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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environmental issues have become serious, and Jeju Island is promoting a pilot project of a smart
collection system(waste weight-based collection system) at clean houses in Yongdam 1-dong. However, the new system
faced an opposition from elderly residents who were not accustomed to using machines or smart devices.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it was intended to suggest policies related to this by conducting environmental education and identifying
problems with the effect of environmental education awareness through data analysis method. The results showed positive
answers in most of the satisfaction and achievement evaluations, but it is also true that most of the residents need to
be educated and more information should be given. In order to vitalize education, it is important to increase the number
of instructors and support them to increase their expertise. It is also important to take a practical process that strengthens
public relations, shares information, and links with the local community to increase the actual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In addition, it is critical to secure a budget from local governments to maintain education and public awareness, and 
it will be helpful to link with talent donation projects in the region.

Keywords: Recognition effect, Smart collection system, Environmental education, Waste, Jeju

초 록: 최근 환경문제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제주도에서는 제주시 용담1동을 대상으로 클린하우스에 스마트 수거

시스템(폐기물 중량제 수거 시스템)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기계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많은 고령층의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교육을 실시하여 데이터 분석방법을 통해 환경교육 인식

효과에 대해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와 관련한 정책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만족도 및 성취도 평가에서는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대부분의 도민들이 추가적인 교육과 홍보를 필요로 하고있다.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교육 가능한 강사 양성을 통해 강사 수를 늘리고 전문성을 높이도록 지원해야 하며, 홍보를 강화하고

정보 공유 및 지역 사회와 연계하여 도민들의 실제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실천적 과정이 중요하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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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해 각국

에서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우리는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rona Virus Disease 19, 
COVID-19)와 54일간의 최장기 장마를 겪으며 우리 

삶과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던 기후변화를 위기

로 직접 실감하게 되었다1). 2022년 8월에는 전국 곳

곳에 집중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우리는 더욱 이

상기후의 문제를 외면할 수 없는 현실에 이르렀다. 
국제경제가 빠르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환에 

돌입함에 따라 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도 

기후 이슈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2020년 10월 국

가비전으로 2050년 탄소중립 선언 및 후속대응으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추진하고 있다. 시나리

오의 주요 감축 부분으로는 산업, 건물, 수송, 폐기물, 
수소 등이 있는데, 그중 폐기물 분야의 배출량 감축 

계획은 2018년 17.1백만 톤CO2eq에서 2050년 4.4백
만 톤CO2eq으로 74.3%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2).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폐기물 배출량은 세

계적으로도 실제 이상 기후변화를 체감하는 것과 같

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3). 급속한 도시화 및 산

업화를 통해 대량생산 및 소비 체계가 갖춰지고, 사
람들의 생활양식이 다양화되면서 폐기물 배출량은 

급증하기 시작했다3,4). 폐기물은 크게 사업장폐기물과 

생활폐기물로 나눌 수 있으며, 배출 비중이 큰 사업

장폐기물은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를 시행하는 등 

폐기물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생활폐기물은 국

민 개인 분야에서 폐기물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한 가

운데, 국내의 1인당 1일 생활계 폐기물 평균 발생량

은 2020년 기준으로 1.16 kg/인⋅일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1인당 1일 생활계 폐기물이 가장 많은 지자체

는 1.89 kg/인⋅일으로 제주특별자치도였다5)(Fig. 1).
제주도의 1인당 1일 생활계폐기물 발생량은 2010

년 1.11 kg/인⋅일, 2012년 1.47 kg/인⋅일 2014년 

1.57 kg/인⋅일, 2018년 1.90 kg/인⋅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다6). 또한, 제주도는 늘어나는 인구와 

관광객들로 인해 폐기물을 처리할 곳이 부족해지면

서 폐기물에 대한 처리가 이슈로 떠올랐다.
환경부는 2021년 3월에 25개 스마트 그린도시

(Smart Green City) 대상 지자체와 사업의 성공적 추

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스마트 그린도시로 대

한민국 탄소중립 이행에 앞장서겠다는 비전을 선포

하였다. 스마트 그린도시는 그린뉴딜 과제 중 ‘도시

의 녹색 생태계 회복’을 위한 대표 사업으로, 마을 

규모에서 기후⋅환경 여건 진단을 토대로 기후, 물, 
대기, 자원순환 등 다양한 환경 분야 사업들을 복합

하여 친환경 공간을 구축하는 곳이다7). 총 25개의 

협약대상인 지자체 중 제주도는 문제해결형 스마트 

그린도시로 선정되었다. 제주도는 2006년부터 ‘클린

하우스’라는 명칭으로 거점 수거 시설을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생활계폐기물의 분리 배출을 유도했었

다8). 그러나 기존의 클린하우스 운영과정에서 발생

하는 이용자의 불편함 등을 일부 개선하고자 스마

트 수거 체계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번 스마트 

그린도시 쓰레기 중량제 사업은 용담1동을 대상으

Fig. 1. Domestic waste generation per person per day by
region.

교육과 홍보를 유지하기 위해 지자체의 예산 확보가 중요하며, 지역 전문가들의 재능기부사업과 연계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주제어: 인식 조사, 스마트 수거 시스템, 환경교육, 폐기물,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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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종량제 봉투 대신 무게를 기준으로 생활폐기물

을 배출하기 위한 홍보사업이다. 
스마트 수거 시스템이란 기존 종량제 봉투를 사

용한 부피 중심의 생활 폐기물을 배출하는 방식 대

신, 폐기물의 무게를 측정하여 배출하는 방식을 말

한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 음식물 폐기물을 배출하

는 것과 같이 수거함이 자동으로 무게를 측정하고 

요금을 부과한다. 스마트 수거 시스템은 종량제 봉투 

구입이 불필요하며, 24시간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

는 장점이 있을뿐더러 무게 처리방식이기 때문에 기

존에 무게로 처리되는 폐기물 통계와 연계한 분석

이 신속해진다. 또한, 기존에 폐기물 운전자가 매일 

거점 장소를 순회하는 방식 대신 무게 데이터를 통

해 생활 폐기물이 상대적으로 다량 배출되는 곳에 

집중하여 폐기물을 수거할 수 있어 운반 최적화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폐기물이 많이 발생하는 곳은 

하루에 2~3번씩 수거하고, 상대적으로 덜 발생하는 

곳은 2~3일에 한 번 수거할 수 있다. 더불어, 이 시

스템은 딥러닝 인공지능 기술로 발생량을 예측하여 

폐기물이 넘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제주도는 이

와 같은 스마트 수거 시스템을 도입하여 시범사업

을 진행 중인데, 용담1동에 현재 6개 지점에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총 24개소를 설치 예정이다(Fig. 2). 
하지만 스마트 수거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제주도

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용담1동 도민들

의 반발에 부딪히는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이는 고

령층의 반발이 높은 편으로 분석하고 있다. 제주시

의 고령인구는 증가추세인데, 2006년부터 2020년까

지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6.9%(2006), 8.0%(2010), 
9.1%(2015), 10.5%(2020)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9). 
이러한 사유로 기계사용에 익숙하지 않고, 거부감이 

많은 고령층의 도민들을 설득하고, 시스템을 안정적

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환경문제를 부각

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그러한 방안 중 하나로 

스마트 수거 시스템과 같은 인식 교육이 매우 필요하

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교육을 통해 주민 스스로가 

해결을 위한 환경변화의 중요성에 대하여 인식하고 

공감하여 환경을 이해하고, 그 결과를 실천함으로써 

환경적으로 지속가능성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

이 중요하다. 환경교육은 지속가능한 사회와 환경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을 배경으로 꾸준히 성장해왔고, 
현재는 국가 수준의 환경교육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

는 단계인 만큼10),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과거 

클린하우스 시스템을 시행했을 때 대내외적 홍보 및 
전담인력의 부족으로 주민 반발이 심했고 시행시기

도 늦어졌던 것을 상기할 때, 관공서 주도의 일방적

인 사업 추진이 아닌 주민들의 인식 변화를 고려한 

환경교육을 병행하며 시행해야 할 것이다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용담1동 제주도민을 대상

으로 지역의 폐기물과 관련한 환경문제를 인식하게 

하고, 해결방안 중 하나인 스마트 수거 시스템의 인

식을 개선하기 위한 환경교육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

은 환경교육을 통해 교육 대상자인 도민들의 인식, 
제안 등을 조사하기 위한 설문지를 작성하였고, 이 

결과를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한 통계분석과 

워드 클라우드 분석방법을 통해 환경교육의 효과를 

Fig. 2. Yongdam 1-dong smart collection system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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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하는 것이 연구 목적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

대로 환경교육을 통한 제주도민의 인식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와 관련한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대상

스마트 그린도시 시범사업 대상 지역인 제주시 용

담1동의 도민을 대상으로 하였다. 도민의 선정 과정

은 홍보물을 통해 교육생을 모집하였고, 345명의 도

민이 교육에 참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8
주(2022년 7월 ~ 2022년 9월)에 걸쳐 교육과 설문조

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 클린하우스에 스

마트 수거 시스템 시범사업 대상인 용담1동 도민들

을 대상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분석 결과를 일반

화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대상자들의 인식 수준을 

이해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로서 의미가 있다고 판

단하였다. 

2.2. 연구 절차 

2.2.1. 교육 프로그램

도민들에게 실시한 교육 프로그램은 Table 1에 나

타낸 것과 같이, 프로그램은 총 4단계로 구성되었

고, 강의시간은 각 주제별로 1~2시간 소요되었다. 
첫 번째 교육 프로그램은 제주지역의 폐기물 문제

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제주지역의 폐기물 

문제와 이슈탐색’이라는 주제를 선정하였다. 자원순

환의 경제적 및 공학적 개념과 정의를 설명하고 제

주지역의 폐기물 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복합적 측

면에서 폐기물 문제와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두 번째는 ‘자
원순환 선진사례 교육 및 활용방안 탐색’이라는 주

제를 선정하였다. 자원순환과 관련한 선진사례와 활

용 방안을 통해 자원순환과 관련하여 향후 나아가

야 할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세 번째는 ‘스마트 수거 시스템 활용방법’이라는 주

제를 선정하였다. 페트병 분리수거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고, 스마트 수거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내

용과 실습을 통해 교육생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

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스마트 수거 

시스템 교육을 통해 스마트 수거 시스템에 대한 내

용을 학습하고 실습으로 연계하여 효과적으로 교육 

성과를 높이고자 하였다. 네 번째는 ‘자원순환 생활 

속 실천 교육’이라는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였다. 생
활 속에서 자원순환 방법에 대해 접근하여 환경에 

관심이 높은 도민들에게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

로 보았고, 이론이 아닌 실습으로 진행함으로써 교

육에 대한 흥미와 만족도가 매우 높아질 것으로 기

대하였다. 또한, 이러한 경험이 환경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자원순환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2.2.2.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지면 설문지 및 구글 설문지를 이용

하여 실시하였다. 지면과 달리 구글 설문지(Google 
Forms, 구글 폼)는 웹 기반 구글 문서 편집기 제품군

의 일부로서 포함된, 구글이 제공하는 설문 관리 소

프트웨어이다. 이 소프트웨어는 구글 문서, 구글 시

트, 구글 슬라이드, 구글 드로잉, 구글 사이트, 구글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 내용 교육시간

1. 제주지역 폐기물 문제와 이슈탐색
자원순환의 경제적 및 공학적 개념과 정의 이론(1h)
제주지역 폐기물 문제와 이슈탐색 이론(1h)

2. 자원순환 선진사례 교육 및 활용방안 탐색 자원순환 선진사례 및 활용 방안 탐색 이론(1h) 

3. 스마트 수거 시스템 활용방법
페트병 분리수거 시스템(AIoT) 및 스마트 수거 시스템 개론 이론(1h)
스마트 수거 시스템 기능실습 실습(1h)

4. 자원순환 생활 속 실천 교육 자원순환 생활 속 실천방법 실습(1h)

Table 1. Educational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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킵도 포함한다. 구글 설문지는 웹 애플리케이션으로

만 이용이 가능하다. 이 앱을 통해 사용자는 다른 

사용자들과 실시간으로 협업하면서 온라인으로 설

문지를 만들고 편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11).
설문지의 설문 범주는 크게 일반적 사항, 강의 전 

인식 조사, 교육 만족도 및 성취도, 개선 방안으로 나

누었다. 일반적 사항은 1번~3번으로 따로 분류하였

고, 그 외 질문은 총 20개의 문항으로 작성하였으며, 
일반적 사항(일반 1번~3번) 및 1번부터 17번까지는 

객관식 질문으로 답변을 받았고, 18번부터 20번까지

는 장문형으로 답변을 받았다. 객관식 질문에는 주

로 문항의 평가와 분석에 용이한 리커트(Likert) 척
도 형식12)(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아닌 편이다, ③보

통이다, ④그런 편이다, ⑤매우 그렇다)을 이용하였

다. 리커트 척도는 측정하고자 하는 부분의 다문항 

진술문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정도를 나타내는 표

준화된 응답범주이다13). 리커트 척도는 각 문항에 

따라 2, 3, 5, 7, 11단계로 구성되나 대표적으로 5단
계 리커트 척도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14). 문항의 성

격에 따라 선다형식 문항도 이용하였다. 일반적 사항

은 성별, 연령, 직업에 대한 문항인데, 연령은 실제 

나이를 적지 않고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
대, 70대 이상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응답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

였다. 직업은 총 9군으로 경영/관리/전문/자유직, 사
무관련직, 전문기술직, 자영업, 서비스/판매/영업직, 
농/림/수산업, 생산/단순노무직, 주부, 학생, 무직/기
타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환경문제에 대한 관

심도, 제주도의 쓰레기 문제, 스마트 수거 시스템에 

대한 인지 여부, 사용방법에 대해 질문하여 강의 전 

도민들의 인식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교육 
주제, 내용, 강사에 대한 만족도, 제주도의 쓰레기 문

제 인지도, 재활용의 필요성, 스마트 수거 시스템의 

사용법 습득 및 장점에 대한 문항을 넣어 교육의 전

반적인 만족도와 성취도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개선방안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서는 쓰레기 문제 

해결방안, 스마트 수거 시스템의 불편사항, 전체적

인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Table 2). 

2.3. 분석방법

2.3.1. 분석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25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만족도 

조사와 성취도 조사 결과 분석에 대해 리커트 척도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값을 구하고, 신뢰도 분석을 

위해 Cronbach’s Alpha 방법을 이용하여 결과가 신

뢰할 만한 수준인지 확인하였다. 교육 전과 후에 스

마트 수거 시스템의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생들의 

인식도를 확인하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

여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하였고, 환경문제 관심

도와 스마트 수거 시스템에 대한 인식 간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교차분석 후 카이검증(χ2 검증)
을 실시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

인하였다. 또한 성별, 연령, 직업이 스마트 수거 시

스템을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다

중선형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을 실시하여 결과를 확인하였다.
장문형 답변(18번~20번)에 대해서는 워드 클라우

드(Word Cloud) 기법을 활용하여 전체적인 개선 방

안 의견을 텍스트 시각화하여 표현하였다. 워드 클

라우드 기법이란 텍스트 시각화 기법들 중 대표적

인 방법으로, 텍스트와 같은 비정형 데이터를 그래

프(원 등)의 형태로 시각화해준다15). 워드 클라우드 

분석의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어(키워

설문 범주 문항 내용

일반적 사항
(일반 1~3번) - 성별, 연령, 직업

강의 전 
인식 조사
(1번~5번)

- 환경문제 관심도
- 제주도의 쓰레기 문제 
- 스마트 수거 시스템에 대한 인식

교육 만족도 
및 성취도
(6번~15번)

- 교육 주제, 내용, 강사 등 만족도 평가
- 제주도 쓰레기 문제 인지도
- 재활용의 필요성
- 스마트 수거 시스템 사용법
- 스마트 수거 시스템의 좋은 점

개선 방안
(16번~20번)

- 쓰레기 문제 해결방안
- 스마트 수거 시스템의 불편사항
- 전체적인 개선 방안

Table 2. Questionnaire category and content of the 
questionna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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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의 출현 빈도에 따라 워드 클라우드 그래프 내 단

어(키워드)의 크기를 제시하여, 해당 키워드의 빈도

를 직관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15). 
둘째, 경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분석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16). 셋째, 키워드마다 중요성이 다르고, 키워

드 사이에 연관관계 정보가 있다17).
텍스트 시각화를 표현하기 위해 구글(Google) 데

이터 스튜디오에서 Vega/Vega-Lite를 통해 데이터를 

시각화하였다. Vega/Vega-Lite는 구글 데이터 스튜

디오의 커뮤니티를 시각화하는 차트이며 Jerry Chen
이 개발하였다. 

2.3.2. 분석절차

분석 절차는 데이터 분석의 시작점이 되는 문제 

인식에서부터 시작하며, 데이터를 확보하고 분석하

여 결과를 도출 및 제시하는 단계까지의 일반적인 

과정을 정형화한 프로세스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제

인식, 데이터 수집, 데이터 분석, 결과 제시의 단계

로 진행하였다(Fig. 3). 문제 인식은 스마트 수거 시

스템 도입으로 인한 도민들의 반발, 사용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환경교육의 필요성이 각인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환경교육 과

정에서 설문형태의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데이터 수

집을 바탕으로 통계 기반의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

였으며, 데이터 분석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여 제시

하였고, 그 결과는 표, 그림 등으로도 시각화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책 활용성을 고려한 정책제

언을 하였다.

3. 연구결과 및 고찰 

 
3.1. 응답자 현황

교육생 345명 중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는 남성 24
명, 여성 41명으로 총 65명이었다. 설문 회수율이 

18.8%에 그친 것은 교육생의 대부분이 고령층이었기 

때문에 웹 기반 설문지 작성에 대한 거부감과 어려

움이 많았고, 설문응답에 적극적인 부분이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응답자를 연령대별로 구분해 보

면, 20대가 1명(1.5%), 30대가 3명(4.6%), 40대가 5명
(7.7%), 50대가 23명(35.4%), 60대가 31명(47.7%). 70
대 이상 2명(3.1%)이었다. 직업에 따라서는 경영/관리/
전문/자유직이 3명(4.6%), 사무관련직이 10명(15.4%), 
전문기술직 1명(1.5%), 자영업이 18명(27.7%), 서비스/
판매/영업직이 2명(3.1%), 농/림/수산업이 3명(4.6%), 
생산/단순노무직이 1명(1.5%), 주부가 22명(33.8%), 
무직/기타가 5명(7.7%)으로 조사되었으며 학생 응답

자는 없었다(Table 3).

3.2. 교육 전 환경 인식 결과 

교육 전 환경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평소 환경문

제에 대한 관심도, 평소 제주도 쓰레기 문제에 대한 

인식, 주거 시 느끼는 쓰레기 문제에 대한 설문조사

를 진행하였다. ‘평소 쓰레기 처리와 같은 환경문제

에 대한 관심이 있으십니까?’에 대한 응답은 ‘그런 

편이다’가 41.5%로 가장 꼽혔고, 다음으로는 ‘매우 

그렇다’(33.8%), ‘보통이다’(20%), ‘아닌 편이다’(4.6%) 
순으로 조사되었다(Fig. 4). ‘제주도 쓰레기 문제에 

대해 평소 어떻게 느끼고 있으십니까?’에 대한 응답

은 ‘심각하다’가 87.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 다

Fig. 3. Analytical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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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으로는 ‘잘 모르겠다’(9.2%), ‘문제없다’(3.1%) 순
으로 조사되었다(Fig. 5). ‘주거하고 있는 곳에서 느

끼는 쓰레기 문제는 주로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

니까?’에 대한 응답은 ’배출이 불편함’이 44.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악취’(26.2%), ‘문제없다’ 
(13.8%), ‘버리는 비용이 많이 듦’(12.3%), ‘기타’(3.1%) 
순으로 조사되었다. ‘기타’로는 ‘본인 인식이 부족

함’, ‘큐알(QR)코드가 너무 복잡함’이라는 의견이 있

었다(Fig. 6).

3.3. 교육 만족도 및 성취도 분석 결과

교육 만족도 및 성취도 분석에는 리커트(Likert) 
척도 형식(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아닌 편이다, ③보

통이다, ④그런 편이다, ⑤매우 그렇다)을 이용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먼저, 교육 주제와 내용의 만족

도를 살펴보면, ‘교육 주제와 내용은 만족하십니

까?’의 문항에서 86% 정도가 ‘그런 편이다’ 또는 

‘매우 그렇다’라고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교육 시

간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의 문항에는 80% 
정도가 ‘그런 편이다’ 또는 ‘매우 그렇다’라고 긍정

적으로 응답하였다. ‘강사의 설명(목소리, 태도 등)
은 내용 전달에 효과적이었습니까?’라는 문항에는 

89% 정도가 ‘그런 편이다’ 또는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교육을 통해 유익한 지식을 얻었다고 

생각되십니까?’라는 문항에는 88% 정도가 ‘그런 편

이다’ 또는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교육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라는 문항에는 

86% 정도가 ‘그런 편이다’ 또는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리커트 척도 점수의 평균값이 4.34로 

매우 높게 나타난 걸로 보아 응답자들이 전반적으

로 수업에 매우 만족하고, 교육활동을 흥미롭게 생

구분 응답자 [단위: 명(%)]

성별
남성 여성

24(36.9) 41(63.1)

연령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이상

- 1(1.5) 3(4.6) 5(7.7) 23(35.4) 31(47.7) 2(3.1)

직업

경영/관리/
전문/자유직

사무
관련직

전문
기술직

자영업
서비스/판매/
영업직

농/림/
수산업

생산/단순
노무직

주부 학생
무직/
기타

3(4.6) 10(15.4) 1(1.5) 18(27.7) 2(3.1) 3(4.6) 1(1.5) 22(33.8) - 5(7.7)

Table 3. Respondent general answer

Fig. 4. Usually interested in environmental issues.

Fig. 5. Awareness of Jeju Island’s garbage problem.

Fig. 6. Garbage problem when l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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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였으며,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사실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이는 교육 내용의 습득을 통해 내

용을 이해하고 환경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아짐

을 보여주고 있다.
신뢰도 검사를 위해 5개의 문항에 대해 Cronbach’s 

Alpha 방법을 이용하여 신뢰도를 분석하였고 측정

값이 0.941로 신뢰할 만한 수준을 보였다(Table 4).
성취도 조사를 위한 질문으로 ‘교육을 통해 제주

도의 쓰레기 문제에 대해 인지하게 되셨습니까?’의 

문항에 89% 정도가 ‘그런 편이다’ 또는 ‘매우 그렇

다’라고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교육을 통해 쓰레

기 재활용의 필요성을 느끼셨습니까?’의 문항에는 

92% 정도가 ‘그런 편이다’ 또는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교육을 통해 스마트 수거 시스템의 사

용방법을 알게 되셨습니까?’의 문항에는 89% 정도

가 ‘그런 편이다’ 또는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였

다. ‘기존 종량제 봉투보다 스마트 수거 시스템이 

더 편리하다고 생각되십니까?’의 문항에는 66% 정

도가 ‘그런 편이다’ 또는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

였고, 22% 정도가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다. 리커

트 척도 점수의 평균값이 3.78로 나타나 다른 문항

의 평균들에 비해 조금 낮은 수치로 나타났으며 ‘보
통’을 조금 상회하는 정도의 결과로 나타났다. 그러

나 스마트 수거 시스템이 더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과반 이상으로 나타난 걸로 보아 전체적

으로 스마트 수거 시스템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보였다. 최근 환경교육의 중

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18) 이러한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를 통해 본 교육의 활동이 

제주도의 쓰레기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재활용의 

필요성, 스마트 수거 시스템의 사용방법, 그리고 이

의 중요성을 아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신뢰도 검사를 위해 4개의 문항에 대해 

Cronbach’s Alpha 방법을 이용하여 신뢰도를 분석하

였고 측정값이 0.798로 신뢰할 만한 수준을 보였다

(Table 5).

문항 1 2 3 4 5 M(SD)
Cronbach’s 

Alpha

교육을 통해 제주도의 쓰레기 문제에 대해 인지하게 
되셨습니까? 1.5 4.6 4.6 40.0 49.2 4.32(0.886)

0.798
교육을 통해 쓰레기 재활용의 필요성을 느끼셨습니까? 1.5 1.5 4.6 32.3 60.0 4.43(0.847)
교육을 통해 스마트 수거 시스템의 사용방법을 알게 
되셨습니까? 1.5 1.5 7.7 44.6 44.6 4.29(0.805)

기존 종량제 봉투보다 스마트 수거 시스템이 더 편리
하다고 생각되십니까? 6.2 6.2 21.5 43.1 23.1 3.78(1.139)

※ Units are percentages on the Likert scale.
※ M=Mean, SD=Standard Deviation

Table 5. Achievement survey results

문항 1 2 3 4 5 M(SD)
Cronbach’s 

Alpha

교육 주제와 내용은 만족하십니까? 1.5 - 12.3 35.4 50.8 4.34(0.815)

0.941

교육 시간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5 18.5 35.4 44.6 4.22(0.857)
강사의 설명(목소리, 태도 등)은 내용 전달에 효과적
이었습니까? - 3.1 7.7 30.8 58.5 4.45(0.771)

교육을 통해 유익한 지식을 얻었다고 생각되십니까? 1.5 4.6 6.2 30.8 56.9 4.37(0.911)
교육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1.5 3.1 9.2 32.3 53.8 4.34(0.889)
※ Units are percentages on the Likert scale.
※ M=Mean, SD=Standard Deviation

Table 4. Satisfaction survey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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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수거 시스템이 더 편리하거나 좋다고 생

각되는 부분(장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의 질문에 

대한 다중반응 분석 결과를 Table 6에 나타내었다. 
여기서 퍼센트는 전체 중복 응답(N=81)에서 빈도를 

나눈 비율이고, 케이스 중 비율은 실제 표본 수(N=65)
를 빈도로 나눈 비율이다. 다중반응 분석 결과, ‘버
리기가 편해서’(34.6%), ‘악취가 나지 않아서’(28.4%), 
‘비용이 적게 들어서’(16.0%), ‘인센티브가 있어서’ 
(14.8%), ‘기타’(6.2%)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의 

의견으로는 ‘외향’ 1건, ‘쓰레기를 줄일 수 있어서’ 1
건 , ‘24시간 이용 가능’ 1건, ‘의견 없음’ 2건으로 총 

5건의 의견이 있었다. 도민들은 쓰레기 배출의 용이

함에 대해 중요시하고 악취에 민감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비용적인 부분(비용, 인센티브)도 약 

30% 정도 응답한 걸로 보아 경제적 가치와 환경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스마트 수거 시스템의 편리성과 장점에 대한 인

식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다중응답 교차분석

을 실시하였다. 다중(복수)응답의 경우에는 빈도 분

석에 포함되므로 신뢰도 값은 표현이 불가능하였다. 
다중응답 교차분석 결과, ‘스마트 수거 시스템이 편

리한가’에 대한 문항에 32% 정도가 ‘그런 편이다’ 
또는 ‘매우 그렇다’라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응답자 

중에는 ‘버리기가 편해서’를 선택한 응답자가 많았

다. 이는 스마트 수거 시스템의 장점 중의 하나인 종

량제 봉투 구입이 필요없으며, 폐기물을 모아서 배

출할 필요 없이 소량의 폐기물 발생으로도 스마트 

수거 시스템에 투입하여 배출이 가능하므로 응답자

들이 배출이 용이하다고 느낀 것으로 판단된다. 반
면 ‘스마트 수거 시스템이 편리한가’에 대한 문항에 

‘아닌 편이다’ 또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부정적

으로 응답한 응답자 중에는 4% 정도가 ‘악취가 나

지 않아서’, ‘인센티브가 있어서’를 선택하였고, 3% 
정도가 ‘버리기가 편해서’를 선택하였다(Table 7).

3.4. 교육에 의한 인식도 분석 결과

스마트 수거 시스템 사용방법에 대해 교육 전과 

교육 후에 인식도의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

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대응표본 t-검정을 실

시하려면 개별 응답자의 교육에 대한 인식도 변화

량(증가량)을 계산한 다음 평균 변화량이 0인지 검

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다

구분

빈도(%)

전체버리기가 

편해서

비용이 적게 

들어서

악취가 나지 

않아서

인센티브가 

있어서
기타

스마트 수거 
시스템이 
편리한가

매우 그렇다 12(18.5) 9(13.8) 2(3.1) 4(6.2) 2(3.1) 20(30.8)
그런 편이다 9(13.8) 4(6.2) 9(13.8) 2(3.1) 1(1.5) 23(35.4)
보통이다 5(7.7) - 9(13.8) 3(4.6) 2(3.1) 14(21.5)
아닌 편이다 - - 2(3.1) 2(3.1) - 4(6.2)
전혀 그렇지 않다 2(3.1) - 1(1.5) 1(1.5) - 4(6.2)

전체 28(43.1) 13(20.0) 23(35.4) 12(18.5) 5(7.7) 65(100.0)

Table 7. Multi-response cross-analysis of perceptions of convenience and advantages of smart collection systems

구분 N 퍼센트(%) 케이스 중 비율(%)

스마트 수거 
시스템의 장점

버리기가 편해서 28 34.6 43.1
비용이 적게 들어서 13 16.0 20.0
악취가 나지 않아서 23 28.4 35.4
인센티브가 있어서 12 14.8 18.5
기타 5 6.2 7.7
전체 81 100.0 124.6

Table 6. Multiple response analysis results for the smart collection system merits questionna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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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이 세웠다.

H0 = 교육 전과 후 인식도는 차이가 없다. (μD=0)
 H1 = 교육 전과 후 인식도는 차이가 있다. (μD≠0)

교육 전과 교육 후의 결과가 각각 정규분포를 따

르면 전후 결과 차이도 정규분포를 따른다. 따라서 

차이의 표본평균은 평균 μD, 표준오차가 σD/
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에 대한 대응표본 t-검정 

분석 결과, t=7.314, p<0.001으로 유의수준 0.001을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귀

무가설이 기각되고 대립가설이 채택되어 ‘교육 전

과 교육 후 스마트 수거 시스템 사용방법 인식도에 

대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육 전 스마트 수

거 시스템 사용방법 인식도의 점수는 리커트 척도 

점수 기준 평균 3.12인데 반해, 교육 후 스마트 수거 

시스템 사용방법 인식도의 점수가 평균 1.71점으로 

약 1.41점 차이를 보였다. 실제 교육이 도민들에게 

스마트 수거 시스템 학습에 효과를 준 것으로 판단

된다(Table 8).
환경문제 관심도와 스마트 수거 시스템 인식 간

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

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웠다.

H0 = 환경문제 관심도와 스마트 수거 시스템 인

식은 차이가 없다. (μD=0)
 H1 = 환경문제 관심도와 스마트 수거 시스템 인

식은 차이가 있다. (μD≠0)

실제로 관찰된 빈도와 귀무가설이 참일 때 기대

되는 빈도를 나타내는 두 표의 차이를 구한 값을 카

이제곱()이라고 부른다. 기본적으로 검정이란 영

가설이 옳다는 가정하에서 검정통계량의 분포가 

분포를 따르는 모든 통계적 가설검정을 가리킨다.19) 

이에 따른 카이제곱 분석 결과, =17.778, p=0.038
으로 나타났다. 유의수준 0.05 기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에 따라 귀무가설이 기각되고, 대립

가설이 채택되었다. 따라서 ‘환경문제 관심도와 스

마트 수거 시스템 인식 간의 연관성이 있다’라고 해

석할 수 있다(Table 9).
성별, 연령, 직업이 스마트 수거 시스템을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한 다중선형회귀분석

구분
기술통계량

t(p)
N 평균(M) 표준편차(SD)

교육 전 65 3.12 1.54
7.314(<0.001)***

교육 후 65 1.71 0.81
※ *p<0.05, **p<0.01, ***p<0.001

Table 8. Comparison of differences in awareness of how to use the smart collection system before and after training
(N=65)

구분

빈도(%)
전체

(N=65)잘 알고 있다
알고 있는 

편이다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환경문제에 
관심이 있는가

매우 그렇다 13(56.5) 4(17.4) 4(17.4) 2(8.7) 23(100.0)
그런 편이다 4(14.8) 9(33.3) 9(33.3) 5(18.5) 27(100.0)
보통이다 1(8.3) 5(41.7) 3(25.0) 3(25.0) 12(100.0)
아닌 편이다 0.(0.0) 1(33.3) 2(66.7) 0(0.0) 3(100.0)

(p) 17.778(0.038)*

※ p*<0.05, p**<0.01, p***<0.001
※ =chi-square, p=p-value

Table 9. Correlation between interest in environmental issues and awareness of smart collec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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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시하였다. 분석 방법은 선택은 단계선택(stepwise)
으로 하였다. 종속변수(Y)는 스마트 수거 시스템을 

인지에 대한 것이며, 독립변수는 성별(X1), 연령(X2), 
직업(X3)으로 분류할 수 있다. 분석 결과, F=4.476 
(p<0.05)으로 본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adj. =0.098로 9.8%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직업은 

β=0.274(p<0.05)으로 귀무가설이 기각되고 대립가

설이 채택되어 스마트 수거 시스템을 인지하는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β 부호가 정(+)적이

므로 직업이 1만큼 증가하면 스마트 수거 시스템을 

인지하는지에 대해 2.298 만큼 높아진다고 할 수 있

다. 또한 연령도 β=-0.251(p<0.05)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β 부호가 부(-)적이므로 연령이 

1만큼 증가하면 스마트 수거 시스템을 인지하는지

에 대해 2.107 만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

과 연령 중 스마트 수거 시스템을 인지하는지에 영

향을 어느 것이 더 많이 미치는지에 대한 상대적인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표준화 계수의 β 값을 

통해 비교해보았다. 직업 β=2.298, 연령 β=-2.107

로 직업이 연령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을 미친

다고 할 수 있다. 직업에 따라 근무환경이나 경험에 

의해서 환경적인 관심도에 영향을 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성별은 유의확률이 0.235로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아 변수에서 제외되었다(Table 10).

3.5. 개선사항

제주도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에서

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제주도 

쓰레기 해결 전략에 관한 질문의 다중반응 분석 결

과를 Table 11에 나타내었다. 분석 결과, 다중응답의 

총합은 106명이며 ‘주기적인 도민 환경교육 실시’ 
(34.0%), ‘재활용 활성화’(30.2%), ‘스마트 수거 시스

템 확대’(21.7%), ‘매립시설 증대’(11.3%), ‘기타’(1.9%), 
‘없다’(0.9%)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의 의견으로

는 ‘입도하는 관광객 교육’, ‘보상금 제도 강화’로 

총 2건의 의견이 있었다. 주기적인 환경교육과 재활

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민들에게 환경교육에 

대한 기회 접근성을 높이고 재활용 홍보를 강화하

구분 N 퍼센트(%) 케이스 중 비율(%)

제주도 쓰레기 
해결 전략

주기적인 주민 환경교육 실시 36 34.0 55.4
스마트 수거 시스템 확대 23 21.7 35.4
매립시설 증대 12 11.3 18.5
재활용 활성화 32 30.2 49.2
없다 1 0.9 1.5
기타 2 1.9 3.1

전체 106 100.0 163.1

Table 11. Results of Multiple Response Analysis on Waste Solving Strategies in Jeju Island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유의확률 공선성 통계량

B SE β t(p) TOL VIF

(상수) 4.045 6.269 - 3.797 - -
직업(X3) 0.151 0.066 0.274 2.298* 0.993 1.007
연령(X2) -0.403 0.191 -0.251 -2.107* 0.993 1.007

F(p) 4.476*

adj.  0.098

Durbin-Watson 1.715
※ *p<.05, **p<.01, ***p<.001
※ p=p-value, F=degree of freedom, adj.=Adjusted 

Table 10. Effects of age and occupation on cognition of smart collec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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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등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도민들이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보

다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제주도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 수거 시스템의 부족한 점이 있다면 어떠

한 부분인지, 스마트 수거 시스템이 불편한 이유에 

대한 질문의 다중반응 분석 결과를 Table 12에 나타

내었다. 분석 결과, ‘설치된 곳이 부족하다’(40.0%), 
‘사용방법이 어렵고 불편하다’(27.4%), ‘집과 거리가 

멀다’(17.9%), ‘비용이 비싸다’(11.6%), ‘없다’(3.2%)
의 순으로 나타났다. 설치된 곳이 부족하다는 의견

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아, 도민들은 쓰레기 배출을 

하기 위한 이동이 매우 불편함을 느낀 것으로 보인

다. 다행히 스마트 수거 시스템 18개가 추가로 설치

될 계획이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설치의 부

족한 점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설문조사지의 18번부터 20번까지는 개선사항에 

대한 질문들을 장문형으로 답변을 받았다. 장문형 

답변(비정형 데이터)의 텍스트 시각화를 위한 워드 

클라우드 분석결과를 Fig. 7에 나타내었다. 단어의 

출현 빈도에 따라 글씨의 크기가 달라지는데, 출현 

빈도가 높을수록 큰 글씨로 보여진다. 본 연구의 워

드 클라우드 분석 결과에서 두 드러진 주요 단어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 ‘홍보’이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교육과 홍보가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다. 
둘째는 ‘실습’이다. 스마트폰의 대중적 보급 이후에 

기기 사용이 높아지면서 직접 실습에 참여하여 기

기사용을 습득하는 것을 필요로 하고 있다. 셋째는 

‘편리하게’이다. 고령층이 사용하기 쉽도록 편리한 

작동 방법이 필요하다. 그 밖에도 쓰레기, 다양성, 
설치, 수거, 배출 등의 순으로 출현 빈도가 높게 나

타났다. 결과적으로 교육과 홍보를 통한 실습이 중

요하며 보다 편리한 기기를 제작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교

육 가능한 강사 양성을 통해 강사 수를 늘리고 전문

성을 높이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도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정보 공유 

및 지역 사회와 연계하여 도민들의 실제 참여를 높

일 수 있도록 하는 실천적 과정이 중요하다. 아울러 

강의 위주의 교육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환경 사안

을 통합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실습 위주의 강의가 

필요하다. ‘견학’, ‘현장실습’. ‘사례연구’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환경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모든 연령대가 사용하기 편

리하도록 사용방법이 쉽고 간단한 기기를 제작 후 

보급하여 기기사용의 거부감을 줄이고 접근성을 높

이는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교육과 

홍보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예

산 확보가 중요할 것이다. 사업 시행을 위한 시스템

의 조성 비용이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되지만 교육

과 홍보를 위한 비용도 고려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구분 N 퍼센트(%) 케이스 중 비율(%)

스마트 수거 
시스템이 불편한 

이유

사용방법이 어렵고 불편하다 26 27.4 40.0
비용이 비싸다 11 11.6 16.9
집과 거리가 멀다 17 17.9 26.2
설치된 곳이 부족하다 38 40.0 58.5
없다 3 3.2 4.6

전체 95 100.0 146.2

Table 12. Multiple reaction analysis results on the reason why the smart collection system is inconvenient

Fig. 7. Word cloud analysis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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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비용을 지방비로 지원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

안할 때 대학교 등 지역 전문가들의 재능기부사업

과 연계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용담1동 제주 도민을 대상으로 환

경교육을 실시하여 데이터 분석방법을 통해 환경교

육의 효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며 제언하고자 한다. 
첫 번째, 교육 전 환경 인식을 확인한 결과, 평소 

쓰레기 처리와 같은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은 긍정 

응답(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이 약 75.3%로 매우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쓰레기 문제에 대한 

평소 생각으로는 대부분의 응답자가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주거하고 있는 곳에서 느끼는 쓰레

기 문제는 배출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다소 많았고, 
악취, 문제 없음, 버리는 비용이 많다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두 번째, 만족도 조사 결과로는 전반적으로 만족

한다는 의견이 리커트 척도 평균 4.34로 매우 높게 

나타나 교육에 대부분의 응답자가 만족한 것으로 

보아 응답자들이 전반적으로 수업에 매우 만족하고, 
교육활동을 흥미롭게 생각하였으며, 매우 적극적으

로 참여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교육 

내용의 습득을 통해 내용을 이해하고 환경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아짐을 보여주고 있다. 성취도 조

사 결과로는 교육을 통해 제주도의 쓰레기 문제에 대

해 인지했는지에 대한 물음에 89% 정도가 긍정적으

로 평가하였다. 교육을 통한 쓰레기 재활용의 필요

성에 대해서는 92%의 대부분의 응답자가 긍정적으

로 답변하였고, 교육을 통해 스마트 수거 시스템의 

사용방법을 알게 되었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89%가 

긍정적으로 답변하였다. 스마트 수거 시스템이 더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약 66%가 긍정적으

로 답변하였다. 이를 통해 본 교육의 활동이 제주도

의 쓰레기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재활용의 필요성, 
스마트 수거 시스템의 사용방법, 그리고 이의 중요

성을 아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스마트 수거 시스템이 더 편리하거나 좋다

고 생각되는 부분(장점)은 ‘버리기가 편해서’(34.6%), 
‘악취가 나지 않아서’(28.4%)의 응답이 높은 편이었

으며, 도민들은 쓰레기 배출의 용이함에 대해 중요

시하고 악취에 민감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비용적인 부분(비용, 인센티브)도 약 30% 정도 응답

한 걸로 보아 경제적 가치와 환경적 가치를 통합적

으로 고려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스마트 수거 시스

템의 편리성과 장점에 대한 인식의 연관성을 알아

보기 위해 다중응답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로는 

32% 정도가 ‘그런 편이다’ 또는 ‘매우 그렇다’라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응답자 중에는 ‘버리기가 편해

서’를 선택한 응답자가 많았다. 이는 스마트 수거 

시스템의 장점 중의 하나인 종량제 봉투 구입이 필

요없으며, 폐기물을 모아서 배출할 필요 없이 소량

의 폐기물 발생으로도 스마트 수거 시스템에 투입

하여 배출이 가능하므로 응답자들이 배출이 용이하

다고 느낀 것으로 판단된다.
네 번째, 스마트 수거 시스템 사용방법에 대해 교

육 전과 교육 후에 인식도의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

기 위한 대응표본 t-검정 분석 결과, ‘환경문제 관심

도와 스마트 수거 시스템 인식 간의 연관성이 있다’
라고 결론을 내렸다. 또한 환경문제 관심도와 스마

트 수거 시스템 인식 간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서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환경문제 관심도와 스

마트 수거 시스템 인식 간의 연관성이 있다’라는 결

론을 내렸다. 성별, 연령, 직업이 스마트 수거 시스

템을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

아보기 위한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스마

트 수거 시스템을 인지하고 있는지는 직업이 연령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

렸다. 다만, 고령층의 반발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직업의 영향이 높게 나타난 결과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 번째, 제주도 쓰레기 해결 전략에 관한 질문

의 다중반응 분석 결과는 ‘주기적인 주민 환경교육 

실시’(34.0%), ‘재활용 활성화’(30.2%)가 높은 편으

로 나타났다. 주기적인 환경교육과 재활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민들에게 환경교육에 대한 기회 접

근성을 높이고 재활용 홍보를 강화하는 등 지자체



98 유혜영, 이미영, 박정관, 문미성, 김기홍, 신재현, 이동엽, 정새봄, 정다위

J. of KORRA, 30(4), 2022

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도민들

이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보다 적극적으

로 참여한다면 제주도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스마트 수거 시스템이 

불편한 이유에 대한 질문의 다중반응 분석 결과, 설
치된 곳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

아, 도민들은 쓰레기 배출을 하기 위한 이동이 매우 

불편함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스마트 수거 

시스템 18개가 추가로 설치될 계획이 있어 큰 비중

을 차지하고 있는 설치의 부족한 점은 해결될 것으

로 보인다.
여섯 번째, 개선사항에 대한 워드 클라우드 분석 

결과, 대부분의 도민들이 교육과 홍보를 필요로 하

고 있다. 교육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교육 가능한 

강사 양성을 통해 강사 수를 늘리고 전문성을 높이

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도민들이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정보 공유 및 지역 

사회와 연계하여 도민들의 실제 참여를 높일 수 있

도록 하는 실천적 과정이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강

의 위주의 수업보다는 환경 사안을 통합적으로 탐

구할 수 있는 실습 위주의 강의가 필요하며, ‘견학’, 
‘현장실습’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환경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모든 연령대가 사용

하기 편리하도록 사용방법이 쉽고 간단한 기기를 

제작 후 보급하여 기기사용의 거부감을 줄이고 접

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교
육과 홍보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지자체

의 예산 확보가 중요할 것이다. 사업 시행을 위한 

시스템의 조성 비용이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되지만 

교육과 홍보를 위한 비용도 고려되어야 한다. 그렇

지만 모든 비용을 지방비로 지원하기 어려운 현실

을 감안할 때 대학교 등 지역 전문가들의 재능기부

사업과 연계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환경교육을 통한 도민의 인식과 문제

점을 파악함으로써 도민 대상의 환경 교육의 필요

성과 현실적 정책 제언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

고자 하였다. 
스마트 수거 시스템(폐기물 중량제 수거 시스템) 

시범사업 대상인 용담1동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

문조사는 고령층이 많은 교육생으로 인해 설문 회

수율이 매우 낮아 설문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

계가 있었다. 보다 보편성 있는 결과를 확보하기 위

해서는 제주도 내 다른 지역을 추가하고 낮은 연령

층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해당 지역에서 요구하고 해당 도민 수준에 맞

는 환경교육의 방향설정과 교육내용의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토대로 제주도청에서는 이를 

보완하여 실증화 사업을 실시하고, 순차적으로 스마

트 수거 시스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므로, 향후 스

마트 수거 시스템 안정화에 대한 기대가 가능할 것

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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