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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Since certain chemicals are widely applied in a variety of consumer products, exposure via

simultaneous use of multiple consumer products can put human health at risk. For this reason, use patterns of

consumer products are an important factor inhuman health risk assessmen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co-use patterns of air-fresheners and deodorizers in Korea in order to estimate potential cumulative exposure.

Methods: To collect the information on use patterns of air-fresheners and deodorizers, ten air-fresheners and 14

deodorizers were selected. A total of 3,000 participants were recruited and asked through on line questionnaires

whether they had simultaneously used the selected air-fresheners and deodorant products in their daily lives. 

Results: Among the 3,000 participants, 45.6% had used more than two air fresheners and 46.3% used more than

two deodorizers. The most common types of air fresheners used concurrently include liquid and candle types for

indoor environments, while those of deodorizers were fabric trigger sprays and refrigerator gels. In addition,

73.7% used more than two products without product categories. Fabric trigger sprays were contained in all of

the high-ranking product combinations.

Conclusions: This study showed that many consumers concurrently used air-fresheners and deodorizers in their

daily routines. For accurate exposure assessment, co-use patterns of consumer products should be further

investig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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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생활화학제품에는 사용목적에 맞는 제품 기능 발

휘를 위해 수 많은 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다. 그

중 일부 화학물질은 피부 발진 및 호흡기계 자극과,1)

내분비계 교란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3)

우리나라에서는 가습기 살균제에 함유된 유해화학물

질 노출로 발생된 폐질환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

하였다.4) 이후 정부에서는 소비자제품으로 인한 화

학물질사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관련 법령을 강화하

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등 소비자 위해 예방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관련 정부부처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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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환경부에서는 2015년부터 시행된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에 위해우려제품 관리제도를

추가하여 국민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성(Risk)이 있

다고 판단되는 제품을 위해우려제품(Risk-concerned

products)으로 지정하여 제품 사용으로 인한 인체·환

경에 대한 노출량을 산출하고 위해성을 판단하도록

하였다.5)

생활화학제품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체

위해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노출계수 등 노출량 추

정에 필요한 기반구축이 우선 선행될 필요가 있다.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소비자노출

평가 기술 및 관련 기반을 일찍이 확보하여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에 실제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럽에서 진행된 Exposure

Patterns and Health Effects of Consumer producTs

(EPHECT) 프로젝트6)와 미국 Study of Use of

Products and Exposure-related Behavior-related

Behaviors (SUPERB) 프로젝트7) 사례에서 볼 수 있

듯이 선진국들은 소비자 노출평가 기반연구를 수행

하고 관련 기술을 지속적으로 축적해 오고 있다. 한

국의 경우도 관련법이 시행된 이후 국립환경과학원

에서 소비자가 위해우려제품 사용으로 유해화학물질

에 노출되는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소비자 제품 노

출계수를 개발하고 있으며, 자체 연구 프로젝트8,9)와

발표 논문10,11) 등을 활용하여 2017년 12월 현재 생

활화학제품 18종의 노출계수를 고시한 바 있다.12)

생활화학제품 노출평가와 관련하여 다음 단계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는 누적 노출평가 기술

을 들 수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서는 누적 노출을 다양한 경

로를 통한 여러 화학물질에 노출 되는 것이라고 정

의하고 있다.13) 소비자들은 일상생활 중 다양한 생

활화학제품을 사용하고 있어 여러 화학물질에 누적

노출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유해화학물질에 저농

도로 노출될지라도 독성 메커니즘이 같은 물질에 누

적노출 될 경우, 단일 물질에 고농도로 노출된 것과

같은 건강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생활화학제품 사용현황 파악을 바탕으로 유해화학물

질 누적노출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스위스에서 진행된 생활화학제품 사용실태 연구에

서는 소비자들이 다양한 세정제 제품을 사용하여, 여

러 화학물질에 누적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

하였다.14) 유럽 화학물질청(European Chemicals

Agency, ECHA)에서는 다양한 살생물제품 사용으로

인한 인체 위해성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한 노출평가

지침서를 제공하고 있다15). 또한 글로벌 대기업 중

심으로 자체적으로 소비자들의 종합적인 제품 사용

패턴을 고려하여 생활화학제품 노출평가 연구를 진

행하고 있다.16)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생활화학제품 조사방법, 제

품 사용, 성분, 유해물질 조사 및 인체 위해성평가

에 관한 연구는 다수 진행되었으나8-11,17,18) 주로 제품

의 단일 사용으로 고려하여, 누적 노출평가에 필요

한 생활화학제품 동시 사용(co-use patterns)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국내 소비자들이

다양한 생활화학제품 사용으로 인해 누적 노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와 정도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해우려제품 중 소비

자들의 사용빈도가 높은 방향제와 탈취제를 대상으

로 국내 소비자들의 제품 동시 사용 현황을 조사하

여, 다양한 제품 사용으로 인한 유해화학물질 누적

노출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II. 재료 및 방법

1. 연구대상 제품 선정

본 연구는 환경부고시 제 2016-254호에서 지정한

위해우려제품 중 국립환경과학원 위해성평가 1차년

도 계획에 포함된 제품 중 위해우려제품 자가번호

등록 현황을 분석하여 소비자들의 사용빈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방향제류 제품(방향제, 탈취제)을

연구대상 제품으로 선정하였다. 세부 제품 선정은 국

내 인터넷 쇼핑몰과 오프라인 시장 조사를 통해 제

품의 주요 사용용도(product purpose) 및 제형

(application type)에 따라 분류하였다(Fig. 1). 방향

제 제품의 경우 사용용도에 따른 제품 구분이 크지

않아 실내공간 및 차량 2가지로 구분되었으며, 탈취

제 제품은 사용용도에 따라 제품이 다양하여 세부

제품 목록을 8가지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제품 제형

선정은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된 항목에 해당되는 제

품 중 오프라인 및 온라인 시장에서 판매 순위가 높

은 제품을 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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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품별 사용률 조사 방법

국내 생활화학제품 사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료

를 확보하기 위해 여론조사업체 패널을 활용하였다.

국내 인구학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전국 16개 시

도의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균등화 하여 연구 참여

자를 모집하였고, 생활화학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하

는 주요 연령이 성인임을 고려하여 만 19세 이상일

경우만 본 연구에 참여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후 모

집된 참여자에게 2016년 7월부터 9월까지 전자 우

편(E-mail)로 온라인 설문조사 웹 주소를 전송한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할 경우에만 설문 진행이 가능하도

록 하였다. 만약 참여자가 설문 참여를 거부할 경우,

같은 조건의 참여자를 추가로 모집하여 최종적으로

3,000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설문은 조사대상

제품 24개마다 각각 사용유무, 사용빈도, 사용량 등

으로 구성되었다. 제품 사용유무의 정의는 최근 3개

월 간 제품 여부로 정의하였으며, 사용빈도는 설문

참여자가 시간 단위(예: 일, 주, 월) 중 한 가지를 선

택한 후 사용빈도를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다. 사용

량은 제품의 제형에 따라 구분되었으며 스프레이형

제품의 경우 분사횟수 및 분사시간을, 다른 제형의

경우 제품 사용시간 및 제품 교체주기를 기입하도록

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이 설문 문항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각 문항마다 판매량 및 인지도가

높은 제품의 사진을 예시로 첨부하였다.

3. 제품 동시 사용 현황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동시 제품 사용현황은 2가지 제품을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예를 들어 실내

공기용 방향제 및 탈취 제품이 각각 2가지 이상 사

용되는 경우와, 방향제 제품 1가지와 탈취제 제품이

1가지 이상 사용되는 경우를 동시 제품 사용 현황으

로 분류하였다. 하지만, 실내공기용 방향제 중 젤형

제품을 동시에 2가지 사용하는 경우는 동일 제품을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동시

제품사용현황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제

품 동시 사용현황 파악을 위해 빈도분석을 활용하였

으며, 성별에 따른 종합적인 제품 동시 사용 현황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카이 스퀘어 분석(chi square)

을 진행하였다. 모든 분석은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SPSS) Version 20.0 (SPSS Inc,

Chicago, IL)을 활용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연구 참여자들의 인구학적 특성

온라인 설문에 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Table 1

에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3,000명 중 여성

이 1,600명(53.3%)으로 남성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

하였다. 전체 참여자의 평균 나이는 37.2±10.4세로,

61.3%가 중년층(만 30-49세) 그룹에 속하였다. 약

88% 이상의 가구의 월별 평균 수입은 약 200만원

을 초과하고, 99 %이상의 참여자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교육 수준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2. 제품별 사용률

지난 3개월 동안 연구 참여자들이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방향제, 탈취제 제품에 대한 사용률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opulation

Variable Level N %

Sex Men 1,400 46.7

Women 1,600 53.3

Age Young (19-29 years) 796 26.5

Middle-aged (30-49 years) 1,838 61.3

Older (>50years) 366 12.2

Monthly average

Household income

Low (<$2,000) 371 12.4

Middle ($2,000-$5,000) 1,507 50.2

High ($>5,000) 1,122 37.4

Education Low (middle school or less) 28 0.9

Medium (high school) 581 19.4

High (college or greater) 2,391 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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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각각 Fig. 1에 나타내었다. 전체 제품 중 의류 섬

유용 탈취제 트리거형 제품의 사용률이 73.8% (2,213

명)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방향제 제품 중

실내공기용 액상형 제품의 사용률이 36.0% (1,081

명)이 가장 높았고, 실내용 향초형 제품이 29.5%

(885 명)으로 다음 순위를 나타내었다(Fig. 1).

탈취제 제품의 경우 의류 섬유용 탈취제 트리거형

을 제외한 모든 제품의 사용률이 20% 이하 인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내공기용 스프레이형, 차량용

트리거 및 스프레이형, 에어컨 스프레이형 제품을 제

외한 모든 제품의 사용률은 1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1).

3. 제품군 내 제품 동시 사용 현황

조사 대상 제품의 동시 사용 현황을 Table 2에 나

타내었다. 분석 결과 연구 참여자 중 45.6% (1,368

명)가 방향제 제품을 2가지 이상, 46.3% (1,338명)

가 탈취제 제품을 2가지 이상 동시에 사용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Table 2). 또한 방향제, 탈취제 제품

모두 각 제품별 동시 사용현황의 75백분위수 및 95

백분위수는 2가지와 5가지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Fig. 1. General overview of the selected products and use rate by product (N=3,000).

Table 2. Number of selected product categories used

regularly by participants (N=3,000)

Product category
Number of products

 co-used
% users

Air-freshener 

(n=10)

0 28.9

1 25.5

2 22.0

3 11.7

4 6.6

≥5 5.3

Deodorizer

(n=14)

0 16.1

1 37.6

2 21.6

3 11.8

4 6.6

≥5 6.3

Air-freshener and 

deodorizer 

(n=24)

0 5.6

1 17.7

2 19.6

3 17.2

4 12.8

≥5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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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군별로 동시 사용되는 제품의 세부 조합을 분

석하여 Table 3에 나타내었다. 방향제를 2가지 사용

하는 경우 실내공기용 액상형 제품과 향초형 제품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방향제 3, 4가

지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상위 제품 조합 현

황에 실내공기용 액상형 및 향초형 제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탈취제 동시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의류 섬유용 트리거형 제품과

냉장고 탈취제 젤형 제품 및 의류 섬유용 트리거형

과 욕실용 젤형 제품을 함께 사용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탈취제를 3, 4가지를 동시에 사용

하는 경우 상위 제품 사용 현황에 의류 섬유용 트

리거형 제품이 포함되어 있었다(Table 3).

4. 종합적인 제품 동시 사용 현황

제품군 구분 없이 조사대상 제품의 동시 사용 현

황을 분석하여 Table 3에 나타내었다. 연구 참여자

중 73.7% (2,301명)이 제품군 구별 없이 2가지 이

상 제품을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

품을 2가지 사용하는 경우의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최대 22개의 제품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동시 사용 제품의 세부 조합을

Table 6에 나타내었다. 함께 사용하는 제품의 종류

가 늘어 날수록 특정 제품 조합이 차지 하는 비율

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으나, 의류 섬유용 탈취제

제품은 함께 사용하는 제품 수에 관계 없이 모든 상

위 조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제품군의 구별 없이 성별에 따른 제품

동시 사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Table 4에 나타내

었다. 남성은 0-22가지, 여성은 0-20가지 제품을 사

용하지만, 제품을 2가지 이상 사용하는 여성의 비율

은 78.5% (1,256명)으로 남성 74.6% (1,045명)보다

통계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Table 3. The most frequent selected product combinations by product category

Air freshener (n=10) Deodorizer (n=14)
Air freshener and deodorizer 

(n=24)

Number of 

product co-used

Most frequent

combination

Number of 

Users (%)

Most frequent

combination

Number of 

Users (%)

Most frequent

combination

Number of 

Users (%)

2 IAL, IAC 151(23.3) FDT, RDG 143(22.0) IAL, FDT 78(13.2)

IAL, CAG 87(13.4) FDT, TDG 133(20.5) CAG, FDT 48(8.1)

IAC, CAG 36(5.5) FDT, IDS 68(10.5) FDT, RDG 40(6.8)

3 IAL IAC, CAG 60(17.1) FDT, TDG, RDG 52(14.7) IAL, IAC, FDT 53(10.3)

IAT, IAL, IAC 25(7.1) FDT, IDS, RDG 22(6.2) IAL, CAG, FDT 22(4.3)

IAL, IAG, IAC 25(7.1) FDT, SDT, RDG 20(5.7) IAL, IAG, FDT 16(3.1)

4 IAL, IAG, IAC, CAG 27(13.7) FDT, IDS, TDG, RDG 12(6.1) IAT, IAL, IAC, FDT 13(3.4)

IAS, IAL, IAC, CAG 22(11.2) FDT, SDT, IDT, TDT 9(4.5) IAL, IAC, FDT, RDG 13(3.4)

IAS, IAL, IAG, IAC 20(10.2) FDT, SDT, TDG, RDG 9(4.5) IAL, IAC,CAG, FDT 12(3.1)

IAC=Indoor environment air-freshener candle; IAG=Indoor environment air-freshener gel; IAL=Indoor environment air-

freshener liquid; IAS=Indoor environment air-freshener spray; IAT=Indoor environment air-freshener trigger; CAG=Car air-

freshener gel; FDT=Fabric deodorizer trigger; RDG=Refrigerator deodorizer gel; TDG=Toilet deodorizer gel; TDT=Toilet

deodorizer trigger; IDS=Indoor environment deodorizer spray; IDT=Indoor environment deodorizer trigger; SDT=Shoe

deodorizer trigger

Table 4. Percent of uses by number of products co-used

by gender (N=3,000)

Male (N=1,400) Female (N=1,600)

Number of 

products

co-used

% users

Number of 

products

co-used

% users

0 7.4 0 3.9

1 17.9 1 17.6

2 21.0 2 18.4

3 16.8 3 17.6

4 12.2 4 13.3

≥5 24.6 ≥5 29.1

AS=Aerosol spray, TS=Trigger spray, VC=Vent clip,

OT=Other type (gel and charc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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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 찰

본 연구에서는 국내 소비자들의 방향제, 탈취제 제

품의 동시 사용 실태 현황을 조사하여, 제품 내 함

유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의 누적 노출 가능성을 확

인하고자 하였다.

방향제, 탈취제 제품의 동시 사용 현황을 확인하

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설문조사 방법을 활

용하였다. 이는 국내·외에서 진행된 생활화학제품 사

용 현황 관련 연구에서 사용한 조사 방법과 차이를

보였다. 기존의 국내 소비자 생활화학제품 사용현황

및 패턴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가정방문 조사 방법을

사용하였으며,10,11) 국외의 경우 전화 인터뷰,7) 가정

방문조사,19) 인터넷 설문조사,20) 및 우편 조사 방법16)

등을 활용하였다. 최근 생활화학제품 조사 시 모집

단의 노출량을 산출할 경우 발생하는 오류를 줄이기

위한 샘플 사이즈에 대한 연구에서 각 조사 대상 제

품별로 최소 50-100명을 확보하여 평가하는 것이 중

요하다고 보고하였다.21) 본 연구에서는 제한된 예산

과 인력으로 빠른 시간 내 연구자가 원하는 데이터

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인터넷 설문조사를 활용

하였다.20) 그 결과 모든 조사 대상 제품의 샘플사이

즈가 Ban(2017) 21)에서 제안한 최소 적정수준인 50

명을 초과하고, 대부분 100명을 초과하였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국내 소비자들의 종합적인 방향제, 탈취

제 제품 사용 현황을 파악하는 데 활용하는 것이 적

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국내에서 진행된 관련 선행 연구와 본 연구 참여

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비교해본 결과 조사 대상 제

품에 따라 성별, 나이, 경제적 상태 및 교육의 정도

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대표적으로 본 연구

조사대상 제품과 동일한 가정용 생활화학제품을 대

상으로 한 경우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높았지만,10)

차량용품이 포함된 연구에서는 남성의 비율이 더 높

았다.11) 이는 조사대상 제품에 따라 실제 사용자가

달라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방향제, 탈취제

제품 사용률을 비교한 결과 대체적으로 방향제 제품

의 사용률이 탈취제 제품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하지만 두 제품군 내 제품 모두 특정 제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 1, 2). 대표적으로 차량용 방향제의 경우 다양

한 제형의 제품이 있지만 송풍기 거치식형 제품의

사용률이 다른 제품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는 소비

자들이 사용하기 쉽고 편리한 제품을 선호하기 때문

인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소비자들이 각각 방향제 0-10

(1.6±1.6) 가지, 탈취제 0-12 (1.6±1.4) 가지 제품을

사용하고, 약 77%의 참여자들이 제품군 구별 없이

2가지 이상 제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는 일상 생활 중 방향제와 탈취제 제품이 제품군에

큰 구분 없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

다. 또한,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2가지 이상 제품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앞서 진

행된 국내 생활화학제품 사용 현황 연구와 동일하게

평소 여성들의 방향제 탈취제 제품 사용빈도가 남성

보다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국외 연구에서

도 일상 생활 중 다양한 생활화학제품이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Garcia-Hidalgo et al.(2017)14)의

연구에서는 스위스 자국민을 대상으로 세정제 제품

의 종합적인 사용 실태를 조사하여 여성은 5.47±

2.21가지, 남성은 5.88±2.73가지 세정제 제품을 사용

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된

다양한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

고 인체 위해성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일상

생활 중 함께 사용되는 다양한 제품 정보를 파악하

는 것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소비자들이 방향제, 탈취제 제

품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특정 제품이 상위 제품 사

용 조합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Table 4,

6). 대표적으로 의류 섬유용 탈취제 트리거형 제품

은 모든 상위 제품 조합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생활화학제품 노출평가 시 단순히 단일 제품 사용을

고려할 경우 인체에 흡수되는 다양한 유해화학물질

의 양을 과소 평가하여 위해성평가에 큰 오류가 발

생할 수 있다. 국외에서는 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

진행 시 종합적인 제품 사용현황의 중요성을 인지하

고, 실제 소비자들이 생활 중에 사용하는 다양한 제

품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다. Wu et

al.(2010)7)은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

을 대상으로 개인 위생제품들 간의 사용빈도의 연관

성을 분석하여 함께 사용되는 제품의 종류를 확인하

였다. 스위스에서 진행된 Garcia-Hidalgo et al.

(2017)14)의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 사용되는 세정

제 제품 종류를 분석하여 제품 내 함유되어 있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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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화학물질의 누적 노출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구축하였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생활화학제품 사용

으로 인한 인체 위해성을 보다 정확히 평가 하기 위

해서는 다양한 생활화학제품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사용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 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최근 생활화학

제품 사용 현황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자료의 신뢰성

검증을 위해 가정 방문 조사 방법을 활용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설문 조사방법을 활용하여 자

료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자료 결과 분석 전 자료가 일반적이지 않을 경우 설

문조사를 다시 실시하여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설문 참여자 중 일부를 대상으로 가정

방문 조사를 실시하여 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작

업이 필요할 것 이다. 본 연구에서는 방향제, 탈취

제 제품을 대상으로 동시 사용 현황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일상 생활 중 보다 다양한 생활

화학제품을 사용하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폭 넓

은 제품을 대상으로 제품 동시 사용 현황을 파악하

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V.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국내 생활화학제품 소비자 중 상

당수가 다양한 방향제, 탈취제 제품을 동시에 종합

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생활화학

제품 소비자들이 제품에 함유된 다양한 화학물질에

누적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생활

화학제품 사용으로 인한 인체 위해성을 보다 정확하

게 평가 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생활화학제품 동시

사용현황 정보를 바탕으로 한, 정확한 노출평가를 진

행하여 소비자들의 건강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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