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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발생 이후의 사회적 과정을 지식 

정치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즉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둘러싼 지식의 생산, 

사용, 확산 과정에서 나타난 갈등과 경합, 합의와 조정의 동학을 살펴본

다. 화학물질로 인한 환경피해이자 재난 사례인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지

식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까닭은 피해 원인의 조사와 확인, 갈등 해결을 

위한 정책 실행, 법 제정과 사회운동 전반에서 가습기살균제와 피해에 

관한 지식을 둘러싼 경합이 핵심이었기 때문이다. 참사 발생 이전에 가

습기살균제의 독성과 인체 영향에 관해 연구된 바가 거의 없었기 때문

에, 가습기살균제에 관한 연구와 지식 생산 그리고 지식의 변화는 피해

구제와 갈등 해결 과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

에서는 지식을 둘러싼 정치 과정을 중심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이해

한다. 이 연구에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감지되기 시작했던 2006년부

터 2021년 4월까지를 분석 시기로 설정했으며, 2020년 9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2차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의 정책 변화를 포함

해 분석했다. 주요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연구, 반-구조화된 심층면접, 관

찰을 채택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지식의 사회적 구성 관점을 바탕으로 지식

과 사회, 지식과 정치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에서의 지

식 정치를 분석하기 위해 정치적 기회구조, 인식공동체, 규제과학, 경계 

만들기 개념을 활용하고, 경계지식, 피해자 지향 과학 개념을 제안한다. 

지식 생산 과정에서의 동학과 생산된 지식이 정책에 활용되며 발생하는 

정책 영역과 과학 영역 사이의 경계 만들기 과정에 주목하면, 환경피해

구제정책이 논의되고 결정되는 과정을 보다 자세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

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지식 정치를 피해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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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기준의 형성과 재구성 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피해에 관한 초기 

지식 생산과 그를 통한 정책 결정에서는 역학조사 결과가 정책 결정을 

내리기에 충분히 확실한 근거인지를 둘러싸고 지식 정치가 발생했다. 피

해의 원인이 밝혀진 이후에 정부가 피해조사와 대책 마련을 지연하자 피

해자와 시민사회가 문제를 제기하며 갈등이 나타났다. 피해 판정 기준은 

정부가 구성한 전문가 집단인 폐손상조사위원회의 조사와 논의 과정을 

거쳐 생산되었다. 과학자 집단의 합의와 조정을 통해 형성된 이 기준이 

환경부의 피해구제정책에서 피해자 지원의 근거 기준으로 사용되며 이 

기준을 둘러싼 갈등과 경합이 발생했다. 특히 이 갈등과 경합은 피해 판

정 기준 생산과 활용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

었다. 정부와 전문가 인식공동체의 피해 판정 기준에 대한 상이한 인식

은 정책과 과학의 경계를 만들었다. 피해자들에게 판정 기준은 진짜 피

해자와 가짜 피해자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여겨지며 경계지식으로 기능했

다. 피해자와 시민사회, 국회(특히 당사 야당)는 피해 판정 기준의 협소

함과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이 기준에 도전했다. 전문가들은 가

습기살균제 피해 관련 연구를 수행해 가습기살균제와 여러 질환 사이의 

연관성이 있다는 지식을 생산했다. 지식과 사회운동, 정치의 상호작용 결

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두 차례 개정되며 피해 판정 

기준은 재구성되었다.

   피해 판정 기준의 형성과 재구성 과정을 중심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

에서의 지식 정치를 분석한 결과, 이 연구에서는 참사 발생 이후 정부 

관료, 피해자와 시민단체, 국회, 전문가 사이의 갈등과 합의 과정이 각 

국면마다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났음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가습기살균

제 지식과 과학적 불확실성에 대한 의견 조정을 바탕으로 정책이 실행되

거나 바뀌었다. 피해 판정 기준의 재구성 과정에는 정치적 기회구조의 

변화가 영향을 끼쳤는데, 가습기살균제 참사 사례는 국회(당시 야당)의 

요구와 압박, 정부 정책 기조의 전환이 피해구제정책의 실행과 개선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정권 교체라는 국면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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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한 한국 사회의 정치적 기회구조 개방과 환경갈등 해결에 대한 정

부, 전문가, 사회운동, 국회의 책임과 의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 대응 과

정에서 피해 판정 기준의 형성 및 재구성과 피해자 지향 과학의 등장에 

중요한 한 축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에서 지

식을 둘러싸고 발생한 동학은 환경갈등 해결과정에서 요구되고 생산되는 

과학 지식의 특성을 새롭게 정의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피해자 지향 과학을 정의하고, 이 과학의 특성에 

관한 인식을 바탕으로 환경피해 구제 과정에서 과학 지식과 정책 결정 

사이의 관계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연구는 환경피해와 

갈등, 재난 사례 분석에 있어 지식에 대한 상이한 해석과 경합이 주요한 

갈등 요소임을 밝히고, 지식에 관한 새로운 인식이 한국 사회에서의 환

경피해와 갈등을 이해하는 하나의 실마리로 사용될 수 있음을 제안한다. 

주요어 : 가습기살균제, 지식 정치, 피해구제정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

제를 위한 특별법(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폐손상조사위원회, 

환경성질환, 경계지식, 피해자 지향 과학

학  번 : 2017-3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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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 배경과 문제 제기

2021년은 한국의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지 10년째 되는 

해이다. 2021년 11월 30일 기준,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는 7,618명

의 피해 신청이 접수되었다. 2011년 전 세계적으로 유래 없는 살생물제

(biocide) 참사로 여겨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발생한 이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원인규명, 피해조사, 피해구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를 위한 특별법(약칭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이하 가습기살균제특별법 

또는 특별법)」 제정 등이 이루어졌다. 2017년부터 시행된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은 두 차례 개정되며 피해구제제도가 개선되었고, 2021년 10월 5

일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 출범식이 진행되며 

10년 동안 해결이 요원해 보였던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풀려가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이 참사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호소한

다. 가습기살균제 인체 피해 규명, 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 소송 등 해

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것이다.

2020년 12월 가습기살균제특별법 개정으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기

능이 삭제되었고, 2021년 1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가습기살균제 제

조 판매 업체의 전직 임직원 1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를 포함한 모

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는 등,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둘러싼 논란과 사

회갈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이하 가습기넷)는 환경보건시민센터, 참여연대, 가습기살균

제 피해자, 가족과 함께 2021년 상반기에 매주 캠페인을 개최하며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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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 규명, 기업 책임 촉구, 각 지역 피해조사 결과 발표를 진행했다.

이 연구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지식 정치(the politics of 

knowledge)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분석한다. 추후 이론적 배경에서 자세히 

검토하겠지만, 이 연구에서 지식 정치는 가습기살균제와 피해에 관한 지

식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 집단 사이의 갈등과 경합, 합의와 조정 과정에

서의 동학을 의미한다. 즉 이 연구의 목적은 가습기살균제 지식의 생산, 

사용, 확산을 둘러싼 이해 집단 사이의 갈등과 경합, 타협의 과정에서, 

정치적 기회구조, 사회운동, 전문가 활동, 제도 변화의 상호영향을 종합

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지식 정치 중에서도 특히 이 연구가 중점적으로 

분석하는 대상은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 판정 기준의 형성과 재구성 과

정이다. 피해 판정 기준은 과학적 판단 기준이자, 환경보건법 상 환경성

질환과 가습기살균제특별법 상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판정 기준이라

는 법적, 제도적 판정 기준이기도 했다. 이 연구에서는 피해 판정 기준을 

둘러싼 일련의 논쟁과 갈등을 분석해, 환경건강피해의 판정 기준이 만들

어지고 제도화되고 재구성되는 과정에서 지식, 법과 정책을 비롯한 다양

한 사회적 요인들이 정치적 기회구조, 사회운동과 상호작용하며 공동구

성(co-construction)되는 과정을 드러내고 그것이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해

에 기여하는 바를 도출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여러 쟁점들이 섞여 있으며, 수많은 피해자들과 

정부, 기업, 법원, 국회, 전문가, 언론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관련되

어 있는 복잡한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 각도에서 분석할 수 있다. 선행연

구자들은 피해자의 경험(김지원, 2017; 2018), 관료적 조직 문화(홍성욱, 

2018), 담론 연합(김지수, 2017), 재난 거버넌스와 전문성의 정치(임기홍, 

2020; 2021), 시민운동(이철재·구도완, 2020), 언론 분석(이정훈 외, 2016; 

김민재, 2020), 전문가 활동(박진영·구도완, 2020), 환경보건재난의 사회적 

구성 과정(강연실·김지원·박진영, 2021)을 중심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들여다보았다. 이 연구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에서의 전문가 대응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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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한 박진영과 구도완(2020)의 연구를 확장한다. 지식 정치라는 틀로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 지식과 피해 판정 기준을 분석하며, 전문가 활

동은 물론 사회운동, 정치, 제도, 지식과 같은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살펴

보며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를 시도하고자 한다. 

피해 판정 기준의 형성과 재구성 과정을 중심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

를 분석하면, 국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라는 새로운 유형의 재난을 통치

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와 지식을 활용한 방식을 살펴볼 수 있

다. 나아가 피해 판정 기준과 피해자, 사회운동, 정치가 상호작용한 양상

도 이해할 수 있다. 지식 정치 관점은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통치하고 관

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준과 제도를 고정된 결과가 아닌 제도적 실천 

속에서 구성되고 변화하는 유동적 생산물로 본다. 이러한 관점은 환경피

해의 사회 구조와 갈등해결 거버넌스에 주목한 연구에 비해 피해구제정

책이 실행되고 변화한 세부 정치를 파악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이해를 확장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분석에 있어 지식 정치라는 단일한 

관점을 사용하지만, 지식 정치 분석을 통해 지식, 전문성, 제도, 사회운

동, 정치적 기회구조 등 다양한 요소들의 상호작용과 영향을 살펴본다. 

지식 정치는 지식을 둘러싼 갈등과 경합에 주목하는데, 이 연구에서는 

이 갈등과 경합을 드러내기 위해 피해 판정 기준을 경계지식(boundary 

knowledge)으로 간주하고 이 경계지식을 둘러싼 경계 만들기(boundary 

making) 과정을 분석한다. 이 관점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사례에서 나타

나는 갈등과 경합을 프레임의 대립으로 이해한 선행연구자들과의 관점과 

구별된다. 이 연구에서는 갈등과 대립의 구도를 고정된 것으로 보지 않

고,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관한 지식과 정책이 변함에 따라 갈등과 대립 

양상이 변동하는 과정과 그 변화에 끼친 사회적 맥락을 함께 살펴본다.

특히 이 관점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특징과 관련 있다. 참사 발생 초

기, 가습기살균제 물질의 독성과 인체 영향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

의 없었다. 이렇게 과학적 불확실성이 큰 상태에서 정부와 전문가의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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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과 의견 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지식 정치의 관점에서 분석하

면, 재난 관리와 대응에서 정부와 전문가 간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

를 제공할 수 있다. 10여 년의 기간 동안 지식이 축적되면서 가습기살균

제와 건강피해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고 제도도 그에 따라 바뀌었다. 정

치적 기회구조가 변하며 제도의 실행과 사회운동의 요구도 변했는데, 이

러한 상호작용 또한 지식 정치 관점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 연구의 구체적 목표는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 판정 기준의 형성

과 재구성을 중심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에서의 지식 정치를 분석하는 

것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판정 기준이 폐손상조사위원회라는 전문가 

조직 안에서 제안되고 논쟁과 합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후, 이것이 정

책 결정자들에 의해 수용되고 제도화된 과정과 정치적 기회구조 변화와 

피해자, 시민사회, 일부 전문가들의 도전으로 특별법이 개정되어 기준이 

재구성되는 과정을 분석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사례에서는 다양한 요

소들이 문제 논의, 해결과정에 작용했고, 이 과정에서 각 요소의 중요성

을 정량화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피해 판정 기준의 형성

과 재구성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각 요소들 간에 어떤 식의 상호영향이 

있었는지, 어떤 요소들의 부침이 해결과정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본

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설정하고 이에 대

한 답을 모색한다: 

첫째,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 판정 기준의 생산과 재구성 과정에서 

지식의 생산과 사용, 확산에 영향을 끼친 사회적 과정은 어떠했

는가? 

둘째, 피해 판정 기준의 변화 과정에서 지식, 사회운동, 법·제도 간의 

갈등과 경합, 합의와 조정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가? 

셋째, 가습기살균제 관련 지식과 건강 피해 판정 기준의 특징은 무엇

이며 이것이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해에 기여하는 바는 무엇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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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10여 년 

동안의 과정을 피해 판정 기준을 중심으로 총체적으로 다룸으로써, 한국 

사회의 환경피해, 재난 관리 거버넌스와 대응 능력에 관한 이해를 제공

한다. 특히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지식 정치의 관점으로 분석하는 것은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환경 피해나 소비자 문제로 규정하는 것을 넘어 한

국 사회의 ‘사회적’ 참사로 이해하고 분석하고자 하는 시도라 할 수 있

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한국 사회에서 정책과 법, 사회운동과 정치, 전

문가 참여 사이에 발생한 동학과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지식 정치 관점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라는 사회적 참사를 분석하게 되

면, 다양한 요소들 사이의 상호작용과 역동적 과정을 보다 선명히 보여

줄 수 있다. 

선행연구들이 짚어온 정부의 칸막이 문화, 참사 원인 간 프레임 경합,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분열과 고통 심화, 시민운동의 확장, 법·제도의 

변화, 전문가 사이 논쟁 등 가습기살균제 참사 대응 과정에서 쟁점이 되

었던 주요 문제들은 모두 피해 판정 기준이라는 4단계 구분과 밀접한 관

계를 맺고 있었다. 따라서 피해 판정 기준을 중심으로 가습기살균제 참

사 이후의 과정을 서술하고 분석하는 이 연구를 통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아직 끝나지 않은’ 참사라고 불리는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왜, 어

떤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는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피해 판정 

기준에 관해 의학, 과학 전문가들이 생산한 지식과 담론들은 많지만, 이

러한 지식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 연구가 가습기살균제 참사라는 사회 재난을 분석할 때 지식에 초

점을 두고 그 변화 과정을 좇는 까닭은, 다른 사회 재난보다도 가습기살

균제 참사에서 지식의 구성과 변화에 따른 사회 변동이 두드러지게 나타

났기 때문이다. 참사가 세상에 알려지기 이전에는 살균제 물질의 호흡기 

독성과 인체 영향에 관해 생산되었던 지식이 거의 없었고 불확실성이 컸

기 때문에, 과학 지식의 생산과 축적이 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요하게 작

용했다. 이 지식 생산과 축적 과정에서 나타난 갈등과 경합, 합의와 조정 



- 6 -

그 안에서의 권력 양상은 지식 정치 관점으로 포착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지식을 중심으로 피해 판정 기준의 형성과 재구성 과정을 분

석하고 이 과정에서의 다양한 사회정치 동학을 드러낼 것이다.

나아가 이 연구에서 활용한 지식 정치 관점은 가습기살균제 참사뿐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발생한 여러 환경피해, 환경보건갈등, 원인과 건강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규명을 필요로 하는 사회문제들의 해결 과정에 적

용할 수 있는 함의를 가진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에서 생산된 지식을 기

반으로 제도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이 내포한 특징과 그 안의 갈등 

지점들을 분석한 결과를 건강 영향과 피해 관련한 지식을 생산하고 제도

와 기준을 세워야 하는 다른 비슷한 사례(지역 환경오염, 핵발전소, 기후

위기와 건강 문제 등)의 거버넌스 구축, 제도 마련과 실행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1. 재난과 환경보건갈등에 관한 연구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수천 명의 피해자들이 발생한 재난인 동시에, 환

경보건법 상의 건강피해인 환경성질환으로 제도화된 환경보건피해와 사

회갈등 사례이기도 하다. 이 연구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분석을 재난

과 환경보건갈등에 관한 선행연구들의 흐름 속에 위치시킨다. 선행연구

들이 주로 관심을 기울여 왔던 관점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가습기살균

제 참사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관점이 무엇인지를 도출했다.

재난 연구는 재난의 발생원인, 재난 이후의 대응과 사회 변화 등을 탐

구했다. 이러한 연구는 구체적인 재난 사례에 대한 분석으로 이루어졌는

데, 인도 보팔(Bhopal) 참사,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스리마일섬(Three 

Mile Island) 핵발전소 사고, 챌린저호 폭발 사고,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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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9·11 테러 등을 다루었다. 

재난 발생 원인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재난이 기술 시스템 자체로 

발생하지 않으며, 여러 시스템의 총체적 상호작용으로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정상사고(normal accidents)는 재난의 이런 특징을 설명하는 개

념으로, 현대 사회의 복잡한 기술 시스템 속성 상 대형 사고를 피하기는 

어렵다는 뜻이다(페로, 2013). 따라서 재난 연구자들은 지식, 정치, 경제 

등 여러 요인과 시스템 기능의 관계와 그 관계맺음의 실패도 살펴볼 필

요가 있다고 주장했다(페로, 2013; Fortun et al., 2017). 재난 발생 이후 

피해자들의 삶과 피해 양상, 재난의 책임에 주목한 일련의 연구들은 보

상과 책임 논의 속에서 피해자들의 권리 주장과 옹호(advocacy) 활동을 

생물학적 시민권(biological citizenship) 개념을 통해 설명했다. 생물학적 

시민권은 질병, 피해 상태에 따라 요구되는 권리를 뜻한다(Petryna, 2004; 

Fortun, 1998; 2000; 2001). 

재난 조사 과정을 분석한 연구들은 재난 조사의 기능과 역할에 주목

했다. 이 연구들은 재난 조사 과정이 재난에 관한 대중의 공포와 전문가

들에 대한 신뢰 회복에 끼친 영향을 분석했다. 재난 조사라는 일련의 과

정도 재난 발생 원인과 책임 규명,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 과정과 마찬가

지로 정치적이고 사회문화적인 요인에 의해 구성되어 나타난다(Knowles, 

2003; 2011; Fortun et al., 2017; 박상은, 2021a; 2021b). 재난 조사 과정에

서 전문가들의 인식과 지식 생산이 정책과 보상 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전문가들이 사전에 위험을 감지하지 못했다는 점과 재난을 

예방하지 못했다는 점이 조사 과정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졌음을 보였다

(Jasanoff, 1994; Knowles, 2003; 2013).

재난의 범위를 시공간적으로 확장해 이해하려는 시도도 있는데, 벡

(Beck)의 위험사회론(theory of risk society)은 전 세계에 위험이 산재되어 

있음을 보여주었고, 놀즈(Knowles)는 ‘느린 재난(slow disaster)’ 개념을 통

해 순간적인 사고 외에도 오랜 시간 느리게 발생하는 재난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벡, 2010; Knowles, 2014; Fortun et al., 2017).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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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 재난은 시간을 재난 발생 이전으로 거슬러 보기도 하고 재난 발생 이

후인 앞으로 뻗어 나가 보기도 한다. 전통적인 관점에서 “재난”이라고 

개념화한 후 분석을 했다고 해도, 실제로 일반적으로 계산하고 인식하는 

것보다 시간이 지나면서 훨씬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한 

세대까지로 시각을 확장할 수 있어야 한다. 재난이 느리게 발생하는 경

우 시간과 지리적인 면에서 여러 재난의 발생이 겹칠 수도 있다. 따라서 

재난의 사회적 영향에 관한 분석에 있어 재난 범위를 재고할 필요가 있

다(Knowles, 2014). 느린 재난은 느린 폭력으로 개념화되기도 하는데, 닉

슨(Nixon)은 ‘느린 폭력(slow violence)’이라는 개념을 활용해 일반적으로 

폭력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 벌어지며, 눈에 보이지 않

게 시공을 넘어 널리 확산되는 파괴를 설명했다(닉슨, 2020). 이러한 논

의는 재난의 발생과 영향에 관해 보다 심도 있는 분석과 이해가 필요하

다는 요청이기도 하다. 

국내 재난 사례에 관한 연구는 대구 지하철 참사, 삼성 허베이스피리

트호 원유유출사고, 세월호 참사 등을 분석했다. 삼성 허베이스피리트호 

원유유출사고에 관한 환경사회학 연구는 원유 유출로 인한 환경재난이 

사회경제정치적 재난으로 변모해간 양상과 거버넌스 관리 과정을 분석했

고, 재난 이후 지역사회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재난 발생 이후 사회갈등 상황을 분석한 연구는 갈등 양상과 책임의 

제도화 과정을 분석했다. 박재묵(2008)은 위험사회에서 책임

(responsibility) 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원유유출사고가 1차적으로는 

환경재난이었지만 2차적으로 사회재난으로 확장되며, 복합재난의 성질을 

가지게 되었다고 보았다. 특히 환경재난이 사회재난으로 변하는 과정에

서는 사회이해당사자들의 책임 이행 지연이 주요 요인이었다. 홍덕화·구

도완(2009)은 원유유출사고 이후 사회갈등과 국가와 기업이 갈등을 관리

한 양상을 분석했다. 특별법 등의 제도가 마련되면서 원유유출사고 이후 

사회 갈등은 제도 안에서 관리되었다. 사고 이후 어촌 마을의 피해에 주

목한 김도균은 재난복원력과 사회자본 관점에서 환경재난이 장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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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김도균, 2010; 2015; 김도균·박재

묵, 2012). 

거버넌스 관리 관점에서 삼성 허베이스피리트호 원유유출사고를 분석

한 연구는 초동 대응 과정, 해상방제와 해안방제를 포함한 방제 과정과 

자원봉사자 관리, 방제종료 시점의 결정 등 사고 이후 일련의 과정에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기업 사이의 이해관계 조정과 협상이 어

려웠음을 보였다(노진철, 2008; 윤순진 외, 2010; 이병기 외, 2010). 윤순

진 외(2010)는 사고 초기 자원봉사자의 참여로 활발히 이루어진 방제활

동 이후 방제를 어떤 방식으로 종료할 것인가에 관해 공무원과 지역주민 

사이에 의견 합치가 어려웠음을 보이며, 재난 대응 활동의 종료 결정 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러한 연구는 재난 이후 책임과 갈등이 제도화된 양상과 거버넌스 

구축과 합의 도출의 어려움을 보여주면서, 제도적 장치로 재난을 해결하

고 분열된 지역사회를 복원하려는 시도의 지난함을 강조한다. 이 연구들

은 재난 연구가 재난 발생 초기뿐 아니라 대응 종료 시점, 수년이 흐른 

후의 변화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상기한다. 

환경보건갈등에 관한 국내 연구는 아토피, 석면 피해를 다루었다. 환

경성질환1)으로 불리는 이 질병들은 2000년대 초반 한국 사회에서 사회

적 논의의 대상으로 부상했다. 특히 이 질환과 관련된 지식 생산과 갈등 

해결을 위한 제도화 과정에서 시민-대중 활동의 역할이 중요했다. 이정

(2010)은 아토피 환자 부모의 대중적 지식 활동을 통해 아토피가 한국에

서 환경성질환으로 규정될 수 있고, 이것이 이후 한국의 환경보건정책 

1) 환경성질환이란, 통상적으로 생활환경이 원인으로 작용해 나타나는 질병으로 

대부분 특정한 하나의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성 비염, 천식 등이 대표적인 환경성질환으로 여겨진다. 환경보건법 

제2조에서는 환경성질환을 “역학조사(疫學調査) 등을 통하여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으로서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으로 정의하고 있다(법제처, 202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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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과 제도화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았다. 석면 운동에서는 시민-피해자

들의 살 권리 주장과 먼지 분석법이라는 대항 지식의 권력 획득을 통해 

석면피해구제법 제정과 피해 인정이라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강연

실·이영희, 2015; Kang, 2016; 강연실, 2018).

세월호 참사에 관한 과학기술학 연구는 침몰 원인, 재난 조사와 관련

된 사회적 논쟁을 분석했다. 홍성욱(2020)은 선택적 모더니즘(elective 

modernism)이라는 이론적 틀에 비추어 세월호 침몰 원인 논쟁을 분석했

다.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논쟁에서는 기술적, 정치적 국면 외에도 법적 

국면이 존재했으며, 이러한 법적 국면이 초기의 기술적 국면 논쟁에 영

향을 끼쳤다는 점이 논쟁의 특징이라 보았다. 박상은(2021b)은 세월호 침

몰 원인 조사를 정치적 과정으로 파악하고자 시도했으며, 침몰 원인에 

대한 두 가지 보고서인 내인설과 열린안이 도출된 과정에 가해자 처벌 

중심의 사법주의가 주요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았다. 황정하와 홍성욱

(2021)은 내인설과 열린안이라는 침몰 원인을 둘러싼 두 설명이 서로 다

른 재난 프레임으로 인한 것이라 주장했다. ‘예외적인 재난 프레임’은 세

월호가 복원성이 양호한 선박이며 급속한 침몰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예

외적인 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정상적인 재난 프레임’은 통상

적인 선박 침몰 원인들이 중첩되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았다. 두 프레

임은 세월호 사고 원인에 관한 대립하는 인식이면서 제안하는 해결방식

의 차이와도 연결되어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재난과 환경보건갈등 사례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가

습기살균제 참사를 재난과 환경보건갈등 사례로 바라보면서, 재난 발생 

이후의 사회적 과정을 지식 정치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삼성 허베이스피

리트호 원유유출사고에 관한 연구는 재난 발생 이후 사회의 대응과 그 

역학을 상세히 보여주었는데,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분석 초점을 확

장해 정치, 제도, 사회의 상호작용에 더해 지식의 역할과 영향에 대한 분

석을 시도한다. 환경보건갈등 사례 연구는 시민사회와 대중의 대항적 지

식 생산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가습기살균제 참사 사례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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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제 물질의 독성과 인체 영향의 불확실성이 컸기 때문에 과학 지식의 

생산과 축적이 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했다. 이 연구에서는 

시민-대중의 대항적 지식 활동에 관한 분석과 더불어 전문가들이 다양한 

학문 분과, 소속, 위치성을 가지고 정부, 시민사회와 상호작용한 모습도 

드러내려 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과 차별적이다. 

2.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관한 연구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관한 선행연구는 의학, 보건학, 환경보건학, 독성

학 등의 의과학 분야 연구와 법학, 사회과학, 인문학 등의 인문사회과학 

분야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 의과학 분야 연구는 연구대상이기 때문

에, 이 절에서는 인문사회과학 분야 연구-법학, 사회과학, 인문학 분야 

등-의 선행연구를 살펴본다.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연구는 크게 언론 연구, 피해자 연구, 정책과 거

버넌스, 법과 제도 연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언론 연구는 가습기살균

제 참사 발생 이후 언론이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다른 방식과 그 경향을 

분석했다. 이들 연구는 시기별로 주요 언론이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 

양상과 정부, 기업의 책임을 보도하는 양상과 의미구성을 분석하며 위험, 

재난, 안전 분야에서 언론의 소극적인 보도 행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을 지적했다(이정훈 외, 2016; 김현미, 2017; 김민재, 2020). 

이정훈 외(2016)는 언론이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보도할 때, 구조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심층 분석 기사가 부족했고, 출입처 

위주의 획일화된 기사만을 생산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환경, 재난을 다룰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기자도 부족했기 때문에 출입처 위주의 취재 시

스템을 개선하고 재난 보도에 있어 언론사 내부 조직의 변화를 통한 개

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김민재(2020)는 토픽모델링 기법으로 언론기사

를 분석하며 2016년을 기점으로 언론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규정이 변했

음을 밝혔다. 2016년 이전까지 언론이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정부 책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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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남용 사건으로 규정했다면, 2016년 이후에는 한국 사회의 개혁

과 성찰을 요구하는 사건으로 틀 지워졌다. 

김지원(2017; 2018)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고통과 삶에 주목하며, 

제도적, 의학적 구분으로 포착할 수 없는 피해자 경험의 다양한 층위를 

드러냈다. 특히 가습기살균제 참사에서 ‘진짜’ 피해자 범주를 둘러싼 논

쟁은 의학적인 분류와 범주화에 따른 자원 배분의 문제를 드러냈고, 김

지원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경험과 고통을 드러냈다. 

정책과 거버넌스 관련 연구에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발생 원인을 기

업과 정부의 관료적 조직에서 평가절하 어림짐작(disqualification 

heuristic), 칸막이 문화, 소통의 부재에 주목한 연구(홍성욱, 2018), 담론 

연합 이론을 통해 정책과 지식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김지수, 2017), 시

민운동의 변화와 자원 동원 과정을 살펴본 연구(이철재·구도완, 2020) 등

이 있다. 법학 분과의 연구는 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 소송과 특별법 

제·개정 과정에서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박태현, 2016; 2018; 송정은·정남

순, 2016; 진성영, 2019). 김병수(2021)는 나노위험논쟁에서 한국의 시민

참여 사례로 가습기살균제 사례를 분석하며,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계기

로 한국에서 나노위험 기술 규제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고 보았다. 강연

실·김지원·박진영(2021)은 환경성질환의 제도화가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환경보건문제로 정의하고 정책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영향을 끼쳤

음을 보였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에서 재난 거버넌스의 작동 과정과 전문가 참여에 

관해 임기홍(2020; 2021)은 가습기살균제 관련 정책 변화를 가능하게 하

는 이론적 대안으로 전문성의 정치 개념을 활용해 설명했다. 그는 대항 

지식과 전문가에 관한 김종영의 연구(김종영, 2011)를 활용해 가습기살균

제 참사에서 대항전문가의 등장과 이들의 혼성적(hybrid) 연대에 주목했

다. 임기홍은 백도명, 임종한, 정해관 교수를 필두로 한 과학자, 의사 집

단과 법학자와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 집단이 학문 분과의 경계를 넘어 

혼성적 연대를 구성했으며, 이들이 기업과 정부의 논리에 반해 대항지식



- 13 -

을 형성하고 관련 활동을 이어나갔다고 분석했다(임기홍, 2020). 이영희

(2019)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인해 한국 사회 내 전문가 체제의 문제점

과 조직화된 무책임성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이영희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단계 구분, 피해 판정 기준을 둘러싼 지식 생산 정치가 전문가집단 

내부의 경합과 갈등으로 드러났다기보다는 피해자 운동 집단이 전문가 

지식에 도전하는 형태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이영희, 2019).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에서의 지식 

정치를 분석한다. 이 연구는 피해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가습기살균제 피

해구제제도의 문제점을 드러낸 김지원의 연구에 기대면서도, 피해구제제

도를 실행 가능하게 한 피해 판정 기준이 생성된 구체적인 과정과 이후 

피해 판정 기준에 대한 사회운동의 도전으로 기준이 재구성된 과정까지

를 다룬다. 특별법 개정에 피해자의 경험과 그들의 문제 제기가 영향을 

끼쳤으며, 더불어 전문가들의 지식 생산 활동과 논의 과정도 또 다른 영

향 요인이었음을 밝힐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임기홍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가습기살균제 참사 대응 

과정에서의 전문가 활동을 주요하게 분석하지만, 전문가의 참여와 활동

을 정부나 기업에의 대항, 피해자와의 연대를 통한 승리나 성취로만 설

명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다양한 학문 분과에 속한 전문가들의 역

할과 이들 사이의 상호작용 그리고 전문가들의 지식 생산이 정치적 논의 

과정과 사회운동과 맺고 있던 관계를 더 면밀히 분석하며 시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동학을 살펴보았다. 과학적 불확실성이 큰 상태에서 전

문가는 정부와 대립하기도 하고 협력하기도 하면서 원인 규명을 이루어

냈고, 피해 판정 기준의 생산과 정책적 실행 과정에서 전문가의 역할은 

정부, 시민사회의 안과 밖을 넘나들며 영향을 끼쳤다. 

참사 발생 이후 10여 년의 기간 동안 이루어진 전문가들의 활동은 시

기에 따라 그 양상이 변했으며, 이들의 활동을 단일한 구도와 틀로만 설

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박진영과 구도완(2020)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대응 활동에 참여한 전문가를 기능적 전문가(functional experts)와 전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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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transformative experts)로 구분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사례에서 

전환적 전문가는 지배 체계에 대립하는 대항전문가에만 머물지 않았다. 

이들은 정부 정책과 정치적 기회구조 변화 속에서 정부 구성 위원회, 연

구용역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정부, 관료 시스템과 협력했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정책 변화에 영향을 끼쳤다(박진영·구도완, 2020).

이 연구는 전문가의 활동을 대항 전문가, 전환적 전문가와 같이 범주

화해서 보려는 시도에 기대는 동시에, 가습기살균제에 관한 지식을 분석

의 중심에 두고 정책 목표와 실행 양상이 변하면서 전문가들의 활동이 

정부, 국회, 시민사회 등 다양한 체계 사이와 맺는 상호작용을 더 구체적

으로 분석함으로써 선행연구의 논의를 확장했다.

제 3 절 연구 방법과 범위

1. 연구 대상

이 연구에서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발생한 환경재난인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참사 발생 이후 나타난 사회 현상을 분석한다. 특히 건강 피해 

판정 기준을 중심으로 지식을 둘러싼 갈등과 경합, 합의와 조정 과정을 

살펴본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환경 피해

를 일컫는다. ‘가습기살균제(humidifier disinfectant)’는 가전제품인 가습기

를 살균하기 위해 사용한 화학물질을 통칭한다. 가습기는 방 안, 집 안과 

같은 실내의 습도를 조절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전제품이다. 가습기살균

제 피해가 알려지기 시작한 2011년을 전후로 하여 한국에서는 주로 기화

식 가습기와 초음파 가습기가 많이 사용되었다. 기화식 가습기는 물을 

가열해 증기와 수분을 공기 중으로 내보내고, 초음파 가습기는 초음파 

진동자를 이용해 안개와 같이 작은 물방울을 만들어 공기 중으로 내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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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식이다. 이 두 방식이 합쳐진 혼합형 가습기도 많이 사용된다. 한국

의 가구별 가습기 보유율은 2011년 33%로, 가구별 가습기 보유 대수는 

1994년 271만 대에서 2011년 653만 대로 증가했다(통계청, 2011). 한국에

서 특히 가습기가 많이 사용되는 이유로는 계절적 특징과 주거 환경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하고, 특히 가을, 겨울, 초봄에

는 건조한 날씨가 지속된다. 또한 전통적인 방식의 온돌이라는 난방 시

스템은 바닥을 가열해 실내 공기를 덥히기 때문에 실내 습도 유지가 필

요해 가습기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습기는 항상 물을 채워서 사용하므로 물때나 곰팡이가 생기기 쉽다. 

가습기에 곰팡이가 생기거나 세균이 발생하면 습도 조절을 위해 사용한 

가습기가 도리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따라서 가습기 관리를 위한 제품, 가습기 청소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

했고 기업들은 발 빠르게 관련 제품을 생산했다. 여러 가습기 관리 제품 

중에서도 가습기살균제는 가습기를 간편하게 관리하기 위한 혁신적인 제

품으로 개발되었다. 기업들은 살균성분이 포함된 액체를 가습기에 채워 

넣은 물에 소량 부어주기만 하면, “세균과 곰팡이의 번식을 막고 물때의 

생성을 방지하는” 간편하고도 혁신적인 제품이라고 광고했다(환경보건시

민센터, 2021a).

가습기살균제는 한국의 기업 유공(현재 SK이노베이션)이 1994년 전 

세계 최초로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공이 최초로 가습기살균제 

판매를 시작한 이후 다른 기업에서도 비슷한 성분, 비슷한 용도의 제품

을 다양하게 출시해 판매했다. 2000년에는 옥시라는 기업이 가습기살균

제의 성분을 흡입독성 시험을 거쳐 안전성이 확인된 프리벤톨

(Preventol)R80에서 PHMG로 바꾸었고 이 제품을 2011년까지 판매했다(연

합뉴스, 2016). 2001년에 영국의 다국적기업 레킷벤키저(Reckitt Benckiser)

가 옥시를 인수해 옥시RB가 되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

져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수거명령과 판매금지 조치를 한 2011년까지 한

국에서 약 43개 제품이 총 998만 개 정도 판매된 것으로 추측된다(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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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2021).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의 종류는 크게 PHMG-P/-HCl(polyhex 

amethylene guanidinephosphorous/-hydrogen chloride), PGH(Oligo(2-)ethoxyet 

hoxyethyl guanidine chloride), BKC(Benzalkonium chloride), CMIT/MIT(chlor 

omethylisothiazolinone/methylisothiazolinone), NaDCC(sodium dichloroisocyan 

urate)로 알려져 있다. BKC 성분은 1990년대 제품 판매 초기에만 생산되

어 크게 PHMG, PGH, CMIT/MIT, NaDCC 4가지가 쓰였다고 볼 수 있다. 

4가지 성분 중 가장 많이 판매되었고, 많은 피해자를 야기한 물질은 

PHMG, CMIT와 MIT의 혼합 제제다(박동욱 외, 2020).

가습기살균제 제품 사용자는 350만~400만 명, 건강피해 경험자는 49

만~56만 명으로 추산된다(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

위원회, 2021). 보건복지부의 강제수거명령 발동이 있기 전까지 판매되었

던 가습기살균제 제품은 약 40 종류로 확인된다. 조사 보고서와 연구에 

따라 파악하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관련 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개수와 종

류가 상이한데, 박동욱 외(2020)는 8건의 조사 연구 내용을 교차 확인해 

총 40가지의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판매된 것으로 파악했다. 가장 많이 

팔린 가습기살균제는 옥시레킷벤키저(옥시RB)의 ‘옥시싹싹뉴가습기당번’

출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폐손상조사위원회(2014: 121)
[그림 1] 마트에서 판매되던 가습기살균제 제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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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약 4백만 개가 팔렸다. 애경 ‘홈크리닉 가

습기메이트’, LG생활건강 ‘119가습기세균제거’도 각각 백만 개 이상 판

매되었다. 

이렇게 수백만 개의 제품이 판매되고, 수천 명의 피해신고가 이루어졌

고 더 많은 피해자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 피해는 전 세계적으

로도 유래없는 생활화학제품 재난이다. 특히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집 안, 

방 안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참사라는 점에서 다른 화학물질 재난과 구분

된다. PHMG, CMIT/MIT를 주성분으로 혼합된 액체를 가습기에 넣고 물

과 함께 가습기를 작동하면, 물 분자에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방 안의 공

기 중으로 퍼지게 된다. 가습기를 틀어넣고 잠을 자거나 생활한 피해자

들은 이 화학물질 입자를 호흡기로 흡입했다. 화학물질로 인한 종래의 

참사는 주로 공장의 폭발(인도의 보팔 참사), 공장의 폐수, 오염물질 방

출로 인한 대기, 토양, 수질 오염(미국의 러브 캐널(Love Canal) 사건, 일

본의 미나마타병)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에 비해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가습기살균제가 오랜 기간 동안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된 소비재로, 소비

자가 직접 물에 부어 사용하면서 방 안으로 분사된 화학물질을 피해자가 

직접 흡입했다는 차이가 있다. 독일의 탈리도마이드 사건도 소비자가 약

을 섭취해 태아에게서 피해가 발생했지만, 살균제 참사는 호흡기를 통해 

화학물질을 흡입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 연구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에서 건강 피해 판정 기준과 가습기

살균제 관련 지식에 주목한다. 여기서 피해 판정 기준이란,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확인하고 구분하기 위해 만들어진 과학적, 법적 기준을 의미한다. 

이후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처음 폐질환이 확인

된 이후 연구와 조사를 통해 다른 질환과의 관련성도 밝혀졌다. 그에 따

라 폐손상(폐질환) 판정 기준, 태아와 산모, 천식, 아동간질성폐질환에 관

한 기준 등이 만들어졌다. 이 연구에서는 여러 기준 중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적용되었던 폐손상 인정 기준을 중심으로 

지식 정치를 살펴보기 때문에 태아 피해, 천식 피해 판정 기준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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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까지 분석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관한 건강 

피해 기준이 초기에는 폐손상 판정 기준에만 한정되어 있다가 추가 연구

와 논쟁을 통해 다른 피해 판정 기준이 만들어지고 기준이 변한 과정을 

분석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피해 판정 기준’이라 칭한다.

가습기살균제 관련 지식 생산을 둘러싼 경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주

요 행위자 중 한 집단인 전문가 집단과 과학자 사회가 분석 대상이 된

다. 이 연구에서 전문가는 주로 임상의사, 역학자, 보건학자, 독성학자 등

의 의사, 과학자들이다. 전문가 집단의 지식 생산 활동과 정부와의 상호

작용에 주목하는 까닭은 한국에서 발생한 환경보건갈등, 재난 사례 중에

서도 이처럼 다양한 학문 분과 소속 수십 명의 전문가가 수년에 걸쳐 관

련 활동에 참여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의 활동이 사건 발

생, 진행과 해결 과정에 미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들을 주요 행위자로 

선정해 분석했다. 전문가들의 활동으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가 세

상에 알려졌고, 피해를 입증하고 제도가 마련될 때 과학 지식과 전문가 

참여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구체적으로 피해 판정 기준과 보상체계 

수립, 피해조사,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 독성 조사 과정에 많은 

과학·의학 전문가가 참여했다. 다양한 분과의 전문가들은 정부 부처가 

발주한 연구 용역에 참여하거나,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고 자신이 속한 

대학, 기관에서 학술 연구를 수행하고 각종 토론회와 포럼에서 발표자, 

토론자로 발언하고 언론 인터뷰에 응하며 전방위적으로 가습기살균제 참

사 관련 활동을 수행했다. 전문가는 이 과정에서 연구비와 같은 물적 자

원과 학회와 대학, 기관, 시민사회,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와의 협력

과 같은 네트워크 자원 등 다양한 자원과 제도를 활용했다. 가습기살균

제 참사와 관련한 의과학 전문가들의 활동은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끼쳤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법학 분야를 비롯한 

인문사회과학 분야 전문가들의 참여도 있었지만, 이 연구에서는 독성물

질인 가습기살균제의 인체 영향에 대한 지식과 제도, 사회와의 상호작용

에 주목하기 때문에, 의과학 분과의 전문가들의 활동에 더 비중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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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했다. 

2. 연구 방법

이 연구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발생 이후 피해 판정 기준의 과정

에서의 지식 정치를 분석하기 위해 질적 연구 방법 중 문헌연구, 반-구

조화된(semi-structured) 심층면접(in-depth interview), 관찰(observation)2)을 

주요 연구 방법, 자료 수집 방법으로 채택했다. 이 연구는 가습기살균제

와 관련해 발표된 학술대회 자료, 학술논문, 각종 행사의 자료집, 보건복

지부와 환경부의 보도자료, 신문기사, 국회 회의록, 시민사회와 피해자 

발행 성명서 등을 문헌 자료로 채택해 분석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된 전문가, 피해자는 한 기관, 한 집단에 속해 있지 않으며 여러 기

관과 학회, 단체에 퍼져 있으며 시기에 따라 전문가를 비롯한 행위자들

의 참여 양상이 변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실험실이나 하나의 과학 공동

체에 대한 민족지(ethnography) 연구를 수행하기보다는 심층면접과 관찰

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활동에 참여해 온 전문가들의 경험과 

의견을 관찰하고 청취했다. 

이 연구에서 관찰은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연구 방법이

기도 하다. 경우에 따라서 연구자는 신분을 노출하고 해당 행사를 관찰

하기도 했다. 따라서 연구자는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관찰만 하는 완전

관찰자(객관적 관찰)와 신분을 노출하고 제3자 입장에서 관찰하는 비참

여자(참여자적 관찰), 두 수준을 오가며 관찰을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 

이 관찰이 단순 자료 수집 방법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까닭은 연구자가 

학술행사, 토론회 등을 관찰할 때 발언자의 발화 내용만 듣는 것이 아니

2) 일부 질적 연구 방법론 개론서나 사회조사방법론에서는 참여관찰에서 관찰자 

유형을 구분해 분류한다. 참여 정도와 신분 노출 여부에 따라 완전참여자, 관

찰참여자, 비참여자(참여관찰자), 완전관찰자로 구분할 수 있다(신경림, 2004; 

신재한,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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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해당 현장의 분위기, 청중의 반응 등을 두루 관찰해 연구 분석을 심

화할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관찰을 통해 연구자는 연구 대상 사례

인 가습기살균제 참사 전반에 대한 맥락을 파악하고 현장 분위기를 이해

하며 피해자들의 요구사항, 행위자들에 대한 반응 등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전문가, 관료 등의 발표에 관해서는 관찰을 통해 직접 발표를 들으

며, 발표 맥락에 대한 이해에 기초해서 발표내용을 보다 깊이 있게 파악

할 수 있었다. 이렇게 관찰을 통해 수집한 자료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 다루어진 적이 없는 내용을 포함하기에 연구 내용과 

결과에도 차별을 줄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관찰이라는 자료 조

사 방법을 주요 연구 방법으로 채택해 연구를 수행한 것이 유의미한 방

법론이었음을 밝힌다.

연구자는 심층면접 준비 단계로 2019년 상반기부터 문헌조사를 수행

했다. 가습기살균제,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된 보도자료, 언론 기사, 

학술논문, 정부 연구용역 보고서, 토론회 자료집 등을 수집해 가습기살균

제 참사와 관련해 주로 참여하는 전문가들과 그들의 시기별 활동 양상과 

시민사회, 국회 대응과정과 정부 정책의 변화, 주요 이슈의 흐름 변화를 

파악했다. 

이후 연구자는 2019년 여름부터 2021년 5월까지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된 포럼, 학술 심포지엄, 토론회, 청문회, 피해자단체 기자회견, 캠페

인 등에 참여해 전문가들의 발표, 토론, 피해자들의 질문과 그에 대한 전

문가들의 답변, 피해자들의 반응 등과 행사의 전체적인 맥락과 분위기를 

관찰했다. 앞서 기술했듯 이 과정을 통해 현장 관찰이 없었을 때보다 전

문가들의 인식과 핵심 주장, 피해자들의 요구 등을 더 잘 확인할 수 있

었고 나아가 전체 연구의 방향과 구조를 설정할 수 있었다. 

심층면접은 2021년 2월부터 12월까지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활동에 

참여한 전문가, 정부 기관 관련 행위자, 피해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먼

저 정부 기관 관련 행위자에게는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경험을, 피

해자 단체 소속 피해자에게는 전문가들의 연구와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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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의견을 질문하고 답변을 들었다(<표 1> 참조).

이 연구에서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면접은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둘러싼 논쟁 지형을 전체적으로 파

악하기 위한 면접과 둘째, 건강 피해 판정 기준과 관련된 활동을 파악하

기 위한 면접이 그것이다. 먼저 전체 논쟁 지형을 파악하기 위한 심층면

접에서는 문헌조사로 파악하기 힘들었던 전문가들의 활동 참여 계기, 관

련 활동에서의 소회, 정부 정책 결정과 과학 지식 사이의 관계, 환경갈등 

면접 

대상

질문 

영역
세부 내용

피해자

정부 

정책

- 정부의 정책 결정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

까?
- 정부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문가 

활동

- 현재까지 가습기살균제 관련 전문가 활동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문가들의 연구와 정부 정책 변화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발 

방지

-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 

관계자

과학과 

정책의 

관계

- 여러 연구 용역 결과와 정책 변화의 관계가 

어떠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 

정책

- 현재까지 정부 정책 변화 과정에 관해 어떻

게 평가하십니까?
- 앞으로 가습기살균제 관련 정책이 어떻게 변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발 

방지

-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표 1> 피해자, 정부 관계자 대상 심층면접 주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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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에서 전문가와 정부의 관계에 관한 의견 등을 확인했다(<표 2> 

참조). 경우에 따라서는 관찰 활동에서 파악한 쟁점이나 추가로 질의하

고 싶은 내용을 묻기도 했다. 

질문 영역 세부 내용
가습기살균제 

관련 활동 

시작 계기

- 언제 처음 가습기살균제 참사 문제를 인지하셨습니까?
- 가습기살균제 참사 대응 활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

나 동기는 무엇입니까?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

- □□ 연구에 참여(또는 연구책임자로 진행)하게 된 

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 □□ 연구는 어떤 과정을 거쳐 해당 주제로 진행되

게 되었습니까?
- 연구 과정에서 발주처와는 어떤 상호작용이 있었습

니까?

과학과 

정책의 관계

- 연구의 결과가 정책 수립과 변화에 어느 정도 영향

을 끼쳤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부, 정책 변화가 전문가의 연구 활동에 어떤 영향

을 끼쳤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책 결정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거나 지켜보며 

어떤 점을 느끼셨습니까?

전문가 

사회에 대한 

평가

- 2011년 이후 전문가 사회의 대응과 활동에 관해 어

떻게 평가하십니까?
- 가습기살균제 참사 사례에서 학회 차원의 대응이 

증가하는 양상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례와의 

비교

- 이전에 주로 연구하셨던 사례와 가습기살균제 사례

가 비슷한 점은 무엇이며,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갈등 

거버넌스

- 건강피해와 갈등이 있는 경우, 정부와 전문가의 관

계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표 2> 전문가 대상 심층면접 주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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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의 활동, 정책 변화와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연구의 

핵심 분석 대상인 피해 판정 기준과 관련해 추가로 전문가들과 심층면접

을 진행했다. 이 면접에서는 <표 3>에 제시한 것처럼 문헌연구로 파악하

기 어려웠던 피해 판정 기준의 생산, 변화 과정의 세부 사항을 질의했다.

질문 영역 세부 내용

피해 판정 기준 

생산 과정

- 피해 판정 기준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 이 연구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셨습니까?
- 판정 기준을 도출하는 세부 과정에 관해 설명해 

주십시오.

기준 개선과 

관련된 활동

- 기준 개선 연구의 내용에 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 연구 결과가 정책에 끼친 영향에 관해 어떻게 생

각하십니까?

기준의 정책 

실행과 관련된 

활동 또는 의견

- 피해구제정책 실행에 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법 개정을 통한 정책 변화에 관해 어떻게 평가하

십니까?
- 구제정책 실행과 변화에서 나타난 과학과 정책의 

관계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후 정책 

변화에 관한 

의견

- 이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정책이 어떤 측면에

서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문가 간 

의사소통과 

합의 과정에 

관한 의견

- 가습기살균제 관련 활동을 하며 경험하신 다른 

전문가와의 소통과 의견 조정에 관해 어떻게 생

각하십니까?

<표 3> 피해 판정 기준 관련 전문가 대상 심층면접 주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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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자료

이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수집한 문헌 자료, 심층면접 자료, 관찰 기록 

자료를 활용한다. 문헌 자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징후가 감지되기 시작

한 때(2006년)로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의 자료를 수집했다. 온오프라

인 행사 관찰은 2021년 5월 27일까지, 심층면접은 2021년 12월까지 진행

했다.

문헌 수집은 크게 정부 정책 관련 자료, 신문기사, 전문가의 학술활동 

관련 자료, 국회 회의록과 의안, 시민단체 발행 자료로 구분된다. 정부 

정책 관련 자료로는 보도자료와 정책 시행 과정에서의 공지사항이 있다. 

보도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3), 환경부 홈페이지4), 대한민국 정책브

리핑 홈페이지5)에서 수집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피해종

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6)(이하 피해지

원 종합포털)에는 피해지원과 구제 관련한 소통마당을 운영 중인데, 이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게시판에 게시된 게시글과 첨부자료를 수집하고 분

석했다. 

전문가의 학술활동 관련 자료는 국내외 학술지에 출판된 논문, 학술대

회 자료집의 발표 자료, 토론회, 포럼 등의 행사 자료집 자료, 연구 용역 

보고서가 있다. 전문가들의 활동과 관련해 정리된 문헌인 사회적참사특

별조사위원회 발간 보고서 『시민단체, 언론, 전문가 등 공공영역의 가습

기살균제 참사 대응활동 분석』 보고서의 내용과 부록도 활용했다.7)

국내 학술지 출판 논문과 학술대회 발표 자료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3) 홈페이지 주소: http://www.mohw.go.kr/react/index.jsp
4) 홈페이지 주소: http://me.go.kr/home/web/main.do
5) 홈페이지 주소: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List.do
6) 홈페이지 주소: https://www.healthrelief.or.kr/home/main.do
7) 이 연구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대응활동에 참여한 13명의 전문가와 심층

면접을 진행했다. 관련 내용은 보고서와 박진영·구도완(2020)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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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S8)에서 “가습기살균제”,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확인했다. 국외 학술

지 출판 논문은 구글 학술검색(Google Scholar), PubMed, 서울대학교 중

앙도서관 DB 등에서 “Humidifier Disinfectant(s)”를 검색어로 설정해 수집

했다. 

연구 용역 보고서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홈페이지9) 자료실에 

업로드되어 있는 보고서와 정책연구관리시스템 PRISM10), 국립환경과학

원 홈페이지11),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12)에서 검색해 수집했다. 관

찰 이전 시기의 토론회 등의 자료집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홈페이

지 자료실과 시민단체 환경보건시민센터 홈페이지13)를 참고했다. 

국회 회의록과 의안은 국회 회의록 홈페이지14), 의안정보시스템 홈페

이지15)에서 필요한 회의록과 의안을 검색해 수집하고 분석했다. 시민단

체 발행 자료는 환경보건시민센터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확인하고 분석했

다. 신문기사는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해 수집하고 확인했다.

관찰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토론회, 공청회, 포럼, 피해자단체 기

자회견에서 이루어졌다. 연구자는 발표자의 발표, 토론자의 토론, 질의응

답 시간의 질문과 응답, 기자회견에서의 발언 내용 등을 청취했다. 온라

인으로 진행된 행사에는 행사 주최 측이 사용한 플랫폼(ZOOM, Youtube 

등)을 이용해 참여했고 채팅창에서 오고 간 내용도 관찰했다(<표 4> 참

조).

8) 홈페이지 주소: http://www.riss.kr/index.do
9) 홈페이지 주소: http://socialdisasterscommission.go.kr/
10) 홈페이지 주소: https://www.prism.go.kr/homepage/
11) 홈페이지 주소: https://nier.go.kr/NIER/kor/index.do
12) 홈페이지 주소: https://www.keiti.re.kr:8445/site/keiti/main.do
13) 홈페이지 주소: http://eco-health.org/
14) 홈페이지 주소: http://likms.assembly.go.kr/record/
15) 홈페이지 주소: https://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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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행사명 주최·주관기관 일시 장소

1

2019년 제3회 사회적참

사 피해지원 포럼 “가습

기살균제 피해 인정, 무

엇이 문제인가??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

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2019.05.30. 
14시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

2
2019년도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청문회 

제2일차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

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2019.08.28. 
9시

서울특별

시청 8층 

다목적홀

3

가습기살균제건강피해 5
개 학회 공동심포지엄 

“폐질환인가? 가습기살

균제증후군인가?”

대한예방의학회, 대한직업환

경의학회, 한국역학회, 한국

환경보건학회, 환경독성보건

학회

2019.10.11. 
15시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

Preparation Symposium 
Post Humidifier 
Disinfectant Disaster’ 
Research Center “가습기

살균제 참사 그 이후”

서울대 보건대학원
2019.10.16. 
10시 30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221동)

5
제15차 가습기살균제참

사 진상규명과 사회적 

해결을 위한 포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

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2020.05.01. 
9시 30분

서울대학교 

호암

교수회관

6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가

습기살균제 피해지원 방

안연구 종합토론회(공청

회)

사회자본연구원
2020.05.15. 

14시

서울대학교 

호암

교수회관

7
학술 심포지엄 “가습기

살균제 무죄 판결의 학

술적 검토”

한국환경보건학회, 한국역학

회, 대한예방의학회, 한국직

업환경의학회, 한국환경독성

보건학회, 한국환경법학회

2021.02.17. 
10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221동)

8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과제 점검 온라인 국회

토론회 “가습기살균제 

참사 문제해결, 어디까

지 왔나”

- 공동주최: 국회생명안전포

럼, 더불어민주당 사회적참

사TF
- 공동주관: 우원식, 박주민, 

안호영, 이재정, 김남국, 민

형배, 양이원영, 오영환, 유

정주, 윤미향, 이정문, 김용

민 국회의원

2021.03.18. 
10시

Youtube
통한

온라인 

참여

9 한국역학회 2021년 특별 한국역학회 2021.04.29. ZOOM 

<표 4> 관찰로 참여한 행사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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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 가습기살균제 피해 접수와 판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국립환경

과학원에서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연구 용역을 발주해 역학적 상관

관계 보고서를 쓰는 등의 활동이 수행되고 있으며, 2021년 10월에는 가

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가 발족하는 등의 정책 변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관찰 자료 수집 기간을 2021년 5월 27일까지로 설

정하고, 필요한 경우 문헌조사 자료는 이후의 자료도 수집했다. 관찰 자

료 수집 기간을 2021년 5월 27일로 설정한 이유는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에 포함하기 위함이다. 연구자는 2021년 4월 29일 한국역학회가 개

최한 특별심포지엄 <역학적 증거와 개인단위 인과관계 : 현실 적용을 위

한 근거와 대응>, 2021년 5월 11, 27일 시민단체 주관 캠페인과 기자회

견의 관찰 자료와 2021년 4월 30일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배

포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위한 소송지원 가이드라인 제1편』을 분

심포지엄 “역학적 증거

와 개인단위 인과관계: 
현실 적용을 위한 근거

와 대응”

13시

통한 

온라인 

참여

10

14차 가습기살균제 캠페

인: 집단살인사건의 진

상규명이 끝났다는 한정

애 환경부장관

- 주최: 가습기살균제참사전

국네트워크

- 참가단체: 환경보건시민센

터, 환경운동연합, 참여연

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2021.05.11. 
12시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11
21차 기자회견: 옥시 영

국본사 CEO에 보내는 

공개서한 발표

- 주최: 가습기살균제참사전

국네트워크, 가습기살균제

참사10주기비상행동

- 참석자: 옥시가습기살균제 

사용 후 폐이식 피해자, 옥

시가습기살균제 사용 후 

천식 등 온가족 피해자, 그 

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유가족, 가습기넷 시민

단체 회원

2021.05.27. 
12시

서울

여의도 

옥시RB 
본사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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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해 연구에 포함하기 위해 2021년 5월 27일까지의 자료를 연구에 포함

했다. 

심층면접은 2021년 2월부터 12월까지 수행되었다.16) <표 5>에서 심층

면접 참여자의 이름, 소속,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주요 활동과 면접일

을 확인할 수 있다.17) 심층면접은 한 회당 1시간 정도 진행했으며 질의 

사항이 많은 경우 2시간(최대 2시간 30분) 정도 진행한 면접도 있다. 대

부분의 면접은 오프라인으로 진행했으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COVID-19) 상황으로 온라인 면접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ZOOM 플랫폼

을 활용해 면접을 진행했다. 면접 형식은 1:1 면접인 경우도 있었고, 1:2 

면접인 경우도 있었다. 

16) 심층면접 진행과 관련된 사항은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SNU IRB)의 심

의를 받았으며, 심의 받은 문서를 사용했다.
17) 면접참여자 이름 공개를 허가하지 않은 경우는 익명으로 표기했다. 

번호 이름 소속 주요 활동 면접일 비고

1 정해관 대학교수

전문가 자문위원회 

활동 등 여러 

활동에 참여 

2021.02.09. 오프라인

2 A 대학교수
천식판정 조사, 

연구 참여
2021.02.13.

온라인

(ZOOM)
면접

3 박소영 대학교수
건강모니터링 

연구 참여
2021.03.16. 오프라인

4 김성균 대학교수
한국환경보건학회 

활동 참여
2021.03.23. 오프라인

5 안종주

前사회적

참사특별

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

前가습기살균제 

구제계정운용위원회 

위원장

2021.04.01. 오프라인

<표 5> 심층면접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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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B 대학교수
가습기살균제 분무 

관련 연구 수행
2021.04.13. 오프라인

7 조경이 연구원

각종 연구 참여 및 

논문 작성, 대응활동 

기획 및 참여

2021.04.19. 오프라인

8 최예용

환경보건

시민센터 

소장

前폐손상조사위원회 

간사, 前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

2021.05.11. 오프라인

9 C
피해자

단체 소속 

피해자

기자회견, 
캠페인 참여

2021.05.11. 오프라인

10 안병옥 대학교수 前환경부 차관 2021.05.26.
온라인

(ZOOM) 
면접

11 D
前피해자

단체 대표

기자회견, 
캠페인 참여

2021.05.27. 오프라인

12 최윤형 대학교수
가습기살균제 노출 

연구 수행
2021.05.28. 오프라인

13 조은경 연구원
환경노출조사 

업무 수행
2021.05.28.

1:2 면접

오프라인
14 이슬아 연구원

환경노출조사 

업무 수행
2021.05.28.

15 백도명
대학

명예교수

前폐손상조사위원회 

공동위원장
2021.12.08. 오프라인

16 임종한 대학교수
판정기준 개선 연구 

연구책임자
2021.12.13. 오프라인

17 하미나 대학교수
前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
2021.12.16. 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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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논문 구성

이 연구는 피해 판정 기준의 형성, 재구성 과정을 중심으로 가습기살

균제 참사에서의 지식 정치를 기술하며, 가습기살균제 관련 지식, 제도, 

정책, 사회운동 사이의 상호작용과 그 관계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피해 

판정 기준을 중심으로 장을 구성하되, 3장은 피해 판정 기준 형성 이전

의 전사(前史)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초기 지식이 만들어진 과정

을 살펴보았다. 

먼저 연구의 2장에서는 이론적 검토를 통해 연구의 분석틀을 도출했

다. 이 연구에서는 지식의 사회적 구성 관점을 바탕으로 지식 정치, 정치

적 기회구조, 과학기술 거버넌스에서 전문가 참여와 지식 생산의 특징, 

경계 만들기에 관한 논의를 주요 이론적 자원으로 활용한다. 

이 연구의 3장부터 5장까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관한 지식이 만들

어지고 피해 판정 기준이 생성되면서 정치와 사회운동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기준이 제도화되고 변해가는 양상을 분석한다. 

3장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지고, 초기 조사가 이루어

진 과정을 분석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알려진 시기는 2011년이지만, 

전문가들은 2006년부터 참사의 징후를 감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3장에서

는 2006년부터의 전문가 활동도 다루었다. 이 장에서는 원인미상의 간질

성 폐렴으로 포착되었던 피해가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로 확인되고, 이제까지 조사·연구된 적이 없던 가습기살균제 물질의 

흡입 독성과 인체 영향의 초기 자료가 구축된 과정과 정부의 초기 대응

에 대한 피해자, 시민사회의 대응을 분석한다. 

4장에서는 정부 구성 민관합동위원회인 폐손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고 

연구와 조사를 통해 피해 판정 기준이 합의와 조율을 통해 도출된 과정

을 분석한다. 이후 이 기준이 환경보건법에 의해 피해구제제도로 실행되

며 피해자 범주를 구분하며 나타난 갈등과 이에 대한 피해자와 사회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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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전과 2016년 검찰 조사, 국회 국정조사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

한 사회 여론이 뒤바뀌며 나타난 변화를 살펴본다. 

5장에서는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 판정 기준이 재구성

되는 과정을 분석한다.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연구와 조사로 가습기살균

제 피해가 피해 판정 기준으로는 포착되지 않은 증상과 질환을 야기할 

수 있음이 밝혀졌고, 전문가 사회는 이 문제를 논의하는 장을 만들었다. 

피해자와 시민단체는 지속적으로 피해 판정 기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

며 캠페인, 기자회견, 토론회, 공청회 등에서 피해구제제도의 개선을 요

구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으로 정치적 기회구조가 변화하고 환경부의 

정책 실행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정책이 중점 추진 사항이 되며 가

습기살균제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었다. 특별법은 두 차례 개정을 거쳐 

피해 판정 기준을 통한 피해판정이 통합되고, 폭넓은 피해 인정이 가능

해졌다. 

6장에서는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연구 내용을 요약하고 종합적으로 분

석하며, 서론에서 제기한 연구 질문과 2장에서 제시한 분석틀을 바탕으

로 이 연구의 의의를 논의하고 향후 연구과제에 대해 기술한다.

이 연구의 관점에서 중요한 사건은 <표 6>과 같다. 가습기살균제 참

사와 관련된 사건과 활동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 연구의 중심 내용인 피

해 판정 기준의 형성과 재구성 과정에서 다루는 주요 사건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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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날짜 내용

1 2011.4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 피해 신고 접수

2 2011.8.31.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폐질환 역학조사 

결과 발표(가습기살균제 판매 중지 권고)

3 2011.11.11. 보건복지부 가습기살균제 수거 명령 시행

4 2012.12 폐손상조사위원회 조사 시작

5 2013.4 국회 피해구제 결의안 채택

6 2013.8.14
경제관계장관회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정부

지원계획 확정

7 2013.10
환경보건법 하위 법령 개정 및 고시 제정 

추진

8 2014.3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9 2014.3 폐손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발표

10 2014.4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고시 제정안 공포

11 2014.4 환경보건위원회에서 피해구제정책 결정

12 2016.1 검찰 가습기살균제 수사팀 확대 언론 보도

13 2016.6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 출범

14 2016.8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 시행

15 2017.2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16 2017.8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

17 2017.8
대통령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면담 및 공식 

사과

18 2019.2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1차 개정법안 시행

19 2020.9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2차 개정법안 시행

<표 6> 주요 사건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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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지식의 사회적 구성과 지식 정치

이 연구는 지식사회학(Sociology of Knowledge), 환경사회학

(Environmental Sociology), 과학기술학(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분

야에서 지식과 사회, 지식과 정치 사이의 관계에 관해 축적된 연구와 이

론적 자원을 활용한다. 이 연구들은 ‘지식’을 객관적이고 고정불변인 것

으로 보지 않으며, 지식이 사회와 상호작용하며 새롭게 구성되고 변할 

수 있다고 간주한다. 지식은 특정 사회와 문화 속에서 다른 방식으로 구

성되고 생산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치적(political)이다. 지식이 생산되

고 활용, 분배되는 과정에서의 정치성에 주목하는 것은 현대 사회의 한 

특징인 지식 사회(knowledge societies)를 이해하는 유용한 틀로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틀을 선행연구에서는 ‘지식 정치(the Politics of 

Knowledge)’로 정의한다(Rubio and Baert, 2012).

환경사회학 분야에서는 환경, 환경문제와 관련된 정치, 환경문제 해결

을 위한 정책 실행과 의사결정에서 지식의 역할에 주목해 왔다. 환경문

제 발생의 확인,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정책 실행 과정에서 전문

가, 시민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생산한 지식은 갈등과 경합을 통해 반영

된다. 환경 지식의 정치에 관한 연구는 환경, 자연, 피해와 책임 등에 관

한 인식이 변하며 지식이 제도, 사회운동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해 왔다(Carter, 2018; Turnhout, 2018; Legun et al., 

2020).

지식의 사회적 구성에 관한 연구는 많은 부분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지식을 다룬다. 과학기술학 연구들은 과학 지식의 정치성, 과학기술과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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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과학기술과 사회운동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며 과학기술 지식이 

정치, 정책, 사회운동과 상호작용하며 생산되고 분배되는 과정을 분석했

다. 이 연구들은 인식문화(epistemic cultures), 물질문화(material cultures), 

실행(practices) 등이 과학 지식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Rubio 

and Baert, 2012). 

데이비드 헤스(David Hess), 스콧 프리켈(Scott Frickel)을 비롯한 일군

의 과학기술학 학자들은 지식의 사회적 구성, 지식 정치에 관한 관심을 

‘신정치사회학(NPSS, The New Political Sociology of Science)’적 접근으로 

정의했다. 이들은 “왜 어떤 지식은 생산되지 않는가, 또는 왜 어떤 집단

은 유용한 지식을 바로 얻을 수 없는가?”라는 지식 정치 측면의 문제의

식에서 출발해 사회학과 과학기술학 분야 연구에서 과학정책과 실천, 그 

이면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적, 경제적 의사결정과 과학의 생태적, 사회적 

영향들을 융합시키려고 시도했다(프리켈·무어, 2013). 이 과정에서 이들

은 지식 생산과 관련된 권력 문제에 관심을 기울였다. 과학기술학의 주

요 과제가 지식의 생산과 확산 과정에 영향을 끼치는 권력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권력 문제는 제도와 연결망과도 관련이 

있고, 권력, 제도, 연결망에 따른 지식 생산 또는 지식이 생산되지 않음

은 “수행되지 않은 과학(undone science)”이라는 개념으로도 설명할 수 있

다(헤스, 2020). 수행되지 않은 과학이란, 지배 권력과 이해관계로 인해 

연구, 개발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운동과 시민사회 영역에서 유용

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의 과학지식이 생산되지 않는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개념이다(헤스, 2020; 한재각·장영배, 2009).

지식 생산 과정에서의 권력, 정치, 이해관계의 영향과 상호작용에 대

한 관심은 지식을 둘러싼 정치, 지식과 정치와의 관계와 연결되어 있다. 

지식과 사회, 지식과 정치 사이의 관계에 대한 관심은 신정치사회학에서 

제시한 질문과 같이 어떤 지식을 더 믿을 만한 지식으로 볼 수 있는지, 

그 과정에서 서로 다른 견해 사이에서 작동하는 권력과 정치의 양상은 

무엇인지에 관한 질문을 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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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영(2012)은 지식 정치를 “지식의 생성, 적용, 해석이 정치, 경제, 

법의 영역과 연결되면서 특정 사회문제의 구성과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지식 정치에서 ‘정치’는 정당, 선거 등의 일

상생활의 정치나 국회와 같은 제도 정치만이 아니라 더 넓은 의미의 행

위와 영역이다. 지식 정치라는 개념은 전술했듯 지식과 정치가 분리되지 

않음을 기본 가정으로 하며, 지식과 사회, 지식과 사회운동 그리고 정치

가 공동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점을 보이고자 하는 시도이다. 과학기술

지식이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라는 이해에 동의하지 않고, 지식이 사회정

치적 과정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과학지식의 불확실

성이 높은 사회갈등 사례에서 과학적 지식에 의한 판단은 정치와 정책적 

판단과 연관되어 있다(김종영, 2012). 

이 연구에서는 지식 정치를 “가습기살균제와 피해에 관한 지식을 둘

러싼 다양한 이해 집단 사이의 갈등과 경합, 합의와 조정 과정에서의 동

학(dynamics)”으로 정의한다. 지식의 사회적 구성, 지식 정치에 관한 선행

연구의 관점을 바탕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에서 피해 판정 기준이라는 

지식의 생산, 사용과 확산 과정을 둘러싼 사회정치적 동학을 지식 정치

라는 틀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지식 정치를 가습기살균제 

참사에서 건강 피해를 둘러싼 지식 생산의 통제와 관리, 지식과 정치 사

이의 상호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개념으로 이해하고 정의한다. 이 연구는 

지식 정치의 틀로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와 관련된 지식의 생산, 활용, 

확산 과정과 이 과정에서 나타난 이해집단 내외부의 동학과 정치를 분석

한다. 

이 연구에서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는 지식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관한 지식 중에서도 피해 판정 기준의 생성, 사용, 확산과 관련된 지식이

다. 구체적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된 지식과 기준 생산 과정에서 

나타난 경합과 이 과정에 영향을 끼친 요소, 지식의 사용 즉 피해에 관

한 지식이 정책적 실행이나 의사 결정에 활용되는 과정에서의 경합, 지

식이 확산되며 사회운동, 정치, 전문가 집단과 충돌하며 발생하는 갈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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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조정 과정에 주목했다. 이러한 분석은 선행연구들의 관점과 마찬가

지로 지식이 객관적이고 불변하는 채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이한 사회 

세계 속에서 구성된다는 지식의 사회적 구성을 전제로 한다. 

지식 정치를 분석틀로 활용한 국내 사례 연구들은 주로 지식 정치 개

념을 활용해 지식 생산과 사회운동의 결합을 보여주었다(김종영, 2017; 

강연실, 2018). 삼성 백혈병, 석면 운동과 같은 사회갈등 사례에서 지식

을 둘러싼 갈등과 경합, 타협의 과정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 중 사회운동

의 영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지식생

산주체에 따라 지배지식동맹과 시민지식동맹 사이의 대립과 경합이 발생

한 양상을 분석했다(김종영·김희윤, 2013; 김종영, 2017). 여기서 지배지

식동맹이란 확고한 제도적 기반과 풍부한 자원, 인력을 가지고 있는 정

부나 기업 측 전문가와 관련 세력들이다. 지배지식동맹에 대항하는 시민

지식동맹은 시민, 지배세력에 대항한다는 뜻의 대항전문가 집단으로 구

성되어 있다. 시민지식동맹은 지배지식동맹에 비해 활용할 수 있는 자원

이 빈약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지식동맹은 사회운동

을 형성해 지배지식동맹에 대항한다. 이 운동은 지식과 정치, 운동과 일

상, 시민과 전문가, 로컬(local)과 내셔널(national), 글로벌(global)의 경계를 

넘나드는 탈-경계운동(trans-boundary movement)의 양상을 보인다(김종영, 

2017). 대항전문가들이 생산하는 대항 지식은 전문가 집단의 평가를 거

치거나, 제3의 행위자 혹은 기관에 의해서 판정 받거나 정책적 의제 선

정 및 자원동원을 통해 권력을 획득해 지배지식동맹이 생산한 지식에 대

항할 수 있다(강연실, 2018). 

이 연구에서도 국내 사례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사회운동과 지식 사이

의 관계와 상호작용 양상을 분석한다. 여기에 더해 이 연구에서는 사회

운동과 지식 사이의 상호작용뿐 아니라 더 폭넓게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

해 지식의 생산, 사용, 확산 과정에 영향을 끼치는 영향 요인을 두루 살

펴보고자 한다. 즉 지식 생산 집단 내부의 미시적 동학, 전문가들의 인식 

변화, 정부와 국회의 입장과 역할, 정치적 기회구조의 영향까지 분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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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사회갈등에서 어떤 지식을 더 믿을 만한 지식으로 여길 것인가 하는 

문제는 지식 정치뿐 아니라 ‘전문성의 정치(the politics of expertise)’라는 

개념을 통해서도 많이 설명되어 왔다. 전문성의 정치는 주로 과학기술논

쟁에서 전문가, 시민 참여와 이들의 전문성에 대한 연구와 관련이 있다. 

전문성의 정치는 과학기술 관리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전문가 의사 결정

과 그 내부의 동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자세히 분석하기 위해 제

안된 개념이다(Fischer, 1990). 전문가들이 참여한 사회 논쟁에서 어떤 집

단의 전문성과 지식을 사회적으로 가치 있고 믿을 만하다고 여길 수 있

는지를 둘러싸고 형성되는 갈등과 경합 과정을 뜻하기도 한다(이영희, 

2012: 15). 

과학기술논쟁에 누가 참여할 것인가하는 문제는 과학기술학이 오랫동

안 천착해 온 문제다. 사회구성주의(social constructivism) 이론이 만들어

지고 많은 분석이 이루어지던 시기에 제롬 라베츠(Ravetz)는 과학의 사회

적 문제를 중심으로 과학과 사회의 관계에 대해 연구했고, 과학 지식이 

가진 불확실성과 여기서 파생된 사회갈등을 둘러싼 문제를 제기했다. 

1960년대 이후 등장한 사회구성주의 과학기술학은 ‘과학 지식이 사회

적으로 구성되었다’고 주장하며, 과학을 특정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

루어지는 인간의 지식 생산 활동이라고 보았다. 이전까지 과학 지식이 

본질적이고 객관적인 성격이 있다고 여겨졌던 것과 달리 사회구성주의에

서는 객관성의 기준 또한 사회적, 역사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사

회구성주의는 과학 지식의 구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과학 이론뿐 아니

라 과학자의 실제 실행을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에 학자들의 분석 

영역이 과학에서의 실험, 기구, 실험실로까지 확장되었다(홍성욱, 2014).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한 논의는 1990년대에 이르러 펀토위츠

(Funtowicz), 와인버그(Weinberg)와 같은 학자에 의해 과학기술학에서 핵

심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했다. 1980년대부터 과학기술로 인한 환경 파

괴, 질병, 대형 참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전문가들이 과학기술을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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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는 과학 활동과 관련 논쟁에 전문가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이

해당사자(stakeholder)가 함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과학기술학에서 중요

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사회구성주의가 주목한 과학 지식의 권위, 객관성

과 라베츠, 펀토위츠 등에 의해 제기된 불확실성과 탈정상과학

(post-normal science)에 대한 문제는 과학자의 전문성(expertise), 과학자 공

동체 그리고 시민 참여에 대한 논의로 연결되었다(Funtowicz and Ravetz, 

1994; 현재환·홍성욱, 2012). 

과학기술과 그 불확실성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참

여를 확장해야 한다는 논의를 펼친 학자들은 시민(비전문가, 일반인)의 

지식(lay knowledge), 시민의 전문성(lay expertise)을 주장했다. 컴브리아 

지역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목양농과 과학자들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윈(Wynne)의 분석과 에이즈 신약 개발 과정에서 임상시험 절차 개선을 

이끌어낸 에이즈 활동가들에 대한 엡스틴(Epstein)의 분석은 과학 활동에 

시민이 참여한 대표적인 사례다. 이 두 사례는 과학 활동이 지닌 전문성

이 무엇인지, 일반 시민도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지, 시민의 참여가 과학 

지식에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함의를 

제시했다. 윈과 엡스틴은 사례 분석을 통해 일반 시민 또한 과학 지식의 

구성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과학자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시민의 ‘비전문적 전문성’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Wynne, 1989; 

1996; Epstein, 1995). 김종영(2017)은 한국 사회에서 시민지식동맹의 등장

과 부상을 분석하며 사회갈등과 과학기술논쟁에서 시민 참여의 효과와 

기여를 ‘지민(知民)’의 탄생으로 설명하기도 했다(김종영, 2017). 

이러한 ‘참여적 전환(participatory turn)’ 논의에는 앞서 살펴본 윈과 엡

스틴뿐 아니라 여러 과학기술학자들의 상이한 입장이 존재한다. 참여적 

전환에 대한 논의는 위험 평가와 시민의 지식과 참여의 정도에 대한 인

식 차이뿐 아니라, 전문가의 범위와 전문성에 대한 논의를 포함한다. 과

학기술 논쟁에서 전문가의 참여와 전문성에 대해 콜린스(Collins)와 에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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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Evans)는 ‘선택적 모더니즘(elective modernism)’을 통해 설명한다. 과학

기술을 둘러싼 논쟁은 정치적 국면과 기술적 국면에 대한 논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선택적 모더니즘은 기술적 국면에서의 전문가 참여와 민주적 

제도 설계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콜린스·에번스, 2018). 콜린스와 에번

스는 기술 논쟁에 누가 참여해야 하는가에 관한 논의가 기술적 논쟁에 

전문가만이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광범위한 시민 참여를 주장하는 

흐름으로 변했었고 그 이후에는 누가 논쟁에 참여해야 하는지를 선별하

게 되었다고 보았다(Collins and Evans, 2002). 이들은 전문성이 연관된 공

동체 내에서 장기간에 걸친 상호작용을 통해 획득된다고 보았고, 전문가

의 종류를 기여 전문가, 상호작용 전문가로 구분하며 이들이 기여 전문

성과 상호작용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에번스·콜린스, 2021). 

이 연구에서는 과학기술논쟁에서 전문가와 시민참여의 범위가 어디까

지인가, 전문가와 시민의 전문성이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범주화할 수 

있는가를 고찰하지는 않는다. 그보다는 전문성의 정치와 전문성과 시민 

참여에 관한 선행연구의 통찰을 활용해 건강 피해 판정 기준의 형성, 재

구성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생산한 지식의 역할을 분석하고 그 변화 과정

을 살펴본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전문가들의 전문성 그 자체보다도 지식 

정치에 대한 분석에서 전문가들의 경합과 갈등을 포함해 분석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 전문성의 정치가 아닌 지식 정치를 핵심 개념으로 사용

하고자 하는 까닭은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둘러싼 사회갈등에서 핵심 대

립 지점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지식이 만들어지고 변해 온 과정 

속에 있었기 때문이다. 전문가가 어떤 동맹에 복무하는가, 지배지식동맹

을 따르는가 시민지식동맹에 속해있는가 하는 것보다도 지식의 생산, 활

용, 확산 과정에서의 동학이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 과정과 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이다. 전문성을 둘러싼 각축과 대립을 전문성의 

정치, 지식을 둘러싼 경합을 지식 정치로 분리해 정의할 수도 있겠지만, 

이 연구에서 전문가들의 전문성 그 자체에 대한 논의를 중심 내용으로 

다루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의 대립도 지식 정치 개념을 통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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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할 것이다. 즉 이 연구에서는 지식 정치 개념을 전문성의 정치를 포함

하는 개념으로 본다는 것이다. 지식은 전문가에 의해서도 생산되지만, 시

민이나 피해자, 정부, 국회 등 다양한 행위자들에 의해서 생산, 활용되고 

논의될 수 있다(김지원·김종영, 2013). 가습기살균제 참사에서 전문가들

의 참여 양상과 경합을 분석한 연구들도 전문성의 정치 개념을 활용했는

데(임기홍, 2020; 2021; 박진영·구도완, 2020),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서 분석한 전문성의 정치를 토대로 건강 피해 판정 기준을 둘러싼 갈등

과 경합을 지식 정치 틀로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한다. 

지식의 생산, 활용, 확산 과정에서의 갈등과 경합에 대해 분석하기 위

해 이 연구는 정치적 기회구조에 대해서도 분석한다. 10여 년의 기간 동

안 정치적 기회구조의 변화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둘러싼 사회운동의 

변화에도 영향을 끼쳤고, 전문가들의 연구 활동, 각종 제도와 법의 변화

에도 영향을 끼쳤다. 지식 정치를 지배지식동맹과 시민지식동맹의 대립, 

사회운동과 지식 사이의 상호작용을 보는 틀을 넘어 가습기살균제 참사

라는 사례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관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운동, 정치, 

지식의 상호작용과 경합을 두루 살펴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

서는 정치적 기회구조의 변화도 분석한다. 

지식 정치를 분석한 국내 사례 연구가 주로 정부-전문가를 지배엘리

트 연합으로 이해했지만, 가습기살균제 참사 사례에서는 정부-전문가 사

이의 관계에서도 다양한 변화가 있었다. 이 연구는 지식 생산에서 사회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한 선행연구에 기대면서,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사

례로 지식 정치의 또 다른 측면을 분석하고 과학과 정책 사이의 동학도 

살펴보고자 하기 때문에 정치적 기회구조를 분석 자원으로 활용하고 사

회갈등에서 지식 정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시도한다. 

사회갈등과 운동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사회운동이론에서 자원동원론

(resource mobilization theory)과 정치적 기회구조론(theory of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등의 개념을 사용해 왔다. 자원동원론의 분석 초점

은 운동 주체가 운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조직적으로 동원해야 할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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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이 무엇인지 나아가 이를 어떻게 동원할 수 있는가에 맞춰져 

있다(최현·김지영, 2007). 이러한 이론에 의하면 사회갈등 사례에서 운동

조직의 자원 동원 활동과 정치적 기회구조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사회 구조 변화와 행위의 동학을 이해할 수 있다(McCarthy and Zald, 

1977; Kitschelt, 1986). 

정치적 기회구조론은 운동의 자원에만 초점을 맞춘 자원동원론의 한

계를 비판하며 등장했다. 이 이론은 자원뿐만 아니라 사회운동 분석에 

있어 정치적 맥락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즉 운동 

주체는 운동 목표의 달성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자원만이 아니라 객관

적인 정치적 기회 구조에 영향을 받는다. 이 두 이론을 종합한 이론은 

정치과정론이다. 

정치적 기회구조는 주로 정권의 위기로 열린 정치 공간으로 정의되는

데, 이러한 정치적 기회구조를 규정하는 중요 요소로는 정치적 제도의 

개방성, 엘리트 내부의 균열, 엘리트 내부에 존재하는 동맹세력, 물리력

을 포함한 정권의 능력 등이 있다(최현·김지영, 2007). 정치적 기회구조는 

그 의미의 모호성에 대한 비판도 있는데(최현·김지영, 2007; 홍덕화, 

2016), 그럼에도 이 개념은 제도정치 관계 속에서 사회운동 발생을 이해

하려는 시도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최종숙, 2018). 

최종숙(2018)은 맥아담(McAdam)이 정의한 정치적 기회구조의 네 가지 

요소를 활용해 6월 항쟁과 촛불항쟁을 분석하는데, 네 요소는 “제도화된 

정치체제의 상대적인 개방성/폐쇄성”, “엘리트 지형(alignment)의 상대적

인 안정성/불안정성”, “사회운동이 활용할 수 있는 엘리트 동맹세력의 존

재/부재”, “국가의 위협”이다(최종숙, 2018).18) 

네 요소는 다음과 같이 구체화되었다. 첫째, 정치체제의 개방성/폐쇄성

은 정치체제의 성격으로 분석한다. 둘째, 엘리트 지형의 안정성/불안정성

18) 최종숙에 따르면 맥아담은 ‘국가의 억압’을 네 번째 요소로 정의했으나, 억

압 개념이 포괄하지 못하는 조치도 있기 때문에 국가의 위협 또는 지원 개

념으로 정의해 사례를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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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의회의 정당별 의석분포, 선거시기 유무로 해석한다. 셋째, 엘리트 동

맹세력의 존재/부재는 사회운동 친화적 원내정당의 존재로 본다. 넷째, 

국가로부터의 위협은 대통령의 억압조치, 부정부패, 도덕적 타락 등으로 

본다(최종숙, 2018). 

이 연구에서는 “사회운동의 발생과 전개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운

동을 둘러싼 외부의 환경적 요소”(최종숙, 2018)와 같이 포괄적인 의미로 

정치적 기회구조를 정의하고 그 정치적 기회구조의 변화가 피해 판정 기

준의 형성, 재구성 과정에 끼친 영향을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맥아담

의 연구를 바탕으로 최종숙이 제안한 네 가지 요소를 분석하는데, 구체

적인 분석 요소에서는 차이를 두고자 한다. 세 번째 요소인 엘리트 동맹

세력의 존재/부재에서는 원내정당의 역할도 보지만, 전문가들의 활동을 

함께 보고자 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에서 원내정당이나 국회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지식 생산 과정에 참여한 전문가의 활동도 

분석하기 때문에 이를 포함해 살펴볼 것이다. 네 번째 요소인 국가로부

터의 위협에서는 대통령과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인식과 해

결 의지 등을 볼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정치적 기회구조가 무엇인지, 그 개념의 유용성이 무엇

이며 이 요소들이 적확한 설명력을 가지는지 논하기보다는, 가습기살균

제 건강 피해 판정 기준을 둘러싼 지식 정치를 설명할 때, 경합과 갈등

에 영향을 끼친 요소를 파악하기 위한 개념으로 정치적 기회구조를 사용

한다. 분석 요소를 다시 정리하면, 첫째, 정치체제의 개방성/폐쇄성은 정

치체제의 성격으로, 둘째, 엘리트 지형의 안정성/불안정성은 의회의 정당

별 의석분포, 선거시기 유무로, 셋째, 엘리트 동맹세력의 존재/부재는 사

회운동 친화적 원내정당의 존재에 더해 전문가들의 활동과 역할까지, 넷

째, 국가로부터의 위협은 대통령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인식과 해

결 의지이다. 이철재와 구도완(2020)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서 시민사회

의 대응 활동과 정치적 기회구조의 변화를 분석했다. 이 연구에서는 정

치적 기회구조의 변화가 시민사회와 사회운동의 변화뿐 아니라 피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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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피해 인정 과정과 관련된 전문가의 연구 활동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

었음을 보이기 위해 정치적 기회구조 개념과 분석요소를 활용한다. 즉 

이 연구에서는 이철재와 구도완의 연구를 토대로 하여 더 깊이 있는 분

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정리하자면 이 연구는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 판정 기준을 둘러싼 

갈등과 경합, 협상과 조정의 과정을 지식 정치의 관점에서 보고 가습기

살균제 참사 사례를 분석한다. 지식의 생산, 사용, 확산 과정에서의 정치 

동학을 보기 위해 사회운동의 영향뿐 아니라 정부, 국회의 역할과 영향

까지 검토하기 위해 정치적 기회구조의 분석 요소도 활용한다. 지식의 

각축 과정에서는 전문가들의 갈등과 경합도 발생하는데, 이 연구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갈등에서 전문성을 둘러싼 각축보다도 지식을 둘러싼 

각축이 핵심이라 보았기 때문에 전문성의 정치라는 개념보다도 지식 정

치를 활용한다.  

제 2 절 정책과 과학의 동학: 인식공동체와 규제과학을 

중심으로

과학기술학에서는 과학기술 거버넌스(Governance) 관점에서 과학기술

과 정치권력, 과학기술과 제도, 정책 사이의 상호관계를 탐구했다. 이러

한 관점은 지식 정치와 마찬가지로 과학과 사회가 공동구성된다는 사회

구성주의 과학기술학 연구의 연장선에 위치한다(어윈, 2021). 과학 지식

의 구성 과정에 대한 탐구는 과학과 정치, 과학과 정책 사이의 관계, 과

학기술과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되었고 과학기술학 연구들은 이 

분야에서 많은 연구결과물을 생산했다. 이 절에서는 정책과 과학 사이의 

관계에 관한 연구 중 전문가 참여와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해 생산된 새

로운 종류의 과학 지식에 대한 이론을 정리한다. 

정책과 규제(regulation) 결정 과정에서 지식은 과학자, 관료, 정치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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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집단에 의해 생산되고 재구성되고 이 과정에서 정책과 과학 사이의 

경계가 설정되고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다(Jasanoff, 1987). 정책과 관련된 

과학은 누구에 의해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며, 이것은 누구에 의해 결정

되어야 하는가? 전문가들이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가?

전문가들의 정책 결정 과정 참여는 ‘과학 자문(scientific advice)’ 과정

으로도 불린다. 과학 전문가들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관료들의 결정을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지식을 제공했고, 선행연구들은 이 과정에서 정책 

결정의 무대(stage) 뒤의 협상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협의

는 정치문화에 따라 상이한 모습을 나타냈음을 보였다(Hilgartner, 2000; 

하대청, 2015). 

하대청(2015)은 2008년 광우병 논쟁과 관련된 미 쇠고기 수입 위생 조

건 결정에서 있었던 과학 자문의 구체적 실행을 분석해 과학과 정치의 

경계가 구분된 과정을 추적했다. 이 연구는 전문가 회의에서 전문가들의 

위험평가가 진행된 과정, 과학적 해석과 추론만으로 결론 내리기 어려운 

경우 사용된 기준과 맥락, 이해관계자들의 정책 협의 과정 참여를 분석

했다. 이를 통해 저자는 과학과 정치를 대립시키면서 비판하기보다는 과

학 자문의 정치문화를 분석하고 드러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이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이중의 위임으로도 설명되어 

왔다(Guston, 2000; 김종영, 2012; 박희제 외, 2014). 이중의 위임이란 정

치엘리트와 지식엘리트에게 정치권력의 위임과 지식권력의 위임이 부여

된다는 것이다(Guston, 2000; 김종영, 2012; 2017). 시민들이 무지한 분야

에 대해 전문가들을 믿고 따르며 위임하고 정치적 결정에 대해서도 정치

인들에게 위임을 하게 된다. 시민과 전문가의 관계는 위임의 관계이며 

이러한 설명은 주로 위임자-대리인 이론(principal-agent theory)19)에 의해 

19) Principal-agent theory는 연구자에 따라 주인-대리인 이론으로 번역하거나 위

임자-대리인 이론으로 번역하는데, 이 연구에서는 위임자-대리인 이론이 위

임이 문제를 더 잘 설명해 준다고 판단해 위임자-대리인 이론으로 사용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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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되어 왔다. 지식 정치에서는 시민-전문가뿐 아니라 시민-정부, 정부-

전문가 관계에서도 위임자-대리인 관계가 중첩되어 있고 위임이 발생한

다. 

거스턴(Guston)은 과학정책에서의 위임자-대리인 이론을 검토했다. 그

의 논의는 과학정책에 한정해서 이루어지지만, 환경정책뿐 아니라 대부

분의 정책에서 과학적 증거와 지식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그의 논의를 

이 연구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거스턴은 과학정책의 문제는 위

임의 문제이며, 위임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는 이들과 관리하는 이들 사

이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과학자들이 대리인으로 임

명된다고 해서 과학의 역할이 정부와 기업에 종속되는 것은 아니며 공정

성과 효율성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Guston, 1996; 거스턴, 

2015). 

정부가 전문가에게 위임을 해 정책 결정에 필요한 지식을 생산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 대한 분석들은(Cozzens and Woodhouse, 1995) 

정부의 권위와 과학 지식 사이의 상호 영향, 지식 정치를 분석하기도 했

다. 다음 절에서 살펴볼 과학과 정책 사이의 관계, 과학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들이 정부와 전문가 사이의 연구들 또한 지식 정치와 관련이 있다.

이 연구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둘러싼 갈등에서 전문가들의 참여와 

지식 생산 과정도 검토하는데, 이것은 과학 자문, 이중의 위임 문제를 다

룬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연구에서는 이 개념들을 활용하기보다

는 이 개념들에서 제기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에서의 

지식 정치를 분석하고자 한다. 

전문가들의 정책 참여와 관련해서는 전문가들의 집단적 참여를 어떻

게 개념화하고 분석해 볼 것인가 하는 문제도 논의되어 왔다. 경계 조직

(boundary organization)이라는 개념이 그 중 하나이다. 과학과 정책 사이

의 경계 조정에 관한 논의에서 주로 경계 조직의 기능과 역할이 다루어

져 왔다. 거스턴은 경계 조직이라는 개념으로 정책과 과학 사이의 상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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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을 설명했다. 경계 조직은 정책과 과학의 경계면에 존재하며 두 분

야의 상호작용을 도와주는 기능을 하는 조직으로 이 조직에서 정책 결정

자와 과학자들의 협동이 발생하며 이 조직을 통해 과학의 경계는 안정화

될 수 있다(Guston, 1999; 2000). 과학자문 기구, 기술관료가 포함되거나 

정책과 과학 사이의 경계 조정이 일어나는 정부 조직이 경계 조직에 포

함되며, 연구자에 따라 미국의 EPA, IPCC 등의 기관과 조직도 경계 조

직으로 분류한다(Turnhout et al., 2019). 경계 조직 안에서 과학자와 정책

결정자를 비롯한 다양한 행위자들은 각 영역에서의 의사결정 방법과 근

거를 상대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조정 작업을 수행하고, 이 과정에서 개

념, 방법론, 도구와 같은 경계물이 생산되고 이용되기도 한다. 

장하원(2009)은 새집증후군에 대한 피해 배상 판결 사례에서 환경분쟁

조정위원회의 역할에 주목했다. 위원회의 판결로 새집증후군에 대한 지

식과 정책이 변하게 되었는데, 분쟁해결 과정에서 위원회는 경계 조직으

로 기능하면서 과학과 정책의 경계를 안정화하면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다. 

튀른하우트 외(Turnhout et al., 2019)는 환경정책 의사 결정에서의 과

학 전문가의 참여 활동을 6가지로 구분하고, 각 과정에서 과학-정책의 

경계가 구성되고 협상된다고 보았다. 6가지 활동은 연구와 분석(research 

and analyse), 설계와 추천(design and recommend), 전략적 자문 제공(offer 

strategic advice), 중재(mediate), 민주화(democratise), 가치와 주장의 명료화

(clarify values and arguments)이다. 

이 연구에서는 전문가들의 정책 결정 과정 참여를 정치학자 피터 하

스(Peter M. Hass)가 제안한 ‘인식공동체(epistemic communities)’ 개념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인식공동체란, 특정 영역에서 전문성과 능력을 인

정받고 특정 영역 내에서 정책 관련 지식에 대한 권위 있는 주장을 하는 

전문가 망(네트워크)이다(Haas, 1992). 하스는 인식공동체가 네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첫째, 인식공동체 안에서는 규범적, 원칙적 

신념을 공유하고 이것은 공동체 구성원의 사회적 행동에 대해 가치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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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를 제공한다. 둘째, 공유된 인과 신념(beliefs)을 가진다. 이 신념은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관행과 관련되며, 가능한 정책 조치와 결과 사이

의 연결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다. 셋째, 타당성(validity)에 대해 공유된 

개념을 가진다. 이 개념은 전문 분야에서 지식을 평가하고 검증하기 위

해 내부적으로 정의된 상호주관적 기준이다. 넷째, 공통된 정책 의제

(policy enterprise)이다. 결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한 사회의 복지가 향

상될 것이라는 관행과 관련이 있다(Haas, 1992; 김서용, 2004). 

이 연구에서 전문가들의 정책 참여를 거스턴이 제안한 경계 조직이 

아닌 인식공동체를 활용해 분석하는 까닭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대응 과

정에서 전문가들의 참여가 어떤 조직 안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

이다. 하스의 인식공동체는 전문가의 네트워크를 제안했는데, 가습기살균

제 참사와 관련해 참여한 전문가들은 경계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 

구성 위원회(폐손상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피해조사판정위원회 등)에도 

참여했지만, 위원회뿐 아니라 학회, 연구 활동을 통해 네트워크를 구성하

고 활동했다. 또한, 경계 조직의 큰 특징은 과학과 정책의 경계에서 두 

경계면을 안정화시킨다는 것인데, 가습기살균제 참사에서 전문가들이 참

여한 위원회가 생산한 피해 판정 기준은 정책과 과학의 경계를 안정화시

키기보다는 갈등과 경합을 유발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전문가들의 

활동을 경계 조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인식공동체 개념을 활용해 분석한

다. 

즉 이 연구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발생 이후 피해 판정 기준과 관

련된 전문가들의 활동을 인식공동체 구성 과정으로 보고, 피해 판정 기

준이 변해가며 발생한 인식공동체 내부의 경합과 갈등을 분석하고자 한

다. 정책 의제 변화에 따라 인식공동체 내의 동학도 변하는데 앞절에서 

지적했듯, 정치적 기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전문가들의 활동 변화를 인식

공동체 개념을 활용해 설명할 것이다. 

하스가 지적했듯, 인식공동체 논의는 주로 과학자 집단 내부의 갈등과 

동학에 대한 연구에서 많이 나왔는데(Haas, 1992) 이 연구에서는 과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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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내부의 정치도 보지만, 정책과의 상호작용도 분석한다. 이 연구에서

는 과학공동체 내의 규범구조나 인식 문화 등을 분석하지는 않으며

(Cetina, 1999), 정치, 정책과 전문가들의 인식 변화와 지식 생산 사이의 

상호작용을 살펴본다. 

전문가들의 인식론 차이는 분과 전통, 관찰, 실험 자료에 대한 해석 

차이 등으로 발생할 수 있다. 머피(Murphy)는 미국에서 새집증후군(sick 

building syndrome)이 건물 노동자들의 운동을 통해 제기된 맥락을 분석

하면서, 노동자들의 여성주의 운동과 EPA 과학자들의 노력으로 이전까

지 가시성을 띄지 못한 새집증후군이 새롭게 규정될 수 있음을 보였다

(Murphy, 2004; 2006). 인식론적 전통, 제도, 사회의 인식은 새롭게 포착

되는 질병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인식불가능성의 레짐(the regime of 

imperceptibility)”을 구성하는데, 노동자들의 운동이 이 비가시적인 영역을 

변화시켜 새집증후군이 새롭게 정의되고 가시화되었다는 것이다(Murphy, 

2006; 장하원, 2009; 황교련, 2021). 황교련(2021)은 원진레이온 직업병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전문사들 사이의 과학적 삶과 직업적 미덕에 대한 

차이가 서로 다른 입장을 만들고 논쟁을 이끌었음을 보였다. 학술의사와 

의사-운동가로 구분되는 전문가들은 조직검사와 인정기준에 대한 상이한 

인식을 나타냈고, 이런 인식이 조정되고 안정화되면서 한국에서 산업의

학 분과가 형성되었음을 보였다.20)

이 연구에서는 정책과 과학의 동학에서 전문가들의 참여를 인식공동

체라는 개념을 활용해 분석하는 동시에, 전문가들의 참여로 생산된 지식

의 성격과 특징을 규제과학(regulatory science) 개념을 활용해 분석할 것

20) 의사-운동가와 같은 분류는 미국 환경정의 운동(Environmental Justice 

Movement)에서 전문가 참여에 관한 연구들에서 전문가의 참여 유형을 구

분하는 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문가들의 참여 유형에는 환경적 경계 

조직(Environmental boundary organizations), 전문 과학 단체(Scientific 

associations), 공익과학단체(Public interest science organizations, PISO), 풀뿌

리운동 지원 단체(Grassroots support organizations)가 있다(Fricke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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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환경, 의료 분야에서 널리 쓰이는 규제과학은 정책과 과학의 상호

작용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전통적인 과학-정책 관계 모델에서는 정책

과 과학의 영역이 분리되어 있고, 독립된 과학 공동체가 정책을 위한 과

학적 사실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규제과학은 규제

에 관한 지식을 생산하기 위한 과학으로 정책과 과학 모두에 맞닿아 있

는 과학이다. 과학-정책의 관계에 관한 규제과학 모형에서는 정책을 위

한 과학 지식을 요구하는 정부와 과학자가 독립된 영역에 있지 않고 규

제과학이라는 혼종적(hybrid) 영역에 존재한다(현재환, 2016).

자사노프(Jasanoff)는 규제과학의 성격을 드러내기 위해 학술과학

(academic science 또는 research science)이 무엇인지 규정했다(Jasanoff, 

1990). 학술과학은 주로 대학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며 자연 세계에 대한 

이해와 지식의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반면 규제과학은 규제를 위해 필

요한 정보를 생산하거나 정책 결정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따라서 규제

과학은 순수한 학문 지향적인 학술과학과 다르게 정치적 요소가 결합한 

비과학이라 여겨질 수도 있는데, 일련의 과학기술학 연구에서는 규제과

학을 우리 시대의 산물인 독특한 종류의 과학으로 간주한다(현재환, 

2016).

학술과학과 규제과학 비교는 <표 7>과 같다. 이 표는 자사노프(1990: 

80)의 표와 이를 변형한 스트라스하임(Strassheim)과 케투넨(Kettunen)의 

표(2014)를 참고해 연구자가 정리한 것이다.

규제과학 학술과학
개시자(initiators) 정부 과학자

제도와 기관
정부 부설 연구소, 규

제기관과 자문 위원들
주로 대학 실험실

연구 목적
규제와 관련된 지식을 

생산

독창적이고 중요한 지

식 생산

동기(motivation)와 - 정책 중심 - 호기심 중심

<표 7> 규제과학과 학술과학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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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과학에 관한 연구에서 강조되어 온 점은 국가별로 서로 다른 규

제 스타일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에 대한 이해와 비교가 중요하다는 점

이다. 1970년대 이후 미국에 설치된 다양한 규제기관 사례를 보면, 아질

산염, 제초제의 규제 수립 과정에서 이해관계 충돌이 있을 때 특히 과학 

근거의 충돌이 발생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정부의 공중보건과 환경 보

호 책임이 증대되며, 더 많은 과학 연구가 수행되었고 정부는 이에 기반

한 정책 결정을 시도했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에 맞닥뜨리

는 경우가 많았다. 전문가들은 이 과정에서 정부의 의사결정자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생산되는 규제과학은 동료 심사보다는 의회, 

법정 등의 요구에 답할 의무의 비중이 높으며, 정책결정의 필요성에 맞

유인요소(incentives)
(Policy-driven)

- 법적 요건 준수

(Curiosity-driven)
- 전문성 인정과 향상

연구 시간

(time frame)

대체로 짧으며, 정치적 

압력, 임박한 위험 상

황에 따라 결정됨 

연구 시간에 제한 없음

(Open-ended)

연구 청자

(audience)

정책결정자, 관련 산업, 
법원, 의회, 미디어(여
론), 소비자 등

과학 공동체(전문가 동

료 집단)

갈등 수준

(level of conflict)
이해충돌로 인해 높은 

편

낮으나 과학 공동체 안

에서 논쟁이 있을 수 

있음

성격

- 연구 결과를 꼭 학술

지에 발표하지는 않

음

- 증거의 수용 또는 배

제

- 규제와 관련된 동료 

평가, 사법적, 행정적 

이해관계자들의 정치

적 관여

- 연구 결과를 학술지

에 발표

- 증거의 수용 또는 배

제뿐 아니라 더 많은 

정보를 위한 기다림

- 공식적, 비공식적 동

료 평가(peer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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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어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는 시간 제약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된다. 규

제과학은 안정된 패러다임 내에서 수행되는 연구과학과 달리 기존 지식

의 한계에서 수행되며, 결과에 대한 평가기준이 유동적·논쟁적이며 정치

적 상황에 의해 결정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Jasanoff, 1990).

하프만(Halffman)은 미국, 영국, 네덜란드의 규제과학 문화를 비교 분

석했다. 그는 이제까지 과학기술학 연구자들이 기술관료(technocracy)를 

비판하고 참여 민주주의를 제시해온 맥락에서 기술관료와 민주주의의 대

립 시각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그는 기술관료란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구분이 정당하지 못하고, 중요한 가치가 부당하게 배제되며 특정 이익만

이 잘못 대표되는 경우를 뜻한다고 보았다. 기술관료에 대한 다양한 이

해는 민주주의에 대한 다양한 이해와 맞물려 있다. 이 연구는 이런 맥락

에서 기술관료 개념이 복수의 기술관료(technocracies)로 대체되어야 한다

고 주장한다. 결과적으로 과학기술학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기술과학(테

크노사이언스, technoscience)의 의미를 다시 질문하고, 반-기술관료

(anti-technocracy) 관점 대신 테크노사이언스의 맥락 속에서 민주주의 의

미를 성찰해야 한다고 보았다(Halffman, 2003). 이렇게 정책, 규제와 과학 

사이의 관계에 관한 과학기술 거버넌스 연구는 규제와 관련한 과학 지식 

생산과 전문가의 역할이 각 나라의 정치 문화와 역사적 맥락에 의존한다

는 점을 강조했다(Jasanoff, 1990; 2005; Halffman, 2003; 장하원, 2009; 하

대청, 2015; 현재환, 2016). 

이 연구에서는 규제과학과 국가별 규제 스타일 비교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된 과학 지식 생산 활동의 특성

을 도출하고자 한다. 박진영과 윤순진(2020)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서 전

문가들의 연구용역 활동을 분석하며, 이들의 활동과 지식 생산이 규제과

학과 학술과학 양자에 걸친 혼종성을 가지며 ‘참사 이후의 과학’을 구성

한다고 보았다. 

이 연구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된 전문가 연구 활동을 새롭게 

규명하려는 이들의 시도에 기대는 대신,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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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의 혼종성을 설명하기보다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된 지식 생산 

활동이 한국 사회에서 새로운 종류의 과학에 대한 개념화와 인식을 요청

한다고 주장한다. 

즉 환경갈등과 피해 해결과정에서는 규제과학, 학술과학이라는 구분으

로 포섭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과학-“피해자 지향 과학(victim oriented 

science)”-이라는 관점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이 과학의 특징을 가습

기살균제 사례분석을 통해 도출하고 규정한다. 이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된 지식 생산 활동과 그 지식이 정책과 맺는 관계를 볼 필요

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안은 한국 사회의 많은 환경피해와 갈등, 해

결과정을 설명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환경피해의 확인과 조사, 구제 정

책의 실행에서 과학 지식의 생산과 활용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6장 결론에서 진행한다.

제 3 절 갈등과 경합을 이해하는 틀로서 경계 만들기와 

경계지식

앞서 전문가들의 정책 결정 과정 참여와 그 과정에서의 인식론과 전

문가들이 생산한 지식의 성격에 관해 살펴보았다. 과학기술과 정책 사이

의 관계에 관한 개념화에 있어 과학기술학 연구자들은 경계 작업

(boundary work), 공동생산(co-production)과 같은 개념을 제안하고 발전시

켰다. 이러한 개념들은 “과학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의 경계와 가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즉 “과학적”인 것, “정치적”인 것

으로 구획하는 행위 자체가 과학 거버넌스의 핵심 요소라는 것이다(어

윈, 2021).

이 절에서는 정책과 지식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주목해 온 

‘경계(boundary)’와 관련된 이론적 배경을 정리하고, 경계에 관한 개념들

을 정책과 지식, 정책과 과학 사이의 경계를 이해하는 개념을 넘어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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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갈등과 경합을 이해하는 개념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경계지식(boundary knowledge)라는 개념을 제안하고 

사용한다.

경계에 관한 연구들은 과학과 정책의 경계와 그 경계에서 일어나는 

경계 작업(boundary work), 경계를 안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경계물

(boundary objects)21)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경계 작업은 정

책 구성과 실행에서 과학과 비과학 또는 과학과 정치 사이의 구획

(demarcation)이 생겨나는 과정을 일컫는다. 경계 작업은 과학과 비과학으

로 생각되는 것 사이에서 작동하며, 이 과정을 통해 과학과 정치 사이의 

관계가 조정된다(Gieryn, 1983; 1999). 공동생산은 과학지식이 정치나 관

련된 정책과 분리되지 않으며, 특정한 거버넌스의 실천, 사회기술적 상호

작용, 인지적 가정들 내에서 생산될 수 있음을 보인다(어윈, 2021). 즉 서

로 다른 정책 과정은 다른 과학적 증거와 다른 실천적 결과를 생산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스타(Star)와 그리즈머(Griesemer)가 제안한 개념인 경계물(boundary 

object)(1989)은 서로 다른 정체성을 가진 두 집단이 공통의 목적을 놓고 

상생적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물건을 뜻한다. 경계물은 다양한 사회세계

를 가로지르면서 존재하는 과학적 대상을 분석하기 위해 제안된 개념이

다(김기흥, 2018). 스타와 그리즈머가 처음 제안했던 경계물은 경계 작업

과는 관련이 없이, 오히려 굳건한 경계가 존재하는 두 집단의 경계를 깨

뜨리는 역할을 하는 사물로서 경계물을 제안한다(Star and Griesemer, 

1989). 상이한 두 집단은 주로 학문 분과의 차이를 가지며, 두 분과 사이

의 협상과 상호작용 사이에서 발생하는 물건이 경계물이라 할 수 있다. 

이 개념은 서로 다른 사회세계에 속해 있는 행위자들이 구축한 다른 영

역을 가로지르면서 영역의 맥락이 요구하는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

21) 연구자에 따라 boundary objects를 ‘경계 사물’로 번역하기도 하는데(김종영 

외, 2021), 이 연구에서는 경계물에 관한 연구가 사물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고 보고 ‘경계물’로 번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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큼 적응력이 있지만 때로는 그 대상물이 갖고 있는 공통된 정체성을 유

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건한 측면이 공존하는 상태를 개념화하기 

위해 제안되었다(김기흥, 2018). 경계물은 서로 다른 영역을 연결하고 새

로운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데 예를 들어 환경과학, 정책 분야에서 개발

된 생태 지표 등은 경계물로 작용할 수 있다(Turnhout et al., 2019).

스타와 그리즈머가 1989년 처음 경계물 개념을 제안한 후 많은 과학

기술학 연구들이 경계물 개념을 활용했다. 그러나 개념 활용 과정에서 

이들이 처음 제안한 경계물의 개념이 적확하게 사용되지는 않았다. 스타

(2010)는 경계물의 초기 세 가지 구성요소는 1) 해석적 유연성(interpretive 

flexibility), 2) 정보 및 작업 과정의 요구와 배열의 구조, 3) 개체의 덜 구

조화된 사용과 정제된 사용 사이의 동학이었으나, 경계물 개념을 사용한 

대부분의 연구가 해석적 유연성에만 초점을 맞춰 이 개념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렇듯 과학기술학 연구에서 경계물 개념은 더 이상 초기의 

개념을 유지하고 있지 않으며, 스타의 주장과 같이 경계물은 더 이상 경

계물이 아닌(“This is Not a Boundary Object”) 상태로 존재한다(Star, 

2010).

김기흥(2018)은 구제역 간이진단키트에 관한 연구에서 경계물을 경계 

만들기(boundary making)와 연결 지어 사용했다. 김기흥은 경계물을 “완

전히 표준화되지 않은 상태의, 즉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의 다양한 과학이나 기술과 연관된 행위자 공통체들 사이에서 이해관계

를 투사하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 대상(물)의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으

로 정의한다(김기흥, 2018). 각기 다른 행위자 집단은 경계물에 대해 행

위자 자신이 체화하고 구성하고 있던 사회기술적 질서와 의미를 부여해 

경계물을 구성하려고 시도한다. 이러한 시도가 경계 만들기이며, 경계 만

들기 과정에서 경계물이 구성되는 것이다. 김기흥은 2010~2011년에 발생

한 구제역과 관련된 논쟁에서 서로 다른 사회 집단이 항체·항원 간이진

단키트에 대해 상이한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했음을 경계물 개념을 사용

해 설명하고, 경계물을 포함하거나 배제하는 과정을 경계 만들기로 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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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김기흥, 2018). 

이 연구에서는 경계 만들기와 경계물을 연결 지어 사용한 김기흥의 

연구와 스타가 지적한 해석적 유연성에 초점을 맞춘 경계물 분석 연구를 

확장해, 가습기살균제 참사 사례에서는 경계 만들기 과정에서 경계지식

이 생산되었다고 주장한다. 김기흥은 경계물과 경계 만들기를 연결 지어 

경계물이 상이한 집단에서 해석적 유연성을 가지게 된 것을 효과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러한 방식의 경계물 개념 사용은 스타와 그리즈머가 사용

한 개념과는 구분된다. 스타와 그리즈머가 제안했던 경계물 개념이 상이

한 두 집단 간의 경계를 깨뜨리고 오랜 기간에 걸쳐 안정시키는 물건이

었다면, 김기흥은 경계 만들기 과정에 주목하고 경계의 안정화 과정을 

살펴보지는 않았다. 

이 연구에서는 경계물의 초기 개념과는 다른 방식으로 경계 만들기 

과정에서 생산된 지식을 바라보기 때문에, 경계물이 아닌 경계지식이라

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경계지식이란 상이한 집단에서 해석적 유연성

을 가지게 되는 지식으로 경계 만들기 과정에서 사용되거나 재구성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은 환경갈등과 해결과정에서 갈등과 경합을 이해하는 

틀로 사용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에서 피해 판정 

기준의 형성, 재구성 과정을 둘러싼 갈등과 경합을 설명하는 주요 개념

으로 경계지식을 사용한다. 

경계지식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 연구가 경계물에 

관한 연구가 주로 주목해 온 사물이 아닌 지식에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

이다. 이 연구에서는 항체·항원간이진단키트와 같은 사물이 아니라 피해 

판정 기준이라는 지식이자 정책 실행 도구, 법으로 규정된 조항을 경계

지식으로 바라보고, 이 경계지식의 형성과 재구성 과정을 분석한다. 구체

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보건복지부가 구성한 폐손상조사위원회가 생산한 

피해 판정 기준이 기준 생산에 참여한 과학 전문가 집단, 기준 생산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가습기살균제 관련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 집단, 정

부, 국회, 피해자, 시민사회 등 다양한 행위자 집단에 의해 서로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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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되는 과정을 분석한다. 판정 기준을 둘러싸고 만들어진 여러 경계에

서 이 지식이 포함되거나 배제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즉 이 연구에서는 

정부, 시민사회, 피해자, 전문가 등 서로 다른 사회 집단이 피해 판정 기

준이라는 경계지식에 대해 부여한 의미와 해석 방식의 경합, 그 과정에

서 과학과 정책, 정치 사이에 만들어진 경계를 분석한다. 

경계가 만들어진 과정을 경계 작업(boundary work)이 아니라 경계 만

들기(boundary making)로 사용하는 까닭은 경계 만들기가 경계가 그려지

고 만들어지는 그 갈등과 경합과 경계의 유동성을 드러내기에 적합한 표

현이기 때문이다. 경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해석

적 유연성과 경계를 둘러싼 다툼을 표현하기 위해(김종영 외, 2021; Ma 

and Lynch, 2014) 이 연구에서는 경계 작업이 아니라 경계 만들기를 사

용한다. 

경계물에 대한 이해와 활용 방식을 바탕으로 제안하는 개념인 경계지

식은 가습기살균제 참사라는 사회 갈등 사례에서 나타난 지식 정치의 동

학을 포착할 수 있게 해준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지식 정치라는 틀로 

이해하려는 시도는 이 참사에서 나타났던 갈등과 경합, 권력을 포착하기 

위한 것이었다. 경계지식은 이런 갈등과 경합 과정에서 만들어진 경계들

과 상이한 집단 사이의 인식 차이와 경계에 부여되는 의미와 그것의 효

과를 드러내 줄 수 있다. 스타와 그리즈머가 제안한 경계물이 상이한 집

단 간 협력, 상생, 안정화라는 기능에 주목했다면, 이 연구에서는 경계 

만들기와 경계지식으로서 피해 판정 기준에 주목해 피해 판정 기준을 둘

러싼 갈등과 경합을 설명하려 한다. 피해 판정 기준이라는 경계지식은 

갈등과 경합을 거쳐 재구성되는데, 이 연구는 기준의 형성, 재구성이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경계가 만들어지고 경계지식에 대한 해석이 변화했음에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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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연구의 분석틀

이 연구에서는 이론적 배경을 지식 정치, 정치적 기회구조, 인식공동

체, 규제과학, 경계 만들기와 경계지식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연

구는 이러한 개념과 이론을 활용해 가습기살균제 참사에서 피해 판정 기

준의 형성과 재구성 과정 그리고 이 과정에서의 지식 정치를 분석한다. 

이 연구에서 분석하는 주요 행위자 집단은 정부(관료), 국회, 시민사회

와 피해자 단체, 과학자 집단(전문가 공동체)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발

생 이후 지식 생산과 제도 실행 과정에서 이 네 집단은 상호 영향을 끼

쳤고 이 과정에서 갈등과 경합, 합의와 조정이 나타났다. 집단 사이의 상

호작용은 일방향이 아니라 양방향으로 발생했으며, 특히 과학 전문가와 

정부 사이에서는 피해 판정 기준을 둘러싸고 경계 만들기가 나타났고, 

이 과정에서 피해 판정 기준은 경계지식으로 작동했다. 전문가는 시민사

회, 피해자 단체와도 관계를 맺고 있었고 이러한 관계 속에서 가습기살

균제에 관한 지식이 생산되고 이것이 정부 정책 결정에 영향을 끼치기도 

했다. 국회는 시민사회와 피해자 단체의 요구를 듣고 이를 바탕으로 정

부에게 피해구제를 요구하고 법안을 발의하고 개정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정부에게 면담을 요청해 피해구제정책 개선을 요구했고, 정

부도 간담회 등을 열어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반영해 정책을 

실행하려 했다([그림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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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주요 행위자 간 상호작용

이 연구에서는 가습기살균제 관련 지식을 중심으로 참사 발생 이후 

과정을 분석하는데, 이 과정은 크게 가습기살균제 피해 확인과 초기 지

식 생산, 피해 판정 기준의 형성, 피해 판정 기준의 재구성 과정으로 나

눌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주요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에는 갈등과 경합, 

합의와 조정 과정이 모두 나타났다. 피해 확인과 초기 지식 생산 과정에

서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관료와 전문가들이 핵심 주체였는데 역학

조사 결과가 정책 결정을 내리기에 충분한 지식인지를 둘러싸고 지식 정

치가 발생했고, 수거 명령 시행 이후 대책 마련과 피해조사가 지연되어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가 이를 요청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피해 판정 기준

의 형성 과정에서는 폐손상조사위원회 소속 전문가가 주요한 역할을 수

행했는데, 이 기준이 환경보건법에 의해 피해구제정책에 사용되기 까지

는 국회와 피해자 단체, 시민사회의 노력이 있었다. 피해구제정책이 실행

되면서는 피해 판정 기준 생산과 활용의 책임을 둘러싼 논쟁이 전문가와 

관료 사이에 발생했다. 피해 판정 기준의 재구성은 피해자 단체, 시민사

회의 지속적인 요구와 운동, 전문가들의 추가 지식 생산으로 가능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폐질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피해자들의 목소리

와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가 반영되어 피해 판정 기준이 통합되는 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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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했다(<표 8> 참조).

이 연구에서는 피해 판정 기준의 변화가 정치적 기회구조의 영향을 

받아 발생했다는 점을 분석한다. 정부 관료, 국회, 시민사회와 피해자 단

체, 전문가 사이의 상호작용 변화에 정치적 기회구조가 영향을 끼친다는 

피해 확인과 

초기 지식 생산

피해 판정 

기준의 형성

피해 판정 

기준의 재구성

핵심

주체

- 임상의사, 역학 

전문가, 독성학

자

- 보건복지부 질병

관리본부

- 폐손상조사위원

회 소속 전문가

- 피해자 단체와 

시민사회

- 국회

- 피해자 단체와 

시민사회

- 기준 개선 연구 

참여 전문가

- 환경부

- 국회

핵심 

역할

- 피해 원인 확인

- 수거 명령 시행

- 피해 판정 기준 

생산

- 피해구제정책 실

행 요구

- 피해구제정책 실

행

- 피해 판정 기준 

개선 연구 수행

- 가습기살균제특

별법 개정 요구

생산 

지식

- 역학조사 결과

- 독성실험 결과

- 초기 피해실태조

사 결과

- 피해 판정 기준
- 살균제 피해 범

위 확대 연구

경합 

지점

-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

책 결정 여부

- 피해 원인은 밝

혀졌으나 대책 

마련 지연됨

- 피해 판정 기준

의 범주

- 피해 판정 기준

을 피해구제정책

에 적용한 것의 

책임

-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의 범

위와 인과관계

- 피해 판정 기준

의 개선 근거

<표 8> 주요 행위자와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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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정부의 태도와 인식을 포함한 정치적 기회구조의 변화는 가습기

살균제 관련 지식 생산, 피해 조사, 정책 실행과 관련이 있었으며 가습기

살균제 참사 사례에서는 특히 그 관계가 잘 드러나기에 이 연구에서는 

이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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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가습기살균제 위험의 포착과 

건강 피해 지식의 초기 구성

이 장에서는 가습기살균제 물질로 인한 피해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이전에 살균제 물질로 인한 피해로 추정할 수 있는 원인 미상의 질병 발

생을 인지하고 전문가 사회가 대처하려 했던 과정,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확인하고 초기 피해조사와 독성시험을 수행한 과정과 정부의 대응을 살

펴본다. 2006~2008년,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볼 수 있는 피해가 감지되었

지만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성 질환이 임상의사를 비롯한 전문가 사회 내

에서 지배적 인식이었던 시기에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원인미

상 간질성 폐렴으로 남았다. 

임상의사의 신고로 질병관리본부와 전문가가 신속하게 역학조사를 수

행하고 1차 세포독성시험을 수행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가 밝혀질 

수 있었지만, 원인 확인 후 대책 마련은 지연되었다. 더 확실한 인과관계

에 대한 요청이 조사와 대책 마련을 지연시킨 요인 중 하나였다. 원인규

명을 하는 과정에서 역학조사로 인한 인과관계뿐 아니라 독성학적 인과

관계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살균제로 

인한 피해가 실제로 가능한 것인가에 관한 인식 차이와 갈등이 있었다. 

피해 원인 조사와 살균제 물질의 독성 확인 과정에서는 복수의 과학과 

인과관계, 불확실성에 대한 인식이 경합과 협력을 반복했다. 실험실, 피

해자의 집, 병원을 가로지르며 인과관계와 독성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

고 지식이 생산되었다. 정부는 과학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단

계적이고 부분적으로 생산되는 지식을 근거로 정책적 결정을 내렸고, 이 

과정에서 전문가와는 긴밀히 협력하고 협의했다. 

그러나 피해가 밝혀진 후 피해 조사와 대책 마련이 지연되었고,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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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도 나서서 살균제 피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았다. 피해자, 

피해자 가족과 환경보건시민센터를 비롯한 시민사회 측은 정부에 지속적

으로 피해 대책과 조사를 요청했다. 정부의 조사와 대책 마련이 지연되

자 한국환경보건학회와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자발적으로 피해 신고자들의 

가정을 방문해 피해를 조사했다. 이 조사의 결과보고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관한 초기 조사 자료로 전문가, 시민사회,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생산한 지식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제 1 절 원인미상 폐손상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1. 원인미상 급성간질성폐렴의 확인: 바이러스 검출에의 천착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피해가 한 번의 시도나 역학조사로 밝혀진 것은 

아니었다. 2011년 이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가 밝혀질 수 있었던 

기회가 2006년에 한 번 있었다. 그런데 이 때 피해를 감지했던 전문가들

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의 원인으로 세균과 바이러스만을 추측했고, 

2011년까지 5년 간 제품이 더 팔리는 결과를 낳았다. 소아과 의사를 중

심으로 한 임상의사들은 공통의 질병 기전을 보이는 원인 미상의 폐손상

에 대해 인식하고 해당 증상을 가진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힘을 기울였

지만, 구체적인 원인 규명을 하지는 못했다. 한국에서 질병의 치료를 중

심 활동으로 삼는 임상의사에게 세균과 바이러스성 질환, 감염성 질환이 

지배적 인식 체계였고, 화학물질과 같은 환경 원인자에 대한 인식 부족

이 ‘인식불가능성의 레짐(imperceptible regime)’을 구성하고 있었기 때문

이다(Murphy, 2006). 말하자면 가습기살균제 물질이 드러나지 못하고 바

이러스를 검출하기 위한 실험실 안에 갇혀있었던 것이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손상, 폐렴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피해가 공식

적인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은 2006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전에도 살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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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집중적 사용으로 인한 폐렴 등으로 입원하거나 사망한 사례가 있을 

수 있으나, 급성폐렴과 같은 질병으로 병원을 찾고 사망하는 사례가 많

기 때문에 정확히 추정할 수는 없다. 연구자들이 수행한 과거의 기록을 

대상으로 추적하는 후향적 연구(Retrospective Study)에 따르면, 2006년 이

전에도 급성간질성폐렴 또는 현재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손상이라 불

리는 질환으로 의심되는 환자들이 있었다고 추정된다. 이는 의무기록 재

검토와 방사선 검사 소견을 통해 확인되었다(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폐손상조사위원회, 2014: 7). 

2006년 감지되었던 피해는 주로 영유아에게 집중되었다. 2006년 3월 

서울아산병원 중환자실에 비슷한 증상을 가진 환자 3~4명이 동시에 입

원하는 일이 있었다. 이 환자들이 입원했을 때 찍은 영상 소견은 기존의 

질병 분류 체계에서 간질성 폐렴(Interstitial Pneumonia)과 유사했다. 의사

들이 기존의 치료 방법을 사용했으나 계속해서 증상이 악화되었고 폐기

흉까지 발생했다. 따라서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은 서울대학

교병원 소아중환자실에도 비슷한 증상의 환자들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환자들의 질병이 감염병으로 인한 것일 경우 다른 병원에서도 집단적으

로 발병한 사례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서울대학교병원 소아

청소년과에서도 소아중환자실에 유사한 질병을 앓는 어린이들이 있음을 

확인하게 되어 소아과의사들을 중심으로 한 임상의사들은 한국에서 “새

로운 형태의 질환”이 발생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보건복지부 질병관리

본부 폐손상조사위원회, 2014: 6).  

서울아산병원 의료진과 서울대학교 병원 의료진은 유사한 임상 증상

을 보이는 환자들을 기존 질병 분류 체계에서 가장 유사한 “급성 간질성 

폐렴(Acute Interstitial Pneumonia, AIP)” 환자들로 묶고, 2008년 15명의 사

례를 대한소아과학회지(Korean Journal of Pediatrics)에 “2006년 초에 유행 

한 소아 급성 간질성폐렴”라는 제목으로 보고했다. 의료진들이 이 논문

을 작성한 이유는 적지 않은 환자가 비슷한 증상을 보였고 사망에 이르

렀기 때문에 학계에 보고하는 것이 첫 번째 순서일 것이라 생각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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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질환이 발생할 수 있음을 다른 의료인들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

회, 2019a: 438-439; 전종근 외, 2008). 저자들은 이 논문에서 2006년 3월

부터 6월까지 유행한 소아 급성 간질성 폐렴의 15개 사례를 분석해 이 

질병의 임상적 특성과 치료법 경험, 관련 인자를 확인하려 시도했다(전

종근 외, 2008: 384). 이들은 결론에서 2006년 발생 한 급성 간질성 폐렴

은 일부 바이러스감염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며, 주로 봄에 발생한 소아 

급성 간질성 폐렴의 원인과 치료에 관한 전국적 규모의 연구가 필요하다

고 서술했다(전종근 외, 2008: 389). 이들 환자의 특징은 주로 늦겨울(2

월)부터 초여름(6월)까지 발생한다는 점이었다. 또 호흡 곤란이 급격히 

악화된다는 점이 기존의 폐손상과는 구별되는 지점이었다(보건복지부 질

병관리본부 폐손상조사위원회, 2014). 앞서 설명했듯 가습기살균제가 주

로 겨울과 초봄에 사용된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 환자들이 2월부터 발

생했다는 특징의 이유를 추론할 수 있다.

소아과 의사들은 폐손상이 기존의 질병 분류로 포착되지 않고 새로운 

형태의 질환이라고 판단했을 때부터 신종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성 질환

을 의심했다. 따라서 여러 기관과 실험실에서 호흡기 바이러스 검출 검

사를 시도했다. 2008년 3월 소아과학회 연구진은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

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인플루엔자바이러스팀에 환자들의 호흡기바이

러스 확인 검사를 요청했다. 소아과학회 연구진 중 한 명이었던 홍수종 

교수가 국립보건연구원을 방문했다가, 해당 팀에서 수행하고 있는 인플

루엔자와 호흡기바이러스 감시 내용을 듣고, 감염병이 의심되는 질환이 

있다며 검사를 요청했다. 인플루엔자바이러스팀은 2000년 인플루엔자가 

감시 대상 질병으로 지정된 이후 연구원은 동절기 인플루엔자 환자의 원

인 바이러스를 분석하는 일을 수행하고 있었다. 환자의 원인 바이러스가 

인플루엔자가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인플루엔자 외에 8종 정도의 호

흡기 바이러스를 검사해 왔기 때문에 검사 요청에 응할 수 있었다(가습

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2019a: 444).22) 이 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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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 4건에 대해 호흡기바이러스 9종, 마이코플라즈마 검사를 실시했다

(국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016).23) 그러나 결과적으로 검체에서 공통된 

바이러스를 검출할 수는 없었다. 

연구진은 바이러스 검출에 몰두하는 한편, 봄철에 새롭게 환자가 발생

할 것에 대비해 소아과 의료진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원인규명과 대응을 

준비했다. 서울 지역 4개 병원(서울아산병원, 서울대학병원, 삼성서울병

원, 연세대학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은 모임을 갖고, 원인 규명을 

위해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입원하면 정밀검사를 실시하기로 합

의했다(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폐손상조사위원회, 2014).

2008년에는 서울아산병원 홍수종 교수가 소아과 의사 네트워크를 활

용해 전국적으로 소아 급성 간질성 폐렴 발병 상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는 2009년 대한소아과학회지에 “급성 간질성 폐렴의 전국적 현황 조사

(Nationwide surveillance of acute interstitial pneumonia in Korea)”로 출판되

었다. 이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전국 2차 병원급 이상의 소아청소

년과에서 발생한 급성 폐렴 사례를 조사했고, 서울 지역 5개 3차 대형 

종합병원(서울아산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상계백병원, 신촌

세브란스병원)을 중심으로 2008년 봄에 발생한 사례를 공동으로 연구했

22) 해당 검사는 공식적인 연구 협조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는데, 

2019년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당시 국립보건연구원 강춘 

과장은 일반적으로 검사 의뢰가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당시 

공동연구 진행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홍수

종 교수가 감염병 센터장과 이야기 한 후 이메일로 연구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2019a: 446).
23) 9종의 바이러스 검사 종류는 adenovirus, human bocavirus, parainfluenza virus 

(type 1 –3), respiratory syncytial virus, influenza virus (A/H1 N1 , A/H3N2, 

B), human coronavirus (229E, OC43, NL63, HKU1), human metapneumovirus, 

human enterovirus, human rhinovirus이다(국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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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 결과 전국 총 23개 병원이 응답한 설문 조사 결과와 공동연구 

에서, 총 87명이 발병 사례로 집계되었고 그 중 사망률은 49.4%였다. 이 

논문도 2008년의 논문과 유사하게 소아 급성 간질성 폐렴에 대한 소아과 

의사의 적극적 인지 필요, 치료 제공을 위한 전국적 네트워크 구성, 원인

규명을 위한 전향적 연구 필요를 강조했다(김병주 외, 2009). 그러나 급

성 간질성 폐렴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남아

있었다.

이 시기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은 환자들을 치료하고 네트워크를 구축

해 비슷한 사례를 조사하고 논문을 출판해 학계에 알리려 했다. 이들은 

“원인 미상”의 급성 간질성 폐렴의 원인이 호흡기바이러스이고 이 질환

이 신종 질환일 것으로 추정했고,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화학물질은 원인

으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정밀 조사와 환자 확인, 바이러스 검출 노

력, 이 결과의 논문 출판 등이 있었지만, 당시 임상의사를 중심으로 한 

전문가들은 바이러스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한 피해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렇게 당시 피해를 감지한 전문가들은 바이러스가 아닌 다른 원인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역학조사라는 방법을 생각 못했고, 질병관리본

부에 신고하지도 않았다. 역학조사나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서

울대 의과대학 박준동 교수는 역학조사를 “왜 하지 않았냐는 말씀에는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답변을 정확하게 드리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

다. (중략) 역학조사라고 하면, 어떤 것에 노출된 것. 지금 되돌아보면, 

이 참사에서 화학물질이 문제가 됐던 것처럼 그런 것까지 다 가능성을 

열어두고 고민해야 옳을 텐데, 아마 그 당시의 소아과 의사들은 주로 

‘감염원’을 확인하는데 조금 더 의미를 두어서 역학조사라는 방법을 선

택하지 못하지 않았었겠냐는 변명 아닌 변명”을 해 본다고 말했다(가습

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2019a: 440-441).

박준동 교수는 소아중환자실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업무가 우선이었기 

때문에 역학조사나 신고를 생각하지 못했다고도 말했다. 소아중환자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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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환자들이 중증상태 그러니까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로 전원을 온 상

태에 대개 병원에 오기 때문에 사실은 1, 2차 단계에서의 병인에 대한 

고민은 덜 하는 편이기는 합니다”고 말했다. 변명일 수도 있겠지만, “처

음 환자를 대한 1, 2차 의료기관에서 병인에 대한 원인을 더 많이 생각

하게 되고 폐가 상당히 나빠져서 중환자실에 입원했을 때는 ‘그 환자를 

살리는 것’에 훨씬 더 집중한다는 것”이 소아과 의사의 일반적인 사고와 

행위라는 것이다(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2019a: 440).

소아과 의사를 중심으로 한 임상의사들이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 인식

체계를 중심으로 가지고 있었던 까닭에는 시대적 배경도 하나의 요인으

로 작용하였다.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2002년 SARS(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2009년 신종플루(H1N1) 

등의 신종바이러스감염병 범유행(pandemic)을 겪으며, 급성 호흡기 질환

은 주로 바이러스로 인해 발생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따라서 임상

의사를 중심으로 한 전문가들은 2006년부터 발생한 피해의 원인도 당연

히 바이러스일 것으로 추측하고 바이러스를 검출하고 확인하기 위해 노

력했다. 기존의 바이러스 검출 진단 키트로 바이러스가 발견되지 않았을 

때, 다른 원인을 생각하기보다는 ‘신종 바이러스’를 의심하는 것이 더욱 

자연스러웠던 것이다. 

시대적 맥락 외에도 환자를 치료하는 데 참여했던 의사들은 기존 소

아과 의사의 관습도 화학물질을 원인으로 상상하지 못한 원인 중 하나라

고 말했다. 2006년 당시 환자들을 치료했던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박

준동 교수는 소아과 의사는 이전에 경험하거나 치료한 질병과 원인 진단 

방법에 의해 감염원이나 질병의 원인을 찾는 게 익숙하며, 다른 환경적 

요인을 생각하거나 이를 찾는 역학조사를 제안하기는 어려웠다고 말했

다. 그는 2019년에 개최된 청문회에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의 원인

을 좀 더 일찍 발견하지 못한 점을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지금에 와서는 

가습기살균제라는 원인이 밝혀졌기 때문에 화학물질로 인한 집단적 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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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추론할 수 있지만, 2006년 11월에는 서울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

하고 환자 간 공통점을 찾기 힘든,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간질

성 폐질환이라고만 인지했다고 말했다(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

사 특별조사 위원회, 2019a).

2006년 한국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감지되었지만, 원인을 끝내 밝

히지 못한 것은 기존의 지배적인 인식 체계와 질병 분류가 새로운 종류

의 위험을 포착하고 원인을 파악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는 점을 잘 보

여준다. 또한, 알려지지 않은 위험에 대한 무지(ignorance)에 의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무지를 감지할 수 있는 지식과 전문성이 부재할 경우 

피해와 원인의 감지와 참사 예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새롭게 인식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도 보여준다(Frickel and Vincent, 2007). 한국에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가 2011년에야 밝혀졌던 점은 처음 원인 미상

의 폐질환을 발견한 임상의사 중심의 전문가들에게 신종 바이러스 감염

병 인식이 지배적이었고, 환경 요인으로 인한 질병 발생 가능성을 상상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화학물질이나 다른 환경 요인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 부재가 시대적 맥락과 관습적 의료 실행과 맞물려 인식불가능성의 

레짐을 구성했던 것이다. 

2. 2011년 봄철 대유행과 질병관리본부 신고 

바이러스 검사에만 천착해 실험실 안에 갇혀있던 ‘원인 미상의 급성 

간질성 폐렴’은 2011년 4월 서울아산병원 의사의 신고로 질병관리본부라

는 정부 조직에 감지되면서, 실험실 밖으로 나와 다양한 학문 분과의 전

문가들에게 포착되고 조사, 연구될 수 있었다. 2011년 상반기 질병관리본

부와 관련 전문가가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해의 원인이 가습기살균

제에 의한 것으로 밝혀지게 된 것이다.

2011년 2월에서 4월 사이에 서울아산병원 중환자실에 폐렴 증상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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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산모가 여러 차례 입원했다. 병원에서 여러 임상 분야의 의사들이  

환자들에 대해 자체적으로 치료를 시도했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따라서 4월 25일 당시 서울아산병원 감염관리실장이었던 최상호 교수와 

중환자실 교수진(홍상범, 임채만, 고윤석 교수)은 질병관리본부에 전화해 

신고했다(이무송, 2013; 데일리메디, 2019). 아산병원 의사들은 입원 환자

들의 거주 지역이 상이한 점 등 기존의 감염병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

분이 있어 이 문제를 공식화해야겠다고 판단해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를 

결정했다(박진영·구도완, 2020). 이전의 소아과 의사들과 마찬가지로 서

울아산병원의 감염병 전문가들도 폐에 이상이 있는 환자들이 입원했을 

때 제일 먼저 바이러스 검사를 했지만, 환자들에게서 공통의 바이러스를 

검출할 수 없었다. 이렇게 공통의 바이러스가 없는데 비슷한 예후를 가

진 환자들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이들은 정부에 

보고해야 했다고 생각했다.

중환자실 의사들은 질병관리본부에 “급성호흡부전을 주 증상으로 하

는 중증 폐렴 임산부 환자”의 입원이 증가하고 있다는 신고와 더불어 조

사 요청도 의뢰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역학조사반은 1차 4월 26~27일, 

2차 5월 1일 아산병원에 방문해 환자 현황, 역학적, 임상적 특징을 파악

하고 인체 검체를 수거했다. 이 환자들은 호흡기 증상을 보여 지방 병원

에서 폐렴으로 치료를 받다가 호흡곤란 등이 악화되어 대학병원에 입원

하게 되었다. 이들의 연령은 29~39세로 모두 임신 중·후기, 출산 직후 산

모들이었다. 초기 증상은 공통적으로 4월 중에 발생했고 거주 지역은 서

울 2명, 수원 1명, 충주 1명, 대전 1명, 광주 1명으로 지역적 공통성이 없

었다(곽진·박영준·김기순, 2011).

당시 신고와 초기 환자 대응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은 이 당시 질병관

리본부에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까닭은 여러 우연적인 요소들이 겹

쳐 가능했다고 회고했다. 아산병원에는 다른 3차 병원보다도 호흡기 관

련 치료를 할 수 있는 인공호흡기(벤틸레이터, ventilator), 에크모(ECMO, 

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체외막산소공급) 장치가 많았다.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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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비슷한 증세를 가진 산모들이 여러 지역에서 발병한 후 다른 1, 2

차 병원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아산병원 중환자실로 입원을 했다. 발생은 

산발적으로 이루어졌지만 한 병원에 모일 수 있었기 때문에 뭔가 공통적

인 원인에 의해 질병이 발생한 것 같은 케이스가 의사들에게 인지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3차 병원에서 급성 폐렴, 중증 폐렴으로 인해 환자가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으며, 이들 중 30% 정도는 통

상적으로 명확한 원인을 알 수 없다. 전문가들은 만약 2011년 봄에도 산

발적으로 각기 다른 병원에 비슷한 증세를 가진 환자가 입원했다면, 개

별 케이스로만 남아 결국 살균제로 인한 피해를 발견하지 못한 채 지나

갔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

원회, 2019b).

질병관리본부는 신고를 받은 후 바로 역학조사 준비에 착수하며 빠르

게 대응했다. 의료기관 현장 역학조사 결과와 질병관리본부의 미생물검

사 후 5월 6일 “산모 중증 호흡기질환 관련 긴급 자문회의”가 개최되었

다(곽진·박영준·김기순, 2011; 이무송·김화정, 2016). 이 회의에는 질병관

리본부 관계자, 질병관리본부 자문위원, 아산병원 호흡기내과, 감염내과, 

병리학, 영상의학, 소아과 및 예방의학 교수가 참여했다. 이 회의에서는 

새로운 질병의 출현 여부, 추가 유행 가능성, 역학조사의 시급성 등이 논

의되었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2006년 소아에서도 비슷한 원인 미

상의 폐질환이 발생했었다는 보고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었다. 2006년 

처음 환자를 인지했던 병원과 2011년에 신고한 병원이 같은 병원이었기 

때문에 정보 공유가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당시 회의에서는 발

병 원인에 대해 신종 바이러스 감염, 황사, 약물, 가습기 사용 등 바이러

스와 환경적 요인을 포함해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되었다(이무송·김화정, 

2016). 의무기록을 통해 확인했을 때 과거력, 흡연력, 여행력에 특이사항

이 없었고 가정 내 가습기 사용자는 3명, 한약 복용자는 3명이었다. 6명 

중 절반이 가습기를 사용했다는 것 외에는 지역적 특성이나 호흡기 질환 

위험요인 노출력에 대한 공통점을 찾을 수 없었다(곽진·박영준·김기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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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질병관리본부 신고와 역학조사 시작 이후 언론에서는 “미확인 바이러

스성 폐질환”이 급증해 당국이 조사 중이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다(연합

뉴스, 2011).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관리센터장 양병국이 작성한 보도설

명자료를 배포해 바이러스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원인 미상의 급성 

폐렴 양상이 산모뿐 아니라 소아, 성인에게도 보이고 있으며 다른 대학

병원에서 유사 사례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전국적인 현상으로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즉 질병관리본부는 당시까지 조사 결과 상, 원인 미상

의 급성 폐렴이 발견된 것은 사실이지만, 과거에도 이러한 원인 미상의 

급성 폐렴이 발견된 적이 있으며 전국적 유행이나 산모 한정 유행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1a).

3. 신속한 역학조사와 역학적 상관관계 확인

2011년 5월 7일 서울아산병원 전문가들로 구성된 역학조사 담당 팀이 

꾸려져 본격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질병관리본부에는 역학 전공자

나 전문가, 의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역학조사는 질병관리본부가 서울

아산병원에 「원인미상 급성폐질환 증후군 심층역학조사」라는 연구용역

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24)

질병관리본부에서 역학자를 중심으로 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기로 한 

까닭은 일단 병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역학조사 

초기에도 전문가들은 여전히 신종 바이러스를 질병의 원인으로 짐작했

다. 역학조사의 연구책임자였던 서울아산병원 이무송 교수와 공동연구자 

김화정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최초 신고자,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팀

에서는 가장 먼저 신종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 가능성을 생각했다(이무

24) 한국의 질병관리본부의 전문성과 체계는 2015년 메르스(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유행을 계기로 재정비되었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COVID-19) 대응 과정에서 질병관리본부는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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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2013). 입원한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폐와 같은 호흡기에 이상을 보였

기 때문이다. 또한, 당시 전문가들은 2009년, 2010년의 신종플루 유행을 

겪으면서 바이러스성 감염병을 자주 접했고 이로 인해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 발생에 관한 이해가 높았다. 초기에 각종 바이러스 키트 검사를 수

행한 결과 바이러스성 감염이 아닌 것이 확인된 후, 가능한 원인자 목록

에서 하나씩 지워나가는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가습기살균제가 

원인물질로 추정되었다(이무송· 김화정, 2016). 역학조사 연구진은 위험

요인으로 호흡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물질 흡입을 의심했고 역학조사

로 가습기살균제가 원인이었음을 최종적으로 밝혀냈다(Lee and Kim, 

2016). 

이렇게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의 원인을 찾아가는 경험은 역학자로

서 드문 경우였다. “새로운 질병의 원인”을 규명한 과정은 “세계적으로

도 드문 사례”였다(이무송·김화정, 2016). 대부분의 질병이나 환경 피해는 

알려진 원인이나 물질에 의해 발생하는데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원인이

나 위험요인에 의해 질병이 발생하고 그 원인을 찾아나가는 과정을 주도

하고 실제 수행해야 하는 것은 흔치 않은 경험이었다. 2006년에 처음 환

자를 봤던 전문가들과 마찬가지로 2011년에도 기존의 질병 구분으로 환

자들의 증상과 임상양상이 파악되지 않았다. 따라서 연구진들은 새로운 

질병을 “실행적 정의(working definition)”로 정의하고 원인을 찾아나가기

로 했다(이무송·김화정, 2016: 5).

기존의 질병 분류 체계로 감지할 수 없기에 새로운 질병을 정의하는 

과정도 생소한 작업이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역학조사 과정에서 질병

의 분류는 초기에 “원인미상 폐손상 증후군”이었다. 연구진은 가습기살

균제를 원인으로 추측하게 된 이후에, 환자-대조군 연구를 실시해 가습

기살균제를 원인으로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다. 

2011년 7월 12일 연구진은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에 연구결과를 

보고했다. 산모 피해에 대해 가습기살균제를 “역학적으로는 원인이라고 

간주”할 수 있게 되었다(이무송·김화정, 2016). 역학적 원인으로 가습기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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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제를 지목할 수 있는 근거에는 오즈비(OR, odds ratio) 47.3이라는 수치

가 있었다. 오즈비가 47.3이라는 것은 특정 위험인자에 노출된 사람이 노

출되지 않은 사람에 비해 47.3배 정도로 질병에 걸리는 경향을 보인다는 

뜻이다. 학계에서는 오즈비가 2만 되어도 큰 수치이며, 담배의 오즈비를 

10~20으로 보는데, 오즈비 47.3이라는 결과는 역학자에게 ‘일생 동안 보

지도 못한’, ‘역학자로서 죽었다 깨어나도 볼 수 없는 수치’였다. 47이라

는 숫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자 심각한 사태의 발생을 의미했다. 따라

서 이 수치 결과를 본 역학자들은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의 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느끼며 이후 대응 과정에 참여했다.25) 

제 2 절 ‘확실한’ 인과관계 요구와 초기 피해조사

1. 명확한 인과관계 밝히기: 실험실 연구의 필요

역학조사를 통해 역학적으로는 가습기살균제를 알려지지 않은 위험의 

원인이라고 추정할 수 있게 되었다. 역학자들은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빠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했으나, 독성학자들과 정부가 보기

에는 가습기살균제가 정말 인체에 피해를 일으키는 지에 대한 추가 증거

가 필요했다. 정책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는

데, 그것은 바로 “생물학적 증거”였다.

역학조사를 통해 생산된 ‘오즈비 47.3’이라는 지식을 둘러싸고, 역학

자, 독성학자 등 연구 수행 전문가, 자문위원회 참여 전문가, 질병관리본

부 관계자 사이에 경합이 발생했다. 역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역학조사를 

통해 피해의 원인을 추정할 수 있는 유의미한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가

습기살균제가 원인이라고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역학조사의 결과를 질병

관리본부에 전달했을 때, 질병관리본부와 자문을 해주던 전문가들은 추

25) 2021.02.09.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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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의사를 표했다. 주로 독성학 전문가들이 

추가 조사와 실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최종적인 결

과는 동물실험을 한 후에 발표하겠다고 했다. 역학자 입장에서 보면 가

습기살균제가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다른 전문가들이 동물실험

이 필요하겠다 의견을 표해 동물실험에 들어가게 되었다.26)

독성학자들은 역학조사 결과에 대해 회의에서 역학조사는 사람에 대

해서 하는 ‘굉장히 거친 조사’이고, ‘독성학적인 연구는 굉장히 정교한’ 

연구인데 그 결과를 같은 수준으로 놓고 볼 수 없지 않은가라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기도 했다.27) 자문위원회에서 역학조사 결과에 대해 드러

난 전문가 사이의 상이한 인식과 추가 조사에 대한 필요성 제기 경험은 

역학자 입장에서는 기억에 남는 경험이었다.28) 환경오염이나 산업보건 

사례에서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독성 평가에서 독성학적 증거가 점차 요

구된 맥락에는 독성학이 더 정교하게 인과관계를 밝혀줄 수 있다는 인식

이 있었는데(Sellers, 1997; Murphy, 2004), 가습기살균제 사례에서도 독성

학자들이 독성학적 증거가 더 정교하기 때문에 독성학적인 증거로 인과

관계를 확인하고 추가로 연구를 요구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그런데 가습기살균제 사례에서는 독성학적 연구가 필요했던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다. 전 세계적으로 살균제로 사용된 주요 화학물질의 독성, 

흡입독성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아 이 물질이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이다. 당시 대부분의 독성학자들은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물질이 절대 문제가 될 리가 없고, 역학조사를 

잘못 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에 관한 독성학 

데이터가 없고 유해하다는 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해당 물질

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29)

26) 2021.04.29. 한국역학회 심포지엄. 이무송 교수 토론(패널토의).
27) 2021.02.09. 면접. 
28) 2021.12.16. 면접.
29) 2021.02.09.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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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독성 정보는 각 국가의 화학물질 신고 평가 제도나 시스

템에 등록되어 있고 이를 통해 기본적인 독성 정보를 파악한다. 그런데 

가습기살균제에 주로 사용된 PHMG, CMIT/MIT, PGH 성분은 생활화학

제품에서 살균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호흡기 흡입을 전제로 사용하는 화

학물질이 아니었기 때문에, 호흡기 독성, 인체 독성 자료가 부족했다. 전

문가들이 살균제 물질이 위험요인으로 추정되었을 때 물질의 독성 자료

를 여러 국가의 화학물질 신고 평가 제도나 시스템에서 확인했을 때, 피

부나 안구에 접촉했을 때의 영향 자료는 있었지만 호흡기를 통한 흡입이

나 중·장기적인 노출에 대한 자료는 찾을 수 없었다. 해외 독성학 데이

터베이스의 경우, PHMG는 2003년 3월 호주 국가산업용 화학물질 신고 

및 평가제도(National Industrial Chemicals Notification and Assessment 

Scheme, NICNAS)에 제공된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여기에

도 흡입독성 자료는 없었고, 장기적인 노출에 따른 위해성 평가 자료도 

부재했다. PGH의 물리화학적 특성 자료는 세계 각국의 정부 공식 정보

로는 찾기 어려웠고, 덴마크에서 생산된 아그로셉트(Agrosept)라는 제품

에 발표된 물질안전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s, MSDS)를 찾을 수 

있었다. PHMG와 마찬가지로 피부와 눈 접촉 시 인체 영향 정보는 있었

지만, 흡입 독성 자료는 없었다. CMIT/MIT의 자료는 미국 환경청에 재

등록된 농약 심사 자료와 EU의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EU SCCS, 

Scientific Committee on Consumer Safety) 자료로 확인할 수 있었다(보건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폐손상조사위원회, 2014).

동물실험과 같은 독성학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합의에 이르러 전문가

들은 역학조사와 마찬가지로 질병관리본부에 동물실험을 구성해주기를 

요청했다. 그런데 동물실험은 실험 디자인, 준비,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 등의 절차가 오래 걸리고, 독성학적 연구가 질병관리본부의 영역도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서, 생체 외(In vitro) 실험이 

제안되었다.30) 생체 외 실험은 살아있는 생명체 안이 아니라 시험관, 페

30) 2021.02.09.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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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 디쉬(Petri Dish)와 같이 제어 가능한 환경에서 수행하는 실험과정이

고 생명체 안에서의 실험은 생체 내(In vivo) 실험으로 불린다. 

따라서 동물실험보다 결과가 금방 나올 수 있는 세포독성시험이 제안

되고 실행되었다. 사회의학, 환경역학 전공자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정

해관 교수는 2011년 당시 환경독성보건학회 공동회장 중 한명이었다. 성

균관대 약학대학 정규혁 회장과 공동회장이었다. 정해관 교수는 정규혁 

교수가 마침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전문가로 세포 독성을 확인할 수 있

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2011년 7월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과 찾아가서 

이 물질이 어떤 물질인지 묻지 말고 세포독성시험을 해달라고 의뢰했

다.31)

이렇게 세포독성시험은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예방약학연구실에서 

수행되었다. 세포독성시험은 전술했듯 화학물질의 독성을 평가하는 초기 

단계 시험으로 생체 외(in vitro) 실험이며, 시험물질을 배양세포에 노출

시켜 세포의 수나 성장, 세포막의 유지, 혹은 생합성 과정이나 효소 활성

에 끼치는 영향을 조사해 시험물질의 독성을 추정하는 시험이다(보건복

지부 질병관리본부 폐손상조사위원회, 2014: 37). 연구진은 6개 가습기살

균제 제품32)을 정상폐세포에 노출했고 세포독성을 평가했다(정해관, 

2021).

시험 결과 연구진은 6종 중 4종에서 용량의존적 독성이 나타났다는 

점을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했다. 2011년 8월 30일 질병관리본부가 소집한 

회의에서 세포독성시험 결과가 공유되었다. 연구진은 4종의 시료에서 유

해성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혔지만, “현실 세계는 이러한 실험실 

환경과는 판이하게 다르므로 세포독성이 나타났다는 결과만으로 생체에

서도 유해하다고 속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폐손상조사위원회, 2014: 37). 

31) 2021.02.09. 면접.
32) 6종의 가습기살균제는 가습기메이트, 세퓨, 옥시싹싹, 와이즐렉, 아토세이프, 

아토오가닉이었다(정해관,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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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31일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를 통한 역학적 인과 확인, 

세포 독성 시험을 통한 초기 독성 자료 근거를 토대로 가습기살균제 사

용 및 출시 자제 권고라는 행정적 조치를 취했다. 세포독성시험 결과 네 

개 물질에서 독성 1000~3000 사이 값이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조

치에 붙은 단서는 “최종 인과관계가 확인될 때까지”였다. 이때까지만 해

도 가습기살균제는 위험요인으로 “추정”되는 단계였다. 사용 및 출시 자

제 권고 조치는 동물 흡입독성 실험, 위해성 평가 등의 추가 조사가 진

행되어 확실한 인과관계가 나올 때까지는, 가습기살균제 사용을 자제해 

달라는 요지의 조치였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런 조치가 ‘사전주의 원칙

(precautionary principle)’에 입각해 이루어졌으며, 원인 규명이 완벽히 이

루어지지 않았어도 일정 수준 이상 건강유해 가능성이 인지된다면 사용 

자제를 권고할 수 있다고 보았다(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1b). 8월 

31일의 정부 발표는 가습기가 보통 가을부터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가습

기살균제가 주로 시장에 풀리는 시점이 다가오기 전에 내려져야 한다는 

판단 하에 이루어졌다(정해관, 2021). 면접에 참여한 예방의학자, 역학자

들은 역학조사 결과 역학적 근거가 이미 충분한데 이 당시세 사용, 출시 

자제 권고 수준의 조치만 내려진 것을 조금 아쉬운 점으로 지적했다.

이후 동물 실험은 안전성평가연구소의 흡입독성연구센터에서 실시되

었다. 안전성평가연구소는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연구소로 독성시험, 독성

평가를 중심으로 수행하는 연구소다. 흡입독성연구센터에서는 먼저 입자 

발생 연구를 수행했다. 가습기를 통해 분무된 가습기살균제 입자가 사람

에게 흡입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실험 결과 사람이 흡입할 수 있는 가

습기살균제 에어로졸이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입자발생시험을 통해서는 살균제를 가습기에 넣어 사용할 때, 살균제 

에어로졸(aerosol)이 발생하는지 확인하고, 발생된 에어로졸의 특성을 조

사했다. 시험 결과 가습기를 통해 살균제 입자 에어로졸(aerosol)이 생성

될 수 있고 이렇게 생성된 에어로졸이 많은 양이 발생했을 때 호흡기, 

폐에 침착될 수 있다는 예측이 도출되었다(안전성평가연구소 흡입독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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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연구센터, 2011). 

출처: 안전성평가연구소 흡입독성시험연구센터(2011)
[그림 3] 살균제 입자의 SEM(주사전자형미경) 분석

출처: 안전성평가연구소 흡입독성시험연구센터(2011)
[그림 4] 생성된 가습기살균제 입자 크기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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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발생시험 다음으로 연구진들은 동물기

관 내 점적 투여 연구, 동물 흡입독성 시험을 

수행했다. 이 연구는 가습기살균제가 동물의 

폐에 손상을 끼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

이 목적이었다(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폐손

상조사위원회, 2014: 47-48). 연구진들은 동물 

흡입독성 시험용 체임버(chamber)에 실험쥐

(rat)를 넣고 가습기가 가습기살균제 입자를 

만들어 내는 것과 동일하게 각 제품의 나노

입자를 만들어 체임버 내로 주입했다. 이 실

험은 2011년 9월 27일부터 3개월 계획으로 

실시되었으며, 노출 1개월 후와 3개월 후에 

실험쥐 부검을 실시해 폐조직 변화를 관찰했

다.

2011년 4월 서울아산병원의 신고로 질병관

리본부가 역학조사에 착수한 이후로 전문가

와 정부는 협력하면서 여러 연구를 수행했다. 역학조사를 통해서는 가습

기살균제가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역학적 관련성을 확인했다. 정부

와 전문가들은 원인을 밝히고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대체로 협

력했지만, 역학조사 결과를 둘러싸고는 인식 차이가 존재했다. 역학 전문

가들에게는 역학조사 결과만으로도 가습기살균제 판매를 제한할 근거가 

되었지만, 독성학자와 정부 입장에서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이후 

더 확실한 생물학적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 세포독성시험, 동물흡입독성

시험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었

다. 가습기살균제를 둘러싼 정책 결정은 동물실험이 수행된 후에야 이루

어질 수 있었다. 

출처: 보건복지부 질병

관리본부 폐손상조사위

원회(2014: 48)
[그림 5] 동물 흡입독성 

전신노출 체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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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거 명령 시행

2011년 11월 2일 질병관리본부는 동물실험 1차 부검과 조직병리검사

가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다. 1개월 간 동물실험을 진행했고 그에 대한 

부검 결과가 나오면 살균제 제품에 대해 강제수거 등의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 밝혔다(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1c).

2011년 11월 4일에는 가습기살균제 사용 중단 강력 권고를 내렸다. 1

차 부검에서 이상이 발견되고 11월인 초겨울이 가습기를 주로 사용하는 

시기기 때문에 가습기살균제 사용·판매 사용 중단 권고를 먼저 내리게 

된 것이다. 1차 부검에서 일부 가습기살균제를 흡입한 실험쥐에서 이상

소견-“실험쥐의 폐조직에서 인체 원인미상 폐손상과 같은 변화를 관찰”-

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강력 권고를 먼저 내리게 되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후 병리학적 최종 판독, 전문가 검토를 거쳐 최종 결과를 확정할 것이

라 설명했다(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1d).

출처: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과(2014)
[그림 6] 동물흡입독성실험 결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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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과(2014)
[그림 7] 동물흡입독성실험 결과(2)

2011년 11월 8일에는 서울아산병원에서 의료진과 연구진이 동물실험 

결과 나온 폐 병리조직과 환자 채취 폐 병리조직을 비교했다([그림 8] 참

조). 전문가들은 현미경 비교를 거쳐 환자와 동물 모두에서 폐조직이 동

일한 손상을 보였다고 결론 내렸다(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폐손상조사

위원회, 2014: 51).

출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폐손상조사위원회(2014: 51)
[그림 8] 폐조직 현미경 비교 검토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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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 10일에는 제2차 원인미상 폐손상 역학조사 전문위원회 

회의가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되었다([그림 9] 참조). 이 회의에

서는 강제수거명령 대상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범위가 정해졌다(보건복지

부 질병관리본부 폐손상조사위원회, 2014: 51).

출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폐손상조사위원회(2014: 51)
[그림 9] 제2차 원인미상 폐손상 역학조사 

전문위원회 회의 광경

그 결과 다음 날인 2011년 11월 11일, 동물 흡입독성 실험 결과까지 

더해져 정부는 총 6종의 가습기살균제에 대해 수거 명령을 내렸다. 명령

의 근거는 역학 조사, 동물흡입실험 결과와 전문가 검토였다. 정부는 가

습기살균제가 ‘원인미상 폐손상’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로 1) 역

학조사 결과 가습기살균제가 위험요인으로 추정되었으며, 2) 동물흡입 

독성실험 결과를 근거로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며, 3) 

관련 분야 전문가들도 이를 검토하고 동의했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 질

병관리본부, 2011e). 2011년 4월 최초 신고 이후 7개월 동안 역학, 약학, 

독성학, 보건학, 임상의학 등 다양한 분과의 전문가와 다양한 기관의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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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과 지식 생산을 통해 가습기살균제가 원인 미상 폐손상의 원인이라는 

“확실성”을 찾아갈 수 있었고 그 결과 가습기살균제 사용 중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었다. 

수거명령이 발동된 6종의 가습기살균제는 아래와 같다(<표 9> 참조). 

번호 상품명 제조사 주성분 사진

1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액체)
(주)한빛화학

PHMG 
phosphate 

2
세퓨 

가습기살균제

(주)버터플라

이이펙트
PGH

3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
용마산업사

PHMG 
phosphate

4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
용마산업사

PHMG 
phosphate

<표 9> 수거명령 대상 6개 제품



- 84 -

출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1e)

동물흡입실험의 결과 PGH, PHMG 성분에 대한 이상소견이 나타나서 

이 성분을 주성분으로 하는 제품 2종(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액체), 

세퓨 가습기살균제)과 동일한 성분이 포함된 제품 3종(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 아토오가닉 가습기살균제), 유사성분 함

유제품 1종(가습기클린업) 총 6종이 수거명령 대상 제품으로 결정되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1e).

질병관리본부는 동물실험 1차 부검에서 옥시싹싹 투여군과 세퓨 투여

군에서 조직검사 상 이상 소견이 관찰되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1개

군(세퓨 투여군)에서는 인체에서의 임상 양상과 뚜렷하게 부합하는 조직

검사 소견인 세기관지 주변 염증, 세기관지 내 상피세포 탈락, 초기 섬유

화 소견이 관찰되었고, 다른 1개군(옥시싹싹 투여군)에서는 세기관지 주

변 염증”이 관찰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두 개 군(옥시싹싹 투여군, 세퓨 

투여군) 모두에서 두드러진 호흡수 증가 및 호흡곤란 증세가 관찰되었다

고 하며 이러한 동물흡입실험 결과를 토대로 수거명령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1e). 당시 CMIT/MIT를 주성분으로 

한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명령이 내려지지 않았는데, 동물

5
아토오가닉 

가습기살균제
아토오가닉 PGH

6 가습기클린업 (주)글로엔엠

PHMG 
hydro

chlor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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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입실험 1차 부검 결과에서는 조직 이상을 확인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PHMG/PGH와 다르게 CMIT/MIT의 독성과 인체 피해 사이의 인

과관계에 대해서는 지금도 논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 장에

서 살펴보겠다. 

초기 수거명령은 6종에 대해서만 내려졌지만, 2011년까지 판매된 가습

기살균제는 약 40종으로 확인된다(박동욱 외, 2020). 사회적참사특별조사

위원회 홈페이지의 자료가 대략적인 가습기살균제 제품 판매 현황과 판

매시기를 파악하기 용이해 이 자료에 제시된 제품과 판매 개수, 판매시

기를 표로 정리했다(<표 10> 참조).

번호 제품명 판매 개수(개) 판매시기

1 옥시RB 옥시싹싹뉴가습기당번 4,150,000 2001-2011년

2 애경 홈크리닉 가습기메이트 1,637,000 2002-2011년

3 LG생활건강 119가습기세균제거 1,104,000 1997-2003년

4 옥시 가습기당번 749,000 1994-2000년

5 옥시RB 가습기당번(고체형) 555,000 2006-2011년

6 이마트PB 이플러스 가습기살균제 354,000 2006-2011년

7 유공(SK케미칼) 가습기메이트 353,000 1994-2011년

8 홈플러스PB 가습기청정제 296,000 2005-2011년

9 엔위드(N-WITH) 뉴트리아/클라나드 140,000 2005-2011년

10 베지터블홈 가습기클린업 106,000 2005-2011년

11 롯데마트PB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 92,000 2003-2011년

12 파란하늘맑은가습기 79,000 1997-1999년

13 다이소PB 산도깨비가습기피니셔 27,000 2007-2011년

14 GS리테일PB 함박웃음 가습기세정제 18,000 2007-2011년

15 세퓨 가습기살균제 17,000 2009-2011년

<표 10> 가습기살균제 판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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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2021)

3. 초기 피해 조사 자료 구축: 전문가들의 자발적 참여

2011년 8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의 11월 

공식 수거 명령 발표 이후 환경보건시민센터, 한국환경보건학회에서 활

동하던 일부 전문가는 단순히 원인미상 피해의 원인을 밝히는 것에서 그

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들은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더 확대하고 

조사해 피해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질병관리본부에 전달했

다. 전문가들은 당시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가 감염

병이 아니라 생활화학제품에 의해 생긴 건강문제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가 아닌 다른 부처의 소관사항이라고 생각했다고 기억했다(박진영·구도

완, 2020).

정부 피해조사가 지연되자 시민단체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

제 피해자와 가족모임은 초기 피해신고를 받았다.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는 피해신고와 더불어 피해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한국환경보건학회에 조사를 요청했다(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폐손상조

사위원회, 2014). 2011년 환경보건시민센터 공동대표였던 서울대학교 보

건대학원 백도명 교수는 당시 한국환경보건학회 학회장도 맡고 있었다. 

백도명 교수는 직업병, 석면 피해 사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피해자

들과 연대하는 활동을 오랜 기간 해온 전문가다. 그가 환경보건시민센터 

공동대표를 맡고 있었고, 센터의 최예용 소장은 백도명 교수 지도로 학

위를 받았고 오랜 기간 함께 활동했기 때문에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요청

으로 한국환경보건학회가 연구를 수행할 수 있었다.

한국환경보건학회 임원진은 임원 신년회 겸 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학

16 헨켈 홈키파 가습기한번에싹 11,000 2007-2011년

17 아토세이프 가습기 청정제 2,353 2009-2011년

18 에코후레쉬 가습기 향균볼 473 2009-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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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차원에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 실태 조사, 연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한국환경보건학회, 2012[2017]). 피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피해 실태와 가습기살균제 사용 현황을 조사해야 하는데, 질병

관리본부를 포함해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어떤 정부 부처도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분야에서 연구를 수행해 온 전문가 집단이 나서게 

된 것이다. 

2012년 2월 학회는 성금 모금을 시작했다. 학회 측은 “우리나라 환경

보건 역사에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될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례와 관련된 

노출과 건강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비슷한 사

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환경보건 수준을 향상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연

구의 의의를 설명했다(한국환경보건학회, 2012[2017]). 방문조사, 보고서 

인쇄비용 약 700여만 원은 23명의 학회 회원이 낸 성금으로 충당했다(보

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폐손상조사위원회, 2014). 

출처: 한국환경보건학회(2012[2017])
[그림 10] 한국환경보건학회 성금 모금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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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보건학회는 이 조사 결과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노출실

태와 건강영향 조사』 보고서로 발간했다. 보고서 서문에서 학회는 가습

기살균제 피해자의 노출과 건강영향 등을 “꼼꼼히 조사하여 기록으로 남

겨야” 했기 때문에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한국환경보건학회, 2012: 

1). 학회 구성원은 76가구(피해자 95명)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거주지를 방문해 조사했다(한국환경보건학회, 2012). 이때까지 가습기살

균제 물질의 유해성과 건강 영향이 무엇인지를 다룬 선행연구는 충분하

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가정을 방문해 피해실태 현황에 관해 조

사를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한국환경보건학회 소속 전문가는 설문지의 

문항 하나하나를 여러 번 검토하고 참여 연구원들끼리 논의를 거쳐야 했

다(박진영·구도완, 2020). 

한국환경보건학회의 조사 결

과 보고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발생 이후 초기 피해 현황을 자

세하게 기록한 거의 유일한 자료

라는 의미를 가진다. 이 보고서

는 이후 2012년 말부터 진행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산하 

폐손상조사위원회 활동의 기초가 

되었다. 초기 조사 자료가 있었

기 때문에 폐손상조사위원회에서

는 한국환경보건학회가 진행한 

조사의 범위를 넓히고, 더 깊이 

있게 조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박진영·구도완, 2020). 

이 학회는 정부, 기업 누구도 

제대로 된 조사와 피해구제에 나서지 않을 때, 시민단체와 연대해 조사

에 나섰다. 전문가들의 학술연구집단인 학회가 나서서 피해 실태 조사 

[그림 11] 한국환경보건학회 

보고서 표지



- 89 -

활동을 수행한 것은 전문가들이 사회적 재난의 피해조사에 자발적으로, 

나아가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다(박진영·구도완, 2020). 전문가들은 자신들의 활동을 “사회를 떠들썩하

게 만든 환경보건 문제인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피해 조사를 해달라는 피

해자들과 시민단체의 요청을 학회가 자체 적으로 경비를 갹출해가면서 

조사에 나선 것은 매우 보기 드문, 전문가집단의 사회 참여 사례”라고 

평가했다(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폐손상조사위원회, 2014: 55). 한국환

경보건학회 소속 전문가들은 초기 피해조사 활동 이후에도 각종 위원회 

참여, 피해구제 개선방안 연구, 환경노출 조사 연구, 소송 판결에 관한 

성명서 발표와 기자회견 진행 등의 활동을 지속하고 지금까지도 적극적

으로 참사 대응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출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폐손상조사위원회(2014: 56)
[그림 12] 한국환경보건학회의 방문조사 모습



- 90 -

제 3 절 지연된 피해 실태 조사와 대책 마련

1. 추가 연구: 판매 중지 이후 환자 발생 추적

앞서 기술했듯 수거명령은 동물실험의 1차 검토 결과(중간 부검)를 바

탕으로 이루어졌다. 이후 안전성평가연구소는 계속해서 동물실험을 진행

했고 2012년 2월 3일 1차 동물흡입실험의 최종 결과가 발표되었다. 2012

년 1월 31일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동물실험 3개월 차의 최종 결과를 확

인했다. 이 1차 동물실험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3개 제품(PHMG, PGH, 

CMIT/MIT가 주성분), 유사한 물질을 주성분으로 한 7개 제품 총 10개 

제품에 대한 독성 평가가 이루어졌다. 이 동물실험에서는 CMIT/MIT를 

주성분으로 하는 4개 제품(애경 가습기메이트, 이마트 가습기살균제, 함

박웃음 가습기세정제, 산도깨비 가습기퍼니셔)에서는 이상소견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질병관리본부는 이 제품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거명령을 발동하지는 않으나, 가습기살균제 사용중단이 필요하다고 밝

혔다(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2).

1차 동물실험에서는 CMIT/MIT의 독성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왔

으나 이 실험을 수행한 안전성평가연구소는 현재까지도 가습기살균제 주

요 물질의 독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 중이며, 추가 연구를 통해 

CMIT/MIT의 독성을 확인했다. CMIT/MIT의 독성과 인과관계에 대한 논

쟁은 2021년 1월 형사재판의 1심 무죄 판결을 통해 재점화되었다.33)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가 밝혀지고, 수거명령이 내려진 이후에는 

가습기살균제 판매가 중지된 이후 비슷한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감

시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질병관리본부는 두 연구용역 과제를 발주해 

전향적 감시를 진행했다. 소아에 대해서는 아산병원 홍수종 교수가 연구

33) 이 판결에 대해 자세히 다룬 연구로는 박동욱 외(2021a; 2021b)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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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로 2012년 3월 22일부터 2012년 10월 22일까지 「소아 원인미상 

폐손상 환자 전향적 감시」를, 성인에 대해서는 아산병원 호흡기내과, 중

환자실 임채만 교수가 대한중환자의학회 소속으로 연구책임자를 맡아 

「성인 원인미상 폐손상 전향적 감시」 연구를 2012년 4월 2일부터 

2012년 11월 1일까지 수행했다. 

소아를 대상으로 한 전향적 감시에 참여한 홍수종 교수는 이전부터 

가습기살균제 관련 연구를 수행했기 때문에, 이 연구를 수행하기에 적임

이었다. 연구진은 가습기 판매 금지 이전과 동일한 기준으로 질병 발생 

현황을 비교하고 감시하기 위해 이전의 연구와 동일한 연구진을 구성했

다. 이 연구진은 전국 대학병원과 2차 의료기관 이상의 소아 호흡기 질

환 담당의사, 소아 중환자 진료 의사로 전국 네트워크를 구성했다. 이 연

구에서는 환자 발생을 실시간으로 보고하는 웹 기반 시스템을 구축해 7

개월 동안 환자 발생을 감시했다. 연구진은 연구기간 종료일 이후에도 1

년 정도 더 추적했다. 이 연구를 통해 연구진은 가습기살균제 판매 금지 

이후, 봄과 여름에 소아에게서 새롭게 폐질환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

했다(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폐손상조사위원회, 2014: 61). 이 연구 결

과는 2014년 “Humidifier Disinfectant–associated Children’s Interstitial Lung 

Disease”라는 제목으로 『American Journal of Respiratory and Critical Care 

Medicine』 저널에 게재되었다. 동일한 기준에 의해 수행한 후향적 연구 

결과 2006~2011년 142 사례의 질환이 발생했다고 추정할 수 있었고 이 

결과와 2011년 이후 2년 동안 질환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전향적 연구 결

과를 종합하면 가습기살균제가 급성 폐질환의 원인이었다는 점의 다른 

근거가 될 수 있었다(Kim et 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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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폐손상조사위원회(2014: 62)
[그림 13] 2006~2012년 가습기살균제 소아 폐질환 발생 실태

성인 환자 발생에 대한 감시도 소아와 마찬가지로 전국적인 네트워크

를 구축해 이루어졌다. 주관연구기관 대한중환자의학회뿐 아니라 호흡부

전연구회, 대한흉부영상의학회 등 유관 학회가 연구 네트워크에 참여했

다. 연구진은 학회 회원의 지원을 받아 1,200여 명의 중환자의학 전문의, 

260명 이상의 호흡기내과 전문의, 100명 이상의 호흡부전연구회 소속 전

문의, 전국종합병원의 흉부영상의학 전문의들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조

직했다. 이 네트워크를 통해 새로운 환자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감시하는 

체계를 수립했다(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폐손상조사위원회, 2014: 

60-61). 

소아 연구와 마찬가지로 이 연구에도 2011년 4월 발생한 환자를 진단, 

진료했던 의료진이 연구원으로 참여했고, 관련 전문가가 연구의 자문위

원회(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김동순, 장세진, 도경현, 이무송, 서울아산병원 

김화정,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전종헌,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김제형)로 활

동했다. 이들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관련해 병리학적, 영상의학적, 임상적, 

역학적 특징을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였다. 연구진은 전국 네트워크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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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신환발생 신고서 양식을 배포하고,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환자 발

생을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만약 환자가 보고된다면 연구원

이 확인을 거쳐 자문위원회 회의를 통해 확진하기로 했다. 소아 연구와 

마찬가지로 이 연구에서도 2011년 정부의 수거 조치부터 연구종료 까지 

유사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다. 이 연구를 통해서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가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폐손

상조사위원회, 2014: 60-61). 

2. 피해자와 시민사회의 연대: 피해실태 파악과 발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인터넷 카페를 통해 모여서 피해 사례를 공

유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활동했다. 2011년 5월 원인미상 질환이 발생했

다는 언론 보도 이후 피해자들은 2011년 6월 27일 “소아 간질성 폐질환

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자”라는 다음 카페를 만들어 정보를 교류했

다. 2011년 9월 18일에 피해자들은 다시 “가습기살균제 대책위원회” 카

페를 개설해 피해접수를 진행하고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이 카페 회원

들은 후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모임” 명칭으로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함

께 운동을 전개했다(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2019b: 5).  

시민단체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최초로 대

응한 시민사회단체였다(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

원회, 2019b: 9). 환경보건시민센터는 피해자들의 피해 신고를 확인하고, 

피해자와 시민의 입장에서 정부와 기업에 철저한 조사, 피해대책 마련, 

책임 규명을 요구했다. 이 센터는 2010년 초 창립준비위원회를 거쳐 

2010년 10월 26일 창립됐다. 센터의 소장 최예용과 운영위원회에 참여하

는 구성원들은 2008년 7월 발족한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Ban Asbestos 

Korea, BANKO) 활동을 통해 한국에서 석면운동을 전개해 온 경험이 있

었다. 이렇듯 환경보건시민센터는 환경보건과 안전 의제에 전문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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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단체였다. 최예용은 시민단체에서 오랜 기간 활동하기도 했지만, 서울

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석면 관련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전문가이기도 

하다. 활동가이자 전문가이기도 한 그는 석면운동에서도 주도적인 역할

을 수행했는데 그의 이런 ‘혼종적 정체성’은 한국 석면운동에서 시민단

체가 생산한 지식의 신뢰성과 전문성 획득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강연

실, 2018).

2011년 8월 31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살균제가 원인미

상 폐손상의 위험요인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한 이후,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가습기살균제품과 유사제품명을 공개하고 제품회수조치를 실시하라”라

는 제목의 긴급성명서를 발표했다. 센터는 “문제의 가습기살균제의 종류

와 제품명을 공개하고 제품회수조치를 실시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막아

야” 하고, “화학물질 안전관리 제도를 근본적인 뜯어고치는 계기”가 되

어야 한다며 조사와 책임 규명을 요구했다(환경보건시민센터, 2011a).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011년 9월 8일 조사보고서를 발표하며 정부보다

도 먼저 판매되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상품 리스트와 판매 실태, 피해 실

태를 파악해 알렸다. 센터는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상품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강제로 회수조치를 하지 않아 전국 곳곳에서 여전히 가습기살균제

가 판매되고” 있다며 지적했다. 정부가 사용자제 권고만 취해 추가 피해

자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제적인 제품리콜”을 실시해야 한

다고 주장했다(환경보건시민센터, 2011b).

2011년 9월 20일에는 기자회견을 열어 가습기살균제 영유아, 산모 피

해사례를 발표했다. 센터는 영유아 사망 피해에 대해 전국적으로 제보가 

들어왔으며 정부가 영유아 피해를 누락시키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

적하고 정부가 ‘권고’ 조치만 내린 것을 비판했다. 이 기자회견에서 환경

보건시민센터는 피해자들과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을 만들어 “1) 정부

발표 이외의 많은 피해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2) 유사한 피해사

례를 본격적으로 제보 받아 피해의 실상을 파악하며, 3)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자발생을 막기 위한 판매보이콧 시민캠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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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전개하겠다고 알렸다(환경보건시민센터, 2011c). 

11월 1일에는 국회 토론회에서 2차 피해 사례를, 11월 9일에는 3차 피

해 사례를 발표했다. 2차 피해 사례 발표를 열며 센터와 피해자모임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그동안 접수된 피해사례를 분류하면서 치를 떱니다. 하루빨리 국

민들에게 알려서 문제의 실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차 피해사례 발표와 함께 시간을 끌고 있는 

정부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야별로 지적하는 정책토

론회를 국회에서 열기로 했습니다(환경보건시민센터, 2011d).

성인 피해, 가족 피해, 영유아 피해에 대한 사례 발표와 더불어 가습

기살균제 피해실태파악과 문제해결방향에 대해 윤승기 과장(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과), 홍수종 교수(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과, 울

산의대), 임종한 교수(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예방 및 산업의학과), 최경호 

교수(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 등의 전문가와 공무원도 참

여해 발표했다. 3차 피해사례 조사 발표에서도 센터는 11월 1일 발표 이

후 추가로 확인된 피해를 밝히고 1) 문제해결 위한 국무총리산하 범정부 

특별위원회 및 TF구성 및 대통령 명의 대국민담화문 발표촉구(가습기살

균제 강제적 판매금지와 제품리콜선언 및 소비자 사용금지와 제품반환 

호소내용), 2) 정부 내 피해신고센터 설치 및 법적, 도덕적, 경제적, 정신

적 피해대책촉구, 3) 반생명적 제품생산 비판 및 생명존중 기업 활동 촉

구, 4) 생활 속의 각종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위한 혁신적 제도개선 촉

구를 요구했다(환경보건시민센터, 2011e).

11월 11일 정부의 수거명령 발동 이후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

균제피해자모임, 서울환경운동연합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에게 사

과와 피해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 단체들은 정부가 피해대책을 신속히 

마련하지 않는 점을 비판했다(환경보건시민센터, 201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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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차원에 TF가 구성됐다고 한 것이 지난 8월 31일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고 구성조차 되지 않았다

고 합니다. 도대체 태아, 영유아, 산모와 성인 등 수많은 국민들

이 죽어가고 있는데 도대체 정부는 뭐하고 있는 겁니까? 피해자

모임은 오늘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

다. 아이를 잃은 후 환경문제로 이 땅에서 살기 어렵다면서 해외

로 이민 갔다며 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이 피해자모임으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오늘 정부의 엉터리 발표를 보면서 그 분들

의 심정이 십분 이해가 가고도 남습니다. 분노를 억누르며 수많

은 피해자의 억울한 심정을 담아 다시 한번 정부에 촉구합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2011f). 

3. 피해조사와 대안 마련 요구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피해자모임이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요구했듯 정

부는 사용자제 권고, 수거명령 발동을 내렸지만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기

업이 판매한 제품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피해를 조사하거나 대안을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2011년 11월 11일 보도자료에서 피해실태와 대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서울아산병원에서의 조사 사례와 환경보건시민

센터 발표 사례만 파악하고 있었고, 나서서 피해조사를 하지는 않았다. 

또한 피해 대책에 대해 기업과 피해자 사이의 소송 문제로 인식하고 있

었다(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1e).

2. ‘원인미상 폐손상’ 환자는 어느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가? 

☞ 질병관리본부에서는, ‘11년 8.31일 발표한 A의료기관의 조사 

결과 2001년 이후 총 28건의 사례를 확인하였으며,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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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고된 사례 중 원인미

상 폐손상으로 확인된 3건의 사례를 더하여 총 31건의 확정

된 사례를 파악하고 있음

☞ 환경보건시민센터 1차 발표사례 8건 대해서는 인적사항을 제

공받았으며, 2차 및 3차 발표사례 83건에 대해서는 정보제공

을 요청하였으나 아직 인적사항을 제공받지 못했음. 시민센터 

1차 발표 사례 8건 중 3건은 확인하였고 3건은 조사 진행 중

임(2건은 기존 사례와 중복임) (총 34건의 사례 중 남5, 여29

(임산부 13) / 소아4, 성인30 / 생존25, 사망9)

☞ 원인미상 폐손상 환자의 전체적인 발생 규모 및 양상을 파악

하기 위해 관련 학회(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대한소아알레르

기호흡기학회)를 통해 전국적인 사례조사를 진행하고 있음

3. ‘원인미상 폐손상’ 피해자 대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가?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제조사 사이에 개별 소송에 의해서 

배상문제는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보건복지부 질병관리

본부, 2011e; 강조 표시는 연구자)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후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한국환경보건학회

와 함께 피해실태를 조사했다. 이후 2012년 5월 21일부터는 가습기살균

제 피해대책을 촉구하는 광화문 일인시위를 시작했다. 이 시위는 2013년 

7월 29일까지 205회 가량 진행되었다(환경보건시민센터, 2021). 

2012년 12월 19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며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013년 1월 22일 대통령 

인수위원회 앞에서 사진전시를 열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정권의 성향

이 비슷했기 때문에 큰 구조가 바뀌지는 않았지만, 시민사회와 피해자는 

정부 변화 시기에 맞춰 1년 넘게 지연된 가습기살균제 피해대책 마련을 

요구한 것이다.

이들은 “정작 책임부서인 지식경제부와 환경부는 나 몰라라 뒷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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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물러서 구경만 했다. 여러 부처가 관계된 일이어서 총리실이 TF를 꾸

려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총리는 대국민 립서비스만 했을 뿐 실

제 관할부처는 모이지도 않았다. 관계부처가 모여 상황파악, 피해대책마

련 및 유사사건발생예방 등의 조치를 당연히 취할 것으로 기대했던 피해

자는 물론 많은 국민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한다. (중략) 기업프렌들리를 

내세운 MB정부가 이 문제를 사실상 방치해버렸고 해당기업들은 장기적

인 소송전으로 사건을 유야무야 시키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하며 

“박근혜 당선인은 대통령선거과정에서 여러 차례 희망이 넘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차기 대통령으로서 박근혜 당선인이 어처구니없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으로 희생된 사망자들의 유족과 환자들을 만나 아픔을 

어루만지고 위로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한 일인가”

라며 피해대책 마련을 요구했다(환경보건시민센터, 2013a). 이후 피해자

모임과 센터는 옥시 본사 앞에서 사진전시와 기자회견, 광화문에서 사진

전시회 등을 개최하며 지속적으로 정부에 피해대책 마련을 요구했다(환

경보건시민센터, 2021). 

제 4 절 소결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다른 환경 피해와 달리 피해자들이 특정 원인을 

지목해 피해를 호소해서 밝혀진 것이 아니라, 정부의 조사에 의해 원인

이 밝혀졌다.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이나 피해 가능성에 대해 기업, 정

부, 전문가, 소비자 누구도 알지 못했고 수십 년 동안 독성화학물질을 포

함한 제품이 팔렸다. 이 제품의 피해로 생각할 수 있는 피해자들이 일부 

임상의사들에게 감지되었으나, 이들은 신종 바이러스나 세균만을 질병의 

원인으로 생각했고 정부에 역학조사 등을 요청하지도 않았다. 

2011년 4월 서울아산병원의 신고로 정부는 역학조사와 세포독성시험, 

동물흡입독성시험 등을 거쳐 6종의 살균제 제품에 대해 수거명령을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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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수거명령이 이루어지기까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임상의학, 

역학, 독성학 분야의 전문가는 자문회의, 위원회 등을 통해 원인미상 폐

질환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살균제의 독성과 피해유발 가능성

을 확인하기 위해 협력했다. 이 과정에서 역학조사 결과 밝혀진 역학적 

인과관계에 더해 독성학적 증거 조사가 필요했는데, 살균제에 사용된 물

질의 흡입독성에 대해 이전에 조사, 연구된 바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한

국의 전문가들은 새롭게 독성시험을 수행해야 했다. 

4월 피해 신고에서부터 11월 수거명령 시행까지 일련의 과정이 신속

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그 자세한 과정을 보았을 때, 피해 

원인을 밝히기 위해 수행되었던 역학조사 결과에 대해 전문가 집단 사이

와 정부 사이에 이견이 존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중에 판매되던 화

학물질제품으로 인해 다수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독성학자, 임상의학자들은 살균제 제품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것이 맞는지 더 조사를 하고 그를 바탕으로 정책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

고 주장했다. 역학자들은 역학조사 결과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피해의 원

인임이 확실한데, 그 결과로 바로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용 중지 권

고가 내려진 점을 아쉽게 생각했다. 시민사회와 피해자 측은 사용 중지 

권고 조치가 내려졌을 때, 정부가 제품 회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수거명령이 바로 내려지지는 않았다. 

2011년 11월 수거명령이라는 정책 결정이 내려진 이후, 정부는 피해조

사와 대책 마련을 지연했다. 역학조사, 동물실험 결과로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식이 생산되었지만, 수거명령이라는 의사결

정이 이루어진 후 추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이에 가습기

살균제피해자모임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피해사례를 자체적으로 조사, 

정리하고 발표하고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정부에게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

을 요구했다. 한국환경보건학회는 자발적으로 피해실태조사를 진행해 가

습기살균제 피해의 초기자료를 기록으로 남겼다. 이러한 활동은 적극적

으로 나서지 않는 정부에 대항하는 대항전문가로서의 활동으로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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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습기살균제의 독성과 그로 인한 인체 영향에 관한 초기 피해 지식 

구축 과정에서 어떤 과학의 근거를 확실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해 과

학적 불확실성을 둘러싸고 경합이 나타났다. 이전까지 가습기살균제 참

사에 관한 연구들은 초기 피해조사와 수거명령까지의 과정을 자세히 분

석하지는 않았지만, 이 연구에서는 피해조사에서부터 수거명령이라는 결

정까지도 질병관리본부와 독성학, 역학, 임상의학 등 다양한 학문 분과의 

전문가들의 참여와 그들의 지식 생산과 경합이 있었음을 보였다. 나아가 

이러한 지식 생산이 정책 결정과정과 맞물려 있으며 정책 결정이 내려지

는 과정은 어떤 분과의 지식을 더 확실한 증거로 볼 것인가에 대한 합의

와 조정 과정이었음을 보여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관한 초기 지식 생산에

서의 지식 정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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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재난 관리 도구로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판정 기준의 구성과 실행

이 장에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관한 공식적인 조사가 처음 이루어

지고 그로 인해 피해 판정 기준이 만들어지고 피해구제정책에 의해 기준

의 적용이 이루어진 과정을 분석했다. 정부 주도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실태조사는 “폐손상조사위원회”라는 민관협력 위원회를 통해 2012년 말

부터 실시될 수 있었다. 보통 재난 조사(disaster investigation)를 수행하는 

기구는 재난의 발생 원인을 면밀히 조사한다(Knowles, 2013; 황정화·홍성

욱, 2021; 박상은, 2021a; 2021b). 이런 조사에서는 주로 재난이 왜 발생

했는가, 재난이 발생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가를 조사한다. 홍성욱

(2018)은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발생한 까닭을 한국의 관료문화에서 찾기

도 했다.

그런데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경우 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원인을 알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고, 그에 대한 원인을 찾고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 먼저 이루어졌다.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통상적으로 재난 조사 

과정이라 할 수 있는-을 역학조사와 독성실험이라 할 수도 있다. 또는 

2017년 구성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재난조사위원회의 역할을 수

행했다고도 할 수 있다. 

이 장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볼 폐손상조사위원회의 활동은 재난, 참사

와 관련해 구성된 전문가 중심의 위원회지만 그 성격이 기존의 재난조사

위원회와는 구별된다. 수많은 건강피해의 원인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것임이 밝혀졌지만, 그 피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인체에 어떤 피해를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진 것이 없었고, 살균제를 얼마나 많은 사람

들이 사용했는지조차 파악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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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필요했다. 폐손상조사위원회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구성된 위원

회였고, 의학·과학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폐손상 

중심으로 조사, 연구하고 그 피해를 구분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폐손상조

사위원회가 생산한 폐손상 판정 기준이라는 과학적 합의의 결과물은 후

에 피해구제제도에서 활용되며 재난 관리의 도구로 활용되었다. 기준이 

정책에서 사용되며 전문가가 속한 과학 영역, 정부의 정책 영역, 피해자

와 시민사회 영역 사이에서 피해 판정 기준을 둘러싼 갈등과 상이한 인

식이 발생했다. 

제 1 절 피해 판정 기준이라는 과학적 기준의 생산

1. 폐손상조사위원회 구성과 피해사례조사 활동

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역학조사, 독성시험 등의 과정을 거쳐 원인미상 

폐질환의 원인이 가습기살균제임이 밝혀졌다. 이 조사에서는 주로 사망

에까지 이르는 중증 사례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졌다. 피해자 단체, 환경

보건시민센터와 초기 조사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은 2011년 11월 11일 1

차 동물실험결과 발표와 수거명령 발동 이후에도 추가 피해 조사와 피해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간질성 폐렴과 비슷한 증상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졌지만,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경미한 증상, 종합적

인 증상과 양상에 대해서는 여전히 누구도 모르는 채로 남아 있었다. 

2012년 상반기 한국환경보건학회가 조사를 통해 보고서를 남겼지만, 정

부 차원의 공식적인 조사가 진행되지 않자 피해자, 시민단체들의 불만은 

고조되었다. 

질병관리본부의 초기 역학조사에 참여한 연구진, 원인미상 폐손상 환

자 진료 전문가, 피해신고 접수를 해왔던 환경보건시민센터, 한국환경보

건학회 중심의 연구진, 시민단체 추천 전문가들이 “폐손상조사위원회”를 



- 103 -

구성하게 되었다(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폐손상조사위원회, 2014: 68).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시민단체 참여 필요성이 제기되어 시민단체 추천 

전문가가 조사와 판정 과정에 포함되었다(국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

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016: 54).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을 전문으로 대응하던 조직으로 화학물

질로 인한 폐질환의 조사에 전문성이 없었기 때문에 전문가와 시민단체

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꾸려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에 대해 주도적인 전문성을 가진 정부 부처, 조직이 없었기 때문에 정부, 

시민사회, 학계 공동 거버넌스 기구인 위원회를 꾸려 조사하는 방안이 

도입된 것이다. 

2012년 12월 6일 가습기살균제 폐손상조사위원회 1차 조사위원회 회

의가 진행되었고 이 자리에서 조사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폐손상조사위원회, 2014).34) 폐손상조사위원회

는 민관합동으로 꾸려졌으며, 위원장은 역학, 감염병 전문가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최보율 교수와 보건학 전문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가 맡았다.35) 위원회 간사는 관에서는 당시 질병관리본부 과장이, 민

에서는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이 맡았다. 관에서 선정한 전문가

들은 주로 감염병 전문가들이었고, 민에서는 보건학, 역학 전문가가 참여

했다.36) 

폐손상조사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에 대한 당시까지의 

34) 국정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위원회 회의는 총 13번 개최되었다. 이 13번 회

의의 회의록은 비공개 상태인데, 광우병 사례에서는 국정조사를 통해 전문

가 회의 회의록이 공개되어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하대청, 2015). 이 

연구에서는 사료의 한계로, 심층면접과 다른 사료 내용을 바탕으로만 관련 

내용을 서술하며, 회의록이 공개된다면 추후에 이에 대한 후속 연구를 진행

할 예정이다.
35) 총 폐손상조사위원회 인원은 26명 또는 27명으로 확인되는데 전체 명단이 

공개된 적은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위원 명단을 확인할 수는 없다. 
36) 2021.05.11. 면접; 환경보건시민센터(202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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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자료를 검토하고 정리된 결과들을 종합하여, 신고된 사례들을 대상

으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를 객관적으로 판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사 목표였다(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폐손상조사위원회, 2014: 

68). 

그런데 폐손상조사위원회의 본격적인 조사 활동은 첫 번째 회의가 진

행되었던 2012년 12월 이후 7개월 후에야 이루어질 수 있었다. 폐손상조

사위원회의 조사 범위와 방법에서 위원회 위원과 질병관리본부 사이의 

이견이 조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갈등 내용은 보건복지부가 ‘추가 보

완 조사’를 허가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는 정부의 책임 회피와 적극적

인 조사 불이행과 관련된 것이다. 즉 이 시기에는 추가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정치적 기회의 창이 닫혀 있었다. 2013년 4월 4일에 위원회 5차 

회의가 진행되었다. 위원들은 신고가 접수된 피해자의 폐섬유화 증상을 

조사하기 위해 폐CT(전산화단층) 촬영, 폐기능검사, 임상검가와 설문조사 

등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조사에는 많은 비용이 필

요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허가와 지원이 필요했다. 따라서 위원회 위

원들은 보건복지부에 후속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보고했지만, 보건복지부

에서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추가 보완 조사가 불가능하다

는 입장을 피력했다. 여기서 법적 근거란,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화학물질

로 인한 피해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었다(경향신문, 2013).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 업무를 어느 정부 부처가 맡아서 해야 하

는가에 대한 떠넘기기는 2011년 11월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폐손상조사위원회의 추가 조사 업무를 위해 예산을 위한 여러 지원이 필

요해지자 보건복지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보건복지부의 업무 영역을 

넘어선다며 난색을 표했고, 환경부는 처음부터 보건복지부가 맡아서 한 

일이기 때문에 일단은 보건복지부가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법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의 법적 업무는 ‘전염병 역학조사’였

고, 오염물질 피해 조사는 지정되지 않았었다(한국경제, 2013). 당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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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장 제30조(직무)에서는 “질병관리본

부는 국민보건향상 등을 위한 감염병, 만성 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 및 

손상(損傷) 질환에 관한 방역·조사·검역·시험·연구업무 및 장기이식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고 지정하고 있었다(법제처, 2011).37)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시민단체와 피해자들의 투명한 조사 요구에 

따라 위원회를 꾸렸던 것이고 CT촬영의 경우 가습기 살균제 노출시점으

로부터 시간이 지나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봤다.”고 밝혔다(경향

신문, 2013).

위원회에는 독성학 전문가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들은 피해자들의 

피해 양상에 대한 추가 조사 외에도 살균제 물질의 독성에 대한 추가 조

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는 유해물질은 소

관 업무가 아니고, 질병의 원인을 규명한 것으로 책무를 다했다고 생각

한다고 밝혔다. 유해물질은 “엄밀히 말하면 환경부 소관이고, 가습기살균

제는 공산품이기 때문에 지식경제부가 많아야 하지 않나 생각”된다는 것

이다(이지경제, 2013).

이에 반발한 위원회 위원들은 더 이상 검사가 지체되는 것을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해 추가 보완조사 의견을 보건복지부가 수용하지 않을 경

우 전원 사퇴하겠다는 서한을 4월 11일 질병관리본부에 전달했다. 가습

기살균제피해자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은 4월 12일 성명서

를 발표하며, 피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 대해 비난했다.

어린 딸을 죽음의 문턱에서 겨우 구해내 지금도 폐질환을 앓고 

있는 딸의 아버지인 강○○씨(경기 광명 거주)는 “그동안 수 백 

3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발생 이후 2020년 9월 12일부터 질병관리

본부는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었다.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서는 질병관리본부 “방역·검역 등 감염병에 관한 사무 및 각종 질병에 관한 

조사·시험·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것으로 지정하고 있다(법제처, 

202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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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정부에 정확한 피해조사와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다. 벌써 3년째다. 복지부가 피해대책은 자기네 

소관이 아니라고 해왔는데 우리 피해자들은 신고된 피해사례에 

대한 조사만은 진행되고 있는 줄 알았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뱃속의 아기와 아내를 같이 잃고 직장도 그만둔 피해자 안모씨

(부산 거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법적 근거가 없는데 조사

위원회는 왜 구성했냐? 피해신고는 왜 받았냐? 대한민국 정부에 

몇 천만 원이 없어서 수백 명이 죽고 다친 사건을 조사도 안한

단 말이냐? 이게 나라냐?”라고 울분을 터뜨렸다(환경보건시민센

터, 2013b).

2013년 4월 15일에는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 장

하나 국회의원, 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조

사촉구 기자회견 <박근혜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결국 외면하는

가?>를 열어 “1)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를 조속히 실시하라, 2) CMIT/ 

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 제품독성평가 다시 하라, 3) 살인기업 형사, 

민사상 징벌적 처벌법을 제정하라”를 요구했다. 이들은 피해조사와 대책 

마련이 지연된 것이 “이명박 정부의 엉터리 기업프렌들리 정책이 야기한 

결과인가? 박근혜 정부는 이런 엉터리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것

인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자들은 정부의 안이한 태도를 더는 지켜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분노하고 규탄”한다고 밝혔다(환경보건시민센

터, 2013c).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서 4월 18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국회결의안

이 상임위 의결되고, 4월 24일 보건복지부 장관이 피해자 대표 10명과 

면담을 진행했다(환경보건시민센터, 2021). 총리실도 태스크포스 회의에

서 폐손상조사위원회를 재가동하도록 결정했다. 백도명 교수는 언론 인

터뷰에서 위원들이 “집단 사퇴의사를 표명한 후 아직 정부로부터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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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을 받지는 못했지만, “국회와 총리실이 나섰다고 하니 지켜볼 것”

이라 말했다(한국경제, 2013). 

한 차례 위원 사퇴 사건이 있은 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2013

년 5월 6일 가습기살균제 폐손상 의심사례 조사를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총리실 주관 부처 간 협의 결과에 따라 조사를 재개하

며, 폐손상조사위원회의 제안을 수용해 폐CT, 폐기능검사 등의 수행 기

관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을 선정해 검사를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이에 더

해 지체되고 있는 사례조사 계획 수립을 “조속히 재정립”해 “접수된 의

심사례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타당한 조사결과를 신속히 도출”할 것이라 

말했다(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3a).

2013년 6월 28일 질병관리본부는 7월 1일부터 가습기살균제 폐손상 

의심사례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이 조사는 접수된 가습기살균제 

폐손상 의심사례 394건에 대해 개인별 가습기살균제 관련성 평가를 위한 

조사였다. 구체적으로 이 조사는 폐손상조사위원회 위원들이 논의해 제

시한 조사방법에 따라 개인별 의무기록 확인, 임상검사(폐CT, 폐기능검

사 등), 가습기살균제 사용력 확인 등의 과정을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되

었다. 조사 후에는 최종적으로 “전문 의료진 등에 의한 개인별 검토 및 

판정작업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질병관리본부는 “모든 접수사례에 대하

여 과학적으로 타당하고 투명한 조사결과가 도출”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폐손상조사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자체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

니라 공동위원장 중 한 명이었던 백도명 교수를 연구책임자로 하는 조사 

수행과 임상 검사를 구별해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

부, 2013b). 조사 계획의 세부 내용과 흐름도는 아래 표와 그림에서 확인

할 수 있다(<표 11>, [그림 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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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b)

출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b)
[그림 14] 폐손상 의심사례 조사 세부계획 중 조사흐름도

구분 생존자 사망자

임상정보

국립중앙의료원 방문 

검사, 과거 의무기록, 
영상자료

과거 의무기록, 영상자료

설문조사 건강 및 환경 설문조사 건강 및 환경 설문조사

환경조사 자택 방문조사 자택 방문조사

<표 11> 폐손상 의심사례 조사 세부계획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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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손상조사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들도 이전까지 조사된 것이 일부분

이고,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와 인체 영향이 매우 불확실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폐손상조사위원회의 조사는 제한된 동물실험, 일부에게

만 피해가 발생한 점 등 “여러 불확실성들을 극복하면서 전체적인 피해

의 규모를 확인”하고, “사후조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

진 것이었다. 조사위원회는 이미 피해로 확인된 사망에 이르는 중증 피

해뿐 아니라 뚜렷한 임상증상으로 드러나지 않는 피해에 이르기까지 다

양한 정도의 피해를 “모두 포괄”하면서, 피해의 가역성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와 연관된 정도와 기간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노출 특성을 확인”하

고자 했다(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폐손상조사위원회, 2014: 68).

가습기살균제 폐손상 의심사례 조사와 판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2014년 3월 12일까지 이루어졌다. 이 조사의 목적을 다시 정리하자면 

“첫째, 전체적으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의 다양한 양상을 확인·정

리한다. 둘째, 개인별 가습기 살균제 노출 및 건강피해를 확인하고, 그게 

근거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 여부 판정을 내린다”였다. 이 조사는 “가습

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의 전반적인 윤곽을 파악하고, 이에 근거해 판정을 

진행하며, 최종적으로 이를 검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판정”을 수행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폐손상조사위원회, 2014: 69). 가습기살균제 폐

손상 의심사례 판정위원회는 환경노출의 판정 기준, 임상분야의 조직병

리 판정 기준, 영상의학검사 소견과 판정 기준, 병력 및 임상 양상 검토 

소견과 판정 기준을 검토하고 이를 종합해 신고 사례를 판정했다(보건복

지부 질병관리본부 폐손상조사위원회, 2014). 이 판정 결과가 ‘4단계 판정 

기준’의 초기 모델이다. 조사는 총 세 가지 단계를 거쳐 이루어졌다. (1)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따른 질병양상과 그 진단기준의 설정, (2) 각 임상

양상의 독립적인 판정과 환경노출에 대한 조사, (3) 환경노출과 임상양상

의 관련성에 대한 분석 및 그에 근거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의 판

정이 그것이다(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폐손상조사위원회, 2014: 69).

폐손상조사위원회의 활동의 계획과 절차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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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같이 이루어졌지만, 실제 세부 피해 조사 과정 과정까지 폐손상조

사위원회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것은 아니었다. 폐손상조사위원회 전문가

들은 논의를 바탕으로 민간 추천 위원장 백도명 교수를 연구책임자로 조

사 연구용역 과제를 수행하고 그 조사 결과에 대해 전문가들이 판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을 결정했다. 즉 피해자들에 대한 환경조사는 서울대

학교 보건대학원이 주관 기관으로 수행하고, 임상검사는 국립중앙의료원

에서 진행하며, 조사와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판정에는 폐손상조사위

원회 전문가 위원들이 참여하는 방식이었다([그림 15] 참조). 

출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환경부(2014)
[그림 15] 폐손상 의심사례 조사 진행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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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폐손상조사위원회의 활동과 조사 과정은 

피해자(생존자, 사망자) 입장에서의 절차를 보여준다. 그런데 폐손상조사

위원회 안에도 여러 행위자로 나뉘어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 연구에서는 

폐손상조사위원회에서의 판정 기준의 형성 과정을 세밀히 보기 위해 폐

손상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다음과 같이 도식화해 보았다. 전문가들의 참

여와 위원회 활동의 흐름을 중심으로 폐손상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정리하

면 아래 그림과 같다([그림 16] 참조).

주: 연구자가 자료를 바탕으로 새롭게 정리함

[그림 16] 폐손상조사위원회 조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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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손상조사위원회의 활동은 자료수집과 판정 활동이 구분되어 있으며, 

폐손상조사위원회의 활동이라 불리었던 활동 안에는 서울대 보건대학원 

주관의 연구용역 과제 「가습기살균제 폐손상 의심 접수사례 조사」수행

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폐손상조사위원회의 논의에 따라 다시 “가습기

살균제 폐손상 의심사례 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는 위원회가 구

성되어 판정은 이 위원회가 진행했다. 폐손상조사위원회의 활동이라 함

은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 용역의 자택 방문 조사(환경조사), 국립중앙

의료원의 임상검사, 판정위원회의 자료 검토, 개별 자료판독 및 취합, 종

합 판정의 단계를 모두 아우르는 활동인 것이다. 

폐손상조사위원회의 구성, 운영과 병행해 보건복지부는 연구용역 과제

를 발주해 「가습기살균제 폐손상 의심 접수사례 조사」를 진행했다. 이 

연구는 2013년 7월 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서울대학교 보

건대학원 백도명 교수가 연구책임자를 맡았다. 설문조사, 환경조사는 연

구보조원으로 참여한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최예용 소장, 임흥규 팀장, 안

종주 기자,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박사수료생 김선경이 피해 신고를 한 

피해자의 가정에 직접 방문해 이루어졌다. 피해자들은 질병관리본부와 

환경보건시민센터에 피해자로 신고해 등록한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피해

자들에게 연락을 취하고 최종 판정 대상을 정리했다. 조사원들은 전국을 

순회하며 피해가정에 방문해 피해자, 가족, 유족을 만나고 피해현황을 구

체적으로 조사했다. 안종주 기자는 2013년 여름 조사를 위해 전국 팔도

의 피해자 가정을 방문했던 경험을 고단했지만,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지

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게 된 계기가 된 의미 있는 작업으로 회

고했다. 그는 대전, 부산, 창원, 진주 등 전국의 피해 신고 가정을 방문해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서 그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가습기살

균제를 구입하게 된 경위, 피해가 나타난 날짜, 병원을 가게 된 이유 등

을 물었다(안종주, 2016: 186-188). 

이러한 환경, 노출조사와 더불어 피해자들은 2013년 7월 1일부터 2013

년 9월까지 국립중앙의료원에 내원해 폐CT, 폐기능 검사 등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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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용역 과제의 결과와 의료검진 결과는 폐손상조사위원회 전문가들

에게 공유되었으며,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 판정이 이루어졌다. 

이 조사 결과보고서에 판정 내용까지 기술되어 있으며, 이 과정이 폐손

상 판정 기준의 결정 과정이라 할 수 있다. 

2. 폐손상을 둘러싼 학문 분과 간 합의와 조정

이 절에서는 폐손상조사위원회 내 판정위원회의 조사와 판정 과정을 

자세히 보겠다. 폐손상 판정 과정은 기계적인 기준을 개별 사례에 일괄

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이 아니라, 개별 사례에 대한 여러 전문가의 검토

와 전문가들 간의 기준 설정, 합의의 과정이었다. 이 과정은 각 분야 전

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 위원회 내의 합의, 조율과 논의를 거치는 복잡

한 과정이었고, 각 피해 사례에 대한 검토가 하나하나 이루어졌다. 

판정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료를 보고 논의하는 과정을 수

행했다. 판정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조사를 담당했었거나, 그 경

험이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했다. 폐손상조사위원회의 위원들과 전문가들 

중에서 임상판정과 환경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인원들로 이루어졌

다. 판정위원회 구성 시 모든 판정위원들은 배제 명시를 포함한 판정의 

공정성 서약, 비밀보장 서약을 했다. 공정성 서약은 조사 대상자, 제품 

제조사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한다는 내용

이며, 비밀보장 서약은 판정 과정에서 습득하는 개인적 정보에 대한 비

밀을 보장하는 것이다(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폐손상조사위원회, 2014: 

70).

판정위원회는 1) 건강영향평가 분야, 2) 환경노출평가 분야, 3) 역학 

분야 세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었다.38) 총 18명이 판정위원회에 참여했

38) 판정위원회에 속한 전문가가 누구인지 공개된 자료는 없지만, 결과보고서에

서 과제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전문가들은 알 수 있었다. 자문위원은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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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원회는 세부 분야별로 관련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3인 이상

의 전문가를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그 결과 조직병리 판독 2인, 

영상의학 판독 4인(성인호흡기질환 2인, 소아호흡기질환 2인), 임상의학 

판독 6인(내과 3인, 소아과 3인), 환경평가판독 3인, 역학분석 3인으로 위

원회가 구성되었다. 조직병리 분야는 전문가가 많지 않아 2인으로 구성

되었다(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4: 16).

판정위원회는 진단기준을 미리 수립하고 그 기준에 맞추어 판정을 진

행했다. 이렇게 기준을 미리 정하고 피해 사례를 판정한 까닭은, 기준을 

정해 놓지 않고 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그를 통해 기준을 도출하면 그 기

준은 결국 피해 사례를 설명하기 위한 아전인수격 기준이 될 뿐이었기 

때문이다. 이 진단 기준은 2012년 12월 6일 1차 폐손상조사위원회 시작 

후 조사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미리 수립했다. 기준을 수립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연구는 거의 없었는데,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용역으로 수행한 

역학조사 결과가 폐손상조사위원회가 기준을 수립하기 위해 참고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연구 자료였다. 위원회 소속 전문가들은 이 초기 연구 

결과에 나타난 병리적 특성, 역학적 특성을 고려해 기준을 수립할 수밖

에 없었다.39)

이렇게 미리 진단 기준을 확립한 또 다른 이유는 분야별로 “독립적인 

조사와 판정”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었다. 위원회는 크게 임상과 환

경, 구체적으로 임상에서도 조직병리, 영상검사, 임상 분야의 조사가 독

립적으로 이루어지게 했다. 판정 조사 이후 각 분야별 조사 결과의 연관

성(즉 환경 노출과 임상 결과의 연관성)을 검토해 판정기준의 적합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보건복지부 질병관리

본부 폐손상조사위원회, 2014: 70). 이러한 기준과 우선순위는 2011~12년

으로 고윤석, 도경현, 김용화, 박동욱, 안강모, 윤엽, 이종현, 임신예, 임종한, 

임채만, 장세진, 정은희, 정해관, 조영아, 조준성, 채은진, 최경호, 최보율, 한

정호, 홍수종이었다(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4: 41).
39) 2021.12.08. 면접; 2021.12.13.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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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쌓인 지식을 토대로 마련되었으며 기준을 정하는 과정도 폐손상조사

위원회에서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폐손상조사위원회의 전문가들이 논의해 “합의”한 “가습기살균제로 인

한 소엽중심성 섬유화를 동반한 폐질환 진단기준”은 두 가지로 정해졌

다. 1) 다음과 같이 세부적인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환경노출의 판정기준

에 근거하여 환경노출이 인정되는 자, 2) 가습기살균제 노출에 따른 질

병양상과 부합하는 소엽중심성 섬유화를 동반한 폐질환이 다음과 같이 

세부적인 조직병리검사소견, 영상검사소견, 그리고 임상소견을 통해 확인

되는 경우가 그것이었다(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4: 8).

「가습기살균제 폐손상 의심 접수사례 조사」결과보고서에 제시되어 

있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말단기관지 부위 중심의 폐질환 진단기준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표 12> 참조). 

판정 

기준
설명

구체적인 근거와 

세부 분야별 판정 기준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환경

노출의 

판정

기준

가습기살균제의 사

용이 다음과 같은 

객관적 근거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 환경

노출을 인정하도록 

하였다.

1. 남은 가습기 살균제 

2. 가습기살균제 구입 문건 

3. 기타 사진 등 가습기살균제 사용을 

증명할 객관적 근거 등

그 이외에도 가습기

살균제 사용의 객관

적 근거는 없으나,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진술과 일치하

는 정황들이 관찰되

1. 구입한 것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구

입처 및 구입시기

2. 사용한 것을 뒷받침하는 특정한 사

용방식 및 사용특성

<표 12>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말단기관지 부위 중심의 폐질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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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종합적으로 질

병발생 시점을 고려

하였을 때 그 노출

시기 및 기간이 적

절한 경우 환경노출

을 인정하도록 하였

다.

가습기

살균제 

노출에 

따른 

질병

양상

으로서

소엽

중심성

섬유화

를

동반한

폐질환

판정

기준

가습기 살균제로 인

한 말단기관지 부위 

중심의 폐질환 소견

이 다음과 같이 조

직병리검사, 영상의

학검사, 그리고 임

상양상검토 등에 근

거한 판독을 거쳐 

그 어느 하나 이상 

분야의 판정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질병

발생을 인정하도록 

하였다.

가습기

살균제

폐질환의

조직병리

검사 
소견과

판정기준

조직병리검사에서 말단기관

지 부위를 중심으로 한 주

변의 광범위한 폐포 손상 

및 그에 따른 조직의 기질

적 변화와 함께 기관지의 

궤사 및 폐색 등을 동반하

는 염증의 양상 등이 관찰

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간질성 폐렴의 조직학적 양

상과 함께 광범위하진 않지

만 국소적인 폐포 손상 및 

그에 따르는 조직의 기질적 

변화가 주로 소엽중심 부위

를 중심으로 분포하는 양상

이 관찰되는 소견

가습기

살균제

폐질환의

영상의학

검사 
소견과

판정기준

질환 발생 초기에 검사한 

영상의학 소견이 흉막하 부

위를 침범하지 않는 다발성 

반상

경화(subpleural saving 
multifocal patchy 
consolidation)를 보이다가, 
점차 진행 하면서 경화가 

없어지고 미만성 소엽중심



- 117 -

주: 강조, 밑줄 표시는 연구자

출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4: 8-9);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폐

손상조사위원회(2014)

위 표와 같이 세부분야별 개별 판정 기준이 정해져 있었고, 개별 판정

은 2인 이상이 독립적으로 수행했다. 판정 기준은 전체 자료 검토 모임

성 불투명유리 음영(diffuse 
centrilobular ground-glass 
opacity)이 증가하면서도 공

기 폐색(air trapping), 망상 

음영(reticular opacity)은 없

는 양상 등이 관찰되거나, 
이후의 추적검사에서 공기 

폐색이 없이 미만 성 소엽

중심성 불투명유리 음영이 

남아 있는 양상이 관찰되는 

소견

가습기

살균제

폐질환의

병력 및 

임상양상

검토 

소견과 

판정기준

질병의 발생양상과 그 경

과, 그리고 치료에 대한 반

응 등에 비추어 세균성 내

지는 바이러스성 폐렴 및 

그 외 일반적 간질성 폐질

환 등을 비롯한 다른 호흡

기질환으로는 설명되지 않

는 상황에서, 가습기살균제 

노출에 따른 폐포 및 미세

기관지 부위의 염증 및 섬

유화로 인한 임상양상 및 

폐포 밖으로의 공기누출 등 

그에 따른 합병증의 발생과 

진행이 관찰되는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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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검토된 바에 따라 기준을 조정할 수 있게 했다. 각 분야에 따라 세

부적으로 4개 또는 5개 기준을 가지고 각 사례를 구분했다. 

임상 분야에서 조직병리는 앞서 정리한 것과 같이 폐의 조직에 대한 

소견을 중심으로 판단했다. 판정 기준은 5개로 구분되었고 Definite, 

Probable, Possible, Less likely, Unlikely였다(<표 13> 참조).40)

40) 이 연구에서는 조직병리, 영상의학, 임상의학 판정 기준이 4개 또는 5개 단

계로 구분된 근거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했다. 폐손상조사위원회에 참

여한 전문가 심층면접에 따르면 각 학문 분과에서 주로 사용되는 분류 기

준이 있었고 각 분과 전문가들이 초기 자료를 바탕으로 그 기준에 맞추어 

소견을 분류한 것으로 보인다.

소견 판정

Definite

다양한 병기를 보이는 세기관지 주위 기질화 폐포 

손상을 동반한 비화농성 괴사성 및 폐쇄성 세기관

지염. 흉막하 및 중격주위 폐실질은 비교적 보존되

어 있음(Non-suppurative necrotizing and obliterative 
bronchiolitis with various stage of peribronchiolar 
organizing alveolar damage. Relative sparing of 
subpleural and paraseptal parenchyma).

Probable

주로 소엽중심성이며 반상 분포를 보이는 폐포 손

상. 육아종이 없는 주로 소엽중심성 분포의 세포성 

및 섬유화성 간질성 폐렴 (Patch distribution of 
alveolar damage with predominant centrilobular 
distribution. Cellular and fibrosing interstitial 
pneumonia with predominant centrilobular distribution 
without granuloma).

Possible
미만성 폐포 손상. 섬유화성 및 기질화 폐렴(Diffuse 
alveolar damage, fibrinous and organizing pneumonia).

Less
likely

주로 흉막하 및 중격 부위 섬유화 미만성 동질성 

섬유화, 육아종, 시기적 상이성(Diffuse homogeneous 

<표 13> 조직병리 판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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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폐손상조사위원회(2014: 85)

임상분야에서 영상의학검사는 경화, 영상 음영, 추적 검사에서 음영 

양상 등을 관찰해 구분했다(<표 14> 참조). 

출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폐손상조사위원회(2014: 86)

임상의학 판정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표 15> 참조).

fibrosis, predominant subpleural and septal fibrosis, 
granuloma, temporal heterogeneity).

Unlikely

기관지성 폐렴 또는 엽성 폐렴 양상의 화농성 염증. 
급성 또는 만성의 세균성 폐렴의 증거(Suppurative 
inflammation with bronchopneumonia or lobar 
pneumonia pattern. Evidence of infectious acute or 
chronic pneumonia).

소견 판정

Definite

초기에 흉막하 부위를 침범하지 않는 다발성 반상 

경화가 진행하면서 경화가 없어지고 미만성 소엽중

심성 불투명유리 음영이 증가하는 양상. 공기 폐색, 
망상 음영

Probable
광범위한 미만성, 소엽중심성 불투명유리 음영이 추

적 검사에서 남아 있음. 공기 폐색 없음

Possible
미만성 소엽중심성 불투명유리 음영이 분명치는 않

으나 유사한 소견 보임
Unlikely 미만성 소엽중심성 불투명유리 음영과 다른 양상

<표 14> 영상의학 판정 기준

소견 판정

Very 
likely

다른 호흡기질환으로 설명되지 않는 상황에서, 가습

기 살균제 관련 임상상* 등이 있음

<표 15> 임상의학 판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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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폐손상조사위원회(2014: 87)

각 분야별로 2~3인의 판정위원이 개별적으로 판정을 진행했기 때문에 

개별 사례에 대한 복수의 판정 결과를 종합해 다시 하나의 종합 판정 결

과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개별 사례에 대한 임상판정 종합기준도 기

본 원칙을 정하고 그에 맞게 이루어졌다. 이 원칙도 판정위원회의 위원

들이 논의하고 합의해 결정한 것이었다. 임상판정의 종합은 “분야별로 

판정위원들 간의 판독 소견을 종합하고, 다음으로 다른 분야 간의 판정

들을 종합하여 하나로 묶어내는 과정”이었다(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폐손상조사위원회, 2014: 87). 개별 사례에 따라 분야별 판정위원들 간의 

판독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가 있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따라

서 판독, 판정은 기본원칙에 따라 이루어졌다. 판독 소견이 일치하면, 일

치한 소견에 따라 임상 분야별 판정을 진행했다. 분야별 판정위원들 간

의 판독 소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복수의 해당 분야 판독 소견 중에서 

2인 이상 다수의 판독 소견이 일치하는 것에 따라 임상 분야별 판정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폐손상조사위원회, 

2014: 87-88).

구체적으로 병리, 영상, 임상 판정이라는 분야별 판정을 종합하는 하

나의 원칙으로는 병리판독의 비중을 가장 높게, 영상판독의 비중을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임상판단은 가장 낮은 비중으로 고려되었다. 병리 

판독은 “조직의 상태를 직접 눈으로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높

Probable 다른 호흡기질환의 가능성도 있으나, 가습기 살균제 

관련 임상상*의 가능성이 높음

Possible 가습기 살균제 관련 임상상*의 가능성도 있으나, 다

른 호흡기질환의 가능성이 높음

Unlikely 다른 호흡기질환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가습기 살균

제 관련 임상상*의 가능성은 낮음
*가습기살균제 관련 임상상: 가) 증상으로 급성 또는 아급성으로 생긴 

호흡곤란, 기침, 또는 호흡부전. 나) 진찰 소견으로 기흉, 피하 기종 

등의 폐압력 손상. 다) 흉부영상으로 전형적인 증례와 부합하는 소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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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비중으로 고려되었다. 영상판독은 “간접적이지만 영상으로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 비중으로 고려되었다. 즉 세 분야 판정들이 각 

분야 내에서는 일치한 결과를 나타냈지만, 조직, 병리, 임상 분야 사이에

서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병리판독이 영상판독에 우선”했고, “영

상판독이 임상판단에 우선”했다(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폐손상조사위

원회, 2014: 87-88). 

이렇게 조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정

했던 이유는 피해 신청자들의 의료 기록이 충분한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모든 검사를 모든 시점에서 진행해 의료기록을 남길 수 있었

던 피해자들은 거의 없었고, 대부분의 피해 신청자들은 일부 시점의 일

부 자료를 가지고 있었다. 조사 당시에 검사 결과로는 폐기능이 회복되

어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위원회 소속 전문가들은 당

시에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조직병리 판독을 우선으로 보고 

이를 바탕으로 판정을 진행했다.41)

그런데 조직, 병리, 임상 세 분야 모두의 자료가 충분히 있는 사례는 

오히려 예외적인 경우였으며, 많은 경우에 충분한 병리, 영상 자료가 없

었다. 병리자료가 있다고 해도 “경기관지 생검(transbronchial biopsy) 소견

만이 있는 경우 쐐기 생검(wedge biopsy) 소견에 비하여 그 비중을 낮게 

보아, 고려하여야 할 순위 상 특별한 우선순위를 부여하지 않”게 되었다. 

영상자료도 단층촬영 소견이 없는 경우에는 “단순방사선 소견은 단층촬

영 소견에 비하여 그 비중을 낮게 보아 또한 특별한 우선순위를 부여하

지 않”았다. 판정위원회 전문가들은 증상이 발생했을 때나, 발병했을 때

의 병리, 영상 자료로 판독하고자 했는데, 조사가 이루어진 시점(2013년)

의 영상 자료만 있는 경우도 많았다. 이런 경우에는 임상판정 자료의 비

중이 더 높아졌다. 

최종적으로 증세 및 발병 등으로 인해 관찰이 필요한 시점의 병

41) 2021.12.08.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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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판독 자료와 영상 판독 자료는 없고 이번 조사가 이루어진 

시점의 영상자료만 있는 경우에는 판정에 고려하여야 할 우선순

위에서 과거 병력과 현재 임상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

는 임상판정 자료의 비중을 영상판정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게 

하였다. 경우에 따라서는 의무기록이 소멸되고 연락이 끊기거나 

피해 신고자가 조사를 거부 하면서 판정불가로 구분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다(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폐손상조사위원회, 

2014: 88; 강조 표시는 연구자).

기본적으로 미리 회의를 통해 설정하고 정해 놓은 기준에 따라 판정

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상충되거나 자료가 없는 경우에 위원회 소속 

전문가들은 합의와 논의를 거쳐 다시 새로운 기준을 정하고 판정을 진행

했다. 즉 “실제 판정에서는 여러 분야에서 각 분야별로 여러 명의 판정

위원이 참여하여 판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우 다양한 경우의 수가 발

생할 수(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4: 22)” 있었고, 판정위원회에 속한 

전문가들은 이 다양한 경우의 수를 살펴보고 나름의 기준을 정해 판단을 

내려야 했다. 한 분야에서 한 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지 않고 다수의 전문

가가 참여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전문가들이 다양한 경우의 수들에 대해 실제 관찰되는 사

례 일부를 중심으로 다시 분류하고 설정한 기준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표 16> 참조). 

판정 

기준
사례 구분

Definite 
임상판정

종합 

① 병리판정이 definite인 경우
② 병리판정 자료가 없이 복수의 영상판정이 만장일치로 

definite인 경우

③ 병리판정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영상판정들이 서로 간

<표 16> 개별 임상판정 종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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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본문을 연구자가 표로 정리

출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4: 22-23)

위의 임상 판정종합의 세부기준을 적용해도, 판정이 어느 한쪽으로 종

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정이 이루어졌다. 이 재판정은 <임상종합판정 

위원회>가 구성되어 실시했다. 앞의 판정들은 판정위원 각자 독립적으로 

판정을 내리고 그 판정 결과를 모으는 과정에서 기준을 가지고 적용했다

면, 이 재판정 과정에서는 “논의를 거쳐 합의판정을 이루도록” 했다(보건

사례

에 불일치하거나 단수의 영상판독 소견만이 있으면서 임

상판정이 다수에서 definite 판정인 경우
④ 기타 전체 판정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질병관

리본부에서 최초로 조사된 25사례 중에 포함된 사례

Probable
임상판정

종합 

사례

① 병리판정이 probable인 경우
② 병리판정 자료가 없이 복수의 영상판정이 만장일치로 

probable인 경우
③ 병리판정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영상판정들이 서로 간

에 불일치하거나 단수의 영상판독 소견만이 있으면서 임

상판정이 다수에서 probable 판정인 경우

Possible 
임상판정

종합 

사례

① 병리판정이 possible인 경우
② 병리판정 자료가 없이 복수의 영상판정이 만장일치로 

possible인 경우
③ 병리판정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영상판정들이 서로 간

에 불일치하거나 단수의 영상판 독 소견만이 있으면서 임

상판정이 다수에서 possible 판정인 경우
Unlikely 
임상판정

종합 

사례

① 모든 임상판독 소견이 unlikely로 판독한 경우

② 모든 임상판독 분야에서 분야별 다수 판정소견이 

unlikely 판정인 경우

판정불가 

임상판정

종합 

사례

① 의무기록이 소멸되어 판정이 불가한 사례

② 조사가 거부되어 판정이 불가한 사례

③ 연락불가로 판정이 불가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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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4: 24). 재판정 대상은 다음 사례를 포함했다

(<표 17> 참조). 

출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폐손상조사위원회(2014: 88);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4: 24)

폐손상 판정에 대한 조사는 임상의학적 판정도 있었지만, 환경 분야에

의 판정도 있었고 이 두 분야의 판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다. 환경 판

정은 가습기살균제에 노출이 되었는가에 대한 판정이었다. 구체적으로 

환경조사가 조사하는 노출 정도는 “어느 한 사람의 노출을 노출기간 및 

주기, 노출량, 노출강도, 최고 노출수준 등 다양한 측면에서 판단하는 과

정”이었다(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폐손상조사위원회, 2014: 80).

폐손상조사위원회에서 실시한 환경조사에서는 주로 증언과 관찰, 간접

적인 자료에 근거해 노출을 판단했다. 환경조사에서 파악하는 노출은 근

재판정 사례 예시

1) 판정위원간의 의견이 모

두 다른 경우

임상1: unlikely
임상2: possible 
임상3: probable
영상1: 판정불가

2) 영상에 부여한 우선순위

만으로 판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

임상1: very likely 
임상2: very likely
임상3: probable
영상1: possible

3) 판정보류가 된 경우

- 챠트 리뷰 필요

- 영상자료 보충 후 재판정 필요

- 살균제 노출력 등 환경 자료 리뷰 필

요
4) 그 외 병리판정과 영상판정이 불일치하는 경우이거나, 병리판정과 

영상판정에서 가능성이 낮으면서 임상판정에서 가능성이 높게 제

시되는 경우

<표 17> 임상 재판정 및 합의판정 대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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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종류에 따라 구분되는데42), 이 조사에서는 시간과 비용의 제한, 과

거 노출에 대한 조사의 한계로 인해 제약이 있는 상태에서 노출을 조사

했다. 환경노출조사는 크게 두 단계로 구분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노

출여부에 대한 근거 조사와 그 신뢰도에 대한 검토를 거쳐 노출 가능성 

여부를 판단”했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노출이 되었다고 판단한 사례들

의 경우 그 노출 수준을 다시 한번 판단”했다. 환경조사는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환경보건시민센터 활동가, 안종주 기자 등이 피해신고자 가정

에 방문해 진행했다(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폐손상조사위원회, 2014: 

80).

출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4: 25)
[그림 17] 가습기살균제 노출 가능성 및 노출수준 평가 과정

42) 통상적으로 환경조사에서 파악되는 노출 내용은 근거의 객관성과 구체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고 한다. ① 증언과 관찰 등 주관적 자료

에 근거한 일정 시점에서의 노출 여부, ② 제품별 화학물질 성분 자료 등 

간접적이지만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노출 정도, ③ 지역적 또는 개인별 

노출물질의 직접적인 측정 결과에 근거한 노출 정도, ④ 반복적인 환경측정 

결과와 함께 신체 내에서 측정되는 생체지표(biomarker)에 근거한 노출 정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폐손상조사위원회, 2014: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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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 노출 가능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남아 있는 가습기살균제 

제품, 구입 문건(영수증), 사용사진, 사용 용기 등 기타 가습기살균제 사

용을 뒷받침할 자료 등에 대한 검토와, 살균제를 구입해 사용했던 상황

에 대한 진술의 구체성, 적절성을 검토해 이루어졌다. 일부의 경우 직접 

구입하거나 사용하지 않아, 간접적인 증언과 기억에 의존해야 하면 복수

의 사람으로부터 기억을 확인하게 했다(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폐손상

조사위원회, 2014: 82).

두 번째로 노출 수준에 대한 판단은 세 가지 조사항목을 바탕으로 개

인별 살균제 노출정도가 판단되었다. 1) 사용한 가습기살균제의 종류와 

그에 따른 살균제 농도, 2) 가습기살균제 하루 중 사용량, 시간, 빈도, 계

절별 사용 시작 시점, 기간 및 중단 시점, 3) 가습기살균제 사용 환경 및 

공간 체적이 그것이다(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폐손상조사위원회, 2014: 

82). 

환경조사팀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환경노출 판

정 기준을 만들었다. 남은 가습기살균제, 가습기살균제 구입 문건, 기타 

사진 등 가습기살균제 사용을 증명할 객관적 근거 등이 확인되는 경우 

환경노출을 인정했다.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다는 객관적 근거이 없는 

경우, 구입한 것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구입처 및 구입 시기, 사용한 것을 

뒷받침하는 특정한 사용 방식 및 사용 특성 등에 대해 같은 진술과 일치 

정황이 관찰되며, 종합적으로 질환 발생 시점을 고려했을 때 노출 시기 

및 기간이 적절한 경우 환경노출을 인정했다. 그에 따른 기준을 표로 정

리하면 아래와 같다(<표 18> 참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폐손상조사

위원회, 2014: 82). 

소견 판정
Very
likely

다음과 같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다는 객관적 근

거가 확인되며, 그 노출량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함 

<표 18> 환경평가 판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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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폐손상조사위원(2014: 84)

지금까지 폐손상조사위원회에서 판정위원회를 구성해 피해신고자들의 

피해 신고 사례에 대해 판정 기준을 설정한 과정을 살펴보았다. 관련 분

야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위원회는 객관적인 판정을 위해 논의를 통해 기

준을 먼저 설정하고, 그 기준에 맞추어 복수의 전문가들이 독립적으로 

판정을 내리게 했다. 개인 전문가가 내린 판정 결과의 결과를 비교하며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료와 근거에 대한 우선순위와 비중을 

설정해 그에 맞게 판단을 내렸다. 그런 기준으로도 판정이 내려지지 않

는 경우에는 합의를 통해 판정을 내렸다. 이 과정에 참여했던 전문가는 

이런 과정을 “장님이 코끼리를 만진다”는 표현으로 설명했다. 가습기살

균제에 의한 인체 영향, 임상 증거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신의 지식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일부분을 파악

하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뜻이다. 이들 전문가는 4단계 판정기준

- 남은 가습기 살균제

- 가습기 살균제 구입 문건 

- 기타 가습기 살균제 사용을 증명할 사진 등

Probable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으나,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진술과 관찰이 확인되며, 그 

노출량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함 

- 구입한 것을 뒷받침하는 구입처 및 구입 시기 

- 사용한 것을 뒷받침하는 사용 방식 및 사용 특성

Possible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는 상

태에서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진술과 관찰이 확인

되며 그 노출량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함 

- 구입한 것을 뒷받침하는 구입처 및 구입 시기 

- 사용한 것을 뒷받침하는 사용 방식 및 사용 특성

Unlikely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됐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는 상

태에서, 이에 대해 진술과 관찰이 일치하지 않으며, 
그 노출량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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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만들기 위해 문구 하나하나를 고민하고, 인과성과 증거를 판단하는 

일이 쉬운 작업은 아니었다고 말했다(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

사 특별조사위원회, 2019b: 186).

3. 과학적 합의의 결과물: 피해 판정 기준 도출

최종적인 종합판정은 임상 분야에서의 판정과 환경 분야에서의 판정

을 모아, 두 분야의 판정을 모두 고려해 종합적으로 이루어졌다. 세부 분

야에서의 판정도 기준에 대한 논의와 합의의 장이었고, 종합판정 과정에

서도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 합의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구체적인 

과정을 보자면 먼저 임상분야 판정결과 말단기관지, 폐포 부위에 살균제 

노출로 볼 수 있는 피해 양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사례들”에 대해서 

연계된 환경분야 판정결과를 검토해 살균제 노출여부를 판단하고 노출정

도에 대한 판단을 종합적으로 하게 되었다. 조사 대상자들의 노출 근거

에 대한 신뢰는 자료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전체 조사 대상자들에게

서 노출이 확인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임상종합판정이 가능한 피해자 

사례에서는 노출기간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최종판정이 종합되었다(보

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폐손상조사위원회, 2014: 96).43) 

이와 같은 종합판정에서 검토되었던 사례는 아래 표와 같다(<표 19> 

참조). 

43)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사건 백서에서는 이 과정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한편 임상판정이 어느 한 판정구분으로 모아지지 않는 재판정 대상자를 

제외하고 임상종합판정이 가능한 다른 피해자들의 경우 조사 대상자들의 

노출정도에 대한 판단에 최종적인 환경조사 및 임상판정 결과자료 연계분

석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노출정도에 대한 평가 내

용 중 다음과 같이 주로 노출기간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최종판정을 종

합하도록 하였다.(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폐손상조사위원회, 2014: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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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종류 검토 내용

1
증세발생 및 노출시기

가 맞지 않는 사례에 

대한 검토

최종 종합판정 결과 증세발생 및 노출시기

가 맞지 않는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2
노출종료 및 증세발생 

시기가 맞지 않는 사

례에 대한 검토

최종 종합판정 결과 노출종료 및 증세발생 

시기가 맞지 않는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

다.

3
태아시기에 노출된 사

례에 대한 검토

환경 조사에서 태아시기에 가습기 살균제

에 노출된 10례가 확인되었다. 이들에 대 

한 임상판정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양상을 보이는 3례가 확인되었다. (본 조사

와 같이 태아시기 동안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되고 난 이후 실시된 조사에서 현재 

증상은 명확하지 않지만 흉부 CT 검사에

서 비정상 소견을 보이는 경우)
- 사례1: 양측 lung base와 RUL anterior segment에 

5mm 미만의 ground glass opacity를 보이는 lesion
들이 있음. LLL에 linear subsegmental atelectasis가 

있음. Expiratory scan에서 양측 lobes에 multifocal 
air-trapping이 있음.

- 사례2: RML과 LUL lingular division의 subpleural 
area에 suspicious subtle centrilobular nodules이 의

심됨. Suspicious subtle centrilobular nodules in 
RML and LUL lingular division.

- 사례3: 양측 lung에 diffuse homogeneous subtle 
ground glass opacity가 의심됨. LLL base에 focal 
air trapping이 의심되는 부위가 있음.

4
가습기 살균제 종류에 

대한 검토

- 최종 종합판정에서 가습기 살균제로 인

한 질병과 부합한 양상을 보이는 사례들

에서 복수의 가습기 살균제가 사용된 것

이 확인되어, 그 살균제 종류를 구분하

여 질병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19> 종합 판정 과정의 사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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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사건 백서와 결과보고서 내용을 종합해 

    연구자가 정리함 

출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폐손상조사위원회(2014: 96-97);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4: 29-30)

최종판정 결과 구분과 그 의미, 개별 통보 문구는 다음과 같다(<표 

20> 참조). 

- 이에 최종 종합판정에서는 사용한 가습

기 살균제의 종류에 상관없이 가습기 살

균제 로 인한 말단기관지 부위 중심의 

폐질환 가능성을 판정하기로 하였다.

판정

결과

구분

(영문)

판정

결과

구분

(한글)

구체적인 의미 개별 통보 문구

1
Definite, 

Very 
Likely

가능성 

거의 

확실함

가습기 살균제 노출이 확인

된 사례로서, 질병 경과를 

따라서 소엽중심성 섬유화

를 동반한 폐질환이 발생하

고 진행하는 과정의 대부분

을 일정 시점에서의 병리조

직검사, 영상의학검사, 또는 

임상소견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전체적인 진

행경과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특별한 원인이 없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말단

기관지 부위 중심 의 폐질

귀하의 거주환경 

조사를 통한 환경

노출 평가와 귀하

가 제출한 임상자

료 판독에 근거하

여 판정하였을 

때, 귀하의 질병

은 가습기 살균제

로 인한 말단기관

지 부위 중심의 

폐질환 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것으

로 판단됩니다.

<표 20> 판정결과 제시와 연관성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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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가능성이 거의 확실함

2 Probable
가능성 

높음

가습기 살균제 노출이 확인

된 사례로, 질병 경과를 따

라서 소엽중심성 섬유화를 

동반한 폐질환이 발생하고 

진행하는 과정의 일부를 일

정 시점에서의 병리조직검

사, 영 상의학검사, 또는 임

상소견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전체적인 진

행경과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특별한 원인이 있을 

수도 있으나, 가습기 살균제

로 인한 말단기관 지 부위 

중심의 폐질환 가능성이 보

다 높음

귀하의 거주환경 

조사를 통한 환경

노출 평가와 귀하

가 제출한 임상자

료 판독에 근거하

여 판정하였을 

때, 귀하의 질병

은 가습기 살균제

로 인한 말단기관

지 부위 중심의 

폐질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됩니다.

3 Possible
가능성 

낮음

가습기 살균제 노출이 확인

된 사례로서, 질병 경과를 

따라서 소엽중심성 섬유화

를 동반한 폐질환이 발생하

고 진행하는 과정의 일부를 

일정 시점에서의 병리조직

검사, 영상의학검사, 또는 

임상소견 등을 통해 의심할 

수 있어 가습기 살균제의 

영향을 완전 히 배제할 수

는 없으나, 그 전체적인 진

행경과가 소엽중심성 섬유

화를 동반한 폐질환 의 발

생 및 진행과 일치하지 않

아 다른 원인들을 고려할 

귀하의 거주환경 

조사를 통한 환경

노출 평가와 귀하

가 제출한 임상자

료 판독에 근거하

여 판정하였을 

때, 귀하의 질병

은 가습기 살균제

로 인한 말단기관

지 부위 중심의 

폐질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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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폐손상조사위원회(2014: 97-98)

이 기준을 적용해 총 361명을 조사 판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거의 

확실함과 가능성 높음(1, 2단계)은 168명(46.6%), 가능성 낮음, 가능성 거

의 없음(3, 4단계)은 186명(51.5%)이었다(<표 21> 참조). 가습기살균제 피

해에 대한 첫 조사인 이 조사에서도 피해신고자 전체 중 1, 2단계로 판

정된 피해자보다 3, 4단계 피해자가 많았다.

때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말 단기관지 부위 중심의 

폐질환 가능성이 낮음

4 Unlikely
가능성 

거의 

없음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사

례이지만, 질병 경과를 따라

서 소엽중심성 섬유화를 동

반한 폐질환이 발생하고 진

행하는 과정들을 일정 시점

에서의 병리조직검사, 영상

의학 검사, 또는 임상소견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없으

며, 그 전체적인 진행경과가 

소엽중심 성 섬유화를 동반

한 폐질환의 발생 및 진행

과 일치하지 않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말 단기관지 

부위 중심의 폐질환 가능성

이 거의 없음

귀하의 거주환경 

조사를 통한 환경

노출 평가와 귀하

가 제출한 임상자

료 판독에 근거하

여 판정하였을 

때, 귀하의 질병

은 가습기 살균제

로 인한 말단기관

지 부위 중심의 

폐질환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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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폐손상조사위원회(2014: 99)

이렇게 폐손상조사위원회는 피해신고자에 대한 조사와 판정을 마치게 

되었다. 연구용역 보고서의 결론부에서 연구진들은 이 조사가 가진 한계

를 언급하면서 향후 연구되어야 할 부분을 짚었다. 폐손상조사위원회의 

조사가 폐손상에만 한정되어 있었으며, 모든 건강영향에 대해 포괄적으

로 다루지는 못했다는 점을 밝혔다(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4: 36).

이 조사는 가습기를 사용하면서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되어 건강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신고사례들에 대하여 임상판정

과 환경조사를 바탕으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말단기관지 부위 

중심의 폐질환 발생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그 결과 

전체 361명의 신고사례에 대한 판정이 이루어졌으며, 판정자 중

에는 사망하거나 장기이식을 받은 비교적 위중한 사례 이외에도 

비교적 가벼운 증세를 갖거나 내지는 증세가 없는 사례들도 포

함되어 여러 다양한 사례들을 포괄하였다. 

그러나 이 조사를 통해 검토된 말단기관지 부위 중심의 폐질환

은 비교적 급성 내지는 아급성으로 폐에 국한되어 진행된 건강

영향으로서 폐장 조직을 벗어나서 그리고 아만성 내지는 만성적 

경과로 발생하는 건강영향은 다루지 못하였다. 이에 이번 조사에

서 다루지 못한 다음과 같은 건강영향들에 대해서는 향후 제대

로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이들에 대

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단위: 명)

계
거의 

확실함

가능성 

높음

가능성 

낮음

가능성 

거의 없음

판정불가

(자료부족)
361
(%)

127
(35.2)

41
(11.4)

42
(11.6)

144
(39.9)

7
(1.9)

<표 21> 폐손상조사위원회 전체 판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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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 건강영향(심혈관계 질환, 호흡기 암을 비롯한 암) 2. 정

신건강영향(피해자 및 가족) 3. 비전형적 환자에 대한 평가(태아

노출 사례) 4. 그 외 재평가를 요하는 사례)(보건복지부 질병관리

본부, 2014: 36; 강조 표시는 연구자)

폐손상조사위원회의 조사, 연구, 합의를 통해 도출된 폐손상 판정 기

준은 “거의 확실함” 등과 같이 확실성을 구분하는 판정 기준으로 피해자

를 낙인찍고 진짜 피해자와 가짜 피해자로 구분하게 된다는 문제를 낳았

다(김지원, 2017). 이러한 기준을 도출하는 데 참여한 전문가들은 폐질환

을 중심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한계를 밝히는 동시에 향후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입증을 위해 특이성 질환을 중심으로 기준을 설정하기도 했

다고 밝혔다. 

판정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피해 신고 사례에 대한 분류는 당시 폐손

상조사위원회의 초기 조사 목적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 말했다. 정부의 

발표, 연구용역 보고서 등에서 이 연구의 목적을 폐질환에 대한 조사자

료를 검토하고 정리된 결과를 종합해 피해를 판정하는 것으로 밝혔는데, 

이런 조사와 검토, 판정의 근본적인 목적은 그 당시까지 신고된 피해 사

례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44) 가습

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조사 초기에는 신고된 피해 사례가 가습기살균제

로 인한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다. 그런데 이런 판단에 

있어서는 전술했듯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 자료가 중증 환자들에 대한 

역학 연구 결과밖에 없었다. 즉 폐손상조사위원회의 조사 당시의 초점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가 어디까지 가능한가 하는 문제보다도 신고된 

피해 사례가 정말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피해 신고 사례들을 검토하

고, 그 사례들이 어느 정도 가습기살균제와 관련이 있는가를 보려고 했

44) 2021.12.08. 면접; 2021.12.13.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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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것이다. 왜 이 기준이 3단계 구분도 5단계 구분도 아닌 4단계 구분이

었는가 했을 때, 폐손상조사위원회에 참여했던 전문가는 이런 구분이 최

대한 ‘판단할 수 없음’이라는 판정을 덜 받는 방식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고민 속에서 결정된 것이라 말했다. 사례를 1~3단계로 구분

하건 1~5단계로 구분하건 어쨌든 폐손상조사위원회의 목적은 신고된 사

례가 얼마나 가습기살균제와 관련이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이었는데, 당

시 조사에서는 그런 관련성을 일단 펼치고 나누어 보자는 것이 목적이었

다는 것이다. 한 전문가는 당시 자료로는 폐손상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던 신고자들이 있어 4단계가 아닌 3단계나 5단계로 분류를 했었어도 

판정, 판단할 수 없다는 분류는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45)

폐손상조사위원회에 참여했던 다른 전문가는 당시 각 피해신고 사례

들을 보는데, yes나 no로 분류되지 않는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이 있었다고 기억했다. WHO(World Health 

Organization)나 다른 기관에서도 어떤 의학적 문제가 생겼을 때 주로 네 

가지 범주(카테고리: very likely, probably, possibly, unlikely)로 판단을 하

기 때문에, 위원회 소속 전문가들은 이런 네 가지 구분 범주를 참고하고 

논의를 거쳐 가습기살균제 폐손상에 대해서도 네 가지의 통상적인 분류 

기준을 적용해 구분을 적용했다.46)

전문가들은 폐손상 판정 기준이 당시의 자료를 근거로 내려진 최선의 

결과였다고 생각했다. 폐손상조사위원회의 공동 위원장이었던 한양대 최

보율 교수는 가습기살균제건강피해 5개 학회 공동심포지엄 심포지엄에서 

‘당시에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 ‘주로 폐질환을 중심

으로 역학조사’를 하게 되었지만, ‘질병이라는 게 스펙트럼이 아주 심한 

질병부터 약한’ 경우까지 있어 당시에는 폐질환을 중심으로 보게 되었으

며 앞으로 폐질환 외에 다른 건강영향이 무엇이 있을까 연구를 해야 한

다고 제안하면서 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했다고 기억했다.47) 

45) 2021.12.08. 면접.
46) 2021.05.11.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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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전문가도 조사 당시까지 접수됐던 피해자들과 피해자들의 의료

기록 자료를 가지고 본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추가적인 어떤 상황’

에 대해 ‘더 연구가 필요하다, 이걸 가지고 전부 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는 걸 알고 있었고,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사건 백서에도 해당 내용

을 기술했다고 말했다. 이 기준은 ‘그때로서는’ 2011년 8월, 11월, 2012년 

2월까지 진행했던 역학조사와 동물실험 결과에서 나타난 ‘과학적인 파인

딩’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48) 

성균관대 정해관 교수는 특이성 질환에 대한 인식과 고려가 4단계 기

준 설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기억했다. 그는 폐손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과

정에 대해 ‘당시 염두에 둔 것은 이미 소송에 걸려 있어서 질병 특이성 

측면에서, 다른 질병과 명확하게 구별되는 특이성 질환’을 규정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기존 소견을 종합하면서 ‘질병의 가장 특이한 부분’의 

병리, 임상 양상을 종합한 가습기살균제 폐손상 판정 기준을 만들게 되

었다고 보았다(정해관, 2021). 

이렇게 폐손상조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단계

별로 구분한 배경에는 기존의 환경·공해소송, 제조물책임 소송에 대한 

이해와 판결에서 질병의 인과관계에 대한 해석도 영향을 끼쳤다. 이미 

피해자 중 일부가 제조·판매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전문

가들은 조금 더 확실한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제안하는 것이 소송에서 승

소를 담보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49)

현재까지도 환경·공해소송에서 인과관계를 인정받고 이를 근거로 보

상을 받기 위해서는 “특이성 질환”으로 구분되고 그 인과관계가 입증되

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 법정에서 특이성 질환과 비특이성 질환의 구분

은 2013년 고엽제 소송의 대법원 판결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이 

판결은 후에 법정에서 인과관계 판단의 준거가 되어 다른 소송에 많은 

47) 2019.10.11. 가습기살균제건강피해 5개 학회 공동심포지엄 인사말.
48) 2021.05.11. 면접.
49) 2021.02.09.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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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끼쳤다. 

한국 참전 군인들은 1999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민국의 베트남전 

참전 군인들이 미국 법인인 제초제 제조회사들(다우케미컬사와 몬산토

사)에 의해 제조되어 살포된 고엽제의 유해물질로 인해 각종 질병을 얻

게 되었다며 제조물책임, 일반불법행위책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02년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여러 역학조사 결과를 

근거로 고엽제의 주성분인 TCDD(2,3,7,8-Tetrachlorodibenzodioxin)와 고엽

제 후유증 등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 판

결을 내렸다. 이후 원고는 서울고등법원에 상고했고, 2006년에 서울고등

법원 재판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최종적으로 2013년 대법원 판결로 소

송이 마무리되었다(정인재, 2014). 

대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이성 질환과 비특이성 질환을 구분하

고 각 질환을 정의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특정 병인에 의하여 발생하고 

원인과 결과가 명확히 대응하는 ‘특이성 질환’과 달리, 이른바 ‘비특이성 

질환’은 그 발생원인 및 기전이 복잡다기하고, 유전·체질 등의 선천적 요

인, 음주, 흡연, 연령, 식생활습관, 직업적·환경적 요인 등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질환이다(대법원, 2013). 

재판부는 비특이성 질환의 경우에는 특정 위험인자와 비특이성 질환 

사이에 역학적으로 상관관계가 있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역학적 상관

관계는 위험인자에 노출되면 그 질병에 걸릴 위험이 있거나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데 그칠 뿐이라고 보았다. 역학적 상관관계 결과로부터 

특정 질병에 걸린 원인이 그 위험인자라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라

는 것이다. 위험인자에 노출된 개인 또는 집단이 그 외의 다른 위험인자

에도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재판부는 집단과 

개인의 인과성에 대해서 비특이성 질환의 경우에는 특정 위험인자와 비

특이성 질환 사이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어느 개인이 

그 위험인자에 노출되었다는 사실과 비특이성 질환에 걸렸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만으로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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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 2013). 

이렇게 법정에서 특이성 질환과 비특이성 질환을 구분하며 그 인과관

계를 다르게 판단하는 기준이 정해지자, 전문가들은 피해자들이 가습기

살균제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그때까지 파악된 피해자들의 

피해 중 확실하게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볼 수 있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했다.50)

폐손상조사위원회의 조사 이후 폐손상 중에서도 가습기살균제 특이 

질병으로 여겨질 수 있는 질환은 관련 연구를 수행한 전문가들에 의해 

“가습기살균제 폐손상51)(humidifier disinfectant-associated lung injury, 

HDLI)”으로 새롭게 정의되고 명명되었다.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폐손상은 

기존의 질병 구분으로 설명할 수 없는 증상과 조직적 특성이 있었기 때

문에, 전문가들은 HDLI라는 새로운 질병을 정의하게 되었다. 이 질병은 

국제질병분류(ICD,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에는 없었지만, 

가습기살균제 노출이 있었고 그 사실이 입증되며 특정 임상증상이 맞으

면 이 질병을 인과관계 확인된 질환으로 인정하게 되었다(정해관, 2021).

폐손상조사위원회에 속한 전문가들은 조사 당시까지 신고된 피해자들

의 임상자료, 환경노출조사 자료를 토대로 기준 설정과 합의의 과정을 

거쳐 폐손상 판정 기준이라는 기준에 따라 피해자 신고 사례들을 4단계

로 구분해 판정했다. 그 판정 기준에 의해 특이적인 소견을 보이는 경우

는 HDLI라는 새로운 질환으로 명명되기도 했다. 이러한 기준 도출 과정

에는 당시까지 확인된 제한적인 자료와 연구 결과에 대한 판단, 특이성 

질환에 대한 인과관계의 확립을 통한 소송 과정에서의 입증 도움 등의 

배경과 맥락이 영향을 끼쳤다. 

폐손상조사위원회의 이러한 활동 과정은 가습기살균제와 관련해 전문

가들이 하나의 인식공동체를 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습기살균제 

50) 2021.02.09. 면접.
51) 연구자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연관 폐손상’, ‘가습기살균제 관련 폐손상’으

로 표기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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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신고 사례에 대한 조사와 판정이라는 정책 의제 하에서 임상의학, 

역학 등 다양한 분과의 전문가들이 폐손상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공동체

를 형성해 피해 판정 기준을 생산해 낸 것이다. 조사 과정에서 전문가들

은 각자의 전문성과 기존 지식을 인정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합의해 피해 

판정 기준을 만들고 그에 따라 피해 신고 사례를 판정했다. 

제 2 절 판정 기준의 경계 만들기: 피해구제정책의 제도

화와 실행

1. 신속한 피해구제 실시 요구: 환경성질환 지정 논쟁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가 알려진 이후 폐손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

고 피해조사가 시작되었지만, 조사가 진행되었을 뿐 정부에서 어떤 대책

이나 피해구제를 실시하지는 않았다. 정부 대책의 지연은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어떤 성격의 참사로 규정하고, 어떤 정부 부처가 맡아서 할 것인

가가 빠르게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다. 임기홍(2020)은 이런 상

황을 프레임의 경합으로 보았다. 기업과 정부 중 누가 이 참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가? 정부 측은 명백히 가해 기업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피해구제를 하는 것을 꺼려했다. 또한, 이 사건을 처음 담

당했던 부처가 질병관리본부였는데, 당시에는 감염성 질환이 의심되어 

질병관리본부가 관련 조사를 수행했지만 공산품인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사고임이 밝혀진 이후, 화학물질, 공산품과 관련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

부 등이 주무부처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이렇게 주무부처의 결정과 피해구제 대책 마련이 지연되는 동안, 환경

보건시민센터와 피해자 단체 측은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환경보건법 상 환경성질환으로 지정하기를 요구했다. 환경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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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008년 3월 21일 제정되어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된 법으로, “환

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국민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

를 조사·규명 및 감시하여 국민건강에 대한 위협을 예방하고, 이를 줄이

기 위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유지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이 법에서는 환경성질환의 

배상책임을 정하고 있었는데52), 환경성질환이란, “역학조사(疫學調査) 등

을 통하여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으로서 제9조

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 심의와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환

경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이었다. 환경성질환은 환경보건위원회라는 환경

부장관 소속 위원회에 의해 심의되는데, 이 위원회는 “환경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환경보건 전문가, 환경보건 관련 시민단체

의 대표자, 환경보건 관련 산업계 종사자, 관계 공무원 중에 환경부장관

이 위촉하거나 지명한다(법제처, 2009).

환경보건시민센터는 환경부가 환경보건법에 의해 가습기살균제 피해

를 환경보건위원회에서 환경성질환으로 지정해 피해대책을 실시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피해가 “명

백한 환경성질환”이기 때문에 환경부가 환경보건문제에 대해 입을 다물

고 있는 것이라 비판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센

터와 피해자모임이 국무총리실에 공문을 보냈을 때, 환경부와 아래와 같

이 답변을 보내왔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환경오염에서 기인

한 것이라기보다는 특정 제품의 사용 과정에서 나타난 피해인 점을 감안

할 때, 제조물의 결함과 관련된 법령을 참고”하라고 설명했다(환경보건

시민센터, 2012a). 

52) 제19조(환경성질환에 대한 배상책임) 사업활동 등에서 생긴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환경성질환을 발생하게 한 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

야 한다(법제처,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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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환경보건시민센터(2012a)
[그림 18] 공문에 대한 환경부 답신

2012년 10월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환경부 장관

이 가습기살균제 피해 환경성질환 지정여부 상정안에 대해 답변했다. 장

하나 위원은 유영숙 환경부장관에게 가습기살균제 피해에서 환경부의 책

임에 대해 질의하며 환경성질환으로 충분히 지정할 수 있지 않은지 물었

다. 아래는 장하나 위원의 발언이다.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이 가습기도 사람들이 살균제를 사서 몸

에 일부러 발라댄 것도 아니고 들이마신 것도 아니고 쓰여 있는 

대로 살균제를 가습기에 넣고 가동을 시켰는데 이게 어떻게 보

면 실내 대기오염의 하나로 인정을 할 수가 있고, 환경성질환에

서 말하는 대기·토양·물을 통해서 감염이 되는 이런 질병으로 저

는 충분히 법 적용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국회사무처, 2012).

유영숙 장관은 환경보건위원회에 안건을 올려서 논의할 계획이며, 피

해자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 “현재 정부에서는, 저희 환경부는 아



- 142 -

니지만 복지부에서 피해자에 대한 긴급 지원방안, 의료비라든지 이런 지

원하는 것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국회사

무처, 2012). 국회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피해 보상 방안 마련” 안에 대해 “슬레이트 내의 석면으로 인한 피

해를 인정받은 것에 비추어 가습기 살균제의 경우에도 환경성질환으로 

보아 법적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환경보건위원회에서 논의하

여 보상방안을 마련할 것”이라 정리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2013).

2012년 11월 28일 환경부가 개최한 환경보건위원회에서는 가습기살균

제 피해의 환경보건법 상 환경성질환 지정이 심의되었으나 부결되었다. 

당시 회의록이나 부결에 관한 공식자료 등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다른 

자료들로 확인해 보았을 때, 환경보건위원회 내에서 위원 대다수가 가습

기살균제 문제를 “환경문제로 보기 어렵다. 대기나 수질이나 토양이나 

이런 것을 매개로 사람들에게 건강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보기 어렵고 제

품 안전문제다. 일정부분 소비자에게도 책임이 있고 제조자에게도 책임

이 있을 수 있는 문제이지 환경문제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화학물

질의 책임에 있는 환경부의 행정의 잘못도 분명 있는 것이고 화학물질로 

인한 건강 피해기 때문에 환경문제로 볼 수 있다는 주장”도 소수의견으

로 있었으나 그 회의에서는 부결된 것으로 보인다(환경보건시민센터, 

2012b).

이날 개최된 환경보건위원회는 8차 환경보건위원회였는데53), 2016년 

국회 국정조사에서 정춘숙 위원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이유

로 환경성질환 심의 지정이 부결되었다. 아래는 국정조사에서 정춘숙 위

원의 질의와 윤성규 장관의 답변이다. 윤성규 장관은 2013년 3월부터 

2016년 9월까지 환경부 장관을 역임했다.

53) 이 환경보건위원회의 안건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지만, 환경부의 2012년 

12월 3일 보도자료에서 환경부가 제8차 환경보건위원회를 개최해 대구 안

심연료단지 비산먼지 대책위원회가 제출한 ‘주민건강영향 조사 청원’을 심

의해 수용 결정했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다(환경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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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춘숙 위원: (전략)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해서 환경성질환 

인정 여부 검토가 2012년 11월 28일 제8차 환경보건위원회 

회의 때부터 시작이 된 거지요, 장관님?

◯ 환경부장관 윤성규: 환경성질환 편입 문제 말씀이십니까? 

◯ 정춘숙 위원: 예.

◯ 환경부장관 윤성규: 아마 2012년에 시작이 됐을 겁니다. 

◯ 정춘숙 위원: 제가 확인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에서 질

본에서 가습기살균제와 폐 손상 인과관계를 이미 확인한 바

가 있고 동물흡입실험까지 했기 때문에 사실은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유해인자로, 환경성질환으로 인정을 했어야 되지 않

느냐, 했어야 되는 거지요? 

◯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

품을 사 와서 쓰다가 한 부분은 환경성질환으로 보면 안 됩

니다. 

◯ 정춘숙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불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8

차 환경보건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해서 환

경성질환 불인정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유를 보면 첫째, 개인

의 관리책임 영역에 있는 사항으로 가습기살균제를 소비자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하였다. 둘째, 가습기살균제는 품공법에

서 공산품으로 관리되고 있었다, 즉 관할이 아니라는 말입니

다. 세 번째, 가습기에 살균제 성분을 넣어 사용한 것이 문제

로 개인의 사용 책임과 관련된 사항이다. 넷째, 환경성질환으

로 지정은 환경보건법 체계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

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국회사무처, 2016b: 83-84; 강조 표시는 연구자).

2014년 3월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환경보건법 상 환경성질환으로 지정

되어 피해구제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2016년에 진행된 국정조사에서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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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규 장관은 여전히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환경성질환으로 보기는 어렵다

고 발언했다.

2013년도에 환경보건위원회에 이것을 환경성질환인지 여부를 판

단하자 하고 제안을 했을 때 환경보건위원회에 있는 전문가들이 

이거는 제품의 사용 과정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환경성질환이 

아니다, 환경성질환은 자기가 피해 갈 수 없을 때입니다, 기본이. 

그런데 이거는 자기가 선택한 거다 이거지요. 그래서 환경성질환

이 아니라고 해서 처음에 거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우리

가 재심 요구를 해 가지고 환경성질환으로 편입을 시켰는데, 왜

냐하면 피해자도 있고 해서 최소한의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는 

환경성질환으로 인정이 돼야만 우리 환경부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에서 이렇게 예산도 확보하고 지원을 해주

려고 하니 이거를 환경성질환으로 좀 인정을 해 주시오’ 해 가지

고 재심 끝에 이게 환경성질환으로 편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환

경성질환이 그 후에는 완전히 굳혀졌는데 엄밀하게 보면 환경성

질환하고 좀 구분이 되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국회사

무처, 2016b: 37; 강조 표시는 연구자).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피해자 단체 측은 가해기업뿐 아니라 정부에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실패라는 책임이 있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환경보

건법 상 환경성질환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환경부가 

피해구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는 기존에 환

경부가 담당하던 영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환경성질환 지정을 거부했고,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감염성 질환이 아니라는 이유로 다른 부처로 떠넘기

면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대책은 계속해서 지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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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보건법 상 환경성질환으로의 제도화

이렇게 환경성질환 지정이 지연되고 정부의 피해구제가 지연되던 와

중, 당시 국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에 대한 결의안을 발의하는 등 

정부에 피해구제를 촉구했다. 특히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국회가 피해자

들의 고통에 연대하며 정부가 구제에 나설 수 있도록 역할을 한 것이다. 

2013년 3월 25일 심상정 외 25인54)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결의안」을 제안했다. 결의안 주문에서 이들은 “올바른 정부의 대

책을 촉구하며 기다려온 대한민국 국회는, 3년간이나 방치된 가습기 살

균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야 하는 취

지” 결의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결의안 내용은 “1. 정부는 국무총리실

에서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총괄운영하고, 화학물질사고를 총괄하고 있는 

환경부가 타부서와 협력하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방안과 예산집행 

계획안을 재난지역에 준하여 마련 한다. 2. 정부는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에 접수된 피해자들 중에서, 중증환자와 사망자 가족 중 생계 곤란한 피

해자 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결의안 통과 후 50일 이내에 지원한다. 

그리고 경증환자 등에 대한 지원방안은 3개월 내에 마련한다.”였다(가습

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결의안, 2013).

결의안 제출에 대해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국회결의안 발의를 환영한다

며, “지난 3년간 정부는 생활 속 화학물질 관리의 사각지대에서 일어난 

문제임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대책은 개별 소송하라며 각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는 국회결의안을 받아들여 각 

부처별로 피해자대책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 지난 이명박 정부 때와 같

이 국무총리가 빈말하고 각 부처는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환경보건시민센터, 2013d). 이 결의안은 2013년 4월 18일 제3차 국회 보

54) 참여 의원은 다음과 같다. 심상정·김제남·한명숙·박원석·서기호·정진후·유성

엽·김춘진·강동원·김성곤·배기운·도종환·노웅래·은수미·장하나·김태원·이해찬·

남인순·홍영표·이미경·유기홍·주영순·홍종학·김경협·한정애·이완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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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복지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고, 2013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

결되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198인, 기권 15인으로 통과되었다(국회사

무처, 2013).

국회와 시민사회, 피해자 측의 피해대책 마련 요구가 이어지자 정부는 

2013년 8월 14일 현오석 부총리가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법적 구제가 늦어져 정신적·경제적으로 많

은 고통을 겪고 있어, 국회에서「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결의

안」을 채택(‘13.4.29)하여 정부에 피해자 구제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했

으며, “정부에서도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으며, 지난 8월 5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

라 정부는 “피해자에게 가장 부담이 큰 의료비를 공적부조 차원에서 선 

지원하고 추후 가습기살균제 피해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지원한 

범위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이라 알렸다. 구제 지원대상자는 “보

건복지부 소속 질병관리본부의 폐손상조사위원회의 피해조사와 「환경보

건법」에 의해 환경부에 설치된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 대상자 결정 계획을 밝혔다(국무조정실 외, 2013). 이러한 정부의 

지원계획은 환경보건법 제20조가 근거가 되었다. 환경보건법 제20조(국

가 등의 지원)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국민

의 건강피해를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지정하고 있다(법제처, 2013). 정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환경

보건법 시행령에 지원 내용,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해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국무조정실 외, 2013).

이후 정부지원계획 이행을 위한 예산이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편성

되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을 위한 2014년 예산 111억 원이 반영

된 것이다. 정책의 법적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서는 2013년 10월부터

「환경보건법」하위법령 개정 및 고시 제정이 추진되었다. 2014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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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을 환경성질환으로 

지정하는 「환경보건법」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되었으며, 4월 11일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지원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환경보건법」시행령 

개정안 및 고시 제정안이 시행되었다(환경부, 2014c).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환경부는 2014년 3월 5일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자에 대한 지원, 절차, 방법 등을 담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

해 인정 및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5일 입안 예고했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

원에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건강피해인정 신청을 해야 했다. 환

경부는 지원대상은 기술원에서의 건강피해 여부 조사, 환경보건위원회 

건강피해 인정여부 심의를 통해 환경부장관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환경

부는 당시 진행 중이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건강피해조사결과로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자는 별도 조사 없이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할 것이라고 계획을 알렸다(환경부, 2014a).

2014년 3월 13일에는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되었다. 

환경부에서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국민 건강피해의 예방 및 관리를 강

화하기 위하여 환경성질환의 종류에 가습기살균제에 포함된 유해화학물

질로 인한 폐질환을 추가”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발표했다(법

제처, 2014b). 개정 이전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환경성질환의 종류)

에는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수

질오염물질로 인한 질환, 2.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중독증, 신경계 및 생식계 질환, 3. 석면으로 인한 

폐질환, 4.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건강장해, 5.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2

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과 관련된 호흡기 및 알레르기 질환가 지정

되어 있었다. 개정 후 제2조 제6호에 “6. 가습기살균제[미생물 번식과 물

때 발생을 예방할 목적으로 가습기 내의 물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제제

(製劑) 또는 물질을 말한다]에 포함된 유해화학물질(「유해화학물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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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독물로 고시된 것만 해당한다)로 인한 폐질

환”이 신설되었다(법제처, 2014a).

3. 경계지식이 된 피해 판정 기준: 피해구제정책의 실행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많은 논쟁과 의견 조율 끝에 가습기살균제 

피해 중 폐질환이 환경보건법 상 환경성질환으로 지정되고, 환경부에 의

해 정부 피해구제정책이 실시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피해 판정 기준이 

피해구제정책에 그대로 적용되면서 피해를 인정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발

생했고 피해 판정 기준을 생산, 활용하는 것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논쟁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와 정부는 피해 판정 기준에 

대한 책임을 넘기는 모양새를 보였다. 피해 판정 기준이라는 지식을 경

계로 과학과 정책의 경계가 만들어졌고, 이 경계 만들기 과정에서 피해 

판정 기준은 경계지식으로 작동했다. 

2014년 3월 12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환경부는 폐손상조사위

원회의 폐손상 의심사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두 부처는 조사 결과 

“361명 중 가습기살균제 폐손상이 거의 확실한 사례가 127명, 가능성이 

높은 사례가 41명, 가능성이 낮은 사례가 42명,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례

가 144명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히며 이 결과가 피해신고자들에게 우편,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통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부처는 조사에 관

해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를 조사책임자로 의학, 환경보건, 

독성학 등 각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지난 8개월간 진행”되었

고, “개인별 임상, 영상 및 병리학적 소견과 함께 가습기살균제 사용력 

조사를 종합하여 판정결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 조사에

서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별도의 

조사 없이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지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

며, 3월 5일 발표한 것과 같이 추가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는 한국환경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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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기술원에 위탁된 조사에 참여하면 된다고 말했다(보건복지부 질병관리

본부·환경부, 2014).

2014년 4월 2일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정부지원 대상 및 내

용”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계획에서 피해조사 결과 ‘거의확실’과 

‘가능성 높음’ 판정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의료지, 장례비 등 재정 지원을 

하기로 결정되면서, 폐손상 판정 기준에 의해 피해구제정책이 실행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결정은 환경보건위원회에서 결정되었다.55) 위원회에서

는 폐손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손상 인과관계

가 ‘거의확실(1단계)’, ‘가능성 높음(2단계)’ 판정을 받은 피해자 168명에

게 의료비, 장례비(사망자) 등의 정부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 

계획에서 ‘가능성 낮음(3단계)’ 판정을 받은 피해자(42명)는 정부지원금 

지급대상에서는 제외되었는데, 환경부는 “가능성 낮음’은 피해 양상이 

가습기 살균제보다는 다른 원인에 기인한다고 보이나 그 가능성을 완전

히 배제하기 어려운 단계로서, 구상권 행사를 전제로 지원하는 정부지원

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기는 곤란(법률자문 결과)”이라고 덧붙였다. 그렇

지만 3단계 판정자도 1, 2단계 판정자와 함께 건강모니터링 대상으로 포

함되어 건강검진, 질병 진행상태 관리 등 건강관리 지원을 받는 것으로 

결정되었다(환경부, 2014b).

55) 공개된 자료의 한계로 당시 환경보건위원회에 어떤 전문가가 소속되어 있는

지 확인할 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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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환경부(2014c)
[그림 19] 2014년 기준 가습기살균제 피해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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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통해 2014년~2015년 2차, 3차 피해 

접수를 받고 판정을 진행했다. 2014년 4월부터 10월까지는 2차 피해조사 

접수가, 2015년 2월부터 12월까지는 3차 피해조사 접수가 진행되었다. 

환경부는 2015년 4월 24일 2차 피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169명 중, 98명(58.0%)이 4단계 판정을 받았다(<표 22> 참조; 환경부, 

2015).

출처: 환경부(2015)

이 조사에서는 신규 접수된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와, 1차 접수된 피해

자 중 재검토를 요청한 피해자들에 대한 재검토도 이루어졌다. 이러한 

조사와 재검토는 새롭게 위원회가 꾸려져 이루어졌다. 신규 조사판정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판정위원회(공동위원장 홍수종 서울아산병원 교

수, 신동천 연세대 교수)가, 재검토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재검토위원회

(공동위원장 홍수종 서울아산병원 교수, 최병휘 중앙대 교수)가 진행했

다. 환경부에 따르면 조사·판정위원회는 “의학, 환경보건, 독성 분야 등 

기존 조사·판정에 참여한 전문가 위주로 구성”되었다.56) 재검토 위원회

는 “피해자 요구를 반영하여 가급적 1차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관련 전

문가 위주로 구성”되었다.57) 1차 조사와의 차이에 대해서는 “종합판정은 

1차 질병관리본부 판정방법을 준용하되, 조사·판정 위원회의 의학적인 

56) 총 22명(위원장 2명, 병리 2명, 영상 4명, 임상 5명, 환경노출 7명, 정부 2명)
57) 총 8명(위원장 2명, 독성·노출 2명, 영상 1명, 임상 2명, 법률 1명)

계
거의 확실

(1단계)

가능성 

높음

(2단계)

가능성 

낮음

(3단계)

가능성 거의 

없음

(4단계)

판정

불가

169(%) 28(16.6) 21(12.4) 21(12.4) 98(58.0) 1(0.6)

생존 16 16 20 80 1

사망 12 5 1 18 -

<표 22> 2차 조사 판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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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부분 일부 보완”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조직병리, 영상, 임상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판정하였으나, 4~5년이 

지난 현재 영상적 흔적을 찾기 어렵지만 임상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피해

자를 제대로 판정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이번에는 분야별 동일한 중요

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환경부, 2015).

이처럼 폐손상 판정 기준은 폐손상조사위원회에서 과학, 의학 전문가

들이 참여해 합의를 통해 도출한 과학적 증거에 기반을 둔 구분 기준이

었는데, 이 기준을 그대로 환경부가 피해구제정책에 적용하기로 결정하

면서 폐손상 판정 기준은 과학의 영역을 넘어 정책의 영역에 들어가 피

해구제정책의 도구로 사용되었다. 이 과정에서 판정 기준의 생산과 활용

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갈등과 경합이 나타났다.

환경부가 4단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피해구제정책을 실시한 것에 

대해 폐손상조사위원회에 참여했던 한 전문가는 4단계가 이후 논란이 되

었던 점을 생각했을 때, 폐손상 판정 기준을 그대로 피해구제정책에 적

용한 것이 ‘전적으로 정부 당국의 판단과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폐손상조사위원회가 폐손상 판정 기준을 도출한 과정은 ‘연구자들의 순

수한 연구 과정’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의 다른 연구 활동과 크게 다르

지 않은 조사, 연구 결과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반영될 거냐 하는 거는 

다른 문제’라는 것이다. 전문가들도 정책에 반영되는 부분에 있어, 4단계

에서 2, 3단계가 구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를 했었다. 따

라서 조사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확실히 아닌 사례만 제외하고 다 같은 

범주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견도 제시되었다. 하지만 전문가들

이 보기에 결과적으로 그런 사항을 결정하는 것은 “정책적 판단의 영역”

이었다. 폐손상조사위원회 전문가들은 피해 신고 사례가 구제 범위에 들

어가는지 아닌지, “이게 기고 아니고 라는 걸 판단하는 거는 무리”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조사위원회 전문가들은 당시 시점에서 “의학적이고 환

경보건학적인 과학적인 판단에 의해서 판단 기준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었다고 기준에 대해 생각했다. 폐손상조사위원회에 주어진 ‘미션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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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판단 기준을 만들고 그렇게 적용을 했을 때 결과가 어떻다는 거를 

그대로 진행을 해보고 그 결과를 알려주는’ 것이었다.58) 

폐손상조사위원회에 참여했던 다른 전문가는 어떤 분류와 기준을 설

정하고 어떻게 관리할까 하는 문제가 누구의 몫인지, 누가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인지에 관해 성찰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국제

암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에서는 발암

물질을 Group 1, Group 2A, Group 2B, Group 3으로 나누는데, 이런 구분

을 적용하고 정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생각했을 때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

해 판정 기준에 대해서도 같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준을 바탕

으로 정책적 결정을 내리는 것은 정부의 몫이라는 다른 전문가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그는 당시 1, 2단계에게만 피해 지원을 하기로 결정한 것은 

당시 환경부 환경보건위원회였고, 환경보건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하기

로 한 근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는 없다고 말했다.59)

이렇게 폐손상조사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자신들의 활동을 과학

의 영역 안으로만 국한시키며, 정책 활용에 있어 과학 지식과 정책 영역 

사이에 경계를 만들었다. 폐손상 판정 기준을 적용해 피해구제정책을 실

행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라는 것이다. 환경부가 이 기준을 적용해 피해

구제를 실시하게 되면서 폐손상 판정 기준은 과학의 영역과 정책의 영역 

사이에서 경계지식으로 작동했다. 판정 기준이 경계지식이 되는 과정은 

정부와 전문가들에 의한 정책과 과학 사이의 경계 만들기 과정과 공동으

로 구성되었다. 전문가 입장에서 폐손상 판정 기준은 과학적 합의에 의

해 당시까지의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도출해 낸 연구의 결과물이었고, 

정부 입장에서는 피해구제에 적용할 수 있는 근거로서의 기준이었던 것

이다. 이후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논의 지형이 변하고 피해신고자가 

증가하고 사회운동이 확대되고 정치적 기회구조가 변하면서, 피해 판정 

기준은 정부, 전문가, 피해자와 시민사회 각 영역에서 다른 의미 부여와 

58) 2021.05.11. 면접.
59) 2021.12.08.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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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가 투사되며 새롭게 의미가 구성되었다. 

제 3 절 가습기살균제 참사 논의 지형의 변화

1. 사회적 관심 환기: 검찰 조사

2016년 1월 서울중앙지검이 가습기살균제 사망 피해 사건 전담 수사

팀을 구성하고 조사를 시작하면서,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철재·구도완(2020)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7월

까지를 운동의 2차 확산기(시민사회 연대 활동기)로 구분했다. 이 시기에

는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사회적,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

었으며, 국회 입법, 정부 대책에서도 큰 진전이 있었다(이철재·구도완, 

2020: 104).

동아일보는 단독으로 서울중앙지검이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보도

했다. 가습기살균제 사망 사건과 관련한 경찰 송치 사건을 수사해 온 형

사2부(부장 이철희) 전준철 부부장 등을 중심으로 수사팀이 꾸려졌다. 기

사에서는 전담수사팀 설치가 “고위층 권력 비리를 척결하는 특별수사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사건은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

해야 한다는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의중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동

아일보, 2016).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은 즉각 <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건 수사팀 확대를 환영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센터

와 피해자모임은 “사건이 발생한지 4년 5개월이 지나지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다치게 한 제품이 ‘가습기살균제’라는 것 말고는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다”면서 “생활용품으로 국민 218명이 죽고 1천명 넘는 건

강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가해자인 제조사를 처벌하지 않는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 5년째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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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요구사항을 검찰에 전달했다. 

Ÿ 우리의 요구 1; 검찰은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를 발생시킨 모

든 제품의 제조사와 원료공급사 그리고 PB상품 판매사인 대

형마트를 살인죄로 기소해야 한다. 

Ÿ 우리의 요구 2; 특히, 검찰은 경찰 기소대상에서 빠진 제조사 

애경과 원료공급사 SK케미칼 등 제조판매사를 수사대상에 포

함하고 이들 모두를 처벌해야 한다. 애경이 만든 가습기메이

트 제품만을 사용하다 사망한 사례도 있고 정부의 판정결과 

관련성이 높은 사례도 나왔기 때문이다. SK케미칼은 국내에

서 유통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원료 대부분을 공급한 회사

다.

Ÿ 우리의 요구 3; 또한, 검찰은 많은 사망자를 발생시켜놓고 폐

업해버린 ‘세퓨’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제조사와 원료공급사에 

대한 수사를 철저하게 하여 소비자를 죽이고 도망가려는 파

렴치범을 살인죄로 구속 처벌해야 한다. 

Ÿ 우리의 요구 4; 검찰은 올 들어 정부가 추가신고를 받지 않고 

덮으려고 하는 이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피해규모를 

밝혀내 주길 바란다. 생활용품으로 인해 국민이 죽고 다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가습기살균제피해자

와가족모임·환경보건시민센터, 2016).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은 2016년 2월~3월

에 연달아 옥시(2월 23일, 전현직 임원 29명), 롯데(2월 29일, 전현직 임

원 43명), 홈플러스(3월 2일, 전현직 임원 28명(삼성물산 6명, 테스코 22

명)), 애경(3월 7일, 전현직 임원 19명), SK케미칼(3월 9일, 전현직 임원 

14명), 이마트(3월 14일, 전현직 임원 50명), 세퓨(3월 21일, 전현직 임원 

35명), GS리테일, 다이소 등 10개 업체(3월 23일, 전현직 임원 58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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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임원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환경보건시민센터, 

2021).

이에 대해 가해 기업들은 4~5월에 사과문을 발표하는 등의 조치를 취

했다.60) 4월 18일 롯데마트가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문을 발표했다(경향

신문, 2016). 같은 날 홈플러스 측도 보도자료를 배포해 “피해자의 아픔

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검찰 수사에서 인과관계가 확인된 피해

자들과 보상협의를 할 계획”이라 밝혔다(YTN, 2016). 4월 21에는 옥시가 

입장발표문을 발표했고, 4월 26일 홈플러스 사장이 공식사과를, 5월 2일 

옥시 사장이 사과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016년 4월부터 시민사회 측은 옥시 불매운동을 조직하고, 영국에 항

의방문을 진행하는 등 모든 자원과 역량을 동원해 기업에 가습기살균제

에 대한 책임을 요구했다. 이 시기 시민사회는 2~3일에 한 번 꼴로 성명

서, 기자회견, 일인 시위 등을 진행했다(이철재·구도완, 2020). 시민사회

와 피해자, 언론, 검찰 등 사회 전체가 가습기살균제 참사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면서 국회에서도 해결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되었

60) 몇몇 가해기업은 사과문을 발표하고 국정조사 이후 분담금을 납부하는 등 

가습기살균제 제품 제조, 판매와 관련한 행위에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였으

나,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기업의 사과와 책임 이행이 부족한 상황

이다. 검찰조사 과정에서 기업이 가습기살균제 독성과 관련한 연구 결과를 

조작했다는 점이 드러나며(이와 관련해서는 공혜정·신연선·김옥주(2016), 정

세권(2019) 참조), 기업의 청부과학 실태가 알려지며 가해기업에 대한 사회

적 비판이 거세졌다. 이후 가습기살균제 판매기업 형사소송에서 일부 기업

들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가습기살균제 제조, 판매 기업이 가습기살

균제 참사 해결을 위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고 있

다. 2019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에도 일부 기업만이 

참여했고 형식적으로만 사과의사를 표해 피해자들의 많은 비판을 받았다. 

2021년 출범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에 참여한 가해기

업들이 피해자들에 대한 포괄적 피해 배상과 보상에 동의하며 조정에 참여

하고 있지만(한겨레, 2022), 조정 과정에서 기업이 문제해결을 위한 책임 있

는 자세로 참여할지를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 157 -

다. 

2. 갈등 증폭과 정치적 개입: 국회 국정조사

2016년 5월 30일 제20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하고, 5월 31일 야당(더불

어민주당)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문제 해결을 공조하기로 결정하고 진상규

명 청문회와 특별법 제정을 정부와 야당에 요구했다(이철재·구도완, 

2020).

국회는 2016년 7월 6일 본회의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국정조

사 기본계획서를 재석 의원 250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본회의에 앞

서 우원식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주재로 첫 전체회의를 열렸고 이 회

의에서 국정조사계획을 의결되었고, 7월 7일부터 10월 4일까지 90일간 

국정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되었다(한겨레, 2016).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위원장 대리 김상훈은 국정 조사 범위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 원

인 규명, 가습기살균제의 제조·판매·원료공급에 관련된 업체의 책임소재 

및 피해 고의은폐 의혹 규명,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발생에 대한 책

임소재 규명 및 화학물질 관리정책의 구조적 부실점검 및 제도개선, 가

습기살균제에 사용된 물질에 대한 유해성 검증 과정의 문제 및 관련 제

품으로 인한 피해, 정부의 피해자 지원대책의 적절성 및 피해자 배상·보

상 후속대책, 기타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발생한 피해와 관련된 사항과 

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이라 발표했다. 조사 대상 기관은 “가습기살

균제 사고와 직간접 관련이 있는 환경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과 옥시레킷벤키저, SK케미칼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원료공급 업체”라고 밝혔다(국회사무처, 2016a). 국회 국정조사

는 현장조사, 기관보고(8월 16일~18일), 청문회(29~30일), 종합 기관보고

(9월 2일)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국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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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016: 9-10).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폐손상 판정 기준에 대한 지적과 답변이 이루어

졌다. 1~4단계 판정에 대한 윤성규 장관의 답변은 폐손상 판정 기준에 

대한 정부 측의 이해를 드러낸다. 정부 측은 전문가들이 기준을 만들면 

그대로 활용할 뿐이고, 기준은 전문가 집단이 전문성, 과학성에 의해 정

한다는 것이다. 

◯ 전희경 위원: (전략) 환경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환경부장

관님, 폐이외질환검토위원회 이제 그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

는데요. 이 폐이외질환검토위원회에서 나오게 되는 결과물들 

그리고 그것이 가습기살균제하고의 인과관계 이런 것들이 이

제 나오게 되면 기존에 폐 손상을 가지고 등급을 매겼던 이

전의 결과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결과 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향후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되는 겁니까? 

◯ 환경부장관 윤성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정확히 

이해하기는 쉽지 않지만 우선 폐섬유화는 1~4단계로 이렇게 

판정기준이 정해져 가지고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 전희경 위원: 그렇지요. 

◯ 환경부장관 윤성규: 폐 이외의 장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행정

적으로 1~4단계를 정할 일은 아니고 전문가들이 판정 인과관

계가 확인이 되면 인과관계에 따라서 프로토콜을 만들면서 

판정기준도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그쪽 전문가그룹이 만들어 

오면 저희는 그것을 그대로 활용할 것이고요. 그것은 전문가

그룹이 전문성과 과학성 이런 쪽에서 정할 거라고 생각합니

다. 

◯ 전희경 위원: 그러면 새로운 등급기준으로 이 폐이외손상위원

회에서 나오는 결과들이 새로운 등급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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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것은 저희가 예단할 수 는 없습니다. 

전문가그룹이 지금 따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 전희경 위원: 아니, 전문가그룹은 전문성을 가지고 조사를 하

시는 거고 그것을 검증을 하시는 분들인 것이고 그것의 활용 

부분에 있어서는 환경부도 생각을 갖고 계실 것 아닙니까? 

◯ 환경부장관 윤성규: 폐손상위원회에서처럼 제가 볼 때는 기대

하건대는 판정기준은 분명히 1~4단계로 할지 아니면 1~3단계

로 할지 아니면 1~5단계로 할지 그런 방식으로 나오지 않을

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국회사무처, 2016b: 28-29; 강조 

표시는 연구자).

국정조사 위원들은 폐이외 질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3, 4단

계에 대한 재판단이 이루어진다거나 아니면 다른 기준이 만들어질 수 있

는지를 물었다. 윤성규 장관은 이에 대해 폐섬유화(폐손상) 판정 기준 외

의 추가 기준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답변했고 3, 4단계 판정이 바뀌거나 

할 여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진 않았다. 

◯ 박인숙 위원: (전략) 3단계·4단계 피해자들이, 굉장히 여러 많

은 분들이 지금 애타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등급이 그렇게 나

오고 지원도 못 받고 하는데 지금 (중략) 폐 이외의 질환이 

있는지 아는 거잖아요. 만약 거기서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3단계·4단계도 재분류를 해야 되는 거지요? 

◯ 환경부장관 윤성규: 지금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 혼재되어 있

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폐 섬유화를 말씀하셨다가 중간에

는 폐 이외의 질환을 얘기하셨고 또…… 

◯ 박인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폐가 있으면 1단계·2단계고 폐질

환이 없이 다른 거 가지고 고통을 받는 분들은 3단계·4단계로 

분류가 되잖아요. 대개는 폐질환이었지요. 



- 160 -

◯ 환경부장관 윤성규: 이미 판정이 난 분들은 폐와 관련해서는 

판정이 난 거고요.

◯ 박인숙 위원: 그러니까 폐 이외의 질환을…… 

◯ 환경부장관 윤성규: 이제 폐 이외의 질환에 대해서는 지금 단

계가 인과관계가 있냐라고 하는 규명을 말씀하신 대로 건보 

이런 데도 하고 또 약물동력학인가 뭐 이런 실험도 하고 여

러 가지를 한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전문가들이 볼 때 이것

은 인과관계가 있다 그러면 그다음에 판정기준을 만드는 단

계로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판정 기준 단계로 넘어……(국회

사무처, 2016b: 51-52; 강조 표시는 연구자).

4단계 판정기준에 의해 3, 4단계 피해자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국정조사 위원들이 지적하고 개선안에 대해 질의했지만, 환경부 측

에서는 4단계는 이미 결정된 사항이고 전문가들에 의해 결정된 것을 정

부가 수용해 판정을 하는 것이라 보았다. 

3.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법적 지위 변화: 가습기살균제특별법 제정

2016년 10월 4일 90일의 국정조사 특위 임기가 종료된 이후, 진상규명

에는 소득을 거뒀지만, 또 다른 핵심 목표였던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

책 마련에는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미완의 국정조

사’가 되었다. 국정조사 연장에 대한 논의가 오가기도 했으나, 야당과 여

당의 입장이 달라 연장되지 못했다. 야당은 연장을 주장했고, 여당은 국

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에 전문 소위원회를 구성해 남은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보았다(한국일보, 2016).

우원식 위원장은 마지막 회의에서 “성역 없는 진상규명, 피해자와 가

족을 치유할 구제 대책,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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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된 재발방지 대책, 이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출발한 특위”가 “진상

규명에는 상당한 진전”을 보였지만, “피해자 구제와 재발방지 대책은 이

제 시작하는 단계”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국정조사가 그 소임을 

다했는지는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 가족이 ‘이만하면 되었다’ 할 때입니

다. 지금이 과연 그러한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국회 국정조사를 기다려 온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위원장으로서 면

목 이 없”다고 말했다(국회사무처, 2016c).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규명이 일부 이루어지고 특별법 제정 논의가 확

대될 수 있었는데, 국정조사의 또 다른 성과는 사업자들로부터 민간 기

금을 조성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게 된 것이다. 특별법 제정 이후 가습

기살균제 피해구제가 확대될 수 있었던 까닭은 기금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 기금은 국정조사에서 재정 확보를 약속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국정조사가 마무리 된 이후, 특별법 제정에 대한 요구가 커졌고 이 과

정에는 정치적 기회구조의 변화도 관련이 있었다. 2016년 6월 20일 결성

된 “가습기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는 11월 5일부터 진행된 박근혜 정

권 퇴진 촛불시위에 참여해 피해자 중심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제정

촉구 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법률 제정을 요구했다(이철재·구도완, 

2020).

특별법은 12월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대안이 의결되었고, 

2017년 1월 20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국회

에는 7개의 가습기살균제특별법안이 발의되었는데, 이 의안들은 세부 내

용에서는 차이를 보였지만 공통적으로 2011년 피해 공식화 이후 피해자

들의 피해구제가 더디게 이루어졌던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이 의안들은 

특별법 법률안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 및 지속가

능한 지원 대책을 수립”할 것을 밝혔다(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안(대안), 

2017). 2013년부터 국회에서 특별법 논의가 있었으나 2016년 말에서야 

여론의 흐름이 바뀌며 법 제정 논의에 진전이 있었던 것이다. 이런 변화

에는 여소야대 국회, 2016년 말 정치적 기회구조의 변화뿐 아니라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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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 피해자 운동의 확장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 제정으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가 환경성질환 중 한 종류

에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로 바뀌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환경

보건법 상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가습기살균제[미생물 번식과 물때 발생

을 예방할 목적으로 가습기 내의 물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제제(製劑) 또

는 물질을 말한다]에 포함된 유해화학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

호의 유독물질로 고시된 것만 해당한다)로 인한 폐질환”이었다. 특별법

에서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

제에 노출됨으로써 발생한 폐질환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로 규정했다(법제처, 2017).

폐손상 판정 기준도 환경보건법에 의한 위원회가 아니라 특별법 상 

위원회에서 적용되도록 변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환경성질환이었을 

때는 환경보건법 상 환경보건위원회가 심의했지만, 특별법 제정으로 가

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와 폐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 폐외질환조사판

정전문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바뀌었다. 담당 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고, 

위원회에서 개별 사안을 심사하고 피해를 판정하는 방식으로 전환된 것

이다. 이로써 폐손상 판정 기준이 정책 영역에서 적용될 때의 근거 법이 

변하며 폐손상 판정 기준은 다시금 논쟁 대상이 되었다. 

특별법 통과 이후, 가습기넷은 특별법의 내용이 아직 모자란 수준이지

만, 3단계 피해자들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환영했다. 또한 

폐이외질환조사판정 전문위원회를 두게 된 것의 의의를 강조했다(가습기

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2017). 환경성질

환에서는 폐질환만을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좁게 규정했는데, 폐이외질환

의 조사와 판정, 구제까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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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소결

이 장에서는 4단계라는 피해 판정 기준이 구성된 과정과 그 기준이 

환경보건법 상 건강피해 인정이라는 제도화 과정을 통해 피해구제정책에

서의 기준으로도 사용되며 경계지식이 된 과정을 분석했다. 폐손상 판정 

기준이 구성된 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과학적 불확실성과 증거, 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폐손상조사위원회라는 전문가 집단이 논의와 합의를 통

해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맞춰 피해사례를 판정하고 다시 그 판정 

사례를 모으고 합의,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기준을 도출했다는 점이다. 

피해 판정 기준을 만드는 과정에서 갈등과 경합이 두드러지지는 않았는

데, 그 까닭은 가습기살균제의 인체 영향과 관련해 전문가들이 참고할 

수 있는 연구는 2011년 수행된 역학연구 결과가 유일했고, 전문가들은 

확보 가능한 피해자들의 의료 기록을 바탕으로 그 피해가 실제 가습기살

균제로 인한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습기살균제의 인체 영향과 건강 피해 기전에 대해 알려진 

바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전문가들은 자신의 전공 분야, 습득했던 지식 

등을 동원해 기준을 설정하고 그를 바탕으로 폐손상 판정 기준을 만들었

다. 이 기준에서 폐손상이 확실하다는 판정을 만든 까닭에는 법정에서의 

특이성 질환 인과관계 인정이라는 맥락도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이 피해 판정 기준이 정책적으로 활용되며 이 지식을 둘러싼 

경합과 갈등이 나타났다. 과학 전문가들의 조정과 합의를 통해 도출된 

폐손상 판정 기준은 가습기살균제 폐질환이 환경보건법 상 환경성질환으

로 지정되며 피해구제정책의 준거 기준으로 사용되었다. 환경보건시민센

터와 피해자단체는 정부의 신속한 구제를 요청하며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환경성질환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보건위원회, 국회 등에

서 환경성질환 지정에 대한 논쟁을 거친 후 2014년부터 환경부가 정부의 

결정과 근거법령 마련을 통해 피해구제를 실시할 수 있었다. 피해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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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폐손상조사위원회가 만든 폐손상 판정 기준에서 1, 2단계 판정을 받

은 피해자들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정부가 이렇게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판정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그것이 정부의 결정이라 주장했고, 정부는 전문가들이 연구와 조사를 통

해 도출한 기준을 그대로 따랐을 뿐이라 말하며 폐손상 판정 기준에 대

한 상이한 시각이 드러났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폐손상 판정 기준이 정

책과 과학의 경계에서 경계지식으로 작동한 동시에, 두 영역 사이의 경

계 만들기와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보여준다. 피해 판정 기준으로 

인해 나타난 경계 만들기와 기준이 경계지식으로 작동하며 판정 기준의 

생산과 활용에 대한 책임에 관한 논쟁으로 확장된 양상은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생산된 지식을 둘러싸고도 지식 정치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

다. 

폐손상 판정 기준에 의해 1, 2단계 피해자만 피해를 구제받고 3, 4단

계 피해자는 그러지 못하자 피해자단체, 시민사회에서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이런 문제 제기는 2016년 검찰 조사와 시민운동 확장으로 가습

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사회적 논의 지형이 바뀌며 더 극심해졌다. 피해 

신고자가 증가하면서, 3, 4단계 판정을 받는 피해자가 더 많아진 것이다. 

피해 판정 기준이라는 지식이 구제정책에 활용되고 피해자들에게 적용되

면서 과학과 정책의 영역에서만 갈등을 일으킨 것이 아니고 실제 피해자

들을 구분하는 경계로 작동하면서 논쟁의 중심이 되었다. 시민사회와 피

해자들에게는 피해 판정 기준이 정책과 과학 두 영역 모두 책임을 져야 

하는 진짜 피해자와 가짜 피해자의 경계를 생산한 경계지식으로 여겨졌

다. 국회의 국정조사 이후 2016년 말 정권 퇴진 촛불시위가 진행되며 정

치적 기회구조가 변하며 마침내 가습기살균제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었는

데, 특별법에서도 피해 판정 기준이 그대로 사용되며 피해 판정 기준은 

환경보건법이 아닌 또 다른 제도화에 의해 새로운 속성을 가지게 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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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피해 판정 기준에 대한 도전과

판정 기준의 재구성

이 장에서는 피해 판정 기준이 두 차례 재구성된 과정을 분석한다. 피

해 판정 기준에 대한 피해자들의 불만과 갈등이 거세지며, 피해자와 시

민사회 측은 정부에 피해 판정 기준과 구제제도를 개선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러한 재구성 과정은 과학 지식의 축적과 법 개정에 관한 정

치권의 논의가 동시에 이루어지며 나타났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인과

관계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한 전문가들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폐손상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면서 피해구제제도가 변할 필요

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습기살균제 관련 전문가들은 학회 연합을 

시도하며 인식공동체를 확장하고, 공동으로 논의하는 자리에서 전문가 

사회의 책임, 과학지식의 역할에 대해 성찰했다. 피해자들은 피해 판정 

기준과 피해구제제도로 포섭되지 않는 피해와 고통을 “내 몸이 증거다”

라고 알리며, 정부, 국회, 전문가, 기업 등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이해 

집단에 인식 전환을 요구했다. 2019년 2월 첫 번째 가습기살균제특별법 

개정으로 피해자의 법적 지위 인정이 바뀌었고, 2020년 9월 두 번째 특

별법 개정으로는 피해 판정 기준이 법적으로 통합되었다. 

제 1 절 지식 축적과 전문가 사회 내 논쟁

1. 피해에 대한 복수의 지식 생산

폐손상조사위원회의 조사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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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 조사·연구가 되었지만, 여전히 가습기살균제가 인체에 끼치는 

영향,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피해자의 장기적인 증상, 가습기살균제 물

질의 독성 등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했다. 전문가들은 환경부가 발주한 

연구용역과제에 참여하거나 연구를 수행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지

식을 생산했다. 이렇게 연구 과제가 확대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국회 국

정조사 이후에 기업의 분담금 조성 등이 이루어지면서 정부가 피해구제

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자원이 생겼다는 점이 있다. 피해구

제 확대라는 정책적 의제 변화가 전문가들의 연구 활동에도 영향을 끼쳤

고,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된 전문가 인식공동체의 활동도 변할 수 

있었다.

먼저 2017년 이후 환경부가 발주한 연구용역과제에는 무엇이 있었는

지 살펴보겠다.61) 환경부는 환경정책실 환경보건정책관실 환경보건정책

과,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담당으로 정

책연구를 발주했다.6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온-나라 정책연구)63)에서 확인

할 수 있는 가습기살균제 관련 정책연구는 2021년 11월 5일 기준 종료된 

연구 15건, 현재 진행 중인 연구 11건이다. 과제 연구 분야는 환경행정지

원 또는 환경보전 기반육성으로 분류된다.64) 이 정책연구는 주로 살균제 

61) 2011년 이후 수행된 가습기살균제 관련 연구 용역 과제 목록은 <부록>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62) 2017년 이전에도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담당 연구과제가 있었으나, 이 절

에서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 상에서 가습기살균제 관련 연구로 확인할 수 

있었던 연구를 대상으로 분석했기 때문에 시기 구분을 2017년부터로 제시

했다.
63) 정책연구관리시스템 PRISM 

    https://www.prism.go.kr/homepage/main/retrieveHomepageMain.do 
64) 환경부 2019년 기록관리기준표 고시에 따르면 해당 분류는 정책영역 하위의 

대기능 분류에 속한다. 대기능 분류에는 4대강유역관리, 상하수도및토양지하

수관리, 수도권대기보전, 수자원관리, 수질보전및관리, 일반대기보전및생활공

해관리, 자연환경, 생물자원보전, 자원순환체계구축, 환경행정지원, 환경보전

기반육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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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의 특성 규명, 살균제 물질의 독성시험, 피해구제제도 개선, 피해판

정의 개선 등을 다룬다. 

환경행정지원으로 분류된 과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제도 규제

영향 및 비용분석」,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및 판정기준 개선연

구(I)」,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및 판정기준 개선 연구(III)」, 

「가습기살균제 천식피해 판정 프로그램 알고리즘 및 매뉴얼 개발 연

구」,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이용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규

명 연구(I)」,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이용한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 규명 연구(II)」,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조사판정 신청자 자료 

평가연구」, 「가습기살균제 노출 및 건강영향에 관한 생체지표 활용 연

구(I)」, 「가습기살균제 노출 및 건강영향에 관한 생체지표 활용 연구

(II)」,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천식 피해 특성 연구」가 있다. 이 연구들

은 2017-2020년 사이에 연구되었다. 

이 과제의 연구책임자들은 주로 임상의학, 직업환경의학, 역학, 보건

학, 독성학 전공이었으며 규제영향 분석 연구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수

행했다. 참사 발생 초기 보건복지부가 발주한 용역에서 임상의학, 독성학 

전공자들의 참여가 두드러졌다가, 역학, 환경보건학, 독성학 전공자들의 

연구가 많아졌다.65) 

이 분야의 정책연구 중 2020, 2021년에 계약되어 현재 진행 중인 연구

로는 앞서 수행된 정책연구의 후속 연구와 새롭게 수행되는 연구가 있

다. 기존 연구의 후속 연구로는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천식 피해 특성 

연구(II)」,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이용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

해 규명 연구(III)」가 있다. 후속 연구가 진행된 연구는 건강피해의 특성 

확인, 규명에 관한 연구인데, 건강피해 인정과 규명을 위한 제도 개선 요

구가 지속되고 있고, 새로운 건강피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후속 연구 과제가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새롭게 시작된 연구 과

제로는 「가습기살균제 노출 관련 사망피해자 자료 심층분석」, 「가습

65) 연구 목록은 정책연구관리시스템 PRISM 홈페이지에서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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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살균제 호흡기계 건강피해 통합 판정체계 구축 연구」, 「Chamber를 

활용한 가습기살균제(NaDCC, BKC) 인체노출 재현실험 및 위해성 평

가」,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정신건강피해 평가 기법 및 관리방안 연

구」, 「가습기살균제 성분의 체내 거동평가 연구(I)」, 「가습기살균제 

성분(PHMG, CMIT/MIT)에 의한 세포 독성 기전 연구(I)」, 「가습기살균

제와 건강피해 간 역학적 상관관계 검토 연구(I)」가 있다.66)

이 연구 과제들은 초기에 폐손상조사위원회 등을 통해 마련되었던 피

해 조사, 판정을 개선하는 연구, 피해의 특성을 더 자세히 확인하는 연구

로 이루어져 있다. 정책연구는 평가 결과와 활용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데, 위 연구 중 일부 연구의 결과는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천식피해 판정

(1차 선별), 간질성폐질환(성인, 소아), 독성간염, 폐렴, 기관지확장증 등 

피해 인정질환 범위 확대, 아동(만 19세 미만) 간질성폐질환 등 피해 인

정질환 범위 확대, 천식질환 요양급여(구제급여·구제계정) 지급기준 개선

에 활용되었다.

환경보전 기반육성 부문의 과제로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규명을 

위한 독성시험(PHMG와 CMIT/MIT 복합사용 등)」,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와 노출특성에 대한 역학 연구(I)」,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및 판정기준 개선 연구(II)」,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노출재연실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소요 재원 예측 및 확보방안 연구」가 수행되

었고, 「가습기살균제 노출 특성을 고려한 성분물질의 건강영향 조사·평

가」, 「제브라피쉬를 이용한 가습기살균제 성분물질의 신경독성 조사·

평가(I)」가 수행 중이다. 이 과제들의 활용 목적과 활용 결과에는 연구

를 통해 정책의 근거 자료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규명을 위한 과학적 근거 확립, 

CMIT/MIT 안전관리를 위한 자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구제급

여 및 특별구제계정 인정기준(안) 제안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

었다.

66) 연구 목록은 정책연구관리시스템 PRISM 홈페이지에서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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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연구는 개인기초연구처럼 개인이 수행하는 과제가 아니기 때

문에 연구수행기관이 대학, 연구소가 아닌 학회인 경우도 많았다. 과제에 

참여한 학회로는 환경독성보건학회, 대한예방의학회, 한국환경정책학회, 

한국역학회, 한국환경보건학회 등이 있다. 특히 환경독성보건학회는 3개 

과제를 수행했고, 2개 과제를 수행 중이다. 건강 피해 규명을 위해 과학 

분야 전문가들이 주로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데, 한국환경정책학회는 정

책학, 경제학 전공자들이 주를 이루는 학회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소요 재원 예측 및 확보방안 연구 과제」를 수행했다.

이렇게 많은 연구용역 과제 중 특히 폐손상 판정 기준의 개선과 관련

된 연구는 2017년~2020년까지 수행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및 

판정기준 개선연구(Ⅰ)」,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및 판정기준 개

선 연구(Ⅱ)」,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및 판정기준 개선 연구

(III)」가 있다. 

개선연구 (Ⅰ) 이전에는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범위 확대를 위한 

질환 선정 및 판정기준 마련」이 수행되었다. 이 연구는 개선연구(Ⅰ)의 

예비연구의 성격으로 진행되었다. 이 연구는 2016년 7월 15일부터 2017

년 4월 14일까지 수행되었고, 환경독성보건학회에서 수행했으며 연구책

임자는 인하대 임종한 교수였다. 임종한 교수는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직

업환경의학 교수로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 조사와 연구에 오랜 기

간 참여해 왔다. 그는 연구 수행 당시 환경독성보건학회 회장이었다. 이 

과제에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접수자의 의료 자료를 분석해 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 후보 질환을 확인하고 목록을 제안했다(국립환경과학원, 

2017).

개선연구(Ⅰ)은 2017년 8월 25일부터 2018년 5월 24일까지 진행되었

다. 이 연구는 환경독성보건학회에서 수행했으며 연구책임자는 인하대 

임종한 교수였다. 이 연구의 과제개요를 보면, 과제 수행의 배경 및 목적

은 1) 가습기살균제 사용에 의한 다양한 건강피해가 제기되고 있어 이미 

확인된 폐손상(폐섬유화) 및 태아피해, 천식(이상 폐이외질환)외 다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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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질환 파악 필요, 2) 건강보험공단 자료 기반 역학 연구와 피해자 임

상자료 분석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관련된 추가적인 질환 파악 및 

과학적 근거 확보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1)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 신청

자 통합 DB 구축, 2) 건강보험자료(피해 인정 신청자 및 전체 국민) 기

반 가습기살균제의 건강영향평가, 3) 기존 건강피해(폐질환 등) 판정자 

관련 자료 재검토, 4)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인정(가능) 질환 도출 및 

인정기준(안) 마련, 5) 건강피해 조사·연구 로드맵 마련이 있다.(국립환경

과학원, 2018)

이 연구는 “아직도 많은 피해 인정 신청자들에서 나타난 다양한 건강

피해에 대한 관련성이 규명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비염, 피부염, 

기관지염, 폐렴, 간질성폐질환, 간염 및 간기능 저하” 등에 대한 “실증적

인 근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국립환경과학원, 2018: ⅰ-ⅱ). 

연구진들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 신청자 통합 DB 구축하고 이 DB를 

이용해 건강영향평가를 진행하고 호흡기질병 발생양상을 분석했다. 또한 

기존 건강피해 판정자 자료를 재검토해 기존 판정위원회의 기준에 대한 

개선점을 도출했다. 이를 통해 피해 인정기준(안)이 필요한 대상 질환을 

선정하고 검토 우선순위를 도출했다(국립환경과학원, 2018: ⅳ-ⅴ). 

연구진들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볼 수 있는 15개의 후보질환(①호흡

기계 염증질환: 간질성폐질환(성인, 소아), 알레르기비염, 부비동염, 폐렴, 

급성 기관지염, 후두염, 만성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②비호흡기계 염증

질환: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결막염, 독성간염, 신장염, ③기타 질환: 당

뇨,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암)을 선정하고 “역학적 근거, 독성학적 근

거, 중증도, 유병률 등을 고려해서 천식, 독성간염 등 8개 질병을 판정기

준 마련 및 가습기살균제 피해 관련 연구 우선순위 질환으로 도출”했다. 

그 결과 1) 피해인정기준(안) 후보 질환(중증도, 지속성, 피해 규모 등을 

고려)으로 천식, 간질성폐렴, 독성간염, 기관지확장증을 2) 지원대상 기준 

후보 질환으로 가역적 질환인 비염,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성 결막염을 

제안했다(국립환경과학원, 2018: 218-238). 소아 간질성폐렴 인정기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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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 가습기살균제의 노출된 18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② (노출 평

가 기준) 가습기살균제에의 노출이 근거를 통해 확인되는 사람으로서 ③ 

영상·병리·임상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서 간질성폐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 받은 사람 ④ (배제 기준) 가습기살균제 노출이전에 기존의 

선행요인(암, 결핵, 면역결핍 등)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는 

배제가 제시되었다(국립환경과학원, 2018: ⅹ).

이 연구의 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를 보면, 연구 결과를 가습기살균

제 피해구제를 위한 건강피해 인정기준 마련을 위해 기초자료로 활용하

고, 간질성폐질환(성인, 소아), 독성간염, 폐렴, 기관지확장증 등 피해 인

정질환 범위 확대에 활용할 것이라 되어 있다.67)

이 연구의 후속 연구는 2018년 11월 13일부터 2019년 9월 9일까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및 판정기준 개선 연구(Ⅱ)」로 진행되었

다. 첫 번째 과제와 마찬가지로 환경독성보건학회가 연구를 수행했고, 연

구책임자는 임종한 교수였다. 이 연구는 그동안 여러 연구를 통해 피해

인정 질환 범위가 늘어났지만, 만성폐쇄성기관지염, 폐기종, 비염, 중이염 

등의 질환에 대해서도 개별 판정기준이 제정될 필요가 있기에 연구를 수

행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이미 가습기살균제 폐손상, 천식, 태아피해

로 피해를 인정받았다 해도 단일 질환뿐 아니라 동반질환, 합병증으로 

피해 보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가습기살균제증후군

(Humidifier Disinfectant Syndrome)과 같이 전신피해를 인정하기 위한 실

증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즉 이 연구는 기

존 건강피해 인정질환 판정기준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후보질환 임상자료

를 분석해 피해 인정질환 조사·판정기준 개선, 신규 기준(안)을 마련하려 

했다(국립환경과학원, 2019: ⅰ-ⅱ).

이 연구에서는 가족에서의 노출이 있는 경우 가습기살균제 호흡기질

환증후군(HDRS, humidifier-disinfectant related respiratory syndrome)을 인정

67) 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 인정 및 판정기준 개선

연구(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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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만성폐쇄성폐질환(COPD)를 가습기살균제 후

유증으로 인정하고, 하기도질환의 악화, 독성간염 등을 인정 기준에 포함

하도록 제안했다(국립환경과학원, 2019: ⅷ). 

건강피해 인정, 판정기준 개선 연구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까

지 세 번째 과제도 진행되었다. 이 과제도 환경독성보건학회에서 수행했

으며 연구책임자는 인하대학교 김환철 교수가 맡았다. 이 연구의 결과는 

2021년 11월 현재 비공개이다.68) 이 연구는 1) 가습기살균제특별법에 따

라 건강피해 대상 질환에 대한 조사·판정기준을 매년 검토하여야 하며, 

현재 인정되고 있지 않은 질병(후유질환 등)에 대한 인정기준 마련 필요, 

2) 구제급여와 특별구제계정 인정기준 통합의 필요성에 따른 건강피해 

인정기준의 근거 마련과 개선 방안 제시 필요에 따라 제안된 과제이

다.69) 

연구목적은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관련이 있는 건강피해 인정질환의 

판정기준 확대를 위한 근거마련”이며 연구내용 및 방법은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에 언급된 후유증 개념정리, 가습기살균제 성분물질의 동물 독성/

임상역학 등 문헌고찰, 환례검토, 피해신청자 코호트 내 관찰연구, 한국

아동패널조사, 환자대조군 등을 활용한 역학분석, 미토콘드리아 독성기전 

검토”이다. 과제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연구결과는 “가습기살균제 관

련 후유증으로서 질환 자체에서 발생하거나 질환 치료 과정에서 발생 가

능한 합병증 또는 후유증 제시, 피해신청자 코호트 분석에서 폐암, 심혈

관 질환 등 가습기살균제 노출될 경우 질환발생 위험비 증가 등”이 있

68) 정책연구관리시스템 PRISM 홈페이지에 따르면 2021년 12월 31일 이후 공개 

예정이지만, “공개예정일자에 연구수행 부서에서 공개가능 여부를 재검토하

며, 비공개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비공개 사유는 “5. 감

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이

다. 
69) 정책연구관리시스템 PRISM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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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70)

이와 같이 2017년 특별법 제정·시행 이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와 

인정 기준을 비롯해 가습기살균제에 관한 여러 연구용역이 발주되고 수

행되었다.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는 임상의학, 역

학, 독성학, 환경의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연구용역을 발주해 

살균제와 관련한 연구를 수행했고, 정부의 위임을 받은 전문가들은 연구

를 수행해 그 결과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

다. 이렇게 여러 학문 분과에서 다양한 접근법으로 가습기살균제와 살균

제 피해에 대한 복수의 지식이 생산되며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지식

이 점차 축적될 수 있었다. 그 결과 아래 그림과 같이 가습기살균제 노

출에 따른 다양한 건강피해의 범주들이 구성될 수 있었다([그림 20] 참

조).

주: 정해관(2021) 33쪽 그림을 저자 동의를 얻어 수록

[그림 20] 가습기살균제 노출량과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의 범주 

70) 정책연구관리시스템 PRISM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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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가 사회 내 균열과 성찰 대두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지식이 생산되고 축적되고, 각 분야 전문가들이 

살균제 관련 연구를 몇 년씩 지속해 오면서 전문가 사회 내에도 이견이 

생기고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폐손상조사위원회 활동으로 인해 

형성된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인식공동체 안에서 균열과 갈등이 발생

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가습기살균제 관련 정책 의제 변화, 사회운동

의 변화와 더불어 가습기살균제와 관련된 지식 생산 축적과도 관련이 있

었다. 전문가들이 참여한 포럼, 학술대회, 토론회 등에서 발표와 토론을 

통해 전문가들은 각기 다른 의견을 나누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에 대

한 대안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립되었던 가장 큰 지점은 4단계라는 피해 판정 

기준에 대한 것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습기살균제 관련 전문가 인식

공동체 내부에서도 4단계라는 경계지식에 대해 상이한 인식이 나타나고 

이에 따른 경합이 발생한 것이다. 4단계라는 기준이 적용되어 2014년부

터 피해구제 제도가 실행되면서, 1, 2단계보다 3, 4단계로 판정을 받은 

피해자들이 증가하고, 여러 연구가 수행되면서 폐손상 외에도 다양한 증

상과 질환들이 살균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전문가 사회 내에서도 성찰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전문가들의 주장은 자신들의 연구 내용과 경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며 듣고 진료한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었다. 인하대 임종한 교수는 “가

습기살균제 폐손상(HDLI)만 있지 않다(임종한, 2021)”고 기존의 피해구제 

제도와 폐손상 판정 기준을 비판하며 가습기살균제 증후군, 복합질환 피

해, 미토콘드리아 손상 등을 주장한다. 그는 연구결과를 근거로 가습기살

균제 피해 인정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도 폐손상조사위원

회가 초기 판정 기준을 만들 때 자문위원으로 참여했었는데, 그 당시에

는 중증 환자를 위주로 판정하다 보니 협소하게 정해졌으나 이후 더 많

은 연구가 되고, 4단계 판정을 받은 피해자들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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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니 이에 맞춰 기준이 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71) 그는 앞서 살펴

본 환경부의 연구용역 과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및 판정기준 

개선 연구 (Ⅰ), (Ⅱ)」의 연구책임자를 맡아 연구를 수행하며 다양한 질

환과 증상이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음을 밝히려 했다. 그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양상 부분이 다양하며, 섬유화, 폐렴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렇게 피해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 자체가 “흡

입으로 인한 독성”의 특징이라 보았다. 이제까지 많이 연구가 된 폐뿐 

아니라 비강, 정보, 신장에서도 이상이 확인되었으며 동물실험 결과도 폐

뿐 아니라 전신 염증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살균제 흡입과 암 

발생 사이에도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았으며 폐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

른 장기 피해가 있고, 심리적, 사회적 피해까지 중층적으로 고려했을 때 

‘가습기살균제 증후군’이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전까지 급성노출에

만 한정해서 피해인정이 이루어졌는데 그런 피해는 굉장히 일부분이며 

여러 종류의 다양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제대로 된 배보상 

방안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임종한, 2019a).

임종한 교수는 호흡기 중심의 피해인정 체계를 비판하며 다양한 신체

기관, 증상, 질병과 살균제 사용과의 인과관계를 밝히려 하는데 최근 연

구를 통해서는 신경계 질환, 미토콘드리아 손상과의 연관성을 찾아 이것 

또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범위 확대에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다. 그가 진료를 한 피해자 중에서는 근육 손상, 운동장애가 있거나 섬유

근육통이 있고 설명할 수 없는 인대와 근육 손상이 있는 피해자들이 있

었다. 이들은 주로 어렸을 때 노출된 피해자고 이들에게 이런 피해가 집

중적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한 연구 결과 림프구 안의 미토콘드리아 

손상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는 이러한 면역계 손상이 간질성 폐질환의 

원인 일 수도 있다고 보았다. 신경계 질환은 만성피로증후군 등의 증상

으로 나타나는데 그는 이러한 질병도 4단계 인정 기준에 빠져있다는 점

을 비판했다. 그는 여러 질병과 증상이 살균제와 연관된다는 걸 생각하

71) 2021.12.13.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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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너무 모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과학적 불

확실성이 큰 상태에서 증거에 천착하기보다는 의견을 모으고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임종한, 2019a).

강북삼성병원 직업환경의학과 박소영 교수는 판정을 위한 과정에 참

여하고 피해자와 면담을 진행하면서 피해 판정 기준으로 인정받지 못하

는 사례가 대부분임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2019년 5월 30일 <제3회 

사회적 참사 피해지원 포럼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 무엇이 문제인가?> 

발표에서 폐손상 판정 기준에 더해 새로운 인정 기준을 추가하는 방식이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인지 고민이 된다는 의견을 밝

혔다. 그는 가습기살균제 질환은 특이질환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폐손상

만 특이질환이고 나머지는 비특이질환이라고 판단해 피해자를 골라내야 

하는 이 발상부터가 잘못된 것 같다고 발언했다(박소영, 2019).

빅데이터 연구 과제에 참여하며 가습기살균제 관련 연구를 수행하게 

된 김재용 교수는 피해지원 포럼 토론을 통해 보다 “근본적인 고찰”과 

“전문가 집단이 보여준 무책임, 무능력”을 돌아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습기살균제 폐손상이라는 용어 자체가 확실한 인과관계를 전제로 

하는 “전근대적 사고방식”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닌가 한다며 기준을 비

판했다. 피해자 판정을 진행한 임상의사들이 소송, 배상을 염두에 두어야 

했던 것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임상적 특이성을 주장한 것은 “임상의사 

전문성에 내재된 한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문제를 냉정히 

다시 바라보고 다시 출발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고 전문가 사회 내 성

찰을 요구했다(김재용, 2019a).

환경노출평가 연구 등에 참여해온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보건환경학과 

박동욱 교수도 토론에서 전문가의 한계점을 스스로도 뼈저리게 느낀다며 

피해자들이 호소하는 폐손상, 신체손상이 역학조사로 규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며 인과관계를 밝힐 수가 없다고 보았다. 직업병 판단에 

있어서도 의학, 과학을 동원해 인과관계를 끊임없이 다투어도 해결이 되

지 않아 큰 틀에서 해결방안이 제시되는데 가습기살균제는 그렇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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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구제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

하다고 말했다(박동욱, 2019).

이렇게 가습기살균제와 관련된 연구, 활동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4단계 

기준 적용이 지닌 문제점을 지적하며 피해구제 제도가 바뀔 필요가 있고 

4단계 기준을 만들고 이것이 적용되는 데 참여한 전문가 사회, 전문가 

인식공동체의 성찰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4단계 기준을 둘러싼 전문가 집단 내 쟁점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

다. 첫째, 폐손상을 중심으로 한 4단계 기준을 유지하면서 다른 질병과 

증상에 대한 기준을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과 둘째, 4단계 기준을 폐지하

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나뉜다. 전자는 2011년~2014년 당

시에는 폐손상조사위원회의 주요 과업이 중증 폐손상에 대한 피해기준을 

마련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4단계 기준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고, 이 기준을 유지한 채 다른 질환에 대한 기준을 추가로 정의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확대해 나가는 방식이 적합하다고 보았다. 후자는 당시 

상황에 비추어 4단계의 구분이 최선이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그 기준

에 따른 피해 인정 시스템이 잘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새로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4단계 기준에 대

해서는 입장이 나뉘지만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판정 기준을 개정하는 

방향에 대해 정부 차원의 방향 설정과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했다(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2019: 195). 

4단계 피해 판정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전문가 인식공동체 내부

에서도 임종한 교수는 ‘가습기살균제 증후군’ 지정을 주장하고 있는데, 

임종한의 이런 주장은 피해자들에게 인정받는 대항지식으로 여겨지기도 

한다(임기홍, 2020; 2021). 그런데 이 주장에 대해서도 전문가 사회 내에

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고, 가습기살균제 증후군의 과학적 증거에 대해서 

피해자들 사이에서도 다른 의견이 존재한다. 가습기살균제와 관련한 활

동과 연구를 수행하는 전문가들이 많고, 피해자 집단도 다양하기 때문이

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폐손상을 중심으로만 보는 관점을 대항적 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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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정부부처나 가해기업만의 논리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다. 

여러 전문가들이 폐손상 판정 기준이라는 경계지식을 중심으로 경계를 

넘나들면서 또는 경계를 만들어 나가면서 다양한 주장과 판단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학회를 중심으로 새로운 공론

장을 구성해 인식공동체를 확장하고 그 안에서 의견을 나누고 합의하려

는 시도를 펼쳤다.  

3. 합의의 장과 연결망 구성

가습기살균제의 인체 영향을 연구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해 온 전문가 

인식공동체는 2019년부터 학회 간 연결망을 구성해 함께 가습기살균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이러한 시도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관

한 연구가 어느 한 학문분과의 연구만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기획되

었다. 더 다양한 학문 분과와 많은 전문가들의 참여가 요청되면서 가습

기살균제 참사를 둘러싼 전문가 인식공동체가 확장된 것이다. 가습기살

균제의 인체 영향, 독성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임상의학, 역학, 독성학, 

환경노출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와 조사가 필요했다. 따라서 전

문가들은 여러 학회가 연합으로 개최하는 행사를 기획했다. 이 행사는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 판정 기준 연구를 수행해 왔던 환경독성보건학

회,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피해 조사를 수행하던 한국역학회 등에 

속해있던 전문가들이 논의해 개최되었다. 

2019년 10월 11일 대한예방의학회, 대한직업환경의학회, 한국역학회, 

한국환경보건학회, 환경독성보건학회는 <가습기살균제건강피해 5개 학회

공동심포지엄 : 폐질환인가? 가습기살균제증후군인가?>를 개최했다. 5개 

학회는 모시는 글에서 “참사 초기, 살균제 노출과 건강피해와의 의학적 

관련성에 대한 엄격한 기준 적용” 때문에 정부지원금 대상자가 소수였으

며, “여러 의학적, 역학적, 독성학적 연구 수행에 따라 폐질환을 넘어 다



- 179 -

양한 건강 피해가 보고되면서 기존 판정기준의 협소함에 대한 문제 제

기”가 있어 왔기에 “그동안 진행되었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연구 결

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인과적 연관성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와 해석

를 정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72)

이 심포지엄에서는 인하대 임종한 교수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역학

및 독성학적인 연구 시사점 - 폐손상에서 전신피해까지”, 한양대 김재용 

교수가 “빅데이타 APC 분석을 통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성균관대 박소

영 교수가 “가족사례 분석을 통한 가습기살균제 조사판정 분석과 제언”, 

아주대 이순영 교수가 “가구피해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가습기살균제 건

강 피해의 역학적 특성”을 발표했다.

좌장을 맡은 당시 한국역학회 회장이었던 한림대 김동현 교수는 가습

기살균제 참사를 관통하는 큰 특징이 문제의 원인이 밝혀진 과정, 문제

가 해결되어 나가는 과정 모든 과정의 지연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역학회에서 수행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실태 조사 과제에 참여했는데, 이 

조사 과정에서 피해의 범위가 단순히 폐질환 범위에 국한되지 않으며 피

해자들이 호소하는 증상과 질환의 범위가 넓다는 것을 확인했고 피해자

들이 울분, 고통을 느끼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피

해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을 논의하다 보니 합의점 마련(consensus 

building)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의학적 쟁점에 대해 정리하기 위해 5개 

학회가 모이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73) 

임종한 교수는 이전의 다른 토론회, 공청회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 양상이 폐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신 피해 등에 대한 

부분도 역학적, 독성학적 증거가 쌓여가고 있기 때문에 폭넓게 인정 범

위를 가지고 가야 한다는 요지의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여러 근거를 통

해 판정기준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한 개인에 있어서 명백히 

살균제 때문이 아니라는 게 없다면 포괄적 인정이나 후유증을 인정하는 

72) 5개 학회 공동심포지엄 웹초대장.
73) 2019.10.11. 좌장 김동현 교수 발언. 



- 180 -

것을 제안하며 이런 부분이 법에 반영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한 포괄적 인정을 전술했듯 “가습기살균제 증후군”으로 규정한다. 

증후군이라는 개념은 건강피해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지

만, 신체 피해에 더해 심리적 피해, 가족의 고통, 보상 지연과 사회적 고

립을 포함해 복합적으로 피해를 인정하는 것이라 보았다(임종한, 2019b).

김재용 교수는 빅데이터 APC 분석 연구결과를 설명하면서, 발표 말미

에 현재의 시스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변화를 요구했다. 그는 

주로 국립환경과학원이 연구 과제를 발주해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책가, 

행정가들의 결정과 연구 내용이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

라서 개인 연구자가 아니라 학회 차원에서 새로운 변화에 반응하면서, 

정책 측과 민관협력을 추진하는 시스템을 추구하는 등의 시스템 변화가 

필요할 수도 있다며, 5개 학회 연합이 이런 시도를 한다면 학회 연합이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김재용, 2019b).

공동심포지엄에 토론자로 참여한 가천의대 최윤형 교수는 환경노출조

사 연구를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폐손상 판정 기준의 확대도 중요

하지만, 가습기살균제 노출이 확인되지 않아 폐손상 판정 기준의 적용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피해자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했

다. 노출과 질환 사이의 관련성뿐 아니라 노출 확인의 어려움을 근거로 

피해 판정 기준의 완화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제안한 것이다.74)

이날 심포지엄 토론 과정에서는 과학적 근거를 더 확보하고 그에 대

해 학자들이 학술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문제도 

제기되었다. 2019년 당시 대한예방의학회 이사장이자, 2012년 폐손상조

사위원회에서 백도명 교수와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한양대 최보율 교수는 

심포지엄이 학술적인 토론을 한다고 해서 의학적인 근거 중심으로 발표

와 논의가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무조건 기준을 넓혀야 되지 않나 하는 

논리로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발언했다. 그는 사회적 판단은 다음 

74) 2019.10.11. 지정토론 최윤형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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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이며 의학적 증거가 얼마나 확실한지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필요

하다고 말했다. 그는 2013년 당시에 “뜨거운 마음으로 같이 역학조사”를 

했지만, “학자는 차가운 눈으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걸 잊지 말아

야 한다고 발언했다.75) 그의 발언 중간 중간 행사장에 있던 피해자, 피해

자단체 대표들은 “피해자 말을 들어달라”, “학자가 피해자를 위하는 방

식으로” 연구해야 하는 게 아니냐며 그의 발언에 반대 입장을 표했다.76)

김재용 교수는 최보율 교수의 발언에 대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

는 게 상식적인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과학자, 연

구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 새로운 일이 터졌을 때 연구자들

이 할 수 있는 건 가장 최신의 과학적 근거를 최대한 모아서 정리해 내

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연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아무것도 알 수 없

으니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은 “과학을 빙자한 책임회피의 논리

밖에 안 되는” 것이라고 과학자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성찰을 주

장했다.77) 그의 발언에 대해 피해자 측에서는 박수를 보냈다.

김동현 교수는 세 시간의 심포지엄에서 의학적, 역학적 관련성이 모두 

정리될 수는 없는 게 당연하다며, 이런 자리는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같이 의견이 일치하고 어떤 부분에서 다른 부분이 있느냐. 여전히 우리

가 알지 못하는 부분은 뭐냐” 이런 것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그

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있어 학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당연히 과학적 

증거를 만들어내는 것인데, 과학적 증거는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고 그러

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피해를 피해자한테 넘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과학

자들이 이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풀어나가자는 시도라고 심포지엄에서 

논의되어야 할 내용과 기획 의도를 재차 강조했다.78)

이렇게 가습기살균제 관련 활동에 참여해 온 전문가들은 살균제 피해, 

75) 2019.10.11. 최보율 교수 발언.
76) 2019.10.11. 공동심포지엄 관찰 자료.
77) 2019.10.11. 김재용 교수 발언.
78) 2019.10.11. 김동현 교수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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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과의 연관성에 대해 10여 년간 축적되어온 결과를 공유하면서 과학

적 근거의 타당성과 불확실성을 논의하는 동시에 “합의”를 도출하고 그 

합의를 통해 제도 변화에 기여해 피해자들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을 모색하려 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겪으며 전문

가,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고민하고 피해자를 위하는 방안이 무

엇인지를 성찰하면서 과학자, 전문가의 역할을 확장하려고 시도했다. 

2021년 2월 17에는 6개 학회가 공동으로 <가습기살균제 무죄 판결의 

학술적 검토>를 개최했다. 한국환경보건학회, 한국역학회, 대한예방의학

회, 한국직업환경의학회, 한국환경독성보건학회, 한국환경법학회는 2021

년 1월 12일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들에 대한 무죄판결과 관련해 학술

적으로 판결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해결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심포지엄을 

기획했다. 이 심포지엄 참여자들은 CMIT/MIT의 독성학적, 의학적, 역학

적, 환경노출 측면에서 검토하면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소송에서 과학

적 증거가 올바른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향을 논의했다. 폐손상 판

정 기준에 대한 논의 때와 마찬가지로 전문가 집단은 학회 연합의 연결

망을 구성해서 법원의 판결에 대해 논의하는 장을 만들어 대응했다. 

임종한 교수는 이 심포지엄 종합토론의 사회를 맡았는데, 심포지엄을 

마무리하며 무죄판결에 대한 학회 연합의 대응이 “한국 사회에서 과학이 

갖고 있는 불확실성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관한 “중요

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며 살균제 물질의 인체 영향이 “부분적으로 

불확실성이 있지만” 이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소통하며 우리 사회 전

체에서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 지적했다.79)

전문가 인식공동체가 연결망을 구축하고 그 안에서 합의를 시도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기획 의도대로 잘 수행되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각 분

과 별로, 전문 연구 분야 별로 살균제 독성, 인체 영향의 과학적 증거와 

근거에 대한 해석과 이해는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습기살

균제 참사 관련 전문가 인식공동체 내에서는 서로 다른 분과 전문가들 

79) 2021.02.17. 임종한 교수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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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이해와 소통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초기부터 지금까지 활동에 참여해 왔으며, 삼성 백혈병, 석면 등 다양한 

사회문제 활동에 참여해 온 백도명 교수는 2021년 6월 8일 정년 기념 특

별 강연 <Public Health and System Science>에서 가습기살균제 문제에 대

한 의견을 묻는 최예용 소장의 질문에 답변하며 전문가 간 소통의 필요

성에 대해 지적했다. 백도명 교수는 ‘가습기살균제 문제 해결을 위한 과

정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피해자, 연구자, 과학, 변호사 각 이해집단마

다 서로 다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자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way of understanding)이 달라 해결이 진행 중인 부분이 크다고 말했

다. 그는 최근의 고민이자 해결해야 할 지점으로 각자 자신의 위치(포지

셔닝)에서 상대방, 다른 행위자들과 어떻게 관계를 위치 지을 것인가(포

지셔닝), 서로 어떻게 소통(커뮤니케이팅)할 것인가 하는 점을 제안했

다.80)

이처럼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활동이 10여 년간 이루어지고, 다양한 

학문 분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전문

가들은 살균제의 독성과 인체 영향을 연구하고 피해 실태를 조사하는 과

학 활동을 넘어, 서로 다른 분과와 전문성 사이의 합의와 토론, 이해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하는 지점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논의하게 되었

다. 즉 과학적, 의학적인 근거에 대한 논의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과학

자, 전문가의 태도와 사회적 역할은 무엇이며 사회문제에서 책임은 무엇

인지에 대한 고민으로까지 인식이 전환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전문가들

이 소통하고 합의를 모아낼 수 있는 방법이 요청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전문가들의 소통과 논의 과정이 이전까지 한국 

사회갈등에서 전문성의 정치를 분석한 연구들이 주목해 온 경쟁이나 대

립의 구도와는 일부 구별된다고 해석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대응에서

도 피해자와 연대하며 피해자 편에 서는 대항전문가 대 정부나 기업 측

에 선 지배엘리트들의 대립, 전문지식의 대립 같은 구도도 일부 나타났

80) 2021.06.08. 백도명 교수 강연 질의응답 답변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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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오랜 기간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한 연구, 정책 참여 활동이 이

루어지며 전문가 인식공동체의 활동은 특정 구도나 범주로만 고정되지 

않고 유동적으로 변해 왔다. 이러한 특징에 주목해 박진영·구도완(2020)

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대응 전문가들의 유형을 기능적 전문가와 전환적 

전문가로 범주화하면서, 과학자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 고민하며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다른 학문 공동체와의 연대, 협력 소통을 통해 과학 공

동체의 외연을 확장하려고 시도하는 전문가들을 전환적 전문가라 규정했

다. 전환적 전문가들은 가습기살균제와 관련된 인식공동체 속에서 활동

하면서, 전문가 사이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변화도 요청하고 있다.

한국에서 전문가들의 참여가 활발했던 다른 사례들-4대강, 삼성 백혈

병 등-과 가습기살균제 참사에서의 전문가 참여가 구분되는 이유에는 가

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검찰조사의 영향이 있다. 기업 측 전문가로 복

무했던 전문가들이 검찰조사를 통해 이례적으로 실형을 받으면서, 전문

가들의 활동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대두된 측면도 있다. 또한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맡아서 피해구제를 실시하게 되면서 국가의 책임이 

더 강조되고(강연실·김지원·박진영, 2021), 정부가 적극적으로 전문가들의 

연구용역을 지원하고 했던 점이 전문가동맹 사이의 대립이나 갈등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게 했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대응에 참여해 온 전문가들의 범주화

(전환적 전문가, 대항 전문가)에서 나아가 가습기살균제에 참여한 전문가

들이 새로운 전문성을 요청받고 그것을 획득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주

장한다. 즉 합의와 조정, 소통이라는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다. 

가습기살균제에 관한 독성과 인체 영향은 과학적 불확실성이 컸고 구축

되어 있던 지식이 없기 때문에, 대응 과정에서 특정 분과나 전문가가 권

력을 획득하고 우위를 점해 나가는 방식이 아니라 다양한 분과, 입장과 

의견을 가진 전문가들이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지식과 과학 증거에 관해 

합의하고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했다. 각기 다른 전문가들의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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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와 연구결과들과 그들의 제안을 어떻게 모으고 조정하고 합의할 것

인가? 전문가들은 학회 연합과 공동 행사 개최 등을 통해 논의의 장을 

만들고자 시도했고, 정부는 국립환경과학원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를 중

심으로 이러한 전문가 연합과 소통하고 공동연구를 제안하며 지식을 생

산하려 하고 있다. 

전문성의 정치, 참여적 전환에 대한 연구에서는 전문가들의 전문가주

의와 권력 획득을 경계하고 감시하기 위해 시티즌십과 시민참여가 중요

하다고 주장해 왔다(클라인맨 외, 2012; 이영희, 2021). 가습기살균제 참

사를 둘러싼 전문가들의 논쟁 분석을 통해 이 연구에서는 사회문제와 관

련된 논쟁에서 시민참여를 통해 참여의 장을 넓히는 동시에, 전문가들이 

그 참여의 장에서 소통, 합의, 조정에 필요한 전문성을 획득하고 발휘해 

나가는 것 또한 문제 해결에서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

다. 

제 2 절 사회운동의 도전과 법적 피해자 정의 확대

1. 가습기살균제특별법 실행과 정치적 기회구조 변화

가습기살균제특별법 제정 이후 정치적 기회구조가 변화하며 가습기살

균제 피해구제제도, 폐손상 판정 기준에 대한 사회운동의 도전이 거세졌

다. 2016년 말 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시위와 2017년 3월 박근혜 대통령 

파면에 따라 정치적 기회구조가 바뀌고 정치체제가 개방적으로 바뀌게 

되면서 피해자와 시민단체 측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와 해결방안 마련

을 더 강력하게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2017년 4~5월 시민사회 측은 대선후보에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4월 27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가습기

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해결 대선 공약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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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새로운 정부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20가

지 정책 과제(아래 <표 23>)를 제안하며 참사 진상규명, 피해구제, 재발 

방지를 위해 대선 후보들이 이러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2017a).

가습기살균제 참

사는 정부의 책

임입니다

대통령의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정부 잘못인

정과 사과

소비자 제품 화학물질 안전 참사를 '국가 재난'으
로 인정 : 가습기살균제 참사부터 소급 지정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 규명 위한 재조사 실시 : 
검찰 및 특별수사기구 통한 수사

국회 가습기살균제참사 특별위원회 재가동

가습기살균제 참

사는 기업의 잘

못입니다

상한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집단소송제 도입

기업에 대한 형사 책임 강화 : 업무상 과실치사 형

량 강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도입

옥시레킷벤키저 등 살인기업 영업 취소

생활화학제품 제조·판매·유통·폐기 업체의 안전성 

평가 의무제 도입

다국적기업의 이중 기준(국내외 별도 안전기준) 적

용 금지

유엔 총회 및 WHO, UNEP에 가습기살균제 특별보

고서 제출

억울한 피해자가 

단 한 명도 있어

서는 안 됩니다

피해판정기준 확대 : 우선 피해 인정하고, 인과관

계 입증 책임은 기업에 부여

피해등급제 완화 또는 폐지

전 국민 가습기피해 확인 : 대규모 역학 조사를 통

한 피해자 찾기 추진

정부 책임 없고, 기업 면책 주는 특별법, 환경보건

법 등 관련 법제 대폭 개정

소비자 제품 안 생활화학제품 건강 피해 예방과 조기 대처 강화 : 

<표 23> 시민사회 요구 20개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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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2017a)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20 

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인 5월 11일에 <문재인 대통령

에 가습기 살균제 참사 해결 호소하는 피해자와 가족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후보 때 약속한 공약을 지켜줄 것을 요구했

다. 기자회견 보도자료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강찬호 대표

는 “박근혜 정부에서 피해자들은 철저히 외면당했다. 정부가 책임을 회

피해 진상 규명이 제대로 안 됐다. 피해자들은 너무 지치고 힘든 상태다. 

문재인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 피해자들을 위해 진심을 다하는 모습

을 보여 달라”고 밝혔다(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습기살균제참

사전국네트워크, 2017b).

2017년 5월 23일부터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참

사전국네트워크는 대통령 공약 이행 촉구 광화문 일인시위를 시작했다. 

이들은 “1) 6월 5일 환경의날 정부기념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시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초대해 주세요. 2) 그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 관리를 강화

해야 합니다

국가독성센터 및 환경민원센터 설립, 환경의학 도

입

스프레이형 제품 안전관리 강화 : 호흡 독성 안전

자료 제출 의무화(판매허가제)
생활화학제품 전 성분 등록 및 표시 의무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안전 업무 독립 : 소비자 

피해 사전 감지부터 피해 처리까지 일원화

소비자안전 사이드카 발동 제도 도입 : 소비자 피

해가 우려될 때 판매·생산·사용 중단 긴급 조치로 

피해 확대 예방조치 발동

환경정책 패러다임 전환 : 매체와 농도 중심에서 

인간과 생태계의 건강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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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정부를 대표해 피해

자와 국민에 사과하세요. 대통령 선거공약이기도 한 일입니다. 3) 그 자

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생활화학제품을 출시 전에 안전 확인 반드시 거

치도록 해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

해주세요. 역시 대선공약입니다.”를 요구했다(환경보건시민센터, 2017a).

이어서 이 두 단체는 6~7 월에 SK케미칼, 애경 등을 대상으로 항의 

캠페인도 진행했다. 이들 회사는 2016년 검찰 수사에서 제외된 제조·판

매사였다. 옥시RB에 대한 항의행동도 이어졌는데 2017년 7월 31일 법원

의 판결에 대해 항의하며 국제적인 옥시 제품 불매운동을 선언하기도 했

다(이철재·구도완, 2020).

2017년 8월 8일 문재인 대통령은 피해자 대표단을 청와대에 초청해 

면담을 진행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면담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대표 15명이 참석했다. 정부, 청와대 측에서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수현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고, 국회 대표로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피해자들에게 “대통령으로서 정부를 대표해서 가슴깊이 사

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책임져야 할 기업이 있는 사고이지만 정부도 무

거운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는 지원을 충실히” 하겠으며 “정부가 존재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다”라고 말했

다. 이어서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는 결과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예방하지 못했고 피해가 발생한 후에도 피해 사례들을 빨리 파악해 적극

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피해자들과 제조기업 간의 개인적인 법리관

계라는 이유로 피해자들 구제에 미흡했고 또 피해자들과 아픔을 함께 나

누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나아가 대통령은 “환경부가 중심이 돼서 피해

자 여러분들 의견을 다시 듣고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처를 마련하

기 위해 노력해” 왔고, “특별구제계정에 일정 부분 정부 예산을 출연해

서 피해구제 재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법률의 개정이나 제정

이 필요한 사안들은 국회에 협력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대한민국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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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2017b).

이 날 면담에서 피해자 측은 “진상규명 위해 특검으로 재수사할 것과 

피해구제 재원 확대, 통 혹은 총리실 직속 전담기구 만들어 컨트롤타워

하게 하고 판정 기준도 1, 2단계에서 3, 4단계로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

다.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환노위 차원에서 관련 법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더하겠다고” 말했고,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그간 새 정부

의 국정철학에 맞게 피해자 요구사항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후속대책을 

마련해왔다.”고 밝혔다(환경보건시민센터, 2017b). 

박수현 대변인은 추가 브리핑에서 대통령 사과가 국가 책임 인정은 

아니라고 답변했다. 그는 “그동안 이제 4개 정권 정부를 거쳐서 발생하

고 진행해 왔는데, 초기 수 년 동안 이것을 인지못했고 원인 규명하지도 

못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정권이나 정부의 차이 떠나서 국가

가 이것은 어떤 책임이든 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깊은 절망과 고통 느꼈을 피해자 가족들에게 지금까지는 혼자였지만 앞

으론 국가가 함께한단 희망을 드리고 위로를 드리는 그런 차원”의 사과

이며 “비록 완전한 법적 책임 아니지만 국가가 책임 인정하고 공식적으

로 사과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라 밝혔다. 면담 다음 날부터 시행될 특

별법에 따라 “법적배상이나 법적 책임 아니라도” 시행되는 특별법을 보

면, “특별구제계정에 원래 이건 기업들만 출연해서 하게 돼 있는 건데 

그중에 일부를 정부가 출연하기로” 한 것이며 “앞으로 특별법 개정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선 변화 있을 수 있겠지만 완전한 법적 배상”을 의미하

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4단계 기준에 대해서는 환경부 장관이 답변

했듯이 “지금 3, 4단계로 피해자의 범위 확대하는 문제는 이미 진행 중

에 있다”고 답변했다(환경보건시민센터, 2017b).

2017년 8월 9일부터는 가습기살균제특별법이 시행되었고, 같은 날 제1

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8월 10일에 제1차 피해구제위원회가 열렸다. 

제1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는 긴급 의료지원 대상자 3명에게 1인당 

최대 3천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심의, 의결했고, 환경부는 가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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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1,250억 원을 옥시RB, SK케미칼, 애경산업 등 

총 18개 사업자에게 부과했다. 긴급 의료지원은 기존 판정에 의해 피해

자로 인정받지 못한, 즉 폐손상 3, 4단계를 받은 피해자 중에서 긴급 의

료지원 사전 신청으로 받아 지원기준과 대상을 검토해 이루어졌다. 기업

들에게 부과된 피해구제분담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건강피해를 인

정받지 못한 인정신청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법적 책임여부와 관계없이 

18개 기업들이 납부하는 것”이었다. 환경부는 이렇게 조성한 재원을 “정

부지원 대상 피해자가 아닌 판정자(폐 손상 3, 4단계), 부도기업 피해자, 

긴급 의료지원, 저소득자의 검사·진료비 등에 지원”할 것이라 밝혔다(환

경부, 2017b).

제1차 피해구제위원회에서는 3차, 4차 신청자 1,252명에 대해 폐질환 

조사, 판정 결과를 심의해 재심사 3명을 포함해 97명의 피해를 인정했다. 

피해구제위원회는 특별법 시행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로 이전까지 

환경보건법 상 환경보건위원회에서 심의하던 업무를 논의하는 위원회이

다. 이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판정, 정보제공 명령, 건강피해

등급(질환의 중증도) 심의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다

양한 정책적인 사항들을 결정”한다(환경부, 2017c).

피해구제위원회와 피해구제계정위원회로 분리되어 운영되는 제도에 

대해 환경부는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해 설명했다(<표 24> 참조).

구분 구제위원회 구제계정위원회

지원

대상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것으로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질환을 보유한 사람 

  ※ 법 제5조, 제12조, 제25조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법 제32조 

인정

기준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 법 제12조, 제25조

❍역학조사 등 관련 연구 결과 

❍역학조사 등의 결과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인정신청자의 건강상의 피해 

<표 24> 특별법에 따른 각 위원회 검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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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환경부(2017c)

2017년 8월 기준으로 정부의 지원금 대상자는 2,196명 중에서 377명, 

지원금 비대상자는 1,819명이었다(<표 25> 참조). 

구분
지원금 

대상

지원금 비 대상

소계 3단계 4단계
판정

불가

합계

(1~4
차)

2,196 377 1,819 208 1,541 70

생존 1,719 216 1,504 166 1,291 47
사망 477 161 315 42 250 23

1차

질본

361 172 189 40 144 5
생존 256 96 160 30 126 4
사망 105 76 29 10 18 1

2차

환경부

169 51 118 21 96 1
생존 131 31 100 21 78 1
사망 38 20 18 0 18 0

3차

환경부

657 78 579 84 456 39
생존 576 56 520 79 409 32
사망 81 22 59 5 47 7

<표 25> 2017년 8월 10일 기준 폐질환 건강피해 조사·판정 결과(1차~4차)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 질환  

  ※ 시행령 제2조

발생 간에 의학적 개연성이 

인정된 질환

  ※ 시행령 32조
지원

방안
❍ 정부 재정 ❍기업 분담금 

지원

조건

❍ 지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 기업배상 염두(소송)

지원

대상

1. 요양급여, 2. 요양생활수당, 3. 장의비, 4. 간병비, 
5. 특별유족조위금 6. 특별장의비, 7. 구제급여조정금

  ※ 법12조(구제급여 종류)
 ※ 법 제32조(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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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환경부(2017c)

2. 경계지식의 첫 번째 재구성: 가습기살균제특별법 1차 개정

2017년 8월 9일부터 시행된 가습기살균제특별법은 “독성이 판명된 화

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 피

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

으로 했지만(법제처, 2017), 이 목적과는 다르게 복잡한 피해인정 절차와 

협소한 피해인정 범위를 제도적으로 공식화하며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

자들의 고통을 가중했다. 특히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을 분리하고 폐손상 

판정 기준에 따라 1, 2단계 판정인 경우 구제급여, 3단계 판정인 경우 특

별구제계정으로 분리되는 것이 문제였다. 국가가 정한 기준에 따라 건강 

피해를 인정하고 그에 따라 배상 주체와 보상금액이 달라지면서 피해자

들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박주민 의원 등은 법 시행 이전인 2017년 6월 26일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손해 및 배상책임자를 안 날부터 5년, 피해발생일로부터 25

년으로 정하여 가습기살균제 초기 피해자들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

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2017a).

2017년 10월 11일 우원식 의원 등 22명 국회의원은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기존 법이 피해자 범위를 제한해 폭넓은 피해 지원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 범위를 조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구제급여 지급의 전제조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업자에 대한 손해

배상청구권 대위81)를 삭제해 구제급여의 지급조건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81)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란 정부가 피해구제에 지급한 돈을 가해기업에 소

4차

환경부

1,009 76 933 63 845 25
생존 756 33 724 36 678 10
사망 253 43 209 27 167 15

※ 판정 당시 생존․사망 현황, 3차 판정자중 452명은 기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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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았다. 이 안에서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

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및 환경노출조사를 통하여 가습기살균제 

노출이 확인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포함되도

록 함(안 제2조제4호)”, “마.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기준의 의학적 

적합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개정하도록 함(안 

제10조제5항)” 등을 제안했다(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

부개정법률안, 2017b).

이 개정안에 대해 환경보건시민센터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혔다. 

그간 우리가 주장해온 내용 중 개정안에 포함된 핵심사항 6가지

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상권 전제조건 삭제 

2) 사업자부담금 추가부담가능토록 함(상한선을 없애자는 주장에 

대해 1420억원으로 조금 높이고 추가 부담이 가능토록 했다고 

함) 

3) 징벌조항추가 10배이내 배상가능토록-소급입법금지에 반하지 

않는다는 국회입법조사팀의 의견 참고, 

4) 소멸시효배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누구나 적용), 

5) 정부출연금 추가(대통령 약속이행, 법안에 액수를 명기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200-300억 수준으로 액수가 적어서 문제

임), 

6) 피해자정의에 노출이 확인된 제품사용자를 포함 

이 개정안은 민주당이 여당이어서 해당부처인 환경부와 의견조

율을 거친 것입니다. 단, 1)구상권 전제조건 삭제 3) 징벌조항추

가 등 몇 개 조항은 환경부와 이견이 있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당과의 조율과정에서 약간의 조정 가능성과 자유한국당이 강력

하게 반대하거나 일부조항을 삭제해버릴 가능성이 있어서 지속

송을 통해 청구하는 것이며 구상권 청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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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관심과 압박이 필요합니다. 특히 법사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이라는 점이 가장 걸림돌입니다. 살펴보시고 혹시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 반영되지 않았거나 반영된 내용중 수정의견있으면 개

진해주세요. 환노위→법안소위→법사위를 거치는 과정에서 의견

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환경보건시민센터, 2017c). 

2017년 11월 14일에는 이정미 의원 등 10인이 가습기살균제 피해 범

위에 천식을 포함하고 피해자 범위를 확대, 피해자단체의 활동지원 등을 

보장하며 피해범위 조사와 연구를 위한 개인정보 접근 및 정부출연금을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 안은 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안과 마찬가지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급여 조건 확대를 위해 현행 구제급여의 지급전제

조건으로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삭제할 필요성을 제안했

다(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c).

2018년 3월 21일에는 임이자 의원 등 10인이 다른 안들과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청구원 대위를 삭제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과, 환경부장관이 국

공립 연구기관, 대학교, 국공립 병원, 민간병원 또는 소속기관 등에 가습

기살균제보건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해 피해자 지원 확대 및 관

련 연구를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했다(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

2018년 7월 26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 안은 박주민, 우원식, 이정미, 임이자 의원안의 통합안이었다. 이 안에

서 피해자의 피해 인정과 관련해서 개정된 부분은 “가습기살균제에 의하

여 사망하거나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환경부장관에게 가습기살

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사람 외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구제계정운

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받

은 사람을 추가함(안 제2조제4호나목)”, “구제급여 지급 시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전제로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

고, 환경부장관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조항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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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수정함(안 제12조 및 제25조)” 등이다(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8).

법 개정안은 2018년 8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19년 2월 15일

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환경부는 이 개정안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범위를 넓히고,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조건을 변경했으며, 특별

구제계정의 재원에 정부 출연금을 추가하는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

한 지원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당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이었던 하미

나 교수는 “가습기 특별법 개정안 하위법령을 제때에 마련함과 동시에, 

법 시행 1년을 계기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피해구제의 속도를 가속화하는 등 피해자의 억울함과 어려움을 보듬을 

수 있는 세심한 지원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개정안 

시행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환경부, 2018). 하미나 교수는 2018년 1월 30

일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으로 임명되었는데, 그는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어린이 환경보건 문제, 직무 스트레스를 연구하며 환경부 중앙환

경정책위원회 위원, 환경보건위원회 위원 등을 맡았었다. 그는 한국의 환

경보건정책 현안 개선에 두루 참여하고자 환경보건정책관을 맡았고, 재

임 기간 동안 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정책 제도 개선 관련한 활동을 

수행했다.82)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특별법 상의 피해자 정의에 “구제계정

위원회 인정자”를 추가한다는 것이었다. 특별법 제정 시 제1장제2조(정

의) 4항에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

기살균제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10조제

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했다. 제10조제2항은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의학적 사

유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60일 이내에 가습기살

82) 2021.12.16.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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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제 건강피해 인정 여부나 피해등급을 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였다(법제

처, 2017). 

이 법에 따라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에 따라서만 건강 피해자로 인정

받았기 때문에 개정안에서는 구제계정위원회 인정자도 피해자로 인정 가

능하게 지정했다. 개정된 특별법 제1장제2조에서 “4. “가습기살균제 피해

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

한 가습기살균제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10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사람, 나. 역학조사, 가습기살균제 노출 정도,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와의 관련성 등에 대한 제33조제4항에 따른 구제계정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제32조제2호에 따른 구제급여

에 상당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사람. 4의2. “가습기살균제 노

출확인자”란 가습기살균제 사용 환경, 사용 기간 및 사용 제품 등을 조

사하는 환경노출조사를 거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

제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으로 정의했다(법제처, 2019). 

법적 피해자 정의의 확대를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그림 21] 

참조). 

출처: 환경부(2018)
[그림 21] 특별법 개정을 통한 피해자 정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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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상 피해자 정의가 협소하다는 문제도 있었지만, 특별법에서 손

해배상청구권, 구상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피해인정이 협소하게 이루

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구상권 전제 조항이 

삭제되었다. 법 제정 시 제25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2항은 “환

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한 경우 지급한 구제급여의 범

위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유족이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등에 대

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법제처, 

2017). 환경부가 이 조항에 따라 구제급여 대상자를 심사하다 보니 피해

자 선정이 까다롭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환경부는 구제급여 지급

의 폭을 넓히기 위해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전제 조항을 삭제하고, 환경

부장관의 대위 조항을 강행규정(대위하여야 한다)에서 임의규정(대위할 

수 있다)로 수정했다(환경부, 2018; 법제처, 2019).

 구상권 전제 조항 삭제가 원인자 책임부담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

닌지 우려에 대해 환경부는 “구상권 전제조항이 삭제되고, 손해배상청구

권의 대위조건이 임의 규정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정부는 여전히 가해기

업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며, 적극적인 피해구제를 실시하는 한편, 

원인자 책임부담원칙에 따라,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줄이기 위한 구상권 

행사도 적극 실시”하겠다고 밝혔다(환경부, 2018).

특별법 시행과 첫 번째 개정을 통해 법상의 피해자 정의가 바뀌었다. 

폐손상 판정 기준에 따른 1, 2단계 피해자들은 피해자로 인정받았었으나, 

3, 4단계 피해자는 그러지 못했다. 법 개정을 통해 3단계 판정자도 피해

자 지위를 획득하고 4단계 판정자는 노출확인자로 정의되면서 폐손상 판

정 기준이라는 기준은 유지되었지만, 그 기준에 따른 피해자의 법적 정

의가 재구성되는 변화가 있었다.

특별법 1차 개정까지의 과정 중에 피해 판정 기준에도 변화가 있었다.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로 인정되는 질환의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장된 

것이다. 폐질환에 이어 2017년 3월 27일 개최된 제21차 환경보건위원회

에서는 폐질환 1~2단계 산모의 유산, 사산, 조산 등에 대한 태아피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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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준을 마련했다. 태아 피해 인정에 관한 안건은 2016년 8월 개최된 

제19차 환경보건위원회 의결에 따라 제안되었다. 19차 위원회에서 구성

된 태아피해 인정기준 소위원회83)는 피해신청자들이 제출한 의무 기록 

등을 분석하고 검토해 태아피해에 관한 의학적 문제, 질환들을 피해 인

정 대상으로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의학적 문제, 질환은 “임신 중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되고, 폐질환 1~2단계 산모의 건강영향으로 인한 유산‧사
산, 조산‧태아곤란증‧부당경량아 출산 및 이에 수반되어 나타날 수 있는 

의학적 문제”로 정의되었다(환경부, 2017a).

2017년 9월에는 천식이 세 번째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로 인정되었

다. 9월 25일 개최된 제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서는 제1차 

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천식피해 인정기준을 다시 검토하고 기준을 최종

적으로 의결했다. 2016년 5월부터 구성·운영되었던 폐이외질환검토위원

회84)에서는 천식 기준안을 구성해 제안했다. 환경부는 이 안에 대해 전

문가 회의85)를 두 차례 개최하고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해 천식기

준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2차 피해구제위원회에

서 천식피해 인정기준이 의결되었다(환경부, 2017d). 폐질환 이외의 다른 

질환에 대해서도 피해 판정 기준이 새롭게 마련되며 피해 판정 기준이 

재구성되었다.86)

83) 위원장은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홍윤철 교수, 산과(産科), 소아과 전문

의와 역학, 독성, 환경노출, 법 분야 전문가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었음(환경

부, 2017a).
84) 임상·역학·독성·노출 분야의 전문가 15인으로 구성되어 운영되었으며 활동 

기간은 2016년 5월부터 2017년 7월까지이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7a; 환

경부, 2017d).
85) 2017년 8월 28일, 9월 21일에 임상·역학·독성·노출·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전

문가 회의가 개최되었다(환경부, 2017d).
86) 천식 피해 인정까지의 과정에서 가습기살균제 이외의 원인에 의해서도 천식

이 발생할 수 있는데, 천식을 피해 질환으로 인정하는 것이 맞는지를 둘러

싸고 임상의사와 역학자 등 위원회 소속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견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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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1차 개정까지의 경과를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특별법 제정 

이전인 2014년 4월부터 2017년 8월까지는 2013년 8월 경제장관회의 결

정 사항에 따라 기업과의 소송에 장기간이 소요됨을 고려해 배상 전 피

해자에게 신속하세 의료, 장례비 등의 구제급여를 지원했다. 2017년 8월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2019년 2월까지는 사업자분담금 1,250억 원으로 

특별구제계정을 조성해 피해구제 대상과 재원을 확대했다. 기존 구제급

여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피해자도 의학적 개연성만 확인되면 구제

를 지원했고, 기존에는 정부예산으로만 지원이 되었다면 가해기업으로부

터 분담금을 부과 징수해서 피해자 지원을 할 수 있었다. 2019년 2월 첫 

번째 개정 이후 2020년 9월 두 번째 개정 이전까지는 대통령과 피해자 

면담, 피해자 간담회를 통해 피해자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이 제안되었다. 법 개정으로 법상 피해자가 아니었던 특별구제계정 지원 

대상자에게도 피해자 지위가 부여되었다. 재원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었

는데 정부출연금이 225억 원이 되며 가해기업뿐 아니라 정부도 분담금을 

납부했다(환경부, 2021).

3. 여전히 분열된 피해자와 갈등 지속

가습기살균제특별법이 한 차례 개정이 되긴 했지만, 피해자와 시민사

회 측은 개정안이 여전히 근본적인 해결이 부재한 법이라고 문제를 제기

했다. 구제계정 대상자도 법적으로 피해자 지위를 획득했지만, 피해 판정 

기준에 의해 1~4단계로 나눠진 것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

해 피해자 집단 내부에서도 분열이 계속되었고, 피해자 단체도 계속해서 

늘어나 스무 단체가 넘게 되었다. 피해자 단체 대표, 피해자들은 공청회, 

토론회 등에 참여해서 토론에 참여하거나, 질의응답을 통해 폐손상 판정 

기준의 문제점을 말하고 정부와 전문가 측에 변화를 요구했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201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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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30일 제3회 사회적 참사 피해지원 포럼 <가습기살균제 피

해 인정, 무엇이 문제인가?>에 지정 토론으로 참여한 하미나 환경부 환

경보건정책관(국장)은 특별법 시행, 개정 이후 피해 인정 범위가 얼마나 

확대되었는가를 보면, “개인적 기대”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최선을 다

해 구제가 빨리” 될 수 있게 하겠다 발언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체계

에서” 지원받지 못한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게 “질병을 확대”하고, 피해

자 모니터링과 진료를 통해 시간이 지나며 나타나는 후유증까지 포함하

겠다고 말했다. 하미나 국장은 이에 더해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궁극

적으로 기업으로부터 배상”을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건강 모니터

링을 통한 의학적, 과학적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근거로 쓰일 수 있

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건강 모니터링에 많이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

붙였다(하미나, 2019).

이날 지정토론에 참여한 피해자 측은 인정 질환을 시급히 확대해야 

하며, 판정 기준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피해자 측은 정부

가 피해구제정책의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것”을 인정해야 하며, 그

래도 판정 기준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이나 인정이 나오고 있다는 점은 감

사하다고 말했다.87) 하미나 국장은 “피해자분들께서 공통적으로 (중략) 

기준이 너무 엄격하고 실제 피해자의 많은 분들이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

고 있다”는 것을 “다양한 언어로 표현”한 것 같다고 답변했다. 또한, 정

부의 구제 목적에 대해서도 다시 언급했는데, 정부의 구제는 원인기업이 

있지만, 소송이 지연되면 피해자들이 “당장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정부

가 구제를 하는 것이라 밝혔다. 정부의 구제는 일시적인 것이며, 궁극적

으로는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온전한 배상을 할 때까지 정부가 “그 과정

을 도와드리는 제도”라고 이해한다고 말했다.88) 

김지원(2017)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범주에 대한 연구에서 가습기살

균제 피해가 피해의 범주화에 의해 선택적으로 가시화되었고 이로 인해 

87) 2019.05.30. 관찰 자료.
88) 2019.05.30. 하미나 국장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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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자신과 가족의 고통을 종종 개인적 차원의 문제로 환원하고 때

로는 외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폐손상 판정 

기준에 의한 3, 4단계 판정에 의한 피해자들의 고통은 가습기살균제 참

사 피해 기록 『우리 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3차 때 피해 접수하면서 폐 섬유화 사진, 폐 이식 수술한 내용, 

폐 조직검사 결과 등을 다 보냈어요. 나는 이렇게 아프고 큰애는 

그렇게 하늘로 갔으니 설마 안 돼도 2단계는 나오겠지, 했는데 3

단계래요. 할 수 있는 걸 다 해서 보냈는데 아니라고 하니 더는 

방법도 없고…. 폐 이식 수술받을 때 문재인 정부로 바뀌면서 그

나마 긴급구제 대상자가 되어서 지원받았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조금 넘어가긴 했지만. (중략) 기준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기준을 협소하게 만들어놓고 그 안에 들어야 한다잖아요. 보상 

안 해주겠다는 소리죠. 판정하는 의사는 그 테두리 안에서 판단

할 수밖에 없으니 테두리를 만든 사람들 이 잘못됐다고 생각해

요. 단계가 없어졌으면 좋겠지만 당장에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기준을 바꾸기는 더더욱 쉽지 않을 것 같아요(가습기살균제사건

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2019c: 59; 강조 표시는 연구

자).

이건 초기에 판정 기준을 마련했던 모 교수님 만났을 때 받은 

자료예요. 가칭 ‘가습기살균제 참사 연구센터’를 제안하기 위해 

그분이 직접 쓴 글인데, 내용을 보면 현재까지 추적 조사를 통해 

밝혀진 증상을 쭉 적어놨어요. 말단기관지 폐색, 급격한 호흡곤

란, 폐가 찢어지는 기흉, 폐 섬유화, 안구 결막, 비염 등등. 이 자

료에 언급된 수많은 증상 중 대부분이 우리 아이랑 딱 맞아떨어

져요. 근데 우리 아이는 4단계를 줬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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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를 이렇게까지 해놨잖아요. 판정 위원들도 다 알면서 안 해 

주는 거예요. 이러니 화가 나는 거죠(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

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2019c: 65; 강조 표시는 연구자).

3, 4단계 판정을 받은 피해자들은 폐손상 판정 기준에 문제를 제기하

고 그런 기준을 만든 폐손상판정위원회 전문가들, 그 기준에 맞춰 판정

을 내리는 의사, 전문가들을 비판했다. 피해자들의 고통은 3, 4단계 판정

을 받았다고 해서만 있지 않았다. 1, 2단계를 받은 피해자들은 3, 4단계 

판정을 받은 피해자들과 연대하는 과정에서 같은 피해자이지만 죄책감을 

느끼기도 했다. 폐손상 판정 기준으로 인해 피해자들끼리 미안함을 느끼

고 연대하기 어려웠던 부분도 있었던 것이다.  

저는 신청하고 바로 2단계를 받아서 3, 4단계 피해자분들 입장을 

몰랐어요. 처음에는 피해자 활동을 안 해서 접촉이 없었기도 하

고요. 소극적 피해자로 지내다가 이번에 기업들의 행동 때문에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면서 적극적으로 피해자 활동을 해야겠다 

결심했어요. 그렇게 여러 활동을 시작하면서 3, 4단계 피해자들

을 만나게 됐죠. 이제 이 문제를 계속 끌고 나가는 사람들은 정

말 3, 4단계 피해자밖에 안 남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만나면서 

미안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저희 아이보다 더 심각한 증상을 

가진 분들이 3, 4단계이니까. 미안한 감정이 들다가도 ‘어, 나 왜 

이래? 나도 피해자인데. 나도 애로사항이 한둘이 아닌데. 나도 

힘든 과정을 겪었는데.’ 근데 말도 못 꺼내겠는 거예요. 이 정도

는 그분들한테 너무 하찮을 정도로 비교가 안 되니까. 같은 피해

자이면서도 괜히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발언해야 하는데 눈치를 

보게 되고. 기회 될 때 한번 하지 웬만하면 발언권을 안 가지려

고 해요. 그분들이 더 목소리를 내게 하려고요. 단계를 만든 것 

자체가 피해자들끼리 이렇게 미안함을 느끼게 하고 연대하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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렵게 만들었어요. 저처럼 중증이 아닌 피해자가 훨씬 많은데 목

소리를 못 내고 소극적인 피해자로 지내는 분이 정말 많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

회, 2019c: 112; 강조 표시는 연구자).

환경피해와 사회갈등에 관한 선행연구들이 보여준 것과 마찬가지로 

가습기살균제 사례에서도 피해자들은 시위 참여, 기자회견 진행, 책 출판 

등을 통해 끊임없이 살균제 피해를 알리고 피해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

고 정책 변화를 요구했다. 2021년 6월에는 피해자 63명, 25 가족의 피해 

수기 모음집 『내 몸이 증거다』가 발간되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피해를 

상세히 밝히며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폐질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독

성 간염, 암, 자가면역질환,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우울증 등 다양한 

증상과 피해가 있음을 호소한다. 4등급 판정을 받은 피해자 가족은 이 

등급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비판하고 “정부에 버림받았

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한다. 다른 피해자는 한국에서 “가습기살균제 

전문가는 의사들”도 아니고 “환경부 직원들”도 아니고 바로 “살균제를 

사용한 후 심신의 피해를 입은 자들이 (중략) 살아 있는 증거이고 동시

에 전문가”라고 말한다(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2021). 가습기살균제 피

해자들은 지금도 그 피해를 드러내고 그를 통해 참사가 해결되기 위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고 있다. 김종영(2017)이 보여주었듯이 가습기살

균제 피해자들은 지식의 공동생산자 지민(知民)으로서 자신의 몸의 피해

를 기술하고 드러내 증거로 주장하며 살균제 피해에 관한 지식을 만들어 

내고 있다.



- 204 -

제 3 절 피해 판정 기준의 통합과 국가 책임의 재편

1. 경계지식의 두 번째 재구성: 가습기살균제특별법 2차 개정

다시 한번 특별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각계의 요청이 잇따르자 사회

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와 국회 등은 포럼, 공청회를 열어 피해자와 전문

가의 의견을 듣고 수렴하는 자리를 여러 차례 마련했다. 그 결과 2019년 

하반기 국회에 5명의 의원이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2020년 3월, 7

월, 8월 입법예고와 재입법예고를 거쳐 9월 25일부터 새로운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특별법 재개정안에서는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이라는 구분을 폐지하는 

것이 중점적으로 제시되었다. 제안된 개정안에는 일반규정으로 건강 피

해 질환을 정의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를 폭넓게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자 구분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신창현, 전현희, 정태옥, 이정미 의원

안)과 ‘노출 의심자’ 개념을 도입해 가습기살균제 구입자와 공동생활을 

영위한 사람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조배숙 의원안). 모든 의원은 공통으로 피해자 구분을 폐지해 특별법상 

피해자의 구분에 의해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지원체

계를 일원화하며, 통합기금 조성에 따른 지원체계를 제시했다(진승우, 

2019).

폐손상 판정 기준을 중심으로 협소하게 정의되고 있는 건강 피해의 

범위도 문제로 여겨졌기 때문에 5개안에서는 모두 공통적으로 법에서 규

정하는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의 범위를 확대 규정하도록 제안했다. 

개정안은 건강피해 질환을 열거하는 규정에서 건강피해의 범위를 확대하

고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안(신창현, 전현희, 정태옥, 이정미 의원안)과 질

환을 열거하되, 구제 계정 지원 예정 질환과 전신질환까지 건강피해 범

위를 확대하는 안(조배숙 의원안)이었다. 개정안에서는 피해의 규정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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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범위의 확대도 담겼는데, 건강피해에서 파생된 육체적, 정신적 피해

(조배숙, 정태옥 의원안)를 포함하는 안과 후유증과 후유의증을 포함(전

현희, 이정미 의원안)하는 안이 제시되었다(진승우, 2019; <표 26> 참조).

의안명
대표

발의자
발의일 경과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

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022619호)

신창현 2019.09.24.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2019.11.7.)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환경소위

원회 회부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

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022677호)

조배숙 2019.09.25.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2019.11.7.)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환경소위

원회 회부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

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022915호)

전현희 2019.10.18.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2019.11.7.)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환경소위

원회 회부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

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023063호)

정태옥 2019.10.25.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2019.11.7.)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환경소위

원회 회부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

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 2019.10.29.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2019.11.7.)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표 26> 제안된 의안들의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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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20)

대안의 제정 이유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구제급여와 특별구제

계정의 이중적인 지원체계로 인하여 구제급여를 지급받는 피해자와 특별

구제계정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피해자 간의 차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

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범위를 포괄적

으로 규정하고,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와 관련한 인과관계의 추정요건을 

완화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는 한편, 구제급여와 특별구제

계정을 피해구제 자금으로 통합하여 피해자 간 차별 문제를 해소”하려 

한다고 개정안의 의의를 밝혔다(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0).

이 5개안은 병합 심의되어 2020년 3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되었다. 2020년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는 이 법안이 의결되어, 환경부는 

3월 중에 이 법이 공포될 것이라 보았다. 환경부는 개정안을 통해 소송

에서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해 피해자 구제 범위를 넓히고, 피해자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환경부, 2020a). 하미나 환경보건정책관

은 개정안과 관련해 “이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은 정부의 피

해구제를 강화하고, 소송에서의 입증책임를 전향적으로 완화한 법안으로 

가습기살균제로 고통을 겪는 분들이 정부의 구제를 받고 소송에서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피해자를 조금이라도 더 도와

드리고자 하는 법 개정안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에 만

전을 기할 것”이라 밝혔다(환경부, 2020b).

환경부는 7월 3일, 9월 25일부터 시행될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환경부, 2020c). 그러나 피해자 측은 개정안 통과와 시행에 대

해 환경부가 피해자의 의견 수렴 없이 졸속으로 시행령을 개정하고 시행

(제2023188호)
대체토론을 거쳐 환경소위

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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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 한다며 반발했다. 법 시행을 앞두고 열린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공청회>는 피해자단체의 반발로 무산되었고, 피해

자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전신질환(인체 흡입 시 폐에서 간·신장·골수·

근육·신경·면역계 등 전신 확대) 인정, 호흡기 장애 1~4 등급 폐지” 등을 

요구했다(베이비뉴스, 2020). 특히 피해자단체는 “국제학술지에 실린 살

균제 노출로 인한 전신질환 가능성 등을 적용한 시행령을 재입법”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는데(오마이뉴스, 2020), 이런 주장의 근거로는 전신질환이

나 가습기살균제 증후군 관련해 연구를 하는 전문가의 연구 결과가 활용

되었다.

환경부는 피해자들의 의견을 일부 수렴해 2020년 8월 27일 특별법 하

위법령을 재입법예고했다. 환경부는 “지난 7월 3일에 입법예고를 했으나, 

특별유족조위금 및 요양생활수당 상향, 피해지원 유효기간 폐지·연장 등 

각계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다시 한번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2020d). 이 법안은 9월 15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25일부터 개

정안이 공포, 시행되었다(<표 27> 참조). 

구분
당초 입법예고(안) 

주요 내용
재입법 예고(안) 주요 내용

특별유족

조위금 

§ 현행 4,000만원 → 

7,000만원으로 상향
§ 1억원으로 상향

피해지원

유효기간

§ 5년*(갱신 가능)
*현행 5년이던 것을 

별도로 개정하지 않았음

§ 10년(갱신 가능)

교통비

§ 고도피해, 중등도 

피해자에 대해 구급차 

이용비용 지원

§ 개정안과 동일

§ 장거리 통원에 대한 교통비 

신설

건강피해 § 요건심사 및 개별심사 § 원칙적으로 개별심사로만 

<표 27> 재입법 예고(안) 주요 수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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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환경부(2020d)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며, 폐질환 중심의 건강 피해 판정 기

준이 폐지되었다. 폐손상 판정 기준으로 인한 피해구제가 시행령 개정안

으로 사라진 것이다. 기존 시행령에서는 “피해질환(폐질환, 천식 등) 및 

질환별 건강피해 인정기준을 법령으로 규정하고 질환별 인정여부를 판

정”했지만, 개정 시행령은 “피해질환 및 질환별 건강피해 인정기준을 폐

지하고, 개인별 의무기록을 종합검토하는 개별심사로 가습기살균제 피해 

여부를 판정”하게 된 것이다(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20a). 

시행령 조문을 보자면 특별법 제정 당시 시행령 2조는 다음과 같이 

건강피해를 규정했다.

제2조(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피해를 말한다.

1.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산모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가 원인

이 되어 발생한 유산ㆍ사산 및 출생아의 건강 이상 등의 피해

판정체계

실시

- 요건을 충족 못하여 

요건심사가 통과되지 

않을 경우 개별심사로 

가습기살균제 피해 

여부 판단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판단

※다만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이용하여 판단이 가능할 경우 

신속한 심사를 실시할 수 있음

요양생활

수당 확대

§ 경미한 피해등급 신설

- 폐기능이 정상인의 

70~80%인 피해자에게 

월 12.6만원 지급

§ 개정안과 같음

§ 초고도 피해등급 신설

- 폐기능이 정상인의 

35%미만인 피해자에게 월 

142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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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학조사 등 관련 연구 결과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상당한 인

과관계가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법 제7조에 따른 가습기살균

제피해구제위원회(이하 “피해구제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89)

개정안에서는 제2조가 역학적 상관관계 확인에 관한 조항으로 수정되

었고, 제17조 개정을 통해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 지급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가습기살균

제 노출 후 질환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거나 전체적인 건강상태가 악화되

었다고 인정되면 구제급여의 지급을 결정한다”고 건강피해의 인정 범위

가 확대되었다([그림 22] 참조).90)

89)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7. 8. 9.] [대통령령 

제28239호, 2017. 8. 9., 제정]
90)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0.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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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환경부(2020d)
[그림 22] 시행령 개정을 통한 피해자 지원 체계의 변화



- 211 -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시행령 개정안 시행 시 카드뉴스를 

발행해 홍보했다([그림 23] 참조). 환경부는 “여전히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3,900여 명의 사람들에게도 한 걸음” 다가갈 것이며, 질환을 특정하

지 않고 판단해 피해인정 범위를 넓힐 것이라고 했다(환경부·한국환경산

업기술원, 2020b).

출처: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2020b)
[그림 23] 카드뉴스 중 피해인정범위 확대에 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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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2차 특별법 개정 과정은 지식과 정치의 상호영향과 복잡성 즉 

지식 정치의 양상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2016년 이후 확대된 정부 용역 

연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 판정 기준의 개선에 관한 연구가 축적되

었고 환경부와 국회는 연구 결과 검토와 확인과 더불어 법을 개정해 피

해자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피해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런 과정은 순차적으로 과학 증거가 쌓여 정책과 법이 바뀌는 양상이 

아니었고 정책과 과학이 동시에 변하면서 서로 공동구성되고 법 개정이

라는 생산물을 도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환경보건정책관을 역임한 하

미나 교수는 가습기살균제 사례에 있어서는 과학과 정책 중 누가 먼저 

라고 할 것 없이 빠르게 대응하고 그로 인해 법 개정이 가능했던 것 같

다고 평가했다.91) 피해자와 시민사회의 요구에 따라 국회, 환경부에서 법

과 정책 변화 논의가 이루어지는 동시에 이에 대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

는 연구결과들이 생산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복잡한 양상은 가습기살

균제 참사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는 빠르고 신속한 피해구제가 요청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까닭도 있지만, 가습기살균제에 관한 지식이 아직도 계

속해서 쌓여나가고 있기 때문인 점도 있다. 이러한 과학과 정책 사이의 

동학과 상호작용이 2차 특별법 개정에서의 지식 정치라 할 수 있다.

2. 피해 통합과 확대의 정치와 재난 관리

두 차례 특별법이 개정되며 건강 피해를 폐손상 판정 기준에 의해 판

정하던 것이 폐지되고 피해 질환을 포괄적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오랜 

기간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에서 핵심 사안이었던 폐

손상 판정 기준이 폐지되고 피해 구분이 통합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피해자들은 개정안을 바탕으로 한 정책 실행에서의 문제점을 여전히 

91) 2021.12.16.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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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한다. 포괄적으로 피해를 인정하게 되면서, 2020년 하반기에만 신속

심사를 거쳐 300명(9월 25일), 264명(10월 28일), 294명(12월 8일), 333명

(12월 30일) 총 1,191명이 추가로 피해 인정을 받았다(환경부, 2020e; 환

경부, 2020f; 환경부, 2020g; 환경부, 2020h).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8월 특별법 시행 당시 피해인정자는 

280명이었는데, 2021년 2월에는 4,114명으로 확대되었다. 특별법 제정 이

후 3년간 2,643명이 피해 인정을 받았고, 두 번째 개정 이후 3개월간은 

1,191명이 인정을 받았다. 구제급여 지원이 강화되면서 지원 금액도 

2017년 8월 42억 원에서 2021년 2월 929억 원으로 확대되었다. 특별법 

제정 이후 3년간 약 500억 원이 지원되었는데, 두 번째 개정 이후 5개월

간 약 400억 원이 지원되었다고 한다. 피해 인정 질환이 특별법 제정 당

시에는 폐질환, 태아피해만 있었으나 2020년 8월에는 폐질환(1, 2단계), 

태아피해, 천식질환, 독성간염, 폐질환(3단계), 아동ILD, 기관지염, 상기도

질환, 성인ILD, 기관지확장증 10개로 확대되었다. 법 개정 이후에는 질환

을 특정하지 않고 전체적인 건강상태를 검토해 건강피해를 인정하게 되

었다(환경부, 2021). 

피해구제정책의 변화로 피해 인정을 받은 피해자들이 급격하게 증가

했지만, 정책의 실제 실행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한국환경산업

기술원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가 신청자들의 자료를 접수하고 확

인해 지원금을 지원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한꺼번에 많은 피해

자들이 피해 인정을 받으면서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나타났다. 법 개

정으로 피해자들의 피해는 신속히 인정되었지만, 그 정책의 실행과 절차

가 신속히 진행되지는 못하는 상황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관련 비용을 지급받지 못해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

게 되거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표연락처로 통화를 하고 싶어도 연락

이 닿지 않는 문제를 겪었다. 면접에 참여한 피해자는 특별법 개정에 대

해 정책 집행이 실제 실행의 여건을 확보하지 않고 이루어진 점이 아쉽

다고 지적했다.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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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한 교수도 현재의 특별법 개정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는 특별법 개정으로 4단계가 폐지되었지만 법적인 기준만 폐지

되었을 뿐 여전히 피해자의 피해를 심사하고 확인하는 구제위원회 내에

서는 그 기준이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별로 건강 피해와 가습

기살균제 노출 사이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어떤 근거나 기준은 

필요하기 때문에, 피해구제위원회 소속 전문가들이 여전히 이전에 판단

했던 근거들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와 새로운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업데이트되어도 전문가들은 여전히 보

수적으로 피해 질환을 바라보고 있고, 개정된 특별법이 ‘개별심사’를 내

세우지만 그 개별심사에도 여전히 어떤 보이지 않는 기준과 근거가 작동

하고 있다는 것이다.93)

특별법 2차 개정 이후 상황에 대해 하미나 교수를 이어 2021년 1월 

30일부터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을 맡고 있는 박용규 환경보건정책관은 

2021년 3월 18일 열린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과제점검 온라인 국회토론

회에서 향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제도 추진 시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 

판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조사 과정에서 신청자가 피해인정을 

받은 그 근거와 설명을 자세히 기록하고, 신청자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

고 신청자들이 참여하는 심층면담을 진행하며 조사판정위원회에 이런 자

료를 제출하겠다는 것이다(환경부, 2021). 

구체적으로 환경부는 개정안 시행 과정에서 개별심사의 신뢰성, 판정

의 일관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평가안내서를 배부하고 건강 자료 관리

를 통합해 조사판정 과정에서 건강보험청구자료, 건강모니터링 자료, 신

청자 제출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겠다고 밝혔다. 심사 과정의 투명화를 위

해서는 피해구제위원회 회의록과 위원회 위원을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종

합포털에 공개한다. 심사 결과도 이전과 다르게 건강피해 인정, 불인정 

근거를 자세히 기술한 건강피해 평가 결과서를 배부할 것이라 밝혔다. 

92) 2021.05.27. 면접.
93) 2021.12.13.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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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규 환경보건정책관은 발표에서 건강 피해 조사 신청자의 의견진술권 

보장에 관해서도 언급했는데, 환경부는 조사판정전문기관에서 행해지는 

최초심사와 재심사전문위원회에 신청자들이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

게 하겠라고 변화된 정책 내용을 설명했다(환경부, 2021; [그림 24] 참

조).

피해 판정 기준 통합으로 인한 정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제도의 

실행 과정에서만 발생하지 않으며, 전문가 인식공동체 내부에서도 정책 

변화를 둘러싸고 이견이 존재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판정 기준의 통합

이 가습기살균제증후군과 같은 포괄적 질병 인정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

문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판정 기준의 통합이 피

해자들을 위한 정책 변화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가습기살균제증후군 

규정과는 구별된다는 의견도 있다. 가습기살균제증후군과 같이 아직은 

모호하고 지나치게 통합적인 개념을 정의하고 그것을 법적으로도 인정하

는 것이, 향후 소송 과정이나 피해자들의 보상, 사회적 인식에 도움이 되

는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 과학적으로 전신 질환의 인정이 정말 가

능한 것인지 의구심을 표하는 피해자들이 있다. 이들은 가습기살균제증

후군, 전신 피해 인정에 관한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이 보편적으로 과학

자 집단이나 위원회에서 인정을 받으면 수용 가능하다고 보았다.94)

94) 2021.05.11. 면접.

출처: 환경부(2021)
[그림 24] 신청자 의견진술권 보장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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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에 걸쳐 폐손상 판정 기준에 의한 피해 구분, 질환별로 분절화되

어 있던 피해 판정 기준이 통합되었지만, 정책 실행 과정과 피해의 법

적·정책적 인정을 넘은 과학적, 의학적 피해 범위의 확대에 있어서는 여

전히 모호한 부분이 남아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은 기준의 통합만이 

유일하고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건강 피해의 구분과 

분절이 관련 이해 집단 사이에서 경합과 갈등을 유발했지만, 피해 통합

과 확대로 인한 정치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재고해야 한다는 함

의를 준다. 즉 정책의 실행 여건을 개선하고 마련하지 않은 채 일어나는 

피해구제정책의 변화는 피해자들의 고통 경감과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

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3. 사법적 판단으로의 위임: 소송 지원 제도의 강화

특별법 2차 개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소송 지원 제도가 강화된 것

이다. 정부가 피해인정범위를 확대해 피해인정자를 늘리는 동시에, 피해

자들이 기업에게 소송을 제기할 때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소송 지원은 크게 두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역학적 상관관계 보

고서 발간과 소송 과정 지원이 그것이다. 

먼저 역학적 상관관계 보고서 발간을 위해 환경부에서는 국립환경과

학원을 중심으로 조직된 전문가 집단을 활용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의 인과관계 추정을 위한 보고서를 발간해 앞으로 피해자

들이 가해기업을 상대로 제기할 소송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다. 환경부는 이 보고서가 공신력 있는 검증 과정을 거쳐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할 것이며 과학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독성학적 근

거에 대한 연구도 계속 수행할 것이라 밝혔다(환경부, 2021). 역학적 상

관관계는 호흡기계 질환, 피부 및 안질환 등으로 나누어 구체적인 질환

별로 상관관계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검토 대상 질환과 보고

서 발간 계획은 아래 그림과 같다([그림 2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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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소송 과정 지원과 관련해서는 환경부 장관 지시로 법률구조

공단과 협업해 피해자가 가해기업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때 법률상

담, 소송 대리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법무부, 법률구조공단

과 협업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 밝혔다(환경부, 2021). 이와 관련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소송 가이드라인을 작성해 배포했다. 2021년 

4월 30일 배포된 소송 가이드라인 제1편에서는 일반적인 소송절차의 흐

름과 소장에 기재해야 할 내용 등을 설명하고 있다. 가이드라인 머리말

에서는 “피해자가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준의 가이드

라인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경우의 수를 제시하고 예시, 그림 등을 활

용하여 쉽게 설명하고자 노력하였으나, 피해자 개개인의 사안에 따라 내

용이나 형태가 달라질 수 있어 본 가이드라인의 내용만으로 적용하기 어

려운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가이드

라인이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 시, 소장 작성 등에 친절한 가

이드 역할을 수행하여 피해자가 정당한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데 조금이

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가이드라인의 의의를 설명했다(한국

환경산업기술원, 2021).

이러한 특별법 변화에 대해 환경보건정책관을 역임했던 하미나 교수

는 “제5조 인과관계 추정 조항이 굉장히 혁신적으로” 바뀌었다는 점에 

출처: 환경부(2021)
[그림 25] 역학적 상관관계 보고서 발간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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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95) 개정법은 손해배상소송에서 인과관계 

추정요건(①가습기살균제 노출 사실, ②노출 이후 건강피해 발생 사실, 

③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연구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질환과 노출 간

에 역학적 상관관계 확인)을 만족하는 경우 사업자가 반증하도록 규정한

다. 하미나 교수는 환경소송에서 피해자들에게 “너무나 어려운 입증책임

이 피고한테 넘어”갔고 이런 법 변화가 “굉장히 혁신적이다 말씀드리고 

싶다”고 개정법을 평가했다.96)

그런데 환경부의 소송 지원과 인과관계 추정 조항의 변화, 역학적 상

관관계 연구 추진이 앞으로 피해자가 제기할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

자들이 가해기업을 상대로 승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까? 역학적 상관

관계(또는 인과관계)97)가 많은 과학 연구를 통해 입증된다고 해도 법원

에서 이 역학 연구 결과를 인정하고 나아가 피해자의 개별적 인과관계와 

그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인정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단순히 법 

개정을 통해 연구 지식 생산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한국 법

정에서 건강 피해에 대해 판결을 내려온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일

례로 1999년 제기된 담배소송의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역학적 인과관계

가 집단을 대상으로 추출한 특정 요인과 질병 사이의 통계적 관련성에 

불과하기 때문에 특정 개인의 구체적 질병 발생 원인을 규명하는 개별적 

인과관계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편평세포암과 소

세포암이라는 특정한 종류의 암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폐암보다 흡연과의 

관련성이 높다는 점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흡연이 폐암 발병의 주된 요

인임을 추정할 수 있다고 개별적 인과관계를 일부 인정하기도 했지만 상

고심 대법원 판결에서 이 인정이 최종적으로 기각되었다(박진영·이두갑, 

2015).

95) 2021.04.29. 한국역학회 심포지엄. 하미나 교수 토론(패널토의).
96) 2021.04.29. 한국역학회 심포지엄. 하미나 교수 토론(패널토의).
97) 역학적 인과관계로도 쓰이지만, 특별법 시행령에서 “역학적 상관관계”로 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을 그대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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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전문가들도 역학적 인과관계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역학적 인과관계는 “어디까지나 일반적·평균적 관련성의 정도를 나타낼 

뿐”이며 “원고 개인의 구체적 관련성에 대한 입증은 별도로 요구”된다는 

것이다. 또한, “개연성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한 역학적 연구 성과

의 증거가치를 지나치게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하

는 의견도 있다(박태현, 2019).

이처럼 법정에서 역학적 상관관계(또는 인과관계), 역학적 증거와 과

학 연구 결과에 대해 개선된 인식이나 인식의 전환이 담보되지 않는다

면, 특별법 개정을 통해 환경부의 지원으로 더 많은 역학 연구가 이루어

지고 기업에게 입증책임이 전환된다고 해도 피해자의 승소를 담보해 줄 

수는 없을 것이다. 일군의 과학기술학자들이 지적해 왔듯이, 법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법적 논쟁 속에서는 과학 지식과 과학 증거 나아가 과학적 

불확실성이 원고와 피고 그리고 재판부에 의해 재구성되고 새로운 방식

과 기준에 의해 판단되기 때문이다(Jasanoff, 1995; 박진영·이두갑, 2015; 

박진영, 2021). 즉 법정에서 과학 증거라는 지식을 둘러싸고 일종의 지식 

정치가 발생하는 것인데, 법정의 맥락에서 발생하는 경합과 갈등, 합의와 

조정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관련 소송은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으로 나뉘는데, 

두 소송에서 인과관계에 대해 판단하는 기준과 요구하는 증거의 증명력

이 다르다는 문제점도 존재한다. 2021년 1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기업인 SK케미칼·애경·이마트에 대한 형사사건 

선고 공판에서 CMIT/MIT의 흡입독성에 관해 환경부가 발주한 일부 연

구가 단지 ‘구상권 청구’를 위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CMIT/MIT

의 흡입독성이 확인되지 않아 기업의 책임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결했

다. 정부 주도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과학 연구를 쌓아왔고 해당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증언에 나섰지만, 형사소송 재판

부 입장에서는 이 근거와 주장들이 가습기살균제 물질과 폐손상, 천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본 것이다(주간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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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심 무죄판결 이후 가습기살균제 관련 연구와 대응에 참여해 온 

전문가들은 재판부가 “과학의 언어를 이상하게 해석”했고 재판부의 해석

과 달리 “100% 완전한 과학”은 없으며(주간경향, 2021), “재판부가 요구

하는 엄격한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의 과학적 확실성인지 알 수 없는 임

의성(박동욱 외, 2021b: 203)”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판결과 재판부

의 입장을 보았을 때, 이 형사소송의 항소심뿐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제기될 가습기살균제 피해 관련 민·형사 소송에서 정부의 피해인정 범위 

확대라는 구제제도의 변화와 역학적 상관성 규명을 위한 연구 지원이 피

해자들의 피해배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작동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

을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변화는 참사 발생 초기에 제기되었던 문제를 다시 불

러온다. 이 참사에서 정부의 책임은 무엇이며, 피해구제제도의 역할은 무

엇인가? 소송 지원을 강화하고 역학 연구를 지원하는 방향의 제도 변화

가 실제 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또는 승소의 가능성을 열

어줄지,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맞을지 앞으로 가습기살

균제 참사 해결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제 4 절 소결

이 장에서는 특별법 시행이라는 국면 전환 이후 폐손상 판정 기준에 

대한 지식, 제도, 운동의 지형이 변한 과정을 분석했다. 특별법 변화는 

가습기살균제에 관련된 지식, 정책과 정치, 사회운동의 변화가 함께 맞물

려, 즉 지식 정치와 경합을 통해 이루어졌다. 2017년 이후 가습기살균제

의 건강 영향에 대한 정부 연구용역 과제가 증가했다. 이는 특별법 시행

과 문재인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같은 정부의 

태도 변화, 정책 실행과 관련이 있었다. 더 많은 전문가들이 가습기살균

제와 관련된 연구에 참여하고 지식을 생산하게 되면서, 가습기살균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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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폐손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연구가 증가했다. 전문가 집단 

안에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폐손상 판정 기준을 협소하게 정한 것에 대한 성찰이 대두되었다. 전문

가들은 학회 연합이라는 연결망을 구축해 이 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

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그런 자리에서 어떤 성과가 나타나지는 않

았다. 이런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전문가들이 10여 년 동안 활동에 참여

하며 과학적 불확실성이 크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문제이고 여러 

학문 분과가 참여하는 사안일 때, 소통하고 합의하는 태도와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는 점이다. 

피해자단체, 시민사회는 지속적으로 특별법 개정을 통해 폐손상 판정 

기준에 의거해 피해자를 분열시키는 피해구제정책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

장했다. 이런 주장은 단계적으로 받아들여져 1차 개정에서는 3단계 피해

자도 특별법 상 피해자로 인정하도록 바뀌었고, 2020년 9월부터 시행된 

2차 개정에서 마침내 피해자 간 구분이 사라지고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피해 인정이 가능해졌다. 그렇지만 피해 판정 기준이 통합되었다고 해서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해결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두 차례 법 개정을 통

해 정해진 현재의 피해구제정책 방향은 정부가 먼저 폭넓게 신속히 구제

를 하고, 피해자들이 가해기업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때 지원해 배

상을 받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 방향이 기업의 

책임을 높인 측면이 있지만, 실제 소송에서 승소를 담보해 줄 수 있을지 

앞으로의 변화도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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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제 1 절 연구 요약 

이 연구에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판정 기준의 구성과 재구성 과정을 

중심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에서의 지식 정치를 분석했다. 이 연구의 주

요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질병관리본부에 원인 미상 폐질환에 대한 조사가 요청되었을 때, 질병

관리본부와 임상의사, 역학자 등 관련 전문가 집단은 신속히 조사에 착

수해 가습기살균제가 건강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역학조

사 결과라는 지식을 둘러싸고 역학자, 독성학자, 정부 사이의 경합이 나

타났다. 역학자들에게 역학조사 결과는 가습기살균제 판매 중지를 내리

기에 충분한 확실성을 가지는 지식이었지만, 독성학자들과 정부 관료들

은 추가 동물실험 등을 통해 독성학적 근거가 확보되어야만 정책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물질의 독성에 대한 기존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더 확실한 과

학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세포독성시험, 동물독성시험과 같은 독성학

적 연구를 발주했다. 역학조사와 독성시험 결과를 근거로 2011년 11월 

가습기살균제 6종에 대한 수거명령이 내려질 수 있었다. 즉 가습기살균

제 독성에 관한 연구가 전무하며 과학적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

와 전문가 집단은 때로는 대립하고 때로는 긴밀히 협력하며 원인미상 폐

질환의 원인을 밝히고 가습기살균제의 독성과 인체피해 가능성을 확인했

다.

그러나 가습기살균제 수거 명령 이후의 대처는 매우 지연되었다. 신종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성 질환이 아님이 밝혀진 이후 질병관리본부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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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기살균제 참사가 다른 부처의 소관이라 생각했고, 피해실태 파악을 위

한 조사를 시작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 피해자 가족, 시민단

체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보건 전문가 집단인 한국환경보건학회는 물적, 

인적 자원을 공유하고 협력하며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실태를 확인하고 

초기 건강 조사 자료를 생산했다.

참사 발생 초기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중증 폐질환을 중심으로 감지되

고 조사되었다. 질병관리본부가 구성한 민관합동 조사위원회이자 전문가 

집단인 폐손상조사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을 조사하고 합

의와 조정을 통해 생산한 과학적 판단 기준에 의거해 피해신고자들의 피

해 사례를 4단계로 구분했다. 폐손상조사위원회의 활동 목적은 그때까지 

피해 신고를 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것인지를 확인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가습기살균제와 피해 사이의 연관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단계를 구분하는 기준이 설정되고 사용되었다. 이러

한 과정을 거쳐 도출된 피해 판정 기준인 폐손상 판정 기준은 폐손상조

사위원회라는 의학·과학 전문가 중심의 조직에서 합의와 의견 조율을 통

해 구성된 과학적·의학적 건강피해 판정 기준이었다. 합의와 의견 조율 

과정에서는 전문가들이 초기 역학조사 자료에 대한 분석과 논의를 통해 

설정한 ‘기준’들이 준거 지점으로 작동했다. 이들의 활동을 통해 가습기

살균제 건강 피해에 관한 전문가 인식공동체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

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확인과 조사라는 공통의 정책 의제 속에서 다양

한 분과의 전문가들은 느슨한 연결망을 구성해 인식공동체를 형성했고, 

그 공동체 안에서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를 확인하고 조사했다.

피해 판정 기준이 피해구제정책에서의 구제 기준으로 활용되며 이 기

준은 경계지식으로 기능했다. 전문가 집단인 폐손상조사위원회 내에서 

합의와 의견 조정을 통해 도출된 판정 기준을 정부가 환경보건법 상 환

경성질환의 판정 기준으로 사용하면서, 피해 판정 기준은 과학 영역과 

정책 영역에서 경계지식으로 작동하며 과학과 정책 사이의 경계가 그려

지도록 만들었다. 피해 판정 기준이라는 경계지식은 과학 영역에서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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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들의 연구, 조사 활동의 결과물로, 정책 영역에서는 전문가들이 생산

해 낸 기준이자 정책 실행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로 해석되었다. 시민사

회와 피해자들에게는 피해 판정 기준이라는 경계지식이 진짜 피해자와 

가짜 피해자를 구분하고, 피해자 사이의 분열과 갈등을 야기하는 장치로 

해석되었다. 

이렇게 피해 판정 기준이라는 지식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구제정책 

실행과 맞물리면서 갈등이 나타났다. 피해 판정 기준이 1~4단계로 피해

자들을 나누고, 4단계로 피해 판정을 받는 피해자들이 훨씬 많아지자 이 

기준에 대한 비판과 개선 요구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특히 2016년 가습

기살균제 제조·판매 기업에 대한 검찰조사가 이루어지며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국회 국정조사가 시행되면서, 피해

자와 시민사회는 연대를 통해 사회운동을 확장하는 동시에 피해구제제도

의 변화를 강력히 요구하며 피해 판정 기준에 도전했다. 2016년 말 박근

혜 정권 퇴진 촛불시위를 통해 정치적 기회구조가 변하는 상황 속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가습기살균제특별법이 

제정되었다. 

2017년 이후 전문가 인식공동체 안에서는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피

해자들의 신체 증상과 질환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가습

기살균제 피해가 폐질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특

히 피해 판정 기준 개선 연구를 수행하거나 피해자와 면담을 통해 직접 

만날 수 있었던 전문가들은 피해 판정 기준으로는 피해를 인정받을 수 

없는 수많은 피해자들을 만나며 판정 기준이 변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피해 판정 기준을 생산하며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구성된 인식공동체 내부에서 피해 판정 기준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한 

것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된 활동을 수행한 전문가 사회 내에서 

과학 전문가들이 생산한 피해 판정 기준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대두되

며, 이들은 과학자들의 인식 전환과 더불어 정부에는 피해구제제도 변화

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들은 자신들이 활동하는 유관 학회를 



- 225 -

중심으로 연결망을 구축해 피해 판정 기준의 변화 가능성과 가습기살균

제 건강 피해에 대한 연구를 논의하고 합의하는 장을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장에서 전문가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생산한 지식을 공유하고 

과학적 근거에 의거해 피해 판정 기준의 변화가 가능할지를 논의했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활동 변화에는 정치적 기회구조 변화도 영향을 끼쳤

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피해구제를 확대하는 방식으

로 정책과 제도가 변하면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관련 연구 지원이 확대되

었고 이를 통해 전문가들도 더 많은 연구를 수행해 관련 지식을 생산할 

수 있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오랜 기간 참여해 온 전문가들

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정부가 살균제 문제 해결 대처에 소극

적이었기 때문에, 관련 연구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으며 정권 교체 이

후 환경부가 더 적극적으로 관련 연구를 지원한 것이 지식 생산 변화에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했다. 연구 결과가 반영되어 폐질환 외에도 천식, 

태아 피해 등이 피해구제정책 상 피해질환으로 인정될 수 있었다.

과학 지식의 축적과 더불어 피해자,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요구와 문재

인 대통령 당선과 대통령 사과라는 정부 태도 변화에 따라 2017년 8월부

터 시행된 가습기살균제특별법이 2019년 2월 한차례 개정될 수 있다. 이 

개정으로 구제계정으로 지원받은 피해자도 특별법 상 가습기살균제 피해

자로 정의되었다. 첫 번째 특별법 개정으로 피해자의 법적 인정 지위가 

재구성된 것이다. 그러나 이 개정안도 여전히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으로 

나누어 피해자 지원을 구분했다. 이러한 분리는 여전히 가습기살균제 피

해자를 4단계라는 피해 판정 기준에 의해 ‘진짜’ 피해자와 ‘가짜’ 피해자

를 나누고 피해자들 사이의 경계를 공고히 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

다. 

피해자 단체, 시민사회, 일부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피해 판정 기준

에 따른 피해자 구분을 문제 삼은 끝에 2020년 9월 두 번째로 특별법이 

개정되며, 폐질환, 천식 등 특정 질환에 대해서만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확인하지 않고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질환의 발생이나 악화를 종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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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고려하게 되었다. 이로써 2014년 생산되고 정책적으로 실행되었던 과

학적 판정 기준이자 정책 실행 도구였던 피해 판정 기준은 갈등과 경합, 

합의와 조정을 거쳐 두 차례 재구성 과정 끝에 지금의 상태에 이르렀다. 

정부의 폭넓은 피해인정이 가능해진 현재 더 많은 피해자들이 피해 인정

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피해 판정 기준은 피해자를 판정하는 근거로 작

용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피해구제를 넘어 기업에게 책임을 묻는 과정

은 아직 진행 중에 있다. 피해 판정 기준을 둘러싼 지식 정치 과정은 국

가가 재난을 관리하고 통치하는 데 있어 정부, 전문가, 사회운동, 국회의 

영향과 상호작용을 보여주었다. 

제 2 절 논의

이 절에서는 이 연구의 주요 분석 내용이 가지는 의미와 가습기살균

제 참사를 지식 정치로 이해하려는 시도가 다른 환경갈등과 피해 사례 

연구에 기여하는 바를 논의한다. 

이 연구에서는 환경피해와 재난을 관리하고 통치하는 국가와 사회 체

계 안의 여러 이해집단들-시민사회, 피해자, 국회, 전문가, 정부 관료 등–

의 상호작용과 그 안에서의 갈등과 경합, 합의와 조정을 지식 정치 관점

에서 분석했다. 피해자 단체와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운동 전개와 정책 

변화 요구는 피해 판정 기준의 재구성 과정에 큰 영향을 끼쳤다. 많은 

선행연구들이 지적했듯, 가습기살균제 참사 사례도 현대 사회의 정책 결

정 과정에서 시민 참여와 민주적 거버넌스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참여와 거버넌스의 양상은 정치적 기회구조의 영향을 받는다. 가

습기살균제 참사 발생 이후 정치적 기회구조 변화는 지연되었던 피해구

제정책의 실행, 환경보건법 상 환경성질환 지정, 특별법 제정과 개정이라

는 제도 변화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 연구는 재난관리와 환경피해 대응

에 있어 시민사회의 활동과 요구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기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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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개방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정치적 기회구조와 관련해 정부의 변화뿐 아니라 

국회의 구성과 역량도 중요하게 작동한다는 점을 밝혔다. 정부의 피해대

책이 지연될 때 국회의 야당 의원들은 정부에게 피해구제정책 수립과 실

시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피해구제법안을 발의하는 등의 압력을 가하

고 피해자 단체, 시민사회와 협력했다. 2016년에는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

해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이 일부 가능할 수 있게 했다. 폐

쇄적인 정치체제로 정치적 기회구조가 닫혀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 활동

과 야당 의원들의 적극적인 요구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제도의 변화를 추

동할 수 있었다. 2016년 5월 20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바뀌며 국정조사, 

특별법 개정 등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다.

정치적 기회구조와 피해 판정 기준 변화의 관계를 정리하면 아래 표

와 같다. 정치체제가 개방적으로 바뀌며 피해구제 범위가 확대될 수 있

었다. 국회의 정당 구성이 바뀌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관심을 가지는 

정당과 국회의원이 존재할 때 피해구제정책의 실행, 피해 판정 기준의 

재구성 등이 일어날 수 있었다. 정치적 기회구조는 전문가들의 활동에도 

영향을 끼쳤는데, 폐쇄적인 정치체제하에서는 전문가들의 연구 활동이 

일부 제한되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정부의 의지 변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제도가 변할 수 있었다(<표 28> 참조).

제도정치적 

요소

피해 확인

(2011~
2012.11)

피해 판정 

기준 생산

(2012.12~20
14.3)

판정 기준의 

제도적 실행

(2014.3~2019.2)

판정 기준의 

첫 번째 

재구성(2019.
2~2020.9)

판정 기준의 

두 번째 

재구성

(2020.9~)

정치체제의 

개방성/

폐쇄성

정치체제의 

성격
폐쇄적 폐쇄적

폐쇄적

→개방적
개방적 개방적

엘리트 

지형의 

의회의 

정당별 

-18대 국회

(2008.5.30~
-19대 국회

(2012.5.30~
-19대 국회

(2012.5.30~2016
-20대 국회

(2016.5.30~
-21대 국회

(2020.5.30~ 

<표 28> 정치적 기회구조와 피해 판정 기준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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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된 활동에 참여해 온 전문가들의 활동, 그 

안에서의 지식 생산과 정부와의 갈등, 협력 과정은 전문가 활동에 관한 

선행연구들이 분석했듯 여러 구도와 범주화로 설명이 가능하다. 정치적 

기회구조가 닫혀있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을 때, 일부 전문가

들은 시민사회, 피해자와 연대하며 대항전문가로 활동했다. 이렇게 대항

전문가 활동을 한 전문가들도 이후 정부가 구성한 위원회 등에 참여하며 

정부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안에 대해 조사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

해 노력했다. 가습기살균제 대응 활동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은 시기에 따

라 바뀌기도 했고, 전문가들도 계속해서 연구를 진행하면서 자신들의 사

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해 돌아보게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인식공동체 개념을 사용해 가습기살균제와 관련된 전

문가들의 활동을 분석했다. 폐손상조사위원회 활동을 통해 4단계 기준에 

관한 새로운 인식을 공유하는 인식공동체가 생겨났다. 정부의 정책 의제

와 피해에 관한 지식이 변하며 이 인식공동체의 활동 내용도 변했고, 공

안정성/
불안정성

의석분포, 
선거시기

유무

2012.5.29):
여대야소

-19대 국회

(2012.5.30~
2016.5.29):
여대야소

2016.5.29):
여대야소

-대선:
2012.12.19

.5.29):여대야소

-20대 국회

(2016.5.30~2020
.5.29):여소야대

→여대야소

-대선:2017.5.9

2020.5.29):
여소야대

→여대야소

2024.5.29):
여대야소

엘리트

동맹세력의 

존재/
부재

사회운동 

친화적 

원내정당의 

존재, 
전문가들의 

활동

전문가 

활동 제약

전문가들과 
정부 사이 

마찰과 

갈등

-야당을 

중심으로 한 

국회의 피해구

제 요구

-국회의 국정

조사 실행

-특별법 제정

전문가 

활동 활발

전문가 

활동 활발

국가로

부터의 

위협 

또는 

지원

대통령과 

정부의 

피해 

인식과 

해결 의지

소극적 소극적

소극적

(일부 구제 실행)
→적극적

(특별법 실행)

적극적

(기준 개선

으로 법적 

피해 인정 

범위 확대)

적극적

(기준

통합으로 

피해구제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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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체 내에서 피해 판정 기준을 둘러싸고 갈등과 분열이 발생하기도 했

다. 

전문가들은 사회갈등과 관련된 사안에 참여할 때 전문 지식으로 기여

하고 싶어 하지만, 이것이 정치 이데올로기와 관련될 때 참여를 꺼리거

나 어려워할 수 있다(홍성욱, 2010; Yun, 2014). 그렇지만 가습기살균제 

참사에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관련 연구와 활동에 

참여했으며, 이들의 인식이 변하며 그것이 제도 변화와도 맞물릴 수 있

었다. 이 연구는 전문가들이 전문가주의라는 장벽을 허물어 시민사회, 피

해자와 연대하고 그들과 함께 지식을 생산하는 전문성을 발휘하는 것에

서 나아가, 각기 다른 분과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상호소통하고 협상하

고 의견을 조율하며 합의에 이르는 전문성을 획득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

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런 분석은 가습기살균제 참사라는 사회적 참사

의 대응 과정 중에서 한국 사회의 전문가들이 새로운 종류의 전문성을 

획득하고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연구는 가습기살균제 지식을 둘러싼 경합과 갈등을 정치적 기회구

조, 사회운동 등과의 상호관계 속에 위치시켜 이해하는 동시에, 피해 판

정 기준이라는 생산물을 경계지식으로 간주하고 그 경계지식으로 인해 

발생한 경계 만들기에 주목하며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사회 갈등을 이해

하려 했다. 시민사회, 피해자, 전문가들의 요구로 정부가 구성한 폐손상

조사위원회 소속 전문가들은 조사 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 판정 기준

을 도출했다. 이 기준은 연구를 통해 생산된 과학 지식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환경부가 피해 판정 기준을 적용해 피해구제를 실시하며 

갈등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피해 판정 기준을 토대로 일부 피

해자들에게만 피해구제를 실시했고, 이러한 정책 기조는 2017년 특별법

이 제정되었을 때도 유지되었다. 피해신고자들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

는 3단계와 4단계를 판정받는 경우가 증가하자, 피해자와 시민사회에서

는 이 기준이 진짜 피해자와 가짜 피해자를 구분한다며 반발했다. 피해 

판정 기준이 피해자들 사이에서 경계로 작동한 것이다. 판정 기준을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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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싼 논쟁은 정책과 과학의 경계를 만들고 드러내기도 했는데, 피해 판

정 기준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문제가 대두되었다. 폐손

상조사위원회 활동 전문가들은 판정 기준을 정책에 반영한 정부의 책임

으로, 정부는 조사를 실시하고 기준을 만든 전문가들의 책임으로 보며 

과학과 정책 사이 경계를 구성했다. 피해 판정 기준이라는 경계지식을 

둘러싸고 과학과 정책 사이의 경계 만들기가 나타나고, 나아가 그 과정

에서 논의가 기준의 생산과 활용에 대한 책임 논쟁으로까지 확대된 것이

다.

두 차례 특별법이 개정되며 피해 판정 기준이라는 경계지식이 재구성

되었는데, 1차 개정으로는 법적 피해자 지위의 인정 범위가 확대되었고 

2차 개정으로는 법적으로 4단계 구분이 폐지되었다. 그러나 이 기준은 

여전히 정책 실행 과정에 존재하고 있다. 법적으로는 기준이 통합되었지

만, 그 통합된 기준을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면서 피해자들의 심사 기준은 여전히 기준의 통합 이

전과 같은 상태로 머물러 있다. 

피해 판정 기준이 경계지식으로 서로 다른 영역의 경계에서 작동한 

양상은 환경피해와 관련된 과학 지식이 새로운 유형의 과학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과학과 정책 사이에서 새로운 유형의 혼종적인 

과학으로서 규제과학 개념이 널리 사용되었지만, 환경피해 발생 이후에 

생산된 과학 지식의 성격과 전문가들의 활동, 이 지식을 둘러싼 갈등과 

경합은 규제과학 개념으로만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에서의 지식 정치 과정을 분석한 결

과 한국 사회에서 환경피해와 갈등을 이해하는 데 있어 “피해자 지향 과

학(victim oriented science)”을 정의하고 이를 통해 환경갈등과 해결 과정

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규제과학, 학술과학과 구분되는 피해

자 지향 과학의 특징은 아래 표와 같다(<표 2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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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지향 과학 규제과학 학술과학

개시자

(initiators)
피해 발생, 피해자의 요구 정부 과학자

제도와 

기관

- 정부의 연구용역 발주와 

연구 수행 전문가, 연구

소

- 시민사회와 피해자의 자

체적인 조사

정부 부설 연구소, 규

제기관과 자문 위원

들

주로 대학 실험실

연구 목적
환경 피해 조사와 구제를 

위해 필요한 지식을 생산

규제와 관련된 지식

을 생산

독창적이고 중요한 

지식 생산

동기와 

유인요소

- 피해자들의 고통과 그에 

따른 요구와 사회운동

- 피해에 대한 정부 책임

- 피해 원인자의 무대응

- 사회 정의(social justice)와 

윤리

- 정책 중심

  (Policy-driven)
- 법적 요건 준수

- 호기심 중심

  (Curiosity-driven)
- 전문성 인정과 

향상

연구 시간

(time frame)

신속한 피해 확인과 조사가 

요구됨

대체로 짧으며, 정치

적 압력, 임박한 위험 

상황에 따라 결정됨 

연구 시간에 제한 

없음(Open-ended)

연구 청자

(audience)

피해자, 시민사회, 정책결정

자, 과학 공동체, 관련 산

업, 법원, 의회, 미디어(여
론), 시민 등 사회 전반과 

관련이 있음

정책결정자, 관련 산

업, 법원, 의회, 미디

어(여론), 소비자 등

과학 공동체(전문

가 동료 집단)

갈등 수준

(level of 
conflict)

피해 원인, 책임 규명, 구제

정책 실행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매우 높음

이해충돌로 인해 높

은 편

낮으나 과학 공동

체 안에서 논쟁이 

있을 수 있음

성격

- 연구 결과를 꼭 학술지에 

발표하지는 않지만, 추후 

소송 등에서 근거로 활용

하기 위해 학술지에 출판

하는 것이 요청되기도 함

- 증거의 수용 또는 배제가 

이루어지지만, 더 많은 

정보가 축적되면 증거의 

- 연구 결과를 꼭 학

술지에 발표하지는 

않음

- 증거의 수용 또는 

배제

- 규제와 관련된 동

료 평가, 사법적, 
행정적 이해관계자

- 연구 결과를 학

술지에 발표

- 증거의 수용 또

는 배제뿐 아니

라 더 많은 정보

를 위한 기다림

- 공식적, 비공식

적 동료 평가

<표 29> 피해자 지향 과학, 규제과학, 학술과학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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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표 7> 규제과학과 학술과학 비교에 피해자 지향 과학의 내용을 연

구자가 추가함.

피해자 지향 과학은 피해구제정책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는 점에서 

경계지식의 형태로 나타난다. 정부의 피해구제정책을 위해 생산된 과학 

지식은 과학자 공동체에 의해 만들어지지만, 정책 실행 과정에서 정책과 

과학의 경계에 존재하게 된다. 구제정책에 의한 피해구제가 피해자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생산된 지식의 활용과 책임을 둘러싼 

논쟁이 제기될 수 있는데 논쟁 과정에서 과학과 정책의 경계가 재구성되

기도 한다. 

규제과학과 사전주의 원칙에 관한 논쟁에서는 어느 정도까지의 과학

적 불확실성을 받아들이고 규제를 수립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Jasanoff, 1990). 피해자 지향 과학에서도 과학적 불확실성의 관리가 중

요한데, 특히 가습기살균제 참사에서는 지식 생산과 정책 실행 과정에서 

과학적 불확실성에 대한 인식을 둘러싸고 갈등과 경합이 발생했다. 환경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들은 신속한 피해구제를 요구하기 때문에, 어

느 정도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정책 실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과학적 불확실성을 어디까지 받아들이고 어떤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책 결정을 할 것인가에 관해, 정부는 전문가 참여 위

원회나 회의에서 전문가들과 논의해 판단한다. 2011년 수거 명령 시행 

이전 정부는 역학조사 이후에도 동물실험을 추가로 진행해 확실성을 쌓

은 후에 정책 결정을 내렸다. 특별법 개정 과정에서도 전문가들의 연구

로 살균제와 다양한 질환 사이의 관련성이 어느 정도 확인된 후에 법 개

정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수용/배제에 영향을 끼침

-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

서도 정책 결정을 위해 

활용될 수 있음

들의 정치적 관여 (peer review)



- 233 -

피해자 지향 과학이 규제과학과 구별되는 또 다른 지점은 피해자의 

요구와 사회운동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규제과학은 우리 

사회의 환경피해와 재난을 예방하는 기능을 하지만, 피해자 지향 과학은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한 사회의 역할과 책임과 관련이 있다. 환경피해

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문제 해결 과정에서 시민, 피해자 참여와 대항 

전문가와 대항 지식 생산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 연구는 시민참여 

논의를 확장해 환경피해에 대한 지식 생산이 과학, 정책 경계 영역에서 

갈등과 경합의 지점이 되는 양상을 보여주면서, 피해와 관련된 과학 지

식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였다. 피해 조사와 그 과정

에서 생산된 지식이 내포한 불확실성은 피해자들의 요구와 목소리에 의

해 정책과 과학 영역에서 수용되고 때로는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정책 

변화를 추동할 수 있다. 

이러한 피해자 지향 과학은 ‘수행되지 않은 과학(undone science)’과도 

연결될 수 있다. 사회운동과 시민사회는 특히 위험 규제와 관리, 환경문

제에 대한 과학이 수행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해 왔다(한재각·장영배, 

2009; 헤스, 2020). 강연실(2018)은 한국 석면운동에서 먼지 분석법의 부

상이 석면피해자들이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인 동시에 석면 노출 경로

에 대해 수행되지 않은 과학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는 요청이라고 지적했

다. 피해자 지향 과학은 수행되지 않은 과학으로 인해 사회에 피해가 발

생했을 때, 피해에 관한 지식을 생산하는 과학으로 피해자와 사회운동의 

목소리를 반영해 수행된다. 

또한, 피해자 지향 과학은 규제과학의 수립, 실행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즉 수행되지 않은 과학을 수행하게 만드는 데 영향을 끼칠 수 있

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발생 이후 환경부는 나노물질, 화학물질에 관한 

규제를 강화했다(김병수, 2021). 이렇게 피해 발생 이후 피해에 관한 과

학 지식 생산은 또 다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규제 강화, 규제 수립에 

필요한 규제과학의 생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사전에 규제 수립으로 

예방되지 않은 피해가 발생한 이후의 지식 생산에 관해서 피해자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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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이라는 새로운 이해를 가지고 바라보는 것은 규제과학의 기능과 역

할에 관해서 재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환경문제를 일으킨 기업의 활동과 피해자 지향 과학이 맺는 관계는 

피해구제정책 실행 과정에서의 기업 참여 외에도 환경소송에서 찾을 수 

있다. 기업은 제품 제조와 판매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조사와 연구를 통

해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정부의 규제와 관련한 

조치들을 이행해 위험을 예방해야 한다. 이 과정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

아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 지향 과학은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

서 피해자들의 피해 입증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사례

에서 환경부가 역학적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를 확대하고, 가습기살균제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전문가들이 국내외 학술지에 연구결과를 출판하는 

것도 피해자의 소송과 관련이 있다. 

환경피해와 관련된 피해자 지향 과학의 성격과 이것의 중요성에 관해 

이해하는 것은 한국 사회에 산재해 있는 환경갈등과 그 환경갈등에서의 

건강 문제를 바라보는 데 중요하다. 익산 장점마을 환경오염 피해에 관

한 일련의 연구들은 환경오염피해 사회모델 개발을 제안하고, 역학적 관

련성 인정 과정에서 행위자들의 대응과 거버넌스를 분석했다(김미숙, 

2021; 김도균, 2021; 김도균 외, 2021). 환경피해 대응과 제도 마련, 피해

자들의 삶 복원에 있어 피해에 대한 이해와 피해와 관련된 지식 생산, 

피해 조사는 필수적이다. 김도균(2021)은 장점마을 사례에서 역학적 관련

성 인정 과정을 민관협의체 구성과 지역 대항 전문가들의 연대로 분석했

다. 민관협의체의 사회적 연결망이 환경부 주민건강영향조사 해석 과정

에 주민들도 개입할 수 있게 도와주었고, 이것이 환경부가 역학적 관련

성에 관한 입장을 선회하게 된 계기였다는 것이다. 

김도균의 연구가 전문가 참여를 포함한 거버넌스의 구축이 환경오염 

피해의 인과관계 인정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보였다면, 이 연구는 보다 

다층적이고 복잡한 지식 생산 과정과 이 과정이 갈등 해결에 끼친 영향

을 분석했다 할 수 있다. 장점마을 사례에서는 담배를 제조하는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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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나온 찌꺼기인 연초박으로 인한 피해를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가에 

관한 갈등이 있었다. 충북 청주시 북이면 소각장 인근 마을, 인천 사월마

을과 같은 다른 지역 환경오염 사례에서는 여전히 환경부 조사 결과 원

인자와 건강 피해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것으로 여겨지면서 갈등이 지

속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에서의 지식 정치가 보여주었듯이, 피해 

조사와 구제정책 실행에서의 지식 생산이 불러일으키는 갈등과 경합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환경오염피해 거버넌스의 작동 과정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환경피해에 관한 과학 지식이 가진 특성과 이것을 생산하는 

전문가들, 과학 지식에 관한 정부의 이해와 활용, 이 과정에서 과학과 정

책 사이에 만들어지는 경계들에 대한 이 연구의 분석은 한국 사회의 여

러 환경오염피해 사례와 환경문제로 인한 건강피해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지식 정치와 경계지식을 활용해 분석한 가습기살균제 참사 사례는 환

경피해 해결 과정에서 피해자 인정 다툼이 발생했던, 또는 발생하지 못

했던 일본의 미나마타병과 카네미 오일(Kanemi oil 또는 Yushō disease, 

カネミオイル) 사례와 비교해 볼 때 그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일본 미나마타병 사례에서도 피해자들의 피해 인정과 인정 기준을 둘러

싼 갈등이 있었다. 미나마타병 인정 기준은 1971년 폭넓은 역학적 기준

에서 1977년 복수의 증상만을 인정하는 엄격한 기준으로 바뀌었는데 이

렇게 엄격한 인정 기준은 피해 미인정자를 늘어나게 했다. 이후 피해자 

단체는 여러 차례 소송과 정치적 해결을 모색했고 2013년 단일증상도 미

나마타병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길이 얼렸지만, 여전히 미나마타병의 사회

적 해결 과정은 진행 중이다(최예용·이인현, 2019; 이영진, 2021). 

이영진(2021)은 미나마타병 미인정자 증가의 근본적인 원인이 ‘돈’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초기에 가해기업 칫소와 환자 간에 체결된 협정서에 

의해 인정 환자에게는 1,600만 엔 정도의 보상금, 의료비, 연금이 지불되

었어야 했는데, 칫소가 도산한 이후로 국가와 구마모토현이 그 금액을 

지불하게 되면서 구제 능력 범위 안에서만 피해를 인정하며 ‘환자 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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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기 정책’이 실시되었다는 것이다(이영진, 2021). 앞서 논의했듯 가습기

살균제 참사 사례에서는 시민사회, 피해자, 국회(특히 야당)의 요구로 기

업과 정부에 대한 책임 논의가 확대되고, 국정조사가 실시되며 피해구제

를 위한 기금이 조성되어 구제 범위가 확대될 수 있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사례는 과학 지식 생산을 통해 피해 판정 기준이 확대되는 것도 중

요하지만, 기준이 확대되었을 때 그 구제비용을 누가 부담하고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가 함께 논의되고 고민될 때에 환경피해로 인

한 갈등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미나마타병 피해자들은 여러 차례 법적 소송을 진행하며 피해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했는데, 일부 판결로 해결책이 제시되었어도 법적으로 

‘미나마타병 환자’라는 문구를 획득하진 못했다(이영진, 2021). 가습기살

균제 참사에서도 법적 지위 인정과 확대를 둘러싼 논쟁이 있었다. 가습

기살균제 사례는 피해자의 법적 지위가 고정된 것이 아니고 사회운동과 

제도 실천, 지식 생산의 장 안에서 변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특

별법 2차 개정 이후 법적 인정을 판별하는 기준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피해 인정의 준거로 작동하고 있는 피해 판정 기준과 관련된 문제는 환

경피해 피해자들의 법적 피해 인정에만 그치지 않고 그 이후의 문제들까

지 지속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 

미나마타병과 달리 피해구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사례인 가네미

오일 사건은 환경오염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구성되는 것이 갈등 해결에 

있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정세경과 구도완(2020)은 가네미오일 사

건에서 피해자들이 소송에만 집중하면서 변호인단, 전문가와 협력하지 

못했고,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꾀할 수 있는 정치적 기회가 부재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세경과 구도완은 피해자들이 이 사건을 환경보건 문제

나 식품공해 문제로 틀 짓지 못했기 때문에 가네미오일로 인한 피해가 

사회문제로 구성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가습기살균제 사례가 보여주었

듯이 환경재난 해결에 있어 이 문제를 환경보건문제로 틀 짓는 것은 환

경부의 구제정책 실행을 가능하게 했다. 이러한 틀 짓기는 시민사회,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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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자, 전문가들의 요구와 자원 동원(환경보건시민센터, 한국환경보건학회 

등)으로 가능했고, 동시에 어떤 법적 근거(환경보건법)가 존재하는 지에

도 영향을 받았다(강연실·김지원·박진영, 2021). 즉 가습기살균제 피해 지

식을 둘러싼 일련의 지식 정치 과정이 가습기살균제를 환경보건문제로 

규정하고 문제 해결의 물꼬를 틀 수 있게 해주었다 할 수 있다. 환경피

해의 사회문제로의 구성은 다양한 행위자들의 권력 다툼과 지식 경합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며, 여러 환경피해 사례에서 이 과정의 

발생 양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 3 절 연구의 함의 및 시사점

이 연구에서는 환경갈등이자 재난인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지식 정치

라는 틀로 분석했다. 가습기살균제 관련 지식의 생산, 사용, 확산 과정에

서 다양한 행위자들이 지식을 둘러싸고 벌이는 갈등과 경합, 합의와 조

정 양상을 살펴보았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에서의 지식 정치를 분석함으

로써 선행연구에서 밝히지 못한 가습기살균제 관련 정책 결정과 변화에

서의 동학을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었다. 환경갈등과 피해에 관한 많은 

선행연구들이 피해의 사회구조와 갈등 해결 거버넌스에 주목해 왔다. 이 

연구는 지식 생산, 변화와 그 동학을 중심으로 환경갈등을 분석해, 가습

기살균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피해 판정 기준의 생산과 피해구제정책

의 실행이 정부 관료, 전문가, 국회, 피해자와 시민단체 사이의 상호작용 

속에서 공동으로 구성된 것이었음을 밝혔다. 즉 환경피해에 관한 정책 

결정에 있어 과학적 불확실성과 피해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의 정치와 경합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지식을 둘러싼 갈등과 경

합, 합의와 조정 과정은 과학, 정책, 정치 영역의 경계가 유동적이며 상

호작용 속에서 구성될 수 있음을 드러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사례에서 지식, 사회운동, 법과 제도 사이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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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상호작용 양상은 시기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갈등과 경

합, 합의와 조정이 단일한 양상으로 나타나지 않고, 축적된 지식, 정치적 

기회구조와 정책 의제 변화에 따라 전문가, 피해자, 시민사회, 국회가 정

부와 대립하기도 했고 협력하기도 했다. 참사 발생 이후 10여 년이 지나

는 동안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변화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한국 사회의 

여러 이해 집단들이 사회갈등 해결을 위한 목소리를 내고 역할을 수행했

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운동으로 정치적 기회구조가 열리고,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국회가 적극적인 피해구제정책 실행을 요구하고, 전문가들이 

연구를 통해 기존의 기준과 정책 변화를 요청하고 이들이 피해자의 목소

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지식을 둘러싼 갈등과 경합이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가습기살균제 관련 지식과 피해 판정 기준이 과학 영

역과 정책 영역에서 경계지식으로 작동하며 두 영역 사이의 경계를 만들

고, 다른 이해 집단에서 상이하게 인식되었음을 보였다. 환경피해와 관련

된 지식이 객관적이고 변하지 않는 지식이 아니라, 행위자의 인식과 사

회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인식되고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

은 환경갈등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 과정에 함의를 준다. 이 연구에서

는 피해자 지향 과학이라는 개념을 제안하며 이 경계지식의 특징을 이해

하려 시도했다. 

추후 연구 과제로는 임상의학 분과 전문가 집단 내부의 미시 정치를 

밝히는 것을 제안한다. 이 연구에서는 자료의 한계로 4단계 생성 과정과 

그 이후의 논의에서 임상의학 분과 전문가 집단 내부의 지식 정치를 세

밀히 살펴보지 못했다. 추후 폐손상 판정 기준 생성 시 판정에 참여한 

조직병리, 영상의학, 임상의학 분야의 전문가들이 어떻게 자료를 판정했

고 기준을 생성했는지를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폐손상

조사위원회 공동위원장, 자문위원과 간사로 활동했던 다른 전문가들과의 

심층면접을 통해 간접적으로 그 과정을 이해했다. 임상의사들이 이 기준

의 구성 과정에 관해 적극적으로 공론장에서 발언하지 않는 까닭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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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기술했듯 폐손상 판정 기준이 사회 갈등을 야기하고 논란이 되

어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2008년 개최되었던 <쇠고기시장 

전면개방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이례적으로 관련 

자문의 전문가 회의록과 보고서 등이 공개된 적이 있는데(하대청, 2015), 

가습기살균제와 관련된 자료들이 더 공개된다면 이를 바탕으로 상이한 

임상의학 학문 분과 사이에서의 미시 정치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가

습기살균제 참사에서는 피해자들의 요청으로 피해구제위원회 운영세칙이 

개정되며 2020년 9월 29일 진행된 제19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회의록부터 위원들의 동의를 거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 피

해지원 종합포털 공지사항 게시판에 회의록이 공개되고 있다. 이전에 진

행된 회의와 위원회 논의 사항이 공개된다면 이 자료를 토대로 더 자세

한 과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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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가습기살균제 연구 용역 과제 목록98)

  (2021년 11월 5일 기준)

98)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2019b) 「시민단체, 언

론, 전문가 등 공공영역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대응활동 분석」 보고서 [표 

77] 용역 연구 목록에 정책연구관리시스템 PRISM,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

경산업기술원 검색을 통해 연구자가 연구를 추가하고 정리함.

번

호　
제목

발주처 

또는 기관명

연구주관 

기관 또는

수행기관

연구

책임자

(소속)

연구기간

(또는 

보고서 

제출시기)

1 원인미상 급성폐질환 증후군 

심층역학조사
보건복지부 N/A 이무송 

(울산대)
2011.06.01.~
2011.11.30

2
원인미상 폐손상 위험요인 

세포독성 시험 및 인체노출 

재연시험

보건복지부 N/A 정규혁

(성균관대)
2011.09.07.~
2011.12.06

3 원인미상 폐손상 위험요인에 

대한 실험실 분석
보건복지부

한국화학연

구원 부설 

안전성평가

연구소

이규홍
(안전성평

가연구소)

2011.09.22.~
2012.01.21

4 가습기를 통한 가습기살균제 

입자발생 시험 기술용역
보건복지부

안전성평가

연구소

이규홍
(안전성평

가연구소)

2011.10.25.~
2011.12.24

5 화학물질관리를 위한 

위해성평가 기반구축 연구

환경부 

국립환경

과학원

N/A 권정환

(아주대)
2012.11 

보고서 제출

6 소아 원인미상 폐손상 환자 

전향적 감시
보건복지부 N/A 홍수종

(울산대)
2012.03.22.~
2012.10.21

7 성인 원인미상 폐손상 환자 

전향적 감시
보건복지부 N/A

임채만
(대한중환

자의학회)

2012.04.02.~
2012.11.01

8 바이오사이드 유효성분의 

유해성 평가기술 개발

환경부 

한국환경

산업기술원

안전성평가

연구소

이성규
(안전성평

가연구소)

2012.07~
2015.06

9 in vitro 호흡기계 독성 

스크리닝법 개발 연구

식품의약품

안전처
N/A 정규혁

(성균관대)
2013.11 

보고서 제출

10 가습기살균제 폐손상 의심 

접수사례 조사
보건복지부 N/A 백도명

(서울대)
2013.07.09.~
201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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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목

발주처 

또는 기관명

연구주관 

기관 또는

수행기관

연구

책임자

(소속)

연구기간

(또는 

보고서 

제출시기)

11 화학물질유해성시험방법 도입 

및 개선 연구

환경부 

국립환경

과학원

(사)환경독

성보건학회
박광식

2014.05.08.~
2014.12.10

12 화평법에 따른 살생물제 

안전성 평가기법 도입 연구

환경부 

국립환경

과학원

㈜켐토피아 박상희
2014.07.01.~
2015.04.30

13 생활화학용품 함유 

유해화학물질 건강영향연구

환경부 

국립환경

과학원

안전성평가

연구소

이규홍
(안전성평

가연구소)

2014.12 
보고서 제출

14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사건 

백서: 사건 인지부터 피해 1차 

판정까지

보건복지부
폐손상조사

위원회

백도명, 
최보율

2014.12.12 
발행

15 제한물질 관리제도 개선방안 

마련연구
환경부

㈜쉬스케미

칼컨설팅
이은정

2014.12~
2015.06

16 화평법 대비 화학물질 안전성 

평가 핵심기술 개발(IV)

환경부 

국립환경

과학원

㈜리스컴 김예신
2015.12 

보고서 제출

17

화관법, 화평법 제정에 따른 

화학물질 표시 및 

정보제공방안 마련(Ⅲ)- UN 
6차 개정내용 도입 및 

소량등록물질 평가 방안 -

환경부 

국립환경

과학원

㈜티오

이십일, 
㈜리스컴

박현수, 
김예신

2016.04.20.~
2016.12.05

18
유해환경 피해 예방 및 대응 

전략 – 화학물질 및 미세 먼지 

부문

국가과학

기술자문

회의

㈜기술과

가치
강원진

2016.08.01.~
2016.12.09

19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범위 

확대를 위한 질환 선정 및 

판정기준 마련

환경부 

국립환경

과학원

(사)환경독

성보건학회

임종한

(인하대)
2016.07.15.~
2017.04.14

20
가습기살균제 피해규명을 위한 

흡입독성평가와 원인규명기술 

개발

환경부 

한국환경

산업기술원

안전성평가

연구소

최성진
(안전성평

가연구소)

2016.08~
2017.12

21

화장품 중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 

위해평가

식품의약품

안전처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 

의료제품연구부 

화장품연구팀

N/A 2017.06 
보고서 제출

22 가습기살균제(PHMG/PGH)의 

체내이동 평가기술개발
N/A 한국원자력

연구원

전종호

(경북대) 2016~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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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목

발주처 

또는 기관명

연구주관 

기관 또는

수행기관

연구

책임자

(소속)

연구기간

(또는 

보고서 

제출시기)

23

가습기살균제 성분과 

호흡기질환 유발 및 악화 

사이의 상관성 규명을 위한 

in vivo 연구

환경부
안전성평가

연구소

이규홍
(안전성평

가연구소)
2016~2019

24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제도 

규제영향 및 비용분석
환경부

한국행정

연구원
이민호

2017.03.16.~
2017.08.14

25
구아니딘계 살생물제의 

Exosome 기반 폐섬유화 

신호전달 기전 연구

교육부 N/A 정규혁

(성균관대) 2017

26
가습기살균제 천식피해 판정 

프로그램 알고리즘 및 매뉴얼 

개발 연구

환경부
순천향

대학교
양현종

2017.08.22.~
2018.05.21

27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및 판정기준 개선연구(Ⅰ) 환경부
(사)환경독

성보건학회

임종한

(인하대)
2017.08.25.~
2018.05.24

28

유해화학물질 관리현황 및 

개선방안: 환경사무의 중앙과 

지방의 역할 배분에 대한 

시사점

국회입법

조사처 

국회입법

조사처
김하나

2018.09 
발행

29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규명을 

위한 독성시험(PHMG와 

CMIT/MIT 복합사용 등)
환경부

안전성평가

연구소

이규홍
(안전성평

가연구소)

2017.08.25.~
2018.08.24

30

가습기 및 분무 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유해성분의 

공기중 특성 및 인체 침착량 

연구

미래창조

과학부
N/A 윤충식

(서울대)
2017~

2019.02

31
가습기 살균제 성분의 

안구건조증 유발과의 상관성 

연구

미래창조

과학부
N/A 김규봉

(단국대)
2017~

2020.02

32

가습기살균제 성분에 의한 

질환별(호흡기 및 비호흡기 

질환) 인과관계 규명을 위한 

독성학적 지표 발굴 기술개발

환경부 

한국환경

산업기술원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정혜광 2017~2018

33
DNA 메틸화의 노출 Signature 
발굴: 가습기살균제의 새로운 

노출지표 개발을 중심으로

N/A N/A 성주헌

(서울대) 2017~2018

34

살균제 

유해성분(PHMG/PGH)에 의한 

폐질환 발생 메커니즘 규명 및 

폐이외 질환(태아동물모델 

포함) 건강영향평가

환경부
전남대학교

병원

이은

(전남대)
2019.03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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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목

발주처 

또는 기관명

연구주관 

기관 또는

수행기관

연구

책임자

(소속)

연구기간

(또는 

보고서 

제출시기)

35
살생물제(biocide)의 세포독성 

기전 및 면역기능과 폐 

섬유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

교육부
안전성평가

연구소

송정아
(안전성평

가연구소)

2018.03~
2019.02

36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와 

노출특성에 대한 역학 

연구(Ⅰ)
환경부

(사)환경독

성보건학회

정해관

(성균관대)
2018.10.11.~
2019.08.10

37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이용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규명 연구(I)
환경부

대한예방

의학회
김재용

2018.10.12.~
2019.08.11

38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및 판정기준 개선 연구(Ⅱ) 환경부
(사)환경독

성보건학회

임종한

(인하대)
2018.11.13.~
2019.09.09

39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조사판정 신청자 자료 

평가연구

환경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백도명

(서울대)
2018.12.14.~
2019.10.13

40
가습기살균제 노출 및 

건강영향에 관한 생체지표 

활용 연구(I)
환경부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

홍수종

(울산대)
2018.12.19.~
2019.10.18

41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천식 

피해 특성 연구
환경부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정성환

(가천대)
2018.12.20.~
2019.10.19

42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노출재연실험
환경부

이에이치

알앤씨㈜
이종현

2019.09.09.~
2019.12.05

43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소요 

재원 예측 및 확보방안 연구
환경부

(사)한국환

경정책학회

노상환

(경남대)
2019.11.21.~
2020.03.31

44 가습기살균제 노출 관련 

사망피해자 자료 심층분석
환경부 한국역학회

이순영

(아주대)
2019.11.29.~
2020.09.28

45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및 판정기준 개선 연구(III) 환경부
(사)환경독

성보건학회

김환철

(인하대)
2019.12.02.~
2020.10.01

46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천식 

피해 특성 연구(II)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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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olitics of Knowledge in the 

Humidifier Disinfectants Disaster

in South Korea
- Focusing on the formation and reconstruction of 

the standard for damage compensation -

Jinyoung Park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lanning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dissertation analyzed the social process following the humidifier 

disinfectants disaster by focusing on the politics of knowledge. In other 

word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dynamics of conflict and contention in 

addition to consensus and coordination in the process of the production, use, 

and dissemination of knowledge regarding the damage caused by humidifier 

disinfectants. Such a knowledge-centered analysis of the environmental 

damage and disaster caused by chemicals is performed because the 

contention over knowledge of humidifier disinfectants and their risks was 

key to the implementation of policy and laws and social movements that 

aimed to examine the cause of damage and resolve conflicts. Since li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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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had been conducted on the toxicity and health effects of humidifier 

disinfectants prior to the disaster, research on humidifier disinfectants and 

the production and change of knowledge were closely related to damage 

relief and conflict resolution processes. In this regard, this study analyzed 

the humidifier disinfectants disaster by focusing on the political process 

surrounding knowledge.

   To this end,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knowledge and 

society and between knowledge and politic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ocial construction of knowledge. The concepts of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epistemic communities, regulatory science, and boundary-making 

were used in analyzing the politics of knowledge in the humidifier 

disinfectants disaster, and the concepts of boundary knowledge and 

victim-oriented science were proposed. This is because focusing on the 

dynamics in the production of knowledge and in the process of creating a 

boundary between the areas of policy and science, which occurs when the 

produced knowledge is used in the policy, can help to better understand the 

process of discussing and determining the environmental damage relief 

policy.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politics of knowledge by focusing on the 

formation and reconstruction process of the standard for damage 

compensation, this study discovered that the conflict and consensus process 

among government officials, victims, civic groups, the National Assembly, 

and experts occurred in different ways during each phase. Throughout this 

process, policies were implemented or changed based on conflict and 

consensus regarding knowledge about humidifier disinfectants and scientific 

uncertainty. Changes in the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impacted the 

reconstruction of the standard for damage compensation, which demonstrates 

that, in the case of the humidifier disinfectants disaster, the demand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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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ure from the National Assembly (the opposition party at the time) and 

a shift in government policy strongly impacted the implementation and 

improvement of the damage relief policy. This in turn indicates that the 

opening up of the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within Korean society due 

to regime change and the responsibility and commitment of the government, 

experts, social activists, and the National Assembly for environmental 

conflict resolution played a pivotal role in the formation and reconstruction 

of the standard for damage compensation during the process of responding 

to the humidifier disinfectants disaster and the emergence of victim-oriented 

science. 

   The dynamics surrounding knowledge in the humidifier disinfectants 

disaster demonstrate that it is necessary to newly define and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scientific knowledge utilized and produced during the 

process of resolving environmental conflicts. Therefore, this study stresses 

the importance of defining “victim-oriented science” and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cientific knowledge and policy-making during the 

process of resolving environmental conflict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victim-oriented science. This study revealed that the various perceptions and 

contention of knowledge are one of the major conflict factors in 

understanding the damage structure and conflicts among social groups, 

suggesting that new understanding about knowledge can be used as a clue 

to understanding environmental damage and conflict within Korean society.

keywords : Humidifier disinfectants, politics of knowledge, damage relief 

policy, Special Act on Remedy for Damage Caused by 

Humidifier Disinfectants, environmental disease, boundary 

knowledge, victim-oriented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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