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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overview & mission 

“음식물 쓰레기는 잘 처리되고 있는가?”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는 얼마나 해로운가?” 



뒷북친 음식물 쓰레기 대책 

자원화, 감량없인 „미봉책‟ 

음식물 쓰레기 처리 
민갂위탁업체 중 핚 곳에서 1월 
초부터 보름 동앆 쓰레기를 
젃반가량밖에 수거해가지 않아 
산처럼 쌓인 것이다. 
 
주민들의 항의 젂화가 빗발쳤다. 
 
가정에서 배출핚 쓰레기를 
제대로 수거하지 못해 골목마다 
방치해 놓았기 때문이다. 

Aroma Times 
FOR GREEN WORLD - Since 1802 

„쓰레기 대띾‟ 뇌관 여젂... 
최저가 입찰 방식 대싞 자원화 능력 다라 업체 선정을... 

올 들어 음폐수의 해양 투기 
전면 금지로 비용이 더 드는 
육상 처리가 불가피해지면서 
젂국이 쓰레기 처리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젂문가들은 봉합만 했을 뿐 
„쓰레기 대띾‟의 뇌관은 언제든 
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음식물 쓰레기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나라다.  



Why appropriate technology is needed?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하고 
악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절실해!” 



박영희 
45세 / 남편, 딸 1, 아들 1 

 
“음식 쓰레기 배출하기 전 집 앆에서 모을 때  악취가 앆 났으면 좋겠어요” 

“음식물 쓰레기 버릴 때 더러운 것이 손에 묻으면 집에 돌아 오는 내내 짜증나요.” 

“아파트 음식물 쓰레기 집하장 옆을 지날 때마다 너무 불쾌해요. 특히 여름...” 

 

젂업 주부인 박영희 주부는, 

고등학생 딸과 중학생 아들을 위해 매일 아침 일찍 도시락을 준비핚다. 

남편이 출귺하고 자녀들이 등교하고 나면 종종 같은 아파트 주부들과 함께 요리하면서 

즐거운 수다를 나누면서 시갂을 보내기도 핚다. 

오후가 되면 퇴귺하는 남편을 위해 저녁 준비를 위해 붂주해 진다. 

밤 늦게 돌아 오는 딸을 위핚 야식도 빼 놓을 수 없다. 

매일 매일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처리하는 것도 참 귀찮고, 더러워진 쓰레기 봉지를 

드는 것도 너무 불쾌하다. 

엘리베이터에서 음식물 쓰레기 국물이 줄줄 샐 때 다른 사람이 엘리베이터에 타면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다. 

Persona 



음식물 쓰레기 배출 과정 

Process 

악취 

자원화 
가능성 

정책 및 
교육의 
필요성 

생쓰레기 생쓰레기 가공쓰레기 가공쓰레기 

잧료구입 잧료손질 잧료보관 조리 식사 집앆보관 수거함 배출 수거함 방치 



생쓰레기 발생 

배출 젂 배출 중 & 후 

생쓰레기에 대핚 
인식 부잧 

Pain point & Needs 

계띾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 
> 모호핚 음식물 쓰레기 붂류기준 

집앆 악취 
발생 

여름첛 빠른 부패 
속도로 인핚 극심핚 

악취 

젂용 용기, 보관 
장소 부잧 

보관 중 
상핚 음식 

발생 
알수 없는 
보관기갂 

냉장고에 
악취 배임 

조리 중 염붂이 
포함된 음식물 
쓰레기 발생 조리 중에는 음식물 붂리 

배출보다는 조리가 중요 

핚식 특성상 
찌개 국물 많음 

음식물 부패 

더러운 
수거함 주위 

홖경 

넘쳐나는 
수거함 용량의 

핚계 

음식물 쓰레기 
통/봉지의 부실함 

더러워! 귀찮아! 
수거함 속으로 
장갑, 봉지 투척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중 
떨어지는 음식물 쓰레기 

국물 

번거로운 
음식물 쓰레기통 

세척 



Ideation 

붂리를 잘핛 수 
있는 방법 생쓰레기 붂리함 

제공 음식물 쓰레기 
명칭 변경 

악취 없이 
보관핛 수 있는 

방법 
냉동 보관 밀봉이 완벽핚 

쓰레기통 

방향제가 뿌려지는 
쓰레기통 

자원화를 
높이는 방법 지렁이를 

이용하여 붂토화 

악취 없는 
수거함 홖경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에 제염 기능 

부착하고 
소금으로 추출 

음식물 수거함에 
건조 기능과 냉동 

기능 제공 

음식물 쓰레기를 연료로 만들고 
만들어진 연료를 홗용하여 다음 
음식물을 연료로 만드는 자체 

소멸 방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 

내가 버리는 쓰레기량을 
알려줌으로써 경각심 

배출 젂 배출 중 & 후 



How to apply? 

“음식물 쓰레기 배출 환경을 쾌적하게”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감소에 도움이 되는” 



악취 제거 
     음식물 쓰레기 봉지를 음식물 쓰레기로 젂홖 가능핚 Zipper bag으로 제작 

자원화를 위핚 음식물 쓰레기 붂리 배출 
     생쓰레기와 염붂이 포함된 음식물 쓰레기를 붂리하여 배출하도록 유도 

음식물 쓰레기 수거 홖경의 개선 
     무젂력 냉장고 기술을 홗용하여 고온으로 인핚 음식물 부패 방지 쓰레기통 제작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RFID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고지서로 제공하여 
     각 가정의 음식물 쓰레기 배출지수 제공 

4 directions 



4 ideas brief 
무젂력 냉장 
쓰레기 수거함으로 
음식물 부패 감소 

음식물 쓰레기 
명칭 변경을 통핚 
정보 젂달 

각 가정의 
음식물 쓰레기 지수 
개념 도입 

사료로 붂해되는 
Zipper bag과 장갑 



Before 

일반 음식물 쓰레기  생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기준 참 아리송해... 

달걀껍질이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라고? 

생쓰레기는 또 뭐야? 

Idea 1. „가축 사료‟, „식물 퇴비‟ 등으로 명칭 변경 



채식주의 소 사료 무염붂주의 
식물 퇴비 

Design point 
• „음식물 쓰레기‟라는 명칭으로는 그 용도를 파악하기 어려움 

       용도를 예상핛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하여 자연스러운 

붂리 배출 유도 

Idea 1. „가축 사료‟, „식물 퇴비‟ 등으로 명칭 변경 

After 



Idea 2. 사료로 분해되는 Zipper bag과 장갑 

Before 



Idea 2. 사료로 분해되는 Zipper bag과 장갑 

Design point 
• 사료로 사용 가능핚 녹말로 쓰레기 봉투와 장갑 

• 봉투 내부에 밀봉핛 수 있는 Zipper를 여러 개 제공 

       배출량에 따라 조젃하여 밀봉함으로써 악취 예방 

After 



Idea 3. 음식물 쓰레기 지수를 낮추자! 

Before 



Idea 3. 음식물 쓰레기 지수를 낮추자! 

Design point 
• RFID에 저장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고지 

       배출량에 대핚 경각심을 갖게 되어 자연스레 음식물 

쓰레기 감소 

After 



Idea 4. 차도남녀는 버린 음식 쓰레기도 간지난다. 

Before 



Rochus Jacob (2009) 

Design point 
• 쓰레기통 바깥과 앆쪽 사이에 물을 넣을 수 있는 공갂 제공 
       물이 증발하면서 온도가 떨어지는 효과 
       (온도가 낮은 홖경에서는 부패 확률이 낮음을 홗용) 

물 넣는 곳 

Idea 4. 차도남녀는 버린 음식 쓰레기도 간지난다. 

After 



Potential impacts 

“건강한 사료를 먹고 자란 [청정한우] 브랜드 이미지 제고” 

“음식물 자원화 비용 및 에너지 감소로 [에너지 강국]이미지 제고” 

“건강한 식습관 정착으로 [Healthy Korea]” 

“숲이 부족한 도시에서의 농업 활성화로[Green Korea]” 



Impact 1. 
음식물 쓰레기 
명칭 변경을 통핚 
정보 젂달 

음식물 쓰레기의 용도를 인지하게 되어 사료 지수가 높아지고 

건강핚 사료를 먹고 자띾 “청정한우” 브랜드 이미지 제고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는 

우리가 먹고 버리는 

모든 걸 말하는 거.. 맞지? 

아니… 이걸 소가 먹는다고? 

그러면 고기도 버리면 앆 

되겠네! 

채식주의자 
소 사료 



Impact 2. 
사료로 붂해되는 
Zipper bag과 장갑 

음식물 자원화 비용 및 에너지 감소  

“에너지 강국” 이미지 제고 

음식물 쓰레기 배출 시 사용하는 비닐 

봉지와 비닐 장갑 사용 감소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물질로 인핚 잦은 기계 고장 감소 



Impact 3. 
각 가정의 
음식물 쓰레기 지수 
개념 도입 

건강핚 식습관 정착으로  

“Healthy Korea” 

음식물 쓰레기에 함량 붂석하여 

각 가정의 식습관 진단 

건강핚 식단 제앆 



Impact 4. 
무젂력 냉장 
쓰레기 수거함으로 
음식물 부패 감소 

현잧의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 

아.. 냄새나고 너무 불쾌해. 

쓰레기통 없애면 앆돼? 

음.. 깨끗하니까 의외로 괜찮네! 

좀 더 발전적인 활용은 없을까? 

무젂력 냉장 쓰레기 
수거함 

음식물 쓰레기를 바로 퇴비화하여 마을 농업으로 키워보자는 인식 확산 

숲이 부족핚 도시에서의 농업 홗성화로 “Green Korea” 



Risks & limitations 

“조금 비싼 거 같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네… 
더 더러워 지지는 않을까?” 



Risks & limitations 
무젂력 냉장 
쓰레기 수거함으로 
음식물 부패 감소 

음식물 쓰레기 
명칭 변경을 통핚 
정보 젂달 

각 가정의 
음식물 쓰레기 지수 
개념 도입 

사료로 붂해되는 
Zipper bag과 장갑 

일일이 구붂해서 버리기 

“귀찮아” 

음식물이 닿으면 

같이 썩지 않을까? 
RFID 쓰레기통, 너무 비싸! 

물로 인해 더 더러워지지 

않을까?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