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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우리나라 일부 지역의 많은 가옥에서 라돈농도가 

기 치를 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들 라돈농도

가 높은 가옥은 부분 지역 으로 편재되어 있으며, 

따라서 가옥내 라돈농도가 해당 가옥이 치한 지역

의 기반암의 라듐농도와 주로 련이 있는 것으로 추

정된다. 

   이 연구에서는 일부 라돈 유입원을 제한한 즉 인

원의 실내 출입을 제한하고, 지하수나 천연 가스 사용

을 배제한 상태에서 가옥내 라돈의 농도를 결정 짖는 

요소들 즉 가옥 구조물로부터 확산되는 라돈의 양과 

가옥의 바닥 틈새로부터 유입되는 라돈의 양, 환기에 

의해 제거되는 라돈의 양을 악하고자 하 다. 그

게 하기 해 고 라돈농도의 가옥인 충북 청천면 덕

평리의 한 가옥을 임 하여, 약 한 달간 가옥의 라돈

농도를 조사하 고, 가옥 구조물의 라듐 농도, 라돈의 

토양으로부터 방출률과 벽지 등에 의한 라돈 차폐율 

등을 측정하 다. 이들 자료를 사용하여 가옥내 라돈

농도에 한 가옥 구조물과, 바닥 틈새, 환기 등에 의

한 기여를 악하고자 하 다.

 재료  방법

가옥에서 천연 가스나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단  시간 동안 가옥 구조물인 토양으로부터 가옥 안

으로 확산되는 라돈의 양은 토양  라듐 방사능과 

이에 의한 라돈 방출률, 라돈의 벽지 투과율을 곱한 

것의 반이다. 한편 단  시간 동안 라돈의 방사성 

붕괴와 환기로 제거되는 라돈의 양은 라돈의 붕괴율

과 환기율을 합한 것에 가옥내 라돈의 양을 곱한 것

과 같다. 이 경우 가옥에서 라돈의 방사능은 그림 1과 

같은 모델을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Fig 1. Model for calculation of the radon 

concentration in the house.

  

 이 연구에서 조사한 가옥은 목재 기둥에, 벽은 2 

mm 이하의 콘크리트가 발라진 200 mm 두께의 흙벽

으로 되어 있고, 지붕은 슬 이트로 되어 있었다. 

   방의 가운데 바닥에 RAD7을 설치하고 2010년 5

월 21일부터 6월 20일까지 라돈농도를 측정하 다.  

   가옥 벽체 토양의 
226
Ra 방사능은 벽체에서 채취한 

토양을 감마분 분석하여 결정하 다. 토양으로부터의 

라돈 방출률을 조사하기 해 라듐농도가 8.14 ± 

0.09Bq/g인 토양을 지름 140mm의 아크릴 원통에 각

각 50, 200, 300mm 높이로 넣고, 이 원통을 0.1m3의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진 라돈 교정용 용기에 넣고, 라

돈농도를 측정하 다.

   벽지에 의한 라돈 차단율을 조사하기 한 선원은 

550x450mm
2
의 베그라이트  양면에 토양을 부착하

여 제작하 다. 이 선원을 0.2m
3
의 된 스테인리스 

용기에 넣고 4주 후에 라돈농도를 측정하 다. 다음 

이 선원을 벽지로  한 후 스테인리스 용기에 넣

고 4주 후에 라돈농도를 조사하 다.

 결과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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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옥에서 측정한 라돈농도를 그림 2에 보 다. 평균 

라돈농도는 382±147 Bq/m3, 최  라돈농도는 859 ± 

76Bq/m
3
이었다.

 

Fig. 2. Radon concentrations measured in the 

room May 21 to Jun 20 in 2010

   분 분석에 의해 측정된 가옥 벽체 토양의 라듐농

도는 0.118 ± 0.003Bq/g이었다. 이 라듐농도는 일반

토양에서 측정되는 0.04Bq/g보다 3배 이상 높은 수

이다[1]. 측정된 라돈 방출률은 표 1에 보 다. 토양으

로부터 방출되는 라돈농도는 지수 함수로 증가하 으

며, 증가율은 라돈의 붕괴 상수와 동일한 0.076h 이었

다. 한편 측정된 벽지에 의한 라돈 차단율은 15%이었

다.

Table 1. Radon diffusion rates in the soil samples

Sample Characteristics Samples

Height(mm) 50 200 300　

Mass(g) 855 3566 5415

Radium activity(Bq) 6967 29049 44107

Rn conc.(Bq/m3) 12105 24830 34556

Rn activity(Bq) 1210 4966 6911

Diffusion rate(%) 17.4 17.1  15.6

가옥내 라돈농도의 일변화는 주로 가옥의 환

기와 련이 있다. 라돈농도가 증가하는 시간

와 감소하는 시간 의 환기율을 변화시키면서, 

가정된 틈새 라돈 유입량과 측정된 벽체의 라

듐 농도, 라듐 방출률, 벽지에 의한 차단률 등

의 자료를 사용하여 계산된 라돈농도를 측정된 

라돈농도와 비교하여 틈새 유입 라돈 양을 결

정하 다. 계산에서 틈새 유입 라돈농도의 량은 

25Bq/h로 하 고, 환기율은 라돈농도가 상승

하는 시 에 6.4%/h, 라돈이 감소하는 시 에 

26.5%/h로 하 다. 보통 가옥에서는 평균 으

로 시간당 10%의 공기가 환기되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

최  라돈농도를 결정 짖는 요소에 해 각 

요소별 크기를 표 2에 정리하 다. 이 가옥내 

라돈 유입원으로 생각한 벽체 유입과 틈새 유

입은 각각 55%와  33%로 벽체 유입이 주요 

라돈 유입원임을 나타내고 있다. 

Table 2. Contributions of radon entry 

sources, respectively

Entry 

Sources

Calculated

MeasuredVent Rate 

0%/h

Vent. Rate

6.4% /h

Wall, Floor 505.2 331.5(55%) 　

Crack 300.0 196.9(33%) 　

Etc. 160.0 72.3(12%) 　

Sum 877.5 600.7(100%) 588.4

     

 결  론 

   조사 가옥 벽체의 라듐농도는 일반 토양에서 측정

되는 40 Bq/kg 보다 높은 115Bq/kg이었다. 측정된 

가옥 벽체의 라듐농도, 토양으로부터 라돈방출률, 벽

지 등에 의한 라돈 차폐율와, 바닥 틈으로 유입되는 

라돈의 농도를 25Bq/m
3
-h, 라돈이 증가할 때 환기율

은 6.4%, 감소할 때 환기율은 26.5%로 가정하고 계산

한 가옥내 라돈농도는 라돈 증가시  감소시 측정된 

라돈농도와 일치하 다. 라돈이 최 로 상승한 09:00

시에 기록한 588Bq/m
3
은 가옥의 벽체로부터 확산된 

332Bq/m3과 바닥의 갈라진 틈으로 유입된 197Bq/m3

이 주로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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