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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This study was designed to estimate the precise nationwide number of those who used humidifier

disinfectants (HDs) and experienced specific health effects, including death, due to exposure to HDs in Korea

between 1994 and 2011.

Methods: A total of 5,000 households (15,472 people) were surveyed by stratifying the sample with a design

that is equivalent to nationally approved household systematic sampling and face-to-face interviews from

October 16, 2019 to December 30, 2019.

Results: The proportion of use of humidifier disinfectants at home was 18.4% (2,844/15,472 people) and the

proportion of those who experienced health effects among those who were exposed to HDs was 10.7% (303/

2,844 people). Based on these factors, it was estimated that 8.94 million people (95% CI=8.25-9.63 million) were

exposed to HDs and 0.95 million people (95% CI=0.87-1.02 million) experienced health effects, which means

almost one in five and one in fifty Koreans respectively. The estimated number of deaths from HDs were 20,366

people (95% CI=18,801-21,931).

Conclusion: The survey was large and analyzed a representative sample across the country, so this estimation

of the nationwide population exposed and at risk to HDs is more accurate and reliable than previous studies.

However, it is necessary to confirm whether results similar to those of this study can be reproduced through a

survey using a cross-sectional survey at the national level. In particular, a survey focused on death cases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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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가습기는 춥고 건조한 한국의 겨울 기후로 인한

호흡기나 피부질환의 완화를 위해 일반 가정이나 특

히 임산부, 영유아, 노인이 있는 가정에서 널리 사

용되는 생활용품이다. 가습기는 병원 등에서 사용을

권할 정도로 생활에 필수적인 제품이지만,1) 위생적

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매일 물을 비우고 기기 내

부를 말리는 등 번거로운 관리가 필요하다.2) 1994년

당시 유공(현 SK케미칼)이 개발 및 상품화한 가습

기 살균제는 가습기에 넣는 물에 일정량을 첨가하기

만 하면 가습기를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홍

보되었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는 위생에 대한 우려

와 번거로움을 해소해주는 획기적인 상품으로 받아

들여졌다.3) 이러한 가습기 살균제는 1994년부터 2011

년까지 18년간 약 43개의 유사 제품이 출시 및 판

매되었으며 전국적으로 약 998만개가 판매되었다

(Fig. 1).4)

현재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현재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질환만 해도 폐질환, 천

식, 태아피해, 독성간염, 아동/성인간질성폐질환, 기

관지확장증, 폐렴, 기관지염, 상기도 질환군 등 10개

에 이른다.5) 또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는 가족

내 여러 구성원이 거의 동일한 시기에 유사한 증상

을 보인 사례가 약 18% 정도로 유례없이 높은 가

족 이환율을 보였다.6) 뿐만 아니라 사망 피해 역시

어린이와 가임기 여성이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다.7)

가습기 살균제는 일반 생활용품으로서 누구나 쉽

게 구입 가능하고 장시간에 걸쳐 사용하게 되는 점,

주로 아이와 임신부, 노인 등이 있는 가정에서 사용

되었던 점8) 등을 고려할 때 피해 정도와 규모가 매

우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조사 시점인 2019

년 기준으로 사건 발생 이후 최소 8년에서 최대 25

년이라는 시간의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피해 사실

을 입증하기 어렵고 피해 신고 건수(2020년 8월 7

일 현재 6,833건)도 실제 발생한 피해에 비해 매우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가습기 살균제의 피

해규모를 산출하는 것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진상

파악과 피해 보상의 기준과 범위, 예산 마련에 대한

근거가 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가습기 살균제에 노

Fig. 1. Information of 43 brands 9.98 million products humidifier disinfectants sold between 1994 and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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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된 인구와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인구를 정확하

게 추정하기 위한 그동안의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루

어져 왔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기 직전

인 2011년, 대인 면접조사 방법을 이용하여 경기도

광명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94명을 대상

으로 조사한 보건복지부의 연구에서는 2006년 1월

에서 2011년 8월까지 가습기 및 가습기 살균제를 사

용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37.2%, 18.1% 로 조

사되었다.9) 자동응답 전화설문(ARS-RDD 방식)으로

수행된 2015년 12월의 조사(n=1,000)에서는 22%가

가습기 살균제 사용 경험이 있었고, 사용자 중 20.9%

가 ‘사용 중 건강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10) 자동응답 전화설문 조사 방식은 응답률이 낮

다는 제한점을 가지는데, 2015년 12월에 시행된 연

구의 경우 8%였다. 한편, 2015년 아동패널(PSKC)

연구에서 7세 아동 1,598명에 대해 2008년에서 2011

년까지약 3년간의 가정 내 가습기 사용 및 가습기

살균제의 누적 사용 비율을 조사한 결과, 1,572명 중

1,192명인 75.8%가 가습기를 사용한 적이 있으며,

411명인 26.1%가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적이 있

었다.11)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선행연구의 결과 1, 2)를 통

계청에서 발표된 2010년 전체 인구 약 4,900만명에

적용하여,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가 894만~1,087만명,

건강피해 경험 호소자를 29~227만명으로 추산한 바

있다.12) 그러나, 이 추산은 가습기 살균제가 판매된

1994년부터 2011년까지의 사용내역을 모두 포함하

지 않았다. 조사 대상을 전국으로 했지만 표본 수가

작고 가족노출이라는 특징이 조사에 반영되지 않았

으며 응답률이 낮은 자동응답 설문조사를 통해 결과

를 얻었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가습기 살균제 건강 피해 문제는 단순한 환경 피

해 사안을 넘어 한국 사회에서 전국민적 규모로 제

품을 이용했고 건강 피해 규모가 상당하는 점에서

‘세계 최악의 바이오사이드 사건’으로 평가되는 등

유례없는 대규모 환경보건 사건으로 인식되고 있다.12)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일본의 미나마타병 사건과

독일을 중심으로 널리 피해가 분포하는 탈리도마이

드 사건 정도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규모와 비교

Fig. 2. An outline of the humidifier disinfectant disaster as of 2020 August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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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또한 18년의 오랜 판매기간동안 사건이 파악

되지 않았고, 2011년 사건이 밝혀진 후에도 수년간

피해조사 및 대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한국사회

의 중요한 사회적 해결과제로 떠올라 4·16세월호 사

건과 함께 사회적참사로 규정되어 법률에 의한 정부

기구로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Fig. 2).12)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상규명은 제품 제조사와

정부에 대한 책임규명과 더불어 피해의 규모와 내용

을 파악해 제대로 된 피해 대책의 제시와 재발방지

를 제도화하는 과정이다. 가습기 살균제를 얼마나 많

은 사람들이 사용했고 그 중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어떤 건강피해를 입었고 사망했는지 파악하는 것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

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가습

기 살균제가 판매중지되기 이전에 출생한 만 8세 이

상 가구원을 포함하고 있는 전국의 가구(5,000가구,

15,472명)를 대상으로 대인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노출 당시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질병 발

생 여부, 질병 중증도, 사망 여부 등을 파악하고, 조

사결과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 규모를 추산하고

자 한다. 본 연구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와 한

국환경산업기술원이 2019년 진행한 전국 규모의 가

습기 살균제 피해조사사업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규

모 정밀추산’의 결과를 학술적으로 정리하고 조명한

것이다.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조사설계

본 연구를 위해 전국 단위 총 5,000가구 15,472가

구원에 대한 실태조사가 2019년 10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었다. 본 조사의 목표 모집단은 가습기 살균

제 판매 중지 시기(2011년 11월 11일 이후)와 본 조

사 시점(2019년 10월)을 고려할 때, 가습기 살균제

노출 가능성이 거의 없는 만 8세 미만 인구를 제외

한 국내 거주 국민이다.

대면조사 응답자 선정은, 본 조사의 응답 기준 시

점이 사건 발생으로부터 최소 8년 최대 25년이라는

시간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회상오차의 한계를 줄이

기 위하여 만 19세 이상 69세 성인남녀 중 가구 전

반 상황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가구주 또는 배

우자로 한정지었다. 단, 가구 내 가습기 살균제 노

출 및 피해 실태와 관련해서는 선정된 조사 대상자

를 통해 연령대 등 특정한 제한없이 해당 가구원 전

원에 대해 파악하였다.

표본크기는 주어진 예산과 시간의 범위를 고려하

여 총 5,000가구(오차 범위: 95% 신뢰수준에서

±1.414%p)로 선정하였으며, 1차 추출단위로 활용된

통계청 인구총조사 집계구 수의 경우 집계구당 10

개 가구 조사를 기준으로 총 500개로 설정하였으며,

시/도별 배분 시에는 기대오차 범위가 가장 적게 나

타난 제곱근 비례배분법을 활용하였다. 표본추출 시

에는 계통추출법을 이용함으로써 표본추출의 무작위

성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으며(Fig. 3), 선정

Fig. 3. Examples of systematic samp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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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표본가구를 통해 확보된 응답 결과에는 표본 추

출률과 응답률 등을 고려한 가중치를 최종 반영함으

로써 추정량의 편향을 최소화하였다. 본 조사의 구

체적 설계내용은 다음과 같다(Table 1).

2. 추산 방법

가습기 살균제 노출 규모는 가구원 단위의 가습기

살균제 사용 비율과 목표 모집단으로 설정한 전국

만 8세 이상 인구 수(2019년 9월 기준 주민등록인

구 수 활용)를 곱하여 가습기 살균제 노출인구를 추

산하였다. 가구 특성별 가습기 살균제 노출 규모는

당시 ‘임산부가 있었던 가구’와 ‘만 8세 미만 자녀

가 있었던 가구’의 노출 규모를 추산하였다. 이는 전

국 가구 수(2019년 9월 기준 인구총조사의 전체 가

구 수 활용)에 본 조사를 통해 확인된 임산부가 있

었던 가구와 만 8세 미만 자녀가 있었던 가구의 비

율을 곱하여 각 특성별 전체 가구 규모를 추산한 후,

임산부가 포함된 가구와 만 8세 미만 자녀가 포함

된 가구의 가습기 살균제 사용 비율을 각각 곱하여

추산하였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 인구 규모는 ‘가

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 경험률’, ‘가습기 살균

제로 인한 병원진료 경험률’을 앞서 추산된 가습기

살균제 노출 인구 규모에 곱하여 추산하였으며, 가

습기 살균제 관련 주요 질병별 인구 규모는 ‘가습기

살균제 노출자 중 각 질병별 발생 비율’을 가습기

살균제 노출 인구 규모에 곱하여 추산하였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자 인구 규모는 ‘병원

진료 후 가습기 살균제 관련 특정 질병을 진단받은

가구원 중 사망자 비율’을 앞서 추산된 가습기 살균

제로 인한 병원진료 경험 인구 규모에 곱하여 산출

하였다. 앞서 언급한 모든 인구 규모 추산 시에는

표본오차를 95% 신뢰수준에서 고려하여 최소값과

최대값을 함께 산출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응답 가구 및 가구원 특성

최종적으로 가중치가 반영된 가구(n=5,000) 및 가

구원(n=15,472)의 분포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Table 2). 가구 수를 기준으로 서울과 경기가

전체의19.8%, 22.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외 부산(7.0%), 경남(6.6%), 경북(5.6%) 순으로 나타

났다.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는 최소 2.9명, 최대 3.7

명이었다.

2. 가습기 살균제 노출 인구 추산

가습기 살균제 사용률은 가습기 살균제 판매기간

Table 1. Information of Survey design

구분 내용

모집단
• 목표모집단: 조사시점 기준 국내 모든 가구의 만 8세 이상 인구

• 가구별 설문 응답자: 조사시점 기준 만 19세 이상 69세 이하 가구주 또는 배우자

표본 크기 • 5,000가구(15,472 가구원)

표본 오차 • 95% 신뢰수준 ±1.414%p

모집단 층화
• 1차 층화 ⇒ 17개 시/도를 36개 권역으로 층화(서울, 경기 세분화)

• 2차 층화 ⇒ 동부/읍면부

표본 배분
• 1차 층화 ⇒ 시·도별 제곱근 비례배분

• 2차 층화 ⇒ 동부/읍면부별 비례배분

표본추출방법
• 집계구 추출 ⇒ 확률비례계통추출

• 가구 추출 ⇒ 계통추출

조사 방법 • 가구방문 면접조사(응답자가 원하는 경우 자기기입식 조사 허용)

조사 내용

• 1994년~2012년 사이 가구 내 가습기 및 가습기 살균제 사용 실태(6개 항목)

• 1994년~2012년 사이 가구 내 가습기 살균제 노출 실태(13개 항목)

• 1994년~2012년 사이 가구 내 가습기 살균제 노출 가구원별 피해 실태(15개 항목)

조사 도구 • 구조화된 설문지

조사 기간 • 2019년 10월 16일~2019년 12월 30일 (2.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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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2011년 11월)과 회수기간(2011년 9월~2012

년 7월)을 고려해 1994년부터 2012년까지의 사용률

을 조사했다. 조사된 전체 가구원 1만 5,472명 중

2,844명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다고 응답하여 약

18.4%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원 단위 가습기 살균

제 사용 비율(18.4%)을 전국 만 8세 이상 인구 수

(2019년 9월 기준 주민등록인구 수 활용)에 반영할

경우 가습기 살균제 노출 인구는 약 8,938,857명으

로 추산된다. 단, 본 조사는 전국 단위로 5,000가구

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진행되었기 때문에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1.414%p)가 존재하며, 이를 고려할

경우 추산된 가습기 살균제 노출 인구는 최소

8,251,925명~최대 9,625,788명 사이에 분포한다. 이

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Table 2).

3. 가구 특성별 가습기 살균제 노출 규모 추산

임산부가 포함된 가구와 만 8세 미만의 자녀가 포

함된 가구의 가습기 살균제 노출 규모를 추산하면

다음과 같다(Fig. 4). 본 조사에 참여한 가구(n=5,000

가구, 15,472명) 중 임산부가 있었던 가구는 35.9%

로, 이를 2019년 9월 기준 인구총조사 전체 가구 수

에 적용하면 약 6,857,678가구이다. 해당 숫자에 임

산부가 있었던 가구의 가습기 살균제 사용률인 24.6%

를 곱하여 노출 규모를 추산하였다. 따라서 약

1,689,402가구가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것으로 추

산되었으며, 이는 가습기 살균제 노출 가구 중 임산

부가 없었던 가구 수(1,481,531가구) 대비 약 1.2배

큰 규모이다.

본 조사에 참여한 가구(n=5,000가구, 15,472명) 중

만 8세 미만의 자녀가 있었던 가구는 44.5%로, 이

를 2019년 9월 기준 인구총조사 전체 가구 수에 적

용하면 약 851만 3,312가구이다. 해당 숫자에 만 8

세 미만의 자녀가 있었던 가구의 가습기 살균제 사

용률인 24.0%를 곱하여 노출 규모를 추산하였다. 따

라서 약 2,047,253가구가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것으로 추산되었으며, 이는 가습기 살균제 노출 가

구 중 만 8세 미만 자녀가 없었던 가구 수(1,123,680

가구) 대비 약 1.2배 큰 규모이다.

Table 2. Weighted to proportional sampling units of households and household members by regions

구 분

응답 가구 수 응답 가구원 수 가습기 살균제 노출 및 피해 인구 추산 규모

사례수

(개)

구성비
(%)

사례수

(개)

구성비
(%)

평균

가구원 

수 (명)

가습기 살균제 

노출 인구 추산 

규모(명)

건강피해 

경험 인구 추산 

규모(명)

병원진료 

경험 인구 추산 

규모(명)

전 국 5,000 100.0 15,472 100.0 3.1 8,938,857 952,149 786,619

시/도

서울 990 19.8 3,139 20.3 3.2 1,697,768 180,843 149,404

부산 350 7.0 1,162 7.5 3.3 595,161 63,395 52,374

대구 243 4.9 758 4.9 3.1 423,344 45,094 37,254

인천 274 5.5 882 5.7 3.2 509,063 54,224 44,798

광주 148 3.0 452 2.9 3.1 250,393 26,671 22,035

대전 152 3.0 494 3.2 3.3 254,840 27,145 22,426

울산 111 2.2 330 2.1 3.0 196,545 20,936 17,296

세종 20 0.4 74 0.5 3.7 54,224 5,776 4,772

경기 1,147 22.9 3,659 23.7 3.2 2,254,396 240,134 198,387

강원 159 3.2 455 2.9 2.9 267,883 28,534 23,574

충북 157 3.1 461 3.0 2.9 275,610 29,357 24,254

충남 208 4.2 576 3.7 2.8 364,808 38,859 32,103

전북 188 3.8 540 3.5 2.9 316,384 33,701 27,842

전남 189 3.8 578 3.7 3.1 323,798 34,490 28,494

경북 278 5.6 751 4.9 2.7 461,946 49,206 40,651

경남 329 6.6 970 6.3 2.9 578,324 61,602 50,893

제주 58 1.2 189 1.2 3.3 114,370 12,182 1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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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 인구 추산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 인구 규모는, 앞

서 추산된 가습기 살균제 노출 인구 규모에 본 표

본조사 결과 중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 경

험률’,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병원진료 경험률’을

적용해 추산하였다(Table 3).

본 조사에 참여한 5,000가구 내 15,472가구원 중

1994~2012년 당시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가구원

은 총 2,844명이며, 이 중 건강피해 경험자는 303명

으로 약 10.6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 중 ‘기존에 앓던 질병이 악화되었다’는

응답 비율은 2.41%이고 ‘새로운 증상이나 질병이 발

생하였다’는 응답 비율은 8.25%이다. 병원진료 경험

자는 총 249명으로 가습기 살균제 노출 가구원 전

체의 8.80% 비중을 차지한다.

상기 정리된 비율을 앞서 추산된 가습기 살균제

노출 인구 규모에 반영해보면, 가습기 살균제로 인

한 건강피해 인구 추산 규모는 약 952,149명(95%

CI=878,978명~1025,319명)이며 이 중 기존에 앓던

질병이 악화된 인구는 약 215,066명(95% CI=198,538

명~231,593명), 새로운 증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인

구는 약 737,083명(95% CI=680,440명~793,726명)

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병원진

료 인구 규모는 약 786,619명(95% CI=726,169명

~847,069명)으로 추산하였다.

5. 가습기 살균제 관련 주요 질병별 피해 인구 추산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가구원 2,844명 중 가습

기 살균제로 인해 병원진료를 경험한 249명의 진단

질병별 발생 비율을 기준으로 피해 인구 규모를 추

산해보면, 비염을 진단받은 경우가 약 487,174명으

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피부질환 약 235,729명,

천식 약 198,013명, 간질성 폐질환 약 147,724명, 폐

렴 약 110,007명, 만성폐쇄성폐질환 31,431명, 심혈

관질환 9,429명, 간질환 6,286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질병은 복수응답으로 조사되었다(Table 4).

6.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인구 추산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자 인구의 경우, 앞서

추산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병원진료 경험 인구

규모에 본 조사 결과 중 ‘병원진료 후 가습기 살균

제 관련 특정 질병을 진단받은 가구원 중 사망자 비

율’을 반영하여 추산하였다(Table 4). 본 표본조사에

서 조사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실제 사망자는 4

Fig. 4. Comparisons of households exposed to humidifier disinfectants with or without pregnant women/children under 7

years old from 1994 to 2012

Table 3. Estimation of nationwide population experiencing health damage from humidifier disinfectants

구분 경험 비율(%) 
건강피해 및 병원진료 경험 인구 추산 규모

최소값(명) 조사값(명) 최대값(명) 

건강피해 경험 10.65 878,978 952,149 1,025,319

기존 질병 악화 2.41 198,538 215,066 231,593 

새로운 증상/질병 발생 8.25 680,440 737,083 793,726 

병원진료 경험 8.80 726,169 786,619 847,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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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며, 이에 앞서 설정한 가중치를 적용하면 7명으

로 분석된다. 사망자들이 진단받았던 질병을 살펴보

면(복수 응답), 중증 폐질환과 만성폐쇄성 폐질환은

사망자 4명 중 3명이 진단받았으며, 조사 응답자가

판단하기에 질병의 피해정도도 심하고, 질병과 가습

기 살균제와의 연관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추산된 가습기 살균제 노출로 인

한 건강피해로 병원 진료를 받은 인구 규모인 약

786,619명(95% CI=726,169명~847,069명)에 ‘특정

질병을 진단받은 가구원 중 사망자 비율’ (2.6%)을

반영하여 사망자 인구 규모를 추산할 경우,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자 인구는 약 20,366명(95% CI

=18,801명~21,931명)이다. 단, 이 추산 규모에는 본

조사 시 사망자 확인 관련 설문 항목에 포함되지 않

은 또다른 가습기 살균제 관련 질병으로 사망한 인

구는 반영되지 않았다.

IV. 고 찰

본 연구는 1994년부터 2012년까지 가습기 살균제

사용 가구의 사용실태를 수집 및 분석하여 그 피해

의 규모를 추정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실시된 표

본조사는 전문 조사원에 의한 대인면접조사 방법을

활용하여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실태 조사가 본격 추

진된 이래 가장 큰 규모의 표본 수를 확보하였고,

조사 설계적 측면에 있어서도 표본추출틀 대표성 확

보, 통계 생산 단위를 고려한 모집단 층화, 표본배

분 및 추출방법의 타당성 확보 등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결과 확보를 위한 많은 노력이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점을 지닌다. 특히 조사를

통해 확인된 가습기 살균제 노출 가구원 전수에 대

해 사망 여부를 포함한 구체적 피해 실태를 파악했

다는 점에서도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조사 진행시점 (2019년 10월~12

월)과 실제 사용 시점(1994년~2012년)간의 시간적

격차가 존재하였다. 따라서 조사 응답시 연구 대상

자 본인이 기억에 의존하여 응답해야했기 때문에 회

상 오차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은 본 연구의 한계

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오차를 최소화하고자

가구 전반 상황에 대해 가장 잘 알고있는 만 19세

이상 만 69세 이하의 가구주 또는 배우자를 응답자

로 선정하였다.

사망자의 추산 결과 또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사망했다 하더라도 사망 발생 시점과 조사 시점 간

에 시간적 격차가 있는 등의 이유로 인해 인과관계

를 입증할 수 없어 실제 사망자와 많은 편차를 보

일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 사망자에

대해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 판매가 1994년부터 2011년까

지 이루어졌고 2012년까지 회수가 되었기 때문에 어

느 해의 인구수를 추산결과에 활용해야 하는지 모호

하다. 기존에 진행된 연구를 살펴보면 조사 당해 연

도의 인구수를 추정결과에 활용한 사례가 많았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에 만 8세 미만을 제외하였기

때문에 추산에 활용한 총 인구수에서도 만 8세 미

Table 4. Estimation of nationwide population of several specific diseases including death by exposure to humidifier

disinfectants (multi-response basis)

구분
사례수 

(명)

발생 비율
(%)

질병별 피해 인구 추산 규모

최소값 (명) 조사값 (명) 최대값 (명)

질

병

비염 155 5.5 449,736 487,174 524,612 

피부질환 75 2.6 217,614 235,729 253,845 

천식 63 2.2 182,796 198,013 213,229 

간질성 폐질환 47 1.7 136,371 147,724 159,076 

폐렴 35 1.2 101,553 110,007 118,461 

만성폐쇄성 폐질환 10 0.4 29,015 31,431 33,846 

심혈관질환 3 0.1 8,705 9,429 10,154 

간질환 2 0.1 5,803 6,286 6,769 

사망 7 2.6 18,801 20,366 2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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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의 인구를 제외하였다. 이는 2019년 현재 생존해

있는 사용자의 규모만을 추산했다는 의미가 있다. 가

습기 살균제가 판매되었던 2010년 12월 기준 인구

수를 피해 규모 추산 결과에 적용한다면 노출 인구

추산 규모는 약 9,294,883명(최소 8,580,591명~최대

10,009,174명), 건강 피해 추산 규모는 약 990,072명

(최소 913,987명~최대 1,066,157명)이다. 이는 본 연

구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이다.

앞으로 진행될 연구에서 피해 추산에 활용하는 총

인구수에 대한 논의가 계속 되어야 하겠지만 기존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추산 결과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 추산에 활용한 총 인구수 보다는 가습

기 살균제 이용률 또는 건강피해 비율이었기 때문에

해당 항목을 가능한 정확하게 조사하려는 노력이 매

우 중요하다.

지금까지 가습기 살균제 사용 실태조사는 여러 차

례 이루어졌으며(Table 5), 이들 조사에서 알아낸 가

습기 살균제 사용률과 건강피해 비율을 바탕으로 가

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사람들의 규모와 가습기 살균

제로 건강피해를 받은 사람들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

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Choi YY(2017)의 연구

에서는 2011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조사와 2016

년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주관한 조사의 결과를 활

용하였다. 전자의 가습기 살균제 사용율 18.1%, 후

자의 가습기 살균제 사용율 22%에 2010년 인구인

약 4,941만명을 적용하여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사람의 규모를 894만~1,087만명으로 추산하였다. 또

한 옥시측이 호서대에 의뢰한 노출평가 결과와 2016

년에 이루어진 조사의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피

해 경험율인 20.9%를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사람

의 규모에 적용하여 가습기 살균제로 건강피해를 받

은 사람들의 규모를 29만~227만명으로 추산하였다.12)

Lee KM(2019)의 연구에서는 2016년 국립환경과

학원이 주관한 조사에서 얻은 가습기 살균제 사용률

6.7%와 건강피해 경험률 13.9%를 조사 당시 인구인

2016년 12월 주민등록인구인 약 5,169만명을 적용

하여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사람의 규모를 350만

~400만명,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를 받은

사람들의 규모를 35만~40만명, Capture-recapture 방

법을 통해 최대 50만명 정도로 추산하였다.13)

본 연구에서 추산한 가습기 살균제 노출 인구와

건강피해 인구는 각각 약 894만명(최소 825만명~최

대 963만명)과 약 95.2만명(최소 87.9만명~최대 102.5

만명)으로 Lee KM(2019)의 연구와 비교하여 결과

에 차이가 있었다. 해당 연구와 본 연구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가습기 살균제의 사용률로, 각각 10.3%과

18.4%이며 8.1%p의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의

이유는 본조사의 경우 응답자가 가구의 특성을 잘

아는 19세이상 69세이하의 가구주 또는 배우자로 한

정했다는 점과 모든 가구원의 가습기 살균제 사용률

을 조사한 결과라는 점 때문으로 보인다. 두 연구는

조사대상 면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Lee KM(2019)

의 연구는 만 3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였고 개인 단

위로 조사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만 19세 이상 60

세 이하의 가구주 또는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가구 단위로 조사하였다는 차이가 있다.

한편, Choi YY(2017)의 연구와 비교했을 때, 가습

기 살균제 노출 인구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해

당 연구에서 활용한 가습기 살균제 사용 비율이 18.1,

22%로 본 연구의 조사결과인 18.4%와 비슷한 수준

이었고 노출 인구는 984만~1,087만명이다. 또한 Choi

YY(2017)의 연구에서는 건강피해 인구를 약 29만

~227만명으로 추산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약 87.9

만명~102.5만명으로 추산하여 오차범위를 줄여 신뢰

도를 높였다.

국내외적으로 대규모 환경보건 사건에 대한 피해

규모 조사는 매우 소극적으로 다뤄져왔다. 1964년

첫 환자가 보고된 일본 미나마타병의 경우 중앙과

지방정부의 소극적인 자세 때문에 피해 전지역을 대

상으로 한 정부차원의 역학조사가 한번도 이뤄지지

않아 아직도 피해규모가 파악되지 않았다. 단지 구

마모토 시라누이해역 주민 20만명과 니가타 아가노

강 유역의 주민 수만명이 피해규모로 알려질 뿐이고

정부에 신고된 피해자 숫자만 존재한다.4)

1958년 첫 피해자가 발생한 세계적인 약물중독 사

건인 탈리도마이드 문제의 경우도 약물 제조사가 있

고 가장 피해자가 많은 독일은 물론이고 영국을 위

시한 유럽과 호주, 일본 등 피해자가 발생한 나라가

많지만 제조사나 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피해규모에

대한 조사보고는 찾아볼 수 없다. 사건 발생 후 60

년이 지난 2018년에 피해자단체 및 언론인과 학자

로 구성된 민간전문가들의 저술인 ‘The Thalidomide

Catastrophe’에 담긴 국제적차원의 피해규모 조사가

유일하다. 저자들은 탈리도마이드 약제가 판매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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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들에 신고된 피해자수와 판매량 및 인구수를 바탕

으로 독일제약기업 그뤼넨탈이 만든 탈리도마이드

약 콘테르간이 전세계 79개 나라에서 등록되어 최

소 49개의 다른 제품이름으로 판매되었다고 파악했

다. 이 약을 복용한 엄마 뱃속에서 15만명이 넘는

아기들이 생명을 잃거나 다쳤고 그중 2만5천명이 태

어났지만 대부분은 영유아나 어린이때 사망했다고

조사했다. 또 저자들은 1만여명의 피해자가 생존해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14)

한국에서 발생한 대규모 환경보건사건인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경우도 그동안 제조사와 정부가 피해

규모조사를 회피해왔다는 점에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환경보건 사건의 피해규모조사는 잘 이루어지지 않

는 특징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피해대책이 회피되는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

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Fig. 5).

첫째, 1994년부터 2012년까지 가구 및 가구원 단

위의 가습기 살균제 사용률은 각각 16.6%와 18.4%

이다. 이는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일반에 알

려지기 이전에 보건복지부가 진행한 조사의 가습기

살균제 사용률 18.1%와 매우 유사한 결과이다.9) 또

한, 가구원 단위에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피

해 경험률은 10.65% (기존에 앓던 질병 악화 2.41%,

새로운 증상이나 질병 발생 8.25%)로 파악되었다.

본 표본조사에서 확인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

자는 4명이었다.

둘째, 본 표본조사에서 가구원 단위의 가습기살균

제 사용률을 추산한 전국 규모의 가습기 살균제 노

출 인구는 약 894만명(최소 825만명~최대 963만명)

이다. 특히 가구 내 임산부가 있는 가정과 만 8세

미만 의 자녀가 있었던 가구는 가습기 살균제 노출

전체 가구의 각각 53.3%와 64.6%를 차지하여 각각

약 1,689,402가구, 2,047,253가구가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셋째, 본 표본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추산한 전국

규모의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규모는 약 95만명(최

소 87만명~최대 102만명)이다. 이 중 기존 질병이

악화된 경우와 새로운 증상 또는 질병 발생이 발생

한 경우는 각각 약 21만명, 73만명으로 추산되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병원진료를 경험한 사람의 진

단 질병 비율을 기준으로 질병 별 피해 인구 규모

를 추산한 결과 비염을 진단받은 경우가 약 48만명

으로 가장 많았으며, 피부질환 약 23만명, 천식 약

19만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본 표본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추산한 가습

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자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Fig. 5. A diagram of the survey results with each percen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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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인구는 약 2만명이다. 단, 가습기 살균제에

이미 노출 중이었으나 이후 사망하여 가습기 살균제

와의 인과 관계 규명이 어려운 인구의 경우 현 시

점에서 파악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가습기 살

균제로 인한 사망 인구 규모는 본 연구를 통해 추

산된 규모보다 더 클 수 있다고 여겨진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조사 결과 추산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 피해 경험자는 약 95만명인데 반해, 지난 9년

(2011~2020년)간 환경부·보건복지부 등 정부가 접수

한 건강피해 신고자는 6,833명(2020.8.7. 기준)으로

약 0.72%에 불과하다. 또한, 특정 질병 관련 사망자

추산치는 약 2만명에 이르지만 2020년 8월 7일 기

준으로 정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접수된 가습기

살균제 사망자 수는 1,558명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

한 결과의 약 7.65%에 불과하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질환의 인정과 보상은 건강피해 신고의 가

장 큰 유인이며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따라서

인정기준 완화, 인정 질환 확대 등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사실을 보다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피해대

책을 세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 규모를 추정하

는 것은 사건의 진상규명에서 매우 중요한 근거이므

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고자료, 국민의료보험공단

의 건강자료 그리고 대형마트의 가습기 살균제 구매

자료 등을 활용하여 노출확인자와 간강피해자를 적

극적으로 파악하고 이들의 질환을 추적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본 연구에 포함된

조사내용(가습기 살균제 사용여부, 피해 경험 여부

등)을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지

역사회건강조사,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 등 국가차원

의 체계적 조사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 관련 항목을

추가하여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습기

살균제 피해 규모와 정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

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시간적·비용적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향후 보다 정밀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규모

조사를 위해서는 본 연구처럼 통계조사를 통한 거시

적 접근 뿐만 아니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파악

된 사람들의 실제 병원 진료기록에 기반하여 각 질

병별 건강피해 규모를 조사하는 미시적 접근과 질적

연구 또한 수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상규명 및 피해 범위 확대,

지원정책 수립, 후속 연구의 기초자료로써 적극적으

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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