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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food waste problems become more severe, the need for reduction plans is increasing. Thus, this study aimed to discover the attitudes 

towards and the intentions to reduce restaurant food waste as well as the importance of and intentions to participate in reduction plans 

among adults customers A self-administrated questionnaire was given to 361 adults (216 men and 145 women) over 20 years old 

residing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respondents regarded restaurant food waste problems as serious 

(4.01). The biggest reason for leaving food was concern about hygiene (3.57), followed by tasting food (3.34) and portions that were too 

large (3.10). 57.6% responded that they try to reduce food waste when dining out. Women over 30 admitted to leaving food when dining 

out if the food did not taste as expected, if they had health concerns about additives such as condiments, and for body weight 

management. The overall average degree of awareness on the gravity of restaurant food waste problems was 4.06, indicating that 

respondents deeply empathized with the matter. Women showed higher alertness compared to men, and respondents in their 30s or over 

did more than those in their 20s. Also, respondents who try to reduce food waste when dining out had higher levels of concern than those 

who did not. According to the results from measuring the importance of and intention to participate in restaurant food waste reduction 

plans, taking away left-over food was the best option. In short, citizenship improvement campaigns should be designed for restaurants 

and related organizations in order to stimulate the need and effects of efforts to reduce dine-out food waste and induce aggressive 

participation by consumers. Diverse methods to increase actual consumer participation in food waste reduction plans that show high 

consumer participation intentions also needs to be 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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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음식물쓰레기란 가정이나 외식업소 등에서 전처리·조

리과정 중 발생되는 식품의 폐기 부분 및 먹고 남긴 음식

물 찌꺼기, 식품의 유통·판매 과정에서 버려지는 음식물

이나 유통기간 경과로 인해 버려지게 되는 식품 쓰레기 

등을 포함하고 있다(Okazaki WK 등 2008, Park MO 

2015). 음식물쓰레기양은 2014년 기준으로 전국 일일 평

균 1만 2,663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26%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매년 8,0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

으로 추산되며 이를 식량자원 가치로 환산할 때 20조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게 되며 식재료의 조리, 유

통, 음식물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온실가스 885만 tCO2 이

상이 배출되고 있다고 한다(Lee SJ 2015).

음식물쓰레기 발생에 따른 여러가지 사회적 비용 및 

쓰레기 처리시설, 위생상의 문제 등 생활의 불편함이 발

생하면서 지금까지 학계 및 정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음

식물 쓰레기 발생 후 처리에 대한 연구와 정책이 실행되

어 왔다. 그러나 특히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외

식업체들은 음식물쓰레기 전체배출량의 30% 이상을 차

지하는 다량배출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음식물

쓰레기 관련 정책 추진에 있어 발생억제 시책 추진 등에 

대한 근거가 미흡한 이유로 체계적인 음식물쓰레기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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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 대책을 시행하지 못하였다(Ministry of Environment 

2011). 이에 각 지자체들은 납부필증 종량제, 음식물쓰레

기 처리기 지원, 음식문화 모범 업소 선정 등 다양한 방

법으로 외식업체의 음식물쓰레기 저감화를 독려하고 있

다. 그러나 음식물쓰레기는 전체 처리대상 쓰레기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고 수분함량, 염분농도가 높아 처리방

법이 다른 폐기물들과는 차이가 있으며 동물의 사료나 

농업용 비료로 일부 전환된다 하더라도 모든 음식물쓰레

기가 처리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Che HK 등 2008). 

요컨대 이제는 환경을 고려하여 음식물 쓰레기 발생 후 

처리에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사전에 발생을 억제 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한 때이다. 외식업체에서 실천이 가

능한 음식물쓰레기 저감화 방법으로 음식종류에 따른 반

찬 또는 사이드메뉴 제한, 남은 음식 포장, 소형 찬기 사

용, 주문식단제, 대형 음식점의 감량의무제, 수다날(수요

일은 다 먹는 날) 지정(Che HK 등 2008, Committee on 

Green Growth 2010) 등 외식업체의 자발적인 참여와 정

부의 정책 시행 등을 통해 실천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고

유의 음식문화 특징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현실에 부합하

지 않는 점들이 나타나 적극적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

다. 또한 외식업체의 음식물쓰레기 저감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고안된다 하더라도 외식업체 단독의 노력보다는 

외식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음식물쓰레기 발생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우선시 되어

야 가능하다. Lee YK(2000)는 소비자들의 적극적 관심을 

유발하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환경의 중요성, 폐기

물 절감으로 얻을 수 있는 개인생활의 만족 상승 등을 홍

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으며, Choi NS(1994)는 

영양사를 통한 지역사회 주부교육 실시나 초·중·고 학생

들을 대상으로 한 환경일기장 행사 개최 방안 등을 제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비자의 환경보호 인식은 외식업

체 이용시 음식소비단계에서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때 외식업체에서 실천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소비자 특

성에 따른 메뉴 상품 제공, 주문에 의한 반찬 제공, 소비

자의 자발적 반찬량 조절 등의 음식량 관리이다(Chae 

HK 등 2008). 이처럼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고는 있으나 

실제 이들 방안이 소비자에게 공감을 얻고 긍정적 반응

을 이끌어 내고 있는지 또는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

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일반 소비자의 외식업체 이용시 음식

물쓰레기에 대한 태도 및 감소 노력과 외식업체의 음식

물쓰레기 저감화 방안에 대한 관심과 동참의향 등을 알

아봄으로써 현재 실시되고 있는 외식업체의 음식물쓰레

기 저감화 방안들의 실효성을 가늠해보고 개선방안을 제

시해보고자 하였다.

Ⅱ. 연구내용 및 방법

1. 조사내용 및 조사방법

본 연구는 서울․경기 지역에 살고 있는 20대 이상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응답자가 직접 기입하는 자기 기입식 

설문방식을 사용하여 대면 면접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4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응

답누락과 무성의한 답변으로 분석에 적합하지 않은 설문

지를 제외한 총 361부(응답률: 90.2%)를 분석에 이용하였

다. 설문내용은 선행연구(Collison R & Colwill JS 1987, 

Chae HK 등 2008)와 연구자 견해를 바탕으로 하여 음식

물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 인지정도, 외식시 음식물 쓰레

기 감소노력 방법 및 정도, 외식시 음식물 쓰레기 발생 이

유, 외식시 음식물 쓰레기 감소 노력의 중요도 및 동참의

향을 조사하였다. 각 문항의 측정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

(1: 전혀 그렇지 않다(전혀 중요하지 않다)~5: 매우 그렇다

(매우 중요하다))을 이용하였다. 또한 음식물쓰레기가 많

이 발생하는 업종 및 그 이유에 대한 질문을 추가하였다.

2. 분석방법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조사항목의 기본 분석을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음식

물 쓰레기 심각성 인지 정도, 음식물쓰레기 발생정도, 음

식물쓰레기 감소 노력 중요도 및 참여의향 등은 응답자의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사용

하였으며, 이때 연령의 경우 20대 응답자 비율이 다른 나

이대에 비해 높고, 예비분석 결과 각 나이대별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아 30대 미만과 30대 이상의 두 그룹으로 나누

어 차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외 중요도-수행도 분석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 분석방법을 응용

하여 음식물 쓰레기 감소 방법의 중요성과 각 방법에 대

한 동참의향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외식에서의 음식물 쓰

레기 감소 방안을 분류한 후 외식업체에서 실천할 수 있

는 음식물 쓰레기 감소 방법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SPSS Win(ver 20.0) Program(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조사대상

자는 남자 59.8%, 여자 40.2%였으며, 연령은 20대 71.2%, 

30대 12.2%, 40대와 50대 각각 8.3%가 포함되었다. 학력

은 대학재학 및 졸업이 88.4%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

으며 직업의 경우 학생이 51.5%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사무직(18.8%), 기타(13.3%), 주부(10.5%) 순의 응답



758 윤지영

한국식품조리과학회지 제 31권 제 6호 (2015)

Variables Frequency
Percentage

(%)

Gender
Male 216 59.8

Female 145 40.2

Age

(years)

20~29 257 71.2

30~39 44 12.2

40~49 30 8.3

50~59 30 8.3

Education

High school graduated 19 6.1

College 273 88.4

≥ Graduate school 17 5.5

Job

Student 186 51.5
1)

Office worker 68 18.8

Professional 21 5.8

Housewife 38 10.5

Others 48 13.3

1) 
Total is not 100% because of rounding.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Total

(n=361)

Gender Age

Male

(n=216)

Female

(n=145)
t-value

>30s

(n=257)

≥30s

(n=104)
t-value

Tasteless  3.34±1.03
1)

3.33±1.02 3.40±1.02 -0.65 3.32±1.03 3.46±1.00 -1.25

Heavy serving portion 3.10±1.01 3.13±0.99 3.12±1.03 0.05 2.99±1.01 3.37±0.99 -2.92
*

Different foods from expectation 3.02±0.96 2.89±0.98 3.27±0.91 -3.08
**

2.96±0.96 3.31±0.89 -3.30
*

Sanitation problem of foods served 3.57±1.10 3.55±1.06 3.54±1.20 0.01 3.60±1.08 3.40±1.20 1.47

No origin information 2.85±1.12 2.66±1.09 3.09±1.09 -2.95
*

2.84±1.14 2.88±1.00 -0.45

Food additives 2.86±1.06 2.83±1.03 2.95±1.08 -1.09 2.73±1.07 3.10±0.99 -3.12
*

Diet 2.44±1.07 2.28±1.05 2.90±1.08 -3.92
**

2.33±1.06 2.94±0.99 -5.17
***

1) 
Mean±SD; 1:strongly disagree~5:strongly agree 

*p<0.05, **p<0.01, ***p<0.001

Table 2. Reason for food waste when dining out

률을 보였다.

2. 외식시 음식물 쓰레기 발생 이유 및 감소 노력

외식업체를 이용하여 식사를 할 때 응답자가 음식물을 

남기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는 Table 2와 같

다. 조사결과 음식을 남기는 가장 큰 이유는 비위생적인 

조리가 되었을 경우(3.57)였으며, 음식이 맛이 없거나

(3.34), 본인에게 음식 양이 너무 많거나(3.10), 주문한 음

식이 예상과는 차이가 있을 때(3.02) 등이 음식을 남기게 

된다고 응답하였다. 외식업체의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고

객태도에 대해서 연구한 Collison R & Colwill JS(1987)

의 연구에 의하면 외식업체에서 음식을 남긴 소비자들 

중 31%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그 이유를 1인분량(portion 

size)이 너무 크다고 응답하였으며, 음식의 질 또한 음식

을 남기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다고 분석되어 국내

외의 외식업체에 상관없이 적절한 양과 품질의 관리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외식시 음식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지 여

부에 대한 질문에서는 노력을 하는 경우가 57.6%로 노력

을 하지 않는 경우(42.4%)에 비해서는 높은 응답율을 보였

다(Fig. 1). 특히 외식시 음식물 쓰레기 발생 이유는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인 항목이 나타났는데 (Table 2), 성별

의 경우 기대치와 음식 맛이 다르거나(p<0.01), 원산지에 대

한 의심(p<0.05), 몸매관리 차원(p<0.01) 등이 여성 응답자

가 남성 응답자에 비해 많은 음식물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이유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성별은 음식물 쓰레기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특히 여성이 남성에 비해 

음식을 많이 남긴다는 Collison R & Colwill JS(1987)의 연

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연령에 따라서는 음식의 양이 너무 

많거나(p<0.05), 기대치와 음식 맛이 다른 경우(p<0.05), 조

미료 등 첨가물로 인한 건강 우려(p<0.05), 몸매관리

(p<0.001)등이 30대 미만 응답자보다 30대 이상 응답자들

의 음식물을 남기는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음식물 쓰레기 유발 외식업종 및 음식물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 인지정도

조사대상자들에게 외식시 음식을 많이 남기게 되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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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ood waste reduction efforts during eating out

Fig. 2. Restaurant categories with high food waste levels

Fig. 3. Reason for food waste in particular restaurant category (%)

Variable Consciousness t-value

Gender
Male 3.92±0.80

-2.30
*

Female 4.09±0.62

Age
<30s 3.88±0.75

-4.96
***

≥30s 4.25±0.65

Reduction 

effort

Make efforts 4.07±0.71
2.41

*

No effort 3.88±0.77

*p<0.05, ***p<0.001

Table 3. Consciousness of food waste problem

종 및 그 이유에 대하여 물어본 결과는 Fig. 2, Fig. 3과 

같다. 외식시 음식을 많이 남기게 되는 업종은 한식과 

뷔페가 가장 많았으며 일식이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되

었다. 선택한 업종에서 음식을 많이 남기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공되는 반찬이나 사이드메뉴의 종류와 양이 

많다는 것이 과반수를 차지하였고(50.1%), 메인메뉴의 

과도한 1인 분량(27.9%)이 다음을 차지하였다. 이와 같

은 결과는 외식업소의 음식물쓰레기 중 서빙된 음식이 

남겨지는 경우가 조리손질시 폐기되는 양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해외 연구(Engstrom 

R & Carlsson-Kanyama A 2004, Sustainable Restaurant 

Association 2010)를 함께 고려했을 때에도 소비자들에 의

한 음식물쓰레기 발생은 매우 심각하며 관리되어야할 사

항임을 알 수 있다. 연구 결과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외식

업체에서는 반찬이나 사이드메뉴의 과다한 제공이 음식

을 남기게 되는 주요 원인임을 알 수 있다. 이를 감소시

키기 위해서는 반찬이나 사이드메뉴의 제공 방식을 달리

해 보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예컨대 소비자가 

원하는 반찬만 골라 구매하는 ‘알 라 카르트(à la carte)’ 

방식의 반찬서비스를 시행한다면 서빙 후 발생할 수 있

는 잔반을 줄일 수 있다(Hackes BL 등 1997).

외식업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문제 심각성의 

인지정도에 대한 응답결과는 Table 3과 같다. 응답자 전

체평균은 4.06로 나타나 외식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깊게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음식물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 인지정도는 성별, 나

이 및 음식물 감소노력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여

자(4.09)가 남자(3.92)에 비해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심각

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며(p<0.05), 30대 미만(3.88)에 비해 

30대 이상(4.25)이 더욱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p<0.001). 또한 외식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그룹(4.07)이 그렇지 않은 그룹(3.88)에 비해 음

식물 쓰레기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었다(p<0.05).

외식시 음식물 쓰레기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는 

그룹을 분리하여 음식물을 남기지 않는 방법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전체적으로 동의를 가장 많이 얻

은 방법은 서빙된 음식을 되도록 남기지 않고 다 먹는 것

(4.09)이었다. 또한 메뉴를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문하는 

것도 높은 동의를 얻었다(3.88).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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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 waste reduction 

technique

Total mean 

(n=208)

Gender Age

Male

(n=124)

Female

(n=84)
t-value <30s (n=146) ≥30s (n=62) t-value

Reduce order quantity 3.19±1.08 3.39±1.01 3.05±1.07 2.21
*

3.10±1.06 3.61±1.11 -3.12
**

Choice menu carefully 3.88±1.00 3.79±0.97 3.99±0.86 -1.51 3.90±1.00 3.81±0.74 0.73

Use doggy bag 3.29±1.22 3.16±1.26 3.63±1.10 -3.22
**

3.21±1.26 3.68±0.97 -2.60
*

Eat all 4.09±1.03 3.90±1.16 4.20±0.83 -2.22 4.19±0.99 3.61±1.08 3.63
***

1) 
Mean±SD; 1:strongly disagree~5:strongly agree 

*p<0.05, **p<0.01, ***p<0.001

Table 4. Food waste reduction techniques when dining out by the effort group

Food waste 

reduction initiatives
Importance1)

Intention

to participate

or agree2)

Free donation of leftover 3.26±0.83 3.20±0.92

Self service 3.26±0.83 3.36±0.82

Doggy bag 4.54±0.73 4.48±0.81

Reduce number of side dishes 2.63±0.95 2.60±0.98

Charge for side dish refill 2.07±0.94 2.07±0.83

Reduce portion size 3.37±0.93 3.42±1.01

Fine for food waste 2.36±0.94 2.31±0.94

1) 
1:not important at all~5:very important 

2) 
1:strongly disagree~5:strongly agree 

Table 5. Customers' attitude toward food waste reduction 

initiatives

나(3.29), 사람 수보다 양을 조금 부족하게 주문하는 방법

(3.19)은 상대적으로 낮은 동의를 얻었다. 본 결과를 성별

과 나이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해 본 결과, 남은 

음식을 포장하는 방법은 남자(3.16)보다는 여자(3.63)의 

경우 동의정도가 유의적으로 높은 반면(p<0.01), 사람 수

보다 양을 적게 주문하는 방법은 여자(3.05)보다 남자

(3.39)의 경우 동의 정도가 유의적으로 높았다(p<0.05). 

성별의 경우 사람 수보다 양을 적게 주문하는 방법(3.10, 

3.61, p<0.01), 남은 음식의 포장 방법(3.21, 3.68, p<0.05)

은 30대 미만 보다 30대 이상이 유의적으로 높은 동의 

정도를 보인 반면, 서빙된 음식을 되도록 남기지 않고 다 

먹는 방법에 대해서는 30대 미만(4.19)이 30대 이상(3.61)

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동의정도를 보였다(p<0.001).

4. 음식물쓰레기 감소 방안 실천에 대한 중요도 및 

동참의향

외식업체의 음식물쓰레기 감소 방안의 실천 노력에 대

하여 중요도와 동참의향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5와 같

다. 조사된 방안 중 고객이 먹고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

는 방법의 중요도(4.54) 및 동참의향(4.36)이 가장 높았다. 

이외에 1인 분량의 감소에 대한 중요도(3.37) 및 동의정

도(3.42), 소비자가 음식을 직접 덜어먹는 셀프서비스 시

스템의 중요성(3.26) 및 동참의사(3.36)가 높았으며, 외식

업체에서 발생한 잔식의 무료기부 시스템에 대한 중요성

(3.26) 및 동의정도(3.20)도 보통이상 이었다.

제시된 각 방안에 대한 중요도와 동참의향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IPA를 응용하여 비교분석해 본 결과는 

Fig. 4와 같다. 분석결과 남은 음식의 포장, 1인 분량 축

소, 셀프서비스 방식, 잔식의 기부는 중요도와 참여의사 

및 동의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은 음식을 

포장해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중요도와 참여의사가 가장 

높아 포장이 가능한 음식을 서빙하는 외식업체에서는 이

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 방안

과 함께 잔식의 무료기부 방안에 대해서는 식품위생 안

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위생적이고 편리

하게 포장하고 전달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고민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Pirani S & Arafat HA 2014). 1인분

량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이 긍정적으로 받

아들이고 있는 만큼 메뉴 개발시 1인 분량의 적절한 분

량을 결정하고 잔반으로 처리되는 부분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에 한가지 실천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메인 메뉴

에 대한 1인분량을 대·중·소 등으로 분류하고 소비자가 

양을 선택하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외식업체 경영주는 1인분량이 작아서 발생하는 불평을 

무마하고 이익을 최대한 남기는 방안으로 1인분량을 늘

려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Koester U 2014). 그러나 친환

경 외식업체에 대한 소비자의 호응이 높아지고 있고, 음

식을 남기는 이유가 양에 대한 부담, 체중 조절 등 몸매

관리에 있음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방법을 우선 도입

하여 경쟁우위를 선점하고자 노력하는 것도 바람직한 

시도라고 사료된다. 연구 결과, 소비자가 음식을 덜어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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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Importance and intention to participate or agree on food waste reduction initiatives by applied IPA.

을 수 있는 셀프 서비스 시스템도 비교적 참여의사가 높

은 편이므로 원가에 많은 부담이 가지 않는 반찬이나 사

이드 메뉴에 대한 부분은 셀프 서비스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1인분량의 조절이나 셀프 서비

스 시스템 도입시 고려해야 할 부분은 음식 담음새(meal 

presentation)로 생각된다. 적절히 계획된 외식업체의 음식 

담음새의 방법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저감을 위한 소비자

의 자연스러운 행동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존 관찰 연구에 따르면 뷔페 서비스는 테이블 서

비스에 비해 소비자들로 하여금 더 많은 양의 음식을 

섭취하고 잔반도 많은 것을 볼 수 있었다(Gossling S 등 

2011). 뷔페 서비스가 음식물쓰레기 저감을 위한 방법으

로 효과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독일의 한 호텔에서는 

뷔페 서비스 제공시 100가지 이상되는 음식을 차리는 전

통적 뷔페(conventional buffet) 방식을 변형하여 52가지 

메뉴를 제공하되 유기농 인증을 받은 식품을 이용한 건

강식을 강조한 메뉴로 제공하였다. 또한 뷔페 접시의 크

기를 줄여 고객들이 접시에 먹지도 않을 음식을 과하게 

담지 않도록 조절하였으며, 메뉴 진열에 있어서도 탄소

발생량이 적은 음식들을 중앙에 배치하고, 각 음식의 1

인분량을 작게 줄여 제공하였다. 이와 같은 실질적 노력

이 소비자의 음식 선택에 영향을 주었으며 음식물쓰레기

를 줄이고 환경보존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

다(Gossling S 등 2011). 또한 Kallbekken S & Sælen 

H(2013)의 연구에 의하면 뷔페레스토랑에서 먹을 만큼만 

접시에 담아가고 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더 먹을 수 있다

는 싸인을 붙여놓은 것만으로도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금전적 부담으로 생각할 수 있는 

잔반에 대한 벌금이나 반찬 리필의 유료화는 중요성과 

참여의사 및 동의 의향이 낮은 방법들로 나타났다. 

Schubert F(2008)에 의하면 소비자들의 환경보존에 대한 

태도와 친환경실천 레스토랑 이용시 발생할 수 있는 금

전적 부담 의향은 별개의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즉, 본 

연구 결과에서도 보여지듯이 음식물쓰레기 감소의 중요

성을 인지하고 있더라도 개인의 금전적 부담이 가해지는 

경우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참여가 예상된다. 따라서 소

비자가 동참함에 있어 정신적·경제적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긍정적 방안에 대한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Ⅳ.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일반 성인의 외식업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태도와 감소 노력, 음식물쓰레기 감소 방

안에 대한 중요도 및 동참의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실시

하였다. 설문 결과 응답자들은 외식업체의 음식물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4.01). 음식을 남기

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비위생적인 조리가 되었을 경우

(3.57)를 꼽았다. 이 외에도 음식이 맛이 없거나(3.34), 본

인에게 음식 양이 너무 많은 경우(3.10)가 음식을 남기게 

되는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 외식시 음식물 쓰레기 발생 

이유에 대해서는 성별 및 나이에 대한 차이를 보였는데 

남성 응답자에 비해 여성 응답자가, 30대 미만 응답자에 

비해 30대 이상에서 기대치와 음식 맛이 다르거나, 몸매

관리 차원 등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외식업체에서 발생

하는 음식물 쓰레기 문제 심각성의 인지정도에 있어서는 

전체평균은 4.06으로 음식물쓰레기 발생 문제를 깊게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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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자가 남자에 비해, 30대 미

만에 비해 30대 이상이 더욱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외식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려고 노

력하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었다. 외식업소의 음식물쓰레

기 감소 방안의 실천 노력에 대하여 중요도와 동참의향

을 조사한 결과, 고객이 먹고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방법의 중요도 및 동참의향이 가장 높았다. 반면 금전적 

부담으로 생각할 수 있는 잔반에 대한 벌금이나 반찬 리

필의 유료화는 참여의사나 동의할 의향이 낮은 방법들로 

나타났다

효율적인 음식물쓰레기 처리 및 관리는 비용절감 및 

폐기물관리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특히 외

식업체의 음식물쓰레기 감소 노력은 환경오염을 선제적

으로 방지하는 방안의 하나이므로 이를 잘 실천하는 외

식업체는 환경오염 방지에 관심이 있는 소비자들에게 좋

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으며 나아가 경쟁우위를 차지

하기 위한 바람직한 전략의 하나이다. 음식물쓰레기 저감

화 실천 사항들을 소비자에게 적극 홍보하는 것은 환경

관심도가 높은 소비자의 적극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좋

은 기회가 될 것이며 이에 동참하는 소비자를 늘리는 데

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소비자에

게 외식업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저감화 방

법에 대해서 적극적인 소통을 시도하여 동의와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노력이 될 것이라고 사

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외식업체의 음식물쓰레기 저감 방법을 

서빙 단계에 초점을 맞춰 분석해 보았으나 음식물쓰레

기를 줄이는 것은 단지 서빙과정 중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생산하는 전 과정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메뉴 생산과정 중 식품폐기가 일어나는 부분은 잔

반 이외에 전처리와 조리과정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계획적인 메뉴 계획,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하여 식

품과 음식물의 폐기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하며 이미 발

생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처리에 있어서도 친환경 방

법을 사용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소비자들의 참여와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들을 확인해 볼 수 있었던 만큼 이를 바탕으

로 하여 외식업체가 친환경 외식업체로서의 경쟁우위를 

선점하고 친환경을 지향하는 고객들의 후원에 힘입어 지

속가능경영의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기초 단계의 실천방

안으로 음식물쓰레기 저감화를 가장 우선시 해야 한다. 

따라서 외식업체에서의 음식물쓰레기 저감화 실천은 외

식업체 경영주의 확고한 의지 및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전략에서 비롯되며 소비자 참여의 필요여부에 상관

없이 소비자들에게 적극 알리고 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

하다. 또한 외식업체에 적용 가능한 다양하고 효과적인 

음식물쓰레기 저감화 방안의 지속적인 모색 및 적용과 

함께 소비자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음식물쓰레기 저감화

에 대한 태도와 행동이 일치하는 외식업체의 든든한 후

원자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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