
제
시

1. 플라스틱/ 미세플라
스틱으로 생기는 국
내외 문제점을 인식
한다.
2. 친환경 플라스틱 제
품에 반영된 과학
기술 원리를 이해한
다.

창
의
적
설
계

창의적 설계
1~2 차시)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는 방안,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 사례에
대해 모둠별로 조사하여 발표
자료 및 활동지를 제작한다.
3 차시) 발표를 진행하고 들으면
서 플라스틱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4 차시) 모둠별 발표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플라스틱 줄이기 실
천 규약을 만든다.
감성적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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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의 플라스틱 문
제를 지구촌 전체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
로 인식한다.
2. 본인의 실생활 습관
에서 플라스틱 사용
정도를 되돌아보고
실천 규약을 만들어
환경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세계시민
의식을 함양한다.

감
성
적
체
험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3~4 차시)

학습자료
및 유의점

Co

-플라스틱과 미세플라스틱이 무엇인지, 이와 관련된 자신의 경험에 대해 질의응답한다.
ET

-높은 플라스틱 의존성과 이에 따른 환경 문제에 대한 동영상 일부 시청
도입
ebs 다큐 프라임 인류세 2 부 플라스틱화석 (https://youtu.be/geu_yo0g7ko ,
(20 분)
https://youtu.be/VtcSFKprTPo , https://youtu.be/NHUbgFtTNqA )

동영상

-태평양 플라스틱 쓰레기 섬에 대한 동영상 일부 시청
(https://youtu.be/fgGo5DMSnCc)
-학습목표 제시

CD

전개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루 동안 자신이 사용한 플라스틱을 적고, 발표한다.
(30 분)
-3 인 1 조로 구성하여 플라스틱 줄이기 실천 규약을 만든다.

Co

CD

전개
(40 분)

받은 활동지의 물음에 대한 자신(팀)의 답을 작성한다.
-모둠별 토의를 통해 각자 작성한 주제별 활동지를 검토하고 정리한다.
팀에서 세운 플라스틱 줄이기 실천 규약을 발표하며 상호 경청과 질문한다.

CD

페플라스틱 병이 펠렛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CD

혼합 플라스틱 페기물을 생활용품으로 만드는 국내외 회사의 제품을 조사한 결과를
서로 나누며 제품화 시킬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생각을 교환한다.

ET

최근 급증한 생수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구안한 아이디어를 공유한다.

ET

정리
(10 분)

노트북
테블릿 P
C
스마트폰

-모둠별로 가장 실천 가능성이 높고 유의미한 실천 규약을 발표하며 공유한다.
-환경 문제를 가까운 문제로 인식하고, 나부터 작은 것부터 지금부터 실천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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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
필기구
스마트폰

중심과목

수학과제탐구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고등학교 1~ 3학년] 과제탐구의 실행 및 평가
과제 탐구의 실행

주제(단원)명

학교급/학년(군) 고등학교 1~3 학년
중심과목
성취기준

[12수과02-01]수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현상에서 탐구 주제를 선정하고 탐구 문
제를 구체화할 수 있다.

플라스틱 사용 실태분석 및 창의

차시

적 구조물 제작

학습목표

•
•
•
•

연계과목

수학, 미술

5~8/10

설문지 작성 단계에 따라 설문지를 작성할 수 있다.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을 알고 그 중 설문지법으로 직접 자료 수집할 수 있다.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폐기물 배출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할 수 있다.
플라스틱 대체 입체 도안을 작성하고, 만들 수 있다.
연계과목
[고등학교 1~ 3학년]
성취기준 영역

S 설문조사를 통하여 자료수집을 하여 플라스틱 사용 실태를 조사한다.
STEAM
요소

T
E
A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종이 용기를 디자인하고 만든다.
M 도형의 면적을 고려하면서 종이 용기를 설계한다.

개발 의도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 실태를 통게자료를 이용하여 확인하고 변화 추이를 추론한다.
플라스틱 사용이 많은 제품군 중 하나를 골라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용기를 만든다.
사용 용도에 적합한 디자인을 한다.

- 문제를 통계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통해 문제를 인식하고 고찰하는 과정을 거친다.
- 환경 오염의 주범인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우리 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플라스틱
이 무엇인지 인지한다.
- 통그라미의 공학적 도구를 활용하여 직접 설문지 작성부터 자료 정리 및 분석한다.
- 생활 속 플라스틱의 종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종이로 만든 대체재를 구상한다.
- 여러 가지 평면도형과 입체도형의 특성을 파악하고 종이접기 할 도안을 그린다. (기존 도안 활용
또는 창의성을 발휘한 도안 제작)
상황 제시
-우리 생활에서 쓰이는 플라
스틱이 얼마나 많고 다양
한지 토의한다.

STEAM
학습
준거

상
황
제
시

창의적 설계
- 통그라미를 활용한 설문지 제작과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플라스틱 사용의 실
창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플라
태를 조사한다
의
스틱이 무엇인지 조사한
적
다.
- 생활 속의 플라스틱 중 하나 선택하여
설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기
-플라스틱의 대체재 중에서 계
위해 도안을 구상한다.
종이로 만들 수 있는 것
을 골라 종이접기로 만들
어 본다.

감성적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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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안을 종이접기로 표현하
감
고 꾸며본다.

성
- 만든 대체재의 장점과 단 적
점을 비교해보고 실효성 체
에 대해서 토의한다.
험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짧은 영상을 시청하며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알림
①
https://youtu.be/HAt6snY8WTY
②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POD&mid=tvh&oid=055&ai
d=0000898742

학습자료
및 유의점

Co

도입
( 10 분)

동영상
Tip!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는 플라스틱의 종류와 양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
야기 나눔.
ET

학습 목표 제시
Co 자료 조사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간단히 알아보자
그 중 설문지를 이용한 방법을 알아보자.

전개
( 40 분)

Co
CD

Co
CD

Co
Co

CD

전개
( 50 분)

설문지 작성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주의사항에 대한 논의 결과를 활동지에 정리한다
통그라미와 설문앱을 소개한다.
우리 가정의 쓰레기 배출량 조사를 주제로 정하고 설문지를 작성해 보자.
이를 통그라미나 설문앱에서 작성해 보자.
학생들의 설문을 통해 얻은 기초 자료를 제공 받는다.
우리 학교 학생의 가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종류별로 얼마나 되는지 분석해
보자.
각 가정에서 쓰레기 분리 배출을 분석한다.

CD

쓰레기 분리 수거에 대한 인식 정도를 분석한다.
위 설문을 그래프로 시각화 해 본다.

CD

플라스틱 쓰레기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내용을 분석한다.

ET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종합하여 발표한다.

Co

통계청의 연도에 따른 각 시도별 폐기물 쓰레기 배출량에 대한 20 년간의 자료
파일을 열어 확인한다.

CD

통계청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2000 년 이후 연도별 우리나라 각 시도의 생활폐
기물 발생량을 분석한다.

CD

CD

전개
(50 분)
CD

CD

팀별 진행
노트북, 스
마트폰

팀별 진행
노트북, 스
마트폰
설문반응지

개인 및 팀
별 진행
통계청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2000 년 이후 연도별 우리나라 각 시도의 생활폐
노트북, 스
기물 발생량 증감률을 비교 분석한다.
마트폰
빅 데 이 터
폐기물 종류별 우리 지역의 쓰레기 배출량을 분석한다.
자료 파일
자료
분석한 자료를 가독성 높은 표과 그래프로 나타내 본다.

분석 자료를 보면서 변곡점에서 무슨 정책이나 제도의 변화가 있었는지 추론해
본다.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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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주변 물품 중 플라스틱 제품을 종이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직접 제작해
보자.

Co

종이접기 도안 샘플을 제공하고,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도안을 그리거나 샘플을
참고하여 꾸며보도록 한다.
종 이 접 기
샘플 제공
B4 용지에 도안을 그리고 가위로 잘라 샘플을 만들어 본다.
B4 지 제공
종이,
자,
두꺼운 종이에 도안을 직접 그리고 오려서 만들어 본다.
색연필, 싸
인펜,
칼,
어떤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었는지 발표해보자.
가위, 투명
친구들과 만든 작품을 감상하며 플라스틱 대체제로서의 장단점과 실효성에 대 테이프, 풀

CD

전개
(40 분)

ET

ET

ET

해서 이야기를 나눈다.

※ 학교 상황에 따라 교실에서 2 차시 또는 도안 설계 과제 제시 후 1 차시 제작으

로 선택 수업 할 수 있다.

정리
( 10 분)

ET

플라스틱 폐기물에 의한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용축소 및 대체제 개
발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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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과목

중심과목
성취기준
영역

융합과학

학교급/학년(군) 고등학교/3 학년

[12융과06-08] 태양, 풍력, 조력, 파력,
지열, 바이오 등과 같은 재생 에너지와
Ⅵ. 에너지와 환경
3. 에너지 문제와 미래

주제(단원)명 지속가능한 발전

중심과목
성취기준

차시

핵융합이나 수소 등과 같은 신에너지 자
원을 이해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점
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설명할 수 있다.
5~6/9

학습목표

1)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구환경 보존을 위해 플라스틱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인식한
다.
2) 다양한 플라스틱문제를 조사하고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3.)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실천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 발표할 수
있다.

연계과목

통합과학/생활과 과학

연계과목
[10통과09-05], [12생활03-02]
성취기준 영역

플라스틱의 종류, 특징을 이해한다.
S 지구 시스템의 순환과정을 통해 분해되지 않는 플라스틱이 지구 생태계를 위협함을 이해
한다.
플라스틱이 재활용되는 과정 및 기술을 이해하고, 자원 재활용 기술 개발의 필요성을 인
STEAM T 식한다.
요소
E
플라스틱 문제 자료를 조사하여 시사점을 발견하고 이를 포스트로 제작하며, 자신이 실천
A
할 수 있는 영역을 발표한다.
M 플라스틱 문제 현활을 수량적으로 제시하여 경각심을 높이는 자료로 사용한다.
플라스틱 문제를 다양한 시각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해석하여 시사점을 찾고, 체인지메이
개발 의도 커로서 역할 분야를 제시하는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플라스틱 과다 사용 및 쓰레기 배출에 따른 실
태분석, 시사점 설정, 체인지메이커 활동 설정 활동과 플라스틱 환경오염에 대한 학습자료로 퍼즐 퀴
즈 제작 활동을 통해 주변의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스스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플라스틱 문제해결에 대한 실천의지를 향상시키고자 한다.
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STEAM
학습
준거

1 차시) 팀구성, 플라스틱을 주제
1.플라스틱
폐기물이
로한 실태, 시사점, 나도 체인
다양한 형태로 배출
지메이커 자료구상 또는 플라
되며 환경오염을 일
스틱 주제퍼즐제작 활동 자료
창
상
으키는 사실을 인지
수집
의
황
한다
2 차시)
적
제
- 플라스틱 문제 퍼즐 풀기 도전
설
시 2.지속가능한
발전을
활동
계
위한 플라스틱 문제
- 팀별 플라스틱 문제 세부 주제
해결 방안과 대책이
에 따른 실태, 시사점, 체인지
필요함을 인식한다.
메이커 활동 소개 발표 후 질
의 응답
감성적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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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발전을 위
한 플라스틱 문제 해
결을 위한 실태와 시
사점 분석을 통해 실
천프로그램을 구안하
고, 퍼즐 게임을 통해
기초 소양을 경험한다.

감
성
적
체
험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1~2 차시)

학습자료
및 유의점

Co

도입
(10 분)

-플라스틱 폐기물의 종류와 배출 상황, 실태에 대한 자료를 통해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플라스틱으로부터의 환경 보전 필요성을 인식한다.
포털기사
CD

-플라스틱 문제 자료 제작 활동을 위한 팀을 구성한다.
-학습목표 제시

Co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 플라스틱 배출 및 오염 문제에 대한 밀도있는 탐구를 위한 소주제를 탐색한다.
- 각 팀의 자료 발표를 통한 정보교류와 문제인식을 공유할 기회의 필요성을 인식
한다.
CD

전개
-팀별 소주제 탐색 활동을 위한 자료를 검색하고 수집한다.
(40 분)
-플라스틱 문제 및 상식을 위한 퍼즐을 제작한다.
1 차시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찾는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활발한 토의를 통해 조사활동 및 프리젠테이션 제작을 한다

노트북
테블릿 PC
스마트폰

ET

-플라스틱 배출 및 오염 실태와 시사점을 통한 체인지메이커 활동을 팀원과 함께
토의한다.

Co

-전 차시에 작성한 ‘나도 체인지 메이커’ 자료 공유를 통한 문제인식과 해결방안을
공유할 필요성을 인식한다.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퍼즐을 만든 팀의 퍼즐 게임을 안내한다.
PC
TV
전개 CD
팀제작 포
(40 분) -퍼즐제작 팀의 퍼즐을 공개하고 팀별 퍼즐맞추기 게임교육활동을 수행한다.
스트
2 차시 -‘나도 체인지 메이커’ 발표 자료에 나타난 다양한 플라스틱 문제의 실태를 인지한 퍼즐퀴즈
동료평가지
다.
필기구
ET

-작성한 자료를 발표한다.
-각 팀에서 작성한 포스터를 게시하고 상호 정보교류 활동을 한다.

Co

-플라스틱 문제의 다양성을 인식한다.
정리
(10 분)

ET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조성에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해야함을 정리한다.
-생활 속에서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는 습관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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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생활동지 / 학생참고자료
차시

1/10

미세플라스틱! 왜 너가 거기서 나와~~

학번

이름

1. 동영상을 보고 알게 된 점, 생각한 내용을 적어봅시다.

2. 생선의 뱃속에서 발견된 미세플라스틱이 생선 뱃 속에서 발견되기까지의 과정을 인포그래픽으로 작
성합니다.
단. 다음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제작합니다.
1)

미세플라스틱이 지구의 수권, 기권, 지권, 생물권을 이동하는 과정을 명확하게 스토리로 구상해
야합니다.

2) 미세플라스틱이 만들어진(형성된) 과정을 이야기해 주세요.

3) 미세플라스틱이 인체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4) 미세플라스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알려주세요.

※ 인포그래픽이란?
인포메이션

그래픽(Information

graphics)

또는

인포그래픽(Infographics),

뉴스

그래픽(News

graphics)은 정보를 빠르고 분명하게 표현하기 위해 정보, 자료, 지식을 그래픽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
을 말한다.
정보를 구체적, 표면적, 실용적으로 전달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그림이나 사진 등과는 엄연히 구별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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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차시

플라스틱! 넌 누구니?

학번

이름

1. 플라스틱과 환경
대부분의 플라스틱에는 재활용을 위한 분리 배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각 표시가 나타내는 플라스
틱의 종류를 조사하고, 주변의 플라스틱 제품을 분리 배출 표시에 따라 분류해보자.

분리배출
표시

플라스틱
특징

제품

2. 플라스틱을 바꿔요.
1) 버려진 플라스틱은 생태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며, 쉽게 분해되지 않아 그 피해가 매우 심
각하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플라스틱 대체제가 개발되고 있다. 플라스틱 대체제의 예를 조
사해보자.

2) 플라스틱의 남용을 막고, 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는 올바른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제시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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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3/10

미래에 발견될 우리의 흔적, 플라스틱 화석

학번

이름

1. 동영상 내용을 요약해서 작성해 보세요.

2. 가장 인상깊은 부분과 소감을 작성해 보세요.

3. 거대 태평양 쓰레기 지대(GPGP)가 생기는 이유로 제시되는 가장 유력한 주장인 ‘아열대 환류’를
그리고 설명해 보세요.

▲ 250명의 해양과학자들이 참여한 맬러스피나 해양 프로젝트 국제 연구팀이 작성한 플라스틱 농도 지도
(2010년에서 2011년 사이, 442개 지역의 플라스틱 농도를 조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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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4/10

플라스틱, 너랑 나랑 어떻게 해야할까?

학번
1.

이름

대표적인 플라스틱 제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2. 오늘 하루 동안 자신이 사용한 플라스틱을 구체적으로 모두 나열해보세요.

3. 자신이 정말 실천할 수 있는 플라스틱 줄이기 실천 규약을 작성해보세요.
①
②
③
④
⑤

4. 폐플라스틱병이 펠렛(Pellet)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찾아 기록해 보세요.

5. 혼합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다음 업체를 검색한 후, 어떤 제품을 만드는지 기록해 보세요.
가. 에코버디(ecoBirdy)
나. 바이퓨전(ByFusion)
다. 아이쿱생협

6. 매일 쏟아지는 생수병 문제를 조사해 보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 보시오(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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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5/10

(활동 1) 플라스틱과 환경오염에 관한 동영상을 시청하고 느낀점을 간단하게 서술하시오.

(활동 2) 현재 우리 생활에서의 플라스틱 사용 실태를 알아보고 주로 어디에 플라스틱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 파악하려고 합니다. 플라스틱 사용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자료의 수집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
알아봅시다.
1.

어떤 자료를 수집하여 그 특징을 분석하고 통계적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자료

를 수집할 수 있는데 자료의 특징에 따라 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다음 주어진 상황에 맞는 자료수집 방법은 무엇인지 써 넣으시오.
설문지법, 면접법, 참여관찰법, 실험/관찰법, 문헌연구법

① 현황이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한 자료수집 방법:
② 어떤 조건에 따른 반응을 살펴보기 위한 자료수집 방법 :
③ 전국 단위 또는 시간의 이전 연도의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 :
④ 의사소통이 잘 안되는 집단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
⑤ 소수의 조사 대상자를 상대로 깊이 있는 질문을 통해 심층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

2. 다음 설문지 작성의 단계에 따라 직접 설문지를 작성해 봅시다.
1단계 : 조사할 내용 : 우리 가족의 쓰레기 폐기물 배출량에 대한 조사
2단계 : 자료 수집 방법 : 설문지법
3단계 : 설문 문항 내용 및 형태 결정
4단계 : 설문 문항 작성 및 문항 순서 결정
5단계 : 설문지 수정 및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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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 만들기
주제 :
본 설문은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1년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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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

차시

6/10

(활동3)설문지 분석하기

우리 학교 학생 가정의 쓰레기 폐기물 배출량 설문 분석
※ 설문 자료를 이용하여 다음을 분석해 봅시다.
1. 1주일 동안 배출하는 가연성 폐기물 구간별 분포는 어느 정도인가요?

2. 택배 포장용 박스 등 페지류와

폐 고무류(플라스틱, 비닐, 페트병)의 배출 동향을 분석해 보

시오.

3. 폐유리류 쓰레기 폐기물의 구간별 분포는 어떤가요?

4. 폐금속류(캔류)

쓰레기의 구간별 분포는 어떤가요?

5. 재활용 쓰레기와 매립 및 소각용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는 비율의 구간별 분포는 어떤가요?

6. 재활용 쓰레기 발생량 중, 종이류, 플라스틱류, 금속류, 유리류로 분리 배출하는 비율의 구간
별 분포는 어떤가요?

7. 전 가정에서 1주일간 배출하는 페지류, 고무류, 폐 금속류, 페 유리류의 양을 막대그래프로
표현하고 비교하시오.

8. 쓰레기 분리 수거 방법에 대한 인식 정도를 분석해 보세요.

9. 플라스틱 쓰레기가 주는 피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상위 5가지 이유를 적어보
시오.

10.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자신이 뽑은 최고의 대안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 18 -

차시

7/10

(활동 4) 빅데이터를 이용한 통계학습

우리 나라 연도별 각 시도의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증감 분석

※ 통계청의 최근 20 년간 우리나라 각 시도별 생활폐기물 증감률 자료를 이용하여 다음 자료를 분석해
봅시다.
1. 2000 년 이후 연도별 가연성 페기물의 배출량 증감률을 분석하고 음의 변화 또는 가장 많은 양의
변화를 보이는 지역을 찾고, 이유를 추론해 봅시다.

2. 2000 년 이후 연도별 불연성 페기물의 배출량 증감률을 분석하고 음의 변화 또는 가장 많은 양의
변화를 보이는 지역을 찾아 이유를 추론해 봅시다.

3. 2000 년 이후 연도별 재활용 가능 자원 분리배출량 증감률을 분석하고 음의 변화 또는 가장 많은
양의 변화를 보이는 지역을 찾아 이유를 추론해 봅시다.

4. 2000 년 이후 연도별 플라스틱류 폐기물의 배출량 증감률을 분석하고 음의 변화 또는 가장 많은
양의 변화를 보이는 지역을 찾아 이유를 추론해 봅시다.

※ 통계청의 최근 20 년간 우리나라 각 시도별 생활폐기물 자료를 이용하여 다음 자료를 분석해
봅시다.
1. 2000 년 이후 연도별 플라스틱류 폐기물의 배출 총량 변화를 분석하고, 변곡점에서의 정책 변화
또는 이유를 추론하시오.

2. 2000 년 이후 연도별 우리 지역의 플라스틱류 폐기물의 배출 총량 변화를 분석하고, 변곡점에서의
정책 변화 또는 이유를 추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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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8/10

(활동 5) 우리 실생활에 많이 쓰이는 플라스틱 제품을 종이로 만들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보자.
상자, 주머니 등 종이접기 예시를 참고하거나 도면을 이용하여 창의적인 설계를 해봅시다.

종이접기 도면 그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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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오지브라란 무엇인가?
지오지브라는 기하, 대수, 미적분과 통계적 대상을 쉽게 다룰 수 있는 ‘움직이는 수학 소프트웨어(DMS :
Dynamic Mathematics Software)로써, 교육을 위한 목적에 대해서 무료로 제공되는 수학 소프트웨어입
니다.
1. 지오지브라의 화면구성
지오지브라의 기본 환경은 세 개의 부분(입력바, 대수창, 기하창)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래의 사진[그림1]은
지오지브라 클래식의 화면이며, 초장기 버전의 화면은 [그림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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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도구들
아이콘의 오른쪽 아래 작은 화살표를 클릭하면 더 많은 옵션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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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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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사자료
차시

1~2/10

1. 플라스틱이란?
플라스틱이라는 말은 “원하는 모양으로 가공할 수 있는”의 뜻을 가진 그리스어, ‘plastikos’로 부터
유래되었다. 본뜨거나 누르기, 밀어내기 등의 방식으로 다양한 형태를 만들 수 있는 플라스틱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이다. 실제로 플라스틱은 필름, 섬유, 접시, 튜브, 병 등으로 변신할 수 있다.
플라스틱은 주로 석유에서 추출한 합성 화학물질로, 탄화수소(수소 및 탄소 원자 고리)로 구성되어있
다. 대부분의 플라스틱은 폴리머, 즉 기본 분자인 단위체가 중합되어 만들어진 긴 모양의 분자들로 이
루어져 있다. 이러한 분자 구조는 플라스틱의 내구성을 높인다. 게다가 다른 재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제조가 쉬우며,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하다. 때문에 플라스틱은 샴푸 통에서 우주 로켓
까지 아주 광대한 범위에서 사용되고 있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것이 되었다. 하지만 막대한 양의 생
산과 사용은 심각한 수준으로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 분자 간의 결합이 강한 플라스틱은 분해 속도
가 매우 느린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플라스틱이 환경에 버려지면 분해되는데 500년이 걸린다.
2. 다양한 플라스틱 종류
플라스틱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열경화성 플라스틱과 열가소성 플라스틱
1) 열경화성 플라스틱
열을 가하면 녹지 않고, 타서 가루가 되거나 기체를 발생시키는, 즉 분해가 일어나는 플라스틱이다. 일
반적으로 고분자 사슬 간의 촘촘한 가교를 통하여 네트워크 고분자를 생성하여 제조한다. 단단하며, 내
열성이 강한 용도에 활용한다. 열경화성 플라스틱은 열 또는 압력을 통한 재료의 재가공이 어려워 재
활용되지 않는다. 멜라민 수지, 에폭시 수지, 페놀 수지 등이 대표적인 열경화성 플라스틱이다.
2) 열가소성 플라스틱
열을 가하면 녹고, 다시 냉각시키면 고체상태로 돌아가는 플라스틱 재료이다. 고분자 사슬 간 상호작용
이 약하여 고온에서 이동이 자유로운 유체로서 성격을 가진다. 한번 사용 후에 다른 모양으로 재가공
이 가능하여 재활용될 수 있다.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스타이렌, 폴리카보네이트 등이 대표적인 열가소성 플라스틱이다.
3. 미세플라스틱이란?
미세플라스틱(microplastics)은 의도적으로 제조되었거나 또는 기존 제품이 조각나서 미세화된 크기
5mm 이하의 합성 고분자화합물로 정의된다(GESMAP, 2015). 미세플라스틱은 생성되는 기원에 따라 1
차 미세플라스틱(primary microplastic)과 2차 미세플라스틱(secondary microplastic)으로 구분된다.
1차 미세플라스틱은 의도적으로 제조된 플라스틱 알갱이로서 레진펠렛(resin pellet, 크기 2-5mm의
플라스틱 원료물질), 세안제와 치약에 들어 있는 스크럽제(마이크로비즈로 불림), 공업용 연마제 등이
포함된다. 2차 미세플라스틱은 플라스틱 제품이 사용되는 과정이나 버려진 이후에 인위적인 행위나 자
연 풍화에 의해 조각나고 미세화된 플라스틱 파편을 가리킨다.
4. 플라스틱 대체제
1) 바이오 플라스틱
썩는 플라스틱으로 브라질의 국영석유화학기업인 브라스켐은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에탄올을 원료로
한 바이오 플라스틱을 개발하였고 일본의 통신, 전자기기 종합회사 NFC 는 볏짚과 캐슈넛 껍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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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로한 바이오플라스틱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바이오플라스틱은 자연에서 분해되어 기존 플라스틱을
대체할 재료로 각광받고 있다.
2) 유리
유리의 경우 과거에는 무겁고 불편하게 느껴왔으나 비활성 물질로 자연적으로 다시 분해되고,
종이보다 선호도가 높다는 점에서 각광받고 있다.
물론 기업에서는 생산비와 운송비 상승이 불가피하고 제조과정에서도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지만,
재사용이 가능할 경우 유리가 결과적으로는 더 저렴한 포장 방식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5. 플라스틱 남용을 막기 위한 다양한 방안
1) 플라스틱 대체제를 사용한다
플라스틱 대체제로 종이로 만든 빨대나 컵들과, 게껍질이나 버섯효모로 만들어진 플라스틱 대체
제품이 이미 개발 된 것도 있고 개발 되어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도 있다. 이러한 대체제를
사용함으로 플라스틱의 사용량을 줄여나간다.
2) 플라스틱 대체재를 전문적으로 연구를 한다. 이는 국내에서 플라스틱을 경제적인 비용에 대체 할 수
있는 바이오 분야에 투자를 하여 새로운 물질과 원소의 개발로 국내만의 특허제품으로 해외에 수출할
수 있다.
3) 플라스틱에 Tax 세금을 부과한다
담배에 그랬듯이 플라스틱 빨대나 플라스틱 (재활용되지않는) 사용기업 및 제조기업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그 세금을 이용하여 재활용 관련 분야에 투자를하여 플라스틱 제품들을 비교적 전보다 더
효과적으로 재활용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투자유도한다.
4) 플라스틱 처리를 위한 기술을 개발한다.
미생물 바이오분야의 발달로 제거하기 어려운 물질들이나 플라스틱을 먹는 미생물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러한 미생물을 통하여 재활용이 안 되는 1 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미생물을 이용함으로써
자연에 해를 끼치지 않고 처리하는 방법 등 기술을 개발한다.
6. 플라스틱 자원재활용
폐플라스틱은 재활용하는 방법에는 3 가지가 있다

폐플라스틱 자체를 원료로 사용해서 재활용하는

물질회수, 에너지 형태로 재활용하는 연료화, 폐플라스틱을 화학적으로 분해해 다시 원료 또는 유류로
환원하는 유화환원이다. 이중 국내에서는 물질회수와 연료화가 주로 사용된다.
물질회수는 수거된 폐플라스틱을 최대한 동일한 플라스틱 원료로 선별한 뒤, 다시 재가공하여 제품을
만드는 방법이다. 국내에서도 일부 폴리올레핀 및 PET 소재가 물질 재활용 되어 다시 제품 형태로
생산된다.
연료화는 폐플라스틱 자체가 발열량이 높다는 점을 이용해, 이를 연료의 형태로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전에는 플라스틱을 태우며 발생하는 유해물질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현재는
유해물질 발생량이 높지 않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폐플라스틱을 화학적으로 분해해 원료 또는 유류로 환원시키는 유화환원이 있다.
유화환원은 유럽 및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선행적으로 개발되어 일부 사용되었으나, 물질 재활용과
연료화 방식 대비 경제적 효율이 떨어져 널리 확산되지 못한 플라스틱 재활용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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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새우깡'의 원료인 꽃새우를 국내산에서 수입산으로 바꾸지 못한 까닭은?
최근 국내 최장수 봉지과자 '새우깡'의 원료인 꽃새우를 국내산에서 수입산으로 바꾸겠다고 했다가 번
복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유는 꽃새우에 있을 수 있는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미세 플라스틱이란 지름 5mm 이하의 플라스틱을 통칭하는데, 크기가 작다 보니, 구, 조각, 섬유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이러한 미세 플라스틱은 이제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남극에서까지 발견되
고 있으며, 전 세계 소금 90%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다. 지난해 10월 인천대학교 김승규 교수
팀(해양학과)과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발표한

자료('환경

과학과

기술(Environmental

Science&Technology)'에 게재)에 따르면, 세계 16개 나라 28개 지역의 바닷물로 생산한 소금 표본
가운데 단 두 곳을 제외한 26개 지역의 소금 표본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나왔다.

미세 플라스틱의 주 원인은 갈수록 늘어나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해양에 유입되기 때문이다. 식품의약
품안전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지구에서 1년에 생산되는 플라스틱은 2.8억 톤을 넘어서 계속 증
가하고 있다. 한 해에 바다로 흘러 들어간 플라스틱 쓰레기는 약 800만 톤 정도이다. 현 추세대로 플
라스틱 사용이 늘어난다면 2050년까지 폐기되는 플라스틱 규모가 120억 톤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현재, 버려지는 플라스틱 쓰레기 중 8%정도만이 재활용되고 있다. 플라스틱을 안 쓰는 것이 최
선이지만, 매립되거나 소각되는 92%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자료출처

http://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7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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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과 환경오염의 주범 '플라스틱' 해법을 찾아라!
"바다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은 현재 우리 은하에 있는 별보다 많다. 만약 현재 동향이 계속된다면,
2050년까지 우리 바다는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게 될 것이다" 안토니우 구테흐스(Antó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의 말이다. (2018년 세계 환경의 날 기념 연설)
인간이 쓰고 버린 800만 톤 이상의 플라스틱이 매년 바다에 버려지고 있다. 파도 등에 잘게 부셔져 물
고기가 먹게 된다. 플라스틱 입자를 먹은 물고기를 인간이 섭취한다. 인류가 버린 플라스틱이 생태계를
거치면서 다시 인간에게로 돌아오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인간에게 준 축복으로 여겨졌던 플라스틱이 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재앙으로 다가왔다. 인류의 역
사를 석기-청동기-철기시대로 나눈다면 현대는 플라스틱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은 플라스틱
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 중 한곳이어서 플라스틱 사용의 부작용을 더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우
리만의 문제를 넘어서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이어지기 전에 지구와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선택이
아닌 책임이다.
한국인 1명이 하루 평균 버리는 쓰레기의 양은 약 930g이다. 그 중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 69%를 분리
배출하고 있다. 2017년 환경부가 발표한 '제5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에 따르면 배출량은 경제협력개발
기구(OECD)국가 평균(1,425g)의 절반 수준이고, 재활용률은 독일에 이어 세계2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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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3~4/10

1. 참고 동영상
https://www.greenkorea.org/activity/living-environment/zerowaste/84182/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2637670&memberNo=15984097&vType=VERTIC
AL
https://blog.naver.com/ulsan-port/222459021098
https://blog.naver.com/ebs_docu/221749055865
https://tv.naver.com/v/181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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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 자료(읽고 생각할 거리)
1) 버려지는 플라스틱 '혼합 플라스틱'으로 해결하자
사용하고 버려지는 플라스틱은 어디로 갈까? 폐플라스틱에게는 4가지 길이 있다. 소각되거나, 매립되거
나, 바다로 이동하거나 재활용되는 것이다.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을 모두 재활용하면 좋겠지만 '사이언스 어드밴스 저널'에 게재된 '플라스틱의 생
산과 이용, 운명' 논문에 따르면 1950년부터 65년 동안 인류가 사용한 플라스틱 89억 톤 중 단 9%만
이 재활용 됐다. 나머지 91% 중 79%는 매립되거나 쓰레기로 방치됐고, 12%는 소각 처리됐다.
버려진 플라스틱 91%가 간 길은 결국 최상위 포식자 인간을 향해있다. 소각장으로 간 플라스틱은 연
료로 사용되지만, 소각과정에서 다이옥신 같은 유해물질을 발생시킬 수 있다. 매립지에 간 플라스틱은
다른 쓰레기와 함께 '침출수(浸出水)'를 만들어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킨다. 바다로 흘러들어간 플라스
틱은 생물분해가 되지 않아 '미세 플라스틱'으로 쪼개져서 바다에 떠돌아다니게 된다. 바다에 떠있는
플라스틱 조각들은 바다새와 물고기가 먹고 먹이사슬을 통해 독성물질을 퍼뜨린다. 버려진 플라스틱으
로 인해 인간을 둘러싼 환경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게 됐다.
자료출처

“생분해성플라스틱”,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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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스틱 분리수거 열심히 해도 재활용이 되지 않는 이유는?
비싼 선별비용, 복잡한 재생과정 때문
우리나라 쓰레기 재활용률은 독일에 이어 59%로 세계 2위다. 정부가 재활용 선별업체로 넘어긴 쓰레
기를 재활용 된 것으로 집계하기 때문이다. 재활용 선별업체가 얼마나 플라스틱을 재활용하고 있는지
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선별이 잘 된 플라스틱은 고품질 원료가 되지만, 선별이 안 되면 폐기물이 된다. 플라스틱의 재활용률
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같은 종류(재질)의 플라스틱을 선별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아
직 재활용 기술이 발전단계에 있어 폐플라스틱을 수작업으로 분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규모 면에
서 경제적이지 못하고, 재생품의 품질이 비교적 좋지 않다.
환경부에서는 플라스틱을 3가지(페트, 플라스틱, 비닐류)로 분리 배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보통
플라스틱은 생활 쓰레기 속에 혼재되어 있고, 플라스틱 간에도 서로 다른 재질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
7개 플라스틱 종류 중 페트는 다른 플라스틱보다 재활용이 용이하기 때문에 별도 배출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페트병의 경우 재질이 다른 뚜껑과 라벨를 제거하지 않으면 대부분 폐기된다.

플라스틱과 비닐류로 배출하는 6종(HOPE, LOPE, PP, PS, PVC, OTHER)은 업체에서 재활용이 가능
한 상태와 재질로 선별된다. 이때 선별자의 분별력과 숙련도에 전적으로 의지해 작업이 진행되기 때문
에 인력이 많이 소요된다. 플라스틱의 순환을 생산단계부터 고려하야만 하는 이유다.
선별이 잘 된 플라스틱은 분쇄, 세척 과정을 거쳐 펠렛(Pellet, 압축하여 만들어진 작은 조각)으로 만들
어져 다시 제품으로 생산된다. 플라스틱 음료수 병이 펠렛이 되기까지는 최소 14단계의 과정을 거친
다.
폐플라스틱병이 펠렛(Pellet)으로 만들어지는 과정]
(1)선별 → (2)수거 → (3)압축 → (4) 병뚜껑 제거 → (5) 1차 세척 → (6) 색깔별 페트병
분류 → (유색 페트병 검은색으로 염색) → (7) 상표 제거 → (8) 2차 세척 → (9) 분쇄 →
(10) 3차 세척 → (11) 금속탐지기로 이물질을 제거 → (12) 조각조각 잘라진 플레이크
(Flake) 형태로 제작 → (13)화학적 정제로 불순물 제거 → (14)펠렛 형태로 제작

자료출처

http://haeuncap.com/53/?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
WxsIjt9&bmode=view&idx=3179467&t=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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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플라스틱 선별 과정 없는 단순한 재활용 방법 : 알록달록 혼합 플라스틱!
혼합 플라스틱은 종류별로 분리되지 않은 폐플라스틱을 의미한다. 혼합된 폐플라스틱을 분리하지 않고
재생하면 성분간의 상용성으로 인하여 물성이 저하되어 품질이 저하된다. 최근 선별과정 없이 재생 가
공하여 적절한 품질을 가지는 재활용 제품을 제조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벨기에에 본사를 둔 '에코버디(ecoBirdy)'는 기증받은
아이들의 장난감을 분쇄해서 어린이용 가구를 만든다.
에코버디의 주요 목표는 혼합 플라스틱 재활용 장벽
을 극복하는 것인데, 특히 재활용하기 어려운 플라스
틱 장난감 폐기물에 집중하고 있다. 장난감은 다른 소
비재보다 플라스틱을 더 많이 사용한다. 장난감의
80%는 소각되거나 매립지로 버려지고, 90%는 수명이
6개월 정도다. 에코버디는 오래되고 사용되지 않은
장난감을 수집, 분류, 세척 및 분쇄해 100% 재활용
플라스틱 조각(ecothylene)으로 만든다. 장난감이었을
때의 색깔을 그대로 사용해 추가적인 색소나 수지도
사용하지 않아 친환경적인 제조 과정으로 만들어진다.
뉴욕 기반 스타트 업 '바이퓨전(ByFusion)'에서는 혼합 플
라스틱으로 '바이블럭(ByBlock)'을 만든다. 플라스틱의 장
점이 반영되어 콘크리트보다 절연성이 우수하고 벽돌보다
강하다. 바이퓨전은 세척과 분류 작업 없이 거의 모든 유
형의 플라스틱을 증기와 압축을 사용하여 블럭 형태로 만
든다. 블럭은 무독성 제조 공정으로 만들어 지는데, 화학
용품이나 접착제도 쓰지 않고 폐플라스틱을 분쇄해 다양
한 모양과 크기에 맞춰 압축시킨다. 블럭을 쌓아올릴 때도
가운데 강철봉을 끼워 고정하기 때문에 접착용 시멘트가
필요 없어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이산화탄소는 거의 배출
되지 않는다.
국내의 아이쿱생협은 지난 7월 개최된 사회적경제박람회에서
'플라스틱 100% 재활용을 위한 세이프넷(SAPENet)의 약속'
을 통해 플라스틱 저감, 재활용 정책 추진을 선언했다. 이를
위해 2020년 괴산자연드림파크에서 약 2,000평 규모로 플라
스틱 재활용 공방 '지구야 고마워'를 열 예정이다. 공방에서
는 플라스틱을 선별하지 않고 골고루 섞어 사용해 재활용의
과정을 4단계로 축소했다. 과정이 줄어든 만큼 재활용 비용
도 줄어들었다. 조합원 가정, 매장, 물류센터 등 아이쿱생협
내에서 발생된 플라스틱은 수거되어 재활용 공방에서 화분,
의자 등의 제품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자료출처

https://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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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재활용률? 단순하거나 없애거나
- 왜 모두 플라스틱 때문에 전전긍긍하나
터키의 어느 대학 식품공학과 연구팀이 '먹는 플라스틱'을 개발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또 어디서는 썩는 플라스틱을 개발했다
고 한다. 왜 다들 플라스틱을 가지고 이런 저런 실험을 하고 있는
것일까? 플라스틱 쓰레기가 지구를 덮고 있다는 심각성은 이제
세계 어디서나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우리 뿐만 아니라 해외
많은 나라들도 플라스틱 쓰레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고, 그만큼 이
를 처리하는 일에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이고 있다.
플라스틱 쓰레기의 처리는 쉽게 '재활용을 위한 단순화'와 '생산 규제'로 나눌 수 있다. 소비자들은 분
리수거를 할 수 있지만 재활용을 직접 할 수는 없다. 플라스틱 제품의 폐기 처리가 단순해야 재활용까
지 수월하게 이어지고, 생산 주체인 기업을 제한해야 플라스틱 쓰레기 자체가 줄어든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뤄지지 않고는 재활용률 높이기는 실상 불가능하다.

- 쏟아지는 생수병, 그들의 해법은?
생수병 사례를 들여다보면, 각 국가가 플라스틱 포장재 처리에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지 살펴볼 수
있다. 생수병을 비롯한 PET는 가장 많이 소비되는 플라스틱 포장재 쓰레기 중 하나다. 2016년 해양수
산부와 해양환경관리공단이 내놓은 '국가해안쓰레기 모니터링'에서 PET는 7.4%로 분리 가능한 쓰레기
중 가장 많았다. 가장 많이 소비되는 만큼 가장 재활용이 편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특히
생수병은 몸체는 흔히 PET로 불리는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뚜껑은 폴리에틸렌(PE) 또는 폴리프
로필렌(PP)로 만들어져 아예 달리 배출돼야 한다.

뚜껑이야 쉽게 따로 버릴 수 있지만 라벨이 더 큰 문제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라벨을 몸체에 붙이는데
쓰인 접착제를 없애지 못하면 재활용 품질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주목받은 것이 비접착식
라벨이다. 일본은 절취선이 적용된 라벨로 이용자가 버릴 때 절취선을 제거하고 버리도록 하고 있다.
라벨을 벗기는 것만 수월해도 재활용 확률이 높아질까? 지난 기사에 언급된 것과 같이 일본 폐플라스
틱은 올 상반기에 우리나라로 3만 5000톤이 수입됐다. 순수플라스틱의 비율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사
용된 플라스틱 포장재 중 재활용에 드는 노동력이 적고, 그것은 재활용 업체의 이윤으로 이어지므로
재활용 확률이 높아진다.
유럽은 수분리성으로 알려진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물에 녹는 성질의 접착제를 사용해 PET병을 물에
넣으면 접착제는 녹고 라벨은 뜨는 방식이다. 두 방법 모두 라벨을 제거하는 방안이 될 수 있지만, 이
방식은 라벨 분리를 위해 '양잿물'로 불리는 유독성 물질을 사용하는 등 친환경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
이 제기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라벨 점착 방식 등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와 수월한 포장재를 구분
하는 등급제를 포함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의 하위법령 개정안'을
지난 8월 입법 예고했지만, 일반적으로 비접착식 라벨이 접착식보다 높은 등급을 받게됐다는 지적이
일어 아직 혼란을 겪고 있다.
자료출처

http://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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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5~8/10

◎ 주제별 자료 수집 방법
1. 설문지법 탐구 주제에 대한 질문을 작성하여 연구 대상의 답변을 수집하는 방법으로, 조사 대상자의
규모가 크고 수량화된 자료를 수집하여 집단 간에 비교, 분석이 필요한 주제에 적절하다.
2. 면접법 탐구 대상과의 대면 접촉을 통해 질문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소수의 조사 대상자를
상대로 깊이 있는 질문을 통해 심층적인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는 주제에 적절하다.
3. 참여관찰법 탐구 대상과 생활하면서 관찰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의사소통이 잘 안되는
집단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는 주제에 적절하다.
4. 실험 관찰법 연구자가 실험 집단에게 일정한 조작을 가하고 그로 인한 변화를 관찰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사회 문화 현상의 원인과 결과 사이의 관계에 대한 가장 과학적인 연구를
필요로 하는 주제에 적절하다.
5. 문헌연구법 탐구 주제와 관련된 기존 문헌을 검토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기존 연구 성과와
동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조사 방법의 활용이 곤란한 주제에 적절하다.
◎ 통계관련 법
통계 조사를 꺼리는 이유 중 하나가 자신의 개인 정보나 가치관 등이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통계법 33 조를 통해 개인 정보 유출을 금지하고 있다.

통계법 33 조
제 33 조(비밀의 보호)
① 통계의 작성 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 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통계 조사 문구의 예)
본 설문은 여름 방학 때 가고 싶은 해외가족여행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입니다. 작성하신 설문
내용은 통계법 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하여 개인의 비밀에 대한 사항은 엄격히 보호됩니다. 설
문 종료 후, 기재되는 개인 정보는 설문조사 응답 여부 검증에만 활용되며 통계 작성 이외의 목적
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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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작성의 예

주제: 김해삼방고 학생 가족의 쓰레기 폐기물 배출량에 대한 조사
안녕하세요. 수업 중 플라스틱 폐기물로부터 지구환경을 지키는 방안을 토의하는 기초자료를 얻기
위하여 가정에서 사용하고 폐기하는 쓰레기 폐기물 배출량에 대한 설문을 조사하오니 성실히 답해주
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조사는 통계적 포스터 제작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응답에 대한 비밀
이 보장됩니다.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1년

월

일

1. 함께 거주하는 가족은 몇 명 입니까?
2. 다음은 가정에서 1주일 동안 배출하는 가연성 폐기물량에 대한 설문입니다.
2-1. 음식물 쓰레기는 평균 몇 Kg정도 배출합니까?
① 2Kg미만

② 2~4Kg미만

③ 4~6Kg미만

④ 6~8Kg미만

⑤ 8Kg이상

2-2. 택배 포장용 박스 등 페지류는 평균 몇 Kg정도 배출합니까?
① 3Kg미만

② 3~6Kg미만

③ 6~9Kg미만

④ 9~12Kg미만

⑤ 12Kg이상

2-3. 폐 고무류(플라스틱, 비닐, 페트병)는 평균 몇 Kg정도 배출합니까?
① 1Kg미만

② 1~3Kg미만

③ 3~4Kg미만

④ 4~5Kg미만

⑤ 5Kg이상

3. 다음은 가정에서 1주일 동안 배출하는 불연성 폐기물량에 대한 설문입니다.
3-1. 폐유리류 쓰레기는 평균 몇 Kg정도 배출합니까?
① 2Kg미만

② 2~4Kg미만

③ 4~6Kg미만

④ 6~8Kg미만

⑤ 8Kg이상

3-2. 폐금속류(캔류) 쓰레기는 평균 몇 Kg정도 배출합니까?
① 1Kg미만

② 1~2Kg미만

③ 2~4Kg미만

④ 4~5Kg미만

⑤ 5Kg이상

5. 재활용 쓰레기와 매립 및 소각용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① 30% 미만

② 30~50% 미만

③ 50~70% 미만

④ 70~90% 미만

⑤ 90% 이상

6. 재활용 쓰레기 발생량 중, 종이류, 플라스틱류, 금속류, 유리류로 분리 배출하는 비율은 어느 정
도인가요?
① 30% 미만

② 30~50% 미만

③ 50~70% 미만

④ 70~90% 미만

⑤ 90% 이상

7. 쓰레기 분리 수거 방법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① 매우 부족하다

② 부족하다

③ 보통이다

④ 잘 알고 있다

⑤ 확실히 알고 있다

8. 플라스틱 쓰레기가 주는 가장 큰 피해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9.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 설문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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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https://kids.hyundai.com/kidshyundai/safetyEnvironment/learnenvDet.kids?
cotnSn=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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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시도별 생활폐기물 발생 증감 비율 현황(2000~2019년 통계자료) -별도 엑셀 자료 제공

우리 나라 시도별 생활폐기물 발생량 현황(2000~2019년 3년 간격 통계자료) -별도 엑셀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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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시도별 플라스티폐기물 발생량 현황(2000~2019년 통계자료) -별도 엑셀 자료 제공

0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T_ZTITLE&menuI
d=M_01_01#content-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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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오지브라란 무엇인가?
지오지브라는 기하, 대수, 미적분과 통계적 대상을 쉽게 다룰 수 있는 ‘움직이는 수학 소프트웨어(DMS :
Dynamic Mathematics Software)로써, 교육을 위한 목적에 대해서 무료로 제공되는 수학 소프트웨어입
니다.
1. 지오지브라의 화면구성
지오지브라의 기본 환경은 세 개의 부분(입력바, 대수창, 기하창)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래의 사진[그림1]은
지오지브라 클래식의 화면이며, 초장기 버전의 화면은 [그림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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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도구들
아이콘의 오른쪽 아래 작은 화살표를 클릭하면 더 많은 옵션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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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차시별 학생 평가기준 및 방법
가. 자기/동료평가지(1~2차시)
평가방법

평가기준

상

평가
중

하

적극적으로 자료 검색 활동에 참여하였나요?
자기평가

스스로 해결해보고자 노력하였나요?
나의 역할에 해당하는 발표에 적극적이였나요?
모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나요?

모둠 내
동료평가

모둠의 구성원 간 의사소통은 잘 되었나요?
문제해결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잘 표현하였나요?

나. 자기/동료평가지(3~4차시)
평가방법

평가기준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태평양 쓰레기 섬이 생기는 과학적 원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이해

할 수 있다.

도
‘플라스틱이 생태계에 미치는 유해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자기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평가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 사례 및 과학 기술 원리’
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참여
도

적극적으로 자료 검색 활동에 참여하였나요?
나의 역할에 해당하는 발표에 적극적이였나요?
다른 모둠의 발표를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질문하였나요?
모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나요?

모둠 내
동료평가

모둠의 구성원 간 의사소통은 잘 되었나요?
문제해결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잘 표현하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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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평가
중 하

다. 자기/동료평가지(5~8차시)
평가방법

평가기준

상

평가
중

하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말하였나요?
자기평가

자신의 역할에 충실히 참여하였나요?
발표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발표를 잘 들었나요?
모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나요?

모둠 내
동료평가

모둠의 구성원 간 의사소통은 잘 되었나요?
문제해결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잘 표현하였나요?

라. 자기/동료평가지(9~10차시)
평가방법

평가기준
지속가능발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플라스틱 문제를 자료를 이용하여 설명할 수

이해
도

있다.
플라스틱 문제관련 퀴즈를 내용요소를 포함하여 잘 구성하였다.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나도 Change Maker 활동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자기
평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플라스틱문제 실태,시사점, 제언을 포스터로
잘 표현하였다.
참여
도

적극적으로 자료 검색 활동에 참여하였다.
나의 역할에 해당하는 발표에 적극적이었다.
다른 모둠의 발표를 경청하고 질문, 토의에 적극참여하였다.
모둠 활동 자료 제작을 위한 아이디어 산출에 적극 참여하였다.

모둠 내
동료평가

모둠 산출물 제작에 적극 참여하였다.
모둠 발표 및 학생 질문에 적극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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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평가
중 하

7.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예시
항목

학생부 기재 예시
(통합과학) 미세 플라스틱의 생성과 유해성, 지구환경에서 전파되는 과정을 인
포그래픽으로 작성함. 특히, 지구계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순환되는 과정을 이
미지와 핵심 단어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우수한 지식정보처리능력을 보여
줌.
(생활과학) 플라스틱을 종류에 따라 구분하고 분리 배출을 직접해 봄. 플라스
틱의 유해성을 인식하고 모둠원과 협력하여 플라스틱 대체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종이, 유리, 바이오 플라스틱 등)을 제시함. 모둠원간의 의견을 조율하여
대표 의견을 발표하는 등 주도성을 발휘함.
(통합과학)미래에 발견될 인류세의 흔적인 플라스틱 화석에 관한 영상을
시청한 후 플라스틱의 개발 배경 및 사용현황에 대해 인식하고 플라스틱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학습함. 이후 플라스틱의 종류와 그에 해당하는
제품을 스스로 찾아보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친구들과 토의함.

(수학과제탐구) 수학적 사고능력이 뛰어나며, 도형이 갖는 수학적 개념을 정확
하게 인지하고 있음. 수학 동적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직접 도안을 제작할 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있으며 도형의 기하학적 성질을 활용한 다양한 입체도형을 제작할 수 있음.
교과학습발달상황

다양한 기하학적 특징을 이해하고 있으며, 평면도형과 입체도형의 차이를 인
식할 수 있음. 동일한 단면적에서 최대의 부피를 낼 수 있는 도형에 대해 탐
구하였으며 곡선의 아름다움을 인식하게 됨.
통계적 자료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사회 다양한 분야의 사례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음. 버려지는 쓰레기 배출량과 환경오염과의 관계에 대
한 일상 생활 속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수학의 기호로 표현하여 해석하고 분
석함.
(융합과학)석유제품 중 한 가지인 플라스틱 사용에 따른 지구환경 문제에 관
심을 가지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생수병 플라스틱 사용 실태 자료를 조사하
고, 다양한 기사와 자료를 종합하여 단순한 물가격이 아니라 버려지는 병에
의한 환경가치를 고려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찾아 기록함.
이 시사점을 바탕으로 세금으로 만든 신뢰성 있는 수돗물을 이용하여 버려지
는 생수병을 양을 줄이자는 스스로 실천하는 체인지메이커 활동을 제안함.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관심이 많으며, 특히 자신이 살아갈 미래 세대가 쾌
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기 위해 플라스틱 페기물 줄이기에 대한 모두의 노력을
홍보함.
주변의 플라스틱 과자 상자를 수학적 도형을 적용하여 종이상자를 고안하여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대체재를 제시하는 등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창의적 문제해결에 다교과 역량
을 적용하여 해결책을 찾아보는 탐구력과 융합능력이 돋보임.
본인의 플라스틱 사용을 점검하고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실천할 규약을
만듦으로써 환경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세계시민 의식을
함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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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STEAM 활동 및 후기
1. 학생 수업 활동 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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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시도별 쓰레기 배출 관련 빅데이터 통계 분석
우리 나라 시도별 생활 폐기물 발생 증감 비율 현황을 살펴보면 2000~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큰 차이는 없으나 경상남도와 경상북도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대전과 강원,
충남은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증감의 차이는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차이는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생활 폐기물의 양이 꾸준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폐고무류의 발생은 아
주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도별 생활폐기물 발생량 현황을 살펴보면 가연성 생활폐기물 중 30%가 폐합성수지이며
그 뒤를 이어 폐지가 20%를 차지하고 있다. 즉 종량제 봉투에 혼합되어 버려지는 쓰레기의 50%
가 폐합성수지와 폐지가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시가 농촌에 비해 폐기물 배출이 많은 편이며 특히 경기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 폐합성수지와
폐지 및 음식물 폐기물의 배출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북, 전남, 전북, 강원 등 농업 및 어업분야 종사자가 많은 지역은 음식물 폐기물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음식물을 농사에 필요한 거름으로 많이 사용한 것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농촌 지역에서도 폐합성수지가 많이 배출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산업화에
의한 일회용품이 아니라 농사를 짓기 위해 필요한 비닐 종류 일 것이라 생각된다.
산업화로 인해 일회용품이 많이 만들어 지고 있는 상황이며 사람들은 조금 더 편하기 위해 무분
별한 일회용품 사용을 늘리고 있는 것이다. 이는 시도별 플라스틱 발생율 현황에서 재활용 가능
한 폐합성수지류에서 PET병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큰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양도 버려지는 폐합성수지의 6%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보아 대부분의 폐합성수지가 재
활용 되지 못하고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환경보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아직 부족함을 의미하며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의 생
각이 변하고 환경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면 충분히 개선 가능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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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오지브라/CAD를 이용한 플라스틱 용품 대체 종이점기 디자인 활동
수학적 기본 개념을 토대로 선분, 수직 이등분선, 원의 성질, 벡터를 이용한 확대, 회전변환, 대칭 변환을
활용하여 기하도형을 이용하여 생활 용품이나 마트 진열 상품 속 플라스틱 포장용기 대체 종이 재료 도안
을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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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해서 완성된 영역이 [그림3]이며, 이 도형을  축에 대하여 대칭이동을 시켜 [그림4]를 얻음.

[그림3]

[그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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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부분을 위의 다양한 수학적 개념을 활용하여 [그림5]를 도안.

[그림5]

좌표축을 제거하여 도면 완성[그림6].

[그림6]

- 55 -

CA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도안한 과자 상자[그림7]와 계란 상자[그림8] 학생 작품

[그림7] 과자 상자

[그림8] 계란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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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지 줄이기(최소 포장)
코로나 팬데믹 사회에서 배달문화가 정착되면서 포장지 쓰레기 배출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포장지 용지를 최소화하는 방안.

(1) 바닥면이 정사각형인 직육면체 상자포장
직육면체의 모서리의 길이 : x
직육면체 높이 : L
접착부분(여분) : e 이라 하면,
사각형을 종이로 감싸기 위해서는 바닥면을 덮을 종이의 길이 = 4x + e
종이의 세로 길이 = L + x

(2) 아래가 바닥면이 정삼각형인 삼각기둥 초콜렛 상자 포장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 : x
붙이는 여분부분 : e
삼각 기둥 높이 : L
정삼각형의 높이 : h라 하면,
포장지 가로 길이 = 3x + e
세로 길이 = (L + 2h)

(3) 병 포장
바닥원 지름 : d
접착 부분(여분) : e라 하면,
종이의 가로 길이 = πd + e
세로 길이 = L +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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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활동 사진 및 학생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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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
1. 수소 세균이나 질소 세균 등 미생물의 체
내에 있는 고분자 폴리에스테르를 합성하여
만들어진 플라스틱이다. 일반의 플라스틱과 달
리 폐기 후에는 토양 속에서 분해되기 때문에
공해 문제가 없는 신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2. 플라스틱의 일종이다. 매우 가볍고 단열성
이 좋아 벽의 단열재나 아이스박스 등에 사용
되기도 하고 완충재로 사용하기도 한다.
3. 세계 최대 규모의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
네트워크로, 1500개 이상의 전 세계 도시, 마
을, 지역이 참여하고 있다. 전 세계 도시들이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고, 탄소를 적게 배출하
며, 기후변화에 회복력 있고,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며,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
록 지원한다.
4. 버려진 폐비닐로 인한 환경오염과 훼손을
말한다.
5. 비금속인 화학 원소로, 기호는 C이고 원자
번호는 6이다.
6.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더러운 물질이 섞이
어 있는 상태의 물로서 생활이나 사업에 의해
발생되는 배수이다.
7. 어떤 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된 환경오염 피해를 근거로 징수하는 조세를 뜻한다.
8. 탄산 에스테르(-O- (C = O) -O-)로 구성되며 쉽게 가공할 수 있고, 사출성형과 열성형이 된다. 렉산으
로 불리기도 한다.
9. 특정 탄화수소를 포함하고 특정 범위에서 끓는 석유나 콜타르에서 얻는 증류물과 같은 다양한 가연성
액체 탄화수소 혼합물을 가리킨다.
10. 1㎜ 미만의 작은 플라스틱으로 너무 작아 하수처리시설에 걸러지지 않고 바다와 강으로 그대로 유입
된다.

세로 (□)
1. 사탕수수·옥수수·감자·보리 등 주로 녹말작물을 발효시켜 만드는 바이오연료로 차량 등의 연료 첨가제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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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열이나 압력을 가해 성형이 가능한 재료, 또는 이런 재료를 사용한 수지제품으로 일반적으로 천연수지
아닌 합성수지를 가리킨다.
3. 주로 얼굴의 피부를 씻어내는 데 쓰이는 세정제이다. 물에 녹은 상태에서 미생물에 의한 분해가 어렵고
물 위에 거품이 생기게 되어 산소가 물속으로 녹아 들어갈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햇빛을 차단시켜 플랑크
톤의 정상적인 번식을 방해하는 등 물을 오염시킨다.
4. 무색, 무취의 맹독성 화학물질로, 비슷한 특성과 독성을 가진 여러 화합물을 총칭하는 환경호르몬이다.
5. 생활용수나 공업용수로 직접 사용하기 힘든 바닷물로부터 염분을 포함한 용해물질을 제거하여 순도 높
은 음용수 및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을 얻어내는 수처리 과정을 말한다.
6. 열가소성 플라스틱의 하나이다. 공업 재료부터 일용 잡화까지, 생활의 구석구석에서 사용되고 있는 범
용 플라스틱으로, 병·포장재·전기절연체로 많이 사용된다.
7. 미국 Reichhold Chemicals Inc., 독일 Reichhold-Chemie A. G.제의 폴리에스테르 수지의 상품명.
8. 석유정제업을 중심으로 모이는 석유화학 공장군으로, 기초원료 제조, 1차제품의 생산, 2차제품의 합성
공장등이 편의를 위해 큰 집단으로 모여있는 곳이다.
9. 국제연합의 지원을 받아 1948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자원과 자연의 보호는 물론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을 보호하기 위한 연구, 조사도 병행한다.
10. 플라스틱, 특히 폴리염화비닐(PVC)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첨가제이다.
11. 동물이나 사람의 체내로 유입될 경우 내분비계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거나 혼란시키는 환경호르몬
의 일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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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TEAM 수업 활동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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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회의록

협 의 록

1. 일시: 9월 9일
2. 협의내용
가. 연구회 연구과제 지도안 작성 중간 점검
나. 교과목별 STEAM 수업 학생 활동지 구성 방향 협의
다. 실질적인 수업학년 및 적용 시기 협의
라. 동석한 교장선생님께 학교 STEAM 교육주간 운영 건의
마. 1학기에 진행한 연구물에 대한 상호 점검 및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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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의 록

1. 일시: 9월 17일
2. 협의내용
주제: 학교 STEAM 교육주간 운영 실무협의

○ 부장회의에서 전교생대상 수학•과학•미술 융합 STEAM 주간을 11월 첫주
(11/1-11/5)에 갖기로 함에 따라 연구회 중심 활동에 대한 협의
○ 연구회 및 교과대표 중심의 STEAM자료전시 및 프로그램 운영 계획 협의
○ 행사 진행을 위해 도우미 학생을 선정하여 활동하게 하고 학생들에게 간단한
상품 및 간식 제공하기로 함.
○ 교과 학습활동 중 STEAM 학습 결과물이 있는 교과 활동 결과물을 2층 도서
실앞 공간에 전시키로 함.
○ 당일 STEAM프로그램을 연구회 교사 중심으로 협의하여 시행하기로 함.

- 68 -

협 의 록

1. 일시: 10월 28일
2. 협의내용
주제: STEAM 주간 운영 점검 및 연구결과물 수업 적용 협의
○ 지구과학, 생명 과학에서 각 주제별 플러스틱관련 수업 적용 사례를 공유하고
평가함. 수학시간에 지오지브라 활용 수업, 과자용기 대체 종이접기 전개도 작성을
완료하였으며, 수업시간에 전개도를 통한 종이상자 만들기 활동을 진행중 임을 발표
하고, 학생들이 종이상자 접기 활동을 통해 플라스틱대체 용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짐을 본다고 함.
○ 교내 STEAM주간 전시물 점검
○ STEAM주간 도우미 학생 간식 제공을 하고, 참여 교사 평가회는 수능전 전국
고등학교의 온라인수업 적용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마친 후 갖기로 함.
○ STEAM주간 학생활동 물품은 우선 학교에 비치된 물품을 사용한 후 연구회에
서 예산범위내에서 구입하여 보전하기로 함.
○ 생활 속 STEAM주제 탐색을 위해 인간중심문제해결 대회(1회~8회) 자료집을
제본하여 공유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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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4] 창의융합(STEAM) 주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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