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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침대’ 사태와 
시민안전

일시 : 2018. 5. 30. (수) 오후 2시
장소 : 한국YWCA연합회 2층 강당(서울 중구 명동길73)

- 프로그램 -
○ 인사말 … 한국YWCA연합회 이종임 부회장
○ 제안 발제 …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
○ 토론 … (좌장 : 유성희 한국YWCA연합회 사무총장)
   이윤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부장
   임은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이소정 대진침대라돈피해자온오프라인통합모임 대표 

○ 주최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
드세이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초록을그리다forEarth, 한국YWCA연합회
○ 문의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02-739-0311





제안 발제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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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침대사태원인과대책
-정부종합발표결과를중심으로-

김혜정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

라돈침대조사및범정부대책발표
2018. 5.25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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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침대매트리스관련

• 모나자이트 사용된 대진침대 매트리스 24종 중
21종이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이하 생활
방사선법)의 가공제품 안전기준을 초과(가공제품
에 의한 일반인 피폭방사선량:1mSV/y)

• 기준치 초과 매트리스 21종 총 생산량: 87,749개
(2010년 이후~)

• 기준치 초과 매트리스 수거〮폐기 행정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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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침대외매트리스관련

• 대진침대 이외 49개 침대 매트리스 제조업체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

• 49개 업체 중 모나자이트 사용 신고 업체 및 모
나자이트 수입업체로부터 납품받은 업체 없음

• 6개 업체에서 토르마린, 일라이트, 참숯 및 맥반
석 등의 첨가물질 사용 신고(토르마린 2개사, 일
라이트 1개사, 참숯 1개사, 맥반석 1개사)

• 4개 첨가물질은 생활방사선법상 규제대상이 아
니며 건강상 위해가 없으나 생활 밀착형 침대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후 정밀조사 예정

침대외제품모나자이트유통현황조사

• 모나자이트 수입업체(1개)로부터 모나자이트 구입한
66개 구매처에 대한 1차 조사 완료

• 13개 업체가 내수용 가공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것으로 파악

• 1개 업체는 전량 대진침대 납품
• 목걸이, 팔찌, 전기장판용 부직포 등 9개 업체 제품은

라돈으로 인한 내부피폭선량이 관리기준(1mSv/y)을
넘지 않거나 외부영향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

• 세라믹 등을 생산하는 나머지 3개 업체는 시료 확보하
여 분석〮평가 중

• 그 밖에 53개 구매처는 실험〮연구 해외수출 등으로 구
매, 전량보관, 폐업 등으로 현재 확인 조사 중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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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 매트리스 수거, 안전성 확인, 소비자 지원 집중하
고, 문제점 및 제도개선은 전문가, 소비자단체 의
견 등 수렴하여 범부처 종합대책 마련 계획

•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위해 원
료물질부터 제품까지 추적〮조사할 수 있는 등록
의무자 확대 등 관련법령 개정 추진

• 생활밀착형 일상 생활용품에 모나자이트 사용
제한 또는 천연방사성물질 성분표시 의무화 방
안 검토

천연방사성핵종사용실태와
가공제품방사능규제 〮관리의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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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방사성핵종의종류

▣천연에 존재하는 광물이나 이러한 광물을 이용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중 방사능 수준
이 방사성물질(방사능 농도나 총량이 일정기준
을 넘는 물질)에 해당하는 것을 천연방사성물질
이라고 함(천연방사성물질의 순도를 높인 물질)

▣천연방사성 핵종은 우라늄(U-235,238), 토륨(Th-
232), 칼륨40(K-40), 토르마린, 모나자이트, 보크
사이트, 모사자이트, 티타늄 등 약 70여종 존재

• 출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지킴이 자료 재구성

천연방사성핵종종류와사용사례

▣원료물질로 사용되는 천연방사성 핵종
- 모나자이트(토륨 함유한 모래), 토르말린, 인광석, 일미나이트, 금홍석(티타

늄), 보크사이트, 지르콘, 지르코니아, 실바이트, 티탄광석, 알루미늄광, 주석
광, 석탄 등

▣ 공정부산물로사용되는 천연방사성핵종
- 모나자이트 파우더, 인산석고, 인산스케일, 석탄재, 적토, 장석습식폐기물, 

산화티타늄, 석탄회 등

☞토륨산화물은녹는점(1750도)이아주높아열에강한세라믹과용접
용전극을만드는데사용, 토륨자체는마그네슘과고성능합금만드
는데사용

☞모나자이트는음이온건강제품에주로활용되는광물로다른일반광
물에비해약 2천배이상높은방사능농도를가지고있음

•
•

• 출처 :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지킴이자료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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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방사성핵종사용하는범위

▣ 생활및 사무용품
- 옷장, 침대, 책상 등 음이온 제품이 포함된 경우
- 장신구, 벽지 등의 음이온 발생하는 기능성 제품

▣건강제품
- 지압매트, 온열매트, 건강팔찌, 목걸이, 속옷, 사우나재

료, 마감재료, 섬유제품 코틸, 음이온 모자 등

▣건축자재
- 시멘트 벽돌, 석고보드, 바닥재, 단열재, 페인트, 내장재, 
장식재, 석탄재 등

천연방사성핵종함유제품

자료: 한국원자력안전재단,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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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방사성핵종함유생활제품

자료:한국원자력안전재단, 2016

천연방사성핵종 이용 관련 부처

• 산업부: 천연방사성핵종 이용 산업 및 공산품 관리

• 산업부 특허청: 각종 음이온 제품 특허

• 관세청: 천연방사성핵종 함유 제품 수입 관리

• 국토부: 천연방사성핵종 함유 건축자재 관리

• 식약처: 음이온방출 의료기기 및 기능성 화장품 등 허
가

• 환경부: 음이온 제품 환경마크 인증, 라돈 관리(실내공
기질관리법)

• 원안위: 천연방사성물질 함유한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 관리 및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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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정의1

▣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가공제품에 함유된 천연방사
성 핵종에서 방출되는 방사선

▣우주방사선: 태양또는우주로부터지구대기권으로입사
(入射)되는방사선

▣지각방사선: 지구표면의암석또는토양에서방출되는방
사선

▣ 재활용고철에포함된방사성물질에서방출되는방사선

출처: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정의2

▣원료물질
- 우라늄 235(U235), 우라늄 238(U238), 토륨 232(Th232)와 각

각의 붕괴계열 내의 핵종 또는 칼륨 40(K-40) 등 천연방사
성핵종이 포함된 물질

▣공정부산물
- 원료물질 또는 그 밖의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에서 부수적

으로 발생하는 물질로서 원안위 고시 방사능 농도를 초과
하는 천연방사성핵종이 포함된 물질

▣가공제품
-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가공하거나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제품

출처: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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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원료물질또는공정부산물취급자등록

제9조(원료물질또는공정부산물취급자의등록) 다음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원료물질또는공
정부산물의종류와수량등을원안위에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의대상이되는자의구체적인범위와
등록하여야하는사항은원료물질또는공정부산물의
방사능농도및수량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1. 원료물질을채광(採鑛)·수출입 또는판매하려는자
2. 공정부산물을수출입또는판매하려는자
3. 공정부산물이발생한시설을운영하고있는자
4. 공정부산물을처리·처분또는재활용하려는 자

생활방사선안전관리법
가공제품 안전기준

제 15조(가공제품의 안전기준)가공제품을 제조 또는 수
출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여야 한다
1. 가공제품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을 함유한 물질이
공기 중에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할 것
2. 가공제품이 신체에 닿았을 때 가공제품에 포함된 천
연방사성핵종이 신체에 전이되지 아니할 것
3. 가공제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에 의하여 사람이 피폭
하는 양이 원안위가 정한 고시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가공제품에 포함된 방사능 농도와 수량이 원안위가
정한 고시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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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에관한규정

제2조(원료물질의 방사능농도 및 수량)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원안위가 정하
여 고시하는 원료물질의 방사능농도와 수량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포타슘 40의 농도는 그램(g)당 1 베크렐(Bq), 그 밖에 모든 천연방사성핵종
은 그램당 0.1 베크렐
2. 연간 취급하는 원료물질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의 방사능량은 100,000 
베크렐

제3조(공정부산물의 방사능 농도)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정부산물의 방
사능 농도는 포타슘 40은 그램당 5 베크렐, 그 밖에 모든 천연방사성핵종은 그
램당 0.5 베크렐로 한다.

제4조(가공제품에 의한 피폭방사선량 기준 등)
① 가공제품에 의한 일반인의 피폭방사선량은 연간 1밀리시버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다만 인체에 접촉되어 사용되는 것으로서 용이하게 섭취 또는 흡입
할 수 있는 장난감, 화장품 제품에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포함하여서
는 아니된다. 
②다만 제 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제품의 경우
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공제품방사능검출조사사례

http://www.law.go.kr/conAdmrulByLsPop.do?&lsiSeq=182062&joNo=0015&joBrNo=00&datClsCd=010102&dguBun=DEG&lnkText=%EC%9B%90%EC%9E%90%EB%A0%A5%EC%95%88%EC%A0%84%EC%9C%84%EC%9B%90%ED%9A%8C%EA%B0%80 %EC%A0%95%ED%95%98%EC%97%AC %EA%B3%A0%EC%8B%9C%ED%95%98%EB%8A%94&admRulPttninfSeq=906#AJ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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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이온제품의 방사능 방출

• 일본을 중심으로 중국, 한국 등 동북아시아에서 ‘음이온효과’가 유행하면서
각종 생활용품 광고단어로 음이온 사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국내학술지
검색결과 2017년 현재 음이온 인체효과에 대한 한국내과학회, 한국생리학
회 등 국내 의학연구기관의 발표된 논문 존재하지 않음

• 국내 음이온시험기관인 한국원전외선협회의 협회보에 다르면 음이온제품
의 음이온 방출원리는 방사선을 방사시키는 희토류 광석(모나자이트 등)을
원료로 사용하는 “천연광석법”, 단전기를 사용하여 직접 음이온을 발생시키는 “전기발생식”, 폭포가 암
석에 마찰되어 미세한 물 입자로 부서지는 것과 같이 물리적인 마찰을 통해 미세한 음이온 입자를 생성하는 “레너드식”까지
크게 세가지 방법으로 설명

• 한국원전외선협회 부설 한국원적외선응용평가연구원에 2003년부터 2006
년까지 측정 의뢰된 제품들의 90%가 음이온 발생원리 중 “천연광석”인 모
나자이트를 사용한 제품으로 보고됨

• “천연광석법”을 사용한 음이온 제품들에 사용되는 모나자이트는 천연적으
로 발생하는 방사성물질인 토륨과 우라늄을 포함하고 있음

• 2016년 가공제품 실태조사 수행결과 결함 가공제품으로 확인된 2개 제품은
모두 “음이온 방출”로 광고하는 제품이었음. 결함 가공제품 제조업체 현장
조사 간 일반원료와 음이온 원료의 음이온 및 방사선량률 측정결과 음이온
과 방사선량률이 비례하는 결과 확인

• 2017년 “음이온” 광고 또는 “음이온시험성적서”로 광고하는 제품의 기준으
로 선정한 75개 제품 중에서는 57개 제품(76%)이 원료물질 정의농도를 초
과하는 방사능 농도를 나타냄으로써 희토류를 사용한 음이온 제품에서 방
사선이 방출되는 결론을 도출함

출처: 2017년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실태조사결과보고서, 원자력안전위원회, 2018

천연방사성 핵종의 가공제품 실태

• 생활 환경에 사용되는 천연방사성 핵종 중에서 특히 우라늄
계열과 토륨 계열의 핵종이 포함된 모나자이트, 토르마린, 지
르콘 등의 광물의 사용빈도가 높음

• 국내에 판매되고 있는 가공제품들은 이와 같은 광물이 상당량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산업원료물질의 천연 및 인공방사능
기초조사＇에 의하면 모나자이트와 지르콘은 방사능 고 함유
광물 및 산업원료로 지정되어 있음

• 광물 중 모나자이트는 토륨계열의 방사성핵종이 우라늄계열
보다 10배 이상 높은 방사능 농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지르콘
은 용접코팅, 내화벽돌 등에 산업원료로 쓰이고, 또한 장신구
나 건축마감재 등의 가공제품의 원료로도 사용되고 있음

• 토르마린은 모나자이트나 지르콘보다 천연방사성 핵종의 방
사능이 상대적으로 낮으나, 현재 유통되는 음이온 관련 제품
중 상당수에 많은 양이 사용되고 있음

• 음이온을 발생하는 제품들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1만개 이상
유통되고 있음

출처: 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용역 보고서 (연세대학교) ‘가공제품 사용특성 분석에 근거한 사용

자 피폭선량평가기술 개발(‘14.1월)’ 의 방사능 농도 재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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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원자력안전기술원연구용역보고서(연세
대학교) 가공제품 사용특성 분석에
근거한 사용자 피폭선량평가 기
술개발, 2014.1

가공제품시료별방사능측정결과

출처: 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용역 보고서 (연세대학교) ‘가공제품 사용특성 분석에 근거한 사용자 피폭선량평가기술 개발(‘14.1월)’ 의 방사능 농도 재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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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제품시료별방사능측정결과
제품 명 방사능(Bq/g) 제품명 방사능(Bq/g)

게르마늄 찜질기 1.00 백향목토르마린뜸질기 5.00

게르마늄 배 덮개 11.03 애니스톤온열건강매트 3.79

토르마린 경추 베개 1.44 자연애열 찜질매트 4.82

토르마린 불칩배개 1.18 황토 토르마린 배개 108.02

허리보호대 2.28 챠크라 펜던트 16.69

토르마린 원석목걸이 444.41 스포츠 음이온 목걸이 26.52

음이온 목걸이 86.23 티탄파워 팔찌 59.12

토르마린 분말세제 4.83 아이 마스크 19.99

육정석 아이필로우 0.58 수면안대 7.67

아이겟백 3.04 음이온 아이스 스카프 3.28

화장품 에멀전 5.06 코골이 방지용 마스크 235.15

음이온 모자 154.74 토르마린 세라믹 볼 5.86

출처 : 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용역 보고서 (연세대학교 ) ‘가공제품 사용특성 분석에 근거한 사용자 피폭선량평가
기술 개발(‘14.1월)’ 의 방사능 농도 재평가 결과

위조사의분석방법및결과해석

• 한국원자력의학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와 공동으로 감마분광 분석을
통해 가공제품의 시료별 에너지 스펙트럼 구함

• 이를 토대로 에너지별 주요 핵종에 대한 분석 수행
• 가공제품 총 시료는 49개로 감마분광 분석을 통한 핵종분석결과 방사능이

MDA 이하인 시료는 9개였음
• 나머지 시료는 40개의 가공제품 중 토륨 계열 딸 핵종이 228Ac, 212Pb, 

212Bi 포함된 시료는 각각 24개, 25개, 24개 제품이었음. 또한 여러 시료에
서 40K, 18F, 235U 핵종이 측정되었음. 측정된 핵종들 중 토륨계열 핵종은
대부분 시료에서 우라늄계열 핵종보다 10배 가량 높은 방사능을 보임

• 타제품군에 비해 평균적으로 악세서리 제품군과 기타용품은 높은 방사능
이 검출되었음. 이중 악세서리 제품군에는 핵종 분석을 통해 제품의 원료
에 모나자이트 혹은 지르콘이 있을 것으로 다량 함유되어 있을 것으로 의
심되는 결과가 나왔음

• 음이온 발생 제품들이 인체에 미치는 효과는 아직 정확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으며, 천연방사성핵종을 원료로 하는 가공제품의 사용자는 과도한 방
사선 피폭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 

출처: 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용역 보고서 (연세대학교) ‘가공제품 사용특성 분석에 근거한 사용자 피폭선량평가기술 개발(‘14.1월)’ 의 방사능 농도 재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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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생활주변방사선실태조사보고서중
가공제품방사능실태조사2018.2 원안위

• 2017년 가공제품 실태조사 제품 102개 중 원료물질 정의농도인 U-
238, Th-232 0.1 Bq/g을 초과하는 제품은 57개 (56 %)였음

•

• 표면방사선량률 최대값은 환경준위 대비 13배를 나타낸“지르코니
아 팔찌”, 2순위는 환경준위 대비 7배 인“주열기 2”였음

• 위 두 제품들은 방사능 농도 분석 결과도 동일한 순위를 나타내었
다. U-238과 Th-232의최대값을 나타낸 제품은“지르코니아팔찌”로
써 U-238 25.6 Bq/g, Th-232 240.0 Bq/g 이였으며

• 2순위는“주열기2”로 U-238 21.3 Bq/g, Th-232 118.0 Bq/g 인 결과를
보였다. 해당 제품들은 U-238과 Th-232의 방사능 농도 비가 1:5 ~ 
1:10 수준으로 모나자이트의방사능 농도비(ratio)와 유사한 수준으
로 제품 원료로 모나자이트를사용한 것으로 판단되었음

2017년조사제품표면방사선량률, 방사능농도분석결과중(원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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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준위농도의자연및인공방사성핵종을함유한대량의물질에대한
안전규제방안수립에관한연구(원자력안전기술원, 과학기술부, 2005.1)

저준위농도의자연및인공방사성핵종을함유한대량의물질에대한
안전규제방안수립에관한연구(원자력안전기술원, 과학기술부, 2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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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제공모나자이트수입업체국내판매현황(2013~2018.4.30)

출처: 원안위,  권칠승의원실모나자이트유통, 판매현황(2007년부터현재까지) 요구자료2015.5

해외규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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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방사성물질관리
▣ 일반제품 관리
• IAEA에서는방사성물질이 의도적으로 첨가된 소비재에 대하여 정

의함
• 방사화에 의해 의도적으로 혼합 또는 생산하거나, 전리방사선을생

성하거나, 특별한 감시나 판매 후 규제없이 판매 또는 대중에게 사
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는 장치 또는 제조된 물품임

• 소비재의 범위를 1) 기능상의 이유 또는 물리 화학적 속성 때문에
소량의 방사성 핵종이 추가된 제품 2)방사선을 생성할 수 있는 장비
3)방사선에 의해 의도적으로 피폭된 결과로 활성화 생성물질 포함
하고 있는 제품임

▣ 자연기원방사성물질(NORM) 관리
• EU는 회원국들에게자연방사선 관점에서의 실내 라돈에 의한 피폭, 

승무원의 우주방사선피폭, 건축자재로 인한 피폭 및 NORM 취급
산업에서의 종사자 피폭까지 관리하도록 함

국회 입법조사처, 2018.5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

음이온의 건강 상 이로운 영향은 학술적으로 발표된
자료가 없으며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에서는 인
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음이온 제품은 방사성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감마선이 방출되며 수년 착용시에는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미국 NRC는 모나자이트 등 희토류 광석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음이온 팔찌, 목걸이 제품들을 “negative ion 
technology”로 명명하여 이러한 제품에는 방사성핵종
이 함유되어 있으며 제품 취득시에는 폐기(Disposal)를
권고하고 있다.

• 출처:  2016년/2017년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실태조사및분석, 한국원자력안전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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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

• 당신이 음이온제품을 알고 있거나 사용하고 있는 누군가를 아는 경우에, 
우리의 최고의 충고는 멀리 던지라는 것이다. 건강상의 우려가 있는 사람
은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그 동안 우리는 그 제품들이 제대로 통제되고 있
는지 확인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NRC 미국 핵규제위원회).

• 음이온 기술은 토륨이나 우라늄과 같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방사선원을
포함하는 광물의 사용을 포함할 수 있다.

• 미국핵규제위원회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는 실리콘 손목 밴드나
음이온 기술이 포함 된 K- 테이프의 효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사용 중
단 할 것을 권고한다(출처: The Division of Waste Management and Radiation 
Control(DWMRC) of Utah, U.S.A)

• 미국 환경청과 원자력규제위원회 등은 천연방사성물질의 순도를 높
인 원료물질의 유통 및 이를 사용한 가공제품에 대한 규제를 고려하
고 있다(Evaluation of EPA’s Guidelines for TENORM).(출처: 최현준, 
가공제품사용특성분석에 근거한 사용자피폭선량평가기술개발, 교과
부, 2014.5)

유럽연합의천연방사성물질관리

• EU는 2018년 2월6일부터 회원국들에게 자연방사선 관점에서
의 실내 라돈에 의한 피폭, 승무원의 우주방사선 피폭, 건축자
재로 인한 피폭 및 NORM 취급 산업에서의 종사자 피폭까지
관리하도록 함

• 천연방사성핵종이 함유된 석고보드, 내화벽돌 등과 같은 건축
자재에 대한 안전기준을 제공하고 있음

• EC RP-122 보고서에서는 건축자재로 인한 연간 피폭방사선량
은 0.3~1mSv/y내에서 관리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해당 관
리를 위하여 방사능 농도지수(I)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음

• 방사능 농도지수는 우라늄238의 붕괴핵종인 Ra226, Th232, 
K40의 방사능 농도의 관계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량기준
(dose criteria)을 넘지 않도록 설정하고 있음

• 천연방사성핵종 함유 건축자재에 대한 안전기준을 방사능 농
도지수(I)로 수립하고 있음

출처: 방사능오염(Risk Profile, 2010.12,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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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음이온벽지프랑스민간측정기관에방사능검사의뢰결과
(2011.11)

프랑스방사능측정기관ACRO의음이온벽지방사능검사결과

- 2011년12월한국의차일드세이브가대동벽지의음이온벽지에대한방사능검사의뢰
- 벽지는자연방사능동위원소에심하게오염됨, 
- 우라늄238은다른방사능원소들로연속하여붕괴하는데각각의농축량은약1000Bq/kg
- 토륨232도연속하여다른방사능원소들로붕괴하는데각각농축량이8,000Bq/kg
- 이방사선수치는이례적으로높은수치로유럽원자력공동체96/29 지침(노동자나일반인이
접할수있는이온화된방사능의양을정한지침)에의해정해진한계치보다더높음
-토륨232의농축된정도가1,000Bq/kg보다많다면그상품은저준위방사성폐기물로간주됨
-그한계치는우라늄238의경우에도마찬가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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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방사능측정기관ACRO의음이온벽지방사능검사결과

-유럽연합에서 이러한 상품의 생산은 노동자들의 근로 기준과 폐기물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필요로 하는 방사능 활동으로 간주됨
-프랑스법률은경제적인이유로타당하다고하여승인된것일지라도방사성원
소가들어갔다고예상되는상품의도입을금지함
- 분석결과에 의하면 이벽지는시장에서철수(리콜, 판매금지)해야하며저준위
방사성폐기물로간주되어야함
- 이 벽지는 대동벽지가 만든 음이온 벽지임. 

음이온과건강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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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인증친환경건강침대

2018-05-30 생활속 방사능과 건강영향 김혜정 41

음이온의효과

2018-05-30 생활속 방사능과 건강영향 김혜정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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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건강침대

2018-05-30 생활속 방사능과 건강영향 김혜정 43

친환경마크인증까지…

2018-05-30 생활속 방사능과 건강영향 김혜정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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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이온제품과방사능

▣ 음이온팔찌가대기중에이
온을생성하는유일한방법은
이온화방사선(X 선, 감마선, 알
파입자및베타입자들... 나쁜
종류의방사선)을생성하는방
사성물질을사용하기때문이다.

▣ 제품이 일종의 전원을 사용하지
않고 음이온을 생성하는 경우
이온화 방사선을 방출하는 방사
성 물질을 포함시켜야 한다. 일
관성 있게 시험 할 수 있는 이온
수치가 높을수록 제품의 방사선
활성이 높아진다.

• Source: http://amal.net/?p=4773https://mic.com/articles/132638/bad-news-those-
popular-magnet-therapy-bands-are-secretly-
sending-radiation-into-your-body#.sULKmQLUU

BEARⅦ 7차 보고서는방사선이 DNA에 손상을 주고, DNA 결손이나유전자, 염색체 여성
손상은 종양형성의 계기와 관계가있다. 이 수치 이하에서세포의 손상은 일어나질 않을 것
이라고 증명할수 있는 임계값은 없다. 여성이남성보다 37.5%, 유아가성인 피폭보다 암 위험이
서너 배 놓으며, 여아가남아보다 두 배 높은 것으로나타났다고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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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에건강영향
• <체내동태>
• 1) 흡수: absorption
• = 우라늄은흡입, 경구, 피부를통해서흡수가잘안된다(ATSDR, 1999)
• = 라돈은불활성기체로호흡으로쉽게흡수되어혈류로들어간다. 
• = 라듐은주로호흡이나물을통해인체유입되는것으로알려져있다(US EPA, 2000)

• 2) 분포(Distribution)
• = 우라늄을쥐의근육에이식후조직분포를보면, 1일후에신장과골격에서주로발견되었으며기타

조직에서는그이후발견되었다(Atsdr1999)
• = 라돈은지용성으로조직의지방량에따라분포가달라진다. 체내에들어온라돈의50-90%가지방조

직에분포한다.
• = 라듐은호흡을통해폐로흡수되면수개월잔류하여혈류를통해서서히확산되고다양한인체조직

으로이동한다. 특히뼈로이동하여유해영향을유발하여몇개월후소량이대변, 소변으로배출된다
(epa2000)

• 3) 내부피폭
• 내부피폭은체내에서방사성핵종의붕괴에의해발생. 천연방사성핵종은흡입이나섭취통해체내로

유입, 내부피폭은NORM을포함한물질로부터발생하는라돈과토론의흡입(자손핵종포함0 작업공정
에서발생하는분진이나연기로부터의흡입, 그리고NORM에서오염된물질을섭취하는경우포함됨

• 출처: 방사능오염, 식품의약품안전청, 2005

우라늄에의한건강영향

• 우라늄으로인한가장큰건강상위해는신장의손상, 우라늄에
노출될경우이것의방사능때문에암발생위험이증가된다. 우
라늄이신체특정위치에농축되면골격계에암을유발, 간암, 
혈액질환등을증가시킬수있음우라늄의흡입은폐암의위험
을증가시킴(EPA 2006)

• 우라늄으로인한가장큰건강상위해는신장의손상이다. 우라
늄에노출될경우이것의방사능때문에암발생위험이증가
된다. 우라늄이신체특정위치에농축되면골격계에암을유발
하고, 간암, 혈액질환등을증가시킬수있다. 또한우라늄의흡
입은폐암의위험을증가시다(www.epa.gov, 2006)

• 출처: 방사능오염, 식약처,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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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륨에의한건강영향

• 이온화 방사선에 대한 저선량에서 중간 수준의 노출에 대
한 주요 관심사는 암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토륨 먼지를 흡입하면 폐암 및 췌장암이 발생할 위
험이 증가한다는 사실이 밝혀짐. 토륨이 뼈에 저장될 수 있
기 때문에 뼈암 위험도 증가한다. 왜냐하면 토륨은 항상 플
루토늄 및/또는 우라늄과 함께 사용되기 때문이다. 

• 토륨의 에어로졸에 노출되면 폐 및 기타 내부 장기가 알파
방사선으로 침투될 수 있으므로 폐, 췌장 및 혈액의 암 위
험이 높아질 수 있다. 토륨에 의한 내부피폭은 간질환 위험
을 증가시킨다. ”

•
http://en.wikipedia.org/wiki/Thorium

정부종합발표의문제와제안

http://en.wikipedia.org/wiki/Thor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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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나자이트관련수입판매유통전반에대한대책이빠져있다.

모나자이트 수입대상 국가는
주로 중국, 브라질, 인도, 베트
남, 말레이시아, 태국 등이다. 
수입시 형태는 모나자이트 원
광, 정광, 혹은 분말로 일차 가
공된 상태이다
국내 연간 수입량은 200톤 정
도로 추정된다. 

출처: 저준위농도의 자연 및 인공방사성핵종을 함유
한 대량의 물질에 대한 안전규제방안 수립에 관한
연구 (원자력안전기술원, 과학기술부, 2005.1)

2. 방사능오염범위를라돈피폭만으로축소하고있다. 

• 천연방사성핵종이 인체 내로 직접 유입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때 장기 등에
• 침착된 방사성핵종이 붕괴하면서 인체는 내부피폭을 받게 된다. 내부피폭은 외부피
• 폭과는 달리 방사성핵종이 체내에 위치하기 때문에 방사선 에너지 및 LET가 큰 알
• 파방출핵종이 특히 중요하며, 이 방사성핵종이 반감기에 의해 감소하거나 대사과정
• 등을 통해 체외로 배출되기 전까지는 지속적인 피폭을 유발하는 특징이 있다. 따라
• 서 내부피폭평가 시 예탁선량(committed dose)의 개념이 도입되며, 국제방사선방호
• 위원회(ICRP, 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는 성인의 경우 50
• 년, 어린이의 경우 70년으로 내부피폭기간을 계산한다.
• 방사성 핵종의 체내 유입 경로로는 방사성입자의 호흡(inhalation), 섭취(ingestion) 
• 및 (주사 또는 상처 등을 통한) 주입(injection) 등이 일반적으로 고려된다

• 출처: 원자력안전재단,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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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 3. 음이온 제품에 가장 많이 쓰이는 토르마린, 일나이트 등을 관리
대상에서 제외함

• 4.  모나자이트 등 천연핵종의 생활제품 사용에 대한 특허 및 인허
가, 인증 등에 대한 관련 부처의 근본적 계획이 없음

• 5. 모나자이트 사용 제한 및 천연방사성물질 성분표시 의무화도 추
진이 아니라 검토하겠다고 함

• 6. 라돈침대 피해자건강조사와추적관리에 대한 대책이 없음
• 7. 천연방사성핵종 함유된 광물 수입업체에 대한 관리계획이 없으

며 천연광물을 이용한 음이온 제품 전반에 대한 관리계획도 전무함
• 8. 음이온 가공제품에 대한 안전관리기준치를1mSv/y로 정하여 음

식 및 기타 오염물질로 인해 허용되는 일반인 연간 피폭 기준치
1mSv와 배치되는 기준치를 정하고 있음

제안

1. 음이온가공제품이용에대한시민안전가이드라인제시

2. 천연방사성핵종 수입 및 유통, 가공 제품 판매 전반
에 대한 민관합동 실태조사

3. 모나자이트 및 천연방사성핵종의 생활밀착형 가공제
품 사용금지 및 성분 표기

4. 천연방사능핵종 이용 가공제품 의료기기 등 건강기
능성 및 생활제품 특허 불허

5. 천연방사성물질 이용 관련부처 합동 생산 및 수입, 
인허가, 판매에 대한 강력한 규제 정책 마련

6. 라돈침대 피해자 건강조사 및 추척관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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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연유래라돈관리

라돈이만들어지는과정과인체유입경로

출처: 환경부, 생활속자연방사성물질, 라돈의이해.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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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1급발암물질폐암의원인
•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라돈과 라돈 자손

들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음

• WHO는 전세계적으로발생하는 폐암의 3~14%가 라돈에 노출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고 라돈을 흡연에 이은 두번째 폐암 원인물질로
지정함

• 미국 환경청(EPA) 연구결과(2003), 미국에서 1년 동안 폐암으로 사망
하는 사람 중 10% 이상(21,000명)이라돈과 라돈 자손에 방출되는
방사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2013)과한국환경정책평가
연구원(2014)에서라돈에 의한 폐암발생위험도를 연구했는데, 국내
전체 폐암 환자 중 라돈 노출로 인한 경우를 각각 12%, 12.6%로 추
정하였음

출처: 환경부, 생활속자연방사성물질, 라돈의이해. 2016.12

국가별실내라돈관리기준

출처: 환경부, 생활속자연방사성물질, 라돈,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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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규제사례: 미국환경청

• 전국적인 실내라돈 조사 실시
• 국립라돈안전위원회 및 국립 라돈프로그램 서비스 운영
• 주택소유자 라돈 농도 조사 의무화
• 주택소유자가 다양한 형태의 KIT 구입하여 라돈농도 측정하거나 검

증된 기관을 통해 라돈농도 공인받을 수 있음
• 주택매매시에는 인증된 검사원을 고용하여 라돈농도를 측정하고

각 주에서 제공하고 있는 라돈농도 조사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도
있음

• 2~90일간의 단기 조사결과 라돈농도가 148Bq/m3의 2배를 초과하
는 경우 90일 이상 조사하는 장기 조사를 시행해야 함

• 권고치를 초과하는 경우 건축물에 대한 시설 개선을 권고하고 있으
며, 권고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2~4피코큐리/m3에대해서
건축물 시설 개선 권장하고 있음

국내라돈관리

•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환경부가 자연유래 라돈 관리

• 권고기준: 다중이용시설(148Bq/m3) 신축공동주택(200Bq/m3)

• 권고 기준 초과시 규제나 의무조치 등이 없음(단독주택 및 기존 일반주택
은 권고기준에서 제외)

• 건축자재 규제기준 : 현재 총휘발성유기화합물,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등의
오염물질이 방출되는 건축자재 사용제한은 있지만 라돈 방출하는 건축자
재에 대한 규제기준 없음

• 국립환경과학원이 전국 총 5,047개 주택대상 시행한 겨울철 실내라돈 농도
조사결과에서 단독주택 33.05, 연립〮다세대주택 14.45, 아파트 6.0%에서 다
중이용시설 권고기준치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됨

• 권고기준은 소유자들에게 권고하는 기준으로서 현재 이산화질소, 총휘발
성유기화합물, 석면, 오존, 라돈이 정해져 있고 기준이상의 물질이 검출되
어도 벌칙이나 조치 규정이 없음

• 유지기준은 관리책임자가 시설을 관리하여야 하는 의무 기준으로 미세먼
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가 정해져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국회 입법조사처, 라돈 등 방사능 내뿜는 일상용품 관련 대책 검토, 20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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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이윤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부장

임은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대진침대라돈피해자온오프라인통합모임



토론 1

라돈 문제! 더 중요한 것이 간과되고 있다1).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시민방사능감시센터 소장 이윤근

노동자들의 건강 문제가 소외되고 있으며, 

가습기살균제처럼 아이들이 주요 피해 대상이 될 수 있고, 

피해자 문제는 수 십 년 동안 지속될 수 있다.

  

라돈 노출 수준은 소비자들보다 노동자들이 훨씬 심각하다!  

요즘 한 침대 회사의 라돈 문제로 많은 국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 이미 가습기 살균제로 인

한 피해와 두려움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파장은 더 커질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문

제에서 노동자들은 항상 뒷전이다. 노동자들의 문제를 염려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으며, 정부에

서 발표하는 대책에서도 노동자들은 소외되어 있다. 라돈에 의한 피해자수는 일반 시민들이 훨

씬 많을 수 있으나 그 피해 정도는 노동자들이 훨씬 심각할 수 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자들은 소비자들보다 훨씬 많은 양의 라돈에 노출된다. 

소비자들은 제품을 통해 라돈에 노출되지만 노동자들은 원료를 통해 노출된다. 제품의 원료인 

모나자이트(Monazite)라는 광물질에는 방사능물질인 우라늄(238U)이 0.2–0.4%, 토륨(232Th)이 

4.5–9.5% 정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 우라늄과 토륨이 라듐으로 붕괴

되면서 라돈가스가 발생하게 되고, 그 가스가 호흡을 통해 폐로 흡입되어 폐암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즉, 모나자이트를 일부 첨가하여 만든 제품에는 그 원료가 희석되어 있기 때문에 원료 

자체를 다루는 노동자들이 소비자들보다 훨씬 높은 농도의 라돈 가스에 노출될 수 있다.

둘째, 소비자들은 대부분 고형화된 제품을 사용하지만 노동자들은 분말 상태의 원료를 직접 다

루기 때문에 내부피폭의 위험이 훨씬 높다. 

방사선 피폭은 병원에서 CT나 엑스레이 촬영처럼 반짝하고 쪼이는 외부피폭과 섭취(음식 등)

나 흡입(호흡)을 통해 체내에 방사능 물질이 쌓이는 내부피폭으로 나눌 수 있다. 당연히 외부

피폭보다 내부피폭이 더 삼각하다. 왜냐하면 외부피폭은 반짝하고 쪼이는 그 순간에만 방사선

에 노출되지만 내부 피폭은 방사능 물질이 반감기를 거처 체외로 완전히 배출되기 전까지 지

속적으로 방사선에 피폭되기 때문이다. 물론 라돈가스가 호흡기를 통해 흡입되는 것은 소비자

든 노동자든 관계없이 똑 같은 내부피폭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주로 라듐에서 붕괴된 라돈가

스에 호흡하는 동안만 노출된다(물론 입자 상태의 분진이 체내로 흡입될 수도 있지만). 이와 

반면 노동자들은 분말 상태의 원료를 다루는 과정에서 토륨이라는 방사능 물질이 입자 상태로 

체내로 흡입 되고, 이 물질이 붕괴되면서 지속적으로 라돈가스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소비자들

1) 본 발제문은 필자가 오마이뉴스(2018.5.24.)에 기고한 원고임



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라돈가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같은 내부피폭이라 하더라

도 소비자들에 비해 노동자들이 더 심각할 수 있다. 

셋째, 노동자들은 소비자들보다 오랜 기간 동안 노출될 수 있다. 

라돈가스가 문제되는 생활용품을 사용하는 기간은 길면 십여 년 정도, 짧으면 수년 정도이다. 

이와 반면 제품을 생산하는 노동자들은 퇴직할 때까지 길게는 수 십 년 이상 라돈가스에 노출

될 될 수 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노동자들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방사선에 노출

될 수 있기 때문에 누적된 방사선 피폭량으로 볼 때 더 심각할 수 있다. 

라돈으로 인한 건강피해, 어린 아이들이 더 심각하다!

향후 라돈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가습기 살균제 사례를 바탕으로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주요 피해 대상은 어린 아이들이 될 것이며, 피해자수는 상상 이상으로 많아 질 수 있다. 왜냐

하면 한참 성장기에 있는 아이일수록 세포 분열이 왕성하고 방사선은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

에서 DNA 구조에 영향을 줘 암 등의 발생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에 문제되는 라돈

은 기체 상태로 호흡기를 통해 폐에 흡입되어 폐암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어린 아이는 성인

들보다 호흡하는 공기량이 약 3배 정도 많다. 이러한 이유로 아이들은 성인보다 방사선에 의

한 건강영향이 20배 정도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잘 알려지다시피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는 어린아이에게 많이 나타났으며, 피해 정도도 성인들에 비해 훨씬 심각하다. 이러한 상

황이 라돈에 의한 건강영향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피해 대상자를 조사

할 때 어린아이에 대한 문제를 좀 더 촘촘하고 폭넓게 파악해야 한다.   

라돈 문제는 시작에 불과하며, 향후 수 십 년 동안 지속될 수 있다! 

라돈의 주된 건강영향은 폐암이다. 그리고 폐암은 발암물질에 노출된 후 짧게는 수 년, 길게는 

수 십 년 이후에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미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석면에 의한 

폐암은 과거 수 십 년 전에 노출된 것이 지금에서야 암으로 나타나고 있다. 흡연에 의한 폐암

도 마찬가지다. 젊었을 때의 흡연이 나중에 나타나는 것이며, 처음 흡연을 시작한 시기가 빠를

수록 폐암이 나타나는 시기도 그만큼 빨라지고 피해 정도도 심각해진다. 라돈 문제도 이러한 

동일한 과정을 거쳐 피해자가 확인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향후 수 십 년 동안 이 문제에 관

심을 가지고 노출 대상자를 파악한 후 지속적인 조사와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라돈 문제를 지금보다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제2의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될 

수도 있으며, 피해자수는 상상 이상으로 많아 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번에 문제되는 모나자

이트 원료는 침대 매트리스뿐만 아니라 일부 돌침대와 건강 팔지, 목걸이, 벽지, 심지어는 마

스크 팩 등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사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하루빨리 라돈 발생 

가능성이 있는 제품 현황과 사용실태, 그리고 그 제품을 생산하는 노동자 현황 조사가 이루어

져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조사로만 끝날게 아니라 향후 수년 후에 나타날 수 있는 건강문제

를 파악하기 위한 계획과 피해자 구제 대책을 지금부터 세워야 한다. 또한 이러한 대책을 수립

할 때는 피해자(노동자 포함)를 포함하여 전문가 그룹과 공익적 그룹이 함께 하는 대책기구가 

만들어지고 이들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대표적인 천연방사성물질
포타슘(40K), 우라늄(238U,235U,234U), 토륨(232Th), 라듐(226Ra,228Ra,224Ra,223Ra), 
라돈(222Rn,220Rn,219Rn), 폴로늄(210Po)

토론 2

라돈침대 사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안재훈 |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부장

1. 사건 발생

자연 속에 존재하는 방사성물질 함유 광물(모나자이트)을 생활 속 가공제품에 무분별 하

게 사용.

모나자이트: 세륨족의 희토류 원소를 지닌 인산염 광물. 세륨, 토륨(Th), 란탄(La)의 중요

한 광석이며, 특히 토륨에 의해 방사선 방출. 

자연방사성물질(포타슘, 우라늄, 토륨, 라듐, 라돈, 폴로늄 등)을 함유한 광물질 등에 대

한 방사선 관리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생활방사선법)에 의해 규제. 법에 근거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등은 취급자 등록, 방사능 농도 및 수량, 유통

현황, 종사자 건강 및 작업환경 등을 기록 관리하고 있음. 

문제가 된 침대 매트리스와 같이 가공제품 단계에서는 안전기준(지침)은 있지만, 등록 및 

관리, 방사능 검사, 종사자 건강 및 환경 등 관리절차는 부재. 

생활 속 제품에서 모나자이트, 토르말린, 음이온파우더 등 천연방사성물질 함유 광물(질)

들이 원료로 사용되는 것 자체에 대해 안전성이 사전 확인이 안되는 상황. 

자료: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2017), 원자력안전위원회.



2. 정부 대처의 문제점

원자력안전위, 매년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생활주변방사선 

방호종합계획>도 수립했지만, 생활 속 가공제품들에 대한 조사와 관리 제대로 안됨.

관리 기준치(연간 1mSv)를 근거로 한 소극적인 문제 접근으로 일관: 대진침대 사건의 경

우도 2010년 이후 생산된 제품 중 24종에 모나자이트 사용되었지만, 기준치 초과한 21

종만 수거/폐기 등 명령. 나머지 기준치 이하 3종에 대한 대책은 없음. 

음이온 발생 제품 종합대응 부재: 모나자이트에 초점. 등록이외 업체 등 공급 가공제품 

미확인.(수입업체(1개)로부터 모나자이트 66개 구매처 조사. 목걸이, 팔찌, 전기장판용 

부직포 등 생산 9개 업체(1mSv/y 미만). 세라믹 생산업체 3개사 조사 중. 1개사 공급 

카페트 원단 업체(2곳) 기준치 초과했으나 전량 해외 수출. 52개 업체 실험, 연구, 전량

보관, 폐업 등 확인 상세 사용 확인 점검 중.),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대진침대 이외 

49개 매트리스 제조업체 현장 조사,모나자이트 사용업체 없음. 6개 업체 토르말린(2개

사), 일라이트(1개사), 참숯(2개사) 및 맥반석(1개사) 등 첨가물질 사용. 생활방사선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정밀조사 계획.)

공급업체, 제조사, 제품, 검사결과 등의 소극적 공개로 시민 혼란.

제품 생산과정의 노동자 피해 및 작업환경관리 조사 및 대책 부재.   

피해자 건강 조사 및 관리 등 대책 부재.

민간 단체 및 전문가 등과의 소통 부재.

3. 문제 해결 원칙 및 제안

불가피한 자연방사선 피폭이 아닐 경우, 피해를 차단 및 최소화할 수 있는 원칙으로 문

제 진단과 해법을 마련해야 함. (자연방사선과 인공방사선과 건강영향을 미치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

종합적인 생활주변방사선 대책 마련: 침대, 모나자이트 등에 국한되지 않는 제품 조사(전

수검사)와 개선방안 마련.

음이온, 천연방사성물질 함유 등으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들에 대해 피해예방 

차원에서 사용제한 조치 등 대책 필요. 

생활주변방사선법 개정: 방사성물질 함유 광물의 불필요한 가공제품 원료 사용 금지 및 

등록관리, 방사능 검사, 이력추적, 성분물질표시, 경고문구 표시 등. 정부/국회/시민사회 

등 제도개선 협력 필요. 

정부 차원의 생활주변방사선 검사 시스템 점검 및 관련 인력 장비 확충.

제품 생산 과정의 노동자 피폭 조사 및 작업환경 관리 실태 조사 및 대책 마련. 

라돈침대 등 생활방사선 제품 사용 피해자 장기적인 건강 피해 조사 및 관리 등에 대한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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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일시 이 자료는 즉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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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02-774-4050)

 임은경사무총장, 010-3437-1780

라돈 침대, 정부가 불씨만 키워, 소비자피해 손놓고 있어  

소비자단체 상담접수 1,200건 이상 급증, 소비자 피해보상 대책 내놔야 

빠른 피해처리를 위한 상담센터 가동, 정부는 신속한 회수 및 검사 조치를 마련하라!!

토론3 

라돈 침대, 정부가 불씨만 키워, 소비자피해 손놓고 있어
 

임은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발등의 불끄기만 급급, 소비자 혼란 키워 

정부는 이번에도 국민의 신뢰를 져버렸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하다고 

중간발표를 내놓고 5일만에 다시 연간 피폭선량이 1밀리시버트(msv)를 초과

하는 것으로 대진침대 7종을 리콜조치하여 소비자를 혼란에 빠트렸다. 

정부는 2007년 이후 법률만 만들고 손놔

더욱이 문제가 된 음이온 발생을 위한 희토류광물인 모나자이트는 방사성 

광물로 2007년에도 온열매트에서 방사성물질이 나오면서 정부는 생활제품의 

방사능 검출량을 규제하는‘생활주변 방사선안전관리법’을 마련하여 2012

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법에 의하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천연방사성핵종이 

포함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종류, 수량 등과 유통현황을 보고 받고 

관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손을 놓고 있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소비자 불안, 상담 가중되고 있어, 대진침대 회수와 검사 조속히 이루어져야

소비자단체가 받고 있는 1372 상담센터에는 5월 4일 이후 소비자 상담이 

1,200건 이상으로 급증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진침대 7종에 대한 



리콜 및 제품소지자들에게 회수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제품 사용을 중단하

고, 별도의 장소 또는 비닐커버 등을 씌워서 보관하라고 홍보하고 있다. 그

러나 사업자인 대진침대와의 연락이 원활하지 않으며 회수조치가 잘 되지 

않고 있어 소비자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소비자들에게 방사능을 내뿜고 

있는 물건을 집안에 두고 있는 것은 피해자들을 2번 피해 입히는 것이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리콜조치 이외 제품 중 15종 모델에 대한 우선 검

사를 발표하였으나 소비자들은 기타 모델에 대한 검사뿐만 아니라 생활제품 

중 음이온 제품, 라돈용출 우려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

어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신속하며 원활한 제품검사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들어온 상담 중 회수가 필

요한 대진침대 7종과 소비자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검사를 요청하고 있는 상

담을 구분하여 향후 빠르게 피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할 예정이

다. 

이외에도 내부 피폭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 라돈침대 이용 소비자에 대한 피폭 검

사 방안 마련과 제공, 건강상의 위해 평가 실시, ▲ 대진 침대 이외 음이온 발생 제품 

등 방사능 발생 우려가 큰 생활용품에 대한 전면 조사 및 대응책 마련, ▲ 회수되는 

침대의 폐기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소비자단체는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소비자에 대한 

실질적인 환불 및 피해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과 더불어 정부의 책임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2018. 5. 18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원단체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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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침대 피해자 질환 설문조사

대진침대 라돈 피해자 모임에서는 지난 5월 22일 ~ 28일, 7일간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한 사람이 가족을 대변해 증상을 설명했으며 질환은 복수로 응답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112명이 설문에 참가했습니다.

가장 많은 질환을 차지한 것은 피부질환으로 총 41명(두드러기 알레르기 등)
갑상선 관련 증상 26명, 기침이 23명, 두통 19명, 무기력증 19명, 어지럼증 13명, 호흡곤란 13명, 
불면증 10명, 비염 10명, 코피 9명 순이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남자분들은 어깨통증, 여자분들은 유방관련 질환을 복수로 응답한 것입니다.

피해자분들을 만날수록 공통된 질환을 발견하고 의아하게 여겨져 조사를 한 것으로 라돈침대가 폐
암 외의 연관성은 없다고 단언한 진영우 한국원자력의학원 센터장님의 말씀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만나는 피해자마다 공통된 증상을 호소하는데 어떻게 단언할 수가 있습니까?

정부가 피해자 전수 조사를 통해 라돈침대가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하고, 꾸준한 
피해자 추적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자들의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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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네이버 카페 – 대진침대 라돈 피해자 온오프라인 통합 모임, 
               대진침대피해자모임, 
               대진침대 라돈피해자모임, 
 다음 카페 – 라돈침대(대진) 피해자 모임 

배포,보도 일시 2018.5.30.(목) <14:00부터> 총 7 쪽 (해설 5쪽 포함)
담당자 이 소정 (대진침대 라돈 피해자 온오프라인 통합 모임 임시 대표)

sj5476385@naver.com,  010-2547-6385

대진 침대 라돈 방출에 따른 피해자 요구 사항 

□ 대진 침대 라돈 방출에 따른 피해자 모임은, 그간 언론에 보도된 

대진 침대의 라돈 방출 사태에 대하여 정부와 대진 침대 측에 총 

9개 항의 요구 사항을 5월 30일 발표하였다.

□ 대진 침대 라돈 방출에 따른 피해자 모임은 대진 침대 매트리스의 

라돈 방출에 관한 최초 보도가 2018년 5월 3일 SBS 방송을 통해 

나간 후, 4주가 지난 지금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포함한 관련 

부처, 그리고 이번 사태의 직접 당사자인 대진침대 측의 대응 속

도와 대책의 효과성은 안전한 생활을 갈망하는 국민적 기대에 크

게 못미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좀 더 확실하고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면서 아래 요구 사항들의 즉각적 수용과 

시행을 촉구하였다.

□ 요구 사항

1. 정부는 같은 제조 공정을 가지는 개별 매트리스 모델의 안전이 

과학적으로 확인될 때까지, 모든 모델의 대진 침대 매트리스를 

일단 사용 중지할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라.

2. 정부는 모든 대진 침대 매트리스 모델에 대하여 심각한 외부피

폭 피해를 일으키는 감마선을 포함한 방사선 방출 여부를 과학

적으로 측정하고 그 수치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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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는 가용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문제가 확인된 대진 침

대 매트리스 전량을 조속히 수거·폐기하고, 대진 침대 측에는 매

트리스 교환이 아닌, 직간접적인 모든 피해에 대한 배상을 즉각 

명령하라.

4. 정부는 방사능피폭이 명백한 이상, 대진 침대 사용자와 생산 노

동자들의 건강검진, 방사능피폭에 따른 질병 유발 여부에 관한 

역학 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또한 피해자들을 국가에서 방사능 

피해자로 등록한 후 지속적인 추적 관리를 약속하라.

5. 정부는 아직 공식적인 사과 없이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려 시

도했던 대진 침대의 경영진에 대한 즉각적이고 강력한 형사적 

사법조치를 취하라.

6. 정부도 이번 사태에서 관련 부처의 책임 회피 및 미숙한 대처 

대하여 우선 사과하고, 책임소재를 가려 응분의 조치를 취하라.

7. 정부는 이 사태 해결을 총괄 지휘할 조직을 국무총리 수준에서 

구성하고, 피해자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대응 조치들을 조

속히 마련·시행하고 모든 진행 상황을 낱낱이 공개하라.

8. 정부는 라돈, 감마선 등 방사능에 국한된 조사가 아닌 위험물질

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유사한 사례가 추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심의규제 및 처벌 강화, 

법 제도를 마련하고 시행하라.

9. 아직 이번 사태의 모든 전말과 피해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만큼, 정부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이슈에 대하여 피해자들

과 충분한 협의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하라.

* 이 요구 사항은 이번 사태의 원인 규명, 책임 소재, 피해 상황이 

모두 확인되지 않은 상태의 잠정적인 것임으로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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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 사항 해설

1. 정부는 같은 제조 공정을 가지는 개별 매트리스 모델의 안전이 과학적으로 확인

될 때까지, 모든 모델의 대진 침대 매트리스를 일단 사용 중지할 것을 공식적으

로 발표하라.

==>

이번 대진 침대 사태는 정부의 사전 대책 미비 또는 방치, 그리고 침대 제조사의 

안전 의식 부재로 발생한 사건으로, 대진 침대 측의 모든 매트리스가 안전하지 

않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 또, 특정 매트리스 소재나 모델에 대한 모나자

이트 사용 여부를 사태 당사자인 대진 침대 측에서 제시한 정보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일단 대진 침대의 모든 모델의 매트리스가 안전하지 않다는 가정 하에, 같은 제

조 공정에 의해 생산된 각 모델 매트리스의 다수 샘플에 대한 과학적 측정을 통

하여 방사선 방출이 없다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만 그 모델 안전하다는 발표를 

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정부는 모든 모델의 대진 침대 매트리스에 대하여, 각 모델이 안전하다는 별도의 

발표가 있을 때까지, 일단 사용을 중지할 것을 공식적으로 국민들에게 경고하여

야 한다.

2. 정부는 모든 대진 침대 매트리스 모델에 대하여 심각한 외부피폭 피해를 일으키

는 감마선을 포함한 방사선 방출 여부를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그 수치를 투명하

게 공개하라.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부실하기 짝이 없었던 1차 발표에서는 그나마 외부피폭을 언

급하고 있으나, 2차 발표 때는 어떤 의도인지 외부피폭에 대한 언급 자체도 없었

다. 침대는 사용자가 바로 접하여 생활하는 제품으로 호흡에 의한 내부피폭은 당

연하고, 외부피폭을 일으키는 감마선량에 의한 외부피복 여부도 매우 중요하다.

피해자 모임의 감마선량 측정 결과를 보면, 기준치인 연간 1msV를 초과하는 노

출을 일으키는 감마선 검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모든 매트리

스 모델에 대하여 내부·외부피폭의 요인이 되는 모든 방사선 방출을 실제 침대가 

사용되는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그 측정 방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3. 정부는 가용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문제가 확인된 대진 침대 매트리스 전량



- 4 -

을 조속히 수거·페기하고, 대진침대 측에는 매트리스 교환이 아닌, 직간접적인 모

든 피해에 대한 배상을 즉각 명령하라.

==>

이번 사태는 국가적 방사능 재난에 해당된다. 또한 대진 침대는 피해자들에게 이

미 신뢰를 잃었고, 문제가 된 매트리스의 빠른 수거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도 적지 않은 만큼, 정부는 가용한 

행정력과 예산을 직접 투입하여 수 만 개에 달하는 방사선 방출 매트리스를 최

단시간에 수거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즉각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또 정

부는 피해자들이 입은 금전적 피해 배상은 물론, 더 중요한 건강과 관련된 피해

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협의하여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정부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트리스 수거에는 물리적 시간이 걸리는 만큼,

원안위의 권고에 따라 우선 모든 대진 침대 매트리스 사용자들에게 침대를 충분

히 덮을 수 있는 큰 비닐 커버를 우편으로 제공하여, 수거 전 또는 안전이 확인

될 때까지 사용하지 말고 보관해둘 수 있도록 조치하라. 또 비닐로 차폐될 수 없

는 감마선의 피폭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 가운데, 가정에서 자가로 시행할 수 있

는 단기 방안도 마련하여 발표하고 시행하라.

또한 정부는 대진침대 측의 매트리스의 리콜 및 교환에 따르도록 권고하고 있으

나, 이번 사태 후 생산하여 교환된 매트리스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라돈이 검

출된 사례가 있는 만큼, 더 이상 매트리스의 교환은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대진

침대 측에서 스스로 증명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대진침대 측이 교체용 매트리스 

생산, 배송을 즉각 중지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시작하도록 명령하여야 한

다.

이번 사태를 정책적으로 방관한 정부의 책임도 있는 만큼, 정부가 피해자들에 대

한 선 배상을 실시한 후, 구상권을 통해 정부가 대진 침대 측에 해당 비용을 청

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라.

4. 정부는 방사능피폭이 명백한 이상, 대진 침대 사용자와 생산 노동자들의 건강검

진, 방사능피폭에 따른 질병 유발 여부에 관한 역학 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또한 

피해자들을 국가에서 방사능 피해자로 등록한 후 지속적인 추적 관리를 약속하

라.

==>

지난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이번 사건은 매우 유사하다. 방사능피폭은 정도의 차

이가 있지만 명백하게 건강을 위협한다.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한 정부기관의 안내

에서도 라돈의 내부피폭과 폐암과의 상관관계, 감마선에 의한 외부피폭이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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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특정 질병에 미치는 영향을 많이 언급하고 있다. 원안위의 발표에 따른 내

부피폭 방사선량만으로도 이미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방사선

비상진료 센터에 전문적인 의료상담을 권하고 있으나, 일부 상담을 했던 피해자 

증언에 의하면,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는 매트리스로부터의 피폭을 대체로 부정

하고 있으며, 지금 발표된 연간 피폭 수치도 건강에 문제가 안된다 또는 당장은 

해줄 수 있는 검사가 없다는 안이한 답을 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정부는 원안위의 발표 기준으로도 방사능 수치가 년간 피폭 기준치를 초

과하는 만큼, 즉각적으로 팀을 구성하여 문제가 된 매트리스 사용자들, 해당 매트

리스 제조공정에서 작업한 노동자들의 건강 상태와 피해자가 가진 질병의 방사

능 내·외부 폭 영향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후 국

가 관리 방사능 피해자로 등록하여, 치료 및 추적 관리를 하여, 피해자가 이후 건

장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하라.

5. 정부는 아직 공식적인 사과 없이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려 시도했던 대진 침대

의 경영진에 대한 즉각적이고 강력한 형사적 사법조치를 취하라.

==>

대진 침대 측은 SBS에서 첫 보도가 나가기 전, 취재 과정에서 이미 매트리스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라돈이 검출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 전

까지 아무런 선제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번 사태의 해결에 관한 진정성이 없음을 

드러냈다. 또 대진 침대 제품설명 홈페이지에서 문제가 된 ‘음이온’이란 단어를 

방송 보도 직후 삭제함으로써, 매트리스의 위험성을 은폐하려는 범죄적 행위를 

서슴치 않았다. 또 리콜에 의해 교환해 준 매트리스에서도 또 다시 라돈이 검출

됨으로써,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없음도 명백하게 확인되었다. 따라서 정

부는 가능한 행정력과 사법권을 동원하여 피해자들의 직간접적, 물질적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명령하고, 교환 제품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담보하여야 한

다. 또, 증거 인멸, 재산 도피 등 가정할 수 있는 범죄적 행위에 대비하여, 대진침

대 경영진에 대한 즉각적이고 단호한 사법적 조치를 단행하여야 한다.

6. 정부도 이번 사태에서 관련 부처의 책임 회피 및 미숙한 대처에 대하여 우선 사

과하고, 책임소재를 가려 응분의 조치를 취하라.

==>

이번 사태에서 피해자들의 공포는 자신이 얼마나 피폭당했는지 알 수 없고, 앞으

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점으로부터 기인된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과학

적 검증을 통해서 피해자들이 어떤 수준의 위험에 노출되었던 것인지를 명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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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히는 노력을 해야 하고, 미래의 발병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했

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서 정부는 신뢰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국무총

리의 뒤늦은 의견 피력이 있었지만, 아직도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대

응은 피해자들의 기대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특히 원안위는 이번 사태 초기에 측정 샘플의 획득, 측정 방법, 결과 발표에 이르

기까지 전혀 과학적·합리적 접근을 하지 못하였으며, 여러 차례의 발표를 통해 

문제를 축소 왜곡하는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피할 수 있었던 추가 피

폭을 받게 하였다. 더 근원적으로는 2007년 돌침대에서 모나자이트가 검출되어 

만들어진 법안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이 이미 있었고,

2012년 원안위는 이 법에 의거, 모나자이트 수입업체가 침대회사에 모나자이트를 

납품한다는 신고를 받고도 전혀 관리·감독하지 않았다.

정부는 수 많은 피해자들과 국민 앞에 지금까지의 미온적 대처에 대하여 우선 

진정어린 공식 사과를 하고, 이 모든 사태의 정부측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밝혀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7. 정부는 이 사태 해결을 총괄 지휘할 조직을 국무총리 수준에서 구성하고, 피해자

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대응조치들을 조속히 마련·시행하고 모든 진행 상황

을 낱낱이 공개하라.

==>

이번 사태에 대하여 명확한 정부 측 담당 부서가 어디인지 피해자들은 알지 못

한다. 국무총리조차 여러 부처를 따로따로 언급하였다. 피해 현황 파악, 과학적 

측정, 진단과 치료, 매트리스 수거 등 피해자에 대한 우선 대책, 장기적 제도적 

장치 마련, 피해자와의 협의 등 각각의 사안이 여러 정부 부처사이의 협력 없이

는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처간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민원을 접수하면,

각 부처는 타 부처의 협조 요청이 없다는 애매한 답을 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하

였으며, 다른 부처로 민원을 이관함으로써 어느 정부 부처도 주도적인 해결 의지

를 보인 곳은 없었다. 많은 경우 이 민원의 최종 종착지는 피해자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였다.

이번 사태는 이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라돈을 포함한 모든 다른 위험물질도 

잠재적인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이 사태 해결을 위한 콘트롤 타워로 원자력안전위

원회가 아닌 별도의 지휘, 업무 조율 조직을 국무총리의 지휘 하에 만들어, 단기

적 대책, 장기적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또 그 기구는 물

질·정신·신체적 피해에 대한 파악 및 향후 보상 대책, 현 사태 전반에 걸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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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규명과 위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또 그 기구의 

모든 활동과 진행 상황, 진행 결과를 낱낱이 공개하여야 한다.

8. 정부는 라돈, 감마선 등 방사능에 국한된 조사가 아닌 위험물질에 대한 전수 조

사를 실시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유사한 사례가 추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심의규제 및 처벌 강화, 법 제도를 마련하고 시행하라.

==>

이번 사태를 계기로 라돈을 포함한 다른 위험물질의 안전에 관한 이슈가 사회적

으로 떠올랐다. 특히 학교, 유치원 등 어린이들이 있는 공간에서 라돈과 같은 위

험물질이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집중 관리 대상 위험 물질을 지정하여 상시적

으로 대상 공간, 대상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생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성실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9. 아직 이번 사태의 모든 전말과 피해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만큼, 정부는 향

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이슈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충분한 협의하고 대책을 마

련할 것을 약속하라.

==>

피해 상황의 정의, 피해 배상, 유사 위험물질 오염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장단기 

정책 마련 등 사태 해결을 위한 총괄 지휘 조직의 후속 조치 논의 과정에 이번 

사태의 피해자 대표와 시민 단체 대표가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