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시민 종이팩 분리배출 실태조사

❑ 조사개요

◦ 취지 : 천안시민의 종이팩 분리배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안을 모색함

◦ 조사기간 : 2021년 5~7월

◦ 조사대상 : 천안시민 300명

◦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내용 : 기본정보(성별/주거형태/연령대), 종이팩 분리배출 관련 문항

◦ 주관 : 천안녹색소비자연대 / 주최 : (사)자원순환사회연대∙대전환경운동연합

기본정보

1. 성별
주택형태 응답 수 퍼센트

남 82 27.3%

여 218 72.7%

총합 300 100%

2. 주거형태
주택형태 응답 수 퍼센트

단독주택 22 7.3%

아파트(공동주택) 238 79.3%

원룸, 빌라 28 9.3%

오피스텔 5 1.7%

기타 2 0.7%

무응답 5 1.7%

총합 300 100%

3. 연령대
연령대 응답 수 퍼센트

10대 38 12.7%

20대 64 21.3%

30대 33 11%

40대 89 29.7%

50대 53 17.7%

60대 이상 18 6%

무응답 5 1.8%

총합 300 100.2%



응답 응답 수 퍼센트

① 일반 종이와 구분하여 따로 배출한다. 124 41.3%

② 일반 종이와 혼합 배출한다. (2-1문항으로) 158 52.7%

③ 일반 쓰레기로 배출한다. (2-2문항으로) 18 6%

총합 300 100%

종이팩 분리 배출 관련

1. 종이팩을 일반 종이와 구분하여 배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응답 응답 수 퍼센트

알고 있다. 212 70.7%

모른다. 88 29.3%

총합 300 100%

2. 현재 종이팩을 어떻게 배출하고 있습니까? 



2-1. (2번 문항에서 ② 선택) 종이팩을 일반 종이와 혼합 배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응답 응답 수 퍼센트

① 일반 종이류와 따로 버리기에는 종이팩의 양이 적기 

때문이다
19 12%

② 거주지 재활용 배출함이 종이팩과 일반 종이류를 함께 

배출하게 되어 있다. 
81 51.3%

③ 일반 종이류와 종이팩을 분리배출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55 34.8%

④ 기타 3 1.9%

총합 158 100%

2-2. (2번 문항에서 ③ 선택) 종이팩을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응답 응답 수 퍼센트

① 종이팩이 재활용되는 줄 몰랐다. 2 11.1%

② 배출하는 종이팩의 양이 적기 때문이다 6 33.3%

③ 종이팩을 씻고 말려서 모아두는 과정이 귀찮다 7 38.9%

④ 기타 3 16.7%

총합 18 100%

 



3. 본인 거주지에 종이팩 전용 배출함이 있습니까?
응답 응답 수 퍼센트

① 있다. 64 21.3%
② 없다. 180 60%
③ 모른다. 51 17%
④ 무응답 5 1.7%

총합 300 100%

4. 종이팩 전용 배출함 비치에 대한 의견
응답 응답 수 퍼센트

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15 5%
② 쓰레기 배출장소와 가까운 거리에 있어야한다. 237 79%
③ 멀리 떨어져 있어도 따로 배출할 의사가 있다 44 14.7%
④ 기타 4 1.3%

총합 300 100%



5.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응답 수 퍼센트

①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 95 31.7%
② 생산업체의 적극적인 회수 노력 24 8%
③ 종이팩 전용 배출함 설치 등 시스템 개선 125 41.7%
④ TV 광고 신문 SNS 등 매체를 통한 홍보 35 11.7%
⑤ 시민교육 18 6%
⑥ 기타 3 1%

총합 300 100%

6. 매주 목요일 천안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종이팩을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교
환해주는 ‘천안시 종이팩 교환 사업’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응답 응답 수 퍼센트
① 알고 있다. (6-1문항으로) 81 27%
② 모른다. (제출하기) 219 73%

총합 300 100%



천연펄프가 주원료인 종이팩은 화장지 등으로 재활용되지만 일반 종이와 함께 배출하면 
코팅을 제거하는 가공을 할 수 없어 일반쓰레기로 버려진다. 종이팩이 일반 종이와 별
개의 재활용 대상 품목인 이유이다. 천안녹색소비자연대는 가정의 종이팩 분리배출 실
태를 점검하기 위해 천안시민 3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 응답자의 70.7%가 종이팩을 일반 종이와 따로 배출해야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실제로 두 품목을 구분하여 배출하는 비율은 41.3%로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응답 결과 
종이팩과 종이를 혼합 배출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거주지 재활용 배출함이 종이팩과 일반 
종이를 함께 배출하게 되어있기 때문’(51.3%)인데 응답자의 60%가 거주지에 종이팩 전
용 배출함이 없다고 답했으며 17%는 종이팩 전용 배출함 비치 여부조차 모르고 있었다. 

□ 또한 천안시가 지역의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종이팩 교환사업’
은 시민 홍보와 참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의 27%만이 해당 사업
을 알고 있었으며 실제로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종이팩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교환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300명중 28명으로 10%도 되지 않는다. 

□ ‘종이팩 전용 배출함은 쓰레기 배출장소와 가까운 거리에 있어야 한다.’ 79%,  ‘종이
팩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는 전용 배출함 설치 등 배출 시스템 개선’ 41.7% 
등의 응답결과로 미루어 볼 때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종이팩 
전용 배출함 설치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재와 같은 ‘공공기관 방문 교환’이 아닌 일반 
재활용품목과 동일한 ‘주거지 배출’ 방식으로 그 접근성을 대폭 높여야 한다. 
 
□ 천안시와 환경부는 수집, 운반, 처리에 이르기까지 종이팩 재활용 시스템 전반에 적
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며 시민 홍보와 안내도 보다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7. 천안시 종이팩 교환 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응답 응답 수 퍼센트

① 있다. 28 9.3%
② 없다. 272 90.7%

총합 300 100%

❑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