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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연구원이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국민환경의식조사’의 최근 발표(2021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나라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환경문제’로 ‘쓰레기 증가로 인한 문제(매립지, 냄새, 쓰레기섬)’를 1위로 꼽았
다. 
이는 ‘불법 폐기물 쓰레기산 문제’, ‘수도권 지자체 간 쓰레기 매립지 종료를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분쟁’, ‘폐
기물 플라스틱 등으로 인한 해양 쓰레기 문제’ 등을 각종 언론 보도를 접하면서 국민들이 ‘쓰레기 문제’라는 
이슈에 노출되고, 해당 환경문제의 시급성 및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 2021년 국민 환경의식 조사

*자료 출처 : 한국환경연구원(KEI), 환경경제 통합분석을 위한 환경가치 종합연구 ‘2021 국민환경의식조사’, 2021.12.31.(전국의 만 19세~69세 성인남녀, 총 5,050명, 
                   온라인조사)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가장 시급한 환경문제, 
‘쓰레기 증가’!

‘환경문제 해결 혹은 환경보존’을 위해 지속적으로 어떤 행동(노력)을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장바구니 이
용’ 84%, ‘쓰레기 분리 배출’ 82%,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80%, ‘짧은 거리 이동 시 친환경적 교통수단 
이용’ 79%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전기 수소 자동차 구매(30%)를 제외한 친환경 행동에 대해 절반 이상의 국민이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고 응답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을 엿볼 수 있다.

◎ 우리국민이 환경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하는 행동 1위, 
    ‘장바구니 이용’ 84%!

[그림] 환경보전을 위한 행동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비율, 상위 10위, %)

*자료 출처 : 한국환경연구원, 환경경제 통합분석을 위한 환경가치 종합연구 ‘2021 국민환경의식조사’, 2021.12.31.(전국의 만 19세~69세 성인남녀, 총 5,050명,  
                   온라인조사)

[그림] 가장 ‘시급한’ 환경문제 (상위 5위, 1+2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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