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저귀의 환경부담 

이지현(서울환경연합 벌레먹은 사과팀 국장)

1. 들어가며

- 일회용 쓰레기문제는 현대사회의 여러 환경문제 중에서 가장 개선이 어려운 문제중의 하

나이다. 현대인의 생활방식이 점점 편리성을 추구하고생활여건이 이의 개선을 용이하게 하

지 않기 때문이다. 

- 현재 지구상의 원유의 매장량은 채 100년도 남지 않았다고 한다. 화석 연료 고갈로 인해 

에너지부족 시대가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사회는 각종 일회용품이 무분별하게 생산되고 사

용되는 일회용품 범람문화가 확산되어 가고 있다.

- 쓰레기배출량에 처리비용을 세금형태로 부과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이의 부담이 고스

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실질적으로 일회용 폐기물의 생산과 감소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 일회용 쓰레기 문제 중에서 매년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1) 처리방법도 개선되지 

않는 분야가 바로 일회용기저귀 문제이다. 다른 플라스틱 제품과 달리 일회용 기저귀는 전

혀 재이용 및 재활용 되지 않는 100% 일회용 제품이다. 일회용 기저귀는 매립지에서도 썩는

데 100여년 이상 걸린다는 보고가 있어 이는 매립지 재이용의 큰 걸림돌이며 갈수록 큰 사

회문제화 되고 있는 매립지 부족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또한 일회용 기저귀를 생산하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연간 10억 그루에 해당하는 나무들이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판매된 일회용기저귀는 무려 20억8천4백만개2) 이다. 1993년도

에 10억장의 일회용기저귀가 생산되었다고 하니 10년 동안 2배 이상 사용이 증가된 셈이다. 

- 물론 아직도 천 기저귀를 사용하는 가정이 있지만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 일회용기저귀 

특유의 편리성 등으로 인해 점점 그 사용비율이 낮아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일회용 사용비

율이 압도적으로 많아지고 있음에 주목한다. 

- 그 동안 환경단체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는 일회용기저귀와 집에서 세탁하는 천 기저귀 두 가지 밖에 없어 일회용이 아닌 천 기저

1) 연간 신생아 출산인구 기준으로 기저귀 착용인구는 90만 명이며 수도권에서만 30만 명에 이

른다. 업체자료에 의하면 연간 일회용기저귀 시장규모는 (추정 총판매액) 1998년 2,475억원, 

2000년 2,529억원, 2002년 2,720억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2)  이중 900만개는 외국에서 수입된 것이다.



귀를 사용할 경우 모든 노동부담이 주부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 또한 천과 일회용기저귀에 

대한 각종 평가가 경제적, 사회적, 보건적 분야에서 정성적인 차원의 우열 논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 2003년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협의회’의 ‘전국 소각장 ,매립장 성상 조사 발

표’에 따르면, 일회용 기저귀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회용 기저귀가 차지하는 비율이 70∼80%에 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회용 기저귀는 배설물이 함유된 채 젖은 상태로 반입되기 때문에 매립

지 안정화 저해 등 심각한 처리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는 내용이 그것이다.   

- 반면, 2001년부터 ‘천 기저귀 세탁, 대여업’이 등장하여 기저귀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게 새로운 변화가 생겼다. 천기저귀에도 일회용과 같은 편리성이 부여된 것이다. 

- 이에 (사)시민환경연구소와 서울환경연합이 공동으로 연구한「일회용 기저귀와 (대여) 천 

기저귀의 환경성 비교 연구」 및 서울환경연합과 서울시 녹색시민위원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기저귀 사용 실태 모니터」결과를 토대로 과연 우리가 어떤 기저귀를 선택하고 이를 보급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일회용 기저귀와 (대여) 천 기저귀의 환경성 비교 연구 

 

2-1 자료 수집 및 처리

2-１-1 일회용 기저귀 

 

2-１-１-1 데이터 수집업체 선정

- 2003년 현재 국내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Y업체와 1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진 P업체를 대상으로 데이터 수집

 

2-１-1-2 기능단위 : 5.87 개/일.인

2-１-1-3 전과정 4 단계별 투입산출물 11개 항목

- 원료단계 4항목 : 펄프 등 원료 

- 생산단계 4항목 : 전기, 용수, 폐수, 대기/수계/고형폐기물 

- 사용단계 1항목 : 연료(수송), 대기배출물(수송)

- 폐기단계 2항목 : 수송, 폐기물

2 -１-1-4 자료 수집 및 처리

- 사용 회수 : 1회

- 제품 중량 : 34.4g (업체 제출 가중평균제품 기준)

- 물질 조성 : 

흡수제펄프, PP(폴리프로필렌), PE(폴리에틸렌), 포장박스, 기타(접착제 등) 원자재로 구성



되어 있음.

PP와 PE 중 PP의 사용량이 훨씬 많은 반면 PP와 PE의 환경영향은 비슷하므로 데이터 처리시 

PP와 PE를 모두 PP(폴리프로필렌)로 처리하였으며, 이로 인한 결과값의 차이는 경미함.

대소변을 흡수하기 위해 사용되는 흡수재와 펄프의 양이 합산된 채로 수집되었기에 흡수재

와 펄프 합산량을 모두 펄프로 처리함.

기타 원자재의 경우 데이터의 미비로 인해 펄프로 가정하고 계산하였으며, 역시 이로 인한 

결과값의 차이는 경미함.

- 생산 공정 :

원부자재(원료) 수송공정 데이터 수집 제외

업체 제출자료를 기준으로 전기사용량, 용수 사용량, 폐수배출량, 폐기물 발생량 

계산

- 사용단계 : 

공장에서 대리점/대형매장까지의 수송거리를 편도 200km로 가정하고 연료사용량과 대기배출

물량을 고려. 대리점 및 대형매장에서 소비자까지 제품이 전달되기 위한 수송은 적절한 데

이터의 부재로 제외. 그 외 소비자 사용단계에서의 환경부하는 발생하는 않는다고 가정

- 폐기단계 : 

대소변이 포함된 제품 전량을 폐기물로 계산

일회용에 포함된 평균 대소변량은 문헌 자료의 경우 85g, 본 연구진의 135개 샘플 실측자료

의 경우 80.4g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실측자료 월령 4개월∼19개월까지의 유아가 사용한 

기저귀 135개를 수집, 측정한 무게 값을 산술평균 하여 얻은 값을 분석에 반영하였다. 

제품 폐기 후 전량 매립장으로 수송된다고 가정하였으며, 수송(거리 50km)에 대한 연료 사

용 및 대기배출물량을 고려함.

매립 후 제품에 포함된 대소변에 의한 침출수 및 매립가스 발생 등의 환경부하는 고려하지 

않았으며, 폐기제품 구성분 중 합성수지를 제외한 펄프류는 전량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된

다고 가정 실제 생활폐기물의 경우 약 15%정도가 소각되고 있으며, 일회용기저귀가 소각될 

경우 발생하는 대기배출물의 양은 합성수지의 연소 등으로 인해 더 증가할 소지가 있음. 또

한 매립시 메탄의 발생 및 잘 분해되지 않는 합성수지류의 매립으로 인한 매립지 수명 단축 

등의 환경영향은 본 연구에서 반영되지 않았기에 일회용기저귀의 폐기 시 환경영향은 실제

보다 낮게 평가되었다고 볼 수 있다.  

2-１-1-５ 데이터 결과값 : 일회용기저귀 1개 기준 

- 사용횟수 : 1회

- 중    량 : 34.4g

- 물질조성 : 

흡수제펄프 17.54g

폴리프로필렌11.35g

포장박스 3.78g

기타  1.72g

- 생산공정 : 

전기 0.007kwh

용수 56g



폐수 56g

폐기물 1.02g

- 사용단계 : 수송 0.0069 ton.km 

- 폐기단계 : 

폐기물 : 114.80g

수송 : 0.00574 ton.km

2-１-1-６ 상위흐름 데이터베이스연결

- 수집된 공정데이터 중 기술계에서 투입되는 전기, 경유, 각종 원료물질들의 데이터베이스

를 다음과 같이 연결

경유 : Idemat Idemat : 네덜란드 TU Delft 대학에서 작성한 데이터베이스 

(Diesel)

수송 : Idemat (13.8ton 트럭)

전기 : 산업자원부 산자부 : 우리나라 산업자원부에서 작성한 데이터베이스

폴리프로필렌 : Buwal Buwal : 스위스 연방환경산림국토청(Bundesamt fur 

Umweltschutz, Wald und Landsacpe)

펄프 : Buwal (Cellulose sulphate BCS)

골판지 : Buwal (Corrugated cardboard recycled fibers)

2-1-2 천 기저귀

2-1-2-1  데이터 수집업체 선정

- 2003년 현재 천 기저귀 대여업을 하고 있는 약 4~5개의 업체 중 2개 업체를 대상으로 데

이터 수집

2-1-２-2 기능단위 : 10개/일.인 

2-1-２-３ 전과정 4 단계별 투입산출물 11항목

- 원료단계 1항목 : 목화

- 생산단계 1항목 : 면직물생산(전기, 용수, 폐수, 대기/수계/고형폐기물)

- 사용단계3)  7항목 : 세제, 연료(세탁), 전기, 용수, 폐수, 연료(수송), 대기/수계/고형

폐기물

- 폐기단계 2항목: 수송, 폐기물

2-1-２-４자료 수집 및 처리

- 사용 회수 : 300회

- 제품 중량 : 110g (업체 제출 가중평균제품 기준)

3)  천 기저귀 사용단계에서 배변 시 내용물이 흘러나와 옷과 침구류를 세탁해야 하므로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요즘에는 천기저귀 사용 시 기저귀 카바를 별도로 착용

하여 내용물이 새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카바의 세탁은 기저귀 교체 시마다 매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가정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세탁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반영되지 못했다.



- 물질 조성 : 면 100%

- 생산 공정 : 면직물 생산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원용하여 계산

- 사용 단계 : 

세탁과정에서의 연료, 세제, 전기, 용수(헹굼 3회 기준), 포장재 사용량과 폐수발

생량 자료를 수집. 

세탁공장에서 대리점까지의 수송거리(150km)와 각 대리점에서 가정까지의수송거리

(60km)를 근거로 수송관련 연료 및 대기배출물량 계산

- 폐기 단계 : 

제품 전량이 폐기물로 발생한다고 가정4)하였으며 단, 제품 1개당 사용횟수가 300회이므로 

폐기단계에서의 폐기물 발생량은 제품 1개 중량÷300으로 처리함.

수송(거리 50km)에 대한 연료 사용 및 대기배출물량을 고려함.

매립 후 폐기제품은 전량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된다고 가정

2-1-2-5 데이터 결과값 : 천 기저귀 1개 1회 사용 기준 공정데이터

- 사용횟수 : 300회

- 중    량 : 110g

- 물질조성 : 면 110g

- 세탁공정 : 

용수 1,987g (헹굼 3회)

폐수 1,987g

세제 0.187g

전기 0.0156kwh

연료 0.0104g

포장재 폴리프로필렌 0.015g

- 수송공정 : 0.075 ton.km 

- 폐기단계 : 

폐기물 0.38g 

수송 0.0000191 ton.km

2-1-２-５ 상위흐름 데이터베이스연결

- 수집된 공정데이터 중 기술계에서 투입되는 전기, 경유, 각종 원료 물질들의 데이터베이

스를 다음과 같이 연결

- 계면활성제인 LAS는 세제에 일부 포함되나, 본 연구에서는 세제 전량이 LAS라고 가정하였

으며, 이는 세제로 인한 환경영향이 실제보다 더 크게 나타날 소지가 있음

경유 : Idemat (Diesel)

수송 : Idemat (13.8ton 트럭)

전기 : 산업자원부

4) 실제 천 기저귀 사용 시 300여 회의 반복사용으로 닳게 되어 중량이 낮아지나 실측자료의 

미비로 이 부분은 본 연구에서 반영되지 못함. 또한 용도폐기 후에 행주나 걸레 등 다른 용도로 

재이용될 가능성이 많으나 역시 자료미비로 본 연구에서 고려되지 않음. 따라서 이 부분은 일회

용 기저귀와의 비교연구에서 천 기저귀의 환경영향이 실제보다 높게 평가될 소지가 있음.  



폴리프로필렌 : Buwal

천 : Buwal(Cotton fabric)

        세제 : 환경부 환경부 : 우리나라 환경부에서 작성한 데이터베이스(LAS)

2-2.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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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기저귀(대여) 환경성 우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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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기저귀 환경성 우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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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발생량

[kg/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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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 천기저귀 10개/day���
일회용기저귀 5.87개/day

- 제품의 동일한 기능과 전과정을 고려하여 일회용기저귀와 천 기저귀의 주요 투입산출물량

을 종합한 결과, (대여) 천기저귀가 일회용 기저귀에 비해 주요5개 비교항목중 4개 항목에

서 환경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회용기저귀는 폐수발생량 1개 분야에서만 환경적

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원료사용 측면은 일회용기저귀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회용 기저귀의 경우 펄프의 원료가 되는 목재 사용량은 일일 약 249g이고 화석연료 사용

량은 일일 144g(천 기저귀의 2.3배)였다.

- 전과정에 걸친 일회용기저귀의 일일 폐기물 발생량은 703g/일(문헌조사 결과를 대입했을 

경우는 730g/일로 더욱 증가)로서 천기저귀에 비해 무려 10.2배에 달하는 폐기물이 발생하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지구온난화의 원인물질로 주목받고 있는 이산화탄소 발생량도 천 기저귀 대비 3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폐수의 경우는 천 기저귀에 의한 발생량이 더 많았으며(일회용기저귀 대비 1.9배), 

일회용기저귀는 사용단계에서는 폐수가 발생하지 않지만, 원료인 펄프 생산단계에서 발생하

는 폐수의 양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기저귀 사용 실태 모니터 

하지만, 아기 엄마들은 ‘환경을 살리자’는 대의만으로는 자신의 수고로움을 감당하면서까

지 환경을 살리는 이 큰 일에 쉽게 동참하기 어려웠다. 이에 올해는 엄마들의 직접적인 의

견과 선택을 묻기로 결정, 총 107명의 아기 엄마들을 모집, 직접 천기저귀와 일회용 기저귀

를 사용하며 환경 뿐 아니라 경제적, 보건적 실태를 실질적으로 엄마의 눈으로 점검해 보는 

기저귀 모니터 활동을 전개하였다. 

3-1. 모니터 개요 

3-1-1. 기간 : 천기저귀와 일회용 기저귀를 각각 한 달간 사용

3-1-2. 기저귀 사용 형태 

  - 일회용 기저귀는 각자 집에서 사용하던 기저귀를 사용

  - 천기저귀는 사용가구 중 74%는 집에서 직접 빨아서 이용, 나머지 26%는 대여 기저귀를 

이용

    대여 기저귀 회사는 지역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배분

    (참여업체 - 서울·경기 : (주)아기즈, 베이비아트 / 대전·충남 - 아가야 / 부산·경남 - 

포베베 / 대구·경북 - 맘이야기 등 5개 업체)

3-1-3. 주요 비교 항목 

- 사용 개수 : 각각 한 달간 사용한 개수를 체크하며, 모니터 결과에는 평균으로 반영

- 짓무름 정도 : 각각 한 달간 사용하면서 아기 엉덩이가 짓무른 횟수를 체크

- 쓰레기 발생량 : 각각 한 달간 사용하면서 발생한 생활쓰레기를 체크

- 이후 선택 : 두 달간의 모니터 후, 앞으로 어떤 기저귀를 주로 사용할 것인지 체크

- 선택 이유 : 각각의 기저귀 선택 이유를 체크

3-2. 결과 

항목 항목 세부 내용
결과 

일회용기저귀  천기저귀 비교 

사용갯수 일평균 사용량 7.9 개 10.8 개 -1.4배 

짓무름 정도 월평균 짓무른 횟수 5.7 회 2회 2.9배

쓰레기 발생량 월평균 쓰레기 발생량 102.3리터 42.9리터 2.4배 

이후 선택 모니터 이후 기저귀 선택 23% 77% 3.3배 



일회용기저귀와 천기저귀 모니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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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흡수력, 짓무르는 아기엉덩이 

  일회용 기저귀의 흡수력은 뛰어났지만, 그만큼 아기 엉덩이는 짓물렀습니다. 이는 분비물

이 묻은 기저귀를 오래 착용하면서, 분비물이 아기 엉덩이를 자극시켜 짓무르게 하는 것으

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플라스틱 화학성분인 일회용 기저귀가 순 면 기저귀보다 통기성이 

떨어지는 것도 지적되었습니다. 

- 일회용 기저귀, 무려 2.4배의 생활쓰레기 발생 

  일회용 기저귀를 쓴 기간동안 천기저귀를 쓴 기간보다 무려 2.4배의 생활 쓰레기가 발생

되었습니다. 이번 모니터 참가자들은 늘 생각 없이 버려오던 생활 쓰레기의 실태를 비교 점

검함으로써, 기저귀가 발생시키는 쓰레기량에  놀라워했습니다. 

- 아기 키우는 엄마들, 모니터 이후 77%가 천기저귀 선호 

  기저귀 모니터에 참여한 엄마들은 대부분 천기저귀를 ‘막연한 부담감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말하며, 직접 모니터를 통해 천기저귀를 사용해본 결과, 77%가 ‘아기에게도 

좋고, 환경에도 좋은’ 천귀저귀를 선호하였습니다. 이의 주된 이유로는 36%가 건강상의 이

유로 가장 높았으며, 쓰레기 감량이라는 환경적인 이유도 32%, 경제적인 이유(일회용기저귀 

구입비, 종량제 봉투 구입비)도 23% 였습니다. 

시계방향으로 1- 짓무름 2-가려움 3- 정서적 친밀감 4-쓰레기 발생 5- 경제적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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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회용 기저귀의 폐기물 부담금 

1992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된 폐기물 부담금제는 특정

대기·수질유해물질 또는 특정유독물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재료·용기의 

처리를 위하여 그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 오염자 부담원칙에 의거하

여 도입되었다.  

부과대상은 재활용과 관리가 어려운 품목들인데, 2001년 현재 ① 유리병·금속캔 또는 플라

스틱용기를 사용하는 살충제·유독물제품 ② 유리병·금속용기 또는 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화장품 ③ 복합재료용기를 사용하는 과자제품 ④ 리튬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등의 전지류 

⑤ 부동액 ⑥ 형광등 ⑦ 껌 ⑧ 1회용기저귀 ⑨ 합성수지 ⑩ 제조담배 등 10개 품목이다. 부

탄가스용기도 부과대상이었으나 98년부터 폐기물예치금 대상품목으로 전환하였다.

요율은 껌과 합성수지를 제외한 모든 품목은 종량세(從量稅)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

으로 껌과 합성수지에는 각각 판매가의 0.27%, 0.35~0.7%의 종가세(從價稅) 성격의 부담금

이 부과되고 있고, 이 밖에는 살충제용기에 개당 7∼16원, 유독물제품용기에 6∼11원, 화장

품용기에 0.7∼8원 등 종량세 성격의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 1996년에는 요율체계를 개선

하여 유독물용기·화장품용기·전지·부동액·형광등·1회용기저귀 등에 대한 요율을 상향조정하

였다. 

징수된 부담금은 폐기물예치금과 함께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되어 ① 재활용가능자원의 

구입 및 비축 ② 폐기물예치금의 환급 ③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의 설치와 그에 대한 지원 ④ 폐기물의 효율적 재활용과 감량화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폐기물회수 및 재활용비용의 지원 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등에 사용된다. 

일회용 기저귀의 폐기물 부담금 납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일회용 기저귀의 폐기물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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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천기저귀를 줄이기 위한 정책 방향 제안 

- 저출산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육아비 및 물품 지원 등의 사업

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는 기저귀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중이

다. 이 때 환경도 살리고 육아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천 기저귀’로 지원하는 방향을 제



안한다. 

- 어린이집, 산후 조리원 등 대형 육아시설에서 천기저귀를 사용할 경우 일정정도 세제 혜

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폐기물 부담금 인상으로 일정정도 업체 부담을 증가시킨다. 

- 거두어들인 폐기물 부담금으로 현재 열악한 천기저귀 대여업 육성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