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5 West Gude Drive, Suite 4000 󠇯| Rockville, Maryland 20850 | 240-740-3210 

 
 

    
 

 
 

 

DIVISION OF SUSTAINABILITY AND COMPLIANCE 

 
 

MCPS 라돈 검사와 라돈 완화 프로그램에 대한 갱신된 내용 안내 
 

MCPS 교육구 학교의 라돈 검사와 완화 프로그램, 예방에 대한 역사와 배경 

 

1980년도 후반부터,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MCPS)는 실내 라돈 수치를 예방하기 위한 

전략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교육구의 검사와 개선 집중기간은 1980년대부터 1990년도까지 

계속되어, 모든 교육구 학교가 미국 환경국(EPA)의 라돈 안전수치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절부터 밑창 내부 습기 방지용 절연물과 적절한 봉인, 밑창 환기 등의 라돈을 예방하는 조치가 

모든 새 건물 건축과정에 포함되었습니다. 

 

2016년, MCPS는 모든 시설에서의 정기적인 라돈검사와 모든 MCPS 시설에서의 교육구 전체 

라돈검사를 포함하는 등 라돈 예방 프로그램을 강화하였습니다.  MCPS 시설에서의 정기적 라돈 

검사는 매 5년 마다 진행됩니다. 이전에 검사 결과가 높게 나온 시설은 재검사를 2년마다 

실시합니다. 재검사는 MCPS 라돈 검사와 완화 프로그램 웹사이트(MCPS Radon Testing and 

Mitigation Progra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라돈과 라돈 검사에 관한 일반적 정보 

 

라돈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방사성 가스로 우라늄이 자연적으로 붕괴되어(부식) 생기며 

Montgomery 카운티와 Maryland 주를 포함한 미국 전국의 흙과 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돈은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도 없는 가스로, 검사를 통해서만 그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돈 수치와 검사가 의무조건이 아닙니다만, MCPS는 EPA 출판물 EPA 402-R-92-14: 학교에서의 

라도 측정(Radon Measurement in Schools) (갱신판) EPA 검사와 경감 추천 지침에 따르고 있습니다. 

 

라돈 농도가 장기간(일) 4.0 pCi/L 이상일 경우, 개선이 필요한 경우, 2차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EPA가 추천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건물 지면 밑에서부터의 라돈 가스를 외부공기와 환통하는 환기 

시스템 설치를 수반한 전형적인 개선작업을 시행합니다. EPA의 지침에 따르면 라돈농도가 10 pCi/L 

이상의 경우, 우선적으로 재검사와 개선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결과에 라돈농도가 100 

pCi/L 이상인 경우, EPA는 라돈농도가 줄 때까지 다른 교실로의 재배치 즉 교실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MCPS 교실 검사 결과 중, 이 수준에 가까운 결과는 없었습니다. MCPS는 효과적인 

라돈 경감 시스템을 확실히 하기 위해 라돈 개선 후 검사를 실행합니다. 

 

학생들의 특정 교실에서의 노출은 일 년 전체 기간 동안 작은 부분에서의 노출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재검사 기간 동안 그 수준이 특별히 높지 않을 경우, 교실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넓게 보면, 

사람들 특히 아이들은 더 많은 시간을 집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아이들은 일 년의 약 20%의 

시간을 학교에서, 75%의 시간을 집에서 보냅니다. 사람들, 특히 아이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지냄으로 미국 공중위생국 장관(U.S. Surgeon General)은 각 가정의 라돈 수치 검사를 권하고 

있습니다. EPA에 따르면, Maryland주 Montgomery 카운티는 라돈 평균 예상치 EPA 4.0pCi/L 대책 

수준(EPA 4.0 pCi/L action level) 또는 대책 수준 이상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https://www.montgomeryschoolsmd.org/departments/facilities/maintenance/default.aspx?id=458858
https://www.montgomeryschoolsmd.org/departments/facilities/maintenance/default.aspx?id=458858
https://nepis.epa.gov/Exe/ZyNET.exe/910188F5.TXT?ZyActionD=ZyDocument&Client=EPA&Index=1991+Thru+1994&Docs=&Query=&Time=&EndTime=&SearchMethod=1&TocRestrict=n&Toc=&TocEntry=&QField=&QFieldYear=&QFieldMonth=&QFieldDay=&IntQFieldOp=0&ExtQFieldOp=0&XmlQuery=&File=D%3A%5Czyfiles%5CIndex%20Data%5C91thru94%5CTxt%5C00000028%5C910188F5.txt&User=ANONYMOUS&Password=anonymous&SortMethod=h%7C-&MaximumDocuments=1&FuzzyDegree=0&ImageQuality=r75g8/r75g8/x150y150g16/i425&Display=hpfr&DefSeekPage=x&SearchBack=ZyActionL&Back=ZyActionS&BackDesc=Results%20page&MaximumPages=1&ZyEntry=1&SeekPage=x&ZyP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