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연구보고서 KAERI/RR-2687/2005

지방자치단체의 

방사능방재 대응기술 향상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Nuclear Emergency

Countermeasure Technology for Local Government

특정연구개발사업

주관연구기관

한국원자력연구소

과  학  기  술  부



제  출  문

과 학 기 술 부 장 관 귀하

본 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방사능방재 대응기술 향상방안 연구” 과제의 최종보

고서로 제출합니다.

                                                 2006년  2월  일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원자력연구소

                               연구책임자     :  강 병 위

연  구  원     :  이 관 엽

                 이 종 태

  



빈 면



- 3 -

요   약   문

Ⅰ. 제  목

지방자치단체의 방사능방재 대응기술 향상방안 연구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1. 목 적

원자력시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방사능방재대책 개선방안 강구

2. 필요성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제19조에 근거하여 방사선비상

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방사능방재계획에 따라 지역방사능방재계획 수립 필요

지역 방사능재난대책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 및 원자력사업자간 책임, 권한, 임무 

및 지원 사항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협조지원체계 개선 필요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지역방사능재난관리 운 체제 재정립

 지역방사능재난관리체계도(안) 

 지역방사능방재계획(안) 

지방자치단체의 방사능재난대응기술 강화 방안 강구

 지역 방사선비상대응시설․설비․장비의 운 체제 정립

 지역 환경방사선감시체계의 운 개념 정립

지역 방사능방재요원의 대응능력 향상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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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개발 결과

1. 지역방사능재난관리 운 체제 재정립

국가안전관리체제 및 국가방사능재난관리체제와 연계하여 지역방사능재

난관리체제 재정립 

국가방사능방재계획과 연계된 ‘지역방사능방재계획(안)’ 개발, 이 계획에

는 지역 관계기관의 방사능재난대응 임무 등을 기술함. 

예방대책 

 원자력시설에 대한 지역 방사능재난관리체계 구축․운  

 원자력시설 방사능방재대책에 대한 주민의 이해 증진 추진 

대비대책

 지역방사능재난관리체계, 비상통신․연락체계 및 지역 방사능재난대

응시설 및 장비 등 기술 

 주민보호대책, 긴급 수송대책, 주민 홍보방안, 지역 환경방사능감시체

제, 구조·구급, 소화대책, 비상의료대책, 방재요원의 개인방호대책 등 

기술 

 방사능방재요원에 대한 방재 교육 및 훈련 사항과 지역방사능방재대

책 유지관리 방안 기술

대응대책

 방사선비상등급별 사건 정의 및 비상대응조치 기술

 방사능재난 발생 보고․통보, 비상대응기구 설치 및 운 , 환경방사선 

감시 및 평가, 주민 및 방재요원 보호조치, 긴급 구조활동 및 의료조

치, 출입통제 및 치안유지, 농축수산물 유통 및 소비제한, 주민홍보 및 

전달사항, 긴급수송 및 물자 조달 등 기술 

방사능재난 복구계획 및 사후대책

 방사능재난등의 해제, 복구 및 복귀, 오염제거 및 제염, 각종 제한조치

의 해제, 사고 피해자료 작성 및 중/장기 대책 등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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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자치단체의 방사능재난대응기술 강화방안 강구

가. 지역 방사선비상대응시설의 구축 운 개념 정립

지방자치단체의 방사선비상에 시의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응시

설⋅설비⋅장비 구축과 시설운 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 다. 

나. 지역 환경방사선감시체계의 운 개념 정립

환경 방사선 모니터링 포스트(ERM)의 추가 설치 필요 

ERM으로부터의 실시간 방사선 및 기상관측 자료 수집 분석 전산설비 

구축 및 국가 환경방사선감시망과 연계 필요

3. 지역 방사능방재요원의 대응능력 향상방안 강구

방사능 방재요원 대상자 및 교육과목 선정  

년 1회 자체훈련, 매 4년마다 합동훈련 실시

Ⅴ.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방사능방재 관계기관은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방

사능재난관리체계 재정립, 지역방사능방재계획 및 위기대응 현장조치 대

응 매뉴얼을 수립하는데 본 보고서를 활용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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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Nuclear Emergency Countermeasure 

Technology for Local Government

Ⅱ. Objectives and Necessity of the Study

1. Objectives

Development of standard guidance for the regional nuclear emergency 

plan (draft) of the local government controlled to the emergency 

planning zone. 

2. Necessity

Needed to establish of the regional nuclear emergency plan on the 

nuclear faciliy disaster according to the 'nuclear facilities physical 

protection and emergency preparedness act'

Needed to define and improve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regional organizations on responsibilities, authorities, 

duties and supports

Ⅲ. Contents and Scope of the study

Establishment of the regional nuclear emergency preparedness

 Establishment of the basic outline and implementing strategy of 

regional nuclear emergency preparedness

 Development of regional nuclear emergency plan (draft)

Study on the regional nuclear disaster countermeasure technology 

improvement

 Establishment of the regional emergency response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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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tablishment of the regional environment monitoring system.

Establishment of the emergency training, drill, exercise methodology

Ⅳ. Results of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1. Establishment of the regional nuclear emergency preparedness

Rearrangement of the regional nuclear emergency management 

system related the national safety management system and the 

national nuclear emergency management system

Development of the regional nuclear emergency plan (draft) connected 

to the national nuclear emergency plan. In this plan, there are duty 

description of related regional organizations to respond a nuclear 

disaster, and described the prevention, preparedness, response and 

recovery.

2. Study on the regional nuclear disaster countermeasure technology 

improvement

Establishment of the regional emergency response facilities, tools, 

equipment and define the operational concept for facilities

Extend the environment monitoring post, and establish the its data 

acquisition system related Care System  

3. Establishment of the emergency training, drill, exercise methodology

Define the emergency operation person and training subjects

Perform the drill annually and the full field exercise every four years

Ⅴ. Future Application of the Study 

The result of this project is expected to be used in the rearrangement 

of regional nuclear disaster management system, and the establishment 

of regional nuclear emergency plan and on-scene response man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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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필요성

정부는 적의 침공이나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

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기본법’ 및 ‘재난및안전관리기

본법’을 제정하 다. 

 ‘민방위기본법’ 및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한 민방위계획 및 안

전관리계획의 방사능방재대책 분야에는 방사능재난관련 중앙 및 지역 

관계기관의 임무 및 협조지원 사항이 기술되어 있으나 명확한 임무 부

여 및 협조지원 사항이 중첩 혹은 누락되거나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

지 않아 방사능재난 발생시 시의 적절하고 효율적인 비상대응에 어려움

이 있다. 

따라서 방사능재난에 대응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행정

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별 책임, 권한, 임무 및 지원 사항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협조지원체계를 개선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방사능재난관리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원자력시설에서의 사고, 사보타주․테러 가능성에 대비하여 

물리적 방호체제와 방사능방재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원자력시설등의방

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이하 ‘방사능방재대책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었다. 

‘방사능방재대책법’ 제18조에는 원자력시설에서의 방사선비상 및 방사능

재난(이하 ‘방사능재난등’이라 한다) 업무에 관한 계획(이하 ‘국가방사능

방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방사능방재대책법’ 제19조에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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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 관계기관의 방사능재난등 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시․

도지역방사능방재계획 및 시․군․구지역방사능방재계획(이하 “지역방사

능방재계획”이라 한다)을 각각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2. 목 적

‘방사능방재대책법’ 제19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내에 있는 

원자력시설에서의 방사능재난등에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시의 적절하

게 대응할 수 있는 지역 방사능방재대책 개선방안 강구

제2절 연구 범위와 추진 방법

1. 연구 범위

가. 연구 목표

1) 지역 방사능방재대책 개선방안 강구

원자력시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

는 지방자치단체의 방사능방재대책 개선방안 강구

국가방사능방재계획가 연계된 ‘지역방사능방재계획(안)’ 개발 

2) 기술개발 경로

그림 1. 기술개발 경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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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 내용

1) 지역 방사능재난관리체제 재정립 

가) 지방자치단체 방사능재난관리 운 체제 구축

국가 단위의 비상대응기구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지역 공공

기관과 연계된 지역 방사능재난관리 운 체제 구축

나) 지역방사능방재계획 재정립

민방위기본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방사능방재대책법 및 국가방사능

방재계획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방사능재난시 임무, 책임, 권한사항 

검토

원자력시설 방사선비상등급별 지방자치단체의 방사능재난대응체제 및 

운 개념 정립 

지자체 비상대응기구의 실효성 있는 대응능력 향상방안 강구

방사능재난 초기대응능력 강화방안 

재난시 주민보호조치 이행방안 

재난시 농축수산물의 관리 및 장기적 보호조치 이행방안 

2) 지방자치단체의 방사능재난대응기술 강화방안 강구

가) 지역 방사능재난대응시설의 구축 및 운 체제 정립

지방자치단체 방사능재난대응시설․설비․장비의 구축, 운 체계 및 유

지․관리 방안 

주민보호용 설비․장비, 구호물품 관리방안 강구

 주민홍보용 비상경보방송설비

 주민보호용 장비 및 방호장구 

 주민 소개시 주민 및 소개차량 오염검사 및 제염방안 강구

 구호소 운  장비 및 구호물품 관리 

나) 지역 환경방사선감시체계의 운 개념 정립

평상시․비상시 지역 환경방사선감시체계 구축․운 방안 및 국가 환

경방사선감시망과의 연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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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요원 개인방호장비․장구관리 방안 강구, 비상임무별 개인방호기준 

및 점검표 정립

3) 지역 방사능방재요원의 대응능력 향상방안 강구 

지역 유관기관 방재요원의 방사능방재대책 지식, 기술 및 대응능력 향

상방안 강구

4) 일본 원자력재해대책 운  현황 분석 

2. 연구 추진방법

가. 추진전략 및 방법

1) 국내 방사능방재대책 기술현황 분석 

국가 재난관리체계 현황

국가 재난위기관리체계 현황

지역 방사능방재계획 현황

2) 일본 원자력재해대책 운 현황 조사

가) 목  적 : 

일본의 원자력종합방재훈련 현장 참관을 통해 원자력재해 예방정책을 

벤치마킹하고 국가방사능방재 세부계획 보완

일본 원자력방재센터 운  및 방사능방재 교육․훈련 업무 현황 파악

일본 원자력방재대책 관계기관 운 현황 조사 

중앙부처의 방사능방재대책 정책 수립․집행능력 개발 및 지방자치단

체 방재담당 공무원의 방사능방재업무 수행능력 향상

나) 방문기관 :

일본 柏崎刈羽 Off-site center (原子力災害 總合訓練 참관) 

일본 新潟 , 柏崎市

일본 東京電力株式會社 柏崎刈羽原子力 電所

일본 원자력방재 전문기관 (原子力安全技術センタ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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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개발 목표 달성 및 문제점 해결 방안 모색

연구개발 목표 달성 성취 방안 

 외국의 지역 방재대책 기본계획 검토

 기존 방재관련 연구과제 및 방사능방재 합동훈련시의 문제점 검토

 가능성 있는 방사능재난 유형과 대응시 고려하여야 할 요소 정립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의 임무, 책임 및 권한 명확히 기술 

 자연재해 및 인위재난에 대한 국가 비상대책 기본계획과 종합되고 양

립되는 방사능재난대책 운 개념 정립

연구개발시 도출된 문제점 해결 방안

 정부, 원자력방재 전문기관 및 원자력사업자 등 관계기관 방사능방재

대책 담당자로 원자력방재 전문가 그룹(Task Force Team)을 구성하

여 연구 추진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방재대책 담당자로 자문회의를 구성하여 연구

내용 및 추진결과에 대한 자문

나. 추진체계

지역 방사능방재대책 개선

관련법규 

개선방안 도출

지역 방사능재난관리

운 개념 확립

관계기관간 

협조지원체제 정립
자문

위원 

정책

협의

관계

기관 

의견

수렴

국내․외 제도분석
관계기관 평상시    

임무 검토

국가 비상정책     
연계성 검토

관계기관 비상시

책임/권한 검토

관계기관 비상계획 

검토

관계기관 방재교육/

훈련 검토

그림 2. 연구개발 추진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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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1절 국내 방사능방재대책 기술현황 분석

1. 국가 재난관리체계 현황

가. 국가 재난관리체계

국가 재난관리체계는 '민방위기본법'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을 중심

으로 구축․운 되고 있으며,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등에 대한 방사능재

난관리체계는 '방사능방재대책법'이 2개의 기본법과 연계되어 구축․운

되고 있다. 

'방사능방재대책법'은 방사선의 특수성을 고려한 특별법적인 성격을 띠

고 있으며,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을 대상으로 제정되었다. '방사능방재대

책법'에서 언급하지 않은 방사선사고 등에 대한 국가재난관리체계는 2

개의 기본법에 의거 운 된다. 

정부는 이들 관계법령의 목적 및 의무와 관련된 조항에 기술된 바와 같

이 모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재난관리체계를 구축ㆍ운 하고 있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

의 기본적인 책임․권한․의무 사항들은 대상 재난의 특수성에 따라 일

부 중복되는 것은 있겠으나 관계기관의 평상시 임무와 연계되어 관계법

령에 명시되어 있다.

나. 재난관리 매뉴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들은 국민

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체계적으로 재난

을 관리해야 한다.

국가 재난관리전담기구인 소방방재청은 재난관리책임기관 자체 매뉴얼

이 마련되어 있지만 유관기관과 공유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아직 매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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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기관들을 위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표준매뉴

얼’[1]을 2005년 12월 작성하고, 아직 재난관리매뉴얼이 작성되어 있지 

않은 기관에서는 이 표준매뉴얼을 참고하여 각 기관 특성에 맞는 매뉴

얼을 작성토록 하고, 이미 작성하여 활용하고 있는 기관에서도 필요한 

부분을 보완토록 제안하고 있다.

표준매뉴얼에는 우리나라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전체적인 재난관리체

계를 그림 3과 같이 제시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는 각 구성부분을 

참고하여 각 기관에 적합한 고유의 재난관리체계를 구성토록 하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주무부처장관 중앙긴급구조통제단

단장 : 소방방재청장

조정위원회
행정자치부장관

분과위원회
8개분과

시․도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 : 시․도지사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 : 시․도지사

시․도긴급구조통제단
단장 : 소방본부장

지방합동조사단
(시․도지사가구성)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 : 시장․군수․구청장

시․군․구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 : 시장․군수․구청장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
단장 : 소방서장

정부합동해외
재난대책지원단

중앙수습지원단
(중앙본부장이관련
전문가로구성)

중앙합동조사단
(중앙본부장이구성)

상황총괄반
행정지원반
구조구급반
비상지원반

자원봉사지원반
공보지원반

총괄지휘부
대응계획부
자원지원부
현장지휘대
긴급복구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 : 행정자치부장관
  차  장 : 소방방재청장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 : 국 무 총 리
         간  사 : 소방방재청장

그림 3.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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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표준매뉴얼에는 재난발생시 비상대응조직의 기능과 근무체제를 아

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대규모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

재난상황에 대한 통합관리를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반조치 요청 등

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근무체제 (그림 4)

근무 운 을 2단계(준비, 비상단계)로 편성․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행정자치부장관

차         장
소방방재청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총 괄 조 정 관
소방방채청차장

통   제   관
담당(자연․인적)국장

담   당   관
담당(자연․인적)과장

상 황 실 장

상황
총괄반

행정
지원반

구급
구조반

비상
지원반

자원
봉사
지원반

공보
지원반

그림 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체제도

준비단계 : 상시대비체제와 사전대비체제로 구분

 상시대비체제 : 특별한 재난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단계

 사전대비체제 :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예비특보 또는 

주의보의 발령으로 재난에 대한 대비 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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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단계 :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경보발령으로 전국 

또는 지역적인 재난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중앙대책본부의 

재난대비체제를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는 단계 또는 중앙본부장이 인

정하는 이에 준하는 단계

2)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관할구역내의 재난대책의 총괄조정 및 집행

재난응급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비축

재난발생시의 응급조치

복구사업 실시 및 감독

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의 임무

상황총괄반 : 시․도, 시․군․구 재난대책담당국․과와 관련 실․국․

과 및 지방기상청 등 유관기관 소속원으로 구성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피해상황 등 입력

 재난진행상황 파악․전달․처리 및 사전예방조치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

 현장상황관리관 및 중앙수습지원단 활동 지원

 특별지시사항 처리 및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행정지원반 : 시․도, 시․군․구 재난대책담당국․과와 관련 실․국․

과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

 주요인사 방문 의전, 상황근무 명령, 복무단속 및 행정지원에 필요한 

사항

구조구급반 : 시․도, 시․군․구 재난대책담당국․과와 관련 

실․국․과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

 구조․구급 총괄 및 기타 구조․구급에 필요한 사항

비상지원반 : 시․도, 시․군․구 재난대책담당국․과와 관련 실․국․

과 및 유관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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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복구, 민방위대, 군․경 협조 및 기타 응급복구에 관한 사항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 및 구호센터 설치운

 부상자 의료지원,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전염병 

예방 방역소독, 기동의료반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

자원봉사지원반 : 시․도, 시․군․구 재난대책담당국․과와 관련 실․

국․과 소속 공무원 및 참여희망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운 ,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사항

공보지원반 : 시․도, 시․군․구 재난대책담당국․과와 관련 실․국․

과 소속 공무원 및 지역방송위원회소속직원으로 구성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재난예․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

 각종 보도자료 작성 배포 및 재난현장 취재지원

 기타 공보지원에 필요한 사항

상황
총괄반

행정
지원반

구급
구조반

비상
지원반

자원
봉사
지원반

공보
지원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
지방자치단체장

차         장
부단체장

총 괄 조 정 관
기획관리실장

통   제   관
담당(자연․인적)국장

담  당  관
담당(자연․인적)과장

그림 5.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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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 재난위기관리체계 현황

가. 국가 위기관리 개념과 체계의 변화

1) 포괄적 안보개념에 의한 국가 재난위기관리체계 구축⋅정비

90년대 탈냉전 이후 군사 등 전통적 안보분야에서의 위협은 낮아지고 

재난, 사이버, 테러, 국가 주요 기능 마비 등 비군사 분야에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위협하는 요인 증가

2001년 미국에서의 911 테러발생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종전의 군사 중

심의 전통적 안보개념 상황을 포괄적 안보개념 상황으로 확대

2003년 2월 대구 지하철 참사로 대규모 재난시 포괄적 안보개념에 의

한 국가위기관리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3년 6월 국가안전보

장회의내에 국가안보종합상황실을 설치⋅운

2) 국가 위기관리 규범체계 구축  

정부 부처⋅기관의 위기관리 활동을 포함 적용할 수 있는 규범(국가위

기관리 기본지침[2]) 제정

국가가 다루어야 할 3개 분야 32개 위기유형 선정[3]

 전통적 안보분야(12) : 북핵 우발사태, 서해 NLL 우발사태, 개성공단 

돌발사태, 대통령 권한 공백, 재외국민보호, 소요폭동, 파병부대 우발

사태, 테러, 기타(4건) 

 재난분야(11) : 풍수해, 지진, 산불, 고속철도 대형사고, 다중 집시설 

대형사고, 대규모 환경오염, 화학 유해물질 유출사고, 지하철 대형 화

재사고, 공동구 화재사고, 전염병, 가축질병

 국가 핵심기반분야(9) : 사이버 안전, 전력, 원유수급, 원전 안전, 금융

전산, 육상 화물운송, 식용수, 보건의료, 정보통신

위기유형별 관련 정부부처⋅기관의 임무와 역할, 위기관리 활동의 방

향, 의사결정체계 등을 수록한 위기대응 표준매뉴얼을 2004년 12월에 

수립하고, 2005년에는 위기발생시 즉각 적용해야 할 39개 부처⋅기관의 

임무와 역할, 조치절차 등을 규정한 위기대응 실무/지원매뉴얼(272개) 

및 2006∼2007년에 지방자치단체 등 하위기관의 위기대응 현장조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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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얼 수립을 추진 

32개 위기유형별 실무매뉴얼 수량  

 안보분야 : 북핵 우발사태 등 총 86건

 재난분야 : 풍수해 재난 등 총 119개

 핵심기반 : 원전 안전 등 총 55건

3) 국가 위기경보 제도 도입 운용

위기유형별 관련기관은 평시에 각종 위기 징후를 모니터링 하다가 징

후기 식별되면 이를 단독 또는 유관기관 합동으로 위기 상황을 평가한 

후, 평가에 기초하여 그 수준에 적합한 위기경보 발령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경보 단계로 구분

 관심경보 : 징후활동 감시

 주의경보 : 협조체계 가동 및 대응태세 점검

 경계경보 : 대응태세 돌입

 심각경보 : 즉각 대응조치 시행

나. 국가 위기관리제도의 개선 및 효율적 운

1) 실시간 재난 상황 정보의 공유 강화

각 부처별로 구축되어 있는 재난상황정보체계의 공유화 추진 

2) 재난경보제도의 표준화

각 부처⋅기관에서 수준⋅용어⋅개념 등이 상이하게 운 되었던 각종

분야의 경보체계를 국가위기경보제도에 적용하여 표준화 유도

3) 국가 위기관리 연습⋅훈련체계의 정비

부처별로 실시하거나 합동으로 실시한 국가급 연습⋅훈련체계를 정비

하여 위기유형별 표준/실무매뉴얼의 주관/유관기관 전체가 참여하는 위

기대응 통합연습 체계를 구축, 범정부차원의 연습⋅훈련과 연계하여 시

행되도록 체계 정비

기존의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및 을지연습등과 통합 실시하거나 별도

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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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건의 변화에 부응하는 재난관리

전시대비 자원의 평시 활용

3. 지역 방사능방재계획 현황

우리나라의 방재기본계획은 재해가 발생하기 쉬운 자연적 조건과 산업

화․도시화의 급속한 진전이라는 사회적 여건 변화로 인하여 1977년부

터 매 5년마다 '민방위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왔다.

1978년 고리원전이 가동됨에 따라 제2차 민방위 5개년계획(1982∼1986

년)에 방사능방재대책분야가 수립되어 원전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방자

치단체에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이 수립되게 되었다. 

일본 JCO 핵임계사고(1999), 미국 911 테러사건(2001) 등에 의거 정부는 

'방사능방재대책법'(2003)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국가방사능방재 기본계

획(2004.9) 및 세부집행계획(2005.2)을 새롭게 재정립하 다. 국가방사능

방재계획은 '민방위기본법'의 민방위계획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안전관리계획의 방사능방재대책분야로 적용된다.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이 재정립됨에 따라 원전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방

자치단체의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을 본 연구개발 과제를 통하여 재정비하

게 되었다. 기존의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은 민방위계획의 일환으로 수립 

운 되었으며, 새로운 여건 변화에 따른 중앙부처-지자단체-지역유관기

관 간 상호 연계된 비상임무, 권한, 책임사항 등에 대한 재정립이 요청

되었다. 

또한 국가 재난위기관리체계에 따라 ‘원전안전분야 위기대응 실무매뉴

얼’ 작성과 연계하여 ‘지역방사능방재계획 표준지침(안)’을 수립하게 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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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국내․외 여건변화 및 방재대책의 향후 전망

1. 국내․외 여건 변화

가. 국외 여건 변화

방사능재난의 특수성을 감안한 방사능재난관리체제 구축 필요

 일본 JCO 핵임계 사고 등 외국 원자력시설에서의 방사능재난 및 방

사성동위원소 취급․운반사고 등을 통하여 원자력 선진국 및 원자력

관련 국제기구․협의회 등에서 방사능방재대책의 미비점 보완, 대응

지침 개발 및 국제간 방재대책 공동협의체 구축 추진

방사능테러 가능성 증대에 따른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 방호체제 강화

 미국의 911 테러 이후 핵물질 및 방사성물질을 이용한 국제적인 테러 

가능성 증대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사보타주나 테러에 대비한 국제적인 

물리적 방호체제의 강화 필요

북한 핵개발에 의한 핵실험 우발사태 발생 가능성 증대에 따른 방호체

제 강화

 국가 및 지역 방사능방재체제의 강화 필요

나. 국내 여건 변화

원자력․방사선을 이용한 국가 산업발전이 증대되는 반면, 이에 따른 사

고발생 가능성도 증가

 2005년 현재, 총 20기의 원자력발전소를 통해 국내 전체 전력의 40% 

이상 공급

 전국 2,200여개의 연구기관, 병원, 기업 등에서 방사선원을 이용하고 

있으며 매년 10% 이상 증가 추세

방재관계 법령의 제정 및 시행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신규 제정으로 국가 재난

관리체계 강화

 효율적인 국가 방사능재난관리체제 운 을 위한 관계기관 역할 및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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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 재정립 필요성 대두

방사선비상시 주민행동요령에 대한 주민의 관심도 증대

 원자력시설에 대한 방사성물질의 환경방출 가능성에 대한 주민의 안

전에 대한 관심도 증대

2. 향후전망

북한 핵개발에 의한 핵실험 우발사태 발생 가능성 증대

이라크 전쟁 등 민족․지역분쟁 증가로 방사능테러 가능성 증대

국제유류 수급의 불확실성 및 에너지 수요증가로 원자력시설의 건설․

운  증대

방사성물질의 다양한 활용성 증가에 따른 사고 발생 가능성 증대 

원자력시설의 안전운 에 대한 국민 관심도 증가

국민의 방사능방재대책 관심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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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일본 원자력재해대책 운  현황 분석

1. 일본 재해대책기본법

일본은 1959년 9월26일 발생한 태풍으로 5,000 여명의 사망자·행방불명

자가 발생함을 계기로 1961년에 재해대책기본법을 제정하 다. 동 법은 

국토에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고 사회 질서 유

지와 공공의 복지 확보를 위해 제정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규정

하고 있다.  

 정부, 도도부현, 시읍면 등의 공공기관이 필요한 재해관리체제를 확립

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한다. 

 방재계획의 작성,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 재해복구 및 방재에 관한 

재정금융조치 기타 필요한 재해대책의 기본을 규정하여,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방재행정의 정비 및 추진을 도모한다.

재해대책기본법에는 정부, 지방 공공단체, 지정공공기관(일본은행, 일본 

적십자사, 일본방송협회 등의 공공기관 및 전기, 가스, 수송, 통신 등의 

공익적 사업을 지내는 법인의 내각 총리대신이 지정한 것) 및 지정 지방

공공기관(공익적 사업을 지내는 법인의 안 도․도․부․현지사가 지정

한 것), 및 주민에 대해서 각각의 책무를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방재책

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표 1. 일본 방재관계기관의 책임 및 임무

단체명  책임 및 임무

정부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 및 재해복구의 기본이 되는 방재기본

계획을 작성하여 법령에 의거 실시하고, 방재에 관하여 만전인

 조치를 강구한다.

 지방공공단체, 지정공공기관 및 지정 지방공공기관이 이행하는

 방재업무 추진을 도모하고 종합 조정한다.

 재해에  향을 미치는 적정한 예산을 책정한다. 

도도부현
 관할지역내 주민의 생명, 신체, 재산보호를 위해 관계 기관 및 

다른 지방 공공단체의 협력을 얻어 지역방재계획을 작성․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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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원자력재해대책특별조치법

원자력시설에서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주변 주민이 받는 향을 가능한 

한 적게 받도록 재해대책기본법에 의거 원자력방재체제가 유지되어 왔

으나, 1999년 9월 30일에 발생했던 JCO 우라늄 가공공장에서의 임계사

고 발생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원자력재해 대응활동은 아래의 지침․계획 등에 근거하여 수립되었지

만 이들은 원자력발전소 사고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JCO 우라늄 

가공공장에서의 임계사고는 고려되지 않았다.

․재해대책기본법에 의한 방재기본계획(제10편 원자력재해대책편)

․원자력발전소 주변의 방재대책에 대해서(원자력안전위원회 방재지침)

․방재업무계획(과학기술청)

․원자력재해시의 긴급시 대응 매뉴얼(과학기술청) 

단체명  책임 및 임무

한다.

 관할구역내 시읍면, 지정지방공공기관이 이행하는 방재업무를 

지원하고 종합 조정한다.

시읍면

 관할지역내 주민의 생명, 신체, 재산보호를 위해 관계기관, 다

른 지방공공단체 등의 협력을 얻어 방재계획을 작성 실시한다.

 소방기관, 수방단 등의 조직의 정비 및 지역내 공공단체 등의 

방재조직 및 주민의 자주방재조직 강화를 도모한다.

공공기관

 지정공공기관 및 지정 지방공공기관의 업무에 관계된 방재계획

을 작성 실시한다.

 방재업무에 관하여 도도부현, 시읍면과 협력한다.

 기관의 업무의 공공성 또는 공익성에 비추어 각각의 업무를 통

해서 방재에 기여한다.

주민

 지방공공단체의 지역내 공공단체, 방재에 중요한 시설의 관리

자 등 방재에 관한 책무를 가진 자는 법령이나 지역방재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활동한다. 

 일반 주민은 스스로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고, 

방재활동에 자발적으로 참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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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CO로 부터의 첫 보고가 늦었고, 그 후의 정보전달도 원활하지 않았

으며, 사고 상황의 정확한 파악이 늦어졌기 때문에 정확한 초기 대응

활동을 할 수 없었다. 

 정부, 현, 마을 간의 연계가 불충분해서 상호간 정보전달이나 정부에 

의한 지도·조언이 정확하게 이행되지 않아, 주민에 대한 소개 요청 등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없었다. 

 연락이나 응급체제 측면에서 사업자의 대응이 불충분 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지방자치단체에게 방재 책무가 있고, 정부

는 조언·지도를 행하는 입장이었지만, 실제로는 원자력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많이 소유하는 정부가 상당한 정도의 긴급시 대응을 행하지 

않으면 적절한 대응이 곤란했다.

위와 같은 문제점에 의거 1999년 11월 5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발행

된 ‘우라늄 가공 공장 경계사고 조사위원회 긴급 제언·중간 보고’에서는 

원자력재해 대응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제언이 요청되었다.

 원자력재해가 발생하 을 경우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은 불가능 하다. 

JCO 사고를 교훈으로 원자력재해의 특수성에 정확하게 대응 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대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한다.  

․정확한 정보 파악에 근거하는 신속한 초기대응활동과 정부, 도도부

현, 시읍면 간의 유기적 연계체제의 확보

․원자력재해 특수성에 대응하는 정부의 긴급시 대응체제의 강화 

․사고시 신속한 통보 등 원자력사업자의 역할 명확화 

․모니터링 시스템, 정보 수신 설비의 정비

이에 따라 1999년 12월17일 재해대책기본법의 특별법으로서 ‘원자력재해

대책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2000년 6월에 시행되었다. 이 원자력재해대

책특별조치법은 원자력재해의 특수성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것을 정하

여 원자력재해 대책을 강화하고 원자력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원자력재해의 예방에 관한 원자력사업자의 의무 등 

 원자력긴급사태 선언 및 원자력재해대책본부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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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사태응급대책의 실시 및 기타 원자력재해에 관한 사항에 대한 특

별 조치 

원자력재해대책특별조치법의 주요 내용은 표2와 같다.

표 2. 일본 원자력재해대책특별조치법의 주요 내용

목적 주요 내용

초기 동작의 

신속화

 원자력사업자의 이상사태 통보 의무 부과

 소관 대신은 초기활동을 시작하고,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

라 즉시 내각 총리대신을 장으로 하는 ‘원자력재해대책본

부’설치 운

 해당 시읍면 및 도도부현의 대책본부 설치. 정부는 주민보

호조치에 필요한 조치를 지자체에 지시

정부, 

지방 공공단체의

연계 강화

 정부는 현지에 ‘원자력재해현지대책본부’를 설치

 정부와 지자체의 현지대책본부의 연계체제를 강화하기 위

해 ‘원자력재해 합동대책협의회’를 설치

 종합 방재훈련의 실시

정부의 체제강화

 정부의 원자력방재전문관에 대한 법적 위치를 부여하고, 

원자력사업소가 소재하는 지역에 상주시켜 방재활동의 중

심적 역할을 부여

 원자력재해대책본부장(내각 총리대신)은 관계 행정기관, 

관계 지자체에게 응급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

 원자력재해대책본부장의 방위청 장관에게 자위대의 파견 

요청 권한 부여

 주무 대신은 offsite 센터를 미리 지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사위원의 기술적 조언의 법적 위치 

부여

 원자력재해긴급시 각종 대응 기능의 신속한 현장투입체제

의 확보

사업자 책무 

확보

 부지내 방사선측정설비 설치 의무의 명확화 및 기록 공표

의 의무 부과

 통보 의무의 명확화

 사업자는 방재조직을 설치하고, 재해응급조치를 실시

 사업자는 원자력방재관리자를 설치

 원자력사업자 방재업무계획의 책정 의무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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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 원자력방재대책

원자력시설 관계 규제법이나 원자력재해대책특별조치법 등에 근거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원자력사업자가 각각의 입장에서 체제(그림6)를 강

화하고 종합방재훈련 실시 등 평상시 방재에 대비고 있다. 

원자력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정부의 원자력재해현지대책본부, 도

도부현 및 시읍면의 현지재해대책본부는 원자력긴급사태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제 각기 실시하는 긴급사태응급대책에 대해서 서로 협력하기 

위해서 현지의 offsite 센터에 원자력재해 합동대책협의회를 조직 운 한

다.

그림 6. 일본 원자력방재대책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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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부의 원자력방재체제․조직 

1) 평상시 방재체제 구축․운  

긴급사태 응급대책을 실시하기 위한 대책거점시설(offsite 센터)을 지정

하고, 응급대책 실시에 필요한 설비·장비의 정비, 유지를 지방자치단체

와 연계하여 실시 운

지방자치단체, 원자력사업자와 협력하여 매년 종합방재훈련을 실시

평상시 원자력재해에 대비하고, 시설의 안전한 운 을 확인하기 위해 

경제산업성 또는 문교과학성의 직원인 원자력방재전문관과 원자력보안

검사관이 원자력시설 가까이 상주

 원자력방재전문관은 원자력사업자에게 방재에 관한 지도․조언을 하

고,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를 갖는 등 평소에 원자력재해에 대비한다.

 원자력보안검사관은 원자력시설 점검, 사건 발생시 현장 확인 등 원

자력시설의 안전 운 을 확인한다. 

2) 긴급시의 체제․조직  

원자력사업소에서 이상상태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대응을 취하는 것

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상상태가 발생했을 경우 대응 순서를 결정

하는 등 방재대책을 수립하고, 사고시 기민하게 대응하여 신속하게 관

계자간에 정보를 공유토록 한다. 

만일 원자력사업소 주변에 통상 때보다도 높은 방사선(5μSv/h 이상)이 

검출되었을 경우나 원자력시설에 있어서 안전기능의 일부가 작용하지 

않는 등의 통보 기준에 정한 사고가 발생하고, 원자력사업자에 의해 정

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통보되면, 각 원자력사업소의 소재지역의 ‘원자

력방재전문관’은 사업자나 지자체와의 사이에서 신속한 정보수집, 연락

을 수행한다. 또한, 미리 지정된 ‘offsite 센터(긴급사태응급대책거점시

설)’에서 대응활동을 시작하고, 정보교환이나 대책을 검토한다. 

500μSv/h 이상 방사선량 검출 등 통보 사고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주

무 대신(원자력발전소의 경우 경제산업대신)이 원자력긴급사태가 발생

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내각 총리대신에게 보고한다. 보고를 받은 

내각 총리대신은 즉시 ‘원자력긴급사태선언’을 하고 ‘원자력재해대책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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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설치 운 한다. 또한 현지의 offsite 센터에 ‘원자력재해 현지대책

본부’를 설치한다. 

원자력재해대책본부장은 긴급사태응급대책을 실시토록 관계 기관의 장 

및 원자력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고, 필요시 자위대에도 파견을 

요청한다.

원자력 재해대책에는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견해가 

중요하므로, 원자력재해대책본부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기술적 사항

에 관한 조언을 요청한다.

  

가) 원자력방재전문관

원자력방재전문관은 경제산업성 또는 문교과학성의 직원으로서 원자력

사업소가 있는 긴급사태응급대책거점시설에 상주한다. 

평상시 임무

 지방자치단체에게 방재계획 책정 등에 대한 지도·조언

 원자력사업자의 방재업무계획의 작성이나 원자력재해예방 대책의 실

시에 관한 지도·조언

 offsite 센터의 방재장비 물품의 정비 

 원자력방재훈련의 기획 조정 및 실시

 원자력방재에 관한 지역의 이해 촉진 활동 등  

이상(긴급)사태 발생시 임무 

 사고 시설의 상황파악을 위해 원자력보안검사관에게 현장 확인을 하

도록 지시

 offsite 센터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기기 운

 동경에서 오는 경제산업 부대신 혹은 문교과학 부대신을 비롯한 현지

사고대책연락 회의요원이 갖추어지고, 현지체제가 확립할 때 까지 원

자력재해현지경계본부장 대행으로서 제１선에서 방재활동 유지

 이상사태 상황 파악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지방 공공단체가 행하는 

정보 수집 및 응급조치에 관한 조언, 기타 원자력재해의 발생 또는 

확대 방지의 원활한 실시에 필요한 업무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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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자력보안검사관 

원자력보안검사관은 원자력시설의 사용전 검사, 용접 검사, 시설 정기

검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 던 원자력시설에 관해서 상당한 지식 및 

경험을 소유한 자로 임명되며, 원자력보안검사관 사무소에 상주한다.

평상시 임무

 원자력시설 중앙제어실, 터빈 발전기 등을 순시하고 운전 상황의 확

인 등 수행

 원자력사업자 보안규정의 준수 상황에 대한 보안검사를 년 4회 수행

이상(긴급)사태 발생시 임무 

 원자력방재전문관의 지시를 받아 원자력사업소의 긴급시 대응실에 이

동하여 현장 확인을 하고, 원자력방재전문관과 dffsite 센터 플랜트반

장 및 관계 지방 공공단체에 현장확인 결과를 신속하게 보고한다. 

 보고후에도 원자력사업자의 긴급시 대응실의 대응활동 정보수집과 이

를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일본 전역의 원자력보안검사관의 수는 문교과학성 59명, 경제산업성 

163명이 있다. 

3) 긴급시 대응센터 

경제산업성은 원자력방재체제의 강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원자력발전소 

등에서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활동의 거점이 되는 장소로서, 원

자력안전·보안원에 ‘긴급시 대응센터’를 설치․운 한다.

만일 원자력사업자에게서 원자력재해대책특별조치법에 근거하는 특정 

사상의 통보가 있을 경우, 긴급시 대응센터에 경제산업성의 원자력재해

경계본부가 설치된다. 원자력긴급사태에 이르면 이 원자력재해경계본부

는 경제산업성의 원자력재해대책본부로 변경된다. 경제산업성 원자력재

해대책본부장은 경제산업대신이 되고 사무국장은 원자력안전·보안원장

이 된다.

원자력긴급사태가 선언되면, 수상관저에 정부의 원자력재해대책본부(본

부장 : 내각 총리대신, 사무국장 : 원자력안전·보안원장이 겸무)가 설치

되어, 긴급시 대응센터에 있는 경제산업성의 원자력재해대책본부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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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원자력재해대책본부의 사무국의 일부로서 기능을 한다.

관련되는 행정 기관, 공공기관, 원자력사업자등이 실시하는 긴급사태응

급대책의 종합 조정, 본부장이 행하는 관계자에게로의 지시 등 필요한 

사무 처리를 하기 위해 총괄반, 플랜트반, 방사선반, 주민안전반, 의료

반 및 광고반의 6개 기능반을 설치하고 원자력안전·보안원의 직원이 분

담해서 운 한다.

긴급시 대응센터의 회의를 하는 공간에는 대 화면 모니터나 화이트보

드가 설치되며 통신설비로서는 각 offsite 센터를 묶는 전용 전화 회선

과 팩시 리, 화상회의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다.

원자력재해대책본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발전소등의 상황을 신속, 정확

하게 파악하는 동시에 그 후의 원자로의 상황을 예측해서 재해대책을 

지원하는 ‘긴급시대책지원 시스템(ERSS)’ 및 방사성물질의 확산 등의 

향을 예측하는 ‘긴급시 신속방사능 향예측 네트워크시스템 

(SPEEDI)’의 단말기가 배치되어 있다.

문교과학성, 국토교통성에는 제 각기 ‘문교과학성 비상재해대책 센터’, 

‘국토교통성 방재센터’가 설치․운 된다. 

4) 긴급사태응급대책거점시설 (offsite 센터) 

JCO 우라늄 가공공장에서의 경계사고를 교훈으로 원자력재해시 정부, 

도도부현, 시읍면등의 관계자가 한 곳에 모여 정부의 원자력재해현지대

책본부,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대책본부등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함께 응

급조치 등을 강구하고 원자력방재대책활동을 조정하여 원활하게 추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이에 따라 원자력재해대책특별조치법 제12조 제1목에 의거 긴급사태응

급대책거점시설(offsite 센터)이 마련되었다. Offsite 센터는 일본 전역에 

21개소 설치되어 있다. 

가) 긴급사태응급대책거점시설(offsite 센터)에 대한 요건

대상이 되는 원자력사업소에서의 거리는 20km 미만이며, 이는 해당 원

자력사업소 원자로의 운전 등의 특성을 감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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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가 집합하기 위해 필요한 도로, 헬리포트, 그 밖의 교통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화상회의시스템, 전화, 팩시 리 장치 및 그 밖의 통신설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대상이 되는 원자력사업소에 설치되어 있는 방사선측정 설비와 그 밖

의 방사선측정 설비 및 기상 및 원자력사업소내의 상황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설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원자력재해합동 대책협의회를 설치하는 장소를 포함한 바닥 면적은 

800㎡이상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대상이 되는 원자력사업소를 담당하는 원자력방재전문관의 사무실을 

마련하고 있어야 한다.  

원자력재해시 시설내 피폭 방사선량을 저감하기 위해 콘크리트 벽 및 

환기 설비를 설치하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어야 한다.  

인체 또는 작업 의복, 신발 등 인체에 착용하고 있는 물건 표면의 방사

성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설비를 마련하여야 한다.  

부지내 또는 그 근방에 보도를 용이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넓이

의 구획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

해당 offsite 센터 및 설비 유지 관리에 대한 책임의 범위를 적절하고 

명확히 하여야 한다.

원자력사업자 방재업무계획, 신청서에 근거하여 원자력사업소의 시설의 

구조 등을 기재한 서류 및 보안규정의 복사를 보관하는 설비가 있어야 

한다.  

해당 offsite 센터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해당 offsite 센터

에서 이동이 가능한 장소에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필요한 교통수단을 확보할 수 있고, 필요한 통신설비를 대비한 

충분한 넓이를 소유하는 시설)

나) Offsite 센터의 역할과 기능 

평상시 원자력재해에 대비하고 시설의 안전한 운 을 확인하기 위해서 

경제산업성 원자력안전·보안원 등 정부의 직원인 원자력방재전문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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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보안검사관이 원자력시설 가까운 offsite 센터에 상주하고 있다. 

또한 원자력방재훈련이나 방재업무관계자등에 대한 연수에도 사용되고 

있다. 

원자력사업소 주변에서 평상 때보다도 높은 방사선(5μSv/h 이상)이 검

출되었을 경우나 원자력시설에서 안전기능의 일부가 작동하지 않는 등

의 통보 기준에 정하는 이상상태가 발생했을 경우, 원자력사업자는 즉

시 정부나 지방자치체에 통보토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각 원자력사업소의 소재지역의 원자력방재전문관은 통보를 받으면 사

업자나 지자체로부터 신속한 정보수집, 연락 및 미리 지정된 offsite 센

터에서 대응활동을 시작하고, 정보교환이나 대책을 검토한다. 

신속한 초기대응활동으로 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도도부현 및 시읍면)이 기능적으로 연계해서 대응해 가는 것이 중

요하다. 따라서 offsite 센터에서는 정부의 현지대책본부나 지방자치단

체의 현지대책본부등이 한 곳에 모이는 「원자력재해합동 대책협의

회」를 조직하고, 정보교환이나 대책의 검토를 공동으로 수행토록 공통

의 공간에서 다음과 같은 구역을 마련하고 있다.

 원자력재해합동대책협의회의 전체회의 구역 : 원자력재해합동 대책협

의회의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구역으로서 각종 데이타를 표시하는 대

형표시장치도 설치되어 있다. 

 경제산업성 구역 : 경제산업성에서 파견된 직원이 사용하는 구역 

 관계 성청의 구역 : 정부에서 파견된 직원 등이 사용하는 구역 

 자위대 구역 : 자위대에서 파견된 직원 등이 사용하는 구역 

 현본부의 재해대책을 위한 구역 : 현본부의 구역, 관계 시읍면의 재해

대책을 위한 구역, 사고 상황이나 응급대책의 실시 상황 등에 대해서 

각각의 시읍면의 재해대책본부와 서로 연락을 취하기 위한 구역 

 원자력사업자의 구역 : 전력회사등의 원자력사업자에게서 파견된 직

원이 사용하는 구역 

 기능반의 구역 : 운 지원반」을 제외한 총괄반, 광고반, 플랜트반, 방

사선반, 의료반, 주민안전반이 활동하는 구역. 운 지원반은 직무상 

다른 장소에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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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사태대응 방침결정 회의실 : 긴급사태대응 방침결정 회의를 위한 

방이 마련되어 있다. 주민보호조치 등 중요사항의 조정을 위해 긴급

사태 대응방침 결정회의를 개최한다. 이 방에는 내각 총리대신관저, 

경제산업성, 관계 시읍면을 묶는 화상회의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다. 

원자력재해 합동대책협의회가 수행해야 할 역할은 그림 7과 같다.

원자력재해 합동대책협의회

긴급사태대응방침결정회의 

최고 중요 사항의 조정 (비공개)

주민피난, 사고결속을 위한 조치 등 

중요사항의 조정

긴급사태응급대책실시구역의 확장, 

축소, 긴급사태해제 선언 등에 

대해서 정부 대책본부에 제언  

전체회의

관계자의 정보의 공유, 상호협력을 위한 조정 (공개)

원자력방재센터내 정보의 공유

각 기관이 실시하는 긴급사태응급대책의 확인

긴급사태응급대책 관계기관의 업무 조정

대응방침결정회의의 조정사항을 각 기관에 연락

각 기능반의 긴급사태 대응방침 실시상황의 보고, 확인

언론보도기관 발표 내용의 확인

총괄반

종합조정

합동대책협의회 운  사무국

정부의 원자력재해현지대책본부장

의 보좌

정부,현,시읍면등과의 연결조정 등

운 지원반

원자력방재센터내 관리

센터 출입 관리

집합자의 식료등의 조달

원자력방재센터의 환경정

비 등

홍보반

보도기관등 대응

주민등에의 광고

보도기관 등에 대응

주민 등에 대응 등

방사선반

방사선 향 평가

방사능농도 예측

방사선상황의 정리

피폭 선량의 예측

모니터링 자료 수집

음식물섭취제한권고

의 검토 등

플랜트반

사고상황의 파악

사고의 추이 예측

plant 정보 수집

사고추이 예측 등

의료반

피해자 의료활동 파악

피해상황의 파악

구조 및 구명상황

의 파악

옥소제 복용 지시

의 검토 등

주민안전반

피해자 구조, 사회질서 

유지활동 파악 조정

옥내대피/소개상황의 

파악

교통규제 상황 파악

음식물 섭취제한 상

황의 파악 등

그림 7. 원자력재해 합동대책협의회의 역활

다) Offsite 센터의 설비 

소집연락시스템 : 통보를 받은 방재전문관이 지자체, 그 고장의 방재관

계기관, 원자력사업자에게 offsite 센터의 설치 운 을 위한 방재요원 

파견을 요청하기 위한 시스템

화상회의 시스템, 상표시 시스템, 전광게시판 : 대책회의 지역에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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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저, 경제산업성, 지자체 등과 화상회의 시스템이나 각종 데이타를 

표시하는 스크린, 전광게시판이 있다.

긴급시 대책지원시스템(ERSS) : 원자력발전소의 운전 정보나, 부지주

변의 환경정보(방사선 모니터의 상황 및 기상 데이타등의 정보)을 온라

인 수집하고, 리얼타임으로 표시하여 정보파악이나 예측을 지원한다. 

정보수집시스템, 해석예측시스템, 판단·예측지원시스템으로 구성되어, 

긴급사태 때에는 플랜트반등의 기능반이 ERSS 정보를 활용하여 방재

대책에 사용한다.    

긴급시 신속 방사능 향 예측 네트워크시스템(SPEEDI) : 주변환경의 

방사성물질의 히로키 나카노도 및 피폭 선량등을 지세나 기상 데이타

를 고려해서 신속히 계산하는 시스템입니다. 다량의 방사성물질이 누출

하는 사태가 발생,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주민보호조치를 검

토하는데 사용한다.

방사선감시시스템 : 지자체 및 원자력사업자가 측정하는 방사선의 모니

터링의 데이타를 표시한다.

기상정보시스템 : 방사선 향 예측에 빠뜨릴 수 없는 기상정보, 최신의

 날씨, 풍향, 풍속 등 기상정보를 수집한다.

시스템기기실 : 센터내의 각종 시스템, 통신설비, 서버가 있다.

위성통신시스템 : 지상회선을 확보할 수 없을 때에 위성회선에 의해 통

신을 확보한다.

제염실 : 야외에서 활동한 종사자에게 신체오염이 있을 경우 제염하여 

센터내의 방사능오염을 방지한다.

방사선측정기기 : 모니터링 활동 등에 사용하기 위한 각종 서베이메타 

기기이다.

체표면 모니터 : 신체표면의 방사성물질 오염을 체크한다.

방재대책차량 : offsite 센터에 배치 준비되어 있는 방재업무용 차량으

로, 원자력재해시에는 차량에 탑재해 있는 방사선측정기로 이동하면서 

방사선측정을 하여 지역 지원 활동 등에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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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방 공공단체의 원자력방재체제․조직 

1) 임 무

지방 공공단체는 평상시 정부와 함께 원자력재해에 대비하여 비상대응

체제․조직을 정비하고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지역방재계획을 수립하여 원자력재해에의 응급대책 등을 준비하고, 

직원의 비상연락망 및 집합체제의 정비, 정기적인 훈련 등을 이행한

다.

 offsite 센터(긴급사태응급대책거점시설)를 건설하고, 응급대책의 실시

에 필요한 장비 물품의 정비, 유지 관리한다.

 지방 공공단체는 원자력사업자의 원자력재해의 예방조치가 적절한지 

검사한다. 

2) 긴급시 체제․조직

원자력발전소에서 사고 통보를 받은 지방 공공단체는 정부의 지시·지도 

또는 조언을 바탕으로 도부현 지사는 자신을 본부장으로 각 부 국장이

나 과장 등으로 조직되는 재해대책본부를 신속히 설치하고 긴급시 대

응체제에 들어간다. 시읍면도 재해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긴급시 대응체

제에 들어간다.

미리 정해진 긴급사태 응급대책거점시설(offsite 센터)에 도도부현 및 

시읍면의 현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정부의 현지대책본부와 원자력재해

합동 대책협의회를 조직하고, 정부의 전문가의 지도·조언을 얻고, 모니

터링 결과등에 근거하는 필요한 대책을 검토한다. 검토 결과는 관계 각 

기관에 지시되어, 각종 대책을 실시하고 필요시 적절히 지역 주민에게 

알린다.

긴급시 다음과 같은 활동을 이행한다.

 주변 주민에게 홍보 및 지시 등의 전달 :  주변 지역의 상황, 주민의 

대응방법 등에 관한 정보는 텔레비전, 라디오 등으로 알리고, 방재행

정무선, 홍보차량 등 여러가지 전달 수단을 이용해서 홍보한다. 시읍

면의 홍보는 도도부현 현지재해대책본부의 지시·지도에 근거해서 이

행한다.



- 45 -

 긴급시 환경방사선 모니터링의 실시 : 발전소등 주변에 설치된 모니

터링 스테이션에 의한 연속 측정기 및 긴급시 모니터링 요원에 의한 

주변 지역의 상세한 측정 및 평가에 의해 상황을 파악하고, SPEEDI 

네트워크시스템에 따르는 향 예측 정보를 입수하여 방호 대책을 수

행한다.

 주민보호조치 : 모니터링의 평가 결과나 향 예측 등으로부터 옥내

대피, 소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소개 또는 옥

내대피 구역의 설정, 구호소의 결정이나 유도를 지역방재계획에 근거

하여 실시한다.

 음식물 섭취제한 등 : 방사성물질을 포함하는 음식물 섭취로부터 지

역 주민의 내부피폭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도부현은 긴급시 모니터링 

결과 및 그 평가에 근거하여 필요와 인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특정한 

음식물의 출시 및 음식물 섭취제한하는 것을 시읍면에 지시하는 동시

에 주민에게 홍보, 전달한다.

 긴급시 의료조치 : 도도부현의 현지대책본부에 의료반이 조직되어, 구

호반이나 진단반과 함께 주민의 진단·의료를 담당한다. 

다. 원자력사업자의 원자력방재체제․조직 

원자력사업자는 평상시 원자력방재조직을 설치하고 다음 업무 시행한다.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사업소 마다 방재업무계획을 작성하고 필요시 

개정한다.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사업소 마다 원자력방재조직을 구성하고, 원자

력사업자 방재계획에 따라 원자력재해의 발생 또는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를 이행한다.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사업소 마다 원자력방재관리자를 선임하고, 원

자력 방재조직을 구축한다.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사업소내 통보를 위해 필요한 방사선측정설비

를 설치․유지하고, 원자력방재조직이 비상대응 업무를 이행하기 위

해 필요한 방사선 장해 방호용 기구, 비상용 통신 기기 및 기타 장비 

물품을 구비하고 보수 점검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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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사업소 원자력방재관리자는 기준 이상의 방사선량 검출 또는 원

자력긴급사태 발생 통보를 받거나 스스로 발견했을 때에는 주무 대신, 

소재 도도부현 지사, 소재 시읍면장 및 관계 인접 도도부현 지사에게 통

보하고, 다음과 같은 업무를 이행한다.

 주변 주민의 향에 관한 정보 파악이나 원자력재해의 발생 또는 확

대 방지를 위해 필요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사고의 경과를 정확하

게 상기 기관에 연락한다.

 원자력재해대책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미리 작성된 원자력방재 업무

계획에 따라 사고확대 방지를 위한 사업소내의 응급조치, 복구 대책 

등 그 향을 최소로 하기 위한 대책을 실시한다.

 사업소내에서는 응급조치와 함께 방사선의 향 범위를 확정하고, 작

업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출입제한이나 오염 구역의 지시 및 오염 제

거 등의 활동을 신속히 실시한다.

 지방 공공단체 등의 방재활동이 원활하게 유효하게 이행되도록, 발전

소내의 상황을 정부나 지방 공공단체등의 관계 기관에 신속하게 연락

하고, 설명을 한다.

 발전소 외부의 긴급시 모니터링 활동에 대하여도 정부나 지방 공공단

체의 요청에 부응하여 협력한다.

 

4. 일본 원자력방재대책 관계기관 업무 현황

2005년도 일본 원자력재해 종합훈련을 실시한 新潟懸, 柏崎市, 東京電力

株式會社 柏崎刈羽原子力發電所, 柏崎刈羽原子力防災センタ- 및 원자력

방재전문기관인 原子力安全技術センタ〡를 방문하고 이들 기관의 방재

대책을 통하여 일본의 지역 원자력재해대책 운 현황을 고찰 하 다. 

가. 新潟懸 原子力災害對策

新潟(니가타)懸은 주민의 안전 확보, 환경 보전, 지역 진흥, 정보공개 등

의 원자력 행정을 수행한다.

 담당부서 : 新潟懸 현민생활·환경부 방재국 원자력안전대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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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3년 東京電力株式會社와 안전협정(柏崎刈羽原子力發電所 주변지역

의 안전 확보에 관한 협정서)을 체결하고, 발전소의 안전 확보 대책, 

발전소 주변의 환경방사선감시 및 新潟懸 지역방재계획의 원자력재해

대책을 원자력안전대책과에서 실시하고 있다.

1) 주요 임무

新潟懸의 원자력행정조직과 담당사무, 안전협정, 요청·제언서 등 게재  

매월 15일 발표하는 柏崎刈羽原子力發電所의 상황 또는 사고 발생시의 

보도자료 작성 및 공개

柏崎刈羽原子力發電所의 배치도, 발전 실적, 연료관리 상황, 사고 상황 

등 게재

에너지나 원자력에 관한 포럼, 심포지엄의 회의록 등 게재  

新潟懸이 관리하는 원자력발전소 주변의 환경방사선량의 측정 데이타

를 매 10분마다 갱신

원자력의 기초지식, 방사선감시 조사 데이터 등의 원자력관련 정보를 

포함한 새 에너지나 지역생활정보 등을 홍보하는 원자력홍보센터 운

2) 新潟懸 원자력 행정조직 및 담당업무 (표 3)

표 3. 新潟懸 원자력행정조직 및 담당업무

부서명 담당업무

현민

생활·

환경부

방

재

국

원자력

안전대책과

원자력발전의 안전에 관한 종합 조정

-안전협정

환경방사선의 감시(방사선감시 등 교부금)

-원자력발전소 주변환경감시 평가회의

-원자력발전소 주변환경방사선측정기술연락

회의 

-원자력발전에관한광고(광고·안전등대책교

부금)

원자력방재대책(원자력발전시설 등 긴급시  

안전대책교부금)

-원자력방재훈련

방사선감시센터 환경방사선의 감시, 분석, 조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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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고시의 대응

원자력발전소의 안전확보는 원자력사업자에게 직접인 책임이 있지만,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경제산업대신이 ‘핵원료물질, 핵연료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법률(원자로등 규제법)’ 및 ‘전기사업법’에 근

거하여 설치 허가에서부터 건설공사계획 인허가, 사용전검사, 연료집합

체검사 및 운전시작후의 정기검사 및 운전관리 감독까지 일관해서 엄

격한 안전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新潟懸은 柏崎刈羽市, 카리와무라와 함께 東京電力株式會社과 안전협정

을 맺고, 통보연락체제의 정비, 방사선감시, 정보공개 등에 의해 원자력

시설 관할지역 자치제로서의 안전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 사고시 비상대응은 표 4와 같이 시행된다.

나. 新潟懸 방사선감시센터

1) 평상시 업무

新潟懸은 柏崎刈羽원자력발전소 주변의 환경방사선을 상시 감시하는 

체제를 정비하고 감시 결과를 주민에게 통지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다

음과 같다.

 환경시료의 방사능분석 

 적산 선량의 측정  

 방사능준위 조사  

복지보건부
의약국민건강

보험과

원자력방재에  향을 미치는 긴급시 의료

대책

농림수산부

수산과
온배수  향 조사

-온배수 등 어업조사 기술연락 회의
수산해양연구

소
온배수  향 조사의 실시

산업노동부 산업입지과
전원입지의 조정, 진흥 대책(전원입지 특

별교부금, 전원입지 촉진대책 교부금) 

총무부 세무과 핵연료세의 부과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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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방사능에 관한 조사 연구 

 긴급시 모니터링

1983년 일본은 다른 선진국에 비교하여 볼 때 자원이 모자라 에너지 

공급 구조가 특히 취약하다. 또한, 현재의 세계는 심각한 지구환경 문

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중에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환경 

문제에 관한 국제적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의 추진, 새에

너지의 도입 촉진으로 맞추고, 탄산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등의 환경특

성이나 연료공급 안정성 등의 특징을 소유하는 원자력발전의 추진이 

필요하다.

표 4. 비상대응 이행 체계도

전기사업자   정부   관계 기관

트러블 발생

통보

연락

→

경제산업성 원자력안전·보안원

(상황파악 ·INES잠정평가)

원자력보안검사관

(현장확인)

연락

조정

→←

지방자치체

↓   ↓    

프레스 발표

(발생에 대해서)

프레스 발표

(발생에 대해서)

보고

→
원자력안전위원회

↓   ↓    

원인 조사와

대책의 검토
→ 내용확인

연락

조정

→←

지방자치체

↓   ↓    

프레스 발표

(원인과 대책에 대해)

프레스 발표

(원인과 대책에 대해)

보고

→
원자력안전위원회

↓   ↓    

복구·재발 방지 조치 → 상황확인
보고

→

종합자원에너지 조사회

원자력안전·보안부회

(경제산업대신자문기관)

↓   ↓    

보고서제출 → 보고서수령    

    ↓    

   
프레스 발표

(INES정식평가)

보고

←

종합자원에너지 조사회

원자력안전·보안부회

INES평가 소위원회

(INES정식평가)

    ↓    

수평전개

(타시설에 대책전개)
  보고서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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柏崎刈羽원자력발전소도 이러한 역할을 위해 건설되어 왔지만, 원자력

발전소는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대 전제이며, 주변지역의 안

전 확보와 방재체제의 정비에 의해 주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新潟懸은 이러한 관점에서 1983년부터 柏崎刈羽원자력발전소 주변의 

환경방사선을 상시 감시하는 체제를 정비하고 감시 결과를 널리 주민

에게 통지하고 있다.

新潟懸은 柏崎刈羽원자력발전소 주변 약 10km 이내의 육지 역과 발전

소에서의 온배수가 확산하는 해상 역에서의 공간방사선 측정과 물고

기, 야채, 물 등 주변에 있는 환경시료의 방사능을 측정하고 있다.

환경방사선감시 telemeter system(그림8)은 원자력발전소 주변의 반경 

약 2∼8km 이내의 지역에서의 환경방사선과 기상을 자동 관측하고, 수

집한 각종의 측정 데이타를 해석해서 환경방사선의 변동을 24시간 감

시한다.

 

그림 8. 환경방사선감시 telemeter system 계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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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긴급시 대응임무

표 5. 환경감시센터 비상대응임무

제1차

배치/준비

태세

(경계태세)

설치

기준

 발전소주변의 환경방사선 모니터링에 의해, 공간방사선량

율이 1μSv/h를 초과하는 수치를 검출했을 때.  

 안전협정에 근거하는 이상시의 연락 등에 의해, 특정사상

에 선행하는 사상이 인정을 받을 때, 기타 지사가 필요로

 인정했을 때. 

활동

내용

 원자력안전대책과 및 방사선감시센터 활동 사항  

+ 방사선환경 telemeter system에 의한 감시 강화

+ 순회 감시 차fiddm로 공간선량율 측정

+ 긴급시 모니터링의 준비

제2차 

배치/준비

태세

(재해대책

본부설치)

설치

기준

 발전소의 사고에 의해원자력재해특별조치법 제10조에서 

정하는 특정 사상 발생의 통보가 있었을 때.  

 발전소주변의 환경방사선 모니터링의 공간방사선량율이 5 

μSv/h를 초과하는 수치를 검출했을 때.  

 원자력재해 특별히 조치법 제15조에서 정한 원자력긴급사

태선언 발령의 기준에 달했을 때.  

 기타 지사가 필요 인정했을 때. 

활동

내용

 원자력안전대책과장을 반장으로 환경조사반을 설치하고 

긴급시 모니터링 활동한다.

新潟懸 방사선감시센터는 평상시 柏崎刈羽원자력발전소 주변의 환경방

사능의 정 측정 및 환경방사능에 관한 조사 연구를 시행한다. 그러나 

만일에 원자력재해가 일어났을 경우, 新潟懸 지역방재계획에 근거하여 

柏崎刈羽방사선감시센터의 백업 시설이 되어, 긴급시 환경방사선모니터

링을 시행한다.

긴급시에는 柏崎刈羽방사선감시센터 병설의 원자력방재센터에 현의 재

해대책본부가 설치되어, 원자력재해합동대책협의회와 연계하여 필요한 

방재대책을 이행한다(그림 9).

그림 9. 합동방재대책협의회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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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新潟懸 柏崎刈羽방사선감시센터

평상시 柏崎刈羽원자력 발전소 주변의 환경방사선 감시 이행

긴급시 각종 방재대책등을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환경방사선 모니터

링의 거점시설 운

주요 업무내용 :

 환경시료의 방사능분석 환경방사선감시 telemeter system의 관리운

 순회감시차량, 가변형태 모니터링포스트에 의한 방사선 측정

 환경시료중의 방사능분석  

 환경방사능에 관한 조사 연구

 긴급시 환경 모니터링 

라. 柏崎刈羽 原子力防災センタ-

원자력재해발생시 사고 상황파악 및 예측, 주민의 안전 확보, 피폭자 의

료조치, 소개 주민 지원 등 여러 가지 긴급대책이 필요하므로, 정부 행

정기관, 현(縣), 시읍면, 원자력사업자, 방사선의학종합연구소, 일본원자

력연구소, 핵연료사이클개발기구 등의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 여러 관계

자가 일체가 되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들 관계자가 한 곳에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긴급대책을 조정할 필요하다. 이러한 원자력재해 때에 

거점이 되는 시설이 원자력방재센터이다.

토쿄전력(東京電力)(주) 카시와자키가리와(柏崎刈羽) 원자력발전소에서 

원자력재해가 발생했을 때 정부, 현(縣), 카시와자키시(柏崎市), 카리와무

라(刈羽村), 니샤마쵸(西山町) 및 방재 관계기관 등이 일체가 되어 대책

을 강구하는 니이가타현(新潟縣) 카시와자키가리와(柏崎刈羽) 원자력방

재센터를 긴급사태응급대책의 거점시설로 사용한다.

니이가타현(新潟縣)에서는 카시와자키(柏崎) 종합청사의 인접한 곳에 원

자력방재센터를 건설하고, 평성14년(2002년)도부터 운 하 다. 원자력방

재센터에는 정부의 직원(원자력방재전문관)이 상주하고, 원자력재해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되어 있다. 평상시에는 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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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 수행내용 및 결과

제1절 연구 수행 내용

1. 지역방사능재난관리 운 체제 정립

가. 지역방사능재난관리체계(안)

국가안전관리체제 및 국가방사능재난관리체제와 연계하고,

국가 단위의 비상대응기구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지역 공공

기관과 연계된 지역 방사능재난관리 운 체제를 그림10과 같이 정립함.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시⋅도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시⋅도긴급구조통제단

시⋅군⋅구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

읍⋅면⋅동 상황실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

지역 공공기관
경 찰⋅해양경찰

지방교육청⋅기상대
지역군부대

보건소․권역/지역병원
한국전력⋅KT
대한적십자사 등

원자력사업자
방사선비상
대책본부

현장지휘센터
기술지원본부
의료지원본부

주    민

지역 공공기관

그림 10. 지역 방사능재난관리체계도

나. 지역 방사능방재계획(안) 수립 배경

민방위기본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방사능방재대책법 및 국가방사능

방재계획의 임무, 책임, 권한사항 등을 고려하여 작성

 국가방사능방재계획에 근거하여 지역의 지리적 환경 특성과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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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및 지역 공공기관의 역할을 고려하여 작성

제2장 제1절 1항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표준매뉴얼’을 고려하고, 2항의 

‘원전안전분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연계되도록 작성

 최근 급격한 산업발전과 기후변화 및 국제정세 변화에 부응하여 재정

립된 국가재난관리체계와 연동되도록 수립

 지역 비상조직 및 임무가 중앙(현장지휘센터)-지역간 호환성이 있도

록 수립

제2장 제2절 일본 원자력재해대책 관련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

국내⋅외 방사능방재교육⋅훈련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

다. 지역 방사능방재계획(안) 주요 내용 

상기 ‘나’ 항의 수립 배경에 의거 ‘지역 방사능방재계획(안)’ (별첨)을 

수립하 다. 주요 수록 내용은 아래와 같다. 

예방대책 

 원자력시설에 대한 지역 방사능재난관리체계 구축․운  

․방사선비상계획구역내 방사능방재대책 강구 

․시도/시군구방사능방재계획 및 세부대응매뉴얼 수립

․비상대응시설, 설비, 장비의 구축 및 유지관리

․현장지휘센터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지정기관과의 주기적인 방사

능방재대책 협조지원체제 강구 

 원자력시설 방사능방재대책에 대한 주민의 이해 증진 추진 방안 강구

대비대책

 지역방사능재난관리체계, 비상통신․연락체계 및 지역 방사능재난대

응시설 및 장비의 구축 운 을 기술하고, 

 주민보호대책, 긴급 수송대책, 주민 홍보방안, 지역 환경방사능감시체

제, 구조·구급, 소화대책, 비상의료대책, 방재요원의 개인방호대책 등

을 수립하고, 

 방사능방재요원에 대한 방재 교육 및 훈련 사항과 지역방사능방재대

책 유지관리 방안에 대해 기술하 다.



- 67 -

대응대책

 방사선비상등급별 사건 정의 및 비상대응조치를 기숳하고

 방사능재난 발생 보고․통보, 비상대응기구 설치 및 운 , 환경방사선 

감시 및 평가, 주민 및 방재요원 보호조치, 긴급 구조활동 및 의료조

치, 출입통제 및 치안유지, 농축수산물 유통 및 소비제한, 주민홍보 및 

전달사항, 긴급수송 및 물자 조달 등을 기술하 다. 

복구계획 및 사후대책

 방사능재난등의 해제, 복구 및 복귀, 오염제거 및 제염, 각종 제한조치

의 해제, 사고 피해자료 작성 및 중/장기 대책 등을 기술하 다.

2. 지방자치단체의 방사능재난대응기술 강화방안 강구

가. 지역 방사선비상대응시설․설비․장비의 운 개념 정립

1) 지역 방사선비상대응시설의 구축

가) 종합상황실 및 부대시설

사고 상황 접수 및 상황 전파, 지역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시의 적절하

게 현장대응활동을 총괄 지휘하기 위한 종합상황실 구축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외부로부터 20km 내에 설치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 실무반이 비상대응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상

황실(약 200평), 회의실, 휴게실, 비상물품 저장 창고, 비상전원설비, 공

기정화설비, 전산운 실, 사무실 등 부대시설(500평) 구축

나) 방사선비상대응설비․장비

비상경보․방송․통신설비

 비상경보․방송설비 

 통신설비 : 비상전화, 팩시 리, 위성통신전화, 일반전화, 인터넷 등 

주민홍보용 장비 

 마을 경보방송망

 주민 경보용 전화망

 주민홍보용 차량․선박․헬기 

 주민 질의응답용 전화, 인터넷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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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지 재난관리 책임기관간 화상TV회의시스템

방사선비상장구함

 각종 비상장비, 물품, 도서, 약품 등 보관용 캐비닛

비상대응 관계문서 

 방사능방재계획, 수행절차서, 비상대응매뉴얼, 대형 지도, 비상연락체

계도 등 관계문서

비상대응 사무기기

 노트북, 프린터, 복사기, 빔프로젝트, 집기(책상, 걸상) 등

2) 비상대응 정보공유 전산설비

종합상황실 운  전산설비

 상황실 운 관리

 비상인력관리

 비상물품 운 관리

 자원봉사 인원․물품 관리

국가방사능방재대응정보관리시스템(ERIX) 

 비상상황 정보관리

원격방사선비상진료네트워크 

3) 주민보호 물품

소개 주민 생필품 : 의복, 침구, 구호물품 세트, 비상식품 등 

의약품 : 갑상선방호약품, 응급의약품, 위생용 소독약품 등

4) 현장대응요원 개인방호장비․장구

현장대응장비․물품

 방사능구역 또는 통제구역 표지판 및 표지용 띠, 차량오염감시기, 방

사능 제염제, 제염차량, 긴급구조용 물품 등

현장대응요원 휴대장비 

 현장대응요원 구분 : 주민유도요원, 수송요원, 오염분류요원, 소방요

원, 긴급구조요원, 교통 및 출입통제요원, 치안유지요원, 의료요원, 현

장응급복구요원, 환경방사선감시요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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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장비 및 물품 : 방호복․덧신․장갑,  개인피폭선량계, 열형광선

량계(TLD), 개인오염감시기(Frisker), 저준위 탐사장비, 방독면, 갑상

선 방호약품(안정옥소제), 무전기 또는 개인휴대폰, 개인용 제염물품

(수건, 비누, 세제, 브러시 등), 비상대응수첩(비상임무, 지도, 개인방호

지침, 비상연락 전화번호) 등

 현장대응요원 복귀기준 : 현장대응요원 비상임무별 개인방호기준 및 

점검표

나. 지역 환경방사선감시체계의 운 개념 정립

1) 실시간 환경방사선감시망 운  현황 및 검토

가) 환경 방사선 모니터링 포스트(ERM) 설치⋅운  현황

ERM 설치 필요 수량은 발전소 부지별 지형, 주민분포 및 방위와 감시

하고자 하는 타당한 거리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현재 발전소 

ERM은 발전소 반경 5km 이내에 집중적으로 설치되어 있다(표 6). 

각 방위(8방위, 바다가 차지하는 면을 고려하여 16방위의 1/2 적용) 및 

2km, 5km, 8∼10km, 20km 거리별로 1개씩 설치하고, 20km 이상 되는 

곳에는 비교지점으로 2∼3개 설치토록 한다. 연간 바람장의 주 풍하방

향 및 주민 집지역에 1∼2개씩 추가할 것과 기존의 ERM 수량을 고

려하면 발전소 부지마다 대략 30∼40개 ERM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

연안지역 해역 굴곡이 심하거나 도서에 주민이 상주할 경우, 필요시 연

안 해역에 부표를 띄어 ERM을 추가 설치할 필요가 있다.

표 6. 환경 방사선 모니터링 포스트

지역
ERM 수량

원거리(5km 초과) 설치 현황
1km 
이내

5km 
이내

5km 
초과

울진 5 2 2 S 21km, W 29.7km

월성 4 3 2 NW 22.3km, SSW 23.6km

고리 5 6 -

광 1 6 3 SSE 6km, SSE 16.7km, E 25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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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RM 설치 기종 검토

현재 발전소 운  ERM 사양은 1개소 ERM Post에 Ion Chamber와 

NaI Scintillator 검출기를 가지고 있다. NaI Scintillator는 High 및 

Low Energy의 SCA(Single Channel Analyzer)가 부착되어 자연 및 인

공방사선 구분과 간단한 핵종분석 기능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강우 및 

온도도 측정 기록하고 있다. ERM Post에 설치된 기기는 정상시 원자

로가 안전하게 운 되고 있음을 보증하는데 초점을 두고 설치․운 되

고 있다.

그러나 방사선비상 초기단계에는 주민보호를 위한 광범위한 지역의 방

사선 분포를 알 필요가 있으므로, 여러 가지 기능보다는 주민보호 의사

결정에 필요한 필수 기능만을 가지는 단순한 ERM이 더 적합하다. 

따라서 가격이 저렴하고 운 이 용이한 광대역 반도체검출기만을 탑재

하고 방사선 측정값을 유선 또는 무선으로 환경감시센터로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을 갖는 계측기를 설치․운 하면 될 것이다.

다) ERM 자료 수집 전산운 설비

ERM으로부터의 방사선 및 기상관측 자료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

할 수 있는 전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ERM과 전산설비가 원활하게 운 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지역 환경방사선감시망은 국가 환경방사선감시망과 연계되어야 한다.

라) 환경방사선 향평가 전산설비 

원전 기점 반경 80km내 인구분포, 농축수산물, 산⋅도로⋅하천 등 지형

지물, 관공서⋅병원⋅감호소 등 공공건물, 물류센터 등 지리정보시스템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과 연동된 주민보호 환경 향평가시

스템 구축

환경 향평가시스템은 ERM 자료 수집 전산설비와 연계되어야 한다.

환경 향평가시스템은 지속적으로 환경탐사요원의 탐사정보와 비교 분

석․평가되어 주민보호 의사결정 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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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방사선감시 장비․물품

표 7. 환경방사선감시 장비․물품 목록

                   팀 명

 계측기,    (조x인원/조)

 방호장구 및

 기타물품  

환경

탐사팀

공기

시료

채취팀

현장

감마

분광팀

개인피

폭감시

제염팀

부지

탐사팀

환경섭

취시료

채취팀 

분석팀
총

수량

10x2 2x1 2x2 5x3 2x3 2x2 1x3 54명

고준위 감마탐사장비 1x10 1x2 12

고고준위 감마탐사장비 1x2 2

저준위 탐사장비 2x10 1x2 1x2 2x5 1x2 1x2 2x2 42

Frisker 또는 프르브 1x10 1x2 1x2 2x5 1x2 1x2 1x2 30

저준위 점검선원 1x10 1x2 1x2 1x5 1x2 1x2 1x2 15

In-situ NaI(Tl) 분광기 1x2 2

Air sampler 1x2 1x2 4

Particle Filter 10x2 10x2 40

Carbon filter 10x2 10x2 40

개인피폭선량계 1x10x2 1x2x1 1x2x2 1x5x3 1x2x3 1x2x2 51

개인피폭 TLD 1x10x2 1x2x1 1x2x2 1x5x3 1x2x3 1x2x2 51

방호복, 덧신 및 장갑  3x10x2 3x2x1 3x2x2 3x5x3 3x2x3 3x2x2 155

갑상선 방호약품 3x10x2 3x2x1 3x2x2 3x5x3 3x2x3 3x2x2 155

SCBA 1x2x3 6

무전기 1x10 1x2 1x2 1x5 3x2x3 1x2 39

개인용 제염물품(수건, 
비누, 세제, 브러시 등)

1x5 5

물 공급(콘테이너) 1x5 5

가압식 물 스프레이 1x5 5

습-건식 진공청소기 1x5 5

방사성 폐기물 백
(경고 표지판 부착)

1x5 5

시료채취장비 세트 1 1

수행절차서 1x10 1x2 1x2 1x5 1x2 1x2 1x1 24

기타 물품 세트 1x10 1x2 1x2 1x5 1x2 1x2 1x1 24

  * 환경탐사팀 구성 및 계측장비 수량은 IAEA-TECDOC-953을 기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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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사능방재요원 대응능력 향상방안

방사능 방재요원 대상자에 대한 주기적 교육 실시  

년 1회 자체훈련, 매 4년마다 합동훈련 실시

가. 교육․훈련 대상자 

구 분 관계기관 내 역
인원

(명)

지방자치단체

(상황실 근무자)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

북도, 강원도, 전라남도, 전라

북도, 대전광역시, 기장군, 울

주군, 경주시, 울진군, 삼척시, 

광군, 고창군, 유성구

80명/지자체 x 15지자체

(교대 인력 포함) 
1,200

지역 공공기관

(상황실 근무자)

지방교육청, 지방기상대, 소

방, 경찰, 해양경찰, 군부대, 

KT, 한전, 대한적십자사, 가

스안전공사, 상수도본부, 기상

청, 철도청, 버스운송사업조

합, 언론보도기관 등

1.5명/기관 x 15기관/지

자체 x 8지자체
180

주민보호

현장대응요원 

구호소
5명/지점 x 10지점/원전

지역 x 4원전지역
200

출입통제소
5명/지점 x 8지점/원전

지역 x 4원전지역
160

주민보호 유도요원
30명/원전지역 x 4원전

지역
120

환경모니터링

제염

원전 환경모니터링 팀
10명/원전지역 x 4원전

지역
40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20명 20

지자체, 지역 군부대, 대학 등 
20명/원전지역 x 4원전

지역
80

의료구호

중앙119구조대 10

보건소, 병원, 지역119구조대
50명/원전지역 x 4원전

지역
200

학교 교직원
50명/원전지역 x 4원전

지역
200

총 인원 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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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방재교육 내용

연

번

              구 분

 연수 대상

  (예상인원)

기초입문과정

(2박 3일)

실무실습과정

(3박 4일)

전문연수과정

(1박 2일)/(3박 4일)

과목명

1

현장지휘센터 요원

지자체 방재요원

지역 공공기관

-방사선 기초이론

-방사선계측 실습

-원자력 기초이론

-방사능방재 기초이론

-방사성/핵물질 운반

-위험 및 위협 평가

-방사능방호대책 일반

-방사능방재대책 일반

-주민홍보대응 

-방사능방재훈련 계획

-현장지휘센터 운

-지역대책본부 운

-방재대책본부 운  

 (간부급)

-합동협의회 운

-주민보호 의사결정

-CARE system 운

2

환경모니터링 요원 -환경방사선 측정   

 기초이론

-환경방사능 

 분석․측정의 기초

-환경 향평가 및 

 주민보호조치 권고 

-일반활동준위 및  

 운 개입준위 기초

-CARE system 운

-환경방사선 네트워크 

 이용의 기초

-감마선량(율)측정

-ＴＬＤ 활용한 환경 

 감마선량 측정법

-환경시료의 채취 및 

 전처리법

-Ｇｅ검출기측정법

-알파 방사체 분석법

-스트론튬 분석법

-트리튬 분석법

-방사성옥소측정법

-우라늄․plutonium 

 분석법 등

-선량추정 및 평가법

3

지역 공공기관 방재요원

 - 경찰

 - 소방

 - 해양경찰

 - 군부대

-방사선 기초이론

-방사선계측 실습

-원자력 기초이론

-방사능방재 기초이론

-방사성/핵물질 운반

-주민보호  

 현장대응활동 운

 +현장지휘소

 +출입통제소

 +구호소

 +현장응급의료소

-방사능방재 전문과정

 (간부급)

4

의료기관 방재요원 -방사능방재 기초이론

-방사능방재대책 일반

-긴급 피폭 구호 실습

-긴급피폭 의료세미나

 

5
학교 교직원 등 -방사능방재 기초이론

-방사선계측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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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平成 17년도(2005년도) 일본 원자력종합방재훈련 참관  

가. 연수 목적

일본의 원자력종합방재훈련 현장 참관 및 관계기관 운 현황 분석을 통

해 원자력재해 예방정책을 벤치마킹하고 국가방사능방재 세부계획 보완

일본 원자력방재센터 운  및 방사능방재 교육․훈련 업무 현황 파악

중앙부처의 방사능방재대책 정책 수립․집행능력 개발 및 지방자치단체 

방재담당 공무원의 방사능방재업무 수행능력 향상

나. 연수 일자

2005년 11월 8일(화)-12일(토)

다. 연수 참가자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16개 기관 26명 

구   분 기   관 성   명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과학기술부 전창효

소방방재청 허성윤 사 배 

부산광역시 정순조 

기장군 박근호

경상북도 김봉규

경주시 권 길 오해근 

울진군 김  인 

울주군 김원조

광군 이화연

고창군 임상명 

유성구 우충명

원자력

전문기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이재규 김완주

한국원자력연구소 강병위 이관엽 김창경 박찬

원자력의학원 김선실 김현기

한국수력원자력(주) 이청구 서승남 임일문 김수근

민간단체 광원전환경안전감시센터 유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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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방문 기관

일 자 장  소

11월  8일 니가타현

11월  9일

가시와자키가라와 원자력발전소

 - 전시관

 - 응급처치실

 - 긴급시비상대책실

11월 10일

Off-site 센터

프레스룸

시민플라자

가시와자키가라와 원자력발전소 7호기

11월 11일 원자력안전기술센터

마. 주요 접촉인물

문부과학성 과학기술학술정책국 원자력안전과 

 堀田継匡 : 방재환경대책실 실장보좌 방재관리대책관

 大野哲雄 : 방재환경대책실 전문관

 山田眞嗣 : 원자력안전국제실

니가타현

 大口弘人 : 위기관리감

 谷中隆明 : 현민생활환경부 방재국 참사  원자력안전대책과장

 坂井武  : 현민생활환경부 방재국 원자력안전대책과 과장보좌

 羽下三司 : 현민생활환경부 방재국 원자력안전대책과 원자력방재대책

계장

원자력안전기술센터

 數土幸夫 : 이사 겸 원자력방재사업부장

 須田直英 : 원자력방재사업부 방재기술부 차장

 鈴木富則 : 원자력방재사업부 연수훈련부장, 조사역(사업담당)

 木達夫 : 원자력방재사업부 연수훈련부 참사, 심의역(국제담당)

 中田宏勝 : 원자력방재사업부 연수훈련부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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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

 宍 利夫 : 원자력긴급시지원연수센터 기술주석

東京전력주식회사 柏崎刈羽원자력발전소

 池田徹   : 원자로보안담당, 부장

바. 주요 연수내용

1) 新潟(니가타)懸 

니가타현 방재대책 현황 소개 : 원자력안전대책과장 야나타

11월 9, 10일 니가타현에서 국가원자력종합방재훈련 시행

환경감시센터가 비상계획구역 밖 2곳에 위치

발전소주변 10km 이내에 실시간 환경방사선 감시망 구축운

환경감시결과는 환경감시센터와 홈페이지에 올려져 일반인에게도 공개

매년말 감시결과를 전문가 평가후 일반인에게 공표

질의응답 내용

현에서 사용되는 방사능방재예산 규모는?

 5억엔 정도이며, 전국적으로 보아 평균치에 해당

예산출처는 어떻게 되는가?

 국가가 지원

훈련참여 주민에 대한 보상은? 주민이 훈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가? 

 보상없음. 참여주민에게 중식제공.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참여주민

수 : 400명)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에 참여하는 기관수는? 훈련평가는 누가?

 총 74개 기관 2600명 참가, 도쿄전력 300명 참여, 평가는 2일간 참가

한 국가, 지자체, 소개 주민의 앙케이트 조사로 평가

훈련시나리오에 지진이 관련되는가?

 종합훈련으로서 지진발생으로 인한 방사선누출과 통신망 파괴, 도로

파괴, 피난중 고립, 정전 등 총체적인 면에서 훈련을 수행, 위성통신망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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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시료채취 주기는?

 토양 1회/년, 농산물 1회/수확기, 해산물 1회/시기별, 육류 4회/년

24시간 감시하는 환경방사선 감시 범위가 평상시 기준치를 넘어선 경

우 있는가? 

 가시와자키가리와 발전소 운전으로 환경방사능 수치가 올라간 적은 

없으나, 자연방사선, 비 또는 중국의 핵실험 등으로 수치가 올라간 적

은 있음 

의료훈련에서 현장처치 이후 병원에서의 대응활동도 점검 하는가?

 발전소 과피폭자 작업자(3명)에 대한 훈련실시 : 1명은 현지 종합병

원, 1명은 니가타현 종합병원, 1명은 국가 의료시설로 헬기이용 후송 

응급처치훈련 실시

현의 방사선감시센터가 공무원조직 또는 민간조직인가? 운 비는 국가 

또는 지자체, 사업자가 지원하는가? 훈련시나리오는 누가 만드는가?

 이번 국가종합훈련 시나리오는 국가 중심으로 만들었으며, 2년 1회 

20년간 수행한 지자체중심 훈련시나리오는 현이 만들었으되 일부 국

가지원을 받았음. 비상시설은 지방공무원으로 운 , 시설운 경비는 

공적자금으로 집행함.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체계가 있는가? 

 주변지역 지원책은 전기요금 감면(년간 2만엔/1가구), 발전소 직원으

로 지역주민 취업 제공 

2) 柏崎刈羽(가시와자키가라와)原子力發電所 

가) 전시관

비등수형 경수로 발전소 모형 소개

질의응답 내용

훈련은 도상 또는 실제로 수행하는가?

 원자로는 정상운전하며, 시나리오진행에 따라 훈련요원 참여

훈련시 발전소에 외부조직이 참여하는가?

 발전소 직원만 참여하며 0ffsite 센터의 연락관이 파견 오며, 지자체에

서는 파견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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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응급처치실 

응급처치 인력으로 발전소에 의사1명, 간호사2명이 사무실 근무

사무실 근무중에 연락받고 응급처치실로 이동

환자에 대한 오염검사 및 제염 실시

환자 위급시 오염확산 방지조치후 병원후송 

환자이송시 오염정도 및 부위를 전화 및 Fax로 병원측에 전달

이송되는 지역병원에도 제염시설이 있으며, 1개의 지역병원과 연계

지역협약병원의 응급처치 능력은 2-3명 

다) 긴급비상대책실

통합비상대책실을 발전소 부지내에 운

전 발전소(7호기)에 1개 상황실만 운

대형 LCD 모니터를 다량 활용, 각반 표기 스텐드 활요, 반표시용 조끼 

착용, 각지자체별 Hot-line 확보, 무선시스템 확보,

비상대책반 구성 : 본부(간부), 총무반, 자재반, 위생반, 통보반, 홍보반, 

기술반, 경비유도반, 보안반, 의료반, 복구반, 발전반

3) 柏崎刈羽原子力防災センタ-(Off-site center)

운 현황

2층 콘크리트 건물구조이며, 1층에는 운 지원반실, 방사선감시센터(센

터사무실,자료실, 중앙감시실, 실험실, 제염실, 전처리실, 자재창고), 기

자재고가 있으며 2층에는 합동대책협의회실, 휴면실이 있음

중앙감시실에는 발전소 SPDS, 환경감시결과 등 전산설비 구축운

1층은 평상시 근무조직이 상주하며 2층에는 각 기관 파견자가 근무함

대형 LCD 모니터를 여러 곳에 설치하여 참관인이 실감 있게 참관토록 

배려

참관자에게 주요 사건전개 현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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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柏崎刈羽原子力防災センタ- 공보실(Press room)

운 현황

홍보관장이 정보공개, 기자는 모의기자단으로 구성

홍보관장이 훈련 사고현황과 대응현황 발표

모의 기자단과의 질의응답 실시

5) 시민 프라자 (구호소)

운 현황

외부에 이동식 전신오염감시차량 1대, 내부피폭감시차량 1대 오염검사 

실시

지체 부자유자 운송차량 운

가시와자키시 동원차량 및 군부대 차량으로 주민 400명 후송

경찰이 진입로에서 교통통제

신분증분실자와 소지자별를 구분하여 등록하며, 소지자는 전산시스템으

로 자동 등록(지자체에서 통계자료 자동처리) 이산가족 현황 파악 및 

상봉방안 수립에 이용

소개주민 오염검사용 접수처 5개소 운 (각각 기록자1, 오염검사자2, 의

사1)

적정한 장소에 안내요원 배치

구호소에는 의사, 간호사, 응급처치 약품, 간이침대, 링겔, 안정옥소제 

준비

바닥전체는 오염방지 시트 설치

주민은 오염검사 및 분류, 의사문진 후 이상 없으면 대피소로 안내되며 

의사문진 후 이상 있으면 이상 징후 형태를 판넬에 써서 목에 걸어주

어 구호소로 안내, 구호소에서는 상태별로 의료처치 후 대피소 또는 침

대로 안내

주민의 신발에 대한 오염검사를 별도로 수행

오염검사는 2인 1조로 천천히 수행하며 결과는 기록하여 주민에게 바

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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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주민중 노약자 1명이 실제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서 소방구조대가 

긴급출동하여 병원으로 후송조치(실제상황)

대피소에 도착한 주민에게 바로 앙케이트조사 의뢰

대피소 대기중 주민에 대해 기자단이 질의하고 주민이 응답

경제산업성(본부장) 방문하여 대피소 시찰

6) 柏崎刈羽(가시와자키가라와)原子力發電所

시찰현황

가리와 마을 쪽 7호기 시찰

출입구에 방호복이 구역별로 비치, 신발은 남성용 여성용 구분되어 크

기별로 비치, 시설진입로에 공기호흡기 비치, 전기판넬 조작스위치 접

근 방지용 철망 및 자물쇠 설치, 2중문 통과시 한쪽문 열리면 음악소

리, 엘리베이터 외벽에 오염방지용 시트 설치, 퇴실시 오염확산 방지위

한 세면대에 물, 액체비누, 온풍이 자동으로 공급, 투명아크릴 사용 전

신오염감지기 사용법 설명

원자로실이 원자로 상부에 위치, 원자로실 공기중방사선량율 

0.00062mSv/hr, 원자로 상부 커버가 5조각으로 구성, 커버는 개당 평균 

100ton, 오버헤드 크레인 용량은 150ton

원자로 상부 옆에 12m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 위치, 사용후핵연료는 

수조에 최저 3년, 평균 15년 보관하며, 7호기 수조에 1호기에서 발생한 

최대 20년된 핵연료도 보관중

사용후핵연료는 재처리가능한 것은 아오모리로, 그 외는 도카쇼무라로 

이송

터빈실 방사선준위는 0.003mSv/hr

제어실 진입로에 그림, 도자기 등 진열

운전조는 6조(A-F)로 구성되었으며 A조는 11명, 나머지는 10명으로 구

성, 제어실 입구에 근무자 현황 보드설치, 현재 근무조 옆에 자석표지 

부착

제어실 중요 측정치 트렌드를 대형 LCD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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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실은 6,7호기 공용으로 운

가시와자키가리와 발전소 6,7호기 전기출력 지시치 1386MW, 1400MW

7) 원자력안전기술센터 (NUSTEC)

NUSTEC 일반현황

창립 20주년

문부과학성으로부터 SPEEDI의 관리․운 을 위탁받아 수행

옥내대피 및 소개 의사결정, 긴급시 환경모니터링 등 국가원자력방재대

책에 대한 기술지원

한국대표단 3번째 방문; 현대, 안전아카데미, 과기부방문단

SPEEDI 개요 및 시설견학 결과

원자력시설 사고시 방사성물질 방출에 의한 외부 및 내부피폭, 지표면 

침적 등에 대비한 방출예측 전산시스템으로 SPEEDI 개발

1980년 개발을 시작하여 1985년부터 운 을 시작하 으며, 2005년에 개

선함

1단계 Physic, 2단계 Wind21, 3단계 Prwda21의 계산수행 체제를 가짐

계산결과는 8가지 형태로 제공되며 지도상에 표기됨

지도상에는 바람장, 선량분포, 향받는 지역의 마을명, 인구수 등도 자

동계산되어 표기됨

시설현황은 5-6시간용량의 UPS 및 비상발전기, 6기가 연산능력의 듀얼 

제어시스템, 도형제작 시스템, 원자력선 정박항구의 기상 및 환경방사

선정보수집 능력을 포함한 최근 설치한 데이터 수집서버, SPEEDI 제

어를 위한 단말기, 전국의 방사선측정 현황을 표기하는 네트워크 감시

시스템 등

SPEEDI의 정보는 43개 현과 웹사이트로도 제공되며, 감시결과가 기준

치를 초과하면 관계자에게 핸드폰 문자전송체계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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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문부과학성 

원자력방재센터 소개

일본의 방사능방재대책은 체르노빌, TMI의 교훈을 기본으로 하며, JCO 

사고이후 근본적으로 재정비되고 원자력재해특별조치법이 제정됨 

원자력방재관계 법체계로는 재해대책기본법과 원자력재해특별조치법이 

있음

특별조치법 내에는 사업자의 사고시 15분대 통보, Off-site 센터의 긴급

대책, Off-site 센터내 원자력방재전문관 파견 등이 규정되어 있음

긴급대책은 이상사태, 경계상태, 방사선비상 3단계로 구분하여 수행됨

방사선비상시 총리대신은 긴급사태를 선언하고 내각대책본부를 설치하

고 Off-site 센터에 대표자를 파견함 Off-site 센터에서는 정부 파견자, 

지자체 파견자, 현지 종사자, 경찰, 자위대, 소방대가 연계되어 대응

정부에서의 방사능방재 주무부처는 문부과학성과 경제산업성으로 상업

원전은 경제산업성이 중심이 되며, 연구시설은 문부과학성이 중심이 되

나 공동으로 관여함.

내각대책본부를 위한 EOC는 현지와의 통신을 위해 위성, 화상회의시스

템 등을 구축하고 있으며, SPEEDI 단말기 등도 설치되어 있음

Off-site 센터는 전국 22개소에 설치되어 있음

이번 니가타 훈련에서도 가상 사고에 대한 방사능구름 방출 및 오염분

포 예측도형을 제작 활용함

비상의료는 시설, 지역병원, 전문의료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의

료기관인 NIRS에는 96병상, 방사성물질 측정․제염시설, 의료처치시설, 

홀바디시설 등을 확보하고 있음

일반국민에 대한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를 운 함

질의응답

이번 니가타 원자력방재종합훈련에서 Off-site 센터 이외에 현 및 시에

서도 비상대응조직을 가동하 는가?

 현 및 시에는 Off-site 센터보다 간략한 조직이 구성 운 됨.



- 83 -

NUSTEC에서 방사능방재교육을 수행하는데 대상기관 및 규모는?

 교육기관으로는 NUSTEC, JNES, 의료기관이 있으며, 13개 교육과정

을 운 하고 있음

 교육수강 대상은 원자력사업 종사자, 지자체 방재요원, 의료요원, 소방

요원, 경찰 등이며, 교육이수가 법적 강제규정은 아니나 당연시되고 

있음

이상사태의 대응부분에 INSPECTOR가 있는데 어디 소속인가?

 문부과학성과 경제산업성 소속임

SPEEDI관련 사항중 MESH INTERVALS이 20km로부터 250m까지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상세부분까지 계산수치를 얻기 위함임

SPEEDI 장비중 UPS가 5-6시간 용량인데 그 이후 대책은?

 자체 비상발전기가 있음

SPEEDI에 사회적 인적자료가 입력되어 있는데 어떤 주기로 갱신하고 

있으며 이 자료에 대한 신뢰도는?

 2년 주기로 지자체로부터 자료를 받아 갱신함. 지자체는 년 1회 의무

적으로 관련 자료를 갱신해야 함

SPEEDI의 계산 가능한 최대반경은?

 최대 100 km까지 계산 가능함

평상시 현/시의 방사능방재담당 조직, 직급과 중앙과 지역 간의 업무분

장은?

 시에는 현의 원자력안전대책과와 같은 평상시 방사능방재업무 수행조

직은 없으나 주민의 안전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있음

 자세한 사항은 이메일로 문의하면 답변해 주겠음

원자력사업자를 중앙정부가 규제하는가 아니면 현이 규제하는가?

 기본법에 따라 기본적으로 정부가 규제하며 일정부분은 지자체가 관

여함

Off-site 센터 장비확보를 위한 예산출처는?

 국가가 예산지원하며 지자체가 운 함

평상시 발전소 안전관리를 위해 규제감독관이 상주하는가? 상주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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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현, 안전보안원 등 어디로부터 파견되는가?

 발전소별로 방재전문가 1명, 보안검사원 1명이 정부로부터 파견되며, 

방재전문가 아래의 직원은 현지의 근무자로 구성됨.

 동일 부지에 발전소가 5개 이면 5명의 보안검사원이 파견됨.

 보안검사원의 경우 상업용원자로는 경제산업성에서 파견되며 연구시

설은 문부과학성에서 파견됨

방사선피폭자에 대한 DB가 구축되어 있는가? 있다면 어디에서 관리하

는가? 피폭자 환우회 모임은 있는가?

 의학연구소(NIRS)에서 원폭피해자에 대한 DB를 운 하고 있음. 환우

회는 없음

주민보호조치를 위해 지자체가 할일 많은데 대피소 설치운 , 갑상선방

호약품 확보, 비상방송망운  예산을 누가 지원하며 이에 대한 관리책

임은 누가 가지는가?

 방호약품, 대피소, 방송망은 지자체가 주관 관리하며 정부가 예산 지

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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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 결과

1. 지역방사능재난관리 운 체제 재정립

국가안전관리체제 및 국가방사능재난관리체제와 연계하고, 국가 단위의 

비상대응기구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지역 공공기관과 연계된 

지역 방사능재난관리 운 체제를 정립하 다. 

방사능방재대책법에 의거하여 원전을 관할구역으로 두고 있는 지방자치

단체의 지역방사능방재계획(안)을 국가방사능방재계획과 연계하여 수립

하 다. 

본 계획에는 원자력시설에서의 방사능재난에 대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관계기관의 대응임무와 협조지원 사항을 기술하 다. 주요 기술 내

용은 다음과 같다.

예방대책 

 원자력시설에 대한 지역 방사능재난관리체계 구축․운  

 원자력시설 방사능방재대책에 대한 주민의 이해 증진 추진 

대비대책

 지역방사능재난관리체계, 비상통신․연락체계 및 지역 방사능재난대

응시설 및 장비 등 기술 

 주민보호대책, 긴급 수송대책, 주민 홍보방안, 지역 환경방사능감시체

제, 구조·구급, 소화대책, 비상의료대책, 방재요원의 개인방호대책 등 

기술 

 방사능방재요원에 대한 방재 교육 및 훈련 사항과 지역방사능방재대

책 유지관리 방안 기술

대응대책

 방사선비상등급별 사건 정의 및 비상대응조치 기술

 방사능재난 발생 보고․통보, 비상대응기구 설치 및 운 , 환경방사선 

감시 및 평가, 주민 및 방재요원 보호조치, 긴급 구조활동 및 의료조

치, 출입통제 및 치안유지, 농축수산물 유통 및 소비제한, 주민홍보 및 

전달사항, 긴급수송 및 물자 조달 등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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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재난 복구계획 및 사후대책

 방사능재난등의 해제, 복구 및 복귀, 오염제거 및 제염, 각종 제한조치

의 해제, 사고 피해자료 작성 및 중/장기 대책 등 기술

2. 지방자치단체의 방사능재난대응기술 강화방안 강구

가. 지역 방사선비상대응시설의 구축 운 개념 정립

지방자치단체의 방사선비상에 시의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응시

설⋅설비⋅장비 구축과 시설운 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 다. 

 사고 상황 접수 및 상황 전파, 지역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시의 적절

하게 현장대응활동을 총괄 지휘하기 위한 종합상황실, 회의실, 휴게실, 

비상물품 저장 창고, 비상전원설비, 공기정화설비, 전산운 실, 사무실 

등 부대시설 구축

 비상경보․방송․통신설비, 주민홍보용 장비, 원격지 재난관리 책임기

관간 화상회의시스템, 비상상황 정보관리시스템 등 구축

 상황실 운 관리, 비상인력관리, 비상물품 운 관리, 자원봉사 인원․

물품 관리 등 종합상황실 운  전산설비 구축

 주민보호 물품, 현장대응요원 개인방호장비․장구 등 구축

나. 지역 환경방사선감시체계의 운 개념 정립

환경 방사선 모니터링 포스트(ERM)의 추가 설치 필요 

ERM으로부터의 실시간 방사선 및 기상관측 자료 수집 분석하는 전산설

비 설치 및 국가 환경방사선감시망과 연계 필요

원전 기점 반경 80km내 지리정보시스템(GIS)과 연동된 주민보호 환경

향평가시스템 구축

3. 방사능방재요원 대응능력 향상방안

방사능 방재요원 대상자에 대한 주기적 교육 실시  

년 1회 자체훈련, 매 4년마다 합동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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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제1절 추가 연구의 필요성

방사능방재대책법 제정으로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이 재정립되고 이를 근

거로 본 과제를 통하여 지역방사능방재계획(안)이 수립되었다.

원자력시설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본 과제를 통하여 개

발된 지역방사능방재계획(안)을 활용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방사능

방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최근 정부는 국가차원의 위기대응 표준매뉴얼 및 32개 재난유형에 따른 

272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주무부처 및 지원부처가 수립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부처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역 공공기관 등 하위기

관은 위기대응 현장조치매뉴얼(약 2,000여개)을 작성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역 공공기관(소방, 경찰, 해양경찰, 군부대, 교육청 등)의 방

재계획이 지역방사능방재계획과 연계하여 수립되어야 하고, 또한 위기대

응 현장조치 매뉴얼이 수립되어야 한다.  

제2절 타 연구에의 응용

각급 방사능방재 관계기관은 방사능방재대책의 실효성을 확인하고 관계

기관 간의 협조지원체계 및 연계성을 확인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방사능

방재계획과 위기대응 현장조치 매뉴얼을 완성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 보고서는 원전을 관할구역으로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방사

능재난관리체계를 재정립하고 지역 관계기관의 방사능방재대책 수립에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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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일반사항

제1절 목 적

     본 계획은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제19조(지역방사능방재계

획등의 수립등)에 근거하여 시도/시군구 관할 구역에 있는 원자력시설에서 방사능

재난등이 발생할 경우 사고확대를 억제하고 피해를 최소화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

산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지역방사능재난관리체계 구축과 중앙행정기

관, 시군구/시도, 읍면동, 공공기관, 공공단체 및 원자력사업자 등 재난관리책임기

관 및 지정기관간의 협조지원체제를 확립하는데 있다.

 

제2절 법적근거

     본 계획에 적용되는 관계법령은 아래와 같다.

민방위기본법

 법 제12조(시․도계획), 제13조(시․구․군 계획)

 시행령 제12조(집행계획등)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법 제24조(시․도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25조(시․구․군안전관리계

획의 수립) 

 시행령 제29조(시․도안전관리계획 및 시․군․구안전관리계획의 작

성)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이하 ‘방사능방재대책법’이라 한

다.) 

 법 제19조(지역방사능방재계획 등의 수립 등)

 시행령 제7조(위협평가 및 물리적방호체제의 수립) 제3항, 제21조(지

역방사능방재계획 수립 등) 



- 98 -

제3절 기본방향

     본 계획의 기본 운 방침은 국가방사능방재계획에 따라 원자력시설에서의 

방사능재난등에 대비한 지역방사능재난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지정기관간의 방사능방재대책 정립과 상호협력지원체제를 구축하는데 있다. 또한 

방사선비상대응시설․장비와 지역 환경방사능감시체제를 보강하고, 지역 방사능방

재요원 및 방사선비상진료요원 등 방사능방재업무 관계자의 대응능력 향상을 위

한 방재교육․훈련을 강화하며, 방사능재난등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주민에 대한 

원자력방재 관련 지식을 보급․개발하는데 있다. 

  본 계획은 시도/시군구가 방사능방재대책관련 지방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공공단

체 및 원자력사업자와 협력하여 수립한 것이며, 본 계획에서 기술되지 않은 사항

은 시도/시군구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운 한다.

제4절 방사능재난등의 특수성

     원자력시설에는 방사성물질이 있다. 방사성물질은 희유기체, 옥소, 입자 형태

의 수십 가지 핵종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각기 다른 반감기로 붕괴하여 그 성질이 

변화된다. 

  방사성물질이 환경으로 다량 방출될 경우, 방사선 피폭 크기에 따른 급성 방사

성 증후근 유발, 장기간에 걸친 만성적인 향 및 사회심리학적 향 등 인체에 

심각한 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방사능구름에 의해 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장소에서는 방사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대책을 수립하고 주민의 

심리적인 동요나 공포심을 방지하여 비상에 의한 향을 가능한 한 낮게 유지하

는 것이 중요하다. 

  방사성물질 또는 방사선의 존재는 인간의 오감으로는 느낄 수 없어 피폭 정도

를 스스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방사선계측기를 이용하여 건강에 향을 미치지 

않는 미량이라도 감지할 수 있다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방사선계측기 보

유와 갑상선 방호약품, 방독면, 방호복, 개인피폭선량계 등 개인 방사선방호 준비

태세 유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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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능재난은 일반적인 재난과 달리 자기 스스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방사선등

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원자력시설에서의 사고는 원자력사업자가 예

방, 대비, 대응 및 복구대책에 대해 많은 책임과 임무가 있다. 또한 원자력에 관한 

전문지식을 소유하는 기관에서의 역할이나 지시, 조언 등도 중요하다. 방사선 모

니터링 등 관계 전문가에 의한 기술적인 환경 향평가와 핵의학 의료진에 의한 

의료구호 등 전문적인 방사능재난대응체제 구축이 요구된다. 

  방사선 비상상황 전파, 긴급한 주민보호조치, 음식물 섭취제한 등은 일반 재난

에 대한 방재대책과 유사하므로, 방사선 전문지식에 의한 적절한 지시 사항에 따

른다면 비상대응이 가능하다. 이를 위하여 방사능방재대책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지역방사능방재계획 수립, 비상대응시설 및 장비 등의 유지관리 및 주기적인 방재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긴급시의 비상대응활동이 시의 적절하게 이행될 수 있도

록 평상시 준비되어야 한다.

제5절 방사능재난등 용어 정의

방사선사고 : 원자력시설에서 시설운 자에 의해 즉시 통제할 수 있는 

계획되지 않은 방사성물질 누출사고, 핵물질․방사성물질 취급․운송 사

고 또는 분실․도난․탈취 등의 사고로 인하여 건강, 안전 및 환경에 해

로운 향을 끼치거나 우려가 있는 사건 

방사선비상 : 원자력시설에서 방사선사고 보다 더 심각한 사건이 발생되

어, 방사성물질 또는 방사선이 환경으로 누출되거나 누출될 우려가 있어 

사고완화조치 및 직원보호조치 등 긴급한 대응조치가 필요한 상황  

방사능재난 : 방사선비상이 주민의 생명과 재산 및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으로 확대되어 국가적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재난 상황

제6절 방사선비상등급의 구분

     원자력시설에서 방사선비상 발생시 효과적인 방재활동 수행을 위해 비상등

급을 구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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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비상 : 방사성물질의 봉상태의 손상 또는 원자력시설의 안전상태 

유지를 위한 전원공급 기능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의 사고로서, 방사성물질의 누출로 인한 방사선 향이 원자력시설의 

건물내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상사태

청색비상 : 백색비상등에서 안전상태로의 복구기능의 저하로 원자력시설

의 주요 안전기능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의 사고

로서, 방사성물질의 누출로 인한 방사선 향이 원자력시설 부지내에 국

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상사태

적색비상 : 노심의 손상 또는 용융 등으로 원자력시설의 최후방벽에 손

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로서, 방사성물질의 누출로 인

한 방사선 향이 원자력시설 부지 밖으로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비상

사태

* 방사선비상등급 : 원자력사업자 방사선비상계획서 참조

제7절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본 계획을 적용하여야 하는 구역은 원자력시설에서 방사능재난등 발생시 주

민보호조치(옥내대피, 소개, 갑상선방호)가 집중적으로 강구될 필요가 있는 지역과 

중장기적으로 음식물 섭취제한, 일시이주 또는 재정착 등을 이행하여야 하는 지역

이다. 주민보호조치(옥내대피, 소개, 갑상선방호)가 집중적으로 요구되는 방사선비

상계획구역은 원자력시설을 중심으로 반경   km를 중심으로 도로 등 지형지물을 

고려하여 부록 1-1과 같이 설정되었다. 

* 방사선비상계획구역 : 부록 1-1

  시도/시군구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지정기관과 협력하여 이들 지역의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본 계획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개정한다. 만일 방사선비상

계획구역 밖에 까지도 방사능 향이 미치게 되는 사태가 발생되었을 경우, 방사

선비상계획구역 안에서의 비상대응조치와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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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재난관리책임기관

     본 계획을 원활하게 수립 운 하는데 상호 협조․지원하여야 하는 재난관리

책임기관 및 지정기관은 표 1과 같다.

표 1. 방사능방재대책 협조․지원기관

구 분 기관명 담당부서명 전화번호

지방자치단체 

(  )광역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읍/면/동

(  )읍/면/동

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  )지방 교육청

(  )지방 기상청

(  )지방 소방본부(소방서)

(  )지방 경찰청(경찰서)

(  )해양경찰서

(  )군부대

(  )군부대

(  )군부대

(  )군부대

(  )보건소

(  )병원

(  )병원

(  )병원

(  )병원

TV방송 

TV방송 

언론보도기관

언론보도기관

언론보도기관

한전(주)

KT

(  )지역 철도청

(  )지역운송업체

대한적십자사(  )지사

중앙행정기관

과학기술부

행정자치부/소방방재청

국방부/합참

보건복지부

원자력

전문기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방재대책실

원자력의학원
국가방사선비상

진료센터

원자력사업자
한국수력원자력(주)

(    )원자력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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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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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방사능방재 예방대책

제1절 원자력시설의 안전관리 운 체제 확립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시설의 안전운 을 위하여 관계법령 및 원자력 안전

헌장을 준수하고 방사성물질 환경누출에 의해 주민 및 환경에 향이 미치지 않

도록 안전성을 확보한다.

원자력시설 안전운  향상

 원자력시설 사고․고장 예방을 위한 안전 및 안전관련 설비의 주기적 

점검

 원자력시설 운 요원의 일상 업무 및 비상대응능력 향상

원자력 안전문화 향상

 원자력시설 원자력안전점검의 날 시행 (매월 1회)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를 통한 정보공개 확대

원자력시설 안전성 평가

 원자력시설의 핵물질․방사성물질등에 대한 환경 방출 또는 통제 상

실 가능성에 대한 정량적 안전성 평가 수행

  원자력사업자는 방사능방재대책법 제20조(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에 의

거 원자력시설에서의 방사능재난등에 대비하여 방사선비상계획의 수립, 방재요원

의 확보, 비상대응설비․장비 및 개인방호장구의 정비와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지

정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지원체제를 강화하는 등 방사능재난관리체제를 확립한

다.  

제2절 지역 방사능재난관리체제 구축․운

      시도/시군구는 방사능방재대책법 제19조(지역방사능방재계획 등의 수립 등)

에 의거 시도/시군구방사능방재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지휘센터, 지방행정기관․공

공기관․공공단체 및 원자력사업자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지정기관과 연계된 지

역 방사능재난관리체계를 구축․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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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에 대한 지역 방사능재난관리체계 구축․운

 방사선비상계획구역내 방사능방재대책 강구 

 시도/시군구방사능방재계획 및 세부대응매뉴얼 수립

 비상대응시설, 설비, 장비의 구축 및 유지관리

 현장지휘센터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지정기관과의 주기적인 방사능

방재대책 협조지원체제 강구 

원자력시설 방사능방재대책에 대한 주민의 이해 증진 추진

 원자력의 국민이해 증진을 위한 원자력안전정책토론회, 가두 켐페인 

등 국민 이해를 위한 행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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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방사능방재 대비대책

제1절 지역방사능재난관리체계 구축 운

1. 시도/시군구안전관리위원회 설치 운

      시도/시군구의 장은 관할구역내 원자력시설에서 방사성물질 누출사고가 발

생하 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방사능구름으로부터 주변의 주민 보호와 

환경 보전 등 방사능재난대책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시도/시군구의 재

난및안전관리체제와 연계된 방사능재난관리체제를 구축․운 한다.

시도/시군구의 장은 시도/시군구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시도/시군구

방사능방재계획을 검토하고 방사능방재대책 점검을 추진한다.

* 지역안전관리위원회 : 부록 3-1

시도/시군구의 장은 시도/시군구방사능방재계획의 원활한 운 을 위하여 

필요한 방재요원의 확보, 비상대응시설⋅설비⋅장비 등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 구성, 예산편성등 관련조례를 규정한다.

2. 방사능재난관리체제 확보

      시도/시군구의 장은 원자력시설에서의 긴급한 비상사태에 시의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비상경보방송, 환경방사선 모니터링, 주민보호조치 및 언론보도

기관에게 정보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공공단체 및 원자력사업자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지정기관과 연계된 

방사능재난관리체제를 확보한다.

* 방사능재난관리체제도 : 부록 3-2

  
3.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와의 협력체제 유지

      시도/시군구의 장은 원자력시설 비상시 정보 수집 및 전파, 주민보호조치, 

주민홍보 등에 대한 대책등 시도/시군구방사능방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현장

지휘센터의 원자력방재관과 긴 하게 협조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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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협조․지원 사항

      방사능재난등에 대비 및 대응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지정기관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가. 지방자치단체

기관명
임 무

평상시 비상시

   광역시

   도

 시/도방사능방재계획 등 방재

대책 관련 자료의 개정

 방사선비상통신망 구축 운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지정기

관간 협조지원체제 유지

 방사선계측장비 유지관리

 개인방사선방호장구 유지관리

 구호물품 유지관리

 방사능방재요원에 대한 교육, 

훈련의 주기적 실시

 사고현황 파악 및 재난관리책

임기관 및 지정기관에 상황전

파

 시/도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발족․운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에 관

계관 파견

 시/군/구방사능방재대책본부

의 비상대응활동 지원

 원자력사업자 방사선비상대책

본부의 비상대응활동 지원

   시

   군

   구

 시군구방사능방재계획 등 방

재대책 관련 자료의 개정

 방사능방재대책 홍보 (비상시 

주민보호 수송, 구호소, 음식

물 섭취제한, 주민 복지 등 

관련정보의 제공)

 방사선비상경보방송망 및 비

상통신망 구축 운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지정기

관간 협조지원체제 유지

 환경방사선감시설비 및 방사

선계측장비 유지관리

 방사능 향평가시스템 유지관리

 갑상선방호약품 구비 및 배포

체제 구축 운

 사고현황 파악 및 관계기관에 

상황전파

 시군구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발족․운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에 관

계관 파견

 민방위대원 동원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지정기

관 협조지원하에 방재대책 이

행

 원자력사업자의 사고완화조

치, 과피폭상해자 응급조치 

및 후송, 직원보호조치 등 비

상대응활동에 필요한 인력과 

자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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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역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기관명
임 무

평상시 비상시

 개인방사선방호장구 유지관리

 구호소 지정, 운 체제 및 구

호물품 공급선 유지관리

 방사선비상진료기관 및 비상

진료장비 유지관리

 방사능방재요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의 주기적 실시

 긴급시 환경방사선감시활동 

이행 

 주민 홍보 

 출입통제소 설치 운  및 치

안 유지

 주민 수송차량 동원 및 주민

보호조치 이행

 구호소 운

 갑상선방호약품 배포 및 주민 

의료활동 이행

 긴급 수송 및 비상물품 공급 

 방사능 오염물 제염

 중장기 복구대책 강구, 이행

 손해 배상 청구 등에 필요한 

자료 작성 및 보상․배상지급 

지원

    읍

    면

    동

 방사능방재대책 관련 자료의 

정비

 방사능방재대책 홍보 (비상시 

주민보호 수송, 구호소, 음식

물 섭취제한, 주민 복지 등 

관련정보의 제공)

 방사선비상경보방송망 및 비

상통신망 구축 운

 방재교육․훈련 주기적 실시

 사고현황 파악 및 시군구에 

상황전파

 읍/면/동 상황실 설치․운

 주민 홍보물 배포 

 갑상선방호약품 배포 및 기록

관리 지원

 주민보호조치 이행 지원

 교통통제 및 출입통제 지원

기관명
임 무

평상시 비상시

(  )지방 

교육청

 관할구역 초․중․고등학교 학

생에게 원자력, 방사선 및 방

 교육청 및 학교 상황실 설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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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임 무

평상시 비상시

사능재난시 주민보호조치  등 

방사선관련 교육 실시 

 방사능재난등에 대한 초․중․

고등학교 학생보호대책 수립

 학교시설의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 협조

 학교시설내 방사선계측기 설

치 운 에 대한 지원

 시군구방사능방재대책본부와 

연계하여 학생 보호조치 이행

(  )지방 

소방본부

(  )소방서

 방사능방재대책 관련 자료의 

개정

 방사능방재요원에 대한 교

육․훈련의 주기적 실시

 시/도긴급구조통제단 발족․

운

 방사선구역내에서의 화재진

압, 인명구조구급 

 현장응급처치, 병원후송

 비상대응활동에 요청되는 차

량, 헬기 등 지원 

 주민보호조치 지원 

 방사능제염 지원

(  )지방 

경찰청

(  )경찰서

 방사능방재대책 관련 자료의 

개정

 방사능방재요원에 대한 교

육․훈련의 주기적 실시

 출입통제소 설치운

 주민보호 및 수송을 위한 교

통통제

 비상대응활동에 요청되는 차

량, 헬기 등 지원 

 주민보호조치 지원

 불순분자 색출검거, 치안유지

 사고원인 수사

(  )해양 

경찰서

 방사능방재대책 관련 자료의 

개정

 방사능방재요원에 대한 교

육․훈련의 주기적 실시



 선박에 대한 긴급통보, 소개 

및 출입제한 실시

 선박을 이용한 주민보호조치 

이행

 해상 환경모니터링 지원

(  )지방 

기상청

 방재대책 관련자료 개정

 방사능방재요원에 대한 교

육․훈련의 주기적 실시

 실시간/예측 기상정보 제공

 환경방사선 모니터링 및 시료

채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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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자력사업자

기관명
임 무

평상시 비상시

한국수력원

자력(주)

(  )원자력

본부

 원자력시설 방사선비상계획 

수립, 방재대책 관련자료 개

정

 방재요원․직원에 대한 교육․

훈련의 주기적 실시

 비상발령, 비상상황 보고․통

보

 방사선비상대응기구 설치․운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지정기

기관명
임 무

평상시 비상시

( )보건소

지역병원

 방사선비상진료 및 의료구호

체제 구축 운

 방사선비상진료요원에 대한 

교육․훈련의 주기적 실시

 방사선의료지원본부와 협조하

여 방사능 오염자 및 방사선 

피폭자에 대한 오염검사, 분

류, 제염 및 치료 등 의료구

호

 비방사선적 응급환자 응급 의

료활동 이행

TV방송  

언론기관

 방사능방재대책 관련 주민홍

보물 보도 또는 방

 원자력방재에 관계되는 지식

의 보급

 연합정보센터와 연계하여 비

상정보 및 각종 지시사항 등

의 전달 및 현장 대응활동 상

황 홍보

 교통통제, 위험정보, 부상자 

소재등 현장정보 제공

한전(주)  사고지역 전력 수습대책 수립  사고지역 전력 수습대책 이행

KT

 비상통신망 확보 지원

 비상통신망의 주기적 점검 및 

유지관리 지원

 국내․외 긴급 통신수단 지원

 현장대응 긴급 통신장비 지원

(  )지역 

철도청

 구조 물자 및 소개자의 수송 

지원

(  )지역 

운송업체

 긴급시 주민, 학생, 특수그룹

등에 대한 수송 지원

 구호물자의 긴급수송 등 지원
대한적십자

사 ( )지사

 의료․구호활동 지원

 의연금 모집, 배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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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임 무

평상시 비상시

한국원자력

연구소

 비상경보․방송설비 및 비상

통신설비 유지관리

 환경방사선감시설비 유지관리

 방사능방재대응시설․장비․물

품 유지관리

관의 협조지원 아래 비상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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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비상통신․연락체계의 구축 운

     시도/시군구는 과학기술부, 시군구/시도, 읍면동, 공공기관, 공공단체 및 원자

력사업자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지정기관과 방사능재난에 정보수집 및 전파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비상통신연락체계를 구축 운 한다.

비상통신연락체계의 정비

 비상시 신속한 정보전달이 가능하도록 비상전용전화와 모사전송설비 

등을 설치․운 한다.

 각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지정기관간 비상통신시설은 기존의 상용 

유․무선통신시설 및 위성통신망을 최대한 활용한다.

 PC 웹통신을 활용한 비상정보관리체제(ERIX)를 활용한다.

 비상통신연락망의 운

비상상황 통지 및 정보 수집을 위한 각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지정

기관 비상연락창구 지정 

주요 관계자, 방사능방재요원에 대한 비상연락망 구축

주요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지정기관간 비상전용통신망 확보, 주기

적 점검

방사선비상대응기구 통신망 구축

지휘본부요원과 현장대응요원간 위성통신체계 정비

평상시 주기적으로 및 방재훈련시 비상통신․연락체계를 점검토록 

하여 그 운용 방법을 익히도록 한다.  

* 비상통신연락망 : 부록 3-3

주민홍보체제의 정비

 시도/시군구의 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지정기관과 연계하여 긴급

시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한 홍보차량 등 설

비 및 기기들의 정비와 인터넷, 지역방송 등 다양한 미디어의 활용을 

추진하며, 이러한 정보전달 담당자의 선임과 주민 상담창구 설치 등

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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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정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주변 주민 특히 고령자, 

장애자, 외국인, 약자 및 일시체류자에 대한 정보관리체제의 정비 

 비상경보방송망 설치 운  

원자력사업자는 원전시설로부터 반경 2km 이내에 비상경보방송망 

설치․운  

원전시설 반경 2km부터 비상계획구역 경계까지의 비상경보방송망

은 기존 민방위경보시설 활용

비상경보방송망은 시군구의 장의 결정에 따라 경보방송을 하되, 필

요시 원자력사업자도 운 할 수 있도록 망 구축

시군구의 장은 비상경보방송망의 주기적(년4회 이상) 점검 실시

방사능재난경보는 재난경보 신호규정 준수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35조 2항 참조) 

시도/시군구는 신속하고 다양한 정보수집 및 전파를 위한 수단으로 화

상전송시스템, TV 방송망,  헬리콥터, 차량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과학기술부),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비상정보연락체계를 구축․운 한다. 

제3절 지역 방사능재난대응시설 및 장비의 구축 운

시도/시군구방사능재난대응 상황실의 설치

 사고 상황접수 및 상황전파, 주민보호 의사결정 이행, 현장대응활동을 

총괄 지휘하기 위한 방사능방재계획, 비상대응매뉴얼, 비상통신설비

(비상전화, 팩시 리), 휴대용 위성통신전화, 비상대응정보화시스템, 

화상전송회의망, 환경감시설비, 비상전원설비, 비상대응사무기기(노트

북, 프린터, 복사기) 및 집기(책상, 걸상), 대형 지도, 비상연락체계도, 

주민 질의응답용 통신망(전화, 인터넷), 긴급수송용 차량 목록 등 구

축

방사능재난대응장비․장구의 확보

 주민홍보용 비상경보방송설비 : 마을경보방송망, 홍보차량, 경보용전

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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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방사선감시설비 : 공간방사선량률감시기, 휴대용 환경방사선연속

감시기, 공기오염감시기, 환경시료채취용 물품, 연속지역환경방사선감

시망 등

 현장대응물품 : 방사능구역 또는 통제구역 표지판 및 표지용 띠, 차량

오염감시기, 방사능 제염제, 제염차량, 긴급구조용 물품 등

 현장방재요원(주민유도요원, 수송요원, 오염분류요원, 소방요원, 긴급

구조요원, 교통 및 출입통제요원, 치안유지요원, 의료요원, 현장응급복

구요원, 환경방사선감시요원 등) 휴대장비 : 방호복, 개인피폭선량계, 

열형광선량계(TLD), 개인오염감시기(Frisker), 방독면, 갑상선 방호약

품(안정옥소제), 무전기 또는 개인휴대폰, 비상대응수첩(비상임무, 지

도, 개인방호지침, 비상연락 전화번호) 등

 소개 주민 생필품 및 의약품 : 의복, 침구, 비상식품, 응급의약품, 위

생용 소독약품 등 

비상대응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국가방사능방재대응정보관리시스템(ERIX) 

 원격방사선비상진료네트워크 

원격지 재난관리책임기관간 화상회의시스템 구축

방사능재난대응 장비․장구 및 인원의 확보방안 수립

 방사능재난시 효율적인 자체 방재업무 추진을 위하여 방사선(능) 측

정 및 분석 장비를 확보하되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의 기금

에서 충당하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

 원자력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상대응조직의 방재업무 수행에 필

요한 측정기 및 분석기기 등을 대여하고 필요시 기술요원을 지역본부

로 파견 

* 방사선비상대응설비․장비 : 부록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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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주민보호대책 수립

     시도/시군구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지정기관 지원 아래 소개 등 주민보호

대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실시되고 구호소 운 대책을 마련한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내 구역별(방위별·거리별) 주민 인구등 자료를 정비

하여 긴급시 주민보호에 활용한다. 

* 주민보호 사회환경 자료 : 부록 3-5

소개 유도용, 수송용 기자재·차량 등의 정비

 시군구는 주민의 소개 유도·수송에 필요한 기자재·차량 등을 확보. 

 사전 확인 및 지정사항

비상계획구역내 인구 

지역별 연락 책임자 

차량(선박) 수 

대피, 소개 등 이동을 필요로 하는 예상 인원수 

집합장소, 소개 경로 및 방법

* 수송 동원차량․선박 자료 : 부록 3-6

노약자 등에 대한 배려

 고령자, 장애자 등 노약자, 외국인 및 일시 체류자 등에 대한 비상상

황 전파 및 소개는 주변 주민, 민방위대원, 자원봉사 조직 등의 협력

을 얻어 이행

 특히, 방사선의 향을 받기 쉬운 임산부, 유아 및 아동학생에 대하여

는 우선하여 보호조치 이행

주민 소개 상황 확인 

 주민의 소개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소방ㆍ경찰등 관계기관

의 협력을 받는다. 

1주일 정도 거주할 구호소 지정

 시군구는 구호소 시설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구호소를 지정하

고, 위생관리 등 구호 생활의 환경을 양호하게 유지토록 정비

 소개주민 예상인원, 소요시간, 소개경로, 거리, 지역별 연락책임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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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별 기상변화를 고려한 구호소 위치 분산․지정

 구호소의 명칭, 소재지, 수용가능 인원 수

 구호소내 편의설비 설치계획 수립

 지역주민 구호식량, 생활용품, 의료 및 침구류 등 사전 확보 또는 수

급계획 수립

* 구호소 현황 : 부록 3-7

제5절 긴급 수송대책 수립

방재전문가의 수송대책 수립

 정부(과기부), 시도, 시군구 및 공공기관은 방사능방재 전문가 및 의

료요원 등을 현지에 수송하는 방안, 헬기 이착륙장 등을 사전에 수립

한다.

* 헬기 정보 : 부록 3-8

교통통제대책 수립

 시도/시군구는 도로 정보판 등 도로교통 관련설비에 대해 긴급시의 

도로교통 관리체제를 사전에 수립한다.

 경찰은 긴급시의 광역적인 교통통제체제를 구축하고 현지의 교통통제 

및 전문가 및 주민 수송을 지원한다. 

 도로 교통통제가 실시되었을 경우 경찰은 도로기능의 확보를 위해 라

디오, 도로정보망 또는 가두방송(헬기, 순찰차)을 통하여 운전자에게 

긴급 상황을 알리고 협조 유도 방안을 수립한다.

* 도로망 현황 : 부록 3-9

제6절 주민 홍보방안 수립

     시도/시군구는 정부(과학기술부) 및 원자력사업자와 협조하여 방사능재난에 

대비한 비상정보 및 주민홍보 운  방안을 수립한다.

비상시 주민에게 홍보하는데 필요한 인원, 자원, 시설/장비 및 조정절차

의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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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정보(예, 사고시설 상태, 환경방사선준위, 방사능재난시 취해야 할 

행동요령, 구호소에서의 행동요령 등) 전달방안 강구 

고령자, 장애자, 유아등 노약자와 외국인에 대한 홍보방안 강구 

주민홍보 추진  

 방재대책 홍보용 책자 및 홍보용 웹사이트 개발

 방사능재난의 개요 및 특수성, 비상의 종류, 소개․대피 집결지 및 구

호소 위치, 소개 경로, 비상시 연락체제, 방사선방호 및 주민행동요령 

등을 포함

 방사성물질 및 방사선의 특성, 원자력시설 개요, 방사선이 건강에 미

치는 향 등 포함      

시도/시군구은 방사능재난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전달

체계 및 비상방송설비 등을 사전에 정비

주민의 문의에 응답하기 위해 주민상담 창구와 필요한 전화 및 인터넷 

등 확보

제7절 지역 환경방사능감시체제의 구축 운

     시군구는 지역 관계기관 및 원자력사업자와 협조하여 환경방사선감시체제를 

구축 운 한다.

평상시 환경방사선 모니터링

 원자력시설에서 방사성물질 방출에 의한 주변 환경 향평가를 위해 

평상시 환경 모니터링 실시

* 원자력시설 주변 환경방사선감시 조사 결과보고서 참조

긴급시 환경방사선 모니터링

 원자력시설 방사선비상시 환경방사선 모니터링을 신속하게 실시하기 

위해 비상시 환경 모니터링 실시 매뉴얼 수립

환경 모니터링 설비·기기의 정비·유지

 시군구는 비상시 관할구역에서의 방사성물질 또는 방사선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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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파악하기 위해 모니터링포스트, 집적선량계, 이동형 방사선계측

기 등의 환경방사선 모니터링 설비·기기 등을 정비·유지하고, 교육 훈

련을 통하여 이들 기기의 사용에 익숙토록 한다.

모니터링 요원의 확보

 시군구는 긴급시 모니터링을 신속하게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원

을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필요한 지식을 습득토록 전문기관에서 실시

하는 교육에 참여시킨다.

관계기관과의 협력체제의 정비

 시군구는 긴급시 모니터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재난관리책임기

관 및 지정기관간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지정기

관 및 파견요원의 임무를 명시한다.

원자력사업자의 모니터링 지원

 원자력사업자는 부지경계 모니터링 포스트 감시기, 배출구 감시기, 감

마선․중성자선 서베이메터, 열형광선량계 및 옥소 샘플러 등 필요한 

측정용 기자재를 정비․유지 및 환경방사능 감시를 수행하고, 비상시 

이들 측정 정보를 시도/시군구에 제공한다.

 원자력사업자는 시군구가 실시하는 긴급시 모니터링이 원활하게 이행

되도록 모니터링요원, 방사선계측장비 등을 지원한다.

비상시 방사선 향 예측시스템

 시군구는 정부 및 원자력사업자와 연계하여 비상시 방사선 향 예측

시스템과 환경방사선 모니터링 시스템과의 네트워크를 설치 유지한

다.

  원자력시설에서 방사능재난이 확대되어 대규모의 환경방사능감시가 요구될 경

우, 과학기술부(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는 지방자치단체, 사고시설의 원자력사업자, 

타 지역의 원자력사업자, 소방서, 경찰, 해양경찰서, 군부대등 관계기관과 연계하

여 환경방사능감시 인력과 기자재를 동원하여 합동방사선감시센터 운 체제를 구

축 운 한다. 초기 합동방사선감시센터가 설치되기 전에는 시군구를 중심으로 원

자력사업자, 민간환경감시기구, 지역군부대 등이 환경감시를 수행한다.

  소방, 경찰, 해양경찰 및 군부대는 헬기, 경비정, 또는 함정을 파견하여 현장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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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방사선감시요원 및 기자재를 탑재하고 육상, 공중 및 해상 감시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절한 체제를 정비․유지한다.

* 환경방사선 모니터링 : 부록 3-10

제8절 구조·구급, 소화대책 수립 

구조·구급대책 

 소방서는 구조·구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구급차량을 확보한다.

 시도/시군구는 긴급구조기관․긴급구조지원기관 및 원자력사업자와 

협조하여 방사능재난등에 대비하여 긴급구조를 위한 차량, 헬기, 기자

재 정비․유지 및 현장대응요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교육․훈련

을 실시한다.

화재진압대책

 소방서는 원자력시설 및 그 주변에 있어서의 화재등에 적절히 대처하

기 위해 소방 수원지를 확보하고, 소방대책을 수립한다. 

제9절 비상의료대책 수립

시도/시군구는 방사능사고 현장에 긴급의료본부를 설치․운 하기 위하

여 의료기관, 의료요원 등을 사전에 지정하고 상호간 협력체제를 강구한

다.

정부 지원하에 방사선측정기, 제염기자재, 갑상선 방호약품, 응급구호 의

약품 등 의료기자재 등을 확보한다.

시도/시군구는 정부와 연계하여 방사선 장해방어 의료대응체제를 구축

하고, 긴급시 의료체제 운 방안 수립한다.

신속한 의료조치를 위하여 사전 협력기관 의료진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의뢰한다.

긴급 의료본부는 인체의 제독설비를 강구한다.

* 긴급시 비상진료활동 : 부록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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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절 방재요원의 개인방호대책 수립 

     시군구는 방사능재난시 방사선관리구역에서의 화재 또는 구조․구급활동, 주

민보호 유도․수송 등, 환경방사선감시 등 비상대응활동을 수행하는 현장대응요원

의 안전 확보를 위해 개인방호장구 및 방사선계측기, 개인방호 기준 및 수칙 등을 

제공하고 현장대응활동시 환경방사선 준위 등 관련 정보를 수시로 제공한다.

비상응급대책에 종사하는 직원의 안전을 확보하는 현장대응요원의 안전 

수칙방안을 수립한다.

방호복, 방호 마스크, 갑상선 방호약품등 개인방사선방호장구를 확보. 

* 현장대응요원 방사선방호 : 부록 3-12

제11절 방사능방재 교육 및 훈련

1. 방재요원 교육 

방재요원은 방사능방재에 관한 전문지식 습득과 비상시 행동요령 등을 

숙지하기 위하여 방사능방재 위탁교육지정기관에서 교육 이수

교육 내용은 원자력발전소 재난대책, 원자력발전소 개요, 방사선방어, 방

사선 및 방사성물질의 측정방법 및 기기를 포함한 방재대책의 제반 설

비에 관한 사항, 긴급 피폭시 의료대책 등을 포함하여 교육 대상에 따라 

교육 내용을 달리하여 실시

교육 방법은 이론, 실기 및 시청각 교육을 통하여 교육효과 극대화

2. 방재훈련 

시도/시군구는 년1회 이상 민방위의 날 훈련과 병행하여 방사능방재 자

체훈련계획을 수립 이행한다. 

방사능방재 자체훈련은 다음 사항들을 포함하여 실시한다.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 등의 설치․운

 비상경보방송, 비상상황의 전파 및 비상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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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개요, 대책

 긴급시 통신․연락

 주민홍보

 긴급시 환경방사능감시

 주민보호조치

 응급치료 및 구호

 오염측정, 제독 및 제염

 교통통제

시도/시군구는 중앙행정기관, 시군구/시도, 읍면동, 지방행정기관ㆍ공공

기관ㆍ공공단체 및 원자력사업자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지정기관과 

연계하여 방사능재난관리체제의 확립 및 방재요원의 대응능력을 고취시

키기 위해 합동훈련 및 연합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시도/시군구와 원자력사업자가 공동 주관하는 합동훈련은 원전 부지 

별로 4년에 1회 실시

 합동훈련은 원자력사업자(과학기술부 장관의 사전 승인) 및 시도/시군

구가 작성한 훈련 시나리오를 근거로 실시

 합동훈련시 인근 주민 및 보도기관에 합동훈련 내용을 공개하여 원전 

안전에 관한 주민들의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조치

 연합훈련은 정부(과기부)가 주도하여 실시

시도/시군구는 훈련종료후 훈련개요, 훈련실시결과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시도/시군구방사능방재계획 보완사항 등 훈련결과보고서를 작성하

여 정부(과기부)에 제출한다.

제12절 지역방사능방재대책 유지관리

1. 지역방사능방재계획 수립 

     시도/시군구는 방사능재난 발생시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국가방사능방재계

획 및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과 연계된 시도/시군구방사능방재계획을 수

립하고 주기적으로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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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시군구방사능방재계획에는 참여하는 모든 조직과 개인의 임무를 

명시하고, 각급 방재요원이 주어진 핵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체

적인 지침과 요구되는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2. 방사능재난관리 관련자료 정비

     시도/시군구는 비상시 시의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평상시 방사능재난대책

을 위한 방사성물질 및 방사선피폭 예측관련 자료, 사회환경 자료, 방사선방호 기

자재 등에 관한 자료 등을 확보하고, 이들 정보를 주기적으로 개정하고, 신속하게 

활용토록 전산화 한다.

원자력시설에 관한 자료

 원자력사업자 방사선비상계획

 원자력시설 계통도등 시설의 구조 등을 기재한 서류

 시설 배치도

사회환경에 관한 자료

 주변지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구호소 위치도

도로, 철도

헬기 이착륙장 위치도

 주변지역의 인구, 세대별 자료 

구역별(방위별·거리별) 세대수, 인구, 마을수 

구역별(방위별·거리별) 마을별 세대수, 인구 내역

 주변지역의 특수시설에 관한 자료 

구역별(방위별·거리별) 마을별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생수

숙박시설 감호소 등

구역별(방위별·거리별) 계절별 관광객 유입 상황

 주민보호조치에 관한 자료 

소개 기본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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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별(방위별·거리별) 집합 장소, 

구호소 위치 및 시설 상황

 긴급시 비상진료시설에 관한 자료 

긴급시 방사선비상진료 매뉴얼

구역별(방위별·거리별) 진료 과목별 의료기관의 상황

일반 사상자의 구급후송에 관한 앰뷸런스 

방사능 향 예측에 관한 자료

 주변지역의 기상관계 자료

 선량추정 계산에 관한 자료 

피해지역 개인별 주민관리카드

부유 방사성물질의 제거효율 및 감마선에 의한 피폭저감계수

 평상시 환경방사선 모니터링 자료 

원자력시설 주변 환경방사선감시 조사 결과보고서

 주변 지역의 수원지, 음료수공급시설 상황 

 농축수산물의 생산 및 출하 상황 

주요 농축산물의 생산 상황

우유의 생산 출하 상황

구역별(방위별·거리별) 주요 농축산물 생산단지의 상황

어업지구의 수산물별·월별 어획량

농축산물·수산물 유통도

방사능방재 장비․물품 등에 관한 자료

 방사능방재 장비․물품 등의 정비 상황 

 비상경보방송망, 민방위경보시설(마을경보방송망) 상황

 소개용 차량등의 보유 상황 

지역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가 보유하는 수송차량

민간 일반차량

방재관계기관 소속 선박

일반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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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활동용 장비․물품 등의 비축 및 배치 준비 상황

긴급시 의료설비 등의 정비 상황

기타 필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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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면



- 125 -

제4장 방사능방재 대응대책

제1절 방사선비상등급별 사건 정의 및 비상대응조치

표 2. 백색비상의 사건 정의 및 대응조치

사 건  정 의
대   응   조   치

부  지  내 부  지  밖

부지내 직원보호조치를 심각

하게 고려할 필요가 없는 사

건으로서

-핵연료 취급사고

-시설 내부 화재 또는 안전

계통에 향을 끼치지 않는 

기타 비상상황

-부지내 긴급 직원보호조치

가 요구되지 않는 임계사고 

또는 부지 밖으로 방사능 

방출 가능성이 없는 사고

-소형 원자로심에 적용되는 

방호설비가 심각하게 손상

-대규모 감마선원 혹은 사용

후핵연료의 차폐나 제어기

능 상실

-시설내 긴급 직원보호조치

가 필요한 시설경계내 고선

량

-부지내 직원이 피폭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사고

-부지내 상황을 위험하게 할 

수 있는 테러 혹은 범죄행

위 등을 시설내 직원보호조

치가 요구되거나 원인을 알 

수 없는 사고

-시설내 인명구조 활동 및 

응급치료

-지자체에 통보하고 필요시 

지원 요청

-직원 소개 또는 대피 및 인

원  점검 

-시설경계내 오염검사 및 오

염된 자나 장비가 시설경계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보장

-상해피폭자 응급치료, 제염, 

피폭 평가 및  후송

-시설경계박 직원보호조치가 

필요 없음을 확인하기 위하

여 시설 주변의 방사선준위 

감시 

-현장 응급조치요원에 대한 

방호조치 

-단일 지휘자 지휘아래 사고

완화조치, 사고상황 분석 및 

복구 등 적절한 대응활동 

개시

-현장 응급조치요원 및 제어

실 운전요원에 대한 기술지

원 

-지자체와 통신 유지

-지자체와 통합 대응체제 구

축

-지자체 또는 연합정보센터

에서 언론 브리핑 실시(언

론․주민 관심표명시)

-비상등급 재평가 및 필요시 

변경

-비상대응 대비체제 강화

-부지밖 주민보호조치가 필요 

없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

설 주변의 방사선준위 감시

-단일 지휘자 지휘아래 필요

시 부분적인 대응활동 개시

-관계기관에 보고․통보

-필요시 원자력시설에 소방, 

경찰 및 의료 지원

-상해자 응급치료 및 과피폭

자 치료 결정을 위하여 전문

가와 상담

-지자체 또는 연합정보센터에

서 언론브리핑 실시(언론․

주민 관심 표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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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청색비상의 사건 정의 및 대응조치

사 건  정 의
대 응 조 치

부지내 부지밖

부지내 직원보호조치를 수행

하여야 하는 사건으로서

-노심, 냉각계통, 사용후핵연

료 등에 적용된 방호가 심각

하게 감소

-사고로 인해 보호기능이 심

각하게 감소

-추가적인 고장이 발생하면 

적색비상으로 가야하는 상황

-부지밖 선량이 주민보호조치 

결정기준에 접근

-필수안전기능이 붕괴되거나 

결과적으로 심각한 방사능 

방출 혹은 피폭이 발생할 수 

있는 테러 혹은 범죄행위

-부지내 인명구조 활동 및 

응급치료

-지자체에 통보, 필요시 부

지내 지원요청

-직원보호조치 및 인원점검 

 이행

-현장 응급조치요원에 대한 

방호조치 

-모든 대응활동 개시

-현장 응급조치요원 및 제어

실 운전요원에 대한 기술지

원 

-부지내․외 환경방사선(능)

감시 실행

-지자체와 통신 유지

-현장지휘센터 및 지자체와

의 비상대응체제 구축

-연합정보센터에서 지자체와 

합동으로 언론 브리핑 실시

-비상등급 재평가 및 필요시 

변경

-현장지휘센터장 지휘아래 종

합된 비상대응체계 구축 및 

종합적이고 전반적인 대응활

동 개시

-부지밖 주민보호 준비

-비상계획구역내 주민에게 경

보하고 추가 지침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권고

-방재요원에 대한 방사능 방

호조치 제공

-필요시 원자력시설에 소방, 

경찰 및 의료 지원

-환경방사선감시체계 가동, 비

상계획구역내 환경감시 실행 

및 필요시 비상등급 변경

-관계기관에 보고․통보확인

-잠재적으로 향 받는 국가 

및 IAEA에 통보

-상해자 응급치료 및 과피폭

자 치료 결정을 위하여 전문

가와 상담

-연합정보센터에서 언론브리

핑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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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적색비상의 사건 정의 및 대응조치

사 건  정 의
대   응   조   치

부  지  내 부  지  밖

부지밖 주민보호조치가 요구

되는 임계 또는 차폐체 손상

으로 방사성물질의 환경방출 

또는 방출 우려가 있는 사건

으로서

-노심 또는 최근에 사용한 

다량의 핵연료가 실제로 손

상되거나 예상됨

-방사능 방출이나 부지밖의 

주민보호조치가 요구되는 

안전계통 또는 방호장벽의 

실제적 손상

-부지경계에서의 실제 또는 

잠재적인 위험상황

-부지밖에서 주민보호조치가 

요구되는 방사선준위 검출

-테러 및 범죄행위의 결과

로, 방사능 방출이나 피폭방

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계

통의 감시나 제어가 불가능

하여 주민보호조치가 요구

되는 경우 등

-부지내 인명구조 활동 및 

응급처치

-지자체에 통보하고 방호활

동을 권고 및 필요시 지원

요청

-직원, 방문객을 소개시키거

나 부지내 대피 및 모든 사

람의 인원점검 실시

-현장 응급조치요원에 대한 

방호조치 

-현장 응급조치요원 및 제어

실 운전요원에 대한 기술지

원 

-부지내․외 환경방사선(능)

감시 실행

-모든 대응활동 개시

-지자체와 통신 유지

-현장지휘센터 및 지자체와

의 비상대응체제 구축

-연합정보센터에서 언론 브

리핑 실시

-현장지휘센터장 지휘아래 종

합된 대응체계 구축

-잠재적으로 오염된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도록 주민에게 

권고

-권고되는 즉시 주민보호조치 

시행

-환경방사선감시체계 가동, 비

상계획구역내 환경방사능 감

시 실행 및 결정기준에 근거

한 방호활동 개정

-지역본부장 지휘 아래 종합

적이고 전반적인 주민보호 

대응활동 개시

-현장 응급조치요원에 대한 

방호조치 

-모든 관련기관에 보고 통보 

확인

-잠재적으로 향 받는 국가 

및 IAEA에 통보

-소개자의 검사 및 제염방법 

수립, 의료대응 및 응급처치 

관리, 과피폭 환자 치료에 관

한 전문가 상담

-연합정보센터에서 언론브리

핑 실시(음식물 섭취제한 계

획 포함)

-농축산업자에게 곡물 보호지

침 및 가축(사료) 취급지침 

통보

-감시전 오염식품의 운송 통

제

-음식물섭취제한 개입준위가 

초과되는지 감시, 적절한 보

호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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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방사능재난 발생 보고․통보

1. 방사선비상 발생시

원자력사업자로부터 방사선비상 발령 보고를 받은 시도/시군구의장은 

관할구역 지역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에 비상상황 전파

다음과 같은 연락 수단을 이용하여 원전 인근지역 주민에게 방사선 비

상발령 상황 경보․방송 (원자력사업자도 비상경보방송망을 활용하여 

주민에게 비상상황을 방송할 수 있음)

 비상경보방송망, 민방위경보시설(마을경보방송망)

 홍보차량 및 헬기

 마을 이장의 전화연락 및 이웃 주민 간 상황전파

 각 학교 및 공공․민간단체에 전화 연락

 라디오, TV, 웹사이트 등

※ 보고․통보양식 : 부록 4-1

※ 재난상황전파 체계도 : 부록 4-2

※ 주민 경보․방송 양식 : 부록 4-3

2. 방사능재난 발생시 

과기부장관은 방사능재난 발생 선포시 사건의 개요, 사건의 향후 전망 

등 사고정보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

방사능재난 발생 선포시, 시도/시군구의 장은 방사선 향을 받거나 받

을 우려가 있는 지역의 주민에게 즉시 원자력시설의 사고 상태 등 방사

능재난 상황의 개요와 긴급대응조치를 실시해야 하는 구역 등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수행

시도/시군구의 장은 방사능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사

능재난지역내 주민행동요령을 전파하고, 현장지휘센터 합동방재대책협의

회에서 결정한 대피, 소개, 갑상선방호약품 배포, 음식물 섭취제한 및 식

료품과 음료품, 농ㆍ축ㆍ수산물의 반출 또는 소비 통제 등 긴급 주민보

호조치 의사결정 사항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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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비상대응기구 설치 및 운

1.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과학기술부는 방사선 백색비상이 발령되면 중앙상황실(실장 : 원자력국

장)을 운 하여 비상정보 수집 및 관계기관 간 연락조정 및 비상응급대

책 등 실시

과학기술부는 백색비상시 비상대응임무가 가중되거나 또는 방사선 청색

비상이 발령되면 중앙본부(본부장 : 과학기술부 장관)를 설치․운

 사고초기단계 현장에서의 신속한 비상대응활동을 운 하고 관계기관

간 비상정보를 원활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현장지휘센터(센터장 : 과학

기술부 차관)를 운

과학기술부는 적색비상이 발령되면 방사능재난 정보의 전달 및 국가 차

원에서 대응조치(방사능재난 선포 등) 이행 

 중앙본부장은 중앙본부회의를 소집하여 방사능방재에 관한 긴급 대응

조치 사항을 심의

2. 현장 방사능방재지휘센터

원자력방재관의 임무

 방사선 백색비상 발령시 관계기관과의 연락체계 점검 등 현장지휘센

터의 운  준비태세 유지

 청색비상 발령시 또는 중앙상황실장(원자력국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현장지휘센터 운  

 방사능재난의 현장대응활동을 총괄 지휘하고, 현장지휘센터장(과학기

술부 차관) 배속시 비상상황 및 비상대응조치 현황 보고 및 소속 실

무반에 배치되어 할당된 임무 수행 

현장지휘센터 관계관의 파견

 청색비상 발령 또는 백색비상시 중앙상황실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

음 기관들은 즉시 현장지휘센터에 관계관을 파견

행정자치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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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 소방본부 및 소방서, 지방교육청, 

해양경찰서, 지방기상청, 보건소, 군부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

자력의학원, 대한적십자사, 원자력사업자

현장지휘센터장의 임무

 필요한 긴급대응조치 의사결정을 위해 현장지휘센터에 파견된 관계관 

중에서 각 분야별 1인을 지명하여 주민보호 의사결정을 위한 합동방

재대책협의회를 주관 운

 방사능재난등의 신속한 지휘 및 상황관리, 재난정보의 신속한 수집과 

통보를 위하여 기능별로 관계관으로 구성되는 실무반을 설치․운

 현장대응활동의 관리 및 감독, 지역본부의 현장대응활동에 필요한 사

항 및 정부의 지원 사항 조정

※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조직 : 부록 4-4

3. 연합정보센터

현장지휘센터장은 방사능재난등에 대한 정확하고 통일된 정보를 제공하

기 위해 연합정보센터의 장을 지명하고 연합정보센터를 설치․운

 다만 현장지휘센터가 운 되기 전까지는 시군구의 지역본부장이 연합

정보센터를 설치 운

연합정보센터의 장의 임무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자를 대변인, 뉴스편집담당, 언론보도매체 

담당, 주민질의응답 담당, 센터운 담당 및 보안담당으로 구분 운

 비상에 대해 기술전문가 및 대변인으로 교육을 받은 자를 비상 주민

홍보 및 보도 요원으로 배속하여, 비상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관

해 일반인 및 대중 매체에 정보 제공과 홍보 이행

 보안담당은 보도/발표 자료에 보안상 위험이 될 수도 있는 정보가 포

함되는지 검토 

언론보도매체 담당은 현장대응요원 및 주민의 건강과 안전에 필요

한 비상대응 및 방호활동을 종합 정리하여 홍보  

방사능재난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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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관별 비상대응활동

의료구호활동

농축수산물의 안전성

교통통제 및 치안유지

주민의 가족안부 등 

연합정보센터장은 주민으로부터의 문의에 응답하기 위한 전화 및 인터

넷을 개설 운

4.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은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를 설치․운 하여 

원자력시설에 대한 사고평가 및 완화조치 및 주민에 대한 피폭선량 평

가 등 지원

5.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

원자력의학원장은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를 설치․운 하여 방사선피

폭환자 치료 및 피폭자 관리 이행

6. 광역시/도방사능방재대책본부

광역시/도의 장은 원자력시설에서 방사선비상(백색비상)이 발령되면 시/

도방사능방재대책본부를 발족·운

 방사능방재 전담부서의 장은 시/도상황실에 종합조정반을 구성하여 

비상정보수집 및 관계기관간 비상정보의 전파, 시/도가 수행해야 할 

대응조치 점검

 절차에 따라 환경방사능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사고추이를 점검하며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비상연락체제 등을 정비

청색·적색비상이 발령되면 

 본부장은 시/도방사능방재대책본부 확대, 시/도안전관리위원회 등을 

구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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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부장은 현장지휘센터 합동협의회에 부시장/부지사를 파견하여 긴급

사태 응급대책의 실시 방법, 방사능재난 확대 방지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하여 협의토록 조치

 본부장은 지역본부 가동시 경찰서, 소방대, 군부대, 해양경찰서 등 관

계기관에 연락관 파견을 요청 

 시/도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기능

주민 대피 및 소개 지원

의료 및 구호 지원

치안 유지 지원

민방위대 동원 지원

환경방사선감시 지원

방사능 오염 지역의 제염 지원

군 지역본부의 지휘, 통제 지원

주민 홍보 및 교육 지원

대외 기관과의 협조체제 유지 지원

기타 방재활동을 위한 제반 조치 지원

※ 시도방사능방재대책본부 조직 : 부록 4-5

7. 시/군/구방사능방재대책본부

시장/군수/구청장은 원자력시설에서 방사선비상(백색비상)이 발령되면 

시/군/구방사능방재대책본부를 발족·운

 방사능방재 전담부서의 장은 시/군/구상황실에 종합조정반을 구성하

여 비상정보수집 및 관계기관간 비상정보의 전파, 시/군/구가 수행해

야 할 대응조치 점검

 절차에 따라 환경방사능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사고추이를 점검하며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비상연락체제 등을 정비

청색·적색비상이 발령되면 

 본부장은 시/군/구방사능방재대책본부 확대, 시/군/구안전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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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구성․운   

 본부장은 현장지휘센터 합동협의회에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를 파견

하여 긴급사태 응급대책의 실시 방법, 방사능재난 확대 방지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하여 협의토록 조치

 본부장은 지역본부 가동시 경찰서, 소방대, 군부대, 해양경찰서 등 관

계기관에 연락관 파견을 요청 

 시/군/구 지역본부의 기능

주민 대피 및 소개

의료 및 구호

치안 유지

민방위대 동원

방사능 오염 지역의 제염

주민 홍보 및 교육

대외 기관과의 협조체제 유지

기타 방재활동을 위한 제반 조치

※ 시군구지역본부 조직 : 부록 4-6

8. 긴급구조통제단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지역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현장대응활동을 

조정하기 위해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 시ㆍ군 긴급구조통제단(이하 "지

역통제단"이라 한다)을 설치·운

지역통제단장은 재난현장의 긴급구조 등 현장지휘를 효과적으로 수행하

기 위하여 재난현장에 현장지휘소를 설치ㆍ운

9. 현장지휘센터와의 협조

현장지휘센터는 시군구지역본부의 방사능방재 대응활동에 대한 기술적

인 사항을 지원

시도/시군구의 장은 현장지휘센터 가동시 파견단을 현장지휘센터로 파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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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협의회의 위원으로 부단체장이 파견되며, 적절한 방재요원(연락관)

을 파견

지역본부장은 방사능재난 발생시 상황에 따라 필요한 긴급 주민보호조

치 및 언론 홍보를 시행하며, 현장지휘센터 가동 이후는 연합정보센터를 

통한 언론홍보를 지원하고 현장지휘센터의 주민보호조치 결정사항 이행

제4절 환경방사선 감시 및 평가

1. 환경방사선 감시

시군구지역본부장은 원자력사업자 및 지역 공공기관과 협조하여 환경방

사선감시팀을 구성․운

 시군구지역본부장은 공중 및 해상 환경방사선감시를 위하여 소방, 해

양경찰 또는 군부대에 헬기, 순시함 및 함정 지원 요청

 요청 받은 소방, 해양경찰 또는 군부대는 헬기, 순시함 및 함정을 출

동시켜 환경방사선감시요원 및 기자재를 탑재하고 공중 및 해상 환경

방사선감시 지원

 현장지휘센터 내에 합동방사선감시센터가 발족․운 되면 관련자료를 

이관하고 합동방사선감시센터 업무에 협조

 지역본부장은 관할지역 기상대에 환경방사능 감시를 위한 기상상황 

정보 제공을 요청 

2. 합동방사선감시센터

원자력시설에서 방사능재난이 확대되어 대규모의 환경방사능감시가 요

구될 경우, 현장지휘센터장은 시․군, 원자력사업자, 소방서, 경찰서, 해

양경찰서, 군부대등 관계기관의 협조 아래 환경방사능감시 인력과 기자

재를 동원․정비하여 합동방사선감시센터를 구축․운

 합동방사선감시센터장은 환경방사선(능)감시․평가 결과를 현장지휘

센터, 지방자치단체, 원자력사업자에 제공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CARE 시스템을 가동하여, 방사능 향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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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실시하고 예측 결과를 현장지휘센터 등에 전송

 지역기상청은 방사능 향의 조기 파악에 필요한 국지기상 및 예측기

상정보를 현장지휘센터, 지방자치단체, 원자력시업자에 통보 

제5절 주민 및 방재요원 보호조치

1. 주민보호조치 의사결정

현장지휘센터장은 합동방재대책협의회를 소집하여 원자력사업자 비상대

책본부의 주민보호 권고내용과 주민보호조치 의사결정 흐름도(그림 1)를 

활용하여 주민보호 의사결정

현장지휘센터장은 의사결정사항을 즉시 지역본부장에게 통보하며, 지역

본부장은 결정된 주민보호조치를 이행 

그림 1 :  주민보호조치 의사결정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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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보호조치 이행

방사선 출입통제구역 설정

 지역본부장은 주민보호대책이 결정되면 필요한 경계구역을 설정, 선

포하고 이를 주민에게 통보

소개, 옥내 대피

 긴급 사태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주민보호조치 시행

 지역주민의 옥내대피 및 소개상황 확인

 주민에게 구호소 위치, 재난상황의 개요 및 주민행동요령에 대한 정

보 제공

 대피 및 소개  피폭 저감을 위해 마스크, 겉옷(우의 등)의 착용, 옥내 

기 성 유지 등 필요한 주의사항을 홍보

 소개 유도 및 구호소에서의 생활과 관련하여 학생, 고령자, 장애인, 외

국인, 유아 및 일시 체류자 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구호소

에서의 건강 상태 등 파악 

 각 구호소의 적절한 운  및 관리를 수행하고, 현장지휘센터에 구호

소 운 현황 통보 및 구호소 내 편의시설 확보 및 부족 자원 지원 요

청

 구호물품 목록 점검 및 이재민 생필품을 공급하고, 음료수, 음식물 등

의 배포, 구호소의 청소 등은 소개한 주민이나 민간 지원기관(적십자

사) 등의 협력을 얻어 운

수용시설 지정

 지역본부장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의 주민 옥내대피 및 소개를 위

하여 대피 및 소개 인원, 이동거리, 가용차량, 도로망 등을 고려하여 

공공건물 등을 사전에 수용시설로 지정, 운

 수용시설은 풍향 등에 따라 피해지역이 달라짐을 감안하여 적절히 분

산 지정

옥내대피 방법

 옥내대피는 예상 피폭선량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경우 또는 방사성 물

질의 방출이 단시간 내에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건물의 차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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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이용하여 피폭을 줄이기 위한 방법임

 옥내대피는 원칙적으로 주민이 자택 또는 가까이 있는 건물내에 머무

르는 것임

 주민대피 통보는 육성 및 방송으로 실시

 통보체제

통보체제 지  역 책  임

전  화
군 - 읍․면

읍․면 - 마을
시장/군수, 읍․면장마을앰프 마을, 직장

홍보차량 군 - 오염지역 내

경보방송 원전 - 반경 2km내 주민
시장/군수

(원자력사업자)

옥내대피를 지시할 경우 미리 정해진 대피장소, 대피경로, 대피방

법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

소개 방법

 소개는 방사성물질이 장기간 방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실시

 풍향에 따라 지역이 달라짐을 감안하여 수용시설을 적절히 분산, 지

정하여 소개 및 수용

 소개 장소는 학교시설, 종교시설, 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지정, 소개

 소개 및 대피시는 자력으로 대피 혹은 소개할 수 없는 자 등의 구출

에 유의 

 소개를 지시할 경우에는 미리 정해둔 소개장소, 소개경로, 소개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

 소개는 차량으로 실시

 시군구 지역본부장은 구체적인 소개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

주민에 대한 통신연락, 소개대상 및 책임자, 수송수단 확보, 소개경

로, 소개장소, 위치 등

갑상선 방호

 현장지휘센터장의 갑상선방호약품 복용 결정시 복용 대상자들이 갑상

선 방호약품을 복용할 수 있도록 복용의 효과, 복용 시기, 복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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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복용 방법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에게 홍보하고 해당 지

역의 갑상선 방호약품 복용 시행

 언론 및 방송 매체는 갑상선 방호약품을 복용해야 할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정보가 정확하게 복용 대상자에게 전달되도록 방송

방사능 오염 음식물 등의 섭취제한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음식물 섭취로 인한 주민의 내부피폭을 방지하

기 위하여 음식물 섭취제한조치를 이행

 시군구 지역본부장은 관련 지침 및 현장지휘센터장의 요청에 근거하

여 대체 음식물의 공급을 배려하면서 오염 식료품의 반출 규제, 오염 

음식물의 섭취제한 등을 시행

 일시이주․ 구정착

 시군구 지역본부장은 긴급보호조치구역 및 필요시 추가 지역까지 거

주하는 주민에 대한 일시이주 또는 구정착 할 수 있는 방법 수립․

운

기타 협조 및 지원사항

 주민통제소 근무 민방위대원 동원

 주민행동요령 등 주민 홍보

 주민보호 유도요원 개인보호장비 및 차량 지원 

 수용시설 구호 및 지원 

 소개로 확보 및 교통통제

행정사항

 시군구의 장은 주민대피 및 소개 세부계획 수립

 시군구의 장은 주민대피 및 소개에 필요한 자료를 년 1회 이상 파악, 

정리

인구분포 현황 : 거리별․방위별, 비상계획구역 내 인구분포

옥내 대피시설 현황 : 목재주택, 벽돌주택, 콘크리트 옥내 및 지하, 

공공건물, 주변의 특수시설(유치원, 학교, 진료소, 병원 등)

3. 현장대응요원 방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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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지역본부장은 주민보호 유도․수송 등, 환경방사선감시 비상대응

활동을 수행하는 현장대응요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개인방호 기자재 및 

방사선계측기, 개인방호 기준 및 수칙 등을 제공하고 비상대응활동시 환

경방사선준위 등 관련 정보를 수시로 제공

제6절 긴급 구조활동 및 의료조치

1. 긴급 구조활동

시군구 지역본부장은 긴급구조활동을 시행하는 동시에 피해 상황을 신

속히 파악하고 필요시 관련기관, 타 지방자치단체 및 원자력사업자에게 

지원 요청

연합정보센터는 방사선비상진료팀이 현장지휘센터에 보고한 방사선피폭

환자에 대한 현장에서의 환자분류, 응급처치, 이송 상황 등을 종합하여 

지역 주민 및 언론보도 관계자에게 제공

시군구 지역본부장은 필요시 긴급구조활동을 위한 군부대의 지원을 요

청

시군구 지역본부장은 필요시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기자재 확보를 위

해 타 지방자치단체, 원자력사업자, 민간 등에게 협조 요청

2. 의료조치

시군구 지역본부장은 방사능재난지역내 주민 의료․구호활동을 총괄 지

휘하기 위하여 보건소에 현장응급의료소를 설치․운

 보건소장은 각 구호소 마다 현장응급의료소 분소를 설치하여 이재민 

도착 시 오염검사, 분류 및 제염을 실시하고 과피폭자는 1차 또는 2

차 방사선비상진료지정기관으로 후송 치료토록 하며, 구호소에 건강 

상담 창구를 개설 운

오염검사

제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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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경로 조사

경과시간 조사 등

 보건소장은 피폭 환자의 치료, 추적 조사 등 관련 조치에 필요한 시

설,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하여 현장파견의료지원단장의 지원과 자문을 

받아 의료활동 시행

시군구 지역본부장은 필요시, 의사, 간호사, 진료 방사선 기사, 약제사 

등 필요 인원을 현장응급의료소에 파견토록 1차․2차 방사선비상진료지

정기관 및 지역 병원에 요청 

긴급구조통제단장은 현장응급의료소장의 요청에 따라 피폭환자를 1차 

또는 2차방사선비상진료지정기관, 또는 원자력의학원 등 방사선비상진료 

전문기관으로 후송

시군구 지역본부장은 필요시, 주민보호 의료구호활동의 지원과 주민 및 

현장대응요원중 과피폭상해자에 대한 2차방사선비상진료지정기관, 원자

력의학원 등 방사선비상진료 전문기관으로의 헬기수송을 위하여 군부대 

및 소방방재청의 지원을 요청

제7절 출입통제 및 치안유지

 위험구역 출입제한

 시군구 지역본부장은 현장지휘센터 합동협의회 주민보호조치 의사결

정 사항에 따라, 또는 기술지원본부 현장파견반이나 원자력사업자의 

자문을 받아 오염구역을 설정하고 피해 예상지역 주민들의 출입제한 

및 교통통제 조치 시행

 군, 읍․면의 장은 응급대책에 종사하는 자 이외의 모든 주민들에 대

해 피해예상지역에 대한 출입제한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에 

교통통제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고, 지역 경비체제에 관하여는 치안

당국과 협의하여 만전을 기하여야 함

 출입통제소 설치 운

설치지역 : 비상경계구역내 출입통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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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요원 : 통제소 별 민방위대원 약15명(필요시 증감)

통제대상 : 오염지역 내 주민 출입통제 및 소개 유도

근무방법 : 개인보호장비 착용 교통통제요원(경찰)과 합동 근무

 주민통제 확인반 운

확인반 : 2개반 6명 - 지역본부 행정지원반원으로 편성

근무내용 : 주민대피, 소개 및 주민통제소 통제상황 확인 등

통제방법 : 차량탑승 순회확인 통제

경찰은 교통 혼란 최소화, 거주민 및 여행객 소개차량 및 긴급 비상대응

차량의 통행로 확보를 위한 교통통제 및 긴급우회도로 확보

해양경찰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및 그 주변에서 해상 교통통제, 경비 조

치 및 선박 항해 제한

주민 옥내대피 및 소개가 실시된 지역에 대해서는 소방, 경찰, 해양경찰, 

군부대, 도로 및 철도관리 등 관계기관 간에 상호 연계하여 필요한 통

제, 범죄의 예방 및 치안 유지 활동 실시

특수 공공기관(감호소, 정신병원)의 이송시 특별계획 이행

제8절 농축수산물 유통 및 소비제한

시군구 지역본부장은 방사능 방출 후 지역에서 생산되는 음식물 및 농

축수산물의 판매, 출하 및 소비를 제한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운

 식료품

오염된 식품 폐기

오염된 음식물의 판매 및 가공처리 방지

오염되지 않은 식품과의 혼합 방지

 음료품

오염된 식수원은 봉쇄 조치 

 오염지역에 방목된 젖소로부터 나오는 우유

잔존 방사능농도가 결정기준 미만일 경우에는 치즈 등 다른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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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가공 처리하여 보관

잔존 방사능농도가 결정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폐기

 농․축산물 및 가축 사료

반감기가 짧은 핵종으로 오염된 경우 오염된 농․축산물은 일시 

저장하고 확인한 후 사용

반감기가 긴 핵종으로 오염된 경우에는 폐기

제9절 주민홍보 및 전달사항

시군구 지역본부장은 원자력시설 주변 피해 예상지역 주민들에게 신속

하게 사고 상황을 전파하여 주민 및 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홍보방안을 강구

시군구 지역본부장은 방사능 누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TV, 라디오 

등 보도기관에 긴급방송 실시를 요청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

 사고 개요

 사고의 현황 및 향후 예측

 원자력사업자의 대응 현황

 지자체의 대응 현황

 주민이 취해야 할 조치 및 주의사항

시군구 지역본부장은 해양경찰서에 사고상황을 통보하고 주변 해역 선

박에게 정보 제공 및 필요한 지시를 전달하도록 요청. 또한 어업무선통

신국에도 긴급통신 실시를 요청하고 주변 해역 어선에 정보 제공을 요

청

정보의 공개시에는 발표기관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며, 거동 불편자 등 

취약자를 배려하여야 하고, 관광객, 외국인 등에 대하여 사고정보 및 도

로정보 등을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조  

시군구 지역본부장은 현장지휘센터에 연합정보센터가 발족되면 대민홍

보 및 정보공개 업무를 연합정보센터로 이관하고 관할 지역 주민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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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조치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

 주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홍보, 계도

 대 언론 브리핑 및 정보 공개

 유언비어 통제

 주민 질의 응답

제10절 긴급수송 및 물자 조달

1. 수 송

시군구 지역본부장은 사고지역 주민을 신속하게 수송하기 위한 대책 수

립, 운

 주민 보유차량을 이용하여 신속히 대피하도록 유도

 수송지원을 위한 차량 지원은 군부대 차량과 전시 방위목적 차량을 

우선 동원

 소요차량 부족시 충무계획의 동원지정업체 차량을 동원

 철도청 (  )지역관리역과 협의하여 열차 수송계획을 수립, 운

긴급 수송은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다음 순위를 원칙으로 조정

 제1순위 : 인명구조, 구급활동에 필요한 수송, 대응방침을 정하는 조

직의 구성원

 제2순위 : 소개자 수송, 재해상황 파악․지전 예측을 위한 전문가․기

자재

 제3순위 : 비상대응대책을 실시하기 위한 요원․기자재

 제4순위 : 주민의 생활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물자

 제5순위 : 기타 비상대응대책에 필요한 수송

긴급 수송의 범위

 비상대응요원 및 필요 기자재

 구조․구급활동, 의료․구호활동에 필요한 인원 및 기자재

 소개자, 부상자 등

 식품, 음료수 등 생명 유지에 필요한 물자

 기타 수송에 긴급을 요하는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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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원 조달

시군구 지역본부장은 수용시설에 수용된 주민과 대피시설에 대피한 주

민에 대하여 식량생활용품, 의료, 침구류 등을 구호 지원하기 위한 대책

을 수립, 운

시군구 지역본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구호기준에 의한 구호 이

외에 중앙에서 지원되는 의연금이나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하여 기초생활 

필수품을 특별 지원

시군구 지역본부장은 피해 예상지역, 주민 이동 및 집결지를 감안하여 

필요한 물자를 비축,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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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복구 및 사후대책

제1절 복 구 

시군구 지역본부장은 향을 받은 관할지역 주민의 지속적인 보호와 

향을 받은 지역에서의 정상적인 활동 재개를 위하여 취하여야 할 모든 

조치를 포함한 복구계획을 수립, 운  

 기술지원본부 현장 파견반 및 원자력사업자의 자문을 받아 방사성물

질로 오염된 장비, 건물, 도로, 토지 등에 오염되어 있는 방사능 분진

을 제거 및 제염

 방사능 분진 제거 및 제염 시 각급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수행

 응급복구는 파괴된 건물 및 시설 중 필수 시설부터 실시

 제염 및 복구에 필요한 장비, 물자를 신속하게 동원하고 효율적인 복

구조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복구훈련 등을 통하여 긴급복구체제를 확

립

제2절 오염제거 및 제염 

시군구 지역본부장은 기술지원본부 현장 파견반 및 원자력사업자의 자

문을 받아 오염지역 내의 시설, 건물, 토지 등에 오염되어 있는 방사능 

분진을 각급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제거 및 제염 

시군구 지역본부장은 제염에 필요한 장비 동원 등 제반 조치 강구

제염방안 강구 

 광범위한 지역에 방사능구름이 분포되었을 경우 공공기관, 주요 도로, 

주거지역 등에 대한 제염은 물 또는 제염제 등을 활용하여 제염한다. 

제염에 사용한 물은 주거지역 등에 유입되지 않도록 유도하고, 웅덩

이․도랑․하천등에 유입되도록 한다. 

 산림, 논․밭, 주요 도로가 아닌 지역 등은 지표면에 침적된 방사성물

질이 바람 등으로 부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토양을 갈아 뒤집어 

두거나 일정기간동안 출입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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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각종 제한조치의 해제 

시군구 지역본부장은 현장지휘센터 및 기술지원본부 현장파견반의 자문

을 받아 방사능재난 발생시 취해진 각종 제한조치를 해제

제4절 사고 피해자료 작성 

재해지역 주민의 등록

 지자체장은 대피 및 소개 등의 조치를 취한 주민이 재해발생 시 그 

지역에서 소개하 음을 나타내는 증명과 대피, 소개 지역에서 취해진 

조치를 등록하여 기록을 유지

손해조사의 실시

 대피, 소개, 일시이주, 구재정착 등에 의한 피해

 음식물 섭취제한 및 농축수산물의 반출입 제한조치

 출입통제 조치

 기타 비상대응기구에 의해 시행된 사항

재해대책 조사 상황의 기록

 지자체장은 재해지역의 오염 상황, 응급대책과 복구대책에 따른 조치

내용을 기록하여 유지 

제5절 중/장기 대책 

환경방사선 감시

 지자체장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협의하여 중장기 환경방사선 감

시계획을 수립, 시행 

언론 보도

 방사능재난 등 종료 후의 모든 정보는 시․군 홍보담당 부서를 통하

여 송신

 주민, 방송언론매체, 환경단체등의 동향을 파악하고 각종 유언비어에 

대한 해명자료를 마련하여 주민을 안심시키는 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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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 대한 통지

 시장․군수는 방사능재난등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직원, 주민, 

여행객의 가족에게 통지

의료대책 및 보상

 시장․군수는 방사능재난등으로 향을 받은 주민 건강에 관한 장기

적인 의료대책 수립․운

 시장․군수는 농림부, 해양수산부와 협력하여 피해 농축수산업자에 

대하여 피해 시설의 복구 및 경 의 유지,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책 강구

 시장․군수는 재정경제부와 협력하여 재난 발생지역의 피해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담 창구를 설치․운 하며, 필요시 재난복구 

자금 대출, 중소기업 설비자금 대출, 운 자금 대출 등 지원책 강구

사고 후 오염관리대책

 오염지역 출입통제 

 시장․군수는 심각한 오염이 여러 곳에서 발견될 경우 경찰에 의해 

오염지역으로의 출입을 통제하고 오염지역은 소개되어야 하며 허가된 

자 만이 출입하도록 조치

식수 관리 

 시장․군수는 식수 공급 시 비상으로 향 받지 않은 곳 또는 깊은 

우물로부터 공급 받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우물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

검사 시행 

음식물 등 관리

  시장․군수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검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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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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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1 : 방사선비상계획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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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1 : 지역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1. 시/도안전관리위원회

연번 소속기관․부서명 직위․직급 성명 연락처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 시/도안전관리 실무위원회

연번 소속기관․부서명 직위․직급 성명 연락처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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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군/구안전관리위원회

연번 소속기관․부서명 직위․직급 성명 연락처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4. 시/군/구안전관리 실무위원회

연번 소속기관․부서명 직위․직급 성명 연락처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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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2 : 방사능재난관리체제도

시설현장
비상대책본부

시설현장
비상대책본부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
(시장, 군수, 구청장)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
(시장, 군수, 구청장)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과기부장관)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과기부장관)

방사능방호
기술지원본부
(원자력안전기술원장)

방사능방호
기술지원본부
(원자력안전기술원장)

국제기구
원전공급국
협약체결국

119
경찰

군부대

119
경찰

군부대

사고감시반
(현장)

방사선비상
의료지원본부
(원자력의학원장)

방사선비상
의료지원본부
(원자력의학원장)

본사비상대책본부
(사장)

본사비상대책본부
(사장)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
(시, 도지사)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
(시, 도지사)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과기부차관)

연합
정보센터

연합
정보센터

합동방재대책협의회합동방재대책협의회

합동방사선
감시센터

합동방사선
감시센터

합동방사선
비상진료센터

합동방사선
비상진료센터



- 154 -

부록 3-3 : 비상통신연락망 

1.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지정기관 비상연락망

가. 중앙행정기관 

기관명 담당부서 전화 FAX

나. 지방자치단체

기관명 담당부서 전화 FAX

다.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

기관명 담당부서 전화 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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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도/시군구 주요 방사능방재요원 비상연락망 

가. 시도

비상시 직위 성명 직장전화 휴대폰
본부장
부본부장
종합조정반장
운 지원반장
주민보호반장
안전관리반장
의료구호반장
홍보협력반장

나. 시군구

비상시 직위 성명 직장전화 휴대폰
본부장
부본부장
종합조정반장
운 지원반장
주민보호반장
환경감시반장
안전관리반장
자원관리반장
의료구호반장
홍보협력반장

다. 읍면동

비상시 직위 성명 직장전화 휴대폰
상황실장

라. 읍면동

비상시 직위 성명 직장전화 휴대폰
상황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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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사선비상대응기구 통신망

가.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구 분 성 명 전화번호 FAX
본부장

나.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구 분 성 명 전화번호 FAX
센터장

합동방재대책

협의회

종합조정반

운 지원반

주민보호반

사고분석반

방사선평가반

의료지원반

연합정보센터반

합동방사선감시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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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도방사능방재대책본부

구 분 성 명 전화번호 FAX
본부장

종합조정반

운 지원반

주민보호반

안전관리반

의료구호반

홍보협력반

라. 시군구방사능방재대책본부

구 분 성 명 전화번호 FAX
본부장

종합조정반

운 지원반

주민보호반

환경감시반

안전관리반

자원관리반

의료구호반

홍보협력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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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긴급구조통제단

구 분 성 명 전화번호 FAX
통제관

바.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

구 분 성 명 전화번호 FAX
본부장

사.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

구 분 성 명 전화번호 FAX
본부장

아. 원자력사업자 방사선비상대책본부

구 분 성 명 전화번호 FAX
본부장

4. 국가방사능방재대응정보관리시스템(ERIX) 웹사이트 번호

   http://care.kins.re.kr/

5. 주민 홍보 및 질의응답 전화번호

담당자 전화번호 담당자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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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4 : 방사선비상대응설비․장비

1. 환경모니터링 장비

                                                 200 년  월  일 현재

2. 현장대응물품

                                                 200 년  월  일 현재

장비명
총 

수량
시도 시군구 읍면동 소방서 학교 복지관 보건소 병원

GM survey meter

ion chamber
survey meter

NaI scintillator

ZnS scintillator

β ray survey meter

neutron 
survey meter

장비명
총 

수량
시도 시군구 읍면동 소방서 학교 복지관 보건소 병원

pocket dosimeter

ADR

TLD

frisker

portal monitor

whole body counter

휴대용 γ선 핵종분석기

방호복

방호장화

방호장갑

방독면(반면)

방독면(전면)

방독면(SCBA)

제염키트

제염용 간이샤워기

안정옥소제(단위: 천정)

무전기

위성통신휴대폰

라디오

메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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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5 : 주민보호 사회환경 자료 

1. 관계기관 직원 수

 200 년  월  일 현재

기관명 직원 수 기관명 직원 수

000시/도 00소방서

00시군구 00경찰서

00읍면동

합계

2. 구역별(방위별·거리별) 세대수·인구·마을수

 200 년  월  일 현재

거리별 방위별 0
(∼1km)

1 
(1∼2km)

2
(2∼5km)

3
(5∼8km)

4
(8∼10km)

합계

N

세대수

인구

마을수

NNE

세대수

인구

마을수

SSE

세대수

인구

마을수

S

세대수

인구

마을수

SSW

세대수

인구

마을수

SW

세대수

인구

마을수

WSW

세대수

인구

마을수

W

세대수

인구

마을수

WNW

세대수

인구

마을수

NW

세대수

인구

마을수

NNW

세대수

인구

마을수

합계

세대수

인구

마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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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역별(방위별·거리별) 마을별 세대수·인구 내역

                                                 200 년  월  일 현재

구역번호 읍면동이름 마을명 세대수 누계세대수 인구 누계인구

방향 (Ｎ)

0 ( ∼1km)

1 (1∼2km)

2 (2∼5km)

3 (5∼8km)

4 (8∼10km)

방향 (ＮNE)

0 ( ∼1km)

1 (1∼2km)

2 (2∼5km)

3 (5∼8km)

4 (8∼10km)

방향 (ＮE)

0 ( ∼1km)

1 (1∼2km)

2 (2∼5km)

3 (5∼8km)

4 (8∼10km)

방향 (EＮE)

0 ( ∼1km)

1 (1∼2km)

2 (2∼5km)

3 (5∼8km)

4 (8∼10km)

방향 (E)

0 ( ∼1km)

1 (1∼2km)

2 (2∼5km)

3 (5∼8km)

4 (8∼10km)

방향 (ESE)

0 ( ∼1km)

1 (1∼2km)

2 (2∼5km)

3 (5∼8km)

4 (8∼10km)

방향 (SE)

0 ( ∼1km)

1 (1∼2km)

2 (2∼5km)

3 (5∼8km)

4 (8∼10km)

방향 (SSE)

0 ( ∼1km)

1 (1∼2km)

2 (2∼5km)

3 (5∼8km)

4 (8∼10km)

방향 (S)

0 ( ∼1km)

1 (1∼2km)

2 (2∼5km)

3 (5∼8km)

4 (8∼1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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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역별(방위별·거리별) 마을별 유치원·초중고등학교 학생수

                                                 200 년  월  일 현재

구역번호 읍면동이름 시설명 학생수 구역별 누계 거리별 누계

방향 (Ｎ)

0 ( ∼1km)

1 (1∼2km)

2 (2∼5km)

3 (5∼8km)

4 (8∼10km)

방향 (ＮNE)

0 ( ∼1km)

1 (1∼2km)

2 (2∼5km)

3 (5∼8km)

4 (8∼10km)

방향 (ＮE)

0 ( ∼1km)

1 (1∼2km)

2 (2∼5km)

3 (5∼8km)

4 (8∼10km)

방향 (EＮE)

0 ( ∼1km)

1 (1∼2km)

2 (2∼5km)

3 (5∼8km)

4 (8∼10km)

방향 (E)

0 ( ∼1km)

1 (1∼2km)

2 (2∼5km)

3 (5∼8km)

4 (8∼10km)



- 163 -

5. 구역별(방위별·거리별) 계절별 관광객 유입 상황

                                                 200 년  월  일 현재

읍면동 구분 구역번호

관광객수 (인)

봄

(4∼6월)

여름

(7·8월)

가을

(9∼11달

)

겨울

(12∼3월

)

합계

온천

지
소 계

자연

경관
소 계

명소·

유적

소 계

문화

시설

소 계

산업

관광

소 계

축제 

이벤

트
소 계

해수

욕

등산, 

캠프 

하이

킹 소 계

기타

소 계

합 계

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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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구역별(방위별·거리별) 숙박시설 현황

                                                 200 년  월  일 현재

구역번호 지역명 시설명 수용 인원 구역별 누계 거리별 누계

방향 (Ｎ)

0 ( ∼1km)

1 (1∼2km)

2 (2∼5km)

3 (5∼8km)

4 (8∼10km)

방향 (ＮNE)

0 ( ∼1km)

1 (1∼2km)

2 (2∼5km)

3 (5∼8km)

4 (8∼10km)

방향 (ＮE)

0 ( ∼1km)

1 (1∼2km)

2 (2∼5km)

3 (5∼8km)

4 (8∼10km)

방향 (EＮE)

0 ( ∼1km)

1 (1∼2km)

2 (2∼5km)

3 (5∼8km)

4 (8∼10km)

방향 (E)

0 ( ∼1km)

1 (1∼2km)

2 (2∼5km)

3 (5∼8km)

4 (8∼1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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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6 : 수송 동원차량․선박 자료

1. 지역기관 동원 차량

                                                 200 년  월  일 현재

기관명 소재지 전화
수송차량 특수차량 

합계
대형 중형 소형

구급
차

소방
차

급수
차 기타

합   계

2. 운송업체 동원 차량

                                                 200 년  월  일 현재

구역번호 업체명 소재지 전화
수송차량

합계
수송 
인원대형 중형 소형

N-2

합   계

3. EPZ내 개인 보유 차량

                                                 200 년  월  일 현재

구역번호 대형
(40인)

중형
(15인)

소형
(4인)

경차
(4인)

이륜차
(2인)

합계 수송 인원

N-2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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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기관 동원 선박

                                                 200 년  월  일 현재

소속

기관명

정박

항구명

원전으로

부터의 

거리

선박명 용도
중량

(톤)

속도

(노트)
수송 인원

합   계

5. 개인 선박

                                                 200 년  월  일 현재

소유자

성명

정박

항구명

원전으로

부터의 

거리

선박명 용도
중량

(톤)

속도

(노트)
수송 인원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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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7 : 구호소 현황

1. 소개목적 구역별(방위별·거리별) 집결지

                                                 200 년  월  일 현재

구역

번호

시군

읍면동
마을명 집결지 인원 소개 루트

목적지

(구호소명)

소요

시간
방향(ＮＮＥ)

방향(ＮＥ)

2. 구역별(방위별·거리별) 구호소 위치

                                                 200 년  월  일 현재

구역

번호

시군

읍면동
시설명

수용

인원
소재지 전화번호

방향(ＮＮＥ)

방향(ＮＥ)

3. 구호소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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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8 : 헬기 정보

1. 헬기 착륙장    

                                             200 년  월  일 현재

2. 헬기 이동 시간 

(주) 정원은 탑승원을 제외한 숫자

구역

번호

시군구

읍면동
시설명 주소 대표자명 전화번호

방향(ＮＮＥ)

방향(N E)

방향(ＥＮＥ)

부대이름
소재지

(전화번호)
기종

정원

(인)

속력

(km/h)

출발지-도착지

소요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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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9 : 도로망 현황

1. 주변 도로 현황

                                                 200 년  월  일 현재

구분 노선번호 경유지 길이x폭(m) 면적(㎡)

국도

지방도

합계

2. 주변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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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10 : 환경방사선 모니터링

1. 환경방사선감시체계도

합동방사선감시센터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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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방사선감시센터의 구성원

구분 구성원 임 무 비고

감시

센터장

 KINS 환경방사능평가실장(1) ㉠재난 현장 방사선감시활

동 총괄 지휘

 -감시계획 수립, 탐사팀 

배치 및 운

㉡환경방사선감시 계획 수

립․변경

㉢환경방사선감시 자료 수

집 및 관리

㉣환경방사선 감시결과의 

평가  

 -주민보호조치 등의 의사

결정에 관련자료 제공

 -주민보호조치 권고 검토

 -방재요원 복귀선량 의사

결정에 관련자료 제공

 -환경방사선 감시 요원의 

방사선피폭관리

㉤방사능분석 및 결과 평가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

와 협조체계 구축

 -전국환경방사선자동감시

망 자료 수집

 -군 방사능감시망자료수집

 -타원전 환경방사능 감시

자료 수집

㉦지역, 기자재, 장비 및 차

량에 대한 오염 관리 

㉧비상요원 방사선피폭관리

기관별 인원수 :

 KINS (11)

 지방측정소 (2)

 민간환경

 감시기구(5)

 군(국화사)(17)

 군(지역) (15)

 한수원(주)

 원전(25)

 총 75명

㉠총괄팀

(6)

팀장: KINS 환경방사능평가실장(겸임)

  ①환경분석조: KINS (2)

  ②정보관리조: KINS (2)

  ③피폭관리조: KINS (1)

㉡방사선

  탐사팀

  (29)

팀장: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①육상탐사조: 국화사 (12)

 ②시료채취조: 지방측정소 (2)

 ③현장감마조: KINS (2)

 ④공중탐사조: 국화사(2)

 ⑤해양탐사조: 민간환경감시기구 (2)

 ⑥환경감시차량: KINS(3), 국화사(2)

 ⑦방사능분석조: 민간환경감시기구(3)

㉢원전

 탐사팀

 (25)

팀장: 한수원(주) 환경관리과장

 ①육상탐사조: 한수원 (12)

 ②시료채취조: 한수원 (4)

 ③현장감마조: 한수원 (2)

 ④환경감시차량: 한수원 (3)

 ⑤방사능분석조: 한수원 (3)

㉣오염

 관리팀

 (15)

팀장: 지역 군부대

 ①시설오염감시조: 지역 군부대 (2)

 ②출입통제조: 지역 군부대 (6)

 ③제염조: 지역 군부대 (6)

2. 지역 환경방사선감시계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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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시간 환경방사선 측정 지점도

4. 실시간 국지 기상관측 지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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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경방사선감시설비․장비

가.    시군구

구 분 측정기 종류
현재

수량

계획 

수량
합계 비고

공간γ

선량율 

측정기

고정

식

저선량율 측정기 MP에 설치

고선량율 측정기 MP에 설치

열형광선량계 (TLD) TLD 포스트에 설치

TLD Reader

이동

식

저선량율 측정기
이동형 모니터용 ( )대 

감시차량 탑재용 ( )대

고선량율 측정기
이동형 모니터용 ( )대 

감시차량 탑재용 ( )대

환경시료

측정용

고정

식

공기중 입자측정기

MP에 설치
공기중 가스측정기·

공기중 옥소측정기

공간선량률계측기

Ge감마선핵종분석기

환경실험실 설치
저준위액체신틸레이터

알파선에너지분석기

ICP 질량분석 장치

이동

식

Ge감마선분광기 순회 감시차량 탑재

PIG 모니터 순회 감시1, 포터블6

NaI(Tl)씬티레이터

ZnS(Ag)씬티레이터

IC survey meter

GM survey meter

Neutron survey meter

기타

보통
환경방사선감시

telemeter system

교통 

운반

시료채취 차량

순회감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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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자력사업자

구 분 측정기 종류
현재

수량

계획 

수량
합계 비고

공간γ

선량율 

측정기

고정

식

저선량율 측정기 MP에 설치

고선량율 측정기 MP에 설치

열형광선량계 (TLD) TLD 포스트에 설치

TLD Reader

이동

식

저선량율 측정기
이동형 모니터용 ( )대 

감시차량 탑재용 ( )대

고선량율 측정기
이동형 모니터용 ( )대 

감시차량 탑재용 ( )대

환경시료

측정용

고정

식

공기중 입자측정기

MP에 설치
공기중 가스측정기·

공기중 옥소측정기

공간선량률계측기

Ge감마선핵종분석기

환경실험실 설치
저준위액체신틸레이터

알파선에너지분석기

ICP 질량분석 장치

이동

식

Ge감마선분광기 순회 감시차량 탑재

PIG 모니터 순회 감시1, 포터블6

NaI(Tl)씬티레이터

ZnS(Ag)씬티레이터

IC survey meter

GM survey meter

Neutron survey meter

기타

보통
환경방사선감시

telemeter system

교통 

운반

시료채취 차량

순회감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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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량추정 계산에 관한 자료 

가. 피해지역 주민관리카드

일련번호

1. 성 명
2. 성 별 3. 생년월일 4. 연령

남 ․ 여                세

5. 집 주소                                               (전화)      -

6. 직장명

7. 직장주소                                               (전화)      -

8. 소개 지시가 나왔을 때부터 다음날 밤까지 머문 장소를 순서대로 기입하세요.

일 자 시 간 머문 장소 옥내·밖
읍면동 기입

구역부호 피폭추정선량

당 일

다음일

나. 부유 방사성물질의 제거 효율 및 감마선에 의한 피폭 저감 계수

가옥의 자연환기율

구 분 1시간 환기 회수(주)

철근 콘크리트, 목조건물 0.2 ∼ 1

유리 문 0.3 ∼ 2

종이 미닫이 문 1 ∼ 3.5

(주) 평온에서 실내외 온도차이가 4∼5℃로 폐 차이 때의 환기 회수

옥내 및 입․코를 통해 흡입을 보호했을 때 1∼5μm의 미립자 제거 효

율

물질 접는 회수 제거 효율

목면 손수건 16 94.2% 
화장지 3 91.4 
목면 손수건 8 88.9 
목욕용 타올 2 85.1 
목욕용 타올 1 73.9 
젖은 목욕용 타올 1 70.2 
젖은 목면 의복 1 56.3 
목면 의복 1 47.6 
목면 손수건 1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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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 방사성물질의 감마선에 의한 피폭의 저감 계수

장  소 저감계수

옥외 1.0

자동차내 1.0

목조가옥 0.9

석조건물 0.6

목조가옥 지하실 0.6

석조건물 지하실 0.4

큰 콘크리트 건물

(문 및 창문으로부터 떨어졌을 경우)
0.2 이하

침적 방사성물질의 감마선에 의한 피폭의 저감 계수

장소 저감계수

무한 지면위 1m 높이 1.00

통상 지면위 1m 높이 0.70

목조 가옥 0.40

벽돌 가옥 0.20

가옥 지하실 0.10이하

3∼4층 콘크리트 건물 0.05

3∼4층 콘크리트 건물 지하실 0.01

대형 콘크리트 건물 0.01

대형 콘크리트 건물 지하실 0.005

7. 주변 지역의 수원지, 음료수 공급시설 상황 

                                                 200 년  월  일 현재

시군구 사업소명 취수 지점 구역번호
수원지

종류
급수인구

년간 

급수량(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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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농축수산물의 생산 및 출하 상황 

가. 주요 농축산물의 생산 상황

                                                 200 년  월  일 현재

읍면동
쌀

경작면적 10 ha당 수량 수확량 경작면적 10 ha당 수량 수확량

ha kg t ha kg t

합계

읍면동
보리 감자

경작면적 10 ha당 수량 수확량 경작면적 10 ha당 수량 수확량

ha kg t ha kg t

합계

읍면동
대두 팥

경작면적 10 ha당 수량 수확량 경작면적 10 ha당 수량 수확량

ha kg t ha kg t

합계

읍면동
오이 배추

경작면적 10 ha당 수량 수확량 경작면적 10 ha당 수량 수확량

ha kg t ha kg t

합계

읍면동
시금치 파

경작면적 10 ha당 수량 수확량 경작면적 10 ha당 수량 수확량

ha kg t ha kg t

합계

읍면동
무우

경작면적 10 ha당 수량 수확량 경작면적 10 ha당 수량 수확량

ha kg t ha kg t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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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사과 복숭아

재배면적 수확량 출하량 재배면적 수학량 출하량

ha kg t ha kg t

합계

읍면동
배

재배면적 수확량 출하량 재배면적 수학량 출하량

ha kg t ha kg t

합계

읍면동
젖소 육우 염소

사육 호수 사육 두수 사육 호수 사육 두수 사육 호수 사육 두수

 호 두

합계

읍면동
돼지 닭 오리

사육 호수 사육 두수 사육 호수 사육 두수 사육 호수 사육 두수

 호 두

합계

나. 우유의 생산 출하 상황

                                                 200 년  월  일 현재

읍면동 젖소 수량 우유 생산량 우유 출하량

두 t t

합계

다. 구역별(방위별·거리별) 주요 농축산물 생산단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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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어업지구의 수산물별·월별 어획량

                                                 200 년  월  일 현재

지구 종류
합계
(t)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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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11 : 긴급시 비상진료활동

1. 구역별 (방위별·거리별) 의료기관

                                                 200 년  월  일 현재
구역

부호

시군

읍면동
의료기관명 소재지 전화 진료과목

방향(ＮＮＥ)

방향(ＥＮＥ)

방향(ＥＳＥ)

2. 구조구급대원․차량 

                                                 200 년  월  일 현재
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구급대원수 구급차량수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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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12 : 현장대응요원의 방사선방호

1. 안전 수칙

공간선량률이 1 mSv/h 이상 되는 지역에서는 불필요하게 지체하지 말 것

공간선량률이 10 mSv/h 이상 되는 지역에서는 주의하여 임무수행 할 것

공간선량률이 100 mSv/h 이상 되는 지역에는 방호전문가의 지시 없이 

들어가지 말 것

자신의 보호를 위해 시간(작업시간 단축), 거리(적정한 작업거리 확보), 

차폐(적절한 차폐체 이용)의 원칙을 지킬 것

오염지역에서 음식물 섭취 및 흡연 등의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말 것  

갑상선 방호지침에 따라 갑상선방호약품을 복용하고 기록한다. 주의사항

은 아래와 같음.

 반복투여는 가능하나 연속 10회 이상(1,000 mg) 투여 금지 

 100 mGy 이상일 경우, 갑상선방호약품 복용이 요구됨

 방사능 피폭 전이나 피폭 4시간 안에 갑상선방호약품을 복용 

2. 복귀지침

임   무 선량한도 (mSv)

유형 1 인명구조 > 250 ①②③

유형 2

심각한 상해 방지

집단선량 회피

부지밖 공간선량률 탐사

< 50 ①②

유형 3

단기간의 복구활동

긴급한 보호조치 이행

환경방사능 시료 채취

< 25 ①②

유형 4
장기간의 복구활동

사고와 직접 관련 없는 작업
작업종사자 선량제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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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1 : 보고․통보양식

1. 최초보고 양식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 비상발령 보고서

(최초 보고)

보고서 번호 :

 1. 비상발령 시설명 :

 2. 비상발령 일  시 :       년    월    일      시    분

 3. 비상의 종류(등급) :        비상 또는     등급

 4. 사고(고장) 사항 :

 5. 방사능 방출정보

  가. 방출 핵종 및 방출량 :

  나. 확산 예상지역 및 거리 :

  다. 금후 방출 예정량 :

 6. 예상 피폭선량

 

지   점 방   위 전  신(mSv/hr) 갑상선(mSv/hr)

 7. 기상상태 : 풍향      ,   풍속      ,   대기안정도       

 8. 환경방사능 감시소 측정치

   가. 선량율 : 최대 00mR/hr, 최소 00mR/hr, 평균 000mR/hr

   나. 오염도 : 000kBq/m3

 9. 그 밖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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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속보고 양식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 비상발령 보고서

(후속 보고)

보고서 번호 :

 1. 비상발령 시설명 :

 2. 최초 비상발령 일시 :      년    월    일      시    분

 3. 변경된 비상발령의 종류 및 발령 일시

  가. 비상발령의 종류(등급) :         비상  또는      등급

  나. 발령 일시 :      년    월    일      시    분

 4. 변화된 내용 :

 5. 변화된 원인 :

 6. 방사능 방출정보

  가. 방출 시간 :

  나. 방출 형태 :

  다. 방출량 및 방사능 농도 

방   출   량 방사능 농도 비    고

입   자                 m3             Bq/m3

가   스                 m3             Bq/m3

옥   소                 m3             Bq/m3

  라. 금후 방출 예상량 및 예상시간 :

  마. 예상지역 및 거리 :

 7. 예상 피폭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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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점
피폭선량율
(mSv/hr)

총피폭선량
(mSv) 선량율

(mR/hr) 비  고
전  신 갑상선 전  신 갑상선

 8. 방사선(능) 측정결과

구   분
거 리

(m)

선량율

(mR/hr)

오염도

(kBq/m3)
비  고

소

내

소

외

 9. 비상활동 내용 :

10. 지원 사항 :

11. 금후 사고상태 진단 :

12. 권고 사항 :

13. 그 밖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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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2 :  재난 보고체제, 상황전파 체계도

건축물붕괴사고

•주택공사부산지사:890-0297
•대한건설협회：463-5338
•건설본부：888-6310
•도시개발공사：808-2662
•건설안전시험소：550-7222
   소장 : 

도로시설물사고

•시설관리공단 :851-7500
이사장 : 
교량운 팀 : 780-0015

•부산지방국토관리청
：660-1234
•도로공사창원지사
：(055) 250-7208
•도로공사양산지사
：(055) 370-6399
 (055) 384-1305

•건설본부：888-6150
•광안대교 : 780-0077
․동서고가도로 : 893-6179

유희시설사고

•대청공원관리소：463-8154
•태종대유원지：405-2004
•어린이대공원：809-0251
•금강공원：555-1743

대형교통사고

•지방경찰청 교통정보센타
: 행정1502-2252
일반 851-5504

•철도청부산지역사무소
：440-2457(시설과)
 441-0371(관제실)

•부산교통공단：631-7732
 640-7410(안전지도부)

•교통안전공단부산지사
：315-5000
•버스운송공제조합：635-2175
•택시운송조합：462-4651
•화물운송조합：462-5551

화생방사고

•고리원자력본부：726-2031
•군화학부대(53사단)：744-1132
•해군3함대사령부：930-4351, 4119

소방방재청 종합상황실

행정 111-4949, 5430
일반 3703-4949
FAX (행) 5580-5581

(일) 3703-5580

↑

부산시 재난종합 상황실

행정 4599, 4119, 4593
일반 888-4599
FAX (행) 4158-9

(일) 888-4158∼9
당 직실：2222
FAX(행) 2229

부산지방경찰청
상    황    실

행정 1502-2229
일반  851-5605
FAX  862-0112 ↑ 

긴급구조통제단
상    황    실

일반 760-3150∼8
행정     1802
FAX   760-3139

자치구․군상황실

소관과(주간)
당직실：구청별＋4222

(야, 공휴일)

항공기사고

•부산지방항공청

  : 970-2244∼5(비행정보실)
 970-2602(운항과)

•대한항공 : 970-3334
•아시아나 : 972-4000

환경수질오염사고
•낙동강유역환경청
：332-2121, (055)211-1743

•한국수자원공사부산권관리단：200-2711

- 누수․관파열 등 신고：121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055)323-3094
•환경관리공단 남지사 : 361-9120

화재․산불사고

•소방본부상황실：760-3150
•산림청：(042) 481-4119
•산림항공관리소양산지소
：(055) 381-1397
•공군3875부대

：979-3021(기지작전과)
  행정6977(공중작전과)

•육군7376부대：741-4245
•해군3함대사령부：930-4351, 4119
•소방항공대：760-3120~2

선박(해난,운항) 사고
•부산해양경찰서

：404-6112(상황실)
  403-7119(경비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643-0942(항만정비과)
  609-6542(환경안전과)

•한국해운조합
   ：660-0271(운항관리실)
•수협중앙회부산어업무선국
：418-7043

•해군3함대사령부：930-4351

가스․석유․유독물사고

•한국가스안전공사
：646-0019
•부산도시가스：622-0019
•S.K네트웍스(주)
：640-6546
•LG칼텍스정유(주)：640-8484
•인천정유부산저유소：403-5071
•현대정유(주)：590-5114
•S-OIL(주)：204-5151

전기․통신시설사고

•한국전력공사부산지사
: 801-2285(주)801-2266(야)
•한국전기안전공사부산지사
: 610-0510
• KT부산본부：638-3313
•부산체신청：(주) 600-3017
(야) 600-3010

•부산지방기상청：

600-0365
•낙동강홍수통제소 : 205-6342
•녹산수문 : 970-4739

•부산교육청：8600-344

•부산지방노동청：851-7420

•대한적십자사부산지사：801-4000

•한국산업안전공단

부산지역본부：529-4900

•수자원공사 : 200-2725

•부산대학교병원 : 240-7114

•동아대학교병원 : 247-6600

•부산백병원 :  894-3421

•부산의료원 : 607-2095

•응급환자정보센타：1339

․해수욕장

-해운대 749-4335

-송정 749-5705

-일광 720-5066

-임랑 720-5067

-광안리 610-4211

-다대포 220-4545

• KBS-TV편집부 : 620-7420 (F620-7199)

• MBC-TV편집부 : 760-1372 (F761-2172)

• PSB-TV보도팀 : 850-9400 (F850-9499)

• YTN-TV부산지국 : 634-8582 

(F645-0285)

• CBS 보도국 : 636-1415 (F636-1421)

• 연합뉴스 : 462-7373 (F463-5213)

• 교통방송 상황실 : 

080-461-8000(F610-5529)

• 부산일보 사회부 : 461-4131 (F461-4233)

• 국제신문 사회부 : 500-5120 (F506-42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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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3  :  주민 경보․방송 양식

가. 백색비상 발령시

○○시/군/구에서 알려드립니다.

이것은 (훈련/실제) 상황입니다.

이것은 (훈련/실제) 상황입니다.

○○○○년 ○월 ○일 ○○시 ○○분 현재 ○○원자력발전소 

○호기에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인하여 

백색비상이 발령되었으니,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본 방송망을 지속적으로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이것은 (훈련/실제) 상황입니다.

이것은 (훈련/실제) 상황입니다.

이상 ○○시/군/구에서 알려 드렸습니다.

나. 청색비상 발령시

○○시/군/구에서 알려드립니다.

이것은 (훈련/실제) 상황입니다.

이것은 (훈련/실제) 상황입니다.

○○○○년 ○월 ○일 ○○시 ○○분 현재 ○○원자력발전소 

○호기에서 __________________ 인하여 청색비상이 발령되었으

니,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본 방송

망을 경청하여 주시고 다음과 같이 행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둘째. 

이것은 (훈련/실제) 상황입니다.

이것은 (훈련/실제) 상황입니다.

이상 ○○시/군/구에서 알려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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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색비상 발령시

○○시/군/구에서 알려드립니다.

이것은 (훈련/실제) 상황입니다.

이것은 (훈련/실제) 상황입니다.

○○○○년 ○월 ○일 ○○시 ○○분 현재 ○○원자력발전소 

○호기에서  __________________ 인하여 적색비상이 발령되었

으니,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본 방

송망과 유도요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둘째. 

셋째,

이것은 (훈련/실제) 상황입니다.

이것은 (훈련/실제) 상황입니다.

이상 ○○시/군/구에서 알려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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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4 :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조직

가. 비상조직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합동방재대책

협의회과학기술부 차관

종합조정반 연합정보센터

운

지
원
반

주
민
보
호
반

사
고
분
석
반

방
사
선
평
가
반

의
료
지
원
반

나. 구 성 (  명)

구  분 구성원

센터장(1) 센터장 : 과기부 차관

합동협의회(15) 위원장 : 센터장
위원 : 15명
ㅇ 중앙행정기관 : 8명

 부센터장(과기부원자력안전심의관)
 산업자원부 원자력산업과장

 건설교통부 육상교통기획과장
 연합정보센터장(과기부 정책홍보담당관)
 종합조정반장(과기부 원자력방재과장)
 주민보호반장(소방방재청 민방위계획과장)
 의료지원반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지원팀장)
 운 지원반장(과기부방재관)

ㅇ 기술지원전문기관 : 2명
 사고분석반장(안전기술원 원자로안전해석실장)
 방사선평가반장(안전기술원방사선안전규제부장)

ㅇ 지역 유관기관 : 4명
 관할 시․도 부단체장
 경찰서 부기관장
 지역 군사령부 부사령관
 교육청 부기관장

ㅇ원자력사업자 : 1명
 한수원(본사) 방사선안전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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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구성원

연합정보센터(6) 반장 : 과학기술부 정책홍보담당관

반원 : 과학기술부(1)

국정홍보처(1)

관할 시․군․구 홍보담당(1)

KINS(1)

한수원(주) 홍보담당(1)

종합조정반(6) 반장 : 과학기술부 원자력방재과장

반원 : 과기부(2)

관할 시도(1)

KINS(1)

한수원(주)(1)

주민보호반(9) 반장 : 소방방재청 민방위계획과장

반원 : 관할 시군구(1)

      관할 시․도(1)

      한수원(주) 원전(1)

      지방 경찰청(1)

      지역 군사령부(1)

      지역 교육청(1)

      지방 적십자사(1)

의료지원반(5) 반장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지원팀장

반원 : 보건복지부(1)

관할 시도 보건위생과(1)

119 구조구난본부(1)

원자력의학원(1)

사고분석반(10) 반장 : 안전기술원 원자로안전해석실장

반원 : 안전기술원(7)

      한수원(주) 원전(2)

※ 정보분석팀 및 사고평가팀으로 편성운

방사선평가반(10) 반장 : 안전기술원 방사선안전규제부장

반원 : 안전기술원(6) 

      지방기상청(1)

      한수원(주) 원전(2)

 ※ 향평가팀 및 대책평가팀으로 편성 운

 ※합동방사선감시센터는 별도 편성 운

운 지원반(4) 반장: 과기부 방재관

반원 : 안전기술원 방재원(1)

      지방 경찰청(1)

      한수원(주) 원전(1)

※시설운 팀 및 보급지원팀으로 편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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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파견인력 규모

   
    기관명

센터
조직명

과
학
기
술
부

행소
정방
자방
치재
부청

산
업
자
원
부

건
설
교
통
부

국
정
홍
보
처

보
건
복
지
부

관
할
시
도

관
할 
시
군
구

지
방 
경
찰
서

지
역 
군
사
령
부

지
방 
기
상
청

지
역 
교
육
청

지
방 
적
십
자
사

원
자
력
의
학
원

안
전
기
술
원

한
수
원
(주)

계

센터장 1 1

합동협의회 1 1 1 1 1 1 1 1 8

연합정보
센터

(1) 1 1 1 1 5(1)

실
무
반

종합
조정반 3(1) 1 1 1 6(1)

주민
보호반 (1) 1 1 1 1 1 1 1 8(1)

의료
지원반

1 2(1) 1 1 5(1)

사고
분석반

8(1) 2 10(1)

방사선
평가반

1 6(1) 2 9(1)

운
지원반

(1) 1 1 1 4(1)

계 7(3) 2(1) 1 1 1 2(1) 4 2 3 2 1 2 1 1 17(2) 9 56(7)

 ※ ( ) 는 실무반 반장과 협의회 위원 겸직

 ※ 합동방사선감시센터 인원 75명은 별도

다. 임 무 

구  분 구성원

구  분 임 무
센터장 ㉠방사능재난 현장대응활동 총괄 지휘

㉡합동방재대책협의회 주관 및 결정사항 이행 지시

㉢중앙본부에 국가방사능재난 선언 및 긴급사태 해제 등 

제안
합동협의회 ㉠주민보호 및 사고수습을 위한 대응책 등 중요사항 의

사결정

㉡주민보호 긴급대응책 실시구역의 확장 또는 축소

㉢주민보호조치 이행 현황 확인 

㉣각 비상대응기구의 대응활동 정보 종합
연합정보센터 ㉠비상대응활동 정보 수집 및 관리

㉡합동협의회의 결정사항 발표

㉢보도문 작성 및 발표

㉣보도기관에 보도 요청

㉤언론보도 발표 내용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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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임 무
㉥주민 홍보

㉦주민의 질의에 응답
종합조정반 ㉠현장지휘센터장 보좌

㉡사고상황 문서관리 및 상황관리 종합

㉢합동방재대책협의회 운 관리

 -주민보호(옥내대피․소개) 권고 정보 종합

 -주민보호조치(안)작성, 합동협의회에 보고

 -의사결정사항의 종합 및 관계기관에 보고․통보

 -주민보호 실시구역의 확장․축소, 방사능방재상황해제 

등 의사결정 사항을 중앙본부에 제언

㉣각 유관기관이 실시하는 주민보호 및 사고수습을 위한 

대응조치 등 중요 사항의 종합

㉤현장지휘센터내 조직간 정보연락(현장지휘센터내의 정

보 공유)

㉥정부 관계기관과의 정보 연락
주민보호반 ㉠주민보호조치 이행 현황 파악

 -옥내대피 및 소개

 -음식물 섭취제한

 -유아․임산부․노약자․심신장애자 등의 보호조치 

 -긴급수송 상황

 -구조, 구호 상황 

㉡특수기관 보호조치 상황의 파악

㉢출입통제소 운 상황의 파악

㉣구호소, 응급의료소의 준비, 운 상황 파악 

㉤긴급자원 조달, 공급 활동의 파악

㉥교통통제, 사회질서, 치안유지 현황파악

㉦광역․기초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정보 연락
의료지원반 ㉠의료활동 현황 파악 및 핵의학적 자문

㉡옥소제 복용에 관한 조사·판단

㉢긴급시 의료팀과의 연락
사고분석반 ㉠원전시설의 사고상황 파악

㉡원전시설의 사고추이 및 진전예측

㉢방사선원 예측

 -사고 전개 및 향 평가

㉣사고수습대책 강구

㉤방사능재난상황해제 선언 권고 검토

방사선평가반 ㉠방사선 향평가․피폭선량의 예측

 -방사선원항 평가

 -원전외부의 방사선 향평가

 -기상정보의 분석 및 예보

 -피폭선량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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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임 무
㉡합동방사선감시센터운

 -환경방사선탐사팀 배치

 -환경방사선/능 탐사, 시료채취

 -환경방사능 탐사요원 및 장비 동원

㉢환경방사능감시결과의 수집 및 평가

㉣주민보호조치 권고 검토

㉤긴급구조요원의 방호조치

 -방사선피폭관리

 -방사선방호자문

 -오염지역설정 자문

㉥방사능재난상황해제 제안 검토
운 지원반 ㉠현장지휘센터 시설 운  및 환경관리

㉡현장지휘센터 정보화기기 데이터베이스 관리

㉢현장지휘센터 출입관리

㉣현장지휘센터의 인사, 보급, 수송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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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5 :  시도방사능방재대책본부 조직

가. 비상조직 

시도방사능방재대책본부
시    장

긴급구조통제단 관계기관
소방본부장    지방 교육청

소방본부
부산지방 기상청
지방경찰청
육군․해군․공군
해양경찰서
한전, KT, 
가스공사,
한국철도공사
대한적십자사

종합

조정반

운

지원반

주민

보호반

안전

관리반

의료

구호반

홍보

협력반

나. 구성 (  명)

조직명 (인원수) 구 성 

  본부장 (1명)  ○ 광역시장/도지사

  긴급구조통제단(1명)  ○ 소방본부장

  종합조정반(5명)
 ○ 반장 : 자치행정과장
 ○ 반원
  ․민방위담당 1, 직원 2, 시민봉사과 행정통신 직원 1, 

  운 지원반(6명)

 ○ 반장 : 방재과장
 ○ 반원
  ․방재총괄담당 1, 직원 2
  ․자치행정과 민방위 직원 1, 정보화 담당관실 직원 1

  주민보호반(6명)

 ○ 반장 : 사회복지과장
 ○ 반원
  ․복지행정담당 1, 직원 2
  ․보건위생과 직원 1
  ․수산진흥 직원 1, 농업행정 직원 1

  안전관리반 (7명)

 ○ 반장 : 교통기획과장
 ○ 반원
   ․ 교통기획담당 1, 직원 2
   ․ 지방경찰청 직원 1
   ․ 환경보전과 공단환경 직원 1, ․소방본부 직원 1 

  의료구호반(5명)
 ○ 반장 : 보건위생과장
 ○ 반원
  ․보건행정 담당 1. 직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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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임 무 

시/도 지역본부장

 시 지역본부장은 원자력시설의 긴급상태 및 현지 비상대응조치 현황

을 파악하고, 중앙 관계부처(과학기술부장관, 행정자치부 등)와 연계

하여 현장 긴급 비상대응활동을 지원한다.

 현장지휘센터 및 구·군 지역본부의 비상대응활동을 지원토록 관계공

무원을 파견하고, 이들의 대응활동을 지원한다.

 현장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수배하여 지원한다.

시/도 긴급구조통제단장

 지역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현장 긴급구조활동 총괄지휘

종합조정반

 원전의 사고상황 및 대응조치 사항의 수집·보고·통보

 시 지역본부의 설치, 운  및 폐지

 방사능재난 상황 종합 및 비상대응책 조정

 현장지휘센터, 구/군지역본부, 정부(과기부, 행자부)중앙본부, 합동방사

선감시센터 및 지역 지정기관과의 비상정보 연락·조정

 구·군의 장에게 시지역본부장의 지시사항 연락 및 구·군 지자체의 조

치결과 확인

조직명 (인원수) 구 성 

  ․소방본부 119구조대 직원 1

  홍보협력반(3명)
 ○ 반장 : 보도담당 1
 ○ 반원 : 
  ․직원 1, 자치행정과 경보통제 직원 1

  유관기관 연락관(18명)

 ○ 지방 교육청 담당 1 직원 1
 ○ 소방본부 담당 1 직원 1
 ○ 지방경찰청 담당 1 직원 1
 ○ 해양경찰청 담당 1 직원 1
 ○ 육군   사단, 해군제 함대, 공군제 전비 장교 각 1
 ○ 지방기상청 담당 1 직원 1
 ○ 대한적십자사   지사  직원 1
 ○ 한국철도공사 직원 1
 ○ 한국전력   지사 직원 1 
 ○ KT   지점 직원 1
 ○ 한국가스안전공사 직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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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방위대원 동원 및 군부대의 지원 요청

 사고 상황관리 및 문서관리

 비상대응설비 및 장비, 개인방호장구 확보 공급 지원 

 주민보호에 필요한 방호복․방독면․방사선계측기 등 지원 

 합동방사선감시센터 계측장비 및 개인방호장구 수배 및 지원

 구호소 운 관리(음식물 공급, 오폐수 처리, 생필품 공급) 및 에너지 

공급 지원 

 향 받은 이주자의 주택 공급 및 급여 지급 지원

 비상대응에 필요한 통신설비망 구축 지원

 주민보호조치 및 비상대응활동에 필요한 수송차량 수배. 공급지원

 지자체, 공공기관 및 정부와 인적·물적 자원 지원 협의

운 지원반

 시 지역본부 방재요원의 비상연락망 점검, 소집, 인원점검, 보충교육 

및 충원계획 수립

 방사능재난 사고초기단계 및 복구단계에 대한 비상대응계획 수립, 지

역 유관기관에 대응방안 제시 등 비상대응에 대한 기획조정

 비상대응 긴급예산 확보, 조정 및 관계기관 지원. 필요시 정부에 예산

지원 요청

 주요인사 방문일정조정, 접, 안내(차량 포함), 상황 브리핑 등

 시 지역본부 시설 운  및 관리 : 비상대응활동 사무기기(컴퓨터, 프

린터, 팩스, 전화), 사무용품 공급, 통신 설비(컴퓨터, 프린터, 팩스, 전

화) 점검, 공급 등

 지도, 방사능방재계획, 민방위계획, 안전관리계획등 공급

 시 지역본부 출입통제 

 방재요원 음료수·음식물 등의 조달, 휴면실 운

 기타 상황실의 비상대응활동에 필요한 자원 지원사항

주민보호반

 주민보호(대피․소개․낙오자 수색, 출입통제 등) 지원

 주민보호 유도요원 운 현황 파악 및 필요시 지원 

 이재민 관리 현황 파악 필요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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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위생 및 장의대책 지원

 소개자, 특수계층자(유치원, 학생, 병원, 감호소 등), 방사선 피폭자 등 

향 받은 주민에 대한 복지 관리 지원

 농산물, 과수물, 축산물, 수산물의 수확, 유통통제 지원

 음료수, 음식물의 섭취제한 및 공급 지원

 임·상·공업에 향을 미치는 물자의 유통 통제 및 대책 지원

안전관리반

 시 긴급구조통제단과 연계하여 방사능재난 및 일반재난에 의한 현장 

수습 복구조치 활동 지원

 원전 사고현장 복구활동 지원

 화재진압 지원

 교통통제 및 우회도로 개설 지원

 주민보호 실시구역 치안유지 지원

 위험물질 안전관리 지원

의료구호반

 긴급시 의료대책, 갑상선방호약품 및 의약품 확보 지원

 심신장해 상담, 건강관리 및 복지 지원

 인명구조, 응급조치 및 구호활동 지원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지역의

 방사선비상진료 지원

 생활위생 및 장의대책 지원

홍보협력반

 비상대응 정보관리 지원

 주민홍보 및 주민보호 유도 방송 지원

 연합정보센터 발족시 연계하여 주민 홍보

지정기관 연락관

 교육청 : 학생보호대책, 학교와 연락, 학생보호조치, 방재교육

 소방본부 : 화재진압, 의료구호 지원, 지역본부의 주민보호 비상대응활

동 실시 사항의 총괄

 지방경찰청 : 출입제한, 교통통제, 치안유지, 테러진압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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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청 : 해양선박 출입통제, 환경탐사 지원

 군부대   : 주민보호, 수송차량, 환경방사선감시, 의료, 제염 지

원

 지방기상청 : 국지기상 및 예보 정보 제공 

 한국철도공사 : 기차동원 주민소개 활동 지원

 적십자사 : 생필품 등 구호소 운  지원

 KT지점   : 비상통신계획 수립 및 실시, 이동무선설비 배치

 한전지점  : 전력 확보 지원

 가스공사  : 가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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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6 :  시군구지역본부 조직

1. 비상조직 

시구군방사능방재대책본부

구청장․군수

구․군  긴급구조통제단 유관기관

지방교육청
지역소방서
지역경찰서
육군‧해군‧공군
해양경찰서
한전, KT
가스공사
주택공사
대한적십자사

읍면동상황실 구․군 소방서장

읍면동장

종합

조정반

운

지원반

주민

보호반

환경

감시반

안전

관리반

자원

관리반

의료

구호반

홍보

협력반

2. 구 성 (00 명)

조직명 (인원수) 구 성 

  본부장 (1명)  ○ 00 군수

  긴급구조통제단(1명)  ○ 00군 소방서장

  종합조정반(0명)
 ○ 반장 : 자치행정과장
 ○ 반원
  ․민방위담당 1, 직원 2, 시민봉사과 행정통신 직원 1, 

  운 지원반( 명)

 ○ 반장 : 방재과장
 ○ 반원
  ․방재총괄담당 1, 직원 2
  ․자치행정과 민방위 직원 1, 정보화 담당관실 직원 1

  주민보호반( 명)

 ○ 반장 : 사회복지과장
 ○ 반원
  ․복지행정담당 1, 직원 2
  ․보건위생과 직원 1
  ․수산진흥 직원 1, 농업행정 직원 1

  환경감시반( 명)

 ○ 반장 : 사회복지과장
 ○ 반원
  ․복지행정담당 1, 직원 2
  ․보건위생과 직원 1
  ․수산진흥 직원 1, 농업행정 직원 1

  안전관리반 ( 명)

 ○ 반장 : 교통기획과장
 ○ 반원
   ․ 교통기획담당 1, 직원 2
   ․ 지방경찰청 직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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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 무 

구·군 지역본부장

 구·군 지역본부장은 원자력시설의 비상대응 현황을 파악하여, 시장·도

지사, 현장지휘센터, 과학기술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소방방재청장에

게 방사능재난 상황을 보고하고, 관계기관과 연계해서 주민보호 비상

대응활동을 수행한다.

 현장지휘센터의 비상대응활동을 지원토록 관계공무원을 파견한다.

 현장지휘센터와 상호 협력하고 합동협의회에 의해 결정된 긴급대응책 

사항을 이행한다. (다만, 합동방재대책협의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긴급방사선  비상시는 구‧군에서 비상경보망등 주민대피를 위한 긴급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조직명 (인원수) 구 성 

   ․ 환경보전과 공단환경 직원 1, ․소방본부 직원 1 

  자원관리반( 명)

 ○ 반장 : 사회복지과장
 ○ 반원
  ․복지행정담당 1, 직원 2
  ․보건위생과 직원 1
  ․수산진흥 직원 1, 농업행정 직원 1

  의료구호반( 명)

 ○ 반장 : 보건위생과장
 ○ 반원
  ․보건행정 담당 1. 직원 2
  ․소방본부 119구조대 직원 1

  홍보협력반( 명)
 ○ 반장 : 보도 1담당 
 ○ 반원
  ․직원 1, 자치행정과 경보통제 직원 1

  유관기관 연락관(00명)

 ○ 00지방 교육청 담당 1 직원 1
 ○ 소방본부 담당 1 직원 1
 ○ 00지방경찰청 담당 1 직원 1
 ○ 해양경찰청 담당 1 직원 1
 ○ 육군 사단, 해군제 함대, 공군제 전비 장교 각 1
 ○ 00지방 기상청 담당 1 직원 1
 ○ 대한적십자사 지사  직원 1
 ○ 한국철도공사 직원 1
 ○ 한국전력 지사 직원 1 
 ○ KT 지점 직원 1
 ○ 한국가스안전공사 직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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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군 긴급구조통제단

 구․군  긴급구조통제단장은 구·군 지역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현장 

안전대책 비상대응활동을 총괄․지휘한다.

읍·면·동상황실

 읍·면·동장은 시·군·구지역본부장의 주민보호 대응책 지시 사항을 지

역 유관기관의 협조 아래 이행한다.

종합조정반

 상황조

구·군 지역본부의 설치, 운  및 폐지 

방사능재난 상황 종합 및 비상대응책 조정

사고 상황관리 및 문서관리 

 기술지원조

원전의 사고상황 및 대응조치 사항의 수집·보고·통보

 정보연락조

원전, 현장지휘센터, 시, 정부(과기부, 행자부), 합동방사선감시센터, 

연합정보센터 및 지역 지정기관과의 비상정보 연락·조정

읍·면장에게 본부장의 지시사항 연락 및 조치결과 확인

민방위대원 동원 및 군부대의 지원 요청

운 지원반

 기획조

지역본부 방재요원의 비상연락망 점검, 소집, 인원점검, 보충교육 

및 충원계획 수립

방사능재난 사고초기단계 및 복구단계에 대한 비상대응계획 수립, 

지역 유관기관에 대응방안 제시 등 비상대응에 대한 기획조정

 예산조

비상대응 긴급예산확보, 조정 및 관계기관 지원

손해배상 및 보상

 운 지원조

주요인사 방문일정조정, 접, 안내(차량 포함), 상황 브리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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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본부 시설 운  및 관리 : 비상대응활동 사무기기, 사무용품 

공급, 통신설비 점검, 공급 등

지도, 방사능방재대책계획, 민방위계획, 재난관리계획 등 공급

상황실 출입통제 및 출입자 오염검사 지원

방재요원 편의시설 운 , 기타 상황실의 비상대응활동에 필요한 자

원 지원사항

주민보호반

 주민통제조

주민보호(대피· 소개· 낙오자 수색, 출입통제 등) 총괄 지휘

주민보호 유도요원 배치·파견 및 운 현황 파악

 주민오염검사조 

민방위 방사선기술지원대 구성 및 운

소개주민의 인적사항 기록

소개주민 오염․피폭검사  

 주민복지조

이재민 등록명부 관리 및 이동 현황 관리 

소개자, 특수계층자(유치원, 학생, 병원, 감호소 등), 방사선 피폭자 

등 향 받은 주민에 대한 복지 관리

 농축산물관리조

농산물, 과수물, 축산물, 수산물의 수학 및 유통 통제

음료수, 음식물의 섭취제한 및 공급

임·상·공업에 향을 미치는 물자의 유통 통제 및 대책

환경감시반 

 지역 공공기관과 협조하여 합동방사선감시센터의 환경탐사활동 지원 

및 환경정보 수집

 원자력시설 및 현장지휘센터와의 환경정보 교류

 지역본부의 주민보호조치에 필요한 정보제공

안전관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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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구호조

구·군 지역 긴급구조 본부와 연계하여 방사능재난 및 일반재난에 

의한 현장 수습 복구조치 활동

원자력시설 사고현장 복구활동 지원

화재진압

 교통통제조 : 교통통제 및 우회도로 개설

 치안유지조 : 주민보호 실시구역 치안유지

 위험물안전관리조 : 위험물질 안전관리

자원관리반

 대응설비/장비조

비상대응설비 및 장비, 개인방호장구 확보 공급

합동방사선감시센터 계측장비 및 개인방호장구 수배 및 지원

 주민지원조

주민보호에 필요한 방호복·방독면·방사선계측기 등 물적 및 인적자

원 지원

구호소 운 관리(음식물/생필품 공급, 오폐수 처리), 에너지공급

향 받은 이주자의 주택 공급 및 급여 지급 

광역 지자체 등과의 광범위한 인적·물적 자원 지원관련 협의  

 통신조 : 비상대응에 필요한 통신 설비망 구축 

 수송조 : 주민보호조치 및 비상대응활동에 필요한 수송차량 수배 및 

공급

의료구호반

 인명구조, 응급조치 및 구호활동 지원

 긴급시 현장진료 및 긴급후송 지원

 오염자 분류 및 제염 지원

 긴급시 의료대책, 갑상선방호약품 관리 운  및 의약품의 확보

 심신장해자 상담, 건강관리 및 복지 지원

 생활위생 및 장의대책 지원

 병원응급실 운  및 전문가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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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협력반

 주민홍보조

비상대응 정보관리

주민에게 상황홍보 및 주민보호 유도 방송

초기단계 언론보도문안 작성 및 발표

연합정보센터 발족시 연계하여 주민 홍보

 민원상담조 : 주민의 질의에 응답 (연합정보센터 발족시 연계)

유관기관 연락관

 지방교육청 : 학생보호대책, 학교와 연락, 학생보호조치, 방재교육

 소방서 : 긴급구조, 화재진압, 의료구호 지원 등 지역본부의 비상대

응활동 이행사항의 총괄

 경찰서 : 출입제한, 교통통제, 치안유지, 테러진압 등

 군부대 : 주민보호, 수송차량, 환경방사선감시, 의료, 제염 지원

 적십자사 : 생필품 등 구호소 운  지원

 KT지점 : 통신망 확보 지원, 이동무선설비 배치

 한전지점 : 전력 확보 지원

 가스공사 : 가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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