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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위치 선정 기준
- 우리나라는 미국, 인도나 이집트보다 완화되어 있음. 인도, 이집트는 인구중심지의 인구별 거리

를 명확히 명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없음. 일례로 인도는 10,000명 인구로부터 10 km 이상,

10만명은 30 km를 규정하고 있음이 주목됨.

 인구 중심지 기준은, 미국, 이집트는 평방마일당 500명(평방킬로미터당 194명)이나 우리나라

는 이보다 높은 평방킬로미터당 당 500명을 적용하고 있음.

• 미국은 R.G. 4.7에서 평방마일당 500명이 초과되는 것을 상황에 따라 인정하고는 있으

나, 이것은 미국에는 해당되지는 않음.

국가
인구중심지

판단 기준
출처 인구중심지(명) 이격 거리

인도 ? AERB [1]
10,000 10 km

100,000 30 km

이집트

194명/km2

(미국 기준과 같음)
[2]

3,000 5 km

20,000 10 km

100,000 30 km

한국

500명/km2

=미국 기준의 2.56배
[3,4,5]

미국

500명/mile2

=194명/km2

[5] R.G. 4.7

어떤 20 km 반경 평균에 대해서도 만족해야 함. 위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대한 서술: 사정에 따라 초과

도 가능함을 인정함.

IAEA [6]
National Practice - 개별 국

가 관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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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위치 선정 기준
•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10호

•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 [별표]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준(제2조 관련)

순번 고 시 내 용 관련조항 준용할 외국 규정

1
원자로시설 부지의 지질 및 지

진에 관한 조사·평가지침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1) 10CFR Part 100 Appendix A: "Seismic and Geologic Siting Criteria for Nuclear 

Nuclear Power Plants"

2) R.G. 1.60: "Design Response Spectra for Seismic Design of Nuclear Power 

Plants"

3) R.G. 1.132: "Site Investigations for Foundations of Nuclear Power Plants"

4) R.G. 1.138: "Laboratory Investigations of Soils for Engineering Analysis and 

and Design of Nuclear Power Plants"

2
원자로시설의 위치제한에 관

한 지침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1) 10CFR 100.11: "Determination of Exclusion Area, Low Population Zone 

and Population Center Distance“

3
원자로시설의 위치선정을 위

한 인위적 사건의조사·평가지침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1) R.G. 1.78: "Assumptions for Evaluating the Habitability of Nuclear Power 

Plant Control Room during a Postulated Hazardous Chemical Release"

2) R.G. 1.91: "Evaluations of Explosions Postulated to Occur on Transportation 

Transportation Routes near Nuclear Power Plants"

3) R.G. 1.95:"Protection of Nuclear Power Plant Control Room Operators against 

against an Accidental Chlorine Release"

동 표의 1항, 3항과
달리 본 2항에서는

R.G.1.195를 제시하
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적용함은 자의

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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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의 WASH-1400 문서가
원전 제한구역 산정의 시초임.  이 문서는 원
자로의 방사능물질이 모두 배출된다고 보았음.
이 문서에 따르면, 신고리 5,6의 제한구역

반경은 32 km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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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의 WASH-1400과 달리, 미국 원전에 격납
건물이 설치되면서 다소 현실적인 규정인 TID-
14844가 발행되고 이것이 10CFR100에 규정됨.

그러나 TID-14844에서는 격납건물에 의한 방사능
배출량이 현실화된 것이며 여전히 공학적안전설비
를 고려하지 않은 보수적인 산출식을 사용하고 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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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CFR100.11

(3) The applicant is expected to show that the simultaneous operation of multiple reactors at a site will not result in total
radioactive effluent releases beyond the allowable limits of applicable regulations.
Note: For further guidance in developing the exclusion area, the low population zone, and the population center distance, 
reference is made to Technical Information Document 14844, dated March 23, 1962, which contains a procedural method and 
a sample calculation that result in distances roughly reflecting current siting practices of the Commission. The calculations 
described in Technical Information Document 14844 may be used as a point of departure for consideration of 
particular site requirements which may result from evalu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a particular reactor, its 
purpose and method of operation.

Technical Information Document 14844 



-9-

10CFR100.11

10CFR100.11의 방사선원항에 대한 법령의
기술적 배경을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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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원자로 부지 적합성에 대한 의문에
(답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모든 인자들
간의 정량적 상관관계를 제공하는 상세
한 표준(Reg. Guide)을 작성할 정도의
충분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지 않음.

100.1에 대한 위원회(당시 Atomic 
Energy Commision, NRC 전신)의 의
도는, 이것이 원자로 부지 적합성 평가
에 고려할 많은 인자들을 규명하기 위
한 임시지침이나 신청된 부지를 승인/
거절하는데 현 시점에서 적용할 일반
기준으로 사용되는 것임.

27 FR 3509

NRC는두가지 Fedral Register를 통해부지적합성평가에있어 TID-14844의 의미를제시

이 지침(TID-14844)에 제시된 것과 다
른 인자(예: 격납건물 살수에 의한 제거
와 같은)를 규제기관에서 고려해야 한
다고 생각하는 인허가신청자는 그러한
인자가 가지는 적용성(타당성)과 중요
성을 보여야 함 – 규제완화이므로.

따라서, 10CFR에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규정을 국내에서 사용시에는 원전
위치 산정의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사업자 혹은 규제기관이 국내 적용 타
당성을 상세검토 절차가 있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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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FR 71990
***
10CFR100에서는 요구되는 사
고시 선원항을 정성적으로 정
의하고 있으며 (사고시 선원항
계산에) TID-14888가 가용함
을 논의하는 문구(note)를 포
함함. 

R.G. 1.183 Alternative 
Source Term 만 사용해야 할
것을 외연적으로 요구하는
10CFR50.34(f)와 달리
10CFR100은 TID-14844 선원
항(만)을 사용할 것을 외연적
으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음.)

10CFR50.34(f)는1982. 2. 16 
이후 건설허가가 보류된 원전
과 10CFR52 (COL)로 인허가
신청한 원전에만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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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D-14844에서의 규제 완화를 위해 2000년 R.G. 1.183과, 
2003년 R.G. 1.195으로 사고시 방사선원항 규제지침이 발행됨

신규원전 의무 적용이 요구됨

TID-14844가 적용된 가동원전이 적용시 타당성 입증, 운영허가 변경이 필요

미국의 경우 규제완화된 R.G. 1.195가 자국 가동중 원전에 소급적용되더라도, 제한구역, 저인
구 거리, 인구중심지 거리가 변경될 수 없고, 이미 거리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 원전 내부 계
통운전 여유도 증가에만 효과를 가짐. 따라서 이는 미국의 실정에만 적합한 규제기준임. R.G
1.183도 가동중 원전에 적용하더라고 발전소 내 설계에만 반영할 수 있고, EAB나 저인구 거리,
인구중심지거리에는 적용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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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술기준 별 방사능 방출량과 제거 비교

100

25

25

50

100

25

23

50

2

R.G. 1.4 -> 1.195 (현행)TID-14844

원자로

원자로건물
환경

자연제거

부유비율

살수 제거

100

20

18

40

2

R.G. 1.183

살수 제거

50% 40%
5%

옥소, I : 95% 기체형 옥소, I : 95% 입자형

0.1%/일

1974. 6 -> 2003.31962. 3 200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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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신고리 5,6호기에 R.G. 1.195를 적용하여 인구밀집 지역으로부터의 거리를 산
정한 것은 아래와 같이 심각한 문제가 있음.

1. 해외 기준의 자의적 적용: 국내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10호,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별표]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준에서는, R.G.를 적용
시 ‘원자로시설 부지의 지질 및 지진에 관한 조사·평가지침’에서와 같이 이를 명기하
고 있으나, “원자로시설의 위치제한에 관한 지침”에서는 이를 명기하고 있지 않으
므로 R.G. 1.195를 자의적으로 사용한 것은 규정 위반이다.

2. 타당성 미입증: 10CFR100.11에 제시된 27FR3509에서는 ‘TID-14844에 없는 격납
건물 살수의 방사성물질 제거를 인정받으려는 인허가신청자는, 그러한 인자가 가지
는 적용성(타당성)과 중요성을 보일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10CFR100.11에 명시적
으로 제시되지 않은 비보수적인 동 규정을 타당성 검토 없이 국내에 임의로 도입하
여 신고리 5,6에 적용한 것은 10CFR100.11을 준용한 고시를 위반한 것임.

3. 국내 실정에 부적합한 규제완화 임의 적용: R.G. 1.195는 미국의 위험도기반규제의
일환으로 규제완화된 규정인 바, 자국 가동중 원전에 소급적용되더라도 기존의 제
한구역과 인구중심지 거리가 이미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 변경 필요가 없으므로, 원
전 운전여유도 증가에만 적용되는 효과를 가짐. 따라서 동 기준은 미국의 실정에만
적합한 기준임.

4. 결론적으로, 고시에 명시되지 않은 R.G. 1.195을 면밀한 타당성 검토 없이 적용한
점과, 이를 적용시에는, 미국 상황과 달리 인구밀도가 매우 높은 한국의 원전, 특히
신고리 5,6과 같이 30km 내 400만 인구밀집 지역의 부지 선정에 적용시에는 비보
수적 규제완화임에도 이를 자의적으로 적용한 것은 규정 위반이며, 안전성에 큰 위
협요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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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부재
-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승인 한 장소에 10기 원전 승인 과정에서 다수호기 안전

성 평가 부재

-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밀집에 따른 위험 대두  2012년 국제원자력 기

구(IAEA)는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를 모든 회 원국이 실시하도록 지침을 통해

권고

- 원안위 : 2019년 이후 결과 제시 가능

- 잠재적 문제점

- 시간 지연 의혹 제기 : 미국 연구 결과 참조

- 미확보된 지진 해석에 따른 확률론적 해석의 제한성

- 2021년 까지 지진에 대한 전원전 안전성 평가 이후 가능

- 허용 기준에 대한 국민적 합의 선 제정 필요 :

면적 또는 부지 경계(LPZ, EPZ)당 출력, 사망률, 확률, 집단선량 등

- 시나리오 선정 타당성 공감 필요

- 격납건물 안전성 강화 연구만 수행

- 우회 사건 가능성 및 안전성 평가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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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의 2014년

“다수호기 위험도 산식을 이용한 10원전 부지 위험도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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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호기 총량적 잠재 리스크 (Extensive Potential 

Risk)

- 고리 원전의 총량적 잠재 리스크는 세계 최대 수준

부지 발전용량(방사능 방출량 결정) x  30  Km  내 인구수(피폭량 결정)

고리 후쿠시마 미국 IP 파키스탄 Kanupp

호기수 10 6 2 1

총발전용량 9.8  GWe 4.7 Gwe 2 GWe 0.085 Gwe

30  Km 내인구 0.4천만 0.02천만 0.1천만 2.4천만

GW.천만명 3.9 0.095 0.2 0.2
후쿠시마대비 41배 1배 2.1배 2.1배

신고리 5, 6호기와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중대사고 대처, 2016, 박종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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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재난 대응의 효율성

• 추가 원전 건설에 따른 위험도증가에 대한 대응 부재

• 현재 방사능 재난 대응 시스템

• 사고 사후 수습 기반

• 광역 통제 및 안정 기준

• 미비점

• 인명 중시 미반영

• 적극적 의지, 시스템 부재

• 국가 체계 구축, 대피 인프라 구축, 대응 시스템 구축 선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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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전가상사고비교 (PSA Reference)

• 1000MWe 경수로 PSA 분석
– 사고 : 저압경계부냉각재상실사고, 확률 3E-7 (1/year), Cs 방출분율 38%

– 평가대상방사능재고량

– 기준결과

– 대상거리 : 반경 80 Km

– 방사능방출 : 사고시점 1분간
• 실제방출현상반영필요 : 지형, 기상, 사고

핵종 재고량(Bq) 질량 (Kg)

60개 핵종 2.4E20 1800

사고확률
주민선량

(인․렘)

확률론적 주민선량

(인․렘/년)

조기위해도

(Early fatality)

암위해도

(Cancer fatality)

3.25E-07 1.43E+07 4.65E+00 1.88E+02 1.00E+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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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평가대상영역

• 고리원전 20km 영역(정방
형, 해운대포함)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양
산시

• 인구 : 170만(2014년인구조
사)

• 9400 도로연결망

• 35000 연결점

• 94개소구역(행정구역동,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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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대피, 피폭평가결과
• 주민피폭선량 2.5E5 (인.렘)

• PSA 결과대비 2.5% (1E7 (인.렘))

• 이유 : 비교대상상이
• Cs 만고려(약 15%)

• 평가대상기간내주민대피
• 부근 10km 대피에 12시간소요(고속도로정체)

• 부산울산, 경부고속도로관통도로필요
• 원전부근 20km 대피에 22시간소요
• 정체구간

• 부산-울산고속도로 : 해운대터널입구
• 부산만덕터널입구
• 부산서면 : 24시간이내 10% 미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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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재난 대응 대피 비교 평가

원자력안전 연구소 원자력 사업자

거리 20 km 정사각형 16 km 원형

대상인원 전체 : 170 만명 전체 : 75만명

대피 인원 전원 10 km 내 전원
16 km 내 20%

대피 시간 22 시간 5.5 시간

대피 전개 즉시(30분 지연 후 90분 준
비)

즉시

사고 전제 방사능 즉시 대량 방출 사고 전개 후 행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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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대책 평가
1. 참조 : 기본 모사
2. 방사능 확산 방향 대피 차단 : 편서풍을 고려한 동남 방향
3. 평가 방향 고속도로 평행 도로 개설 효과 분석

참조 동남향 차단 동남향 추가 대피
로

(8km 4차선 신설)

50% 대피 연구원 인근지역

30시간 대피율 93.8% 89.7% 90.7% 21시간 대피완료 5.5시간 대피 완료

평균 대피 시간
(hour)

6.0 6.9 6.9 3.4 0.9 

평균 이동 거리(km) 51.1 63.0 62.7 59.2 61.9

평균 속도(km/h) 12.6 13.4 13.5 21.5 60

비고 도시외각 일부 적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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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원전 대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