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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감감사사사사의의의의 글글글글

대학원 과정에 입학하여 이 작은 한 편의 논문을 마감하며 석사과정을 졸업하

기까지 도움을 아끼지 않으셨던 모든 분들게 이 글을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

다.

지난 5학기동안 끊임없는 사랑과 따뜻한 격려 그리고 큰 가르침으로 저를 이

끌어 주신 서용칠 교수님께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논문지도, 심사등 바

쁘신 와중에서도 저를 위해 애써주신 차기철 교수님과 조승연 교수님께 감사드립

니다. 가르침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2년 넘게 대학원과정에서 저에게 환경공학분야에 있어서 많은 가르침

을 주신 정형근 교수님, 나규환 교수님, 권영식 교수님, 박상규 교수님, 강준원 교

수님, 이무춘 교수님, 김성헌 교수님과 학과 사무실의 강혜영, 문병채 선생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짧은 대학원 생활이었지만 서로의 곁에서 격려와 관심을 나누었던 김상

덕, 정상혁, 이재준, 김세원, 김미혜 등 대학원 동료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먼 시골에서 지금 이간에도 밤낮으로 고생하시며 아들 걱정을 하시는

부모님께 고개숙여 감사드리고, 늘 말없이 묵묵하게 믿음과 사랑으로 나를 지켜봐

주고 그동안 가정을 화목하고 편안하게 이끌면서 사랑하는 두 딸, 하늘, 고운이를

예쁘게 키워준 나의 사랑하는 아내에게 감사함을 전합니다.

끝으로 대학원 과정을 통해 한층더 성숙되고 미래를 바라 볼 수 있게끔 도와

주신 교수님, 동료, 가족들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 12월 김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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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국문문문문요요요요약약약약

군군군군 부부부부대대대대 생생생생활활활활폐폐폐폐기기기기물물물물 감감감감량량량량을을을을 위위위위한한한한

장장장장병병병병의의의의식식식식 및및및및 대대대대책책책책에에에에 관관관관한한한한 연연연연구구구구

폐기물 관리에 있어 폐기물 감량화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국내에서 발생되

는 쓰레기는 해가 거듭될수록 급속하게 증가되고 있으며, 그양은 자정능력을 넘어

서고 있다. 그리고, 폐기물 자체의 미관상심미상의 피해와 자체적인 독성으로 인

하여 많은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의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 및

부지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 있다.(이영하, 2000)

이런 가운데 군부대의 생활쓰레기 관리 실태는 사회의 발전 추세에 못미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군부대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문제가 각종 매스컴을 통해 보

도되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부분도 많이 있으며, 더불어 군장병의 쓰레기 발

생 감량 및 처리에 대한 관심이 없게 된다면 엄청난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은 분명하다.(이희선 등 3명, 200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군부대의 생활쓰레기 발생에 대한 문제점과 그 해결책

을 찾아 차후 군부대의 쓰레기 감량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군부

대 장병들의 쓰레기와 관련한 의식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

다.

1) 쓰레기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으로 군 장병들은 군부대의 쓰레기 문제에 대

한 심각성을 인식하고는 있으나, 응답자의 대부분은 그 심각성에 대해 관심이 없

었으며, 쓰레기 문제를 처리비용, 위생문제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예전과 비교해서 쓰레기의 발생량이 “그대로다”의 의견이 다수였다.

2) 장병들은 군부대 쓰레기 발생의 주원인이 “장병들의 관심부족”, “쓰레기 분

리배출 및 분리수거 미흡”, “교육 및 홍보의 부족”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폐지,

세절지, 1회용품, 음식물찌꺼기가 군부대에서 주로 발생되는 쓰레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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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병들의 대다수가 군입대후 쓰레기 감량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수의 인원이 쓰레기 감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나 소극

적으로 참여하는 장병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이유로는 “관심이 없어서”, “방법을 몰라서”가 대부분으로 이

분야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군장병들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쓰레기 분리수거로 재활용품을 구분

관리”하거나, “쓰레기 발생 억제를 위한 제도마련”, “1회용품 사용제한”을 강력히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군부대내 쓰레기 분리수거

가 잘되지 않는 이유로는 “쓰레기 분리수거함 부족”이란 의견이 많았으며,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식단메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장병들이 다수

였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된 내용들을 개선한다면 군부대의 쓰레기를 대폭 줄일

수 있다고 판단 되었다. 이러한 군 장병들의 의식 분석과 군폐기물 관리지침 분석

을 통하여 얻은 군부대의 쓰레기 발생 감량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쓰레기 발생량에 대한 부대별 차별화 지침 적용과 군 환경업무의 전문화

확대 및 전산 시스템 구축 등의 쓰레기 관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군부대 쓰레기 감량을 위해 우선 장병 교육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

하여야 하며, 군부대 매점의 쓰레기 분리수거 대책 강구, 지자체의 재활용품 미회

수 품목에 대한 유기적인 협조, 1회용품 사용 근절 노력 확대, 매점에서의 리필제

품 판매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해 정확한 일일 단위의 식수 인원 통보 및 결산

과 장병들이 선호하는 식단을 편성하여 정량 식사를 유도하고 정량 식사를 방해

하는 제반 활동, 행위 등을 철저히 통제해야만 한다.

결론적으로 군부대의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는 군부대 생활폐기물 관련 제도뿐

만 아니라 군부대 전장병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쓰레기를 적게 발생시키려는

분리수거, 재활용 활동, 1회용품 사용 근절,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조, 교육프로

그램 및 환경전문요원 육성, 실시간 자료철 종합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등이 종

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핵심되는 말핵심되는 말핵심되는 말핵심되는 말 폐기물 감량화 분리수거 회용품 사용근절 음식물 찌꺼기 환경전문요원: ,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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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1111 장장장장 서서서서 론론론론

1111....1111 연연연연구구구구의의의의 목목목목적적적적

우리나라는 지난 30여년간의 지속적인 경제개발을 통하여 절대 빈곤에서 벗어

나 대량소비사회로 들어가는 경제적 성과를 이룩하였다. 급속한 경제성장과 현대

사회의 기술적인, 사회경제적인 조건의 변화로 인해 소비문화자체가 변화되었다.

즉, 자연에서 적게 가져오고 자연으로 적게 되돌리는 순환형 사회의 구조가 파괴

되고, 많이 쓰고 많이 버리는 다량배출의 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이 이어졌다.

이러한 가운데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특히 1회용품이나 포장재 사용증가와 같

은 자원의 낭비와 함께 쓰레기 발생량의 증가를 초래하였으며, 산업화는 유해산업

폐기물 증가를 몰고 왔으며, 산업의 발전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환경오

염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한 나라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곽은경, 2000)

환경오염의 문제는 이제 전세계적인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

우도 환경오염의 피해 및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더욱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

다. 국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해가 거듭될수록 급속하게 증가되고 있으며, 그

양은 처리능력을 넘어서고 있다. 그리고 폐기물 자체의 미관상심미상의 피해와 자

체적인 독성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의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 및 부지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 있다.(이영하, 2000)

이러한 주변 환경과 관련되어 군 내부의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에 대한 문

제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이희선 등3명, 2002) 과거 군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전방 부근에 유기, 몰래 버리는 행위 등이 적발되거나, 군부대 기름 유

출로 인한 토양오염 등 군관련 환경오염 문제가 매스컴을 통해 확산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례가 많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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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환경보전과 관련해서 열악한 조건을 갖고 있다. 우선 인적 구성 면에서

환경문제에 관심이 적은 20대 남성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군 존재가치의 임무

「 」최우선 임무가 전쟁 준비 및 승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어 환경업무에 대한 우

선순위가 매우 낮고, 환경업무 관련 전문요원 및 시스템이 미비하다.

그리고 전국에 부대가 소산되어 있어 폐기물 처리시설 구축이 제한되며, 이에

따라 지자체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고 지자체와의 원활한 협조 체계가 요구되

는 문제도 않고 있다. 또한 군장병들을 주기적으로 교육, 홍보할 수 교육프로그램

개발 수준이 미약한 실정이다.(안병성, 1998)

따라서 금번 연구의 목적은 군부대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중 쓰레기에 대한 연

구를 통해 군에서 발생되는 주요 쓰레기 품목과 발생 원인을 심층 분석하고, 군에

서 시행되고 있는 생활폐기물 시행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또한 군부대의 쓰레기 회수시설과 자원 재활용을 위해 추진되는 방안 등을 정

부 및 학계에서 연구한 제도나,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방안들과 비교적으로

분석하여 차후 군부대 생활폐기물 발생의 감량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금번

연구의 목적이 있겠다.

1111....2222 연연연연구구구구 범범범범위위위위 및및및및 방방방방법법법법

본 연구는 생활폐기물의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첫째, 생활폐기물의 정의, 분류,

정부의 폐기물 관리정책의 주요한 내용과 쓰레기 감량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여

러 제도, 방법등을 살펴본다. 둘째, 군부대 생활폐기물 관리 지침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군부대에서 시행중인 쓰레기 감량 차원의 방안들에 대한 제한요소와 문

제점을 분석해 본다. 셋째, 본 연구를 위한 문헌조사로서 쓰레기 문제에 관련하

여 군 장병들의 의식조사 및 분석을 통해 군장병들의 쓰레기 감량에 대한 의식

수준과 군장병들이 생각하는 쓰레기 감량 방안에 대해서 조사해 본다. 끝으로,

이러한 조사, 분석을 통하여 군부대 생활폐기물의 감량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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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연구 과정

연연연연구구구구의의의의 범범범범위위위위

연연연연구구구구의의의의 범범범범위위위위와와와와 방방방방법법법법

생생생생활활활활폐폐폐폐기기기기물물물물 정정정정의의의의,,,, 분분분분류류류류,,,, 정정정정책책책책의의의의

이이이이론론론론적적적적 고고고고찰찰찰찰

○ 생생생생활활활활폐폐폐폐기기기기물물물물 발발발발생생생생,,,, 처처처처리리리리 현현현현황황황황

○ 생생생생활활활활폐폐폐폐기기기기물물물물 최최최최소소소소화화화화 정정정정책책책책

○ 생생생생활활활활기기기기물물물물 자자자자원원원원화화화화 정정정정책책책책

○ 재재재재활활활활용용용용품품품품목목목목 고고고고찰찰찰찰

○ 분분분분리리리리수수수수거거거거 방방방방안안안안

○ 쓰쓰쓰쓰레레레레기기기기 종종종종량량량량제제제제의의의의 성성성성과과과과

군군군군 장장장장병병병병의의의의 생생생생활활활활폐폐폐폐기기기기물물물물 감감감감량량량량에에에에 대대대대한한한한

의의의의식식식식조조조조사사사사 결결결결과과과과 분분분분석석석석

군군군군부부부부대대대대 생생생생활활활활폐폐폐폐기기기기물물물물 감감감감량량량량을을을을 위위위위한한한한 방방방방안안안안 제제제제시시시시

결결결결 론론론론

군군군군부부부부대대대대 생생생생활활활활폐폐폐폐기기기기물물물물 관관관관리리리리지지지지침침침침의의의의

관관관관리리리리방방방방안안안안 고고고고찰찰찰찰

○ 제제제제도도도도상상상상의의의의 문문문문제제제제점점점점 분분분분석석석석

○ 재재재재활활활활용용용용품품품품 관관관관리리리리실실실실태태태태 분분분분석석석석

○ 분분분분리리리리수수수수거거거거 방방방방안안안안 분분분분석석석석

○ 1111회회회회용용용용품품품품 근근근근절절절절 활활활활동동동동 분분분분석석석석

○ 리리리리필필필필제제제제품품품품 사사사사용용용용 실실실실태태태태 분분분분석석석석

○ 음음음음식식식식물물물물쓰쓰쓰쓰레레레레기기기기 문문문문제제제제점점점점 분분분분석석석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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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2222 장장장장 생생생생활활활활폐폐폐폐기기기기물물물물의의의의 이이이이론론론론적적적적 고고고고찰찰찰찰

2222....1111 생생생생활활활활폐폐폐폐기기기기물물물물의의의의 정정정정의의의의 및및및및 분분분분류류류류

2222....1111....1111 생생생생활활활활폐폐폐폐기기기기물물물물의의의의 정정정정의의의의

일반적 개념으로는 쓰레기라고도 하지만 엄밀한 의미로는 구분을 해놓았다.

'폐기물관리법'에서의 정의와 대비해서 일반인의 통념에서 보면 버리는 것은 모두

폐기물이라고 볼 수 있다.

폐기물은 우리 인류가 생을 영위해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발생된다. 폐기물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를 내려보면, "인간 및 동물의 활용에 의해 야기되는 것으로 대개

고체이며, 소용이 없거나 원치 않아서 내버리는 물질"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에 입각하여 볼 때, "원치 않아서 내버리는 물질"도 폐기물이 되므

로 주관적인 성격이 강하며, 현대 사회에서는 특히 이러한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서 발생되는 폐기물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환경백서 a, 2004)

2222....1111....2222 폐폐폐폐기기기기물물물물의의의의 분분분분류류류류

‘86년 제정된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일반폐기물과 산업폐기물로 분류하였던 것을

’91년에 유해성에 의한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로 분류하여 관리하였으나 폐기물

발생자에 대한 처리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발생원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하였다.(배재근, 2004)

〔 〕그림 2 폐기물의 분류

다 량 배 출 폐 기 물

1일 200kg 이상 배출
1일 100kg 이상 배출(시설)
1회 1톤, 1주 1톤 이상 배출

사 업 장 폐 기 물

배출시설계 폐기물(공장)
지정폐기물 / 1일 300kg 이상 배출
1회 1톤, 1주 1톤 이상 배출

특 정 폐 기 물

일 반 폐 기 물 생 활 폐 기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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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2222 생생생생활활활활폐폐폐폐기기기기물물물물의의의의 발발발발생생생생 및및및및 처처처처리리리리

2222....2222....1111 생생생생활활활활폐폐폐폐기기기기물물물물의의의의 발발발발생생생생 현현현현황황황황

생활폐기물의 총 발생량은 1993년을 기점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

다. 이 가운데 일상생활과 경제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우리나라 생활폐기물은

1995년 쓰레기 종량제가 도입된 이후 크게 감소하였으나, 1999년 이후에는 점차적

㎏으로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다.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1994년의 1일 1.3 에

㎏서 2002년에는 1일 1.04 으로 감소되었다. 특히, 실제로 매립 또는 소각 처리되는

생활폐기물의 양은 종량제 시행 이후 재활용률의 급증으로 크게 감소하였다.(환경

백서 b, 2004)

〈 〉표 1 생활폐기물 발생 현황 (단위 : 톤/일,%)

구 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합 계

(증감률)

180,573

(22.0)

195,275

(8.1)

190,254

(2.6)

219,216

(15.2)

234,282

(6.9)

261,032

(11.4)

277,533

(6.4)

생활폐기물

(증감률)

49,925

(4.5)

47,895

(4.1)

44,583

(6.9)

45,614

(2.3)

46,438

(1.8)

48,499

(4.4)

49,902

(2.9)

사업장폐기물

(증감률)

130,648

(30.3)

147,380

(12.8)

145,671

(1.2)

173,602

(19.2)

187,844

(8.2)

212,533

(13.1)

227,631

(7.2)

자료 : 환경부 a, 2004

2222....2222....2222 생생생생활활활활폐폐폐폐기기기기물물물물의의의의 처처처처리리리리

전체적인 생활폐기물 처리현황을 보면 재활용이 크게 확대되고 매립처리율이

크게 낮아진 한편, 소각처리율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환경백서 b,

2004) 즉, 1995년에는 생활폐기물중 72.3%를 매립 처리하고, 23.7%만을 재활용하

였으나, 쓰레기종량제 실시 및 재활용정책 등에 힘입어 2002년에는 재활용률이

44.0%로 크게 증가하고 매립 처리율은 41.5%로 낮아지는 등 생활폐기물 처리 구

조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그러나 재활용하고 남은 생활폐기물중 가

연성 폐기물이 80%에 이르고 있음에도 주민반대 등으로 인한 소각시설 건설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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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소각률은 14.5%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이 필요한 실

정이다.(홍상표, 2004)

〈 〉표 2 생활폐기물 처리 현황 (단위 : 톤/일)

구 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발 생 량 49,925 47,895 44,583 45,614 46,438 48,499 49,902

매 립
34,116

(68.3%)

30,579

(63.9%)

25,074

(56.2%)

23,544

(51.6%)

21,831

(47.0%)

21,000

(43.3%)

20,724
(41.5%)

소 각
2,725

(5.5%)

3,409

(7.1%)

3,943

(8.9%)

4,676

(10.3%)

5,440

(11.7%)

6,577

(13.6%)

7,229
(14.5%)

재 활 용
13,084

(26.2%)

13,907

(29.0%)

15,566

(34.9%)

17,394

(38.1%)

19,167

(41.3%)

20,922

(43.1%)

21,949
(44.0%)

자료 : 환경부 a, 2004

〔 〕그림 3 쓰레기 종량제 실시후 처리방법의 변화(자료:www.me.go.kr)

2222....3333 정정정정부부부부의의의의 생생생생활활활활폐폐폐폐기기기기물물물물 최최최최소소소소화화화화정정정정책책책책

2222....3333....1111 1111회회회회용용용용품품품품 사사사사용용용용규규규규제제제제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1회용품 규제제도는 사전예방책 폐기물정책, 양적

질적 감량화 정책, 생산 및 소비과정에서의 감량화 제고수단, 환경친화적 대체품

개발사용을 유도하는 청정생산 촉진정책으로서의 정책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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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회용품으로 대체 사용토록 함으로써 생활폐기물 발생 자체를 원천적으로 억제

하기 위한 제도로서 재활용가능 여부를 불문하고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것

이다. 또한 기본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여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양적

감량화 제도이면서도 비닐봉투, 합성수지제 1회용 도시락용기 사용을 규제하여 합

성수지 폐기물로 인한 환경영향을 줄이고 환경친화적 재질인 종이펄프몰드로 쓰

레기 성상개선을 도모하므로 질적 감량화 요소도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1회용품

규제제도는 식품 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등 생산 부문 외에 백화점,

음식점, 목욕탕 등 유통소비 분야에서의 감량화 및 장바구니 사용 등을 통해 생산

과 소비과정 모두에 적용되며, 종이 도시락 용기 등 친환경적 대체품 개발사용 촉

진을 통해 환경친화적 산업의 활성화도 유도하고 있다.(환경백서 c, 2004)

〈 〉 〔 〕표 3 1회용품의 종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 ㆍ ㆍ ㆍ ㆍ1회용컵 접시 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 1회용 나무젓가락 /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을 제외한다)

∙ ㆍ ㆍ ∙ ㆍ1회용 수저 포크 나이프 1회용 봉투 쇼핑백

∙ ㆍ ∙ ㆍ ㆍ1회용 면도기 칫솔 1회용 치약 샴푸 린스

∙ ㆍ1회용 광고선전물 : 신문 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광고전

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 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 되거나 첩합된 것에 한함)

∙ 1회용 응원용품

(응원객,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을 말한다)

∙ 1회용 비닐식탁보 등 18종의 1회용품으로 규제하고 있음.

2222....3333....2222 포포포포장장장장폐폐폐폐기기기기물물물물 억억억억제제제제

포장폐기물이란 일반적으로 제품의 유통을 위해 포장재로 사용된 후 버려지는

쓰레기로서 생활소득 수준이 향상되면서 다양한 포장재가 개발되고 그 사용량 또

한 급증하고 있어 귀중한 자원낭비 뿐만 아니라 매립하거나 소각할 때 환경오염

을 초래하고 재활용을 하는 데에도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

이에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포장을 줄이고, 가능한

한 재사용이 가능한 포장으로 변경하거나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포장재의 재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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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인 재질로 대체하며,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질의 사용을 규제하는 등

포장 폐기물의 양적인 감량과 아울러 질적인 감량을 위한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원효정, 1999)

2222....3333....2222....1111 포포포포장장장장제제제제품품품품의의의의 재재재재질질질질의의의의 규규규규제제제제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해 포장재질 규제, 포장방법 규제, 합성수지 재질

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제도 등 3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포장재질 규제정책은 재활용이 곤란한 합성수지 재질의 사용을 규제하는

것으로 1993년 9월부터 완구인형 및 모든 종합제품에 발포폴리스티렌 재질 사용

을 금지하고, 2001년 1월부터 PVC수축포장재와 PVC를 첩합 또는 코팅한 포장재

의 사용을 금지하였으며, 2004년 1월부터 계란, 메추리알, 튀김식품, 김밥류, 햄버

거류, 샌드위치류를 포장하는 포장재에 대하여 폴리비닐클로라이드 재질 포장재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환경부 예규 제193호, 1999)

2222....3333....2222....2222 포포포포장장장장방방방방법법법법 규규규규제제제제

포장방법 규제는 과대포장을 억제하기 위하여 제품을 포장하는 경우 상자 안

에 남은 공간(포장공간비율)을 일정비율로 제한하고 포장횟수를 규제하는 제도로

서, 포장방법 규제대상제품은 식품류, 화장품류, 세제류, 잡화류, 의약부외품, 의류,

종합제품 등 7개제품 23개 품목이다.

아울러 포장공간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재활용이 어려운 복합합성수지, PVC,

합성수지재질로 된 받침접시나 완충재에 대하여는 포장공간비율을 축소(-5%)하는

㎤반면, 펄프몰드 등 2006년부터, 포장용적 4만 이하 제품은 2008년 이후부터 발포

폴리스티렌(EPS) 재질의 포장용 완충재 사용이 전면 금지되며, 아울러 전기용품을

㎤대조수입판매하는 업체는 포장용지 10만 이하의 제품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발

포폴리스티렌 재질이외의 포장재를 사용하도록 규제하여 재질대체를 확대해 나가

도록 하였다.(환경부 예규 제193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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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3333....3333 음음음음식식식식물물물물 쓰쓰쓰쓰레레레레기기기기 줄줄줄줄이이이이기기기기

2002년도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1일 11,397톤으로서 전체 생활폐기물발생량

49,902톤/일의 약23%를 차지함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가 차지하는 점유비율이 상

대적으로 높으나, 1996년도의 29.1%에 비교하여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표 4 생활폐기물중 음식물쓰레기 점유비율

구 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생활쓰레기

발생량(톤/일)
49,925 47,895 44,583 45,614 46,438 48,499 49,901

음식물쓰레기

발생량(톤/일)
14,532 13,063 11,798 11,577 11,434 11,237 11,397

점유율(%) 29.1 27.3 26.5 25.4 24.6 23.2 22.8

자료 : 환경백서 d, 2004

정부는 음식물쓰레기의 양을 줄이기 위하여 1995년 7월부터 8개 중앙부처가

참여하는 ‘음식물쓰레기 관리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리대책을 공동 추진하여 왔으

며, 2002년에는 월드컵을 계기로 환경친화적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월드

컵 개최도시를 중심으로 자치단체와 음식업체, 시민단체가 자발적으로 협약을 체

결하여 이행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시행하였다. 또한

2002년부터는 민간단체와 함께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생활문화정착을 위한 교육홍

보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하고 있으며, 2003년에는 생활환경 운동여성단체연합과

함께 매월 첫째주 수요일을 “음식물쓰레기 없는 날”로 정하여 음식물쓰레기 제로

화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2005년 음식물쓰레기 직매립금지에 대비,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빈그릇 캠페인, TV 광고물을 제작방영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아

이디어/캐릭터/플래쉬 애니메이션 공모전을 개최하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대

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환경부 b,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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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3333....4444 쓰쓰쓰쓰레레레레기기기기 종종종종량량량량제제제제 개개개개선선선선보보보보완완완완

쓰레기 종량제란 ‘쓰레기를 버린 만큼 비용을 낸다’라는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쓰레기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촉진하기 위

한 정책으로 종전 재산세나 건물면적 등을 기준으로 하는 정액부과방식의 쓰레기

수수료 부과체계를 쓰레기배출량(쓰레기종량제 봉투 사용량)에 비례하는 부과체계

로 전환한 것이다.

1995년 1월부터 시행된 쓰레기 종량제는 생활쓰레기와 사업장 일반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

리 할 수 있는 폐기물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쓰

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으로 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쓰레기 종량제에 따른 쓰레기 배출방법은, 생활쓰레기는 자치단체가 제작판매

하는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재활용품(종이, 고철, 병, 플라스틱 등)은 규격봉

투에 담지 않고 자치단체에서 정하는 일시장소에 배출하면 무료로 수거하며, 폐가

구폐가전제품 등 대형폐기물은 스티커를 구입부착하여 배출하는 등 별도의 수수

료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깨진 유리와 같이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쓰레

기는 전용 포대나 마대 등에 담아 배출하도록 하고 있다.(환경백서 e, 2004)

〔 〕그림 4 쓰레기종량제 실시후 쓰레기 발생량의 변화(자료:www.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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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생자체를 줄이고 불가피하게 발생된

생활폐기물은 최대한 재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폐기물 최소

화 정책과 더불어 자원의 순환이용을 고려하는 재활용 체계를 확립하는데 주력하

고 있다. 그 대표적인 정책으로서 폐기물 발생을 생산단계에서부터 줄이고 재활용

을 활성화하는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재활용가능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분

리수거 체계 확립, 지역여건에 적합한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관련기술 개발 및

재활용품 소비촉진 등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김봉건, 2002)

2.4.1.1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

쓰레기 종량제, 폐기물예치금제도 시행이후 폐기물 감량재활용률은 점차 높아

져 왔으나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에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는 생산자에 대한 보

다 적극적인 역할 체계미흡으로 재활용률 향상에 한계를 보여 왔다.

이에 정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 2003년 1월 1일

부터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포장재, 전지류, 타이어, 윤활류, 전자제품

등의 제품 및 포장재에 대하여 생산자 책임재활용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였으며,

2004년에는 형광등, 필름류 포장재, 2005년에는 오디오, 휴대폰에 대하여 단계적으

로 확대시행된다.(환경부 c, 2004)

2.4.1.2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수거체계의 효율화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이 촉진되어야 매립소각대상 폐기물의 감량화와 재활용

자원의 확보가 가능하다. 따라서 분리배출 대상품목 및 배출요령을 주민들이 용이

하게 숙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재활용품 분리배출 체계의 보완 발전을 도모하고 분

리수거 시스템정비, 분리수거 시설 및 장비의 확충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4.1.3 재활용품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수요기반, 재활용 의식 확산

현재 우리나라는 재활용제품 수요공급은 대체적으로 시장기능에 의존하는 형

태를 가지고 있다. 종량제 이후 재활용품이 증가하여 가격하락과 적체현상이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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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에 따라 재활용품 정보체계를 확충하여 가격안정과 안정적인 수요기반을 확보

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재활용제품이 원활히 소비되어야 분리수거 등 재활용 전

과정이 원활히 움직일 수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재활용제품 구매사용확대, 재

활용제품 판매매장 확대, 재활용제품 품질인증제도 확대, 재활용제품 조달구매 촉

진, 나눔장터 개최 활성화 및 재활용제품에 대한 인식제고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정윤숙, 1999)

〈 〉표 5 분리수거 대상 생산자 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

종 류 세 부 품 목 분 리 배 출 요 령

종이팩 종이팩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펼치거나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유리병 음료수병, 기타병류

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에서 환불

금속캔

철캔, 알루미늄캔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

겉 또는 속의 플라스틱 뚜껑 등 제거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기타캔류(부탄

가스, 살충제용기 등)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후 배출

합 성

수지류

PET, PVC, PE, PP,

PS, PSP재질의 용기

(포장재)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

(또는 은박지, 랩 등)이나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 스티로폼 완충재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농 수 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오디오

개인용컴퓨터 이동전화단말기 제품의 발포 합성

수지 완충재는 제품구입처로 반납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거나 타 물질로

코팅된 발포스티렌은 제외

자료 : 환경부 훈령 제2002-545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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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 생산자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

종 류 세 부 품 목 배 출 요 령

전지류

수은전지,

산화은전지,니켈 카

드뮴전지,리튬전지

(1차전지)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타이어 소형, 중형, 대형 정비업소, 타이어판매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윤활유 윤 활 유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전자제품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컴퓨터, 오디오,

이동전화단말기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시 무상으로 역회수

대형폐기물 배출 및 수거체계 개선지침에 의한 배출

※ 이동전화기는 전지를 분리하지 말고 본체충전기와

함께신제품 교환시에 해당대리점을 통하여 배출

형광등 형 광 등
지자체별 형광등 배출용기에 배출, 깨진 형광등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배출

자료 : 환경부 훈령 제2002-545호, 2002

※ 형광등은 권역별로 처리시설 설치가 완료되는 2004년도부터 분리배출 품목으

로 지정하여 분리수거 실시, 오디오/이동전화단말기는 2005년부터 재활용의

무를 부과하여 분리수거 실시

2222....4444....2222 생생생생활활활활폐폐폐폐기기기기물물물물 재재재재활활활활용용용용 현현현현황황황황

2.4.2.1 폐지

일반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중 분리배출수거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폐

신문지, 폐골판지 등 폐지류는 쓰레기종량제로 인한 분리수거제도 정착으로 회수

량이 매년 증가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회수량 증가에 따라 제지업체의 국내 폐지

사용률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2003년 국내 폐지사용률은 66.3%로 2002년

64.2%에 비해 2.1% 증가하였고, 그에 따라 폐지수입량은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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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 연도별 폐지 재활용 실적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종이 생산량 9,614 10,178 9,948 10,660 10,999

종이소비량(A) 7,943 8,366 8,521 9,339 9,965

원 료

사용량

합 계
9,777

(100%)

10,398

(100%)

10,316

(100%)

10,540

(100%)

10,897

(100%)

펄 프
2,908

(29.7%)

3,213

(30.9%)

3,108

(30.1%)

2,943

(27.9%)
2,955

폐지

소 계
6,869

(70.3%)

7,185

(69.1%)

7,208

(69.9%)

7,597

(72.1%)

7,942

(72.9%)

국내(B) 4,687 5,003 5,251 5,999 6,611

수 입 2,182 2,182 1,957 1,598 1,331

국내폐지 사용률(B/A) 59.0% 59.8% 61.6% 64.2% 66.3%

자료 : 한국제지공업협회, 2004

〈 〉표 8 재활용를 위한 폐지 배출 방법

신문지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 차곡 쌓은후

㎝30 정도의 높이로 끈으로 묶어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책자,노트,종이

쇼핑백,달력,포장지
∙ 비닐로 코팅된 표지, 공책의 스프링등은 재활용이 되지 않음

우유팩, 음료수팩,

종이컵

∙ 내용물을 비운 뒤 물로 한번 헹군후 압축하여 봉투에

∼넣거나 다른팩에 5 6개씩 넣거나 펴서 말린 후 배출

상자류(과자.포장상자,

기타 골판지상자등)

∙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등을 제거한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배출

자료 : www. ableduck. com(쓰레기 배출 방법 및 재활용 분리 배출 요령중)

2.4.2.2 고철

현재까지 고철은 고온에서 선철 제조공정에 주로 사용하였으나 제강기술의 발

전으로 전기로에서 철강, 합금철 제조시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고철사용량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3년 고철사용량은 23,394천톤으로 이중 73.3%인 17,160천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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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국내에서 조달되고 26.7%인 6,234천톤은 수입하였으며, 2003년의 국내 고철사

용률은 철재소비량 대비 37.8%로 2002년과는 비슷하다.

〈 〉표 9 연도별 고철 재활용 실적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철재소비량(A) 33,761 38,333 38,092 43,720 45,370

고 철

사용량

계
20,574

(60.9%)

22,234

(58.0%)

22,454

(58.9%)

23,773

(54.4%)

23,394

(51.6%)

국내(B) 13,992 15,369 15,726 16,550 17,160

수입 6,582 6,865 6,728 7,223 6,234

국내고철사용률(B/A) 41.4% 40.1% 41.2% 37.9% 37.8%

자료 : 한국철강협회, 2004

금속캔은 2003년에는 발생량 384천톤의 50.8%인 195천톤을 회수재활용하였다.

〈 〉표 10 연도별 금속캔 재활용 실적 (단위 : 천톤)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발생량 336 334 359 366 384

재활용량 213 211 180 168 195

재활용률(%) 63.5 63.1 50.2 45.9 50.8

자료 : 한국금속캔재활용협회, 2004

〈 〉표 11 재활용을 위한 고철, 캔 배출 방법

철캔,알루미늄캔

(음.식용류)

∙ 캔속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물로 헹군후

압축하여 배출

∙ 겉 또는 속의 플라스틱 뚜껑등 제거

∙ 담배꽁초등 이물질을 넣지말것

기 타 캔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후 배출

고 철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 넣어 끈으로 묶어 배출

∙ 플라스틱 등 기타재질이 많이 섞인 폐품은 금속성분이

있더라도 고철로 배출 불가

자료 : www. ableduck. com(쓰레기 배출 방법 및 재활용 분리 배출 요령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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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4444....2222....3333 폐폐폐폐유유유유리리리리

폐유리병의 분리수거 확대, 폐유리의 재활용 기술개발로 인하여 폐유리병, 폐

판유리등 폐유리 사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03년도에는 폐유리

사용량이 530천톤으로 2002년 587천톤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다.

〈 〉표 12 연도별 폐유리 재활용 실적 (단위 : 천톤)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유리병소비량 692 731 738 794 756

폐유리사용량 456 492 504 587 530

재활용률(%) 65.9 67.4 68.3 73.9 701

자료 : 한국유리공업협동조합, 2004

2222....4444....2222....4444 폐폐폐폐타타타타이이이이어어어어

폐타이어는 타이어 제조업체들이 중심이 되어 구성된 대한타이어 공업협회가

전국 30개 수거업자를 통하여 회수하여 재활용업체에 공급하고 있다. 2003년에는

폐타이어 발생량 23,233천개의 79.9%에 해당하는 18,561천개를 회수재활용하였다.

〈 〉표 13 연도별 폐타이어 재활용 실적 (단위 : 천개)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폐타이어발생량 22,722 19,596 16,919 24,023 23,233

폐타이어 재활용량 10,816 13,271 14,315 17,167 18,561

재활용률(%) 47.6 67.7 84.6 71.5 79.9

자료 : 대한타이어 공업협회, 2004

2222....4444....2222....5555 폐폐폐폐윤윤윤윤활활활활유유유유

폐윤활유는 2003년 234,607톤이 발생되어 64.7%인 151,678톤을 회수재활용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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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4 연도별 폐윤활유 재활용 실적 (단위 : 톤)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폐윤활유

발생량(A)

드럼 992,133 1,052,483 1,006,322 1,130,953 1,173,035

톤 198,427 210,497 201,265 226,191 234,607

폐윤활유

재활용량(B)

드럼 808,711 688,455 521,067 731,843 758,390

톤 161,742 137,691 104,213 146,369 151,678

재활용률(%) 81.0 65.4 51.8 64.7 64.6

자료 : 한국 윤활유 공업협회, 2004

2222....4444....3333 생생생생활활활활폐폐폐폐기기기기물물물물 재재재재활활활활용용용용 촉촉촉촉진진진진시시시시책책책책

2222....4444....3333....1111 생생생생산산산산자자자자 책책책책임임임임재재재재활활활활용용용용 제제제제도도도도의의의의 도도도도입입입입시시시시행행행행

지난 30년간 매립장과 소각장 건설을 통해 쓰레기문제를 해결하려 함에 따라

공공의 환경비용 지출이 급속히 증가하고, 매립장소각장 증가에 따른 환경문제와

이로 인한 국민적사회적 저항이 격렬해졌다.

따라서 제품의 재활용 과정에서 생산자의 책임을 보다 확대하기 위한 대안으

로서 생산자 책임재활용제도(EPR)가 등장하였다. 제품의 생산자들로 하여금 제품

의 설계, 제조, 유통, 소비 및 폐기 전과정에 걸쳐 환경친화적인 경제활동을 유도

함으로서 폐기물의 감량, 재이용,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형 경제사회체계를

도모하려는 제도로 유럽 15개국과 일본, 대만, 호주 등 대부분의 선진국가들이 제

도를 도입하고 있다.(한국 환경정책평가 연구원, 2004)

2222....4444....3333....2222 음음음음식식식식물물물물 쓰쓰쓰쓰레레레레기기기기 자자자자원원원원화화화화 추추추추진진진진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발생량 자체

를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음식물쓰레기는 줄이는 만큼 경제

적으로 이득이고 또한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문제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음식물쓰레기 관리정책의 기본방향으로 발생량

을 줄이는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감량화 노력에도 불구하

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유기성 자원으로 재활용을 적극 추진하

고 있다.(김종오 등 3명,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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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5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현황 (단위 : 톤/일)

구 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발 생 량

〔 〕1인당 1일 발생량(Kg)

14,532

(0.33)

13,063

(0.29)

11,798

(0.25)

11,577

(0.25)

11,434

(0.24)

11,273

(0.23)

11,397

(0.24)

매 립
13,486

(92.8%)

10,973

(84.0%)

8,308

(70.4%)

6,803

(58.8%)

5,185

(45.4%)

3,856

(34.3%)

3,345

(29.3%)

소 각
570

(3.9%)

815

(6.2%)

923

(7.8%)

846

(7.3%)

1,088

(9.5%)

1,003

(8.9%)

922

(8.1%)

재 활 용
476

(3.3%)

1,275

(9.8%)

2,566

(21.8%)

3,928

(33.9%)

5,161

(45.1%)

6,378

(56.8%)

7,130

(62.6%)

자료 : 환경부 d, 2003(전국 음식물 쓰레기 발생/처리현황)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인 노력으로 1997년 12월에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

여 택지관당단지 개발자에게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1998년 9월에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2002년까지 음식

물쓰레기의 총 배출량을 10%이상 감소시키는 방안과 배출된 총량의 60% 이상을

자원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추진한 결과, 2002년 현재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11,397톤/일)의 62.5%를 사료퇴비등으로 재활용하고 있다.(이재안, 2004)

또한 농림부에서는 사료관리법을 개정(2001.3.28)하여 유무상 여부에 관계없이

사료를 생산공급하기 위해서는 사료제조업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사료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열온도와 시간 등에 관한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음식물 쓰레

기를 원료로 부산물 비료를 생산하여 무상으로 유통 공급하는 경우도 개정(2003.3)

된 비료관리법에 따라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농림부,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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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3333 장장장장 군군군군 생생생생활활활활폐폐폐폐기기기기물물물물 관관관관리리리리 지지지지침침침침

3333....1111 군군군군 생생생생활활활활폐폐폐폐기기기기물물물물 관관관관리리리리 목목목목적적적적 및및및및 기기기기본본본본방방방방침침침침

3333....1111....1111 목목목목적적적적

군 발생 생활폐기물을 발생원에서부터 감량화하고 발생된 생활폐기물은 재활

용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생활폐기물의 양을 최소화한 다음 이를

환경친화적으로 안전하고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3333....1111....2222 기기기기본본본본방방방방침침침침

각급 부대장은 생활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여야 하며, 발생된 생활폐기물은 분

리수 체계를 확립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한 후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또한

각급 부대장은 해당부대의 폐기물 배출 및 처리현황을 파악, 폐기물이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위탁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반드시 필요한 경

우 자체 폐기물처리 시설을 설치운영한다.

그리고 각급 부대장은 환경관련 장비 구매 및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설치하고

폐기관리를 위해 환경담당관을 임명 운영하고, 폐기물이 발생하는 최소단위 부대

까지 이를 적용한다.(서정복, 2004)

3333....2222 군군군군 발발발발생생생생 생생생생활활활활폐폐폐폐기기기기물물물물 처처처처리리리리 기기기기본본본본 원원원원칙칙칙칙

3333....2222....1111 생생생생활활활활폐폐폐폐기기기기물물물물 처처처처리리리리기기기기준준준준 및및및및 방방방방법법법법

1) 대부분의 대대급 이상 부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 속하며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부대,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부

대,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부대 단, 대대급 이상

이라도 사업장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생활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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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물로 처리한다.

2) 사업장 범위에 속하는 부대는 폐기물을 자체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특히 물물교환이 가능하거나 재활용이 가능한 폐자원은 우선처

리하여야 한다. 단, 필요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군 차량을 이용 직접

수송하거나 위탁 처리할 수 있다.

※ 사업장의 범위에 해당되는 부대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사업장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단위 부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한다.

※ 종량제시행 지침에 따라 봉투를 사용하는 부대는 지방자치단체의 운반수단

을 이용하여야 한다.

4) 지정폐기물은 다른 폐기물과 혼합하여 생활폐기물로 처리하지 않아야 한다.

5) 폐기물 수집장소는 지하수가 스며들거나 우천으로 인하여 침출수가 발생되

지 않도록 관리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3333....2222....2222 생생생생활활활활폐폐폐폐기기기기물물물물 처처처처리리리리계계계계획획획획 수수수수립립립립

1) 각급부대장은 육군규정 408(환경보전, ‘02.2.1) 제 25조에 의거 폐기물 처리

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폐기물처리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시 관할 구역 내에 있는 지방자치 단체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참고하여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물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계획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3)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

가) 관할부대 구역내 병력, 시설형태(내무반, 식당, 목욕탕, 휴게실/매점, 수송

부 등) 지리적 환경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량 및 장래의 발생예상량

등을 판단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나)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 및 장비 구매계획을 수립한다.

(1) 폐기물처리 시설 : 소각시설, 파쇄시설 등

(2) 폐기물처리장비 : 부동액재생기, 음식물쓰레기처리장비 등

※ 캔압축기 소요부대는 폐자원 매각대금을 이용 부대별로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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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 및 장비 구매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자체등

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현황 기록관리

(1) 처리현황은 재활용가능자원, 지방자치단체처리, 소각처리, 위탁 처리 등

으로 구분 관리한다.

(2) 재활용가능자원은 자체 재활용과 축산가농가에 지원, 재활용업체 등에

매각, 물물교환 등의 현황

(3) 지방자치단체처리는 종량제봉투 이용 또는 부대차량을 이용하여 지방자

치 단체 매립장에 처리하는 현황

(4) 소각처리는 자체소각시설(법정소각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현황

※ 간이소각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음

(5) 위탁처리는 폐기물처리 예산을 활용하여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현황

(6) 폐기물처리계획서, 인계서 등의 폐기물처리 관련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333....2222....3333 폐폐폐폐기기기기물물물물의의의의 감감감감량량량량화화화화 및및및및 재재재재활활활활용용용용 등등등등 자자자자원원원원화화화화에에에에 관관관관한한한한 사사사사항항항항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은 환

경부장관이 공고하는 재활용제품을 우선 구매 하여야 한다. 다만, 우선 구매대상

제품이 동일 규격의 일반제품에 비하여 가격이 10퍼센트 이상 높거나, 공급중단

또는 현저한 품질저하 등으로 우선구매가 적절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재활용제품을 구매하는 때에는 한국산업규격(KS)재활용제품 품질규격(GR)

및 환경마크 등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을 우선구매 하고, 우선 구매대상제품 외의

재활용품에 대하여서도 우선구매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재활용제품 사용

가) 간행물서식류보고서업무수첩 및 명함 등 인쇄물을 제작하는 때에는 재생

종이 또는 재생종이 제품을 우선사용 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보존이 필요하거

나 사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재생 종이의 사용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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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생종이를 사용하는 인쇄물의 앞쪽 또는 뒤쪽의 여백에는 재생종이를 사

용하였음을 나타내는 문구를 표시할 수 있다.

다) 각급 부대장은 조달청장에게 요청하거나 스스로 집행하는 시설 공사에 있

어서 설계기준 및 안전성에 이상이 없는 한 시공업체가 토목건축 자재용 우선구

매 대상 제품을 우선사용 하도록 설계지침 및 공사시공서등에 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라) 중고물품 및 재활용의 교환판매 활성화

(1) 각급 부대장은 매점(PX)등에 재활용품리필제품(Refill : 내용물 재보충제

품) 및 환경마크제품 등을 판매하는 환경상품 판매소를 설치운영을 권고하여 재

활용제품의 사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2) 자체 알뜰교환매장(시장)을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중고물품의 재사용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상설알뜰시장 운영에 각급 부대는 적극 협조 및 사용을

권장한다.

3333....2222....4444 폐폐폐폐기기기기물물물물의의의의 감감감감량량량량화화화화를를를를 위위위위한한한한 실실실실천천천천사사사사항항항항

1) 폐기물 감량화

가) 각종 보고서회의자료간행물 등은 양면인쇄를 원칙으로 하고

문서자료의 과다한 복사 및 합성수지코팅을 자제한다.

나) 이면지는 초안작성용지메모용지 및 복사용지 등으로 재사용 한다.

다) 대형봉투종이가방볼펜집칼집 및 셀로판 접착테이프 케이스 등 사무용품

및 포장용기는 재사용 한다.

라) 합성수지용기를 사용한 액체분말 세제류 등은 용기를 재사용할 수 있는

리필제품을 구입사용한다.

마) 1회용 건전지 대신 충전용 건지지를 사용하고, 종이타올 대신 천타올을

사용하는 등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한다. 부득이 1회용 종이타올을 사용할 경우에

는 재활용제품을 사용한다.

바) 각종 회의 및 행사시 1회용품이 아닌 다회용 컵접시용기 및 수저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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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사) 각종 행사물품을 구매하여 운반할 때에는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또는 종이박스에 담아 운반한다.

아) 각종 행사의 기념품으로는 재활용제품, 환경마크인증상품 등 환경친화적

제품이나 장바구니 등 재사용이 가능한 제품을 구매하여 제공하도록 한다.

자) 각종 행사시 도시락은 다회용 도시락용기를 사용하고, 부득이 1회용

도시락용기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종이나 펄프몰드 용기 등 환경 친화적인 재

질로 된 도시락용기를 사용한다.

차) 공공기관에서 주문에 의하여 반입되는 각종 음식물은 다회용 용기나 환경

친화적인 재질을 사용한 용기에 담은 것에 한하여 반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카) 식당에서는 식단개선, 잔반 안남기기운동 전개 등을 통하여 음식물 쓰레

기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발생된 음식물쓰레기는 감량화 또는 자원화하도록 하여

야 한다.

타) 매점, 연금매장 등에서는 장바구니 대여제, 1회용 비닐봉투쇼핑백 유상판

매 등의 조치를 추진하여야 한다.

2) 재활용 가능품의 분리수거 및 처리

가) 사무실매점 및 식당 등에 재활용 가능품의 발생원별로 적정한 분리수집

보관용기를 구분하여 설치하고, 자체실정에 맞도록 분리수거 한다.

나) 사물실의 경우 신문용지복사용지 기타 폐지류 등으로 구분하여 종이류를

분리수집하고, 비닐 코팅된 종이 및 이물질이 묻은 종이는 쓰레기로 배출한다.(세

절된 종이도 재활용 가능)

다) 캔류병류 및 합성수지류는 분리수거 하되, 자체실정에 따라 캔류병류 및

합성수지류의 분리수집보관용기를 추가로 제작한다.

(1) 캔류는 될 수 있는 한 캔의 상단부 또는 하단부에 표시된 재질별로 알

류미늄캔과 철캔으로 구분하여 수집한다.

(2) 병류는 발생량이 많을 경우 무색청색(녹색 포함)갈색의 3가지로 구분하

고, 뚜껑으로 구분하여 수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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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성수지류는 발생량이 많을 경우 제품바닥의 겉면에 표기된 재질별 표

시숫자(17)별로 구분하여 수집한다.

(4) 구내식당에서 발생하는 폐식용유는 될 수 있는 한 재생비누로 재활용하

도록 분리수거 한다.

3) 1회용품 사용 억제

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의해 매점(PX)에서

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으로 금지하여야 한다.

※ 비닐봉지 등 1회용품 제공 금지 및 물품봉투 유상판매(소형:10원, 중형:20

원)에 대한 책임 : 복지단

나) 식당, 복지회관 등에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333....2222....5555 폐폐폐폐기기기기물물물물 분분분분류류류류에에에에 따따따따른른른른 종종종종류류류류별별별별 처처처처리리리리방방방방법법법법

1) 생활폐기물

가) 수집 및 운반

(1) 폐기물의 수집은 재활용가능자원, 가연성, 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한다.

(2) 폐기물을 수집 및 처리하기 위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재함이

밀폐된 차량(진개차, 청소차) 등으로 운반하는 등 지정된 차량을 이용하여야 한다.

나) 처리

(1)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부대장은 관할 지방단체 처리시설 또는 종량제

를 적용하여 처리함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자체 처리시설을

갖추어 처리(폐기물처리 애로부대에 한하여 소각시설 설치)하거나 위탁처리 하도

록 한다.(사업장에 해당되는 부대는 지자체에 신고하고 관리대장 작성)

(2) 사업장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부대는 지방자치단체에 처리하여야 한다.

(수송은 지방자치단체 책임)

(3) 매점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은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사용하는 부대

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4) 작전 및 교육훈련용 각종 필름류(항공 작전용필름, 홍보 및 극영화용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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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등 비닐괘도류는 보안성 검토후 절단 또는 세절하여 재활용업체 등에 우선 매

각하고, 법정소각시설에서 다른 폐기물과 혼합하여 소각하거나 일반쓰레기와 혼합

하여 처리한다.

(5) VTR 테잎은 케이스와 기록용 테잎을 분리하여 케이스는 가능한 재활용

업체에 처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법정소각시설에서 다른 폐기물과 혼합하

여 소각하거나 일반쓰레기와 혼합하여 처리한다.

(6) 전산용 마그네틱테잎은 다른 일반쓰레기와 혼합하여 법정소각시설에서

소각하며 다량으로 발생하는 부대는 위탁 처리한다.

(7) 탄약포장재료(폐지환통 등)는 소각 시 악취 및 매연이 많이 발생하는 폐

기물로써 다른 폐기물과 혼합하여 법정 소각시설에서 소각 처리하거나 재활용 처

리업체에 위탁처리 하는 등 적법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8) 궤도차량에서 발생하는 궤도고무는 고무와 볼트(철)가 분리된 것은 고무

는 다른 폐기물과 혼합하여 소각하고, 고무와 볼트(철)가 미 분리된 것은 지원시설

에 반납하여 물물교환하는 등 적법한 방법으로 처리한다.

(9) 폐형광램프는 예치금 품목으로서 별도 수집하여 수거업체에 처리하고,

건물의 보수 등으로 대량발생 시에는 교체작업을 시행하는 업자가 수거할 수 있

도록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10) 폐합성수지류(PVC, 비닐 등)는 제조공자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정

폐기물로 처리하고 기타 일반 부대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로 처리한

다.

(11) 폐천막류(분대용이상), 폐보트류 등은 가능한 재활용업체에 매각

처리하도록 하고, 매각처리가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소각 또는 위탁하여 처리하는

등 적법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2) 선반가공 중에 발생하는 철, 비철과 철구조물 철거시 발생하는 고철 등

의 폐기물은 전량 재활용업체에 매각 처리한다.

(13) 폐전선, 폐야전선 등은 분리 수집하여 재활용업체에 매각 처리한다.

(14) 자동차, 장비 등에서 발생하는 폐밧데리(액 분리금지)는 지원시설에 반

납하여 물물교환하는 등 적법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5) 부대에서 발생하는 폐주물사, 폐사, 소각잔재물, 폐건축자재, 분진, 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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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지정폐기물이 아닌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활용 신고 후 복토재 등

으로 활용할 수 있다.

(16) 석탄이나 연탄 등의 연소재는 주변경관 및 수질오염 등을 고려하

여 지방 자치단체장에게 재활용 신고 후 성토 및 복토용으로 재활용 할 수

있다.

(17) 폐타이어

(가) 군발생 폐타이어 처리는 로프 및 신발털이 제작 등으로 재활용 처리

할수 있으며, 재활용후 잔량은 군 보급계통으로 반납 처리한다.

(나) 외부반입 폐타이어 처리는 금지하며, 부대장(편성부대장급 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정확한 소요를 판단하여 사용계획을 수립한 후 지원 군

지사와 협조하여 필요한 수량을 확보한다.

(다) 부대(편성부대)장은 진지구축, 훈련장 등에 재활용을 위해 반입(외부

반입이 아님)시는 반입부터 재활용 완료시까지 확인 감독하고 재활용된 폐타이어

현황은 진지이력카드 등에 기록하여야 한다.

(라) 기존 재활용된 페타이어는 진지폐쇄, 부대이동 등의 상황이 발생

될 시 사전에 회수하여 재활용업체에 군 차량을 이용하여 처리하거나 지원 군

지사에 반납하여 위탁처리 한다. 또한 진지공사, 부대환경, 울타리보수 등에 사

용후 회수한 타이어, 방치된 폐타이어도 전량 수거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

한다.

(18) 군 보급품 폐처리

(가) 지정폐기물이 아닌 품목중 소각이 가능한 품목은 사여단 급부대에서

처리하여야 하나, 사여단급부대 소각시설은 소형소각시설이므로 가능한 지원군지

사의 소각시설에서 처리하도록 한다.

(19) 격오지부대 생활폐기물 처리

(가) 산간, 오지, 도서지역 등으로서 차량출입 등이 어려운 격오지부대

는 폐기물관리법 제7조(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의 지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와 먼저 협의한 후 자체처리가 가능하며 안전대책 등을 강구 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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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식물쓰레기

가)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1) 음식물 가공전에 발생하는 채소류 쓰레기는 가능한 퇴비화하고 육류 및

어류쓰레기는 가축 및 동물의 사료 등에 재활용하도록 처리한다.

(2) 가공후 발생된 음식물쓰레기는 농가 가축(소, 양 등 되새김질 가축 농가

는 제외), 지렁이 사육 등에 재활용 또는 퇴비화 처리를 한다.

(가) 농가 활용시 광우병 예방을 위해 되새김질 가축의 사료로는 사용하

지 않도록 하고 돼지사료시에는 반드시 가열후 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도한다.

(다) 도서 및 산간지역의 격오지부대는 야생동물 먹이로 활용한다.

(라) 군 주둔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처리계통에 우선 연계처리하고 처리가

불가능한 부대는 자체처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 가축사료 등의 재활용처리가 어렵고 현재 처

리장비를 비보유한 부대(독립중대급 이상)는 장비설치 계획을 수립하여 소요 예산

을 반영한다.

(3) 현재 사용중인 음식물쓰레기 처리장비는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영에 소요되는 장비유지비는 별도 반영하여야 한다.

※ 설치 및 운영중인 장비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자체에 신고(서정복, 2004)

3333....3333 군군군군부부부부대대대대 생생생생활활활활폐폐폐폐기기기기물물물물 관관관관리리리리의의의의 문문문문제제제제점점점점

3333....3333....1111 군군군군 생생생생활활활활폐폐폐폐기기기기물물물물 관관관관리리리리 지지지지침침침침의의의의 문문문문제제제제점점점점

1) 쓰레기 감량을 위한 장병 참여의식 유인 부족

정부는 쓰레기의 원천적인 감량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쓰레기를 발생시킨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는 “쓰레기 종량제”, “생산자책임 재활용”, “폐기물예치금”

등 여러제도를 마련 시행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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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대조적으로 군부대는 지휘체계를 이용한 관리지침 하달 후 이를 적극시

행토록 추진하고는 있으나, 쓰레기 발생 주체인 개개인의 법적 제도 장치 구축 미

흡으로 장병들의 적극적 참여 부족과 효율적인 쓰레기 감량 효과를 높이지 못하

는 원인을 초래하고 있다.(안병성, 1998)

따라서 쓰레기 감량을 위한 제도적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생활쓰레기 처리비 관리 문제점

군에서는 발생된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각부대별 소요제기를 종합하여

부대별 처리비를 할당하여 자금집행을 하고 있으나, 원천적으로 연대급이하 부대

별 쓰레기 발생 현황에 대한 정확한 자료 구축이 미흡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

를 낳고 있다.(이희선 등 3명, 2002)

부대별 통계와 누계자료 부족에 따른 사단급 부대의 소요제기 예산에 대한 검

토가 제한되고, 일부 부대의 경우 예하부대의 특성, 매점 및 취사장 운영 여부등

을 미고려한 병력수만 고려한 일률적 예산 할당으로 부대별 예산 초과나 부족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가 하면, 폐자원 매각 대금을 임의 사용하고 부대 운영비를

이용하여 부족한 쓰레기 처리비를 충당하는 등 잘못된 예산사용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1군지사, 2003)

또한 군부대 특성상 발생된 쓰레기 처리를 지역의 지자체와 협조하여 처리중

에 있으나 지자체별 처리비 격차가 과다하며 지자체의 수수료 인상에 따른 처리

비 증가, 분리수거 품목에 대한 미수거 등의 문제 발생으로 차후 원활한 생활쓰레

기 처리를 위한 국방부와 환경부의 협조와 예산낭비 예방차원의 각부대별 정확한

예산할당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3333....3333....2222 군군군군부부부부대대대대 생생생생활활활활폐폐폐폐기기기기물물물물 감감감감량량량량을을을을 위위위위한한한한 활활활활동동동동의의의의 문문문문제제제제점점점점

1) 쓰레기 감량 위한 장병 교육 및 홍보 빈약

군은 쓰레기 문제에 둔감한 20대 남성 위주의 구성과 군특성상 잦은 병력교체

및 망각주기 등을 고려한 교육이 필요한 집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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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환경 전문가 부족 및 체계적인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부재로 군장병 대부분이 생활쓰레기 감량에 대한 관심저조, 실

천의지, 방법 등을 잘 몰라 이행하지 않는 사례등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

다. 따라서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생활쓰레기 발생의 주체인 장병들

의 의식개혁 교육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된다.

2)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품 관리에 대한 문제점

군에서는 전군에 123,180개의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에 대해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재활용품에 대한 매각대금을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장비보완, 쓰레기 처리비용, 장병복지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

의 분리수거 활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서정복, 2004)

그러나 부대별 관심도에 따라 대대급 재활용품 매각대금이 분기당 최소 41,100

원부터 최대 600,000원까지 14.6배의 차이가 발생되고 있는 실태이며, 장병들은 쓰

레기의 분리수거 저조 원인을 장병들의 관심저조와 분리수거함의 부족, 분리수거

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현장 확인 미흡 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매점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원인자부담원칙에 의거 사용하는 부대에서

처리하도록 지침화 되어 있어 생활쓰레기 발생의 주 장소인 매점쓰레기 발생 비

확인 제한과 대다수 부대의 매점은 물품구매 장병들에게 종량제 봉투 대신 일반

투명 비닐봉투를 병행 판매하고 있어 최종 쓰레기 배출시 종량제 봉투안에 또다

른 비닐통투가 섞여 쓰레기화 되고 있는 실정이며, 용기라면 용기, 종이컵, 플라스

틱 제재 등의 재활용품제품 분리수거 실태가 다소 미흡한 실태이다.

그리고 일부지역은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수거기피로 분리된 상태에서 종량제

봉투에 담아 생활쓰레기로 처리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대다수의 부대가 종량제

봉투에 쓰레기를 미압착한 상태로 투입(평균 70%)하여 처리함에 따라 생활쓰레기

비 부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어 차후 지속적인 민간 자체단체와의 원활한 협

조체제와 군 내부의 쓰레기 분리수거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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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회용품 사용 근절 활동의 문제점

군에서 주로 발생되는 1회용품 쓰레기는 재활용 가능품목중 자판기 종이컵, 나

무젓가락, 1회용접시, 수저, 포크, 칼(합성수지), 봉투(종이 및 비닐), 면도기, 칫솔,

치약, 삼퓨 등으로 일반사회에서 발생되는 1회용품과 별반 다른 차이점이 없다.

군은 1회용품 사용 및 판매 억제를 위해 매점에서는 물품상자를 이용, 1회용

봉투 유상판매, 자기컵 갖기 운동, 자판기의 종이컵 대신 개인컵 사용을 시범적으

로 추진하는 등 그동한 많은 성과를 달성하였으나 1회용품의 사용은 많은 부분에

서 아직도 사용되고 있어 그 해소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군부대는 장병사기 함양을 위한 각가지 행사(단결활동, 체육대회, 다과회 등)등

이 많고 그에 따른 행사 준비간 일반상가에서 구매한 많은 양의 1회용품(접시, 나

무젓가락, 종이컵, 수저, 포크, 비닐봉투 등)이 사용되고 있다. 대다수 부대가 행사

용 다회용품을 사전 셋트화하여 확보 사용하지 않거나, 확보하여 사용하는 부대도

다수 인원의 취급과 사용횟수 빈도가 높아서 훼손에 따른 재구입 주기가 짧아 재

정면의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자판기컵 사용 근절을 위한 개인컵 갖기도 많은 부대에서 시행중이나 특히 여

름철 위생관련 문제, 자판기 사용의 불편함, 장병들의 개인컵 구입문제 등으로 제

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복지회관의 치약, 칫솔, 샴푸의 사용도 여전히 이루

어 지고 있다. 또한 보급품으로 장병들에게 지급되는 면도기 날은 모두 1회용품으

로 보급되고 있는 등 여러면에서 이행실태가 미흡한 실정이다.

4) 리필제품의 사용 인식 부족

군장병들은 쓰레기 발생 최소화를 위해 예전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는 있으나,

아직 리필제품 활용 측면은 매우 미진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리필 제품의 사용이 부진한 원인으로는 우선 활용 방법에 대한 정보가 군장병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이 되어 있지 못하여 “리필제품” 사용이 쓰레기 발생을 줄

일 수 있다는 그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장병들이 다수이며, 원제품과의 현

저한 가격 차이가 없고, 사용 만족도 면에서도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 되었

다. 또한 장병들이 주로 이용하는 군 매점의 리필제품 판매 전략도 여러 가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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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항으로 인하여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리필제품은 대부분 용기가 쉽게 낡아 내용물만 여러번 교체하여 쓰기가 곤란

하다는 점과, 한번 새것을 구입해서 사용하면 편하다라는 심리적인 요인도 작용하

고 있으며, 삼퓨나, 세제의 경우 대부분의 리필제품은 용량이 원래 용기 보다 훨

씬 많아 한번 채우고 남아 남는 양을 보관하려면 그 포장용기의 재질이 대부분

비닐류이기 때문에 흐느적 거려 넘어져 쏟아지기 일쑤거나, 보관장소 제한으로 아

예 버리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는 등 군 장병들의 리필제품 사용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3333....3333....3333 군군군군부부부부대대대대의의의의 음음음음식식식식물물물물 쓰쓰쓰쓰레레레레기기기기 관관관관리리리리의의의의 문문문문제제제제점점점점

1) 대규모 집단급식의 체제의 문제점

군은 그동안 잔반줄이기 운동차원의 방안으로 “식당메뉴개선”, “정량식사”,

“자율배식”, “잔반통 없는 날 지정” 시행 등으로 예전보다 많의 양의 음식물 쓰레

기를 줄여왔으나, 여러 가지 제한사항으로 인하여 쓰레기가 여전히 발생 되고 있

는 실정이다.(서정복, 2004)

우선 매끼니별 취식량이 대한 판단 즉, 식수인원의 부정확 발생시 많은 양의

반이 발생되기 싶다. 여러 단위부대가 급식병력을 1주일 단위 종합부서로 보고하

여 식사 준비를 하고 있어 1개부대라도 식수인원 보고의 착오발생시 그만큼 주,

부식의 잔반 발생이 높으며, 특히 잦은 외출, 외박, 종교활동 등 유동병력을 예측

하기 힘든 주말, 휴일의 경우는 더욱더 그러하다.

또 군에서 추진하는 자율배식과 장병들의 편식 성향 등에 의한 정량식사 미실

시가 잔반량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반찬이나 국종류는 개인의 기호에 따라 장

병별로 취식 및 배식량에 많은 차이가 있으며, 자율배식에 따른 정량식사 감독 소

홀로 잔반량 감소를 위한 취상장에서의 제한사항이 높다.

그리고 식사시간 전 매점이용 행위, 취침전 특식, 보급된 라면 취식 등의 행위

로 다음날 아침 식사량에 영향을 받고, 영내 면회자의 경우 면회간 매점이용이나,

면회자가 준비해 온 취식물을 다량 섭취 하거나, 종교행사 특별행사간 각종파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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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한 음식물 섭취시 장병들의 정량 취식량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어 잔반이 남

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2) 취사장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처리 문제

「 」일반 가정 음식물 쓰레기중 과일껍질과 야채손질 후 채소류 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환경부 e, 2004) 되었듯이 군 음식물 쓰레기 감량은 매 끼니별

대량 취급되는 부식류의 조리전 분리수거가 매우 중요하다.

즉 취사장에 반입되는 부식류(어류, 육류, 채소류, 과일 등)의 포장용기 개선,

쓰레기의 재활용과 매립용의 구분관리 등의 노력으로 발생원에서 감량화를 시키

는 것이 필요하다. 야채류중 대다수는 신선도 차원의 미가공 상태로 급양부대 계

통으로 반입되어 손질후의 쓰레기가 다수 발생되고 있으며, 분리한 포장물을 분리

수거할 분리수거함 및 취사병에 대한 교육도 미진한 상태이다. 따라서 취사장에서

의 조리전의 쓰레기 감량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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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4444 장장장장 군군군군장장장장병병병병의의의의 생생생생활활활활쓰쓰쓰쓰레레레레기기기기에에에에 대대대대한한한한 인인인인식식식식조조조조사사사사

4444....1111 조조조조사사사사개개개개요요요요

4444....1111....1111 조조조조사사사사목목목목적적적적

생활쓰레기의 과다 발생에 따른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에 관한 정보는 TV, 신

문등의 대중매체와 교육을 통해 군 장병들에게 전달되고 있으며, 군내부에서도 이

에 관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군 장병들의 병영생활 속 실천은 미흡한

실정으로 본 조사는 군장병들의 생활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의식과 실천정도를 파

악하여 문제점 및 대처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4444....1111....2222 조조조조사사사사내내내내용용용용

생활쓰레기 관련 군장병들의 의식 및 실천행동에 대한 조사내용은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문항을 구성하였음.

∙ 생활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정도

∙ 군부대의 생활쓰레기 발생량 감소 추이

∙ 군부대의 생활쓰레기의 주된 원인

∙ ∙군장병 대상으로 ‘생활쓰레기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교육 홍보방법

∙ 쓰레기 줄이기 실천노력 여부와 실행하지 않는 이유

∙ 병영내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

∙ 군부대 생활쓰레기 분리수거가 미흡한 이유

∙ 군부대의 음식물 쓰레기 발생 원인 및 해소방안

4444....1111....3333 조조조조사사사사대대대대상상상상 및및및및 조조조조사사사사방방방방법법법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20대이상인 군부대의 장병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표집은

원주, 경기지역 주둔부대의 6개부대(각부대별 60명 임의선정)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표집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기간은 2004년 8월1일부터 10월 20일까지 3개월에 걸쳐 진행 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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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2222 설설설설문문문문지지지지 문문문문항항항항별별별별 분분분분석석석석

4444....1111....1111 생생생생활활활활쓰쓰쓰쓰레레레레기기기기에에에에 대대대대한한한한 일일일일반반반반적적적적 인인인인식식식식

(1) 군부대 “생활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느냐의 질문에 26.1%(94명)

가 “그렇다”, 1.6%(6명)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 군부대 생활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각부대별로 큰 차이는 없었으며,

전반적으로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표 16 쓰레기 심각성 인식 조사

범범범범 위위위위 매매매매우우우우그그그그렇렇렇렇다다다다 그그그그렇렇렇렇다다다다 보보보보통통통통이이이이다다다다 아아아아니니니니다다다다 기기기기타타타타 합합합합계계계계

빈 도 6 94 162 92 6 360

% 1.6 26.1 45 25.5 1.6 100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기타

〔 〕그림 5 쓰레기 심각성 분포도

(2) 응답자들은 군부대 생활쓰레기로 인한 가장 심각한 문제가 “환경오염”,

“자원낭비”가 아닌 “처리비용”(146명, 40.5%), ”위생문제“(130명, 36.1%)라고 응답

함

〈 〉표 17 쓰레기의 문제점 인식조사

범범범범 위위위위 환환환환경경경경오오오오염염염염 자자자자원원원원낭낭낭낭비비비비 처처처처리리리리비비비비용용용용 위위위위생생생생문문문문제제제제 기기기기타타타타 합합합합계계계계

빈 도 24 52 146 130 8 360

% 0.6 14.4 40.5 36.6 0.2 100

1.61.61.61.6

26.126.126.126.1

45.045.045.045.0

25.525.525.525.5

1.61.6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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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쓰레기 문제에 대한 장병 인식이 각 부대별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전부대에서 동일한 결과를 나타냄. 즉 군장병들이 생각하는 군부대 쓰레기의 가장

큰 문제는 “처리비용”, “위생문제”, “자원낭비”, “환경오염” 순인 것으로 조사됨

(3) 군부대내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가 과거와 비교했을 때 “감소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장병들은 30.6%(110명)로 다소 높게 나타났지만, “그대로다”라고 응답한

장병들이 56.7%(204명)로 군장병의 절반이상이 예전과 비슷한 양의 쓰레기가 발생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18 쓰레기 발생량의 감소실태 인식정도

범범범범 위위위위 감감감감소소소소하하하하고고고고 있있있있다다다다 증증증증가가가가하하하하고고고고 있있있있다다다다 그그그그대대대대로로로로다다다다 기기기기타타타타 합합합합계계계계

빈 도 110 41 204 5 360

% 30.6 11.4 56.7 1.4 100

감소

증가

그대로다

기타

〔 〕그림 6 쓰레기 발생량 인식 분포도

◦ 계급별로 분석 결과 군생활 1년이상을 경험한 상병급 이상에서 63.4%가

과거대비 쓰레기 발생량이 “그대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19 계급별 쓰레기 발생량 인식정도(%)

범범범범 위위위위 감감감감소소소소하하하하고고고고 있있있있다다다다 증증증증가가가가하하하하고고고고 있있있있다다다다 그그그그대대대대로로로로다다다다 기기기기타타타타

병장 23.5 12.5 63.8 0.8

상병 24.7 11.6 62.9 0.8

일이병 44 10.1 43.4 2.5

30.630.630.630.6

56.756.756.756.7

11.411.411.411.4

1.41.4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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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장 상병 일,이병

〔 〕 〔 〕그림 7 쓰레기 발생량 인식 분포도 그대로다

4444....2222....2222 생생생생활활활활쓰쓰쓰쓰레레레레기기기기에에에에 대대대대한한한한 발발발발생생생생 원원원원인인인인 인인인인식식식식

(4) 군부대의 생활쓰레기 발생의 주된 원인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4.4%

(124명)가 “장병들의 관심 저조”라고 응답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쓰레기 분

리배출/분리수거 미흡” 27.2%(98명), “쓰레기 발생억제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부

족” 18.9%(68명), “장병들의 주인의식 결여” 15.3%(55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표 20 쓰레기 발생의 주 원인 인식 정도

범범범범 위위위위 빈빈빈빈 도도도도 %%%%

재활용에 대한 분리배출/분리수거 미흡 98 27.2

쓰레기 발생 억제 위한 교육 및 홍보 부족 68 18.9

생활쓰레기에 대한 장병들의 관심저조 124 34.4

병역 복무를 위해 모인 장병들로 주인의식 결여 55 15.3

기 타 15 4.2

합 계 360 100

(5) 군부대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질문에 “폐지/세

절지” 27.8%(100명), “1회용품” 26.4%(95명), “음식물찌꺼기” 23.1%(83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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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1 쓰레기 발생의 주요 품목

범범범범 위위위위
폐폐폐폐지지지지////

세세세세절절절절지지지지

음음음음식식식식물물물물

찌찌찌찌꺼꺼꺼꺼기기기기
1111회회회회용용용용품품품품

캔캔캔캔,,,,고고고고철철철철,,,,

유유유유리리리리((((병병병병))))

장장장장 병병병병

소소소소모모모모품품품품
기기기기 타타타타 합합합합계계계계

빈 도 100 83 95 36 28 18 360

% 27.8 23.1 26.4 10.0 7.8 5.0 100

0

5

10

15

20

25

30

폐지/세절지 음식물찌꺼기 1회용품 캔,고철,유리(병) 장병소모품 기타

〔 〕그림 8 쓰레기 발생 품목별 빈도

(6) 군부대의 생활쓰레기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장소를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45.0%(162명)가 “편의시설(매점/휴게실)”이라고 응답함

◦ 그밖에 “취사장/식당” 30%(108명), “각사무실/정비소” 14.2%(51명), “병영

내무실” 10.0%(36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표 22 쓰레기 주요 발생 주요 장소

범범범범 위위위위
내내내내무무무무실실실실

((((병병병병영영영영막막막막사사사사))))

취취취취사사사사장장장장

//// 식식식식당당당당

각각각각사사사사무무무무실실실실

//// 정정정정비비비비소소소소

편편편편의의의의시시시시설설설설

((((매매매매점점점점////휴휴휴휴게게게게실실실실))))
기기기기 타타타타 합합합합계계계계

빈 도 36 108 51 162 3 360

% 10.0 30.0 14.2 45.0 0.8 100

0

5

1 0

1 5

2 0

2 5

3 0

3 5

4 0

4 5

5 0

내 무 실 취 사 장 사 무 실 / 정 비 소 편 의 시 설 기 타

〔 〕그림 9 쓰레기 발생 장소별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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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2222....3333 생생생생활활활활쓰쓰쓰쓰레레레레기기기기를를를를 줄줄줄줄이이이이기기기기 위위위위한한한한 교교교교육육육육 및및및및 노노노노력력력력 정정정정도도도도

(7) 군입대 후 “생활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을 접한 여부를 묻

는 질문에 “몇회있다” 30%(108명), “전혀없다” 50.0%(180명)로 생활쓰레기 줄이기

에 대한 장병 교육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 〉표 23 쓰레기 감량에 대한 교육 횟수

범범범범 위위위위 수수수수회회회회있있있있다다다다 몇몇몇몇회회회회있있있있다다다다 전전전전혀혀혀혀없없없없다다다다 기기기기타타타타 합합합합계계계계

빈 도 54 108 180 18 360

% 15.0 30.0 50.0 5.0 100

15%

3 0%50%

5%
수 회 있 다

몇 회 있 다

전 혀 없 다

기 타

〔 〕그림 10 교육 횟수의 빈도

(8) 장병들이 생각하는 “군부대 쓰레기 발생 저감”을 위해 필요한 교육 내용은

“쓰레기 분리배출” 45.0%(162명)가 가장 높았으며, “잔반줄이기” 21.7%(78명), “재

활용품 사용” 21.4%(77명), “1회용품 사용지양” 11.7%(42명)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표 24 쓰레기 감량을 위해 필요한 교육 인식 정도

범범범범 위위위위
쓰쓰쓰쓰레레레레기기기기

분분분분리리리리배배배배출출출출

재재재재활활활활용용용용품품품품

사사사사 용용용용

잔잔잔잔 반반반반

줄줄줄줄이이이이기기기기

1111회회회회용용용용품품품품

사사사사용용용용지지지지양양양양
기기기기 타타타타 합합합합계계계계

빈 도 162 77 78 42 1 360

% 45.0 21.4 21.7 11.7 0.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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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생활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자가평가를 실시한 결과 63.3%

가 “노력하고 있다”라고 응답함.

◦ 반면, “그저 그렇다” 응답도 33.3%로 병영생활 속에서 쓰레기 발생 감량에

적극 참여하고 있지 않은 장병들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됨.

〈 〉표 25 쓰레기 감량을 위한 노력

범범범범 위위위위 빈빈빈빈 도도도도 %%%%

노력하고 있다 228 63.3

그저 그렇다 120 33.3

노력하고 있지 않다 12 3.3

합 계 360 100

노력하고 있다

그저 그렇다

노력하고 있지않다

〔 〕그림 11 쓰레기 감량을 위한 노력 분포도

(9-1) 생활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응답자의 47.4%(108명)가 “쓰레기 발생시

분리수거하여 배출”하려고 노력한다고 응답.

◦ 그밖에 “잔반이 남지 않도록 정량 배식 및 전량 취식” 35.9%(82명), “식사

전후 매점이용 군것질을 하지 않음” 10.2%(23명), “개인 생활품중 리필제품 사용”

6.1%(14명) 순으로 높게 나타남.

63.363.363.363.3

3.33.33.33.3

33.333.333.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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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6 쓰레기 감량을 위해 노력하는 부분

범범범범 위위위위 빈빈빈빈 도도도도 %%%%

쓰레기 발생시 분리수거 하여 배출 108 47.4

잔반이 남지 않도록 정량 배식 및 전량 취식 82 35.9

개인 생활품중 리필제품 사용 14 6.1

식사전후 군것질(매점이용)을 하지 않음 23 10.2

기 타 1 0.4

합 계 228 100

(9-2) 생활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장병들의 가장 큰 이유는 “관

심이 없어서”가 응답자의 33.7%(31명)로 가장 높았으며, 그밖에 “쓰레기줄이는 방

법을 몰라서” 26.1%(24명), “귀찮아서” 22.8%(21명), “나만의 노력이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16.3%(15명) 순으로 나타남.

〈 〉표 27 쓰레기 감량을 위해 노력을 하지 않는 이유

범범범범 위위위위 빈빈빈빈 도도도도 %%%%

귀찮아서 21 22.8

관심이 없어서 31 33.7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1 1.1

나만의 노력이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15 16.3

쓰레기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24 26.1

합 계 92 100

귀찮아서

관심이없어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나만의 노력이 효과가 없을것 같아서

쓰레기를 줄일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 〕그림 12 노력하지 않는 원인별 분포도

33.733.733.733.716.316.316.316.3

22.822.822.822.826.126.126.126.1

1.11.11.11.1



- 41 -- 41 -- 41 -- 41 -

4444....2222....4444 생생생생활활활활쓰쓰쓰쓰레레레레기기기기 감감감감량량량량을을을을 위위위위한한한한 효효효효과과과과적적적적인인인인 방방방방법법법법

(10) 군 병영내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장병들은 “쓰

레기 분리수거로 재활용품 구분관리” 43.4%(156명)라고 웅답함.

◦ 그밖에 “쓰레기 발생 억제를 위한 제도 마련”, “1회용품 사용 제한”, “지속

적인 홍보/교육 및 현장감독”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표 28 군부대의 쓰레기 감량 방안

범범범범 위위위위 빈빈빈빈 도도도도 %%%%

쓰레기 발생 억제 위한 제도 마련 72 20.0

1회용품 사용 제한 66 18.3

쓰레기 분리수거로 재활용품 구분 관리 156 43.4

지속적인 홍보/교육 및 현장 감독 61 16.9

기 타 5 1.4

합 계 360 100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쓰레기 발생 억제위한 제도마련

1회용품 사용제한

쓰레기 분리수거로 재활용품 구분 관리

지속적인 홍보/교육 및 현장감독

기타

〔 〕그림 13 쓰레기 감량 위한 방안별 분포도

(11) 장병들이 생각하는 쓰레기 분리수거의 미흡한 원인은 “군부대 쓰레기 분

리수거함 부족” 33.6%(121명)로 가장 높았음.

◦ 그밖에 “재활용품 사용 홍보부족”으로 어떤 품목이 재활용품인지 미인지“

29.5%(106), “장병들의 분리수거 관심저조” 18.3%(66명), “분리수거에 대한 교육 부족”

14.4%(52명) 순으로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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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9 분리수거가 미흡한 이유

범범범범 위위위위 빈빈빈빈 도도도도 %%%%

장병들의 분리수거 관심저조 66 18.3

쓰레기 분리수거함 부족 121 33.6

재활용 품목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장병 미인지 106 29.5

분리수거에 대한 교육 부족 52 14.4

기 타 15 4.2

합 계 360 100

0
5

10
15
20
25
30
35
40

장병들의 분리수거

관심저조

쓰레기 분리수거함

부족

재활용품목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장병

미인지

분리수거에 대한 교

육부족

기타

〔 〕그림 14 분리수거 미흡의 원인별 분포도

(12) 군부대의 “음식물 쓰레기” 발생의 주원인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8.3%(138명) “식당 메뉴 미개선” 이라고 응답함.

◦ 그밖에 “장병들의 편식 성향” 23.4%(84명), “잔반줄이기 실천부족” 20.0%(72

명), “식수인원 미예측” 8.3%(30명), “정량식사 미실시” 6.7%(24명) 순으로 높게 나

타남.

〈 〉표 30 음식물 쓰레기 발생 원인

범범범범 위위위위 빈빈빈빈 도도도도 %%%%

식수인원에 대한 부정확한 예측 때문 30 8.3

장병들의 잔반줄이기 실천 부족 72 20.0

식사 전후 매점이용이나 정량식사 미실시 24 6.7

장병들의 편식 성향 때문 84 23.4

식당메뉴 미개선 138 38.3

기 타 12 3.3

합 계 36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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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5 10 15 20 25 30 35 40 45

식수인원에 대한 부정확한 예측때문

장병들의 잔반줄이기 실천부족

식사 전,후 매점이용이나 정량식사 미실시

장병들의 편식성향 때문

식당메뉴 미개선

기타

〔 〕그림 43 음식물쓰레기 발생 원인별 분포도

(13)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묻는 질문에 장병

들은 응답자의 46.7%(168명)가 “식단 개선을 통한 장병 정량식사 유도”라고 답해

응답자중 가장 높은 결과를 보였다.

◦ 그밖에 “정확한 식수 인원 예측” 20.0%(72명), “잔반줄이기 교육/홍보”

18.3%(66명), “식사 전/후 매점 이용제한” 8.3%(30명)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표 31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방안

범범범범 위위위위 빈빈빈빈 도도도도 %%%%

식단 개선을 통한 정량 식사 유도 168 46.7

식사 전/후 매점 이용 제한 30 8.3

정확한 식수 인원 예측 및 취식량 감독 72 20.0

부단한 잔반줄이기 홍보 및 교육 66 18.3

기 타 24 6.7

합 계 360 100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식 단 개 선 을  통 한  정 량 식 사  유 도

식 사  전 ,후  매 점 이 용  제 한

정 확 한  식 수 인 원  예 측  및  취 식 량  감 독

부 단 한  잔 반 줄 이 기  홍 보  및  교 육

기 타

〔 〕그림 16 음식물쓰레기 감량 방안별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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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3333 설설설설문문문문지지지지 분분분분석석석석의의의의 종종종종합합합합적적적적인인인인 요요요요약약약약

4444....3333....1111 생생생생활활활활쓰쓰쓰쓰레레레레기기기기에에에에 대대대대한한한한 일일일일반반반반적적적적 인인인인식식식식

1) 현 군생활을 하고 있는 장병들은 군부대의 쓰레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어

느정도 갖고는 있으나 응답자의 절반 이상(응답자의 75.5%, 254명)이 “보통, 아니

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2) 또한 군부대의 쓰레기 문제 심각성중 “환경오염”이나 “자원낭비” 보다 “처리

비용”, “위생문제”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 쓰레기 발생량은 예전과 비교해 “그대로다” 56.7%(204명) 라고 응답한 장

병들이 절반 이상으로 조사됨(감소: 30.6%, 증가:11.4%)

◦ 차후 전장병이 공감 할 수 있는 군차원의 쓰레기 감량을 위한 노력과 대

책 필요하다고 판단됨.

4444....3333....2222 생생생생활활활활쓰쓰쓰쓰레레레레기기기기에에에에 대대대대한한한한 발발발발생생생생 원원원원인인인인 인인인인식식식식

4) 장병들은 군부대의 쓰레기 발생의 주된 원인을 “장병들의 관심저조”

(34.4%)와 “쓰레기 분리배출 및 분리수거”(27.2%), “교육 및 홍보 부족” (18.8%) 때문

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따라서 차후에는 쓰레기 발생의 주체인 장병들을 계도하고 교육시키는 것

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발생된 쓰레기를 분리배출 및 분리수거 할 수 있는 준비와

대책이 필요함.

5) 또한 장병들은 군부대 쓰레기중 폐지세절지, 1회용품, 음식물 찌꺼기 등

이 주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 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군부대의 “편의시설”, “취

사장/식당”, “각사무실/정비소” 등에서 많은 양의 쓰레기를 배출한다고 응답함.

◦ 차후 위에서 언급된 품목외에 재활용 가능품목에 대한 분리수거 방안을 장

병들에게 교육하고, 쓰레기가 다량 배출되는 장소는 핵심지역으로 정하여 지

속적인 관리관에 의한 현장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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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3333....3333 생생생생활활활활쓰쓰쓰쓰레레레레기기기기를를를를 줄줄줄줄이이이이기기기기 위위위위한한한한 교교교교육육육육 및및및및 노노노노력력력력 정정정정도도도도

6) 본 설문 내용을 통해 보면 장병들은 군입대 후 생활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각

종 교육 및 홍보 등을 전반적으로 접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장병들은 차후 쓰레기 감량을 위한 교육 내용 으로 “쓰레기 분리배

출”, “잔반줄이기”, “재활용품 사용” 등에 관한 내용을 교육 받아야만 군부대 생활

쓰레기 감량을 달성 할 수 있다고 조사됨.

7) 생활쓰레기 발생 주체인 장병들은 다수가 쓰레기 줄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응답(63.3%)하였으나,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장병(36.6%)도 상당수 있는 것

으로 조사됨. 또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이유로 “관심이 없어서”,

“방법을 몰라서”가 다수 높게 나타남

◦ 군의 병력 교체 주기 고려 주기적인 “쓰레기 줄이기” 교육을 장병들 대상으

로 실시하여야 하며, 그 방법론은 구체적으로 교육이 되어야만 실효성을 걷을 수 있음.

4444....3333....4444 생생생생활활활활쓰쓰쓰쓰레레레레기기기기 감감감감량량량량을을을을 위위위위한한한한 효효효효과과과과적적적적인인인인 방방방방법법법법

8) 장병들은 병영생활속에서 쓰레기 감량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쓰레

분리수거로 재활용품 구분관리” 43.4%(156명), “쓰레기 발생 억제를 위한 제도마련”

20.0%, “1회용품 사용제한” 18.3%로 중요하다고 조사됨.

9) 군부대내 분리수거가 잘 되지 않는 이유를 “쓰레기 분리수거함 부족”,

“재활용품 사용 홍보 부족”, “장병들의 관심 저조”라고 생각하고 있었음.

◦ 부대별 쓰레기 분리수거가 용이한 장소에 분리수거함을 비치하고 재활용

가능 품목에 대한 사전 교육 및 홍보로 장병들의 참여 유도가 필요함.

10) 군부대의 “음식물쓰레기” 발생의 주된 원인을 장병들은 “식당메뉴 미개

선”, “장병들의 편식 성향”, “잔반줄이기 실천부족”, “정확한 식수인원 미예측”순

〔 〕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차후 식단개선을 통한 메뉴개선 을 한다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고 다수(46.7%)가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됨.

◦ 군부대의 식당은 집단급식의 형태를 고려하여 매식사시 정확한 식수인원,

장병들이 선호하는 식단 개선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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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5555 장장장장 군군군군부부부부대대대대 생생생생활활활활폐폐폐폐기기기기물물물물 감감감감량량량량을을을을 위위위위한한한한 대대대대책책책책

5555....1111 군군군군 생생생생활활활활폐폐폐폐기기기기물물물물 관관관관리리리리 제제제제도도도도 개개개개선선선선

5555....1111....1111 쓰쓰쓰쓰레레레레기기기기 발발발발생생생생량량량량에에에에 대대대대한한한한 차차차차별별별별화화화화 지지지지침침침침 적적적적용용용용

군에서는 환경오염 관련 쓰레기 처리비용(종량제봉투구입, 일반쓰레기 매립장

처리, 대형쓰레기 처리)을 예하 부대로부터 소요제기를 접수하여 가용한 범위내

각부대별로 일정 금액을 할당하여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으나, 쓰레기를 다량 배출

하든, 적게 배출하든 간에 제제 조치가 없는 행정 및 자금집행이 이루어 지고 있

는 실정이다.(안병성, 1998)

즉 동일성격, 규모의 부대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처리비용이 발생부대에 원인

을 두어 그 해당부대에서 책임을 지는 경제적 유인 및 제제를 취할 수 있는 제도

가 필요하다. 월별 쓰레기 발생량을 비교하여 쓰레기를 다량 배출하면 그만큼 부

대 및 개인에게 돌아가는 경제적 손실과 불이익이 발생 된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시급히 마련 되어야만이 근본적인 부대의 생활폐기물 발

생 감량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5555....1111....2222 군군군군 환환환환경경경경업업업업무무무무의의의의 전전전전문문문문화화화화 확확확확대대대대 및및및및 전전전전산산산산 시시시시스스스스템템템템 구구구구축축축축

군부대는 육본의 환경과에서 전반적인 군환경업무에 대한 계획과 통제 업무를

당담하고 있으나 육본이하 군부대는 환경관련 전문 부서 및 인원의 편성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이희선 등 3명, 2002) 또한 각부대별 생활쓰레기 발생 및 처리 현

황에 대한 자료 구축이 미비하여 전국에 포진되어 있는 모든 부대의 현황 집계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소요 제기가 없는 가운데 군 예산 집행이 이루어 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군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환경업무에 대한 발전을 기약하기 위해서는

군내부의 환경부서 및 인원의 확대 편성과 환경관련 자료를 실시간대 종합 처리

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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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의 학교기관(공병교)에 환경실무자를 교육할 수 있는 과정을 추가 개설하

여 장기적으로 연대급 이하 부대에서 환경업무를 취급하는 군수 실무자들도 환경

관련 교육을 시켜야 하며, 사단급이상의 부대에는 전문적인 환경부서와 인원을 편

성 운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군 장비, 물자, 탄약 등 주요 품목의 전산망이 구축되어 현 야전에서

운용되고 있듯이 군 전산계통(육본전산과, 군지사 제도과 등)에서 군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을 실시간대 종합 집계 할 수 있는 전산망 구축 프로그램을 연구개발

하여 야전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실무자들에 의해 환경관련 군 업무를 추진

할 수 있으며, 정확한 자료를 토대로 올바른 예산을 집행하고 절약 할 수 있으라

판단된다.

5555....2222 생생생생활활활활쓰쓰쓰쓰레레레레기기기기 감감감감량량량량 증증증증진진진진 방방방방안안안안

5555....2222....1111 쓰쓰쓰쓰레레레레기기기기 감감감감량량량량에에에에 대대대대한한한한 장장장장병병병병 교교교교육육육육 및및및및 홍홍홍홍보보보보 확확확확대대대대

장병들의 대다수는 생활쓰레기 발생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군 입

대후 쓰레기 감량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설문결과 나타

났다. 군인 특성상 전투임무위주 교육훈련의 시간 편성으로 생활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교육시간과 프로그램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과 교육시간에 주1회 30분(월1회 전투지원태세 행사의 날 행사시 병

행 가능) 정도 만이라도 환경오염 및 생활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교육시간 편성과

사단급이상 제대에 반기 1회 간부들 대상으로 집체교육 및 홍보교육을 실시하여

야 한다. 또한 일반 환경단체 및 환경전문 기관과 협조하여 군 부대내의 실상에

맞는 생활쓰레기를 줄일수 있는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교육 프로그램(CD제작)

을 제작하여 장병들에게 주기적으로 교육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필요성이 있다.

이를 통해서 군장병의 의식을 선 개혁하여 생활쓰레기 줄이기에 관심을 갖도

록 한다면 군부대의 쓰레기 감량은 높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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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5....2222....2222 생생생생활활활활쓰쓰쓰쓰레레레레기기기기 분분분분리리리리수수수수거거거거 및및및및 재재재재활활활활용용용용품품품품에에에에 대대대대한한한한 관관관관리리리리 방방방방안안안안 개개개개선선선선

5555....2222....2222....1111 매매매매점점점점의의의의 쓰쓰쓰쓰레레레레기기기기 분분분분리리리리수수수수거거거거 대대대대책책책책 강강강강구구구구

군에서 발생된 생활쓰레기류는 설문에서도 조사되었듯이 군 매점서 많은 양의

생활폐기물을 발생시키고 있다.

그러나 쓰레기 원인자부담원칙에 의거 매점에서 발생된 쓰레기들이 장병들에

의해 각부대별로 이동되어 분리수거 중에 있으나 그 실태가 매우 미흡하다. 또한

매점에서 종량제봉투가 아닌 일반봉투의 유상판매로 각부대별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안에 여러 종류의 봉투가 반입,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매점에서의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매점내에서 분리수거 가

능한 품목 즉, 병류, 캔류, 플라스틱, 종이컵 등은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복지단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그이외의 쓰레기는 매점에서 종량제봉투를 유상 판매하여

장병들에게 쓰레기 발생량을 억제시키는 유인책과 더불어 각부대로 담아 이동하

여서도 다른 쓰레기와 같이 버릴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5555....2222....2222....2222 생생생생활활활활쓰쓰쓰쓰레레레레기기기기 실실실실명명명명제제제제화화화화 추추추추진진진진

생활폐기물의 감량을 위해서는 근본적인으로 장병들의 관심과 쓰레기 발생에

대한 제제 조치가 미약하기 때문이다. 즉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는 많이 발생시킨

개인, 부대에 대해서는 이에 합당한 제제 조치를 받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쓰레기 발생량에 대한 “실명제화”가 필요하다. 쓰레기 반납 시간과 장

소를 한정해 두고, 감독자에 의해서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내용물이 100% 미압축

된 쓰레기 봉투나 미분리수거한 재활용품, 비규격 비닐봉지 등의 쓰레기가 혼합되

어 있는 쓰레기는 확인하여 반환 조치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부대별 쓰레기 발생량을 주/월별로 체크하여 노력한 부대와 그렇지 않

은 부대의 비교평가를 실시하여 차별화를 두어야 하며, 년말 쓰레기 처리비에 대

한 자금 소요 건의 및 할당을 계획, 시행하는데 주요한 통계 자료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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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5....2222....2222....3333 재재재재활활활활용용용용품품품품 미미미미회회회회수수수수 품품품품목목목목에에에에 대대대대한한한한 지지지지자자자자체체체체와와와와의의의의 유유유유기기기기적적적적인인인인 협협협협조조조조

각 자치단체별로 군부대에서 재활용 가능품으로 분리수거한 품목에 대해 미

수거하는 품목이 발생되고 있다.(서정복, 2004) 플라스틱, 종이컵, 라면용기, 유리

등이 그것이다. 분리수거시 군장병들의 관리소홀한 점도 있으나 일방적으로 미수

거하는 지자체의 문제도 있다. 이러한 사항들은 각 부대장 주관하 협조 제한시 환

경부 및 국방부의 대화로 보다 폭넓게 협조되어 재활용 가능 품목으로 회수된 쓰

레기가 일반쓰레기로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며, 각부대 군

수실무자들은 이러한 품목사례등을 지속 확인하여 상급부대 및 지자체에 건의하

고 끝까지 추적하여 해결책을 찾는 노력이 강구되어야 한다.

5555....2222....2222....4444 쓰쓰쓰쓰레레레레기기기기 분분분분리리리리수수수수거거거거함함함함 확확확확대대대대 비비비비치치치치

군에서는 전군에 123,180개의 분리수거함을 제작 비치하여 활용중에 있으나 설

문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그 수가 매우 부족하고 세분화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는 부대별로 상이하나 대략 대대급 규모에 1 2개정도의 분리수거함을 비치

한 숫자이며, 이로 인해 분리수거에 관심이 저조한 장병들에게 분리수거를 하지

않게 하는 원인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보다 2 3배 가량의 분리수거함을 추가 제작하여 적당한 장소에

비치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분리수거함을 캔, 병류, 유리, 고철, 일반쓰레기 등으

로 세분화되지 못하게 운용하고 있는데 이 또한 세분화시켜야 하며, 사무실에서는

아예 장소 부족으로 인해 분리수거함을 미설치한 곳이 대부분으로 분리수거함을

종류별 세분화시켜 설치하고, 사무실이 좁은 부대에서는 복도의 적당한 장소에 여

러 사무실의 인원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수거함을 구비해 놓아야 한

다. 그래야만 장병들이 관심을 갖고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다.

5555....2222....3333 1111회회회회용용용용품품품품 줄줄줄줄이이이이기기기기 위위위위한한한한 방방방방법법법법 개개개개선선선선

5555....2222....3333....1111 1111회회회회용용용용품품품품 사사사사용용용용 근근근근절절절절 노노노노력력력력 확확확확대대대대

1회용품에 대해서 군장병들은 편리함과 한번 쓰면 아무 생각없이 쓰레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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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리면 된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1회용품 사용 근절에

대한 장병 정신계몽 운동이 절실하며 이에 대한 홍보를 적극 추진하여 생활속에

서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우선 매점에서 일반 봉투 판매의 무상판매 금지와 종량제 봉투판매를 추진하

고, 더불어 종이상자를 이용토록 장병들을 유도하여야 한다. 또한 자판기 옆에는

항시 종이컵을 회수할 수 있도록 회수함을 비치하고, 모든 음료를 다 마신후 회수

함에 버리도록 장병들을 교육하여야 한다. 간부들은 개인컵 갖기를 필수과제로 시

행하여 이에 병사들이 호흥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복지회관등의 1회용품 판매(치약, 칫솔, 비누 등)등에 대한 불시 순찰을

통해 미시행 부대는 엄중경고 및 제제조치를 취해야 하며, 군 보급품에 대한

개발로 1회용품이 아닌 다회용의 군보급품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

다.

5555....2222....3333....2222 행행행행사사사사용용용용 다다다다회회회회용용용용 셋셋셋셋 확확확확보보보보 운운운운영영영영

군에서 1회용품 사용이 과다 발생되는 주요한 원인은 바로 군장병 사기양양

차원의 단결활동, 체육대회, 다과회시 발생되는 1회용품이 많다.

이는 대량 인원의 동시 취식으로 인한 가용한 공간 부족과 많은 양의 준비품

이 필요하게 되는데서 기인한다. 다회용품 구입과 확보의 미약, 다회용품의 잦은

훼손에 따른 재정면의 문제로 인해 일반 상가에서 구입하여 행사를 추진하는 경

우가 대부분으로 1회용 종이컵(음료수, 소주잔등) 및 냅킨, 휴지, 나무젓가락, 1회

용 플라스틱 도구나 용기 등이 다수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회식후 뒷정

리 또한 깔끔하지 못해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군부대는 각 대대별(독립중대포함)로 위에서 언급된 행사용 다회용 품

목을 사전 셋트화 확보, 운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초 구입시 재정 문제가

대두 될 수 있으나, 대대급에서 사전 확보 관리하여 소규모부대 행사시 책임부여

하 활용한다면 오히려 1회용품 발생억제와 부대 운영비 사용면에서도 크게 절감

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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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5....2222....4444 매매매매점점점점의의의의 리리리리필필필필제제제제품품품품 판판판판매매매매 확확확확대대대대

장병들의 리필제품 미사용의 주요 원인들은 원제품과의 가격차이가 없거나 일

「부품목은 리필제품이 더 비싼 것으로 인식되고 있고 시중에서 판매되는 목욕용

품(샴푸린스 등)이나 세탁청소세제 등 리필(refill)제품의 상당수가 저렴하고 친환

경적일 것 이라는 소비자들의 인식과는 정반대로 일반 제품보다 가격이 오히려

더 비싸거나 재활용하기 힘든 것으로 조사됐다. 쓰레기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운동

협의회(쓰시협)가 지난 8월 시중의 127개 리필 제품을 선정해 일반제품과 용량별

가격을 비교한 결과, 60개 리필 제품(47.2%)이 일반 제품보다 가격이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60개 중 20% 이상 비싼 제품은 5개,10% 비싼 것은 12개, 10% 미만 비

싼 제품은 43개였다.가격이 같은 경우는 8개(5%)여서 리필제품이 일반제품 값보다

동일하거나 높은 경우가 52.2%로 절반을 넘었다.(www.dongo.com 」, 쓰시협 사용

함에 있어 성능이나 재질이 떨어지기 때문이며, 또한 장병들이 주로 찾는 매점에

리필제품의 코너 부재로 인한 구입 기회의 여건 조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은 복지단을 통해 리필제품 판매를 위한 매점내 리필제품 판매 코너

등을 확대 개설하고, 가능한 범위내에서 리필제품에 대한 가격 혁명 차원의 저렴

한 가격으로 장병들에게 판매하거나, 또한 홍보내용을 국방인트라넷의 각부대 홈

페이지에 조목조목 게시하면 리필제품 사용은 크게 증가할 것이다.

5555....3333 음음음음식식식식물물물물 쓰쓰쓰쓰레레레레기기기기 감감감감량량량량을을을을 위위위위한한한한 증증증증진진진진 방방방방안안안안

5555....3333....1111 식식식식수수수수인인인인원원원원 통통통통보보보보 개개개개선선선선

현 군에서는 급식 인원 통보를 1주전에 편성부대별로 보고하여 급양계통에서

주,부식 보급 및 결산하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이는 군 특성의 대량 급식 인

원과 잦은 불급식 인원의 발생으로 음식을 낭비할 가능성이 높다.

급식통보는 부식수령 제반여건을 고려 1주전에 실시하되 취사장을 운영하는

부대에서는 편성부대별로 일일단위 식수인원을 하루전 군수계통으로 통보해 주어

평균적인 오차범위(5%)내의 식사 조리 준비가 아닌 단 1%의 오차도 없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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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이 필요하다. 즉, 일일 단위로 다음날 식수 인원을 명확히 판단하여 해당 군

수처에서 종합, 이를 취사장에서 해당된 인원 만큼의 음식을 준비토록 한다면 현

재보다 음식물 쓰레기량은 월등히 감소될 수 있을 것이다.

5555....3333....2222 식식식식단단단단 개개개개선선선선으으으으로로로로 장장장장병병병병들들들들의의의의 정정정정량량량량식식식식사사사사 유유유유도도도도

설문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장병들이 정량식사를 하지 않으면 사전 정확한 식

수인원에 맞추어 음식을 준비했다 하더라도 잔반은 남을 수밖에 없다. 지금도 식

당에서는 “맛없는 반찬이 편성되었을 때”와 “맛있는 반찬이 메뉴로 편성되었을

때”의 잔반의 차이가 크게는 5%가량 높게 나타난다. 이는 장병들이 선호하는 메

뉴에 따라 먹는량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장병들이 선호하는 메뉴에 대해 월단위 설문서를 접수하거나, 또한 색

다른 메뉴표 선별 시행으로 장병들의 호응도 등을 식당내에서 주단위로 파악, 월

단위로 분석하여 장병들이 선호하는 메뉴표로 식단을 개선해야 한다.

이를 통한 메뉴선정 및 조리시 잔반의 양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

다. 또한 식사전에는 철저한 병력통제를 통해 매점 이용이나 부식을 취식하지 못

하도록 하고, 각가지 행사(종교행사 포함) 및 영외출타자에 대한 사전 이해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장병들이 정량 식사를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 53 -- 53 -- 53 -- 53 -

제제제제 6666 장장장장 결결결결 론론론론

국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해가 거듭될수록 급속하게 증가되고 있으며, 그양

은 자정능력을 넘어서고 있다. 그리고, 폐기물 자체의 미관상심미상의 피해와 자

체적인 독성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의 폐기물의 처

리를 위한 시설 및 부지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 있다.(이영하, 2000)

이런 가운데 군부대의 생활쓰레기 관리 실태는 사회의 발전 추세에 못미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군부대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문제가 각종 매스컴을 통해 보

도되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부분도 많이 있으며, 더불어 군장병의 쓰레기 발

생 감량 및 처리에 대한 관심이 없게 된다면 엄청난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은 분명하다.(이희선 등 3명, 200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군부대의 생활쓰레기 발생에 대한 문제점과 그 해결책

을 찾아 차후 군부대의 쓰레기 감량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군부

대 장병들의 쓰레기와 관련한 의식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

다.

첫째, 생활쓰레기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으로

군장병들은 군부대의 쓰레기 문제에 소수 인원만이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고 응답자의 대부분이(75%) 그 심각성에 대한 관심이 없었으며, 쓰레기 문제를

처리비용, 위생문제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전과 비교해서 쓰레기의 발생량이 “그대로다”의 의견이 다수였다.

둘째, 생활쓰레기에 대한 발생 원인에 대한 일반적 인식으로

장병들은 군부대 쓰레기 발생의 주원인이 장병들의 관심부족, 쓰레기 분리배출

및 분리수거 미흡, 교육 및 홍보의 부족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폐지, 세절지, 1

회용품, 음식물찌꺼기가 군 부대에서 주로 발생되는 쓰레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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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교육 및 노력정도 면에서

장병들의 대다수가 군입대후 쓰레기 감량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

타났으며, 다수의 인원이 쓰레기 감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63.3%)고 응답했으나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장병(36.6%)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쓰레기

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이유로 “관심이 없어서”, “방법을 몰라서”가 대부

분으로 이 분야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함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 인식으로

군장병들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쓰레기 분리수거로 재활용품을 구분관

리”(43.3%)하거나, “쓰레기 발생 억제를 위한 제도마련”(20.0%), “1회용품 사용제

한”(18.3%)을 강력히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군부대내 쓰레기 분리수거가 잘되지 않는 이유로 “쓰레기 분리수거함 부

족”이란 의견이 많았으며,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식단메뉴 개선”

(46.7%)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장병들이 다수였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된 내용들을

개선한다면 군부대의 생활쓰레기를 대폭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장병들의 의식 분석과 군폐기물 관리지침 분석을 통하여 얻은 군부대

생활폐기물 발생 감량을 위한 대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군부대의 생활폐기물 관리 제도 개선이다.

가. 생활폐기물 발생량에 대한 차별화 지침 적용

각부대별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동일성격이나 동일규모의 부대에

서 발생되는 쓰레기 처리량을 비교 분석하여 해당부대에서 책임을 지는 제도 마

련이 필요하다. 즉 쓰레기를 다량 배출한 부대와 감량을 위해 노력한 부대를 차별

화 하여 부대별 자금할당 및 경제적 손실의 책임을 부여하면 각부대별 쓰레기 감

량을 위해 적극 동참하게 될 것이다.

나. 군 환경업무의 전문화 확대 및 전산 시스템 구축

군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환경업무에 대한 발전을 기약하기 위해서는 군내

부의 환경부서 및 인원의 확대 편성과 환경관련 자료를 실시간대 종합 처리할 수



- 55 -- 55 -- 55 -- 55 -

있는 전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군내의 학교기관에 환경관련 직무에 보직된 실무자들을 교육할 수 있는 과정

을 개설하여 장기적으로 환경업무를 취급하는 실무자들을 교육시키고, 사단급이상

의 부대에는 전문적인 환경부서와 인원을 편성 운용하며, 군폐기물 관련 발생 및

처리현황에 대한 전산 시스템을 개발 보급하여 야전에서 운용토록 한다면 군환경

업무의 발전과 더불어 정확한 자료를 토대로 군 예산 집행이 가능하며 절약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둘째, 군부대 쓰레기 감량을 위한 제언이다.

가. 쓰레기 감량에 대한 장병 교육 및 홍보 확대

군부대의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군장병들에 대한 생활쓰레기

감량 계몽교육이 최우선이다. 그러므로 주 1회 정도는 정과교육 시간에 환경관련

교육을 반영하고, 환경관련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여 야전에서 주기적인 교육 및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군부대 매점의 쓰레기 분리수거 및 대책 강구

군부대의 쓰레기 발생의 주장소인 매점에 대한 쓰레기 감량 대책이 필요하다.

즉, 매점에서 종량제 봉투를 유상 판매하여 개인에게 쓰레기 감량 차원의 경제 유

인책과 더불어 매점내에서 쉽게 분리수거가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분리수거함

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다. 재활용품 미회수 품목에 대한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조

군부대의 특성상 생활쓰레기는 지역내의 지자체와 협조하여 처리하고 있으므

로 지속적인 지자체와의 협조체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군부대에서 재활용품으로

분리수거한 품목에 대해 미회수하거나 무리한 일반쓰레기 처리비 및 종량제봉투

값의 과도한 인상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라. 1회용품 사용근절 노력 확대

1회용품 사용 근절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군부대는 행사용

다회용 품목을 사전 셋트화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매점에서의 일반봉투

무상판매 금지와 종량제봉투를 유상 판매하고, 자판기 옆에는 컵 회수가 용이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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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함을 제작 비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간부들이 우선적으로 개인컵 갖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분위기를 유도하여야 하며, 복지회관등의 1회용품 사용 근절을 위

한 노력이 필요하다.

마. 매점의 리필제품 판매 확대

군부대의 리필제품 사용 촉진을 위해서는 우선 장병들을 대상으로 리필제품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또한 리필제품 종류 다양화와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 매점

내의 리필제품 판매코너 확대, 리필제품 정보 공유 차원의 군 인트라넷 홈페이지

에 정보를 게시 한다면 리필제품의 사용은 증가할 것이다.

셋째,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한 증진 방안이다.

가. 식수인원 통보 개선

군부대는 집단급식 체제로 식수인원의 정확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즉, 먹을

만큼만 조리를 해야만이 음식을 남기는 일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식수인원 통보는

그 무엇보다 정확해야 하고 준수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주단위 식수인원 보고 체

계를 일일 단위 식수인원 통보 방식으로 조정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나. 식단 개선으로 장병들의 정량식사 유도

군부대 식당내의 잔반 발생 최소화를 위해서는 장병들이 선호하는 식단개선이

필요하다. 즉 주기적인 설문서와 메뉴조정으로 장병들이 좋아하는 메뉴로 식단을

편성한다면 잔반량을 대폭 줄일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량식사 유도를 위해 불필

요한 매점 이용이나 식사전 부식, 후식 등의 섭취 행위 등을 철저히 통제해야만

한다.

결론적으로 군부대의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는 군부대 폐기물 관련 제도뿐만

아니라 군부대 전장병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쓰레기를 적게 발생시키려는 분리

수거, 재활용 활동, 1회용품 사용 근절,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조, 교육프로그램

및 환경전문요원 육성, 실시간 자료철 종합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시행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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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참참참참 고고고고 문문문문 헌헌헌헌

「 」곽은경, 2000, 화장품 용기 재활용 실태조사 및 재활용 현황

「 」군지사(1), 2004, 환경보전활동 중 환경근무비 운영 현황

「김봉건, 2002,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에서의 품목별 재활용 비용 산정에

」관한 연구

「 」김종오 등 3명, 1999, 음식물 쓰레기 관리의 광역적 최적화 방안

「 」농림부, 2003, 비료관리법 개정내용 중

「 」대한타이어 공업협회, 2004, 연도별 폐타이어 발생량 및 재활용 실적

「 」박인호, 1997, 생활쓰레기의 체계적 분리수거 및 전량 자원화를 위한 연구

「 」배재근, 2004, 폐기물의 분류 및 관리체계 연구

「 」서정복, 2004, 군 폐기물 관리 지침

「 」안병성, 1998, 군환경정책의 현황과 발전방향

「 」원효정, 1999, 포장폐기물의 감량화 및 재활용 증진방안

「 」이영하, 2000,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관리에 대한 연구

「 」이재안, 2004,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기술 연구

「 」이희선 등 3명, 2002, 군발생 폐기물의 환경친화적인 관리방안 연구

「 」인터넷 : www. me. go. kr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성과

「 」인터넷 : www. ableduck. com 쓰레기 배출방법 및 재활용 분리배출 요령

「 」인터넷 : www. donga. com 리필제품의 종류와 원제품과의 가격 비교:쓰시협

「 」정윤숙, 1999, 폐기물 재활용 촉진 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 금속캔 재활용협회, 2004, 국내 재활용 현황(EPR품목/전체품목)

「 」한국 유리공업 협동조합, 2004, 국내 폐유리 재활용 현황

「 」한국 윤활유 공업협회, 2004, 년도별 폐윤활유 재활용 현황

「 」한국 정책평가 연구원, 2004,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PR)중

「 」한국 제지공업협회, 2004, 연도별 폐지 회수율 및 사용량 현황

「 」한국 철강협회, 2004, 고철 회수율 및 재활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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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백서 a, 2004, 제8장 폐기물 관리중 폐기물 정책 방향 중

「 」환경백서 b, 2004,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 」환경백서 c, 2004, 2부 환경정책중 제8장, 제3절, 1회용품 사용규제

「 」환경백서 d, 2004, 2부 환경정책중 제8장, 제3절,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 」환경백서 e, 2004, 2부 환경정책중 제8장, 제3절, 쓰레기 종량제 개선보완

「 」환경부 a, 2004, 2003년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 2004

「 」환경부 b, 2004, 음식물 쓰레기 감량 자원화 정책중, www.foodwaste.or.kr

「 」환경부 c, 2004, 포괄적 생산 책임자 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 」환경부 d, 2004, 전국 음식물 쓰레기 발생 및 처리현황

「 」환경부 e, 2004, 음식물 쓰레기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

「 」환경부예규 제193호(1999.12.11) 포장폐기물 발생억제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 」환경부훈령 제2002-545호(200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등에 관한 지침

홍상표, 「 」2004, 생활폐기물의 친환경적인 관리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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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부 록록록록.... 설설설설문문문문조조조조사사사사지지지지

생생생생활활활활쓰쓰쓰쓰레레레레기기기기 감감감감량량량량을을을을 위위위위한한한한 장장장장병병병병 인인인인식식식식도도도도 조조조조사사사사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중 생활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55%로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낭비되는 국방비가 상당한 액수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쓰레

기를 처리하는 데에도 연간 4천원억의 예산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더욱이 우리군은 60만 대군이 모인 집단조직으로 국가 발전과 국가예산 절

약을 위해 생활쓰레기 발생량을 최소화 한다면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리

라 판단 됩니다.

본 설문조사는 병영생활속에서 군장병들의 생활쓰레기 감량에 대한 관심과

실천 현황 등을 파악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하

고 있습니다. 장병 여러분의 적극적 동참이 병영내 생활쓰레기 줄이기를 달성하

고 이를 통한 군부대의 병영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초석이 됨을 인식하고 성

심 성의껏 질문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8월 1일

※ 군장병 여러분의 생활쓰레기에 대한 인식도 조사입니다.

(해당 번호에 표시에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는 군부대의 생활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② ③ ④ ⑤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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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병영생활내 생활쓰레기로 인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② ③ ④ ⑤환경오염 자원낭비 처리비용 위생문제 기타( )

3. 최근 들어 우리 부대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량은 감소하는 추세입니까?( )

① ② ③ ④감소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 그대로이다. 기타( )

4. 군부대의 생활쓰레기 발생의 주된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재활용품에 대한 분리배출 및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되서

② 쓰레기 발생 억제를 위한 교육 및 홍보의 부족으로

③ 생활쓰레기에 대한 장병들의 관심 저조로

④ 병역복무를 위해 모인 장병들로 주인의식 결여로

⑤ 기타( )

※ 다수선택 가능

5. 군부대의 생활쓰레기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① ② ③폐지/세절지 등 음식물찌꺼기 1회용품(종이컵/나무젓가락 등)

④ ⑤ ⑥캔,고철,유리병등 장병 개인소모품 기타( )

6. 군부대내 생활쓰레기를 가장많이 배출하는 곳은 어리라고 생각합니까?( )

① ②내무실(병영막사) 취사장/식당

③ ④각사무실/공장 편의시설(PX, 휴게실 등)

⑤ 기타( )

7. 군입대후 ‘생활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를 받은 적인 있는가?( )

① ② ③ ④수회있다. 몇회있다. 전혀없다. 기타( )

8. 장병들에게 ‘쓰레기 줄이기’ 를 위해 어떤 교육을 보강해야 된다고 보는가?( )

① ② ③ ④쓰레기 분리배출 재활용품 사용 잔반줄이기 1회용품 사용 지양

⑤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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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본인은 병영생활속에서 ‘쓰레기 줄이기’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까?( )

① ②노력하고 있다(9-1번 문항으로) 그저그렇다

③ 노력하고 있지 않다(9-2번 문항으로)

9-1. 다음중 귀하의 부대에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

① 쓰레기 발생시 분리수거 가능토록 분리하여 버린다.

② 잔반이 남지 않도록 적당한(정량) 양만 배식하고 다 취식한다.

③ 개인 생활품중 리필제품을 사용한다.

④ 식사전 군것질(매점이용)을 하지 않는다.

⑤ 기타( )

9-2. 귀하가 생활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②귀찮아서 관심이 없어서

③ ④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나만의 노력이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⑤ 쓰레기 줄일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10. 귀하는 병영내에서 생활쓰레기를 줄일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① ②쓰레기발생 억제 위한 제도 마련 1회용품 사용 제한

③ ④쓰레기 분리수거로 재활용품 구분 관리 지속적인 홍보/교육 및 현장 감독

⑤ 기타( )

11. 귀하가 생각하는 군부대 생활쓰레기 분리수거가 미흡한 주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②장병들의 분리수거 관심 저조 쓰레기 분리수거함 부족

③ ④재활용 품목에 홍부 부족으로 장병 미인지 분리수거에 대한 교육 부족

⑤ ※기타( ) 다수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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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군부대의 ‘음식물 쓰레기’ 발생의 주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②식수인원에 대한 부정확한 예측 때문에 장병들의 잔반줄이기 실천 부족

③ ④식사전후 매점이용이나 정량식사 미실시 장병들의 편식성향 때문

⑤ ⑥식당 메뉴 미개선 기 타( )

※ 다수선택 가능

13. 귀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① ②식단 개선을 통한 정량 식사 유도 식사전후 매점 이용 제한

③ ④정확한 식수인원 예측 및 취식량 감독 부단한 잔반줄이기 홍보 및 교육

⑤ 기 타( )

끝끝끝끝까까까까지지지지 응응응응답답답답해해해해 주주주주셔셔셔셔서서서서 감감감감사사사사합합합합니니니니다다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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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AbstractAbstractAbstract

A study on the awareness of soldiersA study on the awareness of soldiersA study on the awareness of soldiersA study on the awareness of soldiers

and policy for reducing of military wastesand policy for reducing of military wastesand policy for reducing of military wastesand policy for reducing of military wastes

Jaesub, Kim

Dept, of Environment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In wastes management, wastes minimization is the most important

concept. The domestic produced wastes are increasing every year, and the

measures are beyond self-regulation. In addition, wastes in itself is not a

beautiful sight for eye and there are many damages resulted from the

poison of wastes. But the spaces and establishments of facilities for

wastes management are too insufficient.

In this situations, the actuality of management on the wastes from army

post is not satisfied in social criteria. Many times the wastes produced by

soldiers and in army posts were issued and criticized by mass media. So if

the soldiers and officers are indifferent on wastes management and

reduction of wastes, it is very clear that not only the wastes of resources

but also crisis of environmental populations are maybe happened.

Because of these reasons, in this study we try to find the causes of

wastes and the solutions, and to suggest the policy of reducing the wastes

from army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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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awareness of soldiers on wastes

by questionnaires, and the results of this researches are briefed as below:

1) According to the researches, generally the soldiers have obscure

consciousness on the seriousness of wastes problems from army posts, but

most of them are not aware of the seriousness correctly. They answered

that the cost for wastes management is more important than awareness

and consciousness. In addition, they answered that, comparing to the past,

the measures of wastes from army posts are not much reduced.

2) The researches shows that the important causes of wastes are

“indifferent of soldiers”, “insufficiency of separation of wastes”, and

“shortage of time for environmental education”. And they thought that the

kind of wastes producing in army posts were crumbled and torn papers

and the residual food and the disposals.

3) The most soldiers answered that they have not been educated about

reducing the wastes from army. In spite of many soldiers efforts to reduce

the wastes, most soldiers attended in negative attitude. Also they

answered that the reasons they did not put an effort to reduce the wastes

were “indifferent” or “ignorant” to how to reduce the wastes. Thus the

researches showed us that the soldiers have to be educated on this

subject.

4) The soldiers answered that in order to reduce the wastes, there

must be a strong policy such as “prohibition of using disposals”,

“separation of recyclable wastes”. And they thoughts that the reason that

wastes were not separate in army posts was the insufficient room for

separation of wastes. For reducing the residual food, the most soldiers

answered that it would be needed to change and improve the menu. So if

these reasons are improved, the wastes produced in army can be reduced

a 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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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results from the researches on investigating the solution of such

waste management problems, we suggest the policy for reducing the

wastes as below:

First, We need a proper and different policy to situation of each post,

some professional programs for workers occupied in environmental area. In

addition to this, we need to improve the institutions and to construct the

informational and calculating system for the wastes management.

Second, We have to educate the soldiers for reducing of wastes, and to

effort to expend the policy for separation of the recyclable wastes from

post exchanges in army posts. And we need to prohibit direct disposals

and to encourage the refill goods. In addition, we cooperate with local

administrations for the reducing the wastes.

Third, In order to reduce the residual food, we have to calculate the

exact measures of meals and to reset the menu that soldiers prefer, and

to get rid of the behavior preventing eating the exact measures of meals.

In conclusion, to reduce the wastes produced from army posts, we need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for the wastes management in army posts,

the plans and programs for education, and separation of the wastes. And

we need bringing up the professional agents, building up the informational

and calculating system for actual resources, and prohibiting direct

disposals. Not only these efforts but also do we have to have the close

cooperation with the local administrations. But they have to happen

through not isolated way but together one another in mutual way at the

same time. 　

key wordskey wordskey wordskey words : wastes minimization, separation of wastes, the residual food, prohibit

dispoals, encourage of refill goods, the professional ag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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