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동일본 대지진에 수반한 원자력발전소의 사고 

이후 우리들이 입에 대는 식품이나 물 등의 방사

능 오염이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으며 아직도 새로

운 식품의 방사능 오염이 보도되고 있다. 한편 학

식있는 자로 칭하는 사람들이 지론을 전개하여 안

심감과 불안감의 양방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 현실

이다. 그 결과 국민들 간에 퍼지게 된 건강에의 불

안과 당국에 대한 불신이 거두어질 기색은 없고 

과도한 방어적 행동이나 풍문피해가 지속되고 있

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방사능이나 방사선의 기초

로부터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 음료, 토양이 건강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방사선과 방사능

  방사선의 단위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물질인 원자의 경우

에는 안정적인 것과 불안정한 것이 있는데 불안정

한 원자는 방사선을 방출하여 안정한 원자로 된

다. 방사성물질의 방사능을 나타내는 단위가 베

크렐(becquerel;Bq)이며, 1초간의 붕괴수를 나타

내고 있다. 알기 쉽게 말하면 1초간에 1개 방사선

을 배출하는 방사능이 1베크렐(Bq)이다. 방사선

이 물체에 미치는 영향은 흡수선량(단위는 그래이

(gray;Gy))으로 표시되고, 방사선 조사에 의해 1kg

의 물체가 1줄(joule;J)의 에너지를 받는다면 1그래

이가 된다. 같은 양의 방사선 에너지를 받아도 방

사선의 종류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데 

인체에의 영향의 정도는 다음 수식으로 구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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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에 대사가 되어 오줌 등으로 한꺼번에 배설되

는 것도 있다. 이와 같이 체외에 배출되어 반으로 

되는 시간을 생물학적 반감기라고 한다. 체내에 

받아들여진 방사성동위원소는 물리학적 반감기와 

생물학적 반감기의 양쪽에 따라 감소해 가는데 이 

양쪽을 고려한 반감기를 실효반감기라 한다. 실효

반감기는 Cs-137이 69.6일, I-131이 7.56일, Sr-90

이 18.3년, Pu-239가 200년이다(Table 1).

  음식에 수반한 내부피폭

  음식물의 규제치

경구섭취의 대상인 식품과 물에 대해서는 후생

노동성에 의해 Table 2에 나타난 잠정규제치가 설

정되어 있다. 이들 수치는 표준적인 식사를 하는 

일본인이 1년간 모두의 식사를 규제하는 레벨로써 

세슘과 요오드에 의해 오염된 음식물만으로 조달

한 경우 세슘에 의한 내부피폭의 총화가 약 5 mSv, 

요오드에 의한 내부피폭의 총화가 약 5 mSv로 되

는 것과 같이 설정되었다는 것이다.

  내부피폭의 위험성 평가

음식에 의한 경구섭취 및 호흡에 의한 흡입섭취

선량당량(단위는 시벨트(sievert;Sv)로 나타낸다.

•선량당량(Sv) = 흡수선량(Gy)×방사선하중계수

방사선하중계수는 감마선과 베타선이 1, 알파선

이 20이며, 같은 에너지를 흡수한 경우 알파선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감마선이나 베타선보다도 

월등히 큰 것을 나타내고 있다.

  방사능의 반감기

원전사고에서 문제되고 있는 세슘(Cs)-137, Cs-

134는 베타선과 감마선, 요오드(I)-131과 스트론

튬(Sr)-90은 베타선, 플로토늄(Pu)-239는 알파선

을 방출한다. 방사성동위원소는 방사선을 방출하

여 안정한 원소로 되는데 시간과 함께 수가 감소

해 간다. 처음의 방사성원소의 수가 반으로 감소

하는데 까지의 시간을 물리적 반감기라 하는데, 

Cs-137이 30년, Cs-134가 2년, I-131이 8일, Sr-90

이 29년, Pu-239가 2만 4천년이다(Table 1).

세슘은 나트륨이나 칼륨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

고 있어서 근육에, 요오드는 갑상선에, 스트론튬

은 칼슘과 성질이 유사하여 뼈에, 플로토늄은 폐

에 각각 침착·축적되기 쉽다. 체내에 받아들여진 

방사성물질은 Sr-90에서처럼 뼈에 침착하여 배출

되기 어려운 것도 있고 Cs-137과 같이 비교적 단

방사성핵종 물리학적 반감기 생물학적 반감기 실효반감기

Sr-90 29년 50년 18.3년

I-131 8일 138일 7.56일

Cs-137 30년 70일 69.6일

U-235 7억년 15일 15일

Pu-239 2.4만년 200년 200년

Table 1. Half-life of Radioactive Nuclear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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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씩 1년간 계속 섭취한 경우

     베크렐수(500 Bqx2)에 Cs-137의 실효선량계

수(경구섭취의 경우(Table 3))인 1.3×10⁻8을 

이용하여 다음 수식에 따라 계산하면 내부피

폭선량은 4.7×10⁻3 Sv(4.7 mSv)로 되고 그 발

암률은 2.4×10⁻⁴(0.024%)이다.

     500 Bq/kg×2kg×1.3×10⁻8 Sv/Bq×365일 = 

4.7×10⁻3 Sv

    4.7×10⁻3 Sv×5.0×10⁻2 Sv⁻1 = 2.4×10⁻4

     그런데 Cs-137로 5,000 Bq/kg 오염된 우육을 

2 kg 먹었을 때의 내부피폭은 130 μSv가 되고 

발암률은 0.00065%이다. 또한 Cs-137로 2,000 

Bq/kg 오염된 우육을 매일 200 g씩 1년간 먹

기를 지속한다면 내부피폭선량은 1.9 mSv로 

되고 발암률은 0.0095%로 된다.

ⅱ)  Cs-137로 200 Bq/L 오염된 물을 매일 20리터

씩 1년간 섭취하기를 계속한 경우 

      같은 방법으로 다음 수식에 의해 계산하면 내

부피폭선량은 1.9×10⁻3 Sv(1.9 mSv)로 되고 

그 발암률은 9.5×10⁻5(0.0095%)으로 된다.

      200 Bq/L×2 L×1.3×10⁻8 Sv/Bq×365일 = 

1.9×10⁻3 Sv

를 한 개개의 방사성물질에 의해 장기간에 걸친 

내부피폭을 평가할 때 예탁실효선량이라는 개념

이 도입된다. 체내에 받아들여진 방사성물질이 감

소하면서 방출을 지속하는 방사선에 의해서 일정

기간(성인의 경우는 섭취 후 50년간, 어린이나 영

유아의 경우는 섭취 후 70년간)에 받는 피폭선량을 

적산하는 것이 예탁실효선량이다. Table 3에 나타

난 실효선량계수를 이용하여 장기에 걸친 내부피

폭(예탁실효선량)을 계산하는데 그것에 기초하여 

생애 건강 리스크를 평가할 수가 있다.

본고에서는 대략적인 위험성(안전성)의 이해와 

어떤 암 발병확률의 계산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

방사선방호위원회(ICRP; International Committee 

on Radiation Protection)의 권고 등을 참고로 하여 

전치사 암의 리스크계수를 5.0×10⁻² Sv⁻¹으로 하

고, 내부피폭선량(예탁실효선량)에 기초하여 암

의 발병확률을 계산하면 이하와 같은 계산치가 얻

어진다. 그것에 의하면 장기에 걸쳐서 방사능오염

식품 섭취하기를 계속하지 않는 한 규제치 레벨의 

방사능오염식품을 먹어도 리스크는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ⅰ)  Cs-137로 500 Bq/kg 오염된 식품을 매일 2 

핵종
원자력시설 등의 방재대책에 포함된 지침에 의한 

섭취제한에 관한 지표치(Bq/kg)

방사성요오드
(혼합핵종의 대표핵종:I131)

음료수, 우유, 유제품 300

야채류(근채, 서류 제외), 어패류 2,000

방사성세슘
음료수, 우유, 유제품 200

야채류, 곡류, 육류, 난류, 어류, 기타 500

플로토늄 및 초우라늄원소의 알파핵종(Pu238, Pu239, Pu240, Pu242, 
Am241, Cm242, Cm243, Cm244 방사능농도의 합계)

유유아용식품, 음료수, 우유, 유제품 1

야채류, 곡류, 육류, 난류, 어류, 기타 10

Table 2. Tentative Restrictive Value of Radioactive Nuclear Materials

* 실효선량(연간) 5 mSv = 음료수+우유, 유제품+야채류+곡류+육류, 난류, 어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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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지 기사에서 보는 시판식품의 실태

주간문춘 2011년 9월 1일호에 「충격의 르뽀, 도

내 슈퍼를 철저조사! 정어리, 복숭아, 차잎, 우육, 

… 방사선이 검출되었다!」 라고 하는 기사가 게재

되었다. 도내 수 군데의 슈퍼에서 후쿠시마, 군마, 

이바라키, 도치기, 미야기, 야마가타, 니가타, 나가

노, 야마나시, 사이타마, 도쿄, 지바, 가나가와, 시

즈오카를 산지로 하는 농수산물 108개 샘플을 구

입하여 분석한 결과를 기사화 한 것이다.  분석에

서 108개 샘플 가운데 39개 샘플에서 50 Bq/kg을 

초과했는데 그 중 36개 샘플을 전문분석기관에 의

뢰하였다. 그 결과 모든 샘플에서 방사성요오드는 

검출되지 않았지만 10개 샘플에서 Cs-134와 Cs-

137이 검출되었다. 그것들의 품목(산지, Cs-134와 

Cs-137의 방사능 합계)은 차잎(시즈오카, 354 Bq/

kg), 복숭아(후쿠시마, 36 Bq/kg), 차잎(시즈오카, 

225 Bq/kg), 정어리(지바, 13 Bq/kg), 구이용갈비

(이바라키, 246 Bq/kg), 복숭아(후쿠시마, 51 Bq/

     1.9×10⁻3 Sv×5.0×10⁻2 Sv⁻1 = 9.5×10⁻5

ⅲ)  I-131로 2,000 Bq/kg 오염된 식품 1kg을 1회

만 먹은 경우

     베크렐수(2,000 Bq)에 I-131의 실효선량계수

(경구섭취의 경우, Table 3)인 1.6×10⁻8을 곱

하여 다음 수식에 의해 구하면 내부피폭선량

(50년간 적산)은 3.2×10⁻5 Sv(32 μSv)로 되고 

그 발암률은 1.6×10⁻6(0.00016%)으로 된다. 

    2,000 Bq×1.6×10⁻8 Sv/Bq = 3.2×10⁻5 Sv

    3.2×10⁻6 Sv×5.0×10⁻2 Sv⁻1 = 1.6×10⁻6

ⅳ)  I-131로 300 Bq/L 오염된 물 2 L를 1회만 섭

취한 경우

      같은 방식으로 다음 수식에 의해 구하면 내

부피폭선량은 9.6×10⁻6 Sv(9.6 μSv)로 되고 

그 발암률은 4.8×10⁻7(0.000048%)로 된다.

     300 Bq×2×10⁻8 Sv/Bq = 9.6×10⁻6 Sv

     9.6×10⁻6 Sv×5.0×10⁻² Sv⁻¹ = 4.8×10⁻7

핵종 반감기 경구섭취(Sv/Bq) 흡입섭취(Sv/Bq)

I-129 1,570만년 1.1×10-7 3.6×10-8

I-131 8.04일 1.6×10-8 1.5×10-8

I-133 20.8시간 4.3×10-9 1.5×10-9

Cs-134 2.06년 1.9×10-8 2.0×10-8

Cs-136 13.1일 3.0×10-9 2.8×10-9

Cs-137 30년 1.3×10-8 3.9×10-8

Pu-238 87.7년 2.3×10-7 1.1×10-4

Pu-239 2.41만년 2.5×10-7 1.2×10-4

Pu-240 6,564년 2.5×10-7 -

Sr-89 50.5일 2.6×10-9 7.9×10-9

Sr-90 29년 2.8×10-8 1.6×10-7

Table 3.  Effective Radiation Quantity Coefficients of Radioactive Nuclear Materials under Emergency 
Consi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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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 17개 샘플(=43-26)에도 검출한계인 5 Bq/

kg의 방사성 세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정되므

로 43개 샘플의 방사성 세슘의 평균치는 15.2 Bq/

kg(=(570+5×17)/43)이 된다. 덧붙여서 말하면 43

개 샘플의 방사성 합계는 3,728 Bq이고 칼륨40의 

양은 3,073 Bq(=3,728-(570+5×17))로 된다. 43개 

샘플의 칼륨40의 평균치는 71 Bq(3,073/43)이 되며 

이는 세슘량보다도 상당히 큰 수치이다.

어느 기사에 있어서도 방사성 세슘에 의한 식품

의 오염량은 칼륨40량과 비교하여 훨씬 적다는 것

을 나타내고 있다. 즉 현재 시장에 출하되어 있는 

방사능 오염식품에 의한 내부피폭은 자연방사능

에 의한 내부피폭을 크게 상회하는 것은 없을 것 

같은 수준이다.

또한 상기의 칼륨40 함량은 세슘과 칼륨의 방사

능 계수효율이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한 수

치이므로 실제 칼륨40의 함량은 상기 수치보다도 

크다.

  방사능 오염된 토지로부터의 
  외부피폭

각지의 공간선량률(Bq/Hour)은 신문 등에서도 

공표되었지만 인터넷에서도 간단히 알 수가 있

다. 암의 리스크 계수 5×10⁻2 Sv⁻1을 이용하여 구

한 외부피폭에 의한 발암률은 1년간에 1 mSv(매

시간 0.114 μSv), 5 mSv(매시간 0.57 μSv), 100 

mSv(매시간 11.4 μSv) 피폭 당했을 때 Table 4에 

나타난 것과 같이 각각 5.0×10⁻5(0.005%), 2.5×

10⁻4(0.025%), 5.0×10⁻3(0.5%)으로 된다.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원격지인 

관동남부에서도 공간선량률(Sv/Hour)이 높은 지

역이 있는데 0.2~1.0 μSv/Hour을 나타내고 있다. 

kg), 복숭아(후쿠시마, 23 Bq/kg), 복숭아(후쿠시

마, 18 Bq/kg), 참정어리(지바, 3 Bq/kg), 블루베리

(지바, 26 Bq/kg) 등이다.

이것들의 세슘 방사능을 모두 합계한 총수는 

995 Bq로 된다. 이들 36개 샘플 전체에서 고려하면 

방사성 세슘 농도의 평균치는 27.6 Bq/kg(995/36)

으로 된다. 또 나머지 72개 샘플(108-36=72)에서

는 방사성 세슘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하

면 108개 샘플의 방사성 세슘의 평균치는 9.2 Bq/

kg(995/108=9.2)이 된다.

이들의 수치는 동북, 관동을 산지로 하는 식품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통상은 북해도산, 서

일본산, 외국산의 식품도 먹고 있는 것이라면 실

제 식사의 방사성 세슘 농도는 이들 수치보다도 

더욱 작게 된다. 

덧붙여 말하면 36개 샘플의 방사능의 합계는 

3,259 Bq이며, 세슘 이외에서는 주로 칼륨40에 의

한 것이고 그 양은 2,264 Bq(3,259-995)로 된다. 36

개 샘플의 칼륨40의 평균치는 62 Bq(2,264/36)이며 

세슘 양보다도 상당히 큰 수치이다.

더욱이 같은 주간문춘의 2011년 10월 27일 호에

서 「방사선. 어패류, 새우, 오징어, 처음으로 철저

조사」 라는 기사가 게재되었다. 도내의 슈퍼와 도

쿄 츠키지(築地)시장에서 구입했는데 홋카이도에

서 가나가와에 걸친 지역을 산지로 하는 어패류 83

개 샘플을 구입하여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60 

Bq/kg을 초과한 43개 샘플을 전문 분석기관에 분

석 의뢰하였다. 그 결과 26개 샘플로부터 Cs-134

와 Cs-137이 검출되었다.

이들 세슘의 방사능을 모두 합계한 총수는 570 

Bq이 되고 26개 샘플의 방사성 세슘 농도의 평균

치는 21.9 Bq/kg(=570/26)이 된다. 농산물과 비교

하여 어패류에서는 세슘의 검출확률이 높고 다소

나마 세슘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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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10~90% 제거가 가능하다. 야채나 과실 등은 비

타민C, 카로티노이드, 안토시아닌, 폴리페놀 등의 

항산화물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 농산물의 세정

은 방사능을 제거함과 동시에 수용성의 항산화물

질도 유실된다. 예를 들면 채썰기를 한 야채를 10

분간 수침한다면 비타민C는 20~40% 녹아 없어진

다.

여기에서 방사선생물학의 기초에 대하여 설명

하고자 한다. 방사선이 생체에 미치는 작용으로는 

직접작용과 간접작용이 있다. 직접작용은 방사선

이 직접 DNA 등의 생체물질을 공격하는 것이다. 

한편 간접작용은 방사선이 생체 중의 물분자에 당

하여 래디칼(radical)이나 활성산소를 발생시켜 이

들이 생체물질에 작용함으로써 생체에 영향을 미

치는 것이다. 방사선의 건강 영향은 일반적으로 

직접작용에 의한 것보다도 간접작용에 의한 것의 

쪽이 훨씬 크다.

야채나 과실의 과도한 세정은 방사선장해의 방

호 역할을 하는 항산화물질을 제거하는 것이 된

다. 대단한 방사능오염도 없는 농산물까지 과잉으

로 세정하는 행위는 최후의 보루라고 말할 수 있

는 체내항산화력, 활성산소소거능력을 감소시키

는 것으로 되므로 끊임없이 외부피폭을 받고 있는 

핫스폿트(hot spot;열지점; 본래는 지구 심층의 마

그마가 상승하여 지표 가까이에 이르고 있는 곳을 

의미함, 역주)의 주민에게 있어서는 유해한 행위

한 건물 가옥의 실내는 집 밖 약 절반의 공간선량

률이므로 이들 지역에서는 실내에 있어도 0.1~0.5 

Sv/Hour 피폭 당하는 것으로 된다. 덧붙여서 말하

면 필자의 자택 앞 도로 선량률은 0.2~0.3 Sv/Hour

이지만 옥 내 선량률은 침실, 거실, 욕실까지 0.1 

Sv/Hour을 조금 초과한다. 따라서 필자의 경우 자

택에서 1년간 담고 있어도 1 mSv는 피폭 당하는 

계산이 되고 우시쿠시(牛久市)보다도 선량률이 높

은 마츠도시(松戶市)로의 통근이나 취미 활동 조

깅에 의하여 1년간에 2 mSv 정도의 피폭을 각오하

지 않으면 안된다.

Table 4에서는 외부피폭량에 상당하는 내부피폭

을 합하여 매일의 세슘 섭취량을 적어놓고 있다. 

외부피폭 0.11 μSv/Hour에 상당하는 년간 1 mSv

를 내부피폭 당하는 데서는 매일 약 200 Bq의 방사

성 세슘을 1년간 섭취하기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전술한 것에 따라 식사로 방사성 세슘 오염의 평

균치는 미미하므로 세슘 오염식품에 의한 내부피

폭은 연간 0.1 mSv 이하로 추측된다. 즉 식품오염

에 의한 내부피폭은 오염토지로부터의 외부피폭

과 비교하여 훨씬 적다고 말할 수 있다.

  식품의 방사능오염 제거와 그 의의

식품의 방사능 오염은 세척, 삶음, 절임 등에 의

연간피폭량 발암률 공간선량률 1일간의 Cs 섭취량

1 mSv 0.005% 0.114 µSv/Hour 211 Bq

5 mSv 0.025% 0.57 µSv/Hour 1,058 Bq

10 mSv 0.05% 1.14 µSv/Hour 2,107 Bq

20 mSv 0.1% 2.28 µSv/Hour 4,215 Bq

100 mSv 0.5% 11.4 µSv/Hour 21,075 Bq

Table 4. Yearly-bombed Radiation Quantity and Carcinogenic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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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함유되어 있다. 과도한 불안에 의한 스트레스

는 신체가 갖추고 있는 래디칼, 활성산소 소거능

력을 저하시키는 한편 웃으면 면역력이 높아진다

고 한다. 핫스포트(hot spot)의 주민은 방사능 오염

식품에 의한 내부피폭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수준

의 외부피폭을 당하고 있다. 방사선 피폭은 가급

적 피해야 하는 것이지만 끙끙 걱정하는 게 아니

라 바르게 먹고 밝은 생활에 유의함으로써 방사선

에 대처해 이길 수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 

● 자료출처 ● 

히야시 토와루(林 徹), 食品の放射能汚染とそ

のリスク, 明日の食品産業, 422, 6-11, 2011.12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분명히 방사능오염이 

되어있는 식품은 배제한 위에서 농산물의 세정은 

통상의 수준으로 두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맺는 말

정부기관이나 사업자가 검사, 규제를 하고 있는

데 오염이 격심한 식품은 시장에 출하하는 일은 

없다. 검사 강목을 적당히 빠져나가버린 식품이 

전무하지는 않지만 그 실생활에 있어서 리스크는 

대단히 적다. 이러한 내부피폭에 비하여 외부피폭 

쪽이 큰 수치이기 때문에 필자의 경우 1년간에 약 

2 mSv 외부피폭을 당해 발암률이 0.01% 상승하는 

계산이다. 일본의 인구는 약 1억 2천만인, 교통사

고에 의한 연간 사망자수는 약 5천인(0.004%), 부

상자는 약 100만인(7.9%)이다. 피폭의 위험성에 대

해서는 이들 숫자를 참고로 하여 개인이 판단할 

것이다.

간접작용에 의해 방사선이 체내에서 래디칼이

나 활성산소를 생성하므로 그것이 유전자 등을 상

하게 하여 건강에의 영향이 발생한다. 우리들의 

신체는 래디칼이나 활성산소를 소거하는 능력을 

갖고 있으며, 식품에는 이것들을 소거하는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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