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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조사 내용의 비교

3.  사고시의 대응 

사고시의 대응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관저, 규제당국, 동경전력 본사의 위기 대응에 

문제가 있었고 주민 피난에 혼란이 있었던 점은 공통

적인 인식이다. 다만 비상용 냉각 장치의 조작 등 발전

소 내에서 사고 대응,‘전면 철수’문제 (동경전력이 사

고 후 현장에서 전면 철수를 관저에 타진했는지의 여

부 문제), 피난 지시에 있어서 SPEEDI 의 취급 등 개

개의 논점에 대해서는 각 사고조사위원회 (이하‘사고

조’) 사이에 견해 차이를 볼 수가 있다.  

다음에서는 동경전력이 발전소 내에서 행한 사고 대

응, 관저, 규제 당국, 동경전력 본사의 위기 대응, 정부

의 방재 대응 중 특히 주민 피난 시책의 세 분야에 대

해, 국회사고조사위원회의 평가를 주축으로 하여 각 

사고조의 평가를 비교한다.

가. 발전소 내 사고 대응

국회사고조는 운전원이 1호기의 비상용 복수기

(IC) 51    를 지진 직후에 수동 정지시킨 일은 배관 누설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인정한 가

운데, 그 후 IC 가 조작 불능이 된 원인은 노심 손상에 

의해 IC의 증기기관에 수소가스가 충만하였기 때문이

라고 추정하고 있다. 52      

또 Vent 조작에 시간이 걸린 원인으로 ① 절차서에는 

직류전원이 확보되어 있다는 게 전제되어 있다는 점, 

② Bent line 이 복잡하고 그 도면에 불비한 면이 있었

던 점, ③ 조명이 없는 등 작업 환경이 매우 좋지 않았

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53    이것들을 근거로 하여 

국회사고조는 현장에서 운전원의 판단이나 조작 시비

보다도 Severe Accident 에 대한 대응 절차나 필요한 

자재 정비와 훈련에 대한 준비 태만 등 동경전력에 조

직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 54      

정부사고조는 IC 조작 등을 사고 대응의 큰 문제점으

로 삼고 후쿠시마 제 2원전에서의 조작과 비교한 뒤, 

① IC 에 대한 이해 부족과 불충분한 훈련에 의해 1호

기의 IC 작동 상황을 오인한 점 55    , ② 대체 냉각수단을 

확보하지 않고 3호기의 고압 주수계 (注水系, HPCI) 를 

정지한 점 56    , ③ 2호기에 대해서는 원자로 격리 시 냉

각계 (RCIC, Reactor Core Isolation Cooling) 가 작동 

중이었던 3일 동안 대체 냉각 수단을 준비하지 않았던 

점 57    등을 문제점으로 보고 있다.

민간사고조도 1호기의 IC 작동을 오인하여 IC 에 의한 

냉각 기능을 활용하지 못한 것을‘중대한 실수’로 지

적하고 있다. IC 가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냉각 기

능이 두절된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① 소화 펌프나 

소방차를 이용한 1호기 원자로에 대한 대체 주수를 즉

시 하지 않은 점, ② 격납용기의 Bent 를 11일 밤까지 

후쿠시마 제 1원전 사고와  
4개의 사고조사위원회

일본 국회 경제산업조사실

해외 리포트 2

2 

※ 본고는 본지 2013년 11, 12월호 (p.105) 의 연속 원고임. (편집자)



2014 1·2 89

후쿠시마 제 1원전 사고와 4개의 사고조사위원회 

신속히 처리하지 않았던 점이 1호기의 사태를 결정적

으로 악화시켰다는 것이다. 58    

동경전력사고조는 1호기에 대하여 해수 수주나 Bent 

조작을 주저하거나 의도적으로 지연시킨 일은 없었으

며 59    , 정전 등에 의해 정보가 두절된 가운데 IC 작동 상

황의 파악이 곤란했던 점이나, IC 운전 계속의 유무에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노심은 손상되었을 가능성을 지

적하고 있다. 60    또, 정부사고조가 문제시하고 있는 3

호기의 고압 노심 주입계 (HPCI, High Pressure Core 

Injection) 의 정지와 정지 후의 저압계의 주수 방법을 

새로 바꾼 데 대하여, 그 시점에 있어서 Plant 상태를 

근거로 한 대응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61    

나. 관저, 규제 당국, 동경전력 본사의 위기 대응

원자력 긴급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총리가 긴급사태 

선언을 하고, 관저에 원자력재해대책본부 (본부장 : 총

리, 사무국 : 원자력안전보안원) 를 두고, 긴급 사태 응

급 대책 거점 시설 (Off - site center) 에 현지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기술적 조언을 하는 등 

여러 관계 기관이 연계하여 원자력 사고의 상황을 파

악한 뒤 주민 피난 등의 방재에 대응하도록 되어 있었

으나, 지진과 쓰나미의 영향에 의해 통신 및 교통 등의 

인프라에 지장이 생겨 정부의 원자력 재해 대책의 체

제가 본래의 기능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총리 집무실을 거점으로 관저가 주도하여 원전 사고

의 대응에 직접 대하고 있는데 대해 각 사고조의 보고

는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사고 대응에 있어서 혼

란한 대표적 사례인 동경전력의‘전면 철수’문제에 대

해서는, 그 평가가 사고조에 따라 다르다.  

국회사고조는 “관저의 직접 개입이 지휘 명령 계통

의 혼란과 현지의 혼란을 야기시켰다.”고 하며, 동경

전력 내에 대책통합본부를 설치한 것은 동경전력의 

‘당사자 의식이나 자주성’을 상실시키거나, ‘정보원

의 편견에 기인한 잘 못된 판단을 하는 위험’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62    ‘전면 철수’문제에 대해서 

국회사고조는 ‘관저의 오해’이며, “스가 (管) 총리가 

‘전면 철수’를 저지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가 없다.”

고 하며, 최대의 책임은 “애매하고 요령이 없는 설명으

로 시종한 시미즈 (淸水) 시장에 있다.”고 하였다. 63      

정부사고조는 “당사자로서 현장에 개입하는 것은 현

장을 혼란시키는 동시에 중요 판단의 기회를 잃거나 

오판의 결과를 야기시킬 수도 있으므로 폐해 (弊害) 쪽

이 크다.”고 하였다. 64    ‘전면 철수’문제에 대해 정부

사고조는 의문의 여지도 있으나, “그와 같이 단정할 

수는 없으며, 일부 퇴피 (退避)를 생각했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가 없다.”고 하였다. 65    

동경전력사고조는 “현장 실태로부터 너무 동떨어진 

구체적인 요구가 관저의 정부 수뇌 등으로부터 직, 간

접으로 전달되어”, 해수 주입 중지의 지시 등 “긴급 사

태 대응 중에 소용없는 환란을 조장시켰다.”고 하였

다. 66    ‘전면 철수’문제에 대해서, 동경전력사고조는 의

도도 없었고 정부에 연락한 적도 없었다고 하며, 국가

의 보안검사관은 이미 퇴피해 있었으나, 사고 대응에 

필요한 사람이 남아서 대응하는 것은 대전제로서, 실

제로 사고 대응을 계속한 것은 “총리의 발언에 의한 것

은 아니다.”고 하였다. 또 수상의 동경전력 철수 불허 

발언에 대해서 사고 대응 현장 직원은 “분개나 당혹감, 

의기소침, 혹은 심한 허탈감을 느꼈다.”고 하였다. 67     

이에 대해 민간사고조는 “관저에 의한 현장 개입

은 ’15일의 철수 거부, 대책통합본부의 설치, 그 후의 

대책통합본부를 무대로 한 Accident Manage ment 에 

대해서는 일정한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를 하였다. 

특히‘철수 거부’에 대하여 “이번의 위기 대응에 있어

서 하나의 전환기 (Turning point)였다고 한다. 다만, 

51.    비상시에 원자로 내의 증기가 복수기 탱크 내를 자연 순환함에 따라  

원자로를 냉각시키는 장치.

52.    국회사고조  전재 주 (2), pp.229 - 39.

53.  동상, pp.190 - 191.

54.  동상, p.14.

55.  정부사고조  전재 주 (5), (중간보고), pp.472 - 474.

56.  정부사고조  전재 주 (6), (최종보고), pp.182 - 183.

57.  동상, pp.188 - 190.

58.    민간사고조  전재 주 (9), p.383.

59.  동전사고조  전재 주 (13), p.147.

60.  동상, pp.200 - 201.

61.    동상, pp.200 - 201.

62.    국회사고조  전재 주 (2), pp.323 - 326.

63.  동상, pp.281 -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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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 많은 사례 (전원차 수배, Bent 지시, 주입 관

계 요청 등) 는 유효성이 없으며. “쓸데없는 혼란이나 

스트레스에 의해 상황을 악화시키는 리스크를 높였

다.”고 하였다. 더욱이‘전면 철수’문제에 대하여 민

간사고조는 관저의 정치가가 전면 철수를 받아들인 점

을 중시하고 있다. 68    

다. 주민 피난

국회사고조는 “현재 입은 그대로, 아무것도 갖지 않

은 채”피난한 점, 여러 번에 걸친 피난, 고선량 지역으

로의 피난, 병원 환자 등 피난하기에 곤란 하였던 여러 

사례를 들어, 피난 대책이 혼란하여 주민에게 큰 부담

을 준 것을 일만 여개의 질문 (앙케트) 조사를 근거로 

명확히 밝히고 있다. 69      또 주민에게 피난의 판단을 일

임하는 자주 피난은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 확보

라는 국가의 책무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

하고 있다. 70      

국회사고조는 원자력 방재 대책에 있어서 복합 재해

나 Severe Accident 의 예상이 결여되어 있었음을 문

제로 하고 있으며, SPEEDI 에 대해서는 방사성 물질의 

방출원 정보 없이 계산한 결과로 피난 구역을 설정하

는 근거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정확성은 없었다고 하며, 

“초동 (初動) 의 피난 지시에 맞추기에는 곤란했다.”고 

하였다. 71      

정부사고조는 피난지나 피난 방법의 지시도 없을 뿐

만 아니라 세밀하지 못한 피난 지시가 잇따라 확대

된 것에 대하여, 사고의 전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상황 중에는 부득이한 면도 있었다고 하며 72    , 

SPEEDI 에 대하여 국회사고조와는 다르며, 오염의 상

대적인 상황을 실마리로 하여 피난의 타이밍과 방향을 

적절히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었다고 하고 있다. 73    

민간사고조는 사고 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피난 구역

을 네 번이나 넓힌 데 대하여, 지원이나 정보가 불충분

한 점도 있었으나 “많은 주민의 방사선 피폭을 예방할 

수 있었다는 점을 평가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74    자

주 피난의 지시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가급적 피해야 

할 것이라고 하고 75    ,  SPEEDI 에 대해서는 예측 결과가 

관저의 고위층에게 보고되었다면 피난 지시의 일정한 

판단 자료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76    

4.  제언과 과제 

가. 국회사고조와 정부사고조의 제언

국회사고조는 조사 결과에 따른 7개항의 제언을 모

아 제언의 실현을 위한 실시 계획을 신속히 책정할 것

을 국회에 요구하였다. 77    구체적으로는 원자력규제기

64.  정부사고조  전재 주 (6), (최종보고), p.424.

65.  동상, pp.205 - 208.

66.  동전사고조  전재 주 (13), pp.320 -321.

67.  동상, pp.74 - 83.

68.    민간사고조  전재 주 (9), pp.96 - 98.

69.  국회사고조  전재 주 (2), p.355.

70.  동상, pp.371 - 372.

71.    동상, p, 390.

72.  정부사고조  전재 주 (5) (중간보고), pp.482 - 483.

73.  정부사고조  전재 주 (6) (최종보고), pp.376 - 377.

74.  민간사고조  전재 주 (9), p.392.

75.  동상, p.392.

76.  동상, pp.177 - 179.

77.    국회사고조  전재 주 (2), pp.20 - 23.

78.  정부사고조  전재 주 (6) (최종보고), pp.432 - 442.

79.  민간사고조  전재 주 (9), pp.387 - 388.

80.    동상, p.389.

81.  동상, p.394.

82.  동상, p.391.

83.  동상, p.397.

84.  동상, p.402.

일본 후쿠시마 제 1원전 방사능 오염수 저장탱크 주변에서 방호복
을 입은 도쿄전력 직원들이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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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감시를 목적으로 한 상설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할 

것, 규제기관에 대해 시책 실시 상황 등에 대해 국회

에 보고 의무를 부과할 것, 사업자에 대해서 출입 조사

권을 수반한 감사 체제를 국회 주도로 구축할 것 등 국

회의 관여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 재난 

주민들의 장기간의 건강 피해와 불안에 대응하기 위하

여 국가 부담으로 피폭 검사나 건강 진단 및 의료 제공

의 제도를 설정하여, 방사성 물질의 계속적인 모니터

링과 오염 확대 방지 대책, 제염 대책 등의 정책을 실

시해야 한다고 하였다. 

한편 정부사고조는 7개 항목에 대하여 25개의 구

체적인 제언을 모아 향후의 안전 대책과 방재 대책

에 반영시켜 실시해나갈 것을 국가, 자치단체 및 사

업자 등의 관계 기관에 요망하고 78    ,‘재해 대국’임

을 깊이 명심하고 발생 확률에 관계없이 대규모인 복

합 재해를 시야에 둔 대응책을 책정할 것과 리스크 인

식의 전환을 강하게 호소하였다. 그리고 종합적인 리

스크 평가 수법을 도입하여 중대사고에 대한 대책 준

비를 요구하였다. 또 피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해서는 

Risk Communication과 적절한 홍보가 중요하므로, 

Monitoring system 이나 SPEEDI 의 운용을 개선할 것, 

최대 십 수만 명 규모의 주민이 피난할 것을 염두에 두

고 교통 수단이나 피난처를 확보하여 사회적 약자의 

피난 대책을 강구할 것, 주민 참가의 피난 훈련을 정기

적으로 실시할 것 등을 제언하였다.

양 사고조의 제언에는 새 규제기관에 독립성, 투명

성, 전문성을 요구할 것, 동경전력에 높은 안전문화의 

구축을 요구할 것, 안전 규제에 국내외의 최신 경험을 

신속히 도입할 것 등 공통적인 부분도 많다. 또한 국회

사고조는 법규제의 발본적인 재검토와 일원적인 법체

계의 재구축까지 언급하고 있다.  

위험 관리 체계를 재검토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양 사

고조의 제언은 공통적인 부분이 많다. 국회사고조는 

정부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중심으로 하

여 사고 시에 원전은 사업자가, 원전 이외는 정부와 자

치체가 책임을 가질 것을 명확히 하였다. 정치가에 의

한 현장 (On - site) 개입 방지에 대해 언급한 데 대하여, 

정부사고조는 관저의 긴급 대책 거점이나 원자력 재해 

대책 매뉴얼의 정비, Off - site Center (원자력재해대책 

특별조치법에 따른 시설) 의 강화와 관계 기관이 참여

하지 못하는 경우의 대응 검토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 사고 조사 등 계속 조사할 필요성은 양 사고조

의 제언에 공통하고 있다. 국회사고조는 민간 전문가 

중심의 제 3자 기관을 국회에 설치하여 폐로의 과정

(Course) 이나 사용후핵연료 문제 등도 포함한 조사 심

의를 계속할 것을 제언하고 있다. 한편 정부조사조는 

관계 기관이 각각의 입자에서 조사와 검증을 계속하며 

국가가 주도적으로 사고 원인의 해명과 피해의 전모 

85.    다무라 요타로, 정부사고조사위원장,“재현 실험과 원자로 기술의 경력 해명은 한정된 시간과 진용 (陣容) 으로는 할 수 없음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다 

(「정부사고조 다무라 요타로 위원장의 회견 요지」 [아사히신문] 2012.7.24.). 곤도스케 (近藤駿介) 원자력위원회위원장은 “사고로부터의 교훈을 이해하려면 

사고의 진전에 대한 상세한 재현과 이해를 전제”하여, 재현 작업의 실현을 요구하고 있다 (「인터뷰) 원자력행정의 중추 원자력위원회위원장 곤도스케」 [아

사히신문] 2012.6.29.)

86.    ‘인재’고 결정 ‘위험’, 정부사고조 다무라 위원장 국회사고조에 이론 (異論)」 [전기신문] 2012.7.25.

87.    정부사고조가 행한 후쿠시마에서의 최종보고서 설명회 후의 논평 (「정부사고조 보고설명회 후쿠시마 실망 지역 수장 (首長) “인재 명기(明記) 를”[동경신

문] 2012.8.8.).

88.    “사고는 Made in Japan 국회사고조 일본어판 보고서에도 명기를” 「아사히신문」 2012.7.7. ; “원전사고, 문화를 핑계로 하지 말라. 미, 영 미디어 국회사고조

사보고서를 비판”[아사히신문] 2012.7.12.

89.    국회사고조 전제 주 (2), p.10.

후쿠시마 원전

후쿠시마 제 1원전 사고와 4개의 사고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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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에 노력할 것을 요구하였다.

나. 민간사고조의 제안

민간사고조의 보고서에는 제언을 종합한 문장은 없

으나 검증 결과로 판명한 개개의 문제점에 대해 해결

책이 명시되어 있다. 새 규제기관에 대해서는 원자력

의 추진 행정에서 독립한 높은 전문성을 갖는 원자력 

안전 규제 기관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79    이 점은 국

회사고조와 정부사고조가 공통되어 있다.  또 민간

사고조는 중대한 원자력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의 실

행 부대 역할을 법체계에 포함시킬 필요성을 지적하

고 있으며, 장래에는 미국의 연방비상관리국 (FEMA :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과 같은 중

대한 재해와 사고에 대한 실행 부대의 창설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80      

이외에 수상에게 과학기술에 관한 조언 기능의 강

화 (독립된 과학기술 평가 기관 (기능) 의 창설), 81    원자

력 안전, 핵안전 (Security), 핵비확산 등으로 실효성이 

높은 국제 협조 체제의 조기 구축82    등의 제언을 하고, 

국회사고조나 정부사고조와 같이 향후에도 사고와 피

해를 검증하여 교훈을 얻는 작업을 장기간 계속해 나

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고 있다. 83     

다. 동경전력사고조의 대책 및 제언

동경전력사고조는 쓰나미 대책을 중심으로 지극히 

구체적인 대책을 명시하고 있다. 84    먼저 노심 손상 방

지를 위한 설비 면의 대책으로, ① 건물이나 주요 기기

에 대한 침수 방지 등 철저한 쓰나미 대책, ② 전원 상

실 등 여러 기기 고장과 기능 상실을 전제로 한 노심 

손상 방지 기능의 확보, ③ 노심이 손상되었을 때 발생

하는 수소 폭발 방지와 방사성 물질의 방출 저감과 같

은 영향을 완화하는 조치가 명시되어 있다.

또, 운용 면에서의 대책으로는 ① 긴급 시 대응 태세

의 확립 (본사와 발전소의 권한 정리, 초동 대응, 장기 

대응 태세 준비 등), ② 사고 정보의 전달 및 공유 수단

의 개선, 신속하며 또한 정확한 정보 공개, ③ 기자재 

수송에 관한 절차 결정, ④ 방사선 교육 강화, 내부 피

폭 평가 방법의 정비 등 재해시의 안전 확보 대책이 열

거되고 있다.

또한 국가에 대하여 Off - site Center 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쓰나미 등의 외적 사고의 기준 책정과 국가에 의

한 심사 실시, 국가가 보유하는 쓰나미 데이터의 이용

을 제언하고 있다.

맺음말

사고 조사에 있어서는 사고 원인을 특정하는 것이 무

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사고 원자

로 근처는 방사선 수준이 높으므로 상세한 조사는 불

가능하다.  이 때문에 각 보고서마다 사고의 직접적 원

인을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또 시간적인 제약도 있

어서 재현 실현에 의한 사고의 검증도 하지 못하고 있

다. 85    사고 원인의 규명은 향후에도 계속 다뤄야 할 과

제로 남아 있다. 

국회사고조가 사고를‘인재’로 규정한 것에 대하여, 

다무라 요타로 (畑村洋太郞) 정부사고조사위원장은 다

른 요인을 생각할 수 없게 되는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

하고 있다. 86    다만 피해지에서는 “이번 사고조사위원

회는‘인재’라고 명기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다.”(엔토 

가쯔야, 도미오카 정장)는 의견도 있다. 87      

구로가와 기요시 (黑川淸) 국회사고조사위원장이 영

문판 서문에서,‘일본 문화에 깊이 스며든 인습 (the 

ingrained conventions of Japanese culture)’을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한 데 대해서, 해외 미디어는 

일본어판과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는 점과 사고를 문화

론으로 총괄한 것을 비판했다. 88    이와 같은 표현의 문

제를 별도로 하면, 네 가지의 사고조사보고서는 사업

자와 정부 (행정) 의 사고 방지 대책, 사고 대응, 방재 대

책 등에 대한 불비한 점, 서투른 조치, 개선해야할 과

제가 수없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

시 말하면 네 가지의 보고서는 이러한 구체적인 문제

를 착실히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다.

국회사고조가 지적한 바와 같이“의연하게 사고를 수

습하지 못하여 사고가 계속 ”되었고 89    , 피해 주민의 건

강 문제, 피해 지역의 제염과 생활 기반의 만회, 오염 

확대의 방지, 사고 발전소의 관리와 그 후의 폐로 등 

긴급한 문제로부터 장기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과제가 산적하고 있는 것도 잊을 수는 없다. 

해외 리포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