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환경보건학회지, 제43권 제1호(2017)

J Environ Health Sci. 2017; 43(1): 1-22

1

pISSN: 1738-4087 eISSN: 2233-8616

https://doi.org/10.5668/JEHS.2017.43.1.1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행과 교훈(Q&A)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 

Questions and Answers about the Humidifier Disinfectant Disaster as of 

February 2017 

Yeyong Choi†

Asian Citizen's Center for Environment and Health, Seoul, Korea 

Department of Occupational & Environmental Health,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ABSTRACT

‘The worstest environment disaster’, ‘World’s first biocide massacre’, ‘Home-based Sewol ferry disaster’ are all

phrases attached to the recent humidifier disinfectant disaster. In the spring of 2011, four of 8 pregnant women

including 1 adult man passed away at a university hospital in Seoul due to breathing failure. Epidemiologic

investigation conducted by the Korean CDC soon revealed the inhalation of humidifier disinfectant, which had

been widely used in Korea during the winter, to be responsible for the disease. As well as lung fibrosis hardening

of the lungs, other diseases including asthma, rhinitis, skin disease, liver disease, fetal disease or cancers have

been researched for their relation with exposure to the products. 

By February 9, 2017, 5,342 cases had registered for health problems and 1,131 of them were already dead (20.8%

mortality rate). Based on studies by government agencies and a telephone survey of the general population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civic groups, around 20% of the general public of Korea has used these products. Since

the market release of the first product by SK Chemical in 1994, over 7.1 million items from around 20 brands were

sold up to 2011. Most of the products were manufactured by well-known large conglomerates such as SK, Lotte,

Samsung, Shinsegye, LG, and GS, as well as some European companies including UK-based Reckitt Benckiser and

TESCO, the German firm Henkel, the Danish firm KeTox, and an Irish company. 

Even though this disaster was unveiled in 2011 by the Korean government, the issue of the victims was neglected

for over five years. In 2016, an unexpected but intensive investigation by prosecutors found that Reckitt Benckiser

manipulated and concealed animal tests for its own brand and brought several university experts and company

employees to court. The matter was an intense social issue in Korea from May to June with a surge in media coverage.

The prosecutor’s investigation and a nationwide boycott campaign organized by victims and environmental groups

against Reckitt Benckiser, whose product had been used by more than 70% of victims, led to the producer’s official

apology and a compensation scheme. A legislative investigation organized after the April 2016 national election

revealed the producers’ faults and the government’s responsibility, but failed to meet expectations. A special law

for the victims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in January 2017 and a punitive system  together with a massive

environmental epidemiology investigation are expected to be the only solutions for this tragedy. 

Sciences of medicine, toxicology and environmental health have provided decisive evidence so far, but for the

remaining problems the perspectives of social sciences such as sociology and jurisprudence are highly necessary,

similar to with the Minamata disease and Wonjin Rayon events. It may not be easy to follow this issue 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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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familiar terminology from medical and chemical science and the long, complicated history of the event. For

these reasons the author has attempted to write this article in a question and answer format to render it easier to

follow. The 17 questions are: Q1 What is humidifier disinfectant? Q2 What kind of health problems are caused

by humidifier disinfectant? Q3 How many victims are there? Q4 What is the analysis of the 1,112 cases of death?

Q5 What is the problem with the government’s diagnostic criteria and the solution? Q6 Who made what brands?

Q7 Has there been a recall? What is still on sale? Q8 Was safety not checked by any producers? Q9 What are

the government’s responsibilities? Q10 Is it true that these products were sold only in Korea? Q11 Why and how

was it unveiled only in 2011 after 17 years of sales? Q12 What delayed the resolution of the victim issue? Q13

What is the background of the prosecutor’s investigation in early 2016? Q14 Is it possible to report new victim

cases without evidence of product purchase? Q15 What is happening with the victim issue? Q16 How does it

compare with the cases of Minamata disease and Wonjin Rayon? Q17 Are there prevention measures and lessons? 

Keywords: humidifier disinfectant, biocide, Oxy Reckitt Benckiser, epidemiology investigation, animal

test, double standard, pulmonary fibrosis, punitive punishment system, environmental health 

I. 서 론 

‘세계 최초의 바이오사이드 사망사건’, ‘안방의 세

월호’라고 불리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2011년 정부

조사로 알려졌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가 2016년

초 검찰수사로 옥시레킷벤키저가 김앤장을 내세우고

대학교수를 매수해 동물실험 증거를 조작하고 은폐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큰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전

국적으로 옥시제품 불매운동이 벌어졌고 국회가 국

정조사를 실시했지만 전체 피해규모 조차 제대로 드

러나지 않고 있다(Fig. 1). 특별법을 통해 피해자찾

기와 피해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민형사적 징벌법과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어야 유사한 피해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 판정기준을 확대해야 하고 미나마

타병과 원진레이온의 경우처럼 사회적 해결방안이

필요하다.1

1수십년간의 복잡한 사건의 전개과정과 질환명, 화학기호와 같은 낯선 용어들 때문에 사건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

다. 때문에 기존의 논문형식에서 벗어나 17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질문응답 형식으로 정리해 사건의 흐름파악과

이해를 돕도록 정리했다.(편집자주) 

Fig. 1. An outline of the humidifier disinfectant issue as of 2017 F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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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본 론

Q1 가습기살균제가 무엇인가? 

가습기는 주로 겨울철에 건조한 실내에서 습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한다. 가습기 물통에서 조금씩 공

급되는 물을 진동판으로 잘게 쪼개서 미세한 입자형

태로 공기중으로 뿜어진다(초음파식). 물통의 물은

보통 1-2일에 한번씩 보충되는데 물통 내부에 물때

나 미생물이 생기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물을 보충할

때 내부를 씻어내려고 하지만 구석구석 깨끗하게 청

소하기가 쉽지 않다. 가습기살균제는 물통의 내부 청

소가 잘 안되는 점을 이용해 살균성분의 물질을 물

통에 넣기만 하면 미생물을 억제할 수 있어 청소를

안해도 된다는 편리함을 목적으로 1994년 유공(현

SK케미칼)에 의해 처음으로 개발되었다(2016년8월

29일 국회청문회 유공 바이오텍 사업팀의 개발자 노

승권 증언).

살균제의 종류는 CMIT/MIT(5--chloro-2-methy-

lisothiazol-3(2H)-one/2-methylisothiazol-3(2H)-one:

CAS번호 26172-55-4, 유공, 애경, 이마트, GS, 다이

소 등에 사용), PHMG (PolyHexaMethyleneGuanide:

CAS번호89697-78-9, 옥시, 롯데마트, 홈플러스, 가

습기클린업 등에 사용), PGH (Ployoxyalkylene-

Guanidine Hydrochloride: CAS번호 374572-91-5, 세

퓨, 아토오가닉에 사용) 등의 3가지가 주로 사용되

었다.1) 프리벤톨R80(레킷벤키저 인수 이전의 옥시제

품), BKC&Tego51(LG제품) 등과 같은 살균물질도

사용되었다. P&G의 방향제 페브리즈에 사용되는

DDAC라는 살균물질도 사용되었다. 가습기살균제 제

품은 대부분 액상이지만 알약형태(엔위드)나 고체형

태(옥시싹싹 고체형)도 있다. 가습기살균제는 2000

년대 들어 유명 생활위생용품 업체인 옥시와 애경

그리고 대형할인 마트들이 자체상품(Private Brand)

로 만들어 팔면서 인기를 끌었고 어린이나 환자들이

있는 집에서 특히 많이 사용되었다. 

Q2 가습기살균제가 어떤 건강문제를 일으키나

가습기 물통에서 물과 섞인 살균제는 가습기 가동

과 함께 일부는 물통 속에서 살균기능을 하고, 일부

는 물과 함께 가습기 밖으로 배출된다. 공기 중에서

물입자는 금방 증발되고 살균제 성분은 응결되어 미

세한 나노크기의 입자로 날아 다니다가 사람이 호흡

하는 과정에서 코와 입을 통해 체내로 들어온다. 일

부는 피부에 달라 붙는다. 가습기는 주로 추운 겨울

철 야간의 수면시간에 사용하기 때문에 방과 창문을

닫아 환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7-8시간동안 고농

도로 집중적으로 노출된다. 호흡기를 통해 체내로 유

입된 살균성분은 크기가 매우 작아 기관지를 거쳐

폐 깊숙이 침투한다.1) 살균제의 일부 종류는 산소와

함께 혈액으로 유입되어 온몸으로 퍼져 나간다(Fig. 2).

2011년 초 서울아산병원의 호흡기내과 응급실에

7명의 산모와 1명의 성인남성이 원인미상의 호흡곤

란으로 실려왔다. 이들은 모두 비슷한 증상을 보였

는데 스테로이드 치료 등 기존의 치료방법으로 낫지

않고 상태가 나빠지다가 4명이 사망했다. 3명은 폐

이식 수술로 겨우 살아났다. 폐이식한 산모 1명은

나중에 후유증으로 사망했다. 병원측은 2009년에 유

행했던 신종플루와 같은 유행병일지 모른다고 판단

해 보건당국인 질병관리본부(KCDC)에 신고해 곧바

로 역학조사가 진행되었다. 2011년 8월 31일 정부

의 역학조사가 발표되었는데 산모사망의 원인은 가

습기살균제로 추정된다는 내용이었다. 폐손상을 일으

키는 원인을 찾기 위해 환자들의 집에서 사용하는

수 십 여가지의 제품들과 각종 환경요인을 조사했더

니 가습기살균제의 위험비가 47.3으로 가장 높았다.1)

이후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대해서 노출재현

시험과 세포독성시험 그리고 흡입독성 동물실험을

실시한 결과 사람에게서 나타난 폐섬유화가 확인된

6개 제품을 강제회수하고 다른 제품들도 사용하지

말도록 권고했다. 전국의 3차 병원들을 대상으로 유

사한 환자발생여부를 모니터링 했는데 2006년부터

매년 봄철에 나타나곤 했던 유사한 호흡곤란환자들

이 리콜조치 이후인 2012년부터는 발생하지 않았다.2) 

처음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기도를 따라가다 폐로

연결되는 말단기관지를 중심으로 폐포가 딱딱하게

굳는 폐섬유화 등의 심각한 폐손상을 일으키고 사망

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부는 이를 기

준으로 피해신고자들의 관련성을 판정하고 있는데

판정자의 32.4%만이 병원비와 장례비 일부를 지원

하는 구제대상으로 인정되고 있다.4) 절반이 넘는

67.6%는 폐손상 관련성이 낮거나 거의 없다고 하여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자들

은 폐 이외에 천식, 비염, 폐렴과 같은 호흡기계 질

환과, 눈병, 피부질환, 심장질환, 간질환 등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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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2016년 6월부터서야

폐 이외 질환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천식과 비

염, 태아사망이나 조산 등이 관련 질환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5) 또 가습기살균제 판매기간동안 폐

렴으로 사망한 7만명 중 2만명이 가습기살균제에 의

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계의 보고가 나와 있

다.6)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폐암과 같은 만성질환이

발생할 가능성과 기저질환(기존의 질환)이 더 악화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연구가 필요하다. 

Q3 피해자가 얼마나 되나? 

2017년 2월 9일까지 접수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신

고는 모두 5,432건이다. 이중 20.8%인 1,131명은 사

망자다. 피해신고자 10명당 2명이 사망으로 사망률

이 높다. 피해신고는 2011년 9월 이후부터 2015년

말까지 4년 4개월 동안의 피해신고가 1,282명이었고

이중 사망은 230명이었다. 그런데 2016년 4월말부

터 재개된 피해신고가 폭증하여 2017년 2월 9일까

지10개월동안 4,150명이 신고되었다. 이중 21.9%

862명이 사망자다(Table 1). 전체 피해신고자 5,432

명의 76.4%가 최근 10개월 동안에 집중되었다.7) 

피해신고가 급증한 2016년 5월부터의 월별 피해

신고 흐름을 보면 5월에 1,012명, 6월에 1,362명으

로 각각 1천명이 넘었고 6월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검찰수사를 통해 옥시의 비리가 밝혀지면서 5-6월에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한국사회를 뒤흔들 정도로 큰

사회문제화 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언론보도를 접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들이 뒤늦게 피해 관련성을 의

심해 신고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후 언론보도가 줄

어듦에 따라 7월부터는 피해신고가 줄어들고 있지만

Fig. 2. Possible health effects of humidifier disinfectants exposur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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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히 피해신고가 이어지고 있다.8) 7월 401명, 8월

387명, 9월 221명, 10월 353명, 11월 166명, 12월

115명 그리고 2017년 1월 69명 등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신고된 피해자는 전체 피해의 일

부에 불과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Fig. 3). 2011년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

에 실시된 조사에 의하면, 도시거주 일반인구의 37.2%

가 가습기를 사용했고 18.1%가 가습기살균제를 사

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9) 2015년 12월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ARS-RDD

휴대폰 여론조사에서 22%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0) 가습기살균제 판

매가 중단된 2011년 말 이전인 2010년의 인구가

4,941만명이므로 위 조사결과인 18.1~22%를 전체인

구로 추산하면 약 894만명~1,087만명이 가습기살균

제 사용인구가 된다. 약 1천만명으로 한국사람 10명

중 2명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셈이 된다. 이는

2010년 한해 동안의 사용인구이고 가습기살균제가

1994년부터 판매되어 2011년까지 17년동안 점차로

제품 수와 판매량이 증가해 왔으므로 실제 사용인구

는 더 많다. 

앞의 여론조사에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경험이

Table 1. Registered and diagnosed cases of humidifier disinfectants to and by the government, by Feb 9 2017

구분

접수자 현황 관련성 판정

비고
계

사망

(사망률)
생존환자 판정대상 1-2단계

3-4단계, 

판정불가 

1차 조사 361 106 (29.3%) 255 361 172 189 2014년 4월 발표, 보건복지부

2차 조사 169 42 (24.9%) 127 169 51 118 2015년 4월 발표, 환경부

3차 조사중 752 82 (10.9%) 670 353 53 300
2016년 8월 165명/2017년 1월

188명 발표, 환경부

4차 접수중
4,059 882 (21.7%) 3,177

진행중
2016.4.25~12.31, 환경부

91 19 (20.9%) 72 2017.1.1~2.9, 환경부

계 5,432 1,131 (20.8%) 4,301 883 286 597

Fig. 3. An estimate of humidifier disinfectant consumers and potential victims compared to the registered cases.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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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한 응답자의 20.9%가 ‘가습기살균제 사용중

건강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또, 옥시레킷벤키저

측이 호서대학교에 의뢰한 노출평가 실험결과 60번

중에서 2번이 고농도로 조사되었다. 이를 근거로 잠

재적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추산하면 앞서 제시

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894만명~1,087만명의

3.3%~20.9%인 29만~227만명이 고농도 노출자 또는

건강피해 경험자로서 잠재적인 피해자라고 할 수 있

다.10) 그렇다면 신고된 5,432명은 잠재적 피해자의

0.2%~1.9%에 불과한 빙산의 일각이라고 할 수 있

다. 아직 대다수의 피해자들이 신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앞서 소개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렴사

망 2만명’ 연구결과도 신고되지 않은 피해자가 많다

는 것을 말해준다.6) 

잠재적 피해자에 비해 피해신고자가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오래전에 사용했던 일회용품인 가

습기살균제의 사용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사용했더라도 제품과 구입영수증 등 증빙자료

가 없으면 신고하지 못하는 것인줄 알고 있기 때문

이다. 둘째, 사망 등 건강피해를 가습기살균제 사용

과 연결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영유아나 산모 피

해의 경우 어느 정도 신고가 되고 있지만 노인 피

해자들의 경우 관련성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가 많다. 2016년 폭발적인 언론보도에 비례해서 피

해신고가 많았을 때 상당수가 60-70대의 노인피해자

들이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셋째, 정부의 소

극적인 태도가 원인이다. 정부는 사건 초기 피해신

고를 아예 받지 않았고 이후 단순히 신고해오는 피

해자만을 접수했는데 2016년 초 또다시 4개월 동안

접수를 받지 않았다. 

국회 국정조사 과정에서 2010년 10월부터 2011

년 3월까지 6개월동안 전국의 144개 이마트 매장

에서 팔린 옥시와 애경 두가지 가습기살균제 제품

의 구매자명단 9만2천명이 공개되었다.12) 이에 앞

서 전국 8곳의 종합병원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옥시 등 3종류의 가습기살균제 1,223개를 직접 구

매했다는 자료가 공개됐다.13) 8월 30일 국회에서 열

린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대형마트 책임자들은

가습기살균제 구매기록을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겠다

고 약속했다. 

이렇게 전국의 병원과 대형마트에서의 제품 구입

자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피해자찾기에 나선다면

상당수의 피해자가 추가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피해자를 찾는 일은 접근이 제한되어 있는 병원기록

과 5년 동안만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 구매기록 등

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피해대책을 위해 제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에 명시된 37조 4항

‘개인정보 보호법에도 불구하고 요청받은 개인정보

를 제공하여야 한다’는14) 조항이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

피해신고자의 상당수는 제품이나 사진, 구매영수

증 등 직접 증거를 갖고 있지 않다. 일회용품이었고

오래 전의 일이기 때문이다. 2014년과 2015년 그리

고 2016년 8월과 2017년 1월 등 모두 4차례에 걸

쳐 발표된 정부판정대상자 883명은 모두 제품사용

이후에 질병이 발병 또는 악화됐거나 사망한 경우였

다. 시간이 갈수록 제품의 사용과 건강피해간의 관

련성을 입증하는 일이 어려워진다. 특별법을 통해 피

해자를 찾아내는 전국단위의 조사가 빨리 이루어져

야 한다. 

일부 폐손상 만을 기준으로 2017년 1월까지 4차

례에 걸쳐 진행된 정부의 판정 결과는 다음과 같

다. 883명의 판정대상자 중에서 32.4 %인 286명(사

망116명)이 정부지원 및 기업배상대상으로 1단계(거

의확실) 179명(사망87명), 2단계(가능성높음) 97명

(사망29명)이었다. 나머지 67.6% 597명(사망82명)은

정부지원 및 기업배상의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3단계

(가능성낮음) 120명(사망15명), 4단계(가능성거의없

음) 474명(사망64명) 그리고 판정불가 12명(사망

3명) 등이었다.4) 

Q4 사망자의 특징은 무엇인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는 영유아와 산모 그리

고 노인들에게 집중되었다. 사회가 가장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생물학적 약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

은 것이다. 2016년 12월까지 신고된 1,112명의 사망

자를 사망 당시의 연령대로 분류해보니 태아부터 0

세인 영아 그리고 95세 노인까지 전 연령대에 걸쳐

있었다(Fig. 4). 태아사망은 21명이었고 0세인 영아

사망이 78명으로 전연령대에서 가장 많았다. 1세사

망 64명, 2세 사망 42명, 3세 사망 29명의 순으로

많았다. 3세이하의 영유아 사망은 모두 213명으로

전체의 19.2%였다. 5세단위 연령대별로 사망자를 분

류해보니 태아-5세가 253명으로 가장 많았고 71-75

세가 119명으로 두번째로 많았다. 연령대별 흐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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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6-10세 14명, 11-15세 8명, 16-20세 6명으로

어린이, 청소년대에서 크게 줄어들다가 21-25세 12

명, 26-30세 28명, 31-35세 52명으로 늘었다. 36-40

세에서 32명으로 다시 줄었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늘

어 61-65세 100명, 66-70세 114명, 71-75세 119명이

었다. 이후 다시 줄어 86-90세 11명, 91-95세 3명이

었다. 영아사망 78명을 개월단위로 살펴보니 1개월

이 19명으로 가장 많았고 2개월과 4개월대가 각각

9명이었다. 사망자의 연령별 특징은, 집안에 머무르

는 시간대 그리고 걷거나 몸을 움직이기 어려운 신

체적 조건과 관련이 깊었고 이는 곧 가습기살균제를

넣은 가습기 사용환경에서 가습기살균제의 노출시간

및 노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영유아와 노인 그

리고 산모의 경우 생물학적인 취약성이 더해서 사망

과 직접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사망년도 별로 살펴보면 최초 사망이 1995년에

2명 발생했는데 8월에 54세, 11월에 1개월 영아였다

(Fig. 5). 이때 판매된 제품은 CMIT/MIT살균 성분

Fig. 4. Number of deaths by age among total registered death cases (1,112 in total up to 2016). 

Fig. 5. Number of deaths by year with among total registered death cases (1,112 in total up to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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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유공이 만든 최초의 가습기살균제인 가습기메

이트였다. 1996년 2명, 1997년 4명, 1998명 0명이었

고, 1999년 7명으로 늘어났고 이후 지속적으로 늘었

다. 2001년 21명이었는데 옥시레킷벤키저가 PHMG

성분의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을 본격적으로 판매하

기 시작한 해다. 2005년에 45명, 2006년 70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 2010년에 120

명으로 크게 늘었고, 2011년에 207명으로 전체 1,112

명 사망자의 18.6%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2012

년부터 2016년 사이에는 50~60명대였다. 사망년도

별 흐름은 새로운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출시와 판매

량 그리고 성분의 변화 등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1년 사망자가 가장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몇

가지로 추론할 수 있는데, 먼저 2011년에 가습기살

균제 사건이 알려졌기 때문에 그 해의 사망자에 대

한 신고가 다른 해의 신고보다 많을 수 있을 것이

라는 점이다. 두번째 이유로는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가 꾸준히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사용금지 이

후인 2012년부터 사망자가 크게 줄었다. 세번째 이

유는 제품 사용량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

으로 사용량은 판매량으로 가늠해 볼 수 있는데 판

매량은 2005년에 94만개, 2010년에 70만개로 두번

의 피크를 보인다(Fig. 7). 이 분석이 맞다면 사망자

는 2005-2006년경에 사망자가 가장 많아야 하지 않

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네번째 이유는 살균력이

강한 성분의 사용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으로 세가지

살균성분 중 가장 호흡독성값이 높은 PGH를 사용

한 세퓨 제품이 2009에 출시되어 2011년까지 집중

적으로 판매되었다. 마지막으로는 같은 종류의 제품

이라도 제품출시 시기에 따라 살균성분과 농도의 변

화가 있었을지 모른다는 지적인데 사실여부의 확인

이 필요하다. 결국 이러한 이유들이 종합적으로 작

용한 결과일 것이라고 여겨진다. 

1년중 사망한 월별 흐름을 보면 3월~6월 사이의

봄에 112명~128명이 몰려 가장 많았고 8월~9월의

여름에 각각 65명 59명으로 가장 낮았다. 10월 73

명, 11월 76명으로 가을들어 다시 증가하다가 겨울

철에 꾸준히 늘어나고 3월에 128명으로 가장 많았

다. 이러한 계절별 사망자 발생의 흐름은 가습기살

균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계절과의 관련성이 높

았다. 

Q5 정부의 피해관련성 판정기준 왜 문제이고 어

떻게 바뀌어야 하나?15),16) 

판정기준의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 첫

째,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의 인정범위가 결

정된다. 질환의 종류에서부터 신고된 피해자 중 몇

명이 인정범위에 포함되느냐 하는 문제가 결정된다.

현재까지는 폐질환 한 가지만 인정되는데, 그것도 말

단기관지에서부터 염증이 시작돼 폐 전체로 퍼져 폐

를 찍은 영상사진에서 목욕탕 칸막이 유리와 같이

뿌옇게 보이는 간유리음영 현상이 보이고, 폐섬유화

가 나타나는 증상이 비교적 짧은 기간에 급성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징을 보이는 경우만 인정된다.

둘째, 피해구제법에 의한 지원대상의 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앞으로 구제법에 의거해 제조사들로

부터 기금을 모아서 정부의 지원기준에 해당하지 않

는 ‘관련성 낮음’과 ‘관련성 거의 없음’의 3~4단계

로 판정된 피해자 일부를 심사해 병원비와 장례비

일부를 지원하게 된다. 그러나 기금 조성에 한도가

있어 모든 3~4단계 피해자를 지원할 수 없으므로 나

름의 기준을 다시 설정해 지원대상을 정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조금의 관련성이 있다고 판정된 3단계

피해자들이 최대한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4

단계 중에서는 폐이식을 하거나 산소호흡기를 착용

하거나 병원에 입원해야 할 정도의 중증 환자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검토될 것

으로 보인다.

현재의 판정기준 설정과정은 다음과 같은 근본적

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가습기 살균제 제품

에 노출되기 전과 후의 건강 변화를 가장 중요한 기

준으로 삼지 않고 있다. 둘째, 가습기 살균제 노출

이 일으킬 수 있는 각종 장기에의 건강영향에 대한

역학적·독성학적·노출평가적 측면의 기본연구가 제대

로, 그리고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우 제한적

인 자료과 경험만을 토대로 하고 있다. 셋째, 가습

기 살균제 노출이 소위 비특이적인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하고 있다. 비특이적인 질환은

천식, 비염, 폐렴, 폐암과 같이 비교적 흔하고 다양

한 원인이 있거나 원인을 알 수 없는 질환을 말한다.

그런데 현재의 판정기준 연구는 가습기 살균제 노

출이 이러한 비특이적인 질환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

라고 가정하거나, 비특이적인 질환은 가습기 살균제

노출과 무관하다고 가정하고, 비특이적인 질환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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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되는 특이적인 질환이나 증상만을 찾아서 판정기

준에 포함하려고 한다. 소위 증거주의에 입각한 판

정기준 마련이라는 것인데, 정작 가습기 살균제 노

출이 비특이적인 질환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모순된다. 실제로 피해신고자

의 상당수는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는 중에 또는

사용한 후에 천식, 비염, 폐렴 등과 같은 비특이적

인 질환이 발병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

면 다음과 같은 접근법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

다. ▲ 1차 판단=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후에 새

롭게 나타난 질환과 사용 이전에 있던 질환(기저질

환)이 악화된 모든 경우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

강피해라고 잠정적으로 인정한다. 이런 경우는 모두

현재의 판정단계 구분에서 정부의 구제인정 단계인

2단계(관련성 높음)로 포함한다. 

▲2차 판단=2단계로 분류된 사례중에서 이전까지

의 판정기준인 폐손상 등 가습기살균제와 건강영향

간에 특이적인 특징을 보이는 경우는 1단계(관련성

확실)로 판단한다. 따라서 비특이적인 질환과 기저

질환이 악화된 경우는 모두 2단계로 분류된다.

▲3차 판단=1,2차 판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추가 연구대상으로서 추가적인 관찰과 연구를 계속

한다.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는데 특별한 건강이상

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어떤 건강문제가 발생할지

우려하는 경우나, 암과 같은 만성적인 질환이 나타

날지 우려하는 경우 등이다. 이러한 접근법에 의거

하면 3단계 판정의 의미는 ‘관련성 낮음’이 아니라

‘현재로서는 모름’으로, 추적조사의 모니터링 대상이

된다. 

▲4차 판단=4단계 즉 ‘관련성 없음’의 판정은 가

습기 살균제에 노출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된 ‘노

출되지 않음’과 가습기살균제로 인해서 발병하지 않

았다는 명백한 의학적 증거가 제시되는 경우이다.

지금까지는 판정기준을 의학적 판단에만 의존했다

면 이러한 접근법은 의학적 판단을 기초로 노출평가

를 위주로 한 환경보건학 및 사회적 판단을 추가해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 된다. 이제까지의 판정기준

과 대책은 관련성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아닌 것으로 분류했다. 이 사건의

주된 책임자인 제조사들은 뒷짐을 진 채 정부 판정

과정의 한계와 허점을 이용해 자신들의 제품을 사용

한 피해자임에도 1~2단계인 32.4%만 배상대상으로

제한했다. 새 접근법은 지금까지 정부가 판정해 온

1~4단계의 구분방식과 그중 1~2단계는 제조사에 대

한 구상권을 전제로 한 지원이라는 정부대책을 그대

로 유지하되, 다만 각 단계의 의미와 정의를 새롭게

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접근법은 피해에 대한 입증

책임을 가습기살균제 사용자가 아닌 제품 제조판매

사가 지도록 하는 의의가 있다. 가습기살균제 노출

로 발병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의학적 근거가 제시되

는 경우가 아니라면 모두 인정하는 ‘피해의 개연성’

을 적극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2017년 1월

제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특별법’의 제5조 ‘인

과관계추정’ 조항에 반영되어 있다.14) 2016년부터 시

행하고 있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

한 법률’ 제9조에도 이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17) 

 

Q6 누가 만들고 어떤 제품들이 얼마나 팔렸나? 

혹자는 아이들과 임산부를 죽고 다치게 한 가습기

살균제를 이름없는 중소기업이 만들었거나 또는 해

외에서 수입해 판 것이 아니냐고 할지 모르겠다. 그

렇지 않다. 대부분 내로라하는 대기업과 다국적기업

들이 한국에서 만들어 판 제품들이다. 국내기업들 중

SK케미칼은 SK그룹이고, 롯데마트는 롯데그룹, 이

마트는 신세계그룹, 홈플러스는 삼성그룹 소속이었

다. LG생활건강은 LG그룹이고, GS리테일은 GS그

룹이다. 모두 재계에서 손가락안에 드는 재벌그룹들

이다. 옥시, 애경, 다이소와 같은 기업들은 대기업이

라고 할 수 없지만 해당분야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

다. 세퓨, 엔위드를 만든 클라나다, 가습기클린업을

만든 글로엔앰 정도가 인지도 없는 중소기업에 속한

다.18) 

가습기살균제를 만들고 판 외국계 다국적기업들로

는 영국의 레킷벤키저, 영국의 테스코(홈플러스), 아

일랜드의 메덴텍(엔위드), 독일의 헨켈, 일본의 다이

소, 미국의 코스트코가 있고 덴마크의 케톡스(세퓨

원료)가 있다. 

가습기살균제는 1994년 SK케미칼(당시 유공)이 처

음 만들어 판매한 이후 2011년 11월 11일 정부의

강제리콜 결정까지 모두 24개의 제품이 판매된 것

으로 파악되고 있다(Fig. 6). 제품별 판매시작 년도

를 기준으로 순서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4

년 SK케미칼이 CMIT/MIT를 살균성분으로 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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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기메이트’ 제품을 만들어 2001년까지 8년간 직접

판매했다. 1995년 옥시(당시 동양화학 계열사)가 프

리벤톨R80 살균성분으로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을

만들어 2000년까지 팔았다. 2001년 옥시는 살균성

분을 PHMG로 바꿔 ‘뉴가습기당번’을 만들었는데

옥시를 인수한 영국회사 레킷벤키저가 세운 옥시레

킷벤키저는 2011년까지 11년간 415.4만개를 팔았

다. 1997년에는 LG생활건강이 BKC&Tego51이란

살균성분으로 ‘119가습기세균제거’ 제품을 7년간 판

매했다. 1997년 애경이 CMIT/MIT성분의 ‘파란하늘

맑은가습기’란 제품을 만들어 3년간 7.5만개 팔았

고, 2002년 애경은 SK를 제조원으로 한 ‘가습기메

이트’ 판매원으로서10년간 165.3만개를 팔았다. 

2003년부터 2009년까지 7년동안 1-2년마다 18개

의 가습기살균제 신제품들이 앞다투어 출시되었다.

2003년에 대형마트로선 처음으로 롯데마트가 PHMG

살균성분으로 ‘와이즐렉’(wise selection 즉 ‘현명한

선택’이란 뜻임)이란 이름의 자체PB 상품을 만들어

2011년까지 9년동안 6.8만개를 팔았다. 2년 뒤인

2005년에 홈플러스가 PHMG성분의 PB상품을 만들

어 2011년까지 7년간 30만개를 팔았다. 2005년에는

클라나드가 아일랜드에서 수입한 정제형(알약) 가습

기살균제 ‘엔위드’를 2011년까지 7년간 14.1만개 팔

았다. 2006년에는 이마트가 CMIT/MIT를 성분으로

한 ‘이플러스’ PB상품을 애경으로부터 공급받아 2011

년까지 6년동안 35.7만개 팔았다. 

2007년에는4종류의 가습기살균제 신제품이 나왔고

2011년까지 팔렸다. GS리테일의 PB상품 ‘함박웃음’

1.1만개, 다이소의 PB상품 ‘산도깨비’ 2.7만개, 살충

제 홈키파로 유명한 독일회사 헨켈의 ‘가습기싹’ 1.1

만개, 매장판매로는 코스트코에서만 판매된 ‘가습기

클린업’ 8만개가 각각 판매되었다. 2009년에도 4종

류의 가습기살균제가 새롭게 출시되었다. PGH를 살

균성분으로 한 ‘세퓨’(1.7만개 판매)를 버터플라이이

팩트가 만들어 팔았다. ‘아토오가닉’도 PGH가 살균

성분인 제품이다. ‘아토세이프’란 이름의 제품도 출

시되었다. 소개한 제품중 엔위드를 제외하곤 모두 액

상제품이다. 엔위드 이외의 고체상 제품이 3개 더

Fig. 6. An outline of 19 brands of humidifier disinfectants (period, company and brand name, disinfectant and 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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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옥시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23.2

만개를 팔았고, ‘가습기살균볼’이란 제품이 5.6만개

팔렸고 2009년에 출시된 ‘가습기항균볼’이란 제품이

있다. 이밖에 한국까르푸의 ‘가습기 세정제’, 연희산

업의 ‘닥터OK안전가습’,19) 신희의 ‘홈워시 가습기세

정제’, 맑은나라의 ‘맑은나라 가습기살균제’, 써브라

임의 ‘써브라임 한방 가습기보충액’ 등 5개의 가습

기살균제 제품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지만 판매시

기와 판매량 그리고 살균성분 등의 구체적인 제품정

보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전체 판매량 파악은 17개 제품에 대해 1997년부

터 2014년까지 18년간의 정보가 파악되었다. 개별제

품별 판매량 정보는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자체 파악

한 정보, 2014년 질병관리본부가 발간한 백서1), 2016

년 국정조사에 제조판매사들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

합했다(Fig. 7). 총판매량은 7,191,804개다. 유공의

‘가습기메이트’, LG의 ‘119가습기세균제거’ 등 아직

7개 제품의 판매량 정보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연도별 판매량은 1997년부터 파악되고 있는데,

1997년 1.2만개, 1998년 3만개, 1999년 4만개였다가,

2000년 21.3만개로 크게 늘었다. 이후 2001년 33.5

개, 2002년 67.3만개로 계속 증가하다 2003년 67.5

만개와 2004년 68.8만개로 유지되었다. 2005년에

94.1만개로 크게 증가하며 최고치의 판매량을 기록

했다. 이후 조금씩 줄어드는데 2006년 85.1만개, 2007

년 82.5만개, 2008년 60.4만개, 2009년 58.2만개 등

이다. 2010년 70.9만개로 다시 증가했다가 2011년

정부조사로 가습기살균제 역학조사가 발표되고 강제

회수되면서 2.9만개로 줄어들었다. 

연도별 판매량에서 2005년에 94.1만개로 가장 많

고 2011년에 70.9만개로 두번째로 많은데 이유가 왜

일까? 2005년의 경우 옥시레킷벤키저의 제품 판매

Fig. 7. Annual consumption and trend of 17 humidifier disinfectants between 1997 and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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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이 전년도보다 37%나 증가했고, 홈플러스와 엔위

드가 제품을 출시해 전체 판매량이 증가했기 때문으

로 보인다. 2005년에 옥시제품의 판매량이 크게 증

가한 이유는 당시의 외국인 사장 존리(리존청, 2017

년 1월 형사1심 판결에서 외국인 임원에 대한 검찰

수사 미흡으로 무죄선고)가 추진한 소위 스퀴즈 프

로젝트(squeeze project) 때문으로 보이는데 이는 원

가절감을 이유로 제품의 병 입구모양을 바꾼 것으로

이전에는 병을 누르면 일정량만 나오도록 되어 있던

것을 단순하게 만들어 사용자들이 사용량을 쉽게 조

절할 수 없어 훨씬 많은 량을 사용하게 유도해 결

과적으로 판매량을 증가시킨 것으로 보인다. 

제품별 판매량에서 옥시의 ‘뉴가습기당번’은 415.4

만개로 전체 가습기살균제 판매량의 절반이 넘는

58%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애경의 ‘가습기메이

트’는 165.3만개로 전체 판매량의 23%를 차지하며

옥시에 이어 두번째로 많이 팔렸다. 판매량 3위는

이마트PB의 35.7만개 전체의 5%, 4위는 홈플러스

PB의 29.6만개로 전체의 4%, 5위는 옥시(고체)로

23.2만개로 전체의 3%, 6위는 엔위드 14.1만개로 전

체의 2%를 각각 차지했다. 

살균제 성분별 판매량을 살펴보면 PHMG(옥시, 홈

플러스, 롯데마트, 가습기클린업 등 4개)가 전체판매

량 719.1만개의 64%인 460.1만개로 가장 많았다.

CMIT/MIT(애경, 이마트 다이소, GS, 헨켈 등 5개)

는 213.8만개로 전체의 29.7%를 차지했다. PGH(세

퓨, 아토오가닉)은 1.9만개로 0.3%였다. 

Q7 제품 회수조치는? 지금도 판매하나? 

2011년 8월 31일 정부의 역학조사 발표로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정

부는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제조판매사들은 제품의 생산을 중단하고

시중에 깔린 제품을 회수하기 시작했다. 2개월 후인

11월 11일 동물실험결과를 바탕으로 6개 제품에 대

해 강제회수가 결정되었고 다른 제품들도 판매 및

사용금지가 권고되었다. 당시 이 문제를 담당하던 보

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는 제조판매사들에게 제

품회수 실적을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제품의 회수는

2012년 7월까지 모두 105,789개로 집계됐다.1) 

국회의 국정조사특위에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제품회수는 2013년과

2014년에도 이어졌다. 옥시레켓벤키저의 ‘뉴가습기

당번’ 제품이 2013년에 113개, 2014년에 23개 각각

회수됐다. 헨켈의 ‘가습기싹’은 2013년에 110개, 2014

년에 23개 회수됐다. 엔위드 제품은 2013년에 3개

회수됐다. 기업들이 제품회수를 철저하게 하지 않았

고, 정부도 관리도 안이했다. 2013년 초 중국의 상

하이에서 한국 교민들이 이용하는 한인수퍼 한켠에

330 ml 작은병 옥시싹싹 가습기살균제를 팔고 있다

는 제보가 있었다. 허술한 회수체계로 추가적인 피

해가 발생하지 않을지 우려됐다. 

가습기살균제는 산업부의 기술표준원에 의해 관리

되어 왔는데 단순한 공산품으로 분류되었다. 따라서

제조판매사들은 제품의 안전에 대해 아무런 자료도

제출할 필요가 없었다. 2011년 12월 식품의약품안

전처는 가습기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했다.20) 가

습기살균제를 판매하려면 의약품에 준하는 안전 증

빙서류를 제출해서 심사한 후에 판매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단 하나의 제품도 판매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 가습기살균제는 완전히 시장에서 퇴출된

상태다. 

부산에서 2011년에 태어난 한 쌍둥이 자매의 부모

는 가습기살균제의 사용판매가 금지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 사용금지 이후 아이들은 애경 가습기메이트

제품에 노출됐고 1년만에 호흡곤란으로 병원에 실려

갔다. 첫째는 매우 심해서 목을 절개해 호흡보조기

구인 캐뉼라를 삽입한 상태로 숨을 쉬어야 했다. 아

이들의 폐는 전체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딱딱하게

굳는 폐섬유화가 진행됐고 억지로 숨을 쉬다가 폐포

가 터지는 기흉이 발생했다. 아이들은 정부조사에서

가습기살균제와의 ‘관련성 확실’인 1단계로 판정되

었다. 애경 가습기메이트는 CMIT/MIT 살균성분으

로 질병관리본부의 2011년 동물실험에서 폐섬유화

가 나타나지 않아 건강피해의 책임에서 한발 물러나

있는 상태인데 부산에서의 경우와 같이 치명적인 피

해가 발생한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21) 

Q8 제조사들은 제품안전여부를 확인도 안했단

말인가? 

이 질문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접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제기하는 의문들 중 하나다. 제조사들이

대부분 국내외에서 내노라하는 생활화학제품의 대기

업들이었기 때문에 더욱 의문이 커진다. 2016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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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진행된 국회 국정조사특위

가 현장조사 및 청문회를 통해 밝혀낸 사실은 어느

기업도 자신들의 제품을 팔기 전에 그리고 판매 도

중에라도 인체 위해여부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지 않

았다는 것이다. 

2016년 8월 29일, 3일간 열린 국회청문회의 첫날,

1994년 가습기살균제를 세상에 처음 내 놓은 유공

의 개발팀 책임자 노승권씨가 공개석상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불려나왔기

때문이다. 노씨의 바로 옆에는 한때 식품의약품안전

청장을 지냈던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명예교수 이

영순씨도 증인으로 앉아 있었다. 노승권씨는 “나는

제품의 직접 개발자가 아니라 해당제품을 기획판매

하는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말하며 “제품개발단계

에서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에 제품안전에 대한 동

물실험을 의뢰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이영순

씨는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지금

은 교수로 있는 당시 실험실에 있던 제자들에게 확

인하니 철골로 짜서 비닐로 씌워 제품에 노출시키는

간이동물실험 장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라고 의원들

의 질문에 답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 모두 당시의

동물실험에 관한 보고서는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했

다. SK케미칼 역시 최초 제품개발에 관한 안전테스

트 관련 자료는 없다고 했다. 당시의 동물실험 보고

서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은 것인지, 만들었는데 보

관되지 않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동물실험 결과가 무엇이었느냐’는 특위 의원들의

질문에 이영순씨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제

대로 된 실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제품이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승권

씨와 유공은 이영순씨의 실험결과를 근거로 제품이

안전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고 매일경제신문,

중앙일보 등이 그대로 보도했다. 1994년 11월 16일

자 매일경제신문의 기사에 관련 내용이 다음과 같이

나와있다. “가습기메이트란 제품명으로 판매될 이 살

균제의 효력은 약 15일 이상 지속되며 독성실험결과

인체에 전혀 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22) 그렇게

가습기살균제라는 제품이 처음으로 세상에 나왔다. 

옥시의 경우는 어떠했을까? 1995년 동양화학 소속

이던 옥시가 ‘프리벤톨R80’이란 이름의 살균제를 사

용한 가습기당번 제품을 판매하다 제품에 하얀 이물

질이 생긴다는 소비자들의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2000

년 PHMG라는 살균제로 성분을 바꾼다. 이 과정에

서 독일의 전문가와 옥시 내부에서도 제품의 안전성

을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IMF의

여파로 2001년 옥시가 영국기업 레킷벤키저에 넘어

갔고 옥시의 기존 제품을 인수한 레킷벤키저는 PHMG

안전실험을 생략한 채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이란

이름의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했다. 레킷벤키저는 유

럽수준의 안전기준을 적용하기는 커녕 비용을 절약

한다는 명목으로 회사 안밖에서 제기된 제품의 안전

점검도 하지 않은 것이다. 

유공과 옥시가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잇달아 내놓

고 시장에서 반응이 좋자, LG, 애경, 롯데마트, 홈플

러스, 이마트, GS 등이 앞다투어 유사한 제품을 만

들었지만 이들은 기존 제품을 단순히 ‘카피’하는 수

준에 머물러 자체적인 제품안전 점검을 전혀 하지

않았다. 제품안전은 실종되고 이윤추구만이 남았다.

심지어 세퓨라는 제품을 만든 사장은 국문과 출신인

데 인터넷에서 제품제조에 대한 정보를 얻어 PGH

라는 살균제를 덴마크에서 수입해 주먹구구로 만들

어 ‘유럽연합 안전인증, 유럽에서 온 프리미엄 솔루

션’이란 광고문구를 달아서 주로 인터넷을 통해 젊

은 부부들을 대상으로 판매했다. 세퓨제품은 판매기

간이 3년이고 판매량이 1.7만개에 불과한데도 사망

자가 14명이나 발생했다(1,2차 신고자 중에서). 사망

신고자들의 34%가 2개 이상의 제품들을 중복사용

한 경우인데, 세퓨사망자들은 유일하게 다른 제품을

같이 사용하지 않은 단독 사용자들이었다.18) 

독성학자들이 세가지 주요 가습기살균제 살균성분

에 대해서 기존에 학계에 발표된 자료를 바탕으로

대표적인 제품에 대해 위해성평가를 통해 호흡독성

값을 계산해보니 CMIT/MIT 9.41, PHMG 2,500,

PGH 10,500이었다고 미국화학학회지 학술지에 보

고했다. 호흡독성값은 1보다 크면 위험하고 숫자가

크면 클수록 위험도가 커지므로 제조사들이 제품 개

발단계에서 기본적인 안전조사도 하지 않은 것이라

고 저자들은 지적했다.23) 

Q9 정부의 책임은? 

정부의 10개 부처 9개 산하기관의 책임이 관련되

어 있다. 이들 중 직접적인 관련성이 큰 부처는 다

음과 같다. 먼저, 산업부로 산하기관인 기술표준원은

가습기살균제를 공산품으로 분류해 관리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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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에 품질인증(KC) 마크까지 주었다. 산업부의 관

리감독을 받는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은 옥시레킷

벤키저로부터 제품 안전실험을 의뢰받았지만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 질병관리

본부는 역학조사로 사건을 밝혔지만 피해대책을 취

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책임지

고 있음에도 초기부터 가습기살균제 성분물질이 ‘유

독물이 아니다’라고 관보에 게재했고, 사건이 난 후

에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가 ‘환경성질환이 아니

다’라고 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실무를 맡고 있는

국립환경과학원과 피해신고를 제대로 받지 않은 한

국환경산업기술원이 환경부 관련 기관들이다. 그리

고 피해자들과 환경단체로부터 수차례의 고소고발을

접수했지만 사건을 방치한 법무부와 산하기관인 검

찰이 있다. 여기에 사건 발생후 과장광고 문제에 대

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CMIT/MIT제품은 문제가

안된다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문제를 총괄하는

산하기관인 소비자원은 주장했다. PHMG에 대해 유

해성 조사보고서를 받지 않는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

의 기초자료인 물질안전정보자료(MSDS) 관리를 허

술하게 한 고용노동부도 포함된다. 

2차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부처는 사건

후 피해지원의 예산권을 쥐고 특별법 제정을 못하게

했고, 정부 지원에 구상권 조건을 내걸어 사건해결

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국가의 예산지

원으로 영남대가 진행된 물고기(제브라피시) 동물실

험에서 심장에의 영향 가능성이 제기되었지만24) 이

를 정부지원에 의한 연구결과로 발표하지 못하도록

막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있다. 2011년 사건발생 후

여러부처가 관련된 사건이라며 총리실에 T/F를 꾸

려 피해대책과 재발방지를 총괄하겠다고 했지만 실

질적으로 아무런 일을 하지 않은 국무총리실과 대통

령 당선 직후 인수위원회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

라고 요구했지만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2016

년 국회 국정조사에서 정부책임이 드러났는데도 희

생자들과 국민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는 대

통령 등이 모두 관련 기관들이다. 

정부의 책임문제에 관해서는 언론들도 앞다투어

지적했다. 2016년 7월 14일자 한 신문은 “소비자가

믿은 건 정부였다. 어려운 화학물질이 뭔진 몰라도

정부가 어련히 알아서 철저히 검사하고 안전마크를

붙였겠거니 믿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

로 둬야 할 정부가 자국민의 ‘대규모 인명살상 사고’

앞에 과거 법령을 운운하며 발을 뺀다면 정부는 왜

필요한가. 적어도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있어 정부는

기업보다 나은 게 없다.”라고 썼다.25) 

2016년 9월 2일 국회 청문회 셋째날, 국무조정실

과 환경부 등 정부부처 차관들이 증인으로 나와 정

부책임을 추궁받았지만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

에게 사과한 기관은 한 곳도 없었다. 정부의 이러한

책임회피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대책에서 피해자들에

게 지원하는 약간의 병원비와 장례비 마저 제조기

업으로부터 구상해 돌려받는다는 조건을 달았고 이

때문에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 구제대상 피해자를 엄

격한 기준으로 제한했다. 정부가 화학물질과 제품관

리의 실패책임을 인정해 구상권을 전제하지 않고 모

든 관련 피해자들에게 의료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Q10 한국에서만 만들고 팔았다는데 정말인가? 

가습기 물통에 넣어서 사용하는 방식의 가습기살

균제는 한국 외에도 독일과 일본에 유사제품이 있

다. 독일 Beurer사의 가습기 LW110에 넣는 물살균

제(water infection) ‘beurer AquaFresh’라는 이름의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있고26), 일본은 오사카 지역에

서 ‘가습기제균제’라는 이름의 제품을 시장에서 구

입할 수 있다.27) 한국과 다른 점은 독일과 일본 제

품의 경우 독성이 강한 살균성분을 사용하지 않고,

일본의 경우 제품의 인지도가 매우 낮아 사용자들이

적고 아직까지 피해사례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일

본과 유럽 그리고 미주사회는 가습기라는 전자제품

을 한국처럼 흔하게 사용하지 않는다. 

한국의 경우 밀폐가 잘되는 아파트 거주환경, 온

돌문화, 병원에서의 권유 등으로 인구의 37.4%가 가

습기를 사용했고, 가정내 가습기 보유율이 지속적으

로 증가 추세에 있었다.28) 유명 대기업과 다국적기

업이 나서서 제품을 만들어 대대적인 신문, TV광고

로 판매해 인구의 18.1%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

다.9) 여기에 유럽과 달리 바이오사이드(살생물제)의

안전관리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국내 기업은 물론

유럽기업들도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만들어 팔았다. 

가습기살균제라는 제품이 한국에서만 대규모로 만

들고 소비된 것은 사실이지만 제조과정은 최소 8개

국가의 외국기업들이 개입해 있는 국제적인 문제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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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중 5개가 유럽계 기업이다. 유럽기업이 관련

된 제품으로 인한 사망자는 2016년 3월까지 신고된

제품별 사망자 193명의 67%인 129명이나 된다.13)

전체 판매량 7,191,804개 중에서 5개 유럽기업이 관

련된 제품(옥시, 홈플러스, 엔위드, 세퓨, 헨켈)의 판

매량이 4,853,960개로 67%를 차지한다. 

유럽은 1998년부터 바이오사이드 즉 농약이 아닌

살생물제를 사용한 생활제품에 대해 판매할 국가에

제품의 안전입증을 제시해야 하는 관리지침을 시행

했다.29) 때문에 레킷벤키저, 테스코, 헨켈 등의 유럽

기업들이 유럽에서라면 만들지도 팔지도 못했을 제

품을 한국에서는 제품의 안전을 입증할 의무가 없어

위험한 제품판매로 수많은 사상자를 냈다. 명백한

‘이중기준(double standard)’의 문제다. 다국적 기업

들이 선진국과 후진국의 안전규제 차이를 악용한 것

이 이중기준인데, 1984년 미국의 농약회사 유니언카

바이드(다우케미칼 인수)가 인도에서 일으킨 보팔참

사가 국제사회의 대표적인 이중기준 사례다. 석면규

제가 강화됨에 따라 석면방직산업이 일본에서 한국

으로 다시 인도네시아로 이전한 사례가 대표적이다.30)

Q11 1994년부터 팔았다는데 왜 2011년에서야 문

제가 알려졌나? 

가습기살균제가 건강피해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알

게 된 건 2011년 정부의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부터다. 그렇지만 의학계에서는 2006년부터 이상한

징후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봄철마다 원인미상의 증

중 호흡곤란 어린이환자들이 대학병원 응급실로 실

려왔고 이중 절반이 사망하는 높은 치사율을 보였

다. 이런 현상은 여름이 되면서 사라졌고 다시 겨울

이 시작되면서 나타나다 봄이 되면 많아졌다. 의학

계는 2016년 봄의 서울아산병원과 서울대병원에서

의 15 소아환례(7명 사망)의 특징을 학술논문을 통

해 보고하면서 폐질환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원인

일 것으로 추측했다.31) 아쉬운 점은 소아과 의사들

이 이러한 계절적 유행병의 원인으로 환경문제를 의

심하지 않았다는 점과 정부에 역학조사를 의뢰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만약 2011년 아산병원의 호흡기내

과 응급실 의사들이 한 것처럼 당국에 역학조사를

의뢰했다면 피해발생을 상당히 줄일 수 있었을 것이

다. 2006년부터 2011년 사이에 새로운 가습기살균

제 제품이 7개나 출시되어 사용자가 늘었고 피해가

집중되었기 때문이다.32) 

2009년에는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학술위원회가

전국의 500병상 이상의 대형병원 54개로부터 가습

기살균제가 원인임을 알기 전에 증가했던 질환인 특

발성(원인미상이라는 의학적 용어) 간질성폐렴에 대

해 전국의 환자 2,186명을 대상으로 증가이유와 환

자분포 및 의학적 특징 등에 대해 조사해 학술지에

보고했다. 이 논문은 원인미상의 이 질환이 많이 발

생하고 있고 사망률이 높다는 특징 등을 지적했지만

흡연만을 발병의 위험인자로 검토했을뿐 다른 요인

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다.33)

앞의 두가지 예를 통해 의학계가 병의 원인에 관

심을 갖고 이를 밝혀내는 역할에 매우 취약하고 단

순히 치료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정한 질환이 유행하고 있다 것을 감지했음에도 발

병의 원인을 찾기위한 역학조사와 같은 조치를 취할

생각을 전혀 못하고 단순히 학술지에 사례보고만을

했다는 점은 의학계에 환경의학과 환경역학이 체계

적으로 도입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2006년 경부터 원인미상 호흡곤란 환자들이 계절

별로 발생했지만 2011년에 가서야 역학조사가 실시

되어 가습기살균제 문제에 대해 알게된 배경은 다음

과 같이 추론할 수 있다. 2005년 이후에만 12개가

넘는 신규 가습기살균제 제품들이 대형마트를 중심

으로 출시되어 사용자들이 늘어났을 것이라는 점,

2010년과 2011년 겨울이 유난히 추워서 가습기와 가

습기살균제 사용이 이전보다 늘었을 것이라는 점,

2009년 신종플루의 경험때문에 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이로 인해 가습기살균제 사용이 늘었을 것

이라는 점 그리고 서울아산병원으로 산모환자가 몰

리면서 환자가족과 의료진이 당국에 신고하게 된 환

경이 조성되었다는 점 등이다. 

Q12 2011년에 사건이 알려졌는데 왜 바로 피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2011년 정부가 역학조사와 동물실험을 통해 가습

기살균제 제품의 판매와 사용을 금지해 추가적인 피

해발생을 막았다는 점은 높이 평가된다. 그러나 피

해자들에 대한 조사 및 신고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

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유는 이 사건을 ‘제품의 하

자에 의한 소비자 피해문제’로 보았기 때문이다. 정

부는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제조사에 소송을 제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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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환경보건시민센터

가 피해신고센터를 개설하고 피해접수를 받고 제품

명단을 파악해 발표했다. 2012년 상반기 동안에는

한국환경보건학회의 회원들이 나서서 비용을 갹출해

접수된 95사례에 대해 가가호호 방문조사를 실시해

관련성을 조사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사례 조사연

구’ 보고서를 발표했다.34)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 문제가 정부의 화학물질

관리실패로 인한 환경문제로 판단하고 환경보건법에

의거해 환경성질환으로 지정해 문제를 해결하라고

환경부에 요구했는데35) 환경부는 ‘환경보건법은 환경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이 아니라 환경보건문제를 연

구하기 위한 근거법령’이라며 해당되지 않는다고 회

신했다.36) 이에 국회가 다시 문제를 지적하자 2012

년 12월 환경부가 환경보건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렸

는데 ‘환경성질환이 아니다’라는 환경부의 입장을 확

인하는데 그쳤다. 

한편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밝혀

낸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이 문제가 화학물

질의 환경문제라는 점에서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

는 태도를 취했다. 2013년에 민관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했지만 환자들에 대한 직접조사를 하지 않겠다

고 하는 바람에 서너달을 공전했다. 결국 신고된 피

해자들에 대한 첫 판정결과는 사건이 발생한지 2년

8개월이 지난 2014년 4월에야 나왔다.1) 그제서야 환

경부는 이 사건피해를 환경성질환으로 지정했고 구

상권을 조건으로 피해자 일부에 한해 병원비와 장례

비를 보조했다. 19대 국회는 본회의에서 피해구제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야당의원들을 중심으로 피해구

제를 위한 특별법을 상정했지만 결국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법안이 제정되지 않았다. 

제조사들은 철저하게 피해문제를 외면했고 일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의 방어에 몰두했다. 특

히 옥시레킷벤키저는 정부의 역학조사 결과를 받아

들일 수 없다며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서울

대와 호서대 그리고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 등에

동물실험과 노출시험을 의뢰했다. 자신들의 조사결

과는 정부와 달리 제품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법정

에서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측이 제시한 증거자료의

신빙성을 확인하지 않은 채 합의를 유도했고 피해자

들은 2014년 하반기부터 쌍방과실의 교통사고 합의

수준으로 합의하고 말았다. 

Q13 왜 2016년에 와서야 검찰이 수사에 나섰나? 

2016년 1월 서울중앙지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사

건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제조사들에 대해 수차례의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강도높은 수사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옥시레킷벤키저가 법원에 제출

한 서울대와 호서대 보고서가 조작되고 은폐되었다

는 사실이 드러났다. 제조사들 중 처음으로 롯데마

트가 검찰소환조사를 앞둔 4월 18일 기자회견을 열

고 사과했다. 이어 옥시레킷벤키저가 5월 2일 공식

사과했는데 4월말부터 피해자들과 시민단체가 옥시

제품 불매운동을 시작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시점

이었다. 

검찰은 5월 8일 서울대 조모 교수의 구속을 시작

으로 제조사 임직원과 연루된 전문가 12명을 과실

치사, 수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이 과정이 이루

어진 2016년 5월과 6월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한국

사회에서 최대의 사회문제화되며 언론을 달구었다.

2016년 9월 서울대 조교수는 징역 2년이, 10월 호

서대 유교수는 징역 1년 4개월이 선고되었다. 2017

년 1월 옥시레킷벤키저의 신현우는 징역 7년, 롯데

마트의 노병용은 금고 4년이 선고되었다. 

검찰이 5년여 동안 가만히 있다가 2016년 초부터

갑자기 강도높은 수사를 실시한 이유에 대해, 새로

부임한 서울지검장의 의지가 컸다는 설명과 정권에

부담스런 다른 문제로부터 사회적 관심을 돌리고 총

선을 유리하게 하려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하지만 피

해자들과 환경보건단체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고소

고발이 이어졌고, 엄청난 수의 사망자와 피해자가 드

러나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을 거라는 점이 더 설

득력이 있다. 

사건에 대한 제조사들의 은폐와 왜곡 그리고 정부

의 소극적 대응으로 잊혀져 가던 사건의 흐름을 반

전시킨 것이 검찰수사임이 분명하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도 크다. 정부부처의 책임을 묻지 않았고, 옥시

레킷벤키저 및 테스코(홈플러스를 소유했던 영국기

업)의 외국인 임직원 및 영국 본사에 대한 수사를

하지 못했으며, 제품의 안전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처음으로 시장에 출시했고 전체 제품들의 90%

이상의 원료를 공급한 SK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않

았다는 점, 홈플러스 PB상품의 판매책임이 있는 삼

성을 수사하지 않았고 정부가 인정하는 피해자가 여

럿 나왔음에도 유공, 애경, 이마트 등 CMIT/MIT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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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Pictures of 16 humidifier disinfectants.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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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제조판매사에 형사책임을 묻지 않았다. 또 검찰

은 사건의 전체 피해자규모도 파악하지 않았고 피

해자를 찾아내는 일도 하지 않았다. 2016년 검찰수

사가 남긴 한계는 이후 정부사과와 함께 재수사하

거나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해 제대로 진상을 규명해

야 한다. 

Q14 무슨 제품을 썼는지 모르거나 제품구매 증

거가 없는데 신고가 가능한가? 

오래전에 사용한 일회용품에 대해 잘 기억하지 못

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제품의 구매영수증이나 제

품 자체를 보관하는 경우는 더욱 드물다. 3천원~4천

원 하는 일회용품 이었고 제품종류도 20여가지에 달

하는 가습기살균제이고 짧게는 6년전(2011) 길게는

23년전(1994)의 오래된 일이기 때문이다. 이런 경

우, 제품의 사진을 찾아서 기억을 떠올리고(Fig. 8)

결혼, 출산, 이사와 같이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는

일들을 메모한 다음, 가습기와 가습기살균제의 사용

그리고 질병발생과 병원다닌 일을 시기별로 떠올려

서 관련성을 파악하면 가습기살균제의 사용과 피해

를 알아낼 수 있다. 

제품구매 및 사용증거가 없는 경우도 피해신고가

가능하다. 다만 제3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사용한

사람만이 답할 수 있는 자세한 구매 및 사용에 대

한 일관된 진술이 가능해야 한다. 가습기살균제를 사

용했지만 특별이 건강문제가 없는 경우도 신고할 필

요가 있는데,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후 10-20년의

잠복기가 지난 다음에 폐암과 같은 만성질환이 발병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고되지 않

은 상태에서 시간이 지난후 만성질환이 발병하면 관

련성을 밝히기가 매우 어렵다. 

Q15 피해대책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 

가습기살균제 폐손상 피해가 2014년 3월 환경보

건법에 의한 환경성질환으로 지정되면서 정부판정에

서 ‘관련성 확실’의 1단계과 ‘관련성 높음’의 2단계

판정자들에 한해 일부 병원비와 장례비가 지급되고

있다. 이마저도 정부가 제조사들에게 구상권을 통해

비용을 돌려받는 조건이다. 즉, 피해자들이 기업으로

부터 받아야 할 배상액의 일부를 정부가 세금으로

피해자들에게 선지원하고 나중에 기업으로부터 돌려

받는 식이다. 하지만 이런 조건의 정부지원도 전체

판정자의 32%에 불과하고 나머지 68%는 아무런 지

원도 없는 상태다. 기업들은 정부판정을 악용해 3-4

단계 판정자들은 배상에서 제외한다. 

2016년 4월 총선결과로 여소야대 정국이 조성되어

7-10월에 국정조사를 실시해 정부와 기업의 문제점

을 어느 정도 밝혀냈지만 피해대책과 재발방지는 거

의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마무리되고 말았다. 일부

특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옥시레킷벤키저의 영국본사

를 방문해 본사의 책임와 사과를 끌어냈고, 제조사

들로 하여금 기금을 조성해 피해대책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미흡했던 국정조사를 보완했다고 평가된다. 

앞으로의 피해대책은 신고되지 않고 있는 다수의

피해자를 찾아내는 일과 신고된 피해자들에 대한 제

대로된 관련성조사 그리고 이들에 대한 정당한 배상

이다. 먼저, 피해자를 찾아내는 일은 현재와 같이 신

고해오는 사례만 접수받는 방식만으로는 안되며 특

별기구를 만들어 전국규모의 역학조사가 이루어지도

록 해야 한다. 건강피해에 대한 제대로 된 관련성

조사는 신고된 모든 사례들에 대해 의료기록을 파악

해 관련질환을 찾아내고, 가습기살균제 제품 사용자

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이

추진되어야 한다.

피해대책은 국가와 기업이 사과하고 충분한 기금

을 만들어 모든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한

다. 20대 국회에서 모두 7개의 관련 법률안이 발의

되었고 2017년 1월 20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

법이 가까스로 국회에서 제정됐다. 그런데 국가책임

이 빠졌고, 징벌적 배상조항도 삭제되었으며 피해대

책에 필요한 기업기금의 한도가 너무 낮게 설정되어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

다. 그렇지만 가습기살균제 피해문제를 다룬 특별법

이 제정되었다는 점, 정부 구제대상에서 제외된 3-4

단계 피해자를 구제하고 도산한 기업의 제품사용자

의 배상을 지원할 방안이 마련됐다는 점 등은 의미

가 크다고 할 수 있다. 

Q16 노출과 피해관련성에 대한 기준의 변화와

미나마타병과 원진레이온의 사례비교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사망 등 관련 질환의 심각성

그리고 피해규모의 측면에서 세계적인 공해병인 일

본의 미나마타병과 국내 최악의 산업재해사례인 원

진레이온 이황화탄소 중독사고와 비교할 수 있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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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기살균제 사건에 있어 피해관련성을 어떻게 규정

할 것인가 하는 기준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

어 있는데 두 사건에서 시사하는 바가 커 참고하고

자 한다(Table 2).

미나마타병의 경우 1961년에 처음 환자가 보고되

었고 1977년에 ‘감각장애와 시각장애 등 복수의 증

상이 나타나야 인정’하는 국가의 인정기준이 마련됐

다. 그러나 1979년 3월 구마모토 법원이 ‘팔다리 지

각장애만으로도 오염된 생선을 다량 섭취했다는 역

학조건을 만족하면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려 정부의

판정기준에 문제가 있음이 지적되었다. 2004년 최고

재판소(한국의 대법원)은 ‘미나마타 주변에서 오염어

패류를 대량 섭취한 증명과 함께 다음 3가지 중에

서 한가지만 해당하면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3가지

는 2점식별각 이상 또는 가족중 환자가 있는 경우

손발끝 감각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사망자의 경우

입주위 감각장애 혹은 시야협약 등이다. 그리고 의

료계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는 2009년 미나마타병

이 발생한 시라누이해 연안주민 2000명 이상을 대

상으로 한 대규모 건강조사를 실시해 재판에 결정적

인 의료자료를 제출했다. 2013년 최고재판소는 ‘단

일증상의 경우 미나마타병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고 판결했다. 이러한 과정은 1977년 일본정부가 의

학적 근거로 정한 인정기준이 너무 협소하고 엄격하

게 설정되어 다양한 피해사례가 신고되었지만 인정

되지 않아 큰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인정기준을 확대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를 법원이 인정했

다. 미나마타병이라는 공해병 문제가 의학적 잣대만

으로 해결되기 어렵고 사회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함

을 의미한다.38) 

원진레이온의 경우, 1987년 일본의 이황화탄소 직

업병 인정기준을 차용해 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만

Table 2. Comparison the characterisitics of humidifier disinfectant issue with Minamata Disease and Wonjin Rayon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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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다가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

정하는 것으로 변화한다. 하지만 일본에서보다 훨

씬 다양한 증상피해가 발생했고 1991년 10ppm이

상 농도에서 수개월 이상 폭로되고 주요 소견이 2

가지 이상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 인정하는

것으로 인정기준이 변화되었다. 1992년에는 대규모

역학조사를 통해 복합소견을 완화하는 새로운 인정

기준이 만들어졌고 다시 1993년에 ‘10ppm이하 노

출농도에서도 인정하고 단일 소견으로도 인정’하게

된다.39) 

미나마타병과 원진레이온 직업병 사건의 피해인정

기준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처음에는 고농도 노

출과 복합증상이라는 의학적 관련성이 명백한 인정

기준을 적용하다, 다양한 증상피해자가 신고되고, 피

해자운동과 사회문제화 그리고 법적 판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의학적 판정기준이 확대된다, 대규모 피해

조사가 이루어지고 법원과 정부의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저농도 노출에 단일 증상’으로 인정기준이 확

대되었다. 두 사례 모두 초기에는 소수의 피해환례

의 경험과 좁은 의미의 의학적 판단이 이루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사례들이 나타나 넓은 의미

의 의학적, 법적, 사회적 판단으로 변화한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도 매우 유사한 경로를 거치고 있다.40) 

III. 결 론

Q17 재발방지 조치와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남긴

교훈은? 

시간이 지나면서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잊혀져 가

고 있다. 국회 국정조사는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마무리 되었고 피해대책을 담은 특별법이 만들어

졌지만 매우 제한적이다. 시민들은 제2의 가습기살

균제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우리 집은

안전한가’라며 생활화학제품의 안전문제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다. 방향제, 물티슈, 정수기, 에이컨과 공

기청정기의 필터, 치약 등의 생활용품에서 안전문제

가 불거져 나오고 있다. 가장 많은 피해를 발생시킨

가습기살균제 원료인 PHMG를 255톤이나 불법으로

유통시킨 SK케미칼을 비롯한 33개 업체가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우리사회 각 분야의 문제점

이 불거져 발생한 사회구조적인 문제로서 각계의 지

난한 노력을 통해 진상규명, 피해대책, 재발방지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Fig. 9).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아직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교훈을 남기고 있다. 첫째, 가

습기살균제와 같이 실내에서 분무되어 사용자의 호

Fig. 9. Roles of 7 major parts and media related to the issue of humidifier disinfectants.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행과 교훈(Q&A) 21

http://www.kseh.org/ J Environ Health Sci 2017; 43(1): 1-22

흡기로 노출되는 스프레이 제품에 대해 호흡독성 안

전자료 제출을 의무화하여 일반 공산품이 아니라 안

전허가를 받아야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등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는 교훈이다.41) 

둘째,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같이 어린이와 산모 및

노인 등 우리사회가 가장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생물학적 사회적 약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거나

다수의 소비자 건강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천문학

적 징벌금과 강도높은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민형

사상의 징벌제도를 도입해 산업계가 제품안전을 최

우선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교훈이다.42) 

셋째,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에 독성센터 혹은 중독

센터와 같은 기구를 설립해 생활제품의 이용과정에

서 나타나는 건강피해사례에 대해 조기에 대처하고

정보를 취합해 큰 사고를 예방하는 체계를 갖추라는

교훈이다. 

넷째, 기존의 수질, 대기, 폐기물과 같은 매체중심

의 환경정책을 인간과 생태계의 건강을 기준으로 하

는 ‘환경보건’으로 정책적 패러다임을 전환하라는 교

훈이다. 

다섯째, 옥시불매 시민운동이 가해기업의 책임인

정을 이끌어내고 피해대책을 마련토록 했듯 소비자

운동과 환경운동이 활발한 시민사회의 중요성에 대

한 교훈이다. 2016년 12월에 전국 성인 1,000명 대

상으로 한 환경보건문제 설문조사(휴대폰 ARS-RDD)

의 옥시불매운동 분야에서, 응답자의 82.1%가 옥시

제품 사용경험이 있는데, 54.1%가 옥시불매운동 참

여경험이 있고, 58.6%가 옥시불매운동이 문제해결

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며, 83.1%가 옥시제품 구

매의향이 없다고 답했다.43)  

여섯째,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전문가의 사회적 책

임과 역할에 대해 큰 경종을 울려 주었다. 앞으로

의학, 보건학, 독성학, 법학, 사회학 등 각 분야 전

문가들이 모여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발생원인과 해

결과정 그리고 사회적 교훈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

연구하는 체계를 갖추라는 교훈이다. 

일곱째, 가습기,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의 생활제

품은 환경정책과 환경운동이 실패한 산물이고 이런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환경보건상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의 자각이다. 이러한 류의 제

품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사

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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