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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1 . 제 목 

방사선 피폭 비용 이득 분석 및 수치적 지침 개발을 위한 연구(II ) 

ll. 연구 기칸 

1998. 7. 1. - 1999. 2. 28 

ID. 연구 개발의 목적 및 중요성 

국제 방사선 방호 협회에서는 방사선 방호의 원칙으로 방사선 방호의 3 

원 칙 및 합리 적 성 취 최 저 (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ALARA)를 

제안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계속적으로 개선된 권고안이 제안되고 있 

다. 합리적 성취 최저의 원칙에 의하면 방사선 방호는 그 사회의 경제적， 사 

회적 인자를 고려하여 방사선 피폭을 합리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선에서 이 

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원칙은 고려되는 인자들의 정성적 특 

성， 원칙 자체의 애매 모호성으로 인해 실제 적용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 

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의사 결정에는 사용되는 인자들을 정 

량화 해낼 수 있는 의사 결정 보조수단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인자들에 

는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경제적 인자들이 포함된다. 이러 

한 인자들을 정량화 해낼 수 있는 여러 보조수단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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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비용 이득 분석이다. 비용-이득 분석이란 어떤 행위에 대한 손해와 이 

득을 화폐단위로 정량화시켜 비교하는 의사 결정 보조 수단이다. 따라서 방 

사선 방호 분야에서의 비용-이득 분석은 방사선 피폭을 수반하는 행위에 

대해 이로 인한 손해와 이득을 화폐단위로 정량화하여 비교한 후， 집단 선 

량을 사회에서 용언할 수 있는 수준 이하로 저감하는데 드는 비용의 적정션 

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바용 이득 분석 방법에서 대표적으로 이용되는 인자로서 방사선 손해 

비용을 들 수 있다. 방사선 손해 비용은 방사선 방호 수치적 지침이라고도 

하며， 단위 집단 선량당 화폐가치로 표현된다. 이러한 손해 비용은 객관적 

손해 비용과 주관적 손해 비용으로 나눌 수 있다. 객관적 손해 비용의 경우 

인간의 경제적 가치를 화폐 단위로 환산함으로써 그 비용을 정량화시킬 수 

있으며， 주관적 손해 비용은 피폭 대상이 느끼는 인지 위험도를 평가하여 

정량화할 수 있다. 

방사선 피폭에 의한 건강 손해 효과는 궁극적으로 피폭에 의한 사망자 

수로 표현되기 때문에 단위 집단 선량당 화폐 가치로의 비용 추정은 인간 

생명을 화폐 가치로 환산하는 과정을 포함하게 된다. 이러한 인간 생명의 

화폐 가치화는 법원의 결정에 따르는 법정 배상법， 보험회사와 피보험자와 

의 계약에 따르는 보험 배상법， 직업과 위험도와의 관계를 고려하는 위험도 

배상법， 개인의 사망에 따른 사회적 손실을 평가하는 경제 가치 평가법， 위 

험 감소에 소요되는 경비를 이용하는 내포적 대중 가치법， 손해를 피하기 

위한 개인과 사회의 지출 가능성을 평가하는 자의 배상법 등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 손해 비용의 정량화를 목적으로 하였으며， 방사선 

손해 비용을 객관적 손해 비용과 주관적 손해 비용으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객관적 손해 비용을 정량화하는데 있어 인간의 경제적 가치를 화폐 가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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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주관적 손해 비용의 경우， 설문 조사법을 이용하 

여 피폭 대중들이 위험을 느끼는 정도인 인지 위험도를 선량 준위에 따라 

평가하여 주관적 손해 비용을 도출하였으며， 조사 대상을 일반 대중과 작업 

종사자로 구분하여 주관적 손해 비용을 비교 평가하였다. 또한 부가적으로 

원자력 발전에 대한 대중 수용도 비용에 대해 고찰하여 보았다. 

W.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본 연구의 최종 목표는 방사선 피폭 비용←이득 분석 및 수치적 지침을 

개발하여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적절한 규제지침을 마련하는 것이다. 제 

2 단계의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의 경제적 가치를 화폐 가치화시키는데 주안점을 두어 객관적 

손해 비용을 도출한다. 최근 우리 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을 나타내는 

통계 자료의 분석과 여러 가지 방법론-의료 비용， 임금 및 투자 비용， GNP 

방법 을 이용하여 1996년을 기준으로 한 인간의 경제적 가치를 도출한다. 

둘째， 설문 조사법을 이용하여 피폭 대중들이 위험을 느끼는 정도인 인 

지 위험도를 선량 준위에 따라 평가하여 주관적 손해 비용을 도출한다. 조 

사 대상을 일반 대중과 작업 종사자로 구분하였고 방사선 피폭 준위에 따 

라 주관적 손해 비용을 평가한다. 

셋째， 한 사회에서 원전의 건설 및 운전을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지 

출하는 비용인 원자력 발전에 대한 대중 수용도 비용에 대해 평가한다. 우 

리 나라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대표적인 14가지 위험에 대해 

설문 응답자가 느끼는 인지 위험도를 응답하게 하였다. 여기에서 사회적 평 

균 인지 위험도와 원전에 대한 인지 위험도가 산출되며， 이를 바탕으로 대 

중 수용도 비용에 대한 추가 고려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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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연구 개발 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본 연구의 개발 결과는 인간의 사회적 경제적 가치의 화폐 가치화를 통 

해 객관적 손해비용을 도출하고， 설문 조사법을 이용하여 피폭 대중들이 위 

험을 느끼는 정도인 인지 위험도를 선량 준위에 따라 평가하여 주관적 손해 

비용을 도출하며， 한 사회에서 원전의 건설 및 운전을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인 원자력 발전에 대한 대중 수용도 비용에 대한 추가 

고려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본 과제의 연구결과물인 방사선 방호 수치적 지침은 우리 나라의 상황에 

근거하여 개발된 것이므로 우리 나라의 방사선 관련 시설의 경제성 분석의 

지표가 될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설치될 방사선 방호 설비 설치의 타당 

성 분석의 지표가 되어 제한적인 경제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커 

다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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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1 . Title 

A Study on Cost • Benefit Analysis and Development of Numerical 

Guideline for Radiation Exposure( II ) 

n. Project Period 

1998. 7. 1. - 1999. 2. 28 

ill. Objectives and Importance of Study 

Intem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ICRP) proposed 

three principles of radiation protection and 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ALARA) in Publication 26(1977) as the principles of radiation 

protection and has revised new recommendations successively on the 

basis of these principles. In terms of ALARA, radiation protection should 

be achieved so that radiation exposure can be kept in reasonably low 

level considering the economical and social factors of the society. But it 

is difficult to apply this principle practically due to the qualitative 

properties of the factors and the ambiguity of the principle itself. 

To resolve these difficulties, the decision aiding techniques are 

needed which can quantify the factors used in decision making. Th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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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include the effects of radiation on human body and economical 

and social factors. The cost-benefit analysis is the most representative 

decision aiding technique. The cost-benefit analysis makes a comparison 

between detriments and benefits of a behaviour by quantifying them as 

monetary values. In the part of radiation protection, it is used for 

evaluating the proper cost to decrease collective dose to the extent 

which can be accepted by the society. 

The radiation detrimental cost is a representative factor which is used 

in the cost-benefit analysis. Also it is called as the numerical guideline 

for radiation protection expressed as monetary value per unit collective 

dose. It can be divided into the objective detrimental cost and the 

subjective detrimental cost. The objective detrimental cost can be 

quantified through converting human economic value into monetary unit 

and the subjective detrimental cost can be quantified by estimation of 

perceived risk of public. 

The detrimental effect on human health by radiation exposure is 

expressed as fatalities due to the radiological exposure. Therefore, for the 

estimation of monetary value per unit collective dose, it is indispensible 

to convert human life into monetary value. The conversion of human life 

into monetary value is evaluated by legal compensation principles, 

insurance coverage analogies, risk premium analogies, human capital 

approach, implicit public value approach, willingness to pay approach, etc.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he quantification of the radiation 

detrimental cost so that the objective detrimental cost and the subjective 

detrimental cost are estimated, respectively. The main emphasis is l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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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on the conversion of human economic value into monetary unit in 

quantifying the objective detrimental cost. In case of the subjective 

detrimental cost, perceived risk of public for radiation exposure is 

measured according to dose levels by questionnaire. And the subjective 

detrimental costs are derived from the perceived risk for lay public and 

for occupational workers, respectively. In addition, is also investigated 

the cost of public acceptance for nuc1ear power generation. 

N. Scopes and Contents of Study 

The final objectives of this study is the provlslon of proper 

regulatory guides applicable to the domestic situation by improvement of 

cost • benefit analysis method and development of numerical guideline for 

radiation exposure. The scopes and contents of the second period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It is derived the objective detrimental cost emphasized upon the 

conversion of human economic value into monetary unit. The human 

economic value is estimated using the up-to-date statistical data of 

domestic social and economic conditions and several analysis methods 

like medical costs method, wages and investments method, and GNP 

method. 

2. It is derived the subjective detrimental cost from perceived risk of 

public according to dose level measured. The subjects of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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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c1assified into lay public and occupational workers and the cost is 

estimated for each group. 

3. It is estimated the public acceptance cost for nuclear power 

generation which is paid for the social acceptance of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nuclear power plant. It is investigated perceived risks of 

respondents for 14 hazard factors encountered usually in the domestic 

society. Conc1usively, social average risk and perceived risk for nuclear 

plant are calculated and it is determined the consideration of additional 

cost for public acceptance. 

V.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include the derivation of objective 

detrimental cost through conversion of human social value into monetary 

unit, the derivation of subjective detrimental cost by estimation of 

perceived risk of public using poll survey method, and determination of 

additional consideration of public acceptance cost paid for the social 

acceptance of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nuclear power plant. 

The final result of this study, numerical guideline for radiation 

protection is based on the domestic situations. Accordingly, it can be 

used as the criterion for analysis of economical efficiency of 

radiation-related facilities, and as the criterion for adequacy analysis of 

additional establishment of radiation protection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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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개 요 

국제 방사선 방호 협회에서는 방사선 방호의 원칙으로 방사선 방호의 3 

원 칙 및 합리 적 성 취 최 저 (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ALARA)를 

제안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계속적으로 개선된 권고안이 제안되고 였 

다. 합리적 성취 최저의 원칙에 의하면 방사선 방호는 그 사회의 경제적， 사 

회적 인자를 고려하여 방사선 피폭을 합리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선에서 이 

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원칙은 고려되는 인자들의 정성적 특 

성， 원칙 자체의 모호성으로 인해 실제 적용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한 

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의사 결정에 사용되는 인자들을 정량 

화 할 수 있는 의사 결정 보조수단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인자들에는 방 

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경제적 인자들이 포함된다. 이라한 인 

자들을 정량화 해낼 수 있는 여러 보조수단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비용 이득 분석이다. 비용 이득 분석이란 어떤 행위에 대한 손해와 이득을 

화폐단위로 정량화시켜 비교하는 의사 결정 보조 수단이다. 따라서 방사선 

방호 분야에서의 비용→이득 분석은 방사선 피폭을 수반하는 행위에 대해 

이로 인한 손해와 이득을 화폐단위로 정량화하여 비교한 후， 집단 선량을 

사회에서 용인할 수 있는 수준 이하로 저감하는데 드는 비용의 적정션을 평 

가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비용-이득 분석 방법에서 대표적으로 이용되는 인자로서 방사선 손해 

비용을 들 수 있다. 방사선 손해 비용은 방사선 방호 수치적 지침이라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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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단위 집단 선량당 화폐가치로 표현된다. 이러한 손해 비용은 객관적 

손해 비용과 주관적 손해 비용으로 나눌 수 있다. 객관적 손해 비용의 경우 

인간의 경제적 가치를 화폐 단위로 환산함으로써 그 비용을 정량화시킬 수 

있으며， 주관적 손해 비용은 피폭 대상이 느끼는 인지 위험도를 평가하여 

정량화할 수 있다. 

방사선 피폭에 의한 건강 손해 효과는 궁극적으로 피폭에 의한 사망자 

수로 표현되기 때문에 단위 집단 선량당 화폐 가치로의 비용 추정은 인간 

생명을 화폐 가치로 환산하는 과정을 포함하게 된다. 이러한 인간 생명의 

화폐 가치화는 법원의 결정에 따르는 법정 배상법 보험회사와 피보험자와 

의 계약에 따르는 보험 배상법 직업과 위험도와의 관계를 고려하는 위험도 

배상법， 개인의 사망에 따른 사회적 손실을 평가하는 경제 가치 평가법， 위 

험 감소에 소요되는 경비를 이용하는 내포적 대중 가치볍， 손해를 피하기 

위한 개인과 사회의 지출 가능성을 평가하는 자의 배상볍 등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 손해 비용의 정량화를 목적으로 하였으며， 방사선 

손해 비용을 객관적 손해 비용과 주관적 손해 비용으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객관적 손해 비용을 정량화하는데 있어 인간의 경제적 가치를 화폐 가치화 

시키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우리 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을 나타내는 통 

계 자료의 분석과 여러 가지 방법론 의료 비용， 임금 및 투자 비용， GNP방 

법 을 이용하여 1996년을 기준으로 한 인간의 경제적 가치를 도출하였다. 

주관적 손해 비용의 경우 설문 조사법을 이용하여 피폭 대중들이 위험을 

느끼는 정도인 인지 위험도를 선량 준위에 따라 평가하여 주관적 손해 비용 

을 도출하였으며， 조사 대상을 일반 대중과 작업 종사자로 구분하여 주관적 

손해 비용을 비교 평가하였다. 또한 부가적으로 원자력 발전에 대한 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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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도 비용에 대해 고찰하였다. 

도출된 방사선 방호 수치적 지침은 우리 나라의 상황에 근거하여 개발된 

것이므로 우리 나라의 방사선 관련 시설의 경제성 분석의 지표가 될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설치될 방사선 방호 설비 설치의 타당성 분석의 지표가 

되어 제한적인 경제적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가능케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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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기존 방법론 검토 

1983년 비용 이득 분석을 이용한 방사선 방호 최적화 방법에 대한 보고 

서인 ICRP 권고안 37에서 일반식을 제시하였고 이어 ICRP→42에서 보다 

단순화된 식을 제시하였다. 

y = aS + ~ßjSj 

여기에서， S는 집단선량이며， Sj는 j번째 집단의 집단선량을 의미한다. a 

는 방사선 피폭에 대한 객관적 건강 손해 비용이다. 이것은 “아무리 작은 

피폭이라도 손해를 끼친다”는 합리적 성취 최저의 전제에 큰거하여 피폭에 

대한 손해를 선형 함수로 가정하였을 때의 기울기가 된다. a값의 정량화는 

다양한 기관 및 개인 연구자들에 의해서 여러 차례 시도되었다. β항은 집 

단선량에 대한 개인 선량의 분포를 고려한 보정인자 혹은 방사선 피폭에 

대한 사회적 혐오 인자로 정의되며， 주관적 건강 손해 비용으로 간주된다. 

본 연구에서는 IAEA, 영국， 프랑스 그리고 일본에서 연구된 방사선 손 

해 비용의 계산 방법론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기존 방법론의 한계점을 도출 

하고， 개선된 방법을 이용하여 우리 나라의 현실에 적합한 방사선 손해 비 

용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1. 국제 원자력 에너지 기구 (IAEA) 

1 person-Sv의 집단선량으로 야기되는 평균수명의 감소를 반영하기 위 

하여 다음의 4가지를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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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방사선 피폭 유발 치사성 암에 의한 평균수명 감소는 15년이다. 

ii ) 심각한 유전장해 효과에 의한 평균수명 감소는 30년이다. 

iii ) 치 사성 암의 위 험 도는 1.25 x 10 2/person-Sv이 다. 

iv) 피폭자의 모든 후손에게 나타나는 유전장해의 위험도는 

0.8X 10→2/person-Sv이 다. 

위의 가정에 의하여 1 person←Sv에 대한 평균수명 손실은 위험도와 예 

상 수명 손실분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즉， 

{(1.25 X 10 2) X (15)} + {(O.8 X 10 2) X (30)} = 0.43 yr/person-Sv 

이것은 1 person-Sv 피폭당 약 0.43년의 평균수명 감소가 야기됨을 의미 

한다. 이 결과에 해당하는 손해 비용의 산출을 위해서 연평균 일인당 GNP 

를 이용한다. 연평균 일인당 GNP를 이용하는 것은 일인당 주어진 1년 동안 

의 국가 경제력의 평균 성장에 기여하는 정도를 고려하는 것이다. 여기서 

국가 경제력 성장에 기여하는 각 개인의 개인적 차이는 무시된다. 

최종 목표인 Q 값을 구하기 위해서 비치사성 암에 대한 단위 집단선량당 

추가 의료비용 C를 고려하면 g 값은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a = ( O.43yrjperson - Sv x 일인당 GNP jyr) + C ($ j person - Sv) 

여기서 Q 값은 GNP에 의존하여 나라마다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1983년 자료에 의 하면 $260 - $12700의 범 위 를 가지 며 평 균은 $2，740이 

된다. 따라서， IAEA는 방사선 피폭의 객관적 손해 비용의 최소값으로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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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기준 $3，000을 제안하였다. 

2. 영국 (영국 방사선 방호청， NRPB) 

NRPB에서 사용한 이 방법은 개념적으로 IAEA에서 사용한 방법과 유사 

하다. 하지만 보다 상세하고 복잡하다. a 값의 계산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의 인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i ) 유전장해의 예상 손해비용 

ii) 비치사성 암 발병으로 언한 예상 손실 

iii ) 조기사망으로 인한 예상 손실 

iv) 암 발병에 따른 예상 치료비용 

유전장해의 예상 손해 비용에는 유전적 질환에 의한 사망， 불구 등으로 

말미암은 경제 생산성의 손실과 의료비용이 포함된다. 비치사성 암 발병으 

로 인한 예상 손실은 이로 인해 1년간의 경제 생산성 손실을 가정하여 계산 

된다. 조기사망으로 인한 예상 손설과 암 발병에 따른 예상 치료비용은 인 

구 집단에 대해서 1 person-Sv가 균일하게 피폭되었다고 가정하여 예상되 

는 암 발병의 기대값을 구해서 계산된다. 여기에서 인구 집단은 몇몇의 연 

령 집단으로 구분되고 특정 시간 간격에 따른 암 발병의 기대값은 방사선 

피폭에 의한 암 발병 모델과 표준 생명표를 이용하여 성별로 계산되며， 사 

망의 원인이 되는 다른 요인들도 고려한다. 

조기사망으로 인한 예상 손실의 계산에는 다음과 같은 할인율을 이용한 

식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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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PQ 

P = n년에 고용될 확률 

Q = 예상 연간 총수입 

N = 예상 잔여 수명 

r 할인율 

암 발병에 따른 예상 치료비용은 국립 보건원에서 제시한 암에 대한 연 

간 치료비용의 추정을 이용하여 계산된다. 여기에는 기록된 암 발병에 대해 

서만 수행하였다. 따라서， 위의 i )항부터 iv)항까지를 계산하여 합계를 내 

면 a값을 구할 수 있게 된다. 

3. 프랑스 (프랑스 원자력 방호 및 평가 센터， CEPN) 

이 방법은 프랑스의 원자력 방호 및 평가 센터에서 사용한 방법이다. 원 

칙적으로 위의 두 방법과 동일하지만 a 값을 al과 a2로 구분해서 계산한 

다. 

al은 치사성 암 및 유전장해에 의한 손해 비용으로 치사성 암의 위험도 

1.25 x 10 2/person-Sv와 유전장해의 위험도 0.8 × 10 2/person Sv을 더해서 

사전에 결정된 인명의 화폐가치 (V)를 곱해서 구한다. 즉， 다음과 같은 식이 

된다. 

al = O.02xV 

V는 인간의 경제 가치 평가법에 근거하여 계산되었고， 나라마다 다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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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대개 $50,000 에서 $500,00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al의 값은 

1,000$/person-Sv 에서 1oo,OOO$/person-Sv 정도가 될 것이 예상된다. 

a2는 방사선 피폭의 결과 유발되는 암의 치료비용 및 비치사성 암에 의 

한 경제적 손실을 나타내는 항목으로 비치사성 암의 치료비용， 암 발병 위 

험 도 2.5X 10 • 2/person-Sv, 비 치 사성 암의 위 험 도 1.3 × 10 2/person Sv, 비 치 

사성 암의 치료기간 3개월 등을 고려한 후 이에 해당하는 개인의 연간 소득 

의 감소분을 일인당 GNP에 근거하여 계산하였다. 

a2 =(2.5X lQ -2/person-Svx 암치 료비 용) 
+ (1.3 X 10-2 /person - SV X 0.25 X 일 인 당GNP) 

따라서 위의 두 항을 더하면 최종의 a 값을 구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프랑스에서는 1985년 기준으로 2,300 - 1l,300$/person-Sv 정도가 될 것으 

로 보고되었다. 

4. 일 본 

일본의 나고야 대학의 N와‘ashima 교수팀이 수행하였다. 주로 NRPB의 

방법을 기초로 하였으며，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심리적 요인의 손해항(β 항) 

은 방사선 피폭에 의한 확률적 효과의 발생을 제한하는 현재의 방사선 방호 

목표 하에서는 무시 가능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Nakashima 교수팀은 방사선 피폭의 확률적 효과에 의한 인체의 건강 손 

해 요인을 비치사성 암의 발생， 치사성 암의 발생， 유전장해의 발생으로 구 

분하고 일본인의 연간 일인당 GNP에 근거하여 a 값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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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nf + af + ag 
= P nf G nf + P fG f + P gG g 

Gnf = (ME+W/365)T 

G f = (W-C) 흙(l +r)-(t-h) 

Gg = (W-C)l 

여기에서 Pnf는 방사선 피폭에 의한 비치사성 암의 위험도(=2.0X 

10 2/Sv), Pf는 치사성 암의 위험도 (=1.0 x 10 2/Sv) , Pg는 유전장해의 위험도 

(=0.4 X 10 2/Sv) , Gnf, Gf, Gg는 각각 비치사성 암， 치사성 암 및 유전장해에 

의한 개인의 경제적 손해 비용을 나타낸다. ME는 평균 1일당 암치료비용， 

W는 연간 총소득， T는 암치료기간， C는 연간 총지출， 1은 평균수명， h는 암 

의 발생으로 인한 조기사망 당시의 연령이다. 

N하‘ashima 교수팀은 1984년을 기준으로 일본에서의 방사선 피폭으로 인 

한 확률적 효과의 객관적 건강 손해비용은 4，940$/person-Sv로 예상된다고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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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기존 방법론의 비교 

기 관 산 정 법 결 비 고 

IAEA 
a = (0.43 y/person-Sv)*(일인당GNP $/y) 3,OOO($/person-Sv) C=비치사성 암의 

+ C($/person-Sv) (1983년 기준) 추가 의료비용 

영국 
조기사망으로 인한 손실 + 비치사암에 비치사성 암에 의해 

의한 손실 + 유전장해에 의한 손해 + 암의 1년동안 경제활동이 
NRPB 

예상치료비용 불가능하다고 가정 

一효라 ”一A
a=a}+a2 2,300-11 ,300 v=인간의 경제 가치 

a}=치사성 암에 의한 손해 (=O.02V) ($/person-Sv) GNP의 변화에 
CEPN 

a2=비치사성 암에 의한 경제적 손실 (1985년 기준) 따라 범위를 가짐 

a = a nf+ a f+ a g 
화폐가치 할인율을 

일본 
anf=비치사성 암에 의한 손실 5,OOO($/person-Sv) 

고려하는 
af=치사성 암에 의한 손실 (1984년) 

현가화해석법 이용 
a g=유전장해의 의한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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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존 방법론의 한계 및 개선방향 

먼저 기존의 방법론들이 인간의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화폐 가치로 전 

환시키는 방법으로 한 가지 방법만을 사용하였다. 대부분의 경우 그 사회의 

GNP를 이용하여 인간의 경제적 가치를 구하였다. 그러나， 이 방법은 해당 

사회， 국가의 경제 수준만을 비교하는 것으로， 인간 경제가치의 정량화는 용 

이하게 수행될 수 있으나， 해당 사회의 후생 복지 수준이나 인간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주관적 평가 등의 사회적 인자들을 고려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인자들이 고려된 여러 가지 방법론 임금 및 투 

자비용 방법， 의료비용 방법-을 이용하여 인간의 경제 사회적 가치를 구하 

여 좀 더 현실에 적합한 방사선 손해 비용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기존의 연구들은 Q 값의 정량화에만 몰두하고， β 항을 무시 가 

능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것은 비록 방사선 방호가 개인의 피폭 제한 

치 이하로 충분히 낮게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개인 피폭항을 무시해도 된다 

는 가정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것은 “아무리 작은 피폭이라도 손해를 끼친 

다”는 합리적 성취 최저의 전제에 위배된다. 또한 β 항은 개인 피폭의 보정 

인자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대중의 위험도 혐오에 대한 보정인자로 해석되 

기도 한다. 따라서 β 항의 무시로 인해 사회적 인자의 하나인 인지 위험도 

를 고려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전문가들이 도출해 낸 결과에 

대한 일반 대중의 불신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 

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β 항을 방사선 피폭에 대한 위험 혐오 인자로 

부터 산출해 내는 주관적 손해 비용으로 정의하여 일반 대중과 작업 종사자 

의 방사선 피폭에 대한 인지 위험도를 정량화하여 고려하였다. 정량화 방법 

으로는 설문 조사법을 이용하였으며 방사선 피폭의 결정적 영향의 문턱선 

량 이하 피폭에 대한 10만명당 예상 발암율을 질문하여， 객관적 위험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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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구해진 예상 발암율과 비교하여 피폭에 대한 위험 혐오도를 산출하였 

다. 이 위험 혐오 인자를 해당하는 위험도로 변환시키면 그 결과가 방사선 

피폭에 의해 객관적 위험도에 부가되는 주관적 위험도가 되며， 이를 이용하 

여 주관적 손해 비용을 도출하였다. 

m 

μ
 



제 2 장 객관적 손해 벼용 

제 1 절 개 요 

합리적 성취 최저의 원칙에 의하면 방사선 방호는 그 사회의 경제적， 사 

회적 인자를 고려하여 방사선 피폭을 합리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선에서 이 

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원칙은 고려되는 인자들의 정성적 특 

성， 원칙 자체의 모호성으로 인해 실제 적용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한 

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의사 결정에는 사용되는 인자들을 정 

량화 해낼 수 있는 의사 결정 보조수단이 필요하게 된다. 주요 인자들로는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경제적 인자 등이 었다. 이러한 인자 

들을 정량화 해낼 수 있는 여러 보조수단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비 

용-이득 분석이다. 비용←이득 분석이란 어떤 행위에 대한 손해와 이득을 화 

폐단위로 정량화시켜 비교하는 의사 결정 보조 수단이다. 따라서 방사선 방 

호 분야에서는 방사선 피폭을 수반하는 행위에 대해 이로 인한 손해와 이득 

을 화폐단위로 정량화하여 비교한 후， 집단 선량을 사회에서 용인할 수 있 

는 수준 이하로 저감하는데 드는 비용의 적정선을 평가하는데 바용 이득 

분석을 사용한다. 

비용 이득 분석 방법에서 대표적으로 다루어지는 인자로는 방사선 손해 

비용을 들 수 었다. 방사선 손해 비용은 방사선 방호 수치적 지침이라고도 

하며， 단위 집단 선량당 화폐가치로 표현된다. 이러한 손해 비용은 객관적 

손해 비용과 주관적 손해 비용으로 나눌 수 있다. 객관적 손해 비용의 경우 

인간의 경제적 가치를 화폐 단위로 환산함으로써 그 비용을 정량화시킬 수 

있으며， 주관적 손해 비용은 피폭 대상이 느끼는 인지 위험도를 평가하여 

정량화할 수 있다. 

” u 



1983년 발표된 비용 이득 분석을 이용한 방사선 방호 최적화 방법에 대 

한 보고서인 ICRP-37에서 비용 이득 평가에 대한 일반식을 제시하였고， 이 

어 ICRP-42에서 보다 단순화된 식을 제시하였다. 

Y = aS + ~ßjSj (2-1) 

여기에서， S는 집단선량이며， Sj는 j번째 집단의 집단선량을 의미한다. a 

는 방사선 피폭에 대한 객관적 건강 손해 비용이며 “아무리 작은 피폭이라 

도 손해를 끼친다”는 합리적 성취 최저의 전제에 근거하여， 피폭에 대한 손 

해를 선형 함수로 가정하였을 때 그 함수의 기울기를 나타낸다. 

객관적 손해 비용의 정량화는 크게 두 분야로 나윈다. 첫째는 방사선 피 

폭에 의한 위해를 확률로 표현하는 것이며， 둘째는 인간의 사회， 경제적 가 

치를 화폐가치로 정량화시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간 가치의 정량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최근 우리 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을 나타내는 

통계 자료의 분석과 여러 가지 방법론-의료비용， 임금 및 투자비용， GNP방 

법→을 이용하여 인간의 사회적 가치를 도출하였으며 방사선 피폭에 의한 

위해는 ICRP一60에서 제시한 치사성 비치사성 암의 발생확률과 그로 인한 

유전적 장애의 발생확률을 이용하여 궁극적으로 객관적 손해 비용， 즉 방사 

선 방호 수치적 지침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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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방사션 피 폭 위 해 확률 

1. 방사선 펴폭의 영향 

방사선 피폭에 의한 인체 위해의 영향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결정적 영 

향(Deterministic Effect)과 확률적 영향(Stochastic Effect)이 그것이다. 방사 

선 피폭에 의한 결정적 영향은 문턱선량(Threshold Dose) 이상의 피폭을 

받았을 때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영향은 발전소 사고에 의한 심각한 피폭 

등으로 발생한다. 이 영향에 의한 효과는 빠른 시간에 나타나게 되므로 

"early effect"라고도 한다. 비록 결정적 영향은 안전계통에 관련된 의사 결 

정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일반 대중 및 작업 종사자의 방사선 피폭에 관 

련된 의사결정에는 별 역할을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결정적 영향의 문턱선 

량 준위는 일반 대중 및 작업 종사자들의 일상적인 피폭 방사선량 준위에 

비해 너무 높기 때문이다. 

확률적 영향은 문턱선량 이하에서도 피폭 개인은 물론 그 후세에게까지 

미치는 영향이다. 확률적 영향은 피폭 개인의 암 발생 확률의 증가 및 후세 

에의 유전적 영향을 포함한다. 확률적 영향에는 문턱선량이 존재하지 않으 

므로 피폭 선량과 위험도 사이에 존재하는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작은 피폭이라도 확률적 영향의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가정을 도입하 

게 된다. 또한， 확률적 영향은 결정적 영향과는 달리 피폭의 효과가 단기간 

에 나타나지 않고 수년 후에 나타난다. 이라한 의미에서 확률적 영향을 

"late effect"라고도 한다. 이러한 특성들로 인해 확률적 영향은 정상 작업 

조건에서의 방사선 피폭으로 유발되는 손해 (Detriment)의 평가에 적합하다. 

방사선 피폭에 의한 두 가지의 영향을 비교하면 아래의 표 2-1과 같다. 

띠
 ω 



표 2-1 방사선 피폭에 의한 영향 비교 

구 τ Hr 
결정적 영향 확률적 영향 

(Deterministic) (StochastiC) 

문턱선량 
문턱선량이 존재 문턱선량이 존재하지 않음 

존재 여부 

영향 시기 early effect late effect 

영향 범위 피폭 개인에게 영향 피폭 개인 + 후세대 

안전계통에 관한 
정상 작엽 조건에서의 

여-， 할 피폭에 의한 손해 평가시 
의사결정시 적합 

적합 

2. 방사선 피폭 위해 확률 

방사선의 여러 형태들(알파 및 베타 입자， 중성자， 양성자， 감마선， X선 

등)은 생물학적 위해의 잠재적 효과가 서로 다르다. 이러한 각기 다른 효과 

들을 상대적인 생물학적 효과를 고려한 인자들로 보정하여 비교 가능한 물 

리량으로 변환할 수 있다. 이것이 rem 또는 Sv로 측정되는 선량당량(Dose 

Equivalent) 이다. 또한， 션량당 치사성 암의 발생 위험도는 피폭을 받는 신 

체 조직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같은 피폭 선량이라 하더라도 폐는 갑 

상선에 비해 더 큰 위해를 받는다. 따라서， ICRP에서는 피폭에 대한 각각의 

선체 조직에 관련된 가중치 인자를 제안하여 균일한， 혹은 불균일한 신체의 

조사Grradiation)에 대한 위험도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것이 유효 

선량당량(Effective Dose Equivalent)이며 피폭에 대한 치사성 암 및 심각한 

유전적 장해를 고려할 때 사용되는 물리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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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집단이 방사선 피폭을 받았을 때， 모든 개인의 유효 선량당 

량의 합을 집단 유효 선량당량이라고 한다. (보통 줄여서 집단선량으로 표 

현한다.) 방사선 선량과 건강 손해 효과의 확률 사이에 선형적인 관계가 았 

다고 가정한다면， 발생하는 모든 건강 손해 효과의 합은 집단선량에 비례하 

게 된다. 따라서， 피폭 선량이 확률적 영향의 영역 안에만 존재한다면 집단 

선량은 주어진 피폭에 대한 객관적인 건강 손해의 지침이 된다. 

최근에 개정된 ICRP 권고안에서는 개정된 가중치 인자를 제안하고 있는 

데， 여기서는 치사성 암 및 심각한 유전적 장해 이외에 비치사성 암과 수명 

손설분을 고려하고 있다. ICRP-60에서는 피폭된 집단을 성인 작업자와 전 

체 인구집단으로 나누어 그 확률을 제시하였으며， 확률적 영향의 명목상 확 

률계수는 각각 5.6 x 1O-2/Sv, 7.3 x 10 2/Sv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체 인구 

집단의 수치적 지침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후자의 확률을 사용하였다. 세부 

적으로 치사성 암의 발생확률은 5.0x 1O-2/Sv이며 비치사성 암은 1.0x 

10 2/SV 그리고， 심각한 유전적 영향은 1.3X 10 2/SV이다. 

가 암 발생 위험도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암 발생 확률은 높은 선량이나 선량률로부터 낮은 

선량이나 선량률의 결과를 외삽하여 결정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낮은 선량 

이나 선량률은 0.2 Gy나 0.05 Gy /year이하로 정의된다. 이러한 범위의 선량 

과 선량률이 방사선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종사자의 피폭 수준이며， 환경 

방사선은 더욱 낮은 범위를 갖는데 대략 3 mSv/year정도이고， 이것은 자연 

적인 경우와 인공적인 경우 모두를 고려한 결과이다. 

인간의 피폭에 관한 자료는 동물 실험에 의해 얻어지며 이를 통해 암이 

η
 



유발 가능한 정도의 피폭을 추정하게 된다. 따라서 세계 각국과 국제적인 

기관들은 방사선 피폭 유효성 인자인 Dose Rate Effectiveness 

Factor(DREF)를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암에 대한 DREF는 2-7정도의 

값을 갖는다고 알려져 있다. 

방사선과 관련된 위 험 도를 결정 하는 모델로는 multiplicative model이 나 

relative risk model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간주된다. 모든 연령에 대해 같은 

값의 위 험 도를 갖는다고 가정 하는 additive model과는 달리 multiplicative 

model은 위험도가 자연 발생률의 일정한 곱의 배수로 나타난다고 가정한다. 

백혈병을 제외하고 낮은 선량에서의 위험도 곡션은 선형으로 가정하며， 

환경 방사선을 고려할 때에도 낮은 선량이나 선량률에서는 선형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암은 인생의 후반기에 많이 나타나고 이는 대부분의 건강 

한 나날을 보낸 이후이므로 암 발생이 곧 사망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망률을 

통한 암의 위험도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와는 달리 Sv 

단위의 피폭에 의한 수명 감소로써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수명 감소의 정 

도는， 사망률에 근거한 문헌에 의하면， 0.033-0.11 fatal cancer deaths/Sv 

의 범위를 갖거나， 0.95- 1.4년 수명감소/Sv의 범위를 보이기도 한다. 위에 

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암에 대한 위험도는 자료의 해석에 따라 여러 값을 

가질 수 있으며， ICRP←60에서는 치사성 암의 발생확률은 5.0 x 10 2/SV, 비치 

사성 암은 1.0x 10 2/Sv의 위험도 값을 제시하고 있다. 

나. 유전적 위해 발생 위험도 

방사선 피폭에 의한 인간의 유전적 결함 발생의 증거가 뚜렷하게 관측된 

것이 없기 때문에 유전적 영향에 대한 위험도는 쥐나 과일파리 등을 이용한 

동물실험에 근거를 두고 추정하게 된다. 유전적 결함의 자연 발생률과 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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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에 의해 유발되는 확률과의 비교는 각 세대에 있어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 

으므로 인간의 인구 집단에 대해 방사선으로 기인한 유전적 위해를 결정하 

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통계적으로는 자연 방사선 수준 이상의 고 선량 

이 큰 유전적 위해 발생률을 갖는다고 알려져 있다. 결국 유전적 위해 발생 

확률은 증배 선량(doubling dose)의 관점으로 표현되는데， 증배 선량은 자연 

적인 유전자 돌연변이의 발생률이 두 배로 증가하는 선량을 의미한다. 전형 

적인 증배 선량 값으로 1 Sv를 수용하고 있다. 하지만 실험에 따라 0.75-

4.4 Sv의 범위내에서 그 값을 추정， 사용하고 있다. 

암 발생 위험도와 마찬가지로 유전적 위해 발생 위험도의 경우도 높은 

선량에 의한 동물 실험에 의한 것이므로 낮은 선량이나 선량률의 경우 그 

위험도는 감소하게 된다. 유전적 위해의 경우 DREF는 2-3의 값을 가지며， 

ICRP←60에서는 그 위험도를 1.3 x 10 2/Sv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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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철 언간의 경제적 가치의 정량화 

방사선 손해 비용을 정량화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인명의 화폐가치 

를 산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명을 화폐가치로 산출한다는 것은 사회 통 

념상 비윤리적， 비도덕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생활 

속의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인간의 화폐 가치화의 예는 쉽게 찾아볼 수 였 

다. 예를 들어， 새 차를 사는 경우를 살펴보자. 두 대의 차가 있는데， 하나는 

다른 차에 비해 윌등히 안전한 차라고 가정하자.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월 

등히 안전한 차를 선택하지 않는다. 이것은 한정된 경제적 자원(=소지하고 

있는 돈)과 차의 선택에 따른 안전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에 의한 결 

과이다. 즉，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 새로 구입할 차 

에 탈 사람들 및 같은 도로를 달리 게 될 수많은 다른 도로 사용자들의 가치 

평가가 전제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었다. 또， 불의의 사고로 인명 손실이 발생 

한 경우 보험회사에서 보상금을 지불하거나 법정에서 보상금을 판결하기도 

한다. 혹은， 재난에 대비하고자 보험에 가입하거나， 저축을 하는 것은 인명 

손실에 대한 보상심리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우리 

의 잠재의식 속에 자신， 가족， 친구 및 그 외의 알지 못하는 다른 사회 구성 

원들에 대한 생명 가치 평가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 

이다. 이러한 것들은 손해의 비용을 간접적으로 정량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인명의 화폐가치로의 산출이 내포되어 있다. 

인간의 사회， 경제적 가치의 화폐가치로의 전환에 있어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존재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방법론은 크게 두 가지의 관점으로 나누 

어 볼 수 있다.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기본을 두는 것과 개인이나 그 개인 

이 포함된 사회가 인간의 생명에 대해 자발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게 될 개인의 임금 및 투자 비용， G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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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한 방법은 전자에 해당되며， 치료비용과 의학적 연구 투자 비용을 

이용하는 방법은 후자에 해당된다. 이외에도 법원의 판결에 따르는 법정 배 

상법， 보험회사와 피보험자와의 계약에 따르는 보험 배상법， 직업과 위험도 

와의 관계를 고려하는 위험도 배상법， 위험 감소에 소요되는 경비를 이용하 

는 내포적 대중 가치법 등이 있으나 자료가 매우 부족하고， 인간 가치 평가 

에 따른 방법상의 어려움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제외되었다. 

1. 의료 벼용 방법 

인간의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구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개인이나 국가가 

생명을 구하거나 질병을 고쳐 생명을 연장하는데 지출되는 비용을 이용한 

다. 이라한 비용은 인간의 생명 가치를 화폐단위로 전환시키는 하나의 지표 

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 비용을 이용하여 인간의 가치를 구하는데 있 

어서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한다. 하나는 인간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하여 

국가나 사회가 지출하는 연구 비용이나 치료 비용 등을 이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각 개인을 기초 단위로 하여 특정 질병에 투자되는 비용을 사 

용하는 것이다. 

가. 국가 지출 의료 비용 방법 

이 방법은 해당 국가나 사회가 인간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하여 의료 

연구에 투자되는 비용 질병 치료에 사용되는 비용 그리고 의료 장비 도입 

비용 등을 이용하는 것이다. 즉， 일정 연령이상에 대한 사망 확률과 국가의 

전체 인구를 이용하여 한 개인의 생명에 대해 국가가 투자하는 비용을 구할 

수 있고， 이를 인간의 사회， 경제적 가치로 간주하는 방법이다. 구체적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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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가치를 구하는데 사용되는 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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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VOL은 인간의 가치 (value of life) , êR은 의료연구에 사용된 비 

용， êM은 치료에 사용된 비용， N은 우리 나라 전체 인구， Pi는 i 연령 집단 

의 연간 사망률 n은 연령 집단의 총수， m은 65세 연령 집단을 의미한다. 

위 식의 분모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나 사회가 치료와 의료연구에 지출 

하는 비용은 주로 65세 이상의 고령층에 치중되어 었다는 가정을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우리 나라의 대표적 세 가지 사망원인인 뇌혈관 질환， 운수사고， 

성장질환에 의한 사망 확률은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통계청에서 제 

시한 생명표에 의하면 우리 나라 전체 사망자의 97.9%가 65세 이상이기 때 

문에， 치료나 의료연구 비용이 이 연령 그룹에 쓰여진다는 가정은 타당성을 

갖는다. 분자항의 경우 우리 나라의 한 해 동안의 의료와 관련된 모든 비용 

이 사용된다. 여기에는 국가가 공중 위생에 투자하는 비용， 의학 연구와 교 

육비용， 의료 시설이나 장비의 설치 및 도입 비용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 

식의 결과로 한 개인의 생명에 대해 국가가 투자하는 비용이 인간의 사회， 

경제적 가치로서 평가된다. 

나. 개인 지출 의료 비용 방법 

이 방법은 개인의 관점에서 자신이나 가족들의 생명을 구하거나 연장시 

키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투자하는 비용을 이용하는 것이다. 얼반적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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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되는 의료 비용은 특정 질병을 선택하여 평가하게 되며， 대개 암과 관련 

된 의료 비용을 사용한다. 이는 암에 의한 사망률이 다른 질병에 비해 높은 

편이며， 치료 비용에 있어서도 암과 관련된 비용이 섬장 질환이나 뇌졸중 

등과 같은 다른 질환에 비해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완벽한 치 

료법이 없는 이상 치료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만큼， 암을 극복하 

려고 하는 노력에 비추어 볼 때 어느 정도 합리적인 인간의 사회， 경제적 

가치를 대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에 의해 지불되는 비용을 이용하여 

인간의 가치를 구하는 방볍은 다음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VOL=뜰 LS (2-3) 

여기서 te는 일정기간， é은 te 동안 지불된 의료비용， LS는 평균 수명을 

의미한다. 암에 관한 의료 비용을 사용하는 경우 한 개인이 암에 걸렸을 때 

1년 이내에 사망한다는 가정 하에 그 1년 동안 암을 극복하고 생명을 연장 

함에 있어 개개인이 기꺼이 비용을 투자한다는 전제를 포함하게 된다. 따라 

서 일정기간의 경우 1년이라는 값을 사용하게 되며 평균 수명의 경우 우리 

나라 국민의 96년도 평균 수명인 73.5년의 값을 사용한다. 평균 수명 값은 

남성， 여성을 모두 고려한 평균값이다. 

2. 엠금 및 투자 바용 방법 

인간의 가치를 결정함에 있어 여러 문헌을 통해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되 

어 나름대로의 결론을 제시하고 있고 그 중의 한 방법으로서 본 절에서는 

개인의 임금과 투자 비용을 근거로 하는 방법론을 통해 인간의 가치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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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보고자 한다. 즉， 개인이 노동을 통하여 획득하는 임금과 개인의 투자액 

을 근거로 인간 가치의 추정값을 도출하게 된다. 이 방법은 인간의 가치가 

개인이 평생 얻을 수 있는 소득과 그 소득을 이용한 투자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는 개념에 근거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개인의 평균 수명 동안의 총 

소득과 특정 부분에 대한 투자액의 합이 개인이 창출하는 사회적， 경제적 

가치로의 의미를 갖게 된다. 

가. 임금을 통한 총 소득 

개인이 평균 수명동안 획득하는 총 소득을 피고용인의 위치에서 고용자 

에 의해 지급되는 임금으로 평가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연간 평균 소득을 

도출하여 평균 수명동안 계속적으로 획득하게 된다고 가정한다. 평균적인 

연간 총 소득은 인구분포나 노동분포， 연령별 평균 임금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식에 의해 구할 수 었다. 

E= 획fjE j (2-4) 

여기서 E는 개인의 연간 평균 임금， f j는 i 연령층의 인구분포 혹은 노 

동분포， E j는 i 연령층의 연간 평균 임금을 의미한다. 월 평균 임금은 남녀 

를 구별하지 않고 특별급여를 제외한 통계청의 직종 분류에 의한 평균 임금 

통계와 직종별， 연령별 평균 임금 통계를 이용하게 된다. 인구분포를 사용하 

는 경우 전 인구에 대한 평균 임금을 구할 수 있으며， 직업을 갖고 있는 인 

구만을 고려할 경우 노동분포를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소득이 있는 집단의 

평균 임금을 구할 수도 있다. 연령별 인구분포율을 가중시킨 총 소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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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노동율을 가중시킨 결과는 자료의 해석에 따라 구별하여 사용할 수 았 

다. 또한 고용인은 피고용인에게 급여 지급 규정과 관계없이 정기， 비정기적 

으로 급여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것을 특별 급여라 한다. 대개 연간 평균 

임금에는 특별 급여액이 산정되지 않기 때문에 설칠적인 총 소득을 도출하 

기 위해서는 연간 평균 임금과 연간 특별 급여액을 합하여야 한다. 

나. 투자 금액의 평가 

평균 수명동안 획득하는 임금이외에 개인이 삶을 영유하면서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도 인간의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구성하는 인자에 포함되어야 

한다. 개인이 투자하는 비용은 적어도 그 액수만큼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 

으므로 여기서는 개인의 평생 투자 비용을 고려한다. 투자의 대상은 주택 

구입， 차량 구입， 주식 투자 등 여러 종류가 존재하지만， 개언의 투자 부분 

에서 주택 구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근거로서 우리 국민의 

40.4%가 주택마련을 위하여 저축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으며， 다른 투자 

대상에 비하여 주택 구입이 가장 많은 비용을 요구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개인의 투자 대상을 모두 고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투자 금액을 평가하는데 있어 주택 구입비용만을 고려하 

였다. 

여기에는 개인의 투자는 전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가 

정을 하며， 사망 전까지 주택을 구입한다는 전제를 포함한다. 또한 임금 이 

외의 소득 중 은퇴를 대비하여 저축하는 금액 및 이자 소득은 개인이 은퇴 

없이 평균 수명동안 계속적으로 노동을 통해 임금을 획득한다고 가정하였 

다. 그리고 주택의 구업 이후 주택가격의 상숭액은 다른 용도의 투자액이 

주택 구입 비용보다 상당히 작기 때문에 무시되어 생긴 오차와 상쇄될 수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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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가정하였다. 이러한 주택 구입 비용은 개개인에 따라 다르게 마련이 

므로， 적절한 기준으로 나누어 주택 가격의 통계 자료를 근거로 평균치를 

계산하여 주택 구입에 투자하는 비용으로 결정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언급된 개인의 평균 수명 동안의 총 

소득과 특정 부분 주택 구입 에 대한 투자액의 합으로 인간의 사회적， 경제 

적 가치를 추정한다. 

3. 국민 총 생산(GNP) 방법 

인간의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는데 있어서 앞에서 언급된 의료 

비용 방법이나 임금 및 투자 비용 방법 이외에 매우 간단히 인간의 가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국민 총 생산을 이용하는 방법이 었다. 이 방법은 

국민의 평균 소득을 고려하여 인간의 경제적 측면에서의 최소한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한 국가의 연 평균 국민 총 생산과 화폐가치 할인율， 연평 

균 경제 성장률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인간의 사회적， 경제적 가 

치를 평가하게 된다. 

&흑 l+E"" VOL= 일인당 GNPx 2.，;(우수二올 )t (2-5) 
t~' 1 +r 

여기서， r은 화폐가치 할인율， Eg는 연평균 경제 성장률， LS는 평균 수명 

을 의미한다. 이 식은 특정 연도의 일인당 GNP를 이용하여 평균 수명동안 

의 화폐 가치의 등락을 고려하여 인간의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에 의한 결과는 순수한 경제적 비용이외의 주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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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이 제외되며 비경제 인구까지 고려하여 그 평균을 고려하는 것이므로， 

인명가치의 최소값으로서 그 의미를 가진다. 

강
 



제 3 장 주관적 손해 바용 

제 1 절 개 요 

ICRP-42에서 제시한 방사선 손해 비용의 도출방법에서 β 항은 방사선 

피폭에 의한 객관적 건강 손해 이외의 집단 선량 내의 개인 선량 분포 혹은 

방사선 피폭에 의한 위험 혐오 인자로 정의된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a 값의 정량화에만 몰두하고， ß 항을 무시 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 

것은 비록 방사선 방호가 개인의 피폭 제한치 이하로 충분히 낮게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개인 피폭항을 무시해도 된다는 가정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것 

은 “아무리 작은 피폭이라도 손해를 끼친다”는 합리적 성취 최저의 전제에 

위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 항을 방사선 피폭에 대한 위험 혐오 언 

자로부터 산출해 내는 주관적 손해 비용으로 정의하여 일반 대중과 방사선 

작업 종사자에 대한 인지 위험도를 정량화하여 방사선 손해 비용을 평가하 

고자 하였다. 또한 부가적으로 원자력 발전에 대한 대중 수용도 비용의 고 

려에 대해 평가하였다. 

제 2 철 주관적 손해 비용의 평가 

1. 언지 위험도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위험도란 전문가들의 의견에 바탕을 둔 “객관적”이 

고 “과학적” 위험도를 의미한다. 그러나， 일반 대중이 인지하는 주관적 위험 

도는 이 보다 크거나 작을 수 었다. 즉， 일반 대중 개개인은 자신의 경험， 

주관， 개인적 신념 및 가치관 그리고 심리적， 사회적 인자에 따라서 나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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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식하는 위험의 정도가 달라진다. 또한 전문가들이 인식하는 위험도와 

일반 대중이 인식하는 위험도는 동일한 상황에 대해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 

다. 따라서 대중이 인식하는 위험도를 객관적 위험도와 구분하여 “인지 위 

험도”라고 한다. 최근의 섬리학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의사결 

정 규칙들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규칙들에 의해 인지 위험 

도가 결정되게 된다. 이라한 규칙들로는 가용성 편견(availability bias), 과선 

편 견 (overconfidence bias)등 이 있 다. 

가. 가용성 편견 

가용성 편견이란 어떤 위험에 대해서 그 발생 확률을 예측할 때， 그 전 

형적인 예를 열마나 쉽게 떠올릴 수 있는가를 고려하여 판단하는 경향을 말 

한다. 일반적으로 특정 위험에 대해 가용한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위 

험에 대한 발생 확률이 과대 평가되는 경향이 존재한다. 기존의 연구 결과 

에 의하면， 객관적 위험도에 대한 연간 사망자수는 천명 정도의 범위를 가 

지는데 비하여 인지 위험도에 대한 연간 사망자수는 백만명 정도의 범위를 

갖는다고 알려져 있다. 객관적 위험도의 근거가 되는 실제의 연간 사망자수 

와 인지 위험도의 근거가 되는 추정 연간 사망자수와의 관계가 다음의 그림 

3-1에 제시되어 었다. 

이것은 개인의 경험이 인지 위험도에 큰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고 었다. 

즉， 개인의 위험에 대한 경험이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다면， 인지 위험도는 

객관적 위험도와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이렇게 개인의 경험을 왜곡시키는 

요인의 하나로 대중 매체를 들 수 있다. 선문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객관 

적인 위험도가 훨씬 높은 질병에 의한 사망보다는 그보다 낮은 위험도의 살 

인에 의한 사망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기 마련이다. 그 결과로 살인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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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는 객관적 위험도에 비해 과대 평가되게 된다 마찬가지로 자동차 사 

고와 비행기 사고도 좋은 예가 된다. 빈번한 자동차 사고에 비해 비행기 사 

고에 의한 끔찍한 장변들을 집중 보도함으로써 비행기 사고에 의한 위험은 

실제에 비해 과대 평가된다. 

105 

104 

Estimated Number Of 
Deaths Per Year 

103 

10 

T.AII AII /‘Accidenlsi Disease Molor Veh. Acc./ r-;Alïë;;~;; 
Heart Disease8 

Homicidζ· • SImke 
’ ι1 8 510mach Cancer 8 ~81 ’ ‘· 

Diabeles 

85mal’pox Vaccination 

10 102 10 104 105 ---,0& 
Actual Number of Deaths Per Year 

그림 3-l. 객관적 위험도와 인지 위험도의 바교 

나. 과선 편견 

과신 편견이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반 대중은 위험도에 대한 자신의 판 

단을 과선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즉 처음에 가졌던 자신의 판단을 고수함으 

로써， 자신의 판단에 위배되는 예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한 채， 

자신의 판단을 지지하는 자료만을 수집하는 경향을 과신 편견이라 한다. 과 

신 편견에 대한 심리학적인 배경은 자신들의 위험도 판단의 근거가 되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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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 가정들의 객관성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과 

신 편견은 일반 대중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직변하고 있는 위험에 대해 자신 

들이 얼마나 무지하며， 얼마나 더 알 필요가 있는지를 깨닫게 하는데 장애 

물로 작용한다. 

다. 인지 위험도와 의사결정 

Slovic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는 위험이거나 대재해의 

가능성을 포함한 위험이라면， 객관적 위험도와 인지 위험도와의 차이는 더 

욱 커지고 위험도 혐오(risk aversion)를 보인다고 한다. 위험도 혐오란 객관 

적 위험도가 커질수록 실제 위험도보다 훨씬 더 크게 위험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친숙한 위험이거나 위험의 결과가 사소한 것이라면 인지 위험 

도와 객관적 위험도는 별 차이를 보이지 않게 된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의사결정시 객관적 위험도와 인지 위험도의 차이가 미미한 경우 의사결정은 

객관적 위험도만 고려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그 차이가 크다면， 인 

지 위험도까지 고려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실제 생활에서는 객관적 위험도보다는 자신이 판단한 인지 위험도 

에 의해서 자신의 행동 양식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방사선 피폭에 의한 위험은 그 특성상 일반 대중이 잘 알지 못하는 위험 

이므로 객관적 위험도와 인지 위험도는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된다. 이러한 

차이는 전문가들이 도출한 객관적 위험도에 대한 일반 대중들의 불선의 원 

인이 된다. 따라서， 방사선 방호를 위한 의사결정에 일반 대중의 인지 위험 

도를 반영함으로써 방사선 피폭에 의한 손해에 대한 보수적 비용을 부여한 

다면， 보다 현실적인 방사선 방호 지침 개발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원전에 

대한 일반 대중의 사회적 수용도 역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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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관적 손해 바용의 평가 

본 연구에서는 일반 대중과 작업 종사자들의 방사선 피폭에 대한 인지 

위험도를 정량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설문 조사법을 이용하였다. 설문 조사 

는 일반 대중과 작업 종사자들로 구분하여 실시하였으며， 설문 방법은 방사 

선 피폭의 결정적 영향의 문턱 선량 이하의 피폭에 대한 10만명당의 예상 

발암율을 질문하여 객관적 위험도에 의해 구해진 예상 발암율과 비교하여 

방사선 피폭에 대한 위험 혐오도를 산출하였다. 

객관적 위험도에 근거한 이론값과 설문 응답자의 평균값의 차이를 방사 

선 피폭에 대한 위험 혐오 인자로 보고 이 위험 혐오 인자를 해당하는 위 

험도로 변환시키면 그 결과가 방사선 피폭에 의한 객관적 위험도에 부가되 

는 주관적 위험도가 된다. 따라서， 인지 위험도를 이용한 방사선 피폭에 대 

한 주관적 손해 비용(β ， 원/person-Sv)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구할 수 있 

다. 

β=PsxVOL (3-1) 

여기서 PS는 위험 혐오 인자에 기인한 부가 주관적 위험도， VOL은 인 

간의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의미한다 PS값이 양수인 경우는 설문 응답자 

들의 주관적 위험도가 객관적 위험도보다 높은 경우에 나타나며， 음수인 경 

우는 객관적 위험도가 응답자들의 주관적 위험도보다 높은 경우에 나타나게 

된다. 일반적으로 위험 혐오 인자에 기인한 부가 주관적 위험도가 음수를 

갖는 경우는 방사선에 의한 손해 비용을 산출할 때， 주관적 손해 비용을 고 

려하지 않게 된다. 인간의 사회적 경제적 가치는 제 2장에서 제시된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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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비용， 임금 및 투자 비용， 국민 총 생산 방법→을 이용하여 도출할 수 

있다. 

3. 원자력 발전에 대한 대중 수용도 벼용 

원자력 발전에 대한 대중 수용도 비용이란 한 사회에서 원전의 건설 및 

운전을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정의한다. 만약， 어 

떤 사회에서 반핵， 원전반대 등의 사회적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면， 그 사회 

에서 원전에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될 것이다. 

따라서， 원전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부가적인 

비용 지출을 수반하는 활동이 요구된다. 이러한 활동으로는 대중 매체를 통 

한 광고， 각종 홍보 자료의 배포， 대국민 청문회， 원전 부지 주변 주민에 대 

한 보상금 지불 등이 포함된다. 반면， 어떤 사회에서 원전에 대한 반대가 없 

고 오히려 원전의 이익을 고려하여 찬성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그 사회에서의 원전에 관련된 활동 수행은 원활히 진행되고 부가적인 비용 

의 지출은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원전에 대한 대중 수용도를 의사결정에 

포함시키는 것도 합리적 성취 최저 원칙의 사회적 인자 고려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원전을 대중이 수용하도록 사용되는 비용의 고려 여부 

는 원전에 대한 대중 수용도에 따라 결정된다. 원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우호적인 경우， 굳이 의사결정 과정에 포함될 필요는 없다. 반면， 원전에 대 

한 사회적 인식이 적대적인 경우 이 인자는 포함되어야 한다. 

원전에 대한 대중 수용도 측정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설문 조사를 수행 

하였다. 설문방법은 현재 우리 나라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대 

표적인 14가지 위험에 대해 설문 응탑자가 느끼는 인지 위험도를 응답하게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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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여기에서 사회적 평균 인지 위험도와 원전에 대한 인지 위험도가 

산출된다. 이 두 개의 값을 비교하여 원전에 대한 인지 위험도가 사회적 평 

균 인지 위험도 보다 큰 경우 즉 원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부정적인 

경우 의사결정 과정에 대중 수용도 비용은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반대로 

사회적 평균 인지 위험도가 원전에 대한 인지 위험도 보다 크거나 같다면， 

의사결정에 위에서 구한 대중 수용도 비용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고려할 펼 

요가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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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평가 결과 

제 1 절 객관적 손해 비용 평가 결과 

객관적 손해 비용의 정량화는 크게 두 분야로 나쉰다. 첫째는 방사선 피 

폭에 의한 위해를 확률로 표현하는 것이며， 둘째는 인간의 사회， 경제적 가 

치를 화폐가치로 정량화시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간 가치의 정량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최큰 우리 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을 나타내는 

통계 자료의 분석과 여러 가지 방법론-의료비용， 임금 및 투자비용， GNP방 

법 을 이용하여 인간의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도출하였으며， 방사선 피폭에 

의한 위해는 ICRP-60에서 제시한 치사성， 비치사성 암의 발생확률과 그로 

인한 유전적 장애의 발생확률을 이용하여 궁극적으로 객관적 손해 비용， 즉 

방사선 방호 수치적 지침을 도출하였다. 

L 의료 버용 펑가 결과 

인간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국가가 지출하는 의료 비용에 의한 평가에 

의하면 1996년을 기준으로 본 인간의 사회， 경제적 가치는 대략 751 ,700,000 

원($886，600) 정도로 평가되었으며， 개인의 관점에서 평가되는 개인 지출 의 

료 비용 방법에 의하면 약 1 ，725，500，000원 ($2 ，044，400)으로 평가되었다. 

가. 국가 지출 의료 비용 평가 

이 방법은 국가냐 사회가 인간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하여 의료 분야에 

투자하는 모든 비용과 일정 연령이상에 대한 사망 확률， 국가의 전체 인구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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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하여 한 개인의 생명에 대해 국가가 투자하는 비용을 구하여， 이를 

인간의 사회， 경제적 가치로 간주하는 방법이다. 인간의 가치를 구하기 위하 

여 식 (2-2)를 사용하였으며， 평가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도출하였다. 

먼저 우리 나라 의료 비용의 지출 규모는 한국 보건 의료 관리 연구원에 

서 집계한 자료를 토대로 계산하였다. 1985년에서 94년까지의 우리 나라 전 

체 의료 비용 지출규모가 그림 4-1에 제시되어 있다. 전년 대바 평균 성장 

률은 약 17.6%이며， 1994년 전체 의료 비용 지출은 16，338，600，000，000원으로 

집계되었다. 따라서， 평균 성장률을 고려하였을 때， 기준 년도언 1996년 의 

료 지출 비용은 약 22.595.900.000.000원 정도로 추정된다. 

한국인의 사망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뇌혈관 질환， 운수사고，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표 4-1에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토대로 65세 이상 

인구의 세 가지 주요 원인에 의한 사망률은 6.63 x 10 4으로 평가되었다. 식 

(2-2)는 국가나 사회가 치료와 의료연구， 장비 도입 등에 지출하는 비용이 

주로 65세 이상의 고 연령층에 치중되어 었다는 가정을 사용한 것인데， 사 

망 원인 통계 연보에 의하면 한국의 대표적 사망원인에 있어 이 연령층의 

사망률이 상당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사용된 가정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1996년 우리 나라 총 인구수는 45，닮5，282명으로 집계되었으며， 평 

균 수명은 남녀 평균 73.5년이다. 이와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식 (2-2)에 대 

입하면， 인간의 사회적， 경제적 가치는 약 751 ，700，000원 정도로 평가되었으 

며， 참고로 96년 환율(없4원)을 이용해 달러로 환산하면 대략 $886，600정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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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우리 나라 의료 비용 지출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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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1. 주요 사망 원인별 사망률 

뇌혈관질환 운수사고 심장질환 

(0 5
) (10 5) 00-5) 

0 * 8.7 9.3 

1~9 15.4 

1O~19 2.0 20.6 

20~29 36.6 3.7 

30~39 7.1 37.4 9.6 

40~49 28.2 45.2 24.5 

50~59 103.0 58.3 56.1 

60~69 318.0 134.0 

70이상 1180.0 473.0 

평균 74.7 38.3 35.7 

옳 No data available 

※ 통계청 승인 간행불 107-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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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 지출 의료 비용 방법 

개인의 관점에서 자신이나 가족들의 생명을 구하거나 연장시키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투자하는 비용을 이용하는 것으로 대개 지출되는 의료 비용은 

특정 질병을 선택하여 평가하게 된다. 각 질병에 대한 진료 건수 및 진료 

일수， 그에 따른 진료비용이 표 수2에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암과 

관련된 의료 비용을 이용하였다. 그 이유는 암에 의한 사망률이 다른 질병 

에 비해 높은 편이며， 치료 비용에 있어서도 암과 관련된 비용이 심장 질환 

이나 뇌졸중 등과 같은 다른 질환에 비하여 상당히 높기 때문이다. 

암으로 인해 사망하기 1년 전 동안 지출된 비용을 사용하는데， 암으로 

인한 1년 동안의 우리 나라에서 지출된 총 진료 비용은 285，657，000 ，000원이 

며， 총 진료 기간은 4，990，258일로 하루당 진료 비용은 57，200이다. 따라서 

한 해 통안 암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20，894，어0원이고 식 (2-3)을 이용하면， 

인간의 사회적 가치는 대략 1 ，533 ，500，000원으로 추정된다. 이 결과는 1994년 

표 4-2. 상병 원인별 진료일수 및 지출비용 

1994년 기준 

상병원인 진료건수(건) 진료일수(일) 총 진료비(천원) 

암 1,260,487 13,742,168 285,657,050 

호흡기계 질환 53,936,082 219,226,634 835,683,842 

소화기계 질환 32,665,632 155,162,843 887,626,782 

순환기계 질환 5,338,086 85,827,219 354,941 ,615 

※ 의료보험 통계연보，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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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준으로 산출된 것이므로， 기준 연도인 1996년의 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서 화폐 가치 할인율을 이용하여 보정시켜야 한다. 표 4-3에 각 연도별 화 

폐 가치 할인율이 제시되어 있다. 1980년을 기준으로 하여 96년까지 16년 

동안의 평균 화폐가치 할인율을 구해보면， 대략 6.14%의 화폐가치 하락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평균 6%의 화폐가치 할인율을 이용하면 

1 ，725，500，000원 ($2，044，400) 이 96년의 인간의 사회적 가치로서 추정된다. 암 

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그 치료에 있어 많은 비용이 지출되고， 사망 전 1년 

동안의 치료에 집중적으로 지출되었음을 가정할 때， 이 결과는 인간의 생명 

을 살리려는 노력에 비추어 인간의 사회적 가치로서의 수용이 가능할 것이 

다. 

표 4-3. 연도별 화폐 가치 할인율 

연 도 화폐 가치 할인율(%) 

1980 100.000 

1985 71 ,127 7.05 (80-85년 평균) 

1990 54,595 5.43 (85-90년 평 균) 

1995 40,400 6.21 (90-95년 평균) 

1996 38,513 4.90 (전년 대비) 

※ 1980년 100，000원 기준 (통계청，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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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금 및 투자 벼용 평가 결과 

이 방법은 인간의 가치가 개인이 평생 얻을 수 있는 소득과 그 소득을 

이용한 투자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는 개념에 근거하고 있으며， 결론적으 

로 개인의 평균 수명 동안의 총 소득과 특정 부분에 대한 투자액의 합이 인 

간의 사회적， 경제적 가치로의 의미를 갖게 된다. 

연간 평균 총 임금은 인구 분포율을 이용하였을 경우 18，653，540원이며， 

노동 분포율을 이용하였을 경우 18，822，740원으로 평가되었다. 특정 부분에 

투자된 투자액은 주택 구입 비용을 사용하였으며， 대략 132，610，000원으로 

평가되었다. 계산된 평균 임금과 투자 비용을 이용하면， 인간의 사회적， 경 

제적 가치는 대략 1 ，214，918，000원 ($1 ，440，000) - 2 ，742 ，070 ，000원 ($3，250，000) 

정도로 평가되었다. 

가. 총 소득의 평가 

고용자가 고용인에게 지불하는 임금을 토대로 총 소득을 평가하였다. 개 

인의 평균 임금은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특별급여를 제외한 통계청의 직종 

분류에 의한 평균임금 통계와 직종별， 연령별 평균임금 통계를 이용하여 특 

별급여를 제외한 우리 나라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구하였다. 여기서 특별급 

여라 함은 급여지급 관계규정과 상관없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큰로자에 

게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를 의미하며， 1996년 평균 특별급여액은 7,058,640 

원이다. 각 연령 계급에 따른 인구분포， 노동분포 그리고， 특별급여를 제외 

한 연간임금이 표 4←4에 제시되어 있다. 식 (2-4)를 이용하여 특별급여를 

제외한 연평균임금을 구하는 경우 f j 의 사용에 있어서 각 연령층의 인구분 

포와 노동분포율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먼저 인구분포율을 이용한 특별 

41 -



급여를 제외한 연간임금은 11 ，594，900원이고， 노동분포율을 이용한 연간임금 

은 11 ，764， 100원이다. 여기에는 특별급여가 제외되었기 때문에 연간 평균 총 

임금을 구하기 위해서는 앞서 구한 연평균 특별급여액을 포함시켜야 한다. 

따라서 특별급여를 포함한 연간 평균 총임금은 인구 분포율을 이용하였을 

경우 18，653，540원， 노동 분포율을 이용하였을 경우 18，822 ，740원으로 평가되 

었다. 

표 4 • 4. 우리 나라 연간 평균 임금 및 인구 노동 분포율 가중 임금 

연령계급 인구분포(%) 노동분포(%) 
연간임금 인구분포가중 노동분포가중 

(천원) 연간임금(천원) 연간임금(천원) 

19세 이하 31.51 1.9 11 ,252.0 3,545.52 213.79 

20-24 9.33 9.7 11,801.2 1,101.05 1,144.71 

25-29 9.61 13.4 12,080.5 1,160.94 1,618.79 

30-34 9.29 14.1 11 ,941.7 1,109.38 1,683.78 

35-39 9.25 15.3 11 ,809.4 1.092.37 1,806.84 

40-44 7.07 12.5 11 ,825.2 835.33 1,476.90 

45-49 5.46 9.8 11,729.4 640.43 1,149.48 

50-54 4.58 7.9 11 ,607.3 531.63 916.98 

55-59 4.33 6.6 11,397.0 493.49 752.20 

60세 이상 9.54 8.8 11,370.3 1,084.73 1,000.59 

총계 100 100 11 ,594.90 11 ,764.10 

※ 한국통계연감，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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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투자 금액의 평가 

개인의 투자비용을 계산하는데 있어 주택 구입비용만을 고려하였다. 이 

는 우리 국민의 40.4%가 주택마련을 위하여 저축하고 있으며， 다른 투자 대 

상에 비하여 주택 구입이 가장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개인의 투자는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은 사망 전까지 주택을 구입한다고 가정하 

였다. 또한 임금이외의 소득 중 은퇴를 대비하여 저축하는 금액은 개인이 

은퇴하지 않고 평균수명동안 노동을 통해 임금을 획득한다고 가정하였으며， 

주택의 가격은 구입시보다 점점 상승하게 되고 이렇게 증가된 가격은 다른 

용도의 투자액을 무시하여 생긴 오차와 상쇄된다고 가정하였다. 

주택 구입 가격은 사람들에 따라 다르게 마련이므로 개개인의 생활 수준 

을 반영하기 위하여 최저기준， 기준 1, 기준 2로 나누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주택 가격의 평균치를 구해 주택 구입에 투자하는 비용으로 결정하였다. 여 

기서 최저기준이라 함은 4인 표준가구의 기준 면적이 전용 40m2일 때를 의 

미하며， 기준 1은 6Om2, 기준 2는 85m2을 의미한다. 생활 수준별 주택구입 

가격이 표 4-5에 제시되어 있으며， 우리 나라 개인의 평균 주택구입 가격， 

즉 평균 투자비용은 약 132.610.000원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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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생활 수준별 주택 구입 가격 

주택가격 최저미달 최저-기준1 기준1-기준2 기준2 이상 전체 

3천만원 이하 1.2% 1.1% 0.2% 0.2% 2.7% 

3천 -5천만원 2.0% 3.3% 0.5% 0.4% 6.3% 

5천 7천5백만원 1.7% 11.1% 1.7% 2.4% 16.9% 

7천5백만원 초과 1.8% 28.9% 19.9% 23.5% 74.1% 

계 6.7% 44.5% 22.3% 26.5% 100.0% 

평균(만원) 6,717 11 ,207 14,078 17,669 13,261 

※서울특별시，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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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간의 사회적， 경제적 가치 평가 

앞에서 구한 개인의 평균 총소득과 특정 분야에 대한 투자액을 근거로 

인간의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도출하며， 두 가지 인자에 대한 결합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인구 분포율을 이용하는 경우 퇴직금과 주택 구입 이외의 투자액을 

고려하지 않는 대신 평균 수명동안 은퇴하지 않고 노동을 통해 임금을 획득 

한다고 가정하게 되며， 이 때의 인간의 사회적 가치는 18,653,540 x 73.5 + 

132,610,000 1 ，503 ，645，000원 이 고， 96년 환율을 이 용하면 대 략 $1 ,781 ,600 

정도이다. 이와 탈리 노동인구만을 고려하여 연간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인 

구 분포율대선 노동 분포율을 사용하게 되고 이 경우 인간의 사회적 가치는 

18,822,740 x (73 .5 -16) + 132,610,000 = 1 ，214，918，어0원， 즉 $1 ，440，000정 

도로 평가된다. 

또한 경제학자 Landefeld는 인간이 사회적 존재임을 고려하여 개인이 번 

임금은 물건 소비로 이용되어 다른 사람의 생활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인 

간의 사회적 가치는 개인의 임금을 통한 가치의 두 배가 된다는 가설을 제 

시하였다. 이 이론에 근거한 인간의 사회적， 경제적 가치는 18,653,540 x 

73.5 x 2 = 2 ，742 ，070，380원， 즉 $3，250 ，000이다. 

3. 국민 총 생산(GNP) 명가 컬과 

1996년 우리 나라 일인당 GNP를 이용하여 인간의 사회적， 경제적 가치 

를 평가하였다. 평가 방법은 식 (2-5)를 사용하였으며， 계산에 이용된 화폐 

가치 할언율과 연 평균 경제 성장률은 각각 6%, 6.5%이고，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73.5년， 96년 일인당 GNP는 8，903，000원 ($10，없8) 이다. 식 (2-5)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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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구한 한국인의 인명가치의 평균은 전체 인구에 대한 생산 활동 인구 

의 비율을 고려하면 대략 1 ，119， 144，000원 ($1 ，326 ，000) 정도이다. 

4. 객관적 손해 벼용 평가 컬과 

앞에서 1996년을 기준으로 우리 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을 나타내는 

통계자료의 분석과 여러 가지 방법론-의료비용， 임금 및 투자， GNP방법←을 

이용하여 인간의 사회적 가치를 도출하였다. 의료비용 방법의 경우 인간의 

사회 적 가치 는 751 ，700，000원 ($886,600) - 1 ，725，500 ，000원 ($2,044,400) , 임 

금 및 투자비 용 방법 은 1 ，215，000，000원 ($1 ,440,000) - 2，742，100，000원 

($3,250,000) , GNP방법은 대략 1 ， 119，144，000원 ($1 ，326，000)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한국인의 사회적 가치는 최소 751 ，700，000원 ($886，600)에서 최대 

2，742，100 ，000원 ($3，250，000)의 범위를 갖는다. 또한 ICRP-60에서 제시한 전 

체 인구집단에 대한 확률적 영향의 명목상 확률계수는 7.3X 1Q 2/SV이므로， 

객관적 손해 비용， 즉， 방사선 방호 수치적 지침은 최소 55，000，000원 

/person-Sv (65,000 $/person-Sv) 에 서 , 최 대 200，000，000원/person-Sv 

(240,000$/person - Sv)의 값을 갖는다. 표 4-6에 각국의 객관적 손해 비용 

산정 결과와 본 연구의 평가 결과를 비교하였다. 

1995년 미국 NRC에서는 방사선 방호 수치적 지침을 기존의 100,000 

$/person→Sv에서 200,000 $/person-Sv으로 상향 조정시켰으며， 다른 여러 

국가에서도 방사선 방호를 위해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우 

리 나라의 경우 방사선 방호 수치적 지침의 값으로 위에서 평가된 지침들의 

평균 수준인 130，000，000원/person-Sv 060,000 $/person-Sv)정도가 적절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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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각국의 방사선 피폭에 의한 건강 손해 비용 비교 

산정자 값 ($/person-Sv) 비고 

USNRC 100,000 (75) LWR의 폐기물 관리 비용 

NRPB 10,000 (89) 인간 경제 가치법 

CEPN 1,800-5,400 (85) 인간 경제 가치법， 현가화 해석법 

IAEA 3,000 (85) 인간 경제 가치법 

Nakashima 5，에o (86) 인간 경제 가치법， 경제 손실 개념 

KAERI 65,000 (94) 인간 경제 가치법， 경제 손실 개념 

USNRC 200,000 (96) 화폐가치 할인율 반영 

본 연구 65,000 - 240,000 (96) 의료비용， 임금 및 투자비용， GNP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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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주관적 손해 벼용 펑가 결과 

주관적 손해 비용을 평가하기 위하여 일반 대중과 방사선 작업 종사자에 

대한 인지 위험도를 정량화하였으며， 정량화 방법으로는 설문 조사법을 이 

용하였다. 또한 부가적으로 사회에서 원전의 건설 및 운전을 사회적으로 인 

정을 받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인 대중 수용도 비용의 추가 고려에 대해 평 

가하였다. 

1. 주관적 손해 비용 평가 컬과 

방사선 피폭에 의한 주관적 손해 비용(β)의 정량화는 설문조사를 바탕 

으로 수행되었다. 설문조사 대상은 일반 대중과 작업 종사자로 나누어 실시 

하였으며， 일반 대중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작업 종사자의 경우 영 

광 원자력 발전소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총 설문수는 330명이었으며， 

일반 대중의 경우 150명 작업 종사자의 경우 180명이었다. 총 설문수 중 유 

효 표본수는 일반 대중은 122명， 작업 종사자는 162명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 피폭에 대한 주관적 위험 혐오도를 측정하기 위해 

서 객관적 위험도에 의해 산출된 이론값과 기하 평균을 이용한 설문 결과의 

평균값을 비교하였다. 기하 평균을 이용하는 것은 설문 결과의 분산을 감소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설문 조사를 통한 방사선 피폭에 대한 주관적 인지 위험도 결과가 그림 

4-2에 제시되어 있다. 객관적 위험도에 의해 산출된 이론값과 비교하기 위 

하여 ICRP-60에서 제시한 위험도와 설문 조사 결과를 비교하였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한 사람이 1 mSv의 피폭을 받았을 때， 암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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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는 6.0X 10 5이고， 피폭 준위가 증가함에 따라 암의 위험도는 선형적 

으로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들의 암에 대 

한 인지 위험도는 낮은 피폭 준위에서는 선형성을 띠며 증가하지만， 높은 

피폭 준위에 대해서는 아래로 볼록한 모양의 형태로 증가함을 보여주고 았 

다. 또한 일반 대중의 경우 낮은 선량과 높은 선량에 대해 전반적으로 객관 

적 위험도에 비해 더 높은 인지 위험도를 보였다. 그러나， 작엽 종사자의 경 

우 낮은 선량에 대해서는 객관적 위험도보다 약간 낮은 인지 위험도를 보였 

고， 높은 선량 준위에서는 훨씬 더 높은 인지 위험도를 보였다. 자세히 살펴 

보면， 일정 선량 20 mSv 이하에 대해서는 인지 위험도가 객관적 위험도보 

다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그 이상부터 인지 위험도가 점차 증가하여 고 선 

량 준위에서는 인지 위험도가 일반 대중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 

결과는 작업 종사자들이 일반 대중에 비해 방사선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으 

며， 선량 제한치→5년 평균 20 mSv一에 대한 인식이 더욱 확고하다고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선량 제한치 이하의 피폭에 대해서는 그 위험 정도를 

이론적으로 제시된 정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느끼지만 선량 제한치 이상의 

피폭에 대해서는 일반 대중들 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고 느낀다는 것이다. 

이는 일반 대중들은 자선들이 피폭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막연하게 생각하지 

만， 작업 종사자들의 경우에는 방사선 피폭이 실생활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 

에， 고 선량 준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더 높은 인지 위험도를 갖는 것으 

로 사료된다. 

그림 4-2의 ICRP-60에서 제시한 이론값과 설문 결과 그래프의 기울기의 

차이가 구하고자 하는 위험 혐오도가 된다. 이것을 객관적 위험도에 부과되 

는 주관적 위험도로 정의하여 방사선 피폭에 의한 주관적 손해 비용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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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방사선 피폭에 의한 암의 주관적 인지 위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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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객관적 위험도에 부과되는 주관적 위험도를 선량 구간별 

로 나누여 평가하였다. 전체 선량에 대한 평균값보다는 선량 구간별로 나누 

어 평가하는 것이 실제 비용-이득 분석에 있어서 정확한 결과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저 선량에서 고 선량으로 변화함에 따라 증가하는 주관적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4←7에 각 선량별 인지 위험도와 그에 따른 주관적 손해 비용이 제시 

되어 있다. 인지 위험도는 그림 4-2에서 구하였으며， 주관적 손해 비용은 각 

구간별 인지 위험도와 객관적 위험도의 차이에 인간의 사회， 경제적 가치를 

곱하여 구하였다. 인간의 가치는 객관적 손해 비용 부분에서 최소 

751 ，700，000원 ($886，600) ， 최 대 2，742，100 ，000원 ($3，250 ，000)으로 평가되 었으며， 

대표값으로 1 ，780，000 ，000원을 사용하였다. 이 값은 앞서 제시했던 방사선 방 

호 수치 적 지 침 의 값인 130，000，000원/person-Sv (160,000 $/person -Sv)로 

도출되는 값이다. 

선량 구간은 저 선량구간에서 좀 더 세밀히 구분하였으며， 고 선량의 경 

우 선량 제한치 이상을 한 구간으로 평가하였다. 저 선량 구간은 설제 피폭 

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비용-이득 분석시 자세하게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해 

야하며， 고 선량의 경우 제한 선량치 이상의 피폭은 가능한 한 발생하지 않 

도록 해야하기 때문이다. 주관적 손해 비용의 평가 결과는 인지 위험도의 

경향을 따르고 었다. 일반 대중의 경우 17，800，000원 - 32，600，000원 

/person-Sv(21 ,000$ - 39，000$/person-Sv)로 평 가되 었으며 , 작업 종사자의 

경 우 7，800，000원 - 77，600，000원/person-Sv(10，000$ -92,000$/person-Sv) 

로 평가되었다. 특히 저 선량 구간인 1 - 5 mSv에서는 작업 종사자의 주 

관적 인지 위험도가 객관적 위험도보다 낮기 때문에 주관적 손해 비용을 고 

려할 펼요가 없다. 일반 대중의 주관적 손해 비용은 전반적으로 천천히 증 

가하는 반면， 작업 종사자에 대한 비용은 낮은 선량의 경우 고려하지 않을 

미
 써
 



정도지만， 높은 선량의 경우 일반 대중보다 두 배가 넘는 손해 비용을 고려 

하여야 한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작업 종사자들의 경우 방사선 피폭이 

실생활과 관련되어 있어서 높은 선량에 대한 피폭에 대해 상당히 높은 거부 

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표 4-7. 선량 구간별 인지 위험도 및 주관적 손해 비용 

일반 대중 작업 종사자 

구 분 

선량구간 인지 위험도 주관적손해비용 인지 위험도 주관적손해비용 
(mSv) (10-2/SV) ( 원/person-Sv) (10 2/SV) ( 원/person-Sv) 

1 - 5 7.00 17,800,000 5.02 '" 

5 - 10 7.20 21 ,400,000 6.44 7,800,000 

10 - 20 7.60 28,500,000 6.78 13,900,000 

20 이상 7.83 32,600,000 10.36 77,600,000 

※ not available 

q 
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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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중 수용도 벼용 평가 결과 

원전에 대한 대중 수용도 측정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설문 조사를 수행 

하였다. 설문 조사 대상은 주관적 손해 비용과 마찬가지로 일반 대중과 작 

업 종사자로 구별하였다. 설문방법은 현재 우리 나라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대표적인 147}지 위험에 대해 설문 응답자가 느끼는 인지 위 

험도를 응답하게 하였다. 설문결과는 107~ 의 구간으로 나누어 각 구간에 속 

하는 도수와 구간의 대표값을 이용하여 평균을 구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4→8과 그림 4-3에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사회적 평균 인지 위험도와 원 

전에 대한 인지 위험도가 산출된다. 이 두 개의 값을 비교하여 원전에 대한 

인지 위험도가 사회적 평균 인지 위험도 보다 큰 경우， 즉， 원전에 대한 사 

회적 분위기가 부정적인 경우 의사결정 과정에 대중 수용도 비용은 고려되 

어야 한다. 그러나， 반대로 사회적 평균 인지 위험도가 원전에 대한 인지 위 

험도 보다 크거나 같다면 의사결정에 위에서 구한 대중 수용도 비용은 의 

사결정 과정에서 고려할 필요가 없게 된다. 

표 4-8의 결과를 보면 원자력 발전은 일반 대중의 경우 전체에서 10위， 

작업 종사자의 경우 11위의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대중의 원자력 발 

전에 대한 정규화된 인지 위험도 평균은 0.0663으로 사회적 평균 인지 위험 

도 0.07l4보다 낮으며 작업 종사자의 경우 0.0532로 일반 대중보다 더 낮은 

인지 위험도를 보여주었다. 이것은 원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그리 부정적 

이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고， 일반 대중보다 작업 종사자들이 원자 

력 발전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경 

우 원전에 대한 대중 수용도 비용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고려하지 않아도 무 

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방사선 방호 지침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자가 

야
 ω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의사결정자의 정성적 판단에 근거하여 적절하게 고 

려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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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여러 가지 위험에 대한 인지 위험도 순위 

일반 대중 작업 종사자 
구 ; HEr 

| 총 계 정규화 순 위 종 계 정규화 순 위 

전 쟁 0.1164 12981 0.1003 1 

자동차운전 8710 I 0.0870 I 3 12288 0.0949 2 

비 행 기 5370 I 0.0535 I 11 8878 0.0686 10 

원자력 이외의 발전 | 4620 I 0.0461 12 5640 0.0436 13 

천재지변 7860 I 0.0785 6 10029 0.0775 5 

여가활동 2620 I 0.0262 14 4801 0.0371 14 

f。r-;「ζ ~ 걷 %~ 7130 I 0.0712 9 9851 0.0761 7 

약물중독 7530 I 0.0752 8 9606 0.0742 8 

범죄 및 테러 9550 I 0.0954 2 11668 0.0901 3 

방사선 치료 4410 I 0.0440 I 13 6540 0.0505 12 

질 벼。 7750 I 0.0774 I 7 10760 0.0831 4 

대형공사 8170 I 0.0816 I 4 9597 0.0741 9 

산엽용 화학물질 8130 I 0.0812 I 5 9963 0.0769 6 

총 계 I 100150 I 129486 1 

띠
 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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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여러 가지 위험에 대한 인지 위험도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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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르흔 
'-

방사선 방호의 원칙 및 합리적 성취 최저를 실제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방사선 방호 수치적 지침을 도출하였다. 먼저 기존의 연구들에 대한 고찰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기존 방법론의 한계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 손해 비용의 정량화 즉， 방사선 방호 수치적 지침 

의 도출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방사선 손해 비용을 객관적 손해 비용과 주 

관적 손해 비용으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먼저 다양한 사회적 인자들이 고려 

된 여러 가지 방법론-임금 및 투자비용 방법 의료비용 방법←을 이용하여 

인간의 경제， 사회적 가치를 구하여 좀 더 현실에 적합한 객관적 손해 비용 

을 도출하였다. 한국인의 사회적 가치는 최소 751 ，700，000원에서 최대 

2，742， 100，000원 정도로 평가되었으며， 방사선 방호 수치적 지침은 최소 

55，000，000원/person-Sv에 서 , 최 대 200，000，000원/person-Sv로 평 가되 었 다. 

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대표값으로 130，000，000원/person-Sv 정도가 적절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β 항을 방사선 피폭에 대한 위험 혐오 인자로부터 산출해 내는 주 

관적 손해 비용으로 정의하여 일반 대중과 작업 종사자의 방사선 피폭에 대 

한 인지 위험도를 정량화하여 고려하였다. 정량화 방법으로는 설문 조사법 

을 이용하였으며， 방사선 피폭의 결정적 영향의 문턱선량 이하의 피폭에 대 

한 10만명당 예상 발암율을 질문하여 객관적 위험도에 의해 구해진 예상 발 

암율과 비교하여 피폭에 대한 위험 혐오도를 산출하였다. 이 위험 혐오 인 

자를 해당하는 위험도로 변환시키면 그 결과가 방사션 피폭에 의해 객관적 

위험도에 부가되는 주관적 위험도가 되며， 이를 이용하여 주관적 손해 비용 

밍
 



을 도출하였다. 일반 대중의 경우 17，800，000원에서 32，600，000원으로 평가되 

었으며， 작업 종사자의 경우 7，800，000원에서 77，600，000원으로 평가되었다. 

객관적 손해 비용과 주관적 손해 비용을 모두 고려한， 선량 준위에 따른 

방사선에 의한 손해 비용이 일반 대중과 작업 종사자로 구분되어 그림 5-1 

에 제시되어 있다. 이 값들은 실제 비용→이득 분석시 선량 구간에 따라 사 

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 사회에서 원전의 건설 및 운전을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정의되는 대중 수용도 비용에 대해 평가하였다. 그 결과 

원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그리 부정적이지 않음을 보여주었고， 일반 대중 

보다 작업 종사자들이 원자력 발전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한다고 평가되었 

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 원전에 대한 대중 수용도 비용은 의사결정 과정에 

서 고려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 평가된 방사선 손해 비용 즉 방사선 방호 수치적 지침은 

우리 나라의 상황에 근거하여 개발된 것이므로 우리 나라의 방사선 관련 시 

설의 경제성 분석의 지표가 될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설치될 방사선 방 

호 설비 설치의 타당성 분석의 지표가 되어 제한적인 경제적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가능케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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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비용→이득 분석 방법에서 대표적으로 이용되는 인자로서 방 

사선 손해 비용을 들 수 있다. 이라한 손해 비용은 객관적 손해 비용과 

주관적 손해 비용으로 나눌 수 었다. 객관적 손해 비용의 경우 인간의 

경제적 가치를 화폐 단위로 환산함으로써 그 비용을 정량화시킬 수 있으 

며， 주관적 손해 비용은 피폭 대상이 느끼는 인지 위험도를 평가하여 정 

량화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 손해 비용의 정량화를 목적으로 

하였으며， 방사선 손해 비용을 객관적 손해 비용과 주관적 손해 비용으 

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객관적 손해 비용을 정량화하는데 있어 인간의 

경제적 가치를 화폐 가치화시키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주관적 손해 비용 

의 경우， 설문 조사법을 이용하여 피폭 대중들이 위험을 느끼는 정도인 

인지 위험도를 선량 준위에 따라 평가하여 주관적 손해 비용을 도출하였 

으며， 조사 대상을 일반 대중과 작업 종사자로 구분하여 주관적 손해 비 

용을 비교 평가하였다. 또한 부가적으로 원자력 발전에 대한 대중 수용 

도 비용에 대해 고찰하여 보았다. 

주제명 비용一이득 분석 방법， 객관적 손해 비용， 주관적 손해 비용， 

키워드 인간 가치의 정량화， 대중 수용도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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