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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ater disintegration was evaluated according to ISO 12625-17 for a total of
51 types of tissue products, primarily bathroom tissue distributed in Korea. Moreover, the
strength, surface, and softness properties of tissue were measur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each property on the water disintegration of tissue. As a result of the water disintegration of bathroom tissue distributed in Korea, most products showed 100% disintegration within 30 s, and all of them showed 100% disintegration except for D8 (P 600= 94.5%)
in the 600 s test. The water disintegration results of facial tissue, paper towel, travel tissue, and hanky tissue were very low.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if the quality
of the bathroom tissue is the reason for the clogging issue. As a result of mechanical,
surface, and softness, it was found that wet strength, loss of strength, surface roughness
and friction, and surface softness affect water disintegr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solve user confusion, to be used as a basis for the management of sewage
systems, and to be used as data for the development of tissue products with excellent
water dis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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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장지와 같은 FCP는 하수 처리 시 배설물, 음식물 쓰레
기, 세제, 화장품 등의 폐기물과 혼합되며, 이때 FCP는

위생용지는 오염물질을 닦아낼 목적으로 사용되는 박

다른 폐기물과 화학적·생물학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

엽지의 일종으로 화장실용 화장지, 미용 화장지, 페이퍼

다. 하수로 유입되는 폐기물 중 지방, 기름 등의 성분들

타올, 냅킨, AFH (Away-from-home) 등의 티슈 제품

은 긴 사슬을 지닌 지방산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들은 하

으로 분류할 수 있다.1) 최근 위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

수에 포함된 Ca2+ 및 Mg2+와 같은 양이온과 반응하여 침

에 따라 용도에 맞게 적절한 위생용지를 구분하여 사용

전물을 형성한다.2) 이 과정에서 FCP는 흡수를 통해 지방

하는 등 위생용지 사용법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개선되었

산을 축적할 수 있으며 하수 내 Ca2+ 및 Mg2+와의 침전

으며, 위생용지를 사용한 후에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인

반응을 촉진할 수 있다. FCP는 물리적 분해를 통해 폐수

식 또한 변화되고 있다. 특히 화장실용 화장지의 경우 과

와 함께 흐를 수 있는 작은 크기의 고형물 형태로 만들어

거에는 화장실 대변기 옆에 휴지통을 비치하여 사용한

지는데, 이러한 고형물은 긴 사슬을 지닌 지방산을 흡수

화장지를 휴지통에 버리도록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하여 하수 처리장으로 전달할 수 있으며 침전물의 형성

이러한 처리 방법은 미관상 좋지 않을 뿐더러 오랜 시간

을 최소화할 수 있다. 따라서 화장실용 화장지를 포함한

방치 시 악취 및 해충 발생, 세균 전염 등의 이유로 위생

다양한 티슈 제품의 물 풀림 특성 분석을 통해 하수도 시

에 좋지 않다고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이 확산되자

스템에서의 흐름, 분해, 화학적·생물학적 작용 메커니즘

행정안전부에서는 2018년 1월 1일부터 공중화장실의 휴

을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 자료로 활용 가능할

지 등을 없애도록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

것이다.3)

였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공중화

따라서 화장실용 화장지를 포함한 티슈 제품의 물 풀림

장실의 관리기준) 제3호에서는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휴

특성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국내의 경우 우

지통을 두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용한 휴

수재활용제품(GR) 품질인증기준에서 제시한 시험 방법

지는 휴지통이 아닌 대변기에 버려 처리하는 방법이 정

외에 표준화된 시험 방법이 부재한 실정이다. GR M

착해가고 있으며, 공중화장실뿐 아니라 민간화장실에서

7008-2006에서는 물에서의 풀림성 시험방법으로 규정

도 이러한 방법이 정착되고 있다. 그러나 화장실용 화장

된 조건에서 회전자에 화장지가 뭉쳐져 있다가 완전히

지를 대변기에 버려 처리하면 화장지가 물에 충분히 풀

풀릴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나

리지 않아 변기 또는 배관 막힘을 유발한다는 인식도 여

‘완전히 풀릴 때’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화장지

전히 공존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식당, 카

가 물에 풀린 정도를 육안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시험자

페, 빌딩 등의 민간 운영 화장실에서는 대변기 칸막이 안

에 따른 오차 발생 가능성이 높다. 또한 해당 시험 방법

에 휴지통을 비치하고 있는 사례가 여전히 많아 화장실용

은 국내 폐지를 질량 기준 50%를 사용한 두루마지 화장지

화장지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사용자들의 혼란을 초래

를 시험 대상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어 재활용 펄프를 사

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내 유통 화장실

용하지 않거나 재활용 펄프 사용률이 기준보다 낮은 제품

용 화장지의 물 풀림 특성 분석을 통해 사용한 화장실용

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화장실용 화장지의 물 풀

화장지의 적절한 처리 방식을 제시하기 위한 기반 자료를

림 특성 평가 방법에 대한 필요성은 국내뿐 아니라 국제

마련하여 사용자의 혼란을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최근 티슈 제품의 물 풀림 특성

한편, 화장실용 화장지 등 물에 버릴 수 있는 제품들

시험 방법인 ISO 12625-17이 제정되었다. 이 표준에서는

(Flushable consumer products, FCPs)의 물 풀림 특성

규정된 조건에서 티슈 제품을 탈이온수에 넣어 교반 후

은 하수처리 시스템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화장실용 화

규정된 크기의 sieve에 부어 잔류물의 무게를 측정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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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영, 이지은, 유선화, 우관수, 김형진

써 티슈 제품의 물 풀림 특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

물 풀림 특성 평가에 사용된 시료 중 8종의 화장실용 화

다. 그러나 현재까지 해당 시험 방법을 활용한 국내 유통

장지 시료를 선택하여 기계적 특성과 표면 특성을 분석하

티슈 제품에 대한 물 풀림 특성 평가 결과가 보고된 바 없

였다. 기계적 특성 및 표면 특성 분석에 사용된 시료에 대

어 국내 티슈 제품에 대한 기반 자료 마련이 필요하다.

한 정보를 Table 3에 나타냈다. 시험에 사용된 모든 시료는

한편 화장실용 화장지는 우수한 물 풀림 특성과 함께
소비자가 기대하는 소프트니스(Softness), 강도, 흡수성

KS M ISO 187에 따라 온도 23±1℃, 상대습도 50±2%에
서 조습 처리하였다.

3-5)

등의 특성을 충족할 수 있는 품질을 유지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화장실용 화

2.2 물 풀림 특성 평가

장지를 중심으로 총 51종의 티슈 제품에 대해 ISO

물 풀림 특성 평가는 ISO 12625-17에 따라 실시하였다.

12625-17에 따라 물 풀림 특성을 평가하였다. 또한 티슈

티슈 제품 시료는 ISO 638에 따라 건조 함량을 측정하였

제품의 강도 및 표면 특성을 측정하여 각 특성이 물 풀림

으며, 물 풀림 시험을 위해 시편의 무게가 1.0±0.1 g이 되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으며, 우수한 강도 및 소

도록 기계 폭 방향(cross direction, CD)으로 재단하였다.

프트니스 특성을 나타내는 동시에 우수한 물 풀림 특성

Table 1. Information of tissue samples

을 나타내기 위한 조건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Product type

Sample code

Manufactured
country

D1~D26

Korea

2. 재료 및 방법
2.1 공시재료
티슈 제품의 물 풀림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국내에

D27~D30

USA

D31

Canada

D32

Germany

D33

Denmark

D34

Japan

D35~D38

Korea

D39~D40

USA

Bathroom
tissue (BT)

유통되고 있는 티슈 제품 40종을 지역 마트 또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구입하였으며, 해외 유통 티슈 제품 11종
을 인터넷 해외 직구 쇼핑몰을 통해 구입하여 사용하였
다. 수집된 티슈 제품은 화장실용 화장지 34종, 미용 화
장지 6종, 페이퍼 타올 3종, 여행용 티슈 3종, 티슈 손수
건 3종, AFH (Away-From-Home) 2종으로 분류된다.
시료는 임의로 D1~D51로 코드를 부여하였으며, 물 풀림
특성 평가에 사용된 시료의 제품 유형 및 제조 국가에 대
한 정보를 Table 1에 나타냈으며, 제품 유형별 특성을
Table 2에 요약하여 나타냈다.

Facial tissue
(FT)

D41

USA

D42~D43

Korea

Travel tissue
(TT)

D44 ~ D46

Korea

Hanky tissue
(HT)

D47 ~ D49

Korea

AFH

D50 ~D51

Korea

Paper towel
(PT)

Table 2. Properties of tissue samples
Product type

Property

BT

FT

PT

TT

HT

AFH

Basis weight, g/m

31.0–56.9

27.3–45.1

39.1–53.3

26.9–30.1

45.9–64.1

20.4–27.8

Thickness, mm

0.14–0.25

0.11–0.33

0.17–0.28

0.13–0.14

0.15–0.24

0.10–0.16

0.18–0.27

0.13–0.25

0.19–0.24

0.21–0.22

0.25–0.31

0.18–0.20

2–4

2

2

2

3–4

1

93.5–99.0

94.2–95.4

95.4–96.5

94.6–95.8

93.9–94.7

95.8–96.2

2

3

Apparent density, g/cm
Plies
Dry matter content, %

The values are summarized as the range of minimum and maximum values for each property of a specific
product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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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hysical properties of the bathroom
tissue sample used in mechanical and
surface test
Plies

Basis
weight,
g/m2

D1

3

D5

후 교반봉을 사용하여 800 r/min으로 30초 동안 시편을
교반하였다. 해리된 용액은 ISO 3310-2 규격에 해당하
는 직경 12.5 mm의 hole을 갖는 stainless-steel test

Thickness,
mm

Apparent
density,
g/cm3

sieve 위에 고르게 부은 후 유속이 4.0 L/min으로 설정

46.4

0.20

0.23

10~15 cm의 거리를 유지하며 고의적으로 sieve 위의 물

2

31.0

0.14

0.22

질에 물을 분사하여 sieve를 통과시키지 않도록 주의하

D6

3

50.3

0.20

0.25

면서 1분간 원형을 그리며 고르게 물을 분사하였다. 그

D8

4

56.9

0.24

0.24

후 sieve의 양면에 잔류물이 남아있는 경우 집게를 사용

D11

3

40.6

0.17

0.24

하여 채취한 후 105 ℃ 건조 오븐에 넣어 ISO 638에 따

D14

3

52.4

0.21

0.25

라 건조 함량을 측정하였다. 물 풀림 특성 측정 결과는

D27

2

52.0

0.25

0.21

Eq. 1에 따라 계산하여 나타냈다.

D30

2

46.7

0.23

0.21

Sample
code

된 샤워기를 사용하여 sieve의 상단 표면으로부터





md .T
PT  100  1 

x

 mO.T 
100 


[1]

PT: 물 풀림성, T (30, 120, 600 초) 동안 교반 후 12.5 mm
체를 통과한 물질에 대한 백분율, %
md.T: T 동안 교반 후 수집된 잔류물의 건조 무게, g
mO.T: 시험에 사용된 시편의 무게, g
X: ISO 638에 따라 측정된 시료의 건조 함량, g
만약 Fig. 2a와 같이 물을 분사한 후 sieve 위에 잔류물
이 없다면 물 풀림성은 100%로 2단계와 3단계 시험 결과
도 100%로 간주하고 1단계에서 시험을 종료하였으며,
Fig. 2b와 같이 sieve 위에 잔류물이 존재할 경우 시험
절차에 따라 다음 단계의 시험을 실시하였다.
2단계와 3단계 시험은 1단계 시험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
하였으며, 교반 시간만 각 시험 단계에서 지정된 시간으로
2단계 시험에서는 120초, 3단계 시험에서는 600초로 변경
하여 실시하였다. 모든 시험은 3회 반복하여 실시하였다.

2.3 화장실용 화장지의 기계적 특성 측정
Fig. 1. Schematic of test procedure.

화장실용 화장지의 볼 파열강도 및 습윤 볼 파열강도
측정은 STM 사의 만능시험기(Universal testing

Fig. 1은 ISO 12625-17의 시험 절차를 도식화한 것으

machine, STM, Korea)를 사용하였으며, KS M ISO

로 시편을 탈이온수에 해리하기 위한 교반 시간이 다르게

12625-9 및 KS M ISO 12625-11에 의거하여 시험을 실

지정된 총 3단계의 시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1~3단계 시

시하였다. 습윤 볼 파열강도의 경우 5 mL의 증류수를

험에 지정된 교반 시간은 각각 30초, 120초, 600초이다.

3~4초 동안 시편에 떨어트려 적신 후 시험을 실시하였다.

ISO 12625-17의 시험 절차에 따라 1단계 시험에서는

인장강도 및 습윤 인장강도 측정을 위해 MTS 사의 만

준비된 시편을 넣은 비커에 600 mL의 탈이온수를 넣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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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시험기(Criterion® 41, MTS, USA)를 사용하였다. 인

박나영, 이지은, 유선화, 우관수, 김형진

Fig. 2. Examples of residue on the sieve. (a) example of 100 % disintegration;
(b) example of remains on sieve.
장강도 시험은 KS M ISO 12625-4에 따라 시험을 실시

표면 마찰은 KS M 7150에 의거하여 측정하였으며, 규

하였다. 습윤 인장강도는 KS M ISO 12625-5에 따라 증

정된 측정 거리를 이동하였을 때 얻은 표면 마찰 프로파일

류수가 담긴 핀치 컵(Finch cup)에 시편을 15초 동안 침

데이터로부터 계산된 마찰계수의 평균값(  )으로부터
  1N 편i

지 후 습윤 인장강도를 측정하였다.

차의 절댓값 평균인 F-MAD(mean absolute deviation

각 샘플에 대해 기계 방향(MD) 및 기계 폭 방향(CD)으
로 각각 10회씩 측정하였으며 결과는 기하평균(GM)으로

1
N

1
N

from the  )를
 Eq.
i Eq. 4로 계산하여 나타냈으며,8)
31N 및
F-MAD 결과로부터 표면 소프트니스를 나타냈다.

나타냈다. 또한 Eq. 2에 따라 습윤에 따른 강도 손실률



(Loss of strength, LoS)을 계산하여 나타냈다.

LoS 

( Fd  Fw )
100
Fd



[2]

1
N

1 i
N

F -MAD 

1
 1N | i   |
N



[3]



[4]

Fd: 건조 상태 시편에 대한 최대 하중, N

μi: 데이터 포인트 i에서의 마찰계수

Fw: 습윤 상태 시편에 대한 최대 하중, N

N: 측정 거리로부터 얻은 데이터 포인트의 수

추가적으로 인장 시험 결과로부터 load-elongation

표면 마찰 프로파일 측정과 동시에 동일한 표면으로부

curve의 하중 2~22 N/m 사이의 기울기를 계산하여 벌

터 표면 거칠음도 프로파일을 측정하였다. 표면 거칠음

크 소프트니스를 나타낼 수 있는 tensile modulus를 결

도 프로파일 데이터로부터 계산된 평균 거칠음도(Ra)로

5-7)

정하였으며 결과는 기하평균(GM)으로 나타냈다.

부터 편차의 절댓값 평균인 R-MAD (mean absolute
deviation from the Ra)를 Eq. 5 및 Eq. 6으로 계산하여

2.4 화장실용 화장지의 표면 특성 측정

나타냈다.8)

화장실용 화장지의 표면 특성은 촉침에 의한 직접 접촉
측정이 가능한 표면 시험기(KES-SESRU, Kato Tech
Co., Ltd., Japan)를 사용하여 표면 마찰과 거칠음도를

Ra 

1
 1N | Ri |
N



[5]



[6]

동시에 측정하였다.1,7) 각 시료에 대해 MD 및 CD로 각각
10회씩 측정하였으며, 시험 결과는 기하 평균(GM)으로
나타냈다.

R-MAD 

1
 1N ｜| Ri |  Ra ｜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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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 데이터 포인트 i에서의 거칠음도

한 물 풀림 특성 평가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해외 유통 화

N: 측정 거리로부터 얻은 데이터 포인트의 수

장실용 화장지 8종에 대한 물 풀림 특성 평가 결과 30초
및 120초 시험에서 물 풀림성이 완전히 100%인 제품은
없었으나, D31과 D34의 경우 30초 시험과 120초 시험에

3. 결과 및 고찰

서 건조 중량이 0.01 g 미만인 극소량의 잔류물이 sieve
를 통과하지 못했으며, 99% 이상의 물 풀림성을 나타내

3.1 국내 및 해외 유통 화장실용 화장지의
물 풀림 특성

는 것으로 평가되어 100% 수준의 물 풀림성을 나타낸다
고 판단하여 600초 시험을 실시하지 않았다. 나머지 시

Fig. 3a는 국내 유통 화장실용 화장지(D1~D26)에 대

료 중 3종은 600초 시험에서 100%의 물 풀림성을 나타

한 물 풀림 특성 평가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1단계 시험

냈으며, D29의 경우 96.7%의 물 풀림성을 나타냈다,

인 교반 시간 30초 조건에서 물 풀림성이 100%인 시료를

D27과 D28의 경우 30초 시험에서 각각 9.1%, 3.2%의

제외한 나머지 시료의 시험 결과를 나타냈다. 국내 유통

매우 낮은 물 풀림성을 나타낸 것과 비교해 교반 시간을

화장실용 화장지 시료 26종 중 18개의 시료는 교반 시간

600초로 증가시킨 후 각각 83.2%, 75.8%로 물 풀림성은

30초 시험에서 물 풀림성이 100%였으며, 30초 시험에서

향상되었으나 충분한 교반시간에도 불구하고 다른 화장실

sieve에 잔류물이 남은 8개의 시료에 대해 120초 시험을

용 화장지 시료에 비해 매우 낮은 물 풀림성을 나타냈다.

실시한 결과 4개의 시료는 100%의 물 풀림성을 나타냈

물 풀림 특성 평가 결과 26종 중 18개의 시료가 30초 이

다. 나머지 4개의 시료에 대해 600초 시험을 실시한 결과

내에 100%, 나머지 8종 중 4개의 시료가 120초 이내에

D8을 제외하고 모두 100%의 물 풀림성을 나타냈으며,

100%의 물 풀림성을 나타낸 국내 유통 화장실용 화장지와

D8은 600초 시험에서 94.5%의 물 풀림성을 나타냈다.

비교해 해외 유통 화장실용 화장지는 실험에 사용된 8종

Fig. 3b는 해외 유통 화장실용 화장지(D27~D34)에 대

중 단 2개의 시료만 120초 이내에 100%의 물 풀림성을

(a)

(b)
Fig. 3. Disintegration test results of bathroom tissue (a: Korea products, b:
Other countries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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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영, 이지은, 유선화, 우관수, 김형진

나타냈다. 따라서 국내 유통 화장실용 화장지와 비교해

에 대한 물 풀림 특성을 평가하였다.

해외 유통 화장실용 화장지는 단시간 내 물 풀림성이 대

국내외 미용 화장지(D35~D40) 및 페이퍼 타올(D41~D43)

체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본 실험에

에 대한 물 풀림 특성 평가 결과를 Fig. 4a에 나타냈다.

사용된 해외 유통 화장실용 화장지 시료의 제조 국가들

미용 화장지 및 페이퍼 타올 9종은 모두 30초 시험에서

은 화장실용 화장지를 대변기에 버리는 처리 방식이 오

10% 미만의 매우 낮은 물 풀림성을 나타냈으며, 120초

래전부터 정착된 국가들로 해당 제품들이 해당 국가 하

내에서도 D35, D38을 제외한 나머지 시료들은 10% 내

수 배관시스템에서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음을 유추

외의 매우 낮은 물 풀림성을 나타냈다. 600초 시험에서

9)

할 수 있었다. 이에 Drukan과 Karadagli 의 보고에서

는 미용 화장지 제품인 D38이 유일하게 90% 이상의 물

도 화장실용 화장지는 일반적으로 하수 시스템에서 문제

풀림성을 나타냈으며, 특히 페이퍼 타올의 경우 600초

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국

시험에서도 모든 시료가 8% 이하의 매우 낮은 물 풀림성

내에서 발생하는 변기 또는 배관 막힘 등에 대한 이슈는

을 나타냈다. 따라서 미용 화장지 및 페이퍼 타올은 물

화장실용 화장지의 품질을 원인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

풀림 특성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써, 이를 대변기에 버려

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수압, 배관, 사용자

처리할 경우 단시간 내에 빠르게 해리되지 않아 변기 및

의 사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원인을 진단해야

배관 막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

할 것으로 사료된다.

러한 처리 방식은 부적절한 처리 방식으로 판단된다.
여행용 티슈(D44~D46), 티슈 손수건(D47~D49), AFH

3.2 기타 티슈 제품의 물 풀림 특성

(D50~D51) 제품에 대한 물 풀림성 시험 결과를 Fig. 4b에

화장실용 화장지 외의 기타 티슈 제품 사용이 변기 및

나타냈다. 여행용 티슈 및 티슈 손수건은 휴대가 편리하

배관 막힘을 유발할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미용 화장

여 공중화장실에 화장지가 비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

지, 페이퍼 타올, 여행용 티슈, 티슈 손수건, AFH 제품

용할 가능성이 높은 제품이며, AFH 제품은 일반적으로

(a)

(b)
Fig. 4. Disintegration test results of facial tissue, paper towel, travel tissue,
hanky tissue and AFH (a: facial tissue and paper towel, b: travel tissue,
hanky tissue and AF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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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에 비치하여 사용되는 제품이다. 따라서 이에

한편 본 연구에 사용된 화장실용 화장지를 포함한 티슈

대한 물 풀림 특성 평가를 통해 공중화장실에서 사용되는

제품은 겹 수, 평량, 두께, 밀도가 다양한 제품들로 수집

티슈 제품의 적절한 처리 방식을 탐색하였다. 여행용 티

되었으나 이러한 특성들과 물 풀림 특성 간의 상관관계

슈의 경우 본 연구에서 사용한 3종의 제품 간 물 풀림성

는 낮았으며, 동일한 제품군 내에서도 물 풀림 특성과의

측정 결과의 편차가 큰 편이었으나, 모든 제품이 120초 이

상관관계는 낮았다. 따라서 겹 수 및 물리적 특성은 물

내에 100% 해리되지 않았으며, 600초 시험에서 D44가

풀림 특성에 영향하는 주요 인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

유일하게 100%의 물 풀림성을 나타냈다. 티슈 손수건의

였으며, 물 풀림 특성에 영향하는 인자들에 대한 추가적

경우 3종의 시료 모두 600초 시험까지 3% 미만의 매우

인 조사를 위해 물 풀림 특성이 요구되는 화장실용 화장

낮은 물 풀림성을 나타냈다. 한편 AFH 제품인 D50은

지 시료 중 8종을 선정하여 기계적 특성, 표면 특성, 소

30초 시험에서 100% 해리되었으며, D51은 120초 시험

프트니스 특성을 측정하였다.

에서 99.8%, 600초 시험에서 100%의 물 풀림성을 나타
냈다. 따라서 사용자가 올바른 방법으로 제품을 사용 및

3.3 화장실용 화장지의 기계적 특성

처리할 경우 공중화장실에 비치된 AFH 제품을 사용하면

화장실용 화장지 8종에 대한 건조 및 습윤 강도 측정 결

티슈로 인한 변기 및 배관 막힘 유발 가능성이 낮을 것으

과를 Table 4에 나타냈으며 Eq. 2에 따라 강도 손실률을

로 판단된다. 반면 여행용 티슈 또는 티슈 손수건과 같은

계산하여 나타냈다. 건조 인장강도의 경우 국내 유통 화

휴대가 쉬운 제품으로 대체하여 사용할 경우 단시간 내

장실용 화장지(D1, D5, D6, D8, D11, D14)가 대체로 높

에 물에 풀리지 않아 변기 및 배관 막힘을 유발할 가능성

게 측정되었으나, 습윤 인장강도는 해외 유통 제품(D27,

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사용자에게 적절한 처

D30)과 비교하여 D5와 D8을 제외하고 모두 낮은 결과를

리 방식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나타냈다. 볼 파열강도의 경우 국내 유통 화장실용 화장지

본 연구에서는 600초 이상의 침지 및 교반 시간에 대한

는 건조 상태에서 50 mN·m2/g 이상으로 측정되었으며, 해

조사는 실시하지 않았으며, 티슈 제품 자체의 물 풀림성

외 유통 제품인 D27과 D30은 각각 38.8, 54.9 mN·m2/g으

외에 배관의 직경, 길이 등 실제 하수 시스템에서 물 풀

로 측정되었다. 습윤 인장강도와 마찬가지로 D5와 D8을

림성에 영향할 수 있는 인자들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

제외한 국내 유통 제품이 해외 유통 제품에 비하여 낮은

에 실제 배관 및 하수 시스템에서 막힘 현상 발생 여부를

습윤 볼 파열강도를 나타냈다. 따라서 국내 제품의 경우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해외 제품에 비해 건조 상태일 때는 강도가 높고 습윤 상

있으며, 물 풀림성이 우수한 제품이라 하더라도 과도하

태일 때와의 강도 차이가 커 높은 강도 손실률을 갖는 것

게 많은 양을 한 번에 변기에 버려 처리하는 등 사용자가

을 확인하였다.

부적절한 방식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화장실용 화장지의 경우 건조 및 습윤 상태에서 모두
우수한 강도 특성이 요구되는 지종이지만 습윤 상태에서

Table 4. Test results of tensile and ball burst testing
Sample
code

Ball burst index, mN·m2/g

Tensile index, Nm/g
Dry

Wet

LoS (%)

Dry

Wet

LoS (%)

D1

3.0±0.2

0.18±0.02

D5

4.1±0.2

0.46±0.02

94.1

56.9±4.0

1.04±0.13

98.2

88.8

74.8±11.4

3.28±0.36

D6

3.4±0.1

95.6

0.23±0.02

93.1

60.3±6.8

1.61±0.19

97.3

D8

3.7±0.2

0.47±0.03

87.4

83.7±6.6

5.09±0.89

93.9

D11

4.2±0.2

0.23±0.02

94.6

63.2±5.5

1.00±0.20

98.4

D14

2.5±0.1

0.25±0.01

90.2

50.5±4.0

1.69±0.25

96.7

D27

1.5±0.1

0.40±0.03

73.5

38.8±3.9

2.38±0.30

93.9

D30

2.6±0.1

0.34±0.02

86.9

54.9±6.9

4.75±0.62

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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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강도가 높은 경우 물 풀림성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Table 5. Test results of surface test

수 있었다. Fig. 3에 나타낸 결과와 같이 다른 시료에 비

Sample code

F-MAD

R-MAD, µm

해 습윤 인장강도 및 습윤 볼 파열강도가 높은 D5, D8,

D1

0.054±0.004

2.58±0.26

D27, D30은 30초와 120초 시험에서 현저히 낮은 물 풀

D5

0.147±0.029

5.03±0.36

림성을 나타냈다. 한편, D1, D6, D11의 경우 30초 시험

D6

0.051±0.006

2.64±0.12

만으로 100%의 물 풀림성을 나타냈으나 건조 상태에서

D8

0.071±0.071

3.02±0.61

의 인장강도 및 볼 파열강도는 600초 시험까지 95% 미

D11

0.052±0.052

1.91±0.10

만의 물 풀림성을 나타낸 D27, D30과 비교하여 높은 값

D14

0.060±0.010

1.94±0.26

을 나타냈으며, 반대로 습윤 인장강도와 습윤 볼 파열강

D27

0.060±0.009

2.29±0.33

도는 D27, D30에 비해 낮은 값을 나타냈다. 따라서 인장

D30

0.138±0.023

3.85±0.37

강도와 볼 파열강도 모두 건조 상태에서의 강도는 물 풀
림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물

지의 거칠음도 계수(coefficient of roughness)를 측정

풀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습윤 강도 특성 인자를

하였으며, 거칠음도 계수가 크면 물 풀림에 요구되는 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간이 더 길어질 수 있음을 보고하였는데, 본 실험에서도

습윤에 따른 인장강도 손실률과 볼 파열강도 손실률은

이와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해당 연구에서는

두 값이 모두 90% 이상인 D1, D6, D11, D14의 경우 30초

물 풀림 시간이 긴 경우 거칠음도가 물 풀림성에 영향하

시험만으로 100%의 물 풀림성을 나타냈다. 반면 D5,

는 지배적인 요인이 아님을 밝혔으며, 거칠음도 외 다른

D8, D27, D30의 경우 30초와 120초 시험에서 95% 미만

인자들에 의한 영향이 물 풀림성에 더 크게 작용할 수 있

의 물 풀림성을 나타냈으며, 특히 D8과 D27은 600초 시

음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30초 시험에

험까지 95% 미만의 물 풀림성을 나타냈다. 따라서 화장

서 100% 물 풀림성을 나타내지 않은 4종의 시료에 대한

실용 화장지의 경우 건조 상태와 습윤 상태 사이의 강도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120초 시험에서 90% 이

손실률이 90% 이상이어야 단시간 내 높은 물 풀림성을

상의 물 풀림성을 나타내고 600초 시험에서 100%의 물

나타낼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Durukan와 Karadagli

풀림성을 나타낸 D5, D30이 600초 시험까지 100%의 물

9)

의 연구에서 보고한 것과 일치하는 결과였다.

풀림성을 나타내지 않은 D8과 D27에 비해 더 거친 표면

따라서 화장실용 화장지에 요구되는 수준의 건조 강도

을 가졌다. 이는 물에서의 교반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기

와 습윤 강도를 유지하되, 건조 상태와 습윤 상태 사이의

계적 특성이 표면 특성보다 우세하게 영향하여 나타난

강도 손실률을 90% 이상이 되도록 조절하여 단시간 내

결과로 판단하였다.

에 물 풀림성이 우수한 화장실용 화장지를 제조할 수 있
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화장실용 화장지의 표면 마찰과 거칠음도를 낮
춤으로써 물 풀림성을 개선할 수 있지만, 물에서의 교반
또는 침지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표면 특성보다 기계적

3.4 화장실용 화장지의 표면 특성

특성이 물 풀림성에 미치는 영향이 우세해질 것으로 사

화장실용 화장지의 표면 마찰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료되므로 적절한 기계적 특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단 시

F-MAD를, 표면 거칠음도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간 내에서의 물 풀림성 개선을 위해 표면 특성 인자를 조

R-MAD를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Table 5에 나타냈

절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 F-MAD가 클수록 표면 마찰이 큰 것을 나타내며,

3.5 화장실용 화장지의 소프트니스 특성

R-MAD가 클수록 거친 표면을 나타낸다.
30초 시험만으로 100%의 물 풀림성을 나타낸 D1, D6,

티슈 제품의 소프트니스는 표면 소프트니스와 벌크 소

D11, D14는 비교적 물 풀림성이 낮았던 나머지 시료에

프트니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F-MAD와 tensile

비해 F-MAD와 R-MAD 값이 낮았다. 거칠음도와 물

modulus를 측정함으로써 나타낼 수 있다.1) F-MAD 값

4)

풀림성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Knopp 및 Tice 의 연구에

이 낮을수록 표면 소프트니스가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서는 전자주사현미경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장실용 화장

있으며, tensile modulus 값이 낮을수록 벌크 소프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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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화장실용 화장지 8종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적절한 기계적 특성이

에 대한 tensile modulus와 F-MAD 측정 값을 plot하

확보된 경우 소프트니스 특성 중 표면 소프트니스 인자

여 Fig. 5에 도시하였다.

를 조절한다면 단 시간 내에 물 풀림성을 향상시킬 수 있

Fig. 5에서 F-MAD 결과에 따라 표면 소프트니스가
가장 우수한 제품은 D6로 평가되었으며, tensile mod-

을 것으로 사료되며, 벌크 소프트니스 인자의 조절은 물
풀림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ulus 결과에 따라 벌크 소프트니스가 가장 우수한 제품
은 D27로 평가되었다. 또한 표면 및 벌크 소프트니스가
동시에 낮은 값을 나타내는 D27이 소프트니스 특성이 가

4. 결 론

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국내 유통 화장실용 화장
지의 tensile modulus 값은 14.1~23.8 N/(%•m) 범위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화장실용 화장지

에 분포하고 있으며, F-MAD는 0.051~0.071에 분포하

를 중심으로 총 51종의 티슈 제품에 대해 ISO 12625-17

였다. D5는 예외적으로 0.147의 높은 F-MAD 값을 나

에 따라 물 풀림 특성을 평가하였다. 또한 티슈 제품의

타냈다. 반면 해외 유통 제품인 D27과 D30은 각각 ten-

강도 및 표면 특성을 측정하여 각 특성이 물 풀림 특성에

sile modulus 값은 6.3, 8.0 N/(%•m), F-MAD 값은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으며, 우수한 강도 및 소프트니

0.060, 0.138로 측정되었다. 특히 본 실험에서 사용된

스 특성을 나타내는 동시에 우수한 물 풀림 특성을 나타

국내 유통 화장실용 화장지는 해외 유통 화장실용 화장

내기 위한 조건을 탐색하였다.

지에 비해 현저히 높은 tensile modulus 값을 나타내는

국내 유통 화장실용 화장지의 물 풀림 특성 평가 결과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벌크 소프트니스는 해외 유통 제

대부분 30초 이내에 100%의 물 풀림성을 나타냈으며

품이 우수하였다.

600초 시험에서 D8 (P600=94.5%)을 제외하고 모두

F-MAD는 R-MAD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으며, 물

100%의 물 풀림성을 나타냈다. 반면 미용화장지, 페이퍼

풀림성에 미치는 영향 또한 유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타올, 여행용 티슈, 티슈 손수건에 대한 물 풀림성 평가

즉 표면 소프트니스 인자를 조절하여 소프트니스 특성을

결과는 화장실용 화장지와 비교하였을 때 현저히 낮은

향상시킴과 동시에 물 풀림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준이었다. 따라서 국내에서 발생하는 변기 또는 배관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표면 거칠

막힘 등에 대한 이슈는 화장실용 화장지의 품질을 원인

음도와 마찬가지로 교반 또는 침지 시간이 길어짐에 따

으로 판단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

라 기계적 특성이 물 풀림성에 미치는 영향이 우세해질

며 수압, 배관, 사용자의 사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tensile modulus의 경우 건조

여 원인을 진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인장강도 결과와 마찬가지로 물 풀림성에 미치는 영향은

화장실용 화장지 시료를 일부 선택하여 기계적 특성 및
표면 특성, 소프트니스 특성을 평가한 결과 습윤 강도,
건조 상태와 습윤 상태에서의 강도 손실률, 표면 거칠음
도 및 마찰, 표면 소프트니스가 물 풀림성에 영향하는 것
을 확인하였으며, 요구되는 강도 및 표면 특성과 소프트
니스 특성을 나타내도록 인자들을 조절함과 동시에 물
풀림성을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티슈 제품의 사용 후 적절한 처리 방
식을 제시하여 사용자의 혼란을 해소하고, 하수 시스템
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기반 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
로 기대되며, 우수한 기계적 특성 및 소프트니스 특성을
유지하며 물 풀림성이 우수한 제품 개발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Fig. 5. Tensile modulus vs. F-M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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