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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기 전에

누구를 위한 안내서인가요?

이 안내서는 쓰레기와 폐기물 관리, 더 넓게는 지속가능발전교육에 학습

자와 지역사회를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중학교 교사, 학교 

관리자, 교직원, 무형식 교육자 등을 대상으로 제작됐습니다. 이 안내서의 

내용과 활동은 연령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

2015년에  모든  유엔  회원국이  채택한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는 현재와 미래의 인류뿐만 아

니라 지구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공동의 청사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은 우리가 현재와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고, 기후 

위기와 싸우며, 세상을 변화시키고, SDGs를 달성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

합니다. ESD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배울 것인지 다시 생

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SD는 또한 사람들이 세계 문제에 대해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내리고 행동할 수 있도록 지식, 기술, 가치, 태도를 개발하

는 평생학습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이 안내서가 소개하고 있는 행동 중심 활동들은 ▲인지적 영역 ▲사회·정

서적 영역 ▲행동적 영역의 세 가지 학습 영역을 기르는 한편, 체

계적 사고와 예측 역량, 협력, 비판적 사고, 통합적 

문제 해결능력 등과 같은 SDGs와 관련된 

여러 분야에서의 역량을 키우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유네스코 ‘쓰레기 줄이기 비법’ 캠페인
(UNESCO Trash Hack Campaign)

유네스코의 ‘쓰레기 줄이기 비법’ 캠페인은 청소년들이 지속가능한 발전

을 위해 우리 주변의 다양한 폐기물에 대해 행동을 취하고,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배운 내용을 나누도록 장려하는 활동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

용은 www.trashhack.org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학교 네트워크
(UNESCO Associated Schools Network, ASPnet)

1953년에 설립된 ASPnet은 유네스코의 가치와 목표를 학교 차원에서 실

천으로 옮기기 위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내용과 교수법을 개발하고 실

험함으로써 ‘아이디어 실험실’로서의 유네스코의 역할에 기여하고 있습니

다. 또한 ASPnet은 선도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활동으로 옮겨 교육시

스템과 정책 변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네트워크에는 180여 

개국에서 11,500개가 넘는 모든 수준의 교육기관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

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aspnet.unesco.org/en-us에서 확인하

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말

이 안내서는 파리 유네스코본부 교육부문의 평화·지속가능발전국 내에 있

는 지속가능발전교육과 및 유네스코학교 네트워크팀이 개발했습니다. 유

네스코는 Katja Anger-Delimi, Erik Eschweiler, Lily King(유네스코)과 공

동 집필을 한 워싱턴 D.C. 하워드 대학교의 헬렌 본드(Helen Bond)께 감

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귀한 도움과 조언을 해 주

신 유네스코의 모든 동료들과 유네스코학교 네

트워크의 회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

립니다. 디자인과 레이아웃을 담

당한 Jordan Pill에게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안내

서는 일본 정부의 지원

에 힘입어 제작됐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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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인지적 학습 영역: 

지속가능성 달성을 위한 

도전과제 간의 복잡한 상호 

연계성을 이해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대안적 해결책 탐구

사회·정서적 학습 영역: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가치와 태도를 형성하고, 

타인과 지구에 대한 공감과 

연민을 함양하며, 

변화를 주도할 동기 부여

행동적 학습 영역:

개인적·사회적·정치적 

영역에서 지속가능한 변화를 

위한 실질적인 행동 이행

출처: UNESCO, 2020, 지속가능
발전교육 2030 로드맵, p. 17.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247444?utm_sq=gj34xbfn94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247444?utm_sq=gj34xbfn94
http://www.trashhack.org
https://aspnet.unesco.org/e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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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쓰레기 줄이기 비법’을 해야 할까요?

현재 77억 명인 세계 인구는 앞으로30년 동안 20억 명이 늘어나2050년에는 97억 명에 달할 것으로 보

입니다. 이에 전 세계에서 매년 발생하는 고형 폐기물(쓰레기; trash)도 현재 20억 1,000만 톤에서 2050

년 무렵에는 34억 톤까지 증가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과 같은 방식의 생활을 이어간다면, 우리가 사용

할 천연자원을 공급하기 위해 행성 3개가 추가로 필요할 것입니다. 

쓰레기는 우리의 바다와 거리를 뒤덮으면서 엄청난 면적의 지표면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낭비와 과소비

는 기후 위기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다른 많은 지속가능발전 문제와도 연결돼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사회 전체로도, 우리는 더 지속가능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는 환경적으로 온전하고 경

제적으로 생존가능하며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기 위해 합리적인 결정과 책임 있는 행동을 하고, 또한 정

부와 기업 및 NGO의 변화를 촉구함으로써 가능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은 현재와 미래의 우리 삶뿐

만 아니라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쓰레기 줄이기 비법’이란 무엇인가요?

전 세계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정작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대

신 우리 집과 학교, 지역사회에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비법(hacks)’이나 변화를 만들어 낼 방법이 있

다면, 우리는 이를 통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나아가 세

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은 결국 전 세계와 연결돼 있으니까요!

쓰레기를 보면 우리 생활이 보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은 채 매일 쓰레기를 

버립니다. 우리가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쓰레기를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눈에 보

이지 않으면 생각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눈앞에서 치워졌더라도 쓰레기는 흔적을 남깁니다. 동물과 인간의 건강과 웰빙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쓰레기 때문에 토양과 물 오염, 대기 오염, 기후 변화, 생태계 파괴, 생물다양성의 손실도 

발생합니다. 결국 이 모든 흔적은 생산자이자 소비자, 인간으로서 우리가 내리는 선택의 결과가 되어 고

스란히 우리에게 되돌아옵니다.

우리가 디자인하고 생산하고 구입하고 재활용하거나 버리는 모든 화장품과 청바지, 운동화에는 저마다

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컨대 청바지 한 벌을 만드는 데 무려 7,500 리터의 물이 필요합니다! 이는 한 

사람이 거의 일 년 동안 마실 수 있는 양입니다.

쓰레기 문제 해결을 생각해 보는 것은 결국 개인이자 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질문해 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생태계와 사회문화적 관행의 상호의존성과 기능에 대해 성찰하

고, 인간과 동식물의 건강과 웰빙을 위한 선택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개인적인 차원에서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모두가 함께 제도적인 차원에서 

변화를 만들어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부와 규제 기관 및 기업들 모두가 변해야 하고, 합리적인 시민

이자 소비자로서 우리는 이 집단들이 행동에 나서도록 영향을 주어야 합니다. 

전환적 학습(transformative learning)으로부터 사회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 안내서는 교사가 학생들과 함께 쓰레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재활용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좀 

더 책임 있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되는 방법에 대한 실천 학습(action learning)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용적

인 아이디어와 활동을 제공합니다. 재미있고 흥미로운 수업에 참여하면서 청소년들은 쓰레기를 단순히 버

리는 물건으로 보는 대신,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는 사실을 알

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유네스코 및 전 세계 학교들과 더불어 여러분의 교실과 가정, 지역사회, 궁극적으

로 전 세계의 쓰레기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될 쓰레기 줄이기 비법 캠페인에 동참해 보세요.

이제 쓰레기 이야기를 
해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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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누적

플라스틱 생산량
단
위
: 
10
억
 톤

1950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15

1

2

3

4

5

6

7

음
식
물
 쓰
레
기

Plastics

플
라
스
틱

44% 17% 12% 5% 4%

우리의 
습관을 고쳐줄 

쓰레기
팩트체크

매년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고형 폐기물

이 플라스틱 중 3%는 잘못된 폐기물 관리로 인해
해양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우리가 매년 버리거나 
낭비하는 음식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된 물의 
총량은 
250 KM3 입니다

플라스틱은 썩지 않고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된 채 
지구 구석구석으로 퍼져 
토양과 물고기, 공기 속에 
스며듭니다

나머지 18%는 목재, 
고무 및 기타 종류의 
쓰레기를 포함합니다

자연 분해
폐기물

종이 및
판지

플라스틱 유리 금속

이는 러시아 볼가 강의 
연간 유량 또는 스위스 제네바 
호수의 3배에 해당하는 
양과 같습니다 

20억 
1,000만 톤

매년 전 세계에서
3,800억 톤의 플라스틱이 
생산됩니다

이 수치는 대왕고래 1,350만 마리의 
무게와 같습니다

이 모든 쓰레기를 
트럭에 실어 한 줄로 세운다면, 
지구를 24바퀴나 돌 수 있습니다

폭증하는 플라스틱

플라스틱은 어디로 가나요?

우리가 구입하는 물건의 99%는 

6개월 이내에 쓰레기로 버려집니다

24
바퀴

250 
CUBIC 
KILOMETRES

알고 있었나요? 

알고 있었나요? 

마스크
1,290억 장

모두가 하루 한 장의 
일회용 마스크를 쓴다면,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에서 
매달 쓰고 버려지는 마스크는

1,290억 장에 달합니다

재활용
9% 12%

소각
79%
매립우리는 매년 

에펠탑 4,500개 
분량의 전자 폐기물을 
발생시킵니다.

이 중 20%만이 재활용되고, 
대부분은 아프리카와 아시아로 
보내집니다. 
이런 ‘전자 폐기물’은 독성이 
매우 강할 수 있습니다 

99% 6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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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감을 주는 사례들

쓰레기 문제 해결에 발벗고 나선 청소년들

전 세계 많은 청소년들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기후 변화에 맞서며, 다른 사

람들이 환경 보호에 참여하도록 촉구하는 행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멜라티와 이사벨 — 인도네시아

20세의 멜라티는 인도네시아의 기후 운동가로, 12살 때 여동생 이사벨과 함

께 ‘바이 바이 플라스틱 백(Bye Bye Plastic Bags)’이라는 단체를 설립했습니

다. 두 자매는 발리 섬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퇴출 캠페인을 펼쳤고, 전 세계에

서 50개가 넘는 팀과 더불어 글로벌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더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바이 바이 플라스틱 백’을 시작했어요. 플라

스틱에 대해 뭔가 해야만 했거든요. 나이가 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행동을 

시작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비록 사업 계획이나 전략도 없었지만 우리 섬

을 보호해야겠다는 비전과 열정만은 있었어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시작

한 거예요.”

소규모 캠페인으로 시작된 멜라티의 노력은 유스토피아(youthtopia)를 만들

고자 하는 글로벌 운동으로 발전했고, 어느새 멜라티는 자신의 삶도 변했음을 

알았습니다.

“바이 바이 플라스틱 백과의 여정을 통해 제 자신에 대해, 그리고 제가 살

고 싶은 삶과 만들고자 하는 영향력에 대해 알게 됐어요. 이 기회는 저에

게 모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덕분에 저는 정말 신이 나

고, 하루하루를 최고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도전하고 싶어졌어요.”

에이미와 엘라 — 영국

에이미와 엘라 자매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공부하며 영감을 받

아 자신들의 몫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때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열망도 시

작됐습니다. 자매는 해양 생태계, 기후 행동, 지속가능한 소비라는 세 가지 

목표를 선택했습니다. 이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데 공통적으로 장애가 되

는 것이 플라스틱 오염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따라서 현장 활동을 시작하

기로 했습니다. 2016년에 이들은 ‘플라스틱에 반대하는 어린이 모임(Kids 

Against Plastic)’을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모임을 통해 자

매는 청소년들이 행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자원을 공유하고, 전 세계의 정부

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기

업, 개인, 학교 및 카페와 협력해 ‘빅4(Big 4)’라 이름붙인 주요 일회용 플라스

틱의 사용을 줄이고, 재사용이 가능한 물품을 사용하도록 하며, 쓰레기 기록 

앱을 통해 대중 및 사회과학적 접근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브라힘 — 아랍에미리트

아랍 지역의 채식주의 홍보대사인 이브라힘은 유튜브와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쓰레기를 줄이면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생활을 하기 위한 실용적인 

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레아 — 우간다

레아는 우간다에서 열리는 ‘미래를 위한 금요일(Friday for Futures)’의 리더

입니다. 그녀는 비닐봉지 사용을 중단하고, 나무 심기 캠페인을 벌이며, 트위

터 계정을 통해 목소리를 높이고, 정치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우간다의 쓰

레기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전 세계 청소년과 녹색 시민들에게 

영감을 주는 사례를 더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https://www.trashhack.org/news

https://www.unescogreencitizens.org

‘플라스틱에 반대하는 어린이 
모임’이 말하는 ‘빅 4’ 일회용 
플라스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음료용 빨대

• 테이크아웃 컵 

• 플라스틱 물병 

• 플라스틱 쇼핑백

http://www.byebyeplasticbags.org/
https://youthtopia.world/
https://www.unescogreencitizens.org/projects/kids-against-plastic/
https://www.unescogreencitizens.org/projects/kids-against-plastic/
https://www.youtube.com/watch?v=z81l448llG8&feature=emb_logo
https://fridaysforfuture.org/
https://twitter.com/NamugerwaLeah/status/1181231448692539398?ref_src=twsrc%5Etfw%7Ctwcamp%5Etweetembed%7Ctwterm%5E1181231448692539398%7Ctwgr%5E%7Ctwcon%5Es1_&ref_url=https%3A%2F%2Fwww.trashhack.org%2Fwho-s-talking-trash%2F
https://twitter.com/NamugerwaLeah/status/1181231448692539398?ref_src=twsrc%5Etfw%7Ctwcamp%5Etweetembed%7Ctwterm%5E1181231448692539398%7Ctwgr%5E%7Ctwcon%5Es1_&ref_url=https%3A%2F%2Fwww.trashhack.org%2Fwho-s-talking-trash%2F
https://www.trashhack.org/news
https://www.unescogreencitizen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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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
현재의 상황을 살펴보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내 

입장에서 파악한 후 설명해 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어떤 일

이 일어났으며 현 상황은 어떠한지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도록 

도와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의 행동, 성찰, 기념 단계 이전이

나 혹은 도중에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행동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해 배우고, 배운 대로 살고 싶습니다. 행동

을 통해 우리는 주변 환경을 탐색하고 경험할 수 있으며, 관찰과 

성찰을 통해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생각을 구체화하고, 새로 만들고, 문제를 해

결하고, 모험하고, 실패로부터 배우면서 자신의 학습을 주도합

니다. 이 안내서는 행동을 위한 출발점을 단계별로 제공하고 있

습니다. 그 내용을 각자 살고 있는 지역 상황에 맞게 조정하거나 

자신만의 프로젝트와 수업을 설계해 한 발 더 나아갈 수도 있습

니다.

자축
이루고 배운 바를 스스로 축하함으로써 학습자는 프로젝트를 진행

하는 중이나 그 이후에 떠오른 자신의 아이디어와 그간의 노력, 좋았

던 점 등을 성찰하고 표현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자

는 자축을 하며 자신의 성취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배운 것을 공

유하며, 자신의 아이디어가 어떤 영향과 효과를 미칠 수 있는지 살펴

볼 수 있습니다. 이 안내서는 각 활동을 자축하는 예를 보여주지만, 

이러한 기념의 순간들은 학생들이 활동을 하거나, 글을 쓰거나, 행동

한 결과에 따라 자연스럽게 생겨날 것입니다. 자축 행사에는 작은 전

시회, 학생들의 감정이나 학습 내용 공유, 관련 인사의 초청 강연, 비

디오 촬영, 노래나 사진 모음집 만들기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

저 학생들의 열정이 이끄는 대로 따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축 

행사는 무엇보다도 모든 학습자들에게 기쁜 순간이어야 하니까요.

성찰
성찰의 시간을 따로 갖는 것은 개인적·집단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또한 다양한 관점과 대안적 설명들을 고려하고 분

석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 안내서는 각각의 활동을 하

기 이전, 중간, 이후에 연속해서 이어지는 성찰의 시간에 제기할 

만한 질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업 토론, 찬반 토론, 역

할극, 브레인스토밍, 마인드맵 작성, 위치선, 도표 등을 사용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환적 학습을 위한 
실천 중심의 접근

‘쓰레기 줄이기 
비법’ 체크리스트: 
행동 계획 수립

이 안내서에 제시된 배경 정보와 인포그래픽을 통해 정보를 

얻으세요. 

이 안내서에서 제안한 활동과 더불어, trashhack.org/school 

사이트를 방문해 영감을 얻어 보세요. 그리고 이 활동들을 지역별 

상황과 학생들의 나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등에 맞춰 적절히 

적용하세요. 학교에서 ‘쓰레기 줄이기 비법’을 실행할 수 있는 

여러분만의 활동과 프로젝트를 만들도록 노력해 보세요. 

학생, 동료, 교직원, 학부모, 지역 정치인, 지역 언론, NGO, 협회 

등 누구를 프로젝트에 참여시키고 싶은지 생각해 보세요.

‘쓰레기 줄이기 비법’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세요! 

모든 ‘쓰레기 줄이기 비법’ 활동들은 행동에 기반한 학생 중심의 접근방식인 전환적 

학습(transformative learning)을 따르고 있습니다. 행동뿐만 아니라 관찰과 성찰 역시 

학습 과정 전반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 효과를 이해하고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이룬 성과를 

기념하고, 친구와 동료, 부모 및 지역사회를 초대하여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http://www.trashhack.org/schools


‘쓰레기 줄이기 
비법’ 활동

쓰레기 줄이기 비법: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지금 우리는 지구가 재생할 수 있는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의 자원

을 매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의 자원을 어떻게 소비하고 있는지, 이러한 인간의 

행동이 지구의 다른 생명체의 권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를 시급히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지구 한편의 많은 사람들은 

지나친 소비를 하고 있는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는 사람들이 기

본적인 욕구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 활동으로 인한 

자원 고갈과 지구의 기후 변화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모

든 생명체의 생존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자연은 낭비하는 법이 없습니다. 떨어지는 나뭇잎은 토양을 비

옥하게 만들고, 썩어가는 동물의 몸도 다른 생물과 토양에 양분

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자연에 대한 지배를 성장의 필수 

요소와 진보의 증거로 여기면서 자연의 순환을 방해해 왔습니

다.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의 핵심은 이러한 전제를 재평가하

고, 지구상 모든 생명을 위해 우리 자신을 지구의 자연 순환 속

에 다시 자리매김할 것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와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변화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변

화입니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80%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

생하기 때문에 산업계는 공급 사슬을 다시 설계하고, 에너지와 

물과 기타 천연자원을 덜 사용하며, 오염을 줄여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보금자리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

를 형성해야 하고, 정부와 기관, 기업, 산업계가 이를 최우선 순

위에 둘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계 시민이자 소비자로서 이러한 합의와 체계적인 변화

를 만드는 데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

을 생각하는 정치인과 정당에 투표하고, 청원을 시작하거나 다

른 청원에 서명하고, 캠페인을 지원하며, 시위에 참여하는 등의 

정치적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소비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고, 사람, 동물 또는 환경에 해를 끼치는 제

품을 피하며,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사는 것을 중

요하게 여김으로써 소비자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개별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의미와 목적을 수립하

고, 보다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데 중

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한 더 자세한 배경 지식을 다음 자료에서 찾아 보세요: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key factors and figures on goal 12

YouthXchange: towards sustainable lifestyles; training kit on 
responsible consumption

YouthXchange training kit on responsible consumption for Africa

What is the circular economy?

다음 활동들은 개인과 집단의 

생활 방식이 우리가 공유하는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함께 행동하며, 보다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태도와 행동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출발점을 제시합니다.

쓰레기를 줄이는 ‘꿀팁’ 7

https://www.un.org/sustainabledevelopment/sustainable-consumption-production/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124085?posInSet=2&queryId=ed1fd7f5-7500-47f7-acfb-bb665c8846a4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124085?posInSet=2&queryId=ed1fd7f5-7500-47f7-acfb-bb665c8846a4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247011?posInSet=11&queryId=36aaf3d6-d16b-4073-9073-fe5b786918fb 
https://www.ellenmacarthurfoundation.org/circular-economy/what-is-the-circular-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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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의 6R
지속가능성의 ‘6R’은 일상 생활에서 다양한 선택을 통해 소비와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Rethink (다시 생각하기)
자연 세계와 그 자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리는 너무 많은 제품을 

만들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하는 선택이 변화를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Refuse (거절하기)
사람, 동물 또는 환경을 해치는 제품이나 기업을 받아들이지도, 구입하지도, 

지지하지도 마세요. (플라스틱 같은 것들이죠!)

트럭 1대 분량의
의류 쓰레기가 1초마다 
폐기됩니다.

티셔츠 
한 벌을 
만드는데 

2,700 리터의 
물이 쓰이고

청바지 한 벌을 
만드는 데 

7,500리터의 
물이 쓰입니다

현재 전 세계 에너지의 약 80%와 전력 

생산의 66%가 화석 연료로부터 나오며, 

이것은 기후 변화를 유발하는 온실 가스 

배출량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력 생산

14%

태양열, 풍력, 수력 등을 

포함하며, 화석 연료에서 나오는 

온실 가스 배출이 없고 여러 

유형의 대기 오염을 줄입니다. 

재생가능
에너지는

2018년 재생가능에너지는 총 

에너지 생산량의 
26%를 차지했습니다.

순환경제란

선형
경제란:

수취하고

생산/재제조
유통

소비

수리/재사용

잔존 폐기물

원료

디자인

재활용/
회수 물질

사용하고 폐기하는 것

패스트 패션은 최신 룩의 저렴한 대량생산 버전으로, 

오래 입도록 만들어진 제품이 아닙니다. 2000-2015년 

사이에 패션 생산은 두 배로 늘었지만, 패스트 패션 

5벌 중 3벌은 결국 매립지에 버려집니다.

FAST 
FASHION

2020년 한 해 동안 자연이 생성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인류가 다 써버린 날:

8월
22일

20억 명의
사람들이 굶주리거나 
영양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나요? 농업은 
전 세계적으로 물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인간을 위한 
관개시설은 전체 담수의 거의 

70%를 차지합니다.

Reduce (아껴쓰기)
소비와 에너지 및 물 사용을 제한하거나 줄이세요.

Reuse (다시쓰기) 
재사용이 가능한 품목을 구입하거나 기부하세요. 

Repair and Repurpose (고쳐쓰고 및 용도를 바꿔쓰기)
고칠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업사이클(upcycle, 새활용) 

할 수 있나요?

Recycle (재활용하기)
제품을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는 방식으로 처분하세요. 예를 들면 분해가 

가능한 쓰레기는 귀중한 흙으로, 오래된 신문은 새 교과서로, 플라스틱 재는 

집으로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어쩔 수 없이 내리는 마지막 선택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재활용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모든 것들이 재활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건축물 및 산업용 
전기 소비량을 14%나 
줄일 수 있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에너지 표준만으로도

70%

20억 명의
사람들이 
과체중이거나 
비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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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1

활동2

6R을 사용해 
쓰레기 줄이기쓰레기를 줄이자

쓰레기가 예술작품으로

학습 목표: 학생들이 해야 할 일

· 3일 동안의 쓰레기 배출량을 기록하고 그것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  6R의 개념을 자신과 학교 공동체의 습관에 적용해 소비를 억제하고 쓰

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합니다.

            주 3회 교실 수업

준비물: 저울

장소:                                         상호활동 형태: 

 

 

관찰 

현재 학교에서 재활용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학생들과 함께 알아봅

니다. 재활용 외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행동

1.  학생들에게 가정과 학교에서 3일 동안 발생하는 각 종류의 쓰레기(금

속, 유리, 플라스틱, 종이, 음식 등)의 양을 소비 일기에 기록하게 합니

다. 저울로 이들의 무게를 재고, 그 결과를 학교에 가져오도록 합니다.

2.  교실에서(또는 원격으로) 그 결과를 그래프로 표시하도록 합니다.

3.  학생들에게 6R의 개념—다시 생각하기, 거절하기, 아껴쓰기, 다시쓰기, 

고쳐쓰고 및 용도를 바꿔쓰기, 재활용하기(8쪽 참조)—을 소개하고, 이 

개념을 소비 습관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합

학습 목표: 학생들이 해야 할 일

· 전자 쓰레기와 기타 쓰레기를 활용해 예술 작품을 만듭니다.

· 예술 작품을 통해 소비 습관을 되돌아봅니다.

· 업사이클이 가능한 쓰레기를 소중한 자원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1일 프로젝트

준비물: 전자 쓰레기(버려지는 케이블, 컴퓨터 스크린, 냉장고, 에어컨, 휴

대 전화기 등의 부품), 수집한 쓰레기(플라스틱 병, 캔 등), 장갑, 도구, 풀

장소:                              상호활동 형태: 

 

 

관찰 

학생들에게 쓰레기로 만든 예술 작품의 사진을 보여주고, 예술가들이 사

용한 재료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파악하도록 합니다.

행동

1.  학교 쓰레기 관리인이나 청소 담당자에게 부탁해 쓰레기에서 나온 물품

(가능하면 플라스틱, 전자제품 등)을 학급에 제공합니다. 날카롭거나 위

험한 물건은 피합니다.

2.  미술이나 공예 교사의 지도 하에 소규모 그룹의 학생들이 함께 작품을 

디자인하고 만듭니다.

니다(예: 비닐봉지 거절하기, 옷 수선해 쓰기, 종이 사용 줄이기, 음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 재고하기 등)

4.  두 번째 기록을 할 때는 학생들에게 2일 동안 6R을 적용했는지 여부와 

언제 그것을 적용했는지를 소비 일기에 기록하도록 합니다. 

5.  마지막 수업 시간에는 학생들이 그룹별로 그동안 배운 점을 발표하고, 

쓰레기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공유합니다.

성찰

1.  습관을 바꾸는 것은 때때로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6R을 적용했을 때 

기분은 어땠나요?

2. 6R을 적용하는 데 어떻게 학교 전체를 참여시킬 수 있을까요?

3.  기업들이 제품을 다시 생각하고 새로 디자인하도록 우리는 어떻게 영향

을 미칠 수 있을까요? 

자축

학생들은 6R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벽화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 학생회관에 벽화를 전시하고 학교 공동체를 초대해 영감을 얻고 

그들의 아이디어를 추가합니다. 지역 정치인을 초청해, 소비 습관을 바꾸고 

6R을 적용하기 위한 정치권의 역할에 대해 토론합니다. 벽화 사진을 #쓰

레기줄이기비법, #TrashHack 해시태그를 달아 소셜미디어에 공유하거나 

trashhack.org에 올립니다.

원격 대안 활동: 학생들은 이 활동을 집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디지털 도구를 사용해 아이디어맵을 작성하고 가족들이 참여하도록 

장려할 수 있습니다.

저울이 없을 경우: 저울이 없을 땐 쓰레기 양을 재는 일반적인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변이 1미터인 정사각형 위에 평평하게 놓거나 

비슷한 크기의 쓰레기통을 사용해 양을 측정하는 것이지요.

성찰

1.  전자 쓰레기는 왜 문제일까요? 전자 쓰레기는 어디로 갈까요?

2. 전시회에 출품할 예술 작품에 어떤 제목을 붙일까요?

3.  오염과 쓰레기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예술이 효과적인 방법이

라고 생각하나요?

자축

학교 쓰레기 관리인이나 청소 담당자를 초대해 학생들이 만든 작품들을 살

펴보도록 하고, 학교 쓰레기 관리와 관련된 기회와 도전과제에 대해 대화를 

나눕니다. 학생들의 예술 작품 전시회 또는 공모전을 열어 가장 창의적인 

작품 10점을 선정해 상을 수여합니다. 지역 언론을 시상식에 초청하고, 결

과물을 #쓰레기줄이기비법, #TrashHack 해시태그를 달아 소셜미디어에 

공유하거나 trashhack.org/school에 올립니다.

원격 대안 활동: 학생들은 쓰레기로 만든 예술품을 #쓰레기줄이기비법, 

#TrashHack 해시태그를 달아 소셜미디어에 공유하거나 집 안팎에 전시

할 수 있습니다.

학습자료: What’s a smartphone made of? (TED-Ed video)

학교

학교

개인집 교실

그룹

https://www.ted.com/talks/kim_preshoff_what_s_a_smartphone_made_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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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3

활동4

에코백이 된 티셔츠

음식물을 버려요? 말도 안 돼요!

학습 목표: 학생들이 해야 할 일

·  티셔츠의 공급 사슬에 대해 조사하고, 이 주제에 대한 학습 포스터를 만

듭니다.

·  티셔츠로 에코백을 만들어 봅니다.

·  의류의 용도를 바꾸거나 업사이클하는 습관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1일 프로젝트

준비물: 티셔츠, 재봉틀, 큰 접시나 그릇, 가위

장소:                                         상호활동 형태: 

 

 

관찰 

수업시간에 티셔츠를 가지고 와서 학생들과 함께 목화씨를 심어 면화를 

재배하는 것에서부터 티셔츠가 만들어지기까지의 사이클을 상상해 보도

록 합니다. 티셔츠를 주인공으로 짧은 이야기를 만들어 보고, 각자의 이야

기를 비교해 봅니다.

행동

1.  학생들이 티셔츠의 공급 사슬에 대해 조사해 보고, 5분 안에 이 주제에 

대한 학습 포스터를 만들도록 합니다. 

학습 목표: 학생들이 해야 할 일

·  설문지를 작성해 학교 구내 식당 직원과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인터뷰를 합

니다.

·  음식물 쓰레기가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합니다.

·  학교 차원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을 고안합니다.

            교실 수업 2회 + 인터뷰

섭외: 학교 구내 식당 인터뷰 대상자

장소:                                  상호활동 형태: 

 

 

관찰 

학생들에게 점심시간에 학교 구내 식당을 살펴보고 음식이 버려지고 있는지, 

음식 포장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는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행동

1.  음식물 쓰레기와 음식 포장에 대해 학교 구내 식당 직원과 인터뷰를 진행

할 수 있도록 수업 중에 설문지를 준비합니다. 

2.  학생들이 소그룹별로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3.  학생들에게 우리나라에서(일별, 월별 또는 연간)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

의 양을 조사하고, 이를 인터뷰 결과와 비교해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버려지는 평균 음식물 쓰레기의 양과 비교해 봅니다. 

2.  티셔츠를 천으로 만든 후 업사이클하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리

게 합니다. 그 아이디어에 #리사이클패션 #윤리적패션 #업사이클패션 

해시태그를 달아 소셜미디어에 올립니다. 

3.  지역사회에 깨끗하지만 필요 없는 티셔츠를 학교에 기부할 것을 부탁하

고, 이를 사용해 학생들과 함께 창의적인 에코백을 만들어 봅니다. 온라

인에서 ‘티셔츠로 에코백 만들기’ 등을 검색하면 만드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찰

1.  티셔츠는 세계화 및 지역 정치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2.  어떻게 하면 의류를 업사이클하는 데 학교 전체가 참여할 수 있을까요?

3.  보다 책임 있는 의류 소비를 하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무엇

일까요? 

자축

학생들이 만든 가방을 가지고 패션쇼를 열거나 #쓰레기줄이기비법, 

#TrashHack 해시태그를 달아 소셜미디어에 사진이나 비디오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학교 행사 때 가방을 판매하거나 지역사회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비닐봉지를 사용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습니다. 티셔츠의 입장에

서 쓴 이야기에 에코백으로 다시 태어난 이야기를 덧붙일 수도 있습니다.

원격 대안 활동: 학생들은 집에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티셔츠로 에코백

을 만듭니다.

4.  음식물 쓰레기가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

기 위해 개인적이고 제도적인 차원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토론합니

다.

5.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학교의 쓰레기 수거 체계를 바꿀 수 있는

지 브레인스토밍을 해봅니다. 예를 들면 음식 생산 단계를 바꾸거나, 학

생들의 행동 변화를 장려하거나, 다른 종류의 쓰레기가 함께 섞이지 않

도록 쓰레기통을 바꾸거나, 학교에서 퇴비를 만드는 것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6.  만일 급식 메뉴나 학교 구내 식당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변화를 어떤 방식으로 제안할 것인지 브레인스토밍

을 해 봅니다. 예를 들면 브레인스토밍의 결과를 편지로 써서 교장이나 

구내 식당 담당자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성찰

1.  학교의 음식물 쓰레기는 전 지구적 쓰레기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

을까요?

2.  내 식판이나 도시락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3.  학교 구내 식당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축

수업 시간에 주의를 끄는 게시물을 만들어 음식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인식

을 높이거나, 점심 시간 토크 콘서트를 열거나,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노래를 

만들어 구내 식당 공연을 열고 언론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줄이기비

법, #TrashHack 해시태그를 달아 소셜미디어에 아이디어를 공유합니다.

학교

학교

개인 그룹

그룹

집 교실

교실

변화를 만드는 
DIY(Do It Yourself)의 힘

TED-Ed에서 The life cycle of a t-shirt 비디오를 시청해 보세요.

더 많은 정보와 좋은 자료는 유엔식량농업기구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https://ed.ted.com/on/bcCRJEX9?theme_id=earth-school 
http://www.fao.org/platform-food-loss-wast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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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on land  (intro 1 page + 3 activities) p1

쓰레기 
줄이기 비법: 
육상 생태계

번성하는 육상 생태계는 우리 삶의 토대입니다. 우리는 모두 지구 생태계의 

일부임에도 이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존하는 것은 우리 생존의 열쇠이기도 합니다.

쓰레기 관리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또한 고형 폐기물의 90% 이상이 저소득 국가에 공공연히 버려지거나 

소각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쓰레기 문제로부터 훨씬 더 큰 영향을 받는 집단은 

빈곤층이나 취약계층의 사람들입니다.1

쓰레기는 땅을 오염시키고 
토양을 질식시켜 
식물과 야생 동물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산화탄소가 
고형 폐기물에 의해 발생하며 

이는 기후 변화의 주요 원인입니다

과소비와 생산은 
토지 황폐화와 
생물다양성 손실을 
부채질합니다

생물다양성은 무생물과 더불어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생물을 말합니다. 

생물과 무생물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살아남기 

위해 서로에게 의존합니다 

쓰레기 매립지는
매우 큰 공간을 차지하며 

주변 생태계를 
죽입니다

쓰레기는 분해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비닐봉지는 

분해되는 데 1,000년이 걸릴 수 

있는데, 전 세계에서 매년 5조 장이 

넘는 비닐봉지가 쓰이고 있습니다.

100만 종이

16억 톤 이상의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구상 습지대의 85%가 
불과 300년 만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숲으로 덮인 지표면의 
16%가 2002년과 2019년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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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되지 않는 

폐기물 처리

이에 따른 
환경 및 
건강 문제

단순
소각

단순
매립

도시 고형
폐기물

건설 및 
철거 폐기물

물, 토양 및
공기 오염

질병 매개체 및 
전염성 질환 확산

비공식적

재활용
해양 쓰레기

배터리 및 
기타 유해 폐기물

지구 온난화

의료

폐기물

전자

폐기물
타이어

이 주제에 대한 더 자세한 

배경 자료는 다음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활동5

페트병 안의 쓰레기 매립지

학습 목표: 4주간의 실험을 거치며 학생들이 해야 할 일

·  쓰레기 매립지 모형을 만들어 쓰레기가 어떻게 분해되는지를 분석하고 관

찰합니다

·  실험 결과를 평가하고, 자연에 쓰레기를 버리는 습관에 대해 판단해 봅니다

            4주간 여러 차례 수업 진행

준비물: 2리터 페트병, 가정 또는 학교 급식 쓰레기(버려진 포장지, 음식물 

등), 물, 가위, 비닐봉지, 라벨, 진흙이나 흙

장소:                                        상호활동 형태: 

 

 

관찰 

학생들과 함께 학교 교정이나 근처 공원 혹은 매립지를 둘러보며 잔디, 풀밭, 

들판에 어떤 종류의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지 적어봅니다. 쓰레기를 자연에 

그냥 버리는 이유(예: 게으름, 부주의, 쓰레기통 부족 등)를 토론합니다.

행동

1.  쓰레기 종류별(종이, 음식 및 과일 조각, 플라스틱, 전자제품, 천 조각 등)

로 학생들을 소규모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에 2리터 페트병과 쓰레기 

조각을 나누어 줍니다. 

2.  학생들이 2리터 페트병의 상단을 자르도록 도와줍니다. 

3.  병 안에 쓰레기를 넣고, 그 위를 흙과 소량의 물로 덮습니다. 

4.  각 병에 쓰레기 종류에 따라 라벨을 붙입니다.

5.  학생들과 함께 창가에 실험을 위한 추가 공간을 만듭니다.

6.  4주간의 실험표를 만들어 각 그룹마다 누가 변화를 관찰하고 기록하며, 

며칠에 한 번씩 소량의 물을 추가로 넣을 것인지를 명확히 합니다.

7.  학생들은 4주 동안 어떤 종류의 쓰레기가 분해되고 어떤 쓰레기가 분해

되지 않을지 추측해 보고, 이를 표에 기록합니다.

8. 4주간 실험을 진행한 뒤 마지막에 평가와 성찰을 해 봅니다.

성찰

1.  자연에 쓰레기를 버리는 습관을 고치는 것은 왜 중요할까요?

2.  우리 지역사회에서 쓰레기는 어떻게 관리될까요?

3.  학교나 집 근처의 생태계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축

그 외 종류의 쓰레기를 담은 병을 여러 개 더 만들어 실험에 추가하고, 학교 

전체를 위한 전시회를 엽니다. 더 많은 학생들이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 카드를 만듭니다.

원격 대안 활동: 학생들은 집에서도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집에

서 가족들과 함께 쓰레기 매립지를 만들어 학습 내용을 공유하고, 집에서 

나오는 여러 종류의 쓰레기를 사용해 병 안에 쓰레기 매립지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상세한 활동 설명 보기: Association of Zoos and Aquariums, 2015, 

Our Ecological Footprint Activities, http://assets.speakcdn.com/

assets/2332/oef_landfillbottle.pdf(2021년 1월 12일 접속).

학교 지역사회 그룹 교실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key actors and 

figures on goal 15

Learning to protect biodiversity 

(video)

YouthXchange 

biodiversity & lifestyles 

guidebook

http://assets.speakcdn.com/assets/2332/oef_landfillbottle.pdf
http://assets.speakcdn.com/assets/2332/oef_landfillbottle.pdf
https://www.un.org/sustainabledevelopment/biodiversity/
https://www.un.org/sustainabledevelopment/biodiversity/
https://www.un.org/sustainabledevelopment/biodiversity/
https://www.youtube.com/watch?v=kHhspf5IfdE 
https://www.youtube.com/watch?v=kHhspf5IfdE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233877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233877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233877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실천 학습 13

그룹 교실

활동6

활동7

쓰레기 리포터 역할극

쓰레기 없는 꽃밭 가꾸기

학습 목표: 학생들이 해야 할 일

·  설문지를 작성해 쓰레기 관리 전문가와 인터뷰를 합니다

·  인터뷰에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역할극을 만듭니다

            3-4회 교실 수업 + 인터뷰

준비 및 섭외: 인터뷰 대상자(청소부, 지역 정치인, 폐기물 관리 전문가 

등), 인터뷰 질문, 무대 장치(선택 가능), 도구

장소:                                        상호활동 형태: 

 

 

관찰 

학생들과 함께 학교 건물 주변을 산책합니다. 학교의 폐기물 관리에 포함

되어 있는 물건이나 기계를 확인할 수 있나요? 학교 폐기물은 어떻게 정

리되어 있나요?

행동

1.  청소부나 지역 정치인, 학교 폐기물 관리를 책임지는 전문가에게 연락

해 학생들과 인터뷰를 할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2.  학생들과 함께 폐기물 관리 인터뷰에 대한 설문지를 작성합니다.

학습 목표: 학생들이 해야 할 일

·  ‘쓰레기 없는 꽃밭’을 만들어 쓰레기 버리는 습관에 대한 인식을 높입니

다.

            1일 프로젝트

준비물: 꽃씨 및/또는 식물, 화분, 삽이나 갈퀴와 같은 원예 도구, 물뿌리

개, 장갑

장소:                                        상호활동 형태: 

 

 

관찰 

학교 교정이나 이웃에서 쓰레기가 버려져 쌓이는 장소들을 기록하고 사진

을 찍습니다.

행동

1.  해당 구역을 청소하고 쓰레기를 처리합니다.

2.  학생들이 다양한 식물과 꽃을 배치하거나 작은 정원을 만드는 등 해당 

장소를 아름답게 가꾸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도록 합니다.

3.  각 그룹이 쓰레기 없는 꽃밭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4.  이 활동 이후, 사람들이 해당 장소에 더는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지 학생

들에게 평가하도록 합니다.

3.  학교 폐기물 관리에 대해 진행할 인터뷰를 바탕으로 약 3분 분량의 TV 

뉴스를 모방한 역할극을 만드는 과제를 학생들에게 줍니다. 

4.  역할극을 시연합니다.

성찰

1.  어떻게 하면 학교 폐기물 관리를 개선할 수 있을까요? 학교 폐기물 관

리는 지역 정치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2.  정치인들이 우리 지역사회의 폐기물 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까요?

3.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언론 보도는 얼마나 중요한가요? 이와 

관련해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자축

학생들이 연극 연습을 한 후에 학교 조회나 학급 행사, 학부모나 지역 정치

인 앞에서 연극을 공연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공연을 녹화해 지역 언론

에 보내거나 trashhack.org에 공유합니다. 

성찰

1.  어떻게 하면 학교 전체가 쓰레기와 관련된 유사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

을까요?

2.  지역사회 내에서 쓰레기 버리는 습관에 대한 인식을 더욱 높이려면 어

떻게 해야 할까요?

3.  사람들이 쓰레기를 덜 버리게 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무

엇일까요? 

자축

‘쓰레기 없는 꽃밭’의 비디오나 사진을 찍고 #트래시핵 해시태그를 달아 공

유합니다. 지역사회의 두 번째 청소와 미화 작업에 학교 공동체가 참가하도

록 권유합니다. 지역 정치인을 초대해 결과를 보여주고 지역사회를 위해 이 

활동을 어떻게 확대할 수 있을지 의논해 봅니다.

학교

학교

지역사회

지역사회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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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줄이기 비법:
해양 생태계

인간과 동식물은 식량, 에너지, 물을 비롯해 건강한 호수와 연못, 강과 바다에 

의존해 살고 있습니다. 바다는 지구의 폐로서 우리가 숨쉬는 산소의 대부분을 

만들뿐만 아니라 온실가스의 30%를 흡수함으로써 중요한 기후 조절자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선과 해산물은 세계 인구 4명 중 1명에게 

주요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염, 남획 및 지구 온난화로 이 

필수 자원을 파괴해 왔고, 이 문제들은 모두 쓰레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해양은
해양의 40%
정도가 오염, 어장 고갈, 

연안 서식지 손실 및 기타 

인간 활동으로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소비와 생산이 

이러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90% 
이상의

바닷새 배 속에서 
플라스틱이 
발견됩니다

2050년에는
바다에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물고기나 다른 해양 동물들은 

쓰레기를 쉽게 먹이로 착각하고, 

미세플라스틱은 해양 동물의 

입과 장를 완전히 막아 배가 

부르도록 느끼게 함으로써 결국 

굶어 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28,450 종의
해양 생물이 알려져 있고,

매년 약 800만 톤의

플라스틱이 
바다에 
버려집니다

해양은 인간 활동의 결과로 대기에 방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약 30%를 흡수합니다. 하지만 

이산화탄소가 바닷물에 녹으면서 탄산이 

발생하고, 이는 해양의 PH(수소 이온 농도 

지수)를 감소시킵니다. 이것을 

해양 산성화라고 합니다. 산업화 

시대가 시작된 이후 해양의 

산성화는 26% 증가했습니다. 

우리의 해양은 
엄청난 탄소 스펀지입니다

CO2

CO2

CO2

CO2

CO2

CO2

CO2

CO2

200만 종 
이상은 완전한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버려진다는 뜻입니다

트럭
1대이것은

지구 표면의 

75%를 
차지하고

부피로는 
지구상의 생활 공간의 

99%를 차지합니다

결국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800만 톤

캘리포니아 
연안에 떠다니는 

쓰레기 
섬의 면적은

프랑스의

3배
크기입니다

분량의 
쓰레기가

모든 
플라스틱 
폐기물의 
32%가 

분해되는 데 수백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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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8

청소하는 날!

학습 목표: 학생들이 해야 할 일

·  청소를 하며 경험한 점을 평가하고 수로의 오염에 대해 비판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  수거된 쓰레기를 전시해 오염에 대한 인식을 높입니다

            1-2일 프로젝트

준비물: 장갑, 마스크, 봉지, 집게

장소:                            상호활동 형태: 

 

 

관찰 

대상 지역에서 오염된 수로, 호수, 강 또는 해안을 파악합니다.

행동

1.  청소할 장소를 정합니다. 근처에 물가가 없다면 집 마당이나 창고, 학교 

주변 또는 거리를 청소할 수 있습니다. 학교와 보건 부서에서 권장하는 

안전 지침을 반드시 따르도록 합니다.

2.  학생들이 수집한 쓰레기의 종류를 기록하도록 합니다.

3.  청소하기 이전, 중간, 이후의 사진을 찍습니다. 

4.  가능하면 모든 쓰레기를 학교로 다시 가져와서 수집한 쓰레기의 양을 

눈으로 확인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전시합니다.

성찰

1.  청소 이전, 중간, 이후에 기분이 어떠했나요?

2.  쓰레기는 어떻게 물 속으로 흘러 들어갈까요? 쓰레기 조각들이 어느 나

라에서 왔는지 알아맞혀 봅시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

을까요?

3.  수로 오염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자축

지역 언론(신문, TV)에 연락해서 청소에 대해 알리고 trashhack.org에 공유

합니다. 지역 수로에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전략을 세우고 다음 청소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정부에 편지를 씁니다.

지역사회 어른 지도 하의 그룹별 활동

그룹 교실

활동9

물병 서약

학습 목표: 학생들이 해야 할 일

·  ‘일회용 플라스틱 병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개인 서약을 하는 캠페인을 조

직합니다

·  ‘플라스틱 폐기물이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위험성을 인식하고 비판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1-3일 프로젝트

준비물: 재사용 가능한 물병(협찬을 권장), 포스터, 인증서

장소:                                        상호활동 형태: 

 

 

관찰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플라스틱 물병을 쓰는 사람들과 재사용 가능한 물병

을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주 목격되는지 관찰하게 합니다.

행동

1.  학생들에게 플라스틱이 바다, 호수, 강, 동물에 얼마나 위험한지 조사하

게 합니다.

2.  학교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병의 사용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하도록 학

생들을 설득합니다.

3.  학생들은 캠페인 계획을 구상하고 ‘쓰레기 줄이기 비법’을 지지하겠다

는 서약을 통해 반 친구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봅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은 팀을 이루어 정보 자료를 만들고, 배지나 인증서를 

디자인하며, 안내판을 설치하고, 홍보를 통해 재사용이 가능한 병에 대

해 관심을 끌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4.  4주 동안 얼마나 많은 서약을 달성하고 싶은지에 대해 공동 목표를 정

합니다.

성찰

1.  서약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를 어떻게 늘릴 수 있을까요?

2.  플라스틱 병은 바다와 해양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3.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서약 이외에 학교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요?

자축

학생들의 성과를 Trashhack.org에 공유하고, 학교 로고를 사용한 특별한 

재사용 가능한 물병을 디자인해 이 프로젝트를 자축합니다. 캠페인을 도와

줄 지역 후원자를 찾습니다.

원격 대안 활동: 원격 환경이나 홈스쿨링 환경에 있는 학생들은 가족 구성

원들에게 리필 가능한 물병을 사용하겠다는 개인적인 서약을 권장함으로

써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서약을 알리는 게시물을 디자인해 집 마당

이나 창문에 전시하는 것으로 기념하세요!

학교

TED-Ed에서 What really happens to the plastic you throw away  

비디오를 시청해 보세요.

https://ed.ted.com/lessons/what-really-happens-to-the-plastic-you-throw-away-emma-bry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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