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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ly 25 years after the Chernobyl nuclear disaster, 11th of March 2011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occurred in Japan and was ranked at level 7 same to the Chernobyl. A Korean and Japanese joint civil survey

was conducted around Fukushima on April 13-17. The radiation survey data clearly shows a large hotspot area

between 20 km and 50 km radius north and west direction from the accident reactors, with the highest radiation

recorded being 55.64 µSv/hr in the air, 99.89 µSv/hr in the surface air, and 36.16 µSv/hr in a car, respectively.

3.65 µSv/hr in the air and 6.89 µSv/hr in the surface air were detected at the playground of an elementary school

in Fukushima City. Spring came with full cherry blossoms in Fukushima, but it was silent spring of radiation

contamination. Interviews with Fukushima nuclear refugees reveal serious problems about Japanese nuclear

safety systems, such as there was no practical evacuation drill within 1-10 km and no plan at all for 10-30 km

areas. Several reforms items for Korean nuclear safety system can be suggested: minimization of accident dam-

age, clear separation of regulatory and safety bureaus with a new and independent administrating agency, com-

munity participation and agreement regarding the safety system and levels, which is the major concern of 80%

Korean. To tackle threats of nuclear disaster in neighboring nations like China, a new position entitled ‘Ambas-

sador for nuclear safety diplomacy’ is highly necessary. The nuclear safety of Korea should no longer be the

monopoly of those nuclear engineers and limited technocrats criticized as a ‘nuclear maf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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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986년 구소련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핵발전소

4호기에서 노심용융(멜트다운) 사고가 난지 25년만

인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경에서 북쪽으로 250 km

떨어져 태평양 해안가에 위치한 후쿠시마 제1핵발전

소의 원자로 6기 중 4기가 연속으로 폭발하는 초유

의 핵사고가 발생했다. 원인은 규모 9.0의 대지진과

지진해일(쓰나미)에 의한 충격이었다. 세계적으로 알

려진 큰 규모의 원전사고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원전

사고규모 등급분류 5단계 이상의 대형사고가 모두

5번 있었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핵사고가 7단계로

가장 높고, 1957년 러시아의 마약 키슈팀의 핵폐기

물 저장고 폭발사고가 6단계이며, 1957년 영국의 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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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스케일 원자로 화재와 1979년 미국의 스리마일 아

일랜드 원전의 노심용융 사고가 각각 5단계이다.1) 

원전사고는 발생할 확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

져 있고, 거듭되는 사고로 여러 겹의 안전장치가 발

달해왔다. 지구상에는 현재 모두 443개의 원자로가

가동 중에 있다. 이중 1975년 이전에 가동을 시작한

낡은 원자로는 미국 32개, 일본 7개 등 모두 61이

다. 후쿠시마 제1원전의 사고원자로인 제1호기는 발

전을 시작한지 40년이 넘어 수명연장을 시도한 오

래된 것이었지만, 체르노빌 사고원자로인 제4호기의

경우 1983년에 가동을 시작하여 불과 3년만인 1986

년에 사고가 발생했다. 때문에 오래된 원자로에서만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 1978년 고리

1호기를 시작으로 2011년 현재 4곳에서 모두 21기

의 원자로가 가동 중에 있고 7기가 추가로 건설 중

이다. 한국의 원전에서도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의 자료

에 따르면 2001년 22건과 2010년 14건 등 지난

10년간 모두 183건이 기록되어 있다. 이들 중 2002

년 7월 월성2호기의 경우 중수누출로 작업자 10명

이 방사능에 피폭되었고, 2008년 3월 고리4호기 격

납건물내 화재로 작업자 3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있

었으며 2011년 4월에는 고리1호기가 가동 중단되는

사고가 있었다. 이들 원전의 안전을 관리하는 행정

체계의 경우 국제원자력기구가 권고인 원전사업과

안전규제기능의 분리가 한국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원전이 가동되는 지역의 자치단체에 원

전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 곳이 한 곳도

없는 형편이며 자연재해를 담당하는 민방위부서 등

에서 원전안전업무를 보조적으로 다루고 있다. 사고

에 대비한 비상계획구역도 원전으로부터 반경 10 km

로 제한되어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한국에서는 원

전안전시스템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거의 없고 원

전가동률이 높다는 내용이 원전이 안전하다는 뜻으

로 홍보되는 형편이다. 

본 조사는 한국의 이웃나라인 일본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원전사고의 현장을 방문 조사하여 정확한 실

태를 파악한 후 한국의 원전안전 시스템의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전이 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하지만 만약의 경우 여느 환경오염

사고보다 심각하고 많은 인명피해 및 환경보건상의

후유증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II. 방  법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한달 후인 4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

활동가와 대학교수 및 환경전문기자 등 6명으로 구

성된 한일시민조사단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목적은 첫째 정확한 현장상황 파악, 둘째 수 만 명

의 원전피난민 발생실태조사, 셋째 한국의 원전안전

개선을 위한 일본의 경험과 교훈조사, 넷째 한일 시

민사회간의 연대활동모색 등이다. 조사방법 및 활동

내용은 동경에서부터 사고원전인근까지 방문장소의

방사선량 측정, 원전피난민 거처방문 및 인터뷰, 원

전피해지역의 시장, 시의원, 전직 방재담당공무원, 탈

원전운동가, 신문기자 및 시민단체 관계자 등과의 인

터뷰 그리고 현지조사결과 의견서를 사고기업인 동

경전력 본사에 전달하는 것 등이었다.2) 

방사능 측정장비는 제품명 Radalert50®(international

Medcom, USA)으로 측정방사선 종류는 알파선, 감

마선, 베타선 및 X선 등 4가지이며 측정한도와 단

위는 00.00 µSv/hr(시간당 마이크로시버트). 본 조사

에서는 모두 공간선량을 측정했으며 측정위치는 측

정자의 가슴과 목 사이인 120~150 cm이고, 표층 공

간선량의 경우 지상에서 약 10 cm 위치이다. 참고로

대기중 배경농도는 0.05 µSv/hr이며 일반인의 연간

누적노출선량한도는 1 mSv/yr(미리시버트, 시간당 노

출한도로 환산시 0.11 µSv/hr), 원전노동자의 연간노

출선량한도는 20 mSv/yr이다3). 

III. 결  과 

원전사고대책이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실질적인

대피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아 안전대책이 사실상 전

무했다. 지역주민, 시의원, 시장 등이 10 km 이내의

경우 실질적인 훈련실시, 10 km 밖으로 방제계획구

역 확대 등을 건의했지만 무시되었다. 

정보공개가 충분하지 않다. 사고원전내부와 외부

의 오염실태에 대한 정보가 원전피난민들과 시민들

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특히, 고농도오염지역

인 핫스팟(hotspot) 지역과 30~80 km 지역의 오염도

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지표

의 대기오염도가 대기중보다 훨씬 높으나, 충분히 공

개되지 않고 있음) 시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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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바람, 기후 및 지형 등에 따른 방사능오염상황을

예측하는 ‘SPEEDI시스템’ 정보가 사고관련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는 시스템인 ‘OFF-SITE센터’ 정전으

로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대피지역이 정확한 오

염범위에 따르지 않고 단순히 반경 3→10→20→

30 km 순서로 확대되어 주민안전확보에 실패했다.

사고 당시 북서풍과 남동풍의 바람이 불었고 비와

눈이 내려 30 km 밖에서 최고 29.78 µSv/hr(4월 15일

오전 10시 55분 측정), 20 km 밖에서 대기중농도 최

고 55.64 µSv/hr(4월 15일 오전 11시 31분 측정), 지

표면 대기농도 최고 99.89(4월 15일 오전 11시 34분

측정)의 고농도 방사능이 검출되어 위험한 핫스팟

지역임이 확인되었다(4월 22일 뒤늦게 추가대피지역

확대 결정). 

50~60 km 떨어진 고리야마시와 후쿠시마시 등 도

시지역에서도 3~5 µSv/hr의 높은 오염도가 측정되었

는데, 보호대책이 없어 시민들이 무방비 노출상태다.

30 km 밖에 위치한 우수이시 초등학교의 경우 운동

장지표에서 12.29 µSv/hr가 검출되고, 60 km 떨어진

후쿠시마시내의 와타리 중학교 운동장 지표에서

5.02 µSv/hr(4월 16일 오후 5시)가 검출되었고, 와타

리 초등학교 운동장대기에서 3.65 µSv/hr, 운동장지

표에서 6.89 µSv/hr(4월 16일 오후 5시 58분)가 검

출되는 등 학교시설의 방사능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원전피난민과 후쿠시마현 전역의 주민들에 대한

누적피폭선량모니터링 체계가 없다. 특히 각급 학교

와 유아, 어린이 등에 대한 누적피폭선량 모니터링

이 없다. 실제 이들 지역의 누적피폭선량이 연간 피

폭허용량 1 mSv를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20 mSv를 피난기준으로 삼고 있어 1~20 mSv의 경

우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였다. 

정확한 정보제공, 피해자들과의 의사소통(Risk

Communication)을 바탕으로 한 원전사고 위험관리

(Nuclear Reactor Accident Risk Management)가 거

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IV. 토  론 

1. 일본 원전사고로부터의 교훈 

한일시민조사단의 후쿠시마 현지조사와 이후 변화

된 일본사회의 원전사고에 대한 대응과정을 통해 다

음과 같은 교훈으로 얻을 수 있다.4) 

적극적이고 원활한 위험소통(risk communication)

으로 상호신뢰 쌓아야 한다. 광범위한 피해예상범위

(반경 60 km 이상)내의 시민단체, 원전지역주민, 자

치단체, 원전운영회사,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 참여

하는 원전안전시민소통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필요한 정보와 의견을 충분히 교환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후쿠시마의 경우, 사고대책강화를 요

구하는 자치단체, 시민과 시민대표의 의견이 번번히

무시되었다. 

일본 수도권 위협하는 하마오카 원전 가동을 중단

했다. 간 나오토 일본 총리는 5월 6일 도쿄남쪽

200 km 시즈오카현 오마에자키시에 위치해 있는 하

마오카 원전의 모든 원자로 가동을 중단하라고 지시

했다.5) 하마오카 원전이 자리 잡은 지역이 단층선

주변이어서 대형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

의 경고 받아들인 것으로 사고시 도쿄, 요코하마, 나

고야 등 대도시 인구 2,000만명이 직접 피해대상이

다. ‘후쿠시마 원전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가 진작에

있었어야 했다’는 만시지탄이 있지만, 후쿠시마 사

태 이후 일본이 취한 가장 바람직한 판단이며, 터져

나오는 일본시민사회의 원전폐지 및 재발방지 여론

의 반영이라고 평가된다. 일본정부의 결정을 한국에

적용하면 고리원전과 월성원전 등 2곳이 해당한다

(단층위험, 1백만명 이상 인구인접). 

원전반경 30 km 지역 내 10만명 이상의 주민들이

소개되어 원전피난민이 되었다. 대규모 주민거주지

역 존재하는 고리,월성 등 한국원전에도 특별한 안

전대책이 필요하다. 체르노빌 핵사고의 경우 사고 원

전으로부터 반경 30 km의 넓은 지역에 통행금지 및

거주제한 조치가 25년간 계속되고 있다. 후쿠시마의

경우 반경 20 km에 이어 50 km까지 핫스팟 지역으

로 밝혀져 추가적인 주민 소개가 진행되었고 계속

확대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고리원전 반경 30 km

내에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등 3개 광

역자치단체와 12개 기초자치단체에 걸쳐 약 322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월성원전의 경우, 경상북도, 울

산광역시 등 2개 광역자치단체와 7개 기조자치단체

에 109만 명이 거주한다(2005년도 인구기준). 일본

수도권의 하마오카 원전 가동중단 사례를 적극 참고

하여 고리와 월성의 원전 수명연장금지 및 가동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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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원전으로부터 60 km 범위까지 사고피해 직접영향

권으로 설정하고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일상적인 원

전사고 대비 방재교육과 모든 주민이 참여하는 종합

방재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60 km 범위까지 방사

능 측정지점을 확대하고 특히 학교와 인구밀집시설

이 포함되어야 한다. 후쿠시마의 경우 60 km가 넘

는 지역까지 오염이 심각한데도 안전대책이 없다(반

경 60 km 지역인 후무시마시내 야산 4.13 µSv/hr, 학

교 3.65~5.02 µSv/hr, 주택지 텃밭 6.33 µSv/hr 등 연

간노출한계의 30~60배). 

원전으로부터 60 km가 넘는 범위로도 방사능이 확

산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방사능 오염시 전국민 행

동지침 제시하고 훈련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일

상적인 민방위훈련에 포함시키고, 원전사고에 대비

한 특별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본 조사

에서 250 km 떨어진 동경 하네다 공항 주차장서

0.24 µSv/hr가 계측되었다(4월 13일, 연간노출한계의

2배, 자연대기농도의 5배 수준). 중국의 원전사고에

대비한 특별한 대책도 강구되어야 한다.

원전사고 대비 방사능오염범위 예측 및 전달시스

템이 확보되어야 한다. 방사선의 종류와 농도, 바람

과 지형조건, 기압과 기온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실

제 지역별 오염상황을 예측하는 시스템과 이를 알리

는 주민홍보체계. 일본의 경우 SPEEDI 및 OFF-

SITE, 후쿠시마의 경우 정전으로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다. 

주민 대피, 소개시 핫스팟 지역 파악 및 특별대책

이 필요하다. 후쿠시마의 경우, 북서방향 20~50 km

범위 산악지역 포함한 이타테무라 등이 바람방향, 지

형조건 등에 의한 고농도오염지역인 핫스팟이다. 그

러나 사고 후 동심원으로만 주민들을 대피시켰고 핫

스팟이 고려되지 않았다. 사고발생 40여일 지난 4월

22일에야 20~50 km 핫스팟 지역의 주민들에 대해

추가 소개가 결정되었는데 이미 연간피폭한계의 20

배를 초과한 고농도 피폭이 이루어진 후이다. 체르

노빌의 경우도, 300 km 범위까지 핫스팟이 산재하

여 사고국가인 우크라이나의 161개 마을, 그리고 인

접국가로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벨라루스의 485개

마을이 원전사고 후 폐쇄되었다.6) 

지진, 지진해일(쓰나미), 정전, 단수, 교통문제 등

최악의 상황을 포함한 각종 시나리오에 대비한 체계

적인 대책과 훈련이 필요하다. 후쿠시마 사고원전의

인근 도시인 미나미소마시 시장은 정부가 10 km 외

부에 대해서는 훈련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원전사고

에 대비한 훈련을 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사고

원전으로부터 5 km 지점인 도미오카마치에 살다 원

전피난민이 된 한 주민은 모든 주민이 참여하는 훈

련을 단 한번도 실시해 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피

난 중 개인차량들이 뒤엉키고 기름이 없어 피난을

못 간 경우마저 있다고 증언했다. 도미오카마치에서

생활환경과장으로서 방재담당을 했던 한 전직 공무

Table 1. Radiation measurement data around Fukushima, Japan and survey findings by distance from the accident reactors.

Distance from the 

accident reactors 

(km)

Radiation dose (µSv/hr)
Japanese government 

policy for residents
Situation

Residents 

demandsIndoor Outdoor 
Outdoor 

(surface)

1~5 2.62~49.00 27.57~94.75 -
March 11st 

pm9 evacuation 
evacuated -

5~10 0.61~5.90 - - March 12nd 

am10 evacuation

evacuated -

10~20 0.51~36.16 55.64 92.95~99.89 evacuated -

20~30 0.42~11.60 3.79~24.24 -

Indoor shelter, April 22nd 

northwestern hotspot area 

evacuation

mostly 

evacuated by 

local 

governments 

evacuation

30~50 0.87~4.01 0.91~25.73 7.89~12.29
April 22nd northwestern 

hotspot area evacuation some residents 

evacuated 

voluntarily 

primary 

evacuation for 

children and 

pregnant women

50~80 0.26~1.13 1.93~4.00 0.46~6.89 -

80~250 - 0.24~0.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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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 고 당일 저녁 9시에 3 km권 대피령이 발령되

었고 다음날 오전10시에는 20 km권까지 대피했다.

그 후 다시 50 km권 밖으로 추가 대피했다며 당국

의 비체계적이고 허술한 사고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규모 원전피난민 수용시설 확보 및 오염 장기화

에 대비한 대책이 필요하다. 후쿠시마의 경우, 반경

20 km내 원전사고 피난민이 85,000명(어린이 6천

명), 20~50 km 핫스팟 지역 추가대피 1만명 등 10

여만명에 이른다(자치단체 및 자발적 피난인구 포함

하면 훨씬 더 많음). 이들 원전피난민들은 인근 도

시의 체육관 등에 1-2천명씩 수용되어 있는 실정이

다. 사고원전이 수습되지 않고 있어 지속적인 방사

능 누출로 주민 소개 및 대피지역이 계속 확대 중

에 있다. 원전으로부터 60~100 km 위치에 대규모 원

전피난시설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와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후쿠시마의 경우 오염지역인 이와키시의

한 재선 시의원은 30 km내 7개 학교가 폐쇄되었고

외부의 다른 학교에 통합해서 수업하고 있다고 전했

다. 그는 모든 학교에 방사능 측정기 설치를 요구했

고, 고농도지역 학교 학생들의 체내피폭을 우려해 야

외활동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그는 방사선

감수성이 높은 사람들부터 피난시켜야 한다고 강조

했다. 학부모들의 민원이 계속되자 후쿠시마현은

30~60 km 범위내의 학교와 어린이시설에서 방사능

오염을 우려하여 운동장에서의 활동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 일본정부가 어른과 어린이를

구분하지 않고 추가 소개기준을 누적선량 20 µSv/hr

로 정하자 일본국내와 국제시민사회가 어린이를 보

호하기 위한 특별보호대책을 요구하는 운동을 전개

했다. 결국 일본정부는 어린이들의 경우 누적선량

1 mSv를 소개기준으로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7) 

개인누적노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1 mSv초

과시 단계적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후쿠시마 경

우, 오염지역내 주민들의 체내피폭을 포함한 개인누

적 노출모니터링 체계가 없다. 일본의 한 신문사의

경우, 개인피폭선량계를 24시간 의무적으로 착용하

고, 1 mSv의 10%인 0.1을 넘으면 교체하고, 1 mSv

인 경우 병원검진 실시한다는 등의 취재기자 보호기

준을 정하고 있다. 

제도적으로, 원전사업부서와 안전감시부서 분리하

고 안전부처는 사회 각 분야에서 참여해야 한다. 후

쿠시마 지역에서 40여 년간 탈원전운동을 해온 한

운동가는 원자력안전원 자체가 원전추진기구인 통상

산업성 내에 있어 실질적으로 원전진흥기능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스모시합의 경우도 같은 편끼리는

시합을 하지 않는다며 원자력안전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조건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전문가들은 ‘좁

은 자기분야만 아는 바보들’이라고 비판하며 원자력

안전기구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적

합의기구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고 개선방향을 제시

한다. 한 전직 방재담당공무원도 이 문제에 대해 원

전산업계와 원자력보안원간의 인사교류가 많아 실질

적인 감시역할이 안된다며 원자력위원회에 정부비판

이 가능한 사람들이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한다. 원

전추진론자들만 배치되면 안전문제는 도외시 된다는

것이다. 

원전사고는 세대간 세대내간 불평등 구조의 문제

점도 드러낸다. 한 원전피난민은 원전은 세대간 불

평등한 제도로 할아버지는 번영할지 모르지만 손자

대에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원전

문제는 가난한 사람, 노약자에게 피해가 더 크다는

점도 지적된다. 

2. 우리나라 원전안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이상의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에서의 원전안전

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논하고자 한다. 먼저

원전안전제도를 만들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4가지 원

칙을 제시하면, 첫째, 사고예방 최우선, 둘째, 사고

시 피해 최소화, 셋째, 원전 운영과 규제기관 분리,

넷째, 사회적 참여와 합의 등이다. 이러한 원칙에 의

거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제안한다.8) 

원전안전문제는 원자력공학의 독점대상이 아닌 국

가 및 사회적 리스크 관리대상이다. 그간 원전규제

와 안전분야는 확대정책과 정보독점에 밀려 진흥(운

영)의 하위 및 보조적 개념에 머물러왔다. 그 결과

사고발생시 인명피해, 대규모 사회적 환경적 재난발

생에 대한 사전예방적, 사후피해대책이 사실상 전무

한 형편이다. 심지어 환경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

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계부처도 법적으로 손 대

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상태다. 이 때문에 ‘원자력 마

피아’라는 지탄을 받을 정도다, ‘현대사회에서 정보

통신 등 주요 과학과 기술도 포함하여 많은 전문분

야가 사회 각 분야의 관심과 참여로 보완, 발전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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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데, 유독 핵에너지 분야만이 통제와 독점일변도

로 가장 후진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지적하는

한 물리학 전문가의 지적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원전사고시 시설이 아닌 사람과 환경보호가 우선

이다. 현행 원전사고관련 법령의 이름은 ‘원자력시

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이다9). 사람과

환경보호보다 원전시설보호를 우선하는 원전사고시

안전불감증의 시각이 드러난 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원전안전과 관련하여 인명과 환경보호를 중점

적으로 다루는 ‘원전안전관리법’의 제정이 시급하다. 

원전사고시 주민 소개기준은 일반인의 연간 노출

제한치인 누적선량 1 mSv/yr를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한국의 경우, 연간 피폭허용한계의

50배인 50 mSv가 소개 기준으로 되어 있다.10) 일본

후쿠시마의 경우, 4월 22일 결정된 20~50 km 사이

10,500명에 대한 추가 소개결정의 기준이 누적피폭

선량 20 mSv/yr인데 이에 대해 국제방사선방호위

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11)가 정한 일반인피폭 유효선량한도인 연

간 1 mSv/yr의 20배를 적용하고 있다며 국내외의 강

한 비판에 직면해 있다. 연간피폭허용기준 1 mSv/yr

를 기준으로 어린이와 임산부 등 생물학적 약자를

우선으로 하여 단계적인 대피/소개 기준과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 

국가원자력안전규제위원회를 신설하여 원자력 진

흥(운영)과 규제(안전)의 분리 원칙 확립해야한다. 이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이 독립적인 기능과

권한을 갖고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미

국의 핵규제위원회를 참고할 수 있고, 위원구성은 공

학, 물리학, 사회학, 환경, 의료보건, 언론, 법률 등

다양한 학문분야와 시민사회영역의 참여가 보장되어

야 한다. 특히 위원장은 원자력공학 및 원전산업계

가 아닌 분야에서 인선되어야 한다. ‘국립원자력안

전규제위원회’의 우선과제는 첫째, 노후원전 수명연

장문제(고리1호기, 월성1호기)를 사고방지 및 안전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둘째, 기존원전의 안전기준

을 대폭 강화하고 전면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여

안전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가동중지 등의 결정

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신규원전 허가시 안

전시설기준에서 부지기준, 시설기준 및 사고예방 및

사고대책기준 등이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 넷째, 중

국의 원전안전실태 파악 및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원전안전규제관련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해

외의 유관분야 연구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국가원자력안전규제위원회’ 산하에 ‘원자력안전규

제청 Agency for Nuclear Safety and Regulation’의

Fig. 1. Photo of radiation measurement at Hanami Yama, Fukushima City, Japan, about 60km distance from the accident

nuclear reactor, whilst high time of cherry blossom and a lot of springtime picnickers. Data 3.36 µSv/hr shows

about 30 times higher than annual exposure limit 0.11 µSv/hr (1mSv/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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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행정청을 두어야 한다. 이 청은 자체 인력과

예산을 확보한 행정기능 갖춰 원자력운영 및 에너지

정책 부처를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청의 구성은, 기존의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안전국

의 안전규제 기능을 기본으로 하고, 원전노동자, 사

고영향권시민, 환경오염, 식품오염, 의료체계, 의사소

통 등 원전안전에 필요한 분야가 총망라되어야 한

다. 독일의 연방환경자연보호원자력안전부 산하 연

방방사선방호청을 참고할 수 있다. 

환경부와 환경과학원, 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원,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원

전안전관련 유관부처 및 산하 전문기관들이 원전안

전과 관련된 업무를 다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환

경부의 경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원자력법의 방

사성물질 제외’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한편 환경정책

기본법의 환경오염 범위에는 ‘방사능 오염’이 포함

되어 있다. 이들 유관부처의 원전안전업무는 원자력

안전규제청과 유기적 관련성을 가져야 한다. 

원전소재 및 인근 사고영향권 기초 및 광역 자치

단체에 <원전안전규제과>를 신설해야 한다. 현재 국

내의 원전이 있는 4곳의 자치단체에 원전안전 담당

부서 배치실태는, 경주시청에 원전방재계가 유일하

다. 다른 3곳은 민방위계 등에서 여러 업무 중의 하

나로 담당하는 실정이다. 원전으로부터 반경 30 km

권역에는 전담부서를 두고, 반경 60 km 권역에는 담

당자를 두는 등의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영광원전

이 있는 전라남도청과 영광군, 전라북도 고창군이 이

에 해당하고, 고리원전 인근의 부산광역시청과 기장

군, 울산광역시청과 울주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들 자치단체의 원전안전부서는 ‘원자력안전규제위원

회’ 및 ‘원자력안전규제청’과 연계한 행정시스템 구

축해야 한다. 

외교통상부에 <원전안전대사> 두고 이웃 중국과

일본 등의 원전안전대책을 전담하게 해야 한다. 후

쿠시마의 경우 대기중 오염전파는 물론이고 오염수

해양투기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문제와일본거주 한국

인 보호문제 등의 외교적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참

고로, 일본에는 모두 54기의 원자로가 운영중이고

3기가 건설중이다. 중국의 경우 13기가 운영중이고

27기가 건설중인데 대부분 우리의 서해 바닷가 해안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원전사고시 한국에 총체적 국

가재난상황을 야기할 인접국가 중국과 일본의 원전

안전문제를 다룰 수 있는 외교전담기구가 필요하다.

원전안전과 사고문제는 국가 및 지역을 넘어 지구적

차원의 리스크라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밖에 ‘원전사고시 피해보상규정이 매우 제한적인

문제점을 개선하여 원전운영자에게 무한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유사한 문제가 2007년에

태안에서 발생한 기름유출사고의 주민피해보상금 상

한제도였다. 또한 ‘형식적인 시스템은 갖췄지만 장

비와 인력이 부족하여 실제 원전사고가 발생하면 실

질적인 응급의료지원활동을 할 수 없다’는 국가방사

선응급의료센터 측의 지적도 원전안전상의 주요 개

선사항이다. 

공해병 하면 바로 떠오르는 이름이 미나마타병이

다. 미나마타병 발병 50주년을 맞아 수십 년간 수은

오염 때문에 취해진 어업활동 금지조치가 해제되어

여기저기에서 낚시와 조업이 행해졌다. 하지만 후쿠

시마는 50년이 지나도 사람이 살 수 없는 금단의 땅

으로 오랫동안 남을 것이다. 공해병의 대명사 미나

미타와 제2의 체르노빌 후쿠시마. 가장 성공적으로

산업화를 이룬 지구촌 경제대국 일본에 붙여진 어두

운 이름들이다. 한국도 일본과 같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전을 가동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이면서 산

업화를 성공적으로 이룬 나라로 평가 받는다. 원자

로가 4개에서 6개씩 집단적으로 모여있는 한국의 영

광, 고리, 월성 그리고 울진이 제2의 후쿠시마가 되

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후쿠시마 사고를 전후한

국제사회의 원전안전에 대한 여론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일본의 아시히신문이 2011년 5월 26자에 보

도한 여러나라의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12) 원전비

판여론이 한국은 27%에서 45%로 높아져 찬성(44%)

보다 많아졌고, 일본은 18%에서 42%로, 중국은 36%

에서 48%로, 독일 56%에서 81%로 각각 높아졌다.

특히, 한국여론조사 응답자의 82%가 ‘자국에서 원

전사고 발생가능성을 우려한다’고 답했다. 철저한 원

전안전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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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를 조직해주었다. 이베 마사유키는 아시아프레스

인터내셔널 소속의 환경전문기자로 방사능측정기를

동원해 현지의 방사능오염도를 측정해주었다. 무라

야마 타케히코 와세다대학교 교수는 조사단 프로그

램의 전체 기획과 진행에 도움을 주었다. 한국의 환

경재단은 조사단 한국참가자들의 경비 일부를 지원

해 주었다. 본 조사단의 요청에 흔쾌히 인터뷰를 응

해준 일본 현지의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불의의 원전

참사로 고향을 읽고 고생하는 원전피난민들에게 위

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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