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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관명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2. 기관 소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1973년 KIST 부설 연구소로 태어나 1990년 한국
해양연구소로 독립한 후 2001년 한국해양연구원, 2013년 한국해양과학기술
원으로 바뀌며 지난 40년의 세월동안 바다를 연구해 온 국내 유일의 종합
해양연구기관입니다.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규모가 작았지만 이제는 우리
나라 주변의 바다뿐만 아니라 태평양과 인도양, 남극과 북극에 이르기까지
전세계의 모든 바다를 연구할 만큼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넓은 지역을 연구하다 보니 안산본원을 비롯하여 경남 거제에
남해연구소와 경북 울진에 동해연구소 등 두 곳의 분원과 멀리 해외에도
연구센터와 공동연구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설기관으로 극지연구소와 선
박플랜트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융합인재교육(STEAM) 아웃리치 프로그램이란?
- 학생들이 과학기술 현장에서 최신 과학기술을 경험하고 관련 분야로 진학‧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STEAM 아웃리치 프로그램 개발･운영
- 학생들이 과학에 대한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토론‧실습‧체험 중심의
아웃리치 활동 기회 제공
4. 한국해양과학기술원 STEAM 아웃리치 프로그램의 특징과 장점
가. 특

징

1) 전문 해양과학교육 시행
○ 해양생물, 해양화학, 해양지질 분야에 걸쳐 다양한 해양과학 전문
지식을 전달코자 함
- 해양쓰레기 작품만들기(해양화학), 해양시료찾기(해양생물, 지질,
화학), 장목호 타고 해양지질탐사(해양지질, 항해장비, 연구장비),
적조생물(해양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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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문간 통섭교육
○ 과학 + 예술(미술, 문학)
- 해양쓰레기 작품만들기는 해양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조별활동을
통해 예술작품 만들기, 창작글 작성 등 창의성과 협동심을 발휘
하는 STEAM 교육의 기본 방향성에 충실
○ 과학 + 항해학 + 공학(연구장비)
- 장목호 타고 해양지질탐사는 해양지질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장목호를 타고 나가는 과정에서 선박 항해의 기초 지식과 선장의
지도 아래 선박항해 실습이 포함된다. 또한 연구선 장착장비의
작동 원리에 대해 이해함으로써 과학 탐사장비의 기계작동원리도
공부할 수 있다.
○ 과학 + 직업체험
- 연구자의 실제 연구 환경을 그대 재현하여 모의체험함으로써
해양과학자로써 진로선택에 도움
나. 장

점

○ 해양과학기술원이 보유한 우수한 물적·인적 인프라 적극 활용
- 종합 해양연구기관으로써의 위상에 걸 맞는 다양한 해양과학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도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 선박평형수, 기후변화, 해부(성게, 개조개 등), 선박설계 등
- 특히, 남해연구소는 연구선(4척)과 갯벌, 시험어장, 연구용 부두 등
다양한 물적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다. 타 기관과의 차별성
○ 이론강의 + 현장채집 + 실험실 분석을 통해 다양한 흥미 유발
- 이론교육, 현장실습, 실험실 학습을 균형있게 배분하여 학생들의
관심과 집중도를 높이고, 특히 현장학습은 연구소 근해를 활용하기
때문에 프로그램내 실내외 이동이 가능함
○ 과학지식 전달과 더불어 사회의식 고양도 함께 고민
- 해양쓰레기의 발생원인, 모니터링, 피해사례와 같은 과학적 정보뿐
아니라 해양쓰레기로 인해 발생하는 해양생물의 피해사례와 인간에게
미치는 2차 피해 등을 교육함으로써 사회인식 제고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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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운영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운영기간

해양쓰레기

3월~6월

KIOST 남해연구소

작품만들기

9월~11월

& 흥남해수욕장

해양시료 찾기

3월~6월
9월~11월

장목호 타고

3월~6월

해양지질탐사

9월~11월

적조생물

3월~6월

알아보기

9월~11월

운영기관(장소)

운영대상
초·중·고

KIOST 남해연구소

초3~4

(해양시료홍보관, 갯벌,

초5~6

시험어장)

담당 전문가
홍선욱
정연우,윤나정

정연우, 윤나정

정연우, 윤나정

KIOST 남해연구소

중1~3

& 장목만

최동림, 이태희
정창헌, 진성일

KIOST 남해연구소

고1~3

백승호, 손문호

6. 아웃리치 프로그램 참여하기 전·후 참고자료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홈페이지
구 분
홈페이지

내

용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홈페이지(http://www.kiost.ac)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남해연구소 홈페이지(http://ssri.kiost.ac)

- 각 프로그램별 교사용지도서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출판자료
프로그램

내

용

<해양과학총서>해양과 인간
<해양과학총서>해양과학기술의 현재와 미래
공

통

<해양과학총서>해양오염과 지구환경
<해양과학총서>해양생물의 세계
<해양과학총서>지구환경 변화사와 해저자원
<해양과학총서>극지와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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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해양쓰레기
작품만들기

내

용

<해양문고>바다로 간 플라스틱
생물다양성의 황해

해양시료 찾기

<해양문고>포세이돈의 분노(기후변화)
<해양문고>바다에서 찾은 희망의 밥상(해조류)
<해양문고>바다의 방랑자, 플랑크톤

장목호 타고
해양지질탐사
적조생물

<해양문고>세상을 바꾼 항해술의 발달
<해양문고>배는 어디에서 자나요?
<해양문고>바다의 방랑자, 플랑크톤

7. 융합인재교육(STEAM) 아웃리치에 참여하고 싶다면?
- 신청 방법 / 담당자(연락처, 메일주소)
구분
홈페이지
이메일

내

용

담당

http://ssri.kiost.ac
(참여바다 → 해양과학교육 → 작은 바다만들기 → 참여신청)
ywjeong@kiost.ac / nj2724@kiost.ac

정연우,
윤나정

전 화
방문신청

055-639-8716, 8717
전화 후 방문

※ 아웃리치 프로그램 운영은 기관 사정에 따라 운영이 어려울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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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지도안
프로그램명

지구를 위협하는 해양 쓰레기

적용학년

5 ~ 6학년

관련교과

과학, 사회, 실과, 음악, 수학

1. 주제 및 제작의도
- 가까운 해변을 찾아 해양 쓰레기가 실제로 얼마나 많은지 확인하고, 줍는
활동을 한다.
- 인간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해양 쓰레기의 실태에 대해 알아본다.
- 해양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고, 창의적인 방법을 제시해 본다.

2. 학습 목표
○ 내용 목표
- 해양 쓰레기 발생 원인을 분석할 수 있다.
- 해양 쓰레기가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 해양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설계할 수 있다.

○ 과정 목표
- 해양 쓰레기의 문제점을 알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 해양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다짐을 한다.

3. STEAM 과목 요소
○ S : 해양 쓰레기의 뜻, 해양 쓰레기의 발생원인, 해양 쓰레기가 미치는 영향, 해양
쓰레기의 분류
○ T/E：해양 쓰레기 제거 도구 설계하기
○ A : 쓰레기 수집 활동하기, 해양 쓰레기 문제에 대해 노래로 나타내기
○ M：해양 쓰레기의 분해 속도를 표에서 찾아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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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TEAM 단계 요소
○ 상황제시
- 인근 해변에서 쓰레기 수집 활동을 한다.
- 쓰레기를 줍고 나서 느낀점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 해양 쓰레기의 뜻과 발생원인을 안다.
- 해양 쓰레기가 미치는 영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본다.

○ 창의적 설계
- 해양 쓰레기 제거 도구를 설계한다.
- 해양 쓰레기 줄이기를 내용으로 캠페인 송을 만든다.

○ 감성적 체험
- 해양 쓰레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본다.
- 해양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다짐을 한다.

5. 차시별 계획 총괄표
차시

관련
교과

단원

소주제

해변을 찾아 해양 삪G 쓰레기 수집활동 하기
쓰레기 줍기
삪G 쓰레기를 줍고 느낀점 말하기

사회

과학
수학

해양 쓰레기란
무엇일까요?
지구를

1∼2
차시

과학

학습내용

위협하는
해양
쓰레기

해양 쓰레기는

국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과학

해양 쓰레기를

실과
음악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삼G 쓰레기를 재질에 따라 분류하기
삶G 쓰레기가 분해되는 데 걸리는 시간을 표에서 찾아쓰기
삼G 해양 쓰레기의 의미 알기
삼G 해양 쓰레기에 속하는 것과 속하지 않는 것 구분하기
삼G 해양 쓰레기가 미치는 영향 알아보기
삼G 미세 플라스틱 건져내기 실험하기
삼G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성 알아보기
삪G 해양 쓰레기로 피해를 본 바다사자에게 위로 편지 쓰기
삼 해양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삽삮G 해양 쓰레기 제거 도구 설계하기
삪G 해양 쓰레기 문제를 내용으로 가사 바꾸어 캠페인 송 만
들어 발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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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평가 계획
연번

평가 기준

평가 방법

1

해양 쓰레기 채집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가?

관찰 평가

2

해양 쓰레기의 의미를 알고, 해양 쓰레기에 속하는 것
과 속하지 않는 것을 잘 구분해내는가?

수행 평가

3

해양 쓰레기 문제를 내용으로 하여 노래 가사 바꾸어
부르기를 잘 하는가?

관찰 평가, 동료 평가

7. 차시별 교수학습과정
지구를 위협하는 해양 쓰레기
과학 6학년 1학기, 4단원 생태계와 환경

관련
교과
/단원

사회 6학년 1학기, 3단원 환경을 생각하는 국토 가꾸기
수학 5학년 2학기, 6단원 자료의 표현과 해석

수업차시

1~2/2

실과 5학년 1학기, 6단원 쾌적한 주거환경
음악 6학년 2학기, 3단원 음악의 여러 모습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본다.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점에 대해서 알아본다.

관련
▸주어진 자료를 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교육과정
▸쓰레기를 분류하여 처리해본다.

▸노랫말을 바꾸어 캠페인 송을 작사할 수 있다.
1. 해양 쓰레기의 의미와 종류를 알 수 있다.

학습목표 2. 해양 쓰레기가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3. 해양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을 창의적으로 생각해낼 수 있다.

학습과정

교수 ‧ 학습 활동

준비물

삪 ੜߑ׆ுฆ׆ܛ

상황제시 - 남해연구소 인근의 해변을 찾아간다.
(30분)
- 4인 1조로 모둠을 편성한다.
해양
쓰레기
수집 활동

- 모둠별로 쓰레기를 수거할 해변의 일정 구역을 정한다.
- 비닐장갑을 착용하고, 모둠별로 준비된 10리터의 쓰레기 봉투에 해변의

비닐 장갑이나
집게
10리터 비닐
봉지

쓰레기를 주워 담는다.
- 쓰레기봉투가 가득 차면, 봉투 입구를 잘 묶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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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봉투를 버스에 싣고 남해연구소로 돌아온다.

삪G ੜߑࠜ׆ճلھ ࠱׆

- 해양 쓰레기를 줍고 나서 느낀점은 무엇인지 서로 이야기를 나눈다.

▷ 여러분은 지금까지 G 해변에서 쓰레기 줍기 활동을 하고 돌아왔습
니다. 이 활동을 하고 나서 느낀점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생각했던 것보다 해변에 쓰레기가 많았습니다.
▶ 해변이 이렇게 더러운 것들이 많은지 몰랐습니다.
▶ 다음부터는 여름에 바닷가에 놀러와도 절대로 쓰레기를 버리지 않겠습
니다.
▶ 부모님과 함께 와서 해변에서 쓰레기 줍기 활동을 더 자주 하고 싶습
니다.
▶ 재활용과 분리수거를 잘 해야겠습니다.
▷ 해변의 해양 쓰레기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 플라스틱병, 폐그물, 폐노끈, 스티로폼 등
▷ 이 해양 쓰레기들은 누가 버린 것일까요?
▶ 사람들이 버렸습니다.
▶ 피서객들이 버리고 갔습니다.
▶ 어부들이 물고기 잡을 때 사용하고 나서 버린 것들입니다.
▷ 이처럼 해양 쓰레기가 많이 있으면 우리는 해변에서 어떤 불편한 점을
겪게 될까요?
▶ 안전하지 않습니다.
▶ 다칠 수도 있습니다.
▶ 바다가 오염되어 바다 생물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 물고기의 수획량이 감소합니다.
▶ 어업을 하는 어선에게 피해가 갑니다.

삼G ੜߑ୍ࠜ׆ா׆ࠑं ޭݗ
- 해변에서 수집한 해양 쓰레기를 비닐 돗자리 위에 펼쳐 놓는다.

해양 쓰레기
10리터, 비닐
놓아주세요. 손이 다치지 않도록 장갑을 꼭 착용해 주세요. 그리고 지 돗자리, 비닐
나치게 오염물질이 많이 묻은 쓰레기는 흐르는 물에 헹구어서 놓도록 장갑이나 집게,
재활용품
합니다.
분류통 4개
- 준비된 4개의 재활용품 분리통에 해양 쓰레기를 분류하여 넣는다.
(플라스틱,
금속/유리,
▷ 여러분 앞에 4개의 재활용품 분리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티로폼,
수집한 쓰레기를 크게 4가지 종류로 분류하여 재활용품 통에 넣어주세요.
기타)
▷ 어떻게 분류하였습니까?
▷ 각 모둠에서 수집한 해양 쓰레기를 각 모둠 앞에 놓여진 비닐 돗자리에

창의적
설계1
(30분)
해양
쓰레기
분류하기

▶ 금속/유리, 스티로폼, 플라스틱, 기타로 구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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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둠이 수집한 해양 쓰레기 중에서 어떤 물질로 된 해양 쓰레기가
가장 많은지 알아본다.
▷ 우리 모둠에서 수집한 해양 쓰레기 중에서 가장 많은 종류는 어떤 것
인가요?
▶ 스티로폼입니다.
▶ 플라스틱 제품이 가장 많습니다.
▶ 비닐 종류가 가장 많습니다.
- 각 구성 물질별로 그에 속하는 쓰레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본다.
▷ 그렇다면 스티로폼에 속하는 쓰레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스티로폼 공입니다.
▶ 스티로폼 상자입니다.
▷ 플라스틱에 속하는 쓰레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PET병 입니다.
▶ 플라스틱 물통이 가장 많습니다.
▶ 장난감이 있습니다.
▷ 금속/유리에 속하는 쓰레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알루미늄 참치캔이 있습니다.
▶ 소주병이나 사이더병이 있습니다.
▶ 철사가 있습니다.
▷ 그 밖에 어떤 쓰레기들이 있나요?
▶ 그물이 있습니다.
▶ 나무젓가락이 많습니다.
- 4가지 구성 물질 중에서 해양 생태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떤 것일지 예상하여 논의한다.
▷ 해양 생태계에 가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
니까?
▶ 플라스틱이라고 생각합니다.
▶ 폐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 스티로폼 조각이라고 생각합니다.
▷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 플라스틱 제품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폐그물들이 생물을 몸을 감고 있는 사진을 보았습니다. 폐그물은 해양
생태계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스티로폼 조각들은 작아서 줍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삼G 해양 쓰레기의 의미 알기
- 강의1(해양 쓰레기의 정의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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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쓰레기의 개념을 정리한다.
▷ 해양 쓰레기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 바다에서 발견된 각종 쓰레기를 말합니다.
▶ 바다에 버려진 고체로된 폐기물을 말합니다.

삼G 해양 쓰레기에 속하는 것과 속하지 않는 것 구분하기
- 사진을 보고, 해양 쓰레기에 속하는 것과 속하지 않는 것을 구분한다.
▷ 아래 사진 중에서 해양 쓰레기에 속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오늘 해변에서 주워온 쓰레기들은 해양 쓰레기에 속할까요?
▶ 네 그렇습니다.
▷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바다에서 발견된 쓰레기이기 때문입니다.
▶ 우리가 바다에 버린 쓰레기이기 때문입니다.
▷ 폐기물 운반선에서 버린 각종 폐수는 해양 쓰레기에 속할까요?
▶ 속하지 않습니다.
▷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고체 형태의 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바다에서 잡은 홍게를 다시 버리면 이것은 해양 쓰레기에 속할까요?
▶ 네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 바다에 가라앉아 있는 자전거는 해양 쓰레기로 볼 수 있을까요?
▶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 바다에 버려진 고체 쓰레기이기 때문입니다.

삼G 해양 쓰레기가 미치는 영향 알아보기

- 강의2(해양 쓰레기가 미치는 영향)
- 동영상 시청(해양 쓰레기가 바다 생물에 미치는 영향)
▷ 해양 쓰레기가 미치는 피해 중에서 바다 생물이 입는 피해에는 어떤

창의적
설계2
(30분)
해양
쓰레기가
미치는
영향

것들이 있을까요?
▶ 바다 생물이 다치거나 죽을 수 있습니다.
▶ 생물들이 자라나는 서식지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 해양 쓰레기가 미치는 피해 중에서 어선이 입는 피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선박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 어업의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 해양 쓰레기가 미치는 피해 중에서 바닷가 주변 환경에 미치는 피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각수조, 나
무젓가락, 다
양한

크기의

스티로폼 공,
플라스틱

조

각, 모형 바
다 생물, 고
무줄,

쟁반,

초시계

▶ 주변 경관이 나빠집니다.
▶ 관광자원의 질이 떨어집니다.
▶ 수거, 처리에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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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 미세 플라스틱 건져내기 실험하기
▷ 플라스틱이 작게 분해되어 ‘미세 플라스틱’이 되는 과정에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 파도에 의해서 작게 분해될 수 있습니다.
▶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작아질 수 있습니다.
- 다양한 크기의 스티로폼 공, 플라스틱 조각, 모형 바다 생물, 고무줄,
물이 들어있는 수조를 모둠 책상 위에 준비한다.
▷ 물이 들어있는 수조 속에는 작은 장난감 바다 생물들과 스티로폼
공 조각, 플라스틱 조각이나 고무줄이 들어있습니다. 지금부터 젓가락을
이용해서 수조 속의 물건들을 건져보세요. 모둠별로 시간을 재서,
수조안의 물건들을 가장 빠르게 건져낸 모둠에게 선물을 주겠습니다.
단, 한번에 하나의 쓰레기만을 건져내야 합니다. 그리고 손을 직접
쓰지 말고, 반드시 젓가락을 이용해야 합니다.
- 나무젓가락을 이용하여 물속의 여러 가지 물건들을 건져낸다.
- 초시계를 이용하여 각 모둠이 작업을 끝내는 데까지 걸린 시간을 측정
한다.
- 건져 낸 물건들을 종류 별로 분류하여 쟁반 위에 구분하여 올려놓는다.
▷ 어떤 것이 가장 옮기기 힘들었습니까?
▶ 작은 스티로폼 조각입니다.
▶ 작은 페트병 조각들이 잘 집어지지 않았습니다.
- 실험 후 알게 된 사실을 함께 이야기한다.

삼G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성 알아보기
- 위의 실험을 근거로 하여 미세 플라스틱이 특히 위험하게 여겨지는 이유
알아보기
▷ 실험 결과 미세 플라스틱이 특히 위험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작아서 줍기가 어렵습니다.
▶ 양이 매우 많습니다.
▶ 크기가 작아서 바다 생물들이 섭취하여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 미세 플라스틱으로부터 바다를 지키는 방법을 알아보기
▷ 실험 결과 미세 플라스틱 조각이나 부자 조각으로부터 바다를 안전하고
깨끗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플라스틱 용품을 재활용하여 바닷가나 바닷속으로 끌려오지 않도록 합
니다.
▶ 스티로폼 부자 대신에 다른 물질을 사용합니다. 특히 저절로 시간이
지나면 자연분해되는 물질로 부자를 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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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부들이 바닷가 쓰레기를 주워오면 나라에서는 경제적인 보상을 해줍
니다.

삪G 해양 쓰레기로 피해를 본 바다사자에게 위로 편지 쓰기
- 해양 쓰레기로 고통받고 있는 바다사자에게 위로의 편지 쓰기
▷ 사진 속의 바다 사자는 어떤 상태로 보이나요?
▶ 아파 보입니다.
▶ 고통스러워 합니다.
▶ 힘들어 보입니다.
▷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그물이 목을 감고 있는데, 이를 풀지 못하자, 몸집이 커질수록 그물이
살 속으로 파고들기 때문입니다.
▷ 지금부터 그물이 목에 끼어 고통스러워하는 바다사자에게 위로의 편지
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삼 해양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 모둠별로 해양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토의하기
▷ 해양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에는 무엇이 있을
까요?
▶ 법을 강화하여 바다에 쓰레기 버리는 것을 엄벌에 처합니다.
▶ 주기적으로 선박이나 잠수부를 동원하여 해양 쓰레기를 수거합니다.
▶ 어구용품들을 생분해되는 물질들로 제작합니다.
▷ 해양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어촌의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일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창의적
설계
(30분)
해양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송

▶ 폐그물이나 어구를 바다에 버리지 말고, 반드시 수거해 옵니다.
▷ 해양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 분리수거를 철저히 합니다.
▶ 해수욕장에 놀러갔을 때 쓰레기를 버리지 않습니다.

삽삮G 해양 쓰레기 제거 도구 설계하기
- 해양 쓰레기를 쉽게 제거할 수 있는 도구를 설계하여 그림으로 나타낸다.
▷ 어떻게 하면 바다에 있는 쓰레기를 쉽게 제거할 수 있을까요?
▶ 자석에 쇠가 붙는 것처럼 정전기를 이용해서 플라스틱이 달라붙는
도구를 만든다.
▶ 스티로폼은 바다 위에 뜨니까, 그물처럼 제작하여 스티로폼 조각들을
건져 올릴 수 있는 도구를 만든다.
▷ 모둠별로 상의해서 해양 쓰레기 제거 도구를 설계하여 그림으로 나타
내어 보세요.
- 해양 쓰레기를 줄이고 깨끗한 해양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
일까?

A1 크기의
포스트 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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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해양 쓰레기를 줄이고, 깨끗한 해양 환경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해양에서 인간은 많은 자원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 바다는 많은 해양 생물들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삪G 해양 쓰레기 문제를 내용으로 가사 바꾸어 캠페인 송 만들어 발
표하기
- 모둠원들과 함께 해양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나의 다짐을 내용으로
‘고기를 잡으러’ 노래에 맞게 작사한다.
▷ ‘고기를 잡으러’ 노래에 맞게 해양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송을 작사하려
합니다. 지금 제시하는 가사와 바꿀 수 있는 내용을 알맞게 골라 캠페인
송을 만들어 보세요.

유성 매직,
‘고기를
잡으러’ 노래
mp3 파일

- 포스트잇에 가사를 옮겨 쓴다.
▷ 모둠끼리 의논하여 결정한 캠페인 송 가사를 A1 크기의 포스트 잇에
매직으로 정리하여 봅시다. 완성된 포스트잇은 교실 벽에 붙여서 다른
모둠에서 볼 수 있도록 합니다.
- 전체 앞에서 모둠별로 노래를 부르며 발표한다.

- 해양 쓰레기 중에는 병이나 쇳조각과 같이 날카로운 것들도 있다. 손을
다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조심한다.

지도상의
유의점

- 쓰레기를 주울 때는 맨 손으로 만지지 말고, 반드시 비닐장갑이나
집게를 이용한다.
- 너무 지저분한 재활용품은 흐르는 물에 세척한 후 활용한다.
- 수조에서 물건들을 건져 올릴 때에는 손을 사용하지 말고 반드시 나무
젓가락만을 이용한다.

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

해양 쓰레기 (초등 5,6학년 교사지도서).indd 15

ͤ͢

2014-03-31 오후 6:10:26

8. 교사용 수업자료
쉍G 학생용 워크북 해설

ᕀd ᩗ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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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ᮻ ⦧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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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ᅛ ⬧ ᖃᕀܻş ⧋̻ ⧗᧴ ᥓ౫ʓᮻ ᮻၛෟ ᦧᅗŃ ᯗ⦿ ⧗᧴ ᥓ౫ʓc
ᕀ┿ħᨳ ၛ⊻۷ ᩤ⨈ᨳ ⧗ݣᕿ ᦧᅗ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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ᕀd ᩗʓ

㓦⧗᧴ ᥓ౫ʓ㓧 ྗᨪᯟʯ"

G ӷऺٖ
㓯 ᬓฏ ་ࣃᯗ ᙻḴ⦿ ⧗᧴ ᥓ౫ʓ ᵴᨳᕿ cᰈ ัᮣ ᧴ᮧ ₋ḣ⦻۷ æᮣ ྗᨪᯛc"
   ྗൄ  ၺᏊ๚ᐉ  ᐯมၺᏋ  ᐁయ  D9H ཚ  ᐯมၺᏋ ᅧᐜ  వဵ ሗᄝဏ

㓯 ᥓ౫ʓෟ Ǐᖔ⦻۷ ྟḫᨳ ও ᦧ ⢿ᨳ ᳨රᄧಿ ӻ٧ᨗ ᅨ݇ ɛฏŃ ᬓฏ
་ࣃᯗ ᙻÓ⦿ ྟḫेᯗ ᇧ⧗ࡻ۷ߓ Ûฏ۷ gᮧ ᦧᅨ݇
Ạ㉥G Ɒ㫼

㘤⤼ὤ㢌G 㦹⪌

䙀⢰㏘䐥

ᐯมၺᏋ   ᐯมၺᏋ ᇁሲᆡ ᆗၘ ཚ  ᆿು  ᐯมၺᏋ
ခᑺᅧᐜ 

Ἴ㋁V㡔⫠  ჩ༔യ ጇ  ဴሎཚ  ᆦോཚ  ၊ມ൝  ኪ 
㏘䐤⦐䔰

ၺᏊ๚ᐉ ུᆴ  ၺᏊ๚ᐉ ௲  ᐁ ၺᏊ๚ᐉ ༢ၺ 

ὤG G G G 䇴

ᐁయ  ೀႃሑ  ಬ  ྗൄསሮ  ᅆ  ಾມ൝ 



㓯 ݇ᮯ ᵴ ⧗᧴ ᥓ౫ʓᨳ ⧗⦻ݜ۷ æş ⧗⦻ݜḣ ۷ æᮧ ŋ ⲍ ⱴ⢿ෟ ⧗ᅨ݇

䚨ⷴ㜄㉐G ⵐᷠ═G
ᴵ㦹G 㘤⤼ὤ☘

䔄ὤⱰG 㟨ⵌ㉔㜄㉐G
ⶸ⫤G ᴵ㦹G 䔄㍌G

ⵈ␘㜄G ⶸ⥘㫸G 䞁᷀

ⵈ㋁㜄G ⶸ⥘㫸G ㈑䞐G
㣄㤸ᶤ

OG G G ̺G G G P

OG G G ÝG G G P

OG G G ̺G G G P

OG G G ̺G G G P

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

해양 쓰레기 (초등 5,6학년 교사지도서).indd 17

ͦ͢

2014-03-31 오후 6:10:26

ᕀd⠟⊻ʓ

⧗᧴ᥓ౫ʓ۷ ᨗਇ ᩤ⨈ᮧ ၛ⋃ʯ"

G ӷऺٖ
㓯 ⧗᧴ ᥓ౫ʓc ၛ⊻۷ ⦟⧗ෟ ᦧ ⢿ᨳ ᇧර⦻ᩏ ᱤᨗ ᅨ݇
䙰䚨㢌G 㦹⪌
ⵈ␘G ㈑Ɒ㢨G 㢹⏈G 䙰䚨
㛨㉔㢨G 㢹⏈G 䙰䚨
ⵈᴴG 㨰ⷴG 䞌ᷱ㜄G
㾌⏈G 䙰䚨

㜼㐐
! ༡ോခᆕ ോዳ ᐻிಾ ሏᆩ ၘඅ ᆰോ"
! ခ ဏႄሮ Ꮢఃോ"
! ဓ༢௧ᆡ ᅴᆨᆦ ോ"
! ᄌᄕᆡ ခလᆦ ᄌሰോ"
! ሎཕ ௶ᆦ ಾྡྷሰോ"
! ௶ᆴᅴᆡ ሲᆦ ᄌሰോ"
! ၘி  ኧຘᄝ ຣᆔ ྗᅧᆦ ඹᄌോ"

㓯 ᝇ⨻ēş ၛᖛ ⥯ᜇ❔ᯗӻ ᇣ᯳ ᳓d ॔ᯗ ✜⯫ ᭧⨻⦻ï ᩏċḣ۷ ᯗᮃ۷ ྗᨪ
ᯟʯ"
  ᆵფဏ ၘிᐻ ᄌ๒ോ"
  ᄅᆦ ຯᅨ ຣോ"
  ፙ ᆵფဏ ༡ോ ခᆦ ᄝ မዟᐾ ၘ ᆰോ" 

㓯 ᖃᕀܻᮻ xᮻ ᵴᨳ ॔ᰈ⦿ ༌ᨳ ᯳เᯗ Ûಇ ᔤc ʭï ➋ᯛ ၷ݇ᔏ᯳ ᨳï
᭧ಿ⦻۷ ɣᮧ ់ ᅨ݇
  ༡ോ ᆴჽ  ღ3
  ᆦ ᄑຠಾ ფᐭു3 ᄌ๔ᆕ ུ ᄌུඹᆦ ༾ບ యᆦ ᆦ ಶᄌ 
ᄼവೃెሮඅ ௧ᆕ ༦௧ ᆰఐಾ"
 ༡ോᄝ ᆕ  ೞຐ ຢುോ໓  ೞᆡ ᄝ ᆰഴ య యᆕ ᄖჴሑ"
  ᅨຘ ᆨඹᆕ ൝ᐑᑄဏ  ௴ᐻ௧ ႍോ" ಾඅ ሮು ᄥຑ ᑄၘᅡᆿᄝ ᆕ
  ༡ൗᄝဏ ຠႃ൪ ᆗၘཚᆦ Ꮢඅᄝ ᒥდํ ேᆕ ுᇦሮ ᑋᄌ"
  ᆦ ሲඹᆦ ༡ോᄝ ඹᄌဏ ೞᅉ பᆔ ༡ോ ድఐඹᆦ ᓅඹ௧ ᄌํᅪ
ႃඹᆕ ཞ ഴ ே பფ"

ͧ͢

해양 쓰레기 (초등 5,6학년 교사지도서).indd 18

2014-03-31 오후 6:10:26

  ೞᆡ ႀᆕ ཞ௧ ು ຠᆗᆦ ೞ ფᐭോ" ჳᆒ๚ഴ  ྲྀຘၘிඅ ᄩႉᓁ
ᐻ௧  ༡ൗᄝ ം໓ ᑹ ᇜᑷ ᑺඏඅ  ᐻ௧ ᄼඅ๛ ᐾ" ༔ღᑄ  ༡ോ
ᆴჽ"
  ೫ ᇹᆔ ลᆕ ຢಾဏ  ფᐮ ኧ ಾჰᆒ໓ ᇹఐಾ"

 ʭᯗ ᕀd⦻ʓ
㓯 ⧗᧴ ᥓ౫ʓෟ ᵧᯟ ᙻ ᯫ۷ ႌჸᨳ  ⧗ݣ་ࣃᬳş ⧋̻ ᕀd⧗ᅨ݇
㨰G G G 㷨

䚨㛅G 㘤⤼ὤ⪰G 㨸㢨⏈G ⵝⷉ

ạG G G ᴴ

! ཅᆕ ᑷᐻᄥ ༡ോᄝ აๅຐ ༾ຘഴ ேᆕ ᄔགᄝ
ኧᐽോ"
! ሎᇕᆒ๚ ဓ༢ᆦಾ ᆻၘུຐ ඏᅴᐻᄥ ᑄᄅ აๅຐ
ኧຘᐽോ"
! ᄌఐຐ ခྲྀᑄഴ ᇞᐜᆒ๚ ຢභോ"

㫴㜡㇠䟀G 㨰ⴰ
㟤⫠G 㣄㐔

! ᐁయᆦಾ ᄌఐຐ ༡ോᄝ ༾ຘሮ შഴോ"
! ྲྀຘၘிຐ ኪᇔᓁ ᐽോ"
! ᑄၘᅡᆿᄝ აๅຐ ༾ຘሮ შഴോ"

㓯 ⧗᧴ ᥓ౫ʓෟ ᛠï ᱿Ó⧃ ᙻ ᯫ۷ ࠧǏ۷ ᨗਞï ฯे໗ ᳮᮧʯ" ᦧ ካ Řgᨳ
⧗᧴ ᥓ౫ʓ ᱿Ó ࠧǏෟ ᖇħ⦻ᩏ ɛฟᮟಿ ӻ┣ԗᨗ ᅨ݇
  ခ  ᙉื

㓯 ⧗᧴ ᥓ౫ʓෟ ᵧᯗʓ ᭧⦿ ӻᮻ ݇ḳᮧ כಿ ⢿⩧⧗ ᅨ݇ ་ࣃᬳेş ⧋̻
㓧Ńʓෟ ᰄᮟ㓨ᮻ כᨳ แï cᔏෟ ᱤᱫ⦻ï ၷЛᨗ ⌃⟻ᯛ ᘄᮧ ฯेᨗ ᅨ݇
௧ຐ ᆼᆒ ༡ോ๚ டెಾ ᖅ

აๅ ሎᅨ ༡ോ๚ டెಾ

௧ຐ ᆼᆒ ᆒ๚ டెಾ ᖅ

აๅ ሎᅨ ᆒ๚ டెಾ

ᆦཚᄝ බᓁ ೪ᄌሮ௧ဏ

ᖅ

སᎥᄝ බᓁ ೪ᄌሮ௧ဏ

ฤมฤม ฤมฤม ᄾോჽ"

ᖅ

ฤมฤม ಳᐻ ᆴᄨ ཞᑭ

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

해양 쓰레기 (초등 5,6학년 교사지도서).indd 19

ͨ͢

2014-03-31 오후 6:10:26

○ 참고 자료
(1) 하나의 지구, 하나의 바다, 공동체 의식이 바다를 살린다
G G 1986년 미국의 비영리 환경단체에서 일하던 린다 매러니스는
텍사스 남페드레이섬 해변을 걷다가 엄청나게 나뒹구는 쓰레기를
보고 질려버렸다. 이것을 어떻게 치울까 고민하다가 하나의
제안을 하게 된다. 사람들을 모아 함께 치우고 그러면서 교육
효과도 보게 하자는 것이다. 1986년 9월 이 해변에 2600명이
대거 몰려들었다. 해변에는 이 사람들이 몰고 온 차량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바닷가에서 물놀이나 파도타기를 즐기자고
모은 것도 아닌데, 축제를 하자고 홍보를 한 것도 아닌데,
쓰레기를 줍기 위해 먼 곳에서 차를 타고 온 사람들을 보고
주최측도 깜짝 놀랐다. 2시간 동안 5톤 트럭 25대 분량의 쓰레기를 주워냈다. 그 후로
이 행사는 미국 전역으로 퍼져 나갔으며, 25년이 지난 지금 ‘국제 연안정화’라는 이름의
전 세계적인 행사로 발돋움하게 된다.
2009년도만 봐도, 108개국에 행사 책임자가 생겼다. 참가자 2600명에서 시작한 것이
작년에 49만 8천 8백명이 되었다. 매러니스의 후임자들이 지금은 오션 컨서번시라는
이름으로 미국 워싱턴 본부에서 이 행사를 이어간다. 그들이 108개국 행사 코디네이터
(행사 조정자)에게 제공해 주는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다. 어머니 같은 지구,
그것의 대부분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바다를 공동의 책임감으로 지켜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전달한다.
이 행사에서는 쓰레기를 치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를 한다. 어떤 원인 때문에
쓰레기가 발생하는지 조사양식이 따로 있어 상세히 기록을 한다. 전 세계 100여명의
책임자들은 각 나라에서 수십, 수백 곳의 해변에 사람들을 참여시킨다. 인종, 종교, 언어,
정치적 관계, 역사적 갈등, 이해관계, 성별, 나이를 뛰어넘어 똑같은 노력을 동시에
기울이는 것이다. 유엔총회에서 결의한 ‘환경의 날’도 아니요, ‘지구의 날’처럼 나무심기나
강 깨끗이 하기 등 포괄적인 지구보호활동도 아니다. 바다쓰레기에 집중하고 치우고
조사하고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의식과 행동을 변화시켜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75년 미국 국립과학아카데미에서 연간 얼마나 되는 쓰레기가 바다로 들어가는지
아주 대략적으로 추정을 한 적이 있다. 약 640만 톤이었다. 그 후로도 신빙성 있는 자료는
거의 나오지 못하고 있다. 한편 바다에 버려지는 쓰레기의 60~80%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지난 35년간 플라스틱의 생산량은 기하급수로 늘고 있어, 바다쓰레기의 양이 천
문학적으로 늘고 있을 거라고 상상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태평양의
쓰레기 지대는 최근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이 바다로 쏟아낸 쓰레기들이 얼마나 거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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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덩어리가 되어 다시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지 새삼 되돌아보게 해주고 있다.
한 사람이 하루종일 바닷가에서 주울 수 있는 쓰레기의 양은 100리터 포대로 몇 개
되지 않는다. 하지만 버리지 않도록 알리고 바다로 들어가지 않는 방법을 서로 함께
고안해 낸다면 쓰레기를 줍는 양의 수백 배 효과를 볼 수 있다. 한 쪽에서는 바다쓰레기를
버리고 다른 한 쪽에서는 열심히 쓰레기를 치우는 방식으로는 바다가 나아질 수 없다.
바다쓰레기와 관련된 일을 계속해 오면서 많은 어업인들을 만났다. 바다쓰레기 문제는
우리나라 어업인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가장 심각한 환경 현안이다. 바다쓰레기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가장 치우기 위해 애를 쓰고 있기도 하다. 한편으로는 너무
많은 쓰레기들로 인해 좌절하고 태풍이나 바람이 쓰레기를 다른 해변으로 몰고 가기를
기다리며 외면하기도 한다. 그래서인지 많은 어업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 의욕을 잃고
이웃 어촌계나 업종이 다른 어업을 하는 사람들의 탓을 하곤 한다.
지난 해 여성으로서 최초로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엘리너 오스트롬’은 바다와 같이
공공의 재산과 자원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 관리라고 제시하였다.
정교한 조업 규칙으로 어장을 관리하는 터어키의 어촌이나 방목장을 함께 쓰는 스위스의
목장지대 등 공동체의식으로 공공의 자원을 함께 유지 관리하는 실천적인 대안을 제시한
업적으로 노벨상을 받게 된 것이다. 세계의 사례로 넘어가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에는
참 좋은 사례가 있다. 바로 제주도 해녀공동체이다. 노벨상 수상자가 제시한 대안을 보지
않더라도 우리는 전통적으로 공공의 바다를 잘 가꾸고 그 안에서 공동체 의식으로 한
식구처럼 나누고 도우며 살아왔던 좋은 뿌리를 이미 가지고 있다. 공동체에서는 내 탓,
남 탓 가릴 게 없다. 공공의 재산이 임자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소유라는 생각,
그래서 우리 모두 아끼고 보살펴야 한다는 생각들. 우리 해녀들의 공동체의식이 모든
어업인들에게 퍼져나갔으면 한다.
국제 연안정화 행사는 바다쓰레기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해 50만명의 지구촌
사람들이 공동체가 되어 참여하는 행사다. 올해 우리나라는 국제 연안정화 행사 10주년
을 맞았다. 이 행사의 한국 코디네이터로서 어업인들이 2008년부터 함께 동참해 준 데
대해 참으로 감사하다. 올해 행사부터는 수협중앙회와 함께 전국 행사를 공동으로 준비
하였다. 구룡포, 군산, 근해통발, 남해군, 서귀코, 옹진, 의창, 제주시, 제주해수어류, 진도,
통영, 포항, 한림 등 전국의 14개 단위수협에서 참가하고 그 결과를 모아주고 있다. 바다가
보여주는 아픔은 공동체 의식으로 치유해 나가야 한다. 더 많은 어업인들의 참여를 기
다린다.
<출처 : 수협중앙회 계간지 '우리바다' 겨울호 '우리바다 Eco 지킴이' 꼭지에 실린
'하나의 지구, 하나의 바다, 공동체 의식이 바다를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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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양 쓰레기란?
사람이 살면서 생긴 모든 부산물로서 바다로 들어가 못쓰게 된 것을 말합니다.
해양 쓰레기는 근본적으로 육지의 쓰레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생긴
모든 부산물이 바다로 들어가 못쓰게 되면, 그것이 곧 해양 쓰레기입니다. 육지에서 바다로
들어갔건, 바다에서 버려졌건 사람이 사용하는 모든 물건, 도구, 구조물 등이 해양
쓰레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바다 쓰레기 또는 해양 폐기물로 부르기도 합니다.
해양 쓰레기는 바다 쓰레기, 해양 폐기물 등 여러 명칭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해양 폐기물에는 축산분뇨, 하수오니 등 해양으로 배출되는 액체 상태의 물질이 포함
되지만, 해양 쓰레기라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고형의 폐기물만을 의미합니다.
해안 쓰레기, 부유 쓰레기, 해저 또는 침적 쓰레기로 분류합니다.
해양 쓰레기가 어디에 분포하고 있느냐에 따라 해변 또는 해안 쓰레기, 부유 쓰레기
(해수표면 가까이에 떠다니는 쓰레기), 해저 또는 침적 쓰레기(바다 밑바닥에 가라앉은
쓰레기) 등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출처 : 해양 쓰레기 대응센터(http://info.malic.or.kr/>

(3) 해양 쓰레기의 발생 원인
‣ 육상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들이 집중호우, 폭우, 홍수 때 하천,
육상기인

강을 통해 바다로 들어가 발생합니다.
‣ 해변에 출입하는 관광객이나 연안에 사는 주민들의 쓰레기 방치
또는 무단 투기로 인해 발생합니다.
‣ 어업, 낚시활동 관련 행위(레저용 낚시행위 포함)로부터 발생합

해상기인

니다.
‣ 여객선이나 상선 등 선박의 운항이나 해양시설에서 발생합니다.
<출처 : 해양 쓰레기 대응센터(http://info.malic.or.kr/>

(4) 장마철 폭우나 태풍 때 바닷가로 떠내려 온 초목류는 해양 쓰레기인가요?
산지에서 간벌한 목재가 바다로 떠내려 왔을 때 이것은 해양 쓰레기입니다. 나뭇
가지가 그냥 부러져 떠내려 간 경우, 이것은 자연물이기 때문에 해양 쓰레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태풍이나 폭우 때는 나뭇가지와 쓰레기가 뒤섞여 해변으로 떠내려 옵니다.
재해를 긴급히 복구해야 하는 경우, 간벌한 나뭇가지인지, 자연적으로 꺾인 것인지
구분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재해 쓰레기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출처 : 해양 쓰레기 대응센터(http://info.mal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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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양 쓰레기와 돌고래 이야기
여러분! 뱀머리돌고래를 아시나요? 뱀머리돌고래는 몸길이는 2.3m가량이며 무게는
150Kg에 달합니다. 뱀머리돌고래의 정식 명칭은 거친이빨 돌고래로 일반 돌고래와 달리
도바뱀의 머리를 닯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바로
뱀머리 돌고래입니다. 열대와 아열대, 온대 해역에 서식
하고 있고, 깊은 바다에 서식하기 때문에 관측이 쉽지
않아 생태나 습성에 관한 알려진 사실이 거의 없는
신비의 돌고래입니다.
뱀머리돌고래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흔히 찾아보기 어려운데요, 작년 8월, 제주도 해안
에서 발견된 뱀머리돌고래가 치료 중에 숨을 거두어 많은이들의 가슴을 안타깝게 만들
었습니다. 이런 뱀머리돌고래의 사인이 최근에 발표되었는데요!
국립수산과학원의 울산시 소재 고래연구소에서는 제주 앞바다에 좌초돼 치료 중
폐사한 '뱀머리돌고래'의 사인을 조사한 결과, 해양쓰레기의 섭취로 인한 원인이라는
것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뱀머리돌고래의 죽음, 어떻게 된 사실인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지난해 8월 26일 제주 김녕 앞바다에 몸길이 2.14m, 체중 71.3㎏의 어린 암컷 뱀머리
돌고래가 해안가로 떠밀려 온 것을 해양경찰과 지역주민들이 구조 활동을 벌여 바다로
돌려보냈는데요. 이후 다시 해변가로 밀려온 돌고래를 제주 소재 돌고래 사육장으로
이송해 치료를 펼쳤으나 구조 5일 만에 폐사했다고 합니다.
치료당시만 하더라도 스스로 먹이를 먹었으나, 수회에 걸쳐 구토증상을 보였다고 합
니다. 이에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에서는 숨진 뱀머리 돌고래를 인계받아 부검을
실시했는데, 위속에서 가로 80cm, 세로 50cm 가량 크기의 비닐과 약 8cm 길이의 엉킨
끈뭉치 등을 발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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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충격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는데요. 우리 인간들이 무심코 버린 해양 쓰레기가
바다 생물에게 큰 피해로 다가간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확인시켜준 사례가 아닐까 생각
됩니다. 연구소 측은 이 물질들이 위속에서 있으면서 소화기 폐색을 일으켜 만성 영양
결핍을 초래, 결국은 돌고래가 폐사한 것으로 보았는데,

돌고래의 경우 물속에서 체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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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기 위해 얇은 피부아래 두꺼운 지방층을 가지는데 영양결핍이 있는 경우 층이
매우 얇아지게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해양쓰레기로 인해 폐사된 것은 비단 뱀머리 돌고래뿐만이 아닌데요!
지난 2011년 고래연구소의 조사에서 서해안에서 죽은 채 발견된 바다거북이 역시 위
에서 비닐, 플라스틱 등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출처 : 사진-국립수산과학원/글-'바다야 사랑해' 기자단>

(6) 해양 쓰레기 줄이기 사례(미국)
미국에서는 해양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해변 입양(Adopt-A-Beach)이라는 방법을 도입
하였습니다. 이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서, 가정
부터 학교, 기업에 이르기까지 약 만여명의 참가자
들이 참여하고 있다. 해변을 청소하는 것부터 시작
하여, 이들은 쓰레기 제거 및 모니터링을 통해 해변을
건강하게 지켜내고 있다. 이들은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온라인 상에서 공유하고, 이를 대중 교육에
이용하기도 하며, 관계 당국과도 협조 체제를 구축
하기도 한다.
이들은 원하는 해변을 각자 1마일씩 입양하고, '해변지킴이'의 자격을 부여받는다.
그리고 각각의 팀은 정기적으로 해안 청소에 참가하기도 하며, 자신이 맡은 해변의
쓰레기 조사 카드를 작성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7) 해양 쓰레기 줄이기 사례(칠레)
남동 태평양의 칠레 연안과 이스터 섬(Easter Island)에서 학생들을 ‘시민 과학자
(Citizen scientist)’로 활용한 미세 플라스틱 조사를 실시했다. 39개 학교 약 1천명의 학생
들이 참가한 조사에서 나타난 1 -10 mm 사이 미세 플라스틱의 풍도는 칠레 연안 평균
27개/㎡, 이스터 섬은 800개 이상/㎡이었다. 특히, 학생들이 개수한 미세 플라스틱을
실험실에서 다시 세었을 때 두 조사 결과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미세
플라스틱 조사에도 ‘시민과학’을 활용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학생들도 이 프로그램에
대하여 아주 만족스러웠다는 평가를 했는데 현장 조사가 가장 재미있는 활동이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이런 과학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고 했다.
<출처 : 제125회 세미나-시민과학을 통한 남동 태평양(칠레) 해안의 소형 플라스틱
분포와 풍도 조사 (동아시아 바다공동체 오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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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해양 쓰레기 줄이기 사례(우리 나라)
우리나라의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http://cafe.naver.com/osean/)은 2009년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국토해양부 등록)입니다. 오션은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사와
연구, 교육 홍보, 정책 개발, 국제 협력 등을 위해 설립된 시민단체입니다. 해양환경 중
에서도 특히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션은 환경 보호를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임인 동시에, 환경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전문성과 과학성을 지향하는 ‘학습공동체’입니다. 정부와 연구기관, 지방
자치단체, 어민과 기업 등 해양환경과 연관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는 물론,
우리나라, 동아시아 그리고 지구촌의 모든 시민들과 함께 해양쓰레기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출처 :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소개 (동아시아 바다공동체 오션)>

(9) 해양 쓰레기가 미치는 영향

선박사고의 10분의 1은 해양 쓰레기 때문입니다.
바다에 버려진 밧줄, 어망이 선박의 추진기에 감기거나, 비닐
봉지가 냉각수 파이프에 빨려들어가면 엔진에 부하가 걸려
운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제거해야만 합니다. 우리 나라
선박 사고 원인 중 10분의 1은 해양 쓰레기가 원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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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생산성을 떨어뜨립니다.
어망에 어획물만이 아니라 쓰레기까지 걸려 올라오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일일이 골라내어야 하기 때문에 조업이 늦어
지거나 어망이 망가져 다시 구입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잡은 것을 가공할 때 작은 쓰레기 조각 하나라도 들어가지
않게 하려면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합니다. 해양 쓰레기 때문에
어획량 자체가 줄어들기도 합니다.
바다 생물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바다 동물의 목, 다리, 부리, 날개 등에 낚싯줄, 밧줄, 그물,
풍선줄 등이 걸리면 적을 피하기도, 먹잇감을 잡을 수도 없어
생존에 큰 지장을 받습니다. 버려진 어망이나 통발에 의도
하지 않았던 생물이 걸려 죽는 유령어업(Ghost fishing) 문제도
심각합니다. 매년 바다새가 100만 마리, 고래나 바다표범, 바
다소 등 보호해야 할 해양 포유 동물이 10만 마리나 해양
쓰레기에 걸려 죽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UNEP)
비닐봉지, 플라스틱조각, 스티로폼 등은 바다 생물의 위장에
쌓여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생물들이 먹을 것을 먹지 않아
서서히 죽어가게 만들기도 합니다.
생물 서식지를 파괴합니다.
쓰레기가 해안이나 얕은 바다 밑에 너무 집중적으로 쌓여
생물의 서식지를 아예 덮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물에
덮여버린 산호초는 더 이상 알과 치어를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항포구 주변 바다 밑에 무더기로 가라앉은 해양 쓰레기로
인해 바다 밑바닥이 썩고 더 이상 생물이 살 수 없게 됩니다.
국가간 갈등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바다로 들어간 쓰레기 중 가벼워서 잘 뜨는 쓰레기는 바람과
해류를 따라 국경을 넘어 이동하곤 합니다. 중국의 쓰레기가
우리나라로, 우리나라의 쓰레기는 일본의 북서해안으로,
일본의 쓰레기는 태평양의 제도, 호주와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떠밀려 온 쓰레기로 인한 피해
지역 민원이 국가간 외교 현안으로 떠오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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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자원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자주 청소를 하더라도 끝없이 바다로 밀려드는 쓰레기와,
관광객들이 부주의하게 버리고 가는 쓰레기 때문에 바닷가
관광지의 경관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훌륭한 관광자원이
있더라도, 깨끗한 바다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자원의
가치와 질이 떨어집니다.
수거․처리에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일단 바다로 들어간 쓰레기를 수거하고 처리하려면 육지에서
보다 몇 배의 돈이 들어갑니다. 잠수부를 고용하거나 중장비를
이용해서 수거해야 하고, 처리에 앞서 쓰레기에 달라붙은
담치나 굴, 따개비 등을 제거하고 짠 바닷물, 뻘 등도 씻어
내어야 합니다. 때문에 재활용이나 소각, 매립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출처 : 해양 쓰레기 대응센터(http://info.malic.or.kr/>

(10) 해양 쓰레기에 관한 국제법
선박으로부터의 해양 오염 방지 조약으로, 정식명칭은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1973, as Modified by the Protocol of 1978
Relating thereto'입니다.
1973년 10월 8일부터 11월 2일까지 런던에서 개최된 해양 오염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선박으로부터 배출될 수 있는 각종 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하기 위하여 채택되었습니다.
그 후 1978년 2월 17일 수정되어, 현재는 MARPOL73/78로 부릅니다.
<출처 : 해양 쓰레기 대응센터(http://info.malic.or.kr/>

(11) 해양 쓰레기 처리비용

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

해양 쓰레기 (초등 5,6학년 교사지도서).indd 27

ͣͦ

2014-03-31 오후 6:10:28

이처럼 일단 바다로 들어간 쓰레기는 수거하고 처리하는데 육지에서보다 5배 이상의
돈이 들어갑니다. 잠수부를 고용하거나 중장비를 이용해서 수거해야 하고, 처리에 앞서
쓰레기에 달라붙은 담치나 굴, 따개비 등을 제거하고 짠 바닷물, 뻘 등도 씻어내어야
합니다. 때문에 재활용이나 소각, 매립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육지에서 쓰레기 1톤을
처리하는데 27만원 정도가 드는데, 바다에 들어가버리면 2백만원 이상까지 처리비가
올라갑니다. 이 비용은 정부에서 세금으로 대고 있으니 결국 국민 모두가 부담하는 셈
입니다.
<출처 : 해양 쓰레기 대응센터(http://info.malic.or.kr/>

(12) 해양 환경 협력
1992년 리우에서 세계환경정상회의가
처음으로 개최된 이후 국제사회는 해양
환경의 보호와 보전에도 높은 관심을
보이게 되었다. 더구나 해상충돌 및
해난사고로 인한 기름의 대량 유출로
인한 해양의 오염문제 등에서는 어떤 특정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여러 국가들간의 협력이 절실하게 요구되기도 한다. 또한 해양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력을 위해서는 특정 해역 전체를 구성하는 광역해양생태계의 보전을 위한 총체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광역해양생태계는 대륙 인근의 큰 연안해역으로 경계가 불분명한 생태계의 속성상
행정규역 및 국경, 심지어 해양경계선과 맞아 떨어지지 않으므로 광역해양생태계를 구성
하는 국가들간의 협력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생태학적, 사회학적,
인류학적 관점을 망라한 차원에서 통합 관리되어야 한다. 현재 세계에는 64개의 광역
해양생태계가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가 접하고 있는 서해 역시 관련국들의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광역해양생태계 중의 하나에 속한다.
한반도 주변 수역의 해양환경보존과 관련한 국제협력체제로는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
(NOWPAP), 황해광역해양생태계(YSLME) 보전사업과 동아시아해역 환경관리 협력기구
(PEMSEA) 등이 있다.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은 UN환경계획이 추진하고 있는 전 세계 18개 지역해 프로
그램 중 하나로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 중국 및 러시아 등 4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면서 해양 및 연안환경의 합리적 이용, 개발 및
관리를 통해 궁극적으로 지역민의 장기적 이익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북서태평양의 해양환경과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4개국 공동 협력사업을 추진하면서
각국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의미있는 성과를 도출해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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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광역해양생태계보전사업은 한국과 중국 양국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황해해양
생태계에 대한 공동 승선조사를 실시하여 종합 진단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이라 할 수 있는 전략적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동계획에 따라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동아시아해역 환경관리 협력기구는 UN개발계획의 지역프로그램 중 하나로 동아시아
해역 국가간 해양생태계 보호, 연안 및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도모 등 동아시아
해역 지속가능 발전전력을 이행하기 위해 협력을 증진할 목적으로 1994년 설립된 것으로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북한 및 일본, 중국 등 총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의 동아시아해역은 서해를 포함하여 남중국해, 동중국해, 인도네시아해, 술루
셀레베스해 등 모두 5개 해역을 포괄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선박, 항공기 또는 해양시설로부터의 폐기물의 해양투기 및 폐기물의
해상소각의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런던해양투기방지협약(1972)에 1993년 가입하였으며,
당해 협약의 의정서인 런던의정서(1996)에는 2009년에 가입하여 2012년부터는 가축분료,
음식물 폐수, 하수 슬러지 등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할 것을 국제적으로 약속한
바 있다.
<출처 : 바다이야기 중학생용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3) 해양오염이란?
대기오염과 같이 환경파괴의 주요 원인이 된다. 대기오염이 호흡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인체에 피해를 주는 것과는 달리 해양오염은 여러 형태의 간접적 피해로서 결과가 나타
난다. 그 피해는 배출되는 물질의 종류와 양, 배출되는 해역의 특성에 따라서 다르지만
주된 피해형태로는 해양생물과 서식환경을 직접적으로 파괴하는 경우와, 오염생물을
사람이 섭취함으로써 피해를 입는 경우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연안에서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여 떠오르는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독물질에 의한 어패류의 사멸과 그 밖에 기름·구리화합물 등의 독성이 생물의 성장력·
생식력을 완만하게 감퇴시키는 작용 등이다. 이러한 피해는 도시폐수와 공장폐수 등의
해양유입 때문에 일어나는데, 유독물질에 의한 피해 외에도 대량의 유기물질이 해수
중의 용존산소를 고갈시킴으로써 생물을 질식사시키며, 과다한 인·질소 성분이 해수를
부영양화시킴으로써 플랑크톤을 이상 번식시켜 다른 종류의 생물이 피해를 입는 적조
현상을 일으키기도 한다.
오염물질이 해양생물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중요한 것은, 한 종 또는 몇 가지
종의 사멸에만 멈추지 않고, 그 외의 많은 종의 생존을 위협하며, 나아가 그 해역의
생태계를 바꾼다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 사람이 입는 피해는 먹이연쇄를 통한 유해물질의
인체축적이다. 예를 들면 유기수은은 플랑크톤·어패류를 통하여 인체에 축적된 후 미나
마타병을 일으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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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은 바닷물 속의 금속물질 등을 농축하는데, 플랑크톤의 경우 구리의 농축계수(생체
1g 속에 포함된 구리의 중량을 바닷물 1g 속에 포함된 구리의 중량으로 나눈 수치)는
9만 배에 달한다. 이렇게 농축된 유해물질을 사람이 섭취하므로 병에 걸리게 마련이다.
이 외에도 세균·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 감염과 폐유의 인체부착 등이 있다. 주요 유해
물질은 DDT·BHC 등을 함유하는 농경지배수, 수은·카드뮴·납·방사성물질·PCB 등이 있다.
주요 오염물질로서 기름과 유기물질이 있으며, 높은 수온의 냉각폐수는 해양의 환경변화를
초래한다.
해양오염에서 일찍이 문제가 된 것은 기름에 의한 오염이다. 그 방지대책이 정부간
해사협의기구(IMCO)에서 검토되어, 1954년 '기름에 의한 해수오탁방지를 위한 국제조약'
이라는 것이 제정, 1969년 개정되었다. 한국에서는 1978년 말 '해양오염방지법'이 제정
되어 전반적인 해양환경 보전과 선박 및 해양시설로부터의 기름배출·기타 폐기물 배출도
규제하고 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 해양오염(두산백과)>

○ 해양 쓰레기 관련 기사
(1) 해양환경관리공단, 10톤급 청항선 1척 추가 투입
목포항내 해양 부유 쓰레기 제거작업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목포항만청은 10일 해양 부유쓰레기 신속처리를 위해 7월부터 해양환경관리공단의
10톤급 청항선 1척(환경7호)을 목포항에 추가로 투입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69톤급 청항선 1척(청해호)이 부유쓰레기 제거 작업을 실시, 작업속도가
더뎌 항행선박의 추진기에 감겨 고장사고를 일으키는 등 여름철 항행하는 선박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끼쳐 도서 이용객들과 선사들이 큰 불편을 겪어 왔다.
여름철 목포항내 부유 해양쓰레기 대부분은 장마나 태풍 때 영산강 상류지역의 쓰레기가
강 하류로 내려와 영산강 배수갑문을 열면 항내로 곧장 흘러드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목포항만청은 영산강 상류지역 환경을 담당하는 영산강유역환경관리청과
전남도 등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 목포항내로 유입되는 부유쓰레기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부유쓰레기 발생량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김영대 해양환경과장은 “목포항의 부유쓰레기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발생량을 줄임으
로써 깨끗한 목포항, 안전한 목포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매년 6월부터 8월까지 목포항내 부유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2009년 61.2톤, 2010년
52.0톤, 2011년 33.3톤, 2012년 41.6톤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출처 : 아시아 경제신문(2013.07.10)/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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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천 연안 해양쓰레기 둥둥… 여객선 뱃길 안전 ‘골칫거리’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두고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해양쓰레기가 인천 도서지역을 오가는 여객선의
안전운항<본보 인터넷뉴스 7월 23일자 사회면 보도>을
위협하고 있다.
24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 등에 따르면 여객선 항로가
지나는 해역에 폐그물이나 밧줄 등과 같은 해양
쓰레기가 선박 스크루에 끼어 운항에 지장을 초래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백령항로에 2천 71t급 대형 여객선인 하모니플라워호가 취항하면서 이
같은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일반 소형 여객선과 달리 바닥 면적이 훨씬 큰 대형 여객선은 바닷속에 떠다니는 각종
해양폐기물이 스크루에 걸리며 엔진 손상까지 초래해 자칫 해상에서 표류하는 사태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 23일 오후 2시께 승객 190여 명을 태우고 백령도 용기포신항을 떠나 인천
연안여객터미널로 향하던 하모니플라워호 스크루 4개 중 2개에 바닷속에 떠다니던
밧줄이 끼면서 멈춰 서 출발지인 백령도로 긴급 회항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여객선은 앞서 21일 오후에도 백령도로 향하던 중 스크루에 이물질이 끼어 긴급
보수 작업을 위해 바다에서 멈춰 서기도 했다.
이 같은 해양쓰레기로 인한 문제가 올 들어서만 벌써 5차례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정상적인 여객선 운항의 위협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관계 당국은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실정이다.
옹진군은 바다에서 밀려오는 쓰레기의 경우 어민들과 함께 즉시 수거 작업에 나서
지난해는 5t의 해양쓰레기를 처리했다. 하지만 이번처럼 자칫 대형 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바다 한가운데 떠다니는 쓰레기 처리는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인천항만청 관계자는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두고 해양쓰레기 제거를 위해 지자체 등
관계 당국과 수차례 회의를 거듭하고 있으나 근절하기 쉽지 않은 문제”라며 “중국
어선에 의한 폐기물도 있겠지만 우리 어민들에 의한 해양쓰레기 투기도 빈번한 만큼
어민들의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옹진군 관계자는 “덕적도 등 연안해안과 달리 연평이나 백령도의 경우
쓰레기 처리에 많은 비용이 소요돼 쉽게 나서지 못하고 있다”며 “인근 어민들과의
협조를 통해 해양쓰레기 제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기호일보(2013.07.24)/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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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한국잠수협회 보령시지부, 다보도에서 자연정화활동 실시
사단법인 한국잠수협회 보령시지부(지부장 이문호)에서는 지난 12일 대천해수욕장 인근
다보도에서 자연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한국잠수협회 보령시지부 회원 30여명은 다보도 주변에 있는 부유쓰레기와 함께
수중에 있는 해양쓰레기를 수거했다.
다보도는 대천해수욕장에서 4km 떨어진 조그만 섬으로 하얀 자갈이 깔린 해변과 기암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어 여름이면 대천해수욕장에서 관광객들이 유람선을 이용해 찾고
있는 곳이다.
이문호 지부장은 “보령의 아름다운 보물섬인 다보도를 더욱 깨끗하게 관리해야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회원들과 함께 대천해수욕장과 다보도 인근에 있는 해양쓰레기 제거에
힘써 아름다운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아주경제(2013.05.13)/허희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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