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페이스북 @kcanews

“소비자 주권 시대를 열어가는 국민의 기관”

인스타그램 @kca.go.kr

이 자료는 4월 28일(화) 06시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배포일

담당부서

위해정보국 위해관리팀

담 당 자

윤혜성 팀장 (043-880-5821)
오혜원 대리 (043-880-5825)

2020년 4월 27일(월)
(총 6쪽)

인체에 사용 불가한 살균·소독제 일부가 손소독제인 것처럼 판매돼
- 손소독제 구매 시 의약외품 여부 확인하고, 살균·소독제는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해야 최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개인 위생이 강조되면서 손소독제의 수요가
늘고 있으나, 인체에 사용할 수 없는 살균·소독제품을 손소독제처럼 표시해 판매한
사례가 확인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손소독 효과를 표시한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일부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및 ‘살균제(살생물제품)’를
인체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손소독제처럼 표시 한 사실이 확인돼 개선을 요청했다.
*

* 손소독제 오인 표시 :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5개 제품(48건), ‘살균제’ 6개 제품(429건)

※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는 식품조리기구·용기·포장의 살균·소독을 위해, ‘살균제’는
생활 공간의 살균·소독을 위해 사용하는 제품으로, 인체에 직접 사용할 수 없음.

또한 에탄올을 포함한 겔(gel) 타입의 ‘손세정용 제품’ 도 의약외품 허가를 받지
*

않았음에도 소독·살균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들은
**

사용 후 물로 씻어내지 않아 손소독제 와 형태 및 사용방식이 유사하지만, 소독·살균
***

등의 의학적 효능은 담보할 수 없다.
* ‘손세정제’, ‘핸드클리너’, ‘클린젤’ 등의 제품명 사용
** 소독·살균 효과 오인 표시 : ‘겔 타입의 손세정용 제품’ 6개 제품(135건)
*** ‘손소독제’는 「의약외품 범위지정」(식약처고시 제2019-86호)에 따라 의약외품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의약외품이 아닌 제품에는 인체의 살균·소독 등을 표시할 수 없음.

한국소비자원은 제품 판매페이지에 소비자들이 손소독제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들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들은
이를 수용해 표시개선 등의 조치 를 취했다.
*

* 총 17개 제품(612건) 표시개선 · 판매중단 등 완료(통신판매중개업자 협조를 통한 조치, ’20. 4. 2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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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제품 용기 상에 의학적 효과를 표기하거나 필수 표시사항을 누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제품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손소독제를 구입할 경우 반드시 의약외품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살균·소독제 사용 시에는 제품에 표시된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ca.go.kr
※ 한국소비자원은 ‘국민참여혁신 제안방’을 통해 기관 운영과 관련한 국민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기관대표 누리집(www.kca.go.kr) 접속을 통해 제안·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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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제품 현황

□ 손소독제
ㅇ 손소독을 목적으로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손소독제는 과산화수소수, 이소
프로필 알코올, 염화벤잘코늄, 크레졸 또는 에탄올을 주성분으로 하는 외용
소독제(「약사법」 및 「의약외품 범위지정」)로서,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절차를 거쳐 의약외품으로 허가를 받아야 함.
□ 손세정용 제품
ㅇ 손의 세정·청결을 위해 사용하는 물비누 형태의 손세정제는 인체세정용 화장품
으로, 그 자체가 살균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로 씻어내는 효과에 의한
세균 감소 기능이 있는 제품임.
ㅇ 최근 에탄올 등을 주성분으로 사용해 손소독제처럼 물로 씻어내지 않는 겔 타입
손세정용 제품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데, 해당 제품들은 손소독제와 성분 구성
및 사용 방법이 유사하지만 의약외품 허가를 받지 않아 살균·소독과 같은 의학적
효능을 담보·주장할 수 없음.
□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살균제
ㅇ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식품위생법」 및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는 식품용 조리기구 및 용기·포장의 살균·소독을 위해 사용
하는 제품으로, 정해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ㅇ (살균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살생물
제품으로 분류되는 살균제는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
또는 그 밖의 공간에서 살균, 멸균, 소독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인체에
직접 사용해서는 안 됨.
【 제품별 구분 】
손소독제

손세정제

기구등의살균소독제

살균제

품목

의약외품(식약처)

화장품(식약처)

식품첨가물(식약처)

살생물제품(환경부)

소관법령

「약사법」 및
「의약외품 범위지정」

「화장품법」

「식품위생법」 및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사용용도

손 및 피부의 소독

손 및 피부의 세정
또는 청결

식품용 조리기구 및
용기·포장 살균·소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의
환경 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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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규정

□ 「약사법」
ㅇ (제61·제66조) 누구든지 의약(외)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해서는 안 됨.

□ 「화장품법」
ㅇ (제13조)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됨.
【참고】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15.4. 식품의약품안전처)
□ 화장품 표시·광고의 표현 범위 및 기준
구분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 의학적 효능·효과 관련

3

금지표현
· 살균·소독, 항진균·항바이러스 등

조사 결과 및 조치사항

1)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및 살균제
□ (조사결과) 일부 제품이 온라인 판매페이지에 제품 카테고리 유형을 ‘손소독제’ 또
는 ‘손세정제’로 분류하거나, 손 모양의 그림 또는 ‘손소독’ 등의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가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었음.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살생물제 대표 위반사례

◆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임에도 제품 판매
페이지 상에 손 모양의 그림을 삽입
하거나 ‘손소독’ 등의 문구를 사용함.

◆ 살생물제품에 해당되는 살균제임에도
제품 카테고리 유형이 손소독제로 분류
되어 있거나 제품 판매페이지 상에 인체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그림을 삽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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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ㅇ (표시개선 등) 제품 판매페이지에 소비자들이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
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한 온라인 사업자들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사업자들은 이를 수용해 표시개선(카테고리 변경, 손소독
문구·그림 삭제)·판매중단 등의 조치를 취함.
☞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5개 제품(48건),

‘살균제’

6개 제품(429건) 개선조치

ㅇ (관련부처 통보) 제품 용기에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를 핸드클렌저로 표기한
제품(1개)과 의학적 효능·효과(구강소독, 코 세척 등)를 표시한 제품(1개)에 대
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예정임.
제품명
판매업체/제조업체

(1) 코알라뷰 ‘차아염소산수’ HAND Cleanser

(2) 압소크린-S*

씨엠에스코리아(주)/데솔(주)

㈜한국전해수시스템/(주)앱소
제품 용기에 구강소독, 코세척 등
의학적 효능·효과 오인 표현 표시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를 핸드클렌저로 표시

위반내용

* 해당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 조치함

2) 손세정용 제품

□ (조사결과) 일부 제품이 의약외품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판매페이지에
‘손소독’, ‘살균’ 등의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가 의학적 효과가 있는 제품으로 오인
할 우려가 있었음.
손세정용 제품 대표 위반사례

◆ 판매페이지 상에 ‘손소독제’, ‘살균
99.9%’ 등과 같은 문구를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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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ㅇ (표시개선 등) 제품 판매페이지에 소비자들이 피부 살균 및 소독 효과가 있는 제
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한 온라인 사업자들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사업자들은 이를 수용해 표시개선(살균·소독 문구 삭제)·
판매중단 등의 조치를 취함.
☞

6개

제품(135건)

개선조치

ㅇ (관련부처 통보) 제품 용기에 화장품 필수 표시 사항(제조업자 상호, 사용시 주의사항 등)
을 누락한 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예정임.
제품명
판매업체
위반내용

4

허니걸 핸드클리너
나나인터내셔널
필수 표시사항(제조업자 상호, 사용시 주의사항 등) 누락

소독제 구매 시 소비자 주의사항

□ 손소독제 구매 시 ‘의약외품’ 허가를 받았는지 꼼꼼히 확인한다.
ㅇ 제품을 구매할 때 제품 용기 등에 표시된 ‘의약외품’ 문구를 확인한 후
구매한다.
(예시) 제품 용기 내 의약외품 표시

□ 소독제는 정해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ㅇ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나 살생물제 제품 등을 정해진 용도 외의 목적
(손 및 피부의 살균·소독, 마스크 소독* 등)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별도의 의약외품 허가를 받지 않은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살균제(살생물제품)는 인체의 살균 및
소독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식약처 「마스크 사용 지침」(20.3.3.)에 따르면, 알코올 소독·세탁은 마스크의 성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어 하지 않도록 권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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