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화장실 뒤처리 실태 조사 보고서

성인 10명 중 9명(91%),
충격!
공중 화장실 비데 사용 꺼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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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10명 중 7명(68%),
충격!
집 화장실 비데도 사용 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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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사용이라 꺼림직하다 57%,
위생관리가 안됐을 것이다 32% 순으로 나타나

가정용 화장실 비데의 위생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응답자도 적지 않아

성인 10명중 9명은 공용화장실에 설치된 비데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활용품기업 유한킴벌리와 온라인 커뮤니티 레몬테라수 공동 화장실 사용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응답자 927명 중 91%에 해당하는 847명이
공용화장실에 설치된 비데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응답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공동 사용으로 꺼림직하다가 57%로 가장 많았고,
▲위생관리가 잘 안됐을 것이라는 응답이 32%를 차지해
공용 화장실 비데에 대한 위생 불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68%는 집에 있는 비데를 잘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유로는 ▲가족이지만 여럿이 함께 사용하는 것이 꺼림직하다는
응답자가 2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전기와 물 사용으로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이유가 17% ▲사용하기 귀찮고 번거롭다가
14%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용변 후 뒤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

가장 위생적이라고 생각하는 뒤처리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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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들의 위생에 대한 인식과
실제 행하는 뒤처리 방법에 큰 차이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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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이 넘는 61%가 물티슈와 함께
처리하는 것이 가장 위생적이라고 답

40

실제 행하는 뒤처리 방법에 대한 질문에는
▲두루마리 화장지만을 이용한다가 36.3%로 가장 많았고,
▲물티슈와 두루마리 화장지를 함께 사용한다가 29%
▲두루마리 화장지와 비데를 이용한다는 13%로 조사됐습니다.
기타 의견으로는 샤워기 등을 사용하여 뒤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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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가장 위생적이라고 생각하는 뒤처리 방법에 관한 질문에서는
절반이 넘는 61%가 물티슈와 함께 처리하는 것이 가장 위생적이라고
답했습니다. ▲화장지와 비데를 함께 사용한다가 25% ▲물티슈와 비데를
함께 사용한다가 22% ▲물티슈만 사용한다가 10% 순이었고 화장지만
사용하는 것이 위생적이라고 것에는 2%만이 응답했다.
‘화장지로 닦는 것’ 보다는 ‘물로 씻는 것’이, ‘물로 씻는 것’보다는
‘물티슈로 닦는 것’이 위생적이라는 응답자의 반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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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은 가장 개인적이면서도 위생과 청결에 가장 민감한 공간입니다.
크리넥스는 화장지와 비데만으로는 부족한 현대인들의 높은 위생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1인 1비데 시대’라는 콘셉트를 중심으로 자연주의 정신과 과학적 근거 중심 연구개발을 통해 마이비데가 탄생했습니다.
1. 부담없는 가격으로 ‘1인 1비데’의 화장실 문화를 제안합니다.
2. ‘1회용 비데’로 쓸때마다 새로운 상쾌함을 선사하며, 누구와 화장실을 공유하더라도 찜찜함 없이 완벽한 만족감을 선사합니다.
3. 보이지 않는 곳까지 세심하게 건강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며, 물에 쉽게 풀려 변기에 바로 버릴 수 있는 편리함까지 갖추었습니다.

안전성 검증 완료

부직포(종이) 성분

소듐 벤조에이트
(Sodium benzoate)

정제수

(purified water)

펄프 (Pulp)

화장품에 많이 쓰이며
친환경제품에서 파라핀
대신 많이 사용하는 보존제

각종 불순물이 제거된 물로
여과기(이온교환수지),
전자입자 탈지장치 등
6단계 정제 과정을 거침

목재를 잘게 부순 후
기계적·화학적 처리 후 나온
셀룰로오스 섬유를 모아
펄프(Pulp) 제작

스테아레스
(Steareth)

시트릭애씨드 (Citric acid)

화장품 및 케어 제품에서
계면활성제(세정제),
유화제, 보습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성분

구연산(과일산)이라고도 불리우며
자몽 추출 물질로 피부 재생,
필링을 촉진하는 용도로 사용

캐모마일 (Chamomile)
‘땅에서 나는 사과'라는 뜻의 캐모마일은
입욕제•습포•방향제 등 여러 형태로
이용되고 있는데 특히 소염효과와
피부트러블 예방에 좋은 효과

장점: 매끄럽고 부드러움
단점: 물에 잘 안 녹음
13(cm)

에칠헥실글리세린
(Ethylhexylglycerin)

펄프와 레이온을 장점만 결합시킨 부직포

박테리아 성장을 억제하여
탈취효과가 매우 우수하고
피부를 부드럽고 촉촉하게
만드는 성분

- 펄프, 레이온의 장점만 강한 수압(초고압수)을 이용한 특수공법으로 결합
- 화학적 결합이 아닌 물리적 결합으로 화학적 첨가물이 없는 친환경 기술
- 타일 형태의 패턴 적용으로 접촉과 분비물 제거에 효과

벚꽃추출물

(cherry blossom extract)
비타민 B, C와 당질, 칼슘 등이
함유돼 있어 피부를 부드럽고
윤기나게 하며 피부 진정 및
보습 유지력에 도움을 주는 성분

레이온 (Rayon)

부틸렌 글라이콜
(Butylene Glycol)

견섬유와 비슷하고, 매끄럽고
정전기가 잘 생기지 않음
장점: 가볍고 흡습성이 좋음
단점: 섬유 중 물에 가장
약해 잘 찢어짐

남자손 평균길이 : 18.3(cm)

20.5(cm)

한국인 손에
최적화한 사이즈

와인, 치즈, 피쉬오일 등에 있는
성분으로 모이스춰라이저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피부가 수분을
유지하도록 도움

여자손 평균길이 : 16.9(cm)

녹차추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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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tea extract)

일반 비데와 마이비데 사용시
가격 비교 (1회당)

녹차추출물에는 피부재생을 돕는
폴리페놀류(탄닌, 카테닌)와
피부회복과 항산화작용을 하는
카테킨, 비타민 C 등이 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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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데 렌탈
- 월 10,000원_30,000원 (제품가격, 이자 등 금융비용,
출장비 등 인건비, 판매수수료 등)
- 평균: 월 20,000원: 222원/1회
(30일 기준, 가구당 매일 3회 사용 시)

222.65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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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5 원
일반 비데

마이비데

비데 전기사용량
- 월 1,500~3,000원 (평균 2,250원)
-평균: 25원/1회 (가구당 매일 3회 사용 시)
비데 사용 수도세
- 세정기능 사용 시 (약 500m) : 0.35원/1회
- 수돗물 1000 리터당 700원 기준으로 계산
마이비데
- 회당 1~2장 사용(평균 1.5장)
- 유한킴벌리 '마이비데' 6개들이 묶음 포장 가격 기준으로 계산

로고의 물방울은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마이비데의 특징을
나타냅니다.

액체 성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