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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심포지엄 및 강연 안내
■ “생활 속 방사능과 시민건강” 국제심포지엄
일시:
일시: 2013 년 4 월 15 일 월요일 오후 2 시
장소:
장소: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강당(
대강당(광화문 코리아나호텔 뒤편)
뒤편)
주최:
주최: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
국회의원(
국회의원(김광진,
김광진, 김상희,
김상희, 남윤인순,
남윤인순, 우원식,
우원식, 진선미)
진선미)

1 부. 기조강연 (14:00~15:20) “방사능과 암 그리고 건강”
- 강연자: 헬렌 캘디컷(소아과 의사, 핵없는지구 대표, 핵정책연구소 회장)

2 부: 국제토론회 “방사능시대
방사능시대,
방사능시대 시민건강을 위한 우리의 과제”
과제 (15:30~18:00)
발제 1. 시민방사능측정과 피폭감소 방안
(아오키 카즈마사, 일본 시민방사능측정소 부이사장)
발제 2. 일본정부의 방사능대책과 건강조사의 문제점
(미쓰다 칸나, 방사능피폭과 건강관리방식에 대한 시민전문가위원회, 일본
지구의 벗 대표)
발제 3. 방사능시대, 이제 시민이 나서다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

패널토론
패널 1. 김용재 | 원자력안전기술원 방사능분석실장
패널 2. 홍헌우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장
패널 3 김익중 | 동국대 의대 교수
페널 4 이윤근 | 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패널 5 한광용 | 환경독성전문가, 나를 만나는 숲 연구원
*동시통역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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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렌 캘디콧 서울지역 특별강연
“미래를 위한 더 나은 선택(Nuclear
선택(Nuclear is not the answer)"
일시:
일시: 2013 년 4 월 16 일 화요일 오후 2 시
장소:
장소: 서울시 시민청 태평홀(
태평홀(지하 2 층)
주최:
주최: 서울시,
서울시,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후원:
후원: 환경재단 어린이환경센터
*순차통역으로 진행

■ 헬렌 캘디콧 전북지역 특별강연
“미래를 위한 더 나은 선택,
선택, 원자력은 아니다!(Nuclear
아니다!(Nuclear is not the answer)”
answer)”

일 시 : 2013 년 4 월 17 일 수요일 저녁 7 시
장 소 : 전주시평생학습센터 2 층 강당(
강당(인후 3 동 동사무소)
동사무소)
주 최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주 관 :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의제 21
후 원 : 전주시의회기후변화연구회,
전주시의회기후변화연구회, 탈핵전북모임
문의 및 접수 : 전북환경운동연합 김성미 활동가 (063(063-286286-7977)
*순차통역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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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족식 프로그램
<사회>
김혜정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장

인사말
양길승 | 녹색병원 원장

축사
백도명 | 서울대 보건대학원교수, 환경보건시민센터·반핵의사회 공동대표)
아오키 카즈미사 | 일본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부이사장
진선미 |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 모임

경과보고 및 사업방향발표
이윤근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소장, 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발족선언문 낭독

폐회 및 기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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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방사능감시센터 발족 선언문]

시민의 손으로 방사능안전 지켜나가겠습니다
인류가 핵에너지를 발견하고 사용해 온 이래 방사능으로 인한 피해와 공포는
상존해왔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지워질지 모르겠지만, 그로인해 발생한 오염과 피해는 지구와 그곳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에게 씻을 수 없는 영원한 폭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2 년 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강력한 충격이었습니다. 맛도 색깔도
향기도 없지만, 지구의 모든 생명들을 파괴하는 방사성물질들이 하늘로, 땅으로, 바다로
뿜어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핵발전소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도 더 이상 이 문제는 남의 일일 수 없습니다.
일본산 농수축산물을 비롯하여 의약품, 고철 등 산업 제품 수입에 이르기까지 후쿠시마
사고 이전과 다를 바 없는 상태에서 우리의 생활도 불안해져만 갔습니다.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방사능에 오염된 식탁을 우리가 마주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러한 시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기에 급급했고,
자발적으로 이 문제를 감시하고 해결해나가려는 시민들의 행동을 폄하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시민들의 방사능감시활동은 더욱 더 확대되었고, 발전해 왔습니다. 더
이상 정부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를 지키고자 출발했던 이런 시민들의 노력은 이제
우리 사회를 방사능으로부터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민들과 단체들의 모금으로 국내 최초로 전문적인 핵종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민방사능감시센터를 발족합니다. 그동안 함께 했던 많은 시민들과 함께
앞으로 보다 더 체계적으로 일본산 농수축산물을 비롯한 식품 조사, 생활주변의 방사능,
그리고 핵발전소 주변 방사능 오염 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조사와 감시 활동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려고 합니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시민의 입장에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역할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 전문적인 인력과
안정적인 장비 운영을 담당하면서 정부 인증기관 수준의 공신력도 갖출 것입니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시민의 손으로 만들어졌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에 시민방사능감시센터가
공공의 도구로써, 든든한 버팀목으로써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사능 걱정 없는 사회! 우리가 만드는 안전한 미래!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함께 만들어나갑시다.

2013 년 4 월 15 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발족식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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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국내 최초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창립
식탁 안전을 위해 이제 시민이 직접 나섭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대규모의 방사성물질이 유출되어 일본 전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이 오염되었습니다. 오염이 진행 중이고 일본산 수산물에서는 방사성물질이

더 자주 검출되고 있지만, 한국정부는 미량이라 안전하다 , 우리는 안전하다 는 말
뿐입니다. 때문에 시민들의 우려와 불신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정확한

정보제공, 사전예방과 적극적인 대처가 중요합니다. 또 현재 한국정부의 식품에 대한
기준치(세슘의 경우 370Bq/kg)는 건강과 안전에 비추어본다면 너무나 높습니다.

답답한 정부의 대처와 시민들의 불안을 조금이나 해소하고,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방사능감시센터가

출범합니다.

그동안

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에코생협, 차일드세이브,

한살림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7 개 단체가 함께 모여 시민의 눈높이에서 방사능에 대한
조사와 감시를 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준비해왔습니다. 드디어
단체별 기금과 시민들의 세슘 137, 요오드 131 등 방사성핵종을 조사 분석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시민사회가 스스로 일본산 수입농수산식품은 물론 국내 농수산식품, 토양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 전문적인 인력과 장비 운영으로 정부 인증기관 수준의

공신력을 갖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생활 속의 방사능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시민
스스로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한 다양한 교육, 조사, 연구, 정책제안 사업 등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함께 만드는 길에 많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회, 에코생협, 차일드세이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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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서울시민의 삶을 지켜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장 박원순입니다.
오늘

시민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준비하고

뜻을

모은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가 창립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결과,

마침내

지난 2011 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수많은 피해를 낳았습니다. 후쿠시마

주민들은 아직도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고, 생존의 위기 속에서 전전긍긍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나라들도 이 사고 때문에 방사능오염을
걱정해야 하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후쿠시마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방사능이 우리의 몸을 위협하고,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들이 우리의 식탁에도 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방사능으로부터 시민들의 걱정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힘껏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하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시민들이 의뢰한 품목들의 방사능 검사를
해나가고 있고, 학교급식 등에도 방사능에 오염된 식자재가 쓰이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11 년 말 노원구 주택가에서 시민의 제보로 발견된 방사능아스팔트 사건 기억하시죠?
이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는 방사능 감시에 더욱 더 발 벗고 나서게 되었습니다.

지역주민들에 대한 건강영향역학조사를 실시하였고 환경단체, 시민들과 함께 힘을 합쳐
이 문제를 해결해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시민들의 자발적 방사능 감시활동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깊이

공감하게 되었고, 시민-환경단체-지자체-정부의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의 과정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도달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시민이 직접 나서서 시민의 힘으로 방사능 핵종 분석 장비를 갖추고,
방사능 안전에 대한 정책제안과 감시활동을 전개해 나갈

설립된다는 것은 정말 뜻 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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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방사능감시센터 가

독일에서는 이미 시민단체가 직접 나서서 대기와 식품의 방사선량을 측정하고 있고,

일본 역시 후쿠시마 사고 이후 여러 시민단체가 연합한 시민방사능측정소가 만들어진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없습니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의 등장은 정말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앞으로도 우리는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많은 나라들은 원자력발전의 의존에서 벗어나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시대를 넘어, 좀 더 에너지를
덜 쓰고, 지구를 살리기 위한 길에 나서고 있습니다.

2011 년 탈원전 을 선언한 독일은 2022 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할 예정이며, 대신

풍력이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소를 늘려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역시 되새겨 볼 일입니다.

서울시도 원전하나 줄이기 사업 , 에코마일리지 사업 , 에너지 마을공동체 사업 등을
통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을 협력파트너로 정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은 변화할 것입니다.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도시 서울에서 벗어나
에너지를 가장 아끼는 도시 서울로의 길을 걸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서울시의 노력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길에 동참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가 방사능오염물질로부터 서울시민의 삶을 지키는 데

앞장서주십시오. 서울시 역시 지원과 협력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창립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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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

방사능과 암 그리고 건강
: 헬렌 캘디콧(Helen Caldicott)
소아과 의사, 핵없는지구 대표, 핵정책연구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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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의 방사선 조사량도 안전하지 않다
2011년 4월 30일
헬렌 캘디콧

6 주 전 처음 일본의 후쿠시마 제 1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그 예후를 알았습니다: 밀폐용기나 연료 저장수조 중 하나가 폭발하면 북반구에
수백만 케이스의 새로운 암 발생을 의미할 것입니다.

많은 원자력 옹호자들은 이를 부정합니다. 지난주의 체르노빌 참사 25 주년에 어떤

해설자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그 여파로 사망했고, 생존자 자손의 유전자 이상은 비교적

적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석탄 같은 대안에 비교해 핵에너지가 안전하다는
주장과 후쿠시마 근처에 사는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낙관적인 예측들로 쉽게
비약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위험하게도 잘 모르며 근시안적입니다; 나 같은 의사가 잘 압니다.

체르노빌 사태에 따른 사망자 수에 관한 큰 논쟁이 있습니다. 국제 원자력기구는 약
4,000 명만이 암으로 사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뉴욕 과학 아카데미에서 출판된
2009 년 보고서에서는 거의 1 만 명이 이미 암과 다른 질병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다량의 방사선은 많은 유산을 야기했고, 유전자가 손상된 태어나지 못한 태아의 수는 알

수가 없습니다.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에는 기형아들로 넘쳐나는 그룹홈들이 있습니다)
핵 사고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 살지만 체르노빌의 방사능 유출의 모든
영향을 보려면 몇 세대에 거쳐야합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경우에서 알다시피, 암에 걸리기까지는 몇 년이 걸립니다.
백혈병이 나타나는 데에는 단지 5~10 년이 걸리지만 고형암은 15~60 년이 걸립니다.

게다가 방사능 유발 돌연변이는 열성형질입니다: 내 전문분야인 낭포성 섬유종처럼 두
열성 유전자가 결합하여 특정 질병을 가진 아이가 만들어지기까지 여러 세대가

걸립니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에서 방출된 방사성 동위원소로 인해 머나먼 미래에
얼마나 많은 암과 다른 질병들이 발병될지 상상 할 수 없습니다.

의사는 이러한 위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백혈병으로 죽어 아이의 생명을
구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전이성 유방암으로 죽어가는 여성을 구하려고
노력합니다. 의학 격언에서는 아직까지 불치의 질병에 대해 유일한 수단은 예방이
있다고 말합니다. 의사들만큼 핵 산업의 물리학자에 맞설 준비가 된 단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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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물리학자들은 방사선의 허용 선량 에 대해 설득력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지속적으로 내부 방사체를 무시합니다

섭취나 흡입으로 몸 속에 들어온 핵발전소나

무기 실험에서 나오는 방사성 원소들은 작은 세포 양에 매우 높은 선량을 제공합니다.

그들은 내부 방사체 대신 일반적으로 덜 해로운 신체 외부 소스에서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출 동위 원소, 의료 X-레이, 우주 방사선 또는 환경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자연
방사선 여부 등의 외부 방사선에 초점을 둡니다.

그러나 의사들은 방사선에 안전한 조사량이라는 것은 없으며 방사선이 누적된다는 것도
압니다. 이런 방사선에 의한 세포 내부의 변이는 일반적으로 유해합니다. 우리는 질병에
대한 수 백 가지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낭포성 섬유종, 당뇨병, 페닐 케톤뇨증,

근위축증. 기록에는 2600 가지 이상의 유전적 질환이 있으며 그 중 어떤 하나가 방사선

유발 돌연변이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인공적으로 자연방사선 수준을
증가시킴에 따라 더 많은 수의 유전병이 반드시 더 발생합니다.

몇 년 동안 원자력 산업에 고용된 물리학자들은 최소한 정치와 뉴스 대중매체에서

의사를 능가했습니다. 1940 년대의 맨해튼 프로젝트 이후 물리학자들은 의회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원자의 에너지를 이용하고 나중에는 핵무기나 핵에너지를 위해
로비를 함으로써 같은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의회로 들어갔고, 의회는 사실상

그들에게 굴복했습니다. 그들의 기술 발전은 모두가 볼 수 있습니다; 피해는 단 수십 년
후에 명백해질 것입니다.

의사는 대조적으로, 의회와 접촉이 적고 핵 문제에 관해 훨씬 덜 접근합니다. 의사들은

발암의 잠복 기간 방사선 생물학의 이해로 이루어진 만든 놀라운 발전을 일반적으로
돌아다니며 논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의사들은 정책 입안자와

대중들에게 방사선의 장기적인 위험성을 설명하는 미흡한 일을 합니다.

암환자가 왔을 때, 우리는 그들이 1980 년대에 쓰리 마일 섬의 바람 부는 방향 쪽에

향하게 거주했는지 또는 인근의 방사능에 노출된 목초지에서 풀을 뜯은 소에서 생산된
우유로 만든 허쉬 초콜릿을 먹었는지 여부도 무례하게 문의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애초에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싸워서 멈추기 보다는 재난이 일어난 후에 치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사들은 핵 산업에 맞서야합니다.

원자력발전은 깨끗하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으며 화석 연료의 대안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지구 온난화를 상당히 증가시킵니다. 태양광, 풍력 및 지열 에너지는 보존과
함께 우리의 에너지 요구를 충족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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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우리는 방사선이 암을 유발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마리 퀴리와 그녀의 딸들은
그들이 취급한 방사성 물질이 그들을 죽일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맨해튼

프로젝트의 초기 핵물리학자들은 방사성 원소의 독성을 인식했습니다. 나는 그 많은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평화로운 핵에너지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걸친
그들의 죄를 용서할 것이라고 바랬지만, 그것은 단지를 그들의 죄를 더 늘렸습니다.

물리학자들은 핵 시대를 시작하는 지식을 가졌습니다. 의사들은 그것을 끝낼 지식,
신뢰성과 정당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기고한 글을 번역해서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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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이후: 계속 이대로 둘 수는 없다
2011년 12월 2일
헬렌 캘디콧

원자력 산업은 지난 10 년 동안 캠페인 로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원자력 산업이

깨끗하고 친환경적이며 배기가스 발생이 없는 화석연료의 대안으로 믿게끔 만들며
부흥해 왔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세계 공공 보건에 엄청난 위협을 주었고, 국가 경제와
납세자에 대한 주요 금융 낭비를 조장했습니다. 또한 원자력 발전이 환경적으로 안전한
에너지원이이라는 공약은 세계 에너지의 미래인 저렴하고 안전하며 배기가스 배출이
거의 없는 대체 기술의 대중적인 발달을 방해했습니다.

3 월에 후쿠시마 제 1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가 멜트다운(노심용융)을 겪었을 때 전혀

의심하지 않는 대중들에게는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은 그 어떤 이점보다 손해가 훨씬 더

많다는 뚜렷한 현실이 세계에 명확히 되어야 합니다. 원자력 발전은 물 끓이는 방법 중
엉망인 하나이다. 이라는 예전의 명언처럼 말입니다.

그러기는커녕 원자력 산업은 이미 광범위한 그들의 로비활동을 증가하는 데에 이
재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몇 국가는 이 재해 후 핵에너지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로인해 수백만의 무고한 사람들, 즉 우리 모두 후쿠시마의 여파와 핵에너지의

지속적인 확산을 통해 의료재앙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세계는 25 년 전 체르노빌 폭발로 방사능 독성물질이 유출되었을 때 핵 사고의

위험성을 경고 받았습니다. 그 독성물질은 방사성 물방울의 강하로 북반구에 걸쳐

핫스팟들이 생겼습니다. 뉴욕 과학 아카데미(New York Academy of Sciences)에
발표된 동유럽 과학자들의 연구에서는 현재 유럽 대륙의 40%가 세슘 137 과 수백,

수천년 동안 음식물에 농축될 다른 방사능 독성물질에 오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터키에서 중국까지의 넓은 지역의 아시아, 아랍에미리트 연방, 북아프리카,

그리고 북미도 오염되어 있습니다. 200 백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여전히
노출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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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따르면 지금까지 백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체르노빌 참사와 관련된 원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들은 암, 선천적 기형, 면역 결핍, 감염, 심혈관 질환,

내분비 이상과 유아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방사선 유발 요인으로 사망했습니다.

체르노빌 참사의 14 년 뒤인 2000 년에 벨라루스의 연구에서는 체르노빌 참사 이전에는

90%의 어린이가 실제로 건강한 것이었던 것에 비해 아동의 20% 미만이 실제로

건강한 으로 간주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후쿠시마는 체르노빌 이후 두 번째로

최악의 핵 재앙으로 불립니다. 여전히 대부분은 장기적인 결과에 대해서 불확실합니다.

새로운 정보가 나오는 게 되면 후쿠시마는 공중 보건에 미치는 영향의 관점에서

체르노빌과 같은 수준이거나 더 심할 수도 있습니다. 위기는 진행중입니다; 발전소는
여전히 불안정하고 공기와 물로 방사선 배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시민단체, 국제기구와 미국 정부의 최근 감시에서 도쿄와 다른 지역의 위험한 핫
스팟들을 발견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9 월 하순에 파손된 발전소 근처의 여전히

높은 방사선 수준을 유지하는 몇몇 지역에 피난 권고를 해제했습니다. 정부는
제염작업에 약 130 억 달러가 들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수천의 사람들이 많이 오염된 지역, 특히 후쿠시마의 북서쪽에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다.

방사성 원소는 북부 일본 전역에 걸쳐 쌓여 도쿄의 수돗물에서 검출되었고, 차, 쇠고기,

쌀 및 다른 식품에 농축이 되었습니다. 사고 몇 개월 이후 인간의 오염에 대한 몇 가지
연구 중 하나에서 후쿠시마시의 1000 명 이상의 어린이의 갑상선을 모니터한 결과 절반
이상이 요오드 131 에 오염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많은 경우 몇 년후 갑상선
암으로 선고되어집니다.

아이들은 선천적으로 방사선의 발암 효과에 민감하며 태아는 더 민감합니다.
체르노빌처럼

후쿠시마의

사고는

전세계의

몫입니다.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British Columbia), 미국의 서부 해안과 동부 해안과 유럽에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의 방사선 나타났으며, 해수에서 심한 오염이 발견되었습니다.

후쿠시마는 국제 원자력 기구 평가척도로 7 등급 사고- 광범위한 건강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침 -로 분류되었다. 역사상 유일한 7 등급 사고인 체르노빌과 같은 수준의
심각함이지만 이 기구의 평가척도에는 그것보다 더 높은 등급은 없습니다.

사고 후, 로비 그룹은 전 세계적으로 핵 설치 시 향상된 안전성을 과대하게
선전했습니다.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제 1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14

도쿄전력과 정부가 통신 회사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해 부정적인 제보를
단속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쓰나미 이후 원자력에 관심 있던 회사들, Areva, EDF Energy and

Westinghouse 가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 계획에 차질이 생길까 두려워 정부와 함께
사고를 축소했다고 가디언지(Guardian)가 보도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은 항상 무기산업의 사악한 트로이 목마였으며 효과적인 선전 켐페인은 두
산업의 특징입니다. 핵발전 전력의 개념은 1950 년대 초기 미국의 핵무기 개발에
대중이 덜 부정적이게 할 방편으로 생겼습니다. 원자력 에너지가 건설적인 방면에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 핵무기가 훨씬 더 쉽게 받아들여질 것이다 라는 국방부의 심리

전략위원회의 컨설턴트인 스테판 포소니(Stefan Possony)가 제안했습니다.

평화를

위한 원자력 이라는 문구는 1950 년대 초 아이젠하워(Dwight Eisenhower) 대통령에
의해 대중화되었습니다.

원자력 발전과 핵무기는 하나이며 동일한 기술입니다. 1000 메가와트 원자로는 연간
600 파운드 정도의 플루토늄이 생깁니다. 그 양의 일부분이 원자폭탄의 연료로

필요하고, 플루토늄은 25 만년동안 방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모든 국가는 궁극적인 잠재성이 있는 폭탄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자력 산업은
핵 기술/폭탄공장들을 많은 비핵국가들에게 수출하여 용서할 수 없는 전례를 만듭니다.

우리가 치명적인 사고, 엄청난 재정 지출, 무기 확산과 핵폐기물 유발 암 발병과 다음
세대에게 닥칠 유전병을 보고도 원자력 발전은 왜 여전히 실행 가능합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많은 정부 및 여러 관리들이 핵산업의 주문을 믿기 때문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하며 녹색. 그리고 대중이 이 문제에 관해 알지 못합니다.

몇 가지 변화의 징후가 있습니다. 독일은 2022 년까지 원자력 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지합니다. 이탈리아와 스위스는 반핵을 결정하여 일본의 반핵 옹호자들의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중국은 원자력 발전에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입니다. 그러나 미국, 영국,

러시아, 캐나다의 핵에 대한 열의는 더 심각해지고 계속됩니다. 한편 업계는 기존의
원자로에 더 나은 대안으로 새로운 규격과 "향산된" 원자로를 추진합니다. 그러나

그들도 기존의 원자로와 마찬가지로 사고, 테러 공격, 인간의 오류 등 동일한 위험들이

따릅니다. 다수가 폭탄의 핵분열성 물질 뿐만 아니라 유산으로 이어질 방사성 폐기물도
만듭니다.

에너지의 공급에 진정한 녹색의, 깨끗하고, 거의 배기가스를 방출하지 않는 해답은
존재합니다. 주로 풍력, 태양열, 지열, 수력 발전소와 조류의 바이오매스(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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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자원)가

주된

재생가능

에너지원과

보존의

조합에

있습니다.

지능형

전력망(smart-grid)는 가전제품의 유연한 운영을 허용하여 설비의 소비와 생산을
통합할 수 있습니다. 간헐적 동력의 문제는 사용가능한 기술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저장하여 해결한 수 있습니다.

원자력을 통합적인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으로 대체하면 수백만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 프로젝트는 현재 향후 10 년 동안 핵무기 프로그램에 할당
된 1 천 8 백억 달러에 의해 충분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20,500 개의 핵무기의
95%에 해당하는 러시아와 미국의 핵보유고가 폐지된다면 새로운 무기는 필요가 없을
것 입니다.

핵 지지자들은 반대하는 사람들을 러다이트(신기술반대자), 즉 기술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또는 기술을 이해하지 않는 사람들 또는 원자력의 위험을 과장하는 히스테리
환자인 것처럼 표현하기도 합니다.

담배회사들이 의료인들, 흡연에 의한 건강의 위험을 밝힌 선언들에 대해 수십년동안
지속적으로 공격한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흡연은, 대체로 흡연자만 죽입니다. 원자력 발전은 질병과 사망, 질병의 유행을 모든
미래 세대에 대물림합니다.

담배의 건강 위험이 널리 알려지기 전 시대에 수백만이 흡연으로 목숨을 잃은 것은

원자력의 지속적인 사용에 의해 우리가 직면하게 될 의료 재앙에 비하면 하잘 것 없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순간을 정부와 다른 이들에게 핵없는 세계를 향해 나아가기위해 설득하는데
사용합시다. 많이 아는 민주주의는 책임지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증명합시다.
*뉴욕타임즈에 기고한 글을 번역해서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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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렌 캘디콧(Helen Caldicott) 이
일본시민에게 전하는 14가지 권고사항
1. 방사성 오염물질이 바람에 의해 후쿠시마의 원천에서 수백만 마일까지 날아가기
때문에 일본 전역을 검사하여 토양과 물의 방사능 오염 정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2. 어떠한 경우에도 방사성 오염 쓰레기와 잔해를 소각하지 마십시오.

이로 인해 핵종들이 광범위하게 퍼져 음식과 생선에 재농축 되기 때문입니다.
3. 모든 음식은 분광계를 사용하여 특정 방사성 원소의 검사를 충분히 해야 합니다.
4.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식품은 판매나 섭취를 말아야 하고 방사성 원소들은 체내의

여러 장기에 재농축 되기 때문에 방사능으로 오염된 음식을 오염되지 않은 음식과
희석해서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5. 사람이 먹는 모든 식수는 모두 매주 검사를 해야 합니다.
6. 일본의 동해(태평양)에서 잡은 모든 생선은 향후 몇 년간 검사를 해야 합니다.
7. 아직도 고선량 방사능 오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특히 어린이,

임산부와 가임여성은 즉시 일본 내 방사능 오염이 되지 않은 장소로 피난 시켜야
합니다.

8. 후쿠시마 사고로 인한 방사능 피폭을 받은 모든 사람들, 특히 유아, 아동, 면역억제
환자, 연장자 등은 암, 골수 억제, 당뇨병, 갑상선 이상, 심장병, 조기 노화와 백내장

등의 의학 전반에 관한 정기적인 검사를 평생 동안 받아야 하며 적절한 치료가 따라야

합니다. 백혈병은 몇 년 안에 나타나기 시작해 5 년 후에 최고에 달할 것이며 고형암은
사고 10~15 년 후에 나타나기 시작하여 향후 70~90 년에 걸쳐 현 세대에서 발생
빈도가 증가할 것입니다.

9. 일본의 모든 의사와 의료 종사자는 뉴욕 과학 아카데미(New York Academy of

Sciences)에서 간행 된 "체르노빌-일류와 환경에 미친 대참사의 결과(Chernobyl17

Consequences of the Catastrophe for People and the Environment)"를 읽고 검토하여
자신들이 직면하고 상황의 정확한 의학적 중대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10. 또한 특히 의사들, 정치인과 일반 대중들도 나의 웹사이트-nuclearfreeplanet.org 를

참조하여 더 많은 정보를 얻고 나의 라디오프로그램-ifyoulovethisplanet.org 에서
후쿠시마와 체르노빌에 관련된 인터뷰를 듣고, 나의 저서인 NUCLEAR POWER IS
NOT THE ANSWER 를 읽어주시길 겸손히 제안합니다.

11. 국제 의학계와 특히, WHO(세계 보건기구)는 일본의 의료 종사자와 정치인들이
위에서 언급한 막중한 임무를 실행하는 것을 돕기 위해 즉시 동원되어야 합니다.
12. 일본정부는 국제적인 조언과 도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13. 일본 정부는 리히터 규모 7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 일본은 후쿠시마 제 1

원자력 발전소의 4 호기와 사용 후 연료저장소의 붕괴를 막기 위하여 IAEA(국제
원자력기구)와 미국 NRC(원자력 규제위원회), 그리고 캐나다와 유럽 등의 원자력

전문가에게 긴급하게 국제 조언과 도움을 요청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실제로 사용 후

연료풀이 붕괴하여 지표에 떨어질 경우 가열되어 연소하면서 체르노빌 때 방출된
방사성 물질의 10 배 이상에 해당하는 방사성 물질이 방출될 것입니다. 현재 세계는
대재앙이 일어나길 수동적으로 앉아서 기다리는데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14. 국제 미디어와 일본 대중매체들은 위에서 설명한 일본의 실상을 즉시 보도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세계적인 재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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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시민방사능측정과 피폭감소 방안
: 아오키 카즈마사(Kazumasa Aoki)
일본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부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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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짊어질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시민에 의한 방사능측정활동과 피폭 저감을 위한 대응활동

대응활동은 10 대의 방사능측정기로 시작되었다.
시작되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지 7 일 후인 3 월 18 일, 미국에 체류중인 아이린 미오코

스미스(그린액션 대표)씨로부터 후쿠시마 노후원전을 생각하는 모임(후쿠로모임)에
1 통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반핵단체 NIRS 이 일본에 10 대 정도의

방사능측정기를 보낸다'는 안내였습니다. 이렇게해서 우리의 대응활동은 시작되었습니다.
일단 방사능오염이 예상되는 후쿠시마현 주변에 보내자 라는 것이 3 월 25 일,

도호쿠(東北)자동차도로를 복구한 다음날에는 차로 달려 측정기를 전달했습니다. 이

측정기를 사용한 측정으로 후쿠시마시내의 초 중학교 운동장이 심하게 오염되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정부는

후쿠시마현내의

학교

교정의

사용기준을

연간

20 밀리시벨트로 결정하고 그 이하라면 어떤 제한도 필요없다 (당시 다카기 문부상)는

입장이었습니다.

불안을 호소하는 부모들의 댓글이 후쿠로노모임 블로그에 쇄도한 것을 계기로 해서
후쿠시마의 부모들이 어린이를 방사능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네트워크를 발족했습니다.

후쿠시마 부모들은 버스 2 대로 문부과학성에 가서 대신(장관)에게 면회를 요청했습니다.
결국 면회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정부는 이 행동이 있은 지 2 틀 후에 '1 밀리를
목표로 한다'며 방침을 전환했습니다.

방사능에 대해서 어린이와 임산부는 특히 민감합니다.

당연한 발상이 유감스럽게도 정부에게는 없었습니다.

어린이 임산부를 지킨다 는

어린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방사선을 시민 스스로 손으로 측정하는 것 이 외에는 없다. 아이의

생활환경에 주목해 방사능오염실태조사를 실시, 행정당국에 대응을 촉진하는 것이
우리의 활동목표가 되었습니다.

아이의 생활실태에 따라 방사능오염실태를 측정하다

도쿄주변에서도 위험지역이라 불리는 방사선량이 비교적 높은 지역의 아이가 있는
부모들로부터 측정의뢰가 있었습니다. 역시 관심은 아이들의 생활환경입니다. 이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선량조사를 시작했습니다만 이러한 조사는 지역을 그물코 모양으로

일단 끊어 대표지점을 측정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들은 통학로, 공원의
모래밭, 유치원 정원, 놀이기구 등 아이의 생활실태에 착목해 아이가 접근하는 장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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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적으로 치밀하게 측정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방사능계측 전문가인 고베대학의
야마우치

토모야(山内知也)교수의

원조도

받으면서

사이타마현 미사토시(三 市他) 등에서 진행했습니다.

도쿄도

고토구(江東区)와

[고토구의 공원의 모래밭 측정모습(촬영:No!방사능 고토구 어린이지키는 모임]

우리는 이러한 활동을 시작한 시기에는 공립 초 중학교 운동장 등 대부분이 교장
허가가 떨어지지 않아 측정을 할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학교 정문부근과

펜스바깥쪽을 측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사립 유치원에서는 원장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미끄럼틀의 흙 제거, 오염도가 높은 고무매트 철거 등 그 자리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보여 원장들도 함께 대책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야 하는 입장에 있는 있는 것은 공립 초 중학교도 사립유치원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대응은 크게 달랐습니다. 이 활동 중에 상하관계인 관료조직의 폐해를 깊이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고토구 조사에서는 하수오니(진흙)를 소각처리하는 동부 슬러지플랜트 주변에서
특징적으로 선량이 높다는 점이 판명되었습니다. 이 슬러지플랜트 옆에는 운동장이
있어 주말에는 아이들이 야구나 축구를 하며 흙투성이가 되는 장소입니다. 흙 샘플도

채취해 야마우치교수 연구실과 프랑스 시민측정 NGO-ACRO 에도 보내 분석한 결과
세슘 134, 137 합계가 2,300Bq /Kg 이라는 굉장히 높은 수치가 검출되었습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고토구 어머니들은 도쿄도와 구청에 정밀조사와 제염조치를 요구하는
요청행동을 벌였습니다. 이후 각지의 슬러지 플랜드의 소각재가 고농도로 오염되었다는
점이 밝혀져 사회적으로 문제시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http://fukurou.txt-nifty.com/fukurou/2011/06/post-938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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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fukurou.txt-nifty.com/fukurou/2011/07/post-0b7b.html

[동부 슬러지플랜트 옆의 운동장（뒷편에 보이는 것이 슬러지플랜트）
（촬영：No!방사능 고토구어린이지키는 모임 ）]

후쿠시마시 와타리(渡利)지역은 후쿠시마 시내에서도 특히나 방산선량이 높은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와타리 지역의 학부모와 협력해서 측정을 진행했습니다. 역시

아이들의 통학로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아침 통학시에 평소에 마른 상태인
용수로를 지름길 대신으로 이용합니다. 그러나 이 용수로부근은 가까이 있는 산에서
빗물이 가져 온 세슘이 퇴적한 것으로 보이는 1m 높이가 3.9 Sv/h, 50cm 높이가

5.3 Sv/h 1cm 높이가 9.8 Sv/h 인 선량이 매우 높은 장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

예로 정부에서 실시한 조사지점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도처에 이렇게 방사선량이
매우 높은 장소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데이터를 근거로 지역의 동장과 주민이 함께
정부의 원자력재해대책본부에 정밀조사 요청과 특정피난권장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몇 번이나 요청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http://fukurou.txt-nifty.com/fukurou/2011/09/post-ff3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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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타리지역 측정, 아이들의 통학로（촬영：후쿠로모임）]

그러나 정부의 대응은 먼저 제염을 진행한다 는 것 뿐으로 좀처럼 결말이 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몇 곳의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아이들을 가까운 곳에 방사선량이 낮은
츠라유온천(土湯温泉)에 단기보양시키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소변검사에 의한 아이들의 내부피폭 측정과 내부피폭 방지
이러한 활동을 진행하는 중에 특히 후쿠시마 부모들로부터 아이들은 내부피폭된 것은

아닐까. 아이들의 내부피폭 상황을 측정할 수 없을까 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곧바로
아이들의 내부피폭을 측정할 방벙을 검토했습니다. 홀 보디 카운터(전신 스캐너)

검사가 가능한지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2011 년 5 월 시점에서 홀 보디 카운터는 원전과

원전입지한 현의 특별한 질병 등 아주 제한된 장소밖에 없었고 사용기준도 엄격해서
일반인의 건강불안에 응해 측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후쿠시마현 내의 일부 자치단체 등이 독자적으로 홀 보디 카운터를 도입해서 측정한
것은 한참 지나고 나서의 일입니다. 후쿠시마원전사고 발생 이후 물과 흙, 야채 등의
방사능 측정에 전면적인 협력을 해 주셨던 프랑스의 측정 NGO-ACRO 의 이사장인
David Boilley 씨와 검토를 진행하던 중에 소변의 방사능측정으로 간접적인 내부피폭을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ACRO 에서는 체르노빌 아이들이 프랑스로
요양 왔을 때에 조사한 실적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곧바로 후쿠시마의 부모들에게
요청해 측정을 개시했습니다.

후쿠시마시내의 어린이 10명
10명 전원의 소변에서 세슘 검출
5 월 22 일에 후쿠시마 시내의 아이들 10 명을 대상으로 소변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소변검사 모집은 아이들을 방사능으로부터 지키는 후쿠시마 네트워크 의 메일리스트를

통해 실시했습니다. 당초에는 5 명 정도 검사할 예정이었습니다만 모집메일을 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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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자 15 분 사이에 10 명으로부터 검사를 희망하는 메일이 쇄도했습니다. 이를 통해
부모들이 아이의 내부피폭상황에 대해 얼마나 불안을 안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6 월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 자신도 예상 못한 일이었습니다만 결과는 대상자

10 명의 아이 전원의 소면에서 세슘 134 와 137 합쳐서 0.84 2.32Bq/L 가

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놀라만 한 일이었습니다. 후쿠시마 제 1 원전에서
60km 이상 떨어져 있고 피난지역으로도 지정되지 않은 후쿠시마 시내의 아이들이 전원,
내부피폭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소변검사

시

보호자들이

원전사고

당시의

행동상황을

쓰도록

했습니다.

이

행동상황에는 원전으로부터 방사능구름이 도달한 것으로 보이는 3 월 14 일에서 17 일
정도까지의 상황이 쓰여 있었습니다.

[참조]팜플렛「속편・아이들의 소변검사에서 보여진 것」（후쿠로모임 발행）

http://fukurou.txt-nifty.com/fukurou/2012/04/post-405e.html

당시 후쿠시마 시내에서는 지진의 영향으로 단수와 정전, 가솔린 부족 등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원전으로부터의 방사능구름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등의

정보는 전혀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물 긷는 것을 도와주거나 어머니와 함께
슈퍼에서 장보거나 주유소에 줄 서는 등 야외에서 몇 시간이나 보냈습니다.

사고 직후 몇 번이나 반복해서 흘러나왔던 에다노(枝 ) 관방장관(당시)의 '바로
건강에 영향에 미칠 수준은 아니다'라는 발언, 방사능 구름의 흐름을 예측한 SPEEDI 에
의한 해석결과의 비공개 등 아이들의 내부피폭은 정부의 무책임한 정보조작과
정보은폐로 인한 것입니다.

내부피폭 사실을 알게 된 부모들은 아이를 야외에서 활동하게 한 것을 몹시 후회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만 있었더라도 아이들이 내부 피폭 없이 끝났을 텐데 라며.
추적검사에 의해 식물과 호흡에 의한 흡수가 분명해졌다.
분명해졌다.

최초검사 2 개월 후 10 명의 아이들 전원의 추적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는 아이들의
내부피폭 상황이 그 후 저하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추적검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10 명 중 9 명은 소변 속의

세슘 134, 137 합계량이 31 에서 66% 또는 그 이상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1 명은
소량이나 세슘량이 증가했습니다.

24

[10명의 어린이 소변 속의 세슘농축 변화(작성 : 아오키 가즈마사)]

감소한 피실험자 중에 2 회째 검사 4 개월 전에 후쿠시마현 내로부터 피난한 어린이가
1 명, 1-2 개월 전에 피난한 어린이가 5 명, 2 회째 검사직전에 피난한 아이가 3 명
이었습니다. 2 회째 검사결과가 나온 시점에서 감소한 어린이 9 명 전원, 후쿠시마현
외로 피난한 후였습니다.

약간 증가한 어린이는 2 회째 검사시점에도 후쿠시마

시내에서 생활하던 어린이였습니다.

그리고 이 10 명의 추적검사와는 별개로 새로운 대상자 5 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신규(첫 회)검사대상자 5 명 중에 1 명은 세슘 134, 137 합쳐서
3.47Bq/L 가 나타나
최초

1

검사보다도

수치였습니다.

회째

높은

이

피실험자도 후쿠시마
시내에

살고

있었습니다. 후쿠시마

제 1 원전사고발생 후
4

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렇게 높은

수치를 보였다는 점도
매우 큰 문제입니다.

2 회의 검사로 말할

수 있는 점은 아래와

[아이들의 소변검사결과 분석도-사고발생 후 1년 이상 경과했어
도 동일한 수준의 세숨이 검출된다（작성：아오키 가즈마사）]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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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쿠시마시 주변에서의 일상생활에서 날숨, 음식물로부터 추가적인 내부피폭이
있다.

추적조사 대상자로 후쿠시마시 거주자는 소량 증가한 결과가 나왔다는 점, 그리고

후쿠시마 시내에 사는 첫 회 검사대상자가 높은 수치를 보이는 결과가 나왔다는 점은
사고직후의 방사능 구름의 흡입뿐만 아니라 날숨, 음식물로부터의 방사능물질의 일상적

섭취로 인해 추가적인 내부피폭이 있다는 점을 나타냅니다. 추가적인 내부피폭을
방지할 대책이 필요합니다.

(2) 더 광범위한 내부피폭 조사가 필요

대상자를 5 명 추가했을 때 그 중에 1 회째 검사대상자보다 높은 수준의 방사능물질이

소변에서 검출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많은 아이들이 내부피폭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내부피폭에 놓인 아이들이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3) 소변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내부피폭을 방지할 수 있다.

10 명의 추적검사 결과, 현외로의 피난자에게는 체내의 방사능물질양이 감소하고

후쿠시마시내 거주자의 경우에는 조금 증가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결과는 정밀도가

높은 내부피폭 조사를 계속함으로써 구체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생활과 행동패턴의
개선을 꾀하고 만성적인 내부피폭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방의
관점에서 정밀도가 높은 내부피폭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넓은 범위에서 아이들의 내부피폭이 퍼지고 있다.
있다.
2 회의 소변검사에서 더 넒은 범위에서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게 되어 우리는
소변검사를

계속했습니다.

그

결과.

미야기현(宮城県),

이와테현(岩手県),

도치기현(栃木県), 치바현(千 県) 등 넓은 범위에서 사고가 있은 지 1 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도 아이들의 소변에서 세슘이 검출되었다는 점이 판명되었습니다. 소변검사에
제출한 행동상황으로부터는 자가재배 야채, 쌀 등을 중심으로 한 식생활을 한
어린이로부터 검출된 사례가 많다는 점이 판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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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검사를 실시한 지역-굵은선 테두리로 표시한 지역은 어린이 소변검사에서 세슘이 검출되었
다
（작성：아오키 카즈마사）]

계속한 검사와 라이프 스타일 개선으로 내부피폭 방지를 꾀할 수 있다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인 어린이에 대해서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호자에게

검사결과를 전하는 동시에 식생활 및 운동에 의한 먼지흡수 등 짐작 가는 점을

생각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해 실행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추가적인 세슘 흡수를 줄이고 또한 그 대책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추적조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이치노세키시(一 市)에 사는 4 세 여자아이의 예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여자아이는 2011 년 9 월 측정에서 4.64Bq/L 로 우리가 한 측정 중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이 결과에 매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추스리고
식재료에 주의를 기울이며 굉장히 노력하셨습니다.

그 후의 추적조사 결과에서 7 개월 후에 세슘 134 가 불검출(검출한계 0.08Bq/L),
137 이 0.09Bq/L 로 멋지게 저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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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여아의 소변중 세슘농도 변화（작성：아오키 가즈마사 ）]

이러한 사례를 몇개 늘려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판명된 것은 지속한

소변검사와 식생활 등 라이프스타일 개선으로 내부피폭 예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역으로 내부피폭 상황을 신경쓰지 않는다면 계속 체내에 세숨을 축적해 상황에

따라서는 축적량을 증가시켜 버려 장기간에 걸쳐 내부피폭이 될 위험성도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례를 기자회견에서 매스컴에 알리거나 팜플렛으로 만들어 배포하거나

웹사이트에 공개하거나 시민대상 세미나를 통해 소개하거나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조사를 계속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폭넓게 알려 나가는 활동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기간에 걸친 방사능오염에 대해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
이 활동을 통해 명료해진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어린이의 생활환경과 생활실태에 따른 조사가 필요
(2)지속된 조사로 내부피폭예방이 가능하다

(3)시민 스스로 측정함으로써 저선량피폭, 내부피폭의 위험성에 관해 생각하고
지식수준이 향상한다.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있은 지 2 년이 되었습니다만 방사능오염은 더 넓게 퍼져 방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오염의 상황에 '익숙'해지기도 하고,

매스컴에서도 별로 주목 받지 못하는 실태입니다. 그리고 그 보다 문제인 것은 정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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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이 정도의 요염이라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며 피난지정해제와

자주피난자의 귀환촉진을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불행하게도 방사능오염은 장기간에 걸쳐 확산해 갈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향후
아래의 과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시민의 입장에서 방사능오염의 실태를 계속해서 감시해 갈 것.
(2) 계속해서 감시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체제와 조직을 만들 것

(3) 감시 측정은 저선량피폭의 위험성에 관한 조사연구와 일체화하는 점이 중요.
(4) 활동의 성과를 널리 알려 피폭 최소화 움직임으로 연결할 것.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른 시민단체, 개인, 전문가와 협력해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고 지속해서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만 많은 단체, 개인 여러분의 협력으로 이 활동을 지속해 올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본 원고는 다카기 진사부로(高木仁三郎)시민과학기금2011년도 긴급조성보고를 수정 가필한 것
입니다.

連絡先:〒162-0825

青木一政
東京都新宿区神楽坂2-19 銀鈴会館405 共同事務所AIR
TEL/FAX: 03-5225-7213
http://fukurou.txt-nifty.com/fukurou/
http://chikurin.org/
E-mail: QZL00322@nifty.com
個人携帯:090-7245-7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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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시대, 이제 시민이 나서다.
- 한국의 시민방사능감시운동의 현황과 과제 -

1. 시민방사능감시운동의 배경

2011 년 3 월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는 일본은 물론 한국 사회에도 핵발전의

위험성과 방사능 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다. 그런 만큼 이와 관련한
시민사회의 대응과 운동도 활발해지고 있다. 사실 한국에서 핵발전에 대한 반대운동이

시작된 것은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인 1987 년부터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기

전까지 한국에서 전개된 탈핵운동은 주로 핵폐기장과 신규 핵발전소 반대운동에
집중되어 있었다. 환경단체와 신규 핵시설 후보지 지역주민들의 주도로 진행된
탈핵운동이었다.

이러한 흐름은 지난 2005 년, 참여정부가 중저준위핵폐기장을 유치하는 지역에

3 천억원 + 알파의 지원금을 주겠다며 지역 간 유치경쟁을 유도하면서 급변하기
시작했다. 경북 경주와 영덕, 전북 부안 군산 지역의 주민들이 경쟁적으로 핵폐기장

유치 경쟁을 벌이면서 탈핵운동의 지형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지역주민의 찬성 속에

정부와 원자력계의 원전확대 정책은 날개를 펴게 되었고 탈핵운동은 침체기로 들어섰다.
이러한 흐름을 타고 이명박 정부의 거침없는 원자력 확대 정책과 원자력계의 집중
홍보를 통해 대다수 시민들이 원자력 맹신에 빠져 있을 때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했다. 후쿠시마 방사능 재앙의 공포는 원자력 안전신화에 빠져있던 시민들을
움직이게

만들었다.

핵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시민환경단체는

물론

생활협동조합, 종교계, 청소년 모임과 교육단체, 엄마들의 인터넷 카페 모임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새로운 탈핵운동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
2. 시민방사능감시운동의 출발

최근 탈핵운동의 가장 두드러진 변화 중에 하나는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아이를
지키려는 엄마들이 시작한 시민방사능감시활동이다.

후쿠시마 사고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반 시민들에게 방사능 문제는 주요 관심사가 아니었다. 하지만 후쿠시마

이후 방사능 오염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면서 시민들 스스로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찾아보고, 휴대용 방사능 계측기를 구입해서 생활주변 방사능을 측정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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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안전하다 는 말만 되풀이하는 정부의 발표를 믿지 않고 방사능 계측기를 들고

다니며 환경단체와 함께 방사능 오염 현황을 모니터링 하고 감시하는 활동을 펼쳐왔다.
감시의 영역도 비단 방사능 식품 오염뿐만 아니라 방사능 아스팔트 도로, 방사능 벽지,

의료방사능 등 생활 속 방사능 오염 문제 전반에 관한 것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활동은 시민방사능감시운동이라는 새로운 흐름을 형성하면서 자연스럽게 민간차원의
방사능측정설비 구축운동으로 이어졌다.

방사능 감시운동을 제대로 하려면 휴대용 정도가 아니라 공신력있는 방사능 측정설비가

필요했다. 정부기구가 보유한 것과 같은 방사능 측정 장비인 핵종분석기 를 갖추기

위해

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회,

에코생협,

차일드세이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은 시민모금을 전개했다. 그 결과 국내
최초로 민간 주도의 모금을 통해 핵종분석기 를 도입하고 시민방사능감시센터를 만들게

되었다. 이로서 엄마들 모임과 생활협동조합 조합원, 환경단체, 전문기관이 함께하는
본격적인 시민방사능감시활동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3. 후쿠시마 사고 이후 정부 대응

후쿠시마 사고 직후 환경단체는 후쿠시마 발 방사능 물질이 국내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과 더불어 일본산 수입 식품을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세계에서 한국이 제일 안전한 나라라며 절대로 방사능 물질이 국내로
날아올 수 없다고 대응했다.

심지어 후쿠시마 사고 10 일 후 이명박 전대통령은 라디오 연설을 통해 바람의 방향과

상관없이, 방사능 물질이 우리나라까지 날아올 수 없다는 것이 국내외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 이라며 방사능 낙진에 대한 소문이나 억측에 흔들리지 말라고 했다. 한발

더 나아가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의 김무성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방사능 안전을
걱정하는 시민단체를 사회불안을 조성하는 국가 전복세력 이라고 공격하고 나섰다.

그러나 대통령이 연설을 한지 불과 3 일 후에 강원도에서 후쿠시마 사고로 누출된
방사능 물질로 보이는 제논 133 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나마 그러한
결과도 4 일이 지난 다음에 뒤늦게 공개되었다. 뒤이어 전국 곳곳에서 세슘 137 이

검출되는 등 일본에서 방사능 물질이 날아온 것이 확인되자 정부는 다시 미량이니까

안전하다 는 발표로 대응했다.

이에 반해 노르웨이 대기연구소, 독일 기상청 등은 여러 차례 일본의 방사능물질이
한국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예측 결과를 발표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서울환경연합 여성위원회 등은 방사능 낙진에 의한 방사능 비 위험성을 경고하고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방사능에 오염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는 4 월

7 일, 경기도 교육청은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노출되면 해롭다고 가정해야 한다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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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보건성 지침에 근거해 학생안전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휴교 및
단축수업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원자력계는 오히려 과도한 조치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4. 식품의 방사능오염과 감시활동

후쿠시마 발 방사능 낙진만큼이나 심각한 것은 일본산 수입식품의 방사능 오염
문제였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더불어 세계에서 수산물을 가장 많이 섭취하는 나라이다.

일본에서 들여오는 먹을거리 중 수산물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도 이러한 식습관
때문이다.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수습과정에서 고농도로 오염된 방사능
오염수를 인근 해역에 대규모 로 방출해왔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 이전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수입과 검역 절차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안감은 높아져갔다.

시민들과 환경단체는 일본산 수입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정보 공개 및 수입금지

캠페인을 벌였다. 정부는 방사능 오염지역 식품에 대해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일본 정부가 자체적으로 출하정지 대상으로 지정한 품목이라 어차피

수입 할 수 없는 제품이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일본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에서

방사능 물질의 검출 농도와 빈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준치 이하라는 이유로 일본 정부가 정한 기준치(세슘 100Bq/kg, 후쿠시마
사고 이전 370Bq/kg1)를 초과하지 않으면 시중에 그대로 유통시키고 있다.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출 현황>
2011 년

2012 년(08.15 현재)
검출치
검출치
구분
분석
검출
분석
검출
(Cs134
+
(Cs134
+
건수
건수
건수
건수
Cs137)
Cs137)
냉장명태
816
6
1.0~3.5
581
29
0.5~4.5
냉동고등어 26
1
6.1
39
37
2.4~7.2
냉장대구
24
3
33.3~97.9 22
9
2.2~24.7
기타
2,673 2
1.3~3.0
2,064 6
2.8~6.8
합계
3,539 12
2,706 84
(단위 : 건, Bq/kg, 기간: 2011~2012 년 8 월)

1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일본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수축산물이 방사능에 오염

되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식품의 방사능 검출 기준치를 강화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기준
치 변경에 따라 일본산 수입 식품 적용 기준치를 낮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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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냉동 대구의 경우 97Bq/kg 이 검출된 적이 있으나 기준치 이하라는 이유로 적합

판정을 받아 시중에 유통되었다. 적합 판정을 받아서 유통되는 수산물에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세슘 물질이 계속하여 검출되고 있다. 검역 당국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방사능

검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오다가 환경단체와 언론의 문제 제기가 계속되자 지금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밝히고 있다.

하지만 수입물량에 관계없이 한 건당 1kg 을 조사하는 등 여전히 문제가 많다.

검역당국이 말하는 1 건이란 예컨대 일본으로부터 고등어 3,000kg 을 수입하거나

100,000kg 을 수입하거나 3~5kg 정도의 물고기를 채취해서 머리나 꼬리, 뼈 등을

발라내고 1kg 으로 균질하게 한 후 방사능 측정을 한다. 실제로 수입 물량을 보면 한
건당 적게는 수 천 kg 에서 많게는 10 만 kg 이 넘는 것들이 많이 있다. 10 만 kg 을

초과하는 수산물에서 한 두 마리 조사한 후 나머지 전체를 안전하다고 판단하여 시중에
유통하는 것이다.

검역장비 또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 해 4 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농수축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할 수 있는 측정 장비는 전국에 9 대
밖에 되지 않는다. 그나마 2011 년 류근찬 의원이 밝힌 것에 따르면 플루토늄과

스트론튬을 검사할 수 있는 기기는 단 1 대 밖에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기기로
수산물을 검역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후쿠시마 인근 해역을 대규모로 오염시키고
있는 스트론튬에 오염된 것들이 들어와도 알 길이 없는 상황이다.

검역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반송되는 식품에 대한 정보공개도 되지 않고 있어
시민들이 일본산 식품 방사능 검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다. 게다가 시민들이
일본산 수산물을 기피하자 원산지가 둔갑되어 유통되는 수산물도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단속이나 처벌은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식품재료가 일본이
원산지라 할지라도 제 3 국을 통해 가공된 식품이면 원산지 표기가 달라진다. 일본산
첨가물의 경우에도 원산지 표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스트론튬 90 에 오염된 것으로 알려진 지역에서 굴 채묘용 가리비 껍질이 대량으로

수입되었지만 식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방사능 측정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식품이 아니기 때문에 농림축수산검역본부와 식약청에서 방사능 측정을 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관세청은 식품검역 부서가 아니라서 환경부는 가리비가 폐기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방사능 측정도 하지 않은 채 수입해온 것이 드러났다. 정부 주장대로 방사능
측정을 했더라도 스트론튬 90 을 측정할 수 있는 검역 장비를 통해 측정했을 리
만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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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생활 속 방사능 감시활동

시민들이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감시활동을 벌여나가면서

생활주변의 방사능 오염 문제도 드러나기 시작했다. 노원구에서 발견된 방사능아스팔트

사건은 시민방사능감시운동의 대표적 사례로 손꼽을 수 있다. 지난 2011 년 10 월말
방사능으로부터 아이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인터넷 카페 모임인 차일드세이브의 한

회원이 노원구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간이 방사선 계측기를 통해 자연방사선 준위의
10 배가 넘는 도로를 발견하고 이를 차일드세이브와 환경연합에 제보했다.

11 월 1 일, 차일드세이브와 환경연합이 문제의 도로를 다시 조사한 결과, 주택가

도로에서 시간당 최대 2.5~3.0 마이크로시버트(uSv/h)가 측정되었다. 다음날 간이

계측기가 아니라 핵종분석기를 가지고 또 다른 차일드세이브 회원의 조사로 아스팔트
도로에서 발견된 것은 인공방사능 물질인 세슘 137 임을 밝혀냈다. 이 회원이 바로
소방당국에 신고하여 정부도 긴급하게 조사에 나서게 되었다.

환경운동연합과 차일드 세이브도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진상조사와 원인 규명,

방사능 아스팔트 제거, 주민 안전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자체 조사를 통해 인체에 해가 없는
수준이라며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환경연합과 함께 문제의 방사능 아스팔트 도로에 아스콘을
납부한 회사가 건설한 노원구 내 도로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했으며 4 일부터
방사능에 오염된 아스팔트 도로 제거 작업에 들어갔다. 6 일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세슘이 발견된 오염 현장을 방문하여

방사능 아스팔트 도로 원인 규명

서울시 차원에서 폐아스콘 재활용을 결정한 2000 년 이후 건설된 아스팔트 도로 전수
조사

지역 주민 건강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노원구 방사능 아스팔트 도로 사건은 시민들의 자발적 제보와 활동에서 시작되었지만

노원구청장과 서울시장의 신속하고 책임있는 정책 조치를 통해 서울시와 정부의 행정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구청이 걷어낸 도로의 아스팔트에서는 인공 방사능 물질인
세슘 137 이 방사능폐기물로 분류되는 기준치(10Bq/g)의 3 배 이상 검출되었다. 때문에
도로에서 걷어낸 폐기물의 상당수는 방사성폐기물로 처리되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사능 오염 전반에 관한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노원구에 책임을 미루었다. 노원구청은 방사능 아스팔트 도로를 걷어낸 이후 1 년
6 개월여 동안 방사능폐기물의 처리 주체와 비용 문제를 놓고 정부와 논쟁을 벌여왔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총리실, 지식경제부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에 따라 방사능에 오염된

폐아스콘이 나온 도로를 관리하는 노원구가 처분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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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청은 문제의 아스콘은 정부가 폐자재를 재활용하도록 법을 완화한 이후 정부의

방사능 물질 관리 법규 미비와 관리 부실로 생긴 문제라고 맞서며, 정부가 자치구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에 끈질기게 대응하여 왔다. 결국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노원구의
강력한 요청에 밀려 법제처에 처리 비용의 주체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하였다.

2012 년 5 월 23 일, 법제처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폐아스콘(460 톤) 처리 비용 80 억

원을 노원구가 아니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 방사성폐기물

발생자가 불명확할 경우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데에는 방사능 아스팔트처럼 생활 속에서 방사능 물질이

발견되어도 관계법령은 커녕 처리 지침인 매뉴얼조차 없어서 비용부담의 주체도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원구청장의 소신있는 대응을 통해 주민 안전을 지키고 정부 관리 책임도 분명히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서울시 역시 시장의 약속을 수행했다. 방사능오염 원인에
대한 조사를 비롯하여 환경단체와 함께 2 천년 이후 건설된 서울시내 도로 전수 조사,

6 개월여에 걸쳐 주민건강역학조사의 실시와 함께 후속대책을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올해부터 방사능 문제를 전담하는 부서인 생활보건과도 신설했다. 나아가 서울시는
방사능 없는 식탁을 위한 무료 방사능 측정 사업과 방사능 걱정 없는 친환경급식
네트워크도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방사능 아스팔트 도로 사건은 국가의 허술한 방사능 관리

시스템을 시민이 감시하고 환경단체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해결 대안을 마련한

성공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사건 발생에서부터 환경단체와 독립적 전문가들이

구청서울시와 함께 문제를 함께 풀어가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역학조사 실시 및
대안 제시 등의 활동을 벌인 것은 향후 시민방사능감시활동의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다.

노원구 방사능 아스팔트 도로 사건은 생활 속 방사능 문제를 한 단계 진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시민들의

방사능

측정활동이

생활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자연방사성물질을 사용한 음이온 기능성 벽지에서도 방사선이 나온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한 시민이 휴대용 계측기를 통해 한 대형 마트에 진열된 접시꽂이에서

방사능 물질을 발견했다. 접시꽂이에서 검출된 방사능 물질은 코발트 60 으로 표면에서
측정된 방사선량이 시간당 최대 23.09 마이크로시버트(uSv/h)나 되었다. 이 접시꽂이는
추후에 중국산 수입 고철을 재활용하여 만든 것으로 밝혀져 수입 물품에 대한 검역
체계의 허점을 드러냈다.

방사능 벽지 사건은 인공방사능이 아니라 자연방사성 물질의 문제를 드러내는 계기를

가져왔다. 그동안 정부는 음이온을 발생시키는 천연방사성 광물질을 기능성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도록 허용해왔다. 그 결과 음이온 온열매트, 음이온 타월, 음이온 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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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이온 벽지, 건강 팔찌 등에 이르기까지 자연방사능 물질이 생활용품 전반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다.

이렇다보니 당연히 자연방사능 물질에 대한 규제 기준도 없었다. 천연방사성광물질에
대한 실체를 모르던 시민들에게 방사능 벽지 사건은 생활 속에 만연한 자연방사능

물질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다.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
인공방사능 물질은 물론 자연방사능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관리대책이나 실무 매뉴얼, 안전 기준조차 마련되어 있지 못했다.
방사능

오염에

대한

시민

감시가

높아지면서

정부도

2012

년

7

월부터

생활주변방사선관리법 을 시행하고 자연방사능에 대한 관리를 시작했다. 사실 이 법도

지난 2007 년 한 언론이 음이온 온열 매트가 천연방사성 광물질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보도이후 사회적 문제가 되어 만들어졌다. 몇 년 동안이나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가 생활
속 방사능 문제가 이슈화되고 난 이후에야 시행된 것이다.
6. 또 하나의 이슈,
이슈, 분유에서 검출된 세슘

지난 해 8 월, 국내 시판중인 분유에서 세슘이 검출된 사건은 시민 방사능 감시활동을

통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또 다른 사례이다. 차일드 세이브는 아이들의 주식인 분유의
세슘 오염 여부를 확인해보고자 국내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5 개 분유 제품을 선정하여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방사성물질 측정 검사를 맡겼다. 그 결과 일동후디스사의
산양분유 1 단계 제품에서 세슘 137 이 0.391 Bq/kg 검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결과를 받아보고 충격에 빠진 차일드세이브는 2012 년 7 월말 환경운동연합에
5 개사 분유 방사능 측정결과를 제보했다. 제보를 해 온 이는 평소 환경연합과 함께
시민방사능 감시활동을 같이 해온 회원이었다. 분유에서 검출된 세슘은 국내 기준치에

크게 못 미치는 미량이었지만 아기들의 주식인 분유에서 세슘이 나왔기 때문에
환경연합은 이 사실을 엄마들에게 알리고 해당업체와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보도자료를 냈다.

그러나 환경연합의 검사결과 공개 이후 조선대 산학협력단의 책임자인 김숭평 교수는

처음엔 극소량이라 인체에 해가 없다 고 주장하다가, 자신이 책임자로 있는 연구소가
측정한 결과를 두고 계측시간과 검사 방법이 잘못되었다 며 세슘이 불검출 되었다 고
했다가 다시 5 개 회사 전 제품에서 세슘이 검출되었다 고 하는 등 시종 말 바꾸기를

하면서 무책임한 대응을 했다. 일동 후디스사 역시 진상 조사 및 책임있는 대응이

아니라 김교수 입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보도자료를 내면서 사실을 덮는데 급급했다.
이후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여러 회사 분유에서도 다시 일동후디스사의

분유에서만 세슘이 0.6Bq/kg 이 검출되었다. 또 다시 일동후디스사 산양분유에서만
세슘이

검출되자

환경연합은

기자회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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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원인규명과

대책을

촉구했다.

일동후디스사는 대책은커녕 오히려 방사능 검사결과를 환경연합에 제보한 시민을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하고, 환경운동연합과 제보자를 상대로 10 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그동안 일동후디스사는 문제의 분유를 청정국가 뉴질랜드에서 만든 깨끗하고 안전한

산양분유 라며 다른 분유보다 2 배 가까이 비싼 가격에 팔아왔다. 그 분유에서

아이들에게 유해한 방사성물질이 검출되었지만 일동후디스사는 책임을 지는 자세가
아니라 방사능 검출을 알린 소비자와 환경단체를 고소했다.

방사능 식품을 관리해야할 식약청은 미량이니까 안전하다 는 입장을 견지하고 국민

건강이 아니라 오히려 기업 편을 들고 있다. 이러한 소송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은 아직

시민방사능 감시활동의 힘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일동후디스 방사능 오염
분유 소송 은 향후 시민방사능 감시활동이 풀어야 할 큰 과제로 남아있다.

7. 정부 방사능 관리 정책의 문제점

방사능 오염에 대한 시민들의 높아진 의식과 감시활동에 비해 정부의 방사능 오염 관리
체계와 대책 활동은 후쿠시마 이전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 시간이 지날수록 일본산

수입 수산물의 방사능 검출 농도와 빈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변화하는 상황에 걸맞은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수는 계속 배출되고 있다. 바로 며칠 전인 4 월
6 일에도 도쿄전력은 사고 현장에서 167 톤에 달하는 방사능 오염수가 지하 저수조

밖으로 누출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누출된 방사능 오염수는 도쿄전력이 스스로
스트론튬 90 등이 7 천억 베크렐이 포함되었다고 인정할 만큼 고농도의 방사능
폐수이다.

도쿄전력이 이번에 밝힌 방사능 오염수만 해도 이 정도이니 그동안 얼마나 많은

오염수가 지하수와 해양으로 유입되었는지 짐작이 가고도 남을 일이다.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일본산 수산물에서 검출되는 방사능 물질의 농도와 빈도가 높아지는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검역장비와 검역 시스템은
크게 변화하지 못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체르노빌 사고를 계기로 방사능 감시 체계를 강화하여 전국 1800 여 곳에

방사능 측정소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아직 간이 측정기(53 개)를

포함하여 불과 73 곳에 방사능 측정소가 있는 상황이다. 턱없이 부족한 검역장비에

수입량과 관계없이 건당 샘플로 진행되는 방사능 측정을 비롯해서 식품 굴 채묘용
가리비 수입처럼 식품 외 제품에 대한 검역 제외, 제 3 국을 통해 들어오는 제품에 대한
원산지 무표기, 원산지 둔갑 등 방사능 관리의 손길이 제대로 닿지 않고 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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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식품 방사능 기준치 370Bq/kg 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이 현실화된
시점에 맞지 않는 비현실적 기준치로 규제 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생활 속 방사능 안전에 대한 소관 부처와 대처 방안도 중구난방이다. 식품과 의약품,
의료기기 등에서 발생하는 방사능 관리는 식품의약안전처가, 농축산물은 농림부가,

수산물은 해양수산부가, 폐기물과 라돈 등 자연방사선 물질은 환경부가, 고철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관리하고

있다.

방사능

누출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하면

안전행정부가 중앙재해대책본부를 꾸려 행정적 재정적 지원활동을 벌이게 된다.

방사능 안전 관리와 규제를 책임지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있지만 생활 방사능 문제
전반에 대한 총괄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박근혜 정부 들어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상이 대통령 직속에서 국무총리실 산하로 격하되었다.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제품 원료나 가공품, 부산물에서 나오는
천연방사선을 규제하고 수입되는 고철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을 감독하기 위해 공항과

항만에 감시기가 설치된 곳이 지난 해 9 월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주요 항만 4 곳에
10 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시행 이후에도 부산 소재 모 회사의
야적장의 재활용 고철에서 시간당 1~7 마이크로시버트의 물질이 검출되었다. 정부가

감시기기를 확충한다고는 하지만 전국 항만과 공항의 모든 출입구에 감시기를 놓으려면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 예산은 얼마나 들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방사능 관리 기준과 방사능
검역 체계 등의 강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에 앞서

저선량 방사능은

안전하다 는 방사능 물질에 대한 정부의 인식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노출되면 해롭다고 가정해야 한다 는 미국 보건성 지침처럼, 우리사회도

미량의 방사성 물질이라도 건강에 유해하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방사능에 안전

기준치는 없다는 것이 의학계의 정설이다. 전문가들은 저선량 방사선에 장기간
노출되는 것이 한번에 많은 양에 노출된 것보다 더 위험하다고 말하고 있다. 방사성
물질에 노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미량의 방사능이라도 시민건강에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과 자연방사능도
인공방사능 못지않게 위험하다는 전제하에 규제와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 그러한

기반위에서 국가의 식품 방사능 기준치도 강화되고 생활 전반의 방사능 오염 규제도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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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시민방사능 감시활동의 방향

후쿠시마 사고이후 시민들과 환경단체는 다양한 방사능 감시활동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생활 속 방사능 문제를 대중화시켜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자체와 협력하여

조사 사업 및 역학조사활동 등을 통해 서울시에 방사능관련 전담부서가 만들어지고
생활주변방사능안전관리법 이 시행되는 등 일정한 성과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 물질은 계속 배출되고 있으며 방사능에 오염된
수입식품도 여전히 밥상에 올라오고 있다. 방사능에 오염된 고철이 떠돌아다니고

천연방사성 광물질로 만든 온갖 제품들이 생활주변에 포진해있다. 방사능 계측기를

가지고 어디든 조사하면 방사능 물질이 나올 수 있다 고 인정한 정부 관계자의 말처럼

정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생활 속 방사능 물질은 만연해있다.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보다 전문성을 가진 시민감시활동이
필요하다. 휴대용 측정기나 정부관련 기관에 방사능 검사를 의뢰하여 결과를 얻는

방식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휴대용 측정기로는 식품이나 제품에 들어있는 핵종의

종류를 정확히 분석할 수 없으며, 정부기관은 시민단체가 의뢰한 시료 분석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신뢰를 얻고 있는 독일방사선방호협회는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후 정부를
발표를 믿지 못해 시민모금을 통해 방사능측정기기를 구입하여 지금까지 매월

식품방사능 검사결과를 담은 방사능텔렉스 를 발간하는 등 전문적인 방사능 감시운동을

벌이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의 시민방사능감시센터를 비롯한 많은

시민단체들도 정부 발표를 신뢰하지 못해 자체적인 측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니터링과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국의 시민방사능감시센터도 시민모금을 만들어진 핵종분석시스템 구축을 통해
생활방사능 운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벌여나갈 계획이다. 국내 방사능 오염 실태를
감시하고 식품 및 생활 전반에 관한 측정 및 모니터링을 통해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활동을 해나갈 것이다. 인터넷 카페의 엄마들과 생협의 조합원, 환경단체의
회원들과 함께 생활 곳곳을 살피는 시민감시단 활동도 펼치게 된다. 시민교육과
캠페인을 통한 대중적 활동은 물론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독일과 일본 등 국제적인
방사능감시센터와 교류 협력체계를 통해 국제적 감시활동을 벌여 나갈 계획이다.

독일은 전국 1800 여 곳에 방사능 측정소가 있을 만큼 우리에 비해 방사능 감시 체계가

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시민들은 모금을 통해 방사능측정기를 마련하고 정부
정책을 감시하는 활동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마치 지난 35 년간 독일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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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폐쇄 정책을 이끌어내기 위해 전국 곳곳에서 풍력과 태양에너지로 생산되는
시민발전소 를 만들며 노력해온 것처럼 말이다.

행동하지 않는 시민들에게 선물로 안겨지는 안전한 사회는 없다. 체르노빌 사고가 독일
국민을 행동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후쿠시마 사고는 우리가 바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방사능은 없다! 방사능으로부터 아이들과 우리를 지키는 일,

시민이 나서야 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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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원전에 의한 국내 환경 방사선/능 감시 결과
1. 대응활동

2011 년 3 월 11 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비상감시 체제로 전환하여 일본으로부터 국내로 유입되는 방사성 물질에 대해

감시하였다. 매 15 분 간격으로 감시하던 공간감마선량률 감시 주기를 5 분 간격으로
단축하였으며, 대기 부유진, 강수, 낙진, 해수, 해양 생물, 해저 퇴적물, 수돗물, 토양
등의 환경 시료 채취 및 방사성 핵종 분석을 수행하여 방사성 물질의 국내 유입을
감시하였다.

2. 감시 결과

2011 년 국가환경방사선자동감시망에 의해 측정된 공간감마선량률은 6.9

고산)

18.6

R/h(제주

R/h(속초)의 범위로 사고 이전의 선량률 범위 이내에 있었으며,

사고이후 공간감마선률의 이상 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

3 월 28 일 채취된 대기부유진에서 131I 이 최초로 미량 검출된 이후, 4 월 6 일
군산에서 3.12 mBq/m3 로 최고치를 보인 후 감소하였으며, 134Cs 과 137Cs 은

부산에서 4 월 7 일에 각각 1.19 mBq/m3 및 1.21 mBq/m3 로 최고값 보인 후 감소하여
4 월 26 일 이후에는 모든 핵종이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5 월 28 일부터 5 월
30 일까지 미량의 134Cs 및 137Cs 이 다시 검출되었고 그 이후에는 검출되지 않았다.

대기부유진 시료에서 131I 이 가장 높게 측정된 3.12 mBq/m3 의 농도에서 1 년간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때 연간 피폭선량은 0.000301 mSv

2

로 연간 피폭선량의

0.03%로 평가되었다. 한편, 137Cs 및 134Cs 에 의한 연간 피폭선량은 각각 0.000646
mSv 및 0.000313 mSv 로 연간 피폭선량의 0.06% 및 0.03%로 평가되었다.

전국 12 개 지역에서 채취된 낙진 시료(월간시료)를 분석한 결과, 134Cs 및 137Cs 의
농도 범위는 각각 0.0228- 4.04 및 <0.0162 - 4.46 Bq/m2-30days 로 검출되었으며,

대부분 4 월에 집중되었고 제주와 부산 지역의 낙진시료에서 방사성 세슘이 상대적으로

높게 검출되었다. 전국 12 개 지방측정소에서 채취된 강수시료를 분석한 결과, 3 월
28 일, 서울과 춘천에서 131I 이 처음 검출된 이후 대부분의 강수에서 131I, 134Cs,
137Cs 이 검출되었으며, 131I 의 최고 농도는 2.81

2

0.08 Bq/L(4 월 7 일, 제주)로

X-ray 1회 촬영시 받는 선량 : 약 0.1 mSv, 일반인 연간 피폭선량 한도는 1 m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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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되었고 134Cs 와 137Cs 은 각각 1.67

측정되었다(4 월 11 일, 제주).

0.23 Bq/L 와 2.02

0.24 Bq/L 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정기 감시 프로그램에 따라 채취된 토양시료에서 지역에 따라
미량의 137Cs 이 측정되었으나 131I 및 134Cs 은 검출되지 않았다. 총 29 차에 걸친

수돗물에 대한 감마핵종 정밀 분석 결과, 모든 시료에서 인공 방사성 핵종은 모두
불검출되었다.

한편, 3 월부터 매월 채취 및 분석한 모든 해수시료에서 검출된 방사성 핵종 농도는

사고 이전의 과거 조사 범위 이내에 있었으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국내 해수중
방사능 이상 징후는 보이지 않았다. 매월 채취한 어류 등 해양생물에 대한
분석결과에서도 방사능 이상 징후는 보이지 않았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우리나라에 크게 3 가지 경로, 즉 북극해 방향으로

올라간 기류의 일부가 북서풍을 타고 강릉방향으로 남하한 경로, 일본 치바를 돌아
남쪽에서 부산방향으로 유입된 경로, 태풍에 의해 동해로부터 유입된 경로 등에 의해

방사성 핵종이 유입되었으며, 이중 남쪽에서 유입된 기류에 의해 남부지방에 주로
영향을 주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하여 대기로 방출된 방사성 핵종이 국내로 유입되어 대기
부유진, 낙진, 빗물 시료에서 방사성 핵종이 측정되었으나, 2012 년도부터 기존의 환경

수준으로 떨어졌다. 특히 131I 은 짧은 반감기로 인해 이미 국내 환경에서 모두

붕괴되어 현재 환경시료에서 검출되고 있지 않다. 단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일부
토양에서 134Cs 이 극미량 검출될 수 있으나 검출되는 수준은 현 분석법의 검출한계치
부근에 있으나 짧은 반감기로 인해 곧 환경에서 사라질 것이다. 한편, 137Cs 은

134Cs 와 동일한 비율로 우리나라에 유입되었으나, 과거 강대국 핵실험에 의한 잔존

영향으로 인해 사고이전에 검출되던 농도 수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입되었으며, 곧
기존의 트렌드 속에 뭍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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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허용 기준치, 의학적인 안전 기준치인가?
2011 년 3 월 11 일 일본대지진의 영향으로 후쿠시마 원전에 사상 최대의 핵사고가
발생하였고, 우리 국민도 이에 의한 피해를 입기 시작하였다. 그 전에 나오지 않던
요오드와 세슘이 공기 중에서 검출되고 있고, 빗물에서도 검출되었다. 앞으로 지하수와

수돗물에 대한 오염 여부가 면밀히 관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진다. 또한
우리나라 해수에 대한 오염도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사들은 어떻게 상황을 인식해야 할 지 고민할 수밖에
없다.

후쿠시마 사고 직후부터 우리 정부의 관리들은 꾸준히 기준치 이하니까 안전하다 라고

언론에 발표하였다. 나 역시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이런 말을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여
왔지만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안전하다, 혹은 인체에 무해하다는 말은 의학적인 판단인데, 의학적으로 정말

안전할까?

이런 의문이 들자 곧바로 이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때마침 열린 학회에도
가서 논문발표를 들어보기도 하였다. 그렇게 약 1 주일 이상 공부를 한 후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인체허용기준치는 의학적인 안전 기준치가 아니다.
인체허용 기준치에 대한 공식적 입장을 내놓은 세계적 기구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 미국방사선방호위원회(NCRP) 등이다. 이들은 그간의

의학적 연구결과를 근거로 방사능 노출에 대한 인체의 영향에 관하여 동일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 결론은 다음 그래프로 간단히 설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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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래프에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나타나는 두 개의 선이 이른바 고형암의

그래프이다. 이들은 방사능 피폭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암발생률이 비례하여 증가한다는
것을 표시하고 있다. 그래프에서 약간 곡선의 모양을 이루는 것은 백혈병의 그래프이다.

백혈병의 경우에는 직선이 아니라 아래쪽으로 볼록한 그래프가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점선으로 되어있는 그래프는 이른바 호메시스 이론을 대변하는 그래프이다.

이 그래프는 역치(Threshold)가 있어서 이 역치까지는 피폭되더라도 암 발생이

증가하지 않고 역치를 넘어서야 비로소 암발생이 증가하기 시작한다는 의미이다. 이

호메시스 이론은 미국의 핵산업계가 주도하여 막대한 연구자금을 들여서 만들어낸
이론인데, 불행하게도 세계 의학계는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세계 의학계에서
인정하지 않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이론이 인체 데이터가 없기 때문이다.

세포수준, 유전자 수준의 연구는 엄청나게 많지만 인체 데이터는 없다. 이에 비해서
세계 의학계가 위와 같은 직선 그래프를 얻게 된 것은 모두 히로시마, 나가사키,
체르노빌 피폭자들을 조사한 인체 연구결과를 통해서이다.

만일 허용기준치 이하이므로 인체에 영향이 없다 라는 말이 진실이라면 위 그래프
중에서 점선으로 표시된 역치가 있는 그래프, 즉, 호메시스가 옳아야하지만, 세계

의학계는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방사능 피폭에 대한 인체영향은 다음과
같이 결론지을 수 있다.

방사능은 그 피폭량에 비례하여 암을 발생시킨다. 이는 기준치 이하에서도 마찬가지다

혹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안전한 방사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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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연간 1mSV 라는 기준치의
위험도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

10,000 명 중 한명의 새로운 암환자가 발생할

위험이다. 즉, 우리나라 인구에 대비하면 약 5,000 명의 새로운 암환자가 발생할

위험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지속되고 있는 정부 관계자의 발표, 즉, 기준치
이하니까 안전하다는 발표들은 모두 의학적으로 옳지 않다는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5,000 명의 암환자가 새로이 발생할 위험을 안전하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는가?

나는 우리나라의 의학계가 이 문제에 관하여 분명한 입장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까지 정부와 핵산업계는 의사를 제쳐놓고 국민건강에 영향 유무를 말하는 등
의학계에 대한 월권행위를 지속하고 있고, 그나마도 옳지 않은 의학상식을 국민들에게
전파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의학계는 이를 바로잡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된다.

현재 우리 국민은 후쿠시마 핵사고의 영향으로 만성적인 저농도 피폭상황에 놓여있다.

방사능 피폭 이후 15 년-60 년에 걸쳐서 암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이

피폭의 영향은 수십년 후 우리나라에서 암 발생의 증가로 나타날 것이다. 체르노빌

핵사고에서 서유럽인들이 피폭된 경로는 주로 음식을 통해서였다고 2006 년 우크라이나

정부가 발표한 적이 있다. 아마도 우리 국민에 대한 후쿠시마 핵사고의 영향도 같은

피폭 경로를 거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음식을 통한 피폭을 피할 수
있는 방도는 별로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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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오염 감시활동의 방향과 원칙

다음에 정리한 방사능 오염 감시활동의 방향과 원칙은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에 대한

기대와 함께 정부 정책에 대한 요구이기도 하다.
1. 모든 자료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한다.

신뢰의 바탕은 투명성이다. 방사능 농도를 조사했는데 그 결과가 공개되지 않거나

일부만 공개되거나 혹은 자의적 기준에 의해 왜곡되어 발표된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절대 신뢰할 수 없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발표한

상당수의

방사능

오염

국가환경방사선자동감시망(http://iernet.kins.re.kr/)에서는
환경방사선량률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있는데

관련

전국

선량

자료들이

주요

범위가

그랬다.

지점에

시간당

대해

50-

300 나노시버트(nSv/h)정도로 실 측정치가 공개되고 있다. 그러나 식약처에서 주
단위로 발표하고 있는 식품(농.임산물,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내 방사능
검사 결과를 보면 기준치 이하일 경우에는 적합 으로만 표시하여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식품

내

세슘(Cs

134+Cs137)기준치는

킬로그램(kg)당

370 베크렐(Bq/kg)이다. 일본은 일반식품의 기준치를 100 베크렐(Bq/kg)로 제시하고
있으며, 독일방사선방호위원회(GSRP)

3

에서는 유아는 4 베크렐(Bq/kg), 성인은

8 베크렐(Bq/kg)을 권장기준치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만약 식약처

검사에서 기준치 아하라면 결과는 적합 으로만 발표될 뿐 소비자들은 실제적인 방사선
오염농도를 알 수가 없다.

보건학적 측면에서 보면 방사선 피폭관리의 원칙은 합리적으로 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다(ALARA, 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이는 아무리 극미량의
방서선량이라 하더라도 암발생 위험이 있다는 것을 가정하는 것으로 선량이 낮으면
암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암발생 확률이 낮아진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4

3

German Society for Radiation Protection, Calculated Fatalities from Radiation: Officially

Permissible Limits for Radioactively Contaminated Food in the European Union and Japan, 2011
4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Health Risks from Exposure to Low Levels of Ionizing Radiation:

BEIR 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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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은 자신이 먹고 있는 식품의 방사선오염농도를 알아야 할 당연한 권리가 있다.

그리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노출기준 초과 여부보다는 방사선오염 여부를 더 궁금해
하고 있으며, 그 식품을 선택할 것인가는 하는 문제는 정확히 공개된 정보를 가지고

소비자들이 결정해야 할 문제다. 따라서 아무리 낮은 농도라 하더라도 방사능이
검출되었다면 그 농도는 정확히 공개되어야 한다.

2. 특정 지역의 수입물품에 대해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다.

대만에서는 1982 년에 철강 공장에서 출처불명의 코발트 60(60Co)에 오염된 고철을
철강재 원료로 사용한 건축자재(약 20,000 톤 이상 생산)가 문제된 적이 있었다.5 이

건축자재는 강재(빌렛), 배관, 철재 문, 창틀 등으로 약 200 여 곳의 빌딩과 1000 여개
이상의 아파트 및 학교 등에서 사용(1982-1984 년에 건축)되었으며, 2 년-15 년 동안,

약 15,000 여명 정도가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건물에 입주한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9

년

동안의

누적노출량을

평가한

결과

평균

150.7( 420.6)밀리시버트(mSv)의 높은 선량으로 평가되었으며, 입주민들의 암발생에

관한 연구 결과를 보면 남성에서의 일부 암(백혈병 등) 표준화발생률(SIR)이 각각
3.4 와 6.3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연구 결과가 있다.

이러한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지 않으라는 보장이 없다. 정확히 표현하면 그
어딘가에 방사능으로 오염된 건축자재가 사용되었을 수 있는 데 아무도 모르고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등 과거 방사능 오염 사고와 관계된

지역의 수입물품(특히 고철 및 식품)에 대해서는 방사능 오염 여부에 대한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3.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방사선 감시가 우선되어야 한다.
한다.

방사능 오염과 건강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오염원의 방사능 농도(방사능이 얼마나
강한지)와 노출시간(그 방사능에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노출되었는지)이다. 특히,
저선량일 때는 노출시간이 더 중요하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생활 주변에서 문제될 수 있는 생활방사선 오염원의 특징은
대부분이 일상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장기간(어떤 경우는 평생

동안)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폐암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라돈가스는 암석과 오염된 토양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건축물 틈새로 평생 동안

5

Chang TC, Chen WL, Chang WP, Chen CJ. Effect of prolonged radiation exposure on the thyroid

gland of residents living in 60Co-contaminated rebar buildings. International Journal of Radiation
Biology 2001; 77(11): 11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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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오염될 수 있다. 또한 음이온 발생 기능이 있다고 선전되는 많은
생활용품들(특히 모나자이트 광물을 주 원료로 하는 제품)은 얼마든지 방사선 발생

가능성이 있다. 음이온이 발생한다는 기능성 벽지, 돌침대, 건강 팔찌 등에서 이미

방사선이 검출된 사례가 있었고, 또한 이들 제품의 대부분은 매일 긴 시간 동안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그 위험성을 무시할 수 없다.

모나자이트(monazite)라는 광물은 0.2 0.4%의 우라늄과 4.5 9.5% 의 토륨이 함유되어
있다(표

1

참고).

실제로

국내에서

시판되는

일부

온열매트에서

0.50 마이크로시버트(uSv/h)의 유효방사선이 측정된 사례가 있다.

6

0.19-

이 정도의

피폭선량에서 하루에 6 시간씩 1 년간 사용할 경우 연간 누적피폭량이 1.09
밀리시버트(mSv)로 일반인의 기준치인 1 밀리시버트(mSv)를 초과하게 된다.
함량(%)

모나자이트((monazite) 원산지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말레이시아
태국
한국
북한
출처 : Rare Earths Association of India

우라늄(U3O8)
0.34
0.37
0.24
0.44
0.45
0.18

토륨(ThO2 )
6.55
9.58
5.90
5.76
5.76
4.57

7

이러한 것을 고려할 때 방사선이 방출되는지도 모르고 늘 가까이 두고 사용하고 있는
각종 생활용품에 대한 방사선 노출 여부가 하루빨리 광범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4. 민감 계층의 먹거리에 대한 감시활동이 우선되어야 한다.
한다.

태아 및 어린 아이는 발달단계이고 이 기간 동안에는 세포 분열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포 변이 등이 성인에 비해 쉽게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국가들에서 어린
아이의 식품 내 방사능 오염기준을 달리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성인의 50% 수준
이하로 권고하고 있다.

6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448626

7

Rare Earths (English edition: 2000), Japanese Publication, 4th edition, 1989, Japanese Editor: Y

Mishima, Japan, Original copyrights: Japan Society of Newer Metals (JSNM), Copyright (English):
Rare Earths Association of India (REAI), translated from Japanese by: S Guhathakurta, translation
edited by: HARVINDERPAL SINGH, REDS, BARC, India (Publishing E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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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물질
세슘-137
세슘-134
스트론튬-90
플루토늄-239
8
출처:독일방사선방호위원회

식품 1kg 당 방사능농도 (베크렐), Bq/kg
성인
어린이/청소년
8
4
8
4
4
2
0.04
0.02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어린 아이의 먹거리에 대한 방사능 오염 감시활동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노출 기준 또한 더욱 엄격하게(방사능 제로) 적용되어야

한다. 특히 단체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초등학생의 경우 만약 방사능 물질에 오염된

식품이 제공될 경우 낮은 농도라 할지라도 방사선집단선량(개인 피폭 방사선량의 총
합계)이 높을 수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감시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5. 방사능 감시활동에는 시민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한다. 참여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는다.
않는다.

독일은 지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2011 년 5 월에 오는 2022 년까지 가동 중인 원전

17 기를 모두 폐쇄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독일정부의 원전폐쇄 선언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결정된 것은 아니다. 1986 년에 터진 체르노빌 사고 이후 광범위한 반핵운동이
사회전반에 확산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이 운동에 참여하였고, 이러한 시민 참여운동을

통해 2002 년에 원자력법을 개정하여 원자로 신설을 금지하는 결정을 하게 된다. 이후
2010 년에 다시 원자력법 개정을 통해 원전 가동기한을 연장하긴 했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그 시기를 앞당겨 폐쇄하기로 결정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독일의 사례는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 지구상의 어느 나라도 할 수 없었던
원전 제로 정책을 결정하게 된 것은 바로 시민 참여 운동이 결정적인 힘이 된 셈이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운동도 시민이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지금까지 정리한 이러한 운동방향과 원칙이 방사능시민감시센터 와 항상 함께 하기를

기대한다.

8

German Society for Radiation Protection, Calculated Fatalities from Radiation: Officially

Permissible Limits for Radioactively Contaminated Food in the European Union and Japan,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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