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식을 통해서도 방사선에 노출되나요 ?

체내로 유입된 방사성 물질은 체내에 남아 있나요 ?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로 식품 안전이 신경 쓰이는데 ...

●�식품�중의�방사성�물질로부터�방사선이�

방출됩니다 .

●소변이나�대변을�통해�체외로�배출됩니다 .

●�안전한�식품이�유통되도록�계속해서�

검사가�이루어지고�있습니다 .

식품에는 자연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대표적인 것이 

칼륨 (K-40) 입니다 .

칼륨은 생물에 필요한 원소로 , 대부분의 식품에 포함되어 있는데 , 그 

중 일부는 방사성 칼륨이기 때문에 식품 섭취로 인해 체내에서 

방사선에 피폭되게 됩니다 .

체내로 유입된 방사성 물질은 소변이나 대변 등에 의해 체외로 

배출되어 감소됩니다 .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식품 중의 방사성 

물질은 세슘 (Cs-134•Cs-137) 인데 , 성인의 경우는 약 100일 ※ 이 

경과하면 그 양이 반으로 감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 절반으로 감소하는 기간은 연령에 따라 다르며 , 나이가 어릴 수록 짧아집니다 .

식품 중의 방사성 물질에는 기준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 

철저한 검사를 통해 기준치를 초과하는 식품은 시장에 

유통되지 않습니다 .

현재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은 거의 없지만 , 일부는 아직 출하 

또는 섭취에 제한이 있습니다 .

식품 중의 방사성 칼륨의 양

(베크렐/kg)

건조 다시마 2,000 건조 표고버섯 700 포테이토칩 400

생선 100 쇠고기 100

쌀 30우유 50우유 50

시금치 200시금치 200

“가르쳐 주세요 ! 방사선과 건강” ③

음식을�통해�노출되는�방사선과�방사선에�관한�식품검사에�관해�알아두자 .

음식을�통한�방사선은�괜찮나요?

출처 : 환경성이 작성한 방사선에 의한 건강영향 등에 관한 통일적인  
기초자료 2019



후쿠시마현산�농림수산물�모니터링�결과의�추이

식품을�통해�노출되는�방사선량 ( 연간 )

후쿠시마현에서는 농림수산물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2011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의 9년 동안 , 식품 중의 방사성 세슘 기준치를 초과하는 건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확실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

식품 중의 방사성 세슘을 통해 피폭되는 방사선량 조사 ( 마켓 바스켓 방식 ※) 결과 , 후쿠시마현에서는 연간 

0.0007∼0.0009 밀리시버트로 추정됩니다 . 식품을 통해 노출되는 연간 선량 기준치인 1밀리시버트의 0.1% 정도로 , 

극히 적은 양임이 확인되었습니다 .

※2011년도 및 2012년도의 일부 기준치 초과 건수는 잠정규제치를 초과한 건수

식품의 방사선량은 지속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고 , 결과도 공표되고 있군요 . 관심이 있는 

사람은 확인해 보자 !

※마켓�바스켓�방식

슈퍼 등에서 판매되는 식품을 구입해 , 

그 안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을 분석하고 

측정하여 하루 섭취량을 추정하는 조사 

방법 .
‘후쿠시마 부흥 스테이션’ 물 • 식품 등의 방사성 물질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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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후생노동성에 의한 식품 중의 방사성 물질 

조사 결과(2019년9～10월 조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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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검사 건수 19,971 61,531 28,770 26,041 23,855 21,180 19,545 16,708 15,760
■기준치 초과 건수 681 1,106 419 113 18 6 10 6 4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 3.41％ 1.80％ 1.46％ 0.43％ 0.08％ 0.03％ 0.05％ 0.04％ 0.03％

출처 : 후쿠시마현의 농림수산물의 모니터링 검사 건수 및 결과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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