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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한 아이가 요네자와의 

대피소에서  잠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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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peace  후쿠시마의 교훈

01

비상계획구역의 기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이 운영 중인 모든 국가에서 

원전시설에 대한 강도 높은 안전성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행했다. 한국의 경우 가장 개선이 시급한 부분 중 하나로 

지적된 것은 방사능 누출사고 대비 방재 매뉴얼이었다. 

원전시설을 보유한 모든 국가에서는 사고에 대비하여 

발전소를 중심으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Emergency 

Planning Zone: EPZ)을 마련하고 있다. 비상계획구역이란 

원전시설에서 방사능 누출로 인한 재난이 일어날 경우 

주민보호를 위해 사전에 집중 관리하는 구역으로,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가 권고하는 기준이 있기도 하지만 대개 각 국가별로 

지리적 특성과 원자로방식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한다. 

국제원자력기구의 기준에 의하면 비상계획구역은 크게 

세 구역으로 나뉜다. 첫 번째 구역은 예방적보호조치구역

(Precautionary Action Zone: PAZ)으로, 발전소에 가장 

인접하다. 이 구역에서는 ‘결정적’ 영향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예방적인 차원에서 방사능 누출 이전 또는 이후 즉시 

긴급보호조치를 실시한다. 그 때문에 예방적보호조치구역의 

비상조치는 환경감시 결과가 아니라 발전소 상태에 근거한 

지침에 따라 즉시 시행된다. 두 번째 구역은 환경감시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긴급보호조치 필요 시에 대비해 구호와 

대피계획을 준비하는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Urgent 

Protective action planning Zone: UPZ)이다. ‘결정적’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구호, 대피, 방호약품(요오드제) 등을 

구비, 배포하는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은 사고 시 구역 밖으로 

신속히 대피할 대책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위의 두 구역을 

포괄하는 식품제한계획구역(Food Restriction Planning 

Zone: FRPZ 또는 Long term Protective action planning 

Zone: LPZ)은 사고 인근 지역에서 재배한 식품을 섭취함으로써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보호조치이다. 이 

구역은 보통 환경감시 및 시료채취 결과를 근거로 평가되는데, 

필요에 따라 대피, 음식 섭취 제한, 농업대책을 검토하게 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세 구역은 원자로의 발전량 및 설비용량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구분한다. <표-1>

국내 및 해외 비상계획구역 비교현황
이 같은 기준에 따라 미국은 이미 1978년(스리마일 사고 이전)

부터 방사능구름 피폭경로 비상계획구역으로 10마일(약 

16Km), 외부식품 섭취 피폭경로 비상계획구역으로 50마일(

약 80Km)을 지정하고 있다.4  더불어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NRC)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비상계획구역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5

또한 비록 단계적 대응은 아니지만 체코는 원자로 방식에 

따라 13Km6  이나 20Km7  로 비상대피구역을 나누고 있고, 

홍콩은 20Km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현재 

비상계획지역이 후쿠시마 사고 이전에 지정되었기 때문에 

올 4월 말 상호자문검토(Peer Review)를 마치는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라 방사능 비상대책은 더욱 더 확대, 강화 

될 전망이다.

Section 01 
한국 비상계획구역의 현실

한국 비상계획구역의 
현실

원자로 예방적 보호조치 구역
(PAZ)1

긴급보호조치 계획 구역
(UPZ)2

음식 제한 계획 구역 
(LPZ)

원자로 > 1000MW(th) 3-5 Km 5-30 Km 300 Km

원자로 100 – 1000 

MW(th)
0.5-3 Km 5-30 Km 50-300 Km

<표-1 원자력 발전소 비상구역 반경 권고 기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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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은 국제원자력기구의 권고 기준을 따르지 

않고 일괄적으로 8~10Km 범위의 비상계획구역을 

지정하고 있는데, 이는 후쿠시마 사고 이전 일본의 

비상계획구역과 동일하다. 그러나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력방재지침을 개정하여 기존의 8~10Km 방재구역 

범위를 약 3배인 30Km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그뿐만 

아니라 국제원자력기구의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UPZ) 

기준을 반영해9  사고 발생 시 즉시 피난이 이뤄지는 5km의 

예방적보호조치구역(PAZ)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재난사고 

대피계획이 비교적 잘 되어 있는 일본조차도 원전사고에 

대비한 계획만큼은 비현실적이었음을 보여 준다.

일본의 참사를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한 한국도 

국제원자력기구의 권고 기준에 맞춰 현재의 비상계획구역을 

30Km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실제로 지난 7월 국제원자력기구가 발표한 한국 원자력 

안전규제 시스템에 대한 통합규제검토서비스(Integrated 

Regulatory Review Service: IRRS) 보고서를 보면 총 22건이 

지적되어 있는데,11, 12   그 중에는 현재 한국의 비상계획구역을 

국제원자력기구의 기준에 맞춰 사고지점 2Km 이내 지역 및 

바람 영향권을 포함하는 예방적보호조치구역과 그 외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으로 구분하라는 

나라 한국 일본 프랑스 벨기에 핀란드 헝가리
남아프리카 

공화국
미국

예방적 
보호조치구역

 PAZ

8~10Km

8~10Km: 

30Km,            

2012년 

이후, 현재 

5km: 10Km: 5 Km: 3Km: 5Km:

16Km: 

방사능구름 피폭 

대비대응지역

긴급보호조치
계획구역 

UPZ

10Km: 20Km: 20 Km: 30Km 16Km:
80Km:

식품 섭취 피폭 

대비대응지역식품제한구역 

LPZ 또는 FRPZ

보호조치가 

필요함에 따라, 

즉시 구역 확대

나라 전체: 

식품섭취 

환경감시지역

N/A 80Km: N/A

  <표-2 한국 일본 비상계획구역 2012년> <표-3 주요국 비상계획구역 (2008기준)>8 

권고사항이 포함되어 있다.13  그러나 이러한 국제적 동향과 

국제원자력기구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2012년 

방사능방재계획은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일본의 참사를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은 8~10Km이라는 비상계획구역을 고수하고 있을까?

한국 비상계획구역의 기이한 현실

인구

< 그림-1: 원전지역 30Km 내 인구 >14

우선 주목해야 할 사항은 원전지역의 인구 규모이다. 고리 

기장군의 경우 현재 비상계획구역 10Km내에 거주하는 

주민은 약 3만 명이다.15  반경 지름을 30Km로 확대하면, 

부산, 울산, 그 외 경남 지역 거주 주민을 포함해 약 100배가 

넘는 34216 만여 명이 된다. 하지만 이들 중 99%는 현재 

비상계획구역 대상 인구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원전사고 시 

대피요령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일본은 2006년 이미 국제원자력기구로부터 

비상계획구역의 확대를 권고 받았으나, 대피지역 확대는 

사회적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후, 소수 원전 전문가들의 자만심으로 

인해 일본은 역사상 최악의 국가적 재앙으로 고통받게 된 

것이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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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비상계획구역의 현실

이는 해외 상황과 비교해 볼 때 더 심각하다. 네이처(Nature)

지에 실린 자료를 토대로 계산한다면 한국은 원전밀집인구로 

세계 3위이다. 현재 한국과 비슷하거나 더 많은 인구를 반경 

30Km에 포함하고 있는 원전국가는 홍콩(325만), 대만(469

만), 파키스탄(835만) 세 나라뿐이다.17  이중 홍콩과 대만은 

국토가 작고 전체 인구밀도가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각각 

14배18 , 1.3배 높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세계 

어느 나라의 원자력발전소도 우리나라 고리만큼 많은 수의 

원자로를 보유하며 대도시에 근접해 있지는 않다. 이처럼 

많은 수의 원자로가 밀집된 경우 사고 발생 확률은 월등히 

높을뿐더러, 주변 인구가 많을 시 그 피해는 더욱 예측 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진다.

소위 원전선진국으로 불리는 프랑스나 원전 밀집도 1위의 

벨기에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 원전 주변 인구수가 

가장 높은 피센아임(Fessenheim) 지역의 경우 원전 10Km 

내에 16,500여 명, 30Km 내에 93만 명이 거주한다.19 

프랑스 원전지역 30Km 반경 기준 인구수는 평균적으로 32

만여 명이지만, 대부분의 원전지역은 사실 20만 명도 채 되지 

않는다. 이는 벨기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벨기에에서 30Km 

내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곳은 도엘(Doel) 지역으로 포함 

인구는 151만 명이다. 실제로 유럽 내 원자력발전소 간의 

거리와 개수를 비교해 보면 유럽에는 원전이 매우 밀집되어 

있지만 원전 주변 인구수는 아시아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한국을 살펴보면, 원전 주변에 거주하는 인구수가 

지나치게 높을 뿐 아니라 한 지역 내 밀집된 원자로의 개수도 

많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미칠 뿐 아니라 사고 발생 확률 자체도 상당히 

높다. 약 5100MW 발전량 규모의 고리원전 주변에 거주하는 

342만 명의 주민은 다른 어느 나라 원전지역의 주민보다도 더 

큰 위험을 떠안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이는 약 2700MW 

발전량 규모의 원전 30Km 내에 127만20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월성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방재대책을 보면 특히 원전 30Km 내 인구를 이동시킬 

대비도로와 대피소가 취약하다. 만약 고리원전에서 방사능 

누출 사고가 난다면 부산광역시, 울산시에 거주하는 도시 

사람들도 모두 즉시 대피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인프라로는 

수백만 명의 인구를 단시간안에 이동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 

현재의 도로는 엄청난 교통체증과 함께 심각한 심리적 

불안감을 증폭시킬 뿐 아니라, 교통을 통제하는 인력이나 

방사능 피폭을 검사하는 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설사 원전사고 지역을 벗어나 안전구역의 대피소로 

무사히 도착한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대피소가 자연재해에 

대비해 설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재해 동반 시 구호장소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100만이 넘는 (월성, 

고리지역) 인구를 이동시키는 것은 현재 한국의 지리적, 

사회적, 경제적 현실상 불가능하다.

방호물품 및 대피훈련

원전 30Km 내를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데 있어 

또다른 문제는 방재방호물품(방독면, 방호복, 갑상선약 등)

의 조달이다. 신속한 대피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국내 원전 

30Km 내에 거주하는 약 404만 명의 사람들이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방호물품이기 때문이다.

현재 갑상선방호약품 구비량은 전국 기준 18만 6천 명분으로, 

30Km 내 인구에 필요한 양에 비하면 1/19수준에 불과하다. 

다행히 한국수력원자력은 금년 10월까지 66만 6천 명21  분을 

확보한다고 발표했지만,22  갑상선옥소제의 경우 방사성 옥소

(I-131) 피폭 후 5시간 이내에 복용해야 피폭량의 감소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23,24  나머지 340만 명에게 신속히 투여할 

양의 방호약품을 30Km 지역에 확보 및 배부하고 상비장소에 

대해 홍보할 방법을 하루빨리 강구해야 한다.

유럽은 많은 국가들이 이미 즉각적인 갑상선 방호약품 복용의 

중요함을 인식하여, 원전지역 주민들에게 투여할 충분한 양을 

비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약품 배부 계획도 체계적으로 

갖추고 있다. 벨기에는 원전 20Km 내의 주민에게 약국을 통해 

사전배포(Pre-dstribution)하고 있으며 핀란드는 5Km 내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우편으로 발송한다. 원자력발전소가 

많은 프랑스의 경우도 원전 10Km 지역 내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약국에서 사전배포하고, 정해진 기간에 받아가지 

않은 이들에게는 따로 우편을 통해 전해준다.25  원전이 없는 

지역조차에서도 우리나라의 실정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 프랑스를 비롯해 네덜란드, 폴란드, 

스위스에서 비축하고 있는 갑상선 방호약품의 양은 이미 국가 

전체인구가 복용할 수 있는 정도이다.26  최근 일본도 뒤늦게 

방재지침 개정에서 원전 50Km까지 요오드제를 구비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만약 일본이 개정대로 방재구역을 

확대한다면 현재 기준의 3배에 달하는 약 793만 명분의 

방호약품을 구비해야 한다.27 )

이상 각국의 대응정책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한국은 ‘지금 보다 

추가 확대 및 개선 계획’이라는 식의 추진이 아니라 실제 재난 

발생 시 과연 현재의 개선 계획으로 현실적 대응이 가능한지를 

판단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만약 66만 명분의 방호약품으로 

만족한다면 이는 340만의 국민에 대한 무책임한 행동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이와 같은 확대/개선계획에 대해 막연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사고 대비 

방호품을 전국원전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보완해야 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사고 즉시 또는 방사능에 노출되기 전에 

복용할 수 있도록 즉각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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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이 같은 부족한 방호물품 때문이라도 대피 훈련은 

철저히 이뤄져야 하지만 일년 1~2회 실행하는 합동 훈련과 

연합 훈련이 고작이며, 그 역시도 평일 낮 시간 대에 이뤄지기 

때문에 사실상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노인과 학생 등 

100~200명으로 극히 제한 되어 있어 방사능방호대피훈련의 

실효성 자체가 의문스럽다.

방사능 방재계획의 또 다른 난관: 예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 원자력발전소 방사능비상구역 

30Km 확대 방침은 원전지역 주민을 위한 인적자원 및 

재정의 부족으로 실현이 어렵다고 판단된다. 정부는 

지난해 50개 조항의 원전안전개선대책을 마련하고 

2015년까지 개선 작업에 1조1,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31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발표한 2012년 사업별 

예산을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총 767억 1,000만 원 중 

국가방사능방재체계, 방사선안전문화구축, 환경방사선 

감시망 확충에 투입되는 금년도 예산은 총 43억 6,100만 

원이다.32  이를 원전 30Km 내 거주 인구수로 나누면 한 

사람당 1079.45원으로 산출된다.33  우리는 과연 이 예산이 

사고 시 404만 명의 안전을 책임지는데 충분한지 따져봐야 

한다.

자만하는 정부, 드러나는 한계
방사능방재계획의 내용은 각 국가의 원전정책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한 가지 발견되는 공통점이 

있다면 후쿠시마 원전 재앙 이후 규제의 폭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도 안전규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작년 10월 원자력안전위원회라는 독립기관을 설립했다.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안전성 

강화대책을 세계 최초로 시행했다는 사실만 부각할 뿐 

그간의 원전 안전정책이 얼마나 부실했는지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한국 정부는 현재 한국의 

원자력발전사업이 전 세계 5위 안에 든다고 홍보하며 

원자력발전이 가진 본질적 위험성은 은폐하고 있다. 단적인 

예로, 이번 고리원전 냉각정지는 기본적인 상황파악도 

하지 못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의 무능력, 

그리고 말뿐인 원전안전대책의 허술함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고리원전의 냉각정지는 우리가 의심해 온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음을 잘 보여 준다.원전의 안전은 쉽게 무너질 

수 있고, 사업자와 규제자의 소통이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같은 사실이 정작 그 위험을 안고 살아야 하는 

지역 주민에게는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이번 규제기관인 원자력 안전 위원회가 과연 독립적인 규제의 

업무에 충실한 기관인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의문을 던지게 

하였다.

정부의 사고대비책을 다른 원자력강국과 비교한다면, 한국의 

방재계획은 그야말로 걸음마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후쿠시마 

참사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보이는 개선의 노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의 원자로를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데만 관심을 기울일 뿐, 비상사태 시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2년 개정된 방재계획은 사고 전인 2011

년 방재계획과 비교할 때 별로 다르지 않고 체계적인 훈련 

프로그램도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일본 후쿠시마 사고에서 

보았듯, 방사능에 더욱 민감한 어린이나 임산부의 경우, 

방사능 피폭의 기준이 확실해야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은 아직 이러한 기준 정보들이 전혀 공유 되지 

않고 있다. 더불어 사고에 대비하여 원전지역 방호물품이 

충분히 구비되어 있어야 함에도, 비상계획구역 내 장비 

확충조차 예산 문제로 발목이 잡혀 있는 상태이다.

우리는 정부가 가장 중요한 부분부터 개선해 나갈 것을 

요구한다. 인간의 생명은 무엇보다도 중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비상계획구역을 확대하여 원전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방호계획과 물품을 마련해야 한다. 인구가 100명이든 100만 

명이든 상관없이, 이는 원전사업자와 국가가 원전지역 주민을 

위해 져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다. 만약 국가나 사업자가 

404만 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방재계획 개혁을 

소극적으로 진행한다면, ‘과연 이토록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수많은 국민의 삶을 위험에 몰아넣으면서 원자력 에너지를 

이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문해야 한다.

그 외 방호물품의 구비도 후쿠시마 사고 이후 크게 

개선 된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이 역시도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고리원전에 관한 몇몇의 언론보도28

에서 주장하는 22,000개의 방호품은 확인결과 기장군
29 과 울주군30 의 방호복과 방독면의 수를 모두 합친 

숫자이고, 울산시과 부산시가 2012년 10월까지 17만 

개를 확보한다고 했으나 이는 위험에 노출 될 인구 대비 

턱없이 부족하다. 원자력 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 35조는 원자력 사업자(이 경우에는 한수원)

는 방사선 방호장비 및 방사능오염 제거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장비 

확보란 곧 한수원 직원을 위한 장비를 가리키며,주민을 

위한 방호장비는 결국 지자체가 담당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앞서 말한 66만 명분의 옥소제의 경우 관례적으로 

한수원이 담당하고 있는 반면 그 외 주민을 위한 구체적인 

방호장비 구비계획은 아직까지도 예산 담당이 정확히 

나눠지지 않아 계획 실행에 차질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상식적으로 볼 때 이는 사고 원전사업자인 한수원이 

직접 책임져야 할 부분이지만 한수원은 가장 기본적인 

방호약품인 옥소제 외 즉시 필요한 방호장비 계획은 

외면하고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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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peace  후쿠시마의 교훈 Section 01 
한국 비상계획구역의 현실

결론
한국이 지금 당장 원전 폐쇄 결정을 내리더라도, 현재의 

전력공급시스템을 고려한다면 완전한 원전 폐쇄는 약 

15-20년 후에나 가능하다. 다시 말해 우리가 당장 탈핵을 

결정하더라도 지금으로서는 이 위험하고 깨끗하지 않으며 

값비싼 에너지와 오랜 시간을 함께 해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원자력발전소가 존재하는 동안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이 최대한 강화되어야 하고, 그 규제에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 더욱이 우리는 원전이 일으킨 대재앙을 지난해 3

월 바로 옆에서 목격했으므로, 사고의 여파를 최대한 다양한 

방법으로 예상, 연구하고 좀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재대책 

및 개선안을 내놓아야 한다. 

하지만 2012년 한국의 방사능 방호방재 상황은 후쿠시마 

사고가 나기 전의 유럽보다도 현저히 뒤쳐져 있다. 원전지역의 

인구 밀집도는 30Km 기준 세계 최고 수준인 반면, 그 많은 

인구를 위한 방호물품은 턱없이 부족하다. 게다가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조차 즉각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애초 부터 

문제는 현실적 방재대책은 고려하지 않고 인구밀집지역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했다는 데에 있다. 여기서 더 걱정되는 

것은 한국 정부가 한국의 원전정책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착각한다는 점이다. 

원자력발전소는 세대와 지역을 초월하는 위험을 내재하고 

있으므로 방재계획도 이러한 위험성을 감안해서 설계되어야 

한다. 그러나 원전사고 대응준비를 아무리 철저히 해도 결국 

우리는 한계를 피할 수 없고 원전사고는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재난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지난 20년간 

원자력 에너지에 의존했던 나라들도 하나 둘 이 사실을 

깨달으며 이미 새로운 대안을 시도, 시행하고 있다. 이를 

테면 독일은 재생가능에너지에 연간 140억 유로에 달하는 

금액을 투자하여 재생가능에너지의 전력공급 비율을 20%

로 끌어올렸다.34  이 같은 노력과 탈핵 정책으로 2022년이면 

독일은 완전한 탈 원전을 이룩한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으로 원전에 의존하는 스위스는 계획 중이던 추가원전 

건설을 무효화하고 기존 원자력발전소의 수명이 다하는 

2034년을 기점으로 원자력 에너지로부터 완전 독립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후쿠시마의 교훈을 국가 정책에 

적극적으로 도입한 덴마크,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35, 독일로 인해 탈 원전 가능성은 이제 현실이 되었다. 

우리에게는 재생가능에너지라는 새로운 대안이 있다. 이제 

한국도 이웃나라 일본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현명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할 때이다.



02
사진 그린피스 방사능 전문가인 
리안 툴 박사가 원전사고지로부터 
25km 떨어진 미나미소마지역에서 
농작물의 오염도를 검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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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peace  후쿠시마의 교훈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변호사 김 영 희

원자력손해배상제도의 특칙
원자력손해배상제도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확대라는 

미명하에 원자력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피해자보호를 내세우지만 사실은 원자력사업자의 책임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피해자보호는 원자력사업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여론의 

동의를 얻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도 미치지 못하는 범위에서 

겨우 이루어졌고, 각종 입법과 국제협약은 원자력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손해배상의 주체와 범위, 시효를 제한하는 것이 더 큰 

목적이었고, 국가가 일정한 원자력손해를 보상하는 시스템을 

통하여 원자력사업자는 모든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됨으로써 

원자력사업을 촉진하고 한편으로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는 요인이 되었다.   

이는 최초의 원자력손해배상법이 제정된 기원을 살펴보더라도 

명백한 것인데, 미국에서는 2차세계대전이 종전된 후 

1950년대에 들어 미국의 원자력 독점이 끝나면서 자국의 

원자력산업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일반불법행위제도와는 

다른 새로운 법제도의 창설이 요구되었다. 미국은 

원자력기술을 중요한 수출산업으로 육성할 의도를 가지고 

국내 뿐만 아니라 수출상대국인 한국, 유럽 각국, 일본 

등에 대하여도 미국과 동일한 원자력손해배상제도(특히 

원자력사업자에 대한 책임집중과 책임제한 및 국가보상)의 

확립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요구하였다. 이와 같은 요구를 

하였던 미국의 숨은 목적은 미국으로부터 발전용원자로를 

구입하는 외국의 원자력사업자에게 책임을 집중시킴으로써 

미국의 원자로제작회사들이 원자로의 공급에 따른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원자력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세계 최초의 

입법례로서 미국에서 제정된 1957년 Price-Anderson법은 

① 원자력사업자의 무과실책임, ② 원자력사업자에 대한 

책임집중, ③ 면책사유의 엄격한 제한, ④ 구상권행사의 

제한, ⑤ 배상책임한도액의 설정, ⑥ 원자력사업자의 

배상능력확보를 위한 손해배상조치(책임보험 등)의 강제, ⑦ 

배상책임한도액 이상의 원자력손해 발생 시 원자력사업에 

대한 국가보상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고, 이후 이러한 

특칙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각국 입법례 및 국제협약 

등에서 대체로 유지되고 있다. 

이중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른바 책임집중의 원칙이라고 

일컫는 것으로서 제3자가 입은 원자력손해에 대하여 

원자력사업자에게만 책임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원자로제작자 등 원자력시설과 관련한 제조, 건설자의 책임을 

당초부터 배제하고 있는 것인데, 그 이유를 기기 제조업자 

등 원자력산업관계자들이 모두 제3자로부터 배상청구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려고 한다면 

보험인수에도 영향을 미치고, 보험자는 인수의 누적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대인수한도액을 원자력산업관계자들에게 

분할하여 제공하게 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원자력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손해배상조치액을 현저히 인하시킬 위험이 

있다고 하나, 배상책임한도액 이상의 일정한 원자력손해 

발생시 원자력사업자에 대한 국가보상주의를 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는 타당하지 못한 것이다.  

그리하여 각국의 원자력손해배상법에서는 원자력사업자의 

구상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제조, 건설 

등 원자력관련산업의 보호와 육성을 위한 것이다. 

원자력사업자는 무과실책임 내지 위험책임을 지고, 구상권이 

제한되며, 면책사유가 제한되는 동시에 원자력사업자에게만 

책임이 집중되고 있는데 손해배상조치를 강제하기 위하여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 등(현금 또는 유가증권 등의 

공탁)을 강제하고 있다. 그런데 원자력사고는 그 손해가 

책임보험의 통상적 인수범위(보험금액)를 훨씬 상회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각국은 국가보상 등 후견적 개입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원자로 제조업자 및 

건설업자 등의 원자력산업은 사실상 원자력사고와 관련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로 되고 있다. 

원자력손해배상에 관한 국제협약

원자력손해배상에 관한 국제협약의 종류

원자력사고가 발생하면 피해는 전 지구적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피해의 범위가 지역적으로 한 나라의 손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찍부터 국제적 협약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왔다. 이러한 원자력사고에 의한 국경을 넘은 손해의 

가능성 때문에 특히 국경을 서로 맞대고 있는 유럽지역에서 

원자력손해배상책임의 범위나 주체 등 협약의 필요성에 

원자력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02

Section 02 
원자력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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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그래서 1960년대 초 원자력 분야의 민사책임에 관하여             

‘원자력 분야의 제3자 책임에 관한 파리협약(Convention 

on Third Party Liability for Nuclear Damage; Paris 

Convention, 이하 파리협약이라 함)’과 ‘원자력손해의 

민사책임에 관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Nuclear Damage; Vienna Convention, 이하 

비엔나협약이라 함)이 성립되었고, 파리협약과 비엔나협약은 

국제적 원자력손해배상제도의 양축이 되었다. 파리협약은 

유럽국가 중심으로, OECD가 주관하여 1960년에 채택되어 

서유럽국가가 중심이 된 지역배상체제이고, 비엔나협약은 

IAEA가 주관하여 1963년 채택되어 비 유럽 국가 중심의 

35개국이 가입하였으며 배상한도로 3억 SDR을 최소한 

유지해야 한다.

이후 파리협약의 배상체제를 보충하기 위하여 1963년 

브뤼셀보충협약이 채택되었고, 1988년에 파리협약과 

비엔나협약을 연결하는 공동의정서(Joint Protocol)가 

채택되었는데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보상의 범위를 넓힌 

것이었다.

그밖에 원자력손해에 대한 민사책임과 관련한 협약으로는 

브뤼셀에서 1962년 채택된 ’원자력선운항자의 책임에 관한 

협약‘과 1971년 채택된 ’핵 물질 해상운송의 민사책임에 관한 

협약‘이 있다.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계기로 비엔나협약의 

개정작업이 IAEA에서 이루어져 1997년 ‘원자력손해의 

민사책임에 관한 비엔나협약 개정의정서(1997 Vienna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Nuclear Damage; 1997 

Vienna Convention)’와 ‘원자력손해의 보완적 보상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Supplementary Compensation for 

Nuclear Damage; CSC, 이하 CSC라 함)’이 채택되었다.

위 국제협약들은 대부분 무과실책임(절대책임), 

책임집중원칙,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소송제기기간의 제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파리협약

파리협약은 OEEC(유럽경제협력기구 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NEA(원자력기구, 

Nuclear Energy Agency) 주도로 작성되었고, 각국의 

원자력손해배상 법을 통일하고 재판관할권, 준거법, 

외국판결의 집행에 관한 원칙을 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다. 파리협약은 1960년 7월 29일 채택되어 1968년 4

월 1일 발효되었는데, 체약국은 현재 독일, 영국, 프랑스 등 

14개국이다.

파리협약은 1964년, 1982년, 2004년 추가의정서가 

채택되었고, 파리협약상 원자력 사업자의 최고 배상책임 

한도액을 인상하기 위하여 브뤼셀보충협약이 1964년 개정된 

이래로 1982년, 2004년 각 개정되었다.

파리협약은 책임의 집중, 엄격책임주의, 청구권의 소멸시효 

인정, 강제보험제도의 도임(입)을 주요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2004년 채택된 개정 파리협약은 원자력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액을 최대 1,500만 SDR에서 최저 7억 유로로 

높인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원자력시설에 관한 정의에 

폐쇄 전의 단계에 있는 핵 물질(특히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에 

사용되는 시설이 포함되었고, 원자력손해의 개념에 사망 또는 

신체상해, 재산의 멸실 때문에 발생된 경제적 손실, 중대한 

환경오염의 회복조치비용, 환경오염 때문에 발생된 경제적 

손실, 손해방지조치비용 및 그 조치에 의하여 발생된 추가손해 

등 특별손해와 예방조치비용이 포함되어 손해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개정 파리협약은 이례적으로 거대한 자연재해에 

의한 원자력사고에 기인하는 원자력손해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하는데(제9조), 이는 원자력시설에 대하여 그와 

같은 자연재해에도 견딜 수 있도록 건설되고 유지되어야만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2004년 개정 브리쉘보충협약은 가입국가의 국내책임은 

사업자가 최저 7억 유로를 보험이나 다른 재정적 보증에 

의하여 제공되도록 하여야 하고(1단계 ; 운영자배상), 그 

사업자의 국가가 사업자의 최저 책임액을 포함하여 12

억 유로까지 대외적으로 보증하고(2단계 ; 국가보상), 12

억유로로 부족할 때 추가적으로 3억 유로를(2단계에 의하여 

제공되는 액수를 초과하여 총액으로서 15억 유로까지) 

협약가입국가들이 출연하여 형성한 공동기금에서 배상금을 

지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3단계 ; 국제보상). 

이와 같이 파리협약 및 브뤼셀보충협약의 개정에 따라 

원자력사고의 피해자에게 보상 가능한 금액은 15억 유로로 

인상되었다. 이외에 협약가입국가들이 CSC에 가입할 경우 3

억 유로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책임제도는 원자력시설운영국가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고, 원자력시설비보유국가나 거대 원자력시설 

보유국의 주변국가의 입장에서는 자국의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원자력 시설 보유국가의 가입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엔나협약

비엔나협약은 IAEA가 중심이 되어 작성한 협약으로서 

1963년 5월 21일 채택되었고, 1977년 11월 12일 

발효되어 주로 동유럽국가들과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인 

35개국이 가입되어 있다. 비엔나협약은 책임의 집중, 

절대책임주의, 유한배상책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인정, 강제보험제도의 도입 등을 주요 원칙으로 하였고, 

원자력사업자의 배상조치한도액이 최저 500만 달러를 

밑돌지 않도록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 확보에 

의문이 있었다.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로 원자력손해에 

관한 국제적 민사책임제도가 불충분하다는 점이 재확인되어 

IAEA의 주도로 1997년 비엔나협약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체르노빌 원전사고는 원자력손해에 대한 책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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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02 
원자력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검토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교훈을 주었는데, 세계 각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원전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재확인되었고, 

원자력사고가 국경을 넘어 타국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에 

대한 국제적 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으며, 체르노빌 

원전사고 발생 당시 구 소련이 비엔나협약 또는 파리협약 등에 

가입하고 있었다면 피해자 구제에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는 것과 체르노빌 원전사고가 대규모 사고였기 때문에 

손해의 유형이 다양하고 배상규모 역시 천문학적 액수에 

달한다는 것이었다.

1997년 개정 비엔나협약은 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를 최저 

3억 SDR로 정하였고, 환경훼손에 따른 비용과 방제조치비용 

및 경제적 손실비용을 추가하여 원자력손해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비엔나협약은 면책사유로 무력분쟁, 적대행위, 

내전, 반란, 이례적으로 거대한 천재지변에 의해 직접 

발생된 것이 증명된 원자력사고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개정 

비엔나협약은 이례적으로 거대한 천재지변을 면책사유에서 

제외하였다. 개정 파리협약에서도 ‘이례적으로 거대한 

천재지변’은 면책사유에서 제외되었으나, CSC 부속서는           

‘이례적으로 거대한 천재지변’을 면책대상으로 하고 있다.

원자력손해의 보완적 보상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Supplementary 
Compensation for Nuclear Damage; CSC)

CSC의 의의 및 목적

‘원자력손해의 보완적 보상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Supplementary Compensation for Nuclear 

Damage; CSC)’은 체르노빌 원전사고를 계기로 국제적 

원자력사고배상제도를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비엔나협약의 

개정 작업과 병행하여 진행되어 1997년 9월 12일 

채택되었다.

CSC는 비엔나협약 또는 파리협약을 이행할 국내법 또는 

CSC 부속서(Annex)의 규정에 일치하는 국내법에 의하여 

제공되는 보상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인데, 국경을 넘는 

원자력손해 등의 보상을 위하여 각국의 출연금에 의하여 

보충기금을 형성하여 각국의 국내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의 보상에 충당하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IAEA 법무팀 원자력 협약분과장 월프람 

Tonhauser는 CSC는 우산(모두 감싸고 통합하기)처럼 

파리협약국, 비엔나협약국 기타 가입국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CSC에 파리협약국, 비엔나협약국, 기타 국가(CSC 

부속서 원칙 준수국)들이 가입하여 국내법으로 최소한 3

억 SDR을 유지하고 CSC 체약국으로서의 공공기금 갹출을 

의무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고 하였다.

CSC의 주요원칙

CSC의 주요원칙의 하나는 원자력시설운영자의 원자력손해에 

대한 배타적인 책임원칙이다. 원자력물질의 운송을 포함한 

모든 원자력사고에 대한 책임 역시 원자력시설운영자의 

독자적인 책임으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러한 

단독책임론의 근거는 원자력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의 

소송관계가 복잡해지는 것을 막고, 원자력시설 건설자와 

건설과정에 참여한 모든 당사자들을 배상책임에서 배제하여 

보험의 인수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험이 관리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원자력시설 제조자 내지 

건설자의 책임을 배제하여 궁극적으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CSC는 사고발생지 국가의 법원에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관할권을 부여하고, 원자력사업자의 배상책임의 유한성과 

소멸시효의 원칙이 적용된다. 배상범위에는 인적 손해와 재산 

손해 외에도 환경손해 및 예방조치 비용이 포함된다.

CSC의 배상체계

CSC는 원자력시설 보유국이 3억 SDR의 배상금액을 

보증하고(1단계), 협약가입국이 공공기금을 갹출하여 

국내배상금의 초과분을 지원한다(2단계). 이 기금의 

분담금은 90%는 원자력발전소 열출력 비중에 의하여, 10%

는 UN 분담금비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원자력시설 

보유국가는 반드시 공공기금에 대하여 분담해야 하고, 

원자력시설 비보유국가는 공공기금의 5% 미만을 할당 받게 

된다. 

CSC의 가입 현황

CSC는 2011년 2월 기준으로 미국, 아르헨티나, 모로코, 

루마니아 등 4개국이 가입하였고, 14개국이 서명 중이다. 

CSC의 비준에 의하여 미국의 원자력공급자의 활동과 

관련하여, 공급자가 직면하는 책임을 제한함으로써 

원자력기술의 해외수출을 촉진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이 

CSC의 비준에서 고려하는 것은 자국의 원자력공급자에 의한 

원자력 기술의 수출에 있다고 본다. 그래서 원자로 기술, 

부품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기업은 대체로 CSC를 

지지하고 있으나, 미국 원자력발전사업자의 대부분은 CSC

가 발효되면 그들이 제3국에서 대규모 원자력사고 발생 시에 

CSC에 기한 국제보상기금에 미국부담분의 일부를 부담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 CSC 도입법안에 

관한 최대 쟁점은 CSC에서 요구하는 국제보상기금의 미국 

부담금을 누가 부담하는가 하는 문제였다. 이는 다른 나라에 

있어서도 시사점을 준다.

일본 정부는 CSC에 가입하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012

년 2월 3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CSC 가입을 

요청받았으며 연내 가맹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만 해도 자국의 대규모 원전 사고를 

상정하지 않았으며, 이 때문에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일본이 CSC에 가입하기 전에 일어난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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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C의 문제점

CSC는 외견상 원자력손해배상체계의 국제시스템 구축을 

내세우고 있으나, CSC가 책정한 손해배상금액 역시 실제 

발생하는 원자력사고로 인한 손해에 비하면 매우 부족한 

금액이다. 오히려 CSC는 원자력시설 운영자의 원자력손해에 

대한 책임집중원칙을 고수함으로써, 원자로 건설 등 

원자력시설 제조자 및 건설자의 책임을 근원적으로 배제하여 

원자력산업의 수출 및 확대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CSC 등 

원자력관련 국제협약은 원자력피해자의 보상 뿐만 아니라 

원자력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기도 하고, 원전운영자가 

원자력손해배상책임을 진다면 원전공급자는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CSC가 

원자력피해자 보호가 주된 관심사가 아니라는 것은 CSC 

부속서가 ‘이례적으로 거대한 천재지변’을 면책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비엔나협약과 

개정 파리협약에서도 ‘이례적으로 거대한 천재지변’은 

면책사유에서 제외되었는데, 오히려 CSC에서는 면책사유에 

포함되어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후퇴한 것이다.

각국의 원자력손해배상제도
미국의 원자력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방법은 Price-

Anderson법으로 위 법은 NRC(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

로부터 허가를 받은 자(원자력사업자) 및 에너지부의 

계약자에 의한 원자력사고 시의 책임과 배상을 규정하고 

있다. 1957년 제정된 Price-Anderson법의 제정목적은 

일반시민이 중대원자력사고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사고로부터 발생되는 배상책임을 

제한함으로써 원자력사업자의 원자력개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었다.

파리협약의 성립을 전후하여 원자력손해배상법을 제정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각국은 파리협약의 내용을 자국의 

원자력손해배상법에 대부분 반영하였고, 일본은 1961년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는데 당시 미국과 

영국이 일본에 대하여 농축우라늄 및 원자로의 공급자를 

원자력손해배상책임으로부터 면제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여 

이를 반영하였다. 일본의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법률은 

원자력사업자의 무과실책임, 책임 집중의 원칙, 면책사유의 

제한 및 국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미국의 Price-Anderson법과 각종 

국제협약, 한국, 유럽 각국과 일본 등의 원자력손해배상 관련 

법률은 내용적인 면에서 세부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원자력사업자에게만 책임을 집중하는 책임집중의 

원칙과 구상권의 제한, 국가보상이라고 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모두 유지하고 있다.

세계 원전 사고의 손해 발생

TMI 원전사고

1979년 3월 28일에 발생한 미국의 TMI원전사고는 

INES의 레벨5로 분류되는데, 이 사고로 외부환경으로의 

방사성가스의 미량방출이 있었다. 그러나 방사성가스의 

방출의 증대에 대한 예방적 조치로써, 주지사가 반경 5마일(

약 8㎞)이내주민의 옥내대피와, 임산부 및 취학 전 아동 등의 

피난명령을 내려, 결과적으로 20마일(약 32㎞)지역 내의 약 

60,000명의 주민이 대피하였다.

이러한 자주적인 피난은 책임보험의 전보대상이 아니었으나, 

미국원자력보험풀은 주지사의 명령으로 피난한 주민의 

피난비용 및 임금손실비용으로써 긴급피난건수 3,166건의 

1,215,934달러와 임금손실건수 633건의 92,103달러 합계

1,308,037달러를 지불하였다.

또한 미국원자력보험풀은 반경 25마일(약 40㎞)이내의 

주민에 대해서 재판소의 화해건의에 따라 건강관리기금

(500만달러) 및 경제손실기금(2,000만달러)의 명목으로 

합계 2,500만달러를 지불하였다. 이외에 TMI 원전소유회사

(GPU)와 미국원자력보험풀이 법정외의 화해금으로써 

신체장애, 정신적 고통에 관해 35건에 1,425만달러를 

지불하였다. 아울러, 미국원자력보험풀은 피해주민과의 

소송에 대응하는 재판비용으로도 510만달러를 지출하였다. 

이후로도 여러 소송이 진행되었다.

체르노빌 원전사고

1986년 4월 26일에 구 소련(현,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체르노빌 원전사고는 INES의 레벨7에 해당하는 글로벌 

규모의 재해(Catastrophe)였다. 희생자는 사고 후 1

주일 안에 사망한 사람 31명과, 주요관찰대상(499명)

으로 지정되어 입원한 237명중에 피폭선량이 높았던 20

명이 사망하여 급성장애에 의한 사망자는 계 51명이며, 

급성장애가 인정된 사람은 137명이다. 암으로 인한 

사망자가 325,000명으로 추산되는 것 외에도 소아의 

만발성장애에 관하여는 소아갑상선암의 발생이 약 1,000

명에 이른다고 보고되었으며, 백혈병, 다지증(多指症), 

복합기형 및 기형발생을 우려한 여성의 임신중절등에 의한 

신생아사망률의 급증현상도 나타났다. 특히, 선천적장애 및 

유전적장애의 경우, 체르노빌원전사고는 히로시마, 나가사끼

(長埼)의 핵폭탄과는 달리, 3世代이상이 동시에 피폭하였기 

때문에 小兒 또는 幼兒가 유전자의 이상을 보여도 부모에게도 

이상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규명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체르노빌 원전사고 시에 방출된 다량의 방사능 

핵종인 I-131, Cs-137, Cs-134, Sr-90등에 의해 토양오염 

및 지하수오염이 되어 농업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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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peace  후쿠시마의 교훈 Section 02 
원자력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구 소련의 3 공화국의 125,000㎢의 면적이 오염되었고, 

벨라루시에서는 사고 후 2,640㎢의 농지가 사용금지가 

되었는데 이중에는 원전으로부터 반경40㎞지역의 2,100㎢

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체르노빌 원전사고는 유럽 14개국에도 관광수입의 

감소, 소·양등 및 우유·축산물·채소등과 같은 동식물의 

폐기처분, 수출 제한 등에 의한 경제적 피해를 입혔다.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에서는 15,000마리의 소가 도살되었고, 

영국에서는 425만마리의 양들이 도살 또는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제국들은 국내기금으로 자국국민의 손실을 

보상하였으나, 국제법의 한계와 정치적 판단으로 러시아를 

상대로 한 배상청구는 유보하였다. 다만, 오스트리아, 독일 

등에서는 민간인에 의한 배상청구소송이 있었으나, 주권면제·

집행곤란 ·구소련의 재산이 당사국에 없는 점 등의 이유로 

모두 기각되었다. 참고로, 구 소련은 유럽의 피해는 각국의 

원전에 기인하는 것이라며 체르노빌원전사고와의 인과관계를 

계속 부정해 오고 있다. 

이 사고로 각국이 자국국민에 보상한 금액은 이탈리아의 

6,237억원, 서독의 4,411억원, 오스트리아의 1,892

억원, 노르웨이의 396억원, 스웨덴의 638억원, 영국의 

110억원 등으로 약 1조3,684억원에 이른다. 한편, 최대의 

피해를 입었던 벨라루시의 경우, 사고 후 30년간에 걸친 

피해자구제와 제염작업을 위한 피해액이 2,350억달러(

약 282조원)로 추산되고 있는데, 위 국가 예산(1985년)

의 32년분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또, 우크라이나정부는 

사고수습정책을 위해 위 국가 예산의 6분의 1에 해당되는 

비용을 투입하였다. 또한 구 소련도 1990년까지 물적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약 2,000억루불, 신체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25억루불을 지불하였다.

토카이무라(東海村)의 임계사고

1999년 9월 30일에 도쿄시에서 북동쪽 120㎞ 떨어진 

이바라끼(茨木)縣 토카이무라에 있는 핵연료가공공장(JCO)

에서 발생한 임계사고는 INES의 레벨4에 해당하는 사고였다. 

이 사고에 의해 반경 350m지역의 주민 159명의 51시간에 

걸친 피난하였고, 반경 10㎞지역의 9개촌의 주민 약 31만명

(107,000세대)의 30시간에 걸친 옥내대피가 실시되었다. 

이 사고의 경우 핵연료가공공장의 특성상 방사성물질의 

방출은 적었으나, 투과력이 강한 중성자 및 감마선의 대량 

방출 때문에 2000년 5월말 현재 작업원 2명의 사망과 중상 1

명을 비롯하여 439명의 피폭자가 발생하였다. 

원자력손해배상법의 원자력손해에 에 해당되는 사망자 2명과 

대량피폭자 1명의 배상은 화해로 처리되었고, 일반주민의 

인적피해에 대한 배상청구는 1건 있었으나, 원고패소로 

확정되었다. 일반주민의 피해신청은 휴업피해· 영업피해·소문

(所聞)피해를 중심으로 한 물적피해가 중심이다.

한편, 이바라끼현 지사를 필두로 한 행정기관의 중재라는 

일본특유의 형식으로 해결을 꾀하고 있었는데, JCO측은 

1999년 12월말에 배상이 청구된 금액의 약 50%인 50

억엔을 선지급하였으며, 2000년 3월 31일까지 대상건수 

6,520건중 다액의 배상청구를 제외한 약 6,000건(약 92%)

의 배상(지불금액 102억엔)을 처리하였다. 최종확정된 

배상금액은 약 150억엔에 달했다. 

일본원자력보험풀은 책임보험금 10억엔 전액을 지불하였다. 

핵연료가공공장(JCO)의 간부들이 중대한 과실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자의 면책사유는 

피보험자의 ‘고의’뿐이었기 때문이다. 또 보험금액 10억엔은 

전부 일본국내인수으로 해외의 원자력보험풀에 출재되어 

있지 않아 해외재보험풀의 반발도 없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관련 손해

2011년 10월 4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도쿄전력의 경영 

상태를 조사해온 정부산하 ‘제3자위원회’는 10월 3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에게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이 

보고서에 의하면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배상금은 2013년

3월까지 약 4조 5천억엔(약 70조원), 원자로를 폐기하는데 

드는 비용은 1조1천500억엔(약 17조9천억원)으로 

추산됐다. 

제3자위원회는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따른 주변 지역의 토지, 

건물 피해 보상액이 5천775억엔, 주민들의 취로, 영업 부진 

배상금이 1조9천245억엔, 소문 피해로 인한 농작물 및 관광업 

피해 배상액이 1조3천39억엔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기 위해 

도쿄전력에 제출해야 할 서류의 분량이 너무 많아 불만을 

사고 있다. 도쿄전력은 2011년 9월 12일 원전 사고 개인 

피해자들에게 3∼8월분 배상 청구서류를 발송하기 시작했다. 

피해자들이 적어내야 할 청구서는 약 60쪽 분량에 이른다. 

무엇을, 어떻게 적으면 될 지 알려주는 안내서도 약 160

쪽이나 된다. 

2011년 9월부터는 3개월 단위로 피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데 이때에도 60쪽 분량의 청구서에 일일이 써넣어야 

한다. 도쿄전력은 후쿠시마현 각지에서 서류 기재 방법 등을 

설명하고 있지만, 일본 전역에 흩어진 피해자 중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상세한 안내서와 배상 청구서류를 받아든 피해자 중 

상당수는 고령자들이다. 이들은 “어떻게든 배상청구를 못 

하게 하려는 수작 아니냐”며 분노를 터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알려진 바와 같이 피해자들이 원자력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을 이와 같이 까다롭게 하고 장시간이 소요되게 하는 것도 

원자력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게 만드는 한 방법이다. 이 

문제는 높은 비난 여론이 일어나, 이후에 수정되었다.



16    Greenpeace Lessons from Fukushima

이상 실제로 발생한 원전 사고로 인한 피해 규모에 

비추어 현행 원자력 손해배상 관련 국제협약과 각국의 

원자력손해배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손해배상금액은 매우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원자력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

원자력시설의 제조자 또는 건설자의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성

후쿠시마 원전사고 조사결과 4호기 수조는 모든 사용후 

핵연료를 물에 담아놓고 있었다. 그렇다면 4호기에서는 

수소폭발이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데 폭발이 일어났다. 이 

때문에 도쿄전력 측은 다른 호기에서 발생한 수소가 관 

등을 타고 4호기로 들어와 폭발한 것으로 해석했다. 다른 

호기에서 발생한 수소가 4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의 

천장으로 올라가 폭발했다는 것은 후쿠시마 제1발전소의 

격납용기들이 완전 밀봉돼 있지 않았음을 뜻한다. 그렇다면 

원자로가 훼손돼 원자로 밖으로 방사성물질이 나올 때 이러한 

틈을 통해 격납용기 밖으로 누출될 수가 있다. 이러한 사실은 

GE의 마크-1 격납용기가 매우 부실하게 설계되고 건설됐음을 

증명한다. 

3호기의 격납용기에 찬 수소가스를 배기통으로 내 보내는 

벤트시에, 같은 배기통을 사용하는 4호기로 수소가스가 

일부 역류하여 4호기의 수조부분 즉 건물상층부에서 폭발이 

일어 났다. 1호기와 3호기는 원자로에서 발생한 수소가스가 

격납용기로 새 나와, 그리고 원자로의 밖의 격납용기의 상부의 

두껑의 연결부분를 통해 건물상층부에서 폭발한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어나기 36년 전인 1975년 미국 GE

의 과학자들이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한 적이 있다. 1975년은 

후쿠시마 제1발전소의 1호기가 상업가동한 지 4년, 2호기는 

1년이 지난 시점이다. 3호기는 거의 다 지어 시운전을 하고 

4·5·6호기는 한창 짓고 있을 때였다. 도쿄전력은 용량이 큰 

6호기(110만kW)보다 강화한 마크-2 격납용기를 채택하고 

1호기부터 5호기까지는 전부 마크-1 격납용기를 선택했다. 

당시 GE의 직원이었던 데일 B. 브리덴보(Dale B. 

Bridenbaugh) 씨 등은 마크-1 격납용기가 너무 얇고 

내부 면적이 좁아 원전사고 시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으나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자 GE에 사직서를 낸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브리덴보 씨는 미국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1975년에 발견한 문제들이 바로 

이것이다. 냉각수가 공급되지 않아 원자로가 과열됐을 때 

마크-1 격납용기는 그 압력을 이기지 못한다고 지적했었다”

고 말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커진 데에는 격납용기의 

결함에 의한 원인도 있는 것이다. 최초의 원자로는 10

배정도의 크기의 격납용기였지만, 2호기부터 경제성 때문에 

축소하였고, 더 큰 문제는 격납용기의 밑에 있는 압력제어풀의 

약점이 문제였다.

한편 비등수형 경수로에는 열피로, 입간자경계 응력 부식 

균열(Intergranular Stress Corrosion Cracking), Flow 

Accelerated Corrosion(FAC), 기계적 피로, Increasing 

operating transients(e. g., water hammer), 가압수형 

경수로에는 고순도 수 응력 부식균열(Primary Water Stress 

Corrosion Cracking), 열 피로, 기계적 비로 등의 결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더 나아가 원자로 용기의 완결성, 

PWR 오수 계통의 성능, 원자로 용기 냉각 계통 용접, Davis 

Besse 균열-PWSCC, 화재(Hemyc Insulation) 등의 문제가 

있다. 기본적으로 비등수형 경수로와 가압수형 경수로는 

응력부식 및 피로 등의 사고원인은 모두 동일하다. 다만, 

증기발생기가 후자에 있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이와 같이 원전사고는 원자로 자체의 설계, 건설상의 결함이나 

잘못으로 인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원자력손해발생과 관련하여 원자로 제조 및 건설업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필요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책임집중주의 원칙은 

폐기되어야 한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책임의 유한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원자력시설 사업자는 

적절한 보험 인수자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나, 보험 인수 

가능성 때문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방사능피폭에 따른 신체손상에 대한 증상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고, 몇 세대에 걸쳐 나타날 수 

있는 유전자변형 등의 손해, 특히 방사성폐기물로 인한 

미래세대의 손해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로 

인하여 당초 불가능한 것이 되고 만다.

이러한 원자력손해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날 수 있는 

원자력손해의 특성을 무시한 것으로서 원자력사업자를 

보호하고 피해자구제를 외면한 것이다. 이와 같이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을 짧게 두고 있는 것은, 결국 보험회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입증책임의 전환 규정 필요

일반적인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할 경우 피해자인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하나, 

원자력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이러한 입증책임을 

전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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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관련산업은 철저한 비밀주의, 밀행주의로 관련 정보가 

거의 대부분 공개되어 있지 않다. 가령 언제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부터 어떤 결함으로 인하여 어떤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피해자로서는 정확히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관련 정보는 원자력사업자에게 집중되어 있고, 일반 시민들은 

자신이 피폭을 당하였는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막상 어떠한 피해가 나타났을 경우 그것이 원자력 관련 

손해인지 알 수 없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원자력손해배상청구소송 등 원자력과 관련한 책임을 

묻는 소송에 있어서는 원자력사업자가 자신이 원자력 관련 

시설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다하였다는 점과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법률로 

규정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액의 현실화

현재 각종 국제협약이나 각국의 원자력손해배상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자력손해배상액의 규모는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원전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에는 매우 미미한 금액인데다가 이마저도 국가가 

일정 부분 보상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법체계는 

원자력사업자로 하여금 사고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고, 그나마도 원자로 건설 및 제조 

등 원자력관련 산업계는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실정이다.

각종 원자력손해배상과 관련한 국제협약과 각국의 

원자력손해배상 관련 법률에서는 손해배상금액을 대폭 

인상하여야 한다.

결론
인류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원자력사업은 그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방법이지만, 모든 

원전을 폐기하고 핵관련 산업을 중단하고 방사성폐기물 

등을 안전하게 처리할 때까지는 가장 엄격한 안전규제와 

손해배상책임의 주체와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최소한 당장 

신규 건설을 못하게 하고, 앞으로 발생 가능한 모든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어떤 의미에서는 원전과 같이 위험한 시설을 국가가 허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에서 국가가 원자력손해와 

관련하여 일정한 과실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런데 현재의 

각종 국제협약이나 각국의 원자력손해배상법은 원자력손해와 

관련한 책임의 주체와 범위를 제한하여 원전 등 원자력시설의 

운영을 용이하게 하고 있고 조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부당한것이고, 피해자보호보다는 원자력산업의 진흥을 

추구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대폭 개정되어야 한다.

Section 02 
원자력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사진 후쿠시마 다이치 원자력 발전소에서

60km 떨어진 교외지역에서 오염도

측정을 위한 토양 표본을 추출하고 있다.

그린피스는 지역주민의 건강 및 안전성

위험 노출도를 측정하기 위해 토양과

음식의 방사능 오염정도를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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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면 2393	  
  해리면 2940	  
   흥덕면 3212	  
   변산면  4393	  
   보안면  2504	  
   줄포면  2680	  
  군남면 2318	  
  군서면 2273	  
  묘량면 1564	  
  백수읍 4321	  
   법성면 5125	  
   불갑면 1167	  
   염산면 3882	  
  영광읍 19746	  
  홍농읍 6232	  
  삼계면 6865	  
   삼서면 1989	  
   손불면 3486	  
   신광면 1699	  
   월야면 3628	  
   해보면 2855	  

계 119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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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peace  후쿠시마의 교훈



그린피스는 독립적인 국제환경단체로서
환경을 보호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태도 및 행동의 변화를 추구합니다.

greenpeace.org/korea

더 많은 정보 문의:

greenpeace.kr@greenpeace.org

2012년 4월 출판

Greenpeace 서울 사무소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426-7 오벨리움 빌딩 4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