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e-jehs.org

I. 서    론

라돈은 인간의 호흡에 의해 폐에 침착되며, 침착된 라돈

은 라돈 자핵종으로 붕괴하며 α입자를 방출하여 폐 조직

을 손상시키고 폐암을 유발한다.1,2) 이에 국제 암 연구센터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와 세계보

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서는 라돈을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3) 또한, 세계보건기구는 전 세계 폐

암 발생의 3~15%가 라돈에 의한 것이며, 이는 흡연에 이은 폐

암 발병의 주요 원인 물질로 규명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라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게 되면 건강상 큰 위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

로 거주지에서의 라돈농도 관리는 건강 위해성 측면에서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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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ABSTRACT

Background: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ovide background information for the proper management of 
radon contamination in apartments using mechanical ventilation facilities in residential environments. 

Objectives: To this end, this study compared and evaluated changes in radon concentrations based on 
different operating intensities of mechanical ventilation with or without natural ventilation. 

Methods: For the continuous measurement of radon concentrations, an RAD7 instrument was installed 
in four apartments equipped with a ventilation system. The measurements were done for comparison of 
ventilation types and different ventilation intensities (“high”, “middle”, “low”).

Results: The results confirmed that both mechanical and natural ventilation sufficiently reduced the radon 
concentration in the apartments. In particular, mechanical ventilation at “high” intensity was the most 
effective. Natural ventilation combined with mechanical ventilation and then natural ventilation alone were 
the second and the third most effective, respectively. 

Conclusions: When using ventilation to reduce indoor radon concentrations, it is most effective to operate 
mechanical ventilation (“high”) or natural ventilation and mechanical ventilation at the same time. In cases 
where mechanical ventilation is available alone, it is recommended to operate it at a minimum of “middle” 
int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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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다.4) 국내에서는 법률 제16307호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라돈을 실내 오염물질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일반적인 실내공기질(Indoor Air Quality, IAQ) 관리 방법인 

환기는 가장 대표적인 라돈농도 저감 방법으로 보고되고 있으

며,5,6) 그 외 토양배기법 및 차단막 설치 등 실내공기 중으로 라

돈 유입을 막아 오염도를 낮추는 방법 등이 알려져 있다.7,8) 국

내의 경우 실내공기 중 라돈농도 저감에 대한 연구로는 토양배

기법 및 차단막 설치, 창문틀 라돈 저감 장치 등을 이용한 라돈 

저감에 대한 연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 역시 단

편적 연구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고,9,10) 공동주택 등 다세대 주

거 시설의 경우 토양배기법, 차단막 설치 등의 새로운 시공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실내공기질 관리 방

법인 환기는 크게 창문 개폐 등을 통한 자연환기와 공조장치 

등을 이용한 기계환기로 구분되는데, 라돈 저감과 관련한 환기 

효과에 대한 비교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신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기계환기 

설비의 운영 및 자연환기 실시에 따른 라돈농도의 변화를 비교 

평가함으로써 환기를 통한 아파트 내 적절한 라돈농도 관리 및 

저감을 위한 환기 방안 활용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국내 대표적 공동주택인 아파트 중 건물의 균열 

및 건축자재의 노후 등에 의한 침기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 완공 5년 이내에 건축물로, 덕트를 통해 외기 유입량을 조

절하는 환기방식의 기계환기설비가 설치된 아파트 중의 한 세

대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연구 대상 아파트는 서

울시 마포구 신정동,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충청북도 청주시 

복대동, 경기도 의정부시 낙양동에 위치하였으며, 연구 대상 아

파트의 유형 및 조사대상 세대의 넓이 등의 특성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2. 측정 방법
각 세대별 환기 조건에 따른 라돈농도 측정은 자연환기와 기

계환기설비 운영에 차이 검증을 위해 자연환기 시, 기계환기 

시, 자연 및 기계환기 동시 운용 시로 총 3가지 상황으로 구분

하여 수행하였다. 기계환기의 경우는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

교통부령 제2013-23호』에 근거하여 환기설비의 운용 조건 즉, 

강, 중, 약으로 가동하는 상황에서 라돈농도를 측정하였다.

측정은 2020년 7월~11월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측정 장비

는 실시간 연속 측정이 가능한 RAD7 (DURRIDGE Company 
Inc. USA)를 사용하여 시간 단위 라돈농도 값을 결과 해석에 

활용하였으며, 측정 시작 후 초기 3시간 이상의 측정값은 측정

장치 내에 잔류하고 있을 수 있는 이전 측정 장소의 라돈에 의

한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삭제한 후 이후 측정 농도 값을 본 연

구 결과로 활용하였다. 

측정 위치는 기계환기 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자연환기가 가

능한 창문이 있는 방과 거실로 선정하였으며, 기계환기 설비, 

창문, 및 측정기기 설치 위치는 Table 2와 같다. 환경부 고시 제

2020-07호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지점을 대표

할 수 있는 거실과 방의 중앙점에서 바닥면에서 1.2~1.5 m 높

이에서 측정하였다. 각 측정지점에서의 환기 방법에 따른 환기 

효율을 알아보기 위해 라돈농도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도록 거

주자가 생활하는 조건에서 약 5시간 이상 밀폐시킨 후 실험을 

진행하였다.

3. 분석 방법
환기 조건에 따른 실내 라돈농도 저감을 확인하기 위해 측정

된 라돈농도를 측정 초기 라돈농도로 나눈 농도비(Cr)를 산출

하였다. 또한 국내 실내 라돈농도 권고 기준인 148 Bq/m3 이하

의 만족성 및 유지성 검토를 위해 전체 측정농도를 권고 기준치

인 148 Bq/m3로 나눈 값(Cs)을 각각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 1 -

  


 
        

(1)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household subject to research

Classification Location Floor Type Area (m2) Number of room and 
bathroom

Household A Shinjeong-dong, Mapo-gu, Seoul 7th Corridor type 68.9 2 Rooms / 1 Bathroom
Household B Jeongwang-dong, Siheung-si, 

Gyeonggi-do
21st Tower-shaped type 116.5 3 Rooms / 2 Bathrooms

Household C Bokdae-dong, Cheongju-si, 
Chungcheongbuk-do

4th Corridor type, Duplex type 65.5 3 Rooms / 1 Bathroom

Household D Nakyang-dong, Uijeongbu-si, 
Gyeonggi-do

22nd Tower-shaped type 84.9 3 Rooms / 2 Bathro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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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여기서 C=환기 중 라돈농도(Bq/m3), C0=환기 초기 라돈농도 

(Bq/m3), Cr=초기 농도로 측정된 라돈농도를 나눈 라돈농도비, 

Cs=측정된 라돈농도를 권고기준인 148 Bq/m3로 나눈 기준 초

과 농도비이다.

III. 결    과

1. 세대별 환기 조건에 따른 라돈농도 분포 특성
Figs. 1~4는 측정 대상 세대별 환기 조건에 따른 라돈농도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며, 측정 조사한 라돈농도를 초기 라돈농도

와 권고 기준인 148 Bq/m3로 나눈 농도비인 Cr과 Cs의 시간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x축에는 시간을, y축에는 농도(비)를 나

타내었다.

Fig. 1은 A세대에서의 방과 거실의 기계환기 조건별 라돈농

도 변화이다. A세대에서는 자연환기를 하였을 때 저감률이 가

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계환기(강)의 경우 환기를 시작

한 후 1~2시간 후에 높은 저감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계환기(중)의 경우 거실에서의 라돈농도는 변화 양상이 일정

하지 않았지만, 방에서의 라돈농도는 53 Bq/m3에서 6 Bq/m3

로 환기 후 라돈농도가 저감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계

환기와 자연환기를 함께 운용한 경우는, 방의 경우 9 Bq/m3에

서 21 Bq/m3로, 거실의 경우 4 Bq/m3에서 22 Bq/m3로, 기계

환기(약) 일 때 방의 경우 19 Bq/m3에서 75 Bq/m3로, 거실의 

경우 22 Bq/m3에서 52 Bq/m3로 환기 시작 후 라돈농도가 오

히려 증가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측정된 값들은 모두 실내공기

질 관리법에 제시된 실내 라돈농도의 권고기준인 148 Bq/m3 

미만으로 나타났다. 

Fig. 2는 B세대 거실에서의 자연환기, 기계환기(중), 기계환기

(약), 기계환기와 자연환기를 동시에 했을 때의 라돈농도 변화

Table 2. Location of mechanical ventilation facilities, windows, and measuring instruments according to each household

Classification Household A Household B Household C Household D

Location of 
mechanical 
ventilation facilities*

Location of windows

Location of measuring 
instruments

*The mechanical ventilation facility is a heat recovery type ventilation system, and the number of ventilation per hour is set to 0.5 or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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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관찰하였다. 자연환기를 하였을 때 가장 높은 저감효과를 

보였고, 기계환기(중), 기계환기(약), 기계환기와 자연환기를 동

시에 운용하였을 때에는 약한 저감 효과를 나타냈다. 이 중 기

계환기(약)에서는 환기 시작 이후 최고 농도 196 Bq/m3로, 기

준치인 148 Bq/m3을 초과하는 부분이 확인되었다.

Fig. 3은 C세대를 대상으로 조사된 결과로 기계환기(강), 기

계환기(중), 기계환기(약)에서는 라돈농도의 증가와 감소가 반

복되는 경향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Fig. 1. Trend of Radon Concentration by Mechanical Ventilation Conditions of Household A

Fig. 2. Trend of Radon Concentration by Mechanical Ventilation Conditions of Household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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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rend of Radon Concentration by Mechanical Ventilation Conditions of Household D

Fig. 3. Trend of Radon Concentration by Mechanical Ventilation Conditions of Household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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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기 시 환기 시작 3시간 후에, 자연환기와 기계환기를 함

께 운용하였을 시 환기 시작 5시간 후에 저감효과가 보였고, 시

간이 지난 후 라돈농도가 점차 증가하는 구간을 나타내기도 하

였다.

Fig. 4는 D세대에서의 조사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전반적

으로 모든 환기 조건에서 저감 효과를 보였다. 자연환기 조건에

서 가장 높은 저감효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기계환기(강) 거

실에서는 밀폐 후 174 Bq/m3 이상의 농도에서 환기 후 약 67 

Bq/m3으로 저감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계환기(중)과 기계

환기(약)에서도 라돈농도가 약간 증가하는 구간이 관찰되었지

만 기계환기(중) 거실에서 119 Bq/m3에서 71 Bq/m3로, 방에서 

126 Bq/m3에서 38 Bq/m3로, 기계환기(약) 거실에서 83 Bq/

m3에서 46 Bq/m3로, 방에서 87 Bq/m3에서 24 Bq/m3로 전체

적으로 농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환기 운전 조건별 라돈농도 분포 특성
Fig. 5는 각각 환기 운전 조건별 라돈 저감 분포 특성을 살펴

보기 위해 전체 조사된 라돈농도를 측정 초기 농도로 나눈 농

도비(Cr)로 나타낸 것이다. x축에는 시간을, y축에는 농도비를 

나타내었다. 농도비는 정규분포를 따르며, 각 환기 운전 조건들

은 등분산을 확인하였다. F분포(p<0.05)를 통해 집단 간 유의

한 평균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Fig. 5. Trend of Radon Concentration by Ventilation Operation Int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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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환기(강)일 때 환기 시작 4시간 후 모든 세대에서 라돈농

도의 감소가 나타났으며, 자연환기를 하였을 때와 자연환기와 

기계환기를 함께 가동하였을 때 전체적으로 농도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A세대의 경우 기계환기 설비의 (중)과 (약)의 조

건으로 운영 시 측정 기간 중 농도비가 약 2.6배, 1.8배 증가하

는 부분이 보이기는 하였으나, 이는 실내 라돈농도가 권고기준

치인 148 Bq/m3 이하의 낮은 농도 구간에서 나타난 결과로 환

기 설비 운영에 따른 실내공기 중의 라돈농도 증가보다는 안정

화된 라돈농도 범위 내에서 발생되고 공기 중 라돈 유동의 변

화에 기인된 것으로 생각한다. 

IV. 고    찰

본 연구는 실내 라돈농도 저감을 위한 다양한 라돈 저감 방

법들 중 환기를 이용한 라돈 저감 방법에 대하여 국내 대표적 

거주환경인 아파트를 대상으로 환기를 통한 라돈 저감 방법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나아가 국내 거주환경에 적합한 환기 

운용 조건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국내 주거환경 라돈 저감 및 

관리에 있어 과학적이며, 기초적인 자료의 제공을 목적으로 수

행되었다. 

본 연구는 실제 거주환경에서 이루어진 연구로 환기 유형별 

라돈농도의 저감 효과를 평가함에 있어 초기 농도를 통제할 수 

없어 환기 운영 조건에 따른 시간별 라돈농도 저감 효과를 비

교하는 데 있어 결과 해석상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환으

로 모든 측정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측정 전 5시간 이상 밀폐

를 통해 조사대상 세대 내의 공기 중 라돈농도를 높은 수준으

로 조정한 후 이를 초기 농도로 선정하여 각 세대별로 시간에 

따라 측정된 농도를 조사된 초기 농도로 나누어줌으로써 모든 

세대별 초기 농도 조건을 1로 통일화하였으며, 환기 운영에 따

른 저감효과를 농도비의 저감 크기로 비교·평가하였다. 측정 시

작 전 5시간 이상 밀폐를 통해 조사대상 세대 내 공기 중 라돈

농도를 높은 수준으로 조사한 이유는 각 세대별 라돈 발생원 

및 건물의 기밀성 등과 같은 물리적 특성과 거주자들의 생활환

경 특성 등에 따라 실내 라돈농도가 낮은 농도로 분포할 경우 

환기에 의한 저감 효과가 과소평가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측정 전 5시간 이상 밀폐 후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결과 해석상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

였다. 또한 이와 같은 농도비의 평가 과정에서 본 연구의 A세대 

조사에서 나타난 것 같이 농도비가 약 1.8배에서 2.6배까지 증

가하는 것을 나타낸 경우 환기가 실내 라돈농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잘못 해석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은 실내 라돈농도가 매우 낮은 상태인 안

정화 상태에서 건축자재 등과 같은 라돈 발생원으로부터 라돈 

발생량 증가로 인한 미비한 농도 증가로 실내 라돈농도 증가에

Fig. 5.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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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나 수치적으로만 해석할 경우 

잘못된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환경부에서 정하고 있는 권고치인 148 Bq/m3을 기준으

로 측정값을 나눈 환기에 따른 시간별 라돈농도의 수준을 농도

비와 같이 제시함으로써 결과 해석에서 발생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였다. 

환기 전, 세대 내의 밀폐된 라돈농도값을 보았을 때 A세대, C
세대보다 상대적으로 B세대, D세대가 높은 라돈농도를 보인다. 

D세대는 대보 화강암 지대에 위치하여 주변 환경에 의한 지질 

특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B세대는 거주자의 흡연 및 

생활 습관 등 부수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기계환기(강)일 때 A세대 거실에서 1시간 후, A세대 방에서 

2시간 후, D세대 방에서 1시간 후, 자연환기일 때 C세대 거실

에서 3시간 후 라돈농도의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 이처럼 환기 

시작 후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라돈의 감소가 확인된 이유는 라

돈은 기체 상태의 물질이므로 기계 및 자연 환기 진행 시 발생

되는 기류 변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연구 수행 결과 실내 라돈농도 저감에 있어 가장 적절한 환

기 운영 조건은 기계환기(강)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다음으

로는 자연환기를 진행하였을 때와 자연환기와 기계환기를 같

이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었다. 기계환기 설비만을 의존한 환

기에서는 기계환기설비 운전조건이 ‘강’, ‘중’, ‘약’의 순으로 환

기의 양이 높은 순으로 실내 라돈농도의 저감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고, 운전조건이 ‘약’의 경우에는 실내 라돈농도의 저감

효과가 매우 미흡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실

내 라돈농도 저감을 위한 기계환기 설비의 가동의 경우 운전조

건을 최소 ‘중’ 이상의 운전조건에서의 가동이 필요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자연환기 및 기계환기 설비 운용 시 실내 라

돈농도가 저감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행 연구에서 환

기와 라돈농도 저감을 연구한 사례가 있다. 지하철에서 환기시

스템 가동 시 라돈 농도가 저감된 사례11) 및 노후 단독주택 내

에서 자연환기 시 라돈 농도가 76.9%~86.8%의 저감률을 보

인 사례12) 등이 그 예이다. 선행연구들과 동일한 결과13-15)로 본 

연구의 결과는 환기 활동이 실내 라돈농도 저감에 있어 유용한 

저감 방법이며, 국내 거주환경에서 환기 활동을 통한 실내 라

돈농도의 저감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라 생각한다. 다

만 기계환기 설비를 이용한 라돈 저감에 있어 자연환기와의 병

행 및 운전 조건(환기량)에 따라 라돈농도 저감 효과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국민들의 환경보건 및 위해정보 전달 측

면을 고려할 때 기존의 모든 환기 유형 및 운전 조건이 실내 라

돈농도 저감에 효과적이라는 잘못된 위해관리 정보 전달보다

는 보다 과학적이며 실용 가능한 위해관리 정보전달이 이루어

지는 것이 필요하다 여겨진다. 이에 본 연구의 연구 대상 세대 

수의 제한성 및 기계환기설비에 대한 운전 사항(운전 조건에 따

른 환기량 등)에 대한 정보 등의 수집 및 연계 분석의 한계성 등

을 고려할 때 향후 추가적 조사를 통해 국내 실내 거주환경의 

라돈농도 저감에 적합한 환기 유형 및 운전조건에 대한 연구 

및 이들 연구로부터 획득된 결과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인 위해

관리 정보의 생산 및 대국민 전달이 요구된다. 

V. 결    론

본 연구는 신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내 라돈농도 관리를 위

한 기계환기 설비 가동 세기에 따른 라돈농도의 변화 및 자연환

기와 기계환기 설비의 동시 운용에 따른 실내 라돈농도 변화를 

비교평가함으로써 주거 환경 내 라돈 저감을 위한 환기 운영 방

안 활용 가능성 및 적절한 환기 운영 방법의 제공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기계환기 설비가 설치된 5년 이내의 신축 아파트 4세대를 대

상으로 RAD7 (DURRIDGE Company Inc, USA)을 사용하여 

세대별 기계환기 설비 가동 및 자연환기 시의 라돈농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측정은 거주자가 생활하는 조건에서 라돈농도가 

충분히 올라갈 때까지 약 5시간 이상 밀폐 후 기계환기 강, 중, 

약, 자연환기 진행 시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수행을 통해 획득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

다. 

약 5시간 이상의 밀폐 후 각각의 방법으로 환기를 진행하였

을 때 전반적으로 실내 라돈농도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그중 기계환기(강)을 가동하였을 때 저감 효율이 가장 좋

았고, 자연환기와 기계환기를 동시에 진행하였을 경우와 자연

환기를 하였을 때 저감효율이 높았다. 기계환기(중)일 때와 기

계환기(약)일 때 일부 세대에서 라돈농도가 증가하는 부분이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실내 라돈농도 저감에 있어 환기

를 이용한 저감의 경우 기계환기(강) 또는 자연환기와 기계환기

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계환기만을 적용하여

야 할 경우 기계환기 운전을 ‘중’이상의 조건이 필요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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