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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원자의 구성 요소인 양성자, 중성자, 전자가 균형을 이루

지 못할 때 방사선을 방출하는 능력 즉 방사능을 갖게 되는

데, 이러한 물질을 방사성물질이라고 하며 이로부터 나오는 

에너지를 방사선이라고 한다[1-3]. 방사선 중 천연방사성 

핵종 즉, 태양활동으로부터 기인한 우주선, 지구 표면의 암

석이나 토양과 생활제품이나 원료물질에 함유된 천연방사

성핵종으로부터 방출되는 방사선을 생활주변방사선(living 

radiation)이라 한다. 천연방사성 핵종은 지구탄생부터 지

구 표면에 존재하고 있는 우라늄(U-235, U-238), 토륨

(Th-232), 포타슘(K-40) 등과 우주선의 영향으로 태양활

동을 통해 만들어진 방사선이 대기권과 충돌하면서 만들어

진 중성자, 감마선, 전자선 등을 말한다. 또한 고철에 포함

된 세슘이나 코발트 등 인공방사성물질도 생활주변 방사선

의 범주에 포함된다[4-7].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를 계기로 방사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불안감이 고조되고 

일상에서 노출되는 생활방사선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발

생됨에 따라 방사선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원자력안전법과 

의료법 이외의 안전관리법의 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2년 7월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

법’을 제정하여 생활방사선에 대한 국민들의 안심과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은 생활주

변방사선에 의하여 방사선학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피폭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법에서 그 범위가 규

정되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던 부분들에 대한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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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의 법적 근거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의 시행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

회는 동법 제 23조에 따라 2014년부터 ‘음이온’ 및 ‘원적외

선’ 방출을 광고하는 가공제품을 매년 조사하여 2017년 현

재 누적으로 402가지 제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나아가 2018년에는 제2차 생활주변방사선 방호 종합계획

(2018년∼2022년)에 따라 시민단체 및 소비자 단체가 제보

한 제품을 포함한 라돈침대 등 총 119개 제품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8]. 여기서 라돈

(Rn-222)은 라듐(Ra-226)의 붕괴산물로 3.8일의 반감기

를 갖는 무색, 무취, 무미로 호흡을 통해 인체를 피폭시키는 

방사성가스이다[9-11]. 실태조사 결과 발표 내용에는 각 제

품별 U-238과 Th-232의 농도()와 연간피폭선량

() 등의 평가결과가 포함되어 있고 연간안전기준인 

1 을 넘는 제품의 개수 등이 제시되었다. 그런데 많

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조사되고 측정된 결과에 간단한 빈

도 수 등만을 제시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된다. 즉, 

심층적인 자료 분석을 통하여 보다 의미 있는 정보를 도출

해 낼 수 있다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생활방사선과 관련

된 선행연구들에는 항공부문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개선활

동[12, 13], 생활주변방사선에 대한 항목별 선량분석[14] 

등이 있으나 공신력이 있는 국가기관에서 측정한 자료를 

이용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Korea Foundation of Nuclear Safety(2019)에 제시된 

자료를 2차 자료(secondary data)로 활용하여 통계적인 

관점에서 기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와 통계적 검정

(statistical test) 및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 등의 

추론통계(inferential statistic)를 수행함으로써 보다 심층

적인 해석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모나자

이트(monazite) 함유 의심제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Ⅱ. 대상 및 방법

1.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용역을 받아 한

국원자력안전재단이 수행한 라돈침대 등 민원제품과 라텍

스 제품 등에 대한 119개 측정 자료를 2차 자료로 활용하기

로 한 바, Foundation of Nuclear Safety(2019)에 제시된 

구체적인 조사제품 현황을 재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2. 측정방법 

Foundation of Nuclear Safety(2019)에 따르면 측정은 

다음과 같이 수행되었다. 먼저 개별제품들의 방사능 농도는 

3회 반복실험의 평균값으로 나타냈다. 이 때 침대와 매트리

스는 시료부피, 크기로 인해 전체 무게를 측정하는데 어려

움이 있어 n등분으로 절취하여 대표시료로 분석하고 전체 

무게는 전체와 절취부분의 비례상수를 곱해 산출하였다. 조

사제품의 사용시간 산정은 하루 24시간을 기본으로 한국인 

평균 수면시간인 약 8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16시간으로 생

활시간으로 가정하여, 액세서리류는 16시간/일, 침구류(침

대, 베개, 매트리스)는 10시간/일 등으로 하였다.

3. 분석도구 및 분석내용

통계분석은 조사대상 제품 119개 제품에 대한 기술통계를 

구하여 선정기준별 특성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고, 세부적인 

분석은 전체 119개 측정 자료 중 라돈침대 등 민원제품 71개

와 라텍스제품 32개를 주요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에 

대해서는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t-test) 등을 수행

하여 민원제품과 라텍스제품 간에 연간피폭선량에 통계적

인 유의차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라돈침대 등 민

원제품 71개 제품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침대, 침구류 그

리고 생활품 및 기타로 3분류 하였다. 이를 토대로 침대, 베

개 등 침구류 그리고 여성용품 등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

Table 1. Product status subject to survey on processed products in 2018 

Selection criteria
Number of products 

surveyed (ea)
Remark

Civil products (radon beds, pillows, women's products, etc.) 71
Seven of them only performed internal 

exposure evaluation

Latex products (overseas imported products, etc.) 32

Korea Consumer Resources Commission (Bracelet, etc.) 7

Radiation monitoring products (airport, port) 9

합계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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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을 통

해 확인해 보았다. 한편 U-238과 Th-232의 방사능 농도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상관분

석을 통해 확인해 보았다. 이상의 통계분석은 IBM SPSS 25

를 활용하였으며[15], 통계분석 과정에서 유의수준 p<0.05

로 하였다.

Ⅲ. 결  과

1. 기술통계 분석

분석대상 가공제품에 대한 연간피폭선량의 평균은 Table 2

에서 보듯이 4.886 이고 표준편차는 3.979 

로 나타났다. 이는 연간 안전기준인 1 의 거의 5배

에 달하는 피폭선량으로, Fig. 1에서 볼 수 있듯이 라돈침대

와 라텍스제품에서의 피폭선량 값이 특히,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민원제품에 있어서는 71개 제품 중 43개의 제품이 

안전기준을 초과하였으며, 라텍스제품에 있어서는 32개 대

상제품의 93.7%에 해당하는 30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인 

1 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제품군 별 연간피폭선량 비교

연간피폭선량이 비교적 높은 민원제품과 라텍스제품의 

평균선량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비모수

적 독립표본 t-검정(Mann-Whitney test)한 결과, Table 3

에서 볼 수 있듯이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n annual exposure dose 

Selection criteria mean standard deviation

Civil product

Radon Bed (A) 4.974 3.979

Bedding (B) 0.994 0.685

Women's Goods (C) 1.248 3.018

Latex product (D) 9.564 6.698

Korea Consumer Resources Commission And radiation monitoring products (E) 0.020 0.018

Total 4.886 5.741

Fig. 1. Box plot of annual exposure dose 

Table 3. result of independent t-test

Annual exposure dose, mean(sd) Mann-Whitney U p-value

Civil product 3.178(3.79)
322.00 0.000<0.05

Latex products 9.564(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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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민원제품에 비하여 라텍스

제품의 연간피폭선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분산분석

민원제품의 3가지 분류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는지를 비모수적 방법인 Kruskal-Wallis 검정을 수행

한 결과, Table 4를 얻었다.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침구류(n=13) 

및 여성용품(n=16) 등과 라돈침대제품(n=33) 평균 간에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71개의 민원제품 중

에서 라돈침대의 연간피폭선량이 유의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4. U-238과 Th-232의 상관관계 분석

민원제품과 라텍스제품에 대하여 U-238과 Th-232 간

의 상관관계 및 연간피폭선량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한 

결과, Table 5를 얻었다. U-238과 Th-232 간의 상관계수

는 민원제품에서는 0.921 그리고 라텍스제품에서는 0.933

으로 모두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 한편 U-238, Th-232의 연간피폭선량과의 상관계

수는 민원제품에서는 모두 유의하였으나, 라텍스제품에서

는 일부 유의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Fig. 2와 Fig. 3에서 볼 수 있듯이, 전반적으로 U-238과 

Th-232 그리고 연간피폭선량 간의 상관관계는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공제품으로부터 받

는 연간피폭선량은 U-238과 Th-232로부터 유발되는 라돈

과 연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4. result of analysis of variance

Group mean sd Kruskal-Wallis H p-value

Bedding 0.994 0.68

10.367 0.000<0.05Women's Goods 1.248 3.01

Radon bed 4.974 3.97

Table 5. result of correlation analysis

U-238 Th-232 Annual exposure dose

Civil product

U-238 - 0.921(*) 0.405(*)

Th-232 - 0.401(*)

Annual exposure dose -

Latex products

U-238 - 0.933(*) 0.325

Th-232 - 0.448(*)

Annual exposure dose -

   

     Fig. 2. Correlation for complaint products        Fig. 3. Correlation for latex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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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2011년 3월 일본에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

내에서도 방사선안전이 중요한 사회적인 관심문제로 부각

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여건에 부응하여 원자력안전법을 

기본으로 2012년 7월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이 제정되

는 등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노력이 

수행되고 있다.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은 총 31개 조항

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조 목적에 ‘이 법은 생활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써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기하고 있

다. 이를 위하여 동 법 제23조에는 실태조사 및 분석을 수행

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이를 실시

하여 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에서 한국원자력안전

재단을 통하여 수행된 가공제품조사보고서에 나타난 측정 

자료를 이용하여 통계적인 측면에서 심층적인 분석을 수행

하였다. 그 결과 다음을 알 수 있었다. 첫째, 119개 분석대

상 가공제품에 대한 연간피폭선량의 평균은 4.886 

로 연간 안전기준인 1 의 거의 5배에 달하는 피폭선

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라돈침대와 라텍스제품에 대한 

피폭선량 값이 높게 나타났다. 71개의 민원제품에 대해서는 

이들 중 43개의 제품이 안전기준을 초과하였으며, 라텍스제

품에 있어서는 32개 대상제품의 93.7%에 해당하는 30개 제

품에서 안전기준인 1 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

째, 민원제품과 라텍스제품의 평균선량 간에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독립표본 t-검정한 결과 유의수준 

5%에서 민원제품에 비하여 라텍스제품의 연간피폭선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민원제

품의 3가지 분류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를 분산분석 수행한 결과에 대해서도 유의수준 5%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Duncan방법에 의한 사후분석 결과, 침구류와 여성용품 등

이 하나의 그룹으로 그리고 라돈침대 제품이 또 다른 하나

의 그룹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U-238과 

Th-232 그리고 연간피폭선량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대로 가공제품으로부터 받는 연간피

폭선량은 U-238과 Th-232로부터 유발되는 라돈과 연계되

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Ⅴ. 결  론

2012년 7월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이 제정된 이래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생활방사선에 대한 국민들의 

안심과 보호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생활방사

선과 관련된 선행연구들 중에 공신력이 있는 국가기관에서 

측정한 자료를 이용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원자력안전재단으로부터 공개적으로 공표

된 데이터를 2차 자료(secondary data)로 활용하여, 기술통

계(descriptive statistic) 및 통계적 검정(statistical test) 

그리고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 등을 수행함으로써 

통계적인 관점에서 보다 심층적인 해석을 도출해 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2018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조사 

실측자료에 근거한 연구로서 실증분석에 그 의미가 있으며, 

모나자이트 등을 함유한 의심 가공제품에 때한 체계적인 방

사선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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