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구역 원전

부산광역시 고리원전 1, 2, 3, 4호기

울산광역시 신고리 원전 1, 2호기

경북 경주시
월성원전 1, 2, 3, 4호기

신월성원전 1호기

경북 울진군 한울 원전 1, 2, 3, 4, 5, 6호기

전남 영광군 한빛 원전 1, 2, 3, 4, 5, 6호기

행정구역 상태

울산광역시 신고리 원전 3, 4, / 5, 6, 7, 8호기

경북 경주시 신월성 원전 2호기

경북 울진군 신울진 원전 1, 2, 3, 4호기

경북 영덕군 천지원전 1, 2, 3호기

강원 삼척시 대진원전 1, 2, 3호기

수명끝난 원전은 안전할 때 꺼야한다1)

2014. 10.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양이원영 

1. 수명 끝난 노후원전 현황

국내에는 현재 23기의 원전이 운영 중이다. 그 중 30년 수명이 끝난 노후원전은 고리원전 

1호기와 월성원전 1호기이다. 

 <표1> 국내 가동 중인 원전. 2014년 10월 현재

수명다한 노후원전 2기: 고리원전 1호기, 월성원전 1호기

*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는 대전시 유성구 아파트 단지에 위치, 서울시 공릉동의 트리거마

크2호는 해체 중임. 

<표 2> 건설 및 계획 중인 원전: 건설 중인 원전 5기, 계획 상 원전 6기, 신규부지 원전 

5~6기(2035년까지)- 2차 에너지기본계획 상

고리원전 1호기는 가압경수로형으로 58만7천kW의 용량이다. 한국표준형 원전이 1백만kW

이고 최근 건설 중인 원전이 1백4십만kW인 것과 비교하면 작은 용량이다. 발전설비용량으

로 0.67%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으며 발전량비중은 2013년 기준으로 0.49% 정도를 차지하

고 있다. 

1978년에 최초로 핵분열이 일어났는데 이를 ‘최초 임계’라고 한다. 2006년 5월에 수명연장

을 신청해서 1년만인 2007년 6월 설계수명인 30년 수명이 만료될 때 수명연장이 승인되었

다. 당시 원자력안전법에는 수명만료 2년 전에 수명연장 관련 안전성 보고서 등을 제출하면

서 수명연장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고리원전 1호기만을 예외조항으로 두어서 1년 전

에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서 편법 논란이 있었다. 작년 말인 12월에 가동한지 3개월만에 올 

초 안전점검(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가 지난  4월 16일 다시 가동을 시작해서 현재 37년째 

가동 중이다.  

1) , 함께사는길 등에 기고한 내용을 재구성, 보완한 것입니다. 



월성원전 1호기는 가압 중수로형으로 고리원전 1호기보다 약간 큰 67만9천kW의 용량이다. 

전체발전용량에서 0.78%의 비중을 차지하고 수명 끝나기 직전인 2012년에 발전량비중으로 

0.8%정도 차지했다. 

1982년 11월 21일이 최초 임계일이고 다음해인 1983년 4월 22일에 상업운전을 개시했다. 

원전 노화는 핵분열에 의해 발생한 중성자에 의한 것이 주된 것이므로 원전 수명은 최초 핵

분열이 일어난 1982년부터 시작된다. 월성원전 1호기는 국내 최초의 중수로 원전으로 핵분

열이 일어나는 원자로를 식히는 물이 경수로에서 쓰는 일반 물이 아니라 무거운 물인 ‘중

수’를 쓰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중수는 물을 이루는 원자인 수소와 산소 중에서 수소

에 중성자가 하나 더 있는 중수소로 구성되어 있다. 보통 수소는 양성자 하나와 전자 하나

로 이루어져 있는데 중수소는 양성자에 중성자가 하나 더 있어서 무게가 두 배로 무겁다. 

중수를 쓰는 이유는 중수로의 핵연료가 경수로처럼 농축 우라늄을 쓰지 않기 때문이다. 핵

분열이 잘 일어나는 우라늄 235의 농도가 천연우라늄에서는 0.7%정도이지만 경수로에서는 

핵분열이 잘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4~5%정도로 농축해서 사용한다. 하지만 중수로는 농축

이 되지 않은 천연 우라늄을 쓰는데 이 때문에 핵분열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냉각재인 물

이 핵분열에 필요한 중성자를 잘 흡수하지 않는 중수를 쓴다. 중수는 1리터에 수십만원에 

이를 정도로 비싸고 전량 수입한다. 이 중수는 핵분열 시에 발생하는 중성자를 흡수하게 되

면 삼중수소라는 방사성물질이 되는데 월성원전은 중수를 쓰기 때문에 삼중수소가 다량 발

생한다. 23기 원전에서 발생하는 삼중수소의 90%가량이 월성원전 4기에서 발생한다. 월성

원전 1호기는 수명만료 2년 전인 2009년 12월 30일에 수명연장 신청을 했고 2012년 11

월 20일에 설계수명 30년이 만료되었지만 수명연장 심사는 아직도 진행 중인데 지난 9월 

12일 처음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심사결과가 보고되었다. 법적 안전

기준에 모두 적합하다는 내용인데 법적 심사 기한 18개월을 훌쩍 넘겨 서류보완을 이유로 

지난 8월까지 56개월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쟁점이 된 안전성문제에 대해서는 보고가 없고 

관련 안전성보고서도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2. 수명끝난 노후원전 안전성과 경제성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수명연장 직후 벌어진 일이며 노후원전부터 폭발이 일어났다. 2004

년에 일본 경제산업성의 원자력안전보안원은 후쿠시마 원전 1호기에서 노심용융이 발생할 

확률이 31,000,000원자로․년에 1회이며 격납용기가 파괴될 확률은 100,000,000원자로․년에 

1회라고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를 했다2). 하지만 몇 년 뒤에 이들 원전의 격납용기가 파괴

되는 폭발이 일어났다.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로 원전 사고 확률을 추정하는 것은 서류상의 

주장일 뿐이다. 2012년말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원전은 580기가 있었다(437기 운영, 

143기 폐쇄). 그 중 영국의 윈즈스케일, 미국의 쓰리마일, 구소련의 체르노빌, 일본의 후쿠

시마 원전 등 6기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실재 중대사고 발생 확률은 1%이다. 또

한 가동연수를 고려한 ‘원자로년’를 계산해보면 2012년말 기준으로 15,124원자로년인데 이 

중 6기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2,521원자로년에 한 번꼴로 중대사고가 발생한 것

으로 볼 수 있다. 2014년 현재 435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므로 5.8년에 한 번 중대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수학적인 통계가 나온다. 

2) 型原子力発電所における「アクシデントマネジメント整備後確率論的安全評価」に関する評価報告書, 経済産

業省 原子力安全・保安院, 平成１６年１０月



중대사고가 발생한다면 수명이 끝난 노후원전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수명 끝난 원전이 

안전성 기준을 만족했더라도 안전 여유도는 신규 원전에 비해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에 자연

재해와 같은 특정 외부상황 변화에 대한 대처가 신규 원전보다 어려울 수 있다. 사고 위험

성이 높아진다. 세계적으로 원전이 노후화되면서 사고 위험은 더 높아지고 있다. 2012년 말

까지 세계 원전 가동 역사 60년 동안 폐쇄된 143기의 평균 가동연수는 23년이고 가동 중 

원전 중에서 30년 이상은 37%, 40년 이상은 5.1%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80년대 

원전 황금기를 지나 신규원전 건설이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원전이 전반적으로 노후화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지난 30년 동안 신규원전이 건설이 없어서 수명연장한 원전들이 많다. 

원자력업계는 이미 충분한 안전여유도를 두고 있으니 수명이 끝난 상태에서 안전여유도는 

여전히 문제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주요 기기와 설비를 교체했고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법

적 기준을 만족하면 수명연장해서 계속 가동하는 것은 안전에 문제 없다는 주장히다. 하지

만 원전 부품은 수백만 개이므로 수명연장을 위해 설비개선을 해도 주요 부품이나 기기를 

일부 교체하는 정도이다.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안전성 심사 대상 기기는 2만개 이하였다. 

원전의 노후화 현상은 핵분열이 일어나는 원자로 압력용기 강철의 중성자로 인한  취화, 스

테인레스 응력부식균열(Stress corrosion cracking), 강철 파이프의 두께 감소, 설비의 금속

피로(노즐 등), 전기 설비와 기계의 절연기능 감소, 콘크리트 구조물의 약화 등이다. 가압경

수로형을 기준으로 원전 1기에는 열교환기가 140기, 펌프가 360기, 밸브가 3만개, 모터가 

1,300개, 배관이 170km, 용접부위가 65,000곳, 모니터가 2만개소, 케이블 길이(전기배선)

이 1,700km 가량 된다. 이 모든 부품과 기기, 전선, 배관을 점검하고 교체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 

2-1. 고리원전 1호기의 안전성 쟁점

고리원전 1호기는 우리나라 최초 원전, 가장 오래된 원전으로 37년째 가동 중이다. 고리 1

호기에서만 130회의 고장사고가 발생해서 23기 원전의 691건의 고장사고 중 19%를 차지

할 정도로 잦은 고장이 있었는데 특히 가동초기에 집중되어 있었다. 2012년 2월 고리원전 

1호기 전체가 12분동안 완전정전되었지만 한 달간 은폐한 사건이 있었다. 원전은 전기를 

생산하지만 외부에서 전기공급이 없으면 후쿠시마원전 사고와 같이 폭발할 수 있다. 고리원

전 1호기의 경우 외부 송전선로 3가닥이 모두 끊기고 한 달마다 점검하는 두 대의 비상디

젤발전기도 고장 나서 완전정전상태에 들어갔던 것이다. 

2013년 11월 28일에는 177일간의 장기 안전점검을 마친 뒤 재가동 50일만에 고장사고 발

생해서 가동이 중지되었다. 결국 다시 3개월만인 올해 2월 25일에 51일간의 안전점검을 한 

후 지난 4월 16일 재가동에 들어갔다. 최근 가동률은 51%정도로 낮은 수준이다. 

고리원전 1호기는 핵연료가 들어있어서 핵분열이 일어나는 원자로가 비상시에 유리처럼 깨

질 수 있을 만큼 원자로가 취성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강철은 외부의 강력한 힘에도 연성을 

지니기 때문에 파괴되지 않는데 핵분열 시 발생하는 중성자선을 쬐게 되면 연성을 잃어버리

고 유리처럼 외부 충격에 쉽게 깨지는 취성화가 진행된다. 고리원전 1호기는 가동한 지 1년

째부터 원자로 취성화가 급격히 진행되어서 최대흡수에너지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정도로 

취약한 상태였다. 관련 데이터는 지난 2012년에 처음 공개되었다. 가동 초기 고리원전 인근 

주민 암 발병률이 특히 높았다는 것도 유의할만한 상황이다. 또한, 최근 고리원전 주변 부

산 기장군 지역주민들의 암 진단율이 전국평균보다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0



년 7월~2013년말까지 3년6개월 동안 ‘기장군민 건강증진사업’을 진행한 결과 검진 주민 중 

총 97건의 암을 발견했다. 진단율과 발암률 차이에 대해 논쟁 중이다. 고리원전 1호기 원자

로 강철이 유리처럼 약해진 상태로 지난 36년을 가동해 온 것인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위험한 상황을 방기했고 사업자가 안전여유도를 대폭 줄인 극히 예외적인 방법을 써서 보고

서를 제출했음에도 수명연장을 허가했다. 원자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시험한 감시시편은 

1999년에 꺼낸 것이 마지막이고 교체한 주요기기인 증기발생기 교체는 지난 1998년의 일

이다. 

2-2. 월성원전 1호기의 안전성 쟁점 

월성원전은 중수로 원전인데 세계적으로 운영 중인 중수로 원전은 10%밖에 없다. 수명연장

이 결정된 원전도 캐나다의 포인트 레프루 원전뿐이다. 그 이유는 중수로 원전 자체가 가지

는 근본적인 위험성 때문이다. 중수로 원전은 체르노빌원전과 같이 냉각재 상실 시 핵분열

반응이 급격히 증가하는 핵폭주 현상이 발생한다. 후쿠시마 원전은 핵연료가 녹아내려서 발

생한 수소로 인해 격납용기와 격납건물이 파괴된 사고이고 체르노빌 원전은 핵폭주로 급격

히 발생한 증기압으로 원자로가 폭발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원자로 1기만 폭발했고 후

쿠시마 원전은 4기가 폭발했지만 체르노빌 원전사고로 방출된 방사성물질이 5배 이상 더 

많은 이유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로 안전 기준을 새로 마련해서 원

자로 냉각재가 없어지더라도 핵폭주는 일어나지 않도록 원전 설계에 반영하도록 했다. 중수

로인 월성원전은 이에 미달하고 있다. 핵폭주 반응에 걸리는 시간은 1~2초밖에 되지 않는

다. 월성원전과 같은 중수로 원전은 이런 핵폭주를 막기 위해서 수직방향으로 제어봉을 투

입하는 것 외에도 수평방향으로 ‘독물질’을 주입해서 반응을 제어하는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지만 이는 언제까지는 이론일 뿐 한 번도 가동해 본 적이 없다. 실제 이런 상황에 직면했

을 때 1초 만에 독물질 주입이 가능할 지 의문이다. 지진이 발생해서 제어봉과 독물질이 들

어가는 입구나 경로가 뒤틀려 버려서 제대로 삽입되지 않을 수도 있다. 안전장치가 작동되

지 않으면 바로 체르노빌과 같은 폭발에 들어갈 수 있다.

중수로는 농축하지 않은 천연우라늄을 핵연료로 사용하는 특성 상 사용후 핵연료가 5배 이

상 발생한다. 그동안 19기 경수로 원전에서 발생한 사용후 핵연료보다 4기 중수로 원전에

서 발생한 사용후 핵연료가 더 많다. 습식저장고로 부족해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건식저장고

가 있다. 또한, 중수로 특성 상 냉각재를 중수로 쓰기 때문에 삼중수소가 경수로의 30배 이

상 발생한다. 수소는 가장 작은 원자라서 원자로 강철, 격납용기, 격납건물 콘크리트를 통과

해서 주변 환경으로 새어나간다. 삼중수소 역시 이온을 띄지 않고 삼중수소가 발생하는 압

력관의 압력이 100기압 정도이므로 압력차이로 인해 방호벽을 뚫고 주변으로 방출된다. 월

성원전 주변 지하수, 빗물 등에 삼중수소가 검출되고 있고, 주민들 소변에서도 최고 리터당 

31.4베크렐 삼중수소가 검출되고 있다. 인근 마을에는 해녀들 중 절반 가량의 해녀에게서 

갑상선암이 발병되었다

또한, 중수로 특성 상 월성 원전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핵연료가 있는 1차 계통 냉각을 

위한 감압이 불가능하다. 결국 핵연료가 들어있는 압력관이 파손되어 핵연료가 녹을 때까지 

냉각이 어렵다는 것인데 이에 대비해서 경수로에 비해 냉각수를 많이 확보하고 있지만 중대

사고 발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월성 원전의 격납건물 내압기준은 경수로인 다른 원전보다 

3배 가량 낮아서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더 높다. 차폐를 위한 격납건물 내부 라이너도 경수

로가 스틸라이너를 쓰는 것에 비해 월성원전은 에폭시 라이너를 사용했다. 



2012년 소방방재청 지진재해위험지도를 통해 보았을 때 월성원전이 가동 중인 지역은 한반

도에서 가장 큰 지진의 발생확률이 높은 지역이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 

가이드 라인인 1만면 빈도의 최대지반가속도는 0.4g 가까이 올라간다. 반면에 월성원전 1

호기의 내진설계는 원전 중에서 가장 약한 0.2g 이다. 지진 규모로 보면 6배 가량의 취약하

다. 게다가 월성 1호기는 30년 수명이 다한 건물이다. 일반 건물도 30년이 지나면 내구성

이 현저히 떨어지므로 월성원전 1호기의 내진설계는 더 취약해져 있을 것으로 보인다. 

2-3. 월성 1호기 경제성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적자사업이다. 2009년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

원이 작성한 보고서인 “월성1호기 계속운전 경제성 재분석”의 경제성 분석에 따르면 수명

연장을 위해 7,050억 원의 설비개선비용을 투자하면 10년 수명연장 시에는 604억 원의 흑

자가 발생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2014년 8월 현재, 수명연장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설비투자한 비용(5,383억 원)을 매

몰비용으로 제외하고 편익을 계산하더라도,  최고 2,269억 원, 최저 1,462 억 원의 적자가 

발생한다. 

현재 시점에서 수명연장을 위한 추가비용 (7,050억 중 터빈교체 비용 등 1,347억원 미집행,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후쿠시마 후속 보완대책 등 안전비용 추가 예상)을 들이는 것보다 

폐쇄 절차를 밟는 것이 현명하고 경제적인 판단이다. 

*매몰비용: 의사 결정을 하고 실행한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 중 회수할 수 없는 비용



이용
률

총편익
(a)

총비용
(b)

순편익
(a-b)

비용항목

운영
비

원전
해체
비

중저
준위

사용
후핵
연료

사업
자지
원

지역
개발
세

설비
투자

수명연장 하는 경우

시
나
리
오1

80%  13,993 16,262 - 2,269 8976 893 75 4744 76 151 1347

시
나
리
오2

85% 14,868 16,732 -1,864 9165 893 75 5011 80 161 1347

시
나
리
오3

90% 15,742 17,204 -1,462 9354 893 75 5279 85 171 1347

수명연장 

안한 경우
0 1,697 -1,697 0 1089 0 608 0 0 0

주1: 전기요금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물가상승률의 1/3만큼만 적용하여 총편익을 산정

함(국회예산정책처 시나리오 4~6에 해당).

주2: 원전해체비용은 한수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비용을 반영한 것임. 한수원의 주장처럼 해

체비용 총 6,210억 원 대신에 해체비용 충담금으로 적립된 5,031억 원을 제외하고 남은 금

액 1,179억 원을 해체비용으로 보고,  물가상승률 2.93%, 할인율 4.99% 반영하여 선정한 

것임..

주3: 설비투자는 선투자된 비용 5,031억 원을 제외하고, 향후 투자할 1,347억 원만을 반영

한 것임. 향후 투자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당초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금액을 반영함.  

<표 3> 월성1호기 경제성 분석

수명연장을 하게되면 604억원의 이익을 얻는다고 분석한 2009년 당시와 지금 달라진 것은 

사용후핵연료처리비용 (다발당 413만 원에서 1320만 원으로 상승), 원전해체비용(3,251억 

원에서 6033억 원으로 상승),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비 (드럼당 736.3만 원에서 1,193

만 원으로 상승), 원전 이용률 감소로 인한 편익감소 등의 변화가 발생하였다. 하지만 이미 

적립한 폐로 비용인 5천31억원을 비용에서 제외하고 이용률 90%를 적용하더라도 1천억원

의 손해는 면할 수 없다. 수익 대비 비용 분석에서 2009년과 큰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이유

는 계속운전심사가 예상과 달리 4년 이상 소요되면서(8월 현재 56개월) 수명만료일인 2012

년 11월 21일부터 수명연장 가동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 지난 2년간의 전기판매수익이 

현재까지 0이기 때문이다. 올해 말에 수명연장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전기판매수익은 10년

에서 8년으로 줄어든다.  

위의 표는 변화된 요인들을 반영한 국회예산정책처 경제성 분석 보고서 “월성1호기 계속운

전 경제성 재분석”(2014.8)에 충당금으로 적립한 원전해체비용 5,031억원을 제외하고 미집

행된 설비투자비용 1,347억원을 반영한 경제성 분석표이다. 한수원이 현금이 아닌 회계상 

부채로 적립한 원전폐로 비용인 5,031억 원을 비용에서 제외하고, 가장 높은 원전 이용률 

90%를 적용하더라도 1,462억 원의 손해가 발생한다.   

그런데 앞으로 비용은 더 발생할 일만 남았고 수익은 줄어들 일만 남았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로 인해 추가로 들어갈 비용, 후쿠시마 후속조치 보완대책으로 

들어갈 비용 등 앞으로 비용은 더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이용률은 향후 8년간 80%

조차 보장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이미 10년 수명연장을 한 고리원전 1호기의 경우 수명

연장 직후에는 이용률이 높았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인 2012년부터는 50% 안팎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고장사고가 빈번해지고 있고 안전점검을 위한 계획예방정비기간은 

늘어나고 가동시간은 짧아지고 있다. 

더구나 전혀 예상치 못한 대형 원전사고라도 발생할 시에 경주, 울산 등 인근 대도시의 경

제피해는 최고 1,019조원까지 발생된다. (환경운동연합 2012년 원전사고 모의실험 결과).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은 손해 보는 사업임이 확실하고 손해의 규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투자 리스크가 높은 이 사업을 민간 투자자의 판단에 맡긴다면 분명히 추가 투자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는 수명연장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을 비교하는 방식을 썼는데 이는 

2009년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이 그렇게 했기 때문이다. 한수원은 이를 인용해서 월성 1

호기를 수명연장하는 것이 수명연장하지 않는 것보다 1천395억~3천909억원이 더 이익이라

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성 분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어떤 사업의 경제성 분석

을 하려면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될 수 있다. 하나는 해당 사업을 계속 할 것인지를 경영상 

판단을 하기 위한 경제성 분석이다. 미래에 발생할 수익이 손해인지 이익인지를 평가해야 

해당 사업에 계속 투자를 할 지, 즉 계속 사업을 끌고 갈 지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당

연히 손해나는 사업은 접고 이익이 몇 푼이라도 발생하면 가는 거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해당 사업에서 얻으려고 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다양한 대안을 설정하

고 서로의 경제성을 비교하는 대안 분석이다. 이런 의미에서 원전 수명연장의 경제성 분석

은 월성원전 1호기를 수명연장해서 생산하는 전기를 얻기 위한 다른 대안을 설정해서 분석

한다. 대안으로는 신규원전을 건설할 수도 있고 화력발전소를 건설할 수도 있다. 재생에너

지 대안을 마련하거나 아예 그 전기만큼을 줄이는 사업을 할 수도 있다. 이 각각의 대안에 

대해서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시의 경제성과 비교하는 것이다. 

2009년 당시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은 수명연장을 실시했을 경우의 수익 대비 비용 분석

과 수명연장 실시와 수명연장 미실시의 이득분석의 두 가지를 분석을 진행했다. 전자는 경

영상 필수적인 분석이다. 604억원의 수익을 예상했으니까 CEO는 설비개선투자 결정을 한 

것이다. 적자로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추가 비용을 들이지 말고 폐쇄를 결정하는 것이 경영

상 유리하다.  

그런데 수명연장을 하면 적자가 예상되는데 수명연장을 하지 않을 때보다 ‘덜’ 적자라서 수

명연장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는 바보같은 판단이다. 1천만원을 투자하는 구멍가게의 경우도 

단 돈 1십만원이라도 수익이 예상되어야 투자한다. 그런데 덜 ‘적자’라고 뻔히 손해날 사업

을 진행하는 경우는 없다. 이때 이미 투자해서 써 버린 것이 아쉬워서 그 사업을 붙들고 있

다면 더 큰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으니 이미 투자한 것은 ‘매몰비용’으로 무시하라는 게 경

영학 교과서에서 하는 얘기다. 이미 손해 본 거에 집착하다보면 더 큰 위험을 감수하고 투

자를 감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수명 끝난 원전에 투자하는 게 투자 리스트가 높은 

투자이다. 일반적으로 투자 리스크가 높은 투자는 수익률이라도 좋은데 여기는 손해를 이미 

가정하고 있다. 

현재 수명연장을 위한 설비투자비용이 애초 계획한 7천50억원에 그치지 않고 늘어날 게 확

실하다. 예상과 달리 2년 이상 더 지속되고 있는 계속운전심사 결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의



해 추가 설비 보완이 요구될 수 있으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추가된 스트레스 테스트, 

후쿠시마 후속대책 보완작업이 계속 되고 있으므로 안전성 향상을 위해서 설비 투자비용이 

얼마나 더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안전성 평가를 전제로 한 

수명연장 설비투자 계획이 아니라 사업자의 자체 판단에 의한 설비투자 계획은 그 자체로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는 현재 계속운전 심사 절차상의 문제점이기도 한데, 사업자

의 설비투자계획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안전성평가를 통과한 뒤에 이에 따른 경제성분석을 

하는 것이 투자의 위험도도 줄이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인데 현재는 원자력안전위

원회 안전성평가 전에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설비투자계획을 마련해서 비용부터 투자하고 있

다.  

이미 들어간 5,383억 원이 아까워서 수명연장을 위한 투자를 계속하는 경영자가 있다면 그

는 주주총회에서 불신임을 받을 것이다. 월성 원전 1호기는 현 시점에서 폐쇄를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다. 

3. 원전사고 방재 쟁점

3-1. 방사선비상계획 구역과 피난 훈련

월성원전 1호기와 고리원전 1호기가 있는 곳의 반경 30km 구역 내에 경주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가 있고 울산시청, 부산시청이 포함된다. 각각 100만명, 340만명 이상이 거주하

고 있는 인구 밀집지역으로 고리원전 19km 지점에 해운대구가 있고 월성원전 17km 지점

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이 있다. 

원전사고 시 방재계획의 핵심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방사선비상계획 구역 수정안이 국회에 

통과되었다. 중대사고 발생 시 예방적 차원으로 우선 대피해야하는 예방적보호조치구역이 

3~5km로 되었고 긴급보호조치구역기 20~30km로 확대 되었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

고 경험 상 예방적보호조치구역은 최소 10km로 정할 필요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전 세계는 일본의 허술한 조치에 대해 비난했다. 하지만 현 상

황으로는 우리나라 방재계획을 통해서 일본만큼이라도 주민보호조치가 가능할 지 의문이다. 

후쿠시마 원전은 핵연료 노심이 녹아내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소로 인한 폭발이 일어났다. 

수소 폭발 전의 증기압 폭발은 막았는데 이를 위해 증기압을 격납건물 밖으로 빼내는 방출

을 결정했다. 이때 방출되는 증기에는 핵연료가 녹아내리면서 발생한 다량의 방사성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방출하기 훨씬 전부터 주민 피난 명령이 시작되었다. 후쿠시마 원전 

3기에서 폭발했지만 급성사망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이유다. 

3월 11일 오후 2시 46분, 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들은 안전하게 자동정지했다(물론 이때부

터 지진으로 인한 배관파손이 있었다는 정황 증거도 있다). 하지만 곧이어 들이닥친 해일로 

인해 한 시간 만에 발전소 전체가 정전되었다. 한 시간도 안 되어서 대책실이 설치되었고 

저녁 7시 3분에 원자력 긴급사태가 발령되었다. 그 후 30분도 안 되어서 육상 자위대가 출

동했지만 총무부장관이 원자로 자체는 문제없다고 했다. 그러나 후쿠시마현의 대책본부는 2

킬로미터 이내 주민에게 피난을 지시했고 밤 9시 23분에 수상은 3킬로미터 이내 주민들까

지도 피난시켰다. 밤 10시에 원자로 핵연료 노심이 녹아내리기 시작한 것을 감지하고 증기

압이 최고압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되자 다음 날 새벽 1시 10분에 주민들을 피난시키기 위

해 60대의 버스가 확보되었다. 새벽 3시 5분에 방사성물질 방출을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한 

뒤 새벽 5시 44분에 수상은 원전 반경 10킬로미터 이내 주민들을 피난 시켰다. 그 후 4시

간 반이 지난 오전 10시 17분에 후쿠시마 원전 1호기 방사성물질 방출이 시작되었다. 이것



으로 증기압 폭발은 막았지만 오후 3시 36분 1호기의 수소폭발이 발생했고 저녁 6시 25분

에는 반경 20킬로미터이내 지역까지 피난명령이 내려졌다. 

체르노빌 원전에서 주민 피난은 사고가 발생한 지 하루가 지나서 시작되었다. 4월 26일 새

벽 1시 24분에 원자로가 폭발했지만 밤 10시에 대피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피난명령은 

이보다 한 참 뒤인 다음날 오전 11시에 내려졌고 피난민을 태울 1,200대의 버스는 오후 2

시에나 도착해서 피난이 시작되었다. 원전이 폭발해서 방사성물질이 방출된 지 37시간 만에 

피난이 시작된 것이다. 일부 지역은 10킬로미터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 나흘이 지

난 4월 30일에 피난이 시작되기도 했다. 그만큼 인명 피해도 컸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방사성물질이 방출되기 전에 예방적으로 10킬로미터 

이내 주민들을 미리 피난시킨 것을 교훈으로 삼는다면 예방적보호조치구역이 최소한 10킬

로미터는 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때 방출된 방사성물질양이 우리나라 원전에서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3~5킬로미터 지점만 예방적 조치로 대피하고 그 이상의 지역은 옥내

대피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원전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일상적인 피난 

훈련이 있어야 하지만 주민들을 포함한 피난 훈련은 4년에 한 번꼴이다. 그마저도 자율참여

라서 학생들을 버스로 소풍가듯이 실어나르는 수준이다. 2012년 환경연합에서 일본 전문가

와 진행한 원전사고 모의실험에서는 30km 이내 피난 기준 지역이 방사성물질 방출 후 2일 

이내에 피난을 완료한다고 전제했다. 방사성물질 방출 후 피난이라서 급성 사망(방사선 피

폭으로 한 달 이내에 사망)자가 고리 1호기 중대사고의 경우 1만 7천명, 월성 1호기 중대

사고의 경우 4천명 발생하고 50년에 걸친 암사망자는 각각 85만명과 9만1천명으로 산정되

었다. 인명피해 규모가 큰 이유는 주변에 인구밀집도시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방사성물

질 방출 후에 피난을 갔기 때문이다. 방사성물질 방출 전에 피난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하다. 

3-2. 원전사고 비상대책본부의 위치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일본 정부는 최악의 경우 200여킬로미터가 떨어진 동경전체를 대

피시켜야할지도 모른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사고가 그 정도로 

확대되지는 않았다. 후쿠시마원전 부지 내에 있는 면진동(지진을 면하는 건물)에 비상대책

본부를 두고 현장을 수습할 수 있었던 것이 한 역할을 했다. 이 면진동은 지진을 견딜 수 

있고 필터가 장착되어 방사성물질을 거를 수 있다. 원전 건물과 독립된 비상발전기가 있어

서 정전이 되어도 전기공급이 가능했다. 위성전화를 통해 외부와 교신이 가능하고 수십명이 

여러 날 머물 수 있는 비상식량과 식수가 있고 숙소가 마련되어 있다. 현장을 지휘하는 책

임자와 사고를 수습하는 내부 직원들뿐만 아니라 복구작업을 위해 파견된 외부인들도 거주

할 수 있다. 이런 면진동은 2007년 일본의 가시와자키 가리와 원전에서 지진으로 인한 화

재와 방사성물질 누출 사고가 발생한 뒤에 권고사항으로 지어진 건물이다.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012년 7월부터는 전 원전에 의무사항이 된 건물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마련된 50개의 후속대책에는 빠져있다. 현재로

는 사고를 수습해야 할 비상대책본부가 거주하는 건물은 우리나라의 경우 원전에서 10~15

킬로미터 밖에 있는 방재센터이다. 10킬로미터 밖에 있는 이유는 방재센터 건물이 외부 방

사성물질을 거를 수 없기 때문에 방사능 오염이 미치지 않는 범위를 10킬로미터라고 본 것

이다. 주민들은 원전반경 1킬로미터 지점부터 살고 있지만 정작 사고를 책임지고 수습해야 

할 이들은 한참 밖으로 도망 가 있는 것이다. 세월호를 빠져나간 선장과 다를 바 없다는 비



난을 면키 어려운 상황이다. 비상상황에는 주제어실을 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비상기술

지원실도 있고 수리와 정비를 담당하는 인원이 머무를 수 있는 비상운영지원실도 있다. 하

지만 모두 원전 건물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중대사고가 발생하

면 무용지물이다. 

뒤늦게 지난 3월 14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된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속대책의 추가대책

(안)에는 이런 ‘비상대응거점’을 확보할 것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있다. 검토가 아니라 원

전 부지별로 면진동을 마련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 

3-3. 현장 지휘체계의 권한

한편으로 현장의 책임자에게 전권을 위임하는 것도 중요하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총

리에게 원전 비상 대책을 결재받기 위해 원전 구조를 설명하는데 2박 3일이 걸리면서 적절

한 조치를 취할 시기를 놓쳤다는 얘기가 있다. 세월호 참사에서 현장 지휘체계 혼란으로 민

간 잠수부들은 대기만 하다가 구조도 못하고 돌아갔다. 옥상옥의 결재라인, 의전 준비로 구

조를 제대로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 위계질서를 중요시하는 관료주의의 폐해가 사고 방지와 

구조를 위한 시기를 놓친 것이다. 미국에서 911 사고 났을 때 현장 책임자에게 전권이 주

어지고 외부에서는 인력과 비용을 전면 지원했다고 한다. 원전 사고 시 대통령이나 총리 결

재 기다리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현장비상대책본부에 전권을 위임하는 구조가 필요하

다. 이때 비상대책본부장은 각 원전의 본부장인데 기술적인 내용을 모르는 외부영입인사인 

경우가 있다. 원전 사고 났을 때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고 이해시키느라 시간을 허비할 수 

있다. 본부장은 기술전문성을 갖춘 이라야 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여기저기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잦은 

사고는 대형 참사를 예고하는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 다음 참사는 원전에서 발생할 것이라

는 불안한 예감이 있지만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와 같은 대형 

원전 사고는 참사 중에 참사다. 파괴된 4대강은 비용이 들더라도 복구할 수 있지만 원전 사

고는 돌이킬 수가 없다. 원전은 안전할 때 꺼야 한다. 고리원전 1호기, 월성원전 1호기가 

지금까지 큰 사고가 없었던 것은 다행이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안전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만족했다고 안전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고리원전 2호기는 시간당 211mm 

비가 와도 침수되지 않는다고 평가했지만 117mm 강우로도 침수로 원전가동이 멈췄다. 사

고는 서류대로 법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특히, 월성과 고리원전 인근에는 포항, 경주, 울산, 

부산의 대도시가 밀집해있다. 사고 시의 인명피해와 경제피해는 천문학적이다. 당장의 사업

자 매출이익, 싼 전기요금을 고려하지 말고 안전을 위해서 멈춰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