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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This study aimed to compare the characteristics of humidifier disinfectant-like products (HD-like

products) and humidifier disinfectant products (HD products) and introduce actual cases of the usage of HD-like

products in hospitals based on an on-site investigation.

Methods: The characteristics, chemical components, and usage of HD-like products (Hichlor or Biospot) and

HD products (N-with) containing NaDCC (sodium dichloroisocyanurate) were compared. In the process of

conducting the on-site investigation, four hospitals were identified as previously using HD-like products. Each

on-site investigation to identify the use of HD-like products was composed of four parts: 1) hospital infection

control guidelines, 2) manual for humidifiers in patient’s rooms, 3) interviews with nursing staff, infection

managers, and purchase managers, 4) searching on the product purchase system. 

Results: Although HD-like products (Hichlor and Biospot) and HD products (N-with) were sold for different

usage purposes, they were all white-colored and coin-shaped foaming tablets with the same chemical component,

NaDCC. The manual for using HD-like products and HD products was similar (inserting the tablet in a

humidifier container with water). Among the four hospitals, one had used Hichlor in the same manner as HD

(N-with) by inserting a tablet in 1L of water in a filled humidifier container and Biospot as a kind of detergent

for humidifier container cleaning. Another two hospitals had used Biospot and/or Aniosyme as a kind of

detergent for humidifier container cleaning. The other hospital had used unknown product in the same manner

as N-with, so we thus assumed it was either an HD products (N-with) or HD-like products (Hichlor, Biospot).

Conclusion: This study raises the possibility of the development of adverse health effects similar to exposure

to an HD-products when exposed to an HD-like products and the possibility of further use in other medical

institutions or multi-use facilities. Therefore, an expansion of the investigation is needed in order to confirm

whether there have been similar cases in the past.

Key words: Humidifier disinfectant, humidifier disinfectant-like product, N-with, NaDCC (sodium

dichloroisocyanurate), Hichlor, Biospot, on-site investigation, hospital

I. 서 론

1994년 가습기살균제 출시 이후 가습기살균제 사

용으로 인한 대규모의 건강피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건강피해 신청 접수 사례가 2020년 8월 현재 6,833

건에 이르고 있다.1) 가습기살균제의 건강피해는 주

로 가정에서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다수이나, 의료

기관에서의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피해신청자

가 6.9%라고 보고된 바 있어 의료기관에서의 피해

규모 또한 상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2) 의료기관

에서의 가습기살균제 사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

됨에 따라 그 피해의 규모를 확인하고자 2018년 11

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가습기살균제 다중이용시설

실지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실제로 의료기관에서는

환자공간 및 직원공간 다수에서 가습기를 사용하고

있고, 조사결과 일반병동뿐만 아니라 중환자실, 신생

아실 등 환경노출에 취약한 환자들이 주로 있는 공

간에 병원차원에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가습기

살균제뿐만 아니라 가습기살균제 유사제품(가습기살

균제의 용도로 판매된 것은 아니지만, 가습기살균제

의 화학성분과 동일한 성분을 포함한 제품)을 의료

기관에서 사용한 것을 확인하였다.

병실 등 환자공간에서는 가습기의 사용이 불가피

한 경우가 있어 가습기 관리의 필요성이 중요시되어

가습기를 사용하는 의료기관에서는 기관마다 감염관

리지침을 통해 가습기 세척 및 소독에 대해 관리하

도록 한다. 가습기는 온도와 습도 조건이 미생물 증

식에 유리한 조건이며3) 가습기의 부적절한 관리로

인한 오염은 병원성폐렴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으

므로 의료기관의 가습기 관리 필요성이 중시되고 있

다.4) 레지오넬라균을 포함한 미생물이 가습기를 통

해 분무되면 환자 및 병동의 오염가능성은 매우 높아

지며5) 의료기관에서의 2차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병원성폐렴은 중환자실에서의 사망의 일차적

원인이며, 병원감염의 가장 흔한 사망원인으로 알려

져 있다.6) 비록 표준화된 지침은 없지만, 가습기를

사용하는 의료기관에서는 기관마다 감염관리지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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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미국 CDC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와 국내 병원감염관리학회의

권고에 따라 높은 강도의 소독과 함께 멸균증류수 사

용을 권고하며, 이를 할 수 없는 경우 가습기 사용

제한 및 공조 시설을 통해 습도 조절을 권고하고 있

다.4,7-9) 국내 의료기관의 감염관리지침에는 Hichlor10)

제품을 멸균증류수에 섞어 가습기공급수로 사용하도

록 명시되어 있기도 하며, 의료기관에 따라 가습기소

독을 위해 Biospot, Hichlor,10) Aniosyme,5) Deconex®

50FF4) 등의 제품이나 락스5) 등으로 소독하도록 각

각의 관리지침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Biospot과

Hichlor 제품은 NaDCC (sodium dichloroisocyanurate,

CAS No. 2893-78-9)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들

이다. 이는 살균 및 세정제로 사용되는 화합물질로,

PHMG (polyhexamethylene guanidine phosphate,

CAS No. 89697-78-9 옥시싹싹 뉴 가습기당번 등),

PGH (oligo(2-(2-ethoxy) ethoxyethyl guanidinium,

CAS No. 374572-91-5 세퓨 등), CMIT/MIT

(chloromethylisothiazolinone, CAS No. 26172-55-4/

methylisothiazolinone CAS No. 2682-20-4, 가습기

메이트 등)과 함께 가습기살균제 주요성분으로 알려

져 있으며, 유해한 미생물체를 제거하기 위해 만들

어진 살생물 물질로 염소계 소독제 중 하나이다.11)

의료기관에서는 일반적으로 의료도구의 세척용으로

NaDCC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중 가습기 ‘세척’ 등

에 사용하거나, 가습기살균제의 용도로 제조된 것이

아니지만 가습기살균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가습기

물통에 투입하여 공기 중 분사’되도록 사용한 사례

도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렇게 동일성분이라도 다

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사용용도, 사용방법에 따라

독성의 정도는 다를 수 있다. 특히 NaDCC의 경우

공기 중에 분사되어 흡입독성을 일으켜 급성노출 시

폐 기능장애와 함께 호흡곤란, 질식을 유발할 수 있다.12)

특히, 최근 코로나바이러스(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감염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

한 소독제가 활용되고 있고, 세척용도로 제조된

NaDCC 성분의 가습기살균제 유사제품들을 ‘물체표

면을 닦아내는 방법 소독 후 소독제를 제거한 후 사

용’하도록 다중이용시설에 권고하고 있으나,13) ‘소독

용 물통에 투입하여 실내공기 중 분사’하여 건물소

독제 대용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들이 있어 주의

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유사제품의 특성에

대해 학계에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동일한

화학성분(NaDCC)을 포함한 가습기살균제 제품과 대

표적 유사제품의 제품특성, 성분 및 사용방법 등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비교하였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유사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된 4개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환자 및 근로자 인터뷰, 제품구매이력, 감

염관리지침을 통해 확인한 유사제품의 실제 사용 사

례(제품명, 관리방법, 사용기간 등)를 소개하였다. 이

번 연구를 통해 살균·소독용으로 다양하게 사용되는

NaDCC 성분의 제품 등이 조사대상 의료기관 외에

도 과거 유사하게 사용된 다중이용시설이 있을 가능

성을 제기하며, 해당 사례를 규명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연구 결과를 마련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이 연구는 다중이용시설 중 의료기관에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였는지 실지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

에서, 실지 조사 대상인 23개의 의료기관 중 가습기

살균제 유사제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 또는 추정

된 4개의 의료기관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1. 유사제품의 범위

본 연구에서의 가습기살균제 유사제품이란 제조

목적이 가습기살균제의 용도로 판매된 것은 아니지

만, 가습기살균제의 화학성분과 동일한 성분을 포함

한 제품으로, 소비자가 가습기살균제와 동일한 방법

으로 가습기 물통에 투입하여 사용하거나 가습기 통

세척 시 사용한 제품을 지칭한다. 가습기살균제 N-

with 제품과 동일한 NaDCC 성분과 형태로 제조된

Hichlor, Biospot이 이에 해당된다.

2. 조사대상 의료기관 선정 및 조사 방법

가습기살균제 유사제품을 사용한 조사대상 의료기

관 선정방법은 Fig. 1과 같다. 이는 2018년 11월

~2020년 3월 의료기관 23개의 가습기살균제 노출

실지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습기살균제 유사

제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된 4개의 의료기관을

최종적인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23개 조사대상 의료

기관의 선정은 한 등이 제시한 490개 가습기살균제

노출 추정 의료기관(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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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019년) 자료 중 의료기관 노출 사례 480개;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국정조사(2013년)에서 확인

된 8개; 기타 방법 2개) 중 의료기관의 규모와 성격

등을 바탕으로 선정하였다.14)

3. 의료기관의 유사제품 사용 조사 방법

의료기관 실지 조사는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 전

문가 3인으로 구성하여 2018년 11월부터 2020년 3

월까지 현장조사를 수행하였으며, 1) 각 의료기관의

가습기관리에 대한 감염 지침 여부 2) 병동 내 가습

기 매뉴얼 여부 3) 간호인력, 감염관리 담당자, 구매

관리 담당자와의 인터뷰 4) 물품 구매전산시스템 검

색 요청 등 4가지 방법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먼저, 감염관리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지침을 파악하고 가습기 관리방법에 대

한 내용을 조사하였다. 실지조사 당시 가습기를 사

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병동을 조사하여 병동 간호

사에게 가습기 매뉴얼 등을 확인하고 세척 방법에

대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또한, 유사제

품 사용방법에 대한 지침을 따랐는지 그리고 제품

자체의 지시사항을 따라 사용하였는지 근로자 또는

관리자를 대면하여 확인하였다. 물품 구매전산시스

템 검색은 의료기관에서 가습기살균제 유사제품의

구매여부 및 규모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방법

으로, 현장조사 시 구매관리 담당자에게 의료기관 내

전산시스템을 통해 가습기 관리 및 세척에 사용할만

한 유사제품 등을 선정하여 검색 요청하였으며, 이

때 ‘세정제’, ‘살균제’, ‘소독제’, ‘락스’, ‘바이오스펏’

등의 검색어를 선정하였다. 구매전산시스템 검색은

확인이 가능한 모든 기간을 조사하였으며, 즉, 해당

의료기관에서 전산도입 시작일부터 조사일 날짜까지

의 모든 기간의 정보를 요청하여 확인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가습기살균제 유사제품의 비교

NaDCC 성분의 가습기살균제 제품과 가습기살균

제 유사제품에 대한 비교는 Table 1과 같다. NaDCC

성분의 가습기살균제로는 N-with와 세균닥터가 이

에 해당하나, 세균닥터 제품의 경우 상세한 제품정

보 확인에 어려운 한계가 있어 판매량이 비교적 많

았던 N-with 제품을 비교대상으로 한정하였다. 가습

기살균제 유사제품의 경우 의료기관 조사 중 사용이

확인된 NaDCC 성분의 Hichlor와 Biospot를 비교대

상으로 선정하였다.

가습기살균제인 N-with의 주 용도는 가습기 수통

의 살균이다. 가습기살균제 유사제품인 Hichlor와

Biospot의 경우 일반적 기구와 용기의 살균·소독이

주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세 가지 제품의 성상은

모두 백색의 편평한 원형모양의 발포정제의 외형을

가지고 있으며, 주성분도 고체형 염소계 살균소독제

인 NaDCC를 주요 성분으로 하고 있다. 각 제품사

용은 N-with의 경우 가습기 물 4-5 L 용량에 발포정

1-2정을 넣어 녹인 후 사용하는 것으로 명기 되어있

다. Hichlor를 판매한 A메디컬 업체에 따르면 5-7 L

의 물에 발포정 1정을 넣어 가습하도록 명기 되어

있으며, Biospot의 경우 사용목적에 따라 방법이 다

양하고 특별히 가습기살균제의 용도로 명기 되어있

지 않다. Table 1에서 확인한 결과 N-with와 의료기

관에서 사용한 Hichlor 및 Biospot 제품은 성상 및

주요 성분이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가습기살균제 유사제품 사용 사례

이 연구에서는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것으로 추

정되는 23개의 의료기관을 실지 조사하였다. 그 중

4곳에서 가습기살균제 유사제품 사용 사례를 확인

하였으며 이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가습기살균제 N-with의 주성분인 NaDCC를 함유

Fig. 1. Methods for selecting hospital to investig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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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Hichlor와 Biospot을 가습기살균제 대용 및 가습

기 세척용으로 사용한 의료기관은 3곳으로 확인하였

으며, 정확한 제품명을 알 수 없다고 진술한 의료기

관은 1곳(유사제품으로 추정)으로 확인하였다.

2.1. Hichlor 사용 사례

A 의료기관의 경우 Hichlor와 Biospot을 사용하여

가습기관리를 하였으며 주요 성분은 NaDCC로 확인

하였다. Hichlor의 주 사용방법으로는 가습기살균제

대용으로 물에 담긴 가습기에 발포정 1정을 첨가하

여 분무형식으로 사용하였으며 이는 가습기살균제는

아니나 가습기살균제와 동일한 사용법을 적용한 것

으로 확인하였다. Biospot의 경우 가습기 통 세척 세

제의 용도이며 1정을 1 L에 넣고 20분간 소독 시간

을 두고 세척 후 사용하는 것으로 A 의료기관 내부

감염관리지침서에 명기 되어있다.10)

물품 구매전산시스템 확인 결과 Hichlor를 A 메디

칼 업체를 통해 2007년 2월부터 2011년 6월까지

37,400정(374박스)를 구매한 이력을 확인하였다.

Hichlor는 식품위생법상 가습기 살균 및 소독의 용

도로 허가 되어있지 않았으나, 2009년에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로 품목을 변경하여 A 메디칼 업체를 통

해 A 의료기관에 납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15) A 메

디칼 업체에서는 Hichlor를 식품첨가물 혼합 제제로

음용수 살균소독제(0.2~0.4 ppm)로 사용되는 안전한

제품으로 가습기 내 세균과, 실내공기 등을 살균하

는 목적으로 개발된 제품으로 소개하며 Hichlor 1정

을 넣으면 별도로 가습기 청소가 필요하지 않고, 실

내 공기 중 세균과 바이러스(독감, 간염, 에이즈)를

제거해준다는 내용과 함께 임상자료를 A 의료기관

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하였다.16)

2.2. Biospot 및 Aniosyme 사용 사례

B 의료기관의 경우 감염관리지침 개정 연도에 따

라 2011년 이후로는 Aniosyme, 2010년 이전에는

Biospot을 사용하였으며 주 성분은 각각 DDAC

(didecyldimethylammonium chloride, CAS No. 7173-

51-5), NaDCC로 확인하였다. 두 제품 모두 통 세척

을 위한 세제 대용이었으며 분무액에 희석하는 방법

이 아닌 소독 후 헹굼 과정을 거쳐 사용했던 것으

로 파악하였다.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사용방법으로

는 Aniosyme 1:200을 희석하여 소독 후 물을 버린

뒤 멸균증류수를 넣고 그 외의 것들을 추가 첨가하

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2010년 감염관리지침에

따르면 락스 또는 Biospot 1/2정을 물 1 L에 넣고

30분간 소독 후 헹군 후 멸균증류수를 사용하는 것

Table 1. Products guidelines for the NaDCC-product usage

Product N-with Hichlor Biospot

Usage Humidifier disinfectant
Sterilization and disinfection

for general instruments

Sterilization and disinfection

for general instruments

Shape
White, coin-shaped

foaming tablet

White, coin-shaped

foaming tablet

White, coin-shaped

foaming tablet

Main

chemical
NaDCC* NaDCC* NaDCC*

Product

manual

Add one or two tablets to 4-5 L 

water in a humidifier

Add one tablet to 5-7 L water

in a humidifier

Different according to

the purpose of use

NaDCC*: Sodium dichloroisocyanurate



500 조은경 · 한경희 · 주민재 · 양원호 · 최윤형

J Environ Health Sci 2020; 46(5): 495-503 http://www.kseh.org/

으로 명기 되어있다.5) 현재까지 가습기를 사용하며

관리하는 것을 실지 조사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병

동 간호사에게 인터뷰 한 결과 감염관리 지침에 따

라 Aniosyme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C 의료기관의 경우 2006년 감염관리 협조전에 따

르면 Biospot을 사용하여 가습기관리를 하였으며 주

요성분은 NaDCC로 확인하였다. Biospot의 사용방

법은 물통과 물 받침대를 Biospot 1정을 물 1 L에

넣고 30분간 소독 후 헹구며 멸균증류수를 채워 사

용하도록 명기 되어있다.17) 물품 구매전산시스템 검

색 요청 결과 Biospot 구매기록이 있었으나 의료기

관에서 다양하게 사용되므로 가습기 통 세척 목적의

사용인지 알기는 어려웠다. 추가적으로, 인터뷰에 응

답한 간호사의 경우 2002년 입사 이후 병동 및 중

환자실에서 가습기 및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거나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2.3. 불명제품의 사용 사례

D 의료기관의 경우 홍보용 샘플을 무상으로 제공

받아 사용하였으며 제품명, 주요성분, 사용기간, 제

공업체 등은 알 수 없었다. 실제 사용한 병동 간호

사를 조사한 결과 제공받은 가습기살균제 샘플은 납

작한 동전 모양 및 동전 크기의 하얀색 알약 형태

로 고체 발포형이었다고 응답하였다. 포장재가 별도

로 없는 샘플제품으로 제품명 파악이 어려웠고, 조

사응답자들에게 다양한 가습기살균제 제품 및 유사

제품 사진을 보여주었으나 제품을 파악하기에는 한

계가 있었다. 다만, N-with와 동일한 형태와 사용법

으로 진술한 것을 토대로, N-with 가습기살균제 이

거나, Biospot 또는 Hichlor 등의 가습기살균제 유사

제품 샘플로 추정된다. 제공받은 샘플의 양이 적고

짧은 기간을 사용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그 뒤로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간호사가 응답하였다.

3. 의료기관에서의 가습기 사용관련 감염관리지침

의료기관에서의 가습기 사용과 관련한 감염관리지

침은 Table 3에 제시하였다.

A 의료기관에서 사용한 Hichlor는 가습기 사용 시

물에 첨가하여 가습기살균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사

용하였으며, Biospot은 가습기 통세척 용도인 세제

대용으로 사용하였다. Hichlor의 경우 임상적으로 안

전하다는 판매업체의 임상 자료와 함께16) 안전성 확

인을 위해 A 의료기관 내 항생제 심의위원회(소독

제관리 위원회)를 거친 것으로 확인하였다. 감염관

Table 2. Humidifier disinfectant-like products in hospital use

A hospital B hospital C hospital D hospital

Product name
Hichlor

(foaming tablet)
Biospot Biospot Aniosyme Biospot

Unknown

(Promotional 

sample)

Main chemical NaDCC* NaDCC* NaDCC* DDAC† NaDCC* Unknown

Original

usage

Humidifier 

disinfectant

(Mixed with

water to spray)

Detergent

(Container 

cleaning)

Detergent

(Container cleaning)

Detergent

(Container cleaning)

Humidifier 

disinfectant

(Mixed with

water to spray)

On-site

interview

Used a foam tablet 

with a humidifier 

containing water

-

Diluted Aniosyme to 

1:200 and cleaned the 

container

Not used Humidifier 

and humidifier 

disinfectants since 

2002

Used a coin-shaped 

tablet with a 

humidifier 

containing water

Hospital

manual
Detailed in usage guideline Table 3

Detailed in usage 

guideline Table 3

Detailed in usage 

guideline Table 3
Unknown

Purchase details 

in EDPS§

372 boxes of Hichlor were purchased 

from February 2007 to June 2011

No record of HD‡ 

purchase since 2010

No record of HD‡ 

purchase since 2003

No record of HD‡ 

purchase since 2012

NaDCC*: Sodium dichloroisocyanurate

DDAC†: Didecyldimethylammonium Chloride

HD‡: Humidifier Disinfectant

EDPS§: Electronic Data Process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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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지침(2010년 개정판)에 따르면 의료기구 중 가습

기 사용 시 Biospot은 1/2정을 물 1 L에 넣고 30분

간 소독 후 헹군 후 멸균증류수를 사용하고, Hichlor

는 1정을 물과 함께 넣어 사용하라는 감염관리지침

을 확인할 수 있었다.10)

B 의료기관의 2010년 감염관리지침 확인 결과 가

습기 소독은 락스(100배 희석)와 Biospot (물 1 L+1/

2정)으로 30분 소독 후 헹굼을 거친 뒤 멸균증류수

를 채워 사용하는 것으로 명기 되어있다. 2011년 감

염관리지침 및 협조전을 확인한 결과 Biospot 소독

방법에서 Aniosyme 1:200 희석 후 세척하는 법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전과 동일하게 소독 후

헹굼 과정을 거쳐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였다.5)

C 의료기관은 감염관리 위원회에서 가습기 사용에

대한 부작용, 그에 따른 사용 자제와 함께 멸균증류

수 사용을 1998년부터 권고하였다. 2006년 감염관

리지침 협조전에 따르면 가습기 사용 제한 결정과

함께 치료와 관련하여 가습기 사용이 필요할 경우

고수준의 소독 실시와 함께 멸균증류수 사용을 권고

하고 있다. 소독 방법으로는 매일 Biospot (물 1 L+1

정)으로 30분간 가습기 통을 소독 후 헹군 뒤 멸균

증류수로 채워 사용하라는 지침을 확인하였다.17)

D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기관내 감염관리지침서는

따로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IV. 고 찰

본 연구에서는 가습기살균제의 용도로 판매된 것

은 아니지만 일부 가습기살균제와 동일한 모양과 성

분의 가습기살균제 유사제품의 특성을 소개하며, 가

습기살균제 대용으로서의 사용 이력을 갖고 있는 의

료기관들의 실제 사용 사례를 소개하였다. 본 연구

는 이러한 가습기살균제 유사제품에 대한 최초의 연

구 보고이며, 다중이용시설에서 이러한 유사제품을

사용한 사례를 최초로 파악하여 소개한다는 데에 연

구의 의의가 있다. 가습기살균제 중 N-with 제품의

화학성분인 NaDCC를 포함한 가습기살균제 유사제

품으로는 Hicholr, Biospot이 있으며 이들 제품은 성

분뿐만 아니라 제품모양 또한 동일한 동전형태의 모

양을 갖고 있다. 본 연구는 의료기관 조사과정에서

가습기살균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러한 제품들을

가습기 물통에 투입하여 사용하거나 가습기 수통 세

척에 활용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는 사용 당시 병

원 근로자의 인터뷰를 통한 진술과 각 의료기관의

감염관리지침에 기록된 가습기살균제 유사제품의 사

용 및 관리 방법, 구매 전산시스템의 물품구매내역

확인을 통해 확인한 결과이다. 본 연구의 조사과정

에서 가습기살균제 유사제품을 사용한 4개의 의료기

관을 파악하였으며, 이 중 한 곳은 유사제품을 가습

기살균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가습기 물통에 투입하

여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두 곳은 유사제품을

가습기 통 세척에 활용한 것을 확인하였고, 마지막

한 곳은 제품명은 알 수 없으나 유사제품으로 추정

되는 제품을 가습기살균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가습

기 물통에 투입하여 사용한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소개한 가습기살균제 유사제품의 성

분인 NaDCC는 공기 중에 분사되면 흡입독성을 일

으켜 급성 노출시에는 폐 기능장애와 함께 호흡곤

Table 3. Hospital infection control guidelines for the humidifier disinfectant-like products usage

Product Concentration Disinfection time Usage guideline

A hospital

Biospot 1 tablet/L 20 mins Rinse after disinfection

Hichlor
1 tablet/

container
- Added to water to spray

B hospital

Biospot 1/2 tablet/L 30 mins
Rinse after disinfection, then filled with 

sterilized distilled water

Aniosyme 1:200 dilution -
Rinse with diluted Aniosyme 

to 1:200

C hospital Biospot
1 tablet/L

(1,000 ppm)
30 mins

Rinse after disinfection, then filled with 

sterilized distilled water

D hospital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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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질식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12) 동

일성분이라도 사용용도, 사용방법에 따라 독성의 정

도가 다를 수 있기에 제품 본래의 정해진 용도로 사

용하면 흡입독성의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정해진 용

도와 방법이 아닌 가습기살균제 사용방법과 유사하

게 가습기 물통에 함께 투입하여 공기 중 분사되도

록 사용한 경우 흡입독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2019년 11월 ‘가습기살균제

사고 피해지원 강화 및 재발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전 성분 독성평가 추진일환으로 ‘가습

기살균제 함유물질 중 하나인 NaDCC의 흡입독성연

구’를 진행하였다. NaDCC 급성 흡입독성영향평가

결과 동물들에게서 호흡기계 이상에 의한 사망이 추

정되며, 사망 전 호흡곤란 증상이 관찰되었다고 보

고 됐다. 생존한 동물의 경우는 불규칙한 호흡, 피모

오염 등이 발생하였으나 4-6일 안에 회복하였으며, 생

존 동물의 부검 시 폐의 육안적 소견은 대부분 관찰

되지 않았다.18) 이는 체내에 흡수 시 독성이 강하지

만 동시에 배출도 잘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18,19) 미

국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에서는 가습기 세척에 세정제 및 살균제를 사

용한다면 세척 후 수돗물로 여러 번 헹궈 사용하도

록 권고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실지 조사한 의료기

관에서는 흡입독성 영향이 있을 수 있는 NaDCC 함

유 물질을 넣고 가습기 세척 및 가습기살균제 대용

으로 사용한 것을 확인하였기에 흡입독성의 위험이

제기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일부 병원의 경우 해당제품 사용의 기

관 매뉴얼이 있기도 하였으나, 매뉴얼 상의 ‘세척’의

용도가 아닌 ‘공간 분사’의 가습기살균제 대용으로

이용하였기에 그 위해성이 다를 수 있으며, 다중이

용시설의 관리자 뿐 아니라 사용자 수준에서도 관리

지침과 제품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더불어, 본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이러한 NaDCC

성분의 가습기살균제 유사제품은 가습기살균제 대용

뿐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도 다중이용시설에서 사용

되곤 한다. 특히, 최근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감염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에서 주기적

인 실내공기 소독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본 연구

에서 확인한 Biospot 등 가습기살균제 유사제품들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13) 환경부는 Biospot 등의 제

품을 코로나19 방역용 소독제 환경부 승인제품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으며, ‘신체 접촉이 빈번한 물체

표면 등을 닦아내는 방법’의 소독법을 권장한다. 또

한, ‘공간 소독을 자제하며, 공기 중 분무·분사는 권

장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13) 그러나, 실제 다

중이용시설 현장에서는 ‘소독용 물통에 투입하여 분

사’하는 분사소독제 대용으로 사용하는 사례들이 보

고되고 있으며, 이는 본 연구에서 확인한 가습기살

균제 대용으로서의 ‘가습기 물통에 투입하여 분사’

하는 방법과 비슷한 행태이다. 이러한 제품은 본래

기구 세척을 위해 제조된 것으로, 공기 중 분사 시

흡입독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를 분사하는

방법으로 오용 시 가습기살균제와 동일한 위험 가능

성을 내포하게 된다. 가습기살균제가 아닌 유사제품

이기에 이 위험가능성을 간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

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번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의료기관에서의 가습기

살균제 유사제품은 의료기관의 자산이 아닌 소모품

으로 문서 기록 보존의 사유가 없어 자료의 폐기 등

으로 인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점

이다. 또한 피해시점으로 주장하는 기간이 2000년대

임을 감안하면 당시 근로자들의 인터뷰 진행 시 기

억을 회상하는데 있어 부정확한 점이 있을 수 있다.

V. 결 론

본 연구는 가습기살균제의 성분과 동일한 성분이

자 흡입독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NaDCC를 포함

한 살균 및 소독제 등의 유사제품을 가습기살균제

대용으로 사용한 의료기관의 사례를 소개하며, 이에

노출될 경우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것과 유사한 피

해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일부 의료기관의 가습기살균제 노출의 실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결과로, 타 의료기관

이나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사용가능성도 제기된다. 특

히, 가습기살균제와 동일한 모양을 가진 제품으로 가

습기살균제와 혼용 또는 대용해서 사용하였으나 이

위험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피해사례도 있을 것으

로 예상된다. 따라서, 과거에 유사 사례가 있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의료기관 등 다중이용시설로의 조사

확대 필요성도 제기되며, 환경보건 연구자들 또한 가

습기살균제 뿐만 아니라 성분이 동일한 유사제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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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용 위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추가적인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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