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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2011 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누출사고는 1979 년 미국 스리마일원전, 1986 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원전과 함께 세계 3 대 원전사고로 기록되었다. 세 원전은 
원자로형은 다르지만 모두 원자로 자체가 파손되면서 방사능 물질이 유출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2011 년 3 월 11 일 태평양 해역 지진으로 인해 진도 9 의 지진과 
쓰나미로 후쿠시마 제 1 핵발전소의 6 개의 원자로 중에 1, 2, 3 호기에서 핵연료가 녹아 
외부로 유출된 노심용융(meltdown)에 해당하는 매우 심각한 방사능 누출 사고이다.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처럼 국제핵사고등급(INES)의 최고 단계인 7 등급에 올라있고, 
3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써 방사능 물질이 
대기와 바다로 계속 유출되고 있다. 특히 사고 이후로 원자로를 냉각시키는데 사용된 
바닷물, 빗물, 및 원자로 밑을 흐르는 지하수에 의해 방사능에 오염된 방사능 오염수가 
하루에 최소 300 톤씩 바다로 지속적으로 유출되어 해류를 따라 대부분 태평양으로 
흘러가고 있다.  
 
해양 전문가의 연구논문에 따르면 2011 년 3 월에 유출된 오염물질이 빠르면 3-6 년 
이내에 한국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30, 66-68]   이러한 연구 결과는 유럽의 해양 
전문가들이 예측한 것과 유사하며, 6 년 내에 방사능 오염수가 태평양 전체로 퍼지게 
된다는 것이다.[30]  이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2014 년 4 월에 최초로 캐나다, 미국 
서부해안과 한반도 남해에도  방사능 오염수가 도착하고 2015 년 3 월에는 한반도 및 미국 
서부 해안이 50% 가량 오염된다.  (그림 21 - 23 참고). 
 
또한 2013 년 후반기 부터 알라스카와 북미 서부 해안에서 여러 생물들 (플랑크톤, 북극곰, 
바다표범, 바다코끼리, 참치 등) 이 방사능에 이미 심각하게 오염됬다는 많은 실제적인 
증거들이 여러 차례 보고가 된 바 있다.[69-70]   
 
2013 년 후반기부터 미국내 신문과 방송을 통한 보고에 내용에 의하면[27-30, 70], 후쿠시마 
재앙이 한반도  주변, 북태평양, 북미 해안 및 서부와 동부 내륙에 미치는 영향이 일반 
대중의 예상보다도 훨씬 심각한 상황이라 판단된다. 게다가 아직도 확실한 처리 방안이 
없이 사고 처리가 진행중이며, 특히 매일 방출되는 300 톤 이상의 오염수 처리 결과와, 
수소폭발 이후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4 호기 원자로에 보관중인 엄청난 양의 사용 후 
핵연료의 처리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세계환경에 미칠 영향이 더욱 커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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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핵에너지  (Nuclear Energy) 
 
핵에너지를 우리말로는 보통 원자력이라는 용어로 번역되어 사용된다. 핵에너지란 원자핵	
반응을	 인위적으로	 제어하여,	 그	 반응에서	 얻어지는	 에너지,	 즉	 원자핵을	 구성하고	 있는	
양성자	및	중성자의	결합상태의	변화에	따라	방출되는	핵에너지이다[1].	특히	핵분열	(nuclear	
fission)	 반응	 또는	 핵융합	 (nuclear	 fusion)	 반응에	 의한	 많은	 양의	 에너지를	 천천히	
지속적으로	방출시키는	경우를	핵에너지	(nuclear	energy)	또는	원자력	(nuclear	power)	이라	
부른다.	 원자력 또는 핵에너지에 대한 신문 자료나 방송 뉴스를 접하다 보면 여러가지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래와 같은 용어의 뜻을 알고 있으면 원자력이나 방사능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1. 방사능  (Radioactivity) 및  방사선  (Radiation) 
 
불안정한 원자핵을 가진 방사성핵종(radioactive nuclide) 이  방사선을 방출하면서 안정한 
원자핵으로 변화되는 현상은 방사성 핵종의 붕괴라고 하며, 방사성 핵종이 붕괴되는 속도를 
방사능이라고 한다. 방사능이 더 높다는 의미는 단위 시간당 더 많은 방사성 핵종이 붕괴되고 그 
만큼 많은 방사선이 방출된다는 의미이다. 라듐, 우라늄, 토륨 따위 원소의 원자핵이 붕괴하면서 
방사선을 방출하는 속도 또는 그런 성질을 의미하며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자연 방사능,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인공 방사능이라고 한다. 
 
방사선 (放射線, radiation)은 방사능을 가진 원자에서 발생하는 빛의 일종으로, 에너지가 높아 
불안정한 물질이 안정된 상태를 갖기 위해 방출하는 에너지의 흐름이며, 방사능(Radioactivity)은 
정성적으로 방사성 물질 (radioactive materials) 이 방사선을 내는 강도를 뜻하며, 정량적으로는 
방사성 물질에 들어있는 불안정한 핵의 양을 말한다. 
 
 
2. 방사선의  종류  
 
2.1. 이온화  방사선  (또는  전리  방사선) 
보통 방사선이라고 하면 이온화된 방사선(전리 방사선)을 말한다. 아래 그림 1 은 대표적인 이온화 
방사선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X 선)의 투과력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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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대표적인  방사선의  투과력 . 
 
 
 
2.1.2. 알파선  
방사선 원소의 알파붕괴와 함께 나오는 알파입자의 흐름으로써 양성자 2 개와 중성자 2 개가 
결합한 헬륨원자핵 (예, 플루토늄, 라듐, 우라늄) 으로써 안정한 입자이다. 이온화작용이 강하고 
물질을 통과할 때 그 경로를 따라 많은 이온이 발생한다. 낮은 투과율(0.1mm 미만)로 피부를 
통과하지 못하나 체내에 유입 (상처난 피부, 호흡, 경구섭취 등)되면 유해성이 매우 높아진다. 
투과력은 매우 약하며 신문지만으로도 이 알파선을 막을 수 있다. 
 
2.1.2. 베타선  
베타 입자는 불안정한 원자의 핵으로부터 방출되는 고에너지 전자이다 (예, 세슘-137, 요오드-131). 
이들 입자는 피부를 투과할 수 있고(1-2cm) 상피와 상피하(subepithelium)에 손상을 줄 수 있다. 
알루미늄 판으로 막을 수 있다. 
 
2.1.3. 감마선  
일반적으로 파장이 짧고 따라서 에너지가 매우 높다. 투과력이 커서 밀도가 높은 납이나 
콘크리트로 두꺼운 벽을 쌓아서 막아야 한다. 보통 X 선으로 투과할 수 없는 영역(건물 내부, 
콘테이너 등)을 조사하거나 하는 데 쓰인다. 
 
2.1.4. 중성자선  
원자의 중성자가 빛처럼 나아가는 방사선의 종류 중 하나이다. 핵반응시에 나오므로, 원자로를 
가동할 때나 중성자폭탄이 폭발할 때도 나온다. 물질의 미세 구조나 여러 가지 특성을 연구하는데 
사용된다.  
 
2.1.5. 엑스선  (X-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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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레이는 독일의 물리학자 빌헬름 콘라트 뢴트겐이 처음 발견하여 이름붙였으며, 그의 이름을 
따라 뢴트겐선으로도 부르기도 한다. 엑스선은 투과성이 강하여 물체의 내부를 볼 수 있으므로, 
의료 분야 및 비파괴 검사 등에 널리 쓰인다.  X 선은 일반영상 (X-Ray) 검사, 투시검사, 혈관조영 
검사, 및 CT 검사 등 여러 분야에서 이용된다. 
 
2.1.6. 비이온화  방사선  (비전리  방사선 )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전자파 등이 있다. 
	
	

3.	방사능오염	(radioactive contamination)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정의에	따르면	의도하지	않거나	바람직하지	않게	방사성	물질이	
인체를	포함한	고체,	액체,	기체의	내부나	표면에	축적	또는	존재하는	것을	의미	한다	
	
3.1.	방사능	단위	
	
방사성	물질에서	나오는	방사선의	양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줄어든다.	이러한	방사선의	
성질을	나타낼	수	있고	또	방사선의	숫자를	표시할	수	있는	단위는	없을까	하고	고심하던	
과학자들은	큐리(Ci)라고	하는	단위를	생각해	냈다.	
	
베크렐	(Becquerel,	기호㏃)은	방사능	활동의	양	또는	강도를	나타내는	단위로서,	국제	표준	
단위이다.	 1 초에	 방사성	 붕괴가	 100 번	 일어날	 때	 100 베크렐이다.	 이전에는	 단위로	
퀴리(Ci)를	썼다.	1 퀴리는	3.7×1010	베크렐이다.		
	
3.2.	방사선	단위	
	
보통	 수질이나	 대기의	 공해문제로	 ppm 이라는	 말이	 자주	 쓰이고	 있다.	 이	 1	 ppm 이란,	
백만분의	 1	 (1 part per million)의	 약어로서	물질	속에	들어	있는	아주	적은	양을	나타내는	
단위이다.	이	단위는	공해문제에서	대기	중에	함유되어	있는	아황산가스의	양이나,	하천의	
오염도를	나타내는	BOD	(생물학적	산소요구량)를	측정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방사선은	종류에	따라	갖고	있는	에너지의	양도	다르며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다.	그러나	
갖고	 있는	 에너지가	 얼마나	 되는지는	 쉽게	 측정할	 수	 있다.	 가이거	 계측기	 같은	 것은	
방사선을	 측정하는	 효과적인	 장비이다.	 방사선량을	 측정한다는	 것은	 어떤	 물체에	
전리방사선의	에너지가	얼마나	흡수되는지를	측정하는	것이다.	방사선이	우리의	관심을	끄는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는	우리	몸(신체)에	미칠	수	있는	생물학적	영향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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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사람이	 방사선으로부터	 받는	 영향을	 수량화할	 수	 있는	 단위를	 렘(rem)이라고	
정하였다.	요즘에는	시버트	(Sivert,	기호:	Sv)라는	새로운	단위를	사용하고	있다.	시버트는	
방사선의	 형태와는	 관계없이	 어떠한	 방사선이든지	 그	 방사선으로	 인한	 일정한	 생물학적	
효과만을	나타내는	단위이다.	적은	양의	방사선량을	나타낼	때에는	1 시버트	(Sv)의	천분의	
1 인	1 밀리시버트	(mSv)를	사용한다	(1	rem	=	10	mSv).	
	
방사선이	물질과	상호	작용한	결과	그	물질의	단위질량에	흡수된	에너지를	흡수선량이라고	
한다.	 흡수선량을	 방사선의	 종류나	 물질의	 종류에	 관계없이	 사용한다.	 흡수선량의	 단위로	
그레이(Gray,	 기호:	 Gy)를	 사용한다.	 물질	 1	 kg 에	 1	 J 의	 에너지를	 방사선으로부터	
흡수하였을	때	이것을	1	그레이라	한다.		
	
	

4.	방사선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방사선에	피폭되는	형태에는	오염(contamination)과	조사(irradiation)가	있다.	
	
4.1.	방사능오염(radioactive contamination)	
	
기체,	액체,	고체	등의	방사성이	있는	물질과	접촉	후	오염	된	것을	말한다.	외부	(external)	및	
내부	(internal)	오염으로	나눌	수	있다.	외부오염은	방사선에	피부나	옷이	오염된	경우이다.	
내부오염은	방사성	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	또는	피부를	통해서	체내로	들어온	것을	말한다.	
체내에	들어온	방사성	물질은	다양한	조직(갑상선이나	골수	등)으로	이동하고,	방사성	물질이	
제거	혹은	소멸될	때까지	계속해서	방사선을	방출한다.	내부	오염은	제거하는	것이	어렵다.	
내부오염을	 일으키는	 대표적	 방사능	 물질은	 아래와	 같다:	 수소(H3), 코발트(Co60), 

스트론티움(Sr90), 세슘(Cs137), 요오드(I131), 라돈(Ra226), 우라늄(U235, U238), 플루토늄(Pu238, Pu239).	
	
4.2.	방사능	오염의	제거	
	
체내	흡수를	막기	위해	오염된	방사성	물질을	즉시	제거하여야	하는데	오염된	피부는	즉시	
많은	양의	비누와	물로	문질러	씻어야	한다.	찔린	작은	상처는	모든	방사성	입자를	제거하기	
위해	강하게	씻어야	한다.	오염된	머리카락은	면도하지	말고	짧게	자른다.	면도로	피부가	
손상되어	방사성	오염물질이	피부에	침투될	수	있다.	
	
4.3.	조사	(irradiation)	
	
방사선에	노출될	때	방사성	물질이	아닌	것에	노출된	경우를	말한다.	방사선	노출은	방사선	
원천이	없어도	일어날	수	있다(방사성	물질,	X-선	장비).	전신에	방사선이	조사되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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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량이	 과다하게	 높으면	 전신성	 증상과	 급성	 방사선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다.	 몸의	
일부에만	 조사되면	 국소적인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방사선에	 조사된	 사람이	 방사선을	
방출하지는	않는다.	
	
4.4.	방사선	피폭	후	증상	
	
(1) 급성  방사선  증후군  (Acute Radiation Syndrome, ARS) 
		
온몸	혹은	많은	부분에	과량의	방사선에	피폭되면	30 일	이내에	조직이나	장기가	심한	장해를	
입게	 된다.	 피폭선량에	 따라	 다음의	 급성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다.	 뇌혈관	 증후군	
(Cerebrovascular	 syndrome),	위장관	증후군	(GI	 syndrome),	조혈기	증후군	(Hematopoietic	
syndrome)	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증후군에는	3 단계가	있다.	방사선	피폭에	의한	증상의	
발현과	 그	 진행율은	 방사선	 양에	 달려있다.	 시간	 경과에	 따른	 증상	 발현은	 방사선량과	
일치하기	때문에	조사된	방사선	양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된다.	
	
전구	단계:	피폭	후	0 일에서	2 일에	해당한다.	무기력하고	위장관	증후군(메스꺼움,	식욕감퇴,	
구토,	설사)이	발생할	수	있다.	
	
잠복성	무증상	단계:	피폭	후	한달	동안이	이에	해당한다.	잠복성	무증상	단계가	나타나는	
이유는	 현재	 몸	 안에서	 활동하는	 세포들의	 수명이	 다할때까지는	 몸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다한	방사선에	노출된	사람은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는	조직이	
파괴되어	수명이	다된	세포들을	대체할	수	없어	각종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피폭후	약	
한달	후이다.	
	
전신적	질환	단계:	피폭된	주	조직에	따라	질환이	분류된다.	
	
뇌혈관  증후군  (Cerebrovascular syndrome) 
30	 Gy	 이상의	 많은	 양의	 방사선에	 전신이	 피폭	 될때	 나타나는	 증상이다.	 진행과정은	
피폭된지	 수분에서	 1 시간	 내로	 전구증이	 나타나고,	 잠복기가	 거의	 없다.	 피폭자는	 몸이	
떨리고,	 발작이나	 운동장애를	 일으켜	 수	 시간에서	 1,	 2 일	 내로	 대뇌부종에서	 사망으로	
이어진다.	
	
위장관  증후군  (GI syndrome) 
6-30	Gy	정도의	방사선	양이	전신에	피폭된	후	가장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다.	전구	증상은	
1 시간	내로	나타나고	2 일	내로	사라진다.	4-5 일	정도	잠복기	동안,	위점막	세포들이	죽는다.	
심한	메스꺼움(nausea),	구토(vomiting),	설사(diarrhea)로	심한	탈수와	전해질의	불균형을	
일으키고,	세포	사망(cell	 death)으로	이어진다.	또한	소화관의	괴사(necrosis)가	일어날	수	
있어서	균혈증과	패혈증이	일어나기	쉽다.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9	

	
조혈기  증후군  (Hematopoietic syndrome) 
1-6	Gy	정도의	방사선	양이	전신에	노출	된	후	가장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다.	일반적으로	
혈구감소증(pancytopenia), 림프구감소증(lymphopenia), 백혈구감소증(neutropenia)이	나타난다.	
혈소판감소(thrombocytopenia)로	 점상출혈(petechiae)과	 점막출혈(mucosal	 bleeding)이	 3-
4 주	내로	발현하고	한달동안	지속될	수	있다.	빈혈은	천천히	발달되는데	적혈구가	백혈구와	
혈소판보다	수명이	더	길기	때문이다.	생존자는	백혈병을	포함해서	방사선으로	인한	여러가지	
암	발생이	증가한다.	
	
(2) 신체의  국소  부위가  방사선에  피폭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  
 
심장과	혈관	
	 가슴통증,	방사선	심낭염,	방사선	심근염	
	
피부	
	 탈모(피폭	2-3 주	내)	
	 홍반	
	 건조표피	탈락(dry	desquamation)	(피폭	3–4 주	내)	
	 습성표피	탈락(moist	desquamation)	(피폭	3–4 주	내)	
	 물집	형성(피폭	2–3 주	내)	
	 궤양	(피폭	2–3 주	내)	
	 괴사	(necrosis)	(피폭	3 주	이상)	
	
생식선	
	 정자	형성(spermatogenesis)	감소,	무월경(amenorrhea),	성욕	감퇴,	불임	
	
머리와	목	
	 점막염,	연하통(odynophagia),	갑상선암(thyroid	carcinoma)	
	
근육과	뼈	
	 근질환(myopathy),	골육종(osteosarcoma)	
	
눈	
	 백내장(cataracts)	
	
폐	
	 방사성	폐렴(radiation	pneumonitis),	폐섬유증(pulmonary	fibr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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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	
	 사구체여과율(GFR)	감소,	신세뇨관(renal	tubular)	기능	감소	
	 단백뇨,	신부전증(renal	insufficiency),	빈혈,	고혈압	
	
척추	
	 골수증(myelopathy)	
	
태아	
	 성장제한,	선천성	기형,	선천성	대사장애,	태아사망	
	
	
	

5.	핵발전  원리  
	
원자력발전소	또는	핵발전소는	원자로의	핵에너지를	이용해	만든	열을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	
낸다.	 원자력	 발전소의	 응용원리는	 화력발전소와	같으나	 연료가	 다르다.	 원자력은	 우라늄	
235 를	 분열시켜	 열을	 얻고	 그	 열로	 증기를	 만들어	 터빈	 발전기를	 돌린다.	 이에	 비해	
화력발전소는	 석탄이나	 기름을	 사용하여	 증기를	 만들어	 낸다.	 연료로는	 우라늄	 235 를	
농축시킨	 농축우라늄과	 천연우라늄	 (CANDU,	 가스냉각형	 원자로,	 RBMK 형	 원자로)을	
사용한다.			
	
5.1.	역사	
	
원자로에서	전기를	최초로	만들어낸	원자력	발전소는	흑연감속비등	경수압력관형(RBMK)	
원자로를	사용한	소련의	오브닌스크	핵발전소로,	1954 년	6 월	27 일	운전을	시작하였다.	
최초의	상업용	핵발전소는	마그녹스	원자로를	사용한	영국	셀라필드에	위치한	Calder	 Hall	
원자력	발전소로,	1956 년	10 월	17 일	상업	운전을	시작하였다.			
	
미국	최초의	상업용	핵발전소는	1958 년에	상업운전을	시작한	펜실베니아주의	Shippingport	
Power	Plant	이다.	미국은	2013 년	기준으로	100 개의	상업용	원자로를	가동하고	있으며,	
이중	65 개는	가압수형	원자로	(pressurized	water	 reactor,	 PWR)	이고	35 개는	비등수형	
원자로	(boiling	water	reactor,	BWR)	이다.				
	
한국에서는	 1978 년	 4 월	최초의	상업용	핵발전소인	고리원자력발전소	 1 호기가	가동을	
시작한	후	초임계에	도달하였다.	대한민국은	2012 년	7 월	기준으로	4 곳의	원자력	발전소와	
23 기의	가압수형원자로(PWR)를	가동중이다.	부산광역시에	6 기,	영광군에	6 기,	경주시에	
5 기,	울진군에	6 기등	총	23 기의	원자로가	가동되고	있으며	신고리	3 호기	등	5 기가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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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되고	있다.	발전량	기준으로는	세계	5 위이며	원전은	한국	내	전체	전기	생산의	34.8%를	
차지하고	있다.		
	
5.2.	핵연료	사이클	
	
1)	채굴		
	
2)	정련	
	 우라늄을	잘게	부수고	진한	황산으로	녹여	불순물을	제거한다.	그리고		
	 옐로케이크라고	불리는	황색	분말로	가공한다.		
	
3)	전환		
	 우라늄	농축	과정을	위해서	옐로케이크를	기화하기	쉬운	
		 육플로린화우라늄으로	만든다.		
	
4)	농축	
	 기체의	육플로린화우라늄을	원심	분리기로	농축시킨다		
	
5)	재전환		
	 농축된	육플루오린화우라늄을	이산화우라늄	분말로	만든다.		
	
6)	성형	및	가공		
	 이산화우라늄을	원통형으로	구운	다음	연료	펠릿에	집어	넣는다.		
	
7)	발전		
	
8)	중간저장	
	
9)	재처리		
	 사용이	끝난	연료에는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이	남아있다.	이를	꺼내는	과정이다.		
	
10)	MOX	연료성형	및	가공	
	 사용이	끝난	연료에서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추출하여	MOX 연료를	만들고,	나머지는		
	 다시	발전	과정으로	보내진다.		
	
11)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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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용기에	 보관된	 저준위	 폐기물은	 비교적	 깊지	 않은	 안전한	 곳에	 최대한	
	 압축하여	묻고,	특수처리된	고준위	폐기물은	외부	충격에	영향을	받지않는	지하	깊은	
	 저장고에	묻는다.	
	
	
5.3.	원자로의	종류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는	크게	3 종류가	있다.	중성자가	일으키는	연쇄반응으로	열을	
	 내는	핵분열로,	플루토늄을	연료로	쓰는	증식로,	삼중수소	혹은	중수소를	연료로	쓰는	
	 핵융합로이다.	
	
	
5.4.	농축	
	
천연	우라늄은	 99%의	 U-238 과	 0.7%의	 U-235 를	포함하고	있다.	 U-238 은	핵	분열	
시키기	어려우므로	천연	우라늄을	농축하여	U-235 의	비율을	높이는	과정인	농축	과정이	
필요하다.	
	
우라늄을	 기체인	 육플로린화우라늄으로	 만든	 후	 원심	 분리기에	 넣고	 회전시킨다.	 이	 때	
질량이	큰	우랴늄 238(U-238)은	원심력에	의해	밖으로	밀려나게	되고	질량이	더	작은	U-
235 는	 중앙으로	 모이게	 된다.	 시간이	 지나면	 원심	 분리기의	 중앙에	 U-235 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고	중심	부분의	기체를	다음	원심분리기로	이동시킨다.	이	작업을	반복하면	U-
235 의	 농도를	높일	수	 있다.	 이	 때	 U-235 는	 3~5%	 정도로	농축시킨다.	 참고로	 99%	
이상으로	농축시킨	것이	원자폭탄에	해당된다.	핵폭발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최소	농도는	
30%	이다.	평화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농축	우라늄의	추출에서	핵무기	불확산을	목적으로	
하여	농축도가	통상	20%	이하로	제한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5.5.	핵분열	연쇄	반응	
	
U-235 는	그냥	혼자서	핵	분열	하는	것이	아니다.	중성자를	흡수하여	불안정해지고	우라늄	
원자핵은	세슘,	루비듐,	요오드,	이트륨	같은	2 개의	다른	원자핵과	중성자로	분열한다.	이	때	
질량	손실로	인해	막대한	열이	발생한다.	보통	U-235 가	핵분열	할	때는	평균	 2.5 개의	
중성자가	튀어나온다.	U-235 가	핵분열	할	때	나오는	중성자가	2 개라고	가정하면	1 개의	
우라늄이	핵분열하면	 2 개의	 중성자가	나오고	이들은	 2 개의	 우라늄과	반응하여	 4 개의	
중성자를	 생성한다.	 이들은	 같은	 방식으로	 4 개의	 우라늄과	 반응하여	 8 개의	 중성자를	
생성하며,	이러한	상태를	초임계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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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원자로에서는	 하나의	 U-235 가	 하나의	 핵분열을	 일으키도록	 되어있다.	 하나의	
우라늄이	핵분열하여	2~3 개의	중성자를	생성하면	1 개를	제외한	것들은	흡수되거나	해서	
사라지게	된다.	 1 개의	중성자는	 1 개의 U-235 와	반응하고	여기서	나온	중성자는	또한	
하나의	U-235 와	반응한다.	이러한	메카니즘을	구성한	상태를	임계상태라고	한다.	중성자를	
더욱	많이	흡수하여	임계	미만	상태로	만들면	핵분열이	최종적으로	멈추게	된다.	
	
5.6.	중성자의	조절	
	
원자로의	출력을	조절하려면	핵분열	정도를	조절하면	된다.	앞서	말한	임계	상태를	만들	때	
중성자를	흡수하는	방법은	제어봉을	사용하는	것이다.	제어봉은	중성자를	흡수하는	성질을	
가진	탄화붕소나	하프늄을	강철로	덮은	것이며	노심에	빼거나	넣어서	원자로	안의	중성자의	
수를	조절한다.	보통은	원자로에	어떠한	이상이	발생하게	되면	자동으로	제어봉이	삽입되어	
핵반응을	멈추게	하는	시스템이	사용된다.	
	
5.7.	핵분열	과정	
	
원자로에는	 우선	 중심부에	 핵연료가	 있는데,	 U-235	 의	 함유율을	 3%	 정도로	 높인	 농축	
우라늄을	 가공한	 연료소자(Pellet)를	 피복관	 속에	 채운	 후	 양쪽	 끝을	 용접하여	 밀폐한	
연료봉을	모아	다발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핵연료	내에	존재하는	U-235 는	적절히	제어된	
중성자와	충돌시	핵분열	반응을	일으키며	이	때	많은	에너지와	2~3 개의	새로운	중성자를	
방출하게	된다.	
	
이들	 새로운	 중성자가	 또	 다른	 U-235 와	 충돌하여	 원자로	 내에서는	 지속적인	 핵분열	
연쇄반응이	 가능해지게	 된다.	 핵연료다발의	 덩어리를	 노심이라고	 하는데	 노심	 주위에는	
중성자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반사체가	 있고,	 핵연료집합체	 사이사이에는	 중성자를	 잘	
흡수하여	 핵분열반응을	 조절하는	 제어봉이	 설치되어	 있다.	 한편	 핵연료봉	 사이에	 채워진	
감속재는	핵분열반응이	용이하도록	중성자	속도를	떨어뜨리게	한다.	감속재가	있는	이유는	
U-235 의	핵분열에서	생긴	중성자는	초속	1 만	km 이상의	극히	고속이기	때문에	이	상태의	
고속	중성자는	U-235 에	흡수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감속재는	 핵분열	 반응	 시	 방출된	 에너지를	 흡수하는	 냉각재	 역할도	 겸하게	 되는데	 현재	
원자력	발전소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경수로나	중수로의	경우	감속재	및	냉각재로서	물이나	
중수를	사용하고	있다.	핵연료로부터	많은	에너지를	빼앗은	냉각재는	증기발생기로	보내져	
물을	가열하게	되고	그	결과	발생된	증기가	터빈을	돌리게	되며	이	때	터빈에	같이	연결된	
발전기에서	전기가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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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  세계의  핵  발전소  (Nuclear Power Plant) 현황  
 
현재까지 상업적으로 운영되는 모든 핵발전은 핵분열반응을 이용한 것이며, 행융합기술은 
60 년이상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나 2050 년 이전에는 상업화되기는 어려워보인다 [2].  
2012 년 기준 핵에너지는 전세계 총에너지의 약 5.7%를, 총 전기 발전량의 13%를 차지한다.  
2013 년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 따르면 전세계 31 개국에 435 개의 원자로가 운영된다. 또한 
140 척 이상의 선박 및 잠수함에서 핵에너지를 동력으로 사용하고 있다 [2]. 아래 Table 1 은 주요 
나라별 핵 발전량과 전기 생산량중 핵 발전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국제적으로 원자력에너지에 관한 견해는 크게 찬반으로 나뉘어져있다. 세계핵연합회 (WNA), 
국제원자력기구 등은 원자력에너지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것으로써 찬성하는 입장이고, 지구의 
벗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그린피스 (Green Peace) 등과 같은 환경보호 또는 
시민안전옹호 단체들은 원자력은 사람과 환경에게 위협을 부가하는 것으로써 반대하는 입장이다. 
핵발전소에 대한 논란은 70 년대와 80 년대에 절정을 이루었고, 핵에너지를 얻기위한 핵 발전소는 
2000 년대 중반까지는 꾸준히 증가되었다.  
 
그러나 1986 년 체르노빌 핵발전소에서 큰 폭팔사고가 나면서 핵발전소의 증설에 대한 회의가 
일기 시작하면서 2006 년 이후로는 핵에너지 생산량이나 원자로 수가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한다 
[4.5].  그림 2 는 1995 년 부터 2012 년 까지 핵발전으로 생산되는 전세계의 전력량을 보여준다.   
 
 
 
 
 
Table 1.  주요  나라별  핵발전량 [3] 

Rank Country Capacity (MW) 
(2012) 

Nuclear share of 
electricity production, 2011 

1  United States 102,136 19.00% 
2  France 63,130 74.85% 
3  Japan 44,215 18.10% 
4  Russia 23,643 17.80% 
5  South Korea 20,739 30.40% 
6  Canada 14,135 15.30% 
7  Ukraine 13,107 46.20% 
8  China 12,086 2.00% 
9  Germany 12,068 16.10% 

10  United Kingdom 9,93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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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주요  나라별  운영중이거나  건설중인  원자로의  숫자  [3]. 
 

Country Operating Under 
construction 

References and 
notes 

 United States 104 5  

 France 58 1 
First French EPR 

under construction at 
Flamanville 

 Russia 33 10  

 South Korea 23 4  

 India 20 7  

 Canada 19 0 2 new reactors at 
Darlington planned 

 China 17 32 80 GWe by 
2020(~6%) 

 United Kingdom 16 0  

 Ukraine 15 2 2 new reactors by 
2018 

 Sweden 10 0  
 
 
 

 
 Fig. 2. 전세계의  핵에너지  생산량  (1995-2012) (단위: TWh)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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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 전세계의  원자로  갯수  (1995-2012) [단위 : TWh][5] 
	
	
7.	세계	3 대	핵발전소	사고	
	
지금까지	기록된	주요	방사능	누출	사고는	미국,	유럽,	구소련,	및	일본	등지에서	일어난	
사고로	모두	20 여	건에	이른다.	2011 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누출사고는	1979 년	
미국	 스리마일원전,	 1986 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원전과	 함께	 세계	 3 대	 원전사고로	
기록되었다.	세	원전은	원자로형은	다르지만	모두	원자로	자체가	파손되면서	방사능	물질이	
유출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5 등급	이상의	핵	관련	사고로는	키시팀	
사고	 (1957 년	 소련,	 6 등급),	 윈드스케일	 사고	 (1957 년	 영국,	 5 등급),	 스리마일섬	
원전사고	(1979 년	미국,	5 등급),	체르노빌	원전사고	(1986 년	소련,	7 등급),	고이아니아	
방사능물질	 누출사고	 (1987 년	 브라질,	 5 등급),	 및	 후쿠시마원전사고	 (2011 년	 일본,	
5 등급)	이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1992 년부터	원자력	사고의	정도를	일관성	있고	또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사건등급(Event	 Scale)을	 도입하여	 평가하고	 있다.	 이것이	 국제핵	
사고등급(INES, International Nuclear Event Scale)이며	 0~7 등급으로	구분된다	 (그림	 4	 참고).	
0 등급은	 변이(Deviation),	 1~3 등급은	 사건(Incident),	 4~7 등급은	 사고(Accident)로	
구분된다.	사건(Incident)은	위험이	시설	내부로	국한된	경우이고,	사고(Accident)는	위험이	



	 17	

외부로	확대된	경우이다.	그동안	4 등급까지의	사고는	여러	차례	발생했으며,	5 등급이상의	
사고는	4 차례	발생했다.	가장	큰	사고는	7 등급인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이다.		
	

 
그림  4. 국제  원자력사고등급  (INES)  7 단계  
 
 
 
7.1.	스리마일섬	 (Three Mile Island) 원전	사고	
	
스리마일원전	 사고는	 미국	 펜실베니아주	 수도	 해리스버그에서	 16km	 가량	 떨어진	
스리마일섬의	 원전	 (아래	 사진	 5)에서	 냉각장치가	 파열돼	 핵연료가	 녹아	 외부로	 유츌된	
노심용융	(meltdown)에	해당하는	사고로	국제원자력사고등급(INES)	5 등급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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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The Three Mile Nuclear Power Plant, Middleton, PA, USA. 

	
1)	사고개요	
	
그림 6	는	스리마일	원자력발전소	2 호기를	보여준다.	상업운전을	시작한지	4 개월째	되던	
1979 년	3 월	28 일	새벽	4 시,	정격출력의	97%로	출력운전	중	자동밸브	장치에	이상이	생겨	
원자로	 중심에서	 순환하는	 물로부터	 열을	 전도시키는	 장치인	 열	 교환기에	 물	 공급이	
중단되었다.	우리나라	원전과	같은	가압경수로로,	증기발생기에	물을	공급하는	펌프에	이상이	
생겨	원자로를	냉각하는	긴급	노심냉각장치가	작동돼야	했음에도	운전원이	오판해	오히려	
냉각장치를	멈추는	실수를	저질렀다.	
	
결국	열	교환기에서	냉각수	온도를	낮추지	못하자	냉각수가	증발되면서	증기	압력이	높아져	
파이프가	파괴되었고,	마침내	터빈과	원자로가	자동으로	정지되었다.	하지만	불과	몇	시간	
사이에	원자로의	1 차	계통이	파괴되어	냉각수가	유출되었으며	온도가	섬씨 5000 도	이상	
올라갔다.	 원자로는	 온도가	 급상승해	 핵	 연료봉이	 녹아	 내리고(meltdown)	 급기야	 원자로	
용기까지도	파괴되었으며	 (meltthrough),	건물	내의	방사능	수치는	정상치보다	1000 배나	
높아졌다.	하지만	관리자들이	사고	원인을	찾지	못하는	동안	노심의	절반	이상이	녹아내리는	
대형사고로	발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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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스리마일  섬  원자력  발전소  2 호기 (TMI-2) 개요도  

	
	
2)	피해	및	영향	
	
피해를	 우려한	 주	 정부는	 핵	 발전시설로	 부터	 35km 반경이내의	 임산부와	 어린이들을	
대피시켰다.	그러자	주민들은	공황상태에	빠져	14 만	여명이	수일안에	도망치듯	빠져나갔다.	
미국핵협회	 (American Nuclear Society)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1m	 두께의	 격납	 용기	 덕분에	
사고기간	중	발전소	반경	16km	이내	주민들의	평균	방사능	노출	수준은	8mRem 으로	가슴	
X 선	촬영을	한	번	한	정도이고,	가장	많이	노출된	개인이	100mRem 을	초과하지는	않았다고	
한다.[6]	사고후	발표된	자료들에	의하면,	사고로	인하여	유출된	방사능	개스는	약 250 만	
큐리	(10x1015	Bq)이며,	약 15 큐리	 (5.6x1011 Bq)의 요오드 131 이 대기로 방출되었다. 이	
사고가	 주민들의	 건강에	 특별한	 해를	 끼치지는	 않았다는	 정부발표는	 있었지만	 주민들	 중	
방사능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상금	2500 만불을	받기도	
했다.[7]	
	
반핵주의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1979 년	이후	333 명이	암이나	백혈병으로	사망	
했다.[8]	공인된	연구논문에	따르면	스리마일원전	사고로	1979-1985 년	까지	핵발전소발전소	
반경	16km	이내	주민들	사이네서의	암환자가	급격히	증가하였다.[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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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마일원전	사고는	미국	원자력산업	전반에	끼친	영향은	매우	커서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	
논란이	거세진	계기가	됐다.	비록	7 년	뒤	옛	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사상	
‘최악’의	불명예는	벗었지만,	이	사고는	당시까지	세계	최악의	원전	사고였다.	가장	오염이	
없고	비용이	적게	드는	꿈의	에너지원으로	각광받던	원전이었지만,	이	같은	시각은	한	순간에	
뒤집혔다.	 최첨단	 과학기술	 수준을	 자랑하던	 미국에서	 일어난	 사고였으며,	 특히	 사고발생	
12 일전에	핵발전사고를	다룬	영화	 “China	Syndrom”	이	개봉되었기에	그	충격이	더	컸으며,	
이후에	대형	핵사고를	“China	Syndrom”	이라	부르는	유행어가	탄생	되었다.	
	
당시	 129 개	원전	건설	계획이	승인을	받은	상태였지만	이미	짓고	있던	 53 개	발전소만	
건설이	계속됐을	뿐	나머지	계획은	취소됐다.	사고	종료	후	TMI-2 원전은	영구	폐쇄가	되었고	
같은	구조로	된	원자로	7 개가	작동을	중지했으며,	지미	카터	당시	미국	대통령은	사고	현장을	
방문해	 “미국은	새	원전을	짓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원전에	대한	대중들의	공포나	불신은	
증대되었으며,	새로운	원자력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운동도	강해졌다.	스리마일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촉발된	1979 년	펜실베이니아	주	해리스버그의	새로운	원자력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운동도	강해졌다.	손상되지	않은	스리마일	섬의	제 1 원자로도	
1985 년까지	 다시	 작동되지	 않았다.	 여전히	 방사능을	 가진	 채로	 손상된	 제 2 원자로의	
정화작업은	1980 년대	말까지	계속되었다.	이	작업에	소요된	비용은	약	10~18 억	달러이다.	
사건	 이후	 30 년	 만인	 2009 년	 4 월	 미국	 정부가	 제	 1 원자로에	 대한	 허가를	
연장함으로써 2034 년	4 월 19 일	까지	핵	발전이	가능해	졌다.	

	
	
7.2.	체르노빌(Chernobyl)	원전	사고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또는	체르노빌	참사는	1986 년	4 월	26 일	1 시	24 분(모스크바	기준	
시간)에	소비에트	연방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폭발에	의한	방사능	
누출	사고를	말한다.	이	사고로	발전소에서	누출된	방사성	물질들이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러시아	등에	떨어져	심각한	방사능	오염을	초래했다.	사고	후	소련	정부의	대응	지연에	따라	
피해가	광범위화되어	사상	최악의	원자력	사고로	기록되었다.	이	사고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벨루루스	등	당시	옛	소련	지역	(145,00	km2이상)에	방사성	낙진이	퍼졌고,	이때	방사능에	
노출된	 사람만	 800 만	 명에	 이른다.	 또한	 인근지역인	 스웨덴,	 핀란드,	 및	 덴마크	 지역	
등에서도	26-28 일에	걸쳐서	평소보다	6 배	이상의	방사능이	검출되었고,	스웨덴	정부에서	
대기상황을	 조사하여	 소련에	 항의한	 후에야	 소련	 정부는	 숨겨오던	 핵	 발전소	 폭팔사고를	
인정하였다.		
	
	
1)	사고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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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일어난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는	 1978 년에	 운전되기	 시작한	 발전소로,	 현재의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	국경	근처에,	체르노빌에서	북서쪽으로	약	18km	떨어진	곳에	있었다.	
사고	당시	체르노빌	발전소는	총	4 개의	원자로를	운영	중이었고,	2 기의	원자로를	추가로	
짓고	있었다.	 4 기의	원자로는	모두	동일한	원자로(RBMK)를	운용하고	있었으며,	사고가	
일어난	4 호기는	1983 년	운전을	시작하였다	[아래	그림	6	참고].				
	
	

	그림	7.	체르노빌	4 호기	
	
	
2)	사고원인	및	경과	
	
사고의	원인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는	1986 년	8 월과	1992 년에	각각	한	차례씩	있었다.	
사고가	일어난	이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는	체르노빌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국제	핵안전자문그룹	 (Internation	 Nuclear	 Safety	 Advisory	 Group;	 INSAG)라는	이름으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였다.	이들은	소련	정부가	제공한	자료와	전문가들의	증언을	토대로	
원인을	 조사한	 후	 1986 년	 8 월에	 사고	 원인	 보고서를	 처음	 발행하였다.	 사고	 원인은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의	구조적	결함이	가장	결정적이였다고	전문가들이	밝혔다.[11]	 	당시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는	흑연을	감속재로	사용하는	RBMK형	원자로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물을	 감속재로	 사용하는	 PWR 형에	 비해	 조작이	 복잡하고	 안전성이	 결여된	 구조를	 가진	
원자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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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일	체르노빌	발전소에서는	부소장	겸	수석	엔지니어인	아나톨리	댜틀로프의	지휘	하에	
특별한	실험이	기획되어	있었는데	돌이킬	수	없는	실험	그	내용은	'원자로의	가동이	중단될	
경우	관성으로	도는	터빈이	만들어내는	전기가	얼마나	오래	전력을	공급해줄	수	있는가?'	
라는	 것이었다.	 이런	 실험이	 기획된	 이유는	 원자로가	 정지할	 경우	 사용하는	 비상용	 디젤	
발전기의	문제	때문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의	출력에	도달하는데	1 분이나	걸렸던	
것이다.	 따라서	 원자로가	 정지했을	 때	 과연	 냉각펌프를	 작동하는	 데	 필요한	 전력을	 제때	
공급할	수	있는지가	불확실했고	그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이	실험이	기획된	것이었다.		
	
실험은 4 호기에서	시작했는데,	25 일	새벽	1 시부터	시작되어	오후	2 시까지	진행되었으며,	
이때	 원자로의	 정지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인	 비상노심냉각장치	 (ECCG)를	 끄고	 진행하다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비정상적인	 핵반응으로	 발생한	 열이	 감속재인	 냉각수를	
열분해시키고,	그에	의해	발생한	수소가	원자로	내부의	폭발에	의한	것이다.	제어되지	못한	
핵	 반응에	 의한	 출력이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반응에	 따라	 발생하는	 열	 에너지가	 원자로	
내부의	냉각수를	거의	모두	기화시켰으며,	증기의	압력이	급격히	높아져	반응로가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오전	1 시	24 분	경	폭발하였다.	이	1 차	폭발은	철과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노심을	파괴하여	반응로를	대기에	직접	 노출시켰다.[11]	 이후	 반응로는	한	 차례	 더	 폭발을	
일으켰으며,	이	2 차	폭발은	원자로의	콘크리트	천장을	파괴했다.		폭발은	원자로	4 호기의	
천장을	 파괴하였으며,	 파괴된	 천장을	 통해	 핵	 반응으로	 생성된	 다량의	 방사성	 물질들이	
누출되었다.	누출된	물질에	의한	방사능의	총량은	약	5.3x1018(=	530 경)	베크렐로	추정되며,	
국제	원자력	사고	척도(INES)에	의해	분류된	사고	등급	중	가장	심각한	사고를	의미하는	
7 등급에	올라	있다.	
	
3)	사고	처리	
	
폭발의	여파로	4 호기의	잔해와	3 호기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하여	1986 년	4 월	
26 일	사고	직후	특수	소방대원들이	파견되었다.	사고	직후인	1 시	28 분에	우선	14 명의	
소방대원이	파견되어	화재를	진압하기	시작하였고,	오전	4 시	경에는 250 명의	대원이	추가로	
파견되었다.	이들의	노력으로	오전	2 시	10 분에는	기계동	천장의	가장	큰	불이	진압되었고,	
2 시	30 분에는	폭발한	반응로	건물	천장의	화재	또한	진압되었다.	오전	5 시에는	반응로	
주변에	일어난	대부분의	화재가	모두	진압되었다.[12]	
	
이	 기간	 동안	 아무도	 폭발이	 일어난	 반응로	 근처로	 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반응로의	잔해가	계속	불타고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사고	후	처음	20 시간	동안	
소방대원과	발전소	직원들의	화재	진압	시도로	인해	뿌려진	물이	기화하여,	반응로	주변은	
증기로	가득한	상태였다.	이	증기는	가열된	흑연이나	반응로	내부의	지르코늄과	같은	다른	
물질과	반응하여	수소	가스를	비롯한	많은	가연성	물질들을	만들어냈다.	이	가연성	물질들은	
사고	발생	후	약	20 시간이	지난	4 월	26 일	오후	9 시	41 분에	반응로의	잔해를	폭발시켰다.	
폭발의	여파로	만들어진	불기둥은	거의	50m 에	달할	정도의	규모였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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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로	인한	방사능의	누출을	막기	위해	5 월	5 일까지	군용	헬리콥터	
30 대가	동원되어	여러	물질들이	투하되었는데,	이	물질들은	중성자를	흡수하여	연쇄	반응을	
막기	위한	40 톤의	붕소	화합물,	열을	흡수하고	이산화	탄소를	발생시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돌로마이트	 600 톤,	 방사능	차폐를	위한	 2400 톤의	납과	 1800 톤의	모래와	진흙	
등이다.	동원된	헬리콥터와	그	조종사의	방사능	피폭을	줄이기	위해,	헬리콥터들은	폭심의	
바로	위에	멈춰서지	않고	반응로를	날아서	통과하면서	투하물들을	떨어뜨렸다.	이	때문에,	
투하물	 중	 일부는	 목표인	 노심을	 빗나가	 그	 주변에	 떨어졌으며,	 이렇게	 주변에	 떨어진	
투하물들은	반응로	내부의	열을	흡수하지	못하고	잡아두는	역할을	해	반응로의	온도를	높이고	
방사능의	추가	누출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추측된다.[13,14]	
	
헬리콥터에	의한	화재	진압	시도는	5 월	7 일까지	지속되었으나,	폭발로	인해	건물의	구조가	
약화되어	추가	폭발	또는	노심	용해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5 월	10 일까지	중단되었다.	
헬리콥터에	의한	시도가	중단된	이후에는	원자로	3 호기에	있던	액체	질소를	노심에	주입해	
5 월	9 일	반응로의	화재가	마침내	진압되었다.[15]	그리고	불도저로	집과	건물을	무너뜨리고,	
방사능에	오염된	동물도	사살하여	구덩이에	묻은	다음,	 콘크리트로	 2m	 이상	덮어버렸다.	
오염된	 원자로는	 자유의	 여신상이	 그대로	 들어갈만한	 거대한	 석관을	 씌워	 밀폐했으나	
2015 년이면	재처리가	요구된다.	
	
	
4)	피해	및	영향	
	
원자로에서	폭발이	원자로의	콘크리트	천장을	날려버리는	동시에	500 경	베크렐(Bq)	이상의	
방사성	 물질이	 공기중으로	 뿜어져나갔다.	 이때	 누출된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약	300-400 배에	달한다고	한다.	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9,300 명에	
달했고,	노출됐던	사람들	중	70 만	명이	암과	기형아	출산	등	극심한	후유증에	시달렸다.		
	
(1)	직접적	인명피해	
사고가	일어난	시점에	4 호기에서	근무하고	있던	직원	중	작업자	2 명	및	연구원	4 명이	
폭발과	그로	인한	과다한	방사선	노출로	사고	당일	사망하였다.	또한	이	실험의	총책임자	
역시	피폭당해	이	사건이	발생한	지	9 년	후인	1995 년	숨을	거두게	된다.	
	
또한	화재	진압과	초기	대응	과정에서	발전소	직원과	소방대원	등을	포함하여	약	1100 명의	
인원이	투입되었는데,	이들	중	237 명이	급성	방사능	피폭	증상을	보였다.	최종적인	진단	
결과	134 명이	급성	방사능	피폭으로	확진되었고	이들	중	28 명이	사고	후	수	개월	이내에	
사망하였다.[16]	이후에	발생한	사망자를	포함하여,	2006 년	우크라이나	정부의	집계로는	총	
56 명이	 초기	 대응	 과정의	 방사능	 피폭으로	 사망하였다.	 우쿠라이나	 국립방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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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위원회(NCRP)의	보고서에	의하면	긴급작업에	투입됬던	우쿠라이나	작업인원중	1995 년	
까지	5772 명이	사망했다고	보고한다.[17]	
	
또	누출	방지와	누출	방사능	처리작업에	투입된	해체작업자들	중	작업	초기인	1986 년에서	
1987 년	 사이에	 투입된	 226,000	 명의	 작업자들은	 평균적으로	 130~170 밀리시버트의	
방사능에	계속해서	피폭되었다.[17]	공식	보고에	따르면,	이들	중	25,000 명이	사망하였다.[18]	

그린피스는	이	사건으로	인해	20 만명이	사망했다고	집계하고	있으며,	지금도	발전소	주변	
지역은	모두	출입	금지	구역이다	(그림	8).			
	

	그림	8.	체르노빌	발전소	주변	지역	
	
	
(2)	주변지역	및	다른	국가의	피해	
	
체르노빌의	4 번째	반응로에서	일어난	화재를	소화하는	과정	중에,	헬리콥터를	이용	2,000 톤	
이상의	 납을	 반응로에	 투입했다.	 며칠	 이후,	 융해된	 납등이	 주변에	 퍼져	 다음	 해에	
벨라루스에	거주하고	있는	아이와	어른	모두에게	확연히	혈액	속에	납성분이	증가했다.[19]		

4 월	26 일	폭발이	있은	후	부터	원자로의	화재가	진압되기까지	열흘	간,	반응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상승	기류를	타고	막대한	양의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누출되었다.	누출된	방사성	
물질은	종류만도	40 종	이상에	달하며,	누출된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비활성	기체에	의한	
것을	제외하면	1996 년	추산치로	5.3x1018베크렐에	달한다.[20]	
	
구체적으로,	방사성	물질	중	제논,	크립톤과	같은	비활성	기체의	경우	반응로에	있던	양의	
전부가	기체	상태로	외부로	누출되었으며,	방사능이	강한	요오드-131 과	요오드-133	또한	
절반	이상이	기체	상태	또는	다른	형태로	방출되었다.	텔루륨-132,	세슘-134,	세슘-137,	
루테늄	동위원소	등의	방사능이	강한	동위원소들은	0.3~1.5 ㎛	정도의	작은	입자로	공기에	
섞여	 에어로졸	 형태로	 방출되었다.	 연료봉에	 있던	 우라늄도	 산화되어	 10 ㎛정도의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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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로	쪼개져서	누출되었는데,	이	입자	속에는	세슘-141,	지르코늄-95,	니오븀-95,	란탄-
140 과	플루토늄	동위원소,	아메리슘	등의	방사성	원소가	포함되어	있었다.[21]	
	
그림	 9 는	방사능	낙진으로	인해	심하게	오염된	체르노빌	주변	지역을	표시한	1996 년의	
상황이다.	 사고	 당시	 발생한	 방사능	 낙진은	 우선적으로	 체르노빌	 주변에	 있는	 러시아,	
벨라루스,	및	우크라이나	곳곳으로	퍼져	여러	지역을	오염시켰다.	그	중에서도	벨라루스의	
낙진	피해가	심했는데,	이는	방사능	누출이	심했던	4 월	26 일과	27 일에	낙진을	실어나른	
바람의	방향이	벨라루스로	향했기	때문이다.	낙진으로	인해	벨라루스	전	국토의	22 퍼센트	
가량이	방사능에	오염되었다.[22]			
	
우크라이나에서는	사고가	있었던	발전소	 4 호기를	중심으로	한	주변	지역의	오염이	가장	
심각하였으며,	 주요	 오염	 지역은	 벨라루스와	 인접한	 북부	 지역이었다.	 우크라이나의	오염	
지역	중	발전소	인근	지역과	다른	일부	지역에서는	방사능이	제곱미터당	1500 킬로베크렐에	
이르는	곳도	있었다.	 체르노빌	사고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삼림	중	 40 퍼센트가	방사능에	
오염되었다.[23]	
	
방사능	 낙진은	 주변	 3 국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으로	 퍼졌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의	
서유럽과	이베리아	반도에서도	방사성	세슘	동위원소가	검출되었으며,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많은	 지역과	 그리스,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등에서는	 세슘	 동위원소의	 방사능이	 37kBq	
이상으로	 측정되기도	 하였다.[20]	 방사능물질	 가운데	 우라늄-235 의	 핵분열	 생성물질	 중	
하나인	반감기가	 30 년인	세슘-137 의	농도로	토양의	방사능	오염을	측정한	결과,	 유럽	
전체에	 걸쳐	 19 만	 제곱	 킬로미터에	 이르는	 영역이	 제곱미터당	 37 킬로베크렐	 이상의	
방사능으로	오염되었으며,	주변	3 국의	오염	규모는	15 만	제곱킬로미터에	이른다.[20]			
	
오염된	 구역에	 있었던	 일부의	 아이들은	 갑상선에	 최대	 50 그레이	 정도의	 높은	 방사선을	
쬐었다.	 이것은	 오염된	 현지의	 우유나,	 비교적	 수명이	 짧은	 동위체인	 방사성	 아이오딘이	
체내에	축적되었기	때문이다.	몇몇	연구에서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러시아	아이들의	갑상선	
암	 발병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혀졌다.	 IAEA 의	 보고에	 따르면	 “사고	 발생시에	
0 세부터	14 세였던	아이들	1,800 명이	갑상선	암으로	기록되었는데,	이는	통상보다	훨씬	
많은	양이다”	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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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방사능으로 오염된 1996 년 체르노빌 주변지도.  
	
	
	
	
그림	10 은	1986 년	측정된	유럽	여러	나라들의	방사능	세슘-137 에	의하여	오염된	상황을	
나타내는	세슘분포	지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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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유럽지역 방사능 세슘-137 에 의한 오염 분포  (1986년 측정 자료).   
	
그림	11 은	체르노빌	사고후에	벨라루스에서	갑상선암이	크게	증가한	것을	나타낸다.	이는	
이	지역에	떨어진	방사능	낙진에	의하여	2002 년	까지	성인	(19-45 세)	갑상선암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특히	18 세	미만의	어린이는	사고	이전에	비하여 50 배	이상의	
높은	수치를	보여주는데	이는	잘	알려진대로	어린이가	방사능에	의한	갑상선암에	더	 	많이	
발병한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24]	
	

	
	

그림 11. 벨라루스에서의 갑상선암의 변화 추이 (1985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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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년,	 세계보건기구는	 아이와	 젊은	 청년층에서	 발생한	 700 건	 가까운	 갑상선	 암을	
체르노빌	 사고와	 관련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오염	 구역과	 주변	 여러	 나라에	 위치해	 있던	
주민들에	대해	방사선이	야기하였다고	여겨지는	선천적	이상,	유산,	백혈병,	및	그	외의	여러	
질병에	대해서도	체르노빌사고로	유출된	방사능	물질과	관련있다고	추정되나,	아직	명백하게	
증명되지는	않았다.		
	
그림 12 는	체르노빌	핵	사고	이후	방사능에	오염된	지역에서의	갑상선	암의	증가를	보여준다.	
고농도	 오염지역의	 여성인	 경우에는	 1986 년	 이후	 부터	 증가하기	 하여	 14 년	 후인	
2000 년에는	10 배	이상의	증가를	보인다.			
	
	

	
	
그림 12. 방사능 오염지역 남여 갑상선암 발병률 (1970 – 2002).  
	
	
(3)	지구환경에	미치는	영향	
	
체르노빌	사고로	누출된	1,000 조	베크렐을	훨씬	초과하는	엄청난	양의	방사성	물질의	일부	
방사성	원소는	대기권으로	방출되어	사고가	일어난	후	북반구	전역으로	이동했으며,	이들은	
대기권에서	 지상으로	 떨어지면서	 지구의	 환경을	 오염시켰다.	 특히	 낙진이	 집중된	 발전소	
주변의	3 국과	유럽	대륙에서는	농작물과	낙농제품이	방사능에	오염되기도	했다.	초기	몇	주	
동안은	반감기가	짧은	요오드-131 이	주로	우유와	잎	작물	등에서	발견되었으며,	이후	오랜	
기간	반감기가	30 년인	세슘-137 이	작물과	토양의	표층에서	발견되었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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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이후로	 체르노빌과	 인구	 5 만의	 프리피야트	 시에서	 사람들이	 모두	 떠나	 잡초와	
야생동물만	가득한	유령도시가	되었다.	주변의	숲은	방사능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나무들이	
빨갛게	죽어버렸다.	벨로루시와	러시아는	소아	갑상선암	발생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이	사고	낙진의	80%가	벨라루스에	떨어져서	전	국토의	33%	(남한의	반	이상	크기)가	방사능	
오염으로	출입	금지가	되어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환경에	미친	영향과	복구에	대해서는	
IAEA	보고서에	더	자세한	내용이	들어있다.[26]	
	
2005 년	 우크라니아	 저널리스트스	 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는	 <체르노빌의	 목소리>	 에서	
“방사선은	사람을	바로	죽이지	않는다.	 사고	후	 5 년이	지난	뒤에는	아무런	관심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러시아	환경단체가	수집한	통계에	따르면	체르노빌	사건	후	 150 만	명이	
사망했다.	이에	대해서는	모두	침묵한다”	라고	기고했다.	
 
2010 년	러시아의	알렉세이	야브로코프박사는	<체르노빌	대참사가	환경과	인간에	미친	영향>	
에서,	우크라이나어,	러시아어,	벨라루스어로	쓰인	5,000 편	이상의	논문과	보고서를	종합한	
결과	 “체르노빌	 핵사고로	 2004 년까지	 985,000 명이	 사망했으며,	 앞으로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	
 
2012 년	11 월	8 일,	체르노빌	원전	사고	수습작업에	참여한	작업원	11 만	명을	20 년	간	
추적	조사한	미국	국립암연구소와	대학	연구팀이	저선량	피폭도	백혈병의	발병율을	높인다는	
연구결과를	미국	학술지에	게재했다.	
	
	
한반도에	대한	영향	
1945 년	 8 월	 6 일	일본	히로시마와	 8 월	 9 일	나가사키에	인류	최초로	핵무기로	인한	
핵폭발이	실전에	쓰였다.	이것이	당시에	한반도에	영향을	미쳐서	한국인에게	암	발생률이	
높다는	의견도	있다.	1986 년	체르노빌에서	발생한	방사능의	영향이	한반도에도	미쳤고	이로	
인하여	갑상선암	등의	질병이	증가했다는	주장도	있다.	
	
(4)	사고	이후의	동향	
	
체르노빌	 원전	 사고에서	 소련당국이	 보여준	 사고은폐,	 무능한	 대처,	 및	 축소발표는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사고	 이후의	 더	 심각한	 문제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전기가	
모자란다는	이유로	1,	 2,	 3 호	원자로를	계속	가동한	것이었다.	게다가	옆에	2 기의	동형	
원자로를	건설하다가	1988 년에	취소하였다.	결국	1991 년에	2 호기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우크라니아	정부는	'손상이	너무	심하다'	며	2 호기를	폐쇄한다.	1 호기	역시	세계	각국의	
압력으로	인해	1996 년	11 월에	폐쇄되고,	2000 년	11 월에	3 호기도	정지됨으로서	현재는	
모든	원자로가	멈추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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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르노빌	핵	발전소는	아직	확실하게	안전을	확보한	게	아니다.	사고	당시	기술진이	목표로	
한	 것은	 '일단	 피해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	 였지	 '완벽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는	그	당시	상황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만	당시	복구반의	목숨을	
희생하는	 노력으로	 30 년의	 시간을	 번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미	 그	 시간은	 다가오고	
체르노빌을	 덮은	 석관도	 슬슬	 수명이	 끝나가고	 있다.	 특히	 발전소	 밑바닥이	 취약한	 것이	
문제인데,	이것이	화근이	되어	방사능	오염물질이	지하수로의	누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기술자들이	지금도	방사선을	내뿜고	있는	원자로를	제거하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	 기술자들끼리의	 논의는	 어떻게	 하면	 체르노빌	 발전소에	 아직	 남아있는	 플루토늄	 등의	
방사능	물질들을	다른	곳에다	버리느냐	하는	것이다.	저	멀리	우주에	내다	버리는	방법도	
신중히	논의는	되고	있지만	이렇다	할	 해답은	나오지	못하고	있다.	 2015 년까지	새로운	
차폐막을	 설치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급조한	 콘크리트	 차폐막이	 수명을	 다했기	
때문인데	이	차폐막은	자유의	여신상이	그대로	들어갈	만큼	규모가	크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2065 년까지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를	해체하고	정화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은	 아니다.	 우크라이나	 비상사태부	 장관에	 따르면	 해체	
작업에는	 50 년이	걸린다고	하며	비상사태부의	다른	관계자는	 "핵연료	꺼내는	데	 30 년,	
해체작업에	60 년이	더	걸린다"	고	말했다.	4 호기의	핵연료	외에도	노후화된	사용후핵연료	
및	냉각수조에	저장된	21,000 개(2,000 톤)의	폐연료봉도	처리해야	한다.		
	
2011 년	기준으로	동형	원자로	11 개가	아직도	운전되고	있으나	새로	짓는	것은	없다.	현재	
러시아의	 쿠르스크,	 레닌그라드,	 스몰렌스크	 발전소에서는	 아직도	 RBMK	 원자로를	
발전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참고로	북한의	영변원자로가	 5MW 의	전기를	생산하는	 	흑연	
감속로인데	2013 년부터	다시	재가동에	들어갔다고	한다.	위에서	기술했듯이	구형	디자인인	
흑연감속로	방식이	더	위험하기	때문에	북한에서	언제	어떤	사고가	날지	우려가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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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후쿠시마	(Fukushima)	원전	사고	
	
후쿠시마	제 1	 핵발전소의	 	 핵사고	 (Fukushima	 Daiichi	 nuclear	 disaster)	 또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2011 년	3 월	11 일	태평양	해역	지진으로	인해	진도	9 의	지진과	쓰나미로	
후쿠시마	제 1	핵발전소의	6 개의	원자로	중에	1-3 호기에서	핵연료가	녹아	외부로	유출된	
노심용융	 (meltdown)에	 해당하는	 매우	 심각한	 방사능	 누출	 사고이다.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처럼	국제핵사고등급(INES)의	최고	단계인	7 등급에	올라있고,	3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써	방사능	물질이	대기와	바다로	계속	유출되고	
있다.	특히	사고	이후로	원자로를	냉각시키는데	사용된	바닷물,	빗물,	및	원자로	밑을	흐르는	
지하수에	의해	방사능에	오염된	방사능	오염수가	하루에	최소	300 톤씩	바다로	계속적으로	
유출되어	대부분	태평양으로	흘러가고	있다.	2013 년	후반	부터는	캐나다	및	미국	서부해안	
뿐	아니라[27-30]	미국	동부의	여러	주도[70]	방사능에	오염됬다는	여러가지	증거들이	보고되고	
있다.	
	

	
그림  13.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2011.3.11. 사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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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	개요	
	
도쿄전력(TEPCO)	 산하의	 후쿠시마	 제 1	 핵발전소는	 1967 년	 9 월	 29 일에	 착공하여	
1971 년	3 월	26 일에	운영에	들어간	핵발전소로	6 개의	원자로가	운영중에	있었다.	모든	
원자로는	 제너럴일렉트릭(GE)	 사에	 의해	 디자인된	 것을	 바탕으로	 건설은	 카시마	 건설이	
맡았다.			
	
2011 년	3 월	11 일	강도	9 의	대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후쿠시마	제 1	핵발전소에서는	원전	
안전을	 위해서	 자동으로	 원자로	 1-3 호기가	 긴급정지	 한다.	 4,	 5,	 및	 6 호기는	 정기	
검사중으로	 발전	 정지중에	 있었다.	 지진으로	 인해	 외부	 전력이	 차단되었고,	 자동시스템에	
의해서	비상용	디젤	발전기가	발전을	시작하였으나,	지진발생	약	 50 분	후	높이	 15m 의	
쓰나미가	 발전소를	 덮치면서	 지하에	 설치된	 비상용	 디젤	 발전기가	 해수에	 침수가	 되면서	
작동이	되지않았다.	이	지진	해일로	인해	후쿠시마	제 1	원전은	원자로	안전을	위한	최소	
전력마져도	 없는	 블랙아웃	 상태에	 빠졌고,	 이로	 인해	 원자로	 냉각을	 위해서	 냉각수	 펌프	
가동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원자로	내부의	핵연료는	주변에	있는	냉각수의	온도를	상승시켰고,	
결국엔	증발하여	원자로	내부	압력과	온도가	올라가게	되었다.	
	
모든	 냉각수가	 증발한	 원자로	 1-3 호기는	 3 월	 12 일	 노심	 온도가	 섭씨	 1200 도까지	
상승하였다.	 1 차	 방호벽인	 핵연료를	 감싸고	 있는	 연료봉의	 피복관이	 고온으로	 인해	
녹아내렸고	 (=	 meltdown),	 2 차	 방호벽인	 약	 20cm	 두께의	 특수철로	 된	 원자로	 용기도	
고온으로	 녹아내리면서	 구멍이	 뚫리게	 되었다	 (=	 melt	 through).	 이로	 인하여	 핵연료의	
방사능이	공기	중에	확산이	되기	시작하였다.	핵연료에	있는	질코늄이	1,200 도를	넘으면	
반응해	수소를	내놓는데,	이	수소가	격납용기내	수증기와	함께	고온고압을	유지하게	되었고,	
12 일	1 호기,	14 일	3 호기에서	수소폭발을	일으켜	격납용기를	손상시켜서	방사능의	대기	
유출이	시작됐다.[31-33]	
	
(2)	사고	경과	
	
1 호기는	11 일	14 시	46 분	지진	발생	이후	14 시	52 분	비상	발전을	시작하였으나,	급격한	
격납용기의	압력저하를	완화하기	위해	관리자가	회로를	개폐하던	중	15:30 분에	지진	해일이	
덮치면서	모든	전원을	상실하게	된다.	1 호기는	이미	11 일	19:30 분에	핵연료에	의해	냉각수	
증발로	수위	저하가	일어났고,	노심	용융이	시작되고	있었으며	12 일	6:00 시경	모든	연료가	
붕괴에	이른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4 일에	마침내	수소	폭발이	발생하였다.	1 호기의	경우	
노심용해가	 발생했으며	 내부의	 증기가	 누출되어	 2011 년	 3 월	 16 일에	 냉각	 작업이	
시작되었다.	 2 호기도	 연료가	 노출된	 적이	 있으며	 격납용기가	 파손되었고	 노심용해가	
발생하였다.	 3 호기의	경우	증기	누출이	발견되었고,	노심	용융이	발생하였다.	 12 일에는	
1 호기,	14 일에는	3 호기,	15 일에 4 호기에서	수소폭발이	발생하였다.		14 일에	원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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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을	위한	해수	주입을	도쿄전력이	시작하였다.	2 호기는	14 일	오후	8 시,	3 호기는	13 일	
오후	 9 시에	 노심	 온도가	 2800 도까지	 급상승하여	 노심	 용융이	 시작되었다.	 이	 이후에	
냉각수와	지하수로	인한	방사능	누출이	시작되었다.[34-37]	아래	그림	14 은	2011 년	3 월	
11 일	사고일로	부터	16 일	까지의	사고과정과	후쿠시마제	1 발전소	시간별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그림	14.	후쿠시마제	1 발전소	시간별	상황	
	
그	이후	2011 년에	공식적으로	발표된	주요	상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3 월	18 일	오전	-	일본	경제산업성	원자력	안전보안원은	후쿠시마	원전	2 호기에서	
시간당	약	500 밀리시버트의	방사선량이	측정됐다고	밝혔다.	1945 년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피폭자를	연구한	결과,	누적으로	500 밀리시버트	이상의	피폭자는	암	
발생률이	평균보다	현저하게	높았다.	

	
• 3 월	18 일	14	시경부터	자위대	차량,	주일	미군	차량에	의해	3	호기의	사용후	연료	

수조에	방수를	실시했다.		
	

• 3 월	19 일	0 시	30 분	부터	3 호기의	사용	후	연료	보관	수조에	도쿄	소방청	군단의	
방수를	 실시.	 새벽에	 5	 호기,	 6 호기의	 비상용	 디젤	 발전기	 및	 냉각	 시스템이	
순차적으로	복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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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월	20 일	8 시	20 분,	4	호기	사용	후	연료	수조에	자위대	차량이	물을	뿌렸다.	
21 시	30 분,	도쿄	소방청이	3	호기에	대한	사용이	끝난	연료	수조에	1,137	톤의	물을	
연속으로	방수하였다.	

	
• 3 월	21 일	6 시	37	분,	4	호기	사용	후	연료	수조에	약	91	톤을	방수하였다.	15 시	

55	분,	3 호기에서	연기가	오른다.	18 시	22	분,	2	호기도	연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5 호기는	외부	전원이	복구되었다.	

	
• 3 월	22 일	11 시	20 분,	1 호기	압력	용기의	온도가	400℃	까지	상승하였다.	3 호기	

사용후	핵연료	수조에	150	또는	180 톤을	방수하였다	.	
		

• 3 월	23 일	도쿄에서	전날	채수	한	샘플에서	유아에	대한	잠정	기준치를	웃도는	210	
베크렐/kg 의	 요오드	 131 를	 발견했다고	 발표했으며,	 유아의	 수돗물의	 섭취를	
자제하도록	요청했다.			

	
• 3 월	28 일	도쿄전력은	3 월	21-22 일	원전	부지에서	채취한	토양에서	플루토늄를	

검출했다고	발표했다.		
	

• 3 월	29 일	1-3 호기의	원자로에	가설	펌프로의	전환이	완료되며,	모든	중앙	제어실의	
조명이	점등된다.	

	
• 3 월	30 일	남쪽	방수로	인근	바다에서	전날	채취한	바닷물에서	농도	기준치의	3355	

배,	130	베크렐/cc 의	요오드	131 이	검출되었음을	발표한다.			
	

• 3 월	 31 일,	 3 월	 30 일에	 채수한	 바닷물에서	 농도	 기준치의	 4385	 배,	 180	
베크렐/cc 의	요오드	131 이	검출되었다.		

	
• 4 월	1 일,	미국	과학	국제	안보	연구소는	원자력	안전보안원이	국제원자력사고	평	

척도로	수준	5 라고	판단한	것에	관련하여	더	심각한	수준인	6 으로	올려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 4 월	 8 일	 도쿄전력의	 고문은	 마이니치	 신문의	 인터뷰에서	 1-4	 호기에	 관해서는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까지는	아니다,	냉온	중지	상태로	몇	개월은	있어야	
하고,	원자로내	연료봉의	회수에는	10 년이	걸릴	것이라는	등의	의견을	밝혔다.	

	
• 4 월	12 일	일본	정부가	국제	원자력	사고	등급을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와	같은	

7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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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월	 18 일,	일본	정부가	핵연료봉	손상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38]	사태가	
최악의	상황이며,	이렇다할	해결책이	없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3)	방사능	물질	누출	
	
이번	원전	사고로	인해	대기,	토양,	고인	물,	바다,	지하수에	방사성	물질의	오염은	점점	
심각한	상황이	있으며,	오염물질이	일본	국외에	퍼지면서	동아시는	물론	국제적인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일본	원자력안전보안원	“녹은	연료봉이	원자로	하단에	떨어지는	것을	[붕괴(break	through)]	
라고	정의했다”	고	하며,	붕괴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해	논란을	여기했다.	그	동안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우라늄	연료봉의	피복관의	용해	(meltdown),	압력	용기,	저장	용기,	
그리고	배관의	파괴,	수소폭발,	화재,	및	2 호기	압력	억제	수조의	손상된	부분을	통하여	많은	
양의	방사능	물질이	외부로	누출되고	있음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5	참고).			
	

 
그림 15. 후쿠시마 원전 사고시 방사선 유출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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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방사능	오염수	누출	
	
후쿠시마	 제 1	 원전에서는	 매일	 세슘	 137 과	 스트론튬	 90 이	 하루에	 약	 600 억	 ㏃씩	
태평양으로	방출되고	있다.	[40]	후쿠시마	사고	직후부터	4 월	7 일까지에는	하루에	100 조	
베크렐이	원전	배출구를	통해	유출되었으나	점차적으로	유출량이	줄어서	현재	상태가	되었다.	
하지만	배출되는	방사능	오염수에는	농도	기준만이	있을	뿐	총량	기준이	없어서	야오야마	
연구원은	방사능	물질이	농축될	것을	염려한다고	한다.	이에	반하여	도쿄전력	측은	방사능	
오염수는	기준치	이하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40]	
	
이	 방사능	 오염수는	 2011 년	 당시부터	 원전을	 식히기	 위해서	 바닷물을	 끌어서	 원전을	
냉각시키는	 과정에서	 나온다.	 이	 유출된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가기	 위해	 만든	 30cm	
콘크리트	 보의	 배수	 밸브를	 열어	 두었기	 때문에	 빗물과	 함께	 2012 년	 1 월부터	 유출이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도쿄전력이	밝혔다.[41]	이	외에도	하루	300 톤의	지하수가	원전	
지하를	통과하여	방사능	오염수를	만들어낸다	(아래	그림	16	참고).[42]	

	

 
	
그림	16.	후쿠시마	원전에서	유출되는	오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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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년 8 월달에	300t 의	방사능	오염수가	누출된	사건을	조사하던	도중,	원전	오염수를	
저장하는	 탱크에	 결함이	 있는	 것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또한	 원자력	 발전소로	 유입되는	
지하수를	 퍼올리기	 위해	 만들어진	 우물에서	 저장탱크에서	 유출된	 오염수	 때문에	 리터당	
기준치보다	최대	470 배	높은	트리륨이	검출되었다.	원전	내부의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면서	
외부에	고농도	방사선	물질이	누출되었는데	이는	도쿄전력이	2 년동안	방치해	둔	결과이다.	
또한	 2013 년	 9 월	 1 일에	 저장탱크	 3 기	 에서	 70~1800mSv/h 의	 높은	 방사선량이	
검출되었다.	그	이후에도	여러차례	오염수가	누추되는사고가	보고	된다.[43-45]	
	
(5)	피해와	영향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해	방사능이	공기중,	해양	중으로	누출되고	있으며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46]		일본	정부는	반경	20km	구역을	'경계구역'으로	지정해	주민의	
출입을	법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노르웨이	 대기연구소가	 한반도에	 방사능비가	 우려된다는	 예측을	 내놓아서	 논란이	
있었다.[47]	 	한편,	미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정부는	방사능	누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자국민들에게	도쿄를	떠나라고	권고하고	있다.	
	
사고	직후인	3 월	14 일	부터	날짜별로	간단히	피해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14 일	키	리졸브	한미합동훈련을	중단하고	구조작업에	투입된	미국	제 7 함대의	로널드	
레이건호의	헬기	승무원	17 명이	한시간만에	한달치	방사능에	노출되었다.		

	
• 15 일	도쿄의	방사능	수치가	평소보다	 23 배	급등하면서	외국인들의	도쿄	탈출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4 년간	 최대	 수치는	 0.079 마이크로시버트였으나,	 이	 날	
0.809 마이크로시버트까지	치솟았다.		

	
• 16 일,	 미국	 국무부는	 도쿄	 일대의	 자국민에	 대해	 철수를	 권고하고	 전세기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 17 일	아사히	신문은	후쿠시마에서	400	km	떨어진	시즈오카	현의	하마오카	원자력	
발전소에서	 세슘-134	 등	 5 종류의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었다고	 보도했다.[48]	
후쿠시마	 원전에서	 도쿄는	 250	 km	 떨어져	 있으며,	 도쿄	 수도권	 일대에는	
3900 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 2011 년	3 월	14 일,	스위스	연방	에너지청은	노후한	원자력	발전소를	새	원전으로	

교체하려던	계획을	보류한다고	밝히고	탈핵화를	선언했다.	미국,	독일,	중국,	인도,	
오스트리아	등도	후쿠시마	사건에	크게	영향을	받아,	원전회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38	

AFP	통신은	"일본	지진으로	전	세계	원전사업이	퇴조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독일	 정부는	 10 년안에	 자국의	 모든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할	 것이라고	
밝혔다.[49]	

	
•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 1 원전	 1~3 호기에서	 유출된	 세슘-137 이	

15,000 테라베크렐로,	89 테라베크렐이었던	히로시마원폭	리틀보이의	168.5 배라고	
밝혔다.[50]	반면에	노르웨이	대기연구소는	세슘-137 이	36,000 테라베크렐	유출된	
것으로	추산했다.[51]	

	
잇따른	 방사능	 오염수	 누출에	 따라	 아베	 정부는	 정부가	 책임지고	 방사능	 오염수를	
처리하겠다고	밝혔으나,	2020 년	도쿄	하계올림픽	유치에	지장을	주는	것을	염려하여	일본	
의회는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국회심의를	9 월	중순	이후로	미루기로	하였다.	또한	방사능	
오염수	유출의	영향으로	대한민국의	소비자들은	일본산	생선에	대한	방사능	검사	확대에도	
불구하고	도미,	생태	구매를	기피하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수산물	방사능	기준치가	일본의	
100 베크렐/kg(유아는	50 베크렐/kg)보다	높은	370 베크렐/kg 이어서	일본에	비해	3.7 배	
많은	방사능	오염물질을	가지고	있는	생선이	유통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52]	
	
"먹어서	 응원하자"라는	 도호쿠	 지방의	 농산물을	 먹어서	 응원하는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토키오의	베이시스트	야마구치	타츠야는	2012 년	3 월,	세슘	137 에	내부피폭이	
되었다는	진단을	받았다.[53]	또한,	간토	지역에	위치한	이바라키	현의	모리야	시에서	진행된	
조사에서는	18 세	미만	85 명	중	58 명에서	자연	상태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세슘	134,	세슘	
137 이	검출되었다.[54]	
	
후쿠시마	 재앙	 이후,	 아이들의	 질병이	 증가하고	 있다.	 1990 년	 체르노빌	 핵사고	 후에	
벨로루시와	 우크라이나의	 방사능	 오염으로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했고	 현재도	 질병에	
시달리는	것과	같다.	특히	벨라루스의	"저수준"	오염	지역의	어린이	병원에서는	질병이	크게	
늘고있다는	논문이나	보고서들이	많이	발표되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3	년이	지난	현재	
일본	동북	및	관동지방을	중심으로	질병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갑상선	이상이나	심장질환이	
급증하고	있다.		
	
아래	그림 17 는	일본에서	발표된	자료로	단시간에	걸쳐	어린이	갑상선이	크게	증가한	것을	
보여준다.	어린이	갑상선	이상은	2011 년도에	검진받은	3 만 8 천명	중	'2 차	검사	필요'가	
186	 명이고	 그	 중	 "3 명이	 갑상선암,	 7 명이	 암	 의심"이라고	 후쿠시마현에서	 발표했다.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의심되는	사람을	포함한	10 명의	내역은	남자	3 명,	여자	7 명으로	
평균연령은	15	세다.	"3 만	8000 명	중	10 명이	소아	갑상선암	'이라는	야마시타씨가	발표한	
수치는	정상	소아	갑상선암	발생률	"100 만명당	1 명	또는	2 명"에	비해	약	130~260 배에	
달한다.[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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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인구 10 만명당 일본의 갑상선 발병율 (2011 – 2012). 
 
 
 
후쿠시마의	경우	아직까지	원전	사고와	방사능	물질	노출로	직접적인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보도는	 없는	 것이	 사실이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간접적인	 사망이다.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가	닥쳤을	때	일본	북동부	대부분의	재난	지역에서	시민들과	일본	자위대,	미군	등이	
인명	구조	및	구호	활동에	들어갔다.	하지만	후쿠시마	해안은	상황이	완전히	달랐다.	어느	
누구도	 심지어	 자위대조차	 방사능	 물질에	 대한	 노출의	 두려움으로	 그	 지역에	 들어갈	 수	
없었고	희생자들은	오랜	기간	그곳에	방치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장기간의	대피과정에서	
사망하거나	 자살하는	 등	 간접적인	 사망자수의	 증가를	 불러왔다.	 이	 같은	 사례들은	 원전	
사고와	관련된	사망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후쿠시마	현립사무소	 (후쿠시마	민포,	 2013 년	
9 월	6 일)에	따르면	사망자수는	2013 년	9 월	1,459 명으로	늘어났다.		
	
2014 년 1 월	1 일에	후생노동성이	공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1 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부터	
일본의	총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3 년에는	244,000 명이라는	기록적	감소를	
보였다	(그림	18	참고).[56]		결과적으로	후쿠시마	사고	이후	많은	지역에서	인구와	출산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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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했다.	예컨대	2010 년	34 만	명이	살던	후쿠시마	고리야마	시의	경우	2013 년	1 월		
출산율은	2 년	전인	2011 년	1 월	대비	34%나	감소했다	(고리야마시,	2013).		
	

	
		
	
	
		
	
	
	
	
	
	
	
	
	
	
	

	
	
	
그림 18. 일본의 총 인구 변화율 (2006 -2013). 
 
 
 
(6)	사고	처리에	대한	논란	
	
원자로에	냉각시스템이	멈춘	직후에	원전	폐기를	감수하고	바닷물을	조기에	투입했더라면	
사태의	심각성이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운영사인	도쿄전력측이	건설비용이	
한화	약	5 조원	가량인	원전의	폐쇄를	결단하지	못해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는	
것이다.	 도쿄전력은	 사고발생	 31 시간	 이후에야	 해수투입을	 결정했다.	 일단	 원자로에	
정제수가	아닌,	이물질이	많이	포함된	해수를	투입하면	원자로를	더	이상	상용	운전할	수	
없고	폐기처분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5 월	17 일	히라타	오리자	일본	내각	관방참여가	서울	시내에서	열린	강연에서	오염수	방출은	
일본	독자의	판단이	아니라	미국의	강력한	요청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토로하였다.[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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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이	수소폭발	하기	직전까지	정보를	은폐하였다.	또한,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 1	 원자력	 발전소에	 대량의	 플루토늄을	 은닉하면서,	 비밀리에	 핵개발을	
추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58]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가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도쿄	전력	사장의	
경우	사고	직후	사라졌으며,	일본	수상도	지도력이	결여되었다는	견해가	있다.	또한	정보를	
은폐하고	 외부의	 지원을	 거부하고	 있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초기에	
차수벽을	 설치해	 오연수	 유출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경영파탄을	 이유로	 들어	 도쿄전력이	
차수벽을	설치를	2 년간	미뤄	왔다는	것도	비판받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가	 통제되고	 있다"	 던지	 "오염의	 영향은	
후쿠시마	원전	항만	내부의	0.3 ㎢	범위	안에서	완전히	차단되고	있다"는	말은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머니투데이도,	 야마시타	 가즈히코	 도쿄전력	 연구원이	 오염수	 문제는	 매우	
심각하며	상상을	초월한	상황이고	통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보도하였다.	
	
(7)	수입금지	논란	
	
원전사고	이후,	전	세계에서	방사능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됨에	따라	사고	초기부터	일본의	
농수산물	수입	금지에	대해	고려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경우	 10 개	현의	모든	식품과	사료의	수입을	막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	 8 개현의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러시아	극동	세관의	경우,	일본산	자동차	
중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다시	 되돌려	 보내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대만의	 경우	
5 개현에서의	모든	식품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	필리핀,	EU,	볼리비아,	브라질	등은	일부	제품은	수입금지를	하고	그	외에는	정부가	
작성한	품질	보증서	및	생산	가공지	기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국내의	 방사능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됨에	 따라	 기존	 8 개	 도도부현의	 일부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2013 년	9 월	6 일부터	8 개	현	전체	농수산물의	수입을	방사능	검출	
여부와	상관없이	금지하는	것으로	확대시켰다.	또한	다른	현의	경우에도	검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해당되는	현은	후쿠시마	현,	이바라키	현,	군마	현,	도치기	현,	이와테	현,	미야기	현,	
아오모리	현,	 지바	현이다.	 세슘에	대한	기준치도	기존의	 370 베크렐에서	 100 베크렐로	
강화시켜서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내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다.[59]	
	
대한민국	 내에서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이나	 대만과	 달리	 농산물이나	
가공식품	등은	방사능만	검출되지	않는다면	후쿠시마	현의	생산품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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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수산물의	경우에도	후쿠시마	현의	수산물을	홋카이도에서	가공할	경우	홋카이도	현의	
수산물로	취급되기	때문에	원산지에	혼란이	있고	바다	깊이에도	방사성	세슘이	많이	분포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2013 년	9 월	농림축산식품해양위	국정감사에서도	일본	전역의	수산물이	오염되었고,	
세슘이	검출될	경우	다른	방사성	물질에	대한	검사	결과를	요구하더라도	해당	결과에	대한	
기준치가	 없으며,	 수입이	 전면금지된	 현보다	 홋카이도나	 도쿄,	 에히미	 현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가	더	많이	있었다고	밝혔다.[60]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주변	 국가는	 물론	 전	 세계에서	 일본의	 농수산물을	 먹어도	
건강에	안전한지	혹은	유해한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다.	이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자료로	
일본	열도의	오염상태를	보여주는	지도에	답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7 는	2011 년	원전	사고	직후	3.20.부터	4.19.	까지	한	달	동안	측정한	일본	열도의	
방사능	세슘-137	오염	지도로,	미국과	일본의	학자들의	공동연구	결과를	세계적인	과학잡지,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PNSA)에	
실린	내용이다.[61]	
	
이	 지도를	 보면	 후쿠시마	 사고로	 일본	 열도	 전체의	 약	 70%가	 방사능에	 오염되었다.	 이	
오염은	 적어도	 300 년은	 지속될	 것이고	 도쿄를	 포함한	 파란색	 안쪽은	 고농도로	 오염된	
지역으로	 최소	 500 년	 이상	 지나야	 안전한	 곳이	 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이	 고농도	
오염지역이	 남한	 전체의	 면적과	 비슷한	 규모로	 일본열도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만약	한반도에서	후쿠시마나	체르노빌의	핵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난다면	한반더	
땅	전체가	고농도로	오염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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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일본 열도의 방사능 세슘-137 오염 지도 (2011년 측정). 
	
	
(8)	사고	이후의	동향	
	
누출된	방사능	물질로	인해	일본	열도의	약 70%	이상이	세슘으로	오염되어	있으며,	후쿠시마	
제 1	핵발전소	인근	지대는	물론	일본	동북부의	대부분	지역이	고농도의	방사능으로	오염되어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62]	현재에도	사고가	진행	중이며	노심용융(Meltdown)이	발생하였고	
또한	수소폭발도	있었기에	세계의	관심과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제일	문제는	4 호기의	사용후	연료봉	1500 개를	안전하게	회수하는	것인데,	이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원전	 폐쇄	 작업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2040 년까지	 원전	 완전	 해체를	 목표로	 지금까지도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원전	 부지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방사능	오염수도	문제인데,	도쿄전력은	이를	정화해	바다에	버리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지만,	후쿠시마	현민들의	반대가	심해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	그외의	
방사능	오염지역에서도	제염작업으로	인해	나온	방사능	쓰레기를	보관할	중간	저장시설이	
없어	비닐봉지	등으로	봉인된채	주변에	방치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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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년	8 월	기준으로	일본	정부는	차수벽을	설치하여	방사능	누출을	막는	것이	실패하자	
1.6 킬로미터	길이의	벽을	설치해	땅을	얼리는	방법으로	누출을	막을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한	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후쿠시마	핵사고는	2013 년 8 월	말	도쿄전력은	차단벽과	지표면	
사이의	 1.8m	 틈으로	 오염수가	 유출됨을	 밝히며	 방사능	 유출을	 공식	 인정함에	 따라	 다시	
국제적으로	논란을	일으키면서	많은	우려를	불러	일으켰다.	
	
그	 동안	 원자로	 폭발을	 방지	 및	 방사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사고	 직후부터	
원자로와	핵연료	보관수조에	물을	 주입해오고	있다.	 도쿄전력은	 2013 년	 11 월	 18 일,	
후쿠시마	 제 1 원전	 4 호기	 원자로의	 핵연료	 저장수조에서	 핵연료봉을	 꺼내는	 작업에	
들어갔다.	 핵연료봉이란	핵연료인	우라늄을	피복관으로	싼	 지름	 3cm,	 길이	 50cm	 정도의	
원형	막대를	말합니다.	이에	따라	사고	수습이	전체	3 단계	중의	2 단계로	접어들었다.	부서진	
건물	잔해를	제거해	연료를	꺼낼	준비를	하는	것이	1 단계,	사용	후	연료와	사용하지	않은	
연료를	저장	수조에서	꺼내	옮기는	것이	2 단계	(그림	18)	,	녹아내린	연료를	꺼내고	완전히	
폐로하는	것이	3 단계이다.		
	

	
 
그림 18. 원전 4 호기의 핵연료봉 수거 작업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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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후쿠시마	제 1 원전	사고	당시	4 호기는	정기	점검	중이라서	연료봉이	원자로가	아니라	
저장	수조에	보관돼	있었다.	4 호기	수조에는	현재	사용	후	핵연료봉	약	1 천 300 개와	사용	
전	핵연료봉	200 여개	등	모두	1 천 500 여개가	있습니다.	이	연료봉이	적당히	냉각됐으니	
이를	모두	꺼내	100ｍ가량	떨어진	공용	수조로	옮기는	것이	2 단계이다.		간단한	작업처럼	
보이지만	 별다른	 사고가	 없더라도	 1 년	 가량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연료봉이	
바닥에	떨어지거나	1mm	두께의	피복관이	손상될	경우	높은	농도의	방사성	물질이	누출될	수	
있어	오염수보다	더	큰	재앙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우노	아키라	후쿠시마	원전	관리소장이	
최근	외국인	공동취재단에	밝힌	말이다.	
	
“30 미터	위치에서	운송함이	떨어지는	것이	최악의	사태라고	생각한다.	연료	추출	작업으로	
폐로	작업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으며,	30~40 년	걸리는	폐로작업을	향해	커다란	한	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진도	9.0 의	대지진에	후쿠시마	원전이	대부분	폭발하면서,	전	세계	각국이	원전	확대	정책을	
심각하게	재고하기	시작했다.[63]	2011 년	3 월	14 일,	스위스	연방	에너지청은	노후한	원자력	
발전소를	 새	 원전으로	 교체하려던	 계획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미국,	 독일,	 중국,	 인도,	
오스트리아	등도	후쿠시마	사건에	크게	영향을	받아,	원전회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AFP	
통신은	"일본	지진으로	전	세계	원전사업이	퇴조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독일	
정부는	10 년안에	자국의	모든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64]	
	
	
8.	후쿠시마	재앙이	세계	환경에	미치는	영향	
	
후쿠시마	핵	사고로	유출된	방사능은	일본	본토와	지하수는	물론	전	세계의	상공과	바다를	
오염시키고,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또한,	 전	 세계의	 핵	
보유국이나	핵시설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물론	그	이웃나라들도	원전사고의	위험을	떠안고	
살아야만	한다.	가령,	중국의	황해	원전에서	사고가	난다면,	편서풍을	타고	방사능	낙진이	
곧장	한반도로	날아올	것이다.	역사적으로,	1986 년	체르노빌	원전사고의	최대	피해지역은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이웃나라인	벨라루스였다.	더욱이,	50 여년에	걸친	상업원전의	역사는	
대형사고로	얼룩져	있다.	원자력	안전등급(INES)	5 이상의	대형사고만	해도	스리마일섬	원전,	
체르노빌	 원전에	 이어	 후쿠시마	 원전까지	 세	 차례나	 있었다.	 이쯤	 되면,	 원전의	 안전을	
강변하는	한국내	원전	전문가들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어	보인다.[64]	
	
국제적인	 분위기로	 볼때	 발전은	 확연히	 사양산업으로	 접어든	 것	 같지만,	 한국의	 경우는	
원자력	정책이	많이	다른	것	같다.	이웃나라	일본에서	말	그대로	‘대재앙’	이	났는데,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다가	 최근	 들어	 일본	 수입	 농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문제가	 크게	 이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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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각되고	 있을	 뿐	 정작	 국내의	 원전	 수는	 빠르고	 늘고	 있다.	 후쿠시마	 대재앙	 이전에	
20 기에서	 현재	 23 기로	 3 기가	 더	 늘었고,	 건설	 중인	 것도	 5 기에	 달한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일본에	가까이	있으면서도	원전	확대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후무시마	대재앙	
이후,	원자력에	대한	세계의	반응은	크게	양분되었다.		
	
버틀러	등은	학술지(Environment,	2011 년	11/12 월)에서,	원전국가들의	반응을	(1)원전	
위험의	 사회적	 증폭과	 그에	 따른	 원전지원정책의	 중단,	 (2)안전평가를	 통한	 원전	 위험의	
감소와	그에	따른	원전지원정책의	유지로	나누고	있다.	독일은	2022 년까지	원전을	완전히	
폐쇄하기로	결정한	반면,	후쿠시마	대재앙은	많은	독일	국민들에게	제 2 의	체르노빌이었다.	
독일이	본격적으로	새로운	길에	접어든	계기는	1986 년	체르노빌	원전사고였다.[65]	
	

9.	후쿠시마	재앙이	한반도	및	북미에	미치는	영향	
	
보통	방사성	물질	누출	사고가	일어나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외부	피폭과	내부	피폭으로	
나눈다.	외부	피폭은	공기	중에	있는	방사선에	의해	인체가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하고,	내부	
피폭은	방사성	물질이	몸	안으로	들어와	핵분열이	일어나고	이로	인하여	방사능에	노출되는	
것	입니다.	전문가들은	사고가	일어날	당시에는	외부	피폭을,	이후에는	내부	피폭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후쿠시마	사고로	인한	한국인의	내부	피폭	위험성과	관련해,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대부분의	 원자력관련	 전문가나	 한국정부에서는	 안전하다는	 입장이며,	 의사협회나	
환경단체	또는	유럽방사능위험위원회는	내부	피폭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다.	세균이	침투하면	
인체	면역	체계가	작동돼	스스로	방어하지만	방사능은	우리	몸에서	방어할	수	있는	물질이	
아니다.	 인공방사능에	피폭됐을	 경우에는	 피폭된	 만큼	 건강에는	 해롭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주요	 관심사는	 “일본에서	 유출된	 방사능	 물질이	 기류나	 해류를	 타고	 언제	
한반도에	도달하는가”	이다.	이에	대한	여러가지	연구	및	조사한	내용들이	발표가	되기도	했다.			
	
우선	일본	근해의	해류	흐름을	분석한	자료를	통하여	추정할	수	있다.	후쿠시마에서	유출된	
오염	물질은	쿠로시오(Kuroshiyo)	해류의	흐름을	타고	일본	홋카이도까지	올라가서	태평양을	
건너	미국과	캐나다	서부	해안까지	도달한	후	적도를	타고	다시	한반도	쪽으로	돌아	오게	
된다	(그림 19	&	20	참고).		
	
그림	19 와	20 은	한반도	및	일본	주변과	세계	해양	표층수(0-1km)의	흐름을	각각	보여준다.	
표층수의	순환은	편서풍과	무역풍의	영향을	받으며	적도를	사이에	두고	남반구와	북반구에서	
대칭을	 이룬다.	 일본	 후무시마에서	 출발한	 방사능	 오염수가	 일본	 해상은	 물론	 태평양	 및	
한반도까지	오염시키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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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한반도 및 일본 근해의 주요 해류의 흐름. 
	
	
	

그림 20. 태평양 및 대서양의 일본 근해의 주요 해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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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전문가의	연구논문에	따르면	2011 년	3 월에	유출된	오염물질이	빠르면	3-6 년	이내에	
한국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30,	66-68]			이러한	연구	결과는	유럽의	해양	전문가들이	예측한	
것과	유사하며,	6 년	내에	방사능	오염수가	태평양	전체로	퍼지게	된다는	것이다.[30]		이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2014 년	4 월에	최초로	캐나다,	미국	서부해안과	한반도	남해에도		방사능	
오염수가	도착하고	2015 년	3 월에는	한반도	및	미국	서부해안이	50%	가량	오염된다.		(그림	
21	&	22	참고).		
	

	
그림  21. 2014 년 3 월 방사능 오염물질 분포도.[30] 

	
그림  22. 2015 년 3 월 방사능 오염물질 분포도.[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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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캐나다	베드퍼드해양연구소(BIO)의	존	스미스	박사도	2014 년	2 월	23 일부터	미국	
지구물리학회	 해양과학	 연례회의에서	 두	 가지	 모델로	 추적	 중인	 후쿠시마	 오염수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그림	 23).[66-68]	 이번	 조사는	원전	사고	지점으로부터	동쪽으로	흐르는	
구로시오	 해류를	 따라	 도달하는	 밴쿠버	 서해안까지	 해상선에	 있는	 해수를	 일정	 간격으로	
채취해	조사한	방식이다.	이에	따르면	이미	2013 년	6 월까지의	결과에서	세슘-137 과	세슘-
134 가	 모두	 검출됐으며,	 2014 년	 4 월	 안에	 미국	 서부	 해안에	 방사성	 물질이	 도달할	
예정이다.	이번에	조사한	해수에서	검출된	세슘	137 의	농도는	리터당	0.001 베크렐	이하로	
매우	적은	수준이라고	하지만	오는	2015 년까지	그	농도는	리터당	최고	0.027 베크렐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67-68]	

	

	
그림  23. 방사능 오염물질 확산 분포도[66-68]: (a) 2014년 4월, (b & c) 2014년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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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13 년 후반기 부터 알라스카와 북미 서부 해안에서 여러 생물들이 방사능에 이미 심각하게 
오염됬다는 많은 증거들이 여러 차례 보고가 된 바 있다.[69-70]  그 중 몇가지를 아래에 소개한다:[69] 

 
 

• 알라스카 해안을 따라 북극곰, 바다표범, 바다코끼리 등이 털이 많이 빠지며 염증이 
발생했다 

 
• 서부해안을 따라서 바다사자들이 떼로 죽음을 당했다. 특히 남부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조금 떨어진 루커리섬에서 2013 년 6 월에 태어난 바다표범 새끼들의 45%가 죽는 
기현상이 발견되었다  

 
• 캐나다와 알라스카 서부 해안의 연어 수가 과거 어느 때 보다도 현저하게 적다고 

발표되었다 
 

•   하와이와 미국 서부 해안 사이에 사는 플랑크톤에서 매우 높은 양의 세슘-137 이 
관측되었다 

 
• 캘리포니아 참다랭어 (참치) 15 마리중 15 마리가 후쿠시마 방사능에 오염되었다 ( 100% 

오염도) 
 
 
 
한편 2013 년 11 월 11 일  미국의 Fox News 는 미국 내륙의 서부의 켈리포니아, 시애틀, 몬타나 및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는 물론, 동부의 메인주에서 뉴저지까지 여러 주에서도 생물들에게 
질병이 퍼지고 있다고 보고했다. [70]  서부의 내륙 및 동부까지 방사능이 퍼질 수 있었던 원인은 
기상시스템 및 편서풍 (jet stream) 의 영향으로 판명되었다.  
 
2013 년 후반기 부터 미국내  신문 방송을 통하여 보고되는 내용에 따르면, 후쿠시마 재앙이 
한반도  주변, 북태평양, 북미 해안 및 대륙에 미치는 영향이 일반 대중의 예상보다도 훨씬 심각한 
상황이라 판단된다. 게다가 아직도 후쿠시마 사고가 다 처리되지 못했으며, 특히 매일 방출되는 
300 톤 이상의 오염수 처리 결과와 4 호기에 보관중인 엄청난 양의 사용 후 핵연료의 처리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세계 환경 및 생태계에 미칠 영향이 더욱 커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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