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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대학 4년을 마치고 대학원이라는 넓은 곳에 들어와서, 2년 6개월을 마

감하려고 하니 약간 아쉬움이 남습니다. 처음 이곳에 들어올 때의 마음가

짐으로 2년 6개월을 생활했을까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또한 10평 남짓한 

곳에 7∼8명이 모여서, 기쁠 때 같이 웃고, 힘듦을 같이 나눌 수 있었던 일

들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나만의 작은 결실

을 맺게 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인자한 표정으로 늘 우리들을 웃으면서 대해주시던 신동천 교수님

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넉넉한 미소로 대해 주신 정용 교수님, 그리고 잘

되라고 채찍질 해주신 임 욱 선생님,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세심한 지도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며, 또 저의 넋두리를 들어주신 박성은 선생님께 고마

움을 표하며, 그리고 위엄 있는 모습과 부드러운 미소를 보여주신 임연택 

부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학부시절 4년 동안 철없이 웃으며, 가끔 화도 내며, 그리고 투정

도 부리던 저를 끝까지 놓지 않고 항상 잘될꺼 라고 말 하신 옥치상 교수

님, 황인철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왜 이리도 빠른지 벌써 30살이 되었고, 또 보통 사람

들이 겪는 일들을 겪으면서 평범하게 살아오면서, 저에게 도움을 준 사람

들이 지금 이 순간에 생각이 납니다. 

먼저 2년 6개월간 같이 즐겁게 지냈던 환경공해 연구소 사람들이 먼저 

떠오르며, 항상 멋진 모습을 보여주시는 김황룡 선생님, 항상 밝은 음성으

로 대해주신 김예신 선생님, 양지연 선생님, 그리고 연구소 생활을 하면서 

가장 도움을 많이 줬지만, 저한테는 너무 잘해준 호현형, 그리고 차분한 문

기형, 술을 꼭 한잔하고 싶은 친구 용진, 대학때 부터 같은 학교를 다니던 

종훈, 매력도 많고 애교가 넘치는 화성, 항상 화려한 패션을 보이는 민정, 

그리고 직장생활 하면서 논문 쓰는데 어려움이 많았던 진화, 그리고 깜찍

한 수씨, 나의 장난에도 화를 안내던(?) 길, 또한 오빠를 부르면서, 요

플레를 사달라던 경화, 막내 택수 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

다. 



또 항상 편안한 웃음으로 편하게 고민도 들어주면서 잘 지낸 준환 형, 

항상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또한 웃으면서 대해준 지혜씨, 그리고 철

없는 저를 그냥 지켜봐 주시고 용기를 주시며 따뜻한 말을 아낌없이 해주

신 정말 잊지 못하는 우순 누님, 윤숙 누님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

습니다. 

또한 나의 소중한 친구들인 무수, 상현, 병철, 시우, 인철, 원석, 동준이 

형, 윤식형, 희경, 용희, 은정, 윤경, 경원, 미성, 진희, 선희 에게도 항상 고

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 서울에 있는 학교 선․후배들과, 대학 생활 몇 

년을 하면서, 많은 도움을 준 사장님, 사모님, 그리고 진태형, 경수형 에게

도 감사하다는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같이 한학기만 다닌 광모선배에게도 

변치않는 선․후배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입사 동기들인 석명형, 원혁, 락현, 상규, 복석, 목이 에게도 지금

교육 받고 있는 마음으로 회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동기가 되자는 말

을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30년 가까이 자신의 생활보다는 자식들의 생활을 위해 살

아오신, 부모님께 정말 고맙다는 말을 전하며, 항상 표현이 서툴러 화를 많

이 냈지만, 진심은 다른데 있다는 것을 알아주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잘

사는 모습이 효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누나와 동생인 종하에게도 떳떳한 동생과 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여자친구인 은 이에게 앞으로 “지금처럼만 행복하게 지내

자" 라는 말을 하고 싶으며, 이렇게 예쁜 마음으로 키워주신 부모님에게도 

감사하며, 앞으로 살아가는 날들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훈이와

는 형․동생처럼 소중한 관계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저에게 너무

나도 잘해주신 이모님, 이모부님과 자녀에게도 행복한 날만 있길 바라며,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미소만 가득한 날이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길 바랍니다. 

2003년 7월

문혁표 사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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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는 방사성 원소는 
40
K, 

238
U, 

232
Th으로, 그 

중 우라늄은 원자력 에너지를 얻는 중요한 핵연료로 이용되고 있다. 우라

늄은 천연에 존재하는 원소로서 지구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물질 내에 그 

함량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조금씩은 포함되어 있다. 우라늄 동위원소 중 

U-238(반감기 : 약 45억년) 핵종이 99.3%를 차지하고 있다(기초전력공학공

동연구소, 2000). 또한 먼저 
238
U은 총 14회의 연속적인 변환을 거쳐 최종 

208
Pb로 안정화되는 우라늄 붕괴계열의 어미원소이며, 

235
U은 총 11회의 변

환을 거쳐 최종 207Pb로 안정화되는 악티늄 붕괴 계열의 어미원소로 붕괴

과정에서 수많은 중간 생성물 및 α선과 γ선을 포함한 방사선을 방출한다

(나춘기, 정재일, 2000). 또한 방사선 노출은 공기의 호흡, 식품의 소화, 식

수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우라늄에 대한 급성 인체 향은 알려진 바는 없지만, 동물 실

험에 의하면, 우라늄의 호흡기를 통한 급성 반응으로서 비염 및 신장 장해

가 보고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일부 지역에서 주택을 대상으로 음용수 용도

로 사용되는 지하수 및 실내공기 중 우라늄 농도를 조사하여 화학적 독성

으로 인한 인체의 비발암 위해도를 산출하며, 음용수와 실내공기 중 우라

늄 농도의 매체별 기여도를 알아보고, 조사 지역 주민들이 우라늄이 함유

된 음용수를 섭취시 신장 중 우라늄 농도를 알아보며, 문헌들을 고찰하여 

음용수, 실내공기, 식품 섭취시 기여도를 조사하여, 우라늄 관리방안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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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이 되고자 한다. 

조사 대상지역은 2002년 9월에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의 12개 주거 지

역을 대상으로 각 주택의 실내공기와 음용수 중 우라늄 농도를 조사하 으

며, 시료 분석은 2002년 10월에 대전에 위치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KBSI : Korea Basic Science Institute)에 의뢰하여 분석하 다.

모든 시료의 분석 기기로는 ICP-MS(Inductive Coupled Plasma-Mass 

Spectrometry) instrument(Model : Thermo Elemental X7)를 사용하 다. 

대상 가구의 음용수 중 우라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Mean±SD은 

54.44±48.84(9.05∼152.00)ng/L의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기하평균

(geometric mean)은 36.16ng/L로 조사되었다. 또한 대상 가구의 실내공기 

중 우라늄 분포를 살펴보면, Mean±SD은 0.04±0.02(0.02∼0.06)ng/㎥의 분

포를 보이고 있으며, 기하평균(geometric mean)은 0.03ng/㎥로 조사되었다. 

위의 결과를 토대로 비발암 위해도 평가를 실시하 으며, 각각에 사용

된 parameter를 살펴보면 음용수를 섭취할 때 intake rate를 1.4L/day, 실

내공기 중 흡입할 때는 20㎥/day로 설정하 으며, exposure frequency는 

365days/year, 그리고 exposure duration은 30years를 적용하 다. 또한 

average time은 평생 70년의 수명을 기준으로 설정하 으며, body weight

는 61kg으로 설정하 다. 

따라서 음용수 섭취시의 mean값은 5.35×10
-7
㎎/㎏/day, 5th은 1.69×10

-8

㎎/㎏/day, 95th일 때는 8.63×10-7㎎/㎏/day이었으며, 실내공기 흡입시의 

mean값은 5.15×10
-9
㎎/㎏/day, 5th은 1.73×10

-9
㎎/㎏/day, 95th은 5.28×10

-8

㎎/㎏/day로 조사되었다. 

또한 각 매체별 기여률을 보면, 음용수 섭취시에 인체 노출이 약 9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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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으나, 흡입시에는 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대상 가구의 음용수와 실내공기의 분포 관계를 알

아보았는데, 음용수 중 우라늄 농도가 높게 나타난 곳은 실내공기 중 우라

늄 농도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ICRP에서 사용된 model을 이용하여 음용수 섭취시 신장 중 우

라늄 농도를 알아본 결과, Mean±SD는 4.00×10
-6
±3.59×10

-6
㎍/g(6.65×10

-6
∼

1.12×10
-5
)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신장 장해의 역치(threshold) 농도 하한치

인 0.2㎍/g보다 낮게 조사되었다. 즉 조사지역의 음용수 중 우라늄 농도 는 

mean값이 54.44ng/L로 섭취하더라도 신장장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

단된다. 

본 연구에서 충청북도 일부지역에서의 음용수 및 실내공기를 조사하

지만, 검출된 우라늄 농도의 수준에서는 인체에 미치는 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국내․외 더 많은 정보들

을 수집․분석평가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우리나라 기준 및  

US EPA의 기준치를 초과하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정수처리 후 사용 또

는 대체 수원 개발을 권장해야한다. 

우리나라에서 우라늄에 의한 음용수, 식품, 및 공기 중 우라늄 농도를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인체 노출과 비발암성 위해도를 보다 정확하게 평

가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어: 우라늄, 비발암 위해도, 다매체 노출평가, 인체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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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는 방사성 원소는 
40
K, 

238
U, 

232
Th으로, 그 

중 우라늄은 원자력 에너지를 얻는 중요한 핵 연로로 이용되고 있다. 우라

늄은 천연에 존재하는 원소로서 지구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물질 내에 그 

함량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조금씩은 포함되어 있다. 우라늄 동위원소 중 

U-238(반감기 : 약 45억년) 핵종이 99.3%를 차지하고 있다(기초전력공학공

동연구소, 2000). 또한 먼저 
238
U은 총 14회의 연속적인 변환을 거쳐 최종 

208
Pb로 안정화되는 우라늄 붕괴계열의 어미원소이며, 

235
U은 총 11회의 변

환을 거쳐 최종 207Pb로 안정화되는 악티늄 붕괴 계열의 어미원소로 붕괴

과정에서 수많은 중간 생성물 및 α선과 γ선을 포함한 방사선을 방출한다

(나춘기, 정재일, 2000). 그리고 3개의 방사성 동위원소인 혼합 물질로 구성

되어서 차이가 있는 mass numbers에 의해 확인할 수 있다. 각각의 질량은 

238(99.2745%), 235(0.7200%) 그리고 234(0.0054%)이며, 모든 3개의 자연적 

동위원소는 약 4.5MeV의 α 에너지를 가진 
234
U에 대한 2.455 ×10

5
y, 

235
U에 

대해서는 7.038 × 108y, 그리고 238U에 대해서는 4.468 × 109y의 오랜 반감

기를 가진 α emitter를 방출한다(Chu et al., 1999). UNSCEAR(The United 

nations Scientific Committee of the effects of Atomic Radiation)은 사람

들의 방사성에 대한 노출량 중 98%가 자연적인 출처에 의한 것이며 원자

력 발전과 핵 실험에 의한 노출은 극히 적은 부분이라고 평가하 다

(UNSCEAR, 1998). 우라늄은 은색의 방사성 금속으로 암석, 토양, 및 환경 

전체에 존재하고 있다. 또 방사선 노출은 공기의 호흡, 식품의 소화, 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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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다. 하루 평균 예상 호흡기를 통한 흡입량은 3×10
-

5∼3×10-4 Bq(7×10-4∼7×10-3), 식품의 소화를 통하여 인체에 들어오는 양은 

0.027∼0.037Bq(0.72∼1.0pCi), 그리고 식수를 통하여 0.02∼0.07Bq(0.6∼

2.0pCi)가 들어온다(기초전력공학공동연구소, 2000). 그리고 우라늄은 내부 

노출 또는 외부 노출에 의해 허용선량 이상 노출될 경우 인체에 신체적 

향과 유전적 향을 끼치게 되므로 그 허용선량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나춘기, 정재일, 2000). 

우라늄에 대한 급성 인체 향은 알려진 바는 없지만, 동물 실험에 의

하면, 우라늄의 호흡기를 통한 급성 반응으로서 비염 및 신장 장해가 보고

되고 있다. 그러나 쥐에 대한 급성 동물실험에서 우라늄은 호흡기를 통한 

노출보다는 소화기를 통한 노출이 훨씬 높은 독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만성 향은 여러 연구에서 인간의 호흡기를 통하여 흡입되는 경우 호

흡기 질환과 연결시키고 있으며, 신장 장해도 보고되어진 바 있다. 동물 연

구를 통하여 호흡기나 소화기를 통한 우라늄의 만성적 신장 장해가 발생하

는 것을 알 수 있다(기초전력공학공동연구소, 2000). US EPA는 우라늄(가

용성 염 혹은 천연)에 대하여 아직 RfC(Reference Concentration : RfC)를 

설정한 바가 없으나, RfD(Reference Dose : RfD) 동물 실험을 근거로 

0.003㎎/㎏/d로 정하고 있다(US EPA). 

그리고 토양은 인간과 모든 동식물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바탕으로

써 오래 전부터 여러 형태로 이용되어 온 무한한 가치를 지닌 자연이며 자

원이다(최상일, 1997). 토양내의 우라늄은 우라늄 광산활동과 분말화 과정, 

우라늄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주변,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 인위

적으로 오염되어 있으며, 자연적 기원의 오염은 흑색 셰일, 인산염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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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gmatite, 산성화성암 등에 고농도로 존재하는 우라늄이 암석의 풍화에 

의해 발생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토양과 암석에서 현재 우라늄 농도는 0.

5∼5ppm 정도를 가지고 있다(ACWA. 2000).

또한 우라늄의 노출과 관계된 주요한 화학적 향은 신장독성을 야기한

다. 이 독성은 대기 중에 포함된 우라늄 먼지의 흡입 또는 우라늄이 포함

된 물질을 섭취함에 따라 혈류를 따라 들어간다. 혈류를 따라서, 우라늄 화

합물은 신장에 의해 여과되어지고, 그래서 신장 세포에 손상을 주는 원인

이라 할 수 있다. 고농도의 우라늄(약 50∼150㎎) 흡입은 급성 신부전증 또

는 괴사의 원인이 될 수 있다(web. ead. anl. gov). 

 따라서 인간이 생활하는 환경은 대기, 수질, 토양 및 식품 등 매우 다

양하며 인체가 오염물질에 노출되는 경로 또한 다양하다. 따라서 오염물질

이 인체에 향을 미치는 경로와 인과 관계를 규명하기란 매우 어렵다. 더

욱이 인간이 생활하는 환경은 대기, 수질, 토양 및 식품 등 매우 다양하며 

인체가 오염물질에 노출되는 경로 또한 다양하다. 따라서 오염물질에 대한 

노출평가는 대기, 수질, 토양, 식품 등 각각의 단일 매체에 대해 평가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출평가는 인체를 중심으로 환경을 보는 입장에서는 

매우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와 같은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오염물질에 인체가 노출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매체를 평가하는 다매체 노출 평가 방법이다.  이와 같은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인체가 노출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경로를 평가하는 multi-route 또는 multi-pathway human exposure 

assessment(이하 MHEA) 접근법이다. 이러한 MHEA 접근법은 환경 중 

오염물질을 단순히 단일 매체별 오염도 평가에 머무르지 않고, 인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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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노출 정보를 제공하여 정확한 총량적인 위해도 평가(Total Risk 

Assessment)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통합오염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

기술이라 할 수 있다(국립환경연구원, 200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라늄 광맥대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음용하고 있는 지하수뿐만 아니라 실내공기를 조사하여 우라늄 

농도를 알아보고자 하며, 다매체 기여도 및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그 세부적인 목적으로는 

첫째, 일부 지역의 주택을 대상으로 음용수 용도로 사용되는 지하수  

및 실내공기 중 우라늄 농도를 조사하여 화학적 독성으로 인한 인체의 비

발암위해도를  산출한다.

둘째, 음용수와 실내공기 중 우라늄 농도의 매체별 기여도를 알아본다.

셋째, 조사 지역 주민들이 우라늄이 함유된 음용수를 섭취시 신장 중 

우라늄 농도를 알아보며, 문헌들을 고찰하여 음용수, 실내공기, 식품 섭취

시 기여도를 조사하며, 우라늄 관리방안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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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의 이론적 배경

1. 우라늄의 특성

우라늄은 토양, 암석, 지표수 그리고 지하수에서 저농도로 방출되며 천

연적으로 발생하는 방사성 요소이다. 또 자연적으로, 우라늄은 몇 개의 동

위원소로 이루어져있으며, 천연 우라늄은 uranium-238이 거의 모든 원자

로 구성되어있고, uranium-235의 질량 구성은 1% 미만이며, 그리고 매우 

적은 양이 uranium-234이다(표 1). 아래 표는 우라늄 동위원소의 구성성분

을 나타내고 있다. 

표 1. 우라늄 동위 원소의 구성성분

Isotope
Half-life

1)

(years)
mass(%) activity(%)

Activity of 

each isotope

(Bq/g)

Type of

radiation 

emitted

Energy of

alpha

radiation
238
U 4.47×10

9
99.3 49 12,300 alpha  4.2MeV

2)

235U 7.04×108 0.7 2 80,000 alpha, gamma  4.5MeV2)

234U 2.46×105 0.005 49 227,000,000 alpha  4.8MeV2)

Source : 1)
 Half-life : time after which the radioactivity has reduced by half

          
2)
 MeV : million electron volts

그리고 우라늄은 발암 향(Cancer Effect)과 비발암 향(Non-Cancer 

Effect)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러한 건강 향의 구분은 우라늄의 특성상 

우라늄 동위원소가 지니는 방사선으로 인한 방사성 위해와 중금속으로써 

우라늄이 지니는 화학적 위해성에 근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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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우라늄의 방사성 위해를 보면 연간 유효 선량(mSv/year)의 추정

에 의해 평가된다(Lens et al, 1998). 방사성 동위원소들은 외부 노출로 인

한 선량뿐만 아니라 흡입 및 섭취에 기인한 내부 노출에 관여하는데 전 지

구상의 천연 방사선에 대한 연간 평균 유효선량은 약 2.2mSv/year로 추정

된다(ACWA, 2000). 

우라늄을 취급하는 작업자들의 경우 흡입이 가장 큰 노출경로가 되나 

일반 인구 집단의 경우 물을 통한 피부의 접촉이나 섭취에 의한 노출이 대

부분이라 말할 수 있다(Carolyn TW, 1999). 

다음은 우라늄의 화학적 위해를 살펴보면 동물 및 인간에게서 우라늄의 

화학적 독성으로 인한 주요 향은 신장염이며(Hursh and Spoor, 1973) 우

라늄의 축적 및 독성 작용의 주된 부위는 신장과 뼈이다(Yuile, 1973; 

Stevens et al, 1980; Morrow et al, 1982). 우라늄의 신체 유입시 약 80%

가 뇨와 배설물을 통해 배설이 되고, 신장과 뼈에 각각 10% 가량 축적되

며, 다른 조직들에 매우 소량으로 존재하게 된다(NRC, 1983). 

그리고 화학적 우라늄의 경로를 살펴보면 폐에서 몇 가지의 우라늄은 

혈액으로 유입되고 신장을 통과하여 몇 일 이내로 소변 중으로 배출된다. 

하지만 극소량은 몇 년 동안 체류하는 경우도 있다(ATSDR, 1990). 

또한 ATSDR에서 제시한 각 매체별 우라늄 농도를 살펴보면, 식품 중 

우라늄의 평균 합계는 0.08∼70㎍/㎏이고 음용수는 0.4∼1.4㎍/L이다. 미국

의 대부분 사람들은 매일 섭취하는 식품에 대해 몇 가지 우라늄을 섭취한

다. 예를 들면 뿌리 식품인 사탕무, 감자와 같은 것에서 다른 식품보다 약

간 더 많은 우라늄을 띄는 경향이 있다. 몇 몇 지역에서는 식품에서 보다 

물 중에서 고농도의 우라늄이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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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암석, 그리고 화강암의 모든 형태로 자연 상태에 존재한다. 평균

적으로, 지구 표면에서 농도는 2∼3㎎/㎏이며, 해수 중에는 약 3.3㎍/L이다. 

몇몇 화강암의 구성은 10㎎/㎏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우라늄은 1㎎/㎥정

도의 농도로 지표수와 지하수에 존재한다. 

우라늄의 비발암 향에 대한 잠재성을 알아보기 위해 독성값을 참고치

(RfD : reference dose)로 정의 될 수 있다. 이는 인체 혹은 동물을 대상으

로 한 만성 및 아만성(subchronic)실험 연구에서 확인된 NOAEL(No 

observed adverse effect level) 또는 LOAEL(Lowest observed adverse 

effect level) 값을 불확실성 계수(UF : Uncertainty Factor)로 나누어 준 

값으로 인체에 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는 용량을 말한다. RfD를 

구하는 식은 아래에 식 1) 과 같다. 

RfD(mg/kg/day)=
NOAELor LOAEL
Uncertaintyfactor(UF)           (Eq. 1)  

Sprague-Dawley는 우라늄의 신장과 간 손상에 대해 0.06mg/kg/day의 

아만성 경구 실험에서 확인된 LOAEL를 확립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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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매체 우라늄에 관한 지침

가. 우라늄 최대오염수준 설정 기원

오늘날 EPA는 30㎍/L을 우라늄 MCL로 공표 하 다. 일반적으로 

SDWA는 각 방사성물질에 대하여 적용 가능한 기술과 비용을 고려하여, 

MCL보다는 MCLG에 근접하도록 요구하 다. rabbits와 rats와 dogs는 30

일에 거쳐 우라늄 화합물을 관리하 다. 각 동물들은 body weights 매주 

기록하 고 신장은 실험 종료까지 조직학적으로 연구하 다(US EPA). 이

러한 바탕으로 이는 비록 우라늄이 방사성 물질이긴 하나, 발암원으로써의 

방사성 독성보다는 신장에 대한 화학적 독성이 더 크기 때문이다(Carolyn 

TW, 1999). 

MCL을 구하는 식은 아래와 같다. 

MCL=
LOAEL×bodyweight×RSC

Uncertaintyfactor×waterconsumption       (Eq. 2)

따라서 US EPA와 Health Canada 및 WHO의 MCL과 reference 

values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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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각 국가별 우라늄 기준 설정 factors

Final
*

Values

(㎍/L)

Toxicity

(㎍/㎏/day)

Uncert-

ainty

factor

Body

Weight

(㎏)

water

Ingestion

Rate

(L/day)

Allocation

Factor

Computed

values

(㎍/L)

USA 30
1),**

60
4)

100 70 2.0 0.8 16.8

Canada

1002) 1285) 500 70 1.5 0.9 107.5

102) 604) 100 70 1.5 0.35 9.8

20
2)

60
4)

100 70 1.5 0.7 19.6

WHO 23),*** 604) 100 60 2.0 0.1 1.8

Source :  
1)
 US EPA, 2000  

          2) Health canada, 1999  
          3) 

WHO ,2001  
          4) 

Gilman et al., 1998
          5) Gilman ,1982

각 국가마다 MCL 설정 기준을 살펴보면, 성인의 평균 체중은 US EPA

와 Canada는 70㎏을 적용하 으며, 음용수 섭취율은 US EPA와 WHO에

서 2.0L/day를 적용하 다. 그리고 각 국가별 상황을 고려하여 불확실성 

상수(Uncertainty Factor), LOAEL(Lowest Observed adverse effect level), 

및 Allocation Factor를 달리 적용하 다. 

그리고 US EPA는 신장 독성과 발암성의 health effect endpoint에 근거

하여 20㎍/㎏/day(mass concentration)의 우라늄 MCL을 제안했다. 제안서

에서, mass와 activity의 비가 1.5라는 것에 기초하여 물 중 우라늄 함량 

20㎍/L는 전형적으로 30pCi/L의 activity에 해당된다고 추정하 다. 이 수

치는 지하수의 일반적인 값이지만, 가장 좋은 추정값은 아니다. National 

Inorganic and Radionuclides Survey 자료에 의하면 mass:activity의 기하

평균은 0.9pCi/L로 나타났으며, 예를 들어 mass:activity를 1:1(1pCi/㎍)로 



- 10 -

한다면 물 중 우라늄의 MCL 20㎍/L은 평생동안 물 중 우라늄 20㎍/L에 

노출되었을 때 이로 인해 신장 독성을 고려한 Drinking Water Equivalent 

Level(DWEL)에 의하여 결정되었다. 물 중 우라늄 MCL 30㎍/L은 이로 인

해 평생 암에 걸릴 확률이 10
-4
보다 약간 낮다는 것에 기초하여 추정되었

다(US EPA, 2000). 

Canada의 경우를 살펴보면, Gilman et al(1982)의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1988년 1월 100㎍/L로 제시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1998년 4월에 열린 

Federal-Provincial Subcommittee on Drinking Water를 통해 개정되어 10

㎍/L로 제시되었다가, 우라늄의 자연 침적성과 비용-편익 분석 결과에 입

각하여 1999년 10월, 20㎍/L로 합의하 다. 산출된 화학적 향에 기초한 

기준치는 방사성물질로서의 향에 기준치보다 질량농도로 비교하 을 때 

휠씬 더 낮은 수준으로서 방사성물질로서의 향에 대해서는 보호적인 수

준이 될 수 있다. 이에 2001년 3월 현재, 음용수중 우라늄의 interim MAC

을 20㎍/L로 설정하 다(Health Canada, 2001)

또한 WHO는 우라늄에 대해서는 기준 설정에 필요한 주요 연구결과가 

부족하고 기술적 수준 등 현실적 문제를 감안하여 Gilman et al(1998)의 

연구에 기초하여 잠정적 기준치를 2㎍/L로 정하 다(WHO,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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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라늄의 비발암 위해도 평가

가. 비발암 위해도 평가

음용수 및 실내 공기중 우라늄의 비발암 위해도를 결정하는 식이다. 비

발암 위해도를 구하기 위해도는 각 물질별 농도, intake rate, exposure 

frequency, exposure duration, average time, body weight를 이용한다. 

각 물질별로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Inhalation LADD of air = 
EPC×IR inh×EF×ED

AT×BW             (Eq. 

3)

Ingestion LADD of drinking water = 
EPC×IR ing×EF×ED

AT×BW     

비발암 위해도에 사용되는 parameter를 살펴보면 음용수를 섭취할 때 

intake rate을 1.4L/day를 적용하 으며, 실내공기 중 흡입 할 때는 

20m
3
/day로 설정하 으며, exposure frequency는 365 days/year, 그리고 

exposure duration은 30years를 적용하 다. 또한 average time은 평생 70

년의 수명을 기준으로 설정하 으며, body weight는 우리 나라 보건복지부

의 자료를 이용하여 61kg으로 설정하 다(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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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우라늄 흡입 또는 섭취시 사용된 LADD의 변수

Parameter Definition Units Value

EPC :
Exposure point

concentration
mg/L -

IR : Intake rate
L/day(ingestion)

m
3
/day(inhalation)

1.4
1)

20
2)

EF :Exposure frequency days/year 365
2)

ED : Exposure duration years 30
2)

AT : Average time days 25,550(70years)

BW : Body weight ㎏ 61
2)

Source : 1) 국립독성연구소, 2002

         
2)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G7 대기오염물질의 위해성평가 및 관리 기술,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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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의 틀

본 연구는 충청북도 괴산군을 연구 대상지역으로 선택하 는데, 그 이

유는 지하수중 우라늄 농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지질층은 화성암류에 속

하는 화강암으로 조사되었으며, 본 연구 지역이 화강암이 많이 분포된 지

역이므로 우라늄 농도를 측정하겠다. 따라서 일부 지역에서 지하수를 음용

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우라늄 농도를 조사하 고, 같은 주택을 대상으로 

실내공기 중 우라늄 농도를 측정하 고, 그 농도를 토대로 비발암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 으며, 각 매체별 기여도를 알아보았고, 그리고 음용수 섭취

시 신장 독성을 알아보며, 국내․외 자료를 이용하여 실내공기, 지하수, 식

품의 매체별 기여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전체적인 연구의 틀은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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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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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가. 조사 대상 지역

본 조사는 2002년 9월에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의 12개 주거 지역을 

대상으로 각 주택의 실내공기와 음용수 중 우라늄 농도를 조사하 으며, 

시료 분석은 2002년 10월에 대전에 위치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 

: Korea Basic Science Institute)에 의뢰하여 분석하 다. 

나. 시료 채취 및 전처리 

1) 지하수 시료 채취 및 전처리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에 거주하는 12개 가구를 대상으로 직수로 공급

되고 있는 지하수를 약 20분 정도 연속적으로 흘려 보낸 후 머물러 있는 

지하수를 1L 용기에 채수 한 후 시료용기로의 흡수 및 방해요인 방지를 

위해 원 시료에 총 시료량의 1/100에 해당(5ml)하는 질산을 첨가하여 산성

화시킨 후 보관하 으며 분석을 위해 Whatman사의 0.45㎛의 PTFE 

Syrige Filter를 이용하여 시료를 여과한 뒤 3㎖ borosilicate tube에 넣어 

냉장 보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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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내공기 시료 채취 및 전처리 

실내공기 중 우라늄 농도는 지하수를 채취한 가정의 실내 거주 공간에

서 먼지를 포집하여 시료로 사용하 다. 측정 기기 및 측정조건으로 

PTFE-laminated membrane filter(2㎛, 37㎜)를 장착한 유속 약 5L/min의 

Airmetrics mini-volume portable sampler를 약 24시간 동안 대상 주택의 

거실에 설치하여 먼지를 포집하여 측정하 다. 시료의 전처리는 digestion 

in low pressure digestion vessel(Savillex사 제조)에 넣고 분진 + 혼합산

(HF + HClO4 + HNO3 (4 : 1 : 4)) 5ml를 넣은 후 완전히 폐 후 hot 

plate(180℃)에서 가열하여 반응(overnight)시킨 다음, 시료가 든 용기를 냉

각시킨 후, 뚜껑을 열어 산을 hot plate 위에서 증발 건고 시키며

(Evaporation to near dryness), 증발 건고 후 1% HNO3로 일정 무게를 만

들어 분석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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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료의 분석 조건

모든 시료에 대한 우라늄 분석은 대전시 유성구에 위치한 한국기초과학

지원연구원(KBSI : Korea Basic Science Institute)의 동위원소 분석팀에 

의뢰하 으며 분석기기로는 ICP-MS(Inductive Coupled Plasma-Mass 

Spectrometry) instrument(Model : Thermo Elemental X7)를 사용되었다. 

분석기기로 사용된 ICP-MS의 조건은 표 4와 같다. 

표 4. 본 연구에서 ICP-MS 분석 적정 조건. 

Instrument setting

Forward power :    1250W

Cool gas flow :    13 L/min

Aux gas flow :    0.70 L/min

Neb gas flow :    0.90 L/min

Sample uptake rate :    0.60 ml/min

Spray chamber :    Glass, water cooled, 0℃

Nebulizer :    Meinhard concentric

Peak jumping acquisition parameters

Points per peak :    1

Dwell time :    10.24ms

Sweep :    600

Detector mode :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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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량선 작성

표준 물질은 ICP-MS standard를 희석하여 0, 0.1, 1, 5ppb로 만들어서 

matrix effect 등을 고려하 으며, internal standard는 
205
Tl 0.5ppb 용액을 

이용하 다

분석결과는 각 농도에 대한 intensity를 cps(count per second) 단위로 

측정한 값으로 나타내었고, 이것을 희석배수를 적용하여 우라늄의 농도를 

산출하 다(그림 2). 

y = 93308x

R2 = 1

0

50000

100000

150000

200000

250000

300000

3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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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 2 3 4 5 6

ppb

intens ity

그림 2. ICP-MS 검량선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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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노출 변수에 사용된 불확실성 변수와 통계학적 분포

연구결과에서 사용된 값들을 점 추정치(point-estimates)이며 이 값들은 

잠재적인 위해도로써 위해성에 대한 보수적인 결과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노출 변수들의 불확실성 분석에 따른 통계적인 분포를 통해 위해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될 노출 변수들에 대해 문헌 조사를 통하여 가장 최

근의 자료를 이용하 으며, 이러한 자료를 이용하여 각 parameter을 

Monte-Carlos simulation을 수행(10,000 trial)하여 불확실성 분석을 실시하

으며, 분석을 위해 software package Crystal Ball, Version 

4.0(Decisioneering Inc, 1997)을 사용하 다(표 5). 

표 5. 노출 변수에 사용된 불확실성 변수와 통계학적 분포

Parameter PE Distribution Mean S.D Min Max

EF(days/year) 365 Triangular - - 180 365

ED(year) 30 Lognormal 11.36 13.72 - -

IRwater(L/day) 1.4 Lognormal - - - -

IRair(m
3/day) 20 Uniform - - - -

BW 61.0 Lognormal 61.0 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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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우라늄의 인체노출 

가. 조사 대상 지역의 우라늄 노출 결과

1) 대상 가구의 음용수 중 우라늄 농도

본 연구에서 대상 가구의 음용수 중 우라늄 농도를 살펴보았다. 먼저 

산술 평균(mean)에 대한 정의를 알아보면, 모든 합계를 자료의 개수로 나

누어 구한 것을 평균 또는 산술 평균한다. 또한 기하평균 증가 또는 감소

의 평균 변화값이 필요할 때 이용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Mean±SD은 54.44±48.84(9.05∼

152.00)ng/L의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기하평균(Geometric mean)은 

36.16ng/L로 조사되었다(표 6). 위의 농도값은 US EPA의 30㎍/L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WHO의 2㎍/L보다도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대상가구의 음용수 중 우라늄 농도분포는 그림 3과 같이 히스토

그램으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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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대상 가구의 음용수 중 우라늄 분석 결과

(unit : ng/L)

음용수 중 

우라늄

Mean ± SD min ∼ max G.M

54.44±48.84 9.05∼152.00 36.16

drinking water

161.5
144.5

127.5
110.5

93.5
76.5

59.5
42.5

25.5
8.5

5

4

3

2

1

0

Std. Dev = 48.84  

Mean = 54.4

N = 12.00

그림 3. 대상 가구의 음용수 중 우라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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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 가구의 실내공기 중 우라늄 분석 결과

음용수 용도로 사용되는 일부 지역의 가구를 대상으로 실내공기 중 우

라늄 농도를 분석하 으며, 그 결과를 그림 4와 같이 히스토그램으로 나타

내었다(그림 4). 

대상 가구의 실내공기 중 우라늄 농도를 살펴보면, 0.04±0.02(0.02∼

0.06)ng/m
3
의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기하평균은 0.03ng/m

3
로 조사되었다

(표 7). 

표 7. 대상 가구의 실내공기 중 우라늄 분석 결과. 

(unit : ng/m3)

실내공기 중 

우라늄

Mean ± SD min ∼ max G.M

  0.04 ± 0.02 0.02 ∼ 0.06 0.03

INDOOR

.188.163.138.113.088.063.038.013

5

4

3

2

1

0

Std. Dev = .05  

Mean = .054

N = 12.00

그림 4. 대상 가구의 실내공기 중 우라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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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라늄의 비발암 위해도 평가

가. 음용수 섭취시 우라늄으로 인한 비발암 위해도 

본 연구의 대상 가구에서 실질적으로 음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를 분석

하여 LADD를 구하 다(표 8). 우리 나라의 일부 지역으로 제한적인 조사

이지만, 고농도 지역을 대상으로 하 기 때문에 data에 대한 타당성이 있

다고 본다. 

따라서 결과를 살펴보면 mean값은 5.35×10
-7
㎎/㎏/day로 나타났으며, 

5th은 1.69×10
-8
㎎/㎏/day, 그리고 95th은 8.63×10

-7
㎎/㎏/day로 조사되었다. 

이 값들은 Sprague-Dawley는 우라늄의 신장과 간 손상에 대해 0.6㎍

/kg/day의 RfD보다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8. 음용수 섭취시 우라늄의 LADD

Exposure

Areas

LADD

(㎎/㎏/day)

Distribution

PDF1) CDF2)

mean 5.35×10
-7 Frequency Chart

.000

.006

.013

.019

.025

0

63

126

189

252

-1.97E-4 1.08E-4 4.14E-4 7.20E-4 1.02E-3

10,000 Trials    9,788 Displayed

Forecast: 충북__water_LADD

Cumulative Chart

.000

.250

.500

.750

1.000

0

1000

-2.34E-7 8.04E-8 3.95E-7 7.10E-7 1.02E-6

10,000 Trials    9,741 Display

Forecast: 충북__water_LADD

5 th 1.69×10-8

95 th 8.63×10
-7   

    Source : 1) PDF(확률 도 함수) :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2)
 CDF(누적 도 함수) : Cumulative Density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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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내공기 중 우라늄 흡입으로 인한 비발암 위해도 

본 연구의 대상 가구의 실내공기 중 우라늄 농도를 조사하여 LADD를 

구하 다. 음용수를 섭취 장소와 동일한 곳을 대상으로 조사하 으며, 결과

를 보면 mean값은 5.15×10-9㎎/㎏/day로 나타났으며, 5th은 1.73×10-9㎎/㎏

/day, 그리고 95th은 1.25×10
-8
㎎/㎏/day로 조사되었다(표 9). 

표 9. 실내공기 흡입시 우라늄 LADD

Exposure

Areas

LADD

(㎎/㎏/day)

Distribution

PDF1) CDF2)

Mean 5.15×10-9 Frequency Chart

.000

.007

.014

.021

.029

0

71.5

143

214.

286

9.45E-10 4.54E-9 8.14E-9 1.17E-8 1.53E-8

10,000 Trials   9,742 Display

Forecast: 충북_indoor_LADD

Cumulative Chart

.000

.250

.500

.750

1.000

0

10000

4.30E-10 4.13E-9 7.84E-9 1.15E-8 1.52E-8

10,000 Trials    9,769 Displayed

Forecast: 충북_indoor_LADD

5 th 1.73×10
-9

95 th 1.25×10
-8

Source :
 1)

 PDF(확률 도 함수) :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2) 

CDF(누적 도 함수) : Cumulative Density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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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체 노출량에 대한 매체별 기여율

본 연구에서 조사한 농도를 이용하여 각 매체별 인체 노출의 기여률을 

알아보았다. 음용수 섭취와 공기 중 우라늄 흡입시 각 매체별 기여률을 살

펴보면 음용수 섭취시에 인체 노출이 약 99%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흡입

시에는 1% 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림 5). 

따라서 우라늄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음용수를 관리해야한다.. 

 

Drinking water
99.0% Inhalation

1.0%

그림 5. 우라늄 섭취시 매체별 기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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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음용수와 실내공기의 분포 관계

본 연구 대상 가구에서 음용수의 농도 변화에 따라 실내공기 중 우라늄 

농도 분포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그림 6).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라늄은 

휘발성 물질이 아니므로, 단순히 두 매체간의 분포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

여 나타내었으며, 매체별 우라늄 관리를 위해서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각 주택의 가구 표시는 알파벳 순서로 표기하 다. 

다음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음용수의 증감에 따라서 실내공기의 

증감이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두 매체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

으며, 매체간의 상관성은 r
2
= 0.4741로 나타나, 매체간에 어느 정도 상관성

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아래에 보는 그림 6에서처럼 음용수 중 우라늄 농도가 높게 나

타난 곳은 실내공기 중 우라늄 농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서, 음용수의 

농도가 높게 나타난 곳을 집중 관리하여야 한다고 본다. 

(a) (b) (c) (d) (e) (f) (g) (h) (i) (j) (k) (l)
0.001

0.01

0.1

1

10

100

1000
Uranium

음용수(ng/L) 실내공기(ng/m3)

그림 6. 음용수와 실내공기의 분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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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금속으로 인한 화학적 인체 노출

앞에서 보여준 매체별 기여도를 살펴보면, 음용수를 섭취하 을 때 우

라늄의 기여율은 약 99%정도이다. 그리고 우라늄은 하나의 중금속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우라늄이 체내에 섭취되었을 경우 가장 피해

가 우려되는 조직은 신장이다(R.W. Leggett, 1989). 그리고 신장에서 우라

늄은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는 않지만 신장관의 내강삼투막에 부착되어 포

도당, 나트륨, 아미노산, 단백질, 물 등의 물질들을 재흡수하는 것을 방해함

으로써 신장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Samuel C, 1995). 

따라서 아래 식을 이용하여 음용수를 섭취하는 조사 지역 주민들의 신

장 중 우라늄 농도를 알아보았다. 

Ck = 
Iw×Cw×f1×α×T×u

Mk×ln2

Iw : 일일 음용수 섭취량

Cw(㎍/L 또는 ppb) : 수중 우라늄 농도

F1 :  소화관에서 혈액으로 이전률(1.22%)

α : 혈액에서 신장으로 이전률(7.7%)

T : 신장 내 우라늄 반감기(12.2일)

Mk : 신장의 질량(310g)

u :
불확실성 인자(0∼1.0의 값을 가지나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1.0으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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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 장해를 초래하는 신장의 우라늄 농도값 으로 3㎍/g으로 제안하

으나(M.E Wrenn, 1985) 다른 연구자들은 제안값을 0.2∼1.0㎍/g으로 폭넓

게 범위를 설정하 다. 

본 연구에서 음용수 섭취시 신장 중 우라늄의 Mean±SD는 

4.00×10-6±3.59×10-6㎍/g(6.65×10-7∼1.12×10-5)로 조사되었다(표 10). 따라서 

신장장해의 문턱농도 하한치인 0.2㎍/g보다 충분히 낮은 수준이다. 즉 조사 

지역의 음용수 중 우라늄 농도 mean값인 54.44ng/L의 음용수를 섭취하더

라도 신장장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10. 신장 중 우라늄 농도 분포

(Unit : ㎍/g)

신장중

우라늄 

Mean ± SD min ∼ max GM

4.00×10
-6
 ± 3.59×10

-6
 6.65×10

-7 
∼ 1.12×10

-5
2.66×10

-6

신신

.0000192
.0000175

.0000158
.0000142

.0000125
.0000108

.0000092
.0000075

.0000058
.0000042

.0000025
.0000008

5

4

3

2

1

0

Std. Dev = .00  

Mean = .0000040

N = 12.00

그림 7. 신장 중 우라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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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고찰

우리 나라의 경우 지하수를 사용하는 용도를 살펴보면 식수로 이용하는 

인구는 전체 인구 중 약 18.9%(통계청, 1997) 정도로 보고 되고 있으며, 이

들 대부분은 도시지역보다는 농촌지역에서 소규모의 공동우물이나 개인 우

물의 형태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급수 인구의 규모는 비교적 적은 편이

다(건설 교통부, 2001;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1999∼2002).

또한 일본의 경우는 현재 지하수 의존률은 생활용수에 있어 23%(이 중, 

상수도 21%), 공업용수에 있어 30%이며, 지하수는 수자원으로서 매우 중

요한 위치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지하수는 각가지 오염물질로 피해를 보고 있으며, 일본의 예를 

들어보았다. 각 지자체에서 실시한 지하수오염사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에서 2000년 말,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우물이 존재하는 사례가 2,078건이었

다. 지하수 오염을 항목별로 보면, 질산성질소 및 아질산성질소가 700건으

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테트라 로로에틸렌이 633건, 트리클로로에틸렌

이 468건, 비소가 295건으로 많았다. 특히, 오염사례가 가장 많은 질산성질

소 및 아질산성질소에 의한 지하수오염에 대해서는 가축 배출물, 생활폐수 

등이 발생원으로 파악되어 이동상의 오염원임이 밝혀져, 지역에 따라 유효

한 대책이 다름을 알 수 있다(Kazuo Taki, 2003). 이같이 지하수는 꼭 한

가지 물질에 의해서 오염되기 보다는 여러 가지 오염물질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소중한 식수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고 있다. 

그리고 지하수를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 우라늄의 오염을 말할수 있다. 

먼저 우라늄은 음용수 중 우라늄의 위해로 들 수 있으며, 두 가지 관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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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볼 수 있다. 하나는 방사성 핵종으로서 우라늄의 방사성 독성이고 다른 

하나는 중금속으로써 우라늄의 화학적 독성이다. 어느 경우나 우라늄이 체

내에 섭취되었을 경우 피해가 우려되는 조직은 신장이다(R.W. Leggett). 

그리고 우라늄의 화학적 독성에 관해서는 신장에 농도가 높을 경우

(0.2ppm 이상) 신장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신장의 우라

늄 오염이 0.26ppm을 근거로 Su Lu와 Zhao가 산정한 년간 섭취한도는 높

은 용해도를 갖는 화학형일 경우 20mg, 중간 정도 수용성인 화학형에 대

해서는 65mg이다. 우라늄은 식품을 통해서도 체내로 섭취되는데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일일 수 ㎍, 많은 경우에는 일일 7

㎍까지 섭취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이 양은 년간 최고 2mg 정도에 

해당하므로 섭취 년간 섭취한도를 20mg으로 할 때 물을 통한 섭취의 여유

분은 년간 18mg 정도이다. 

그리고 US EPA는 1991년 제안된 기준(MCL)에서 우라늄의 화학적 독

성에 대해서는 20㎍/L, 2000년에는 30㎍/L로 설정하 으며, 방사선 독성에 

대해서는 6.3Bq/L(170pCi/L)를 제시하고 있다. 6.3Bq/L를 중량비로 환산하

면 약 260ppb와 같다. 즉, US EPA는 화학적 독성을 방사선 독성보다 휠

씬 크게 고려하고 있다. 우라늄 이외의 핵종에 대해서는 라듐 0.74Bq/L, 라

듐을 제외한 전알파 방사성은 0.55Bq/L로 규정되어 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1993년의 지침에서 최대용인농도(Maximum Acceptable 

Concentration; MAC)로 우라늄 100ppb, 228Ra과 226Ra을 합쳐 1Bq/L, 228Ra

은 0.5Bq/L, 전알파 방사능 0.1Bq/L. 전베타 방사능 1Bq/L로 규정하고 있

다. WHO나 캐나다의 기준에서 전알파 또는 전베타 방사능은 그 자체가 

허용농도 기준이라기보다는 간이 측정 결과 전알파 또는 전베타 방사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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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값을 초과하는 경우에 우라늄이나 라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허용

기준을 만족하는지 평가하도록 하기 위한 참고기준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조사 대상 지역의 음용수 중 우라늄 농도를 살펴보

면, 54.44±48.44(9.05∼152.00)ng/L의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US EPA에서 

말하는 MCL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또한 대상 가구에서 음용수를 섭취한 지역의 LADD를 살펴보면, mean 

값은 5.35×10
-7
㎎/㎏/day이며, 5 th 일 때는 1.69×10

-8
㎎/㎏/day이며,

 
95 th 

일 때는 1.25×10-8㎎/㎏/day으로 나타났다. 이 값들은 Sprague-Dawley의 

우라늄의 신장과 간 손상에 대한 0.06㎎/㎏/day의 아만성 경구 실험에서 

확인된 LOAEL보다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일반 대중에 대한 음용수 수질 기준의 적용을 위한 성인에서의 

섭취된 우라늄에 대한 대사 작용의 검토에 있어서, Wrenn 등(Wrenn, 

1985)은 물 중 천연 우라늄의 섭취량은 방사선량보다는 신장에서의 화학적 

독성을 고려하여 제한함을 권고하고 있다. 우라늄의 만성적 섭취로 인한 

화학적 독성에 대한 한계 허용 농도는 1∼3㎍/g 사이에 있음을 나타내는 

증거가 있으며 1㎍/g의 한계 허용 농도와 안전 계수 50 또는 3㎍/g의 한계 

허용 농도와 안전 계수 150이 음용수의 섭취로부터 0.02㎍/g의 신장 중 우

라늄 농도에 대한 제한 권고치로 유추되는데 사용되었다. 

우라늄은 작은 방사성 붕괴상수로 인해 방사선 독성보다는 화학적 독성

이 주목되나, 100ppb의 수중 우라늄 농도는 신장에 장해를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농도에 비해 충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안전 여유도는 

실제 음용수 중에 존재하는 우라늄 중 용해도가 낮은 화학형의 비율이 증

가할수록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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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음용수를 섭취하 을 때 신장에 미치는 농도를 살펴보았는

데, mean값을 4.00×10-6㎍/g으로 조사되었다. 이 값은 우라늄 농도값으로 

제안한  1∼3㎍/g보다 낮은 수준이다. 

그리고 식품을 섭취하 을 때의 우라늄 노출은 전체의 약 77%를 차지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Health Canada, 1999), 기준 설정 및 우라늄 관리 

과정에서 위해성이 높은 매체 중 방사성 물질은 기준을 엄격하게 하고, 위

해성이 낮은 매체 중 방사성 물질은 기준을 다소 완화할 수 있도록, 다매

체에 대한 노출 조사 및 기여도 분석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외국 문헌을 통해 농도 분포를 살펴보면 70kg의 인간은 6.7㎎ 

U/㎏을 가지고 있다고 하며, 예를 들어 약 2.5㎎ U을 7일간 섭취한다면 뇨 

중 배출된다고 말하고 있다(Wrenn et al.,1985).

그리고 암석에서 우라늄의 평균 농도는 약 4ppm이고, 또한 청정 토양 

이 있는 지역에서 재배된 식품이라도 7.5 × 10
-5
 ㎍ U/g의 우라늄이 있다

고 말하고 있다. 세부적인 농도 분포를 보면 산업에서 fume과 담배 연기에

는 < 0.01㎍ U/day이며, 대기로부터는 숨을 쉴 때에도 < 0.05㎍ U/day의 

우라늄이 포함되어있다고 한다. 

또한 New York과 Chicago에 거주하는 가족을 대상으로 측정한 결과 

식품에서는 1.38㎍/day, 1.35㎍/day의 식품을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

며 1L의 음용수 중에는 0.03㎍/day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일본에 거주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우라늄의 측정한 결과, 성인에 의한 식품 중 우라늄의 총 

섭취량은 1.5㎍ U/day로 계산되었다. 음용수는 0.009㎍ U/L로 나타났다

(Wrenn et al.,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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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결과를 살펴보면 일본에서는 0.009㎍ U/L로 측정되었고, 본 연구

에서 조사된 지역에서 음용수 중 우라늄 농도는 0.054㎍ U/L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보면, 일본보다는 우리 나라의 충북 지역이 다소 높게 나타났

다. 또한 아직 우리 나라는 식품에 대한 자료가 많이 부족한데 비해 외국

의 경우는 다양한 경로의 우라늄 농도를 조사되어 있으며, 그리고 흡연할 

때, 산업에서의 fume, 음용수 보다도 식품이 차지하는 부분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내의 몇몇 연구결과에 의하면 우라늄이 매장된 지역의 일부 지하수에

서 우라늄 함량이 US EPA의 제안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US EPA의 기준이 상수로 공급되는 물을 전제로 한 것임을 고려할 때 US 

EPA의 MCL상회 여부보다는 지하수 용도에 대한 위해성 여부 및 관리 방

안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이재기 등 연구를 살펴보면 음용수 중 방사성에 대한 기준치를 

설정함에 있어서 몇 가지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우리 수자원의 방사성 준위에 대한 이해이다. 수중의 방사성 준위

에 대한 정보 없이 단순히 희망하는 안전한 준위에 기준을 설정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우리의 수자원이 그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고 이를 낮추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면 그 기준은 준수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선은 잠정적인 기준을 설정하더라도 우리의 수자원에 대한 기본 

준위와 방사선학적 또는 화학적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준이 

정립되어야 한다. 

둘째. 기존의 오염수준을 내리는 것이 대체로 가능한 경우에도 그 저감

의 범위는 결국 그 사회가 보건이나 안전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능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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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하게 됨은 불가피하다. 안전을 추구하는 본질적인 인간의 욕구는 동일

하더라도 사회의 경제력이 뒷받침하는 정도에 따라 보다 안전한 기준이나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정하려는 기준은 단순히 외국

의 기준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과 사회의 현실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최종 판단에 앞선 잠정기준의 준위는 보수

적이라기 보다는 관대한 입장에 있는 것이 무난하다. 

셋째. 기준을 설정한 경우 그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

템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가령 음용수 중의 플루토늄 기준을 설

정하더라도 그 측정 수요를 충족하는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면 이를 시

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측정이나 분석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지

는 않더라도 수요자가 그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

은 당국의 책임이다. 

끝으로 우리나라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우라늄 농도의 분포 

및 LADD, 그리고 신장에 미치는 독성을 살펴보았고. 우리나라에서 일부지

역을 대상으로 실시하 으며, 문헌 고찰을 통해 음용 하는 지하수에서 우

리나라 기준 및 US EPA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아직 우라늄은 라

돈만큼 위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그리고 신장에 향을 줄 수 있는 농

도인 0.2ppm을 초과하는 지역은 거의 조사되지 않았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100ppb의 수중 우라늄 농도는 신장에 장해를 초래

할 것으로 보이는 농도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내․외 더 많은 정보들을 수집 또는 분석해야 한다. 또한 우

라늄의 농도가 낮게 측정되었다고 해서 안심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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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우라늄에 의한 음용수, 식품, 및 공기 중 우라늄 농도를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인체 노출과 비발암성 위해도를 보다 정확하게 평

가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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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일부 우라늄이 분포한 지역에 거주하는 일반인이 섭취하는 음용수와 그 

주택의 실내공기 중 우라늄 농도 분포를 조사하 으며, 그 결과를 이용하

여 비발암 위해성 평가를 알아보았고, 신장 중 우라늄 농도 분포를 알아보

았다. 또한 문헌 고찰을 통하여 다매체 우라늄 농도에 따른 기여율을 알아

보았으며 그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조사지역 12개 시료 중 우라늄 238U 농도를 살펴보면, Mean±SD은 

54.44±48.84(9.05∼152.00)ng/L의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기하평균은 

36.16ng/L로 조사되었고, 대상 가구의 실내공기 중 우라늄 농도를 살펴보

면, Mean±SD은 0.04±0.02(0.02∼0.06)ng/m3의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기하

평균은 0.03ng/m
3
로 조사되었다. 

2. 조사된 우라늄 농도를 이용하여 LADD를 알아보았으며, 먼저 음용수

의 mean값은 5.35×10
-7
㎎/㎏/day로 나타났으며, 5th은 1.69×10

-8
㎎/㎏/day, 

그리고 95th은 8.63×10-7㎎/㎏/day로 조사되었다. 이 값들은 

Sprague-Dawley는 우라늄의 신장과 간 손상에 대해 0.6㎍/kg/day의 RfD

보다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실내공기 중 mean값은 

5.15×10-9㎎/㎏/day로 나타났으며, 5th은 1.73×10-9㎎/㎏/day, 그리고 95th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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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0
-8
㎎/㎏/day로 조사되었다. 

3. 일부 지역에서 조사한 농도를 이용하여 각 매체별 인체 노출의 기여

률을 알아보았으며, 음용수 섭취와 공기 중 우라늄 흡입시 각 매체별 기여

률을 보면 음용수 섭취시에 인체 노출이 약 99%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흡

입시에는 1% 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 나라의 고농도 우라늄 지역에서 실제적으로 

얼마만큼의 농도를 보이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으며, 그로 인한 비발암 위

해도를 평가하 다. 

하지만 측정결과 US EPA의 기준인 30㎍/L를 초과하는 지역은 조사되

지 않았다. 문헌 고찰을 통해서 조사한 결과 다른 매체보다 식품에서 우라

늄 농도가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따라서 음용수와 실내 공기 중 우라늄 농도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

도 중요하지만, 식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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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human exposure and non-carcinogenic 

risk by uranium in some areas

                                   Pyo-Hyuk Moon

                                   Dept. of Environmental Health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Dong Chun Shin, M.D., Ph.D)

The radiation atom which exist mostly on the earth are 40K, 238U, 

232
Th, among them, uranium has been used as a nuclear resources to 

get the atomic energy. As uranium is an atom which exist in the 

nature, it has been included inside almost all the components although 

there is little difference in the amount. U-238 nuclide among uranium 

isotope is occupied as the ratio of 99.3%.  Moreover, first, 
238
U is 

element of the uranium decay which has continued changing total 14 

times and finally has stabilized to 
208
Pb, and secondly 

235
U is element of 

the actinium decay which has changed total 11 times, finally h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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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bilized to 
207
Pb, which during the process of destruction, emitted a 

lot of middle product and the radiations including α ray and λ ray. 

Also, radiation exposure can be occurred through the aspiration of air, 

the digestion of  food and drinking water. And although it has not been 

known about acute human body effects for the uranium, according to 

the animal experiments, nasal inflammation and kidney have been 

reported as acute reactions through the respiratory organs of uranium. 

Therefore, the purposes of this research are to investigate the 

concentration of uranium among ground water used as the purpose of 

drinking water and indoor air as the subject of housing in the limited 

areas, to calculate the non-carcinogenic risk of human being caused by 

the chemical toxicity, to understand the media contribution of the 

uranium concentration among drinking water and indoor air, to 

understand the concentration of uranium among kidney when the people 

living in the investigating areas drinking water, to investigate the 

contributions when having drinking water, indoor air, food digestion 

after studying the literatures and finally to help management of the 

uranium. The investigating areas were 12 residences of Chungbuk in 

2002 year 9 month, the uranium concentration was measured among the 

inner air of each housing and drinking water and sample analysis was 

carried out in Korea Basic Science Institute located in Dae-Jeon , Oct 

2002.

ICP-MS(Inductive Coupled Plasma-Mass Spectro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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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ment(Model : Thermo Elemental X7) was used as analysis 

equipment of all the materials.  Taking a good look at the analysis 

result of uranium among the drinking water of subject housing, it was 

observed as the distribution ratio of 54.44±48.84(9.05-152.00)ng/L and 

geometric mean was observed as 36.16ng/L. Also, looking at the 

distribution of uranium among the inner air of target housing, it was 

shown as the distribution ratio of 0.04±0.02(0.02-0.06)ng/㎥ and 

geometric mean was calculated as 0.03ng/㎥. Moreover, it was carried 

out to estimate the non-carcinogen risk using the investigated 

concentrations. Looking at the parameter each used, in case of the 

drinking water, intake rate is 1.4L/day and in case of inhalation among 

the indoor air, it was estimated as 20㎥/day, exposure frequence is 

365days/year, and exposure duration was applied as 30 years. And 

average time was established as a standard of the 70 years span of a 

man's life and the body weight was settled up as 61 kg. Accordingly, 

the mean value of the drinking water intake was 5.35×10
-7
, 5th was 

1.69×10-8, 95th was  8.63×10-7 and its value of indoor air intake was 

5.15×10
-9
. And looking at the contribution rate of each media, the 

exposure of human body in case of drinking water intake was appeared 

to be about 99% and was observed only 1% in case of intake. In this 

study, the drinking water of target housing and the distribution relation 

of indoor air were investigated and the point expressed the uranium 

concentration highly among drinking water was investigated as the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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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ntration of uranium among the indoor air. Moreover, resulting 

from measuring the uranium concentration when the drinking water 

intake with the model used from ICRP, Mean±SD  was calculated as 

4.00×10
-6
±3.59×10

-6
㎍/g(6.65×10

-6
∼1.12×10

-5
). 

In other words, among the drinking water of investigating area, even 

though taking ingestion the drinking water of 54.44ng/L, mean value of 

the uranium concentration, it was estimated not to happen kidney 

burden. 

In this study, although observing the drinking water and indoor air 

of the high concentrated area, especially, it is understood for the effect 

on human body  by uranium concentration not to be high. 

At last, it is still required to investigate the uranium  concentration 

among the drinking water of korea or food, to be seen to keep 

monitoring and to be needed sustainable  management.

                                                                        

Key word : Uranium, non-cancer risk, multimedia exposure             

                    assessment, human exp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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