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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도라 자문 동기 

 

• 2014년 봄, 박정우 감독이 시나리오 들고 찾아옴.  

 

• 시나리오를 현실성 있게 수정해주기를 부탁 받음 

 

• 3차례에 걸쳐서 시나리오를 수정함 

 

• 전체 줄거리 말고 비현실적인 부분만 수정함  

 

 



자문자가 수정한 부분 

 

1. 원안위원장, 원자력본부장, 발전소장 등 역할에 
맞게 대본 수정 

 

2. 대본에 약간의 전문용어 삽입 

 

3. 원자로건물 폭발 압력 등 각종 숫자들은 참고자
료를 조사하여 삽입함 



왜 하필 지진인가? 

1. 스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 등 과거의 사고들은 모두 다른 원인으
로 발생 

        같은 원인이 반복될 확률은 낮지 않을까? 

        후쿠시마 사고를 베낀 것이라서 참신하지 않다. 

 

2. 그러나 새롭게 사고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작업이
고, 이미 작가(박정우감독)가 지진에 의한 사고로 설정함. 

 

3. 지진에 의한 사고는 이미 일본에서 발생했으므로 이러한 사고의 발생 
가능성에 관한 논란은 없을 것으로 예측.  

 

4. 그런데 실제로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함.  

     제작진에게는 천우신조? 



영화 ‘판도라’의 사고 시나리오 

1. 지진 발생(규모 6.1) 

 

2. 냉각수 누출(1차수와  2차수 모두 누출) 

 

3. 원자로 온도가 상승하여 노심용융(melt down) 발생  

 

4. 수소폭발, 혹은 압력에 의한 원자로건물 폭발 

 

5, 사용후핵연료 수조 바닥에서 냉각수 누출되어 온도상승 

 

6. 수조 바닥을 폭발시켜 그 아래 공간으로 핵연료 이동  



논점 1 
우리나라 원전부지에서 발생  
가능한 최대지진은 얼마인가? 

지질학자들은 모두 ‘알 수 없다’고 말함.  

 

우리나라 원자력안전법 아래 ‘원자로 시설에 관한 기술기준’은 미국 규제
(10CFR Part 100 Appendix A 등 4가지 기준)를 준용하도록 되어있음 

 

미국 규제 : 부지 반경 320Km에서 발생한 역사지진, 계기지진과 부지반경 
40Km 내의 단층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원전부지 최대지진을 계산하도
록 되어있음 

 

1) 그러나 단층조사를 실시하지 않음  

2) 그러므로 원전부지 최대지진은 계산할 수 없음 



논점 2 
우리나라원전은 얼마나 강한  

지진에 견딜 수 있나? 

 
1. 대부분의 한국원전 : 부지 반경 320Km 내의 역사지진과 계기지진만

을 반영하여 진도 6.5에 견디도록 설계됨(신고리 3,4호기만 7.0) 
 
2. 부지 40Km 이내의 단층을 조사하지 않아서 모든 부지에서 동일한 진

도에 견디도록 설계됨 
 
3. 시공된 지 수 십 년이 지난 현재 원전들이 견딜 수 있는 최대지진 평

가인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지 않음(고리1, 월성1만 실시) 
 

4. 우리나라 원전이 어느 정도의 지진에 견딜 수 있는지 알 수 없음 
 
5. 영화에서는 진도 6.1의 지진에 의해서 사고발생 

 



논점 3 
노심용융이 그렇게 쉽게  

일어나나? 

 

1. 냉각수 누출이 발생할 경우 비상 노심 냉각장치 등 안전계
통이 작동하게 되어있음. 

 

2. 그러나 영화에서는 이러한 전문적인 내용은 다룰 수 없었음. 

 

3. 냉각수 누출이 곧바로 노심용융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낮을 
터이지만 이미 후쿠시마에서 발생했던 사실이므로 개연성은 
존재 



논점 4 
원자로 건물은 어느 정도의  

압력까지 버틸 수 있나? 

 

1. 1기압 = 101 Kpa(킬로파스칼) 

2. 월성원전 원자로 건물의 설계압력 =  124Kpa 

3. 영화에서는 1,380 킬로파스칼에서 폭발함.                                

이는 설계압력의 약 10배에 해당함 

4. 격납건물(원자로건물) 내부의 압력이 누설율 때문에 그렇게 올라가

기는 힘들 것으로 짐작하였으나 폭발이 가능할 정도로 높여보았음 

5. 영화에서 수소폭발인지 압력에 의한 폭발인지 불분명함.              

그러나 둘 다 가능한 압력이라고 판단함   

 



논점 5 

방사능 구름이 눈에 보이나? 

 

1. 방사선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음 

 

2. 그러나 방사성 물질 중 여러가지가 눈에 보임 

 

3. 영화 상황에서는 원자로 건물의 폭발과 함께 발생
한 먼지들이 보이는 상황임. 이 먼지는 당연히 방사
성 물질을 다량 포함하고 있을 것으로 짐작됨 



논점 6 
핵사고 나면 고속도로가 정말  

완전히 막힐까? 

 

1. 영화는 고리원전이 폭발하는 사고를 상정한 것임 

 

2. 원전 주변에 부산, 울산, 양산, 김해 등의 도시들이 
존재하고 400만 명 이상의 주민이 탈출을 시도하는 
상황임 

 

3. 고속도로는 당연히 심각하게 막힌다고 짐작됨 



논점 7 
사용후핵연료 수조 아래쪽에  

공간이 있나? 

 

• 수조 아래쪽 공간에 어떤 구조인지 작가(감독)과  
자문자도 모르고 있음 

 

• 영화의 흥미를 위해서 설정한 것임 

 

• 전혀 현실적이지 않음 



논점 8 

영화 ‘판도라’ 현실적인가? 

1. 영화는 반드시 현실적일 필요(공학적으로 옳을 필요)는 없음 

 

2. 그러나 이 영화의 현실성에 관한 토론이 열리고, 한수원이 문제 제기
를 하는 것으로 보아 상당히 현실성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됨 

 

3. 관객들도 아마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로 받아들였을 수 있음 

 

4. 영화를 만든 의도, 계기, 과정에 관해서는 감독이 많은 인터뷰를 했음 

 

5. 이 영화가 탈핵여론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지 평가가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