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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ue to Japan’s Fukushima NPP accident and NPP management by China and Korea, a safety issue 

on radioactive contamination of food is being raised and the national anxiety has been increasing.

In this research, with a purpose to secure safety of our food and to resolve anxiety, 129 cases of 

agro·fishery products and 104 cases of processed food distributed within Jeollabuk-do as well as 54 

cases of fish·shell fish caught in the west coast of Korea were collected and tested for radioactivity 

through the use of High Purity GE Gamma Nuclide Identifier.

The test was performed in accordance to the radioanalytical methods specified in the Korean Food 

Standards Codex. The nuclide identifier was used to measure radioactivity for 1,800 seconds, and 

those indicating no radioactivity readings within this set amount of time were considered 

non-detected, and those indicating or suspicious of indicating radioactivity readings higher than MDA 

value were measured for up to 10,000 seconds to use radioactivity readings within this set amount of 

time as the final result values. 

As a test result, measured radioactivities 134Cs＋137Cs, and 131I all indicated radioactive readings 

lower than MDA value, meaning that no sample of the collected samples exceeded Korean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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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Acceptable Levels of Radioactivity. Through this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food and the 

west coast fishery products distributed within Jeollabuk-do in 2015 indicate no radioactive 

contamination.  

However, the government must make more efforts to resolve anxiety resulting from the radioactive 

contamination of food, and to allow the entire nation to safely consume relevant food. In particular, 

radioactivity of fishery products must be more strictly examined for safety reasons, and imported 

food products must be examined continuously as well.

Key words: Tested for radioactivity, 134Cs＋137Cs, and 131I, MDA value

요약문

일본 후쿠시마 원  방사능 유출 사고  국과 한국의 원자력 발 소 운 으로 인해 식품의 방사능 

오염에 한 안 성 문제가 두되고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먹거리의 안 성과 불안감을 해소하기 해 라북도 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농·수

산물 129건, 가공식품 104건  서해안 어패류 54건 등을 수거, 채취하여 고순도 Ge 감마 핵종 분석기를 

이용하여 방사능검사를 수행하 다.

식품공   방사능시험법에 따라 실험하 으며 핵종 분석기의 분석시간을 1,800 로 설정하여 방사능

을 측정해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으면 불검출로 보고 MDA값 이상으로 검출되거나 검출이 의심되는 경우 

10,000 까지 계속 측정하여 이를 최종 결과 값으로 확인하 다. 

실험 결과 측정된 방사능 134Cs＋137Cs, 131I가 모두 MDA값 이하로 검출되어 수거한 시료 에 국내 방

사능 허용 기 을 과한 시료는 한 건도 없었다. 이 결과를 통해 2015년도 라북도 내에서 유통 인 

식품  서해안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은 없는 것으로 단되었다. 그러나 식품 방사능 오염으로부터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정부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수산물에 

한 방사능 안 성 조사가 앞으로 더욱 철 히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수입식품에 한 조사 한 

지속 으로 이 져야 할 것이다.

  

주 제어 : 방사능검사, 134Cs＋137Cs, 131I, MDA값

 



2015년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보

전라북도내 유통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방사능 안전성 조사 ∥ 113

1. 서 론

2011년 3월 11일 일본 도후쿠 지방 태평양 해역에서 진도9의 지진과 지진 해일로 후쿠시마 

제 1원자력 발전소 원자로 1~4호기에서 방사능 누출 사고가 발행하 다. 이로 인해 량의 방

사능이 유출되어 기와 해수를 통해 확산되었고,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 사고와 함께 국제 원

자력 사고 등급(INES)의 최고 단계인 7단계(Major Accident)를 기록하 다.¹) 

우리나라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 지역까지 거리는 약 1,200km로 류, 해류를 통한 방사능 

유입과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농·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에 한 공포는 전 국민적 불안감으로 

나타나고 있다.²)

일본 방사능의 한반도 유입가능성 및 방사능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와 일본은 연중 편

서풍이 주기류를 형성하고 있어 류로 인한 방사능의 한반도 유입가능성은 매우 낮고, 실제 

원전사고 이후 우리나라 지방측정소에서 기부유진 방사능 측정결과 미량의 요오드, 세슘, 제

논이 검출 되었으나 ‘11년 6월 이후에는 검출되지 않았다.

해류를 통한 방사능 유입 또한 국립해양조사원의 조사에 따르면 후쿠시마 앞바다의 방사능 

물질이 해류를 따라 우리나라로 유입될 가능성은 매우 낮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우리나

라 동, 서, 남해 해수 시료의 방사능 측정 결과 방사성 요오드(131I), 세슘(134Cs)은 검출되지 않

았으며, 미량의 방사성 세슘(137Cs)과 플루토늄(239+240Pu)이 발견되었으나 평소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³)

이처럼 류와 해류를 통한 방사능 유입가능성은 적지만,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농·수산

물 및 식품 수입량이 년 간 141,172톤에 달하기 때문에 이에 한 방사능 검사와 안전성 확보

를 위한 제도 마련, 국가적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현재 24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운 하고 있고, 4기가 건설 중에 

있으며 중국은 해안선을 따라 수십 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운 하고 추가 건설계획까지 있기 

때문에 동북아시아에 과 되어 있는 원자력발전소와 방사능 유출에 한 우려는 클 수밖에 없

다.4)

수입식품의 경우 방사능 오염에 한 검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식품의약품안전

처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그 결과를 2주 단위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또한 

국내 원자력시설 주변의 농·축·수산물 중 방사능 물질의 오염에 한 감시는 원자력시설관련법

에 의해 원자력시설 사업자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해마다 시행하고 있다.5),6)

국민건강과 먹거리 안전성을 위해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식품과 농·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뤄져 이러한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국민의 불안

감을 해소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 및 서해안을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는 

중국의 원전 그리고 전라북도 인근에 위치한 광 한빛원자력발전소로부터 해수 오염을 우

려하여 전라북도 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을 수거하고 서해안에서 생산

된 수산물을 채취하여 고순도 Ge 감마 핵종 분석기를 이용하여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수행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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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료 및 방법

2.1. 시료의 선택 및 채취

본 연구에서는 전라북도 내에 유통되고 있는 가공식품 및 농·수산물과 서해안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분석 시료로 선정하 다. 

분석에 사용된 총 시료 건수는 287건이며 시료의 종류로는 농산물이 곡류 및 서류 8건, 채소

류 32건, 버섯류 5건, 기타 1건 등 46건이다. 수산물은 어류 62건, 패류7건, 갑각류 5건, 연체류 

9건 등 83건이며 가공식품은 과자류20건, 어육가공품 26건, 두부·묵류 9건, 식용유지류2건, 빵·

떡류 2건, 조림식품 2건, 면류 8건, 커피류 1건, 초콜릿류 11건, 설탕류 2건, 기타가공품류 12건, 

음료류 6건, 규격외일반가공품 3건 등 104건을 전라북도 내에 각 시군에서 형마트 및 농·수

산물 도매시장에서 수거하여 분석하 다. 

서해안 수산물은 광 한빛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인 고창, 부안, 군산에서 생산되고 있는 

어류 39건, 패류 10건, 갑각류 1건, 연체류 4건 등 54건을 현장에서 직접 채취하여 분석시료로 

사용하 다. 

Table 1. Regional sample analysis status

Area
Agricultural 

products
Marine products

Processed 

foodstuffs
Total

Jeollabuk-do - 19 61 80

Deokjin-gu - 15 - 15

Wansan-gu - 3 - 3

Iksan-si - 8 - 8

Gunsan-si 3 5 - 8

Namwon-si 11 7 2 20

Jeongeup-si - - 31 31

Gimje-si 3 3 - 6

Muju-gun 6 - - 6

Jangsu-gun 8 2 - 10

Imsil-gun 6 - 10 16

Sunchang-gun 9 - - 9

Gochang-gun - 5 - 5

Buan-gun - 6 - 6

Wanju-gun - 2 - 2

Jinan-gun - 8 - 8

Researcher

(Gochang)
- 9 - 9

Researcher

(Gunsan)
- 25 - 25

Researcher

(Buan)
- 20 - 20

Total　 46 137 104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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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시료의 전처리

식품공전 중 방사능시험법의 시료 준비 방법에 따라 전처리하 다.7) 농산물의 경우 토양의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어 분석 결과에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시료에 흙이 묻어 있는 경우 

이를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은 후 물기를 제거하여 분석시료로 사용하 다. 수산물 중 어류는 

머리와 내장, 지느러미를 제거하고 패류 및 갑각류의 경우 껍질을 제거해 가식부분만 취하여 

시료로 사용하 다. 이와 같이 취한 시료를 분쇄기에 넣고 분쇄하여 분말 또는 걸쭉한 상태로 

균질화한 뒤 실험에 필요한 약 1 Kg의 시료량을 취하여 방사능 분석에 사용하 다.  

2.3. 실험 및 방법

식품공전 중 방사능시험법에 따라 실험하 다. 분쇄기를 이용하여 균질화한 시료를 1,000ml 

Marinerli 비이커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담아 지시선까지 채운 뒤에 무게를 정 하게 잰 뒤 

고순도 Ge 감마 핵종 분석기(Fig. 1.)에 넣고 분석하 다. 

신속한 방사능 검사를 위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의 방사능 전문가들이 기준값(계측한계치)의 1/100 이하 수준까지 측정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지방식약청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간이측정법을 실시하고 있다. 

본 실험에서도 분석시간을 1,800초로 설정한 뒤 방사능을 측정하여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으

면 불검출로 보고 MDA값 이상으로 검출되거나 검출이 의심되는 경우 10,000초까지 계속 측정

하여 이를 최종 결과 값으로 확인하 다. 

           

Fig. 1. High Purity GE Gamma Nuclide Identifier.



116 ∥ 연구조사분야

분석 장비인 HPGe Gamma-ray spectroscopy System은 P-type 고순도 Ge 검출기, 액체 질 

소 순환 냉각장치, 디지털 신호 처리 장치, 고순도 Ge 검출기 스펙트럼 분석 소프트웨어, 고성

능 납 차폐체, 표준 소모품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고순도 Ge 검출기의 상 효율은 60% 이상이며 유효 에너지 역은 40keV에서 10MeV이다. 

에너지(FWHM) 분해능은 60Co핵종에서 방출되는 1.33 MeV의 감마선 에너지에 하여 

1.95KeV이며 피크  컴프턴(peak-to-compton)비는 70:1 이상이다. 

또한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6개월마다 1,000ml 혼합 표준 교종 선원을 이용하여 고순도 Ge 

감마 핵종 분석기의 에너지 및 효율을 교정하 다. 검출기의 효율결정에 사용하는 표준 선원은  
241Am, 109Cd, 57Co, 139Ce, 51Cr, 113Sn, 85Sr, 137Cs, 60Co, 88Y 감마 핵종이 혼합되어 있는 다중핵종 

표준선원이다. 이와 같이 측정한 표준선원의 방사능 에너지 피크에 응하는 동위원소를 시료

의 방사능 피크에너지와 조하여 동위원소표로부터 방사성 핵종을 확인한 후 각 핵종에 한 

방사능을 측정하 다. 

측정 결과 분석에 쓰이는 최소검출방사능(MDA: Minimum Detectable Activity)은 기계, 분

석방법, 시료의 양, 시료의 종류, 에너지 효율 및 분석시간에 의존하는 값이며 실제로 얻어질 

수 있는 방사능 농도준위로 방사능 측정 시 많이 사용하는 용어이다.8)

3. 결과 및 고찰

조사 상 유통 수산물 83건, 농산물 46건, 가공식품 104건 등 총 233건을 분석한 결과 

(Table 3), (Fig. 2), (Table 4), (Fig. 4) 같이 방사능 134Cs＋137Cs, 131I가 모두 MDA값 이하로 검

출돼 전라북도 내 유통 식품 중 방사능 허용 기준(Table 2)을 초과하는 시료는 없었다. 

전남 광에 소재한 한빛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의 방사능 유출로 인한 해수 오염을 우려하

여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고창 신자룡마을, 장호 및 하전마을의 어촌 체험장, 전북 수산기

술연구소에서 양식하고 있는 어류 및 패류 54건을 채취 검사한 결과 또한 (Table 3), (Fig. 3)과 

같이 모두 MDA값 이하로 나타났다.

 

Table 2. Radiation limits of the Republic of Korea food

 

Nuclide Target Food
Standard

(Bq/kg, L)

131I  

Infant delicatessen 100

Milk and Milk products 100

the other food 300

134Cs＋137Cs All food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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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result of measured radioactivities the agro-fishery and the west fishery 

products 

Distinction Type
Number 

of 

134Cs＋137Cs 131I

MDA value Result MDA value Result

　

Marine 

products

　

Fish 62 0.007~1.1606 <MDA 0.0003~2.0539 <MDA

Shellfish

(패류)
7 0.364~2.1076 <MDA 0.1164~1.1946 <MDA

Shellfish

(갑각류)
5 0.5673~2.182 <MDA 0.2227~0.9432 <MDA

Molluscs 9 0.4030~1.9256 <MDA 0.9500~0.1789 <MDA

　

Agriculture 

products

　

　

　

Cereals 2 3.9433~3.9686 <MDA 1.561~1.9445 <MDA

Legumes 6 0.7611~4.6417 <MDA 0.4057~2.4693 <MDA

Vegetables 32 0.4705~5.1973 <MDA 0.1783~2.1371 <MDA

Mushrooms 5 0.0741~0.8847 <MDA 0.1152~2.6881 <MDA

The others 1 3.3449 <MDA 2.1652 <MDA

　

West coast of 

Korea 

Fisheries

  

　

Fish 39 0.0012~4.2609 <MDA 0.0007~4.7951 <MDA

Shellfish

(패류)
10 0.3066~3.4194 <MDA 0.1211~2.4438 <MDA

Shellfish

(갑각류)
1 1.608 <MDA 0.8016 <MDA

Molluscs 4 0.3010~5.3872 <MDA 0.2217~2.3548 <M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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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result of measured radioactivities 131I and 134Cs+137Cs MDA value

the agro-fishery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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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result of measured radioactivities 131I and 34Cs+137Cs MDA value 

the west coast of Korea fisheries

Table 4. The result of measured radioactivities the processed food stuffs

Distinction Type
Number 

of

134Cs＋137Cs 131I

MDA value Result MDA value Result

Processed 

food stuffs

　

backery 1 0.1309~4.5998 <MDA 0.0504~3.1960 <MDA

Processed 

fish
26 0.6545~4.4631 <MDA 0.4556~1.1490 <MDA

Tofu·

jelly
9 0.6372~3.1911 <MDA 0.4516~1.6750 <MDA

Oil 2 2.3096~2.6897 <MDA 0.8338~1.0893 <MDA

Noodles 8 1.0741~5.3636 <MDA 0.4669~2.4422 <MDA

Bread 2 3.9462~4.0045 <MDA 1.2850~1.2955 <MDA

Boiled food 2 1.8290~2.7465 <MDA 0.9159~1.0214 <MDA

Other food 12 0.4161~6.6322 <MDA 0.1817~2.4206 <MDA

Chocolate 11 1.1884~4.1207 <MDA 0.6259~1.4608 <MDA

Sugar 2 2.0936~2.1641 <MDA 0.6842~0.7104 <MDA

Coffee 1 2.6211 <MDA 1.0948 <MDA

Drink 6 1.6397~2.1842 <MDA 0.6785~0.9998 <MDA

General 

Food
3 0.4671~1.7143 <MDA 0.3571~0.7952 <M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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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result of measured radioactivities 131I and 134Cs+137Cs MDA value

the processed food stuf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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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먹거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식품의 방사능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

라북도 내에서 유통되는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과 서해안 생산 어패류를 채취하여 방사능 검

사를 실시하 다. 

전라북도 내 유통, 생산되고 있는 287개 식품의 방사능 확인 결과 모든 시료의 측정된 값이 

MDA수준 이하로 검출되어 도내 식품의 방사능 오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Haselwandter는 버섯류가 방사성 핵종의 축적이 잘 된다고 보고하 으나 8),9) 본 실험에서

는 사용된 시료의 종류가 유형별로 균일하게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는 없었다. 후쿠시마 앞바다에는 일본 동쪽 연안을 따라 남하하는 쿠릴해류가 흐르며 이 해류

는 도쿄 동북쪽 지바현 부근에서 구로시오 해류를 만나 동태평양 쪽으로 흘러가 미국서해안까

지 갔다가 한국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바닷물이 순환하는데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며 우리나

라에 올 때쯤이면 오염 방사성 물질의 농도는 희석되어 거의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10) 

그러나 현재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하지 5년째 되는 시기인 만큼 방사능 오염으로부터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국민들이 믿고 안심하며 먹을 수 있도록 정부의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

하다. 특히 수산물에 한 방사능 안전성 조사가 앞으로 더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중국 또한 현재 원전 27기를 가동 중, 24기를 건설 중에 있으며 추가로 43기를 건설할 계획

이며, 이 외에도 170여기의 원전 건설이 논의 되고 있어 세계 최 의 동북아시아의 신규 원전 

건설 국가로 주목 받고 있다. (Fig.5.)

Fig.5. China`s NPP operating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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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지리적 위치 때문에 방사능 사고 및 오염에 노출될 위

험이 더 크다. 따라서 지속적인 식품의 방사능 검사와 나아가서 좀 더 나은 방사능 오염 방지 

제도와 정책으로 우리 먹거리 안전 확보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전라북도 내의 유통 식품의 방사능 오염도 검사만으로 끝났지만, 앞으로 원

전 보유가 많은 국가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식품들을 중점적으로 심도 있는 방사능 오염도 

조사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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