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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건강 피해 조사에서 노출 평가 방법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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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ociated to Health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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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describe strategy for exposure assessment of humidifier

disinfectant (HD) used in the national program to associate the use of HD with lung injury.

Methods: Strategy and method employed to evaluate HD use characteristics were developed to associate health

effects including HD associated with lung injury (HDLI). We developed HD-specific questionnaire to assess

potential HD exposure, which was consistently used in the national program. Trained environmental health

scientists visited the residences of registered subjects and investigated HD use characteristics.

Results: Major HD exposure related variables were type of HD brand/s used; HD volume added to the

humidifier, frequency of HD addition, and time spent in room/s with the humidifier; duration of HD use in the

household in average months/year, weeks/month, and days/week; average sleeping hours in a room with an

operating humidifier containing a disinfectant; number of HD brands used and type of HD; average distance of

the bed from the humidifier in meters.

Conclusions: We concluded that estimated airborne HD concentration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risk

of HD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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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가습기 살균제는 1994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생활용

품으로 판매되었다. 가습기 속에 든 물을 오염시키

는 박테리아 등 미생물을 죽이기 위한 화학물질을

넣은 제품이었다. 2006~2011년에 상당수의 임산부

와 아이들에게서 정확한 원인을 알지 못하는 폐 손

상, 사망 등이 집단적으로 발생하였다. 이 집단 폐

손상 등이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초래되었다는 것

이 2011년 8월 무렵에 밝혀졌다.1-2) 호흡기 말단 부

위 폐포 섬유화로 정의되는 이 질병은 국내외에서

보고된 바 없어 가습기 살균제 연관 폐 손상(humidifier

disinfectant-associated lung injury, HDLI)으로 이름

지었다. 2013년에 1차 가습기 살균제 폐 손상 조사

(2013년 7월~2014년 4월)가 시작되었고, 현재 4차

조사(2017년 9월부터 현재)가 진행되고 있다.3) 폐

렴, 간질성 폐 질환(interstitial lung disease) 등 여

러 질환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질환으로 검토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의 연관성 판정은 의

학적 임상 조사(이하 임상 조사라 함)와 가습기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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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제 사용 및 노출 조사(이하 노출 조사라 함)를 통

해 이루어진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가습기 살균제

노출 조사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가습기 살균제 노출

추정 변수의 종류, 타당성, 활용 등에 대한 검토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연관 폐 손상 판정

에서 활용한 가습기 살균제 노출 평가 전략과 방법

그리고 내용을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 가습기 살균

제 노출 가능성과 노출 수준을 평가한 내용을 정리

하고, 이 결과를 활용한 가습기 살균제 노출 평가

연구 사례들을 고찰하였다.

II.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 1차

조사에서 가습기 살균제 호흡기 노출 가능성

(probability)과 노출 수준을 추정할 수 있는 가습기

살균제 관련 설문지(Humidifier Disinfectant-specific

questionnaire, 이하 설문지라 함)를 개발했다.4) 이 설

문지에서 일부 내용은 후속 조사를 거치면서 수정되

었다. 본 연구에서 정리하고 고찰한 주요 내용은 아

래와 같다.

• 설문지 개발 배경

• 설문지 구성

• 가습기 살균제 노출을 추정하기 위한 주요 변수

• 가습기 살균제 노출 평가 방법

• 가습기 살균제 노출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필요

한 변수

가습기 살균제 노출 가능성(확률)과 노출 수준을

포함한 여러 노출 변수의 타당성은 폐 손상 등 건

강영향과의 연관, 인과관계 연구 결과에 근거해서 평

가하였다.

III. 결 과

1. 가습기 살균제 노출 평가 설문지(HD-specific

questionnaire)

현재까지는 가습기 살균제 인체 내부 노출(internal

exposure)을 추정할 수 있는 생물학적 모니터링 노

출 지표, 즉 바이오마커(bio-marker)를 찾지 못했다.

집단 폐 손상이 발생하기 전 가습기 살균제 호흡기

노출을 추정할 수 있는 외부 노출(external exposure)

정보도 보고된 바 없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

자의 살균제 노출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가습기 살균

제 사용 특성을 조사할 수밖에 없었다. 설문지 문항

을 8개 범주로 구분하였고, 이 범주에는 인구학적

특성, 제품 특성, 제품 사용 환경, 제품 사용 특성

등을 포함했다(Table 1).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를 화

학물질의 민감도에 따라 구분할 수 있도록 연령, 임

신 여부, 가족 피해 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피해 신

고자에게 설문지를 우편으로 먼저 보내고 신고자 또

는 그 가족이 사전에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후 환경

보건 전문가가 피해 신고자 가정을 방문하여 설문

작성 내용에 대한 확인, 보완, 추가 질문을 거쳐 조

사를 마무리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용 환경도 직접

조사했다. 이후 설문과 환경 조사를 통해 얻은 가습

기 살균제 사용 특성에 근거하여 가습기 살균제 노

출 가능성과 노출 수준을 추정했다.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사용 특성과 관련된 노출 정보를 개별적으로

, 또는 조합하여 가습기 살균제 노출 가능성 및 노

출 수준을 평가했다.

2. 가습기 살균제 노출 가능성

가습기 살균제 노출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사용한

증거물은 3가지였다.

• 가습기 살균제를 구매한 영수증

•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모습이 나타난 사진

• 남아 있는 가습기 살균제 제품이나 흔적

조사자의 다양한 질문(제품의 색상, 모양, 사용 방

법, 크기 등)에 대한 신고자 응답의 일치성, 타당성,

신뢰성 등을 종합하여 노출 가능성을 결정했다. 피

해 신고자가 가습기 살균제 사용에 대해 진술이 일

관되고 신뢰할 수 있게 진술한 경우에는 증거물이

없다고 하더라도 가습기 살균제 노출 가능성은 ‘있

다’라고 평가했다. 가습기 살균제 노출 가능성을 추

정하는 변수들을 조사 시기별로 비교했다(Table 2).

가습기 살균제를 구매한 영수증이나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피해 신고자의 비율은

2차, 3차 조사에서 1차보다 줄어들었으나, 가습기 살

균제를 사용한 과거 사진 등을 가지고 있는 피해 신

고자의 비율은 증가했다. 조사자는 신고자 대부분이

가습기 살균제 사용에 대한 일관된 진술을 했다고

판단했다. 노출 가능성이 없다(unlikely)고 판단한 경

우, 노출 수준 평가는 진행하지 않았다. 1,199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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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신고자 중 18명은 노출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했다. 노출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된 피해 신고

자만을 대상으로 추가로 가습기 살균제 노출 수준을

평가했다(Fig. 1).

3. 가습기 살균제 제품 사용

피해 신고자가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조사

Table 1. Major contents in humidifier disinfectant (HD) related specific questionnaire

Category Contents Application

Registered people - Number of victim family, responders, etc. 
- Current state of victim family

- Comparison between family groups

Family information

-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ame, sex, 

smoking, etc.)

- Checking damage and conditions

- Comparison of diseases by demographic 

characteristics

- Adjusted variables

Location HD used

House type

- Home drawing

- Characteristics of rooms where the humidifier 

was used (width, length, height, etc.) 

- Concentration estimates

- Assumption of ventilation state

Humidifier Info.

- Model, volume, purchase date

- Use duration (period, used months per year)

- Number of HD addition in humidifier

- Use for variable (directly or indirectly)

HD Info.

- Product name

- Used amount per single use, recommended 

amount

- Use duration

- Purchase place

- Check having receipts, etc.

- Use of exposure variable (directly or indirectly)

Family HD exposure

- Family member name

- HD brands used, used duration per year,

used time per day, etc.)

- Identification of family victim

- Effects of damages

- Direct use for exposure variable (directly)

Family member after use 

of HD stopped (new 

born or added members)

- Birth date (new born)

- Time to stop of HD use

- Use time per day and per year

- Identification of health effects by only HD use

Abbreviations: HD, humidifier disinfectant.

Table 2. Distribution of evidence to estimate probability of exposure to HD by round (N, (%))

Variables 1st 2nd 3rd Total*

Receipt

Receipt of past purchase
146(52.0) 46(16.4) 89(31.7) 281

Evidences on use of HD products 

Photos and etc. 6(15.4) 2(5.1) 31(79.5) 39

Remaining product after use in the past 160(48.3) 69(20.8) 102(30.8) 331

Investigators’ judgement

Clear to use 357(30.2) 157(13.3) 667(56.5) 1,181

Unclear to be used 4(22.2) 12(66.7) 2(11.1) 18

*The results were from surveys on 1,199 victims.

Fig. 1. Schematic tier to estimate the probability and

level of exposure to humidifier disinfec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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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별로 분류했다(Table 3). 단독으로 사용한 제품

만 분석했다. 또 제품에 들어 있는 주요 살균제 성분

인 polyhexamethylene guanidine (PHMG) phosphate,

oligo (2-(2-ethoxy) ethoxyethyl guanidinium chloride)

(PGH), 그리고 chloromethylisothiazolinone (CMIT)와

methyl-isothiazolinone (MIT) 혼합물별로 정리했다

(Table 4). 가장 많이 사용된 제품은 ‘옥시싹싹 뉴 가

습기 당번’이었고 조사 시기별로 제품 사용 비율은

차이가 있었다. 다음으로 많이 사용된 제품은 ‘애경

가습기 메이트’였다. 성분별로 비교한 결과 PHMG

가 들어 있는 제품을 사용한 피해 신고자(622명)가

가장 많았다. 조사 시기별로 제품과 살균제 성분의

유의미한 차이를 볼 수 있었다. 애경 가습기 메이트

와 제품에 함유된 CMIT와 MIT 혼합물은 오히려 3

차 조사에서 1, 2차 조사 시기에 비해 피해 신고자

가 늘어났다.

4. 공기 중 가습기 살균제 노출 농도

공기 중 가습기 살균제 노출 농도는 가습기 살균

제 제품에 녹아 있는 살균제 농도(µg/mL), 하루 평

균 가습기 살균제 사용량(mL), 환기율(Q, m3/hr), 하

루 평균 가습기 사용 시간, 방의 크기(m3) 등을 조

사한 결과를 근거로 추정했다. 가습기에 들어 있는

가습기 살균제 총량(µg 또는 mg)이 공기 중으로 모

두 분산된다고 가정했다. 공기 중으로 분산된 가습

기 살균제 양(µg)은 1일 가습기에 넣은 가습기 살균

제 양(mL)에 가습기 살균제 농도(µg/mL)를 곱해서

추정했다. 가습기 살균제가 사용된 방의 환기 횟수,

Table 3. Distribution of humidifier disinfectant brands that registered patients used by round (N, (%))

Used product * 1st 2nd 3rd Total

Only use of “옥시싹싹 뉴 가습기 당번” 150(30.4) 76(15.4) 267(54.2) 493

Only use of “애경 가습기 메이트” 17(21.3) 11(13.8) 52(65.0) 80

Only use of “세퓨 가습기 살균제” 31(83.8) 2(5.4) 4(10.8) 37

Only use of “롯데마트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 12(63.2) 3(15.8) 4(21.1) 19

Only use of “홈플러스 가습기 청정제” 6(42.9) 3(21.4) 5(35.7) 14

Only use of “이마트 이플러스 가습기 살균제” 6(50.0) 2(16.7) 4(33.3) 12

Only use of “엔위드” 1(12.5) 1(12.5) 6(75.0) 8

Only use of “베지터블 홈 가습기 클린업” 2(28.6) - 5(71.4) 7

Only use of “옥시싹싹 가습기 당번(고체형)” 1(25.0) - 3(75.0) 4

Only use of “다이소 산도깨비 가습기 퍼니셔” - - 1(100.0) 1

Combined use/Other products 125(25.8) 60(12.4) 300(61.9) 485

No information 10(25.6) 11(28.2) 18(46.2) 34

Total 361(30.1) 169(14.1) 669(55.8) 1,199

*Unique product name was indicated in Korean.

Table 4. Distribution of humidifier disinfectant brands that registered patients used by round and type of chemical used

as disinfectant (N, (%))

Ingredients 1st 2nd 3rd Total

Use of products containing only PHMG 197(31.7) 101(16.2) 324(52.1) 622

Use of products containing only PGH 31(81.6) 3(7.9) 4(10.5) 38

Use of products containing CMIT and MIT 23(22.1) 13(12.5) 68(65.4) 104

Combined use 100(25.3) 41(10.4) 255(65.4) 396

No information 10(25.6) 11(28.2) 18(46.2) 39

Total 361(30.1) 169(14.1) 669(55.8) 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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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loromethylisothiazolinone; MIT, methylisothiazoli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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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 시간을 추정하는 것은 어렵다. 환기율은 시간

당 환기 횟수(Air change per hour, ACH)를 가정해

서 추정했다. 겨울철 한국인의 가정 환경을 고려해

서 시간당 환기 횟수는 0.5회로 가정했다. 방의 크

기는 현장에서 직접 측정했다. 공기 중 가습기 살균

제 노출 농도를 추정한 과정은 아래와 같다.

• 시간당 공기 중 가습기 살균제 발생량(G, ug/hr)

=하루 평균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 총량(mL/hr)

×가습기 살균제에 포함된 살균제 농도(µg/m)

• 추정 시간당 환기량(Q, m3/hr)=ACH (0.5회/hr)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방의 체적(m3)

• 추정된 공기 중 살균제 노출 농도(µg/m3)=G/Q

가습기 살균제 제품별 살균제 농도(µg/mL)는 기

존에 보고된 자료를 참조했다.5) 제품 중 성분별 농

도는 Park et al.(2017)이 보고한 자료와 2011년 질

병관리본부가 보고한 자료가 있다. 제품 중 살균제

농도가 없는 경우 추정은 불가능하다.

5. 가습기 살균제 누적 노출 시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전체 기간(year), 해마다

사용한 개월 수(month), 한 달 중 사용한 주 수(week),

한 주당 사용한 일수(day), 하루 사용한 시간(hr)을

곱해 누적 노출 기간(월, 시간 등)을 추정했다. 가습

기 살균제 누적 노출 시간은 아래와 같이 추정할 수

있다.

• 가습기 살균제 누적 노출 시간(hr)

=실제 가습기 살균제 사용 기간(months)

×월별 평균 사용 주 수(weeks)

×주별 평균 사용 일수(days)

×하루 평균 사용 시간(hr)

6. 가습기 살균제 누적 노출 수준

가습기 살균제의 호흡기 누적 노출 수준은 4항의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공기 중 노출 농도와 5항의

가습기 살균제 누적 노출 시간을 곱해서 추정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가 사용 기간 동안 노출된 수

준으로 추정할 수 있다.

• 가습기 살균제 누적 노출 수준(단위 없음)

=가습기 살균제 누적 노출 시간×노출 농도

가습기 살균제 누적 노출 수준의 단위가 없는 이

유는 노출 기간 또는 시간에서 추정할 수 있는 가

습기 살균제 농도가 없기 때문이다. 노출 기간에서

노출된 농도는 모두 같다고 가정했다.

7. 기타 가습기 살균제 노출 변수들

가습기 살균제 인체 노출을 추정할 수 있는 개별

변수들은 많다.

• 살균제 성분의 기능 그룹으로 예를 들면 구아니

딘 계통과 비구아니딘 계통 살균제

• 가습기 살균제 사용 기간

• 가습기 살균제 사용량

• 가습기 종류 

• 하루 평균 가습기 살균제 사용 시간

• 잠잘 때 가습기 살균제 사용 여부

• 하루 평균 잠잘 때 가습기 살균제 사용 시간

• 가습기 살균제 사용 계절

• 평소보다 더 많이 집중적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경험 여부와 그 양 등

•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 수

• 가습기와 사용자간 거리

• 가습기 분무 방향 등

이들 노출 변수를 단일로 혹은 다른 변수들과 결

합해서 새로운 변수를 만들 수 있다. 가습기 살균제

노출을 추정할 수 있는 내용들을 조사하고 이들을

특성에 따라 정량적 혹은 정성적 범주형 변수로 만

들어 건강영향과의 연관이나 양-반응 관계 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

IV. 고 찰

1. 가습기 살균제 노출 평가 설문지

화학물질을 포함한 유해 인자의 노출 수준을 추정

하는 방법은 보통 몸 밖의 흡수되는 경로에서 유해

인자를 측정하는 외부 노출과 몸 안으로 흡수된 후

원 물질 또는 대사산물을 측정하는 내부 노출이 있

다.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인체 내부 노출량은 물론

공기 중에서 측정된 자료도 없어 가습기 살균제 사

용 특성을 가습기 살균제 노출 변수로 사용할 수밖

에 없다. 본 연구에서도 가습기 살균제 노출을 추정

할 수 있는 설문지를 개발했다. 설문 조사 결과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질환의 노출 가능성과 노출 수

준을 추정하는 데 활용될 수 있지만, 응답자의 기억

이나 상황에 따른 편견이 생길 수 있다. 기억에 따

른 편견으로는 사용한 제품, 사용 기간, 사용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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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빈도 등의 혼동이 있다. 제품에 대한 편견은

피해 신고자가 기억을 잘 하지 못하거나 애매한 응

답을 할 경우 제품 사진을 보여 주고 고르게 함으

로써 최소화했다.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사용 제품

의 변경, 사용 기간의 과장 응답 등으로 인한 의도

적 편견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조사 시기별로 사

용된 제품을 보면 연구결과를 왜곡할 정도의 편견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차까지 PHMG, PGH,

CMIT와 MIT 혼합 물질이 들어 있는 제품 사용자

의 비율은 크게 차이가 없다(Table 4). 1시간 정도

의 인터뷰 및 조사, 신고자의 정직함 등으로 사용

한 제품에 대한 응답 오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설문지 조사 결과는 가습기 살균제 노출

가능성과 노출 수준을 추정하는 데 직접적으로 활용

되었다. 또한 이들 결과는 건강영향과의 연관, 인과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에도 활용되고 검정되었다.3,6-7)

2. 가습기 살균제 노출 가능성 평가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영수증이 있는 경우 피해

신고자의 살균제 노출 가능성은 확실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노출 가능성이 있다(possible) 또는 노출 가

능성이 없다(unlikely)고 판정 받은 피해 신고자 중

영수증을 갖고 있거나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흔적

등 분명한 증거를 갖고 있는 신고자들을 대상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용 특성, 폐 손상 등의 특성을 추

가로 검토하여 폐 손상 여부를 추가로 평가하는 단

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들 피해 신고자를 대상

으로 폐 손상 특성과 가습기 살균제 노출 특성 등

을 종합적으로 다시 평가하는 방안이다.

3. 가습기 살균제 공기 중 노출 농도

가습기 살균제 공기 중 노출 농도는 하루 평균 사

용 시간, 하루 사용량 또는 부피(mL), 환기 정도, 방

크기 등에 근거해서 추정하였다. 가습기 살균제 노

출에 대한 핵심 변수가 모두 고려되었기 때문에 건

강영향을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노출 추정 지표가

될 수 있다. Park et al. 이 연구한 2편의 논문에서

도 공기 중 가습기 살균제 농도가 폐 손상 위험과

연관이 있음은 물론 의미 있는 양-반응 관계를 나타

냈다. 1차 폐 손상 사례군(169명)과 피해자 가족 대

조군(303명) 연구6) 그리고 6세 미만 피해 신고자 중

폐 손상 사례군(214명)과 폐 손상 피해가 없음

(unlikely)으로 판정된 대조군(123명)3) 연구에서 폐

손상과 공기 중 가습기 살균제 농도가 의미 있는 연

관과 양-반응 관계를 보인 것이다. 6세 미만 어린이

(337명)를 대상으로 한 가습기 살균제 노출 특성과

폐 손상 위험과의 연관 연구에서, 가장 낮은 가습기

살균제 농도(Q1, ≤33 μg/m3)에 노출된 그룹의 폐 손

상 위험이 가장 높은 노출 농도(Q4, 135-1443 μg/

m3) 그룹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가습기 살균제 누적 노출 시간

피해 신고자의 가습기 살균제 사용 기간은 다양하

다. 보통 가습기 살균제 사용 기간은 초가을(9월 말

정도)부터 다음 해 이른 봄(3월 말 또는 4월 초)까

지다. 이 기간을 ‘한 시즌’이라고 가정하면 폐 손상

등 건강 피해가 일어난 사례는 다양하다. 폐 손상

등 건강영향은 한 시즌 사용 중에 발생할 수도 있

고, 여러 시즌 사용한 후 발생할 수도 있다. 여기에

하루 사용 시간, 잠잘 때 사용 여부, 회사와 집 사

용 등 사용 패턴도 다양하다. 이러한 노출을 모두

고려한 누적 노출 시간을 변수로 잡기는 어렵다. 하

루 8시간 일하는 노동자의 경우처럼 일정 근무 기

간은 의미 있는 만성 노출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인구의 유해 인자에 대한 불규칙적인

사용 또는 노출 패턴은 노동자의 규칙적인 노출 패

턴과는 다르다. 1차 폐 손상 피해 신고자 중 가습기

살균제와 연관성이 ‘확실히 있다(definite)’와 ‘상당

히 있다(probable)’고 판정 받은 폐 손상 피해자 169

명과 피해를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 가족 303명(대조

군)을 대상으로 가습기 살균제 누적 노출 시간을 계

산한 결과, 폐 손상 위험의 의미 있는 변수로 확인

되지 않았다.3,6) 누적 노출 기간(년, 월, 시간 등)과

폐 손상 등 건강영향과의 연관은 연구마다 다를 수

있다.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일정 기간 중 사용

특성이 개인마다 연중 계속 사용, 한 시즌 내 연속

또는 간헐적 사용, 특정 기간 내 집중 사용 등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습기 살균제 사용 특성

들은 손상된 호흡기 폐 세포 보상 가능성 등과 연

관된다.

5. 가습기 살균제 누적 노출 수준

이론적으로는 가습기 살균제 누적 노출 수준이 노

출 수준을 대변할 수 있는 이상적인 변수다. 가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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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제 누적 노출 수준을 구하려면 사용 기간별로

노출된 가습기 살균제 농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일반 인구를 대상으로 건강 유해 인자에 대한 노출

수준을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가습기 살균제 누

적 노출 수준은 피해 신고자가 개인적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총 기간 동안 일정 사용 기간별(특

정 시즌 등)로 추정된 노출 농도를 결합했을 때 가

능하기 때문이다. 노동자처럼 특정 기간별 노출 농

도가 보관된 경우에만 누적 노출 수준 추정이 가능

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누

적 노출 시간과 추정된 공기 중 가습기 살균제 농

도를 곱해서 누적 노출 수준을 추정했다. Park et al.

(2015)과 Park et al.(2017)의 연구에서 누적 노출 수

준과 폐 손상 위험과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는 서로

달랐다.3,6) 그러나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개인별,

가습기 살균제 사용 기간별로 노출된 가습기 살균제

농도를 추정할 수 없다. 단순히 개인별 가습기 살균

제 총 사용 기간 동안 동일한 가습기 살균제 농도

가 노출되었다고 가정하여 추정한 누적 노출 수준은

건강 위험을 추정하는 변수로 활용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6. 기타 가습기 살균제 노출 추정 변수

가습기 살균제 노출을 추정할 수 있는 변수들을

정량적 혹은 정성적 범주형 변수로 만들 수 있다.

제품은 단일 제품 사용, 혼합 사용 등으로 구분해서

분석할 수 있다. PHMG, PGH, CMIT+MIT 등 살균

제 성분에 따른 폐 손상 등 건강영향의 위험을 분

석할 수 있다. Park et al.(2016)의 연구에서는 제품

간 폐 손상 발생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것은

CMIT와 MIT가 혼합된 제품만을 사용한 피해자 수

(24명)가 PHMG를 함유한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 수

보다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가

습기 사용 거리별(1 m 이내, 1-2 m, 2 m 이상)로도

유의미한 폐 손상 발생 위험이 나타났다.6) 가습기를

호흡기 가까운 위치에서 사용할 경우 폐 손상 위험

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Park et al.(2017)이 폐 손

상 피해자 중 6세 이하 어린이(214명)를 대상으로

가습기 살균제 노출 특성 위험을 분석한 결과, 가습

기 살균제를 5개월 미만 사용한 그룹에서 폐 손상

위험이 14개월 이상 사용한 그룹보다 유의하게 높

은(adjusted OR 0.3; 95% confidence interval, 0.2-

0.6)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연구에서 가습기 살균

제를 2개 이상 쓴 그룹에서 폐 손상 위험이 단지 1

개 제품만을 쓴 그룹보다 약 2.2배 유의하게(95%

confidence interval, 1.3-3.8) 높은 것을 발견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질환, 피해 질환의 특성, 피해

자의 감수성 등에 따라 유의미한 노출 변수는 다를

것으로 판단된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노출로 인한 폐 손

상을 조사할 때 활용되었던 가습기 살균제 노출 평

가 전략, 방법, 내용을 고찰했다. 가습기 살균제 노

출 가능성과 노출 특성을 추정하기 위해 가습기 살

균제 노출 평가 설문지를 개발했다. 폐 손상 피해

신고자를 대상으로 설문과 가정환경 조사를 통해 가

습기 살균제 노출 가능성과 노출 수준을 추정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용 특성 등을 근거로 가습기 살균

제 노출 변수들을 개발했다. 가습기 살균제 노출 변

수의 타당성을 폐 손상과의 연관, 인과관계 분석 결

과를 통하여 검증했다. 개별 가습기 살균제 노출 변

수를 단일로 혹은 결합하여 폐 손상 등 건강영향과

의 연관 또는 인과관계를 분석했다. 그동안 보고된

논문들을 고찰한 결과, 폐 손상 위험과 연관이나 인

과관계를 나타낸 가습기 살균제 노출 변수는 공기

중 가습기 살균제 농도, 하루 평균 가습기 살균제

사용 시간 등이었다. 폐 손상 등 가습기 살균제 피

해 질환의 종류, 피해 질환의 특성, 피해자의 감수성

등에 따라 유의미한 노출 변수는 다를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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