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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ractices for management manual development of Good Restaurants in 
order to apply Green Safety Management technology. A total of 128 restaurants in Seoul according to restaurant size and 
style were analyzed by SPSS (window ver. 12.0). Exactly 38.3% of those surveyed purchased manicured vegetables and 
seafood that generates less garbage; Korean restaurants displayed the lowest frequency of purchasing preprocessed 
foodstuff, and Japanese restaurants had the most refrigerators and thermometers and kept the refrigeration temperature 
the lowest. Exactly 56.5% of the restaurants sold large and small amounts of main menu separately; Chinese restaurants 
displayed the highest rate while Western restaurants displayed the lowest. Furthermore, only 7.3% of the restaurants 
were willing to sell either large or small amounts of the same menu item. Japanese style menu had the most number of 
side dishes (6.1) while Western style menu had the lowest (1.8). Most of the restaurants were equipped with containers 
for leftovers (87.4%), but the rate of customers who took out leftovers significantly differed depending on the style of 
restauran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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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온실가스, 환경오염, 기후변화 등에 따른 전 지구적인 

환경적 재난은 인간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

치게 되었으며,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성장의 과정에서 

인간의 삶의 질을 고려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삶의 질과 환

경, 그리고 경제성장은 공생관계에 있고 이를 고려한 지

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 페러

다임이 녹색성장 페러다임이며 이때 무엇보다도 시민의 

인식변화가 가장 중요하다(Chon 2009).
우리나라의 경우 그 동안 범정부적 차원에서 음식물 쓰

레기 줄이기 운동 전개와 자원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함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감소하고 재활용

량이 증대되는 추세에 있으며, 공공 및 민간부문의 재활

용 시설투자가 확대되고 환율상승에 따른 사료가격 급등

으로 음식물 쓰레기의 사료이용, 수요증가로 2004년도에

는 발생량의 81.3%가 재활용된 것으로 집계되었다(Kwon 
2006). 또한 섭취 가능한 음식이 음식물쓰레기로 낭비되

는 것을 방지하고자 푸드 뱅크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

하고 있다(Hong 2003).
녹색 성장을 위한 노력으로 1995년부터 시행된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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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 이후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줄고, 재활용량은 늘어

나는 등 생활 쓰레기 관리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가 일

어났으나 여전히 음식물 쓰레기는 발생량이 많을 뿐만 아

니라 유용한 유기성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이 저조

하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공정에 대하여 기술적, 경제적, 
적절한 활용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Yoo 
2007).
음식물 쓰레기의 발생원별로 살펴보면 2004년 기준 가

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69.2%)하며, 다음으로는 음식점(18.9 
%), 집단급식소(5.5%), 농수산시장(4.0%), 대규모점포(1.6%), 
관광숙박시설(0.8%) 순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과 음식점에서 전체 음식물 쓰레기의 약 88%가 발생

하고 있다(Kwon 2006).
외국의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재활용률은 3.5%로써 주로 퇴비화, 사료화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일본은 주로 소각시설에서 소각처리를 

하고 있는데 “식품폐기물 리사이클법안” 상정을 통하여 

재활용을 도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네덜란드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1990년부터 정원, 음식물쓰레

기의 30%를 퇴비화하고 있다. 스페인은 퇴비화가 유럽지

역에서 가장 활발하여 20%를 퇴비화하고 있다. 스위스는 

폐기물 관리 지침 상 퇴비 가능물질은 발생된 주변에 퇴

비화 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자기⋅공동⋅중앙 퇴비화

의 방법이 있다. 그 밖에 노르웨이, 벨기에, 이탈리아, 프
랑스 등은 음식물 쓰레기에 관련한 법적 체계는 없으나 

사료화나 퇴비화 등 재활용의 노력을 하고 있다(Park 등 

2009).
2007년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50,346톤/일로서 전년도 

생활폐기물 발생량 48,844톤/일에 비해 3.13% 증가하였으

며, 총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의 점유율은 15.0%를 차지

하였다. 분리배출, 수거한 양을 포함한 2007년 생활폐기

물 중 음식물, 채소류의 구성비는 28.7%, 698톤/일이었으

며, 1인당 발생량은 0.29 kg/일으로 전년도의 0.28kg/일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다(Ministry Environment 2008). 2008
년 서울시에서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의 양은 일일 3,400
톤이며, 이 중 음식점에서 배출되는 양은 800톤 정도로서 

일일 배출량의 23.4% 비중을 차지한다. 이렇게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의 경제적 가치를 환산하면 약 8,900억 원

에 이른다(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009).
2007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서는 한국인의 외식 

빈도가 ‘주 1~6회’인 경우가 34.9%, ‘하루 1회’ 25.4%, ‘하
루 2회 이상’이 7.4%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외식의 섭

취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

가 자주 이용하고 있는 음식점에서도 개인과 환경을 생

각하는 녹색성장의 패러다임에 맞춰 음식물의 구매, 생
산, 소비, 처리의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외식 산업 분야에서도 녹색성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여 ‘녹색음식점 인증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녹색 성장을 키워나가면서, 롤 모델이 되는 음

식점을 ‘녹색음식점’으로 지정해 사업자나 소비자 모두 

자긍심을 가지고 녹색성장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

성해 나가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방안으로 “녹색음식의 

생산-소비-처리”에 따른 녹색음식점의 선정 기준을 마련

하기 위해 각 업소에서 자가진단을 할 수 있는 체크리스

트를 개발하여 이를 사용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II. 연구방법

1. 조사 대상 및 내용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는 업소 내에서 생산-소비-처리 

단계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를 감소시킬 수 있는 세부 항

목들로 구성되었다. 생산 단계에서는 식품의 구입, 저장, 
조리 방법에 관한 항목으로 업소에서 구매하고 있는 전 

처리된 식재료 상황, 신선재료를 구입하기 위한 노력 여

부 등에 관한 문항이다. 저장과 관련된 문항은 식재료 선

입선출, 유통기한 준수, 식재료 저장을 위한 저장 장소의 

온도계, 습도계 설치 상황 등에 관한 항목들이다. 소비 단

계에서는 대상별로 제공량 차등화 및 공동 찬기 비치, 잔
반 줄이기 위한 노력 그리고 메뉴에 따른 부식 가짓수 차

등에 관한 항목들 이다. 처리 단계에서는 남은 음식 싸주

기, 음식물쓰레기 저감화 노력 및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운동 동참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개발된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2010년 6월부터 7월까

지 서울시 8개구에 위치한 업소 크기 50 m2 미만, 50~99 m2, 
100~199 m2, 200m2 이상이면서, 한식, 중식, 일식, 양식 

음식점 각각 32개소를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 통계분석

SPSS 12.0을 이용하여 조사 대상 업소의 생산, 소비, 
처리 단계에서의 음식물 쓰레기 감소 항목에 관한 빈도

분석과 업소의 대표 메뉴와 함께 제공되는 반찬 가짓수

의 기술통계 분석과 업태 종류와 업소의 크기에 따른 생

산, 소비, 처리 단계에서의 음식물쓰레기 감소 항목에 관

한 교차분석과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식품 생산 단계

식품 생산 단계에서의 음식물쓰레기를 감소시킬 수 있

는 항목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 Table 1과 같다. 식품 구입

단계에서 계획된 식품 구매와 관련하여, 원산지 증명 서

류를 포함하여 구매 관련 서류를 6개월간 보관, 관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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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ood waste reducing practices in production stage for green restaurant certification
Category Evaluation items Frequency(N) Percent(%)

Purchase

1. Keeping documents relevant purchase for 6 months 84 65.6
2. Having contract period of supply chain 22 17.2
3. Purchasing preprocessed materials 49 38.3

- Sea food (trimmed fish, shrimp, squid, etc) 32 50.0
- Agricultural products(peeled garlic, onion etc) 28 43.8
- Fruits 4 6.2

4. Inspecting ingredient at receiving 42 32.8
5. Feeling difference of food waste disposal by freshness of ingredient 111 86.7
6. Trying for purchase of fresh food material 111 86.7

- purchase by directly 45 40.5
- purchase by everyday 17 15.3
- return transaction of food material of bad quality 38 34.2
- etc 24 21.6

Storage

1. Recording shelf life and purchase date of ingredient 50 39.1
2. Controlling expiration date of ingredient 114 89.1
3. Storing forward expiration date label 93 72.7
4. Principle of first in, first out 128 100
5. Separate storing of foods by purchase date 120 93.8
6. Proper handling of leftovers 74 57.8

Cook
1. Using standardized recipes 94 73.4
2. Using data of forecasting food production 52 40.6

Total 128 100.0

경우는 65.5% 정도였으며, 거래하는 업체와 계약기간이 

있는 경우는 17.2%로 22개 업소만 일정한 계약 기간 동

안 거래가 이루어 졌다. 계약기간은 짧게는 1달 단위에서 

길게는 5년까지 있었으며,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정하는 

곳이 대부분이었다.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 전처리 

식재료를 구입하는 경우는 38.3%였으며, 주로 내장이 제

거된 생선, 손질된 새우, 오징어 등과 같은 해산물과 껍

질 벗긴 마늘, 양파 등의 채소류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식재료 구입 시, 위생 상태나 반품 기준과 관련된 검수 

리스트는 32.8% 정도만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점의 종류에 따른 전처리 식재료 구입 분석 결과

는 Table 2와 같은데 양식과 중식 업소에서 전 처리된 식

재료를 구입하는 빈도가 가장 많았으며, 한식 음식점이 

제일 구매 빈도가 낮게 나타났다(p<0.05). Kye & Moon 
(1996)의 연구에서는 전국 한식제공 음식업소에서의 각 

식품별 해당 구입처 조사결과 채소류, 어패류 및 감자류

는 도매시장에서 주로 구입하고, 육류, 난류 및 과일류는 

소매시장에서 주로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식품 구

입 시 전처리 상태는 조사대상 업소의 52.2%가 채소류의 

경우 많은 손질이 필요한 것으로, 어패류, 감자류 및 육

류는 전처리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서 간단한 손질만 필

요하다고 하였다. 또 주 판매음식에 따라 식품 구입량과 

폐기량이 달라지지만 각 업소에서 평균적으로 채소류 구

입량이 가장 많고, 채소류의 폐기율이 약 16%를 차지하

고 있어 전체 식품 폐기량 중 채소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고 하였으며, 어패류, 과실류를 구입하는 업소의 
평균 구입량이 약 10 kg 정도지만, 폐기율이 약 25~30%
로 다른 식품군에 비해 매우 크다고 하였다. 따라서 전체

적으로 폐기량 발생이 크고, 식품 폐기물처리에 문제가 되

는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채소류, 과일류, 어패류의 

전처리에 대한 폐기물 감소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식재료 검수 시 기준이 되는 검수 리스트를 가

지고 있는 음식점은 양식 음식점이 제일 많았으며, 일식 

음식점이 제일 적은 빈도를 나타내었다(p<0.01). 대상의 

86.7%가 신선한 식재료 구입 시 음식물 쓰레기가 차이를 

실감하는 것으로, 신선한 재료를 구입하기 위해 직접 구

매하는 경우가 많았고, 신선하지 않을 경우 반품을 하거

나 매일매일 구매하는 방법, 기타 의견으로 시장조사, 검
수 강화, 업체 다양화 등으로 응답하였다(Table 1). Seo & 
Na(2005)는 음식물쓰레기 발생 주요 현상 분석 결과 식재

료를 과다 발주 또는 오발주로 인하여 각 업장에서 많은 

양의 식재료를 보유하게 됨으로써 버려지는 쓰레기가 있

어, 식재료 청구서는 반드시 발주 당사자가 점검하여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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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food waste reduction practices by the style of restaurant N(%)
Items Korean Western Chinese Japanese Total χ2

Purchasing processed food 
materials

Yes 5(10.2) 16(32.7) 16(32.7) 12(24.5) 49(38.3)
10.680*

No 27(34.2) 16(20.3) 16(20.3) 20(25.3) 79(61.7)
Total 32(25.0) 32(25.0) 32(25.0) 32(25.0) 128(100.0)

Inspection ingredient at 
receiving

Yes 12(28.6) 17(40.5) 8(19.0) 5(11.9) 42(32.8)
11.482**

No 20(23.3) 15(17.4) 24(27.9) 27(31.4) 86(67.2)
Total 32(25.0) 32(25.0) 32(25.0) 32(25.0) 128(100.0)

Recording shelf life and 
purchase date of ingredient 

Yes 12(24.0) 21(42.0) 10(20.0) 7(14.0) 50(39.1)
14.31**

No 20(25.6) 11(14.1) 22(28.2) 25(32.1) 78(60.9)
Total 32(25.0) 32(25.0) 32(25.0) 32(25.0) 128(100.0)

forecasting data of
food production

Yes 10(19.2) 21(40.4) 10(19.2) 11(21.2) 52(40.6)
11.142*

No 22(28.9) 11(14.5) 22(28.9) 21(27.6) 76(59.4)
Total 32(25.0) 32(25.0) 32(25.0) 32(25.0) 128(100.0)

Separate portion size of
main meal

Yes 16(22.9) 11(15.7) 29(41.4) 14(20.0) 70(56.5)
21.688***

No 16(29.6) 19(35.2) 3(5.6) 16(29.6) 54(43.5)
Total 32(25.8) 30(24.2) 32(25.8) 30(24.2) 124(100.0)

Separate price of portion size
Yes 11(20.0) 7(12.7) 28(50.9) 9(16.4) 55(60.4)

19.434***
No 11(30.6) 14(38.9) 3(8.3) 8(22.2) 36(39.6)

Total 22(24.2) 21(23.1) 31(34.1) 17(18.7) 91(100.0)

Effort to
reduce food

waste disposal

Reducing
serving amount 22(26.8) 12(14.6) 20(24.4) 28(34.1) 82(65.6)

17.619**No effort 5(23.8) 6(28.6) 7(33.3) 3(14.3) 21(16.8)
Etc. 5(22.7) 11(50.0) 5(22.7) 1(4.5) 22(17.6)
Total 32(25.6) 29(23.2) 32(25.6) 32(25.6) 12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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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량만 입고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야채

류는 조리사들이 전처리 과정에서 평가할 수 있기 때문

에 시트를 작성하여 공급업체 선정 및 납품계약 시 구매

부서에 정보를 제공하여 신선도가 불량한 식재료들이 입

고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식품 보관 시 구입한 식품의 날짜와 유통기한을 작성하

는 경우는 조사대상 음식점의 39.1%에 불과한 반면, 대
부분의 음식점에서(89.1%)에서 유통기한 점검 및 관리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선입선출의 원칙은 100% 지키는 것

으로 나타났으나 사용하고 남은 식재료를 표시하고 관리

하는 경우는 57.8% 정도였다(Table 1). 유통기한과 구매 날

짜 작성은 양식 음식점이 42%로 가장 많았으며, 일식 음

식점은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Table 2).
보관 및 전처리 과정에서는 예비용 야채, 청과류 식자

재 보유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업장별 식재료 보유현

황을 공유, 비상시에는 서로 빌려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인건비를 포함한 손질 식자재가 미 손질된 것과 가격차

이가 많이 나지 않을 경우 손질된 식자재를 구입하는 것

이 전처리 과정에서 발생량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하였

다(Seo & Na 2005).

조사 대상 음식점의 73.4%는 표준 레시피를 사용하며, 
식수 예측 자료를 가지고 있는 곳은 40.6% 정도였으며

(Table 1), 양식 음식점이(40.4%) 식수 예측 자료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식재료 전처

리 작업 표준을 교육하여 작업 기술을 높이고, 전년도 해

당 월의 고객 수, 매출액, 구매 리스트 등 과거 데이터를 

참고하여 발주한다면, 전처리 과정에서의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하였다(Seo & Na 2005).
식재료 저장을 위한 건조창고, 냉장고, 냉동고의 온도계, 

습도계 설치 상황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건조 

창고는 평균 1.26개 정도로, 조사 대상자의 대부분이 건

조 창고가 따로 없었으며, 건조 창고의 평균 온도는 15.6℃
였다(Table 3). 평균적으로 4.24개의 냉장고를 보유하고 있

었으며, 냉장고에 부착된 온도계가 없거나(30.5%), 2.88개
의 온도계가 냉장고에 부착되어 있었으며, 냉장고 온도는 

최저 -10℃에서 최고 15℃까지 유지되었으며, 평균 3.91℃ 
정도로 나타났다. Table 4는 음식점 종류에 따른 냉장고 

및 냉동고 온도 관린 상황에 관한 결과이다. 일식 음식점

이 한식, 중식 업소 보다 냉장고 수와 냉장고에 부착된 

온도계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p<0.05), 냉장고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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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nditions of food dry storage area, refrigerator, freezer
Evaluation items Mean±SD Minimum Maximum

Storage

Dry storage area
1. dry storage area umber(N) 
2. Thermometer number (N)
3. Average temperature (℃)

1.26±0.526
1.13±0.354
15.60±8.44

1
1
3

3
2
25

Refrigerator
1. Refrigerator number (N) 
2. Thermometer number (N) 
3. Average temperature (℃)

4.24±2.24
2.88±2.48
3.91±3.34

1
1

-10

17
17
15

Freezer
1. Freezer number (N) 
2. Thermometer number (N) 
3. Average temperature (℃)

2.35±1.31
1.83±1.15

-19.10±10.07

1
1

-55

6
5

 -5

Table 4. Conditions of food dry storage area, refrigerator, freezer and food waste reduction practices by the style of restaurant
Restaurant style

F-value
Korean Chinese Japanese Western

Storage

Refrigerator number (N) 3.81±1.45a1) 3.87±1.59 5.32±2.98b 3.97±2.34 3.42*
Thermometer number (N) 1.19±1.31a 1.88±1.79 3.06±3.56b 1.94±2.29 3.37*

Temperature(℃) 3.50±3.45 4.90±2.97 2.24±4.15 3.13±2.24 2.55
Freezer number (N) 2.03±1.25 2.52±1.24 2.42±1.54 2.27±1.29 0.77

Thermometer number (N) 1.06±1.06 1.14±1.50 1.55±1.21 1.34±1.27 0.89
Temperature(℃) -15.24±6.70a -16.41±5.45ac -26.88±14.86b -15.04±6.67ac 8.93**

Consumption Quantity of reorder dish(%) 52.82±19.42 46.43±13.93 53.04±11.05 50.82±20.91 0.51

Handling
Customer packaging leftovers(n) 59.53±110.1 49.88±90.39 23.00±37.42a 152.59±252.12b 3.17*

Quantity of food waste disposal(L) 43.25±37.76 42.22±42.35 36.22±21.75 42.89±76.52 0.42
1) Mean±SD
2)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α=0.05 by Bonferroni's multiple range test.
*p<0.05, **p<0.01, ***p<0.001

도 가장 낮게 유지되었다. 냉동고 수는 2.35개 정도 보유

하고 있었으며, 냉동고에 부착된 온도계는 1.83개, 평균 냉

동고 온도는 -19.1℃ 정도로, 냉동고 유지 온도는 업소의 

종류에 따른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식 음

식점의 냉동실 온도가 다른 음식점 보다 가장 낮게 유지

되었으며(-10℃), 양식 음식점의 냉동실 온도가 가장 높았

다(p<0.05).
건조창고와 냉장고, 냉동고에 부착된 습도계의 수, 평

균 습도를 묻는 항목에는 응답한 경우가 너무 적어 이 항

목은 결과 해석에서 제외하였다.
식품 구매 시 영업 능력과 보관 조건 등을 고려하여 계

획적으로 식품 구매를 실행하고, 신선도가 좋고, 가식부

가 많은 재료를 적절히 보관하여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감소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음식별로 사용되는 식품 구

입량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고, 필요한 양만 구입하여 식

품 폐기량을 줄일 수 있는 표준 조리법을 사용하고 다양

한 조리방법을 개발하여 잔반량을 줄이고 기호도와 선호

도 높은 조리방법으로, 식수 인원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

하여 음식 준비에 반영한다면, 생산단계에서 음식물 쓰레

기 발생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식품 소비 단계

Table 5는 식품 소비 단계에서 음식물쓰레기를 감소시

킬 수 있는 세부 항목들에 대한 빈도 분석 결과이다. 고
객에 따라 주식의 제공양을 달리하는지를 묻는 항목에 

56.5% 만 대 소량을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었으며, 60.4%
는 대 소량 구분에 따라 가격에 차이가 있었으며, 앞으로 

대 소량을 구분하여 제공할 의향이 있는 경우는 7.3% 에 

불과하였다. 업소의 종류에 따라 주식의 대 소량을 구분

하여 제공하는 경우는 유의적으로 차이가 있었는데, 중식

의 경우 대 소량을 구분하는 빈도가 가장 많았고, 양식은 

대 소량을 구분하는 빈도가 가장 적었다(p<0.001). 그리

고 제공 양에 따른 가격 차이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도 중

식 음식점이 가장 많았으며(50.9%), 양식 음식점이 12.7%
로 제일 적었다(p<0.001)(Table 2). Seo & Na(2005)의 레

스토랑 음식물쓰레기 감량 방안 연구에서 고객의 성별, 
연령별로 음식 제공양의 기준을 설정하여 일품요리 메뉴

표에 한 접시 총량의 그램 수를 표기하고, 세트 메뉴에는 

Standard와 Light로 세분화하여 판매 가격에 차이를 둠으

로써 고객이 메뉴를 선택할 시 본인이 먹고 싶은 양을 자

유롭게 골라 먹고 남기는 잔반을 최소화 하는 방법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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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Food waste reducing practices in consumption and handling stage for green restaurant certification
Category Evaluation items Frequency(N) Percent(%)

Consumption

Separate portion size of main meal
Separate price of portion size
Intention to separate portion size of main meal in the future

70
55
4

56.5
60.4
7.3

Preparation of individual plate or extra plate 120 96.0
Serving small amount to reduce leftovers
Etc (packaging, self-service )
No effort to reduce leftovers

82
22
21

65.6 
17.6
16.8

Separate side dish by the number of people of table 47 38.8

Handling

Attaching slogan "Take out leftovers " 8 6.3
Preparation container for leftovers 116 87.4
Effort to reduce food waste disposal

- Making compost or feedstuff
- Reducing serving amount
- Proposing to package or promotion
- No effort

14
30
3
81

29.8
63.8
6.4
63.3

Methods of food waste disposal
- After removing water discharge
- After drying discharge and using leftover food handlers

124
2

98.4
1.6

Total 128 100.0

Category Evaluation items Mean±SD Minimum Maximum
Consumption Offered quantity of reorder side dish (first quantity %) 51.59±15.40 10 90

Handling 
Customer packaging leftovers (number/month) 70.17±145.55 1 1000

Quantity of food waste disposal (L/day) 42.89±48.52 3 400

안하였다. 고객의 특성을 무시하고 일정하게 음식량이 제

공되거나 장식용 식재료는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지는 사

례가 빈번하다고 하였다. 그런데 조사 결과 잔반량을 줄이

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16.8%나 되는 것

으로 나타나 음식물쓰레기 저감활동은 어느 한 부서나 조

리사들만이 그 역할을 담당해서는 큰 효과를 얻을 수 없

으므로 식재료 구매과정과 검수에 종사하는 모든 구성원

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자발적인 참여

와 의식 변화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부족한 반찬

을 무료로 제공하나 일률적으로 담아놓은 반찬으로 처음 

제공되었던 것과 동일한 양으로 제공하면 또 잔반 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처음 제공양의 50% 이하의 양을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였다(Jung 1998).
대부분의 업소에서 개인이 덜어 먹을 수 있는 찬기 및 

공동 찬기를 비치하고 있었으며(96.0%), 주식과 부식에서 

발생하는 잔반을 줄이기 위해 소량씩 제공하는 노력을 가

장 많이 하고 있었으며(65.6%), 그 외에 남은 음식의 포

장을 권유하거나, 본인이 직접 덜어 먹게 하는 등의 노력

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식을 재요청 시 

처음 제공 양의 51.6%로 적게 제공한다고 하였다(Table 5). 
업소의 종류에 따라 부식 재요청시 제공되는 양에는 큰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테이블 인원수에 따라 부식

수를 차등 지급하는 경우는 약 3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 유형에 따른 대표 메뉴와 메뉴에 따른 반찬 가짓

수를 묻는 문항에 응답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전체적

으로 정식류(코스 요리)인 경우 함께 나오는 반찬의 수가 

가장 많았으며, 평균적으로 일식 메뉴가 다른 음식보다 

함께 나오는 반찬이 가장 많았으며, 양식 메뉴는 평균 반

찬이 1.8개 정도로 가장 적게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식 메뉴를 제외하고, 한식의 경우 구이류(불고기, 생선

구이 등)가 함께 나오는 반찬이 평균 6.8개 정도로 가장 

많았으며, 양식은 피자류(2.1개), 일식은 생선회류(7.5개), 
중식은 면류, 밥류 모두 약 2.5개의 반찬이 함께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1).

3. 식품 처리 단계

‘남은 음식 싸오기, 싸주기’라는 표어가 음식점에 부착

되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6.3%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였다. 남은 음식을 

포장할 수 있는 포장 용기는 대체적으로 많이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87.4%), 남은 음식을 싸가는 고

객은 한 달 기준으로 평균 70.17명으로 나타났다(Table 5). 
업소의 종류에 따라 남은 음식을 싸가는 고객 수는 차이

가 있었는데 (p<0.05) 양식 음식점의 경우 가장 많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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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According to the type of food, typical menu and number along with side dish on the menu

Food type Food Side dish
(number)

Korean

Stock soup Gomtang, Galbitang, Seolleongtang 2.5
Stew Kimchi stew, Doenjang stew, Soft tofu stew 4.4

Clear soup Daegutang, Ahgutang, Haemultang 4.4
Noodles Noodle, Naengmyeon, Kalguksu 2.6
Roasting Bulgogi, Grilled fish 6.8
Jeongol Beef intestines jeongol, Seafood jeongol, Mushroom jeongol, Shabu-shabu 5.3

Steaming Ahgujjim , Haemuljjim, Galbijjim 4.3
Ssashimi, Seasoned dish Sashimi, Skate samhap, Seasoned dish 4.7

Course(set dinner) Lunch set, Course dish, Set dish 9.9
Bibimbap Bibimbap, Dolsot bibimbap, Deopbap 4.3

Meant Samgyupsal, Galbi, Sirloin, Bossam 5.0
Average 5.6

Western

Noodles Spaghetti, Rice noodles, Pasta 1.4
Rice Risotto, Doria, Bokkeumbap 1.8

Frying Cutlet, Samosa, Frying 1.9
Pizza Pizza, Nan bread 2.1

Roasting Steak, Rib, Tandoori chicken 1.5
Course(set dinner) Lunch set, Course dish, Dinner 4.0

Average 1.8

Japanese

Sashimi Tuna sashimi , Modeum sashimi, Mulhoe 7.5
Sushi Sushi, Modeum sushi 4.7
Rice Hoedeopbap, Albap, Deopbap 4.0

Frying  Fried shrimp, Cutlet 2.0
Soup Maeuntang, Altang 4.4

Course Set dish, Lunch set, Course dish 10.0
Noodle Udon, Soba 2.0

Roasting Grilled fish, Bulgogi 5.5
Average 6.1

Chinese
Noodle Jajangmyeon, Jjamppong, Udon 2.5

Rice Bokkeumbap, Jjamppongbap 2.5
Course Set dish, Course dish, Shabu-shabu 3.0

Average 2.7

일식의 경우 남은 음식을 싸가는 고객수가 가장 적게 나

타났다(Table 4). 이는 패밀리 레스토랑의 경우 남은 음식

을 싸가는 것이 많이 홍보, 활성화 되어 있기 때문인 것

으로 생각된다.
단체급식소에서 게시판, 컴퓨터를 이용한 전자게시판, 

표어와 포스터, 소식지 등을 이용해 음식물쓰레기 교육을 

실시한 후 총 잔반량은 다소 감소되었는데, 밥, 국과 찌

개의 잔반량은 차이가 없었으며, 반찬의 잔반량은 유의적

으로 감소되었다고 하였다. 반찬의 잔반량 감소에 가장 효

과적인 교육 방법은 표어와 포스터, 게시판, 전자게시판 

및 소식지 순으로 식당 내에 제시한 표어와 포스터가 가

장 효과적인 교육방법으로 나타나 식사 현장에서의 교육

이 가장 효과가 컸다고 하였다(Jun & Min 2000).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63.8%는 고객 특성에 맞게 

주식과 부식의 양을 조정하고, 음식물쓰레기의 사료화, 퇴
비화를 위해 음식물 처리기를 이용하거나 음식물 처리 업

체에 위탁(29.8%), 그 외 남은 음식의 포장 권유(6.4%) 등
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업체에서는 물기를 제거하고 음

식물쓰레기를 배출하고 있었으며(98.4%), 건조시키거나, 잔
반 처리기를 통해 쓰레기를 배출하는 경우는 매우 적었

다(1.6%)(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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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omparison of food waste reduction practices by the size of restaurant
Category Items 50 m2<N(%) 50~99 m2 N(%) 100~199 m2N(%) 200 m2≥N(%) Total χ2

Purchase

Having contract period 
of supply chain

Yes 5(22.7) 1(4.5) 5(22.7) 11(50.0) 22(17.2)
11.197*

No 27(25.5) 31(29.2) 27(25.5) 21(19.8) 106(82.8)
Total 32(25.0) 32(25.0) 32(25.0) 32(25.0) 128(100.0)

Purchasing 
preprocessed materials

Yes 10(20.4) 7(14.3) 16(32.7) 16(32.7) 49(38.3)
8.035*

No 22(27.8) 25(31.6) 16(20.3) 16(20.3) 79(61.7)
Total 32(25.0) 32(25.0) 32(25.0) 32(25.0) 128(100.0)

Inspecting materials at 
receiving

Yes 7(16.7) 7(16.7) 11(26.2) 17(40.5) 42(32.8)
9.497*

No 25(29.1) 25(29.1) 21(24.4) 15(17.4) 86(67.2)
Total 32(25.0) 32(25.0) 32(25.0) 32(25.0) 128(100.0)

Cook
Using standardized 

recipes
Yes 22(23.4) 18(19.1) 27(28.7) 27(28.7) 94(73.4)

9.131*
No 10(29.4) 14(41.2) 5(14.7) 5(14.7)) 34(26.6)

Total 32(25.0) 32(25.0) 32(25.0) 32(25.0) 128(100.0)
*p<0.05

Fig. 1. According to the type of food, number of the side 
dish on the menu.

하루에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의 양은 kg 또는 L로 응

답하여 쓰레기봉투의 부피 L로 통일하여 분석하였다. 음
식물쓰레기 배출양은 42.89 L 정도였으며(Table 5), 업소

의 종류에 따라 배출되는 쓰레기양은 유의적으로 차이가 

없었으나, 업소의 크기가 클수록 음식물쓰레기를 많이 배

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Table 8).
음식물쓰레기는 수분함량이 80~85%로 매우 높아 쉽게 

부패되므로 수거, 운반 시 악취와 오수가 발생하며 매립 

처리 시 다량의 침출수가 발생하여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등 2차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소각 시에도 물기 때문에 보

조연료를 추가 사용해야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과
다 염분(3% 이상)을 함유하는 음식물쓰레기는 퇴비로 사

용하기에 적합지 않다(Ministry Environment 1997). 쓰레

기 처리 방법별 비용은 소각이 톤당 72,215원으로 가장 

비싸며, 매립은 톤당 36,609원이고, 퇴비화는 20,908원이 

소요된다(Lee 1999). 음식물쓰레기의 처리 수단으로 퇴비

화는 처리 비용 절감은 물론 퇴비 제조 후에도 유기질 비

료로서 상품가치가 부여되므로 환경학자들의 관심을 끌

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가축분뇨만 활용해도 화학비료를 

100% 대체할 수 있는 분량이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까지 
퇴비화 한다면 퇴비 발생량이 과다해지며, 또한 소금이 농

경지에 혼입되면 작물이 뿌리를 뻗을 수 없을 만큼 딱딱

해 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에 포함된 염분은 

퇴비화에 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한다. 그 외 음식

물쓰레기 퇴비화를 위한 고속 발효기 설치비용이 고가라

는 문제점이 있다고 하였다(Jun & Min 2000). 비용이 비

싸서 대형 외식업소에서나 구입하여 사용하는 고속발효

기를 정부차원에서 지원하거나, 업소 내에 퇴비화 기기 설

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업소끼리 공통 퇴비장을 설치 또

는 위탁처리 하며 외식업소에서는 종업원들에게 음식물

쓰레기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분리수거 요령 등을 

교육하여 철저한 분리수거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으

로 생각된다. 업소의 크기가 클수록 음식물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음식물쓰레기량이 객석 바

닥 면적별로 차이가 나타나 평균 식수 인원이 많은 대규

모 음식점이 소규모 음식점 보다 2배정도 음식물쓰레기량

이 비례하는 경향을 보인 연구(Kye & Moon 1996)와 비

슷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한식당의 하루 평균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147 kg으로 일식당(89 kg), 중식당(106 
kg), 양식당(112 kg) 보다 많고, 고객 1인당 배출량으로 계

산하였을 때 일식당의 경우 0.928 kg으로 회 등의 음식을 

제공할 때 장식용(무채 등)이 많이 사용되어 한식당(0.652 
kg), 중식당(0.806 kg), 양식당(0.458 kg)보다 음식쓰레기

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된 연구 결과(Seo & Na 2005)와는 

차이가 있었다.



녹색성장 개념을 적용한 음식점 평가지 개발 819

Korean J. Food Cookery Sci. Vol. 26, No. 6 (2010)

Table 8. Food waste reduction practices by the size of restaurant

Category Items
Restaurant size

F-value
50 m2< 50~99 m2 100~199 m2 200 m2≥

Storage

Refrigerator number(N) 3.77±1.221) 3.91±1.96 4.16±2.27 5.17±3.00 2.49
Thermometer number(N) 1.41±1.54 1.66±1.83 2.13±2.30 2.90±3.56 2.32

Temperature(℃) 3.10±3.05 2.73±3.81 3.43±2.71 4.22±3.86 0.79
Freezer number(N) 2.30±1.18 2.19±1.38a 1.68±0.91ab 3.10±1.45c 6.79**

Thermometer number(N) 1.22±1.26 1.06±0.96a 1.10±0.83ab 2.00±1.67c 4.02**
Temperature(℃) -17.50±11.08 -16.52±7.51 -20.17±12.04 -20.00±11.23 0.69

Consumption Quantity of reorder dish
(first quantity %) 51.76±12.37 49.94±21.10 52.38±13.75 49.38±18.06 0.14

Handling

Customer packaging 
leftovers(number/month) 49.00±98.82 103.53±237.23 46.70±85.16 64.35±103.22 0.65

Quantity of food waste 
disposal(L/day) 31.19±23.99 29.84±21.38 50.53±54.71 60.00±70.28 3.13*

1) Mean±SD
2)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α=0.05 by Bonferroni's multiple range test.
*p<0.05, **p<0.01, ***p<0.001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외식 산업 분야에서 사업자나 소비자 모두 

자긍심을 가지고 녹색 성장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

성하고 녹색 성장을 키워나갈 수 있는 롤 모델이 되는 ‘녹
색음식점’ 선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음식의 생산-소비-
처리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

는 방안을 각 업소에서 자가진단 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를 개발하여 서울시 8개구의 업장의 크기와 판매되는 음

식 유형에 따라 한식, 중식, 일식, 양식 128개 업소의 체

크리스트를 분석하였다.

1. 계획된 식품 구매와 관련하여 원산지 증명 서류 및 

구매 관련 서류를 6개월간 보관, 관리하는 경우는 65.5%, 
거래 업체와 계약하여 구매하는 경우는 17.2%, 1년 단위

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의 

38.3%가 쓰레기 발생이 적은 손질된 채소류나 어패류 등

을 구매하였는데, 한식 음식점의 구매 빈도가 제일 낮게 

나타났다. 신선한 식재료를 구입하였을 때 86.7%가 음식

물쓰레기 차이를 실감하는 것으로, 직접 눈으로 보고 구

매하거나, 매일 구매, 검수 강화 등의 방법으로 신선한 식

재료를 구입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식품 보관 시 유통기한 점검 및 관리(89.1%), 선입 선

출(100%), 남은 식재료 관리(57.8%)를 통해 음식물쓰레기

로 손실되지 않도록 하고 있었으며, 대상 업소들의 78.9%
는 건조 창고는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았고, 냉장고는 평

균 4.24개, 냉장고에 부착된 온도계는 2.88개, 냉장 온도

는 평균 3.91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식 음식점이 냉

장고, 냉장고에 부착된 온도계 수 모두 많은 것으로, 냉

장 온도도 가장 낮게 유지되었다. 냉동고 유지 온도 역시 

판매되는 음식 유형에 따라 차이가 많았으며, 역시 일식 

업소의 냉동실 온도가 가장 낮았으며, 양식 업소가 가장 

높았다(p<0.05).
3. 표준 레시피는 73.4%, 식수 예측 자료는 40.6% 정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고객 수, 매출액, 구매 

리스트 등 과거 데이터를 좀 더 활용하여 정확하게 식수

를 예측하고 식품 구입량을 산정할 수 있다면 생산 단계

에서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4. 주 메뉴의 대 소량을 구분하는 경우는 56.5%, 그 중

에서 60.4%는 판매 가격에 차이를 두고 있었으며, 중식의 
경우 대 소량을 구분한다고 응답한 빈도가 가장 많았고, 
양식의 경우 가장 적었는데, 7.3% 만이 앞으로 대 소량을 

구분하여 제공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객의 특

성을 무시하고 일정하게 음식량이 제공되면 음식물 쓰레

기로 버려지는 사례가 빈번할 것이므로 고객이 메뉴를 선

택할 시 먹고 싶은 양을 골라 먹을 수 있도록 다양하게 메

뉴를 세분화하여 남기는 잔반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고 생각된다.
5. 잔반량을 줄이기 위해 주식과 부식을 소량 제공하는 

노력(65.6%)을 가장 많이 하고 있었으며, 부식을 재요청

하였을 때 처음 제공양의 51.6% 정도 적게 제공하거나 

인원수에 따라 부식 수를 차등 지급하여(39%) 잔반 발생

을 감소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일식 메뉴가 함께 나오는 반찬의 수가 가장 많았으며

(6.1개), 양식 메뉴가 (1.8개) 가장 적었으며, 전체적으로 

정식류(코스 요리)에는 반찬이 많이 제공되었으며, 한식

의 경우 구이류(불고기, 생선구이 등)가 6.8개, 일식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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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회류가 7.5개의 반찬이 함께 제공되었다.
7. ‘남은 음식 싸오기, 싸주기’ 표어 부착은 6.8%에 불

과해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관련 홍보가 매우 부족한 것

으로 나타났고, 대부분 남은 음식 포장 용기를 구비하고 

있었으나(87.4%), 남은 음식을 싸가는 고객은 업소 종류

에 따라 유의적으로 차이가 많았다(p<0.05). 음식물쓰레

기 배출시 98.4%가 물기를 제거하지만, 건조시키거나 잔

반 처리기를 이용하는 경우는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이상의 조사 결과에서 식품을 구매할 때 다듬고 버리

는 쓰레기 처리비용, 시간 소요, 인건비 문제 등이 다듬은 
상태로 구입한 재료비용과 수지가 맞아야겠지만, 전 처리

된 상태로 구입하는 비율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사

료되며, 업소의 종류에 따라 제공양이 다양한 메뉴를 개

발하여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반찬을 추가 주문

하였을 때는 처음 제공양의 50% 이하로 제공, 추가 주문

반찬에 가격을 제시하거나, 남은 음식 싸가기에 대한 소

비자, 외식업소 모두 홍보 및 이용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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