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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사고와 시민건강 토론회

미래를 위한 기억
체르노빌 핵사고 25주년

체르노빌 핵사고의 건강영향

Mar 28 2011 (미국 스리마일 원전사고일 1979년) 

최예용

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보건시민센터 ACCEH



1979 스리마일 아일랜드 핵사고 건강피해
출처; ‘nuclear power is not the answer’

스리마일 아일랜드 사고(1979년)의 경우 수백 명의 지역주
민들이 구역질과 구토, 설사, 코피, 입안에서 느껴지는 금속
성의 맛, 탈모, 붉은 피부발진 등의 증상을 보였다.

당시 펜실베니아에서는 갑상선 기능부전증을 가진 신생아
의 수가 사고 전 9개월 동안 아홉 건에서 사고 후 9개월 내
에 20건으로 증가했다는 보고가 나왔고, 1981년에서 1985
년 사이 주민들의 암 발생률도 크게 늘었다. 그러나 미국 정
부는 제대로 역학조사를 하지 않았고 원자력산업계는 서둘
러 피해보상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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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심융해의 중대사고를 겪
었던 미국 스리마일섬 원전
2호기의 복잡한 제어실 장치
들. 출처/ TMI 25 years 
later(2004)에서 재인용, 원
본 NRC 1980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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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악의 원전사고들, BBC

단계 발생
연도

지역 국가 사고내용 피해범위 인명피해

7단계 1986
년

체르노빌 우크라이
나

가동중인 원
자로 화재와
폭발

수천평방키로
미터 주변에
방사능낙진

4천여명
암환자발
생우려

6단계 1957
년

마약,  
키슈팀

러시아 핵폐기물저장
고 폭발

수백평방키로
미터 오염

수백명 암
환자 발생

5단계 1957
년

윈드스케
일

영국 원자로화재, 주변지역으로
방사능오염, 

240 명 암
피해발생

5단계 1979
년

스리마일
아일랜드

미국 노심용융, 기
기오작동

심각한 노심
파손

5~7?
단계

2011
년

후쿠시마 일본 9.0대지진과
쓰나미로 인
한 원자로 4기
파손, 폭발

방사능누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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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의 위치

http://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a/af/Chernobyl_placement.s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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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일으킨 체르노빌 핵발전소 4호기, 1994년 현지촬영 (최예용), 군용헬기 30대 동원
붕소화합물 40톤, 돌로아미트 600톤, 납 2,400톤, 모래와 진흙1,800톤 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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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르노빌 원자로 폭발사고
위키피디아 2011  3  26

 1986년 4월26일 1시23분 소련(현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원전에서 발

생한 폭발에 의한 방사능 누출사고, 소련정부의 대응지연에 따라 피해가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국제원자력사고평가기준(NIES)분류 7등급의 사상

최악의 원자력사고로 기록. 

– 참고, 후쿠시마 사고는 일본정부 5등급, 아사히신문 6등급, 그린피스 7등급으로 구분, 

2011년 3월25일 현재,  

 ‘긴급사태 대비 실험중’ 4호기의 비정상적인 핵반응으로 발생한 일이 감

속재인 냉각수를 열분해시켜 발생한 수고가 원자로 내부에서 폭발하여 발

생한 노심용융 사고, 40종 이상의 방사성물질 5.3 헥사베크렐 누출(1996

년 추정치, 비활성기체 제외) 

– 2011년 3월 25일자 아사히신문, 후쿠시마원전 12일 오전6시~24일 낮12시까지 3만

~11만 테라베크렐누출(NIES6등급기준 수천~수만 베크렐), 체르노빌사고 180만 테라

베크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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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르노빌 원자로 폭발사고
위키피디아 2011  3  26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러시아 등 인접 3개국 120개 구역(districts) 주

민소개, 현재까지 반경 30Km 출입통제(Chornobyl zone), 

 유럽전체 19만㎢이 ㎡당 37키로베크렐 이상오염, 인접 3개국 15만㎢

오염(Cs-137 토양오염 측정결과), 

 벨라루스 국토의 22%오염,

 우크라이나 산림 40%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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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르노빌 핵발전소의 주요일지

 1호기; 1977 시작, 1996 수명다해 폐로

 2호기; 1978 시작, 1991 화재로 심각한 파손, 

 3호기; 1981 시작, 2000 안전상의 이유로 가동중단, 
G7 권고

 4호기; 1983 시작, 1986 폭발사고로 폐로, 

 1980년부터 사고전까지 71건의 원자로 긴급정지 등
크고작은 사고 빈발, 그러나 사고전까지 밝혀지지 않
고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원자력 발전소’라고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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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르노빌 사고 인명피해
위키피디아 2011 3 25 

 초기대응과정의 방사능피폭으로 56명 사망 (2006 우크라
이나 정부발표), 
– 원전 상용발전 역사상, 방사선에 의한 사망자 최초 발생

 1986-1987 사이에 투입된 22만6천명의 해체작업자들
평균 방사능피폭수준 130-170 mSv, 이들중 25,000명
사망
– Swiss Agency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 사망원인

과 방사능피폭과의 직접관계 입증 안됨, 

 30만명이상 이주, 60여만명 사고처리에 종사, 지금도 수
백만명 오염구역에 거주,
– 상대적으로 낮은 농도에 노출, 오염과의 사망, 암, 기형 등의

이상 찾기 어렵고 관련성입증 힘들어,   

환경보건시민센터 ACCEH 10



환경보건시민센터 ACCEH 11

"Courtesy of the University of Texas Libraries,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See [1]; from the CIA Handbook of International Economic Statistics. 1996

http://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0/07/Chornobyl_radiation_map.jpg
http://commons.wikimedia.org/wiki/University_of_Texas_at_Austin
http://www.lib.utexas.edu/maps/belaru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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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르노빌 사고 이후 배출된 방사성 물질의
시간에 따른 상대적 피폭 세기

http://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2/2c/AirDoseChernobylVector.s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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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르노빌 사고시 노출된
방사능규모 ?

원자로 전체의

3.5% vs 65~80%

추가발암율에 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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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르노빌 핵사고의 건강영향
주요 학술논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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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ancet; 
Nov 4, 1995; 346, 8984; Health Module pg.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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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벨로루스의 갑상샘암 발생율 추이; 체르노빌사고영향조사

 연구대상과 방법; 

– 체르노빌 인접국가이자 방사능낙진피해가 가장 큰 벨로루
스의 국가암등록자료(2000년도 WHO 세계인구 연령보정) 
를 바탕으로, 체르노빌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높은오염지역’
과 ‘낮은오염지역’의 갑상샘암 발생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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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리뷰> 벨로루스의 갑상샘암 발생율 추이; 체
르노빌사고영향조사 , 2004

1971년 2001년 고농도오염지역 저농도오염지역

남자 0.4
3.5 

(+775%)
+1,020% +571%

여자 0.8
16.2 

(+1,925%)
+3,286%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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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르노빌 원전으로부터 가까운 ‘고농도오염지역’의 갑상샘암 발생
률이 ‘저농도 오염지역’보다 훨씬 높다. 남녀 공히 모든 연령대에서
급격한 증가추세에 있다. 특히, 0세~14세의 어린이 그룹에서 가장
높은 발생률이 나타난다. 이는 기존의 요오드결핍문제가 민감집단인
어린이들에게서 체르노빌사고 영향과 겹쳐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

단위, 10만명당 갑상샘암 발생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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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MESSAGES

 Between 1970 and 2001 thyroid cancer incidence rates in Belarus 
increased from 0.4 per 100 000 to 3.5 per 100 000 among males 
(+775%) and from 0.8 per 100 000 to 16.2 per 100 000 among females 
(+1925%).

 The relative increases in areas with ‘higher exposure’ from the Chernobyl 
disaster exceeded those in ‘lower exposure’ areas with marked increases 
in thyroid cancer incidence rate ratios among both genders and in all 
age groups.

 The largest increases were observed among people from ‘higher 
exposure’ areas ages 0–14 yr at time of diagnosis, suggesting that a 
high prevalence of pre-existing iodine deficiency, in combination with 
unique susceptibility among younger people, might have contributed to 
potential carcinogenic exposures to the thyroid.

 The magnitude of increases observed is remarkable given the relatively 
limited time interval since Chernobyl and argues for continued 
surveillance in Belarus as well as other affected areas of the Former 
Soviet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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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체르노빌사고전후 유럽내에서의 사산발생 비교연구 >
1999, 국제역학관련지, 독일

 방사성물질 Cs-137의 오염정도를 기상모델과 인구규모를 고
려하여 체르노빌로부터 거리별로 동부유럽, 중부유럽, 서부유
럽으로 나누고, 지역별로 사산발생을 비교했을때,

 사고가 났던 1986 년도에 전년도인 1985년과 비교
할 때, 체르노빌과 가까운 동부유럽지역이 다른 지
역보다 사산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흐름은
1986년 이후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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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르노빌사고후 출산영향 연구결과 요약 및 보충설명

결과 설명

1986-1992사이 동부유럽의 사산비율이 유의
하게 증가. 

이런 결과가 체르노빌사고 방사능피폭에 의한
것이라면, 사산을 유발하는 최저 방사능피폭
치라고 알려져 온 50mSv보다 더 낮은 피폭량
에서도 사산이 발생할 수 있다. 

서유럽에서는 매년 사산이 감소되고 있지만
동유럽의 경우 1986년이후 상대적으로 증가.

1980년대 후반 동유럽의 경제적어려움이 원
인 또는 영향을 준 요인일 수 있다. 

1986년이후 동유럽에서는 사산율이 분명하게
증가, 그러나 독일 등 다른 서유럽국가에서는
이러한 현상나타나지 않음, 독일남부의 사고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곳도 마찬가지. 

동유럽의 1986년 급성피폭이 훨씬 많았을 것. 

우크라이나와 벨로루스가 오염이 크지만 다른
동유럽국가들보다 사산문제가 분명하게 드러
나지 않는다. 

문제정의와 데이터정확도의 문제인데, 특히
우크라이나는 1980-1992사이의 인구통계가
정확하지 않다. 

방사능노출영향이 신생아사망문제에서는 분
명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신생아사망의 변이성이 사산보다 높다. 신생
아사망은 사회적돌봄이나 의학적돌봄의 정도
에 따라 달라지고, 방사능영향은 신생아사망
보다 사산에 더 큰 영향을 준다. 

남아사산율이 여아보다 높다. 남아의 배아나 태아가 여아보다 자궁내 방사
선노출에 취약하다는 기존 연구가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ACC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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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노출과 출산영향 연구결과정리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의 원폭후 생존자연구에서 방사능노출산
모에게 분만전후의 아기사망이 크게 증가했다. 

 핀란드연구, 체르노빌 사고직후 임신3개월내에 방사능에 노출
된 경우 조산 가능성이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선천성기형아나
사산은 증가하지 않았다. 

 노르웨이 연구도 유사한데, 체르노빌 사고후 첫 3개월동안 임
신한 경우 자연유산률이 높았다. 절대적 수치는 높지만, 사고후
2-3년 동안의 자연유산율이 사고후 1년보다 높아지는데 이는
방사능직접노출보다 오염된 음식 등으로 인한 간접노출에 의한
영향으로 설명된다.

 그러나 다른 대부분의 유사연구를 종합한 결과, 선천성기형 등
출산관련 건강피해가 있다는 증거를 찾기 힘들다. 

 독일어린이연구의 경우, 1980-1985와 1988-1990에 태어난
아이들보다 사고 직후인 1986년7월1일부터 1987년말까지 태
어난 아이에게서 백혈병 발병율이 더 높게(1.48)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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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 <역학관점에서 본 체르노빌사고>, 2011, ‘임상종양학’학술
지

 주요내용; 

– 체르노빌사고 현장 수습작업자들에게서 백혈병과 악성종양
발병위험과 심장질환 위험이 증가,

– 낮은 농도의 방사능피폭에도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높아
진다. 

환경보건시민센터 ACCEH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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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rnobyl’s Legacy 
체르노빌의 유산

the true scale of the accident
20 Years Later a UN Report Provides Definitive 
Answers and Ways to Repair Lives

Sep 2005 

WHO, IAEA, FAO, UNDP, UNEP, 
World Bank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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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보고서의 내용 vs 제한점

 사고에 의한 직접적 사
망자는 50명 이하, 

 사고수습과정에서 고농
도로 노출된 노동자 등
최종적으로 4,000명이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

 사고 인근지역 60만명
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
한계

 자연계의 7배 이상 높은
농도로 피폭된 680명의
오염지역 무시

 갑상선암 이외의 질병
에 대해서는 사고와 무
관하다고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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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등 국제기구 보고서 요약

 ‘체르노빌 핵사고로 모두 4,000명이 사망했다’  

– 국제적으로 구성된 모인 100명의 과학자들이 내
린 결론

 1,000명의 원전작업자와 소방관 등 사고수습자등이
사고당일 현장에서 고농도에 피폭되었다. 

 1986-1987년 동안 20만명 이상의 사고수습작업자
들이 투입되었고, 이들 중 2,200명이 방사능피폭에
의해 사망할 것이다.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러시아 등 3개 국가의 오염지
역에 5백만명이 거주하고 있고, 이중 10만명이 엄격
히통제되는 고위험지역에서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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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등 국제기구 보고서 8가지 연구결과

1. 사고영향으로, 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서
4,000건의 갑상샘암이 발병했고, 이들 중 9명의 어
린이가 사망했다. 
 이들 갑상샘암 어린이들의 생존율은 99%에 이른다. 

2. 대부분의 사고수습작업자들과 오염지역 거주민들의
방사능피폭은 낮은 농도이고, 따라서 불임이나 선천
성기형 문제가 증가한다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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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등 국제기구 보고서 8가지 연구결과

3. 구소련연방 지역에서 사고로 인한 방사능피폭문제
보다 정신적충격, 가난, 삶의질 저하 문제가 더 심각
하다. 

4. 오염지역으로부터 소개된 35만명의 주민들은 ‘심각
한 정신쇼크 경험’을 겪었다. 이들 중 116,000명은
사고직후 소개되었지만, 나중에 소개된 주민들은 고
스란히 방사능에 피폭되어 소개의 효과가 거의 없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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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등 국제기구 보고서 8가지 연구결과

5. 방사능피폭의 영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오염지역

의 주민들을 ‘삶에 대한 심각한 무기력증’을 낳고 있

다. 

6. 구소련연방에 의해 적극적인 지역회복정책이 시작

되었지만, 방사능영향의 변화와 재원부족, 프로그램

빈곤 등의 문제가 심각해 새롭게 추진되어야 한다. 

환경보건시민센터 ACCEH 36



IAEA 등 국제기구 보고서 8가지 연구결과

7. 사고원자로에 덮여진 석관이 낡아 붕괴와 방사능누

출 가능성이 있다. 

8. 현재의 안전기준에 따라, 사고원전 주변의 고농도

방사성폐기물 처리대책이 세워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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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사무총장 코피 아난

‚ ‘체르노빌’은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이름이다. 
체르노빌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자
리잡고 있는 보이지 않는 적과 알 수
없는 근심 걱정을 담은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린 사건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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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사무총장 코피 아난

‚  우리들 대부분은 체르노빌이 이제는 안전한
과거 속의 사건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직 이
비극이 잊혀져서는 안 되는 이유가 두 가지 있다. 

첫째, 우리가 체르노빌을 잊는다면, 우리는 앞
으로 체르노빌과 같은 기술참사 그리고 환경참사
의 사고 재발 가능성을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둘째, 현재 7백 만 명 이상의 우리 이웃이 이
사건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체르노빌
은 현재 우리에게는 물론 앞으로 여러 세대 동안
잊혀지기 힘든 이름이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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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르바초프, 한국방문시

‚ 폐쇄적인 관료주의 때문에 저는 사고가
발생한지 며칠이 지난 후에야 사고의 전말
에 대한 보고를 받을 수 있었어요.‛ 

‚ 사고발생 즉시 보고를 받았다면 보다
적극적인 사고수습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희생자도 줄일 수 있었을 겁니다.‛ 

‚ 결과적으로 체르노빌 사고는 소비에트
의 개혁, 개방의 필요성을 극명하게 드러
내준 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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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르노빌, 후쿠시마의 공통점

 관료주의, 

 비밀주의, 

 축소,은폐, 

 최악의 원전사고,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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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사고 대비 우리가 해야 할 일? 

 기존원전 안전강화?

 신규원전 내진설계 강화? 6.5->7.0?

 원전반경 30km 주민대피훈련?

 전국민 방독면 구비?

 전국민 요오드 상비? 

 과연 충분하고 안전한 조치일까? 그저 최
선을 다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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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중국 동부해안가의 원전에
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래도 편서풍 타령이나 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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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Nuclear Association, 
2011 3 10
13 개가동중, 25개 건설중
아래 그림과 수치 다름



환경보건시민센터 ACCEH 45



환경보건시민센터 ACCEH 46



환경보건시민센터 ACCEH 47



환경보건시민센터 ACCEH 48



환경보건시민센터 ACCEH 49

기상청 2011 3 18, 0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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