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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습지도안

주제 새활용
차시 및

진행시간
1차시 (45분)

대상 청소년(중·고등학생)

학습목표

1. 새활용의 정의와 개념을 이해한다.

2. 현재 발생하고 있는 환경문제를 그물코 관계성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3. 공존을 위한 대안으로써 새활용 디자인을 계획해본다.

수업준비물 교안(pdf), 4절 도화지(조 별 1장), 필기구

단계
시간

(누적)

슬라

이드

번호

교사활동

01

새활용의

정의

2‘

(2‘)
1-3

[시작하기]

 인사 및 진행 교사를 소개한다.

 새활용 또는 업사이클에 대해 들어보거나 아는 학생이 있는지 질문하고 발표할

수 있도록 한다.

[새활용의 정의]

 새활용의 영어명인 Up-cycle의 어원에 대해 설명한다.

 자원순환과 미적 가치가 내재되어 있음을 설명한다.

02

그물코

관계

3‘

(5‘)

4-5

[그물코 관계]

 새활용을 해야하는 이유와 그물코를 연관지어 설명한다.

 그물코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한다.

 그물코 관계에 대해 설명한다.

T. 그물이 촘촘히 서로가 연결될 수 있게 그물코가 잡아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가족,

친구 뿐 아니라 동물, 자연과도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 그물코 속에 있어요. 한

줄이 끊어지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듯이 이처럼 우리는 그물코 관계망에서 서로 공

존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나의 존재와 행동이 서로 영향을 미치게 돼요. 이것은 전

지구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6

[공존을 위한 균형]

 공존을 위한 균형 로고를 통해 그물코 관계에 대해 추가로 설명한다.

T.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오래도록 공존하기 위해서는 이 그림처럼 서로 수평을

맞춰 마주봐야 합니다.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균형이 필요하고, 그물코 관계망에

살고있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일이에요.

7

[공존의 균형이 깨지다]

 환경문제 발생 원인을 공존의 균형과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게 한다.

 흔히 사용하는 패션제품의 소재 별로 야기되는 환경문제를 설명한다.

T. 그런데, 앞서 이야기한 ‘공존을 위한 균형’이 깨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알

고 있는 문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3

환경 문제

3‘

(8‘)
8-9

[의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

 패스트패션의 개념과 의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에 대해 설명한다.

- 합성섬유 소재 사용으로 인해 소재의 재활용성 현저히 낮음

- 의류 제조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률 매우 높음(이산화탄소보다 310배 강함)

- 의류 제조과정에 쓰이는 자원(워싱,염색 등) 의 환경 오염도 높음

- 값싼 가격을 위해 발생하는 노동착취와 열악한 근무환경 : 2013년 방글라데시

라나프라자 붕괴사고

2‘

(10‘)‘
10

[청바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

 청바지 생산 과정의 자원 소비에 대해 설명한다..

- 청바지 한 벌 만드는데 소요되는 물의 양 7000리터

(4인 가족 기준 5~6일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

- 청바지 한 벌을 생산하는 데 32.5kg의 이산화탄소 발생.

(어린 소나무 11.7그루를 심어야 상쇄할 수 있는 수준)

2‘

(12‘)

11

-13

[가죽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

 가죽 생산과정을 소개하고, 이 과정에 들어가는 각종 화학물질을 알린다.

 가죽 제품이 자연분해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소개하며 소비 사이클 및 기간에 대

해 인지시킨다.(사용하는 기간에 비해 분해되는 기간은 길다. 다른 소재도 마찬가지임)

2‘

(14‘)
14

[그물코 관계 : 고릴라와 콜탄 이야기]

 앞에서의 소재 외에도 많이 사용하는 물건인 휴대폰에 얽힌 고릴라와 콜탄 이야

기를 통해 그물코 관계를 다시 한 번 언급하며, 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환기

한다.(참고자료: 더 알아보기>EBS 콜탄의 나라 영상)

T. 고릴라와 콜탄 이야기에 나오듯 인간에게 필요한 물건을 만들기 위해 생태계가

파괴되고 멸종위기동물이 생기기도 해요.

04

공존을

위한 대안

: 새활용

5‘

(19‘)

15

-20

[새활용 디자인 (1) 에코파티메아리]

 공존을 위한 대안의 하나로 새활용 디자인의 다양한 사례를 알린다.

 에코파티메아리 소재별 제품 사례를 통해 버려지는 소재로 새롭게 재탄생하는 새

활용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한다.

- 의류 : 양복으로 만들어진 수트가방, 청바지로 만든 데님백, 어린이 티셔츠로 만든

멸종위기동물 고릴라 인형 ‘릴라씨’, 셔츠로 만든 젓가락 커버 등

- 가죽 : 소파가죽, 가죽자켓 등으로 만들어진 가방, 카드지갑, 필통, 여권케이스 등

- 기타(어닝/현수막/타폴린/안전벨트) : 광고 소재인 현수막, 타폴린과 안전벨트로 만

든 가방, 어닝 힙색 등

 에코파티메아리의 뷰티풀웍스를 소개하며, 디자인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사례를

소개한다.

T. 에코파티메아리는 1천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한 방글라데시 의류공장 붕괴사고 현

장의 긴급구호 트라우마치료, 희생자 및 희생자 가족들의 지속가능한 자립을 위해

현지 인권전문NGO VOICE와 사회적기업 봉제공방을 설립하기도 했어요. 디자인과

제봉 등 실질적 역량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제품에 대한 고민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일도 하고 있답니다.

 에코파티메아리의 전체 프로세스를 설명하여 새활용 디자인의 전체 과정을 이해

할 수 있도록 한다.

 전체 프로세스 중, ‘재료 수거’로 부터 디자인 및 제품생산이 시작된다는 것을 강조하며,

재료에 따라 디자인이나 활용도가 달라질 수 있는 새활용 디자인만의 특징을 설명한다.



3‘

(22‘)

21

-23

[새활용 디자인 (2), (3), (4)]: 미적인 부분만이 아닌, 원재료에 담긴 의미와 건축분

야 사례를 알리는 데 초점을 맞춘다.

[새활용 디자인 (2) 피스밤]

 피스밤 사례를 소개하며, 사회문제 해결방안으로써의 새활용을 이해하게 한다.

T. 1960년대 2차 세계 대전 당시 베트남 전쟁 중 수많은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라오스 땅은 전 세계에서 폭탄이 가장 많이 박혀 있는 곳으로, 모두 제거

하는 데 800년이 걸릴 정도라고 해요. 2005년 미국의 소셜 벤처 ‘아티클

(Article)22’가 시작한 피스밤은 이를 제거해 마을 재생을 돕고, 수거한 폭탄은 팔찌

등 액세서리로 탈바꿈시키는 일을 합니다. 수익금의 절반 이상은 베트남에서 폭탄을

치우는 데 기부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새활용 디자인 (3) 파이어마커스]

 파이어마커스 사례를 소개하며, 소재에 담김 의미를 이해하게 한다.

T. 파이어마커스의 슬로건은 'carry the fire fighter'(소방을 담다)입니다. 이들은 소

방호스의 흔적이 느껴지는 제품을 제작하며 소방관에 대한 희생, 헌신등을 나눕니다.

[새활용 디자인 (4) 폐컨테이너 건축]

 다양한 폐컨테이너 건축물을 소개하여 새활용의 다양한 영역을 소개한다.

- 광진구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 커먼그라운드

- 미국 워싱턴주의 투퀼라(Tukwila)의 스타벅스 매장 : 커피를 실어나르던 컨테이너

4개를 새활용하여 만든 매장. 컨테이너의 평균 수명은 20년 정도이므로 폐컨테이너

매장을 통해 잠재적인 폐기물을 줄일 수 있다.

3‘

(25‘)
24

[새활용 디자인 브랜드의 핵심가치]

 새활용 디자인 브랜드의 핵심가치를 소개하며 공존을 위한 대안으로서의 새활용

의 가치에 대해 환기한다.

 주요 비교 가치: 공정 과정을 생각하는 생산 방식의 변화 / 지구공동체적 문제

해결

05

조별활동

15‘

(40‘)

25

-27

[조 별 활동 | 새활용 아이디어를 모아라]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새활용의 기본 개념을 익히고 새활용의 가능성을

상상할 수 있게 한다.

 활동 순서와 유의점, 예시를 충분히 설명하여 룰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조 별 활동 진행 후 발표를 통해 공유한다.

 활동 시, 디자인의 완성도나 미적 가치 외의 다양한 새활용의 가치(슬라이드 24)

를 충분히 생각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T. 새활용 아이디어를 모으는 활동을 해볼거에요. 새활용 디자인을 구상할 소재를

정할 때는, 대량으로 버려지는 것, 일상에서 많이 버려지는 것, 내가 많이 생활속에

서 버리게 되는 사소한 것을 떠올려보는 것도 좋아요.

06

마무리

5‘

(45‘)
28

[활동 평가 및 마무리]

 주어진 질문을 통해 학생들과 함께 활동을 평가하며 수업을 마무리한다.



02. 더 알아보기

1) 그물코

그물코정신은 ‘되살림’, ‘참여와 변화’와 함께 아름다운가게의 3대 운동철학 중 하나입니다.

아름다운가게는 그물코 정신을 통해 ‘관계’라는 눈으로 세상의 진실을 봅니다.

씨줄과 날줄로 빈틈없이 서로 엮인 그물코처럼 우리는 모두 서로의 삶에 책임이 있는 존재입니다.

※ 참고자료 : 아름다운가게 나눔교육스토리 (http://edu.beautifulstore.org/archives/587?pnum=3)

※ 고릴라와 핸드폰 참고영상 : EBS 배움너머 콜탄의 나라 (http://clipbank.ebs.co.kr/clip/view?clipId=VOD_20120424_00065)

2) 뷰티풀웍스(Beautiful Works)

2013년 4월 24일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발생한 라나플라자 의류공장 붕괴사고 이후, 아름다운가게는 긴급모금, 현지구호

및 심리치료를 병행하며 살아남은 이들이 실날같은 희망을 놓치지 않고 상처를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

다. 그리고, 이들의 지속가능한 자립과 삶을 위해 현지 인권단체와 손을 잡고 사회적 기업 봉재공방 ‘뷰티풀웍스’를 설립했

습니다. 아름다운가게 에코파티메아리는 2014년부터 20여명의 공장직원들에게 실질적 역량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함

께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실력은 조금씩 성장하고 있고,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

고 그들의 손으로 에코파티메아리 FAIR TRADE LINE의 상품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뷰티풀웍스는 라나플라자 의료사고와

같은 예견된 인재가 재발하지 않도록, 그들의 역량을 개발 시켜 건강한 구조 속에서 자립하도록 돕고자 합니다.

※ 참고 : 방글라데시 천연소재 ‘주트’로 만들어진 주트백(http://beautifulmarket.org/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1357)

3) 서울새활용플라자(SUP : Seoul Upcyling Plaza)

 공식 사이트 : http://www.seoulup.or.kr

 소개 : 서울새활용플라자는 환경과 자원의 순환을 소중히 여기는 삶의 방식인 ‘새활

용 라이프 스타일 디자인’을 제안하고, 이를 시민과 만들고, 나누며, 실천하는 장이 되

고자 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새활용 라이프 스타일 캠퍼스이다. 여러 새활용 기업, 디자

이너등의 스튜디오 및 쇼룸이 위치해 있으며, 새활용 관련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이 운

영되고 있다.

 SUP에서 만나볼 수 있는 새활용 기업들

- 에코파티메아리(http://mearry.beautifulstore.org) : 기증되어 오는 ‘버려지는 것들’ 중 가죽, 의류, 기타 친환경적인 소재를

발굴해 실용적인 패션잡화 및 캠페인 제품을 만드는 디자인 브랜드

※ 에코파티메아리의 자세한 소개자료는 별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 젠니클로젯(http://www.zennycloset.com) : 입지 않는 청바지를 기부 받아 새로운 가치를 가진 데님 새활용 가방과 악세

사리로 핸드메이드 제작하는 에코디자이너 브랜드

- 파이어마커스(http://firemarkers.co.kr) : 폐소방호스를 활용해 패션제품을 제작하는 새활용 패션 브랜드

http://edu.beautifulstore.org/archives/587?pnum=3
http://clipbank.ebs.co.kr/clip/view?clipId=VOD_20120424_00065
http://beautifulmarket.org/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1357
http://www.seoulup.or.kr
http://mearry.beautifulstore.org
http://www.zennycloset.com
http://firemarker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