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보

토양 가스 중 라돈 함유량에 관한 연구 ∥ 75

토양 가스 중 라돈 함유량에 관한 연구

류재웅⁺･김진태･박정제･송주훈･유두철･이미선･이광수･정주리･김미파

산업폐기물과

A study on the Radon contents in the soil gas

Jaewoong Ryou+, Jin-Tae Kim, Jeong-Jae Pak, Juhun Song, Ducheol Yu, Miseon Lee, 

Kwangsu Lee, Juri Jeong, Mipa Kim

Division of Industrial Waste

Abstract

Radon is the major origin of the exposure to the radiation in the residential space, and is believed 

to be carcinogens causing lung cancer and being exposed by respiration. Radon in the residential 

space mainly comes from soil, and is getting into the residential space from surrounding soil. 

This study was carried out the Radon contents of the soil gas on the 28sites, 4 times a year, in the 

Eastern area of Jeonbuk. The results show the wide variation in the Radon contents depending on 

each sites and each seasons. The variations on Radon contents is strongly affected by soil humidity of 

all physical characteristics of soil and meteorological factors.

Between the indoors and the gas from soil showed a similar tendency with their Radon contents, 

having significant cor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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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라돈은 주거 공간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피폭의 가장 주요한 피폭원이며 호흡을 통한 내부피

폭으로 폐암을 일으키는 일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라돈은 주로 지질로부터 기인

되어지며 주택 주변의 토양으로부터 주거 공간으로 유입되어진다.  본 연구는 전라북도 동부 

지역을 상으로 토양 가스 중 라돈함유량을 28개 지점에 해서 연 4회 현장(in-situ)조사를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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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지점별 라돈농도의 편차가 컸으며 조사 시기에 따라 라돈 농도의 변화가 매우 컸

다. 토양의 물리적 특성과 기상학적 인자 중 라돈농도의 변화는 토양 습도에 가장 큰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상 지역의 주택 실내라돈 농도와 토양 가스중의 라돈 농도는 동일한 경향을 보이고 

있어 유의한 상관성을 나타내었다. 

주제어 : 토양가스, 라돈, 현장조사(in-situ), 상관성, 토양습도

1. 서 론

인류는 천연 및 인공적인 요인에 의한 여러 방사성 물질로부터 방사선에 노출되어 있다. 방

사선을 방출하는 원천을 방사선원이라 하며 여러 경로를 통해 결국 사람에게 방사선 피폭을 

초래한다. 방사선 피폭원은 천연 피폭원과 인공 피폭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천연 피폭원에 

의한 피폭을 자연방사선 피폭이라고 한다. 

이러한 피폭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요인은 라돈이며 라돈에 의한 피해가 보고 되고 

있다. 라돈은 가스상의 방사성 핵종으로 호흡을 통해 사람에게 내부 피폭을 일으키며 거주 공

간에서 라돈의 농도가 주요 관리 상이 되고 있다.

전라북도의 경우 환경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국 주택 실내 라돈 조사에서 다른 지역에 비

해 높은 농도의 라돈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라돈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라돈은 토양을 통해 주택의 실내로 유입되므로 실내 라돈의 관리를 위해서는 토양 중 라돈

가스의 거동특성과 토양 중 라돈 가스의 함량에 한 조사가 필요하다.

미국과 국 등의 일부 국가에서는 토양가스의 라돈농도를 측정하여 해당 지반의 라돈 위해

도 등급을 작성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일부지역에 한 예비조사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

이다.

또한 토양이라는 매질의 특성상 토양가스 중의 라돈함량은 측정 당시의 토양의 물리적 특성

과 온도, 습도, 강우량과 같은 기상조건에 의해 변동이 매우 커 표성을 갖는 값을 얻기 어려

운 문제가 있다.

이에 전라북도 지역의 주택 중심의 주거환경에서 문제가 되는 라돈의 향을 살펴 보고자 

기존의 실내 주택 라돈조사에서 높은 수준의 라돈 농도를 보이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토양 

가스 중 라돈 함유량을 조사하고 라돈가스의 함량 및 거동 특성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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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라돈의 위해성

직업적으로 의료기관 종사자, 방사선과 관련 연구자, 산업체에서 비파괴 검사 종사자들 등이 

인공방사선에 노출될 수 있으며, 일반 사람들은 치료와 검진 목적으로 X-선 및 방사성 동위원

소 등을 통해서 인공방사선에 노출될 수 있다. 또한 우주선이나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로부터 

발생하는 자연 방사선에 노출되고 있다. 이 중 라돈은 최  피폭원으로 특별한 관심사이

다.(Fig. 1) 

라돈의 위해성에 한 기존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과거 광산에서 작업했던 광부들을 상으

로 실시한 코호트 연구에서 흡연자이든 비흡연자이든지 일관되게 뚜렷한 위험의 증가를 보고

하 고, 동물 실험연구 등에서도 확인되었다. 이를 근거로 1988년 WHO 산하 기관인 

국제암연구소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에서는 라돈을 명확한 발암물

질(group I)로 분류하 다1).

Fig. 1. Sources and distribution of average radiation exposure to the world population.

세계보건기구(WHO)는 폐암 발생의 3~14%가 라돈에 의한 것이며, 라돈을 흡연에 이은 폐암 

발병의 주요 원인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라돈에 의한 폐암의 발병은 흡연과 깊은 상관성

을 나타내고 있다2).

EPA의 조사에 의하면 라돈농도에 따른 흡연자와 비흡연자간의 폐암발생의 위험도가 상이하

게 나타났으며 약 8배 이상의 위험도가 흡연자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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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Lifetime risk of lung cancer death by radon level for never smokers, current 

smokers, and general population.3)

Radon Level

(pCi/L)***

Lifetime Risk of Lung Cancer Death

from Radon Exposure in Homes

Current Smokers Never Smokers

20

10

8

4*

2

1.3

0.4**

26.3%

15.0%

12.0%

6.2%

3.2%

2.0%

0.6%

3.6%

1.8%

1.5%

0.7%

0.4%

0.2%

0.1%

* : Average indoor radon level 

** : Average outdoor radon level

*** : 1 pCi/L = 37 Bq/m3

2.2 라돈의 발생 및 특징

라돈(Rn)이란 238U이나 232Th의 자손핵종의 하나로서 226Ra 및 224Ra 가 붕괴할 때 생성되는 

불활성 방사성 기체이다. 건물 지반의 토양이나 건축 자재에서 생성된 라돈이 공기 중으로 확

산되는데 라돈이 공기 중에서 다시 붕괴하여 생성하는 방사성 자손 핵종 입자들을 우리가 흡

입함으로써 피폭하게 된다4).

통상 238U의 자손핵종인 222Rn을  라돈이라고 부르며 232Th의 자손핵종인 220Rn을 토론이라 

구분하지만 화학적으로 모두 라돈 가스이다. 토론은 반감기가 짧아 공기 중으로 확산되어 나오

는 비율이 낮기 때문에 주된 피폭은 222Rn에 의한 것이다. 이하 조사에서 라돈이라 함은 222Rn 

을 말한다. 

우라늄과 라듐은 지각에 천연으로 존재하며 연속적인 붕괴로 인해 라돈의 지속적인 원천이

다. 라돈 가스는 지각에서 방출되므로 옥외 공기 및 작업장을 포함한 모든 가옥 내 공기에 존

재한다. 실내 공기 중 라돈 농도에는 큰 편차가 있는데 주로 지역 지질과 환기율, 건물난방, 기

상조건처럼 실내외 압력차에 향을 미치는 인자들 때문이다.

라돈은 불활성이므로 흡입한 양 거의 전부가 날숨으로 나온다. 그러나 222Rn은 단수명의 방

사성 핵종 으로 연속적으로 붕괴하는데 이들 자손 방사성 핵종을 흡입하면 호흡기내에 침적된

다. 이들 자손 핵종은 짧은 반감기(30분 미만)로 인해 주로 폐에서 제거되기 전에 붕괴가 일어

나며 알파선의 방사선을 방출한다.(Fig. 2) 이 들 핵종 중 218Po과 214Po 둘은 알파입자를 방출하

는데 이것이 폐에 한 방사선 흡수선량과 이로 인한 폐암위험에 가장 큰 향을 미친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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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Natural Decay Series : Uranium-238, Th-232.

2.3 전라북도 지역의 실내 라돈 수준

우리나라의 경우 라돈에 한 위해성과 우리국민에 한 노출평가를 위해 전국적으로 가옥

에 한 주거환경을 상으로 한 조사가 1999년부터 수행되어 졌다. 초기 조사는 한국원자력안

전기술원(KINS)에서 주관하여 “국민방사성 위해도 평가 및 전국 실내 라돈 방사능 조사” 연구

사업으로 2007년까지 전국 약 3,000여 가옥과 500여 공공기관을 상으로 실내 라돈 농도를 평

가하 다.

2008년 이후로 국립환경과학원 주관으로 실내 라돈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0년 이후로 

주택을 상으로 「전국 주택 실내 라돈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Fig. 3)

기존의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전라북도 지역의 실내 라돈 수치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 적

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지역의 지반 토양이 238U을 함유한 수준에 직접 향

을 받으며, 같은 지역이라도 가옥의 유형과 실내공기의 환기율에 큰 향을 받아 나타난다4).

전라북도의 경우 최근 조사결과 강원도와 함께 가장 높은 실내 라돈 수치를 보이고 있다. 

전라북도 내의 지역적 라돈 농도를 살펴보면. 장수, 진안, 무주, 완주 등 동부 산악권 지역의 

라돈 수치가 높게 조사되었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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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Indoor radon concentration at home by an administrative district(2012, 2014).

앞서 살펴본 봐와 같이 실내 라돈 농도는 개별 주택의 가옥 형태나 환기와 같은 주택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지만 지역의 지반 토양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주택의 실내 라돈 농

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토양내의 라돈가스 함량을 조사하고 이들 농도의 연간 변화를 조

사하여 지역적 라돈 농도 수준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3. 조사내용 및 방법

3.1 조사 내용

3.1.1 조사대상

조사지점은 6개 시·군, 28개 지점을 선정하였다. 조사대상 시·군은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순창군, 임실군 등 전라북도 동부 산악권에 위치한 시·군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이 들 

6개 시·군을 대상으로 「2012년 실내 주택라돈 조사」에서 600 Bq/m3 이상의 높은 농도를 나

타낸 주택 주변의 4개 토양을 조사지점으로 선정하였다. 조사지점은 되도록 성토되지 않은 자

연 상태의 토양을 선정하였다. 

무주군은 2개 지역 8개 지점을 선정하였고 임실군은 실내 주택 라돈 조사에서 평균이하의 

농도를 보인 주택 주변으로 선정하였다. 각각 조사지점의 위치는 Fig.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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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nju sampling point(Gyeongcheonmyeon yongbokri) Jinan sampling point(Jinaneup gunsangri)

Jangsu samling point(Cheoncheonmyeon Wolgokri) Sunchang samling point(Paldeokmyeon Guryongri)

Muju1 sampling point(Anseongmyeon Seongsanri) Muju2 sampling point(Anseongmyeon gongjeongri)

Imsil sampling point(Imsileup galmari)

Fig.4. Sampling site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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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조사내용

조사 상 지점의 토양 가스 중 라돈 함유량을 조사하 고 라돈조사와 함께 토양의 물리적 

성질 및 기상조건 등을 조사하 다. 조사 함목은 토양 수분, 토양 온도, 토양 전도도와 기압, 

기온도, 기습도를 조사하 다.

3.2 조사방법

3.2.1 조사시기

2015년 2월 조사지점 선정 후 라돈 함량 조사를 분기별 4회 실시하여 계절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분석장치의 준비와 여러 가지 기상문제로 인해 계절별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

다. 조사 시기는  Table. 2 와 같다.

Table 2. Reserch time

1st 2nd 3rd 4th

period 2015.5.7 – 5.27 2015.6.9.-6.24 2015.8.26.-9.10 2015.10.23.-11.23

3.2.3 측정방법

토양 가스 중 라돈 농도의 측정은 DURRIDGE사의 휴 용 라돈연속측정기 RAD7과 Soil 

Gas Probe를 이용하여 실시하 다. 측정은 현장에 Soil Gas Probe를 설치하고 이 Probe를 통

해 포집된 가스를 라돈측정기로 실시간 연속 측정하 다.

가. 사용 장비 및 조작

사용 장비는 실내공기 중 라돈분석을 위한 48시간 연속측정과 라돈의 유입경로 파악을 위한 

순간측정(sniff mode)이 가능한 장비이다. 알파입자의 에너지를 분석하여 Radon과 Thoron이 

계측되어지며 스펙트럼형 분석결과를 보여준다. 각 핵종이 방출하는 방사선의 에너지를 수준별

로 구분하여 계측한다.(Table. 3) 

토양 중 라돈 가스 함량은 분석 조건 상 기기의 sniff모드를 이용하여 라돈 즉 222Rn 중 첫 

번째 자핵종인 218Po의 계측치를 라돈으로 계산하여 구하 다. 214Po의 경우 완전한 방사 평형

을 이루기 위해서는 3시간 이상이 소요됨으로써 단시간의 분석에는 적절치 않다. sniff모드를 

이용한 라돈가스의 분석에는 214Po의 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라돈의 농도를 구할 수 있

다.  계측되어진 토론 즉 216Po와 212Po 또한 라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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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lpha Energy Spectrum and target radionuclide

Spectrum A B C D

 Alpha Energy 6.00MeV 6.78MeV 7.69MeV 8.78MeV

Target
218Po

(Radon)

216Po

(Thoron)

214Po

(Radon)

212Po

(Thoron)

나. 토양 가스 중 라돈측정

토양 중에 Soil Gas Probe를 60±5 cm 깊이로 설치하여 토양 중 가스를 추출하여 토양가스 

중 라돈 농도를 측정하 다(Fig. 5). 1일 1개 지역별로 4개 지점을 측정하 으며 지점 당 1시간

씩 측정하 다. 

Fig. 5. Schematic diagram of  measuring radon in soil gas.

다. 기상자료 측정

기압 및 기 온·습도, 토양온도, 토양 전도도, 토양습도 등을 측정하 다.

4. 조사결과 및 고찰

4.1 지역별 라돈농도

라돈측정기에 의한 초기 측정값의 변화와 한 시간 이상 측정 결과를 Fig. 6에서 볼 수 있다. 

측정 초기 라돈 농도는 농도 수준별로 최  20분 이내에 안정화 되어지는 걸 볼 수 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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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이상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토양의 습도가 35% 이상의 높은 수준일 경우 1시간 이내에 

라돈 분석기의 유입 펌프가 중단되었다. 이는 높은 토양습도로 인해 토양 공극으로 부터 포집

되어지는 토양 가스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라돈 농도의 측정은 5분 간격으로 한 

시간 측정한 후 초기 20분 자료를 제하고 평균값을 구하였다.

Fig. 6. Changes in the initial sampling data and long-term changes in the measurement.

28지점에 대해 총 4회 측정을 실시한 결과 측정 지점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동일 지

역 동일 지점 내에서도 측정 시기별로 큰 변동을 보이도 있다.(Fig. 7.)

지역별로 보면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순으로 높은 농도를 보이고 있으며 동일 한 지역 내

에서도 조사 지점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진안군은 최소 137 Bq/m3에서 최대 40,086 Bq/m3, 평균 16,711 Bq/m3로 조사되었으며 무주

군 1지역은 최소 1,542 Bq/m3, 최대 43,000 Bq/m3, 평균 14,229 Bq/m3을 보이고 있다. 장수군

은 최소 485 Bq/m3, 최대 59,070 Bq/m3, 평균 10,131 Bq/m3 로 조사되었다.

대조군으로 조사된 임실군 지역은 최소 184 Bq/m3, 최대 9,620 Bq/m3, 평균 3,661 Bq/m3로 

조사되어 순창군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의 라돈 농도를 보이고 있다.

순창군의 경우 조사지역의 대상 주택은 전국 주택 실내 라돈 조사에서 1,137 Bq/m3 의 농도

를 보였지만 토양가스 중 라돈농도는 최소 150 Bq/m3, 최대 3,578 Bq/m3, 평균 1,496 Bq/m3

으로 조사지역 중 가장 낮은 농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순창군 지역의 조사지점이 조사대상 주택 주변에 성토되지 않은 자연 상태의 토양이 

없어 조사 지점으로 주변 밭이 선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토양가스 중 라돈 농도가 다른 지역과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밭의 특성상 다른 지역의 토양의 비해 대기와의 공기 순환이 많아져  60 cm 깊이의 토

양에 라돈 가스의 농집이 이루어지기 쉽지 않은 환경이 조성되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주택의 실내 공기질 중 라돈 농도와 토양 가스 중 라돈 농도와의 관계를 Fig. 9에서 볼 수 

있다. 순창군을 제외하고 조사지역의 토양가스 중 라돈의 농도는 주택의 실내 공기질 중 라돈 

농도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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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hanges in radon concentration during the study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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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The average radon concentration according to the survey points.

Fig.9 Regional surveys and indoor air radon concentration in the distribution of radon

concentration.

4.2 조사시기별 라돈농도

토양 가스 중 라돈의 농도는 일차적으로 토양 입자에 포함되어 있는 라듐의 방사성 붕괴에 

의해 생성된 라돈이 토양 입자로부터 토양 내부의 공극으로 탈출하는 확률인 발산율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그리고 발산율은 토양 내부의 온도와 수분함량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7).

일반적으로 토양 공극속의 물은 라돈과 같은 가스상 물질의 이동에 제한을 주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그러나 토양에서의 수분효과(moisture effect)는 방사능 물질의 발산을 증가시킨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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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져 있다8). 즉 토양 공극속의 물에 의해 토양에서의 라돈가스는 이동에 제한을 받는 반면 

발산이 촉진된다. 이처럼 토양 중의 수분의 량은 라돈농도에 중요한 요소이다. 

부분의 토양의 경우 10-50%의 222Rn이 광물입자에서 탈출하여 공극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토양에서 라돈의 발산은 토양의 함수율이 15-17 wt.%에 이를 때까지 함수율에 비

례하여 증가하며 그 이상의 경우는 감소한다고 하 으며 토양 함수율이 약 30% 이를 때 까지 

비례하여 라돈 농도가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9).

조사 기간 동안 기상조건 즉 기온도, 기습도, 토양온도, 토양습도는 Fig. 10과 같다.  조

사 시기가 계절별로 뚜렷하게 구분되지 못해 기온도와 토양온도의 연간 변동이 크지 않았다. 

3차 조사와 4차 조사 시에는 조사기간 중 강우의 향을 받아 다른 조사 시기에 비해 습도

가 높게 조사되었다.

Fig. 10 Changes in weather conditions during the period of investigation.

토양 중 라돈가스의 함량와 기상조건과의 상관성을 살펴보았다.(Fig. 11) 기상조건 중 기기

온, 토양온도, 기압은 라돈과의 상관성이 없었으며, 기상요인 중 토양습도와 가장 높은 상관

성(r=0.45)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 지점별로 라돈농도의 편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토양습도와 라돈농도와의 상관성을 

직접 비교 할 수 없었다.  따라서 측정 지점별로 지점별 산술평균값에 한 비로 상관성을 구

하 다. 두 인자간에 P-Value 가 1.98×10-5 로 두 인자 간에 미치는 향이 유의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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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Correlationship between soil moisture and Rn concentration.

강우에 의한 영향은 겨울철의 경우 강우 후 지표면의 결빙에 의해 덮개효과가 발생하여 토

양 중 라돈 농도가 증가 할 수 있으며 동절기 이외는 강우에 의해 라돈 농도의 증가와 감소 

현상이 모두 가능하다10). 라돈 농도가 증가하는 이유는 동절기와 같이 지표면에 형성된 수막에 

의해 일시적인 덮개효과와11) 수분 증가에 의한 발산율이 증가하는 경우이다. 이와 반대로  강

우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토양층에서의 라돈의 확산길이나 발산율이 감소되는 경우 라돈의 

농도가 감소할 수 있다12).

Fig. 12. Schematic figure showing air flow direction between atmosphere and s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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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토양 공극 중의 가스의 열적순환이 토양 및 실내공기 중의 라돈 농도 변화에 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13). Fig. 12 에서 ΔT는 기 온도에서 토양 내부 온도를 

뺀 값 이다. Fig. 12의 A는 ΔT > 0 로 기 온도가 토양 내부 온도보다 높은 상태로, 가볍고 

따듯한 공기가 토양위에 위치하고 차가운 토양 내 공기가 아래에 위치함으로써 토양층 내부와 

외부 기와의 공기순환이 원활히 일어나지 않는다. 이로 인해 토양 공극 내 라돈가스가 농집

되어 높은 라돈 농도를 나타낸다. 

겨울인 B의 경우 ΔT < 0 이며 기 온도가 토양 내부 온도보다 낮아 가볍고 따뜻한 토양 

내 공기가 온도차에 의한 류에 의해 외부 기와 순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이 경우 A보

다 토양 공극내에 라돈의 농집이 적어 라돈 농도가 낮게 나타난다. 하지만 지표가 결빙되어 덮

개효과로 인해 라돈가스의 농도가 증가 할수 있다10).

이번 조사에는 표면의 결빙이 이루어지는 겨울에 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겨울철 지표

면의 결빙에 의한 덮개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온도와 토양

온도의 경우 조사 시기 동안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라돈 농도와의 상관성을 찾지 못했다.  

4.3 라돈과 토론 함량

라돈 분석에 이용된 Rad-7 은 계측된 알파선 중 에너지준위에 따라 방사성 핵종의 구분이 

가능하다. 계측된 알파선 중 라돈과 토륨이 차지하는 비율을 Fig. 13 와 같다. 

토론이라고 부르는 220Rn은 반감기가 222Rn에 비해 짧기 때문에 지각으로 부터 공기 중으로 

유입되는 양이 적어 종종 그 향을 무시하고 있지만 다른 피폭원에 비해 결코 무시할 수 없

는 피폭을 준다.

기존의 실내공기 중 토론 농도는 전국평균 0.52 Bq/m3로 토론에 의한 피폭은 라돈에 의한 

피폭의 1/10 수준이 다14).

조사 지역별 농도는 순창군의 라돈과 토론의 비율이 26.3 : 45.1 로 조사지역 중 토론의 비율

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5. 결론

토양가스 중 라돈의 함량을 조사한 선행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연간 최저농도와 최고 농도의 

비가 10배 이상으로 조사되었으며15), 강우와 지표의 동결·융해 작용으로 인하여 토양가스의 라

돈 농도는 매우 불규칙한 일변화 양상을 나타내었다16).

또한 토양의 입도에 따른 라돈의 발산정도는 토양의 입도가 감소함에 따라 발산되는 라돈 

농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토양의 입도가 감소함에 따라 입자의 

비표면적이 증가하여 라돈의 발산능력이 증가하기 때문이다17).

이처럼 토양 가스 중의 라돈의 농도는 측정 당시의 기상조건이나 토양의 물리적 특성에 의

해 일 변동 및 계절적 변동의 양상이 존재한다. 또한 토양의 심도에 따라 라돈농도의 분포가 

상이하며 토양 층 높이가 커질수록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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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Variation of Radon and Thoron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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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경우에도 년 4회의 조사 결과 조사시기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동일 지역 

내에서도 지점별로 다양한 농도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진안군 16,711 Bq/m3, 

무주군1 14,229 Bq/m3, 장수군 10,131 Bq/m3 의 평균 농도를 보이고 있다. 

조사지점의 선정을 위해 기준이 되었던 주택의 실내 공기 중 라돈 농도와 토양가스 중 라돈 

농도와는 유의한 상관성을 보이고 있으며 조지역으로 선정된 임실군 지역의 경우 토양 중 

라돈의 농도가 3,661 Bq/m3로 순창군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의 라돈 농도를 보이고 있다. 

조사시기별로 기상인자와의 상관성은 토양수분과 가장 큰 상관성(r=0.45)을 보이고 있다. 토

양 라돈의 발산률과 토양 공극 내에 라돈의 부하는 온도와 습도에 의해 향을 크게 받지만 

강우의 향을 받은 토양 습도와는 달리 기온도와 토양 온도는 조사기간 동안 변동이 적어  

라돈 농도와의 상관성이 보이지 않았다.

기존의 연구와 Fig. 12에서 처럼 기의 온도가 높은 여름철에 토양 중의 라돈 농도가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7) 본 연구에서는 3차와 4차 조사에서 강우에 의한 토양 

습도의 향이 라돈 농도에 지배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측된 알파 입자 중 라돈과 토론의 비율은 순창군 지역이 26.3 : 45.1로 조사지역 중 토론의 

비율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토양 가스 중 라돈 함량을 조사하기 위해  프로브(Probe)를 토양 중에 설치하

여 토양 내 가스를 포집하 다. 프로브는 조사기간 동안 고정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형태가 아

니었으며 조사시기마다 재 설치 하 다. 이러한 방법으로 인해 조사지점이 정확히 고정되지 못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 으며, 매질의 불균질성이 매우 큰 토양의 특성상 측정 오차를 증가시키

는 요인이 되었다.

또한 프로브를 토양에 설치하는 과정을 통해 토양 공극속의 라돈가스의 교란이 발생되어지

며 이 또한 측정 오차를 증가 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주택의 실내 라돈 농도에 지배적인 향을 미치는 토양 중 라돈가스의 함량과의 상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측정시기 마다 매우 큰 변동을 보이고 있어 라돈 농도의 표값을 산정하

여 주택의 실내 라돈 농도를 이해하고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토양 중 라돈의 함량은 토양 입자의 물리적 특성과 기상학적 요인의 향을 지배적으로 받

으므로 주택의 실내 공기 중의 라돈 농도 수준의 특성을 이해하고 설명하고자 한다면 토양 중 

라돈 가스의 함유량과 함께 라돈을 생성시키는 모 핵종의 함량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된다. 

토양 중 우라늄과 라듐의 함량을 조사하고 이들 모 핵종으로부터 라돈이 발생되는 발산 특

성 등을 파악하여 지역별로 라돈의 위해성을 평가하여 라돈의 관리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스웨덴의 경우 토양가스의 라돈농도가 270 pCi/L 이상일 때는 라돈방어기준(Radon 

Protection Level)을 적용하고, 1,350 pCi/L 이상일 때는 라돈안전기준(Radon Safety Level)을 

적용하고 있다19).

이처럼 토양 가스 중 라돈 함량 기준과 지역적인 라돈위해도의 평가를 통해 지역별 라돈관

리 책 등을 수립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라돈의 위해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경우 

주택에 라돈 저감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거나 건축물 신축시 라돈 저감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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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안 등이 고려되어져할 것이다.

전라북도는 최근의 전국 주택 실내 라돈 조사에서 전국 평균 가장 높은 수준의 라돈 농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전라북도 지역의 지질학적 특성에 기인한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도내 주

거환경 중의 라돈의 관리의 필요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두 되고 있다. 또한 주거환경 

중 라돈에 한 도민의 관심사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라돈에 한 이해는 많지 않은 실정이

다.

라돈은 인위적 오염물질이 아니므로 높은 수준의 라돈으로 인해 마치 주변이 오염되어 졌다

고 인식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사고는 라돈에 한 올바른 접근을 방해한다. 라돈은 환기 등

을 통해 주거공간에서 쉽게 제거·관리되어질 수 있는 만큼 라돈에 한 보다 적극적인 책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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