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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was performed in order to evaluate the generation characteristics of airborne bacteria and

fungi while operating a household humidifier, in consideration of user habits. 

Methods: Microbial samples were collected in a closed chamber with a total volume of 2.76 m3, in which a

humidifier was operated according to experimental strategies. A cultivation method based on the viable counts

of mesophilic heterotrophic bacteria and fungi was performed. Experimental strategies were divided into three

classes: the type of water in the water reservoir (tap water, cooled boiled water); the frequency of filling the

reservoir (refill every day, no refill); and the sterilization method (sterilization function mode, humidifier

disinfectants). 

Results: Significant increases in the concentration of airborne bacteria were observed while the humidifier was

in operation. The concentration had increased to 2,407 CFU/m3 by 120 hours when tap water filled the reservoir

without any application of sterilization, while for cooled boiled water, it was merely 393 CFU/m3 at a similar

time point. Usages of disinfectant in the water tank were more effective in decreasing bioaerosol generation

compared to sterilization function mode operation. Generation characteristics of airborne fungi were similar to

those of bacteria, but the levels were not significant in all experiments. Calculated exposure factor can be used

as an indicator to compare biorisk exposure. 

Conclusion: This study identified the potential for bioaerosol generation in indoor environments while operating a

household humidifier. User practices were critical in the generation of bioaerosol, or more specifically, airborne

bacteria. Proper usage of a humidifier ensures that any biorisks resulting from generated bioaerosol can be prev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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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일상생활 중 실내 거주시간이 80~90%으로 증가

함에 따라 실내 환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1) 실내 거주시간이 상대적으

로 긴 겨울철의 경우에는 실내습도가 실내환경의 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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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함을 결정하는 주요한 인자이며, 적절하지 못한 실

내습도 관리는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2,3)

가정용 가습기는 실내습도를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장치이며, 호흡기 질환(기관지염, 후두염, 폐

렴 등)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보조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4) 하지만 가습기 사용자의 사용습관에 따라

가습기 관리상태의 정도 차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

와 더불어 실내공기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가습기 청소상태가 소홀해 질 경우에는 가습기 충진

수의 미생물 증식으로 인하여 상당량의 미생물이 실

내공기로 방출될 가능성이 있다.

실내공기 중으로 방출되는 미생물은 실내공기질의

생물학적 유해인자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를 바이오

에어로졸(Bioaerosol)로 칭하고 있다. 바이오에어로졸

은 부유세균(Airborne bacteria), 부유진균(Airborne

fungi), 부유바이러스(Airborne virus) 등의 부유미생물

군과 세포내독소(Endotoxin) 및 곰팡이독(Mycotoxin)

등을 포함한다.5) 바이오에어로졸은 입자상 물질에 흡

착되거나 그 자체로 호흡을 통해 인체와 가축의 폐포

에 도달하여 폐렴, 천식, 기관지염, 비염 등과 같은 호

흡기 계통의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5,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정용 가습기의 사용자 습

관에 따라 실내공기 중 바이오에어로졸의 발생특성

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에 가습기 사용습관을 충

진수 방치시간, 충진수 종류, 충진수 살균방식으로

구분하여 실험조건을 구성하였으며, 실험조건에 따른

실내공기 중 바이오에어로졸(부유세균, 부유진균)의

농도를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가습기 사용에 따른 실

내공기의 부유미생물 노출정도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II. 연구방법

1. 실험 장치 및 구성

본 실험은 외부환경요인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완전 밀폐가 가능하도록 장치한 실험용 챔버에서 실

시되었다. 챔버의 총 부피는 2.76 m3(가로 1.5 m×세

로 0.8 m×높이 2.3 m)이였으며, 필요시 챔버내 공

기를 외부공기와 완전 치환이 가능하도록 송풍기를

장치하였다. 챔버내부는 실험전후에 70% 희석된 알

코올(99.9% Ethyl Alcohol, Duksan inc. Korea)로

내부 소독을 실시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가습기는 일반가정용 초음파 가습

방식의 제품이며, 제조회사가 상이한 총 2기를 구입

하여 실험에 각각 적용하였다. 가습기의 물탱크 용

량은 각 각 5.1 L와 5.2 L이고, 최대 분무량은 각 각

550 mL/hr와 300 mL/hr이었다. 실험은 두 가습기를

모두 사용하여 이루어졌으며, 사전 실험을 통하여 통

계적으로 기기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가습기는 실험용 챔버의 바닥 정중앙에 위치시켰다.

가습기 수조 및 진동자 등의 외부에 노출 가능한 모

든 부품은 실험 전에 소독 처리하였으며, 실험 중에

는 별도 청소 또는 소독을 실시하지 않았다. 챔버내

공기온도는 20oC 내외를 유지하였다. 

실험조건은 일반가정의 가습기 사용습관을 고려하

여 충진수 방치시간, 충진수의 종류, 살균방식에 따

라 구분하여, 총 6개 실험군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

시하였다. 실험 A는 전체 실험의 대조군에 해당되

며, 나머지 실험은 실험조건을 달리한 실험군에 해

당된다. 실험 B는 가습기 연속운전 조건, 실험 C는

Table 1. Experimental strategy for operating humidifier used in this study

Experiment
Operational condition

Type of water in the water tank Frequency of filling the water tank Sterilization method

A (Control) Tap water No refill None

B Tap water Daily refill None

C Cooled-boiled tap water No refill None

D-1 Tap water No refill
Sterilization function mode 

(Heating mode)

D-2 Tap water No refill
Usage of disinfectant

(chemical based product)

D-3 Tap water No refill
Usage of disinfectant

(natural based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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끓인물을 충진수로 사용한 조건, 실험 D는 별도 살

균을 실시한 조건을 선정하였다. Table 1에 실험조

건을 정리하였다. 

가습기 충진수의 초기부피는 5 L이였으며, 수돗물

과 끓인물(100oC 가열 후 실온에서 자연 방냉)이 충

진수로 선정되었다. 충진수는 최대 5일 동안 가습기

수조에 방치하였으며, 방치하는 동안에는 충진수의

교체나 재충진은 실시하지 않았다. 다만 가습기 연

속운전의 경우(실험 B)에는 충진수를 간헐적(1회/일)

으로 공급하여 충진수 부피를 2 L 이상으로 유지하

였으며, 실험 중 별도의 청소 또는 소독을 실시하지

않았다. 가습기 운전시의 분무량은 150 mL/hr로 설

정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살균방식에 따른 실험은 가습기의 자체기능을 이용

한 실험과 외부물질(살균제)을 충진수에 투입하는 실험

으로 구분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가습기의 내장된 살균

기능은 가열살균방식이었으며, 가습기의 충진수를 가

열한 후 외부로 방출하는 방식이다. 선정된 살균용 외

부물질은 인공화학물질인 Polyhexamethyleneguanidine

hydrochloride (PHMG, (C7H15N3)nx(HCl))와 천연물

질인 피톤치드(Phytoncide)(주요성분물질 : 편백나무

정유 피톤치드)이었다. 5 L 충진수에 첨가한 PHMG

의 부피는 20 mL이였으며, 동일한 첨가부피를 피톤

치드에도 적용하였다. 

2. 시료채취

공기시료 채취주기는 충진수의 방치시간을 기준으

로 하였으며, 각 실험별로 총 4회(방치후 0 hr, 24 hr,

72 hr, 120 hr) 실시하였다. 정해진 시료채취 시기에

맞춰 가습기를 가동시켜 챔버내 습도가 60~70%를

유지되게 한 후 가동을 중지하였다. 공기시료는 가

습기 중지 직후에 채취되었으면 3회 연속 채취하였

다. 시료채취 후 챔버의 송풍기를 가동시켜 챔버 내

공기가 외부공기와 완전 치환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시간대별 시료채취 조건이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도

록 하였다. 또한 가습기 가동 직전에 챔버 내 공기

를 채취하여 바이오에어로졸의 배경농도로 이용하였다. 

시료채취는 관성충돌포집방식을 적용한 One-stage

viable particulate cascade impactor(Buck bio culture

B30120 pump, A. P. BUCK inc. USA)를 사용하여 실

시하였다. 시료 포집기는 실험에 사용 전 70%의 알코

올을 이용하여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유량을 28. 3L/min

으로 보정 후 실험을 실시하였다. 공기시료의 채취시

간은 5분이였으며, 채취장비의 채취유량은 28.3 L/min

으로 총 141.5 L의 공기시료를 채취하였다.

3. 생물학적 인자 정량분석

부유세균 및 부유진균은 관성충돌법에 의하여 시

료포집이 완료된 평판배지를 배양하여 정량 분석하

였다. 사용된 평판배지는 부유세균의 경우 Trypticase

Soy Agar(TSA)배지이며, 부유진균의 경우 SDA+

Cycloheximide(SDAC)배지를 사용하였다. TSA 및

SDAC배지는 냉장 보관을 통하여 보관되었으며, 실

험 실시 전 클린벤치에서 내부에서 생성 된 수분을

제거한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포집이 완료된 부유

세균배지는 항온기에서 38oC의 조건으로 4일간, 부

유진균 배지는 25oC의 조건으로 7일간 배양을 실시

하였으며, 배양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미생물 군

락의 마스킹효과(Masking effect)를 방지하기 위하야

12시간 간격으로 계수를 실시하였으며, 계수산정에

적용한 최저 군락수는 부유세균은 50개, 부유진균은

10개이었고 300개를 초과하지 않은 군락수를 실험

값으로 산정하였다.5) 바이오에어로졸의 농도산출은

배지에 형성된 집락(Colony unit)을 계수한 값에 채

취한 공기량으로 나누는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농도

단위는 CFU(Colonies Forming Unit)/m3이었다. 모

든 실험은 재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3회 반복 실

시되었다.

(1)

4. 노출인자의 산정

본 연구에서는 실내공간의 노출시간과 배경농도를

고려하여 바이오에어로졸 노출인자(Exposure factor,

EF)를 산출하였다. 노출인자는 실험조건에 따라 가

습기에서 실제 발생한 바이오에어로졸의 상대적 농

도를 수치화한 값이다. 노출인자의 계산은 식2와 같

으며, C0a는 충진수 방치직후(0 hr)의 농도, C0b는 배

경농도, Cta는 충진수 방치시간(t)의 농도이며, Ctb는

충진수 방치시간(t)에서의 배경농도를 의미한다.

(2)

CFU m
3

⁄
Counted CFU on agar plate

Air Volume m
3

( )
----------------------------------------------------------------------------=

EF
Cta Ctb–

C
0a C

0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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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계분석

측정된 부유세균 및 진균의 데이터들이 각 조건

별로 유의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EXCEL 2007

(Microsoft Inc, USA)를 이용하여 t-test를 실시하

였다.

III. 연구결과

1. 가습기의 사용자 습관에 따른 부유세균 발생특성

Fig. 1은 가습기 수조 내 충진수의 방치시간에 따

라 가습기 가동 전후에 측정된 부유세균의 농도변

화를 보여주고 있다. 수돗물을 충진수로 사용한 실

험 A와 B, D-1에서 시간경과에 따라 부유세균의 농

도가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끓인 물을 사용한 실험

C에서는 방치 72시간까지는 부유세균의 발생은

25±14 CFU/m3 수준으로 낮게 발생되었으나, 방치

120시간 후에는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

만 외부 살균제를 수돗물에 주입한 실험 D-2와 D-

3에서는 부유세균은 모든 시간대에서 18±8 CFU/m3

와 24±9 CFU/m3 수준으로 검출되었으며, 부유세

균이 거의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방치 120

시간 후에 측정된 부유세균의 발생농도는 2,408±

989 CFU/m3(실험 A), 1,976±95 CFU/m3(실험 B),

393 ± 238 CFU/m3 (실험 C), 2,072 ± 1685 CFU/m3

(실험 D-1), 188±17 CFU/m3(실험 D-2), 24±9 CFU/m3

(실험 D-3)이었다. 

2. 가습기의 사용자 습관에 따른 부유진균 발생특성

Fig. 2는 가습기 수조 내 충진수의 방치시간에 따

라 가습기 가동 전후에 측정된 부유진균의 농도변화

를 보여주고 있다. 수돗물을 충진수로 사용한 실험

A와 B, D-1에서는 가습기 가동 후에 부유진균의 농

도가 다소 증가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특히 실험

A와 B에서는 이외 실험군 보다 다소 높은 부유진균

발생농도를 보였다. 끓인물을 사용한 실험 C에서는

가습기 가동 후에 부유진균이 거의 검출되지 않았다.

외부 살균제를 수돗물에 주입한 실험 D-2와 D-3에

서는 가습기 가동 후 부유진균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가습기에 사용에 따른 부유진균의 발생이

없는 것으로 보였다. 방치 120시간 후에 측정된 부

유진균의 발생농도는 247±25 CFU/m3(실험 A),

98±22 CFU/m3(실험 B), 0 CFU/m3(실험 C), 273±23

CFU/m3(실험 D-1), 31±5 CFU/m3(실험 D-2), 53±18

CFU/m3(실험 D-3)이었다. 

Fig. 1. Concentration of airborne bacteria generated from humidifier as a function of a duration of water remaining in the

water t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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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 찰

본 연구는 가정용 가습기의 사용실태에 따른 실내

공기 중 바이오에어로졸의 발생특성을 파악하기 위

해 실시되었으며, 가습기 충전수의 종류와 충전수의

살균방식, 충전수의 방치시간에 따른 부유세균와 부

유진균의 노출정도를 평가하였다. 

수돗물을 충진하고 별도의 살균방식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 충진수 방치시간에 따라 부유세균의 급

속한 발생이 확인되었다(실험 A). Mary et al. (2001)

는 여과와 멸균되지 않은 수돗물에서 Aeromona균

을 대상으로 미생물 증식을 실험한 결과, 초기농도

2.45×102 CFU/ml에서 5일 경과 후 6.03×105 CFU/ml

로 증식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7) 또한 유사한 실험

결과가 Vivas et al. (2004)의 연구에서도 보고되었

다.8) 따라서 방치된 충진수에서 미생물이 증식되고,

증식된 미생물이 가습장치를 통해 공기 중으로 분출

된 것으로 판단된다. 

가습기 연속실험(실험 B)에서 72시간 경과이후 부

유미생물의 현저한 발생이 관찰되었으며, 끓인 후 자

연 방냉된 충진수를 사용한 실험(실험 C)에서도 일

정시간 경과이후 부유미생물의 발생이 확인되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보고한 연구에 의하면, 초기 미생

물농도가 1.3×102 CFU/ml인 물을 가습기 수조 내에

24시간 방치할 경우에 미생물 농도가 3.3×103 CFU/ml

로 증가하였지만, 가습기 사용 후 매일 헹궈주고 물

교환을 병행한 경우에는 수조 내 미생물 농도가

4.2×102 CFU/ml이였고, 매일 물 교환을 실시하고 2

일마다 솔이나 부드러운 천으로 세척한 실험의 경우

에는 2.2×102 CFU/ML의 미생물 농도가 검출되었다.9)

이는 가습기의 물 교환과 살균된 물의 사용이 부유

미생물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가습기의 살균기능을 가동한 실험(실험 D-1)에서

는 실험 A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고, 가습기 자체의

내장된 살균기능이 부유미생물의 발생 억제에 적절

하지 않음을 보여 주고 있다. 하지만 자체 내장된

살균기능은 제조회사와 제품에 따라 성능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유미생물 발생억제의 효과를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외부물질을 투입하여 살균기능을 대체한 실험(실

험 D-2와 D-3)에서는 초기 대비 90% 이상이 저감

효과를 보였다. 화학성분의 살균제는 Polyhexamethylene

guanidine (PHMG)와 Oligo(2-(2-ethoxy)-ethoxyethyl)-

guanidinium-chloride(PGH)를 함유하고 있다. 화학살

Fig. 2. Concentration of airborne fungi generated from humidifier as a function of a duration of water remaining in the

water t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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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제는 부유미생물 발생억제의 효과가 확인되었지만,

주요성분인 PHMG와 PGH는 인체 유해성이 보고10)

되었기 때문에 사용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천연성분 살균제에 포함된 피톤치드는 주위 환경에

노출될 경우에 알레로파시(Allelopathy)를 발생시키

고, 높은 향세균 및 향진균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1) 하지만, 저항성이 있는 미생물이 과

다하게 번식할 경우에는 부유미생물 발생억제의 효

과는 저감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가습기에서 발생되는 부유진균은 모든 실험에서

부유세균과 비교하여 낮은 발생농도로 분석되었다.

곰팡이는 외부환경에 대한 저항성이 높은 것으로 알

려져 있으며, 물 속에 미생물막(biofilm)이 형성될 경

우에는 생존력이 매우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12) Daniel

et al. (2002)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밀봉되어 있는 생

수병 내에서도 곰팡이가 생장하였으며, Penicillium

spp, Cladosporium, Rhizopus, Aspergillus, Phoma 등

이 발견되었다.13) 비록 본 연구에서는 부유진균의 발

생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가습기 수조 내 곰

팡이균의 서식조건이 형성되면 공기 중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실험결과를 통계적 유의성 측면에서 검

정해 보면, 실험 A의 부유세균 측정값은 실험

C(p<0.01)와 D-2(p<0.01), D-3(p<0.01)와 통계적으

로 유의한 관계에 있지만, 실험 B(p=0.16)와 D-

1(p=0.32)는 통계적 유의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

다. 따라서 끓인 물 또는 외부살균제 사용이 부유세

균 발생억제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모든 실험에서 부유미생물의 배경농도가 달랐기

때문에 측정된 부유미생물의 절대농도값으로 노출경

향을 평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

라서 실내공간의 노출시간과 배경농도를 고려한 바이

오에어로졸의 노출인자(Exposure factor, EF)을 Fig. 3

에 제시하였다. 식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EF가 1 이

상일 경우에 가습기에 의한 부유미생물의 실내공기

노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실험 A와

B에서 현저한 부유세균의 노출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실험 C와 D-1에서는 72시간 경과 이후에 부유세균

의 노출이 발생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부유진균의 경

우에는 모든 실험에서 매우 낮은 노출정도를 보였다.

한편, 배경농도에 비해 가습기 가동 후 바이오에어

로졸의 농도가 동일하거나 낮게 측정될 경우에는 실

질적인 바이오에어로졸의 발생이 없는 것으로 간주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 D-2와 D-3의 부유

진균에서 이와 같은 분석값이 나왔고, 실험 D-2와

D-3의 실험조건에서는 가습기의 가동에 따른 부유

진균의 실내노출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실험에서는 배양 가능한 미생물만을 대상으로

측정 분석하였기 때문에 측정된 발생농도와 인체

유해성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기는 어렵다. 인체에 미

치는 위해성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검출된

미생물의 정성평가 및 독성평가(세포내 독소, 곰팡

이독)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다만 본 연구를 통해

가습기에서 발생되는 바이오에어로졸로 인하여 실

내공기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 가습기

에 의한 바이오에어로졸의 노출을 최소하기 위하여

가습기 사용자의 기기사용에 대한 올바른 습관이

필요하다. 

Fig. 3. Calculated exposure factor(EF) of bioaerosol in all

experiments. For experiment D-2 and D-3,

exposure factors of airborne fungi were not

available because those concentrations subsequent

to humidifier operation de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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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가습기의 사용자 습관에 따라 가습

기 충진수 내에서 증식되어 실내로 방출되는 부유세

균 및 부유진균의 경시적 발생특성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가습기 사용에 따라 실내공기질 중 생

물학적 유해인자의 노출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출된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가습기 충진수의 수조 내 방치시간에 따라 부

유미생물의 발생량은 증가하였으며, 부유세균의 농

도는 120 hr 경과 후 최대 2,408 CFU/m3이였다. 

(2) 충진수를 끓여서 방냉시켜 사용하거나 외부살

균물질을 주입하여 원수의 미생물을 초기에 억제함

으로서 부유미생물의 발생을 저감시킬 수 있다. 

(3) 일반가정의 수돗물을 충진수로 그대로 사용하

고자 할 경우에는 충진수를 주기적으로 교체함으로

서 부유미생물의 발생을 저감시킬 수 있다. 

(4) 부유진균의 발생은 부유세균과 비교하여 발생

농도가 낮았으며, 경시적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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