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3 >

화장실용 화장지 소비자 가이드

화장실용 화장지 선택 요령

☐ 겹수, 재료 등 사용자 기호를 고려하여 선택
✔ 화장실용 화장지는 천연펄프로 만든 제품과 우유팩 등을 재활용하여 만든 재생
펄프로 만든 제품이 있다. 천연펄프 화장지는 원료명에 천연펄프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재생펄프 제품은 제품에 ‘본 제품은 자원재활용을 위해 재생원료를 사용한
제품’임을 표시하고 있어 표시사항을 확인하여 원하는 펄프 제품을 선택하도록 한다.
<천연펄프 화장지>

<재생펄프 화장지>

원료명 : 펄프 99%(천연펄프100%), 합지용풀

본 제품은 자원재활용을 위해 재생원료를 사용한 제품입니다.

✔ 최근에는 화장실용 화장지로 3겹 제품을 선호하지만 시중에는 1겹, 2겹, 4겹,
5겹 등 다양한 겹 수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겹 수에 따라 흡수량, 평량, 가격 등이
차이가 있어 사용 목적에 맞는 겹 수를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같은 제품이라도 포장에 따라 너비, 두루마리의 길이, 롤 수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화장지 구매 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제품 선택 시 표시된 너비, 길이, 롤 수 등과
비교하여 가격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대형 마트 등에서는 제품의 가격과 함께
10m당 가격을 함께 제공하고 있어 내용량 대비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A 마트>

<B 마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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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마트>

화장실용 화장지 사용 시 주의사항

☐ 화장지류는 용도에 맞게 사용
✔ 화장지는 사용 용도에 따라 화장실용 화장지, 미용 화장지, 키친타월 등으로 제품을
구분하고 있다. 각 제품은 용도에 따라 강도, 흡수력, 적용되는 안전성 기준 등이 다르
므로 만들어진 목적에 맞게 화장실용 화장지는 화장실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좋다.
<사용 및 보관상 주의사항>
화장실용으로만 사용하시고, 식당이나 가정에서 냅킨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 사용 후엔 변기에
✔ 2018년 1월 1일부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중화장실 안에
휴지통을 두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용한 화장지는 변기에 넣어 처리한다.
화장실용 화장지는 일반적으로 물에 잘 풀어지지만 한꺼번에 많은 양을
버리면 변기가 막힐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버리는 방법
✔ 화장실용 화장지는 변기에 버리거나 일반쓰레기로 버린다. 화장지를 사용하고 남은
지관(화장지 심)은 종이로 분리 배출한다.
사용한 화장지는 이물질이 묻어있어 재활용이 어려워 종량제 봉투로 배출
지관(화장지 심)은 종이류로 골판지(택배상자, 라면박스 등)와 함께 묶어서 배출

※ 자세한 분리배출 방법은 환경부 모바일 앱 ‘내 손안의 분리배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