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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Hand sanitizer is made with ethyl alcohol as the main ingredient. Problems related to the use of hand

sanitizers and cases of harm caused by the use of hand sanitizers are occurring. This study investigated the usage

behavior and recognition level of people using hand sanitizer and identified the chemical components listed in

the component label of hand sanitizer. In addition, the methanol and isopropanol contained in hand sanitizer were

quantified using HS-GC-MSD.

Methods: The investigation of the behavior and recognition of hand sanitizer usage was conducted through a

survey of 143 college students and adults. The components marked on 34 types of hand sanitizers were

investigated, and methanol and isopropanol concentrations were analyzed using the HS-GC-MSD method.

Results: According to the survey, 57% of respondents use hand sanitizers two to three times per day, 92.3% of

them do so when in public places and 41.3% of them do so at home. Ethanol, purified water, carbomer, glycerin,

and triethanolamine were the ingredients listed in the hand sanitizer. Among the 34 samples, methanol and

isopropyl alcohol were detected in 33 samples, the concentration range for methanol was ND-567 ppm, and the

concentration range of isopropyl alcohol was ND-2121 ppm.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have shown that hand sanitizers are being used constantly every day, and

methanol, which is not included in the marked content, was detected in a significant concentration compared to

wet tissue. It has been found that maintenance of hand sanitizer manufacturing standards and training on how

to use them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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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손소독제란 미생물의 운반체가 될 수 있는 손을

알코올 성분을 기반으로 하는 물 없이도 살균, 소독

효과를 내는 제품을 말한다.1-2) 손소독제에서 많은

종류의 박테리아를 박멸하는 역할을 하는 ‘알코올’

은 에탄올, 이소프로판올, n-프로판올 또는 2가지의

조합으로 사용된다.3) COVID-19 등장에 감염 예방

의 중요한 요소인 개인위생을 위해 손소독제 수요가

급증하였으며, 이와 함께 손소독제와 관련된 문제점

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4)

국내에서는 국가법령으로 의약외품의 표준제조기

준을 정하였지만5), 기준보다 에탄올 함량이 낮은 제

품이 생산, 판매되었다.6) 공공장소에서 어린아이가

손소독제를 사용할 때 잘못 사용으로 내용물이 눈으

로 들어가 각막손상을 일으키는 사건이 있었다.7)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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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는 소독을 위해 메탄올 희석액을 실내에 분

무해 가족 전체가 구토,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으

로 실려가는 사건이 있었다.8)

미국에서는 1년간 메탄올이 함유된 손소독제의 섭

취로 인해 총 7명 사망, 3명 중태, 3명은 시력이 감

퇴, 1명 영구실명된 사례가 있었다.4) 이에 미국의약

품안전처(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에서

는 소비자에게 메탄올이 함유된 손소독제 뿐만 아니

라 해당 제품의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다른 제품도

사용 중지를 권고했고, 제조업체에는 생산 금지와 해

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명령을 내렸다.9)

무색의 액체인 메탄올(methanol)은 에탄올과 비슷

한 성질을 가지는 유기용매이다.10) 자동차 워셔액,

부동액, 향수, 포름알데히드 용액, 페인트 제거제, 세

제, 살균제, 소독제 및 공업용매 등 다양한 분야에

서 사용되고 있다.9,10) 메탄올을 손소독제에 사용할

경우 경구 섭취나 경피 흡수도 가능하고, 휘발성이

강하여 실내공간에 높은 농도를 유지할 시 쉽게 흡

입되어 인체로 침투할 수 있고, 두통, 감각저하, 시

력 저하, 실명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3,11)

본 연구는 손소독제가 함유하고 있는 위험성을 모

르고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

여 손소독제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

용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34종의 손소독

제를 선정해 제품에 표시된 성분을 조사했다. 또한

손소독제의 성분표기에 있지 않지만, 함유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함량을 파악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메탄올과 이소프로필알콜 함량을 분석하였다.

II. 연구 방법

1.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손소독제를 사용하는 대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네이버 오피스 폼을 사용하여 2020년 7월

29일부터 2020년 9월 27일까지 총 61일간 온라인으

로 진행하였다. 설문조사 내용은 성별과 나이 등의

인구학적 변수와 손소독제를 언제, 어디서, 어떤 목

적으로 사용하고 손소독제를 사용유무, 사용 빈도,

성분에 대한 인지도, 부작용 등에 관한 질문으로 구

성하였다.

2. 성분 분석

2.1. 시료선정

본 연구는 손소독제 설문조사 응답자가 사용하는

제품 59개 중 대중들이 쉽게 접하는 손소독제 겔

(Gel) 32종과 액체(Liquid) 2종 총 34종을 선정하여

제품을 2020년에 온라인매장을 이용하여 구매하였

다. 시료는 제품별로 함유성분을 정리한 후, 전처리

실험 전까지 상온에서 보관하였다.

2.2. 함유 성분 조사

총 34종의 손소독제의 포장박스나 용기에 표시된

성분을 취합하였다. 성분들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제

품은 온라인 상에서 기입되어 있는 성분 표시를 바

탕으로 조사하였다. 취합한 성분을 가장 많이 사용

하는 순으로 정리하여 사용 목적과 함께 비교하였다.

2.3. 성분 분석

손소독제에 포함된 물질의 모니터링을 위해 분석

대상 시료를 통합한 시료로 가스크로마토그래피-질

량선택검출기(gas chromatography-mass selective

detector, GC-MSD) 스캔하여 비표적분석을 실시하

였다. 여기에서 발견된 메탄올과 이소프로필알콜의

함량을 기기분석법으로 정량분석하였다. 메탄올

(≥99.9%, Sigma-Aldrich, St. Louis, MO, USA)과 이

소프로필알콜(≥99.7%, Sigma-Aldrich, St. Louis, MO,

USA)을 3차증류수로 희석하여 0.1, 0.2, 0.5, 1, 2,

5, 10, 20, 50, 100 ppm의 농도가 되도록 검정곡선

시료를 제조하였다. 내부표준물질로는 손소독제 성

분에 포함되지 않는 아세토니트릴(Acetonitrile, ACN)

을 이용하였다.

겔 시료 32종과 액체 시료 2종을 각 1 g을 정량하

여 헤드스페이스(headspace, HS)용 유리 바이알에

넣고 내부표준물질인 ACN을 200 μL 첨가한 후 밀

봉하여 기기분석에 이용하였다.

밀봉된 바이알을 자동 시료 주입기가 부착된 헤드

스페이스용 교반기에 넣고 교반한 후 기체 1 mL를

GC-MSD에 주입하여 정량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

된 컬럼은 DB-624 (60 m×250 μm ×1.4 μm, Agilent

J&W Technologies, USA)를 사용하였으며, 오븐의

온도는 80oC에서 2분간 유지 후 10oC/min으로 230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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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올린 후 3분간 유지하였다. 검체주입구 온도는

200oC 검출기 온도는 240oC, 주입모드는 split모드를

사용하였다. 캐리어 가스는 헬륨을 이용하여 유량

1 mL/min으로 하여 측정하였다(Table 1).

III. 연구 결과

1. 설문 조사 결과

설문 참여 인원은 총 143명으로 남자 23명, 여자

120명이 응답했으며 10대가 25명, 20대가 102명, 30

대가 5명이 조사에 참여했고 40대 10명. 50대 1명

으로 20대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손소독제의 하루 사용 빈도는 ‘2~3번 정도 사용한

다’는 응답이 56.0%로 제일 많았다. 손소독제 사용

형태의 질문에서는 ‘비치된 것만 쓴다’(48.6%)와 ‘사

서 쓰고 다닌다’(43.2%)의 응답이 많았다. 손소독제

를 주로 언제 사용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보이

는 손소독제가 있으면 계속 사용한다.’라는 답변이

20.6%, ‘실내에서 사용한다’가 19.8%, ‘엘리베이터

나 건물 입구에서 사용한다.’가 19.3%, ‘식사 전/후

에 사용한다’ 17.6%의 순서로 많았다.

‘공공시설에 비치된 손소독제를 사용한다’는 응답

은 86.7%이 있었다. 공공장소에서는 ‘눈에 띄면 사

용한다’(67.8%)와 ‘의식해서 자주 사용한다’(24.5%)

가 많았다. 가정에서 손소독제를 사용하는 비율은

41.3%로 나타났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

서는 ‘눈에 띄어서’(30.1%)가 가장 많았으며, ‘불안

감 생겨서’는 23.0%, ‘손 씻기가 귀찮아서’는 4.9%

가 응답하였다.

손소독제의 정확한 사용 방법은 79%가 ‘알고있다’

라고 하였으며, 손소독제의 성분은 66.4%가 ‘알지

못한다’라고 대답하였다. 손소독제의 소독 효과에 대

해서 ‘80% 이상 효과가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47.4%로 가장 많았고, ‘60~80% 정도 효과가 있다’

는 32.5%, ‘60% 미만 효과가 있다’는 13.6%의 비

율을 나타냈다.

손소독제 사용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 49.6%가 ‘느

끼지 못했다’라고 응답했으며, ‘건조함’이라는 응답

이 42.5%로 부작용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 외

에 ‘개인피부병 악화’ (3.3%)가 일부 있었고, 알러

지, 아토피, 알레르기성 비염, 천식, 폐천명, 만성 폐

쇄성 폐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 아나필락시스 면역반응, 호흡곤란이 있었다

는 반응은 소수였다(Table 2).

2. 함유 성분 조사 결과

실험에 사용된 총 34종의 손소독제 라벨에 표시된

성분조사한 결과 화학성분은 총 82종으로 조사되었

다. 손소독제의 성분들 중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에

탄올을 제외하면, 카보머(Carbomer, 34개), 정제수

(Water, 32개), 글리세린(glycerin, 22개), 트리에탄올

아민(triethanolamine, 18개), 프로필렌글리콜(propane

1,2-diol, 9개), 토코페릴아세테이트(tocopheryl acetate,

8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3).

3. 성분 분석 결과

검정곡선 측정 범위 0.1~50 ppm에서 메탄올과 이

소프로필알콜에 대한 상관계수(r2)는 0.999, 0.998로

Table 1. HS-GC-MSD parameter for the analysis of methanol and isopropanol

Parameter Condition

GC-MSD

Column DB-624 (60 m×250 μm×1.4 μm)

Oven temperature 80oC (2 min) → 10oC/min → 230oC (3 min)

Inlet temperature 200oC Split ratio 10:01

Flow rate 16 mL/min Injection volume 1 mL

Quantitaion ion (m/z)
Methanol 31

Isopropanol 45

Agiator

(HS)

Incubation temp 70oC Incubation time 10 min

Agitator speed 250 rpm Stringe temp 80oC

Flush time 2 min Sample volume 1000 μL

Sample Inj. speed 100 μ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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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직선성을 보여주었다. 메탄올, 이소프로필알콜

의 표준용액을 통해 얻은 메탄올과 이소프로필알콜

각각의 검출한계(LOD)는 0.067, 1.661 ppm이었고,

정량한계(LOQ)는 0.220, 5.480 ppm이었다. 총 34개

중에 33개에서 검출한계 이상, 28개의 시료에서 정

량한계 이상의 메탄올이 검출되었고, LOD~567.02

ppm의 농도 범위를 나타내었다. 이소프로필알콜은

34개 중에 33개에서 검출한계 이상, 11개의 제품에

서 정량한계 이상이 검출되었고, LOD~2,121.37 ppm

농도 범위를 나타내었다(Table 4).

IV. 고 찰

1. 설문조사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으로

진행하여 일정기간 동안 외부활동이 많은 젊은층 위

주로 진행되다 보니 설문조사 응답자 대다수가 중

20대 여성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본 설문조사 결과

는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으며, 대표성이 떨어

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중 대부분의 응답자가

손소독제를 보일때마다 사용한다고 답하였고, 41.3%

의 응답자가 가정에서도 손소독제를 사용하고 있었

다. 또한 식사 전/후에 사용한다는 17.6%의 응답이

있었던 것을 통해 의도하지 않은 섭취로 이어질 가

능성이 있다. FDA에선 손소독제는 물과 비누가 사

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을 권하고 있다

.9) Yip 등(2020)의 연구에서는 알콜을 기반으로 한

손소독제의 섭취를 방지하는 경고를 지속적으로 해

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4) 이처럼 손씻기가 불가능

한 상황에서만 손소독제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는 안

전 지도와 가정에서는 손소독제 대신에 손씻기를 권

장하는 지침이 필요하다.

2. 함유성분조사

손소독제의 성분 중 많은 성분인 카보머는 점증제

역할을 하며 호흡기에 자극을 줄 수 있다.12) 글리세

린은 보습제와 컨디셔닝제로 쓰인다. 화장품에 사용

Table 2. The survey results on the use of hand sanitizer

Variable % Variable %

Hand sanitizer usage type How effective do you think hand sanitizer is?

Use only what's in stock 48.6 more than 20% 0.6

Buy a hand sanitizer and use it 43.2 more than 40% 13.0

Make and use 1.4 more than 60% 32.5

Neither carry nor use 6.8 more than 80% 47.4

When do you usually use hand sanitizers? more than 100% 6.5

Indoor 19.3 What side effects did the use of hand sanitizer have?

Before and after meals 17.6 Dryness 42.5

Before and after going to the toilet 8.0 Allergy 2.1

Elevators or building entrances 19.3 Artopy 2.6

Placed on a bus or subway 15.2 Deterioration of personal skin disease 3.3

Keep using hand sanitizer if you see it 20.6 NO 49.6

Whether to use hand sanitizer in public places? Do you use hand sanitizers at home?

Yes 99.2 Yes 41.0

No 0.8 No 59.0

How often do you use hand snaitizers in public places? Why do you use hand sanitizers at home?

Disable 7.70 Lazy to wash hands 4.9

Occasionally used 67.8 Just stand out 30.1

Used frequently 24.5 Have an obession to use it 23.0

Do not use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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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경우는 안전하다고 한다.13,14) 트리에탄올아민은

pH 조절용, 계면활성제 용도로 사용되지만15) 사람의

피부를 통한 흡수는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16) 프

로필렌글리콜은 희석제로 사용되며 낮은 독성을 나

타낸다.17) 마지막으로 토코페릴아세테이트는 항산화

제, 보습제로 사용된다.18) 향이 나는 물질이 많이 함

유된 제품은 독성물질이 있어 화학성분을 잘 보면서

사용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19,23) 따라서 소비

자는 손소독제가 함유하고 있는 성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3. 성분 분석

손소독제 성분에 표기되지 않은 메탄올과 이소프

로판올이 1개를 제외한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었다.

두 물질 모두 검출된 최대값이 1% 미만이므로 의도

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소프로판

Table 3. Ingredients of the hand sanitizer

Ingredient name Use of purpose Number of product

Ethanol Anti-viral effect 34

Carbomer Adhesive multiplier agent 34

Water Solubility 32

Extract Moisturizer, skin conditioner 32

Glycerin Moisturizer 22

Triethanolamine pH adjusters, surfactant 18

Oil Moisturize 10

Perfume Flavoring agent 9

Propane1/2-diol Concentration sensitive agent 9

Tocopheryl acetate Antioxidant 8

Butylene Glycol Moisturizer 7

Aminomethyl Propanol pH adjusters 5

Polysorbate Hydrophilic nonionic surfactant 4

L-menthol Disinfectant 3

Sodium hyaluronate Moisturizer 3

Panthenol Lubricating agent 2

Disodium EDTA Antioxidant anti-oxidant 2

Limonene Flavoring agent 2

Arginine Moisturize 2

Isopropyl Myristate Bonding agent 2

Tromethamine Flavoring agent, pH adjusters 2

Hyaluronic acid Moisturize 2

Polyethylene Glycol Flavoring agent, surfactant 2

Linalool et al. (27 compounds) 1

Table 4. Concentration (ppm) of methanol and isopropyl alcohol in hand sanitizer

Compounds Sample LOQ
Detected 

sample

Detection 

frequency 

(%)

Min
Percentile 

(25%)

Percentile 

(50%)

Percentile 

(75%)

Percentile 

(90%)
Max

Methanol 34 0.22 33 97.1 ND 3.7 9.1 68.2 84.0 567.0

Isopropyl 

alcohol
34 5.48 33 97.1 ND ND ND 9.2 30.5 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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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의 경우 에탄올의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성분

이기 때문에 에탄올에 불순물로 함유되었을 가능성

이 높다.

손소독제의 성분을 분석한 이전의 연구는 없으나,

세정용 물휴지 20종을 대상으로 메탄올 함량을 분

석한 결과, 평균 6.21 ppm 검출되었고, 모두 화장품

안전기준 물휴지의 메탄올 함량 기준인 20 ppm이하

였다.10) 그러나 본 연구에서 분석한 손소독제의 메

탄올 함량은 최대 567 ppm으로 물휴지의 메탄올 함

량 규제의 25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체에서 권장되는 손소독제 사용량 2 mL를

하루에 최대 10번 사용한다는 가정과, 본 연구에서

발견된 최대함량인 567 ppm이 모두 흡입이나 피부

흡수로 인체로 들어온다고 하였을 때, 하루에 노출

되는 메탄올 양은 11 mg 정도로 계산된다. 이 값은

0.3~1 g/kg bw이라는 치사량 기준에는 1% 미만이므

로 급성중독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24) 그

러나 메탄올 성분이 함유된 손소독제가 눈에 들어가

거나, 직접적인 섭취로 이어질 경우 시력 감퇴 또는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 19-22) 미국정부산업위생전문

가협의회(ACGIH)의 단시간노출허용기준(STEL)인

250 ppm으로 계산해 보면 엘리베이터와 같은 좁은

공간에서 수십 회 사용된다면 STEL의 10% 수준의

농도가 되며, 체중이 적고 호흡량이 많은 유소아들

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충분하다.24) 또한, 장기

적인 노출에 의한 만성영향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제조업체는 비의도적으로 메탄올이

함유되지 않도록 원료 관리를 하여야 하며, 손소독

제의 메탄올 함량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소비자는

손소독제를 사용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어린

아이가 사용할 때에는 섭취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용방법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다.19)

V. 결 론

본 연구는 손소독제를 사용하는 일부 대학생 및

성인들의 사용 형태 및 인식정도와 손소독제의 성분

표시에 기재되어 있는 화학물질 성분에 대한 정리,

표시되어 있지 않은 메탄올 및 이소프로판올에 대한

HS-GC-MSD를 이용한 농도분석을 수행하였다. 연

구결과, 손소독제를 필요 이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발

견되었으며, 독성물질인 메탄올이 물휴지와 비교하

여 상당한 농도로 포함되었다. 메탄올이 높은 농도

로 포함된 손소독제를 장기적으로 사용할 경우 만성

영향의 가능성이 있으며, 눈에 들어가거나 직접적인

섭취로 이어질 경우 위험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

다. 이러한 본 연구 결과는 손소독제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

각한다. 또한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올

바른 손소독제 사용과 유해성분에 대한 경각심을 고

취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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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When hand sanitizers are used in the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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