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쓰레기 줄이기 –  
남극 방문객 가이드라인
함께 해결해요
남극 대륙을 여행할 때 플라스틱 및 기타 쓰레기 
생성을 줄이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습니다. 
남극의 쓰레기는 선박이나 항공을 통해 지역 
외부의 항구로 반출되어 폐기되지만 위치에 따라 
시설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운영 과정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행 중에 
가져오고 사용하고 처분하는 일회용 물품의 수를 
줄여 방문 흔적을 영구적으로 남기지 않고 그들의 
노력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와 유해 플라스틱이 환경에 버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도 있습니다.

거부: 가방, 병, 수저 및 컵과 같이 필요하지 않은 물품을 거부합니다.

재사용: 소지품의 수명을 연장하십시오. 필요하지 않으면 나누어 줍니다.

절감: 소비를 줄이고 재사용 가능한 물품을 사용하면 전 세계의 총 폐기물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재활용: 가정에서의 폐기물 재활용에 대해 알아보고 그에 따라 분리하십시오. 여행할 때 재활용 
기회를 찾습니다.

여행 전 해야 할 일
●	 	물병, 컵, 가방, 수저 등과 같은 집으로 가져올 

수 있는 재사용 가능한 물품을 가지고 
여행합니다.

●	 	재사용 가능하고 내구성이 뛰어난 방수 
가방을 사용하여 카메라와 기타 장치를 
외부로부터 보호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비닐봉지 사용을 권장하지 않습니다(밀봉 
비닐봉지 포함).

●	 	손이나 발을 따뜻하게 하는 핫팩을 가져오지 
마십시오. 대부분 일회용이며 플라스틱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품질의 옷에 투자하십시오. 떠나기 전에 
조언을 구하십시오.

●	 	새 물품을 챙기기 전에 불필요한 포장을 미리 
제거합니다.

●	 	세면도구를 챙길 때는 미세 플라스틱이 없는 
화장품과 같은 친환경적인 대안품을 
선택합니다.

●	 	비누와 샴푸 바와 같이 비플라스틱으로 
포장된 제품을 선택합니다. 숙소에 리필이 
가능한 디스펜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플라스틱 병 및 용기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재사용 가능한 물품을 사용합니다.

●	 	합성 의류는 작은 플라스틱 섬유를 
떨어뜨립니다. 우리는 합성 의류 사용을 
완전히 중단하기는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표임을 알고 있습니다.



여행 중 해야 할 일
●	 	일회용 컵, 빨대, 병, 식품 용기 및 기타 물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	 	물티슈를 포함하여 유기체가 아닌 재료로 된 
물건을 변기에 버리지 마십시오.

●	 	외출 시 화장지와 카메라 가방에 특히 
주의하여 모든 소지품이 잘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지역 환경 이니셔티브와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문의하여 방문하는 지역 
사회를 지원합니다. 필요한 경우 쓰레기를 
집으로 가져와 적절히 처리하고 폐기물 관리 
시설이 제한된 외딴 지역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활용합니다.

●	 	다른 여행객 및 직원과 대화를 나누십시오. 
모든 사람이 동일한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으므로 다른 사람에게서 배우고 
영감을 얻을 좋은 기회입니다.

특별 참고 사항
‘분해성’ 또는 ‘생분해성’ 라벨이 붙은 제품은 일반 
플라스틱 물품보다 빠르게 분해되지만 여전히 화석 
연료를 포함할 수 있으므로 미세 플라스틱 입자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줄이려면 
이러한 대체 옵션을 사용하는 대신 재사용 가능한 물품을 선택하십시오.

여행업계의 역할
남극 관광 운영자 국제 협회(IAATO)와 북극 원정 크루즈 운영자 협회(AECO)는 UN 청정 바다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회원국들과 함께 일회용 플라스틱 및 기타 물품의 사용을 체계적으로 줄여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운영자는 또한 전 세계 해변 청소에 손님을 참여시키고 매년 수 톤의 해양 
쓰레기를 제거합니다. IAATO와 AECO는 승무원, 직원 및 손님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모범 사례를 
공유하여 바다와 육지의 환경 보호를 향한 인식과 참여를 높이는 데 관여하고 있습니다.

남극 대륙을 책임감 있게 방문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www.iaato.org를 방문하십시오.

여러분은 남극 홍보 
대사입니까?

대화에 참여하십시오:

 남극 홍보 대사

 #Antarctic_Ambassadors 

 #LoveAntarctica

이러한 물품은 전 세계 해변에 주기적으로 
떠밀려옵니다. 우리가 협력하면 이런 제품 사용을 
중단함으로써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병 및 뚜껑  
재사용 가능한 병과 컵을 휴대합니다.

담배꽁초 
담배 필터에는 플라스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정된 장소에서만 담배를 피우십시오. 
주의하여 폐기합니다.

비닐봉지 
플라스틱을 거부합니다. 천연 소재로 만든 
오래 지속되는 가방을 들고 다니십시오.

음료수 빨대 및 플라스틱 수저 
재사용 가능한 개인 물품을 휴대합니다. 
플라스틱 빨대를 거부합니다.

물티슈 
플라스틱 섬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신 재사용 가능한 천, 코튼울 또는 
대나무 소재를 사용하십시오.

면봉  
100% 면이나 종이로 만든 제품을 
찾으십시오.

사탕 포장지 및 식품 포장지 
비플라스틱 포장을 찾으십시오. 대부분의 
껌도 합성 식품입니다.

http://www.iaato.org
https://www.instagram.com/antarctic_ambassadors
https://www.instagram.com/LoveAntarctic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