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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은 이렇게

머 리 말
바다쓰레기는 바다환경을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어업생산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해난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제공을 한다. 이와 같이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바다쓰레기의 심각성에 대해 정부에서는 1999년부터 본격적인 관심을
갖고 대처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바다쓰레기
수거·처리사업이나 기술개발도 중요하지만 일반인들의 인식과 습관을 바꿔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였다.
바다쓰레기에 대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국의 20여 개 시민환경
단체가 동참하기 시작하였다. 시민환경단체에서는 바다쓰레기에 대한 실태와
피해를 알리고 참여와 실천을 유도함으로써 일반인의 인식전환에 기여하고 있다.
「해양폐기물 종합처리시스템 개발 연구」
의 일환으로 다양한 유형의 체계적
교육·홍보자료를 포함한‘해양폐기물 종합교육자료집’
이 벌써 전국의 해양
환경단체, 해양수산관련기관과 연구기관, 교육청에 보급된 바 있다. 본 지도서는
이런 체계적 교육·홍보 자료 개발의 연장선에 있다. 바다쓰레기 교육에 대해
서는 이 종합교육자료집만 있으면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단계적으로
조성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본 지도서는 교사와 환경단체 지도자에 초점을 맞추어 제작되었다. 교사에게는
손쉬운 실내활동을 제시하고, 환경단체 지도자에게는 다양한 내용을 소개함
으로써, 학교교육과 사회교육 부문의 교육역량을 키워나감과 동시에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교육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이 책을 만들기 위해‘해양폐기물 모니터링’
을 담당하고 있는 환경단체 지도자와
해양소년단 지도교사가 참여하는 교재연구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초안을 가지고
시범수업과 모둠별 토의, 초안 수정·보완, 다시 그에 대한 현장수업, 자문, 감수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다. 내용이 대부분 창작된 것이어서 완성도와 현장적용
도, 실용성을 높이기 위해서였다. 이와 동시에 책의 예비 독자들이 활동 개발과
정에 참여하여 향후에도 책의 내용을 쉽게 응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였다.
이 책의 흑백판이‘해양폐기물 종합교육자료집’
과 함께 해양환경단체지도자,
환경교사, 해양소년단 지도교사에게 일차 배포되었다. 한글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파일 또한 공개하여 지역별 현장의 여건과 대상에 따라 쉽게 수정하고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지도서에 소개된 내용 하나하나는 실제 현장적용과
응용과정을 통해 수정과 보완되어야 하며 이는 독자들의 활발한 의견제시를

통해 가능할 것이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다. 기획과 집필을 맡아주신 분,
시범수업과 자문을 해주신 분, 감수를 해주신 분, 사진을 제공해 주신 분, 이 외
에도 많은 분들이 알게 모르게 기여를 해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3년여 동안‘해양폐기물 모니터링’
을 담당하면서 지역주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바다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해오고 있는 바다
사랑시민연대를 비롯한 전국의 환경단체 활동가 여러분들과 체계적인 교육·
홍보자료 개발과 환경단체 활동가 대상의 교육훈련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하여
오고 있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연구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고마움을
표하고자 한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민간단체, 연구기관과 더불어 바다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해양환경보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과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해양환경이라는 거대한 존재 앞에서 당당히 친구하자고 손을 먼저
내밀 수 있게 되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2003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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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쓰레기 도감
소요시간

활동장소

대상인원

40분

실내

40명

학습주제

바다쓰레기의 종류와 특징

학습목표

바다쓰레기의 종류와 특징을 알고, 줄이는 방법을 알 수 있다.

학습문제

바다쓰레기의 종류와 특징을 알아보자.
바다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학습준비물

교사 - 종류별 바다쓰레기 사진(참고자료 활용), 실물화상기
학생 - 학습지

학습과정

도입단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쓰레기의 종류 말하기
가정, 학교, 거리에서 볼 수 있는 쓰레기는?
(음료수용 페트병, 캔, 유리병, 비닐봉지, 담배꽁초, 일회용기, 음식물쓰레기 등)

폭우가 내렸을 때 볼 수 있는 쓰레기에 대해 말하기
TV나 신문을 통해 보았거나 주변 하천에서 보았던 쓰레기는?
(나무, 가전제품, 건축자재, 플라스틱 저수탱크 등)

전개단계
바다쓰레기의 종류 알아보기
쓰레기의 이름과 용도, 버린 사람을 알아본다.
(참고자료 사진 활용)

육상쓰레기와 차이점 알아보기
육상쓰레기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쓰레기가 있는지 알아본다.
(어업과 관계된 각종 어구는 육상의 쓰레기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것들이다.
어망, 로프, 양식용 목재, 스티로폼 부자, 통발 등 참고자료 활용)

바다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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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쓰레기 도감
바다쓰레기가 생긴 원인 알아보기
쓰레기 사진을 보고 누가 버렸을지 추정해 본다.
(참고자료 활용)
어떻게 바닷가로 오게 되었을까?
(참고자료 활용)

정리단계
바다쓰레기의 종류
바다쓰레기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가?
(육지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육상쓰레기가 다 바다쓰레기가 될 수 있다. 그밖에
어업활동을 하다가 생기는 어업관련 쓰레기, 선박이나 해양 관련 시설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추가된다.)
사진을 보고 이름, 용도, 발생원인을 말해본다.

바다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방법
바다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자유롭게 말한다.
(대통령, 장관, 과학자, 시장, 어민, 아빠, 나의 입장에서 말한다.)

지도상유의점

사진 속의 쓰레기의 종류와 용도, 재질을 사전에 숙지한다. 학생들 수와 수준에
따라 사진의 수를 조절하여 지도한다. 학생들과 함께 현장에 나가 사진을 직접
찍어 도감을 만드는 활동을 하면 더욱 좋다.
현장 체험학습에 앞서 사전교육용으로 활용하면 좋다.
육상쓰레기와 같은 점과 차이점, 바다쓰레기가 발생되는 원인을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연장활동

복사본을 나눠주고, 분류기준을 찾아보게 한다. 원인자, 재질을 기준으로 분류해도
좋다. 분류기준별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조사한다.
연결학습 - <1-2. 숨은 쓰레기 찾기>, <1-3. 쓰레기는 몇 살까지 살까>,
<1-4. 범인을 찾아라>, <1-8. 바다환경은 내손으로>
관련교과 - 국어6-1(넷째마당 '되돌아보기'), 도덕6-2(7. 자연사랑)
과학6-2(3. 쾌적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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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바다쓰레기 도감
바다쓰레기의 발생원인

일반
육상
기인
육
상
기
인

해변
관광
기인

육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쓰레기(일반 및 지정폐기물)가 집중
호우, 폭우, 홍수 시 하천·강을 통해 바다로 유입하여 발생
육상에서 종량제 봉투에 담거나 재활용하기 위해 분리하는 모든
쓰레기와 기타 대형 쓰레기(가전제품, 드럼통, 자전거 등)

해변에 출입하는 관광객 또는 연안거주자의 무단 투기 또는 방치로
인해 발생
일회용품, 인스턴트식품용기, 도시락통, 음료수병, 담배꽁초, 슬리퍼,
포장용기, 신문, 음식쓰레기, 폭죽, 물놀이용품, 주방용호일,
부탄가스통 등

어업·낚시활동 관련 행위(레저용 낚시행위 포함)로부터 발생
어업
기인
해
상
기
인

선박
기인

어망, 통발, 종패자루, 어구, 타이어, 와이어로프, 스티로폼, 부자,
폐어선, 미끼주머니, 낚싯줄, 전구 등

여객선이나 상선 등 선박의 운항이나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해저자원개발이나 해난사고로 인한 쓰레기 등
선박잔해, 선박의 로고가 있는 일반 쓰레기, 공구, 카펫, 프로펠러,
페인트통, 기름통 등

출처 : 해양수산부, 2002. 현장지도자용 해양폐기물 모니터링 안내서

원인자별로 구분해 본 바다쓰레기
버린 사람

바다쓰레기

초등학생

공, 장난감, 음료수병, 과자봉지, 폭죽, 물놀이용품

낚 시 꾼

찌, 낚싯줄, 음료수병, 미끼통, 라면봉지, 휴대용 가스캔, 통조림캔

무 속 인

양초, 음식물, 깃발, 한지

어

민

타이어, 양식용 스티로폼 부자, 로프, 어망, 각종 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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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쓰레기 도감
바다쓰레기를 줄이는 10가지 방법
1. 바닷가에 놀러갈 때는 쓰레기 봉투를 챙겨간다. 쓰레기는 함부로 버리지 않고,
봉투에 담아 집으로 되가져오거나 쓰레기통에 버린다.
2. 연안에 사는 사람은 생활쓰레기를 바닷가에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
3. 해안에 버려진 쓰레기는 함부로 태우지 않고, 수거 후에 관련 기관에 연락한다.
4. 홍수나 태풍이 오면 육상에서 쓰레기가 대량 바다로 들어간다. 폭우와 강풍 예보가
있을 경우에는 바람이나 빗물에 쓰레기가 휩쓸리지 않도록 미리 처리하거나 고정
시킨다.
5. 낚시를 할 때는 낚시용품과 일회용품을 바다에 버리지 않고 되가져온다.
6. 선박에서 발생한 일반쓰레기는 바다에 버리지 않고, 선내 쓰레기통에 모아두었다가
육지에 가져와서 처리한다. 정박 중에도 함부로 바다에 버리지 않는다.
7. 어선의 조업과정에서 그물에 걸려 올라온 쓰레기는 다시 바다에 버리지 않고,
선내 수거함에 모아두었다가 육지에 가져와서 처리한다.
8. 조업과정에서 분실한 그물, 로프 등과 같은 어구는 위치와 양을 기록해 두어 나중에
수거하는 데 자료로 이용한다.
9. 어구수리나 어획물 손질과정에서 생긴 부산물은 한데 모아 처리한다.
10. 시민환경단체, 지자체, 중앙부처에서 주관하는 다양한 해양정화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모두가 바다지킴이가 되어 바다쓰레기의 불법, 무단투기를 감시한다.
출처 : 해양수산부, 2002. 제2회 국제 연안정화의 날 기념
전국 바다사랑시민실천대회 행사 리플렛

바다쓰레기 종류

농약병-농업용-농민

(사진 : 홍선욱, 황선미, 한국해양구조단 부산본부대)

냉장고-일반용-인근주민·도시민

13

바다쓰레기

1

바다쓰레기 도감

가스레인지 부품-일반용-인근주민

비닐봉지-일반용-관광객·인근주민·도시민

페트병-일반용-관광객·인근주민·도시민

음료캔-일반용-관광객·인근주민·도시민

고무장갑-일반용-인근주민

모니터-일반용-도시민·인근주민

유리조각-일반용-관광객·인근주민

자전거-일반용-인근주민·도시민

바다쓰레기

1

바다쓰레기 도감

고기구이판-일반용-인근주민·관광객

라이터-일반용-관광객·인근주민·도시민

바지-일반용-관광객

살충제캔-일반용-관광객·인근주민

통나무-건축용-건축업자·도시민

종이컵-행사용-무속인

릴-레저용-낚시꾼

납추-레저용-낚시꾼

15

바다쓰레기

1

바다쓰레기 도감

미끼통-레저용-낚시꾼

낚싯줄-레저용·어업용-낚시꾼·어민

드럼통-선박용-관광객·어민

오일통-소형선박용-관광객

유리부자-양식용-어민

장어통발-양식용-어민

플라스틱 약품통-양식용-어민

스티로폼부자-양식용-어민

바다쓰레기

1

바다쓰레기 도감

밧줄-어업용-어민

어망-어업용-어민

나무어상자-어업용-어민

플라스틱 통-일반용-어민·인근주민

음식물-일반용-관광객·인근주민

고래사체-특이한 경우

플라스틱부자-어업용-중국기인

플라스틱 음료병-일반용-일본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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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쓰레기

2

숨은 쓰레기 찾기
소요시간

활동장소

대상인원

1시간

해안

50명 이상

학습주제

바다쓰레기의 특성

학습목표

게임을 통해 바다쓰레기의 특성을 이해하고, 원인과 줄이는 방법을 알 수 있다.

학습문제

조건에 맞는 쓰레기를 찾아보자.
쓰레기의 원인과 줄이는 방법을 알아보자.

학습준비물

교사 - 쓰레기 사진
학생 - 장갑, 쓰레기 봉투

학습과정

도입단계
해안 쓰레기 모으기
해안에 버려진 쓰레기를 한 곳에 모두 모은다.
교사는 해안에 어떤 쓰레기들이 있는지 미리 답사를 통해 파악해 둔다.
용도나 이름을 미리 알아둔다.

전개단계
숨은 쓰레기 찾기 게임하기
쓰레기 사진을 보여주고 똑같거나 가장 비슷한 쓰레기를 많이 찾아오는 사람이
이긴다. 선착순 10명, 8명, 6명 등의 순서로 이기는 사람의 수를 줄여나간다.
처음엔 쉽게 찾을 수 있는 쓰레기 조건을 제시하고, 맞게 찾아 온 사람에게 다시
좀 더 찾기 어려운 쓰레기 조건을 제시한다.
점차 난이도를 높여 최종까지 남은 사람이 승자가 된다.

정리단계
학생들이 주워 온 쓰레기의 특성 알아보기
처음 보는 쓰레기가 있으면 이름과 용도를 알아본다.

바다쓰레기

2

숨은 쓰레기 찾기
누가 버린 것일까?
(<1-1. 바다쓰레기 도감> 참고자료 활용)

바다쓰레기를 줄이는 방법 알아보기
(<1-1. 바다쓰레기 도감> 참고자료 활용)

주워 온 쓰레기 담아서 치우기

지도상유의점

교사는 사전답사를 통해 해안쓰레기가 어떤 종류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 둔다. 눈에 가장 많이 띄는 쓰레기부터 차례로 목록을 작성하고 개수
가 적어 쉽게 찾을 수 없는 쓰레기가 있는지 찾아본다. 사진이 없으면 크기, 모양,
색깔, 무게 등의 조건을 들려주고 그 조건에 맞는 쓰레기를 찾아오게 한다.
학생의 수준에 따라 조건을 단순화하거나 까다롭게 한다. 단단하지만 던지면
깨지는 물건인데, 크기가 손보다 작은 물건(전구, 약병), 낚시하다가 바다에 빠뜨린
물건(음료수캔, 먹이통, 찌, 낚시줄, 낚시바늘), 타임캡슐에 넣으면 좋을 것 같은
쓰레기, 선생님에게 제일 잘 어울릴 것같은 쓰레기, 가장 오래 되었을 것 같은
쓰레기, 가장 아깝게 생각되는 쓰레기, 어민이 버렸다고 생각되는 물건 또는
바닷가에 놀러온 사람들이 버렸다고 생각되는 물건들 찾아오기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조건을 이용할 수 있다.
모은 쓰레기를 이용하여 이야기를 만들거나 즉석 야외전시물을 만들어도 좋다.
해안에 나가서 직접 바다쓰레기를 보고 만져보면서 할 수 있는 활동으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다. 육상기인 쓰레기와의 연계를 통해 우리의 생활이 바다
쓰레기 문제와 무관하지 않음을 느끼게 한다. 또한 어업이나 선박과 관련된 쓰레
기에 대해서 인식함으로써 육상 쓰레기와의 차이도 인지 할 수 있다.
모아 온 쓰레기들을 봉투에 담아 한 곳에 둔 다음 해당 지자체에 연락하여 처리
하도록 요청한다.

연장활동

연결학습 - <1-2. 숨은 쓰레기 찾기>, <1-3. 쓰레기는 몇 살까지 살까>
<1-4. 범인을 찾아라>
관련교과 - 국어6-1(넷째마당 '되돌아보기'), 도덕6-2(7. 자연사랑)
과학6-2(3. 쾌적한 환경)

참고자료

<1-1. 바다쓰레기 도감> 참고자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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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쓰레기

3 쓰레기는 몇 살까지 살까
소요시간

활동장소

대상인원

2시간

해안

50명 이상

학습주제

바다쓰레기의 변화

학습목표

바다쓰레기가 버려진 이후 생기는 변화과정을 알 수 있다.

학습문제

바다쓰레기를 나이에 따라 배열해보자.
바다쓰레기가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알아보자.

학습준비물

교사 - 사진기
학생 - 장갑, 쓰레기봉투

학습과정

도입단계
바다쓰레기 모으기
해안에 버려진 바다쓰레기를 한 곳에 모은 다음 종류별로 분류한다.
(캔은 캔끼리, 우유팩은 우유팩끼리, 스티로폼부자는 스티로폼부자끼리 모은다.
가능하면 같은 상표, 같은 모양을 모으는 것이 비교하기 좋다.)

전개단계
나이순으로 배열하기
같은 종류의 쓰레기 중에서 버려진지 오래된 것으로 보이는 것부터 최근에
버려진 것 순으로 배열한다.
나이를 알려주는 단서는 무엇인가?
(표면 인쇄 내용과 상태, 탈색정도, 녹슨 상태, 닳은 상태를 보고 알 수 있다.
생물이 붙어있는 경우 생물의 크기가 크고 많을수록 오래된 것으로 추정한다.)

쓰레기의 변화과정
처음 태어났을 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표면의 글씨와 색깔이 선명했다. 찌그러지지 않았다. 더러운 것도 묻지 않았다.
다른 생물이 붙어있지 않았다. 녹슬지 않았다.)

바다쓰레기

3 쓰레기는 몇 살까지 살까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까?
(점점 더 표면 글씨를 알아볼 수 없게 된다. 녹이 심해지고 모양이 일그러진다.
더 잘게 쪼개져 흩어진다.)

정리단계
바다쓰레기의 나이
쓰레기를 나이순으로 잘 나열하였는가?
(모두 함께 모둠별로 나열한 쓰레기가 나이에 따라 순서대로 배열되었는지 돌아
본다. 잘 배열했으면 박수를 쳐준다.)
가장 오래된 것은 언제쯤 버려졌을까?
(가장 오래된 것으로 보이는 쓰레기가 언제쯤 버려졌을지 함께 생각해 본다.
학생들이 직접 가장 오래된 쓰레기를 찾은 모둠을 정하게 한다. 교사는 박수를
유도하여 칭찬해 준다.)

쓰레기 분해 문제 정리하기
가장 분해가 안 되는 쓰레기는 어떤 것인가?
(참고자료 표 참조)
쓰레기가 잘 분해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쓰레기를 매립할 곳이 부족해진다. 썩지 않는 쓰레기가 오래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 주위가 점점 쓰레기로 뒤덮여간다. 분해가 잘 안 되는 물질의 사용을 줄이고,
적절하게 처리하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지도상유의점

쓰레기가 태어난 나이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제조일자를 알 수 있어야 한다. 또는
단종된 상품일 경우 대략 추정이 가능하다. 태어난 나이를 추정하기 어려울 땐
상대적인 나이만 추정한다. 할아버지, 아빠, 형, 동생 등으로 상대적인 나이를
매긴다.

연장활동

모은 쓰레기 중에서 오래된 것부터 차례로 고정시켜 전시물로 만들거나 사진을
찍어 자료집을 만든다.
수집한 쓰레기들을 기록하면서 쓰레기의 일생을 추적하게 한다. 쓰레기가 처음
세상에 등장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사람들이 잘 이용하다가 아무렇게나 버려진
다음 해안에 와서 방치된 현재까지의 이야기를 기록해본다.
연결학습 - <1-2. 숨은 쓰레기 찾기>, <1-4. 범인을 찾아라>,
<1-8. 바다환경은 내손으로>, <1-10. 쓰레기 전시회>
관련교과 - 국어6-1(넷째마당 '되돌아보기')
21

바다쓰레기

참고자료

3 쓰레기는 몇 살까지 살까
해안에서 발견된 신발과 캔의 나이

(사진 : 홍선욱)

왼쪽 신발이 오른 쪽보다 오래 된 것으로 보인다. 언제 생산되었는지 알 수 없다. 상대적인 나이만
알 수 있다.

왼쪽 캔이 오른 쪽보다 오래 되었다. 파도와 자갈에 부딪혀서 표면의 그림이 다 벗겨졌다.

쓰레기의 분해시간

출처 : 해양수산부, 2002. 현장지도자용 해양폐기물 모니터링 안내서(환경부 자료 재인용)

쓰레기는 몇 살까지 살까
년
초등학교

월

일
학년

장소
반

이름

학습문제 : 바다쓰레기를 나이에 따라 배열해보자.
바다쓰레기가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알아보자.
바다쓰레기를 한 가지 종류만 골라 버려진지 오래된 것부터 순서대로 배열해
봅시다.
처음 모습을 상상해 봅시다.

분해되는데 가장 오래 걸리는 쓰레기는 무엇일까요?

느낀 점을 적어봅시다.

바다쓰레기

4

범인을 찾아라
소요시간

활동장소

대상인원

3시간

해안

40명

학습주제

바다쓰레기의 원인

학습목표

바다쓰레기를 누가 버렸을지 추정함으로써 기원을 알고 적절한 대책을 찾을 수
있다.

학습문제

바다쓰레기를 버린 범인을 추적해보자.
적절한 대책을 찾아보자.

학습준비물

교사 - 사진기
학생 - 장갑, 학습지, 필기도구, 쓰레기봉투, 증거물 수집용 비닐팩

학습과정

도입단계
해안에서 쓰레기 둘러보기
쓰레기를 둘러보면서 쓰레기가 어떻게 해안까지 오게 되었을까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1-1. 바다쓰레기 도감> 참조)
쓰레기로 인한 피해실태에 대해 간단히 기록한다.

구간 정하기
학생수에 맞게 구간을 정한다. 사각형을 그리거나 막대와 노끈을 이용하여
표시한다. 모둠별로 구간을 할당한다.
범인 추적에 앞서 현장 사진을 찍는다.

전개단계
형사반장 뽑고 증거물 나누기
모둠별로 형사반장 한 사람을 정한다. 나머지는 모두 형사가 된다. 모둠별로
쓰레기를 분배한다.
한 개 쓰레기 당 학습지 한 장을 작성한다. 모둠끼리 토의를 거쳐서 작성하도록
한다.

바다쓰레기

4

범인을 찾아라
증거물(쓰레기) 특징 관찰하기
언제 어디서 쓰레기를 발견하였는가?
누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것인가?
언제 만들어졌는가?
유통기한이 언제까지인가?
어디서 만들어졌는가(생산지, 제조국)?
표면에 어떤 글씨가 보이는가?
부서지거나 망가져 있는가?
많이 닳아있는가?
색깔이 탈색되었는가?
생물이 붙어있는가?

증거물을 근거로 범인 추정하기
범인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6하원칙에 따라 정리)

정리단계
모둠별로 수사결과 발표하기
각 모둠별로 돌아가면서 형사반장이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범인으로 가장 많이 지목된 사람은 누구인가?
(순위를 매겨도 좋다 : 낚시꾼 1위, 관광객 2위 등. 현장조사 결과
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쓰레기가 많았다.)

가

적절한 대책 세우기
범인에 대한 적절한 처벌 방법을 알아본다.
(바다쓰레기에 관한 법률은 해양오염방지법, 폐기물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 등이
있다.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르면, 공유수면에 폐기물과 오염물질을 정당한
이유없이 버리거나 흘러가게 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박에서 쓰레기를 버린 경우에는 해양오염
방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안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사전 예방법을 알아본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알아본다.

출처 : 해양수산부·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1. 깨끗한 바다가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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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을 찾아라
증거물 수집하기
추가로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경우, 비닐팩에 담아 교실로 가져와서 단서를 더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본다.

지도상유의점

쓰레기를 조사할 현장의 범위를 학생 수에 맞게 정한다. 너무 넓은 범위를 정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일정 구간 안에 있는 쓰레기를 모두 조사하거나 한 가지 종류만
집중적으로 조사해도 좋다.
바다쓰레기를 버린 범인을 찾는 활동이므로 실제 형사들처럼 진지하게 활동에
임하도록 분위기를 이끈다.
범인을 찾을 수 없는 쓰레기, 용도를 알 수 없거나 너무 일반적이어서 지목하기
어려운 경우는 다음 연장활동으로 실시한다. 시간이 충분치 않은 경우, 조사의
난이도를 조절 한다. 처음에는 기초단서 또는 핵심증거물 수집, 정황증거 등의
기초조사만 실시하고, 수집된 증거물에 대해서 실내에서 심층조사하는 과정으로
나누어 지도한다.
모둠별로 조사한 결과를 종합한다. 교사는 현장에서 전체 결과를 종합하여 가장
유력한 범인을 결정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종합한다.
범인을 직접 찾아갈 수 있는 장소와 쓰레기이면 더 현실감이 있다.

연장활동

반복적으로 활동이 이루어질 경우 학기말에 역할놀이 형식의 연극을 꾸민다.
연극을 꾸미는 데 필요한 준비를 단계별로 교육내용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피고와
원고, 재판장, 변호인, 검사 등 역할에 맞는 대사를 재미있게 꾸며 발표하도록 한다.
육상쓰레기 수거프로그램으로 활용해도 좋다.
연결학습 - <1-1. 바다쓰레기 도감>, <1-2. 숨은 쓰레기 찾기>,
<1-3. 쓰레기는 몇 살까지 살까>, <1-8. 바다환경은 내손으로>,
<1-10. 쓰레기전시회>
관련교과 - 국어6-1(넷째마당 '되돌아보기'), 도덕6-2(7. 자연사랑),
과학6-2(3. 쾌적한 환경)

참고자료

사진자료

(사진 : 홍선욱)

유리만 모아서 범인을 추적한다. 깨진 것은 유리부자(<1-1. 바다쓰레기 도감> 사진 중 유리부자
참조)로서 요즘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 신발만 모아서 범인을 추적해도 좋다. 신발은 디자인, 크기,
오염정도 등으로 성별, 연령, 용도 등을 알 수 있다.

수사일지(학습지) 예
쓰레기의 특징
언제 어디서 쓰레기를 발견하였는가? 2002년 7월 26일 여수 돌산도 해안
누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것인가? 페인트작업용 고무장갑
언제 만들어졌는가? 모름
유통기한이 언제까지인가? 모름
어디서 만들어졌는가? 모름(한국)
표면에 어떤 글씨가 보이는가? 없음
부서지거나 망가져 있는가? 아님
많이 닳아있는가? 조금
색깔이 탈색되었는가? 일부만 탈색
생물이 붙어있는가? 없음
기타 - 페인트가 묻어있음, 가정용 고무장갑과는 두께, 모양이 다름
주변정황 - 어업관련 쓰레기들이 주변에 많고 가까운 곳에 양식장이 있음
목격자인터뷰 - 기상상태가 나빠 현장 기초조사만 하였음

수사결과 (6하원칙)
누가 - 마을 어민이
언제 - 몇 개월 전쯤에
어디서 - 발견장소 주변에서
무엇을 - 배에 페인트를 칠하고 나서
어떻게 - 쓰레기 통에 넣지 않고
왜 - 생각없이 버렸다

범인 추정
범인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적절한 대책
선박 수리나 페인트칠을 하고 나서 뒤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선주에게는 1개월간 매일
해안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있는지 지켜서 있는 벌을 준다.

느낀 점
배를 수선하는 곳에서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면 신고해야겠다.

바다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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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

활동장소

대상인원

40분

실내

40명

학습주제

플라스틱(스티로폼) 조각이 주는 피해

학습목표

게임을 통해 플라스틱(스티로폼) 조각이 생물에 주는 피해를 알아보고, 피해를
줄이는 방법을 알 수 있다.

학습문제

바다생물이 플라스틱(스티로폼) 조각을 먹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아보자.
바다생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

학습준비물

교사 - 쟁반 또는 바닥이 넓고 높이가 낮은 용기, 팝콘, 사탕, 과자, 플라스틱
구슬 또는 스티로폼 공 등 모양과 크기가 비슷하되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재료 3∼4 종류 (1인당 1컵씩 돌아갈 수 있는 분량)
학생 - 컵, 숟가락

학습과정

도입단계
재료를 이용하여 게임하기
모둠별로 쟁반 주위에 앉아, 개인당 숟가락 하나, 컵 하나를 준비한다.
숟가락을 입에 물고 1분 동안 컵에 재료를 옮겨 담는다.
다함께 소리내어 자기 컵에 담긴 것 중 먹을 수 없는 것을 하나씩 꺼내어
세면서 쟁반에 도로 넣는다. 먹을 수 없는 게 몇 개였는지 표에 기록한다.
컵에 남은 것(먹을 수 있는 것)은 몇 개인지 표에 기록한다. 가장 많이 담은
사람은 누구인가? 많이 담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도 가장 많이 가져갔는가?
(영어속담에 '부지런한 새가 벌레를 잡는다(Early birds catch the worms.)'
라는 말이 있다. 부지런하고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많이 먹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먹을 수 없는 것들이 섞여있고, 그것을 골라 낼 수 없을 땐 부지런해도
벌레를 많이 잡지 못할 수도 있다. 바다쓰레기 오염은 바다새의 생존을 위협한
다.)

바다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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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단계
내가 만약 바다새라면
바다새가 먹을 수 있는 먹이는 무엇인가?
(갯벌에 사는 미생물과 동식물, 작은 바다물고기 등)
바다새가 먹이와 플라스틱(또는 스티로폼) 조각을 구별할 수 있을까?
플라스틱(스티로폼) 조각을 먹이로 잘못 알고 먹는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새나 물고기 등은 플라스틱 조각(또는 스티로폼이나 레진펠렛)과 물고기 알,
또는 다른 먹이를 구별하지 못한다. 먹은 조각은 소화되지 않은 채 위장에 남아서
유독성 화학물질 때문에 병이 생기거나, 영양실조, 아사 등으로 죽게 된다.
육상동물의 경우도 마찬가지 상태이다.)

플라스틱 조각이 바다까지 오게 된 경로 알기
어떻게 바닷가나 바다에 플라스틱 조각이 버려지게 될까?

정리단계
플라스틱 및 스티로폼 조각이 바다생물에게 주는 피해
플라스틱 조각이 바다생물에게 주는 피해를 정리한다.
(참고자료 활용)

플라스틱이나 스티로폼 조각이 버려지지 않으려면?
플라스틱 조각을 줄이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정리한다.

지도상유의점

바다쓰레기가 잘게 부서져서 먹이와 섞여 있을 때 바다생물이 이를 골라서 섭취
할 능력이 없음을 학생들이 몸소 체험하게 한다. 사진자료를 이용하여 눈에 잘
띄지 않는 스티로폼 알갱이나 플라스틱 조각들도 바다생태계와 인간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설명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쓰레기가 생물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이해하고, 적절한
대안을 생각해내었는지 평가한다.

연장활동

연결학습 - <1-6. 덫에 걸린 바다동물>, <1-7. 쓰레기 속에 핀 생명>
관련교과 - 도덕6-1(2. 소중한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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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5 부지런한 새가 벌레를... 잡을까
플라스틱(스티로폼) 조각이 바다생물에게 주는 피해
바다동물은 플라스틱과 자기들이 좋아하는 먹이를 구별하지 못한다. 시각과 후각,
미각, 촉각 등의 감각으로 구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손과 발, 또는 다른 도구를 사용
하여 그것을 골라내지도 못한다.
플라스틱 조각, 스티로폼, 플라스틱 원료인 레진펠렛 같은 것들은 물고기의 알이나
다른 작은 생물로 보인다. 해류와 바람 때문에 쓰레기가 플랑크톤이나 다른 먹이와
뒤섞여 한 곳에 모여든다. 바다표면에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한 곳에 모여 띠를 만들
기 때문에 바다생물들은 먹이를 먹을 때 더 헛갈리게 된다.
먹어서는 안 될 플라스틱을 먹게 될 경우, 위장에 플라스틱이 가득 차거나 창자가
막혀서, 포만감을 느끼고 영양실조에 걸려 결국 굶어 죽게 된다. 생물체내에 유독성
화학물질이 축적되어 죽기도 한다.
비닐봉지나 비닐조각들이 바닷물에 떠다니면 마치 해파리나 오징어처럼 보인다.
바다표범, 돌고래, 고래, 바다거북 등의 바다생물들이 이것을 잘못 먹으면 마찬가지로
죽게 된다. 날카로운 플라스틱 조각의 경우 생물의 내장에 손상을 주기도 한다.

레진 펠렛 경고
1960년대의 하와이 제도 알바트로스(Albatross)새의 생태조사에서 사망한 어린 새
의 위를 조사한 결과, 플라스틱의 원료인 레진 펠렛(Resin pellet)이 다수 발견된 적
이 있다. 레진 펠렛은 비중이 1 이하인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이 대부분이고 이
들 자체는 독성이 거의 없다. 그러나 이들에 포함된 첨가제에는 인간이나 동물에 해
가 되는 화학물질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체내에 축적될 수도 있다. 소화관을
막거나 먹지 않아도 포만감을 느끼게 하여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할 가능성도
있다. 레진 펠렛의 해양유출은 현재 국제적인 관심사항이며,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그 출현 지역 및 빈도가 조사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부산과 영일만 주변해역에서
레진펠렛 출현이 확인됐으며 영일만 분포밀도는 1m2당 45개 정도이다. 또 환경 호
르몬 물질이 여기에 흡착하여 생물의 먹이가 되었을 때 환경호르몬 물질의 생태계 먹
이사슬 내 유입이라는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모래 속에 숨어있는 눈
에 잘 띄지 않는 작은 플라스틱 조각도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바다쓰레기

5 부지런한 새가 벌레를... 잡을까
사진자료

(사진 : 홍선욱, The Ocean Conservancy)

먹을 수 있는 재료와 먹을 수 없는 재료를 섞은 다음 정해진 시간 동안 컵에 담는다.

새끼에게 쓰레기를 먹이는 어미새

바다거북 위장 속에서 발견된 비닐봉지

조사표(학생용)
모둠명
이 름

먹을 수 있는 것
개수

비율(%)

먹을 수 없는 것
개수

비율(%)

전 체 량
개수(100%)

합 계

본 프로그램은 The Early Bird Gets The ... Plastic?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Sea Grant's "Ripples : A Big Sweep Elementary Activity
Guide")을 변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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덫에 걸린 바다동물
소요시간

활동장소

대상인원

40분

실내

40명

학습주제

밧줄이나 그물이 생물 몸에 걸려서 생기는 피해

학습목표

고무줄을 이용하여 밧줄·그물이 주는 피해를 체험하고, 피해를 줄이는 방법을
알 수 있다.

학습문제

고무줄이 손에 걸렸을 때 어떤 느낌인지 체험해 보자.
밧줄이나 그물이 바다생물에 어떤 피해를 주는지 알아보자.
피해를 줄이는 방법을 알아보자.

학습준비물

교사 - 사진, 실물화상기
학생 - 고무줄, 학습지

학습과정

도입단계
고무줄에 걸린 느낌 말하기
고무줄이 손등에 오도록 하여 엄지와 새끼손가락에 건다. 또는 손목에 건 뒤
어떤 느낌인지 말해본다.

고무줄 빼내기
손, 이, 다른 기구 등을 일절 사용하지 않고 고무줄을 뺀다. 뺀 사람이 있는가?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이야기 해본다.
(돌아가면서 자유롭게 느낌을 이야기한다.)

바다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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덫에 걸린 바다동물
전개단계
바다쓰레기로 피해를 본 생물 사진 보기
바다생물들은 왜 그물, 밧줄, 고리 등에 걸릴까?
(우연히 플라스틱 고리 안으로 헤엄쳐서 들어가거나 그물 안에 있는 먹이를
먹으려다가 걸린다. 먹이에 낚싯줄이 달린 걸 모르고 먹을 때나 호기심 때문에
가까이 접근하다가 걸린다.)
내가 만약 바다표범, 돌고래, 바다오리처럼 쓰레기에 걸린다면?
(내 손가락은 바다표범의 몸이고 내 손목은 바다오리의 목이라고 생각해보자.
사람은 특별하다. 손이 있어서 낚싯줄에 걸려도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다. 하
지만 바다생물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바다쓰레기를 줄이는 방법 알아보기
바다쓰레기는 누가 버릴까?
(<1-1. 바다쓰레기 도감> 참고자료 활용)
버려진 다음에는 바다에서 어떻게 될까?
(가벼운 것들은 둥둥 떠다니다가 생물의 몸을 옭아맨다. 잘 썩지 않는 것들이 대
부분이어서 100년에서 500년까지 바다에 남아있다.)
어떤 문제가 생길까?
(생물을 감아 죽이거나 배의 추진기에 감겨 사고를 내기도 한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밧줄이나, 그물, 고리 등을 버릴 때는 잘라서 버린다. 떠다니는 쓰레기를 수거
해서 처리한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 분해되는 물질로 점점 바꿔나
간다.)

정리단계
바다쓰레기로 인한 피해
바다쓰레기가 생물의 몸에 걸렸을 때 어떤 피해를 줄 수 있는지 정리한다.

바다쓰레기를 줄이고 바다생물을 보호하는 방법
바다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을 정리한다.
(밧줄, 그물, 고리 등을 버리지 않는다. 항구나 포구에 수거함을 설치한다. 낚시를
가거나 놀러가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1-1. 바다쓰레기 도감>
참고자료 활용)
바다생물을 보호하는 방법을 찾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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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덫에 걸린 바다동물
준비물이 간단하고 학생수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손쉬운 프로그램이다.
신체의 일부분을 이용하여 분해되지 않는 밧줄이나 그물에 얽히는 바다생물의
입장을 체험함으로써, 바다생물과의 공존을 위한 방법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활동이다. 생물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다쓰레기가 생물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이해하고, 적절한 대안을 생각해내었
는지 평가한다.

연장활동

연결학습 - <1-3. 쓰레기는 몇살까지 살까>,
<1-5. 부지런한 새가 벌레를 ... 잡을까>, <1-7. 쓰레기 속에 핀 생명>
관련교과 - 도덕6-1(2. 소중한 생명)

참고자료

바다쓰레기로 인한 피해
바다쓰레기가 바다생물에 미치는 악영향은 크게 두 가지로 알려져 있다. 얽힘
(entanglement)과 삼킴(ingestion)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외에도 선박 안전
운항 위협과 어업활동 방해와 같은 다른 악영향에 더 민감한 편이다.
매년 약 10만 마리의 해양포유동물, 100만 마리의 바다새가 얽힘과 삼킴 때문에
죽어가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낚싯줄, 밧줄, 그물, 6개들이 캔 포장고리 등이 목에
걸리면 목졸려 죽게된다. 신체 일부가 걸려서 떨어져 나가 신체장애를 일으키거나
걸린 부위가 질병에 감염된다. 헤엄치는 데 방해가 되어서 탈진 후 익사하거나, 먹이를
잡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굶어 죽기도 한다.
바다표범은 호기심이 많아서 바닷물 속이나 표면에 둥둥 떠다니는 쓰레기를 갖고
놀거나 머리를 넣어보는 경우가 많다. 어린 바다표범 몸에 밧줄이나 그물이 걸리고
나면, 점점 성장하면서 밧줄이 몸을 졸라 죽어간다. 그물에 걸린 다른 먹이를 먹기
위해 스스로 그 안에 들어가서 먹다가 몸에 감기기도 한다. 펠리칸이나 갈매기, 가마
우지 같은 바다새도 그물, 밧줄에 쉽게 희생되곤 한다.

출처 : www.oceanconservancy.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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덫에 걸린 바다동물
바다쓰레기에 얽혀 죽어가는 바다생물

(사진: The Ocean Conservancy)

그물과 밧줄에 목이 걸려 죽어가는 바다표범

밧줄과 그물에 걸려 죽거나 죽어가고 있는 바다거북

채집망에 걸려죽은 바다표범과 부리가 줄에 걸려 먹이를 먹지 못하고 굶어죽어가는 바다새

본 프로그램은
「Entanglement : Getting out of a Bind」
,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Sea Grant's "Ripples: A Big Sweep Elementary Activity
Guide" 을 변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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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속에 핀 생명
소요시간

활동장소

대상인원

2시간

해안

40명

학습주제

바다쓰레기 부착 생물 조사

학습목표

어떤 생물이 바다쓰레기에 부착해서 살아가는지 조사하고, 바다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알 수 있다.

학습문제

바다쓰레기에 붙어서 사는 생물을 관찰해보자.
바다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알아보자.

학습준비물

교사 - 사진기
학생 - 학습지, 자, 그림도구 또는 사진기, 돋보기

학습과정

도입단계
해안 쓰레기 모으기
해안에 버려져 있는 쓰레기를 한 곳에 모은다. 생물이 붙어있는 쓰레기가
있는지 조사한다.

전개단계
생물 조사하기
모둠별로 쓰레기를 선택하여 어떤 생물이 붙어있는지 조사한다.
(쓰레기의 종류와 생물 이름을 기록한다.)
생물의 종류별로 몇 개나 붙어있는지 개수(개체수)를 세어본다.
생물의 크기를 잰다(최소 mm ∼ 최대 mm).

정리단계
쓰레기와 바다생물간의 관계 정리하기
생물이 잘 붙는 쓰레기가 있는가?
바다생물은 원래 어떤 곳에서 살아야 할까?

바다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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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속에 핀 생명
바다생물을 쓰레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자유롭게 말한다.
(<1-1. 바다쓰레기 도감> 참고자료 활용)

지도상유의점

바다쓰레기가 바다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으로 다루어 바다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도록 유도한다.
생물이 잘 부착하는 쓰레기의 종류를 크게 구분하고, 동일 종류에 대해서도 부착
특징을 심도있게 조사하여 생물에 따른 부착 특성을 조사한다. 생물이 언제쯤
붙게 되었는지, 언제쯤 버려졌는지 조사할 수도 있다.

연장활동

함부로 쓰레기를 버린 경우와 자원을 육성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어초를 투입하는
경우를 비교 설명하여 차이점을 알게 하면 좋다.
그림으로 그리거나 사진을 찍어서 도감을 만든다. 그 생물의 이름, 서식환경,
먹이 등에 관한 내용을 실내활동에서 알아본다.
연결학습 - <1-5. 부지런한 새가 벌레를...잡을까>, <1-6. 덫에 걸린 바다동물>,
<1-8. 바다환경은 내손으로>, <2-2. 누구 껍질일까>
관련교과 - 과학3-1(6. 물에 사는 동물)

참고자료

바다쓰레기와 부착생물간의 관계
무엇인가에 붙어서 생활하는 바다생물(부착생물)들은 바위나 돌 등 안정적으로 붙을 수
있는 물체가 필요하다. 바위해안에 가면 바위마다 다양한 생물들이 붙어서 서식하고
물이 닿는 높이에 따라 종류도 달라지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쓰레기로 덮인 곳에서는
바위나 돌에 붙지 못해 서식에 지장을 받게 된다. 그러나 악조건 속에서도 강한 생명
력으로 적응하고 살아가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바다쓰레기에 부착된 채로 해안에서 발견되는 생물들로는 진주담치(흔히 홍합으로
통칭), 굴, 따개비, 석회관갯지렁이 등이 있다. 스티로폼 부자의 경우 굴보다는 담치
종류가 잘 부착되는 경향이 있으며, 표면이 상대적으로 매끄러운 쓰레기에는 굴이나
따개비류가 붙는 경향을 보인다.
한 종류의 쓰레기에 한 종의 생물이 부착하는 경우도 있고, 두 종 이상이 부착하는
경우도 있다. 바다쓰레기에 부착되어 서식하는 바다생물종에 관한 조사는 실시된 바
없으며 쓰레기의 물리적 성질과 환경의 안정성 등이 생물종을 좌우할 것으로 추측만
할 뿐이다. 바다생물의 생태에 관한 조사를 통해 바다쓰레기가 언제 버려졌는지 추정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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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속에 핀 생명
바다쓰레기가 바다생물에게 주는 피해
바다생물의 산란장이나 서식지로 이용되는 연안의 습지에 쓰레기가 들어와 식물
군집과 산란장을 파괴한다. 또한 바다쓰레기는 바다 밑바닥을 덮어 바닷물과 퇴적층
간의 산소교환을 막고, 퇴적층 속에 살고 있는 생물들을 죽게 만든다.
바다쓰레기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플라스틱이나 스티로폼, 비닐
제품 등의 석유화학제품들은 바다환경에 유입되면 반영구적으로 남기 때문에 인위
적으로 제거하기 전에는 지속적으로 피해를 주게 된다.
기타 피해는 <1-5. 부지런한 새가 벌레를 ... 잡을까>와 <1-6. 덫에 걸린 바다동물>
참고자료 활용

사진자료

(사진 : 홍선욱)

스티로폼 부자에 붙어사는 진주담치(여수 송소해안)와 따개비(화성 궁평리해안)

플라스틱 부자에 붙어있는 굴·따개비(화성 궁평리해안)와 유리부자에 붙어있는 따개비(여수 돌산도
해안)

쓰레기 속에 핀 생명
년
초등학교

월

일
학년

장소
반

이름

학습문제 : 바다쓰레기에 붙어사는 생물을 관찰해보자.
바다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내가 할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
생물이 붙어사는 쓰레기를 찾아봅시다. 어떤 생물이 몇 개체나 붙어 있나요?

붙어있는 생물은 원래 어디서 살아야 하나요?

바다생물이 쓰레기가 아니라 원래 좋아하던 곳에서 살게 하려면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다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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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환경은 내 손으로
소요시간

활동장소

대상인원

40분

실내 / 실외

40명

학습주제

클린업 행사 참가

학습목표

클린업 행사에 대해 알아보고, 바다쓰레기 관련 행사에 직접 참여한다.

학습문제

클린업 행사에 대해서 알아보자.
클린업 행사에 참여하자.

학습준비물

실내 - 교사와 학생 모두 인터넷 자료 및 신문기사
실외 - 교사와 학생 모두 모자, 편한 신발, 기록용 수첩, 필기도구, 사진기, 배낭,
식수, 쓰레기봉투, 장갑

학습과정

도입단계
클린업 행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기
'클린업'은 '대청소'라는 뜻이다. 국내외에서 열리는 각종 청소행사를 통틀어
클린업 행사라고 부른다.
국내에는 해안청소, 바다대청결운동, 해안정화운동 등 다양한 명칭의 클린업
행사가 있다. 해양수산부나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각 기관과 단체별로 청소
행사를 자주 벌이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9월 셋째 주 토요일에 전 세계 사람들이 동시에 해안을 청소
하는 '국제 연안정화의 날(International Coastal Cleanup, ICC)' 행사가
있다.

전개단계
국내에서 열리는 각종 클린업 행사에 대해 알아보기
신문이나 인터넷을 활용하여 청소, 청결, 정화 등의 주제어를 가지고 자료를
수집한다.
행사에 대해 6하원칙에 준하여 정리한다.
가장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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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환경은 내 손으로
'국제 연안정화의 날'에 대해 알아보기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여는 행사일까?
(참고자료 활용)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참가했을까?
행사에 참여하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행사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정리단계
국제 연안정화의 날 행사에 대해 알기
기원과 역사, 전 세계 참여나라 수, 주요 내용, 결과활용 등을 정리한다.
(참고자료 활용)

클린업 행사에 참여하기
한국코디네이터나 행사주관단체에 연락하여 전 세계 사람들의 행사에
직접 참여한다.

지도상유의점

우리 나라는「국제 연안정화의 날 행사」에 2001년부터 공식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을 전후해서 행사가 진행되므로,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나 한국코디네이터에 문의하여 실제로 참여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제 행사가 아니라도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선택한다.
행사 전에 행사의 의미를 알아보고 참여를 통해 체험하도록 한다.

연장활동

ICC는 연안에 버려진 쓰레기를 청소하는 행사이다. 이와 유사한 국제행사인
'Cleanup the World'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연결학습 - <1-9. 숫자로 본 바다쓰레기>, <1-10. 쓰레기 전시회>

참고자료

국제 연안정화의 날이란?
국제 연안정화의 날(International Coastal Cleanup)은 1986년 미국의 민간 환
경단체인 해양보전센터(Center for Marine Conservation, 지금은 The Ocean
Conservancy)가 텍사스에서 개최한 해안청소 행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지역
주민 2,800명이 196km에 달하는 해안에서 3시간만에 124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였
는데, 이 때부터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은 해안청소 행사일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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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에 25개 주가, 1989년에는 캐나다와 멕시코가 동참하면서 국제적인 행사로
이름을 바꾸게 되었다. 2001년 제16회 행사에서는 총77개국 75만명이 참여한, 세
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규모가 큰 해양보전 행사이다.
행사를 통해서 전 세계 해안과 수중에 버려진 쓰레기의 기인별 수량, 중량 자료가
동일한 양식에 따라 수집되고, 전체 분석 결과가 매년 보고서로 발간되며, 참여국에
배포된다. 또한 지역별 해양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실천 활동을 확대하기
위한 홍보 행사를 권고하고 있다. 행사를 주관하는 해양보전센터는 전 세계 참가국의
국가 코디네이터 지정, 지역별 행사 조직, 활동지침과 자료 제공, 행사 결과 보고서와
교육·홍보자료 발간·배포의 역할을 담당하며 국가 코디네이터 대상의 국제회의도
주관한다.
우리나라는 개별적으로 미국 해양보전센터의 조사카드를 이용한 조사활동을 벌인
적은 있으나, 공식참여국으로 등록하고 국가 코디네이터가 행사를 조직하고 결과를
보고하기는 2001년이 처음이었다. 2000년부터 해양수산부의 지원으로 국내 20개
해안에서 해양폐기물을 정기 모니터링해 왔던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시민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행사를 치렀다. 2001년에는 전국적으로 총 1750명이, 2002년에는
1600명이 참여하였다. 특히 2002년에는 중앙행사로 해양폐기물 전시회를 가졌다.
부대행사로 환경캠페인, 장승세우기, 해변걷기, 어장정화, 청소년 문화한마당, 쓰레기
작품만들기 등 다양한 행사를 해오고 있다.
2001년 1회 행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해안과 수중에 버려진 바다쓰레기의 57.5%가
해변 관광이나 일반육상기인, 21.6%가 어업이나 선박 기인, 18.7%가 흡연활동 기인,
2.2%가 기타 투기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행사에 참여하여 쓰레기 조사카드에 쓰레기의 종류와 양을 기록함으로써 전국적인
자료, 또 전 세계적인 자료를 생산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또 국내 자료의 경우, 지역
별로 해양 폐기물 관리정책 마련에 이용되며, 해양수산부의 해양폐기물 관리정책에
그 결과가 직접 활용되고 있다.
이 행사는 전 세계적으로 9월 셋째 주 토요일에 동시에 치르는 행사지만, 나라마다,
지역마다 여건에 맞게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행사일은 국가코디네이터가 결정하여
통보하며, 행사내용과 참여방법도 국가코디네이터에게 문의하면 된다. 2001년,
2002년 모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환경안전연구실 연구진이 한국코디네이터 역할을
담당하였다. 2001년 행사에 참여했던 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새로 결성된 바다사랑
시민연대(2002년 5월 창립)에 연락하면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 참가방법을 알 수
있다.
출처 : 홍선욱, 2002. 국제연안정화의 날의 의미와 정책시사점. 해양수산 R&D 동향

알아볼 곳
2002년 한국코디네이터 홍선욱(Tel: 02-2105-2775, Fax: 02-2105-2779)
바다사랑시민연대 www.lovesea.or.kr
미국해양보전센터(The Ocean Conservancy) www.coastalcleanu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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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참여단체
참 여 단 체

연 락 처

참 여 단 체

연 락 처

한국해양구조단 보령지역대 041-933-1055

시흥환경운동연합

031-432-0432

강릉YMCA

033-642-5681

안산풀뿌리환경센타

031-410-6925

강화도시민연대

032-933-6223

여수YMCA

061-642-0001

거제환경운동연합

055-688-2213

울산환경운동연합

052-296-0285

광주전남녹색연합

062-515-6501

제주도바다환경보전협의회 064-747-7316

군산YMCA

063-446-4122

제주서귀포대포영어법인

064-738-3331

군산바다사랑자원봉사단

063-467-8850

통영환경운동연합

055-648-6620

부산녹색연합

051-623-9220

포항YMCA

054-246-1711

서산YMCA

042-664-0848

한국해양구조단

051-464-4119

속초YMCA

033-635-7288

해남습지보전모임

061-537-2555

순천YMCA

061-745-0601

화성YMCA/

031-355-1012

시흥YMCA

031-315-4310

오산화성환경운동연합

031-377-3221

사진자료

(사진 : 홍선욱, 전명현, The Ocean Conservancy)

부산 진우도해안(2001, 부산환경운동연합)과 해남 관동해안(2002, 해남습지보전모임)에서 행사에
참여한 아이들

2001년 행사에 참여한 캐나다와 브라질의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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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본 바다쓰레기
소요시간

활동장소

대상인원

40분

실내

40명

학습주제

바다쓰레기 조사자료의 이해

학습목표

바다쓰레기 수치자료가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학습문제

바다쓰레기에 관한 수치자료표의 의미를 알아보자.
정리한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아보자.

학습준비물

교사 - 자료표, 실물화상기
학생 - 자료표, 계산기, 학습지

학습과정

도입단계
바다쓰레기 조사방법 알아보기
바다쓰레기가 해안에 버려져 있다. 바다쓰레기 없는 깨끗한 해안을 만들려면
해안의 쓰레기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어떤 정보를 얻는
것이 좋을까?
(원인을 알게 해주는 정보를 얻으면 좋다.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종류와 양을
파악해야 한다. 발생하는 쓰레기 종류와 양을 알면 그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찾아 대책을 세울 수 있다.)
그런 정보는 어떻게 얻어질까?
(현장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실시해야 발생실태와 변화
양상을 알 수 있다.)
나라면 어떤 방법으로 조사할까?
(각자 생각나는대로 방법을 말한다. 조사방법은 목적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 정하고, 그 목적에 맞는 방법을 자유롭게
이야기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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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단계
기초수치자료표 이해하기
자료표의 가로축과 세로축은 어떤 것을 말할까?
(가로축은 바다쓰레기의 종류, 세로축은 조사한 월을 말한다.)
어떤 방법으로 얻어진 자료일까?
(가까운 해안의 한 구간을 정해서 매월 같은 날 또는 비슷한 시기에 직접 현장에
나가 그 구간 안에 있는 쓰레기를 모두 주워 종류를 구분하고 종류별로 무게와
수를 측정한 뒤 표에 기록한 것이다. 참고자료의 표는 해양수산부와 여수
YMCA, 한국해양수산 개발원이 2000년 8월부터 공동으로 실제 여수 송소 해
안의 쓰레기를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공한 것이다.)

자료의 의미 알기
가로축을 따라 더하면 어떤 것을 알 수 있는가?
(매월 발생하는 쓰레기의 양을 알 수 있다. 1월에 발생한 쓰레기 총량은 87.7kg,
204개이다.)
세로축을 따라 더하면 어떤 것을 알 수 있는가?
(1년 동안 쓰레기가 종류별로 얼마나 버려지는지 양을 알 수 있다.)
가로축 또는 세로축별로 더한 값을 다시 더하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1년 동안 발생한 쓰레기의 총량을 알 수 있다.)

자료 분석하기(무게와 개수 각각)
1년 중 쓰레기가 가장 많은 때와 가장 적은 때는 몇 월인가?
(무게로 보면 6월, 개수로 보면 8월에 바다쓰레기가 가장 많았다. 1월은 무게나
개수 모두 가장 적게 나타났다. 계절별로는 여름철에 가장많았다.)
1년 동안 가장 많이 버려지는 종류와 가장 적게 버려지는 것은 무엇인가?
(무게로 보면 금속, 개수로 보면 유리가 가장 많았고, 적게 나타난 것은 가죽과
대형폐기물이었다.)
1년 동안 해안에 얼마나 많은 쓰레기가 버려지는가?
(여수 송소 해안의 경우 총 4,124.1kg, 10,700개의 바다쓰레기가 버려졌다.)
같은 장소에서 발견된 쓰레기를 무게와 개수 단위로 조사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가?
(무게로 조사하면 금속이나 나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개수로 조사하면
유리와 플라스틱이 많다. 단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두 가지 조사를
다 실시하면 바다쓰레기를 줄이는 데 좀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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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본 바다쓰레기
정리단계
자료 분석결과 정리하기(무게와 개수 각각)
가장 문제가 심각한 쓰레기는 어떤 종류인가?
(금속과 나무, 유리와 플라스틱이었다.)
단위에 따라 조사결과에 차이가 많을 때는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
(조사결과를 모두 이용하여 우선 관리해야 할 항목을 정한다. 또 다른 결과와
비교할 때는 같은 단위로 조사된 것인지 먼저 확인해서 같은 단위로 얻어진
결과끼리만 비교할 수 있다.)

자료 분석결과 활용하기
가장 먼저 줄여야 할 바다쓰레기는 무엇인가?
(금속과 유리)
쓰레기 대책이 가장 필요한 시기는 언제인가?
(여름철)
만약 내가 어른(대통령, 장관, 지자체장, 교사 등)이라면 해안의 쓰레기를 어떤
방법으로 줄일 수 있을까?
(각각의 입장에서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지도상유의점

실제 바다쓰레기 발생에 관한 조사 결과자료를 이용하여, 해안에서 쓰레기를
줍고 조사하는 행위의 의미와 가치, 활용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단순 합과 비율만 구하도록 할 수도 있고, 그래프까지 그리
도록 해도 좋다. 연간 단위면적당 쓰레기의 양을 구해 그래프로 나타내도록 할 수
도 있다. 단위에 따른 비교가 어려울 경우 한 단위만 선택하면 된다.
클린업 행사에 직접 참여하여 그 결과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기초조사자료표를 보고 그 의미를 알 수 있는가, 자료를 정리해서 활용할 수 있는
가를 평가한다.

연장활동

매월 가장 많이 발생하는 종류를 뽑아서 비교해본다. 어떤 계절에 가장 쓰레기
문제가 심각할까 조사한다.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국 해양폐기물 모니터링'에 대하여 알아 본다.
학교 소재지에서 가까운 곳에서 '해양폐기물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실제 조사활동에 참여하면 좋다(www.lovesea.or.kr).
연결학습 - <1-8. 바다환경은 내 손으로>
관련교과 - 수학3-2(6. 곱셈/7. 자료정리하기),
수학4-1(5. 시간과 무게/7. 꺾은선 그래프),
수학6-1(8. 비율그래프)

바다쓰레기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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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본 바다쓰레기
바다쓰레기 조사결과
조사지점

여수시 소호동 송소마을 해안

조사단체

여수YMCA

측정단위

kg, 개

조사면적

14,110㎡

조사길이

830m

조 사 폭

17m

조사결과 1(단위 : kg)
일시

기타

합계

25

2.7 3.5

2.8

1.5

0

0

87.7

2002-02 6.8 21.9 37.9 13.3 40.1

4.8

1.1

1.6

6.9

5.5

53

55

247.9

2002-03 3.9 12.6 6.4 28.5 20.8

5.3

2.7

10

12.7

0.5

20

6.5

129.9

2002-04 0.5 4.3 172

2002-01

가죽 고무 금속 나무 유리 스티로폼 종이 비닐 플라스틱의류/천 대형
3

2.5 8.7

35

62.2

17

6.4 7.3

73.1

2.6

20.2

8.4

458

2002-05 1.5 5.6 150 50

15

7

0.9

50

7

50

30

370

2002-06

4

13

57

15

18 14.4

91

8.7

48

1

609.6

2002-07

1

18 150

75

13

32

5

37

69

2

130

35

567

2002-08

1

4

150 38

35

39

5

35

58

18

150

8

541

2002-09

0

3

8

12

1

2

24

5

0

39

109

2002-10

2

4

30 200

39

45

2

25

45

15

0

15

422

2002-11

2

5

58

35

15

115

3

5

35

5

0

35

313

1

1

65

48

5

58

6

7

50

0

27

269

2002-12
합계

84

3

331 8.5

9

6

3

26.7 95 1168 621.3 313.1 375.1 53.8 150.8 517.5

1
71.8

471.2 259.9 4124.1

조사결과 2(단위 : 개)
일시
2002-01

가죽 고무 금속 나무 유리 스티로폼 종이 비닐 플라스틱의류/천 대형
7

5

21

47

9

68

11

13

기타

합계
204

20

3

0

0

2002-02 25

58 193

32

380

76

9

27

77

25

11

39

952

2002-03 33

32

80

130

49

46

50

119

9

1

55

685

2002-04 8

10 223 62

421

68

58

74

216

35

3

20

1,198

2002-05 22

4

68

19

22

48

111

23

3

33

411

81
38

20

2002-06 9

11

91

3

194

26

34

50

98

22

3

3

544

2002-07 9

17

67

65

676

60

117

91

198

49

1

30

1,380

2002-08 16

20

98

36

412

42

285 105

338

58

2

78

1,490

2002-09 0

14

30

9

51

36

22

51

271

13

0

57

554

2002-10 11

15

81

19

323

110

154 65

303

60

0

44

1,185

2002-11

5

2

90

16

77

335

53 105

111

34

0

70

898

2002-12

3

6

137

95

15

410

66 156

243

21

0

47

1,199

148 194 1150 484 2756 1299

877 835

2105

352

24

476 10,700

합 계

표에 기재된 값은 실제 조사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제공 : 여수YMCA, 한국해양수산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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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본 바다쓰레기
월별 바다쓰레기 발생량 그래프

바다쓰레기

9

숫자로 본 바다쓰레기
연중 바다쓰레기 종류별 발생량 그래프

49

바다쓰레기

10

쓰레기 전시회
소요시간

활동장소

대상인원

1학기

실외/실내

40명

학습주제

쓰레기 전시회

학습목표

전시회 활동을 통해 바다쓰레기의 특성을 파악하고 창작활동을 체험할 수 있다.

학습문제

쓰레기를 이용하여 작품을 만들고 전시회를 꾸며보자.
작품 전시회를 통해 바다쓰레기 없는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방법을 찾아보자.

학습준비물

교사 - 해안쓰레기를 담을 수 있는 비닐팩 또는 쓰레기 봉투, 장갑(실외)
학생 - 학습지, 작품제작에 필요한 미술도구(실내)

학습과정

도입단계
현장쓰레기 알기
어떤 쓰레기들이 버려져 있는지 둘러본다. 이름, 쓰임새, 원인을 알아본다.
왜 해안에 버려져 있는지 자유롭게 이야기 한다.

작품 기획하기
해안에 버려진 바다쓰레기를 이용하여 어떤 작품을 만들 수 있을까?
(모둠별로 어떤 작품을 만들 건지 토의하여 정한다.)

준비물 챙기기
작품을 만들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모둠별로 현장에서 작품 재료를 선택한다. 더러운 것들을 털어내고 씻어서 잘
말린다.)

전개단계
해안 쓰레기를 이용하여 작품 만들기
한 종류의 쓰레기만 수거하여 씻은 다음 접착 배열하는 방식, 다양한 쓰레기를
종류별로 정리하여 학습자료로 만드는 방식, 쓰레기 사진만 찍어서 정렬하여
붙이는 방식, 쓰레기를 주제로 공동창작화를 제작하는 방식, 실물을 전시하고
설명서를 붙이는 방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쓰레기를 이용한 전시회를 준비한다.

바다쓰레기

10

쓰레기 전시회
작품에 이름을 붙이고, 설명을 써서 안내자료를 만든다.

쓰레기를 이용한 작품 전시회 열기
복도나 강당에 작품을 전시한다.

정리단계
전시회를 마치고 정리하기
전시된 작품을 모두 사진으로 찍어서 자료집을 완성한다. 학급 교육자료집으로
활용한다.
소감문을 작성하게 한다.

지도상유의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일정 기간 연장활동주제로 선택하면 좋다. 학생 수준에
따라 부분활동만 실시해도 좋다. 같은 품목끼리 모아야 작품을 만들기 쉽다.
교사가 총괄 기획을 맡고 전체 기본 컨셉에 맞춰 모둠별 다양성과 통일성을 고려
하면 좋다. 전시회의 제목을 정하고 사전 홍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시회를
찾도록 만든다. 전시회에 구경 온 사람들에게 바다쓰레기의 문제점과 해결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을 학생 스스로 설명하게 한다.
협동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경험을 갖게 한다. 현장에 자주 나갈 수 있는 경우
모둠을 정해서 매회 한 개의 모둠이 책임지고 전시회를 치르도록 임무를 주어
경쟁시켜도 된다. 교사는 전시회를 기록으로 남겨 학기말 또는 연말에 평가를
하고, 사진전을 가져도 된다.
학생들과 함께 사진기록 또는 영상기록을 비교하고 스스로 평가하도록 해도
좋다. 미술지도교사 등을 심사위원단으로 구성하여 평가를 의뢰해도 좋다. 잘
한 팀에게 상을 준다.
전시작품을 미리 사진으로 찍어 전시회 설명자료를 만들어도 좋다. 쓰레기를
주운 날짜, 이름, 장소, 특징, 배경설명 등을 정리해 두면 좋다. 작품은 사진자료
집으로 만들어 남기고, 후기를 기록하여 문집을 만들어도 된다. 작품의 기획,
홍보에서 창작과 실제 전시, 작품집 만들기까지 종합적인 활동이 될 수 있다.

연장활동

매회 주제가 다른 전시회가 가능하다. 한 가지 항목만 전시하고 일정기간 지나면
치우고, 다음 현장학습 땐 또 다른 항목에 대해서만 수집한다. 같은 방식으로
전시회를 주기적으로 열 수 있다. 전시회를 할 때마다 전시회 제목, 컨셉, 이미지,
배열 등을 다르게 해서 학생 스스로가 돌아가면서 큐레이터가 되는 경험을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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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전시회
연결학습 - <1-2. 숨은 쓰레기 찾기>, <1-3. 쓰레기는 몇 살까지 살까>,
<1-4. 범인을 찾아라>, <1-8. 바다환경은 내 손으로>,
<1-9. 숫자로 본 쓰레기>
관련교과 - 미술3(11. 아름다운 실내), 국어6-1(넷째마당 '되돌아보기'),
도덕6-2(7. 자연사랑), 과학6-2(3. 쾌적한 환경)

참고자료

제2회 국제 연안정화의 날 기념 "해양폐기물 전시회" 안내서

제공: 한국해양수산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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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전시회
사진자료

(사진 : 주현민, 홍선욱, 박유신 ; 자료집 : 장동용)

취학전 아동들이 만든 공동창작품과 실제 쓰레기를 종류별로 모아 전시한 모습(2002, 보령 무창포)

포스터와 사진을 판넬이나 액자로 제작하여 전시한 것(2002, 보령 무창포)

해안에 버려진 쓰레기를 모아 여행용 가방에 고정시켜 이동 전시할 수 있도록 만든 작품(2001,
일본 고베)과 해안의 쓰레기로 만든 액자와 전등갓(2003, 일본 미야주)

고등학생들이 해안에서 쓰레기로 작품을 직접 만든 것(2002, 서산 바람아래)과 해안 쓰레기 작품
사진과 초등학생 그림을 자료집으로 만든 것(2001, 시흥 오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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