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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문화재 건축물의 실내 라돈저감 방안에 관한 연구
문종욱*ㆍ신용주**

A Study on the Indoor Radon Reduction Plan of Traditional
Cultural Property Building
Moon, Jong-Wook*ㆍShin, Yong-Joo**

요 지
현대 도시인은 주간에는 직장, 그리고 야간에는 가정이라는 실내공간에서 생활이 이루어짐에 따라 일상의 대부분을 실내
에서 영위하고 있다. 더욱이 생활공간의 온 ‧ 습도를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의 절감 및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점차 밀폐화 되
면서 실내 공기질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공간속에 숨어 있는 라돈은 자연 속 우라늄이 붕괴하며 강한 방사
선을 방출하는 물질로 세계 보건기구(WHO)와 미국환경청에서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으며 흡연에 이어 폐암 발병 요인
2위로 지목한 바 있다. 이러한 생활 속 라돈은 단독주택, 특히 농촌주택과 같이 오래된 건축물에 많이 발생되는데 이러한
맥락속에서 사찰, 누각, 고건축물 등 준공년도가 오래된 문화재 건축물 적용 가능한 라돈저감 방안을 제시하고 라돈저감을
위한 환기 및 건축자재 선정차원의 소극적 대안방법이 아닌 라돈 저감 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친환경 활성탄 접착제의 개
발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차별화된 기술수준을 제시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핵심용어: 라돈, 고건축, 문화재, 라론저감, 친환경 소재

Abstract
Modern urbanites live most of their daily lives indoors as they live at work during the day and at home at night. Moreover, in
order to save energy and increase efficiency for maintaining the temperature and humidity of a living space, it is gradually
sealed, and interest in indoor air quality is emerging. Radon, which is hidden in this space, is a substance that emits strong
radiation when uranium in nature collapses. Radon in these daily lives is often generated in old buildings such as detached
houses, especially rural houses. The development of an eco-friendly activated carbon adhesive that can improve radon
reduction efficiency, rather than a passive alternative method for selecting construction materials, is very necessary.
Accordingly, the differentiated technology level was presented and the results were derived.
Keywords: Radon, Old architecture, Cultural property, Laron reduction, Eco-Friendly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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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대 도시인은 주간에는 직장, 그리고 야간에는 가정이라는 실내공간에서 생활이 이루어짐에 따라 일상의 대부분을 실
내에서 영위하고 있다. 더욱이 생활공간의 온 ‧ 습도를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의 절감 및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점차 밀폐화
되면서 실내 공기질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 의거하여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 공기질을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오염원과 위
험도를 바탕으로 관리 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실내 공기질에 대한 관리 기준이 점차 법제화되고 있으며 보다 개선된 실내 환경을 조성하고자 산 ‧ 학 ‧ 연 ‧
정이 연계하여 다양한 국가 정책과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공기질의 개선을 위하여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
는 환기 시스템에 기능성 필터를 부착하여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2차적인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라돈은 환기 시
스템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오염원이다. 라돈은 무색, 무미, 무취의 기체 형태 천연방사성 물질로서 지구상
어느 공간에서도 존재하고 있기에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라돈 기체는 인체의 생물학적 장해를 일으키는 1
급 발암 물질이다.
라돈은 자연 속 우라늄이 붕괴하며 강한 방사선을 방출하는 물질인 무색, 무취, 무미의 기체 형태로 세계 보건기구
(WHO)와 미국환경청(EPA)에서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으며 흡연에 이어 폐암 발병 요인 2위로 지목한 바 있다.
이러한 생활속 라돈은 단독주택, 특히 농촌주택과 같이 오래된 건축물에 많이 발생된다는 연구결과1)가 있다. 이것은 라
돈이 주택 내부로 유입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의미이고, 이러한 맥락속에서 사찰, 누각, 고건축물 등 준공년도가 오래된
문화재 건축물 또한 유사한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기에 본 연구에서는 라돈저감 및 예방적 차원에서 문화재 건축물의
양질의 실내 공기질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라돈저감 방안을 제시하고 라돈저감을 위한 환기 및 건축자재 선정차원의 소극적 대안방법이 아닌 기
존 건축물에 적용 가능한 저감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라돈저감 방안 및 관계부처 라돈규정 치수
선진국들은 1980년대부터 라돈의 유해성을 인식하고 실내 라돈 오염실태를 파악하여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실내 라돈에 대한 기초 자료조사가 미흡하여 신뢰성 있는 라돈 자료 확보 및 이를 토대로 라
돈에 대한 관리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2008년부터 실내 라돈 농도 분포 및 특성 파악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라돈은 색깔, 냄새, 맛이 없기 때문에 고농도 라돈에 노출돼도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유해성이 큰
물질이다. 호흡을 통해 체내로 들어오는 라돈은 몸속에서 붕괴를 일으키면서 폐 조직을 파괴하는 특성이 있다.
화강암 같은 암반이나 토양 ‧ 지하수 등에서 공기 중으로 방출되는 자연 발생적인 방사성물질. 호흡을 통해 몸속으로 들
어와 폐 조직을 파괴한다. 냄새 ‧ 맛 ‧ 색깔이 없어 평상시 노출 여부를 알 수 없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흡연 다음으로
폐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發癌)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환경기준을 넘는 라돈에 평생 노출되면 1000명당 23명이 폐암에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상 생활속 대기중 허용기준치는 148Bq/m3이거나 4pCi/ℓ이다. 담배 반갑에서 측정된 라돈수치는 148Bq/m3이고 지
하철 안에서 측정된 라돈농도는 74Bq/m3이며, 일반적인 실내에서 측정된 라돈수치는 48.1Bq/m3이다.

1) 유우석, 김광진, 백남출, 오인숙, 김재식, 농촌주택 실내라돈 오염도 조사,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보, 제25권, pp 115~12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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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 이상의 라돈에 연간 7,000시간이상 실내 노출시 1,000명 중 7명이 폐암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하
루 19시간을 일년 365일 실내외의 같은 장소에서 생활하였을 때 해당하는 수치이다.
특히, 흡연자가 고농도의 라돈에 노출되면 비흡연자보다 폐암에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토양이나 암반에 있는 라돈이 주택의 벽이나 바닥 등의 틈새를 통해 실내로 유입되기 때문에 실내 ‧ 외 공기 유통이 잘 되는
황토 흙집 등이 라돈에 노출될 위험성이 더 큰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2.1 라돈관리 방안
현재 라돈의 실내 저감화를 위하여 환경부에서는 환기를 통하여 라돈농도를 감소시키는 방법과 원천적으로 토양에서
유입되는 라돈을 차단하는 1차적인 방법을 권고2)하고 있다.
하지만, 라돈저감공법은 기존 건물에는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부분적인 적용만 가능한 기술이기에 가용성이 낮은 치명
적인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알려진 기술로는 먼저, 건물 외부에 음압을 형성하는 구조를 설계하여 라돈 유입
을 저감하는 기술이 있으며, 그리고 실내에 존재하는 이음새를 보다 효과적으로 밀폐하는 기술, 마지막으로 토양 내 라돈
가스를 직접적으로 차단하는 제품을 설치하는 매립 기술 등이 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현실적인 기술접목은 어려운 상황이며, 그러기에 라돈을 저감할 수 있으면서도 실
생활에 다양하게 접목되어 실내 공기질 개선이 가능한 기능성 제품 개발이 필요하다.

Fig. 1. Indoor entry path of radon

Fig. 2. Ranking of radon inflow routes

라돈이 실내 공간으로 유입되는 경로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① 토양 : 공극이나 암석의 파쇄면을 따라 지표로 이동.
② 건축자재 : 타일, 콘크리트 등에서 라돈이 발산됨.
③ 가정 용수 : 지하수에 의하여 라돈이 유입됨.
실내로 유입되는 라돈은 토양에서 약 85%~97%, 건축자재에서 2%~5%로 알려져 있다.
환경부의 실내라돈저감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실내 라돈을 저감시키는 방법은 크게 발생원 제거, 발생원 조절 등으로 나
뉜다. 먼저 발생원을 제거하는 방법으로는, 토양 내의 라듐의 농도가 높을 경우 건물 아래의 토양을 교환하는 방법이 있으
나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실내에 사용되는 건축자재 중의 라돈 방출 수준을 평가하여, 되도록 라돈 발생량
이 적은 자재를 사용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토양으로부터 유발된 다양한 건축자재의 라돈 방출 수준을 국가가
관리하고 가이드 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 장벽을 설치하여 토양과 건물의 기초가 직접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토양중

2) [15.12.22] 라돈저감공법의 사용 등 권고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 11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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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듐의 농도가 낮은 곳을 건축지로 선택하는 방법이 있다. 다음으로 보다 효율적인 라돈저감방법인 발생원을 조절 하는
방법에는 라돈의 유입 경로(배수구, 속이 빈 콘크리트 벽, 벽과 바닥의 교차 부분, 바닥재의 이음새, 열에 의한 팽창과 재료
들의 수축에 의한 틈, 지하실 바닥 및 건물의 갈라진 틈 등)를 차단하거나 배출파이프를 지하실 슬래브(Slab) 밑에 넣어 공
기를 환기를 시켜 주는 방법이 있다. 또한 지하실에서 지상으로 라돈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실 쪽으로 약
3~4Pa 정도의 약한 압력을 걸어주어 실내의 라돈 농도를 148Bq/m3 미만으로 유지 시킬 수 있다.3)
그러나 건물 문화재는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라돈을 차단할 수 없고, 건축물의 내구연한을 고려해 볼 때 최소 몇 백년에
서 천년 이상의 건축물이 대부분이기에 이들의 라돈저감 방안은 특별한 기술이 적용되었기 보다는 자연환기를 통한 실내
곰팡이 등의 공기질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을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현대의 개발된 라돈저감 공법을 기존 문화재에 적용 가능한 방안을 고민하고 활용하여 새로운 방안을 찾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2.2 국내 라돈관련 기준치
교육부는 2016년 9월1일 개정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2017년 사실상 최초로 전국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라돈
점검에 나섰다. 라돈은 공기보다 무거워 바닥에 깔리는 특성이 있어 기존에는 학생들이 거의 활동하지 않는 지하 1층이 측
정 대상이었다. 지난해부터 지상 1층 이하 교실로 점검 대상이 확대됐다. 즉 제대로 된 학교의 라돈 점검은 작년에야 비로
소 이뤄진 것이다.
특히, 2010~2013년 전국 실내 라돈 조사 분석 결과, 주택의 경우 조사대상 7885개 주택중 41%에 이르는 3224개 주택
에서 100Bq/m3을 초과한 라돈 농도가 검출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학교의 경우, 조사대상 661개 학교 중 27%에 이르는 177개 학교가 100Bq/m3 이상의 라돈농도에 검출된 것으로
나왔다. 그러나 관공서의 경우 23곳,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4곳에서 100Bq/m3 이상의 라돈농도가 검출되어 비교적 적게
나온 것으로 조사될 정도로 실내 라돈 농도의 심각성이 보고되고 있다.

Fig. 3. Radon detection status by house type

Fig. 4. Rate of exceeding radon standards in apartment houses

Sources: https://cafe.naver.com/cancer7575/2757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03&aid=0009150665.

환경부는 현재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거해 학교 실내 라돈 기준치를 148베크렐(Bq)/m3로 정하고
있다. Bq/m3은 공기 중 라돈의 농도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위로, 148Bq/m3이란 공기 1m3 중에 라돈 원자가 148개 떠다
3) 이동현 외 3인, 건축물 유형에 따른 라돈 저감 효과 평가, 한국산업위생학회지, 제24권 제4호,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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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다는 뜻이다. 148Bq/m3은 미국의 기준을 준용한 것이다. 독일은 100Bq/m3, 영국 ‧ 캐나다 ‧ 스웨덴은 200Bq/m3 이하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최근 2년간 겨울철 기간에 전국 7885곳 주택 실내의 라돈 농도를 측정한 결과 이 중 1752곳
(22.2%)에서 환경 기준을 넘는 라돈이 검출됐다고 24일 발표했다. 국내 라돈 환경 기준은 미국과 같은 공기 1m3당
148Bq(베크렐 ‧ 방사성 물질의 농도 측정 단위)이다.

Fig. 5. Comparison of indoor air radon concentration in each country
Sources: https://blog.naver.com/mesns/110183332574.

라돈의 환경 기준 초과율은 화강암 지대가 상대적으로 많은 강원도가 조사 대상 주택 424곳 중 178곳(42%)으로 가장
높았고 전북(40.7%)과 대전(31%), 충남(30.6%), 충북(30.2%)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의 환경 기준 초과율은 8.6%로 전
국 16개 광역지자체 중 울산(7.2%) 다음으로 낮았다. 주택 유형별로는 단독주택의 초과율이 33%로 가장 높았고 연립 ‧ 다
세대(14.4%), 아파트(5.9%) 순이었다. 환경과학원 서수연 연구사는 "환경 기준인 148베크렐 농도의 라돈에 평생 노출될
경우 인구 1000명당 23명 정도가 폐암에 걸려 사망하는 것으로 미국환경청(EPA)은 추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3. 전통주택 라돈농도 분포현황
3.1 주택 유형과 라돈농도
주택 내부로 유입되는 실내 라돈 농도에 미치는 영향 인자는 다양하다. 여러 미치는 영향 요인에는 토양 공기 중 라돈의
실내 유입, 건축자재로부터의 영향, 토양에서 발생되는 벽이나 바닥을 통한 라돈 확산, 지하수로 부터의 영향 등이 있다.
그 중에서 과거 주택의 유형으로 볼 때 목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문화재급 건축물은 건축자재의 영향이기 보다는 공기
중 라돈 유입이거나 벽이나 바닥 틈새로 토양으로부터 유입되는 라돈의 영향이 주가 될 것이다.
주택 유형별 실내라돈 평균농도는 단독주택이 113.1Bq/m3, 연립다세대 66.7Bq/m3, 아파트 42.3Bq/m3 이었으며, 단독
주택의 라돈농도는 최고 640.4Bq/m3 최저 9.6Bq/m3, 연립다세대의 라돈농도는 최고 158.1Bq/m3 최저 24.2Bq/m3, 아파
트의 라돈농도는 최고 85.6Bq/m3 최저 42.3Bq/m3으로 조사 되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권고기준과 비교했을 때
초과율은 단독주택이 23.0%, 연립다세대 주택이 5.0%로 나타났으며 아파트에서는 초과된 건이 없었다.4) 이 중 약
85~90%는 토양공기 중 라돈의 실내 유입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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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주택의 높이를 1층, 2층, 3층 이상으로 실내 라돈농도를 비교해 본 결과5)6), 1층에서의 실내 라돈농도가 2층 이상
의 주택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조사대상 주택에 지하공간이 있는 경우 보다 지하공간이 없는 주
택에서 실내 라돈 농도가 높게 나타나, 주택 내 지하공간이 없는 구조는 대부분 주택의 바닥이 토양과 직접 닿아있는 형태
로 라돈 가스가 실내로 유입되기 쉬운 조건이 형성되며, 지하공간이 있는 구조는 생활하고 있는 공간으로 토양 중 라돈 가
스가 직접 유입될 가능이 낮으며 더욱이 건축물 하부의 지하공간에 외부로 연결되는 출입구가 있는 경우 건축물로 유입된
라돈가스를 외부로 배출해주는 통로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대상 주택의 건축시기별 실내라돈 평균농도는 1970년대 가장 높았으며 1980년대 이후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실내라돈 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인자인 주택유형 중 단독주택이 아파트보다 더 오래전에 건축된 경우가 많았
고, 실내라돈 농도가 높은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건축시기에 따른 실내라돈 농도는 1980년대에 가장 높았다가 1990년대
이후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건축 된지 오래된 주택은 건축물의 바닥이나 벽에 틈이 많으며, 주로 토양과 직접 접촉하
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토양 중 라돈 가스가 실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내라돈 농도가 높게 조사된 것으로 판
단된다.

3.2 친환경 재료의 라돈농도 현황
김범수7)의 친환경 건축내장재의 물성 및 환경유해성에 관한 기초적 연구에서는 친환경 소재인 백토, 규조토, 칠보석,
황토 등 4종류의 재료에 대한 건축내장재들의 라돈방사능 방출특성, 원적외선 방출특성의 물성을 평가 및 분석하였는데,
먼저 라돈 방출량 측정 결과, 백토, 규조토, 칠보석 파우더시료의 경우 국내 권고치인 4pCi/L 보다 이하로 측정되었으나,
황토 파우더 시료는 권고치의 4~5배정도의 라돈 방출량이 측정되었다.
한편 유지향8)의 생태재료의 라돈 방출 특성에 대한 실험적 연구(황토 Mock up 실험체를 중심으로)에서 얻은 실험결과
에 의하면, 황토의 사용량 및 구조를 달리한 황토마감 실험체의 측정 결과, 지하층이 없는 황토 실험체에서도 높은 수준의
라돈 농도가 측정된 점을 통해 황토 자체에서 일정 수준의 라돈이 방출되었고, 황토의 사용량에 따라 라돈의 최대 방출강
도가 증가하였다. 또한 황토마감 실험체에서도 최대 7.4pCi/L, 평균 4.11pCi/L의 기준치를 초과하는 라돈이 측정되었고,
추가적으로 층고 3,000mm의 지하층을 통해 토양가스 내 라돈이 실내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황토 실험체 내부의 라돈 농도분포를 확인하기 위하여 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
산해석을 실시하였는데,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 황토 실험체의 라돈 농도분포를 해석한 결과, 황토 흙을 사용한 벽체 및 천
장으로부터 다량의 라돈이 방출되며, 이는 일정한 방향으로 확산되어 불과 60분 만에 황토 실험체 내부를 가득 채우는 결
과가 나왔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문화재 건축물 내부의 라돈농도를 예측해 보면, 먼저 대부분 문화재 건축물은 석조 또는 목
조 구조물로서 오래된 단독주택9) 주거형태를 띄고 있기에 라돈농도가 다른 건축유형보다 높게 나타날 것이라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전통주거형태의 외벽은 주로 황토 또는 황토벽돌, 황토와 외를 결합한 벽체로 되어 있기에 생태재료 및 친
환경 재료 중 라돈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황토 소재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주택의 틈새가 많아
현대 건축물에 비해 기밀성이 떨어지는 고건축물의 유형에 대한 종합적인 라돈측정을 통한 건축문화재 라돈지도를 작성
해야 할 것이다.

4) 박로운，조숙영，김상범, 농촌지역 노후주택의 실내공기환경 실태분석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제22권 2호, 2020. 5.
5) 유우석외 4인, 농촌주택 실내라돈 오염도 조사,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보, 제25권, 2015, pp 115~125.
6) 정준식 외 6인, 강원도 지역 주택형태 및 계절에 따른 실내 라돈 농도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환경학회지 제24권 제6호, 2017.12, pp 715-721.
7) 김범수, 친환경 건축내장재의 물성 및 환경유해성에 관한 기초적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년.
8) 유지향, 생태재료의 라돈 방출 특성에 대한 실험적 연구(황토 Mock up 실험체를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공학석사논문, 2015. 2.
9) 안현규외 2인, 노후 단독주택의 자연환기에 따른 라돈농도 측정 및 분석, 대한설비공학회대한설비공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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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내 공기중 라돈농도 규제 강화
4.1 선진국의 라돈오염 농도 규제현황
국외 선진국의 경우, 실내 라돈 오염의 심각성 인식은 수십년 전부터 인식되어 체계적인 실태조사 및 정책 추진을 통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실내 공기중 라돈 오염 농도 관리기준을 148Bq/m3 (4pCi/L)으로 하고 있으며, 주택 매매 거래시 라돈
오염 농도 성적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관리기준치 초과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라돈 오염 저감 경비를 청구할 수 있
도록 규제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선진국의 경우에도 라돈 오염 농도 관리기준을 148Bq/m3 (4pCi/L)으로 규제하고 있다.
Table 1. Housing radon management standards in each country

국가

관리기준(pCi/L)

국가

관리기준(pCi/L)

미국

4

영국

5.4

스웨덴

기존주택 : 10.8
신규주택 : 5.4

벨기에, 스위스

10.8

4.2 국내 주거 공간내 라돈오염 농도 규제의 부재
국내의 경우 미국의 관리기준을 준용하여 환경부령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실내공기질 관리기
준’을 제정 후 사용하고 있으나 이러한 라돈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세계 각국의 주거공간내 라돈농도 관리기준을 따라 운
영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건물 보수에 필요한 조치기준을 4pCi/L(148Bq/m3)로 설정하고 있다.
국내 역시 지하 역사나 지하상가 등 17개 다중이용 시설군과 학교(지하교실) 등에 대하여 실내 라돈 권고기준을 4pCi/L
로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는 다중시설 및 학교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을 뿐, 주거공간에 대한 주택의 실내라돈 관리
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며, 다중이용시설 또한 철저한 규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Fig. 6. The severity of the absence of standards for radon concentration management in domestic residential spaces

4.3 국내외 관련 기술현황
현재 실내의 라돈 농도를 저감화하는 방법은 충분한 환기와 토양에서 실내로 유입되는 라돈을 차단하여 농도의 증가를
방지하는 방법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환기가 어려운 지하상가 및 지하철, 겨울철의 가정집은 다른 장소에 비해 라돈 농
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의 유해물질 및 라돈 기체의 방출 및 이에 따른 유해성 등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약하며 효용성에 대한 검증의
불충분 등으로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건강에 대한 과도한 집착에 비롯한 광고적 효과에 치중하는 예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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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환경부에서 권고하는 실내 라돈 농도를 저감화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환기”로만 제시되어 있으며, 실제 실
내 공기중 라돈 농도를 저감시킬 수 있는 기술적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그 대안으로 현재 라돈제거장치 및 숯을 활용한 페인트 소재가 제시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능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
고 있다.
4.3.1 국내 관련기술현황
라돈저감을 위한 연구는 매우 다양한 학회에서 접근하고 있어 많은 연구의 결과물이 나와 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건축물내에서 발생되는 라돈에 규제 및 저감방안에 국한하고 여기에 저감방법을 친환경 소재인 숯을 첨가하거나 숯이 가
미된 복합소재를 접목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는 기존 문화재 건축물에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으로서 단순 문제점을 파악하기 보다는 적극적인 해결을 위한
접근에서 제안하고자 한다. 이에 관련된 국내기술의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쾌적하고 건강한 실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는 기능성 건축자재의 개발 및 사용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오염물질 저방출 자재뿐만이 아니라 현재 기능성 건축자재에
대한 연구동향, 기술개발 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지하시설 “기능성 건축자재 개발을 위한 다공성 천연광물 소재의 휘발성유기화합물 (VOCs) 흡착성능 평가연구 (윤동
원, 2011)”에 의하면, 오염물질 방출건축자재에 대한 사용 제한도 규정하고 있어 건축자재 생산업체는 친환경건축자재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유해화학물질을 적게 방출하는 친환경 건축자재뿐만이 아닌 실내의 습도를 적절하
게 조절할 수 있는 흡방습성능이나 유해화학물질의 흡착 및 분해성능, 탈취, 항균, 항곰팡이 성능 등을 갖춘 기능성 건축자
재의 연구 및 개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다공성 천연광물질의 처리를 통한 실내 오염물질들을 표면 흡착 후 제
거시킬 수 있는 기능성 건축자재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조윤민(2011)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활성탄은 라돈방사능 감소효과가 확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연구는 라돈
차단을 위한 마감 재료로서의 흑탄과 활성탄 효과에 관한 연구에 그친다는 한계가 있다.
국립산림과학원(2014)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발암물질 라돈 흡착건축재로 탄화 목재판을 개발하여 라돈 흡착율을 조사
한 결과 80%의 저감 효과를 보였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건축자재를 대신하거나 건축자재 위에 덧붙여 적용이 가능하
다고 한 탄화 목재판은 나무판 자체를 600℃에서 탄화(열분해)하였기 때문에 강도가 약하여 쉽게 부서지므로 그 실용성에
문제를 가지고 있다.
김영민(2006)은 ‘숯 첨가 콘크리트벽돌의 물성특성과 친환경 성능에 관한 연구’에서 천연재료인 숯을 첨가한 콘크리트
벽돌이 라돈방출량과 이산화탄소 흡착에 효능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 연구에 있어서 문제점은 비록 개발재료가 효능
이 있다고 나타났지만 숯의 기능에 가장 중요한 공극에 시멘트와 물이 스며들어 상당수의 공극을 막음으로서 숯의 효능과
콘크리트 자체 강도의 저하를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다.
4.3.2 국외 관련기술현황
건축물에 적용되는 유해물질 흡착 및 제어 기능을 가진 건축자재 및 요소기술 등에 관련된 국외 연구는 2001년 이후 지
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분석결과 일본이 44%로서 가장 많았으며, 한국이 42%, 미국은 8%, 유럽이 6%로서 한
국과 일본이 미국 및 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국의 경우 새집증후군 제거를 위한 페인트는 많이 출시되어 있으나, 활성탄을 이용한 건축용 숯 페인트 시장은 활성
화가 되어있지 않는 실정이다. 한편 영국은 사용되어지는 활성탄으로 대나무 활성탄이 사용되며 주로 포름알데히드 제거
및 화학 페인트 냄새 제거에 집중되어 있다. 일본은 방사능에 대한 심각성이 잘 알려져 있어 활성탄 시장이 활발해져있으
며 실내 공기오염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활성탄 이외의 제품을 더 첨가하여 라돈제거 뿐만 아니라 해충퇴치 및 습기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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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또한 중국에서는 친환경 페인트시장이 각광받고 있으나 시장점유율은 약 25%미만으로 낮은 상
황이다. 이에 저 VOC, 저 독성 제품의 생산이 증가하며 특히 수성페인트 및 분말 페인트 등이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여전
히 종래 기술들은 아크릴 기반 에멀젼 사용으로 인해 악취 및 유해물질이 방출되며, 숯소재와의 믹싱 기술 미흡으로 인한
도료 분리 현상 및 접착력 저하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4.3.3 국내 ‧ 외 산업환경 특성
① 관련법령 현황
국내 실내 공기질 및 라돈 농도 관리기준은 환경부령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다중이용시설에 관한 규정으로, 주거공간 내 실내 공기질 및
라돈 오염 관리기준은 규정 자체가 없는 실정이다.
현재 2014년 이후, 국토부 및 환경부에서는 교육부, 학교보건법에 의거 실내 라돈 유지기준을 4pCi/L로 규정하고 있으
며, 이는 201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는 관련 규정 제정으로 실제 건축되어 있는 다양한 다중이용시설 및 학
교, 주거공간 등에서의 라돈 오염 저감 기술 및 대응책은 매우 미약한 현실이다.
② 인증 및 표준화 현황
2014년 환경부령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에 의
거 실내 공기질 관리 및 항목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상기 규정에 의거, 실내 공기중 라돈 농도 관리기준 또한 4pCi/L
로 관리기준치로 제시되어 있으며, 규정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다중이용시설에 관한 규정으로, 주거공간 내 실내 공기질
및 라돈 오염 관리기준은 규정 자체가 없는 실정이다.
환경부고시 제2010-24호 실내 공기중 라돈측정방법에 의거 실내 공기중 라돈 측정 방법은 표준화되어 있지만, 라돈 저
감용 소재(제품)의 소재 라돈 제거효율 및 흡착율 측정에 대한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은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5. 결 론
라돈은 자연 속 우라늄이 붕괴하며 강한 방사선을 방출하는 물질로 세계 보건기구(WHO)와 미국환경청(EPA)에서는 1
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으며 흡연에 이어 폐암 발병 요인 2위로 지목한 바 있다.
이러한 생활 속 라돈은 단독주택, 특히 농촌주택과 같이 오래된 건축물에 많이 발생되는데 이러한 맥락속에서 사찰, 누
각, 고건축물 등 준공년도가 오래된 문화재 건축물 적용 가능한 라돈저감 방안을 제시하고 라돈저감을 위한 환기 및 건축
자재 선정차원의 소극적 대안방법이 아닌 라돈 저감 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친환경 활성탄 접착제의 개발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차별화된 기술수준을 제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국내 대부분 친환경 접착제 관련 연구는 포름알데히드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의한 실내 공기질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장점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라돈 저감 측면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유화제, 포름알데히드, 휘발성
화합물과 같은 첨가물을 제조 전 과정에 배제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매가트
렌드 기술이 필요한 시점이다.
2. 본 연구는 기 확보된 천연 에멀젼 배합 기술을 바탕으로 라돈 저감을 극대화하기 위한 활성탄 혼합 기술을 접목한 활성
탄 접착제를 개발함으로서 기존의 다양한 첨가물로 인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 측면에서 활성탄
의 탈취 작용과 더불어 기 확보된 규산소다 기반의 친환경 에멀젼 제조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악취 발생을 방지 등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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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성을 중요할 것이다.
3. 외부에서 유입되는 라돈 가스에 대한 차단/저감 효율을 높임으로써 실내 공기질을 개선할 수 있는 접착제에 대한 국내 ‧
외 특허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활성탄이 가지는 미세기공에 의해 건축소재로부터 방출되는 라돈 가스를
흡착함으로서 사회ㆍ환경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실내 공기질 유해물질인 라돈 가스를 저감시킴으로써 국민 건강에
이바지가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4. 이러한 결과물을 토대로 문화재 건축물의 라돈치수가 높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샘플링을 통한 통계분석
및 실측을 통한 검증을 진행하고자 한다.
5. 아울러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활성탄 적용사례 및 관련 시험결과 등 보다 더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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