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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가 이 아 



 우리나라는 단위면적당 폐기물 발생량이 OECD 국가 중 4위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이에 정부에서는 자연에서 발생한 에너지와 자원을 한번 쓰고 버리는

 사회구조에서 벗어나 미처리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을 극대화하여 자원과  

 에너지가 경제활동의 생산적 순환계 내에서 순환하는 자원순환 사회 만들기에

 중점을 두고 있음

-안전한 환경, 행복한 국민-
새로운 제도를 조기정착 시킴으로서 환경의 질을 개선

Ⅰ. 정책의 추진방향 및 배경

  1. 자원순환 정책추진방향

【국제적 추세】

   가. OECD 선진국들은 자원 및 에너지의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자원순환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바

     о독일은 폐기물관리법을‘자원순환 및 폐기물의 친환경적 관리를 보장하는 법’  

       으로 전면 개편

     о일본은 ‘순환형 사회형성 추진법’제정하여 사회 구조를 자원이 선 순환

       되는 체계로 전환단계

     о또한 생분해성 폐기물의 매립을 강력규제로 미처리 페기물의 매립을 사실상  

       제로화

     о폐기물 처리과정에서 자원과 에너지 회수를 위하여 다양한 제도와 정책   

       발굴

【배     경】

   나. 이런 추세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녹색성장을 위한 폐자원 업 싸이클링

       (Upcycing)기반을 조성하여 2011년 9월에 제1차 자원 순환기본 계획

       (2011~2015)을 수립하여

       자원순환형(Zero-waste) 실현을 위한 기본을 전제로

      “모든폐기물=100% 순환될 수 있는 자원”으로 인식, 단순양적인 순환 방식을  

       벗어나 자원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업싸이클링(Upcycling)체제로의 전환을  

       기본 전제로 

     ο대형 폐 가전제품 무상수거 및 재활용 자원 선별체계의 확보

     о폐자원 에너지와 시설 확충 등 재활용 기반확충 및 재활용 시장 창출 업계  

       지원을 위한 자원순환대책 발표

   다. 이를 실현하기위하여「자원순환기본법」을 제정․공포(2016.5)하고 2018.1

       시행예정, 또한 개별법 등으로 제정 시행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  

       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등 유사 중복된 법체계 정비 



년도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생 폐

발생량
48,844 50,346 52,072 50,906 49,159 48,934 48,990 48,723 49,915 51,247

음 폐

발생량
13,372 14,452 15,142 14,118 13,671 13,537 13,209 12,663 13,697 15,340

점유율

(%)
27,4 28,7 29,1 27,7 27,8 27,7 27,0 25,9 27,4 29,9

  2. 쓰레기 종량제 추진

   가. 개   요

     о배출자 부담원칙 적용

       -“쓰레기를 버린 만큼 비용을 낸다.”

       -1995.1부터 시행

       -2016.11 개정

        •내용 : 생활 폐기물과 사업장 생활 폐기물중 생활 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 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 할 수 폐기물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제정 운용 

  3. 음식물류쓰레기 종량제

   가. 2015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은 1일15,340톤

     о생활폐기물 발생량 1일 51,247의 29.9%

       -특이한 점은 종량제를 도입한 이후 2008년 29%를 정점으로 감소 하다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임(2017환경백서461쪽 참조)

        Ο음식물류폐기물                                       (단위:톤/일) 

   

   나. 경 위

     ο음식물쓰레기 배출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비용증가와 에너지․기후 변화에의  

       악영향 저감을 위해 사후처리 위주에서 사전발생 억제 정책으로 방향 전환.

     ο2010년 관계부처 합동‘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단계별  

       유통원별 특성에 맞는 실현가능 대안들을 발굴하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정책 추진 

     ο이와 관련 음식물 줄이기 맞춤대책과 더불어 발생억제 정책의 실행 방안으로

       2013년부터‘버린 만큼 비용을 부과하는’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전국적

       으로 확대시행 



방  식  별 제 작 단 가
장 • 단점

비  고
장   점 단   점

RFID

개별

계량

1,750,000

(원/대)

•계량정확도

•배출편리

•통계관리 선진화용이

누진제방식적용용이)

•타 방식에 비해

설치 및 유지비용 높음
세대부과

차량계량
15,000,000

(원/대)

•초기투자비 비교적 

저렴

•세배별 체감이 미흡

하여 감량효과 저조
공동부과

칩/스티커
100,000

(원/대)

•RFID방식에 비해 

구축비용 저렴

(전기 불 필요)

•계량정확도 

미흡(부피측정)
공동부과

전용봉투 150원/5ℓ •투자비 가장 저렴 •재활용(자원화)불리 세대부과

 환경부는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정책의 기본방향으로 발생량을 줄이기를 최우선 순위

에 두고 있으나 이러한 감량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

기물은 유기성 자원으로의 재활용적극 추진

   다.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추진방식 

     ο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추진방식의 종류 → 3가지

       - ①전용봉투 ② RFID 방식 ③ 납부칩(스티커)

     ο배출 및 수수료 납부방법

       -①전용봉투 : 배출자가 음식물 전용봉투를 구입(수수료 선납)

       -②납부칩(스티커)방식 : 배출자가 납부 칩 등을 구입 후 수거용 기에 부착하여

                             배출 

       -③RFID방식 : 배출원 정보가 입력된 전자 테그를 이용해 배출원 정보를  

                      수집하고 배출원별 무게를 측정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 

     ο종량제 방식별 비교 및 설명(전용봉투, RFID, 전용용기 등)도표2-6-14 463쪽

  

  4.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 추진

   가. 자원화 추진내역

  
   나 추진경위

     ο1997.12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내용 : 택지관광단지 개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사설 설치 의무화

     ο1998.9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기본계획마련

       -내용 : 음식물류폐기물의 총배출량을 10%감소 추진 및 배출량의 60%이상    

                자원화



구분 가연성 폐기물 유기성폐기물 소각여열 매립가스

2013현재 47% 26% 77% 91%

2020 년 43% 10% 4%

목  표 90% 36% 81% 91%

     ο2004. 음식물류폐기물 종합대책 등 중장기대책수립

     ο2013. 음폐수 전량 육상처리

     ο농림수산부 업무처리 → 사료제조업 등록, 비료생산업 등록

   다. 폐자원 에너지화 추진

     ο국내폐자원 에너지화 추진 현황

       -2016.12월 현재 폐기물 고형 연료부분에서 관주도형 SRF 생산시설 14개소, 

        민간주도의 고형연료제품(SRF)제조 시설246개소에서 192만톤이 생산되고 있  

        으나 부족한 상태임

     ο폐자원 에너지화 미흡요인

       -소각 및 매립시 가격이 사회적 비용을 충분히 반영치 못해 에너지화를 활성  

        화하는 가격구조가 형성되지 못함

       -님비 현상으로 관련시설 입지에 많은 시간소요

       -정부 부처 간 태양광, 풍력, 소수력, 지열 등의 분야에는 중점지원하고 폐  

        기물 분야 지원에는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등 정책적, 재정적 지원 부족

     ο기술적 측면 

       -가연성 폐기물의 고형화 연료 기술은 실증단계

       -유기성 폐기물의 바이오 가스 기술화 초보수준

     ο폐자원 에너지화 추진목표(2017환경백서 490쪽)

       -환경부는 동 대책에서 2020년까지 가용가연성 폐기물의90%(345만톤/년),

        가용유기성 폐기물의36%(283만톤/년)을 에너지화를 목표로 관련대책 추진

     ο폐자원 에너지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2012년부터 유기성 폐기물의 해양투기금지로 하수슬러지 에너지화 대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2013.12「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하수슬러지를 연료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하고, 고형연료 제품의 제조를 확대하고 제조방법을 다양화함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을 허용하도록「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을 개정시행(2014.7)하고 있으며 기존 고형연료 제품 정보관리시스템을  

         확대 개편하여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함.



구분 공통 의무사항 특정 의무사항

의무사항

․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작성 발표, 정

책 및 조치의 이행(4조1항)

․ 연구 및 체계적 관측(5조)

․ 교육훈련 및 공공인식(6조)

․ 배출원 흡수원에 관한 특정의무사항

  - 1990년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

안전화에 노력(4조2항)

․재정지원 및 기술에 이전에 관한 특

정공약(4조3항~5항)

구분 국가 1990 2000 2012 2013 2014
1990년
대비

증감률(%)

2013년
대비

증감률(%)
비고

 1 중  국 3,514 4,480 11,250 11,735 12,222 287,5 4,2

 2 미  국 6,397 7,259 6,643 6,800 6,870 7,4 1,0

 3 인  도 1,189 1,679 2,831 2,909 3,009 153,1 3,4

12 대한민국 293 501 687 697 691 135,6 -0,8

농림 축산 식품부
산업 통상

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업•임업•축산,•식품 산업•발전  폐기물 건물•교통 해양•수산•해운•항만

  5.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대책

   가. 개요

     ο발효 : 1994.3월 50개국 가입으로 발효.

       - 우리나라는 1993. 12. 47번째로 가입(현재 총197개국가입)

     ο가입국 공통․특정 의무사항(2017환경백서54쪽)

   

   나. 국가별 온실가스배출량 현황(2017환경백서57쪽 참조)

 
   다.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2017년 환경백서61쪽 참조)

     ο관장기관별 업무내용

       -환경부 : 총괄 및 감독

       -관장기관별

   라. 국가 기후변화적응대책(2016~2020)비전 및 대책분야(2017환경백서72쪽 참조)

     ο4대 정책분야 중 산업경쟁력 강화부분

       -주요업무

        ① 산업별 적응역량강화      ② 기후변화적응기술개발

        ③ 산업별 적응 인프라 확대  ④ 해외시장 진출기반조성 



연간 음식쓰레기 발생량 : 약 560만 톤(15,340톤/일, 2015년 기준)

[ 근거 : 2017년 환경백서]

항     목 현재방식

건조감량방식

전기 가열식 가스 가열식
건조물

열원 가열식

처리

비용

단가 252,947원/톤 143,600원/톤 130,100원/톤 27,220원/톤

연간비용 1조3,3153억원 7,180억원 6,505억원 1,361억원

연간처리예산절감액

(절감비율)

5,973억 

(45%)

6,648억 

(51%)

1조1,793억원

(90%)

연간온실가스배출량

(C02)
896만톤 421만톤 399만톤 115만톤

온실가스저감량

(저감비율)

475만톤 

(53%)

497만톤 

(55%)

781만톤

(87%)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산업 및 R&D 분야 개선하며 글로벌 스탠

더와의 부합, 중소기업 창업지원 등 똑똑한(Smart)규제개선 추진

마. 열원별 탄소배출량 

  

  6. 2017년도 규제 개선방향

    가. 똑똑한(smart)규제개선

  나. 검토결과 규제개선의 필요성

    о에너지 경제활동의 생산적 순환계 내에서 순환하는 자원순환조성

      -가연성 폐기물의 에너지화 목표 43%증(현재47%에서90%로 확대)

    о에너지 확보수단의 필요성

      -고형연료의 부족으로 인한 수입허용 조치

      -고형연료 제품의 제조확대, 제조방법의 다양화

    о미처리 폐기물의 매립강력 규제

    о에너지 회수의 다양한 제도 정책 발굴

      -발생 폐자원을 처리와 동시 에너지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한국형실증   

       시스템 개발

    о모든 폐기물 = 100% 순환될 수 있는 자원으로 인식

    о업 싸이클링 체제로 전환을 기본전제 등 정부정책에 부합

    о저탄소 친환경생활 실천



      -우리나라 탄소발생량 12위로 다량 배출국가

Ⅱ. 정비대상 관련법규 검토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제10호 가,나목

   가. 개정 전 : 별표1의 가목1

    ο1)생활폐기물(폐가구류 등 대형가연성 고형폐기물을 포함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은 제외한다.

    ο개정 후 :

      1)생활폐기물(폐가구 등 대형 가연성 고형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을 포

          함 한다)

        또는 : 15%이하의 수분 함량으로 건조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포함 한다

        또는 : 현행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다” 항목삭제

    ο개정 전 : 별표1의 제10호 나목4

      4)식물성 잔재(땅콩껍질, 호두껍질, 팜껍질, 코코넛껍질, 귤 껍질 등을

        말하며 음식물류폐기물은 제외한다)

     ο개정 후 :

      4)식물성 잔재물(땅콩껍질, 호두껍질, 팜껍질, 코코넛껍질, 귤껍질 등을

        말하며 음식물류폐기물을 포함한다) 

        또는 :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다.” 항목을 삭제

  2.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6조(폐기물 감량화)시설 별표4]

    ο신설 전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4] 폐기물 감량화 시설의 종류(제6조관련)

      1. 공정개선시설

      2. 폐기물 재이용시설

      3. 폐기물 재활용시설

      4. 그 밖의 폐기물 감량화 시설

    ο신설 후(신설) :

      4.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시설(신설)

         신설내용 ; 건축법 제2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사업장, 학교

            또는 군부대 내에 설치하여 해당 시설 내 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직접 감량  

          하는 경우

      5. 그 밖의 폐기물 감량화 시설



    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제2호 라목)

    ο개정 전 : 제41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고 및 검사)제1항 제2호 

      가. 소각시설

      나. 매립시설

      다. 멸균분쇄시설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 100킬로 그램 

           이상인 시설(이하“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이라한다)

    ο개정 후 : 제2호

      가. 소각시설

      나. 매립시설

      다. 멸균분해시설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 2톤 이상인 시설

(이하“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이라한다)

ο 사유 : 음식쓰레기 2톤/일을 건조시, 건조물은 1일 약 

300kg(12.5kg/시간) 응축수 발생량은 약 1,500kg/일(62.5kg/시간)의 

극소량임.

※ 현재 APT건축시 1가구당 1일 300리터의 하수 발생을 기준으로 하수

처리시설을 하고 있으므로 2톤/일의 응축수는 3가구분에 해당하는 극

소량이고, 하수보다 훨씬 깨끗한 증류수 임)

  4.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ο신설 전 : 별표5

      1. (생략)

      2. 음식물류 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생략

      나. 생략

      다. 처리의 경우

       1)생략

       2)생략

       3)영 제8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는 경우에는 단독이나 공동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방법으로 감량하여야 하며 감량된 음식물류폐기물은 법 제13 조의2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

         가)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함 량을 25퍼센트 미만  

            으로 감량하여야 한다.



         나)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따라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한다.

    ο신설 후 : 별표5

      다) 신설 내용 :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식으로 연료화하는 경우에는 수분

                      함량 15%미만으로 감량하여야 한다.

  

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조3 별표1, 제10호 가,나목

    ο개정 전 : 별표1의제10호 가목 (개정)

      1)생활폐기물(폐가구류 등 대형 가연성 고형폐기물을 포함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은 제외한다.)

    ο개정 후 : 

      1)생활폐기물(폐가구류 등 대형 가연성 고형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

        또는 : 15%이하의 수분함량으로 건조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

        또는 : 현행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다.”항목 삭제

  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제1호

    ο신설 전 : 별표1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재활용 가능 자원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한 제품

        가. 폐금속류

        나. 폐산, 폐알칼리

        (다~너. 생략)

    ο신설 후 : 

        더. “함수율 15% 이하의 건조된 음식물류” 신설

   
  7.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2

    ο신설 전 : 1~21(생략)

      22. 지정폐기물이 아닌 동•식물성 잔재물, 음식물류폐기물(음식물류 폐

          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액상의 물질을 포함하며, 이하

           이호에서 같다). 유기성오니 또는 왕겨를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재활용하는 경우

           가. 생략

           나. 생략

           다. 생략

           라. 생략



    ο신설 후 : 

           마. (신설)

           -음식물류 폐기물을 건조하여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

            행 규칙 별표7에서 정한기준에 적합한 고형연료 제품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8.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호 제1항 제2호

    ο신설 전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너지 회수기준 등)①페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 나목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1. (생략)

       2. 폐기물을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생략)

          나. 폐기물을 혐기성소화, 정제, 유화 등의 방법으로 에너지를 회수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ο신설 후 : 

       제3조(에너지 회수기준 등)①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 나목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  

       동을 말한다.

       1. (생략)

       2. 폐기물을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생략)

          나. 폐기물을 혐기성소화, 정제, 유화 등의 방법으로 에너지를 회수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나. 목을 

            -폐기물을 혐기성 소화, 정제, 유화, 건조 등의 방법으로 에너지를

             회수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또는 다 목을 신설

          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건조 등의 방법으로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7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고형연료 제품으로  

              만드는 활동

              또는 다 목을 



구    분 현재방식
전기 

가열식

가스

가열식

음식

건조물식

연간온실가스

배출량
965만톤 453만톤 430만톤 128만톤

온실가스

저감량

511만톤

(53%)

535만톤

(55%)

841만톤

(87%)

구분 현재방식
전기열원건조

방식

가스열원

건조방식

음식건조물 

건조방식
비고

음식쓰레기

처리비용
1조3,153억원 7,180억원 6,505억원 1,361억원

현재방식대비

절감비용
5,973억원 6,648억원 11,793억원

절감비율 45% 51% 90%

          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건조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고형연료 제품으로 만드는 활동 

Ⅲ. 기대효과

  1. 수집운반 업무의 감소

     가. 현 수거체계

        ο개선 전 : 5단계

           ①배출자(수집)운반→ ②중간집하장→ ③탈수→ ④음폐수처리(하수처리장)

                                                   ↓

                                                ④ 건조(④-1 소각장)→ ⑤자원화

        о개선 후 : 1단계(4단계 축소)

          ① 건조 감량기(자원화)

  

  2. 이산화탄소 발생량 87% 감축

 가. 감량방식별 온실가스 저 감량 분석 : 87%감축가능(2015년 560만톤/년)

 

  3.처리방식별 비용비교분석

    가. 현재의 처리방식 및 전기 건조감량방식



 음식물쓰레기는 전 세계에서 분리 배출하는 국가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등 몇 개국에 불과하나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소각, 매립 등 다양한 방

법으로 처리되어 왔음에도 이로 인한 토양의 오염, 온실가스 과다발생 등으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경제적 가치를 고려할 때 규제완화를 통한 

다양한 측면에서 주도적으로 시장을 이끄는데 있음.

 4. 개선효과

     가. 예산절감(연간 약11,793억원) → 수집운반 체계 개선효과 

     나. 국민 편익성 개선 → 즉시배출 즉시처리

     다. 수인성 질병으로부터 보호 → 장시간 보관에 따른 악취발생 등 문제점 해결 

     라. 온실가스 감축(115톤으로87%감축)

     마. 수출증대 및 신규고용창출(약20만명) → 수입대체효과

     바. 퇴비, 사료의 원료공급 → 100% 자원 재활용

Ⅳ. 조치(문제점 해결방안) 

    가. 음식물폐기물 건조방식 열원 연료화 추진

о매우 강력한 악취가 발생하고, 열량이 낮은(건조된 후의 열량 : 

3,000 ~3,500kcal/kg)하수 슬러지마저도 건조하여 연료로 사용하도

록 법제화 하면서도 하수슬러지 보다 훨씬 청결하고 열량이 높은

(4,000~4,500kcal/kg) 음식쓰레기 건조물을 에너지화 하는 것을 법

으로 금지 시크는 것은 모순이며 적폐임.

    나. 관련법규 정비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제10호  

            가목과 나목의 음식물류폐기물은 제외한다.라는 문구 삭제.

        (2)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1항 제2호에 다 목을 

          음식물류 폐기물을 건조 등의 방법으로 처리로 신설하여

          о정부정책에 부응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로 인하여 지출되는 예산을

            절감하고, 국민편익증대 및 자원의100% 재활용을 위하여 관련규정이

            조속히 정비되어환경 복지국가로 정착.

Ⅴ. 왜 조속히 추진하여야하나

   

   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기기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만드는

       기기로서 현재 일부에서는 짝퉁 기기 들이 생겨나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원조  

       제작자들은 규제로 막힌 창조적 기술들이 타국에서 도용될까 우려스러운 실정  



       이며

   나. 현재 일부 국가에서는 지속적으로 기술제휴를 요청하거나 독점계약을 원하는

       국가(다국적 기업)들이 늘어나는 추세로써

   다. 현재 각국의 공항에 기내식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를

       보더라도(영국히드로 공항설치) 향후 전 세계가 우리의 독점 주도형 시장으로서   

       제품의 다양화로 사전 포석함으로서 제2의 국가대표 수출상품으로서 자리 메김이  

       되도록 규제를 완화하여야 함은 물론 

   라. 외국보다 발달된 기술들이 규제로 인하여 오히려 역 수입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

       았 던 사례를 볼 때 정부 주도로 창조적 중소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여 고용   

       창출최우선 기업으로서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및 지원강화 등 조속한  

       조치가 필요함.

마. 음식쓰레기 건조물을 연료(열원)으로 허가 하여, 음식건조물을 연료로 하는 

열매체 보일러와 건조 감량기를 일체형으로 만들 경우의 국내외 시장의 규모

는 다음과 같음.

(1) 국내 : ① 공동주택(APT, 50만개동) : 50,000대(매출액 : 2조원)

② 감량화 사업장(58,000개소) : 50,000대(매출액 : 2조원)

합계 : 100,000대(매출액 : 4조원)

※ Life cycle(7년)기준 연간 생산수량 약 15,000대(연간 6,000억원)

(2) 해외수출(주로 OECD국가) : 연간 200,000대(약 10조원)

합계 : 연간 10조 6,000억원(215,000대)

바. 신규 고용창출 : 약 70,000명(현재 생산인원 1인당 연간 매출 1.5억원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