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물질
방사선 노출을 초래할 수 있는 한 가지 근원으로 “방사능 폭탄(dirty bomb)”을 들 수 있습
니다. 방사능 폭탄은 방사능 물질이 들어있는 작은 폭발물입니다. 이러한 방사능 폭탄의 폭
발은 이 폭탄으로 확산될 수 있는 방사능 물질보다 더 위험합니다. 방사선 유출 사고가 발생
했을 때는 당국의 권고사항을 따르는 것이 가장 좋은 보호책입니다.
밖에 나가지 마십시오.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 밖으로 나와도 좋다는 당국의 지시가 있

■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특별지원센터가

을 때까지는 집이나 사무실 안에 있어야
합니다. 창문을 닫고 냉난방기를 끈 후
가능한 한 건물의 중앙으로 대피하십시
오. 일단 초기 폭발이 끝난 후에도 방사
능 물질은 연기나 파편을 통해 공기 중
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실내에 있으
면 공중의 방사능 물질에 노출될 가능성
이 줄어듭니다. 지하실이 있다면 지하실
로 대피하십시오.

구성될 것입니다. 아직 특별지원센터가
구성되지 않았다면 오염지역 밖에 있는
경찰서나 소방서로 가십시오. 만일 폭발
지역 근처에 있었거나 방사능 구름이 지
나간 자리에 있었다면 지원센터 담당자
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줘야 합니다.

라디오를 들으십시오.
■ 우발적이든 고의적인 것이든 가까운 곳

에서 방사능 물질이 유출되었다는 사실
을 알게 되면 라디오를 틀고 비상대책
방송의 지시사항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
다. 정부 당국에서 시민들에게 보호 대
책을 알려줄 것입니다. 해당 지역의 전기
가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 배터
리식 라디오를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지시를 따르십시오.
■ 방사능 노출을 피하는 최상의 방법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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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들의 조언을 따르는 것입니다. 다
른 곳으로 대피하라고 하면 즉시 지시
를 따르십시오. 처방약과 옷가지 등 대
피가 길어질 경우를 대비해 필요한 물품
들을 챙기십시오. 방사능 구름의 위치를
알려주는 뉴스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방
사능 구름이 이미 사라진 후라 해도 방
사능 오염물질이 땅에 떨어졌을 수가 있
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해당 지역을 안
전하게 빠져 나가는 최상의 방법을 안
내해 줄 것입니다.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는 경우
■ 자신이 방사능 물질에 노출되었다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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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되면, 조심스럽게 겉옷을 벗어 비닐
봉지에 넣은 다음 온수로 샤워하여 방사
능 물질을 말끔히 씻어냅니다. 옷을 봉
해 놓은 비닐 봉지는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않는 방에 치워둡니다.

음식물을 조심하십시오.
■ 오염지역에서 생산한 생우유나 과일, 채

소를 먹지 마십시오. 농산물과 유제품을
섭취해도 좋다는 보건당국의 발표가 있
을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방사능 유출
이전에 구입하거나 따서 실내에 보관해
둔 우유와 과일, 채소는 먹어도 상관없
습니다. 캔이나 봉지에 보관된 식품 역
시 안전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단, 개
봉하기 전에 용기를 철저히 헹궈주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