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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simulated a new apartment building by using radon emission test values   from various

building materials used as interior finishing materials. The simulations evaluated the radon concentration

in the room according to the radon emissions and the ventilations for each type of finishing material

(gypsum board, stone, tile and concrete). Overall concrete finish simulation case showed the highest

concentration than the case using other materials due to the effect of wall area at the center of each

room and the mean radon concentration at 1.5 m above the floor was slightly lower than the mean

value at each center. In the case of the porch, pantry and bathroom, the radon concentration was high

even when the same materials were used as in the other rooms.

Key words: Radon(라돈), Ventilation(환기), Computational Fluid Dynamics(전산유체역학),

Indoor Air Quality(실내공기질)

1. 서 론

실내공기중 라돈 규제에 관한 내용은 “실내공기

질 관리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제 681호)”에서 2018

년 1월 1일 이후 사업승인이 된 공동주택의 실내공

기질 중 라돈의 농도를 148 Bq/m3으로 권고하고

있다.

2018년 10월 언론사에서 공동주택 화장실에 설치

된 석재에서 라돈 검출을 보도하고, 2018년 12월 학

교건물에서 라돈 및 방사능 발생에 관한 내용을 보

도하였다. 

이에 따라 민간에서는 라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정부에서는 건축물에 사용하는 건축자재에 대

한 라돈 및 방사능 관리에 대해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신축 공동주택 실내 공기중 라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공동

주택 성능향상을 위하여 단열 강화, 에너지 효율 향

상 및 창호 면적 감소에 따른 세대의 기밀성능 향상

이 이루어진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실내 공기중으로 라돈을 방출하는 발생원에

대한 조사 및 건축자재에 대한 측정방법, 공인시험

법도 현재까지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

이다. 환경부에서는 “라돈의 이해(2016.12)”에서 라

†Corrresponding author

Tel: +82-31-828-7322, Fax: +82-31-828-7949

E-mail: skpang@kyungmin.ac.kr

접수일: 2019년 10월 09일

심사일: 1차:2019년 10월 22일

채택일: 2019년 10월 28일



마감재 및 환기를 고려한 공동주택 실내 라돈 농도의 비정상 해석 25

Korea Society of Geothermal Energy Engineers

돈은 공기보다 무거운 기체로 실내 중에서 바닥에

쌓이기 때문에 재실자가 취침하는 야간~아침까지

농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 환기만으로 현저하게

농도를 낮출 수 있다는 저감방안을 제시하고 있으

나 환기에 의한 실내 라돈 농도 저감 효과에 대한 정

확한 측정결과 및 해석결과는 제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실내 마감재로 사용되는 각

종 건축자재에서 발생하는 라돈 방출량 시험값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실내의 라돈 농도

에 미치는 영향을 자재별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신

축 중인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자재 및 환기에 따른

실내의 라돈 농도를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뮬레이션은 실내 마감재를 석고보드, 석재, 타

일 및 콘크리트 등으로 나누고 라돈 방출량 및 환기

회수에 따라 실내의 라돈 농도 및 거실 중앙부에 대

한 각 부위별, 자재별 농도 기여율을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실내 라돈 농도 시뮬레이션

2.1 예비 시뮬레이션

공동주택에서 실내의 라돈 거동에 대한 시뮬레이

션 해석에 대한 선행연구는 사례가 많지 않고, 해석

프로세스에 대한 논문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해외

에서의 연구는 주로 지하수, 지하에서 발생하는 라

돈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1, 2].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해석의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라돈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석재가 설

치된 화장실을 대상으로 예비 시뮬레이션을 실시하

였다. 

시뮬레이션에 사용한 Data는 기존의 환경부의 연

구보고서[3]와 실제 현장에 적용한 석재의 라돈 방

출량 공인시험 Data를 활용하였다.

시뮬레이션은 본 시뮬레이션을 실시할 공동주택

의 화장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Fig. 1에 해석을 위

한 Volume Mesh를 나타내었다.

해석은 환기가 없는 상태에서 3가지 케이스를 실

시하였으며 첫 번째는 화장실 내에 석재만 설치된

경우, 두 번째는 석재+타일이 설치된 경우와 마지막

으로는 화장실의 천장이 플라스틱 계열이므로 기밀

성이 보장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여 천장은 콘크

리트의 라돈 방출량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이때 석

재, 타일 및 콘크리트의 라돈 방출량은 1.538, 0.34

Bq/m2h 및 2.89 Bq/m2h로 경계조건을 설정하였다.

해석 결과(c)와 실제 측정결과는 오차가 발생하지만,

시뮬레이션은 완전밀폐 조건에서 해석하였기 때문

에 침기가 있는 측정치보다는 라돈 농도가 높게 나

타났다. 해석결과는 Fig. 2와 같으며 실제 공간에서

측정할 수 없는 재료별 발생량을 시뮬레이션을 이

용하여 해석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결과

를 이용하여 재료별, 부위별 라돈 방출이 실내 농도

에 미치는 영향(기여도)을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예비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확인한

결과 정의한 함수와 해석 프로세스는 본 시뮬레이

션에서 사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예비 해석 결과 실내의 라돈 농도는 재료의 방출

량에 따라 지배를 받고, 이때 재료 자체의 표면적이

작으면 실내 농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

을 알 수 있다(Case a). 또한 재료 자체의 방출량이

작아도 실내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크면 실내농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ase b, c).

이는 “라돈 발생량 = 재료의 면적 × 방출량 (Bq/

m2h)”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내 거실의 중앙부에

서의 라돈 농도는 실내를 구성하는 각 마감재의 면

적 및 라돈 방출강도에 영향을 받으며 이때 각 부위

의 오염물질 방출량, 실내 중앙부로 부터의 거리 및

환기여부에 따라 중앙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러한 각 부위에 오염물질 방출량이 실내 중앙부에

미치는 영향을 “기여율”[4, 5]로 정의하고, 본 시뮬

Fig. 1. Simulation volume mesh (Bathroom).

Fig. 2. Analysis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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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션에서 해석을 하고자 한다. 

기여율은 실내 각 부분에서의 농도변화에 각각의

오염물질 발생원이 어떤 비율로 기여를 하고 있는

지를 나타내는 값이다.

Murakami [4, 5]에 따르면 실내에 0.05 m/s의 기류

가 일정하게 수평으로 유입되는 경우 실내를 구성

하는 각 재료의 오염물질의 질량분율이 0.2이면 바

닥의 오염물질에 53%, 천장의 오염물질에는 1% 정

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이 결과는 수평기류가 일정하게 발생하는

경우로 국내의 공동주택과 같은 천장 급기, 배기의

경우와는 해석결과가 다를 것으로 판단된다.

2.2 경계조건 및 모델링

Fig. 3에 해석 대상세대의 라돈 거동 특성 해석을

위한 모델링 및 Volume Mesh 작성 결과를 표기하였

다. 작성한 Volume Mesh의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mesh diagnostics를 확인한 결과 minimum face validity

는 1, minimum volume change는 1E-5 이상임을 확

인하였으며 maximum skewness angle은 85d eg 이하

로 나타났다. Volume Mesh는 최소 1 mm부터 최대

9 cm의 크기의 1,253,508 cells로 작성하였다.

실내 각 부위에서 발생하는 라돈의 영향을 해석하

기 위하여 실내를 구성하는 재료와 면적을 조사하

여 해석용 모델을 작성하였으며 해석대상 세대의

석재는 화장실 및 현관부분에 집중되어있고 벽체의

단면구성은 석고보드+경량골재+단열재와 콘크리트

+단열재+석고보드+벽지 및 조적+석고보드+벽지의

구성으로 크게 3종류로 나타났다. 

Table 1은 시뮬레이션 경계조건, Table 2는 시뮬레

이션 케이스를 나타낸 것으로 시뮬레이션은 실험에

서 얻은 결과를 자재의 라돈 방출량 입력값으로 이

용하고, 실내의 환기회수는 0.05, 0.2회/h 및 0.5회/h

로 하였다. 환기회수 0.05회/h는 실험을 통하여 확인

한 자연 환기값을 이용한 것이며 0.2, 0.5회/h는 세

대에 설치한 환기장치를 가동하는 것을 가정한 것

이다. 

시뮬레이션은 총 12 case로, 각 자재별 라돈 방출

특성은 실험에서 구한 최소값과 최대값을 이용하였

다. 또한 콘크리트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실내의

전체 재료를 콘크리트로 가정한 Case를 추가하였다.

3. 해석 결과

3.1 시뮬레이션 결과

Table 3은 해석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실내의 각Fig. 3. Simulation target & volume mesh.

Table 1. Radon emissions by materials

Materials min. [Bq/m2h] max. [Bq/m2h]

Mortar 0.078 1.079

Brick 0.251 0.916

Gypsum board 0.080 0.114

Engineered Stone 0.035 0.054

Concrete 0.177 1.967

Tile 0.004 0.025

Stone (Granite) 0.034 1.736

ALC 0.040 0.080

Table 2. Analysis Case

Radon 

Emission

Air Change Rates 

[time/h]
 case 

Min.

0.05
min-05

min-05-conc

0.2
min-2

min-2-conc

0.5
min-5

min-5-conc

Max.

0.05
max-05

max-05-conc

0.2
max-2

max-2-conc

0.5
max-5

max-5-co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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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를 구성하는 재료별로 라돈 방출량이 최소이고,

환기회수를 0.2회/h로 설정한 경우(min-2), 실내의

라돈 농도는 최고 253.5 Bq/m3로 나타났으며 각 마

감재의 라돈 방출량에 따른 실내의 농도는 석재에

의한 라돈 농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각 벽체를 구

성하는 마감재에 의한 농도 중 실내 농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콘크리트에 의한 것으로 벽체

에서 발생된 라돈 농도는 216.3 Bq/m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실내를 구성하는 다른 부위에 비해

벽체의 면적이 상대적으로 넓기 때문인 것으로 판

단된다.

환기회수가 0.2회/h, 부위별 라돈 방출량이 최대

인 경우(max-02)는 실내의 라돈 농도는 최고 1,302

Bq/m3로 나타났다. 각 부위별 라돈 방출량에 따른

실내의 농도는 타일에 의한 라돈 농도가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으며 벽체에 의한 농도가 1,095.4 Bq/

m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현관 및 팬트리의 경우

각 마감 재료의 표면적에 대한 체적이 작고, 환기에

의한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 비교적 높은 농도를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기회수가 0.5회/h, 실내 마감 재료의 라돈 방출

량이 최대인 경우(max-5), 실내의 라돈 농도는 최고

663.7 Bq/m3로 나타났다. 이는 환기회수가 0.02회/h

인 경우보다 1/2 정도인 값으로 환기에 의해 효율적

으로 실내의 라돈이 배출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실내의 마감재료를 콘크리트로 구성하고 콘크리

트의 라돈 방출량이 최대인 경우 환기회수가 0.5회

/h이면(max-5-conc) 각 부위에서 방출되는 라돈에

의한 실내의 라돈 농도는 최고 776 Bq/m3로 나타났

다. 이는 동일하게 콘크리트로 구성하고, 환기회수

가 0.2회/h인 경우(max-2-conc)보다 1/2이상 감소한

값이며 벽체를 구성하는 재료에 의한 농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화장실 벽체 및 현관 부근의

벽체로, 농도가 675 Bq/m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각 케이스 모두 화장실, 현관 및 팬트리의 경우 각

마감재료의 표면적에 대한 체적이 작고, 환기에 의

한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 다른 위치에 비해 상대적

으로 높은 농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기회수가 0.05회/h, 마감 재료별 라돈 방출량이

최대인 경우(max-05)에는 실내의 라돈 농도는 최고

663.7 Bq/m3로 나타났다. 

Table 4에 기여도 평가결과 중 일부분인 바닥에

의해 발생된 라돈 농도가 거실 중앙부에 미치는 영

향을 평가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3.2 결과 분석

Fig. 4는 마감재료별 라돈 방출량이 최소인 경우

환기회수 변화에 따른 거실 중앙부의 시간경과에

Table 3. Radon concentration analysis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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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라돈농도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최대방출량과

최소방출량인 경우 거실 중앙부의 라돈 농도는 큰

차이를 보이며, 환기회수 변화에 따라 최대방출량인

경우와 동일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Fig. 5는 실내마감재의 최대 라돈 방출량을 이용

하여 환기횟수에 따른 거실 중앙부의 라돈 농도변

화를 계산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환기회수가 0.2회/h, 0.5회/h인 경우

는 시간 경과에 따라 일정한 값으로 수렴하지만 실

내의 환기회수가 0.05회/h인 경우에는 시뮬레이션

개시 53시간(3,180분) 이후에도 거실의 라돈농도는

지속적으로 조금씩 상승하였다.

Fig. 6, 7은 안방 중앙부의 시간경과에 따른 라돈

농도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환기횟수변화에 따라 거

실 중앙부의 라돈 농도는 20~500 Bq/m3의 범위를

보이고 있다.

안방의 실내를 구성하는 각 마감재의 라돈 방출량

을 최대값을 사용하고, 환기횟수가 0.2회/h인 경우

(max-2) 안방 중앙부의 라돈 농도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130 Bq/m3에 수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실

에 비해 다소 높은 농도로 나타나는 것은 실내 체적

에 대한 벽체의 부하율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벽체 마감재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인 것으로 판

단된다. 또한 환기회수가 동일하고 실내를 구성하는

Table 4. Floor contribution evaluation

Fig. 4. Radon concentration change in the center of the

living room (Min. Emission).

Fig. 5. Radon concentration change in the center of the

living room (Max. E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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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마감의 라돈 방출량이 최소(min-2)인 경우에는

안방 중앙부의 라돈 농도는 20 Bq/m3 정도로 나타

났다. 

따라서 안방 중앙부의 라돈 농도는 실내마감재료

의 라돈 방출특성도 농도에 영향을 받지만, 환기회

수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6은 안방을 구성하는 벽체 마감재의 라돈 방

출량의 농도를 최소한으로 하여 시뮬레이션한 결과

를 나타낸 것으로 총 55시간(3,300분) 동안 해석 하

였다. 해석 결과 실내의 라돈 농도는 시간 경과에 따

라 일정한 값으로 수렴하지만 실내의 환기가 0.2회

/h인 경우에 실내의 벽체를 콘크리트만으로 구성한

경우는 50 Bq/m3, 환기회수가 0.05회/h인 경우에는

시뮬레이션 개시 55시간 이후에도 80 Bq/m3에서 점

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외부에서 일

정 환기를 0.2회/h 이상 실시할 경우 실내의 라돈 농

도는 720분(12시간) 이후에는 일정하게 유지할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8, Fig. 9는 안방에 인접한 화장실의 마감재별

라돈 방출특성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환기회수가 0.2, 0.5회/h인 경우는 화장실 중

앙부의 라돈농도는 마감재의 라돈 방출특성에 따라

최소 20Bq/m3, 최대 1,800 Bq/m3의 값을 보이며 최

대 방출량인 재료를 사용한 Fig. 9에서는 환기회수

에 따라 50~1,800 Bq/m3의 값을 보이고 있다. 

또한 1,440분(24시간) 이후에는 각 케이스별로 일

정한 농도에 수렴하지만 환기회수가 0.05회/h인 경

우에는 지속적으로 실내농도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화장실내에 환기팬을 가동하지 않고,

인접한 실에서의 환기에 의한 영향만을 고려한 것

으로 환기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라돈의 농도가

높게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Fig. 6. Radon concentration change in the center of the

main room (Min. Emission).

Fig. 7. Radon concentration change in the center of the

main room (Max. Emission).

Fig. 8. Radon concentration change in the center of the

bath room (Max. Emission).

Fig. 9. Radon concentration change in the center of the

bath room (Min. E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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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환기 및 방출량에 따른 실내 라돈농도

Fig. 10은 환기회수에 따라 해석대상세대의 각 실

중앙부의 최고, 각 지점 평균(avg-point) 및 바닥면

1.5m 높이에서의 라돈의 평균농도(avg)를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환기에 따라 실내의 라돈 농도는 큰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실내의 마감재별 라

돈 방출량이 최대인 경우에는 환기회수가 0.5회/h인

경우에는 최대 250 Bq/m3, 바닥면 위 1.5 m 지점의

전체평균 10.7 Bq/m3이지만, 환기회수가 가장 적은

0.05회/h인 경우는 최대 2,255 Bq/m3, 바닥면 위

1.5 m 지점의 전체평균 570.7 Bq/m3로 나타나 환기

회수에 따라 매우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1은 실내 전체를 콘크리트, 라돈 방출량이

가장 큰 경우의 실내 라돈 농도를 나타낸 것으로

Fig. 10과 같이 환기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환기회수가 0.5회/h는 최대 246.3 Bq/m3,

바닥면 위 1.5 m 지점의 전체평균 78.6 Bq/m3이지만,

환기회수가 가장 작은 0.05회/h는 최대 2,292.7 Bq/

m3, 바닥면 위 1.5 m 지점의 전체 평균은 742.2 Bq/

m3로 나타났다. 

Fig. 12는 실제 자재를 적용한 경우와 콘크리트로

전체를 마감한 경우 환기회수 0.5회/h인 조건에서

실내의 라돈농도를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Fig.

13, Fig. 14에서 환기회수 0.2, 0.05회/h인 경우 실내

의 라돈 최고, 최저 농도는 일반 자재로 마감한 경

우와 콘크리트로 마감한 경우가 거의 유사한 농도
Fig. 10. Concentrations according to ventilation conditions.

Fig. 11. Concentration by Concrete Finish.

Fig. 12. Concentration of maximum emission (Air Change

Rate : 0.5 time/h).

Fig. 13. Concentration of maximum emission (Air Change

Rate : 0.2 time/h).

Fig. 14. Concentration of maximum emission (Air Change

Rate : 0.05 tim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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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이는 콘크리트의 경우 최소, 최대 방출

량이 0.177, 1.967 Bq/m3h이며 실내를 구성하는 재

료 중 최소 방출량은 벽돌이 0.251 Bq/m2h, 최대방

출량은 화강석이 1.736 Bq/m2h로 최소 방출량의 경

우 콘크리트보다 높은 값이며, 최대방출량의 경우

콘크리트 보다 다소 낮은 값이기 때문에 최소, 최대

의 경우는 이에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 각 실 중앙

부에서는 벽체의 면적에 따른 영향으로 콘크리트로

전체를 시뮬레이션한 경우가 실제 자재를 사용한

경우보다 높은 농도를 보이며, 바닥면 위 1.5m 지점

에서의 평균 라돈 농도는 각 중앙부의 평균값보다

는 다소 낮은 값으로 나타났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실내 마감재로 사용되는 각종 건축

자재에서 발생하는 라돈 방출량 시험값을 이용하여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다음과 같

은 결론을 얻었다.

1) 각 실 중앙부에서는 시뮬레이션이 실제 자재를

사용한 경우보다 높은 농도를 보이고, 바닥면 위

1.5 m 지점에서의 평균 라돈 농도는 각 중앙부의 평

균값보다는 다소 낮은 값으로 나타났다. 

2) 실내의 라돈 농도는 실내 마감재의 라돈 방출

특성의 영향을 받지만, 환기에 따른 영향이 더 큰 것

으로 나타났다.

3) 실내 체적에 대한 벽체의 부하율이 큰 현관, 팬

트리 및 욕실의 경우 다른 실에 비해서 동일한 자재

를 사용한 경우 라돈의 농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

는 표면적에 대한 체적비율(부하율)이 작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4) 거실중앙부의 라돈농도는 환기횟수 변화에 따

라 큰 차이를 보이며, 환기회수가 0.2회/h, 0.5회/h인

경우는 시간경과에 따라 일정한 농도로 수렴하지만

환기회수가 0.05회/h이면 시뮬레이션 개시 55시간

이후에도 실내의 라돈 농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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