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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호철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대응을 위한 국회와 시민사회가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함께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설훈, 오영
훈, 강은미, 양경숙, 양이원영, 양향자, 이용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 
다. 또 행사를 준비해주신 흥사단과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저지 공동행동에
도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후쿠시마 핵사고가 발생한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후쿠시마 핵사고
는 스리마일, 체르노빌 핵사고에 이은 역사상 최악의 사고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사고는 우리에게 핵발전의 위험과 모든 생명의 가치를 일깨워주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10년이나 지났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
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에 사고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도 해결하지 못한 그 사고의 흔적 중 하나가 바로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입
니다. 

 일본 정부는 보관 중인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약 2년 후부터 약 3~40년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계획입니다. 일본정부
는 이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를 통해 처리하고, 삼중수소는 물로 희석시켜 
방출하면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핵종제거설비를 통해 처리한 오염
수의 72%에는 기준치를 초과한 방사성 물질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또한, 일
본 정부는 더 이상 오염수를 저장할 부지가 없다는 이유로 해양 방류를 결정
하였지만 이는 가장 값싼 방법으로 오염수를 처리하려는 것에 불과합니다. 

 한 번 바다에 버려진 방사성 오염수는 회수할 수 없습니다. 방사성 오염수가 
방류된다면, 이는 후쿠시마 인근과 우리나라 앞 바다뿐만 아니라 태평양 전체
를 오염시킬 것입니다. 방사성 물질이 해양 생물에 축적되면 해양 생태계에 어
떤 영향을 미칠지 규명된 바가 없습니다. 반감기가 긴 방사성 물질은 그대로 
바다에 축적되어 우리 미래 세대에까지 그 피해가 전가될 것입니다.
 바다는 우리 모두의 자산입니다. 생명의 보고이자 삶의 터전인 태평양을 지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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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의 방류를 막아야 합니다. 국회
가 더 힘있게 종합적인 대책을 정부와 함께 마련해주시길 촉구합니다. 환경운
동연합 역시 시민사회 단체들과 뜻을 모아 생명의 터전을 지키고 바다를 보호
할 수 있도록 행동할 것을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5월 3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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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설훈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행사를 공동주최해주신 이용선・오영훈・강
은미・양경숙・양이원영・양향자 의원님과 녹색미래, 민주노총, 평화통일시민
연대, 한국노총, 한국진보연대, 환경운동연합, 흥사단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
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4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방류 입
장을 발표하면서 확산된 전 세계적인 환경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
다. 일본 정부는 인체에 영향이 없는 수준까지 오염수를 희석해 순차 방류할 
예정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삼중수소, 탄소-14, 스트론튬-90, 세슘, 
플루토늄, 요오드 등 방사성 핵종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그린
피스를 비롯한 국제환경단체들, 전문가들, 세계 많은 나라가 심각한 우려를 표
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018년 일본 가나자와대와 후쿠시마대 연구팀은 해양학 분야의 국제학
술지인 ‘해양과학’논문에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바다로 누출
된 방사성 물질이 동해를 비롯한 한반도 해안에 유입되었다고 발표한 바 있습
니다. 만약 수백톤의 후쿠시마 오염수까지 해양에 방류된다면, 한반도를 포함
해 전 세계에 방사성 물질이 더욱 확산될 것이고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70억 
인류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물은 한번 바다로 흘러가면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아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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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토론회가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 해결을 위해 시
민들과 국회가 힘을 모으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 발제 및 토론
을 맡아주신 이장희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대표님,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국장
님 등 전문가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5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설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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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오영훈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서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대응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내·외귀빈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더불어, 대한민국 환경과 국민의 안전, 먹거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
시는 설훈, 양경숙, 양이원영, 양향자, 이용선 의원님, 그리고 정의당의 강경미 
의원님을 비롯해 한국노총, 민주노총, 시민사회연대회의, 평화통일시민연대, 한
국진보연대, 환경운동연합, 환경회의, 흥사단의 많은 단체 임직원 여러분들과 
토론회를 함께 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1년 2013년 2018년 2021년 일본은 지난 10년간 인체에 해함을 일방적으
로 주장하며, 꾸준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결정해 왔습니다. 일본의 
그런 행태에 전 세계가 비판과 항의를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요지부동의 입장
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은 건강과 안전한 먹거리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
게 되었습니다. 제주에서는 국민 불안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연안 수산
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이 연근해 어획수
산물에 대한 방사능검사를 추가해 월 2회 공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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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킬대학 헬름흘츠 해양연구소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200일’만에 제주
도, ‘280일’ 이후엔 동해 앞바다에 도달한다는 시뮬레이션 연구결과도 발표했
습니다. 그외에도 1년이 걸린다는 연구결과도 있고, 5년이 걸린다는 연구결과
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일본의 행태에 전 세계가 분노하고 있다는 것과 원전 오염수
가 언제 우리에게 도달하느냐보다 몇백 년이 지나도 바다에 오염수가 떠다니
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일부 학자들의 주장처럼 인체에 당장은 무해하더라도 
쌓이다 보면 어떠한 부작용이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오염수 해양 방출
로 해양에 사는 플랑크톤 등 해양생태계 파괴까지 전 지구적 환경 문제를 공
론화시켜야 합니다.

 이런 시기에 열리는 오늘 토론회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전문가드링 모인 오늘의 토론회가 오염수의 위협을 막기 위해 지혜를 모으고, 
선제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대응방안’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5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오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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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환경노동위원회)입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출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지 두 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발표 이후 대한민국 정부의 유감 표명
과 함께 전국 각지, 각계에서 일본의 무책임한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출을 규
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인접국인 중국과 러시아도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입장은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대로라면 2년 이
내에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가 대규모로 배출되고, 빠르면 7개월 내 제주도 앞
바다에 도달할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원전 내 저장된 오염수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쳤으며, 방
류 전 2차 정화를 할 것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
만 다핵종제거설비는 삼중수소, 탄소-14, 스트론튬와 같은 방사성 물질을 제거
하지 못합니다. 이들을 비롯한 수많은 방사성 물질이 해양으로 배출되면 바다
를 오염시키고 해양 생물에 유입되어 방사성 피폭을 일으키고, 최종적으로는 
인체 내에 유입되어 골수암, 백혈병 등 각종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것입니
다. 한편, 일본의 말대로 정화처리가 잘 이뤄진다고 한들 방류된 오염수에 대
한 정확하고 검증가능한 모니터링이 필요한데, 지금의 일본 정부의 태도는 이
를 기대하기 어렵게 합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생성되고 있는 오염수는 하루 약 150톤으로 원전이 폐로되
지 않는 한 끊임없이 발생할 것입니다. 더욱이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는 사고 
직후부터 핵연료를 직접 거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무엇에 비교할 수 없이 유
독합니다. 이러한 오염수가 신뢰하기 어려운 정화처리를 거쳐 해양으로 방출된



- 12 -

다는 것은 비단 인접국인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지구에 공존하고 
있는 모든 생명체에 대한 위협입니다.  

무단 방류에 가까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계획은 전면 폐지되어
야 합니다. 오염수 처리방안은 해양 배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염수를 희
석하여 지하 지층에 주입하는 방안, 전기분해를 통해 수소로 환원하여 방출하
는 방안, 증발시켜 수증기 형태로 대기 중에 방출하는 방안, 시멘트에 섞어 콘
크리트로 매입하는 방안, 대규모 영구 탱크를 더 건설하여 보관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해양 방류를 고집하는 것은 비용이 저렴해서이지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은 전 인류에 대한 심대한 위협입니다. 
우리는 국제법을 비롯해 국제 사회와의 연대, 공동 협력 등 모든 방안을 강구
하여 일본의 해양 방류 계획을 철회시켜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이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소중한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토론회에 참석해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필요한 시기에 이 토론회
를 공동주최해주신 국회의원님들과 시민단체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
지막으로 코로나 상황에서도 토론회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소중한 논의를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5월 31일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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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토론회를 찾아주신 시민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경
숙입니다. 

 2021년 4월 13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방류 결정이 인류에
게 커다란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저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
정을 규탄하고 해양법재판소 제소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방류는 과거 일본이 전쟁범죄로 끼친 피해를 넘
어  주변국가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해악을 끼칠 우려가 큽니다. 

 현재의 기술수준으로는 방사성 오염수를 정화해도 삼중수소(트리튬) 등 방사
성 물질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방사성 오염수의 방
류는 해양을 관리하는 국제규정이 미비했던 시기에 벌어진 단순 폐기 행태와
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해양은 지구촌의 환경과 지구인의 건강, 그리고 경제와 산업에 직결되는 인류
가 공동으로 누리고 지켜야 할 터전입니다. 해양오염을 방지하고자 1975년 발
효된 런던협약은 1996년에 모든 핵폐기물의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하도록 강화
된 바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동참으로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방류 결정을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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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해야 하고 위험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 절차 도입이 필수적입니다.

 일본은 1993년 발생한 러시아의 동해 핵폐기물 폐기 사건에 대해 이웃 국가
는 물론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반발하며 공동조사를 촉
구했습니다. 일본은 당시 자신들의 대응 행위를 기억해야 하며, 런던협약의 가
입 국가로서 해양오염 방지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대한민국정부와 국제사회가 연대하여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는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세계경제의 선진 모범 국가로서 탈원전 및 친환경 에너지
전환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며 지구촌 전체가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도적인 노력을 이어가야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시민사회연대회의, 환경운
동연합, 흥사단, 환경회의, 평화통일시민연대 등 양대노총과 많은 시민사회단
체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토론회를 통해 많은 고견을 제시해 주
실 것으로 믿습니다.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기 위한 국민 행동을 지지하며, 국회 역
시 유엔(UN) 해양법협약 상 강제분쟁해결절차 등 가능한 국제법적 대응을 추
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양환경영향을 검증하는 과학적 데이터 구축을 
비롯하여 수산물 등 식품의 방사능 검사 강화 등 악영향을 방지하는 데 적극
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5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경숙



- 15 -

       
     

 안녕하세요.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이원영입니다.

 4월 13일, 일본 정부는 사고 원자력발전소인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기로 각료회의를 통해 결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 
국가들과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무시하고 내린 일방적인 결정입니다.

 해외 연구기관들에 따르면 방사성 오염수가 우리 앞바다에 도달하는 시간은 
빠르면 한 달에서 220일 정도 소요됩니다. 해양방출은 해류의 영향뿐만 아니
라 수중확산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더 빠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
다.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이고 연안 어업에도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일본 정부는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제거가 불가능한 삼중수소와 탄소
-14를 제외한 62개 핵종은 고시농도 한도 미만으로 낮춰 방출한다고 주장합니
다. 삼중수소도 물로 희석해서 바다로 방출한다는 계획입니다. 희석한다 해도 
총량 차이는 없으며 저선량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과학적으로 완전히 검증
되지 않았습니다.

 해양에 방출되는 방사성 오염수 농도가 저선량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와 원자력계 주장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특히 방사성 물질이 해양생물 섭
취 등을 통해 체내 피폭이 이뤄지면 그 결과는 예단할 수 없습니다. 

 일본이 국제사회의 우려와 자국 어민들의 거센 반발, 방사성 오염수의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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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불구하고 해양방출을 강행한 이유는 경제적 문제가 큽니다. 대기방출, 지
층주입, 추가 저장탱크 확충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음에도 비용이 가장 적게 드
는 해양방출을 강행하는 것입니다. 또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후쿠시마 원전 사
고를 제대로 대처했다는 식의 외교적 홍보도 배경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일본 정부 결정 직후 국회는 무책임한 방출 결정을 규탄하며 철회 촉구 기자
회견을 열었고, 결의안도 발의했습니다. 정부 또한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강
한 유감을 표명하고 주한일본대사를 초치를 하였으며,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
소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입니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은 우리 국민, 나아가 인류를 위협하는 행위
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일본 정부 결정의 해양법적 문제를 지적하고 환경 보호
와 수산업 등 관련 산업 피해 최소화 방안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알아보는 자
리입니다. 또한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토론회의 개최를 위해 함께 애써주신 설훈, 오영훈, 강은미, 양경숙, 양
향자, 이용선 의원님과 녹색미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평화통일시민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진보연대, 환경운동연합, 흥사단의 여러분께 감사드
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주제임에도 발제와 토론을 맡아 주신 분들께도 지면을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5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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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 양향자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 
공동주최에 힘써주신 설훈·이용선・오영훈・강은미・양경숙・양이원영 의원님
과 녹색미래, 민주노총, 평화통일시민연대, 한국노총, 한국진보연대, 환경운동
연합, 흥사단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4월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2년 뒤부터 무려 30년 간 
바다에 방류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문제없는 수준으로 오염수
를 희석해 방류한다고 했지만. 이는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객관성과 공신력을 갖춘 기관에서 공증한 내용은 아닙니다.

 특히 일본 원존 오염수 내 방사능물질인 트리튬, 트리티움, 트리슘의 삼중수
소에 대한 걱정이 큽니다. 일본이 다핵종제거설비(ALPS)라는 장비를 활용해 
방사능 오염수를 정화했다고 주장하지만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트리튬)은 제
거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삼중수소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식품 대상 검사법도 없는 상황이라 
오염수가 객관적 공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방류된다면 인류의 해양 먹
거리 전체가 위협받게 되는 상황에 직면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은 우리나라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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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전 세계와 인류의 공동 해양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반인류적 행위입
니다. 이에 우리 국회에서도 작년 12월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처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올해 역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했습니다.

 여기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정부 전체적으로 우선을 의견을 하나로 모아 국
론 결집을 이뤄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제 사회와의 공조를 도모해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토론회가 소중한 까닭입니다. 오늘 자리를 통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
다. 오늘 토론회 발제 및 토론을 맡아주신 이장희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대표
님,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국장님 등 전문가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5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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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양천을 국회의원 이용선입니다.

 지난 4월,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
을 포함한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오염수에는 세슘137, 
요오드129, 스트론튬90 등 삼중수소보다 인체에 최소 수백 배에서 수천 배 위
험한 물질들이 기준치의 100배 넘게 초과하여 검출되고 있습니다. 한번 방류
된 오염수는 회수될 수 없고, 방사성 물질이 해양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 우려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과 가장 가깝고 
수산물 수입과 관련되어 있어 국민들의 공포와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
니다. 

 일본이 2년 뒤 방류를 목표로 하는 가운데 정부와 국회가 더욱 신속하고, 엄
중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오염수 해양 방류, 해양오염과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오늘 이 자리는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합니다.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정보와 
향후 한·일 간 해양 분쟁에의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국제법적으로 대응하는 방
안은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름답고 건강한 미래를 위해 
힘써주고 계신 환경 시민단체들의 고견도 기대가 됩니다. 
 태평양은 일본의 바다가 아닌 우리 모두의 바다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역시 반일의 문제가 아닌 세계의 문제입니다. 단절이 아닌 대화, 공멸이 아닌 
공존을 위한 이번 토론회를 발판 삼아 공감대를 구축하고 국제사회와 발맞춰 
체계적으로 대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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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토론회를 함께 주최해주신 설훈, 오영훈, 강은미, 양경숙, 양이원
영, 양향자 의원님과 녹색미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평화통일시민연대, 한
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진보연대, 환경운동연합, 흥사단과 발제와 토론을 맡아 
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5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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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방안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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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제기 
   2021년 4월 13일 일본 스가 요시희데 총리는 각료회의에서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에 저장되어 있는 오염수를 2023년부터 최소 30년간 해양으로 방류하기로 결
정했다. 이번 방류 결정은 2018년 10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후쿠시마 원전오염
수의 방출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만 2년 6개월 만에 최종 내린 결정이다. 
   일본 주민들과 어민, 시민단체들은 해당 결정에 대해 반발하였고, 주변국인 대한
민국은 물론 중국에서도 강한 비판을 하고 있다.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국제원자력기
구(IAEA)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방류에 대해 [국제원자력안전기준]에 부합하다는 결정
을 내렸고,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미국과 더불어 환영한다는 반
응을 보였다. 일본정부는 한국의 정확한 정보공개요구에도 현재 응하지 않고 있다.  
일본정부는 원전오염수방류에 대한 정확한 정보교환, 오염수방류 영향감시, 적절한 조
치강구 등에 대해서도 일체 한국정부와 협의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가까운 주변국
인 대한민국과 중국은 매우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2018년 10월 일본원자력규제위원회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검
토를 발표한 이후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 주재하에 [오염수방출대응 관계부처 TF] 
설치, 운영해오고 있다.1) 국내적으로는 범정부 차원에서 해양방사능 감시체제를 구축
하고, 수입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오고 있고, 국제적 차원에서 국제공조와 국제사
회의 객관적 검증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2021년 4월 13일 일본정부의 오염수 해양방류 최종 결정이후 정부
는 강한 반대와 우려를 일본정부에 전달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4월 14일 외교적 해
결 외에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를 포함하여 국제해양법적 해결에 대해서 치밀하게 

1) 외교부, 보도참고자료,(202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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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를 지시하였다. 
    본고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으로서 [UN 
국제해양법협약]  및 [해양투기에 대한 1996년 해양투기방지 런던의정서]2) 및 해양오
염에 대한 [국제 중재재판 판례]를 분석을 토대로 일본의 원전 오염수의 불법성 규명, 
일본의 국제책임 그리고 국제법적 대응방법을 정리하고자 한다.

II.   후쿠시마 원전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사건개요

  1. 사고 발단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사고(일본어: 福島第一原子力発電所事故 후쿠시마 다
이이치 겐시료쿠 하쓰덴쇼 지코)는 2011년 3월 11일 도호쿠 지방 태평양 해역 지진
으로 인해 JMA진도 7, 규모 9.0의 지진과 지진 해일로 도쿄전력이 운영하는 후쿠시
마 제1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 1-4호기에서 발생한 누출 사고이다. 2011년 후쿠시
마 원전  오염수 방수 사고는 1986년 소비에트 연방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원전에
서 발생한 방사능누출사고와 함께 국제 원자력 사고 등급(INES)의 최고 단계인 7단
계, 즉 심각한 사고(Major Accident)를 기록하였다. 현재도 계속적으로 원자로에서 
방사능 물질이 공기중으로 누출되고 있으며, 빗물과 원자로 밑을 흐르는 지하수에 의
해 방사능에 오염된 방사능 오염수가 태평양 바다로 계속적으로 누출되고 있다. 누출
된 방사능 물질로 인해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인근 지대의 방사능 오염이 심각
한 상황이다.

  2. 4월 13일 해양방류 최종결정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13일 해양방류 최종결정 이유에 대해 2022년 10월 경 
보관중인 방사능 오염수의 양(현재 125만톤 전체용량의 90% 차지)이 저장탱크 용량
의 한계에 도달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비용문제 등으로 인해 일본은 감당할 수
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는 64종의 방사성물질을 제거 또는 저감한다
고 알려진 정화장치(“다핵종 제거시설” 또는 ‘ALPS:Advanced Liquid Processing 
System')로 방사능오염수를 처리하더라도 삼중수소와 스트론툼이 충분히 제거되지 않
고 잔류할 수 있어, 일본 내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에서 깊은 우려를 
하고 있다. 연구에 의하면 삼중수소 일부가 체내로 들어가면 잘 빠져나가지 않고 체
내 유기화합물과 결합하여 더 오래 머물 수 있으며, 이것이 장기간 축적되면 DNA가 
기형적인 세포분열이 일어나 암이 될 수 있다. “스트론툼”은 가장 유해한 방사성 물
질이며 절대 환경에 유입되어서는 안 된다.  
    큰 위험성 있는 오염수가 방류할시 200일 만에 제주해역으로 흘러들어 오게 된

2) 한국은 2009년 1월, 중국은 2006년 6월, 일본은 2007년 10월에 런던협약 ‘96의정서’에 가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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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오염수가 해류를 따라 3년 뒤에는 미국과 캐나다 해안에 도달하게 된다고 한다. 오염
수를 방류할 경우에 일본의 바다는 방사능으로 오염돼 일본 및 주변국의 해양생물 체
내 축척 및 폐사가 발생할 수가 있다. 한국 사회 전반 식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III. 국제법적 쟁점 검토 
   2011년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원전 오염수 방류와 2021년 4월 13일 원
전 방류 결정 2년후 30년간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배출행위가 국제의무 위반인가를 
국제법적 관점에서 검토해 본다.  
 첫째, 일반 국제법상 의무를 검토가 필요하다. 각 국가의 관할권내의 활동이 국경을 
넘는 환경파괴를 일으키지 않을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다른 국가에 
환경피해를 일으킨 경우 국가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방사능 오염에도 적
용된다. 특히 핵 활동은 국경을 넘는 환경피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고 장기적으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무과실책임에 기초한 손해배상책임 제도가 이미 확
립되어 있다. 
       

   둘째, 4.13 일본정부의 해양방류가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UNCLOS )위반 여부 검토가 필요하다.
    
      - 일본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는 유엔 해양법협약 제192조, 제193조의  
해양환경보호의 보존 및 보호에 대한 일반적 의무를 위반했는냐 검토가 필요하다. 

     - 또 구체적 의무 위반으로서 유엔 해양법협약  제194조(해양오염방지,경감 및 
통제를 위한 조치의무)를 제196조(활동의 잠재적 영향평가 및 보고서 송부의무)를 위
반했느냐이다. 

   셋째 유엔 해양법협약 및 국제환경법의 구체적 실천 원칙인 [사전주의원칙] 및 [사
전방지원칙] 위반 여부이다.

    1) 사전주의원칙(Precautionary Principle)-환경손해를 야기할 가능성만 있고, 
과학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 원칙에는 여러 제도들이 마련되
는데 통지(notify)  및 협의(consult), 감독의무(환경영향평가제도)가 그 대표적인 예
이다. 혁신적인 원칙이다. 1992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오선언 15는 사전주의원칙을 
진정한 원칙(principle)으로 규정하고 있다.3) 국제판례로는 1949년 Corfu Channel 

3) Alexander Charles Kiss,"Will the necessity to protect the global enviroment  transform the 
law of international relations?",The Josephine Onoh Memorial lecture, 28 January 1992(The 
University of Hull Press,1992),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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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4)가 이다. ICJ는 ”국가책임으르 인정함에 있어서 직접적 증거가 없다하더라도 여
러 정황(circumstances) 상 국가책임의 주체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고 판시하
였다. 미국과 EC, 그리고 카나다-EC 간에 제기된   European 
Communities-Hormonse 사건에서  EC는 사전주의원칙은 이미 국제관습법규로 되
었거나 아니면 적어도 법의 일반원칙에 속한다고 주장하였다.5)6)  국가들에게 절대적
인 과학적 입증을 기다리지 않고 중대한 잠재적  환경위협에 대처하기위해 먼저 행동
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사전주의는 아래 설명할 [사전방지원칙]보다 일본  
전진하고 있다. 또 오염자에 유리하게 되어 있는 전통적인 입증책임(burden of 
proof)을 전환도 고려하고 있다. 

    2) 사전방지원칙(Principle of prevention action ); 과학적으로 증명된 환경 손
해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국제 판례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모든 국가
들은 국가의 관할이 미치는 지역과 국제공역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포함하여 초국
경적인 환경피해를 규제하고 통제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국제법상 의무
가 있다 이것이 국제관습법으로 Trail Smelter case7) 에서 판시되었다. [사전방지원
칙]은 1972년 스톡홀름 선언 원칙 21 및 1992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 2.에
도 들어있다.
    
    넷째,  4.13 일본정부의 해양방류가 96년 런던의정서 위반여부이다.
  후쿠오카 원전 오염수 방수는 육상원인 오염이기에, 선박.항공기 오염 투기를 다루
는 런던의정서와는 직접적으로 연관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96 런던의정서에 전문과 
전체에 흐르는 기본원칙(사전주의원칙/사전예방원칙)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그대
로 적용될 수 있다.  
    다섯째, 상기 국제법 위반시에 따른 일본 정부의 국제책임 성립여부 검토가 필요
하다.
일본 원자력위원회라는 일본국가기관의 원전수 방류결정은 국제법주체의 행위이고, 
상기행위는 일반국제법상의 의무와 특별 국제법상의 의무의반(유엔행법협약)으로서 국
제법위반행위이다. 이 일본의 위법행위가 돌이킬 수 없는 해양과 인근국가의 국민에
게 치명적 피해를 줄 것으로 충분히 예견된다.   
    국제책임이 성립하려면, 국제법 주체가 국제불법행위로 국제법을 위반하여 상대
국에 결정적 피해를 미쳤을 경우이다. 상기 첫째, 둘째 국제법 위반성 검토에서 방사

4) 1949년 “코르푸 해협 사건”에서  ICJ는 상황적 증거(Circumstantial Evidence)의 사용을 정당화함에 
있어서 그와 같은 증거가 “모든 법체제 내에서 인정되었다‘고 했다. 

   U.K. v. Albania,1949 ICJ Reports 4.
5) 사전주의원칙이 “국제환경“ 관습법의 일반 원칙으로 굳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이 ”일반 혹

은 관습 ”국제법“의 일반원칙으로  광범위하게 수락되었는 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Cassese, 
International Law, 2nd,, p.490. 

 
7) Trail Smelter Arbitration  Case (US v. Canada),3,R.I.A.A. 1905(March 11,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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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오염수 방출-인근 국가의 국민의 결정적 피해 인과관계 입증책임이 필요하다. 입
증은 권리를 주장하는 국가에게 있다. 그런데 국제판례에서 “상황적 입증
(Circumstantial Evidence)”도 인정되었기에, 과학적 인과관계를 반드시 필요로 하
지는 않는다고 본다. 

IV.  UN 국제해양법상 해양 오염규제 규정 위반 검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육상오염에 관계된 사항 이라, “선박,항공기,플랫폼 
그 밖의 해양인공구조물로부터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의 고의적인 해양 폐기”( 런
던의정서 제1조 4항 1호)를 다루는 “해양투기에 대한 1996년 해양투기방지 런던의정
서”는 검토하지 않는다. 물론 96년 런던의정서의 전문과 전 의정서에  규정된 사전주
의 및 예방에 기초한 접근 방식은 후쿠시마 오염방수문제에도 그대로 원용될 수 있
다.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 UNCLOS,1982년 12월 10일 채택)은  포괄적 해양 오염규제를 하고 있다. 주로 논
의할 사항은  해양환경보호의무의 그 위반사항 여부이다. 
    유엔 해양법상 “해양환경보호와 보전”에 관한 규정은 제12부(제192조-제237조)
에 규정되어 있다.   
1.  제192조 해양환경보호의무. 
    -“각국은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할 의무를 부담한다.”

2.  제193조  해양환경보호 및 보조의무 
   -“각국은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할 의무에 따라 자국의 자연자원을 개발할 주
권적 권리를 인정한다.”

3.  제194조 해양환경 오염의 방지, 경감  및 통제를 위한 조치.
-“각국은 모든 오염원으로부터 해양오염의 방지,경감 및 통제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4.  제206조 활동의 잠재적 영향 평가 및 보고서 송부 
-“각국은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하에 계획된 활동이 해양환경에 실질적인 오염이나 
중대하고 해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해
양환경에 대한 이러한 활동의 잠재적인 영향을 평가하고 보고서를 송부한다.”

5.  제207조 육상오염원에 의한 오염 
  -“각 국은 육상 오염원에 의한 해양환경을 방지,경감 및 통제하기위해 법령 기타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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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213조 육상오염원에 의한 오염관련 법령집행
  -“각국은 육상오염원에  관련 자국 법령을 집행하고, 육상오염에 의한 해양환경오
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위한 법령 국제규칙, 기준 이행에 필요한 법령을 집행
하고 조치를 취한다.”

7.  제235조 해양오염보호 의무에 따른 국제책임.
  -“각국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을 위한 국제적 의무를 진다. 각국은 국제법에 따
라 책임을 진다"
8.  제236조  주권면제 
  -“해양환경의 보호, 보존에 관한 이 협약의 규정은 군함. 해군보조함 및 국가의 소
유하거나 운영하며 당분간 정부의 비상업용 업무에만 사용되는 그 밖의 선박이나 항
공기에는 적용되지 아니 한다... 다만 각국은 ... 합리적이고 실행가능한 범위내에서 
이 협약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보장한다.”
 
9. 제237조 해양환경보호. 보전을 위한 다른 협약상의 의무
  1항: “이 제12부의 규정은 해양환경보호. 보전과 관련하여 이미 체결된 특별협약과 
협정에 따라 국가가 지는 특정한 의무 및 이 협약에 규정된 일반원칙의 증진을 위한 
협정의 체결에 영향을 주지 아니 한다.”   
  2항: “해양환경의 보호. 보전에 관하여 특별협약에 따라 국가가 지는 의무는 이 협
약의 일반원칙과 목적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이행된다.”
  

10. 오염수 방류의 위반성 평가: 

   1)2011년 일본 후쿠시마오염수 방류 사고시에는 일본에게 대한민국과의 사전협의 
의무, 사전통고의무, 원자력안전기준 준수의무 등이 있는데, 국제법상 상기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본다.
   2)2021년 4월 13일 오염수 방류 최종결정은 2011년 이후 10년이 지난 시점이라, 
법적 상황과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이후에는  
   -제192조 해양환경보호 일반적 의무 위반
   -제194조 해양환경 오염의 방지, 경감 및 통제를 위한 조치의무 위반 
   -제206조 활동의 잠재적 영향 평가 및 보고서 송부 의무 위반 
   -제207조 육상오염원에 의한 오염 방지,경감,통제 의무 위반 
   -제213조 육상오염원에 의한 오염 관련 법령집행 의무 위반 

   3)상기 당해 유엔 해양법 협약을 위반하여, 특히 제235조 해양오염 보호 의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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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국제책임이 있다고 본다.
   ILC 초안 제1조는 “국가의 모든 국제위법행위는 그 국가의 국제책임을 수반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Chorzow Factory 사건에서 PCIJ는 “약속위반이 배상의무를 동반
한다는 것은 국제법의 일반원칙이자 법의 일반개념이기도 하다”라는 말처럼 국가책임
의 원칙을 확인하고 있다. 다만 입증되기까지는 국제법에 부합한다는 추정
(presumption)을 받는다. 절차법 차원에서 타국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국가
에게 입증책임이 돌아감을 의미한다. 국제책임은 타 국가에 대한 직접침해와 간접침
해(외국인)를 야기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ILC 초안 제2조는 “국가의 국제위법행위는 작위 또는 부작위로 구성되는 행위가  
국제법상 당해국가에게로 귀속될 수 있고, 그리고 문제의 행위가 그 국가의 국제의무
의 위반을 구성할 때 성립하게 된다.” 국제법위법행위의 주관적 요소로서 “국가의 행
위일 것”이고, 객관적 요소로는 “국제의무위반”이다.

   원전 오염수 방수행위는 일본원자력위원회라는 일본국가에 귀속되는 국가의 행위
로서 주관적 요건을 충분히 갖추었고, 유엔해양법협약의 일반적 의무와 구체적 실천 
원칙(사전주의의무 및 사전방지의무)위반이라는 “국제의무위반행위”를 하였다. 다만, 
일본의 위법행위와 위험한 해양환경오염 사이에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입
증책임 이 문제로 등장한다. 입증책임은 오염자가 아니고 오염피해자가 진다. 2011년 
원전폭발사고 그 후 2021.413 원전오염수 해양방류가 인근 해양과 해양인근국가 국
민의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 손상 사이에 정확한 과학적 입증은 당장 힘들다. 
실제 원전오염수 방류는 2023년에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2년 이후 실제오염방
류시에 위험성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상황적 증명으로도 충분하고 본다. 따라서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결정은 상황적 증명으로 국제위법행위에 해당하면,국가
책임을 성립할 수 있는 인과관계가 성립된다고 본다.
            
V. 유엔 해양법협약상 해양환경 보호에 대한 중재 재판 사건 판례 검토  

    1. 해양환경보호 규정 위반 관련된 유엔 해양법협약 중재사건 개관

지금까지 유엔 해양법협약 제7부속서의 중재재판에 회부된 사건 가운데 일방 분쟁당
사국이 상대국의 해양환경보호 관련 규정 위반사실을 주장한 사건은 모두 5건이다8):
   1)MOX Plant Case( Ireland v.UK.,2001) : 일명 “아일란드와 영국간 혼합산화물 
핵연료 재처리공장 잠정조치 사건”
     *아일란드가 영국에게 규정위반 사실이 있다고 주장, 그러나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음.  

8) 정민정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대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시 검토사항”, 국제법 
현안 Brief. (2021.05.21.), 대한국제법학회 발간.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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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말레시아와 싱가포르 간 조호르 해협간척 잠정조치사건(2003);
     *말레지아가 싱가포르에게 규정위반사실이 있다고 주장. 그러나 재판부는 인정
하지 않음.
   3)모리서스-영국 간 차고스 군도 사건(2015);
      *재판부가 영국측의 규정위반사실 인정.  
   4)필리핀-중국 간 남중국해 사건(2016);
      * 재판부가 중국측의 규정위반사실인정.
   5)우크라이나-러시아 간 흑해 연안국 권리 선결적 항변 사건(2020)
      *소송 진행중 임. 
    
   위 5가지 국제재판중에 MOX Plant Case( Ireland v.UK.,2001)9) : 일명 “아일란
드와 영국간 혼합산화물 핵연료재처리공장 잠정조치 사건”를 검토 후 후쿠시마 오염
수에 주는 함의를 살펴본다.

  2. MOX Plant Case( Ireland v.UK.,2001)10) : 일명 “아일란드와 영국간 혼합산화
물핵연료재처리공장 잠정조치 사건”11)  
   2001년 아일랜드 정부는 UNCLOS 규정위반을 근거로 영국 Sellafield 소재  
MOX plant 건설 및 운영허가를 둘러싼 분쟁에 대하여 UN 해양법협약 제VII 부속서
에 따라 설치된 중재재판소에 분쟁을 제기할 것임을 영국정부에 통보하고, 중재재판
소가 구성되는 동안 MOX plant의 허가를 중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
  -영국정부가 이를 거부하자, 아일랜드 정부는 ITLOS에 해양법 협약 제290조 5항
에 근거하여 재처리공장의 운영중지를 명령하는 잠정조치를 요청하는 소송신청서를 
제출.  
  -아일랜드 소송신청서 내용: 
    1)영국정부가 MOX plant로부터 핵물질 기타 폐기물의 배출과 국제적 이동으로
부터 Irish해의 해양환경 오염을 방지,감소,통제하기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UNCLOS 제192조,193조,194조,제197조,206조,207조,211조,212조,213조.217조,222조 
등 의무를 위반하고, 
    2)MOX plant의 허가와 관련하여 Irish 해의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아일랜드와의 
상호협력부족,정보공유 거부,적절한 환경평가 거부 등으로 위 협약 제197조외 123조
의 의무를 위반하고,
    3)MOX plant 가동이 Irish 해의 해양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효과를 적절히 평가
하지 못함으로써 위 협약 제206조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9)MOX Plant Case, Provisional Measures(Ireland v, UK).Press Release,ITLOS/Press62,
  3 December 2001.
10)MOX Plant Case, Provisional Measures(Ireland v, UK).Press Release,ITLOS/Press62,
  3 December 2001.
11) 김기순, “해양방출과 국제재판”, 제49회 아사연 국제법포럼 발제논문(202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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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이 적절한 환경영향평가를 하여 해양환경에 중대한 피해가 없음이 판명될 때 
까지 MOX plant 허가를 중단할 것 요구.     
    4)ITLOS의 잠정조치 판결 : 
  UNCLOS 제290조 잠정조치 1항: ”재판소는 최종판결이 날 때까지‘각 분쟁당사국의 
권리를 보존하기위해 또는 해양환경에 중대한 피해를 방지하기위해서 ”잠정조치를 명
령할 수 있다.“ 
     제5항: ”중재재판소가 구성되는 동안 잠정조치 요청이 있는 경우 ITLOS는 잠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장차 구성될 중재재판소가 일응 관할권을 갖고 상황이 긴
급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긴급한 상황)에 한한다.  
 
   ITLOS는 영국해안에 계획된 발전소의 방사성물질로부터 아일랜드 해(海) 보호를 
고려하였다. 아일랜드는 발전소의 운용에 대한 적절한 환경적 영향평가를 리오선언의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 져야한다고 요구하였는데, ITLOS는 아일랜드의 요
구에는 ”어떠한 긴급성이 없다“는 함축적 표현으로서 사전예방의 원칙 적용을 주장하
는 아일랜드 주장을 거절하였다. 다만 영국과 아일랜드가 MOX plant의 가동에 따른 
위험이나 영향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도록 상호 협력할 것을 요구하였다.12) 
  
  5) ITLOS의 최종판결
   2001년 ITLOS는 제VI I부속서 중재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다음과 같은 잠
정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하였다.
   ”아일랜드와 영국은 상호협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1)MOX plant의 가동으로부터 Irish 해에 대해 발생가능한 영향에 관하여 상호간
에 더 많은 정보를 교환하고, 
   (2) MOX plant의 가동이 Irish해에 미치는 위험이나 영향을 감시하고;
   (3) MOX plant의 가동결과 발생할 수 있는 해양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를 적절하게 강구하도록 협의해야 한다.”13)

3.  MAX plant case의   ITLOS 잠정조치의 시사점
   
1). 국제해양법 제290조 잠정조치  요청 

- UNCLOS 제290조 잠정조치  1항: ”재판소는 최종판결이 날 때까지 ‘각 분쟁당사
국의 권리를 보존하기위해 또는 해양환경에 중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잠정조치
를 명령할 수 있다.“ 
- UNCLOS 제290조 제5항: ”중재재판소가 구성되는 동안 잠정조치 요청이 있는 경

12) 상게서.
13) 상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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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ITLOS는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장차 구성될 중재재판소가 일응 관할권
을 갖고 상황이 긴급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긴급한 상황)에 한 한다.  

     이 경우 ITLOS 잠정조치 요구하는 경우 협약상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함:  
  해양재판소 구성시까지  
  1)해양법협약 하에서 한국의 권리를 보전하거나 해양환경에 대한 중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잠정조치가 필요하고, 
  2)추후에 구성될 중재재판소가 분쟁에 대한 일응 관할권을 가지고 
  3)긴급한 상항이 존재해야 (제290조)--생태계나 인간환경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존재를 증명.
   4)잠정조치 시점: 분쟁당사국은 통상 제소 하는 당일 또는 조금 시간이 지난 시점
에 가처분 신청 격의 잠정조치도 같이 신청한다. 

              
2). 일응 관할권 인정(UNCLOS 해석 및 적용관련 분쟁)
   한국의 권리보전이나 해양환경에 대한 중대한 피해를 예방하기위해 잠정조치가 
    -필요하고, 긴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방출되는 방사능오염수의 성분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가
    -ALPS 처리수의 방사능 물질성분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 검증해야. 
        
VI.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한 구체적 국제법적 대응 방안 

1. 유엔 해양법 협약 제7 부속서에 따라 구성된 중재재판소 제소

 일본은 유엔 해양법 협약의 당사국이다, 따라서 만약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
수 방류결정이 동 협약상 해양환경 보호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면 한국이나 관
련국은 동 협약의 강제분쟁해결절차(제286조)를 활용하여 국가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동 협약에 강제분쟁해결절차가 진행되고 당사국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판결을 선고하
는 재판소에는 다음 네 가지 중에 선택하면 된다.
  유엔해양법 제15부 제2절(구속력 있는 결정을 수반하는 강제절차) 제287조 1항에 
따라 다른 당사국과 분쟁 해결을 위해서 다음 4가지 수단을 통한다:
  1)국제해양법재판소 
  2)국제사법재판소
  3)제7부속서에 따라 구성된 중재재판소  
  4)제8부속서에 따른 특별중재재판소 
   
유엔해양법 제287조 5항 따라 관할권 문제는 국제사법재판소처럼(당사국간 관할권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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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까다롭지 않다.
  제287조 5항: “분쟁당사자가 분쟁에 관하여 동일한 분쟁해결절차를 수락하지 아니
하는 경우, 당사자간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 분쟁은 제7부속서에 따른 중재에
만 회부될 수 있다.”
  제288조(관할권) 도 “제287조에 언급된 재판소는  이 부에 따라 재판소에 회부되는 
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에 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
   상기 해양법 조항 및 한일간의 현상황을 감안해 볼 때 세 번쩨 “제7부속서에 따라 
구성된 중재재판소”가 될 성산이 매우 높다. 
   
2.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에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출을 중단하는 잠정조치 요청
- 해양오염 실제방수가 2023년에 이루어지므로 본안소송과 최종 판결 때까지는 최소 
2년 6개월 걸릴 것이다. 상기 본안 소송시 혹은 2개월 지나 잠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
다. 

-국제해양법에 290조(잠정조치)에 근거, 잠정조치는 ITLOS가 한국이나 중국의 신청
을 받아 일본에 최종판결 전까지 오염수 방류를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을 말
한다.
-ITLOS의 잠정조치는 ICJ 잠정조치의 “지시한다”(indicate)와 달리,‘명령한
다’(prescribe)라고 규정해서 더 강한 구속력을 가진다. 
-한국의 권리보전이나 해양환경에 대한 중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잠정조치가 필
요하고,
 긴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일본이 아직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지 않은 상황에서 오염수와 해양환경 손상 사이에 
다음 두 가지 인관관계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가 결정의 관건이다. 보통 두 가지
가 입증 문제이다. 첫째는 당사국의 이익을 보전할 긴급한 요구가 있다는 것이고, 둘
째는 해양환경보호에 대한 심각하고 급박한 피해우려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한국이 일본측의 해양환경보호에 대한 심각하고 급박한 피해에 대한 인과 관계를 
과학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여, 재판부가 일본측의 위반을 인정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
한 경우에도 사전방지의무 위반은 아니어도 사전주의의무 위반은 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잠정조치를 요구할 자격이 충분히 있고, 재판부는 일본측에 잠정조치 명령을 
내려야 할 것이다.
중재재판 해양오염  MOK Case 선례가 이미 있다. 
MOK  Case 처럼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상호 협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1)후쿠시마 원전방수에서 발생가능 한 영향에 관하여 상호간에 더 많은 정보를 
교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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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후쿠시마 원전방수가 대한해협 해에 미치는 위험이나 영향을 감시하고;
   (3) 후쿠시마 원전방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양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를 적절하게 강구하도록 협의해야 한다.”
3. 국제환경오염에 대한 국가책임은 인과관계 규명의 어려움, 주권침해요소, 만족스런
구제방법의 부존재, 피해액 산정의 어려움, 국가간 마찰의 발생 등 많은 한계점이 있
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한중일간에 지역적 환경협약을 
체결하는 방안도 필요하다.14) 
4. 정부는 발생할 피해발생가능성을 간과하지 말고 과학적인 모니터링과 지속적인 관
찰과 연구를 통해 직접적인 자료를 확보해두어야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준비도 치밀하
게 해두야 할 것이다.   
5. IAEA 조사단 검증참여, 관련국제기구에 참여,외교적 협의 등의 방안도 추진 해야
한다. 정부는 IAEA 조사단 검증참여 및 환경보호 관련 국제 전문 기구에 외교적 협
의 등의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VII. 결론
 
    일본원자력규제위의 원전 오염수방류 결정은 바로 일본정부의 결정이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일반 국제법상 해양환경보호의무와 사전협의의무, 사전통고의무, 원자력안
전기준 준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일본정부는 해양환경보호 의무를 현재 다하지 못하고 있다. 해양환경보호 
의무는 대세적 의무로서 이를 위반시 실제로 피해를 입지 않는 국가나 잠재적으로 피
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국가도 소송제기가 가능하다.15)  
    또 일본 정부는 아직 한국정부에 사전에 통고 및 협의 의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여기서 통지 및 협의 의무는 단순한 형식적이어서는 안되며 신의성실(good faith)의 
원칙에 합치하여야 한다. 다음 일본정부는 원전오염수가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할동과 관련하여 일정한 정보를 관련국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고 교환된 정
보를 기초로 일정한 활동이 다른 국가에 미칠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협의함으로써 계
획된 활동을 중단시키거나 대체적인 방법을 찿는 등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
하였는지 심각하게 의문이 든다.    
    정부가 2011년 이래 가동한 국무총리실 산하 후쿠시마 원전 오염방수 TF 팀과 
아울러 2021년 4월 13일 이후부터는 <제7부속서에 따라 구성된 중재재판소> TF팀도 
구성, 상호 긴밀한 협의하에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제7부속서 중재재판>에 국
내재판의 가처분 격인 <잠정조치> 청구를 한국 정부가 본안 소송 최종결정이 나오기 

14) 권오성 외,“후쿠시마원전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배출에 대한 국가책임에 대한 소고”,홍익법학 제14권 
제2호(2013),pp.668-670. 

15) 김기순,“일본의 방사능오염수 해양방출애 대한 국제책임 연구”, 국제법학회논총 제56권 제4호(통권
제123호),2011.12. pp.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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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도 해양오염의 더 심각한 악화를 방지하기위하여 당장 청구할 수 있다. 물론 본
안소송에서 원전 오염수와 해양오염 사이에 엄격한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한다 하더
라도 일본의 오염방수와 관련된 정보 미공개 그리고 미협의 등은 그 후 일본 정부의 
행태는 유엔 해양법 협약의 일반적 해양보호 의무와 국제환경법의 [사전주의의무 원
칙]에는 명백히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이라는 국제법주체가 국제위법행위를 
통하여 국제사회나 타국에 돌이킬 수 없는 결정적 해양 핵오염 피해(삼중수는 인체에 
들어가면 유전자 변이 현상을 일으킴)를 줄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해
양법 제253조에 따라 국제책임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일본정부 국제책임의 입증책임
과 관련하여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정확한 과학적 인과관계 입증보다는 이미 상황적 
입증( (Circumstantial Evidence)이 국제재판(1949년 Corfu Channel case)에서도 
인정된 바 있다.      
    ITLOS는 잠정조치를 취하는 경우에, 다만 장차 구성될 중재재판소가 일응 관할
권을 갖고 상황이 긴급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긴급한 상황)에 한한다.  
 이를 위해서도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치밀한 재판 준비 로드맵이 필요하
다. 필리핀-중국 간 남중국해 사건(2016)의 경험에서 필리핀이 중국에 승소하는 데 3
년 6개월이나 긴 기간 치밀한 준비를 했다는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국제법적 대책과 더불어 환경오염의 경우는 사후 구제보다 사
전구제가 더 주요하다. 환경오염에 대한 국제책임을 통한 한계점16) 때문에 환경사고 
대비 관련 한일간, 한중간, 동아시아 국가간 지역적 협약체결은 원전사고 관련문제를 
다루는 데 매우 필요하다고 본다.

16) 권오성 외, 전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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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방류 결정 

문제와 대응

안재훈(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



- 36 -



- 37 -



- 38 -



- 39 -



- 40 -



- 41 -



- 42 -



- 43 -



- 44 -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와 어업인의 상관관계

김영철 (사)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 집행위원장 

 

 내가 버린 쓰레기 고기되어 식탁에... 

 일본이 바다를 버리면 바다도 일본을 버린다.

 비자도 검문도 없이 전 세계바다를 떠돌 오염수 누가 막을 것인가?

 원전 방류수는 바다쓰레기다.

 일본은 평상시 해양쓰레기 등 바다를 비교적 잘 관리하다고 하는 나라다. 그러나 

한방에 훅 간다는 것이 현실화 된지 오래다. 바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쓰나미와 

후속 원전 오염수 바다방류 결정이다. 바다를 매개로 먹고사는 민족이 바다를 버린

다면 바다는 어찌할까? 그것은 “일본이 바다를 버리면 바다도 일본을 버린다.”는 

것이다. 방사성 물질의 제로화에 대해 완전한 입증에 자신 없으면 방류를 멈춰야 

한다.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방류 결정은 일본이 해양환경문제와 국제 인권문제 침범

이다. 무모한 방류 원전 오염수는 바다쓰레기이다. 이놈들은 “비자도 검문도 없이 

전 세계바다를 떠돌고 다닌다.” 이런 오염수 누가 막을 것인가? 또한 우리 어민들

에게는 어업권을 포기요, 생계를 저지하는 일이라 볼 수 있다. 여담으로 일본이 혹

여 방류수를 내보내는 순간 일본바다가 아닌 다른 나라로 흘러가기 때문에? 자국의 

국민보호라는 판단을 한다면 그건 국제 망신입니다. 자국민을 위해 전 세계에 피해

를 준다면 국제 도발인 것이다. 때문에 우리 어민들은 일본의 그런 행위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바다에서 생명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 생명을 죽여가면서 살아가려 

한다면 비굴하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일본정부가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미명 하에 이런 일을 기획했다면 우리나라 정부나 

국제사회는 일본의 추악한 행태를 절대로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어류에 방사성 물질이 축적되어 우리가 섭취한다면? 하여 “내가버린 쓰레기 고기

되어 식탁으로” 올라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원전 오염수 방류는 전 세계바다 

오염을 비롯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저는 어민 활동과 어민의 생존권

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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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반대를 위한 전국어민 등 활동현황은 4월 19일 여

수, 거제를 시작으로 5월 30일 현재까지 통영, 평택, 목포, 창원, 부산, 울진, 속

초, 완도, 울릉도에 이르기까지 전국 21개 시군에서 1,500여 척의 어선과 1만여 명

의 어민이 참여한 해상시위를 진행하였고, 육상시위는 4월 16일부터 고흥, 제주를 

비롯한 전국 51개 시군에서 코로나로 인하여 인원을 통제한 가운데서도 어민들이 

8,000명이 넘게 육상 규탄대회에 참여해 단군 이래 전국적인 해상시위를 진행한 것

은 생존권을 위해 바다를 가꾸어나가며 지속가능한 어업활동을 해나가는 어민들의 

분노가 어떠한지는 짐작할 수 있으리라 본다.

 우리 어민들은 일본에서 나는 수산물 수입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 우리 또한 

일본으로 수산물을 수출하기 때문이다. 다만, 식약청을 비롯한 국내의 검증 가능한 

기관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방류 발언 여파로 인하여 FDA에서 건강성과 

안전성이 입증된 국내 수산물도 우리 국민들이 외면하고 있어 가격폭락으로 인해 

어민의 생존권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정부차원에서의 대책과 더불어 우리 수

산물 애용하기 캠페인 등을 대대적으로 대책위 차원에서 진행하길 제안한다. 

 일본오염수 방류저지 공동행동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사)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는 

일본정부가 원전 오염수 바다방류 결정 폐기시까지 필사즉생의 각오로 우리 바다를 

우리 어민들이 앞장서서 지켜나가겠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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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생태계와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철회되어야 합니다!!

                             두레생협연합회 유경순 사무국장

 지난 4월13일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부지내에 보관되어 있던 후쿠시마 원전 오
염수 해양 방류를 공식적으로 결정했다.

 두레생협은 23만 조합원들의 건강한 식탁을 책임지고 있고 기후위기 시대 함께 살아
가야 할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해 조합원들과 다양한 활동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소식은 우리에게 충격과 불안을 안겨주고 있
습니다.

 특히 두레생협에 건강한 생활재를 공급하기위해 노력하는 생산자들 중 수산업에 종
사하는 생산자들은 삶의 기반이 무너질지도 모를 상황이 닥치지나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양 방류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아직도 수습되고 있지 못하는 사고 원전을 식
히면서 하루 140톤씩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 원전부지내에 보관되어 있는 오염수는 
약 126만톤 가량이며 2022년엔 137만톤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를 인체에 무해한 수준까지 희석해 순차적으로 방류하겠
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방사능 오염수를 희석해서 버린다고 해도 바다에 버려지는 방
사성 물질의 총량에는 변함이 없고 전문가들은 오염수에는 유해한 방사성 핵종들이 
여전히 높은 농도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삼중
수소 역시 우리 생태계를 위협하는 위험한 방사성물질입니다.
 방사능 오염수가 방류되면 해양 생태계를 넘어 인간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후쿠시마 오염수가 실제로 방류되면 바로 영향을 받는 것은 우리나라일 수
밖에 없습니다. 
지난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동해의 방사능 수치가 급증 했고 여러 대학의 연구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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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후쿠시마 사고 당시 방출된 오염수가 1년 만에 동해안에 도달했음이 밝혀졌습니
다. 

 얼마 전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시험조업으로 잡은 우럭에서 1㎏당 500베크렐의 세슘
이 검출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정한 기준치(1㎏당 100㏃)의 
5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두레생협의 자체 안전 방사능 기준치인 1㎏당 7.4㏃
(영우아- 3.7㏃이하)의 68배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일본은 세계무역기구(WTO)에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규제 해제를 위한 제소를 한 
바 있고, 2018년 2월 패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패소 후에도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안전하다며 우리정부의 수입규제를 풀 것을 요구하더니 이제는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이라는 전세계 국민의 식탁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지구 환경의 생태계 
파괴가 인류의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전 세계가 지구 환경 생태계 보존을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삼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은 한국을 비
롯한 주변국들의 해양 생태계 파괴와 어업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무모하고 무책임
한 결정인 것입니다.

 이에 두레생협은 24개 회원생협과 두레생산자회와 함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를 철회하라는 공동성명서를 내고 현재 두레생협 수산가공 생산자를 중심으로 릴레이 
SNS 선전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가장 타격을 입을 생산자부터 시작해서 회원생협, 조
합원까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바다 생태계를 위협하고 우리의 먹거리가 위험하다
는 사실과 반대의 의사를 명확히 알리려고 합니다.

 또한 두레생협은 우리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물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주변국들과 연대하여 반드시 
일본 정부가 잘못된 결정을 철회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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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저지를 위한 
청년행동

조안정은(한국대학생진보연합)

 일본 정부가 지난 4월 13일, 방사능 오염수 125만 톤을 태평양 바다에 방류하겠다
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를 향한 핵 테러 선포입니다. 방사능 노출은 참
혹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체르노빌, 히로시마가 보여주지 않습니까. 인간은 
병들어 죽고, 삶의 터전은 사라집니다. 무엇보다 바다는 일본 정부의 소유물이 아닙니
다. 전 세계인이 공유합니다. 우리 후대가 사용합니다. 그런 귀한 바다에 일본이 방사
능 오염수를 방류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일본과 가장 가까운 나라로 그 피해 또한 클 수밖에 없습니다. 방
사능 오염수는 7개월이면 제주도 앞바다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이에 국민분들이 앞장
서 방류 저지를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제2의 임진왜란이다.”, “제2의 한산도대첩이
다.”
어민 분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모두 ‘필사즉생’의 마음으로 임하고 계십니다. 나아가 
일본 내에서는 물론 전지구적으로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반대를 외치는 목소리가 들끓
고 있습니다. 베를린, 인디애나폴리스, 워싱턴, LA, 시카고 등 각지에서 함께 나서고 
계시며, 지난 5월에는 382개 단체 및 개인이 연명한 규탄성명서가 발표되기도 했습니
다. 

 지난 4월, 대학생들이 일본 대사관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을 때, 국민분들께서는 학
생들에게 후더운 사랑과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너는 내 딸이야”, “꼭 승리해”라며 
두 손을 꼭 잡아주신 국민분. 어린 자녀를 데리고 오셔서 하나하나 설명하고 응원해
주신 국민분.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농성장을 지켜 주신 국민분까지 방사능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국민적 여론이 뜨겁다는 것을 몸소 느꼈습니다. 그런 국민분들 품
에서 청년 학생들의 투쟁도 전개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자른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나지만, 일본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에 방류되면 돌
이킬 수 없습니다.” 
삭발을 한 대학생이 했던 말입니다. 방사능 오염수가 방류되면 정말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저희 대학생들은 삭발을 하고 농성장을 지
켰습니다.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국민의 뜻이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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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그러나 지금 일본, 어떠합니까. 아랑곳하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미국을 등
에 업은 채 되레 기세등등합니다. 후안무치, 안하무인. 일본에게 찰떡같은 이름입니
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담보하는 일에 앞장서
야 합니다.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을 철회하도록 강력하게 대응하고 
압박해야 합니다. 도쿄올림픽 불참을 선언하고,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를 선포
해야 합니다. 도쿄올림픽에서는 전범기인 욱일기를 공식 응원기로 사용할 예정이라 
합니다. 최근에는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영토 처럼 표기하기까지 했습
니다. 또한 일본은 후쿠시마 지역에 경기장을 세우고 선수들에게는 후쿠시마산 식자
재를 제공함으로써 안전성을 검증한다고 합니다.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이 땅의 자주
와 우리 국민인 선수단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도쿄올림픽 불참을 선언해야 합니다.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선포 또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담보하기 위
한 조치입니다. 일본 앞바다에서는 돌연변이가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있습니다. 최근 
후쿠시마 산 우럭에서 허용 기준 10배에 달하는 방사능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일본
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분들의 우려는 당연합니다. 일본은 총과 칼로 우리 민중을 짓
밟더니, 100여 년이 흐르자 방사능으로 위협을 가합니다. 예속된 굴레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끊어내야 합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합니다. 

 청년 학생들은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청와대의 적극 대처를 촉구하는 국민 청원을 
제출했습니다. 5월 15일 기준으로 농성장은 정리됐지만, 1인 시위, 기자회견, 코로나 
방역 수칙에 근거한 집회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
년 노재팬 운동이 일본 정부에 가했던 타격을 기억합니다. 일본상품불매운동 또한 적
극 벌여 나가겠습니다. 

 덧붙여, 청년 학생들은 최근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저지 공동행동 발족을 적극 환
영합니다.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이 중요합니다. 방류를 반드시 
막아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단체, 국민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국민적 여론을 하나로 
모으고, 정부와 국회를 압박해 강력대응을 촉구하는 등 저희 청년 학생들도 앞서 말
씀드린 바와 같이 함께 연대하며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행동에 앞장
서겠습니다. 국민분들이 주신 사랑을 가득 받아 안고, 국민분들의 ‘필사즉생’ 각오 따
라 당당히 나아가겠습니다. 반드시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저지해내겠습니다. 



- 50 -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 저지 공동행동 소개 및 행동 계획 

주제준(일본방사성오염수방류저지공동행동)

1 공동행동 소개   

1) 대응 기구 명칭 

- (가칭) 일본 방사선 오염수 방류 저지 공동행동 

2) 참여 단체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저지 공동행동(60개, 모집중)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4.27시대연구원, 가톨릭농민회, 국민주권연대, 기독

교환경운동연대, 노동전선, 녹색당, 녹색미래, 녹색연합, 두레생협연합회, 민들레, 민족민주열

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평등사회를위

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평화연대, 빈민해

방실천연대(민주노련,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생명안전시민넷,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연합회, 알바노조, 여성환경연대, 예수살기, 적폐청산의열행동

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노련,빈철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 전국장애인차

별철폐연대,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정치하는엄마들,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

의, 진보당, 진보대학생네트워크, 촛불문화연대, 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 통일광장, 평화와

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비정규노동

센터,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살림연합, 환경과

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흥사단

2 대응 공동행동  

1. 공동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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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대 공동요구 

-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하라! 

- 일본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방류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를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라! 

- 미국, IAEA는 일본의 방류계획 옹호 입장 철회하라!

- 일본 수산물 수입 중단하라!

- 원산지 표기 강화 및 안전성 검증을 통한 국내 수산물 소비대책을 마련하라! 

2. 대응 계획 및 6.2 국제 행동의날 계획 

1) 대응 계획 

(1) 공동 캠페인

-  주 1회 정기적으로 진행

※ 기자회견, 1인 시위

(2) 일본과 미국을 압박하는 사업 

- 항의 엽서, 서명운동 등 

(3) 일본 단위들과 연대 추진 

(4) 교육 홍보 사업 

- 탈핵 관련 웹자보, 카드뉴스 등 교육자료 공유하기로 함. 

- 다큐 제작 등 TV 방송

- 라디오 인터뷰 등 언론보도

- 신문 기고

(5) 한일 양자협의체 관련 입장

- 오염수 방류를 전제한 한일 양자 협의체 구성을 반대한다. 

- 방류 여부 등 원점에서 논의가 시작되는 양자협의체의 경우 시민사회환경단체가 추천하고 국민

에게 신뢰받는 전문가를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하라.

2)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를 촉구하고 태평양을 지키기 위한 국제 공동행동의 날

(1) 취지

- 6월 5일 세계 환경의날, 6월 8일 세계 해양의 날이어서 6월 2일 전세계 공동행동의 날을 준비

- 국제행동의 날 요구사항은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생명공동체인 태평양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지말라는 내용이 중심

- 해당국의 자국 일본대사관에 항의편지 보내기와  6월 2일 오전 11시 혹은 그 이전이라도 인증

샷 등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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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재 ( 5월 25일 )동참하는 단위 

- 일본에서도 후쿠시마에서 6월 2일 행동을 준비하고 있음. 

- 영국에 소재한 핵무기감축 단체 South Lakeland and Lancaster District 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t도 자국 일본대사관에 항의편지를 이미 보냈다고 함. 

- 영국의 작업장 건강과 안전 퇴직 담당관인 Andrew (Andy) Alcock도 자국 내 일본대사관에 항의

편지를 보냈다고 함. 

- 스웨덴의 Folkkampanjen mot kärnkraft-kärnvapen, Sundsval1이라는 단체도 6월 5일과 8일 공

동행동을 준비한다고 하고 있음. 

- 스리랑카의 환경정의센터(Centre for Environmental Justice)가 스리랑카의 일본대사관에 편지

를 보냈고 인증샷을 찍어서 보내주었음 

- 필리핀 바탄탈핵연대(Nuclear Free Bataan Movement)에서 자국 일본대사관에 항의편지, 6월 2

일 국제행동참여

* 일본 등 태평양 주변국에 국제행동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고 취합하고 있음.

(3)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를 촉구, 태평양을 지키기 위한 국제 공동행동의 날[서울행동 계

획(안)]

- 일시 및 장소 : 6월 2일(수) 오전 11시~12시, 일본대사관 일대 

11시 기자회견 : 지역별, 국제별 공동행동의 날 참여 현황 발표/ 현황공유 / 기자회견문 낭독

- 공동의 피켓(시안제작예정), 각 단체별, 개인별 피켓 지참

- 웹자보, 신청링크 만들기 

- 5/26~6/2 국제행동 주간(인증샷 취합)

- 일본대사관 주변 1인시위(시간 맞춰 호루라기 불기, 피켓 파도타기) 

- 유튜브나 페북라이브 진행(참가자 인터뷰, 에워싸기 현장 소식전달

(4) ‘일본 방사능오염수 방류저지 경남대회’

< 개요 >

- 어민들의 해상시위와 육지의 규탄집회를 결합하여 진행 / 규탄집회는 경남집중으로 진행 

- 주최 :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저지 경남행동’/ 주관 : 

- 일시 : 6월 2일 오전 10시  / 장소 : 통영

* 다음주경 경남행동 발족 에정 

3. 국회와 공동행동 요청  

1)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 반대 국회 결의안 채택 요청 

- 수산물 가격을 폭락하고 있고, 소금값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음. 이는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

국회의 움직임이 있어야 함. 국회 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었으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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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주당 등 각 정당 대표 / 원내대표 면담 추진 

공동행동 차원의 각 당 대표 면담 요청 등 추진 계획 

3) 국회의원 모임 구성 요청 

- 일본 정부에 투명한 정보 공개 요청 

- 공개 검증 요구 

- 시민사회와 연계해 방류 저지 활동 전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