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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변화의물꼬 지원사업 <1단계 물꼬트기>신청서
접수번호

미기재 

신청구분 ■ 개인 □ 팀 ※팀 신청자는 최대 3인까지 가능

주제명 내가 버린 쓰레기를 어디로 갈까? 

활동지역 경기도 OO시 

변화의물꼬를 알게 된 경로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뉴스레터   ■아름다운재단 SNS    □지인추천  
□타 기관 홈페이지/SNS (기관명 :                  ) □기타 (                  ) 

아름다운재단 지원사업 경험 유무
□있음 ■없음 

해당 시, 지원사업명과 연도를 적어주세요. (예. 2022 변화의시나리오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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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아름다운재단 <2023 변화의물꼬 1단계 물꼬트기 지원사업> 을 신청합니다. 

첨부: 1단계 물꼬트기 활동계획서 1부.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 (팀으로 신청 시 구성원 전원 작성) 

2022년    10월    30일

신청자 :         최 OO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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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동네는 다른 지역과 달리 요일 구분없이 쓰레기를 배출하게 되어있는데요. 매일 저녁 8
시 이후 쓰레기를 내 놓으면 다음날 감쪽같이 치워지는 게 늘 신기하면서 또 수고하시는 분
들께 감사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를 버릴 때 보면 종량제 봉투에 제대로 
버려지지 않았거나 제대로 분리수거가 되지 않은 쓰레기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제대로 분리배
출되지 않았는데도 쓰레기를 수거해 간다면,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궁금증이 들
었습니다. 분리배출만 제대로 하면 많은 쓰레기가 재사용/재활용될 수 있는데, 지금의 배출방
법이 과연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또 그렇게 많은 쓰레기들이 어떻게 처리될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저희 빌라만 하더라도 
하루에 산더미같은 쓰레기를 배출하는데, 그 많은 쓰레기가 다 처리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번 변화의물꼬를 통해 우리 집 앞에 내놓은 쓰레기가 어떻게 수거되고 처리되는지 
각 과정을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또 현재 OO시의 쓰레기 처리 과정에 문제는 없는지, 개선

1단계 물꼬트기 활동계획서

1. 주제명 : 내가 버린 쓰레기 어디로 갈까? 

2. 신청자 소개  

번호 이름 소속

1 최OO OO회사 

2

3  

3. 여러분에 대해 들려주세요. 

저는 쓰레기에 관심이 많은 시민입니다. 회사에서는 마케팅 업무를 하고 있지만, 평소에 시간
이 남으면 플로깅을 하거나 쓰레기 관련 강연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평소에 쓰레기에 대한 
관심은 많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내가 버린 쓰레기는 도대체 어떻게 처리되는지 너무 궁금했는데요. 한번 제대로 
알아보고 싶은 생각은 있었으나 이렇다할 기회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SNS광고에서 변
화의물꼬를 보게 되었는데, 개인도 참여가 가능하고 대화로 문제를 탐색해 본다는 취지가 좋
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쓰레기 관련 활동을 해 보고 싶지만, 함께 할 사람이 찾기가 어려웠
는데 개인으로도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이 저에게 잘 맞는 것 같습니다. 

4. <변화의물꼬>에서 탐색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해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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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찾아보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쓰레기 처리 과정을 알게 된다면, 지
금 실시하고 있는 분리배출을 더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쓰레기처리에 관한 주요 이해관계자로는 버리는 사람, 수거하는 업체, 처리하는 지자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수거하는 업체에서 쓰레기를 받아 처리하는 중간처리업체도 있을 것으
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를 소각, 매립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5. 물꼬를 틔우고 싶은 사람들 

먼저 쓰레기 관련해 연구하고 활동하는 단체/활동가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물
에 살고 있는 이웃을 만나 쓰레기를 분리배출하지 않는 이유를 들어 보고 싶습니다. 또 분리
배출을 잘 참여하고 있는 주민분을 만나 제가 가진 고민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매일 쓰레기를 
수거하는 미화원분과도 만나 쓰레기 수거의 어려움은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쓰레
기 수거 및 처리를 담당하는 OO시 △△과 공무원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쉽
지는 않겠지만 최근 문제가 되고 있다는 수도권매립지 관계자를 만나 쓰레기 매립에 관한 어
려움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6. 변화의물꼬를 통해 만들고 싶은 변화

<변화의물꼬>를 통해 제가 살고 있는 빌라 주민들과 쓰레기 분리배출과 관련한 대화를 시작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 대화를 시작으로 우리 빌라의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을 바
꾸고, 골목을 바꾸고 나아가 제가 사는 동네의 배출방법을 좀 더 효과적으로 바꾸고 싶습니
다. 쓰레기가 어떻게 수거되고 처리되는지 정확히 알게 된다면, 지금의 배출방법에 많은 변화
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분리배출을 잘 해서 쓰레기가 잘 수거되고 처리된다면, 더 많은 자원을 순환시킬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합니다. 버려지는 쓰레기가 아니라 순환할 수 있는 자원으로 쓰레기를 다룬다면, 더 
많은 에너지를 아낄 수 있고 궁극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되리라고 생각합
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