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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South Korea, many cases of humidifier disinfectant-associated lung injury (HDLI) have been reported among

people who used humidifier products containing humidifier disinfectant (HD).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characterize exposure to HD among a total of 221 HDLI patients who used HD. Information and data on the

HDs used were collected through a structured questionnaire and home environmental investigations. The

conditions of these 221 HDLI patients were clinically confirmed to be caused by the use of HD. Children aged

under 5 years old made up the highest proportion of HDLI cases (n=125, 56.6 %), followed by pregnant women

(n=35, 15.8%). Forty-three percent (n=95) of the victims died. There were three cases of fetuses and 35 pregnant

women among the victims. The number of HDLI patients who used only the Oxy Saksak brand of HD was

found to be 85 (38.5%), followed by the HD brands Cefu (n=24, 10.9%), Lottemart Wiselect (n=9, 4.1%) and

Aekyung (n=3). Patients who exclusively used HD brands containing polyhexamethylene guanidine phosphate

(PHMG) (n=13, 55.7%) as an active ingredient made up the largest share, followed by those who exclus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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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d HD containing only oligo(2-(2-ethoxy) ethoxyethyl guanidinium (PGH) (n=24, 10.9%) and by those who

only used a mixture of chloromethylisothiazolinone (CMIT) and methylisothiazolinone (MIT) (n=3, 1.4%). HD

products containing PHMG were found to be the most commonly used among the confirmed HDLI patients.

Three exposed fetuses who never used HD after birth developed lung injuries, indicating a probability of

exposure to HD during gestation. All HDLI patients responded that they used HD while sleeping and for longer

than 10 hours per day. In conclusion, the development of HDLI was clinically found to be associated with the

use of several HD products containing PHMG, PGH and CMIT/MIT.

Keywords: CMIT, humidifier disinfectant (HD), humidifier disinfectant-associated lung injury (HDLI),

MIT, PGH, PHMG 

I. 서 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조사된

가습기 살균제 폐 손상자는 221명으로 이들은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폐 손상을 입었고 이 중 95명이 사

망했으며 8명은 폐 이식 수술을 받았다.1,2) “가습기

살균제 연관 폐손상(humidifier disinfectant-associated

lung, injury, 이하 폐손상이라 함)” 사례는 1, 2차 가

습기 살균제와 폐 질환의 인과관계 규명 조사(이하

조사라 함)에서 가습기 살균제 노출과 연관이 확실

한 그룹(definite)과 살균제 노출이 상당한 그룹

(probable)으로 1차 172명, 2차 49명이었다. 이 폐

손상자들은 전형적인 증례들로써 임상적으로 구분

해 낼 수 있는 특이한 폐 손상만 해당된다. 폐 손

상 피해자는 태아, 임산부, 태어난 지 며칠 되지 않

은 아이, 유아, 성인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다른 호흡기 질환(비염, 천

식 등), 기저 질환의 악화, 폐 손상 외 다른 장기

침범 질환 가능성 등의 피해자는 포함되지 않은 숫

자이다. 한편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주장하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수는 2016년 4월 기준 1,289명이고

사망자는 239명이다.3) 현재 3차 피해 신고자가 752

명이며, 향후 추가 조사에서 더 많은 건강 피해자

가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건강영향을 초래한 원인이 되는 노출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폐 손상자가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 제

품(이하 제품이라 함), 제품에 들어있는 살균제 성

분 (이하 살균제라 함), 살균제 함량, 사용기간, 사

용량 등 매우 다양하다.4) 살균제 노출로 인한 다양

한 건강영향 규명, 건강영향을 초래한 살균제 노출

특성 평가와 살균제 노출과 건강영향의 연관성 분

석 등은 모두 매우 어려운 과제로써 향후 풀어 나

가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두 차례에 걸친 조사에서 살균제

폐 손상자로 판정된 221명을 대상으로 살균제 사용

및 노출특성을 분석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가습

기 살균제의 노출로 인한 건강영향을 규명하는데 도

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II. 연구 방법

1차(2013년 7월~ 2013년 11월)1)와 2차(2014년 7월

~ 2015년 4월) 폐 손상 원인규명 조사2)에 참여한 총

530명의 신고자 중 폐 손상자 221명에 대한 가습기

살균제 사용 및 노출특성을 중점으로 분석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습기 살균제 사용 여부는 영수증, 쓰다 남은 살

균제 통이나 용기, 사진 등으로 판단했다. 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없을 경우 인터뷰 내용의 일관성 및 신

뢰성으로 조사자가 사용 여부를 판단했다. 가습기 살

균제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는 계속해서 가습

기 살균제 사용 및 노출 특성을 조사했다. 폐 손상

자 모두는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것으로 평가했

다. 만약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

단한 경우는 노출평가를 중단하였다.  

폐 손상자가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 주요 노출 정

보는 (1) 사용제품과 사용비율, (2) 사용기간, (3)

하루 평균 가습기 살균제 사용 시간, (4) 잠잘 때

가습기 사용 여부, (5) 하루 평균 잠잘 때 가습기

사용시간 등 이었다. 사용한 살균제 제품의 이름을

조사 대상 신고자에게 물었고 만약 사용한 제품을

기억하지 못할 경우 사진을 보여주며 사용제품을

지칭하게 했다. 2개 제품 이상을 사용한 경우 전체

사용기간에 따른 대략적인 제품별 사용 비율로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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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사용기간은 총 사용기간(누적 월), 월 평균 사

용한 주(week), 일주일간 평균 사용 일 수, 일일 평

균 사용한 시간 등으로 조사했다. 자세한 가습기

살균제 노출평가 전략 및 설문 내용은 Park et al.

(2015)이 보고하였다.5) 태아 사례(3건)는 임산부의

가습기 살균제 사용 특성을 적용한 것이다. 본 연구

의 조사 대상, 조사 방법 등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1차 조사는 서울대 연구윤리위원회(42-2013-07-01),

2차 조사는 서울아산병원 연구윤리위원회(2014-

0840)에서 심의를 받았다.

III. 연구 결과

1. 폐 손상자의 일반적 특성

폐 손상자(221명)를 성별, 나이, 거주 환경 등 일

반적 특성 별로 구분하였다(Table 1). 폐 손상자 중

5세 이하는 125명(56.6%), 임산부는 35명(15.8%)으

로 폐 손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임산부 14명

은 피해 가족 수가 2명 이상이었다. 221명의 폐 손

상자 중 사망은 95명(43.0%)이었고, 사망자 중 5세

이하 어린아이가 63명(66.3%), 임산부는 18명(18.9%)

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 외 사망자(14명)는 9세

와 13세 사이 2명과 26세 이상의 성인이었다. 폐 이

식을 한 폐 손상자는 총 10명이었다. 폐 이식한 폐

손상자 중 6명이 임산부였고, 이 중 2명이 폐 이식

을 하였지만 사망하였다. 폐 이식한 폐 손상자 중 1

명은 피해 당시 5세였다(Fig. 1). 2명 이상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입은 가구 수는 총 47가구(2명 38가

구, 3명 9가구)였다. 

폐 손상자 대부분(214명, 96.8%)의 거주 지역 주

변에서 유해물질을 유의미하게 발생시키는 공장은

거의 없었다. 일부 소각장(n=3), 비료공장(n=1), 변

전소(n=1) 등이 있었지만 건강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위험요인은 없었다.

폐 손상자는 수도권인 서울(n=41, 18.6%), 인천

(n=38, 17.2%) 및 경기도(n=75, 33.9%)가 많았고,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분포했다(Fig. 2). 폐 손상

이 처음 발생된 시기별 폐 손상자 수를 분석하였

다. 피해 발생 시기는 2002년부터 2014년까지였다.

2006년에서 2007년까지 그리고 2009년부터 2011

년에 많은 가습기 폐 손상자가 발생하였다. 특히

2011년에는 가장 많은 폐 손상자(92명, 41.6%)가

집중해서 발생했다. 7세 미만 아이들의 폐 손상 발

생 경향도 비슷하였다(Fig. 3). 폐 손상으로 인한

사망자의 연도별 분포도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Fig.

4). 2010년과 2011년에 임산부 사망자(18명) 중 12

명(67%), 7세 미만 아이는 25명(40%)이었다. 

2. 가습기 살균제 제품 사용 증거

영수증을 보관한 폐 손상자는 52.0%(115명)였고,

사망자 중 50명(52.6%)이 가습기 살균제 구매 영

수증을 보관하고 있었다(Table 2). 조사자가 가정을

방문하여 가습기 살균제 사용 환경을 조사하고 피

해자 또는 가족을 인터뷰하였을 때 대부분(219명,

99.1%) 일관된 진술을 하여 가습기 살균제 사용을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for humidifier

disinfectant-associated lung injury (HDLI)

구분

폐

손상자 

수

비율,
%
사망자 

수

비율,
%

폐

이식자

수

성별

남성 96 43.4 38 40.0 2

여성 125 56.6 57 60.0 6

임산부* 35 15.8 18 31.6 4

피해 때 나이

≤ 1 30 13.6 15 15.8 

2 - 3 71 32.1 39 41.1 

4 - 5 24 10.9 9 9.5 1

6 - 8 4 1.8  

9 - 13 4 1.8 2 2.1 

26 - 65 86 38.9 30 31.6 7

66 - 70 2 0.9 

가족 당 피해 사례

1명 118가구 - 57 60.0 4

2명 38가구 - 30 31.6 2

3명 9가구 - 8 8.4 2

거주 지역 1 km 내 공장 유무

없음 214 96.8 92 96.8 8

있음 7 3.2 3 3.2

흡연여부

피운 적 없거나

해당 없음
210 95.0 92 96.8 7

과거 피움 10 4.5 2 2.1 1

현재 피움 1 0.5 1 1.1 　

*전체 폐 손상 피해자 수 중 임산부 수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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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였다. 유아 및 어린아이는 부모 등 대리인이

진술하였다.

3. 가습기 살균제 제품별 폐 손상자 구분

가습기 살균제 제품에 넣은 살균제 주요 성분과

농도는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결과 보고서에서 인

용한 것이다(Table 3).6) 가습기 살균제 제품별로 폐

손상자를 분류하였다(Table 4). 폐 손상자가 최소

한 가지(50%) 이상 사용한 살균제 제품은 총 7가

지로 “옥시 싹싹 New 가습기 당번”, “롯데마트 와

이즐렉 가습기 살균제”, “홈플러스 가습기 청정제”,

“베지터블 홈 가습기 클린업”, “세퓨 가습기 살균

Fig. 1. Distribution of humidifier disinfectant-associated lung injury(HDLI) and death among HDLI victims by year.

Fig. 2. Distribution of humidifier disinfectant-associated

lung injury (HDLI) and death among HDLI

victims by the area.

Fig. 3. Distribution of humidifier disinfectant-associated

lung injury (HDLI) and children aged under 7

years old and pregnant women among HDLI

victims by year.

Fig. 4. Distribution of humidifier disinfectant-associated

lung injury (HDLI) and children aged under 7

years old and pregnant women among HDLI

victims who died by year.



가습기 살균제 폐 손상 피해자의 살균제 노출 특성 - 태아와 임산부 노출을 중심으로- 151

http://www.kseh.org/ J Environ Health Sci 2016; 42(3): 147-159

제”, “애경 가습기 메이트”, “이마트 이플러스 가

습기 살균제”였다. “옥시 싹싹 New 가습기 당번”

만을 사용했다고 응답한 폐 손상자는 85명(38.5%)

으로 가장 많았다. 두 개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 폐

손상자 중 “옥시 싹싹 New 가습기 당번”을 50%

이상 사용한 인원(70명, 31.7%)까지 합하면 전체의

70.1%로 나타났다. 사망자 중 대부분(67명, 70.5%)

이 “옥시 싹싹 New 가습기 당번”을 50% 이상 사

용한 폐 손상자였다. 

“세퓨 가습기 살균제” 제품만을 사용한 폐 손상

자는 24명(10.9%), “롯데마트 와이즐렉 가습기 살

균제” 제품은 9명(4.1%), “애경 가습기 메이트”와

“홈플러스 가습기 청정제”는 각각 3명, 2명의 분포

를 나타냈다. 폐 손상자 중 123명이 한 가지 제품만

사용하였고, 두 종류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 폐 손상

자는 98명(44.3%)이었다.

가습기 살균제 제품별로 폐 손상 발생 년도를 비

교하였다(Table 5). 가장 특징적인 점은 세퓨 가습

기 살균제 제품만을 사용한 폐 손상자 24명 중 23

명이 2011년(1명은 2010년)에 폐 손상을 입었다고

응답하였다. 옥시 싹싹 New 가습기 당번 사용 폐

손상자도 2011년에 가장 많았다(n=50, 33%). 전반

적으로 2009년부터 2011년 그리고 2006년과 2007

년에 가습기 폐 손상 피해 사례가 집중적으로 발

생하였다(Fig. 3). 2011년 11월 PHMG와 PGH가

들어있는 총 6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이 강제 수거

된 후 2012년에도 2명(1세 쌍둥이)이 폐 손상을 입

었다. 이들은 애경 가습기 메이트를 총 3개월 동안

사용했고 하루 평균 4시간 정도 노출된 것으로 조

사되었다.

4. 가습기 살균제 성분 별 폐 손상자 구분

주요 살균제 성분 별로 폐 손상자를 구분하였다

(Table 6). PHMG만 들어있는 제품을 사용한 폐 손

상자가 가장 많았다(123명, 55.7%). PHMG가 들어

있는 제품을 50% 이상 사용한 폐 손상자까지 포함

하면 폐 손상자수는 189명으로 폐 손상자의 대부분

(85.5%)을 차지한다. 사망자도 대부분(79명, 83.2%)

이 PHMG가 들어있는 제품을 50% 이상 사용했다.

PGH가 들어있는 제품을 50% 이상 사용한 폐 손상

자는 26명(11.8%)이었다. CMIT/MIT가 들어있는 제

품만 사용한 폐 손상자는 3명으로 질병 발생 당시

나이는 2명이 1세 미만이었고 나머지 1명은 29세였

다. 29세 성인(남성)은 사망하였다. 모두 “애경 가습

Table 2. Evidence to demonstrate the use of humidifier

disinfectant

확인 내용

폐

손상자

수

비율,
%

사망자 

수

비율, 
%

영수증

있음 115 52.0 50 52.6 

없음 106 48.0 45 47.4 

사용하고 남은 살균제 통이나 흔적

있음 100 45.2 46 48.4 

없음 121 54.8 49 51.6 

살균제 사용 증명 사진

있음 4 1.8 1 1.1 

없음 217 98.2 94 98.9 

일관된 진술

있음 219 99.1 95 100.0 

없음 2 0.9 - - 

Table 3. Disinfectant concentration in humidifier

disinfectant products as quantified by the Korea

Center for Diseases Control and Prevention

(KCDC, 2011)

제품 이름

주요

살균제 

성분

시료

수
농도, μg/ml

옥시 싹싹 New 가습기 당번PHMG 3 1,260 ~ 1,290

DDAC 3 검출되지 않음

롯데마트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
PHMG 3 1,270 ~ 1,330

DDAC 3 검출되지 않음

홈플러스 가습기 청정제 PHMG 분석결과 없음

베지터블 홈 가습기 클린업PHMG 3 6,730 ~ 7,040

세퓨 가습기 살균제 PGH 8 1,710 ~ 5,130

DDAC 7 15 ~ 16 μg/L

아토오가닉 가습기 살균제 PGH 3 290 ~ 310

DDAC 3 검출되지 않음

애경 가습기 메이트 CMIT 3 110 ~ 130

MIT 3 30 ~ 40

　 DDAC 3 6.6 ~ 16.1 μg/L

PHMG, polyhexamethylene guanidine phosphate; DDAC,

didecyldimethylammonium chloride; PGH, oligo(2-(2-ethoxy)

ethoxyethyl guanidinium; CMIT, chloromethylisothiazolinone;

MIT, methylisothiazoli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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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메이트” 제품을 사용했다고 응답했다. CMIT/MIT

가 들어있는 제품만 사용한 폐 손상자는 2차 조사

에 신청한 3명이었고, 50% 이상 사용한 폐 손상자

(3명)까지 포함하면 6명이다. CMIT/MIT가 들어 있

는 제품을 50% 이상 사용한 폐 손상자들이 사용한

다른 제품 성분은 모두 PHMG (2명; 옥시 싹싹 40%,

1명; 옥시 싹싹 10%와 롯데마트 와이즐렉 10% 사

용)였다. 

5. 가습기 살균제 사용 특성

1) 사용기간

가습기 살균제 누적 사용 기간(월)과 1일 평균 사

용 시간 별로 폐 손상자를 구분하였다(Table 7). 폐

손상자들이 사용했던 기간은 2개월부터 89개월(7년

5개월)까지 다양하였고, 6개월 미만 사용한 폐 손상

자가 45.2%(100명)로 가장 많았다. 148명(67.0%)은

사용한 지 1년 이내에 폐 손상을 입었다. 겨울철 가

습기를 집중 사용하면서 급성 폐 손상 피해가 발생

한 것으로 보인다. 폐 손상자 대부분(185명, 83.7%)

이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 사용한 것으로 응답하였

다. 하루 종일 사용한 폐 손상자도 32명(14.5%)이나

된다. 사망자 95명 중 93명이 하루 평균 8시간 이상

사용했고, 이 중 15명은 24시간 지속적으로 사용하였다. 

2) 잠잘 때 사용 특성

폐 손상자 대부분이 잠잘 때 가습기 살균제를 사

용했다고 응답했다. 잠잘 때 평균 사용시간은 7.4시

간이었고, 최소 1.5시간부터 13시간까지 다양했다.

사망자 95명 모두 잠잘 때 가습기를 사용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Table 4. Classification of humidifier disinfectant-associated lung injury (HDLI) based on the type of humidifier

disinfectant brand used

가습기살균제 사용 제품 폐 손상자 수 비율, % 사망자 수 사망률, % 폐 이식자 수

최소 한 제품이 50% 이상

옥시 싹싹만 사용 85 38.5 39 41.1 2

옥시 싹싹 50% 이상 사용 66 29.9 26 27.4 3

세퓨 가습기 살균제만 사용 24 10.9 13 13.7 

세퓨 가습기 살균제 제품 50% 이상 사용 2 0.9 1 1.1 

롯데마트 와이즐렉만 사용 9 4.1 5 5.3 2

롯데마트 와이즐렉 50% 이상 사용 16 7.2 4 4.2 

애경 가습기 메이트만 사용 3 1.4 1 1.1 

애경 가습기 메이트 50% 이상 사용 3 1.4 1 1.1 

홈플러스 가습기 청정제만 사용 2 0.9 2 2.1 

홈플러스 가습기 청정제 50% 이상 사용 3 1.4 1

베지터블 홈 가습기 클린업 50% 이상 사용 1 0.5 

옥시 싹싹과 롯데마트 와이즐렉 둘 다 50% 사용 2 0.9 2 2.1 

옥시 싹싹과 홈플러스 둘 다 50% 사용 1 0.5 

옥시 싹싹과 이마트 둘 다 50% 사용 1 0.5 

롯데마트 와이즐렉과 홈플러스 둘 다 50% 사용 1 0.5 1 1.1 

최대 한 제품이 50% 미만

옥시 싹싹과 롯데마트 와이즐렉 둘 다 40% 사용 1 0.5 

애경 가습기 메이트 40% 이상 사용 1 0.5 

가습기 살균제 사용한 제품 수

1 123 55.7 60 63.2 4

2 63 28.5 24 25.3 3

3 30 13.6 8 8.4 1

4 5 2.3 3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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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루 평균 주입량(mL)

하루 평균 가습기 살균제 주입량은 16.2 mL(보통

제품 병 뚜껑으로 한 컵 반 정도)였고, 가장 많이 주

입한 양은 400 mL였다(표에 제시하지 않음). 가장

많은 양의 살균제를 주입한(400 mL) 폐 손상자는 사

망하였다. 

6. 태아 및 임산부 가습기 살균제 노출 특성

3명의 태아(여)는 태어나서 살균제 노출이 없었는

데 폐 손상이 발견되었다. 태아의 엄마가 임신 중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기간은 3개월, 5개월, 7개

월이었고, 2~3개 제품을 사용하였는데 그 중 “옥시

싹싹 New 가습기 당번”을 50%, 80%, 90% 정도 사

용했다고 응답했다. 나머지는 CMIT/MIT가 들어있

는 제품을 사용했다. 하루 24시간, 13시간, 10시간

정도 사용한 것으로 응답했다. 태반을 통한 가습기

살균제 노출 가능성을 나타낸 결과이다. 태아는 모

든 사례에서 가구 당 가족이 2명 이상 폐 손상 피

해를 입었다(Table 8). 임산부 34명에 대한 가습기

살균제 사용 특성을 정리하였다(Table 9). 임산부

폐 손상자가 사용했던 제품(50% 이상)은 4개(“옥

시 싹싹 New 가습기 당번”, “롯데마트 와이즐렉 가

습기 살균제”, “세퓨 가습기 살균제”, “홈플러스 가

습기 청정제”였다. 폐 손상자 대부분이 “옥시 싹싹

Table 5. Distribution of humidifier disinfectant-associated lung injury (HDLI) by year and humidifier disinfectant brand

used

피해

년도

옥시

싹싹만 

사용

옥시 싹싹 

50 % 이상 

사용

세퓨 

가습기 

살균제만 

사용

세퓨

 가습기 살

균제 50% 

이상 사용

롯데마트 

와이즐렉

만 사용

롯데마트 

와이즐렉 

50 % 이상 

사용

애경

가습기 

메이트만 

사용

애경 

가습기 

메이트
 50 % 

이상 사용

홈플러스 

가습기 

청정제만 

사용

홈플러스 

가습기 

청정제 

50 % 이상 

사용

계

2002 2 2 4

2003 2 1 3

2004 2 1 3

2005 1 2 3

2006 6 13 1 20

2007 5 13 1 19

2008 3 3 1 7

2009 6 8 1 6 1 22

2010 19 9 1 3 3 2 37

2011 36 14 23 2 5 7 3 90

2012 1 2 3

2014 2 2

Total 85 66 24 2 9 16 3 3 2 3 213*

* 표에 없는 8명은 다른 제품 사용 비율 폐 손상자임

Table 6. The distribution of humidifier disinfectant-associated lung injury (HDLI) by type of humidifier disinfectant

살균제 성분 구분 폐 손상자 수 비율, % 사망자 수 비율, % 폐 이식자 수

PHMG가 들어있는 제품만 사용 123 55.7 56 58.9 6

PHMG가 들어있는 제품 50% 이상 사용 66 29.9 23 24.2 2

PGH가 들어있는 제품만 사용 24 10.9 13 13.7 

PGH가 들어있는 제품 50% 이상 사용 2 0.9 1 1.1 

CMIT/MIT가 들어있는 제품만 사용 3 1.4 1 1.1 

CMIT/MIT가 들어있는 제품 50% 이상 사용 3 1.4 1 1.1 

PHMG, polyhexamethylene guanidine phosphate; PGH, oligo(2-(2-ethoxy)ethoxyethyl guanidinium; CMIT,

chloromethylisothiazolinone; MIT, methylisothiazolinone



154 박동욱 · 류승훈 · 임흥규 · 김선경 · 안종주 · 노현석 · 최예용 · 차원석 · 이은 · 홍상범 · 도경현 · 조재림 · 배문주 · 신동천 · 백도명 · 홍수종

J Environ Health Sci 2016; 42(3): 147-159 http://www.kseh.org/

New 가습기 당번”을 사용한 것으로 응답했다(79.4%).

PHMG가 들어있는 제품을 사용한 폐 손상자가

88.2%(30명)로 가장 많았다. 18명의 임산부 사망자

도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다. 

IV. 고 찰

본 연구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설문지 응답과

가정을 방문하여 조사한 살균제 사용 특성을 분석하

였다. 과학적으로 설계된 설문과 환경보건전문가의

현장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 폐 손상자의 살균제 노출 특성을 정리하였다.

첫째, 가습기 살균제 폐 손상이 2011년(92명, 42%)

과 2010년(38명, 17%)에 대부분 일어났다. 이 시기

동안 경기에서 75명 중 44명(59%), 서울에서 41명

중 25명(61%), 인천에서 38명 중 22명(58%) 그리고

대전에서 23명 중 13명(57%)이 폐 손상 피해를 입

었다. 2010년과 2011년에 폐 손상이 집단적으로 발

생한 원인에 대한 추정이 필요하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2010년과 2011년 겨울 평균 온도는 영하

1.47oC와 영하 2.73oC로 2005년 영하 2.77oC, 2012

년 영하 2.97oC를 제외하고 다른 해에 비해 평균

2~3oC 정도 낮았다. 추운 날씨 때문에 실내 온도를

높이고 건조한 공기 때문에 가습기를 평소보다 많이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2009년 세퓨 가습기 살균

제 시판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1년 세퓨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의 폐 손상자가 23명이었기 때

문이다(Table 5). 또 다른 원인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이 기간 동안 가습기 살균제의 판매량이 증가

했을 가능성과 가습기 살균제 제품 간 경쟁으로 서

서히 제품 내 살균제 함량을 증가시켰을 가능성이

다. 참고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이 2000년 이전에는

1994년 유공 가습기 메이트, 1997년 애경 가습기 메

이트, 1998년 옥시 싹싹 가습기 당번만 있었으나,

2000년 이후에는 엔위드(2003년), 홈플러스 가습기

청정제(2004년), 롯데마트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

(2006년), 베지터블 홈 가습기 클린업(2007년), 세퓨

가습기 살균제(2008년), 아토오가닉 가습기 살균제,

아토 세이프 가습기 청정제(2009년) 등 가습기3) 살

균제 제품이 계속 늘어난 것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

다. 2010년과 2011년에 폐 손상자의 59%가 집중 발

생된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제품별 판매량과 과거

제품 내 살균제 농도 등을 조사해야 한다. 다음으로

폐 손상자가 많이 발생한 시기는 2006년(22명, 10%)

과 2007년(19명, 9%)이다. 이 무렵 Jeon et al.(2008)

이 2006년 3월과 6월초에 유행한 급성 간질성 폐질

환 15명 중 7명이 사망한 사례를 대한 소아 학술지

Table 7. Characteristics for the use of humidifier

disinfectant in humidifier disinfectant-associated

lung injury (HDLI)

구분

폐 

손상자 

수

비율, 
%
사망자 

수

비율,
%

폐 

이식자 

수

총 누적사용기간, 개월

≤ 6 100 45.2 45 47.4 5

< 6 - ≤ 12 48 21.7 25 26.3

< 12 - ≤ 24 43 19.5 14 14.7 2

> 24 30 13.6 11 11.6 1

하루 평균 사용시간

24 32 14.5 15 15.8 1

23 2 0.9 1 1.1

22 1 0.5 1 1.1

21 2 0.9 2 2.1

18 3 1.4 

17 2 0.9 1

16 2 0.9 1 1.1

15 5 2.3 2 2.1

14 9 4.1 4 4.2

13 30 13.6 12 12.6 1

12 32 14.5 14 14.7 1

11 34 15.4 17 17.9 2

10 31 14.0 9 9.5 2

9 15 6.8 10 10.5

8 13 5.9 5 5.3

7 4 1.8 2 2.1

5 2 0.9 

4 2 0.9 

잠 잘 때 사용 여부

Yes 220 99.5 95 100.0 8

No 1 0.5 

잠잘 때 가습기와 거리, m

≤ 0.5 20 9.0 10 10.5 1

< 0.5 - ≤ 1 61 27.6 29 30.5 1

< 1 - ≤ 2 92 41.6 40 42.1 4

> 2 48 21.7 16 16.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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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발표했다.7) 2006년 폐 손상자 20명이 사용한 제

품은 50% 이상 옥시 싹싹 New 가습기 당번을 사

용한 19명과 애경 가습기 메이트를 사용한 1명이 였

다(Table 5). 이 때 국가가 병원에서 유행한 급성 폐

질환의 양상과 원인을 알아 보고 대책을 수립했다면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위험을 막을 수 있었

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정한 기간 동안 비슷한 질환

이 집단으로 발생하고 사망(2006년 7명, 2007년 10

명, 2010년 20명, 2011년 38명)한 경향을 국가의 공

중 보건 망 어느 곳에서도 감시하지 못한 것이다.

둘째, 폐 손상자의 대부분(194명, 87.8%)이 PHMG

가 들어간 제품을 최소 한 개 이상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옥시 싹싹 New 가습기 당번”을

사용한 폐 손상자가 가장 많았다. 현재는 살균제 성

분 간 독성을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 가습기

살균제는 미생물을 죽이는 살균력을 가져야 하기 때

문에 독성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옥시 싹싹 New

가습기 당번”을 사용한 사람에게서 가장 많은 폐 손

상자가 발견된 것은 사용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유해인자의 건강영향은 유해인자가 갖고

있는 독성과 노출의 조합으로 결정된다. 살균제의 독

성과 노출수준이 폐 손상 등 건강영향 발생의 수준

을 결정한다. 살균제의 사용 정도는 노출에 해당하

는 부분이다. 가습기는 늦은 가을, 겨울 그리고 이

른 봄철까지 약 5~6개월 동안 매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가습기 사용특성을 고려한다면

가습기에 어떠한 화학물질이라도 넣어서는 안 된다.

화학물질로 인한 건강위험이 관리될 수 없기 때문이

다. 독성이 낮은 물질이라도 매일 반복적으로 몇 개

월 동안 호흡기에 직접 노출되면 위험이 초래될 가

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미국 환경청은 1991년

가습기 자체의 호흡기 질환 위험을 경고하면서 가습

Table 8. Characteristics of exposure to humidifier disinfectant by fetuses (n=3)

사례(나이) 가습기 살균제 사용 기간 사용한 가습기 제품과 비율 가족 피해 사례

A##, 생존 
임신기간 5개월, 하루 평균 

13시간, 잠잘 때 사용

옥시 싹싹 90% + 

이마트 이플러스 10%

엄마는 신청했으나 연관성 낮은 것으로

판정(possible), 형제 2명 폐 손상자 판정(1명 

사망, 1명 생존): 가족 피해 총 3명(태아 포함)

B##, 생존 
임신기간 3개월, 하루 평균 

10시간 잠잘 때 사용

옥시 싹싹 80% + 

애경 홈클리닉 20%

엄마(생존), 형제 1명(사망): 가족 피해 총 3

명(태아 포함)

C##, 생존 
임신기간 7개월, 

매일 24시간 사용

옥시 싹싹 50% + 홈플러스 

30% + 다이소 산도깨비 20%

엄마(사망, definite), 아빠 신청했으나 연관성 

없는 것으로 판정: 가족 피해 총 2명(태아 

포함)

Table 9. Characteristics of exposure to humidifier

disinfectant by pregnant women (n=35)

가습기 살균제 노출 특성

폐 

손상자 

수

비율, 
%
사망자 

수

비율,
%

총 누적사용기간, 개월

≤ 6 11 31.4 4 22.2 

< 6 - ≤ 12 8 22.9 5 27.8 

< 12 - ≤ 24 10 28.6 6 33.3 

> 24 6 17.1 3 16.7 

평균 하루 사용시간

24 6 17.1 4 22.2 

10 - 18 23 65.7 11 61.1 

7 - 9 6 17.1 3 16.7 

가습기 살균제 제품 구분

옥시 싹싹만 사용 17 48.6 11 61.1 

옥시 싹싹 50% 이상 사용 11 31.4 3 16.7 

세퓨 가습기 살균제만 사용 3 8.6 2 11.1 

세퓨 가습기 살균제

50% 이상 사용
1 2.9 1 5.6 

롯데마트 와이즐렉만 사용 1 2.9 1 5.6 

롯데마트 와이즐렉

50% 이상 사용
1 2.9 

홈플러스 가습기 청정제

50% 이상 사용
1 2.9 

살균제 성분 구분

PHMG가 들어있는 제품만

사용
19 54.3 12 66.7 

PHMG가 들어있는 제품

50% 이상 사용
12 34.3 3 16.7 

PGH가 들어있는 제품만 사용 3 8.6 2 11.1 

PGH가 들어있는 제품

50% 이상 사용
1 2.9 1 5.6 

PHMG, polyhexamethylene guanidine phosphate; PGH,

oligo(2-(2-ethoxy)ethoxyethyl guanidin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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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물은 수돗물이 아닌 증류수를 사용하게 하고 또

화학물질 등은 가습기를 헹굴 때만 사용하라고 권고

하였다.8) 우리나라만이 가습기에 유독한 살균제가 들

어간 것은 가습기용으로 개발된 살균 제품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사용한 많은 사람들에게서 집

단적으로 폐 손상이 발생하였다.9-12)

셋째, 2011년 이후 폐 손상을 입은 사람이 총 2명

이었다. 이들은 동물실험에서 폐 손상이 발견되지 않

았다는 이유로 2011년 사용금지 제품에서 제외된 애

경 가습기 메이트를 사용하였다. 2011년에 가습기

피해가 급증했을 때 동물실험에서 폐 손상 결과와

상관없이 가습기 살균제 제품 자체에서 광범위하게

피해가 발견되었는데도 여러 제품 중에서 단지 PHMG

와 PGH가 들어있는 일부 제품만 사용을 금지했던

정부 조치가 부분적으로 실패였음을 나타내주는 결

과였다. 2011년 이후 애경 가습기 메이트를 사용해

서 페 손상 등 건강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늘어날 것

으로 예상된다. 2011년 이후 폐 손상자를 포함한 가

습기 살균제 피해자별로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 종류,

구매 시기, 사용기간, 건강영향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넷째, PGH가 들어있는 “세퓨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사람들에게서 가장 높은 폐 손상률과 사망률

을 나타냈다. 1, 2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자 530

명 중 세퓨 가습기 살균제 제품만을 사용한 신고자

는 33명이었고, 이 중 24명이 폐 손상자였고 발생률

은 72.7%였다. PHMG성분만 들어있는 제품을 사용

한 신고자(303명) 중 폐 손상자는 123명으로 발생률

은 40.6%였다. 사망률도 PGH가 들어 있는 제품만

을 사용한 신고자 중에서 54.2%였고 PHMG는 45.5%

였다. PGH가 들어 있는 제품을 사용한 사람이 높은

폐 손상 발생률과 사망률을 나타냈다(자료는 표에

제시하지 않음). “세퓨 가습기 살균제”는 가장 높은

위험을 나타낸 제품이었다. 이것은 PGH 자체의 독

성이 높은 것인지 아니면 제품의 높은 농도 때문인

지 알 수 없으나 그 이유가 밝혀져야 한다. 특히 제

품에서 들어 있는 평균 농도가 4,486 µg/ml으로 다

른 제품들에 비해 서너 배 높다(Table 3). 제품에서

살균제 농도가 높다면 공기 중 농도와 호흡기로 흡

수된 양은 당연히 높다. 

다섯째, CMIT와 MIT가 들어있는 제품을 사용한

폐 손상자는 3명으로 PHMG와 PGH에 비해 적다.

모두 2차 조사에서 발견되었고 “애경 가습기 살균

제” 제품을 사용했다고 응답했다. 이 제품만을 쓴 신

고자(36명)가 다른 제품에 비해 적었고 제품에 들어

있는 살균제 함량은 다른 제품에 비해서 훨씬 낮아

상대적으로 폐 손상자(3명)가 적은 것으로 보인다

(Table 3). 폐 손상자 3명 중 1명은 29세로 총 11개

월 사용하고 사망했다. 다른 2명은 만 1세였고 사용

기간은 3개월에 불과했다. 전체 221명 중 15명의 폐

손상자가 5~30% 정도 “애경 가습기 메이트”를 사

용했다고 응답했다. Park et al. (2016)이 추정한

CMIT와 MIT의 호흡기 흡수량은 하루 평균 27 µg

이었다.13) 여기서 몇 가지 가설이 가능하다. CMIT/

MIT는 살균력이(독성이) 큰 물질일 가능성이다. 적

은 양으로도 충분한 살균력을 나타냈다면 의외로 독

성이 높은 물질일 수도 있다. 살균력이 떨어지면 제

품으로서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다른 살균

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독성이 낮고 낮은 살균력을

가진 제품일 가능성도 있다. CMIT/MIT의 주요 건

강영향은 피부 감작, 피부 화상, 피부염 등이다.14-15)

이 성분들에 대한 독성 기전, 표적 조직, 다른 성분

과의 상가 및 혼합 작용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16)

여섯째, 총 47가구에서 2명 또는 3명의 가족 폐

손상자가 발생했다. 14가구에서 임산부를 포함한 가

족 피해가 발생했다. Park et al. (2015)이 1차 조사

전에 한국환경보건학회와 환경보건시민센터가 공동

으로 조사한 결과 17가구에서 2명 이상 가족이 폐

손상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린 것을 보고한 바 있다.4)

일곱째, 거의 모든 폐 손상자가 잠잘 때 가습기 살

균제를 사용했고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 가습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매일 장시간 동안 살균제에 노출된

것이다(Table 7). 특히, 겨울철 환기가 거의 없는 방

에서 매우 높은 살균제 농도에 직접 노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Park et al.(2016)이 하루 20 mL 살균제

사용, 하루 10시간 사용, 방 크기(37.5 m3), 시간 당

환기 1회를 가정하여 추정한 제품별 공기 중 농도

의 범위는 PHMG가 68~369 µg/m3, PGH가 16 µg/

m3과 239 µg/m3 그리고 CMIT/MIT의 혼합물은

10 µg/m3 이하였다. 또 5세 미만 유아들의 호흡기 내

로 1일 흡수된 양(µg)을 PHMG가 227~1,225 µg,

PGH는 53 µg과 794 µg으로 추정하였다.13) 폐 손상

자 조사 인터뷰 내용에 의하면 초기 감기 또는 다

른 호흡기 질환으로 병원에 가면 가습기의 사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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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받고 아이, 환자를 가습기에 더 가까이 두게 했

다는 응답이 많았다.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가역

적인 건강영향이 발생했을 때 더 깨끗한 환경을 만

들기 위해서 살균제를 평소보다 더 집중적으로 사

용한 사례도 많다. 건강이 나빠지면 평소보다 더

많은 살균제를 넣고 더 자주 가습기를 사용하게 되

어 비가역적인 폐 손상 또는 치명적인 상황이 일

어난 것이다. 독성이 낮은 살균제라도 몇 개월 동

안 매일 반복해서 사용하면 치명적인 건강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욱이 화학물질 등 외

부 유해인자에 대한 방어력이 떨어지는 유아, 환자,

임산부 등에게는 더욱 치명적인 위험이 일어날 가능

성이 높다. 13세 미만 폐 손상자 133명(60.2%)과 임

산부 35명(15.8%)를 합하면 76.0%가 된다. 사망자

의 대부분(85.3%)이 5세 미만(63명)과 임산부(18명)

에게서 발생했다. 

여덟째, 폐 손상자 일부가 낮은 비율로 사용했고

피해사실이 아직 보고되지 않은 여러 가습기 살균

제 제품들에 대한 위험을 평가해야 한다. 다이소가

판매한 “산도깨비 가습기 퍼니셔”의 성분은 CMIT/

MIT가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농도는 보

고된 바 없다. 2명의 폐 손상자가 다른 제품과 함

께 이 제품을 30% 사용한 것으로 응답했다. PHMG,

PGH, CMIT/MIT와 함께 들어간 낮은 농도의

Didecyldimethylammonium chloride(DDAC, CAS

No. 7173-51-5)가 폐 손상에 미치는 건강영향도 밝

혀지지 않은 부분이다. DDAC는 애경 가습기 메이

트(6~16 µg/L)와 세퓨 가습기 살균제(15~16 µg/L)에

낮은 농도로 들어 있다. DDAC도 박테리아와 곰팡

이 등의 제거에 쓰이는 광범위한 살균력을 지닌 바

이오사이드(biocide)이고 주요 건강영향은 점막과 피

부 자극, 눈 손상, 폐 손상을 줄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17) 

발포정인 엔위드(N·with)는 Sodium Dichloro-S-

Triazinetride(CAS No. 2893-78-9)를 주요성분으로

하는 제품으로 폐 손상자 2명이 다른 제품과 함께

5% 정도 사용했다고 응답했다. 폐 손상 피해 사례

가 보고되지 않았지만 모든 가습기 살균제 제품 파

악과 건강영향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

엇보다 모든 형태의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폐 손상 피해자 중 45%(100명)가 가

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처음 6개월 내에 피해를 입

은 것으로 추정된다(Table 7). 겨울철 4~5개월 동안

가습기 살균제를 매일 평균 10시간 이상 사용해서

나타난 급성 폐 손상이다. 호흡기 불편 사항이 있으

면 평소보다 더 많은 살균제를 집중 사용하고 가습

기를 더 가까운 데서 사용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잠재적 피해자를 찾고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화학물질이 들어간 생활용품 등의 관리대책을 마련

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폐 손상 이외 호흡기

및 다른 장기에서 피해 질환의 범위를 결정하고 살

균제 사용(노출)과의 연관을 판정하는 기준을 개발

하는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 노출평가 측면에서도 한

계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가습기 살균제 사용

여부 및 사용 정도는 피해 신고자의 응답에 전적으

로 의존했기 때문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용 여부에

대한 평가와 사용 제품, 사용 정도를 신뢰성 있게

평가하는 전략을 세워야 하며, 나아가 질환 발생에

작용한 기전 규명을 통하여 노출 평가뿐만 아니라

폐 손상의 진단을 위한 바이오마커(biomarker) 개발

연구까지 진행해 나가야 한다.

V. 결 론

1, 2차 가습기 살균제와 폐 질환의 인과 관계 규

명 조사에서 폐 손상자로 판정된 221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 사용 및 노출특성을

분석했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폐 손상 피해자 중 5세 이하는 125명(56.6%),

임산부는 35명(15.8%)으로 피해자의 대부분을 차지

했다. 폐 손상자 221명 중 사망자는 95명(43.0%)이

였고, 이 중 5세 이하 어린아이가 63명(66%), 임산

부는 18명(1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폐 이식을

한 피해자는 총 10명이었으며, 6명이 임산부였다. 폐

이식한 폐 손상자 중 1명은 피해 당시 5세였다. 

2. 가족당 2명의 폐 손상자가 발생한 가구 수는 38

이었고(임산부 포함 14가구) 3명의 폐 손상자가 발

생한 가구 수는 9였다. 

3. 가장 많은 폐 손상 피해자(85명, 38.5%)가 “옥

시 싹싹 New 가습기 당번”만을 사용했다고 응답했

다. 50% 이상 “옥시 싹싹 New 가습기 당번”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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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폐 손상자(70명, 31.7%)까지 합하면 전체의

70.1%로 나타났다. 사망자 중 대부분(67명, 70.5%)

도 이 제품을 사용했다고 응답했다. “세퓨 가습기 살

균제” 제품만을 사용한 폐 손상자는 24명(10.9%),

롯데마트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 제품은 9명(4.1%),

애경 가습기 메이트와 홈플러스 가습기 청정제 각각

3명, 2명의 분포를 나타냈다. 

4. PHMG만 들어있는 제품을 사용한 폐 손상 피

해자가 가장 많았다(123명, 55.7%). PHMG가 들어

있는 제품을 50% 이상 사용한 폐 손상자까지 포함

하면 피해자수는 189명으로 피해자의 대부분(85.5%)

을 차지한다. 사망자도 대부분(79명, 83.2%)이 PHMG

가 들어있는 제품을 50% 이상 사용하였다. 50% 이

상 PGH를 사용한 폐 손상자는 26명(11.8%)이었다.

CMIT/MIT가 들어있는 “애경 가습기 메이트” 제품

만 사용한 폐 손상자는 3명이었다.

5. 3명의 태아(여)에서 폐 손상이 발견되었다. 임

산부가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기간은 3개

월, 5개월, 7개월이었다. 사용한 제품은 “옥시 싹싹

New 가습기 당번”을 50%, 80%, 90% 정도 사용했

다고 응답했다. 나머지는 CMIT/MIT가 들어있는 제

품을 사용했다. 

6. 가습기 살균제 폐 손상이 2010년(38명, 17.2%)

과 2011년(92명, 41.6%)에 대부분 발생했다. 이 시

기에 경기에서 75명 중 44명(58.7%), 서울에서 41

명 중 25명(61.0%), 인천 38명 중 22명(57.9%) 그

리고 대전 23명 중 13명(56.5%)이 폐 손상 피해를

입었다. 폐 손상으로 인한 사망자 분포도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다. 세퓨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의 폐

손상자 24명 중 23명이 2011년에 집단으로 폐 손

상을 입었다. 2명(1세 쌍둥이)은 2011년 보건복지

부의 강제 수거 제품에서 포함되지 않았던 애경 가

습기 메이트(CMIT/MIT)를 사용해서 폐 손상을 입

었다. 2012년부터 CMIT/MIT 가습기 살균제에 노

출되어 건강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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