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념 역 ●`여러 가지 환경 오염의 원인과 심각성을 말한다.  

과정 역 ●`여러 가지 종류별 환경 오염의 원인과 심각성에 대해 조사하

고 이를 마인드맵으로 정리하여 토론한다.

태도 역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깨닫고, 환경을 보전하려는 태도를 가

진다.

학습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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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주제 6. 환경 오염에 대하여 알아보기

ryrhktj

42∼43쪽

6/9 차시

29쪽

차시

교과서 실험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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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 오염 조사 계획

하기

2. 환경 오염 조사하기

3. 조사 내용 발표하기

환경 오염의 뜻 알기

환경 오염 조사 계획 세우기

환경 오염의 원인, 심각성 등에 대해 조사하기

조사한 내용 정리하기

- 마인드맵 등으로 나타내어 보기

조사한 내용 발표하기

발표와 관련하여 토론하기

gkRtmQ rody

< 마인드맵의 예>

주가지：환경 오염의 종류

- 물 오염, 공기 오염, 토양 오염, 소

음, 쓰레기 문제, 지하수 문제, 방사능

오염 등

부가지：환경 오염의 원인과 문제점

- 원인：가정 하수, 공장 폐수, 자동차

매연, 음식물 쓰레기, 핵 방사능 유출,

각종 소음 등

- 문제점：인간에 의해 오염된 환경은

자연의 질서를 혼란시키며, 생태계를

파괴하고, 각종 질병을 유발시켜 인간

의 생명에 위협을 준다.

tlFgjA rhkSckF

환경
오염

공기
오염

물오염

소음

토양
오염

골프장

쓰레기

공장 폐수
가축 분뇨

생활 하수

새, 물고기 떼죽음
정수기 사용
물 사먹음

공사장 먼지

자동차 매연

공장 매연

기관지 질환 발생

산성비 탈모

중금속 중독

난청
스트레스

수면 부족

공사장소리

공장

방음림

방음벽

쓰레기
무단 방출

식물의 죽음 농약 사용

농약 사용
커텐 설치

비료 사용

기름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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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주제 6. 환경 오염에 대하여 알아보기

예) 요즘은 물이 오염되어서

수돗물을 직접 먹을 수가

없어. 우리 집에서는 정수기

를 쓰고 있어.

예) 쓰레기가 제일 문제야.

지난 번 비가 많이 왔을 때

쓰레기가 너무 많이 떠내려

와서 물을 더럽게 한대.

스크랩(모둠별로 준비)
환경과 관련된 기사를 스크
랩하도록 미리 과제를 제시
한다.

12색 매직(1세트/모둠)
모둠별 마인드맵을 만들 때
사용한다.

가위(1개/모둠)

풀(1개/모둠)

책 또는 잡지(1권/모둠)
환경과 관련된 책이나 잡지
를 선택한다.

4절 색상지(1장/모둠)
마인드맵을 그릴 때 사용한
다.

xkArn ghkFehD rhkwjD

☞ 환경 오염이란 ?

- 인간 활동에 의해 발

생하는 물질에 의하여,

대기, 토양, 물 등 환경

의 구성 성분과 상태가

변화하여 자연 환경 또

는 생활 환경이 정상적

이지 않은 상태로 된 것.

오염(Pollution)이란

대기, 수계에서 통상적

으로 발견되지 않는 임

의 물질 또는 열이 유입

되거나 혹은 정상적인

존재 범위를 초과하여

유입되는 것을 말한다. 

예) 차가 많이 다니는

곳은 자동차 매연 때

문에 숨쉬기가 힘이

들어. 

그리고 우리 집은 큰

길에 인접해 있는데,

내 방에서는 차 소리

가 심해서 더워도 문

을 열어둘 수가 없어. 

wnS ql anF

1. 환경 오염에 대해 들어보거나 실제로 피해를 본 적이 있는 지 이야기해 보고, 환경 오염의

뜻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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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생들에게 신문 기사를 제시한 후 이것을 읽

고 환경 오염의 결과가 무엇일까 생각하게 한다.

신문 기사의 예) 

1. 시화호의 물막이 공사로 인한 오염 가속화

(자정 능력 약화)

2. 수질오염으로 인한 물고기 떼죽음

(생태계 파괴)

3. 과도한 살충제의 사용 (먹이 연쇄)

☞ 원인과 결과를 조사할 때는 우리 고장의 환경 오염이 먹이 사슬에 어떤 향을 미쳤는가? 생태

계의 평형은 깨뜨리지 않았는가? 등 전차시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하도록 지도한다.

환경 오염의 결과로는 크게 자정

능력의 약화, 생태계의 파괴, 먹이

사슬의 파괴 등을 들 수 있다.

교사는 아이들로 하여금 이것을

잘 이해시켜‘환경 오염의 원인과

결과’를 조사하는 활동에서 이러한

내용이 반 될 수 있도록 하여 도

덕과나 사회과에서 다루어지는 환

경 오염의 조사 활동과 구별되게

한다.

환경 오염 조사 분야, 조사 방법,

자료 수집, 결과 정리 등은 모두

모둠별로 학생들이 논의하여 결정

하도록 한다. 

환경 오염 조사시 환경 오염의 예

와 원인, 그리고 다음 차시 수업

내용과 관련된 대책까지도 함께 조

사하도록 안내한다. 

xkArn ghkFehD rhkwjD

3. 모둠별로 학교, 집, 거리 등 우리 주위에서 환경이 오염된 예와 그 원인을 조사한다. 



조사 내용의 정리와 발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되,

마인드맵으로 정리하는 과

정을 포함시킨다.

이 때 개인별 마인드맵도

좋고, 모둠별로 마인드맵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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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주제 6. 환경 오염에 대하여 알아보기

<환경이 오염된 예와 그 원인 조사하기>

조사 주제 정하기

수질 오염, 토양 오염, 대기 오염, 쓰레기 문제 등 일반적인 주제는

물론, ‘우리 동네의 쓰레기 문제’, ‘우리 동네 약수터의 수질 오염’

등 보다 구체적인 주제도 좋다. 또, 오존층 파괴, 산성비, 사막화 등

전지구적 주제도 좋다.

조사 방법 정하기

조사 방법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① 책, 신문, 인터넷 등 기존 자료를 조사하거나

② 실제로 주변을 다니면서 오염을 측정하는 등 실제적인 조사를 할

수도 있다.

조사 계획에 따라

자료 수집하기

모둠원끼리 역할을 잘 분담하여 기존 자료 또는 실제적인 오염 조사

등을 실시한다.

이 때, 조사 결과를 염두에 두고,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도록 한다.

예) 신문 기사, 사진 자료, 동 상 자료, 면담 자료 등

조사 결과

정리하기

조사 결과는 다양한 방법으로 정리·발표할 수 있다.

예) 연구 보고서, 마인드맵, 신문 기사 등

환경 오염에 대한 마인드맵

쓰레기 문제 조사 보고서

☞ 발표·토의 시 포함할 점

- 주제 선정 이유 - 조사 방법 - 조사 결과(환경 오염의 문제점, 원인)

- 결과로부터 결론 내리기(해결 방안 포함) - 조사 내용 중 잘된 점과 잘못된 점

환경
오염

공기
오염

물오염

소음

토양
오염

골프장

쓰레기

공장 폐수
가축 분뇨

생활 하수

새, 물고기 떼죽음
정수기 사용
물 사먹음

공사장 먼지

자동차 매연

공장 매연

기관지 질환 발생

산성비 탈모

중금속 중독

난청
스트레스

수면 부족

공사장소리

공장

방음림

방음벽

쓰레기
무단 방출

식물의 죽음 농약 사용

농약 사용
커텐 설치

비료 사용

기름 유출

xkArn ghkFehD rhkwjD

4. 환경 오염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마인드맵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리하여 발표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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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 오염은 인간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물질에 의해 대기·토양·물 등 환경의 구성 성분

과 상태가 변화하여 자연 환경이나 생활 환경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2. 환경 오염의 종류는 물 오염(수질 오염), 공기 오염(대기 오염), 토양 오염, 지하수 오염,

소음, 쓰레기 문제, 방사능 오염 등을 들 수 있다.

3. 인간에 의하여 오염된 환경은 자연의 질서를 혼란시키며, 생태계를 파괴하고, 각종 질병을

유발시켜 인간을 비롯한 생물들의 생존에 위협을 주기 때문에 심각하다.

wjD  fl

1. 환경 오염의 뜻과 종류를 말해 보자. 

(서술형 평가 가능)

2. 여러 가지 환경 오염의 종류와 이의 원인에 대한 마인드맵을 만들 수 있는가?

vuD  rk

1. 환경 오염은 인간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물질에 의해 대기·토양·물 등 환경의

구성성분과 상태가 변화하여 자연 환경이나 생활 환경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

를 말하고, 이에는 물 오염(수질 오염), 공기 오염(대기 오염), 토양 오염, 소음,

쓰레기 문제, 지하수 오염, 방사능 오염 등이 있다. 

2. 상：환경오염의종류와이의원인이 3가지이상포함된마인드맵을만들수있다.

중：마인드맵은 만들 수 있으나 환경 오염의 종류와 이의 원인이 3가지 이하이

고, 이들의 관계도 명확히 파악되지 않는다. 

하：환경 오염의 종류와 원인에 대한 파악도 부족하고, 마인드맵도 잘 만들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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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주제 6. 환경 오염에 대하여 알아보기

1. 환경 오염의 정의

환경 오염은 자원의 개발, 공장에서 배출되는 가스나 폐수 등으로 동식물이나 인간의 생활

환경이 더럽혀지는 일을 말한다. 환경 오염은 수질 오염, 대기 오염, 토양 오염, 소음 및 폐

기물 문제 등을 포함한다. 수질 오염은 공장, 농토, 가축 사육장, 주택 등에서 흘러나온 폐

수, 하수, 오물에 의해 오염된 물이 하천에 유입되어 환경에 나쁜 향을 주는 경우이다. 대

기 오염은 대기 중에 인위적으로 배출된 오염 물질이 존재하여, 인간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건강에 해를 미치는 경우이다. 자원을 이용하여 물건을 만들어 운반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각종 폐기물 문제가 있다. 듣기를 원치 않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소음 및 진동으

로 업무 및 휴식을 방해하는 것도 환경 오염에 포함된다. 

2. 생물 농축

생물 농축은 어떤 물질이 먹이 연쇄를 따라 점차 농축되는 현상을 말한다. 농약 등에 포함

된 독성 유기 화합물이나 중금속과 같은 물질이 생태계에 유출되면 생물체 내에 흡수되어 분

해되거나 배설되지 않아 체내에 쌓이게 된다. 이 물질은 먹이 연쇄 과정을 따라서 그 농도가

높아지게 된다. 특히 최종 소비자에게 이동하면 그 농도가 매우 높아 각종 질병 또는 죽음에

까지 이르게 한다.

rosuA gotjF

호수에서 DDT의 생물 농축의 예 (단위：ppm)

wkARRRRS®kS !

DDT(Dichloro-Diphenyl-Trichloro-ethan)은 2차 세계 대전 중에 말라리아 모기 박멸을 위해 개발

된 살충제이다. DDT가 체내에 들어가면 체내의 지방에 쌓여서, 뇌종양, 뇌출혈, 고혈압, 간

경화 등을 유발시킨다. 현재는 사용이 금지된 약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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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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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www.pojungang.hs.kr/earthscience/환경/Water/Dung1-1.htm>

옆새우류

꼬리하루살이
애벌레(6∼15mm)

거머리류
(10∼40mm)

실지 이류
(10∼20mm)

깔따구애벌레류
(120mm 안팎)

왼돌이물달팽이
(10mm)

등각류
(10∼30mm)

잉어

뱀잠자리애벌레류
(10∼50mm)

각날도래애벌레
(10mm 안팎)

쉬리

플라나리아류 강도래애벌레류 버들치

특정한 환경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생물을 지표 생물이라고 한다. 하천에 살고있는 동물이

나 식물 지표 생물을 이용하여 물의 오염 정도를 알아 볼 수 있다.

11급급수수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물로서 간단한 정수로 음료수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물로 플라나리아,

옆새우류, 강도래류, 멧모기류, 물이끼, 녹조류, 버들치, 금강모치, 열목어, 어름치 등이 산다.

22급급수수

수돗물로 사용이 가능하고 수 을 할 수 있는 물로 선충류, 꼬리하루살이애벌레, 뱀잠자리 애

벌레, 여울날도래류, 개구리밥, 장구벌레, 피라미, 갈겨니, 쉬리, 퉁가리, 쏘가리등이살수있다.

44급급수수

수돗물로는 사용할 수 없고 오랫동안 접촉하면 피부병을 일으킬 수 있으며 실지 이류, 붉

은깔따구류, 꽃등에, 종벌레 등이 살 수 있다.

33급급수수

수돗물로 적합하지 않으며 공업용수로 사용하는 물로 거머리류, 복조류, 섬모류, 윤충, 붕

어, 잉어 등이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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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주제 6. 환경 오염에 대하여 알아보기

샛강 조사하기

1. 샛강을 적당한 구역으로 나누어 모둠별로 체험 활동을 한다.      

2. 필기구를 준비하고 주어진 구역을 걸어 다니면서 주변의 환경을 잘 관찰한다.    

3. 필요한 부분은 사진을 찍거나 스케치를 한다. 

4. 각 구역마다 샛강의 냄새와 색깔, 수서생물 관찰 활동을 한다.

(물을 뜨거나 수서생물을 채집할 때 안전에 유의하여 사고를 방지한다. )

5. 하천의 자연도 조사표를 완성한다. 

6. 2절지(또는 전지) 도화지에 샛강 탐사 결과를 정리한다. 

한 모둠이 샛강의 모든 지역을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각 모둠이 조사할 지

역을 미리 정한다. 각 조원이 해야 할 일도 미리 정하여 모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각 모둠이 수집한 결과를 최종적으로 정리하여 샛강의 환경 상태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안전 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깊은 곳에 들어가지 않게 하며, 샛강의 물을 마

시지 않도록 한다.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식물을 함부로 먹지 않도록 지도한다. 

지도상의 유의점

ehwjS  rhkwp

반 번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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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샬레, 솜, 물, 비누, 합성세제, 강낭콩

실험방법 1) 샬레 3개에 각각 솜을 깐다.

2) 첫 번째 샬레에는 물을 붓고, 두 번째 살레에는 비눗물을, 세 번째 샬레에는

합성세제를 탄 물을 같은 양만큼 넣는다.

3) 각 샬레에 강낭콩을 7-9개를 올려 놓는다.

4) 샬레를 덮고 햇빛이 들지 않는 곳에 놓은 후 관찰한다.

5) 솜에 물이 마르지 않도록 한다.

콩은 어떤 물에서 잘 자랄까?

1. 일 주일 동안 실험을 하 을 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결과를 적어보자.

2. 실제 나타난 실험 결과를 적으시오.

3. 이 실험 후에 느낀 점을 써 보아라. 

수돗물 비눗물 합성세제를 탄 물

샬레에 넣은 물 수돗물 비눗물 합성세제를 탄 물

예상되는 결과

gkRtoD  ghkFehD

반 번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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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주제 6. 환경 오염에 대하여 알아보기

환경 오염은 수질 오염뿐 아니라, 대기,

토양, 소음 및 쓰레기 문제, 방사성 오염,

오존층 파괴, 지하수 오염 등도 포함된다.

각 오염의 원인을 조사하는 방법은 매우 다

양하다. 예를 들면, 가로수 잎에서 묻어있는

매연을 조사하여 대기 오염을 조사한다든

지, 토양의 pH 측정, 비의 산도 측정과 같

이 직접 활동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인터

넷을 이용하거나 백과 사전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다양한 환경 오염에 대한 원인을 한 모둠이 모두 조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따라서

모둠에 따라서 조사할 내용을 배정한 후에 수합을 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도 있다. 

예상되는 결과는 자신의 예상을 기록하도록 한다. 기록한 예상 결과와 실제 결

과를 비교하여 자신이 생각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실험 후

에 느낀점을 솔직하게 기록하도록 한다.

이번 탐구 활동은 강낭콩의 싹트기를 응용한 실험이다. 실험을 시작하기 전

에 강낭콩의 싹트기를 회상하여 지도한다. 이 실험에서는 학생들이 결과를 예상하고 예상한

결과와 실제 결과를 비교하여 결론을 내리도록 지도한다. 학생들이 결론을 내릴 때는 증거를

제시하도록 한다. 이 때 증거는 학생과 교사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실시한 실험 결과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위에서 제시한 오염 물질 이외에 가정이나 학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물을 사용해도 좋다.

예를 들면, 하수구물, 공장 폐수, 학교 식당에서 나오는 폐수, 가정에서 사용한 후 나오는 폐

수, 세탁기에서 나온 물 등을 이용할 수도 있다.

지도상의 유의점

정답 및 해설

tndjQ ehdnal

방사성 폐기물

wkARRRRS®kS !

냄새와 색깔：오염이 심해지면 물이 회색 또는 흑색으로 혼탁해져 투명도가 낮아지며, H2S,

CH4 등에 의해 기포가 발생하고 악취가 난다.

온도：기온이 상승하거나 혹은 유기물이 부패하여 온도가 올라가면 물 속에 녹아 있는 용존

산소량의 양이 감소하여 더욱 생물들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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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질 오염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① 양칫물은 컵으로 이용한다.

② 쌀뜨물은 화단에 뿌린다.

③ 음식 쓰레기를 줄인다.

④ 배수구에 헌 스타킹을 씌운다.

⑤ 세제를 적당량 사용한다.

⑥ 세척제, 표백제 사용을 자제한다.

⑦ 폐식용유는 휴지로 닦아낸다.

⑧ 화장실 변기 물통에 벽돌을 넣어둔다.

2. 음식물을 정화하는 데 필요한 물의 양

R컵：180mL 컵 기준

3. 큰 대기 오염 사건들

⑴ 인도의 보팔 참사：1984년 12월 3인, 인도의 보팔시에 있는 살충제 공장에서 유독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하 다. 이 사건으로 20만명 이상이 가스에 중독되어 약 2,500명이 사망

하고 수만명이 후유증과 질병으로 고생하 다. 뿐만 아니라, 채소와 우유도 감염되어 먹을

수 없게 되었다.

⑵ 도노라 사건：1948년 10월 27일부터 5일간 미국의 도노라 시에서는 안개가 끼고 바람이

불지 않은 상태가 계속되었다. 제철 공장,

황산 공장, 아연 공장 등에서 배출된 가스

에 의해 6,000명 이상이 호흡기 질환의

병에 걸려 치료를 받았다.

⑶ 런던 스모그：1952년 12월 5일부터 5일

간에 걸쳐, 매연과 안개가 결합한 스모그

가 런던에 발생하 다. 이 시기 동안에 노

인과 어린이를 포함하여 총 4,000여명이

사망하 다. 

음식물(mL)
우유

(180mL)

야쿠르트

(60mL)

라면

(200mL)

된장찌개

(300mL)

식용유

(500mL)

정화하는 데 필요한

물의 양(컵)
20,700컵 6,700컵 4,100컵 18,000컵 550,000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