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방사능에 의한 건강피해 

（소아 갑상선암 다발과 그 외 피해） 

 

후쿠시마 공동진료소 

후세 사치히코 (布施 幸彦) 



핵사고 후에 
 후쿠시마 현립 의과대학에서 

증가한 질병 

출처：오치아이 에이치로(落合栄一郎)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에 의한 건강 피해」 

           『아시아태평양저널』 제13권, 제38호, 

           2015년 9월 28일 



핵사고 후에 증가한 질병 
（후쿠시마 현립 의과대학） 

    협심증 

    뇌출혈 

   식도암 

    위암 

    소장암 

    대장암 

    전립선암 

    조산 / 저체중 출산 

    질병 2010년  2011년 2012년 

    백내장 

    폐암 



후쿠시마현에서의 
 갑상선암 증가 

출처：아카시 쇼지로(明石昇二郎)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후 성인 갑상선암이 늘고 있다」 

            『주간 금요일』 1097호,   2016년 7월 22일 

 



 
후쿠시마현의 갑상선암 ‘연령계급별 이환율’ 

（인구 10만명 당 / 명) 
 연령(세) 

[참고]2012년 
       전국 남자 

  [참고]2012년 
      전국 여자 

(이상) (년/남자) 

(년/여자) 



후쿠시마현에서의 
소아 갑상선암 다수 발생 



후쿠시마현의 소아 갑상선암 발생 추이 

2013년 12월 31일  74명 

2014년   3월 31일  89명 

                 6월 30일 103명 

               10월 31일 112명 

                12월 31일 117명 

 2015년    3월 31일 126명 

                   6월 30일 139명 (110명 수술) 

                   9월 30일 153명 (115명 수술) 

                 12월 31일 167명 (117명 수술) 

 2016년     3월 31일 173명 (132명 수술, 본격 검사 30명 수술) 

                   6월 30일 175명 (136명 수술, 본격 검사 34명 수술) 

 

본격 검사에서 발견된 59명 중 54명의 아동들은 

선행검사 당시는 ‘문제 없음’을 의미하는 A판정이었음. 

갑상선암 및 의심 
             -선행검사 116명 
             -본격검사   59명 
                      합계  175명 



후쿠시마현 소아 갑상선암 및 의심의 분포 
   

후
쿠
시
마  

핵
발
전
소 

총 174명 (2016년 6월 30일 현재) 

 작성: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진실과 방사능 건강피해 

1 - 999인 중 1인(人)이 발병 
1,000 - 1,999인 중 1인이 발병 
2,000 - 2,999인 중 1인이 발병 
3,000 - 3,999인 중 1인이 발병 
4,000 - 6,999인 중 1인이 발병 



후쿠시마현 내 다양한 지역의 
소아 갑상선암 발견율과 공간 선량 

출처:  오치아이 에이치로  『아시아태평양저널』 제13권, 제38호 



쓰다 도시히데(津田敏秀) 교수 
 오카야마(岡山)대학 대학원 환경생명과학 각연구과 

1) 20～50배 많이 발생하고 있어, 과잉진단 결과로 설명될 수 없음 

2)  체르노빌과 마찬가지로 5-6년째 이후 다수발생은 피할 수 없음 

3) 방사성 요오드에 의한 내부피폭만이 아니라 

     다른 방사성물질의 외부피폭 영향임을 보여주는 연구도 있음 

4) 모든 암의 영향을 고려하면 임신여성이나 영유아에게는 

     ‘보양’*이나 이주도 의의가 있음 

5) 방사선량이 높은 ‘피난지시구역’으로의 귀환정책은 연기해야 함 

6) 검사대상을 기타간토(北関東)지역, 성인에게도 확산시켜야 함 

7) 피폭을 피할 수단이 얼마든지 있음에도 전혀 취하지 않고 있음 

 
[역주] *보양(保養): 피폭량이 많은 지역으로부터 피난 이주가 여의치 않은 사람들이 

                                      일/월 단위로 단기간이라도 선량이 낮은 지역에서 지내는 것.     



일본의 총인구 감소 

 

출처： 「진행하는 건강피해」 

             야가사키 가쓰마(矢ケ崎克馬) 

                                         류큐(琉球)대학 명예교수 



총인구의 추이 



일본의 난병 환자 증가 

출처： 「진행하는 건강피해」 

             야가사키 가쓰마(矢ケ崎克馬) 

                                         류큐(琉球)대학 명예교수 

[역주] 난병: 특정질환 치료연구사업 대상으로, 
                        치료방법이 확립되지 않은 질병. 
                      



난병 환자의 경년 변화 

난병 총수 

난병 총수 

연도 



난병 환자 증가 수 (전년 대비) 

년 

난병환자 
 증감 수 



자연 사산율의 경년 변화 비교 

출처： Hagen Scherb (독일) 외 

            「후쿠시마의 영향, 일본에서의 사산과 유아사망」 

            『 방사선 텔렉스 』 650-651호, 2014년 2월 6일 



자연 사산율 
（저 오염 현） 

출
산 
천
명 
대
비 



자연 사산율 
（중 오염 현: 도쿄도, 사이타마현) 

출
산
천
명
  
대
비 

상승 



자연 사산율 
(고 오염 현: 이바라키현, 후쿠시마현, 미야기현, 이와테현) 

High pollution prefecture 

출
산 
천
명
 
대
비 

신뢰구간 

상승* 



주산기 사망률의 증가 

  출처：하야시 게이지(林敬次) 외 

        「의료문제연구회 뉴스」 2015년 2월호 

 

 



주산기 사망률 

주산기 사망률의 증가 
후쿠시마 인근 7개 현 

95%신뢰구간 상한 

핵사고 후 
 95% 

신뢰구간 
상한을 초과 



주산기 사망률 

주산기 사망률, 후쿠시마에서 멀리 떨어진 10개 현 

핵사고 후에도 
95% 신뢰구간 
상한에 있음 



유아 사망의 증가 

출처： Alfred Körblein（독일） 외 

「방사선 텔렉스」  622-623호, 2012년 



후쿠시마와 인근 6개현에서 
 유아 사망률 증가 

검은 점이 
이와테, 
후쿠시마, 
미야기, 군마, 
도치기, 
이바라키, 지바 

2중선이 
그 외 
광역지자체 



급성 심근경색의 증가 

 출처：아카시 쇼지로(明石昇二郎) 외 

            「후쿠시마현에서 급증하는 죽음의 병의 

            정체를 쫓는다」, 월간『다카라지마(宝島)』 

             2014년 10월호 



2010년 세슘의 토양오염 밀도 분포와 
‘급성 심근경색’의 연령조정 사망률 

1만                       10만                    100만 
 

                                          1㎡당 베크렐(Bq) 수  



2012년 세슘의 토양오염 밀도 분포와 
‘급성 심근경색’ 연령조정 사망률 

1平方メートル当たりのベクレル数 

1만                       10만                    100만 

                              
                               1㎡당 베크렐(Bq) 수  

세슘137의 오염 농도가 높을수록 
연령조정 사망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보임 



과거 4년간 현(광역)별 ‘심근경색’ 사망자 발생 수 
(남녀 합계 인원) 

전국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야마가타현 
 

도치기현 
 

군마현 
 

미야기현 
 

사이타마현 
 

지바현 

도쿄 23구 

돗토리현 

[참고] 
[참고] 

지역 (년) 



급성 심근경색의 연령조정 사망률 추이
（10만명 대비） 

단위: 명 

(년) 

후쿠시마현 

돗토리현 

전국 

지역 성별 

남 

여 

남녀 

남 

여 

남녀 

남 

여 

남녀 



후쿠시마현 내 
 ‘피난 7개 정・촌(町村)’과 ‘오염 17개 시・정・촌(市町村)’ 

세슘137의 오염 값을 
2012년 12월 28일 현재 값으로 환산 

핵발전소 바로 옆 7개 정촌 

1㎡당 4만8천~33만1천 베크렐인 오염지역 



급성 심근경색의 지역별 ‘연령조정 사망률’ 

오염 17 지역(시정촌) 

후쿠시마현 

피난 7 지역(정촌) 

전국 

(명) 

(년) 



악성 림프종과 백혈병의 증가 

출처： 아카시 쇼지로(明石昇二郎) 외 

           「원전 인근 주민 사이에서 다카쿠라 켄(高倉健)씨의 

            목숨을 빼앗은 ‘악성 림프’ 다발의 징후」 

            월간『다카라지마(宝島)』 2015년 8월호 



급성백혈병 

현 
 

후쿠시마 
 
도치기 
 

군마 
 

이바라키 
 

야마가타 

미야기 
 
사이타마 
 

지바 
 

도쿄 
 

   가나가와 
아이치 
 

오사카 
 

후쿠오카 
 

   홋카이도 
 

오키나와 

  일본 

대비 



후쿠시미현의 ‘백혈병・악성 림프종’ 
연령조정 사망률 추이 

(년) 

악성 림프종 

백혈병       



전국의 ‘백혈병・악성림프종’ 
연령별 사망률 추이 

악성 림프종 

백혈병 

(년) 



피난 7개 정촌 (町村)의 ‘백혈병・악성림프종’ 
연령조정 사망률의 추이 

악성 림프종 

백혈병 

(년) 



핵사고 처리 노동자의 
백내장 초기 병변의 증가 

출처： 사사키 히로시(佐々木洋) 외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의 

              긴급작업 종사자의 방사선 피폭량과 수정체 혼탁 

              발증에 관한 조사」 

             『메디컬 트리뷴』지, 2015년 10월 1일호 

 



2013년과 2014년도의 
수정체 혼탁의 각 유소견 비율 

(액포 / 공포) (수극) (점상 혼탁) 



후쿠시마에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갑상선 초음파 검사의 축소・중단 

1. 후쿠시마현 당국은 ‘진찰 받는 리스크, 진찰 받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며, 검사를 축소・중단하려 하고 있음. 
  작년 12월 <후쿠시마 갑상선암 국제회의>는 
      “건강조사와 갑상선 검사는 자주적 참가여야 한다”고 
      후쿠시마현 지사에게 제언함. 
 

2. 후쿠시마 ‘현민 건강조사 검토위원회’와는 별도로 
     “검사 데이터와 거리를 두고 과학적으로” 검토할 
     ‘제3자 기관’을 설치하려 함. 
 

3. 선행 검사(첫번째 검사)에서 B판정을 받아 일반진료 
       대상자로 이동된 아동의 데이터는 공표하지 않음. 
 

4. 후쿠시마 현립 의과대는 수술 결과를 ‘갑상선 학회’에서 
       발표했으면서도, 현민에게는 전혀 알리지 않음. 



 

후쿠시마 의대・스즈키 신이치(鈴木眞一) 교수 
국제회의 （2016.9.26） 

 
 

 후쿠시마 의대에서 수술한 갑상선암… 126명(이중 양성 1명) 
      갑상선암 확정………………….. 125명 (100%) 
              수술 전 1cm 이상………… 81명 (64.8%) 
              수술 전 1cm 이하………… 44명 (35.2%) 
                    1cm 이하지만, 수술 적응 이유 (복수 해당 있음) 
                        침윤……………………..20명 (16%) 
                        림프절 전이………….3명 (2.4%) 
                        반회 신경 침윤………10명 (8%) 
                        기관 침윤……………….7명 (5.6%) 
                        바세도우병 합병……1명 (0.8%) 
                        폐 음영 (전이)………. 1명 (0.8%) 
                        본인 희망……………..11명 (8.8%) 



피난지시 해제와 귀환 강요 

1. 핵사고가 수습되지 않았음에도, 피난지시를 해제하여 

     고농도 오염지역으로 주민을 돌려보내려 하고 있음. 

     후쿠시마 현민에게만 연간 피폭한도 20mSv 기준을 

     적용하려 하고 있음. 
 

2.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의 폐로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폐로 작업 과정에서 재임계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음. 

     그 현장 가까이에 주민을 귀환 시키려 하는 것임. 
 

3. 귀환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자체 직원・교직원・ 

     인프라 관련 노동자와 그들 가족을 직무 명령으로 

      고농도 오염지역에서 생활하게 하려 함. 



‘자주 피난자’에 대한 주택 보조 중단 

1. 후쿠시마현 당국은 현 바깥 지역으로 ‘자주 피난’ 한 

      주민에게 시행하던 주택 보조를 올해 3월부터 

      중단하기로 해, 귀환을 강요하고 있음.  
 

2.  후쿠시마현 당국의 직무 명령으로 현 직원이 현 밖 

    ‘자주 피난자 가족’을 찾아가 귀환을 종용하고 있음.  

    그 과정에서 협박에 해당하는 행위조차 보임. 
 

3. 주택 보조 중단은 ‘귀환하여 피폭 당할 것이냐, 

     (피난지에) 남아서 가난해질 것이냐’를 

    선택하게 만드는 비인간적 정책. 



<피폭과 귀환 강요에 반대하는 서명> 용지 
후쿠시마현 지사에게 요구항목 

1.피폭 영향을 인정하고 갑상선 검사를 모든 연령으로 
확충, 검진과 의료 충실을 요구합니다. 

2. 법령이 정하는 일반주민 연간 1밀리시버트 
     피폭한도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배상과 지원을 
     지속하고, 귀환을 강요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3. ‘자주피난자’에 대한 주택보조 등 보장 지속과 
     확대를 요구합니다. 
4. 모든 핵사고 이재민에게 행정당국 책임 하에 
     피난 및 ‘보양’을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후쿠시마 핵사고 
피난과 복구과정의 인명피해 

2017년 1월 28일 

이 홍주 



발표 순서 

• 핵사고 후 응급대응과정에서 인명피해 

• 장기피난자의 건강 문제 

–재해관련사망 

–관련 연구 

• 향후 연구과제 



후쿠시마 핵사고 발생 일지 

▲2011년 3월11일 오후 2시46분 = 동일본 대지진. 이후 원자로 1∼3호기 정지. 

▲2011년 3월11일 오후 6시 = 1호기 연료봉 냉각수 밖 노출. 

▲2011년 3월11일 오후 7시3분 = 일본 정부, 원자력긴급사태 선언 

▲2011년 3월11일 오후 8시50분 = 후쿠시마현 지사, 원전 2㎞ 권역 주민 피난 지시 

▲2011년 3월12일 오전 5시44분 = 간 나오토 총리, 원전 10㎞ 권역 주민 피난 지시 

▲2011년 3월12일 오후 3시36분 = 1호기 원자로 건물서 수소 폭발 

▲2011년 3월12일 오후 6시25분 = 간 총리, 원전 20㎞ 권역 주민 피난 지시 

 

▲2011년 3월14일 오전 11시1분 = 3호기 원자로 건물서 수소 폭발 

▲2011년 3월14일 오후 6시22분 = 2호기 연료봉 냉각수 밖 노출 

▲2011년 3월15일 오전 6시 = 4호기 원자로 건물서 폭발 

▲2011년 3월15일 오전 11시 = 일본 정부, 원전 20∼30㎞ 권역 주민 실내 대피 지시 



핵사고 후 응급대응(1) 

• 방사선비상의료체계 

– 원전 노동자 피폭사고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 후쿠시마지역 1차 방사능 응급센터: 6개소 

– 후쿠시마 지역 2차 방사능 응급센처: 1개소(후쿠시마 대학병원) 

 

• 대규모 원전 재해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 

• 그나마 피난 및 실내대피 지시로 인해 제역할을 못함 

• 시설이 지진으로 파괴되고 의료진도 대피 

• 후쿠시마 대학병원이 유일한 대응의료기관이었고 여기를 지원하기 위한 

전국네트워크는 3월말에 확립됨 

Emergency Responses and Health Consequences after the Fukushima Accident; Evacuation and Relocation. 
Hasegawa et al. Clin Oncol (R Coll Radiol). 2016 Apr;28(4):237-44 



핵사고 후 응급대응(2) 

• 재해파견의료팀 (Disaster Mobile Assistance Team;DMAT) 

– 주요 지진에 대응하여 설립된 전문이동진료팀 

– 회원 1800명 약 380개팀 

– 재난의 급성기에 운영(재해 후 48시간) 

– 재해발생 후 응급처치 및 비재난지역의 의료시설로 후송 

 

• 후쿠시마 사고 지역의 생존자가 매우 적었고 DMAT는 사고 후 48시간만 운영되기 

때문에 DAMT에 의해 안전하게 후송된 환자는 19명 

• 대부분의 재해관련사망(disaster-related death)은 DAMT활동이 끝난 48시간 이후에 발

생: 2014년 9월 30일 기준 재난 관련 사망자 수는 3,194 명 

• 심각한 기반시설의 파괴로 인해 의료자원봉사자의 접근이 어려움 

 

Prolonged Living as a Refugee from the Area Around a Stricken Nuclear Power Plant Increases the Risk of Death. Tanaka R. 
Prehosp Disaster Med. 2015 Aug;30(4):425-30. 



핵사고 후 응급대응(3) 
-피난 및 실내대피- 

• 대규모 이동 

– 사고 당시 반경 20km 내 76,000명 거주 

– 3월 15일까지 주민의 97%가 피난을 감 

– 연료부족으로 대피시간 연장됨 

• 피난 프로토콜의 부재 

– 잦은 피난 반경 변경: 2km, 10km, 20km 

– 20% 주민은 6회 이상 재배치됨 

– 방사능 오염이 높았던 핵발전소 북서부지역의 피난지시가 늦어짐(4월

~6월) 

 

2011년 12월 16일 문
부과학성 보도발표 
자료(모니터링 실시기
간 : 2011년 10월 22
일~11월 5일) 



• 정보 부재 

– 방사선 피폭량,  피난 시 준비물  예상되는 피난 기간 등 

– 귀중품, 중요문서, 반려동물, 가축 등을 남겨둔 때 피난 

• 장기에 걸친 실내 대피 

– 20km에서 30k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 대상 

– 시내로 들어오던 물류가 멈추고, 상점이나 은행, 주유소도 모두 닫혀 주

민들은 생활 기능이 멈춰버린 마을에 고립 

– 자원봉사자의 출입도 통제 

– 의료기관 기능 정지 

 

핵사고 후 응급대응(3) 
-피난 및 실내대피- 



핵사고 후 응급대응(4) 
-병원과 요양시설 입소자 대피- 

• 반경 20km이내 병원 8개소, 요양시설 17개소 

– 입원환자: ,1240명 

– 요양시설 입소자: 980명 

• 2011년 3월12일 오후 6시25분 = 간 총리, 원전 20㎞ 권역 주민 피

난 지시 

• 3월 12일 오후부터 20km 이내 피난이 시작되었으나 3월 13일 오후

까지 840명이 남아 있었음 

• 2011년 3월14일 오전 11시1분 = 3호기 원자로 건물서 수소 폭발 

• 3월14일에 응급대피   

Loss of life after evacuation: lessons learned from the Fukushima accident. 
Tanigawa et al. Lancet. 2012;379(9819):889-91 





• 의료진 동승 못함 
• 병상에서 절대안정 중이던 환자들도 모

두 좌석에 배치 
• 후송 중 낙상 사고 
• 이송버스는 피난 시기를 놓친 일반인들

까지 탑승하여 매우 혼잡 
• 14일 야간까지 입원할 시설을 찾지 못

한 채 버스에서 하차함 
• 입원시설을 찾을 때까지 24시간 이상 

난방과 의료장비가 없는 시설에서 임시 
거주함 

• 환자성명, 상태, 챠트번호 정보 부재 
• 의료서비스 부재, 식수와 식품 공급 부

재.  



신장투석이 필요한 말기 신장병환자 
뇌졸중 환자를 포함한 27명은 100km이
상 거리를 이동함 
 
3월15일까지 이 중 12명이 사망 
10명이 후송 중인 버스내에서 사망 
 
3월14~15일간 후송된 입원 환자와 요
양시설 입소자 중 사망자 50명 이상 
 
기존 질환의 악화, 탈수, 저체온증 



Evacuation effect on excess mortality among institutionalized elderly after the Fukushima 
Daiichi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Yasumura S. Fukushima J Med Sci 2014;60:192-195. 

원전 주변 20km 이내 34개소 요양시설 내 사망율의 변화  



장기 피난민 

• 2014년 9월 현재 약 12만 6000명이 장기 피

난 중 

• 독거노인, 모자 피난 등 가족의 붕괴 

• 열악한 임시거주시설 

• 불안정한 직장 및 학교 



장기간 대피생활로 인한 건강 문제 

• 전염병 발생 

• 정신건강장애 

• 심혈관질환 

• 부적응으로 인한 행동장애 



재해관련사망 
Disaster Related Deaths (DRDs) 

•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의학적 문제가 의료시설 미비로 인해 

악화되거나 거주지 환경이 열악하여 발생한 질환으로 인

해 사망한 경우 

 

• 약 46만명이 약 2400개의 피난처로 이주. 2016년 12월말까

지 약 5만여명 임시거주지 생활 중  

• 2013년 3월말까지 2,688명이 피난처나 임시거주지에서 사

망 

 • Emergency Responses and Health Consequences after the Fukushima Accident; Evacuation and 
Relocation. Hasegawa et al. Clin Oncol (R Coll Radiol). 2016 Apr;28(4):237-44 

• http://www.reconstruction.go.jp/english/topics/GEJE/index.html 



http://www.reconstruction.go.jp/english/topics/GEJE/index.html 



• 재해생존자 중 2012년 3월 31일까지 총 

1,632명이  사망 

– 후쿠시마현 761명  

– 미야기현 636명 

– 이와테현 193명  

– 이바라키현 32명 

– 지바현 3명 

– 나가노현 3명 

– 토쿄, 야마가타, 사이타마 각 1명 

– 약 90%가 66세 이상 

• 3분의 1 이상이 지진 발생 1개월 이내 사망 

Features of disaster-related deaths after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Ichiseki et al. Lancet. 
2013;381(9862):204. 



재해관련사망 
Disaster Related Deaths (DRDs) 

• 후쿠시마, 이와테, 미야기현에서 재해생존자 중 사망자 1,263명을 일본 부

흥청에서 조사 

• 사망자의 특징 

– 95%(1,206명)이 60세 이상 

– 64%(814명)이 핵사고 후 1개월 이내 만성질환 진단 

– 78%(986명)이 핵사고 후 3개월 이내  만성질환 진단 

• 사망원인 

– 임시피난처로 이동 중 신체적 정신적 피로: 638명(33%) 

– 기존 질환의 악화: 401명(21%) 

–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과도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150명(8%) 

Features of disaster-related deaths after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Ichiseki et al. Lancet. 
2013;381(9862):204.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인
구
천
명
당 

피
해
자
수 

실종자/사망자 이재민 재해관련사망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동북해변 피해 현황 

Prolonged Living as a Refugee from the Area Around a Stricken Nuclear Power Plant Increases the Risk of 
Death. Tanaka R. Prehosp Disaster Med. 2015 Aug;30(4):425-30. 



인
구
천
명
당 

피
해
자
수 

이와키 군 소마 시 미나소마 시 소마 군 후타바 군 

후쿠시마현 피해 현황 



후타바초 오쿠마초 토미오카초 

가마우치촌 

후쿠시마핵발전소 주변 
피해 현황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재해관련사망자 459 920 2,038 

  66세 이상 399 800 1,837 

누적 재해관련사망율의 변화 

2016년 6월 기준 

2014년 12월 기준 

http://www.reconstruction.go.jp/topics/main-cat2/sub-cat2-6/20160630_kanrenshi.pdf 



후쿠시마 건강관리조사 

• 기본 조사(Basic Survey)  

 2011 년 3 월 11 일까지 약 2,050,000 명의 후쿠시마 현 거주자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원자력 사고 후 4 개월 동안 기록 된 움직임을 기반으로 외부 방사선 조사량 계산 

 

• 갑상선 초음파 검사(Thyroid Ultrasnography) :  핵사고 당시 0 세- 18 세  약 36 만 명 대상 

 

• 건강진단(Comprehensive Health Check) : 피난민 지역의 전 거주자 21 만명 대상 

 

• 정신 건강 및 생활 습관 조사(Mental Health and Life Style Survey):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불안 및 스트레스와 같은 정신 건강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피난민을 대상으로 적절한 치료

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 

 

• 임신 및 출생 조사(Pregnancy and Birth Survey) : 2010 년 8 월 1 일부터 2011 년 7 월 31 일 사이

에 모자 건강 수첩을받은 산모와 자녀들에게 적절한 의료 및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 



건강진단(Comprehensive Health Check) 



핵사고 전후 건강검진 결과의 변화 

비만 고혈압 고혈당 간기능이상 

후쿠시마 현민 건강 조사 보고. 후쿠시마 현립 의과 대학 방사선 의학 현민 건강 관리 센터. 2015 
보고http://fmu-global.jp/?wpdmdl=1914 



17~27세 인구 중 총 12,000명 샘플링,  
7,335명이 연구에 참여 
주관적 건강악화를 호소하는 인구의 비율과 
관련 요인을 조사 
 
직장의 변동(이직 또는 실직)이 있거나, 피난 
기간이 4주 이상인 경우에 주관적 건강악화
를 호소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정리 

• 급성방사선증후군 등 방사선 피폭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 

• 재해관련사망 증가 

– 방사능 피폭을 우려한 고립: 교통, 유통, 의료 인프라 붕괴. 요양

시설 및 의료시설 인구의 사망율 증가 

– 다른 재해에 비해 대피기간이 길기 때문에 스트레스, 열악한 거

주환경으로 인한 만성질환 증가 

• 방사능 피폭에 의한 장기적인 건강 피해 

– 향후 연구 과제 

– 지역사회주민, 원전노동자, 제염노동자 및 그들의 자녀까지 연

구에 포함되어야 함  



향후 연구 방향 

• 피해지역의 암등록자료 모니터링 

• 피폭자료와 건강자료의 연계방안 확립 

• 장기간 관측연구 : 건강에 영향을 주는 생활패턴과 행동요인을 주

기적으로 조사하여 방사선에 의한 건강영향과 구별할수 있도록 함 

• 예방전략 수립을 위하여 피해지역 주민의 건강에 대한 이해와 수요

를 조사 

• 다기관 연구를 통해 자료수집을 조율하여 연구기관과 지역사회의 

부담을 최소화해야함 

Meeting report: suggestions for studies on future health risks following theFukushima accident. Inamasu 
et al. Environ Health. 2015;14:26.  



KNN뉴스 2014. 5. 14 

우리나라의  상황 



한국원자력의학원 홈페이지 http://www.kirams.re.kr/nremc/careSystem/countryInstitutionStateA.do 

1차 진료기관: 3개소 
2차 진료기관 3개소 



후쿠시마 고리 

상업운전 개시일 1호기 1971년 3월26일 
2호기 1974년 7월18일 
3호기 1976년 3월27일 
4호기 1978년 10월12일 
5호기 1978년 4월18일 
6호기 1979년 10월24일 

1호기 1978년 4월 29일  
2호기 1983년 7월 25일 
3호기 1985년 9월 30일 
4호기 1986년 4월 29일 
 

반경20km이내 인구 8만명 90만명 

방사선비상진료 

  1차 의료기관 6개소 3개소 

  2차 의료기관 1개소 3개소 

사망  15,894명* ? 

이재민 154,000명* ? 

재해관련사망    3,194명** ? 

실종    2,558명* ? 

부상    6,152명* ? 

* http://www.reconstruction.go.jp/english/topics/GEJE/index.html 
** http://www.reconstruction.go.jp/topics/main-cat2/sub-cat2-6/20160630_kanrenshi.pdf 

http://www.reconstruction.go.jp/english/topics/GEJE/index.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