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한 

한국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의 의료대응 전략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 학 과 

조 민 수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한 

한국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의 의료대응 전략 

 

 

지도교수  강 성 준 

 

이 논문을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12월     일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 학 과 

조 민 수 



  

 

조민수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1년  12월      일 

 

 



  

 

감사의 글 

 

군의관으로 복무하는 동안 화생방 관련된 교육, 훈련에 열정을 가지

고 임하였고, 이런 노력으로 인해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원전 

사고가 발생한 후 국가방사선비상진료기관에서 일임을 담당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군의관 복무 기간 동안, 비상진료기관 사업 책임자로서 임무를 성실

히 수행할 수 있게 배려를 해 주신 국군대구병원장 손승재 대령님께 감

사드립니다.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장으로서 모든 정책적 지원을 해 주신 이승숙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방사능 재난의학을 공부해 보겠다는 뜻에 대해 성원해 준 가족들에게

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논문이 완성되기 까지 지도해 주신 강성준, 홍인수, 이강현 

교수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저자 씀



i 

 

차 례 

국문요약………………………………………………………………………………………ⅳ 

제1장 서론……………………………………………………………………………………1 

제2장 재료 및 방법………………………………………………………………………4 

 2.1. 재료……………………………………………………………………………………4 

 2.2. 방법……………………………………………………………………………………4 

   2.2.1.  입국자 오염검사……………………………………………………………………4 

   2.2.2. 방사선비상진료클리닉…………………………………………………………6 

   2.2.3. 오염검사…………………………………………………………………………8 

   2.2.4. 생물학적 선량평가…………………………………………………………………10 

   2.2.5. 상담창구 운영……………………………………………………………………11 

   2.2.6. 언론 대응 및 대국민 교육………………………………………………………11 

제3장 결과…………………………………………………………………………………12 

   3.1. 입국자 오염검사………………………………………………………………………12 

   3.2. 방사선비상진료클리닉………………………………………………………………12 

   3.3. 오염검사………………………………………………………………………………13 

   3.4. 생물학적 선량평가……………………………………………………………………13 

   3.5. 상담창구 운영…………………………………………………………………………14 

   3.6. 언론 대응 및 대국민 교육…………………………………………………………15 

제4장 고찰…………………………………………………………………………………17 

제5장 결론…………………………………………………………………………………27 

참고문헌……………………………………………………………………………………28 

영문요약……………………………………………………………………………………30 

 

 

 



ii 

 

표 차례 

 

표1.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일지 및 소개(대피) 시기 ………………………………………2 

표2. 이동원 염색체 선량평가 결과 ………………………………………………………14 

표3. 게시판 질의 내용  ……………………………………………………………………15 

표4. 상담 정보센터 문의 내용 ……………………………………………………………15 

표5. 기사 내용 범주별 언론 대응 건수 상담 정보센터 문의 내용 …………………16 

표6.  교육, 강의, 토론회 참가 현황   ……………………………………………………16 

표7. 최초 노출 후 6일의 림프구 절대수와 흡수선량과의 연관성 …………………21 

표8. 생물학적 선량 평가 적용에 있어 이상적인 피폭 상황 …………………23 

표9. 전리방사선의 생물학적 영향, 인구 10만명 당 암발생율 및 사망자 예측……24 

  



iii 

 

그림 차례 

 

그림1. 김포공항 오염 검사소 설치 모습 및 검사 시행 모습 …………………………5 

그림2. 부상항 오염 검사소 및 건식 제염실 설치 모습 ………………………………5 

그림3. 공항,항만 일본발 입국자 오염검사 흐름도………………………………………5 

그림4. 일본 문부과학성 긴급 신속 방사능영향 예측 네트워크 시스템(SPEEDI) 

       피폭  추정결과…………………………………………………………… 7 

그림5.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방사선비상진료클리닉 진료 흐름도…………………7 

그림6. 이동식 외부오염감시기………………………………………………………………8 

그림7. 전신 외부오염감시기………………………………………………………………8 

그림8. 직립형 전신계수기…………………………………………………………………8 

그림9. 액체섬광계수기…………………………………………………………………9 

그림10. 감마분광분석기…………………………………………………………………9 

그림11. 이동원염색체 선량-반응 곡선……………………………………………………10 

그림12.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및 방사선비상진료 지정기관 내원자 추이 ………12 

그림13. 이동원 염색체 검사 및 내부오염검사 수요 추이 ………………………12 

그림14. 상담 창구, 게시판, 언론대응 건수 추이 ……………………………………15 

그림15. 일본문부과학성 발표(2011년 9월 18일 기준) 공간선량률 및 세슘 오염지도 

…………………………………………………………………………………20 

그림16. 문턱 없는 선형 모델 ………………………………………………………………24 

  



iv 

 

국문요약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한 

한국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의 의료대응 전략 

 

서론 : 방사능 재난의 발생 빈도는 매우 낮다. 하지만 발생 시 보건사회학적 관점

에서 많은 혼란이 야기된다.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직후

부터, 방사선 비상진료에 대한 의료 수요가 급증했고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는 상황

실 운영과 의료대응을 시작하였다.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의 의료대응의 경험을 분

석하여 국가위기대응매뉴얼 제작에 활용하고자 한다. 방법 :  2011년 3월 12일부터 

2011년 10월 28일 까지의 방사능 오염검사 결과, 비상진료클리닉 진료 결과, 홈페이

지 상담 게시판, 전화상담 정보센터 운영 결과, 언론대응 및 교육 사례를 분석하였다.  

결과 : 공항․항만 방사능 검사소에서 시행한 329,177명 중에 기준치(1μSv/hr)를 

초과하는 외부오염자는 2명있었다. 내부오염검사를 시행 받은 40명 모두는 참조준위 

이내의 범위에 있었다. 생물학적 선량평가에서 최소검출한도 0.1Gy가 확인된 경우는 

17/267명이 있었으나 의료피폭력이 불확도의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홈페이지 상담은 

505건, 상담창구 1523건 있었다. 241건의 언론대응과 25회의 교육활동이 이루어 졌다. 

결론 : 현재까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 귀국자들 중에 유의한 수준의 피폭된 

경우는 없었으며, 사회심리학적 영향이 가장 큰 영향이었다. 객관적 평가와 사회심리

학적 영향의 최소화를 위한 전략이 해외 방사능 재난 국가위기대응매뉴얼 반영에 필

요하겠다. 

       

 

핵심 되는 말: 후쿠시마 원전사고, 의료대응, 사회심리학적 영향, 방사선비상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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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방사능 사고는 빈도가 높지 않으나 사례들이 발생하여 왔다. 국제원자력기구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IAEA)는 원자력시설에서 발생한 사건의 규모를 

일관성 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공용의 사고등급(Event Scale)을 도입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국제 원자력 사고 등급(International Nuclear Event Scale, 

INES)’이다. INES는 1990년에 개발되어 시범적용을 마친 후 1992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INES 7등급 사고는 1986년 구소련 체르노빌원전사고사례가 있다. 5등

급 사고에는 1957년 영국 위드스케일 원전사고, 1979년 미국 쓰리마일아일랜드 원전

노심용융사고 및 1987년 브라질 고이아니아 환경 오염사고가 있었다. 4등급 사고에는 

1980년 프랑스 생로랑 원전사고 및 1999년 일본 도까이무라 핵임계사고가 있었다.
1
  

 현재 한국에는 21개 원자로가 가동 중에 있으며, 한국원자력의학원 국가방사선비상

진료센터는 2002년에 설립되어 방사능 재난 및 사고 발생시 의료대응을 위하여 운영

되고 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하게 되었고, 해외 방사

능 재난시 재외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대응도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2011년 3월 11일 14시 46분에 리히터 규모 9.0의 대지진

이 일본 미야기 현 센다이 동쪽 179km 해역에서 발생하면서 발단이 되었다. 지진 발

생 당시에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원전) 내에는 6기의 원전이 있었으며 4,5,6호기

는 계획정비를 위해 가동이 중단된 상태였다. 동일본대지진 발생 직후인 15시에는 

1,2,3호기가 자동 제어 시스템에 의해 가동이 중단되었고, 14m 이상의 쓰나미가 15시 

35분 후쿠시마 발전소에 밀려 들었으며 이로 인해 비상전원이 모두 소실되게 되었

다.  3월 12일 15시 36분경 후쿠시마 원전 1호기에서 원자로 내 연료봉에서 발생한 

수소가 격납용기 밖으로 새어나오면서 수소폭발을 일으켰다. 이어서 3월 14일 3호기

에서도 수소폭발이 발생하였다. 3월 18일 일본 원자력안전보안원에서는 INES 5등급 

사고로 잠정 평가하였다. 하지만 환경으로 방출되는 방사능 양이 계속적으로 증가하

자, 4월 12일 일본 원자력안전보안원은 INES 7등급으로 격상하여 발표하였다.
2
 

 후쿠시마 원전 인근 주민들에 대한 소개(evacuation)은  3월 11일 21시 23분에 후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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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마 제1원전 반경 3km 지역까지, 3월 12일 05시 44분에는 후쿠시마 제1원전 10km 반

경까지, 3월 12일 17시 39분에는 후쿠시마 제2원전에서 10km 반경까지, 3월 12일 18

시 25분에는 제1원전 20km 반경까지 확대되었다. 3월 12일까지 병원 및 시설에 있었

던 약 700명의 환자들이 소개를 못한 상태였으며 3월 13일 00시 47분에 이들에 대한 

비상소개령이 발령되었다. 3월 15일 11시 00분부터는 후쿠시마 원전 20~30km 반경에 

있는 거주자들에게는 옥내대피령(in house evacuation)이 내려졌다. 20km 반경 이내

의 모든 거주자들이 소개를 완료한 시점은 3월 15일 15시 00분 이었다(표1).
3,4 

 

표 1.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일지 및 소개(대피) 시기 

일자 시각 내용 

2011.3.11 21:23  1 원전 1호기 3km 반경 거주자 소개 

2011.3.12 05:44  1 원전 1호기 10km 반경 거주자 소개 

  15:36  1 원전 1호기 수소 폭발 

  17:39  2 원전 10km 반경 거주자 소개 

  18:25  1 원전 20km 반경 거주자 소개 

2011.3.13    20km 반경내 병원 및 시설에 약 700 명 환자 미대피 상태 

  00:47  20km 반경내 병원 및 시설내 환자 소개령 발동 

  11:01  1 원전 3호기 수소 폭발 

2011.3.15    1 원전 20~30km 옥내 거주(indoor stay) 상태 

  06:00  2,4호기 폭발 (오전 0.09 에서 오후 24.08μSv/hr로 상승) 

  11:00  1 원전 20~30km 범위 옥내 대피령 

  15:00  1 원전 20km 지역내 모든 거주자 대피 완료 

2011.3.25    일 관방장관 1 원전 20~30km 자발적 대피구역 권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에 거주했던 대한민국 국민들은 본인의 피폭선량이 어

느정도 인지 혹은 방사능 오염이 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사를 받기를 원하였고, 국

내거주 국민들 또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환경오염 확산으로 인해 미칠 건강상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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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한국원자력의학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는 2011년 3월 12일부터 후쿠시마원전사고 

대응을 위한 상황실 운영을 시작했다.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출연기관 중 방사능 오염

검사 시행이 가능한 기관들이 2011년 3월 17일부터 2011년 6월 7일까지 일본 귀국자

들에 대한 방사능 오염검사를 위해 공항 및 항만에 오염감시기를 설치하여 운영하였

다.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는 김포공항 일본 입국자에 대한 오염검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창구 운영, 상담정보센터 운영 및 방사선비상진료클리닉을 

현재까지도 운영중에 있다. 

 원자력법 시행령에 따르면 일반인의 유효선량한도는 연간 1mSv로 규제하고 있다.
5
 

선량한도라 함은 외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과 내분에 피폭하는 방사선량을 합한 피폭

방사선량의 상한값을 의미한다. 방사선작업종사자인 경우에는 개인선량계를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피폭선량을 비교적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인의 선량은 

방사선작업종사자와 같은 직무 피폭 경우처럼 주선량계를 통한 직접적인 측정 방법으

로 개인 피폭선량의 정보를 얻기 힘들다.
6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생물학적 선량평

가팀은 이동원염색체 검사를 이용하여 피폭 선량을 추정할 수 있는 장비와 기술을 보

유하고 있으며, 보건물리팀은 내부 및 외부오염 정도를 계측할 수 있는 장비와 기술

을 가지고 있어 오염에 의한 예탁선량 추정이 가능하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현재에도 수습이 되지 않은 상태로 환경오염이 계속 진행중인 

상태이다. 사고 초기에는 원전 사고의 피해 규모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부

족하였다. 따라서 일본내 동선을 파악하더라도 피폭선량을 유추할 만한 근거가 부족

하였다. 일본 문무과학성에서 제시하는 환경감시망의 정보를 확인이 가능해 지고, 동

일본대지진에 대한 일본과학위원회의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에는 일본 귀국자들에 대

한 비상진료 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다.
3
 

본 논문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의 대응 현황을 

분석하여 해외 방사능 재난시 위기대응 계획 수립에 필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4 - 

 

제2장 재료 및 방법 

 

2.1. 재료 

후쿠시마 원전 사고 대응을 위한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상황실 운영이 시작된 

2011년 3월 12일부터 2011년 10월 28일까지의 방사능 오염검사 결과, 비상진료클리닉 

진료 결과,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 전화상담 정보센터, 언론대응 및 대국민 교육 결

과를 분석하였다. 

 

2.2. 방법 

2.2.1. 입국자 오염검사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년 3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 공항 4개소(인천, 김포, 김해, 

제주) 및 항만 4개소 (부산, 동해, 광양, 제주)에 방사능오염 검사소를 설치하여 운

영하였다.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는 김포공항에서의 운영 책임을 맡았다(그림 1). 

방사선 비상진료기관인 국군대구병원은 김해공항 과 부산항 지원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림 2). 

  인체 외부오염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동식 외부오염감시기(MiniSentry, CANBERRA)를 

이용하였다. 이 장비는 두개의 플라스틱 섬광검출기(Plastic Scintillation Detector)

가 장착된 문형으로 제작되어 피검자가 게이트를 통과시 감마선에 대한 오염여부를 

즉시 감시할 수 있다. 이 때 보행통과(Walk-through) 모드를 적용하여 기저방사선준

위를 먼저 측정하였으며, 기저방사선준위에 대한 표준편차보다 4배 이상을 갖는 방사

선준위가 측정될 때 경보가 발생하도록 설정하였다. 

 외부오염감시기에서 경보가 울리는 경우 신발 및 겉옷 탈의를 시행 후 2차 오염검사

가 이루어 졌으며, 겉옷 탈의 후에도 경보가 발생하면 현장에서 손,발,안면부에 대한 

건식제염 (dry decontamination)을 실시하고, 건식제염에도 불구하고 오염이 확인이 

되면 방사선비상진료기관 또는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에서의 진료를 권고하는 것으

로 하였다(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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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김포공항 오염 검사소 설치 모습 및 검사 시행 모습 

 

 

그림 2. 부산항 오염 검사소 및 건식 제염실 설치 모습 

  

 

그림 3. 공항,항만 일본발 입국자 오염검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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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방사선비상진료클리닉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으로부터 귀국하는 국민들 및 상담을 원하는 국내 거

주 국민들을 대상으로 진료를 실시하였다. 일본 지도를 이용하여 동선을 확인하였고 

일본문부과학성 '비상 신속 방사능 영향 예측 네트워크 시스템 (System for 

Prediction of Environmental Emergency Dose Information, SPEEDI)'에서 제시하고 

있는 피폭선량 추정치와 비교하여 위험도를 산출하였다(그림4).
7 
또한 일본 문부과학

성이 발표하는 일본내 공간선량률의 변화추위를 확인하여 방사선 피폭 위험도를 산정

하였다.
8
 방사선 피폭으로인한 증상인 오심, 구토, 설사, 복통, 의식변화, 피부증상 

등을 확인하여 임상적 피폭선량을 확인하였다.
9
 일본내에서의 선량계 착용한 경우에

는 피폭선량을 확인하였다. 클리닉 진료는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 선량한도, 방사선사고 환자의 유형, 오염 발생시 제염 방법, 물리적 선량평가, 

임상적 선량평가, 생물학적 선량평가, 핵종별 특성, 생물학적 영향(암발생 위험도), 

유전적 영향, 확률론적 영향, 결정론적 영향, 일본 문부과학성 환경영향평가 자료 분

석 및 질의응답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진료 정보 제공과정은 1~3시간정도의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진료시간을 오전 1회, 오후 2회를 편성하여 강의 및 토의의 형식으

로 진행하였으며, 개인적인 의료정보가 포함된 내용에 대해서는 개별 면담을 실시하

였다(그림 5). 

 또한 전국 21개 방사선 비상진료 지정기관에서도 일본귀국자에 대한 진료 상담 기능

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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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일본 문부과학성 긴급 신속 방사능 영향 예측 네트워크 시스템(SPEEDI) 피폭 

추정결과 

 

 

그림 5.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방사선비상진료클리닉 진료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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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오염 검사 

인체의 방사능오염은 크게 외부오염와 내부오염으로 구분할 수 있다. 외부오염은 

대기중에 누출된 방사성물질이 의복이나 인체표면에 직접적으로 접촉하게 되는 

경우로서 표면오염감시용 방사선계측장비로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내부오염은 

호흡이나 섭취 등을 통해 인체 내부로 방사성물질이 유입됨으로써 체내 장기에 

손상을 주는 경우로 방사성핵종의 종류에 따라 검사방법에 차이가 있다.
10
  

 

( 1) 외부오염검사 

 

 일반적으로는 인체 외부오염은 GM계수기와 같은 휴대용 표면오염감시기로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따라서 현장에서는 휴대가 용이하고 사용이 간단한 휴대용 

방사선계측기(Hand- held Radiation Instrument)를 주로 이용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는 기저방사선준위(Background Radiation Level)보다 2~3배 

높을 경우 오염된 것으로 간주한다.
11
  

방사선비상진료센터에서는 인체 외부오염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동식 

외부오염감시기(MiniSentry, CANBERRA)를 이용하여 1차 검사를 수행하였다(그림 6). 

검사 방법은 앞서 언급한 입국자 오염검사 방법과 같다. 2차 검사장비로는 알파, 

베타와 감마선을 모두 감시할 수 있는 전신외부오염감시기(Argos-5AB, CANBERRA)를 

사용하였다. 이 장비는 알파, 베타 측정용 기체유입형 검출기(Gas-flow Detector)와 

감마선 측정용 플라스틱 섬광검출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기저방사선의 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10 mm 두께의 납으로 차폐되어 있다. 경보 발생은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고시’에서 제시하는 허용표면오염도 값(알파 = 0.4 Bq/cm2, 베타, 

감마선 = 4 Bq/cm2)을 적용하였다(그림 7).
12
 

 

 그림 6. 이동식 외부오염감기기 그림7. 전신외부오염감시기   그림 8.직립형 전수오염계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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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오염검사 

 

 인체 내부오염검사는 직접측정법과 간접측정법으로 구분된다. 직접측정법은 감마선

을 방출하는 방사성핵종이 체내에 유입되었을 때 감마선측정장비를 이용하여 인체외

부에서 체내에서 방출되는 감마선을 직접 측정함으로써 내부오염을 검사한다. 이때에

는 전신계수기(Whole Body Counter)라는 장비를 사용하게 되는데 센터에서는 직립형 

전신계수기(Model 2250 FASTSCAN, CANBERRA)를 사용하였다(그림 8). 이 장비는 두개

의 NaI(Tl) 섬광검출기가 장착되어 있으며 10 cm 두께의 강철로 차폐가 되어 있다. 1

인당 측정시간은 1~4분가량 소요되며 검사결과는 측정 이후 즉시 확인이 가능하다. 

측정모드는 전신계측, 갑상선계측, 폐계측 모드로 구분되며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에서는 전신계측모드로 설정 후 혼합감마선원으로 교정하여 사용하였다. 

 간접측정법은 내부오염자로부터 채취한 배설물이나 타액, 혈액 등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을 측정함으로써 내부오염을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간접

측정법은 직접측정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알파나 베타를 방출하는 방사성핵종을 대상

으로 사용되며 감마선 방출핵종의 경우에도 직접측정이 불가능하거나 직접측정법을 

이용한 검사결과의 검증이나 상호비교를 목적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국가방사선비상

진료센터에서는 전알파/베타(Gross Alpha/Beta) 측정을 위한 액체섬광계수기

(QUANTULUS Liquid Scintillation Spectrometer, PerkinElmer)(그림 9)와 저준위알파

베타계수기(Tennelec Series 5 XLB, CANBERRA), 알파핵종분석을 위한 알파분광분석기

(Alpha Analyst, CANBERRA), 감마핵종분석을 위한 감마분광분석기(Coaxial HPGe, 

CANBERRA)(그림 10)를 보유하고 있다. 전알파/베타 측정과 감마핵종분석의 경우 시료

당 10분 정도의 측정시간이 소요되며 검사결과는 측정 이후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특정 알파/베타 방출핵종을 분석할 경우에는 화학적 전처리 과정이 요구되므

로 시료당 일정기간의 검사시간이 소요된다. 센터에서는 1회 소변을 채취하여 전알파

/베타 및 감마선 측정을 수행하였다. 전알파/베타 측정용 액체섬광계수기는 Am-241과 

Sr-90/Y-90 표준선원을 이용하여 교정되었으며 감마분광분석기는 혼합감마선원을 이

용하여 교정 후 사용하였다. 

        

그림 9. 액체섬광계수기        그림 10. 감마분광분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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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생물학적 선량 평가 
 

(1) 일반혈액검사 

 

   즉각적인 의료처치가 요구되는 환자군을 신속히 선별하기 위해 임파구수를 

확인하였다. 적혈구, 혈소판 및 호중구에 비해 방사선 선량에 비례하여 임파구수가 

감소한다. 절대 임파구 수가 1500개/mm
3
 이상인 경우에는 즉각적인 의료적 개입이 

필요한 위험선량 (결정적 영향에 도달하는 선량)에 피폭된 환자군은 아닌 것으로 

판정하였다.
 9
  

 

 (2) 이동원염색체 선량평가 
13
 

 

 이동원염색체 검사 방법은 아래의 과정을 수행하였다. 

 ① 말초 혈액을 채취하여 유사분열 촉진제(mitogen)인 phytohemagglutinin 
(PHA)을 사용하여 44시간 동안 시험관 내 배양 (in-vitro culture) 시행 

 ② 응축되고 잘 구별되는 염색체 관찰이 되는 세포분열 중기(metaphase)에 
세포주기를 멈추기 위해서는 colcemid라는 정지인자(arresting agent)를 첨가. 
colcemid는 염색체 분열의 후기 (anaphase) 동안 microtubule의 
polymerization을 억제함으로써 mitotic spindle 형성을 방해 하는 작용을 함. 
 ③ 중기 세포를 채취하여 고정하고 Giemsa 염색하면 염색체 변형을 관찰할 
수 있으며, 1000개의 임파구에서 관찰되는 이동원염색체의 수를 관찰 함. 
 ④ 관찰된 이동원염색체 수를 선량-반응 곡선(dose-effect curve)에 
대입하여 통계학적 피폭선량 추정(그림 11). 
 ⑤ 이동원 염색체 선량평가의 최소검출 한도는 0.1Gy 산출되어 있으며, 
최소검출 한도 이하의 피폭선량이 확인 된 경우는 정상 판정하였다. 
 ⑥ 이동원 염색체 검사 결과가 0.1Gy 이상인 경우 의료피폭의 과거력이 
있는지에 대한 문진을 추가적으로 확인하였다. 

 

그림 11. 이동원염색체 선량-반응 곡선 

계산식 Y=A+αD+βD2,  

교정곡선계수 A=0.00146, α=0.02688, β=0107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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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상담 창구 운영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는 사고 접수 및 상담 창구를 24시간 운영해 오고 있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국민들의 불안심리 진정을 위해 전문상담

원을 배치하고 필요시에는 전문가 의견을 자문하여 응답이 이루어졌다. 

 

(1) 홈페이지 질의 응답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질의 사항이 접수 받았다. 다빈도 질문에 

대해서는 별도의 게시판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였다. 

 

(2) 상담 정보 센터 

 

 상담전화에 접수되는 문의 사항에 대하여 응답하였고, 제공되어지는 정보의 일관성

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국민 대응 요령에 대한 권고안을 만들어 안내가 이루

어졌다. 

 

2.2.6. 언론 대응 및 대국민 교육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해소 하기 

위해 홍보팀을 통해 언론대응이 이루어졌다. 근거 없는 소문의 확산 차단, 방사선에 

대한 잘못 된 이해,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계 안내, 피폭 및 오염에 대한 불안감 차단 

등을 위하여 언론 정보 제공 및 대국민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방법은 인터뷰, 보도자

료 배포, 기자회견, 토론회, 강의의 방법으로 객관적 정보 전달을 목표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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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결 과 

3.1. 입국자 오염검사 

 2011년 3월 17일부터 2011년 6월 7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으로 8개 공항만 운

영장소에서 방사능오염검사를 받은 인원은 총 329,177명 이었으며, 이중 국가방사선

비상진료센터에서 105,601명을 검사하였다. 이중 2명에서 1μSv/h를 상회하는 오염자

가 발생하였으나, 겉옷 탈의(건식제염) 후에는 오염정도가 1μSv/h이하로 확인되어 

귀가 판정한 경우가 있었으나 전문 제염 처치가 필요한 경우는 없었다. 

 

3.2. 방사선비상진료클리닉 

 2011년 3월 12일부터 2011년 10월 28일까지 내원한 환자 수는 567명 이었으며, 방사

선비상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인원은 21명 이었다(그림 12). 이 중 일본 귀국자가 

495명이었으며, 원전사고에 대한 불안감으로 상담을 위해 내원한 국내에만 거주한 경

우도 41명이 있었다. 방사선 피폭에 의한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는 없었다.  

 

그림 12.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및 방사선비상진료 지정기관 내원자 추이 

 

그림 13. 이동원 염색체 검사 및 내부오염검사 수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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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비상진료센터 오염검사 

 

(1) 외부오염검사 

  

  비상진료클리닉에 내원한 567명에 전원에 대하여 외부오염 검사를 실시하였다. 교

육과학기술부 고시기준 허용표면오염 기준치인 알파선원 0.4 Bq/Cm
2
,베타선원 및 감

마선원 4Bq/Cm
2
 상회하는 경우는 없었다. 허용표면 오염도 이하인 경우도 10명에서 

있었으나, 겉옷 탈의 후 2차 계측을 시행한 결과에서는 미량의 방사능도 계측되지 않

았다. 

 

(2) 내부오염검사 

 

내부오염검사 희망자 42명 (직접측정법 39명, 간접측정법 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그림 13).  

내부오염검사 결과 자연방사성핵종으로 체내에 항상 존재하는 K-40을 제외하고는 후쿠시마 원전사

고에서 발생한 Cs-137이나 I-131 등의 방사성핵종은 검출되지 않았다. 

 

3.4 생물학적 선량평가 

 

(1) 일반혈액검사 

    희망자 326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임파구의 변화로 인해 피폭 상황이 의심되

어 방사선의 결정적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없었다. 

 

(2) 이동원염색체 검사 결과 

     희망자 267명에 대하여 실시하였다(그림 13).  통계학적 유의성을 가지는 최소 

검출 한도인 0.1Gy 이하인 경우가 250명, 0.1~0.2Gy 구간의 피폭선량이 추정된 건은 

15명이었다. 0.2~0.4Gy 구간의 피폭선량이 추정된 건은 2명이었다. 최소 검출 한도 

이상의 대상자에서는 모두 의료피폭력이 확인되었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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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이동원 염색체 선량평가 결과 

선량 평가 구간  < 0.1 Gy
*
  0.1~0.2 Gy  0.2~0.4 Gy 

대상자(명) 250 15 2 

의료 피폭력 (명)   15
**
 2

***
 

0.1Gy 이상 피폭가능성° (명) 0 0 0 

 * : 통계학적 유의성을 가지는 최소 검출 한도 

** : 건강검진을 위한 의료피폭력 (X-ray, CT, PET 등) 있는 경우 

*** : 1명은 유방암으로 진단 및 치료 방사선 피폭, 1명은 갑상선 암으로 진단 및 동위원소 치료로 인한 피폭 

 ° : 일본내 공간선량률, 이동 동선, 체류 기간 고려 

 

 

3.5 상담창구 운영 

  

(1) 홈페이지 게시판 질의 응답 분석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에서는 505건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시행하였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에 공항 및 항만에서의 입국자에 대한 방사능 외부오염 검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가장 높은 빈도(79.4%)를 보였으며 방사선 피폭 및 오염에 

대한 여러 가지 유형의 질문이 있었다(표 3)(그림 14). 

  

(2) 상담 정보센터 관련 문의 

 1523건의 상담전화가 접수되어 상담을 시행하였다.피폭 검사 및 내부오염검사를 받

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39.7%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방사선 피폭 및 오

염에 대한 여러 가지 유형의 상담전화가 접수되었다(표 4)(그림 14). 

  



- 15 - 

 

 표 3. 게시판 질의 내용 

상담 내용 범주 건수 비율(%) 

 방사능 외부오염 검사 401 79.4 

 일본 거주 및 출국 안전성 25 5.0 

 방사성 물질 국내 유입 가능성 18 3.6 

 일본 귀국자 접촉 및 일본산 수입품 안전성 14 2.8 

 소아, 청소년, 임산부 건강상의 영향 13 2.6 

 방사선 피폭관련 증상 및 건강상의 영향 9 1.8 

 취재 및 관련 자료 요청 9 1.8 

 피폭 검사 및 내부오염검사 8 1.6 

 방호약품 관련 8 1.6 

 

표 4. 상담 정보센터 문의 내용 

상담 내용 범주 건수 비율(%) 

 피폭 검사 및 내부오염검사 605 39.7 

 일본 거주 및 출국 안전성 226 14.8 

 방사능 외부오염 검사 189 12.4 

 취재 및 관련 자료 요청 188 12.3 

 방호약품 관련 106 7.0 

 방사성 물질 국내 유입 가능성 99 6.5 

 방사선 피폭관련 증상 및 건강상의 영향 46 3.0 

 일본 귀국자 접촉 및 일본산 수입품 안전성 34 2.2 

 소아, 청소년, 임산부 건강상의 영향 30 2.0 

 

 그림14. 상담 창구, 게시판, 언론대응 건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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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언론 대응 및 대국민 교육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방사능 공포감 확산

으로 인해 근거 없는 소문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방사선의 인체에 대한 영

향을 비롯한 정확한 정보의 전달을 위해 241건 이상에 대해 언론대응 활동을 하였다

(그림 14)(표 5). 또한 25회의 강의 및 토론회에 참가하였다(표 6). 

 

표5. 기사 내용 범주별 언론 대응 건수 

언론 대응 범주 건수 비율(%) 

 방사능 국내 유입 가능성과 인체 영향 정도 60 24.9 

 근거 없는 소문 확산 차단을 위한 설명 52 21.6 

 방사선의 인체에 대한 영향 40 16.6 

 국가방사선비상진료 체계 설명 및 강화 필요성 28 11.6 

 한국원자력의학원 및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관련 20 8.3 

 방호약품 관련 정보 제공 19 7.9 

 방사선 피폭 환자 치료 및 내부 오염 치료 11 4.6 

 방사능 오염 검사 8 3.3 

 식품 안전성 3 1.2 

 

표6. 교육, 강의, 토론회 참가 현황 

월/일 내용 월/일 내용 

3/24 후쿠시마사고  관련  긴급토론회  3/29 중앙일보  후쿠시마사고  좌담회  

3/31 교과부  기자단  대상  강의  4/25 울주군청  공무원  대상  강의  

4/26 학부모  및  교원  대상  강의  4/27 원자력안전  대토론회  강의  

4/28 학부모  및  교원  대상  강의  4/29 학부모  및  교원  대상  강의  

5/10 식약청  주관  식품의  인체영향  토론회   5/11 원자력재단  주최  대토론회  

5/12 환경저널리즘  중견여기자  교육과정  강의  5/24 해양경찰청직원  대상  강의  

6/21 서울흥사단  단원  및  시민  대상  강의  6/24 월성지역  방재요원대상  강의  

6/24 대한재난의학회  회원  대상  강의  7/5 원자력학회  주최  광주대토론회  

7/7 화생방 관련 정부기관요원 대상 강의 7/20 경찰특공대  요원  대상  강의  

8/28 경기도의사회  회원  대상  강의  9/5 국립중앙의료원  심포지움  강의  

9/27 국립중앙의료원  고위과정  강의  9/29 적십자간호대학  학생대상  강의  

10/14 국가재난대응교육과정 강의 10/24 국제재난간호학술대회  강의  

10/26 국가과학위원회  직원  대상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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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고 찰 

 

(1) 재난(DISASTER) 패러다임 측면에서의 대응전략 수행 

 

  911테러 이후 미국은 국가재난체계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DISASTER 패러다임 측면에

서 준비, 역량 확보, 교육 훈련 및 실제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
14
 인지(Detection), 

현장지휘체계(Incident Command), 현장안전관리(Safety and Security), 위험평가

(Assess Hazards), 지원(Support), 중증도 분류/치료(Triage and Treatment), 대피

(Evacuation), 복구(Recovery)라는 패러다임에서 모든 종류(all hazards)의 재난에 

대비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는 DISASTER 패러다임 측면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한 한국의 의료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운영하였다. 

 

 1) 인지 (Detection) 

 후쿠시마 원전의 수소폭발 발생이 보도된 직후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는 방사능 

재난의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였고 즉각적인 상황실 운영이 이루어졌다. 리히터 9.0 

규모의 지진과 쓰나미에 의해 일본 사회 기간망의 파괴로 정확한 현장 정보를 파악하

는 데에는 많은 제약사항이 있었다. 일본 내에서 방사능 재난시 의료대응의 지휘본부 

역할을 하는 일본 방사선의학총합연구소(放射線医学総合研究所) 측과 국제협력에 대

한 상호교류가 있어왔기 때문에 정보공유가 이루어 졌으며 구소련 체르노빌 원전사고

와는 다른 형태의 사고임을 인지하였다. 

 

 2) 현장지휘체계 (Incident Command) 

 후쿠시마 원전사고 초기에는 한국이 재해 당사자국은 아니었으나 일본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본에 체류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수의 오염

자 및 피폭자의 국내 유입되는 다중손상사고 (mass casuality incident)을 배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장을 중심으로 21개 방사선지정기관은 

다중손상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역할분담 계획이 수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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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현장안전관리 (Safety and Security) 

 2002년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가 개소한 이후 21개 국가방사선비상진료기관에는 방

사능 계측장비, 제염장비, 개인방호복, 방호약품이 보급되어 있었고 방사능 재난 의

료대응 교육 및 훈련이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오염된 일본 귀국자가 병원에 내원하

더라도 병원의 물리적 방호 계획 및 의료진의 2차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장안전

관리 조치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또한 이런 장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 오염자를 식

별할 수 없는 의료기관으로 내원하여 생기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1개 방사선

지정기관에 대한 대국민 안내가 이루어졌다. 

 

 4) 위험평가 (Assess Hezards) 

 후쿠시마 원전 사고 초기에는 귀국자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할 만한 정보가 부족하였

다. 일본대사관 및 일본 문부과학성으로부터 발표되는 방사능환경측정자료가 수집되

기 시작하면서 일본 지역별 위험도에 대한 평가가 가능해졌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방

사능 오염자를 조기에 선별하고 빈도를 조사하기 위해 공항, 항만에 방사능오염검사

소를 설치 운영하였다.  

 

 5) 지원 (Support)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의 인력만으로 김포공항 오염검사소 운영을 하기에는 부족

하였다. 방사선 비상진료 기관 중 국군수도병원, 방사선보건연구원으로부터 운영인력

을 지원 받았다. 또한 김해공항 및 부산항 오염검사소에 방사선 비상진료 기관인 국

군대구병원 인력 및 의료장비를 파견하여 고리방재센터의 업무를 지원하였다. 또한 

21개 비상진료 지정기관의 지원을 바탕으로 국내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지역별 역할 

분담 체계를 계획하였다. 

 

 6) 중증도 분류/치료 (Triage and Treatment) 

  후쿠시마 원전 수소폭발이 이루어지기 전에 계획대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체르노

빌 원전사고 때와 같은 반치사선량(LD50/30, 약 4Gy)에 도달하는 중증 피폭자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하지만 급성방사선증후군(acute radiation syndrome) 환자 발생

을 대비하여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는 13개 차폐병실을 준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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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대피 (Evacuation) 

   편서풍의 영향으로 직접적인 방사능의 국내 유입이 없을 것으로 기상청에서 분석

하였고, 국내에서의 휴교령, 외출자제와 같은 방사능 낙진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는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하지만 작은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원자력안전

기술원에서 조사하여 발표하는 환경감시망 분석자료를 공유하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

였다. 

 

 8) 복구 (Recovery) 

   국내에서는 직접적인 복구가 필요한 경우는 발생하지 않았다. 보건심리학적 측면

에서의 사회적 파급효과로부터의 회복(복구)을 위해 언론매체, 토론회, 학부모 설명

회, 상담창구운영, 비상진료클리닉 등을 통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전달 기능을 수

행하였다. 

 

(2) 오염 검사 결과 

 

    김포공항에서의 방사능오염검사는 희망자에 대하여 전수(105,601명)를 시행하였

다. 이는 검역법 등에 방사능 오염 검사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없었기 때문

이다.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에 내원한 모든 일본 귀국자들에게서는 검사가 이루어

졌다. 허용표면오염도를 상회하는 오염자는 없었다.  

     2011년 8월 29일부터 일본문부과학성이 세슘오염지도를 발표하였다. 후쿠시마 

원전 기준으로 반경 80km 이상까지 오염이 확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15). 
8
 이로 인해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로 내원하는 일본 귀국자들의 내부오염검사 요구

도 또한 함께 증가하였다. 40건의 내부오염 검사가 이루어 졌으나 Cs-137, I-131과 

같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환경오염을 일으킨 핵종은 발견되지 않았다. 내부 오염 검

사를 시행 받은 산모(1명), 모유수유중인 경우(2명), 일본으로 다시 출국하여야 하는 

사람(27명)들에게는 심리적 안정에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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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일본 문부과학성 발표(2011년 9월 18일 기준) 공간선량률 및 세슘 오염지도 

 

 

(3) 생물학적 선량평가 결과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에서는 일반인의 피폭선량 추정방법에 대하여 권고하고 있다. 

일반인에 대한 유효선량 평가를 위한 기본 원칙은 방사선작업종사자에게 적용되는 원

칙과 동일하다. 하지만 일반인의 경우 직무피폭의 경우처럼 직접적 측정방법으로 개

인 피폭선량을 얻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방사능 재난시에는 방사능 유출물, 

누설 방사선 감시, 환경 측정, 습관데이터, 방사생태학적 모델링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 
6
 

   하지만 지진 및 쓰나미에 의한 자연재해와 국제원자력사고등급 7등급 원전사고가 

동시에 발생한 상황에서 일반인의 피폭 선량을 추정할 만한 유용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현장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피폭 후 선량을 추정할 수 있는 수단

이 필요하였다. 무증상 과피폭자를 선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반혈액검사를 통한 임

파구수를 확인하였으나, 326명 모두 정상범위에 있어 후쿠시마원전사고로 인해 방사

선 피폭에 의한 결정론적 영향을 받은 사람은 없었다. 

 림프구감소증(Lymphocytopenia)은 중등도 이상 (moderate to high-dose)의 방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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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 시에 과립구나 혈소판의 감소 보다 조기(6-24시간 후)에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

다. 림프구 수의 감소 정도에 따라서 급성방사선증후군 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데, 혈

구 수 측정과 같이 신속하고 일상적인 검사법을 이용하면 방사선 사고 시에 신속하게 

피해자를 선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표 7).
9
 

 

표 7. 최초 노출 후 6일의 림프구 절대수와 흡수선량과의 연관성  

ARS 정도 Dose (Gy) 림프구수 (/L) 

pre-clinical phase 0.1 - 1.0 1.5 - 2.5 x 10
9
 

mild 1.0 - 2.0 0.7 - 1.5 x 10
9
 

moderate 2.0 - 4.0 0.5 - 0.8 x 10
9
 

severe 4.0 - 6.0 0.3 - 0.5 x 10
9
 

very severe 6.0 - 8.0 0.1 - 0.3 x 10
9
 

lethal >8.0 0.0 - 0.05 x 10
9
 

 

 그러나, 임상 소견 및 혈액학적 변화를 근거로 흡수선량을 산출하는 방법에는 다음

과 같은 한계가 있다. 우선, 임상 증상과 혈구 수 감소의 정도는 흡수선량 뿐 아니라 

선량률(dose rate), 노출 조직의 방사선 감수성(radiosensitivity), 노출 면적, 노출

된 기관의 손상 정도 등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또한 바이러스나 세균 등도 급성방사

선증후군 증상을 악화시키거나 방사선에 의한 손상과 유사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임상 증상과 혈구 수 감소를 유발시키는 최소 선량(1 Gy)은 직업 상 노출될 수 

있는 선량보다 수 배 높다. 임상 소견과 혈구 수 감소를 근거로 흡수선량을 정확히 

산출하기는 어렵지만,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하는 대량 방사선 노출 사고 시에는 조기 

선별과 적절한 치료방침을 신속히 결정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어 사고초기 내원자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피폭 사고 후의 선량평가 방법 중 가장 민감한 방법인 이동원염색체를 이용한 

선량평가가 267명에서 이루어졌다. 이동원 염색체 검사 결과에서 최소검출한도인 

0.1Gy 이상이 확인된 경우는 17명 있었다.  

 Vinnikov 등에 따르면 염색체 검사에 의한 선량평가에 가장 적합한 경우는 피폭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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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내에 혈액 채취, 급성 피폭, 전신 균질 피폭(total body, homogeneous), 저 선

형에너지전이 (low linear energy transfer), 외부피폭, 0.2~4.0Gy 범위의 선량 범위

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방사선 피폭 상황은 일상적 직업적 피폭, 진단적 또는 치료

적 의료피폭 및 비계획적인 다양한 규모의 사건 사고에 의한 경우를 제시하고 있다. 

일상 생활에서 피폭 상황에서는 생물학적 선량 평가의 정확성은 통계적 문제

(statistical complications)에 영향을 받게되며, 이는 불확도(uncertainties)을 초

래할 수 있고, 통계적 문제의 이유로는 적은 수의 염색체 변이는 큰 불확도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런 검사의 불확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상적인 피폭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표8).
15
. 이동원염색체 선량평가를 시행한 267명의 검사 대상자 중에서 

이런 이상적인 피폭 상황에 부합하는 경우는 없었다. 

 Ramalho 등이 브라질 고이아니아 사고 사례를 포함하여 이동원 염색체의 수명

(lifespan)을 12년 동안 추적관찰 해 본 결과, 흡수선량이 0.2Gy 이상인 경우에는 사

고 발생 7.5년 후에는 이동원 염색체는 5% 수준으로 감소하지만, 흡수선량이 0.2Gy 

미만인 경우에는 매우 천천히 감소하여 처음과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고 발표 하였

다.
16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에서 0.1Gy 이상의 결과를 보인 사람들에서는 공통적으로 

의료피폭력이 있었으며, 일본 문무과학성이 제시하고 있는 공간선량률을 기준으로 급

성피폭 및 0.2Gy 이상 피폭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과거에 생긴 이동원염색체가 소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일본에서 경험하게 개연성이 높다. 이러한 

점은 불확도를 높이는 인자(factors)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는 국내 및 국외의 생물학적 선량평가 전문가를 초빙하여 자

문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0.1Gy 이상의 피폭선량 결과자들의 대부분은 의료피폭에 

의한 개연성이 불확도에 반영된 주요 인자로 분석하였다. 

 의료피폭 과거력이 이동원 염색체 생물학적 선량평가에 영향을 주는 정도에 대하여

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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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생물학적 선량 평가 적용에 있어 이상적인 피폭 상황 

 인자 이상적인 상황 (ideal scenario) 

혈액 채취까지의 지연 시간 1~5일 

피폭 연장 정도  
 (protraction of exposure) 

급성 피폭 
 (acute exposure)  

피폭의 균질성 
(homogeneity) 

전신, 균질 피폭 
 (total body, homogeneous) 

생물학적 효과비 
  (Relative Biological Effectiveness) 

낮은 선질효과 
  (low linear energy transfer) 

선량 구간 (dose range) 0.2~4.0 Gy 

 

 

(4) 방사선의 생물학적 영향 

 

 전리방사선의 생물학적 영향에 대하여서는 ‘전리방사선의 생물학적 영

향’(Biological Effect of Ionization Radiation, BEIR) 7 보고서에 기술되어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100mSv의 단회 급성피폭(single acute exposure)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남자 0.8%, 여자 1.3%의 고형암 발생율 증가 및 남자 0.1% 및 여자 0.07%의 백

혈병 발생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표 9).
17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는 100mSv 이하 또는 분할 및 만성피폭인 경우를 저선량구간

으로 보고 있다. 저선량구간에서의 생물학적 영향에 대하여서는 아직 확실히 규명된 

위험도가 확인되지는 않고 있으나 방사선의 인한 암발생율과 같은 확률론적 영향이 

문턱선량이 없이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연구된 바에 의하면 

암발생율이 증가하는 과학적 근거가 확인되는 선량은 약 100mSv 혹은 약간 미만까지 

선량에서 불확실성은 있지만 방사선 위험 증거가 포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6
 

 BEIR 7 보고서 및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에서는 약 100mSv 미만 선량에서 선량이 증

가하면 방사선에 의한 암이나 유전영향의 발생확률도 정비례로 증가한다는 가정에 기

초하는 ‘문턱 없는 선형(Linear No Threshold,LNT) 모델’을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LNT 모델이 방사선 방호의 현실적 체계에는 과학적으로 무난한 요소이지만, 모델의 

기초가 되는 가설을 명확하게 증명하는 생물학적, 역학적 정보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

라는 것이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의 관점이기도 한다. 이는 낮은 선량에서의 불확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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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존재하기 때문이다(그림 16). 

 이러한 관점에서 의료피폭력의 개연성이 높고,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의한 급성피폭 

상황의 정황적 정보는 부족하나 0.1Gy 이상 추정된 이동원염색체 검사자에게는 방사

선에 의한 건강상에 문제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암발견을 위한 장기추적

관찰의 안전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9 . 전리방사선의 생물학적 영향, 인구 10만명 당 암발생율 및 사망자 예측 

  모든 고형암 백혈병 

  남자 여자 남자 여자 

0.1Gy 피폭시 초과 발병자 수 
800  

(400-1600) 

1300  

(690-2500) 

100  

(30-300) 

70  

(20-250) 

피폭이 없을 경우 발병자 수 45,500 36,900 830 590 

0.1Gy 피폭시 초과 사망자 수 
410  

(200-830) 

610  

(300-1200) 

70  

(20-220) 

50  

(10-190) 

피폭이 없을 경우 사망자 수 22,100 17,500 710 530 

 

 그림 16. 문턱 없는 선형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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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건심리학적 측면 : 상담 창구 운영,언론대응 및 교육활동 

 

  문의 내용은 실제 방사선 피폭 및 오염으로 피해를 입어 진료 상담을 받기 위한 경

우는 없었다. 방사능의 환경오염 확산으로 인한 국내 유입 가능성, 방사선 피폭과는 

무관한 증상에 대한 확인, 일본 출국 또는 귀국자들의 안전도에 대한 상담 등이 주요 

상담 내용이었다.  

 구소련 체르노빌 원전사고, 미국의 쓰리마일섬 원전사고, 일본의 JCO 임계사고, 브

라질 세슘오염사고 등에서도 방사능 사고 또는 재난이 발생하면 보건사회심리학적으

로 중대한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은 객관적인 정보를 전문가를 통

해 제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처라는 것이 사고사례 분석에서 보고되었다.
18,19,20

 

 방사선비상진료클리닉의 내원자 수의 추위변화는 후쿠시마원전 사고 발생 후 5주 이

내에 방사능 오염검사 및 생물학적 선량평가를 받기 위해 내원한 경우와, 후쿠시마원

전 인근 지역 취재 기자의 결과가 높게 나온 것에 대한 언론보도 이후에 피폭가능성

에 대한 생물학적 선량평가를 받기를 희망하는 수요의 증가에 의한 내원자 추위를 보

여 주는 2개의 정점 형태 (double peaks) 보였다(그림 12)(그림 13). 

 또한 일본 문부과학성에서 세슘오염지도를 2011년 8월 30일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25주 경과 시점) 발표한 이후 내부오염검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위를 보여 

주었다(그림 13). 

사회 불안감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상담창구 및 게시판 질의응답에 방사선비상진료

요원으로 교육된 전문대응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였으며, 언론대응 및 대국민 대상 

교육을 제공한 것이 문의사항 폭주 현상에 대응할 수 있었다고 분석된다(그림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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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국내 대응에 남긴 교훈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면서 얻은 교훈은 아래와 같다. 

  1)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계는 국내 방사능 사고 및 재난뿐만 아니라, 해외 방사능 

재난시에 재외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기능 수행도 중요 기능임이 부각되었다. 

  2) 방사능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는 현장정보가 중요하

다. 해외 재난시에도 국제공조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취득이 중요하다. 

  3) 인접국가 해외 방사능 재난 발생 시 보건사회심리학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중요

하다. 

  4) 방사능 재난 및 사고대응 전문가에 의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의 제공이 중요

하다. 

  5) 생물학적 선량평가 결과에서 의료피폭력의 반영정도를 설명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6)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현재도 사고가 수습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본 재외

국민의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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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 론 

현재까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 귀국자들 중에 유의한 수준의 피폭 또는 오

염된 경우는 없었으며, 사회심리학적 영향이 가장 큰 영향이었다.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의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한 대응전략은, 객관적 평가를 

통해 일본귀국자들에 대한 위험도를 산출하기 위한 과정이었으며, 방사능 재난이 유

발하는 심리적 불안감이 확산되는 현상으로부터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었

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대응을 통해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계를 검증되었기 때문에, 유

사한 해외 방사능 재난 시에서도 이에 대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방사능 재난에 대한 국가위기대응매뉴얼 제작 시, 객관적 

평가의 방법과 사회심리학적 파장을 최소화 하기 위한 전략의 반영이 필요하겠다. 

  



- 28 - 

 

참고 문헌 

 

1. International Atommic Energy Agency, The International Nuclear and 

Rdiological Event Scacle User's Manual (2008 Edition), Vienna : 

IAEA,2008 

2. Nuclear Emergyncy Response Headquaters Government of Japan, Report of 

Japanese Government to the IAEA Ministerial Conference on Nuclear 

Safety, Tokyo : Goverment of Japan. 

3. Great East Japan Earthquake Taskforce Science Council of Japan, Report 

to the Foreign Academies form Science Council of Japan on the Fukushima 

Daiichi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Tokyo : Science of Council of 

Japan, 2011. 

4. Makoto Akashi, 5th International REAC/TS Symposium, Medical Management 

of the Consequences of the Fukushima Nuclear Plant Incident, September 

27, 2011, Miami, Florida. USA. 

5.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시행 2011.10.26, 대통령령 제 23248 호, 2011.10.25, 

제정. 

6. 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 The 2007 

Recommendations of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 (Publication 103), Essen : ICRP. 

7. 文部科学省 

緊急時迅速放射能影響予測ネットワークシステム（SPEEDI）を活用した試算結果, 

http://www.nsc.go.jp/mext_speedi/index.html (May 15, 2011). 

8. 일본 문부과학성 환경 방사능 수준 조사 결과, 

http://radioactivity.mext.go.jp (October 30, 2011). 

9.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Safety Report Series No.2 Diagnosis 

and Treatment of Radiation Injuries (1998), Vienna :IAEA,1998. 

10. Carols R. P. et al., TMT Handbook, Triage, Monitoring and Treatment of 

People Exposed to Ionising Radiation Following a Malevolent Act, ISBN 

978-82-90362-27-5, 2009.  

11.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Generic Procedures for Medical 

Response During a Nuclear or Radiological Emergency, EPR-MEDICAL Report, 

2005. 

12.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방사선방호등에 관한 기준 고시, 2009-37 호, 2009.  

http://www.nsc.go.jp/mext_speedi/index.html
http://radioactivity.mext.go.jp/


- 29 - 

 

13. Lee JK. Practical Applications of Cytogenetic Biodosimetry in 

Radiological Emergencies,  Korean J Hematol. 2011 Jun;46(2):62-4.  

14.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Basic Disaster Life Support Provider 

Manual Version 2.6, Chicago : AMA 

15. Volodymyr A. Vinnikov, et al., Difficult cases for chromosomal 

dosimetry: Statistical considerations, Radiation Measurements 46 (2011) 

1004~1008. 

16.  Adriana T. Ramalho, et al.,Conventional radiation-biological dosimetry 

using frequencies of unstable chromosome aberrations, Mutation Research 

404 (1998) 97-100. 

17.  Committee to Assess Health Risks from Exposure to Low Levels of 

Ionizing Radiation. The National Academies of Science. BEIR VII: Health 

risks from exposure to low levels of ionizing radiation. Washington, DC: 

The National Academies Press, 2005. 

18. Evelyn J. Bromet, Lessons learned from radiation disasters,World 

Psychiatry. 2011 June; 10(2): 83–84.  

19. Kazuo Neriishi, 5th International REAC/TS Symposium, The Accident at 

Tokaimura Japan(19990-Managing the Psychosocial Impact, September 27, 

2011, Miami, Florida. USA. 

20.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The Radiological Accident in 

Goiania, Vienna : IAEA,1998 

 

  



- 30 - 

 

ABSTRACT 

Korea National Radiation Emergency Medical Center's Response 

to Japan’s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Min Su Cho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Seong Joon Kang) 

 

Backgrounds : Incidence of radiation disaster have been very low. But in view 

of sociology of health there have been a lot of confusions when radiation 

disaster occurred. Immediately after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NPP) 

accident caused by great east Japan earthquake, the demand for radiation 

emergency medical response has skyrocketed, so the national radiation emergency 

medical center(NREMC) installed a situation room and have been accomplishing 

the process of medical response. To make national emergency response manual, 

this study analyzed the NREMC’s experiences.  Methods : From March 12, 2011 

through October 28, 2011, Results of contamination inspection, emer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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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clinic, homepage consultation board, telephone consultation center, 

media response and public education were analyzed. Results : Among 329,177 

subjects to be examined in radiation inspection station at airports and 

seaports, just 2 people exceeded the criterion(1μSv/hr). All 40 subjects to 

conduct internal contamination tests were in reference level. 17/267 subjects 

exceeded the minimum detection level(0.1Gy), however the medical radiation 

exposures were analyzed as a cause of uncertainty. 505 homepage consultations 

and 1,523 telephone consultations had been carried out. 241 media responses and 

25 public educational conferences had been conducted. Conclusion : Until now, 

returnees who reached significant radiation exposure level did not have existed 

after Fukushima NPP accident. Social psychological effects have been the 

greatest impact. To make national emergency response manual for overseas 

radiation disaster, strategies for objective assessment and minimizing the 

social and psychological impact will be needed. 

 

 

Key words: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Medical response, Social 

psychological effect, Radiation emergency medicin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