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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자연 방사능 핵종인 라돈은 토양 및 지반에 존재하는 우라

늄의 붕괴 시 공기 중 가스 상태로 방출된다.1) 방출된 라돈 원

자는 약 3.8일의 반감기를 가지고 공기 중에 분포하여 이동한

다. 분포된 라돈 가스는 화학적 불활성 기체 상태로 실내에 유

입 시 호흡을 통하여 인체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2-4)

불활성 기체인 라돈은 빠르게 실내로 방출되며 흡입 시 폐에 

직접적으로 침착된 후 붕괴 시 방출되는 알파 입자의 영향으로 

폐 속 세포를 손상시켜 암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라돈은 흡연과 함께 폐암의 주요 원인이며 비흡연자 폐암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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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ntrations, house three was the highest at 81.7%, and house one was confirmed to be 33.96%.

Conclusions: It can be judged that the effect of exposed concrete and stone is high, and that it is possible to 

reduce radon emitted from indoor building structures by controlling the indoor materials.

Key words: Indoor air quality, radon, exhalation rate, contribution rate, building material

Received September 13, 2021
Revised October 14, 2021
Accepted October 19, 2021

Highlights: 
ㆍ This study compared and evaluated the 

computation in radon contribution rate 
based on each different exhalation rate in 
building.

ㆍ It can be judged that the effect of exposed 
concrete and stone is high exhalation rate.

ㆍ It is possible to reduce radon emitted from 
indoor building structures by controlling 

indoor materials.

*Corresponding author:
Department of Nano, Chemical and 
Biological Engineering, Seokyeong 
University, 124, Seogyeong-ro, Seongbuk-
ku, Seoul 02713, Republic of Korea
Tel: +82-2-940-2924
Fax: +82-2-940-7616
E-mail: cheolmin@skuniv.ac.kr

 pISSN 1738-4087  eISSN 2233-8616

J Environ Health Sci. 2021; 47(5): 425-431

 https://doi.org/10.5668/JEHS.2021.47.5.425

Original Article

Copyright  Ⓒ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al Health.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Journal of Environmental Health Sciences 

https://orcid.org/0000-0001-8957-311X
https://orcid.org/0000-0002-8674-3344
https://orcid.org/0000-0001-7957-2172
https://orcid.org/0000-0002-7505-6661
https://orcid.org/0000-0003-2276-2463
http://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5668/JEHS.2021.47.5.425&domain=pdf&date_stamp=2021-10-31


426
홍형진ㆍ최지원ㆍ윤성원ㆍ김희천ㆍ이철민

https://doi.org/10.5668/JEHS.2021.47.5.425

장 큰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라돈 노출은 매년 미국 국민 중 약 

21,000명의 폐암으로 인한 사망 원인이 되며, 그 중 약 2,900

명은 비흡연자로 확인됨에 따라 미국 환경보호청은 라돈 노출

과 흡연의 위해성을 강조하였다.5) 라돈에 대한 노출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과 더불어 라돈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무색, 무

취의 가스형태로 직접적인 식별이 어렵기에 가정의 실내환경에

서 심각한 건강 위험을 초래한다.6,7) 라돈의 주된 원인은 건물

이 세워진 토양, 지반 등 외부환경적 요소와 실내 건축자재를 

통한 내부환경적 요소이며 특히 건축자재는 실내 라돈 오염의 

주된 잠재적 발원지일 가능성이 있다.8) 이러한 이유로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는 이미 수십 년간 실내 라돈 농도에 영향을 미치

는 건축자재 라돈 평가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국외 여러 국가 및 국제기구에서는 건축자재 라돈 관리를 위

한 방안 및 규제 등이 수립되었다. 유럽 연합(EU), 국제 방사선 

방호 위원회(ICRP) 등은 방사능 지수를 이용한 안전 요구 평가, 

방사능 농도를 이용한 권고기준 마련, 거주환경의 유효 선량 평

가 등 국가 환경에 맞는 규제를 통해 거주자의 안전을 보호하

는 중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관련 연구 및 기준 마련 등의 관리

방안 수립 등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주택 내 주요 라돈 공급

원인 건축자재는 구성요소 및 성분이 상이하므로 국가별 환경

에 적합한 건축자재 라돈 관리 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

다.9)

국내의 경우 최근 매스컴 등을 통해 고층 주거 건물의 고농도 

라돈 농도 검출이 확인되며, 이 원인이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라돈에 의한 것이라 보도된 이후 건축자재에 대한 라돈 관리 

방안 마련에 관한 국민들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9년부터 건축자재 관리를 위해 대리석 등 일부 단일석재에 

대하여 해외 사례를 통한 지침서를 마련하였으나 국내 적용 가

능성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미 완공된 건축물에 

대한 대안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건축자재 라돈 방출률 평가 및 관련 정

책 수립의 기초적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대표적인 거주 유형

인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건축자재 라돈 방출 및 방출된 라돈

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내 복합건축자재로 구성

된 건축 구조물의 라돈 방출률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실

내 공기 중 건축자재에 대한 라돈 영향 및 관계성을 파악 하고

자 하였다.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연구 대상 건축물은 국내 대표적 주거형태인 아파

트 건설사의 실증 모의 공동주택 6개를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연구 대상 주택의 구조는 수평의 하중을 견디는 구조물의 차

에 따라 크게 벽식 건축물(wall construction)과 기둥식 건축물

(rahmen construction)로 구분하였다. 벽식 건축물은 마감재 처

리가 이루어진 마감 형태(finishing)의 1층, 5층 주택과 콘크리

트가 노출되며 마감재 시공이 안 된 비마감(non finishing) 형태

의 2층, 4층 주택으로 구분하였다. 2개의 기둥식 건축물은 모

두 마감 형태의 주택으로 각 2층과 3층에 위치하였다. 각 주택

은 전용면적 84 m2의 규모로 대중적인 형태이며 방 3개, 거실 

1개, 화장실 2개로 구성되었다.

공동주택의 기여율 평가를 위해 도면 해석 및 구조 확인을 

통하여 구조물의 특징에 따른 방출률 평가 대상을 선정하였다. 

건축물의 벽은 크게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로 수평 및 하중을 

견디는 내력벽(bearing wall)과 그렇지 않은 외력벽(non bearing 

wall)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를 석재건축자재(stone wall) 및 경량

복합자재(lightweight wall)로 구분하였다. 또한 부엌 등 타일 시

공 부분에 한하여 따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대상을 구성하는 

건축자재 구조는 내력벽, 외력벽(석재), 외력벽(경량), 천장, 바

닥, 타일로 구분하였다. 기둥식 건축물의 외력벽은 경량복합자

재로 구성되어 있다(Table 1).

Table 1. The architecture characteristics of the investigated buildings

House Floor Construction Shape Structure

1 1 Wall Finishing Bearing wall, non bearing wall (stone), non bearing wall (lightweight), ceiling, 
floor, tile

2 2 Wall Non finishing Bearing wall, non bearing wall (stone), non bearing wall (lightweight), ceiling, 
floor

3 4 Wall Non finishing Bearing wall, non bearing wall (stone), non bearing wall (lightweight), ceiling, 
floor

4 5 Wall Finishing Bearing wall, non bearing wall (stone), non bearing wall (lightweight), ceiling, 
floor, tile

5 2 Rahmen Finishing Bearing wall, non bearing wall (lightweight), ceiling, floor, tile
6 3 Rahmen Finishing Bearing wall, non bearing wall (lightweight), ceiling, floor, t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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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 방법
대상 주택의 실내 공기 중 라돈 농도는 국내에서 단기간 라돈 

측정에 빈번히 사용되고 있는 전리함 검출기(ionize detector)인 

E-perm (Rad Elec Inc. USA)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측정은 

7월에서 9월 사이에 수행되었으며, 각 조사대상 주택별로 약 3

일간 실내 공기 및 방출률에 대한 누적평균농도를 산출하였다. 

실내 농도는 실내 공기질 공정 시험법에 의거하여 측정하였으

며 이와 동시에 건축 구조물의 방출률 평가를 진행하였다. 측

정이 이루어지는 동안 측정 대상 주택은 창문 및 현관 등을 닫

아 밀폐상태를 유지하였으며, 주택 내부는 실 간의 교류가 이

루어질 수 있도록 방문 등을 개방한 상태에서 측정을 수행하였

다.

실내 농도는 측정 기간 중 E-perm을 주택의 중심인 거실 중

앙에 설치하여 측정하였으며 방출률은 다양한 라돈 방출률 측

정법 중 완공된 건축물의 복합 건축자재 평가에 적합한 In-situ 

method를 적용하여 측정하였다. In-situ method는 실환경(in-

situ)에서 직접 측정하는 방법으로 실제 라돈 방출률에 가장 가

까운 값을 제공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시설물 손상으로 

인해 현장 적용이 어려우며 현장의 복합 건축자재의 방출률 평

가는 적합하나 건축자재별 영향 파악은 불가하다는 단점을 가

지고 있다.10) 본 연구는 라돈 방출률 평가 및 관리 방안 수립에 

대한 기초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을 고려할 때 

In-situ method 방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여 본 연구

의 라돈 방출률 측정 방법으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실

내 라돈 농도 측정에 사용한 전리함 검출기를 Rad Elec Inc.에
서 출시한 반지름 7.6 cm의 반구 형태의 In-situ용 H-chamber
를 활용하였다. H-chamber의 설치는 각 연구 대상 주택별로 6

개의 건축자재 구조물에 대해 각 3개의 검출기를 설치하여 조

사를 수행하였다(Fig. 1). 주택의 전체 구조를 6개로 구분하여 

방출률 평가 결과를 구조물의 대푯값으로 사용하여 전체 실내 

라돈 농도에 대한 기여율을 산출하였다.

3. 평가 방법
방출률 평가는 In-situ chamber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계

산식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식 (1)은 In-situ chamber 내 측

정된 라돈 농도(Bq/m3)의 계산 방법이며, 이때 K는 노출 시간

에 따른 상수로 식 (2)와 같다. 최종적으로 건축 구조물의 단위

면적당 라돈 방출률(F, Bq/m3ㆍday)은 식 (1)을 역산출하여 식 

(3)과 같이 산출하였다.11)

  × 

 ×  × 
                            (1)

    
   

                             (2)

  × 

 ×  × 
                             (3)

여기서 CRa는 In-situ chamber에서 측정된 평균 농도(Bq/m3)

이며 F (Flux)는 건축 구조물의 단위면적당 라돈 방출률(Bq/m2

ㆍday), A는 In-situ chamber의 면적(m2), K는 노출 시간에 따

른 상수, V는 In-situ chamber의 부피(m3), λ는 방사능 붕괴 상

수(day –1), T는 측정 시간(day)이다.

기여율은 가스 상태인 라돈이 구조물로부터 방출 후 공간 내 

균등히 분포한 정상상태(steady-state)에서 구조물로부터 방출

된 라돈 물질과 실내 라돈 물질이 평형을 이룬다는 물질수지

(material balance) 조건으로 평가하였다. 기여율 평가는 실내 공

기 중 단위 시간당 방사능 수치를 기준으로 공동주택 내 건축

자재에서 기인한 단위 시간당 방사능 수치를 비교하여 기여율

을 산출하였다. 공동주택 내 건축자재에서 구조물별로 방출되

Fig. 1. Radon chamber construction and 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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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라돈 수준(exhalation radon levels, ERL)을 계산하기 위해 

식 (4)를 구성하였다. ERL은 건축 구조물의 라돈 방출이 실내

로 영향을 미친 라돈 수준을 나타낸 값이다. 또한 기여율 평가

를 위한 기준으로 실내 공기 중 라돈 수준(indoor radon levels, 
IRL)을 식 (5)와 같이 구성 하였다. 

ERLχ=Fχ×Dχ                                                                                  (4)

IRL=Conc.×V                               (5)

이때 ERL (Bq/m2ㆍday)은 식 (3)에서 계산된 건축자재별 단

위면적당 라돈 방출률(F, Bq/m2ㆍday)에 건축자재별 사용 면적

(D, m2)을 곱하여 계산하였으며 IRL (Bq/m2ㆍday)은 단위시간

당 실내 라돈 농도인 Conc. (Bq/m3ㆍday)에 공간의 체적 V (m3)

를 곱하여 계산하였다. 이상적인 환경의 주택 내 라돈의 상태는 

식 (6)과 같이 공동주택 내 구조물별로 방출되는 전체 라돈 수

준이 실내 라돈 수준과 일치하며, 측정된 값과 비교를 위해 식 

(7)과 같이 실내 라돈 수준과 실제 측정된 각 건축 구조물의 라

돈 수준을 합하여 기여율을 평가하였다.

                                (6)

 


×                             (7)

III. 결    과

1. 공동주택 내 건축자재 기인 라돈 방출률 평가
주택별 대표 구조물별 면적(Table 2)에 대한 방출률 평가 결

과 주택 2의 바닥에서 63.0 Bq/m2ㆍday로 가장 높은 방출률

을 나타냈고 다음으로 주택 3의 외력벽(석재)에서 58.8 Bq/m2ㆍ

day가 나타났다. 주택별 비교결과 주택 1, 3, 4에서는 건축 구

조물 중 외력벽(석재)에서 각 15.9 Bq/m2ㆍday, 58.8 Bq/m2ㆍ

day, 24.7 Bq/m2ㆍday의 방출률을 나타냈으며 주택 2, 6은 바

닥에서 각 63.0 Bq/m2ㆍday, 9.5 Bq/m2ㆍday의 방출률이 나타

났다. 주택 5는 천장에서 10.5 Bq/m2ㆍday의 방출률을 나타냈

다(Table 3). 주택 5와 주택 6의 경우 각 건축 구조물에 대해 전

반적으로 낮은 방출률을 보였다. 기둥식 구조인 두 주택과 벽

식 주택과의 차이를 보이는 결과로 기둥식 주택의 경우 건물

의 수직을 지탱하는 콘크리트 벽이 없는 대신 천장과 바닥 같은 

수평 구조물에 콘크리트가 추가적으로 시공된다.

공동주택의 구조별 건축 구조물의 라돈 방출률의 평균을 비

교한 결과 벽식 구조에서 내력벽과 외력벽(경량)은 각 7.5 Bq/

Table 2. Area of each structures by the investigated buildings

House

Structure area (m2)

Wall
Ceiling Floor Tile

Bearing Non bearing (stone) Non bearing (lightweight)

1 40.0 69.6 28.6 117.6 117.6 2.5
2 38.5 47.9 15.2 87.6 87.6 -
3 36.7 47.9 15.2 87.6 87.6 -
4 36.6 69.6 28.6 117.6 117.6 2.5
5 55.8 - 112.5 81.5 81.5 2.5
6 63.0 - 79.6 73.1 73.1 2.5

Table 3. Radon exhalation flux of structures by the investigated buildings

House

Radon exhalation flux (Bq/m2 · day)

Wall
Ceiling Floor Tile

Bearing Non bearing (stone) Non bearing (lightweight)

1 8.9 15.9 7.6 5.6 7.0 10.0
2 4.6 39.5 8.6 3.0 63.0 -
3 6.5 58.8 8.5 50.6 7.2 -
4 6.9 24.7 6.6 6.4 7.7 6.1
5 6.1 - 6.4 10.5 8.7 10.5
6 3.1 - 6.6 5.3 9.5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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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ㆍday, 7.1 Bq/m2ㆍday로 기둥식 구조보다 높게 나왔으나 천

장, 바닥, 타일의 경우 각 7.9 Bq/m2ㆍday, 9.1 Bq/m2ㆍday, 8.7 

Bq/m2ㆍday로 벽식 구조보다 기둥식 구조에서 높게 나왔다

(Table 4). 벽식 구조에서 건물의 수직을 지탱하는 벽채는 콘크

리트 등 석재로 이루어진 건축자재를 사용하며 기둥식 구조의 

경우 건축 설계상 상대적으로 수평을 이루는 천장, 바닥에서 

벽식 구조보다 더 많은 건축자재가 시공된다. 

공동주택의 형태별 건축 구조물의 라돈 방출률의 평균을 비

교한 결과 내력벽을 제외한 모든 건축 구조물에서 각 49.1 Bq/

m2ㆍday, 8.6 Bq/m2ㆍday, 26.8 Bq/m2ㆍday, 35.1 Bq/m2ㆍday
로 마감 형태보다 비마감 형태의 공동주택에서 높게 나왔다

(Table 5). 이때 마감형태는 실제 거주 환경과 똑같은 조건으로 

마감재 등 비마감 형태 보다 많은 복합 건축자재가 사용되었으

나 방출률 평가 결과 내력벽을 제외한 모든 건축 구조물에서 

단위면적당 방출률은 적게 나왔다(Table 5).

2. 공동주택 내 건축자재 기인 라돈 기여율 평가
Fig. 2는 건축자재별 실내 라돈에 대한 기여율을 나타낸 그

래프이며 Table 6은 전체 건축자재에 대한 기여율과 그 외 요인

에 대한 기여율을 나타내며 기여울 평가 당시의 실내 라돈 농

도를 보여준다. 주택 1은 외력벽(석재)이 11.9%의 기여율로 실

내 라돈 영향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으며 주택 2는 바닥

이 52.4%, 주택 3은 천장이 43.8%, 주택 4는 외력벽(석재)이 

19.3%, 주택 5는 천장이 17.4%, 주택 6은 바닥이 19.7%로 주

택별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내 라

돈 농도 중 건축자재로부터 기인된 건축자재의 기여율은 비마

감 주택인 주택 3이 81.7%, 주택 2가 76.0%로 콘크리트 노출 

주택의 경우 미지 수준의 영향이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

감 주택인 주택 5, 주택 4, 주택 6, 주택 1은 55.4%, 43.0%, 

41.0%, 34.0% 순으로 비마감 주택보다 미지 수준에 대한 영향

이 다소 높은 것으로 보여졌다.

IV. 고    찰

본 연구는 국내 건축자재 라돈 방출률 평가를 통한 정책수립

의 기초적 자료 제공과 실내 라돈 농도의 원인 분석을 통한 저

감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복합 건축자재로 구성된 공동주택 내 

건축 구조물에서 기인한 실내 공기 중의 라돈 농도에 대한 기여

율 평가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대표 아파트 건설사의 실증 모의 공동주택 

Table 4. Average of radon exhalation flux of structures by building 
constructions

House
construction

Radon exhalation flux (Bq/m2 · day)

Wall
Ceiling Floor Tile

Bearing Non bearing
(lightweight)

Wall* 7.5 7.1 6.0 7.4 8.0
Rahmen† 4.6 6.5 7.9 9.1 8.7

*The construction of house 1, 2, 3, 4.
†The construction of house 5, 6.

Table 5. Average of radon exhalation flux of structures by building 
shape

House shape

Radon exhalation flux (Bq/m2 · day)

Wall
Ceiling Floor Tile

Bearing Non bearing
(stone)

Non finishing* 5.6 49.1 8.6 26.8 35.1
Finishing† 6.0 20.3 6.8 6.9 8.2

*The shape of house 2, 3.
†The shape of house 1, 4, 5, 6.

Table 6. Evaluation of contribution rate by each investigated buildings

House
Contribution rate (%)

1 2 3 4 5 6

Materials 34.0 76.0 81.7 43.0 55.4 41.0
Unknown 66.0 24.0 18.3 57.0 44.6 59.0
Conc. (Bq/m3) 145.6 200.0 164.5 155.0 127.9 95.6

Fig. 2. Radon contribution rate by material source



430
홍형진ㆍ최지원ㆍ윤성원ㆍ김희천ㆍ이철민

https://doi.org/10.5668/JEHS.2021.47.5.425

실험동을 대상으로 수행하였으며 이 모의 공동주택은 벽식 구

조와 기둥식 구조로 건축적 특징에 따라 구분하여 실내 인테

리어 마감 상황에 따라 콘트리트가 들어난 비마감 형태와 인테

리어 마감 시공이 완료된 마감 형태로 구분되었다. 방출률 평

가 대상의 구분은 건축 전문가의 도면 및 육안 평가를 통해 한

정된 정보 내 평가된 구분이다. 해당 실험동의 보안상의 이유로 

방출률 평가 대상인 구조물의 복합 건축자재의 구성은 확인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었으나 실제 방출률이 높을 거라 예상된 내

력벽에서 다소 낮은 수치를 확인한 결과를 통해 추후 고도화된 

연구에서 구조물의 내부 구성 건축자재 중 실내 라돈 농도 영

향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대상 구조물의 각 방출률 평가 결과를 확인하면 내력벽의 경

우 두께 및 시공 예상 자재로 인해 평가 전 가장 방출률이 높을 

것이라 예상되었으나, 외력벽(석재) 구조가 전체적으로 높게 평

가되었다. 이는 실내 라돈의 영향이 건축 구조의 두께가 아닌 

건축재료의 종류 및 구성으로 연관되는 영향이 높을 것이라 판

단되며 마감재의 유무 및 그 마감재의 종류가 실내 라돈 기여

의 핵심적인 요소일 것으로 확인되는 바이다. 또한 다양한 건

축자재로부터의 라돈 침투 가능성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다

공성, 기밀성 등 건축자재 개별적인 영향으로 인한 구조적인 차

이로 인해 라돈이 적게 방출될 수 있으며 실제 실내환경에서 직

접적인 조사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12)

평가 결과에서 두드러지는 특이점으로는 주택 2와 주택 3에

서 특정 건축 구조물이 다른 주택의 건축 구조물보다 높은 수

치의 방출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 두 주택은 각 구조물의 마감

재 시공이 미비된 콘크리트 노출 주택으로 마감 형태의 다른 주

택과 비교 시 외력벽(석재)에서 노출된 콘크리트로 인한 영향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주택 2의 바닥과 주택 3의 천장에

서는 다른 주택 및 구조와 비교하여 약 5~9배의 높은 수치의 

방출률을 보였으며 이는 건축 설계에 대한 차이로 도면상에서 

복합 건축자재 300 mm가 추가적으로 시공된 것으로 확인되

었으며 노출된 콘크리트로 인한 영향으로 보인다. 특히 주택 2, 

3은 비마감 형태로 콘크리트와 관련된 구조물의 차이에서 더 

큰 영향이 되며 실내 라돈 농도가 권고기준치인 148 Bq/m3를 

넘으므로 이는 콘크리트 노출에 의한 실내 환경이 인체 건강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확인된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된 실내 라돈 농도를 기준으로 구분된 구

조의 방출률에 대한 기여율을 산정하였다. 구조물로부터 평가

된 결과를 토대로 실내 농도를 기준으로 기여율을 평가하기 위

해 각 구조물로부터 방출된 라돈 수준의 합과 실내 농도로부터 

계산된 라돈 수준을 비교하여 평가하였다. 

기여율 결과에서 확인된 미지 수준는 주택의 공기교환율로 

인한 외부 유입 및 배경농도에 대한 값이라 판단한다. 라돈은 

불활성 가스로 밀폐된 주택 내에서 유입 및 유출될 수 있으며 

실내 온습도, 건물의 노후화 등 물리적 특성에 큰 영향을 받는

다.13) 하지만 측정에서 사용된 전리함 검출기인 E-perm은 대상

에 부착된 In-situ 챔버 내에서 라돈 저감 인자 보정 통한 값을 

평가할 수 있으나, 실내 농도 측정 시 공간 전체에 대한 라돈 인

자에 대해 확인할 수 없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실내 농도에 대해 미지 수준을 계산하여 주택별 건축

자재에 대한 실내 영향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주택 6세대를 

대상으로 기여율을 평가했을 때 건축자재 라돈 방출률이 높을 

수록 미지 수준에 대한 영향이 적었으므로 실내 농도의 상당 

비율이 건축자재로부터 비롯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로부터 추론된 특징은 비마감 형태인 주택 2, 주택 3

의 결과로 확인할 때 노출된 내부 콘크리트로부터 실내 라돈 

중 약 70~80%가 기여된 것으로 확인되며 그에 반해 마감재 등

의 마감처리가 완료된 일반 주택의 경우 기여율이 30~50%인 

것으로 조사되어 마감재 시공을 통한 라돈 저감 방안 마련은 

상당한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며 최종적으로 실내에 직접 

노출된 건축자재가 실내 라돈 농도를 결정할 수 있는 요소라 

판단된다. 하지만 실내 측정값과 챔버 등을 통한 구조물 측정

값의 상호적으로 적합한 평가방법 개발을 위해 추후 고도화된 

연구를 통하여 객관화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내

환경에서의 건축자재에 대한 영향은 건축 구조물을 이루는 건

축자재의 개별적인 영향과 구조적인 차이로 인해 실제 환경에

서의 확인이 필요하며 주택 내 라돈 관리를 위해선 건축자재에 

대한 방출률 평가와 함께 실제 공동주택 내 영향 정도 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11-14)

V. 결    론

본 연구는 건축자재로부터 실내 라돈 농도의 영향을 평가하

기 위하여 복합 건축자재로 이루어진 건축 구조물 내 환경을 고

려하여 실제 공동주택과 유사하게 구조된 실증 주택에서 건축

자재 시공 등 구조적인 특징에 따라 건축자재 라돈 방출에 대

한 실내 라돈 농도의 영향을 확인한 연구로 실내 라돈 농도를 

기준으로 건축자재에 대한 라돈 기여율을 평가하여 실내 라돈 

요인인 건축자재 및 그 구조물에 대한 기초적 연구 제공을 목

적으로 수행되었다.

총 6 주택을 대상으로 각 주택의 구조별 특징을 확인하여 내

력벽, 외력벽(석재), 외력벽(경량), 천장, 바닥, 타일로 구분하여 

전리함 측정기 E-perm (Rad Elec Inc. USA)을 사용하여 공정 

시험법을 토대로 실내 농도를 측정하였으며 그와 동시에 건축 

구조물 전용 챔버(In-situ chamber)를 사용하여 구분된 구조물

의 방출률 평가를 통해 기여율 평가를 수행하여 건축자재 유무 

및 주택의 특징 등을 확인하였다.

주택 내 마감 시공의 유무에 따른 방출률에 대한 차이가 확

인되었으며 석재구조물과 경량구조물의 방출률에 대한 차이

가 확인되었다. 건축물의 형태적 특징에 따라 수직 구조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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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구조의 건축자재 이용 양상이 다르며 그에 따라 주요 라돈 

방출 요인이 상이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기여율 평가 시 실제 

확인된 라돈 기여율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소로 실내 

노출된 콘크리트로부터 비롯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방출률이 

높은 구조물로 구성된 주택에서 실내 라돈 영향의 변수가 적으

며 건축자재의 영향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과정 및 결과를 바탕으로 실내 라돈 농도에 있어 건

축자재의 영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단일 건축자재

와 그로 이루어진 건축 구조물의 영향은 개별적인 확인이 필요

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실내 라돈 건강 관리의 일

환으로 마감재 시공을 통한 저감 방법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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