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돈 검출 침대 사건을 통해 본 천연방사성 물질의 

관리체계에 대한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 상 만*1)

<국문초록>

2018년 5월 경 우리 생활 속에서 신체의 가장 많은 부분을 밀착시키는 매트리스 및 침구류에

서 음이온을 방출하는 원료물질인 모나자이트에 함유된 라돈과 토론이 검출되었다는 소식이 전해

졌고, 국민들은 천연방사성 물질에 대한 공포에 휩싸여야 했다. 그런데 이런 일은 비단 오늘만의 

문제는 아니다. 2004년에도 건축자재에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었다는 민원이 제기되었고, 재활용 

고철 중에 방사성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언론 보도로 인해 국민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다. 또한 

2007년 2월에도 천연방사성핵종( )이 포함된 원료물질을 사용한 온열매트에서 방사

선이 과다 방출된다고 하여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이러한 위험성을 모른 

채 천연방사성핵종이 포함된 원료물질을 함유한 온열매트, 건강팔찌, 음이온 타올 등의 제품들이 

건강보조제품으로 유통되고 있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 보면, 최근 발생한 사건은 예견된 일이었을

지도 모른다.
과거 이러한 건강보조제품에서 천연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면서 제품의 사용자인 불특정 다수가 

방사선에 피폭되었을 개연성과 위 건강보조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의 근로자들이 원료물질에 포함

된 천연방사성핵종에 의해 방사선 피폭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천연방사성 물질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정부는 천연방사성 물질의 관리를 법제화하기 위해 2011년 7월 

25일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법률 제10908호, 2011년 7월 25일 제정) 을 제정하였다. 그 결

과 생활주변 방사능과 방사선 노출은 법적 규제를 받게 되었고, 국민들은 천연방사성 물질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보장받는 듯 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의 허점

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라돈 검출 침대사건 사례를 통해 천연방사성 물질의 관리 체계에 대한 법적 문

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피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천연방사성 물질을 관리하는 현행 법규정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관련된 기타 법규정상의 천연방사성 물질의 

관리 및 환경표지인증의 관리 체계, 생활방사선 관련 안전관리주체, 부적합하거나 결함이 있는 가

공제품의 폐기처리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문제점의 개선방안으로, 생활주변방

사선 안전관리법상 관련 규정의 개정방안과 생활방사선 관련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

록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정책적 방안을 함께 제시하였다. 아울러 환

경표지 인증제품군을 침구류 뿐만 아니라 신체와 접촉하며 생활과 밀접한 품목으로 확대하여 방

사능 지수를 설정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선방안도 검토하였다.

DOI: 10.18215/elvlp.21..201809.167
*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책임연구원,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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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어

I. 서 설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으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이후에도 학교 시설에

서 석면이 검출되고, 아이들이 뛰어 노는 학교 운동장 시설에서 발암물질이 발견

되면서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었다. 이후 학계를 비롯한 각 분야

에서 화학물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다양한 예방대책을 논

의하는 등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재검토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 

2018년 5월경 우리가 매일 1/3∼1/4의 시간을 보내는 침대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

돈이 발견되어 다시 한 번 국민은 ‘생활 속 화학물질에 대한 공포’에 빠지게 되었

다. 즉,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지방을 관통한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로 인

해 후쿠시마 현에 위치한 원자력 발전소의 일부가 침수되고 전원 및 냉각시스템이 

파손되면서 핵연료 용융과 수소폭발로 이어져 다량의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었던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곁에서 지켜본 우리로서는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침구류인 침대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국민들을 충격에 빠

뜨리기에 충분한 큰 사건임에 틀림없다. 물론 정부는 침대에서 라돈이 발견된 사

실을 접수한 이후에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통해 해당 침대 제조･판매 업체로 즉각 

현장 조사팀을 보내고 해당 모델의 매트리스 커버(음이온 파우더 도포) 시료를 확

보하여 정밀한 방사능 농도를 분석하는 등의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는 조치를 행한 

사실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최근 여러 차례 화학물질 및 방사능과 관련한 사건사

고를 경험했던 터라, 이러한 사건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는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 라돈 검출 침대 사건을 계기로 제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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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 물질 성분을 표시하지 않고, 사전 안전기준 검사제를 도입하지 않은 등의 

제도적 문제점이 지적되며 제도의 도입과 법제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목

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번에 발생한 라돈 검출 침대 사건의 개요와 라돈의 위험

성, 라돈 검출 침대와 같은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규제 법규의 현황을 기초논의 내

용으로 살펴보고, 라돈 검출 침대사건 사례를 통해 천연방사성 물질의 관리 체계

에 대한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피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천연방사성 

물질을 관리하는 현행 법 규정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아래에서는 “생활방

사선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관련된 기타 법규정상의 천연방사성 

물질의 관리 및 환경표지인증의 관리 체계, 생활방사선 관련 안전관리주체, 부적합

하거나 결함이 있는 가공제품의 폐기처리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한다. 그리고 

문제점의 개선방안으로, 생활방사선법 관련 규정의 개정안을 제시하고,1) 환경표지

인증의 관리 체계, 생활방사선 관련 안전관리를 위한 효율적 방안을 모색해 본다.

Ⅱ. 논의를 위한 기초

1. 라돈이 검출된 침대 사건 개요와 현황

2018년 5월 3일 한 언론매체를 통해 국내의 유명 브랜드 침대에서 다량의 라돈

이 검출되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아래에서는 “라돈 검출 침대사건”이라 한다).2) 

당시 뉴스에 따르면, 침대의 매트리스에서 실내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620Bq/

㎥3)에 달하는 라돈이 검출되었으며, 이는 건강에 좋다고 많이 써왔던 음이온 파우

더를 매트리스에 코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한다. 더욱이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이러한 사실이 국가의 품질검사나 안전검사 등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라 음

이온 침대를 구입한 한 가정주부가 보급형 라돈측정기(라돈아이)를 사용했다가 높

은 수치에 놀라 신고를 하게 되면서 사건의 발단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소비자

1) 2018. 9. 6. 발의한 생활방사선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개선방안에서 검토해 본다.
2) SBS 뉴스 “[단독] [라돈침대①] 유명 침대서 ‘1급 발암물질’ 라돈 대량검출”, 2018년 5월 

3일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
0000637082 - 2018년 8월 3일 확인.

3) 국내 라돈의 실내기준치는 138Bq/㎥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이고, 당시 최초 발견자
의 측정수치에 따르면, 2,000Bq/㎥이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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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행동이 없었다면 현재까지도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국민들은 건강에 좋은 제품

이라고 생각하면서 방사능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

의 심각성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이후 같은 달 4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언론보도 직후 해당 침대 제조･판매 업체

로 즉각 현장조사 팀을 보내 동일 모델의 매트리스 커버에 도포한 음이온 파우더 

시료를 확보하고, 해당 시료의 정밀한 방사능 농도를 분석하여 제품에 의한 피폭

방사선량을 평가함은 물론 음이온 발생 침대에 대한 추가조사를 통해 유사 제품의 

안전성도 분석･평가할 계획임을 밝혔다.4) 

같은 달 10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라돈 검출 침대”에 대한 조사 중간결과를 발

표했다. 조사기관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 주축이 된 관련 

기관이고, 조사형태는 침대 판매사 2회, 매트리스 제조사 4회, 음이온파우더 공급

사 1회 등 총 7회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완제품 매트리스 1개를 포함한 9개 시료

를 확보하여 관련 측정･분석･평가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은 제품에서 발생하는 라돈으로 인한 내부피폭(被曝)5)을 평가하기 위해 라돈측정

기(RAD7)를 활용6)하여 라돈 농도측정을 실시하였고,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은 생활

방사선법상에 따른 가공제품 안전 기준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확보된 시료에 방

사능 농도분석과 외부피폭선량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첫째, 원인 물질 및 해당 물질 적용제품을 조사한 결과, 해당 매트리

스는 겉커버(원단-솜-부직포)안에 있는 속커버(원단-솜-부직포) 원단 안쪽에 음이온

파우더가 도포되었는데, 업체의 음이온파우더는 모나자이트7) 취급 업체에서 구매

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시료의 방사능농도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해당 음이온파우

더의 원료는 천연방사능핵종인 토륨8)이 높게 함유된 모나자이트임을 확인하였다. 

매트리스 속에서 라돈이 검출되게 된 이유는 매트리스 속커버나 스펀지 안쪽에 도

포된 음이온 파우더의 원료가 모나자이트인데, 천연방사성핵종인 토륨과 우라늄이 

4)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안위, 라돈 검출 침대 방사능 분석 착수- 제품의 정확한 방사능 분
석, 인체 영향 평가 후 범부처 제도개선 추진 예정-”, 2018년 5월 4일자 보도자료. 

5) 원자력안전위원회, 대진침대 관련 2차 조사결과 발표(5월 15일자) Q&A, 4면. - 방사선이 
우리 몸에 노출되는 것을 “방사선 피폭”이라 하는데, 피폭에는 외부피폭과 내부피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외부피폭은 X-레이 촬영과 같이 우리 몸 밖(피부)에 있는 방사선으로부
터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하고, 내부피폭은 호흡기, 음식물, 상처 등을 통해 우리 몸 안에 
유입된 방사선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한다. 다만, 방사능 피폭이 인체에 미치는 건
강상 영향의 정도는 내부 외부피폭에 상관없이 방사선량의 값에 비례한다. 

6) 최초 라돈이 검출된다는 제보를 한 소비자가 사용한 라돈 측정기인 “라돈아이”와 한국원
자력안전기술원이 조사에서 사용한 라돈 측정기인 “RAD7”을 다음과 같이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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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RAD7 라돈아이

분류 능동형 연속감시기 수동형 연속감시기

검출방식
알파선 분광분석법
- 라돈 및 토론의 딸핵종을 분광분석하

여 두 핵종을 정밀분석

펄스형 이온화 챔버 방식
- 라돈 및 토론의 딸핵종에서 나오는 알

파선을 펄스로 변환하여 수치

핵종구분 라돈과 토론 구분하여 측정 라돈과 토론의 구별 불가

라돈 유입 
방식

본체에 내장된 공기 펌프에 의해 강제 
유입
- 능동형 (active) 방식
- 공기 중 라돈변화에 빠르게 반응

단순 확산 (펌프 없음)
- 수동형 (passive) 방식
- 라돈이 검출기 내부로 천천히 유입되

므로 공기 중 라돈 농도를 빠르게 반
영하지 못함

- 고농도 라돈 조건에서 측정 후 내부의 
고농도 라돈의 배출이 느림

검출기
내부의 
라돈

잔류 효과

펌프에 의해 강제로 라돈이 배출되므로 
라돈 잔류 효과 매우 적음
- 딸핵종 잔류시, 알파선 분광분석법에 

의해 잔류 딸핵종의 영향 배제

라돈이 느리게 배출되므로 라돈 잔류 효
과 큼
- 딸핵종 잔류시, 라돈으로 측정 오인 측

정

측정주기 2분 ~ 수 시간 (사용자임의 조정 가능) 10분 간격으로 측정하여 60분 이동 평균 
방식 (완만한 반응속도를 보임)

용도
전문가용 - 라돈전문기관에서 표준 장비
로 사용

일반인용

사용시
주의사항

-

(실내 공기 라돈 측정 시)
- 라돈이 유입되는 벽, 바닥, 천장으로부

터 50 cm 띄워서 측정 (토론 간섭으로 
과대평가 방지)

-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 1시간 이상 측정

* 출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안위, 라돈 검출 침대 조사 중간결과 발표”, 2018년 5월 10일
자 보도자료 8면에서 인용.

7) 모나자이트는 천연 방사성 핵종인 우라늄과 토륨이 포함되어 있는 희토류 광물로, 바닷가
에서 주로 발견된다. 음이온을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침대, 팔찌, 목걸이, 벽지 등에 사용
되고 있으나, 미량 함유된 우라늄과 토륨 등이 1급 발암물질인 라돈과 토론(라돈의 동위
원소) 등을 발생시킨다.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570650
&cid=43667&categoryId=43667 - 확인일자: 2018년 8월 4일

8) 토륨은 원자번호 90번의 원소 토륨(thorium)은 방사성 원소로, 자연에는 거의 전부가 232
Th(반감기 140.5억년)로 존재한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방사성 원소 중에서 가장 흔하며, 
우라늄보다도 4배나 많이 존재하는데, 방사능이 약해 크게 위험하지는 않다. 흙과 암석에
도 미량 들어 있으며, 체내에도 약간 존재한다. 토륨의 자연 방사성 붕괴는 우라늄의 자
연 방사성 붕괴와 함께 지구 내부 열의 주된 원천으로 여겨진다. 토륨은 대표적인 희토류 
광석인 모나자이트에서 희토류 생산의 부산물로 주로 얻는데, 이전에는 가스등의 그물망
(맨틀, mantle), 항공 산업에서의 고온 합금제, 전극과 필라멘트용 텅스텐 합금제, X-선 조
영제, 치약 구성 성분, 화학 반응 촉매 등으로 널리 사용되었다. 그러나 방사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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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유된 이 모나자이트가 붕괴되면서 토론과 라돈이 발생한 것이다. 그 결과를 라

돈의 동위원소 구분 측정이 가능한 RAD7 측정기로 측정한 결과, 매트리스 속커버

의 시료 표면에서 라돈 58.5Bq/㎥, 토론9) 624Bq/㎥ 검출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둘

째, 방사능 농도 분석 및 외부피폭선량을 아래와 같이 평가하였다. 한국원자력안전

재단은 매트리스 속커버를 신체에 밀착시킨 상태로 매일 10시간(2014년 통계청, 

생활시간조사결과에 따르면 평균 수면시간이 7시간 59분인 점을 감안하여 2시간을 

추가함) 동안 생활할 경우를 가정하여 연간 피폭방사선량은 0.06mSv이며, 최대 24

시간을 침대에서 생활할 경우에 최대 연간 외부피폭선량은 0.15mSv로 평가한 결

과를 통해 이는 생활방사선법 제15조에 따른 가공제품 안전기준 연간 1mSv 초과

금지 규정의 범위 내라고 밝혔다. 셋째, 해당 매트리스가 현행 생활방사선법에 따

른 가공제품 안전기준의 범위 내라 하더라도, 침대가 얼굴을 포함한 사람의 신체

와 가장 많이 접촉하는 제품임을 감안하여 모나자이트로 인한 라돈 및 토론의 내

부피폭 위험성이 존재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매트리스 완제품의 라돈 농도를 측정

하고 내부피폭선량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10) 가장 높은 농도값은 매트리스 상단 2

㎝지점에서 측정한 값으로, 라돈 0.16mSv과 토론 0.34mSv에 의한 내부피폭선량은 

연간 총 0.5mSv로 평가되었다.11) 또한 평가결과에 따르면, 매트리스에서 거리가 

우려로 이들 용도로의 사용은 크게 줄어들었다. -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
/entry.nhn?docId=3576720&cid=58949&categoryId=58982 - 확인일자: 2018년 8월 4일

9) 라돈 동위원소의 하나. 토륨 계열에 속하는 방사성 핵종 -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
aver.com/entry.nhn?docId=1597809&cid=50313&categoryId=50313- 확인일자: 2018년 8월 4
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안위, 라돈 검출 침대 조사 중간결과 발표” 보도자료 6면에 따
르면, 토론은 라돈에 비해 피폭량이 적고 토론은 페인트 도포 등의 단순한 차폐만으로도 
방호가 가능하여 현재 토론을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고 한다.

10) 라돈 측정 및 내부피폭선량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측정위
치

이격
거리
(cm)

농도 측정(●) 
(Bq/㎥)

배경 준위(●)
(Bq/㎥)

매트리스 기여분 (●-●)

라돈 Rn222 토론 Rn220

라돈
Rn222

토론
Rn220

라돈
Rn222

토론
Rn220

농도
(Bq/㎥)

선량1
(mSv/년)

선량2
(mSv/년)

농도
(Bq/㎥)

선량1
(mSv/년)

선량2
(mSv/년)

매트리스
표면위

2 24.2 91.6 15.0 13.5 9.20 0.16 0.39 78.10 0.34 0.82

10 14.0 29.9 8.83 13.8 5.17 0.09 0.22 16.10 0.07 0.17

50 16.0 3.3 17.7 13.8 - - - - - -

   선량1 : 하루에 10시간을 침대의 해당 거리에서 호흡한다고 가정
선량2 : 하루에 24시간을 침대의 해당 거리에서 호흡한다고 가정

* 출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안위, 라돈 검출 침대 조사 중간결과 발표” 보도자료 4면에
서 인용.

11) 국제원자력기구(IAEA),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에서는 실내 공기 중 라돈에 대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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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격될수록 라돈과 토론의 농도와 내부피폭선량이 급격히 감소되고, 매트리스 상단 

50㎝지점에서는 라돈과 토론의 영향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실내공기질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달 15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차 조사결과, 해당 침대회사가 판매

한 침대 매트리스 7종 모델이 생활방사선법의 가공제품 안전기준(연간 1mSv를 초

과하지 않아야 함)에 부적합한 결함제품으로 확인12)되어 수거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계속하여 해당 침대회사의 다른 모델에 대한 조사를 진

행하여 안전기준 부적합 여부가 확인될 경우 추가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같은 달 19일 해당 침대회사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거･폐기 등 조

치명령에 따라 외부 수거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수거를 진행하고, 수거된 제품 중 

모나자이트가 함유된 부분인 속커버와 스펀지 등은 분리해서 별도로 보관하도록 

조치하였다. 이외에 타사의 유사제품에 대해서도 조사계획을 밝히기도 하였다.13) 

이후 같은 달 25일 정부는 라돈 검출 침대 관련 대응방안에 대하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17종을 추가 조사한 결과 14종의 매트리스가 안전기

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어 수거･폐기를 위한 행정조치를 시행하였다. 뿐만 아

니라 침대 외 제품의 모나자이트 유통현황을 조사하기도 하는 한편, 소비자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도 하였다.14) 또한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에서는 라돈 침대문제에 

호 최적화의 기준점으로 10mSv를 권고하고 있으나, 라돈은 기체 형태이므로 국내외적으
로 제품별 라돈을 관리하는 기준은 없는 실정이다.

12)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안위, 대진침대에 결함 가공제품 수거 등 행정조치 실시 -원안위, 
라돈 검출 침대 2차 조사 결과 발표-, 2018년 5월 15일자 보도자료, 2면. 

연번 모델명

측정 농도(Bq/㎥)

※ 배경준위 제외
피폭선량(mSv/년)

라돈 
Rn222

토론 
Rn220

라돈 
Rn222

토론 
Rn220

라돈+토론

1 그린헬스2 35.13 1364.45 0.39 8.96 9.35

2 네오그린헬스 61.54 1218.18 0.69 8.00 8.69

3 뉴웨스턴슬리퍼 68.08 1041.01 0.76 6.84 7.60

4 모젤 - 677.69 - 4.45 4.45

5 벨라루체 12.18 220.32 0.14 1.45 1.59

6 웨스턴슬리퍼 1.08 294.52 0.01 1.93 1.94

7 네오그린슬리퍼 14.18 308.16 0.16 2.02 2.18

  ※ 하루에 10시간을 침대 매트리스 2㎝ 높이에서 엎드려 호흡한다고 가정하고 측정

13) 원자력안전위원회, “라돈 검출 대진침대, 1달내 수거 완료한다”, 2018년 5월 21일자 보
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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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원자력안전위원회 발표 후, 관련 침대 매트리스 제조업체의 모나자이트 사용

현황 및 현장 작업자의 건강이상 유무를 확인함은 물론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협조

하여 안전보건공단 및 산하연구원을 통해 모나자이트를 직접 취급한 사업장에 대

한 작업환경실태조사를 진행하는 등의 행정적 조치를 행하였다.

물론, 위와 같은 사건이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정부는 과거의 가습기 살균

제 사건의 경험으로 인한 것인지 발 빠르게 문제가 되는 제품에 대한 수거 및 폐

기 조치 등의 행정명령을 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각종 언론매체 및 환경단체 등의 

사회NGO의 철저한 감시 역할이 있었기에 정부는 조금 더 관리･감독에 철저히 임

했으며, 잘못된 보도 및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신속히 해명하는 등의 과거에 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라돈 검출 침대 사태 직

후 정부는 침대 매트리스를 제조･판매하는 국내 49개 업체에 대해 현장 조사를 했

다고 하였지만, 침구 업체의 토퍼(매트리스 위에 깔개 등으로 사용되는 침구의 일

종)에서 라돈성분이 검출되었고,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토퍼는 침대가 아닌 

섬유제품(침구류)로 분류되어 현장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15)는 등의 궁색한 

변명을 보여 국민들의 울분을 사기도 했다. 앞으로도 이런 측면에서 향후의 대책

을 관심있게 살펴보아야 할 부분임에는 분명해 보인다.

2. 라돈 및 토론의 위험성

이상의 사건 과정 속 모나자이트는 자연방사능을 방출하는 희토류 광물질로 시

중에서 출시된 대다수 음이온 제품(침대 외에도 팔찌, 목걸이, 벽지 등)에 쓰이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해당 침대제조회사에서 음이온 방출을 위해 사용한 모나자이

트 성분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과 토론이 검출된 것이다. 

14)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라돈 검출 침대 대응을 위한 관계 차관회의 개최 – 대진
침대 추가조사 17종 중 14종 안전기준 초과, 오늘 중 행정명령-”, 2018년 5월 25일자 보
도자료.

15) 산업통상자원부, “라돈침대 전수조사 했다더니…까사미아, 명단에도 없었다(2018년 7월 
30일, SBS뉴스)” , 2018년 7월 30일자 보도설명자료를 보면, “라돈침대 사태 직후 정부
는 침대 매트리스를 제조․판매하는 국내 49개 업체에 대해 현장 조사했다고 밝혔는데 
까사미아는 빠졌다”는 내용의 SBS뉴스와 관련하여, “라돈침대 사태 이후 원안위 협조 
요청에 따라 침대 매트리스를 제조 판매하는 국내 49개 업체에 대해 방사성 원료물질 
사용여부를 조사하였으나, 까사미아의 토퍼(매트리스 위에 깔개 등으로 사용되는 침구의 
일종)는 안전관리 품목 중 침대 매트리스가 아닌 섬유제품(침구류)으로 분류되어 현장조
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며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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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Rn)은 무색･무미･무취의 천연방사성 기체 물질로서 동위원소는 수십 종이

며, 이 중 관련 주요 핵종16)은 Rn-22217)와 Rn-22018)이 있다. 토론(Rn-220)은 라돈

(Rn-222)에 비해 피폭양이 적고, 토론은 페인트 도포 등의 차폐방식으로 방호할 수 

있어 현재 토론을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19) 다만, 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IARC) 

지정 1급 발암물질로 폐암의 주요원인이고, 토론은 라돈의 동위원소로서 우리가 

직접 피부를 맞닿고 호흡하는 매트리스에서 검출되었기 때문에 그 위험성에 대한 

데이터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그 위험성을 단순히 간과할 수는 없다.20) 

따라서 여기에서는 라돈의 위험성을 주로 살펴본다.

사람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 방사선과 인공 방사선에 쉽게 노출된다. 특히 자

연 방사선은 지각으로부터 나오는 방사선, 음식물로 섭취되는 방사선 등으로 일상

생활 속에서 노출되는 전체 방사선 노출량의 86% 정도를 차지한다. 그 중 라돈은 

인간이 피폭하는 총 방사선 중 단일 피폭물질로는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할 정도이

다.21) 특히 방사선 물질과 같은 직업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

반인들은 대부분의 라돈에 의한 피폭은 주거공간과 같은 실내 건물에서 주로 발생

한다. 이런 연유로 라돈의 전체 인체 노출경로 중 약95% 정도는 실내공기를 호흡

하면서 노출되며, 일부 라돈이 함유된 지하수를 사용할 때 노출되기도 한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라돈에 가장 빈번하게 노출되는 장소는 토양에 노출되는 거주 

공간으로 알려져 있다.22) 라돈의 발생원에 대한 위와 같은 특성 때문에 라돈 농도

16) 1948년 T.P.코만이 제창한 것으로 원자핵의 구성, 특히 그 원자핵 내의 양성자와 중성자
의 수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원자핵의 종류를 말한다. 핵종은 양성자와 중성자의 수에 따
라 달라지는 원자핵의 종류이다. 핵종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원소기호와 함께 질량수를 
표기한다. - 네이버 지식백과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62285&cid=409
42&categoryId=32248 – 확인일자: 2018년 8월 4일

17) Rn-222은 우라늄(U-238)이 붕괴되어 생성, 반감기(특정 방사성 물질의 양이 반으로 줄어
드는데 걸리는 시간)가 3.8일 이며, 통상 라돈을 지칭한다.

18) Rn-220은 토륨(Th-232)이 붕괴되어 생성, 반감기가 55.6초로 매우 짧으며 토륨에서 유래
되어 토론이라 지칭한다.

19)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안위, 라돈 검출 침대 조사 중간결과 발표” 보도자료 6면.
20) 이덕환, “[이덕환의 과학세상] (654) 라돈과 토론의 유해성”, 2018년 5월 29일자 기고문

에 따르면, 토론의 유해성에 대한 자료는 매우 제한적이다. 2003년 중국의 광산에 대한 
연구와 1995년 미국의 토륨 작업장에 대한 연구가 고작이다. 토론의 유해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에는 자료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고 설명하고 있다. - http://www.dt.co.
kr/contents.html?article_no=2018053002101476102001 - 확인일자: 2018년 8월 10일

21) 전소영, “라돈 생활유해물질 얼마나 심각한가?”, 이슈&진단, No.270, 경기연구원, 
2017, 1면에 따르면 사람에게 연간 노출되는 방사선의 86%는 자연방사선에 의한 것이
고, 그 중 50%는 라돈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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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실내에서 더 높을 수 밖에 없고, 탄광･동굴･수도시설 내 등의 장소 등 밀폐된 

곳에서는 더 높은 농도가 검출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라돈은 가스 형태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

만, 호흡을 통해 체내에 흡수되어 폐에 들어가면 기관지나 폐포에 침착하여 α선

을 계속 방출하기 때문에 세포 중의 염색체에 돌연변이를 일으키고 폐암을 유발하

는 원인이 된다. 그리고 라돈의 직접적인 생물학적 역할은 없으나, 라돈에서 방출

되는 방사선에 의해 유전자 변형이 생명체의 진화에 간접적인 역할을 한다고 한

다.23) 라돈의 유해성은 농도에 따라 다르다. 즉, 라돈의 농도가 현저하게 높은 경

우에는 유해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대기 중에서 라돈 농도는 대기에 희석되기 때문

에 매우 낮다. 고농도 라돈 피폭에 의한 주된 건강피해는 폐암의 발생 원인과 관

련이 있다. 과거 16세기 중앙 유럽의 지하 광부들에서 호흡기 질환에 의한 사망이 

많았다. 그러나 그 호흡기 질환이 실제 폐암이라고 이해하게 된 것은 비로소 19세

기에 이르러서였다. 20세기가 되서는 라돈에 노출된 광부의 폐암 원인으로 라돈이

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하기 시작하였고, 1950년대에 라돈이 폐암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직업적으로 라돈에 노출된 지하 광산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몇몇 연구에서는 지속적으로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에게 폐암 위험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국제암연구기구(IARC)는 1988년에 라돈을 발암물

질로 분류했다.24) 1980년대 이후 일반 인구의 폐암과 실내 라돈의 관계를 직접 조

사하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25) 개별 조사는 일반적으로 대상자의 수가 너무 

22) 생활 속의 라돈, 질병관리본부 국가건강정보포털에서 – http://health.cdc.go.kr/health/Heal
thInfoArea/HealthInfo/View.do?idx=14360 – 확인일자: 2018년 8월 4일

23) 라돈 딸 핵종은 기도에 존재하는 세포에 축적될 가능성이 있다. 기도에서는 α선이 DNA
를 손상시킬 수 있다. 딸 핵종은 α선이라고 불리는 방사선을 방출하면서 붕괴되고, 대전
하여 우리가 호흡하는 대기 중의 에어로졸에 붙는다. 그 결과 라돈 딸 핵종은 기도에 존
재하는 세포에 축적할 가능성이 있다. 기도에서는 α선이 DNA을 손상시킬 수 있다. - 네
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550498&cid=51004&categoryId=51
004 - 확인일자: 2018년 8월 4일

24) 김임순 오홍석 이관형 김충곤,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의 라돈 관리에 대한 연구”, 환경
영향평가, 제27권 3호,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2018, 242면에 따르면, 라돈은 토양이나 
암석, 수중에서 라듐이 핵분열할 때 발생하는 무색 무취의 가스로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
우에는 암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미국의 경우 폐암 사망자 중에 라돈
이 원인인 경우가 1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중에서 실내 공기 중 라돈에 의
한 폐암사망자는 90%(약19,000명)로 주로 실내에 존재하는 라돈이 인체의 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고 한다.

25) 한국의 경우에도 장시영 하정우 이병헌, “한국인의 실내 라돈-222 자핵종 피폭으로 인한 
초과 폐암위험”, 방사선 방어학회지, 제17권 제1호, 대한방사선방어학회, 1992.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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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기 때문에 구체적인 위험을 부정하는 것도, 위험을 인정하는 것도 명확하게 할 

수 없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미국 환경청(US EPA)에서는 2003년부터 얻은 

자료를 이용하여 미국에서 연간 약 21,000명의 폐암 사망이 주거 공간의 라돈에 

기인하고 있다고 추정하였다.26) 유사한 추계가 유럽 25개국에 대해서 이루어져 

2006년에는 무려 30,000명에 이른다고 하였다. 이러한 추정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

로 매년 수 만 명가량의 사람이 라돈에 의해 폐암으로 사망한다는 것이다. 2009년 

세계보건기구는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한 라돈의 질병유발에 관한 연구를 통해, 

전 세계 폐암의 3∼14%는 라돈이 원인임을 밝혔고, 라돈이 반감기를 거치면서 생

성되는 라돈자손의 경우 대부분이 양전하를 띄고 있어 먼지에 쉽게 달라붙고 이 

먼지가 호흡기를 통하여 폐로 들어가게 되면 폐기도에 부착하여 변이를 일으켜 폐

암을 유발하게 된다고 하고 있다.27) 이들 연구를 바탕으로 WHO의 암에 관한 전

문기관인 국제암연구기구(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와 

미국국가독성평가프로그램(US National Toxicology Programme, NTP)은 라돈을 인

간에 대한 발암성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이 분류 범주에는 흡연, 석면, 벤젠 등도 

같이 분류되어 있다. 최근의 유럽에서 수행된 연구의 통합분석에 따르면 폐암의 

위험도는 라돈 농도가100Bq/㎥ 상승할 때마다 16%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방사선량과 반응의 관계는 상관성이 높은 직선관계로 나타난다. 즉, 폐암의 위험도 

증가는 라돈 피폭의 증가와 비례한다.28) 우리나라의 경우도 폐암사망자 100명당 

13명이 라돈 중독으로 사망한다.29)

우리 법원도 “주상복합아파트 청소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폐암으로 사망하자, 

원고의 남편이 원고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

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여 원고가 근로복

지공단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

소송에서 원고가 약 7년 4개월 동안 건물 청소원으로 근무하면서 하루에 수 시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26) 전소영, 앞의 논문, 5면.
27) 김임순 오홍석 이관형 김충곤, 앞의 논문, 243면.
28) 생활 속의 라돈, 질병관리본부 국가건강정보포털 – http://health.cdc.go.kr/health/HealthInf

oArea/HealthInfo/View.do?idx=14360&subIdx=3&searchCate=&searchType=&searchKey=&p
ageNo=&category=&category_code=&dept=&sortType=&page=&searchField=&searchWord= 
– 확인일자: 2018년 8월 4일

29) 전소영, 앞의 논문,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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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지하 주차장 내에서 청소업무를 수행하거나 지하 주차장 내 휴게실에서 점심

식사와 휴식을 취하는 과정에서 폐암을 유발하거나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발암물

질인 라돈과 디젤배출물질 등에 노출되었던 점, 원고가 건물 청소원으로 근무하기 

전에는 특별히 건강상 문제가 없었고 폐암을 유발할 만한 물질에 노출되었거나 흡

연력 또는 폐암의 가족력이 있었다는 등 사정도 없었는데도 청소원으로 근무하는 

기간 중 폐암이 발병한 점, 휴게실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결과상으로 디젤배출물질

과 라돈의 수치가 유해물질 노출기준에 다소 미치지 않지만 장기간 노출될 경우 

건강상 장해를 초래할 수 있는 정도였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폐암은 작업 중 

노출된 유해물질에 의하여 유발되었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

고 추단되므로 원고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

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을 보면, 라돈이 신체에 미치는 위험성이 명백

히 있음을 알 수 있다.30)

이러한 라돈의 위험성 때문에 미국의 미네소타 주에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노출될 수 있는 주거환경을 관리하기 위해 2014년 1월 1일부터 주택을 매매

할 때 라돈에 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라돈 

농도와 시공정보 등에 대한 라돈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고, 라돈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

다. 뿐만 아니라 2009년 1월부터는 주택을 신축할 때 의무적으로 라돈 방지를 위

한 시공을 해야하고, 라돈 방지 시공을 한 주택도 2년에서 5년 주기로 정기적인 

라돈측정 관리를 권고하고 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는 최근의 과학적인 연구결과

를 바탕으로 라돈이 사람의 신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허용

기준치를 100Bq/㎥로 낮출 것을 권고하고 있는 실정이다.31) 

그럼에도 국내에서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아래에서는 “실내

공기질법”이라 한다)｣상에 라돈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148Bq/㎥로, 연립･다세대주택에 대해서는 200Bq/㎥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32)에서 

우리 정부 내지 관련된 행정기관에서 라돈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소극적으

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게다가 라돈이 검출된 침대를 제조하는 

업체의 근로자들은 몸에 좋은 음이온을 도포한다고 생각하였기에 기본적인 장구류

인 마스크 조차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점33)에서 제조업체 뿐만 아

30) 서울행정법원 2011. 9. 29. 선고 2011구합8642 판결.
31) 전소영, 앞의 논문, 14면.
32) 김임순 오홍석 이관형 김충곤, 앞의 논문, 245~2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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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작업근로자들도 해당 원료에 라돈이 포함되어 있는지, 라돈이 천연방사성물질

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이는 라돈에 대한 정부

의 관리체계 미흡과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부족에서 기인한 것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점에서 그 위험성은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3. 라돈 검출 침대와 같은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규제 법제의 현황

원자핵 변화의 과정에 있어서 원자핵으로부터 방출되는 모든 종류의 에너지의 

연구･개발･생산･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원자력안전법｣에서 규정

하였지만, 관리주체가 없는 천연방사성핵종에서 방출되는 방사선까지 규제에 포함

하여 관리하지는 않았다.34) 그런데 국민들은 자신들의 생활 주변에서 방출되는 방

사선의 유무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이지, 그 원인이 인공방사성 핵종인지, 천연

방사성핵종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35) 이런 연유에서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천

연방사성핵종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의 규제 필요성이 등장하면서 이를 규제하고자 

하는 안전규제 법규가 등장했고, 이에 대한 현행법제는 라돈이 검출된 침대와도 

관련 있는 생활방사선법이다.36)

이 법은 헌법 제35조에 규정된 환경권, 즉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

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국민이 생활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에 대한 방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천연방사성핵종이 포함된 물질과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도입하며, 공항･항만 등에 방사선･방사능 감시기를 설치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방사능 농도를 가진 물질과 재활용고철에 대한 방호체계를 구축

하고, 우주방사선에 피폭될 우려가 있는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에 대한 안전관

33) 고용노동부 “2018년 5월 31일(목) 경향신문의 라돈 노출 노동자도 전수조사 해야 기사 
관련 설명”, 2018년 5월 31일 보도설명자료, 1~2면.

34) 구지선, “생활주변 방사능과 방사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적 검토”, 환경법연구, 제36
권 3호, 2014, 13면.

35) 윤기돈, “환경단체에서 바라본 생활 주변 방사선”, 2012년도 추계학술발표회 논문요약
집, 대한방사선방어학회, 2012, 60면.

36) 라돈의 안전규제에 관련해서는 생활방사선법 이외에도 실내공기질법이 있다. 하지만 실
내공기질법은 보호목적 대상이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
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률이라는 측면을 감안할 때, 본 논문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침대매트리스에서 검출된 라돈의 원료에 대한 관리체계 및 사전예방
적 차원에서의 법제 개선방안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사료되어 본 논문에서는 검토 대
상법률을 직접적 관련이 있는 법률인 생활방사선법 위주로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
펴보고자 한다.



∣180∣　환경법과 정책 제21권(2018.9.30)

리체계를 도입하는 등 생활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구

축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

다.37)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 ｢생활방사선법(법률 제14115호, 2016년 3

월 29일, 타법개정)｣에 이르고 있다.

이 생활방사선법 제2조 1호에서는 생활주변방사선을 “원료물질, 공정부산물(工程
副産物) 및 가공제품에 함유된 천연방사성핵종에서 방출되는 방사선. 다만, 원자력

안전법에 따라 관리되는 핵물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같은 조 2호에서는 원료물질이란 우라늄 235, 우라늄 238, 토륨 232와 각각의 

붕괴계열 내의 핵종 또는 포타슘 40 등 천연방사성핵종이 포함된 물질로서 ｢원자

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능 농도와 수량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조 3호에서는 “공정부산물이란 원료물질 또는 그 

밖의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물질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

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는 천연방사성핵종이 포함된 물질을 말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4호에서는 “가공제품이란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가공하거나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제품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생활방사선법 제3조에서는 “국가는 생활주변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

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야 한다.”고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5조를 통해 생활주변방사

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

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동법 제6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도 세우도록 하고 

있다.

원료물질･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에 대한 관리와 관련해서는 원료물질을 채광･
수출입 또는 판매하려는 자, 공정부산물을 수출입 또는 판매하려는 자, 공정부산물

이 발생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 공정부산물을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하려는 

자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종류와 수량 등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하도

록 하고,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자의 구체적인 범위와 등록하여야 할 사항은 원료물

37)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법률 제10908호, 2011년 7월 25일 제정)의 제정이유- http://w
ww.law.go.kr/lsInfoP.do?lsiSeq=115207&ancYd=20110725&ancNo=10908&efYd=20120726
&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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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방사능 농도 및 수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9조). 또한 취급자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득･발생･보
관･판매･처분 현황 등을 기록･보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동법 제12조). 이외에도 공정부산물의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시에는 취급자는 원

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고, 취급자 및 제조업자의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

물 취급･관리시의 관련 종사자의 건강 및 환경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 등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금번 라돈 검출 침대 사건과도 관련 있는 가공제품의 안전기준과 관련해

서는 “가공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자는 가공제품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

을 함유한 물질이 공기 중에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할 것, 가공제품이 신체에 

닿았을 때 가공제품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이 신체에 전이(轉移)되지 아니할 것, 

가공제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에 의하여 사람이 피폭하는 양이 원자력안전위원회

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가공제품에 포함된 방사능 농도

와 수량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등의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15조). 반면 이러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음을 제조업자가 알게 된 때에 그 사실을 공개하고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완, 교환, 수거 및 폐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동

법 제16조). 또한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제조업자에게 사실 공개 및 관련 조치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행정대집행법

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17조).

동법 제9조(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취급자의 등록)를 위반하여 취급자 등록

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급자 등록을 하고 원료

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한 자에 대해서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29조). 더불어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

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29조의 위반행위

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30조).

생활방사선법을 구체화한 동법 시행령에서는 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동법 시행

령 제2조), 등록대상자의 범위(동법 시행령 제4조), 공정부산물의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에 대한 방법 및 기준(동법 시행령 제5조), 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동법 시

행령 제6조), 부적합한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에 관한 계획 수립시 포함되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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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동법 시행령 제7조), 결함 가공제품의 처리 절차(동법 시행령 제8조), 감시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동법 시행령 제11조∼제13조), 실태조사계획의 수립･시행

(동법 시행령 제14조), 감시기 운영에 관한 교육(동법 시행령 제14조의 2), 과태료 

부과기준(동법 시행령 제18조 및 별표)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생활방사선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등록(동법 시행규칙 제2조), 취급

자 등록변경 및 지위승계신고(동법 시행규칙 제3∼4조),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의 수출입 신고 방법(동법 시행규칙 제5조), 유통현황의 기록･보관 및 보고 등의 

기준(동법 시행규칙 제6조), 공정부산물의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 신고(동법 시행

규칙 제7조), 부적합한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결과의 보고(동법 시행규칙 제8조), 감

시기의 운영･관리기준 및 조치명령(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 2), 유의물질 검출 보고

사항(동법 시행규칙 제9조), 유의물질 조사･분석(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생활주변

방사선 전문기관의 지정(동법 시행규칙 제11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 생활방사선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라돈이 

검출된 침대는 사실을 공개하고(동법 제16･17조), 전문기관을 통해 시료 등의 안전

성 검사 등을 위탁하였으며(동법 제28조), 부적합 가공제품이나 결함 가공제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조업자에게 폐기 등의 조치를 하여 해당 업체에서는 수거계획

을 보고하고 수거조치를 행하였다.

Ⅲ. 라돈 검출 침대 사건을 통해 본 관련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라돈 검출 침대 사건의 일련의 과정에서 보면, 주요 적용대상법률인 생활방사선

법 이외에도 환경표지인증에 대해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아래에서는 

“환경기술 산업법”이라 한다)｣,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는 원자력안전법 등과 상호 

관련성이 인정되는바, 아래에서는 라돈 검출 침대사건과 관련한 부분의 법률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본다.

1. 라돈 검출 침대 사건을 통해 본 관련 법률의 문제점

(1) 천연방사성 물질의 관리체계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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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천연방사성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종류와 수량 등을 원자력안전위

원회에 등록할 등록대상자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현행 생활방사선법에 따르면 

가공제품 수입업자에 대해서는 취급자 등록의무 규정이 없어 천연방사성 물질이 

함유된 가공제품을 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리사각지대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생활방사선법에는 가공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

는 자에게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여야 한다(생활방사선법 

제15조)는 규정과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취급자는 종류와 수량을 원자력안전

위원회에 등록하고(생활방사선법 제9조), 취급자가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수

출입하는 경우에는 수출입을 할 때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의

무규정을 두고 있으며(생활방사선법 제11조 제1항), 취급자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

부산물의 취득･발생･보관･판매･처분 현황 등의 유통현황 등을 기록･보관하고 원자

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다. 이로써,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고시

한 방사능 농도나 수량을 초과한 원료물질 수입자에 대해서만 등록의무가 있을 뿐, 

가공제품 수입업자의 경우는 이러한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천연방사성 물질의 관

리체계의 미흡을 지적할 수 있다.38)

둘째, 천연방사성물질 성분표시 의무화와 추적관리 시스템에 대한 규정이 미흡

하다. 제품을 만드는 하청업체조차도 사용되는 원료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다. 

즉,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를 제조한 하청업체의 사업주들은 원료에 대해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사용하였고, 근로자들도 몸에 좋은 줄 알거나 숯인 줄 알고 모나자

이트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생활방사선법에 천연방사성물질을 사용하는 

가공제품을 포함한 생활용품 전반에 성분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천연방사성 물질은 가공하는 과정에서 다른 물질과 화학반응을 통

해 유해성이 증가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소량이라도 원료물질부터 제품

양산까지 전 과정에서 추적･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행 

생활방사선법 제12조에서 취급자로 하여금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유통현황

38) 연합뉴스, “방사성물질 이력추적 허술… 관리체계 전면 개편해야”, 2018년 6월 20일자 
보도에 따르면, 김성수 국회의원, 박정 국회의원, 한정애 국회의원 주최로 2018년 6월 2
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 “라돈침대 사태를 통해 본 생활 속 방사능 
실태와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김혜정 감시센터 운영위원장도 모나자이트 등 천연 방사
성물질 수입시 등록만 하게 돼 있고, 이런 물질을 이용한 제조 과정 및 가공제품 유통 
과정에서의 추적관리는 안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 http://www.yonhapnews.co.kr
/bulletin/2018/06/20/0200000000AKR20180620095500004.HTML?input=1195m - 확인일자: 
2018년 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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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록 보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반한 경우에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뿐이어서 실효성이 있는지 여

부는 의문이다.

셋째, 모나자이트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없다는 것이다. 모나자이트는 천연방사

성핵종 함유 물질 중 원자력안전법과 생활방사선법에 함께 적용되는 유일한 물질

이지만, 그로 인해 모나자이트에 대한 규제시에 이중규제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법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39) 특히 모나자이트는 천연방사성 물질임에도 불구하

고 규제가 없어 신체에 밀착하는 제품에 사용되었다. 최근까지 모나자이트는 음이

온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소량 첨가물로 사용되어 왔다.40) 그런데 모나자이트는 천

연방사성 물질로 음이온의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신체에 직

접 닿는 매트리스 및 침구류에 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에 대한 법적 규

제가 없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즉, 지금의 라돈 검출 사건은 모나자이트가 사

용되는 제품의 용도에 따른 위험도를 예측하지 못하고, 일반적인 제품에 사용되었

을 때 발생 가능한 위험만을 감안하여 모나자이트의 사용을 관리･규제하지 못한 

결과라고 할 것이다.

넷째, 작업자의 근로환경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번 사

건의 경우 근로자는 위험한 물질인 줄 모르고 분말형태로 만들어진 모나자이트를 

마스크도 없이 도포하면서 일부를 사실상 들이마셨다고 할 것인바, 입자상태의 모

나자이트로 인한 내부피폭의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생활방사선법에서

는 취급자 및 제조업자가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관리하는 종사자가 연

간 생활주변방사선에 피폭되는 양을 조사･분석한 결과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① 작업장의 방사능 농도에 대한 연도별 측정 및 평가, 

② 분기별 작업장의 방사선량율(방사선량의 시간적 변화율을 말한다) 측정 및 평

가, ③ 종사자의 연간 피폭방사선량 조사･분석, ④ 종사자의 방사선 피폭 저감을 

위한 장치 또는 기구 활용 등 조치, ⑤ 종사자에 대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의 취급에 따른 피폭방사선량에 관한 정보제공 등(생활방사선법 시행령 제6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고(생활방사선법 제14조 제1

39) 구본철 이재국 장병욱, “모나자이트 규제 최적화 방안”, 2016년도 추계학술발표회 논문
요약집, 대한방사선방어학회, 2016, 130면

40) 구본철 이재국 장병욱, 앞의 논문, 130면에 따르면, 음이온은 혈액의 정화작용을 돕고 신
체의 균형과 힘을 개선하며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증진시켜 신경안정이나 피로회복에 효
과가 있다고 홍보되고 있으나, 이러한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빈약하다. 하지만 모
나자이트가 천연방사성핵종을 함유한 물질임에는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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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이를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취급자 및 제조업자에게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동법 제31조 제2항). 그러나 근로자가 안전조치 미

확보로 인해 받는 피해에 비하면 규제 정도가 현저히 약하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

을 것이다.

(2) 생활방사선 관련 안전관리 주체 상이(相異)

이번 라돈이 검출된 사건과 같이 천연방사성 물질이 함유된 제품이 출시되고 폐

기되기까지의 과정에서의 안전관리 주체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고 복잡하다는 것이

다. 즉, 현행법에 따르면 방사능 물질 관리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침대 매트리스를 

포함한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친환경제품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제도는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

다. 그런데 제품이 부적합하거나 결함이 있어 폐기되어야 할 경우에는 그 관리주

체가 상이하고 복잡하다. 현행 생활방사선법에서 관리하는 생활주변 방사선에는 원

료물질, 공정부산물, 우주방사선, 지각방사선, 재활용고철을 그 관리대상으로 하고 

있고, 원자력안전법에 의해 관리되는 핵물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을 관리 제외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다(생활방사선법 제2조). 즉, 처리대상의 형태가 무엇이냐에 따라 

관리의 주체가 다르다는 것이다. 예컨대, 재활용 고철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폐기물

은 환경부, 농･축산물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자재는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은 식품

의약품안전처 등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각 처리대상의 형태에 따

라 각 전문가 집단인 소관부처에서 관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런

데 실질적으로는 부처간의 서로 책임을 미루는 등의 소극적 행정이 빈번하여 신속

한 대처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관련 법령이 편재되고, 소관부처 간의 협의를 통한 문제해결

을 위한 법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리의 체계성이 부족하여 생활방사선 관련 

법령을 상호조정하기 어려워 관리의 체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41) 

(3) 환경표지인증의 관리체계 미흡

환경기술 산업법에서는 환경부장관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기기, 자재 및 환경

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비하여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

41)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안 에 대한 공청회 자료집”, 2010. 
1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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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 그 제품에 대하여 환경표지의 인증을 할 수 있고(환경기술 산업법 제17조 

제1항),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

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동법 제17조 제2항),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제

품의 선정･폐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동법 제17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에서는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으려면, 환경표지 인증서에 해당 제품의 환경성 관련 

자료와 품질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고, 환경부장관은 인증사유를 분명하게 밝

혀 신청인에게 환경표지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동법 시행령 제

23조). 환경표지대상제품을 선정하였을 때에는 환경부장관은 대상 제품별로 환경표

지 인증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또한 동

법 시행규칙에서는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제품의 선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환경표지대상제품 선정 제안서에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을 위한 설명서를 첨부

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하고(동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한국환

경산업기술원은 제안받은 제품을 환경표지대상제품으로 선정하였을 때에는 인증기

준을 마련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

항). 나아가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에서는 환경표지인증 대상 제품을 선정

할 때에는 계량적 측정가능성, 제품의 유통과정에서 환경정보 왜곡 가능성, 환경개

선 잠재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해야 하고(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8조), 선

정제안 제품에 대한 평가는 제품의 시장현황, 제품의 환경성과 품질관련 사항 등

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 평가방법은 선정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개회하

고 참석위원 3분의 2이상으로 평가한다(동 업무규정 제9조). 이러한 평가방법을 통

해 선정위원회는 제안제품이 대상제품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면 기술원장은 해당 

제품을 대상제품으로 선정하고, 해당제품에 대한 인증기준을 개발하여야 하고(동 

업무규정 제10조 제1항), 기술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제품은 환경기술 산업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선정제안이 없어도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대상제품으

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 업무규정 제10조 제2항).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제품은 환경표지인증을 받게 되는데, 라돈이 검출된 해

당업체의 9개 모델 중 5개 모델이 과거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42)되었는바, 이는 환경기술 산업법상의 환경표지인증의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보면, 환경부 고시인 ｢환경표지

42) 환경부, “2018년 5월 9일 뉴스핌에 보도된 암 유발 대진 라돈침대, 환경부 환경표지 인
증 받았다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환경부 보도설명자료,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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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제품 및 인증기준｣의 “[별표 2] 환경표지대상제품별 인증기준(공통사항 제외) 

(제4조 제2항 관련)”을 보면, 현재 환경표지 인증기준에 방사능지수가 환경관련 기

준으로 설정되어 있는 제품군은 3가지 제품군(실내용 바닥 장식재, 벽 및 천장 마

감재, 이중 바닥재)에만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43). 특히,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침대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다. 첫째, “매트리스를 내구성

이 있는 직물 원단 안에 탄성이 있는 물질을 채워 넣어 사람이 누워서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한 제품”이라고 용어 정의를 하였음44)에도 토퍼는 포함되

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용어에 대한 정의를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둘

째, “침대의 전과정 단계별 환경성 항목”에 원료취득과정, 제조, 유통･사용･소비, 

폐기, 재활용 과정상에 모두 방사능지수 관련 환경기준이 없다는 점이다.45) 또한 

유해화학물질과 난연성만을 고려한 나머지 직물 원단 유해물질에 방사능 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셋째, 인증기준에 따르면, 인증사유, 소비자에게 

제품 관리 방법 및 실내공기 오염 예방 정보 등을 제공[예컨대, “가구 사용초기(포

장재 제거 후 약 4주)에는 실내 공기 오염물질(폼알데하이드, 휘발성 유기화합물)

이 방출될 수 있으므로 실내 공기를 자주 환기하여 주십시오”라는 사용설명서 및 

제품 사용 유의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 하여야 하는데,46) 방사능 기준에 대한 인증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무방하다는 점이다.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과연 현재 운용되고 있는 환경표지 인증에 실효성이 있는

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

(4) 부적합하거나 결함이 있는 가공제품의 폐기처리 절차 규정 부재(不在)

생활방사선법에 따르면, 제조업자는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

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개하고 보완･교환･수거 및 폐기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고(생활방사선법 제16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제조업자에게 사실을 공개하고 보완･교환･수거 및 폐

기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17조) 이에 따라 해당 침대업체

는 관련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매트리스를 수거했다. 그런데 그 처리과정에

서 나온 폐기물 즉, 매트리스를 분리해 모나자이트로 오염된 부분은 밀봉해 보관

43) 환경부, 앞의 환경부 보도설명자료, 2면.
44) 환경부, “침대 환경표지 인증기준”, 2017. 5. 25.자, 2면.
45) 환경부, 앞의 “침대 환경표지 인증기준”, 3면.
46) 환경부, 앞의 “침대 환경표지 인증기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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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 나머지 소재 부분은 재활용하거나 소각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원자력안전법이 규정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은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따라 오염된 

물질(원자력안전법 제2조 18호)이므로 방사성 폐기물로 규정하여 처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라돈 검출 침대의 매트리스는 생활방사선

법상 가공제품으로 원자력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더라도 

모나자이트를 토륨광의 일종으로 핵원료물질에 해당하며, 핵원료물질은 원자력안전

법상 방사성 물질에 속하지 않으므로 방사성폐기물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원자력안

전법상 폐기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47) 따라서 라돈 검출 침대의 매트리스는 

방사능 폐기장에서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염 원인이 천연방사성 물

질에 의한 것인지, 인공방사성 물질에 의한 것인지 구별하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

하고, 중요한 것은 방사성 물질에 의해 현재 오염이 되었는지 여부이고, 추가적인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생활방사선법은 부적합

하거나 결함이 있는 가공제품의 폐기처리 절차 규정이 미흡하고, 생활방사선법이나 

원자력안전법에 중첩적인 규제를 받는 폐기물에 대한 처리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2. 라돈 검출 침대 사건을 통해 본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1) 생활방사선법 관련 개선방안

천연방사성 물질의 관리체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첫째,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생활방사선법 제9조의 “등록의무자”의 범위

를 개선하여야 한다. 이번 사건과 같이 모나자이트를 수입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를 하고, 수입한 업자는 모나자이트를 사용하고자 하는 업체에 판매를 하게 

되면 판매업체까지는 신고가 되는데, 이후에는 전혀 추적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48)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현행 생활방사선법에서 원료물질을 채광･수출입 

47) 원자력안전법 제2조 (정의)
   4. “핵원료물질”이란 우라늄광 토륨광과 그 밖의 핵연료물질의 원료가 되는 물질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방사성물질”이란 핵연료물질 사용후핵연료 방사성동위원소 및 원자핵분열생성물(

)을 말한다.
   6. “방사성폐기물”이란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따라 오염된 물질(이하 “방사성물질등”이라 

한다)로서 폐기의 대상이 되는 물질(제35조제4항에 따라 폐기하기로 결정한 사용후핵
연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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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판매하려는 자, 공정부산물을 수출입 또는 판매하려는 자, 공정부산물이 발생

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 공정부산물을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하려는 자로 한

정하여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종류와 수량 등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하

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하여 제품을 가공하는 

자,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한 가공제품을 수출입하거나 판매하는 자”까

지 등록의무를 확대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천연방사성 물질의 관리체계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천연방사성 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에 대해서도 성분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추적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 국민들은 이 사건 전까

지만 해도 후쿠시마 원전사건을 경험하며 인공방사성 물질의 위험성만을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천연방사성 물질의 위험성을 인식하기 시작하

였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줄 것을 정부에게 요청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하며 안전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현

행 생활방사선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료물질 또는 공

정부산물의 취급･관리시 준수사항과 가공제품의 안전기준의 미흡한 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천연방사성 물질을 이용하여 가공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해당 물품에 성분표시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생활방사선법 제15조(가공제품의 안

전기준)에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생활방사선법 제15조 제2항을 신설하여,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및 이를 가공하거나 원료로 하여 제품을 가공하는 자는 제

조된 제품에 그 성분을 표시하여야 한다.”등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아울러 천연방사성 물질의 위험성을 감안하여, 2018. 9. 6. 권칠승 의원 등이 발의

한 생활방사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제12조 4항을 통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현황을 보고받은 경우 취급자가 판매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사용 현황에 대하여 추적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신설하고 있는바,49) 

이와 같은 내용의 규정 신설은 환영할 부분이다. 다만, 이 의무규정의 실효성을 확

48) 노컷뉴스, “[훅!뉴스] 라돈침대 공장 노동자, 좋은 거라기에 마스크도 안 썻어요”, 2018년 
8월 3일자 김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인터뷰에 따르면, 모나자이트 같은 경우 수
입을 하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수입한 업자가 모나자이트를 쓰려
고 하는 업체에 판매를 하면 판매업체까지는 신고가 돼요. 그 다음은 전혀 추적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모나자이트나 토루마늄 같은 방사성 물질이 사각지대에 있는 양이 
많다고 현행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 http://www.nocutnews.co.kr/news/5010313 - 확인
일자: 2018년 8월 10일

49) 권칠승의원 대표발의, 2018. 9. 6. 발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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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하고 유통현황을 철저히 추적하여 향후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규정의 의무위반에 따른 벌칙 규정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일상생활용품에 모나자이트의 사용을 제한하고, 작업자의 근로환경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한다. 2018. 9. 6. 권칠승 의원 등이 발의

한 생활방사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15조의 2를 신설하여 제1항에서는 “｢전
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생활용품이 그에 포함된 방사

능 농도와 수량 등에 관한 안전기준(이하 “생활용품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

는 경우에는 누구도 해당 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

고, 제2항에서는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생활용품 안전기준을 제15조에 따른 가공

제품의 안전기준과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50) 이처럼 생활

방사선법에 위험성이 높은 천연방사성 물질의 원척적인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 생

황용품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반적

인 규정을 신설하고, 시행규칙의 별표를 통해 “사용이 금지되는 원료물질 또는 공

정부산물”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이를 생활용품 전반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

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이를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에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그 법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기

존의 많은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도 문제되

었던 작업현장에서 근로자의 피폭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근로자의 작업 환경

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향후에는 생활방사선법 시행령 제6조(종사자에 대한 안전

조치 등)에 작업현장에서 작업시 안전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관리･감독기관

의 관리･감독의무 규정도 신설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생활방사선법상의 부적합하거나 결함이 있는 가공제품에 대한 폐기처리 

절차에 대하여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처리기준 및 절차의 마련이 입

법화되어야 한다. 현행과 같이 위험성이 인공방사성 물질에 비해 낮다는 이유로 

천연방사성 물질에 의해 오염된 물질을 별도의 처리 방법도 없이 제조업체가 밀봉

하여 보관･처리하도록 하는 것은 향후 이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

행되지 않아 제조업체에서 임의로 처분할 경우에는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

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라돈 검출 침대의 2차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법상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50) 권칠승의원 대표발의, 앞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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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방사성폐기물을 관리하는 주체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관계부처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처리기준과 절차를 생활방사선법 시행령 내지 시행규칙에 구체화하

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섯째, 생활방사선 관련 안전관리 주체에 대한 개선방안을 살펴본다. 생활방사

선 관련 안전관리 주체가 상이함에 따라 일원화된 기준의 적용과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생활주변 방사능 및 방사선에 대

한 안전관리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관부처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으로

써 생활방사선 안전관리의 주체를 일원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생활방사선의 경우는 원자력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안전관리의 수준이나 그 

절차와 소관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일원화하는 것은 자칫 다양

한 부처에서 각 특성에 맞는 규제를 하고 있는 법규정의 특성을 간과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51) 따라서 원자력시설 등의 물리적 

방호협의회와는 별도로 생활속 방사선 방호에 관한 중요정책, 방호체계의 수립, 방

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52)한다면, 

일원화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며 관계부처간의 상호협력

적 관계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이에 대한 타당성을 검

토한 후, 구체적인 조직과 구성을 생활방사선법 및 관련규정에 규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환경표지 인증제품 관리체계에 대한 개선방안

환경표지 인증제품 관리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살펴본다. 첫째, 이번 사건을 계

기로 침대에 포함되는 제품의 범위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침대 구매시 침

대 구조체와 매트리스 뿐만 아니라 토퍼까지 제공하면서 토퍼를 매트리스에 포함

시키지 않는다면 침대의 구성품인 토퍼에 대해서는 환경기준을 적용되지 않아도 

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제품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침대를 포함한 토퍼 등의 침구류 일체는 물론 우리 생활 속에서 신체와 접촉하며 

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해서도 방사능 지수를 설정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방사능 

우려가 있는 제품군의 범위를 전면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환경부 고시인 환
경표지대상 제품 및 인증기준의 “[별표 1] 환경표지대상제품(제3조 관련)”을 보면, 

51) 국가교육과학기술위원회, 앞의 공청회 자료집, 17면.
52) 구지선, 앞의 논문(각주 34), 25면.



∣192∣　환경법과 정책 제21권(2018.9.30)

사무용기기･가구 및 사무용품, 주택･건설용 자재･재료 및 설비, 개인용품 및 가정

용품(세제류, 섬유･가죽류, 기타 잡화류), 가정용 기기･가구, 교통･여가･문화 관련 

제품, 산업용 제품 및 장비, 복합용도 및 기타, 서비스 등의 제품에 대하여 환경표

지 인증을 해주고 있으나, 서비스(호텔 서비스, 자동차 보험, 휴양콘도미니엄서비

스, 카쉐어링 서비스. 세탁서비스)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를 제외하고는 일

상생활에 밀접한 제품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2의 라돈 검출 침대와 같은 사건

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위 서비스 군을 제외한 전 영역 제품군의 환경성 항목

에 방사능 지수를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직물 원단에 유해물질 시험항목에 

방사능 물질에 대한 시험항목을 추가해야 할 것이다. 특히, 신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매트리스 및 침구류 일체를 포함한 생활용품 등의 제품군에 대해서는 “전과

정 단계별 환경성 항목”에 방사능 지수를 그 기준으로 포함시키고 방사능에 대한 

사전 안전기준 검사제 등을 도입하고 이를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다만, 관련 수치

에 대해서는 전문가, 소비자 보호단체 및 환경NGO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타제

품의 인증기준, 방사선 안전 관련 규정 등을 참고하여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

표지 인증기준을 마련함이 타당할 것이다. 셋째, 제품에 포함된 방사능 물질을 표

기하고 실내공기오염 예방정보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상품사용 설명서를 통해 정

보 제공을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가 안전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개선방안

이 실천된다면, 환경표지 인증기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고, 제품

을 생산하는 기업도 방사능 물질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도 갖

출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사건이 발생했을 때만 관련 기준을 검토하여 수정･보
완하는 임시방편적 규정의 보완이 아닌 환경표지 인증기준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를 통해 환경표지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Ⅳ. 결어

국내의 한 침대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매트리스에서 천연방사성 물질인 라돈과 

토론이 검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당시 침대 제조업체는 몸에 좋은 음이온 성

분이 함유된 매트리스를 공급하기 위해 시중에서 사용하는 분말 형태의 모나자이

트를 매트리스 속커버 등에 도포하였고, 침대 제조업체의 하청업체 근로자 역시 

음이온을 생성하는 몸에 좋은 물질로 생각하여 마스크 등의 기초적인 보호장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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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일은 이

런 천연방사성 물질이 우리 신체와 매일 맞닿는 매트리스 및 토퍼 등의 침구류에

서 검출되었다는 사실과 이런 사실이 정부나 관계기관에 의해 밝혀진 것이 아닌 

일반 소비자의 호기심에 의한 측정으로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에 국민들은 다시 국가 및 관계부처의 생활 속 안전관리 체계에 대하여 비판

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그 동안 우리 국민은 원자력 발전소 등에서 발생하는 인공방사성 물질의 위험성

에 대해서만 걱정하며 원자력 발전소의 중단을 건의하거나 더 이상의 증설을 반대

하는 등의 관심을 기울였다. 그러나 천연방사성 물질의 위험성이 지적되고 난 후, 

2011년 7월 생활방사선법이 제정되고, 2018년 라돈 검출 침대 사건을 겪으면서 천

연방사성 물질의 위험성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이번 사건

에서 사용된 모나자이트는 천연방사성 물질로, 이 물질에서 라돈과 토론이 발생하

는데 그 중 토론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라는 점에서 천연방사성 

물질의 위험성에 대한 소극적 인식과 위험물질 관리체계상의 허점이 주요 원인으

로 지적된다. 현행 법률상 라돈 검출 침대에서 검출된 라돈 등의 천연방사성 물질

에 대해서는 생활방사선법에서 규율하고 있지만, 사건의 해결과정에서 많은 문제점

이 나타났다. 그 중에서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천

연방사성물질의 관리체계의 미흡을 지적할 수 있다. 먼저 생활방사선법상 취급자 

등록의무가 제한적이어서 가공제품 수입업자의 경우는 취급자 등록의무가 없어 관

리의 사각지대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천연방사성 물질의 성분표시에 대

한 규정과 추적관리 시스템에 대한 규정의 부재로 피해의 확산가능성을 예방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모나자이트에 대한 명확한 규제와 작업자의 근로환경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천연방사성 물질이 몸에 이로운 물질로 둔갑하여 무분별

하게 사용되어 왔고, 작업장의 근로자들은 천연방사성핵종으로부터 피폭될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었다. 둘째, 환경표지인증의 관리체계의 미흡을 지적할 수 있다. 해

당업체의 매트리스를 전수 조사한 결과, 과거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인증기준을 확인한 결과 매트리스의 환경표지인증 기준에는 방사성 인증기준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 셋째, 생활방사선 관련 안전관리 주체가 상이하고, 소관부처

간의 협의를 통한 문제해결을 위한 법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리체계성이 부

족하다는 것이다. 넷째, 이 사건 해당 매트리스를 폐기하는 과정에서 폐기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방사능 물질에 피폭되었음에도 제조업체에 의해 밀봉 보

관 처리되도록 되어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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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논문에서는 천연방사성 물질의 관리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생활방사선법 

제9조 등록의무자의 범위를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하여 제품을 가공하

는 자,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한 가공제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자”까

지 등록의무를 확대하도록 개정하고, 생활방사선법 제15조 가공제품의 안전기준에 

제2항을 신설하여,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및 이를 가공하거나 원료로 하여 제품을 

가공하는 자는 제조된 제품에 그 성분을 표시하여야 한다.”등으로 규정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천연방사성 물질의 위험성을 감안한다면, 유통현황을 철저히 

추적할 수 있도록 벌칙 규정도 현행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용품에 모나자이트 사용을 금지할 수 있도록 생활방사선법 및 동법 시행규칙

의 별표에 구체적인 사용금지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생활방사선법 시행령 제6조에 작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장비 

착용을 의무화하며, 감독기관의 관리･감독의무의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이를 위반

한 경우에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생활방사선법상 부적합하

거나 결함이 있는 가공제품의 폐기처리절차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리기준과 절차의 

마련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관련기관의 전문가 등과 협의하여 매트리스나 

침구류 등의 생활품목에 방사선 인증기준을 추가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생활방사

선 안전관리를 위해 일원화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며 관

계부처간의 상호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협의체 구성에 대한 입법화를 개선방안

으로 제시하였다. 더불어 위에 열거한 문제점이 개선되어 천연방사성 물질 또는 

인공방사성 물질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국민 스스로 끊임

없는 관심과 지속적인 개선에 대한 정책적 요구를 해야 할 것이고, 정부도 국민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임시방편적 제도의 개편 내지 정책의 실현에 그치지 않고 종

합적으로 관련법과 제도를 개편하기 위한 노력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투고일자  2018.08.23.  심사일자  2018.09.16.  게재확정일자  201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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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Legal Problem and an Improvement Plan of NORM(Naturally Occurring 

Radioactive Materials) Management System Seen Through a Case of a Radon 

Detection Bed

Lee, Sang-Man*
53)

It was reported around May in 2018 that the mattress and bedding, which 

stick to the largest part of the body amidst our life, were detected radon and 

thoron of being contained in monazite, which is a raw material of emitting 

anions. People needed to be terrified by NORM(Naturally Occurring Radioactive 

Materials). By the way, this happening is not just the present day issue. A civil 

complaint was filed even in 2004 as saying that NORM was included in the 

construction supplies. People needed to be terrorized by the press release as 

saying that radioactive materials are involved in a recycling scrap metal. Also, 

even in February of 2007, it was reported that radiation was excessively emitted 

from a heat mat, which used a fertile material of being included natural 

radionuclide, thereby having ever become the social issue. However, still without 

knowing this dangerousness, the products such as a heat mat, a health bracelet 

and an anion towel with the content of a base material, which is included 

natural radionuclide, are being distributed as the health supplement goods. Seeing 

in light of this fact, the incident, which took place these days, might be what is 

anticipated.

The necessity of managing NORM(Naturally Occurring Radioactive Materials) 

was raised while being known the possibility that the workers at a company of 

producing the health supplement products would be exposed to radiation by 

NORM of being involved in a raw material, along with the probability that 

many unspecified individuals as the product users would be exposed to radiation, 

with being detected NORM in these health supplement products in the pas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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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enacted ｢Act on Safety Control of Radiation Around Living 

Environment(Law Serial No. 10908, enacted on July 25, 2011)｣ dated on July 

25, 2011 in order to legalize the management of NORM. As a result, the 

Radiation Around Living Environment and the exposure to radiation came to be 

legally controlled. People seemed to be ensured a safe life from NORM(Naturally 

Occurring Radioactive Materials). But in the wake of this incident, the loophole 

of ｢Act on Safety Control of Radiation Around Living Environment｣ could be 

found.

Accordingly, this study aimed to examine a legal problem and an improvement 

plan of the NORM management system through a case of the radon detection 

bed incident. For this, first of all, the problems were indicated about ｢Act on 

Safety Control of Radiation Around Living Environment｣, which is the current 

regulation of managing NORM, the enforcement ordinance･enforcement rule of 

the same Act, about the management system of NORM and eco-labelling 

certification in light of other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about the safety 

management entity related to radiation around living environment, and about the 

procedure of scrapping the processed products that are inadequate or defective. 

And an improvement plan for the problems was suggested a revised bill of the 

regulation pertinent to ｢Act on Safety Control of Radiation Around Living 

Environment｣, and was clarified the necessity of amending relevant regulation so 

that the radioactivity index can be established and applied by expanding the 

product family with eco-labelling certification into items of being close to daily 

lives with touching body, as well as into bedding. A policy-based plan of 

forming and operating a consultative group of comprising the authority having 

jurisdiction was proposed together so that the safety control related to radiation 

around living environment can be made efficiently.

Key words : Radon bed, Monazite, Act on Safety Control of Radiation Around 
Living Environment, Radiation Around Living Environment,  
Eco-Labelling Certific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