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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자료를 광범위하게 분석하여 기저귀 재활용의 사업화 타당성을 조사하였다. 네덜란드의 Knowaste사는 사

용후 기저귀에 포함되어 있는 펄프와 합성수지를 분리하여 펄프와 플라스틱, 고분자 흡수물질 (Super Absorbing Polymer: SAP)로

분리하는 재활용 기술로 사업을 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 사업화가 진행되고 있는 기술은 사용전 기저귀 공정 스크랩중의 펄프와

합성수지, SAP 등이 혼합된 상태로 고형연료, 컨테이너 적재용 보드, 자동차 시트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재활용에 국한되어 있다.

국내의 사용후 기저귀 재활용 경제성 분석에 관한 선행 연구 결과는 서로 상반되는 결론을 내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사용전 기

저귀 폐기물은 상당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사용전 기저귀를 포함한 폐기저귀 재활용 기술 개

발과 정책적 지원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에 한발 더 근접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사용후 기저귀 폐기물, 사용전 기저귀 폐기물, 경제성, 재활용, 폐기물부담금

Abstract

 An extensive literature survey and personal communication with relevant experts made it possible to understand economic

and technical feasibility of disposable diaper recycling. Commercial level of soiled diaper recycling technology is currently avail-

able from a Dutch company, Knowaste Co., who owns a proprietary separation technology of the pulps, plastics and super

absorbing polymer (SAP). In Korea, on the other hand, pre-consumer diaper recycling technology without material separation

at its infancy converts manufacturing scraps into refuse plastic fuel (RPF), container/truck cargo boards or automobile boards/

sheets. Although previous studies on feasibility of post-consumer recycling in Korea showed mutually contradictory implication,

it was found out in this research that significantly positive economic feasibility can be obtained with pre-consumer diaper recy-

cling. Subsequent recycling R&D including pre-consumer scrap and policy support may expedite 'Establishment of Sustainabl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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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일회용 기저귀는 환경부의 일회용품 사용 억제 정책

에도 불구하고 천 기저귀 보다 편리하고 청결하기 때문

에 그 사용량이 감소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환경부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2011년 1년 동안 약 22억7천4백

만 개의 기저귀가 사용되었으며 그 처리비용으로 약

352억 원이 소요되었다1). 기저귀 폐기물은 재활용이 곤

란하여 개당 5.5원의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연

평균 약 64억 7천만 원이 징수되었다2,3). 이러한 양상

은 간편함을 추구하는 생활 패턴과 주부의 사회진출 증

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아용 기저귀뿐만 아니라 성인용 기저귀, 여

성용 위생용품, 동물용 기저귀의 수요증가 추세까지 고

려한다면 향후 일회용 기저귀 폐기물의 발생량은 더 많

아질 것으로 판단된다.4)

현재 자원 확보를 위한 국제적 갈등이 심화되고 자원

재활용에 대한 범세계적 관심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선진국에서는 자원순환형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자원 순환율을

높일 목적으로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을 2014년 7월

부터 시행하고 있다. 

기저귀 폐기물의 재활용은 사용전 기저귀 폐기물 재

활용과 사용후 기저귀 폐기물 재활용으로 구분할 수 있

다. 사용전 기저귀 폐기물이란 기저귀 제조이나 유통 공

정에서 발생하는 스크랩 (scrap)으로 분뇨로 오염되지

않은 상태를 말하고, 사용후 기저귀 폐기물이란 소비자

가 구입 후 사용하고 버린 분뇨나 물티슈와 같은 이물

질이 포함되어 있는 폐기물을 의미한다.

일회용 기저귀 폐기물의 구성비는 사용전 폐기물의

경우 펄프 68%, 합성수지 32%이고, 사용후 폐기물은

수분 55%. 고형물 32%, 펄프와 합성수지 13%이다1).

사용후 기저귀 폐기물의 구성 물질을 분리할 수 있는

기술을 상용화하여 재활용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네덜

란드의 Knowaste 社에서 사용후 기저귀 폐기물을 재활

용할 때에 폐수 50%, 펄프 25%, 플라스틱 12%, 폐기

물 7%, SAP (Super Absorbing Polymer-고분자흡수물

질) 6%로 분리된다.5) 이처럼 기저귀 폐기물의 재활용

은 펄프, 플라스틱, SAP, 폐수를 각각의 성분별로 분리

하여 재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해외에서도 기저귀 재활용의 사업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외에서의 기저귀 재활용 사례를 살펴

보면, Knowaste 社에서는 폐 기저귀 중 펄프와 합성수

지를 분리하여 재활용 펄프와 플라스틱을 생산하고 있

으며, 특별한 화학물질을 투입하여 펄프로부터 SAP을

분리하는 핵심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독일, 벨기에, 일

본, 영국 등에서도 사용후 기저귀를 수거하여 재활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높은 특허 비용과 재활용 시

스템 구축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국내 기업의 사용후 기저귀 폐기물을 재활용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5).

네덜란드의 Knowaste 社가 보유하고 있는 기저귀

폐기물을 재활용의 핵심기술은 펄프와 섞여있는 SAP

은 자체 무게의 수백 배 이상 물을 흡수하게 되어 젤

형태로 변화하는데 이때에 펄프와 함께 엉기게 되는

펄프와 합성수지를 분리해 내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

의 경우에는 기저귀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공정 폐

기물만을 재활용하고 있는 국내 R사는 성분 별로 분

리하지 않고 직접 새로운 제품의 원료로 재활용하고

있다. 현재의 국내 기술 수준은 사용전 기저귀 폐기물

뿐만 아니라 사용후 기저귀 재활용에 필요한 분리기술

개발에도 성공하여 사업화에 필요조건은 갖춘 상태이

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사용전 뿐만 아니라 사용후의

기저귀 폐기물 재활용 사업화를 위한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2. 연구방법

기저귀 폐기물 재활용의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조사하였다. 기저귀 폐기물 재활용의

경제성 분석에 대하여 국내 연구는 많지 않으나, 사용

후 기저귀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연구로서 대표적으로

한국환경공단 (2006)의 연구와 이를 검토한 은수미 국

회의원 (2012)의 연구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연구 결과를 사용후 기저귀의 경제

성 평가로 하였고, 사용전 기저귀 폐기물 재활용은 현

재 재활용을 하고 있는 국내 업체인 R사의 자료를 바

탕으로 조사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사용전/후를 통합적

으로 고려하여 기저귀 폐기물 재활용의 경제적 타당성

을 연구하였다. 사용후 기저귀 폐기물의 경우 한국환경

공단(2006)의 연구에서는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

반면 은수미 국회의원(2012)의 연구에서는 다양한 조건

의 시나리오에 따라 기저귀 재활용 경제성 결과가 다르

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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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3.1. 사용후 기저귀 폐기물 재활용 경제성 분석 선행

연구 분석

3.1.1. 일회용 기저귀 재활용 방안 연구

한국환경공단의 연구에서는 시범사업을 염두에 두고

일회용 기저귀 타당성과 효과 분석을 주요 목적으로 하

였기 때문에 가장 작은 규모인 연간 4천 톤의 설비를

설치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였다. 기저귀 재활용과 관련

되는 비용에는 시설설치비, 시설운영비, 수거/운반비로

구분된다. 시설설치비에는 토지비와 설비비가 해당되며,

감가상각을 시범사업기간인 3년으로 제한하였다. 시설

운영비는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으며,

산정을 위해서 네덜란드의 Knowaste 社에서 보낸 운영

비를 토대로 환경자원공사에서 운영하였던 폐비닐 재활

용공장의 운영비를 톤당 비용으로 환산하여 적용하였다.

수거/운반비는 전국평균 수거/운반비(112,641원/톤)를 적

용하여 계산하였다. 편익의 경우 재활용 가능한 펄프와

플라스틱 원료의 판매수익과 폐기물부담금 절감, 매립

비, 수거/운반비의 절약 비용을 산정했다. 이를 통해 사

업주체 후보별 비용과 편익을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 사

용후 기저귀 폐기물 재활용의 경제성은 없는 것으로 도

출되었다. 이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3.1.2. 일회용 기저귀 재활용 방안 연구 검토보고서

은수미 국회의원 (2012)의 연구에서는 한국환경공단

(2006)의 경제성 분석연구를 바탕으로 계산 오류와 조

건 설정을 추가적으로 보완하여 일회용 기저귀의 재활

용의 경제성을 재분석하였다. 재활용 시설 규모는 네덜

란드의 Knowaste 社에서 제시한 재생 펄프와 재생 플

라스틱의 품질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최적 설비

규모인 연간 3만 톤 규모를 기준으로 매립과 소각의 비

Table 1. Cost/Benefit analysis by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in 2006         (Unit : one hundred million KRW)

Classification Items
Local 

Government
Producer

Private 

contractors
Condition

Cost

Facility construction

costs
5.7 5.7 5.7

4,000 Ton capacity

3 year depreciation

0% discount rate

Facility operating costs 13 13 13 Operating cost for plastic recyclingb)

Collection/Transportation costs 4.5 4.5 4.5 National average of collection/transportationc)

Total cost 23.2 23.2 23.2

Benefit

Collection/Transportation National average of collection/transportationc)

Pulp - - - Volume of recycled pulp recoveredd)

Plastics 1 1 1 Volume of recycled pulp recoverede)

Landfill diversion 1.1 - - Fees for waste collection bagf) 200 KRW

Collection/Transportation costs 4.5 - - 100% Landfill

Environmental tax 0.5 0.5 - 1.2 KRW/padg)

Total benefit 7.1 1.5 1

Total benefit - cost -16.1 -21.7 -22.2

a)3 hundred million KRW for site acquisition and 14 hundred million KRW for facility installation
b)Operating cost of plastic recycling plant operated by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is applied : KRW329,075/ton 
c)National average of collection/transportation provided by Ministry of Environment is applied: KRW112,641/ton
d)Knowaste company data are applied: Capacity (4,000 ton), Weight of soiled diaper (100 g), Weight of unused diaper (30 g), Weight

% of pulp (38%), Pulp loss (40%), Price of recycled pulp (KRW230,000/ton)
e)Knowaste company data are applied: Capacity (4,000ton), Weight of soiled diaper (100 g), Weight of unused diaper (30 g), Weight %

of plastics (32%), plastics loss (25%), Price of recycled plastics (KRW300,000/ton) 
f)Environmental tax as of 2005 is applied.5)

g)Based on the assumption that 30 soiled diapers are contained in waste collection bag. Price of the waste collection bag of Sungbuk

District in 2005 is ap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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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적용하여 비용/편익을 분석하였다. 또한 다양한 조건

에서의 사용후 기저귀 폐기물 재활용을 분석하였다. 3

가지의 기저귀폐기물 중량(80g, 100g, 150g)과 2가지의

감가삼각(10년, 20년), 2가지의 할인율(5.5%, 7.5%)을

적용하여 시나리오를 도출하여 각각의 경제성을 산출하

였으며, 사업의 주체를 정부로 삼아 사회적 편익까지 고

려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산출 된 사용후 기저귀 폐

기물 재활용의 비용과 편익의 근거는 Table 2에 나타내

었다. 

비용과 편익을 비교해 보면, 설정한 조건의 시나리오

에 따라서 사용후 기저귀 폐기물 재활용의 경제성 여부

가 다르게 도출되었다. 다양한 시나리오 중에서 한국환

경공단의 기저귀 폐기물 중량 100 g을 기준으로 도출한

결과만을 Table 3에 나타내었다. 이 외에 기저귀 폐기

물 재활용의 중량(80g, 100g, 150g)과 감가상각(10년/

20년), 할인율이 다른 조건에 따른 경제성 평가 결과는

은수미 국회의원 (2012)의 연구(p. 27)에 자세히 산출되

어있다.

Table 2. Cost/Benefit analysis by National Congress in 2012

Classification Items Conditions

Cost
Direct cost

Facility construction costs

30,000 Ton capacitya)

10 year depreciation

7.5% discount rate

Facility operating cost Government procurementb)

Collection/Transportation costs National average of collection/transportationc)

Social cost Social impact Limitationd)

Benefit

Business profit
Pulp Recycled pulp recovered from soiled diaperse)

Plastics Recycled plastics recovered from soiled diapersf)

Social profit

Environmental cost when 

landfilled
Soil and underground water pollution of hazardous heavy metalsg)

Environmental cost when 

incinerated
Soil and underground water pollution of hazardous heavy metalsg)

Energy consumption Reduction of energy consumption by using recycled plasticsh)

Resources consumption Reduction of virgin pulp consumption by using recycled pulpi)

Others

Collection bag saving Fees for waste collection bagf) 200 KRW

Landfill cost saving Landfill ratio of soiled diapers in 2005 (63%)j)

Incineration cost saving Incineration ratio of soiled diapers in 2005 (37%)j)

Environmental tax
Quantity of soiled diaper discharged (300,000,000) x

 Environmental tax (KRW1.2)

a)Optimal capacity suggested by Knowaste company
b)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data (2006): 98,642 KRW/ton
c)Ministry of Environment data (2005): 112,641KRW/ton
d)Limitation due to data gap
e)Knowaste company data are applied: Capacity (30,000 ton), Weight of soiled diaper (100 g), Weight of unused diaper (30 g), Weight

% of pulp (40%), Pulp loss (40%), Price of recycled pulp (KRW230,000/ton)
f)Knowaste company data are applied: Capacity (30,000ton), Weight of soiled diaper (100 g), Weight of unused diaper (30 g), Weight

% of plastics (32%), Pulp loss (25%), Price of recycled plastics (KRW300,000/ton)
g)Data from Tellus Institute(1991),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2002) 
h)Combined data from energy consumption and energy unit price of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2002)
i)Estimated data from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200) and Korea Forest Research Institute (2004)
g)Based on the assumption that 27 soiled diapers are contained in waste collection bag. Price of the waste collection bag of Sungbuk

District in 2005 is applied.
k)National average landfill cost (KRW27,930) and incineration (KRW116,179) is applied.
l)Environmental tax rate of 2005 is ap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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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선행 연구의 조건은 Table 4에 비교하여 나타내

었다. 

3.2. 사용전 기저귀 폐기물 재활용 경제성 분석

3.2.1. 사용전 기저귀 폐기물 재활용 기술

국내 R사는 기저귀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스크랩

(scrap)인 사용전 기저귀 폐기물을 펄프와 합성수지,

SAP 등으로 분리해 내지 않고 혼합 성분 상태로 다양

한 제품을 생산하는 재활용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성

분을 분리하지 않는 재활용 기술 특성상 기존 재활용

공정에서 손실되었던 펄프와 플라스틱의 비율이 대폭

낮아졌다. 한국환경공단과 은수미 국회의원의 연구결과

에 따르면 공정 중 손실되는 펄프가 40%, 플라스틱이

25% 이었으나, 국내 R사의 경우는 펄프만 약 5%정도

손실된다6). R사의 재활용 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한 첫

번째 제품은 고형원료 (RDF, Refuse Plastic Fuel)로서

Fig. 1에 나타내었다. 사용전 기저귀 스크랩으로 생산한

이 고형연료는 종이와 합성수지가 함께 있는 기저귀의

특성상 발열량이 높아 종이만으로는 연소시 가연물이

빨리 타버려 불꽃이 쉽게 꺼지는 특성이 있지만 합성수

지가 함께 있는 기저귀의 경우는 종이가 불에 타면서

분리되는 것을 막아주며, 이로 인해 더 오랫동안 발화

할 수 있다.

현재 이 제품은 8,263 kcal/kg로 발열량을 나타내고

있으며6), 에너지관리공단 (2013)의 에너지 열량 환산기

준에 따르면 휘발유의 발열량이 7,780 kcal/l이고, 코크

스의 발열량이 8,000 kcal/kg 그리고 국내 무연탄의 발

열량은 4,500 kcal/kg7)보다 월등히 좋은 발열량 특성은

이를 감안했을 때 고형연료로서 좋은 제품이라 할 수

있지만 이 재활용 기술은 기저귀 폐기물을 에너지로 활

용할 수 있지만 자원으로 회수하기는 어렵다. 

이를 감안하여 두 번째로 개발된 제품은 컨테이너 적

Table 3. Cost/Benefit analysis by National Congress in 2012                      (Unit : one hundred million KRW)

Classification Items

Weight of soiled diaper: 100 g

5.5% Discount rate 7.5% Discount rate

Depreciation

10year

Depreciation

20year

Depreciation

10year

Depreciation

20year

Cost

Facility construction cost 10.5 6.1 8.7 2.1

Facility operating cost 29.6 29.6 29.6 29.6

Collection/Transportation cost 33.8 33.8 33.8 33.8

Environmental cost 0 0 0 0

Total cost 73.9 69.5 72.1 65.5

Benefit

Business
Pulp 4.7 4.7 4.7 4.7

Plastics 6.5 6.5 6.5 6.5

Social

Cost for landfill 1 1 1 1

Cost for incineration 0.3 0.3 0.3 0.3

Energy consumption 11.4 11.4 11.4 11.4

Resources consumption 6.2 6.2 6.2 6.2

Others

Collection bag saving 22.2 22.2 22.2 22.2

Landfill cost saving 5.3 5.3 5.3 5.3

Incineration cost saving 12.9 12.9 12.9 12.9

Environmental tax 3.6 3.6 3.6 3.6

Total benefit 74.1 74.1 74.1 74.1

Total benefit - cost 0.2 4.6 2 8.6

Cost / Benefit (KRW/ton) 732 15,213 6,735 28,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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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보드로서 Fig. 2에 나타내었다. 고형연료를 용융하여

생산하는 제품으로 컨테이너 적재함으로 사용가능한 제

품이다. 이 외에도 사용전 기저귀 폐기물을 분쇄하여 용

융과 압출공정 후 부직포를 부착하여 생산하는 자동차

시트로서 Fig. 3에 타나내었다. 이 기술은 국내 H 자

동차 연구소와 공동 연구하여 제품 개발에 성공한 상태

이며 상용화를 위해 막바지 연구 중에 있으며, 이 2가

지 기술을 적용하면 폐기물로부터 자원을 회수하여 고

부가가치의 제품을 생산 할 수 있다.

향후 이 기술은 사용후 기저귀 재활용에 적용하여 사

업화 할 예정이다. 공정에서 발생하는 사용전 기저귀 폐

기물의 경우 전처리 비용도 적게 들고 원료의 품질이

일정하여 제품의 품질을 일정하나, 사용후 페기물의 경

우는 일정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오염물질을 분리하

는 별도의 공정이 있어야한다. 사용후 기저귀 폐기물을

적재보드나 자동차 시트 제품으로 재활용할 경우 세척

과 건조공정이 추가되어야 한다. 세척공정을 통해 분뇨

를 제거하고 건조시켜 이를 다시 사용전 기저귀와 마찬

가지로 분쇄와 가공공정을 통해 자동차 시트로 생산하

고자 연구 중에 있다. 세척 공정에서 용수 사용량을 줄

이기 위해 특수 화학물질을 개발하여 기저귀 폐기물에

Table 4. Comparison between the two Korean domestic feasibility reports

Items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2006) S. M. Eun (2012)

Process scale 4,000 ton 30,000 ton

Depreciation 3years 10years / 20years

Discount rate × 5.5% / 7.5%

Operating cost Operating costs of waste plastic processing plant Government procurement unit cost

Facility construction cost
Building and manufacturing facility costs, site 

purchasing etc

Building and manufacturing facility costs, site 

purchasing etc

Weight of diaper after use 100g 80g / 100g / 150g

Process loss rate pulp 40%, plastics 25% pulp 40%, plastics 25%

Recycled product sale O O

Collection/Transportation costs O ×

Collection bag saving × O

Landfill diversion 100% landfill 63% landfill/ 37% incineration

Environmental tax 1.2KRW/pad 1.2KRW/pad

Environmental cost × O

Energy/resources reduction × O

Fig. 1. Refuse Plastic Fuel fabricated from diaper process

wastes.

Fig. 2. Container load boards molded by fused RPFs.

Fig. 3. Car sheet from finely crushed diaper process was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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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흡수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였고, 이로써

적은 양의 물로 기저귀로부터 분뇨를 제거하는 단계까

지 연구되었다. 재활용 공정의 개발은 경제성과 밀접하

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향후 사업화 단계에서 공정의 경

제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본 기술은 국내 R사가 특허

를 보유하고 있는데 추후 이 기술이 상용화 된다면

Knowaste 社의 기술과 다르게 기저귀를 분리하지 않고

재활용함으로써 기술의 차별성과 물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유용한 재활용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3.2.2. 사용전 기저귀 폐기물 재활용 경제성 분석

국내 기저귀 폐기물 재활용 기술에 대하여 사용전 기

저귀 폐기물(scrap)을 포함하여 기저귀 재활용 경제성을

평가하고자 사용전 기저귀 폐기물 재활용에 대해 현재

운영 중인 국내 R사의 데이터를 조사하여 경제성을 분

석하였으며, 경제성 평가 결과와 조건은 Table 5에 나

타내었다. 

3.3. 사용전 /후 기저귀 폐기물 재활용 경제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사용전 기저귀 폐기물 재활용은 현재

재활용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국내 R사의 데이터를 기

반으로 경제성을 평가하였고, 사용후 기저귀 재활용의

경제성 평가 결과는 한국환경공단 (2006)과 은수미 국

회의원 (2012)이 수행 한 각 선행연구의 결과로 확인하

였다. 사용전 기저귀 폐기물 재활용과 사용후 기저귀 폐

기물 재활용의 경제성은 평가 조건과 연구 시점이 달라

직접 비교할 수 없지만 국내 R사의 데이터로 사용전

기저귀 폐기물 재활용의 경제성을 평가한 결과 경제적

편익(247,500원/톤)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를 통해 기저귀 폐기물 재활용에 사용후 기저귀 폐기물

과 사용전 기저귀 폐기물 재활용을 함께 고려한다면 기

저귀 재활용의 경제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향후 기저귀 폐기물 재활용의 경제성은 사용전 기저

귀 폐기물과 사용후 기저귀 폐기물의 재활용을 각각의

발생량을 고려하여 평가해야 한다. 이에 제안하는 기저

귀 폐기물 재활용의 경제성 평가의 수식은 다음과 같다. 

Dab = Da × iDa+Db × jD

Dab : 당해 연도 총 기저귀 재활용의 경제적 편익

Da : 당해 연도 사용후 기저귀 재활용의 경제적 편익

iDa : 당해 연도 사용후 기저귀 발생량

Db : 당해 연도 사용전 기저귀 재활용의 경제적 편익

jD : 당해 연도 사용전 기저귀 발생량

Table 5.  Cost/Benefit analysis of pre-consumer diaper recycling                  (Unit : one hundred million KRW)

Classification Items Amount Condition

Cost

Facility installation costs 3.0

4,000 Ton capacity

10 year depreciation

0% discount rate

Facility operating costs 20.1 Actual data from R company

Collection/Transportation costs 2.0 Actual data from R company

Total cost 25.1

Benefit

Pulp 17.8 Sales profit

Mixed Plastics and pulp residue 14.0 Sales profit

Landfill diversion 1.6 Cost saving

Incinerate cost reduction 1.6 Cost saving

Collection/Transportation costs 0.0 Not applicable

Collection bag - Not applicable

Environmental tax - Not applicable

Total benefit 35.0

Total benefit - cost 9.9

Cost / Benefit (KRW/ton) 24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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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향후 사용전과 후의 기저귀 폐기물 재활용 전반에 걸

쳐서 통합적인 경제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사용전 기저귀 폐기물에 대하여 실제

재활용을 하고 있는 국내 R사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그

경제성만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사용전 기저귀 폐기물

재활용에서 상당한 경제적 타당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따라서 기존에 사용후 기저귀 폐기물 재활용만을

평가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사용전과 후의 기저귀 폐기

물 재활용의 경제성을 본다면 기저귀 폐기물 재활용의

경제적 타당성은 향상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향후 사용후 기저귀의 재활용에서 세척과 건조

공정 후 이를 각 성분으로 분리하지 않고 재생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R사의 재활용 기술을 적용하여 단순 재

생 펄프나 재생 플라스틱보다 수요가 높은 제품을 생산

할 수 있다면 기저귀 재활용의 경제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분리 과정을 생략하고 생산

할 수 있는 제품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

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국내 기저귀 재활용에 대

한 정책을 수립할 때 수용성이 높은 정책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본 연구의 결과를 고려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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