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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목

   저선량 방사선 안전평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Ⅱ. 연구의 필요성.

   • 우리나라에도 원자력 시설에서 종사하는 사람과 그 시설 주변에 사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아직 본 데이터베이스와 같이 저선량의 방사선 안

전평가에 관한 정보를 생물영향, 방사선리스크평가, 방사선 방호 등 3

개 분야로 나누어 이것을 해설정보와 상세정보로 구분하여 DB를 구축

한 정보가 필요함.

   • 본 데이터베이스는 방사선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과 같은 저선량 방사선 

피폭자 집단과 방사선 시설 주변에 사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 과학적 식

견을 얻고자 하는 역학조사에 필요한 정보임.

Ⅲ. 연구목적

   •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 에너지는 국가 산업발전을 비롯하여 국민의 생

활안전에도 큰 지주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원자력은 그 시설에서 환

경 속으로 배출되는 방사선 물질이 사회적인 불안요소로 되어 있으므

로 원자력시설, 방사선동위원소의 사용업체, 방사선작업종사자 집단에

서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저선량 방사선 피폭에 대한 역학조사 등을 

실시할 경우에 본 DB를 이용코자함.

   • 원자력개발 이용의 진전에 수반하여 원자력 시설에서 환경 속으로 배출

되는 방사선 물질에 유래하는 저선량의 방사선이 장기적으로는 사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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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장해를 줄 가능성의 유, 무를 종합적이며 정량적으로 추정하여 그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므로 저선량 방사선이 사람에게 미

치는 영향은 급성 장해로 나타나는 경우는 없고, 발암, 수명의 단축, 돌

연변이의 발생 등의 만발성(晩發性) 장해로 발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저선량 방사선의 안전평가를 사전에 실시하여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적 안전을 정착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음.

Ⅳ. 연구결과

  본 데이터베이스에는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며, 방사

선의 리스크는 어느 정도일까 그리고 방사선으로 부터의 방호는 어떻게 하

면 되는가」하는 것에 대하여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한 정보와, 근거

가 되는 학술 데이터를 수록하였으므로 자치단체의 관계자나 전문가들에게

도 방사선의 영향과 그 방호의 기초 자료로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게 되었

음.

Ⅴ.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원자력시설에서 종사하는 사람들과 그 시설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방사선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법률에 의해 대책이 수립되어 있다. 그러나 아

직까지 본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저선량 방사선 안전」에 관한 데이터가 

없었으므로 본 데이터베이스를 관련 기관을 위시하여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

는 사람들에게 배포하여 「저선량 방사선」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



- iv -

S U M M A R Y

I. Title

  Establishment of Data Base for Radiation Exposure and 

Safety Assessment

II. Needs of Research

   a. In our country, there are many peoples who work at the nuclear

facilities and live around such environment. It is, however, regretful 

to recognize that DB information on the radiation exposure and safety

assessment at such circumstances have not been made available yet. 

Therefore, the relevant DB needs to be established consisting of 3 

categories such as biological effects, radiation risk assessment, and 

radiation safety, and further  it has to be classified into explanatory 

information and detailed data.

   b. This DB is related to the information required for scientific data

for epidemical study upon those exposed group around the nuclear

facilities.

III. Research Objectives

    a. The nuclear electric energy in our country plays a major role 

for the national industrial development as well as for the secure 

living of the peoples. It is, however, considered as a socially dreadful

elements because of the radiation materials exposed into the 

environment. In effect, the DB is intended to serve for the reference 

to the epidemical study upon the low-level radiation exposure 

involving the nuclear facilities, radio-isotope business enterprises, and

the related workers at the radiation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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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In connection with the development of nuclear energy, the 

low-level radiation, associated with the radioisotope materials         

exposed into our environment out of nuclear facilities, is believed to  

possibly raise significant hazardous effects toward human persons. 

Therefor, it is necessary to take a positive counter measures by 

means of comprehensive quantitative estimates on its possibilities. 

In consequence, the low-level radiation effects do not bring about the 

immediate hazard cases, however, appear to possibly pose the lately

caused diseases such as cancer cause, life reduction, and creation of 

mutation, etc. Therefore, it is intended to set up the social security 

with the secure safety, by conducting an advanced safety study on 

the low-level radiation. 

IV. Research Results

    The subject DB gathers such information and academic data 

which could help us understand as to 「What is the effects of 

radiation affecting to the human body, and the degree of radiation 

risk, and how to take safety measures from the radiation exposure」. 

In view of the contents, it is considered that this can be well used as 

a basic essential reference for the radiation effects and the safety 

program therefor on the part of the related social bodies and 

specialists.

V. Utilization Scheme of Research Results

   According to the legal measures, those who are working at the 

nuclear facilities and living around such environment are ensured to 

be free from such radiation risk.

The pertinent data base applicable for the 「low-level radiation 

security」, however, has not been in existence as yet, the subject DB 

on radiation exposure and safety assessment, namely DRESA is to be 

widely distributed to help all those organizations considered in need  

of such references utilize at the maximum useful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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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는 태양이나 우주로부터 끊임없이 자외선, 엑스

선, 감마선, 우주선 등이 주입되고 있으므로 지표나 지중에 함유된 방사선 

물질에서도 방사선이 방사되고 있다. 인류와 지구상에 드러나 있는 모든 생

물은 과거나 현재나 이와 같은 자연방사선을 포함한 환경변화 속에서 약 30

억년의 역사를 유지해 왔다고 한다. 지구상의 생물은 더욱 중요한 생명물질

인 DNA를 공동적으로 보전해왔기 때문에, 단세포에서 다세포구성에 의한 

가장 복잡한 생명체가 된 인류의 탄생까지 이른바 「다윈(Darwin)의 진화

론」에 의해 설명되는 「생물진화」를 달성시켰다고 생각된다. 근대의 유전

학에 의하면 그 원동력은 유전자의 변화 즉 「돌연변이」라고 설명하고 있

다. 방사선에 의해 다양한 돌연변이를 드러내 보이는 것은 이미 실험적으로 

충분히 증명되어 있으며, 방사선을 이용하여 맥주 효모의 품종개량 등은 현

재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생물의 기원이 지구 외에 있다고 하더라

도, 지구상의 생물은 이 자연방사선에 쬐이는 환경 속에서 「유전학적 진

화」를 거듭해 왔다는 가설은 그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최근에 발

전된 우주연구에 의하면 「생물진화의 요인」은 강력한 에너지의 전이에 의

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작용을 갖는 우주방사선의 조사(照射)로부터 「여하

히 생물이 방호될 것인가」하는 것이 문제라고 한다.

  우리들의 매일 생활 속에는 많은 위험(Risk)이 있으나, 이것에 대한 사람

들의 평가는 리스크의 실제 크기 보다는 별도로 사회적인 어떤 문제나 사건

에 의해 변동하는 경향이 있다. 원자력 발전국의 하나인 우리나라에서는 아

직까지 큰 사고가 없었으므로 다행이지만, 일본만 하더라도 원폭에 의한 피

해가 컸을 뿐만 아니라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아직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가 생존해 있는 실정에서, 원자력의 선진국이 되었으므로 특히 방사선

에 대해서는 실제 이상으로 위험도를 느끼고 있는 경향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방사선의 영향을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양(量)과의 관계

이다. 그것이 자연방사선 수준인지, 직업인 수준인지 또는 사고 피폭 수준인

지 그 위험성을 판단한 후에 두려워하지 말고 이해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인류가 지금까지의 경험이나 과학적 식견에 따르면 자연방사선은 원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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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잘 관리하고 있는 원자력 시설이나 방사선 이용시설 등에서 종사자가 받

는 수 미리로부터 수십 미리 시베르트 라는 저선량의 방사선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ICRP(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가 방사선 방호를 

위해 채택한 규정에 의하면 아무리 낮은 선량일지라도 그 나름대로의 영향

이 있다는 가설을 제의한데 대해서 최근에는 재검토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

아지고 있다. 그러므로 ICRP의 위원장 자신이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안을 

제시하였다고 한다.

  이와 같이 방사선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하여 특히 원

자력이나 핵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방사선 방호와 안전에 관하여 

ICRP의 방사선방호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나, 미국의 방사선방호의 전문가 집

단인 보건물리학회에서는 「방사선의 건강영향」과 「방사선의 리스크 평

가」에 대하여 성명을 발표한 바 있으며, 또한 ICRP에서도 「방사선 리스크

에 대한 의견」을 발표함으로써 「저선량의 방사선 리스크에 대한 기준의 

차이점을 비교할 수 있었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일본은 원자폭탄에 의해 피해를 받은 경험과 또

한 체르노빌의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로 인해 누출된 방사능과 방사선에 대

한 국민들의 공포심과 두려움은 다른 국가의 국민들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

다.

  그러므로 일본 정부는 50년 전부터 원자력안전을 위하여 각종 연구와 대

책을 강구해 왔으며, 특히 원자력 시설 등에서 작업자가 받는 저선량의 방사

선 리크스에는 확률적 영향으로 되어 있는 암과 유전적 영향이 있으며, 방사

선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던지 일반적으로는 저선량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적절한 지식을 갖지 못하고 있으므로 필요 이상의 공

포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방사선의 리스크에 대하여 바른 지식

과 이해를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기 위하여 일본과학기술청은 일본원자력

연구소에 이 사업을 위탁하였다. 이에 따라 JAERI는 이에 관련된 자료를 집

대성하여 「저선량방사선 안전평가 데이터베이스 : Database for Radiation 

Exposure and Safety Assessment」라는 제목으로 CD-ROM을 2001년 3

월에 제작하였다.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저선량방사선의 안전평가에 관한 현재까지의 식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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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정리한 것으로서 (1)「해설정보」와 기초가 되는 전문적 지식과 

데이터로 구성. (2)「상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각각 생물영향, 방사선

리스크평가, 방사선방호의 3개 분야의 시점에서 정보를 정리한 것이다.

  DRESA가 이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 데이터베이스이므로 본 연구원에서

는 이 자료를 입수하여 한국어로 번역해서 활용할 가치가 있을 것으로 인식

하고, 일본원자력연구소(보건물리부)에 교섭하여 DRESA(CD-ROM)를 입수

하는 한편 이것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이용자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조건으

로 제작 및 간행승인을 요청한 바, 일본문부과학성의 승인을 받으라는 회신

을 받고 몇 가지 절차에 따라 문부과학성(연구진흥국 양자 방사선연구과)의 

승인을 받았다. 따라서 우리 원자력분야의 핵심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소에 

당 연구원이 DRESA를 입수하게 된 동기와 내용을 설명한 바, 그 목적에 동

의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에 절실히 필요한 것임을 인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당 과학문화연구원에 한국어번역 및 CD-ROM 제작 

사업을 위탁함으로써 한국어판 DRESA로 빛을 보게 되었다.

  특히 기술적인 일본용어의 번역에서 다소의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이용자들의 이해가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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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데이터베이스의 구성

  1. 데이터베이스의 구성

      본 데이터베이스는 12개의 폴더로 구성되며, 1913개 html 문서, 507

개의 jpg 그림파일, 479개의 gif 그림파일, 227개의 xls 엑셀파일, 14

개의 csv 엑셀파일 및 3개의 jar 방식 압축파일로 구성된다. 

    가. back 폴더 : 화면 디스플레이를 위한 배경 그림으로 모두 7개의 gif 

파일로 구성

    나. book 폴더 : 문헌정보를 기술한 폴더로 모두 384개의 html 문서로 

구성

    다. chart 폴더 : 각 종 도표 및 그림을 모아놓은 폴더로 모두 378개의 

jpg 그림 파일로 구성

    라. detail 폴더 : 상세정보를 기술한 폴더로 biology, protect, risk의 3

개 부 폴더로 나뉘어지며, 

       - biology 폴더는 다시 b1, b2, b3 3o의 부 폴더로 나뉘어지고 b1 

폴더는 다시 b11 및 b12 부 폴더로 나뉘어진다. 

       - protect 폴더는 다시 p1, p2 및 p3의 3개 부 폴더로 나뉘어지며 

p2 폴더는 다시 11개의 부 폴더로 나뉘어지고, p3 폴더는 다시 1개

의 부 폴더로 나뉘어진다.

       - risk 폴더는 다시 r1, r2, r3, r4의 4개 부 폴더로 나뉘어지고, 이 

중 r3폴더는 다시 1개의 부 폴더로 나뉘어진다.

       - detail 폴더 전체적으로는 633개 html 문서, 427개 gif 파일, 120

개 jpg 파일, 227개 xls 파일 및 14개의 csv 파일로 구성 

    마. explain 폴더 : 해설정보를 기술한 폴더로 291개 html 문서와 1개

의 gif 그림파일로 구성 

    바. image 폴더 : 화면을 구성하는 그림문자 들을 모아놓은 폴더로 37

개의 gif 그림파일로 구성 

    사. lddb 폴더 : 본 데이터베이스 사용을 위한 기본적인 정보와 제작 정

보, 내용의 사용권한 정보 등 관련 정보를 기술한 1개의 html 문서

파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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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relation 폴더 : 관련정보를 기술한 폴더로 모두 8개의 html 문서로 

구성

    자. search 폴더 : 검색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폴더로 7개의 html 문서

파일과 3개의 jar 방식의 압축파일로 구성. (검색을 위한 소규모의 

데이터베이스는 java 언어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 임.)

    차. soft 폴더 : 본 데이터베이스 사용을 위한 인터넷 브라우저인 

Netscape 설치파일을 저장한 폴더 

    카. term 폴더 : 용어정보를 기술한 폴더로 모두 584개의 html 문서와 

6개의 gif 그림파일로 구성

    타. topic 폴더 : 4가지의 토픽 정보를 기술한 폴더로 t1, t2, t3, t4의 4

개 부 폴더로 나뉘어지며, 전체적으로는 5개의 html 문서와 9개의 

jpg 그림파일 및 1개의 gif 그림파일로 구성

  2. 웹 문서의 한글 변환

      본 데이터베이스는 일본어 원본을 번역 작성한 것으로 일본어, 영어 

및 한글 3개 국어의 표시가 필요하여 기본적으로 3개 국어의 표시가 

용이한 유니코드(utf-8)로 번역, 작성하였으며, 기타 엑셀 및 그림파일

의 경우는 원본의 파일형식을 유지하며 내용만을 한글로 변환 재작성

하였다.

III. 세부 변환 내용

  1. back 폴더 개요

    back 폴더는 ‘해설정보’ 및 ‘상세정보’와 ‘DRESA’ 메인 화면 디스플레

이 시 바탕을 구성하는 그림 파일들을 저장한 것이다. 색깔로 구분하며 ‘해

설정보’ 및 ‘상세정보’ 각각, 연분홍색은 생물영향분야, 연노랑색은 방사선리

스크 분야, 연푸른색은 방사선방호 분야를 나타낸다.

  2. book 폴더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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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헌정보를 기술한 폴더로 모두 384개의 html 문서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서는 동일한 형태로 box를 구축하여 문헌정보, 제목, 저자, 감수/편집, 

번역, 발행인, 출판사, 발행년월 등의 정보를 기술하고 있는데, 문헌정보, 제

목, 저자, 감수 및 편집, 번역, 발행인, 출판사 등 명칭은 외국어 고유 명칭

을 그대로 기술하였으나, 일본어의 경우는 문헌정보 및 제목 부분에 번역 주

석을 첨부하여 그 뜻을 알기 쉽도록 고려하였다.

    한편, 해설정보의 ‘보다 깊은 지식을 얻기 위한 문헌’ 부분에는 나타나는 

문헌정보에는 문헌정보 및 제목 등이 외국(일본/미국) 자료이므로 번역 주석 

없이 외국어 고유 명칭만을 그대로 표시하였고, 이 부분에서 문헌 명을 클릭

하면 문헌정보의 내용이 링크되어 표시되면서 번역 주석이 함께 표기되어 

일본어 문서도 그 의미를 알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그림1. book 폴더의 화면

  3. chart 폴더

    각 종 표 및 그림을 모아놓은 폴더로 모두 378개의 jpg 그림 파일로 구

성되어 있다. chart 폴더 내의 표 및 그림은 ‘해설정보’의 각 종 항목에 나오

는 표 및 그림 정보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모든 파일은 jpg 형태의 그림 파

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림파일 형태 그대로 일본어를 한글로 수정 제작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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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chart 폴더의 화면

  4. detail 폴더

    상세정보를 기술한 폴더로 biology, protect, risk의 3개 부 폴더로 나

뉘어진다.

    가. biology 부 폴더 : 생물영향 분야에 관한 상세정보를 기술하고 있는 

부분으로 b1, b2 및 b3 3개의 부 폴더로 구성된다.

- b1 부 폴더 : 방사선에 의한 건강영향의 역학연구(疫學硏究) 정보

를 기술하고 있다.

- b2 부 폴더 : 저선량 방사선의 생물영향 평가에 관한 정보를 기술

하고 있다.

- b3 부 폴더 : 방사선 생물학에 관한 최신 분자생물학적 

연구정보를 기술하고 있다.

그림3. detail biology 폴더의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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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protect 부 폴더 : 방사선방호 분야에 관한 상세정보를 기술하고 있

는 부분으로 p1, p2 및 p3 3개의 부 폴더로 구성된다.

- p1 부 폴더 : 방사선방호 기준에 관한 정보를 기술하고 있다.

- p2 부 폴더 : 선량측정 및 평가에 관한 정보를 기술하고 있다.

- p3 부 폴더 : 국민선량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기술하고 있다.

그림4. detail protect 폴더의 화면

    다. risk 부 폴더 : 방사선리스크 평가 분야에 관한 상세정보를 기술하

고 있는 부분으로 r1, r2, r3 및 r11 4개의 부 폴더로 구성된다.

- r1 부 폴더 : 리스크 평가법과 그 추정치에 관한 정보를 기술하고 

있다.

- r2 부 폴더 : 방사선리스크 연구에 관한 정보를 기술하고 있다.

- r3 부 폴더 : 리스크 평가 및 손상 계산에 필요한 정보를 기술하고 

있다.

- r11 부 폴더 : 각 리스크평가법의 전신급성피폭 후(0.1Sv) 생애 암 

리스크 추정치의 비교를 엑셀 파일로 기술하고 있다.



- 9 -

그림5. detail risk 폴더의 화면

  5. explain 폴더

    해설정보를 기술한 폴더로 생물영향, 방사선리스크 평가 및 방사선피폭

과 방호의 3개 해설 부분으로 나뉘어지며, 키 워드를 단어로 검색할 수 있는 

검색 기능과 일본어 및 알파벳순으로 찾을 수 있는 검색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291개 html 문서와 1개의 gif 그림파일로 구성되며 검색 기능은 search 

폴더에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운용하여 검색하도록 구성되어 있고, 용어사

전은 일본어 문자 순 및 알파벳 문자 순, 숫자순으로 용어를 찾아볼 수 있도

록 구성되어 있다. 원본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하여 일본어의 번역만을 제공

하였으나, 추후 보완 및 활용 시에는 검색 및 용어사전을 우리말 순으로 재

배열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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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explain 폴더의 화면

  6. image 폴더

    화면을 구성하는 그림문자 들을 모아놓은 폴더로 37개의 gif 그림파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들은 타이틀 그림 및 프레임 상의 각 종 그림형 문자들

을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 마우스로 가리킬 때(on-mouse) 글자의 색깔이 변

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나 윈도우 XP 환경 하에서는 Active X 기능을 활성화 

시켜야 표시가 가능하다.

그림7. image 폴더의 화면

  7. lddb 폴더

    본 데이터베이스 사용을 위한 기본적인 정보와 제작 정보, 내용의 사용

권한 정보 등 관련 정보를 기술한 1개의 html 문서파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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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데이터베이스 초기화면에는 ‘이용하시기 전에’ 라는 설명 부분으로 나타

나게 된다.  

그림8. lddb 폴더의 화면

  8. relation 폴더

    관련정보를 기술한 폴더로 모두 8개의 html 문서로 구성되어 있다. 내

용은 분야별 데이터베이스, 대학 관련 연구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기타 연구

기관 및 조직 들을 일본 및 국제기관에 대하여 나열, 기술하고 있으며 각 기

관 및 데이터베이스는 해당 기관의 홈 페이지에 링크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

다. 각 기관의 명칭, URL 주소, 소재지 등은 원어를 그대로 표기하였으며, 

개요 부분은 국문 번역하여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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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9. relation 폴더의 화면

  9. search 폴더

    ‘해설정보’에서 제공하는 검색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폴더로 7개의 html 

문서파일과 3개의 jar 방식의 압축파일로 구성되어 있다.

    검색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는 java 언어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로 

source file이 제공되지 않아 이를 국문화 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검색 화면은 class 파일을 decoding 하여 검색 버튼 및 조건선택 창 등을 

국문으로 수정하였으나 검색 결과의 디스플레이에서는 한문 약자 등이 정상

적으로 표시되지 못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이러한 문제는 데이터베이스를 재

구축하여야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MS사에서 Windows XP O/S에서부터는 JAVA 환경을 채택하지 

않고 있어 Windows XP O/S 환경 하에서 본 검색기능이 정상적으로 구동되

지 않는다. 따라서, Windows XP O/S 환경 하에서도 본 검색기능을 구현하

기 위해서는 JAVA 환경을 설정해 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soft 폴더 내에 

JAVA 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프로그램

(jre-1_5_0_06-windows-i586-p.exe)을 수록하여 놓았다. 또한 Windows 

XP O/S 환경 하에서 본 검색 기능을 구현하려면 Active X 기능을 활성화 

시켜 Active 컨텐츠의 실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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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0. search 폴더의 화면

  10. soft 폴더

    본 데이터베이스 사용을 위한 인터넷 브라우저인 Netscape 설치파일을 

저장한 폴더이다. 그러나, 앞에 설명한 검색기능의 구현을 위하여 JAVA 환

경을 구현하기 위한 실행 프로그램을 추가로 삽입하였다.

  11. term 폴더

    ‘해설정보’의 하단에 표시되는 모든 용어정보를 기술한 폴더로 모두 584

개의 html 문서와 6개의 gif 그림파일로 구성되어 있다. 

    해설정보 우측 하단의 용어사전 찾기 기능을 통해서도 파일을 열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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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 term 폴더의 화면

  12. topics 폴더

    4가지의 토픽 정보를 기술한 폴더로 t1, t2, t3, t4의 4개 부 폴더로 나

뉘어지며, 전체적으로는 5개의 html 문서와 9개의 jpg 그림파일 및 1개의 

gif 그림파일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은

    - 도카이무라 우라늄 가공공장에서 발생한 임계사고의 개요

    - Controllable Dose에 관하여

    - 체르노빌 사고의 건강에 대한 영향

    -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1990년 권고의 법령 도입에 관하여

등 4가지 주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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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2. topics 폴더의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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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건의사항

  1. 결론

  발전하는 경제, 문화에 대응하는 장기 에너지수급과 지구를 둘러싼 환경문

제를 직시할 때 원자력에너지의 개발과 이용은 장래에 더욱 더 중요한 자리

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현대에 있어서 원자력이라고 하는 것

이 중요한 에너지의 하나로 되어 있는 이상, 그 존재는 더욱 우리들에게 친

근한 문제로 되었다. 원자력발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반대하는 사람도 있으

나, 그 사람들이 전제로 하는 것은 안전성에 관한 의문일 것이다. 그러나 원

자력발전소는 필요한 것이며, 그 안전성은 높은 수준으로 보증되어 있다고 

믿는다. 다만 에너지문제에 대한 것이나 원자력에 대한 것이 아직까지 일반

인의 의식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현재 에너지문제나 환경문제가 어

느 정도 심각하며 또한 원자력발전소의 유용성이 어느 정도인가를 국가나 

기업 등이 정보를 제공하여 어필(Appeal)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원자력에너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의 대다수가 이해를 하

는 편이지만, 특히 원자력에서 누설되는 방사선과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두

려움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와 같이 원자력을 이용함에 있어서는 결국 방사선의 장해를 방지한다는 

것이 안전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일본에서

도 국민들이 평소에 원자력에너지에 관한 신문기사나 뉴스를 보고 들을 때 

여러 가지 의문을 갖게 되는 가운데에서 특히 ①「낮은 선량의 방사선은 생

물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다주는 것일까?」 ②「그 영향은 어떠한 안목으로 

판단되고 있는 것일까?」 ③「그와 같은 저선량방사선은 적절히 방호되고 

있는 것일까?」하는 집약된 의문사항을 설정하여 이와 같은 의문에 정확히 

답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로서 「저선량방사선 안전평가 데이터베이스」라

는 제목의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분

야에 횡단적으로 연계된 방사선연구가 수행하는 역할은 크므로 방사선물리

학, 방사선화학, 방사선생물학, 방사선의학 등의 기초과학과 나가서 방사선안

전공학, 보건물리학 등의 실천적인 과학을 결집한 종합적 학술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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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건의사항

    가. 저선량 및 저선량율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문제는 21세기에 

있어서 중대관심사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의 해명에는 방사선작

용의 기본원리와 생물 및 생명원리를 융합시킨 새로운 연구전략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 분야에 관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추진시켜야 할 

것이다.

    나. 저선량방사선의 연구는 일종의 거대과학이므로 연구의 종합성과 통

합성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관련된 연구기관 및 연구거점이 그 특성

을 살려 유기적인 연계와 합리성을 가지고 종합적 학술체제를 구축

할 필요가 있다.

    다. 방사선영향 및 방사선이용 등 인간과의 관계를 정점으로 하는 방사

선과학은, 생명과학이나 양자과학 등 넓은 분야에 걸친 첨단적 연구

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방사선을 진정한 인류의 복지에 실용화하기 

위해서는 방사선과학의 종합적 연구의 추진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

해서는 대학 등에 있어서 방사선과학 관련 강좌의 충실을 도모하는 

동시에 방사선이용 및 개발연구에 관련한 영역에 방사선생물연구, 

환경방사능연구, 보건물리연구 분야의 연구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

다.

    라. 본 DRESA는 일본문부과학성이 일본원자력연구소에 위탁하여 몇 년

간에 걸쳐 개발한 것으로서 특히 저선량방사선의 안전평가에 관한 

현재까지의 식견을 알기 쉽게 정리한 것이므로, 이 데이터베이스를 

참고로 하여 우리나라의 환경에 맞는 DRESA를 새로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부  록

1. DB 구축량

2. DRESA의 구성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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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B 구축량

파일 디렉토리 html 도표,그림 아이콘 엑셀,기타

시스템 1

Back 7

Book 384

Chart 378

Detail 1

Biology

b1

b11 9 40

b12 34

b2 15 18

b3 3

Protect 3

p1 25 22 3

p2 93 38

oa_2152 1 9

oa_25332 1 18

oa_25342 1 10

oa_25352 1 19

oa_25362 1 16

oa_25422 1 8

oa_25432 1 1

oa_25442 1 1

oa_25452 1 8

oa_25462 1 21

oa_25472 1 29

p3 33 24

Data 253 243 216

Risk

r1 13 19

r11 1

r2 110

r3 29 2 26

gif 2

Explain 291 1

Image 37

Lddb 1

Relation 10

Search 7 3

Term 584 6

Topics 1

t1 1 2

t2 1 2

t3 1 6

t4 1

계 1915 943 44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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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RESA의 구성내용

[A] 생물영향

A1 방사선 생물학의 기초개념

A2 사람(인간)데이터에 근거한 방사선의 영향

A3 실험 데이터에 근거한 방사선의 영향

[B] 방사선 리스크 평가

B1 방사선 리스크 평가

B2 리스크평가 방법과 계산

B3 모델 구축과 해석법

B4 데트리멘트(Detriment) 평가의 기초가 되는 정보

[C] 방사선 피폭과 방호

C1 방사선 방호

C2 방사선 피폭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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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생물영향

A1 방사선 생물학의 기초개념

• 표적분자

 • DNA

  • DNA수복(복구)

 • 세포막

 • 염색체

 

• 세포주기

 • 생물효과의 세포주기 의존성

  • 방사선에 의한 치사효과의 세포주기 의존성

  • 방사선에 의한 돌연변이의 세포주기 의존성

 • 세포주기 진행에 대한 방사선의 효과

 

• 유전자제어의 조사효과

 • 방사선에 의한 유전자의 새 사실 유도

 • 방사선 유도 단백질

 • 세포내 정보전달계

 • 방사선 적응 응답

  • 방사선 호르미시스(Hormesis)

 • 아포토시스(apotosis)

 

• 생물효과의 수식인자

 • 방사선 증감제․방사선 방호제

 • 종양 촉진제(promoter)

 

• 선질효과(線質效果)

 • 생물학적 효과비(RBE)

 • 선질계수

 • 선에너지 부여(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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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량률 효과

 

• 선량효과 관계

 • 방사선 생물효과의 이론적 배경

  • 마이크로 도시메트리(Microdosimetry)

 • 선량효과모델

 • 저선량에의 외삽(外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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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생물영향

A2 사람(인간) 데이터에 근거한 방사선의 영향

• 사람(인간)에게 있어서 방사선에 의한 유전적 영향

 

• 사람(인간)에게 있어서 방사선에 의한 신체적 영향

 • 사람(인간)에게 있어서 방사선 발암의 부위

  • 사람(인간)에게 있어서 방사선 유발 백혈병

  • 사람(인간)에게 있어서 방사선 유발 고형(固形)종양

   • 사람(인간)에게 있어서 방사선에 의한 전암(全癌)

   • 사람(인간)에게 있어서 방사선에 의한 갑상선암

   • 사람(인간)에게 있어서 방사선에 의한 유암

   • 사람(인간)에게 있어서 방사선에 의한 위암

   • 사람(인간)에게 있어서 방사선에 의한 폐암

   • 사람(인간)에게 있어서 방사선에 의한 자궁암․난소암

   • 사람(인간)에게 있어서 방사선에 의한 여러 가지의 암

 • 사람(인간)에게 있어서 방사선 발암의 경년적(經年的) 패턴

 • 사람(인간)에게 있어서 방사선 발암의 선량반응

 • 사람(인간)에게 있어서 발암을 수식하는 인자(因子)

 

• 사람(인간)에게 있어서 방사선에 의한 신체적 영향 : 암 이외의 영향

 • 사람(인간)에게 있어서 방사선에 의한 발육 저하

 • 사람(인간)에게 있어서 방사선에 의한 불임

 • 사람(인간)에게 있어서 방사선에 의한 백내장

 • 사람(인간)에게 있어서 방사선에 의한 수명단축

 • 사람(인간)에게 있어서 방사선에 의한 암 이외의 갑상선 질환

• 사람)(인가)에게 있어서 방사선이 태아에 미치는 영향

 • 사람(인간)의 태내(胎內) 피폭에 의한 기형

 • 사람(인간)의 태내피폭에 의한 정신지체

 • 사람(인간)의 태내피폭에 의한 발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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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폭집단

 • 외부 피폭집단

  • 고(高)백그라운드(background) 지역주민

   • 중국 고 백그라운드 지역주민의 역학조사

   • 인도 고 백그라운드 지역주민의 역학조사

   • 중국•인도 이외의 고 백그라운드 지역주민의 역학조사

  • 의료피폭집단

   • 진단에 의한 의료피폭집단의 역학조사

   • 치료에 의한 의료피폭집단의 역학조사

  • 직업피폭집단

   • 각종 원자력 산업종사자의 역학조사

    • 미국ㆍ핸포드(Hanford)원자력시설 종사자의 역학조사

    • 미국ㆍ오크릿지(OakRidge)원자력시설 종사자의 역학조사

    • 러시아ㆍ체리아빈스크 핵시설(미야크) 작업종사자의 역학조사

    • 캐나다•영국•미국에 의한 삼국 합동해석

    • 일본의 원자력발전소에 있어서 방사선업무 종사자의 역학조사

    • 의료종사자•방사선기사 등의 역학조사

  • 방사선(능)이 환경에 방출됨에 따른 피폭집단

   • 원자력시설 주변 주민의 역학조사

    • 영국ㆍ셀라필드 핵연료 재처리공장 주변 주민의 역학조사

    • 핵폐기물의 방출에 의한 피폭집단의 역학조사

    • 러시아ㆍ테차천(川) 유역에서의 방사선피폭 환자의 역학조사

  • 원폭피폭자 집단

   • 원폭피폭자 집단의 역학조사

    • 원폭피폭자 수명조사(LSS)

   • 원폭피폭자의 피폭상황

 • 내부 피폭집단

  • 131I내부피폭 집단의 역학조사

  • 226Ra내부피폭 집단의 역학조사

  • 239Pu내부피폭 집단의 역학조사

  • 222Rn내부피폭 집단의 역학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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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생물영향

A3 실험데이터에 근거한 방사선의 영향

• 실험에 따른 방사선에 의한 유전적 영향

 

• 동물실험에 있어서 방사선에 의한 신체적 영향 :발암

 • 동물실험에 있어서 방사선 발암의 부위

  • 동물실험에 있어서 방사선 유발 백혈병

  • 동물실험에 있어서 방사선 유발 고형종양

   • 동물실험에 있어서 방사선에 의한 전암(全癌)

   • 동물실험에 있어서 방사선에 의한 갑상선 암

   • 동물실험에 있어서 방사선에 의한 유암

   • 동물실험에 있어서 방사선에 의한 위암

   • 동물실험에 있어서 방사선에 의한 폐암

   • 동물실험에 있어서 방사선에 의한 자궁암•난소암

   • 동물실험에 있어서 방사선에 의한 여러 가지 암

 • 동물실험에 있어서 발암의 경년적(經年的) 패턴

 • 동물실험에 있어서 발암의 선량반응

 • 동물실험에 있어서 발암을 수식하는 인자

 

• 동물실험에 있어서 방사선에 의한 신체적 영향 : 암 이외의 영향

 • 동물실험에 있어서 방사선에 의한 발육저해

 • 동물실험에 있어서 방사선에 의한 불임

 • 동물실험에 있어서 방사선에 의한 백내장

 • 동물실험에 있어서 방사선에 의한 수명단축

 • 동물실험에 있어서 방사선에 의한 암 이외의 갑상선질환

 

• 동물실험에 있어서 태아에 미치는 영향

 • 동물실험에 있어서 태내피폭에 의한 기형

 • 동물실험에 있어서 태내피폭에 의한 정신지체

 • 동물실험에 있어서 태내피폭에 의한 발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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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에 의한 세포학적 영향

 • 세포치사에 관한 실험

 • 염색체 이상에 관한 실험

 • 트랜스포메이션 (transformation)에 관한 실험

 

• 동물실험의 평가와 사람에 대한 외삽(外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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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방사선 리스크 평가

B1 방사선리스크 평가

• 방사선 리스크평가의 기초

 • 리스크의 개념

 • 저선량 방사선의 생물영향과 리스크

 • 방사선 이외의 영향에 의한 리스크

 

• 발암 리스크평가의 프로세스

 • 발암 리스크평가를 위한 역학데이터의 선택과 해석

 • 발암 리스크의 평가모델

 • 발암의 평생 리스크 평가

 • 발암 리스크평가에 있어서 수식인자

 

• 유전 리스크평가의 프로세스

 • 유전 리스크평가를 위한 역학데이터의 선택과 해석

 • 유전 리스크평가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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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방사선리스크 평가

B2 리스크평가 방법과 계산

• 리스크 평가의 방법과 계산

 

• 발암리스크평가 방법

 • 발암리스크

  • 암 발증(發症) 리스크

  • 암 치사 리스크

   • 방사선 유발암의 부위 (조직․장기)

    • 전 암 리스크의 평가법

    • 방사선에 의해 유발되는 부위별의 암 리스크 평가법

    • 방사선에 의해 유발되는 갑상선암의 리스크평가

    • 방사선에 의해 유발되는 위암의 리스크평가

    • 방사선에 의해 유발되는 결장암의 리스크평가

    • 방사선에 의해 유발되는 폐암의 리스크평가

    • 방사선에 의해 유발되는 유암의 리스크평가

    • 방사선에 의해 유발되는 골암의 리스크평가

    • 방사선에 의해 유발되는 방광암의 리스크평가

    • 방사선에 의해 유발되는 백혈병의 리스크평가

    • 방사선에 의해 유발되는 여러가지 암의 리스크평가

   • 리스크평가 모델을 이용한 계산

   • BEIR V모델에 의한 리스크평가

   • ICRP1990모델에 의한 리스크평가

 

• 암 이외의 질환에 의한 여명단축(余命短縮의 리스크)

 

• 유전적 리스크평가 방법

 

• 방사선 리스크평가 계산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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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방사선 리스크 평가

B3 모델구축과 해석법

• 모델구축과 해석법 

 

• 국제기관 등의 리스크평가법•추정치의 변천

 • ICRP 1977

 • UNSCEAR 1977

 • BEIR 1980

 • NIH

 • UNSCEAR 1988

 • BEIR 1990

 • ICRP 1990

 • EPA 1994

 

• 리스크평가에 이용되는 모델

 • 선량반응 모델

  • Linear Model

  • Quadratic Model

  • Linear-Quadratic Model

  • Killing Model

 • 리스크예측 모델

  • 산술(算術)예측 모델

  • 상승(相乘)예측 모델

 • 리스크전환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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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방사선 리스크 평가

B4 데트리멘트 평가의 기초가 되는 정보

• 데트리멘트 평가

 

• 데트리멘트 평가에 관여하는 제개념

 • 기여사망(寄與死亡) 확률

 • 비치사(非致死) 암의 기여

 • 유전적 영향의 기여

 • 종합손해

 • 기여사망의 손실기간

 • 평균여명(平均餘命)의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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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방사선피폭과 방호

C1 방사선 방호

• 방사선방호체계

 • 방사선방호체계의 윤곽

  • 행위에 대한 방사선 방호

   • 정당화

  • 개입(介入)에 의한 방사선방호

   • 최적화

   • 선량한도

 • 방사선방호에 있어서 선량기준의 변천

 

• 방사선방호에 관련된 조직과 기준

 • 국제기관 및 각국 연구기관에서의 방호기준

  • ICRP

  • IAEA

  • OECD/NEA

  • 방사선방호에 관한 일본의 기관

  • 방사선방호에 관한 외국의 주요기관

 

• 방사선방호에 이용 할 수 있는 선량

 • 방사선방호에 이용하는 선량(방호량)

  • 등가(等価)선량

   • 방사선 하중계수(荷重係數)

  • 실효선량당량(實效線量當量), 실효선량

   • 조직 하중계수

 • 방사선방호에 이용하는 선량(계측량)

  • 조사선량(照射線量)

   • 주변선량당량(周邊線量當量)

  • 흡수선량

   • 개인선량당량

  • 선량당량

   • 1cm선량당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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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방호에 있어서 선량의 측정과 평가

 • 외부피폭의 측정과 평가

  • 측정기에 의한 외부피폭선량의 평가

   • 개인모니터

   • 공간선량율 측정기(Survey meter)

  • 외부피폭선량 평가를 위한 계산수법

 • 내부피폭의 측정과 평가

  • 체외계측법

  • 바이오아세이(Bioassay: 생물검정)법

  • 내부피폭선량의 평가

 • 사고시의 피폭선량의 평가

 • 바이오로지칼 도시메트리(Biological dosimetry)

 

• 집단선량의 평가법

 • 집단선량

 • 국민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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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방사선피폭과 방호

C2 방사선피폭의 상황

・일본의 국민선량

 

・자연방사선근원으로부터의 피폭

 ・우주선으로 부터의 피폭

 ・지구기원(地球起源)의 방사선과 방사능에 의한 피폭

 ・라돈(Radon)에 의한 피폭

 ・고(高 )백그라운드(Background) 지역에서의 피폭

 ・식품섭취에 의한 피폭

 ・인공적으로 높아진 환경속의 천연방사선 물질

 

・직업피폭

 ・원자력시설 종사자의 피폭

 ・RI•가속기시설 종사자의 피폭

 ・의료종사자의 피폭

 ・공업이용 종사자의 피폭

 

・의료피폭

 ・진단시의 피폭

  ・X선진단시의 피폭

  ・핵의학 진단시의 피폭

 ・방사선치료에 의한 피폭

 

・인공방사선원으로 부터의 공중피폭

 ・원자력발전소로 부터의 대중(大衆) 피폭

 ・핵연료 관계시설로 부터의 대중피폭

 ・연구로 및 가속기시설로 부터의 대중피폭

 ・RI 취급시설로 부터의 대중피폭

 ・컨슈머(Consumer)ㆍ프로덕트(Product)로 부터의 대중피폭

 ・일반 산업활동에 수반한 피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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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피폭

 ・TMI 사고

 ・체르노빌(Chernobyl)사고

 ・고이아니아(Goiania)피폭사고

 ・키슈템(Kyshtm)사고

 ・윈즈케일(Windscale)사고

 ・치바(Chiba) 이리듐(Iridium)피폭사고

 ・토카이무라(東海村) 우라늄가공공장 임계사고

 

・세미파라틴스크(Semipalatinsk) 핵실험에 의한 환경오염

 ・네바다(Nevada) 핵실험에 의한 환경오염

 ・비키니(Bikini) 환초실험에 의한 환경오염

・사고에 의한 환경속의 잔존(환경)오염

 ・체르노빌사고에 의한 환경오염

 ・체리아빈스크(Chelyabinsk)에서의 환경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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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세 정 보

　 

  저선량의 방사선 안전평가에 관한 정보를 생물영향, 방사선 리스크평가 및 

방사선방호 등 3개 분야로 분류하여 해설정보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전문가이

외의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정보이다.  

생물영향  

　

방사선에 의한 건강영향의 역학연구정보 

○ 방사선역학연구 수법에 관한 개요정보 

  ㆍ방사선역학연구의 수법에 대하여 그 개요를 수록

○ 역학조사ㆍ조사집단에 관한 데이터

저선량 방사선의 생물영향평가에 관련된 정보

○ 동물실험에서의 종류ㆍ계통차 특이성에 관련된 정보

방사선생물학에 관련된 최신의 분자생물학적 연구정보

○ 최신의 연구성과에 관한 개요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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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리스크 평가  

　

리스크평가법과 그 추정치 

○ 리스크평가법에 관한 개요정보

○ 리스크추정치

○ 간이 리스크평가 계산기능

  ㆍ피폭선량, 피폭시 연령, 피폭 후 경과시간을 입력함으로써 주요한 방사

선 리스크평가법에 근거한 치사 리스크를 계산

방사선 리스크연구에 관한 정보

○ 방사선 리스크연구의 개요

  ㆍ방사선 리스크연구의 현황과 동향에 관하여 폭 넓게 정리하여 종합한 

개요정보(해설)를 수록

○ 코드정보

  ㆍ방사선 건강리스크평가에 관련된 주요한 계산코드에 대하여, 개개의 코

드 마다 작성(제공) 기관, 작성년도, 개요 등에 대하여 종합한 데이터를 

데이터시트 형식으로 수록

리스크평가ㆍ데트리멘트(Detriment) 계산에 필요한 정보

○ 리스크평가ㆍ데트리멘트 계산에 필요한 정보ㆍ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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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방호

　

방사선방호 기준에 관한 정보

○ 개요정보

  ㆍICRP, IAEA의 방사선 방호기준의 변천, ICRP 1990년 권고에 근거한 

여러 가지 방호기준의 해설을 등록.

○데이터

  ㆍ위의 개요정보에서 이용하고 있는 도표를 등록.

선량측정ㆍ평가에 관련된 정보

○ 개요정보

  ㆍ방사선방소에 인용되는 여러 가지 선량, 선량환산계수에 관한 최근의 

ICRPㆍICRU의 권고, 선량환산계수의 계사수법, 피폭선량평가 코드 및 

방ㅇ사선방호를 위한 계측에 관한 해설을 등록.

○ 데이터

  ㆍ선량평가 및 방사선건강 리스크평가에 관련된 주요한 계산코드에 대하

여, 개개의 코드 마다 작성(제공) 기관, 작성연도, 개요 등에 대하여 종

합한 데이터를 데이터형식으로 등록.

국민선량평가에 필요한 정보

○ 개요정보

  ㆍ일본을 위시하여 UNSCEAR 미국 및 영국에서의 국민선량평가에 관한 

보고서의 개요 및 자연방사선원, 직업피폭, 의료피폭 및 인공방사선원의 

선원마다 국민선량의 평가방법과 필요한 데이터에 관한 현황 해설을 등

록

○ 데이터

  ㆍ자연방사선원, 직업피폭, 의료피폭 및 인공방사선원의 각 선원에 대하여 

국민선량의 평가에 필요한 주요한 인자로 분류하여, 인구, 선량율, 피폭

선량 등의 여러 가지 수치 데이터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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