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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e deaths of Korean victims exposed to the disinfectant CMIT/MIT have remained unresolved.

This is mainly due to a lack of concordance between the few available toxicity tests and the abundant

epidemiological data, making it difficult to establish a cause-and-effect relationship. Therefore,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any potential associations between CMIT/MIT exposure and death. 

Methods: Groups of experimental and control C57BL/6 mice were instilled (in the trachea) with

chloromethylisothiazolinone/methylisothiazolinone (CMIT/MIT) using a visual instillobot. CMIT/MIT was

instilled over a period of three days and eight weeks, respectively, to achieve acute and chronic exposures. A

threshold dose-response model was applied for estimating the threshold level as one line of evidence for a causal

association between CMIT/MIT and death. 

Results: An acute exposure of 1.2 mg ai/kg/day of CMIT/MIT was estimated to reflect the threshold for death.

The dose-response curve with this threshold showed a very steep slope and a narrow range of CMIT/MIT

exposures. The narrow range of CMIT/MIT exposures, in particular, indicated an evident boundary between

survival and death, thus implicating a strong causal association. A similar threshold dose-response relationship

observed following acute exposure was also seen following chronic exposure to CMIT/MIT. Airborne

disinfectant exposure was visible as minimal or mild lung damage with no fibrosis, as shown by

histopathological tests. However, many observations are considered to be functional respiratory tract or lung

failure due to death, as observed in necropsies of the mice that died due to CMIT/MIT exposures. 

Conclusions: There are two strong lines of evidence for a causal association between death and CMIT/MIT

exposure: 1) The threshold dose-response curve, with a very steep slope and a narrow range of CMIT/MIT

exposures showing a visible boundary between survival and death; and 2) many cases of functional respiratory

or lung fail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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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박동욱 등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사용에 의

한 피해 신고자가 2016년 12월 28일 기준으로 5,331

명, 사망자 수가 1,105명으로 조사되었다.1) 피해를

유발한 가습기살균제의 성분은 PHMG(polyhexa-

methylene guanidine), PGH(oligo(2-(2-ethoxy) eth-

oxyethyl guanidium chloride) 그리고 주로 3:1의 비

(ratio)로 구성된 CMIT(chloromethylisothiazolinone)/

MIT(methylisothiazolinone) 혼합물 등의 3 종류이다.

건강피해 측면에서 PHMG 성분의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희생자가 많았지만 CMIT/MIT 성분의 가습

기살균제에 의해 사망한 피해자도 수십 명이 존재하

는 것으로 추정되었다.1,2) 

그러나 2014년 질병관리본부가 발간한 가습기살균

제 건강피해백서에 따르면 안전성평가연구소(Korea

institute of toxicology, KIT)에서 수행된 흡입독성시

험에서 PHMG와 PGH 노출에 의한 폐염증 및 폐섬

유증(lung fibrosis)이 발생하였고 CMIT/MIT 노출에

의해서는 이러한 폐손상이 확인되지 않았다.3) 이는

결국 CMIT/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및 판

매했던 회사 측에게 CMIT/MIT의 유해성이 흡입독

성시험을 통해 입증되지 않았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

었으며 피해보상을 거부하는 상황을 유발하였다.4,5) 결

과적으로 CMIT/MIT의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사람의

사망과 건강피해가 역학조사를 통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의 독성시험 결과에 의해 역학조사를

통한 원인적 연관성의 결과에 대한 중요성이 간과되

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화학물질의 위해성평가(risk assessment)는 주요 4

단계로 이루어졌는데 원인적 연관성과 관련된 단계

는 첫 번째인 유해성확인(hazard identification) 단계

이다.6) 유해성확인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는 역

학자료(epidemiological data)와 독성학적 자료

(toxicological data)이다. 그러나 원인적 연관성을 확

인과정에서 아무리 우수한 질의 독성학적 자료가 있

더라도 발생 빈도를 포함한 역학자료가 존재한다면

독성학적 자료가 역학자료를 우선할 수 없다는 것이

위해성평가에서의 일반적인 견해이다.7) 이는 종

(species)의 차이에 기인하여 동물에서 확인된 독성

이 인체에서도 동일한 독성이 나타나는 일치성

(concordance)에 있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로 Olson 등(2000)의 조사에 의하면 랫드에서 발생

한 독성이 사람에게 발생할 일치율(concordance rate)

은 약 43%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8) 이

러한 측면을 고려했을 때 동물의 독성시험의 결과보

다 역학자료의 분석을 통한 원인적 연관성의 판단에

따라 CMIT/MIT에 의한 사망 및 건강 피해의 해결

을 위한 접근을 했어야 했다고 사료된다. 

특히 건강피해백서에서 KIT에 의해 수행된 흡입

독성시험에서는 노출에 의한 개체 사망의 원인적 연

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험동물의 사망

을 유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손상 발생 유무의 최

종결과물(endpoint)을 확인하는 독성시험이 이루어졌

다. 이는 현재 CMIT/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 노

출에 의해 사람의 사망이 추정되고 있는 상황과 일

치하지 않은 실험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즉 CMIT/

MIT 노출에 의한 사망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죽지 않는 개체의 폐손상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은

원인적 연관성 도출의 동물 실험적 접근 측면에서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건강피

해백서의 흡입독성시험에서 단일 용량의 CMIT/MIT

노출은 여러 단계의 용량을 이용하는 일반적인 용량

-반응관계(dose-response relationship)와는 다르게 원

인적 연관성 확인이 어렵다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CMIT/MIT 노출에 의한 폐손상 유무를 확인하는 독

성시험이 아니라 사람의 사망 상황을 고려하여 여러

단계의 CMIT/MIT 용량을 이용한 원인적 연관성을

확인하는 독성시험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이러한 독성시험은 정형화된 가이드라인

에 따른 독성시험이 아니라  다양한 독성시험 모델

(toxicity test model) 응용 및 새로운 모델의 개발을

통해 수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CMIT/MIT 노출과 사망의 원인적

연관성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마우스의 CMIT/MIT

단기 노출에 의한 사망의 threshold dose-response

model(역치 용량-반응 모델, TDR model)를 이용한

독성시험이 수행되었다. TDR model은 비발암물질

(non-carcinogenic chemical)의 용량과 사망을 포함

한 독성반응을 확인하는 기본모델(default model)이

다.9) 또한 CMIT/MIT의 장기 노출에 의한 사망과

폐손상 정도를 분석하여 상호 원인적 연관성을 확인

하였으며 이를 위해 용량-점층투여법(dose-climax

treatment)이 응용되었다. 시험방법은 가습기살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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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피해백서에서 이용된 흡입독성시험법이 참고하

였다. 즉, 기도 내 서서히 떨어뜨리는 점적투여(intra-

tracheal instillation) 방법과 체임버(chamber)-전신노

출 흡입독성시험 등의 2 종류 중 점적투여방법이 본

연구에서 응용되었다. 

II. 연구 설계 및 방법

1. 동물

동물실험을 위해 7주령의 암컷 및 수컷 C57BL/6

마우스를 Nara-Biotec(Seoul, Kore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모든 동물들은 1주일간 동물사육실 환

경에 적응시킨 후 무작위로 3일 단기투여시험 및 8

주 장기투여시험의 각 군당 6 및 10 마리로 배분되

었다. 시험구역은 대구가톨릭대학교 GLP센터 SPF

동물사육실이며, 온도 23±3oC, 상대 습도 50±10%,

배기 10~20회/hr, 형광등 명암 1회/12h, 조도 150~300

Lux 등의 사육환경이었다. 사료와 음수는 자유 급여

하였다. 동물실험은 대구가톨릭대학교 동물실험윤리

위원회의 승인 후 실시되었다(Accreditation No.

IACUC-2016-036, IACUC-2017-009).

2. CMIT/MIT 투여

ProClinTM300(CMIT:MIT = 3:1, Sigma, USA)을

0.9% NaCl 용액에 용해 및 단계 희석하였다. 조제

된 시험물질은 50 ul/25 g의 투여액량으로 Visual

Instillobot(Sejongbio, Daejeon, Korea)을 이용하여

isoflurane에 의해 마취된 동물의 기도 내 점적투여

가 이루어졌다. 삼일의 단기투여 시험군은 군당 6마

리로 0, 0.6, 1.2, 2.4, 4.8 그리고 9.6 mg ai(active

ingredient)/kg/day CMIT/MIT용량으로 군이 설정되

었다. 군당 10 마리인 장기 노출시험(5회 투여/1주

일)의 시험군은 0, 0.15, 0.3 그리고 0.6 mg ai/kg/

day CMIT/MIT 용량군으로 구성되었으며 사망 유도

를 위해 4주 후 이들 용량군에 각각 5일 동안 2배

그리고 3일간 1.5배 증가 투여되는 용량-점층투여법

이 적용되었다. 특히 CMIT/MIT와 사망 간의 원인

적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응용된 용량-점층투여법

은 CMIT/MIT의 다양한 용량으로 노출되는 상황도

고려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0.15, 0.3 그리고 0.6 mg

ai/kg/day CMIT/MIT 용량으로 최초 4주 동안 투여

된 후 각 군은 0, 0.3, 0.6 그리고 1.2 mg ai/kg/day

CMIT/MIT 등의 2배 증가하여 5일, 다시 각 군은

최초 용량의 1.5로 감소되어 3일 동안 투여되었다.

시험물질을 투여기간 동안 사망동물 및 일반증상이

관찰되었으며 3일 및 8주 투여가 끝난 다음 날에 4

시간 절식 후, isoflurane으로 마취하여 모든 동물의

폐 및 기타 장기를 적출하였다. 

3. 조직병리학적 검사

장기 및 단기 투여실험을 통해 사망동물, 일반증

상, 조직병리학적 증상 등을 확인하였다. 특히 조직

병리학적 증상의 확인을 위해 부검을 실시한 모든

동물의 폐를 10% 중성완충포르말린에 고정하였다.

고정된 장기는 삭정, 탈수 및 파라핀 포멧 등과 같

은 일련의 조직처리과정을 거친 후, 마이크로톰으로

4 um 절편과 박절하여 슬라이드로 제작되었다. 조직

절편의 슬라이드를 55oC에서 30분간 부착하여

Hematoxylin & Eosin(H & E)염색이 이루어졌으며

폐의 섬유화 확인하기 위하여 Masson-Trichrom(Tri-

chrome Stain Kit, Abcam, UK)염색이 이루어졌다.

4. 통계처리 

대조군과 투여 용량군 간의 평균비교를 위하여 모

수적인 다중비교(parametric multiple comparison

procedures) 또는 비모수적인 다중비교(non parametric

multiple comparison procedures)가 이루어졌다. 통

계분석은 상업적 응용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통

계 패키지인 SPSS 19.0k 프로그램으로 수행되었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P < 0.05로 설정하였으며 조직병

리학적 분석은 척도 변환을 통해 중증도 등급화하

여 이루어졌다.

III. 연구결과

1. CMIT/MIT의 단기 및 장기 투여에 의한 threshold

및 dose-response relationship 

CMIT/MIT를 실험동물에 0, 0.6, 1.2, 2.4, 4.8, 9.6

mg ai/kg/day CMIT/MIT를 3일간 투여 후 사망동물

이 Fig. 1에서처럼 0, 0, 0, 10, 10, 10 마리로 각각

확인되었다. CMIT/MIT의 용량에 따른 사망률은 1.2

mg ai/kg/day CMIT/MIT 이하의 농도에서 0%, 2.4

mg ai/kg/day CMIT/MIT 이상의 농도에서 100% 등

의 좁은 용량 범위 내에서 급격한 경사를 가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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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률의 용량-반응 양상이 확인되었다. 사망률의 용

량-반응 곡선을 통해 CMIT/MIT의 단기투여에 의한

threshold는 1.2 mg ai/kg/day CMIT/MIT로 추정되었

다. CMIT/MIT를 8주 장기 투여한 시험에서 초기 4

주 동안에는 0, 0.15, 0.3 그리고 0.6 mg ai/kg/day

CMIT/MIT 용량군에서 어떠한 개체의 죽음도 없었

다. 본 연구의 목적이 CMIT/MIT 노출이 개체의 사

망을 초래하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장기 투여에

의한 사망이 유도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 특히

실제 사람들의 사망이 항상 단일한 용량의 노출에

기인하지 않고 저용량 및 고용량 등의 반복적인 노

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2배 및 1.5

배 투여용량을 증가하는 용량-점층투여법을 통해

CMIT/MIT에 의한 사망에 대한 원인적 연관성을 확

인하였다. 결과적으로 Fig. 2와 같이 투여 4주 후  2

배 증가 투여인 1.2 mg ai/kg/day CMIT/MIT 용량

군에서 암컷 1마리, 암컷 2마리로 사망한 개체가 확

인할 수 있었다. 또한 2배 증가 투여 후 1.5배 증가

로 낮추어 3일 동안 투여한 후 개체 사망은 어떠한

용량군에서도 없었다. 따라서 용량-점층투여법을 통

한 CMIT/MIT의 장기 투여에 대한 threshold는 0.6

mg ai/kg/day로 추정되며 용량의 점층에 따른 반응

의 변화 도출은 CMIT/MIT에 의한 개체 사망을 유

도하는 원인적 연관성을 확인하는데 바람직한 접근

이라고 할 수 있다. 

2. CMIT/MIT 투여에 의한 폐염증 및 폐섬유화

CMIT/MIT를 8주간 기도 내 점적투여된 수컷 동

물의 폐 조직병리 결과는 Fig. 3 및 Table 1과 같다.

저용량군, 중용량군에서 각각 ‘minimal’염증을 가진

3마리 개체가 확인되었지만 대조군과 유의성은 없었

다(p>0.05). 그러나 고용량군에서 ‘minimal’ 염증을

가진 2마리,‘mild’ 염증의 3마리 개체가 각각 관찰

되었으며 중증도와 발생빈도에 있어서 대조군과 유

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p<0.05). 암컷 투여군에서는

저용량군, 중용량군의 폐에서 ‘minimal’ 염증을 가

진 2마리 개체가 관찰되었지만 대조군과의 중증도에

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반면에 고용량군

의 폐에서 ‘minimal’ 염증의 5마리, ‘mild’ 염증을

가진 개체 1마리에서 관찰되었으며 중증도에서 대조

Fig. 1. Threshold dose-response relationship between

CMIT/MIT and Lethality calculated from 3 days

exposure.

Fig. 2. Threshold dose-response relationship between CMIT/MIT and Lethality calculated from 8 weeks exposure. The red

circle indicates the dose treated by two times higher than starting dose after 4 weeks treatment. (*: Test substance-

unrelated one de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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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과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p<0.05). CMIT/MIT

에 의해 사망한 개체 및 생존한 개체의 폐에 대한

섬유화를 확인하기 위해 Masson trichrom 염색을 실

시한 결과, 고용량군을 포함한 모든 개체군 및 개체

에서 섬유화가 관찰되지 않았다(Fig. 4). 결과적으로

CMIT/MIT에 의한 폐손상의 조직 병리 분석을 통해

사망 개체와 생존 개체가 혼합된 고용량군에서만 염

증 발생 빈도 및 중증도에서 대조군과 차이가 확인

되었지만 염증 발생이 사망을 유도하기에는 경미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3. 일반증상관찰과 폐부검의 육안적 관찰

Table 2는 CMIT/MIT의 단기 및 장기 투여에 의

해 사망된 모든 동물에 대한 일반증상의 공통적 관

찰을 서술한 것으로 불규칙호흡(irregular respiration)

및 호흡곤란(dyspnea), 야윔(emaciation) 등이 확인되

었다. 특히 독성시험의 일반증상 관찰법에서 사망의

특징으로 분류되는 종말호흡(terminal respiration)이

Table 1. Histopathological change of lung inflammation after long-term exposure of CMIT/MIT

Degree of lung 

inflammation

Male Female (mg ai/kg/day)

0 Low dose Middle dose High dose 0 Low dose Middle dose High dose

No significant 6 3 3 6 4 4

Minimal 3 3 2 2 2 5

Mild 3(2) 1(1)

Moderate

Severe

P-Value >0.05 >0.05 <0.05 >0.05 >0.05 <0.05

P-value for the CMIT/MIT groups vs control groups. ( ):Number of death

Table 2. General symptoms and gross pathology observed

from mice and postmortem after CMIT/MIT

exposure

Observations

General 

symptoms

- irregular respiration

- dyspnea

- emaciation

- terminal respiration

Gross pathology 

in respiratory 

system 

- swelling edema

- bronchiolitis obliterans of lungs

- lung hemorrhage

- trachea edema

- tracheal stenosis

Fig. 3. Effect of CMIT/MIT on the histology of lung sections

from control and experimental group of mice

(Original magnification, 200×). No significant

changes were observed in the lung of control group

(A). Minimal lung inflammation were observed in

low dose group (B) and medium group (C). Interstitial

mild inflammation with alveolar hemorrhage and

alveolar septal thickening at high dose group (D). 

Fig. 4. Lung fibrosis caused by CMIT/MIT on the histo-

logical sections of mice (original magnification, 200×).

No pulmonary fibrosis changes were observed in the

lung of control (A) and high dose group (B). The red

allows indicate the various duct area including blood

vessel could be stained due to fibrotic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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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직전의 대부분의 개체에서 관찰되었다. 종말호

흡이란 입을 삐끔 삐끔 열어 호흡하는 것을 의미하

는 것으로 죽음의 직전에 나타나는 호흡이다. 또한

부검에서 육안적 폐 관찰을 통해 대조군의 분홍색과

다른 진한 붉은색이 CMIT/MIT 투여에 의해 사망

한 대부분 개체에서 확인되었다. 이외에도 공기가 빠

지지 않고 빵빵하게 부푼 풍선화 현상을 보였으며

점액 물질로 가득 차여 있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는

기관지가 좁아져 들어갔던 공기가 포집되어 빠져나

오지 않는 현상으로 기관지의 폐쇄(obstruction)에 기

인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CMIT/MIT 투여에 의해

사망이 예상되는 개체의 투여 과정에서 기도가 상당

히 부어있었으며 좁아진 협착(tracheal stenosis)과 폐

쇄세기관지염(bronchiolitis obliterans of lungs) 등이

폐부검의 육안적 관찰을 통해 확인되었다. 

IV. 고 찰

독성시험에서 화학물질에 의한 사망을 포함한 독

성반응은 용량-반응 모델을 통해 정량적 지표로 산

출된다. 비록 오늘날 저용량에서 반응을 확인하는 호

르메시스 모델(hormetic model)의 중요성이 강조되

고 있지만 용량-반응 모델은 화학물질의 정성적 특

성, 즉 비발암성과 발암성의 특성에 따라 TDR model

과 linear-no(zero)-threshold(LNT, 직선형 제로-역치

모델) model로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 TDR model

은 비발암물질의 기본모델(default model)이며 발암

물질은 하나의 물질도 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threshold가 존재하지 않는 LNT model이 기본모델

이 된다. 현재까지 CMIT/MIT가 발암성이 있다는

연구는 없으며 비발암성물질로 확인되었다.10) 따라

서 본 연구에서 CMIT/MIT에 의한 개체사망 및 독

성 반응의 정량적 지표를 얻기 위한 접근모델은 TDR

model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시험의 모델과 더불어 독성시험에서 또 다른 중요

한 것은 동물에게 투여할 용량 설정에 대한 고려이

다. 이는 독성시험의 목적이 사람에서 발생할 독성

반응을 예측하는 것과 노출안전용량(dose level of

safety)의 설정을 위한 핵심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11)

즉 독성시험의 올바른 용량설정이 시험의 목적을 달

성할 수 있는 성패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

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독성시험에서는 사람이 노

출이 어려울 정도의 비현실적 고용량으로부터 저용

량의 다양한 농도를 포함하는 여러 군이 응용되어

수행된다.12) 일반적인 독성시험에서 고용량 설정의

기준은 실험동물의 사망을 초래하지 않고 독성을 유

발하는 용량이며 저용량이란 화학물질에 의해 어떠

한 독성을 유발하지 않는 용량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준은 국내외적으로 대부분의 독성시험 가이드라인

(toxicity test guideline)에서 적용되고 있는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13) 

CMIT/MIT와 관련하여 독성시험의 이러한 기본적

용량설정 이론의 중요성은 EU SCCS(Scientific

Committee on Consumer Safety, 소비자안전과학위

원회)의 CMIT/MIT 평가보고서에 요약된 전신노출

-체임버(chamber)를 통한 90일 흡입반복투여독성시

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10) 보고서에 언급된 흡입

반복투여독성시험(이하 SCCS 흡입반복투여독성시험)

에서 투여된 CMIT/MIT 용량은 0.0, 0.34, 1.15, 2.64

mg ai/m3 등이었으며 2.64 mg ai/m3의 고용량군에

서만 비강의 호산성구성 과립(eosinophilic droplets)

형성과 비염 등의 경미한 독성으로 확인되었다. 그

러나 2014년 발표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백서에

서의 KIT 흡입반복투여독성시험에서는 단일용량의

1.83 mg ai/m3 CMIT/MIT가 투여되어 폐에서 어떠

한 독성적 징후 또는 병변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

는 1.83 mg ai/m3 CMIT/MIT보다 더 높은 용량인

2.64 mg ai/m3 CMIT/MIT가 응용된 SCCS 흡입반

복투여독성시험에서 미세한 독성만이 확인되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보다 높은 용량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야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사람에서 발생할 독성반응 예측과 독성

반응이 나타나지 않은 노출안전용량을 설정하기 위

한 독성시험이라면 용량 설정은 일반적인 독성시험

가이드라인을 따르면 된다.13) 그러나 화학물질에 의

한 인체영향에 대한 원인적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독성시험에서는 용량설정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

라 사람에서 발생한 건강피해에 초점에 맞는 독성시

험 및 용량설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독성시

험 가이드라인에서의 일반적 용량설정의 원리는 사

망의 원인적 연관성 확인에 대한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KIT 및 SCCS 흡입반복

투여독성시험의 용량은 경미한 독성만을 유발하는

용량 혹은 독성적 징후 및 병변을 확인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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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발생한 CMIT/MIT 가습

기살균제 노출과 사람 사망 간의 원인적 연관성을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시험물질에 의한 사망에 대한 연구는 일반적인 독성

시험 가이드라인을 벗어나는 독성시험이 수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CMIT/MIT에 의한 개체 사망

의 원인적 연관성 확인을 위한 TDR model이 적용되

었다. TDR model은 threshold의 전후 용량에 따른 반

응 유무의 명확성을 제공하고 반응의 특성이 곡선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원인적 연관성 확인을 위

해 독성시험의 적절한 model이라고 할 수 있다.14,15)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백서에서 사용된 점적투여

방법으로 개체사망에 대한 CMIT/MIT의 threshold

는 3일 노출의 단기투여시험과 및 8주 노출의 장기

투여시험을 통해 산출되었다. 단기투여시험에서

threshold는 1.2 mg ai/kg/day CMIT/MIT으로, threshold

이하의 용량에서는 모든 개체가 생존하였지만 threshold

보다 높은 2.4 mg ai/kg/day CMIT/MIT 이상의 용

량에서 모든 개체가 사망하는 용량-반응의 의존성

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CMIT/MIT

에 의한 사망과의 원인적 연관성을 추정할 수 있지

만 원인적 연관성의 강도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원인적 연관성의 강도를 결정하는 다양한 이론이 제

시되었지만,15,16) TDR model에서 threshold 전후의

용량에 따른 용량-반응 곡선과 용량 범위(dose scaling)

는 원인적 연관성의 강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

다. 예를 들어 용량-반응 곡선이 완만한 경사와 급

격한 경사는 용량의 변화 정도에 따른 독성반응의

속발성 특성을 잘 나타내며,17,18) threshold 전후 용량

의 좁은 범위는 용량-반응관계의 명확한 경계를 제

시함으로 원인적 연관성의 강도를 높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의

단기투여시험에서 확인된 threshold는 1/2-2배 범위

내에서 개체 생존과 사망에 대한 급격한 경사의 용

량-반응 곡선과 좁은 범위 내의 용량-반응을 보이는

경계가 제시되어 CMIT/MIT와 사망 간의 원인적 연

관성의 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CMIT/MIT의 8주간 동안 장기투여시험에서도 단

기투여시험에서와의 유사한 양상의 용량-반응관계가

확인되었는데 최초 4주 동안 0.15, 0.3 그리고 0.6

mg ai/kg/day CMIT/MIT 투여에 의해 단 한 마리도

사망한 개체가 없었다. 연구의 목적이 TDR model

를 통한 CMIT/MIT 노출과 개체사망의 원인적 연

관성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높은 용량의 투

여에 의한 사망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

해 용량-점층투여법이 응용되었다. 본 연구를 위해

특별히 고안한 용량-점층투여법(dose-climax treatment)

은 투여기간 동안 실험 목적에 부합한 특정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용량의 증가 및 감소하여 투여하는

실험법으로 다양한 고저 용량이 노출되는 인체 실제

상황을 고려하는데 있어서 적합한 투여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용량-점층투여법이 적용하여 4

주 후 1주(5일) 동안 2배로 용량이 증가된 용량인

0.3, 0.6, 1.2 mg ai/kg/day CMIT/MIT를 각 군에 투

여한 결과, 1.2 mg ai/kg/day CMIT/MIT 용량군에서

만 사망이 확인되어 장기투여에 의하여 0.6 mg ai/kg/

day CMIT/MIT 용량이 threshold로 추정되었다. 첫 4

주 투여에 의한 사망이 없었지만 아주 낮은 용량 증

가에 의해 사망이 유도되었다는 것은 개체 사망이

용량-의존성(dose-dependency)의 명백한 증거이며

CMIT/MIT와 개체 사망의 원인적 연관성을 설명해

주는 증거가 된다. 특히 사망이 특정 용량에서 시작

된다는 것은 용량 증가 후 감소된 용량의 투여에서

도 확인할 수 있다. 장기투여에 의한 CMIT/MIT의

threshold 용량이 단기투여시험에서처럼 개체 생존과

사망의 경계를 보다 명확하게 하여 CMIT/MIT와 개

체 사망 간의 원인적 연관성의 존재를 설명해 주는

또 다른 증거가 된다. 

단기 및 장기 투여시험에서 사망에 대한 용량-반

응관계의 특성에 대한 공통점은 threshold 이후 대

단히 급격한 반응 및 경사(steep slop)의 특성이다.

용량-반응의 급격한 반응과 경사는 threshold와 같은

특정 농도 이상에서 상당히 빠른 개체의 사망이 유

도되는 양상을 가진 건강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사망의 원

인인 폐염증 및 폐섬유화 등의 심각한 폐손상이 없

이 CMIT/MIT에 의한 사망이 유도될 수 있다는 점

을 설명하는 실험적 자료가 될 수 있다. 화학물질

노출에 의한 폐염증 및 폐섬유증, 특히 폐섬유화는

1-2일의 노출에 의해 발생하지 않고 적어도 2주 정

도 지난 후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19) 이러한 측

면을 고려할 때 연구에서 확인된 CMIT/MIT 단기

투여에 의한 개체 사망에 대한 결과는 폐염증 및 폐

섬유화 발생이 없이 CMIT/MIT가 사망을 유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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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 즉 KIT 흡입반복투여독

성시험에서 CMIT/MIT에 의한 폐염증 및 폐섬유화

가 발생하지 않은 것과 무관하게 역학조사에서 확인

된 CMIT/MIT와 사람 사망 간의 원인적 연관성이

이러한 결과를 통해 설명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단기 노출뿐만 아니라 CMIT/MIT의 장기 노출에

의해서도 사망과 이러한 폐손상의 원인적 연관성이

없다는 것으로 또한 추정되었다. CMIT/MIT 장기

노출에 의한 폐염증이 암수 모두에서 대조군과의 중

증도 비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지만 경미한 염증

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CMIT/MIT 고용량 군에서

생존한 개체 및 죽은 개체 모두에서 약한 염증이 확

인되어 폐염증이 개체 사망을 초래하는 원인으로의

강도가 상당히 약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실

험의 조건 하에서 CMIT/MIT 노출에 유발되는 폐

손상이 개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폐손상이 CMIT/MIT에 의한 사망이 직

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연구를 통

해 CMIT/MIT의 단기 및 장기 노출에 의한 사망 기

전으로는 2가지 측면인 가스를 교환하는 외호흡인

폐호흡(pulmonary respiration)과 에너지를 얻는 과

정의 내호흡인 세포호흡(cellular respiration)에서의

문제점으로 추정된다. 첫 번째로 폐호흡과 관련해서

는 CMIT/MIT의 단기 및 장기 노출에 의해 특정 용

량에서 급격한 사망이 초래되는 용량-반응 관계와

관련한 일반증상관찰과 육안적 관찰의 결과를 통해

추정할 수 있다. 연구에서 CMIT/MIT의 단기 및 장

기 투여에 의해 사망한 동물의 일반증상에 있어서

공통적 점은 불규칙호흡, 호흡곤란 그리고 사망 직

전에 대부분의 개체에서 나타난 종말호흡(terminal

respiration) 등이다. 또한 부검을 통해 폐쇄세기관지

염과 더불어 풍선화, 기관 및 기관지의 좁아진 협착,

점액물질 등의 형태학적 변형 등이 육안적 관찰을

통해 확인되었다. 결과적으로 형태학적 변형에 의해

기도 및 기관지가 좁아져 공기의 흐름이 막히고 이

에 의한 산소 공급 부족으로 폐호흡의 어려움에 의

한 일종의 질식에 의한 죽음이 CMIT/MIT에 의한

사망기전으로 설명된다.

두 번째의 사망 기전으로는 CMIT/MIT 기능인 미

생물 살생에 대한 기전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미생물 살생을 유도하는 CMIT/MIT의 대표적인 독

성기전은 에너지 생산과 관련된 Krebs cycle 내의 효

소, 그리고 ATP 합성효소인 adenosine-triphosphatase

등의 세포호흡과 관련된 효소에 대한 활성저해이다.20)

결과적으로 CMIT/MIT에 의해 산소 고갈 및 ATP

합성저해로 인하여 미생물의 성장저해와 사멸이 유

도된다. 이러한 CMIT/MIT의 세포호흡 저해기전이

폐호흡의 곤란과 더불어 사망을 촉진하였을 것으로

이해된다.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CMIT/MIT에 의

해 유도된 산화적 스트레스(oxidative stress)에 의해

미토콘드리아 막 전위(mitochondrial transmembrane

potential)의 저하를 비롯하여 세포사멸(apoptosis)과

관련된 단백질 발현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25) 본 연구에서도 CMIT/MIT 노출에 의한 폐조

직의 세포사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개체 사

망을 초래할 정도의 유의성이 없거나 크지는 않았다. 

그러나 미생물 및 동물에 있어서 CMIT/MIT에 의

한 이러한 사망기전이 사람에게서도 일어날 수 있다

는 독성학적 이해가 전제되어야 CMIT/MIT 노출과

사람의 사망과의 원인적 연관성에 보다 높은 확신을

줄 수 있다. 미생물 살생기전의 효소 활성저해는 효

소 내의 –SH(sulfhydryl group)에 결합할 수 있는

CMIT/MIT의 전환체에 기인한다.20-22) CMIT/MIT의

전환체는 친전자성(electrophilic)으로 전자가 풍부한

친핵성의 –SH와 결합하여 효소 활성을 저해하게 된

다. 생체 내에서 친전자성으로의 전환은 가수분해와

같은 혈액 내에서 비효소적인 자연분해(natural

decomposition)와 cytochrome P450 등의 효소에 의

한 생체전환(biotransformation) 등의 비효소적 및 효

소적 2가지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23) CMIT/MIT

의 친전자성 전환체 또는 대사체(electrophilic

metabolite)로의 전환은 cytochrome P450의 종 특이

성(species specificity) 때문에 십 수 시간이 요구되

는 효소적 생체전환에 기인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

다. 즉, 미생물 살생이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이루

어지기 위해 자연분해에 의한 친전자성물질

(electrophile)로의 비효소적 전환 경로가 요구된다.

이러한 전환은 혈액 및 수분이 존재하는 유사한 환

경을 가진 미생물 및 인체에서 공통적으로 발생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SCCS 흡입반복투여

독성시험에서 폐보다 노출이 먼저 발생하는 비강에

서 CMIT/MIT에 의한 독성이 유발되는 것은 먼저

접촉하는 수분 환경에서 친전자성물질(electroph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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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쉽게 전환되는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

다. 만약, 효소에 의한 생체전환에 의해 CMIT/MIT

의 친전자성대사체가 생성된다면 비강 및 폐에서

cytochrome P450의 조직특이성이 있기 때문에24) 비

강과 폐에서 동시적으로 CMIT/MIT에 의한 독성 발

생이 어렵다. 따라서 미생물 및 동물에서 발생하는

CMIT/MIT에 의한 독성기전이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추정을 친전자성물질로의 전환 기전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요약하면 본 연구에서 부검을 통해 확인된 폐쇄세

기관지염을 비롯한 좁아진 기관 및 기관지에 기인하

여 불규칙호흡 및 호흡곤란에 의한 사망기전과 더불

어 미생물 살생기전이 CMIT/MIT 노출에 의한 마

우스의 주요 사망기전으로 이해된다. 특히 산소고갈

및 ATP 합성 저해와 같은 CMIT/MIT의 미생물 살

생기전이 마우스를 비롯하여 인체 폐 및 기타 기관

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CMIT/MIT의 친전

자성물질로의 전환 기전의 독성학적 이해로 확인하

였다. 따라서 CMIT/MIT는 폐염증 및 폐섬유화와

같은 폐손상이 없이 마우스의 죽음을 초래할 수 있

으며 이러한 사망은 미생물, 동물 그리고 사람에게

서도 발생이 가능한 독성물질로 추정된다.  

IV. 결 론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CMIT/MIT를 단기적으로 3

일  동안 0.6, 1.2, 2.4, 4.8 그리고 8.6 mg ai/kg/day

CMIT/MIT,  장기적으로 용량-점층투여법을 응용하

여 8주 동안 0.15, 0.3, 0.6 mg ai/kg/day CMIT/MIT

와 이들의 2배 및 1.5배 증가된 용량으로 마우스 기

도 내 점적투여한 실험의 결과와 의미를 다음과 같

이 요약할 수 있다.  

1. 단기 3일의 투여실험 및 threshold dose-response

model를 통해 CMIT/MIT 노출에 의한 개체의 생존

과 사망의 경계용량인 threshold(1.2 mg ai/kg/day)

산출로 원인적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용량-점층투여법이 응용된 8주의 장기 투여실험

에서도 CMIT/MIT 노출에 의한 개체의 생존과 사

망의 경계용량인 threshold(0.6 mg ai/kg/day) 산출

로 원인적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단기 및 장기 투여실험을 얻은 threshold를 중

심으로 1/2 배 및 2배 등의 좁은 용량에서의 급격한

경사를 가진 dose-response relationship을 확인하여

CMIT/MIT와 사망 간의 원인적 연관성 강도는 높다

고 할 수 있다.

4. 장기 투여를 통해 CMIT/MIT에 의한 폐손상을

확인한 결과, 폐섬유화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폐염증

만 고용량 군에서 확인되었다. 특히 폐염증은 생존

및 사망한 개체에서 손상 정도가 차이가 없을 정도

로 경미하여 CMIT/MIT에 의한 폐손상이 개체사망

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5. 특정 용량에서 급격한 발생의 특성을 나타낸

threshold dose-response relationship과 사망 개체의

일반증상관찰 결과로 추정한 결과, CMIT/MIT에 의

한 개체 사망은 특정 용량 이상에서 기도 및 기관

지의 폐쇄 등의 형태적 변화에 의한 폐호흡(pulmonary

respiration) 곤란과 더불어 미생물 살생기전인 세포

호흡(cellular respiration)의 문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6.  미생물 및 동물에서 발생하는 CMIT/MIT에 의

한 독성기전이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추정을

친전자성물질로의 전환 기전의 독성학적 이해를 통

해 확인하였다. 

 

7. 따라서 CMIT/MIT는 폐염증 및 폐섬유화 등과

같은 폐손상이 없이 마우스의 죽음을 초래할 수 있

으며 이러한 죽음은 미생물과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

에게서도 발생이 가능한 독성물질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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