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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hernobyl accident was a terrible catastrophe for humanity. Scientists are in concurrence about an increase

of thyroid cancer incidence among children, but not among adults, because even areas less contaminated by

radiation have also reported an increase in the incidence of thyroid cancer. In this case, the rise might be due

to a screening effect. There is no convincing evidence that the incidence of leukemia and solid cancer has

increased among the exposed populations, but it still remains a controversial issue. Additionally, apparent

evidence of decreased fertility and increased hereditary effects have not been observed in the general population.

WHO suggested 4,000 people could have died or may die in the future among emergency workers and residents

of the most contaminated areas, while Greenpeace insists there will be 93,080 victims around the world. The

radiation dose due to Chernobyl was mainly low, so if its health effects are to be found, more long-term and well-

designed research will b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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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2011년 3월 11일 규모 9.0의 대지진과 이은 지진

해일의 충격으로 일본 후쿠시마 제 1 발전소의 원

자로 4기가 연속적으로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실제 현장 복구를 위한 방사선작업 노출자의 선량은

잘 관리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방사선 노출과

그로 인한 장기적 건강영향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었

다. 이런 우려의 배경중 가장 중요한 것이 체르노빌

사고 및 그 장기적 건강영향 결과다.1) 

1986년 4월 26일 체르노빌의 원전 4호기가 폭발

하였다. 그로인해 러시아, 벨로루시, 우크라이나 3개

국의 국민 중 일부가 자연배경선량의 수배에 이르는

방사선에 피폭되었으며, 실제로 어린이들의 갑상선

암이 폭발적으로 증가된 것이 확인되었다. 많은 연

구 결과 그 외의 암발생의 증가에 대해서는 학문적

으로 확인된 바는 없지만 사람들의 불안이 점차 가

중되었으며 유엔에서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

들로 포럼을 구성하였다. 그 결과 현재까지는 명확

한 이상을 발견할 수 없으며 향후 계속적인 추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다.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많은 사람들

이 과연 진실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

다. 어떻게 하여야 정확한 정보를 통해 합리적 판단

을 내릴 수 있을 것인가? 이를 위한 과학적 방법론

중 하나가 위험도 평가이다. 이것은 위험 요인에 대

한 정확한 인식, 그 위험요인의 노출 평가, 위험요

인의 양적 증가에 따른 반응의 평가 그리고 이를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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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한 위험 특성의 결정을 말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특정 위험요소가 우리

의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인

과관계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된다. 이런 인과관계의

결정은 대개 과학적 문헌의 검토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일반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시간적

선후관계이다. 일단 모든 원인은 결과에 선행한다.

또한 특정 위험이 특정 이상을 일으킨다면 그 결과

는 많은 연구에서 확인되어야 하며, 그 관련성 정도

가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하고 양의 증가에 따른 위

험의 증가가 확인되어야 한다. 이런 모든 가정은 생

물학적으로 타당한 이유가 제시될 때 보다 강화된다.

이렇게 정리된 위험은 향후 위험의 관리와 사회적

정보교환으로 이어진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정보교

환 시에는 위험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충분한 정보

를 숙지해야 하며,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가 요구된

다. 따라서 이 글의 목적은 일본 사고의 영향을 예

측하기 위하여 과학계와 일반인에게 체르노빌 사고

가 건강에 미친 영향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갑상선, 백혈병 등의 방사선 유발암, 백

내장, 심혈관 질환 등의 암외질병, 그리고 사망에 대

한 체르노빌 연구 결과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

해 문헌 고찰 및 전문가 평가가 시행되었다.

II. 갑상선암 

체르노빌 사고로 인한 방사성 요오드의 낙진은 피

해 지역의 환경을 오염시켰고 이 지역에 거주하던

주민들은 공기 호흡과 오염된 음식물(특히 우유)의

섭취를 통해 갑상선이 상당한 양의 방사선에 노출되

는 결과를 초래했다. 갑상선은 방사선에 의한 암 발

생에 가장 민감한 장기(腸器) 조직으로 알려져 있으

며, 특히 소아들은 가장 저항력이 약한 것으로 밝혀

졌다. 체르노빌 사고 이후 진행된 여러 연구 결과들

에서 사고 당시 방사선에 노출된 소아들에게 갑상선

암이 상당한 수준으로 증가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2005년 발표된 유엔 체르노빌 포럼 전문가 그룹의

보고서에 의하면, 1992년-2000년 동안 벨로루시, 러

시아 및 우크라이나에서 사고당시 18세 미만 연령

의 소아와 청소년에게서 약 4,000건의 갑상선암이

진단되었으며,2) 그 중 벨로루시에서 8명, 러시아에

서 1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체르노빌

포럼 전문가 그룹은 소아와 청소년에게서 갑상선암

발생이 증가하였다는 데에 의견 일치를 보였으나, 체

르노빌 주변 오염지역의 성인 거주자 및 이주자와

사고 직후 발전소 정화작업자들에 대해서는 갑상선

암 증가에 대해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체르노빌 사고로 오염된 지역의 소아와 청소년 및

성인 거주자, 이주자 그리고 정화작업자에 대해 실

시된 갑상선암 역학연구 결과들을 고찰하기 위해 의

학전문 검색 웹사이트 PubMed를 통해 연구사례들

을 조사하였다. 검색어로는 ‘체르노빌’, ‘갑상선암 위

험‘이 이용되었다. 

먼저,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러시아의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갑상선암에 대해 실시된 역학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Heidenreich 등(2000)은 우크

라이나 소아의 갑상선암에 대한 연구에서 방사선 노

출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절대초과위험도(Excess

Absolute Risk, EAR)가 증가함을 보였다.3) Jacob 등

(2000)은 벨로루시 소아에게 발생한 갑상선암 연구

를 실시하였으며,4) 단위선량당 EAR 추정치 크기가

Ron 등(1995)의 통합자료 분석에 의한 외부노출 후

위험도의 절반 정도임을 보였지만 그 차이가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5) Shibata 등(2001)은 벨로

루시의 고멜지역 학생 21,601명에 대한 연구에서,6)

1986년 이후에 출생한 소아에 대한 1986년 이전에

출생한 소아의 상대위험도를 교차비(Odds Ratio, OR)

121(95% 신뢰구간: 9, 31000)로 추정하였다. 비록

교차비가 높게 추정되기는 하였지만 그 신뢰구간을

살펴보면 이 추정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한 수준

임을 알 수 있다. 한편, Shakhtarin 등(2002, 2003)

은 러시아 브랸스크 지역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요

오드 결핍현상과 갑상선 선량 및 갑상선암 위험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으며,7,8) 갑상선 선

량이 증가함에 따라 상대초과위험도(Excess relative

risk, ERR)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함을 보였다.

또한 다른 지역에 비해 심각한 요오드 결핍증을 가

진 지역 사람들의 ERR이 정상적인 요오드 섭취를

하는 지역에 비해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수준으로 나

타나 방사선량과 요오드 결핍의 교호작용 효과가 있

음을 확인하였다. Tronko 등(2002)은 우크라이나 소

아들에서 1986년-2000년 동안 진단된 1876건의 갑

상선암에 대한 사례보고를 통해,9) 0-4세 연령 그룹

에서 가장 높은 갑상선암 증가가 있었음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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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이후에도 이들 가장 어린 연령층에서 지속

적인 갑상선암 발생의 증가가 관측되었다. 한편

Tronko 등(2003)은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받은 우크

라이나 소아들에 대한 연구에서 가장 심각하게 오염

된 6개 지역에서 암발생률이 0.5 Gy 이상의 높은 갑

상선 선량과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다.10) Davis 등

(2004)은 러시아 브랸스크 지역의 소아와 청소년에

게 발생한 갑상선암의 환자-대조군 연구를 통해 방

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갑상선암 위험도가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증가함(p = 0.009)을 보였다.11) Ivanov

등(2002)은 러시아의 정화작업자들에 대한 갑상선암

위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음을 보였다

(SIR = 4.33, 95% 신뢰구간: 3.29, 5.60).12) 하지만 단

위선량당 ERR은 −2.23(95% 신뢰구간: −4.67, 0.22)

으로 방사선량과 위험도의 선량-반응 관계는 관측되

지 않았다. Ivanov 등(2003)은 러시아 브랸스크 지

역의 청소년과 성인 거주자의 갑상선암 연구에서 남

성과 여성 모두 갑상선암의 잠재기간 이전과 이후에

대한 표준화발생비(SIR)가 증가하였음을 보였다.13)

하지만 단위선량당 ERR의 증가는 관측되지 않았

다. 한편, Cardis 등(2005)은 러시아와 벨로루시의

사고 당시 15세 미만의 소아에서 I-131에 노출 후

갑상선암 위험을 연구하였으며 방사선량과 위험과의

강한 선량-반응관계를 확인하였다.14) 또한 방사선 유

발 갑상선암 위험은 요오드 결핍지역에서 약 3배가

더 높으며(RR = 3.2, 95% 신뢰구간: 1.9, 5.5), 칼륨

요오드의 보충이 위험도를 3배 정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RR = 0.34, 95% 신뢰구간: 0.1, 0.9). Jacob

등(2006)은 체르노빌 사고로 영향을 받은 우크라이

나와 벨로루시의 거주자 1034명에 대한 갑상선암 연

구에서 초과위험도 추정치15)가 Ron 등(1995)의 외

부노출에 의한 갑상선암 위험도5)와 비슷함을 보였

다. 한편 Rahu 등(2006)은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

의 체르노빌 정화작업자에 대한 연구에서 갑상선암

과 뇌종양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초과발생을 보고

하였다.16) 하지만 이들 부위에서 방사선량과 암위험

도의 선량-반응 관계는 관측되지 않았다. Hatch 등

(2009)은 최근 자궁내 태아 피폭에 대한 단면적 연

구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p = 0.12) Gy

당 11.66의 갑상선암 초과 비차비를 보여주었다.17) 

한편, 체르노빌 사고로 인한 소아의 건강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구 소비에트 연방 정부의 요청에

의해 1991년 Sasakawa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체

르노빌 사고로 오염된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러시아

의 5개 지역 소아 약 16만명에 대해 방사선량 측

정, 갑상선 검진 및 혈액검사가 실시되었다. 1991-

1996년 동안 실시된 1단계 프로그램에서 5개 지역

중 가장 오염이 심각한 벨로루시의 고멜 지역에서

갑상선 결절과 갑상선암의 발견률이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5개 지역의 어느 곳에서도 백혈병의 증가는

관측되지 않았다.18)

Zablotska 등(2011)은 체르노빌 사고 당시 18세 미

만이었으며, 사고당신 갑상선의 방사선량을 추정할

수 있는 벨루로시의 11,970명에 대해 연구한 결과

5 Gy 이상 노출집단에서 2.15(95% CI 0.81-5.47)

의 초과비차비를 보고하였으며, 특히 미만성 갑상

선종을 가진 집단에서 유의한 증가를 나타냄을 보

고하였다.19)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러시아를 제외한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의 갑상선암에 대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

면 Table 1과 같다. 체르노빌 사고로 직접적인 영향

을 받은 3개국을 제외한 유럽 국가들에서의 갑상선

암 관련 연구 문헌을 요약한 것이다.20) 

Peter(2002)는 헝가리 소아의 갑상선암 발생에서

체르노빌과 관련된 변화는 관측되지 않는다고 밝혔

으며,21) Ivan 등(2002)은 루마니아에서 체르노빌 사

고 영향에 대한 여러 전문분야의 역학 연구들은 아

직도 제한적이며, 따라서 전반적인 결론은 유의하지

않다고 밝혔다.22) Szybinski 등(2003)은 폴란드의 요

오드 결핍지역에서의 갑상선암 발생에 관한 연구에

서 인구집단에서 가장 위험도가 높은 그룹은 1980

년 요오드 예방법 중지이후 요오드 결핍과 1986년

체르노빌 사고후 방사선에 노출된 20-40세 사이의

가임기 여성이라고 주장하였다.23) Gomez 등(2004)

은 오스트리아의 요오드 결핍지역인 카린시아에서의

갑상선암 연구에서 갑상선암 발생에서 젊은 연령층

에서 관찰된 변화는 체르노빌 방사성 낙진에 의한

오스트리아 토양의 오염과 1991년 시작된 갑상선종

예방프로그램에서 식탁용 소금의 증가된 요오드화에

관련되었을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24) 또한 Verger 등

(2003)은 체르노빌 사고로 가장 심각하게 오염된 프

랑스 동부지역의 사고 당시 15세 미만의 소아에 대

한 갑상선암 연구에서 선형무문턱(linear no threshol)

가설하에 1991-2015년 동안 갑상선암의 자연발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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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치 1342명에 대해 11.2~55.2명의 초과발생을 예

측하였으며,25) 이러한 위험도 계산 결과는 체르노빌

낙진이 프랑스에서 갑상선암의 전반적인 증가를 설

명할 수는 없으며 역학적 연구를 통해 그러한 초과

를 논증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Niedziela

등(2004)은 폴란드 서부 지역의 소아와 청소년에서

갑상선암이 진행 중이거나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남

을 보고하고 1994년 이후 젊은 연령층에서 발생하

고 있는 갑상선암에 있어서 요오드 결핍과 체르노빌

사고로 인한 방사선 노출이 가장 중요한 요인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26) Murbeth 등(2004)은 체르노빌

사고로 인해 상당한 양의 방사성 낙진을 받은 체코

공화국에서 1990년부터 모든 연령층에서 일정하게

갑상선암의 기대하지 않은 증가가 있다고 보고하였

다.27) Roszkowsk 등(2004)은 1980-2000년 동안 폴

란드의 갑상선암에 대한 연구에서 0-15세 인구집단

에서 갑상선암 발생이 약간 증가하였으며 이는 체르

노빌 사고 후 방사선 노출에 기인되었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28) 한편 Tondel 등(2004)은 체르노빌 사

고 이후 스웨덴 북부지역에서 실시한 코호트 연구에

Table 1. Summary of thyroid cancer studies in other European countries, except Ukraine, Belarus, Russia after the

Chernobyl accident (Jin et al., 2008)

Author,

Country of study

Design,

(Period)

Population, 

Subjects
Results

Rahu et al.

Estonia, Latvia

Cohort study

(1986-1998)

Chernobyl cleanup workers

Estonia (4,786 men),

Latvia (5,546 men)

Cases of thyroid (SIR = 7.06, 95% CI = 2.84-14.55; 

n = 7), mainly based on Latvian data, there was no 

evidence of a dose response

Excess of thyroid cancer cases observed may have 

been due to screening

Tondel et al.

Sweden

Cohort study

(After 1986)

Inhabitants in Sweden

(n=1,137,106)

ERR per 100 nGy/hr : 0.042 

(95% CI: 0.001, 0.084)

Catelinois et al.

Eastern France

Descriptive

(1991-2007)

Area of France most 

exposed to the fallout

Predicted excess thyroid cancer cases

: 5 (90% UI: 1-15)-63 (90% UI: 12-180)

Tondel et al.

North Sweden

Cohort study

(1988-1996)

All people 0-60 years

(n=1,143,182)
ERR=0.11 per 100 kBq/m2 (95%CI:0.03-0.20) 

Roszkowska et al.

Poland

Descriptive

(1980-2000)
 

Slightly increase of incidence of thyroid cancer was 

observed in the population of 0-15

Murbeth et al.

Czech Republic

Descriptive

(1976-1999)
Cancer Registry

From 1990 on, the thyroid cancer incidence of 

2.6% per year (95%-CI:1.2-4.1, p=0.0003)

Gomez et al.

Austria

Descriptive

(1984-2001)

Thyroid carcinoma 

incidence in Carinthia,

a former iodine-deficient, 

goiter-endemic region

(n=550,000)

The annual incidence rate increased by 8.05% in 

females and 11.6% in males

Thyroid carcinoma cases younger than 40 years of 

age accounted for 22.6%, with a rate increase of 

18% per year in young males

Niedziela et al.

Western Poland

Descriptive

(1996-2000)
Children, adolescents

Thyroid carcinoma is developing more intensively 

when compared, both to other parts of Poland and 

to previous statistics (2000 vs. 1985; P<0.002)

Verger et al.

France
Descriptive

All people (<15 y) : living in 

eastern France at the time of 

the Chernobyl accident

Under LNT hypothesis, 1.3-22 excess thyroid 

cancer cases were predicted for the 1991-2000

Szybinski et al.

Poland
Descriptive Areas of iodine deficiency

A very specific group at risk on the population 

level were women aged 20-40 years in the 

reproductive age exposed to iodine deficiency after 

suspension of iodine prophylaxis in 1980 and to 

radiation after the Chernobyl accident in 1986.

Peter36)

Hungary
Descriptive Hungarian children

Changes connected with Chernobyl has not 

occur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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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백혈병과 갑상선암에 대해 분명한 초과 발생은

없다고 보고하였다.29) Catelinois 등(2005)은 체르노

빌 낙진으로 가장 심각하게 영향을 받은 프랑스 동

부지역에서의 갑상선암 위험에 관한 연구에서 초과

암 발생을 5(90% 신뢰구간: 1, 15)~63(90% 신뢰구

간: 12, 180)으로 예측하였다. Tondel 등(2006)은 스

웨덴에서 증가된 악성종양의 발생은 체르노빌 사고

낙진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30) 

체르노빌 사고로 발생한 갑상선암 역학연구는 현

재 크게 방사선량의 문제와 암진단 과정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그 결과 생태학적 연구밖에 진행될

수 없었다. 

또한 방사선량의 문제는 분석적 역학연구의 시작

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별 방사선량의 확보로 해

결되어야 한다. 일본의 원폭 생존자 연구도 지속적

인 선량의 보정을 통해 방사선 영향에 대한 연구

가 계속 이루어져왔다. 따라서 갑상선암 뿐만 아니

라 체르노빌의 기타 영향 연구를 위해서 반드시 개

별 방사선량의 확보는 선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

각된다.

더불어 체르노빌 사고로 갑상선암 발생률이 증가

하였다는 연구결과해석에서 집단검진을 통한 잠재암

의 발견 효과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까지의 연구들은 이런 부분에 제한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생태학적 디자인이 대부분이었다. 실제 체르노

빌 사고 전후의 갑상선암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주

요 오염지역 이외의 국가에서도 시행되어 왔으며, 흥

미로운 것은 많은 연구들에서 갑상선암의 증가가 체

르노빌 사고로부터 비롯되었을 수 있다는 토의를 하

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인과성을 논할 때

그 생물학적 가능성과 기존 연구와의 일치성 여부를

따지게 되는데 위에서 언급한 연구들은 이 두 측면

모두에서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현재까지 분석학적 연구로는 한두편 정도의 환자-

대조군 연구가 있었으나, 최근 장기간 추적 연구를

할 수 있는 코호트가 구축되고 이를 통한 연구가 진

행되기 시작하였으므로 이 결과를 통해 최종적인 결

론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I. 백혈병

방사선과 백혈병의 관련성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

는데 이는 일본의 원자폭탄 생존자(이하 원폭생존자)

연구로부터 주로 비롯되었으며, 백혈병은 방사선에

노출에 의해 가장 민감하게 발생한다. 그러나 원폭

생존자들의 경우 일시적인 고선량 노출에 의한 결과

이므로 만성적인 저선량 하에서의 결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존재한다.2)

여기서는 체르노빌 사고의 효과에 대해 태아의

노출, 소아의 노출, 성인의 노출에 대해 살펴보고

자 한다. 태아의 노출에 대해서는 몇 개의 생태학

적 연구만이 존재하며 서로 상충되는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그리스 연구그룹은 출생에 따른 코호트

로 “노출”과 “비노출” 군의 백혈병 발생률을 비교하

여 방사성 낙진이 높았던 지역에서 2.6배 높은 것으

로 보고하였다.31) 그러나 각 노출군의 환자 수가 너

무 작았으며 독일의 소아 암 등록사업을 이용하여

오염 지역에 따라 같은 범주(<6 kBq/m2, 6-10 kBq/

m2, >10 kBq/m2)를 적용하여 유사한 접근을 시도한

연구에서는 같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32) Ivanov

등(1998)은 10배 이상의 오염 수준 차이가 나는 벨

로루시의 연구를 통해 그리스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으나 그 경향성이 약했기 때문에 특히 방사

선의 역할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다.33) 결국 현재

까지의 문제는 개인별 선량평가와 분석적 연구가 없

는 생태학적 연구의 한계가 명백하다는 것이며, 방

사선량이 너무나 낮고 백혈병은 너무나 희귀한 질환

이기 때문에 통계적 검정력의 한계 또한 극복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Parkin 등(1993)은 1987년-1988년과 1980년-1985

년의 벨로루시와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유럽의 자료

를 비교하여 체르노빌과 관련하여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지역에서 백혈병의 증가가 없었다는 보고를 한

바 있으며,34) 이들은 또한 유럽소아 백혈병-임파암

발생률 연구(The European Childhood Leukemia

Lymphoma Incidence Study, ECLIS) 자료의 5년 추

적 연구자료로 유사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ECLIS는

12개국의 36개 암 등록사업으로부터 15세 이하의 소

아 발생자료를 유지하고 있으며 오늘날 가장 크고

통합적인 사업의 하나이다. 이 연구에서는 환경오염

추정치와 오염 식품의 섭취량을 근거로 하여 평균

방사선량이 계산되었다. 그밖에 사고 발생전후 유럽

및 기타 관련국(벨로루시, 우크라이나, 러시아, 핀란

드, 스웨덴, 그리스 등)의 소아백혈병 발생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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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체르노빌 사고 발생 후 소아백혈병의 발

생률이 높아졌다는 증거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며,

또한 이들 국가의 오염정도와 발생률 증가 사이에는

어떤 상관관계도 나타나지 않았다. 현재까지 분석학

적 연구로는 단 한 건의 환자대조군 연구가 있으며

1987년부터 1997년 사이에 우크라이나 일부 지방에

서 진단된 272건중 98건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하였

으며,35) 이들의 골수 방사선량의 평균값은 4.5 mSv

였다. 연구결과 10 mSv 이상의 누적 방사선량에 노

출된 남아에게서 백혈병의 발생이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증가되었다고 보고하였으나 이 결과는 발생사

례의 1/3에 대해서만 분석하였으며, 대조군의 비율

도 낮았고 또한 선량 측정을 위해 발생자와 대조군

을 선택할 때 편차없이 선택하였는지의 여부도 분명

하지 않았다. 최근 Noshchenko 등(2010)은 체르노

빌 사고시 우크라이나의 방사선 오염지역에 있던 0-

5세군중 1987-1997년 동안 발생한 백혈병 환자에 대

한 환자대조군 연구를 통해 10 mGy 이상 피폭자에

서 백혈병 발생이 2.4배(95% CI 1.4-4.0) 유의하게

증가함을 보고하였다.36)

결론적으로 지금까지의 증거들로 볼 때 체르노빌

사고로 인한 방사선 노출로 인해 소아 백혈병 발생

률이 증가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성인의 노출 정도는 정화작업자와 그 외 이주민,

주민이 서로 다르므로 각각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

다. Ivanov 등(1996)은 러시아의 정화작업자 143,032

명을 9년간 추적하여 분석한 최초의 결과를 발표하

였는데 1986-1989년 추적에서 표준화 발생률 113(95%

신뢰구간: 62, 190), 1990-1993년 추적에서 177(95%

신뢰구간: 122, 247) 상대초과 위험도가 Gy 당 4.30

이었다.37) Shantyr 등(1997)은 1986-1990년까지 정

화작업에 참여한 8,745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는

데 이들의 선량은 0-250 mSv였다.38) 특히 4-10년 사

이에 암 발생의 증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들에서 방사선량과 백별병 발생률 사이의 관련성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유사한 결과가 정화작업자와 원

전산업 종사자 연구에서 나타났는데 이들은 연구군

에서 백혈병을 포함한 어떤 혈액 질병의 발생률도

증가하는 현상을 관찰하지 못하였다고 보고하였다.39)

한편 Ivanov 등(2002, 2003)은 총 노출 방사선량이

150-300 mGy인 정화작업자 연구에서 약 두 배의 백

혈병 발생률을 보고하였다.40,41) Buzunov 등(1996)은

1986년과 1987년의 우크라이나 정화작업자 174,812

명에 대해연구를 하였으며 1986년 작업자들에서 시

간과 발생률의 뚜렷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

다.42) 러시아 국립 의학 및 선량 측정 기록사업에

등록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 환자대조군 연구 결과

1986년과 1993년 사이에 백혈병(만성 임파구성 백

혈병 제외)으로 진단받은 34명을 대상으로 하였는

데 노출선량에 많았던 작업자들의 상대위험도가

3.70(95% 신뢰구간: 0.70, 19.66)으로 높게 나타났

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43) Romanenko 등

(2008)은 사고당시 정화작업자를 대상으로 우크라이

나에서 nested 환자대조군 연구44)를 시행하였다. 평

균 피폭선량은 76.4(sd 213.4) mGy였으며, Gy 당

3.44(95% CI 0.47-9.78)의 초과상대위험도를 보여

주었다. 만성 및 비만성 임파구성 백혈병의 상대위

험도는 각각 Gy당 4.09(95%CI <0-14.41), 2.73

(95%CI <0-13.50)이었다. 또한 Kesminiene 등

(2008)은 당시 정화작업자를 대상으로 한 환자대조

군 연구45)에서 200 mGy 이상 노출자에게서 전체

혈액암과 백혈병 초과상대위험도가 각각 100 mGy

당 0.6(90%CI-0.02-2.35) 및 0.50(90% CI -0.38-

5.7)로 나타남을 보고하였다. 

오염정도가 높았던 지역에 거주했던 일반 주민들

을 대상으로 한 몇건의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Osechinsky 등(1995)은 1979-1993년 사이의 러시아

브랸스크 지역중 가장 많이 오염된 여섯 개 지역의

백혈병과 임파암 발생률에 대한 연구를 시행한 결과

사고 전후(1979-1985년과 1986-1993년)의 보통 발

생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음을 보고46)하

였는데 그 이유로는 농촌지역의 노령인구의 증가가

주요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소아의 경우에도 오염지역

과 기타지역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Ivanov 등

(1997)이 칼루가의 오염지역에 대해 시행한 연구47)

와 Bebeshko 등(1997)과 Prisyazhniuk 등(1995)이 우

크라이나 지역의 오염지역에서 시행한 연구48,49)에서

도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현재까지 체르노빌 사고로 인한 노출이 백혈병 발

생 위험을 증가시켰다는 증가가 있는지에 대한 결론

은 그 대상이 정화작업자인지 일반 시민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결론적으로 현재까지 일반 성인에서 노출

로 인한 백혈병의 증가는 나타나지 않았다. 향후 정

밀한 선량 추정, 진단결과에 대한 확인 과정,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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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에 대한 정밀한 추정 등의 방법론적 개선이 필

요하다.

IV. 갑상선암을 제외한 고형암

암은 그 발생률과 치사율의 측면에서 볼 때 가장

흔한 질병 가운데 하나이며, 2000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적으로 1,000만명의 새로운 암 환자가 발생했고

600만 명이 암으로 사망했다.50) 한편 고형암은 일반

적으로 백혈병과 분리하여 검토되고 있는 데 그 이

유는 이 둘의 방사선 민감도가 현저히 다르며 최소

잠복기, 방사선량 반응 관계 모델 등이 차이를 보여

주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고형암에 대해서는 갑상선

암을 제외하고 특별한 증가 양상을 보여주지 않고

있지만, 잠복기가 일반적으로 10-15년 정도로 알려

져 있기 때문에 만약 발생의 증가가 있다면 지금부

터 나타나기 시작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추적연

구가 필요하다.2)

유방암은 방사선에 의한 민감한 암중의 하나로 알

려져 있으나 아직 학술적 논문을 통해 발표된 결과

는 없다. 다만 Prysyazhnyuk(2002)가 우크라이나 등

록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단행본이 있는데,51) 그는

150,000명의 오염지역 주민에 대한 1993-1997까지

의 추적을 통해 표준화 발생비가 1.50(95% 신뢰구

간: 1.27, 1.73); 1986년(평균 선량 100-200 mSv)과

1987년(평균 선량 50-100 mSv)의 경우 1990-1997의

표준화 발생비가 1.51(95% 신뢰구간: 1.06, 1.96)

50,000명의 이주자(평균 선량 10-12 mSv)와 30 km

지역주민(평균 선량 20-30 mSv)에서 1990-1997년 추

적 결과 1.38의 표준화 발생비(95% 신뢰구간: 1.06,

1.70)를 보여주었다. 이 때 대조군은 우크라이나의

일반 여성을 이용하였는데, 진단의 정확성 문제와 집

단 검진의 시행 여부에 따른 보정 등에서 해석시 주

의를 요한다. 

최근 국제암연구기구와 핀란드 암 등록자료의 협

조를 받아 벨로루시와 우크라이나에서 시행된 기술

적 연구의 예비결과에 의하면 45세 이전에 노출(평

균 누적노출 40 mSv 이상)된 집단에서 비오염지역

에 비해 폐경전 유방암 발생율이 유의하게 높게 나

타났다. 이 연구는 증상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유방

암에서 비슷한 결과가 나왔고 국소암과 전신암 모두

에서 비슷한 결과가 나왔으므로 표본 추출의 오류로

인한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50)

결론적으로 정화작업자에서의 백혈병 발생과 고선

량 노출 주민에서의 폐경전 유방암의 증가 이외에

고형암의 증가에 대한 보고는 없었다. 그러나 잠재

기간의 문제 통계적 검정력의 문제 등을 현재도 가

지고 있으므로 향후 개별 선량, 충분한 연구집단, 그

리고 역학연구의 오류를 극복할 수 있는 분석적 역

학 연구를 통해 풀어야 할 것이다.

V. 암 이외의 질환

삶의 질과 관련하여 다양한 암 이외의 질병에 대

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며, 그 중에 중요하게 다

루어지는 부분은 백내장, 심혈관계 질환, 생식 영향

과 소아의 건강 문제, 정신적, 심리적 문제와 중추

신경계 효과에 대한 것이다. 

수정체는 안과 영역 중에서 방사선에 대해 가장

민감한 기관이다. 방사선은 수정체에 혼탁 또는 백

내장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방사

선 백내장은 수정체 피하막 백내장으로도 불리는데

선량에 반비례하는 잠재기간을 가지고 있으며, 통상

2 Gy 이상의 노출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2) 최근 체르노빌과 관련한 아이들에게서 피막하

백내장의 수정체 변화를 보인 연구가 보고 되었다.52,53)

급성방사선에 의해 장기적으로 심혈관계 질병이

생길 수 있음이 알려져 있으며, 조직학적으로 혈관

벽에서 방사선에 의한 손상은 동맥경화증과 유사하

게 나타난다.2) 일본의 원폭 생존자 연구를 통해 Gy

당 14%의 심혈관 질병의 발생 증가가 있다는 보고

가 있으며,54) 40세 이전에 노출된 집단에서 심근경

색의 초과 상대 위험이 Sv 당 0.17(95% 신뢰구간:

0.08, 0.26)이라는 보고도 있다.55) Ivanov 등(2006)은

러시아 국립 의료 및 피폭 기록 시스템을 이용하여

체르노빌 응급작업자를 대상으로 순환기계 질환을

1986-2000년까지 추적한 결과 Gy 당 상대초과위험

도가 허혈성 심질환은 0.41(95% CI 0.05-0.78), 일

차 고혈압은 0.36(95% CI 0.005-0.71) 그리고 뇌혈

관 질환은 0.45(95% CI 0.11-0.80)으로 나타남을 보

고한 바 있으며, 뇌혈관질환의 경우 1996-2000 추적

결과는 0.22(95% CI -0.15-0.58)이었다.56)

한편 Buzunov 등(2001)이 1992-2003년 우크라이

나의 임상역학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관상동맥질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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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량 사이의 관련성을 발견할 수 없었음을 보고

한 바 있는데,57) 이 연구에서 전통적 위험 요소들 즉

연령, 흡연,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 등은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현재까지의 결과는 러시아의 Ivanov를 제외한 다

른 연구자들에서 심혈관계 질환의 증가는 보고되고

있지 않으며, 이 역시 정확한 선량과 질병의 진단이

선결과제로 이루어져야 향후 정확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UNSCEAR(2001)는 방사선에 의한 생식 영향의 광

범위한 검토 연구를 통해 인간에게서 방사선으로 인

한 선천적 결손증이나 유전적 질병을 일으킨다는 것

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58) 앞서 Little(1993)

은 선천적 기형과 이상 출생 결과와 관련된 체르노

빌 연구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5를 통해 다음

사항을 지적하였다: a) 좀 더 규모가 큰 유럽 연구

에서는 다운 증후군에 대한 별도 보고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b) 우크라이나와 벨로루시에서 선천성 기

형에 대한 변화가 명백하지 않았고 c) 다른 측정 가

능한 이상 임신 결과(유산, 주산기 사망, 신생아 체

중미달, 성비 전환)에 대해 일관성 있는 증거가 없

었으며 d) 불안 때문에 임신중절이나 낮은 출생률과

같은 비간접적 영향의 증가는 있었고 e) 30 km 지

역으로부터 대피할 당시 임신 중이었던 여자들과 관

련된 임신 결과에 대한 데이터는 없다.

Lazjuk 등(1999, 2003)은 무뇌아 등 8개의 범주를

이용한 선천성 기형의 분석을 통해 오염 여부에

관계없이 선천성 기형의 완만한 증가를 보고하였

으며,60,61) 선량 반응 경향 또한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1983-1999년 사이 선천성 기형으로 등

록된 아동은 12,167명이었으며 상대위험도가

0.88(95% 신뢰구간: 0.84, 0.91)로서 오염지역의 선

천성 기형이 유의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

이전이나 임신 중에 과반수가 훨씬 넘는 부모들에

의한 흡수 선량 범위에서의 체르노빌 연구는 이전의

과학 논문에서 제시한 증거들과 일치하고 있다. 이

들은 방사선 노출의 직접적 결과로서 기형이나 유아

사망률의 방사선 관련 증가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

1986년 이래로 오염 지역과 비교 지역 양쪽에서 보

고된 자연 기형 정도는 크진 않으나 꾸준하게 증가

해 왔다. 이는 방사선과 관련되어 보이진 않고 관찰

이나 보고가 증가된 결과로 보인다. 급성방사선증후

군 생존자를 제외한 체르노빌 사고로부터 방사선을

받은 작업자에서 수정능력과 관련한 어떤 영향도 없

는 것으로 보인다. 오염 지역과 비오염 지역 모두

유아 사망률이 높으며 몇 개의 선택된 지역에서는

매우 높다. 이에 대한 이유는 명확하지 않은데, 사

고 시점으로부터의 자료를 고려하면 높은 유아 사망

률의 직접적 원인으로 방사선을 지목할 명확한 경향

이 보이지 않는다.2) 그러나 이 시점에서 확실한 결

론을 내리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사고와 관련한 정신질환의 주요 관심영역은 스트

레스성 질환, 두뇌발달상의 이상, 기질성 뇌질환, 정

화작업자들의 자살률이다. 스트레스성 질환의 경우,

근심, 우울증(외상후 스트레스성 증후군 포함)의 심

화, 그리고 의학적으로 해명되지 않은 신체적 증상

들은 체르노빌 사고 주민들에서 일반인에 비해 많이

나타난다.62,63) 노출지역 주민들에게서 불안 증상이

2배 이상 많이 나타나고, 원인불명의 다양한 신체증

상과 주관적인 쇠약증상이 3-4배 많이 나타난다.63-65)

이러한 증상은 어느 정도는 그들의 건강이 사고의

영향을 받았다는 믿음과 자신의 증상에 대해 의사로

부터 체르노빌 관련 건강 문제로 진단받은 사실에

기인한다.66,67)

세계보건기구는 태아 상태에서의 뇌 손상에 관한

국제적인 시범 연구를 했지만, 비오염지역 소아보다

체르노빌 소아들의 정신지체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는 단서를 찾지 못했다. 또한 최근에 행해진 일련의

신경심리학 연구에서 태아상태에서 방사선에 노출된

소아의 일반적인 차이점을 밝혀내지 못했다. 흥미롭

게도 Litcher외 연구자들의 연구(2000)에서,68,69) 정상

지역 어머니의 7%에 비해, 31%의 피난지역 소아 어

머니들은 자식들이 신경심리학 실험에서 별 문제가

없었고, 학업 성적에서 별 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

고, 자식들의 기억력 손상을 염려한다는 사실을 밝

혀냈다. 이는 인지 위협이 정신건강 상태 연구 보고

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Rahu 등

(1997)은 자살이 에스토니아 정화작업자들의 주요 사

망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보고70)했으나 다른 나라들

의 정화작업자 연구 보고서에서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다.

현재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스스로를 생존자

의 개념으로 보지 않고 희생자로 여김으로서 삶의

의욕 저하 등으로 인한 잘못된 생활습관이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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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화된 보건 전략이 필요함을 말해준다.

VI. 방사선 노출로 인한 사망률

실제로 사고로 인한 정확한 사망자 수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사고 당시 응급 복구에 참여했던

237명이 급성방사선증후군으로 진단되었으며, 이중

134명이 임상적 검사를 통해 확진되었고, 이들 중

28명이 1986년에 급성방사선증후군으로 사망하였으

며, 1987-2004년에 19명이 기타의 이유로 사망하였

다. 방사성 낙진에 영향을 받은 일반 주민들에서 급

성방사선증후군으로 진단된 사례는 없었다. 0-18세

사이의 4,000여 갑상선암 진단 소아와 청소년 중에,

1% 미만의 환자는 이 질병으로 사망했고, 나머지는

치료를 받고 회복되었다.71)

 한편 카디스 등(1996)은 국제방호기구와 UNSCEAR

의 암사망 모형에 정화작업자, 이주민, 고오염지역주

민의 평균선량을 적용하고 기대수명을 95세로 가정

하여 방사선으로 인한 고형암과 백혈병 초과 사망이

4,0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한 바 있으며,72) 680

만명 이상의 오염지역 주민에서, 추정된 초과사망자

는 약 5000명이었다. 이 추정치는 이들의 평균 노출

정도인 7 mSv에 근거하여 나온 것인데, 이는 자연

배후 방사선 수준(세계 평균 2.4 mSv)과 거의 차이

가 없으므로, 특히 불확실하다. 그러나 그린피스는

피폭인구를 극미량 피폭자를 포함하여 사망 추정자

수를 93,080으로 제시한 바 있다(Table 2).20) 최근

ICRP(2007)는 유효선량은 사망자 추정 등과 같은 역

학적 연구에 이용될 수 없음을 강조한 바 있다.73) 전

체적으로 체르노빌과 관련한 사망에 대해서는 제시

된 모든 자료의 정밀한 검토와 지속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VII. 결  론

일본 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를 계기로 방사선 피

폭에 의한 불암감이 높아지고 있는 체르노빌 사고

결과 소아에서의 갑상선암은 이미 발생이 증가한 것

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소아의 갑상선 피폭에 대한 평

가가 필요할 것이다. 그 외 성인에서의 갑상선 암 등

고형암 사망률의 전체적인 증가는 아직 나타나고 있

지 않지만, 잠복기가 최소 10년에서 평균 20~25년이

고, 피폭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을 감안한다면,

미래에 가서야 증가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론적으로 만약 인구 규모가 통계적 분석이 가능한

정도로 크다면 백혈병 환자의 증가 여부를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 정화작업자에서 백혈병 발

생의 증가는 일부 환자대조군연구를 통해 확인되었

다. 그러나 현재까지 방사선에 노출된 일반인에서 백

혈병의 증가를 발견할 수 없었다. 또한 심혈관 질환

등 만성 질병, 전체 사망위험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는 유의한 발생증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결론적으로 원자로 사고로 인한 방사선 피폭은 소

아의 요오드 피폭을 제외하면 일반인의 피폭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나, 개별적 영향은 미미하더라도 환경

에 대한 어린이, 임산부, 노약자, 그리고 민감한 인

구 집단 등을 포함한 공중의 영향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향후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판단된다.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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