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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 I. I. I. I. I. I. 
1. 조사 배경 및 목적

�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종량제에 의해 저감되고 있는 지를 파

악하기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

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나 자료가 정확하지 않고 적절한 통계

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음

� 모든 지자체의 사정과 자료의 정확성을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특정지역을 심층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 이에 가장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관련 통계를 확보하기 용이

한 서울특별시의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심화 조사를 수행함



I. I. I. I. I. I. I. I. 

2. 조사 방법

� 자치구 음식물쓰레기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수행

� 서울시의 2014년 음식물류폐기물 통계월보와 설문조사 된 자

료를 상호 비교하고 자치구간 발생량 자료를 비교한 후 자치구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수정하거나 폐기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수정하거나 폐기

� 각 자치구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집계 방법을 확인하고 추정

할 경우 추정방법을 확인

� 신뢰할 수 있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자료를 확정하고 해당 자

료를 기준으로 분석 실시



I. I. I. I. I. I. I. I. 

3. 조사 자료

1) 행정자치부에서 제공하는 월별 주민등록 기준 인구 자료

2)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지자체 설문조사((사)자원순환사회연대)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서 인용

4) 서울특별시 2014년 유동인구 데이터베이스

3) 2014년 음식물류폐기물 통계월보(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정보소통광장에서 자료 인용

: 서울특별시 유동인구 서비스에서 자료 인용



II. II. II. II. II. II. II. II. 

1. 개요

�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중 24개 자치구만 조사가 이루어짐

� 배출원별로 구분하여 종량제 방식에 따른 세대수 파악

� 원단위 산출을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제공하는 주민등록 통계

를 이용하여 지자체별로 2014년 평균 총 인구수를 산출하고를 이용하여 지자체별로 2014년 평균 총 인구수를 산출하고

이를 배출원별 세대수와 종량제 방식별 세대수에 배분하여 해

당 인구수 산출

� 음식점의 경우 음식점을 이용한 고객의 수를 파악할 수 없으므

로 음식점의 업소별로 관련데이터 산출

� 서울지역 24개 자치구 전체 9,764,887명을 대상으로 현황파악



2. 자치구별 2014년 조사인구 및 배출원별 세대수 및 업소수

자치구 2014년 인구
배출원별 세대수 및 업소수

공동주택 단독주택 음식점

종로구 158,593 10,359 62,000 7,496

중구 129,306 18,762 41,198 3,137

용산구 238,105 29,837 78,592 4,882

II. II. II. II. II. II. II. II. 

성동구 298,452 52,502 74,091 1,463

광진구 366,430 28,170 130,354 3,854

중랑구 418,644 45,772 130,942 4,014

성북구 472,444 66,718 126,641 4,623

강북구 336,653 30,608 110,636 3,794

도봉구 356,220 63,422 73,555 2,942

노원구 586,315 158,563 39,165 4,370

은평구 500,914 27,618 157,670 4,676

서대문구 312,946 30,500 45,000 5,031



2. 자치구별 2014년 조사인구 및 배출원별 세대수 및 업소수

자치구 2014년 인구
배출원별 세대수 및 업소수

공동주택 단독주택 음식점

마포구 381,947 52,270 117,222 6,408

양천구 489,282 91,246 84,474 3,176

강서구 575,302 99,448 134,930 3,100

II. II. II. II. II. II. II. II. 

구로구 426,903 77,638 94,956 4,878

금천구 239,737 29,919 74,021 3,096

영등포구 384,817 63,200 105,506 4,700

동작구 410,118 54,259 118,130 3,615

관악구 516,023 44,761 203,419 4,290

서초구 445,921 101,642 54,358 4,800

강남구 570,351 129,098 104,787 5,920

송파구 669,340 111,906 104,321 7,347

강동구 480,125 77,798 108,326 3,959



3. 서울시 종량제 전체 현황

II. II. II. II. II. II. II. II. 

전용봉투 > 공동용기 부피계측 > RFID > 공동용기RFID차량계근

> 스티커∙칩 > 목측계량 > 전용용기

2,717,454

� 서울의 배출방식별 세대 및 업소수

9,355 26,560
171,765 193,330 202,521

654,896

전용용기 목측계량 스티커․칩 공동용기

RFID

차량계근

RFID 공동용기

부피계측

전용봉투



4. 서울시 공동주택 종량제 현황

II. II. II. II. II. II. II. II. 

공동용기 부피계측 > 전용봉투 > RFID > 공동용기RFID차량계근

� 공동주택은 공동용기 부피계측 방식이 가장 많이 이용됨

654,896

193,330 201,038

446,752

공동용기

RFID

차량계근

RFID 전용봉투 공동용기

부피계측



4. 서울시 공동주택 종량제 현황

II. II. II. II. II. II. II. II. 

� 공동용기 부피계측이란 공동주택에서 120리터 용량의 음식물

쓰레기 전용 용기를 비치하고 거주민들이 전용 용기에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는 방식

� 공동주택에서 납부필증으로 스티커나 칩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공동주택에서 납부필증으로 스티커나 칩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개별세대 별로 납부필증을 구매하지 않고 단지별로 구매한 후

해당 비용을 단지별로 부과하는 단지별 종량제의 경우에도 공

동용기 부피계측 방식으로 집계함

� 공동용기 부피계측은 24개 자치구 중 15개 구가 채택하고 있

으며 이어서 RFID는 7개 구에서 채택하고 있으나 시범적으로

일부만 실시하는 경우가 많음



5. 서울시 단독주택 종량제 현황

II. II. II. II. II. II. II. II. 

� 단독주택의 대부분의 세대는 전용봉투 방식을 사용하고 24개

자치구 중 22개 자치구에서 사용함

� 서울시 전체 2,717,454의 전용봉투 사용 세대 중 82%는 단독

주택에서 사용하는 세대

2,230,808

143,486

전용봉투 스티커․칩



5. 서울시 중∙소형 음식점 종량제 현황

II. II. II. II. II. II. II. II. 

� 음식점에서도 전용봉투 방식이 가장 많이 이용됨

� 전용봉투 > 스티커∙칩 > 목측계량 > 전용용기 > RFID

39,894

1,483

9,355

26,560
28,279

RFID 전용용기 목측계량 스티커․칩 전용봉투



5. 서울시 중∙소형 음식점 종량제 현황

II. II. II. II. II. II. II. II. 

� 목측계량은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업체와 음식점이 계약을

하여 첫 한 달 정도의 발생량을 기준으로 처리비용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변형된 정액제

� 전용용기 방식은 목측계량과 유사하게 수집∙운반 업체와 음식� 전용용기 방식은 목측계량과 유사하게 수집∙운반 업체와 음식

점이 계약을 하지만 배출량에 맞는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를

구비하여 배출하고 해당 전용용기의 배출용량에 따라 종량제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



6. 서울시 종량제 배출원별 세부현황

배출원 종량제방식 자치구 인구수 세대수/업소수

공동

주택

RFID 7 545,020 201,038

공동용기부피계측 15 1,709,235 654,896

공동용기RFID차량계근 3 474,757 193,330

전용봉투 6 1,164,942 446,752

전체 31 3,893,954 1,496,016

II. II. II. II. II. II. II. II. 

전체 31 3,893,954 1,496,016

단독

주택

스티커․칩 2 439,064 143,486

전용봉투 22 5,431,868 2,230,808

전체 24 5,870,933 2,374,294

음식점

RFID 1

해당없음

1,483

목측계량 9 26,560

스티커․칩 5 28,279

전용봉투 10 39,894

전용용기 3 9,355

전체 28 105,571

전 체 83 9,764,887 3,975,881



1. 각 자치구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III. III. III. III. III. III. III. III. 

자치구 공동주택(톤) 단독주택(톤) 소형음식점 합계(톤)

종로구 28,212

중구 4,839 2,583 22,630 30,051

용산구 8,057 6,108 8,368 22,534

성동구 11,546 9,878 5,332 26,756

광진구 7,619 17,895 6,314 31,828

동대문구 34,280

중랑구 11,040 17,132 6,828 35,001

성북구 16,176 8,943 8,224 33,342

강북구 8,209 29,744

도봉구 15,856 6,369 9,721 31,945

노원구 35,720 9,973 7,330 53,023

은평구 5,797 19,451 3,028 28,276



1. 각 자치구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자치구 공동주택(톤) 단독주택(톤) 소형음식점 합계(톤)

서대문구 27,233

마포구 13,833 42,974

양천구 13,768 12,719 9,929 36,416

강서구 15,748 21,015 9,992 46,755

III. III. III. III. III. III. III. III. 

구로구 18,435 11,142 5,454 35,031

금천구 19,281

영등포구 10,282 20,139 12,463 42,884

동작구 16,536 34,223

관악구 12,439 36,650

서초구 20,105 13,403 18,043 51,551

강남구 19,063 15,752 34,722 69,537

송파구 27,943 13,598 20,427 61,968

강동구 40,844



2. 각 25개 자치구의 2014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톤)

� 강남구가 가장 많은 69,537톤 이어서 송파구 61,968톤, 노원구 53,023톤

III. III. III. III. III. III. III. III. 

� 금천구가 가장 적은 19,281톤 이어서 용산구 22,534톤, 성동구 26,756톤

발생량(톤)



3. 각 25개 자치구의 2014년 음식물쓰레기 원단위 발생량(㎏/일∙인)

� 중구가 0.637로 가장 높고 이어서 종로구 0.487, 강남구 0.334 순으로 나타남

III. III. III. III. III. III. III. III. 

0.637

� 음식물쓰레기는 인구수에 따라 비례하므로 각 자치구의 발생량을 인구로 나누어

원단위 발생량 산출한 결과 서울시 전체 원단위 발생량은 0.261(㎏/일∙인)

0.155
0.193 0.195 0.204

0.22 0.223 0.225 0.229 0.229 0.233 0.238 0.238 0.242 0.246 0.246 0.248 0.254 0.259 0.259

0.305 0.308 0.317
0.334

0.487

원단위발생량(㎏/일․인)



4. 자치구 음식물쓰레기 발생량(톤)과 원단위 발생량(㎏/일∙인)

0.487

0.637

III. III. III. III. III. III. III. III. 

�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많지 않은 중구와 종로구는 해당 자치구의 인구

대비로 살펴본 원단위 발생량이 매우 높게 나타남

0.22

0.259 0.246 0.238

0.487

0.155

0.242
0.238 0.246

0.193
0.229

0.259

0.229 0.225
0.204 0.195

0.233

0.305 0.308

0.223

0.317

0.248 0.254

0.334

원단위발생량(㎏/일․인) 발생량(톤)



4. 음식물쓰레기 발생량(톤)과 원단위 발생량(㎏/일∙인)

III. III. III. III. III. III. III. III. 

� 중구의 담당자에 의하면 중구는 중심상업지구인 명동이 있는 곳으로 거

주하는 인원은 적고 직장이나 쇼핑 등을 하는 국내외 인원들이 중, 소형

음식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음식물쓰레기가 음식점에서 발

생한다고 응답함

� 종로구도 중구와 마찬가지로 중심상업지구로 역시 음식물쓰레기 원단위

발생량(㎏/일∙인)이 높게 나타난 것은 중, 소형 음식점 때문인 것으로 파

악함

� 강남구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톤)도 가장 많고 원단위 발생량(㎏/일∙인)

도 세번째로 중구나 종로구와 마찬가지로 중심상업지구를 형성하고 있어

음식물쓰레기 원단위 발생량(㎏/일∙인)이 높게 나타난 것은 중, 소형음식

점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5.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발생량(톤)

� 노원구 35,720톤 > 송파구 > 27,943톤 > 서초구 20,105톤

� 중구 4,839톤 < 은평구 < 5,797톤 < 광진구 7,619톤

III. III. III. III. III. III. III. III. 

발생량(톤)



6.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원단위 발생량(㎏/일∙인)

� 공동주택의 전체 원단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0.231(㎏/일∙인)

III. III. III. III. III. III. III. III. 

0.256 0.263 0.263 0.272 0.279

0.308
0.321 0.322 0.328 0.337

0.351
0.366

0.148
0.166

0.177
0.19 0.195

0.208 0.213 0.2210.231

원단위발생량(㎏/일․인) 서울시 평균



7.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발생량(톤)

� 강서구 21,015톤 > 영등포구 20,139톤 > 은평구 19,451톤

III. III. III. III. III. III. III. III. 

� 중구 2,583톤 < 용산구 6,108톤 < 도봉구 6,369톤

발생량(톤)



8.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원단위 발생량(㎏/일∙인)

III. III. III. III. III. III. III. III. 

0.163 0.169 0.174

0.229 0.235 0.236

� 단독주택의 전체 원단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0.146(㎏/일∙인)

0.079 0.08
0.091 0.097

0.115
0.125 0.13

0.148 0.151 0.155
0.163 0.169

0.146

원단위발생량(㎏/일․인) 서울시 평균



9. 중∙소형 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발생량(톤)

III. III. III. III. III. III. III. III. 

� 강남구 34,722톤 > 중구 22,630톤 > 송파구 20,427톤

� 중심상업지구인 중구와 강남구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높게 나타남

발생량(톤)



10. 중∙소형 음식점 음식물쓰레기 업소별 발생량(㎏/일∙개소)

III. III. III. III. III. III. III. III. 

16.069

19.764

� 중∙소형 음식점의 전체 업소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7.62(㎏/일∙개소)

� 음식점에서 발생량이 높은 중구와 강남구는 업소별 발생량도 높게 나타남

1.774
3.063

4.488 4.595 4.661 4.696 4.874

7.265 7.617
8.565 8.831 9.052

9.984 10.299

16.069

7.62

원단위발생량(㎏/일․개소) 서울시 평균



11. 공동주택 종량제 방식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 공동용기 부피계측 > 공동용기 RFID 차량계근 > 전용봉투 > RFID

III. III. III. III. III. III. III. III. 

0.278 
0.291 

0.231 

0.150 
0.170 

RFID 전용봉투 공동용기

RFID

차량계근

공동용기

부피계측

원단위발생량(㎏/일․인) 서울시 평균



12. 단독주택 종량제 방식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 스티커∙칩 > 전용봉투

III. III. III. III. III. III. III. III. 

0.147 

0.146 0.146 

전용봉투 스티커․칩

원단위발생량(㎏/일․인) 서울시 평균



13. 중∙소형 음식점 종량제 방식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 목측계량 > RFID > 전용봉투 > 스티커∙칩 > 전용용기

III. III. III. III. III. III. III. III. 

7.943 

10.412 10.415 

7.620 

3.108 

6.271 

7.620 

전용용기 스티커․칩 전용봉투 RFID 목측계량

업소별발생량(㎏/일․개소) 서울시 평균



14.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후 감량율

� 16개 자치구의 종량제 전∙후 감량율을 산출한 결과 평균 -6.09% 감량

� 10개 자치구는 감량, 1개 자치구는 변화없음, 5개 자치구는 증가함

III. III. III. III. III. III. III. III. 

은평구 4.5%

노원구 8.7%

도봉구 13.8%

중랑구 -34.2%

강서구 -24.1% 강남구 -22.0%

송파구 -17.5%
양천구 -16.2%

성동구 -7.7%

서초구 -3.7%

용산구 -3.1%

구로구 -1.3%

성북구 -0.8%

강북구 0.0%

강동구 0.5%

은평구 4.5%

관악구 5.6%



III. III. III. III. III. III. III. III. 

14.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후 감량율

� 종량제 전∙후 1년 동안 발생한 음식물쓰레기의 원단위 산출량에 대해서

조사하였으나 종량제 시행전 발생량을 1년 단위로 집계할 수 있는 자치

구는 많지 않았고, 보통 일일 발생량이나 월발생량을 집계한 후 이를 1년

발생한 것으로 환산하여 집계한 경우가 많음발생한 것으로 환산하여 집계한 경우가 많음

� 음식물쓰레기가 종량제를 전∙후 하여 늘어난 경우에 대한 원인을 명

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음



III. III. III. III. III. III. III. III. 

15.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후 발생량 증가 이유

� 도봉구는 공동용기 RFID 차량계근 형태의 단지별 종량제를 실시한 직후 초반

에 수수료 인상으로 발생량이 잠시 줄어들었으나 다시 원상복귀하여 단지별

종량제 방식이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노원구의 경우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관악구의 경우 공동용기 부피계측 방식의 종량제를 실시하였으나 구 전체의

� 은평구는 발생량이 증가한 이유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지만 뉴타운 개발 이

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함

� 중랑구는 RFID는 -34.2%로 최고의 감량율을 보였지만 공동용기 부피계측 방

식과 전용봉투의 발생률은 1.7% 상승하였고, 그 이유는 파악 못함

� 관악구의 경우 공동용기 부피계측 방식의 종량제를 실시하였으나 구 전체의

발생량은 증가한 이유로 단지별 종량제는 효과가 없고 음식점의 발생량 증가

로 인한 것으로 판단함



III. III. III. III. III. III. III. III. 

16. 소결

- 중구는 중심상업지구로 거주인구는 적고 주로 직장에 출근한 인원이나 쇼핑 및 기타

� 자치구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에 대하여 자치구 전체의 발생량을 해당 거주인구

로 나누어 원단위 발생량(㎏/일∙인)을 산출하거나 음식점의 업소별 발생량(㎏/일∙

개소)을 산출하는 것이 해당 자치구의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발생했는지 적게 발생

했는지 판단하기 위한 적절한 지표로 사용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함

- 중구는 중심상업지구로 거주인구는 적고 주로 직장에 출근한 인원이나 쇼핑 및 기타

활동 등으로 외부 인원이 음식점을 이용하고 있는 지역임

- 중구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30,051톤으로 낮은 편이지만 이를 원단위 발생량으로

변경할 경우 0.637(㎏/일∙인)로 24개 자치구 중 가장 높게 나타남

- 이는 중구의 음식점 업소별 발생량이 19.764(㎏/일∙개소)로 가장 높게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ⅣⅣ. . . . . . . . 

1. 재산출 필요성

�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을 소비하는 사람을 전제로 발생하므로 자치구에서 음

식을 소비하는 인구가 늘었다면 발생량이 늘어나고 줄어들면 발생량도 줄어듦

� 이러한 이유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한 사람이 하루에 버린 음식물쓰레기

� 따라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제도를 평가함에 있어 인구의 증감에 따른 자연

스러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의 증감이 고려되어야 함

� 원단위(㎏/일∙인)로 산출할 때, 인구 지표는 보통 행정자치부에서 제공하는 주

민등록 인구 기준(이하 “거주인구”)을 사용함

� 이러한 이유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한 사람이 하루에 버린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인 원단위(㎏/일∙인)로 산출하여 음식물쓰레기의 증감을 파악함

� 하지만 거주하는 곳과 통근하거나 통학하는 곳이 다른 것이 일반적인 서울에

서 거주인구를 기준으로 음식물쓰레기의 원단위 발생량을 산출할 경우 중∙소

형 음식점의 발생량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함



2. 공동주택 발생량과 거주인구

�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톤)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인구가 1명씩 늘

어날 때마다 연간 60.8㎏ 씩 늘어나는 강한 경향성을 보임

y = 0.060x + 4082.
36751

r=0.93, H0:ρ=0 ; 유의확률=0.0000

ⅣⅣ. . . . . . . . 

y = 0.060x + 4082.

R² = 0.858

1751

6751

11751

16751

21751

26751

31751

-2,511 97,489 197,489 297,489 397,489 497,489 

공

동

주

택

발

생

량(

톤)

공동주택인구수(명)



2. 단독주택 발생량과 거주인구

� 단독주택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톤)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인구가 1명씩 늘

어날 때마다 연간 43.8㎏ 씩 늘어나는 상 한 경향성을 보임

y = 0.043x + 2306.20740

r=0.72, H0:ρ=0 ; 유의확률=0.0017

ⅣⅣ. . . . . . . . 

R² = 0.517

740

5740

10740

15740

20740

55,104 105,104 155,104 205,104 255,104 305,104 355,104 405,104 455,104 

단

독

주

택

발

생

량(

톤)

단독주택인구수(명)



3. 중∙소형 음식점 발생량과 거주인구

� 음식점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해당 구에 거주하는 인구와 관계가 적은 것

으로 나타나므로 구 전체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구별 인구로 산정한 원단

위(㎏/일∙인)로 산출할 경우 음식점의 발생량이 많을수록 자치구 전체의 음식

물 쓰레기의 원단위 발생량이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문제가 발생(ex: 중구)

r=0.14, H0:ρ=0 ; 유의확률=0.6165

ⅣⅣ. . . . . . . . 

y = 0.008x + 8301.

R² = 0.018

-142

4858

9858

14858

19858

24858

29858

34858

75,302 175,302 275,302 375,302 475,302 575,302 675,302 

음

식

점

발

생

량(

톤)

거주인구(명)

r=0.14, H0:ρ=0 ; 유의확률=0.6165



4. 중∙소형 음식점 발생량과 업소의 수

� 음식점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해당 구의 업소수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므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업소수(㎏/일∙개소) 별로 산출하지 말고 음식점을 이

용한 사람의 수에 따라 원단위(㎏/일∙인)로 산출해야 함

r=0.44, H0:ρ=0 ; 유의확률=0.0915

ⅣⅣ. . . . . . . . 

y = 2.665x + 489.7

R² = 0.189

-142

4858

9858

14858

19858

24858

29858

34858

875 1,875 2,875 3,875 4,875 5,875 6,875 7,875 

음

식

점

발

생

량(

톤)

음식점 업소수



6. 자치구의 원단위 발생량 산정의 문제

� 자치구 전체의 원단위 발생량이 음식점의 업소별 발생량에 따라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는 구 전체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거주인구로 나누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착시효과

- 실제 해당 자치구의 업소별 음식물 쓰레기량이 다른 이유에 의해 증가해도 자치구
음식물 쓰레기 원단위 발생량이 증가하는 현상으로 보일 수 있음

r=0.83, H0:ρ=0 ; 유의확률=0.0001

ⅣⅣ. . . . . . . . 

y = 0.018x + 0.121

R² = 0.682

0.11

0.21

0.31

0.41

0.51

0.61

-0.025 4.975 9.975 14.975 19.975

구

전

체

발

생

량(

㎏

/

일
․․․․

인)

음식점(㎏/일․․․․개소)

r=0.83, H0:ρ=0 ; 유의확률=0.0001



6. 자치구의 원단위 발생량 산정의 문제

� 자치구 전체의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일∙인)은 공동주택, 단독주택, 음식점 음식

물 쓰레기 발생량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만 원단위를 계산할 때에는 공동주택과 단

독주택 거주인구만 포함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함

� 즉, 아래의 수식과 같이 계산이 이루어져야 하나 ‘음식점 이용자 수’는 계산에 고려

하지 않으므로 자치구의 원단위 발생량 산정에 문제가 발생함

ⅣⅣ. . . . . . . . 

공동주택 발생량 + + + + 단독주택 발생량 + + + + 음식점 발생량

공동주택 거주인구 + + + + 단독주택 거주인구 + + + + 음식점 이용자 수
자치구 전체 원단위 발생량 = 

하지 않으므로 자치구의 원단위 발생량 산정에 문제가 발생함

거주민으로 원단위 발생량을

산출할 경우 음식점 이용자

수가 고려되지 음



6. 자치구의 원단위 발생량 산정의 문제

� 자치구의 원단위 발생량을 거주인구 기준으로 산출할 경우 필연적으로 음식점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면 자치구 전체의 원단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

일 수 있음

- 중구의 경우 전형적인 중심상업지구로 거주하는 인원은 적고 음식점은 다른 자치

구와 비슷한 수가 존재하나 활동인구의 대부분이 음식점을 이용하고 있어 이를 거

ⅣⅣ. . . . . . . . 

구와 비슷한 수가 존재하나 활동인구의 대부분이 음식점을 이용하고 있어 이를 거

주인구 기준으로 원단위 발생량을 산출할 경우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타 자치구

에 비하여 극단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현상이 발생함

� 또한, 음식점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하지만 기존

의 원단위 발생량으로는 자연스러운 증감 효과를 배제할 수 없어 자치구의 담당자

들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늘어날 때 명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움

� 하지만 음식점의 이용자수를 산출할 수 있는 통계를 기 어려



. . . . . . . . 

1. 개요

�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거주인구로 나누어 원단위 발생량을 산출하는 경우 발생

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통계자료를 찾아 데이터 분석을 수행함

� 음식점의 이용자 수를 직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지표는 찾을 수 없었고, 이에 대

한 대안으로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2014년 유동인구를 이용함

�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2014년 유동인구 통계는 매년 이루어지는 조사가 아니고, 해

당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질적인 음식점의 이용자 수를 추정할 수도 없어 매우 제

한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함

� 하지만 각 자치구별 유동인구와 해당 자치구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의 관계를 파

악하면 보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파악이 가능함



. . . . . . . . 

2. 시간대별 서울시 유동인구

� 시간대별 유동인구를 통하여 12시 13시가 점심식사, 18시 이후는 식사 이

후 자럳 등을 위하여 이동하는 인구로 추정함

479

434

� 12시~13시와 18시 이후의 유동인구를 “식사시간 유동인구”로 파악함

158

282

242 230
263

363 360
341

366 379
394

434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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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유동인구(명)



. . . . . . . . 

2. 자치구별 식사시간 유동인구

� 식사시간에 가장 많은 유동인구가 몰리는 곳은 중구의 1,307명이고 이어서 종로구

723명, 동작구 503명 순으로 나타나 중심상업지구인 중구와 종로구에 유동인구가

밀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1,307

192 195 222 240 252 252 253 256 262 266 270 291 325 329 334 342 359 367 383 390
442 469 503

723

중
랑

구

성
북

구

노
원

구

동
대

문
구

도
봉

구

송
파

구

성
동

구

강
서

구

양
천

구

강
북

구

은
평

구

영
등

포
구

관
악

구

서
초

구

광
진

구

구
로

구

강
동

구

금
천

구

용
산

구

마
포

구

강
남

구

서
대

문
구

동
작

구

종
로

구

중
구

평균유동인구(명)



. . . . . . . . 

3. 식사시간 평균유동인구 자치구 전체 원단위 발생량의 관계

� 자치구의 식사시간(12~13시, 18시 이후)의 평균유동인구가 1명 늘어날 때마다 원단위

발생량이 0.4 늘어나는 경향이 나타남

0.61

구

r=0.89, H0:ρ=0 ; 유의확률=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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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시간 평균유동인구(명)



4. 식사시간 평균유동인구 자치구 음식점의 업소별 발생량의 관계

� 자치구의 식사시간(12~13시, 18시 이후)의 유동인구가 1명 늘어날 때마다 음식점

의 업소별 발생량이 12.9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남

20음

r=0.72, H0:ρ=0 ; 유의확률=0.0015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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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조사일시 : 2015년 7월 1일 ~ 7월 31일

� 조사지역

� 조사현황

: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강원도 원주시의 총 5개 지역

� 조사현황

: 총 5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서울 111명, 대전 101명, 부산 100명, 광주

100명, 원주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



. . . . . . . . 

2. 종량제 후 감량노랩 정도

� 감량노랩 정도 광주 > 서울 > 부산 > 원주 > 대전

� 서울지역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감량노력을 많이 함



. . . . . . . . 

3. 음식물쓰레기 감수단

� 물기제거 > 반 소화 > 소량조럳 > 식재료 구 > 감량기 사용

� 소량조럳 서울 > 대전 > 원주 > 광주 > 부산

� 식재료 구 부산 > 서울 > 대전 > 원주 > 광주



. . . . . . . . 

4. 종량제 수수료 인상

� 인상 반대 비율 원주 > 광주 > 서울 > 부산 > 대전

51.0%
9.55 

9.04 9.30 

7.70 8.47 

32.4%

27.3%
30.0%

36.0% 35.3%

7.70 

6.65 

8.47 

서울 대전 부산 광주 원주 전체

인상반대율 평균적정인상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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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수료 진제도 성율

� 성율 부산 > 서울 > 광주 > 대전 > 원주

� 전체 78.1%가 찬성하여 찬성율이 높으며 각 지역별로도 찬성율이 높음



. . . . . . . . 

6. 관상

� 서울 > 부산 > 광주 > 원주 > 대전

� 전체 41.7%가 깨끗하다는 인상이 있으나 지역적 편차가 존재함

� 지 분 원주 > 대전 > 서울 > 부산 > 광주



. . . . . . . . 

7. 악 (1점  5점)

� 전체 평균 2.7점으로 전반적으로 악취가 나지만 서울지역이 주민들이 가장 악취를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악 정도 광주, 원주 > 대전 > 부산 > 서울



. . . . . . . . 

8. 전용봉투 사용자 비 사용개수

� 전체 평균 49.4%가 속비닐을 사용하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1.114개의 속비닐을 사

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비 사용개수 대전 > 서울 > 원주

� 비 사용럣 대전 > 서울 > 원주

49.5%

54.2%

45.7%

49.4%

1.111

1.333

0.971

1.114

서울 대전 원주 전체

사용률 평균사용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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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용봉투 전환시 하는 배출방식

� 주민들이 가 하는 방식 공동건조기 > 전용용기 > RFID > 공동부과 방식

� 서울 공동건조기 > 전용용기 > RFID > 공동부과 방식

2.0% 2.9% 4.5%

� 서울지역은 타지역에 비하여 공동건조기와 전용용기를 더욱 선호하고 RFID는 선

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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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전 원주 전체

RFID 전용용기 공동건조기 공동부과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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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소결

� 종량제 이후 대부분의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

으나 음식물쓰레기를 저감하는 수단은 물기제거와 잔반 최소화 정도일 뿐 소량조

리를 하거나 손질식재료를 구입하는 방법은 비율이 낮은 편임

� 서울지역은 타지역에 비하여 소량조리와 손질된 식재료 구입을 시도하는 주민들

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임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임

� 주민들은 수수료 누진제도에 대해서 대부분 찬성하고 있으며 서울지역은 타지역

에 비하여 높은 82.9%가 찬성하고 있어 수수료 누진제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아

추후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서울지역 주민 대상 조사 결과 50.5%의 주민이 전용봉투에 속비닐을 사용하고 있

어 관리가 필요함



1.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계

. . . . . . . . 

� 설문조사와 질의를 통하여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집계한 결과 해당 발

생량을 별도로 집계하고 있는 자치구도 있지만 별도집계가 되지 않고 일

부 배출원은 추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음

� 이때, 추정하는 방법이 명확한 지침이 없어 자치구별로 자신만의 추정방

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추정방식의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일관된 추정방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자치구별 특수한 상황을 정리하고

추정지침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2. 변형 정 제 전환

. . . . . . . . 

� 서울시의 2014년 종량제 현황을 살펴본 결과 중∙소형 음식점에서 목측계

량 방식의 배출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2015년 조사 당시에도 상당수 운

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목측계량은 변형된 정액제이므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취지에 맞는 종

량제 방식으로 변경이 필요함량제 방식으로 변경이 필요함

3. 전용봉투 비 사용

� 2014년 서울시의 가장 주된 종량제 방식은 전용봉투로 2,717,454세대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민설문조사 결과 49.5%의 주민이

속비닐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조치가 필요함



� 감량기나 소멸기 등은 기술적인 고려사항이 많음에도 충분한 고려와 전

문가의 검토 없이 시범사업의 형식으로 수행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함

4. 자치구 자 및 보

. . . . . . . . 

� 자치구 담당자와 인터뷰하면서 감량기와 음식물쓰레기 소멸기 등에 대한

질의를 받음

파악되어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함

5. 단독주택 RFID 설치 거점 보

� 송파구는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RFID를 시범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나 이

를 인근 7~80세대를 아우르는 거점으로 만들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 이는 거점을 만들 경우 거점에 인접한 주민들의 반발이 크기 때문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