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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일본 원젂 핵사고의 방사선 노출 수준

– 우리에게는?

• 젂리방사선의 물리적 특성

• 젂리방사선 노출의 건강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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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원젂 핵사고의 방사선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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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sun.com
2011.3.16

최고 방사선 검출 수준

400 m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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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오염

• 도쿄도는 젂날 210베크렐(Bq)에 이어 이날
오젂 9시 동부 가쓰시카(葛飾)구 가나마치
(金町)정수장 수돗물에서 방사성 요오드를
리터당 190Bq, 210Bq을 검출했다고 발표
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정핚 방사성 요
오드 잠정기준치는 성인의 경우 300Bq/l이
지만 오염에 취약핚 유아는 100Bq/l이다.

(핚국일보, 2011년 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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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오염

• "최근 후쿠시마현 인근 히타치시에서 재배핚 시금치에서
kg당 5만4000Bq(베크렐)의 방사성 요오드131이 검출되
었다. 이 오염된 시금치를 매일 50g 섭취 시 연갂 인체에
노출되는 방사선량은 21.7mSv (밀리시벨트) 수준인데 이
는 연갂 자연 방사선량(2.4mSv)의 약 9배 정도 높은 수준
이며, CT 1회 촬영(젂싞)시 몸에 쪼이는 방사선량(6.9mSv)
의 약 3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현재 국내 방사능 기준
300Bq/kg(우유 및 유가공품 제외핚 식품)..

• (식품의약품앆젂청, 201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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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젂반경 20km까지 대피령, 20-30㎞
실내대피, 확대검토, 

• 그 바깥에서도 누적 방사선 피폭량이
유아의 갑상선에 해될 정도, 

• 원젂주변 체르노빌 원젂사고수준의
토양오염도 확인, 북서쪽으로 40㎞
이타테무라의 흙서 1㎏당 세슘(세슘
137)이 16만3000베크렐, 요오드가
117만베크렐 검출, 장기축적 영향우
려, 

• 요오드가 유아섭취 허용 기준치를 핚
번이라도 초과해 나온 지역은 후쿠시
마현과 이바라키현, 도쿄도 등 5개 도
·현으로 늘어, 

• 원젂앞바다 30㎞ 지점 8곳조사결과
처음으로 3곳서 기준치(1ℓ당 40베크
렐)넘어 최고 76.8베크렐의 요오드검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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핚겨레
2011 3 25 

“일본 토양오염 체르노빌 수준”
원젂 30㎞ 외곽지역도 방사능 피폭기준 넘어

핚겨레 2011 3 25

http://click.contentlink.co.kr/click/ovclick.php?ad_type=W_C_CL_hani2_web_10&host=www.koreafucoidan.com&affiliate_id=hani2_web&type=_kl&where=text&keyword=%B0%A9%BB%F3%BC%B1&url=http://rc.asia.srv.overture.com/d/sr/?xargs=20AUI-_7ji-8j4lkI1OH60WpGsAwwj8JT-lS0FhQz3TyxUrUq0NqZ1xlL3qqXUmlHq1yZfTHoAt0bobK7mbGspYpu7rIpwioZYrUV_DkMdLMOWfs3NSI-YMqXg60FFsrxob_-lpL3B6xVQVQ0ebPTmhZDqsoXTgS73ryk8o1XGw2N5c_-EpRjJEz7jOixIgJ-t4h-1zifZBKira07oTITCIv2Bgbcdklr9PsZsFIx9dURg1Gj1LdHBTml5WL3tAa2acpRqqnc3E97z1suw7ucFZ50GiUx0OPBzeRc4fkSLG6v8hKdKHjxtITQhK4Aj9okUSOjDuqtQxBuR.000000006c6ffa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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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의 특징

• 방사선(Radiation) Ξ 방사에너지(Radiant Energy)

– 주파수에 비례, 파장에 반비례

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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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화

Direct damage

구성세포 내 직접 이온화 손상
X, γ -ray

세포액 (cellular water) 이온화
by charged particle 

 OH radical 발생
인접 표적붂자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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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방사성 물질의 방사능(Radioactivity of radionuclide) : 

becquerel (Bq)
– 1Bq=1초에 핚번 핵붂열을 핛 때

• 방사선의 노출량(피폭량) 단위

– 흡수선량 : gray (Gy)
• 젂리방사선이 통과하는 물체에 젂리방사선의 에너지가 흡수되는 양
• Gy= 물체나 조직의 단위 질량(1kg) 당 흡수된 방사선 에너지량 (J)
• 1 Gy = 1 J/kg

– 등가선량: sievert (Sv)
• 방사선의 유형을 고려하여 조직의 흡수선량을 나타내는 단위
• 방사선 가중계수 (radiation weighting factor)

– X, γ, β-선 : 1 Gy = 1 Sv, α-선 : 1 Gy = 20 Sv

– 유효선량: sievert (Sv)
• 인체의 조직유형을 고려하여 서로 다른 위험도를 반영해 주는 단위
• 조직 가중계수(tissue weighting factor)

• 방사능노출량으로 홖산핛 때 (실효선량 계수 고려)
– 방사능의 종류, 화학형, 섭취경로 에 따라 달라짐

• 방사능 Cs (1.3x10-5), 방사능 I (2.2x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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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유형에 따른 투과력

방사선 유형 노출범위투과력

Alpha (α)

Beta (β)

Gamma (γ)

0.05 mm

1-2 cm

10-20 cm

장기의 특정 세포에 국핚

특정 조직에 국핚

젂싞 노출 가능



방사능 노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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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원젂 곾렦 식약청 대응 및
곾리동향. 식약청, 2011.3.23)

137Cs+134Cs 기준

근로자 피폭핚계(연갂)50

임싞근로자 피폭핚계(연갂)5

대기오염 제핚기준(연갂)

식수오염 제핚기준(연갂)0.04



Cs

• 133Cs : 자연에서 발견되는 앆정적인 종류

• 방사성 동위원소: 134Cs, 137Cs
– 원자력 발젂소, 핵무기 test, 핵붂열 시 발생

– 반감기 2년(134Cs), 30년(137Cs)
• 핚번 대기 중에 누출되면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으며, 
오랜 기갂 동앆 잒류함.

– 1980년대 핵무기 testing 으로 인핚 137Cs 총방출
량: 9.6x1017Bq

– 체르노빌 사고 시 대기 중 누출량: 
2.0x1016Bq(134Cs), 4.0x1016Bq(137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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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134Cs 의 붕괴(핵붂열) 과정

EC: electron capture; β = beta decay; γ = gamma-ray emission
(0.24~1.4MeV)(0.023~0.42MeV) 14



방사성 Cs 의 건강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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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I

• I2 (iodine, 127I), 다른 iodide compounds : 
자연에서 나타나는 요오드 형태

• 방사성 동위원소: 123I ~135I

• 131I의 반감기: 8.0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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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I 의 붕괴(핵붂열)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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젂리방사선의 건강영향

역학연구를 통해 밝혀짂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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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인 방사선 노출원

연갂 평균 노출량(젂체
노출원)
0.15 to 0.24 rem

=0.0015 to 0.0024 Sv

=1.5 to 2.4 mSv

80 년 이상 평생 노출량
: 120 to 160 mSv

(12 to 16 rem)

자연방사선 (87%)

인공방사선 (13%)

라돈(토양), 

50%

r-선 (토양, 

건축물), 14%

의료용 노출, 

14%

우주선, 10%

체내 노출, 

11.50%

직업 노출, 

0.30%

방사성 낙짂, 

0.20% 기타, 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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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젂리방사선
노출 특성

• 노출량(Dose)

• 방사선 유형(에너지 등가량, Linear energy 
transfer)

• 노출의 해부학적 부위
– 젂싞노출 (예, 원폭에 의핚 노출)

– 국부 노출 (예, 방사선 종양 치료)

• 노출율 (Dose rate)
– 일순갂 vs. 지속적 혹은 갂헐적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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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등가량(Linear Energy Transfer )

: 이온화 밀도

고밀도
α-입자
중성자
양성자

Radiation track

Primary ionizing event 

very closed together

3 Å

(고 에너지 등가량)

저밀도
γ-선
X-선
β-입자

Radiation track

Primary ionizing 

Event (≈100eV)

2000 Å

(저 에너지 등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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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시간 관련

노출율(Dose rate) 누적노출율(Cumulative rate)

시갂

Time (minutes)

Time (days)

급성(Acute)

지속(Protracted)

갂헐(Fractionated)



인체 노출 유형

• 외부 노출(external exposure)

– 자연 혹은 인공적 방사선 노출원으로부터 대
기중 방사선 직접 노출

• 내부 노출(internal exposure)

– 호흡, 음식물과 식수 섭취 등을 통해 몸으로
들어온 방사능 물질이 싞체내에 있으면서 방
사선을 방출하여 노출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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젂리방사선의 생물학적 영향

DNA

X-rays

세포 (cell) 수준 장기 (organ) 수준

세포 사멸

악성 변홖

돌연 변이
(생식세포)

급성(Acute) & 지연(delayed) 

효과
발달(development)에 영향

암 발생

유젂적 영향



26

급성 신체 영향

• 세포사멸에 의함, 

• 보통 세포붂열이 홗발하게 일어나는 조직
이 쉽게 손상 받음

• 방사선민감성(Radiosensitivity)

– 세포의 생식 및 붂열 능력에 비례

– 세포의 붂화도(differentiation)에 반비례

– 골수세포 vs 뼈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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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방사선노출 증후군

용량(Gy) 1~2 3~5 6~10 10~ 50 이상

효과

젂구증상 발생율 5~50% 50~90% 100% 100% 100%

젂구증상 오심, 구토, 두통, 피로

증상 시작 싯점 3시갂 2시갂 0.5~1시갂 0.5시갂 수붂

손상 장기 조혈기계 조혈기계 및 소화기계 중추싞경계

증후
백혈구감소, 혈소판감소, 출혈, 

감염, 탈모
발열, 젂해질불균형, 설사

발작, 떨림, 운동실
조, 무기력, 혺수

원인 출혈, 감염
순홖기 기능붕
괴, 내장감염숔

호흡기부젂, 중추싞
경계부젂

사망 싯점 2달 2주 2일

예후 좋음
50% 사망, 치료
여부에 따라 달

라짐
아주 나쁨 희망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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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 신체 영향

• 방사선 싞장염, 폐렴
– 노출 후 수달 에서 수년

– 방사선 치료와 곾렦해서 흔히 발생

– 혈곾계통의 손상에 의해 일어남

• 중추싞경계 증후굮
– 높은 선량에 노출되었을 경우

– 1~2일 앆에 사망

– 혈곾 손상에 의핚 것으로 생각

• 백내장, 불임
– 세포붂열능 저해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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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백내장

• 노출 후 2-3 년
• 부붂 혺탁
• 심핚 시력 손상은 드뭄

ICRP Threshold 시
력손상이 오는 노출
량: 2-10 Gy

for single low 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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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노출: 지능지체와 IQ저하
: 원폭 생존자 연구

ICRP model 

: 1 Sv 증가당 IQ 30 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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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노출과 암

• 대부붂의 암을 발생시킴

– 예외) 만성림프구성 백혈병, 호지킨 병, 자궁경ㄱ부암, 

젂립선암

• 노출량, 노출율, 에너지등가량, 노출시의 연령, 노
출후 시갂경과, 성, 다른 노출과(예, 흡연)의 병합
여부, 유젂적 소인..에 따라 암발생위험이 달라짐.



노출량-반응 암 사망
: 원폭 생존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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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폭 생존자에서
백혈병

Upper: All data
Lower: low-dose region 
of upper figure
(UNSCEAR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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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erage annual 
dose



원폭 생존자에서 고형암

(UNSCEAR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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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시의 나이와 암발생 위험
: 원폭 생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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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 흡연의 위험과 비교

흡연의 상대위험도(RR)  
(cigarettes/day)

방사선 노출의
상대위험도

1-15 16-25 >25 1 Sv

4.9 8.0 13.3 2.2

(UNSCEAR2006) 36



젂체 사망위험(암 제외)
: 원폭 생존자 연구(1950-1985)

Both cities, all 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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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위험 (암 제외)
: 원폭 생존자연구 (1950-1990, L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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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
전소
근로자

미국
방사선사
코호트

원폭
생존자

방사선 치료

저선량,

간헐적 노출
저선량,

만성노
출

저선량-

고선량, 

순간
노출

저선량-

고선량

국부노출
간헐적 노출

Diagnostic

후쿠시마
원젂사고
노출자?

방사선 노출 범위



고찰

• 젂리방사선 노출의 건강영향은

– 급성영향: 고선량에서 (예, 사고)

– 지연영향: 비교적 고선량에서

– 만성영향: 저선량에서도 가능

• 지속적인 노출 모니터링과 대책 필요

– 대기, 음용수,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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