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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쓰레기장에서월드컵경기장으로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은 예

전에 각종 쓰레기를 매립하던 곳이었다. 원래는 난초와

지가 자라는 아름다운 섬이라 난지도라고 불렸는데, 그

곳에 1978년에서 1993년까지 15년간 약 9,200만 톤의 쓰

레기가 버려졌다고 한다. 이는 서울 여의도의 63빌딩 145

개에 해당하는 양이다. 그렇게 많은 쓰레기로 거 한 두

개의 산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러한 쓰레기투성이의 땅 위

에 우리는 월드컵 경기장과 총 105만 평의 월드컵 공원을

만들었다. 그리고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가스는 경기장과

상암 택지개발지구의 냉∙난방 연료로 재활용하고 있다. 

예전의 난지도 쓰레기 처리장

생태 공원으로 태어난 월

드컵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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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를 잘 분리하여 버린다면 쓰레기의 양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원을 재활용할 수도 있고, 물건을 다

시 만드는 데 필요한 에너지도 줄일 수도 있다. 우리가 버

리는 쓰레기 중에는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

는데 어떤 것들은 다시 팔리거나 새로운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 재활용되기도 한다. 또 태워서 전기나 다른 형태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도 있다. 쓰레기를 잘 활용하면 자원

의 낭비와 쓰레기로 인한 오염을 줄이고 한정된 자원과

에너지를 보존할 수 있다.

우리집의쓰레기를줄이기위해어떤일들을할수있는지알아보자.

함께 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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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지질학자들은 2010년쯤이면 석유 생산량이 줄어

들기 시작해 석유를 공급하는 데 큰 혼란이 닥칠 것이라

고 전망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재생 가능 에너지를 찾아

야 한다. 재생 가능 에너지란 무엇일까? 석유나 천연가스

처럼 한 번 사용하고 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양 에

너지나 풍력 에너지처럼 사용한 후에도 없어지지 않고 다

시 생기는 에너지를 가리킨다. 네덜란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풍차나 우리나라의 몇몇 섬 지방에서 시범적으로 사

용하고 있는 풍력 발전기와 태양열 냉∙난방 기구 등이

재생 가능 에너지를 활용한 표적 사례들이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도 태양열을 이용하여 올림픽 광장의 밤

거리를 환히 밝혔다. 또 태양열이나 풍력을 이용하면 가

정집에서도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 어쩌면 멀지 않은 미

래에 한국전력공사가 가정집에서 전기를 사 가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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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태양열이나바람, 파도등을이용하여만들어진에너지를쓸수있는축구장을

설계하는사람이라고가정하고, 모둠별로축구장과그주변시설을만들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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