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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어린이와 산모 103명 죽인 자가  

‘살인죄가 아니라니?  

‘과실치사’ 라니 실수라는 말이냐?   
 

검찰은 전현직 외국인 대표이사를 소환조사하라 

 

다국적 살인기업 레킷벤키저를 범국민 옥시 불매운동으로 단죄하자 

시민여러분 125종류 옥시제품을 사지마세요, 제품명단을 공개합니다.  

 

 

1998년 동양제철화학의 옥시가 처음 가습기살균제를 출시했을 때부터, 2001년 영국의 다국적기업 

레킷벤키저가 옥시를 인수해 PHMG를 넣은 뉴가습기당번을 출시하고 이후 2005년까지 옥시레킷

벤키저의 대표이사를 지낸 신현우를 검찰이 소환조사했다. 정부의 1-2차 조사에서만 103명의 사

망자를 낸 옥시레킷벤키저의 살인제품을 기획하고 만들고 파는 5년여동안 전 과정에서의 최대 책

임자다, 최악의 살인자다. 하지만 그는 검찰조사에서 ‘몰랐다’라는 발뺌으로 일관했다. 그간 옥시가 

취해온 행태로 볼때 충분히 예상된 반응이요 수순이다.  

 

그런데 하필 신현우를 소환하기 전날 검찰이 언론에 밝힌 ‘살인죄 불가’ 의견은 무언가? 소환조사

를 통해죄를 묻고 확인하기도 전에 살인죄 불가라니. 그 동안 검찰이 수 차례의 압수수색 등의 

수사를 통한 판단이라고 하지만 타이밍도 맞지 않고 섣부른 것 아닌가? 아니면 의도된 물타기 인

가? 우리는 검찰의 늑장 수사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치명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검찰수사를 희망을 갖고 지켜봐 오고 있다. 검찰은 수많은 피해자들과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기 바란다.  

 

우리는 신현우를 추가로 소환해 조사할 것을 기대하며, 이제 나머지 외국인 대표이사들과 임원들

도 소환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살인제품 판매기간동안 재직한 리존칭(미국, 2005년6월1일

~2010년5월10일), 거라브제인(인도, 2010년5월10일~2012년10월18일)의 경우 직접적인 판매책임

을 물어야 하고, 샤시쉐커라파카(인도, 2012년10월18일~2015년1월1일)와 현재의 아타올라시드사

프달(방글라데시, 2014년6월12일~현재)은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한 과정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05년6월1일~2010년5월10일 리존칭 (미국)  

 2010년5월10일~2012년10월18일 거라브제인 (인도)  

 2012년10월18일~2015년1월1일 샤시쉐커라파카 (인도)  

 2014년6월12일~현재 아타올라시드사프달 (방글라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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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외국인 임원들은 국제경찰인 인터폴과 연계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수사해야 한다. 대

표이사 외에도 필요한 국내외 전현직 임원들을 소환해 수사해야 한다. 우리는 지난 3월22일 29명

의 등기이사를 고발한 바 있다. 이들 피고발인들을 전원 소환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옥시 불매운동이 전국으로 각계로 번지고 있다. 전국 포항과 천안 등 10여개 지역에서 시민사회

차원의 옥시 불매운동이 조직되고 있다. 이에 그동안 우리가 파악한 옥시 불매운동 대상인 125개 

옥시 제품의 명단을 공개한다. 125개 제품을 용도별로 분류해보면 120개의 청소용품 등 생활용품 

등과 5개의 의약품 및 건강식품 등으로 구분된다.  

 

 

 

120개의 옥시 불매 생활용품을 제품수가 많은 순서대로 살펴보면, 청소용품이 이지오프뱅 등 30

개로 가장 많고, 세탁용품이 파워크린 등 24개, 탈취제가 냄새먹는하마 등 18개, 방향제가 에어윅 

등 16개, 제습제가 물먹는하마 등 10개, 세정제가 데톨 등 8개, 제모용품 비트 제모크림 등 5개, 

방충제가 하마로이드 옷장용 등 3개, 주방용품(식기세척기 세제)이 피니시 파워텝스 등 3개 등 이

고, 용도별 1개씩의 제품은 데톨 항균 물티슈(의약외품), 숖벨벳스무드 익스프레스 페디 라는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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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동 발각질관리기 그리고 듀렉스 콘돔 등 3가지 이다. 5개의 의약품 및 건강식품에는 개비스

콘 2개, 스트렙실 2개와 무브프리 관절건강식품 등이 있다.  

   

우리의 가족과 이웃이었던 아이와 산모 등 103명을 죽이고 수백명에게 상해를 입힌 다국적기업

레킷벤키저를 불매운동을 단죄하자.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옥시제품 불매운동 참여를 기대한다.  

 

 

 별첨1; 옥시 불매운동 125개 제품 명단 

 별첨2; 옥시 불매운동 125개 제품 사진   

 

2016년 4월 28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강찬호 대표 010-5618-0554 

환경보건시민센터 (피해자지원 및 환경보건운동)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환경운동연합 (옥시불매운동) 최준호 처장 010-4725-9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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