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i-Fi®와 보건안전

Wi-Fi® 는 오늘날 모든 것이 연결된 세상의 중심입니다. 전세계 
가정의 25%에서 사용1되는 Wi-Fi는 스마트 에너지, 교통, 헬스케어, 
엔터테인먼트 등 산업 전반은 물론, 전통적인 가정, 공공기관, 
학교, 비즈니스 네트워크에서 그 영역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40억 대 이상의 Wi-Fi 기기들이 
사용되고 있으며2, Wi-Fi 기술은 사람들의 일상 생활 속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았습니다. Wi-Fi덕분에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장소, 원하는 시간에 서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Wi-Fi는 
도처에 존재합니다. 이 때문에 전자기파와 Wi-Fi 기기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때때로 부각됩니다.  무선 업계는 이를 중대한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본 브로셔는 Wi-Fi 기술의 보건안전 측면에 대한 
의문에 답하고, 관련 사항에 대한 공공보건기관 의견을 공유하고자 
제작되었습니다.   



전자기파는 텔레비전, 라디오, 그리고 다양한 
이동통신 서비스의 편리함과 즐거움을 제공합니다. 
Wi-Fi가 사용하는 것 역시 우리 일상의 일부가 
된 바로 이 전자기파입니다. 전자기파의 안전한 
사용에 대해 지난 60여 년간 광범위한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전세계 수많은 과학 전문 패널, 
정부기관, 표준화기관들이 이 분야의 연구를 
정기적으로 검토합니다. 이러한 조직들은 동일한 
과학적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즉, 권장기준 
또는 그 이하에 해당하는 전자기파 노출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확실한 증거는 여태까지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 수년 간, Wi-Fi 네트워크의 RF(radio 

frequency) 노출 수준에 초점을 맞춘 몇몇 연구들이 
진행되었습니다. 과학자들과 정부는 학교, 가정, 
공공장소, 사무실과 같이 Wi-Fi 네트워크가 흔히 
사용되는 장소에서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영국 PHE(Public Health England, 구 영국 건강보호청 
EPA)는 학교에서 사용하는 무선 컴퓨터 네트워킹 
장비에 어린이들이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지를 
측정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Wi-Fi 기기로 인한 
노출은 노출제한 국제 기준에 비해 소량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 이러한 결과는 Wi-Fi에 대한 다른 

연구들에서도 예외 없이 일치하였습니다. 즉, Wi-Fi

가 사용하는 전자기파의 레벨은 노출제한 국제 기준 
이하라는 것이 관련 연구들의 공통된 결론입니다.4 

이러한 사실은 Wi-Fi 신호가 노출제한 국제 기준에 
비해 훨씬 낮다는 것을 지적한 다수의 연구들이 
열거된 2013년 “Wi-Fi와 건강: 연구 현황 검토 (Wi-Fi 

and health: Review of current status of research)”

를 통해서 더욱 확실하게 증명되었습니다.  5 ICNIRP는 

2014년 Wi-Fi 관련 보고서에서 “Wi-Fi와 같은 HF(high 

frequency) 노출에 따른 급성 및 장기적 영향에 
대한 수많은 연구들에서 건강에 유해하다는 결정적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연구의 상당부분이 휴대폰 
및 기지국 관련 조사보고서에서 확인되었으며, 노출 
수준은 비슷하다. 5”라고 밝혔습니다.       

Wi-Fi 란 무엇인가?
Wi-Fi 는 노트북, 태블릿, 휴대폰, 가전제품, 
스마트 유틸리티 미터(smart utility meters) 

등 다양한 기기 연결에 사용되는 근거리 
데이터 통신 기술입니다. Wi-Fi 기술은 공항, 
호텔, 쇼핑센터와 같은 공공장소에서의 무선 
인터넷 액세스 제공을 위해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과 사무실에서 무선으로 
다양한 기기들을 인터넷과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데에도 사용됩니다. Wi-Fi 기기는 
2.4 및 5 GHz 대역의 저출력 전자기파를 
사용하여 전송을 실행합니다.

Wi-Fi 안전성에 대한 연구 결과?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Wi-Fi 기기와 기타 무선 제품들에는 WHO 

및 전세계 보건기구들이 정한 노출제한 

국제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국제기준은 

공중보건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안전 범위를 제시합니다. WHO는 

안전 범위를 위해 노인, 환자, 임산부, 어린이를 

비롯한 전체 인구를 고려하였습니다. 학교 

내 Wi-Fi 사용과 관련하여 캐나다에서 제기된 

의문과 관련하여, Health Canada는 Wi-Fi의 

노출 수준이 캐나다 및 국제 노출제한 기준에 

비해 훨씬 낮으며, 건강에 유해하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공표하였습니다. 6 Health 

Canada의 결론은 WHO, ICNIRP(International 

Commission on Non-Ionizing Radiation 

Protection), IEEE(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Public Health England 

등 다른 국제기구 및 규제기관들의 조사 

내용과도 일치합니다. Wi-Fi를 학교와 어린이들 

주변에서 사용하는 것은 안전할까요? 

교와 아이들 주변에서 Wi-Fi 
를 사용해도 될까요?



전자기파 노출제한 기준은 누가 만드는가? 
Wi-Fi에는 모든 무선 제품들과 동일한 안전 
요구사항이 적용됩니다. 과학적 연구를 근거로 
노출제한을 설정하는 무선제품 안전기준은 사용자와 
일반 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 한계 범위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노출제한 기준은 
ICNIRP(International Commission on Non-Ionizing 
Radiation Protection), IEEE(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의 ICES(International 
Committee on Electromagnetic Safety) 등과 같은 
과학기구들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기기의 RF 노출 요구사항 준수 ? 
전세계 여러 규제기관들이 과학적 연구를 기반으로 
RF 노출제한에 대한 정책 및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Wi-Fi 제품 제조사들은 공인 시험기관 
테스트를 통해 자사 제품이 이러한 제한요구를 
준수함을 증명하고, 규제기관들로부터 인증을 
획득해야 합니다. 해당 검사는 미국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7과 같은 전세계 
규제기관들이 권고하는 다양한 규제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시됩니다.  

 

Wi-Fi 제품의 지속적인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무선 
업계의 노력s? 
무선 업계는 RF 안전성에 대한 정보와 관련 규제/
정책 변경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상 최신 연구 결과를 확인함으로써 일반 
대중들이 무선 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Wi-Fi Alliance®는 과학 
저널 Health Physics에 게재된 2건의 연구를 
지원하였습니다. 첫 번째 연구는 4개 국 55개 사이트
(학교, 병원 포함)에서 356건의 측정을 실행한 노출 
조사입니다.  조사 결과, 모든 케이스에서 측정된 
Wi-Fi 시그널 레벨이 노출제한 국제기준(IEEE 
C95.1-2005 and ICNIRP)에 비해 훨씬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케이스에서  
Wi-Fi 시그널 레벨이 동일한 환경의 다른 RF 
시그널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 두 
번째 연구는 MMF(Mobile Manufacturers Forum)과 
공동으로 진행하여 2013년에 발표된 것으로, 기존 
연구 현황 검토를 통해 Wi-Fi로 인한 RF 시그널 
노출이 국제 제한기준보다 현저히 낮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Wi-Fi 시그널이 생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아직 수적, 질적으로 
제한적이기는 하나, 생체 영향에 대한 문헌 및 
메커니즘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Wi-Fi 노출로 인한 

생물학적 영향을 예상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5 이러한 노력과 아울러, MMF(Mobile 
Manufacturers Forum)와 GSMA는 RF 안전에 대한 
다양한 국제 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많은 연구 프로젝트들이 국내외 보건기관들과 
공동으로 진행됩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기타 자료 및 추가 정보?

아래 웹사이트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Australian Mobile Telecommunications Association  
(AMTA), Wi-Fi 와 건강 
www.emfexplained.info/?ID=24502

Australian Radiation Protection And Nuclear Protection Agency  
(APANSA), Wi-Fi Wi-Fi와 건강 
www.arpansa.gov.au/radiationprotection/FactSheets/is_wifi.cfm

GSM Association  
www.gsma.com/health

Health Canada, Wi-Fi 장비 
www.hc-sc.gc.ca/ewh-semt/radiation/cons/wifi/index-eng.php 

International Commission on Non-Ionizing Radiation Protection  
(ICNIRP),무선랜 (Wi-Fi) 
www.icnirp.org/en/applications/wi-fi/index.html 

New Zealand Ministry of Health, 학교 내 Wi-Fi 연구  (2014) 
www.health.govt.nz/publication/snapshot-study-wifi-in-schools

Mobile Manufacturers Forum  
www.mmfai.org 

Public Health England, 전자기파와 건강, Wi-Fi 
www.gov.uk/government/collections/electromagnetic-fields

U.S.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www.fcc.gov/oet/rfsafety/rf-faqs.html 

Wi-Fi Alliance  
www.wi-fi.org/wi-fi-and-health

World Health Organization, 휴대폰 기지국 및 무선 기술 
www.who.int/peh-emf/publications/facts/fs304/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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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eyman A, Khalid M, Calderon C, Addison D, Mee T, Maslanyj M, Mann S (2011). 학교 내 무선 컴퓨터 네트워크(Wi-Fi)로 인한 전자파 노출 평가, 실험실 측정 결과 (Assessment of exposure to electromagnetic fields from wireless 
computer networks (Wi-Fi) in schools; results of laboratory measurements). Health Phys, 100(6), 594–612

4 Foster KR, “무선랜으로 인한 고주파 노출(Radiofrequency Exposure from Wireless LANs),” Health Physics 92:280-289 (2007) 

5 Foster KR, Moulder J. “Wi-Fi와 건강: 연구 현황 검토(Wi-Fi and health: Review of current status of research),” Health Physics 105(6):561-575 (2013) 

6 Health Canada, Wi-Fi 장비의 안정성(Safety of Wi-Fi Equipment), http://www.hc-sc.gc.ca/hl-vs/iyh-vsv/prod/wifi-eng.php  (2010년 12월) 

7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RF 안전성(Radio Frequency Safety), http://www.fcc.gov/encyclopedia/radio-frequency-safety

MMF 소개? 
MMF(Mobile Manufacturers Forum)은 
국제 통신기기 제조사 협회입니다. MMF는 
전세계 보건기구들과 연계하여 무선 기술의 
안전성에 대한 국제적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GSMA 소개? 
GSM Association은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 
입니다. GSMA 에는 전세계 220여 개 국가의 
800여 이동통신사업자들과 휴대폰 제조업체, 
장비업체, 인터넷 기업 등 모바일 생태계의 
다양한 회사들, 그리고 금융, 헬스케어, 
미디어, 운송, 에너지 관련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GSMA는 또한 Mobile World 
Congress와 Mobile Asia Congress 같은 업계 
주요 행사들을 주관합니다.  

Wi-Fi Alliance 소개? 
Wi-Fi Alliance®는 Wi-Fi®를 제공하는 전세계 
주요 기업들을 회원사로 보유한 국제 비영리 
산업협회입니다. Wi-Fi 생태계 전반의 협업 
포럼 회원들이 어디서나 모든 사람과 모든 
사물을 연결한다는 비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Wi-Fi CERTIFIED™ 인증은 2000년 이후로 
관련 제품의 상호운용성, 업계 표준 보안, 
최신 기술을 승인하는 공인된 기준을 제공해 
왔습니다. Wi-Fi Alliance는 23,000 여 제품에 
인증을 부여함으로써 최고 수준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고 기존 및 신규 시장에서  
Wi-Fi 제품과 서비스의 확대를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십억 대의 Wi-Fi 제품들이 급증하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을 통해 전세계 데이터 
트래픽의 상당 부분을 전송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