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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공기 사용 농업시설 내 라돈 농도 변화 특성 

근무자의 연간 유효선량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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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최근 제주도의 농업시설에서는 온실 내 온도 유지와 

CO2 공 을 목 으로 화산암층 내 지하공기를 매우 활

발하게 활용하고 있다(2008년 기  약 410개소). 제주도 

지하공기(50-80 m)의 온도는 17-19 ℃로 외부환경에 

상 없이 일정하고, CO2 농도는 230-6,952 ppm으로 

기환경에 비해 높아[1] 그 활용 빈도가 차 증가하고 

있다. 농업시설 내로 유입되는 지하공기에는 CO2 외에도 

불활성 방사성 기체인 222Rn(라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게 유입된 라돈은 시설 내에 축 되어 근무자들의 

방사선 피폭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2].

제주도의 지질은 화강암 는 산성화산암이 지하 최

하부에 기반암으로 존재하고, 그 에 다공성 무암이 

많이 분포하며, 기공 발달이 많고, 균열과 수직 리가 잘 

발달되어있기 때문에[3], 암석 내 생성된 라돈의 유동이 

보다 원활하여 일부 지역에서는 실내 라돈 농도가 상

으로 높은 경우도 있다. 특히, 지하공기를 연속 으로 

강제 유입시키는 농업시설에서는 라돈이 매우 높은 농도

로 축 될 수 있다.

2010년 한국원자력안 기술원은 제주 학교 방사선응

용과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지하공기를 활용하는 제주도 

내 농업시설(온실)에 한 라돈 농도 기  조사를 수행

한바 있으며, 그 결과, 일부 온실에서는 라돈 농도가 상

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4]. 본 연구에서는 과거 수

행된 기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상 으로 라돈 농

도가 높고, 규모가 크며, 근무자 수가 많은 2개의 온실을 

상으로 계 별 라돈 농도 측정을 수행하 다. 한, 지

하공기 송풍 시설  환기장치의 가동 유무에 따른 온실 

내 라돈 농도의 변화 특성을 평가하고, 라돈과 라돈 자

핵종(218Po, 214Pb, 214Bi) 사이의 평형인자를 산출하여 라

돈 흡입에 의한 근무자의 연간 유효선량을 평가하 다.

 재료  방법

계 별 라돈 농도의 변화 특성을 확인하고, 연평균 라

돈 농도(지하공기 유입구의 라돈 농도는 제외)를 근무자

의 유효선량 평가에 용하기 해서, A, B 시설 각각의 

7개 지 (지하공기 유입구 1, 온실 6)에서 수동형 알

입자비  검출기(Raduet, Radosys Ltd., Hungary)를 이

용하여 2010년 05월부터 2011년 06월까지 약 1년 동안 

계 별 라돈 농도를 측정하 다. 그리고 지하공기 송풍 

시설  환기 장치의 가동 유무에 따른 온실 내 라돈 농

도의 변화 특성을 평가하기 해서, 능동형 연속측정 검

출기(RAD7, Durridge Co., USA)를 이용하여 A 시설

(2011년 09월 19일∼21일)과 B 시설(2011년 09월 21일

∼23일) 각각의 8개 지 에서 약 3일 동안 라돈 농도의 

변화를 연속 측정하 다. 한, 지하공기의 유입에 따른 

라돈 농도 변화와 CO2 농도 변화 특성을 비교하기 해

서, CO2 측정기(testo 435, testo Inc., USA)를 이용하여 

온실 앙에서 동일한 기간 동안 CO2 농도를 연속 측정

하 다. 

온실 내 라돈과 라돈 자핵종 사이의 평형인자를 산출

하여 근무자의 유효선량 평가에 용하기 해서, 능동

형 라돈 자핵종 검출기(EQF 3120, SARAD GmbH., 

Germany)를 이용하여 온실 앙에서 동일한 기간 동안 

라돈과 라돈 자핵종의 방사능 농도를 측정하 다.

연평균 라돈 농도, 각 시설 근무자들의 온실 내 연간 

근무시간, 2009년 ICRP에서 권고한 선량환산계수[5]를 

용하여 평형인자(UNSCEAR의 제안값과 본 연구의 

산출값)에 따라 연간 유효선량을 각각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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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고찰

A, B 두 시설의 계  변화에 따른 지하공기 유입구 

 온실 내 평균 라돈 농도는 Table 1.과 같다. 온실 내 

라돈 농도는 계 변화에 상 없이 지하공기의 유입구 부

근에서 가장 높았으며, 지하공기의 유입구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 다. 지하공기 유입구를 

제외한 온실 내 라돈 농도는 계 변화와 지하공기 송풍 

시설의 가동 유무에 크게 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

으며, 지하공기 송풍 시설이 가동되는 주간 동안의 라돈 

농도 변화 특성은 CO2 농도 변화 특성과 매우 한 

계가 있음을 확인하 다.

Season

Radon concentration (Bq·m
-3
)

A B

Discharge 

port
Indoor

Discharge 

port
Indoor

Spring

(∼11.06.08)
3,883 ± 38

1)
146 ± 7 2,306 ± 29 533 ± 14

Summer

(∼10.08.27)
3,406 ± 32 121 ± 6 3,386 ± 31 770 ± 15

Autumn

(∼10.11.30)
3,635 ± 35 346 ± 11 4,250 ± 43 1,412 ± 25

Winter

(∼11.03.09)
3,016 ± 32 1,057 ± 19 3,016 ± 32 1,955 ± 26

Table 1. The seasonal variation of the average 

radon concentration at discharge port and indoor

1)
Standard deviation

A, B 시설의 지하공기 유입구 라돈 농도는 유사하나, 

온실에 설치된 지하공기 송풍 시설 수의 차이(A 시설; 

1, B 시설; 3)에 의해 온실 내 라돈 농도는 차이가 매우 

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실 내 라돈과 라돈 자핵종 

사이의 평형인자는 0.33으로 같았다. A 시설 근무자들은 

1년 동안 남성이 1,664시간, 여성이 2,228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B시설 근무자들은 남성이 1,842시

간, 여성이 1,770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평형인자별 A, B 시설 근무자들의 라돈 흡입에 의한 

연간 유효선량은 Table 2.와 같으며, B 시설 근무자들의 

연간 유효선량은 ICRP에서 권고하는 근무지에서의 조치

가 필요한  10 mSv·y
-1
[5]과 비슷한 매우 높은 값

이었다. 그러나 B 시설의 경우, 본 연구의 수행 과정에

서 시설 운 자가 라돈의 해성에 해서 이해하고 인

식함으로써 지하공기 송풍 시설의 가동 빈도를 이고, 

환기 빈도를 늘리는 등의 시설 운 을 개선하 다(2011

년 03월부터, Table 1.에서 에 해당). 그 결과, 온실 

내 평균 라돈 농도는 그 이 에 비해 약 60% 낮아졌다.

Equilibrium Factor
A (mSv·y

-1) B (mSv·y-1)

Men Women Men Women

0.4 (by UNSCEAR) 3.3 4.5 10.3 9.9

0.33 (by this study) 2.8 3.7 8.6 8.2

Table 2. The annual effective dose due to inhaled 

radon to workers with the equilibrium factor

 결  론

향후 지하공기를 활용하는 시설이외에도 보다 다양한 

농업 시설에 해서 체계 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단되며, 이러한 시설과 련된 근무자들 역시 직무 피폭

의 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설 계자들

이 라돈에 한 이해를 통해 스스로 방사선 피폭을 낮출 

수 있도록 여건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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