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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가습기란 공기 중의 수증기를 증가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장

치로서 실내 습도를 높여줌으로서 기관지염, 후두염, 폐렴 등의 

호흡기질환의 관리를 위한 보조수단으로 이용되어져 왔다.1) 가

습기에는 가습기살균제를 넣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가습

기살균제는 가습기장치의 내부 또는 주변의 습도 증가에 기인

하여 급증할 수 있는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하

는 화학제품으로 살생물제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에서 가습기살균제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전국적으로 판

매되었으며, 이러한 용도로 사용되어진 가습기살균제들의 주요 

성분들은 PHMG (polyhexamethylene-guanidine), PGH (oli-
go-[2-(2-ethoxy)ethoxyethyl] guanidine), CMIT/MIT (meth-
ylchloroisothiazolinone/ methylisothiazolinone), SDT (sod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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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lights: 
ㆍ Presumably, there are many unknown 

adverse effects caused by the use of 
HD.

ㆍ We explored 1598 Korean children in 
a national panel study in 2015.

ㆍ Children exposed to HD performed 
poorly in language (β: –0.357) and 
math (β: –0.200).

ㆍ Further studies are needed on other 
than direct health outcomes after HD-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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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chloro-S-triazinetrione) 질산마그네슘, 염화마그네슘 등인 것

으로 확인되었다.2)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은 예상치 못한 건강영향을 나타내었는

데 선행 연구에서는 일반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중 건강피해 경

험 비율이 약 14%로 조사된 결과를 적용할 때 건강피해 인구

는 35~40만 명 정도로 추산하였고,3)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활

용한 연구에서 2008년도 출생한 아동으로 2015년 현재 또래 

중에서 전체 아동(468,546명으로 가정)의 77.0%가 가습기를 

사용하였고, 이들 중 35.4%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였으며, 

결측 및 무응답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약 15만 명 정도의 

아동이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기도 하였다.4)

2017년 국립환경과학원의 보고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사람들이 병원에서 받은 진단명(복수응답)에는 전체 

응답자의 55.6%가 호흡기질환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으

며 구체적으로는 비염 32.5%, 천식 17.1%, 폐렴 7.2%, 기관지

염 3.0%, 감기 2.0%, 만성폐쇄성폐질환 1.7%, 기흉 0.2%, 기

타 폐질환 3.0%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토피/피부염 17.9%, 

후두염 1.7%, 두통 1.2%, 폐암 1.0%, 안질환 0.7%, 신장질환  

0.7%, 간질환 0.7% 등으로 나타났다.5)  

가습기살균제 사용과의 원인적 연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

표적인 역학 연구로는 보건복지부가 2011년에 발표한 보고서

가 있다.6) 이 보고서에서 보건복지부는 가습기살균제 사용 산

모들의 폐 손상 발생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산모들보다 더 높다

는 결과를 발표하고 가습기살균제 6종의 강제수거를 명령하였

으며 이로서 가습기살균제 판매는 2011년도에 중지되었다.

2019년 한국아동패널 조자사료를 기반으로 수행된 연구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아동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아

동에 비해서 모세기관지염으로 진단 받을 위험도가 12개월 이

내 노출의 경우에는 약 38% 증가하고 가습기살균제 노출 기간

이 12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모세기관지염으로 진단 받을 위험

도가 약 80%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4)  또한 가습기살균

제를 사용한 아동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알레

르기성 비염으로 진단 받을 위험도가 약 4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2018년 실시된 선행연구에서도 가습

기살균제의 사용이 천식 발생과 유의한 관련성이 관찰되었다고 

보고하였다.7)  한편, 천식과 알레르기비염을 가진 6~12세 소아

는 알레르기 질환이 없는 소아에 비해 불안, 우울 등의 내재화 

문제와 정서적, 신체적 문제를 더 많이 겪는 경향를 보였다는 

보고도 있었다.8)  

가습기살균제 사용은 호흡기 계통의 건강영향 뿐만 아니라 

피부독성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현경 등은 사람 피부

섬유세포에 가습기살균제 성분(PHMG, PGH, CMIT/MIT)들

을 처리하였을 때 PHMG의 세포 생존율이 33%로 가장 낮았

고, PGH가 49%, CMIT/MIT가 40%의 생존율을 보였으며, 세

포배양액 내의 산화물을 정량해본 결과, PHMG 처리된 세포가 

28 nmol MDA로 가장 높았고, PGH가 13 nmol MDA, CMIT
가 21 nmol MDA를 보이는 등 세 가지 종류의 가습기살균제 

성분들에서 모두 심각한 피부세포 독성이 나타났다고 보고하

였다.9)

현재까지의 연구 동향을 살펴본 결과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그로 인한 건강영향과의 관련된 연구가 대부분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가습기살균제 사용에 따른 건강영향으로 인한 

피해와 함께 그 이후 학교생활 및 사회생활 등 인구사회학적으

로 삶의 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 등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10)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수업을 

잘 따라가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해 나가고 있는 지 여부는 매

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영유아기 시기

에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이력을 가진 아동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이력이 없는 다른 아동들에 

비해 어떤 학업성취도를 보이는 지 등 학습능력과 관련된 연구

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한편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언어능력 또는 수학능력 

등의 학업성취도 저하가 나타난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로

를 가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 ‘화학물질노출’로 인한 인지기

능저하(학업성취도 저하)가 발생하는 경우, 2) 화학물질 노출

로 인한 ‘건강영향(폐렴 등)’이 인지기능 저하(학업성취도 저하)

를 유발하는 경우, 3) 화학물질 노출 및 건강영향으로 인한 ‘외

상후 스트레스’가 학업성취도 저하를 일으키는 경우 등 세 가지 

가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였던 이력을 가진 

아동들이 그렇지 않은 아동들에 비해서 기초 학습능력, 즉 읽

기, 말하기, 쓰기 능력과 수세기, 덧셈, 뺄셈 능력 등의 인지적

인 학업성취 능력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평가하고, 

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주된 경로(major pathway)로, ‘화학물질

노출’이 직접적으로 인지기능저하(학업성취도 저하)를 유발하

는 경로를 우선적으로 확인해 나가고자 하였으며, 보조적으로,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건강영향(폐렴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인지기능 저하(학업성취도 저하)를 유발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확인하고자 하였다. 

Ⅱ. 재료 및 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2015년(제8차) 한국아동패널(2015 Panel Study of 

Korean Children. PSKC) 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아동패

널단일 연령집단의 횡단적 자료와 시간의 변화에 따른 종단적 

자료를 동시에 제공하는 국가공공데이터로서, 연구 결과를 국

민에게 일반화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

국아동패널 조사는 제8차 조사부터 육아정책연구소 기관생명

윤리위원회로부터 연구윤리심의(IRB)를 승인을 받아 수행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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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1) 한국아동패널은 2008년 4월에서 7월 사이에 출생한 신

생아 가구를 모집단으로 하며, 설문지는 어머니, 아버지, 보호

자, 건강관련, 아동 대상, 학교용 질문지 등 6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전체 표본 중에서 2015년 7월

부터 12월까지 실시되었던 제8차년도 조사에 참여한 1,598사

례를 분석용 자료로 사용하였다. 

2.  읽기, 말하기, 쓰기, 수 세기(counting), 덧셈, 뺄셈 

능력 점수 측정
이 변수의 측정은 학교용 질문지를 통해서 아동의 학교 선

생님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측정되었다. ‘00(이)는 급우들에 비

해..이 아동의 ‘읽기’ 능력은 어느 정도 입니까? (① 하위 20% 

이내 ② 하위 21~40% ③ 중간 50% 내외 ④ 상위 21~40% ⑤ 

상위 20% 이내)’라는 설문이 사용되었고,11) 이에 대하여 가장 

낮은 ‘하위 20% 이내’경우에는 1점, 가장 높은 ‘상위 20% 이

내’경우에는 5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1점부터 5

점까지 부여하였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말하기, 쓰기, 수세기, 

덧셈, 뺄셈 능력 점수를 각각 5점을 부여하여 자료를 분석하였

다. 

3. 가습기살균제 사용 여부 
이 변수의 측정은 건강관련 질문지를 통해서 부모 또는 보

호자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측정되었다. ‘00(이)는 태어나서 지

금까지 한 번이라도 가습기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없

다)’라는 질문이 제시되었다. 가습기를 사용한 적이 있는 경우

에는 후속질문으로 ‘00(이)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없다)’라고 질문

하였고,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를 가습기살균제 사용한 것으

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가습기살균제의 판매는 2011년에 중단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노출은 이 

아동들이 태어난 해인 2008년부터 2011년까지 3년 사이에 있

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4. 인구사회학적 변수 
아동의 언어능력 또는 수리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교란변

수로서 성별(sex), 연령, 월평균 가구소득, 아동의 주관적 건강

인식, 국어 과외, 수학 과외, 병원 입원 사유(폐렴 여부), 천식 

증상 등을 사용하였다. 여기서 과외는 학원 교습을 포함한 사

교육 여부를 의미한다(Table 1).

5. 통계분석
한국아동패널 데이터는 층화다단계 표본추출에 의해 표본

이 구성되는 복합표본설계(Complex sample design)로서, 표본

설계를 반영한 해당 가중치를 적용해야만 적절한 통계분석이 

가능하다. 데이터처리지침에 따라 데이터를 가중케이스로 지정

하고, 이를 다시 빈도변수로 지정함으로써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10) 가중치를 적용하여 인구사회학적 변수 및 관련 

변수들의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기술통계량을 제시하였다. 가

습기살균제 사용과 아동들의 학습능력과의 관련성 여부를 파

악하기 위하여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집단과 사용하지 않은 

집단의 학업능력 점수에 차이가 있는지 독립표본 t-검정을 사

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때 학업능력을 나타내는 결과변수로는 

읽기, 말하기, 쓰기와 같은 언어능력과, 수세기, 덧셈, 뺄셈과 같

은 수리능력을 사용하였다.

첫 번째 가설인, 가습기살균제 사용이 직접적으로 학업성취

도에 영향을 준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입원 사유가 폐렴인 

경우를 제외한 후, 나머지 입원한 경험이 없거나 다른 사유로 

입원한 아동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집

단과 사용하지 않은 집단의 학업능력 점수에 차이가 있는지 독

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추가적으로, 두 번째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폐렴 입원이 학업능력 점수에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하고자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아동만을 대

상으로 하여서, 입원 사유가 폐렴인 경우와 나머지 입원한 경험

이 없거나 다른 사유로 입원한 경우로 둘로 나누어 두 집단 간

에 학업능력 점수에 차이가 있는지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

였다.

또한, 언어능력을 나타내는 종합적인 점수(읽기, 말하기, 쓰

기 각 점수의 총합)를 종속변수로 하고 가습기살균제 사용 여

부 변수를 주요 독립변수로 하여 더미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이때, 아동의 언어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사회

학적 요인들의 영향을 보정하기 위하여 관련 변수들을 회귀모

델에 포함시켜 더미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가습기살균

제의 사용이 아동의 언어 학습능력점수에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령, 

가구소득은 연속변수이고, 성별, 국어과외, 수학과외, 주관적 

건강 인식, 병원 입원 사유, 천식 증상 여부, 및 가습기살균제 

사용은 범주형 변수로 모두 더미 변수를 만들어 회귀분석에 사

용하였다. 기준 변수는 0, 비교 변수는 1로 코딩하여 더미 변수

를 만들어 분석하였다. 마찬가지로 아동의 수학능력을 종속변

수로 하고 가습기살균제 사용여부 및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하는 더미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가습기살균제 

사용이 아동의 수리능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

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제8차 2015년도 한국아동

패널 조사에 참여한 1,598가구 모두를 연구 분석에 사용하였

고, 결측 자료는 목록 제외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자료의 분석

은 통계분석 프로그램 IBM SPSS (version 23.0)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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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과

1. 기술통계
연구 대상자들의 특성을 나타내는 기술통계량은 Table 1에 

제시되었다. 나이는 월령으로 87.9개월(SD: 1.6) 이었다. 월평

균 가구소득은 평균 464만원(SD: 203)이었다. 가중치를 적용

한 빈도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연구대상자 중에서 남

아가 51.5%, 여아가 48.5% 이었다. 아동의 건강에 대한 주관

적 인식에 대한 응답으로는 매우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39.9%로 나타났으며,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53.0%로 

나타난 것으로 볼 때 대부분의 아동이 스스로를 건강하다고 긍

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어 과외를 실시한 

아동은 40.1%, 수학 과외를 실시한 아동은 45.9%로 나타났다. 

입원한 경험이 있는 아동들 중에서 입원 사유가 폐렴인 경우가 

1.3%, 그밖에 다른 이유로 입원한 경우가 6.1%, 92.6%는 입원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태어나서 현재까지 천식 증상

Table 1. Characteristics of study population

Characteristics Total no.
(n=1,598)

%
(100.0)

 Weighted total no.
(n=468,546)

weighted %
100.0

Mean age±SD (unit: months) 87.9±1.6
House income per month±SD (unit: 10,000 won) 464±203
Sex Male 817 51.1 241,139 51.5

Female 781 48.9 227,407 48.5
Total 1,598 100.0 468,546 100.0
NA/missing

Subjective health conditions Very unhealthy 1 .1 581 .1
Unhealthy 14 .9 3,368 .7
Normal 95 5.9 29,730 6.3
Health 856 53.6 248,142 53.0
Very healthy 632 39.5 186,726 39.9
Total 1,598 100.0 468,546 100.0

Language tutoring No 944 59.1 280,814 59.9
Yes 654 40.9 187,732 40.1
Total 1,598 100.0 468,546 100.0

Math tutoring No 862 53.9 253,473 54.1
Yes 736 46.1 215,073 45.9
Total 1,598 100.0 468,546 100.0

Reasons for hospitalization No hospitalization 1,485 92.9 433,697 92.6
The other reasons 89 5.6 28,673 6.1
Pneumonia 24 1.5 6,176 1.3
Total 1,598 100.0 468,546 100.0

Asthma symptoms No 1,317 83.7 383,732 83.2
Yes 256 16.3 77,652 16.8
Total 1,573 100.0 461,384 100.0
NA/missing 25 7,162

Humidifier use Never 369 23.5 105,984 23.0
Ever 1,201 76.5 354,217 77.0
Total 1,570 100.0 460,201 100.0
NA/missing 28 8,345

Humidifier disinfectant use No 772 64.4 228,647 64.6
Yes 427 35.6 125,213 35.4
Total 1,199 100.0 353,860 100.0
NA/missing 399 114,685

NA, not 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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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stribution of academic competences of liguistics and mathematics

Academic competence score Total no.
(n=1,598)

%
(100.0)

 Weighted total no.
(n=468,546)

Weighted %
(100.0)

Reading ability Very low: 1 29 2.8 7,983 2.7
Low: 2 35 3.4 11,418 3.9
Normal: 3 160 15.5 42,774 14.5
High: 4 248 24.1 70,798 24.0
Very higy: 5 559 54.2 162,080 54.9
Total 1,031 100.0 295,053 100.0
NA/missing 567 173,493

Speaking ability Very low: 1 25 2.4 6,119 2.1
Low: 2 43 4.2 13,011 4.4
Normal: 3 198 19.2 54,415 18.4
High: 4 257 24.9 76,440 25.9
Very higy: 5 508 49.3 145,068 49.2
Total 1,031 100.0 295,053 100.0
NA/missing 567 173,493

Writing ability Very low: 1 47 4.6 13,375 4.5
Low: 2 74 7.2 21,085 7.1
Normal: 3 166 16.1 45,216 15.3
High: 4 263 25.5 77,603 26.3
Very higy: 5 481 46.7 137,774 46.7
Total 1,031 100.0 295,053 100.0
NA/missing 567 173,493

Ability to count numbers Very low: 1 15 1.5 4,104 1.4
Low: 2 24 2.3 8,034 2.7
Normal: 3 127 12.3 34,456 11.7
High: 4 260 25.2 73,221 24.8
Very higy: 5 605 58.7 175,237 59.4
Total 1,031 100.0 295,053 100.0
NA/missing 567 173,493

Ability to add Very low: 1 19 1.8 5,367 1.8
Low: 2 30 2.9 8,910 3.0
Normal: 3 139 13.5 37,381 12.7
High: 4 270 26.2 76,671 26.0
Very higy: 5 573 55.6 166,725 56.5
Total 1,031 100.0 295,053 100.0
NA/missing 567 173,493

Ability to subtract Very low: 1 20 1.9 5,982 2.0
Low: 2 36 3.5 10,118 3.4
Normal: 3 144 14.0 38,856 13.2
High: 4 277 26.9 78,093 26.5
Very higy: 5 554 53.7 162,004 54.9
Total 1,031 100.0 295,053 100.0
NA/missing 567 173,493

NA, not 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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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경우는 16.8%, 없는 경우는 83.2%로 나타났다. 

가습기 사용과 관련해서는 77.0%가 사용하였다고 응답하

였고, 23.0%가 사용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관련해서는, 가습기를 사용하였다고 응답한 자 중에서 

35.4%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64.6%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학교 선생님이 평가한 아동의 학습능력 점수를 보면 읽기 능

력에서는 1점을 받은 아동동의 비율이 2.7%, 2점을 받은 아

동의 비율이 3.9%로 나타났다(Table 2). 말하기 능력에서는 1

점을 받은 아동의 비율이 2.1%, 2점을 받은 아동의 비율이 

4.4%로 나타났다. 쓰기 능력에서는 1점을 받은 아동의 비율이 

4.5%, 2점을 받은 아동의 비율이 7.1%로 나타났다. 수세기 능

력에서는 1점을 받은 아동의 비율이 1.4%, 2점을 받은 아동의 

비율이 2.7%로 나타났다. 덧셈 능력에서는 1점을 받은 아동의 

비율이 1.8%, 2점을 받은 아동의 비율이 3.0%로 나타났다. 뺄

셈 능력에서는 1점을 받은 아동의 비율이 2.0%, 2점을 받은 아

동의 비율이 3.4%로 나타났다. 

2.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아동과 사용하지 않은 아동

의 학습능력 비교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지 않은 아동과 사용한 아동의 학습

능력에 대한 평균 점수가 Table 3에 나타나 있다. 읽기 능력 점

수를 보면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진 않은 아동의 평균 점수

는 4.27±(0.99),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아동의 평균 점수는 

4.18±(1.07)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p<0.001). 마찬가지로, 말하기 능력(p<0.001), 쓰기 능력

(p<0.001) 점수도 모두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지 않은 아동의 

점수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아동의 점수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리능력 점수와 관련해서도, 세 가지 능력 즉, 수세기

(p<0.001), 덧셈(p<0.001), 뺄셈(p<0.001) 능력 점수도 모두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지 않은 아동의 점수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아동들의 점수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

로 분석되었다.

Table 3.  Competences of liguistic and mathematical skills by humidifier disinfectancts use (mean±sd)

Humidifier disinfectants use
p-valueNo

(n=207,688)
Yes

(n=83,001)

Reading ability score 4.27±(0.99) 4.18±(1.07) <0.001
Speaking ability score 4.17±(1.00) 4.12±(1.01) <0.001
Writing ability score 4.07±(1.12) 3.95±(1.21) <0.001
Ability to count numbers score 4.39±(0.89) 4.37±(0.91) <0.001
Ability to add score 4.34±(0.93) 4.30±(0.95) <0.001
Ability to subtract score 4.30±(0.95) 4.27±(0.98) <0.001

Table 4. Academic competences of linguistics and mathematics by humidifier disinfectancts use among the non-hospitalized due to pneumonia  
(mean±sd)

Humidifier disinfectants use
p-valueNo

(n=205,340)
Yes

(n=81,963)

linguistic ability score 12.53±(2.90) 12.26±(3.06) <0.001
Mathematical ability score 13.04±(2.71) 12.95±(2.77) <0.001

Table 5. Academic competences by experience of hospitalization due to pnemonia among humidifier disinfectant users (mean±sd)

Hospitalization reasons
p-valueNo-hospitalization or the  

other reasons (n=81,963)
Pneumonia hospitalization

(n=1,038)

Linguistic ability score 12.26±(3.06) 11.22(±3.23) <0.001
Mathematical ability score 12.95±(2.77) 12.42(±3.0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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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폐렴 입원 효과를 제외한 후, 가습기살균제를 사용

한 아동과 사용하지 않은 아동의 학습능력 비교
폐렴 입원에 따른 학습 영향의 효과를 제외한 후에도 가습기

살균제의 영향이 나타나는 지 확인하기 위해, 폐렴 입원이 없는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여,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지 않은 아동

과 사용한 아동의 ‘언어능력’과 ‘수리능력’을 비교하였고, 그 결

과가 Table 4에 나타나 있다. ‘언어능력’ 점수를 보면, 가습기살

균제를 사용하진 않은 아동의 평균 점수는 12.53±(2.90), 가

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아동의 평균 점수는 12.26±(3.06)로 나

타났다(p<0.001). ‘수리능력’ 점수를 보면, 가습기살균제를 사

용하진 않은 아동의 평균 점수는 13.04±(2.71), 가습기살균제

를 사용한 아동의 평균 점수는 12.95±(2.77)로 역시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01). 이는 폐렴의 영향을 통

제한 후에도 가습기살균제 사용의 영향이 여전히 아동들의 학

업성취도에 유효하게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는 아동들만을 대상으로, 폐

렴 입원 경험이 있는 그룹과 그렇지 않은 두 그룹 사이에 아동

들의 학업성취도가 차이가 나는지 확인하기 위한 분석 결과

가 Table 5에 제시되어 있다. 폐렴 입원 경험이 없는 그룹의 언

어능력은 12.26±(3.06), 폐렴 입원 경험이 있는 그룹의 언어

능력은 11.22±(3.23)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p<0.001). 폐렴 입원 경험이 없는 그룹의 수리능력은 12.95

±(2.77), 폐렴 입원 경험이 있는 그룹의 언어능력은 12.42±

(3.09)로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001). 

즉, 이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폐렴 입원 자체가 학생들의 학업

역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설명해 주는 것으로, 두 번째 가

설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4.  아동의 학습능력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 

분석 

4.1.  가습기살균제 사용이 직접적으로 학습능력 점수에 영향

을 미쳤을 가능성 

다중회귀분석 결과, 아동이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경우에

는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언어능력’ 점수가 0.357점 더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p<0.001) (Table 6). 중요한 사실은 폐

렴 입원 변수를 추가하여 이 변수의 영향을 통제한 후에도 여

전히 통계적 유의성이 유지되었다고 하는 사실이다. 만일 폐렴 

입원 변수를 추가하여 그 영향력을 통제한 후에 가습기살균제 

사용 여부의 변수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이 사라졌다고 한다면, 

서론에서 언급한 3가지 경로 중에 첫 번째 경로, 즉 화학물질

Table 6. Parameter estimates for the multiple linear model of 
linguistic competences (n=287,529)

Variables b p-value

Intercept 1.590 <0.001
Age (months) 0.114 <0.001
House income (10,000 won) 0.001 <0.001
Gender, femalea 1.242 <0.001
Language tutoring, yesb –0.313 <0.001
Subjective health  

conditions, unhealthyc
–1.664 <0.001

Subjective health conditions, normalc –0.373 <0.001
Subjective health conditions, healthyc –0.112 <0.001
Reasons for hospitalization, the other 

reasonsd
0.339 <0.001

Reasons for hospitalization, 
pneumoniad

–0.880 <0.001

Asthma symptoms, yese –0.115 <0.001
Humidifier disinfectant use, yesf –0.357 <0.001

aGender, male (reference).
bLanguage tutoring, no (reference).
cSubjective health conditions, very healthy (reference).
dReasons for hospitalization, no hospitalization (reference).
eAsthma symptoms, no (reference).
fHumidifier disinfectant use, no (reference).

Table 7. Parameter estimates for the multiple linear model of 
mathematical competences (n=287,529)

Variables b p-value

Intercept 5.479 <0.001
Age (months) 0.075 <0.001
House income (10,000 won) 0.001 <0.001
Gender, femalea 0.711 <0.001
Math tutoring, yesb 0.253 <0.001
Subjective health  

conditions, unhealthyc
–1.743 <0.001

Subjective health  
conditions, normalc

0.440 <0.001

Subjective health  
conditions, healthyc

0.095 <0.001

Reasons for hospitalization,  
the other reasonsd

–0.188 <0.001

Reasons for hospitalization, 
pneumoniad

–0.827 <0.001

Asthma symptoms, yese 0.129 <0.001
Humidifier disinfectant use, yesf –0.200 <0.001

aGender, male (reference).
bMath tutoring, no (reference).
cSubjective health conditions, very healthy (reference).
dReasons for hospitalization, no hospitalization (reference).
eAsthma symptoms, no (reference).
fHumidifier disinfectant use, no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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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직접적인 학업능력 점수 하락을 유발

했다고 하는 가설은 더 이상 받아들여지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

러나 그렇지 않은 결가가 도출됨으로 인해, 가습기살균제 사용

에 따른 직접적인 학습능력 점수 저하 영향도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수리능력’ 변수를 종속변수로 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아

동이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에 비해 수리능력 점수가 0.200점 더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p<0.001) (Table 7). ‘언어능력’과 마찬가지로 ‘수리능력’에서도 

폐렴 입원 변수를 추가하여 영향을 통제한 후에도 여전히, 통

계적 유의성이 유지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하다. 따라서 가

습기살균제 사용에 따른 직접적인 ‘수리능력’ 점수 저하 영향도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4.2.  가습기살균제 사용이 폐렴에 영향을 주고, 폐렴이 학습

능력 점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4.2.1. 가습기살균제 사용이 폐렴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
가습기살균제 사용이 아동의 폐렴으로 인한 입원과 관계

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카이제곱 검정 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8).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지 않은 집단에서 폐렴 입원

이 있었던 비율은 1.2%로 나타났으며, 이에 비해 가습기살균제

를 사용한 집단에서의 폐렴 입원이 있었던 비율은 1.7%로 나

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X2=190.3, p<0.001). 따라서 가습기살균제 사용은 폐렴 입원

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2.2. 폐렴 입원이 학업성취도 점수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
다중회귀분석 결과에서 폐렴 입원 변수도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나타나면서(p<0.001), 계수 값으로 –0.880을 나타냈다

(Table 6). 즉, 입원이 없었던 아동을 기준으로 할 때, 폐렴 입원

이 있었던 아동의 언어능력 점수가 0.880점 더 낮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폐렴 입원 변수의 측면에서 보면, 가습기

살균제 사용 변수를 포함한 다른 교란변수의 영향을 통제한 후

에도 폐렴 입원 변수의 영향력이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으로, 두 번째 가설, 즉 건강영향 중에 하나인 폐렴이 학습능력 

점수를 낮추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수리능력과 관련해서도 폐렴 입원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면서(p<0.001), 계수 값으로 –0.827을 나타냈

다(Table 7). 즉, 입원이 없었던 아동을 기준으로 할 때, 폐렴 입

원이 있었던 아동은 수리능력 점수가 0.827점 더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폐렴이 낮은 학습능력 점수와 관계가 있다

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Ⅳ. 고    찰 

가습기살균제 사건 피해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에 

따르면, ‘가정 내 과도한 역할 부담’, ‘경제적 손실과 압박감’, 

‘사회적 축소와 고립감’, ‘자기 돌봄의 부재’, ‘지속되는 극도

의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부족’등과 같은 사회경제적인 측면

의 피해가 복합적으로 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0) 즉, 화학

물질에의 노출이 단순히 육체적 질병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지속적으로 사회생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보여 진다. 학생들의 가장 중요한 사회생활

로는 학교생활이 해당될 수 있으며,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영

향을 주는 일반적인 요인으로는 학생변인, 가정변인, 학교변인, 

교사변인, 학습변인, 교수학습변인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12)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집단의 아동

들은 그렇지 않은 아동들에 비해서, 읽기, 말하기, 쓰기 등의 언

어능력 각 분야의 모든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게 나타

났으며, 수세기, 덧셈, 뺄셈 등의 수리능력 모든 점수도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낮은 값을 나타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들이 낮은 학습능

력 점수를 보이게 되는 주요 경로로, 첫째는 직접적으로 가습

기살균제가 학습능력 점수를 낮춘다는 가설아래에서 그 타당

성을 검증해 나갔다. 우선 주요한 건강영향 중에 하나인 폐렴 

입원으로 인한 학습능력 점수의 하락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

기 위해 폐렴 입원이 없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해서, 가습기살

균제 사용 여부에 따른 학습능력 점수 비교하였다. 이 결과에

서 가습기살균제 사용 집단의 점수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Table 8. Χ2 analyses of reasons for hospitalization by humidifier disinfectant use

Reasons for hospitalization

Χ2 p-valueNo hospitalization 
or the other reasons 
(n=453,668) no. (%)

Pneumonia 
(n=6,176) no. (%)

Humidifier disinfectant use No (n=334,631) 330,616 (98.8) 4,015 (1.2) 190.3 <0.001
Yes (n=125,213) 123,052 (98.3) 2,16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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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결과가 나타남으로써 가습기살균제 사용이 직접적인 요인

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는 본 연구의 또 다

른 결과인 다중회귀분석 결과에 의해서 지지되어진다. 즉, 가습

기살균제 사용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폐렴 입원 등의 건강

영향의 영향을 다중회귀분석 방법을 통해 통제한 후에도, 여전

히 통계적인 유의성이 유지되면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아

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낮은 학습능력 점수를 보여주었

다는 점이다. 이 분석에서는 폐렴 입원의 영향 뿐만 아니라, 학

습능력 점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아동의 국어나 수학과 관련

된 사교육의 실시 여부, 천식 증상 유무 등의 교란변수도 통제

한 결과이었다. 

이와 같이 가습기살균제 사용이 직접적으로 학습능력 점수

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가정은 다른 동물실험 연구에 의

해서도 지지되어 진다. 선행 동물실험 연구에 따르면, 가습기살

균제 사용이 뇌신경 독성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제브

라피쉬에게 가습기살균제 PHMG를 노출하였을 때 뇌신경조직

에 독성을 유발하였는데, CMIT/MIT에 노출된 제브라피쉬가 

대조군에 비해 17배 더 많은 산화물을 보여, 가장 심각한 두뇌 

독성을 보여주었고, PGH는 15배, PHMG는 11배 더 많은 산화

물을 보여주었다. 모든 살균제 그룹들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적

인 증가를 보여주었다(p<0.05)고 보고하였다.9)

본 연구에서는 두 번째 가설인 가습기살균제 사용이 폐렴과 

같은 건강영향을 유발하고, 이러한 건강영향이 아동들의 낮은 

학습능력 점수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가정도 검증하고자 

하였다. 먼저, 본 연구결과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아동의 폐

렴 입원 비율이 그렇지 않은 아동들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높았음을 카이제곱 검정을 통해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가습기살균제 사용 아동들의 천식이 높게 나타났다는 

2018년의 국내 연구결과와7) 가습기살균제 사용 아동들의 모

세기관지염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는 2019년의 선행 연구결과

에4) 의해서도 지지되어 진다. 

다음 단계로, 폐렴과 같은 건강영향이 아동들의 낮은 학습

능력 점수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 가설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

한 아동만을 대상으로, 폐렴 입원이 있던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사이에 학습능력 점수를 비교한 본 연구 결과에 의해서 

지지되어 진다. 즉, 가습기살균제와는 별개로 폐렴 입원이 있었

던 아동들의 학습능력 점수가 그렇지 않은 아동들에 비해 낮

게 나타난 것이다. 이 결과는 본 연구의 또 다른 결과에 의해서 

지지되어 진다. 가습기살균제 사용 여부 등 여러 교란변수의 영

향을 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중회기분석 모형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아동들의 학습능력 점수를 낮추는 데 폐렴 입

원 여부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났기 때문이다. 이처럼 폐렴과 

같은 질병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낮춘다고 하는 가정은 다

음과 같은 외국의 선행 연구들에 의하여 지지되어 진다. 미국 

도시 지역의 소수 민족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천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학업성취도에 부

정적인 영향이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13) 천식이 없는 청소년에 

비해 천식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 집중력 및 기억력 등과 같은 

인지능력 시험에서 낮은 성적을 나타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학업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제안하였다.14) 

또한 천식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 학교에서 발생하는 각종 활동

과의 연결고리가 약화되고 결국 학업성취도가 낮게 나타난다

고 보고하였다.15)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앞에서 고찰한 바를 종합하면, 가습

기살균제의 사용은 직접적으로 아동들의 학습능력을 저하시

키기도 하고, 폐렴과 같은 건강문제를 유발하여 이로 하여금 

학습능력을 저하시키는 간접적 요인이 되기도 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강점 및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이 연

구는 국가가 생산한 2008년에 구성된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사용하였고, 기본적으로 설문에 기반 하기 때문에, 기억소실편

견(recall bias)이 존재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학습능

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별, 가구소득, 주관적 건강 인식, 국

어 및 수학의 사교육서비스 이용 여부와 천식 증상 여부 및 폐

렴 입원 여부 등 질병 관련 변수 등의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의 

영향을 통제하기는 하였으나, 학습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 학교변인, 교사변인 및 교수학습변인과 개인의 학

습관련 사회적기술 등 다른 변인들은 통제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16) 본 연구의 또 다른 제한점은 역학 연구 인과성의 중요한 

요소인 양-반응(dose-response) 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

이다. 어느 정도의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이 어느 정도로 학습능

력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즉, 가습기

살균제의 유무는 알 수 있지만 노출양이 많다거나 적다는 것은 

파악할 수 없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양-

반응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연구가 수행되어질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독립변수로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 여부를 적용하고, 종속변수로서 아동의 언어능력 및 수리

능력을 사용하고 있는 바, 역학 연구에서 인과성의 중요한 판단

요소 중에 하나인 시간적 선후관계가 명확하다는 장점을 가지

고 있다. 즉, 가습기살균제 사용은 부모에 대한 설문을 통해, 생

후 약 3년 이내의 사용 여부가 측정된 것이고, 학교에서의 학습

능력 정도는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학교 선생님께 설문하여 측

정한 것이기 때문에 시간적 선후관계가 확실하게 구분된다고 

보여 진다. 뿐만 아니라, 학습능력에 관한 문항은 학교 선생님

께 설문한 것이기 때문에 부모보다는 객관적으로 응답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또한 중요한 요소로 보여 진다. 또한, 본 연

구는 가습기살균제 사용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학습능력 

점수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밝혔을 

뿐만 아니라, 가습기살균제 사용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

로 폐렴 등의 건강영향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능력에 영향을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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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음을 제안하였다는 점 또한 강점이라고 생각된다. 선행 연

구들에서 가습기살균제가 유발하는 건강영향의 종류에 천식, 

모세기관지염 등이 확인되었다는 관련 논거가 있었음에도 불

구하고, 본 연구 자료를 직접적으로 활용하여 가습기살균제 사

용과 폐렴 입원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분석

하여 그 결과를 제시한 점 또한 본 연구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

을 것이다.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잠재적 제한 사항이 있음에

도 불구하고, 전국의 의료기관에 대하여, 층화다단계 표본추출

법을 적용한 한국아동패널을 사용함으로써, 우리나라를 대표

할 수 있는 인구기반의 데이터를 적용하여, 가습기살균제 사용

이 아동들의 언어 및 수리능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정

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밝혀냈다고 하는 측면에서 본 연구

는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Ⅴ. 결    론

이 연구 결과는 가습기살균제의 사용 여부에 따라서 아동의 

읽기, 말하기, 쓰기와 같은 언어능력과 수세기, 덧셈, 뺄셈과 같

은 수리능력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폐렴 입원 등

의 건강영향 요인과 함께 인구사회학적인 요인으로 연령, 가구

소득, 성별, 주관적 건강인식, 국어 또는 수학 사교육서비스 이

용 등의 변수의 영향을 통제한 후에도 가습기살균제 사용은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아동의 언어 및 수리능력에 부정적인 영향

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사용이 

직접적으로 학습능력 점수 하락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 또한, 간접적으로 가습기살균제 사용이 폐렴과 같은 건

강영향에 기여하고, 이러한 건강문제가 아동의 언어 및 수리능

력 저하에 영향을 주는 경로가 될 수 있음 검토하여 그 가능성

을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본 연구 결과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및 보상 등과 

관련하여, 그 관점을 건강영향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보다 다

양한 인구사회학적 영향 분야로 그 영역을 넓혀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과학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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