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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판도라와 원전 안전성 



    원전 안전 신화                         vs                            영화 판도라  

• 활성단층 조사 필요없다 

• 내진설계 충분하다 

• 원전폭발은 일어나지 않는다 

• 후쿠시마 원전사고 같은 건 일어나지 않는
다: 노형이 달라서 

• 운영허가 시 안전기술기준 설계수명 내내 
유효하다: 노후원전 안전성은 따로 확보 

• 신규원전은 안전하다 

• 원전사고 모의실험은 비현실적이다 

• 피난계획은 비현실적이다 

• 10~16킬로미터 이내 10%만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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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성단층 조사하고 최대지진평가 다시해야  

• 내진설계 보강이 아닌 상향조정되어야  

• 중수로 원전은 내진설계 상향조정이 불가능 

• 원전폭발 대신에 우회경로 누출이 더 위험 

• 중요한 사고시나리오 삭제되어 대비 부족 

• 30~40년전 안전기술기준 적용한 노후원전이 
위험 

• 신규원전 중대사고 대처설비 부족 

• 원전사고 모의실험 해야(계절별, 시간대별) 

• 대피시뮬레이션에 따른 대피시나리오 마련 

원전이 하나만 터지나??? 



(NRC) 



다중 방호설비 

ㅇ 제1방호벽 : 연료(연료는 세라믹펠렛으로 싸여 있으며, 방사성물질을 1차적으로 밀폐시
킴) 

ㅇ 제2방호벽 : 연료피복관(피복관은 열, 방사선, 부식에 강한 지르코늄 합금이며, 펠렛에서 
새어 나오는 소량의 기체 방사성물질까지 밀폐시킴) 

ㅇ 제3방호벽 : 원자로용기(연료다발 및 기타 원자로 구성품을 내장하고 있는 용기로 피복관
에서 새어나온 방사성물질을 밀폐시킴. 고온 고압에 견딜 수 있도록 20~25㎝의 강철로 되
어 있음) 

ㅇ 제4방호벽 : 원자로건물 내벽(3~6mm의 내부 철판으로 중대사고시 방사성물질이 누출되
는 것을 철저히 격납용기에서 밀폐시킴) 

ㅇ 제5방호벽 : 원자로건물 외벽(120㎝ 두께의 철근 콘크리트벽으로 격납용기라고 하며, 방
사성물질의 외부환경 누출을 막아주는 최종적인 차폐벽임) 

 



다중성, 다양성, 독립성, 내진설계 
원전은 안전운전을 설계개념으로 다중성, 다양성, 독립성, 내진설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ㅇ 다중성 : 같은 기능을 가진 설비를 2개 이상 중복 설치 

ㅇ 다양성 : 한가지 기능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성이 다른 계통 또는 기
기를 2가지 이상 설치 

ㅇ 독립성 : 2개이상의 계통 또는 기기가 한 가지 원인에 의하여 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물리적, 전기적으로 상호 분리하여 독립 설치 

ㅇ 내진설계 : 충분한 여유도를 갖는 내진설계로 강진(규모 6.5정도)에
도 안전하게 설계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PSA) 
 



출처: 軽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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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의 부문별 설비들 

• 열교환기                    :                                    140기 

• 펌프                          :                                    360개 

• 밸브                          :                                30,000개 

• 모터                          :                                 1,300개 

• 배관                          :                                  170km 

                                                                     

• 용접부위                    :                                 65,000곳 

• 모니터                       :                              20,000장소 

• 케이블 길이(전기배선)    :                                1,700km                

비등수형(BWR)과 가압경수로형(PWR) 평균 값 

출처:일본원자력학회[원자력이 열리는 세기] (이노 히로미츠) 



노후화와 관련된 항목들 

•압력용기 강철의 중성자 조사로 인한  취화 

•스테인레스 파이프와 설비의 응력부식균열(Stress corrosion crac

king) 

•강철 파이프의 두께 감소 

•설비의 금속피로(노즐 등) 

•전기 설비와 기계의 절연기능 감소 

•콘크리트 구조물의 약화  
(이노 히로미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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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으로 인한 예상 가능 사고 
** 예상 가능 상황: 외부 송전선로 끊김, 외부와의 연결 도로와 다리 유실, 지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산사태 발생, 해일 발생으로 침수 

 

• 정전 사고: 외부 송전선로 단절, 내부 비상디젤발전기 기동 실패, 도로접근 불가, 해일 침수로 관
련 설비 불능 

•  배관 파단사고: 증기발생기 세관 파단, 주증기 배관 파열 

•  케이블 끊김사고: 화재, 원전 상태 인지 불능, 동작 신호 전달 불능 

• 밸브 작동 불능: 대기방출밸브 고장, 주증기안전밸브 개방고착 

 

냉각수 유출, 냉각계통 실패, 전원 공급실패, 안전장치 작동 불능(방사성물질 제거 살수기능 불능 
포함) 

노심용융과 격납건물 손상으로 인한 방사성물질 다량 방출:  약 6시간 

우회경로를 통한 방사성물질 유출: 30분~1시간 

(제어봉 삽입으로 인한 원자로 정지는 성공했다는 가정)  

 

 



증기발생기 개수: 원전별 2~4대 
증기발생기 세관 개수:  
대별 3천개~1만3천개 



항목 

호기 

주요 배관시설의 종류 및 내진설계 기준 

냉각재계통 비상노심 냉각계통 주증기계통 사용후연료 냉각계통 기기 냉각수 계통 기기냉각해수계통 

고리1 안전정지지진 0.2g 

고리2 상동 

고리3 상동 

고리4 상동 

월성1 상동 

월성2 상동 

월성3 상동 

월성4 상동 

영광1 상동 

영광2 상동 

영광3 상동 

영광4 상동 

영광5 상동 

영광6 상동 

울진1 상동 

울진2 상동 

울진3 상동 

울진4 상동 

울진5 상동 (홍희덕 의원실) 



설계기준 사고 
• 발생가능성이 있는 사고로 핵공학 측면에서 설계에 반영해서 안전성을 보
장할 수 있는 사고 

• 설계기준 사고는 복합재해 가능성 배제 

• 설계기준 사고는 다수호기 동시 사고 가능성 배제 

• 설계기준 사고는 증기발생기 세관 하나만 파단 가정 

 



설계기준 사고 vs 중대사고  ???   

노심 손상 

격납건물 건전 

살수기능 

노심용융 

격납건물 파손 

살수기능 실패 



중대 사고시 방사능 발생경로 

• 제한적 사고 시나리오 적용 
• 다수호기 간섭 효과 미 고려 
• 취약 기기 사고 확률 미 고려(증기발생기, 안전밸브 등) 



 
삭제된 시나리오 
대기방출밸브 고장 사고 시나리오 

• 증기발생기 세관이 다수 파단(파손되어 끊어짐)   1차 냉각재가 급속히 빠져나감 
 핵연료 손상 시작 

• 원자로 급속 냉각을 위해 2차 계통 주증기관의 대기방출밸브를 30분간 개방  대
기방출밸브가 열리기 전에 주증기안전밸브가 자동으로 약 7분간 열린다(대기방출
밸브를 열면 자동으로 닫힘)  이 모든 것이 성공하면 1차와 2차 계통은 압력 평형. 
1차 계통에서 2차 계통으로 더 이상의 방사성물질이 넘어오지 않는다(사고 발생 5
분 후 원자로가 잘 정지된다고 가정).  

• 한국형원전은 미국 CE(Combustion Engineering: 컴버스쳔 엔지니어링) 사의 팔로버
디 원전설계를 기초로 한 것으로 CE 사는 최악의 사고 시나리오인 주증기안전밸브 
개방고착을 고려하지 않는 대신 대기방출밸브 30분 고장 사고 시나리오를 설계기
준사고로 상정함.  총 한 시간 동안 방사성물질 방출. 

 

• 문제점: 노심용융을 막기 위해 방사성물질을 방출하는 셈 



주증기안전밸브 개방고착 사고는 최악 
 

• 주증기안전밸브는 7분만에 닫히는 게 아니라 열린 채로 고정(주증기안전 밸브 개
방 고착)되는 사고  

• 격납용기와는 무관하게 배관을 타고 다량의 방사성물질이 즉각적으로 주변 환경에 
방출되는 시나리오. 

• 주증기발생기 세관이 파단된 후 정전이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세관 내 고
온고압의 물이 방사성물질과 함께 주증기관(Main Steam Line)으로 넘어가, 대기로 
바로 방출  

• 이 사고는 주증기관에 무게가 가중되어 주증기관 자체가 파손될 수도 있으며, 무겁
고 큰 안전밸브가 압력솥의 안전밸브처럼 30여분간 20~30회 이상 반복해서 열리고 
닫히게 되면 고장나거나 파손 

• 냉각수는 계속 증발해서 빠져나가고 격납용기가 파손되지 않아도 노심용융과 함께 
방사성물질은 아무런 걸림없이 대량으로 대기 중으로 방출 



제어봉 삽입 실패도 제외 
• 영광2호기에서 발생한 제어봉안내관 지지핀의 파손배경에는 지지핀과 그 
부속품의 재질인 인코넬 X-750이라는 니켈합금이 응력부식균열에 약하며, 
지지핀의 부속이 열팽창으로 인한 뒤틀림현상에 약하게 설계되었다는 점.  

• 1997년 12월, 미국 핵규제위원회의 내부문서에 지적.  

• 모든 웨스팅하우스사의 제어봉안내관 지지핀은 이러한 결함을 안고 있으
며, 이로 인해 제어봉 투입의 실패, 지지핀의 파편으로 인한 핵연료 및 증기
발생기 세관의 파손문제가 일어날 가능성. 

 



중수로의 근본적인 취약점 
• 삼중수소, 사용후 핵연료(고준위 핵폐기물) 다량 발생 

- 삼중수소는 경수로에 비해 30배 더 발생 

- 사용후 핵연료는 경수로에 비해 5배 더 발생 

 

• 핵폭주 위험 

- 냉각재 상실 시 핵분열 반응 오히려 급속히 증가 

- 1~2초 내에 수직방향 제어봉과 수평방향 독물질 주입 

- 지진 등의 외부 충격으로 안전장치 제대로 주입될 지 의문 

- 6km에 달하는 피더 파이프 파단 사고의 위험성 

 

• 격납건물 취약 

- 경수로에 비해 1/3 내압 수준 

- 경수로는 스틸라이너, 중수로는 에폭시라이너  



가압중수로: 압력관 내진여유도 1% 
(Pressurised Heavy Water Reactor, PHWR or CANDU)  

CONTAINMENT 

24 



중수로 원자로 압력관 내진여유도 1% 

Load Case 
Local Pressure 

(psig) 

Local Temprature 

(∘F) 

Steess Intensity 

(psi) 

Stress Limit 

(psi) 

Stress Ratio 

(%) 

6 Level C-Loss of Class Ⅳ Power_SDS1 Failure+Pump Seizure 2000 634 27368 44590 61 

7 LevelC DBE + Loss of Class Ⅳ Power + SDS1Failure 2056 639 43999 44458 99 

8 Level C-SDS1 Failure+System Overpressurization 2062 634 28209 44590 63 

9 Testing Condition 1862 100 25343 60198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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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두6 디자인 리포트 
설계기준사고 시나리오7 : 설계기준지진이 발생했을때의 하중 조건(진동)에서 안전등급전원이 
끊어지고 정지계통 1이 작동하지 않았을 경우의 사고를 의미한다. 중수로인 월성원전의 
설계기준지진은 0.2g 
사고 시 원자로 압력관에 미치는 힘(응력, stress intensity)은 43,999psi로 이때 원자로 압력관이 견디는 
한계치(Stress Limit)인 44,458psi의 99%에 달해 여유도는 1%미만이다.  





월성원전 1호기 경주지진 때 충격 유독 컸다.  
원자로 기초 바닥서 측정한 값 2~4호기의 1.6배 

출처: 우원식 의원실- 



중대사고 대처 능력 
• 신고리 5,6호는 신고리 3,4와 동일한 중대사고 대처설계 – 타 원전 비교 

신고리 3,4,5,6 EU-APR 아레바 EPR 미국 WEC  AP1000 

참조 원전 미국 CE사 System 80+ 신고리 3,4 N4 원전 AP600 

격납건물 단일 이중 이중 (여과배기 내재형) 이중 

안전계통 

설계 형식 

능동형 

(일부 피동) 

능동형 

(일부 피동) 

능동형 

(일부 피동) 

피동형 

(일부 능동) 

안전계통 다중성 2중 4중 4중 4중 

냉각재상실시 

핵연료 냉각 
원자로직접주입 원자로직접주입 저온관주입 원자로직접주입 

수소폭발 방지 피동촉매+점화기 피동촉매+점화기 피동촉매+점화기(?) 점화기 

노심용융시 냉각 

외부수원으로 원자로용기 내외부 

침수 – 운전원의 절차적 개입 필

요 및 장기운전 타당성 미검토 

원자로공동 노심용융물 

받침(core catcher) 보강 

*  배경 EU 요건 반영 

원자로공동 노심용융물의 퍼짐공간 

및 받침(spreader, core catcher) 

 

소체적의 원자로공공에 피동

적으로 냉각수 충수 원자로용

기 침수 냉각 (In-Vessel 

Retention, IVR) 

증기폭발 대비 원자로공공 구조 보강 냉각수 배제 냉각수 배제 원자로공동 구조 보강 

비고 

피동촉매의 점화발생/3차원 분석 

등 기술적 보완 필요 

비상살수설비의 장기간 가동시 격

납건물 과침수 

신고리 3,4 대비  

4중 안전계통 계열 

노심용융물 받침으로 EU  요건 채

용 

이중 격납건물, 4중 안전장치로 안

전성 높으나 건설 비용 상승 

가장 우수한 설계로 인정받고 

있으며, 중국에서 10기를 도입 

원전의 안전 및 개선방안, 2016.8, 박종운 



중대사고 대처 능력 - 노심용융물 냉각 
원자로 내부에서 냉각 

(원자로용기의 파손을 방지) 
원자로 외부에서 냉각 

(원자로용기의 파손을 전제) 

원자로 내부에 냉각재만 주입하여 직접 열
을 제거 

원자로용기 외부를 침수, 
내부 용융물의 열을 제거 

원자로용기 외부로 나온 용융물을 퍼지게 하
여 상부에 냉각수 투입 

용융물 받침(Core Catcher)를 설치 바
닥의 콘크리이트 침식을 방지 

대부분의 가동중 원전 미국 AP1000 (중용량 원전) 
APR1400, ABWR 

(대용량 원전) 
프랑스, EU-APR 
(대용량 원전) 

용융이 많이 진행된 이후에는 냉각효과가 

떨어져, 원자로용기 파손을 방지하기 어려

움. 

AP1000은 작은 원자로공동에 피동적으로 냉

각수 충수, 상대적 소용량이기에 가능 

 

APR1400은 우항이 기본이며 추가적으로 원

자로용기 내외부 냉각수 투입하는 조치만을 

반영 

원자로용기 파손 전에 바닥에 냉가수 존재시 

증기폭발 가능성 

 

바닥 콘크리이트 침식 발생 가능 

 

오랜 연구에도 불구하고 냉각수 침수 시기 미

결정 

 

노심용융물의 퍼짐공간 및 받침

(spreader, core catcher) 

설치, 콘크리이트 침식 방지 

원전의 안전 및 개선방안, 2016.8, 박종운 



중대사고에 대한 대비 미비 
• 중대사고 시 비상기술지원실과 비상운영지원실 무용지물 

• 부지별 면진동 필요  없음 

: 상향된 내진설계 

: 2중의 방사성물질 정화 시설과 차폐시설 

: 자체 발전기 

: 위성전화기 

: 비상식량과 숙소, 각종 장비 

: 회의 공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시 직원 대기 명령. 그러나 95% 이상 직원이 10킬로미터 밖으로 
도망 
 

• 한국의 원전사고 콘트롤센터: 10~15킬로미터 밖 방사능방재센터 

 사고 시 10킬로미터 밖으로 도망가라는 의미 



출처=아사히신문 



32  （2011年5月6日） 

Diffusion of 
 radionuclide 

100km 

250km 

☆Contamination last 
   more than 100 years. 

☆Evacuation within  
  φ20km & yellow  
  area. 
☆Number of evacuee  
  reached 116,000. 
☆Local economy  
  collapsed. 

☆Land and Food has  
     been contaminated.   
 

(Source : MEXT) 







원전사고 모의실험이 없는 원전 안전 강국? 

나라 핵발전소사고 모의실험 경제피해 산정결과 

미국 
WASH-740(US-AEC 1957)는 피해액을 50만~70억달러로 추정. WASH-1400(US-NRC 1975)에서는 최악의 경우 3,300명이 급성
사망하고 1년당 1,500명의 암사망자가 30년에 걸쳐서 발생한다고 추정. 인적 피해를 제외한 재산손해는 최대 140억달러(1975년
의 명목 GDP의 약 0.8%) 규모로 추정 

독일 
0.925∼10.697조마르크(구화폐단위. 1마르크≒700원으로 계산. 약 647∼7,487조원)  
2011년 라이프치히 보험 포럼의 리포트에서는, 6조900억유로(1유로≒1500원으로, 9,135조원)의 값이 채택 

일본 평균 105조엔, 최대 459조엔으로 평균 1,470조원, 최대 6,300조원 

프랑스 
IRSN이 2007년 작성한 핵발전소사고 피해비용 관련 보고서가 프랑스 주간지 『주르날 드 디망쉬』에 유출, 피해비용 추정치는 프랑
스 GDP의 1/3 수준인 7,600억유로, 경제피해액은 최대 GDP의 3배가 넘는 5조8천억유로로 추정: 

한국 

민간에서 진행한 원전사고 모의실험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가정을 고려하여 모의
실험했다’고 주장.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학회, 방사선방어학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이례적으로 해명자료를 내고 똑같은 
주장을 함. 
정부 차원의 모의실험 여부나 공동 연구 등의 제안에는 묵묵부답 또는 정보 비공개 



고리원전거
대사고 
 

피난하지 않을 때 
20km까지 피난 
부산전역 피난 

급성사망 4.8만명 
암사망  84.9만명 
피해값 472조원  

급성사망 1.7만명 
암사망   85만명 
피해값 438조원  

급성사망 1.6만명 
암사망   12.6만명 
피해값    628조원  



월성원전  
1호기 
거대사고 

암사망  28.7만명 
피해값 779조원 
(피난 시 암사망 3.5만명, 
162조원 피해) 

급성사망 2만명 
암사망  70.3만명 
피해값 362조원 
(피난 시 급성사망 4천명, 암사망 9.1만명, 
1,019조원 피해)  



안전에 대한 보수적 접근 절실 

• 원전은 위험한 기술이다. 

• 예상외의 상황은 발생할 수 있다.  

• 원전은 특정한 기술과 기준에 의해 건설 운영되었다.  

• 인적인 요소는 불확실하지만 인간 없이 원전 건설과 가동은 불가능하다.  

• 원전 사고는 언제나 날 수 있다. 

• 한국만큼 원전 집중, 인구 집중인 곳은 없다. 

• 최악의 상황을 예측하고 있어야 대비가 가능하다. 

하지만 지형지물을 고려한 원전사고 시뮬레이션이 없다 
원전 사고 시 대피 시뮬레이션도 없다 



July 22, Footer text here 39 

방사능 확산 



평가 결과  

July 22, Footer text here 40 



예비 평가 결과 

July 22, Footer text here 41 

• 주민피폭 선량 2.5E5 (인.렘) 
• PSA 결과 대비 2.5% (1E7 (인.렘)) 

• 이유  
• Cs 만 고려(약 15%) 
• 평가 대상기간 내 주민 대피 

•  부근 10km 대피에 12시간 소요(고속도로 정체) 
• 부산울산, 경부고속도로 관통 도로 필요 

• 원전 부근 20km 대피에 22시간 소요 
• 정체 구간 

• 부산-울산 고속도로 : 해운대 터널 입구 
• 부산 만덕터널 입구 
• 부산 서면 : 24시간 이내 10% 미대피 



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 
•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취소 

• 최대지진 재평가: 최소 규모 7.5 이상의 내진설계 보강 

• 삭제된 사고 시나리오 다시 적용해서 재평가 

• TID 14844 기반 위치제한 기준 마련 

• 지형지물 고려한 방사성물질 확산 시뮬레이션과 경제피해 시나리오 평가 

• 대피 시뮬레이션에 기반한 실질적인 방재계획 마련 

• 2호기별 면진동 마련 



Footer text here 43 

구글 간이설문: 2909명 참여(SNS qovh) 
 2.27(월) 오후 2시 ~ 3.5(일) 자정 



Footer text here 44 

*참고: 환경보건시민센터, 서울대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 실시간 여론조사(12/15~16)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응답한 비율 77.2% 



   원전사고의 은폐·축소(28.3%) > 재난컨트롤타워(정부)의 무능(26.6%) > 원전사고시 행정절차
와 설비(재산)를 중시하는 행태(16.3%) > 사고 수습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정부(15.1%) > 
자동차와 많은 사람들로 피난이 어려운 상황(12.5%) 

 
Footer text here 45 



   방사능 오염수를 뒤집어 쓰고도 오랫동안 살아있는 노동자(32.3%) > 강한 지진발생에도 도로
나 건물 파손이 없었던 점(22.4%) > 소방관과 구조대가 방사능 오염부지에 방치된 상황
(13.2%) > 주민을 체육관에 가둔 장면(12.3%) > 도시 전체 대피장면(5.7%) >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대통령(5.3%) > 원전 폭발 장면(3.5%) > 원전 내부 설비(3.4%) 

 Footer text here 46 



Footer text here 47 



   노후원전 폐쇄(29.8%) >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29.2%) > 지진 위험지대 원전가동 중단 및 폐쇄
(24.1%) > 현재보다 원전 안전기준 상향조정(19.5%) > 기타(1.2%) > 현재와 동일(0.7%) 

 

Footer text here 48 



Footer text here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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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전력수요(MW) 

7차전력수급기본계획 최대전력수요 전망안(MW) 

에너지대안포럼 최대전력수요 전망(전기요금 인상) 

에너지대안포럼 최대전력수요전망(OECD 2009년 1인당 전력수요수준) 

전기요금 인상안: 산업용 전기요금을 ‘12~’15년 매년 3%, ‘16~’21년 
매년 2%, ‘21~’30년 매년 1%인상, 가정용 매년 1% 인상 

현 실적치 추세선 



신규원전, 신규석탄, 노후원전, 노후석탄 폐지 시  

•신규원전(신한울 1, 2, 신고리 5, 6, 신한울 3, 4, 영덕 1, 2, 신규 2기) 

•신규석탄(건설 공정 10% 미만, 미착공 9기) 

•노후석탄 10기 

•노후원전 12기 

총 29,149~31,949메가와트 
 

 2009년 OECD 수준: 설비예비율 40~52.5% 

 현 추세선: 설비예비율 5.6~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