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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시협 재사용·재활용 위원회는 사전조사결과, 패스트푸드점에서 발생하는 종이컵의 회

수와 재활용이 저조하다는 판단하에 6월 21일부터 10일간 서울시내 중심지역 6개(대학

로, 종로, 강남역, 노량진, 신촌, 명동)곳 34개 패스트푸드 점포를 대상으로 「패스트푸

드점 내에서 발생하는 종량제 쓰레기 성상조사」,「패스트푸드점에서 재활용가능자원의 

재활용 실시 현황」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는 모니터 요원이 직접 패스트푸드점에서 배출되는 종량제 봉투를 회수하여 성상

조사 하였고, 사무처에서 패스트푸드 점포와 본사, 재활용 수거업체와 재활용업체 등을 

대상으로 종이컵 재활용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모니터 정리

  패스트푸드점 내부에서 발생하는 종이컵의 재활용율 53%, 테이크 아웃된 종이컵의 회수율

은 19%에 불과

  패스트푸드점 34곳을 조사한 결과, 1곳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종이컵의 양은 477개이

고, 이중의 256개는 매장 내에서 사용되고 있었고, 211개의 종이컵은 외부로 테이크아웃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종이컵 개수는 34개 조사대상의 1일 평균)

  매장 내에서 사용되어지는 종이컵 256개 중에서, 136(53%)개의 종이컵은 수거를 통하

여 재활용 되어지고 있었지만, 120개(47%)는 일반쓰레기통에 버려져 종량제로 처리되어

지고 있었다. 패스트푸드점은 자발적협약에 따라 내부에서 사용되어지는 종이컵의 90%

이상으로 재활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53%만을 재활용 처리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업체의 자발적협약 실천의지 부족과 단속근거 미비로 인한 관리부족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테이크아웃으로 100원에 판매되는 종이컵은 221개이며, 이중 19%인 42개만이 

회수되어지고 나머지 179개는 외부에서 버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이컵의 회수

를 통한 재활용활성화 및 자원의 활용을 위하여 도입된 보증금제도가 시민들의 참여의식 

부족 및 홍보 부족으로 인하여 올바로 이행되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

거라 할 수 있다.

  외부에서 버려지는 종이컵이 전량 매립이나 소각됨을 고려할 때에, 결국 발생하는 종

이컵의 62.7%(299개/477개)의 종이컵은 재활용이 되지 못하는 것 파악된다. 이 양을 전

국 패스트푸드점으로 확대 분석해 보면, 하루 174,158개(2.44톤)의 펄프가 매립·소각되

는 것이다.

   174,158개 = 101,383,976개(2003년 기준 연간 종이컵사용량) ÷ 365일 ×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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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패스트푸드점의 종이컵 사용 처리

  종이컵 수거량 부족에 의한, 재활용의 처리의 어려움

  종이컵을 직접 재활용하는 제지(펄프)회사를 조사한 결과, 종이컵의 발생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종이컵 재활용만을 위해서 기계를 가동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현재는 다른 종

이류와 종이컵류를 동시에 재활용처리하기 때문에 종이컵 펄프의 손실률이 50%를 넘고 

있다. 하지만, 종이컵의 수거량이 현재보다 30%~40%정도 증가한다면 종이컵 재활용만

을 위해 기계를 가동을 하고, 그에 따라 펄프의 손실률을 10%까지 줄일 수 있다.

  결론적으로 현재 종이컵의 재활용율 37.3%를 70%까지만 높일 수 있다면, 펄프의 회

수율은 현재의 4배까지 늘릴 수 있는 것이다. 자원을 재활용하는 양도 비약적으로 증가

하여, 종이생산을 위해 나무나 폐지를 수입하는 양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패스트푸드점에서 버려지는 종량제봉투 속, 재활용 가능자원이 81%

  쓰시협의 조사결과, 조사대상 34곳의 패스트푸드점에서는 하루평균 51.3㎏(430ℓ)의 쓰

레기가 종량제 봉투로 처리되고 있었다. 패스트푸드점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성상별로 

분석해 보면 하루를 기준으로 점포당, 재활용 가능한 종이류가 22.2㎏(43.34%), 재활용 

가능 플라스틱류가 2.6㎏(5.03%), 음식물류가 10.3㎏(20.14%), 기타 재활용 가능 쓰레기

가 6.4㎏(12.50%)로 나타났다. 패스트푸드점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재활용 가능자원은 

41.5㎏(81.01%)에 달하지만, 이중 실재 재활용이 되는 양은 2.79㎏(5.44%)에 불과한 것

으로 나타났다.



<표 1> 패스트푸드점 종량제 봉투 성상조사-1

내  용 발생량(g) 발생량(개수) 비율

탄산음료 컵 1,463 122 2.85%

유류음료 컵 1,029 64 2.01%

컵 뚜껑 1,284 367 2.50%

빨대 680 453 1.32%

너켓 용기 491 33 0.96%

콘플레이크 용기 615 25 1.20%

감자튀김 용기 1,819 152 3.54%

햄버거 포장재 2,185 273 4.26%

소스포장재 1,643 329 3.20%

*음식물 류 10,335 20.14%

**기타 종이류 15,251 29.72%

***기타 재활용 가능 
쓰레기

6,413 12.50%

****기타 쓰레기 8,105 15.79%

총 계 51,314 100.00%
*음식물류 : 햄버거나 감자튀김 등(닭 뼈 등은 음식물 쓰레기 아니고 기타 쓰레기로 분류)
**기타종이류 : 신문, 휴지, 깔개종이, 광고지, 우유팩 등(재활용 가능한 종이류)
***기타 재활용 가능 쓰레기 : 패스트푸드점 외부에서 반입된 PET용기, 유리병, 캔 등
****기타 쓰레기 : 비닐봉투, 걸레, 닭 뼈 등

<표 2> 패스트푸드점 종량제 봉투 성상조사-2

내  용 발생량(g) 비율

재활용 가능 종이류 22,239 43.34%

플라스틱류 2,579 5.03%

음식물류 10,335 20.14%

기타 재활용 가능 쓰레기 6,413 12.50%

*기타 쓰레기 9,748 18.99%

총 51,314 100.00%

*기타 쓰레기 : <표 2>의 기타 쓰레기 + 소스포장재

정리 및 제언

  패스트푸드 업계는 2002년 환경부와 자발적협약을 통하여, 100평 이상의 점포 내에서

는 다회용 컵을 사용하고, 규모이하의 점포에서는 종이컵 발생량의 90%이상을 재활용하

기로 하였다. 하지만, 이번 쓰시협의 지속적인 모니터와 이번 조사결과, 100평 이상의 점

포에서 다회용기만을 사용하는 경우는 2곳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7곳에서는 다회용기와 

종이용기를 병행사용 하고 있었다. 또한 실내에서 사용되는 종이컵의 경우에도 재활용률

이 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패스트푸드 업계는 자발적협약으로 인하여, 1회

용품 사용규제와 신고포상금제도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하지만, 협약 2년이 지난 지

금에도 협약내용(다회용기 사용, 90%이상 재활용)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고, 지키기 

위한 업체의 노력도 미비하다고 보여진다.

  이에 따라 쓰시협에서는 이번 조사결과를 포함한 지금까지의 모니터 결과를 정리하여, 

각 업체에게 자발적협약 적극 이행을 촉구할 예정이다. 각 패스트푸드점에서는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1회용품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대대적인 고객 홍보와 수거체계 개선

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각 점포의 점원 교육을 강화하여, 재활용 가능한 1회용품이 종

량제에 섞여 버려지는 것을 최소와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