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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정보
플라스틱 오염



해마다 3억 3천만 톤의 플라스틱이 생산된다.
매년 1,270만 톤의 플라스틱이 바다로 흘러간다.

(1분마다 쓰레기차 한대 분량의 플라스틱이 바다로 흘러가는 것과 같다.)
바다로 흘러 들어간 플라스틱 병이 분해되기까지 450년이 걸린다.

플라스틱 쓰레기

1950년대 이후 대량생산 시작
오일 및 천연가스로 만들어짐
생산, 유통 그리고 분해과정에서 온난화 가스 발생
저렴하고 가공이 쉽고 녹슬지 않으며 내구성이
좋아 꼭 필요한 곳에 쓰일 때는 꿈의 재료 (예: 병원)
하지만 버리는 문화로 인해 한번쓰고 버려지는 
쓰레기로 지구는 고통받고 있다.

플라스틱?



플라스틱 칫솔

500년
일회용 기저귀

500년
커피캡슐

500년
플라스틱 병

450년

담배

10년
플라스틱 빨대

200년
종이컵

30년
비닐봉지

20년

플라스틱 수명은 얼마나 될까?



중국
57.9kg

일본
65.8kg

서유럽
84.5kg

미국
93.8kg

한국
132.7kg

우리나라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은 전 세계 1위다.
(2015년 기준 자료: 유럽 플라스틱제조자협회)

대한민국은 플라스틱 천국?



배달

과대포장/묶음포장 (마
트) 일회용 컵 등

택배

플라스틱 천국 대한민국



이대로 계속해서 쓰레기를 만들어 낸다면
2050년에는 바다속에 물고기보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더 많을 거라고 해요.

2050년

출처: ellenmacarthurfoundation.org



우리는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장 정도의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한다.
수돗물보다 플라스틱 페트병에 들어있는 물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더 많이 발
견되는데 WHO에 따르면 성인 한명이 물을 마심으로써 일주일에 평균 
1769개의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한다고 한다. (일년에 8만개)

플라스틱 하루 섭취량



옷 적게 사기

합성 섬유로 된 옷 사지 않기

옷 세탁을 꼭 필요할 때만 하고 찬물에 세탁하기.

기업에게 목소리 내기 (미세섬유 필터가 내장된 세탁기 개발)

플라스틱 포장이 적은 세탁 세제 사용하기

1

2

3

4

5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의류는 해양 플라스틱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 중 하나이다. 옷을 
세탁할 때마다 나오는 나일론이나 폴리에스테르 실은 너무 얇아 필터에 걸
러지지 않고 그대로 바다로 흘러간다.

미세플라스틱



플라스틱 쓰레기가 동물들을 죽인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플라스틱 오염



하루종일 내가 쓰고 버리는 일회용 플라스틱 적어보기
(물병, 음료수병, 도시락통, 빨대, 커피컵, 과자봉지 등등)

리스트를 보고 내가 줄일 수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 하나 선택해 보기

나의 하루 돌아보기



5-10개정도 알아보기

   액체제품대신 고체제품으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것은 스텐리스,
   나무, 면 제품으로 대체하기.
   (예: 면도기, 빗, 면봉, 수세미, 샤워타올,
   생리대, 세탁세제, 퐁퐁, 샴푸등 욕실용품,
   실리콘 랩, 실리콘 지퍼백 등등)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를 검색해 보세요!

플라스틱 대체용품 조사하기



재활용 되는 줄 알았는데 안되는 것들과 그 이유 조사하기
(커피캡슐, 샴푸통, 전단지, 화장품통, 장난감 등등)

재활용 올바르게 하는 방법 조사하기
(우리집 또는 이웃에서 버리는 분리수거 

쓰레기를 보고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렇다면 그 방법을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면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는 

방법을 조사하여 발표하기)

올바른 재활용 하는 방법 조사하기

페트병 재활용하는 올바른 방법
✔비우고 헹군다!    ✔비닐 라벨 제거한다!    

✔페트병은 압착한다    ✔뚜껑은 따로 배출한다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니 지자체에 문의하기)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나 기업에 
환경문제를 줄이거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건의하여 우리의 목소리를 내보자

   국민신문고 또는 지자체 시민참여/제안

   기업 고객 이메일로 건의하기

정부나 기업에 건의하기



바다지킴이 서약서에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실천 약속을 하나 적어 실천하기. 
(이미 실천하고 있는 것 말고 새로 실천할 것 하나 적어보아요!)

바다지킴이 서약서 쓰기



세이브제주바다 정기 비치클린 또는 5인이하의 소그룹만 참여할 수 있는
비대면 비치클린에 참여해 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세이브제주바다 웹사이트
(savejejubada.org) 또는 인스타그램 및 페이스북을 참고해주세요.

바다쓰레기 줍기



환경 오염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알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면 변화룰 만들어 낼 수 있어요!

환경 오염에 대해 알리기



다큐: 플라스틱 바다 (A plastic Ocean)

도서: 플라스틱 없는 삶 (윌 맥컬럼 지음)

EBS [다큐시선] 플라스틱 없이 살아보기 part1
https://www.youtube.com/watch?v=DK4p_vitghM&feature=share

EBS [다큐시선] 플라스틱 없이 살아보기 part2
https://www.youtube.com/watch?v=LM6HORFapSU

연합뉴스 TV스페셜 쓰레기 대란 그 후, 플라스틱과의 전쟁
https://m.blog.naver.com/c1c1b1b1/221710173618

환경 관련 추천 다큐/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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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Plastic bag" by Kadi Franson: https://thenounproject.com/term/plastic%20bag/1179834
"Coffee cup" by Olena Panasovska: https://thenounproject.com/term/coffee%20cup/1616680
"Plastic Straws" by Saeful Muslim: https://thenounproject.com/term/straws/1175512
"Cigarettes" by Maria Zamchy: https://thenounproject.com/term/cigarette/1640868
"Plastic bottle" by Juan Pablo Bravo: https://thenounproject.com/term/plastic%20bottle/662852
"Coffee pod" by Cono Studio Milano: https://thenounproject.com/term/coffee%20pod/922013
"Diaper" by parkjisun: https://thenounproject.com/term/diaper/241076
"Toothbrush" by James Cottell: https://thenounproject.com/term/toothbrush/809374
"Notebook" by Joost: https://thenounproject.com/term/notebook/1439103

이미지:
"1인당 섭취 미세플라스틱 양은 어느 정도?": http://naver.me/xZmhVLSs
죽은 어류: https://www.pxfuel.com/en/free-photo-xtpjc
다친 거북이: https://www.flickr.com/photos/lionsthlm/7665309574
갇힌 물개: https://www.flickr.com/photos/tedxgp2/5143679378
Albatross: https://twitter.com/cj_artist/status/1007492106825302016
Hedgehog: https://twitter.com/domdyer70/status/987740257356574720
Dead albatross: https://twitter.com/cj_artist/status/955953265354555392
Dead whale: https://www.bbc.com/news/uk-scotland-highlands-islands-50621304
Bird in plastic: https://www.facebook.com/greendreamfoundation/posts/10160273976005507/

At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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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오염



해마다 3억 3천만 톤의 플라스틱이 생산된다.

매년 1,270만 톤의 플라스틱이 바다로 흘러간다.

(1분마다 쓰레기차 한대 분량의 플라스틱이 

바다로 흘러가는 것과 같다.)

바다로 흘러 들어간 플라스틱 병이 

분해되기까지 450년이 걸린다.

플라스틱 쓰레기

1950년대 이후 대량생산 시작

오일 및 천연가스로 만들어짐

생산, 유통 그리고 분해과정에서 온난화 가스 발생

저렴하고 가공이 쉽고 녹슬지 않으며 내구성이

좋아 꼭 필요한 곳에 쓰일 때는 꿈의 재료 (예: 병원)

하지만 버리는 문화로 인해 한번쓰고 버려지는 

쓰레기로 지구는 고통받고 있다.

플라스틱?



커피캡슐

500년

플라스틱 병

450년

플라스틱 빨대

200년

종이컵

30년
비닐봉지

20년

플라스틱 수명은
얼마나 될까?

플라스틱 칫솔

500년



중국
57.9kg

일본
65.8kg

서유럽
84.5kg

미국
93.8kg

한국
132.7kg

우리나라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은 전 세계 1위다.

(2015년 기준 자료: 유럽 플라스틱제조자협회)

대한민국은 
플라스틱 천국?



배달

과대포
장,

묶음포
장 (마

트)

일회용 컵 등

택배

플라스틱 천국 
대한민국



출처: ellenmacarthurfoundation.org

이대로 계속해서 쓰레기를 만들어 낸다면
2050년에는 바다속에 물고기보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더 많을 거라고 해요.

이대로 계속해서 쓰레기를 만들어 낸다면
2050년에는 바다속에 물고기보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더 많을 거라고 해요.

이대로 계속해서 쓰레기를 만들어 낸다면
2050년에는 바다속에 물고기보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더 많을 거라고 해요.

2050년



우리는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장 정도의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한다. 수돗물보다 플라스틱 
페트병에 들어있는 물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더 많이 
발견되는데 WHO에 따르면 성인 한명이 물을 
마심으로써 일주일에 평균 1769개의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한다고 한다. (일년에 8만개)

플라스틱
하루 섭취량



옷 적게 사기

합성 섬유로 된 옷 사지 않기

옷 세탁을 꼭 필요할 때만 하고 찬물에 세탁하기.

기업에게 목소리 내기 
(미세섬유 필터가 내장된 세탁기 개발)

플라스틱 포장이 적은 세탁 세제 사용하기

1

2

3

4

5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의류는 해양 플라스틱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 중 하나이다. 옷을 세탁할 때마다 나오는 
나일론이나 폴리에스테르 실은 너무 얇아 필터에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바다로 흘러간다.

미세플라스틱



플라스틱 쓰레기가 
동물들을 죽인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플라스틱 오염



하루종일 내가 쓰고 버리는 일회용 
플라스틱 적어보기 (물병, 음료수병, 
도시락통, 빨대, 커피컵, 과자봉지 등등)
리스트를 보고 내가 줄일 수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 하나 선택해 보기

나의 하루 돌아보기



5-10개정도 알아보기

   액체제품대신 고체제품으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것은 스텐리스,
   나무, 면 제품으로 대체하기.
   (예: 면도기, 빗, 면봉, 수세미, 샤워타올,
   생리대, 세탁세제, 퐁퐁, 샴푸등 욕실용품,
   실리콘 랩, 실리콘 지퍼백 등등)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를 
검색해 보세요!

플라스틱 
대체용품 조사하기



페트병 재활용하는 올바른 방법
✔비우고 헹군다!    ✔비닐 라벨 제거한다!    

✔페트병은 압착한다    ✔뚜껑은 따로 배출한다

재활용 되는 줄 알았는데 안되는 
것들과 그 이유 조사하기
(커피캡슐, 샴푸통, 전단지, 화장품통, 장난감 등등)

재활용 올바르게 하는 방법 조사하기
(우리집 또는 이웃에서 버리는 분리수거 

쓰레기를 보고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렇다면 그 방법을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면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는 

방법을 조사하여 발표하기)

올바른 재활용 
하는 방법 조사하기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나 기업에 
환경문제를 줄이거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건의하여 우리의 목소리를 내보자

   국민신문고 또는 지자체 
    시민참여/제안

    기업 고객 이메일로 건의하기

정부나 기업에
건의하기



바다지킴이 서약서에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실천 약속을 하나 적어 실천하기. 
(이미 실천하고 있는 것 말고 새로 
실천할 것 하나 적어보아요!)

바다지킴이 
서약서 쓰기



세이브제주바다 정기 비치클린 또는 
5인이하의 소그룹만 참여할 수 있는
비대면 비치클린에 참여해 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세이브제주바다 
웹사이트(savejejubada.org) 또는 
인스타그램 및 페이스북을 참고해주세요.

바다쓰레기 줍기



환경 오염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알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면 
변화룰 만들어 낼 수 있어요!

환경 오염에 
대해 알리기



다큐: 플라스틱 바다 (A plastic Ocean)

도서: 플라스틱 없는 삶 (윌 맥컬럼 지음)

EBS [다큐시선] 플라스틱 없이 살아보기 part1
https://www.youtube.com/watch?v=DK4p_vitghM&feature=share

EBS [다큐시선] 플라스틱 없이 살아보기 part2
https://www.youtube.com/watch?v=LM6HORFapSU

연합뉴스 TV스페셜 쓰레기 대란 그 후, 플라스틱과의 전쟁
https://m.blog.naver.com/c1c1b1b1/221710173618

환경 관련 추천 다큐/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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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으로 제작했습니다.

아이콘:
"Plastic bag" by Kadi Franson: https://thenounproject.com/term/plastic%20bag/1179834
"Coffee cup" by Olena Panasovska: https://thenounproject.com/term/coffee%20cup/1616680
"Plastic Straws" by Saeful Muslim: https://thenounproject.com/term/straws/1175512
"Cigarettes" by Maria Zamchy: https://thenounproject.com/term/cigarette/1640868
"Plastic bottle" by Juan Pablo Bravo: https://thenounproject.com/term/plastic%20bottle/662852
"Coffee pod" by Cono Studio Milano: https://thenounproject.com/term/coffee%20pod/922013
"Diaper" by parkjisun: https://thenounproject.com/term/diaper/241076
"Toothbrush" by James Cottell: https://thenounproject.com/term/toothbrush/809374
"Notebook" by Joost: https://thenounproject.com/term/notebook/1439103

이미지:
"1인당 섭취 미세플라스틱 양은 어느 정도?": http://naver.me/xZmhVLSs
죽은 어류: https://www.pxfuel.com/en/free-photo-xtpjc
다친 거북이: https://www.flickr.com/photos/lionsthlm/7665309574
갇힌 물개: https://www.flickr.com/photos/tedxgp2/5143679378
Albatross: https://twitter.com/cj_artist/status/1007492106825302016
Hedgehog: https://twitter.com/domdyer70/status/987740257356574720
Dead albatross: https://twitter.com/cj_artist/status/955953265354555392
Dead whale: https://www.bbc.com/news/uk-scotland-highlands-islands-50621304
Bird in plastic: https://www.facebook.com/greendreamfoundation/posts/1016027397600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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