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및 정책건의
	ABSTRACT
	제1장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1.2 연구의 목적
	1.3 연구의 범위
	1.4 본 연구의 한계

	제2장 연구방법
	2.1 기존연구 및 계획의 분석
	2.2 배출량 분석
	2.3 배출특성 분석
	2.4 수집*운반 현황조사

	제3장 서울시 쓰레기 처리 관련 계획 및 연구의 분석
	3.1 종합적 연구 및 계획
	3.1.1 도시고형폐기물의 효과적 관리에 관한 연구
	3.1.2 MASTER PLAN AND FEASIBILITY STUDY ON SEOUL MUNICIPAL SOLID WASTE MANAGEMENT SYSTEM IN THE R.O.K
	3.1.3 서울시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3.1.4 쓰레기의 질적특성 및 처리방법에 관한 연구
	3.1.5 쓰레기 처리 기본계획 - 쓰레기 제로화 -
	3.1.6 환경개선 중기종합계획
	3.1.7 1993~2001 국가폐기물처리종합계획
	3.1.8 일반폐기물처리 기본계획
	3.1.9 일반폐기물 단계별 처리비용 및 환경미화원 적정과업량

	3.2 부문별 쓰레기처리관련 연구
	3.2.1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타당성 연구
	3.2.2 서울시 대형생활쓰레기 파쇄처리시설 타당성 연구

	3.3 자치구별 쓰레기처리관련 현황과 발생량
	3.3.1 자치구별 수거방식과 쓰레기 발생량
	3.3.2 자치구별 장래 쓰레기 발생량 추이와 처리계획

	3.4 연구 및 계획의 분석
	3.4.1 종합적 연구 및 계획의 분석과 향후 개선 방향
	3.4.2 자치구별 쓰레기 처리 계획의 분석


	제4장 서울의 쓰레기 배출특성
	4.1 서울의 기능집중과 배출원의 다양화
	4.2 자치구별 특성과 쓰레기 배출량과의 관계분석
	4.2.1 분석방법
	4.2.2 각 자치구의 특성과 쓰레기 발생량에 관한 분석
	4.2.3 자치구 쓰레기배출량 특성의 종합검토

	4.3 구별 쓰레기 배출특성 분석
	4.3.1 분석방법
	4.3.2 자치구별 쓰레기의 배출특성
	4.3.3 쓰레기 배출특성의 종합분석

	4.4 발생원별 쓰레기 배출특성
	4.4.1 서울시의 쓰레기 수집실적
	4.4.2 발생원별 배출특성


	제5장  수집*운반 현황
	5.1 조사방법
	5.1.1 수집*운반유형 조사
	5.1.2 현장조사

	5.2 수집*운반 유형의 분석
	5.2.1 순수상업지역
	5.2.2 아파트지역
	5.2.3 주상복합지역
	5.2.4 양호한 주거지역
	5.2.5 불량한 주거지역
	5.2.6 열악한 주거지역
	5.2.7 기타지역
	5.2.8 수집*운반의 난이도

	5.3 수집*운반단계 및 여건 분석
	5.3.1 쓰레기량, 도로여건, 수거속도와의 관계
	5.3.2 수집방법에 따른 수거속도
	5.3.3 수집*운반의 총시간 분석


	제6장 처리 및 관리를 위한 제언
	6.1 기본방향의 정립
	6.1.1 서울시 쓰레기처리의 문제점
	6.1.2 기본방향의 정립

	6.2 관리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
	6.2.1 장래 쓰레기배출양상 추정
	6.2.2 매립지의 이용기간 설정
	6.2.3 쓰레기 제어량 및 배분방안
	6.2.4 자치구와 특별시의 역할


	제7장 쓰레기관리계획의 기본흐름과 외국의 관리정책
	7.1 관리계획수립상의 기본구상
	7.1.1 시스템계획론에 의한 접근
	7.1.2 배출억제 및 재활용 증진계획
	7.1.3 중간처리계획
	7.1.4 수집*운반 계획

	7.2 각국의 폐기물 정책
	7.2.1 프랑스
	7.2.2 스위스
	7.2.3 독일
	7.2.4 덴마크
	7.2.5 미국
	7.2.6 일본


	제8장
	8.1 정책건의
	8.2 세부결과의 요약

	참고문헌
	부록
	부록1 각 자치구별 쓰레기 배출량 특성
	부록2 유사자치구를 묶기위한 통계처리 결과
	부록3 각 자치구의 쓰레기 반입량 및 이동평균
	부록4 장래 쓰레기발샹량 및 물리적 조성의 증가지표
	부록5 쓰레기의 물리적 조성과 관련된 물품의 소비추이
	부록6 서울시 쓰레기의 연차적 처리량
	부록7 쓰레기관련시설의 입지용역도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