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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공존
그 희망의 조건
‘라돈(222Rn)’.
태초부터 지구상에 존재해왔던 자연방사성 기체.
흡연에 이어 폐암 발병의 주요 원인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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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라돈의 정의

라돈을 아십니까?
인류와 공존해온 라돈
‘

난, 이 세상
어디에나 존재해!

사람이 노출되는
자연방사선의 50%는
라돈에 의한 것이라니…
상당한걸?!!

222

Rn’, 라돈은 암석이나 토양, 건축자재 등에 존재하는 우라늄이 몇 차례 붕괴를
거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무색·무취·무미의 기체로 지구상 어디에나 존재하는
자연방사성 물질입니다.

암석에서도..
토양에서도..

※ 반감기(Half-Life): 방사성 물질이 원래 개수의 반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

연간 노출 자연방사선의 50% 차지

지하수에서도..

안녕~ 라고해!!
난,라돈이

사람이 연간 노출되는 방사선의 85%는 자연
방사선에 의한 것이고, 그 중 50%는 라돈에

의한 것입니다.
자연방사선은 암석 등에서 나오는 지각방사선,
별에서부터 오는 우주방사선, 공기나 음식 등에서
발생하는 방사선 등이 있습니다.

라돈 농도 단위
라돈은 농도에 따라 인간에게 위해를 가하기도 하는데, 라돈 농도는
베크렐(Becquerel)이나 피코큐리(pCi)로 표기합니다.
베크렐(Bq)은 1초에 방사선 1개가 핵에서 1번 방출되는 것,
즉, 1초 동안 한번의 방사성 붕괴가 일어나는 것을 나타냅니다.

반면에 항암치료나 엑스레이(X-ray) 촬영 시
나오는 방사선은 인공방사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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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라돈의 위해성

라돈, 그 불편한 진실
폐암 유발 1급 발암물질

‘라돈과 흡연’, 그 치명적 시너지 효과

호흡을 통해 인체에 흡입된 라돈과 라돈자손은 붕괴를 일으키면서 알파선을 방출하여

일반적으로 라돈에 노출된 경우 폐암이 발생할 확률은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폐조직을 파괴합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전 세계 폐암 발생의 3~14%가

비해 훨씬 더 높습니다.

라돈에 의한 것이며, 라돈을 흡연에 이은 폐암 발병 주요 원인물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라돈과 흡연은 폐암발생에 상승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라돈의 위해성 때문에 세계보건기구(WHO)는 ‘국제라돈방지 계획’을

수립·추진하며, 실내공기 중 라돈 농도를 관리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헐~ 흡연자는
더 위험하군!!

라돈자손이란?
라돈이 붕괴하며(반감기 3.82일) 생성된
폴로늄(218Po )으로부터 안정된 납(206Pb)에
이르는 연쇄 붕괴과정 중에서 생성되는
방사성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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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서도 이미
라돈의 위험성에 대해
보도된 바가 있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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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라돈의 유입 및 노출경로

소리 없이, 조그만 틈이라도

보이면 여지없이!
토양으로부터 주로 유입
실내 라돈의 85~97%는 토양으로부터 건물

라듐에서 태어나~
토양으로부터
올라온다구~

바닥이나 벽의 갈라진 틈을 통해 들어옵니다.
그밖에 미량이지만 건축자재에 들어 있는 라듐 등으로
부터 발생(2~5%)하거나, 지하수에 녹아 있던 라돈이
실내로 유입(1%)되기도 합니다.

틈이 보인다~
들어가자~

건물 바닥이나
벽의 갈라진 틈이
나의 출입구라구~

유입경로는 건물의 갈라진 틈
라돈은 실내 등 밀폐된 공간에 고농도로 축적되어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토양층을 통과해 올라온 라돈이 실외보다 압력이
낮은 건물 내부로 유입되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미세한
틈만 있어도
어디든 들어갈 수
있다구..

대부분 실내공기 호흡 시 노출
라돈에 노출되는 경로의 약 95%는 실내 공기를 호흡할 때입니다.
이밖에 샤워를 할 때나, 물을 마실 때도 지하수에 녹아있는 라돈에 노출될 수
틈이다~

있습니다. 또한 식품 섭취에 의한 유입 가능성도 있으나, 확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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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라돈농도가 높은 경우

겨울철, 오래된 주택

라돈 주의보 발령!
지은 지 오래된 단독주택이 더 위험

화강암 지역, 겨울철이 더 높아

라돈은 ①토양과 인접한 단독주택이나 ②바닥과 벽 등에 균열이 많은

라돈 농도는 지역에 따라, 계절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주로 화강암이 넓게

오래된 건축물 ③밀폐도가 높고, 환기가 잘 되지 않아 유입된 라돈이
잘 빠져나갈 수 없는 실내에서 농도가 높습니다.

분포된 지역에서 높게 나타납니다. 물론 같은 지층대에서도 건물 구조나 건축

반면에 고층 아파트나 빌딩 등은 토양 라돈의 실내 유입 가능성이 낮아 상대적으로

또한 겨울철에는 토양과 실내의 온도 차이로 라돈의 유입률은 높고 환기율은 낮아

농도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내 농도가 더욱 높게 나타납니다.

택이라서
오래된 주 은걸!!??
많
균열이 ~
들어가자

양식, 환기량 등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실내가
따뜻하니까
들어오기 더
쉬운걸~

겨울철 집안에는
내가 너무 많아…

이런~
환기를 못시키니
라돈이 못나가네!!

앗! 라돈이닷!

토양과 가까울수록
나와도 가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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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라돈 관리기 준 및 관 리 현 황

엄격한 관리로

세계 각국, 라돈 관리 실시

라돈의 위험을 줄인다!

국외의 경우 체계적인‘전국 실내라돈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저감시설 도입기준과 저감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내라돈 권고기준
다중이용시설 권고기준 148베크렐

국외의 라돈 관리 현황

우리나라는 지하역사나 지하상가 등 다중이용시설군의 실내라돈 권고기준을

148 Bq/㎥ 로 설정(’03.05)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정내 조치기준으로 148 Bq/m3 권고

신축 공동주택 권고기준 200베크렐

주택 구매 시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라돈 저감 시설 설치

공동주택 내 실내라돈의 권고기준은 200 Bq/㎥ 로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축주택 라돈방지시공(Radon Resistant New Construction, RRNC)의무화(미네소타주, 2009.01)

(실내공기질 관리법, ‘16.12.23 시행)

전국적인 실내 라돈조사 실시(1991~1992)
가옥 내 조치 기준 기존건물 200 Bq/㎥, 신축건물 100 Bq/㎥ 제안

※자료 : WHO Guidelines, 2010
※자료 : WHO Guidelines, 2010

(단위 :: Bq/m
Bq/m33))
(단위

120
120
108
108
89
89
46
46

16
16

49
49

53
53

미국의 라돈지도

20
20

유럽의 라돈지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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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라돈 측정방 법

라돈저감,

정확한 측정이 우선
라돈농도 어떻게 측정하나?

라돈 검출기의 종류

측정기술은 라돈 또는 라돈자손들로부터 방출되는 알파선, 베타선, 또는 감마선을

◆수동형

검출하는 것입니다.

라돈 측정장치 Passive radon measurement

사용법이 간단하며 대부분 가격이 저렴하고 외부 전원이 필요 없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수동형 라돈 검출기 종류의 예

손쉽고 저렴한 측정기
일반 가정에서 측정하기 용이한 수동형 검출 장비로는 알파비적검출기(Alpha

알파비적검출

알파트랙

래드트랙

활성탄흡착

라듀엣

활성탄 캐니스터

충전막 전리함

활성탄

이펌

Al p h a Tr a c k

Ra d tr a k

Ra d u e t

Charcoal Canisters

C h a rc o a l

E-Pe r m

대한민국

미국

헝가리

미국

미국

미국

Track Detectors)가 대표적입니다.
이 기기는 플라스틱이나 셀룰로스 같은 고체 필름 표면에 알파입자가 입사될 때
생성되는 미세한 손상을 통해 라돈 농도를 측정합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사용이 간편해서 일반 가정에서도 손쉽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능동형

Active radon measurement

알파비적검출기 사용 방법
측정은 라돈농도가 높은 겨울철 농도가 높은 경우 실시하여,
그에 따른 대책을 세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연속적으로 라돈농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1. 먼저 포장을 제거한 후 측정기 표면에 측정시작 날짜를 기록한다.
2.라돈 수치가 궁금한 곳에 측정기를 놓고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도록 관리한다.
3. 90일의 측정시간이 지난 후, 종료 날짜를 기록하고 포장해서 분석기관으로 발송한다.

수 있으나, 기기의 가격이 고가라

공기중 라돈농도를 시간대별로 체크할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능동형 라돈측정기 중 하나인 래드세븐(RAD 7)의
설치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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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측정장치

라돈저감 이렇게 하세요!

것이 단점입니다.

라돈으로부터 안전한 실내환경 조성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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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라돈 저감방법

특 명!

라돈으로부터 가족을 보호하라
라돈 저감의 핵심은
라돈가스의 실내유입을 차단하고,
유입된 라돈은 적극적인 환기를 통해
외부로 배출시키는 것입니다.

1. 가장 손쉬운 저감법, 환기
안전과 위험은 창문 하나 사이
가장 효과적이고, 손쉬운 라돈 저감방법은 ‘환기’입니다.
주기적인 환기를 통해 라돈의 위험으로부터 상당 부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라돈 농도는 낮추면 낮출수록 좋기 때문에 항상 환기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이를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쉽게
라돈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네~

창문만
열어줘도
난 훨훨~

16 라돈저감 이렇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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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라돈 저감방법

세상으로의 비상구 ~

2. 기존 건물의 라돈 저감방법
틈새를 잡아라!       
라돈농도 측정 결과 만약 기준치를 초과했다면, 먼저
바닥이나 벽 등에 갈라진 틈이 있나 확인해보십시오.

보강재로 갈라진 틈을 막은 예

보강재 등을 이용해 갈라진 틈새만 잘 막아도

건강도 지키고,
이사도 안가고
1석 2조구나~

실내 농도 저감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토양라돈 배출장치 도입      
만약 이러한 조치로도 충분한 저감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면,

토양라돈 배출장치 설치 예
이렇게
건물 밑 토양에
배출관을 설치하면
실내를 거치지 않고
바로 건물 외부로
나갈 수 있다구…

건물 밑 토양에 라돈 배출관을 설치합니다.
배출관은 토양중의 라돈가스를 모아서 실내를 거치지
않고 바로 건물 외부로 배출시킵니다. 배출관 중간에

환기팬을 설치하면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빈틈없이
꼼꼼히..

외부공기 유입장치도 유용한 수단     
공기유입용 장치를 통해 실내공기의
압력을 건물 하부보다 인위적으로 높이면
압력 차이 때문에 라돈가스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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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유입용 장치를 통한 라돈저감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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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라돈 저감방법

3. 건물 신축 시 라돈 저감방법

토양라돈 배출관 설치 등
신축 건물의 경우, 처음부터 라돈 저감

환기팬

주거공간

시공법을 활용하면 비용 대비 최고의
저감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건물을 올리기 전에 ①토양에 자갈을

다락

깔고 토양라돈 배출관을 설치한 후
②플라스틱 시트를 깔고 틈새가
환기팬 작동용
전기접속장치

슬라브
자갈

20

라돈저감 이렇게 하세요!

◀ 배출관을 설치한 토양 위에
플라스틱 시트를 깔고 틈새가
없도록 꼼꼼하게 밀봉합니다.

없도록 밀봉합니다.
③라돈 배출관을 건물 지붕 위로

지하실

◀ 건물을 올리기 전, 토양에 자갈을
깔고 라돈 배출관을 설치합니다.

올라가게 설비하면, 토양에서 발생한
라돈이 바로 외부로 나가게 됩니다.
④추후 저감 효율을 높일 목적으로

환기팬을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신축부터
이렇게 하면
효율적이겠네~

◀꼼꼼히 밀봉한 플라스틱 시트 위로
나온 배출관을 마감합니다.

라돈으로부터 안전한 실내환경 조성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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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정부의 라돈관리 종합대책

라돈저감,

환경부가 함께 합니다
라돈으로부터 안전한 실내환경 조성
우리나라는 1996년부터 라돈 관련 조사 및 연구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2007년 1차 실내 라돈관리종합대책 수립 이후 실내 라돈 실태조사 및 라돈
측정 기반을 확대하였고, 2015년부터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 계획에 따라,

적극적인 홍보 실시
환경부는 라돈지도 제공, 홍보동영상 제작 등
라돈에 관한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돈 고노출원, 고노출지역 집중관리를 위한 라돈 관리 계획 수립지원,

자세한 사항은

국민의 라돈 인식도 제고 등 라돈으로부터 안심 할 수 있는 실내환경 조성을

생활환경정보센터 홈페이지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http://iaqinfo.nier.go.kr에서
확인하세요.

라돈지도 및 저감 매뉴얼 보급
환경부는 지속적인 라돈실태조사를 통해 ‘라돈지도’를 작성하여 체계적
관리기반 마련을 위한 국가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라돈으로
인한 인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라돈저감시공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라돈 고농도 주택 저감시공, 무료측정·컨설팅 및 라돈알람기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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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라돈 Q&A
어때?
나에 대해 궁금증이
좀 풀렸어??

라돈에 대한 몇 가지 궁금증
라돈을 조금만 흡입해도

건강에 큰 영향을 주나요?
라돈은 땅속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인가?

라돈이 우리 몸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안전한 양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밝혀진

아니요. 라돈은 미세먼지가 아닙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

니다. 라돈은 색깔과 맛이 없으며,

결과에 따르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냄새도 나지 않는 기체입니다.

라돈에 노출될 경우 폐암 발생 위험이

암석이나 토양 등에 함유된 우라

뚜렷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늄이 붕괴되어 만들어지는 자연
방사성 물질이 라돈입니다. 그런데

라돈이 폐에 영향을

우리가 라돈에 잠깐 노출된다고 해서 몸에

미칠 수 있나요?

해로운 것은 아니지만, 라돈 노출로 폐
세포 손상이 누적될수록 위험성도 커지기

라돈이 방사능 붕괴를 하여 만들
어지는 라돈자손들은 입자 상태로
존재하며, 공기 중의 미세입자에
잘 달라붙습니다.

숨을 쉴 때 우리 몸 속으로 들어온
라돈과 라돈자손은 붕괴되면서

때문에 최대한 낮은 농도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알파선을 방출하여 폐조직을
파괴합니다. 따라서 라돈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폐암이 발생
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라돈은
흡연과 더불어 폐암의 주요 원인물
질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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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라돈 Q&A
어때?
나에 대해 궁금증이
좀 풀렸어??

라돈에 대한 몇 가지 궁금증
학교 등 공공건물의 효과적인

옆집의 라돈농도가
낮게 나왔다면

라돈 저감방법은?

우리 집도 안전한가?
토양으로부터 유입되는 라돈은

일반 주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건물의 노후도, 밀폐성 등에 영향을

일단 측정을 통해 라돈의 농도와 유입 경로를

받기 때문에 집마다 농도가 다를

확인한 다음 그에 적합한 저감시공을 하면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농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양에 비해 낮은 수치지만,
건축자재 등에서도 라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집을 직접
측정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라돈농도가 높은 집에서
10년째 살고 있다면,

지금 와서 대책을
세워도 소용없나?

학교의 경우 밤사이 환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농도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아침에는 반드시
환기를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층 아파트의 경우 단독주택에
비해 농도가 낮은 것이 사실이지만,

라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폐가

실내를 자주 환기시킬 것을 권장

계속해서 자극을 받게 됩니다.

합니다.

지금이라도 농도를 낮춘다면, 폐암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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