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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1. 재 목 

。 지역 방사능재난대비 방재계획 수립 연구용역 

ll. 연구개발의 목적 및 펼요성 

1. 목 적 

。 원자력 비상대비 실효성 있는 주민보호 대웅책 수립 

。 원자력 비상대웅시설·설비·장비 구축 운영 개선방안 제시 

。 방사선 비상대비 초기대웅그룹의 신속한 현장 대응책 수립 

。 원전 안전 확보 및 방사농 방재대책을 위한 기술행정체제 강구 

2. 펼요성 

쫓 

。 부산지역 원자력비상 및 방사선비상에 대비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 

올 보호하고 환경올 보전하기 위한 방사능 방재대책 종합 도시안전 

관리체제 구축이 필요함. 

O 지역 행정·공공기관의 원자력 방사선 방재대책 협조지원체계 구축과 

방재요원의 교육·훈련을 통한 사고초기단계 대응능력을 향상시키어， 

비상 발생시 신속한 대웅으로 인명 피해와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비상대비 ·대웅기술 개발이 필요함， 

m.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지역 원자력재난관리체계 구축 운영방안 제시 

。 비상대응시설， 설비 및 장비의 구축방안 제시 

。 비상대비 주민보호 방안수립 

。 비상시 지역 환경방사능감시체제 구축운영 방안 제시 



을훌 

。 효융적인 방사능 방재교육·훈련 실시방안 수립 

。 원전 안전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기술행정체제 보완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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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市 지역안전관리계획 (원자력재난분야) 보강 

‘부산광역시 지역방사능방재계획서’ 개정 

- ‘방사능방재계획 수행절차서’ (8개) 작성 

- ‘방사선원 사고시 초기대웅그룹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 

O 市원자력재난관리체계 보완방안 제시 

- 원자력안전대책 전문위원회’의 구성， 원전과 원자력안전 협약 체결 

퉁 市 원자력 안전대책 강구‘ 

- 환경 모니터링， 비상진료 서비스， 비상시 주민 홍보와 관련한 지역 

관계기관과의 협력체제 유지방안 

。 市 원자력 비상대웅 지휘체계 개선방안 제시 

- 재난종합상황실과 지원부서/기관이 연계된 기능별 대웅체계 구축 

- 비상시 현장지휘센터와 연계된 市현장대웅팀 파견 운영으로 市 현 

장대웅 지휘체계 개선방안 

- 비상시 환경 모니터링， 주민홍보， 주민보호조치， 출입 교통통제 및 

비상진료활동 퉁에 대한 운영체제 강화방안 

。 원자력 비상관리시스탱 및 비상대웅시설·설비·장비 구축방안 제시 

。 방사능 방재요원의 방재교육·훈련실시방안 및 주민 홍보방안 제시 

。 지방자치단체의 원자력 기술행정체제의 개선방안 제시 

- 원자력 기술행정 전담부서 설립 방안 (1안) 

- 원자력안전대책협의회 설립 방안 (2안) 



을용 

v. 연구개발컬과의 활용계획 및 건의사항 
。 본 과제를 통해 생산된 성과품은 실효성 있는 주민 안전 및 환경 보 

호대책을 수립 운영하는데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방사농 

방재훈련시 직접 활용하여 그 적절성을 확인할 수 있다. 

。 아울러 이 보고서는 비상대웅시설 설비 장비의 확충과 이들 시설 및 

장비를 유지 관리하기 위한 전담부서의 설립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 

된다. 

。 본 성과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단기 · 중기·장기의 단계별 향후 대 

책에 대해서는 예산올 확보하여 지속적인 연구개발올 통해 구축 및 

개선할 것올 건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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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용 

lV 

SUMMARY 

1. Project Title 

。 Study on the offsite emergency planning against an accident in NPP 

11.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1. Objectives 

o Develope effective public protection scheme against nuc1ear emergency 

o Propose improved preparation/o야ration scheme on emergency response 

fac i1ities, installations and equipments 

。 Establish prompt response scheme of fITst responding group against 

radiation emergency 

。Develop complementary scheme for technica1 administrative system for 

ensuring emergency preparedness and nuc1ear safety 

2. Necessities 

o Protecting the genera1 public and environment against nuc1ear/ radiologica1 

accident or terror is the responsibility of loca1 government. 

o There should be well organized emergency preparedness/ response scheme 

for mitigate and minimize the effect of nuc1ear accident 

。 But there were insufficient technica1 administrative system (organization 

and manpower) for protecting the genera1 public and environment from 

emergency situation in Busan metropolitan city which has several nuc1ear 

facilities in its vicinity. 

o It is needed to develop effective emergency response scheme for minimize 

the effect on the general public and environment by prompt and effective 

response actlVltles 

m.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 Proposing effective local nuc1ear emergency preparedness system against 



즐용 

nuclear/ radiological accidents. 

o Proposing irnproved preparation/o야ration scheme on emergency response 

facilities, installations and equipments. 

o Establishing protection scheme on the general public against nucl않r/ 

radiological accidents. 

o Prosposing effective preparation/o야ration scheme on local radioactive 

monitonng system. 

o Establishing effective training/drill scheme on the nuclear emergency 

preparedness. 

o Proposing effective technical administra디ve system of the local 

government (Busan meσopolitan city). 

IV. Result of the Project 

o Enhancing local(Busan metropolitan city) safety management plan 

(especially in nuclear emergency) 

。Proposing supplementary scheme on the nuclear emergency management 

system of Busan metropolitan city. 

o Proposing enhanced scheme on the emergency response control system of 

Busan metropolitan city against nuclear accidents 

。 Proposing irnproved preparationloperation scheme on the emergency 

management system and emergency response facilities , installations and 

equipments of Busan metropolitan city 

。 Proposing effective technical administrative system of Busan metropolitan 

cJty. 

V. Proposal for Applications 

。 Active adminisσative， systematic and budgetary support for carrγing out 

proposed technical administrative system will be highly recommended. 

o Proposed technical administrative system would be incorporated into the 

emergency preparedness/ response plan of Busan metropolitan city for 

upgrading emergency preparedness/ response ability and ensuring safety of 

the general public and environment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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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l 절 목적 및 펼요성 총 

째1장 과업의 개요 

제 1절 목적 및 필요성 

1. 목 적 

。 원자력 비상J)대비 실효성 있는 주민보호 대응책 수립 

。 원자력 비상대웅시설·설비 장비 구축·운영 개선방안 제시 

。 방사선 비상2)대비 초기대웅그룹의 신속한 현장 대웅책 수립 

。 방사능방재 운영시스템 구축을 위한 단·중기계획 수립 

。 방재요원·주민에 대한 효율적인 방재교육·훈련’홍보 방안 제시 

。 원전 안전 확보 및 방사능 방재대책을 위한 기술행정체제 강구 

4 
。 원자력안전 확보로 방사선 영향으로부터 주민보호·환경보존 

。 실효성 있는 주민보호 방안 개선으로 방재 대웅능력 선진화 

2. 펼요성 

가. 기술적 측면 

。 부산광역시 관할구역에는 고리 신고리 원자력발전소에 4기가 운전되 

고， 4기가 건설 중이며， 4기가 건설 예정 중임. 또한 방사성동위원소 

(RD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RG)가 대학 둥 연구기관， 병원， 항만 하역 

장， 산업체 동 100 여개소에 산재되어 있고 매년 10%씩 증가 추세임 

1) 원자력비상Cnuclear emergency)은 원자로(예 연구용 원자로1 선박용 원자로， 말전용 원 

자로)시셜” 사용후 핵연료저장시설， 액체/기체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핵연료주기시셜， 대 

형 방사선조사시셜， 방사성의약풍 제조시설 1 대형 고정선원올 사용하는 연구/의료시설 

(예 원격치료시설) 동 원자력시설에서 발생되는 비상을 말한다 

2) 방사선비상Cradiation emergency)은 통제되지 않은 위험 선원(방기， 분실， 도난 또는 발 

견된 선원)， 방사성물질의 운송， 산업용 및 의학용 선원의 잘옷된 사용， 원인을 얄 수 없 
는 주민의 방사선 피폭 및 오영， 방사성물질을 함유하는 인공위성의 궤도 재진입， 싱각한 

파피폭 또는 폭말성 방사놓 분산장치 동에서 발생되는 사고를 말한다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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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력비상 또는 산업체둥에서 방사선원 취급·운반사 

고 퉁 방사선비상에 대비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방사능재난대비 종합 도시안전관리체제 구축이 필요합. 

。 정부는 방사능재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원자력시설동의 방호 및 방 

사능방재대책법’ 제정 및 국가 방사능재난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지역의 방사농방재대책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지 

방 행정기관에서는 원자력안전 기술행정체제가 미홉하여 주민보호 둥 

지역 실정에 맞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원자력안전 빛 방사능방재대 

책을 수립·운영할 필요가 있옴 

。 원전의 시설 안전대책은 ‘원자력법’ 둥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중앙부처 

가 소관하고 있지만， 특히 대도시가 인접되어 있는 고리 신고리 원전 

주변지역 주민 및 인근지역 시민의 안전 확보와 환경보전을 이행할 

의무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음. 그러나 부산광역시 및 기장군의 행 

정조칙에는 원자력·방사선에 대한 안전대책과 주민보호 의무를 이행 

하기 위한 원자력 안전행정 전담조직과 기술 인력이 부족한 실정엄. 

。 원전에서의 원자력비상 또는 방사선원 취급사업소의 방사선비상이 발 

생할 경우 지방 행정기관은 지역 공공기관 둥과 연계하여 다음과 같 

은 비상대웅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함 

- 원자력발전소 방사선원 취급사업소의 사고완화조치， 화재진압， 인명 

구조구급 둥 지원 

- 비상정보관리， 주민홍보， 주민질의·웅답， 언론기관 브리핑， 루머통제 

- 주민， 학생， 여행객， 특수그룹(병원， 복지단체， 감호소， 외국인 퉁)에 

대한 보호조치， 교통 출입통제， 치안유지， 상해자 긴급의료활동， 이 

재민 오염검사 제염， 구호소 건강상담소 운영 

- 환경영향평가， 환경 모니터링， 환경 제염활동 

- 음식물 섭취제한， 농 임 축 수산물관리， 유통업체관리 

- 중·장기 복구 및 사후대책 둥 

。 또한 원자력비상시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평소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안전관리와 함께 지역방사능방재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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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비상대웅시셜·설비를 구축·운영하고 방재요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주민 홍보가 주기적으로 반복 이행되어야 함‘ 

나. 경제·산업적 측면 

。 원자력비상시 수습의 신속성·적절성에 따라 인명， 재산 및 환경에 대 

한 피 해 규모는 큰 차이 가 있을 수 있음. 

。 명시 비상대웅기술을 개발하여 원자력비상에 만전을 기하고 방재교육· 

훈련을 통해 각급 관계기관의 협조지원체계와 방재요원의 사고초기단 

계 대웅능력을 향상시킨다연， 비상시 인명 피해와 막대한 경제적인 손 

실올 최소화할 수 있음 

다. 사회·문화적 측면 

。 최근 국내 외에서 각종 자연적·인위적·사회적 재난 및 테러 위협이 증 

가함에 따라 정부는 포괄적 위기대웅 관계법령을 재정비하고 중앙부 

처와 지역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간 연계된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재난에 대비한 우리들의 의식과 생활환경이 정진적 

으로 변환되고 있음 

。 산업이 발전하고 국제적인 여건변화에 따라 원자력시설의 사고， 방사 

선원의 취급·운반·도난 사고， 방사능 오염폭탄 테러 위협 퉁이 중대되 

고 있어 원자력·방사선의 안전성에 대한 주민의 관심도가 정점 더 높 

아지고 있음. 원자력·방사선의 안전운영에 대한 주민의 의혹을 불식시 

키기고 사회적인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으 

나， 주민이 이를 현실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지역 행정적 

협조지원체제와 대응설비가 구축 운영되어야 할 것임， 

。 원자력시설은 다른 어떠한 산업시설과 비교하여 볼 때 지역의 고용을 

증대시키고， 도로 및 지역 환경에 많은 발전을 주는 시설이라고 할 수 

있음. 반면에 원자력비상이 발생할 경우 사회적으로 엄청난 흔란을 야 

기할 수 있으므로， 지역 진흥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시 원자력안전 및 

주민보호 방재대책 정책과 전략이 반드시 연계되어야 할 것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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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2철 파업의 범위 

1. 지역 원자력채난관리체계 구축·운영방안 체시 

O 원자력비상시 부산광역시의 재난관리체계 구축방안 

- 지역 방사능방재계획 재정립 

O 지역방사능방재대책 세부대응매뉴얼 수립 

- 지역 비상대웅기구의 비상대옹별 행통매뉴얼 

- 주민보호 및 현장대용요원 방호·관리를 위한 행동매뉴얼 퉁 

。 현장방사놓방재지휘센터와의 협력체제 구축방안 

。 원자력재난 발생시 현장대옹 지휘체계 개선방안 강구 

- 지역 관계기관의 원자력 위기대웅능력 강화방안 

2. 벼상통신·연락체계의 구축방안 제시 

。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지정기관 간 정보전달 방안 

。 상황실과 현장대웅요왼 간의 비상연락체계 구축방안 

。 주요관계자 및 방재요원에 대한 비상연락망 구축 둥 

。 주민 및 학생， 관광객에 대한 비상상황 전파방안 

。 비상계획구역 바깥 지역에 대한 비상상황 전따방안 

3. 원자력재난 대웅시셜， 절비 및 장비의 구축방안 제시 

O 부산광역시 및 기장군의 재난대웅 상황실 구축방안 

- 상황실 재난대웅설비 장비 구축방안 

- U-city 방재와 연계된 원자력비상시 주민보호 이행올 지원하는 지 

리정보 DB 구축 및 상황실 비상대응을 지원하는 전산설비 운영체 

제 

O 원자력재난대웅 장비 물자의 기준제시 및 확보방안 수립 

주민 및 학생， 관광객에 대한 홍보용 방송설비 구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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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방재요원의 현장대웅물풍 확보기준 및 관리， 구축방안 

비상대웅정보 공유시스템 구축방안 

4. 주민보호대책 방안수립 

。 원자력비상시 비상계획구역내 외 지역에 대한 예상피해 조사 

- 구역별， 방위별， 거리별 피해 우려내용 조사 

。 주민 및 학생， 임시거주자(관광객 포함) 동에 대한 소개시 수송용 차 

량 및 기자재 둥에 대한 자원 확보방안 제시 

- 사전지정 및 확보된 자원에 대한 관리방안 

。 엄산부， 유아， 노약자， 장애자， 외국인， 일시체류자에 대한 보호조치 방안 

。 적정한 구호소 지정 및 관리방안 

소개주민 예상인원을 고려한 구호소 위치 분산 지정 

- 구호소내 편의시설 설치계획 수립 

- 소개시 필요한 구호식량， 생필품， 칭구류 퉁 사전확보 또는 수급계 

획 수립 

。 주민 소개시 교통통제 계획의 적절성 및 방안 제시 

5. 주민보호 장벼물자의 확보방안 및 기준， 관리방안 제시 

O 지역별 예상피해에 따른 주민보호 장비물자의 확보기준 및 확보방안， 

관리방안 제시 

- 방독연， 보호의， 갑상선방호약품 둥 

。 비상계획구역내 외 주민 둥에 대한 보호장비 확보기준 및 관리방안 

6. 긴급시 지역 환경방사능갑시체제 구축운영 방안 

。 평시 긴급시 환경방사능 모니터링 방안 

-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환경모니터링 장비‘기기의 확보방안 

- 모니터링 요원의 확보 및 교육훈련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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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관기관(기상청， 보건환경연구원， 지방측정소， 고리원전， 지역 군부 

대， 원자력안전기술원 둥)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방안 

- 중앙정부·전문기관과 연계한 방사선영향예측시스템의 설치방안 

- 비상시 공중， 해상 감시활동을 위한 협력방안 

7. 방사션원 사고시 주민 피혜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책 수립 

。 지역내 방사성동위원소(RI) 방사선발생장치(RG)의 취급·운반사고(테 

러포함) 발생시 사고확대 방지 및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한 종합 계획 

- 지자체 및 지역 관계기관간 현장대웅 지휘체계 개선방안 강구 

- 주민 보호 수단 및 방법 퉁 실효성 있는 Action plan 

- 현장대웅 장비의 확보방안 및 관리방안 

8. 구조·구급， 화재진압， 방사선비상의료 개인방호대책 둥 질효 

성 있는 Action plan 

。 비상시 구조 구급， 화재진압 퉁 소방대책 수립 

。 비상시 지역 방사선비상 의료지원체제 

- 지역보건소， 지역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동남권 분원， 1339부산권 

역응급의료센터 퉁과 연계된 방사선비상 의료지원 방안 

。 현장대웅요원에 대한 개인방호대책 수립 

9. 효율적인 방사능 방재교육·훈련 실시방안 수립 

。 지역 방사능방재요원의 비상대웅능력 향상방안 강구 

- 원자력 선진국(미국， 프랑스， 일본 퉁)의 방재교육·훈련 사례 검토 

- 방사능 방재교육·훈련 실행도구(시율레이터) 구축방안 강구 

O 주민보호를 위 한 방사능 방재교육 실시 방안 제시 

주민의 원자력발전에 대한 이해와 유사시 대비 주민행동요령 모델 

개발 



제2절 과엽 의 범 위 총 

초중둥학교 학생·교직원 대상 원자력·방사선 교육 개선 방안 

- 시민의 포괄적 위기 대응 이 해와 안전의식 생활화 및 원자력 안전문 

화 중진올 도모하기 위한 안전관리 웹사이트 개발 

10. 원전 안전 확보를 위한 지자체 행정체채 보완 방안 수립 

。 고리원전 추가건설 둥 원자력시설 중가에 대 비한 효율적인 방사능재 

난관리 행정조직 모텔 

- 원전의 안전운영， 신규건설， 계속운전 둥에 대한 시민의 관심중대 ， 

사고·고장 발생에 따른 민원증가 퉁에 적극 대웅하기 위한 방안 및 

지역 행정기관 관계부서와 연계된 원자력안전 행정조직 및 전담인 

력 확충방안 모색 

원자력 선진국(미국， 프랑스， 일본 동)의 원자력 안전운영제도 검토 

및 국내 관계법령， 조례 제정 퉁 제도개선 방안 제시 

방사성동위원소 사고 및 방사능 오염테러 위험으로부터 주민안전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체계구축 

O 원자력 안전행정을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가칭 ‘지역 원자력안전 

지원기구’의 구성 및 운영 둥 설립방안 수립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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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l 절 과엽 수행 방법 총 

쩨2장 과업의 수행내용 및 결과 

제1절 과엽 수행 방법 

1. 추진 전략 

。 원자력 선진국(미국， 프랑스， 일본 둥) 지방자치단체의 원자력 안전， 

환경 모니터링， 방사능 방재대책， 비상진료 동의 운영체제를 검토하여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지역 원자력 기술행정체계 개선방안 강구 

。 원자력 위험범주에 따른 비상대웅 운영개념을 고찰하고 비상계획구역 

내 지역 정보에 기반하여， 주민보호 비상대웅체제 개선 및 비상대웅시 

설 구축방안 모색 

。 원자력비상에 대비한 방재요원의 대응능력 향상과 주민의 이해를 도 

모하기 위한 방재교육·훈련 및 주민홍보 개선방안 모색 

그림 1. 과엽 추진전략 체계도 

부산지역 원자력안전·방사능방재 기술행정체제 자립 

원자력안천 

기술행정체계 
구성방안 수립 

국내 중앙부처，지자체의 

원자력 안전운영 및 

행정지원채채 검토 

원자력 선진국 지자체의 

원자력 안전운영 및 
행갱지원체제 검토 

원자력시셜/방사선원의 

안전문화 운영현황 및 

전문기술대웅농력 검토 

지역방재대응체채， 
비상대웅시셜·설비 

구축방안 수렵 

국내 중앙부처，지자체의 

주민보호 대웅체제 및 

대웅시껄 둥 검토 

원자력 션진국 지자체의 

주민보호 대웅체제 및 
대응시셜 둥 검토 

부산지역 

1 도시안전관리체제 및 
비상대웅시성 검토 1 

효율적인 

방사능방채교육·훈련 

실시방안 수립 

국내 중앙부처 ，지 자체 의 

재난 방재교육 및 
훈련의 효율생 검토 

원자력 선진국 지자체의 

| 방사능방재교육 • 훈련 
실시방안 검토 

부산지역 

인위재난대웅 

방채교육시설 검토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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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 추진 방안 

O 원자력，방사선에 대한 위협의 범주와 비상의 종류를 재정립하고， 위협 

범주별 위험도 분석 결과와 비상대웅조치 시간 및 거리를 고려한 분 

석 결과를 기반으로 주민보호 범위 및 보호조치 운영개념 재정 립 

O 비상계획구역내·외의 지리정보， 행정정보， 도로정보， 인구분포， 기상정 

보， 산업정보， 사회정보 둥을 수집·검토하여， 행정리(마올) 단위의 신 

속한 주민 유도 및 소개·욱내대피 방안 강구 

。 주민보호 비상대웅 임무를 기놓별로 구분하고， 이를 주관하거나 지원 

하는 지역 행정·공공기관을 지정하고， 이행에 필요한 비상대용젤비·장 

비의 구축방안 강구 

O 원자력비상시 초기단계에 주민보호 의사결정과 이행에 결정적인 정보 

를 제공하는 환경 모니터령의 신속한 운영체계의 개선방안을 강구하 

고， 방사능 오염자 분류·제염 및 주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진료 

운영체계 개선방안 강구 

。 방사선원 운반， 취급， 분실 퉁 사고시 주민보호를 위한 지역차원의 신 

속한 초기대웅활동 대응방안 강구 

。 방사능 방재요원 및 주민의 원자력·방사선에 대한 이해와 비상시 신 

속한 대웅올 위한 방재교육 훈련 및 주민홍보 개선방안 강구 

。 평시 원자력 방사선의 안전관리와 비상시 신속한 대웅을 위한 지방자 

치단체의 기술행정체제 개선방안 강구 

그림 2. 과엽 수행 체계도 
/ 、



제2절 과업 수행 내용충 

째2철 파업 수행 내용 

1. 지역 원자력채난관리체계 구축·운영방안 채시 

가. 원자력바상시 부산광역시의 채난관리체계 구축방안 제시 

。 원자력 안전대 책 강구 

- 지역안전관리계획 방사능방재대책의 심의 및 주민에게 원자력에 대 

한 정확한 지식의 보급과 계도를 위한 정보 조사 검토를 위하여 

‘市 원자력안전대책 전문위원회’ 설립 운영 

- 원전의 안전에 이상 정후가 발생되면 즉시 市， 都 圖 및 관계기관 

에 통지 및 주민의 안전과 관련될 경우 원전 안전점검에 지자체 참 

여토록 고리 신고리 원자력본부와 원자력안전 협약 체결 

。 市 방사능방재 전담부서의 기능 강화 

- 평시 원전 운영에 의한 주민의 안전 확인과 원자력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비상대비 주민보호 퉁 비상계획서 및 절차서 수립 및 비 

상대웅설비 장비 구축， 방재교육 훈련 실시， 주민·학생의 원자력 방 

사능 이해 증진 도모， 지역 원자력 안전 및 방사농방재대책 개선올 

위한 연구·개발 협조 추진 둥 시행 

- 원자력비상 또는 방사선비상시 주민보호조치 둥 비상대웅활동 주관 

。 지역 관계기관과 협력체제 유지 

- 비상시 지역 관계기관과 연계된 환경 모니터링 운영체제 구축 

부산지역 웅급의료센터와 협력하여 비상시 의료구호， 의약품‘물품 

공급 및 방사선(능) 환자 치료대책에 대한 협의 

- 부산지역 TV, 라디오 방송기관， 인터넷 포탈운영회사， 인터넷 신문/ 

방송기관과 협력하여 비상시 재난방송에 관한 협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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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역방사능방재대책 세부대웅매뉴얼 수립 

O ‘부산광역시 지역안전관리계획 원자력방재대책’ (‘市지역방사능방재계 

획서’) 개정함. (부록 l. 참조) 

- 원자력·방사선 비상시 주민보호조치 운영개념을 정립하여， ‘市지역 

방사능방재계획서’의 예방 대비 대용 복구대책 개정 

。 ‘市지역방사능방재계획 수행절차서’ 개발함. (부록 2. 참조) 

- 절차서 1 : 비상상황 전파 

- 절차서 2: 지역대책본부 운영 

- 절차서 3: 비상시 환경 모니터링 운영체계 

- 절차서 4: 주민 홍보 

- 절차서 5: 주민보호조치 이행 

- 절차서 6: 출입 교통통제 및 치안유지 

- 절차서 7: 갑상선 방호 

- 절차서 8 ‘ 이재민보호센터 운영 

다. 고리방사능방재센터와의 협 력 체제 구축방안 제시 

。 비상시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와의 비상대웅 임무 협의사항 도출 

- 주민보호 의사결정에 필요한 각급 자료 정보의 공유 및 설비 장비 

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 ‘市지역방사능방재계획서’와 고리방사능방재센터의 현장조치 행동매 

뉴얼 간의 간섭사항 

- 고리 -신고리 원자력본부의 비상대웅에 관한 시설 안전계통 및 안전 

관련계통 정보 및 환경모니터링 정보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 비상시 관계기관간 정보교류， 주민 경보방송 둥 비상상황 전파에 

관한사항 

비상시 주민보호 의사결정 및 이 행에 관한 사항 

- 미J 및 겪B. f,l'I; 방재요원의 방재교육 및 주민 홍보에 관한 사항 

- 방사능방재 훈련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 



제2철 과업 수행 내용총 

라. 원자력바상시 현장대용 지휘체계 개선방안 강구 

。 기능별 비상임무 구분 

- 비상시 이행하여야 하는 업무는 평시 이행 업무와 연계하여 기능별 

로 구분하고， 이를 주관하는 기관 부서와 지원하는 기관 부서로 업 

무 분장 

- 市 산하 부서 및 那’區는 ‘사무분장 및 직제관련 규정’에 기초하여 

인력 동원， 장비， 물품 또는 예산 동에 상호 협력하여 참여하고， 市

재난안전과장은 인력， 장비， 물품 및 예산 둥올 적절하게 지역 관계 

부서에게 할당할 권한 부여 

。 비상대웅활동 지휘 통제 

市재난종합상황실장 또는 市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장은 긴급통 

신망을 활용， 영향 받는 없 [옮 지역대책본부장 및 市현장대웅팀장 

과 협의하여 市의 대웅활동 지휘 통제 

백색비상시 市재난종합상황실 가동， 현장지휘센터에 市현장대웅팀 

파견， 영향 받는 都·圖 지역대책본부에 연락관 파견， 市환경방사선 

감시센터 가동， 市방사선비상진료센터 준비 

- 청색 적색비상시 市지역대책본부 운영， 市현장대웅팀 운영， 합동환 

경방사선감시센터 운영，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 운영 

- i1J지역 대책본부내 각급 기능반의 비상임무를 평시 이행하는 부서 

기관의 업무와 연계하여 재정비 

。 비상시 현장지휘센터에 ‘市현장대웅팀’ 파견 (부록 2. 절차서 -2 참조) 

- 원전 사고 현황， 환경모니터링 정보， 의료서비스 정보， 주민보호조 

치 이행 동 현황 파악 및 조정 

- 주민보호 의사결정 회의에 참여하여 주민보호 의사결정 및 원자력 

재난 선언 둥 긴급한 대웅활통 협의 

- 지자체 및 관계기관의 환경 모니터링， 주민홍보， 보호조치， 출입 교 

통통제 및 비상진료활동， 이재민 보호 둥 현장대응활동 지휘 조정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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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상통신·연락체계의 구축방안 쩨시 

가. 바상갱보 전봐껄벼 

。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지정기관 간 정보전달 방안 

- 유선통신설비 (행정전화， 일반전화， 비상전용전화， 일체형지령전화) 

- 위성통신설비 (일반위성전화， 비상위성전화) 

- 화상회의망 (녹화기능 포함) 

- CCTV, CATV, NDMS 

- 국가 방사능방재대용 정보관리시스탱 (ERIX) 

- 국가 환경방사선 예측평가시스랩 (AtomCARE) 

- 국가 원격 방사선비상진료네트워크 (온라인원격협진시스탱) 

。 상황실과 현장대웅요원 간의 비상연락체계 구축방안 

- 위성통신설비 

- 개인휴대폰 (SMS , CBS 문자메시지) 

- TRS 무선통신망 (시/구군， 소방， 경찰， 병원， 군부대) 

고주파 무선통신망 (환경방사선 모니터링) 

- 어엽무선통신망 

。 주요관계자 및 방재요원에 대한 비상연락망 구축방안 

- 개인휴대폰 (SMS , CBS 문자메시지) 

인터넷 웹사이트 (크로삿) 

나. 비상경보 방송설비 

。 주민 및 학생， 관광객에 대한 비상상황 전파방안 

- 원전주변 마을경보방송망 (마이크， 녹음 테이프) 

- 비상계획구역 내 민방위경보방송망 (자동음성통보시스템) 

- TV , 라디오 재난방송망， 교통방송망， 인터 넷 보도망 

- 홍보용 차량 헬기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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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삿 인터넷 통신망을 활용한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전파망 

- 재난전광판， 도로전광판 

。 비상계획구역 바깥 지역에 대한 비상상황 전파방안 

TV, 라디오 재난방송망， 교통방송망， 인터넷 보도망 

재난전광판， 도로전광판 

그림 3. 원자력 비상발령 상황 전파체계도 

국무총리 |교육과학기술부 l 
i 

기장군 Jf ~방사능방재센터 ~ 

따← |원자맨전기술원까 
네해운대구 동 l 장안읍 둥 | 한수원(주) 본사 
부산시소방본부 f 1 해운대소방서 

" , " 한수원(주) 

부산지방경찰청 ~ 01 해운대경찰서 |쉰 11 고리 ·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부산해양경찰서 fE 겨 울산해양경찰서 } 11 (MCR!EOFl 

커부산지방교육청 「카해운대교육청 F 
----, 뉴 거육꿇굉료 「카폰런현본댄 

내기타 관계기관‘ F궈펴펴키관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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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자력 비상대용시설， 젤버 및 장비의 구축방안 제시 

가. 市 u-방채 플랫폼에 원자력 버상관리시스햄 구축방안 

。 원자력 비상대웅활통 지원도구 DB 구축 

• 사건 정보 

- 사고 상황 정보 이력관리 

+ 안전변수지시시스템 (Safety Parameter Display System) 자료 

• 핵연료 파손 또는 용융의 정도， 냉각수 노출 경과 시간 

• 원차로， 안전계통， 격납건물의 안전성 건전성 유무 

+ 시 설 방사선 감시 기 <Radiation Monitoring Ssystem) 자료 

• 굴묵감시기， 배수감시기 

• 방사성물질의 환경 방출률， 방출예상기간， 총 방출량 

+ 고정관측소 환경방사선감시기 자료 

· 공간방사선량률 

• 방사성아이오딘 농도 

+ 기상탑 기상관측 자료 

· 풍향， 풍속， 온도， 습도， 안개， 폭우， 폭셜， 태풍， 대기안정도， 

· 낮， 밤， 평일， 휴일 

- 비상대웅활동 정보 이력관리 

+ 모니터링 카 환경방사선감시기 자료 

+ 임시관측소 환경방사선감시기 자료 

+ 예상피폭선량 예측 결과 

· 거리별 예상피폭선량률/집적선량 (전신유효선량， 갑상선선량) 

• 지리 정보 

- 도로 :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로， 지역도로， 마을도로， 해안도로 

+ 톨게이트， 교차로， 병목지점 

+ 도로 폭(또는 차선) • 길이 ， 도로번호， 연결 도로명 

+ 운영， 건설중， 건설예정 

+ 도로변의 휴게소， 주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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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복선， 단선)， 지 하철도 

하천， 저수지 저수량 

- 행정구역별 주돼지， 농경지， 목초지， 임야지， 산림지역， 산악지대， 유 

홍지(위락지구)， 어촌， 항구 

• 주민 정보 

주민 자료 

+ 비상계획구역내 원전기점 16방위별， 1krn 거리별(l-lOkrn) ， 마올 

별 주민 인구수 

+ 신생아， 유아， 아동， 소년， 청년， 중년， 장년， 노인올 3세 간격으로 

성별 인원수 

+ 독고노인， 병약자， 임산부， 신체장애인， 정신장애인 동 도움이 펼 

요한 자 

+ 비상계획구역내 각급 직장내 출퇴근하는 연령별， 성별 인원수 

+ 비상계획구역내 거주하는 외국인 연령별， 성별 인원수 

학생 자료 

+ 비상계획구역내 학교명 

+ 유아원생(놀이방)， 유치원생， 초중퉁학생 성별 인원수 

+ 전문교육시설， 청소년수련원의 최대 수용 인원수 

- 방문객 자료 

+ 계절별 위락시설 관광객 통계 자료 

• 사회 정보 

관공서 

+ 군청 ， 읍/면사무소， 경찰서， 소방서， 우체국， 학교 

- 공공시설 

+ 복지회관， 마을회관， 어린이회관， 홍보관， 체육관， 공원 

- 특수시설 

+ 종합병원， 개인병원의 병상수， 진료과목 

+ 의료진(의사， 간호사， 검사원 동)， 보조원， 촬영기사， 

17 



경웅 쩨2장 과업의 수앵내용 및 결과 

18 

+ 장얘인 보호소， 기도원， 수련원， 감호소 

- 사성기관 

+ 은행， 중소기업， 대기업 

- 숙박업소 

+ 호텔， 여관， 민박업소 

- 운수업체 

+ 자가용， 영업용(태시， 버스) 

+ 차종 . 숭용차， 벤， 트럭， 중형버스， 대형버스 

• 지역 생활 정보 

- 지역 체육대회， 사생대회 동 

+ 정기적인 대형 행사 (벚꽃 축제， 대게 축제 퉁) 

+ 임시적인 축제 

。 원자력 비상대웅활동 운영도구 DB 구축 

- 사고정보 전파 및 회신 

+ 환경방사선， 기상 둥 환경 자료관리 

- 상황별 관계부서/기관의 대웅활동 결과를 시간대별로 종합 기술 

+ 전자결재 정보관리 시스랩 

- 대웅 상황 정도에 따른 인적/물적 자원의 통원， 연락체계 가동 

+ 인력 및 장비 1 물품 퉁 자원관리 

- 상황실 현장 간 비상정보 공유 단말기 

- 현장대웅요원 위치 추적 표기 

+ 환경 모니터링 차량 

+ 소방， 구급 차량 

+ 출입통제소， 교통통제소， 치안유지 차량 

+ 이재민 수송차량 

+ 주민 홍보용 차량， 헬기， 선박 

+ 주민유도둥 현장지휘 요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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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4. 원자력 비상대웅활동 지원 ·운영도구 구생도 

원자력재난대용 시스템 정보 수집 체계 

흩줬 

원자력재난대용 시스템 Layer 
재난정보 관리 프로그램 , 대용절차 제시 기능 

• 비상대응운영 주민에 대힌 대미， 소개 등 
보호조치 수행에 필요한 절자정보 제시 

• 보호조치 결과관리 및 재난 사후관리 

의사결정이앵(안) 제시 프로그행 1 비싱D.t. 휠용기능 
• GIS‘ 실시간정보 분석/휠용 기능 
• 환경 앙사선/능， 실시간 교통/자원 정보 등에 
기조한 죄적 주민보호조치 이행(안) 분석/제시 

• 죄적 소개경로， 죄단 비상자원동원 잉안 

실시간정보 
• 망사선/능 실시간 즉정/영가 정보 
• 도시교통랑 정보， 기상정보 
• 비상자원 정보 (영상 수， 생필품 등) 
• 주민보호조치 결과 (구호소 소개자연황 등) 

지리정보(GIS) 
• 항공사진， 도로 건을 방재이행구역， 
• 방째이맹구역별 인구수 
• 집결지1 구호소‘ 방호울풍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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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보호 의사결정 이행 지원도구 DB 구축 

- 방사선 정보의 불확도 : 계산치 혐 측정치 

- 의사결정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 

+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게 하는 긴급성 

+ 사고 진행과정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의 유용성 

+ 비상관리그룹의 의사결정 과갱에 입하는 태도 

- 주민에게 정보를 줄때까지 소요되는 시간 

+ 모든 통신망(사이렌/라디오/TV/육성메시지) 활용 

+ 주간/야간， 주중/주말 

+ 영향 받은 지역의 특성 (여름철의 휴가 객장) 

- 당국에게 정보를 줄때까지 소요되는 시간 

+ 근무시간내 : 사전에 확립된 통신망으로 정보수집 

+ 근무시간외(주말) : 정보수집 지연 가능성 

- 비상작업자 및 기술 지원자의 유용성 

+ EPZ내 기술지원， 인력관련 자료는 비상계획서에 기술 

+ 인력과 차량(버스， 개인교통수단)을 공급하는데 필요한 시간 

+ 실제 상황에서 기상상태(폭풍， 결빙， 폭설)， 교통 혼란(혼잡한 도 

로， 주요도로의 공사중)올 고려 실질적인 필요시간 재 고려 

+ EPZ 바깥의 비상조치 및 예방 방사선 대웅책 

- 비상작업자의 수 및 기술지원의 유용성 

+ 대응조치를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시간 

- 인구분포 및 영향 받은 지역의 특성 

+ 농촌 소개는 소/대도시 보다는 쉽고 빠르게 수행 

+ 소로가 없는 도로 (다리)에서의 소개 시간 지연 

- 특수기관， 특수시설이 특별히 취급되어야 할 타당성 

+ 병원， 무능력자， 휴양소， 감옥소의 우선 보호조치시 일반대중 보 

호조치 예상시간 또는 지역 잔류시간의 타당성 

+ 소개/재배치후 지역 폐쇄시 공익시설， 교통망， 산업시설 퉁의 

후속처리 논의 



제2정 과업 수행 내용총 

- 기상상태 및 수송조건 

+ 기상 이상상태는 교통 혼잡과 연계되어 소개시간 예측불가 

- 주민의 행동 

+ 사회심리학적인 견지 

+ 소개하기 전 가족 결합 

+ 옥내대피 또는 갑상선 방호약품 복용대신 소개조치 

- 방사놓구름 도착할 때까지 시간 

+ 방사능구름의 도착 시간 > 비상조치 완료 시간 

+ 옥내대피(창문/문 닫음) 명령 준수 

+ 갑상선 방호약풍 분배 전략에 비 례 

+ 주민 소개 방사능구름 도달 전 완료 목표 

· 소개시간 > 방사능구름 통과시간 : 소개 유지 

. 소개시간 및 통로는 주야간으로 구분 계획 수립 

+ 음식물 섭취제한 

+ 방사능구름 도달 전 놓산물 덮기， 수확 및 가축 대피 

냐. 원자력비상시 주민보호조치 장비 ·물품 목록 

。 주민보호에 필요한 장비，물품 

소개 집 결지 (Assembling Point) 

+ 주민 일랍표 

+ 소개 집결지 별 수송차량 일람표 

+ 호루라기， 지휘봉， 휴대용 확성기 (bullhorn) 

교통통제 소 (Traffic ControJ Post) 

+ 교통통제용 바리케이트， 경고판 둥 

- 보호구역 출입통제소 (Access ControJ Post) 

+ 출입통제용 바리케이트， 경고판 둥 

+ 차량 제영장치대 

- 치안유지 

+ 경찰 차량， 호루라기， 지휘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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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터링 카 탑재 장비 

탑재 
탑재 대상 차량 

탑재 항목 서베이 모니터링 
수량 

차량 차량 

NaI(T l) 신틸레이션 서베이메터 1 대 O O 

( -10 Sv/h 또는 -10 Gy/h) 

전리함식 서베이메터 l 대 O O 

(- mSv/h 또는 - mGy/h) 

GM 계수관식 서베이메터 (- mSv/ h) 1 대 O O 

ZnS(Ag) 신틸레이션식 서베이때터 1 대 O O 

방사선 중선자선용 서베이메터 (rem 카운터) 1 대 O O 

측정용 이동형 Ge 반도체 감마 스펙트로메터 1 대 O 

기자재 아이오딘 모니터 (기록계부착) 1 대 O 

공간선량률 모니터 1 대 O 

high volume 공기 생풀러 (500 L!min) 1 대 O O 

low volume 공기생풀러 (30-50 L!min) 1 대 O O 

집진용여과지， 활성탄여과지 또는 카트리지 1 식 O O 

아이오딘 포집시료 측정대(차폐부착) 1 대 O 

아이오딘 포집시료 수납장(자루) 1 식 O O 

환경시료 
폴리에칠렌 병 (20 L) 1 식 O O 

채취용 
마이너 용기 (2 L) 1 식 O O 

기자재 
삽 1 개 O O 

중량계 1 개 O O 

무선장치 1 식 O O 

휴대폰 l 대 O O 

발전기 1 대 O O 

휴대형 풍향풍속계 l 식 O O 

기타 서베이 루트 지도 l 식 O 

조명기구(후래쉬) l 식 O O 

개인선량계 (걱독식 전자식 적산선량계， 형 l 식 O O 

팡글라스 선량계 퉁) 

방호장비 류 (방호마스크， 장갑 퉁) l 식 O O 

비고 o는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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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실험실 

(1) 방사선탐사 장비 및 선원 
- 저준위 감마-베타탑사 모니터 

- 알파/베타 오염모니터 또는 탕침 
- 체크선원 세트 

(2) 알파스펙트로메터 시스템 
- silicon surface- barier detector in a vacuum chamber 
- all necessary nucJear electronics and software 
- standards 

(3) 베타선 계측 시스탱 
- low backgrond, gas- f}ow, anti - coincidence beta counter 
- liqiud scintillation counter 
- standards 

(4) 감마 스펙트로메터 시스랩 
- high resolution spectrometer system(germanium detector) 
- germanium detector shieldingOead) 
- liqiud nitrogen suply 
- low resolution s야ctrometer system(NaI(Tll detector) 
- NaI (T}) detector shieldingOeadl 
- personal computer(PCl and shielding 

calibration sources(energy calibrationl 1 set 
- radionuc1ides standards(efficiency calibrationl 1 set 

(5) 기타 실험실 장비 
- 시료준비장치 
- standard geometry sample containers 
- electrolytic enrichment unit 
- multicelled electrodeposition system 
- centrifuge 
- air tight plastic bags 
- large refrigerator(시 료보관용) 
- freezer(시 료저 장용) 

- crusher, grinder 
- drying oven 
- muffle fumace 
- freeze dryer 

(6) 시 약류(Reagens) 
- 시료 및 측정핵종에 따라 다름 

(7) 공급품 
oscilloscope, spear parts, repair tools 

- 행 정 소모품， 로그북， 양식 

- 통신수단 
- back - up power supply 



제2절 과업 수행 내용총 

。 방사선측정용 기기 

(1) 공간선량률 측정용 기기 

GM 계수관식 서베이메터 또는 NaHTD 신틸레이션식 서베이메터 및 전리함식 서 

베이메터(감마선용 서베이메터)， 중성자선용 서베이메터， 고정식 모니터령포스트， 이 

동형 모니터링포스트 둥 

(2) 대기중의 방사성물질 농도 측정용 기기 

활성탄 킷트리지 또는 활성탄 여파지 둥이 내장된 이동형 집진기 (아이오딘 채집 

기)， 여과지 퉁이 내장된 이동형 집진기(더스트 채집기)， ZnS(Ag) 신틸레이션식 서 

베이때터， 게르마늄 반도체 감마선 스펙트로에터， Na](T]) 신틸레이션식 감마스펙트 
로메터， 실리콘 반도체 알파스떼트로메터 둥 

(3) 집적선량 측정용 기기 

열형광선량제 (TLD)， 형광유리선량계， 직독전자식 집적선량계， 금박 유황 타블렛 퉁 

의 충성자방사화 검출기 둥 

(4) 환경시료중의 방사성물질의 표연오염 밀도 및 농도 측정용 기기 

게르마늄 반도체 강마선 스펙트로메터， Na](TD신틸레이션식 감마선 스펙트로때터， 

이동형 게르마늄 반도체 감마선 스펙트로메터， ZnS(Ag) 신힐레이션식 서베이에터， 

실리론 반도체 알파선 스펙트로메터， 유도 결합 플라즈마 질량분석 장치 (IPC-MS) 

= 
-0 

。 기타 

(1) 통신설비 

비상용전화， 핸드폰， 빽시밀리， 무선장치 동 

(2 ) 환경방사선감시팀용 방호 기자재 

필터부착 방호 마스크， 오영방호복， 개인선량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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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민보호대책 방안수렵 

가. 원자력 ·방사선비상시 주민보호조치 운영개념 재갱 립 

。 주민보호 운영개념 

- 원자력비상에 대비한 비상계획구역의 범위 설정은 국가U지역)의 비 

상대책의 적절성 여하에 따라 축소 또는 확대 조정될 수 있다. 또 

한 비상계획구역의 범위는 사고 통보 시간， 보호조치 의사결정 및 

이행하는 시간， 비상계획의 적절성 및 비상대웅요원의 대응능력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 

- 국제원자력기구(머EA)는 방사선과 원자력에 대한 위협의 범주와 

비상의 종류를 재정립하고， 위협 범주별 위험도 분석 결과와 비상 

대응조치 시간 및 거리를 고려한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비상계획구 

역 범위 및 보호조치 운영개념을 재정립하여， 각국에 이를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비상계획구역의 범위도 지리적인 여 

건과 인구분포 둥올 고려하여 신속한 비상대책올 강구하고 비상대 

웅요원의 대웅능력을 강화하연， 기존의 비상계획구역 8-10 km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원자력재난 발생시 반경 2 km 및 풍하방향 5 km 3-5 섹터 까지 

는 소개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주민보호 결정기준에 기초한 옥내 

대피 및 갑상선 방호 조치를 사고의 크기 및 기상상태에 근거한 예 

상피폭선량평가 결과에 따라 비상계획구역 일부분 또는 전역에 걸 

쳐 시행한다. 

- 일반적으로 풍향은 12시간 이내에 360。 회전할 것이 예상되므로， 비 

상계획구역 전역에 걸쳐 환경모니터링에 의거한 적절한 보호조치 

(욱내대피 ， 갑상선 방호)를 시간 차이를 두고 시행한다 

- 원자력시설의 사고경로와 기상상태에 따른 예상피폭선량 평가 결과 

및 환경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주민보호구역 범위의 확대 여부를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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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비상계획구역 내부뿐만 아니라 비상계획구 

역올 벗어나는 구역에서의 주민보호 대웅조치를 이행할 경우도 대 

비하여야 한다 비상계획구역 외부에서의 예상되는 대웅조치로는 

음식물 및 음료수의 섭취제한， 농축수산물의 보호， 소개한 이재민에 

대한 오염검사， 제염， 건강진단과 의학적 치료 및 환경 모니터링과 

제영 퉁이 고려된다. 

- 또한 기상의 변화에 따라 hot spot 지역이 발생할 경우， 이 지역 주 

민의 소개， 옥내대피， 갑상선 방호 조치 퉁이 예상될 수 었다 그러 

나 이러한 대웅조치가 수행되어야 할 비상계획구역 외부 지역의 범 

위를 미리 법적으로 규정하여 설정하여 두기보다는 주민보호 결정 

기준 및 음식물 섭취제한 기준과 환경 모니터링 분석결과에 의거하 

여 탄력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자치단체는 IAEA가 권고하는 바와 같이 비상계획구역내 신속 

한 보호조치 의사결정 및 이행을 위하여 지리정보시스멈 CGIS)을 기 

반으로 하는 비상대책의 각급 속성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나. 주민보호 의사결정 

。 단계별 보호조치 의사결정 재정 립 

- 1단계 : 고리 신고리 원자력본부는 원자력발전소의 사고 상태와 예 

상피폭선량값에 기초하여 적절한 비상둥급을 선정 발령하고， 필요 

할 경우 ñï , 那 맘 및 현장지휘센터에 주민보호조치 권고 

- 2단계 · 현장지휘센터는 市， 那 I문 및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 둥과 

연계하여 합동방재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고리 신고리 원자력본부 

의 보호조치 권고사항과 환경모니터링 결과 및 주민보호조치 의사 

결정 흐름도를 참조하여 보호조치 의사결정을 하고， 결정 사항 이 

행을 市， 컴ß . f.l[에게 지시한다‘ 

3단계 : 머는 영향 받는 뼈 I쿄 보호조치를 지원하는 那 l분 및 음식 

물 섭취제한 빼 I품에게 상황을 통지한다 위험에 직연한 那 區는 

보호조치 사항을 주민에게 통지하고 보호조치를 이행한다 보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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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지원하는 빼 區 및 음식물 섭취 통제 郵 |굶는 市의 지시에 따 

라 이재민 구호활동 및 음식물 섭취제한 퉁올 실시한다. 

- 각급 비상대웅기구가 발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이 긴박하게 진 

행되는 상황이라면， 위험에 직연한 那.[짜는 市 및 원전과 협조하여 

보호조치 비상대웅활동올 조정할 1차적인 권한과 책임올 갖는다 

. .. ，..[믹g 

얻지력사엉져 
보효쪼찌권고 

그립 5. 단계별 보호조치 의사결정 흐름도 

。 주민보호 의사결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 

- 원자력 발전소 사고 상태 

주민보호조치 결정기준 및 그 적용방법 

- 예상피폭선량 예측 결과 

- 환경 모니터링 측정 결과 및 시료채취 분석 결과 

기상상태의 변화 

주민 
용지/흩보 

주민보g지원 
기초단쩌 

용식를용제 
기초단쩌 

- 우유， 음식물， 식수의 오염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및 

음식물 섭취로 인한 피폭을 막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 오염된 가축 및 가금류 생산품의 처리 방안 

- 방사선 영향으로부터 농축수산물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 

- 건강에 위해가 없음을 보장하기 위한 음식물， 사료， 음료수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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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의 이용 방안 

복구 작엽 이전에 취할 재배치， 복귀 및 기타 방사선방호조치 방안 

- 복구， 재가동 및 청소(제영)문제에 관한 방안 

- 일반인 및 작업자를 위한 건강 및 안전상의 정보 및 조언 

- 방사성물질 방출이 사람의 건강 및 환경에 끼치는 영향 평가 

갑상선 방호약품 복용법 및 동 약품을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방사선 회피선량 둥 

- 진단 및 예측 불확도 

- 주민의 행동 및 반발에 대한 용인， 주민의 통둥한 취급 원칙， 향후 

의 보호조치 결정시 비상관리의 융통성， 주민의 안위， 사회 심리학 

적 영향 및 정치적 측면 퉁 

다. 주민보호조치 범위 및 운영체제 확립 

。 방사능구름 구역 

- 방사능구름 통과시 감마선에 의한 전신 외부피폭과 호홉에 의한 내 

부피폭이 주요 피폭 선원항이 된다. 방사능구름 구역의 범위는 보 

호조치 보조결정기준에 의거 설정 

- 보호조치 로서 는 방사농구름에 노출되 지 않도록 방사능구름이 통과 

하는 동안 옥내에 대피하거나， 방사능구름이 통과하거나 통과할 것 

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으로 소개 

- 방사능구름이 통과하는 동안 소개 둥을 할 경우 호홉기를 통해 방 

사성물질이 인체내부로 홉입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손수건 둥 

으로 코， 업을 가리도록 한다， 

- 갑상선 방호를 위해 갑상선 방호약품을 복용하는 것도 내부피폭을 

감소시키는 보호조치이나， 연령별 및 갑상선 질환을 갖고 있는 사 

람에 대한 복용지 칩을 준수하여야 한다 

O 음식물섭취 피폭경로 구역 

방사능구름 통과에 의해 지표연에 침적된 방사성울질에 의해 오염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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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물 또는 농작물 섭취로 인해 내부피폭이 발생된다. 음식물섭취 

피폭경로 구역의 범위는 음식물 섭취제한 결정기준에 의거 설정 

- 원전으로부터 기상상태에 따라 왼거리지역에 이르기 까지 방사선 

영향올 미칠 수 있으므로， 市는 이들에 대한 보호조치 방안을 점검 

한다 

음식물섭취 피폭경로에 대한 보호조치는 장기간 동안 대웅해야 한 

다. 市는 오염지역에 대한 환경 모니터링 및 시료 채취분석을 통하 

여 오염지도를 작성하며， 특히 이 지역내 농작물 음식물 처리시설， 

취수구， 물 처리시설 및 저수지 둥에 대한 영향을 평가한다. 

- 那·區는 환경 모니터링 및 환경시료 채취분석을 통해 음식물섭취 

제한조치를 이행하고， 市의 지시에 따라 음식물섭취 제한구역에서 

생산된 우유， 곡식류， 어류 퉁 음식물을 관리하고 농작물을 가공 처 

리하는 시설의 이름과 장소를 기록하고 관리한다-

중앙대책본부 

市지역대책본부 
현뾰환· ?깐뺀반 

그립 6. 주민보호 운영 체 계도 

那지역대책본부 
주민뾰반· 안전랜반 

현장지휘샌터 
市현장대웅팀 

주 민 
홍보요원 

음식물섭취 I I 주 민 
제한요원 I I 수송요원 

이재민 
보호센터 

융연동 
법정리장 행정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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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주민보호 세부운영절차 개발 

- 비상계획구역내 구역별(방위별 거리별) 주민 인구분포， 지역 별 연락 

책임자， 주민의 소개 유도·수송에 필요한 기자재·차량의 수량， 소개 

집결지， 소개경로 및 방법 풍 자료를 주기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비상시 주민보호조치 이행을 위한 유도 계획 수립 

- 주민보호(옥내대피， 소개 둥)는 행정리 마올별 중심으로 유도요원 

및 수송차량 둥을 배치함(부록 2 절차서 5 : ‘주민보호조치 이행’ 

참조). 

마. 노약자 둥에 대한 배려 

。 노약자둥에게 홍보시 배려 사항 

TV 방송에 수화 통역， 외국어 방송， 문자 방송을 하고， 옥내대피소， 

구호소에서 문자매체 및 수화 통역자를 활용하는 퉁 노약자둥에 대 

한 정보전달 및 홍보시 배려 

- 일시체류자， 방문객 둥에게 동요나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차량 헬기·경비정 및 유 ‘ 무선통신망， 민방위 

재난경보방송망 동을 활용하여 정보전달 및 홍보 시행 

。 노약자동 보호조치시 배려 사항 

임산부， 유아， 노약자， 장애자 퉁에 대해 특별히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조치 이행 

이재민보호센터 내에 설치되는 건강 상담창구에서 노약자동에 대한 

심신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음식물 동 식생활 환경에도 특별히 배 

려 

- 노약자등의 거동시 안전에 필요한 기자재 및 물품 확보 및 제공 

노약자둥을 위한 방문간호사 둥 간호 운영체제를 가동 

- 노약자둥을 위한 설비가 이재민보호센터에 갖추어 지지 않을 경우 

다른 사회 복지시설 등으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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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출입 ·교통통채 방안 

O 출입통제소 (부록 2, 절차서 6 “교통 출입통제 및 치안유지’ 참조) 

- 비상계획구역(주민보호구역)의 경계지점에 있는 고속도로(2개소)국 

도 지방도로(6개소)상에 출입통제소 설치 운영 

원거리부터 우회도로 개설 및 홍보하여， 비상계획구역(주민보호구 

역)으로 진입차량 통제 실시 단， 긴급 수송차량은 제외 

- 긴급 수송차량 . 인명 구조 구급활동에 필요한 수송， 긴급사태 대웅 

방침 결정회의의 구성원 수송， 주민 둥 소개자의 수송， 원자력재난 

상황 파악 및 추이 예측을 위 한 전문가 장비 물품의 수송， 현장대웅 

웅급대책올 실시하는 방재요원， 방재장비 물품의 수송， 주민의 생활 

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자의 수송， 기타 원자력재난 웅급대 

책에 필요한 수송 

- 긴급수송 차량을 확인시키기 위한 스티커 및 증명서 발부 

그림 7. 주민 소개 정로 및 이재민보호센터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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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교통통제소 

- 주민보호구역내 도로 교차로， 병목 지점을 중심으로 교통통제소를 

설치하여 주민 소개시 혼잡을 방지하고 원활한 소개 유도 

- 교통통제시 마을방송망， 민방위경보방송망， 도로 전광판， 라디오의 

재난방송채널， 도로현황 방송채널， 홍보용 차량 헬기를 활용하여 기 

장군， 해운대구， 금정구내 주민 및 여행객 퉁의 차량 운전자에게 통 

행금지 도로 및 우회로 현황을 홍보 

。 치안유지 

- 주민보호구역 내 소개지역의 낙오자 검색 및 도난 둥 치안유지 

- 소개 마을별 치안유지 경찰 차량-인력 배치 

치안유지 중 현장대웅요원 개인방호 수칙 

。 선박 항해 및 항공기 비행통제 조치 

=-'
-，，:-끼-

- 해양경찰과 연계하여 무선방송망， 홍보헬기 선박 동을 활용하여 어 

민에게 경계구역내 출입하지 않도록 주지 

- 공중에 방사성물질의 영향이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비상시 

모니터링 활동， 주민홍보용 헬기 퉁 웅급대웅책을 수행하는 헬기를 

포함한 다른 항공기의 비행을 제한시키고 방사선 영향 위험성을 주 

지시킨다. 

사. 이재민보호센터의 지정 및 운영관리 

。 이재민보호센터 지정 요건 

교통이 용이하여 대단위 이재민을 원활히 수송할 수 있는 곳 

- 수송차량 오염검사 및 제염이 용이한 곳 

이재민에 대한 방사능 오염자 분류， 제염， 웅급 오염치료 동을 할 

수 있는 곳 

- 방사능 제염 둥으로 발생되는 방사능 오염수를 관리할 수 있는 곳 

이재민에 대한 일반의료 제공 및 건강관리 등을 할 수 있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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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위 집단올 위한 숙박， 통신， 전기， 상수도 공급이 가능한 곳 

10 여일 이상 일시 체류가 가능한 곳 

- 상기 요건에 적합한 장소로서 육군126연대， 금정체육공원， 울산시 

문수체육관 3곳에 이재민보호센터를 설치 

。 이재민보호센터에서의 주요 수행업무 

- 이재민， 수송차량 및 소지한 물품에 대한 방사능 오염 검사 

필요시 이재민， 수송차량 및 소지한 물풍에 대한 제염 조치 

- 이재민 둥록 

이재민이 체류할 숙박 장소 배정하고， 이 시설로 가는 루트 안내 

- 이재민이 당연한 물질적 필요사항 접수 및 생활필수풍 제공 

애완동물올 동반한 경우 오염검사， 제염조치， 임시 보호시껄 격리 

- 이재민을 위한 홍보 및 일반·건강상담소 개설 운영 

(부록 2. 철차서 8 ‘이재민보호센터 운영’ 창조) 

그림 8. 이재민보호센터 운영체계도 

이재민보호센터 

센터운영설 

지 역본부 연락관 -시설관리 

지역기관 연락관 -방사선관리 

-자원관리 

차량관리소 현장진료소 구호소 상담소 
-교통통제 -이재민 분류 -이재민 둥록 -일 반상담 
→차량오염검사 -오염검사 -숙박장소 배정 →건강상당 

-차량제영 -제영 -옴식물/생필품 -이재민 홍보 
←차량주차관리 -웅급치료 배포 

-긴급후송 -편의시설 점검 

| 치안통제소 | -노약자관리 소독 |애완동물보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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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민보호 장비물자의 확보방안 및 기준， 관리방안 제시 

가. 주민보호 장비 구비요건 

O 일반사항 

- 원자력비상시 방사선 영향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원전 

으로부터 방사성물질이 환경으로 방출되기 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소개시켜야 한다. 

방사성물질이 방출되는 기간 동안 주민이 소개 또는 옥내대피 중에 

는 방사능구름 및 지표면에 침적된 방사성물질에 의한 신체 외부피 

폭과 호홉기를 통한 내부피폭에 노출된다. 

。 방사선/능 방호복 

- 일반적으로 알파나 베타차폐용 방사능 방호복은 표면오염도가 알파 

선 방출체인 경우 20dpm!10ûc마， 베타선 방출체인 경우 1,OOOdpm! 

lOûc며 이상인 방사선구역에서 작업시 착용한다. 

- 감마 방사선은 방호복과 신체를 투과하므로 방호복을 입었다고 보 

호되는 것이 아니다 감마 방사선을 차폐하기 위한 납으로 만든 방 

사선 방호복은 1/10 정도 차폐 효과를 볼 수 있으나 무거워서 행동 

하기가 어렵고， 고 선량을 방출하는 방사성동위원소를 격리 시키는 

특수한 작업에 한하여 작업 시간과 다른 차폐체와 연계하여 사용된 

다. 따라서 현장작업자가 아닌 주민에게는 감마차폐용 방사선 방호 

복은 유용하지 않다 

- 알파나 베타차폐용 방사능 방호복은 피부에 오염물질이 묻지 않도 

록 하기 위한 것이다 방사능 작업을 위하여 입는 방호복은 머리 

두건， 장갑， 장화와 함께 연결부위를 비닐테이프로 봉하여 오염물질 

이 피부에 닿지 않도록 하여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오염되었을 경 

우 폐기 처분한다 방사선 작업구역이 액체/증기로 둘러싸여 있는 

장소에서는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비닐로 코팅된 방사능 방호복을 

사용하거나， 연방호복 위에 비닐을 뒤집어쓰연 된다 체르노빌 사고 

시 방사성 아이오딘에 오염된 물이 소방요원들이 착용한 면으로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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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방호복에 스며들어 베타 방사선에 의한 피부화상올 초래하여 

일부 치명상올 일으킨바 있다. 

원자력비상을 대비하여 주민보호용 방호복으로서 일반 면으로 된 

방사능 방호복 또는 비닐 코탱된 방사능 방호복을 구비할 수 있겠 

으나， 보관 관리 및 비상시 주민에게 배포하는데 어려웅이 있고， 주 

민 소개시 주민들이 지참하는 개인 물풍에는 여분의 옷(2-3별)을 

지창하도록 하연 됨으로， 소개구역 (5krn)내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방호복올 구비할 펼요는 없다. 이재민보호센터에서 이재민들은 오 

염된 옷과 신발 퉁올 벗고， 오염된 부위(얼굴， 머리， 손， 발) 둥올 

씻고， 가지고 온 옷으로 갈아입으면 될 것이다 그러나 비가 오는 

경우에는 겉옷이 젖어 피부가 오염될 수 있으므로 우산이나 비옷 

또는 비닐로 걸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비상계획구역내 학교에 

는 학생을 위한 우산， 비옷과 장화를 구비하여 두는 것이 바랍직하 

다 그러나 현장 긴급작업， 인명구조， 주민보호조치， 출입·교통통제， 

치안유지， 모니터링 동 현장대웅요원은 방호복이 필요하다 

。 호홉기 방호장구 

원자력비상시 다량으로 환경으로 누출되어 광범위한 지역올 오염시 

킬 수 있는 기체상태의 방사성물질에는 제논， 크립톤 등의 회유기 

체와 휘발성의 방사성 아이오딘이 있다 회유기체는 전신 외부피폭， 

방사성 아이오딘은 갑상선 피폭으로 인체에 영향을 주게 된다. 회 

유기체는 필터로 거를 수 없으며 ， 호홉기를 통해 폐로 홉입되어도 

숨쉬기 를 통해 대부분 체외 로 다시 배출된다‘ 방사성 아이오딘은 

방출량에 따라 달라지겠지 만 방출 후 짧은 시간 통안 131r 둥 단 반 
감기를 가진 아이오딘 동위원소를 주민들이 홉입함으로서 갑상선이 

피폭될 가능성이 있다. 방사성 아이오딘은 첨착활성탄3) 필터에 잘 

홉착되므로 주민들은 첨착활성 탄 필터가 부착된 마스크 또는 방독 

연을 사용할 수는 있겠으나， 마스크 또는 방독연을 관리 하고 비상 

3) 청확활성탄옹 가스상의 방사성 요소 아이오딘 (1,) 및 유기 형태의 아이오딘 (CHI，) 방사놓 왈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자력둥급 방사놓 홉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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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이를 배급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한 사용상에도 어려움이 있 

다 이보다는 갑상선 방호약품(안정 아이오딘 정제)을 복용하여 갑 

상선을 방호하는 것이 효율성이 크고 취급에 있어서 연리하다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다중방호벽에 의해 방사성물질은 대부분 차폐 

되므로 고체 액체상태의 방사성물질이 광범위하게 방출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환경으로 방출된 입자성 물질은 대부분 원자력시설 부 

지내 또는 그 주변의 지표연에 침적된다. 그러나 침적물은 바람에 

의해 공기중으로 부유되어 부분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다. 따라서 

원전 주변지역 (2-3km)에 국한되어 입자성 HEPA4) 필터가 부착된 

방독연을 사용할 수는 있겠으나， 사고초기단계에서 원전 주변지역 

의 주민에게 HEPA 필터가 부착된 방독면을 배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혼란으로 소개를 지체시키는 것보다 배급 없이 신속하게 

소개 시키는 것이 더욱더 바랑직하다 그러나 방사성물질이 방출되 

는 상태에서 주민 소개가 지연될 경우 원전 주변 근거리에 있는 원 

전 종사자 및 주민에 대한 호홉기 방호는 필요하다 

- 더욱이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은 2시간 이상 연속하여 방사성물질 

이 방출(Continuous Release Mode\)되 는 경 우， 바람의 세 기 에 따라 

업자성 물질이 멀리까지 퍼져 나갈 수 았으므로 호홉기 방호가 필 

요하다. 그러나 이를 대비하기 위해 대단위 집단이 밀집되어 있는 

비상계획구역(반경 lOkm) 전역에 걸쳐 주민에게 방독면을 배포 관 

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별도로 보관되어 있는 방독면 

을 비상시 신속하게 배포한다는 것도 더욱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방독면을 배포하고 이로 인한 혼란 둥으로 소개 시간을 

지연시키기 보다는 신속하게 소개를 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 

요하다. 

-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덮는 엄시적인 호홉기 방호방법이 방사성 

물질의 홉입으로 인한 내부피폭을 방지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비상 기간 동안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이를 적용할 수 

4) HEPA(High Efficiency Particulatel Filter란 단분산되는 0.3μm 직정의 에어로좋 입자룹 최소한 
99.97 % 이상 포집하며 0.3때 보다 작거나 큰 입자룹 보다 높은 효융로 제거하는 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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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는 것은 입증된 바 없다. 따라서 임시척인 호홉기 방호 방법은 

호홉에 의한 위해로부터 적절한 보호기능올 제공하는 것으로 인정 

되어서는 안 되며， 이 방법으로 소개나 옥내대피를 이행하는데 지 

장을 초래하여서도 안 된다， 

O 주민 보호장구의 필요성 여 부 

-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볼 때， 비상계획구역내 주민올 대상으로 방호 

복이나 방독연올 준비한다는 것은 평시 관리상 어려웅이 있고 비상 

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제약이 있으며 또 다른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게 되어 결과적으로 주민보호(소개)를 지연 

시키게 될 수 있다- 주민이 이에 대한 이해와 신속한 주민 소개대 

책이 보장된다면， 주민보호용 방독연‘방호복 준비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 바랍직하다 다만 비가 올 때 소개에 대비하여 특히 학생에 

대한 우산， 비옷， 장화를 구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갑상선 방 

호약품과 함께 우레탄 홈에 일반 활성탄을 접착시킨 분진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효율성은 떨어진다 하더라도 취급상 관리상 편리하 

고，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도저도 없올 경우에는 물에 

젖은 수건으로 입과 코를 가리는 것이 내부피폭을 저감시킬 수 있 

는 방안이 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유 

로 인하여 소개를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 현장대웅요원 

- 주민보호(소개， 옥내대피) 유도요원， 출입 교통통제요원， 치안유지요 

원， 환경 모니터링 요원 퉁 장시간 동안 비상에 대웅하는 현장대웅 

요원 (500여명)들은 비닐 방호복， 장갑， 덧신을 착용하고 호홉에 의 

한 위해가 의싱될 때에는 HEPA 활성탄 필터가 달린 호홉기 방호 

장구를 사용하고 갑상선 방호약품올 복용하여 야 한다. 

- 현장대웅요원들은 현장대응 임무중에 수시로 개인피폭선량계를 확 

인하여 복귀지침을 넘올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상위자에게 보고 

하고 지체 없이 복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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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에서 화재가 동반된 방사성물질 누출시 대웅활동을 위해서는 

소방 방호복(SFPC Structural Fire Fighters' Protective Clothing) 

및 양압자체호홉장치 (SCBA Positive Pressure Self-Contained 

Breathing Apparatus)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산소가 공급되 

사용은 조기 앙 사망 위험도를 1/3로， 잠재적 

감소시킨다- 따라서 활용 가능한 경우에는 

는 호홉용 마스크의 

위험도를 1/10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냐. 갑상선 방호약품 

。 복 용 (부록 2, 절차서 7: “갑상선 방호” 참조) 

갑상선 방호 결정기준 : 100 mGy (모든 연령에 적용) 

- 복용 횟수 : 1회 원칙， 만일 2회째 복용시켜야 

개시킨다 당국의 지시에 따라 적용기간 및 

하는 

총복용 

상황에서는 소 

정제 수량을 증 

가시킬 수 있다. 

- 복용량 KI 130mg/정 기준， 연령에 따라 차둥 적용， 13세이상 40 

세미만 1정， 3세이상 13세미만; 1/2정， 유아 ; 1/4정， 신생아; 1/8정 

- 복용 대상자 ‘ 40세 

복용한다 하더라도 

미만， 

방사성 

40세 이상인 사람은 갑상선 

의한 피폭으로 아이오딘에 

방호약품을 

갑상선질환 

(암) 발생 확률이 증가하지 않으므로， 갑상선 방호약품을 복용할 필 

요가 없다. 

- 복용 제외자 아이오딘에 대한 과민반응으로 고통 받는 사람(아이 

오딘 과민 반용 환자 동) 

부작용(위염 등)은 각 개인에 따라 발생할 수도 

약품 복용 후 가슴이 두근거리는 협심증， 체중 

있다 갑상선 방호 

감소， 설사 둥 이상 

이 발생하여 

아야 한다 

고통 받는 사람은 1주 -3개월 동안 의사의 검진을 받 

。 보관 장소 및 분배 방법 

읍 면사무소， 지역보건소， 유아원， 초중둥학교， 마을회관(행정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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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약국， 병원， 지 역 공공기판， 긴급시 지역주민 집결지(예， 구호 

소) 퉁에 보관한다 

- 갑상선 방호약품 보관장소의 책임자는 당국의 지시에 따라 사전에 

마련된 분배 범위내에 있는 주민에게 갑상선 방호약품올 배포， 기 

록한 후 담당 공무원에게 서연 보고한다-

- 보관량 : 비상계획구역내 거주 인구의 1.5배， 부족시 이웃 광역단체 

또는 국가에서 공급) 

다. 소개시 주민이 소지하여야 할 물풍 

- 비상시 비축되어 있는 생필품만으로 이재민에게 공급하기에는 한계 

가 있으며， 적어도 3일 이후에는 원활한 공급이 예상된다. 

표 1. 주민 소개 물품 점검표 

소개 지시를 받。면 3일간 체류할 물품 휴대 
의료약품 금전 
口 의약풍 口 현금 
口 의사 처방전 디 예금통장， 도장 

디 안경， 콘텐트 렌즈 디신용카드 

디 의치 口
디 특별 규정 식풍 증명서 
口 갑상선 방호약풍 口 주민퉁록중， 학생중 
口 口 운전연허중 
아동물품 디 어린이 사진 

디 유아 식풍， 우유 디 의료보험중 

口 유아용 악물 口 중요서류， 문서 
口 기저귀， 유아용 물티슈 口
口 장남감 기타 
디 口 휴대용 라디오， 건전지 
의류물품 口 소전둥， 건전지 
口 3일분 의복 口 집 열쇠 
口 신발 口 중요 전화 연락처 
口 口 물병 
위생물풍 口 생리대 
口 연도기， 비누， 수건， 口
口 칫솔， 치약 口
口 口
침구류 口
口 담요/칭낭 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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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벼상시 지역 환경 모니터링 운영체제 구축방안 제시 

가. 벼상시 환정 모니터링 의의 

。 주민보호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신속한 환경 모니터링 수행 

- 사고 분류를 위한 정보제공 

- 운영개입준위에 기초한 주민보호조치가 요구되는 경우 의사결정권 

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언 

- 오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의사결정권자에게 조언 

현장대웅요원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제공 

- 원전 사고로 야기되는 위험의 정도에 대한 정확하고 시의 적절한 

정보 제공 

위헝의 크기와 기간의 결정 

- 위험의 상세한 울리적， 화학적 특성 제공 

- 측정방법의 효용성 확인 

나. 비상시 환경 모니터링 및 생플링 프로그랩 

。 환경 모니터링 및 생플링의 우선순위 

- 지역의 구성 여건 즉， 주거지， 농토， 시골， 사업지역， 산업시설， 공공 

서버스 시설， 기간산업 시설 둥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주민， 생필품， 농작물， 식수 퉁을 위한 추가 보호조치의 필요성， 식 

수 및 식풍의 사용금지， 필수 기간시설의 관리 및 복구 퉁이 운영 

개입준위와 그 밖의 영향 인자에 기초하여 결정 

。 비상시 신속한 환경 모니터링 운영 지원체제의 확립 

원전 부지경계 부근 1 시간내 (원전) 

- 원전 반경 5km 이내 4 시간내 (市， 都， 원전) 

원전 반경 10 km 이내 12 시간내 (市， 那， 지역공공기관) 

- 원전 반경 lO km 이상 12 시간내 (市， 那， 지역공공기관， 전문기관) 

합통환경방사선감시센터 가동 24 시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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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시 원전 주변 주민의 건강을 확인하고， 비상시 신속한 모니터링 

올 주관 운영하기 위해서 市환경방사선감시센터 상셜 운영 필요 

。 비상계획구역내 고정관측소 추가 설치 

- 왼전에서의 심각한 사고는 넓은 지역 (100 - 1 ，α)() k며)에 걸쳐 신속 

한 환경방사선감시가 필요하다. 따라서 사고 초기단계의 환경 모니 

터령 생플령과 방사농구름을 추적하기 위한 고정관측소를 원전 주 

변에 상시 껄치 운영하여야 한다 

+ 고리원전이 운영하는 고정관축소 ’ 12 개소 

+ 市가 추가하여야 할 고정관측소 : 20 개소 

· 비상계획구역내 3km 간격의 주민 거주 지역올 중심으로 설치 

. TLD 셜치 지정 (437)> 소)과 연계하여 설치 

- 비상시 고정관측소 정보를 보완하기 위한 모니터링 카 및 임시관측 

소를 기상상태 및 예상피폭선량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현장에 배치 . 

+ 비상시 추가하여야 할 임시관측소 : 30 여개소 

· 비상계획구역 밖 주민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 

그림 9. 고정관측소 위치도 

。 예상피폭선량 평가시스템 

- 원전은 사건 추이 파악과 향후의 진행을 예측하고， 방사성물질 방 

출량 정보에 근거하여 기상변화에 따른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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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ll‘S는 환경방사선 예상피폭선량 평가시스랩 (AtomCARE)을 활용 

하여 市， 那 圖， 현장지휘센터에 주민보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 

한 예상피폭선량 예측 정보 제공. 

市， 那· 區에 AtomCARE 전산단말기 설치 필요 

O 단계별 모니터링 운영방안 

- 방사성물질의 방출 상황에 따라 초기대용활동， 제 l단계 모니터링， 

제2단계 모니터링， 장기대웅활동의 4 단계 대웅책 수립 운영 

(부록 2, 절차서 3: ‘비상시 환경 모니터링 운영체계’ 참조) 

- 초기대용활동시 고정관측소 정보를 보완하기 위한 모니터령 카 현 

장 배치 

- 市는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합동환경방사선감시센터’ 설치 운영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市환경방사선감시센터 

+ 고리 신고리 원자력본부， 월성 원자력본부 

+ 市 산하 관계부서/기관 (기장군， 소방본부， 지방경찰청， 해양경찰 

서， 군부대 둥)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 기타 대학 둥 민간 지원단체 

그림 10. 합동환경 방사션감시 센터 기 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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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 주민 피혜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책 7. 방사전비상시 

-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방사선비상시 초기대웅그룹을 위한 현장 

행동매뉴얼’올 휴대용 전자도구로 개발(2008-09-25)한 것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맡게 번역 • 편집하였다 (부록 3, ‘방사선원 사고 

시 초기대웅그룹 현장조치 행동대웅매뉴얼’ 참조) 

。 현장지휘체계 

조치 

- 휴대용 internet book 또는 PDA에 매뉴얼올 저장하여 실전에 활용 

그림 11. 방사선 비상시 현장대용 지휘체계도 

냥현쁘 

낸뿔를표 

년엎쁘 

초기대휴조직 

를신 

--- 용영 

지역 차워의 수시깐내 구섯되는 비잦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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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대웅기구의 책임과 권한 

• 사고대책본부장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담당 공무원이 비상대웅 총괄 지휘 

• 지휘통제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파견관으로 구성되며， 일반 및 방사선 

대옹 기능에 책임을 진다. 

• 주민홍보팀 

모든 비상대웅정보 총팔 조정 

대민 및 언론보도매체에게 일관된 정보 제공 

• 자원조정팀 

소개 구역 설정 

필요한 자원을 결정， 지원 요청， 자원 도착시 현장배치 총괄 

• 기획조정팀 

다음 12- 24 시간 운영체제 퉁 비상대웅업무 기획 

• 현장지휘소장 (지역 소방본부/소방서의 선임자) 

사고대책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현장 대웅활동 지휘 

• 소방방재팀 

내부경계구역 설정， 수색 및 구조 활동， 일반 위험물질 관리 

- 분류 및 웅급 구조활동 (비상진료팀에게 인수전까지 ) 

초기대웅그룹 및 주민 관리， 퉁록， 오염검사， 제염 실시 

• 비상진료팀 

- 분류 및 웅급치료 둥 현장진료활동， 임시 영안구역 설정 

- 의료 후송 및 지역 병원에 조치해야 할 방어 행위에 대한 조언 

• 경찰보안팀 

- 보안 구역 설정 및 현장지휘소， 병원， 소개 구역 및 홍보센터를 포 

함한 보안구역의 안전 확보 

- 주민 대기소， 분류/긴급구호 및 오염검사/제염 구역의 안전 확보 

- 증거물 관리 (수사정보팀에게 인수전까지) 

• 수사정보팀 

- 증거물 수집， 시험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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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관리팀 (지역소방， 병원， 대학， U-REST) 

기본적인 방사선 계측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된 사랍 

- 간단한 평가 임무 수행 

• 방사선평가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도착시(보통 수 시간 후)， 방사선 방호 지원 제공 

- 알파， 베타， 중성자 및 감마 방출물질 평가 

- 방사선 측정 및 선량 평가 수행 

- 오염 통제 

- 현장대웅요원의 방사선 방어 보장 

- 방어적 행위에 대한 조언 

• 국가(교육과학기술부) 중앙상황실 

- 주민홍보팀이 구성 운영되기 전까지 지역과 중앙의 언론매체 발표 

르 조정 

- 지역 대웅활통에 제공되는 국가차원의 자원 지원 조정 

O 주민 보호 수단 및 방법 퉁 실효성 있는 Action plan (부록 3 참조) 

- 위험 평가 및 내부경계구역의 설정 절차 

내부경계구역 범위 

현장대옹요원 방호절차 

주민보호절차 

- 주민퉁록절차 

- 주민 현장대웅요원 오염검사 절차 

- 주민제염절차 

- 오염관리절차 

- 차량 장비의 오염검사 및 제염 절차 

- 집단 상해자의 현장 분류 절차 

。 현장대웅 장비의 확보방안 및 관리방안 

- 광역/기초단체 주관으로 지역 소방， 경찰. 병원， 국정원이 상호 협력 

하여 주민 빛 현장대응요원 방호를 위한 장비 물품올 구축운영 



제2절 과업 수행 내용충 

8. 구조·구급， 화재진압， 버상진료 둥 실효성 있는 대웅계획 

가. 비상시 구조 ·구급， 화재진압 둥 소방대책 수립 

(부록 1, 市지 역 방사농방재 계 획 제4장 제7절 참조) 

。 육상의 구조·구급 및 소화 대응책 

- 소방은 都 많， 경찰 및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구조·구급 및 소방활동 

을 한다 

- 소방은 주민보호조치시 주민에게 화재 방지 및 초기 소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홍보한다. 

+ 옥내대피 소개를 위해 자택을 떠나기 전에 가스， 전기 히터 풍올 

차단하고， 도시가스 밸브， 프로판가스통 밸브， 석유보일러 저장탱 

크 밸브를 장근다. 또한 필요시 전기 차단기를 차단한다. 

+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소화기 둥으로 소화 활동을 한다. 

。 해상의 구조·구급 대웅책 

- 해경은 선박의 조난， 인명 사고 둥이 발생했을 때는 신속하게 경비 

정， 항공기 또는 특수구조대에 의해 그 수색 구조를 한다 

- 해상 화재발생시 구조·구급 및 소화 활동을 실시한다 

- 주민보호조치시 소개자의 유도 및 해상 수송을 한다. 

해상표류자의 구조 구급활동올 한다. 

- 선박내 부상자 및 환자의 구조·구급활동 및 수송을 한다 

。 공중의 구조·구급대웅책 

- 엄ß 1&는 항공기나 헬기를 활용한 구조·구급활통을 하기 위해， 헬기 

이착륙장을 지정하고 헬기 운항에 필요한 정보를 市에게 신속하게 

보고한다 

- 市는 郞 區로부터 공중 구조 -구급활동을 위해 지원 요청이 있거나 

비상 정황으로 볼 때 지원이 펼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市 소방헬기 

를 지원하고 필요시 市 관할구역내 또는 타 광역단체 경찰 둥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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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에 헬기지원을 요청한다 

냐. 비상시 지역 방사션비상 의 료지원체제 

(부록 1, 市지 역 방사능방재 계 획 제4장 제8절 참조) 

。 비상진료 운영체제 

그림 12.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 기구도 

_. _. _ .. 

。 긴급피폭 의료조치 

피폭 환자의 후송 기관의 판단 

- 외부전문기관에의 협력 요청 

피폭 환자의 3 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에의 후송 

- 이재민보호샌터에서의 오염검사 

갑상선 방호약풍의 복용 

- 긴급 방사선비상진료기관에서의 오염 및 피폭의 방지 

긴급피폭 의료의 정보의 공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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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장대용요원에 대한 개인방호대책 수렵 

(부록 1, 市지역방사능방재계획 제4장 제 11절 참조) 

。 개인방호 수칙 

- ALARA 원칙에 입각한 안전수칙 수
 

1 준
 

O 현장대웅요원의 안전 확보 

- 피폭 가능성이 있는 환경에서 대응할 경우， 적절한 피폭관리를 하 

고， 심리적인 갈둥 없이 냉정한 판단으로 대웅활동을 하도록 배려 

- 이차적인 재난발생 방지를 위해 방재요원 상호간 안전 점검 

。 개인방호 대책 

방호복， 호흉기 방호장구， 선량계 동의 개인방호장비-물품의 장착， 

갑상선 방호약품의 준비 

。 현장대용요원 피폭관리 

비상기간동안 현장대웅요원의 과다한 피폭을 방지하기 위한 현장대 

웅활동의 유형별 복귀지침을 준수 

。 현장대용요원 의료조치 

- 피폭정도에 따라 현장진료소， 1차， 2차， 3차 피폭 의료기관으로 후 

송되어 제염 둥 의료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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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효율적인 방사능 방채교육·훈련 질시방안 수립 

가. 지역 방사능방재요원에 대한 방재교육 개선방안 강구 

。 방사능 방재요원 구분 

- 市지역대책본부， 市현장대웅팀， 市파견관에 배속된 방재핵심요원 

- 市청사내 근무지에서 비상대웅 영무를 지원하는 방재지원요원 

-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외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현장대웅요원 

+ 원전 사고완화조치(방사능 누출 차단， 화재진압 둥) 지원요원 

+ 상해자·과피폭자 구조·구급요원 및 후송요원 

+ 주민보호(옥내대 피， 소개 퉁) 유도요원， 홍보요원 및 수송요원 

+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외 교통통제， 출입통제， 치안유지 요원 

+ 지역환경방사선감시센터 운영요원 

+ 이재민보호센터 운영요원 

+ 지역방사선비상진료센터 운영요원 

+ 농축수산물 및 음식물 -음료수 통제요원 

。 방재교육 과정 

- 기초입문 교육과정 :2 시간 

+ 원자력 방사선에 대한 기본 개념 

+ 모든 방사능 방재 요원 대 상， cyber 교육으로 대 체 

- 일 반 교육과정 :4 시 간 

+ 방사능방재 관계법령 및 지역방사능방재계획서 학습 

+ 모든 방사능 방재요원 대상， cyber 교육으로 대체 

- 전문 교육과정 ‘ 각 과정별 0.5 - 5 시간 

+ 비상대웅활동 분야별 각 방재기관‘요원의 고유 임무 수행을 위해 

수행절차서를 학습토록 개발된 방재교육 프로그랩 

+ 상황실 및 현장근무 요원 대상 이론과 실습(또는 토론) 실시 

。 방사능 방재교육 프로그램 개발방안 제시 

- 방사능방재요원용 기초입문 일반과정 Cyber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전문과정 교육교재 개발 및 교육 실시 

- 교육 이수자 교육관리시스랩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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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市·道 및 광역지역 공공기관 방재요원 교육과정 

않tt 
전문과정 

과기입정초문 과 일정반 지통 비상제휘 보 비 전상고파 사 보 의호사고조명결가치정 교 통 수송통제 보 구호 운호조영소치 방 환 강사시경선 방 피 관사￡리서 비 건상강상진담료 음 섭 제식취한울 주 홍보민 

일반직원 J J J 
재난관리 J J J 、/ J J 
방사선관리 J J 、/ J J J J 、/ J J 
소방본부 J J J 、/ J 
지방경찰청 J J J J J 
해양경찰서 J 、/ J J J 
수송 、/ J 、/ J 
지방교육청 J ι J 
보건복지 J J 
산립 J J 、/ J J 
환경보호 J J 、/ J 
농축수산율소비 J J J 、/

지역사회 J J ι J J 
적십자사 、/ J J 
항공 、/

표 3. 市·那·區 및 기초지역 공공기관 빵재요원 교육과정 

펴ttt 과입 기초문갱 
전문과정 

일반 
통 비지상휘제 보 비상고 사 보호고평조가치 정 통 수 교송통제 보 구호호조소치 방 감 환사경시선 방 피 관사폭리선 비건상강상진료담 음 섭 제식취한울 주 홍보민 과정 

전파 의사결 운영 

지자체 상황실 、/ 、/ 、/ J J J J J J 
주민홍보 J 、/ J 
소방서 J J J J J 
구조구급대 J J 、/ J J 
경찰서 J J J J 
치안 J J J J 
보건소 J 、/ J J 、/

병원 、/ 、/ J 、/

주민보호 J 、/ J 
학교 J J J J 
농축수산울관련기관 J J 、/ 、/

적십자사 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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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방사농 방채훈련 

。 훈련 구분 

• 자체훈련 (부분훈련) 

- 통신 연습 

+ 市， 耶·圖， 원전 간의 통신망은 매월 점검한다. 

+ 주민 홍보용 마을경보방송망은 매월 점검한다. 

+ 중앙부처와의 통신망은 분기별로 점검한다. 

+ 市， 都 區， 원전， 현장대웅팀 간의 통신망은 매 2년마다 점검하며， 

전체훈련시 실시한다. 

- 환경방사선감시 연습 

+ 市는 힘ß . ~ 및 지역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환경내 공간방사선량 

률 측정， 공기/액체시료 분석， 통신설비 및 기록유지 퉁올 점검 

하기 위해 방사능 구름 환경감시 훈련을 년 1회 실시한다. 이 

연습은 필요시 전체훈련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 市는 都 圖， 지역 공공기관， 원전 및 중앙부처와 연계하여 음식 

물 섭취제한 환경감시 훈련을 방사능 시료 수집 및 분석， 통신 

설비 및 기록유지 동을 점검하기 위해 매 4년마다 실시한다

이 연습은 합동훈련 또는 연합훈련과 연계하여 실시한다 

- 현장진료 서비스 연습 

+ 보건소， 비상진료기관 및 지역병원이 참여하는 현장진료서비스 

연습은 방사능 오염 상해자를 가상하여 년 l회 실시 한다， 이 연 

습은 토론식 (table top driU) 및 현장 실습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체훈련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도 있다 

- 주민보호조치 연습 

+ 市는 웹 ~， 지역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비상계획구역내 욱내대피， 

소개 및 갑상선 방호약품 복용과 관련한 주민보호조치 연습을 

년 1회 토론식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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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훈련 (전체훈련) 

- 전체훈련은 원전올 관할구역에 두고 있는 빼 땀의 비상대책과 대용 

능력올 전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실시한다. 필요시 원전의 전체훈 

련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市는 市지역대책본부를 부분적으로 

가동하여 컴ß r.rb.의 전체훈련올 지원한다. 

- 전체훈련의 주요 훈련 항목은 다음과 같다 

+ 비상시 통신 연락 훈련 

+ 지역대책본부 퉁 운영 훈련 

+ (펼요시) 방사능방재센터 운영 훈련 

+ 비상시 환경방사선감시 훈련 

+ (필요시) 비상진료서비스 훈련 

+ 주민보호조치 훈련 

+ 이재민보호센터 둥 운영 훈련 

+ 주민홍보 훈련 

+ (필요시) 교통통제， 출입통제， 치안유지 조치 훈련 

- 전체훈련은 매 2년마다 실시 한다. 합동훈련 또는 연합훈련을 실시 

하는 해에는 전체훈련을 합동훈련 또는 연합훈련으로 대체할 수 있 

다. 

• 합동훈련 

市는 那，圖， 지역공공기관 및 원전과 연계하여 부지 밖 관계기관이 

부지 내에서의 대응활통올 지원하는 훈련을 포함한 지역 관계기관 

간의 비상대웅 협조지원체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합동훈련올 매 

4년마다 실시한다 

합동훈련의 주요 훈련 항목은 다음과 같다. 

+ 비상시 통신 연락 훈련 

- 원전 비상대책본부 운영 훈련 

+ 지역대책본부 동 운영 훈련 

+ 원자력방재센터 운영 훈련 

+ 비상시 환경방사선감시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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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진료서비스 훈련 

+ 주민보호조치 훈련 

+ 구호소 둥 이재민보호센터 운영 훈련 

+ 주민홍보 훈련 

+ 교통통제， 출입통제， 치안유지 훈련 

- 중앙부처는 방사능방재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市， 都 .1훌 및 고리 ·신 

고리 원자력본부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합동훈련올 평가한다. 

합동훈련을 실시하는 해의 전체훈련은 합동훈련으로 대체된다. 

• 연합훈련 

- 연합훈련은 중앙부처， 市， 那 ·圖， 지역 공공기관， 원자력 전문기관， 

고리 신고리 원자력본부 동 방재 관계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국가차 

원의 훈련이다. 

- 市는 중앙부처가 연합훈련 실시계획 수립시 那 뭔， 고리 신고리 원 

자력본부， 기타 방재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비상시 모니터링 훈련， 

의료조치 훈련， 주민보호조치 훈련， 홍보 훈련 둥에 대해 구체적인 

훈련시나리오를 작성하는 퉁 국가 훈련실시계획 수립시 공동으로 

참여한다. 

- 연합훈련은 매 5년마다 실시하며， 연합훈련올 실시하는 해의 합동 

훈련은 연합훈련으로 대체된다 

• 보충훈련 

市는 市， 빼‘[문의 자체훈련시 원전 인근 거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적절한 보호조치 운영체제가 부적절하 

다는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보충훈련， 연습 또는 다른 조치를 포함 

한 적절한 보완조치를 실시하여 보완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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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방재훈련 5개년 계획(안) 

• 매월 정검， φ분기점검 * ‘ 실제， * ‘ 도상(토론식) 

옳육놓二 세후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지역관계기판 • • • • • 
통신 마을방송망 • • • • • 

지자체 중앙부처 @ o o o o 
자부훈분체련 방사능구륨 * 환경 

음식물섭취 

비상진료 피폭상해자치료 * 
주민보호 * 
이재민 보호센터 * 

지역대책본부 * * * * 상황실 
i9ï현장대용팀 * * * * 
지역관계기판 * * * * 
마을방송망 * * * * 홍신 
중앙부처간 * * 
상황실-현장 * * * * 
방사농구릅 * * * * 환경 
음식물섭취 * * 

비상진료 피폭상해자 치료 * * * * 
유도요원 배치 * * * * 

자훈전체체련 수송차량 배치 * * 1악 

주민홍보 * * * * 
옥내대피 * * t￥ 1악 

주민보호 소개 * * 1악 

갑상선약품 배치 * * * 
출입통제 * * * * 
교통풍제 * * * * 
치안유지 * * * 
차량관리소 * * 

이재민센 현장진료소 * * * 보호 터 구호소 * 1상 * 
상당소 * 1상 * 

훈합동련 전체훈련→합동훈련 대체 ** ** * -tl * -tl 
(신고리 1) (신고리 2) (신고리 3) (신고리 4) 

훈연합련 합동훈련→연합훈련 대체 * -tl 

55 



충 제2장 파업의 수행내용 및 결과 

56 

다. 주민보호를 위한 주민 홍보 실시 방안 제시 

O 주민의 원전에 대한 이해와 유사시 대비 주민행동요령 모델 개발방안 

주민행동요령 팝플랫， 달력 둥 제작 

민방위교육시 원자력/방사선 기초 및 비상시 행동요령 홍보 

- 원자력/방사선 안전업무에 종사하는 l일 체험 참여 유도 

。 초중동학교 학생 교직원 대상 원자력·방사선 교육 개선 방안 

- 특활시간을 할애한 원자력시설의 견학 

- 원자력이 인류의 삶을 향상시키는 원천중의 하나임을 교육 

방사선의 이득과 손실에 대한 이해와 안전관리의 중요성 교육 

- 각종 교육자료 및 동영상 개발 

。 시민의 포괄적 위기대웅 이해와 안전의식 생활화 및 원자력 안전문화 

중진을 도모하기 위한 안전관리 웹사이트 개발방안 

- 원자력/방사선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적， 역사적인 자료 공개 

원자력 발전， 원자력 연구개발， 원자력 이용 및 웅용 분야에 대한 

정보 공개 

- 원자력 안전문화 활동과 관련된 정 보 공개 

- 원자력 안전관리， 방사능방재， 지역진흥개발， 환경모니터링 동에 대 

한 원자력 기술행정체제 동향 정보 공개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의 친환경 농축수산물 생산， 산업정보， 마을 

소식， 문화행사 둥 관련 소식정보 공개 

원자력/방사선에 대한 질의웅답 토론장 개설 운영 

。 市원자력안전문화원 설립방안 

- 원자력 안전관리 웹사이트 구축 운영 (전술 내용 창조) 

시민의 원자력 안전문화 형성을 위한 지역 문화 행사 관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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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원전 안전 확보를 위한 지자체 행정체제 보완 방안 수립 

가. 원자력 기술행정체제의 개편방안 (부록 4 참조) 

。 1안 , 원자력 기술행정 전담부서 설립 

- 부산광역시 행정조직체계 안에 원자력 기술행정 전담부서 설치 

o 2안 ; 원자력안전관리공단 설립 

- 지자체와는 별도의 법인화된 행정기관인 공단 설립 

o 3안 ; 원자력안전센터 설립 

지자체와는 별도의 재단법인격을 가진 재단 설립 

。 4안 ; 원자력 안전대책협의회 설립 

중앙부처 산하에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이 추천하는 개인과 단체들을 

중심으로 전국적 범위의 ‘협의체’ 방식으로 사단법인 설립 

원자력안전대책협의회 

지방자치단체 대표자 회의 지역원자력안전대책전문위왼회 

실무위 원회 

부산경남울산지부 | 경북울산지부 

사무국 사무국 1 1 사무국 11 사무국 

지역개발 진홍 지역개발 진흥 | 커 지역개발 진흥 지역개발 진홍 

방사능방재대책 방사능방재대책 」 방사능방재대책 방사능방재대책 

원자력안전관리 IL 원자력안전관리 I -내 원자력안전관리 원자력안전관리 

( 환경감시센터 1 -[ 환경감시센터 1 -[환경감시샌터 1 | 환경감시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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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최적의 개선방안 도출 

- 업무의 통합적 수행， 각종 집단 및 공중들파의 연계·협력， 원자력재 

난에 대한 실효적 대용， 방안의 신속한 추진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 

l안과 4안이 추천되었다 

나. 원자력 전담부서의 기농 및 고용 인력 (24 명) 

O()()지 부 사무국장 : 1 명 

。 원자력 안전관리과장 : 1 명 

• 원자력 안전 대 책 :3 명 

- 원자력사업자와 안전관련 협약을 체결하여 원자력 안전 운영올 확 

인하는데 필요한 평시 안전 운전관련정보 수집， 비정상 또는 고장· 

사고 발생시 정보 수집， 현장 조사 및 적컬한 조치의 요구 동의 업 

무 수행 

- 원자력발전소의 주변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도모하고 환경 보전올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할 경우 원자력사업자에게 발전소의 보수 운 

영관련 자료， 비정상 또는 고장 사고 관련자료 둥을 요청하여 이를 

검토하고 현장 조사 실시 

평시 환경방사선에 관한 사항， 예기치 뭇한 사건 발생에 관한 사항， 

원자력시설의 노화 또는 수명연장에 따르는 중요한 시설의 설치， 

개조에 관한 사항， 내진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퉁에 대한 기술 

적인 평가·검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원자력안전 행정업무를 지 

원하는 ‘지역 원자력안전대책 전문위원회’를 구성 운영 

• 주민 홍보 ‘ 1 명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나 원자력·방사선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보 

급하기 위해 홍보물 퉁올 정기적으로 제작하여 전시장， 학교， 마을 

회관 둥에 배포 

-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설명회나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원자력의 중 

요한 과제에 대해 설명하거나 의견 청취 

- 원자력발전소 건설·운영상에 비정상 또는 고장·사고 발생시 안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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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근거하여 원자력사업자로부터 보고 받은 정보를 활용하여 언 

론보도기관에게 보도 자료를 제공하고 주민 및 기자들에게 사건현 

황과 대웅상황을 설명 

- 환경방사선감시센터가 수집한 방사선량 및 기상자료 결과를 인터넷 

퉁올 통해 주민에게 이해하기 쉽게 공개 

• 환경방사선감시센터 운영 : 12 명 

주변 주민의 피폭선량 추정과 평가 

- 환경내 방사성물질의 축적 상황 파악 

- 예기치 않는 방사성물질 방출시 주변 환경영향평가 

- 비상시 ‘합동환경방사선감시센터’ 설치 운영 

。 방사능 방재대책 3 명 

- 지역 원자력 안전 및 방재대책 강구 

‘지역안전관리계획’과 연계된 원자력방재계획 및 이행절차 수립 

- 방재요원 소집 비상연락망 구축， 현장 배치 및 이동 수단 강구 

비상대응시설， 설비， 장비의 구축 및 유지관리 

- 비상시 지역 환경방사선감시 운영체제 구축 

- 비상시 지역 방사선비상진료 운영체제 구축 

주기적인 원자력‘방사능 방재교육 및 훈련 실시에 의한 지역 방재 

요원의 대웅능력 향상 도모 

- 지역 주민 학생의 원자력 방사능 이해 증진 도모 및 홍보방안 개선 

고리 신고리 원자력본부 고리원자력방재센터 둥 관계기관과의 주 

기적인 방재대책 협조지원체 제 강구 

-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 진흥 개발시 원자력 방재대책과 연계 방안 

강구 

- 중앙부처와 연계하여 지역 원자력 안전 및 방사능 방재대책 개선을 

위한 연구 개발 협조 추진 

。 지역 개발 진흥 3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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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 복지사업 및 육영사업 

- 사회기반 정비사업 

- 소득증대 및 공공시설 사업 

- 산업 단지 의 조성 및 기 업 유치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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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과엽 수행 결과 및 성과품 

1. 결 과 

。 市 지역안전관리계획 (원자력재난분야) 보강 

- ‘부산광역시 지역방사능방재계획서’ 개정 

- ‘방사능방재계획 수행절차서’ (8개) 작성 

‘방사선원 사고시 초기 대웅그룹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 

O 市원자력재난관리체계 보완방안 제시 

- 市 원자력 안전대책 강구 

+ ‘원자력안전대 책 전문위원회’의 임무 

+ 원전과 원자력안전 협약 체결 내용 

市 방사능방재 전담부서의 기능 강화 

+ 전담부서의 평시 및 비상시 임무 내용 및 책임과 권한 사항 

- 지역 관계기관과의 협력체제 유지 

+ 환경 모니터링， 비상진료 서비스， 비상시 주민 홍보 

。 市 원자력 재난대웅 지휘체계 개선방안 제시 

재난종합상황실과 지원부서/기관이 연계된 기능별 대웅체계 구축 

- 비상시 현장지휘센터와 연계된 市현장대웅팀 파견 운영으로 市 현 

장대웅 지휘체계 개선 

비상시 환경 모니터링， 주민홍보， 주민보호조치， 출입 교통통제 및 

비상진료활동 둥에 대한 운영체제 강화 

。 市재난종합상황실내 원자력 재난관리시스템 구축방안 제시 

원자력재난 대응활동 운영도구 DB 구축 

- 원자력재난 대웅활통 지원도구 DB 구축 

주민보호 의사결정 이행 지원도구 DB 구축 

。 비상통신 경보방송 연락체계의 구축방안 제시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지정기관 간 정보전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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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실과 현장대용요원 간의 비상연락체계 구축방안 

- 주민 및 학생， 관광객에 대한 비상상황 전파방안 

- 비상계획구역 바깥 지역에 대한 비상상황 전파방안 

O 주민보호 현장대용 운영체제 개선방안 제시 

- 환경모니터링 운영체계 개선 

+ 고정관측소， 임시관측소 및 모니터링 카 확보방안 제시 

- 출입통제·교통통제·치안유지 운영체계 보완 

- 주민보호 유도， 후송 운영체계 개선 

- 비상진료 운영체계 개선 

- 이재민보호센터 운영체계 개발 

。 주민 보호용품 확보방안 제 시 

- 주민보호 방호복 및 호홉기 방호장구 구비요건 제시 

- 갑상선 방호약품 복용， 분배 방안 보완 

- 주민보호에 필요한 장비，물품 목록 제시 

- 소개시 주민이 소지하여야 할 물품 제시 

。 방사능 방재교육·훈련 실시방안 수립 

- 방사능 방재요원올 구분하고， 기초입문과정， 일반과정， 전문과정 별 

교육과정 개설방안 제시 

- 방재훈련을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자체훈련(부분훈련， 전체훈련) 

과 원전과 연계된 합동훈련으로 구분 및 일정 제시 

- 방사능 방재교육 프로그램 개발방안 제시 

。 주민홍보 방안 제시 

- 원전에 대한 이해와 유사시 대비 주민행동요령 모델 개발방안 

- 초중둥학교 학생，교직원 대상 원자력·방사선 교육 개선방안 

- 시민의 포괄적 위기대웅 이해와 안전의식 생활화 및 원자력 안전문 

화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안전관리 웹사이트 개발방안 



제3절 과엽 수행 결과 및 성과풍총 

。 지방자치단체의 원자력 기술행정체제의 개편방안 제시 

원자력 기술행정 전담부서 설립 방안 

- 원자력안전대책협의회 설립 방안 

2. 과업 주요 생과품 

。 부산광역시 지역안전관리계획(안) 원자력재난 분야 

(市지역방사능방재계획서) 

。 부산광역시 방사능방재계획 수행절차서 

- 절차서 1 비상상황 전파 

- 절차서 2 지역대책본부 운영 

절차서 3 비상시 환경 모니터링 운영체계 

- 절차서 4 주민 홍보 

- 절차서 5 주민보호조치 이행 

절차서 6 출입 교통통제 및 치안유지 

- 절차서 7 ’ 갑상선 방호 

절차서 8 이재민보호센터 운영 

。 방사선원 사고시 초기 대웅그룹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 지방자치단체의 원자력 기술행정체제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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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대여 기여도 총 

쩨3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대외 기여도 

1. 목표 달성도 

O 원자력비상의 위험범주를 고려한 주민보호 범위 설정과 보호조치 운 

영개념을 고찰하고 고리원전 입지 지역의 지리정보에 근거하여 부산 

광역시 방사능방재계획서를 개정하고 실효성 있는 주민보호 세부수행 

절차서를 개발하였다. 여기에는 주민보호에 요구되는 비상대웅활통별 

운영개념을 정립하고 세부적인 운영절차를 기술하였다. 

。 주민보호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 설비， 장비 및 

물풍올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 원전 입지 지역에 대단위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볼 

때， 비상시 주민보호의 책임과 권한올 갖고 있는 지자체가 신속한 초 

기 환경 모니터링을 이행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비상시의 지역 

환경 모니터링 운영체계를 기술하였다 

。 또한 지역 주민홍보， 보호조치， 비상진료， 오염자 분류， 이재민 보호 

퉁에 대한 운영개념과 세부운영절차를 개발하였다， 

。 이와 같이 과업 성과품에는 세부적인 운영절차를 기술함에 따라 현장 

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방사능 방재요원이 원자력비상 

및 방사선비상 대웅능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2. 대외 기여도 

O 원자력 안전대책 및 방사능 방재대책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자체의 기 

술행정체제의 개편 및 정책 추진방향 제시 동 향후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부산광역시 기장군)의 비상대응체계 개선의 기준을 마련하였 

으며， 이를 통하여 일관된 정책 추진을 이루어 나가는 데에 연구결과 

가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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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홍 

쩨4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1) 본 과제를 통해 생산된 성과품은 실효성 있는 주민 안전 및 환경 보호대 책 

올 수립 운영하는데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방사능방재 훈련시 

직접 활용하여 그 적절성을 확인할 수 있다. 

(2) 아울러 이 보고서는 비상대웅시껄 셜비 장비 의 확충과 이들 시설 및 장비 

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전담부서의 설립에 활용될 것으로 기 대된다 

(3) 다음과 같은 단기 중기 - 장기의 단계별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 

하여 지속적인 연구개발올 통해 구축 및 개선할 것을 건의한다. 

가. 단기단계 2010 - 2011년 (신고리 1, 2호기 완공기준) 

CD 市 원자력 안전관리 전담기구 설립 추진 

- 1안 원자력 안전관리 전담부서 설 립 추진 

+ 원자력안전， 환경방사선감시， 방사능방재， 지역진흥 전담부서로 

구성된 ‘市원자력안전대책과’ 설립을 위한 市 조례 제정 

- 2안 : 원자력안전대책협의회 설립 추진 

+ 중앙부처 산하에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이 추천하는 개인과 단체들 

을 중심으로 전국적 범위의 ‘협의체’ 방식으로 사단법인 ‘원자력 안전대 

책협의회’ 설립올 위해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고 市 조례 제정 

~m 원자력안전관리 운영체계 개선 추진 

- 지역 원자력안전대책 전문위원회 설립 추진 

+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원전 안전운전， 환경 모니터링 및 

방재대책에 관한 심의 및 주민에게 원자력에 대한 정확한 지식 

의 보급과 계도를 위한 정보 조사 검토 

- 원전과 원자력안전 협약 체결 추진 

+ 원전의 안전에 이상 징후가 발생되면 즉시 市 ， 那 뭔 ， 지역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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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에 통지 및 안전점검 참여 퉁 

원자력비상시 현장대웅 지휘체계 개선 추진 

+ 기능별 비상임무 구분 

+ 비상대응활동 지휘 통제 

+ 현장대웅활동 운영체제 강화 

- 고리방사능방재센터와의 협력체제 구축 추진 

+ 비상시 현장(방사놓방재)지휘센터의 비상대웅 임무 협의 

+ 비상시 현장지휘센터에 市현장대웅팀 파견 배치 

- 원자력관련 지역 관계기관과 협력체제 유지 추진 

+ 비상시 주민보호 운영체제 개선 

+ 비상시 언론보도 및 주민홍보 운영체제 개선 

+ 비상시 환경모니터링 운영체제 구축 

+ 비상시 방사선비상진료 운영체제 구축 

+ 비상시 이재민 보호 운영체제 구축 

- 미국 및 일본의 주정부， 지방정부와 재난정보교류 협약체결 추진 

+ 방재대책 운영계획 및 이행절차의 상호 정보교류에 의한 개선 

+ 비상대웅시설， 설비 퉁의 상호점검을 통한 보완 개선 

+ 방재훈련 상호 참관에 의한 개선방안 도출 

@ 원자력재난 정보 전파체제 재정비 추진 

비상정보 전파설비 

+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지정기관 간 정보전달체계 구축 

+ 상황실과 현장대웅요원 간의 비상연락체계 구축 

+ 주요관계자 및 방재요원에 대한 비상연락망 구축 

- 비상경보 방송설비 

+ 주민 및 학생， 관광객에 대한 비상상황 전파체계 구축 

+ 비상계획구역 바깥 지역에 대한 비상상황 전파체계 구축 



제4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총 

@ 환경방사선감시센터 운영체계 구축 추진 

- 市 원자력 안전관리 전담기구 셜립과 연계하여 ‘市환경방사선감시 

센터’ 설립 추진 

- 비상대비 비상계획구역내에 실시간 고정관측소 (2M소) , 임시관측 

기 (1M) 설치 운영 추진 
모니터링 카(car) (3 대) 구비 및 탑재 기자재 확보 

환경실험실 확보 (민간환경감시기구와의 위상 정립 필요) 

- 비상시 환경감시 세부운영절차 개발 추진 (국가 모니터링 지침과 

연계) 

@ 이재민보호센터 운영체계 구축 추진 

- 이재민보호샌터 운영을 위한 셜비， 장비， 물품 보강 

- 현장진료소， 구호소， 건강상담소 운영 

@ 방사선비상진료 운영체계 구축 추진 

- 보건소 및 지역병원 중심의 비상진료 연합협의체 강구 

오염자 분류， 웅급치료， 후송용 의료장비·물풍 확보 

@ 방사능방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이행 추진 

- 교육교재， Cyber 동영상， 실습교재 개발 및 교육 실시 

- 교육 이수자 관리 프로그램 개발 운영 

국내·외 방재전문교육기관 강사 초빙 또는 파견 교육 

@ 방사능방재 훈련 시나리오 개발 및 이행 

주기적인 방재훈련 항목 선정 

5개년 훈련 일정 재정비 및 이행 

나. 중기단계 2011-2015년 (신고리 3, 4호기 완공기준) 

CD 市원자력재난관리 운영시스템 구축 운영 (u 방재 플랫용과 연계) 

원자력재난 대응활동 운영도구 DB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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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재난 대용활동 지원도구 DB 구축 

- 주민보호 의사결정 이행 지원도구 DB 구축 

@ 市환경방사선감시센터 시설 설비 장비 구축-운영 

명시 및 비상시 환경시료 분석， 평가 및 보관을 고려한 시설 건축 

@ 이재민보호센터 시설·설비 장비 구축 운영 

원자력비상시 대상 이재민의 인원 수， 연령 및 체류기간을 고려한 

이재민보호센터 시설을 지정 또는 건설하되， 평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관， 체육관， 생활관， 홍보관， 재난체험관， 원자력안전문 

화원 둥과 연계시키는 것이 바랍직 함 

@ 원자력 안전문화 중진 프로그램 구축-운영 

- 원자력·방사선에 대한 이해， 홍보물 및 비상시 주민행동요령 개발 

- 민방위교육시 원자력/방사선 기초 및 비상시 행동요령 홍보 

- 초중둥학교 학생·교직원 대상 원자력 방사선 교육교재 개발 

- 市 홈페이지에 원자력 안전관리 웹사이트 개발 

다. 장기단계 2015년 이후 

CD 市원자력 안전문화원 설 립 운영 
- 왼자력 안전문화 증진 프로그램을 주관 운영하기 위한 ‘한국원자력 

문화재단’과 연계된 ‘지 역원자력안전문화원’ 설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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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뿌산광역시 지역안전관리계획(안) 윈자력채난 분야 

11. 부산광역시 방사능방째계획 수행절차서 

111. 방사선윈 사고시 초기대용그룹 현장조치 행틀매뉴얼 

IV. 지방자치단체의 원자력 기술행정체제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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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부 특 1 I 

부산광역시 지역안전관리계획(안) 원자력재난 분야 



地域安全響理릅f豊J(案) 

(原子力淡難分野)

경총 훌훌뽑T睡。빨쳤벨 



안전 관리 헌장 

오늘날 우리는 태풍 지진 화재 교통사고 전영명 등 갖가지 예측하기 어 

려운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재난은 언제 어디서나 얼어날 수 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기관 단체 그리고 학교와 기업은 안전관리에 앞장 

서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 모두는 스스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우리의 밴영은 안전문화의 터전 위에서 이루어지며， 안전을 위한 노력과 투 

자는 우려와 후손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안전한 국가를 지향 

하는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하고 성실한 실천을 다집한다. 

I.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단체， 기업 그리고 국민은 모든 일에 

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1. 가정， 학교‘ 직장 그리고 사회의 각 분야에서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안전관리를 생활화 하도록 한다. 

l. 위험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 미려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1. 국가기반체계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1. 생활주변시설과 사업장 그리고 위험지역은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I. 자원봉사기관‘ 자원봉사자， 시민단체 그리고 전문가의 협력을 통하여 

안전관리의 효율을 높인다. 

1. 과학적 안전관리를 위한 연구에 힘쓰고 안전산업을 육성한다. 



원자력 안전 헌장 

우려는 원자력의 명화적 이용이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철 향상에 

기여함을 인식하고， 원자력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국민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 

존하는 것이 최우선임을 확인하면서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1. 원자력의 이용에 있어 최상의 안전수준을 유지한다. 

I. 원자력 안전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한다. 

I. 원자력 안전 시책 수립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I. 원자력 안전규제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한다. 

I. 원자력 안전에 관한 연구와 기술개발을 강화한다. 

1. 원자력 안천에 관한 법규와 국제조약을 성설히 이행한다. 

I. 원자력 안전에 관한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킨다. 

I. 원자력 안전문화를 창랄하고 이를 생활화 한다. 



뜨김L , 차 

제1장 일반사항 

제 l절 방사능빙재 운영벙침 

제2절 방사능방제대책 관계기관← 

1 

10 

제2장 예 방대 책 ------- ._-----•• • • • •• • 12 

제 l젖 원자력빌진소 안전관리 운영체제 확립 

제2전 지 역 원자력 비상관리 운영체제 확립 ----• 

제 3절 국가 원자력 비상관리 운영체제 확립 

지113장 대비대책 

제 l 절 벙재대젝 관계기관의 임무 

제2질 닝l 상정보 전파체계 구축 

서13절 너l 싱 대응 시설등의 구축 운영 

세4절 주민김호 대 1 1]대책 구축 

제5절 노약자등 보호 대비대책 구축 

재6전 비상시 환깅방사선감사 운영세재 구축 

제7전 벙사선 비상진표 운영체재 구축 

제8잔 주민홍보 운영체제 구측 ---

제9절 방새교육 

거110절 잉깨훈련 

제 11 집 시역 방사능방재대책 운영 

서14 정 대응대책 

제 1 젤 비상상횡 진파 

시112절 비성대응시구 발족 운영 

”ι
 ”u 

mm 

24 

--------- 24 

때
 ”% 

% 

m
ω
 앙
 
퍼
 % 

잉ω
 % 

72 

% 

% 

% 



제3절 비상시 환경 모니 터 링 ------------------ ----------------------- ----- ------ --- --------- ----- E\(J 

제4절 주민 홍보 ------------------------------•------------------------- ------ --- ------------ ---- --- -- (JLI 

제5절 주민보호조치 •---------•- ----------------------------------- 102 

제6절 출 입 및 교통통제 -------------•------------------------------------------------------------ 11Eì 

제7절 구조 구급 및 소화활동 ----------------------- ---------- ---------------------- --- --- ----- 120 

제8절 비상진료활동 → 123 

제9절 음식물 섭취제한 및 공급 130 

제 10절 긴급 수송활동 ----- •• ••••------------------------------------------------- ------ 13L1 

제 11절 현장대웅요원 개인방호 13Eì 

제 12절 군부대 지 원 •••••• ••- --•••• ••(•-------------------------------------------------- 13(J 

제 13절 학교 대 웅 책 --------•- ••------- • • - • • • - • - • • • •---•• ----- 1L13 

제 1L1절 자원봉사자 - • • •• •• -• ••--------•-----------------•-- --•------------------ 1L15 

제 15절 지진 대응 1LIEì 

제5장 복구대책 1L17 

제 l절 복구 대 책 협 의 회 개 최 • •--•- -- •••••••-•~••••------••-•----- ••• --••••---••••~•• 1L17 

제2절 오염물질 제거 및 오염지역 출입통제 •----• •~• • ----• • • ----• --• • • • ••- 1L17 

저113절 각종제한 조치의 해제 • 1L17 

제4절 환경 모니 터 링 결과의 공표 및 장기 제 획 수 렵 -- --•-------•-------------------- 1 LIE\ 

제5절 손해 배 상 청 구 ------------------------•-------------•---------------------------------------- 1L1E\ 

제6절 루머 피해의 경감 홍보 --------- --- 1 LI(J 

제7절 주민상담 체 제 의 정 비 • •• •• -- • }•-- ---•• ••-••••---•-•----•••••••••{ ••••---- 1 LI(J 

제8절 피 해 받은 기 엽 둥 보상 및 자금 지 원 150 

제9절 의료대책 및 건강상담체제 운영 150 

제 10절 물가의 감시 ------•- -•--• • ----••{ •••----•• •••• •••••••••••• •• •• • • 151 

제 11절 방사성 폐 기 물 관리 • ~ •----------• ••• --•------------------------------------------- 151 



( 표목차 j 

표 1-2-1 원자력 방재대책 관계기관 ~•------- • • • •-- 10 

표 2-3-1. 기 능별 원자력 비 상대 응 업 무내 역 -------------------------------. 1SJ 

표 3-1-1. 백색비상시 주요 대웅조치 사항 • • •------------------------------------------------ 2~ 

표 3-1- 2. 청색비상시 주요 대응조치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6 

표 3- 1-3 적색비상시 주요 대웅조치 사항 -••- ---•------------------- 27 

표 3-SJ- 1. 市 道 및 광역 지 역 공공기 관 방재 요원 교육과정 --- --------------------------- 6~ 

표 3-SJ-2 市 那 맘 및 지 역 공공기 관 방재 요원 교육과정 -• -----•--------------- 6~ 

표 4 • 2- 1. 비상대응기구 가동 기준 -- •••----------------------------•• • • ------ 80 

표 4-2-2 市 비 상조직 별 임 무 ----------------------- -------------------------------------------•••-- 87 

표 4-~-1 보호조치 결 정 기 준 ----•••-•---•-----------------•- --• • 103 

표 4-~-2 . 보호조치 보조 결정 기 준 --------------------------------------- • •~ •------------- 103 

표 4-8- 1. 비상진료체제의 개요→--------------------------→----------------- -------------------- • 1 2~ 

표 4-SJ-1 식 료품과 음료품의 섭 취 제 한 결정 기 준 •••--•- -------------- ------ ------- 130 

표 4- 11 - 1 현장대 웅요원 복귀 지 침 ••••------------- -------------- -- -------------------------- 138 



( 그렴 목 차 j 

그 림 1- 1- 1 고 려 신 고 리 원 전 비 상 계 획 구 역 ------------------------- ------------------------ -- !1 

그림 2-3- 1. 국가 원자력 비 상관리 체 계도 ------- --------------- --- ------------------ 11l 

그림 4-1- 1. 원자력 비상상황 전파체계도 ---- 77 

그림 4-2- 1. 市 지 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 조직도 --------------.---.--.--------•-- ------- -- -- -- 116 

그 림 4-3- 1 합동환경 방사선감시 센터 조직 도 -------------------- -------------- --- -------------- !13 

그림 4-5- 1 원전 사고 상태에 의한 주민보호 의사결정 흐름도 104 

그림 4-5-2 단계 별 보호조치 의사결정 흐름도 •----------------------------------------- 106 

그림 4-5-3. 주민보호조치 의사결정 흐름도 ---- -- -----•------ -------------------------------- 101l 

그림 4-1l- 1 비 상진료 운영 체 계 도 ~•----------------------…-- ---------- ---- -- -------- --------- 124 



제1 절 망사능방재 운영방침 4용 

제1장 일반사항 

제1절 방사능방재 운영방침 

1.1 목적 및 범위 

이 계획에는 ‘민빙위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볍’ 빛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제대책법’에 의거， 부산광역시(이하 ‘퍼’라 한다) 지역안전관리계획의 원자력 

비상분야를 기술한디 

이 계획의 목적은 고리 신고리 윈자략 1밀전소애서 방사성불질이 일정 수준 이상 환 

경으로 누출되는 원자력비싱이 발생할 경우 주민의 안진과 건강을 보호하고 재산의 

피해흘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주민보호조치룹 이행하고 사고 확대 억제 및 복구 

릎 도모하기 위한 부산지역의 원자력 비상대응체제의 구측， iÏJ , 那 뭔 빚 지역 공공기 

관의 책임 권한사항 비상대응 방안 빚 비싱대응시설 설비 장비의 구축 운영 둥 떠 지 

익방사능벙재계획을 수립하는데 있디 

또한 이 계획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는 특정한 자원 빛 대응능역의 실체에 대하여 

인의의 가정에 의거 수린되었다 평시 빚 윈자럭비상시 c[f의 건설방재판 빚 재난안전 

괴장은 시정을 보좌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권한을 갖고 영향 받는 검15 [허 및 이를 지원 

하는 까 1J의 예방대책 ， 대비대책 대응대책 및 꽉구대책음 조정 지원한디 

1.2 법적근거 

( 1 ) 넨방위기F번 

법 제 1:2조(사 도 계획) . 재 1 3-'1:(시 구 군 거1 획) 

시행령 제 12조(집행계획 등) 

(2\ 재난 빚 안전관리기본법 

볍 저124조(시 도 안전관리계획의 수업) . 재2.s조(시 구 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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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제29조(시 도 안전관리계획 및 시 구 군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3) 원자력시설풍의 방호 및 방사농방재대책법 

- 법 제19조(지역방사능방재계획 퉁의 수립 동) 

시행령 제21조(지역방사능방재계획 수립 등) 

1.3 기본 운영방침 

본 계획의 기본 운영방침은 국가방사능방재계획에 따라 고리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에서의 왼자력비상에 대비한 市 원자력 비상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재난관리책임부서 

기관 및 지정부서 기관，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설기관， 공공단체， 민간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간의 방사능방재대책 정립과 상호 협력지원체제를 구축 운영하는 

데 있다. 또한 비상대옹시설 설비 장비와 지역 환경방사선감시체제를 보강하고， 지역 

방사능방재요원 및 방사능방재 관계자의 대웅능력 향상을 위한 방사능 방재교육‘훈련 

올 강화하며， 원자력비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한 원자력·방사선에 

대한 이해 도모와 방사능방재대책 관련 지식을 보급 개발하는데 있다 

본 계획은 市가 한국수력원자력(주) 고리 신고리 원자력본부 및 방사능방재관련 지 

역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수림한 것이며， 본 계획에서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市 안전관 

리계획에 따라 운영한다 

1.4 원자력비상의 특수성 

원자력발전소 원자로 핵연료봉에는 방사성물질이 있다 방사성물질은 희유기체， 아 

이오딘， 입자 형태의 수십 가지 핵총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각기 다른 반감기로 붕괴 

하여 그 성질이 변화된다 

원자력발전소에서 복합적인 사건이 발생되어 방사성물질이 환경으로 다량 방출될 

경우， 방사선 피폭 크기에 따른 급성 방사성 증후근 유발， 장기간에 걸친 만성적인 영 

향 및 사회심리학적 영향 둥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방사능구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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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지역에서는 방사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호대책을 수립하고 주민의 심리적인 동요나 공포심을 방지하여 비상에 의한 영향을 

가능한 한 낮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방사성울질 또는 방사선의 존재는 인간의 오감으로는 느낄 수 없어 피폭 정도를 

스스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방사선계측기를 이용하여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미 

량이라도 강지할 수 있다는 득수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빙사선계측기 보유와 갑상선 

방호약품‘ 호흡기 빙호장구， 방호복， 개인피폭선량계 등 개인 방사선방호에 대한 준비 

가 필요하다 

원자력비상은 일반적인 재난과 달리 자기 스스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방사 

선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원자력발전소에서의 사고는 원자럭사업자가 예 

벙， 대비 대응 빚 복구대책에 대해 많은 책임과 임무를 갖고 있다 또한 원자력에 관 

한 전문지식올 소유하는 기관에서의 역할이니 지시 조언 동도 중요하디 환경방사선 

모니터링 등 관계 전문가에 의한 기술적인 환경영향평가와 의료진에 의한 의료구호 

등 전문적인 윈자럭 비상디l응체제 구측이 요구된디 

이상상황 선파 긴급한 주민보호조치， 유식물 섭취제한 등은 일반 재난에 대한 방 

재대책과 유사하므로 방사선이라는 특성을 이해하고 전문가의 조언에 따른다면 비상 

대응이 가능하다 따라서 방사능방재대책 관계법령에 끈거하여 ‘지역안전관리계획의 

윈자럭재난분야’ (‘지역방사능방제제펙‘) 수립， 비상대응시설 장비 등의 유치관리 빚 주 

시석인 방재교육 훈련을 실시하여 비상시의 대응활동이 신속하케 이행될 수 있도록 

평시에 준미가 되어 있어야 한디 

1.5 사고 가정 

윈자녁받선소에서의 비상은 빙사성불질의 흰경 누출로 얀해 원자릭벌전소 부지 밖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소규모 비상으보부터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대규모 원자력재 

난까시 가정할 수 있다 

방사능방재대책의 목표는 방사성울질의 환정 누출로 인하여 교육과학기숨부에 의 

3 



충 제1장 일반사항 

해 설정된 보호조치 결정기준을 초과하는 지 역에 있는 사람들의 방사선 피폭을 최소 

화 시키는데 있다‘ 

원자력발전소에서의 비상은 그의 본질과 정도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특정한 비상의 

연속성을 하나의 모델로 설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계획에는 비상으로 인한 가능성 

있는 영향， 시간 및 방출 특성의 정보에 근거하여 계획올 수립하는데 있어 다양한 변 

수를 기술하고 있다 이 계획에는 각 비상퉁급에 대해 적절한 비상대웅 방안을 기술하 

고 있다. 

고리 신고리 원자력본부는 市 및 영ß Ió효에게 경계경보 및 보호조치를 이행할 수 있 

도록 충분한 시간을 갖고 비상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중 

앙부처(교육과학기술부l ， 市 및 那 區의 방사능방재대책 요건이 일치하도록 市 및 那

區에게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1.6 비상둥급의 구분 

원자력발전소에서의 사건은 이상상태와 원자력비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원자력비 

상은 사고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백색비상， 청색비상 및 적색비상으로 구분된다. 원자 

력 비상풍급체계는 비상사건이 상호 연속성을 갖고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관리를 준비하여야 한다. 

4 

(1) 이상상태 (Unusual Event) 

이상상태는 원자력비상 퉁급으로 분류되어 있지는 않지만， 단순한 비정상 상 

태보다논 크고， 안전관련 제통의 기능 저하가 더욱더 진행된다연 원자력비상 

으로 발전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 이상상태는 원자력발전소의 안전도가 잠재적으로 저하되는 것이 지시되거 

나 예상되는 과정에 있는 상황을 말한다 

+ 안전계통의 저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면 부지 밖에서 대웅이나 모 

니터링 활동이 요구되는 방사성물질의 누출은 없다. 주민의 위험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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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지 밖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목적은 조만간에 발생할 수도 있는 비상에 

선속하게 대웅할 수 있도록 방재요원에게 준비상태를 갖추도록 하기 위해 

이상상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2) 원자력 비상 

G 백색비상 (Alcrt) 

백색비상은 윈자력발전소의 안전도가 실질적으로 저하되는 것이 실제로 또는 

잠재적으로 진행 중이거나 밥생된 상황을 말한디 

방사성-울진의 환경 누출로 인한 피폭선량은 보호조치 결정기준의 매우 작은 

정도 수준으로 예상되며， 부지 밖 지역 주민에게로의 위험은 없다 

백색비상의 폭적은 부지 내 미싱대응기구를 발족시키고. 상횡이 더욱 심각하 

시1 되면 즉각 대응하거나 필요시 망사선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부지 내 

외의 한깅감사요윈을 준비토록 하고 시섣의 상태 빚 운전변수 정보륜 부지 

밖 관계기관에게 제공하기 위함이다 부지 밖(off-site) 관계기관은 부분적인 

"1 상대응 기구블 운영한다 

,.') 청 색 비 싱 (Sitc Arca Emergency) 

칭색 \11 상은 부지 내에서 직윈닫에 대힌 보호조치륜 이행하여야 한 정도로 워 

사런반산소 기능상에 주요한 손상이 진행 중이거나 밤생된 상황을 말한다 

빙사성문산의 누출에 의한 피폭선량이 부지 밖을 제외하고 보호조치 결정기 

준윤 초괴힘 것으호 예상권다 

청색비싱 발령의 목적은 부지 깎 비상대응기구를 발족 운영시키고 모니터링 

딘윤 현 상애 배치시카기 위함이다， 만일 상황이 더욱 심각하게 된다면 부지 

밖 tJ]싱대응기구 간 협의하여 지망자치단체를 통해 주민에게 비상정보블 제 

공하고 노약자 등 득수한 그룹에 대해서는 보호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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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색 비 상 CGeneral Emergency) 

- 적색비상은 실제로 또는 절박하게 원자로심이 손상되거나 용융되고 격납건물 

의 건전성이 잠재적으로 손상되는 것이 진행 중이거나 발생된 상황을 말한 

다 

- 방사성물질의 누출에 의한 피폭선량이 부지 밖에서 보호조치 결정기준올 초 

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초괴하게 된다 

一 적색비상 발령의 목적은 부지 밖 비상대옹기구 간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주민에게 비상정보를 제공하고 사전에 설정된 주민보호를 이행하기 위 

함이다 또한， 시설 정보와 환경 측정 정보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실제 또 

는 장재적인 누출에 따라 추가적인 대용을 시행하기 위함이다. 

1.7 비상계획구역 (Emergency Planing Zone) 

비상계획구역은 원자력비상시 집중적으로 주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 

적인 세부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 지역이다 특정한 비상시 보호조치는 비상계획구역 

의 일부분으로 한정될 수도 있다， 비록 비상계획구역이 반경 원형 지역으로 표현되지 

만， 실제적인 모양은 지형， 토지 이용 특성， 출입노선， 관할경계구역 동의 현지 상황에 

따라 설정된다 

원자력발전소 비상계획구역은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고시’에 의 

거하여 그림 1-1과 같이 대략 반경 10 에n 내-외로 설정되었다 기본적인 피폭 선원은 

방사능구름과 지표면에 침적된 방사성물질로부터의 베타 및 감마 방사선에 의한 외부 

피폭과 방사능구름내 방사성물질의 흡입에 기인하는 내부피폭이다 이 구역에서는 비 

상기간 동안 보호조치 결정기준 이상의 방사성물질에 잠재적인 피폭을 최대한으로 줄 

일 수 있도록 소개， 옥내대피， 출입제한， 호흡기방호， 갑상선방호 동의 긴급한 주민보 

호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기상의 변화에 따라 비상계획구역을 벗어나 방사성물질이 확산될 수 있으므로， 비 

상계획구역 경계지점에서 감마 공간방사선량률이 보호조치 결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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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획구역 바깥 지역에 있는 那 I훌에서 긴급한 보호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것인지 

를 결정하기 위해， 비상계획구역 바깥 지역 까지 환경 모니터링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긴급한 보호조치는 필요 없을지라도 방사성물질 확산으로 인한 오염된 물 또 

는 우유， 신선한 야채 둥 농축수산물 식품 섭취를 통제하기 위한 범위도 비상계획구역 

바깥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 따라서 市는 본 계획을 활용하여 해당하는 都·圖에게 

음식물 섭취제한을 신속하게 수행토록 지시할 수 있다， 

원자력비상시 방사선 피폭 영향올 받거나 긴급 대응조치를 지원하여야 하는 행정 

기관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영향 받는 행정기관 (Risk County) 

- 원자력비상시 방사선 피폭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즉， 비상계획구역 내에 있 

는)m 휩B‘뭔， 둠 面 同은 비상시 주민보호(소개 또는 옥내대피， 호흉기방호， 

갑상선방호， 출업체한)를 위한 세부적인 대웅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 기장군 장안읍 정관연 일광띤·기장읍 

(2) 주민보호 지원 행정기관 <Host County) 

• 비상계획구역 바깥에 있는 市 빼·區， 둠 面 1 同은 영향 받는 지역으로부터 소 

개된 주민을 위해 이재민보호센터(오염검사， 제염， 구호소， 의료서비스) 동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 기장군 기장읍， 철마연 

+ 해운대구， 금정구 

(3) 음식 물 통제 행 정 기 관 (Ingestion Pathway County) 

방사성물질의 확산으로 오염된 음식물 및 농축수산물을 통제하여야 하는 지 

역의 市 那 l믿， 물 而 同은 대웅계획을 평시에 수립할 필요는 없으나， 원자력 

비상시 市 道의 지시에 따라 긴급 대웅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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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계획의 개정 

市 재난안전과장은 이 계획을 매년 검토하고， 국가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정 또는 

방재지침이 변경되었을 때 둥 수정할 펼요가 있올 경우 개정하여야 한다 

이 계획의 개정 사항은 ‘市 지역안전관리위원회’ 산하기구로서의 ‘市 원자력안전대 

책 전문위원회’에 제출 숭인되어야 한다， 한국수력원자력(주) 고리 신고리 원자력본부의 

방사선비상계획은 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市 및 郵의 원자력 재난관리부서와 협의 

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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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1- 1. 고랴 ·신고랴 원전 비상계획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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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방사능방재대책 관계기관 

부산지역 원자력비상 대웅에 협조 지원하는 관계기관은 표 1-2- 1과 같다 

표 1- 2- 1. 방사능방재 대 책 관계 기 관 

구분 기관명 담당부서명 전화번호 

행정안전부 재난대책과 02-2100 쟁88 

교육과학기술부 방사능방재팀 02-2110-앉없 
중앙부처 

지식경제부 원자력산업과 02-2110-4879 

소방방재청 민방위팀 02-2100-5230 

건설방재관 재난안전과 051 -888-4103 

자치행정담당관 051-없잉8-2610 

사화복지과 051 ←없용2700 
부산광역시 

교통정책과 051 -888-영50 

농축산유통과 051-888-3210 

환경보전과 051 888-3610 

기장군 재난관리과 051 7æ-4282 

해운대구 재난안전과 051 749-4133 

금정구 도시안전파 051-519-4131 
지역행정기관 

기장읍 총무담당 0517æ• 5111 

장안읍 주민생활지원계 051-7æ-5172 

정광면 주민생환지원계 051-7æ-5241 

일광연 주민생활지원계 051 7æ-5211 

철마연 주민생활지원계 0517æ-5271 

울산광역시 자치행정과 052-껑9-장81 

울주군 재난관리과 052 껑9-790S 

경상남도 

양산시 건설방재과 αi5 392-2831 

부산광역시교육청 관재팀 051←앉30-07'없 

부산광역시소방본부 구조구급과 051 -700-3102 
지방공공기관 

부산지방기상청 기후정보과 051-718-여23 

부산지방경찰청 1 경비계 051-851-5fJJ1 
울산해양경찰서 경비구난과 052 200-9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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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예방대책 

제1절 원자력발전소 안전관리 운영체제 확립 

한국수력원자력(주) 고리 신고리 원자력본부는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운영을 위하여 

관계법령 및 원자력 안전헌장을 준수하고 방사성물질이 환경에 누출되어 주민 및 환 

경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안전성을 확보한다 

(1) 원자력 발전소 안전운영 향상 

- 원자력발전소 사고 고장 예방을 위한 안전 및 안전관련 셜비의 주기적 점검 

- 원자력발전소 운영요원의 일상 엽무 및 비상대웅능력 향상 

(2) 원자력 안전문화 향상 

- 원자력발전소 원자력안전점검의 날 시행 (매월 1회) 

- 원자력안전정보공개샌터를 통한 정보공개 확대 

(3) 원자력발전소 안전성 평가 

- 원자력발전소의 핵물질 방사성물질의 환경 방출 또는 통제 상실 가능성에 대 

한 정량적 안전성 평가 수행 

고리 신고리 원자력본부는 벙사능방재대책법 제20조(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 

획)에 의거 왼자력발전소에서의 원자력비상에 대비하여 방사선비상계획의 수럽， 방재 

요원의 확보， 비상대웅설비 장비 및 개인방호장구의 정비와 표 1-2-1의 ‘방사능방재대 

책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지원체제를 강화하는 동 원자력 비상관리체제를 확립 

한다 

f2 



제2설 지역 왼자력비상관리 운영체제 확립 총 

제2절 지역 원자력 비상관리 운영체제 확립 

2.1 원자력발전소 안전대책 강구 

rlî는 윈자력비상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평시 원자력발전소 및 그 주변 지역의 

상황음 파악할 수 있도록 디음괴 같은 원자력 안전대책을 강구한다 

市는 윈자력비상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원자역발전소의 시설 및 환경 

방사선김시설비 등을 활용하여 원자력발진소 및 그 주변 환경 정보를 항시 

파악하또록 한디-

f쉰는 윈선 주맨의 환경 안전을 확언하기 위해서 관게기관괴 협조하여 환경방 

사션의 감시 핏 온매수의 영향 조사륜 실시하고， 그 측정 결과를 ‘市 원자럭 

얀전대체 전문위원회 ’에 보고하여 환경의 안전을 겪토 평가한다 

lî는 고리 신고리 원자력본부에게 윈자력발전소 운영과 관린한 윈자력 관계 

법령유 판수하여 방사싱뭔 ;잔 누슬에 의한 주민 둥이1 영향이 미치지 않도똑 

시섣 안신음 최대한 확보토록 요성한다 만일 시실 안전에 이상 정후가 발생 

되띤 시체 없이 I!î, 떠 |꾀 및 관계기관에 동지토록 협약을 체결한다 

2.2 I Ii 원자력안전대책 전문위원회 운영 

시상은 방사능방새대잭욕 심의하기 위하여 ‘I!j 시역안전관리위윈회’ 산하에 '13 윈 

자력안선대책 선운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 113 윈자벽안전대책 선분위윈회’의 수행 업 

무는 니유과 낀다 

윈지넥 안진대책 및 방재대책 수림애 필요한 자료의 수집 

윈자렉 안선대책 및 빙제대책 수덤이1 굉요한 전문기의 의건 청취 

주민에게 원지벽에 대한 정확한 시식의 꾀규과 게도룹 위힌 정보 조사 검토 

1•J ‘시익안전관리셰획 윈자력비싱분야’의 심의 

시타 위자력 인선 및 벙지l 이1 펀요한 업무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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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체깡혜뺏대책 

2.3 市 방사능방재 전담부서 운영 

市는 평시 원자력발전소 운영에 의한 주민의 안전 확인과 원자력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비상시 비상대웅활동을 위한 원자력 안전 및 방재대책 관련 전담부서를 설 

립한다. 市 방사농방재대책 부서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4 

- 지역 원자력 안전 및 방사능 방재대책 강구 

- ‘市 안전관리계획’과 연계된 방사능방재계획 및 이행절차 수립 

市 방사능방재요왼 소집 비상연락망 구축， 현장 배치 및 이통 수단 강구 

+ 市는 비상시 비상퉁급에 따르는 대웅활동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해， 市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이하 r市지역대책본부‘라 한다.l에 위치하는 방사 

능방재요원， 현장방사농방재지휘센터(이하 ’현장지휘센터‘라 한다)에 파견 

되는 市현정대응팀 및 주민보호 동을 위해 현장에 배치되는 현장대응요원 

을 사전에 설정하고 파견 수단 동을 마련한다， 

- 비상대웅시설， 설비， 장비의 구축 및 유지관리 

- 평시 및 비상시 지역흰경방사선감시 운영체제 구축 운영 

+ 부산지역 끼J환경방사선감시샌터 설립 운영 

- 비상시 지역 방사선비상진료 운영체제 구축 운영 

주기적인 원자력 방사능 방재교육 훈련에 의한 dï 및 지역 관계기관 방재요원 

의 대응능력 향상 도모 

- 지역 주민 학생의 원자력-방사능 이해 증진 도모 및 흉보 방안 개선 

- 고리 신고리 원자력본부， 고려방사능방재센터 동 관계기관과의 주기적인 방 

재대책 협조지원체제 강구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진흥 개발시 원자력 안전 빛 방사능방재대책과 연계 

방안강구 

- 중앙부처와 연계하여 지역 원자력 안전 및 방사능방재대책 개선을 위한 연구 

개발 협조 추진 



제2절 지역 원자력비상관리 운영체제 확립 4용 

2.4 지역 관계기관과 협력체제 유지 

市는 고리 신고리 원자력본부， 고리방사능방재센터， 관계 那 [흙， 지방경찰청， 소방 

본부， 의료기관 퉁 지역 관계기관과 협조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방사능 방재대책에 대 

한 정보를 교환하고， 비상시의 역할분담 설정 및 상호 전문가 연락관 파견 등 지역 원 

자력 비상관리체제를 구축 운영한다 

(1) 고리 신고리 원자력본부와 업무 협의 

- m, 那 l옮는 고리 신고리 원자력본부와 원자력비상시 사고 확대 방지 및 복 

구 업무와 관련하여 지역 관계기관이 지원하여야 하는 방재업무 계획에 관한 

협의를 한다 

市， 那 區는 고리 신고려 원자력본부와 지역방사농방재계획의 적절성을 유지 

하기 위해 고리 신고리 원전 방재업무계획과의 연계성을 협의하고 상호 보완 

한다 

- ïtT, 那 닮， 고리-신고리 원자력본부 및 지역 관계기관은 비상시 방재요원에게 

신속한 통지와 소집을 위해 주요 방재요원의 현황을 상호 통지한다 

市， 那 땀 및 고리 신고리 원자력본부는 비상시 신속한 대응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방사선 계측장비 물품 퉁을 상호 공유하여 활용토록 통지 한다. 

• 市， 염1H문는 매년 고리 신고리 원자력본부와 차기년도 방사능방재대책 업무 

계획을 협의 조정한다. 

(2) 고리방사능방재센터와 업무협의 

- 市， 都 l뜸， 고리 신고리 원자력본부 및 지역 관계기관은 평소 고리방사능방재 

샌터와 정기적인 업무 협조 협의를 한다 

市는 방사능방재대책법 제28조에 근거하는 현장지휘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보호 의사결정에 필요한 각급 자료 정보의 공유 및 설비 장비의 유지 관 

리를 위해 고리방사능방재센터와 긴밀한 협력을 유지토록 한다 

1기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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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市지역방사능방재계획서의 개정 

+ 고리 신고리 원자력본부의 방재대웅체제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연락 

+ 방사능방재 훈련계획의 수립 및 실시 

+ 고리방사능방재센터의 활용 방안 

4 비상시 연락체계 및 주민에 대한 방사능방재 홍보 및 상황전파 

+ 비상시 비상대웅 개선방안 

+ 기타 방사능방재에 관한 사항 

市는 비상시 현장지휘센터에 市현장대웅팀을 파견 배치시켜 원전 사고 현황， 

비상시 환경모니터령 정보， 의료서비스 정보， 주민보호조치 이행 퉁 현황 파 

악 및 주민보호 의사결정 회의에 참여토록 고리방사놓방재센터 방재관과 협 

의한다 

- 市는 비상시 화상회의설비를 활용하여 주민보호 의사결정 및 원자력재난 선 

언 퉁 긴급한 대웅활동을 현장지휘센터 동 주요 관계기관 간 협의하고 상호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고려방사능방재샌터 방재관과 협의한다 

- 市는 고리방사능방재센터 및 고리 신고리 원자력본부와 협력하여 市 및 염B 

1&의 방재요원에 대한 교육 훈련 및 주민에 대한 홍보를 위해 고리방사능방 

재센터 시설을 활용토록 방재관과 혐의한다. 

(3) 지역 환경방사선/능 감시기관과의 협력체제 유지 

- 市는 市 산하에 ‘지역환경방사선감시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市는 환경보건연구원， 기상대， 지역방사능측정소. 고리 신고리 원자력본부 둥 

과 협력하여 원자력비상에 대비하여 방사선/능 탐사 방안에 관해 협의한다 

市는 지역 군부대와 협력하여 원자력비상시 환경방사선 탐사 방안에 관해 혐 

의한다， 

(4)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체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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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는 부산지역 웅급의료센터와 협력하여 의료구호， 의약품 및 의료물품 공급 

동에 관해 협의한다. 

• 市는 부산지역 방사선비상진료기관과 협력하여 방사선(능) 환자 치료대책에 

대하여 협의한다 

(5) 지역 방송보도기관과의 협력체제 유지 

- 市는 부산지역 TV. 라디오 방송기관과 협력하여 비상시 재난방송에 관해 협 

의한다. 

市는 인터넷 포탈운영회사， 인터넷 신문/방송기관과 협력하여 비상시 재난방 

송에 관해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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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국가 원자력 비상관리 운영체제 확립 

(1) 국가원자력비상관리체계 

- 원자력비상의 특수성에 입각하여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지역공공기관， 고 

리 신고리 원자력본부 퉁 관계기관이 벙국가적인 차원에서 원자력비상 대웅 

체제를 구축 운영한다. 국가 원자력 비상관리체계도는 그림 2-3-1과 같다 

(2) 원자력비상 대응활통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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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비상에 수많은 관계기관이 상호 연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비상대웅 항목별 세부적인 업무내용을 고리‘신고리 원자력본부， 지방자치단 

체， 국가 또는 원자력전문기관 간 상호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국가차원 

의 관계기관이 수립하여야 할 기능별 원자력 비상대웅 업무 내역은 표 

2-3-1과 같다 

그림 2- 3- 1. 국가 원자력 비상관리체제도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교육과학기술부)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 

(한국원자력의학원) 

방사선비상대책본부 

(한국수력원자력(주)) 

현장빵}능방101휘젠터 

| 연합정보센터 | 

1 합동환경방사선감시센터 | 

|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 1 

방사선버상대책본부 

(고리 신고리원자력본부) 

중앙안전대책본부 

(행정안전부) 

긴급구조풍제본부 

(소방방재청) 

r1ï道지역대책본부 

(부산광역시) 

1111:11땀지 역 대 책 본부 

(기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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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1. 기능별 원자력비상대웅 업무내역 

항 목 시설 지역 국가 
1 초기사고명가 
대옹목적 신속하게 사고를 분류하고 조정된 대웅훨동올 개시한다 

1.1 사고분류체계， 지칭 확럽 
사고분류체계는 안전계통의 상태， 방호벽의 손상， 시설 내 방사선 준위， 정규 

방출지정에서의 방출률， 화재， 안전 또는 보안의 저감정도， 및 부지 밖 방사선 v 
측정 동을 평가하기 위한 수단 제공 

비상대응에 참여하는 모든 기구들은 동일한 비상둥급 사용 

l.2 비정상적인 사건을 검출하고， 분류하고， 즉각적으로 대웅하기 위해 장비， 철차서 
및 시설 운영자를 확보한다 

v 

2 통보 및 벼상대용기구 발족-운영 
대용목적 ‘ 비상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기구 그룹 및 기관에게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대옹기구를 활성화 및 조정한다 

2.1 EPZ 내 부지 밖 통보계획올 명확하게 수립한다 
• 재난경보상황실에는 l일 24시간 부지 밖 대웅올 즉각적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권한 또는 수단을 가진 사랍올 배치한다 
v v 

신뢰성 있는 주 보조통신앙올 갖추고 적어도 매일 시험한다 

2.2 사고둥급에 따라 비상대웅올 활성화 할 수단을 확럽한다 
모든 비상대웅기구는 비상둥급에 따라 초기대용활동을 개시한다 v v v 
방재요원의 수행 엄무를 절차서에 기술한다 

2.3 초기대응에 참여하는 모든 중요한 기구들은 사고시설로부터의 초기통보에 따라 
재빨리주요인물틀을편성할수단을갖추어야한다 v v 

1일 24시간 주요 인물들에게 연결할 수 있는 수단(발신음장치)올 확립한다 

2.4 조기통보 메시지 양식과 확인절차 개발 
초기홍보 메시지에는 비상둥급， 직접적인 위해， 조치하여야 할 주요 활동， 대 

웅요원 및 주민에 대한 긴급한 방호활동권고 둥의 정보를 포함한다 
v v v 

- 적색비상인 경우， 방호활동권고는 꼭 포함되어야 한다 

2.5 초기통보 후의 후속통보 메시지 양식 개발 
후속통보 메시지에는 가능한 한 사건 발생위치， 송신자의 이릉 및 전화번호， 

사건발생 일자 및 시간， 비상둥급 및 비상둥급 근거， 실제 또는 예상되는 방 v v v I 
출 종류 (공기중， 수증， 표면 엎지릅) 및 예상기간/영향시간， 방출계획， 시행 

중인 비상대웅활동， 방호활동 권고사항， 지원요청， 추이 평가 둥을 포함한다 

3 사고 완화조치 
대웅목적 사고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모든 조치를 하고， 원자로시설 내로 또는 환경으로 

방출되는 위험 또는 그 크기를 경감시키기 위한 후속적인 활동올 조치한다 

3.1 환경으로 방사성물질의 방출 또는 작업자 피폭을 방지하거나 경감시키기 위한 
설비 및 절차서 구축 

v 

3.2 원자로시설 계통올 제어하는 운전자가 활용하여야 할， 심각한 방사능 방출을 초 
래하는 사고범위에 이르기까지의 비상운영절차서 [6]를 개발한다 v 

주 이 절차서는 사고의 증후틀 관찰하연서 적절히 활용한다 

3.3 비상운영절차를 적용토록 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변수의 목록과 비정상 상태 
동안 예상되는 대응 목록을 개발한다 

v 

3.4 사고기간 동안 제어실 출입올 통제한다 v 

3.5 부지 내 비상대용요원에 제공되어야 할 기술적 및 과학적 조언 수단 개발한다 
- 기술평가그룹， 운전요원과 연계한 평가 그룹에 의해 제공되거나 외부 기술전 

v 

1깅 



용 제쟁예핫대핵 

항 옥 설 시 지역 | 국 
가 

문가흩 부지에 파견함으로써 제공될 수 있다‘ 시설 설계자로부터 기술 분석을 

얻는 방법을 포함한다 

3.6 시설 운영을 지휘하고 사고완화를 조정하는 장소에서 사고를 분류하고 완화시 
키기 위한 주요 정보 지시계통올 개발한다 

v 
- 안전계통， 방출방벽， 부지 내 방사선 상태 및 부지 밖 방출들에 대한 상태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3.7 사고률 완화시키기 위해 시설 내의 피해릎 복구할 수 있는 수단들을 확립한다. 
- 방호장비， 모니터랭 계측기， 전둥， 피해복구물풍 및 통신장비와 함께 피해북 v 

구팀올 포함한다 

3.8 사고 상황에서 운영되어야 하는 시설 제어실， 기술지원팀 및 피해복구팀 간을 
연결하는 통신설비를 확보한다 
- 부지 밖 지원 기구들에 의해 활용되는 것과 일치시킨다 

4. 긴급 방호활동 
대용목적 건강상에 결정적인 영향올 미치는 것올 방지하기 위해 긴급 방호활동을 신속히 이행 

한다. 

4.1 긴급방호활동 이행을 위한 근거로서 국제 개입준위를 채택한다 v 

4.2 긴급방호활통올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 사전에 경계활동구역 (PAZ)을 확립한다 

PAZ의 경계는 설정되어야 할 것이고， 주민과 대용자에게 쉽게 구별될 수 있 v 
어야한다 

4.3 EPZ 내 긴급방호활동올 취하기 위해 적색비상 선포시 신속한 의사결정올 하기 
위한 절차서를 개발한다 
- 적색비상 발령시 사고시설로부터 부지밖 당국에게 긴급방호활동올 신속히 권 v v 

고하기 위한 방안을 포항한다 
EPZ 내 주민， 모든 그룹 (예， 병원， 단기체류자) 및 특수시설(예， 공장) 포항 

4.4 추가적인 방호활동을 취하여야 하는 곳올 결정하기 위해 신속한 환경모니터링 
을 운영할 수단올 개발한다 

- 기 설정된 운영개입준위(OIL)와 모니터링 전략올 포함한다 l 시간내 시설 v v 

주변 및 4시간내 EPZ내 환경모니터링올 운영하기 위한 수단올 확보한다 

4.5 방사성물질 방출의 실질적인 동위원소 혼합물에 근거하여 운영개입준위 (OIL)를 

개정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한다 
v v 

4.6 시설의 상태와 방출률에 근거하고 현재 및 예상 기상자료를 고려하여 부지 밖 
영향을 예견하기 위한 방법올 개발한다 

- 예상피폭모렐들은 매우 불확실하고 방호활동을 위해 단독적인 근거로서 훨용 
v 

되어서는 안 된다 최악의 중대사고에 대하여 정확한 예상은 가능하지 않다 | 

4.7 EPZ 내 긴급방호활동을 이행하기 위한 놓력 수단 자원을 개발한다 | 
- 소개， 옥내대피， 갑상선 방호약품 배포， 이재민보호샌터， 출입통제， 소개자 오 

염검사 및 항로， 수로， 철로교풍의 제한 퉁을 포함한다‘ 
- 기존의 빌딩， 주택， 운송 및 통신올 가장 효융적으로 활용 

v v 

- 신속하게 소개할 수 없는 주민， 여행자， 특수그룹， 특수시설(병왼， 감옥)， 산업 

시설 퉁올 고려한다 

4.8 부지 또는 원자로시셜 통제구역내의 사랍에게 긴급방호활동 지침을 제공하거나 
또는 경고하기 위한 수단올 제공한다 
- 사전에 정의된 지역 내 소개 또는 대피률 위한 수단을 포함한다 비필수요왼 v 
은 청색 및 척색비상시 소개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방문객을 안내하고 시설 

내 소개경로와 안내판을 부착하는 지침이 포항되어야 한다 

4.9 부지 내 밀집지역 또는 만일 필요할 경우 대피소 및 소개소 내 선량탐사륨 위 
한 절차를 개발한다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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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설 시 지역 국가 

4.10부지 내 모든 사람들의 안전올 보장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개발한다 여기에 

는 부지 내 사람들의 인원점검 방법올 포함한다 v 
낙오자를 확인하여야 하고 구조구난 활동을 시행한다 

4.11소개자를 오영검사하고 펼요하다연 제염지침을 그틀에게 제공하는 방법올 확립 

한다 
v 

4 .1 2비상대웅 상에 있어서 국가의 능력을 초월한다면 추가적인 지원올 요청하기 위 

해 접촉하여야 할 단일 창구를 마련하고 그 절차를 수립한다 
v 

4.13농경지 방호대웅책올 권고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개발한다 v v 

5. 주민홍보 및 계도 
대웅목적 주민에게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고 사고기간 통안에는 사고에 대웅하여 취하여야 할 

활동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5.1 EPZ 내에 일시 또는 장기적으로 거주하는 주민에게 사고 통보는 어떻게 통보되 
고， 취하여야 할 활동은 무엇인지를 매년 인쇄물올 준비하여 제공한다 

• 인쇄물에는 방사선， 추가정보 취급연락처， 방호활동 및 계획 퉁의 정보가 포 
v v 

함되어야 한다 

5.2 EPZ 내 주민에게 긴급하게 경보할 수 있는 설비를 제공한다 
- 경보설비는 신뢰성이 있고， 정상 전원공급이 상실되어도 운영가능하고， 주기 

적으로 시험을 하여야 한다‘ v 
- 경고 방법은 사이렌， 경창 또는 소방차량틀에 의한 확성기， 또는 중앙센터에 

서 가통할 수 있는 특수 라디오 퉁이다 

6. 현장대응요원 개인 l양호 

대웅목적 사고시설 및 부지 밖 현장에서 대용하는 비상작업자에게 적절한 방사선 방호를 보장 

한다 

6.1 효융적인 방호활동올 이행하기 위해， 방사선 방호를 제공하기 위해， 그리고 사 
고를 완화시키기 위해 휠요한 사람을 분영하게 지명한다 v v v 
- 지영자는 비상작업자로서 지정되어야 한다 

6.2 모든 비상작업자들에 대한 선량통제 프로그램올 개발한다 
- 교육과목에는 선량지칩1 갑상선 방호(왼전인 경우)， 비상선량의 승인에 대한 

절차， 부지 밖 현장대웅요원에게 시설상태에 근거한 방호활동 권고를 제공하 

는 시설 운전자에 대한 통제수단， 실제 선량률과 선량올 지시하는 현장 측정 

기 및 선량계에 대한 절차， 운영 중 연속적으로 선량을 모니터링을 하는 계 v v v 
통， 선량을 수집 및 기록， 사고기간 동안 요원이 상주하는 사고시설 가까이에 

위치한 장소에 선량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계통 둥올 포함한다 

선량계 및 특수 방사선 방호장비， 물품 동의 전문지식올 얻도록 준비를 갖추 

어야한다 

6.3 현장대응요원의 피폭선량을 연속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절차를 개발한다 v v v 

6.4 잠재적으로 피폭왼 현장대옹요원들의 의료적인 역학조사와 추적을 위한 준비를 
한다 

v V I V 

6.5 부지 내 사람들에 대한 방사선 방호계획을 수립한다 
이 계획에는 보호시설의 출입통제， 교육. 고준위 선량율 특정기기， 피부오염 

및 선량에 대웅한 방호복， 호홉방호， 개입하는 동안 피폭선량을 제한하고 피 

폭의 정당화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 피부오염의 심각한 정도를 검출하고 제영 v v 
하기 위한 방법 및 지칭， 통신 둥을 포함한다 

이 계획에는 부지에서 대웅하게 되는 부지 밖 소방， 경찰1 의사 또는 다른 지 

원자에 대한 방사선 방호도 포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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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 체2작 예방대책 

항 목 시셜 지역 국가 

7 병원， 소방 및 경찰 지원 
대용옥척 척컬한 경찰서， 병원 및 소방서 지원을 제공한다 

7.1 비상기간 동안 부지내 소방 및 웅급치료틀 즉각척으로 제공하기 위한 능력을 
확립한다 비상기간동안 그리고 부지에서 소개되는 동안 보안올 유지할 방법율 v 
갖춘다 

7.2 피폭 상해자에 대한 제영 지칩을 개발한다 v v 

7.3 사고시설로부터 심하게 오염되거나 또는 피폭된 자와 상해자를 수송하고 초기 
치료률 위한 방법을 마련한다. 
- 초기 치료시설은 오염된 환자의 비방사선 상해를 치료하고， 제염하고， 전문척 v v 
인 치료가 필요로 하는 방사선 피폭올 판정하기 위한 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그리고 환자를 수송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 

7.4 파피폭된 자룰 전문적으로 치료할 능력을 갖춘 기존의 기관에서 심하게 피폭된 
자룡 치료하기 위한 협정서를 개발한다 

- 국가 내에 과피폭된 자를 치료할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필수적이지는 
v 

않다 IAEA 또는 WHO 협력센터올 통하여 도웅올 받올 수 있다 

7.5 기존의 의료시설올 가장 효윤척으로 분류 및 활용하여 주민의 방사선 피폭융 
치료하는 계획올 수립한다 v v 
- 의료절차， 의료조직체계 및 적절한 의료진과 지원인력에게 통보 퉁 수림 

7.6 지역 비상대용 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한 정차와 그들의 신속한 출입을 허용하기 
위한 절차를 개발한다 
- 경찰， 앵블런스， 의사， 병원 및 소방 서비스가 포함된다 v v 
임무， 방사선 방호， 비상기간동안의 예측되는 기능， 시설의 친숙과 출입 동에 

대한교육이 포함된다. 

7.7 비상기간동안 사고시설에 오는 지역 비상대웅 서비스 인력을 위해 방사선 방호 
릎 제공키 위한 설비를 갖춘다 

v v 

8. 뉴스 띠디어 관계 
대웅목적 주민들이 방호환동과 사고진개와 관련된 정확하고 일치되는 정보플 얻을 수 있도록， 

실시각으로조정된정보플뉴스미디어에제공한다 

8.1 미디어에게 실시각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개발한다 v v v 

8.2 참여하는 여러 기관에 의해 미디어에게 주어지는 정보가 일치되고 조정되는 것 
올 보장하기 위해 절차뜰 개발한다 v v v 
- 권한규정， 정보 분담 및 연합정보센터 운영 동을 포함할 수 있다 

8.3 각 차원(시설， 지역， 국가)에 대하여 단 l 명의 대변인올 지명한다 v v v 

8.4 비상기간동안 시설 및 정부의 대연인이 미디어에게 발표를 할 수 있는 장소에 
연합정보센터를 설치하고 활용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한다 

- 이 샌터는 사업소 가까이 그러나 EI킹 밖에 설치한다 시설， 지역 및 국가툴 v v 
은 이 시설 융 활용함에 있어서 공동으로 동의하고 첼차서플 개발하기 위해 

상호 협조할 필요가 있다 

8.5 미디어플 모니터링하고 잘못된 정보에 신속히 대용하기 위해 이를 당당할 그롭 | 
올 지정한다 v v v 

9. 장기간 l광호활똥 및 용식물과 관련된 개입 

대옹목적 장기간 방호활동과 음식물과 관련된 개업을 효융적으로 이행한다 

9.1 장기간 방호활동파 음식물 제한에 대한 근거로서 국가 개업준위륭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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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쩔 국가 원자력비상관리 운영체제 확립 4용 

항 목 설 시 지역 국가 

9.2 장기간 방호활통계획구역을 확정한다 이 구역 내에서 개업과 관련된 장기간 및 
음식물섭취 방호활동올 효율척으로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한다 

- 여기에는 법적 조항， 인구특성， 음식물 유통체계， 농장경영 및 경작， 농작울 
v v 

대용책， 장재적인 재정착에 필요한 차원 둥이 포함된다 

9.3 장기간 음식물섭취 방호활동 의사결정올 하기 위한 계획을 개발한다 
- 단기 및 장기간 환경 모니터링 방안올 포함한다 또한， 감마측정， 음식물 및 

음료수 시료 및 분석， 표면오염 측정에 대한 운영개입준위(OIU를 포함한다 v v 
- 이들 절차서는 참여하는 모든 그룹 및 기관들 사이에 방법， 교정， 단위 둥이 
양립할 수 있어야 한다 

9.4 장기간 방호활동계획구역 내에서 음식물의 표본에 대한 상세한 포집계획을 수 
립한다 심각하게 방출이 있는 시성주변 100-300 km의 포집영역을 확장하기 위 
한 계획올 수립한다 

음식물 포집과 모든 생산풍 자원 (가축， 우유， 신선한 생산품， 음료수， 생선， 
v v 

빗물저장)에관여하는모든기관들을고려한다영향을받은지역에대한모 

든 모니터링 결과는 한 기관에서 종합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9.5 사고 후 명7냐즐 위해 시설 주변의 전략적인 위치에 사전에 TLD를 셜치하고 사 

고로부터의 총 피폭선량을 정의하기 위해 이들 TLD의 활용절차를 개발한다 

TLD는 사고가 종결될 때까지 그 장소에 두어야 한다 TLD는 초기 의사결정 
v 

과정상에 사용할 수는 없다 

9.6 환경자료 및 사고발생시정의 다른 자료에 근거하여 사전에 마련된 장기간의 운 
영개업준위를 개정하기 위한 계획과 절차를 개발한다 

v 

9.7 단기간의 음식물 섭취 개입과 관련된 신속하게 의사결정올 하기 위한 방법올 
제공한다 

음식물 소비의 즉각적인 제한 (예 지역에서 생산된 우유 또는 가정 정원에 

서 생산된 야채류)， 가축을 우리에 가두고 저장된 목초를 먹입， 오염되지 않 
v v 

은 음식물과 응료수를 제공， 빗물 저장탱크 및 수조의 보호 둥올 포함한다 

이러한 지침들올 변경하는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는지를 지영한다 

9.8 정보수집 및 전문가를 모집하기 위한 체계를 개발하고， 제염 및 놓작울 대용책 
과 같은 장기간의 활동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 

v 

9.9 오염되지 않은 음식물로 대체 가놓성을 고려하여， 음식물과 음료수 섭취제한올 
이행하고 강제 집행하기 위한 계획을 개발한다 

v 

9.10음식물과 생산품 수출을 모니터렁하고 관리하기 위한 계획과 체계를 개발한다 v 

9. 11동물올 격리하고 빗물 저장탱크를 보존하기 위한 지침을 농부에게 제공하기 위 

한 계획올 개발한다 
v 

9.1 2짧짧록 피폭된 수많은 사람틀의 역학조사 및 후속 의료조치를 위한 방안올 1 v v 

10 심리적 영향 완화 
대웅목적 심리적 영향은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낮게 유지한다 

10.1 사고에 대웅하는 동안 심리적 영향의 완화에서 배운 교훈올 참조토록 한다 | 
주민에게 정직합올 보여주고， 위험의 본질과 그 원인이 조치한 활동으로서 

갱산되었다는 충분한 정보룹 제공하고， 조치하여야 할 활동에 대한 영쾌하고 

간단한 지침올 제공하고， 조언과 평가가 국제지침에 따라 유지되고 있음을 제 
v v 

시하고， 정부차원의 단일 대변인올 통하여 발표토록 하고， 사고 후 주민에 대 

한정보프로그램의제공둥의신뢰를회복하고유지하기위해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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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 제갱대비대책 

제3장 대벼대책 

제1절 방재대책 관계기관의 엄무 

1.1 일반사항 

본 절에는 방사능방재대책 관계기관 부서가 이행하여야 할 업무 내역을 기술한다. 

비상시 이행하여야 하는 업무는 평시 이행 업무와 연계하여 기능별로 구분하고， 이를 

주관하는 기관·부서와 지원하는 기관 부서로 업무를 분장한다 

원자력비상시 운영되는 ‘市지역대책본부’는 ‘市안전관리계획’에 기초하여 市 청사 

내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시장 또는 시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지휘 하에 운영된다. 

市 산하 부서 및 컴8 區는 ‘사무분장 및 직제관련 규정’에 기초하여 본 절에 기술한 

비상업무 분장에 따라 비상관리에 전력을 기울이도록 인력 동원， 장비， 비축 물풍 또 

는 예산 동에 상호 협력하여 참여한다 市 재난안전과장은 인력， 장비， 비축 물품 및 

예산 둥을 적절하게 지역 관계기관 부서에게 할당할 권한을 갖는다 

市 및 都 |품는 장기간 동안 l일 24시간 연속적으로 비상대웅기구를 가통할 수 있 

도록 방재요원을 세부대웅절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기놓별 각급 세부대웅절차를 

책임 맡고 있는 주무기관，부서는 비싱대응 기간의 확대에 대비하여 24시간 대웅체제 

를 갖추도록 지원기관 부서와 협조하여 필요한 인력 및 장비 퉁 자원올 지속적으로 

제공할 책임이 있다. 

1.2 비상둥급별 부지 내 ·외 주요 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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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색， 청색， 적색비상 둥급별 사건의 정의와 부지내-외 관계기관이 이행해야 

할 기본적인 비상대응조치 내용은 표 3-1-1, 표 3-1-2, 표 3-1-3과 같다. 



제1절 방재대책 관계기관의 임무 종 

표 3- 1- 1. 백잭비상시 주요 대웅조치 사항 

빽색 III상 정의 
부지내 T "1 뉘 

대 웅 조 치 

l 부지 내 직원보호조치를 심 1. 시설내 인명구조 활동 및 웅 l ' 비상대용 대비체제 강화 

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없는 급치료 1. 부지밖 주민보호조치가 필요 
사건으로서 • 지자체에 통보하고 필요시 1 없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 

• 핵연료 취급사고 지원 요청 | 설 주변의 방사선준위 감시 

• 시설내부 화재 또는 안전계 l ' 직원 소개 또는 대피 및 인원 l ' 단일 지휘자 지휘아래 필요 

통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1 점검 | 시 부분적인 대웅활동 개시 

기타 비상상황 1. 시설경계내 오염검사 및 오 1. 관계기관 보고 통보 
• 부지내 긴급 직원보호조치| 염된 자나 장비가 시설경계 1 . 필요시 원자력발전소에 소방， 
가 요구되지 않는 임계사괴 밖료 나가1 않도록 보장 | 경찰 및 의료 지원 
또는 부지 밖으로 방사능 1 . 상해 피폭된 자의 용급치려 . 상해자 응급처치 빛 과피폭 
방출가능성。1 없는 사고 | 제염， 피폭 평가 및 후송 | 자 치료 

• 소형 원자로심에 적용되는 1 . 시설경계 밖 직원보호조치가 l ' 지자체(연합정보센터)에서 언 
방호설비가 심각하게 손상 | 필요 없음을 확인하71 위해 | 론 브리핑 실시(언론 주민 관 

• 대규모 감마선원 혹은 사용 | 시설주변의 방사선준위 잠시 | 심 표명시) 

후 핵연료의 차폐나 제어 1. 현장 응급조치요원에 대한 
기능상실 | 방호조치 

• 시설 내 긴급 직원보호조치 1. 단일지휘자 지휘아래 사고완 
가 필요한 시설경계내 고선 l 화조치， 사고상황 분석 및 복 

량 ! 구 퉁 적절한 대웅활통 개시 
• 부지내 직원이 피폭되거나 1 . 현장대웅요원 및 제어실 운 
오염될 우려가 있는 사고 | 전요원에 대한 기술지원 

• 부지내 상황을 위험하게 할 1 . 지자체와 통신 유지 
수 있는 테러 혹은 범죄행 1 

l' 지자체와 통합대웅체제 구축 
위 등을 시설 내 직원보호 | 

조치가 요구되거나 원인을 l' 지자체 또는 연합정보샌터에 
알수 없는사고 서 언론 브리핑 실시(언론주 

민 관심 표명 시) 

• 비상퉁급 재평가 및 필요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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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청잭비상시 주요 대용조치 사항 

대 웅 초 쳐 
청씩비상 정의 

부지내 | 부지밖 

• 부지내 직원보호조치를 수 l ' 부지 내 인명구조 활동 및 응 l ' 현장지휘센터장 지휘아래 종 

행하여야 하는 사건으로서 | 급 치료 1 합된 비상대웅체계 구축 및 

• 노심， 냉각계통， λ냉후핵연 1, 지자체에 통후 필요시 부지 | 종합적이고 전반적인 대용활 
료 둥에 적용된 방호가 심 l 내 지원 요청 | 동 개시 
각하게 감소 1, 직원뾰조치 및 인왼점검 l' 부지밖 주민보호 준비 

• 사고로 인해 보호기능이 심 j 이행 l' 비상계획구역내 주민에게 경 
각하게 감소 1, 현장대용요원에 대한 방호조| 보하고 추가 지침에 주의를 

• 추7}적인 고장이 발생하면 | 치 | 기울이도록 권고 

적색비상으로 가햄}는 상 1 ， 모든 대웅활동 개시 l' 방재요원에 대한 방λ}능 방 
1 . .. . . . ... 1 호조치 제공 
1, 현장대용요원 및 제어실 운 1 

• 부지 밖 선량이 뾰조치 | 전요원에 대한 기술지원 l' 펼요시 원자력발전소에 소방， 
결정기준에 접근 1 ... .. .. .. _ ..... "'.. 1 경찰 및 의료 지원 

1 , 부지 내 외 환경방사선(능) 1 

• 필수안전기능이 붕괴되거나 | 감시 설행 l' 환경방사선감시체계 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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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심각한 방사농 1 ..... _ . ~ . 비상계획구역내 환경감시 실 
l' 지자체와 통신 유지 1 

방출 혹은 피폭이 발생할 1 "." ~ ~ " , 행 및 필요시 비상동급 변경 

수 있는 테러 혹은 범죄행 l ' 현장지휘센터 및 지자체와의 l ' 관계기관에 보고통보확인 
위 ! 비상대응체제 구축 

l' 잠재적으로 영향 받는 국가 
• 연합정보센터에서 지자체와 j 

j 및 머EA에 통보 
합동으로 언론 브리핑 실시 

l ' 상해자 웅급처치 및 과피폭 
• 비상둥급 재평가 및 필요시 | 

| 자치료 
변경 

• 연합정보센터에서 언론브리 

핑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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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역 관계기관의 염무 

(1) 부산광역시 

- 원자력비상에 대한 市의 임무는 市 차원에서 대웅이 필요하지 않는 한 都 區

를 지원하면 된다. 市는 상황실에서 市안전관리계획서 및 이 계획서에 따라 

재난에 대웅한다 

- 백색비상 이상의 비상이 발령되연 시장은 市재난종합상황실 또는 市지역대책 

본부를 운영하고， 현장지휘센터에 市현장대웅팅을， 영향 받는 那 區 지역대책 

본부에 연락관을 파견한다 市지역대책본부장은 긴급통신망을 활용， 영향 받 

는 那 땀 지역대책본부장 및 市현장대응팀장과 협의하여 市의 비상대웅활동 

을 지휘 통제한다 

- 市의 비상대웅활동 범위는 비상이 여러 지역에 걸쳐 경고되거나 영향 받는 

都 區 자원의 능력을 초과할 경우에 확대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비상기간 

동안 어떠한 비상퉁급에서도 발생될 수 있지만， 청색비상 또는 적색비상이 

발령되었을 때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합6 區가 市에 지원을 요청하였을 때， 

市지역대책본부장은 방재요원을 보충하고 市지역대책본부 운영을 적절하게 

확대시킨다 

기관/부서명 
임무 

평시 비상시 

- ‘市 원자력안전대책 전문 - 市지역대책본부 발족 운영 

위원회’의 市 방사능방재 + 원전 비상상황의 파악， 전달 

계획 섬의 관련 업무 + 영6 區 및 관계기관에게 원자력비상 

비상계획 및 운영 목표에 정보 전파 및 대응활동관련 지시， 지 

부산광역시 대한 市 산하 관계기관/ 도， 조언 및 협력 

건설방재관 부서， 都 區 및 원전과 + 市현장대웅팀 (지역환경감시팀 및 지 

재난안전과 연계성 유지 역비상진료팀 포함) 현지 파견 

- 관계 都-區의 방사능방재 + 유아원/학교 아동/학생보호조치 및 

대책에 판한 지시， 지도， 구호소 활용 지원 요청 (교육청) 

조언 및 협력 + 중앙부처， 방사능방재 전문기관 및 

- 방사능망재 관계기관 및 군부대 둥 지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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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부서영 
훨쇠 

대학과의 협력 

- 고리 신고리 원자력본부 

의 방사능방재대책에 관 

한 협의 및 주요 방재요 

원 현황정검 

- 市 원자력 비상조직 및 

인원 구성의 정비 

방사능방재에 관한 지식 

의 보급 및 개발 주관 

- 市 및 지역 관계기관에 

대한 방재교육·훈련 주관 

비상통신망 및 비상연락 

망점검 

- 비상대응설비 장비 기기 

울풍 동의 구축 및 유지 

관리 

- 원전주변 환경 방사선감시 

를 위한 ‘지역환경방사선 

감시센터’ 운영 지원 

- 1일 24시간 ‘재난경보상 

황실’ 운영 

- 갑상선 방호약풍 사용 및 

분배에 대한 정책 수립 

- 이온화 방사선원의 제염 

및 완화시키는 종합적인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이온화 방사선원 관리와 

관련된 연구， 청문회， 교 

육 참여 및 지도 

제l절 방재대책 판계기관의 임무 4용 

임무 

비상시 

+ 구조·구급， 소화지원 요청 (소방본부) 

+ 비상시 비상진료지원 요청 (보건소 

및 지역병원) 

+ 주민의 건강위험명가 지원 요청 (원 

자력의학원) 

+ 타 市 道에 비상정보 전파 및 협 력요 

청(울산광역시， 경상남도) 

+ 긴급 수송 및 필요물자의 조달 

+ 구호물풍-의연금의 수납 및 배분 

+ 이재민에게 음료수， 음식물 및 생활 

필수품공급 

+ 음식물 섭취제한， 농축수산물 생산금 

지 유통통제 이행 지시 및 지원 

+ 영향 받은 그룹과 산업시설에 조언， 

상담 및 협조 

+ 보호조치 완화 결정 및 영향 받은 지 

역 복구 및 진입 허용을 위한 계획 

및 운영 지원 조정 

+ 자원봉사자 운영관리 

+ 각종 제한조치의 해제 

+ 손해배상 청구， 민원 점검 둥 주민상 

당 운영체제 가동 

+ 피해 중소기업， 피해 농축수산엽자동 

에 대한지원 

+ 물가의 감시 및 안정 유도 

비상시 합동환경방사선감시샌터 설치 

운영 

+ 부지 밖 EPZ 내부 환경 모니터링 및 

생플링 실시 

+ 필요시 비상계획구역 외부 원거리지 

역까지 공기 ， 물， 식풍 시료의 분석 

+ 영향 받은 지역의 방사선 오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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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부서명 

부산광역 

복지건강국 

부산광역시 

교통국 

30 

명시 
임무 

비상시 
평가 

+ 市， 都 區지역대책본부에게 방사선탐 

사자료 배포 조정 

+ 市에 방사선구역에 있는 사랍에 대한 

보호조치 권고 

+ 현장대웅 방재요원의 방사선 피폭관 

리 및 방사능 제염 

+ 환경오염 제거 

+ 방재요원의 갑상선 방호약품 및 개인 

피폭선량계의 보관 관리 

영향 받은 지역 이동형 | 이재민보호센터 구호소 활동 조정 

급식차량 경로， 고정 급 | 비상시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 설치 

식 위치， 배이스캠프， 휴 | 운영 

식처 둥을 포함한 대량 

급식의 조정， 수립， 운영 

- 방사능 오염자를 치료하 

는 의료시설 목록 작성 

- 보건-의료서비스의 종합 

조정 

- 수용 및 집단시설 보호 

조정 및 지원 

- 비상대비 대중교통에 대 

한 공공 및 민간기관간의 

대웅활동 조정 

+ 비상시 의료조치 이행 

+ 주민 및 방재요원의 방사능 오염검사 

및 제염 퉁 피폭관리 

+ 갑상선 방호약풍 및 개인피폭선량계 

의 보관관리 

+ 정신건강 상담 퉁 의료지원체제의 유 

지 

- 비상시 주민보호조치 유도 및 구조 

- 긴급 서비스가 필요한 곳에 대중 수송 

서비스 제공 

- 지정된 지역으로의 비상자원 수송지원 

- 교통 통제가 필요한 곳에 바리케이드1 

표지판 및 기타 필요한 장비 확보 및 

설치 운영 

영향 받는 지역 및 주변 지역의 교통 

관리 지원 

- 긴급 우회도로의 확보 둥의 교통통제 

- 망사능 통제구역 출입 제한 조치 및 



기관/부서명 
평시 

부산광역시 

해양농수산국 

부산광역시 

환경국 

제1절 방재대책 관계기관의 임무 용 

임무 

비상시 

치안유지 

} 방재요원의 안전보장 및 원활한 비상 

작업을 수행토록 도로 봉쇄 동 수행 

- 즉각적인 환경시료의 분석 펼요시 환 

경시료의 운송 지원 
비상발령시 농산물 대응조치 이행 

- 필요시 해상 시료 수집 지원 

- 수출금지 명령 지원 제공 

• 식품생산물의 방사능 오염 준위를 결 

정하기 위한 시료 채취 제공 

• 낙농업 농가 검사 

우유 생산공장 검사， 냉동과일 생산시 

설 및 유통과정 검사 

우유， 냉동 과일 퉁 시료 수집， 검사 

및 분석 

오영된 우유 및 관련된 생산물의 유통 

통제 및 금지 

- 동물 사료 및 울 시료를 채취 지원 

소비에 적합하지 않은 식품 분배를 방 

지하기 위한 농산물 점검표 수립 및 

운영 

소비에 적합하지 않는 식품의 수출금 

지 및 페기처분 

농축수산업의 현황 파악 및 시장， 건 

설방재관에게 적절한 의견서 제출 

공기， 지하수， 지표수， 시수 시료채취 

지원 

지표수 소비 억제 

- 이재민에 안전한 음료수 공급 지원 

- 이재민에 대한 위생시설 공급 지원 

시수에서 채취한 물의 화학적/방사선 

적 분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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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향 받는 행정기관 

- 원자력비상시 영향 받는 都 區는 주민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보호조치를 

이행할 l차적인 책임이 있으며 초기 비상대웅활통을 지휘할 책임이 있다 이 

들 郵 I훈는 자체 비상조직과 지역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비상대옹을 조정하고 

지휘하여야 한다 

- 원자력발전소 비상상황이 확대되연 都 區는 지역 비상상황올 선포하고 市에 

지원을 요청한다， 이 요청은 市 재난안전과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보고된다. 

시장은 비상상황 확인 후 市 비상사태를 선포하게 된다. 

- 원자력발전소에서 이상상태 또는 백색비상 발생시 都 l닮의 재난관리부서는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청색비상 이상의 비상동급이 발령되연 都 !흉의 

장은 지역 비상을 선포하고 비상요원 소집 및 영ß- j& 지역대책본부를 설치 운 

영한다. 업ß-jó흉 지역대책본부는 관할구역 내의 정보를 수집하고 대웅을 조정 

하고 자원을 보충하는 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 원자력비상시 둠 而 洞은 상황실을 운영하여 君B 區지역대책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주민보호조치를 이 행하고 상황을 보고한다 

기관/부서명 
임무 

평시 비상시 

- 고리 신고리 원자력본부 - 원전 비상상황의 파악， 전달 

의 방재대책에 관한 협의 - 那지역대책본부 가동 운영 지역차원 

및 주요 방재요원 현황 에서 비상대웅 지휘 통제 시행 

점검 • 비상시 고리 신고리원전， 부산광역시， 

영향 받는 
• 고리방사능방재센터 방재 현장지휘센터 및 중앙부처 퉁과 협조 

관과의 협력 지원 
행정기관 

- 업B 區 원자력비상 방재 - 환경방사선 모니터링 및 샘플링 실시 
- 기장군 

조직， 방재요원 구성 및 지원 

세부대웅절차 수립 - 비상시 주민 홍보 

- 영향 받는 지역에서 소개 적절한 주민보호조치(소개， 옥내대피， 

가 용이하지 않은 비상작 출입제한 둥)를 실시하여 주민과 여행 

업자 및 일반 주민에게 객에게 안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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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부서명 

영향받는 

행정기관 

기장읍 

• 장안융 

• 일광연 

정관연 

제l절 방재대책 판계기판의 임무 4용 

임무 

명시 비상시 

- 원전 주변의 시립 공원 및 유원지에 
갑상선 방호약품을 분배 

경고및 소개 
하는 절차 수립 | 

1- 음식물 섭취제한 이행 
- 방사능방재에 관한 지식 1 

- 긴급수송 및 필요울자의 조달 
의 보급 및 개발 

- 방사선 비상퉁급별 경보 

선호음 구축 운영 (주기 

적 점검) 

- 구호울풍 빛 의연금 수납 및 배분 

음료수， 음식물 및 생활필수품의 공급 

- 방재요원의 오염검사 및 피폭관리 

- 都 區 방재요원에 관한 | 
- 갑상선 방호약품 및 개인피폭선량계의 

교육훈련 
보관관리 

- 비상시 의료조치 이행 
• 비상통신망 및 비상연락 | 

1- 학생보호 대책 
망점검 

- 루머 통제 이행 
- 비상대응설비 장비 기 | 

1- 환경오염 제거 
기 물풍등의구축및 | 

1- 주민의 건강 및 심리적 안정 운영체제 
유지관리 

의 유지 

각종 제한조치의 해제 
- 원전주변 환경방사선 준 

위 점검 

1일 24시간 ‘재난경보상 
- 손해배상 청구， 민원 점검 퉁 주민상 

담 운영체제 가동 
황실’운영 

- 피해 중소기업， 피해 농축수산업자둥 

에 대한지원 

- 기타 광역단체의 지원 사항 수급 

방사능방재대책 관련 자료 1- 사고현황 파악 및 기장군에 상황전파 
의 정비 1- 상황실 셜치 운영 

방사능방재대책 홍보 (비 1- 주민 홍보물 배포 

상시 주민보호 수송， 구호 j 갑상선 방호약품 배포 및 기록관리 지원 

소 음식물 섭취제한， 주민 1- 주민보호조치 이행 지원 
복지 둥 관련정보의 제공) 1- 교통통제 및 출입풍제 지원 

- 비상경보방송망 및 통신망 

구축운영 

방재교육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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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민보호 지원 행정기관 

- 市 관할구역내 주민보호를 지원하는 郵 區의 장은 적색비상 기간 동안에 비 

상대웅올 지원하기 위해 상황실을 설치 운영할 수도 있다 이러한 비상상황 

에서 市는 那 區를 지원하고 市지역대책본부 운영을 조정한다 

기관/부서영 
임무 

명시 비상시 

- 영향 받은 지역으로부터 - 市지역대책본부로부터V에게) 최신 정 

소개한 사랍올 접수하고 보 자료를 수집V제공) 

수용하는 절차 수립 - 영향 받는 都 區의 주민보호 둥 대용 

광역차원의 이재민보호샌 활동지원 

주민보호 지원 터의 지정 - 이재민보호센터에서 영향 받은 지역으 

행정기관 로부터 소개한 사람에 대한 오염검사 

- 기장군， 및 제염 시행 지원 

해운대구， - 이재민에 대한 옹급의료서비스 제공 

금정구 - 이재민에 대한 안전 및 안심 보장 

- 이재민에게 복구 및 복귀에 관한 정보 

제공 

- 관할구역 주민에게 비상상황， 대용활 

동상황，당부말씀퉁홍보 

(4) 음식물 통제 행정기관 

- 방사성물질의 확산으로 오염된 음식불 및 농축수산물을 통제하여야 하는 지 

역의 市 那 [룹 B 面 同은 평시 및 비상시 대웅방안을 수립할 필요는 없으 

나 市 道의 지시에 따라 긴급 대웅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nl-n「
기관/부서명 

평시 비상시 

- 市지역대책본부의 지시에 따라 음식물 

섭취제한을 지원하기 위해， 휩E 區가 
음식물통제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비상자원 제공 
행정기관 

- 잠재적으로 오염된 식품파 생산품의 

수집， 오염검사 및 풍제 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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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역 공공기관 

기관/부서영 
업무 

명시 비상시 

초중퉁학교 학생에 대한 - 교육청 및 해운대교육청， 학교 상황실 

원자력， 방사선에 관한 지 설치 운영 

식의 보급지도 - 기장군 지역대책본부와 

부산광역시 
- 원자력비상대비 학생보호 연계하여 학생 보호조치 이행 

조치에 관한 운영체제의 
교육청 

확립 

- 필요시 원자력비상대비 

학교 시설의 이재민 수용 

시설로 활용토록 협력 

- 원자력비상대비 소방대웅 - 원자력비상시 긴급구조통제단 발족 

에 관한 운영체제의 확립 운영 

- 소방요원의 방사능방재， - 방사선구역 내 화재진압， 인명구조구급 

부산광역시 
개인방호， 원자력발전소의 - 방사선 피폭 상해자에 대한 현장 용 

특성 둥 교육 훈련 급조치 및 긴급 후송조치 둥 
~l:IJ-~.!츠 ’ 

- 비상시 주민보호 유도 지원 

- 방사성물질 제염 지원 

- 비상대웅활통에 요청되는 차량， 헬기 

둥지원 
{ 방재대책 관련자료 개정 - 실시간/예측 기상정보 제공 

부산지방기상청 - 방사능방재요원에 대한 교 - 환경방사선 모니터령 및 시료채취 지 

육 훈련의 주기적 실시 원 
- 방사능방재대책 관련 자료 - 출입통제소 설치운영 

의 개정 - 주민보호 및 수송을 위 한 교통똥제 

- 방사능방재요원에 대한 교 - 비상대웅활동에 요청되는 차량， 

부산지방경찰청 육 훈련의 주기적 실시 헬기 둥지원 

- 주민보호조치 지원 

- 불순분자 색출검거， 치안유지 

사고원인 수사 
- 방사능방재대책 관련 자료 - 선박에 대한 긴급통보， 소개 및 

울산해양경찰서 
의 개정 출입제한 실시 

- 방사능방재요원에 대한 교 - 선박을 이용한 주민보호조치 이 행 
부산해양경찰서 

육 훈련의 주기적 설시 해상 환경모니터링을 위한 인력장비 

지원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기에 대한 긴급통보， 제한 영공지 

역내 항공기 출입제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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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군부대 

기괜부서명 
임무 

평시 비상시 

방사놓방재대책 관련자료 - 민방위 당국으로 비상을 유지하지 못 

의 개정 할 경우， 시장(또는 건설방재관)의 요 

방사놓 방재요원에 대한 청에 따라 민방위 당국에 추가하여 

교육훈련의 주기적 실시 지역 군부대 가동 운영 

육군 제7376부대 
- 육상， 공중 환경모니터링을 - 방사선비상 기간 동안 市 및 那 區의 

위한 경로 둥 상황판 준비 비상대웅 업무 지원 
해군 제3함대 

- 주민보호 및 수송을 위한 병력지원 
공군 제5전술공 

- 주민 및 지역제염을 위한 인력과， 장 
수비행단 

비，물자 지원 

- 공중 방사능 감시 및 방사농방재요원 

긴급파견올 위한 헬기지원 

육상 환경모니터링을 위한 인력 장비 지왼 

- 해상 환경모니터링을 위한 인력 선박 지원 

(7) 지역 공공단체 

기관/부서명 
임무 

명시 비상시 
한전(주) 

- 전력 수습대책 수럽 - 사고지역 전력 수습대책 이행 
부산사업본부 

비상통신망 확보 지원 - 국내 외 긴급 통신수단 지원 

KT부산본부 - 비상풍신망의 주기적 점검 - 현장대응 긴급 통신장비 지원 

및 유지관리 지원 - 이동통신망 복구 

가스안전공사 
• 시설의 정비， 방재관리 - 가스 공급의 확보 

부산지사 

한국철도공사 
- 열차 운영계획 수립 - 구호물자 및 소개자의 수송 지원 

부산지사 

- 주민 수송계획 수립 - 비상시 주민， 학생， 특수그룹 둥에 

부산교통공사 대한 수송 지원 

- 방재대책 자원 구호물자 수송 지원 

대한통운(주) - 방재대책 자원， 구호물자 수송 지원 

대한적십자사 - 구호지원계획 수립 - 의료 구호활동 지원 

부산지사 - 의연금 구호물풍 모집 배분 지원 

농업협동조합 
- 농산물 출하제한 퉁 웅급대책 지도 

- 식량공급 지원 

수산협동조합 
- 어선 둥에의 홍보 협력 

- 수산물의 출하게한 둥 웅급대책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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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l절 방재대책 관계기관의 임무 4용 

(8) 지역병원 

기펀!/부서명 
임무 

명시 비상시 

{ 방사선비상진료 및 의료구 - 방사선의료지원본부와 협조히여 방사능 오 

호체제 구축 운영 염자 및 방사선 피폭써1 대한 오염검새 
기장군보건소 - 방사선비상진료요원에 대 분류， 제영 및 치료 퉁 의료구호 

한 교육훈련의 주기적 실 - 비방사선적 웅급환자 웅급 의료활동 

시 이행 

(9) 언론보도기관 

기곤ν부서영 
임무 

평시 비상시 

KBS부산본부 一 방사능방재대책 관련 주민 - 연합정보센터와 연계하여 비상정보 

MBC문화방송국 홍보물 보도 또는 방영 및 각종 전파사항 퉁의 전달 및 

I잉N부산방송 방사능방재에 관계되는 지 현장 대웅활동 상황 홍보 

YTN부산지국 식의 보급 - 교통통제， 위험정보， 부상자 소재 둥 

부산일보 현장정보 제공 

국제신문 

(10) 고리 신고리 원자력본부 

기관/부서명 
임무 

평시 비상시 

- 방사선비상계획 수립， 방 - 사고 원전 제어실 운전원은 방사선비 

재대책 관련자료 개정 상 발령후 즉시 市 및 없 區의 ‘재난 

방재요원 직원에 대한 교 경보상황실’에 초기 통지 

육훈련의 주기적 실시 - 운전원은 비상 상태 및 시설 안전변 

비상경보 방송설비 및 비 수의 최선 정보를 주기적으로 市 및 

한국수력원자력(주) 
상통신설비 유지관리 홈$ 區 ‘재난경보상황실’ (지역대책본 

고리 신고리 
환경방사선감시설비 유지 부 발족 이후에는 지역대책본부) 및 

원자력본부 
관리 ‘현장지휘센터‘ 동에게 통지 

} 방사능방재대웅시설 장비 - ‘합동방사선감시센터’가 가동할 때까 

물품 유지관리 지 주민보호조치 권고를 위해 부지 

망재교육훈련실시 내 외에 ‘원전 환경방사선감시팀’ 파 

견 

- 시설 사건현황 설명， 방사선적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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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부서명 
임무 

명시 비상시 

및 상호 협조지원올 위해 市 및 영향 

받은 都 區지역대책본부에 연락원 파 

견 

- 고리 신고리원전 방사선비상대책본부 

내 市 및 영향 받은 郞 區에서 파견 

왼 연락관올 위한 공간 및 전화 둥 

제공 

- 市， 영향 받는 都 區， 현장지휘센터에 

게 원전 상태와 방사성물질 누출량， 

예상피폭선량 정보 및 환경방사선 모 

니터링 결과에 기초한 보호조치 권고 

- 사건이 종료된 후， 중앙부처， 市 및 

영향 받은 都 !훌에게 문서로 작성한 

보고서 제출 

- 언론 보도 및 주민 홍보를 위한 연합 

정보센터 운영 지원 

(11) 중앙부처 및 방사능방재 전문기 관 

기관/부서명 
임무 

명시 비상시 

- 각급 재난에 대한 국가 - 市 道 또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비 

망재대책관련 법령， 방재 상을 통지 받은 행정안전부는 비상대 

계획 및 지침의 제정/수립 웅을 지원하는 중앙부처 관계기관에 

비상상황 전파 

행정안전부 
- 영향받는 市 道， 那 區를 지원하는 중 

앙 관계부처의 대웅을 종합 조정한다 
소방방재청 

- 중앙부처 관계기관의 부지 내 1 외 대 

웅활동을 조정하고 촉구한다， 

- 교육과학기술부와 연계하여 중앙부처 

의 대웅활동을 종합하여 국무총리 및 l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 원자력발전소에서의 원자 - 원자력발전소로부터 방사선비상발령 } 

교육과학기술부 력비상 및 방사선원의 방 을 통지받은 교육과학기술부는 행정 

사선비상에 대한 국가 방 안전부둥 중앙부처 관계기관에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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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곳11부서영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 

의학원 

펼신 

재대책관련 법령， 방재계 

획 및 지침의 제정/수립 

제l절 방재대책 판계기판의 임무 4용 

임무 

비상시 
하고， 적절한 초기대웅조치를 한다， 

- 원전 부지 내의 중앙부처 대응조치를 

관리하고， 필요시 부지 밖 비상대웅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이러한 조치틀 

올조정한다 

- 고리 신고리 원자력본부가 현장지휘 

센터 및 市 道 및 那 區에게 권고한 

보호조치를 평가하고， 중앙부처 차원 

의 보호조치 권고 사항을 수립한다 

- 원전 부지내 사고 현황과 장재적이거 

나 실제적인 부지밖 방사선 영향과 

관련하여 기술적인 정보를 지원한다 
원자로 공학， 방사선 방호 1- 비상초기단계기간 동안 원천， 市 道

전문가의 사고 평가-검토 

및 방재대책에의 기술적 

지원 

- 비상시 모니터링 요원 및 

기기의 동원， 지원대책 수 

럽 

- 방사능방재교육 실시 

방사능방재훈련 참여 

- 비상시 비상진료 요원 및 

기기의 동원， 지원대책 수 

립 

- 전문의료진 방재교육실시 

원자력 방재훈련 참여 

및 那 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동 

관계기관의 환경 모니터링， 예측， 평 

가， 보고하는 것을 조정한다 

- 원전， 중앙부처， 市 道 및 영1\ 1흘 관계 

기관에게 수집된 환경 모니터링 자료 

를 제공 및 설명하고， 주민보호조치 

권고사항 수립올 지원한다 

보호조치 완화 결정 및 영향 받은 지 

역 복구 및 진입 허용을 위한 지침 

및 기술지원 제공 

- 방사성물질 누출이 실제로 발생되었 

을 때 상황의 기술적 분석에 근거하 

여 방사선비상의 심각성 결정 및 시 

장， 건설방재관， 영향 받는 那 區의 

재난관리부서장에게 보호조치 권고 

- 방사선， 건강위 험 및 방사능제 염 준위 

의 결정과 관련하여 기술적 자문 및 

지원 
- 전문의료진의 피폭환자 평가 및 방재 

대책에의 기술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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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벼상정보 전파체계 구축 

市는 원자력비상 발생시 관계기관간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 전파와 주민 홍보를 위 

해 비상정보 전파체계 및 비상경보방송망을 구축‘운영한다 市재난경보상황실은 원자 

력비상을 포함한 市 안전관리계획 상의 모든 재난에 대한 초기비상상황의 접수 및 전 

파 임무를 수행한다. 

2.1 지역 비상정보 전파체계 정벼 

(1) 비상정보 전파설비 

40 

- 市는 원자력비상대비 관계기관간 비상대응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양한 

수단·경로의 비상정보 전파체계를 구축한다 

주요 비상정보 전파설비 

+ 유선 통신설비 (행정전화， 일반전화， 비상전용전화， 일체형 지령전화) 

+ 위성 통신설비 (일반위성전화， 비상위성전화) 

+ 개인휴대폰 (SMS, CBS 문자메시지) 

+ TRS 무선통신망 (시/구군， 소방， 경찰， 병원， 군부대) 

+ 고주파 무선통신망 (환경방사선 모니터링) 

+ 화상회의망 (녹화기능 포함) 

+ CCTV, CATV, NDMS 

+ 인터 넷 웹사이트 (크로삿) 

+ 어업무선통신망 

+ 국가 방사능방재대웅 정보관리시스템 (ERIX) 

+ 국가 환경방사선 예측평가시스템 (AtomCARE) 

+ 국가 원격 방사선비상진료네트워크 (온라인원격협진시스템) 



제2절 비상정보 전파체계 구축 종 

( 평시 주기적으로 및 방재훈련시 비상정보 전파설비를 점검토록 하여 그 운용 

방법을 익히도록 한다 

(2) 비상정보 수집 전파 운영체제의 구축 

- 市， 郵 圖， 고리방사능방재센터， 고리 신고리 원자력본부 퉁 관계기관은 각 

기관별 및 기관 상호간 비상정보 수집 전파체제를 점겸한다 야간 휴일 등에 

도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토록 한다 

+ 신속하고 정확한 비상정보의 수집 전파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비상상황 통 

지 및 정보 수집 전파를 위한 관계기관 비상연락창구 지정 (전담요원 사 

전 설정) 

+ 주요 관계자， 방사능방재요원에 대한 비상연락망 수립 

市는 통신업체와 협조하여 비상통신망의 정비， 유·무선통신망의 일체적인 운 

영 및 용급 대책 둥 비상시의 중요 통신선로 확보에 관한 대책을 구축한다 

+ 비상전용통신망의 주기적 점검 

市， 那 區， 고리 신고리 원자력본부 퉁 관계기관은 비상시 유효한 위성휴대전 

화， 해양경찰서 무선통신망， 어업무선통신국 통신망， 아마추어 무선방 동의 

활용체제를 점겸한다‘ 

+ 지휘본부 요원과 현장 대응요원 간 위성통신체계의 정비 

+ 비상기간 동안 아마추어 무선망 자원 봉사자 활용체제의 정비 

2.2 주민홍보 비상경보방송체계 정비 

(l) 비상경보 방송설비 

- 市는 휠ß 區와 연계하여 원자력비상대비 주민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 

해 다양한 수단·경로의 주민홍보 비상경보방송망을 구축 운영한다 . 

• 주요 비상경보방송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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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주변 마올경보방송망 (마이크， 녹음 테이프) 

+ 비상계획구역 내 민방위경보방송망 (자동음성통보시스템) 

+ TV, 라디오 재난방송망， 교통방송망， 인터넷 보도망 

+ 홍보용 차량，헬기·선박 

+ 크로삿 인터넷 통신망올 활용한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전파망 

+ 재난전광판， 도로전광판 

(2) 주민홍보 운영체제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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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리 신고리 원자력본부는 주민， 노약자， 외국인， 일시체류자 및 방문객에게 

비상정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주민홍보 운영체제를 정비한다. 

+ 원자력발전소 부지 반경 2km 이내에 비상경보방송망 설치 운영 

+ 반경 2km 이상부터 비상계획구역 경계까지의 비상경보방송망은 기존 민 

방위경보시설 활용 

+ 비상경보방송망은 기초단체장의 결정에 따라 경보방송을 하되， 필요시 고 

려 신고리 원자력본부도 운영할 수 있도록 망 구축 

+ 원자력비상 경보음은 재난경보 신호규정 준수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35 

조 2항 참조) 

- 市는 사고초기 및 이후의 경과에 대한 정보를 주민에게 홍보하기 위한 방안 

을 방송보도기관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 11ï, 都·區는 비상시 주민의 질의에 웅답하는 주민 상담창구의 개설과 그의 

운영방안을 수립한다 



제3절 비상대용시셜퉁의 구축 운영 충 

제3절 비상대응시설둥의 구축·운영 

3.1 비상대응시설 

(1) 재난경보상황실 (Alann Station) 

- 비상통신설비， 비상경보방송설비 

- 비상연락망 

(2) 재 난종합상황실 (Emergency Üperation Center) 

지역안전관리계획， 방사능방재계획서 및 절차서(현장대웅조치 매뉴얼 퉁)， 비 

상대용활동에 필요한 각급 양식， 긴급수송용 차량 및 비상물품 목록 둥 문서 

비상통신설비， 화상회의설비， ERlX 동 3장 2.1절의 비상정보 전파설비 

• 원자력비상관리 전산설비 

- 공간방사선량률 계측기 

- 대형 지도， 비상연락체계도， 비상대웅 상황판 

- 사무기기(노트북， 프린터， 복사기)， 집기(책상， 걸상) 

- 비상전원설비 

(3) 소개 집 결지 (Assembling Point) 

- 주민 일람표 

- 소개 집결지 별 수송차량 일람표 

(4) 교통통제소 (Traffic Control Post) 

교통통제용 바리케이트， 경고판 퉁 

(5) 보호구역 출입통제소 (Access Control Post) 

- 출입통제용 바리케이트， 경고판 둥 

차량 제염장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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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재민보호센터 (Reception Center) 

수송차량 오염검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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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능 오염검사용 계측기 및 차량 제염장치대 둥 

- 오염 비오염 차량 주차 공간 

현장진료소 

- 방사능 오염검사용 계측기 및 제염용 샤워시설 둥 

- 갑상선 방호약품 

- 응급치료용 의료장비 물품 세트 

- 앵블런스 

컴퓨터， 프린터 퉁 전산설비 (인터넷 가능) 

• 구호소 

- 소개 이재민 퉁록기 

비상식품， 의복， 침구 동 구호불풍 

- 생하수시설， 전원설비， 이동통신설비 둥 

- 의료진료 심신장애 관리실 

+ 웅급의약품， 위생용 소독약품 퉁 

+ 컴퓨터， 프린터 등 전산설비 (인터넷 가능) 

구호소 운영실 

+ 지역대책본부와의 연락을 위한 통신설비 

+ 컴퓨터， 프린터 퉁 전산설비 (인터넷 가능) 

- 이재민 상담실 

+ 컴퓨터， 프린터 둥 전산설벼 (인터넷 가능) 

+ 이재민 상담에 필요한 각급 생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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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비상대웅장비 ·물품 

(1) 주민홍보용 방송장비 

- 홍보용 차량 헬기‘선박내 앵프， 마이크， 녹음기， 확성기 설치 

- 주민 유도용 지휘봉， 메가폰， 호루라기 둥 

(2) 환경방사선감시용 계측기 

- 환경감시 차량에 GPS 부착 공간방사선량률 자료 원격 전송장치 설치 

- 휴대용 베타 감마 감시기， 방사성 아이오딘 감시기， 현지 감마분광기 둥 

- 환경시료 채취용 물품 

- TLD 둥 환경 선량평가용 계측기 

(3) 현장대응울풍 

- 방사능구역 또는 통제구역 표지판 및 표지용 띠 

- 차량오염감시기， 방사능 제염제， 제염차량， 제염장치대， 오염수 분리대 둥 

긴급구조용 물품 둥 

3.3 비상대응설비 및 관리요원의 확보방안 수립 

- 市는 원자력비싱시 효율적인 방재업무 추진을 위하여 비상대웅설비 구축 및 

유지관리에 펼요한 예산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지역개 

발세”의 기금에서 충당토록 한다 

- 市는 市， 那 區 및 지역관계기관 비상대웅조직의 방재업무 수행에 필요한 측 

정기 및 분석기기 동올 비상시 고리 신고리 원자력본부가 대여하는 세부방안 

을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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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주민보호 대바대책 구축 

원자력발전소에서 다량의 방사성물질이 방출되었을 경우， 신속하게 주민보호 의 

사결정 및 이행올 하여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한 운영체제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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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보호 운영체제 확립 

- 市는 都 區， 경찰， 소방본부， 군부대 퉁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비상계획구역 

내 주민 소개 또는 옥내대피에 대한 운영체제를 정비한다‘ 

- 휩B 區는 市， 고리방사능방재센터 및 고리 신고리 원자력본부와 협조하여 비 

상계획구역내 구역별(방위별 거리별) 주민 인구 동 자료를 주기적으로 정비 

하여， 비상시 주민보호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유도 계획을 수립한다 

+ 비상계획구역 내 옥내대피， 소개 주민의 예상 인원수 

+ 지역별 연락 책임자 

+ 주민의 소개 유도·수송에 필요한 기자재 -차량의 수량 

+ 소개 집결지， 경로 및 방법 

- 市는 都 區와 연계하여 비상계획구역내 실내체육관， 학교 동 콘크리트 시설 

을 대상으로 방사선 차폐 효과를 조사하고， 시설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옥내 

대피소로서 선정하고 그 결과를 관계 먼 1회 同에 통지한다 경ß 區는 선정된 

옥내대피소에 대하여 필요시 위생관리， 조명 등 대피 생활환경을 양호하게 

유지토록 설비블 정비한다-

- 둠 面 同은 비상시 市， 那‘區 의 지시에 따라 주민을 도보로 일반가정 또는 

옥내대피소로 대피토록 유도하고， 주민의 옥내대피률 완료했을 경우 어떻게 

상황을 보고하는지에 대한 방안을 사전에 설정하여 둔다 

市는 那 區와 연계하여 지정된 옥내대피소 및 이재민보호센터에 컴퓨터를 설 

치하여 비상정보 전파통신망을 활용한 이재민 보호조치， 오염검사， 의료활동 

및 구호물품 둥 운영 현황을 풍을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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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긴급수송 및 교통통제 운영체제 확립 

- 뛰는 지역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중앙부처 및 원자력전문기관의 방재전문가. 

환경 모니터링팀， 비상진료팀 퉁의 관할구역 헬기장 도착 시 현장지휘센터 

둥 현지까지 수송 방안을 사진에 설정해 두어야 한다‘ 

끼j는 지방경찰청과 연계하여 비상시 도로정보반 둥 도로교통 관련 설비를 활 

용하는 방안을 수립한디 

市는 지방경찰청과 연계하여 비상시 대비 예상통제구역을 설정하고， 통제구 

역내 출엽 차량의 제한， 울자 수송 등 긴급통행 차량의 통행을 확보하도록 

광역적인 도로 교통통제 운영체제를 정비한다 

+ 경찬은 비상시 도로 교똥등지1갚 대비하여. 도로기능의 확보를 위해 라디오， 

도로정보판 또는 가두방송(헨기， 순찰차)플 통하여 운전자에게 긴급 상황을 

헐리고 협조룹 유도히는 냉안윤 수럼한다‘ 

+ 도로관리자는 비상시의 응급대책에 관한 긴급수송 활동을 원활하게 하도 

꽉 도로 가능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룹 관리한다 

rli는 소빙. 경참‘ 해경， 한국섣도공사 부산지사 등 지역 관계기판괴 연계하여 

소개 주민 빚 물자의 신속한 수송 방법을 수립한다. 

(:1) r L소 구급 장비 운영체제 확린 

rlJ 는 /tI> ~ 및 소빙관-부외 연새하여 구조‘구급활동에 필요한 장l ’ 1 ‘ 차량 등 

운영체제륜 구축하고 주기적으쿄 점겸한다 

소빙본부는 구조 구급한동에 필요한 인력， 장비， 차량 등을 확보한다 

(1) 소화 상비 운영체제 확린 

고리 선고리 원자덕펀-부늠 자채 소방 운영체제를 구축 운영힌다 

소망서는 고리 신고피 윈자릭본부의 현조를 받아 평시 원자력발친소의 특성， 

건물 구조도를 파악하여， 비싱시 신속하게 소방할 수 있도록 소방 지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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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수립한다 

- 市는 원자력발전소 및 그 주변 산악지대에서의 화재에 신속하게 대웅하기 위 

해 평시 관계 읍면동， 소방서， 고리 1 신고리 원자력본부와 연계하여 소방 도 

로， 수원지 확보 퉁 소방 운영체제를 확립한다. 

(5) 개인방호장비 운영체제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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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대웅요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현장대응활동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방재활동에 펼요한 장비가 준비되어야 한다 市는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개인 

방호장비를 점검한다 

+ 현장대웅요원 주민유도요원， 수송요원， 오염분류요원， 소방요원， 긴급구 

조요원， 교통 및 출입통제요원， 치안유지요원， 의료요원， 현장웅급복구요원， 

환경방사션감시요원 퉁 

- 市는 현장대응요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평소 원자력 전문기관의 협조를 얻 

어 필요한 개인방호 안전수칙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은 방사선계측기 둥에 

대한 정보를 수집 검토하여， 필요한 장비를 구입， 유지 관리한다 

+ 개인피폭선량을 측정하는 개인피폭선량계 ’ 포켓선량계， alarrn metcr, 열 

형광선량겨](TLD) 등 

+ 방사성물질 또는 방사선에 의한 오염 방지용 방호기구 방호복， 호홉기 

방호정구， 장갑， 고글 동 

+ 오염측정 survey meter, Friskcr 둥 

+ 갑상선 방호약품 

+ 비상대용 수첩(비상임무， 지도， 개인방호지침， 비상연락 전화번호) 퉁 

+ 주민홍보용 기기 CATV, 인터넷. 확성기. 핸드 마이크 둥 

+ 방재요원 간 연락을 위한 통신기기 pocket bell, 휴대전화， 휴대무전기， 

홍보차량， 수송차량 둥 



제4절 주민보호 대비대책 구축 용 

(6) 이재민보호센터 운영체제 확립 

따 [닫는 이재민보호센터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10일 이상 거주할 구호 

소를 지정하고. 위생관리 등 구호 생활의 환경을 양호하게 정비한디 

녀1는 컴ß r.김와 연계하여 소게주민 예상인원， 소요시간， 소개경로， 거리， 지역 

별 연락책임자 및 계절별 기싱변화를 고려한 이재민보호센터 위치를 분산 지 

정한디 

이재민보호센터는 비상계획구역 경계로부터 lO krn내에 있는 학교， 공공회관‘ 

실내체육관， 복지회관 등을 대상으로， 교통이 편리하고 대형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방사능 오염검사가 가능한 곳으로 선택한다 

이재민보호센터의 병칭‘ 소재지， 수용가능 인원 수 등을 정비한다 

이지}민브호센터내 편의싣 111 섣치게획을 수립한다 

구호식량， 생활용품， 의료 및 침 -j'-퓨 등의 사진 확보 또는 수급방안을 수립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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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노약자등 보호 대비대책 구축 

원자력비상은 오감으로 감지할 수 없으므로 유아， 아동， 어린이， 노약자， 심신 장 

애자(이하 ‘노약자’라 한다)， 병원 입원환자 퉁에 대한 방호활동을 특별히 배려하여 추 

진토록한다 

(1) 사회 복지시설 

- 사회 복지시설의 관리책임자는 휴일， 야간을 포함한 비상연락망 및 직원의 

비상임무 등을 기술한 대웅매뉴얼을 수립한다 

(2) 보호조치 운영체제 수림 

- 市， 영11- 區는 고리 신고리 원자력본부， 고리방사능방재샌터 및 중앙부처와 협 

력하여 비상시 노약자에게 신속하게 비상정보를 전달하고 옥내대피， 소개 동 

을 하기 위해， 지역 주민， 민방위대원， 방문간호사， 자원봉사 조직 동과의 협 

력지원체제를 구축한다 

사회 복지시설 퉁은 그들의 시설로부터 옥내대피소 또는 이재민보호센터 동 

에 도착하기까지의 경로를 점검하고， 이동 경로에 장해물이 있는지를 점검 

제거하는 동 안전 확보에 노력한다 

(3) 간호 운영체제 수립 

- 업1\ -r품는 노약자 방호대책을 위해 가정， 복지시설 및 옥내대피소， 이재민보호 

센터 둥에서의 방문간호사 동의 간호 운영체제를 수럽한다‘ 

(4) 비상정보 전파체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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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객 또는 일시체류자가 동요나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홍보 차량 둥을 

활용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 노약자 동에게 비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TV방송에 수화통역， 외국어 방송 



제쩔 노약자보호 대비 대책 구축 4용 

및 문자방송을 삽입하는 동 방안을 강구한다. 

- 옥내대피소， 이재민보호센터 둥에는 문자전광판， 수화통역자 동을 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5) 노약자둥에 방재지식 보급 

市， 那 區는 동영상울， 팡플렛 동을 활용하여 노약자를 위 한 방사능방재 홍보 

보급 방안을 개발한다. 

市， 那 區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퉁과 협조하여 보육원， 교직원 둥에 대하 

여 방재지식을 보급하고， 유아원， 아동， 어린이 둥에 대한 방재 교육올 추진 

한다 

(6) 방재훈련 참여 

- 市， 都 區는 방재훈련을 실시할 때， 노약자동의 보호조치 지원체제를 점검 한 

다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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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비상시 환경방사선감시 운영체제 구축 

원자력발전소에서 다량의 방사성물질이 방출되었을 경우， 원자력발전소 주변의 방 

사선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방사선 평가 결과를 관계기관에 제공하여 주민보호 

의사결정에 활용토록 하는 비상시 환경방사선감시 운영체제를 구축한다 

(1) 비상시 환경방사선감시 운영체제의 확립 

- 市는 중앙부처와 연계하여 비상시 주민보호조치(소개， 옥내대피， 호홉기 방 

호， 갑상선 방호， 출입통제， 음료수 음식물 섭취제한， 일시이주， 영구정착 등) 

에 필요한 환경방사선V농) 자료를 수집， 분석 및 평가하여 주민보호 의사결 

정을 하는 현장지휘센터 및 관계 행정기관(鄭 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이를 위하여 市는 중앙부처와 연계하여 고리방사능방재센터， 원자력 전문기 

관， 고리 신고리 원자력본부， 지역 공공기관， 군부대 동의 지원을 받아 비상 

시 환경방사선감시를 위한 ‘합동환경방사선감시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체계를 

수립한다 

- 市는 원자력발전소 상태 및 기상상태에 의거 비상계획구역 외부까지 방사성 

물질이 확대될 경우를 대비하여， 환경방사선감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수 

립하여야 한다. 

(2) 비상시 환경방사선감시계획 수립 

- 市는 국가가 설정한 지침에 근거하여 비상시 환경방사선감시를 위한 세부이 

행절차를 수립한다 이를 위하여 市는 市 산하기관 및 지역 관계기관이 보유 

하고 있는 환경방사선감시 전문 인력， 계측 분석 장비， 물품， 차량， 헬기 동을 

종합 점검하고， 합동환경방사선감시센터의 구성， 엄무를 할당한다 

(3) 환경방사선 계측장비 퉁 정비 

- 고리 신고리 원자력본부는 市와 연계하여 평시 및 비상시 원자력발전소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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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1상시 환경방사선감사 운영체제 구축 

및 비상계획구역 내 외의 환경방사선 준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환경감시 고정 

관측소O\!Ionitoring Post)를 실치하고 이곳에 방사선계측기 및 기상관측장비 

를 설치 관리한다 

띠는 비상시 비상계획구역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안선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 

한 환경방사선 준위를 파악하기 위해 환경감시 고정관측소를 설치하고 이곳 

에 방사선계측기 및 기싱관측장비를 설치 관리한다 

- 미1와 고리 신고리 원자력본부는 상호 연계하여 고정관측소로부터 수집되는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환경킴시전산망을 구축‘관리한다 

rlj는 비상초기단계시 고정관즉소의 환경감시기 정보와 연계하여 선속한 환경 

자료룹 습득하기 위해서， 위치정보(CPS) 수신기를 부착하고 sLU-vey meter륜 

탐재한 모니터링 카(carl룹 ull 치 운영하는 방안을 수립한다 

I!î는 비싱시 비상제획구역내 외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블 중선으로 임시관 

측시륜 추가 설치하고 환경방사선 준위를 파악한다 

1Ij는 u]상시 비상계획구역내 외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월 증선으쿄 TLD를 

추가 설치하여 장기간에 길진 한깅영향평가에 활용토록 한다 

(-1 ) 한깅방사선 평가시스템 정미 

rI J , 띠 꽤는 고리 신고리 윈지넥본부 및 중앙부처와 언계하여 평시 지역 지 

리싱보시스템에 기밴플 둔 랴기 힌경땅사선 영향평가시스템(AtomC때El과 

연계된 단딸기를 섣치 및 유지‘깐리하고， 담당 방재요원은 그 사용벙법에 익 

숙토록 한다 

(5) 관계시관과의 협력체자l 유지 

111는 중잉부처와 연지1 하며 rlj환경빙사선김시센터 운영체제룹 지속적으로 정 

비하고，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타 지역의 (지역)환경방사선김시센터 운영체제 

와 협조하여 비상시 싱호 지윈토록 협의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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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는 환경방사선감시와 관련하여 고리 신고리 원자력본부 및 관계기관과 주 

기적으로 상호 협력회의를 개최하여 그 실효성을 점겸한다 

+ 市는 군부대와 연계하여 헬기를 활용한 공중모니터링 운영체제 수럽 

+ 市는 해경과 연계하여 경비정올 활용한 해상모니터링 운영체제 수립 

+ 市는 기상대와 연계하여 기상정보 수집 운영체제 수립 

+ 市는 고리 신고리 원자력본부， 지역 공공기관， 타 지역 및 중앙부처로부터 

파견되는 비상시 환경방사선 감시요원 및 장비 물품의 수용 및 업무분장 

을수립한다 



제7절 비상진료 운영체제 구축 용 

제7절 방사션 비상진료 운영체제 구축 

원자력비상에 대비하여 방사선비상진료， 일반진료 및 정신건강 상담 둥 현장진료소 

운영체제를 구축한다. 

7.1 비상진료 운영체제의 확립 

!\j, 耶 區보컨소는 l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기징병원)，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 

관(부산대학교 병원)， 지역병원 등과 연계하여 방사선비상진료 운영체제를 확 

립한디 

- 중앙부처는 iI1와 연계하여 원자력비상에 대비하여 市. 那 區보건소， 1차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역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가 

연 11]된 ‘함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를 구축 운영하는 체제를 수립한다 

(1) 1차， 2 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 

1차 방사선미상진료기관에는 다음 기능을 갖추도록 한다 

- 정도의 오염 제거 능 간단한 저l 염 

- 정도의 오염음 수반하는 창싱 . 열싱 등의 구급의료조치 

l차 벙사션비상진료기관에서 영향 받은 환자의 외래진료가 곤란할 경우‘ 싱 

기의 기능을 갖추고 기관 외부에서 진료블 히도록 한다 

2 차 방사선미상진료기관에는 디유괴 같은 기능윤 깃추도록 한다 

세딘한 제염 

• 생체시료에 의한 오염 상황 및 피폭 선량의 측정 

+ 국소피폭 환자의 합병 손상윤 포힘시킨 입원 진료 

+ 고선량피폭， 내부피폭 환자에게 대한 진료 

+ 2 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은 연적‘기술적 지원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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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역 웅급의료 정보시스템의 정 비 

- 市는 원자력비상시 지역 의료기관의 운영상황， 의사 간호사 퉁 의료진 구성 

및 연락망 확보， 의약품 동의 비축 상황 동 의료관련 종합정보수집 및 제공 

을 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1339정보시스템을 활용한다 

원자력의학원은 현지 비상진료기관과 연계하여 효과적인 웅급 구호조치를 지 

원하는 ‘온라인 원격협진시스템’을 구축 운영한다. 

(3) 방사선비상진료팀의 정비 

• 市는 那 圖보건소， 1차， 2차 비상진료기관 및 지역 의료관계기관과 연계하여 

원자력비상시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에 파견하는 인력을 수립한다. 

- 市는 郵 圖와 연계하여 구호소의 설치 운영 및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로의 

의료진 파견 계획을 수립한다 

- 또한， 중앙부처의 방사선장해 의료전문가의 파견 요청 및 협력체제에 대한 

계획도 수립한다. 

(4) 긴급 후송체제의 정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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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비상시 피폭흰자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후송하기 위해， 후송기관 및 방 

사선 피폭환자를 수납하는 의료기관에게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운영체제를 확립한다-

• 후송 경로의 확보 

+ 市는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원자력비상시 피폭상해자， 의료진， 의료기기， 의 

약품， 의료물품 등을 후송하는 운영체제를 확럽한다 

+ 특히， 헬리콩터에 의한 후송이 효과적이므로 헬리롭터 활용에 대한 운영 

체제를 확립한다. 

비상통신연락망 정비 

+ 고리 신고리 원자력본부는 원자력발전소 사고 상황 및 부상자 사고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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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 관한 정보를 후송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하고， 이후에 피폭 관련 정보 

를 정리하여 통보한다 

十 후송기관， 의료기관， 고리 신고랴 원자력본부는 방사선 피폭 및 오염을 수 

반하는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통보양식을 미리 설정하여 둔다 

• 방사선관리요원의 협력 

+ 방사선관리요원은 피폭환자를 후송시키기 전에 오염 확대방지 조치 및 후 

송기관이나 후송차량 등의 오염 유무를 확인하고， 고리 신고리 원자력본 

부 및 관계기관에 보고힌다 

• 협력체제 및 정보교환 

+ 펴폭환자의 후송에 대비하여 市， 후송기관， 의료기관， 고리 신고리 원자력 

본부는 평소에 훈련을 통해서 관계기관 상호간 현력체제를 도모한다 

+ 또한， 후송기관은 후송용 기자재 등의 정비를 위해 상호 정료를 교환하고， 

피폭환자의 후송 등에 대한 관계 의료전문가에게서 조언을 듣는 운영체제 

륜 정비한다 

(5) 권역 의료체제의 정비 

\J는 윈자략비상의 권역싱 빚 지역성음 고려하여‘ 타 광역단체외의 비성진료 

협력체제륜 도모한다 

(6) 선신의 건강 상담체제의 정비 

市는 중앙부처와 연계하여 이재민에 대한 위기상황 스트레스 관리 및 집단심 

려와 관련하여 섬신상담 운영체제를 확립한다 

(7) 방사선비상진료체제의 자료의 수집 등 

市는 원자력비상대비 방사선비상진료에 관한 자료륜 수집 정리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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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의료셜비 둥의 정비 

(1) 긴급피폭 의료성비의 정비 

市는 지역병원과 연계하여 원자력비상시 비상진료를 위해 국가방사선비상진 

료센터로부터 의료 기기 및 물풍에 관한 정보를 받아 방사선측정기기， 제염 

물품， 웅급 구호용품， 의료기기 둥의 구입 및 유지·관리를 한다. 

또한 이들 설비， 기기 동의 운영 관리자의 확보와 교육 훈련을 주기적으로 

반복 실시한다. 

(2) 의약품 동의 확보 

- 市는 의료구호활동에 필요한 의약품 및 위생재료를 원활하게 공급 할 수 있 

도록， 마취， 소독약， 붕대 동의 1차 의료 의약품 퉁의 비축을 실시하고， 의약 

품 도매업자둥과 연계하여 필요한 의 약품 둥을 확보토록 한다 

(3) 갑상선 방호약품 비축 

- 市는 원자력 비상시 방사성 아이오딘에 의한 갑상선 방호를 위해 비상계획구 

역내 거주하는 주민에게 필요한 수량의 갑상선 방호약품을 비축하고， 신속한 

배포 체제를 수립한다. 

- 市는 갑상선 방호약품의 관리를 위해 관리 책임자를 선정한다 

市는 갑상선 방호약품 복용으로 부작용 발생을 고려하여 필요한 의료진 배치 

및 연락망 운영체제도 수립한다 

(4) 이재민보호센터 퉁 간의 정보통신체제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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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市는 재난정보 인터넷통신망을 활용하여 지 역 대책본부， 방사능방재센터， 옥내 

대피소， 이재민보호센터 간 정보통신망을 구축한다. 

- 옥내대피소 및 이재민보호센터에는 주민 퉁의 도착 확인을 위한 주민퉁록번 

호 퉁록기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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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인재육성 등 

1/1는 피폭환자 발생시 신속하게 대웅하기 위해서 방사선펴폭 의료에 관한 지 

식과 기술을 갖춘 의료관계자를 확보한다 

} 市는 방사선비상진료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의료관계자의 직종에 맞는 실효성 

있는 학습 과목에 따라 교육과 실습을 실시하여 인재 육성에 노력한다 

I/j는 벙사선비싱진료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의료관계자의 지식과 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의료 강사의 육성에 노력한디 

- 따는 郞 ~， 고리 신고리 원자력본부， 의료관계자 및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구 

급처치를 필요로 하는 피폭 환자에 대한 조치 등의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 

한다 

7.4 원자력발전소 과피폭 상해자의 비상진료체제 

고리 신고리 원자력본부는 파폭 싱해자의 구조 구급 및 후송을 대비하여 협 

약병윈과의 비상진료 운영체 111플 수림하고， 피， 힘 [김， 후송기관(소방， 해양 

경착， 꾼부대)등 관계기관과의 동보 연릭체제를 정비한다 

협약병원은 피폭 상해자 진료를 대비하여 관제기관간 역할분담， 통신연락체 

지11， 지휘명령 계통을 설정한다 또힌 피폭 환자의 응급처치 및 제염 설비 등 

을 정비 및 유지 관리하고， 비상진료 운영체제를 수립한다 

- 협약병원 현장 초풍응급의료팀은 주기적인 교육을 이수하고 자체 응급처치 

및 제엠설비 등을 갖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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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주민홍보 운영체제 구축 

원자력비상시 주민보호를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평시 주민에게 방사능방 

재에 관한 기초 지식을 알려주어， 만일의 사태 발생시 어떤 행통올 하여야 하는지를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市는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방재홍보물， 인터넷 퉁 

을 활용 홍보를 실시하여 주민의 방사능방재에 관한 지식 보급개발에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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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홍보 활동 

- 市는 고리 신고리 원자력본부， 중앙부처， 원자력 전문기관 퉁 관계기관과 협 

력하여 주민에게 원자력 방재에 관한 지식 보급과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홍보활동을 한다 

+ 방사성물질 및 방사선의 특성 

+ 원자력발전소의 개요 

+ 옥내대피소， 이재민보호센터의 위치 

+ 원자력비상과 방사능방재대책 

= 과거의 원자력비상의 사례 

= 원자력 비상에 관한 특성 

= 방사능방재대책 관련볍령의 개요 

= 지자체 및 중앙부처가 비상시 수행하는 방재대책 내용 

+ 윈자력비상시 주민이 유의해야 할 사항 

= 비상시 이행해야 할 행동요령 

= 옥내대피소， 이재민보호센터에서의 행동요령 

= 음료수， 음식물 동 비축 물자의 유의 점 

+ 기타 펼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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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홍보 방법 

- 주민홍보는 홍보신문， 팝플렛， 인터넷 퉁올 활용하고 보도기관의 협력을 받아 

비디오를 제작 배포한다. 

주민홍보물은 비상계획구역 내 거주민， 일시 체류자 및 방문객에게 매년 개 

정 보급한다. 

+ 비상계획구역 내 공원， 해변， 기타 옥외 놀이시설에 적절한 주의 사항올 

게시하여 둔다 이러한 것들은 여행객이 비상경보신호를 듣고 적절한 행 

동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 고리 ·신고리 원자력본부는 市， 那 區와 연계하여 부지의 특성에 맞는 주민 

홍보책자를 매년 작성한다 이 책자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수록한다 

+ 원자력 및 방사선， 방사능의 개념 

+ 방사성물질 및 방사선의 특성 

+ 방사선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 원자력발전소 운영 개요 

+ 원자력 비상의 개요 및 특수성 

+ 비상계획구역， 비상퉁급 및 비상대응활동 

+ 비상경보방송설비 및 환경방사선감시기 위치 

+ 주민보호 대웅책 

+ 소개 대피 집결지 및 옥내대피소1 이재민보호샌터의 위치 

+ 소개 정로 및 방법 

+ 소개시 주민에게 필요한 물품 목록 

+ 비상정보 연락처 

+ 비상연락체계 및 연락처 

+ 개인 방사선방호 및 주민행동요령 

- 초·중퉁학생 원자력 안전관리 및 방재대책 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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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재훈련의 활용 

- 원자력 방재훈련시， 주민에게 방재지식 보급을 고려해서 실시한다 

(4) 언론보도기 관과의 협 력 

- 시， 영향 받는 구군 및 원전사업자는 년 1회 회동하여 다음과 같은 정보를 

방송보도기관에게 설명회를 갖도록 한다. 

+ 비상계획 및 절차 

+ 비상기간동안 정보 유통 및 방송보도기관의 임무 

+ 방사선 개념 

+ 비상시 접촉할 연락처 

(5) 주민홍보 및 비상정보 운영체제의 확립 

êr2 

- 비상시 주민홍보에 필요한 인원， 자원， 시젤장비 및 조정 절차의 확립 

- 비상정보(예， 사고시설 상태， 환경방사선준위， 원자력비상시 취해야 할 행동 

요령， 이재민보호샌터에서의 행동요령 둥) 전파방안 강구 

- 원자력비상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비상정보 전파체계 및 주민홍 

보용 비상경보방송설비 둥올 사전에 정비 

- 주민의 문의에 웅답하기 위해 주민상당 창구와 필요한 전화 및 인터넷 퉁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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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절 방재교육 

원자력비상시 방사능방재대책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해서는 방재요원에 대한 

원자력 안전 및 방사능 방재 교육을 실시하여 방재대책 대웅능력을 고취시켜야 한다 

본 절에는 방사능방재대책 교육과정을 기술한다 

(1) 지역 관계기관의 방재교육 

방재교육 프로그램은 市 원자력비상 방재대책의 일환으로 개발한다. 市는 방 

재교육을 위한 교육개발팀을 구성하여 매년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방재요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 및 평가한다. 

• 市， 那 區 및 지역 공공기관의 원자력비상 방재요원은 매년 적절한 방재교육 

을 받을 의무가 있다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이 3개 과정으로 구분된디 각 단계별 광역 및 지역의 

市， 那 I굶， 지역 공공기관의 원자력비상 방재요원의 교육과정은 표 3-9-1, 표 

3-9-2와 같다. 

• 기초입문 교육과정 

+ 원자력 방사선에 대한 기본 개념， 방사선비상대책 일반사항 및 주민홍보 

용으로 개발된 방재교육 프로그램 

• 일반 교육과정 

+ 비상계획서를 학습토록 개발된 방재교육 프로그램 

• 전문 교육과정 

+ 비상대웅활동 분야별 각 방재기관·요원의 고유 임무를 이행토록 절차서를 

활용하여 개발된 방재교육 프로그램 

- 교육 시간은 특정한 교육 요건에 따라 달리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방사능방재 교육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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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비상관리체제 및 운영에 관한 지식 

+ 원자력발전소의 시설에 관한 지식 

+ 원자력비상과 그 특성에 관한 지식 

+ 방사선에 의한 건강에의 영향 및 방사선방호에 관한 지식 

+ 방사성물질 및 방사선의 측정기기의 사용 방법에 대한 기초 지식 

+ 비상시 중앙부처， 지역 행정·공공기관 퉁의 비상대웅 업무에 관한 지식 

+ 비상시 주민이 이행해야 할 행동 및 유의 사항에 관한 지식 

+ 방사선 피폭시 웅급의료조치에 관한 지식 

+ 기타 필요로 하는 사항 

- 방재교육 결과는 근무평가에 반영시키고， 방재훈련을 통하여 교육의 실효성 

을 확인토록 한다 

市 재난안전과는 ‘市 원자력안전대책 전문위원회’를 활용하거나 고리방사능방 

재센터， 방사능방재 전문기관， 고리 신고리 원자력본부 둥과 협조하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방안을 강구한다 

(2) 고리 신고리 원자력본부의 방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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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주) 원자력연수원은 원전 직원의 방사능방재에 관한 대응능 

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방재교육을 실시한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방재교육에 강사 파견 퉁 요청이 있을 때에 

는 적극적으로 협조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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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1. 市·道 및 광역지역 공공기관 방재요원 교육과정 

파풋 
전문과정 

기입과정초문 과 일정반 려통홉제 웰 사고평7r 흉흉 뀔흉1 환경 랩뿔 el상진료 융擺 짧 
전파보 의호사조결치정 수송 운영 방 감사A서r 관리 건강상당 제한 

일반직원 J J J 
재난관리 、/ 、/ J J 、/ J 
방사선판리 J J J J J J J J J J 
소방본부 J J J J J 
지방경찰청 J J 、/ 、/ J 
해양경찰서 J J J J J 
수송 J J J 、/

지방교육청 J J 、/

보건복지 J J 
산링 J J J J J 
환경보호 、/ J 、/ J 
농축수산E소비 J J J J 
지역사회 J J J J J 
적십자사 J J 、/

항공 J 

표 3-9- 2. 市·빼 뭘 및 기초지역 공공기관 방재요원 교육과정 

펴 \\\그용\ l\ ι유「 \와←갱 6 킹 가 잉흐운정 
전문파정 

과일반정 지통 비상휘제 비상 사고평가 교통 보호조치 환경 방 피사폭선 비상진료 음 섭식취물 
보고 보의사호조결치갱 통제 구호소 뺑 감시선 짧 전파 수송 운영 관리 건강상담 제한 

지자체 상황실 J 、/ J J J J J J J 
주민홍보 、/ ν 、/

소방서 J J J J J 
구조구급대 J J 、/ 、/ J 
경찰서 J ν J J 
치안 J J J 、/

보건소 J J J J J 
병원 、/ J J J 
주민보호 J J J 
학교 J J J J 
농축수산울관련기판 ν 、/ ν J 
적십자사 J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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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절 방재훈련 

방재훈련은 市 원자력비상관리계획의 적절성과 부지 밖 비상대옹기구의 효율성 

올 평가하고 방재요원의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훈련 결과는 

비상계획 및 수행절차의 개선과 방재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한다， 

10.1 훈련 구분 

(1) 훈련 구분 

- 방재훈련은 행정안전부 및 교육과학기술부의 재난관리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중앙부처 및/또는 자체 평가단에 의해 평가한다 

벙재훈련은 지역 관계기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자체훈련과 고리 신고리 원 

자력본부와 연계된 합동훈련 또는 중앙부처와 연계된 연합훈련으로 구분한다 

(2) 자체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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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훈련은 부분훈련과 전체훈련으로 구분한다 

+ 부분훈련은 특정 분야의 비상대응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계획된 훈련이다 

+ 전체훈련은 부지 밖 비상대응능력을 전체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계획된 훈 

련이다 

@ 부분훈련(=연습) 

통신 연습 

+ 市， 빼 區， 고리 신고리 원자력본부 간의 통신망은 매월 점검한다. 

+ 주민 홍보용 마을경보방송망은 매월 점겸한다. 

+ 중앙부처와의 통신망은 분기별로 점검한다 

+ 市， 짧 區， 고리 신고리 원자력본부와 현장대웅팀 간의 통신망은 매 2년마 

다 점검하며， 전체훈련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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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방사선감시 연습 

+ 市는 那 區 및 지역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환경 내 공간방사선량률 측정， 

공기/액체시료 분석， 통신설비 및 기록유지 둥을 점검하기 위해 방사능 구 

름 환경감시 훈련을 년 l회 실시한다. 이 연습은 필요시 전체훈련과 연계 

하여 실시할 수 있다. 

+ 市는 那‘區， 지역 공공기관， 고리 신고리 원자력본부 및 중앙부처와 연계 

하여 음식물 섭취제한 환경감시 훈련을 방사능 시료 수집 및 분석， 통신 

설비 및 기록유지 둥을 점검하기 위해 매 4년마다 실시한다 이 연습은 

합동훈련 또는 연합훈련과 연계하여 실시한다， 

- 현장진료 서비스 연습 

+ 보건소， 비상진료기관 및 지역병원이 참여하는 현장진료서비스 연습은 방 

사능 오염 상해자를 가상하여 년 l회 실시한다 이 연습은 토론식 (table 

top driU) 및 현장 실습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체훈련과 연계하 

여 실시할 수도 있다， 

주민보호조치 연습 

+ 市는 那 區， 지역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비상계획구역 내 옥내대피， 소개 

및 갑상선 방호약품 복용과 관련한 주민보호조치 연습을 년 l회 토론식으 

로실시한다 

@ 전체훈련 

전체훈련은 원전을 관할구역에 두고 있는 都 區의 비상대책과 대응능력을 전 

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실시한다 필요시 고리‘신고리 원자력본부의 전체훈 

련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ñ:i는 ñ:i지역대책본부를 부분적으로 가동하여 

都 區의 전체훈련을 지원한다 

- 전체훈련의 주요 훈련 항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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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시 통신 연락 훈련 

+ 지역대책본부 퉁 운영 훈련 

+ (필요시) 방사능방재센터 운영 훈련 

+ 비상시 환경방사선감시 훈련 

+ (필요시) 비상진료서비스 훈련 

+ 주민보호조치 훈련 

+ 이재민보호센터 퉁 운영 훈련 

+ 주민홍보 훈련 

+(필요시) 교통통제， 출입통제， 치안유지 조치 훈련 

- 전체훈련은 매 2년마다 실시한다 합동훈련 또는 연합훈련올 실시하는 해에 

는 전체훈련을 합통훈련 또는 연합훈련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합동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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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市는 那 區， 지역공공기관 및 고리，신고리 원자력본부와 연계하여 부지 밖 

관계기관이 부지 내에서의 대응활동을 지원하는 훈련을 포항한 지역 관계기 

관 간의 비상대웅 협조지원체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합동훈련을 매 4년마 

다실시한다 

합동훈련의 주요 훈련 항목은 다음과 같다， 

+ 비상시 통신 연락 훈련 

+ 고리 신고리 원자력본부 비상대책본부 운영 훈련 

+ 지역대책본부 동 운영 훈련 

+ 원자력방재센터 운영 훈련 

+ 비상시 환경방사선감시 훈련 

+ 비상진료서비스 훈련 



+ 주민보호조치 훈련 

+ 구호소 퉁 이재민보호센터 운영 훈련 

+ 주민홍보 훈련 

+ 교통통제， 출입통제， 치안유지 조치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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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는 방사능방재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市， 都 區 및 고리 신고리 원자 

력본부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합동훈련을 평가한다， 

- 합동훈련을 실시하는 해의 전체훈련은 합동훈련으로 대체된다. 

(4) 연합훈련 

- 연합훈련은 중앙부처， 市， 郵 區， 지역 공공기관， 원자력 전문기관， 고리 신고 

리 원자력본부 퉁 방재 관계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국가차원의 훈련이다. 

- 市는 중앙부처가 연합훈련 실시계획 수립 시 那 圖， 고리 신고리 원자력본부， 

기타 방재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비상시 모니터링 훈련， 의료조치 훈련， 주민 

보호조치 훈련， 홍보 훈련 등에 대해 구체적인 훈련시나리오를 작성하는 둥 

국가 훈련실시계획 수립 시 공동으로 참여한다. 

- 연합훈련은 매 5년마다 실시하며， 연합훈란을 실시하는 해의 합동훈련은 연 

합훈련으로 대체된다 

(5) 보충훈련 

- 중앙부처가 평가하는 고리 신고리 원자력본부의 훈련 실시중 특정한 부분이 

부적절하거나 시정조치가 요구되는 항목이나 결함 사항이 있다면 특정 부분 

에 대한 보충훈련이 요구될 수 있다 

- 市는 市， 那 l꾀의 자체훈련시 원전 인근 거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적절한 보호조치 운영체제가 부적절하다는 것이 확인되었 

을 경우， 보충훈련， 연습 또는 다른 조치를 포함한 적절한 보완조치를 실시하 

여 보완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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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훈련시나라오 개발 

(1) 훈련 계획 수립 

- 市는 방재대책 운영개념， 방재활동 각 요소 또는 각 요소를 조합시킨 훈련계 

획을 수립한다， 

- 市는 都·區， 고리 신고리 원자력본부 및 고리방사능방재센터와 협의하여 4년 

주기의 훈련 목적과 훈련 항목을 수립한다. 

- 고리 신고려 원자력본부는 매년 11월중에 市 및 빼·區와 협의하여 다음 년도 

에 시행하는 훈련 종류 및 일정을 선정하여 중앙부처에 보고하여 숭인을 받 

는다 

(2) 훈련시나리오 작성 

훈련은 비상계획과 비상조직에 있는 기본요건의 주요 항목과 방재요원의 대 

웅능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행사이다. 비상 대비 방재훈련은 부지 밖 관 

계기관이 대웅하는 정도의 방사성물질 누출을 가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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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市는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훈련시나리오를 수립한다 

+ 훈련목적 빛 적절한 평가기준 

+ 훈련 일자， 기간， 장소 및 참가 단체 

+ 시간대별 가상사건 전개사항 및 방사선 자료 

+ 훈련통제 내역서 

+ 훈련평가 내역서 

市는 군부대와 협력하여 훈련시 군인의 파견 요청이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 

도록 하고， 요청 수속， 연락 방볍， 연락 창구， 연락반을 확인하고， 활동 거점 

등을 정해서 통신 훈련 및 도상훈련 동을 포함시킨 방재훈련시나리오를 수립 

한다 

市는 훈련에 대비하여 각종 매체를 통해서 주민 홍보， 원자력 안전， 방재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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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주민 홍보를 실시하여 주민의 방재 의식을 고취시킨다 

- 市는 경찰과 협력하여 방재훈련의 효과적인 실시를 위해 해당 방재훈련의 실 

시에 필요한 구역 또는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고， 보행자 또는 차량의 통행을 

규제하는 훈련시나리오를 수립한다 

(3) 훈련 통제 평가 

- 중앙부처는 훈련 6개월 전에 훈련목표를 市 및 고리 신고리 원자력본부에게 

제시한다. 

- 市는 중앙부처에게 훈련 60일 전에 종합된 훈련시나리오를 포함한 훈련실시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 보고서에는 훈련 전에 참여자에게 프리핑하는 일정도 

포함시킨다 

- 훈련통제자들은 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市， 都 區 또는 타 광역/기초단체에서 

선정한다 

평가서는 m 및 都 區의 지역안전관리계획의 방사능방재계획 및 절차의 적절 

성을 점검하고， 이를 이행하는 市， 耶‘ |흉， 관계기관의 대응능력을 평가하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 훈련 종료 후 훈련에 참여한 각 기관은 훈련실시 및 평가내용이 포함된 훈련 

보고서 작성하여 30일내 중앙부처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평가서에는 훈련그룹별 잘한 점과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기록한다. 市는 보 

완하여야 사항을 적절하게 시정조치토록 관계 운영부서/기관에게 지시한다. 

市는 필요시 방재훈련 실시 방법， 훈련통제평가 방법 동을 재검토하고， 지역 

방사능방재계획 및 절차의 수정 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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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지역 방사능방재대책 자료의 정비 

(1) 수집한 방사능방재관련 정보의 이용과 촉진 

- 市는 중앙부처， 고리 신고려 원자력본부 및 방재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방사 

능방재관련 정보를 수집한다‘ 또한 이들 정보가 방재 관계기관 간 원활하게 

활용되도록 중앙부처와 함께 정보 DB(data base) 구축올 추진한다 

(2) 방재대책에 필요한 자료의 정비 

市， 중앙부처， 전문기관 및 원자력사업 퉁괴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적 

절하게 정비하고， 정기적으로 개선하여 市 1 都 區 상황실， 민원실， 방사능방재 

센터 및 원자력 홍보관 동에 비치토록 한다. 

CD 방사능방재체제에 관한 자료 

- ‘市 원자력안전대책 전문위원회’에 관한 자료 

- 방사능방재관련 협 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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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방재센터 운영에 관한 자료 

市 那 1뜸의 지역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자료 

- 방사능방재 전문기관에 관한 자료 

지역 방사능방재 관계기관에 관한 자료 

@ 원자력발전소의 방재대책에 관한 자료 

- 고리 신고리 원자력본부의 년간 방재대책 계획 

- 고리 신고리 원자력본부 방사선비상계획 

- 원자력발전소 계통도， 배치도 퉁 시설 구조 둥을 기재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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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수집 및 연락체제에 관한 자료 

- 전용 전화에 관한 자료 

- 유무선 전화에 관한 자료 

방사능방재대책 통신시설에 관한 자료 

선박과의 통신에 관한 자료 

@ 환경방사선감시활동에 관한 자료 

평시 환경방사선감시에 관한 자료 

- 합동환경방사선감시센터의 운영에 관한 자료 

- 환경방사선감시 계측장비에 관한 자료 

기상에 관한 자료 

@ 비상진료활동에 관한 자료 

의료장비 및 물품에 관한 자료 

병원(진료소)에 관한 자료 

- 비상시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에 관한 자료 

- 원자력의학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에 관한 자료 

@ 방재활동 기자재에 관한 자료 

방사능방재 장비 물품 둥의 정 비 상황 

- 비상경보방송망， 민방위경보시설(마을경보방송망) 상황 

@ 수송 교통기관， 기자재 수송 둥에 관한 자료 

• 소개용 차량 동의 보유 상황 

+ 지역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가 보유하는 수송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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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일반차량 

+ 방재관계기관 소속 선박 

+ 일반선박 

@ 홍보활동에 관한 자료 

- 보도기관 및 C ATV에 관한 자료 

해상홍보에 관한 자료 

@ 농축수산물 둥에 관한 자료 

- 생산 및 출시 상황에 관한 자료 

- 유통 경로에 관한자료 

- 수원지 및 음료수에 관한 자료 

@ 보호조치 둥에 관한 자료 

원자력발전소 주변의 언구에 관한 자료 

+ 구역별(방위별 거리별) 세대수， 인구， 마을 수 

+ 구역별(방위별 ·거리별) 마을별 세대수， 인구 내역 

도로， 철도 퉁 상황에 관한 자료 

- 헬기 이착륙장 위치도 및 헬기 운영에 관한 자료 

구역별(방위별·거리별) 집결 장소 

- 옥내대피소， 구호소， 출입통제소 동에 관한 자료 

{ 특수시설에 관한 자료 

+ 구역별(방위별·거리별) 마을별 유치원， 초중고퉁학교 학생 수 

十 구역별(방위별，거리별) 병원， 숙박시설， 감호소， 관광유원지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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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역별(방위별 거리별) 계절별 관광객 유입 상황 

@ 기타 방사능방재대책을 시행해야 할 지역의 범위 및 그 주변지역의 인구분 

포， 지형 퉁 방사능방재대책에 필요한 자료 

(3) 고리 신고리 원자력본부의 조치 

고리 신고리 원자력본부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한다 

+ 고리 신고리원자력본부 방재업무계획 

+ 원자력발전소의 시설 구조 퉁을 기재한 서류 

+ 원자력발전소의 배치도 

+ 방사능방재대책을 중점적으로 이행해야 할 지역의 범위 및 이 지역 내 

외에 방사놓방재대책에 필요하여 설비한 시설에 관한 자료 

(4) 복구대책 

市는 방사성물질에 의한 오염을 제거하는 자료를 수집 정리 한디 

11.2 방재대책 연구·개발 추진 

市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볍률” 및 “지역개발세”를 활용하여 지역 원 

자력비상 방재대책에 대한 DB의 구축， 주민 홍보 및 방재기술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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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대웅대책 

제1절 비상상황 전파 

원자력비상시 관계기관이 비상대웅활동을 시행하기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비상 

정보를 전파한다 

1.1 방사선 비상발령 보고 ·통보 

(1) 고리 신고리 원자력본부의 비상상황 보고 통보 

- 원자력발전소 방사선비상 발령시 고리 신고리 원자력본부는 방사선비상계획 

에 따라 즉시 市， 都 區 및 고리방사놓방재센터 둥 관계기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통보한다 

+ 사건 발생시간 

+사건발생장소 

+ 사건 원인 

+ 비상퉁급， 사건의 정도， 방사성물질 또는 방사선의 누출 상황 

+ 기상상태 (풍향·풍속) 

+ 기타 필요한 사항 

(2) 市의 비상발령 상황 확인 및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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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발령 상황을 접수한 市는 고리방사능방재샌터와 통화하여 비상발령 상황 

을 확인하고， 중앙부처(행정안전부 및 소방방재청)， 지역 행정기관(郵 圖)， 공 

공기관(지역소방본부， 지방경찰청， 지역해양경찰서， 지방교육청)， 공공단체(적 

십자사， 운수업체 퉁) , 군부대 및 기타 관계기관에게 비상발령 상황을 전파한 

다(그림 4-1-1). 



제1컬 비상상황 전파 종 

그립 4- 1- 1. 원자력 벼상상황 전파체계도 

1.2 비상정보 보고·통보 

(1) 고리 신고리 원자력본부의 보고 통보 

고리 신고리 원자력본부는 비상발령 통보 이후의 사건 경과 상황， 응급대웅 

활동 실시 현황， 기상상태， 벙사성물질 누출에 의한 예측영향평가 결과 동을 

소정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팩시밀리 등을 활용하여 市， 那 區， 고랴방사능방 

재센터 퉁 관계기관에 수시로 보고한다 

이들 정보에 근거하여 관계기관은 비상상황의 적절한 파악과 웅급대응책 실 

시에 대하여 상호 협조한다 

(2) 市의 비상상황 전파 

一 비상상황을 접수한 市는 즉시 빼 ~， 소방본부장， 지방경찰청장， 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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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군부대 동 관계기관에 비상상황을 전파한다. 

- 市는 환경방사선 모니터링 결과를 지체 없이 관계기관에게 전파한다 

- 市는 市의 응급대책의 활동 상황， 중앙부처 및 원자력방재샌터의 대웅 현황 

및 지역 관계기관의 대웅 현황 퉁을 종합 정리하여 관계기관에 전파한다. 

- 중앙대책본부장의 방사능재난 발생 선포시， 市， 那 圖는 방사선 영향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지역의 주민에게 즉시 원자력발전소의 사고 상태 퉁 원자 

력비상 상황의 개요와 긴급대웅조치를 실시해야 하는 구역 둥을 알리고 주민 

이 이행해야 할 조치를 전달한다 

(3) 지역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비상상황 전파 

- 那 區 및 지역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은 대웅현황을 市에게 보고하고 상호 연 

락한다 

+ 비상발생에 관한 정보 

+ 비상의 상황 

+ 주민의 상황 

+ 대웅활동 상황 

+ 헬기 동으로 수집한 정보 

+ 市에게 요청하는 사항 

+ 기타 응급대책 실시에 필요한 사항 

- 이러한 비상정보에는 주민의 생명， 건강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4) 비상정보 둥의 보고 

- 영ß Il..\:는 비상정보를 신속하게 리에 보고한다 

- 市는 이들 정보를 종합하여 행정안전부 및 소방방재청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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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락관·전문가 파견 요청 

(1) 중앙부처 공무원 및 원자력 안전 전문가 파견 요청 

- 市는 고리 신고리 원자력본부로부터 비상발령 상황을 접수하였을 경우 중앙 

부처에 다음과 같은 전문가 파견을 요청한다 

+ 원자로 안전 및 방사선 방호 관련전문가 

+ 비상시 환경모니터링 요원 및 기자재 

+ 방사선비상진료 의료진 및 기자재 

- 고리방사능방재센터는 市， 都 區와 연계하여 원자력비상 발생시 중앙부처， 

市， 那 l품， 원자력 전문가， 지역 공공기관이 현장지휘센터에 집결하여 주민보 

호 동 현장을 총괄 지휘할 수 있도록 수용 체제를 갖추도록 한다 

(2) 지역 관계기관 방재요원 파견 요청 

- 市， ￥tß. [흉는 m지역 대책본부， 혐6 區지역대책본부 및 현장(옥내대피소， 소개집 

결지， 출입통제소， 구호소 동)에서 비상대응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방재요 

원을 파견토록 郵 !푼， 소방， 경찰， 해양경찰， 병원， 적십자사 풍 지역 관계기 

관에게 요청한다. 

(3) 군부대 파견 요청 

- 市는 주민보호 퉁 비상대응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펼요시 지역 

군부대의 인력과 장비 지원을 요청한다. 

1.4 통신 수단의 확보 

비상발령을 접수한 중앙부처， 원자력방재센터， 市， 킴[1 區 및 소방， 경찰， 해양 

경찰 동은 즉시 상호 정보 교환을 위한 통신수단을 확보토록 한다， 

- 市는 비상발령을 접수하는 즉시 KT에 관계기관 간 통신 확보를 요청한다. 

요청을 받은 KT는 방재 관계기관 간 통신 확보를 우선적으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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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비상대용기구 발족·운영 

2.1 市의 원자력비상 대웅체제 

(1) 기관별 비상대웅기구 가동 기준 

표 4- 2-1. 비상대옹기구 가동 기준 

1ξ驚흘켈 관심 주의 경계 심각 

7)빨J헬윷 
l 2 3.4 5.6.7 

고 장 사 고 

백색비상 
방사능재난선포 

이상상태 청색비상 적색비상공간선량 부률지경계 부지경계 공간선량륭 > 1 pSv!h > 1 m'3깨 

고리신고리 
MCR TSC, osc 가동 방사선비상대책본부 발족 운영 

원자력본부 

m재난종합상황실 가동 市지역망사능망재대책본부 발족 운영 

부산광역시 
경계태세 市현장대웅팀 파견 市현장대웅팀 운영 
유지 市환경방사선감시센터 가동 합동환경방사선감시센터 연계 운영 

市방사선비상진료센터 준비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 연계 운영 

부산광역시 경계태세 
상황실운영 지역긴급구조홍제단 발족 운영 

소방본부 유지 

빼지역대책본부 상황실 가동 那지역대책본부 발족 운영 

기장군 
경계태세 f.ß출입 교통통제소 준비 휴B출입 교통통제소 가동 
유지 깐E옥내대피소 준비 영6용내대피소 가동 

m이재민보호센터 준비 都이재민보호센터 가동 

인접뼈땀 경껴1 태세 유지 필요시 상황실 가동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발족·운영 

고리 
경계태세 

합동방재대책협의회 운영 
방사능 

유지 
예비현장지휘센터 가동 연합정보센터 발족 운영 

방재센터 합동환경방사선감시샌터 발족 운영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 똥」족 운영 

교육 경계태세 
방사능중앙통제상황실 가동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발족 운영 

과학기술부 유지 

한국원자력 경계태세 
방사능방호기술지원 예비본부 가동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 발족 운영 
안전기술원 유지 현장기술지원단 현지 파견 

한국원자력 경계태세 
방사선비상의료지원 예비본부 가동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 벌촉 운영 

의학원 유지 현장의료지원단 현지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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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상상황 접수 

- 원자력발전소 비상발령 상황올 접수한 市 재난경보상황실 또는 市 재난안전 

과 원자력 담당자는 고리방사능방재센터 방재관과 통화하여 비상상황을 확인 

하고， 재난안전과장에게 보고한다 市 재난안전과장은 건설방재관， 행정부시 

장 및 시장에게 보고한다 

(3) 비상상황 전파 

市 재난안전과장은 시장 지시에 따라 市산하 관계부서/기관에게 비상상황을 

전파하고 방사능방재요원 소집 연락관 파견 요청 및 市재난종합상황실 또는 

市지역대책본부의 가동을 준비한다 

- 근무시간외 또는 휴일인 경우 市재난경보상황실은 市 비상연락망을 가동하여 

전 직원을 소집한다 

- 市 재난안전과장은 중앙부처(행정안전부 및 소방방재청)， 지역 행정기관(那 

區)， 공공기관(지역소방본부， 지방경찰청， 지역해양경찰서， 지방교육청)， 공공 

단체(적십자사， 운수업체 등)， 군부대 및 기타 관계기관에게 비상발령 상황을 

전파한다 

(4) 市 공무원 집합 

- 市 공무원은 소속 부서의 평소 근무 위치에 집합한디 

- 市 재난안전과 직원은 市재난종합상황실에 집결하고 市 재난안전과장의 지시 

를 따른다 

각 부서의 장은 부서별 직원의 집합 상황을 파악하고 인사부서에 보고한다 

인사부서는 총 인원을 집계하여， 시장 및 市 재난안전과장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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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경계태세 유지 

(1) 경계태세의 결정 및 해제 기준 

- 경계태세 결정기준 

+ 고리 신고리 원자력본부로부터 원자력발전소의 이상상태를 접수하였올 때 

경계태세 해제기준 

+ 원자력발전소의 사건이 종결했을 때 

+ 사건이 진전되어 방사선비상이 발령되었을 때 

(2) 업무내용 

- 市 재난안전과 공무원은 재난종합상황실에서 비상정보를 수집한다 

- 市 공무원은 각 소속부서에서 비상대웅 업무를 점검한다. 

(3) 경계태세 유지 전파 

- 市는 다음 관계기관에 이상상태 현황 전파 및 경계태세 유지 지시 

+ 비상계획구역 내 염ß~ 및 둠 面 ~폐 

+ 비상계획구역 관할 지역 공공기관 

+ 행정안전부 및 소방벙재청 

2.3 市재난종합상황실 가동 

(1J 市재난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해제 기준 

-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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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리 신고리 원자력본부로부터 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선 백색비상 발령을 

접수하였을 때 

+ 원자력발전소 부지경계에서의 공간선량률이 1 μSv/h 를 초과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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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 기준 

+ 원자력발전소의 사건이 종결되어 중앙부처의 비상해제가 선언되었을 때 

+ 사건이 진전되어 방사선 청색비상 또는 적색비상이 발령되어 市지역대책 

본가 발족되었을 때 

(2) 설치 장소 

市 청사 15총 재난종합상황실에 설치한다 

(3) 조직 및 엄무 

CD 市재난종합상황실 

市재난종합상황실의 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상황실의 비상대응임무를 총괄 

지휘한다 행정부시장이 부재시에는 도시개발실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 市재난종합상황실은 市 재난안전과를 중심으로 市 관계부서의 담딩으로 구성 

한다 

市재난종합상황실장은 다음 관계기관에 방사선 백색비상 발령 및 비상경계 

준비태세 유지를 지시한다-

4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외의 那 |훈 및 둠-面 ð폐 

+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지역 공공기관 및 사설기관 

+ 행정안전부 및 소방방재청 

- 市재난종합상황실장은 초기 활동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관계기 

관 간 화상회의를 소집한다 

• 협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관계 那 區의 초기 활동 실시 상황 

+ 市의 초기 활동 실시에 관한 사항 

+ 市 관계부서 및 市현장대웅팀의 대웅업무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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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기관과의 연락망 확인 및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 

+ 중앙부처에게 지원 요청 사항 

+ 고리 신고리 원자력본부의 비상정보관련 주민 홍보에 관한 사항 

+ 기타 중요한 초기 활동에 관한 사항 

@ 市현장대웅팀 

- 市는 市현장대응팀을 구성하여 고리방사능방재센터에 파견한다‘ 市현장대웅 

팀장은 예비현장지휘센터의 방재관 및 원전 파견원과 협력하여 주민보호 현 

장대응활동을 대비한 종합 점검하고 조정한다 

@ 市 환경방사선감시센터 

市는 市재난종합상황실을 설치했을 경우， 즉시 비상시 환경방사선감시센터를 

가동하고， 공간방사선량， 대기 중 방사성물질 농도 측정 및 방사성물질 방출 

정보나 기상정보 둥에 근거하여 주민예상피폭선량을 예측한다. 

- 비상시 환경방사선감시센터장은 市 환경방사선감시센터장이 되며 그의 지휘 

아래 관계기관에서 지원 나온 직원으로 팀을 구성한다. 

- 기타 비상시 환경감시관련 업무는 본장 제3절에 따른다 

@ r1J 방사선비상진료센터 

- 市는 市재난종합상황실을 설치했을 경우， 즉시 비상시 방사선비상진료센터를 

가동하고， 주민보호 비상진료 임무를 준비한다. 

- 비상시 방사선비상진료센터장은 영향 받는 기장군 보건소장이 되며， 관계기 

관으로부터 지원 나온 의료진으로 팀플 구성한다 

기타 비상시 비상진료관련 업무는 본장 제8절에 따른다‘ 



2.4 市지역대책본부의 설치 

(1) 市지역대책본부의 설치 및 폐지 기준 

- 설치 기준 

제2절 비상대용기구 발족 운영 4용 

+ 고리 신고리 원자력본부로부터 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선 청색비상 또는 적 

색색비상 발령올 접수하였을 때 

- 해제 기준 

+ 원자력발전소의 사건이 종결되어 중앙부처의 비상해제가 선언되었을 때 

(2) 설치 장소 

- 시청 15층 재난종합상황실에 설치한다. 

(3) 조직 및 임무 

市지역대책본부장은 시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를 총괄 지휘한다. 시장 부재 

시에는 행정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 市지역대책본부의 조직은 그림 4-2-1, 각 반의 임무는 표 4-2-2와 같다 

- 市지역대책본부장은 비상대웅활통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관계기 

관 간 화상회의를 소집한다. 

• 협의사항은 다음괴 같다 

+ 관계 那 區의 비상상황 및 웅급대웅책 실시 상황 

+ 市의 비상상황 및 웅급대웅책 실시에 관한 사항 

十 市 관계부서 및 m현장대웅팀의 대용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 

+ 관계기관과의 연락망 확인 및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 

+ 중앙부처에게 지원 요청 사항 

+ 고리 신고리 원자력본부의 비상정보관련 주민 홍보에 관한 사항 

+ 기타 중요한 초기 활동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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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4- 2- 1. 市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 조직도 

m지 역방사농방재대책본부 

종합조정반 

운영지원반 

환경감시반 

의료구호반 

조직영(인원수) 

본부장 o명) 

종합초정반(5명) 

운영지원반(4명) 

주민보호반(4명) 

안전관리반(4명) 

환경감시반(4영) 

의료구호반(4명) 

홍보협력반(3명) 

지역 관계기관 

연락관03명) 

방재대책협의회 
市현장대웅팀， 파견관 
-현장지휘센터 

1=영향 받는 都 圖
-원전 비상대책본부 | 

주민보호반 

안전관리반 

홍보협력반 

「커지역 관계기관 연락관| 
방사능방호 자문관 
고리원자력본부 
-원자력안전기술원 

구 성 

。 부산광역시장 

。 반장 재난안전과장 

。 반원 민방위비상대책담당 l 직원 4 
。 반장 자치행정과장 

。 반원 , 자치행정담당 l 직원 2 
G 반장 , 사회복지과장 
。 반원 복지행정당당 l 직원 2 
。 반장 교통기획과장 

。 반왼 ‘ 교통기획담당 l 직원 2 
。 반장 환경보진과장 

。 반원 환경보전담당 l 직원 2 
C 반장 보건위생과장 
。 반원 보건행정담당 1 직원 2 
。 반장 홍보팀장 

。 반원 보도당당 1 경보재난상황실 직원 l 
。 지방 교육청 담당 l 
。 소방본부 담당 1 
。 지방경찰청 담당 1 
。 해양경찰청 담당 1 
。 육군제7376부대， 해군 작전사령부 기지전대， 

공군제5전술 공수비행단 장교 각 l 
。 지방기상청 담당 l 
。 대한적십자사 지사 직원 l 
。 운수업체 담당 1 
。 한국철도공사 직원 l 
。 한국전력지사 직원 l 

」 。 KT지정 직원 1 
。 한국가A안전공사 직원 1 



조직명 

지역대책본부장 

방재대책협의회 

종합조정반 

운영지원반 

제2절 비상대용기구 발족 운영 총 

표 4- 2- 2. 市 비상조직 별 임무 

비 상임무 

- 市지역대책본부장은 원자력발전소의 긴급상태 및 현지 비상대응조치 현 
황올 파악하고， 중앙 관계부처(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둥)와 연계 
하여 현장 긴급 비상대웅활동을 총괄 지휘한다‘ 

- 현장지휘센터 및 那·區지역대책본부의 비상대응활동을 지원토록 관계 

공무원을 파견하고， 이들의 대웅활동을 지원한다 

- 현장에 펼요한 인적-물적 자원올 수배하여 지원한다 

市지역대책본부 본부장， 반장 및 주요 관계기관의 연락관으로 구성한다 
市지역대책본부의 주민보호 종합 방재대책을 협의한다 

원전의 사고상황 및 대응조치 사항의 수집 보고·통보 
• 市지역대책본부의 설치， 운영 및 해제 

- 원자력 비상상황 종합 및 비상대웅책 조정 

- 현장지휘센터， 那 |훌지역대책본부， 정부(과기부， 행자부)중앙본부， 합동 

방사선감시센터 및 지역 지정기관과의 비상정보 연락·조정 
짧.1젊지역대책본부장에게 市지역대책본부장의 지시사항 연락 및 구，군 

지자체의 조치결과 확인 

- 민방위대원 동원 및 군부대의 지원 요청 
- 사고 상황관리 및 문서관리 
- 비상대웅설비 및 장비， 개인방호장구 확보 공급 지원 
주민보호에 필요한 방호복 호흡기 망호장구 방사선 계측기 둥 지원 

합동망사선감시센터 계측장비 및 개인방호장구 수배 및 지원 
- 구호소 운영관리(음식물 공급， 오폐수 처리， 생필품 공급) 및 에너지 

공급 지원 
- 영향 받은 이주자의 주택 공급 및 급여 지급 지원 
- 비상대웅에 필요한 통신 설비망 구축 지원 
- 주민보호조치 및 비상대응활동에 펼요한 수송차량 수배， 공급지원 

- 지자체， 공공기관 및 정부와 인적‘물적 자원 지원 협의 

- 市지역대책본부 방재요원의 비상연락망 점검， 소집， 인원점검， 보충교 

육 및 충원계획 수럽 

- 원자력비상 사고초기단계 및 복구단계에 대한 비상대웅계획 수립， 지 
역 유관기관에 대웅방안 제시 동 비상대응에 대한 기획조정 

- 비상대웅 긴급예산 확보， 조정 및 관계기관 지원 필요시 정부에 예산 
지원 요청 
주요인사 방문일정조정， 영접， 안내(차량 포함)， 상황 브리핑 퉁 

- 市지역대책본부 시설 운영 및 관리 비상대웅활동 사무기기(컴퓨터， 

프린터， 팩스， 전화)， 사무용품 공급， 통신 설비(컴퓨터， 프린터， 팩스， 
전화) 정겁， 공급 동 

- 지도， 방사능방재계획‘ 민방위계획， 안전관리계획 둥 공급 

j 市지역대책본부 출입통제 
- 방재요원 음료수·음식물 등의 조달， 휴연실 운영 
- 기타 상황실의 비상대웅활동에 펼요한 자원 지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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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g 제4장 대용대책 

초직명 비상임무 

- 주민보호(대피 소개 낙오자 수색， 출입통제 퉁) 지원 

- 주민보호 유도요원 운영현황 파악 및 필요시 지원 

- 이재민 관리 현황 파악 필요시 지원 

- 생활위생 및 장의대책 지원 
주민보호반 - 소개자， 특수 계층자(유치원， 학생， 병원， 감호소 동l ， 방사선 피폭자 둥 

영향 받은 주민에 대한 복지 관리 지원 

- 농산물， 과수물， 축산물， 수산물의 수확， 유통통제 지 원 
- 음료수， 음식물의 섭취제한 및 공급 지원 

- 임 상공업에 영향을 미치는 물자의 유통 풍제 및 대책 지원 

- 市 긴급구조통제단， 지역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원자력비상 및 일반재 
난에 의한 현장 수습 복구조치 활동 지왼 

원전 사고현장 복구활동 지원 

안전관리반 
- 화재진압 지원 

- 교통통제 및 우회도로 개설 지원 

- 주민보호 경계구역 출입통제 지원 

- 주민보호 경계구역 치안유지 지원 

- 위험물질 안전관리 지원 

- 공간방사선량률 감시 현황 파악 

환경감시반 
- 대기 중， 지표연 및 환경시료 방사능 농도 현황 파악 

- 음식물 섭취 통제 관련 환경정보 제공 
- 오염관리 및 제염 지원 

- 비상시 의료대책， 갑싱선 방호약풍 및 의약풍 확보 지원 

- 심신장해 상담， 건강관리 및 복지 지원 

의료구호반 - 인명구조， 응급조치 및 구호활동 지원 

• 비상계획구역 관할 지역의 방사선비상진료 지원 

생활위생 및 장의대책 지원 

• 비상대웅 정보관리 지원 

홍보협력반 - 주민홍보 및 주민보호 유도 방송 지원 
- 연합정보샌터 발족시 연계하여 주민 홍보 

- 지방교육청 학생보호대책， 학교와 연락， 학생보호조치， 방재교육 

- 소방본부 화재진압， 의료구호， 주민보호 비상대응활동 사항의 지원 

- 지방경찰청 출입제한， 교통통제， 치안유지， 테러진압 둥 지원 

- 해양경찰서 해양선박 출입통제， 환경탐사 지원 

관계기관 
- 군부대 주민보호， 수송차량， 환경방사선감시， 의료， 제염 지원 

연락관 
- 지방기상청 국지기상 및 예보 정보 제공 

- 운수업체， 한국철도공사 버스， 기차동원 주민소개 활동 지원 

- 적십자사 : 생필풍 퉁 구호소 운영 지원 

- KT지점 비상통신계획 수립 및 실시， 이통무선설비 배치 
- 한전지점 전력 확보 지원 

- 가스공사 : 가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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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쩔 환경 모니터링 총 

제3절 바상시 환경 모니터랭 

비상시 공간방사선량률， 대기중 방사성 아이오딘 농도의 측정 결과， 방사성물질 

의 방출 정보. 기상 정보 둥에 근거하여 주민이 피폭 받을 가능성이 있는 유효선량을 

예측하여 주민보호조치에 필요한 환경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함으로서 주민의 안전과 

건강 확보를 도모한다 

3.1 市 환경방사선감시센터 가동·운영 기준 

- 市는 고리 신고리 원자력본부로부터 이상상태를 접수하면 원자력발전소 부지 

경계에 설치한 고정관측소의 환경 방사선준위를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연계 

하여 합동환경방사선감시센터 가동을 준비한다 市는 환경감시차량을 고정관 

측소가 없는 지 역으로 출동시켜 GPS 환경감시측정 자료를 수집한다 

- 市는 고정관측소 및 환경감시 차량으로부터 송출되는 환경 방사선준위가 1 11 

Sv/h 이상이거나 또는 고리 신고리 원자력본부로부터 백색비상 발령을 접수 

하면， 고리 신고리 원자력본부 및 군부대등과 연계하여 합동환경방사션감시 

센터를 소집 점검하고， 현장에 배치한다 

- 협동환경방사선감시센터는 고리 신고리 원자력본부로부터 청색비상 이상의 

비상발령을 접수하면 합동방사선감시센터의 설치 유무에 관계없이 관계기관 

과 연계하여 사전에 설정한 절차에 따라 환경감시활동을 수행한다. 

3.2 환경감시활동 지원 요청 

市는 那， 지역 공공기관(소방， 경찰l， 대학， 군부대 및 고리 신고리 원자력본 

부에게 환경방사선감시 요원의 파견 및 측정장비 대여를 요청한다 

- 고리 신고리 원자력본부는 타 지역의 원전 환경감시팀 지원을 요청한다 

- 市는 교육과학기술부에 환경방사선 전문가의 파견 및 모니터령 기기 대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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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께생대용대책 

요청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市의 요청을 받아 KINS 및 국군화생방호사령부에 환경 

방사선감시팀 및 모니터링 기기， 차량 파견을 지시，요청한다 

- 市는 공중 및 해상 환경방사선감시를 위해 군부대의 헬기 및 해양경찰서의 

경비정 지원을 요청한다 

市는 방사성물질의 확산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 지방기상대에게 기상정보 

의 제공 및 모니터링 실시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다 

3.3 환경방사선 예상피폭선량 평가시스탱 가동 

교육과학기술부는 원자력비상시 환경방사선 예상피폭선량 평가시스템(Atom 

CARE)을 활용하여 방사선영향을 예측하고， 市， 都 區， 현장지휘센터 퉁 관계 

기관의 전산 단말기에 전송하고， 주민보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예상피 

폭선량 예측 결과를 통지한다 

또한 원자력발전소의 사건 추이 파악과 향후의 진행을 예측하고， 고리 신고 

리 원자력본부로부터의 방사성물질 환경방출량 정보에 근거하여 기상변화에 

따른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한다 

3.4 비상시 환경감시활동 실시 

비상시 환경 모니터령은 방사성물질의 누출 상황에 따라 초기대응활동， 제l 

단계 모니터링， 제2단계 모니터링 및 장기대웅활동으로 구분한다 

(1) 초기대웅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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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환경 모니터링 총 

여 연락체계 점검 및 계측장비， 물풍， 절차서， 차량 퉁을 준비한다. 

市환경방사선감시샌터는 모든 현장 모니터링 및 샘플링 활동을 조정 지휘한 

다 생플링을 어디에서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보건， 농렴， 소비자 서비스， 

환경 관련부서의 공무원들이 참여하여 결정하게 된다. 

(2) 제 l단계 모니터링 

- 방사성물질 방출이 계속되거나 중대되는 경우 원활한 주민보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신속한 선량 측정이 요청되는 단계의 환경감시이다 

현장지휘샌터내 합동환경방사선감시센터가 가동 운영되면 市환경방사선감시 

센터는 합동방사선감시센터에 합류한다 市， 지역 공공기관 및 중앙부처의 모 

니터링팀은 합통환경방사선감시센터장 지휘아래 통합 운영되고 생플링 및 모 

니터링 분석 자료를 市， 那區 지역대책본부， 현장지휘센터 둥 관계기관에 전 

송한다 

AtomCARE 예측 계산결과를 활용하여 환경감시활동 이행 

+ 지역대책본부 퉁 관계기관에게 신속한 환경정보 제공을 위한 유효선량의 

예측 

+ 방출된 방사성물질의 영향 범위의 추정 및 확인을 위한 공간방사선량률， 

대기 중 및 음식물 중의 방사성 옥소농도의 측정 

+ 최대치 출현 예상 지정부근을 중심으로 한 사고발생 발전소에서 비교적 

가까운 지역의 환경방사선 감시 

(3) 제2단제 모니 터 링 

~ 방사성물질의 환경 방출이 감소 또는 종식하고 대기 중에 방사성 아이오딘 

농도가 보호기준치 이하로 되었을 경우， 주민이 실제로 피폭했다고 생각되는 

실효선량을 평가하고， 환경에 누출된 방사성불칠의 축적 상황을 광범위한 지 

역 전체에 걸쳐 파악하기 위한 환경감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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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이 받은 유효선량의 정확한 평가 및 확인 

十 광범위한 지역에 걸친 집적선량 및 공간방사선량융의 측정 

+ 평시 대상으로 삼고 있는 시료를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환경시료중의 방 

사능 농도 측정 

+ 외부피폭선량， 갑상선의 퉁가선량 및 내부피폭선량 평가 둥 수행 

3.5 비상시 환경방사선 감시 운영방안 

(1) 일반 사항 

- 환경감시팀 간 정보연락망， 환경감시요원의 지명 및 교대， 장비， 운반 수단 

둥에 대한 실효성 있는 운영체제를 확립한다 

- 제1단계 모니터령은 사고발생 원자력발전소에서 lOkm 이내를 중점적으로 실 

시한다. 제2단계 모니터령은 제1단계 모니터링 법위보다 넓은 지역에 걸쳐 

실시한다 

- 예상피폭선량 예측은 시료분석그룹에서 수행한다 

공간방사선량율의 측정은 고정관측소내 감시기 및 환경감시 차량을 활용하여 

연속 측정을 한다 

대기중 방사성 아이오딘의 측정은 고정관측소 내 감시기 및 환경감시 차량을 

활용하여 연속 흑정을 한다， 

환경시료중의 방사성물질 농도 측정은 Ge 검출기 핵종분석기를 활용한다 

단， 초기단계에서는 현지에서 suπey meteJ를 사용한다 

(2) 상황 변화에 따른 대웅 조치 

용걷 

대기중 방사성 아이오딘이 검출되연 음료수， 야채류， 과실류， 곡류， 특수한 용 

도임산물， 축산물 동의 환경시료 채취 분석을 실시한다. 

주민보호조치가 실시되었을 경우 옥내대피 시설 퉁의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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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km 바깥의 지역에서 실효선량이 1 IlSv/h 를 초과하는 우려가 있다고 예측 

될 경우에는 환경감시 범위를 확대한다. 임시관측기를 설치 운영한다 

3.6 합동방사선감시센터의 운영 

- 합동방사선감시센터의 조직은 그림 4-3-1과 같으며， 세부운영절차는 현장지 

휘샌터의 현장대웅조치 매뉴얼을 참조한다. 

그림 4- 3- 1. 합동방사선감시센터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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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주민 홍보 

방사선은 인체 오감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이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전문지식과 장비가 필요하다， 일반 주민은 방사선이 있는지 인식할 수가 없 

다 더욱이 방사선 비상시 주민은 심리적 동요를 일으키고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방사선비상시 주민의 심리적 동요나 혼란올 방지하고 비상에 의한 영향 

을 가능한 한 낮추기 위해서는 주민 및 언론보도기관에게 비상정보를 신속하고 정확 

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4.1 주민홍보 운영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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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비상시 사회적인 혼란을 회피하기 위해서， 고리‘신고리 원자력본부， 지 

방자치단체， 중앙부처 동 관계기관은 상호 연계하여 주민 홍보 및 언론보도 

기관에게 제공할 보도 자료를 일관되게 수립 운영하여야 한다. 

市， 없 區， 지역 공공기관， 중앙부처， 고리 신고리 원자력본부 둥 관계기관이 

연계하여 연합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함으로서 일원화된 홍보운영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정보의 공백 시간이 생기지 않도록 주기적인 비상정보를 제공한다 

- 원자력비상은 지진 둥의 자연재해와는 다르게 기존의 정보전달 수단이 파괴 

되지 않으므로 유 무선 전화， TV 라디오 인터넷 동을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다 

- 주민 홍보용 정보는 주민의 통요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의 발신자를 

명확히 하고， 미리 이해하기 쉬운 예문을 준비하는 퉁 될 수 있는 한 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오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되풀이 하여 홍보를 한다. 

언론보도기관에게 제공할 보도 자료에는 사건 발생시설， 발생시간， 사건원인， 

긴급대응조치 현황， 피해 현황 둥을 육하원칙에 의거 작성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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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주민홍보 운영 체제 

- 원자력비상시 언론보도 및 주민홍보 운영체제는 방사농방재대책법에 의거 연 

합정보센터를 중심으로 고리 신고리원자력본부， 지방자치단체， 지역 공공기관， 

규제전문기관， 중앙부처 동 관계기관이 상호 연계하여 운영하게 된다 

+ 연합정보샌터가 가동되기 전에는 원자력발전소를 관할구역에 두고 있는 

都이 주관하여 검g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실시한다 

연합정보센터에는 관계기관에서 파견된 홍보요원으로 구성 운영된다 

- 연합정보센터 홍보요원은 원자력발전소 비상상태， 환경방사선 영향， 각급 비 

상대웅기구의 대웅활동 내용， 주민보호조치 의사결정 사항 및 이행 현황 퉁 

을 종합하여 주기적으로 주민 홍보 및 보도자료 배포， 기자회견 및 주민 질 

의에 대한 응답 둥을 실시한다 

+ 사고 원자력발전소의 잠재적인 위험 

+ 비상에 대처하기 위한 비상대웅활동 

+ 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경감시키기 위한 보호조치 

- 소방， 경찰， 병원， 적십자사 둥 지역 공공기관은 주기적으로 또는 상황 발생 

시 발생할 때마다 비상대웅활동 정보를 연합정보센터에게 제공하여 종합 발 

표토록한다 

연합정보센터장이 지명하는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보도 자료를 배포 

하고， 사고 상태， 현장대응조치， 방사성물질 영향의 범위， 주민보호조치 의사 

결정 및 이행 내용 퉁 현황을 간결하게 요약 발표 한다， 기자회견실에는 발 

표 내용에 해당되는 市 및 캄ß 1닮 등 관계기관 홍보요원이 배석하여 필요시 

기자들의 질의에 웅답한다 

+ 기자회견은 매 정시마다 개최토록 하나， 재난 상황 변화에 따라 추가 개 

최할 수 있다. 

고리 ，신고리 원자력본부， 市， 중앙부처， 규제기관 동은 독자적인 보도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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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여 기자들에게 배포할 수 있다. 그러나 각 기관의 보도 자료는 연합정 

보센터내 관계기관 홍보요원의 조정과 연합정보센터장의 제가를 받아야 한다 

4.3 연합정보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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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합정보센터 구성 운영 

- 연합정보센터의 조직과 구성원에 대한 세부 내용은 현장지휘샌터의 현장대웅 

매뉴얼을 참조한다 

- 연합정보센터의 운영은 다음과 같이 비상퉁급 단계로 운영한다 . 

• 이상상태 통지 

+ 고리 신고리 원자력본부는 원자력발전소에서 이상상태 발생시 市， 那 圖

와 연계하여 원자력발전소 및 지역 관계기관의 이상상태 운영 또는 보호 

조치 관련하여 언론기관 및 주민에게 이상상태 정보를 제공한다. 

+ 市， 都-區는 사건이 중폭되거나 종료될 때까지 상황을 주시한다 

• 백색비상 통지 

+ 市， 합8 區 재난안전부서는 백색비상 발령 통지를 받고， 市， 엮ß.I짜재난경보 

상황실， 고려 신고리 원전， 고리방사능방재센터 퉁 관계기관으로부터 비상 

정보를 수집하고， 언론보도 브리핑 및 대민 홍보체제를 운영 유지한다 

+ 市， 那 1 區 재난안전부서는 市재난종합상황실에 홍보협력반을 설치 운영하 

고， 연합정보센터에 市， Æm.~대변인 각 1인을 파견한다 

+ 市， 영ß I& 홍보협력반장은 주민홍보계획과 이행절차를 검토하고. 주민 홍 

보물 준비 및 필요시 관계부서·기관에 배포한다 

+ 고리 신고리 원자력본부는 원전 홍보요원을 연합정보센터로 파견한다‘ 

청색비상 및 적색비상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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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색 및 적색비상으로 확대되었을 때 연합정보센터가 발족 가동된다. 

+ 연합정보센터가 가동되면 언론보도 및 유언비어 통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 

고， 市， 都 區홍보협력반장은 주민 홍보업무를 수행한다， 

(2) 주요 업무 

- 연합정보센터는 현장지휘센터에 위치하며 비상기간동안 뉴스와 정보를 보도 

하는 거점이 된다 고리 신고리 원자력본부， 市， 那· 區， 지역 공공기관 및 중 

앙부처로부터 파견 나온 홍보요원은 보도 자료를 논의， 조정， 작성한다. 

- 연합정보센터장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뉴스 브리핑 일정 수립 

+ 연합뉴스통신사， 신문， 라디오， TV 방송국과의 접촉창구 

+ 모든 참여기관과 함께 사건 감시 및 비상정보를 조정， 요약 및 확인하여 

대웅하는 기관과 보도기관에게 제공 

+ 뉴스 통신사에게 주기적으로 갱신된 보도자료 제공 

+ 필요시 언론기관에게 뉴스와 보도 배포 자료의 배경 설명 

+ 주민보호조치 또는 다른 주목할 만한 사건과 같은 사건의 공지 

+ 보도 자료 및 주민 홍보의 기록 유지 

+ 기자의 인중， 신분증， 인터뷰 둥 지원 

+ 주민에게 적시에 통지 보장 

(3) 유언비어 통제 

- 뉴스 미디어와 대중에게로의 정보 보급은 방재관계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정보 

를 토대로 연합정보센터내 각 홍보요원에 의해 조정된다 연합정보센터장은 

보도물을 보도하기 전에 검토하고 보도 결정을 할 책임이 있다 

- 언론 보도자료， 불특정 유인물， 인터넷상의 유언비어를 수집하고 보도 관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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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게 정정토록 요청 및 주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토록 노력한다. 

비상기간동안 시민의 문의사항올 처리하기 위해 24시간 비상정보 전파체제를 

가동한다 비상정보 전파체제 내 녹음된 홍보 문안은 최신의 정보를 유지하 

도록 관리한다， 

유언비어 정보관리 및 조정은 市 및 영향 받은 那 圖의 유언비어 통제요원과 

연계하여 운영한다. 

4.4 언론 취재활동의 제한 

- 원자력발전소 부지내 고준위 방사선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고리 

’신고리 원자력본부는 市지역대책본부의 협조를 받아 방송보도기관의 원자 

력발전소 취재를 제한시킬 수 있다. 

市， 那‘區 지역대책본부， 환경감시센터， 비상진료센터 및 현장지휘센터 둥 비 

상대웅기구의 원활한 대웅활동을 위하여 언론보도기관 및 방문객의 입실을 

제한한다 단， 미리 정한 장소 구역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은 자에게 한하여 

입실올 허용한다. 

4.5 市， 빼·딸 동의 주민홍보 활동 

(1) 홍보내용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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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市는 那 圖， 지역 공공기관 및 연합정보센터와 연계하여 연합정보센터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및 주민홍보 자료와 일치하는 내용으로 라디오. TV. 마을방 

송망， 홍보용 차량/헬기 ‘ 인터넷， 안내전화망， 가두 전광판 둥을 활용하여 주 

민， 일시 거주자， 방문객 동에게 비상정보 현황과 각급 관계기관에서의 대웅 

활동 상황을 전파하고， 주민이 주의해야 하는 사항， 이행해야 하는 사항 및 

행동요령 동을 홍보한다-

- 市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 방송보도기관에게 주민홍보를 방송토록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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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 지역 방송보도기관은 신속하고 반복적으로 주민홍보 방송올 지원하고， 비상 

상황에 변화가 없는 경우 보도 시간올 설정해서 방송토록 한다， 그러나 비상 

상황의 변화 퉁이 있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보도를 한다. 앵커맨은 보도 방 

송 시 연합정보센터 홍보요원을 배석시킬 수 있다. 

市는 市 행정유무선망을 활용하여 영향 받는 지역의 都 區에게 주민홍보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한다 

- 市는 市행정유무선망을 활용하여 영향 받는 지역의 那 區를 제외한 都‘많에 

게 보도기관에 발표한 내용， 해당 那 닮의 방재대책 필요성 유무 퉁을 신속 

하게 전달한다 

- 那 l옮는 市의 지시에 따라 마을방송망， 홍보차량， 안내전화망 둥을 활용하여 

관할구역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한다. 

- 해양경찰서는 어업무선통신국， 市， 염ß.[뜸와 연계하여 선박 무선설비망， 경비 

정 둥을 활용하여 연안의 선박에게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한다 

지역 공공기관은 市， 빼 區와 연계하여 주민에게 펼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 

달한다. 

- 市는 사진， VTR , 휴대형 영상전송장치 동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필 

요시 직원을 현지에 파견한다. 

(2) 홍보 내용 

- 市， 검8 區는 비상둥급 각 단계마다 시민 군민에게 신속하게 홍보한다 다만 

전국 국민에게로의 홍보는 중앙부처와 연계하여 실시한다‘ 

백색비상 및 청색비상 발령시 

+ 市， 那 區 지역대책본부의 발족 운영 현황 

+ 사건이 발생한 원자력발전소의 명칭 및 장소 

+ 사건발생 일시 및 비상발령 일시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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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원인 및 상황 

+ 비상퉁급 및 비상둥급에 따른 설명문 

+ 방사성물질 또는 방사선의 종류 및 누출량 정보， 향후의 추가누출 예측량 

+ 예상피폭선량 예측， 기상상태 및 환경에의 영향 범위 

+ 고리 신고리 원자력본부의 비상대웅활동 현황 

+ 市， 都 區， 지역 공공기관 및 중앙부처의의 대웅 상황 

+ 주민， 일시 체류자， 방문객이 주의를 해야 하는 사항 및 당부의 말씀 퉁 

+ 상담 창구의 설치 장소 및 문의처 공고 

+ 기타 필요한 사항 

• 적색비상 발령시 

+ 상기 ‘백색 청색비상 발령시의 홍보 내용’ 

+ 중앙대책본부의 발족 운영 현황 

+ 원자력긴급사태 선언 내용 

十 주민보호 의사결정 사항 

+ 주민보호구역의 범위 및 구체적인 지명 

+ 주민보호구역 및 그 주변의 교통통제의 내용 

+ 갑상선 방호약품의 복용 조치 내용 

+ 음료수 음식물 섭취제한에 관한 사항 

+ 시민， 일시 체류자， 방문객이 주의를 해야 하는 사항， 이행해야 할 사항， 

주민보호조치 이행시 행동요령 둥 

+ 재난지역 농축수산물 및 지역 공산품 동의 적정한 유통 촉진 

+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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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자료의 보존 

- 市， 빼’區 동 관계기관은 수집한 자료， 사진 동을 정리하여 방사능방재센터에 

제공한다. 

방사능방재센터의 연합정보센터는 市， 엽8 區 동 관계기관이 수집 또는 취재 

한 자료， 사진 둥을 종합정리 ·보존한다 

4.7 상담 창구의 개설 

- 市， 那 區는 주민이나 기엽 퉁으로부터 상담， 문의 동에 응답하기 위한 24시 

간 상담 창구를 민원실 둥에 개설 운영 한다. 

- 문의 응답시， 상담자가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여 정보를 수집 정리한다 

- 비상기간동안 폭주하는 시민의 문의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비상정보체제를 가 

동한다 비상정보체제 전화번호와 농아에 대한 전화장치는 市지역대책본부의 

운영 현황을 일반주민에게 전달하게 된다 

영향 받은 那-뭔는 주민 질의에 응답하기 위해 유사한 비상정보체제를 가동 

한다 이들 전화번호는 비상계획구역내 거주민 및 체류자에게 배포한 주민 

홍보 책자에 게재하고 있다. 영향 받은 那 맘 비상정보체계는 일반 주민에게 

市， 업~. [훌 지역대책본부와 연합정보센터의 가동을 알린다 

- 市 및 영향 받은 那 !맏간의 유언비어의 통제 조정은 연합정보센터 유언비어 

통제요원과 연계하여 운영한다， 

4.8 비상정보 인터넷망 활용 

- 市는 市 재난정보 인터넷망을 개설하여 이재민의 풍의 안부 정보， 재난 상황 

및 관계기관 대웅현황 둥을 신속하게 수집하여 제공한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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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비상시 방사능구름 및/또는 음식물 섭취로 인한 방사선 외부피폭 및/또는 

내부피폭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市 및 那 땀가 이행하여야 하는 보호 

조치의 결정기준， 의사결정， 범위 및 이행 사항을 기술한다 

5.1 보호조치 의사결정 

(1) 보호조치 결정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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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보호조치의 결정기준 및 보조 결정기준은 표 4-5-1 , 표 4-5-2와 같다. 

- 고리 신고리 원자력본부의 원전 사고 상태에 의한 주민보호조치 권고 결정 

흐름도는 그림 4-5-1과 같다. 

CD 옥내대피 

옥내대피는 전신 피폭선량이 10 mSv, 갑상선 피폭선량이 50 mGy 이상 예상 

되는 지역에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 옥내대피는 각 가정에 옥내대피 할 수 있겠으나， 비상계획구역 내에 있는 학 

교， 체육관， 복지회관 동에 많은 사람이 집결하여 옥내대피 하는 것이 당국과 

주민들 간의 의사소통을 신속하게 할 수 있어서 바람직하다 

￠ 소개 

- 소개는 전신 피폭선량이 50 mSv, 갑상선 피폭선량이 100 mGy 이상 예상되 

는 지역에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소개는 소개하는 주변 여건이 방사선 

피폭 보다 더 큰 위험이 없다면 일반 주민에게 있어 1차적인 보호조치 방안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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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1. 보호조치 결정기준 

주민보호조치 결정기춘(유효선량) ill 

옥내대피 10 mSv ø 

」까、- 개 50 mSv <3) 

갑상선 방호 100 mGy (i) 

일시이주 30 mSv/첫 월 ISJ 10 mSv/다음월 

영구정착 1 Sv/평생 @ 

CD 결정기준은 유효선량(인체 내 각 조직간 선량분포에 따른 위험정도를 하나의 양으 
로 나타내기 위하여 각 조직의 퉁가선량에 해당 조직의 가중치를 곱하여 이를 모든 

조직에 대해 합산한 양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옥내대피는 2일 이상 초과할 수 없다 의사결정권자는 더 짧은 기간 내에 더 낮은 

결정기준에서 옥내대피를 결정할 수도 있다 

@ 소개는 1주일 이상 초과할 수 없다 의사결정권자는 소개를 신속 하게 하기 위하 

여 더 낮은 결정기준에서 소개를 결정할 수 있다 인구 밀집지역 또는 부적절한 수 

송으로 소개에 어려움이 따를 경우 더 높은 결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모든 연령군에 대해 동일한 값으로 결정한다 

(5)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 평생은 70년을 기준으로 한다 

표 4-5- 2. 보호조치 보조 결정기준 

걷~ ÀJ 량 설정값 (mSv/h) 보호조치 

방사능구름 통과중 0.1 갑상선 방호 및 욱내대피 권고 

공간선량률 l 소개 또는 대피 권고 

0.001 식풍 섭취제한 권고 
지표연 침적에 의한 

0.2 (중기단계에서) 일시이주 권고 
공간선량률 

1 소개 또는 대피 권고 

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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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5- 1. 원전 사고 상태에 의한 주민보호 의사결정 흐름도 

0lU2 

긴익한 

격닝건톨손상우려 

및노싱손싱 
는흰경누훌?(: 

뼈 

껑엉§보다많은 
디링의 잉시용율질이 

유입되끄있니? 

잉시능구톰 

도칙진 
소재톨기지역 

욕내대 ID 권고. 

소개기능히연 

소개 (2-5km) 
(1 ,4,5) 

인경 2km 잉 
g하잉t' 2-5km 
톨내대nl 원고 

(1) 

상딩힌노심손상 
진행 또는 예상? 

(20% 획연료슨생 진g 
또는 예상 )12) 

긴익힌 

01니오 

역닙건훌슨싱우얻 

또는 믿경누흩 ?(3) 

근거 NUREG-0654/FEMA-REP-1 ,Rev , 1, Appendix, 1 

g가계속 

추민보호조치기준 

초과어1싱? 

주민보흥조치 
얻징기준에 따리 

주민보호조치 권고 

(1) 소외 굉계굉에 의힌 긴급조치기 요구되는 상앙잉(제어잉 X 시계이 근거히대 얘싱선링g 기 톨뭘요) 
15룬 내 의시겉정， 경보시스텀 기동 및 매 A' 지 ~I 싱잉승 

(2) 20% 정도의 업잉흩 진헝 또논 에싱 
(3) Pull 잉훌{힐계 누얼율 보디 뭘씬 입은 느셜) 
(4) 모든 소개때 대해， 잉시능 구톰 EPZ 내의 잔류지는 욱나 대nl 혀고 ， 잉사능 구톰 톰괴애 의힌 지요언 
오g으로 엉항믿는 주민은 신속ði 이주 

(5) 앤진시형 인근X 역의 소개에 칩종밑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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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지역， 소개경로， 사전에 설정한 오염측정쇠제염소， 원거리지역에 있는 

이재민보호센터 그리고 주변 인구분포를 도시한 지도는 주민 홍보 소책자에 

기술되어 있다 또한 소책자에는 주민， 여행객， 이재민보호센터에 비상상황을 

통지할 수 있는 수단과 장애인 보호， 수송 능력， 소개 예상시간 퉁이 기술되 

어 있다. 

- 고리 신고리 원자력본부는 청색비상 적색비상 발령시 사업소내 비필수요원 

을 소개시킨다. 경우에 따라서는 백색비상시에도 소개시킬 수 있다 

@ 호흡기 방호 

주민이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는 동안 환경으로 누출된 방사성물질을 흡입할 

우려가 있을 경우， 손수건둥으로 코， 입을 가리도록 한다 

@ 갑상선 방호 

갑상선 방호는 갑상선 피폭선량이 100 mGy 이상 예상되는 지역에 있는 주 

민 및 현장대응요원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갑상선 질환을 앓았거나 치료중 

인 사람 및 40셰 이상인 사람은 사고 상황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복용하 

여서는 안 된다 

- 많은 사람을 소개한다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드는 상황인 경우， 예를 

들연， 교도소， 보육원/병원 환자 또는 장애인 등은 소개시키기 보다는 옥내대 

피와 함께 갑상선 방호약품을 복용시킬 수 있다 

(2) 보호조치 의사결정 

주민보호조치는 그립 4-5-2와 같이 3단계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결정되고， 

이행된다 

l단계 고리 신고리 원자력본부는 원자력발전소의 사고상태와 예상피폭 

선량값에 기초하여 적절한 비상동급을 선정 발령하고， 필요할 

경우 그림 4-5-1을 참조하여 m. 都 圖 및 현장지휘센터에 주민 

f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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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조치를 권고한다 

• 2단계 · 현장지휘센터는 市， 郵 |굶 및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 둥과 연 

계하여 합동방재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고리‘신고리 원자력본 

부의 보호조치 권고사항과 환경모니터링 결과 및 주민보호조치 

의사결정 흐름도(그립 4-5-3)를 참조하여 보호조치 의사결정올 

하고， 결정 사항을 이행할 것을 市， 那 |굶에게 지시한다 

• 3단계 . 市는 영향 받는 那 rr,:, 보호조치를 지원하는 都 區 및 음식물 

섭취제한 郞 [닮에 게 상황을 통지한다 위험에 직연한 都 I옮는 

보호조치 사항을 주민에게 통지하고 보호조치를 이행한다. 보호 

조치를 지원하는 那 圖 및 음식물 섭취 통제 那 區는 市의 지시 

에 따라 이재민 구호활동 및 음식물 섭취제한 동을 실시한다. 

그림 4- 5- 2. 단계별 보호조치 의사결정 흐름도 

월자력사업자 
보호조지링고 

3단계 

市현장대응팀장은 의사결정 세부사항을 市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고， 市

지역대책본부장은 치ß- [닮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호조치룹 이행토록 지시한다 

- 현장지휘센터장은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의사결정사항을 보고한다. 

- 각급 비상대웅기구가 발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이 긴박하게 진행되는 상 

황이라면， 위험에 직연한 那 圖는 市 및 원전과 협조하여 보호조치 비상대웅 

활동올 조정할 1차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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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지휘센터가 발족 운영되기 전，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성물질이 급박하게 

누출되는 상황에서는 市 또는 都 !품가 보호조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이 

러한 경우 고리‘신고리 원자력본부는 직접 都‘區에게 보호조치를 권고하고， 

市에 조언할 책임이 있다. 

(3) 의사결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 

- 주민보호 의사결정시 고려하여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원자력발전소 사고 상태 

+ 주민보호조치 결정기준 및 그 적용방법 

+ 예상피폭선량 예측 결과 

+ 환경 모니터링 측정 결과 및 시료채취 분석 결괴 

+ 기상상태의 변화 
+ 우유， 음식물， 식수의 오염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및 음식물 

섭취로 인한 피폭을 막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 오염된 가축 및 가금류 생산품의 처리 방안 

+ 방사선 영향으로부터 농축수산물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 

+ 건강에 위해가 없음을 보장하기 위한 음식물， 사료， 음료수의 검사 프로그 

램의 이용 방안 

+ 복구작업 이전에 취할 재배치， 복귀 및 기타 방사선방호조치 방안 

+ 복구， 재가동 및 청소(제염)문제에 관한 방안 

+ 일반인 및 작업자를 위한 건강 및 안전상의 정보 및 조언 

+ 방사성물질 방출이 사람의 건강 및 환경에 끼치는 영향 평가 

+ 갑상선 방호약품 복용법 및 통 약품을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방사선 

회피선량동 

+ 진단 및 예측 불확도 

+ 주민의 행동 및 반발에 대한 용인， 주민의 동둥한 취급 원칙， 향후의 보호 

조치 결정시 비상관리의 융통성， 주민의 안위， 사회 심리학적 영향 및 정 

치적 측면 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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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5- 3. 주민보호조치 의사결정 흐름도 

옥내〔매 

제염뼈 의거 llb‘S.tlut ... tk 미히로 
회괴가등휠수있도륙일시미주기간을에측 

재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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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보호조치 범위 

(1) 방사능구름 구역 

- 방사능구름 통과시 감마선에 의한 전신 외부피폭과 호홉에 의한 내부피폭이 

주요 피폭 선원항이 된다 방사능구름 구역의 범위는 표 4-5-2의 보호조치 

보조결정기준에 의거 설정한다， 

- 보호조치로서는 방사능구름에 노출되지 않도록 방사능구름이 통과하는 동안 

옥내에 대피하거나， 방사능구름이 통과하거나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으로 소개하는 것이다 방사능구름이 있는 기간 통안 

소개 동을 할 경우 호홉기를 통해 방사성물질이 인체내부로 홉입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손수건풍으로 코， 업을 가라도록 한다 

- 갑상선 방호를 위한 갑상선 방호약품을 복용하는 것도 내부피폭을 감소시키 

는 보호조치이나， 연령별 및 갑상선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복용지침 

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음식물섭취 피폭경로 구역 

- 방사능구름 통과에 의해 지표면애 침적된 방사성물질에 의해 오염된 물 또는 

농작물 섭취로 인해 내부피폭이 발생된다 

- 음식물섭취 피폭경로 구역의 범위는 표 4-9-1의 식료품과 음료풍의 섭취제 

한 결정기준에 의거 설정한다 

- 원자력발전소로부터 기상상태에 따라 원거리지역에 이르기 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市는 이들에 대한 보호조치 방안을 점검한다. 

- 음식물섭취 피폭경로에 대한 보호조치는 장기간 동안 대웅하여야 한다 市는 

환경감시 자료， 주요 토지 활용 자료， 농작물 음식물 처리시설， 취수구， 물 처 

리시설 및 저수지 둥에 대한 오염지도를 작성 관리한다. 

- 컴ß I옮는 환경 모니터링 및 환경시료 채취분석에 의해 음식물섭취 보호조치를 

이행하고， 市의 지시에 따라 음식물섭취 제한구역에서 생산된 우유， 음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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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농작물을 가공 처리하는 시설의 이름과 장소를 기록하고 관리한다. 

5.3 주민 보호조치 이 행 

(1) 옥내대피 

110 

@ 市가 이행해야 할 사항 

市는 현장지휘센터의 지시 또는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옥내대피를 결정하였 

을 때， 즉시 영향 받는 지역의 옆B 區， 지방교육청， 복지회관 둥 지역 행정기 

관에게 옥내대피 협조를 통지하고 다음과 같은 펼요한 사항을 지시한다 

+ 市의 긴급 통보 사항 

+ 사고의 개요 

+ 방사성물질 또는 방사선의 방출 상황， 향후의 예측 및 환경에의 영향 

+ 긴급 대응책 및 이 행 조치 내용 

+ 옥내대피 대상 구역 

+ 옥내대피 시 주의 사항 

= 창문을 닫아 기밀 유지 퉁 

= 휴대 물품 

= 건물 밖에 나갈 때의 주의 사항 등 

+ 갑상선 방호약품 복용 시기， 장소 및 방법 

+ 음료수， 음식물 등의 섭취제한에 관한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 市는 경찰， 소방본부， 해양경찰， 보도기관 등 지역 공공기관에게 주민 옥내대 

피를 위한 협조지원을 요청한다 

市는 보호조치 구역으로 외부에서 차량이 진입하지 않도록 교통통제 퉁 필요 

한 조치를 취하도록 경찰퉁 관계기관에게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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ï1J는 주민보호 지원 행정기관으로부터 옥내대피에 필요한 음료수， 음식물 및 

생활필수품 동 조달 요청을 받았을 경우 비축된 물품을 공급하기 위해 사전 

에 협정을 체결한 업체 및 단체 퉁에게 자원 지원을 요청한다 

(2) 컴8‘區가 이행해야 할 사항 

영향 받는 都 믿는 주민 옥내대피 지시를 받았을 때， 사전에 설정한 옥내대 

피 계획에 따라 신속하게 주민에게 옥내대피를 통지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 

을 홍보한다. 

+ 빼 區의 긴급 통보 사항 

+ 사고의 개요 

+ 방사성물질 또는 방사선의 방출 상황， 향후의 예측 및 환경에의 영향 

+ 긴급 대웅책 및 이행 조치 내용 

+ 욱내대피 대상 구역 

+ 수송 수단 둥 세부적인 옥내대피 순서 

+ 옥내대피 시 주의 사항 

= 창문을 닫아 기밀 유지 동 

= 휴대 물품 

= 건물 밖에 나갈 때의 주의 사항 퉁 

+ 갑상선 방호약품 복용 시기， 장소 및 방법 

+ 음료수， 음식물 동의 섭취제한에 관한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영향 받는 都 區는 경찰， 소방， 해경 둥 지역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주민이 동 

요하거나 혼란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옥내대피를 실시한다 각 구역별 옥내대 

피 유도 책임자를 정해 둔다. 

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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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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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市가 이행해야 할 사항 

- 市는 현장지휘센터의 지시 또는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소개를 결정하였을 

때， 즉시 영향 받는 지역의 君8 區， 지방교육청， 복지회관 등 지역 행정기관에 

게 소개 협조를 통지하고 다음과 같은 필요한 사항을 지시한다 

+ 市의 긴급 통보 사항 

+ 사고의 개요 

+ 방사성물질 또는 방사션의 방출 상황， 향후의 예측 및 환경에의 영향 

+ 긴급 대웅책 및 이 행 조치 내용 

+ 소개 대상 구역 

+ 집합 장소， 소개경로， 목적지(구호소) 

+ 수송 수단 둥 세부적인 소개 순서 

+ 소개시 주의 사항 

+ 갑상선 방호약품 복용 시기， 장소 및 방법 

+ 음료수， 음식물 등의 섭취제한에 관한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 市는 경찰， 소방본부， 해양경찰， 보도기관 둥 지역 공공기관에게 주민 소개를 

위한 협조지원을 요청한다 또한 운수업체， 관공서， 군부대 동에게 버스 퉁 

주민 수송용 차량 지원을 요청한다. 

市는 보호조치 구역으로 외부에서 차량이 진입하지 않도록 교통통제 동 펼요 

한 조치를 취하도록 경찰 퉁 관계기관에게 요청한다 

市는 주민보호 지원 행정기관으로부터 구호소에 필요한 음료수， 음식물 및 

생활필수품 퉁 조달 요청을 받았을 경우 비축된 물품을 공급하기 위해 사전 

에 협정을 체결한 업체 및 단체 퉁에게 자원 지원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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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6 區가 이행해야 할 사항 

- 영향 받는 那 區는 주민 소개 지시를 받았을 때， 사전에 설정한 소개 계획에 

따라 소개 집결지를 개설하고 소개 경로를 결정한다. 

영향 받는 都 1 區는 주민 소개 지시를 받았을 때， 사전에 설정한 소개 계획에 

따라 신속하게 주민에게 소개를 통지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홍보한다. 

+ 都 區의 긴급 통보 사항 

+ 사고의 개요 

+ 방사성물질 또는 방사선의 방출 상황 향후의 예측 및 환경에의 영향 

+ 긴급 대응책 및 이 행 조치 내용 

+ 소개 대상 구역 

+ 집합 장소， 소개경로， 목적지(구호소) 

+ 수송 수단 동 세부적 인 소개 순서 

+ 소개시 주의 사항 

+ 갑상선 방호약품 복용 시기， 장소 및 방법 

+ 음료수， 음식물 퉁의 섭취제한에 관한 사항 

+ 기티 필요한사항 

영향 받는 那 區는 경찰， 소방， 해경 둥 지역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주민이 동 

요하거나 혼란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소개를 실시한다 각 구역별 소개 유도 

책임자를 정해 둔다. 

- 소개 방법 

+ 영향 받는 那 區는 지역 수송기관， 관공서， 군부대의 수송차량을 활용하여 

주민을 구호소까지 수송하지만， 상황에 따라 자가용차로 이통이 가놓할 

경우 주민에게 자가용차로 이동토록 지시하고， 경찰의 유도에 따라 교통 

질서를 유지토록 주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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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서는 자력으로 소개가 불가능한 사람 또는 방사선 피폭이 예상되는 

사람 둥을 특별히 유의하여 비상진료센터， 병원 퉁으로 수송 소개시키고 

市， 那·區에 통지한다. 

+ 육상 수송으로 수송이 곤란할 경우 군부대 헬기 및 해양경찰의 선박 동을 

활용하여 수송할 수 있도록 市에 요청한다. 

@ 이재민보호센터 설치 운영 

- 영향 받는 郵 區는 주민 소개 지시를 받았을 때， 사전에 설정한 소개 계획에 

따라 각 이재민보호센터에 공무원을 파견하고， 이재민의 인적사항 파악， 필요 

한 생필풍 퉁 자원의 공급， 위생， 화재 단속 동을 이행하고 관계기관과 상호 

연락하여 이재민의 편의를 돌본다 

영향 받는 那 !닮는 주민소개 유도책엄자， 이재민보호센터 책임자 퉁을 통해 

주민소개 이행 현황 및 이재민 퉁록 현황 퉁을 파악하고， 현장 점검을 통하 

여 소개조치 상황을 파악한다 

영향 받는 那·區는 인터넷 통신망을 활용하여 이재민보호센터에서의 이재민 

안부 정보， 음료수， 음식물 및 생활필수품의 주문/조달 정보， 이재민보호센터 

운영에 필요한 정보 둥을 수집 파악하여 이재민보호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도 

모한다-

- 영향 받는 那 區의 관할구역을 초월해서 소개해야 할 경우， 주민보호 지원 

행정기관(那-區)은 이재민보호센터의 제공， 이재민 수송 동을 市 및 영향 받 

은 那 !훈와 연계하여 필요한 협력 활동올 한다 

5.4 노약자둥 보호조치 이 행 

(1) 노약자동에게 홍보시 배려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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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市， 那 區는 TV 방송에 수화 통역， 외국어 방송， 문자 방송을 하고， 옥내대피 

소， 구호소에서 문자매체 및 수화 통역자를 활용하는 퉁 노약자동에 대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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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달 및 홍보시 배려토록 한다 

- 市， 那 圖는 일시체류자， 방문객 퉁에게 동요나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정확 

한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차량 헬기 경비정 및 유 무선통신망， 민방위재난경 

보방송망 등을 활용하여 정보전달 및 홍보를 한다 

(2) 노약자동 보호조치시 배려 사항 

- 市， 빼 I흉는 지역주민， 경찰， 소방， 군부대둥 지역 공공기관의 협조 지원올 받 

아 노약지둥을 특별히 배려하여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조치를 이행토록 한 

다-

- 市， 都 區는 옥내대피소， 이재민보호샌터 내에 설치되는 건강 상담창구에서 

노약자동에 대한 심신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음식물 동 식생활 환경에도 특 

별히 배려토록 한다， 

노약자동의 거동시 안전에 필요한 기자재 및 물품을 확보 및 제공한다‘ 

- 市， 那 區는 노약자둥을 위한 방문간호사 둥 간호 운영체제를 가통한다 

- 市， 君ß 원는 노약자동을 위한 설비가 옥내대피소 또는 이재민보호센터에 갖 

추어 지지 않을 경우 다른 사회 복지시설 풍으로 이송시키도록 한다 

IT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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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출입 및 교통통제 

원자력비상시 신속하게 경비체제를 강화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비상정보를 수집 

하여 주민의 생명， 건강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범죄 예방， 교통 확보 퉁 경계활동 

을 이행한다-

원자력 비상 발생 직후의 교통 혼란을 최소화 시키고， 주민 동의 안전한 소개와 긴 

급통행차량의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해 교통통제를 실시한다 

6.1 경계구역 설정 등 

- 원자력 비상시 市， 那 區는 경계구역을 설정하고， 방재요원을 제외한 일반인이 

경계구역 출입을 제한 금지시키고， 경계구역내에 있는 일반인에게 소개를 지 

시하고， 불응시 강제로 퇴거시킨다 

市， 那 區는 차량 선박 퉁이 경계구역내로 진입하지 않도록 지방경찰청 및 

해양경찰서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협조를 요청한다 

- 또한 市， 都 區는 경계구역 빛 그 주변 지역의 치안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경 

찰청 및 해양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한다 특히 소개지역에서의 도난 퉁 각종 

범죄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6.2 경벼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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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및 해양경찰은 원자력비상시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피해 확대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경찰 및 해양경찰은 다음과 같은 주요 응급대응책을 이행한다 

+ 통신의 확보 

+ 경보 동의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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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정보의 수집 

+ 육상 해상 구조 동 

+ 육상 해상 교통안전의 확보 

+ 치안 유지 

+ 물자의 수용， 보관 퉁 

+ 주민 어민 홍보 실시 

+ 경계구역 내 차량 선박의 교통 제한 또는 금지 

6.3 교통통제조치 

(1) 교통통제 

CD 교통통제 실시 및 우회도로의 지정 

- 경찰은 지방경찰청과 연계하여 경계구역으로 진입하는 차량을 통제하고 물자 

수송 둥 긴급 차량의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전에 설정한 우회도로 운 

영 퉁 교통통제를 실시한다‘ 

- 경찰은 市 및 운수업체협회와 연계하여 교통 유도 실시에 협력을 요청한다， 

@ 통제구간에서의 소방‘군부대의 조치 명령 

- 통행금지구역에 경찰관이 없고 긴급대웅책 실시에 심각한 지장이 생길 우려 

가 있을 경우， 소방 또는 군부대는 소방차량 또는 군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해 차량 및 기타의 물건의 이동 둥 필요한 조치 명령을 행할 수 

있디. 

- 소방 또는 군부대가 이러한 조치를 시행했을 때에는 즉시 관할 경찰서에 통 

지해야한다 

@ 교통통제 정보의 통지 

IT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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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관계기관에게 교통통제 정보를 통지한다‘ 

- 경찰은 주민에게 교통통제를 주지시키기 위해 보도기관에 협력올 요청하고， 

교통정보센터의 도로전광판 둥을 활용하여 교통통제 구역， 구간， 우회도로 퉁 

을홍보한다 

(2) 긴급통행 차량의 확인 둥 

- 市， 那 區는 동원차량을 확인시키기 위한 스티커 및 증명서를 발부한다 

(3) 도로관리자의 긴급 조치 

도로공사는 도로 교량에 피해가 생겼을 경우 웅급 복구를 하고， 도로의 파손 

퉁에 의해 교통 상에 위험이 생겼을 때는 경찰과 협의해서 구간을 정해서 통 

행을 금지시키거나 제한시킨다 

(4) 해상교통 규제조치 

- 해경은 긴급수송올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 선박의 교통을 제한하 

거나 금지시킨다 

6.4 출입제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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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는 뼈 區에게 설정한 경계구역에 방재요원을 제외한 사람에 대한 출입을 

제한시키도록 지시하고， 지방경찰청 및 해안경찰서에 협조지원을 요청한다. 

또한 市는 보도기관에 협조지원을 요청하여 주민 둥에게 경계구역 내 출입하 

지 않도록 주지시킨다 

- 那 맘는 경찰 및 해양경찰과 연계하여 경계구역내 출입을 제한시키고， 마을 

방송망， 홍보차량· 헬기‘선박 둥을 활용하여 주민에게 경계구역내 출입하지 

않도록 주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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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항공기 비행통제 조치 

- 市는 공중에 방사성물질의 영향이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비상 

시 모니터링 활동 둥 웅급대웅책을 이행하는 헬기 둥에 지장이 생길 경우 중 

앙부처 및 관계기관에 항공기 비행통제조치를 요청한다 

-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은 市의 요청에 따라 비상시 모니터링 활동 퉁 웅급대 

웅책을 수행하는 헬기를 포함한 다른 항공기의 비행을 제한시키고 방사선 영 

향 위험성을 주지시킨다 

π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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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철 구조·구급 및 소화활동 

원자력비상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관계기관 간 

상호 연계하여 구조·구급 및 소화활동을 실시한다. 

7.1 육상의 구조·구급 및 소화 대웅책 

(1) 빼 區의 조치활동 

那‘區는 경찰·소방과 연계하여 구조·구급활동을 실시한다 

- 都 區는 市에게 피해 상황을 보고하고， 君6 區 자체의 능력으로 구조 활동이 

곤란하거나 구조 활동에 필요한 기중기 동 중장비 차량 조달이 필요로 할 때 

는 지원을 요청한다 

(2) 소방의 조치활동 

- 소방은 那 區， 경찰 및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구조 구급 및 소방활동을 한다 

- 소방은 주민보호조치시 주민에게 화재 방지 및 초기 소화를 위해 다음과 같 

은 사항을 홍보한다. 

+ 옥내대피 소개를 위해 자택을 떠나기 전에 가스， 전기 히터 둥을 차단하 

고， 도시가스 밸브， 프로판가스통 밸브， 석유보일러 저장탱크 밸브를 장근 

다 또한 필요시 전기 차단기를 차단한다. 

+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소화기 둥으로 소화 활동을 한다. 

(3) 경찰의 조치활동 

- 경찰은 업11. 1&， 소방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주민의 구조활동 이행을 지원한다 

(4) 피의 조치활동 

- 市는 都 區가 이행하는 구조·구급 및 소화 활동이 원활하게 이행되도록 필요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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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자재를 확보하여 지원한다. 

市는 都‘區로부터 구조·구급 및 소화 활통에 대한 지원 요청이 있거나 비상 

정황으로 볼 때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 타 지역 관계기관에게 

지원을 요청한다. 지원하는 기관은 필요한 장비，물품 둥 자원을 휴대토록 한 

다 

- 市는 관할구역내 소방력으로 대처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중앙부처(소방방재청) 및/또는 군부대에 지원을 요청한다 市는 중앙부처 군 

부대의 지원 사항을 관계 郵 區에게 통지한다. 

7.2 해상의 구조·구급 대응책 

(1) 해양경찰의 조치활동 

- 해경은 선박의 조난， 인명 사고 퉁이 발생했을 때는 신속하게 경비정， 항공기 

또는 특수구조대에 의해 그 수색 구조를 한다. 

- 해상 화재발생시 구조 구급 빚 소화 활동을 실시한다 

- 주민보호조치시 소개자의 유도 및 해상 수송을 한다. 

- 해상표류자의 구조·구급활동을 한다 

- 선박내 부상자 및 환자의 구조 구급활동 및 수송을 한다 

(2) 경찰의 조치 활동 

- 소개 선박， 헬기 등과 그 숭무원， 숭객 동의 확인 조치를 한다 

구조 활동시 육상에서 긴급 수송이 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교통통제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다 

행방불명자가 있을 경우에는 해양경찰에게 수배토록 지원을 요청한다. 

(3) 市의 조치 활동 

걷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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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市는 都 區로부터 해상 구조 ·구급활동에 지원 요청이 있거나 재난 상황에 

따라 혜경 및 경찰에게 지원을 요청한다 

- 市는 지역 관계기관에서 대응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올 경우에는 군부대 

에게 지원을 요청한다. 

7.3 공중의 구조·구급대응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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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ß. r문는 항공기나 헬기를 활용한 구조·구급활동을 하기 위해， 헬기 이착륙장 

을 지정하고 헬기 운항에 필요한 정보를 市에게 신속하게 보고한다. 

- 市는 那 원로부터 공중 구조 구급활동을 위해 지원 요청이 있거나 비상 정황 

으로 볼 때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市 소방헬기를 지원하고 필요시 

市 관할구역내 경찰 퉁 관계기관에 헬기지원을 요청한다 

- 市는 관할구역내 헬기 지원이 더 이상 불가할 경우， 중앙부처 및 타 광역단 

체에 헬기지원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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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비상진료활동 

원자력비상시 주민 및 원자력발전소 종업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관 

계 의료기관간 상호 연계하여， 종합적인 판단과 일치된 의견으로 비상진료활동을 수행 

하고 방사능 오염자에 대한 방사선장해 치료를 한다 

영향 받는 지역에 있었던 개인의 방사능 오염검사 분류， 제염， 치료뿐만 아니라， 소 

개 도중 발생한 상해자， 교통사고 피해자， 갑작스러운 질병 환자 등에 대한 응급처치 

와 특별히 돌봐야 하는 개인 또는 집단의 비상진료， 싱신장해 상담도 포함한다. 

8.1 비상진료 운영체제 

(1)(지역) 방사선비상진료센터의 설치 

비상발령시 都 많는 현지에서의 비상진료활동을 준비하기 위해 비상시 (지 

역) 방사선비상진료센터를 보건소에 설치한다 

- (지역) 방사선비상진료센터장은 영향 받는 째 圖의 보건소장이 되며， 센터 구 

성은 보건소 의료진， 那 !릎지역 의료기관으로 구성한다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가 설치 운영되면 벙합한다 

(2)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의 설치 

- 재난지역 범위가 없‘區행정구역 범위를 벗어나 확대될 경우， 市는 현장지휘 

센터에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를 설치하고， 현지에서의 비상진료활동을 총 

괄하고 적절한 의료대웅조치를 한다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의 장은 재난의 크기에 따라 市 보건복지관리부서장 

또는 중앙부처(보건복지가족부) 공무원으로 위임된다 

-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는 보건소 의료진， 市 및 君ß. J&지역 의료기관， 의사협 

의회， 공공기관(소방， 군부대) 퉁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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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앙부처 및 관계 의료기관에 지원 요청 

- 市는 중앙부처，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및 방사선장해 전문병원 둥에게 비 

상진료팀의 파견 및 피폭자 수용을 요청한다. 

- 市는 市 관할구역내 병원， 적십자사 풍에게 의료진 및 의료물품 동원올 요청 

한다. 

-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는 영E 區가 옥내대피소， 이재민보호센터를 설치하였 

을 때 각 장소마다 현장진료소를 설치 운영 한다. 현장진료소 운영은 那， 區와 

연계하여 실시한다 

(4) 방사선비상진료 운영체제 

원자력비상시 비상진료 운영체제는 그림 4-8-1과 같이 구성 운영한다 

그림 4- 8- 1. 비상진료 운영체계도 

il 시·도 지역대책본부 
r tOII.-! 'Itμ-!<I III삿~료찌터 

현장지휘챈터 
(의효지훤't!) 

‘ 
얀
 

욕내대피소 현장진료소 | 이찌민보호씬터 원전의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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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진료 

기능 

조치 

담당 

기관 

제8철 비상진료활동 총 

원자력비상시 비상진료체제의 개요는 표 4-8-1과 같다， 

표 4- 8- 1. 비상진료체제의 개요 

초기 피폭 의료 2 차 피폭 의료 3 차 피폭 의료 

외래진료 입원 진료 전문적 입원 진료 

상해자의 싱리적 동요를 배 방사능 제염， 갑상선 오중 2 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에 

려하고， 오염검사， 일반 상해 및 혈액의 방사농 측정 및 서 수행 곤란한 방사웅오염 

를 치료한다 필요한 의료조치를 한다 치료， 추적조사 둥을 한다 

간단한제염 < 비상시 의료대책시설〉 ←초기 및 2 차 방사선비상 

- KI 투여， 방사선장해예방 제영실을 이용한 제영 진료기관에서 한 제염에 추 

조치 전신피폭선량측정 가하여 필요시 폐 세척 풍의 

심폐소생법 (A C L S) 혈액， 오줌으로 오염정도 전문적 제염 

-합병 손상(창상， 열상) 및 선량명가 국소피폭 환자의 진료 

국소피폭 환자의 진료 -고선량피폭 환자의 진료 

고선량피폭 환자의 진료 중종의 합병 손상의 치료 

합병 손상의 진료 내부피폭 환자 진료 

내부피폭 환자 진료 

17-} 방사선비상진료기관 2 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 3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이재민보호센터의 현장진료소 

원전 웅급의료대응팅 권역웅급의료센터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협약병원 
방사선보건연구원 

@ 국가비상진료팀 

중앙부처는 한국원자력의학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와 각 市‘道의 권역응 

급의료센터의 방사선장해 전문의료진으로 구성된 국가비상진료지원팀을 파견 

한다， 

국가비상진료지원팀은 현장지휘센터 의료지원반 및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 

의 구성원으로 합류하여， 피폭 환자 및 피폭이 의심되는 자에 대한 진단 및 

처방을 하는 현지 의료관계자를 지도하고， 이들과 함께 협력해서 비상진료활 

동을한다 

(2) 1차 비상진료 운영체제 

걷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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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발전소에서의 초기 피폭 의료 

+ 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웅급의료대웅팀은 상해자의 응급처치와 함께 오염 

검사와 피폭선량을 측정한다 

+ 제염 및 오염의 확대 방지를 하고， 오염이나 피폭의 정도에 따라 l차， 2 

차 또는 3 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으로 후송 조치한다. 이 경우 방사선관 

리요원(방사성물질이나 방사선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고， 선량평가나 오염 

확대방지 조치를 행할 수 있는 자)이 피폭 환자를 관리한다 

+ 방사선관리요원은 환자 후송 시 오염 확대 방지 조치를 하고， 수송기관이 

나 후송 차량 둥의 오염 유무를 확인하고 고리 신고리 원자력본부 및 관 

계기관에 보고한다-

• 현장진료소에서의 초기 피폭 의료 

+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는 1차 방사선비상진료시설로서 옥내대피소， 이재 

민보호샌터내에 현장진료소를 설치 운영한다 

+ 각 현장진료소는 보건소， 건강복지센터， 대학병원， 지역병원， 적십자사 둥 

에서 파견된 의료진으로 배치 구성된다 

+ 현장진료소에서는 이재민에 대한 오염 검사， 지1 염， 안정 아이오딘제의 예 

방 복용의 지도， 일반적인 질병 환자 또는 신체 상해자 치료， 심신의 건강 

상당 동을 한다 

+ 1개 현장진료소의 구성 인원은 4 -7명으로서 의사 l명， 간호사 1 -2명， 방 

사선관리자 1 -2명， 약사 l 명， 그 외 l명 동으로 구성한다 수많은 집단에 

대한 오염검사 및/또는 제염올 실시하기 위해서는 뼈 圖， 소방， 군부대 둥 

에게 필요한 인력과 장비 지원을 요청 한다. 

+ 일반 상해 동의 검진기， 약제 및 엠블런스 둥은 파견 기관에서 조달한다 

+ 현장진료소 의료팀은 방사성물질에 2차적인 오염 및 의료조치에 의한 오 

염 확대를 방지토록 주의한다 



제8절 비상진료활동 종 

• 의료기관에서의 초기 피폭 의료 

+ 1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에서는 현장진료소 또는 원자력발전소에서 후송되 

어 오는 피폭 환자의 외래진료를 하고 제엽이나 응급처치를 한다 

@2차 비상진료 운영체제 

+ 1차 방사선비상진료 조치 후， 오염이 잔존하는 피폭 환자 또는 상당히 피 

폭되었다고 추정되는 환자는 입원 진료를 하는 2 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으로 후송한다 

+ 2 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은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의 산하에서 국가방사 

선비상진료센터의 의료전문가 및 원자력발전소 의무실의 의사와 연계하여 

오염이 잔존하는 피폭 환자 또는 상당정도 피폭했다고 추정되는 피폭 환 

자의 입원 진료를 한다 

+ 2 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에서는 국소피폭 환자의 진료， 합병 손상의 치료 

를 하고， 제염， 내부피폭 선량 측정， 혈액·소변 동의 생체시료에 의한 피폭 

선량의 측정， 고선량 피폭 환자， 내부피폭 환자 동에 대한 치료를 한다 

@3차 비상진료 운영체제 

+ 2 차 방사선비상진료 조치 또는 초기 방사선비상진료 조치의 결과. 방사 

선 피폭에 의한 장해의 전문적 치료가 필요로 하는 고선량 피폭 환자나 

중증 내부피폭 환자는 3 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인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 

터 또는 방사선보건연구원으로 후송하여 전문적인 치료를 한다 

8.2 긴급피폭 의료조치 

(1) 피폭 환자의 후송 기관의 판단 

- 피폭 환자의 피폭 선량， 오염의 정도， 전신 상태 동에 의거 어느 정도 피폭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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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판정 받은 사람은 초기 피폭 의료기관을 경과하지 않고. 2 차 방사선 

비상진료기관이나 3 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으로 후송한다. 

(2) 외부전문기관에의 협력 요청 

-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는 필요시 전문의사의 파견 둥， 긴급피폭 의료에 관 

한 외부전문기관의 협력을 중앙부처에 요청한다 

(3) 피폭 환자의 3 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에의 후송 

- 市는 피폭 환자의 3 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으로의 헬기를 활용한 후송을 소 

방 또는 군부대에게 요청한다. 

(4) 이재민보호센터에서의 오염검사 

- 이재민보호센터에는 대형 주차시설을 갖추고 차량 오염검사， 제염한 후 주차 

시킨다. 

- 개인차량 또는 버스에서 하차한 이재민은 현장진료소로 이통하고， 오염분류 

및 응급치료 동을 받고， 구호소에 수용된다‘ 

(5) 갑상선 방호약품의 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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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상선 방호약품 복용의 결정 책 임자 

갑상선 방호약품의 복용은 현장지휘센터장이 市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현장지휘센터에서 갑상선 방호약품의 복용에 관한 지도 조언이 있었을 경우， 

市는 耶‘원 및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에게 갑상선 방호약품을 배포 복용토 

록지시한다 

@ 복용에 관한 유의 사항 

갑상선 방호약품의 복용은 그 부작용에 대해 고려 할 필요가 있으므로， 배포 

장소에서 주민에게 대한 투여는 의사의 지도 감독아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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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장소는 옥내대피소 또는 이재민보호센터가 되며， 이곳에 현장진료소를 

설치하고 의사의 지도 감독아래 갑상선 방호약풍을 투여한다， 

영ß 圖는 독자적로 보유하고 있는 갑상선 방호약품을 市와 협의하여 복용하는 

시기 및 범위를 결정한다. 

- 갑상선 방호약품의 복용 기준은 본장 제5절 표 4-5-1 보호조치 결정기준에 

기술되어 있다 

@ 갑상선 방호약품의 후송， 배포， 복용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는 관계기관에게 갑상선 방호약품을 현장진료소로 수 

송토록 지시한다 수송시 都 區， 경찰， 소방 및 군부대와 협력하여， 신속하게 

배포 예정 장소로 수송한다. 

- 市의 갑상선 방호약품 배포 결정한 후 현장진료소는 주민에게 복용 방법 및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 둥에 관한 문진 및 지도를 한다 

(6) 긴급 방사선비상진료기관에서의 오염 및 피폭의 방지 

긴급 방사선비상진료기관에서는 피폭환자 진료시 의료관계자의 2 차 오염 및 

피폭을 방지한다 

- 또한， 일반 환자의 불안을 경감시키고， 일반 환자에게 오염 및 피폭을 방지토 

록한다 

(7) 긴급 피폭 의료의 정보의 공유화 

• 긴급 방사선비상진료기관에서의 정보는 신속하게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를 

포함한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 빚 고리 신고리 원자 

력본부로 얻을 수 있었던 긴급 피폭 의료를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는 

긴급 방사선비상진료기관에 제공한다 

며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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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원자력비상시 방사성물질에 의해 음료수나 음식물의 오염도를 정확하게 파악하 

여 섭취제한 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9.1 음식물 섭취제한 기준 

- 음식물 섭취제한 기준은 표 4-9-1과 같다 

표 4-9- 1. 식료품과 음료품의 섭취제한 결정기준 

구 분 
육류·어류·곡물 야채과일 물·우유 유아식풍 

(B이<g) (B이<g) (Bq/ι) (B띠<g) 

l군 
Cs -134, Cs- l37 

2，αm 1 ，αm 200 100 
Ru-1æ. Ru-100. Sr-89 

2군 1- 131, Sr- oo 1，αm 500 100 10 

방핵사종성 3군 u-잃5， U-장8 100 100 20 10 

4군 
Arn-241, Pu-238 

10 10 10 l 
Pu- 239. Pu-껑o. Pu-242 

5군 H-3 100 kBq/R 

9.2 음식물 섭취제한 조치 

- 市는 중앙부처의 지시를 받았거나， 비상시 모니터링 결과 음료수， 음식물 및 

농축수산물의 오염도가 표 4-9-1의 제한치를 초과하였올 경우 현장지휘센터 

또는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의 조언을 받아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한다 

(1) 음료수에 대한 조치 

- 市는 都 圖에게 오염된 수원지의 사용 금지 및 오염 음료수의 복용 금지 조 

치를 강구 이행하도록 지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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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식물에 대한 조치 

- 市는 都 區에게 오염된 음식물 섭취를 제한시키거나 금지시키는 방안을 강구 

이행하도록 지시한다. 

+ 오염된 식품 폐기 

+ 오염된 음식물의 판매 및 가공처리 방지 

+ 오염되지 않은 식품과의 혼합 방지 

(3) 농축수산물에 대한 조치 

- 市는 都 區， 오염지구 주민， 오염지구 내 농축수산물 생산자， 집산지， 시장관 

리자 등에게 오염된 농축수산물의 채취 어획 금지， 출하 제한 동 펼요한 조 

치를 강구 이행하도록 지시한다， 

- 반감기가 짧은 핵종으로 오염된 경우 오염된 농·축산물은 일시 저장하고 확 

인한 후 사용하고， 반감기가 긴 핵종으로 오염된 경우에는 폐기한다 

- 오염지역에 방목된 젖소로부터 생산된 우유에 대하여 잔존 방사능농도가 결 

정기준 미만일 경우에는 치즈 등 다른 식품으로 가공 처리하여 보관하고， 잔 

존 방사능농도가 결정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폐기한다. 

(4) 대피소 둥에서의 조치 

• 염5 區는 음료수， 음식물 및 농축수산물에 대한 오염도 측정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옥내대피소， 이재민보호센터에서의 음식물 섭취를 제한시킨다 

9.3 음식물 및 생활필수품의 급
 

공
 

(1) 음료수의 공급 

- 都 區는 市와 연계하여 이재민에게 음료수의 급수 장소， 급수 시간 퉁을 알 

려주고 원활하게 공급토록 한다. 

펀1 



흥 제4작대용대해 

- 급수는 오염도 측정 결과에 근거하고 오염 구역이 아닌 장소의 음료수를 공 

급한다’ 

(2) 음식물의 공급 

- 都 I흉는 이재민에게 비축한 음식물품의 공급 장소， 공급 시간 동을 알려주고 

원활하게 공급토록 한다 

市는 那·區로부터 요청이 있었을 때 市가 비축한 물품을 공급한다 

+ 市는 농협과 협의하여 확보하고 있는 정부미를 공급한다. 

+ 미곡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와 협의하여 보관중인 곡식을 공급한다 

- 市， 那·區는 음식물을 조리할 수 없는 이재민에게 급식을 제공한다. 

- 市는 방사성물질의 영향이 없는 음식물을 공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3) 생활필수품의 공급 

市는 생활필수품， 연료， 의복， 침구， 일용품 둥을 확보 및 都‘區에게 수송 공 

급한다 

- 都‘~는 이재민보호센터내 이재민에게 생필품 둥을 분배한다 

市는 방사성물질에 영향 없는 생활필수품올 공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4) 조달， 수납， 분배방법 

CD 조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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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는 중앙부처 및 타 시도의 지원을 받아 물자를 조달한다 

- 그래도 물자가 부족할 경우， 보도기관을 풍해 전국에 원호물자를 제공토록 

요청한다 

- 市는 那 區에 보낸 물자의 수요를 파악하여 과부족이 되어 있는 물자를 조정 

하고 적절하게 공급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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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하 장소 

- 市， 那 區는 사전에 설정한 집하 장소에 공무원을 배치하고， 물풍의 수납 및 

구분 업무를 이행토록 한다 

@ 분배 방법 

• 都 區 이재민보호센터장은 공급된 물자를 아이나 병약자 둥을 우선하여 분배 

한다 

이재민보호센터 이외의 장소에 있는 이재민에게는 홍보차량을 이용하여 물자 

분배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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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철 긴급 수송활동 

원자력비상시 방재요원 및 긴급 물자의 수송을 확보하여 신속한 웅급대웅책을 

실시토록 한다. 

(1) 긴급 수송의 순위 

- 市는 那 區 및 관계기관의 긴급 수송올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다음 순위에 따라 수송을 조정한다. 

+ 제1순위 인명 구조 구급활동에 펼요한 수송 및 현장지휘센터 구성요원 

+ 제2순위 : 소개자의 수송， 방사선 영향을 평가하고 예측하는 관계전문가 

및 기자재의 수송 

+ 제3순위 . 응급대웅책을 실시하는 방재요원 및 기자재의 수송 

+ 제4순위 . 주민의 생활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울자의 수송 

+ 제5순위 . 기타 응급대웅책에 필요한 수송 

(2) 긴급 수송체제의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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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市는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수송의 우선순위， 숭무원 및 수송수단의 확보상태， 

교통 혼잡상태 퉁올 감안하여 원활하게 긴급 수송을 실시토록 운영체제를 점 

검한다-

- 짧‘됨는 지역방사능방재계획에 기술되어 있는 수송 차량올 동원 활용하고. 

조달이 불가능할 경우 수송 조건을 고려하여 市에 지원을 요청한다 

- 市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 열차 및 선박의 동원 및 운영체제를 점검하 

고 수송 능력이 부족할 경우 공공기관， 운수업체， 군부대 둥에게 지원을 요청 

한다 필요시 타 지방자치단체에게도 지원을 요청한다 

- 경찰은 긴급 수송을 위 한 교통로를 확보하고， 피해의 상황， 긴급도 및 중요도 

를 고려해서 교통통제 및 유도 동을 실시한다 특히， 중앙부처의 공무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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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방재요원의 현지에의 이동에 관련하여 사전에 설정한 수속에 따라 

교통통제를 실시한다. 

(3) 긴급 수송 

CD 항공수송 

市 및 중앙부처는 비상발령 직후 필요할 경우 헬기를 활용하여 국가 공무원， 

원자력 전문가， 현장지휘센터 운영요원， 市현장대웅팀， 비상진료팀， 모니터링 

팀， 방재활동 기자재， 의약품 둥을 수송한다. 이를 위해 市 및 중앙부처는 경 

찰， 소방， 군부대 둥에게 헬기 출동을 요청한다 

- 郵 1흉는 헬기 임시 이착륙장을 선정하고， 市에게 통지한다 

- 市는 중앙부처 및 항공 관제소에게 임시 이착륙장을 통지한다 

@ 육상 도로 수송 

- 市는 도로관리자와 연계하여 긴급 수송에 펼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긴급 수송 

루트를 선정한다. 

- 도로관리자는 경찰의 협력을 얻어 市가 선발한 긴급 수송 루트를 확보한다 

- 경찰은 교통감시 카메라， 차량감시기 등을 활용하여 교통 상황을 파악한다 

경찰 및 도로관리자는 교통통제 시 상호 연계하여 관계기관 및 주민에게 교 

통정보를 제공한다 

@ 철도 수송 

- 市는 철도청과 연계하여 주민 보호조치를 기차로 수송한다 

@ 해상수송 

육상 수송이 불가능할 경우 또는 중량이나 대량인 복구 기자재의 운반 둥 해 

상수송이 보다 효과적일 경우에는 해경과 협의하여 해상수송을 실시한다 

머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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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절 현장대용요원 개인방호 

원자력비상 발생시 주민 홍보， 주민보호 유도， 교통통제， 치안유지， 환경 모니터링， 

의료조치， 원자력발전소 사고확대 방지 및 방사성물질 제염 동을 수행하는 현장대웅요 

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개인방호대책， 피폭관리 및 의료조치를 기술한다‘ 

(1) 개인방호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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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대웅활동올 수행하는 현장대응요원은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한다 

+ 현장에서 직면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하여 항상 인식하고 필요한 예방조치 

를준비할것 

+ 적절한 방호장비 없이 어떠한 작업도 하지 않으며 방호장비의 사용법을 

숙지할것 

十 모든 현장 작업은 ALARA 원칙(가능한 한 합리적으로 적게)에 입각하여 

수행할것 

+ 현장대웅요원 복귀지침에 제시된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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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어가지 말 것 

+ 자신의 보호를 위해 시간(작업시간 단축)， 거리(적정한 작업거리 확보)， 차 
폐(적절한 차폐체 이용)의 원칙을 지킬 것 

+ 고선량지역으로 투입 될 때는 상급자와 사전에 작업계획을 수립할 것 

+ 오염지역에서 음식물 섭취 및 흡연 등의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말 것 

+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조장이나 통료에게 자문을 구할 것 

+ 갑상선 방호지침에 따라 갑상선 방호약풍을 복용·기록한다 고준위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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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시에는 갑상선 방호약품올 복용하였더라도 호흉기 방호장구를 착용할 

것 

(2) 현장대웅요원의 안전 확보 

市는 현장대웅요원이 피폭 가능성이 있는 환경에서 대응활동을 하는 경우， 

적절한 피폭관리를 하고， 심리적인 갈퉁 없이 냉정한 판단으로 대웅활동을 

하도록 배려토록 한다. 

이차적인 재난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피폭 가능성이 있는 환경에서 작업 할 

경우， 방재요원 상호간 안전점검체제를 갖추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3) 개인방호 대책 

市는 那 區 및 관계기관에게 현장대웅요원의 방호복， 호홉기 방호장구， 선량 

계 동의 개인방호장비 물품의 장착， 갑상선 방호약품의 준비 등 펼요한 개인 

방호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한다 

市는 개인방호장비 1 물품이 부족하거나 우려가 있을 정우 긴급 구매 조달하 

고， 필요시 고리 신고리 원자력본부， 현장지휘센터에게 지원을 요청한다. 

(4) 현장대웅요원 피폭관리 

비상기간동안 현장대응요원의 과다한 피폭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대웅활동의 

유형별 복귀지칩은 표 4-11- 1과 같다 

- 비상기간동안 현장대응요원에 대한 피폭관리는 추적하고 기록하며 연간 직업 

상 피폭관리와는 구분한다 

연간피폭집적선량은 현장대웅활동 시 예상되는 개인피폭선량을 고려한다 

- 원칙적으로 유효선량 50 mSv 피폭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서의 방재업무를 

금지한다 단， 사고현장에 있어서 긴급작업을 실시하는 것이 사고 확대방지 

및 인명 구조 둥 긴급한 작엽을 실시할 경우에는 유효선량으로 250 mSv를 

초과할 수 있겠으나 개인방호를 충분히 배려해야 한다‘ 또한， 1일 누계 피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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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이 10 mSv올 초과 할 경우， 다음 1일의 방재업무에 참여할 수 없다. 

- 현장대응요원에 대한 피폭관리는 원칙적으로 각 기관별로 이행한다. 합동방 

사선비상진료센터는 현장대웅요원에 대한 피폭관리를 종합한다. 피폭관리 요 

원이 부족할 경우 또는 기술적 판단이 요구되는 피폭관리는 중앙부처에게 전 

문가지원을 요청한다 

(5) 현장대웅요원 의료조치 

현장대웅요원이 피폭되었올 경우， 본장 제8절에 기술된 바와 같이 피폭정도 

에 따라 현장진료소， 1차， 2차， 3차 피폭 의료기관으로 후송되어 제염 동 의 

료조치를 받는디 

표 4- 11- 1. 현장대웅요원 복귀지침 

임 !f- 선량한도 (mSv) 

유형 l 인명구조 > 용iO <IXrOl 

심각한 상해 방지 

유형 2 집단선량 회피 < 50 ~ 
부지 밖 공간선량률 탐사 
단기간의 복구활동 

유형 3 긴급한 보호조치 이행 < 25 ~ 
환경방사능 시료 채취 

유형 4 
장기간의 복구활통 

작업종사자 선량제한치 
사고와 직접 관련 없는 작업 

주 <D 복귀지칩은 현장대웅요원이 착용한 직독식 선량계에 표시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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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기준은 피폭 전 갑상선 망호약품을 복용한 것으로 가정한다 만일 갑상선 방 

호약품을 복용하지 않았다면 이 값을 5로 나누어야 한다 만일 호홉기 방호장구를 

착용한 경우에는 이 값에 2를 곱하여 적용한다 긴급작업자는 지원자이어야 하며， 

비상관리자는 피폭에 의한 잠재적 영향을 작업자에게 설영하여야 한다 

@ 정당성이 확보되는 경우 이 값올 초과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기준(급성효과가 나타 

나는 발단선량) 이하로 선량올 유지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시도해야 한다 작업자 

는 방사선방호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하며， 그들이 직연하게 되는 위 

험을 이해해야 한다. 



제 12절 군부대 지원 총 

제12절 군부대 지원 

원자력비상시 주민의 생명， 건강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부대에게 지원을 

요청할 때의 수속 풍을 기술한다. 

(1) 파견 요청 

- m는 군부대 지원이 필요할 경우 파견을 요청한다‘ 현장지휘센터가 발족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市 또는 현장지휘센터가 군부대 파견을 요청한다 

(2) 지원 내용 

- 환경 모니터링 

- 피해상황의 파악 및 웅급 복구활동 

- 주민 소개조치 

- 소개자 동의 수색 및 구조 

- 소방활동 

- 응급의료구호방역 

- 방재대책 관계자 및 물자의 긴급 수송 

- 위험물의 보안 및 제거 

구호소 운영 지원 

- 기타 군부대의 능력으로 대웅 가능한 것 

(3) 파견 요청의 수속 

- ïIï는 那 區로부터 군부대 지원 요청이 있을 때 그 사유가 적절할 경우 또는 

기존의 피해상황에 근거해 파견을 요청할 경우에는 군부대 파견 요청서를 관 

계 부대에 제출한다 단， 사태가 시급할 경우 관계 부대에 전화로 연락하고， 

사후 신속하게 문서로 제출한다 

떠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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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那 區는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여 군부대의 지원이 요청되나 市와 연락이 되 

지 않을 경우， 관계 군부대에 직접 전화로 연락하고， 사후 市 및 관계 군부대 

에게 문서로 제출한다， 

- 통지를 받은 관계 군부대는 긴급 사태에 비추어 인명 또는 재산 보호를 위하 

여 요청을 기다리지 않고 군부대 인력과 장비를 파견할 수 있다 

(4) 구두로 요청할 경우의 연락 사항 

- 원자력비상의 상황 및 파견 요청 사유 

- 파견 희망 기간 

- 파견 희망 구역 및 대웅활동 내용 

- 기타 참고가 되어 야 할 사항 

(5) 자주적 파견 

- 군부대는 원자력비상의 영향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군부대 파견이 필요할 

경우 市， 都 圖의 요청이 없다하더라도 파견 할 수 있다 

단， 市， 都‘區의 요청을 기다리지 않고 군부대를 파견한 후 市， 都 圖가 파견 

요청을 했을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市， 都-區의 파견 요청에 근거하는 지원 

활동을 실시한다 

(6) 파견 부대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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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市는 군부대 파견을 郞 덤에게 통지하고 수용체제를 정비토록 지시한다‘ 

+ 파견 부대와 관계 f.1l-[훈와의 연락 창구 선정 

+ 작업 계획 및 기자재의 준비 

+ 파견 부대의 유도 

+ 숙박시설， 헬기장 퉁 준비 

+ 주민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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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那-닮는 군부대의 작업이 다른 기관의 작업과 필요 이상 중복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작업 이 분담되도록 조치 한다. 

군부대는 부대를 파견할 경우， 市， 那‘ 圖에 연락장교를 파견하여 市， 영g 區，

소방， 경찰과 비상 업무를 조정하고 상호 지원토록 한다. 

(7) 파견 부대의 철수 요청 

- 市는 파견 부대가 파견 목적을 달성했을 때 또는 파견의 필요가 없어졌을 때 

는 민심의 안정 풍에 지장이 없는 한， 那 圖， 군부대와 충분히 협의하여 철수 

요청을한다 

(8) 경비의 부담 구분 

- 군부대 지원 활동으로 소요되는 경비는 원칙적으로 파견을 요구한 기관이 부 

담하고， 市는 필요시 조정 한다. 

- 경비부담 구분은 다음과 같다. 단， 부담 구분에 대해 의의가 생겼을 경우 그 

때마다 협의해서 정한다 

+ 파견 부대의 숙박 동에 필요한 토지， 건물 등의 사용료 및 임차료 

+ 파견 부대의 숙박 둥에 따르는 냉난방비， 통신비 및 목욕료 

+ 대웅활동에 필요한 군부대이외의 기자재 등의 조달비용， 임차료， 그 운반 

비 및 수리비용 

+ 유료도로의 통행료 

+ 개인방사능방호장비 및 물품 : 포켓 선량계， 알랑메타， 호흡기 방호장구 , 

방호복둥 

(9) 군부대의 피폭관리 및 의료조치 

군부대의 피폭관리는 원칙적으로 군부대 독자적으로 한다 합동방사선비상진 

료샌터는 군부대 요원에 대한 피폭관리를 종합한다 피폭관리 요원이 부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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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또는 기술적 판단이 요구되는 피폭관리는 중앙부처에게 전문가 지원을 

요청한다， 

- 군부대 요원이 피폭되었을 경우， 본장 제8절에 기술된 바와 같이 피폭정도에 

따라 현장진료소， 1차， 2차， 3차 피폭 의료기관으로 후송되어 제염 동 의료조 

치를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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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절 학교 대응책 

원자력비상으로 정상적인 교육을 할 수 없다가 환경방사선이 인체 건강상에 영 

향이 없어지게 되면 신속하게 학교 시설을 제염시키고， 학교를 이재민보호센터로 활용 

하고 있는 학교는 이재민의 생활을 배려하면서 가능한 빠른 시기에 학교 교육을 재개 

한다 

(l) 휴교， 학생보호조치 

지방교육청은 보호조치가 실시되면 해당 학교를 휴교시키고 통지한다 

학교장은 휴교 조치를 접수하는 즉시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고 那 區의 지시 

에 따라 학생들을 이재민보호센터로 이동시킨다-

- 학교장은 이재민보호센터에서 都 맘의 지원을 받아 학부모에게 학생을 인도 

할 때까지 학생들을 돌본다， 

(2) 수엽 재개 

- 지방교육청은 市와 협의하여 건강상에 안전이 확보된 단계에서 수업재개 시 

기를 결정하고， 실시 가능한 교과목 확보， 수업 일수 및 교실 둥에 대해서 검 

토하고， 수업 일정표를 작성하여 수업 재개 대책을 강구토록 각급 학교에 지 

시한다 

각급 학교는 학생에게 수업 재개 시기와 수업 내용 둥을 전달한다 

(3) 교직원 확보 

- 지방교육청은 수업 재개에 펼요한 교직원을 확보하기 위해 교직원의 결원 상 

황을 점검하고， 퇴직 교직원이나 교원채용 후보자 명부 등재자 중에서 교원 

을보충한다 

(4) 통학로 안전 확보 

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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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市， 都‘區는 수업 재개를 위해 학교 통학로의 오염제거 퉁 안전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제염토록 한다 

(5) 정신보건 대책 

과J 

- 지방교육청은 카운슬링이 필요한 학생이나 교직원 수를 파악하고， 전문적 지 

식을 소유하는 정신과 의사나 임상심리사에게 자원봉사 지원올 요구하고， 카 

운슬러의 확보에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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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철 자원봉사자 

원자력비상시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대웅활동 뿐만 아니 라， 지역 주민이나 

외지인의 자원봉사가 중요하다. 그러나 방사선의 특수성으로 인한 자원봉사자 활동에 

는 제한이 따르므로 자원봉사자의 운영체제를 정 립해야 한다 

(1) 자원봉사자 대응활동의 제한 

市 都 지역대책본부장은 자원봉사자의 방호구역 내 출입금지 퉁 대웅활동을 

제한하고， 보도기관 퉁을 통해서 정보를 전파한다. 

(2) 자원봉사자 대웅활동의 시작 

- 끼J 那 지역대책본부장이 방호조치를 해제한 이후에 자원봉사자 대웅활동이 

시작된다 

- 市 那 지역대책본부장은 방사능방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봉사자의 대웅 

활동 내용을 검토하고 대응활동에 필요한 방호물품을 확보하여 제공한다 

(3) 자원봉사자의 접수 체제 

市 那에 자원봉사 분야를 가설하고 사회복지협의회퉁 기존의 민간단체와 연 

계하여 펼요에 따라 자원봉사의 조정·알선을 한다， 

- 市 那은 구호소 퉁에서의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업무나 인원수 둥을 파악 

하고 정보를 제공한다 

(4) 자원몽사자의 대웅활동 체제 

- 市 뼈은 사전에 필요한 자원봉사자의 대웅활동 사항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 

고， 자원봉사자가 활동에 참가하기 쉽게 조직 운영체제를 설치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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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절 지진 대응 

(1) 고리 신고리 원자력본부의 조치 

- 고리 신고리 원자력본부는 지진 규모 6.0 ( =지반가속도 O.lg)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에 즉시 원자력발전소의 시설 및 설비를 점검하고， 이상 유무 

에 관한 정보를 市 那에 통지한다 

- 지진으로 인하여 원자력발전소의 피해가 발생되어 비상발령 기준에 해당될 

경우， 원자력비상을 발령한다 

(2) 市 那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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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都은 고리 신고리 원자력본부로부터 지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을 경 

우， 보도기관의 협력을 받아 주민에게 전파한다 

- 市영.~은 고리 신고리 원자력본부와 연계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필요 

시 환경방사선감시 활동을 강화한다. 



제5장 복구대책 종 

제5장 복구대책 

원자력비상 발생으로 방사성물질 제염 및 각종 제한조치의 해제 방안을 수립하고， 

민심의 안정， 사회질서 및 경제활동 회복을 위해 조기 복구활동을 실시한다‘ 

제1절 복구대책 협의회 개최 

혀장지휘센터는 중앙대책본부장의 비상해제를 선언하였을 경우， 복구대책관 

련 관계기관 간의 업무분담을 협의하기 위해 중앙부처， 市， 郞 區， 지역 공공 

기관， 고리 신고리 원자력본부， 원자력 전문기관 등으로 구성하는 복구대책 

협의회를 개최한다 

- 市는 재난안전과장을 중심으로 복구대책반을 구성하고， 현장지휘센터와 연계 

하여 영향 받은 관할지역 주민의 지속적인 보호와 영향 받은 지역에서의 정 

상적인 활동 재개를 위하여 취해야 할 모든 조치를 포함한 종합적인 복구대 

책을 강구한다 

제2절 오염물질 제거 및 오염지역 출입통제 

- 市， 엮ß Ifu\:는 중앙부처， 고리 신고리 원자력본부 및 지역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시설， 도로 동을 제염하는 작업을 실시한다 

- 市는 산악지대 동 광범위한 지역의 오염으로 제염이 불가능한 지역은 반감기 

가 지나 방사능 농도가 떨어질 때까지 오염지역으로 설정하고 출입을 통제시 

킨다 

제3절 각종 제한조치의 해제 

- 市는 환경방사선감시 정보와 중앙부처 원자력 전문가 그룹의 판단에 근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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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원자력비상 대응책으로 실시되었던 출입통제， 교통규제， 음료수 음식물 섭 

취제한， 농축수산물의 수출 제한 둥 각종제한 조치를 해제토록 관계기관에 

지시하고， 실시 상황을 확인한다. 

- 컴ß. 區는 市와 연계하여 피해지역의 상황 파악하고， 원자력 비상에 의한 각종 

제한 조치의 해제를 실시한다 

제4절 환경 모니터링 결과의 공표 및 장기계획 수립 

- 대기중 공간방사선량률이 자연준위 정도를 유지하고， 지표연에 축적된 방사 

성물질에 의해 향후 1년간 외부피폭에 의한 유효선량의 평균값이 O.1mSv 이 

하이고， 환경시료중 방사성 핵종 농도로부터 계산한 향후 l년간 섭취에 의한 

예탁선량평가 결과가 O.1mSv 이하일 경우， 제2단계 모니터링 활동을 종료하 

고 합동환경방사선감시센터 운영을 해체한다. 

- 市는 평가 및 갱신 기록， 작업자， 일반 주민 및 환경에 대한 감시 결과를 종 

합적으로 유지·관리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市와 연계하여 비상기간동안의 환경감시 평가결과를 종합 

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주민피폭선량 평가 결과를 일반인에게 공표한다 

- 市는 고리 신고리 원자력본부 및 지역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기 환정방사선 

감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제5절 손해배상 청구 

(1) 재해지역 주민의 동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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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都 區는 市와 연계하여 의료조치 손해 배상청구 등에 대비하여， 영향 받은 

주민 동을 재난발생시 영향 받은 지역에 소재하였다는 중명， 옥내대피소 및 

이재민보호센터 둥에 있었다는 중명을 동록토록 한다 주민 퉁이 의료조치의 

퉁록을 하고， 손해 배상청구 퉁에 만전을 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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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 조사 

- 市는 那 區와 연계하여 손해 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근거 

하여 피 해자가 받은 손해를 조사한다， 

+ 옥내대피， 소개 동 보호조치에 의한 피해 

4 음료수， 음식물 및 농축수산물 풍에 대한 각종 제한 조치 

+ 출입제한조치 

+ 농경제한조치 

+ 어획금지조치 

+ 기타 펼요하다고 인정되는 것 

(3) 기록의 작성 

- 市는 都 區와 연계하여 영향 받은 지역 전체의 오염 상황도， 웅급대책 및 복 

구대책으로서 조치한 제반 기록을 종합 정리한다. 

제6철 루머 피해의 경감 홍보 

- 市는 중앙부처와 연계하여 원자력비상에 의한 루머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그 영향을 경감하기 위해 안전성이 확인된 이후에는 농축수산엽， 지역 전통 

산업의 상품 동의 적정한 유통을 촉진하고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는 둥 지속 

적으로 TV, 라디오， 신문， 잡지 및 인터넷 등을 활용해서 안전성을 강조하는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제7절 주민상담 체제의 정비 

市는 주민의 문의에 웅답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에 종합적인 상당 창구를 설 

치하고， 안전성에 관한 정보 둥을 적극적으로 제공토록 한다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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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피해 받은 기업 둥 보상 및 자금 지원 

- 고리·신고리 원자력본부는 정부 및 市와 연계하여 원자력비상￡로 영향 받 

은 시설， 농작물， 생산물 퉁에 대한 손해배상 및 보상 계획을 수립 이행한다. 

- 市는 중앙부처 및 고리 신고리 원자력본부와 연계하여 필요시 피해 받은 중 

소기업 및 소규모업자에 대한 재해 설비 복구자금， 경영 안정자금， 운영자금 

동을 대출하고， 피해 받은 농축수산업자에게 경영 유지 안정에 필요한 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 市는 피해 받은 중소기업， 농축수산업자 동에 대한 지원을 홍보하고 상담 창 

구를 설치 운영한다 

제9절 의료 및 건강 상담체제 운영 

댄O 

- 市는 원자력 비상으로 영향 받은 주민 건강에 관한 장기적인 의료대책을 수 

립 운영한다 

- 市는 원자력비상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직원， 주민， 여행객의 친족에게 

통지한다. 

- 市는 중앙부처 및 관계 구군과 연계하여 원자력비상이 발생한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거주자에 대한 정신 건강에 관한 상딩체제를 정비하고 창구를 개 

설 운영한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市와 연계하여 방사능재난둥으로 주민보호를 이행하였던 

지역 주민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한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고리 신고리 원자력본부와 연계하여 방재요원， 현장대웅요 

원， 방사선비상진료요원 동에 대한 사후 검진 및 필요시 방사능 피해 및 후 

유중의 보상방안올 수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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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절 물가의 감시 

- 市는 중앙부처와 연계하여 생활필수품 퉁 물가 감시 및 억제 방안을 강구하 

고， 신속하게 그 결과를 공표한다. 

제 11절 방사성폐기물 관리 

- 고리 신고리 원자력본부는 市와 연계하여 원자력비상으로 인해 발생한 방사 

성폐기물에 대한 처리 및 관리 방법을 수립 -운영한다. 

방사성폐기물을 처리·관리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올 고려하여야 한다 

+ 폐기물의 분류기준， 

+ 폐기물 및 오염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료채취 및 감시기준， 

+ 제염을 평가하기 위한 선량기준， 

+ 제염 방법， 

+ 폐기물 량의 최소화 및 서로 다른 형태의 폐기물이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방법， 

+ 저장 및 폐기를 위한 결정기준， 

+ 폐기물의 장기적 관리계획 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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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 근거 및 참조사항 

부산광역시 “지역안전관리계획 원자력재난분야” 제l장 제1절 1.2항 참조 

2. 목 적 

본 절차의 목적은 고리·신고리 원자력발전소에서 원자력비상 발생시 비상경보 발령 

및 비상상황 전파를 위한 운영 개념 조직 책임사항 및 운영절차를 규정하는데 있다 

3. 적용범위 

본 절차는 비상경보 발령 및 비상상황 전파의 책임을 맡은 市 산하 관계부서/기관의 

방사능방재요원 및 비상계획구역내 마을 주민에게 비상상황 전파 임무를 맡은 사람들에 

게 적용된다. 

4. 상황 및 가정 

부산광역시 “지역안전관리계획 원자력재난분야” 제4장 제1절 참조 

5. 운영 개념 

5.1 재난경보 운영체계 

• 市 재난경보시스템의 운영목적은 국가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관리계획의 비상상황 전 

파 요건에 의거 비상사건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 상황에서 市산 

하 관계부서 및 지역 행정기관에 적시에 정확한 경보 및 정보를 전파하기 위한 것 

이다， 경보발령 정보 및 지침을 신속하게 전파하는 것은 재난의 영향을 받은 관할 

지역 및 市산하 관계부서 /기관에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보호조치와 비상대웅 개시 

에 추가적인 시간 여유를 줄 수 있고 정부의 지속적인 대웅능력을 보장할 수 있도 

록 한다 

• 재난경보 발령을 위한 정보는 중앙부처， 광역단체(市 · 道) , 기초단체(市‘那 · 區) , 지 

역 공공기관， 사설 기업체， 자원기관， 언론， 일반 주민 둥이 포함된 다양한 출처로 

부터 얻어진다. 

• 市 재난경보시스템은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비상관리 활동에 필수적인 정보관리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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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의 필수 요소로서 기능을 갖는다 재난경보시스템의 일부분으로서 의 보고·통보는 

비상지원 필요성의 가능성올 경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효율적 인 사고 완화 조치와 

비상대책 노력을 위 해 필요한 재난 발생 기록 및 위험도 평가 자료의 수집과 보고 

의 수단도 제공해 준다 

5.2 재난경보시스템 

(l) 재난경보시설 

@ 市재난경보상황실 

- 市재난경보상황실은 市재난안전과 공무원에 의해 24시간 운영체제로 가동되 며 ， 

다양한 통신망으로 구축 · 운영되고 있다 이 시설은 정부， 市 및 지역 행정기관， 

운송사업자， 전력사업자， 석유화학회사， 언론 및 일반 주민 퉁 다양한 출처로부터 

재난경보발령용 정보와 사건 보고를 받고 있다 市재난경보상황실은 지역경보방 

송센터에 경보 정보와 지침올 전파할 일차적인 책임 이 있으며， 재난에 대응하는 

주요 방재요원에게 비상 통지를 제공할 일차적인 책임 이 있다 

- 市재난경보상황실은 주민들에 대한 정보 공개를 위해 민방위경보망에도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긴급한 정도와 예상되는 위험 수준에 따라 경보 정보 및 지칩은 

지역 행정기관이 운영하는 영향 받는 지역행정기관(那 닮) 재난경보상황실에도 

직접 전달된다 

@ 경1I 1.lk 재닌정보상황실 

-/''11 봐재난경보상황실은 지역 행정기관의 재난관리부서에 의해 운영된다 각 都

1:까재난경보상황실의 책임은 市재난경보상황실의 책임과 유사하며 다른 점은 그 

들이 관할하는 관할구역내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뿐이다 경보 정보륜 접수하고 

지역 관계자에게 이를 통지하며 위험에 처한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경보를 발령 

하게 된다 관할구역내에서 발생한 비상사건은 비상지원 요청과 함께 市재난경보 

상황실에게 보고되 어야 한다 

(2) 채난경보시스템 

- 경보는 여 러 가지 문자， 영상 및 음성 통신시스템을 통하여 재난경보상황실에 접 

수된다 경보는 낮과 밥을 가리지 않고 무수한 정보 출처로부터 접수될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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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市의 어떤 부서 또는 전체 부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하나 이상의 경보 

네트워크 부풍의 고장이 방해를 하더라도 경보 및 지칩을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상(prim따y). 보조(alternate) 및 예비 (redundant) 통신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 원자력비상 경보망을 구성하는 재난경보시스템은 다음과 같다 

+ 원전주변 마을경보방송망 (마이 크， 녹음 테이프) 

+ 비상계획구역내 민방위경보방송망 (자동음성통보시스템) 

+ 크로삿 인터넷 통신망을 활용한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전파망 

+ 재난전광판， 도로전광판 

+ TV. 라디오 재난방송망， 교통방송망， 인터 넷 보도망 

5.3 비상상황 전파 

• 市는 자연， 기술 및 인간이 유발하는 매우 다양한 위험에 처해 있다 따라서 市 관 

할구역내에 언제， 어느 곳에서든 매우 광범위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 

• 원자력발전소에서의 비상사건도 비상상황 전파체계에 의거 시의 적절하게 관계기관 

에게 보고되어야 하고， 市 및 지역 행정기관은 관련절차에 의거 비상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 관계기관에게 비상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6. 조직 및 책임 

6.1 조 직 

• 평시 고리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비상상황에 대한 市의 연락 창구는 市재난경보상황 

실 및 市재난안전과의 원자력비상 담당자가 된다 

• 비상발령으로 市지역방사농방재대책본부가 발족되면 종합조정반이 비상연락 창구가 

된다 

6.2 책 임 

• 평시에는 市재난안전과가 재난경보시설 운영관리에 대하여， 비상시에는 市지역대책 

본부 종합조정반이 다음과 같은 비상대웅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본 절차에 따라 비상상황 접수， 비상정보 보고 및 전파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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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市재난안전과 직원을 포함한 市 공무원들이 비상연락망에 따라 경계경보를 받는 

지 확인 

- 모든 지역의 비상상황 및 대용정보가 관계기관에 전달되었는지 여부 확인 

비상 상황에 따라 적절한 경보가 주민들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 확인 

비상기간동안 이재민보호센터， 비상진료기관 및 언론기관 둥과의 지속적인 접촉 

- 적절한 절차에 따라 비상지원 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보고서를 제공 

7. 운영 절차 

7.1 비상발령 상황 전파 

(1) 고려 -신고리 원자력본부의 비상발령 상황 보고-통보 

고리 신고리 원자력본부는 방사선비상 발령시 방사선비상계획에 따라 즉시 市，

都 區 및 방사능방재센터 둥 관계기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통보한다‘ 

ι 사건 발생 시간 및 장소 

4 사건 원인 

+ 비상둥급， 사건의 정도， 방사성물질 또는 방사선의 누출 상황 

- 기싱상태 (풍향 풍속) 

+ 기타 필요한 사항 

(2) 퍼의 비상상황 확인 및 보고 

원자력발전소 비상발령 상황을 접수한 市재난경보상황실 또는 市재난안전과 원자 

력 담당자는 고리방사능방재센터 방재관과 풍화하여 비상상황을 확인하고， 재난 

안전과장에게 보고한다 

市재난안전과장은 건설방재관， 행정부시장 및 시장에게 보고한다 

(3) 비상상황 전봐체계 

市재난안전과장은 시장 지시에 따라 市 청사내 비상상황 전파 및 市산하 관계부 

서/기관의 방사능방재요원을 소집하고 市재난종합상황실 또는 市지역 대책본부를 

가동을 준비한다‘ 

+ 市 청사내 원자력 비상발령 상황 및 방재요원 소집에 대한 안내방송 문안은 

붙임 8.3, 8.4, 8.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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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재난안전과장은 중앙부처(행정안전부 및 소방방재청) , 지역 행정기관(郵 區)， 공 

공기관(지역소방본부， 지방경찰청， 지역해양경찰서， 지방교육청)， 공공단체(적십자 

사， 운수업체 퉁J. 군부대 및 기타 관계기관에게 비상발령 상황을 전파한다(붙임 

8.1)‘ 원자력비상에 대웅하는 주요 관계기관의 비상상황 전파체계는 다음과 같다‘ 

+ 고리 신고리원전 ’고리방사능방재센터/교육과학기술부/원자력안전기술왼 

L _ .. ~ 기 장군/부산광역 시 

L ... ~ 한국수력원자력(주) 본사 , 지식경제부 
+ 고리방사능방재센터 , 교과부/기장군/고리 신고리원전 
+ 교육과학기술부 , 총리/대통령/국회 

L ... ~ 방사능방재센터/원자력안전기술원/원자력의학원/원자력통제기술원 

L ___ jo. 중앙행정 공공기관 

L ’ 부산광역시/기장군/한국수력원자력(주) 

L ’ 중앙 언론보도기관 

L .. ‘ LAEA, WHO, WMO, ICAO, 미국，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퉁 

+ 원자력안전기술원 ---;.t. 환경감시 관계기관 

+ 원자력의학원 , 중앙응급의료센터/1차 2차방사선비상진료기관 

+ 부산광역시 ’ 행정안전부/소방방재청 

L ___ )> 부산지방기상청/부산지방교육청 

L ‘ 부산소방본부/부산지방경찰청/부산해양경찰서 
L ... lo- 지역 육군/해군/공군 군부대 

L ___ ,.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 

L ... ~ 부산지역 언론보도기관 

+ 기장군 ‘ 기장융/장안융/정광연/일광연 , 이장/지역주민 
L .. _jo> 기장군보건소/울산기상대/해운대교육청 

L. ... 해운대소방서/해운대경찰서/울산해양경찰서 

L ‘ 육군53사단 7376부대3대 대 

L ...• KT전화국/한전지소/버스운송협회/구호소지정기관 

L __ -l> 환경감시기구/해명전우회/재난안전네트워크 등 

+ 부산지방교육청 , 해운대교육청 , 관내 초 중퉁학교 
+ 해운대소방서 , 송정/기장/정관119안전센터 

+ 해운대경찰서 , 기장지구대/일광파출소/장안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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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해양경찰서 .,. 대변파출소/월내‘칠암 학리 나사출장소 

L . __ ~ 수협 울산어업정보통신국 

+ 기장군보건소 ‘ 지역병원/1차 2차방사선비상진료기관 

7.2 비상정보 보고·통보 

(1) 고리 -신고리 원자력본부의 보고·통보 

• 고리 신고리 원자력본부는 비상발령 통보 이후의 사건 경과 상황， 웅급대웅활동 

실시 현황， 기상상태， 방사성물질 누출에 의한 예측영향평가 결과 등을 소정 양 

식에 따라 작성하고 팩시밀리 둥을 활용하여 市， 那 區， 방사능 l캉재센터 등 관계 

기관에 수시로 보고한다 

이들 정보에 근거하여 관계기관은 비상상황의 적절한 파악과 웅급대웅책 실시에 

대하여 상호 협조한다. 

(2) 市의 비상상황 전파 

- 비상 정보를 접수한 市는 즉시 都 뭔， 소방본부， 지방경찰청， 해양경찰서， 군부대 

동 관계기관에 비상정보를 전파한다 

- 市는 환경방사선 모니터링 결과를 지체 없이 관계기관에게 전파한다 

市는 市의 응급대책의 활동 상황， 중앙부처 및 현장지휘센터의 대응 현황 및 지 

역 관계기관의 대응 현황 둥을 종합 정려하여 관계기관에 전파한다 

• 중앙대책본부장의 방사능재난 발생 선포시， 市， 빼 F효는 방사선 영향을 받거나 받 

을 우려가 있는 지 역 의 주민에게 즉시 원자력발전소의 사고 상태 둥 원자력비상 

상황의 개요와 긴급대응조치를 실시해야 하는 구역 등을 알리고 주민이 이행해 

야 할 조치를 전달한다 

(3) 지역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비상상황 전파 

t'ß‘區 및 지역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은 비상대응 현황을 市에게 보고하고 상호 

연락한디 

+ 비상발생에 관한 정보 

÷ 비상의 상황 

+ 주민의 상황 

+ 대응활동 상황 



비상 상왕 전파 

+ 헬기 퉁으로 수집한 정보 

+ 市에게 요청하는 사항 

+ 기타 웅급대책 실시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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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비상정보에는 주민의 생명， 건강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다루 

어야 한다 

(4) 벼상정보 둥의 보고 

郵 區는 비상정보를 신속하게 市에 보고한다， 

• 市는 이들 정보를 종합하여 행정안전부 및 소방방재청에게 보고한다 

8. 붙 임 

• 붙엄 8. 1 원자력 비상발령 상황 전파체계도 

• 붙임 8.2 부산광역시 산하 관계부서/기관 비상연락망 

• 붙임 8.3 방재관계기관에 방사선 비상발령상황 전파 양식 

붙임 8. 4 방사선 백색비상 발령상황 방송문안(예시) 

• 붙임 8.5 방사선 청색비상 발령상황 방송문안(예시) 

• 붙임 8. 6 방사선 적색비상 발령상황 방송문안(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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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8.1 

위자력 바삿방렷 삿황 저파체계도 

국무총리 
교육과학기술부 

기장군 ~ 늦~방사능방재센터 

‘ 
원자력안전기술원 

I I 
해운대구 동 1 장안읍 동 

’ 1 

한수원(주) 본사 

부산시소방본부 L ~해운대소방서 ll 
1T-II 

한수원(주) 

부산지방경찰청 k ~ 해운대경찰서 비 11 고리 ·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부산해양경찰서 ~ 겨울산해양경찰서 
(MCR!EOF) 

부산지방교육청 해운대교육청 

육군53사단 둥 7육군126연대 

기타 관계기관i 기타 관계기관 

* 붙임 8.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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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8.2 

부산광역시 산하 관계부서/기관 비장연락망 

기 관 염 담당부서 전 화 FAX 

재난안전과 051 -잃8-4104 051 -888-4169 

자치행정담당관 051-잃8-2607 051 -없8←2649 

공보관 051 -잃8-2107 051 -888-2109 

정보화 담당관실 051-888-4524 051 잃8→2249 

유시티정보담당관 051-888-2241 051-888• 2269 

사회복지과 051 -잃8-2767 051 잃8-2769 

부산광역시 보건위생과 051-888-2815 051-888-2809 

교통기획과 051-888-앵31 051-잃8-3359 

환경보전과(생활환경) 051 -888-4잃4 051 앉였 3609 

수산행정과 051 -888-3304 051 잃8-3309 

농업행정과 051-888-3207 051 -잃8-3209 

소방본부 051-760-3102 051-760• 3139 

기장군 재난관리과 051-709-4281 051-709-4껑6 

부산광역시교육청 관제팀 051 -860-0764 051 -860-0639 

부산지방경찰청 경비과 051 • 851-5601 051 -851-0112 

부산지방기상청 기후정보과 051-718• 0423 051-558• 9507 

울산해양경찰서 경비구난팅 052-260-9595 052• 257-4192 

육군제7376부대 화학대 05] -730-6341 051-742-7938 

해군작전사령부 기지전대 화학대 051-679-5170 051-679-4727 

공군제5전술 비행단 화학대 051 -979-3532 051-979-3750 

가스안전공사 부산지사 검사 2팀 051←없6-0019 051-632-6772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 구호복지팀 051-801-4023 051-801-4009 

한국전력 부산본부 기술지원팀 051 -801-2471 051-801-2379 
KT 부산본부 경영지원팀 051 -638-3137 051 -638-3009 I 
한국철도공사 

인사노무팀 051 -440-2846 051 -466• 8047 
부산지역본부 
민간환경감시기구 사무국 051 -727-4322 051-727-4323 
고려원자력본부 원자력방재과 051 -727• 2031 051 -726-2039 



비상 상황 전파 

붙임 8.3 
방사서 비짱방렷삿황 천파 양식 

부산광역시 지역대책본부 

口 일련번호 

口 일 자 2000. 00. 00, ( ) 00:00 

口수 신 : 

디 제 목 방사선비상 발령상황 알림 

l 방사선 비상퉁급 구분 및 사고 개요 

(1) 벼상 동급 

(2) 사고 개요 : 

2 원천 비상대응 상황 

3 방사선 영향에 대한 현황 및 예측 

4 市 지역대책본부 및 방재관계기관의 대책상황 

(1) 市， 區 • 那 지역대책본부 

(2) 현장지휘센터 

(3) (기타의 방재관계기관) 

5 행정사항 

EPP-UA-01. Rev.O. 11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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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엄 8.4 

박사선 백잭비작 방렷갖합 방송문<?l-(예시) 

부산광역시 지역대책본부 

재난경보상황실에서 알려드립니다 

이것은 실제(훈련) 상황엽니다 실제(훈련) 상황입니다 

금일 ( )시 ( )분경 고리(신고리) 원자력발전소 ( )호기에서 ( 

) 사고가 발생하여，( )시 ( )분 현재 “방사선 백색비상”이 

발령되었습니다 고리(신고리) 원전에서 “방사선 백색비상”이 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市 건설방재관께서는 재난종합상황실을 가동하고， 상황실 방재요원을 소집하였습니다. 

상황실 근무 방재요원께서는 지금 즉시 市청사 15층에 위치한 재난종합상황실로 집결 

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또는 타 기관에 파견되는 방재요원들께서는 필요한 장비， 물품 또 

는 차량 등을 점검하시고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직원들께서는 각자 근무부서에 

서 정 위치하여 비상대응 지원요청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市청사내 모든 직원은 당황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본 비상방송을 경청하시고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현 근무지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실제(훈련) 상황입니다 실제(훈련) 상황입니다 

( * 비상방송은 l회 반복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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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8.5 

박사선 첫잭비삿 방렴삿합 밖송문만(예시) 

부산광역시 지역대책본부 

재난경보상황실에서 알려드립니다 

이것은 실제(훈련) 상황입니다- 실제(훈련) 상황입니다 

금일 ( )시 ( )분경 고리(신고리) 원자력발전소 ( )호기에서 ( 

) 사고가 발생하여， ( )시 ( )분 현재 “방사선 청색비상”이 

발령되었습니다 고리(신고리) 원전에서 “방사선 청색비상”이 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전 부지경계상에서의 공간방사선량률은 ( )시 ( )분 현재 ( ) mR까1 정도로서， 

자연준위의 ( )임을 알려드립니다 

市長님께서는 지역대책본부 발족과 모든 방사능방재요원을 소집을 지시하셨습니다 

상황실 근무 방사능방재요원께서는 지금 즉시 市청사 15층에 위치한 재난종합상황실 

로 집결하시기 바합니다 현장 또는 타 기관에 파견되는 방재요원들께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필요한 장비， 물품을 소지하시고， 현지로 출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市청사내 모든 직원은 당황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본 비상방송을 경청하시고， 市 지역 

대책본부의 요청에 따라， 현 근무지에서 각 부서의 특성에 따른 비상엽무를 지원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실제(훈련) 상황입니다 실제(훈련) 상황입니다 

( * 비상망송은 l회 반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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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8.6 

벗사서 적잭비삿 방렷짜확 밖송문'?H예시) 

부산광역시 지역대책본부 

재난경보상황실에서 알려드립니다 

이것은 실제(훈련) 상황입니다 실제(훈련) 상황입니다 

금일 ( )시 ( )분경 고리(신고리) 원자력발전소 ( )호기에서 ( 

) 사고가 발생하여. ( )시 ( )분 현재 “방사선 적색비상”이 

발령되었습니다‘ 고리(신고리) 윈전에서 “방사선 적색비상”이 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전 부지경계상에서의 공간방사선량률은 ( )시 ( )분 현재 ( ) mR/h 정도로서， 

자연준위의 (임을 알려드립니다 

(방재요원 소집 완료시 생략) 市長님께서는 지역대책본부 발족파 모든 망사능방재 

요원을 소집을 지시하셨습니다 

상황실 근무 방사능땅재요원께서는 지금 즉시 市청사 15층에 위치한 재난종합상황실 

로 집결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또는 타 기관에 파견되는 방재요원들께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필요한 장비， 물품을 소지하시고， 현지로 출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땅재요원 소 

집 완료시 생 략) 

市청사내 모든 직원은 당황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본 비상방송을 경청하시고， 市 지역 

대책본부의 요청에 따라 현 근무지에서 각 부서의 특성에 따른 비상엽무를 지원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실제(훈련) 상황입니다 실제(훈련) 상황입니다 

( * 비상방송은 1회 반복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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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 근거 및 참조사항 

부산광역시 “지역안전관리계획 원자력재난분야”의 제1장 제l절 1.2항 참조 

2. 목 적 

본 절차의 목적은 고리 신고리 원자력발전소에서 원자력재난 발생시 부산광역시 지 

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이하 ‘市지역대책본부’라 한다‘) 운영을 위한 운영개념， 조직， 책임 

사항 및 운영절차를 규정하는데 있다 

• 비상직무별 방사능망재요원 구성 및 임무 정의 

• 지역대책본부장/반장의 비상대웅 점검표를 통한 필수 비상활동 정검 

3. 적용범위 

본 절차는 다음과 같은 市 산하 관계부서/기관의 방사능방재요원에게 적용된다， 

- 市재난종합상황실 및 재난경보상황실에 위치하는 市지역대책본부 방재핵심요원 

현장지휘센터에 위치하는 市현장대웅팀 l앙재핵심요원 

- 市청사내 평소 근무지에서 비상대웅 임무플 지원하는 방재지원요원 

- 市지역대책봉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계 비상대융기구에 파견되는 市파견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외에 파견되어 현장대응 임무를 수행하는 현장대응요원 

+ 원전 사고완화조치(방사성물질 누출 차단， 화재진압 퉁) 지원요원 

+ 상해자 과피폭자 구조 구급요원 및 후송요원 

+ 주민보호(옥내대피， 소개 퉁) 유도요원， 홍보요원 및 수송요원 

+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외의 교통통제， 출입통제， 치안유지 운영요원 

+ 지역환경방사선감시센터 운영요원 

+ 이재민보호센터 운영요원 

+ 지역방사선비상진료샌터 운영요원 

{ 농축수산물 및 음식물·음료수 통제요원 

4. 상황 및 가정 

부산광역시 “지역안전관리계획 원자력재난분야” 제3장 제l절 및 제4장 제2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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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운영 개념 

국가 재난경보체계에 의거 경보단계별(관심 주의，경계 심각경보) 市비상대용기구를 

가동하고，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비상대용 임무를 이행한다 

5.1 경보단계 별 부산광역시 비상대옹기구 가동 기준 

• 관심경보단계/이상상태 초기경계태세 유지 

- 市재난안전과 평소 근무지에서 비상근무 유지 

市재난종합상황실 가동 준비 

• 주의경보단계/백색비상 - 비상경계 준비태세 유지 

市재난종합상황실 가동 

- 市현장대웅팀 및 市파견관 파견 (현장지휘센터， 那·區， 원전， 이재민보호센터 둥) 

지역환경방사선감시센터 가통 

- 지역방사선비상진료센터 가동 준비 

• 경계경보단계/청색비상 비상대웅 대비태세 유지 

- 市재난종합상황실 해제 =9 市지역대책본부 발족 운영 

- 市현장대용팀 및 市파견관 운영 (현장지휘센터， 那 區， 원전， 이재민보호센터 동) 

一 합동U지역)환경방사선감시센터 가동， 환경모니터링 이행 

- 합동u지역)방사선비상진료센터 가동， 현장진료소 운영 준비 

• 심각경보단계/적색비상 긴급대응조치 이행 및 원자력재난 선포 

- 市재난종합상황실 해제 =수 市지역대책본부 발족 운영 

一 m현장대웅팀 및 市파진관 운영 (현장지휘센터 ， 짧 l쿄， 원전， 이재민보호센터 둥) 

- 합통U지역)환경방사선감시센터 가동 , 환경모니터령 이행 

합동u지역)방사선비상진료센터 가동 , 현장진료소 가동 운영 

5.2 방재요원 소집 

(1) 비 상상황 접수 

市재난경보상황실 또는 원자력방재 담당자는 고리 신고리 원자력발전소로부터 이 

상상태 또는 방사선 비상발령 상황올 접수하는 즉시 市재난안전과장에게 보고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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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상연락망 가동 

φ 근무시간중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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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市재난안전과장은 건설방재관， 행정부시장， 시장에게 비상상황올 보고하고， 市청 

사내 방송망을 통해 비상상황을 전파하고 방사능방재요원 (및/또는 전 직원)을 

소집한다 

- 市재난안전과장은 지역 관계기관에게 비상상황올 전파하고， 市재난종합상황실에 

연락관 파견을 요청한다 

@ 근무시간외 또는 휴일중 전달 

- 市재난안전과장은 전화로 건설방재관， 행정부시장， 시장에게 비상상황올 보고， 市

비상연락망을 가동하여 전 직원에게 비상상황을 전파하고 방사능망재요원 (및/또 

는 전 직원)을 소집한다 

- 市재난안전과장은 지역 관계기관에게 비상상황을 전파하고， 市재난종합상황실에 

연락관 파견을 요청한다 

(3) 방사농방재요원 및 직 원 소집 

- 방사능방재요원 및 市직원은 비상상황을 통보받은 즉시 市재난종합상황실 또는 

평소 소속 부서의 근무지에 집결하고， 인원점겁을 받는다 

• 각 부서의 장은 부서별 직원의 집합 상황을 파악하고 인사부서에 보고한다 

- 인사부서는 총인원을 집계하여， 시장 및 市재난안전과장에게 보고한다 

(4) 교대조 운영 

-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성불질이 누출되는 비상이 발령된 경우에는 장시간에 걸쳐 

비상대웅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방사능방재요원은 다음과 갇은 기준 하에 

교대근무를 실시토록 한다 

+ 비상조직은 2교대 (A조.8조)로 편성 운영한다. 비상조직의 반장은 관련업무의 

부서장으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조정한다 

+ 최초 소집된 비상조직은 익일 9시 교대 기준으로 24시간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비상발령 시점에 따라 최초 비상조직의 근무시간은 조정 가능하다 

+ 다만 방재지원요원은 교대근무 없이 명시 근무와 같이 하되， 필요에 따라 근무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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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경보단계별 비상대웅기구 운영 

(1) 관심경보 단계시 초기경계태세의 유지 및 비상정보 전파 

- 市재난안전과 직원은 평소 소속 근무지에서 비상정보를 수집한다 

- rñ 직원은 각 소속부서에서 비상대웅 담당 업무를 점검한다 

- 市재난안전과장은 다음 관계기관에 이상상태 현황 전파 보고 및 초기경계태세 유 

지 지시 

} 방사선비상계획구역내 외의 검8 區 및 물 面 洞

4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지역 공공기관 

γ 행정안전부 및 소방방재청 

(2) 주의경보 단계시 市재난종합상황실 가동 

市재난종합상황실의 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상황실의 비상대웅임무를 총팔 지 

휘한다 행정부시장이 부재시에는 도시개발실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 市재난종합상황실은 市재난안전과릎 중심으로 市관계부서의 담당으로 구성한다 

- 市재난종합상황실장은 다음 관계기관에 방사선 백색비상 발령 및 주의경보 발령 

상황 전파 보고 및 비상경계 준비태세 유지 지시 

f 방사선비상계획구역내 외의 部 區 및 둠 面 II힘 

* 망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지역 공공기관 및 사설기관 

- 행정안전부 및 소망방재청 

市재난종합상황실장은 비상경 계 준비태세 활동에 관한 중요 사항을 점겸한다 

+ 市의 비상경계 준비태세 실시 에 관한 사헝 

+ 관계 뼈 區의 비상경계 준비태세 실시 상황 

+ 市 산하 관계부서/기관 및 市현장대웅팀의 비상대비업무 조정 

+ 관계기관과의 연락망 확인 및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 

+ 중앙부처에게 지원 요청 사항 

+ 고리‘신고리 원자력본부의 비상정보관련 주민 홍보 및 언론 보도에 관한 사항 

+ 기타 중요한 초기 활동에 관한 사항 

- 市재난종합상황실장은 市재난종합상황실 가통 즉시 市현장대웅팀을 구성하여 현 

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이하 ‘현장지휘센터’하 한다)에 파견한다 또한， 영향 받을 

수 있는 部‘~ 상황실， 원전 비상대책본부 및 이재민보호센터 퉁에 市파견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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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한다 

- 市현장대웅팀장(市건설방재관)은 고리원자력방재센터에 파견되어 원자력방재센터 

방재관， 지역 행정 공공기관 및 원전으로부터의 파견원과 함께 예비현장지휘센터 

를 가동 운영한다 

- 市재난종합상황실장은 市재난종합상황실 가동 즉시 지역환경방사선감시샌터를 가 

동토록 하고， 공간방사선량률， 대기중 방사성물질 농도， 방사성물질 방출 정보， 기 

상정보 및 원전의 주민예상피폭선량 결과를 접수， 검토한다 

• 市재난종합상황실장은 市재난종합상황실 가동 즉시 지역방사선비싱진료센터를 가 

동을 준비토록 하고， 주민보호 현장진료를 준비토록 한다 

(3) 정계경보 단계시 ，Iï지역대책본부의 발족-운영 

- 市지역대책본부장은 시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를 총괄 지휘한다 시장 부재시에 

는 행정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 市지역대책본부는 市재난안전과를 중심으로 市관계부서의 장으로 구성 운영한다 

市지역대책본부장은 다음 관계기관에 방사선 청색비상 발령 및 경계경보 발령상 

황 전파 보고 및 비상대응 대비태세 유지 지시 

+ 방사선비상계획구역내 외의 那 폐 및 동 l따 洞

+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지역 공공기관 및 사설기관 

+ 행정안전부 및 소방방재청 

• 市지역대책본부장은 비상대응 대비태세에 관한 중요 사항을 점검한다 

+ 市의 비상상황 및 응급대응책 실시에 관한 사항 

+ 관계 那‘ I길의 비상상황 및 웅급대웅책 실시 상황 

+ 市 관제부서 및 市현장대웅팀의 대응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 

+ 관계기관과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 

+ 중앙부처에게 지원 요칭 사항 

+ 고리 신고리 원자력본부의 비상정보관련 주민 홍보에 관한 사항 

市현장대웅팀장(市건설방재관)은 市지역대책본부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현장대응 

활동을 총괄 지휘한다 

+ 市현장대웅팀장은 주민 홍보， 환경감시， 교통통제， 주민보호조치 이행 준비상 

태， 이재민보호센터 운영 준비상태 둥 市 都지역대책본부의 현장대웅활동을 조 

정하고， 市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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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각경보 단계시 iÌJ지역대책본부의 발족·운영 

- 市지역대책본부장은 시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를 총괄 지휘한다 시장 부재시에 

는 행정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 市지역대책본부는 市재난안전과를 중심으로 市관계부서의 장으로 구성 운영한다 

- 市지역대책본부장은 다음 관계기관에 방사선 적색비상 발령 및 심각경보 발령상 

황 전파 보고 및 주민보호조치 퉁 비상대웅을 지시 

+ 방사선비상계획구역내 외의 那 區 및 물 面 洞

+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지역 공공기관 및 사설기관 

- 행정안전부 및 소방방재청 

- 市지역대책본부장은 주민보호조치 둥 비상대웅조치 활동에 관한 중요 사항을 점 

검한다 

+ 주민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소개， 옥내대피， 갑상선방호 퉁) 

+ 주민보호구역내 외의 교통통제， 출입통제， 치안유지 퉁 

+ 이재민보호센터에 관한 사항 (인체-수송차량 오염검사 제염， 구호소 운영 둥) 

4 지역환경방사선감시에 관한 사항 

+ 환경시료 분석 평가 결과에 의거 광범위한 지역에 걸친 농축수산물 및 음식물 

통제에 관한 사항 

+ 오염구역 시설의 제염 둥 환경 복구에 관한 사항 

+ 기타 중요한 비상대웅활동에 관한 사항 

- 市현장대응팀장(市건설방재관)은 市지역대책본부장의 권한을 위엄받아 현장대웅 

활동을 총괄 지휘한다 

• 市현장대응팀장은 현장지휘센터 합동방재대책협의회에서 현장지휘센터장(교육 

과학기술부 차관) • 郞지역대책본부장의 대리인 및 원자럭 전문기관의 기술지원 

팀 둥과 협의된 주민보호 의사결정에 의거하여， 주민 홍보， 환경감시， 교통통 

제， 주민보호조치 이행， 이재민보호센터 운영， 비상진료 서비스 퉁 市 那지역대 

책본부의 현장대응활동을 조정하고， 市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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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직 및 책임 

6.1 조 직 

市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 

지역방재대책협의회 

종합조정반 

운영지원반 안전관리반 

방사능방호 자문관 
고리원자력본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지역 관계기관 연락관 

환곁란보~-十-카 홍보협력반 市파견관 

1 의료구호반 낙 주민보호반 
-영향 받는 都 區
←원전 비상대책본부 

띠니혀니싱j#꾀되; l 。i」j￥숙싣타 t니 I j~숨좌과싫 : 
H ;<1 역환경감시센터 I I 연합정보센터 f페 ...... _[1 ;했.;<] ~뱃 -

6.2 책 임 

(1) 떠지역대책본부장U市재난종합상황실장) 

협의회 구성 비상시 임무 

市지역대책본부U버재난종합상황실)의 설치， 운영 및 해제 

현장지휘센터에 市현장대응팀 파견， 영향 받는 마 닮지역대책본부， 이재민 

보호센터 및 고리 신고리원전 비상대책본부 동에 서f파견관 파견 

원자력발전소의 긴급상태， 사고완화조치 둥 비상대응조치 현황 파악 

중앙 관계부처(교육과학기숭부， 행정안전부) 및 없 앓지역대책본부와 연 

계하여 주민보호조치(소개， 옥내대피， 갑상선 땅호 동) 현장대옹활동 총팔 

-본부장 조정 

V상황실장) -버지역방재대책협의회의 개최(보호조치 의사결정 사항의 추진 및 주민 

홍보 둥) 

지역환경방사선감시센터 구축 운영 및 합동환경방사선감시센더와 연계 

-지역방사선비상진료센터 구축 운영 및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와 연계 

-주민보호조치 둥 현장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 수배 지원팡범위 지역내 

농축수산물의 유통통제， 음식물 음료수 섭취제한 대용활동 이행 

-비상해제 후 중장기 복구조직 구성 및 복구휠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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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방재대책협의회 

협의회 구성 비상시 임무 

市지역대책본부의 주민보호 종합 방재대책 협의 

본부장， 반장 및 
+ 사고 고장 현장 상황에 따른 긴급대용조치에 관한 사항 

+ 대외 비상대용기구로의 보고 흥지에 관한 사항 
주요 관계기관의 

+ 주민보호조치 의사결정 이행에 관한 사항 
연락관 

+ 주민 홍보 및 언론보도기관 보도울에 관한 사항 

+ 중장기 복구대책， 환경평가， 주민건강 서비스에 관한 사항 

(3) 종합조정 반 

방재요원 구성 비상시 임무 

비상대응책 종합 기획 조정 

컴6 뭔지역대책본부장에게 市지역대책본부장의 지시사항 연락 및 1m.~지 

종합조정반장 역대책본부의 조치결과 확인 

비상해제 후 중장기 복구조직 구성 및 복구활동 추진 

재해보상대책 강구 및 추진 

운서번호 부여， 본부내 발생문서 취합 등 행정문서 관리 

문서관리 담당 
비상계획서， 각종 절차서， 양식 등 비상대옹활동에 필요한 문서현황 파악 

배포， 배달 둥 

비상상황 기록 유지 

기술정보 
-주요사건， 비상대웅활동 둥 사고관련 일반정보 및 기술정보 수집， 분석 

및 활용 가능한 정보자료 정리 
수집 · 분석담당 

사고상황， 지시사항 퉁 청사내 방송 및 관계기관에 상황 전파 

대외기관 창구 

- 대외기관 문의사항 처리 

관계기관 담당 $현장대용팀 및 市파견관과 정보교류 

-관계기관과 인적 물적 자원 지원 협의 

민방위대원 동원 및 군부대의 지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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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영지원반 

방재요원 구성 비상시 임무 

-행정지원업무 총괄 조정 

-市지역대책본부 비상대웅업무에 펼요한 인력， 차량 및 기자재(컴뮤터， I 

-운영지원반장 린터， 팩스， 전화， 사무용품) 퉁 자원의 점검， 조정 

-주요인사 방문일정조정， 영접， 안내(차량 포함)， 상황 프리핑 동 

-市지역대책본부내 기자， 방문객 퉁 출입통제 조갱 

-市지역대책본부 방재요원의 비상연락망 정검， 소집， 인원정검， 보충교육 

및 교대 퉁 펼요인력 충원계획 수립 

-비상정보방송， 통신 및 사무기기 정검 

비상자원 당당 
- 비상대웅설비 및 장비， 개인방호장구 확보 및 공급 지원 

- 숙식， 수송， 보호조치 둥 비상대응활동에 필요한 수송차량， 필수울풍 현황 

파악， 수배 공급 지원 

- 음료수 음식물 동의 조달， 방재요원 휴연설 운영 

기타 비상대웅활동에 필요한 자원 수배 공급 

비상예산 당당 
-비상대용활동에 필요한 긴급예산 확보 조정 및 관계기관 지원 필요시 

정부에 예산지원 요청 

(5) 주민보호반 

방재요원 구성 비상시 업무 

',ßj\ 區지역대책본부의 주민보호조치 총괄 조정 

주민보호반장 비상인력/물품 점검 및 조달 총괄 

- 이재민보호센터 운영 조정 

-주민보호 유도요원 운영현황 파악， 펼요시 관계기 관과 협력하여 노약자퉁 

주민보호 인력 차량 울풍 지원 

주민보호 담당 
-주민보호용 방호복 호흉기 퉁 방호장구 방사선계측기 퉁 지원 

-소개자， 특수계충자(유치원‘ 학생， 병원， 감호소 퉁 ) ， 방사선 피 폭자 동 영 

향 받은 주민에 대한 복지 관리 지원 

관계기관간 주민보호 협조체제 유지 

-이재민 둥록， 가족 찾기 지원 

이재민보호센터 
이재민보호센터 운영 점검， 필요시 인력 울풍퉁 자원 지원 

-구호소 운영관리 (음식물 공급， 오폐수 처리， 생펼품 공급) 및 에너지 공급 
운영 담당 

지원 

영향 받은 이주자의 주택 공급 및 급여 지급 지원 

농축수산물 관리 
농산울， 과수울， 축산울， 수산물의 수확， 유통통제 이 행 

당당 
음료수， 음식울의 섭취제한 및 공급 이행 

잉 상 공업에 영향을 미치는 불자의 유통 통제 및 대책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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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안전관리반 

방재요왼 구성 비상시 입우 

-市긴급구조통제단， 지역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원자력재난 및 2차적인 일 

반재난에 의한 현장 수습 복구조치 활동 지원 

안전관리반장 -비상계획구역내 외 교통통제소 설치 운영， 우회도로 개설 지원 

-주민보호구역 출입통제소 설치 운영 지원 

주민보호구역내 치안유지 지원 
지방경찰청과 협력하여 각급 관계기관 비상대용기구의 보안계획 수링， 보 

보안관리 담당 안유지 출입통제 지원 

원자력시설 테러 사보타주 시 을리적 방호 지원 

-화재진압， 
-비상시 화재예방대책 수립， 화재발생시 소화활동 지원 

유독물질 폭발물 
위험불질 안전관리 지원 

-유독물질 폭발울 관련사고 발생시 현황 파악 및 안전대책 강구 시행 
관리 당당 

원전 사고현장 복구활동， 화재진압 둥 지원 

(7) 환경감시반 

방재요원 구성 비상시 임무 

-사고원전 방출선원에 기인한 예상피폭선량 예측결과 정보 수집 

- 원전 부지내 외 공간방사선량률 정보 수집 

-대기중‘지표연상의 환경방사능 농도 정보 수집 

환경감시반장 -환경평가， 방사능 오염구역 셜정 결과 확인 

-주민보호조치 권고 사항 검토 및 市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 

- rlí환경방사선감시샌터의 현장대웅활동 종합 조정 

-합동방사선감시샌터 개측장비 및 개인방호장구 수배 및 지원 

→실시간 환경방사선플 기상 자료 수집 

-리j환경방사선감시샌터의 구축 및 당사활동 조정 

방사농 구릅， 지표연 침적물 또는 방사선원으로 부터의 감마/배타 공간방 

사선량올 측정 

-환정탐사담당 
-인지되지 않은 상황에 대한 분석 

-공기중 방사능 농도 분석올 위한 공기시료 채취 

-지표연 오염도 측정 

-지표연 오염의 운영개입준위 초과 여부 판정 

-오염이 의심되는 흙， 음식물， 채소， 울 둥의 시료 채취 

-현장대웅요원의 오염판리 및 제염 지원 
-실시간 기상 공간선량윌 자료 점검， 주기적 및 주요 변동시 보고 

환경망출 방사성물질 특성， 기상조건에 따른 탐사지역 평가 

환경평가담당 
예상피폭선량평가 적절한 방호활동， 주민보호조치 방안 제시 

환경탕사 및 환경시료분석 결파와 보호조치 개입/환동준위 비교 

- 음식붙 섭취 통제 관련 환경정보 제공 

-사고 중/장기 방사선 방호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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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의료구호반 

방채요원 구성 비상시 임무 

의료구호반장 
-긴급시 의료서비스 종합 조정 

-심신장해 상담， 건강관리 및 복지 지원 

갑상선 방호약품 및 의약풍 확보 지원 

현장진료소 담당 인명구조， 용급조치 및 구호활동 지원 

-구호소의 생활위생 및 장의대책 퉁 지원 

(9) 홍보협력반 

방재요원 구성 비상시 임무 

비상대용 정보관리 주민홍보 종합 조정 

-홍보협력반장 - 연합정보센터 및 지역행정 공공기관과 공조체계 유지 

언론 및 방송사의 현장대웅활동 취재활통에 대한 안내 및 통제 

방사성물질 환경 누출시 인근 주민보호조치에 대한 권고 및 대시민 발표 

문 및 언론보도자료 작성， 배포 

-언론·주민 당당 -주민홍보 및 주민보호 유도 1앙송 지왼 

-언론 및 방송사 현장취재 대용 

-주민계도 및 홍보계획 수립， 언론매체의 관련자료 분석， 유언비어 홍제 

(10) 市현장대웅팀 및 rI:ï파견관 

방재요원 구성 비상시 엄무 

市현장대용팀 총팔 지휘 

현장지휘센터 발족시 현장지휘센터장 보좌 

합동방재대책협의회의 주민보호 의사결정 참여 

市현장대용팀 -주민보호초치 현장대웅환동 종합 조정 

주민홍보환동 종합 조정 

-합동/지역환경방사선감시샌터의 감시활동 종합 조정 

이재민보호샌터 현장진료소의 진료서비 A 종합 조정 

영향받는 耶 區 -市지역대책본부의 지시사항의 1lP 區지역대책본부 이행여부 확인 
파견관 - llIl J，][지역대책본부 대웅조치사항 동올 市지역대책본부에게 보고 

원전의 "1 상상태， 사고완화조치， 방사성울질 누출 퉁 현황을 市지역대책 

-원전 파견판 본부에게 보고 

원전 사고완화조치 관련 지역공공기관과 연계하여 협조 지왼 

이재민보호샌터 이재민보호센터 운영관련 자원 지왼 사항 점검 

와견관 -이재민 고충사항 정검 및 버지역대책본부에 보고 및 지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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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방사농방호 자문관 

방재요원 구성 비상시 임무 

원전 사고상황， 사고완화조치 동 설명 

고리원자력본부 주민보호조치 권고사항 설명 

市지역대책본부 대응조치사항 동올 원전 EOF에게 보고 

한국원자력안전 주민보호조치 동 지역 비상대옹활동 관련 규제기준 제시 및 지침 설영 

기술원 市지역대책본부 대용조치사항 동을 방사선방호기숨지원본부에게 보고 

(12) 관계기관 연락관 

방재요원 구성 비 상시 임무 

-교 육 청 -학생보호대책， 학교와 연락， 학생보호조치， 방재교육 

- 소방본부 -화재진압， 의료구호， 주민보호 비상대응활동 사항의 지왼 

지방경찰청 출입제한1 교통통제， 치안유지， 테러진앙 동 지원 

- 해양경찰서 -해양선박 출입통제， 환경당사 지원 

군부 대 주민보호， 수송차량， 환경방사선감시， 의료， 제영 지원 

지방기상청 국지기상 및 예보 정보 제공 

운수업체 버스동원 주민소개 활동 지원 

-철도공사 기차동왼 주민소개 활동 지원 

적십자사 생필풍 동 구호소 운영 지원 

KT지점 비상통신계획 수립 및 실시， 이동무선설비 배치 

한전지정 전력 확보 지원 

가스공사 가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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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운영 절차 

• 부산시장은 원자력비상시 시민의 안전파 건강올 도모할 총괄적인 책임과 권한을 갖 

는다 市재난안전과장은 市지역대책본부장(시장)을 보좌하여 본부 상황실 운영올 주 

관한다 

• 市지역대책본부장은 주민보호조치를 위한 현장대웅활동올 조정할 책임과 권한을 市

현장대웅팀장(건설방재관)에게 위임한다 市현장대응팀장은 현장지휘센터에 파견되 

어 위임받은 사항올 현장지휘센터장(교육과학기술부 차관)과 협력하여 이행한다 

• 국가 비상경보체계 단계별 市지역대책본부의 운영 절차는 다음과 같다 

7.1 관심정보 발령시 

• 고리‘신고리 원전에서 이상상태 발생으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관심경보가 발령되 

었을 경우， 市재난안전과장은 평소 근무지에서 사고 원전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정보 

흘 수집 검토한다 

원전의 이상상태 정보 수집 및 검토 

‘ 사고 고장의 원인 

+ 원자로 안전관련계풍의 안전성 유무 

+ \앙사성물질의 누출 유무， 누출시 누출량 및 범위 

+ 상해자 및/또는 피폭자 발생 유무 

+ 원전 직원 및 인근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원전의 이상상태에 대한 긴급대응조치 정보 수집 및 검토 

원전에게 원전 복구에 필요한 자원 지원 여부 조회 

• 市재난안전과장은 지역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게 원전 이상상태 발생 및 관심경보 

발령상황을 전파하고， 다음과 같은 초기경계태세를 유지한다 

- 비상풍신설비 점검 

- 비상연릭망 정겸 

지역안전관리계획서(원자력재난분야) 및 관련 수행절차서 점검 

- 기타 동원 인력 장비 물품 목록 점검 

환경방사선감시센터 준비태세 유지 지시 

• 市재난안전과장은 이상상태가 방사선 비상으로 발전될 가능성을 타진하고，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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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재난종합상황실 가동올 준비한다， 

• 市재난안전과장은 원전의 이상상태 현황 및 市초기경계태세 현황을 종합하여 건설 

방재관， 부산광역시장 및 소방방재청 청장께 보고한다 

• 이상상태 종료후 또는 장기간 진행중인 경우， 市 주관으로 원전에게 사고 고장에 대 

한 브리핑을 하도록 요청하고1 지역 주민 대표 및 언론보도기관 기자들이 배석할 수 

있도록 한다 

7.2 주의경보 발령시 

(1) 市재난종합상황실 

• 고랴·신고리 윈전에서 방사선 백색비상 발령으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주의경보가 

발령되었을 경우， 市재난안전과장은 건설방재관， 행정부시장 및 시장께 보고하고， 시 

장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한다‘ 

- 市청사내 원전 방사선비상 발령 상황 및 방재요원 소집 경보 방송 

원전의 사고상태 및 완화조치 상황 정보 수집 

- 市재난종합상황실 가동 준비 및 방재요원 도착시 인원점검 실시 

• 市행정부시장은 상황실 도착 즉시 방재요원 인원점검 및 원전의 비상발령 상황을 

확인 한 후 市재난종합상황실 가동을 선언한다 

市재난안전과장은 市행정부시장이 상황실 도착 즉시 상황 종합 보고 

• 市재난종합상황실장(市행정부시장)은 市지역방재대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사고 원전으 

로부터 수집된 다음과 같은 정보를 검토한다 

원전의 백색비상 발령 정보 검토 

+ 사고 고장의 원인 

+ 원자로 및 원자로 안전계통의 안전성 유무 

+ 방사성물질의 누출 량 및 범위 

+ 상해자 및/또는 피폭자 발생 유무 

+ 원전 직윈 및 인근 주민에게 미치 는 영향 

백색비상에 대한 원전의 긴급대웅조치 정보 검토 

• 市재난종합상황실장은 지역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게 원전 백색비상 및 주의경보 

발령상황을 전파하고， 비상경계‘준비태세를 유지토록 지시한다 또한， 사고원전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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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복구에 필요한 자원 지원 여부를 타진한다 

• 市재난종합상황실장은 다음과 같은 비상경계 준비태세를 유지한다 

- 광역차원의 비상대비 대책 현황 점검 및 수급·지원 방안 검토 

+ 비상통신설비 점검 

+ 지역안전관리계획서(원자력재난분야) 및 관련 수행절차서 점검 

+ 환경방사선 모니터링 배치 준비 점검 

+ 주민보호 유도요원， 수송차량 배치 준비 정겁 

+ 의료요원 및 의료장비 배치 준비 점검 

+ 비상계획구역 내 외의 인구. 공공시설， 교통， 농축수산물 현황 퉁 정검 

+ 기타 동원 인력 차량 장비 물품 목록 점검 및 상태 파악 

주민보호 현장대응활동을 종합 조정토록 市현장대웅팀을 구성하여 현장방사능방 

재지휘센터에 파견 

- 뼈 區지역대책본부(기장군) 및 이재민보호센터 둥에 市연락관 파견 

- 원전부지 인큰 및 비상계획구역내의 공간방사선량률， 대기중 방사성불질 농도， 기 

상 둥을 관측하고， 원전으로부터 방사성물질 방출 정보 및 주민예상피폭선량 결 

과를 수집하여 검토토록 市환경망사선감시센터 가동 지시 

주민보호 비상진료 임무를 준비토록 市방사선비상진료센터 가통 준비 지시 

• 市재난종합상황실장은 市재난종합상황실， 市현장대웅팀 및 지역 행정 공공기관의 비 

상경계 준비태세 현황을 종합하여 부산광역시장 소방방재청 청장 및 행정안전부 장 

관에게 보고한다 

• 市재난종합상황실장은 기자회견쓸 개최하여 지역 주민 대표 및 언론보도기관에게 

원전 사고 고장에 대한 간결한 브리핑과 주민에게 당부 드리는 말씀을 발표한다 원 

전 홍보팀은 사고발생 경위， 사고 완화조치， 방사성물질의 누출 현황 및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둥을 발표한다 

• 市재난종합상황실장은 백색비상이 청색비상 또는 적색비상으로 발전휠 가능성올 타 

진하고， 필요시 市지역대책본부 발족 준비룹 한다 

(2) 퍼현장대웅팀 

• 市현장대웅팀장(市건설망재관)은 현장대옹팀을 구성하여 고리원자력방재샌터에 집결 

토록 지시하고 센터로 이통한다‘ (상황이 긴급하게 전개될 경우 헬기로 이통한다 ) 



1ñ XI 억잉사능방재대획본부 운영 

• 市현장대웅팀 구성 총 16명 

+ 현장대웅팀장(1) 市건설방재판 

+ 정보관리요원(3) 市(1). 기장군(2) 

4 환경감사요원(2) 市(1). 군부대 (1) 

4 주민보호요원(2) 市(1). 기장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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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관리요원(3) 市소방본부(1) . 지방경찰청(1). 해양경찰서(1) 

+ 의료구호요원(2) : 기장군(1). 기장군보건소(1) 

+ 홍보협 력요원 (3) 市(1). 기 장군(2) 

• 市현장대웅팀장은 고리원자력방재센터 도착 즉시 현장대응팀 인원을 점검하고， 팀원 

에게 다음과 같은 비상경계 준비태세를 유지토록 지시한다 

정보관리요원 : 예 비 현장지휘센터의 원자력방재센터 방재관 및 원전 파견원으로 

부터 원전사고 상태 및 사고완화조치 상황관련 정보 수집， 검토 

+ 원전 사고 상태 및 방사성물질 환경방출량 둥에 근거한 주민보호 범위 예측 

- 환경감시요원 지역환경감시센터의 가동 현황 점검 

+ 비상계획구역내 외에 설치된 실시간 공간방사선량률， 대기중 방사성물질 농도， 

기상 관측 자료 

+ 원전의 방사성물질 방출 자료 및 피폭선량 예측결과 

+ 市환경방사선감시센터 환경감시요원의 가동 운영 현황 

- 주민보호요원 那재난종합상황실의 주민보호대비 준비태세 현황 점검 

+ 주민보호 유도요원의 현장배치 준비상태 

+ 5km 내 외 마을 주민 학생 방문객 둥의 소개대비 수송용 차량 수배 준비상태 

+ 노약자퉁의 분포 현황 및 긴급 보호조치 준비상태 

• 안전관리요원 소방본부 및 지방경찰청의 비상경계 준비태세 현황 점검 

+ 원전 사고 완화조치 지원대책 ， 소화대책 및 상해자 구조 구급대책 준비태세 

+ 비상계획구역내 출입통제 및 교통통제 준비태세 

+ 주민 동요 완화 및 치안유지 준비태세 

- 의료구호요원 지역비상진료샌터의 가동 준비 현황 점검 

+ 현장진료소 의료진 배치 준비태세 

+ 이재민의 방사능 오염검사 제염 대비 의료장비 물품 배치 준비 태세 

+ 1차 .2차비상진료기관의 긴급비상진료 준비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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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상선방호약품 배치 준비 태세 

- 홍보협력요원 都재난종합상황실의 주민홍보 방송문안 정검 

+ 마올경보방송망 점검 상태 

+ 주민홍보용 방송차량 헬기 선박 수배 준비 태세 

• 市현장대웅팀장은 예비현장지휘센터의 방재판 및 원전 파견원과 협력하여 주민보호 

현장대용활동을 대비 한 종합 정검하고 조정한다 

• 市현장대웅팀장은 원전의 사고상황 및 사고완화조치 현황과 市현장대웅팅의 비상경 

계 준비태세 현황을 종합하여 市재난종합상황실장(행정부시장)께 보고한다 

7.3 경계경보 발령시 

(1) 퍼지역대책본부 

• 고리 -신고리 원전에서 방사선 청색미상 발령으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경계경보가 

발령되었을 경우， 市재난안전과장은 건설방재관， 행정부시장 및 시장께 보고하고， 

(또는 백색비상으로 市재난종합상황실이 가동중인 경우， 市재난종합상황실장(市행정 

부시장)은 시장께 보고하고，) 시장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올 이행한다 

- 市청사내 원전 방사선 청색비상 발령 상황 및 방재요원 (추가) 소집 경보 방송 

- 원전의 사고상태 및 완화초치 상황 정보 수집 

• 市長은 상황실 도착 즉시 방재요원 인원점검 및 원전의 비상발령 상황올 확인 한 

후 市지역대책본부의 발족 운영을 市청사 및 관계기관에게 선언한다‘ 

- 市재난안전과장은 (또는 백색비상으로 市재난종합상황실이 가동 중인 경우 市재 

난종합상황실장(市행정부시장)은) r!J長이 상황실 도착 즉시 상황 종합 보고 

• 市지역대책본부장(시장)은 市지역망재대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사고 원전으로부터 수 

집된 다음과 같은 정보룹 검토한다 

- 원전의 청색비상 발령 정보 검토 

- 사고·고장의 원인 및 추이 

+ 원자로 및 원자로 안전계풍의 안전성 유무 

+ 방사성물질의 누출량 및 범위 

+ 상해자 및/또는 피폭자 발생 유무 

+ 원전 직원 및 인근 주인에게 미치는 영향 



ffi지역앙사늠방재대책본부 운영 

- 청색비상에 대한 원전의 긴급대응조치 정보 검토 

광역차원의 비상대비 태세 유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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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市지역대책본부장(시장)은 지역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게 원전 청색비상 및 경계경 

보 발령상황을 전파하고， 비상대비태세를 유지토록 지시한다 또한， 사고원전에게 원 

전 복구에 필요한 자원 지원 여부를 타진한다 

• 市지역대책본부 부본부장(市행정부시장)은 다음과 같은 비상대비태세를 유지한다 

- 광역차원의 비상대비대책 이행 지시 및 현장 이행 사항 점검 

(홈6지역대책본부의 비상대비대책 이행상황을 점검 지원하고， 광역차원의 추가 이 

행해야 할 사항 이행) 

+ 환경방사선감시요원 현장 배치 및 환경 모니터링 실시 

+ 주민홍보 차량 헬기·선박 현장 배치 또는 대기 

+ 주민보호 유도요원， 수송차량 현장 배치 또는 대기 

+ 의료요원 및 의료장비 현장 배치 또는 대기 

+ 비상계획구역내 외의 교통통제소 출입통제소 설치 및 부분적 운영 

+ 이재민보호센터(차량관리소， 현장진료소， 구호소， 이재민 상담소 등) 설치 

+ 기타 동원 인력 차량‘장비 물풍 현장 배치 또는 대기 및 이행 현황 수시 점검 

- 耶 區지역대책본부(기장군) 및 이재민보호샌터 등에 파견된 市연락관으로부터 현 

장 비상대비대책 현황 정보 수집 및 점검 

지역환경감시센터장으로부터 환경 모니터링 운영 현황 정보 수집 및 점겸 

• 지역비상진료센터장으로부터 비상진료 대비태세 현황 정보 수집 및 점검 

• 市지역대책본부장(시장)은 市지역대책본부， 市현장대웅팀 및 지역 행정 공공기관의 

비상대비태세 현황을 종합하여 중앙대책본부장(교육과학기술부 장관) , 소방방재청 

청장，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 市지역대책본부장(시장)은 연합정보센터와 연계하여 원진 비상에 대응하는 부산시 

지역대책본부의 운영 현황과 시민에게 당부 드리는 말씀을 언론보도기관을 통해 공 

표한다 

• 市지역대책부본부장(市행정부시장)은 청색비상이 적색비상으로 발전될 가능성을 타 

진하고， 필요시 주민보호 이행에 대비하여 현장 준비상태를 재정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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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市현장대웅팀 

• 市현장대용팀장은 방사선 청색비상 및 경계경보 발령시 고려원자력방재센터의 선엄 

방재관과 연계하여 현장지휘센터를 발족 운영한다. 

- 현장지휘센터 종합조정반장은 현장지휘센터장(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의 센터 도착 

시 현장지휘센터의 발족 운영 현황을 종합 보고한다 

市현장대응팀장은 현장지휘센터장에게 주민보호 이행에 대비하여 현장 준비상태 

를 보고한다. 

• 市현장대용팀장은 합동방재대책협의회 위원중 l언으로서， 현장지휘센터장(교육과학 

기술부 차관) 및 합동방재대책협의회 위원들과 협력하여 원전 사고현황 점검 및 주 

민보호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또한 市현장대웅팀올 지휘하여 주민보호를 위한 현장 

대응 준비사항을 종합 점검하고 조정한다 

• 市현장대웅팀은 현장지휘센터의 각 기능반파 연계하여 다음과 같은 비상대비태세를 

유지한다 

정보관리요원 센터 종합조정반 및 사고분석반과 연계하여 

- 원전 사고 상태 및 방사성물질 환경방출량 동에 근거한 주민보호 범위 예측 

- 환경감시요원 센터 방사선평가반과 연계하여 합통/지 역 환경감시센터 환경감시 

요원의 가동 운영 현황 점검 및 조정 

+ 비상계획구역내 외에 설치된 섣시간 공간방사선량률， 대기중 방사성물질 농도， 

기상 관측 자료 

+ 원전의 방사성물질 망출 자료 및 피폭선량 예측결과 

+ 환경감시요원의 현장배치 상태 

- 주민보호요원 센터 주민보호반과 연계하여 那재난종합상황실의 주민보호 현장 

배치 현황 점검 조정 

+ 주민보호 유도요원의 현장배치 상태 

+ 원전기점 5km 내 외 마을 주민 학생 망문객 둥의 소개대비 수송용 차량 현장 

배치 상태 

+ 노약자동의 분포 현황 및 긴급 보호조치 현장배치 상태 

- 안전관리요원 · 센터 주민보호반과 연계하여 소방본부 및 지방경찰청의 비상대비 

태세 현황 정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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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 사고 완화조치 지원， 소화 및 상해자 구조 구급 요원의 지원상태 

+ 비상계획구역내 출입통제 및 교통통제 요원의 현장배치 상태 

- 주민 동요 완화 및 치안유지 요원의 현장배치 상태 

• 의료구호요원 ‘ 센터 의료지원반과 연계하여 합동/지역 비상진료센터의 가동 준 

비 현황 점검 

+ 현장진료소 의료진의 현장배치 상태 

+ 이재민에 대한 방사능 오염검사 제염 대비 의료장비 물품의 현장배치 상태 

+ 1차 2차비상진료기관의 긴급비상진료 요원의 현장배치 상태 

+ 갑상선방호약품의 현장배치 상태 

홍보협력요원 : 연합정보센터와 연계하여 주민홍보 방송문안 점검 

+ 마을경보방송망 점검 상태 

+ 주민홍보용 방송차량 헬기 선박의 현장배치 상태 

• 市현장대웅팀장은 원전의 사고상황 및 사고완화조치 현황， 현장지휘센터 및 市현장 

대응팀의 비상대비태세 현황을 종합하여 市， 那지역대책본부장(부산시장， 기장군수) 

께 보고한다 

7.4 심각경보 발령시 

(1) 市지역대책본부 

• 고리·신고리 원전에서 방사선 적색비상 발령으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심각경보가 

발령되었을 경우， 市지역대책본부장(시장)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한다 

- 市청사내 원전 망사선 적색비상 발령 상황 (및 l강재요원 (추가) 소집) 경보‘방송 

원전의 사고상태 및 완화조치 상황 정보 수집 

• 市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게 원전 적색비상 및 심각경보 발 

령상황을 전파하고， 주민보호조치 준비상태를 유지하고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대기할 것을 지시한다 

• 市지역대책본부장은 市지역방재대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사고 원전 및 현장지휘센터 

로부터 수집된 다음과 같은 정보를 검토한다 

원전의 적섹비상 발령 정보 검토 

+ 원자로 안전성 및 핵연료 건전성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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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자 및/또는 피 폭자 발생 유무 

- 원전의 주민보호조치 권고사항 검토 

+ 방사성물질의 누출 량 및 범위 

+ 원전 인근지역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현장지휘센터의 주민보호조치 의사결정사항 검토 

+ 주민보호구역 설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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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보호조치 지 시 사항 

+ 왼전기점 근거리 및 왼거리 지역의 주민보호조치 방안 

• 市지역대책본부장은 빼지역대책본부장의 주민보호조치 의사결정에 대해 협의하고 

지원한다 市지역대책본부장은 광역차원의 주민보호 의사결정을 조정할 수 있다. 

• 市지역대책본부장은 都지역대책본부장의 주민보호조치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광역차 

원에서 다음과 같은 긴급한 현장대웅활동올 이행 또는 지원한다‘ 

- 원전기점 원거리 지역의 교통통제 및 출입통제 

+ 우회도로 개설 

+ 긴급 수송차량 운행 지원 

- 주민 홍보 

+ TV/라디오， 도로전광판， 유/무선통신설비， 경보/방송설비를 활용한 시민 홍보 

+ 홍보용 차량 헬기 선박 둥을 활용한 주민 홍보 

+ 웹사이트를 활용한 비상정보 교류 

- 이재민보호센터(차량관리소， 현장진료소， 구호소， 이재민 상담소 퉁) 운영 지원 

+ 이재민 수용 및 구호의 효율적 관리방안 모색 

+ 주민 인적사항 종합 및 이산가족 잦기 프로그램 운영 

+ 구호소 운영상의 애로사항， 문제점 개선 

- 합동/지역 환경감시샌터 운영 지원 

합통/지역 비상진료센터 운영 지원 

+ 사망 · 실종자 및 부상자 관리 종합 

+ 필요시 광역차원의 갑상선 방호 이행 사항 검토 

- 음식물 섭취제한 구역 설정 

+ 음식물 섭취제한 홍보 및 지도 

+ 놓축수산물 및 음료수/옴식불 유통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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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식품 생산 정지 

+ 급수차량 동원 음료수 공급 및 오염되지 않은 음식물 공급 

- 자원봉사자 관리 및 의연금의 모금 및 관리 

• 市지역대책본부장은 市지역대책본부， 市현장대웅팀 및 지역 행정 공공기관의 주민보 

호조치 현황을 종합하여 중앙대책본부장(교육과학기술부 장관l ， 소방방재청 청장， 행 

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 市지역대책본부장은 연합정보센터와 연계하여 주민보호조치에 대한 부산시 지역대 

책본부의 운영 현황과 시민에게 당부 드리는 말씀을 언론보도기관 둥을 통해 공표 

한다‘ 

(2) 市현장대웅팅 

• 市현장대응팀장은 방사선 적색비상 및 심각경보 발령시 현장지휘센터장이 주최하는 

합동방재대책협의회 주민보호조치 의사결정에 참석한다. 

• 市현장대웅팀장은 市현장대웅팀을 지휘하여 주민보호를 위한 현장대웅활동을 종합 

점검하고 조정한다 

市현장대웅팀은 현장지휘센터의 각 기능반과 연계하여 다음과 같은 주민보호 비상 

대응활동을 조정한다 

- 정보관리요원 센터 종합조정반과 연계하여 

+ 원전 사고 상태 및 망사성물질 환경방출량 동에 근거한 주민보호 범위 설정 

+ 주민보호조치 현장대웅활동 현황 종합 

+ 이재민， 노약자， 병원환자 퉁 안전관리 운영 현황 종합 

+ 현장대웅요원의 유효성 정겁 및 지원인력 차량 둥 지원방안 모색 

환경감시요원 ‘ 센터 방사선평가반과 연계하여 환경감시요원의 가동 운영 현황 

점검 및 조정 

+ 비상계획구역내 외에 설치된 실시간 공간방사선량흘， 대기충 방사성물질 농도， 

기상 관측 자료 

+ 환경방사선 감시지도 작성자료 검토 및 추가적인 주민보호 설정여부 검토 

주민보호요원 센터 주민보호반과 연계하여 都재난종합상황실의 주민보호조치 

현황 점검 조정 

+ 주민보호조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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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구역 마을 주민 학생 , 방문객 퉁의 소개 현황 점검 

+ 옥내대피구역 마을 주민 학생 방문객 동의 옥내대피 현황 정겹 

+ 병원환지 및 노약자퉁의 보호조치 현황 점검 

+ 이재민 수송차량의 운영현황 정검 및 필요한 지역 추가 배치방안 모색， 이행 

- 안전관리요원 센터 주민보호반과 연계하여 소방본부 및 지방경찰청의 주민보호 

지원 현황 점검 

+ 왼전 사고 완화조치 지원， 소화 및 상해자 구조·구급 요원의 지원 

+ 비상계획구역내 외의 출입통제 및 교통통제 요원의 현장 운영 현황 

+ 주민보호조치중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현장 운영 현황 

+ 주민 동요 완화 및 치안유지 요원의 현장 운영 현황 

- 의료구호요원 센터 의료지원반과 연계하여 비상진료 서비스의 운영 현황 점검 

+ 현장진료소 의료진의 현장 운영 현황 

+ 이재민에 대한 방사능 오염검사 제염 대비 의료장비 물풍의 현장 운영 현황 

+ 1차 .2차비상진료기관의 긴급비상진료 요원의 운영 현황 

+ 갑상선방호약품의 현장 운영 현황 

홍보협력요원 : 연합정보센터와 연계하여 주민홍보 및 방송문안 발표 

+ 마을경보방송망， 재난전광판， 도로전광판， TV. 라디오 재난방송망， 교통망송망， 

인터넷 보도망 퉁을 환용한 주민 홍보 

4 주민홍보용 방송차량 헬기 선박의 현장 운영 현황 

+ 유언비어 통제 

+ 언론보도기관을 위한 기자회견 개최 

• 市현장대응팀장은 원전의 사고상황 및 사고완화조치 현황， 현장지휘센터 및 市현장 

대웅팀의 주민보호조치 지원 현황을 종합하여 市， 짧지역대책본부장(부산시장， 기장 

군수)께 보고한다 

7.5 중장기 복구대책 수립 

• 市지역대책본부장은 원자력재난 발생으로 망사성물질 제염 및 각종 제한조치의 해 

제 방안을 수립하고， 민심의 안정， 사회질서 및 경제활동 회복을 위해 조기 복구환 

동을 실시한다‘ 

- 복구대책 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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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제거 및 오염지역 출업통제 

- 각종 제한조치의 해제 

환경 모니터링 결과의 공표 및 장기계획 수럽 

손해배상 청구 

- 루머 피해의 경감 홍보 

- 주민상담 체제의 정비 

피 해 받은 기 업 동 보상 및 자금 지 원 

- 의료 및 건강 상당체제 운영 

- 불가의 감시 

방사성폐기물 관리 

8. 붙 임 

• 붙엄 8.1 市지역대책본부 방재요원 구성 

• 붙염 8.2 비상대웅기구 가동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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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엄 8.1 

市지역대책불부 방재요워 구성 

또직영(인원수) 
구 성 

A 조 (52명) B 조 ( 영) 

본부장 (1 영) 。부산광역시장 。행정부시장 

종합조정반(5영) 
。반장 재난안전과장 。반장 

。반원 민방위비상대책담당 l 직원 3 。반원 담당 l 직원 2 

운영지원반(4명) 
。반장 자치행정과장 。반장 

。반원 자치행정담당 l 직원 2 。반원 담당 1 직원 l 

주민보호반(4명) 
。반장 사회복지과장 。반장 

。반원 복지행정담당 1 직원 3 。반원 담당 l 직원 1 

안전관리반(4명) 
。반장 교통기획파장 。반장 

。반원 교통기획담당 l 직원 2 。반원 ‘ 담당 l 직원 1 

환경강시반(4명) 
。반장 환경보전파장 。반장 

。반원 환경보전당당 1 직원 2 。반원 담당 l 직원 l 

의료구호반(4명) 
。반장 보건위생파장 。반장 

。반원 보건행정당당 1 직원 l 。반원 ‘ 담당 l 직원 l 

홍보협력반(3영) 
。반장 홍보팀장 。반장 

。반왼 보도담당 l 경보상황실직원 1 。반원 담당 l 직원 l 
。현장대응팀장(1) 市건설방재관 。현장대웅팀장(1) 市건설방재판 

。정보관리요원(3) 버(1)， 기장군(2) 。정보관리요원(3) 버(1)， 기장군(2) 

파 
。환경감시요원(2) 市(1)， 군부대(1) 。환경감시요원(2) 市(1)， 군부대(1) 

。주민보호요원(2) 市(1)， 기장군(1) 。주민보호요원(2) 버(1)， 기장군(1) 

견 
현장지휘센터 

。안전관리요원(3) 市소방본부(1)， 。안전관리요원(3) 市소방본부(1)， 

관 
(16명) 지방경찰청(1)， 해양경찰서(1) 지방경찰청(1)， 해양경찰서(1) 

。의료구호요원(2) 기장군(1)， 。의료구호요원(2) 기장군(1)， 

9 
기장군보건소(1) 기장군보건소(1 ) 

。홍보협력요원 (3) ’ 市(1) 기장군(2) 。홍보협력요왼(3) 폐(1) 기장군(2) 
명 영향받는那區 。

원전EOF 。

이재민수용소 。

방사능방호 。고리원자력본부 2 。고리원자력본부 1 

자문관(2명)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l 
。지방 교육청 담당 1 。지빙 교육청 담당 l 
。소방본부 담당 l 。소방본부 담당 l 
。지방경찰청 담당 l 。지방경찰청 담당 1 
。해양경찰청 담당 l 。해양경찰청 담당 1 
。육군 제7376부대 장교 1 。육군 제7376부대 장교 l 
。해군 작전사령부 기지전대장교 l 。 해군 작전사령부 기지전대장교 l 

지역 관계기관 。공군 제5전술 공수비행단 장교 l 。공군 제5전술 공수비행단 장교 l 
연락관(13명) 。지벙기상청 담당 l 。지방기상청 담당 ] 

。대한적십자사 지사 직원 1 。대한적십자사 지사 직왼 l 
。운수업체 담당 1 。운수업체 담당 1 
。한국철도공사 직원 1 。한국철도공사 직원 l 
。한국전력지λ} 직원 1 。한국전력지사 직원 l 
。 KT지정 직원 1 。KT지점 직원 1 
。 한국가스안전공사 직 원 l 。한국가스안전공사 직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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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8.2 

비장대유기구 가통 기준 

쨌찮셀 관심 주의 경계 심각 

l 2 3.4 5. 6.7 

고 장 사 고 

액색비상 
방사능재난선포 

이상상태 
부지경계 공간선량률 > 1 ~SV/h 

청색비상 적색비상 부지정계 

공간선량률 > 1 mSvlh 

고리신고리 
MCR TSC. osc 가동 방사선비상대책본부 발족 운영 

원자력본부 

市재난종합상황실가동 市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 발족 운영 

부산광역시 
경계태세 市현장대응팀 파견 m현장대웅팀 운영 
유지 市환경방사선감시센터 가동 합동환경방사선감시센터 연계 운영 

市방사선비상진료센터 준비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 연계 운영 

부산광역시 경계태세 
상황실운영 지역긴급구조통제단 발족 운영 

소방본부 유지 

밟지역대책본부 상황실 가동 혜S지역대책본부 발족 운영 

기장군 
경계태세 업5출입 교통통제소 준비 휩8출입 교통통제소 가동 
유지 那옥내대피소 준비 郵옥내대피소가동 

那이재민보호샌터 준비 휩11이재민보호센터 가동 

인정 엉ß'~ 경계태세 유지 필요시 상황실 가동 

현장방'^~능방재지휘샌터 발족·운영 
고리 

경계태세 
합동방재대책협의회 운영 

l용사능 예비현장지휘센터 가동 연합정보센터 말족 운영 

l앙재센터 
유지 

합동환경벙사선감시센터 발족 운영 

합동망사선비상진료센터 말족 운영 

교육 경계태세 
방사능중앙통제상황실 가동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말족 운영 

과학기술부 유지 

한국원자력 경계태세 
방사능방호기술지원 예비본부 가동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 발족 운영 

안진기술원 유지 현장기술지원단 현지 파견 

한국원자력 경유계지태세 I 바 }선배상의료지원 예비본부 가동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 발족-운영 
의학원 현장의료지원단 현지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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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 근거 및 참조사항 

부산광역시 “지역안전관리계획 원자력재난분야”의 제 1장 제l절 1.2항 참조 

2. 목 적 

본 절차의 목적은 고리 신고리 원자력발전소에서 원자력재난 발생시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방사선감시 운영을 위한 운영개념， 조직 책임 및 운영절차를 규정하는데 있다 

3. 적용범위 

본 절차는 비상시 환경방사선감시 및 주민보호 운영을 책임올 맡은 관계기관 비상대 

웅기구 및 환경방사션 감시-평가요원에게 적용된다 

4. 상황 및 가정 

부산광역시 “지역안전관리계획 원자력재난분야”의 제3장 제6절 및 제4장 제3절 참조 

5. 운영 개념 

5.1 일반사항 

(1) 비상시 환경방사선감시의 의의 

- 부산광역시(이하 ‘市’라 한다)는 고리 신고려 원자력발전소로부터 다량의 방사성 

물질이 환경 누출시， 환경 방사선/능 자료룹 수집 분석한 평가정보를 주민보호 

의사결정 지원올 위해 특별히 계획된 환경방사선감시를 신속하게 수행해야 한다 

+ 사고 분류를 위한 정보제공 

+ 운영개입준위에 기초한 주민보호조치가 요구되는 경우 의사결정권자를 지원하 

기 위한 조언 

+ 오염 확산올 방지하기 위한 의사결정권자에게 조언 

+ 현장대웅요원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제공 

+ 원전 사고로 야기되는 위험의 정도에 대한 정확하고 시의 적절한 정보 제공 

+ 위험의 크기와 기간의 결정 

+ 위험의 상세한 물리적， 화학적 특성 제공 

+ 측정방법의 효용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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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상시 환경방사선감시 운영 지원체제의 확립 

- 市는 주민보호조치(소개， 옥내대피 ， 호흉기 방호， 갑상선 방호， 출입통제， 음료수 

음식물 섭취제한， 일시 아주， 영구정착 둥)에 필요한 환경방사선U능) 자료를 수집， 

분석 및 평가하여 주민보호 의사결정올 하는 비상대웅기구에게 제공해야 한다 

市는 원자력발전소 사고 상태 및 기상 상태에 의거 비상계획구역 외부까지 방사 

성물질이 확대될 경우， 환경방사선감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수립하여야 한다 

- 이를 위하여 市는 기장군(이하 ‘없’이라 한다)， 고리 신고리 원자력본부， 지역 공 

공기관， 군부대， 전문기관(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중앙부처 등의 지원을 받아 비 

상시 환경방사선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합동환경방사선감시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체계를 수립한다 

- 비상시 환경방사선감시는 예상되는 주민보호구역 또는 비상계획구역내 주민보호 

를 위해 신속히 수행되어야 한다 특히 방사능구름이 방출되는 경우 공간방사선 

량률 측정은 다음과 같은 시간대별 기준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원전 부지경계 부근 l 시간내 (원전) 

+ 원진기정 반경 5km 이내 4 시간내 (市， 都， 원전) 

+ 원전기점 반경 10 km 이내 12 시간내 (市， 那， 지역 공공기관) 

+ 원전기점 반경 lO km 이상 12 시간내 (市， 都， 지역 공공기관， 전문기관) 

+ 합동환경방사선감시센터 가동 24 시간내 

5.2 환경 모나터링 및 생플링 프로그램 

(l) 고정관측소 

- 환경 모니터링 및 샘플링의 우선순위는 지역의 구성 여건 즉， 주거지， 농토， 시골， 

사업지역， 산업시설， 공공서비스 시설， 기간산업 시설 둥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주민， 생펼품， 농작물， 식수 등을 위한 추가 보호조 

치의 필요성 ， 식수 및 식품의 사용금지， 필수 기간시설의 관리 및 복구 퉁이 운영 

개입준위와 그 밖의 영향 인자에 기초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 원전에서의 심각한 사고는 넓은 지역(100 - 1,000 k며)에 걸쳐 신속한 환경방사선 

감시가 필요하다 따라서 사고 초기단계의 환경 모니터링 및 생플령과 방사능구 

름을 추적하기 위한 고정관륙소를 원전 주변에 설치하여야 한다‘ 고리원전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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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고정관측소가 127H 운영되고 있다‘ 원전 부지내에 5개， 원전기정 3 11m이내 

에 6개가 있으며， 원거리 비교측정올 위해 22 km 지정에 l개 설치되어 있다 이 

틀 고정관측소는 원전의 정상운영과 관련하여 방사성물질의 축적 경향과 예기치 

않은 방사성물질의 환경방출을 감시하는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방사선비상 

시에도 활용하고 있다 그러냐 비상계획구역내 주민이 거주하는 전 지역을 포함 

시키지 못하여 실제 비상시에 현재 설치된 고정관측소의 자료를 활용하기에는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 

- 따라서 방사선비상시 신속한 주민보호를 위해서는 보다 확대된 고정관측소의 설 

치가 요구된다 원전에서 관리하는 고정관휴소에 추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강 

하고직접 관리한다변 명시 주민의 안전에 기여함은 물론 비상시 직접적인 활용 

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 일본 후꾸이 현에는 넓은 범위에 걸쳐 여러 곳에 원전 13기가 운영되고 있으며 

고정관측소를 사업자가 62개소， 현이 18개소 운영하고 있다 원전 271플 운영하고 

있고 2기를 추가 건설중에 있는 미국 텍사스주 Comanche Peak 왼전은 비상계획 

구역(10 따lel내에 72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고리원전의 경우， 비상계획구역의 i 

정도가 해안이고 해안에 인접된 도서에는 주민이 거주하지 않으므로， 고리원자력 

본부가 운영하는 고정관측소 12개소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20개소를 그림과 같이 추가 설치 운영하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추가해야 할 고정관측소는 비상계획구역내 약 

3km 간격의 주민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추정한 것으로서 

TLD가 설치되어 있는 지정 (437H 소)과 연계하여 설치한다 

- 市환경방사선감시센터는 비상시 이들 총 32개소의 고정관측소로부터 환경 자료 

와 원전의 방사성물질 누출 정보륜 종합 분석하여， 원전 및 지역 관계기관과 연 

계하여 환경 모니터링 및 샘플링 계획을 수립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2) 환경 모니터링 및 샘플링의 우선순위 

- 미리 선정된 환경 모니터링 및 생플링 장소(적어도 원전 주변에 50 여개소 이상) 

가 포함된 지도가 준비되어야 한다 환경 모니터링은 가장 높게 오염되었다고 추 

정되는 인구밀집지역 또는 주거지역을 우선적으로 탐사해야 한다 

- 비상시 환경 모니터링 및 생플링의 순서를 열거하연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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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싹시 환겪 모니터릿 및 책플랫 순서 

외부에 방사선 위해가 디 공간선량률 모니터링 

가능한가? 디 개인선량 모니터링 및 평가 

방사성물질의 환경 口 공기중 1앙사능농도 모니터링 

방출이 있는가? 口 바랍이 부는 방향의 공간선 량률 모니 터 링 (a) 

표연 또는 지표면에 D 공간선량률 모니터링 

방사성물질이 퍼졌는가? 디 지표면， 건물， 차량의 표면오염 준위 모니터링 (b) 

사랑들이 오영되었는가? 
디 피부 및 의복 오염검사 

口 제염시 방사선감시 협조(c) 

놓작불과 목초가 
口 농작물 및 목초의 모니터링 및 생플령 

오염되었는가? 

방사성물질이 환경으로 口 가장 큰 방사선 위험에 집중하여 사람과 산염시설의 
계속 방출하는가? 모니터링 및 생플링 최적화(d) 

사고기간이 짧은가? 
口 모니터령 및 생플링 강화 

口 복구관리를 지원 

수로， 저수지， 바다가 
디 생선， 조개류， 농작물， 동물 동의 샘플링 및 분석 

오염되었는가? 

식수원이 오염되었는가? 디 식수원의 생플링 및 분석 

오염된 사료로 동물을 
口 우유， 육류. 식품의 생플링 및 분석 

기 르는가? 

(a) 환경 모니터링팀 및 생플링팀의 구성은 방출규모에 따라 결정되며 ， 한 팀에서 

여러 팀에 이르기까지 변할 수 있다 방사선감시 자료는 현장에서 합통환경방 

사선감시센터로 전송된다 현장 시료는 감마분광기 또는 기타 방사성 핵총 분 

석을 위해 환경실험실로 이송한다 

(b) 공기중 망출에 의한 낙진으로 표연이 넓게 오염된다면 고도가 높은 지표띤， 

비가 내린 지역， 인구밀집지역 또는 주거지역， 그리고 식품생산지역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c) 내부피폭 선량평가， 선별검진 및 분석 퉁에 의한 추적이 가능하도록 오염된 

사람의 상태를 상세하게 기록한디 

(d) 환경방사선감시 및 시료채취 빈도， 시료채취 장소 둥을 정한다 모니터링 ， 생 

플링 및 시료분석팀의 교대조활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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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시료채취 프로그랭의 크기와 특성은 방출량의 크기와 규모 및 농업 실 태와 

인구분포에 의존하게 된다 시료채취는 원전사고의 전 기간에 걸쳐 요구된다 공 

기중 오염이 포함된 사고초기단계에서의 생플링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 방출 기간 동안 방사능구름내의 공기시료채취 

· 방사성 핵종의 농도측정은 홉입을 통한 위험평가와 OILl 및 OIL2의 재계산 

을 위한 필수자료를 제공한다 

+환경방출 종료 후 또는 방사능구름 통과 후의 토양시료채취 

· 방사성 핵종의 농도 측정은 지표면 침적과 OILA. OIL6. OIL7의 재계산을 위 

한 필수자료를 제공한다 

+ 환경방출종료 후 또는 방사능구름 통과 후의 오염식품， 식수， 우유 시료채취 

· 망사성 핵종의 농도측정은 식품섭취제한을 위한 자료를 제공한다 

(3) 모니터링팀 및 생플령팀 교대 

- 비상시 방사능구름의 크기， 방사능구릉내의 공간방사선량률 및 공기중 농도， 방사 

능 구름의 지표연 칭적에 의한 주민 위험 풍을 분석하려면 여러 환경 모니터링 

팀 및 샘플링팀이 필요하다 

- 환경 모니터링팀 및 생플링팀은 방사능구름에 의한 복사， 지표연 침적에 의한 복 

사， 직접적인 방사선원으로부터의 복사 둥에 의한 공간방사선량률올 즉정할 필요 

가 있다 환경 모니터링팀 및 생플링팀은 팀의 안전을 고려하연서 최대한으로 주 

민보호를 보장하려면 사고 초기단계에 신속히 파견되어야 한다 

- 방사선 비상이 장기간 계속되는 경우에는 현장업무를 대체하기 위해 환경 모니 

터링팀 및 샘플링팀을 교대하는 대책이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 

5.3 단계별 모니터링 운영방안 

• 비상시 환경방사선감시는 방사성물질의 방출 상황에 따라 초기대용활동， 제l단계 

모니터링， 제2단계 모니터링， 장기대용활동의 4 단계 대웅책을 수럽 운영한다‘ 

(1) 초기대웅활동 

市는 원전으로부터 이상상태 발생 통지를 접수하거나 원전 부지경계 부근에 있 

는 고정관측소에서 1 llSv/h 이상이 검출되었올 때， 환경방사선감시 초기대웅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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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실시한다 

- 고정관측소의 실시간 공간방사선량률 둥의 정보 수집， 모니터링 카를 활용한 환 

경감시 시작 및 제l단계 모니터링 활동 개시를 위한 준비를 한다 

+ 고정관측소의 공간방사선량률， 공기중 방사능농도， 기상 관측 및 사고발생 원전 

의 굴뚝감시기 지시 값 동의 감시 

十 모니터링 카에 의한 최대치 출현 예상지정 부근을 중심으로 사고발생 원전 인 

근 지역의 공간방사선량률， 공기중 방사성 아이오딘 농도 측정 

+ 방사성물질 환경누출 자료 및 국지기상·대기확산 자료를 수집하여 예상피폭선 

량 예측평가 프로그램으로 방사능 영향을 예측한다 

+ 보관하고 있는 비상시 모니터링 장비 물품을 점검하고， 관련절차에 따라 분배 

배포한다 

(2) 제 1단계 모니터링 활동 

- 사고원전으로부터 다량의 방사성물질 망출 우려가 있거나， 방출이 지속되고 방출 

량이 중대하는 경향이 있을 경우， 市는 원활한 주민보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 

해 합동환경방사선감시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비상계획구역내 신속한 제 l단계 모 

니터링 활동을 실시한다 

+ 적절한 주민보호를 위한 예상피폭선량의 신속한 추정 

+ 최대치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부근을 중심으로 한 사고원전에서 비교 

적 가까운 지역의 모니터링 

+ 땅사능구름(기체상 혹은 입자상의 물질을 함유한 공기의 일종) 통과 중 감마/ 

베 타 공간방사선량률 측정 

} 방사능구름 통과 중 대기중 방사능 농도 측정 

· 희유기체， 방사성 아이오딘 

+ 방사능구름 통과 후 방사성물질의 침적으로 영향 받은 환경시료 채취 .,1 호초λ.4 '" ‘C , 
대기 시료중 1 - 131, Cs- 137 둥 방사성 핵종이 검출되연， 음료수， 야채， 우유 

풍의 환경시료의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한， 강우 지역에서는 빗물 둥 채취 

측정 

· 대기， 음식물 둥의 환경시료 측정은 감마 survey meter로 측정할 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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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Ge검출기에 의한 핵종분석 

+ AtomCARE 예측 계산결과를 활용하여 환경감시활동 이행 

+ 옥내대피 조치가 지시되었올 경우， 옥내대피 시설의 모니터링 

- 사고 원전으로부터 방출이 계속하고 있는 상태에서 비상계획구역(원전기정 반경 

lOkm) 경계부근에서의 설효선량이 1m5v를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예측되면 모니 

터령 범위를 확대한다 

+ 예측 선량의 추정 

+ 방출된 방사성불질의 영향 범위의 추정， 확인 

(3) 제2단계 모니 터 링 활동 

제2단계 모니터링 시행 조건 

+ 원전 사고의 진행 예측이 분명하여， 방사성물질 또는 방사선 방출이 감소 또는 

종료 

+ 예상피폭선량 예측 계산결과， 주민이 옥외에 계속해서 있을 경우 외부피폭 예 

측 유효선량이 보호조치 결정기준 값 미만일 때 

+ 예상피폭선량 예측 계산결과， 주민이 옥외에 계속해서 있을 경우 대기중 1-131 

의 홉입에 의한 갑상선 예측 퉁가선량이 보호조치 결정기준 값 미만일 때 

十 모니터링 결과， 대기시료에 I-131 이 검출되지 않는 상황이 수일간 지속됨 

- 제2단계 모니터링 시행 조건이 만족되었쓸 경우， 주민이 실제로 피폭되었다고 생 

각되는 개인피폭선량을 평가하고， 환경에 망출된 방사성물질의 축적 상황 풍을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모니터링을 하여 전체적인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제2단계 

모니터링 활동을 실시한다 

+ 실제로 며폭되었다고 판단되는 원자력시설 주연 주민의 외부피폭선량， 갑상선 

퉁가선량 및 내부피폭 유효선량의 평가 

+ 방사능구름 통과 후 방사성물질의 침적블에 의한 광범위한 지역 (10ü-1 ，αm 

k바)에 걸친 집적선량 및 공간방사선량릎의 측정 

+ 평시 모니터링 대상으로 삼고 있는 시료를 포함한 여러 종류의 대기 환경시료 

의 Ge 검출기 둥에 의한 핵종 분석 실시 

. 1- 131, Cs- l34 , Cs-137, 5r-89, Sr-90, Pu-239, Pu-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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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중요 핵종 침적농도 분석 

· 식품， 음료수 둥 시료의 핵종 농도 분석 

- 오염지역내 투입되었던 장비 및 차량의 오영검사 및 제염 

(4) 장기대웅활동 

- 장기대웅활동 시행 조건 

+ 방사성물질의 환경누출이 종료 

+ 대기중 공간선량률이 자연준위 정도 유지 

+ 지표면에 축적한 방사성물질에 의해 향후 l년간 외부피폭에 의한 유효선량의 

평 균값이 O.lmSv 이 하임 

+ 환경시료중 방사성 핵종 농도로부터 계산한 향후 l년간 섭취에 의한 예탁선량 

평가 결과가 O.lmSv 이하임 

+ 각종 제한조치가 해제되어 있음 

장기대응활동 시행 조건이 만족되었을 경우， 市환경방사선감시센터는 합동환경방 

사선감시센터를 해체하고， 제2단계 모니터링까지의 종합 환경평가결과 보고서를 

작성한다 

+ 모니터링 측정결과 종합 

+ 방향 거리별 외부피폭 선량평가 

+ 향후 l년간의 지표연 외부피폭 및 환경시료 섭취 내부피폭 평가 

+ 환경시료 내 방사성물질 농도 감쇄 추이 

- 市는 중앙부처와 연계하여 향후의 장기적인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 지표면 방사능 농도 분포 탐색 

十 영향 받은 지역 농축수산물 시료채취 분석 

+주민 선량평가 

+ 광범위하게 오염된 지역의 지속적인 방사능 감시 

· 산림， 저수지， 연안지역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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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직 및 책임 

6.1 조 직 

• 市환경방사선감시센터장은 市지역대책본부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비상시 환경 모니 

터링 및 샘플링올 총괄 지휘하며， 환경감시를 지원하는 관계기관의 인력과 장비를 

통합하여 합동환경방사선감시센터를 구축 운영한다 

• 합동환경방사선감시센터의 주요 참여기관은 다음과 같다‘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市환경방사선감시센터 

- 市 산하 관계부서/기관 (기장군， 소방본부， 지방경찰청， 해양경찰서， 군부대 퉁) 

고리 신고리 원자력본부， 월성 원자력본부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 기타 대학 동 민간지원단체 

• 합동환경방사선감시센터의 조직은 다음 그립과 같다 

시·도지역대책본부 

합통박사서감시센터 

중앙대찍본부 

현장지휘센터 
(방시선평가반) 

조짐도 

앙사블방호기슐지원본부 

r ~ CR힐}를경양시껴각시샌터 • _1 S씨R력시철 비싱대확론무 
할동환경방사선감시샌터 .l- --1 

., 
시설모니터링그룹 l 

l 냐^I형망사건갑시텀 l 

I LI 원전부지감시팀 l 

시료분석그룹 

I I냉뿔뿔 

l 나낼뿔월 

• .. 1 지역모니터링그룹 ‘~、

기획정보관리팀 

환경감시팀 공중탐사팀 

시료채취팀 해상탐사팀 

감마운광팀 

운영지원팀 
오염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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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구 성 

비상 구성 

대응 대그룹 소그룹(팀) 
팀 명/팀 

인원 비 고 

기구 (영) 

센터장 1 市환경방사선감시센터장 
센터장 

자문위원 2 KINS(l인) , 대학( 1인) 

그룹장 1 市환경센터 방사선감시실장(1인) 

기획정보관리팀 1 6 6 市환경센터 (2인) , 원전 (2인)， 군부대 (2인) 

환경감시팀 6 2 12 m환경센터(1팀) , 원전(1팀)， 지역 군부대 (4팀) 

시료채취 
공기시료 3 2 6 市환정센터(1팀) , 원전(l팀)， 지역 군부대(l팀) 

환식경풍시시료료 지역 팀 3 2 6 市환경센터(1팀) , 원전 ( 1 팀)， 지역 군부대(l팀) 

모니터링 

그룹 강마분팡팅 3 2 6 市환경센터(1팀) , 원전(1팀)， KlNSO팀) 

공중탐사팀 l 1 1 
KlNS (1팀) 또는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1팀) 
(항공기 조종사 제외) 

환경 
해상탐사팀 2 2 4 해양경찰서 (2팅) (경비정 항해사 제외) 

방사선 
오염관리팀 3 6 18 지역 군부대 (3팀) 

감시 운영지원팀 l 2 2 m환경센터 사무국(1팀) 

센터 
시설 사고시선설 2 2 4 사고왼전 방사선관리팀 

모니터링 
방사 감시팀 

그룹 원전부지감시팅 3 2 6 사고원전 방재환경팅 

市환경실험실 (1팀) 

+ 市환경센터 방사능분석실장o인) 

+ 시료준비 2명 

+ 방사화학분석 2명 

시료 
환경실험실 l 14 14 

+ 감마 스펙트로메트리 2명 

분석 + 액체 신틸레이션 계측 2영 

그룹 + 알파 스펙트로매트리 2명 

+ 전자/전산 기술자 1명 

+ 장비Q/A , Q/C 담당자 l 명 

+ 행정 1 명 

이동실험실 2 3 6 원전 (1팀)， KlNS(l팀) 

반장 l KlNS( 1 인 ) 

현장지터 1| 환경 방사선 평가 l 2 2 KINS(2인) 
휘센 평가반 

주민보호 권고 l 2 2 m환경센터(j인)， KINS(l인 ) 

총인원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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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책 임 

(1) 합통환경방사선감시센터장 

- 계획 입안， 지휘 및 총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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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시 환경방사선감시를 계획하고 환경방사선감시 작업올 총팔·지휘한다. 

- 탑사요원 및 장비·물풍 동의 배치 둥 

+ 합동환경방사선감시센터의 편성 및 장비 -물품의 분배 퉁올 수행한다 

+ 정부로부터 파견되는 전문가 또는 환경감시 기자재를 접수하여 배치함에 있어 

서， 환경방사선감시가 충분히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 정보의 수집， 해석 및 선량의 추정평가 작업 

+ 방출선원 정보j 환경방사선감시정보， 기상정보， 비상시 신속한 방사놓영향 예측 

시스댐에 의한 정보 퉁의 수집 및 해석과 함께 선량 퉁의 추정，평가 작업올 수 

행한디 

- 市지역대책본부 및 현장지휘센터의 보고 풍 

+ 市지역대책본부 및 현장지휘센터에 공간선량률， 예측선량의 추정결과 퉁 필요 

한 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고한다 

(2) 지역모니터링 그룹 

CD 기획정보관리팀 

- 비상시 환경 모미터링 계획의 입안 

- 각 팀의 환경감시 정보의 수집， 종합관리 

- 예상피폭선량예측 결과 검토 

- 외부 비상대웅기구와의 연락창구 임무 

￠ 환경감시팀 

- 고정관측소 공간선량률 동 실시간 모니터 정보 수집 관리 

- 현지 환경 모니터링 수행 

- 필요한 경우 운영개입준위를 참고하여 신속한 보호조치를 제안한디 

@ 시료채취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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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시료채취를 수행 

- 장재적으로 오염된 흙， 식품， 사료， 물 동의 시료채취 수행 

감마선량률 측정 

@ 감마분광팀 

- 특정 방사성핵종을 분석하고 정량화한다 

- 방사성 핵종의 특정지역 지표연오염을 결정한다‘ 

- 공기시료， 흙， 물， 음식물 동 시료의 방사능 농도를 측정한다 

@ 공중탐사팀 

- 넓은 지역에 걸쳐 지상 90 - 120 m 고도에 대한 공중탐사를 수행한다 

특수한 측정법을 통하여 넓은 오염지역에 대해 방사성핵종에 대한 정보 산출 

@ 해상탐사팀 

- 해상의 공간선량률 측정 

- 바닷물 시료채취 및 간이 측정 

@ 오염관리팀 

- 개인 장비의 오염 모니터링 및 제염 

@ 운영지원팀 

- 센터 요원의 확보， 인원점검 

- 모니터링요원의 건강관리 1 숙소등 제공 

현지 활동에 소요되 는 장비 물품의 긴급 조달 

(3) 시설모니터링그룹 

(1) 시설방사선감시팀 

- 원자력시설 내의 방사선 준위 측정 

- 원자력시설내 오염 위험요소 분류 

@ 원전부지감시팀 

- 원전부지내의 공감방사선량률 등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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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료분석그룹 

@ 환경실험실 

- 시 료수령 및 시료준비 

- 시료의 특정 방사성 핵종 분류 

- 시 료의 방사성 해종 농도측정 

@ 이통실험실 

- 시료의 특정 방사성 핵종 분류 

시료의 방사성 핵종 농도측정 

(5) 현장지휘 센터 방사선평가반 

@ 환경방사선 평가자 

- 환경 영향평가와 환경탐사자료 평가 

EPP-UA-03, Rev.O, 14/43 

+ 현지 모니터링팀이 수행한 측정결과를 수집 분석하고， 공간선량률 지도 또는 

오염지도를 작성한다 

+ 방사선 영향을 모델링하여 계산하고 평가한다 

+ 개인 또는 피폭 받은 주민들의 외부피폭선량을 계산한다 

@ 주민보호조치 평가자 

- 원자로 사고에 대한 사고분류와 환경방사선평가 자료에 근거한 주민보호조치 의 

사결정 권고 

+ 방사능 측정， 보호조치 ， 복구관리， 제영， 폐기물관리 동의 전략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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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4 장비 ·물품 

(l) 환경감시팀 

방사선계측기 개인방호장비 공급을풍 보조용운서 기타 

고람} 쟁}팀A냉비1식) 팅 요원별판독식선량계 • 팀요원별신분층 • 표준탐사지도 수송차량 

• 저준위 탕사장비 (2식) 팅요원별열형팡선량계 팅요원별회중전동 - .7.J비 운영설명서 - 통신장비 

오염모니터 또는 프르브 방호복， 덧신 및 장갑 (개 여분용 맛대리 (장비용 및 대웅조정절차서 

(J식) 인당 3식) 회중전퉁용) 장비현장교정절써 

저준위 탐사정비용 점검선 - 갑상선 방호약품 (3일 분) 나침반 모니터링수행절채1 

원 구급약품 방사선 경고 표지， 신호기 결과물기록철i써 

사무용풍및책맏첨 직엽자복귀기준절차서 

장비오염올 막기 위한 프 개인방사선방호절차서 

라스틱 

기록지 

• 장비포장상자 

(2) 공기시료채취팀 

방사선계즉기 개인방호장비 공급블품 보조용 문서 기타 

저준위 탕사정비 (J식) 팅 요원별 판독식선랑껴] 팅요원별신분중 표준탐사지도 수송차량 

오염모니터 또는 프르브 팀 요원별 열형광선령껴1 팀요원별회중전둥 정비운영설영서 통신장비 

(1식) 방호복， 덧신 및 장갑 (개 여분용 맛테리 (장비용 및 대응조정절차서 

저준위 당사ε삐용 점검선 인당 3식) 회중전응용) 생플링교정절i써 

원 갑상선 방호의뽕 (3일 분) 냐칭반 모니터령수행절i써 

휴대용 공기샘플러(l식) 구급약품 - 스톱워치 • 결괴물기록절~f서 

• 에어로중 휠터 (10께 사무용풍및책받침 작엽자복귀기준절차서 

탄소필터 oc깨 장비오염을 막기 위한프 • 개인 방사선 방호절차서 

라스틱 

기록지 

징배1 포장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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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시료 식품시료채취팀 

방사선계측기 개인방호장비 공급을풍 보조용 문서 기타 

- 저준위 탐사정비 (1식) - 팀 요원별 판독식선령껴1 팀요왼별신분중 • 표준탐사지도 수송차량 

- 오영오니터 또는 프르브 - 팅 요원별 열형광선량계 - 팀요원별회중전퉁 장비운영셜영서 통신정비 

(1쇄 - 방호복 덧신 및 장갑(개 - 여분용 벗테리 (정비용 및 대용조정절차서 

정겁선원 인당3쇄 회중전등용) 생플링교정철차서 

-생플병및백디수 갑상선 방호약풍 (3일 분) 나칭반 - 모니터링수행정치서 

-시료표지판 구급약풍 • 방사선 경고 표지， 신호기 결과울기록절차서 

칼수저삽 사무용풍및책받침 챔자복해기준절i써 

측정용테이프 - 정").2:염을 막기 위한 프 개인 방사선방호절차서 

리스틱 

- 기록지 

장비포장싱자 

(4) 현지감마핵종분석팀 

방사선계측기 개인방호장비 공급을풍 보조용문서 기타 

- 저준위 탐사정비 (1식) 팀 요원별 판독식선링켜1 팀요원밸신분중 표준탐사지도 수송차량 

- 오염모니터 또는 프르브 팀요원별열형광선령계 팀요원별회중전퉁 장비운영설명서 통신장비 

(1식) 방호북 덧신 및 장갑(개 - 여분용 벗테리 (정비용 및 대웅조정절차서 

- 저춘위 탑사장비 점검선원 인당3식) 회중전응용) 정비 현장교정절차서 

휴대용 탕사 F댐(11) 분광 갑상선 방호약풍 (3일 분) 나침반스톱워치 모니터링수행첼}서 

기 Q식) 구급약품 - 방사선 경고 표자 신호기 - 결과울기록절차서 

- 현장스탠드용경출기 - 사무용풍및책받침 직엽자복귀기준절차서 

- 점검선원 접힘식 탁자 개인 방사선방호절차서 

'li버1오염을 막기 위한 프 

리스티 

• 기록찌 

정비포징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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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전부지감시팀 

방사선계측기 개인방호장비 공급을풍 보조용 문서 기타 

고흙} 낌이펌A냉비(l식) 팀 요원별 판독식선링껴1 - 팀요원별신분증 시설내부탐사지도 - 통신장비 

- 고고준위 당사정션](2식) 팅 요원별 열형광선링껴1 팀요원별회중전퉁 - 대웅조정 절치서 

필요시 오염모니터 또는 방호복， 덧신 및 장갑 (개 방사선경고표자신호기 • 장비 현장교정절차서 

프르브 (1식) 인당 3식) -사무용품및책받침 모니터링 생플링 수행절차 

필요시 저준위 김이탕시장 호홉기 보호용 산소저장 • 장비오염을 막기 위한 프 서 

비(1식) 호홈기구〈팀 개인별) 라스틱 一 결과울기록철치서 

정경선원 갑%k선 방호~풍 기록지 직업자 복귀기준젤차서 

• 휴대용공기생플러 - 개인 방사선 방호절차서 

에어로졸필터 

탄소필터 

(6) 오염관리팀 

방사선계측기 개인망호장비 공급을품 보조용문서 기타 

- 오염모니터 (2식) • 팀 요원별 판독식선링켜1 • 팀 요원별신분증 • 표준탐사지도 수송차량 

저준위 탐사장"1(2식) 팀 요원별 열형광선링껴1 회중전동 정비현장교정절차서 통신장비 

정겁선원 방호북 덧신 및 장갑(개 • 여분용 맛터1래장비용 및 - 오염모니터링 수행절j써 

• 휴대용공기생플러 인당3-ò!) 회중전등용) - 결"1물기록절i써 

- 에어로졸필터 호홉기 보호용 산소저장 방사선경고표지 및신호 개인방사선방호절차서 

탄소펼터 호홉기귀팀 개인별〕 지 오염된 장"1에 대한 - 오염자에게 제시할 지침서 

갑상선방호약풍 꼬리표 

구급약품 • 사무용풍빛 책받침 

개인용 제염물품 (수건 • 정비오염올 악기 위한 프 

비누，서재 브러시 퉁) 리스티 

울공급(흰테이너) 기록지 

기양된울스프레이 장비포징생자 

순건식진공청소기 전윈공듭장션1 

프라스퇴 덮개 폐기울 액 

방사성 폐기물 백 (경고 

표지판부칙) 

- 제염정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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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환경실험실 

방사선계측기 개인방호장비 공급몰풍 보조용 문서 기타 

- 기저 준위 탑사정에 (]식) - 먼지방지 이스크 오실로스코프 시료준비젤치서 一 통산수단 

오염모니터 또는 프르브 팅요원별열형광선량계 -방사선경고표지및신호 - 정비 운영설명서 통위원 

(1식) 방호복， 덧신 및 장갱개인 기 소자료표 

- 정검선원 고분해 〔농 분광 당여러께 사무용품및기록지 측정및평가행절i써 

시스템 -구급약풍 여비품보수정비 - 결과물 기록청차서 및 기 

뼈(끼)분굉시스템 정비오염을 막기 위한 프 록울유지보관 

- 납검출기 차폐체 리스틱 - 고흙} 방λ}성 시료의 취 

액제질소공급 급및측정절써 

- 교정선웬(에너지 교정용) - 개인 방사선 방호 절차서 

(1식) 

- 표준선원(효윷교정용1(]식) 

표준규격 시료 콘테이너 

(다수) 

-저울 7쩨，켈수저 

공기밀폐형프라스틱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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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운영절차 

7.1 초기대응활동 

(1) 고리 신고리 원자력본부 

고리 신고리 원자력봉부는 이상상태 발생시 市， 都， 고리원자력방재센터 등에게 

이상상태 발생 상황을 통지한다 

- 고리 신고리 원자력본부는 원자력시설 및 원전 부지경계 내-외 환경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 때마다 즉시， 그 이외는 l시간 단위로 市재난 

안전과， 뼈재난관리과， 고리원자력방재센터 등 관계기관에게 통지한다 

+ 사고에 의한 방사선 영향을 처음 검출했을 때 

+ 공간선량륭 측정값이 상숭 경향에 있을 때 또는 원전의 부지경계 부근에 있는 

고정관측소에서 1 ~Sv/h 이상이 검출되었을 때 

+ 풍속 풍향， 강우둥 기상상황이 급변했을 때 

+ 市에서 측정 결과의 보고 지시가 있었을 때 

(2) 부산광역시 

- 市재난안전과장은 市환경방사선감시센터장에게 고리 신고리 원자력본부로부터의 

이상상태 발생 접수사항을 전달하고 다음 사항을 지시한다 

+ 원전 부지경계 및 비상계획구역내에 설치된 고정관측소의 방사선 지시값(공간 

선량율， 대기부유 방사능농도， 기상정보)의 보고 

+ 모니터링 카의 출동 및 합동환경망사선감시센터의 설치 준비 지시 

市재난안전과장은 고리 신고리 원자력본부로부터 이상상태 통지를 받지 못한 상 

황에서 ， 원전의 부지경계 부큰에 있는 고정관측소에서 1 ~Sv/h 이상이 검출되었 

을 때에는 즉시 고리원자력방재센터 방재관에게 연락하여 고리 신고리 원자력본 

부에 게 확인토록 요청 한다 

- 市재난안전과장은 市산하 관계부서/기관에게 환경 모니터링 이행을 위한 준비를 

요청한다 

+ 市환경방사선감시센터， 市보건환경연구원， 市농업기술센터， 市상수도사업본부 

+ 기장군， 소방， 경찰， 해양경찰， 기상대， 교육청， 군부대 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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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市환경방사선감시샌터 

- 市환경방사선감시센터장은 市 지시에 따라， 합통환경방사선감시센터의 설치 준비 

를 실시한다 

+ 합동환경방사선감시센터 운영을 위한 인력 및 장비 준비 동원체제 이행 

+ 보관하고 있는 방사선계측기를 점검하고 환경감시요원에게 반출할 준비 
- 환경감시활동 퉁 강화 및 고정관측소의 환경 및 기상관측 자료를 市재난안전과 

장에게 보고 

+ 고정관측소의 실시간 공간선량률， 대기중 부유 방사능농도， 기상 자료 

+ 예상피폭선량 예측 

· 원전으로부터 굴뚝감시기 정보와 예상피폭선량평가 결과를 수집하여 방사능 

영향 예측 

· 방사성물질의 확산올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 지방기상대에게 기상정보의 제 

공 및 모니터링 실시에 필요한 지왼을 요청한다 

+ 방사능 영향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모니터링 카 출동 

· 모니터링 카의 탑재 기자재를 정겸한 후， 풍향 및 대기안정도 둥을 고려하여 

최대의 사고영향올 파악할 수 있는 지역으로 신속하게 출동하고， 예정된 루 

트로 이 동하면서 탐사를 실시 한다 

(4) 市산하 관계부서/기관 

- 환경감시요원 소집 및 계측장비 동원， 합동환경방사선감시센터에 파견 준비 

+ 市산하 관계부서/기관장은 합동환경망사선감시샌터의 환경감시요원 구성 기본 

계획표에 의거 즉시 환경감시요원을 소집하고 출동 지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한다 

+ 소집 명령을 받은 환경감시요원은 즉시 각 기관이 정하는 소정의 장소에 집합 

한다 

- 방사선 계측장비 및 물풍의 확보 

+ 市산하 관계부서/기관은 즉시 긴급시 모니터링 활동에 펼요한 방사선 계측장비 

및 물푼을 확보하고 점검을 하며 출동 지시에 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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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합동환경방사선감시센터의 설치 ·운영 

(1) 합통환경방사선감시센터의 설치준비 

@ 市종합재난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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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市행정부시장은 고리-신고리 원자력본부로부터 방사선 백색비상 발령을 접수하 

였올 경우， 市종합재난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市환경방사선감시센터장에게 합동 

환경방사선감시센터를 설치토록 지시한다， 

- 市종합재난상황실장은 합동환경방사선감시센터를 설치함에 있어서 중앙부처(행정 

안전부 및 교육과학기술부)에게 보고하고1 다음과 같은 관계기관에 게 환경감시를 

위한 인력과 장비 물품을 파견토록 요청한다 

+ 市환경방사선감시센터 및 인접한 市 道환경방사선감시센터 

+ 고리 신고리 원자력본부 

+ 市산하 관계부서/기관 

- 市종합재난상황실 환경감시반장은 환경방사선감시 관계기관과의 통신 연락올 위 

해 비상통신연락망을 확보하고 상호 연락처를 확인한다 

@ 市환경방사선감시센터 

- 市환경방사선감시센터장은 합동환경방사선감시센터를 기장군 실내체육관에 설치 

토록 하고， 비상시 환경방사선 감시활동에 필요한 방사선계측장비‘물품을 합동환 

경방사선감시센터로 수송한다 

- 市환경방사선감시센터장은 기장군 실내체육관으로 이동한다 합동환경방사선감시 

샌터 시료분석그룹은 기존의 市환경땅사선감시센터내 환경실험실에 위치한다 

@ 市산하 관계부서/기관 

市산하 관계부서/기관은 市환경방사선감시센터장에게 소속 부서/기관에서 파견되 

는 환경감시요윈 및 장비 물품의 목록을 전송하고， 기장군 실내체육관으로 파견 

수송시킨다 

- 市산하 관계부서/기관은 모니터링 카 탑재 장비‘물품을 점겸한 후， 모니터링 카 

출동신고서를 합동환경방사선감시센터에게 전송하고 사전에 정해진 루트로 신속 

하게 이동하면서 환경감시활동올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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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리 -신고리 원자력본부 

- 고리 신고리 원자력본부는 市환경방사선감시센터장에게 환경감시요원 및 장비 

물품의 목록올 전송하고， 이들을 기장군 실내체육관로 파견 수송시킨다 

또한， 고리·신고리 원자력본부는 원전 부지경계 밖의 환경방사선감시를 합통환경 

방사선감시센터의 활동으로 인계한다 

고리 신고리 원자력본부가 관리하는 고정관측소의 대기중 방사성 아이오딘 농도 

퉁의 측정， 펼터교환 및 부지내의 환경감시는 고리 신고려 원자력본부가 주관하 

여 계속해서 이행하며， 측정 결과는 합동환경방사선감시센터장에게 보고한다 

(2) 합동환경방사선감시센터의 

CD 일반사항 

발족 

- 市환경방사선감시센터장은 합통환경방사선감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발족， 

운영하고， 환경방사선감시를 총괄 지휘하는 센터장이 된다 

- 센터는 센터장을 중심으로하여 비상시 환경방사선감시활동을 시의 적절하게 이 

행할 수 있도록 6.1절에 기술된 각급 기능별 팀으로 구성 운영한디 

- 샌터장은 원전의 사고상황， 망사성물질의 누출현황， 고정관측소 정보 및 모니터링 

카에 의한 현지 활동 상황을 파악한다 

- 샌터장은 각 팀장에게 사고원전 상황 및 환경방사선 정보 동을 설명하고 다음과 

같은 환경감시활동 준비를 지시한다 

+ 각 관계기관으로부터 동원된 인력플 사전에 설정된 통원 명부에 근거하여 각 

팀에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환경감시활동 운영체제룹 갖춘다 

+ 센터내 및 센터와 현지 파견 요원간의 연락 수단. l상법을 점검한다 

+ 센터와 현지에 필요한 장비 룹품을 점검 확인하고， 각급 정보-통신기기 동을 가 

동시킨다 

@ 각 팀별 공통 준비사항 

- 각 팀장은 동원된 인력올 사전에 설정된 동원 영부에 근거하여 배속시키고. 팀의 

운영체제 및 팀원의 대용활동 임무를 점검한다‘ 

- 각 팀장은 본 절차에 따라 시의 적절한 지시를 소속 팀원에게 지시하고 그 결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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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역모니터링그룹장에게 통지한다. 그룹장은 각급 정보를 종합 정리하여 샌터 

장에게 보고한다 

- 각 팀장은 팀원에게 사고원전 상황 및 환경방사선 정보 퉁을 설명한다， 

- 각 팀장은 환경감시활동중 생산한 문서 및 센터 내외 관계부서/기관으로 발 수신 

하는 문서를 기록부에 기업하고， 샌터장， 지역모니터링그룹장 및 기획정보관리팀 

장에게 보고 또는 제출한다 

- 팀원은 현지에 필요한 장비‘물품을 점검하고， 정보，통신기기 둥을 가동시킨다 

@ 모니터링 통신 연락 

- 센터장은 현지 모니터링 요윈에게 현지의 상황 변화의 신속한 파악， 개인피폭관 

리， 요원의 안심갑의 관점에서 다음 사항을 철저하게 주지시킨다 

+ 모든 현지 모니터링 요원에게 모니터링 계획 전체에 대해 알림 

+ 市지역대책본부 및 현장지휘센터의 결정 사항， 사고원전의 현황 퉁 알림 

+ 현지 상황 변화시의 조치해야 할 사항 

· 현지 모니터링 활동시， 대기중 회유가스 또는 방사성 아이오딘을 최초로 검 

출했을 때， 또는 방사선계즉기 (Survey Meter)7~ 배경준위에 비해 이상 변통 

을 나타냈을 때는 센터장에게 즉시 연락한다 

현지 모니터링 활동시， 공간선량율 또는 대기중 또는 방사성 아이오딘 농도 

가 상숭하는 경향이 보일 때에는 합동환경방사선감시센터장에게 즉시 연락한 

다 

• 센터장은 대기중 회유가스 또는 망사성 아이오딘을 최초로 검출했다는 정보 

를 입수했을 때， 현지 모니터링 요원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시한 

다 

@ 모니터링 요원의 개인방호조치 

- 현지 모니터링 요원은 휴대하고 있는 직독식 선량계<Dosi meter)로 항상 본인의 

피폭선량을 파악한다 

현지 모니터링 요원의 직독식 선량계 지시값이 복귀선량j) 한도치로 근접하고 있 

1) 현지 모니터링 요원이 갑상선 방호약품올 복용하지 않았고 호홉기 방호장구활 착용하지 않다연， 공간방사 

선량률 모니터랭 요원에 대한 복귀기준은 10 mSv이고， 환경시료 샘플링 요원은 5 mSv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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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또는 직독식 선량계의 경보가 발신되었을 때， 센터 본부요원에게 즉시 연락 

한다. 센터 본부요원은 모니터링 요원들에게 이후의 대웅활동에 대하여 즉시 적 

절한 지시를 한다. 

+ 센터장은 현지 모니터링 요원에게 개인방호복장구(방호복， 마스크 퉁) 착용 및 

갑상선 방호약품 복용에 대하여 시의 적절하게 지시한다. 

7.3 제 1단계 모니터링 활동 

(l) 센터장 

- 비상계획구역내 환경방사선감시 활동을 점검하고， 보호조치 의사결정을 위한 환 

경정보를 종합 검토하여， 市지역대책본부(환경감시반) 및 현장지휘센터(방사선평 

가반)에게 제공한다 

(2) 지역모니터링그룹장 

- 지역 모니터링 그룹의 각 팀장을 소집하여 ‘모니터링 운영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제1단계 모니터링에 대한 종합 기획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각 팀의 대웅활동을 

조정한다 종합 기획 관리는 기획정보관리팀의 지원을 받는다 

• 제 l단계 모니터링 계획의 수립 

- 모니터링의 범위 

+ 비상계획구역내 방향-거리별·마올별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한다 비상계획구역 

을 벗어난 지역에서 유효선량이 1 mSv즙 초과할 것으로 예측될 경우에는 모 

니터링 범위륜 확대한다 

+ 해상 모니터링은 원전기정 lO krn 까지의 연안을 중심으로 모니터링 한다 

- 모니터링 항목 

+ 고정관측소의 공간선량올 동의 측정 결과， 기상정보 및 예상피폭선량 예측 결 

과룹 기초로 하여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한다 

+ 최대치 예상지정 부근의 선량이 높아 모니터링이 곤란할 경우 사고원전 부지 

경계 부근의 고정관측소 측정값으로 대체한다‘ 

· 고정관측소의 공간선량율 연속 모니터 퉁 감시 

· 모니터링 카의 이동 감시 정보로부터 고정점 측정의 재배치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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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용 집적선량계， 공간선량률 및 아이오딘 생플러 설치 지점의 계획 수립 

· 음식물 둥의 생플링 계획 수립 

· 핵종분석기에 의한 대기·환경시료 측정 계획 수립 

· 해상 모니터링 계획 수립 

· 고정관측소 및 임시 생플러의 대기중 방사성 아이오딘 필터 교환간격의 결정 

· 공중 모니터링 계획 수립 

· 모니터링 요원 복귀 후송 계획 수립 

· 옥내대피 시설의 모니터링 계획 수립 

· 기타 제1단계 모니터링에 관련되는 계획 

• 제 l단계 모니터링의 재검토 

- 다음파 같은 상황 발생시 모니터링 계획을 재검토한다 

+ 공간선량율이 회유기체의 영향을 최초로 감지했을 때 ， 또는 예상을 벗어나 방 

사선준위를 나타내거나 다른 장소에서 강지되었을 때 

+ 대기중 방사성 아이오딘의 영향을 최초로 감지했을 때， 또는 예상을 벗어나 방 

사선준위를 나타내거나 다른 장소에서 감지되었을 때 

+ 기상상황이 급변했을 때 

+ 예상피폭선량 예측 계산 결과와 다른 결과를 얻었올 때 

+ 각종 방호대책(옥내대피， 소개 또는 음식물 섭취제한 동)의 실시할 때 

+ 모니터링 요원의 복귀선량융의 감지되었을 때 

• 해상 공중모니터링의 출동 요청 및 모니터링 계획의 실시 지시 

- 해상 및 공중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할 때는 센터장의 승인을 얻고， 해양경찰서， 

군부대 및 원자력안전기술원에게 지원을 요청한다 

- 제 1단계 모니터링 계획 수립 후， 센터장의 숭인을 얻어 즉시 각 팀장에게 수립된 

계획을 이행토록 지시한다 

• 피폭 선량의 예측 평가 

- 각 팀장은 매 l시간 마다 다음과 같은 피폭 선량을 예측 및 평가한다， 

- 또한， 정기적으로 센터 각 팀원의 개인피폭 누적 선량 등의 상황을 파악한디 



비상시 를경 모니터링 운영치1겨l EPP-UA-03. Rev.O. 26/43 

+ 사고원전의 방사성물질 방출 조건 및 최신의 기상 데이타 둥을 기초로 예상피 

폭선량 예측 프로그랩을 활용하여 지표연에서의 공기 홉수선량율， 외부피폭에 

의한 유효선량 및 홉입에 의한 갑상선 퉁가선량 퉁을 예측 

+ 모니터 링 정보를 종합하여 공간방사선량윷 분포도， 대기중 방사성 아이오딘 농 

도 분포도 및 환경시료 중 방사성 아이오딘 농도 분포도 퉁올 작성 

+ 마을별로 회유가스로부터의 외부피폭에 의한 유효선량， 방사성 아이오딘에 의 

한 갑상선 퉁가선량 및 내부피폭에 의한 예탁 실효선양의 평가 

+ 이상의 평가 결과를 종합정리하고， 센터장에게 보고 한다. 

· 보고 

- 보고처 

+ 백색비상시 市종합재난상황실， 都지역대책본부， 예비현장지휘샌터 

+ 청색비상시 · 市지역대책본부， 빼지역대책본부， 현장지휘센터 

+ 적색비상시 市지역대책본부， 郞지역대책본부， 현장지휘센터 

- 보고 내용 

+ 비상시 모니터 링 계획 (수립시 마다) 

+ 예측 평가 결과 (수럽시 마다) 

+ 중요 정보 (즉시) 

· 사고 영향을 최초에 겁출했을 때 

· 예측，평가 선량이 옥내대피 및 소개 결정기준의 1/2을 넘었을 때 

. 환경시료가 음식물 섭취제한 결정기준의 1/2올 넘었올 때 

+ 센터 운영 상황의 보고(수시) 

· 센터원의 상황 (인원수， 건강 상태동) 

샌터원의 피폭 관리 상황 

· 센터 활동용 계측장비 물품의 상황 

.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상황 

- 관계 비상대웅기구로부터의 연락 

+ 市지역대책본부， 없지역대책본부， 현장지휘센터의 결정 사항 

비상경계 운영체제의 계속 혹은 변경에 관한 것 



비상시 환경 모니터링 운영체계 EPP-UA-03. Rev.O. 27/43 

· 옥내대피， 소개， 음식물 섭취제한 동의 주민보호조치에 관한 것 

+ 사고원전의 사고상황 및 방사성물질의 방출 정보에 관한 것 

+센터의 운영에 관한 것 

(3) 기획 정보관리팀 

- 환경방사선감시 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모니터링그룹장의 모니터링 기획 관리를 

보좌한다 

- 사고원전의 사고상황， 방사성물의 방출량， 예상피폭선량 예측결과 둥의 정보， 고 

정관측소의 실시간 방사선 및 기상 정보를 수집하여 종합 관리한다 

@ 기획관리 

- 상기 (2) 지역모니터링그룹장의 모니터링 기획 관리 항목 참조 

@ 정보관리 

- 정보 수집 

+ 모니터링 관련되는 정보를 수집하고 ‘모니터링 운영위원회의’에 제공한다 

+ 센터 각 팀의 활동 상황을 파악하고， 市지역대책본부 및 현장지휘센터의 지시 

사항에 대웅하여 보고한 내용 둥을 종합 정리한다. 

- 정보의 공유화 

+ 센터 본부와 현지 모니터령 요원 간의 정보를 공유토록 정보를 전파한디 

센터의 연락창구 

+ 외부 비상대응기구와의 연락 창구가 된다 

- 기 록 보관 

+ 비상시 모니터링에 관한 기록을 보관한다 

(4) 환경감시팀 

CD 연속 감시 
- 고정관측소의 정보를 원격으로 연속 감시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종합 정러한다 

+공간방사선량률 

+ 대기중 부유된 방사능 농도 퉁 

+ 굴뚝감시기， 배수구감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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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정보 

- 측정 결과 풍의 보고 

+ 매 시간마다 팀장에게 보고하고 다음 경우에는 그 때마다 즉시 보고한다 

· 팀장의 지시가 있었을 때 

· 사고의 영향을 최초로 검출하였거나 영확하게 측정값이 변화가 있을 때 

풍속， 풍향， 강우동 기 상상황이 변화했을 때 

@ 현지 모니터링 

모니터링 카에 의한 공간방사선량율 측정과 대기중 방사성 아이오딘 농도 측정 

(시료채취 포함) 둥을 한다 

모니터링 카에 의한 측정은 희유가스를 검출할 때 까지는 서베이메터로 하고 그 

후는 지정된 지점에서 고정 측정을 한다 

옥내대피 풍의 보호조치가 취해졌을 경우에는 옥내대피소의 대기중 방사성 아이 

오딘 농도를 측정한다 

• 팀장의 대용활동 

- 현지 모니터링 요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시한다 

현지 모니터링 요원의 활동 상황을 지도 둥에 표시하여 상항을 파악한다 

매 1시간마다 대기중 방사성 아이오딘 농도， 공간방사선량율 동 모니터링 결과를 

집계한다 

옥내 대피 시설의 대기중 망사성 아이오딘 농도 측정토록 지시한다. 

• 모니터링 요원의 환동 

- 팀장의 지시에 따라 미리 정해져 있는 모니터링 루트의 측정점(이동 또는 고정 

정)에서 방사성 아이오딘 농도， 공간방사선량율을 측정한다 

+ 모니터링 루트를 따라 이동 주행하고 미리 정해져 있는 각 측정점에서 일단 

정지해서 측정한다 

· 공간선량율은 l지정 5분간 연속 측정 또는 l지점 1분 간격에서 5회 측정해서 

평균치를 구한다 

· 대기중 방사성 아이오던 농도 측정은 1지점 5분 홉입후. 5분간 측정한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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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프리펼터 및 아이오딘 필터(활성탄 갓트리지)는 측정때마다 교환한다 

• 매 l시간마다 팀장에게 보고한다. 회유기체 또는 방사선아이오딘을 처음 검 

출하였거나 급격한 상숭을 인식했을 때는 즉시 보고한다 

· 보고할 때 측정그룹의 수송 방법 퉁을 확인하고 채취한 시료를 현지 간이측 

정 결과와 함께 환경실험실에 인도한다 

+ 팀장이 지정하는 고정지점에서 계속 측정을 한다 고정점 측정 시작은 회유기 

체 또는 방사성 아이오딘을 처음 갑지한 시점에서 팀장의 확인 지시에 따라 

실시한다 

· 공간선량율은 10분간 연속 측정， 또는 l분 간격으로 10회 측정한 명균값 측 

정을 원칙으로 한다. 

· 대기중 방사성 아이오딘 농도 측정은 약 50분 홉인 후 5분간 측정을 원칙으 

로 한다 

· 프리필터 및 아이오딘 필터(활성탄 갖트리지)는 측정때마다 교흰한다 

. 팀장이 측정에 관한 지시가 있었을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 매 1시간마다 팀장에게 보고한다 회유기체 또는 방사선아이오딘을 처음 검 

출하였거나 명확하게 측정 값 퉁의 변화가 있을 때는 즉시 보고한다 

· 보고할 때 측정그룹의 수송 방법 등을 확인하고 채취한 시료룹 현지 간이측 

정 결과와 함께 환경실험실에 인도한다. 

- 팀장의 지시에 따라 옥내대피 시설의 대기중 방사성 아이오딘 농도 측정한다 

+ 옥내대피소 내외의 아이오딘 샘플에 의한 공기흡입 GM서베이로 간이 측정한 

다 

+ 채취한 시료를 현지 간이측정 결과와 함께 환경실험실에 인도한다 

(6) 시료채취팀 

팀장의 지시에 따라 가설 측정기기(적산 선량계， 가변형 모니터링포스트， 가변형 

옥소 샘플링 둥)의 설치， 시료 등의 회수 교환， 육상의 환경시료 동의 채취 및 각 

시료 동의 간이측정 및 적산 선량측정을 한다 

- 한편， 옥내대피 풍의 조치가 취해졌을 경우에는 대피 시설의 대기중 방사성요드 

농도를 휴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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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장의 대응활동 

- 현지 모니터링 요원에 대한 샘플링을 지시한다 

- 채취 대상시료， 방법， 채취량 (음료수‘원유는 3리터， 채소류，해산물(생것)풍은 

500g) 및 간이 측정의 유무를 지정한 모니터링을 지시한다 

- 현지 모니터링 요원의 활동 상황올 지도 풍에 표시하여 상항을 파악한다 

- 매 l시간마다 대기중 방사성 아이오딘 농도 및 환경시료 측정 둥 결과를 집계한 

다 

• 생플링 요원의 활동 

팀장의 지시에 따라 임시 측정기기(집적선량계， 가변형 모니터링포스트， 가변형 

아이오딘샘플링 둥)의 설치， 시료 동의 회수·교환 및 각 시료 동의 간이측정 및 

집적선량계의 측정한다 

- 공기홉입 시간(필터 둥 교환 간격)은 가설 아이오딘 샘플러의 기종의 원칙에 따 

르며 다음과 같이 한다‘ 팀장으로부터 채취 시간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그 시 

간으로 채취한다 

+ 활성탄 갓트리지에 첨부된 더스트 샘플러는 6시간 연속 채취한다‘ 

+ 활성탄 여과지에 첨부된 샘플러는 3시간 연속 채취한다 

+ 고정관측소에서의 대기중 방사성 아이오딘 농도 측정용 필터(활성탄 카트려지 

및 여과지)을 회수 -간이 측정한다 

· 채취한 필터 둥은 현지에서 GM서베이 메터로 간이측정을 실시한 후， 현지 

간이측정의 결과와 함께 환경실험실에 인계한다 

+ 시료채취와 간이 측정할 때마다 채취지정 시간 측정결과를 팀장에게 보고한다 

- 육상의 환경시료(음료불， 야채， 원유， 빗물) 및 해안으로부터 채취 가능한 해양시 

료(바닷물， 해산물 (생것) 퉁)를 채취하여 간이 측정을 실시한다 

+ 지정된 지점의 음료수， 야채， 원유， 빗물， 해산물 (생것) , 바닷물 등을 채취하 

고 Y선 신릴레이션 서베이메터로 채취 시료의 간이측정을 실시한다 

· 채취량은 음료수1 ， 원유， 바닷물은 3리터， 채소류， 해산불 (생것) 동은 500g를 

기본으로 한다‘ 

+ 채취한 시료는 채취 기록 및 현지 간이측정의 결과와 함께 환경실험실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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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다 

+ 시료채취와 간이 측정할 때마다 채취지점·시간·측정결과를 팀장에게 보고한다 

(7) 해상탐사팀 

해양경찰서의 협력하에 해상의 공간방사선량률 측정 및 바닷물 시료를 채취한다‘ 

해상의 측정 채취 지점은 연안에서 해상의 최대공간선량률 예상지점을 포함하는 

원전기점 10 krn 범위내에서 측정한다 

- 1í 선측정용 서베이메터를 사용하여 공간선량율을 측정한다 

- 지정된 지점에서 바닷물을 3리터 채취하고. 1í 선 신틸레이션 서베이메터로 간이 

측정한다 복귀 후 채취한 바닷물을 현지 간이 측정한 결과와 함께 환경실험실에 

게 넘겨준다 

대기중 방사성 아이오딘의 시료채취는 필요에 따라 실시한다 

- 공간방사선량률 측정 및 바닷물 채취 때 마다， 측정‘치l취의 지점，시간·측정 결과 

를 그룹장에게 보고한디 

(8) 오염관리팀 

- 개인피폭선량계， 포탈모니터 풍을 활용하여 현지로부터 복귀하는 모니터링 요원 

및 방사선계측 장비 물푼에 대한의 오염검사 및 필요시 제염조치를 한다 

- 옥내대피 보호조치가 실시되었을 경우， 옥내대피소의 공칸선량률을 측정한다 

• 오염관리 기준 

• 모니터링 요원 관리기준 

신체표띤오염에 대한 제영조치 기준 
4이상 

Bq/cnf (ß망사능밀도) 

활동기간동안의 누계관리기준 mSv 50 
외부피폭의 관리 

일일 관리 목표값 mSv 10 

외부피폭 mSv 
50 이상 

갑상선피폭 mSv 
긴급의료조치 기준 

전 
상처부위의 오염 유(밀도에 따르지 않음) 

(오른편에 최초 오염 
해당했을 경우) 신 

g보벤 (β방사능밀도) 
40 이상 

오 

영 
수회의 제염행위후의 값 

4 이상 
BQ/c미 (β방사능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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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터랭 장비 물품 관리기준 

+ 제영 조치기준: 4 Bq/cni’ (ß방사놓밀도) 

• 모니터링 요원의 개인피폭관리 지원 

- 현지 파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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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피폭선량계， 알랑메터의 작통여부 점검 및 개인별 활동기간동안 일일 누계 

선량을 고려해서 경보를 설정하는 것올 지원한다 

+ 개인피폭선량계 동의 배포 및 장착올 확인한다 

+1일 선량기록표에 소속， 성명， 활동 시작시간 퉁 기입 및 내용을 확인한다 

+ 활동하는 현지의 환경을 고려하여 필요한 개인방호장구의 착용을 지시하고 착 

용을 지원한다 

+ 센터장의 지시에 따라 갑상선 방호약품 배포 또는 복용을 확인한다1 

- 현지로부터 복귀시 

+ 모니터링 요원의 개인방호장구의 탈의를 지원한다 

+ 전신 모니터 둥에 의한 신체오염 검사 및 기록을 하고 그 결과를 알려준다 오 

염 기준치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그룹장에게 보고하고 제영한다 

+ 1일 선량기록표에 활동 종료 시간， 개인피폭선량값， 활동 내용 동을 기입토록 

지시하고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현재까지의 누계 선량 둥을 알려 준다‘ 만일 관 

리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그룹장에게 보고하고 향후의 현지 작업을 

금지시킨다 

+1í선 신틸레이션메타 둥에 의한 갑상선 피폭 유무를 검사， 기록하고 그 결과를 

알려 준다 

+ 의료조치 기준을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현장진료소 또는 l차비상진료기관으로 

후송토록 그룹장에게 요청 한다 

+ 개인피폭선량계 동의 회수，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 매일 마다 개인피폭관리 결과를 종합 정리하고， 그룹장에게 보고한다 

• 모니터링 장비，물품의 오염관리 지원 

현지 파견시 

+ 사용 모니터링 장비 물품 확보를 지시하고 상태를 확인한다 



비상시 흰경 모니터링 운영체계 EPP-UA-03, Rev.O, 33/43 

현지로부터 복귀시 

+사용 모니터링 장비 물품 퉁의 해체 지시 및 해체한 모니터링 장비 물품 퉁에 

서 폐기물을 보관 관리한다. 

+ GM Survey Meter 풍을 사용하여 사용한 모니터령 장비 물풍에 대해 오염검 

사를 하고 기록한다 

+ 제염조치 기준값을 초과하였올 경우에는 제염한다 또한， 제염이 곤란한 경우에 

는 「오염 있음」 퉁의 표시를 행하고 오염 확대 방지에 노력한다. 

(9) 운영지원팀 

- 센터의 원활한 환경감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행정업무를 한다 

+센터 요원의 둥록， 인원 점검 및 보충 

+ 방사선계측기， 개인망호장구， 갑상선방호약풍 및 통신장비의 확보 관리 

+ 모니터링 차량의 확보 및 모니터링 요원에게 차량 인계 인수관리 

+ 센터 요원의 건강관리 

+ 센터 요원의 음식물， 장자리 동의 생활필수품의 조달， 확보 및 분배 

+ 기타 센터 활동에 관한 행정업무 처리 

(10) 환경실험실 

- 현지에서 채취 또는 회수왼 대기 환경시료의 간이측정 결과를 정리한다 

대기-환경시료를 받고， 방사성핵종의 정량 분석을 한다 

실장의 대웅활동 

- 현지에서 채취 회수된 대기‘환경시료의 측정 분담 계획을 수립하고， 각 핵종분석 

그룹에게 즉정을 지시한다 

- 현지에서 채취 또는 회수된 대기 환경시료의 간이측정 결과， 핵종 분석측정 결과 

는 원칙으로서 매 l시간마다 집계한다 

- 대기 환경시료의 측정 분석 상황 및 보관 장소를 파악한다 

• 핵종분석그룹의 대용활통 

현지에서 채취 회수된 대기 환경시료를 Ge검출기 둥(고기능 모니터링 카 탑재 기 

기를 포함한다)을 써서 다음과 같이 측정 분석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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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적으로 방사성 아이오딘올 주 핵종이라 하지만， 다른 핵종의 존재의 유무 

도 확인한다 

+ 대기시료(필터) , 음료수， 엽채류， 원유， 빗물(평상시 모니터링의 물시료)둥 

+측정 분석 방법 

· 건조， 탄화 둥 전처리를 행하지 않고 측정한다， 

· 측정 시간은 10분을 왼칙으로 한다 

· 채취 시간에서의 농도산출 때문에 용괴 보정을 행한다 

· 측정올 종료한 시료는 보존처리를 실시하고 센터가 관리를 인수받을 때까지 

측정 그룹에서 엄시 보관한다 

- 기본적으로 매 l시간마다 실장에게 보고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그 때마다 즉시 

보고한다 

+ 시료로부터 방사성 아이오딘을 처음 검출했을 때 

+ 시료가 음식불 섭취재한 기준값의 1/10윤 념을 때 

+ 실장으로부터 보고 지시가 있었을 때 

7.4 제2단계 모니 터 링 활동 

(1) 센터장 

- 광범위한 지역내 흰경방사선감시 활동을 점검하고， 음식물 섭취제한 동의 보호조 

치 의사결정을 위한 환경정보를 종합 검토하여， 市지역대책본부(환경감시반) 및 

현장지휘센터(방사선평가반)에게 제공한다 

(2) 지역모니터령그룹장 

‘모니터링 운영위원회의’륜 개최하여， 제2단계 모니터링에 대한 종합 기획관리 

계획올 수립하고 각 팀의 대웅활동을 조정한다. 상황에 따라 항목， 범위， 빈도 둥 

을 축소할 수 있다 

• 제2단계 모니터링 계획의 수립 

- 모니터령의 범위 

+ 모니터령의 범위는 제l단계 모니터링에서 실시된 범위보다 넓은 지역을 대상 

으로 삼는다. 



비상시 룰경 모니터링 운영처|계 EPP-UA-03, Rev.O, 35/43 

모니터랭 항목 

+ 방출원인 정보， 모니터링 결과， 예상피폭선량 예측 결과 및 각종 방호대책의 상 

황둥올 고려해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한다- 제2단계 모니터링에서는 제 1단계에 

실시하고 있었던 대기중 방사성 아이오딘 채취 빛 간이측정은 계획에서 제외 

한다 단， 고정관측소에서의 대기중 방사성 아이오딘 채취는 센터가 해산될 때 

까지 계속한다， 

· 고정관측소의 공간선량윷 연속 모니터 둥에 의한 감시 

· 지표연 누적량의 현지측정을 포항하는 모니터링 카의 이동 서베이로부터 고 

정정 측정의 재배치 동의 계획 수립 

· 임시 집적선량계 교환 측정， 가설 MP 재배치 및 가설 아이오딘 생플러 철거 

의 계획 수립 

· 음식물 생플링 계획 수립 

. Ge검출기에 의한 대기 ·환경시료측정의 계획 수립 

· 해상 모니터링계획 책정 수립 

· 고정관측소의 대기중 망사성 아이오딘 필터 교환 간격의 결정 

· 모니터링 요원 후송 계획 수립 

· 기타 제2단계 모니터링에 관련되는 계획 

• 피폭 선량의 예측 평가 

- 각 팀장은 매일 다음 피폭선량의 예측 작업 및 평가를 모니터링 계획에 반영한 

다 또한， 정기적으로 센터 각 팀원의 개인피폭 누적 선량 등의 상황을 파악한다 

+ 사고원전의 방사성물질 방출 조건 및 최신의 기상 데이타 둥을 기초로 예상피 

폭선량 예측 프로그램올 활용하여 지표변에서의 공기 홉수선량율， 외부피폭에 

의한 유효선량 및 홉입에 의한 갑상선 둥가선량 둥을 예측 

+ 모니터링 정보를 종합하여 공간방사선량융 분포도， 대기중 방사성 아이오던 농 

도 분포도 및 환경시료 중 방사성 아이오딘 놓도 분포도 둥을 작성 

+ 마을별로 희유가스로부터의 외부피폭에 의한 유효선량， 방사성 아이오딘에 의 

한 갑상선 둥가선량 및 내부피폭에 의한 예탁 실효선양의 평가 

+ 이상의 평가 결과를 종합정리하고， 센터장에게 보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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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 7.3절 (2)항 의 보고사항 참조 

(3) 기획 정보관리팀 

@ 기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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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2) 지역모니터링그룹장의 모니터링 기획 관리 항목 참조 

@ 정보관리 

- 제l단계 모니터링과 같음 

(4) 환경감시팀 

@ 연속감시 

- 고정관측소 및 엄시 관측소의 정보릎 원격으로 연속 감시하고， 자료틀 수집하여 

종합 정리한다 

+공간방사선량률 

+ 대기중 부유된 방사능 농도 둥 

+ 굴뚝감시기， 배수구감시기 

+기상 정보 

- 측정 결과 둥의 보고 

+ 매 시간마다 팀장에게 보고하고， 다음 경우에는 그 때마다 즉시 보고한다‘ 

· 팀장의 지시가 있었올 때 

· 측정 값이 다시 중가하는 변화가 있을 때 

풍속l풍향， 강우퉁 기상상황이 변화했을 때 

· 모든 관측소의 공간선량융 10분 평균치가 200nGy/h 이하일 때 

@ 현지 모니터링 

모니터링 카에 의한 지표띤 누적량을 파악하기 위해 공간선량융 측정파 in- situ 

측정 둥을 한다. 

• 팀장의 대응활동 

- 현지 모니터링 요원에 대한 모니터링올 지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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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모니터링 요원의 활동 상황을 지도 둥에 표시하여 상항을 파악한다 

매일 마다 공간선량융 및 in-Situ측정결과를 집계한다 

• 모니터령 요원의 활동 

- 팀장의 지시에 따라 모니터링 카에 공간선량윷 및 in- Situ 측정올 실시한다 

+ 모니터링 루트를 따라 이동 주행하고 미리 정해져 있는 각 측정점에서 일단 

정지해서 측정한다 

• 공간선량율은 l지점 5분간 연속 측정 또는 l지점 l분 간격에서 5회 측정해서 

평균치를 구한다 

+ 원칙적으로 l시간 마다 팀장에게 보고한다 

- 팀장이 지정하는 지정에서 공간선량융 연속 측정을 한다 

+ 공간선량율은 10분간 연속 측정， 또는 1분 간격에서 10회 측정한 평균값 측정 

을 원칙으로 한다 

+ 팀장이 측정에 관한 지시가 있었을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 원칙적으로 1시간 마다 팅장에게 보고한다- 다시 상숭 경향에 있을 때에는 즉 

시 보고한다. 

+ 지시하는 모니터링 루트간의 공간선량율 10분 평균치가 모두 200nGy/h 이하일 

경우에 는 즉시 팀장에게 보고한다 

- 팀장이 지정하는 지정에서 in- situ 측정을 한다 

+ 검출기는 지면에 대하여 수직에 설치한다 

+ 검출기의 중심부가 지면에서 1m 되 는 곳에 하향 설치한다 

+ 측정 시간은 30분 - 1시간 한다. 

+ 측정 종료후 팀장에게 보고한다 

(5) 시료채취팀 

럽장의 지시에 따라 임시 집적선량계 교환‘흑정， 가설 MP 재배치 및 가설 아이 

오딘 생플러 철거， 시료동의 회수 교환， 육상 환경시료동의 채취 및 집적선량 측 

정을 한다 

• 팀장의 대웅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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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모니터 령 요원에 대한 생플링올 지시한다， 집적선량계의 측정에는 측정 기 

관 또는 측정 장소를 지정한다 

+ 채취량은 음료수 원유병 3리터， 채소류‘해산물은 500g 이다 

- 현지 모니터링 요원의 활동 상황을 지도 풍에 표시하여 상항올 파악한다 

- 현지 모니터링 요원의 활동 결과를 집계한다 

• 생플령 요원의 활똥 

- 팀장의 지시에 따라 임시 집적선량계 교환·측정， 가설 MP 재배치 및 가설 옥소 

생플러 철거， 시료동의 회수 교환 및 집적선량을 측정한다 

- 집적선량계 (TLD둥)의 배치준비 -회수 -측정 

+ 미리 정해진 임시 집적선량계 설치 지정에 집적선량계를 배치하고 준비한다， 

+ 팀장의 지시에 따라 집적선량계를 교환 한다 회수한 소자는 측정기관에서 측 

정한다 

+측정결과는 모든 대상지정의 측정 종료 후에 일팔해서 팀장에 게 보고한다 특 

정 기관에서 측정할 때는 측정 기관이 팅장에게 보고한다， 

임시 모니터링포스트의 설치 

+ 립장의 지시에 따라 가변형의 임시 MP올 재배치하고 보고한다 

- 임 시 아이 오딘 sampler 철거 

+ 팀장의 지시에 따라 가변형의 임시 아이오딘 생흘러를 철거하고 보고한다 

- 고정관측소의 방사성 아이오딘 측정용 필터 회수 

+ 팀장의 지시에 따라 고정관측소의 대기중 방사성 아이오딘 농도 측정용 필터 

(활성탄 카트리지 및 여과지)을 회수한다 

· 회수한 필터(활성탄 카트리지 및 여과지)은 환경실험실에 넘겨준다 

· 인도시 채취 지정‘시간올 팀장에게 보고한다 

- 팀장의 지시에 따라 육상의 환경시료(음료물， 야채， 원유， 빗물) 및 해안으로부터 

채취 가능한 해양시료(바닷불， 해산물 (생것) 둥)의 채취한다‘ 

+ 지정된 지정의 음료수， 야채， 원유， 빗물， 해산물， 바닷물 둥을 채취한다 

+ 채취량은 음료수， 원유， 바닷물은 3리터， 채소류， 해산물 (생것) 풍은 500g를 

기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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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취한 시료는 채취 기록과 함께 환경실험실에 넘겨준다 인도시 채취 지점 시 

료 명·시간을 팀장에게 보고한다 

(6) 해상탐사팀 

- 해양경찰서의 협력하에 해상의 공간방사선량률 측정 및 바닷물 시료를 채취한다 

+ 지정된 지점에서 바닷물을 3리터 채취하고. 't 선 신틸레이션 서베이메 터 로 간 

이 측정한다 복귀 후 채취한 바닷물을 현지 간이 측정한 결과와 함께 환경실 

험실에게 넘겨준다 

(7) 오염관리팀 

- 제 l단계 모니터링과 같음 

(8) 운영지원팀 

제 1단계 모니터링과 같음 

(9) 환경실험실 

- In- situ 측정결과를 정리한다. 

현지에서 채취 회수된 대기 환경시료를 받고， 실장의 지시에 따라 방사성 핵종의 

정량 분석을 한다 

주요 핵종은 평시 모니터링에서 대상으로 삼는 핵종이 아닌 것으로서， 최대의 영 

향을 받은 대기‘환경시료로부터 검출된 모든 핵종이라고 

실장의 대웅활동 

- 현지에서 채취 회수된 대기 환경시료의 즉정 분담 계획을 수럽하고， 각 핵종분석 

그룹에게 측정을 지시한다 

- 현지에서 채취 또는 회수된 대기·흰경시료의 핵종분석 측정 결과. in- Situ 측정 

결과 및 제1단계 모니터링으로부터의 대기중 방사성 아이오딘의 「가스형태 j • 

「입자형 티I j 의 비교를 실장의 지시하는 빈도로 집계한다 

- 대기 환경시료의 측정 분석 싱황 및 보관 장소를 파악한디 

• 핵종분석그룹의 대웅활동 

- 현지에서 채취 회수된 대기‘환경시료를 Ge검출기 퉁(고기능 모니터링 카 탑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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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포함한다)을 써서 다음과 같이 측정 분석올 한다. 

+ 원칙으로서 평시 모니터렁하는 핵종， 최대의 영향을 받은 대기‘환경시료로부터 

검출된 모든 핵종이라고 한다 

. 7Be , 22Na, 40K, 54Mn, 5&0 , 59Fe, 6Oco, 95Nb, 95zr, 103Ru, l06Ru. 131 1 , 

134cs, 137cs, 140Ba, 141ce, 1뼈ce， 228Ac, Th계 열 . u 계 열 

+ 대기시료(필터 l ， 음료수， 엽채류， 원유， 빗물(평상시 모니터링의 물시료)퉁 

+측정 분석 방법 

· 건조， 탄화 둥 전처리를 행하지 않고 측정한다 

· 측정 시간은 10분을 원칙으로 한다 단， 최대영향올 받았다고 예상되는 시료 

(종류별 적어도 l개)에 대해서는 많0분올 측정한다‘ 

· 채취 시간에서의 농도산출 때문에 붕괴 보정올 행한다 

측정을 총료한 시료는 보존처리를 실시하고 센터가 관리를 인수받을 때까지 

측정 그룹에서 임시 보관한다 

- 기본적으로 매일 실장에게 보고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그 때마다 즉시 보고한다‘ 

+ 시료가 음식불 섭취제한 기준값의 1/10윤 념을 때 

+ 실장으로부터 보고 지시가 있었을 때 

7.5 제2단계 모니터령의 종료 및 후속 조치 방안 

• 샌터 해산은 제2단계 모니터링 종료의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市지 

역대책본부 및 현장지휘센터에 제2단계 모니터링 종료 숭인올 얻은 후， 종합 선량 

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임시로 설치한 고정관측소 또는 집적선량계 퉁올 회수하고 

향후의 모니터링 계획올 작성하고 한 후에 市지역대책본부에 보고하고 해체한다 

(1) 제2단계 모니터링 활동의 종료 조건 

- 사고원전의 상황이 완전하게 종료되었음을 확인됨 

- 공간선량율이 자연준위 값 범위를 유지함 

대기시료중 사고에 기인하는 방사성핵종이 검출되지 않음 

- 지표면에 축적한 방사성물질로 금후 l년간의 외부피폭에 의한 유효선량의 평가 

값 결과가 O.lmSv 이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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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시료중의 방사성핵종 농도로부터 계산한 금후 1년간의 섭취에 근거하는 예 

탁실효선량의 평가 결과가 O.lmSv 이하임 

- 각종 제한조치가 해제됨 

(2) 센터 해산 조치 

CD 기획정보관리팀 
• 향후의 모니터링 계획의 작성 

- 원전 및 市산하 방재관계기관과 협력체제하에 평시 모니터링 체제로 전환하여 

환경감시를 실시한다 토양시료를 포함한 환경시료중의 방사성물질 붕괴를 고려 

하여 다음과 같은 향후의 모니터링 계획을 작성한다 

+ 대기‘환경시료의 채취， 측정 계획 

+ 공간선량율 및 집적선량 측정 계획 

• 종합 선원평가 보고서의 작성 

- 비상시 모니터링 측정 결과， 사고에 의한 선량명가와 향후의 예탁 실효선량동의 

평가 결과 및 환경에 망출된 방사성물질의 농도 추이 예측을 정리하고， 종합 평 

가결과를 작성한다 

+ 모니터링 결과의 집약 

· 공간선량융 지점밸 시간별 일람표， 그래프 

· 집적선량 지정별 일람표， 분포도(공간선량율 연속 측정 결과를 포함) 

· 대기중의 방사성 아이오딘 농도 지접별 시간별일랑표， 그래프 

- 대기 환경시료중 망사성핵종 농도(방사성아이오딘， 그 밖의 핵종) 시 료별， 

지점별 일람표 및 지도상에서의 분포도 

· 기상 지점별 시간별 일람표， 그래프 

+사고에 의한 선량평가 

· 망향별， 거리별， 마을별 사고시점부터 종료시점 까지의 외부피폭에 의한 유효 

선량을 평가한다 

· 방향별， 거리별， 마을별 사고시점부터 종료시점 까지의 대기 환경시료중의 방 

사성핵종 농도로부터 갑상선둥가선량， 예탁 실효선량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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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의 예탁 실효선량동의 평가 

· 지표변에 축적으로 향후 l년간의 외부피폭에 의한 실효선량올 평가한다. 

· 환경시료중의 방사성핵종 농도의 쇠퇴 상황을 고려하고， 향후 l년간의 섭취 

에 근거하는 갑상선퉁가선량， 예탁 실효선량을 평가한다 

+ 환경에 누출왼 방사성물질의 농도추이 예측 

· 토양시료를 포함한 환경시료의 뭉피 상황의 예특 

• 보고 

- 향후의 모니터령 계획 및 종합 선원평가 보고서를 작성한 후， 市지역대책본부 및 

현장지휘센터에 보고한다 

@ 환경감시팀 

- 모니터링 활동 기록의 총괄 

+ 팀에서 수행하였던 활동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하고， 그룹장에게 재출한다. 

@ 시료채취팀 

- 모니터령 활동 기록의 총괄 

+ 팀에서 수행하였던 활동내용(샘플수， 최대-평균 농도， 인원동)을 보고서로 작성 

하고， 그룹장에 게 제출한다 

- 장비 물풍 회수 및 반환 

+ 팀에서 사용하였던 장비 물품 회수 및 반환한다. 

@ 운영지원반 

- 모니더링 활동 기록의 총팔 

+ 팀에서 수행하였던 활동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하고， 그룹장에게 제출한다， 

- 개인피폭， 오염 검사 결과의 총괄 

+ 현지에서 활동한 모니터링 요원의 개인피폭 및 체표띤 오염 검사 결과를 보고 

서로 작성하고， 그룹장에게 제출한다 

- 방사성폐기물관리 

+ 비상기간동안 환경감시활동중 발생한 폐기물 보관 장소를 정리하고， 가연성 및 

불연성 폐기물 마다 수량， 선량율 풍의 집계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고， 그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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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제출한다 

- 장비 물품 회수 및 반환 

+ 팀에서 사용하였던 장비·물품 회수 및 반환한다 

@ 운영지원팀 

- 모니터링 활동 기록의 총괄 

+ 팀에서 수행하였던 활동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하고， 그룹장에게 제출한다 

건강 상태의 확인 

+ 모니터링 요원의 건강 상태 관리 기록지를 확인하고 펼요시 조사한다 

기자재 반환 

+ 환경감시활동에 활용하였던 차량을 포항한 장비 물풍올 제공하였던 곳으로 반 

환하는 행정업무를 지원한다 

기타 서무 

十 센터 운영에 관한 행정업무 전반 

@ 환경실헝실 

- 모니터링 활동 기록의 총괄 

+ 환경실험실에서 수행하였던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하고， 그룹장에게 제출한다 

- 분석 시 료의 보관 

+ 환경실험실에서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분석 시료마다 보관 장소， 종류， 방 

사능량 동의 집계 퉁을 종합 보고서로 작성하고， 그룹장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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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 근거 및 참조사항 

부산광역시 “지역안전관리계획 왼자력재난분야” 제 1장 제 l절 1.2항 창조 

2. 목적 

방사선은 인체 오감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이를 알아내기 위해 

서는 전문지식과 장비가 필요하다‘ 일반 주민은 방사선이 있는지 인식할 수가 없다 더욱 

이 원자력재난 발생시 주민은 심리적 동요를 일으키고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따 

라서 주민의 심리적 통요나 혼란을 방지하고 비상에 의한 영향을 가능한 한 낮추기 위해 

서는 주민 및 언론보도기관에게 비상정보와 주민이 이행해야 할 사항을 시의 적절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본 절차의 목적은 고리 신고리 원자력발전소에서 원자력재난 발생시 비상정보관리 및 

주민홍보활동을 위한 운영개념， 조직， 책임사항 및 운영절차를 규정하는데 있다 

3. 적용범위 

본 절차는 비상정보관리 및 주민홍보활동의 책임을 맡은 市의 홍보조직 및 홍보요원 

에게 적용된다 

4. 상황 및 가정 

부산광역시 “지역안전관리계획 원자력재난분야”의 제4장 제4절 참조 

5. 운영개념 

5.1 비상정보관리 

• 市재난안전과는 평시 원자력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정보관리를 위해 지역 행정 

공공기관， 고리원자력방재센터 및 한국수력원자력(주) 고리 신고리 원자력본부와 협 

조 연계체제를 구축·운영한다 

• 바상시에는 원전 비상대책본부， 현장지휘센터내 각 기능반， 연합정보센터， 합통망사 

선감시센터， 협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 지역 공공기관의 사고정보， 방사선정보， 비상 

대웅 현황 둥 각종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지역 관계기관이 주민보호룹 위한 대웅활 

동에 시의 적절하게 할용토록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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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주민홍보활동 

• 주민홍보활동은 비상이 예상되거나 진행 중일 때 시행된다， 주민홍보의 주요 활통은 

주민에게 비상정보의 공개와 주민이 이행해야 할 행동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 市재난안전과는 원자력재난에 의한 상해자와 재산의 손실을 감소시키고 주민 스스 

로 위험에 대한 인식과 대처방안을 인지할 수 있도록， 평시 주민 학생에게 원자력 

및 방사선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연계시켜 주민홍보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한다 

• 비상시에는 홍보요원을 확대 운영하여 주민홍보활통을 더욱 강화시키고， 평소 교육 

받았던 바와 같이 주민행동요령에 따라 이행하도록 유도한다. 

5.3 연합정보센터(Joint Information Center) 운영 

비상시 주민홍보활동은 연합정보센터를 통해 관계기관간의 주민홍보활동을 상호연 

계하고 조정하게 된다 

• 연합정보센터의 주요 임무 

위험 상황에 있는 주민에 게 시의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고， 정확하며， 일관성 있 

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직적이고 통합적이며 협조적인 운영체계 제공 

• 관계기관/부서간 주민홍보업무의 조정 및 통합 

협조， 조정된 주민홍보물의 작성 및 전파 

{ 주민보호 의사결정권자 지원 

5.4 협조 및 지원 

• 지방자치단체， 국가 및 국내 외 언론보도기관과 국민 주민들의 관심이 주민홍보활동 

에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필요에 따라 시의 적절한 홍보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주민홍보활동은 기초단체 지역대책본부 및 지역 언론보도기관의 질의에 우선권이 

주어져야 하며， 이는 재난의 영향을 받는 개인， 가족， 사업체 및 산업계에게 비상정 

보 및 행동지칩을 제공하는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 주민홍보활동은 다른 비상대웅활동과 배우 밀접하게 연계되어 이행되어야 한다 市

의 주민홍보활통은 市재난종합상황실에서 이행된다 또한 주민홍보활동은 주민보호 

구역 현장， 방사선비상진료센터， 都 · 區 지역대책본부， 연합정보센터 또는 다른 공적 

으로 지정된 웹사이트 둥에서 이행할 수도 있다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연합정보센 

터에서 관계기관간 상호 협의된 홍보내용 범위내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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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요원은 원자력재난 대웅활통의 전반적인 상황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주민보 

호조치 홍보를 하기 위해， 소속기관의 비상대웅조직의 정보채널을 활용하여야 할 것 

이며， 또한 언론보도기관 및 일반 주민의 협조 지원을 구하여야 한다 

5.5 홍보요원 구성 요건 

• 비상퉁급에 따라 市의 홍보협력반 홍보요원을 확대 개편 운영할 수 있다 초기에는 

市재난안전과를 중심으로 타 부서의 인력지원을 받아 구성 운영하며， 추가적인 주민 

홍보활동 확대가 필요하게 되연 영향 받는 현장， 市， 都·區의 지역대책본부， 연합정 

보센터 및 공인된 웹사이트에 주민홍보활동을 위해 추가적인 홍보요원이 소집될 수 

있다. 

• 지역 공공기관， 중앙부처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주민홍보요원들은 市， 都‘區의 

지역대책본부， 연합정보센터에 파견되거나 화상회의 풍을 통해 市， 뼈 區의 홍보협 

력반 또는 연합정보센터의 홍보요원과 협조할 수 있다‘ 

5.6 정보의 조정 

• 모든 관계기관의 주민홍보활동은 종합적으로 조정되고 통합되어야 한다 연합정보센 

터에서는 각 기관에서 파견된 홍보요원들이 각 기관의 비상정보 및 대웅활통에 대 

한 정보를 상호 교류하고 조정한다 

• 특히 주민의 인식 정도가 비상정보관리 및 주민홍보활동 상의 보안 및 안전에 영향 

을 끼칠 수 있다면， 주민보호조치를 하는 현장지휘체계상의 책임 및 보안에 대하여 

도 조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 市， 那-區의 홍보협력반 및 연합정보센터는 주민 

보호조치를 이행하는 주민보호 유도요원에게 주민의 인식 정도에 따른 현장대웅을 

적절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 지원을 하여야 한다 

• 市， 都‘區의 지역대책본부장 및 연합정보샌터장은 비상정보 공개 자료를 검토하고 

숭인한다 市， 경6 區의 지역대책본부장 및 연합정보센터장은 비상정보를 언론보도기 

관에 공개하기 전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들 자료를 중앙부처， 지방자 

치단체， 지역 공공기관 동에게 전달하고 의견을 받도록 지시하여야 할 것이다 

• 市， 都 區 지역대책본부 및 연합정보센터에 의해 언론보도기관에 공표되는 정보들은 

적절한 시점에 정보가 정확하고 적절하게 기록되었는지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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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루머 통제 

• 루머 통제는 주민홍보활동의 중요한 부분이다 루머 통제는 주민틀의 반응을 기사화 

하고 주민홍보활동의 효율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주는 뉴스 보도물의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다 

• 임시 정보수집요원을 포항한 홍보지원요원， 사무지원요원 및 주민홍보요원틀 모두 

루머 통제에 관한 책임을 함께 공유하여야 한다 

5.8 市， 짧-많 지역대책본부의 주민홍보활동 

市， 都 區 지역대책본부 홍보협력반장은 市， 엽6 區 지역대책본부의 비상대웅활동 및 

복구활통에 관한 언론보도기관의 주 접촉창구이다 市， 那 區 지역대책본부장은 市， 都 區

지역대책본부 홍보협력반장에 의해 공표되는 모든 보도물을 검토 숭인한다 홍보 보도물 

은 문서 또는 뉴스 브리핑을 통해 언론보도기관 및 주민에게 공표하게 된다 모든 언론 

보도불 사본은 추가적인 배포를 위해 市， 那·區 지역대책본부에 제공된다 

(1) 기자회견실 

• 市， 都 區 기자회견실은 市， 那 區 청사의 에 위치한다 이 시설은 연 

합정보센터의 활동이 개시될 때 까지 市， 都 區의 주민홍보활동 주 창구로 운영된 

다‘ 이곳에서는 선포문， 발표문 및 관련 정보들이 배포되게 되는 언론 브리핑 및 질 

의응답 회의가 개최된다 주민홍보요원 중 각 기관의 대변인은 이러한 회의를 지원 

하고/또는 참여하기 위하여 소집될 수 있다 

• 기자회견실은 주민홍보활동의 고유 기능 및 언론보도기관과 주민에게 공표될 정보 

의 갱신을 위해 주민홍보요원들이 활용할 수 있다 

(2) 市， 都 1료 지역대책본부의 참관 공개 

언론보도기관이나 주민이 비상근무중인 市， 都·區지역대책본부의 참관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市， 那 l쿄지역대책본부의 운영지원반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 市， 那 停지역대책본부의 운영지원반의 요청에 따라1 홍보협력반은 언론보도기관이 

지역대책본부 운영을 참관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대부분의 언론보도기관의 활동은 

기자회견실내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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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현장 주민홍보활동 

• 市지역대책본부의 홍보협력반장은 연합정보훈영체계에서 市의 주 대표자로서 활동 

하게 된다. 市지역대책본부 홍보협력반은 주민보호조치 관련 현장대웅 및 주민홍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 市현장홍보요원은 연합정보센터와 연계하여 홍보요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1) 연합정보센터 

- 비상기간동안 주민틀은 다양한 출처로부터 비상정보를 받을 수 있다. 연합정보센 

터는 비상대용에 참여하는 비상조직들이 적시에， 정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으 

며， 일관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께 작업할 수 있는 장소이다 

연합정보센터는 비상대웅에 참여하는 각 기관들로부터 파견된 대변인들로 구성된 

다 市지역대책본부에서 파견된 현장홍보요원이 연합정보샌터를 총괄하고 市지역 

대책본부 홍보협력반장과 연계하여 주민홍보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아주 광범위한 지역이나 다중의 관할구역에 걸친 복합성 사건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연합정보센터가 필요할 수 있다 한 장소가 좋기는 하지만 상황에 따라 

요구될 경우라면 이 시스랩은 여러 곳의 연합정보센터플 운영하는 것에도 충분히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연합정보센터는 특히 의학적 및 보건학적 복합 

정보가 요구되는 대형 혹은 복합성 사건인 경우에는 정부부처 차원에서 설립될 

수 있다 

- 연합정보센터에서 통합된 지휘체계를 갖추어 운영한다할지라도， 연합정보관리에 

참여하는 부처， 부서， 조직 혹은 관할기관은 그들 각 기관의 홍보정책에 대한 독 

자성 혹은 책임성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각 참여 기관은 궁극적인 통 

합된 홍보물 작성에 공헌하는 것이 할 수 있다. 

(2) 현장요원 구성 요건 

- 市지역대책본부 홍보협력반장은 市， 업ß. 區의 지역 공공기관의 주민홍보 담당자와 

협조한다‘ 주민홍보활동 부서에서 파견된 홍보요원은 연합정보센터에 함께 위치 

할 수 있으며， 부서 혹은 기관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주민홍보활동올 함 

께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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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조직 및 책 임 

6 , 1 조직 

• 市 지역대책본부 홍보협력반장은 언론보도기관으로부터 비상대웅활통 및 복구활동 

관련정보 요청 접수시 접촉창구가 된다 市의 이러한 주민홍보활동은 市지역대책본 

부， 중앙대책본부， 연합정보센터 및 郵‘區지역대책본부와 적절하게 협조된 후 이행 

되어야 한다 

• 市지역대책본부 홍보협력반의 홍보요원과 이들을 지원하는 市산하 관계부서/기관은 

다음과 같다 

주무부서/기관 市재난안전과 공무원 

- 지원부서/기관 

+ 부산광역시 공보관 홍보팀， 복지건강국， 교통국， 문화체육관광국， 해양농수산 

국， 환경국， 소방본부， 보건환경연구원， 농업기술센터 

+ 지역행정기관 기장군， 해운대구， 금정구 

+ 지역공공기관 부산지방 교육청， 부산지방경찰청， 부산해양경찰서， 대한적십자 

사부산지사 

• 市지역대책본부의 홍보협력반 방재요원 구성 

구성 및 인원수 비상시 근무 위치 

홍보협 력 반장(1언) , 홍보요원(2인) 市재난종합상황실 

홍보지원요원(각 지원부서/기관별 각 l인) 소속 부서/기관 근무 위치 

연합정보센터에 市대변인(l인) 파견 연합정보센터 

• EPZ 관할 那 區 지역대책본부의 홍보협력반 방재요원 구성 

구성 및 인원수 비상시 근무 위치 

홍보협력반장(l인) , 홍보요원(2인) 那 區 재난종합상황실 

홍보지원요원(각 지원부서/기관별 각 1 인) 소속 부서/기관 근무 위치 

연합정보센터 빼대변인(l인) 파견 연합정보센터 

현장홍보 지휘요원 ([!\，面별 각 1인) 둠面 상황실 

현장홍보요원/홍보지원요원 (뭄面별 인원 구성) 
주민보호조치 구역 

홍보요원 :3읍면 x 차량 3대 x 2인/대 = 18인 
(那에서 얀력/차량지원) 

지원요원 소방/경찰헬기 (2대) , 해경경비정 (2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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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책 임 

• 市 지역안전관리 계획 및 부서 고유의 사무분장 업무에 따라 부서 홍보요원 지정 및 

그에 대한 홍보관련 교육 실시 

• 주무부서는 사건 및 사고에 대한 주민홍보요원 구성 요건 결정 및 지원 자원의 확 

인， 위치， 배치에 관한 절차의 개발과 유지 관리 

• 주무부서는 지원부서와 협조하여 전반적인 市 비상대웅 상황과 복구활동에 관하여 

주민 홍보 발표 자료 개발， 제공 

• 지원부서는 필요할 경우 주민홍보활동을 주관하는 부서(市 지역대책본부 홍보협력 

반) • 연합정보센터 또는 공인된 웹사이트에 현장 주민홍보활동을 위하여 훈련된 홍 

보요원 제공 및 필요한 기타 자산 제공 

• 중앙정부， 시， 지역 행정 공공기관간 주민홍보활동의 협조와 통합 

• 市지역대책본부， 연합정보센터 또는 공인된 웹사이트에서 주민홍보활동을 하는 모든 

홍보요원은 소속된 기관 부서의 관리 하에 있는 자원이나 서비스의 사용을 위한 자 

원의 요청 ， 배치 및 회계처리 방법을 위한 절차를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홍보요원 

은 소속된 기관 부서의 홍보정책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 언론보도기관의 비상정보 

요구에 대해 적시에 대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거나 이를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을 알고 있어야 한다. 

- 언론보도기관에 뉴스 및 정보 공개 

• 재난에 영향을 받는 개인， 가족， 사업체 및 산업계에 정보 및 지침 제공 

- 정확함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개전 비상정보를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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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운영절차 

7.1 일반사항 

(1) 비상정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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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으로부터 이상상태 또는 방사선비상발령 상황을 접수한 市재난안전과는 원전의 

사고 정보 및 대웅활동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지역 행정기관에게 주민홍보에 관한 

조언을 한다 

• 市지역대책본부가 발족되면 市홍보협력반장은 홍보요원 및 홍보지원요원에 대한 현 

황을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인원을 추가 배치한다 

• 市홍보협력반장은 사고원전으로부터 접수된 모든 문서와 관계부서 기관의 비상대웅 

활동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 종합 정리한다. 연합정보센터에 파견된 市대변인과 

연락하여 연합정보센터의 운영 현황을 접겸한디 

(2) 보고 

• 市홍보협력반장은 市지역대책본부장에게 진행중이거나 계획된 주민홍보활동 사항을 

주기적으로 보고한다 

(3) 홍보자료 작성 및 배포 

• 市는 郞 區， 지역 공공기관 및 연합정보센터와 연계하여 연합정보센터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및 주민홍보 자료와 일치하는 내용으로 라디오. TV. 마을방송망， 홍보용 

차량/헬기， 인터넷， 안내전화망， 가두 전팡판 등을 활용하여 주민， 일시거주자， 방문 

객 등에게 비상정보 현황과 각급 관계기관에서의 대응활동 상황을 전파하고， 주민이 

주의해야 하는 사항， 이행해야 하는 사항 및 행동요령 둥을 홍보한다. 

• 市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 방송보도기관에게 주민홍보를 방송토록 협조 요청한다 

• 지역 방송보도기관은 신속하고 반복적으로 주민홍보 방송을 지원하고， 비상상황에 

변화가 없는 경우 보도 시간을 설정해서 방송토록 한다 그러나 비상상황의 변화 퉁 

이 있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보도를 한다 앵커맨은 보도 방송시 연합정보센터 홍보 

요원을 배석시킬 수 있다 

• 市는 市 행정유무선망을 활용하여 영향 받는 지역의 업ß. [쿄에게 주민홍보에 펼요한 

정보를 시의 적절하게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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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市는 市행정유무선망을 활용하여 영향 받는 지역의 영ß' [옮를 제외한 那·區에게 보도 

기관에 발표한 내용， 해당 都 區의 방재대책 필요성 유무 동을 시의 적절하게 전달 

한다. 

• 那 區는 市의 지시에 따라 마을방송망， 홍보차량， 안내전화망 퉁을 활용하여 관할구 

역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시의 적절하게 전달한다 . 

• 해양경찰서는 어업무선통신국， 市， 那 區와 연계하여 선박 무선설비망， 경비정 동을 

활용하여 연안의 선박에게 필요한 정보를 시의 적절하게 전달한다 . 

• 지역 공공기관은 市， 짧 區와 연계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시의 적절하게 전달 

한다 

• 市는 사진， VTR , 휴대형 영상전송장치 퉁올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필요시 직 

원을 현지에 파견한다 

(4) 홍보 내용 

• 市， 那 區는 비상퉁급 각 단계마다 시민에게 시의 적절하게 홍보한다 다만 전국 국 

민에게로의 홍보는 중앙부처와 연계하여 실시한다 

• 백색비상 및 청색비상 발령시 

市， 那 區 지역대책본부의 발족 운영 현황 

- 사건이 발생한 원자력발전소의 명칭 및 장소 

사건발생 일시 및 비상발령 일시 

- 사건의 원인 및 상황 

- 비상퉁급 및 비상둥급에 따른 설명문 

• 망사성물질 또는 방사선의 종류 및 누출량 정보， 향후의 추가누출 예측량 

예상피폭선량 예측， 기상상태 및 환경에의 영향 범위 

- 고리 신고리 원자력본부의 비상대응활동 현황 

市， 那‘區， 지역 공공기관 및 중앙부처의의 대웅 상황 

- 주민， 일시 체류자， 방문객이 주의를 해야 하는 사항 및 당부의 말씀 퉁 

• 상당 창구의 설치 장소 및 문의처 공고 

기타 필요한 사항 

• 적색비상 발령시 



주민 홍보 

상기 ‘백색，청색비상 발령시의 홍보 내용’ 

- 중앙대책본부의 발족 운영 현황 

- 원자력긴급사태 선언 내용 

- 주민보호 의사결정 사항 

- 주민보호구역의 범위 및 구체적인 지영 

주민보호구역 및 그 주변의 교통통제의 내용 

- 갑상선 방호약품의 복용 조치 내용 

- 음료수 · 음식물 섭취제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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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일시 체류자， 방문객이 주의를 해야 하는 사항， 이행해야 할 사항， 주민보호 

조치 이행시 행동요령 둥 

- 재난지역 농축수산물 및 지역 공산풍 퉁의 적정한 유통 촉진 

- 기타 필요한 사항 

(5) 상담 창구의 개설 

- 市， 빼‘區는 주민이나 기업 둥으로부터 상담， 문의 등에 용답하기 위한 24시간 상 

당 창구를 민원실 풍에 개설 운영한다 

- 문의 응답시. 상담자가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여 정보를 수집 정리한다 

- 비상기간동안 폭주하는 시민의 문의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비상정보체제를 가통한 

다 비상정보체제 전화번호와 농아에 대한 전화장치는 市지역대책본부의 운영 현 

황을 일반주민에게 전달하게 된다 

- 영향 받은 那 區는 주민 질의에 웅답하기 위해 유사한 비상정보체제를 가통한다 

이틀 전화번호는 비상계획구역내 거주민 및 체류자에게 배포한 주민 홍보 책자에 

게재하고 있다 영향 받은 빼 |표 비상정보체계는 일반 주민에게 市， 郞 區 지역대 

책본부와 연합정보센터의 가동올 알린다 

市 및 영향 받은 那 區간의 유언비어의 통제 조정은 연합정보센터 유언비어 통제 

요원과 연계하여 운영한다 

(6) 비상정보 인터넷망 활용 

市는 市 재난정보 인터넷망을 개설하여 이재민의 동의 안부 정보， 재난 상황 및 

관계기관 대웅현황 동을 신속하게 수집하여 제공한다 

(7) 기록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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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홍보활통올 주관 또는 지원하는 부서 기관은 모든 언론 공개 내용， 비상정보 속 

보， 주민행통지침 및 비상기간 중 작성되고 공표된 비상 발표내용， 이들 내용들올 

개발하기 위하여 사용된 원천 정보의 사본 퉁 모든 사본들을 보관하여야 한다 市홍 

보협력반장은 市지역대책본부에 접수되었고 작성되었던 모든 내용에 대한 사본올 

보관한다 이들 원천적인 문서틀의 보관은 조치 후 검토에 사용하고， 운영 절차상의 

필요한 개선사항들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 那·區 둥 지역 관계기관은 수집한 자료， 사진 둥을 정리하여 市홍보협력반장 및 원 

자력방재센터에 제공한다 

• 재난 직후 설립된 연합정보센터에 임명 파견된 市 대변인 파견관은 연합정보센터에 

서 수립된 모든 주민홍보용 공개 자료의 사본을 市홍보협력반장에게 제출토록 한다 

7.2 주민 정보공개 혹은 기록 공개 요청 

• 주민들은 市， 那 區지역대책본부가 비상대용활동중에 수집， 종합， 보관한 모든 정보 

를 알기를 원한다 여기에는 주민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의견을 첨부한 관계 

기관의 문서화된 절차서， 각 부서/기관의 비상대웅활동에 관한 명령 및 명세서 퉁이 

포함될 수 있다. 市， 那，區지역대책본부는 이 요청에 대웅하기 위하여 새 문서를 만 

들어 내는 것은 아니다‘ 

• 그러나 이들 문서들 중에는 국가 지역 안보에 특별하게 관련되는 사항들은 예외적 

인 것으로서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일반적으로 비상대응 활동 중 주민의 기록자료 요청은 비교적 적다 이는 홍보요원 

틀이 비상대용활동 중에 주민과 언론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일 것이다 대 

부분의 주민 정보공개 요청은 비상대웅활통이 종결된 후에 발생될 것이다 이는 언 

론이 재난이나 특수한 비상사건 조사 보고서의 상세한 정보를 필요로 할 때이거나， 

법적 기업이 재난이나 사건과 관련된 법적 기록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해진 조치나 

생략된 조치들을 문서화 하고자 하는 시점이 될 것이다-

만약 市， 那 區 지역대책본부가 운영 중인 동안 비상대웅활동 및 초기 복구활동에 

관하여 주민 정보공개 요청을 받게 되연， 요청받은 부서 기관에서는 명확하게 표기 

를 하여 공개 정보 사본올 市， 都 l표 지역대책본부 홍보협력반장에게 제공함으로써 

홍보협력반이 현재 제기되는 주요 사안들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바랍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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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붙 염 

• 붙임 8.1 언론보도물 - 이상상태 (예시 ) 

• 붙임 8.2 언론보도물 - 백색비상 (예시 ) 

• 붙임 8.3 언론보도물 - 청색비상 (예시) 

• 붙임 8.4 언론보도물 - 적색비상 (예시 ) 

• 붙임 8.5 언론보도물 - 사고대웅현황 (예시 ) 

• 붙임 8.6 언론보도물 - 재난경보방송 메세지 (예시) 

• 붙임 8.7 언론보도물 농작물 통제 선언 (예시) 

• 붙임 8.8 주민홍보물 - 경계경보 (예시 ) 

• 붙임 8.9 주민홍보물 - 옥내대피 (예시 ) 

• 붙임 8.10 주민홍보불 - 소 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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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엄 8.1 

언론보도뭄 이싸싹태 (예시) 

부산광역시 재난안전과 

디 보도자료 번호 : 

口 발표일자 : 20 

디 발표자 __ ---"1 (직 급) 

口 전화번호 : 

이것은 훈련(실제)상황입니냐- 이것은 훈련(설채)상황입니다. 

부산광역시 재난안전과는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운영하는 고리/신고리 원전 ( )호기에 

서 이상상태가 발령되었응을 접수하였습니다 

이상상태는 방사선비상보다는 낮은 단계의 사건으로서， 원자력시설의 안전도가 장재적 

으로 저하되는 것이 지시되거나 예상되는 과정에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상상태 흥지의 

목적은 市 현장대응팀의 대용올 대비토록 市 재난종합상황실에게 사건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부산광역시 재난안전과는 고리원자력본부로부터 사건 상황을 집수하고， 市 재난종합상 

황실에서 최신의 정보를 검색하고 있습니다 市 재난종합상황실은 일부 방재요원으로 구 

성되어 원전의 상태를 예의 주시하는 상태에 있으나， 市 현장대웅팀이 지원하거나 대웅해 

야 한다연 市 지역대책본부가 발족될 것입니다 

시장은 이상상태 정보를 보고받고 있습니다 시장은 지역 행정기관의 통제 놓력을 넘어 

서는 비상이 발생된다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할 궁극적인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市는 원전 비상에 대하여 시민에게 정확하고 최신의 비상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l일 24시 

간 동안 비상정보망올 가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훈련(실제)상황입니다 이것은 훈련(실제)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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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8.2 
언론보도뭉 백잭비잣 (예시) 

부산광역시 재난종합상황실 

1
ν
 

찌
〔
 

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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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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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일
 
자
 
번
 

도
 
표
 
표
 화
 

보
 발
 
바
 
전
 

디
 
口

디
 
口

이 것은 훈련(설채)상황업나다. 이것은 훈련(설제)상황입니다. 

부산광역시 재난안전과는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운영하는 고리/신고리 원전 ( )호기에 

서 방사선 백색비상 발령을 접수하였습니다-

백색비상은 원자력시설의 안전도가 실질적으로 저하되는 것이 실제로 또는 잠재적으로 

진행중이거나 발생된 상황을 말합니다 백색비상 통지의 목적은 상황이 더욱 심각하게 되 

면 지역 행정기관퉁이 즉각 대웅하거나 필요시 환경방사선감시센터플 가동할 수 있도록， 

원자력사업자가 사고시설의 상태 및 환경자료 퉁 사건 정보를 관계기관에게 시의 적절하 

게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전으로부터 사건 정보를 접수함에 따라 市 재난안전과는 市 재난종합상황실를 가동 

시키고 현장지휘센터에 현장대응팀을 파견하였습니다. 

시장은 비상정보를 지속적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시장은 비상이 확대되어 지역 행정 

기관의 통제 능력을 념어서게 되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할 궁극적인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市 건설방재국장은 市 지역 대책본부를 현재 부분 가동하고 있으며， 산하 부서/ 

기관으로부터 차출된 방재요원을 구성하여 비상에 대웅하고 있습니다‘ 

방사선은 오감으로 감지가 불가능하므로 자신의 판단 하에 행동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시민들께서는 류머에 동요치 마시고， 마을방송망， 라디오. T V 동을 풍한 기장군수의 지 

시를 전적으로 신뢰하여 행동하여 주시기 바라며， 비상에 대웅하는 관계기관들이 통신장 

애 없이 원활한 비상통신을 위해 가급적 개인적인 전화사용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市는 원전 비상에 대하여 시민에게 정확하고 최신의 비상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l 일 24 

시간 동안 비상정보망을 가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수신용 무 

료 비상전화 번호 051- ()()()- O()()() 으로 연락하시연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훈련(실제)상황입니다- 이것은 훈련(설재)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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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8.3 
언록보도뭉 - 척잭비삿 (예시) 

부산광역시 지역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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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훈련(실채)상황입니다. 이것은 훈련(설채)상황입니다. 

부산광역시는 고리/신고리 원전 ( )호기로부터 청색비상 발령상황을 접수하였습니다

원전부지 주변에 고정 설치된 환경방사선감시기 지시치는 __ mSv새 로서， 자연방사선 

준위를U보다는 배 높은 값올) 지시하고 있음올 알려드립니다 

청색비상은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데 있어 원전의 필수적인 안전관련설비의 

기능 상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市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환경망사선감시센 

터를 발족하고 환경방사선을 감시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원전 부지 외부로 심각한 방사능 

의 누출은 측정되지 않았으나 사고 추이와 관련하여 모든 감시 정보를 예의 주시하고 있 

습니다 주민은 현재까지 위험하지는 않지만 원전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지역방송올 지 

속적으로 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청색비상이 발령됨에 따라 市 지역대책본부와 현장지휘센터에 파견한 市 현장 

대웅팀을 가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市 현장대웅립장은 市 산하기관과 시장에 의해 요청되 

는 대용활동을 조정하고， 현장대웅활동에 대하여 시장의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또한 

적색비상 발령에 대비하여 주민보호릎 위한 현장대웅요원을 현지에 배치시키도록 지역 

행정기관에 지시하고 필요한 자원 동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전 반경 km 에는 부분적인 교통 통제가 실시되고 있으니 개인 차량 운행 

자제 둥 관계자의 통제에 적극 따라 주시기 바라며， 비상에 대웅하는 관계기관들이 원활 

한 비상통신을 위하여 가급적 개인적인 전화사용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市는 원전 비 상에 대하여 시민에게 정확하고 최신의 바상정보블 제공하기 위해 l일 24 

시간 동안 비상정보망을 가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수신용 무 

료 비상전화 번호 051-000-0000으로 연락하시거나， 웹 문서 

접속하시연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에 

이것은 훈련(설채)상황입니다- 이것은 훈련(설재)상황입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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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8.4 

디 보도자료 번호 

口 발표일자 20 

언론보도물 - 적색비장 (빼시) 

부산광역시 지역대책본부 

口 발표자 __ ---11 (직 급) 

口 전화번호 · 

이것은 훈련(실채)상황입니다. 이것은 훈련(질채)상황입니다. 

부산광역시는 고려/신고리 원전 ( )호기로부터 적색비상 발령상황을 접수하였습니다 

원전부지 주변에 고정 설치된 환경방사선감시기 지시치는 __ mSv/h 로서， 자연방사선 

준위를V보다는 배 높은 값을) 지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적색비상은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원자로심이 손상되었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음올 의미합니다‘ 로심으로부터 방출된 방사성물질이 환경으로 누출될 

경우 주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필요할 경우 주민보호조치가 요청될 수 있습니 

다 따라서 주민들께서는 현재 방사선에 위험하지는 않지만 원전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지역방송올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市 지역대책본부 적색비상 발령에 따라 지역 행정기관의 주민보호조치에 따른 각급 비 

상대웅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전 사고상태가 재난상황으로 확대되 어 지역 행정기관 

의 통제 능력을 넘어서게 되면， 市 지역대책본부장이 市차원의 재난구역 확대를 선언하고 

필요한 대응조치를 이행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원전 반경 krn 에는 부분적인 교통 통제가 설시되고 있으니 개인 차량 운행 

자제 둥 관계자의 통제에 적극 따라 주시기 바라며， 비상에 대웅하는 관계기관들이 원활 

한 비상통신을 위하여 가급적 개인적 인 전화사용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市는 원전 비상에 대하여 시민에게 정확하고 최신의 비상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1일 24 

시간 동안 비상정보망을 가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수신용 무 

료 비상전화 번호 051-000 -0000으로 연락하시거나， 웹 문서 

접속하시 연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훈련(실채)상황입니다- 이것은 훈련(실제)상황입니다. 

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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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 8.5 

디 보도자료 번호 

口 발표일자 20 

EPP-UA-04 , Rev.O , 18/23 

언론보도불 - 사고대용혀합 (얘시) 

부산광역시 지역 대책본부 

디 발표자 __ ~/ (직 급) 

口 전화번호 : 

이것은 훈련(설채)상황입나다. 이것은 훈련(실채)상황업나디-

市 지역 대책본부장 000은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운영하는 고리/신고리 원전 ( )호기 에 

서 방사성물질의 환경 누출 가능성이 있음으로 인해 (또는 누출로 인해) 기장군 지역내 

장재적인 방사선 위험 영향이 있응을 알립니다 

원전 사고 상태는 월 일 시 적색비상을 발령한 상태입니다 적색비상은 원자로심 이 

실제적으로 또는 급박하게 손상되거나 용융되고 격납건물의 건전성 상실 가능성이 있음 

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市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 행정기관이 요청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市 산하 모든 관 

계부서/기관을 총괄 지휘하고 있습니다 市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구역내 소개자를 위한 

구호소로서 사립학교를 포함한 모든 市 및 都 |훌 산하 시설 사용올 지휘할 권한을 이행 

할 것입니다 

市 지역대책본부는 주민에게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말고 딩국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여 

줄 것을 당부합니다 市는 원전 비상에 대하여 시민에게 정확하고 최신의 비상정보를 제 

공하기 위해 1일 24시간 동안 비상정보망을 가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수신용 무료 비상전화 번호 051 -000-0000으로 연락하시거 

나， 웹 문서 에 접속하시연 제공 받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훈련(설재)상황입니다. 이 것은 훈련(설채)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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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8.6 

口 보도자료 번호 ‘ 

디 발표일자 20 

어록보도불 - 재단껴보밖송 메세지 (예시) 

부산광역시 지역대책본부 

口 발표자 __ ----"1 (직 급) 

口 전화번호 

이것은 훈련(설재)상황입니다. 이것은 훈련(실채)상황입니다-

방사선 적색비상이 금일 00시 %분 고리/신고리 원전 ( )호기에서 발령되었습니다 적 

색비상이라함은 발생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지만 원자로심이 손상되거나 용융되고 격납건 

물의 건전성 상실 가능성 이 있음을 포함하고 있습니 다 

이러한 비상상황에 대웅하기 위해 市 및 뼈지역 대책본부는 市차원의 비상올 선포하고， 

원전 반경 ( )km와 ( )풍하방향 ( )km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소개할 것을 명령합 

니다 동시에 이 지역내 있는 공공시껄 및 유흥지는 모두 폐쇄됨을 알려드립니다 소개구 

역에 있는 마을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을영 기재 ) 마을입니다 

이 지역을 떠나는 모든 거주민 및 방문객은 ( ) 에 위치한 비상집결지로 이동하시 

거나. (에 위치한 구호소로 이동하십시오 이곳으로 가기 위해서 소개자들은 소개경 

로로 이동하시고 교통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이동하여야 합니다 

운전자는 자동차 창문과 공기 환기구를 닫아야 하며 쪽 필요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에 

어콘디션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교통이 혼잡하여 이동이 장시간 지체될 경우에는 옥내대 

피를 하도록 가까이에 있는 건물올 찾도록 하십시오 

라디오를 켜고 재난방송올 청취하십시오 재난방송국 채널은 ( )입 니다 

비상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가능한 한 곧 발표할 것이오니， 라디오를 계속하여 청취하 

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훈련(설채)상황입니다. 이것은 훈련(실채)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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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8.7 

디 보도자료 번호 

디 발표일자 ‘ 20 

EPP-UA-04. Rev.O. 20/23 

언를보도뭄 - 놓작뭉 통제 선언 (예시) 

부산광역시 지역대책본부 

口 발표자 __ ----1/ (직 급) 

口 전화번호 : 

이것은 훈련(설재)상황엽나다 이것은 훈련(실채)상황업니다. 

市 지역대책본부장 000은 원전 반경 ( )krn 지역내의 정원이나 농장에서 생산되는 농 

작물에 대한 유통 통제를 선언하였습니다 농작물 통제지역은 ( 마을명 또는 지역명 

기재 )입니다. 

이 통제는 한국수력원원자력(주)에서 운영하는 고리/신고리 원전 ( )호기에서 방사성물 

질 누출로 인해 선언되었습니다 추가적인 통지가 있올 때까지 영향 받는 지역내 모든 도 

로주변 판매업자는 생산물을 덮어 씌어두고 다음과 같은 지 역에서 생산되는 우유 및 유 

제품， 과일 및 야채， 생선 및 어패류， 꿀 퉁 생산물을 판매하거나 유통을 금지할 것올 요 

청합니다 

이 지역에 있는 셋강， 저수지， 강과 같은 수원지로부터 물을 공급받아 목축업을 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조언합니다 목장 젖소를 우리에 가두고 사료를 비축해야 합니다 목장 

사료가 공기중 부유물질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올 기올여야 합니다 

수학기 건초 꾸러마는 가능하연 프라스틱 또는 방수포로 덮어두어야 합니다 소， 돼지， 

염소， 닭， 새들올 도살하거나， 야외에서의 놀이 및 모든 낚시， 수영， 사냥 동을 별도의 지 

시가 있을 때까지 금지합니다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 지역 농산물 보급 부서 또는 농산물 소비자 서비스에 문 

의하십시오- 재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수신용 무료 비상전화 번호 051 -000-0000으로 

연락하시거나， 웹 문서 에 접속하시변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훈련(실제)상황입니다. 이 것은 훈련(실제)상황입니다. 



주민 홍보 

붙임 8.8 

口 홍보자료 번호 

口 발표일자 : 20 

주민휴보물 껴계격보 (예시) 

기장군 지역대책본부 

디 발표자 __ ~/(직 급) 

口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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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훈련(질재)상황입니다. 이 것온 훈련(실채)상황업니다. 

기장군 지역대책본부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드립니다‘ 

고리원자력발전소의 사고는 아직까지 안정되고 있지 않지만， 현재 시점에서 방사성물질 

은 외부로 누출되고 있지 않습니다 

(월내마을， 길천마을 빚 고원마을)의 주민들께서는 원전 사고의 상황에 따라 옥내대피 

또는 소개를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불필요한 외출은 삼가시고， 자택에 머무르면 

서 기장군 지역대책본부에서의 통지냐， 텔레비전， 라디오 풍의 정보에 따라 주의 및 행동 

하여 주시기 바랍나다 

(월내마을， 길천마을 및 고원마을)내에 있는 직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은 귀가하여 주시 

기 바랑니다 또한 이 구역내에 체류하고 있는 방문객 둥은 귀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내마을， 길천마을 및 고원마을) 이외의 구역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하게 대용할 필요 

는 없지만， 불펼요한 외출은 삼가 주시고， 이후 기장군 지역대책본부에서 통지냐， 텔레비 

전， 라디오 둥의 정보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정보가 접수 되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반복) 

이 것은 훈련(설제)상황입니다. 이것은 훈련 (실제)상황입니다. 



주민 훌보 

불임 8.9 

디 홍보자료 번호 

口 발표일자 20 

주민휴보불 - 옥내대피 (예시) 

기장군 지역대책본부 

디 발표자 __ ~/ (직 급) 

디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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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훈련(질채)상황입니다. 이 것은 훈련(설채)상황입니다. 

기장군 지역대책본부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드립니다 

현재까지 원전으로부터 방사성물질의 환경누출은 없지만， 만일에 대비하여 (월내마을， 

길천마을 및 고원마을)의 주민들께서는 자택 퉁에 옥내대피하여 주시기 바합니다 (월내 

마을， 길천마을 및 고원마올)의 주민들께서는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자택에 들어가 

서， 창문이나 문을 닫고， 환기를 정지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밖에서 집에 돌아온 사람은 얼 

굴이나 손을 씻고， 양치질을 해 주십시오 

(월내마을， 길천마을 및 고원마을)내의 직장에 계신 여러분들은 귀가 또는 옥내대피해 

주십시오 또한 이 구역내에 체류하고 있는 방문객들은 이 구역을 벗어나거나 옥내 대피소 

로 대피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방문객의 옥내대피소는 (월내초둥학교 체육관)입니다 

(월내마을， 길천마올 및 고원마을) 구역내의 교통은 풍제되므로， 경찰관이나 현장대용요 

원 등의 유도， 지시에 따라서 이 구역 밖으로 벗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구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들께서는 특별한 대용의 필요는 없지만， 불필요한 외출은 

삼가해 주십시오 마을경보망송망， TV, 라디오 퉁의 정보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이후에도， 매 15분 마다 또는 상황이 변화가 있올 때에는 즉시 마을경보방송망으로 사 

고의 상황퉁을 통지할 것입니다 

(반복) 

이 것은 훈련 (실채)상황입니다. 이 것은 훈련(실찌)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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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홍보뭉 소개 (예시) 

기장군 지역대책본부 

그
 
W 

붙임 8.10 

口 홍보자료 

디 발표일자 

口 발표자 __ -----11 (직 

디 전화번호 

이것은 훈련(실제)상황입니다. 이것은 훈련(실제)상황입니다. 

기장군 지역대책본부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없지만， 기장군 지역대책본부에서는 환경누출은 방사성물질의 원전으로부터 현재까지 

만일에 대비하여 (월내마을， 길천마을 및 고원마을)의 주민들을 이재민보호센터로 소개하 

고자 결정하였습니다 

(월내역， 월내초풍학교) 집결지로 주민들께서는 00λ100분까지 (월내마을， 길천마을)의 

집합해 주십시오- 고원마올 주민틀께서는 (운동장)으로 집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소개지 

) 지구에 있는 이재민보호센터입니다 이재민보호센터에는 기차， 버스로 이 는
 
통합나다 

발생원인을 제거하시고 문단속 가스 둥을 차단하여 화재 전기 전에 자택을 떠나시기 

둥에 주의하고， 소지품은 귀중품이나 갈아입을 옷 퉁 최소한으로 하고， 손수건 또는 마스 

크로 호홉기를 가리고 걸어서 집걸지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소개가 완료되었음을 알리도 

록 현관에 흰 타올을 게시해 주십시오 

이 구역내에 체류하고 있는 방문객께서도 집결지로 집합해 주십시오 

이 구역 밖알에 거주하는 주민들께서는 소개할 필요는 없지만， 불필요한 외출은 삼가하 

행통하여 주시고， 침착하고 안정되게 기울여 여 주십시오. 이후에 발표되는 정보에도 귀 

소바。’ 현장대웅 유도요원， 기장군 지역대책본부， 있으시연 어여움이 바랍니다 주시기 

경찰관 퉁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것은 훈련(실제)상황입니다 이것은 훈련(질제)상황입니다.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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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보호조치 이행 

1. 법적 근거 

1.1 참조사항 

EPP-UA-05, Rev.O, 2/36 

부산광역시 “지역안전관리계획 원자력재난분야” 제1장 제l절 1.2항 참조 

1.2 주민보호조치 의사결정 및 이행의 권한 

• 현장방사놓방재지휘센터장은 “원자력시설동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제29조(현 

장지휘센터의 장의 권한) 및 제 30조(합통방재대책협의회)에 의거 원자력재난 발생시 

합동방재대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주민보호 의사결정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 옥내대피， 소개， 출입통제， 갑상선 방호약품 복용， 음식물 섭취제한 퉁 긴급한 주민 

보호조치1)의 결정 

- 원자력재난 발생 지역의 식료풍과 음료품， 농 축·수산물의 반출 또는 소비 통제 

퉁의 결정 

• 지방자치단체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저1141조(위험구역의 성정) 및 제42조(강 

제대피조치)에 의거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위험구역에서의 소개(퇴거) 또는 대피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고리 신고리 원자력발전소에서 원자력재난 발생시 기장군수는 부산광역시장 및 현 

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장과 협의하여 관할구역내 주민보호조치를 이행할 위험구역 

즉， 주민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이를 이행할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2. 목 적 

본 절차의 목적은 고리 신고리 원자력발전소에서 원자력재난 발생시 방사성물질에 

의한 위험이 높아지는 지역 내의 주민등을 옥내대피 또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장소 지역 

으로 소개시키거나 갑상선 방호 둥 긴급한 보호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운영방침과 市， 都

및 지역 공공기관의 비상조직， 책임사항 및 운영절차를 규정하는데 있다 

1) 주민보호조치란 망사선에 영향올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윈자력재난이 l살생한 직후에 방사능구릅 

이 흥과할 때까지 자핵 또는 가까이혀 있는 큰 건묻 내로 옥내대피토록 하거나， 또는 방사놓구름이 누출 

되기 전 또는 누출되어 방사선에 노출왼다 하티라도 총 피폭선량이 옥내대피쯤 하는 것보다도 낮용 것으 

로 평가될 경우 안전한 장소로 신속하게 소개(퇴거) 시키는 것을 말한다 갑상선 방호는 옥내대피 및 소 

개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갑상선 방호을 시행한다고 하여 소개릎 지연 시키거나 대신하여서 

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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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범위 

본 절차는 주민보호조치의 책임을 맡은 관계기관/부서 및 방사놓방재요원과 방사선 

영향을 받거나 받올 수 있는 모든 주민보호구역에 적용된다‘ 

4. 상황 및 가정 

부산광역시 “지역안전관리계획 원자력재난분야” 제4장 제5절 참조 

5. 운영 방침 

5.1 일반사항 

• 원자력비상시 市， 都 區의 주민보호조치는 국가안전관리체계 및 국가안전관리계획의 

관련 요건에 따라 현장지휘체계의 비상대응활동과 연계되어야 한다 

• 주민보호조치 및 주민에 대한 행정지왼 서비스의 일차적인 책임은 지역 행정기관(기 

초단체)의 장에게 있으며， 모든 유형의 재난 상황의 독특한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지역 행정기관(기초단체) 

의 장은 주민보호구역내 주민 및 수용소로 소개한 이재민들을 돌봐야 하고 필요한 

차원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주민보호조치에는 이재민보호샌터로 소개한 이재민 둥 

의 신상 확인뿐만 아니라， 가족 찾기， 필요한 일시적 거주지， 물， 음식， 웅급/단기 의 

료조치， 의복 및 기타 생활필수품들의 제공 둥이 포함된다 

• 주민보호구역 경계， 소개 경로 및 이재민보호센터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지역 행정기 

관(기초단체)의 관할구역을 벗어날 수 있다 따라서 주민보호조치는 市 道， 市-都 |잖 ， 

둠 面 洞 사이에 밀접하게 협조하여야 하고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대 

규모 주민보호조치에서 효율적인 자료의 수집과 분석 사전 대비활동 및 이의 수행 

에는 市 道 광역단체 차원의 자원 및 인력의 제공과 참여가 필수적이다 

• 주민보호구역의 범위는 원자력발전소의 사고 크기와 방사성물질의 환경 누출 정도 

및 기상조건에 따라 근거리에서부터 원거리까지 넓은 지역에 걸쳐 다양한 규모가 될 

수 있다 

• 那 區 공무원은 주민보호조치를 개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고， 

또한 이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주민보호구역으로부터 사람， 필수 장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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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필풍틀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범위 에 걸쳐 관계기 

관간 상호 협력관계가 요구된다 

• 市， 없 區 공무원틀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다음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소개 지역의 보안 및 출입통제 관리 

- 이재민에게 임시 거주지 및 서비스 제공 

- 안전 상황이 확인되었다연 이재민들이 자택으로 복귀하는 것을 지원 

- 복구활동 유지관리 

- 정상 운영 상태로 복귀 

• 이재민을 돌보는데 있어 적십자사 둥 많은 자원봉사단체들은 핵심적인 역할올 담당 

한다 이들은 이재민에 대한 음식물 제공， 주거지 제공 및/또는 재난 피해자들에 대 

한 문제들올 다루어 왔으며， 이재민보호센터에서의 주민보호 서비스를 지역 행정기 

관과 연계하여 임무를 수행한다‘ 지역 행정기관은 주민보호 대웅활동의 상태릎 점검 

하고(운영 가능한 구호소의 위치/형태， 급식소， 현장진료소 퉁) • 운영상의 미홉한 부 

분올 확인하기 위하여， 이들 자원단체들과 밀접한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 여러 관할구역 및 지역을 범위로 하는 대규모 소개 시에는 종합적인 비상대웅 전략 

이 요구된다， 여 러 개의 관할구역이 포함되는 경우， 市 道 광역단체간 협력뿐만 아니 

라 국가차원의 중재가 필요하다 

5.2 市의 협조 지원정책 

• 市는 적시에 효융적인 비용으로 비상지원 기능올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추진한다. 市 재원의 확대 결정은 펼요성의 우선순위와 市의 예산을 고려한 후에 결 

정하게 된다 그러나 생명과 재산상의 즉각적으로 위협받는 상황이라연， 가장 신속한 

방법의 대웅이 이루어지도록 정책을 수립 운영하게 된다 

5.3 단계별 주민보호조치 

• 주민보호조치는 다음과 같이 4가지 상호 연계된 단계로 구성된다 

- 방사선 영향의 가능성을 충분히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분석 

- 주민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언제， 어떻게 이를 수행하여야 하 

는지를 관계기관과 주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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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보호구역내 주민들과 필요한 장비들을 안전한 구역으로 효율적으로 이동 

- 일반 주민 또는 노약자퉁 특별관리 대상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환경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이재민보호센터 설치 운영 

(1) 자료의 수집과 분석 

- 주민보호조치의 첫 번째 단계는 자료의 수집과 분석이다. 옥내대피 및 소개를 계 

획하고 수행하려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핵심적인 요인들올 고려활 필요가 있다 

+ 규모， 속도， 방향， 진행 기간 및 범위 퉁올 포함하는 재난의 특성 

+ 재난에 의한 피해 가능성 

+ 인구분포 특성 및 위협에 의해 위험에 처한 주민들의 수 

+ 주민보호구역 별 소개로 지정된 이재민보호센터의 위치 ， 형식 및 운영 상황 

+ 주민보호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기반 시설 

+ 운영 가능한 이재민보호센터의 수용 능력과 실제 이재민의 수 

+ 이동식 급식소에서 제공될 수 있는 음식블의 량 

+ 1차 및 2차 비상진료기관과 현장진료소에서의 응급 의료지원 가능 여부 

÷ 음식물， 음료수， 편의도구 세트， 모포， 간이침대 둥 요구되는 생펼품에 대한 조 

달 배치 활동 상황 

+ 이재민들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음식물， 음료수 및 기타 용품들을 제공하기 위 

한 재난 지원 접수처의 위치 

+ 이재민보호센터 및 기타 필수물품들이 부족한 경우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위의 정보들은 효율적으로 주민보호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에 필수적인 요소들이다 

위의 정보틀은 지역 행정기관에 의해 평가되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 市에 지 

원을 요청한다 

市는 재난의 주기와 영향， 위험에 처한 주민의 특정， 위험에 처한 시설과 기반 시 

설물， 재난의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 계획된 재난 완화 가능성 둥에 관련 

된 자료를 수집 분석해야 한다. 

- 市는 市 전체 도로의 교통정보망올 활용하여 교통 자료를 수집 분석 하고， 컴퓨터 

모옐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긴급시 교통지도를 작성하고 예측한 교통량과 경로들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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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보호조치 준비 

주민보호활동의 두 번째 단계는 대비단계이다‘ 필요한 소개관련 자료들이 수집되 

연 소개계획 수립， 교육 및 훈련으로 대비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다 

- 소개 계획을 원활하게 수립하기 위해서는 市는 지역 관계기관과 정기적으로 다음 

과 같은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 위험에 처한 주민과 지정학적 구역의 확인 

+ 소개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소개 계획 지침의 발행 및 배포 

+ 都 -1훌 소개 계획의 검토 

+훈련계획 수립 및 시행 

- 市는 주민 소개를 위한 교통통제 계획올 수립한다 이 계획에는 특정 소개 경로， 

추가 차선 가용 여부， 교통량， 경찰 배치， 가장 효율적인 교통 소통을 보장하기 위 

한 교통신호 제어 망법 둥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적이고 상호 협조적으로 수립 

된 교통통제 계획은 재난 지역 경계와 책임 구역들 간의 원활한 이동을 용이하게 

하고 교통 소통을 방해하지 않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 市는 市， 那 區 산하 보건소 및 민간 병원들과 협의하여 대규모 소개로 인한 현장 

진료소 의료서비스에 관한 후송， 취급 및 현장진료소 운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협력관계가 원자력재난 기간 중 일반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를 모니터 

링 할 수 있다 비상기간 동안 시민틀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올 해결하기 위한 신 

중한 계획은 다양한 전문적인 보건 분야와 기관들이 관련되게 된다 

(3) 소개 이행 

소개활동의 세 번째 단계는 실제로 소개륜 이행하는 것이다 대규모로 여러 관할 

구역에 걸친 소개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소개를 개시하기 전과 소개기간 

통안 모든 영향을 받는 지역들이 상호 연계되어야 한다 효올적인 소개활동은 위 

험 지역으로부터 빠져 나오는 신속한 교통의 흐름뿐만 아니라 소개 정보와 소개 

지침의 준비 및 협조적 운영에 밀접하게 관련된다 

- 각 지역 관할기관은 위험지역 내부나 인근에 있는 주민들에게 최신의 정확한 정보 

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난경보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업ß- 區는 주민들에게 현재 

의 또는 예상되는 위험지역으로부터 언제 ， 어떻게， 어디로 소개하여야 하는지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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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한 특수지원이 펼요한 주민들과 수 

송수단이 없는 주민들에게 소개를 지원할 수 있는 계획도 마련되어야 한다. 

- 소개 의사결정이 내려지면， 市， 都 區 공무원은 지역 공공기관에게 이를 알려야 한 

다 대규모 소개의 경우， 없 區는 市가 개발한 교통관리계획에 따라 주민보호활동 

을 이행하여야 한다 

市는 대규모 소개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 모든 영향올 받은 관할 지역에 소개 결정에 따른 경보가 전달되었는지 보장 

+ 적절한 교통관리계획에서 부여된 바대로 적절한 소개 활동올 개시하도록 조언 

+ 현장지휘센터에 교통관리계획이 수행되었음을 통지하고， 적절한 교통 통제장치 

와 기타 소개활동 지원기능(예， 비상 연료， 음식물， 음료수， 차량 수리/치움 퉁) 

들이 준비되었고 활용 가능함을 보장 

+ 어느 곳에 추가적인 경찰력·교통통제요원들이 펼요할 것인지 결정 

+ 市지역대책본부장에게 소개 조치와 관련된 운영상황 보고 (예， 차량 수， 폐쇄된 

도로， 교통 흐름상의 문제점 둥) 

5.4 수 송 

• 주민소개의 수송책임은 훌11 區에게 있지만， 市는 소개시 증가되는 수송량을 지원하기 

위해서 연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제하여야 한다 소개 기간 동안에는 직장 학 

교 통학차량， 지역 노선버스차량， 철도， 헬기， 선박 등을 포함하는 모든 활용 가능한 

수송수단이 사용되게 된다 

• 市가 제공하는 수송 수단은 노약자동 특수대상자들의 이동을 지원하게 된다 

• 市는 필요시 타 市 道에게 수송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市는 의학적으로 특수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수송을 지원하고 수송수단을 갖 

지 않은 사람들의 수송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엽용 버스사업자들과 계약을 체결하여 

야한다 

• 市는 철도 운송이 가능한 경우를 위해서 소개 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절차를 철도청 

과 협조하여야 한다 

• 那 |룹는 주민보호구역내 수송수단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대규모 재난에 따른 소개 

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기 때문에， 市는 지역 행정기관에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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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 수단을 보강하게 할 것이다 여기에는 버스， 철도 및 의학적으로 위급한 사랑들 

의 소개를 위한 헬기도 포함될 수 있다 

•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소개가 필요할 경우， 市는 소개 경로에 따라 필요시 교통지왼 

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곳에는 음식물， 음료수 및 구호소 정보를 비치하여 활 

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이곳에 현장 의료지원 기능을 둘 수도 있다. 

• 市는 비상기간동안 차량 연료의 활용성과 배포를 보장토록 해야 한다 

- 소개시 교통량 폭주로 인한 연료의 재공급계획올 수럽해야 한다， 

- 연료 차량은 헬기 잠시에 따라 교통 혼잡아 극심한 지역 주변에 배치되게 된다 

- 市는 지역 경찰서에 연료의 운송을 경호토록 협조를 요청한다 

5.5 노약자동 배려 

• 특수지원 대상 주민(예， 고령자， 지체부자유자， 의학적으로 병약한 자， 인식 장애자 

퉁)들은 이동을 위해 특별한 훈련올 받은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로 할 수 있으며， 필 

요에 따라 특별한 장치가 장착된 차량올 필요로 할 수 있다 (위험지역이나 관리 대 

상지역 어느 콧이든) 대규모 이재민보호센터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상황에 대한 준비 

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위에 해당되는 사람틀은 적절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춘 적절한 시설로 이통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이들 특별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짧-區는 특수 지원대상 주민 및 특수시설 거주자를 

위한 적절한 대피시설을 영기한 소개 계획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이러한 노력 

에 대한 市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市 계획에 따라 요청하여야 한다 

• 이 계획에는 일반 주민들처럼 행동V반웅)하지 못하는 노약자동에 대하여도 고려하 

여야 한다 노약자퉁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노인， 신체장애자， 단기 체류자(무주택자， 

한시적 작엽자， 여행자 동) , 보육시설(예; 교정시설， 소년원， 약물중독치료센터 둥)， 

어련이， 은둔자， 한국어를 못하는 사람들이 포함된다 

• 郞 區는 개별적인 소개 지원이나 통지를 필요로 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내에 거주 

하는 노약자동에 대한 비공개 명단을 작성하여야 한다 업ß~는 이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할 책임이 있다 

• 那·區는 주민， 보건전문의 및 기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지속적으 

로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며 비상시 특별한 경고， 소개 및 옥내대피 지원올 필요로 하 



주민보호조치 이행 EPP-UA-05. Rev.O. 9/36 

는 개인들의 목록을 편집 관리하여야 한다， 모든 숭인된 특수 지원시설들은 비상 소 

개 및 수송계획올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이들 특수 지원시설올 관리하는 소개 계획 

은 지역 행정기관의 숭인을 받아야 한다 

• 특수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들에게는 기존의 많은 비상 통지 방법들을 활용할 수 없 

다 이들이 적절한 행동을 취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경고 방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한 가지 방법 만에 의존하는 것 보다는 여러 가지 경고 방법을 조 

합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 소개 계획에 따라 신체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스스로 소개하거나 책임올 부여받은 조 

직에 의해 안전하게 소개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 계획에 반영되어야 한 

다. 신체 장애인들은 소개시 다양한 난관올 부딪치게 될 것이데， 이는 이러한 소개가 

특수 지원시설을 충분히 갖춘 수송수단에서 먼 거리를 이통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 

이다 

5.6 정보 관리 

• 각 재난지역 별로 효율적으로 주민보호조치의 활동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정 

보가 해당 市， 那 區지역 대책본부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이 러한 정보의 출처로는 주 

민보호조치를 유도하는 방재요원 특정 자원단체 요원 지역 재난시 활성화 되는 지 

원조직 퉁이 될 수 있다 

5.7 이재민보호센터 

• 빼 1.쿄는 소유 시설이나 유사한 형태의 시설을 활용하여 방사선에 영향 받은 사람들 

과 주민보호구역에서 소개된 이재민틀을 위해 대량의 임시 가옥을 제공허게 된다 

이는 모텔 호텔 숙박의 활용이나 학교， 문화센타， 시민공원 퉁을 활용하여 실제적으 

로 주거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된다 다양한 종교단체(예， 교회 ， 사찰)의 

재난 지원에서도 이재민들에게 그들의 시설을 활용하거나 숙박을 제공할 수 있다 

• 지역 대피시설의 활용이 불가능하다연， 공원 부지에 이동식 주택이나 텐트촌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 만약 필요한 이재민보호센터의 규모가 지역 행정기관 및 자원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능력올 크게 벗어나는 경우나， 재난 지역의 실질적인 피해에 따라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텐트촌의 활용이나 기타 방법을 동원하여 재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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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자들을 위한 임시 가옥 및 기타 지원 시설틀을 제공하는 데에 도웅을 받기 위하여 

군부대의 지원올 요청할 수 있다 

6. 조직 및 책임 

6.1 조 직 

주민보호조치 이행은 那지역대책본부 주민보호반 지휘 및 市지역대책본부의 市현장 

대웅팀의 조정아래 다음과 같이 현장대응요원들로 구성 운영된다 

6.2 구 성 

중앙대책본부 

市지역대책본부 
주뺑행.~랜엔 

주민보호 문역체계도 

긴급한 주민보호조치(옥내대피， 소개 및 갑상선 방호) 및 음식물섭취제한/농축수산물 

유통제한 이행에 참여하는 기관/부서는 다음과 같다‘ 

-市지역대책본부 

+ 주민보호반장(l) 

+ 주민보호반원(2) 

+ 현장대웅요원(000) 

(부산광역시 산하 주민보호 관계부서 및 지 역 공공기관) 

二 노약자보호지 원요원 市， 都 l훌 공무원， 소방본부 구급요원으로 구성 



주민보호조치 이행 

= 음식물섭취제한요원 : 市， 염8 區 꽁무원으로 구성 

= 농축수산물통제요원 市， 都 區 공무원으로 구성 

那 區지역대책본부 

+ 주민보호반장(l) 

+ 주민보호반원(5) 

+ 현장대웅요원(000) 

(기장군 산하 주민보호 관계부서 및 지역 공공기관) 

= 주민 소개 유도요원 영E 區 공무원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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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유도요원 11 ，298명 .,. 40명/유도요원 1인 =280여 명 

(원전기점 반경 5km내 장안읍 일광면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 : 11 ，298명) 

(소개 버스(40인숭) 1대당 都 I흉 공무원 l명 탑숭) 

= 소개지역내 잔여 주민 확인요원 업8 區 공무원으로 구성 

= 주민 옥내대피 유도요원 영6 區 공무원으로 구성 

· 옥내대피 유도요원 40마을 x 3-5명/마을 = 120-200여명 

(원전기정 반경 5- lOkm내 장안읍 일광변 정관면에 위치하는 마을 수: 40) 

= 주민홍보요원 : 엄ß.[끊 공무원으로 구성 

= 노약자보호지원요원 보건소， 119구급대 및 지역병원 의료진으로 구성 

= 주민수송요원 운수업체， 철도청， 선박업소， 군부대의 직원 군인으로 구성 

눔 따j 상황실 

- 장안읍 읍장(1)， 직원 (5) ， 법정리/행정리 이장( ) 

+ 일광연 : 융장(l)， 직원 (5) ， 법정리/행정리 이장( ) 

? 정관띤 읍장(l)， 직원 (5) ， 법정리/행정리 이장( ) 

6.3 책 임 

(1) 퍼지역대책본부 

@ 주민보호반장 

주민보호구역 의사결정 현황 검토 

那.[룹지역대책본부의 주민보호구역 설정 검토 및 市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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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보호반원 

- 주민보호(옥내대피·소개 낙오자 수색·출입통제 퉁) 지원 

- 那 區지역대책본부의 주민보호조치 운영에 필요한 인원 차량·장비퉁 자원 지원 

+ 주민보호 유도요원 운영현황 파악 및 필요시 지원 

안전관리반과 협력하여 주민보호의 원활한 대웅활동올 위한 원거리 교통통제 둥 

지원 

이재민보호센터 관리 현황 파악 및 펼요시 지원 

- 생활위생 및 장의대책 지원 

- 소개자， 특수계층자(유치원， 학생， 병원， 감호소 퉁). 방사선 피폭자 퉁 영향 받은 주민 

에 대한 복지 관리 지원 

- 농산울， 과수물， 축산물， 수산물의 수확， 유통통제 지원 

- 음료수， 음식물의 섭취제한 및 공급 지원 

임‘상，공업에 영향을 미치는 물자의 유통 동제 및 대책 지원 

(2) 짧·딸지역대책본부 

@ 주민보호반장 

- 주민보호구역 설정 

- 주민보호(욱내대피 소개 갑상선 방호 낙오자 수색 -출입통제 동) 총괄 지휘 

- 주민보호 유도요원 현장배치 -파견 

- 주민보호조치 운영에 필요한 인원 차량 장비 수요 파악 및 필요시 市지역대책본부 

에게 자원지원 요청 

- 주민보호조치 운영현황 종합 및 뼈 區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 

+ 주민 소개 및 옥내대피 현황 

+ 소개 완료한 이재민에 대한 오염검사， 퉁록명부 관리 및 구호 현황 

@ 주민보호반원 

- 원전시설 사고상태， 망사성물질 방출량， 예상피폭선량 평가결과 검토 

- 기상상태(폭우 강풍 폭설) 밤 낮， 교통체증 둥 도로현황 파악 

- 주민보호구역 범위 설정(안) 수립 

+ 원정기점 땅위별 거리별 주민 소개구역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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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점기점 방위별 거리별 주민 옥내대피구역 설정 

+ 소개구역내의 특수 공공기관 소개여부 결정 

- 이재민 수송방안 기획 

+ 행정리(마을)별 소개 주민 현황 파악 

+ 유아원， 학교 동 학생 현황 파악 

+ 병원， 복지시설 동 노약자퉁 현황 파악 

+ 관광지 둥 방문객 인원수 추정 

+ 버스 특수차량 선도차량 기차 선박 헬기 동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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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보호조치를 이행하는 현장대웅요원 운영 현황 파악 및 필요한 차원을 동원하 

여 현장 지원 

- 지역 공공기관(소방‘경찰 교육청 지역병원 군부대)과 협조하여 업무 분장 

- 주민보호조치 운영 현황 파악 집계 및 관계부서/기관에 보고 

- 이재민보호센터 운영현황 파악 

+ 소개주민의 인적사항 퉁록명부 관리 및 이산가족 찾기 지원 

+ 소개주민의 오염 · 피폭검사 이력 

- 노약자동， 방사선 피폭자 퉁 영향 받은 주민에 대한 복지 관리 

- 이재민 및 영향 받은 지역의 주민에 대한 농축산물 섭취제한 관리 

+ 농산물， 과수물， 축산물， 수산물의 수학 및 유통 통제 

+ 음료수， 음식물의 섭취제한 및 공급 

- 엽‘상-공업에 영향을 미치는 물자의 유통 통제 및 대책 

3 현장대응요원 

- 소개 유도요원 

+ 마을별 주민 인원을 파악하고， 주민 40명당 유도요원 l인을 배정·파견 

+ 주민 후송차량 도착 현황 점검 

+ 소개 집결장소로 모이는 자가용 차량의 교통통제 

+ 마을별 주민의 소개시 행동요령 이행토록 지원 

+ 마올별 주민의 소개 집결장소로 집 결， 이장의 마을주민 인원점검 및 후송차량 

숭차 둥 지원 

+ 지역대책본부 지시에 따라 이장이 관리하는 갑상선 방호약품의 40인분을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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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송차량(40인숭) 1대당 유도요원 l명 탑숭후 이재민보호센터로 출발 

+ 지시에 따라 후송중 갑상선 방호약품올 주민에게 배포 복용 지원 

+ 후송중 탑숭인원， 웅급환자 여부 파악 및 지역대책본부에 보고 

+ 후송중 후송차량내 주민에게 주의사항 안내방송 

- 소개지역 잔여 주민 확인요원 

+ 소개 집결지에서 소개자 인원점검을 하고 행방불명자 수색 

+ 흰 수건이 걸려있지 않은 집집마다 방문하여 남아있는 주민이 있는지 확인 

+ 소개완료 확인후 那지역대책본부에 보고 

- 옥내대피 유도요원 

+ 마을별 주민 인원을 파악하고， 행정리 마을당 유도요원 3언을 배정，파견하되 인 

구에 비례하여 인원을 추가 배정한다 

+ 마을회관 퉁 욱내대피 집결장소로 모이는 자가용 차량의 교통통제 

+ 마을별 주민의 옥내대피시 행동요령 이행토록 지원 

+ 주민의 자택 또는 마을회관 둥 욱내대피소로 집결， 이장의 마을주민 인원점검 

둥 지원 

+ 지역대책본부 지시에 따라 옥내대피중 이장이 관리하는 갑상선 방호약품을 주 

민에게 배포 복용 지원 

? 옥내대피 인원， 응급환자 여부 파악 및 지역대책본부에 보고 

- 옥내대피중인 주민에게 주의사항 안내방송 

노약자퉁 지원요원 

+ 노약자풍의 인원을 파악하여 보호조치 이행 

교통 통제요원 

+ 주요도로의 교통통제 및 이 재 민 후송차량 교통 지 원 (EPP-UA-06 Rev.O 참조) 

버스 특수차량 선도차 기차-선박 운전자 

+ 지정된 마을의 집결 장소로 후송차량 운행 

4 유도요원의 지시에 따라 이재민 숭차 및 이재민보호센터 또는 지정장소로 이동 

+ 출입통제소 동의 통제요원의 지시에 따라 차량 오염검사 제염을 위한 장소로 

이동 

주민보호조치 운영 현황 파악， 집계 및 관계부서/기관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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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보호센터 운영현황 파악 

4 소개주민의 인적사항 퉁록영부 관리 빛 이산가족 찾기 지원 

+ 소개주민의 오염 • 피폭검사 이 력 

(3) 뭄 -때 상황실 

- 都·區 지역대책본부 지 시 에 따라 주민보호조치 이 행을 이장에게 전파 

+ 마올 주민， 노약자둥 인원 현황 및 이장 현황 정검 

+ 이장에게 주민보호조치 이 행 지시 

+ 마을방송 실시 

+ 주민 홍보차량 운영 

+ 이장으로부터 주민보호조치 이 행 현황 접수 및 那 區 지역대책본부에 보고 

T 물 面 상황실 거주성 상실시 영ß . 區 지역대책본부로 이동 

7. 운영 절차 

7.1 일반사항 

•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선비상이 발령되고 관계기관에 통지되었다고 하여， 즉시 주민 

보호조치를 실시하는 것은 아니다. 주민보호조치는 원자력발전소 격납건물에 가두어 

져 있는 방사성물질이 환경으로 방출될 우려가 있거나 방출되어， 주민의 건강상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있을 경우에 한하여 설시하게 된다 주민보호조치 실시 

여부는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합동망재 대책협의회에서 협의를 거쳐 결정되며， 

都 區지역대책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주민보호구역내 주민보호조치흘 실시하게 된다 

원전의 사고 상태가 긴박하게 진행되어 합통방재대책협의회를 개최하지 못할 경우에 

는 홈6 區지역대책본부장이 주민보호조치 의사결정을 하고 실시를 지시하게 된다 

• 주민보호조치를 어느 범위까지 질시할 것인지는 사고시설 안전상태， 방사성물질의 

환경방출량-방출률， 기상조건， 주민 예상피폭선량 평가결과， 망사선환경 모니터링 결 

과 등을 고려해서 결정된다 

- 방사선이나 방사성물질에 의한 영향이 발전소 부지내에만 국한하여 영향을 끼친다 

고 판단될지라도， 만약을 위해에 예방 조치차원에서 원전기정 반경 2krn 내 외에 

있는 마을은 옥내대피토록 조치할 수 있다. 

방사선이나 방사성물질이 발전소 주변 환경에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주민보호조치 이행 EPP-UA-05. Rev.O. 16/36 

의사결청 결과에 따라 소개를 실시 한다 

• 긴급한 주민보호조치는 육내대피， 소개， 갑상선 방호를 기본으로 한다. 

- 옥내대피는 자택이나 가까이에 있는 건물에 들어가는 보호조치로서， 건물의 차폐 

효과에 의해 대기 중에 퍼져있는 방사성물질로부터 외부 방사선 피폭올 저감시키 

는 방법이다. 건물의 창문， 출입문을 닫고， 환기장치를 꺼서 건물의 기밀성을 높여 

외기의 오염된 공기 유입을 방지함으로서 호홉에 의한 내부 방사선 피폭을 저감할 

수 있다. 

- 소재는 사고가 발생한 원전으로부터 거리활 얼리 떨어져 있게 하여 방사선이나 방사성물 

질에 의한 영향을 저감하는 보호조치로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밖에 있는 이재민보호샌터 

로 소개하는 것이다 원자력발전소에서 다량의 방사성울질 방출로 장시간에 걸쳐 방사선 

피폭이 예상되어， 욱내대피에 의한 방사선 저감 효과보다도 소개시 받는 영향이 적올 것으 

로 판단원 경우 소개륜 실시하게 된다 핵연료용 손상 또는 용융사고인 경우， 격납건물의 

건전성에 의거한 방사성물질의 방출량괴 기상조건에 따르겠지만1 풍하방향올 고려한 원전 

기접 2- 5 km 내 외의 주민윤 소개시키고， 원전 사고상태 및 환경망사선 모니터링에 의거 

소개범위를 확대시킨다 

- 갑상선 방호는 사고원선으로부터 환경으로 방출된 방사성 요오드로부터 인체의 갑상선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갑상선 방호약품(안정 요오드제)올 사전 또는 피폭 직후에 복용 

함으로서 방사성 요오드가 갑상선에 침작하는 것올 방지시킨다 

7.2 소 개 

(1) 소개 준벼 

- 영ß.!~지역대책본부장이 주민 소개준비를 지시하였을 경우 주민보호반장은 다음과 

칼은 주민 소개준비플 수행한다 

+ 원전의 사고상태 및 풍하방향을 고려하여 예상되는 주민보호구역 중 소개 대상 

구역을 확인하고， 소개 순서. 소개 경로 및 후송하여야 할 이재민보호센터를 확 

인한다 

+ 소개하여야 할 주민보호구역내 주민틀의 소개 집결 장소와 각 집결지별 주민 

인구수를 점검하고， 이에 따른 수송차량을 배차하여 집결지로 이동토록 운수업 

체 동 관계기관에 통지한다 

= 주민보호구역의 주민등록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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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수송차량 배차 계획 

+ 주민 소개유도를 위한 현장대웅요원을 통원하여 지정된 장소로 파견토록 지시 

한다 

= 직원 현지파견 차량 수배 

= 주민 소개 유도 대응체제 점검 

= 소개 홍보차량 편성 (수행절차서 EPP- UA- 04 참조) 

= 교통통제를 위한 준비 

+ 이재민보호센터의 관리자에게 이재민보호센터를 가동토록 통지하고， 이재민보호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파견 이동토록 관계기관에 요청한다. 

= 이재민보호센터 개설 준비 (수행절차서 EPP- UA- 08 참조) 

- 주민보호 유도요원은 관계기관간 협조하여 임무를 수행한다 

+ 붙임 8.8 “주민유도요원 배치계획” 참조 

(2) 소개 범위 

- 주민보호조치는 행정리 마을 단위별로 이장을 중심으로 시행한다 

- 학생보호조치는 유아원， 초중동학교의 장을 중심으로 시행한다-

원전 핵연료봉의 손상 또는 용융되는 적색비상 발령시， 원전기점 반경 2km 내 외 

에 있는 마을 및 풍하방향 5km의 3섹터 방위 내에 있는 마을은 소개를 우선적으 

로 고려한다 

고리원전 주변 5년간 기상자료에 근거한 월평균 최다 풍향은 다음과 갇다 

월별 최다 풍향 

l월 2월 3월 4월 5월 6월 

WSW w SSW SSE SE NNW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SSE w w W w WSW 

- 고리원전 기점 반경 2km 내 외에 걸쳐 있는 2009. 8. 31의 인구수는 다음과 같다 

읍면 법정리영 마을명 세대수 인구수(명) 노약자수(영) 

윌내리 월내 776 1,762 

장안읍 
길천리 

길천 848 1,817 

고원 495 1,681 

합 계 2 3 2,119 5,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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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리원전 기점 방위별 반경 3-5km 내 외에 걸쳐 있는 2009. 8. 31 현재의 인구수 

는 다음과 같다 

방위 법정리명 마을영 세대수 인구수 
개천 59 128 

NNW 오리 신리 58 155 115 325 
판콕 38 82 
구기 39 79 

NW 반룡리 반룡 40 186 81 414 
고무 14 36 

기룡리 하근 93 218 
엄랑리 임랑 323 763 

좌천리 
시장 164 403 

w 좌천 646 1288 1.515 3,047 

좌동리 
좌동 128 291 
덕산 27 75 

문동리 문동 162 412 
WSW 문중리 문중 165 450 408 1110 

원리 원당 123 290 

SW 
칠암리 칠암 312 

486 
769 1142 

신평리 신 I영 174 373 
합 계 2,565 6,038 I 

- 고리원전 기점 반경 5km 내 외 학교의 학생 수는 다음과 같다. 

융‘연 방위 거리 (km) 학교명 학생수(영) 

w 1.5 
월내초둥학교 392 
원내초풍학교 병셜유치원 23 

장안융 
WNW 4 장안초둥학교 43 

좌천초퉁학교 142 
SW 4 좌천초등학교 병설유치왼 14 

장안제일고 323 
칠암초퉁학교 88 

일광연 SW 4 칠암초동학교 병셜유치원 24 
칠암어린이집 140 

l 합 계 1,189 

- 고리원전 기점 반경 5km 내 외에는 종합병원으로 원자력의학원 동남권 분원이 있 

으며， 입원환자 최대 (304) 영， 의료진 (297) 명 및 시설운영 직원 (50)여명이 있다 

- 고리원전 기접 반경 5km 내 외 관광지로는 엄랑 해수욕장이 있으며， 여름철에 l 

일 1,000 여명 관광객 수가 예상된다 

- 위와 같은 자료를 평가하여 볼 때， 11 ,000 여명의 주민， 학생， 환자 및 망문객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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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소개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모니터링 결과에 의거 5 km 이상 소개 조치 

가 펼요하게 된다면 소개 인원은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른 수송 차량 

과 현장유도요원도 더욱 확보하여야 한다 

그러냐 원전의 사고 상태에 근거하겠지만， 5km 이상의 지역에서의 긴급한 소개조 

치가 요청되는 사고의 발생 확률은 매우 작으며 옥내대피를 하게 되연 상당부분 

피폭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5km 이상의 지역에서는 소개로 

인한 2차적인 사고를 유발하기 보다는 옥내대피 및 갑상선 방호를 하여 방사선 피 

폭을 저감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3) 이재민 수송 수단 

- 원전기정 반경 5km 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개에 대한 수송 수단은 기차， 버스， 

선박을 윈칙으로 하며， 자가용 차량은 금지한다 다만，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동에 

대하여는 집결 장소까지 자가용 차량 운행을 허용한다 그러나 노약자퉁의 상태가 

위급한 상황이거나 거동이 매우 불편한 경우에는 병원， 복지시설 또는 이재민보호 

센터까지 자가용 차량 운행을 허용한다 

- 소개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수송 수단의 운행이 지체되고， 방사성물질의 환경방출 

이 영박하거냐 방출되었을 경우， 방사능구름이 지나갈 때까지 옥내대피를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옥내대피로 인하여 피폭 받는 것보다 도보로 영향 받는 지역을 

벗어나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피폭을 덜 받을 것으로 판단되연 도보로 소개할 수 

도 있다 이러한 의사결정은 이재민 각자가 알아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며， 지역대 

책본부장이 종합적인 판단 하에 결정할 사항이다 

• 기 차 

- 市지역대책본부는 철도청의 지원을 받아 긴급 임시열차를 편성 운영한다 

- 월내역， 좌천역 기점 반경 2km 내 마을 주민들이 도보로 월내역， 좌천역에 집결하 

여 열차에 탑승할 경우를 가정 

+ 기차 수송능력 l열차 x 4객차/열차 xl50명/객차 = 600명 

+ 월내， 길천， 고원， 구기마을 주민 수 5，339명 

+ 시장， 좌천， 좌동， 원당마을 주민 수 2，499명 

+ 열차 수 (5,339 + 2，499)명 600영/열차 = 13 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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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 스 

- 운수업체 지원을 받아 대형 버스(40인숭)를 동원 운영한다 

+ 붙임 8.6 “이재민 수송 동원차량 현황” 참조 

- 동원 차량 수 

+ 붙임 8.7 “이재민 집결지 및 수송차량 동원 수” 참조 

• 선 박 

- 월내항에는 어선 58척의 정박 수용능력을 갖추고 있다 

+ 해양경찰서 경비정 ( )명/정 x (정 = ( ) 영 

+ 기장군청 지도선 ( )명/정 x ( 1 )정 = ( ) 영 

+ 일반 어선 (명/정 x ( 1 )정 = ( ) 명 

- 일반어선은 2차적인 위험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능한 한 활용하지 않도록 한다 

- 목적지는 동암항이며， 대기하고 있는 후송차량에 탑숭하여 이재민보호센터로 이통 

한다 

· 도보 

- 원전기점 1.5km에 있는 사람이 방사능구름 도착 l시간 전에 도보로 주민보호구역 

올 벗어날 경우 95%이상 피폭 저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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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개 유도 

- 都 區지역대책본부장이 주민 소개를 지시하였을 경우， 홍보협력반장은 마을방송망 

등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주민 소개방송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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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 (지시 사항〉 

- 마올별 소개 집결 장소로 집합할 것 및 이재민보호센터 위치를 확인할 것 

- 휴대해야 할 물풍은 최소로 할 것 

+ 라디오， 손전퉁， 현금， 예금통장， 인감， 건강 보험중， 신분중명서동 

+ 과자， 통조립， 캔 쥬스 동의 비주식， 갈아입을 옷(2 -3일분) 

+ 유아에 대하여는 분유， 기저귀 풍기타 필수풍 

- 자택 내 화기의 소화， 전퉁의 소퉁을 확인하고， 창문퉁올 닫고， 가스 및 수도를 

장그고， 자물쇠로 현관문 대문을 잠글 것 

- 집 떠나기 전， 하얀 수건을 현관문 대문에 걸어두어 소개된 집임을 표기 할 것 

- 원칙으로서 도보로 소개 집결지로 이동할 것 자가용 차량은 사용하지 말 것 

입 및 코를 마스크‘수건 퉁으로 가리어 방사성물질이 호홉기를 통해 홉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겉옷을 착용하여 피부에 딪지 않도록 할 것 

- 소개 주민보호구역은 교통 통제를 시행하는 곳임 

- 기타의 구역은 특별한 대웅은 필요하지는 않지만， 쓸데없이 외출은 삼가할 것 

유언비어에 혼란하지 말고， 초조해하지 말고 안정되게 행동토록 할 것 

(2) <기타 필요사항〉 

- 이웃 사랍들과 소개 지시플 확인할 것 

- 소개하기 전에 수일간에 걸쳐 소개할 것을 고려하여 집의 문단속과 가스 전기 

수도를 장그고， 유아， 아이， 노인동의 신변 물건을 지참토록 한다 

애완동물은 원칙적으로 자택에 머물게 두고， 물， 먹이를 주도록 한다 애완동 

물을 동반할 경우에는 우리 퉁에 넣어 소개 차량에 함께 탑숭토록 한다， 이 

경우 이재민보호센터에서는 애완동물 전용 구역올 설정하고， 관리하게 된다 

소개 유도요원 또는 집결지 책임자(이장)의 지시에 따를 것 

- 자택에서 집결지까지는 휠 수 있는 한 섣서 있게 이동토록 한다 유도요원 또 

는 경찰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소개 주민보호구역내의 노약자퉁은 유도요원의 지원을 받도록 한다 

- 수송계획에 따라 집결지 장소， 숭차 시간을 주민에게 알리고， 도착한 사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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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차적으로 대기하고 있는 차에 탑숭시키고， 이재민보호센터로 후송한다. 

- 대형 건물내로 욱내대피하는 경우에는 욱내대피 기간이 짧고， 건물내 애완통 

물용 전용구역올 확보하기가 곤란하므로 애완동물을 함께 동반하면 안 된다 

- 주민 소개 유도요원은 이장과 협조하여 소개하는 주민을 확인하고， 경찰과 연 

계해서 소개 주민보호구역내 남아있는 사랍이 없는지 확인한다 소개 주민보 

호구역내 소개가 완료되면， 郵 區 지역대책본부에 소개완료를 보고한다-

(5) 소개 집 결 장소 

- 고리원전 기점 방위별 반경 0-5krn 내 외에 있는 마을의 소개 집결지는 다음과 

같다 

+ 붙엄 8.6 “이재민 집결지 및 수송차량 동원 수” 창조 

(6) 수송 수단 및 동원 차량-기차의 수 

- 이재민 수송 차량은 都 [.ll; 소유의 차량， 민간운수업체의 버스 및 마을버스 풍을 

통원한다- 부족할 경우 市에 요청한다 철도가 개설된 지역은 기차로 이통한다 

- 길천 ， 고원， 월내， 시장， 좌천， 좌동， 원당마을 주민은 기차 또는 버스를 선택할 수 

있어 버스 차량 수를 1/2 (=91 대)로 줄일 수 있다 따라서 반경 5km 내 주민 수송 

올 위해 동원하여야 할 40인숭 버스는 총 200여대 및 기차는 5열차 (1열차당 객차 

4량) 정도를 동원 운영하여야 할 것임 

(7) 주민 이행사항 

소개해야 할 주민보호구역내 주민틀은 소개 지시를 들었을 경우， 마음과 같은 사 

항올 이행한다 

+ 지역대책본부의 지시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이행한다 

+ 현 위치에서 도보로 집결 장소로 이통한다‘ 집결지가 2krn 이상 되거나 도보로 

이동하기에는 곤란한 사랍인 경우에는 자가 차량으로 집합 장소로 이동토록 한 

다 이 경우， 될 수 있는 한 같이 타도록 한다 

- 자가용 차량은 집합 장소에서 벗어난 교풍에 방해가 안 되는 곳에 유도요원의 

지시에 따라 주차시키고， 차 열쇠는 봉투에 넣어 소유자와 번호륜 영기하고 유 

도요원에게 건네주어 관리하게 한다 



주민보호조치 이행 EPP-UA-05. Rev.O. 23/36 

(8) 유아원， 유치 원， 초중둥학교 이 행사항 

- 주민보호반장은 유아원， 유치원， 초중동학교로 통지하고， 우선적으로 소개시킨다 

+ 학생들이 둥교중이거나 하교중인 경우에는 학교가까이 있는 학생은 학교 교실 

에 수용하고， 인원을 파악한다， 

+ 수업 시간중인의 경우， 학생들올 교실내에 수용한다 

+ 지역대책본부에서 구체적인 방재대책이 지시될 때까지 대기한다 

+ 지역대책본부로부터 학생 소개 지시가 나왔을 경우， 지역대책본부에 학생 인원 

을 통지하고， 지역 대책본부가 수배한 수송차량에 탑숭하여 이재민보호센터로 이 

통한다 

(9) 노약자둥 소개 유도 

- 주민보호반장은 소개 주민보호구역내에 노약자동을 위한 필요한 자원을 파악하여 

지원요원과 차량을 편성해서 소개시 킨다， 노약자동의 성명， 주소， 소개장소(이재민 

보호센터， 복지시설， 병원) • 수송수단(도보. wheel chair. 자동차， 특수차량 동) 둥을 

사전에 마련하고 이에 따라 소개시킨다. 이틀 세부내용은 이장， 소방， 군지역대책 

본부가 준비 유지‘관리한다 소방은 주민 소개시 노약자둥의 소개 절차에 따라 노 

약자를 우선적으로 소개시킨다 

- 노약자퉁의 상황에 따라 이재민보호센터에 이동하기가 곤란한 경우. 구급차량으로 

복지시설이나 병원으로 후송한다 자가용차로 소개 가능한 지는 노약자 소개 절차 

에 둥록시켜 자가용차로 소개 시키도록 한다 

- 소개 주띤보호구역내에 있는 원자력의학원 동남권 분원 둥 지역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는 예상피폭선량 평가결과에 의거 옥내대피하거나 소개토록 한다 

+ 이들 병원은 자체 소개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입원환자 수송차량과 지원인력 

을 市지 역대책본부에 요청한다， 

+ 市지역대책본부는 이들 병원의 입원환자를 부산광역시내 종합병원에 분산 배치 

시키거나， 국군부산병원에 야전병원을 설치 운영하는 방안을 수립 이행한다 

(10) 주민 소게 확인 방법 

- 주민은 마을 단위로 소개한다 행정리 이장은 집결지에 모인 주민 인원올 파악하 

여 소개자 현황을 정리하여 ， 법정리 이장에게 제공한다 



주민보호조치 이뺑 EPP-UA-05. Rev.O. 24/36 

- 那은 주민 소개 확인을 위해 담당구역올 사전에 배분하여 소개된 구역내 사랑이 

남아 있는지 확인토록 한다. 이들은 각 집집마다 방문하여 소개를 표지한 흰 수건 

이 걸려 있음올 확인하고， 표식이 없는 집의 현관을 열어서 남아있는 사랍이 있는 

지 확인한다 소개 완료된 마을은 주민 소개 지도에 표지하여 都지역대책본부 주 

민보호반에게 보고한다 

- 경찰 치안유지 현장대웅요원은 郵의 잔여 주민 확인에 협조한다 

(11) 소개 정로 및 목적지 

- 원전 기정 5km 내에 거주하는 장안읍 일광연 주민은 국도 ( )번을 따라 납쪽방향 

으로 이동하여 000 부대에 위치한 이재민보호센터로 이동한다. 

- 주민보호 소개구역이 확장될 경우 원전기점 5-10km에 거주하는 장안융 일광면에 

거주하는 주민은 국도 ( )번을 따라 남쪽방향으로 이동하여 000 부대에 위치한 이 

재민보호센터로， 정관변에 거주하는 주민은 국도 ( )변을 따라 남쪽방향으로 및 국 

도 ( )번올 따라 서쪽방향으로 이동하여 금정체육공원에 위치한 이재민보호센터로 

이주한다 

7.3 옥내대피 

• 郵‘區지역대책본부 주민보호반장은 옥내대피 대상구역을 확인하고， 현장에 배치왼 

옥내대피 유도요원에게 대상구역 주민의 옹내대피 유도 및 상황을 확인 보고토록 지 

시한다‘ 

- 주민보호반장은 마을별 주민 인원을 파악하고， 행정리 마을당 유도요원 3인을 배 

정 파견하되 필요시 인구에 비례하여 유도요원 인원을 추가 배정한다 

- 현장대웅요원은 주민이 옥내대피시 주민행동요령 및 킹6지역대책본부의 지시사항을 

이행토록 유도‘지원한다 또한 주민의 자택 또는 마을회관 둥에 욱내대피하는 것 

을 점검하고， 이장의 마올주민에 대한 인원점검하는 것올 지원한다 

- 현장대용요원은 지역대책본부 지시에 따라 옥내대피중 이장이 관리하는 갑상선 방 

호약품을 주민에게 배포 복용토록 지원한다 

현장대웅요원은 웅급환자 발생 여부를 파악하여 지역대책본부에게 보고한다 

• 안전관리반장은 경찰과 협력하여 마을회관 퉁 옥내대피 집결장소로 모이는 자가용 

차량의 교통올 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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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那 區지역대책본부장이 주민 소개준비를 지시하였올 경우， 홍보협력반장은 마을경보 

방송망올 활용하여 다음 지시사항을 방송하고， 현장의 홍보차량 헬기 선박을 활용하 

여 홍보한다 

< 지시 사항 >

- 옥내에 머무르고， 건물 밖으로 나오지 말 것 

- 옥내대피구역내 외출중인 사람은 신속하게 귀가할 것 단， 즉시 귀가가 곤란할 경 

우에는 가장 가까운 공공시설로 대피할 것. 

- 옥내대피지역은 교통 통제가 실시되는 지역임 

- 건물의 모든 창문， 문 퉁의 개구부를 폐쇄할 것 

- 건물 환기계통， 에어컨 둥을 멈추고， 외기의 공기 유업을 방지시킬 것. 

기타 구역은 특별한 대웅은 필요 없지만， 불필요한 외출은 삼가할 것 

- 식료품은 용기에 넣어 뚜껑 또는 랩을 할 것. 옥내에 둔 식품은 먹을 수 있다‘ 

-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말 것 

텔레비전， 라디오， 마을방송앙 풍에 의한 市， 都에서의 지시， 전달 및 비상정보에 

유의할 것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홍보할 것이므로 지시에 따를 것 

-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전화는 삼가 할 것 

- 밖에서 돌아온 사랍은 얼굴이나 손을 씻고， 양치질 할 것 

• 홍보협력반장은 마을방송망둥올 활용하여 옥내대피중인 주민에게 원전 사고상태， 방 

사성물질의 누출，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및 주민이 이행하여야 할 사항 동을 주기적 

(15분 간격)으로 또는 상황이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때마다 방송 지시한다‘ 

8. 붙임 

• 붙임 8.1 비상계획구역 주변 읍 연별 인구분포도 

• 붙임 8.2 비상계획구역내 원진기점 거리별 마을별 인구분포 

• 붙임 8.3 비상계획구역내 원전기접 방위별 거리별·마을별 인구분포 

• 붙임 8.4 이재민 집결지 및 수송차량 동원 수 

• 붙임 8.5 주민보호조치 유도요원 배치계획 

• 붙임 8.6 이재민 수송 동원차량 현황 

• 붙임 8.7 이재민보호센터 및 주민 소개 경로 

• 붙임 8.8 구역별(방위별·거리별) 마을별 유치원-초중고둥학교 학생 수 

• 붙임 8.9 재난시 노약자동에 대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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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 8.1 

비상계획구역 주밴 읍·면병 인구분포도 

(2009 8. 31 현재) 

‘-

용상용 
(29 ，398명) 

g마면 

’ 
(4，927엉) 

、t

기장웅 

(51 ， 435 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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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 8.2 

비싸계획구역내 원천기점 거리법 ·마음병 인구분포 

(2009. 8. 31 현재) 
씬전 τ，.. 강 .. 

기거갱리 융연 냉갱리 명 앵정리영 세대수 인구수 Oc~l 안l웰 1 1월미~만3세 3미-7만쩨 7-미l만3세 1 13미~때만세 4이O셰상 노약자 
776 76~ 

0-3 장안융 길천리 --2A융 l않뼈lL9」 km 고잉 

소계 효’i쪽t@E 
오리 

반용리 

장안융 

화천리 
없12효lL H웰 3-5 

화동리 km 

기흉리 

일광연 

소계 18 2.664 6,286 

영헤리 

장안융 장안리 
，~ 

억선리 

동액리 

이천리 
풍 

삼성리 

일팡연 
5-10 화전리 

km 
(EPZI 

앤리 

얘링띠 

정판연 달산리 

「

앙곡리 

tU~}려 

기장융 핀축리 

소계 41 5，여5 11,018 

계 합계 62 9없8 22,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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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 8.3 

비삿계획구역내 위천기적 방위별·거리병·마음병 <;，1 구분포 

(2α)9. 8. 31 현재) 
잉꺼기갱 여링여 

땅위 ( 거km리1 융 연 냉정 리영 앵갱리명 세대수 인구수 0미~1n월i'" 1 I월 미-아3세 3 미-7아세 ~ 미1아3세 J 마 w아 4 이0삿세 노약자 

0-3 걸 천리 

3-5 오리 
NN、v

장안융 

명 혜리 

냐二3... l 62 

3-5 
'l!ι 룡리 

NW 1--
장안용 

기 룡리 
5-10 
<EPZ) 장 안리 

15- ]0 
4챔 

IWNW 

3-5 '* 천리 4-영sι↓ 장안융 화 
'-

동리 
1--

댁 션랴 

예링 리 

w 
( 5E~%lO) 갱판연 달 산리 

땅곡리 

인광연 원리 

「후좋되 
i.25! 

3-5 
1-- 원리 

IWSW 
( 5E~P2IO) 

일광연 훔정굉 

용천 리 

받츠 
il3J&7&3ii-

5- ]0 힐왕연 이천 리 
흉쏠 

SW 
(EPZ) 

상성 

5- ]0 
→a2&9&ι1i당a 

SSW (EPZ) 기장융 앤죽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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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8.4 

이재민 전경지 및 수송차량 통원 수 

口 원전기점 5krn 이내 

방위 법정리명 마을영 인구수 차량수 집결지 소요시간 

길천 
길천리 

1,817 45/2 월내역，월내초퉁 

고원 1,681 40/2 월내역， Apt운동장 

NNW 개천 128 3 마을회관 

오리 신리 115 3 마을회관 

판곡 82 2 마을회관 

월내리 월내 1,762 4412 월내역， 월내초퉁 

구기 79 2 마을회관 

NW 
반룡리 반룡 81 2 마을회관 

.:il.! 口「 36 l 마을회관 

하근 218 5 마을회관 
기룡리 

기룡 마을회관 248 6 

엄랑리 임랑 763 19 해수욕장 

시장 403 10/ 2 좌천역， 좌천초퉁 
좌천리 

w 좌천 1,515 37/ 2 좌천역，좌천초퉁 

좌동 291 7/ 2 좌천역， 마을회관 
좌동리 

덕산 75 2 마을회관 

문동리 문동 412 10 칠암초둥 

wsw 문중리 문중 408 10 칠암초퉁 

원리 원당 290 7/ 2 좌천역， 일광초퉁 

칠암리 칠암 769 19 칠암초퉁 
sw 

신평리 신평 373 10 칠암초둥 

합 11 ,546 284 

* 1/2 은 기차와 버스로 안반씩 분산함을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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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원전기점 5- 10 km 이 내 

방위 법정리명 마을명 인구수 차량수 집결지 소요시간 

오리 대륭 188 5 

NNW 
도야 136 3 

명례리 대명 73 2 
신영 134 3 

NW 장안리 
하장안 146 4 
상장안 164 4 

까TNW 
용소리 용소 200 5 
병산리 병산 132 3 

덕선리 
선암 113 3 
내덕 111 3 

예립리 
예립 344 9 
서편 135 3 
독점 33 l 
강변l 226 6 

w 달산리 강연2 416 10 
달산 93 2 
구연동 276 7 

방곡리 
방곡 19 1 
'2l’ A ι} 241 6 

원리 
하리 106 3 
광산 96 2 

원리 상리 143 3 
청광리 청광 107 2 
화전리 달곡 92 2 

WSW 산수콕 64 2 

용천리 
회흘 58 1 
대리 100 2 
상곡 64 2 

동백리 동빽 659 16 
화전리 화전 224 6 

이동 563 14 

이천리 
이천동 936 23 
이천서 783 19 SW 
삼덕 140 3 
삼성 l 986 25 

삼성리 삼성2 552 16 
후동 111 3 

횡계리 횡계 110 3 
학리 학리 699 17 

SSW 
원죽리 

웬죽l 155 3 
원죽2 1096 27 

합 계 41 11,024 274 



주민보호조치 이행 EPP-UA-05 , Rev.O , 31 /36 

붙임 8.5 

주민보호조치 유도요워 배치계획 

口 원전기점 5 km 이내 

방위 법정리명 마을명 인구수 유도요원수 집결지 소요시간 

길천 1,817 45 
길천리 

고원 1,681 40 

NNW 개천 128 3 

오리 신리 115 3 

판곡 82 2 

월내리 월내 1,762 44 

구기 79 2 

r\미V 
반룡리 반룡 81 2 

고무 36 l 

하근 218 。

기룡리 
기룡 248 6 

임랑리 임랑 763 19 

시장 403 10 
화천리 

w 좌천 1,515 33 

좌동 291 7 
화통리 

덕산 75 2 

문동리 문동 412 10 

wsw 문중리 문중 408 10 

원리 원당 290 7 

칠암리 칠암 769 19 
sw 

신평리 신평 373 10 

합 계 11 ,546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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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원전기점 5-10 km 이내 

방위 법정리영 마을명 인구수 유도요원수 집결지 소요시간 

오리 대릉 188 3 

NNW 도야 136 3 
영례리 대명 73 2 

신명 134 3 

N끼N 장안리 
하장안 146 3 
상장안 164 3 

WNW 
용소리 용소 200 3 
병산리 병산 132 3 

덕선리 
선암 113 3 
내덕 111 3 

예림리 
예 립 344 5 
서연 135 3 
도점 33 l 
강변l 226 4 

W 달산리 강연2 416 6 
달산 93 2 
구연동 276 4 

방곡리 
방곡 19 1 
덕산 241 4 

원리 
하리 106 3 
광산 96 3 

원리 상리 143 3 
청광리 청광 107 3 
화전리 달곡 92 3 

WSW λ~"T~ 64 2 

용천리 
회률 58 2 
대 리 100 3 
사。고 --, 64 2 

동백리 동백 659 7 
화전리 화전 224 4 

이동 563 6 

이천리 
이천동 936 10 
이천서 783 8 SW 
삼덕 140 3 
삼성 l 986 10 

삼성리 삼성2 552 6 
후동 111 3 

횡계리 횡계 110 3 
학리 학리 699 8 

SSW 
왼죽리 

원죽1 155 3 
원죽2 1096 11 

합 계 41 11.024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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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8.6 

이재민 수송 통원차량 혀황 

디 지역기관 동원 차량 

2008 .1 2. 1 현재 

기관명 
수송차량 특수차량 

소재지 전 화 
대형 중형 소형 구급차 소앙차 금수차 기타 

합계 

부산광역시 연제구 888-엉82 21 36 131 18 312 17 않5 

국군의무대 
해운대구 730- 6320 6 4 7 22 39 

부산통합병훤 

보병제53사단 ’ 730- 6402 3 5 5 2 15 

61 2기무부대 ’ 74쩌9-7907 10 l 13 24 

해군작전사령부 M 679-0114 3 2 5 

합 계 30 41 148 30 312 19 38 618 

디 운송업체 동원 차량 

2008.1 2. 1 현재 

구역 수송차량 
수인송원 

번호 
업체명 소재지 전회 

대형 중형 소형 
합계 

、IVS 대진버스(주) 
기장군 철마연 722- 7621 90 90 3,600 고촌리 529-1 

삽화여객 긍정구 서l동 산45 523-7211 63 63 2,520 

합 재 153 153 6,120 

口 EPZ니l 개인 보유 차량 

2008 .12.1 현재 

구역 대형 중형 소형 경차 이륜차 
합계 

수송 
번호 (40인 ) ( 15인 ) ( 4인 ) ( 4인 ) ( 2인 ) 인원 

4(기장읍 교리) 0 44 2,440 190 2,674 ]],180 

4(기장융 죽성) 0 14 763 59 836 3,498 

0 -3 (장안융) 0 29 2,325 590 2,944 15,589 

2- 4(일광면) 0 28 1,895 541 2,464 13,045 

4 (정관연) 30 61 1,686 734 2,511 14,716 

합계 30 176 9,109 2,114 11,429 58,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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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 8.7 

이채"，1보호센터 위치 및 주민 소개 겸로 

코스 l 장안읍 • 국도14번 • 기장체육관 • 지방도31번 • 이재민보호센터 1 

코스 2 장안읍 ~ 국도31 번 • 기장체육관 • 지방도31번 • 이재민보호센터 l 

코스 3 : 일광연 • 국도14번 • 기장체육관 -‘ 지방도31번 ~ 이재민보호센터 l 

코스 4 일광연 • 국도31번 • 기장체육관→ 지방도31번 ~ 이재민보호센터 l 

코스 5 정관면 ~ 지방도60번 • 정관산영로(지방도19번) • 철마→ 지방도17번 

• 이재민보호센터 2 

코스 6: 서생연 • 국도31번 • 이재민보호센터 3 

코스 7 온산읍 • 국도14번 • 이재민보호샌터 3 

이재민보호샌터 2 

(금정체육공원) 

이재민보호센터 1 

(육군 000 연대) 

이재민보호센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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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8.8 

구역별(벗위별·거리별) 마음병 유치워·초쥬고듀학교 학쩌수 

구역번호 용-연이용 시션영 | 학생수 | 구역별 누계 1 거리영 누껴 
방향 (SW1 
o ( - lkm1 

1 (I -2km1 

청앙초풍학교 88 
2 (2-5km1 일광연 챔암리 협앙초풍학교 'l!성유치앤 24 252 252 

철앙어린이집 140 

일광연 화전리 
일팡초풍학교 196 

일왕초퉁학교 냉성유치왼 70 
3 (5-8km) 

뽀뽀뽀어린이집 32 
337 337 

일팡연 。1 천리 
새육영어린이집 39 
슬기농이앙 17 

기장융(교리l) 
롯데동산어경이집 l띠 

전씬어린이집 85 
교리초흉학교 1,187 

4 (8- lOkm1 
동그라미어련이집 57 

1,756 1.756 
기장융(쿄리21 초흑어린이집 131 

용잎어린이집 17 

영광연 상성려 
얼팡초퉁학교 학리분교 15 
학리분교 앵실유치원 14 

일광연 이천리 육영어린이집 129 
방향 (‘,VNW1 
o ( -lkm1 

1 (l -2km1 

2 (2-밍ffil1 장안융 
장안초동학교 43 

43 43 

3 (5-8km1 

4 (8- lOkm) 

방향 (W1 

o ( - lkm) 장안융 
월내초퉁학교 392 

415 415 
월내초동학교 냉설유치원 g 

1 (! -2km) 

2 (2-5km1 

3 (5-8에n ) 

4 (8- lOkm1 정판띤 
정판초퉁학교 233 

256 256 
정판초등학교부성유치원 23 

앵향 (SW1 
o ( -lkm1 

1 ([ -2km1 

화천초퉁학괴 142 

2 (2-5km) 장안융 
좌천초등학교 영성유치원 14 

479 479 
장안제일고 323 

3 (5-8km) 
장안고퉁학교 410 

410 410 

기장중학교 979 
979 L 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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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8.9 

재단시 노약자튜에 대하 것의 

• 재난시 노약자퉁이라 함은 소개할 때에도 지원이 펼요로 하는 다음과 같은 자로서 자 

택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 독신 생활 고령자로서 자력으로 못 일어나고， 인지력이 미홉한 자로서 자력으로 소 

개를 하지 못하거나 두려웅을 갖는 자 

+지체부자유자 

+ 독신생활 고령자， 고령자뿐인 세대 및 고령자와 아동뿐인 세대인 

+ 못 일어나고 인지중이 있는 고령자 

• 중도의 장해에 의해 자력으로 띠난하는 것에 지장이 생기는 두려움이 있는 신체장애 

자， 지적장애자， 정신장애자 및 난치병(불치병)자 

- 신체 장해자 

+ 시각장해 l급으로부터 4급까지 

+ 청각장해 2급 및 3급 

+ 상지하지체 줄기부자유 l급으로부터 3급까지 

+ 뇌원생이동 기능 장해 l급으로부터 3급까지 

+ 기타 l급 및 2급인 

-지적장애자 

- 정신장애자 (1급 및 2급) 

- 난치병(불치 병) 인정 자 

• 상기 노약자퉁에 준하는 자 



부산광역시 

박사능박재계확 수햇점차서 

디 구 분 긴급대응조치 

口 제 목 : 출입，교통통제 및 치안유지 

口 번 호 EPP- UA- OO Rev. 0 

口 작성， 검토 및 승인 

작성자 서 영 일 자 

검토자 서 명‘ 일 자 

검토자 서 영’ 일 자 

숭인지 서 영 일 자 

口 절차서 작성 및 개정 이 력 

개정번호 작성xν서 명 발행 또는 개정 이유 숭인지/서 영 숭인일자 

0 / 최초말행 / '2f:fE 

/ / 

2 / / 
3 / 
4 / / 

5 

6 / / 
7 / / 

8 / 
9 /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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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 근거 및 참조사항 

부산팡역시 “지역안전관리계획 원자력재난분야”의 제 l장 제 1절 1.2항 참조 

2. 목 적 

본 절차의 목적은 고리 신고리 원자력발전소에서 원자력비상시 주민보호구역 1 )내 주 

민퉁2)의 안전， 건강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출입제한·치안유지 및 주민퉁의 안전한 소 

개와 긴급통행차량의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한 교통통제를 이행시키기 위해 필요한 운영 

개념， 조직 책임사항 및 운영절차를 규정하는데 있다 

3. 적용 범위 

본 절차는 출입통제， 교통통제 및 치안유지 운영을 책임 맏은 관계기관/부서 및 현장 

대웅요원에게 적용된다 

4. 상황 및 가정 

부산광역시 “지역안전관리계획 원자력재난분야”의 제4장 제6절 참조 

5. 운영 개념 

5.1 주민보호구역 설정 

• 원자력비상시 市， 뼈 區는 주민보호 의사결정에 의거 주민보호구역을 설정하고， 방 

채요원을 제외한 일반인이 주민보호구역 출입을 제한 또는 금지시키고， 주민보호구 

역내에 있는 주민 및 망문객 둥에게 옥내대피 또는 소개를 지시하고， 소개 불웅시 

강제 퇴거시킨다 

• 市， 都 區는 차량 선박，헬기 퉁이 주민보호구역 내로 진입하지 않도록 소방본부， 지 

방경찰청， 해양경찰서， 산립청， 군부대 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협조를 요청 

한다 

1) 주인보호구역이라 함은 원자~I 비상시 긴급한 주민보호(옥내대피， 소개1 갑상선방호) 결정기준에 해당되는 구역으로서‘ 

사고시설로부터 방출되는 방사능구용의 양， 기상조건융 고려한 예상피폭선량 평가결과에 의해 결정왼다 또한 환경땅 

사션량 모니터링의 결과에 의거 주민보호구역이 추가 성정될 수도 있다 따라서 주민보호구역온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이내 또는 벗어난 지역에 걸쳐 션정될 수 있다 

2) 주인등이라 함옹 주민보호구역내에 거주하는 주민 어민 학생. 직장 근로자1 일시 방문객 유랑객， 흥행자 등 체류하는 
모든사랑올 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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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市， 那 區는 주민보호구역내 치안을 확보하고 유지시키기 위해 지방경찰청 및 

해양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한다 특히 주민보호구역에서의 도난 풍 각종 범죄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5.2 겸비대책 

• 경찰 및 해양경찰은 원자력비상시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피해 확대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 경찰 및 해양경찰은 다음과 같은 주요 웅급대웅책을 이행한다 

- 통신의 확보 

- 경보 퉁의 전달 

- 비상정보의 수집 

- 육상 해상 구조 둥 

- 육상‘해상 교통안전의 확보 

- 치안 유지 

- 물자의 수송， 보관 퉁 지 원 

주민풍에 대한 홍보 실시 

주민보호구역내 차량 선박의 교통 제한 또는 금지 

5.3 출입제한조치 

• 市는 없 꾀에게 설정한 주민보호구역 및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방재요원을 제외한 

주민퉁에 대한 출입을 제한시키도록 지시하고 지방경찰청 및 해안경찰서에 협조지 

원을 요청한다‘ 또한 市는 보도기관에 협조지원을 요청하여 주민둥에게 주민보호구 

역내 진입하지 않도록 주지시킨다 

• 那 區는 경찰 및 해양경찰과 연계하여 주민보호구역내 출입을 제한시키고， 마을방송 

망， 홍보차량 헬기 선박 도로전광판 퉁을 활용하여 주민둥에게 주민보호구역내 진입 

하지 않도록 주지시킨다. 

5.4 교통통제 조치 

• 경찰은 소개지역에서의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중요 교차로 및 병목지점의 교통 

통제를 실시하고， 市 및 운수업체협회에게 교통 유도에 협력토록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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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직 및 책임 

6.1 조 직 

• 市지역대책본부 안전관리 반 구성 

반장:교통기획과장 

- 반원 : 교통기획담당 1. 직원 2 

• 현장대웅팀 구성 

- 출입통제소 

교통통제소 

- 치안유지 순찰차량 

- 주민보호 선도차량 

- 주민보호 경비정 

6.2 책 임 

( 8 )곳 x ( 2 )영/곳 = ( 16 )명 

( )곳 x (명/곳 = (명 

( 5 )대 x ( 2 )명/대 = ( 10 )명 

( )대 x ( 2 )영/대 = ( )영 

( 2 )정 x (영/정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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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市지역대책본부 안전관리반장은 市소방본부， 지방경찰청， 지역해양경찰서， 산업안전 

관리공단， 도로공사， 철도공사， 운수업체 둥 지역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원자력비상에 

의한 다음과 같은 현장대웅활동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갖는다 

- 원전 화재진압 둥 사고현장 복구활동 지원 

위험물질 안전관리 지원 

- 교통통제 및 우회도로 개설 지원 

주민보호 주민보호구역 출입통제 지원 

주민보호 주민보호구역 치안유지 지윈 

7. 운영 절차 

7.1 현장대응요원 개인방호 

(I) 준비 사항 

• 개인 방사선방호장구(방호꽉， 망호장화， 망호장갑， 반면방독면) 

• 개인피폭선량계， 열형광선량계 (TLD) 착용， 필요시 방사선계측기 휴대 

현장대응활동중 주기적으로 개인피폭선량계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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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상선 방호약품 

(2) 현장대응요원 개인방호 수칙 
g 

π
 

• 부산광역시 “지역안전관리계획 원자력재난분야”의 제4장 제 11절 창조 

• 개인피폭선량계의 측정 결과가 현장대웅요원 복귀지침에 해당되었을 경우， 즉시 그 

선량준위에 따라 대피하고， 피폭의 상황을 소속기관 대책본부에 보고 

• 현장대응요원이 개인방호 한도치 이상 방사선 피폭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요원을 

임무에서 제외시키고， 필요에 따라 이재민 수용소로 후송하여 오염검사， 제염 또는 

긴급의료조치 실시 

7.2 출입통제 

7.2.1 육상 차량통제 

(1) 준비 사항 

- 바리케이드 둥 차량차단용 기구 

휴대용 무전기， 위성통신 휴대폰 

- 메가폰， 호루라기， 라디오 

- GPS 부착 차량 오토바이‘선박 

(2) 출입통채소 설치 ·운영 

경찰 지구대는 지방경칭청과 연계하여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및 주민보호구역으로 

진입하는 차량을 통제하고 물자수송 퉁 긴급 차량의 통행로플 확보하기 위해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올 관통하는 주요도로상에 비상계획구역 경계지점 내 외부에 

출입통제소를 설치(붙임 8.1 참조) 운영한다. 

출입통제소는 경우에 따라 교통통제소와 일치할 수 있다 

(3) 우회로 개설 

방사선비싱계획구역 (고리원전 반경 lOlan 내외) 주변의 교통 흔잡 완화를 위해 

출입통제소를 기점으로 주민보호구역으로 진입하는 차량을 제한 또는 금지 시키 

고， 사전에 설정한 우회도로로 우회 조치를 취한다 (7.3절; 긴급 수송차량 제외) 

• 市지역 대책본부는 경상남도 양산시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에게 출입통제 현황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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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및 원거리 우회도로 개설 둥 상호협력지원체계 유지 

(4) 출입통제 정보의 통지 및 홍보 

겸찰은 관계기관에게 출입통제 정보를 통지한다 

• 경찰은 주민에게 출입통제를 주지시키기 위해 보도기관에 협력을 요청하고， 교통 

정보센터의 도로전광판 퉁을 활용하여 출입통제 구역， 구간， 우회도로 풍올 홍보 

한다 

- 市지역대책본부는 경찰과 협력하여 출입통제를 실시할 경우 즉시 기장군， 해운대 

구， 금정구내 주민 및 여행객 동의 차량 운전자에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통행 

금지 도로 및 우회로 현황을 홍보 

+ 마을방송망， 민방위경보방송망 

+ 도로 전광판 및 라디오의 재난방송채널 및 도로현황 방송채널 

+ 홍보용 차량 헬기 

(5) 통제구간에서의 소방 군부대의 조치 명령 

- 통행금지구역에 경찰관이 없고 긴급대웅책 실시에 심각한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 

을 경우， 소방 또는 군부대는 소방차량 또는 군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해 차량 및 기타의 물건의 이동 둥 필요한 조치 명령을 행할 수 있다 

소방 또는 군부대가 이러한 조치를 했을 때에는 즉시 관할 경찰서에 통지한다 

(6) 긴급통행 차량의 확인 둥 

- 市， 都 區는 동원차량을 확인시키기 위한 스티커 및 중명서를 발부한다 

(7) 도로관리자의 긴급 조치 

- 도로공사는 도로 교량에 피해가 생겼을 경우 웅급 복구를 하고， 도로의 파손 동 

에 의해 교통상에 위험이 생겼을 때는 경찰과 협의해서 구간을 정해서 통행을 금 

지시키거나 제한시킨다 

7.2.2 해상 선박 통제 조치 

해경은 긴급수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 선박의 항로를 제한하거나 

금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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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 공중 항공기 통제 조치 

- 市는 공중에 방사성물질의 영향이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긴급시 모 

니터링 활동 동 웅급대응책을 이행하는 헬기 풍에 지장이 생길 경우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에 항공기 비행통제조치를 요청한다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은 市의 요청에 따라 긴급시 오니터링 활동 퉁 응급대응책 

을 수행하는 헬기를 포함한 다른 항공기의 비행을 제한시키고 방사선 영향 위험 

성을 주지시킨다 

7.3 긴급 수송차량 선도 

• 웅급대책요원， 각종 장비 물품 및 소개 주민 수송시 선도 차량， 경찰 오토바이 퉁의 

긴급수송대책 수립， 활용 

• 긴급 수송의 순위 

제 1순위 

+ 인명 구조 · 구급활동에 필요한 수송 

+ 긴급사태 대웅방침 결정회의의 구성원 

- 제2순위 

+ 주민 둥 소개자의 수송 

+ 원자력재난 상황 파악 및 추이 예측을 위한 전문가·장비 · 물품의 수송 

제3순위 

+ 현장대웅 웅급대책을 실시 하는 방재요원， 방재장비 · 불품의 수송 

제4순위 

+ 주민의 생활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자의 수송 

- 제5순위 

+ 기타 원자력재난 웅급대책에 펼요한 수송 

• 市， 郞 區는 동원차량을 확인시키기 위한 스티커 및 증명서를 발부 

7 .4 교통통제 

주민 소개지역내의 주요도로상의 교차로 또는 병목지점에 교통통제소를 설치 운영 

• 붙임 l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내 주요 도로를 참조하고 풍하방향에 따른 3섹터 

방위를 고려하여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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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변화로 주민보호구역이 확장 변경될 경우 교통통제소 위치를 이동시킨다 . 

• 주민 소개경로상에 원활한 통행올 위한 교통통제요원을 배치시킨다 

• 차량 병목 또는 추돌 사고시 원활한 교풍 흐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우회도로를 

개설 교통올 유도한다 

7.5 주민 소개 경로 

• 주민 소개경로는 이재민보호센터로 주민을 이동시키는 경로로서 붙임 8.2와 같이 주 

요도로를 기점으로 성정한다 

7.6 치안유지 

• 주민보호구역내 옥내대피중인 주민의 옥외 출입 금지 

• 주민보호구역내 소개지역의 낙오자 검색 및 도난 등 치안유지(붙임 8.3 참조) 

- 치안유지 중 현장대웅요원 개인방호 수칙 준수 

8. 붙 임 

• 붙임 8.1 ‘ 출입·교통통제소 

• 붙임 8.2 : 주민 소개 경로 

• 붙임 8.3 주민보호구역내 치안유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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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 8.1 

춤협·교통통제소 

(20 년 월 일 시 분 현재 ) 

구분 도로영 
도로 

교통 출입통제소 
원전기점 

통제 사항 
번호 방위 거리 

고속국도 부산 울산간고속국도 65번 울산IC 해운대IC 
기장대로 반송로 14번 기장체육관 

국도 임랑로 일광로 31번 기장체육관 
월평로 7번 월평삼거 리 

지방도 
임랑로 정관로 60번 정관중앙로사거리 

기장대로 31번 기장체육관 
반룡로 장안로 31번 
병산로 10번 병산삼거리 

회룡로 21번 마지삼거리 

시 군도 곰내로 19번 
철마로 17번 
기장중앙로 27번 
기장해안로 15번 

기타도로 정관산업로 철마사거 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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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8.2 

주민 소개 겪로 

코스 1 장안읍 • 국도14번 • 기장체육관 • 지방도31번 • 이재민보호센터 l 

코스 2 장안융 • 국도31번 • 기장체육관 一 지방도31번 • 이재민보호센터 l 

코스 3 일광연 • 국도14번 • 기장체육관 • 지방도31번 • 이재민보호센터 l 

코스 4 : 일광면 ~ 국도31번 • 기장체육관→ 지방도31번 -‘ 이재민보호센터 l 

코스 5 정관연 • 지방도60번 • 정관산업로(지방도19번) • 철마→ 지방도17번 

• 이재민보호샌터 2 

코스 6 : 서생면 • 국도31번 -‘ 이재민보호샌터 3 

코스 7 온산융 • 국도14번 • 이재민보호센터 3 

이재민보호센터 2 

(금정체육공원) 

이재민보호센터 l 

(육군 000 연대) 

이재민보호센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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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8.3 

주민보호구역내 치얀유지 계획 

(20 년 월 일 시 분 현재) 

구역명 세대수 배치차량수 배치인원수 비고 



부산광역시 

밖사늑박재계획 수햇점차서 

口 구 분: 긴급대응조치 

口제목 : 갑상선방호 

口 번 호 EPP- UA- 07 Rev. 0 

口 작성， 검토 및 승인 

작성자 서 명 일 자 

검토자 서 명 일 A: 

겁도자 서 명 일 자 

숭인 자 서 명 일 자 

口 절차서 작성 및 개정 이력 

개정번호 작성지/서 명 발행 또는 개정 이유 숭인지/서 영 숭인일자 

0 / 최초발행 / '2fJJJ 

/ / 
2 / / 
3 / / 
4 / 
5 / / 
6 / 
7 / / 
8 / / 

9 / /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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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 근거 및 참조사항 

부산광역시 “지역안전관리계획 원자력재난분야” 제 l장 제 1절 1.2항 참조 

2. 목 적 

본 절차는 고리 신고리 원자력발전소에서의 원자력비상시 주민보호조치 일환으로 갑 

상선 방호를 위한 갑상선 방호약품 관리， 분배， 복용 및 홍보를 위한 운영개념， 조직 책임 

및 운영절차 퉁을 규정하는데 있다-

3. 적용범위 

본 절차는 갑상선 방호를 위한 갑상선 방호약품 관리둥에 대한 책임을 맡은 관계기 

관/부서의 방재요원 및 갑상선 방호구역내에 있는 주민등에게 적용된다 

4. 상황 및 가정 

부산광역시 “지역안전관리계획 원자력재난분야” 제4장 제5절 및 제8절 참조 

5. 운영 방침 

5.1 갑상선 방호 목적 

• 원자력비상시 환경으로 누출될 수 있는 방사성 아이오딘 위험으로부터 갑상선올 보 

호하기 위하여 갑상선 방호약품을 복용한다 이 약품은 아이오딘 이외의 다른 방사 

성물질의 홉입을 막을 수 없다 더구나 신체외부의 방사선피폭을 막을 수도 없다 

• 책임 있는 당국의 특별 지시와 공표 후에 이 약품을 복용하여야 한다 당국만이 갑 

상선 방호약품의 복용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5.2 갑상션 방호 결정기준 

• 100 mGy (모든 연령에 적용) 

5.3 갑상선 방호약품 복용방법 

• 갑상선 방호약품 l정은 130mg의 Kl(아이오딘화칼륨)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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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용 대상자 ‘ 40세 미만 

40세 이상인 사람은 갑상선 방호약품을 복용한다 하더라도 방사성 아이오딘에 

의한 피폭으로 갑상선질환(앙) 발생 확률이 중가하지 않으므로， 갑상선 방호약풍 

올 복용할 필요 없음 

• 복용량 

대상자 

신생아(주1) 

생후 l개월이상 3세미만 (주1) 

3세이상 13세미만 (주2) 

13세이상 40세미만 (주3) 

(주1) 1개월 미만 (신생아) 

1월 - 24월 (유아) 

KI 

12.5 mg 16.3 mg 

25 mg 32.5 mg 

50 mg 65 mg 

100 mg 130 mg 

: KI ys정을 물에 용해시켜 복용 

KI t정을 물에 용해시켜 복용 

(주2) 3세 - 6세 (유치원 아동) ‘ KIi정을 물에 용해시켜 복용 

7세 - 12세 (초둥학생: KI t정 복용 

(주3) 13세 - 40세 (중퉁학생， 청소년， 성인) : KI 1정 복용 

• 복용 횟수 

- 1회 원칙， 만일 2회째 복용시켜야 하는 상황에서는 소개시킨다 

당국의 지시에 따라 적용기간 및 총복용 정제 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 복용 시기 : 

- 방사성 아이오딘의 예상 홉수 진이나 홉수 후 2시간 이내에 갑상선 방호약풍을 

복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그 이후 수 시간이내에 갑상선 방호약품을 복용하여도 몸 안에 방사성 아 

이오딘의 머무는 기간올 단축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어느 정도 방사선 피폭 

을 줄일 수 있다. 

5.4 복용 제외자 

아이오딘에 대한 과민반응으로 고통 받는 사람(아이오딘 과민 반웅 환자 동)은 갑 

상선 방호약품을 복용하여서는 안된다 

- 아이오딘 과민중의 병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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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제 과민중의 병력이 있는 자 

- 저보체성 혈관영중 병력이 있는 자 또는 치료중인 자 

- 포진성 피부엄중의 병력이 있는 자 또는 치료중인 자 

• 갑상선기능항진증 환자는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품을 계속 복용한다 그러나 안전 

한 장소로 소개한 후에는 의사의 검진을 받아야 한다 

5.5 부작용 증세 

• 일반적으로 갑상선 방호약품은 내성이 좋다 부작용(위영 동)은 각 개인에 따라 발 

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 부작용은 약물치료를 중단하면 자연히 없어진다 긴 

기간 동안 중세가 계속되면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 

• 市는 갑상선 방호약품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을 고려하여 필요한 의료진 배치 

및 연락망 운영체제를 수립토록 한다 

• 갑상선 방호약풍 복용 후 가솜이 두큰거리는 협심증， 체중 감소， 설사 퉁 이상이 발 

생하여 고통 받는 사람은 1주 -3개월 동안 의사의 검진을 받아야 한다 

5.6 보관 방법 

• 갑상선 방호약품 복용 조치를 결정했을 경우， 갑상선 방호약품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배포， 복용토록 관리하고 부작용을 회피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주민의 가정에 

미리 갑상선 망호약품을 사전에 분배하지 않고， 주민퉁이 집결하는 장소에 보관， 배 

포， 복용토록 한다 

• 갑상선 방호약품은 빛과 습기가 있는 곳으로부터 격리시켜 보관한다 

• 봉인된 갑상선 방호약품만이 오랜 기간 동안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5.7 보관 장소 

• 市는 원자력비상시 방사성 아이오딘에 의한 갑상선 방호를 위해 비상계획구역내 거 

주하는 주민에게 필요한 수량의 갑상선 방호약품을 비축하고， 신속한 배포 체제를 

수립한다 

•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및 인근지역의 읍 면사무소， 지역보건소， 유아원， 초중둥학교， 

마을회관(행정리의 장) . 약국， 병원， 지역 공공기관， 긴급시 지역주민 집결지(예， 구 

호소) 퉁에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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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갑상선 방호약품 보관 관리를 주관 

한다， 또한 정기적으로 갑상선 방호약풍의 관리 상태를 정검하고， 유통기간을 확인 

하여 교체토록 한다 

5.8 분배 방법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긴급시 주민에게 갑상선 l양호약품 

을 시의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각 갑상선 방호약품 보관 장소의 책임자는 당국의 지시에 따라 사전에 마련된 분배 

범위내에 있는 주민에게 갑상선 방호약풍을 배포， 기록한 후 담당 공무원에게 서연 

보고한다 

긴급시 효율적인 분배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방사능방재 훈련시 주민 홍보와 

함께 갑상선 방호약품 분배 관계자가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장은 긴급시 겁상선 방호약풍이 준비되지 않는 지역으로 분배하는 망 

안도 마련하여야 한다 

5.9 현장대응요원의 갑상선 방호약품 복용 

• lAEA 및 WHO는 갑상선기능저하중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갑상선퉁가선량을 

5Gy로 제안하고 있다 이 갑상선둥가선량 5 Gy는 계산상 유효선량으로서 250mSv 

에 해당된다 이 값은 현장대웅요원이 재난의 확대 방지， 인명 구조둥 어쩔 수 없는 

작업을 이행하여야 할 경우 허용되는 유효선량(lOOmSv)을 초과하게 되므로， 방재업 

무관계자라고 할지라도 이 선량에 피폭되띤서 까지 현장대웅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 

은 용인할 수 없다 

• 그러나 원자력시설내 사태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조치 활동을 실시하는 동안 

상당한 피폭이 예측되는 경우， 갑상선퉁가선량을 수시로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휴대하고， 마스크 둥의 개인 1상호장구를 갖훈 현장대응요원이 40세 이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갑상선기능저하증을 예방하기 위해 갑상선 방호약풍을 복용토록 하여야 

한다 단， 욱소과민증， 조영제과민중， 저보체성 혈관염증， 포진성 피부염 병력이 있는 

자 또는 치료중인 자는 갑상선 망호약풍을 복용하지 않아야 하므로 현장대웅활동 

참여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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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갑상션 방호약품 복용에 대한 홍보 

• 원자력비상시 갑상선 방호약품을 복용하여야 한다는 것은 주민에게 정신적인 부담 

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혼란파 동요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옥내대피 및 소개 

방호대책과 같이， 지역대책본부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갑상선 

방호약품 복용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평소에 얻어 놓아야 한다. 이런 연유로 방재대 

책을 중접적으로 실행해야 하는 지역 주민에게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이들 홍보물에는 원자력시설 안전성의 개요， 방사선피폭에 의한 갑상선에 미치는 영 

향， 갑상선 방호약품의 복용 방법， 효용성 및 부작용에 대해서 주민이 이해하기 쉬 

운 내용으로 기술되어야 한다 40세 이상인 사랑은 방사선피폭에 의해 갑상선 암 발 

생 확률이 중가하지 않으므로， 갑상선 방호약품을 복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주지 

해야 한다 

• 의료관계자가 갑상선 방호약품 예방 복용에 대한 계획 수립과 갑상선 방호약품의 

준비， 배포， 복용， 복용후 부작용 둥 대용에 이르기까지 맡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 

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해를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조직 및 책엄 

6.1 조 직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郵 區는 갑상선 방호약품의 관리를 위해 지역 행정 

기관 및 관계기관에 갑상선 방호약품 관리 책임자를 선정한다 

• 갑상선 방호약풍의 관리 책임자(붙임 ]) 

+ 都 區長은 갑상선 망호약품의 총팔 관리자를 선엄한다 

+ 펀 面長은 관할 읍 면내 갑상선 방호약품의 관리자를 지명 관리한다 

6.2 책 임 

• 갑상선 방호약풍 관리책임자는 관할구역내 거주하는 주민에게 필요한 수량의 갑상 

선 방호약품을 비축 보관하고， 신속한 배포 체제를 수립한다 

• 원자력재난 발생시 당국의 지시에 따라 사전에 마련된 분배 범위내에 있는 주민에 

게 갑상선 방호약품을 배포， 기록한 후， 那 區지역대책본부에게 서연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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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운영 절차 

7.1 갑상선 방호약품 복용의 결정 책임자 

• 갑상선 방호에 대한 의사결정은 현장지휘센터장이 市지역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 결 

정한다 

현장지휘센터에서 갑상선 방호약품의 복용에 관한 지도 조언이 있었을 경우， 市는 

都 · 區 및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에게 갑상선 방호약품을 배포 복용토록 지시한다. 

7.2 복용에 관한 유의 사항 

• 갑상선 방호약품의 복용은 그 부작용에 대해 고려 할 필요가 있으므로， 배포 장소에 

서 주민에게 대한 투여는 의사의 지도 감독아래 한다 

배포 장소는 옥내대피소 또는 이재민보호센터가 되며， 이곳에 현장진료소를 설치하 

고 의사의 지도 감독아래 갑상선 방호약품을 투여한다 

• 耶‘區는 독자적로 보유하고 있는 갑상선 방호약품을 市와 협의하여 복용하는 시기 

및 범위를 결정한다 

7.3 갑상선 방호약품의 후송， 배 포， 복용 

• 갑상선 방호약품 관리책임자는 원자력재난 발생시 당국의 지시에 따라 사전에 마련 

된 분배 범위내에 있는 주민에게 갑상선 방호약품을 배포하고 복용토록 한다 

배포시에는 복용 대상자의 인적 사항과 연령에 따라 복용량을 제시 및 복용시간 

을 기록한 후， 郵 1월지역대책본부에게 서연 보고한다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는 갑상선 망호약풍을 현장진료소 동 필요한 곳으로 수송토 

록 지시한다 수송시 那 區， 경찰， 소방 및 군부대와 협력하여， 신속하게 배포 예정 

장소로 수송한다 

• 갑상선 방호약품을 복용하지 뭇한 이재민은 이재민보호센터 현장진료소에 도착한 

후 펼요시 배포받아 복용토룩 한디 

현장진료소 또는 지역 병원은 갑상선망호약풍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 퉁에 관한 문 

진 및 지도를 한다 



강상선 방효 

8. 붙 임 

붙임 8.1 

관할지역 

관할지역 

EPP-UA-07. Aev.O. 8/12 

갑삿서 방호약푹 관리 책익자 

기장군 2010. 

소속기관영 관리자 연락처 보관수량 

기장군 

기장군보건소 

기장병원 

이재민수용소 

소방서 

경찰서 

해양경찰서 

군부대 

기장읍 2010 

소속기관명 관리자 연락처 보관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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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읍 2010 
관할지역 소속기관명 관리자 연락처 보관수량 

열광연 2010 
관할지역 소속기관명 관리자 연락처 보관수량 

정관변 2010 
관할지역 소속기관명 관리자 연락처 보관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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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8.2 

긴급시 갑상선 방호에 대하여 

(주민 홍보용) 

• 방사성 아이오딘의 환경 누출 사고 

- 방사선 또는 방사성물질을 사용하는 곳(원자력시설， 병원， 산업현장 퉁)에서 방사 

성 아이오딘의 환경 누출 사고 발생 가능성 이 있다 

특히 원자력발전소 둥 원자력시설 사고의 경우， 비록 있을 수 없는 극히 드문 경 

우이긴 하지만 대책을 수립해야 할 정도의 많은 량의 방사성 아이오딘을 방출할 

수 있다‘ 

l 방사성 아이오딘은 어떻게 몸 안으로 들어오나? 

방사성 아이오딘은 다른 물질과 같이 일반적으로 몸 안으로 들어오는 3가지 경로 

가 있다 

첫째， 피부를 통하여 

둘째， 음식불과 음료수 섭취에 의하여 

셋째， 호홉기를 통해 공기 홉입에 의하여 

• 피부를 통한 홉수는 매우 적어 무시해도 된다 목초지에서 방사성 아이오딘을 먹 

은 젖소나 그 젖소가 만든 우유를 먹는다면 음료수 및 음식물의 섭취에서 상당 

한 방사성 아이오딘을 사랍이 섭취하게 된다 그러나 방사선 사고시 이들 음료수 

및 음식물 섭취를 막는 것은 쉽다고 할 수 있다 방사성 아이오딘이 확산된 지역 

의 우유나 채소류는 정제하거나 즉시 소모시켜 지연시키도록 한다‘ 수주일 후연 

방사선 몽괴에 의해 자유롭게 되기 때문이다 비상관리지침에 의거 사고 지역의 

어떤 음식물에 경고 부착물을 붙이는 것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호홉으로 들어오는 방사성 아이오딘의 흉수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이는 몸으 

로 막는 방법이 없다 다만 가능한 한 방사성 아이오딘의 흡수를 줄이는 것이 최 

선이다 갑상선 방호약품 복용은 호홉에 의해 홉수되는 방사성 아이오딘의 홉수 

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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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갑상선 방호약품 복용에 의해 방사성 아이오딘 홉입을 효과적으로 억제시킬 수 있 

나? 

호홉이나 음식물올 통해 인체에 홉수된 아이오딘은 포화될 때까지 갑상선에 침작 

된다， 만약 인체에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양의 아이오딘이 홉수되 연 신체는 이 

를 배출하여 줄인다 따라서 원자력시설 사고로 인해 방사성 아이오딘이 인체에 

홉입되면 갑상선 침착을 스스로 차단시키게 된다 이 와 같은 차단을 갑상선 방호 

약풍으로 이룰 수 있다 

l 갑상선 방호약품 복용을 방호대책으로 채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 갑상선 방호약품 복용으로 인체내 망사성 아이오딘 홉수를 억제시킬 수 있으나， 

다른 방사성물질에 대한 효과는 없다 

- 갑상선 방호조치가 빠르연 빠를수록 그 효과는 더 난다 갑상선 방호약품은 방사 

성 아이오딘 홉입전이나 홉엽과 동시에 복용해도 가장 효과적인 것이다 그러나 

방사성 아이오딘 홉입 후 수 시간 내에라도 갑상선 방호약품을 복용하면 약간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갑상선 망호약품은 필요시 언제 어디서 얻을 수 있나? 

- 당국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민에게 즉시 로 분배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저장과 

공급대책을 갖추고 있다 갑상선 방호약품은 이미 분배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분배는 단지 예방대책일 뿐 즉시 복용하라는 것은 아니다 영향을 받는 

많은 주민이 복용할 펼요가 있을 경우 당국이 지시할 것이다 

지시망법은 마을방송망， 라디오나 T V 퉁 공중전파시스템으로 전달될 수 있다 당 

국은 단지 갑상선 방호약품의 복용이 요구쉴 수 있는 전체적 상황의 필요성을 

알고 있을 뿐이지 각 개인의 이해나 선택에 대한 여건올 파악할 입장에 있지 않 

다， 

} 따라서 주민들이 실제로 필요할 때 추가적 인 갑상선 방호약품이 공급되지 못할 

수도 있다 각 개인이 약방에서 임의로 구입하는 것도 어이없는 짓일 것이다 

만약 부적절하게 보관되었다면 약효가 저하휠 수 있다 또한 무분별하게 그리고 

무질서한 적용은 부작용만 증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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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상선 방호약풍은 어떻게 복용하고 얼마나 복용해야 하나? 

- 어떻게 복용하는가 하는 정확한 참고 지시서가 갑상선 방호약품과 함께 분배된 

다‘ 지시된 복용법은 갑상선 차단을 목적으로 요구되는 적합한 량이다. 더 많은 

복용이 효과를 증가시키지 않으며， 더 작은 복용으로 부작용을 막는다는 가능성 

도 없다. 

l 갑상선 방호약풍 복용으로 발생될 수 있는 부작용은 무엇인가? 

모든 의약풍과 같이 갑상선 방호약풍도 신진대사가 특수한 사람들에게 부작용이 

발생한다 비록 드물기는 하나 아이오딘에 과민한 사람들이 있다 선천적으로 아 

이오딘에 과민한 경우 사람은 갑상선 방호약품 복용으로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아이오딘에 과민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그런 

사람은 펼요시 다른 보호대책을 권고할 수 있다 

- 갑상선상에 증가된 호르몬 작용으로 아이오딘의 공급을 더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갑상선의 지나친 활동 징후는 아이오딘을 복용한 즉시 냐타나지 않 

고 수일 또는 수주일 후에 나타난다 알려진 갑상선 과민중이 있는 사람과 갑상 

선 방호약풍 복용후 l 주일에서 3 개월까지 협심증， 체중감소， 설사와 같은 갑상 

선 과민중세가 관찰왼 사람은 의사의 검진을 받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의사는 의 

료조치를 취해야 한다 

• 엄신중의 갑상선 방호약풍 복용 

임신부는 수 주일간 계속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의 갑상선 방호약품 흉입으로 

영향 받지 않는다 오히려 어머니와 태아는 갑상선 방호약품 복용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임신부라고 해서 적정한 복용방법이 있지도 않다‘ 어머니나 태아에게 

특별한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도 없다 다만 출산후 수유부는 임신중 갑상선 방호 

약품을 복용한 사실을 의사에게 알려야 한다 어떤 경우 이 정보가 의사의 결정 

에 중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l 갑상선 방호약품은 무엇을 보호하지 못하나? 

갑상선 방호약풍은 전신 피폭 방사선과 호홉에 의한 방사성 아이오딘 이외의 방 

사성물질에 대해 보호하지는 옷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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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 근거 및 참조사항 

부산광역시 “지역안전관리계획 원자력재난분야”의 제1장 제l절 1.2항 참조 

2. 목 적 

본 절차의 목적은 고리 신고리 원자력발전소에서 원자력재난 발생시 주민보호조치 

일환으로 이재민보호센터(이하‘보호센터’라 한다) 운영을 위한 운영개념， 조직 책임사항 

및 운영절차를 규정하는데 있다， 

3. 적용범위 

본 절차는 보호센터 운영에 참여하는 관계기관/부서， 운영요원과 보호센터로 소개한 

모든 사랍들에 게 적 용한다 

4. 상황 및 가정 

부산광역시 “지역안전관리계획 원자력재난분야”의 제4장 제5절， 제8절 참조 

市， 빼 . 1쿄는 본 절차에 따라 보호센터 운영에 적합한 장소를 선정한 후 소유 기관 개인 

과 협약을 체결하여 보호센터로 최종 지정하고， 이곳에 긴급시 필요한 설비를 갖출 수 있 

는 대책을 마련한다‘ 또한 주기적인 훈련을 통하여 본 절차의 실효성을 점검한다 

5. 운영 방침 

5.1 이재민보호센터(Reception Center) 

• 보호센터는 원자력재난에 의해 방사선 영향 받는 지역으로부터 소개되는 이재민들 

이 방사능 오염검사 · 제염 및 일정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체류하게 될 사전에 정해 

진 장소로서， 비상계획구역 바같에 위치한다 

- 수많은 장소에 보호센터를 지정하게 되면 방사능 오영 확산이 우려되고， 이재민 

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한정된 운영인력과 장비의 분산으로 어려웅이 예상되므로， 

보호센터 지정 장소를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보호센터는 다음과 같은 요건올 갖출 수 있는 곳으로 설정한다 

- 교롱이 용이하여 대단위 이재민을 원활히 수송할 수 있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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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송차량 오염검사 및 제영이 용이한 곳 

- 이재민에 대한 방사능 오염자 분류， 제염， 웅급 오염치료 풍을 할 수 있는 곳 

- 방사능 제염 둥으로 발생되는 방사능 오염수를 관리할 수 있는 곳 

이재민에 대한 일반의료 제공 및 건강관리 퉁을 할 수 있는 곳 

- 대단위 집단올 위한 숙박시설， 통신설비， 전기， 상수도 공급이 가능한 곳 

- 10 여 일 이상 일시 체류가 가능한 곳 

• 보호센터에는 차량관리소， 치안통제소， 현장진료소， 구호소， 상담소， 애완동물 보호소 

둥을 구축 운영한다 

• 보호센터에서의 주요 수행업무는 다음과 같다 

- 이재민， 수송차량 및 이틀이 소지한 물풍에 대한 방사능 오염 검사 

- 필요시 이재민， 수송차량 및 이들이 소지한 물풍에 대한 제염 조치 

- 이재민 퉁록 

이재민에게 체류할 속박 장소를 배정하고， 이 시설로 가는 루트 안내 

- 이재민이 당연한 물질적 필요사항 접수 및 필요한 생활필수품 제공 

- 애완동물을 동반한 경우 오염검사， 필요시 제염조치， 임시 보호시설로 격려조치 

- 이재민올 위한 홍보 및 일반 건강상담소 개설 운영 

• 보호센터는 현장대웅요원들이 영향 받은 지역으로부터 임무를 마치고 복귀하였을 

때 오염검사 및 제염조치를 할 수 있는 장소로도 제공될 수 있다 

5.2 차량관리소 

• 차량관리소는 교통통제팀， 차량오염겁사팅， 차량제염팀， 주차관리팀으로 구분한다 

• 교통통제팀은 보호센터에 진입하는 이재민 수송차량의 교통 흐름을 통제하고， 이재 

민올 하차시켜 현장진료소로， 차량은 차량오염검사 제염소로 안내한다 

• 차량오염검사팀과 차량제염팀은 이재민 수송차량에 대한 오염검사와 필요시 제염을 

실시한다. 차량 제영에 의한 방사능 오염수에 의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 주차관리팀은 제염된 차량을 청결구역에， 제염되지 않는 차량은 오염구역에 주차 관 

리한다 

5.3 치안통제소 

• 치안통제소는 보호센터내의 안전과 치 안을 유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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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민의 오염검사， 제영 충 을 질서를 유지시킴으로써 혼잡스러움과 오염 확산을 

최소화 한다 

• 외부 언론보도기관의 과열된 취재를 통제 하에 두어 이재민의 인권을 보호시킨다 

5.4 현장진료소 

현장진료소는 방사선비상진료그룹과 일반진료그룹으로 구분한다 

• 방사선비상진료그룹에서는 영향 받는 지역에 있었던 사랑들에 대하여 방사능 오염 

검사를 통해 오염자를 분류하고 제염， 응급치료를 할뿐만 아니라， 필요할 경우 주민 

에게 갑상선 방호약품올 배포하고， 복용대상자， 복용 방법 및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 

동에 관한 문진 및 지도를 한다 

• 또한 방사선비상진료그룹의 의료요원 및 의료보조요원은 방사성물질에 2차적인 오 

염 및 의료조치에 의한 오염 확대를 방지토록 주의한다 

• 일반진료그룹에서는 소개 도중 발생한 상해자， 교통사고 피해자， 갑작스러운 질병 

환자 또는 신체 상해자 치료 퉁에 대한 응급처치와 특별히 돌봐야 하는 노약자， 개 

인 또는 집단의 진료， 심신의 건캉 상당 등을 한다 

• 병원으로 후송 치료해야 할 환자를 위한 후송팀이 대기한다 

5.5 구호소 

• 구호소는 郞 區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적십자사 둥 민간단체의 자원봉사자로 구성되 

며， 관계기관과 상호 연락하여 이재민의 편의를 돌본다 

• 구호소에서는 이재민 둥록을 통해 인적사항 파악， 가족 찾기， 필요한 생필풍퉁 자원 

의 공급， 위생， 화재 단속 둥을 이행한다 

• 구호소장은 영향 받는 없 [흡지역대책본부 주민보호반장에게 이재민 퉁록 현황 둥을 

보고하고 필요한 자원 지원을 요청한다 

• 영향 받는 那 區는 구호소로부터 이재민 안부 정보， 음료수， 음식물 및 생활필수품 

의 주분/조달 정보， 구호소 운영에 필요한 정보 둥을 수집 파악하여 구호소의 원활 

한 운영을 도모한다 

• 영향 받는 都 區의 관할구역을 초월해서 소개해야 할 경우， 주민보호 지원 행정기관 

(캅ß. 區)은 구호소의 제공， 이재민 수송 등을 市 및 영향 받은 那·區와 연계하여 필 

요한 협력 활동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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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상담소 

• 市， 都 區는 이재민 상담소를 개설하여 구호소에서 생활상의 어려웅과 개선할 사항， 

필요한 생활 의료물풍의 요청사항， 학생들의 교육관련 사항， 직장 근로자 출퇴근 사 

항 퉁을 접수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 이행한다 

• 市， 都 區는 이재민 상담소에서 노약자풍에 대한 싱신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음식 

물 퉁 식생활 환경에도 특별히 배려토록 한다‘ 노약자등을 위한 방문간호사 풍 간호 

운영체제를 가동한다 또한 노약자풍을 위한 설비가 구호소에 갖추어 지지 않을 경 

우 다른 사회 복지시설 둥으로 이송시키도록 한다 

• 또한 이재민 상담소에서는 사고시설의 상태， 지역별 환경방사선 준위 ， 관계기관의 

비상대용활동 현황 동을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유인물을 배포하는 동 시의 적절하게 

홍보한다 

6. 조직 및 책임 

6.1 조 직 

• 이재민보호센터는 아래 그림과 같이 차량관리소， 치안통제소， 현장진료소， 구호소， 

상담소， 애완동물 보호소로 구성된다 

이재민보호센터 운영체계도 

이재민보호센터 

센터운영실 

지역본부 연락관 -시설관리 

지역기관 연락관 -방사선관리 
-자원관리 

T 
차량관리소 현장진료소 구호소 상당소 

-교통통제 이재민 분류 - 이재민 둥록 -일반상담 
차량오염검사 -오염검사 - 숙박장소 배정 -건강상담 
-차량제염 -제염 음식물/생필품 - 이재민 홍보 
-차량주차 -응급치료 배포 

-긴급후송 - 편의시설 점검 

1 치안통채소 -노약자관리 -소독 | 얘완동물보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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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센터 운영올 위한 센터운영실올 설치 1 운영한다‘ 이곳에는 市， 都지역 대책본부 

및 관계기관에서 파견된 연락관이 위치한다 또한 보호센터 운영에 필요한 물풍을 

저장 보관하는 자재창고를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점검 관리한다 

• 보호샌터내 각급 시설 운영을 위하여 초기에 많은 인력과 장비 투입이 요청되며， 

2-3일 이후에는 인력을 적절히 감축 운영할 수 있다 

6.2 구성 

(1) 센터운영실 

- 이재민보호센터장(구호소장 겸직)은 那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한 공무원이 된다 

- 시설관리요원 2-5인 

방사선방호요원 1 -3인 

- 관계기관 연락관 ( 8-10 ) 인 

+ 市， 경찰， 소방， 군부대， 적십자사， 가스안전공사， 한전. KT 퉁 

(2) 차량관리소 

- 차량관리소장은 소방서장 또는 군부대에서 지명한 소망요원 또는 군인이 된다‘ 

- 차량 통제자 : ( 2 ) 명 

- 차량 관리자 ( 2 ) 명 

- 차량 오염 검사자 : ( 5 ) 명 

-차량 제염자 

- 차량 운전자 

(3) 치안통제소 

( 5 ) 명 

( 2 ) 영 

치안통제소장은 지역 경찰서장이 지명한 경찰 공무원 및 자원봉사자로 구성‘ 

- 질서유지요원 ( 10 ) 영 

- 치안유지요원 : (3 ) 명 

인권보호요원 (2 ) 명 

(4) 현장진료소 

- 현장진료소장은 지역보건소장이 지명한 보건요원이 된다. 

<D 방사선비상진료그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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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여명 이재민에 대한 방사선비상진료팀은 다음과 같이 7-12명으로 구성한다J) 

+ 의사 1명， 간호사 1-2명， 약사.2) 1명 

十 분류요원 1 -2명 ， 오염검사요원 1 -3명， 제염요원 1-2명， 행정 1명 

- 원전 기점 5씨n 내의 장안읍 일광면 소개 주민(11.298여명)을 오염검사 할 경우 

+ 분류요원 ( 10 ) 영 

오염자 1인을 Portal Morutor 활용하여 간이 측정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10초 

총 간이 측정시간 : 11，댔명 x 10칩명 x 시젠3600초 = 31.4시간 

이재민이 센터에 처음 도착시간부터 최종 도착시간 까지 간격 2-3시간 이내 

이재민의 오염검사 최대 대기 시간 1 -2시간 (질서유지) 

Portal Morutor 소요량 l대/31.4시간 x 3-5시간 = 10 -6대 

Port외 Morutor 1대 당 관리자 1인 필요 

+ 정밀 오염검사요원 ( 30-100 ) 영 

정밀 오염검사는 간이 오염검사에서 선별된 사람으로 재검사를 실시하는 것암 

오염자 1인을 정밀 검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3-5분 

방사능구름이 있는 지역의 소개 주민(11，잃8명) 모두를 오염 가정한 경우， 

총 정밀 측정시간 11 ，298명 x 3-5분/명 x 시간/60분 = 565-942시간 

이재민이 센터에 처음 도착시간부터 최종 도착시간 까지 간격 :2-3시간 이내 

이재민의 오염검사 최대 대기 시간 : 1-2시간 (질서유지) 

정밀 오영검사요원 수 1명/565 -942시간 x 3-5시간 = 113 -314 명 

+ 제영요원 ( 13 ) 명 

제염은 부분제염 ( 5 ) 명 및 전신제엽 ( 2 ) 명으로 구분 운영한다‘ 

제염 후에는 재 정밀오염검사를 실시한다 ( 3 ) 명 

+ 후송요원 ( 4 ) 명 

제염 및 2차 오영검사 이후에도 오염이 검출된 자는 1차 또는 2차 비상진료기 

관으로 후송한다 

엠블런스 2인/1대 x 2대 = 4명 

1) 지역 재난의료지왼팅 (Disaster rvledical Assistant Team)의 구성 인력올 참조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약사의 주요 임무는 어린이용 갑상선 방호약풍 조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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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위 집단에 대한 오염검사 제염을 실시할 경우， 市， 都·區， 보건소， 지역의료기 

관， 소방， 군부대 퉁에게 필요한 인력과 장비 지원올 받아 방사선비상진료그룹을 

확대 또는 방사선비상진료요원올 중원한다， 

@ 일반진료그룹 

- 300여명 이재민에 대한 일반진료팀은 다음과 같이 3-4명으로 구성한다‘ 

+ 의^} 1명， 간호λ} 1-2명， 행정 l명 

- 원전 기점 5krn 내의 장안융 일광면 소개 주민01.298여명)올 대상으로 할 경우 

市， 영ß. 많， 보건소， 지역의료기관， 군부대 퉁에게 필요한 인력과 장비 지원올 받아 

일반진료팀을 확대 또는 일반진료요원을 중원한다 

- 이 재민 웅급조치후 의료기관으로 후송이 필요할 경우， 보건소 또는 119 구급대의 

앵율런스 및 후송요원을 활용한다 

(5) 구호소 

- 구호소장은 영향 받는 郵 區의 지역대책본부장이 파견한 공무원이 된다 구호소 

가 영향 받는 都 區의 관할구역을 벗어난 지역에 있는 경우， 그 지역의 행정기관 

즉， 주민보호 지원 행정기관(짧-區)의 장이 파견한 공무원이 된다‘ 

구호소 운영요원의 할당인원은 다음과 같다‘ 

+ 구호소장 l인 (이재민보호센터장 겸직) 

+ 일반 행정요원 1인 

+ 이재민 퉁록 행정요원 :2-5인 

+ 숙빅시설 배치 및 관리요원 2-5인 

- 구호소장은 대한적십자사， 민간단체 또는 자원봉사자의 인력과 장비를 지원 받아 

이재민에 대한 구호소 생활을 지원토록 적절한 요소에 배치한다 

+ 이재민 둥록 및 숙박시설 배치 지원요원 

+ 각급 생필풍 공급 지윈요원 

+ 음식물 조리 또는 배급 지원요원 

(6) 상담소 

- 이 재민 상담소장은 영향 받는 영Iι l료의 지역대책본부장이 파견한 공무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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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소가 영향 받는 都 區의 관할구역을 벗어난 지역에 있는 경우， 그 지역의 행 

정기관 즉， 주민보호 지원 행정기관(那 區)의 장이 파견한 공무원이 된다‘ 

- 상담소장은 지역 공무원(1 -2인) , 보건소 의료진(의사 l인， 간호사 1 -2인) 및 홍 

보요원 (1 -2인)으로 구성된 이재민 상담소를 개설 운영한다‘ 

대단위 집단의 이재민인 경우에는 상당소 인원을 확충하거나 또는 이재민보호센 

터내 장소를 여러 곳에 중설하여 운영한다 

(7) 애완동물 보호소 

- 수의사 1인 및 보조요원 2인으로 구성 

6.3 임 무 

(1) 이재민보호센터장 

- 이재민보호센터장은 보호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총괄적인 책임을 갖는다 

+ 보호센터내 각급 시설의 설치·운영 총팔 

+ 보호센터내 각급 시설의 장과 함께 시설운영과 관련된 의견 협의 및 조정 

+ 보호센터내 각급 시설의 운영요원 구성 및 장비가 적절한지 확인 

+ 보호센터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경찰서와 협조 

+ 보호센터 운영현황을 주기적으로 都 區지역대책본부장(주민보호반장)에게 보고 

(2) 센터운영실 

- 시설관리요원은 이재민보호센터장을 보화하여 보호센터내 시설 설비에 대한 운영 

을 지원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 

+ 보호샌터 운영을 위한 건물과 시설 사용에 관하여 문의 요청 사항 해결 

보호센터내 각종 시설 설비 장비 물품 퉁 관리 

보호센터내 소독， 편의시설， 냉난방시설， 전기， 수도 둥 관리 

+ 보호센터 운영에 필요한 물품， 이재민 생필품 둥 관리 

이재민 생필풍， 음식물 음료수 공급 퉁 

- 방사선방호요원은 보호센터내 방사선방호를 지원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 

+ 개인망사선방호 및 오염검사 둥에 필요한 방호복， 방사선계측기， 개인피폭선량계 

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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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센터내 방사선방호에 관하여 문의 요청 사항 해결 

+ 절차서내에 기술된 범주를 벗어나는 방사선 상황 발생시 지침 제공 

- 각급 기관에서 파견된 연락관은 보호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재민보호센터 

장과 협조하고， 주기적으로 소속기관에 현황 보고 및 필요한 자원 지원을 요청 

(3) 차량관리소 

차량관리소는 보호센터에 진입하는 차량에 관한 책임을 갖는다‘ 

+ 차량 진입 정차 장소 안내 및 이재민 하차， 분류소로 안내 

+ 차량 오염검사 및 제염 실시 

+ 차량 주차 안내 

(4) 치안통제소 

- 치안통제소는 보호센터내 치안유지에 관한 책임을 갖는다

+ 보호센터내 각급 시설의 안전 및 치안유지 

+ 이재민의 인권 보호 

(5) 현장진료소 

- 현장진료소는 이재민의 건강유지를 위한 진료활동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 의학적 문제와 관련된 모든 사항의 결정 

+ 필요시 센터장에게 추가 요원 및 장비 제공 요청 

+ 센터장 및 市에서 파견된 연락관에게 현장진료소의 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비정상 혹은 예상치 못했던 방사선학적 상황에 관하여 정보 제공 

방사선비상진료그룹 활동 

+ 피해지역에서 발생한 상해자의 분류， 오염검사 및 제영， 응급처치 및 후송조치가 

적절한 방사선학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시정 지시에 따라 조 

치가 이루어지는지 확인 

+ 적절한 방호복의 사용과 선량계의 점검이 이루어지는지 확인 

모든 요원틀이 30분마다 주기적으로 선량계를 정겁하는지 확인 또는 선량계 점 

검 감독을 위해 다른 요원 임명 

+ 방사선학적 문제에 관하여 요원들에게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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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상적인 방사선학적 상황에 대응(예， 검사를 받지 않고 통제구역올 벗어난 인 

원 퉁) 

+ 비상진료활동 중 오영 확산시 방사선방호요원과 협력하여 제염조치 퉁 지휘 

- 일반진료그룹 활동 

+ 소개도중 발생한 일반 상해자에 대한 용급조치 

+ 비상으로 인한 평소 질병환자들의 건강상태 상담 또는 웅급조치 

+ 제염이 완료된 상해자에 대한 웅급조치 

(6) 상담소 

- 이재민 상담소는 이재민의 고총 둥을 접수하고 해결할 책임을 갖는다 

+ 이재민의 구호소내 생활 및 건강 또는 심신상의 어 려움과 요청사항 접수 및 상담 

+ 상담 내용을 종합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 

+ 사고시셜의 상태， 지역별 환경방사선 준위 ， 관계기관의 비상대응활동 현황 풍을 。1

재민에게 알링 

(7) 애환동물 보호소 

- 애완동물 보호소는 애완동물을 돌볼 책임을 갖는다 

+ 애완동물을 격리시킬 설비 준비 

6.4 이재민보호센터 운영기구 축소 

이재민은 소개를 개시한 후 5- 12시간 이내에 모두 이재민보호센터에 도달할 것으 

로 가정된다 그러나 보호센터는 현장대응 비상요원틀의 활동을 지왼하기 위하여 계 

속 유지되어야 한다 

• 처리 대상 인원들의 숫자가 감소함에 따라 구호소장과 현장진료소장은 보호센터 운 

영요원의 수를 줄이고 보호센터를 통합 정 리하여 소규모로 운영할 수 있도록 市， 都

|뀔에서 파견된 연락관과 협의한다 

• 市에서 파견된 연락관은 보호샌터를 언제 폐쇄할 것인지 결정할 책임이 있다 보호 

센터 폐쇄에 대한 최종 점검은 현장진료소장이나 방사선방호요원의 감독 하에 수행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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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운영절차 

7.1 차량 통제 

(1) 목 적 

- 보호센터에 도착한 이재민 수송차량의 교통 흐름 통제 

(2) 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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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요원의 협조를 받아 차량통제소 설치 운영에 필요한 울풍 둥 자재창고에 

서 수령 

- 기상 조건에 적합한 의복 착용 및 노란색 조끼， 신발 커버， 하얀 목장갑 둥 착용 

-차량통제소 설치 운영 

- 교대시 교체 요원에게 업무 인계인수 및 펼요시 오염검사소에 가서 오염검사 실 

시 후 귀대 

(3) 차량통제자의 안내 엄무 

- 이재민 수송차량의 보호센터내 진입·정차 장소 안내 및 이재민 하차， 오염자 분 

류소로 안내 

- 부상자 또는 특별 관리가 필요한 소개자가 업소한 경우 현장진료소장에게 긴급 

통지 

- 이재민 수송차량을 차량오염검사소로 안내 



이재민보흐센터 운영 

7.2 차량 오염검사 

(1) 목 적 

이재민 수송차량의 오염을 신속하게 검사 

(2) 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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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요원의 협조를 받아 차량 오염검사에 필요한 계측기， 물품 동 자재창고 

에서 수령 

플라스틱 부츠와 장갑을 포항한 방수 의상 착용 

- 차량 오염검사소 설치 운영 

(3) 차량관리자의 엄무 

- 차량오염검사제염 양식(붙임 1) 작성 

개인오염검사제염 양식(붙임 2) 작성 및 차량 소유자에게 사본 제공 

- 차 열쇠에 확인 태그 부착 및 개인오염검사 양식 번호를 태그에 기록 

차량오염검사제염 양식에 개인오염검사제염 양식 사본을 부착 

- 차량 소유자를 현장진료소로 안내 

(4) 차량오염검사자의 임무 : 

- 차량이나 운전자에 대한 오염검사를 수행하기 전에 계측장비 점검 

+ 배터리 양호 여부 

+ pancake probe는 플라스틱 또는 비닐로 두별 싸여져 있음 

계측기 작동방법 확인 

T 측정범위 확인 

주기적(최소 30분 간격)으로 배경준위 측정 

+ 배경준위가 2배 이상 중가할 경우는 이를 확인하고 원인을 알기 위해서 방사선방 

호요원에게 통지한다‘ 

+ 오염검사시에는 항상 최저(0.1) 눈금으로부터 시작한다 만약 지침이 최고값을 지 

시하면 오염 차량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계측기의 리셋 버튼을 누른 후 높은 단 

계의 스케일로 다시 측정한다 

- 오염검사는 계측기 프로브를 표연으로부터 약 lcm 칸격을 두고 1초당 2-3c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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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로 이통하면서 측정한다 

- 만약 계측기 프로브를 둘러싼 플라스틱 또는 비닐이 오염부위에 접촉되었올 때는 

추가적인 검사를 진행하기 전에 곁의 것을 배겨내고 새것으로 교체한다 

+ 안쪽의 비닐은 계측기 프로브를 보호하는 것이므로， 오염된 겉의 비닐올 교체할 

때 안쪽 비닐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5) 차량 오염검사 

- 차량 오염검사자는 수송차량의 방사능 오염 여부를 검사한다 만약 오염 이 발견 

되면， 즉시 오염검사를 중지하고 차량올 제염소로 보낸다 

- 다음 부위를 중점적으로 검사할 것 

+ 차량 내부 운전대， 탑숭자가 앉는 바닥 및 좌석 

+ 앞 범퍼와 그릴 

+ 문손잡이 

+ 후드， 지뭉 및 뒷 트렁크의 몇몇 지점 검사 

- 오염이 차량 내부나 외부에 있으면 확스나 기타 표시 가능 재질로 표시 

- 오염이 발견되면 즉시(즉， 배경준위보다 l OOcpm 이상) 양식에 위치를 기록하고 

더 이상 오염검사를 진행하지 말고 차량 제염소로 차량을 보낼 것 

+ 차량 제염소에서는 오염차량에 대한 전체적인 검사를 재 수행할 것임 

- 차량오염검사제영 양식을 회랑하여 차량오염검사자들이 오염흑정량을 기록 

양식의 아래 부분에 차량오염검사자의 이름을 기입하고 서명 

- 차량이 오염되지 않았으연， 양식을 차량 운전자에게 전달하고 차량을 청결 주차 

구역에 주차하도록 유도 

- 차량이 오염되었으면， 양식을 차량의 계기판에 올려놓고 차량 운전자에게 차량 

제영소로 이동토록 유도 

(6) 차량 운전자의 임무 

- 차량 오염검사 후 오염시 차량 제염소로 이동 또는 비오염시 안전지역 주차장에 

주차 

- 오염된 차량을 운전한 후 차량 운전자는 반드시 오염검사 및 필요시 재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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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오염차량 제염 

(I) 목 적 

- 오염된 차량의 제염 실시 

(2) 준 비 

- 시설관리요원의 협조를 받아 오염차량 제염 에 필요한 계측기， 물풍 풍 자재창고 

에서 수령 

- 만약 추가적인 장비나 물풍이 필요할 경우， 이재민보호센터장과 협의 

- 망호꼭 착용 

+ 타이 벡 전선작업복， 장갑 및 플라스틱 신발 덮개 

(3) 오염차량 제염자의 임무 

차량이나 운전자에 대한 오영검사를 수행하기 전에 계측장비 점검 

+ 배터리 양호 여부 

+ pancake probe는 플라스틱 또는 비닐로 두별 싸여져 있음 

오염 측정시 실제 오염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계측기 작동방법 확인 

- 주기적(최소 30분 간격)으로 배경준위 측정 

+ 배경준위가 2배 이상 증가할 경우는 이를 확인하고 원인을 알기 위해서 방사선방 

호요원에게 통지한다 

+ 오염검사시에는 항상 최저(0.1) 눈금으로부터 시작한다 만약 지침이 최고값을 지 

시하면 오염 차량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계측기의 리셋 버튼을 누른 후 높은 단 

계의 스케일로 다시 측정한다 

오염검사를 위해서는 계측기 프로브를 표면으로부터 약 l cm 간격을 두고 l초딩 

2-3cm의 속도로 이동하면서 측정한다 

- 만약 계측기 프로브를 둘러싼 플라스틱 또는 비닐이 오염부위에 접촉되었을 때는 

추가적인 검사를 진행하기 전에 겉의 깃을 매겨내고 새것으로 교체한다 

+ 안쪽의 비널은 계측기 프로브를 보호하는 것이므로， 오염된 겉의 비닐을 교체할 

때 안쪽 비닐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배경준위를 판독하고 양식에 기록 

계촉기 지시치가 표시되띤 개인피폭선량계의 지시치를 양식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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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오염검사 및 제염 

- 다음 절차 수행시 방사선 문제와 관련된 의문사항은 방사선방호요원에게 통지함. 

- 차량 운전자에 대한 오염 검사 

차량 검사/제영양식 점검 

+ 차량으로부터 차량오염검사제염 양식을 수거 

+ 양식이 오염되었는지 검사 

+ 오염이 되었을 경우， 이를 플라스틱 백에 넣거나 새로운(깨끗한) 양식에 기록을 

복사 

+ 차량의 오염이 발견된 부위 확인을 위하여 양식을 검토 

+ 차량 외부나 내부의 오염 부위와 측정값 및 차량 내부 물풍을 기입 

- 차량의 다음 부위에 대해 오영검사 실시 

+ 앞 범퍼 및 그릴 

+ 문손잡이 

+ 후드， 지붕 및 트렁크의 몇몇 지점 검사 

+ 차량 내장재 운전대， 탑숭자가 앉는 바닥 및 좌석 

(5) 차량 외부가 오염된 경우 

- 차량 외부가 오염된 경우， 물로 씻어 내리며 제염 

재겁사 

- 아직 차량 외부에 오염이 있으면 브리쉬와 비늦물로 제염을 하고 깨끗한 물로 씻 

어 내 림 

-재검사 

- 아직도 오염이 남아 있으연 오염차량 주차 구간에 차량 주차 

만약 내 외부의 오염이 발견되지 않으연， 청정 주차구간으로 차량 이동 

(6) 차량 내부가 오염된 경우 

- 오염된 경우 

+ 바닥 및 좌석을 HEPA 필터 진공 청소기로 청소 

+ 모든 다른 부위는 masslin 천이나 짖은 종이타월로 닦아냉 

-재검사 

- 오염 이 남아있으연， 오염차량 주차 구간에 차량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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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내 외부의 오염이 발견되지 않으면， 청정 주차구간으로 차량 이동 

(7) 차량 부속품이 오염된 정우 

- 차량 내부 부풍의 오염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적절한 제염방법 사용 

+ masslin 천이나 젖은 종이타월로 닦아냉 

+ 습식/건식 진공청소기로 청소 

+ radiowash towelett로 닦아내고 물로 행궁 

+ 제염이 불가능할 경우， 플라스틱 백으로 덮고 방사선방호요원에게 통지 

(8) 차량 기록자의 엄무 

- 매 30분 간격으로 개인피폭선량계 확인 

- 차량 오염검사제염 양식 인수. 차량 정보 확인 

- 양식내 차량의 오염 위치와 정도 기록 

- 양식 내 제 염 방법 기 록 및 서 영 

- 양식내 차량 처리 방법 표시 완료되면 양식을 차량 오염검사소로 회송 

- 양식 아래에 검사자 이른 기술 및 본인 서영 

- 양식의 윗 부분 기록 

+ 물품 개요 

+ 오염 부위 및 오염 준위 기록 

- 필요시 물품 접수 태그 작성 

+ 제염을 위해 보관된 물품 

+ 열쇠와 차량오염검사 양식에 영수중 부착 

+ 제염 불능 물품 (백에 담고 태그 부착) 

+ 백 안에 물품과 함께 영수중 삽입 

- 양식 아래에 검사자 이름 기술 및 본인 서명 

(9) 차량 운전자의 임무 

- 차량 제염소에 남아 차량을 청정 주차구역이나 오염차량/임시차량 주차구역으로 

운전 

- 모든 오염차량을 이동시킨 후에는 차량 제염소에서 오염검사자로부터 오염검사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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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이재민 접수 및 의학적인 분류 

(1) 목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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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한 이재민에게 보호샌터 운영과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 의료요원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이재민을 선별한다(붙임 3) 

(2) 요원 구성 

- 이재민 접수자(l인) : 지자체 공무원 

- 의학적 분류자 (l인) 지역 보건소 공무원 

- 보조요원 (2인) 지역병원 둥에서 파견된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 활용 

- 이재민 도착 그룹이 한꺼번에 볼릴 경우 접수창구 및 인력을 확대한다 

(3) 준바 절차 

- 방사선방호요원으로부터 지급받은 포켓 선량계의 저 측정범위가 0 - 200 mR인 

지 확인하고 TLD 수령 확인 

+ 최소 매 시간 간격으로 선량계의 저 측정범위(O-200mR) 판독 

+ 만약 선량계의 눈금 범위를 벗어나거나 l 50mR 이상인 경우는 무전기로 방사선방 

호요원에게 문의 

- 장갑(흰색 목장갑) 착용 

(4) 운영 절차 

• 이재민 접수자의 임무 

- 이재민들에게 다음 사항 질의 

+ 칼로 베이거나 절단 

+ 타박상， 상처자국 

+ 질병 

+ 특별 의약품을 소지 여부 

+ 거통상에 불편이 있거나， 일반음식 섭취에 지장이 있는 둥 특별한 요구사항 

+ 정서적 문제점 

- 의학적 분류자와 함께 위의 질의에 해당되는 이재민올 추가적인 평가를 위해 즉 

시 현장진료소로 이관할 것인지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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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진료소로 해당 이재민올 안내 

• 의학적 분류자의 임무 

- 위의 질의에 해당되는 이재민에 대해 증상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한 

지 결정 

• 이재민 접수자의 임무 

이재민에게 센터 운영 및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관련된 질의에 답변 

+ 센터에 도착한 이재민은 오염검사소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오영 가능성이 있 

는 것으로 가정하고， 오염통제구역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시킬 것 

- 이재민에게 개인오염검사제영 양식을 배포하고， 이름， 주소 동 작성토록 안내 

- 이재민을 오염검사소로 이동시킬 때 임시 대기지역에서 대기시키는 둥 이재민의 

흐름이 혼잡하지 않도록 적컬히 통제하면서 오염검사소로 안내 

보안 위반이나 오염통제구역의 손상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연 이의 해결을 위해 

방사선방호요원에게 즉각 통지 

- 이재민은 오염검사소 도달시 이재민의 이름과 주소가 기록된 개인오염김사제염 

양식을 오염검사소 검사원에게 제출 

(5) 오염검사를 받을 이재민에게 안내할 사항 

口 여러분을 도울수 있도록 진정하시고 침착하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디 오염물질이 흡입이나 섭취될 수 있으므로 손으로 얼굴이나 입을 만지지 마세요. 

디 이 출은 개인 오염검사를 위한 줄입니다 

디 부상이나 질병이 있으신 분은 우선적으로 검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부상이나 

메스꺼웅， 구토， 설사 둥의 신체적 증상이 있으신 분은 운영요원에게 알려 주세요 

口 개인 오염검사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들이겠습니다 

口 여러분은 몇 개의 과정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질문을 받게 됩니다 

口 첫 번째 과정에서는 기본적인 개인 정보를 기록할 것이오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口 다음 과정에서는 운영요원이 방사선계측기로 여랴분의 몸을 천천히 검사하게 됩 

니다 이 과정에서는 아무런 통중이나 신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口 오염이 발견되더라도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전한 대책이 준비되어 있으며， 

여러분은 오염을 제거하기 위해 운영요원의 안내에 따라 옷을 벗거나 필요시 샤 

워를 하게 휩니다 여러분의 소지품은 보관되었다가 나가실 때 돌려드립니다 

口 샤워를 하신 분들은 오염검사를 디시 실시하여 잘 제영되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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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오염검사 

(1) 목 적 

- 이재민 중 오염자 및 비오염자를 분류 

- 오염자로 분류된 자에 대한 전신 오염검사 실시 

(2) 설치 및 준비 절차 

portal monitor를 설치하고 작동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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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체 오염검사용 방사선계측기의 배터리 점검 및 probe를 플라스틱 또는 비닐로 

두별 감쌍 

- 방호복 착용 장갑， 마스크， 두건， 실험실 가운올 입음 

(3) 운영 절차 

이재민을 portal monitor를 통과 시키연서 오염 여부 검사한다 

+ 만약 오염 경보기가 작동되면， 오염이 의섬되는 이재민올 재검사구역으로 이동시 

킨다‘ 

오염이 의심되는 이재민은 재검사구역에서 전신검사를 받는다 

+ 검출기를 인체로부터 약 1 cm 떨어져서 초속 2-3cm 속도로 이동하연서 오염검 

사플 실시한다. 1인단 전신 오영검사는 약 3분 정도 걸릴 것임 

+ 배경준위보다 100 cpm 이상 검출되연 오염된 것으로 판정한다 

+ 신체 어느 부위든지 오염이 검출되면， 즉시 검사를 중지하고 제영구역으로 이동시 

킨다 왜냐하연 제염요원들이 제염 이전에 전신검사를 수행할 것임 

호송자가 오염자의 개인오염검사제염 양식을 소지하고 제염구역으로 안내한다‘ 

- 오염 의십자 또는 오염된 자가 오염물질이 남아있지 않음을 확인하기 이전에 오 

염통제구역을 벗어닌 경우는， 다음 3단계 조치를 한다 

+ 통제구역으로 돌아가도록 오염자에게 지시 

+ 오영자가 밟은 구역을 통제， 차단 

+ 차단구역 재개방을 위한 지침과 방안을 방사선방호요원에게 문의 및 시행 

- 오염검사한 후 결과를 개인오염검사제염 양식에 기록한다 

- 만약 오염이 발견되지 않으면， 이재민올 이재민둥록소로 이동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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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사선 오염검사 순서 

• 방사선계측기 (Geiger-Mueller Detector)로 오염검사 절차 

- 검출기 (probe)를 피부 또는 의복 위의 lcm 높이를 유지하연서 l초당 2-5cm 속 

도로 천천히 이동 시킨다 

- 검출기 (probe)를 아래 그립과 같이 체계적으로 이동시킨다， 

개인오염검사기록지에 측정치 (counts per rrunute (CPM))를 기록한다 

제영실시 전 후의 오염검사 기록을 비교한다 

- 방사선계측기 사용을 익숙하게 다루어야 한다 

제염 목표치 배경준위의 2배 보다 적은 값 

(배경준위보다 2배 이상 방사선준위가 측정되연 오염된 것으로 간주한다) 

알파입자 방출체가 동반된 사고인 경우， 인체의 오염부위가 배경준위의 2배보다 

작은 측정값이라연 의학적으로 심각한 정도로 오염되지 않았다고 본다 그러나 

플로트늄과 같은 알파입자 방출제 또는 저에너지 베타방출체가 검출되었다면 보 

건물리요원의 자문을 받도록 한다 

• 오염검사 순서 

- 오염이 의심되는 자룹 깨끗한 받침대 (pad) 위에 세움 

- 허리를 곧추 세우고， 발을 약간 별리고‘ 팔을 약간 위로 뻗치고， 손바닥과 손가락 

을 길게 뻗친다 

- 앞쪽 손과 팔을 측정하고 뒤로 돌아가서 뒷쪽 손과 팔을 검사한다 

- 머리끝부터 시작하여 신체 전체를 갈지(之)자로 검사한다 이마， 코， 입， 옥둘레， 

옴체， 무릅， 발목 까지 매우 조심스럽게 오염검사를 실시한다 

- 뒤로 돌아가서 신체 뒷부분을 오염검사 한다. 

발올 뒤로 툴게 하여， 신발 바닥을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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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오염 판정 또는 오염이 의심되는 이채민에게 안내할 사항 

口 여러분파 가족을 도울 수 있도록 진정하시고 침착하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디 오염물질이 흉입되거나 섭취될 수 있으므로， 손으로 입이나 얼굴에 대거나 문지르 

지 마십시오 

디 최근에 의학적 검사나 치료를 받았는지 여부를 질문 받게 됩니다(의학적 검사나 

방사선 치료 시의 잔류 방사선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함입니다.) 

口 그러한 사실이 없으면， 오영이 의싱되는 경우이므로， 운영요원의 안내에 따라 지 

정된 장소로 이동하시어 오염을 제거하기 위해 옷올 벗고 샤워를 하게 됩니다 여 

러분의 소지풍은 보관되었다가 나가실 때 몰려드리게 됩니다 

口 오염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며， 새 옷이 제공될 것입니다 

디 오염이 남아있는 경우는， 보다 지세한 의학적 검사와 치료를 위하여 입상학적 치 

료룹 받으시게 됩니다. 

口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진행하는 동안 가족도 함께 기다리시게 될 것입니다. 

(6) 오영검사를 마친 이재민에게 안내할 사항 

口 향후 수 일 이내에 메스꺼웅， 구토， 설사 동의 중상이 나타나신 분들은 주치의나 

의사에게 이를 알리고， 이 곳에서 오염검사를 받았음을 알려시기 바랍니다 

디 의사는 여러분의 백혈구 세포수치 검사를 연속적으로 실시할 것입니다‘ (혈구 수 

의 확인을 위해 4시간 간격으로 12시간 내지 24시간 동안 시행되게 휩니다) 

口 또한 의사는 소변검사 퉁 생물학적 적정량 평가와 가능하다연 진신계수기 검사를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디 만약， 방사성물겔의 체내 홉수가 발견되는 경우， 의사는 여러분의 채내에 있는 오 

염물질을 신속히 배출하기 위하여 약물 복용 둥 의학적 처방을 권장할 수도 있습 

니다. 

그 추가적인 정보는 다음 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인터넷 웹 사이트나 전화번 

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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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제 염 

(1) 목 적 

오염자에 대한 제영 실시 

(2) 설치 및 준비 절차 

portaJ monitor를 설치하고 작동 검사 

인체 오염검사용 방사선계측기의 배터리 점검 및 probe를 플라스틱 또는 비닐로 

두벌 감쌍 

- 방호복 착용 

+ 전신 작업복 

+ 장갑 

+ 부츠 

- 개인피폭선량계 착용 ‘ 선량계는 방호복 외부에 허리와 목 사이에 착용 

(3) 운영 절차 

- 오염검사소로부터 오염자의 개인오염검사제염 양식 수령 

최큰에 의학적 검사 혹은 치료를 받았는지 여부(의학적 검사나 방사선 치료 시의 

잔류 방사선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함) 

- 그러한 사실이 없으면， 

+ 오염 정도와 오염 위치 평가 

- 오염검사절차에 따라 오염자 재검사 실시 및 개인오염검사제영 양식에 결과 기록 

+ 배경준위보다 100 cpm 이상인 판독이 나오면， 개인오염검사제염 양식에 오염부위 

를 표시하고 오염자를 세척구역으로 보냉 

+ 오염이 얼굴 주연에서 발견되면， 제염을 시작하기 전에 현장진료소장에게 알림 

제염지침에 따라 오염된 부위를 제염 

+ 기존 오염된 의복을 탈의한 자에게는 새 옷을 지급 

제염 후 마지막으로 전신 재검사 수행 

+ 재겸사하여 배경준위보다 100 cpm 이하의 판독이 나오면 이재민퉁록소로 보냉 

+ 재검사하여 배경준위보다 100 cpm 이상이 나오연 응급 치료실로 보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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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웅급 치료실 

(1) 목 적 

일반 상해자에 대한 용급치료 실시 

- 방사선/능 상해자 및 오염자에 대한 응급 치료 실시 

(2) 절치 및 준비 절차 

• 방사선비상진료 

- 방사능 오염확산 방지조치 실시 

+ 엠율런스 들것에 환자를 감싸기 위하여 시트를 깔음 

- 의료요원은 개인방호복장 착용(전신방호복， 이중장갑， 마스크， 부츠， 선량계 동) 

- 개인피폭선량계 착용 선량계는 방호복 외부에 허리와 목 사이에 착용 

• 일반진료 

- 국가재난 웅급의료지원 지침에 준하여 성치 

(3) 운영 절차 

일부 의 학적 인 상황은 항상 방사선 영 향보다 우선권을 가져 야 한다. 

- 이재민이 의학적 응급처치를 펼요로 하는 경우 

+ 통제구역내로 이동 

+ 표준운영절차에 따라 환자의 의학적 상황에 따른 치료 
+ 환자의 상태가 절실할 경우 앵율런스를 통제구역내로 진입시켜 환자를 태움 

+ 환자를 병원으로 후송 

+ 병원 측에 (오염 가능성이 있는) 환자 후송을 알립 

- 다음 과정은 방사능 오염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환자의 의학적 상황이 허 

용하는 경우에만 시행되어야 한다 

+ 엠블런스 툴것은 통제구역 바깥에 두어야 함 

+ 통제구역내로는 최소한의 필요한 장비민 반입되어야 함 
+ 환자의 외부 의복은 제거되어야 함 
+ 환자에게 오영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갑은 자주 바꾸어야 함 
+ 환자는 청결팀에 의해 통제 션을 넙어 앵률런스 들것에 옮겨져야 함 

+ 환자는 시트로 강싸여야 함 

+ 통제구역을 벗어나기 전에 신발 덮개와 장갑은 제거되어 통제구역에 냥겨져야 함 



이재민보호센터 운엉 

7.8 이재민 

(1) 목 적 

도도흐료 다’ 
‘’ .... '" 

- 이재민 둥록 실시 

(2) 이재민 둥록 

EPP-UA-08, Rev.O, 25/35 

구호소 운영 

- 이재민으로부터 개인오염검사제영 양식을 수집하여 방사선방호요원에게 제출 

“이재민 주민퉁록표” 양식(붙임 4) 작성 

+ 가족단위 또는 집단(예， 학교， 병원)단위로 작성한다 

“이재민 주민등록표” 사본을 이재민에게 주고 나머지 부분은 보관 

- 이재민틀이 머물 숙박시설로 안내 또는 떠나고자 하는 사람틀은 주차장으로 안내 

구호소로 가게 될 이재민 인원수 통지 및 수송수단 필요자 인원수 통보 

(3) 구호소 운영 

- 사고의 상황 및 소개상황에 따라서 구호소에 필요한 물자의 지원을 시작한다 

- 구호소에의 출입을 기록하고， 불필요한 출업을 금지 

- 구호소장은 정기적으로 구호소의 상황을， 시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필요 할 때마 

다， 那지역대책본부에 보고한다‘ 또한 짧지역대책본부는 정기적으로 사고상황 둥 

을 구호소장에 게 통지 한다‘ 

보도기관의 보호센터에의 출입 취재는 이재민의 건강이나 인권을 배려하여 제한 

한다 

이재민의 외부와의 연락용 전용 전화를 설치한다 

- 이재민의 문의는 구호소에서 작성한 “이재민 주민동록표”에 근거하여 都지역대책 

본부에서 대응한다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구호소는 될 수 있는 한 창문， 문을 닫는 동 외기 를 차단 

한 상태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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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이재민보호센터 운영관리 

(1) 목 적 

이재민보호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올 관리하고， 都지역대책본부에 있는 주민보호반 

장에게 보호센터에서 발생되는 현장대웅업무 현황과 필요한 물풍 풍에 관하여 지 

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 

(2) 시셜운영관리 

- 보호센터내 각 시설에 필요한 장비， 물풍 퉁이 배치되었고， 필요시 각 시설에서 

각종 장비를 설치를 하는 데에 지원이 필요한지 확인한다 만약 장비나 차량이 

이동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면 보호센터 소유자와 협의한다 

- 보호샌터내 각급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지원한 작업자들이 보호센터를 떠나기 전 

에 오염검사를 받도록 현장진료소에 요청한다， 

- 보호센터내 각급 시설에 현장대웅요원들이 구성되었는지 확인한다 용6지역대책본 

부를 통하여 휴식이나 교대근무를 위한 후속적인 교대근무요원을 구성토록 협조 

한다 

보호센터내 각급 시설에 무전기를 지급하고 요원을 배치하여 이재민/비상 작업자 

들이 도착하기 시작하면 각 시설 간 통신 현황을 모니터링 한다. 

- 지역 병원(기장병원， 부산대병원， 국군부산병원， 신체장애자의 제영을 지원하는 

시설)에 비상대기를 할 수 있도록 통보하고， 이들이 원자력발전소의 비상상황과 

郵지역대책본부가 가동되었음을 알고 있는지 확인한다 이러한 상황이 완료되면 

현장진료소장에 게 통보한다 

필요시 이재민을 다른 보호샌터로의 수송시 지원 

- 오염된 노약자등에 대한 조치로서 필요시 노약자동을 전문으로 돌보는 기관으로 

이송시 수송수단을 제공토록 하며， 여기에는 방사선 훈련을 받은 방문간호사 또 

는 소방서 구급대원이 동숭토록 한다 

- 제염이 완료된 이재민의 물품들을 모아서 개인 영수중 태그 번호가 맞는지 확인 

한 후 이재민에게 반남한다， 

오염된 차량이 제염 완료되연， 차량 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차량 열쇠를 수령 

할 수 있도록 이재민 둥록소에 통지한다 

교대조가 바뀌면， 교대자에게 모든 퉁록 및 기록틀을 인계(완전한지 검토) 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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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책본부의 주민보호반장에게 인계인수 통보. 현장진료소에 자신이 오염되지 

않았음을 보고， 방사선방호요원에게 선량계 반납 

- 비상 종료 후 모든 시설 운영이 문을 닫으면， 시설을 공공 목적으로 사용 재개할 

수 있는지 결정하기 위하여 방사선방호요원과 협의 

(3) 보호센터 운영 종료 

- 이재민 귀가 유도 

+ 없지역대책본부로부터 보호센터 운영 해제 지시가 나왔을 경우， 노약자동을 우선 

적으로 하여 이재민을 귀가 시킨다 

+ 이재민에게 사고의 결과를 설명하고， 귀가시의 주의 사항 동을 전달하고， 배차 계 

획에 따라 귀가시킨다 

+ 계속해서 구호소에 머무르는 것을 희망할 경우， 성명， 주소를 확인하고， 짧지역대 

책본부의 허가를 받아 일정기간 동안 체류를 인정한다， 

+ 이재민 둥록표에 의해 귀가자를 확인하고 기록한다 

보호센터 폐쇄 조치 

+ 구호소에서 주민이 모두 귀가했을 때， 이재민보호센터장은 那지역대책본부에 연락 

하고 본부의 지시에 따라 보호센터를 폐쇄 조치한다 

+ 보호센터에 가지고 들어간 장비， 물품 둥은 那에서 소관하는 자재창고에 반환한다 

장비 물품별 수량 및 파손의 유무를 확인하고， 수리가 필요한 물건 둥은 표지하여 

수리토록 한다 

+ 각급 시설 현장대응요원은 보호센터내 활동 기록이나 작성 서류를 정리하고， 都지 

역대책본부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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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0 방사선 학적 지 원 

(1) 목 적 

- 보호센터내 각 시설 현장대웅요원의 방사선 피폭올 감시 관리하며， 각 시설 및 

현장대웅요원들에게 방사선학적 지원을 제공한다 

(2) 빵사선방호요원의 임무 

- 현장진료소장이 도착하기 전에 보호센터내 전반적인 방사선관리에 관한 책임을 

갖는다 

(3) 껄치 절차 

검사기기 조립 

+ probe를 계측기에 연결 

+ 각 계측기의 최종 교정일자 확인 교정일자가 1년 이상 지났으면 다른 기기 사용 

+ 각 계측기의 배터리 점검. 배터리 전압이 낮으면 이를 교체하거나 다른 기기 사용 

+ 계측기에 점검선원올 위치하여 판독치가 선원에 기록된 값을 지시하는지 비교 만 

약 두 값이 상당한 차이가 있다면 다른 계측기나 probe를 사용 

+ 일부 계측기에는 선왼이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 

+ pancake probe를 플라스틱으로 덮음 

+ 시설의 배경준위 결정 매 30-60분 마다 재검사 

- 각급 시설 현장대응요원에게 개인피폭선량계 지급 

+ 개인피폭선량계를 O 혹은 전체 눈금의 25% 미만으로 리셋 

+ 각 시설 작업자에게 개인피폭선량계(0-2αJmR)와 TLD를 지급 

- 각급 시설 현장대웅요원 선량계 기록지에 모든 선량계 지급 내역 기록 

- 선량률 준위가 더 낮은 검사관 펠요로 하거나 지시하지 않은 경우는 작업자들이 

개인피폭선량계를 매 30-60운 마다 점검하도록 지시 

- 선량계 점검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작업자를 모니터령 

+ 방사선방호요원은 현장대용요원 개인피폭선량계에 피폭선량이 있는 경우， 방사선 

원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하여야 함 

- 각급 시설에 survey metcr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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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급 시설 현장대웅요원와 함께 운영절차 검토 계측기 점검 절차， 적절한 판독 

방법， 검사 기법 및 오염 제한값 퉁 검토 

정확하게 시행되는지 보장하기 위하여， 이재민， 수송차량 및 소지품에 대해 수행 

되는 검사 및 제염활통을 감독 

- 각급 시설 현장대웅요원이 개인피폭선량계를 착용하였는지 확인 이들의 판독 결 

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임의 조사 

각급 시설에서 백에 포장된 개인 물건을 점검하고 안전한 보관 장소에 보관하는 

지 점검 

오염검사 및 제영 과정에서 발생되는 오염된 불품들을 안전한(장겨진) 방에 보관 

하고 오염 물품의 수송 또는 처리 조치 

- 정상적인 운영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경준위와 수용소내 차량 제염소 내부 및 

바로 바깔의 오염 준위에 대한 검사를 지속. (오염 제한값 측정 능력 포함) 

- 수용 소내 오염검사를 위해 한 시간 간격으로 구호소 바닥 마루에 걸레를 발에 붙 

이고 걸어 다닌 후 측정기로 검사- 내부 지역에 오염이 발견되면 각급 운영절차 

를 중단하고 오염을 제거 

각급 시설 현장대응요원에게 방사선 감시지침 제시 

- 사용한 개인피폭선량계를 리셋 시키어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회수된 

TLDs는 “사용펌” 표시를 한 후， 피폭관리 기록지와 함께 동일한 개인에게 재 지 

급하거나 수용소 폐쇄 후 계측을 위해 보내지기 전까지 보관 개인피폭선량계냐 

TLDs가 부족할 경우 시설운영실을 통해 빼지역대책본부 주민보호반장에게 통지 

- 교대큰무를 마치고 수용소를 떠나는 현장대응요원틀이 선량계를 반납하였는지 확 

인하고 오염검사를 받았는지 확인 선량계 판독값을 기록 

- 모든 이재민， 수송차량 및 개인오염검사제염 양식 사본을 관리 시설이 폐쇄되면 

이들 양식은 那지역대책본부 주민보호반장에게 회송하고 영구기록으로 보관‘ 

- 각급 시설의 장비 물품의 부족은 시설관리요원에게 전달되어야 함 

- 교대조가 바뀌면， 교대자에게 모든 둥록 및 기록틀을 인계 현장진료소에 자신이 

오염되지 않았음을 보고‘ 선량계를 반납하고 시설운영실에서 후속 일정 확인 

수용소 운영이 종료되연 ， 모든 선량계 기록을 수집하여 검토하고 “사용된” 모든 

TLDs와 해당 관리 배지를 포장하여 판독자에게 전달하여 계수 처리토록 함 

+ TLD 피폭 보고서가 접수되면 현장대웅요원들에게 그들이 받은 방사선량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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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 애완동물 보호 

(1) 목 적 

- 이재민에게 애완동물 보호지침올 제공하기 위함 

(2) 엄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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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센터로 데리고 온 애완동물의 건강과 후생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 

- 보호센터에 도착한 오염되지 않은 통물들은 타고 온 자가용 차량올 임시 숙소로 

활용 주인에게는 원활한 환기를 보장하기 위하여 창문올 조금 열어두도록 권고 

- 오염된 것으로 확인된 차량의 경우는 자동적으로 차량에 탑숭한 모든 사랑들과 

동물들이 오염된 것으로 간주 동물에 대한 검사 및 제염은 차량오영검사소에 장 

비 및 요원들이 대기하고 있음 동물보호요원이 오염검사 보조요원과 협조하여 

오염검사 수행‘ 주인들은 자기 통물들이 제염조치를 받고 제염된 차량으로 돌아 

오거나 혹은 보호구역에 들어갈 때 까지 그들의 동물과 함께 머물도록 함 

- 일단 동물들이 제영조치륜 받고 깨끗한 차량 내에 있으면， 주인들을 오염검사 및 

필요한 제염조치를 위해 현장진료소로 안내 

- 집단 보호를 필요로 하는 동물플은 주인들이 찾아갈 때까지 숙소와 사료를 제공 

할 수 있는 애완동물 보호소로 이관함 

(3) 설치 준비 

- 만약 시설이 아직 설치되지 않았거나 물풍이나 재고가 활용될 수 없는 상황이연 

이들이 도착한 후 시행 

- 시설운영절차서를 검토 

방사선방호요원으로부터 방사선계휴기， 개인피폭선량계 및 TLD를 수령 

- 방호복 착용 

+ 전신 작엽복 

+ 장갑 - 내부(흰색 연) 

+ 장갑 - 외부(고무) 

+ 신발 덮개 내부(노란색 플라스틱 혹은 투명 플라스틱 백) 

+ 신발 덮개 외부(노란색 고무) 

+ 의사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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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들올 제염(즉， 목욕)시킬 때에는 방수복， 고무장갑 및 안연보호대와 같은 추가 

적인 방호복장을 갖추어야 함 

(4) 운영 절차 : 

- 애완동물을 보호센터에 데리고 온 운전자는 차량오염검사소로 안내 

+ 차량오염검사소에게 애완동물 오염검사 협조 요청 

+ 개인오염검사제염 양식 작성 

+ 만약 통물이 오염되었다면(즉， 배경준위보다 l Oûcpm 이상) . 미지근한 물로 씻은 

후 적절한 삼푸로 행구어 줌 수건으로 말린 후 재검사를 실시. 오염이 제거되거나 

오염 준위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때까지 계속 씻음 

+ 동물의 제염이 완료되면 전체적으로 말린 후， 주인의 제염된 차량에 있을 수 있도 

록 주인에게 인계 만약 그틀의 차량이 아직 제염되지 않았다연， 임시로 우리에 넣 

고 주인에게 개인오염검사제염 양식의 일련번호를 발급한 후 사본을 다음 곳으로 

배포 

제l 사본 우리에 부착 

제2 사본 ’ 개인오염검사제염 양식에 부착 

제3 사본 주인에게 지급 

+ 주인에게 현장진료소로 갔다가 동물과 차량이 깨끗한 것으로 인정되면 동물들을 

다시 데려 오도록 안내 

통물이 씻어서 깨끗해질 수 없디면， 주인의 승낙을 받아서 오염된 털을 가위나 

이발기계로 제거 만약 이러한 방법이나 계속적인 씻음으로도 오염을 제거할 수 

없으면， 동물을 우리에 넣어 격리시킨 후 처분을 위해 애완동물 보호소로 보냉 

보호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애완동물을 위해 애완동물 보호소로의 이통과 수 

용시설을 제공 

- 교대조가 바뀌면， 교대자에게 모든 동록 및 기록틀을 인계(완전한지 검토) 현장 

진료소에 자신이 오염되지 않았음을 보고 방사선방호요원에게 개인피폭선량계를 

반납하고 시설운영실에서 후속 일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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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버스 口 트럭 

부위 기록 

/ 
디숭합차 

오영 

/ 
口 숭용차 

차량 번호: 

차량소유자 

날 짜: 

차량종류: 

1서 명 
‘ 
T 

‘ 
1 

‘ 
i 

‘ 
4 

제염후 측정값 명 

받글듀L쾌 
탓띔三~1 N 

1 서 측정값 오염 

참고 그림 옆의 빈칸에 계혹값융 기록하고1 그 위치용 화상표로 표시 자연망사선 제수치보다 높용 경우에만 기록 

口 아니오 

口 제영완료 

口 예 제영절차 실시 여부 

제염실시 회수‘ 

차종 

휴대전화번호 

시간 

口 기타 ( 

口 아니요 口예 

서명 

전문기관에서 후속평가 펼요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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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8.2 

오염자 성명 

주민번호 

날 짜 

의식정도 

오염 측정값 1서 명 

/ / 

성별 口 남 디 여 

휴대 전화번호 

시간 

손상 및 오염 기록 

활력증후 : BP 
며
。
 

Y 

써
 
• 

m 
M 

-
치
 

-” 

저
 

-‘ 

m증
 

뻐
 

• 

상
냐
 

찬고 그힘 옆의 번칸에 계측값올 기록하고， 그 위치룡 화상표로 표시 자연방사선 계수치보다 높을 경 우에안 기흑 

제염절차 실시 여부 

제염실시 회수， 

口예 

이송의료기관 

의료기관에서 후속평가 필요성 여부 디 예 

이송시간 

서 명 

口 아니오 

口 제염완료 

口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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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8.4 

이재민 주민동록표 

성 명 성 별 남口 여口 

직 업 생년월일 

주 소 

위치영 옥내口 옥외口 

사고발생시 

장소 
방위 납口 납납서口 남서口 서냥서디 

(원전기점) 
서口 서북서口 북서口 북북서口 북口 북북동口 북동口 

거 리 2km이 내 口 2←3km口 3-5km口 5-10km 10- 15km口 15km이상口 

0-10분 10-20분 20-30분 30←60분 

사고발생 욱내口 옥외口 용내口 옥외口 옥내口 옥외口 옥내口 옥외口 1 

직후 행동 1 - 1. 5시간 1.5-2시간 2-2.5시 간 2.5-3시간 

옥내디 옥외口 옥내디 옥외口 옥내디 옥외口 옥내口 옥외口 

의복 갈아업음口 갈아입지 않음디 

방사능 

오염 정도 
신체 : 세척안함口 세수함口 샤워함口 특수세제로 샤워함[그 

의료조치 없음口 약품투여口 일반검사口 정밀검사口 치료口 

피폭당시 

급성중상 

평 질병상태 없음口 있음口 (당뇨병口 고혈압口 심장질환디 신장염디 기타 

-ι」‘ 임t물복용 없음口 있음口 (복용 약품명 

• 이 동록표는 의 료조치 냐 손해 보상시 창고용으로 활용되 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중요하게 보존하세요 

주의사항 주소나 성영이 잘못 기입되었으면 다시 작성하세요 

이 동록표를 분실하였거나， 사용할 수 없으연 재교부를 신청하세요 

이 둥록표는 남에 게 양보하거나， 빌려주어서는 안 휩니다 

이재민 
체류기간 

보호센터 

발행일시 발행인 서명 

발행기관 부산광역시 가장군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 



l 부 특 m J 

방사선원 사고시 초기대응그룹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초기대응그룹 

현장조치 행동매뉴열 

(방사능테러 및 방사선원 운반둥 사고) 

걷총훌뚫짧薦熟N벨 



높좌 

시작 

@ 어서오세요. ti 

본 매뉴얼은 방사성통위원소 운반 • 취급 · 분실 · 도난 또는 방사능 테러 풍으 

로 인하여 방사선비상이 발생하였을 경우r 초기대웅그룹이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 

되어 비상대용활동올 수행하는데 필요한 행동요령과 세부대웅절차를 기술하고 있 

습니다. 

초기대웅그룹에 소속된 각급 현장대웅요원들은 아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어 

지는 지침/절차를 확인하면서 신속하게 사고 현장에 대웅하고l 대웅 행위가 정당 

하였는지를 점검하십시오 

• 와합보간 

• 뾰효진최 

• 복족경복 

본 매뉴얼온 국제원자력기구(JAEA)가 "ManuaJ for First Responders to a Radiological 

Emergency", IAEA-EPR-First Responders 2006에 기초하여 전 세계의 초기대용그룹을 위해 

휴대용 전자도구로 개발(2008-09-25)한 것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맡게 번역 - 편집한 ”방사 

선사고시 초기대용그룹을 위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입니다 

본 매뉴얼은 부산광역시의 지원을 받아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작성하였으며， 본 매뉴얼을 

활용하는데 있어 문의 사항이 있으시연 한국원자력연구원 왼자력방재립(n042-868-8812)으 

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호좌 

차 .!i'.. ..., 

요 

스L갚 

윈화명2l: 

복족좌복 

• 

• 
• 

• 

임 무 

와죠 

엮무(초기대옷그룹) 

• 
• 

• 
사고대책용부작 

좌월줄검토죠 

속뾰뾰갱됩 

봐효죄흐탑 

경찰복앞당 

순산좌복됨 

준밍훌복탑 

좌보보월 

• 
• 
• 

• 
• 

• 
• 

발산쇠표린됨 

• 
• 

긴급대웅지침 l 

사고대책복부잣의 대유황휴 앞산죄봐짚죄 • 

사고대책불부작의 대유황통 릎쉴」독납스1 밤산섭3월 • 

초기대옷그룹의 대용황통 • 

벗워의 대유황통 .:1멸 • 

개인밖호황통 • 
빈쏘돼효긴모 • 

옆료효모 

[
/ 

」

• 



자원부배 약식 

• 효효효싶 
• 박사서비삿입옴 보여주는 칙후 

• 위협하 박사션워 표지 

• 고 박사서준위 측첫 

밤산쇠효갚 

• 박사선 격고 표지 

• 위험하 박사선원 

• 훈바욕 포작볼의 표지 

• 위협하 쩌도의 밖사섯불칭의 약 

• 낸보경겐코영 

• 혀작대용요원의 복귀선략 지칙 

비삿삿횟 처파 요렷 

• 언휴 보도불 예시 

• 칭의 옹탑 예시 

• 비삿대용기구 익무 

박사서비삿대욱체계도 

• 대옷황못 벅위 및 대유시성 

초기대유그룹옴 위하 창고 도서 

• 팀별 행동요령 

• 뾰효욕렵 
• 박사서비삿시 혀잣대유조치 엌바사학 

• 부심 · 도단 박사서워에 대하 대유요렷 

• 차원조적팀의 햇돗요렷 

자원 배치표 

• 소박박재팀의 핵통요렷 

• 비삭친료팀의 햇돗요렷 

[‘ 
니
 



• 격창보아틱의 햇돗요렷 

• 수사것보틱의 햇휴요렷 

• 주민휴보탑의 햇돗요렷 

지역 벗원의 행통요렷 

• 국가 종합삿확심 의 햇통요렷 

• 벗사서과리틱의 햇못요렷 

• 쩌부운영절차 
위험 빼가 및 내부격계구역의 성젓 정차 

내부격계구역 벅위 

• 헝작대옷요위 박호청차 

• 주민보호정차 

• 주민퉁록정차 

• 주민 • 혀작대유요워 오염컴사 정차 

• 주민제역청차 

• 오염관리정차 

• 차략· 작비의 오역걱사 및 제영 정차 

• 진단 삿해자의 혀착 부류 청차 

- 4 -



높강 

위험 명가 

P. l 

사건 현장에 도착한 초기대옹팀은 한시적으로 사고대책본부장 역할을 수행한다. 

1. 아래와 같은 징후를 보이는 방사선비상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한다. 

- 박사서비삿익옴 보여주는 껴후 

- 위험하 방사서워 표지 

2. 방사선비상 발령 가능성을 보이는 징후가 있다면/ 가능한 한 신속히 국가 

중앙상황실과 연결하여 방사선평가팀과 협의하고， 특정 방사성물질의 양 또 

는 비정상적인 정후 퉁과 같은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 · 평가한다 

3. 사고대책뷰부작의 임무를 이행한다. 

- 5 -



높찬 

보조정보 

세부 지침 

• 뾰효욕렵 
• 세부운엿청차 

P. 4 

기타 참고 자료 

• 보효갚궁 

• 냉포경갱궁멸 

• 혀작대옷요워 복귀서학 지칙 

• 벗사서 격고 표지 

앞산쇠확싶 

• 고 박사선주위 측것 

• 운반욕 포작품의 표지 

• 위협하 박사서원 

• 위협하 쩌도의 박사섯뭉칭의 약 

갚곡후헌 

( 
。



높찬 

엄무 

당신의 임무는 ? 

• 사고대책휴부작 

• 촉zl댄효극효 

• 좌북보월 

P. 2 

- 7 -



효강 

엄무(초기대웅그룹) 

P. 3 

• 좌월족정됩 

• 속뾰뾰객탑 

• 봐효죄율담 

• 효효복앞탑 

• 숫산좌복탑 

• 발산쇠표린됨 

• 로밍훌복됨 

g 
g 



올찬 MG.l 

사고대책본부장 

• 대웅활동 사항 

• 박사서비삭시 대유황못 

• 분심 또는 도난 박사서워에 대하 대유황돗 

• 개인방호 
갱잎뾰혹죄칩 

• 혀작대웃요워 복귀선량지춰 

• 기타 
비삿대유기구 

• 내부격계구역 성적 지칙 

• 멸료효코 

• 확인해야 할사항 

• 주민휴보튀 엮무 

• 자원조적팀 익무 

- 9 -



표효 

자원조정립 

• 대웅활동 사항 
• 초기 대유그룹 대옷황휴 

- 개인방호 

• 패와밤홍죄죄 

• 자훤관리 
• 자워부배 양식 

• 둥효앞싶 

MG.3 

10 



효강 

소방방채팀 

• 대웅활동 사항 

• 초기대유그룹 대옷환통 

• 개인방호 

• 캠외뾰후좌최 

MG.4 

• 11 -



효강 

비상진료팀 

• 대웅활동 사항 

• 초기대유그룹 대유황통 

l 개인방호 

• 갱와발홍좌좌 

MG.5 

- 12 -



효찬 

정찰보안팀 

• 대용활동 사항 

• 초기대용그룹 대옷황통 

l 개인방호 

• 갯잎뾰홍좌최 

MG.6 

13 



표감 

수사정보팀 

• 대용활동 사항 

• 초기대옷그룹 대휴황통 

• 개인방호 

갱잎발후좌최 

MG.7 

- 14 



올강 

주민홍보팀 

• 대웅활동 사항 

• 초기대웃그룹 대옷황못 

• 개인방호 

• 갱와밤후좌칩 

• 주민 홍보 
비삿삭횟 쩌파 요랫 

• 철요옳달 

• 언휴 보도뭉 곡고 

MG.8 

15 -



효」갚 

지역 병원 

• 대웅활동 사항 
지역벽위 대유황통 

• 개인방호 
l 캠잎밟후좌최 

MG.9 

- 16 -



폴찬 MG.11 

방사션관리팀 

l 대웅활동 사항 

• 초기대유그룹 대유황돗 

- 개인방호 

갱잎밟혹죄죄 

- 17 -



폴강 

빵사션비상시 사고대책본부장의 대용활동 

대용활동 (적절하고 실질적으로) 

口 거리를 두고 관창 및 파단 

口 내부것계구역 셜정 

口 현장대용요원r 차량/ 장비의 재배치 

디 현장에서 안전 운영 보장 

口 갱오l뾰후진좌 준수 

口 구조활동 실시 

口 현장지휘소 및 대기지역 확보 

口 테러/폭발물/후속 사건 고려 

口 포장물， 사랍， 종이， 차량 점검 및 확인 

口 내부경계구역 표시 

口 내부경계구역으로부터 일반인 소개 

口 방사선평가팀 요청 - 방사선 관련 유선으로 조언 청취 

口 방사선관리팅으로부터 초기 평가 요청 

口 대웅활동 지역/시설 설정 

口 모든 초기대웅요원 인원 점검 

口 현장에서 분류， 퉁록， 오염검사， 제영 총괄 

口 현장 및 다른 시설에 보안구역 설정 

口 오염 확산 방지 

口 운송업체/의료시설에 통지 

QG. l 

口 국가 종합상황실에 보고， 모든 대옹(특정 대웅팀)에 필요사항 고려 

口 지원팀 도착시 상황 설명 

口 단일 창구의 주민홍보 유지 

口 현장올 범죄현장으로 취급 

口 현장 복구 및 제염 시도 금지 

그 밖사천비삿시 혀작대옷조치 임바사핫 준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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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찬 

방사선원 분실 • 도난시 사고대책본부장의 대웅활동 

대웅활동 (적절하고 실질적으로) 

口 방사선평가팀 요청 

口 개인박호지칙 준수 

口 보안구역을 범최현장으로 취급 

口 조사 및 탑색작업 지휘 

口 다른 방사선원들의 보안 확보 

口 방사선원의 위치 확보 및 격리 

口 피폭 가능성 있는 사람 구분 

口 방사선원 및 위험성을 기술한 주민 홍보물 공보 

QG.2 

口 인근 의료기관에게 방사선 피폭 정후에 대한 경계를 유지토록 통지 

口 웅급서비스， 관할구역 이동자， 폐기물처리자 동에게 경계 경보 

口 국가 종합상황실에 보고 

口 일반 주민의 오염 또는 피폭에 대해서는 박사서비삿시 사고대책뷰부잣의 대 

융활효준수 

口 부심 · 도단 박사선워에 대하 대욱요렷 준수 

19 -



릎찬 

초기대웅그룹의 대용활동 

대웅활통 (적절하고 실질적으로) 

口 자기 자신 방호 

口 사고대책본부장의 지휘를 받음 

口 개인박호지칙 준수 

口 주민이 주민보호정차를 준수하는지 확인 

口 방사선으로 인해 인명 구조작업이 지연되어서는 아니 됩 

口 언론매체 보도 요청은 주민홍보팀으로 안내 

口 현장을 범죄현장으로 취급 

口 각 대웅팀별 행효용뾰 준수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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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강 QG. 4 

지역 병원의 대웅활동 

대웅활동 (적절하고 실질적으로) 

口 사고대책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대웅활동 이행 

口 개인박호치칙 준수 

디 적절한 주의 사항올 따른다면 오염 환자 치료시 위험성이 무시할 정도라는 

것올 의료요원에게 주지 

口 경찰로 하여금 병원 주변에 안전영역을 설정케 하고， 오염 환자를 2차 구 

역으로 인도 

口 앵불런스 대기 공간 및 환자 치료 공간 확보 

口 통제구역 및 경계선 설치 

디 의료요원 준비 및 일상적인 주의 사항 전달 

口 (오염된 것으로 가정하고) 상해자를 평가 및 관리 

1. 의료적인 안정유지 우선 

2 신체 오염검사(가능하다면) 

3. 신속한 물리적 신체 검진 및 각종 혈액검사(CB디， 만약 내부피폭이 의 

심되면 코털채취 검사 

디 만약 환자가 오염 검사 받을 수 없는 상태라면 신속하게 목욕시키고 의복 

올 교체(환자 상태를 악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口 만약 환자가 오염되었다면 - 완전한 제염 실시 

디 오염검사 후 오염되지 않은 사랍은 청정구역으로 안내 

디 오염 확산 방지 오염 구역올 나가기 전에 : 

1 오염검사요원 r 오염된 의복을 벗고 샤워 실시 

2 오염검사장비 

디 방사선평가팀의 감독 하에 세척 실시 

디 방사선평가팀의 승인 후 통제구역 개방 및 앵불런스 이용 

디 추가 재원의 수요를 파악하고 요청 

디 지역 t엇원의 햇못요렷 이행 

- 21 -



표강 

개인방호지침 

口 표준안전절차 준수 

口 주변을 둘러 보며 상황 판별 

口 잠재척으로 위험한 방사선원 근처에 머무는 시간 최소화 

口 의심되는 방사능 물체를 건들이거나 잡지 말 것 

口 가능한 한 호홉방호장비 사용할 것 

口 손올 입으로 부터 멀리하고， 금연하고， 먹거나 마시지 말고， 

손을 자주 씻을 것 

口 각자의 이름과 수행한 활동사항올 기록할 것 

口 오염검사 및 퉁록 

口 가능한 한 신속히 샤워 및 의복 갈아입음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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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갚 

비상대웅기구 

초기대웅그룹 

口 사고대책본부장 

口 소방방재팀 

디 비상진료팀 

口 경찰보안팀 

口 국가 중앙상황실 

수 시간내 지원되는 대웅그룹 

口 지휘통제팀 

口 주민홍보팀 

口 자원조정팀 

口 기획조정팀 

口 현장지휘소장 

口 수사정보팀 

口 방사선관리팀 

口 방사선평가팀 

P.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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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찬 

연락창구 

P.CL 

방사선원 사고 및 방사능테러 발생시 관계기관 연락 창구는 다음과 같다 

l 지역 

지 역 

•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 대구광역시 
• 광주광역시 

• 울산광역시 
• 대전광역시 

•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 전라남도 

• 제주도 

• 국가 
행정안전부 

• 소방방재청 

광역단체 

• 교육과학기술부(주무부처)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전문기관) 

• 한국원자력의학원 

• 국채 

지역소방본부 

• 국제원자력기구(IAEA) :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국 경유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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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강 P. RAF 

자원분배양식 

직위/기능 수요 지정자 

• 사고대책본부장 「
• 자원조정팀 「
• 기획조정팀 「
• 현장지휘소장 「
• 소방방재팀 : 「

• 대웅요원 인원점검 「
• 수색 및 구조 「
• 위험 통제 「
• 안전구역 설정 「
• 현장 분류 및 구조할 때 까지 응급조치 「
• 대웅요원 오염 관리 「
• 주민 동록/ 오염검사/ 제염 「
• 내부경계구역의 소개 「

l 비상진료팀 「
• 현장 웅급처치 및 부상자 분류 (소방 구조) 「
앵불런스팀과의 협조 「

• 지역 병원과의 협조 「
• 임시 영안실 설정 「
• 의료요원 방호지침 이행여부 확인 「

• 경찰/보안팀 「
보안구역 설정 「

• 보안구역 밖의 시설 보안 「
- 현장지휘소 「
- 지역 병원 「
-대기소 「
- 홍보센터 「

π
 μ 



직위/기능 수요 지정자 

• 주민 퉁록소/ 오염검사/제염소， 환자분류/웅급치료 
「소 풍에서의 보안 및 병원으로 후송중의 보안 

• 수사정보팀 도착 전까지의 증거물 취급 「
l 수사정보팀: 「

현장 조사 및 중거물 복구관련 전략 수립 「
• 현장 밖(예로/ 병원 동)에서의 증거물 설정 「
• 법적 중거물관리구역의 설정 및 유지 「
• 중거물 관리 「

- 현장 「
- 현장 밖 (병원I 영안실 동) 「

• 주민홍보팀 「
• 엄청난 대중매체의 관심에 대한 준비 「
• 지방과 중앙의 질의 웅답 조율 「
• 언론보도물 작성 「
• 주민홍센타 설정 「

• 방사선관리팀/방사선평가팀(아래 기능에 협조) : 「
초기대웅그룹 방호 「

• 내부경계구역 결정 「
• 오염자 분류 및 웅급치료 구역 「
• 일반인 오영검사 및 제염 구역 「
• 오염관리구역에서의 대응 「
• 수사정보팀 「
• 지역 병원 「
• 경찰/보안팀 「
• 시설 유지 및 대웅활동 진행 과정 점 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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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강 

둥록 양식 

• 일자 
• 성명 
• 생년월일 
• 국적 

• 주민퉁록번호/여권번호 

• 현주소 

• 전화번호 
• 구분 일발오1 앞갱욕월-

• 사고목격? 口예 

• 엄신중 ? 口아니오 

• 방사선비상시 위치 

• 각 위치별 머문 시간? 

口아니오 

口예 

AG.3b 

성별 : 口남 口여 

출생지 

기타(특정분야) 

사진촬영? 口예 口아니오 

임신중이면 예정일? 

• 방사선 오염검사 실시? 아니오 예 검사했다면 계측기 종류? 

• 모델명 기저준위 지시값 측정값이 ? < 1 μSv/h > 1 μSv/h 

(오염검사를 하지 않았거나 제영하지 않았올 경우 오염된 것으로 취급함) 

• 제염 실시: 현장 제염? 口예 디아니오 모두 제염? 口예 口아니오 

• 오염 분류 범주 
口범주 1 : 즉시 치료 필요 

口범주 3: 치료 대기 가능 

• 후속적인 치료계획: 디예 口아니오 

• 소견 

• 자원조정팀 또는 

• 27 -

口범주 2: 조기 치료 필요 

口기타 · 치료 불필요 

서명 

일자/시간 

기관명 

전화번호 

에게 이 양식을 제공하세요 



효」갚 

방사선비상임을 보여주는 정후 

방사선비상 가능성이 있음올 보여주는 징후 

l 의심되거나 실제의 폭발물 

• 신빙성 있는 협박 또는 협박 메시지 

• 오염 확산올 의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장치물 

• 오염 가능성이 있는 표시 (예， 엎지릅) 

l 고 강마 박사선 주위 

• 의학적인 방사선 상해자 중상(예， 원인이 불분명한 확효) 

• 뾰즈f쇠폭죄가 표시되어 있는 건물/지역 

l 방사선평가팀의 평가 결과 

• 중성자선 

QG.6 

• 분실， 도난， 손상/ 화재， 누설 또는 테러리스트의 위협이나 폭발 가농성 있 

는 위험하 박사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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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강 QG.7 

위험한 방사선원 표지 

• 방사선 표지가 있는 무거운 용기 

• 노란색/하얀색 비표1. II. 1댔물품 | 랬총폈 

• IP, A, B, C, L5A 또는 SCO 종류로 표시 
된 포장물 

• 원격 또는 근접치료용으로 사용되는 장치 

• 방사선 촬영 카메라 또는 선원 

• Well logging 선원 

• 위험한 정도의 물질의 양(>D-value)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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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강 TI.la 

고 방사선준위 측정 

고 감마 방사선준위는 공간선량률 계측기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 1 OO~SV'" 

쫓 

고 방사선준위를 지시하는 것으로서 : 

• 물체나 지표면으로부터 1m 거리에서의 공간선량률이 100 μSv/h 이상일 때 

• 평시 보다 1，000배 높은 공간선량률 지시 

l 계측기 최대지시치를 초과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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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강 

방사선 화상 

아래 사진은 이용화 방사선에 피폭되어 입은 화상의 예시임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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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강 TI. lc 

방사선 정고 표지 

표준 방사선 경고 표지 · 

셋 남 방사선 경고 표지 

표준화된 신규 이온화 방사선 경고 보조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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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찬 

위험한 방사션원 

TI. ld 

아래는 위험한 방사선원의 예를 보이며/ 적절한 방법으로 다루지 않으면 건강상 

에 심각한 방사선적 영향을 미철 수 있다 

암 치료에 사용하는 원격 치료용 선원 

용접부 검사에 사용하는 산업용 방사선 촬영 카메라 

{핍페 
:.z잉C"'..=:~~ 

업무용 방사선 촬영용 카메라 선원 (촉수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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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표지가된 차폐된 용기내에 있는 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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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강 

운반용 포장물 표지 

TI.le 

방사성물질을 포함하는 운반 사고시 사고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잠재적인 방사선척 영향올 결정하는데 도웅을 줄 수 

있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운반용 포장물의 표지입니다. 麗뀔 
표져 

방사성물질을 포함하는 포장물의 경고 라벨 

〈j
·쫓
 

방사성물질올 포항하는 용기의 경고 플래카드 

포장물의 UN 표지 및 관련 위험성 

UN 표지 번호 기타표지 위험성 

위험성 없옴 

방사성물질을 홉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위험 가능함 

2908, 2909, 2910, 2911 None 

2912, 2913, 3321, 3322, 
3324, 3325, 3326 

T’pe IP-1, Type IP-2, 
l.SA, SCO 

2915, 3327, 3332, 3333 Type A 

T'ype B(U), Type B(M) 

Type C 

위 험 가능함 2916, 2917, 3328, 3329 

3323, 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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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번호 및 적철한 운송 명칭 

UN번호 UN 척절한 운송 명칭 

2908 Radioactive material, excepted package, empty packaging 

2909 
Radioactive material, excepted package, articles manufactured from 
depleted Uranium or natural Uranium or natural Thorium 

2910 Radioactive material, excepted package, limited quantity of material 

2911 Radioactive material, excepted package, ins!ruments or articles 

2912 Radioactive material, low specific activity (LSA-I) non-fissile or fissile excepted 

2913 
Radioactive material, surface contaminated objects (SCO-I or SCO-II) 
non-fissile or fissile excepted 

2915 Radioactive material, Type A package, non-fissile or fissile excepted 

2916 Radioactive material, Type B(U) package, non-fissle or fissile excepted 

2917 Radioactive material, Type B(M) package, non-fissle or fissile excepted 

3321 
Radioactive material, low specific activity material (LSA-II), non-fissile or fissile 
excepted 

3322 
Radioactive material, low specific activity material (LSA-lIl), non-fissile or fissile 
excepted 

3323 Radioactive material, Type C package, non-fissile or fissile excepted 

3324 Radioactive material, low specific activity (LSA-lI), fissile 

3325 Radioactive material, low specific activity (LSA-III), fissile 

3326 Radioactive material, surface contaminated objects (SCO-I or SCO-ll), fissile 

3327 Radioactive materia l, Type A package, fissile non-special form 

3328 Radioactive materia l, Type B(U) package, fissile 

3329 Radioactive material, Type B(M) package, fissile 

3330 Radioactive material, Type C package, fissile 

3332 
Radioactive material, Type A package, special form, non-fissile or 
fissile excepted 

3333 Radioactive materia l, Type A package, special form, fissile 

야
 써 



몰강 TI.1f 

위험한 청도의 방사성물질의 양 

위험한 방사선원의 징후 

D-values - 이 양올 념올 경우/ 관리되지 않으면 위험한 값 

• 내부 섭취를 하지 않았다면 이 값의 1/100 정도는 위험하지 않음 

• 이 값의 10배는 매우 위험함 

방사성핵종 D-value m27 T CBql) 방사성핵총 
D-value in TBq 

(1 TBq = (1 TBq = 27 Ci) 
H-3 2.E+03 Ba-131 2.E-01 
Be-7 1.E+OO Ba-133 2 ‘E-01 

Be-10 3.E+Ol Ba-133 3.E-Ol 
C-ll 6.E-02 Ba-140 3.E-02 
C-14 5.E+01 La-137 2.E+01 
N-13 6.E-02 La-140 3.E-02 
F-18 6.E-02 Ce-139 6.E-Ol 

Na-22 3.E-02 Ce-141 1.E+OO 
Na-24 2.E-02 Ce-143 3.E-01 
Mg-28 2.E-02 Ce-144 9.E-Ol 
Al-26 3.E-02 Pr-l42 1.E+OO 
Si-31 1.E+01 Pr-143 3.E+Ol 
Si-32 7.E+OO Nd-147 6.E-Ol 
P-32 1.E+Ol Nd-149 2.E-01 
P-33 2.E+02 Pm-143 2.E-01 
5-35 6.E+01 Pm-144 4.E-02 
CI-36 2.E+01 Pm-145 1.E+Ol 
CI-38 5.E-02 Pm-147 4.E+Ol 
Ar-37 UNLIMITED Pm-148 3.E-02 
Ar-39 3.E+02 Pm-149 6.E+OO 
Ar-41 5.E-02 Pm-151 2.E-Ol 
K-40 UNLIMITED Sm-145 4.E+OO 
K-42 2.E-Ol Sm-147 UNLIMITED 
K-43 7.E-02 Sm-151 5.E+02 
Ca-41 UNLIMITED Sm-153 2.E+OO 
Ca-45 1.E+02 Eu-147 2.E-01 
Ca-47 6.E-02 Eu-148 3.E-02 
Sc-44 3.E-02 Eu-149 2.E+OO 
Sc-46 3.E-02 Eu-150 2.E+OO 
Sc-47 7.E-Ol Eu-150 5.E-02 
Sc-48 2.E-02 Eu-152 6.E-02 
Ti-44 3.E-02 Eu-152 2.E-Ol 
V-48 2.E-02 Eu-154 6.E-02 
V-49 2.E+03 Eu-155 2.E+O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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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핵종 D-value m7 TB Cqi) 방사성핵종 D-value m7 TB Cqi) 
(1 TBq = 2 (lTBq=2 

Cr-51 2.E+OO Eu-156 5.E-02 
Mn-52 2.E-02 Gd-146 3.E-02 
Mn-53 UNLIMITED Gd-l48 4.E-01 
Mn-54 8.E-02 Gd-153 1.E+OO 
Mn-56 4.E-02 Gd-159 2.E+OO 
Fe-52 2.E-02 Tb-157 1 ‘ E+02 
Fe-55 8.E+02 Tb-158 9.E-02 
Fe-59 6.E-02 Tb-160 6.E-02 
Fe-60 6.E-02 Dy-159 6.E+OO 
Cc• 55 3.E-02 Dy-165 3.E+OO 
Co-56 2.E-02 Dy-166 1.E+OO 
Co-57 7.E-01 Ho-l66 2.E+OO 
Co-58 7.E-02 Hc• 166 4.E-02 
Co-58 7.E-02 Er-169 2.E+02 
Co-60 3.E-02 Er-l71 2.E-Ol 
Ni-59 1.E+03 Tm-167 6.E-Ol 
Ni-63 6.E+01 Tm-170 2.E+Ol 
Ni-65 1.E-01 Tm-l71 3.E+02 
Cu-64 3.E-01 Yb-169 3.E-01 
Cu-67 7.E-01 Yb-l75 2.E+OO 
Zn-65 1.E-Ol Lu-l72 4.E-02 
Zn-69 3.E+01 Lu-173 9.E-01 
Zn-69 2. E에1 Lu-174 8.E-01 
Ga-67 5.E-01 Lu-174 6.E-01 
Ga-68 7.E-02 Lu-l77 2.E+OO 
Ga-72 3.E-02 Hf-172 4.E-02 
Ge-68 7.E-02 Hf-175 2.E-01 
Ge-71 l.E+03 Hf-181 1.E-01 
Ge-77 6.E-02 Hf-182 5.E-02 
As-72 4.E-02 Ta-178 7.E-02 
As-73 4.E+01 Ta-179 6.E+OO 
As-74 9.E-02 Ta-182 6.E-02 
As-76 2.E-01 W-178 9.E-01 
As-77 8.E+OO W-181 5.E+OO 
Se-75 2.E-01 W-185 1.E+02 
Se-79 2.E+02 W-187 1.E-01 
Br-76 3.E-02 W-l88 1.E+OO 
Br-77 2.E-01 Re-184 8.E-02 
Br-82 3.E-02 Re-184 7.E-02 
Kr-81 3.E+01 Re-186 4.E+OO 
Kr-85 3.E+01 Re-187 UNLIMITED 
Kr-85 5.E-01 Re-188 l.E+OO 
Kr-87 9.E-02 Re-189 1 ‘ E+OO 
Rb-81 l.E-01 05-185 l.E-01 

7 l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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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핵종 D-va1ue m27 TB Cql) 방사성핵총 D-value m7 TB Cqi) 
(1 TBq = (1Tßq =2 

Rb-83 1.E-01 05-191 2‘ E+OO 
Rb-용4 7.E-02 。5-191 1.E+OO 

Rb-86 7.E-01 05-193 1.E+OO 

Rb-87 UNLIMITED 05-194 7.E-01 

Sr-82 6.E-02 Ir-189 1.E+OO 

Sr-85 1.E-01 Ir-190 5.E-02 

Sr-85 1.E-01 Ir-192 8.E-02 

Sr-87 2.E-Ol Ir-194 7.E-01 
Sr-89 2E+01 Pt-188 4.E-02 
Sr-90 1.E+OO Pt-191 3.E-01 
Sr-91 6.E-02 Pt-193 3.E+03 
Sr-92 4.E-02 Pt-193 1.E+01 
Y-87 9.E-02 Pt-195 2.E+OO 
Y용8 3.E-02 Pt-197 4.E+OO 
Y-90 5.E+OO Pt-197 9.E-01 
Y-91 8.E+OO Au-193 6.E-01 
Y-91 l.E-Ol Au-194 7.E-02 
Y-92 2.E-Ol Au-195 2.E+OO 
Y-93 6.E-01 Au-198 2.E-Ol 
Zr-88 2.E-02 Au-199 9.E-01 
Zr-93 UNLIMITED Hg-194 7.E-02 
Zr-95 4.E-02 Hg-195 2.E-Ol 
Zr-97 4.E-02 Hg-197 2.E+OO 
Nb-93 3.E+02 Hg-197 7.E-01 
Nb-94 4.E-02 Hg-203 3.E-01 
Nb-95 9.E-02 Tl-200 5.E-02 
Nb-97 1.E-Ol Tl-201 1.E+OO 
Mo-93 3.E+02 Tl-202 2.E-01 
Mo-99 3.E-Ol Tl-204 2.E+01 
Tc-95 1.E-Ol Pb-201 9.E-02 
Tc-96 3.E-02 Pb-202 2.E-01 
Tc-96 3.E-02 Pb-203 2.E-01 
Tc-97 UNLIMITED Pb-205 UNLIMITED 
Tc-97 4.E+01 Pb-210 3.E-01 
Tc-98 5.E-02 Pb-212 5.E-02 
Tc-99 3.E+01 Bi-205 4.E-02 
Tc-99 7.E-01 Bi-206 2.E-02 
Ru-97 3.E-Ol Bi-207 5.E-02 

Ru-103 l.E-Ol Bi-210 8.E+OO 
Ru-l05 8.E-02 Bi-210 3.E-01 
Ru-l06 3.E-01 Bi-212 5.E-02 
Rh-99 l.E-01 Po-210 6.E-02 
Rh-l0l 3.E-01 At-211 5.E-01 
Rh-l02 3.E-02 Rn-222 4.E-02 

얘
 ω 



방사성핵종 D-value mT T ζBq” 
(lTBQ=2 

방사성핵종 D-value m27 TB Cqi) 
(1 TBq = 

Rh-102 1.E-01 Ra-223 1.E-01 
Rh-103 9.E+02 Ra-224 5.E-02 
Rh-105 9.E-01 Ra-225 1.E-01 
Pd-103 9.E+01 Ra-226 4.E-02 
Pd-107 UNLIMITED Ra-228 3.E-02 
Pd-109 2.E+01 Ac-깅5 9.E-02 
Ag-105 1.E-01 Ac-227 4.E-02 
Ag-108 4.E-02 Ac-228 3.E-02 
Ag-ll0 2.E-02 Th-227 8.E-02 
Ag-111 2.E+00 Th-228 4.E-02 
Cd-109 2.E+01 π1-229 1.E-02 
Cd-113 4.E+01 π1-경O 7.E-02 
Cd-115 2.E-01 까1-231 1.E+01 
Cd-115 3.E+OO Th-232 UNLIMITED 
In-ll1 2.E-01 Th-234 2.E+00 
In-113 3.E-01 Pa-230 1.E-01 
In-114 8.E-01 Pa-231 6.E-02 
In-115 4.E-01 Pa-233 4.E-01 
Sn-113 3.E-01 U-230 4.E-02 
Sn-117 5.E-01 U-232 6.E-02 
Sn-119 7.E+Ol U-233 7.E-02 
Sn-121 7.E+Ol U-잉4 1.E-Ol 
Sn-l23 7.E+OO U-235 8.E-05 
Sn-l25 1.E-Ol U-236 2.E-Ol 
Sn-126 3.E-02 U-238 UNLIMITED 
Sb-l22 1.E-Ol U Natural UNLIMITED 
Sb-124 4.E-02 U Deplete UNLIMITED 
Sb-125 2.E-01 U Enriched 

8.E-04 
Sb-126 2.E-02 10-20% 
Te-121 1.E-01 U Enriched 

8.E-05 
Te-121 1.E-01 > 20 % 
Te-123 6.E-01 Np-235 1.E+02 
Te-125 l.E+Ol Np-236 7.E-03 
Te-127 1.E+Ol Np-236 8.E-01 
Te-127 3.E+OO Np-237 7.E-02 
Te-129 1.E+OO Np-239 5.E-Ol 
Te-129 1.E+OO Pu-236 1.E-01 
Te-131 4 ‘ E-02 Pu-237 2.E+OO 
Te-132 3.E-02 Pu-238 6.E-02 
1-123 5.E-01 Pu-239 6.E-02 
1-124 6.E-02 Pu-240 6.E-02 
1-125 2.E-01 Pu-241 3.E+OO 
1-126 1.E-01 Pu-242 7.E-02 
1-129 UNLIMITED Pu-244 3.E-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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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핵종 D-value m27 TB Cqi) 
(1 TBq = 방사성핵종 D-value m27 TB Cqi) 

(1 TBq = 
1-131 2.E매1 Arn-241 6.E-02 
1-132 3.E-02 Arn-242 3.E-01 
1-133 l.E-01 Arn-243 2.E-01 
1-134 3.E-02 Arn-244 9.E-02 
1-135 4.E-02 Crn-240 3.E-01 

Xe-l22 6.E-02 Crn-241 1.E-Ol 
Xe-l23 9.E-02 Crn-242 4.E-02 
Xe-127 3.E-01 Crn-243 2.E-01 
Xe-131 1.E+01 Crn-244 5.E-02 
Xe-133 3.E+OO Crn-245 9.E“02 
Xe-135 3.E-01 Crn-246 2.E-01 
Cs-129 3.E-01 Crn-247 1.E-03 
Cs-131 2.E+Ol Crn-248 5.E-03 
Cs-132 1.E-01 Bk-247 8.E-02 
Cs-134 4.E-02 Bk-249 1.E+01 
Cs-l34 4.E-02 Q-248 1.E-Ol 
Cs-135 UNLIMITED Cf-249 1.E-01 
Cs-l36 3.E-02 Cf-250 1.E-Ol 
Cs-137 1.E-Ol Q-251 1.E-01 

Q-252 2.E-02 
Q-253 4.E-Ol 
Cf-254 3.E-04 

239Pu/9Be 6.E매2 

241Arn /9Be 6.E-02 

참고문헌 

• IAEA EPR-D-Values 2006 

• IAEA EPR-Method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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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강 

내부정계구역 

방사선비상시 내부경계구역(안전경계선) 

잠재척으로 위험한 선원의 상태 구역 

초기 결정 - 건물 외부 

차폐되지 않음/파손됨 

다량의 엎질러짐 

화재，폭발/연기 

폭탄으로 추정 (방사능오염폭탄) 

30 m 주변 

100 m 주변 

반경 300 m 

반경 400 m 또는 그 이상 

초기 결정 - 건물 내부 

파손I 차폐체 손상， 엎질러짐l 

건물내 화재/방사성물질 확산 

영향 받은 구역 및 인근 구역 

(위/아래충 포함) 

건물 전체 및 외부 일정 거리 

방사선 모니터링에 의거 확대 

QG. 8 

1m 거리에서 선량률; 100 μSv/h 이 수준의 방사선이 계측되는 모든 곳 

- 41 -



몰;창 TI.2a 

현장대웅요원의 복귀선량 지침 

Max H,,(10). 
엄 무 사고대책본부장의 허가 

없이 초과할 수 없음 

인명 구조 

• 생명올 직접 위협하는 장소에서의 구조 활동 1000 rnSv 1, 2, 3, 4 

• 생명이 위독한 상해자 구조 활동 
•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조건을 방지/완화 활동 

생각하게 건강에 영향올 미치거나 상혜를 업히는 것올 억제시키 
는 대용활동 : 

• 주민보호조치(소개 동) 
• 환경방사선감시 활동(소개/ 옥내대피/ 음식물 섭취제한이 경고 
되는 지역 확인) 

• 심각한 상해 위협이 있는 지역에서의 구조 활동 500 rnSv 1, 3, 4 

• 중상자의 즉각적인 치료 
• 사랍의 긴급한 제영 

대 찌앙 조건으로 천깨되지 못하게 하는 대옹활동 : 

• 화재의 확산방지 또는 완화， 퉁 
• 태러리스트 용의자의 체포 

대량집단션량을희피하기위한대웅활동: 

• 주거지역 황경감시를 위한 환경시료 채취 및 분석 50 mSv 1 

• 주민 보호를 위 해 지 역 제 영 

1 복귀선량 지침은 IAEA GS-R.2에서 정의된 준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임무를 

완수하고 복귀하는 준위로 설갱함 현장대용요원 복귀선량 지칩은 외부 집적선량으로 

표시되고 내부피폭올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주의를 기울인 것으로 가쩡한 것임 

이 지칭은 비상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적용됨 

2 원칙적으로I 인명 구조에 권고되는 선량 제한치는 없으나l 구조자 자신의 위험보다 다 
른 사랑에 대한 이득이 분명하고 더 중요할 때 적용함 

3 현장대옹요원은 자원자이어야 하며/ 자원자에게 긴급 작업으로 인한 건강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려주어야 함 

4 제시된 선량 값 이하에서 인명 구조가 완료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어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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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8a 표찬 

비상상황 전화 요령 

방사선비상시 주민홍보팀의 상황 전파 요령 

대변인: 

직무 범위내로 한정시킬 것 
진실올 말하고 ; 투명할 것 
공식적인 단일 발표문임을 확신시킬 것 

---

최상의 발표 요령 

기술 용어를 사용하지 말 것 
지나친 장담을 하지 말 것 

불확실성을 인정할 것 
소망의 표현을 쓸 것 (예"나 자신 답변할 수 있기를 회망한다") 
해답올 제시하기 보다는 적절한 절차를 설명토록 할 것 
사랍들이 느끼는 공포십올 인정할 것 

사람들에게 해야 할 일을 제시활 것 

-------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 

다음 질문에 대답할 준비를 할 것 · 

내 가족과 나는 안전한가 ? 
나와 내 가족올 보호하기 위해 내가 

누가 지휘하는가 ?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 ? 

왜 예방을 못했는가 ? 
무엇이 또 잘못될 수 있는가 ? 

------

그 ..... '-’ 걷! -,-"'C“· 

표현 방법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은…” 
”그 질문에 대답할 수는 없지만y 이 렇게 말해 
”이 사안은 균형을 가지고 " 
중요점을 반복 

----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모든 
추측은 하지 않올 것이다 

테러리스트에게 도웅이 될 수 

있도록 ..... 
T 내렬 결정을 

통일되고/ 일관성이 있으며l 도웅이 되도록 함 

책임 있는 

것이다 
사람을 위해 

것을도와줄 

l 

있는 정보는 보류할 필요가 있다 

” 
% 

--



올갚 APX. 2 

언론 보도물 얘시 

여러 형태의 방사선비상시 언론매체 보도물과 대민 홍보물 견본 제시 

• 돼밀-훌복물 
• 운바사고 뚱 박사서비삿시 보도불 

• 부심 또는 도단 선원에 대하 보도몹 

• 곳곳작소에서 위험하 서원 방견시 보도몰 

이러한 견본들을 특정 비상 상황시 자세히 검토하고 보완하여 사용할 것. 

보도물의 내용은 사고대책본부장의 승인올 득하여야 하며r 이후 보도기관에게 

제공하고 필요시 브리핑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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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강 

대민 홍보물 

일 시 : 2000년 0월 0일 00시 00분 

뉴스보도 일련번호 · 

[부산광역시]는 [방사선원 엎지름 사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금번 

사고는 [00시 00분， 00에서， 0000의 원인으로 0000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 

라 부산광역시 지역 초기대웅그룹이 투입되어 [현장 수습/ 주민보호조치 퉁l 현장 

대웅조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부산광역시 방사선비상계획l에 따 

라 현장대웅조치가 운영되고 있으며， 주민홍보센터가 발족 운영되었습니다. 

[부산광역시 소방본부l는 사고 현장에서 현장대웅요원을 총괄 지휘하고 있으며/ 

[경찰， 병원， 000, 000]이 사고 현장에 대웅하고 있습니다. 주민홍보센터에서는 가 

놓한 한 빠른시간내에 정보를 취득하여 좀더 세부적인 내용올 보도할 예정입니다. 

다음번 브리핑은 [00시 00분， 00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추신 

성 명 

직위직급’ 

소속기관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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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갚 

운반사고 풍 방사선비상시 보도물 

일 시 : 2000년 0월 0일 00시 00분 

뉴스보도 일련번호 : 

[부산광역시 l는 금번 사고가 잠재적으로 방사성물질이 내포된 사고인 것으로 확인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집된 정보에 따르면， [00시 00분， 00에서， 0000의 원인 

으로 0000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 지역 초기대용그룹이 투 

입되어 I현장 수습， 주민보호조치 퉁l 현장대용조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고 현 

장에는 [부산광역시 방사선비상계획]에 따라 현장대웅조치가 운영되고 있으며， 주 

민홍보센터가 발족 운영되었습니다. 

주민들께서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사성물질로 추측되는 어떠한 물풍도 손대거나 격리시키거나， 확인하려 하 

지 마십시오. (예/ 폭발물 파편， 현장에 흐트러진 물품) 

• 현장에서 [방사선관리팀/방사능평가팀 l의 판정 없이 현장올 이탈한 사람은 

가능하다면 샤워하고/ 옷올 갈아입도록 하고/ 먹거나 마시기전에 손올 씻어 

야 하며， [0000 ]으로 가서 오영검사를 받고 후속적인 지칭에 따르십시오 

• 상해자와 같은 후송되는 사람은 [0000이에서 신체 및 후송된 차량의 오염검 

사 받아야 합니다 

만일 방사선원이 공기중으로 누출되었다고 의심된다면 약 lkm내 [ 00 지역， 00거 

리 (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지명올 구체적으로 기술)]에 있던 사람은 다음 사항을 

따르십시오. 

• 환경누출 가능성 있거나 누출이 정지될 때까지 그 지역내에서 웅직이지 말 

십시오 

• 다른 정보가 있올 때까지 오염된 [현지에서 생산된 야채r 빗물 동]을 먹거나 

마시지 마십시오. 

• 어린이들이 옥외에서 놀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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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강 

• 먹기전에 꼭 손과 얼굴을 씻으십시오. 

• 먼지가 일어나는 곳 접근하지 말고/ 먼지를 일으키는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소개자에 대해 언급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가까이 있다고 하여 위험하지 않 

습니다 

자원자로서 또는 도움을 주기위해 현장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만일 필요하다 

면 요청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건강상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가까운 병원으로 가지 말고/ 좀더 떨어진 

특정하게 설치한 [000이로 가서 오염검사를 받고 질의에 웅답하십시오. 

비상진료팀에서는 방사선 피폭 징후(원인을 알 수 없는 화상 동)가 나타나는 상해 

자에 대하여 알려줄 것입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비상전화 [0000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전화는 수 

많은 통화로 불통될 수도 있습니 다. 

주민홍보센터에서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내에 정보를 취득하여 좀더 세부적인 내 

용올 보도할 예정입니다. 다음번 브리핑은 [00시 00분， 00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성 명 

직위직급· 

소속기관·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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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찬 

분질 또는 도난 션원얘 대한 보도물 

일 시 : 2000년 0월 0일 00시 00분 

뉴스보도 일련번호 : 

[부산광역시]는 [2000년 00시 00분l 위험한 방사선원이 [분실/도난]되었음올 보고 

받았습니다. [분실/도난]된 [방사성물질1은 [00 시 00분， 00 장소l에서 [분실/도난]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000000] 기관에서 초기대웅활동([분실/도난]된 방사 

성물질 찾기 퉁)을 주도하고 있으며/ 주민에게 의심스러운 물질올 찾는데 도와 줄 

것을 요청하고 었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부산광역시 방사선비상계획]에 따라 현장 

대응조치가 운영되고 있으며/ 주민홍보센터가 발족 운영되었습니다. 

[분실/도난]된 방사성물질은 다음 그림과 동일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 

첨부l 

주민들께서는 다음 사항을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분실/도난]된 방사성물질은 매우 위험합니다. 만일 발견하였다면 건들지 말 

고/ 주변에 사람들이 적어도 10m 이상 떨어져 있도록 하십시오. 

• [분실/도난]된 방사성물질을 처음 발견한 사랍은 즉시 [00000]에게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물건올 건드렸거나 가까이 있었다면 즉시 [00000]에게 연락하십시오. 

비상진료팀에서는 방사선 피폭 정후(원인을 알 수 없는 화상 동)가 나타나는 상해 

에 대하여 알려줄 것입니다. 

고물상 중고매매업체에게도 본 사고에 대해 별도로 고지될 것입니다‘ 

주민들께서 도움을 주실 수 있으시 다면 전화 [0000이로 연락주시 기 바랍니 다. 

다음번 브리핑은 [00시 00분， 00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서 며 
n “ • 

직위직급: 

소속기관: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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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갚 

공공장소에서 위험한 선원 발견시 보도물 

일 시 : 2000년 0월 0일 00시 00분 

뉴스보도 일련번호 : 

[부산광역시]는 [00시 00분， 000에서] 위험한 방사성물질이 발견되었음을 확인하였 

습니다. 현재까지 수집된 정보에 따르면/ 이 물질은 [00000] 영향올 미철 수 있습 

니다.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 지역 초기대웅그룹이 투입되어 [현장 수습t 주민보호 

조치 퉁l 현장대웅조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부산광역시 방사선비 

상계획]에 따라 현장대응조치가 운영되고 있으며/ 주민홍보센터가 발족 운영되었 

습니다. 

주민들께서는 다음 사항올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한 물질이 발견된 [0000 (구체적으로 기술)) 근처에서 [0이시부터 [0이까 

지 있었던 사람은 (0000)로 연락하여 오염검사를 받고 후속적인 조치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진료팀에서는 방사선 피폭 징후(원인을 알 수 없는 화상 동)가 나타나는 상해 

자에 대하여 알려줄 것입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비상전화 (0000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전화는 수 

많은 통화로 불통될 수도 있습니 다. 

주민홍보센터에서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내에 정보를 취득하여 좀더 세부적인 내 

용올 보도할 예정입니다 다음번 브리핑은 [00시 00분， 00에서 l 발표할 예정입니다-

성 명 

직위직급 

소속기관 ’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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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효 APX. 4 

질의 용답 예시 

방사선비상시 주민이 질의하는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예시합니다. 아래 답변 

은 일반적인 것으로 실제에 있어서는 비상 상황 및 지역척 조건 둥을 고려하여 

수정 보완이 필요합니다 

• 누가 책임자인가? 

• [이름l가 이 비상대웅올 종합 조정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총괄 책임을 

맡온 공무원은 [공무상 직급을 갖는 (이릅)]입니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 

다면 [이름과 전화번호 또는 웹사이트주소l에 문의하십시오. 

l 현채 나와 내 가족의 안천올 확보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민은 [(공문에 의거한) 이릅]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현재 주민은 [최근 

권고 요약， see Instruction 3]의 권고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유언비어에 

현혹되어 공식적인 권고내용올 무시하고 스스로 판단하여 행동하지 마십시 

오， 과거의 사례를 볼 때 유언비어는 사랍들로 하여금 올바르지 못한 행동 

올 하게하고 이득보다 손해를 끼친 사례가 많았습니다. 

• 현째 나의 가족은 안천한가? 내 건강얘 미치는 결과는 무엇인가? 

• 과거 비상사태의 경험으로부터 볼 때I 태아를 포함한 어느 누구도 건강에 

영향을 받을 정도의 방사선 피폭을 받았을 가능성은 매우 회박합나다. 그러 

나 경우에 따라， 의료적 치료나 후속적인 검사가 필요한지를 결정하기 위해 

추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은 추가적인 검사를 

위해 호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를 위한 호출은 예방 차원이지 

당신이 큰 위험에 처해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방사선비상시 위험올 평가 

하는 작업은 매우 전문적이고 이 분야에서 경험이 있는 사랑만이 수행할 

수 있다는 것올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안천경계선 바깜에 있는 지역은 안전합니까? 

• 비상기간 동안 사람들이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초기 방사선올 측정합니다 방사선올 측정함으로서 방사선에 의해 직접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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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받게 되는 범위를 알 수 있습니다. 소개구역 즉， 안전경계구역의 범위 

는 추가적인 방사선 측정이 완료될 때까지 임시적으로 사람들의 안전올 보 

장토록 한 기준(내부경계구역 설정 기준)에 따라 설정하게 됩니다. 여기에 

는 어린이와 입신한 여성도 포함됩니다. 이 지역 가까이에 사는 사람들은 

단기간내 방사선에 직접적으로 영향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부경계구 

역 바깥에 있는 사람에 대한 권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경계구역 인 

근의 어떤 지역은 장기간 통안 저 선량 방사선에 노출되어 누적되는 피폭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이 지역을 제염시키거나 주민올 소개시키는 동 추 

가적인 대용책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웅책이 필요한지를 결정하 

기 위해， 환경감시팀이 이 지역의 방사선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료 

채취와 방사선 감시를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그 지역이 안 

전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이 지역에 추가적인 

대웅책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공식적으로 제 

공하기 위함입니다. 

• 오염이란 무엇이며， 위험한가? 음식， 음료， 우유 둥은 안전한가? 

방사선비상에 의해 방사성 분진 또는 액체가 지표면/ 공산품/ 식품/ 음료수 

또는 인체에 묻올 수 있습니다 이를 오염이라고 말 합니다. 인체에 해를 

입힐 수 있는 오염의 정도는 매우 높고/ 자연 방사성물질의 양의 수 배가 

됩니다. 오염에 의한 위험성은 전문가에 의해 만들어진 기준을 근거로만 결 

정될 수 있으며， 숙련된 사람에 의해서만 측정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염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준은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준위에 비해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실시한 다음과 같은 평가 결 

과에 따르면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는) 우리는 현재 평가를 수 

행하고 있고 결과가 나오면 즉시 발표할 것입니다 그러나 발표 전까지 주 

민들께서는 다음과 같은 권고사항을 이행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l 나는 오염겁사를 받았고 오염된 자로 분류되었는데， 안전한가? 

방사선비상으로 오염되었올 것으로 생각되는 사랍은 위험의 정도를 평가 

받기 위해 오염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인체 피부나 옷 퉁에 묻혀 있을 수 

있는 방사성물질을 검출하기 위해 매우 낮은 저 준위 방사선 계측기를 사 

용합니다，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염의 수준은 매우 높습니다 방사 

선계측기에 의해 검출될 수 있는 또는 자연에서 발견될 수 있는 최소 량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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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입니다. 사람이 어떤 조치(예/ 샤워， 의복 교체)가 필요할 갱도의 오염 

이 되었는지 결정하는 기준온 인체에 미치는 수준보다 훨씬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r 어떤 사랍이 의료적인 치료나 후속적인 검 

사가 필요한지 결정하기 위해 추가적인 평가를 시행할 필요가 있올 수 있 

습니다 따라서 추가 검사를 위해 호출되는 이들도 있올 것입니다. 이러한 

평가를 위한 호출은 예방 차원이지 그가 큰 위험에 처해 있다는 의미는 아 

닙니다. 방사선비상시 위험을 평가하는 작업은 매우 천문적이고 이 분야에 

서 경험이 있는 사랍만이 수행할 수 있다는 것올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합니다. 

• 나는 임신하였다 - 냐의 아기얘게 어떤 위험이 있는가? 

• 아기에게 조금이라도 영향올 미철 수 있는 방사선 피폭 준위는 매우 높습 

니다. 이 값은 사랍이 자연 환경으로부터 단위 시간당 받는 방사선 준위 보 

다 적어도 백만 배는 될 것입니다. 아기에게 미치는 위험을 명가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며， 방사선 피폭 준위에만 영향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 공무 

원이 평가를 받아야 할 대상이 누군지 결정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 다. 

이러한 평가에 호출되는 것은 예방 차원이지 당신이나 당신의 아기가 큰 

위험에 처해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신의 아기가 위험한지는 이 분야에 

경험이 있는 전문가에 의해서만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원자력시셜 정상 운영시 보다 비상시 주민의 허용 선량이 높은 이유는 무 

엇인가? 

원자력시설 주변에서 일반인들에 대한 방사선량 제한치는 임신한 여성이나 

어린이 동을 포함한 일반인들의 인체에 영향(예/ 암)올 미치는 정도보다 매 

우 낮은 값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원자력시설이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사고가 건강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올 보장하기 위한 것입 

니다 비상기간 동안의 방사선량 값도 모든 사랑들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설 

정되어 있습니다 비상시 보호조치 대웅활동을 결정하는 방사선량 기준은 

단기간에 위험에 처한 사랍부터 우선 보호하는 동의 여러 가지 상황 인자 

를 근거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내가 받은 선량이 얼마인지， 나의 건강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언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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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자신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랍의 건강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금은 비상 상황 발생의 초기 단계이며 비상사태의 결과가 건강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내려지기 전입니다. 방사선비상시 건 

강에 미치는 위험올 평가하는 작업은 매우 전문적이고 그 위험도를 평가하 

는 것은 이 분야에서 경험이 있는 사랍만이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 

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비상상황이 엄청난 두려움을 유발 

하였고 당신은 현재 결정적인 답변을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어느 명가도 가능하다면 좋을 것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험과 가능한 한 신속히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해 알렬 예정입니다. 경우에 따라， 어떤 사람이 의료적 

치료나 후속적인 검사가 필요한지 결정하기 위해 추가적인 평가를 시행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검사를 위해 호출 되는 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를 위한 호출은 예방 차원이지 그가 큰 위험에 

처해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l 나는 비상상황 발생 즉시 오염검사를 받고，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공식 

적인 지시에 따르라고 들었는데， 무엇올 하라는 것인가? 

초기대용그룹은 심각한 상해를 방지하도록 누가 신속하게 제염이 필요한지 

를 가려내기 위해 오염검사를 실시합니다. 다음 단계로 방사선 평가 전문가 

들이 현장에 있는 방사성물질의 종류， 형태 및 양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들 

의 분석을 기초로 특정 개인이 받은 선량올 좀 더 잘 평가하기 위해 추가 

적인 오영 검사가 필요하게 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밀한 오염검사를 실시 

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오염검사를 실시 

하게 될 경우 지방 라디오나 TV를 이용하여 이루어 질 수도 있고I 적은 수 

의 사랍들이 방사선 위험에 노출되었을 경우 각자 개인적으로 연락받을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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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효 FRM.ORG 

비상대용기구 임무 

방사선 비상조직은 초기단계의 조직과 수시간내 구성되는 지역 차원의 비상조직 

으로 구분되며 각 팀별 기능과 임무는 다옴과 같습니다. 

• 재난경보상황실 

지휘통제그률 : 

• 사고대책본부장 
• 지휘통제팀 

• 주민홍보팀 

기획 : 

• 자원조정팀 
• 기획조정팀 

현장대웅 : 

• 현장지휘소장 
• 소방방재팀 

• 비상진료팀 
• 경찰보안팀 

• 수사정보팀 
• 방사선관리팀 
• 방사선평가 
• 국가 중앙상황실 

주) 기타 병참， 재무/행정 등의 기능이 필요할 수도 있음. 

• 재난경보상황실 

•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부서에 위치 

• 방사선비상 징후가 있다는 신고 접수 

• 비상에 대한 기초 정보를 입수하고 신고자에게 조언 제공 

• 초기대웅그룹에게 즉시 통보 및 현장 급파 지시 

• 위험 평가를 위해 국가 중앙상황실에 지원 요청 

• 경찰r 소방과 같은 초기대웅그룹과 통신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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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대책본부장 

• 비상대웅 임무를 받은 사람 

• 모든 비상대웅조직 총괄 지휘 

• 초기에는 소방 또는 경찰 둥 초기대웅그룹의 선임자가 담당할 수 있음 

• 자격올 갖춘 지방 공무원이 임무 수행 

• 현장지휘소장 또는 주민홍보팀장 둥이 권한을 대행할 수도 있음 

• 지휘통제팀 

• 통합된 지휘그룹으로 조성 

•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파견관으로 구성되며， 일반 및 방사선 대웅 기놓 

에 책임올 진다. 

• 사고대책본부장의 지휘통제를 지원한다， 

• 주민홍보팀 
• 대민 및 언론보도매체에 정보 제공 유지 

• 주민에게 일관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공식적인 모든 정보를 총괄 조정 

• 자원조정팀 

• 소개 구역 설정 
• 필요한 자원을 결정 및 지원 요청 

• 지원 자원 도착시 현장 배치 총괄 

• 기획조정팀 
• 다음 12-24 시간 운영체제 기획， 비상 상황의 나머지 부분 그리고 장기적 복 

구에 대한 대웅 활동과 자원 분배를 결정하는 비상대웅업무 기획 

• 현장지휘소장 

• 주요 비상상황 업무 조정/ 사고대책본부장이 임명 

• 사고대책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현장 대응활동 지휘 

• 초기대응그룹 소방방재팀의 선임자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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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째팀 

• 내부경계구역 설정 
• 수색 및 구조 활동 

• 분류 및 용급 구조활동 (비상진료팀에게 인수전까지) 

• 일반 위험물질 관리 

• 주민 관리/ 둥록， 오염검사， 제염 실시 

• 초기대웅그룹 인원점검/ 오영검사r 제염 실시 

• 비상진료팀 

• 현장 의료 대웅활동 
• 의료 수송 및 지방 병원에 위협상황 및 취해야 할 방어 행위에 대한 조언 

• 임시 영안구역 설정 

• 경찰보안팀 
• 보안 구역 설정 
• 현장지휘소/ 병원， 소개 구역 및 홍보센터를 포함한 보안구역의 안전 확보 

• 주민 대기소I 분류/긴급구호 및 오염검사/제염 구역의 안전 확보 

• 증거물 관리 (수사정보팀에게 인수전까지) 

• 수사갱보팀 

• 증거물 수집r 시험 및 조정 

• 사고대책본부장를 통해 현장으로부터 수집된 정보의 전파 

• 현장 조사와 관련한 우선권 전략 확보 

• 방사선관리팀 

• 기본적인 방사선 계측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된 사랑 

• 간단한 평가 임무 수행 

• 즉시 동원 가능하지 않다연/ 가까운 지역내 방사성물질 사용자에게 지원 요청 

• 방사선평가팀 

• 방사선 평가를 위해 훈련을 받고 자격을 갖춘 사람 또는 팀 

• 도착시(보통 수 시간 후)， 방사선 방호 지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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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 베타/ 중성자 및 감마 방출물질 평가 

• 방사선 측정 및 선량 명가 수행 

• 오영 통제 
• 현장대웅요원의 방사선 방어 보장 

• 방어적 행위에 대한 조언 

• 국가 중앙상황질 

• 지방에서의 도움 요청 접수 준비 

• 방사선평가자로부터의 도움올 중재 

• 주민홍보팀이 구성 운영되기 전까지 지역과 중앙의 언론매체 발표를 조정 

• 지역 대용활동에 제공되는 국가차원의 자원 지원 · 조정 

참고:박사서비삿대유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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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갚 FRM.SCN 

대웅활동 범위 및 대웅시설 

방사선비상시 현장대웅활동올 위한 구역， 위치 및 시설올 기술합니다. 

원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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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비상시 비상대응시설 배치도 

구역/위쳐/시껄 영세/기능 특생 

위험한 방사선원 주변구역으로서 이 구역의 크기는 초기에는 직접 

이곳에서는 주의하여 외부피폭과 관찰(예， 방사선원 표지)될 수 있 
오염되지 않도록 현장대옹요원과 는 정보를 기초로 한다. 크기는 

내부경계구역 
주민올 보호해야 한다 이 구역의 임의의 방사선량의 측정이 가능 
경계션을 l안전경계선’이라고 한 하다면 이 선량을 기준으로 확대 
다 될 수 있다 안전경계선은 엽게 l 

알아 볼 수 있도록(예를 틀연， 도 } 
로를 따라) 설정한다 

내부경계구역 주위의 보안지대임 보안경계선은 쉽게 알아 볼 수 
외부경계구역 이 구역의 경계선을 ’보안경계 있도록(예를 들연， 도로를 따라) 

선/이라고 한다 그리고 보안가능토록 설정한다 

현장지휘소 
사고대책본부장 및 지휘통제요원 안전하고 대웅활동 지휘가 용이 

둥 지휘 참모들이 위치 한 지역 

법적증거물처리센터(처리감독， 기 안전한 접근 및 오염통제구역에 

증거물관리구역 
록/ 시험， 현장에서 복구한 물풍 인접한 내부경계구역에 위치 
과 증거 의 시 험 및 사진 촬영 퉁 

을 할 수 있는 장소) 와 법 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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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위치/시셜 명세/기능 특생 

거물보관구역(현장에서 복구한 중 
거물의 안전한 보관과 중거물의 
지속과 보전올 위한 장소)으로 구 

성된 장소 

비상사태와 관련하여 언론매체에 비상 현장과 가까운 현장지휘소 

주민홍보센터 
발표되는 모든 공식적인 정보를 부근의 안전한 지역에 위치하며 

조정하는 장소 언론매체에 브리핑할 수 있도록 
공간과 설비가 갖추어져 있음 

이 구역은 분류/웅급치료구역， 풍 의료 수송이 용이한 외부경계구 

록구역， 오염검사/제염구역으로 역내 위치. 이 구역에서의 임의의 

구분된다. 이 곳에서는 다음과 같 방사선량은 자연준위에 가까울 

은 임무가 수행된다 필요가 있음. 

주민관리구역 
• 내부경계구역으로부터 소개된 
일반인의 관리 및 퉁록 

• 상해자 분류， 옹급치료 빛 이 
송준비 

• 내부경계구역으로부터 소개된 
일반인의 오염검사 및 제염 

피폭되거나 오영된 사랍올 웅급 사고현장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 

지역 병원 
치료를 하는 병원 고 피폭거나 오염된 사람올 수용 

할 준비를 갖추도록 통지되어 있 
어야함 

내부경계영역을 출입하는 대용요 내부경계구역의 경계에 위치하고 

오염관리구역 원을 오염관리하기 위한 장소 주민관리구역으로부터 떨어져 있 

어야 함 

지원물품 둥 자원이 도착했을 때 진행되고 있는 비상대웅활동에 

집결지역 선별하고 편제하기 위한 장소 방해가 되어서는 안되며/ 미리 조 

사되고 보안된 상태여야 함 

사망자를 영치하는 장소이며/ 시 일반인이 볼 수 없도록 외부경계 

임시영안구역 
신은 오염이 되었거나 수사정보 구역내 안전한 기폰 건물이나 텐 
팀으로부터 허가 되지 않은 상태 트 내에 위치 

일 수 있음 

오염 가농성이 있는 물풍(예， 의 외부경계구역내 위치하고/ 오염 

폐기물관리구역 류 퉁)을 보관하는 장소 확산(예， 바랍이나 비)올 방지 할 
수 있는 구조물로서 보안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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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강 P.PUB 

초기대웅그룹을 위한 참고 도서 

IAEA는 초기대웅그룹에게 유용한 여러 가지 문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출판물은 h ttp:J Jwww-pub.iaea.orgJMTCDJpublicationsJpublications.asp 에 서 

볼 수 있습니다 

본 지침서는 다음 문서를 기초로 한 것입니다. 

Manual for first responders to a radiological emergency 

IAEA-EPR-First Responders, 2006 

이 매뉴얼의 목척은 방사선비상시 지역 관계기관이 수 시간 내 대웅하기 위해 필 

요한 지칩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초기에 대웅하는 지역 병원의 비상진 

료요원과 초기대웅올 지원하는 중앙부처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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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찬 

행동요령 

사고대책본부장 

• 박사선비삿시 혀작대용 입바사학 

• 벗사서원 부성 및 도단에 대하 대용황통 

초기대웅립의 행동요령 

• 자원조정팀 행동요령 

• 소방방재팀 행동요령 

비상진료팀 행동요령 

• 경찰보안팀 행동요령 

• 수사정보팀 행동요령 

• 주민홍보팀 행동요령 

• 방사선관리팀 행동요령 

뿔外 대용팀 행동요령 

• 지역 병원 행동요령 

• 국가 중앙상황실 행동요령 

확인혜야 할 사항 

• 젝보효옆결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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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강 

방사선비상시 현장대응조치 일반사항 

AG.l 

사 용 자 : 사고대책본부장 또는 초기대웅그룹 선임자 

적용시기 : 심각한 주민 외부피폭 또는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거나 실제 발생 

대웅활동(적절하고 실질적인) : 

• 임무 인계인수전까지 초기대웅그룹 선임자가 사고대책본부장의 임무 대행 

1. 자신 보호 및 상황 판단 

• 거리를 두고(적어도 30 m), 아래 사항 유심히 관찰 : 

• 방사선 위험성 및 기타 위험성(참조 위협팩가 빛 내부격계구역 성쩌 

결찬) 

• 위험에 처한 사람 

보안 관련 · 무장한 사람l 폭발물 퉁 

• 위험하 우바몽이 표시되 표지 또는 UN 버호 

• 상황 판단. 내부경계구역 설정 사람 차량과 장비 둥을 혈좌죄휩손와 연계 
하여 재배치 (참조 : 위험펙가 빛 내부것계구역 성쩌 정차) 

• 혀작대옷요워 밖호정차에 따라 대웅 

l 범죄/폭력 대응활동인 경우r 사라람들 사이에 범법자가 있다고 가정하고 

현장내 폭발물， 2차적인 폭발장치y 위장폭탄 둥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무 

전기， 이동통신기 사용 억제 

2. 인명구조 및 위험 확대방지 

| 주의 : 방사성물질 존재로 인해 인명구조 활동을 지연해서는 안 됨 | 

다음 사항 이행 

• 생영이 위험한 상황에서 생명 구조 
• 위협펴가 및 내부격계구역 성첫 정차에 따라 안전경계선 설정 및 표시. 이 

경계선 내에서 다음 사항 이행 · 

사람 수 확인/ 유지 

• 비상대웅요원에 국한하여 출입 제한 

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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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혀작대유요원 박호정차 준수 

인명 구조/ 닥오자 찾기 및 상해자 응급치료 둥 지속 이행 

• 주민 소개 
• 소개자는 오염된 것으로 가정 

• 심각한 일반재난(예r 화재 퉁)과 같이 취급 

• 주덴보호정차에 따라 주민보호 대웅활동 이행 

• 내부경계구역 바깥에 현장지휘소 및 주민관리구역 설정 

• 의심되는 방사능 장치물 수색 및 피폭 가능성 있는 사랑 판별 둥 지휘 

• 운반사고인 경우/ 운반자로부터 선적 서류를 입수하여 위험물질의 UN 보 

후와 설명서를 확인 

l 국가 종합상황실올 통해 방사능평가팀에게 전화로 조언을 구함 

l 현장 방사선관리를 위해 방사성물질 사용기관(예， 병원/ 대학/ 연구소 동)에 

게 계측장비와 경험 있는 방사선관리요원 지원을 요청함(참조 : 봐산쇠표란 

팀의 햇통요렷) 

• 안전경계선 바깥에서 분류 및 비상진료 이행 (참조 : 죄단 삿해자의 혀작 

룹효경찬) 

• 상해자 이송 조치 및 상해자를 수용하는 지역 병원에게 오염 가능성 및 좌 

역 t옛워의 햇못요렷과 혀작대유요원 박호정차 준수토록 정보 제공 

l 내부경계구역으로부터 나오거나 피폭 가능성 있는 사람 둥록 및 (가능하다 

연) 오염검사 실시 (참조 . 주민묵록정차 및 주민 · 혀작대욱요워 오역적사 

결찬) 

l 방사선관리팀에게 박사서과리틱의 햇봇요렷에 따라 대웅활동 지원 지시 

• 1m 거리에서 공간선량률이 100 μSv/h 이상되는 방사선원으로부터 격리되 

었음을 보장하기 위해 방사선관리팀 또는 방사선평가팀에게 주민을 분류시 

키고 병원으로 후송 퉁 재배치토록 지시 

• 보안경계선 설정 (외부경계구역) 

• 대유황휴 벅위 및 대유시성 설정/설치 

• 현장상황이 확실하게 밝혀지기 전까지는 범죄 현장과 통일하게 취급 

• 모든 관계 당국에게 사고대책본부장 이름으로 대웅활동 현황 정보 제공 

• 보안사건 관련하여 : 

• 현장과 병원 퉁 일반인과 접촉이 있는 곳의 보안 유지 

• 등록/ 후송， 제염 전에 무기(위험물질) 수색 

l 지역 병원에게 자기 자신이 오염 기능성이 있다고 걱정하는 자에 대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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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제공 및 그들올 관리해야 할 사항 조언 

• 범죄 또는 안전 수사에 유용한 정보를 갖고 있는 자와 회견 

• 내부경계구역 경계선에서 주민 · 혀작대유요워 오역껴사 정차， 로와젠옆결 

츠L 오역과리정차， 차량 · 잣비의 오역걱사 및 제역 정차에 따라 오염관리 

시행 

l 방사능평가팀의 조언이 있을 때까지 가능한 한 주만의 피폭을 최소화시키 

기 위한 음식물， 음료수， 수송(예/ 버스)오염에 대한 조치 이행 

• 주민홍보팀에게 지역과 중앙이 연계하여 언론매체에 보도자료(참조r 엎릎 

복돋올돼스1) 제공 및 언론매체가 관심 갖는 것을 준비토록 지시. (참조 로 

pl혹보틱의 햇봇요렷) 

• 현장에 남아 있는 주민이 해야 할 행동요령에 관한 성명서(창조， 로밑복후 

컬좌)를 작성토록 주민홍보팀에게 지시 

• 전국적 영향이 우려될 때에는 그 사실을 국가 중앙상황실에 보고 

• 오염 확산이 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되 생명 구조활동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됩 

3. 대용활동 확대 

l 초기 대응활동의 재평가 

• 자원조정팀에게 필요한 자원을 평가하고 확보 및 기획조정팀에게 24 시간 

운영체제 수립 지시 (창조， 자워조젓틱의 햇통요렷) 

- 특정 뾰효욕렵의 기능이 이행되도록 조치 

• 각 대웅요원들이 혀작대유요워 박호정차을 따르는지 주민보호정차가 이행 

되었는지 확인 

• 후속적인 사건 발생 가능성을 고려한다. 하나의 사건에 모든 자원을 투입r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아래 사항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현장을 복구하거나 제염하려고 하지 말 것 

• 복구계획이 수립되고/ 방사능평가팀이 개인피폭선량 관리를 위한 이행 

절차를 갖추었을 때 

가능하다연 수자정보팀과 협조조정이 되었을 때 

• 중대한 비상인 경우r 지휘그룹을 조성하고 장기적인 운영체제를 준비한다 

관계 사항 

• 모든 뾰효욕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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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강 AG.2 

분실 • 도난 방사션원얘 대한 대용요령 

사 용 자 : 사고대책본부장 또는 사건올 인지한 첫 번째 책임자 

적용시기 : 위험한 방사선원이 분실 또는 도난당했을 때 

대웅활동(척컬하고 실철객인) : 

1. 사건율 인지한 첫 번째 책임자 : 

• 분실/도난품을 적절한 관공서에 보고 

• 국가 종합상황실올 통해 (또는 사전 준비에 따라) 방사농평가팅을 요청하고 

전화로 조언을 청취 

• 현장올 보존하고 범죄 현장과 같이 취급 

• 지역적 수색을 실시하고 가능한 한 분실 경위를 조사 

l 남아 있는 다른 선원에 대해서도 물리적인 보안과 취급 상태를 확인 

2. 사고대책본부장 : 

• 임무 인계인수 전까지 초기대웅그룹 선임자가 사고대책본부장의 임무 수행 

l 혀작대용요워 박호정차 준수 

• 위협 때가 빛 내부격계구역의 성것 정차에 따라 상황 판단 

• 위에 기술한 첫 번째 책엄자의 임무의 완료 상황 확인 

- 만약 주민이 오염이나 피폭 가능성이 있다면， 맛사서비삿시 혀작대옷조치 

월봐산합에 따라 수행 

• 모든 대용활동은 경찰과 협의 

- 방사선원올 격리 보관하고 피폭 가능성이 있는 사랑을 가려내기 위해 면담 

실시 

• 상기 엄무 완료 확인 

• 사고대책본부장의 이름으로 비상 상황올 모든 관계기관에게 통지 

- 인근에 있는 의료시설/ 소방/ 경찰， 금속 폐기물 유통업자 풍에게 경계상황 

통지 및 방사선원과 관련 위험성에 대한 설명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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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지역 병원에게 방사선 상해자의 중상(예/ 불분명한 피부 화상)을 제공토록 

방사선 의료 전문가나 국가 중앙상황실에게 의뢰 

• 지자체 공무원에게 통지한 후， 방사선원에 대한 설명올 공개적으로 발표하 

고 이와 관련한 위험성을 강조한다(참조 · 연휴 보도뭉 예시) 

l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이 우려되거나 영향올 미치게 될 경우 국가 중앙상황 

실에게 그 사실을 보고 

• 방사능평가팀의 협조를 얻어 공개 조사를 계획하고 시작한다 

• 방사선원이 발견되거나 일반인 오염 또는 피폭이 우려되면，밖사서비삿시 혀 

작대옷조치 임바사향을 시행한다 

관계 사항 

• 모든 뾰효욕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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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갚 

자원조정팀 의 행동요령 

대웅활동(척철하고 실질척인) : 

• 사고대책본부장의 사건 현황올 듣고 지시에 따른다. 

• 혀작대유요워 박호정차 준수 

• 각 대웅 팀으로부터 정규적으로 대웅활동 수집 및 종합 정리 

l 요청하지 않은 자원의 도착에 대비 

AG.3 

l 보아 집겸지역을 설정하고 요청하였거나 요청하지 않은 자원의 조정 

l 사건 현장 대웅에 참여하는 대웅그룹올 종합 조정 - 대옹조직 구성올 이해 

시키고/ 혀작대옷요워 박호정차를 따르고/ 언론매체의 문의사항을 주민홍보 

팀으로 안내 

• 대형 사고일 경우r 비상진료팀올 지원하고 다른 의료기관에 후송을 포함한 

지원을 요청 

l 현장 대용에 필요한 추가적인 자원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현장 대응팀틀 

과 통화할 수 있는 통신설비 확보 

• 차워부배양식을 이용하여 어떤 자원과 인력이 필요한지 결정하고 사고대책 

본부장의 재가를 받아 차원 수배 

•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피폭 의심자 오염검사/재확인을 위한 2차 보안구 

역 설정 

• 대옹에 필요한 자원의 접수 및 종합 조정 

• 24시간 운영체제 준비 및 조정 

• 모든 비상대웅자 및 주민들이 작성한 효효요쇠을 수집하고 유지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 설치 

• 자원을 검토하고， (사고대책본부장의 재가를 받아) 지원 요청 

관계 사항 

• 모든 뾰효욕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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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갚 AG.4 

소방방채팀의 행동요령 

대웅활동(적절하고 실질객인) : 

• 사고대책본부장에게 임무를 인계하기 전까지는 다음 사항 수행 

• 박사서비삿시 혀작대옷조치 입바사학 또는 

• 부심 · 도나 박사서워에 대하 대욱요렷 

• 사고대책본부장의 지휘아래 운영되며/ 혀작대옷요워 반호정차 준수 

| 주의: 방사성물질이 있다고 하여 인명구조 활동 화재진압 소화방법 
지연 시켜서는 안 됨. 

• 소방방재요원의 적절한 방호 : 

• 표준 화재진압용 방호복 착용 

• 가능한 한 최고 퉁급의 호홉기 방호장비 선택 

l 사고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대웅활동 개시 및 지속 

선택을 

위협 I옛가 빙 내부것계구역의 성;엇 정차에 따라 안전경계선 확보， 설정 

• 내부격계구역내에 있는 사랍 인원 수 파악 

• 표준운영절차에 따라 수색I 구조 

• 표준운영절차에 따라 일반적인 위험(예l 화재 퉁)으로 취급 

• 내부경계구역으로부터 주민 소개 

• 비상진료팀에게 임무 인계전까지 진탄 삿해자의 헝잣 부류 정차에 따라 

웅급 구조 및 상해자 분류 

• 오역과리정차에 따라 내부경계구역 출입자의 오염관리 수행 

• 주민둑록정차. 주민 · 혀잣대옷요워 오역걱사 정차t 주민제역정차에 따라r 

둠효뾰쉰을 사용하여/ 내부경계구역으로부터 소개된 주민에 대해 둥록r 

오염검사/ 제염 실시 

• 보안 관련하여/ 경찰보안팀과 협조 

• 주민과의 접촉이 이루어지는 곳의 방호/보안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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퉁록I 오영검사r 후송/ 제염 실시 전에 무기류 수색 

• 주민 보호를 최대화하기 위해 경찰과 협조 

• 중거 확보 및 사건과 관련된 사람 또는 용의자의 확인/기록 

• 현장에서 가능한 한 범죄 행위 방지(예 l 절도， 문서 파기 둥) 

• 비상진료팀과 협조 

• 오염 확산을 제한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 - 이로 인해 대웅활동이 방해 받아 

서는 안 됨 

• 대용활동 현황 정보를 주민홍보팀에게 제공 

• 방사놓평가팀이 도착했을 때， 이들의 지척에 따라 대웅활동 재검토 및 수정 

• 언론보도매체의 요청이 있올 때 주민홍보팀으로 안내 

• 추가 자원의 필요성 점 검 및 요청 

관계 사항 

• 모든 뾰효욕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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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찬 AG.5 

비상진료팅의 행동요령 

행동(적철하고 실질적인) : 

• 사고대책본부장의 지휘하에 운영되며/ 혀작대유요워 박호정차 준수 

참고: 방사성물질이 있다고 하여 인명 구조 활동이 지연 되어서는 안 됩 제 

염절차로 인해 중상자의 후송조치가 지연되어서는 안 됩. 오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I 중상자의 겉옷을 벗기고 담요로 싸고， 오염가능성 있 

다는 꼬리표를 불인다 

- 상위자나 사고대책본부장으로부터 상황 설명을 경청 

l 현장에서 비상진료활동 수행 및 관리 : 

• 담당업무 개시 또는 속개(이미 시작되었다면) : 

/ 긴급구조 및 현장 상해자 분류 

/ 진탄 삿해자의 혀잣 부류 정차에 따라 상해자 분류/응급구조 구역의 

관리 

• 병원과 협조하여 다음과 같은 상해자의 후송과 치료의 확인/배치 · 

/ 생명이 위험한 상해자 

,/ 생명이 위험하지는 않으나 병원에서 치료가 필요한 상해자 

• 자기 자신이 피폭되었다고 의심하는 사람들을 오염검사 및 재평가를 위해 

설정한 2차 구역으로 유도 

l 후송요원(앵불런스 후송요원/병원 응급실 접수요원)이 아래 사항올 숙지하 

는지 확인 및 보장 

혀잣대유요워 박호정차를 따른다변 오염된 사랍으로 부터의 위험은 무 

시 됨 

오염 확산을 제한하기 위해 취해지는 실질적인 조치 방법 

오염 확산을 제한하기 위한 행위가 인명 구조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됨 

• 접수 병원이 지역 벗워의 햇못요렷올 준수토록 권고 

l 오영/피폭 의심자 관리를 위해 2차 안전구역 설치가 필요함을 자원조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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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알립 

• 주민의 시선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임시 영안실올 설치하고 수사정보팀과 협 

조하여 보안 유지 

- 효효앞싶을 이용하여 관련된 주민을 둥록 

• 보안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이 다음 사항을 이행하는지 확인 

• 주민과의 접촉이 필요한 장소의 방호/보안올 제공 

비상진료 또는 후송 전에 주민이 무기를 소지하고 있는지 수색 

• 주민 보호를 최대화하기 위해 경찰과 협조 . 

• 중거 확보 및 사건과 관련된 사랑 또는 용의자의 확인/기록 

현장에서 가능한 한 범죄 행위 방지(예， 절도/ 문서 파기 둥) 

• 대용활동 현황 정보를 주민홍보팀에게 제공 

• 방사능평가팀이 도착했을 때/ 이들의 지적에 따라 대옹활동 재검토 및 수정 

l 언론보도매체의 요청이 있을 때 주민홍보팀으로 안내 

• 추가 자원의 필요성 점 검 및 요청 

관계 사항 

• 모든 뾰효욕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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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6 효갚 

정활보안팀의 행동요령 

대웅활동(적절하고 실질적인) : 

사고대책본부장에게 임무를 인계하기 전까지는 다음 사항 수행 • 
혀잣대용조치 입바사학 또는 ~스f쇠봐쏘신 • 

분심 · 도나 박사천원에 대하 대유요렷 • 

사고대책본부장의 지휘아래 운영되며/ 혀작대유요원 맛호정차 준수 • 
주의: 방사성물질이 있다고 하여 인명구조 활동을 지연 시켜서는 안 됩 

경계선)을 설정/유지 

사고현장을 다른 대용요원과 협조하여 규명되기 전까지는 범죄 현장과 같이 

취급 (인명구조 활동에 방해가 되어선 안 됩) 

보안경계선(왼로경갱모열 • 
• 

다음을 포항한 외부경계구역 바깥에 있는 대웅시설의 보안 강구 

현장지휘소(사고대책본부) 

집결지역 

주민홍보센터 

• 
• 

l 

• 

보안 관련하여 

용의자， 테러분자/ 위장폭탄， 폭발장치 퉁 조사 

주민과 접촉하는 현장대웅요원의 보호/안전 제공 

• 

• 

• 

구역내에서 주민둥록/ 상해자 분류/웅급구조/ 오염검사/제염 .,/ 

의료팀 도착 및 상해자 후송 중 

동록， 오염검사/ 제염/ 후송하기 전에 무기 수색 

다음 활동을 주민보호활동과 연계시킬 것 . 

.,/ 

• 

용의자의 신원 확인 또는 체포 

행위(예/ 절도/ 문서의 파기 동)의 방지 

경찰 요원이 아래 사항을 알고 있는지 확인 

증거 보존 및 연좌되었거나 의심되는 

현장에서 발생 가능성 있는 범죄 

• 

l 

• 

• 

끼
 
ω
 



• 혀작대용요원 밖호정차를 따른다면 오염된 사랍으로 부터의 위험은 무 

시한다. 

• 오염 확산을 제한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 - 단/ 이것 

이 대웅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됩 

• 오염 확산 제한올 위한 행동이 인명구조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안 됨 . 

• 오염된 사람올 수용하는 기관(예， 지역 구치소)에게 혀작대용요원 밖호정차 

을 따르도록 권고 

l 둠효앞싶올 사용하여 사건과 관련된 사랍올 퉁록시컴 

• 지역 병원 및 비상진료팀과 협조하여， 지역 병원의 주변지역을 통제하고/ 자 

기 자신이 피폭되었다고 의심하는 사랑들올 오염검사 및 재평가를 위해 설 

정한 2차 구역으로 유도 

• 현장에서 수집한 모든 증거 자료의 연속성과 종합성 유지 

• 대웅 상황에 대한 정보를 주민홍보팀에게 제공 

l 언론매체의 요청시 주민홍보팀에게 알아보도록 안내 

• 보안정보 수집 및 사고대책본부장에게 제공 

• 추가적 인 자원 수요 따악 및 요청 

관계 사항 

• 모든 뾰효욕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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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좌 

수사정보팀의 행동요령 

AG.7 

대웅활동(척철하고 실질적인) : 

l 사고대책본부장의 사건 현황을 듣고 지시에 따른다 

l 혀작대용요위 박호청차 준수 

• 방사능평가팀에 의해 판정될 때까지 일반범죄 현장에서의 대웅절차를 따르 

되 모든 물질이 오염되었거나 방사능이 있을 것으로 가정한다-

l 다른 대웅팀과 대용활동을 조정 (인명구조 활동에 방해가 되어선 안 됩) 

- 의료， 경찰 및 방사선관리팀 또는 방사놓평가팀을 포함한 주요 대웅팀/기관 

의 파견관으로 수사정보팀올 구성 

• 방사놓평가팀과 기타 대웅팀과 협조하여 현장 조사 및 중거 복구를 위한 전 

략 개발 및 계획 수립 , 

• 수사정보팀 통제하에 중거물 제거 

• 현장대웅요원은 안전올 저해하지 않고 증거물(오염검사/ 의복 퉁)올 확보 

토록 교육받아야 합 

• 증거물의 수집/ 취급 및 표식은 안전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수행 

증거물은 제거되기 전에 현장에서 촬영 및 기록 

향후 법의학 시험을 위해 증거물 포장 

• 중거물로서 사망자의 시신 부검 

• 방사놓평가팀과 협조하여 법의학 중거물관리지역의 보안 설정 

• 현장 중거물을 확인 및 회수하기 위해 상해자를 검사하는 지역 병원과 아래 

사항을 포항한 의정서 수립 : 

• 수혈 전 혈액 샘플 

x-선 검사 

수술시 제거된 법의화 물질과 같은 중거물의 복구 

• 오염검사 결과 또는 오염된 옷의 회수 

• 현장 증거물을 확인 및 회수하기 위해 사망자 그리고/또는 신체의 일부분을 

검사하기 위해 지역 병원/영안실과 아래 사항을 포함한 의정서 수립 . 

X 
]



• 법의학 증거물 검사가 시험될 때까지 시신 보유 

• x-선 검사 

• 증거물 수집 및 구류를 확인하기 위한 사후 부검은 수사정보팀 요원 입 

회하에 실시 

• 대웅활동 상황에 대한 정보를 주민홍보립에게 제공 

• 언론매 체의 요청시 주민홍보팀 에 게 알아보라고 안내 

• 추가적 인 자원 수요 파악 및 요청 

관계 사항 

• 모든 뾰효욕뾰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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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찬 

주민홍보팀의 행동요령 

대웅활동(적철하고 실질적인) : 

• 사고대책본부장의 사건 현황을 듣고 지시에 따른다. 

l 혀작대옵요원 박호정차 준수 

AG.8 

• 비상기간동안 유용하고/ 신속하게， 진실하고， 일관되고 적절한 정보를 제공 

하기 위해 모든 실질적인 단계를 밟아 홍보 (참조 비삿싸황 천파 요렷) 

• 경찰보안팀과 협조하여 현장에 도착한 보도진을 포함한 수많은 언론매체의 

관심사항에 대한 준비 

• 주민홍보팀은 사고대책본부장과 함께 주민 및 언론매체에게 홍보를 담당하 

는 부서임올 확약시키고y 현장대웅요원r 경찰/ 병원，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 

종합상황실에게 언론매체의 문의사항을 주민홍보팀에게 문의토록 주지시킴 

l 사고대책본부장과 함께 보도물 작성 및 배포(참조: 언휴 보도뭉 예시) 

• 사태의 위험성 

주민의 적절한 행동과 부적절한 행동 

• 주민의 안전 확보 및 생산 놓작물의 보호를 위해 취해야할 행동 둥 

• 가능한 신속하게 한 명의 자격 있는 대변인이 비상대웅에 참여하는 모든 기 

관의 대표자와 함께 언론매체에게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로밑훌복젤담를 

설치 운영. 이 브리핑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공무원이 참석함. 

• 추가적 인 자원 수요 파악 및 요청 

• 국제적인 질의 요청 및 루머에 대해서도 준비 

참조사항 

• 칭의 유답 예시 

관계 사항 

• 모든 뾰효욕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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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강 AG.9 

지역 병원의 행동요령 

대웅활동(척절하고 실질척인) : 

l 사고대책본부장의 지시에 따르며I 혀작대용요워 박호정차 준수 

• 지역 병원 직원이 오염된 사랍올 진료하는데 있어 혀작대용요워 밖호정차올 

준수하면 위험성은 무시할 수 있는 정도라는 것을 브리핑 함 

• 경찰로 하여금 병원 주위에 경계구역올 설정케 하고/ 자기 자신이 피폭되었 

다고 의심하는 사랍들을 오염검사 및 재평가를 위해 설정한 2차 구역으로 

유도 

• 보안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보안팀 및 수사정보팀과 연계하여 : 

• 병원의 방호/보안 제공 

• 중거물의 보폰 

• 상해자 도착시 위험한 방사선원 (1 m 거리에서 100 lISv/h 이상)올 찾기 

위해 오염검사를 하고 만약 발견되연 이를 격리시킴 

l 상해자를 접수할 앵불런스 주차장 및 비상진료실 준비 : 

앵불런스 주차 및 비상진료실 지정. 예상되는 상해자 수를 돌볼 수 있 

는 충분한 공간 확보. 방문자와 환자의 구역올 분명히 구분. 본 사태와 

관련한 상해자와 평소의 일반 환자를 구분하여 병원입구 통로 재구성. 

앵불런스 진입구와 병원입구 사이 통로를 약 1 m 폭의 플라스틱 롤이 

나 랩/ 테이프 퉁으로 바닥을 덮고/ 바닥과 커버를 테이프로 단단히 밀 

봉할 것 필요하지 않은 장비는 치우거나 커버로 덮고I 허가되지 않은 

출입올 막기 위해 줄을 치고 표지할 것 

• 통제된 비상진료실 출입 제한 

• 플라스틱으로 뒤짚어 씌운 큰 폐기물통을 여러 개， 크기가 다른 플라스 

틱 가방과 개인별 방사선 영향올 나타내는 표지， 경고 표지 및 표식 둥 

을 준비 

• 사전에 지정된 병원이라면 비상진료구역내 체염공간 준비. 아니면 입구 

에 제염실 지정 제염실 입구에 통제선 설치 폭이 넓은 띠를 이용하여 

제염실 입구 바닥에 분명하게 표시하고I 오염 구역과 비오염구역을 구 

- 78 -



분. 가능하다연 방사선계측기를 준비. 

• 오염되었올 경우 교체할 수 있도록r 충분한 기기와 소모 물품(장갑l 가 

운 퉁) 준비 

주의 : 이러한 조치의 확장은 시간에 달려 있다. 

• 의료원 준비. 일반적 주의 사항 사용. 장갑 2벌 사용(곁에 끼는 장갑은 쉽 

게 제거할 수 있어야 하며r 환자마다 교체 토록 함) 

• 지정된 위치에서 상해자를 돌 봄 앵불런스 후송요원을 방사선관리팀/방사 

능평가팀의 오염검사와 허락이 있을 때까지 차안에 대기시킴 많은 수의 환 

자를 후송할 경우 앵불런스의 오염검사는 지연될 수 있음. 

주의: 결을 수 있는 환자는 가능한 한 서둘러 병원에 가려고 할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둘 것 

• 상해자의 평가 및 치료 (상해자가 오염되었다고 가정) 

우선 의료적 안정을 취함， 생명이 위급하다면r 제염실을 거치지 않음 

상해자의 옷을 벗기고 시 E로 감싸r 비상진료실의 오염 확산을 제한 

환자가 가능할 경우l 치료를 방해 하지 않을 경우 또는 반대로 환자의 

의학적 상태에 영향을 미철 경우 (방사선관리자/방사능평가자에 의해) 

방사능 오염검사 실시 

• 신속하게 물리적 시험과 혈액검사 실시 

주의: 만약 환자가 메스꺼워 하거나 구토를 한다면r 입원시키고 증상을 살피 

며 2-3일 동안 매 6시간 마다 혈액검사 실시 및 백혈구 감소 관찰 

l 만약 환자가 방사선관리자/방사능평가자에 의해 오염검사를 받을 수 없거 

나 건강이 나빠질 것으로 판단되면， 상해자를 목욕시키고 가운으로 갈아입 

힘 (이러한 조치가 상해자의 건강상태에 악영향올 미치지 말아야 함) . 

주의: (알 수 있올 경우) 비상 시나리오 및 피폭 환경에 따라/ 방사선관리자 

/방사능평가자가 오염검사하기 전까지는 상해자가 피폭/오염된 것으 

로 간주 오염 확산 방지를 위한 절차를 적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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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환자가 오염되었다면， 전신 제영 시행 : 

• 옷을 벗기고 플라스틱 가방에 넣고 표지 

• 오염검사 실시(방사선관리자/방사능명가자) 

• 약간 따듯한 물올 이용하여 비누로 피부를 씻음. 너무 세게 빡빡 문지 

르지 않도록 함. 잘 모르는 금속성 물체는 핀셋이나 집게를 이용하여 

다룸. 

• 샘플(오염물 문지른 시험용지/ 코 분비물/ 부러진 치아， 머리카락과 손 

톱， 추출된 뼈 조각 퉁)올 확보하고 표식 함. 

만약 상처 부위가 오염되었다면/ 외과적인 이유에서만 검사/ 세척l 절제 

• 오염이 지속적으로 남아 있올 경우， 그 부위를 덮거나 내부피폭/오염일 

수 있음을 고려 

• 최종 오염검사 실시(방사선관리자/방사능평가자) 

• 오염되지 않은 환자를 청정 구역으로 이동. 깨끗한 장갑으로 환자를 들것으 

로 옮기고 오염 구역을 벗어냥. 

l 오염 확산 방지 : 

• 의료진도 오염 가능성이 있으므로， 오염검사 실시. 오염된 의류를 제거. 

오영구역올 나오기 전에 샤워- 의료기기도 오염검사 실시 

• 언론매체의 문의 요청시 주민홍보팀에게 안내 

• 상해자 비상진료를 마치고 비상사태가 마무리 되면y 방사농평가자에 의해 

설정된 절차를 따라 비상진료실의 청소 실시 . 방사능평가자에 의해 숭인되 

기 전까지는 일상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됨 

• 꼭 필요하다면 그리고 수사정보팀과 협의하여 배후 추적 분석을 위해 추정 

하거나 확인된 방사능 폐기물을 분리 

• 추가적인 자원 수요 파악 및 요청 . 국가 전문가의 지도를 요청하거나 필요 

하다연 국가 종합상황실에 국제적 도웅 요청 

관계 사항 

• 모든 뾰효욕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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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1 AG. 10 

국가 종합상황실의 행동요령 

적용시기 : 사고대책본부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언론매체나 국제적 관심이 집 

중될 경우 

대용활동(척철하고 실질적인) : 

• 지역 대웅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을 조정하기 위해 국가 종합상황실 가동 

• 현지 사고대책본부장 지원 

• 모든 관계 당국에게 사고대책본부장이 주관하여 비상대웅활동올 수행한 정 

보를 제공하고 그의 임무에 대해 칸결하게 통지 

• 모든 언론매체에 대한 대웅은 사고 현지 주민홍보팀과 공조를 이루고/ 언론 

보도와 관련된 중앙부처 관계자도 가능한 한 신속히 현지로 이동 

l 사고대책본부장과 방사능평가팀 간의 통신채널을 확보하여 방사능 위험과 

관련하여 실시간 자문 및 조언 

• 지정된 국립병원(원자력의학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발족 운영 지시 

• 국가 방사능평가팀과 요청된 다른 차원을 현지에 급파 : 현지의 사고대책본 

부장 또는 자원조정팀과 협조하여 방사선평가팀 및 자원의 도착을 조정 

l 사고대책본부장가 모든 관련 정보 및 최신 정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협조 

- 경제적 및 정신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치 : 

•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판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오염 가능성 있는 

품목의 국내 유통 및 국제 무역을 제한 

• 오영 가능성 있는 사람들의 국내 및 국외 이동을 우려하는 내용 발표 

현지 주민홍보팀과 협의 후 언론매체에게 대웅활동관련 정보 제공 

• 유사 사건의 발생 가능성 최 소화(예/ 보안퉁급 상향 조정) 

l 사고대책본부장과 협조하여 국제적 문의와 루머에 대해 대응 

•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이 우려되거나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국가 중앙상황 

실에게 그 사실을 보고 

• 필요하다면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통해 국제적 도움을 요청 

관계 사항 

• 모든 뾰효욕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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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ll 

방사선관리팀의 행동요령 

몰강 

척용시기 : 기본적인 방사선 모니터링을 수행하기 위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사랍 

이 있을 경우 

있다고 확신할 경우에 

수행하는 방사능 평가로 대 

주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본 행동요령올 수행할 수 

만 수행할 것. 이 지칩은 방사능평가팀이 

체할 수 없음. 

대웅활동(적절하고 실질적인) : 

사고대책본부장의 사건 현황을 듣고 지시에 따른다‘ 

혀작대유요원 박호정차 준수 

방사능평가팀이 도착하기 전에 아래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방 

사선관리요원을 보충하도록 자원조정팀에게 요청 

• 
• 
• 

필요하다면/ 방사능평가팀이 현장 도착 전에 전화로 현황을 알려주고 조언을 l 

뚫
 계측기가 잘 작동하는지 점검 하나 이상의 계측기가 있다면， 상호 점검하여 

수치를 보이는지 확인 감마선량계 측정범위가 0.1-1,000 rnSv/h 인 일치된 

지 확인 

저준위 오염검사를 위해 계측기 1개를 내부격계구역 바깥에 

• 

보관 l 

벗어나게 되어/ 매우 위 주의: 어떤 계측기는 고방사선준위에서 계측범위를 

험한 구역에서 낮음 또는 “ o " 표시를 나타낼 수 있음. 

적어도 100 rnSv/h를 읽을 수 있는 계측기를 가지고 현장에 접근하고I 공간 

선량률이 100 rnSv/h 이상이 되는 지역에는 출입급지 
• 

이행 ’ 모니터링 • 
및 표시 공간선량률이 다음과 같은 구역을 설정 • 

위험한 지역으로서 수행하는 구조활동만 > 100 rnSv/h 구역 : 인명 

머무는 시간은 30분 이내로 제한 함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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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 mSv /h 구역 ’ 내부경계구역 경계선 

• 1 m 위치에서 공간선량률이 100 mSv/h 이상 되는 선원을 격리시키고， 

주민과 비상대웅시설(예r 병원 둥)을 차폐 및 재배치 

주민과 장비의 제염활동 지원(창조; 주민제역정차 및 차략 · 갓비의 오옐 

걱λ} 및 제역 정i1) 

• 오염관리구역에서의 대웅활동 지원(참조; 오역과리정차) 

경찰보안팀 및 수사정보팀의 대웅활동 지원 

지역 병원의 대응활동 지원(참조/ 지역 벗원의 핵통요렷) 

• 오염검사를 한 사람에 대한 둠릎앞싶 작성 

• 감마/ 베타/ 알파 방사선을 모니터하고1 만약 알파선이 측정되었올 경우 즉시 

방사능평가팀에게 통지 

• 언론매체의 요청은 주민홍보팀에게 문의토록 안내 

• 개인피폭 집적선량을 산출하기 위해 자신의 피폭량과 대웅활동 사항올 기록 

유지 

• 방사능평가팀이 도착했을 때 방사선적 현황을 자세히 보고 

관계 사항 

• 모든 뾰효욕렵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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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강 

세부운영철차 

• 위협 맺가 빛 내부격계구역의 성척 정차 

• 혀작대유요워 밖호정차 

• 주91보호정차 

l 주민둑록정차 

l 주민 · 혀잣대옷요워 오역걱사 정차 

l 주민제역정차 

l 오역꽉리정차 

l 차량 · 작비의 오역걱사 및 체연 정차 

• 진다 삿해자의 혀갓 분류 정차 

관계 사항 

• 뾰효욕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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릎찬 TI.l 

위험 명가 및 내부경계구역 절정 절차 

사용자 : 현장에 처음 도착한 초기대웅자 

적용시기 : 방사선 위험 징후가 있올 경우 

단계 : 

1 아래 사항올 참조하여 잠재적으로 방사선비상 가능성이 있는지 결정 

• 

• 

방사선비상(위험) 가능성올 보이는 징후 : 

• 
• 

• 

• 
• 
• 
• 

• 

• 

• 

폭탄으로 의심되거나 실제 폭탄 

신빙성 있는 위협 또는 협박 메시지 

오염 확산올 의도하는 것으로 보이는 장치 

오염 가능성의 표시(예， 엎지름) 

고 깎마 박사선 준위 

방사선 상해의 의학적 증상(분명한 원인이 없는 활싶 둥) 

앞산쇠폭좌가 있는 건물/지역 

방사선평가팀의 평가 결과 

중성자 방사선 

분실/도난，손상，화재/누설 

는 위험한 방사선원 

또는 테러리스트 위협 ,,-1 
^ 폭발 가능성 있 

위험한 방사선원의 정후 : 

• 

• 

• 

• 

• 

• 

• 

밖사선 표지가 었는 무거운 용기 

폭즈l가 있는 품목 

수송휴 UN 버호가 있는 품목 

악 치료용 작치(원격치료 또는 근접치료) 

박사서활엿기 또는 박사서워 

드렬 작업에 사용하는 well IOI!:l!in l!: sources 

방사선평가팀에 의해 평가된 붐칭의 위험하 약(>D-valuel 

2 국가 중앙상황실을 통해 가급적 신속히 방사선평가팀과 협의하여， 특정 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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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물질의 양이나 특이 사항과 같은 정보를 평가 

3. 잠재적으로 방사선비상 가능성이 있으면， 박사서비삿시 혀작대유조치 또는 릎 

심/도단됨 위험하 박사선원 대유조치에 관한 사고대책본부장의 행동지칩을 

적절하게 이행하고/ 내부격계구역의 벅위 훈역정차에 의거 내부격계구역올 설 

정한다. 경계선은 쉽게 구분이 되고 인지할 수 있으며(도로와 같이) 보안경계 

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4. 내부경개구역 내에서는 혀작대유요워 박호정차를 따르고 주빈보호정차에 따 

라 주민을 보호한다. 

관련 링크 

• 박사선비삿시 혀작대용조치 입반사함 

• 모든 효옆결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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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강 TI.lg 

내부정계구역 범위 

방사선비상시 내부경계구역 (안전경계선)의 권고 범위 

상 황 
초기내부정계구역 

(안전경계션) 

초기 결갱 - 욕외 

차폐되지 않거나 손상된 잠재적으로 위험 | 
| 반경 30m 주변 

한 방사선원 1 

잠재적으로 위험한 방사선원으로부터 많은 
| 반경 100m 주변 

양이 엎질러짐 

잠재적으로 위험한 방사선원이 내재된 화 
| 반경 300m 

재， 폭발， 연기 

폭발 유무 상관없는 의심스러운 폭발물 폭발 방어를 위해 반경 4。이n 이상 

초기 결정 - 건물 내부 

잠재적으로 위험한 방사선원의 파손， 차폐 | 영향 받은 구역 및 인근 구역 (위/ 
손상 또는 옆질러짐 | 아래 충 포함) 

건물 전체로 확산될 수 있는(예， 환기설비) 1 건물 전체 및 위에 기술한 옥외의 
잠재척으로 위험한 방사선원이 내재된 화 | 적정 거리 
재 또는 기타 사건 

방사선 감시얘 의거한 범위 확장 

공간선 량률 100 μSvjh 이 값이 계측되는 모든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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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찬 TI.2 

현장대웅요원 방호절차 

사용자 : 현장에서 대용하는 모든 초기대웅그룹 

척용시기 : 방사선평가팀의 조언이 없는 한 방사선비상에 대웅할 때는 항상 적용 

개인방호지침 일반사항 : 

주의 : 임신한 여성은 비상 임무에서 제외 

1. 해당 분야별 표준안전절차 이행 

2 돼보경갱모옆내 있을 때 해당 임무를 이행하고 있다는 것올 입증시킬 것 

3 폭탄 파편(유탄)을 포함한 의심스러운 방사능 물품을 만지거나 잡지 말 것 

4 다음 거리 이내에서는 인명 구조 활동만 수행할 것 · 

위험한 방사성물질/선원으로 의심되는 물체로부터 1m 

• 방독면이 없이 화재 또는 폭발로부터 100 m 

5 위험한 방사성물질/선원으로 의심되는 물체로부터 10 m 내에서 머무는 시 

간올 최소화할 것 

6 방사성물질(먼지/연기)과 오염의 확산이 의심되거나 확실할 때 . 

방독면올 사용하거 나 마스크나 손수건으로 입을 가릴 것 

손올 업에 대지 말고， 금연/ 먹거나 마시지 말고/ 자주 손을 씻올 것 

• 오염 환자를 치료하거나 후송할 때 외과용 장갑이나 마스크 같은 통상 

의 차단 방법을 사용할 것 

7. 이름과 수행한 활동을 기록할 것 - 후속적인 대응활동과 피폭선량을 산출하 

기 위함 

8 내부경계구역내에 머문 후에는 오염검사를 실시할 것 오염검사를 즉시 못 

할 경우/ 가능한 신속히 샤워하고 의복을 갈아입을 것 

9. 긴급 대웅활동이 완료되면 방사선평가팀의 조언을 받아 방사선작엽종사자 

방호지침을 준수하면서 방사선원 복구/ 세척， 폐기물 처리 퉁 후속적인 대웅 

활동을 이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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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가급적 신속히 공간선량률올 측정할 것. (아래의 각마 선량륭음 암 때 개 

입발혹좌좌을 볼 것) 

감마 선량률올 알 예 개인방호지첨 

1. 위의 개인박호지칙 임바사학올 따를 것. 

2. 특정 구역에서 공간선량률이 100 mSv/h 보다 클 경우 : 

인명 구조 활동만 실시 

그 곳에서 머무는 시간올 30 분 이내로 제한 

3. 방사능평가팀의 조언이 없는 한， 공간선량률이 1,000 1퍼v/h 보다 큰 구역 

은 들어가지 말 것. 

개인피폭션량계가 사용될 때 개인방호지칭 : 

주의 : 개인피폭선량계는 홈입， 음식물 섭취 또는 피부 오염에 대한 선량을 

측정하지 않음. 이러한 경로를 통한 피폭 선량을 제한하기 위해 갱요l 

방호지칙 임 바사학올 준수할 것. 

1 개인박호지친 입바사한 준수 

2 혀작대용요원의 복귀션략 지칙올 초과하지 않도록 가능성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

관련 링크 

• 모든 울옆결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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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찬 TI. 3 

주민보호절차 

사 용 자 · 사고대책본부장 또는 그의 지명자 

적용시기 : 주민이 관련된 방사선비상에 대웅할 때는 항상 적용 

초기대웅그률이 도착했올 예 내부정계구역내에 있는 일반인에 대하여 : 

1. 가놓한 한 즉시 소개시킬 것， 소개시키기 전에 주민에게 건물내로 대피하고 

문， 창문으로부터 멀리 떨어질 것 둥을 지시할 것 

2. 방사능일 가능성이 있는 물질온 손대지 말고 격리시키고 초기대용그룹에게 

확인 받도록 알려줄 것 

3 금연， 먹거나 마시지 알고/ 입에 손대지 말 것을 지시할 것 부주의하게 음식 

물을 섭취하지 않도록 손 씻고l 샤워하고， 의복을 갈아입을 것을 지시 

4. 소개 후 . 

• 퉁 록 

• 오염된 경우(방사능 연기/ 액체 또는 먼지가 폰재할 가능성) : 

/ 금연， 먹거나 마시지 말고/ 입에 손대지 말 것을 상기시킬 것. 부주의 

하게 음식물올 섭취하지 않도록 손 씻고， 샤워하고， 의복올 갈아입을 

것을 상기 시킬 것 

./ (가능할 경우)오영 검사 실시 

/ 타당하거나 실질적이라면/ 주민제협정차에 따라 즉시 제염 실시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의료적/방사선 평가를 받기를 원한다연 찾 

아갈 수 있는 관계기관(또는 장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 

• 사고 현장을 벗어난 후， 다음과 같은 필요한 사항을 알려줄 것 . 

/ 가능할 때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는다 입었던 옷은 플라스틱 가방이 

나 포장지 에 싸서 보관한다 

/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의료적/방사선 평가를 받기를 원하는 

관계기관(또는 장소)에 가서 문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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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록하지 않고 내부정계구역올 떠난 일반인얘 대하여 : 

1. 필요하다변 언론보도매체를 통해 다음 사항을 지시 : 

현장에서 습득했을지도 모르는 물건은 손대지 말고 지역 경찰서에 통지 

할것 

샤워하고 옷올 갈아입기 전까지는 금연/ 먹거나 마시지 말고/ 입에 손대 

지말것 

• 가능할 때 샤워 및 옷을 갈아입는다. 입었던 옷은 플라스틱 가방이나 포 

장지에 싸서 보관한다. 

· π 또는 라디오를 듣고 공식적인 안내 방송을 따를 것 

내부정계구역 외부에 있는 일반언에 대하여 : 

1. 화재나 폭탄의 연기가 대기중으로 확산되었다연 언론보도매체를 통해 발화 

지점으로부터 반경 1 krn 이내 주민에게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공지 

방출(연기)하고 있는 동안 옥내에 머무를 것 

• 옥외에서 재배한 채소를 먹거나 빗물 동을 마시지 말 것 

• 옥외에서 놀지 말 것 

먹기 전에 손을 씻을 것 

• 먼지 구역이나 먼지를 일으키는 행동은 피할 것 

• TV 또는 라디오를 듣고 공식적인 안내 방송을 따를 것 

관련 링크 

• 박사선비삿시 혀잣대유조치 임바사학 

• 모든 운멸결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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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갚 11.4 

주민둥록절차 

사 용 자 · 소방방재팀 

적용시기 : 내부격계구역 내에 있던 (소개되었거나 방사선관리팀 도착 전에 임의 

로 떠난) 사랑중 즉시 의료적 치료/후송이 요구되지 않은 방사선비상 

현장에 있던 모든 일반인에게 적용 

| 주의 : 중상자 치료/후송은 풍록， 오염검사 또는 제염으로 지체하지 말 것 | 

단계: 

1. 내부경계구역 외부에 안전하고 날씨로부터 보호되는 주민퉁록구역 설정 

2. 테러 · 범죄 행위가 예상될 경우， 주민둥록구역 입구에서 무기 수색을 하여 

주민 및 현장대웅요원올 무장한 용의자로부터 보호할 것 

3. 내부경계구역 내에 있던 사람 중 부상당하지 않은 사랍에게 다음 사항 주지 

시킬 것 

방사능일지 모르는 물풍을 소지하지 말 것 

• 손을 입에 대지 말고， 얼굴과 손을 씻기 전에 먹거나 마시지 말 것 

주민퉁록구역에 갈 것 그곳에서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음 

4. 오염이 의심되지 않올 경우， 효를앞싶에 주민을 둥록 시키고 보내줄 것 

5. 오염 가능성이 있을 경우(방사성 연기/ 액체 또는 먼지의 존재 가능성)， 

제염 준비 완료 

/ 주민올 현장에서 또는 전문 제염조치실로 보내 제염을 실시할 것 이 

러한 과정이 긴급구조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됨 

• 제염 준비가 안 됩 ’ 

/ 효를앞싶을 이용해 주민올 퉁록시킬 것 

/ 안내 말씀 

- 손과 얼굴올 씻고， 오염 가능성이 있는 외투를 갈아입기 전까지는 

먹거나 마시지 말고y 금연f 손올 입에 대지 말 것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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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할 때 샤워하고/ 의복 갈아입고/ 입었던 옷을 플라스틱 가방에 

넣고보관 

- 언론보도매체(πI 또는 라디오)를 통한 공식적 안내에 계속 귀 기 

울이고 안내방송에 따를 것 

주민을 해산시킬 것 

관련 링크 

• 밖사서비삭시 혀작대유조치 입바사핫 

• 소밖박채택의 햇못지침 

• 모든 울옆컬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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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효 TI. 5 

주민 · 현장대웅요원 오염검사 절차 

사 용 자 : 방사선관리팀 

객용시기 : 방사선관리팀 또는 방사선평가팀이 있고/ 사랍틀이 오염되었을 징후가 

있올 때(방사성 연기/ 액체 또는 먼지 존재 가능성)， 그리고 오염검사 

실시가 가능할 때 

주의’ 둥록 또는 오영검사로 이해 의료적 치료나 후송이 지연되어서는 안 됨. 

단계: 

만약 당신이 오염검사 단계별 수행 방법 또는 아래에서 사용하는 단위 

를 모른다면， 알고 있는 사람이 오염검사를 수행하도록 한다 

어떤 계측기는 고방사선준위에서 계측범위를 벗어나게 되어， 매우 위험 

한 구역에서 낮음 또는 “ o " 표시를 나타낼 수 있다. 

1. 100 mSv /h 이상 원을 수 있는 계측기률 갖고 현장에 접근하고， 공간방사선 

량률이 100 mSv/h 이상 되는 구역은 들어가지 말 것. 

2. 테러 · 범최 행위가 의심될 경우， 오염검사 전에 경찰로 하여금 무기 소지자 

를 수색케 하여 현장대용요원올 잠재적으로 무장한 것으로 의심되는 용의자 

로부터 보호 

3. 현장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방사선 계측기의 작동 점검 수행 : 

• 배터리 체크 

• 방사선 계측기가 자연준위범위 (0.05 - 0.2 μSv/h)내에 있는지 확인. 측정단 

위 표기와 측정범위가 어찌 변화하는지 확인 

• 가능하면 베타 윈도우를 열 것 

• 계측기를 플라스틱으로 포장할 것 

계측기 변호 및 현장과 가깝지 않은 지역의 자연방사선준위를 기록할 것 

4 청정지역에 점검용 계측기 1개를 냥겨두고/ 일상의 계측기로 사용하지 말 것 

5 제염구역 근처에 공간선량률이 0.3 μSv/h 이하인 곳에 모니터링 위치 설정 

6 주민이 오염검사구역에 입장하기 전에 1m 거리에서 공간선량률이 100 

μSv/h 이상인 물체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을 경우 격리시키고， 주민을 오염 

검사구역으로부터 먼 곳으로 이동시킬 것 (측정범위 100 μSv/h 이상의 계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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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휴대하고 2 m 내에서 이동할 것). 공간선량률이 100 μSvjh 이상으로 

확인된 물체를 격리시킬 것. 

7. 오염검사를 받을 사랍들이 손을 씻기 전까지 먹거나， 마시거나 담배 피지 않 

도록 지시하고/ 가능한 신속하게 샤워하고 옷올 갈아입고， 해체 후 언론보도 

매체σV， 라디오)를 통해 공식적인 안내방송올 듣고 후속조치를 따를 것. 

8. 오염검사 시 : 

장갑을 끼고 가능하면 방호복을 입을 것， 장갑은 규칙적으로 교체 

• 개인방호지침 준수 

주기척으로 오염검사하고， 0.3 μSvjh 이상 오염되었을 경우， 제영 실시 

주기척으로 계측기 오작동 및 오염 여부 확인(자연준위 측정 가능한지 

확인). 오염되었다연/ 플라스틱 포장지를 교체하고 다시 정검 

9. 사람의 머리카락/ 손， 주머니/ 옷의 더러운 부분/ 발 그리고 얼굴 둥으로부터 

약 10 cm 거리에 계측기 표면을 대고 측정 

10. 둥록양식을 이용하여 오염 검사 결과를 기록 

11. 오염검사 결과를 근거로 다음 작업 수행. 만일 인체(옷) 표변으로부터 10 

cm 거리에서 감마 선량률이 다음과 같을 때 : 

• < 1 μSvjh 

/ 다음 사향을 주지시킴 

- 가능한 신속히 샤워하고 의복을 갈아입음 

- 공식적인 안내문 경청 

/ 귀가 조치(해체) 

• > 1 μSvjh 

/ 즉시 제 염 조치하는 곳으로 보냉(참조， 준밑젠멸컬좌) 

/ 즉시 제엽이 여의치 않으면/ 다음 사항을 주지시 킴 

- 가능한 신속히 샤워하고 의복을 갈아입음 

- 공식적 안내문 경청 

/ 귀가 조치(해체) 

관련 링크 

박사선비삿시 혀잣대유조치 임 바사핫 

• 소박박재틱의 햇못지칙 

박사션과리틴의 핵못지칙 

• 모든 운엿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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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강 11. 6 

주민제염절차 

사 용 자 소방방재팀 

적용시기 : (즉시 의료적 치료나 후송이 요구되지 않는) 주민이 방사성 연기I 액 

체 또는 먼지로 인해 또는 환경방사선 계측결과 오염이 지시되고， 제 

염구역이 신속하게 확보될 수 있올 때 

주의: 제염절차로 인해 중상자의 후송이 지연되어서는 안 됩， 오염 확산을 방 

지하기 위해 겉옷올 벗기고/ 담요로 싼 다음 오염 가능성 태그률 붙임. 

제염구역올 즉시 확보할 수 없다면， 가급적 신속하게 샤워하고 의복올 

갈아입고， 공식적인 안내문을 경청할 것을 주지시킨 후 귀가 조치 

단 계 : 

l. 내부경계구역 외부에 자원 수급이 가능하고 많은 사랍이 제염 받올 수 있도 

록 제영 구역 확보 

• 많은 수의 사랑올 위한 현장제염 

적은 수의 사랍올 위한 전신제염 

/ 현장채염구역 설정 : 안전하고， 날씨로부터 보호되고， 출입이 통제되 

고， 사람들이 손과 얼굴올 씻을 수 있고/ 겉옷을 제거할 수 있도록 

준비된 구역 

/ 전신채영구역 설정 : 샤워할 수 있고 깨끗한 옷을 얻을 수 있도록 

안전하고 준비된 구역 남녀구역이 구분되도록 설정 

/ 제염에 사용된 물은 제염을 방해시키지 말아야 하고 수거되어야 함. 

2 담요/ 의복 그리고 사랍들의 겉옷을 벗었올 때 입히기 위한 용품의 확보 

3. 오염된 물품， 오염된 옷 가방 및 기타 품목의 가방의 표지 수령중 확보 

4. 테러나 범죄 행위가 의심되면， 제염하기 전에 무기소지 여부를 수색하여 주 

민 및 현장대웅요원을 무장 가능성 있는 용의자들로부터 보호 

5 아래 절차에 따라 제염 실시 ’ 

장갑을 끼고 가능하면 방호복을 입을 것/ 장갑은 규칙적으로 교체， 갱잎 

밤후진좌 준수 주기적으로 오염검사하고 만약 0.1 μSvjh 이상 오염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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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경우 제염 실시 

가족을 함께 있도록 하고 성인이 아동이나 다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도록 요청(가능하면) 

• 제염의 수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설명 : 

/ 현장제염 

- 겉옷을 벗고 샤워를 마칠 때까지 벅지 말고， 마시지 말고l 담배 피 

지 말고 손올 입으로부터 멀리 할 것. 

- (상황이 허락하면 그리고 교체 의류가 있다면) 가능한 한 겉옷올 

많이 벗고/ 그 옷을 주인이 표지된 가방에 넣을 것. 

- 얼굴과 손을 물이나 젖은 수건으로 씻도록 할 것 

- 귀가 후 가급적 신속히 샤워하고 모든 옷을 갈아입음 

- 오염 가능성 있는 외투는 오염 폐기물용 가방에 넣을 것 

“ 전신체염 
- 겉옷을 벗고 샤워를 마칠 때까지 벅지 말고I 마시지 말고， 담배 피 

지 말고 손을 업으로부터 멀리 할 것. 

- 옷을 완전히 벗고 그 옷을 오염 폐기물용 가방에 넣을 것 

- 물과 세정액(가능하면)으로 샤워. 머리를 매우 세밀하게 감올 것. 

(신체중 머리부분이 가장 오염되기 쉬움) 

- 오염된 사랑에게 새 옷 제공 

• 효를앞쉰 작성 
귀가조치 후 사람들이 추가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을 안내 

• 오염된 의류와 개인 물품에 대한 수령증 발행 및 귀가 조치 

• 오염검사 결과/ 동록 양식 및 오염된 의류를 증거물로 취급 

오염 가능성 있는 물품의 가방을 주기적으로 격리， 안전한 장소로 이동 

• 오염검사 임무를 마쳤을 때t 오염통제구역의 제염을 마철 때까지 떠나지 

말 것‘ 

관련 링크 

• 박사서비삿시 혀작대욱조치 임바사헛 

• 소박박재틸의 햇못지칙 

• 밖사션꽉리틱의 햇못지칙 

• 모든 운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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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강 

오염관리절차 

사 용 자 : 대웅자들의 오염통제에 책임 있는 사랍/ 특히 소방방재팀 

척용시기 : 방사성 연기/ 액체 또는 먼지로 오염된 지역이 있을 때 

단계 : 

1. 내부격계구역 경계에 오염통제구역 설정 . 

• 출입통제 

• 출입 기록(예/ 출입카드) 

• 내부경계구역 내에서 사용되는 기기 선별 

,/ 물품 처장고 

• 기기의 제염 : 

TI. 7 

/ 타구역으로 오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제염용 물 세척호스 설치운영 

• 개인의 제영 

,/ 타구역으로 오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제영용 물 세척호스 설치운영 

/ 겉옷 갈아 입는 시설 및 세연시설 

,/ 방호장비를 교체할 수 있는 설비(산소공급 및 필터) 

/ 폐기물 처장/관리 설비 

2 초기대웅그룹이 아래 절차를 따를 수 있도록 보장 

• 내부경계구역에 들어갈 때 : 

/ 기기를 플라스틱 백으로 감싼다 

/ 입장 둥록 (구역내 적정 인원 수 유지) 

/ 가능하면 구역내 장비 추가 반입 제한(구역내 있는 장비 사용) 

,/ 구역내에서 개 91 박호지칙 준수 

• 내부경계구역을 나올 때 : 

/ 장비를 씌운 플라스틱 커버 제거 

,/ 내부경계구역에서 사용한 기기와 장비는 추가 사용을 위해 남겨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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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 혀작대유요원 오역걱사 정차에 따라 오염검사 받음 

• 현장 제염 : 

.,/ 완전히 격리된 방호복을 입었다면 신발， 장갑， 방호복을 호스 물로 

씻어 내림 

/ 겉옷 벗음 

.,/ 손과 얼굴을 씻음 

.,/ 오염검사가 가능하다면 오염검사를 받음 

• 현장을 떠나기 전에 주민제역정차를 참조하여 전신제염을 하고l 제염하지 

않았다변 샤워 및 의복을 갈아입기 전까지는 격리상태 유지 

• 퇴장 기록 

관련 링크 

박사서비삿시 혀작대욱조치 임바사학 

• 소박박재틱의 햇못지칙 

• 박사션과리틱의 햇통지침 

• 모든 운멸결츠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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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효 TI. 8 

차량 · 장비의 오염검사 및 채염 절차 

사 용 자: 소방방재팀 

적용시기: 방사선관리립/방사능평가팀 및 필요한 기기가 있고r 차량/장비/물품이 

방사성 연기， 액체 또는 먼지의 존재로 오염 가능성 있올 때 

창고: 내부격계구역 내부에 있었던 계측기 또는 물품이나 오염된 상해자 후 

송에 사용되었던 차량(자가용 차량， 택시도 포함된다.)은 방사능평가팀 

에 의해 오염검사를 받기 전까지 사용할 수 없다. 

주의: 일부 계측기는 고고방사선준위에 의해 측정 범위를 벗어나 매우 위험 

한 구역에서 낮게 또는 0 으로 지시할 수 있다. 척어도 100 rnSv/h 이 

상 지시할 수 있는 계측기를 사용하여 현장에 접근하고， 공간선량률이 

100 rnSv/h 이상 되는 구역은 틀어가지 말 것 

단계: 

1. 내부경계구역의 경계지점에서의 기저준위가 0.3 μSv/h 이하인 곳에 계측기 

오염검사 · 제염구역올 설정하고， 제염 용품(예/ 소방호스， 세척 브러쉬 및 세 

정제)을 갖춘다 비상대웅활동을 지연시키지 않고/ 할 수 있다연 체염에 사용 

된 오염 수는 수거토록 한다 

2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계측기의 작동여부 검사 실시 : 

• 배터리 체크 

공간선량률이 기저준위(0.05-0.2 μSv/h)를 측정하는지 확인 

계측기 단위와 측정범위가 어떻게 변경되는지 확인 

가능하면 베타 윈도우를 열 것 

계측기를 플라스틱 포장지로 쌀 것 

• 계측기 고유번호 및 기저준위를 기록 

• 점검용 계측기 1개를 청청구역에 남겨두고， 오염검사용으로 사용치 말 것 

3. 주민이 오염검사구역에 입장하기 전에， 1m 거리에서 공간선량률이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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μSv/h 이상인 물체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을 경우 격리시키고， 주민을 오염 

검사구역으로부터 먼 곳으로 이동시킬 것 (측정범위 100 μSv/h 이상의 계측 

기를 휴대하고 2 m 내에서 이동할 것). 공간선량률이 100 μSv/h 이상으로 

확인된 물체를 격리시킬 것. 

4. 오염검사 시 : 

• 

• 
• 

• 

장갑을 끼고 가능하면 방호복을 업을 것/ 장갑은 규칙적으로 교체 

개 <;>1 박호지춰 준수 

주기적으로 오염검사하고， 0.3 μ6v/h 이상 오염되었올 

주기척으로 계측기 작동 및 오염 여부 확인(기저준위 

었다면r 플라스틱 팩올 교체하고 다시 점검 

경우/ 제염 실시 

측정 가능) 오염되 

5. 물체 표변에서 약 10 cm 거리에 계측기를 근접시켜 감마 오염 검사 

6. 오염준위가 1 μSv/h 이상일 경우， 다응 시행 : 

• 

• 

• 

소방 호스， 세척 브러쉬 및 세정제를 이용하여 제영 

오영된 여과기를 제거/교체하기 위해 

오영된 지역을 재검사하고 다음 사항 

대웅활동을 지연/방해해서는 안 됩 

수행: 

10 cm 거리에서 
대웅활동 수행 

공간선량률 

1- 10 μSv/h 대응활동 수행 

결정적 대응 활동만 수행(예/ 상해자 후송) 이 범위에서 
의 대용활동은 제한되어야 하며/ 한번 결정적 대웅활동 

10 - 100 μSv/h 
을 수행한 자는 재기용할 수 없음 대웅활동을 수행하는 
자는 개인방호지취을 준수하여야 하고， 피부 피폭을 최 

소화하기 위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수시 
간 내로 대웅활동 수행 제한 

> 100 μSv/h 격리시키고 방사능평가팀의 승인시만 가능 

7 오염 가능성 있는 차량과 기기는 방사능평가팀의 평가 및 국가 기준에 합당 

할때만사용가능 

관련 링크 

• 밖사선비삿시 혀작대유조치 잉반사학 

• 박사서과리틴의 햇못요렷 

• 모든 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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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강 TI. 9 

집단 상해자의 현장 분류 절차 

사용자 : 비상진료팀으로 교체되기 전까지 소방방재팀 

적용시기 : 대규모 상해자를 초래한 방사선비상시 

단계 : 

1. 내부격계구역과 외부격계구역 사이에 상해자 분류/긴급구급구역 설정 

2. 상해자 분류/간급구급구역으로 사랍틀올 유도하기 위해 청색경보퉁 사용 

3. 상해자 분류 범주 · 

• 우선순위 1 즉시 치료 필요 

우선순위 2 조기 치료 필요 

• 우선순위 3: 치료 대기 가능 

순위 없음 : 치료 불필요 

4. 둠효요싶올 사용하여 상해자에게 의료적 증상과 우선순위 범주를 기입한 

꼬리표부착 

참고: 심각한 의료적 증세는 방사선적 증세보다 우선하여 치료되어야 한다 

사랍틀올 집결지로 모이도록 안내 방송할 경우/ 의료적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의료팀 대기상태 유지해야 한다. 가족은 같이 있도록 한다. 

5 필요한 경우 간급구급활동 실시 

6 상해자의 수/ 가동 가능한 후송차량 및 병원의 수 예상 

7. 사랍들이 오염되었다는 징후가 있다면/ 오염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 시행 

생명이 위급한 상해자는 담요나 시트로 싸서 즉시 인근 병원으로 후송 

• 일반 상해자와 주민은 적절하게 현장제염이나 전신제염을 실시 (참조/ 로 

밑젠멸컬갚) 

8 후송차량 및 상해자를 수용하는 의료기관에게 사고의 성격/ 상해자의 수， 상 

해의 형태， 의심되는 또는 확실한 오염 또는 피폭 사례의 특정 퉁 정보 제공 

9 상해 정도에 따라 상해자의 후송 관련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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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이 위급한 사랍은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후송 

• 일반 상해자는 2차 진료기관이나 (방사선관련 상해) 지정병원으로 후송 

10. 가능하거나 필요하면 경찰보안팀 및 수사정보팀과 업무 조율 

11. 상해는 없으나 자신이 영향올 받았다고 의심하여 병원으로 가려는 사랍들 

의 수를 줄이도록 주민홍보팀에게 안내방송을 하도록 요청할 것. 사람들에 

게 오염검사와 재 보장올 받을 수 있는 장소로 가도록 알려 줄 것 . 

12. 추가 자원 또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국가 종합상황실에 요청할 것. 

관련 링크 

• 박사서비삿시 혀작대유조치 임반사학 

• 소박박재틴의 햇뭇요렷 

• 비싸지료틴의 햇못요렷 

• 모든 울멸결츠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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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1. 제 목 

지역 방사능재난대비 방재계획 수립 연구용역 

~ 원전지역 주민안전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기술행갱체제 보완 방안 -

n. 연구개발의 목적 및 펼요성 
원자력발전소에서의 원자력재난 또는 병원 ， 산업체， 연구실험실 퉁에서의 방 

사선원의 엎지릉 둥과 같은 방사선사고 그리고 오염폭탄 둥을 이용한 방사능테 

러 퉁이 발생하는 경우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주변 환경올 보전할 책임은 그 

지역올 관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평상시 

에도 원자력시설 및 방사선원올 관리하여 이와 같은 사고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 

원자력 · 방사선 비상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방사선이 

오감으로 느껄 수 없는 특수성올 고려하여 평소 비상대응시설 · 장비 동을 갖추 

어야 하고 실효성 있는 절차들을 개발하고 이들을 이행할 수 있는 방재요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주민 홍보 풍을 통해 대웅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소와 방사선원을 인구밀집지역에 두고 있는 부산광역시 및 

기장군의 경우 이와 같은 업무를 1, 2명이 전담하고 있어 평상시의 원자력시설 

및 방사선원 관리는 물론 비상시의 대책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 

정이다 

따라서 원자력 선진국 지땅자치단체의 원자력 안전， 방사농 방재 ， 환경 감시에 

대한 운영체제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지역 행정운영체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시 

및 비상시 원전지역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원자력 기술행정 

체제 개선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m.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원자력 기술행정체제 개선방안은 원전지역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원 

자력 안전운영， 방사능 방재대책， 환경감시에 관한 내용을 대상으로 하며， 제반 

기능이 제도적으로 체계화되고， 관련되는 조직별 임무가 명확히 분장되어 실질적 



수행능력올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되어야 한다， 

이러한 당위의 구현을 위해 원자력에 관한 일반적인 이해를 고찰하고， 원자력 

기술행정에 관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특히 왼전주변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 

는 부산광역시와 기장군의 실태를 파악하고， 미국， 일본， 프광스의 사례를 참조하 

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원자력 기술행정체제가 지향해야 할 방향과 개선방 

안을 모색 기술하였다 

N. 연구개발결과 

부산광역시 및 기장군 관할구역에는 대단위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원자력발전소가 증설되고 있고， 방사선발생장치 및 방사선원을 활용하는 수많은 

관계기관이 있으나， 市 및 都에는 원자력 안전， 방사능 방재 및 환경방사선 감시 

를 전담하는 행정조직이 없고， 재난관리부서에 민방위 화생방을 담당하는 1-2명 

인력이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원자력 및 방사선에 대한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각급 업무가 미홉 또는 부재한 것으로 연구 결과 확인 

되었다 이를 개선하는 방안으로서 원자력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볼 때 다른 

유형의 재난과는 독립적으로 ‘과’ 단위의 원자력안전관련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 

하는 방안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행정조직의 총 정원제 할당 

둥 어려움으로 인하여 전담부서를 확대하기가 어렵다연 중앙부처(교육과학기술 

부) 산하에 사단법인 형태의 ‘광역 혐의체’를 설럽하는 방안이 차선책으로 부합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는 고유한 실정과 엽무 소요를 감안하여 전담부서를 최적화 

하여 설치하고， 중앙부처 차원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에 사단법인 형태의 광 

역 협의체를 셜립토록 함으로서 통 협의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전담부서가 실질적 

으로 연계하고 지원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v.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및 건의사항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지역 원자력 기 술행정체제 보완 · 개선방안을 추진하 

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와 중앙부처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행정적‘ 제 

도적 및 예산의 개편과 지원이 배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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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시된 기술행정체제 개선 방안은 부산광역시의 원자력 재난대비 방재계 

획 재정 립과 연계시켜 보다 실효성 있는 안전한 주민 및 환경 보호 대책을 수립 

· 운영하는 데에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윈자력시설 안전 운영과 관련한 규제 퉁은 중앙부처의 업무이겠으나， 원전 입 

지 지역 주민의 안전 보호와 관련하여서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효율적 

인 협조지원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세부 업무개선을 위한 노력 

과 연구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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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1. Project Title 

Study on the offsite emergency planning against an accident in NPP 

• A scheme on the complementary measures for technical administrative 

system of loca1 govemment to ensure the public safety in the vicinity 

of NPP • 

11.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A. Objectives 

To develop complementary scheme for technica1 adminis다ative system 

which considered existing local administraLive system status and technical 

administrative systems of foreign nucIear advanced countries 

B. Necessities 

Protecting the genera1 public and environment against nucIear/ radiologica1 

accident or teπor is the responsibility of local govemment. There should be 

well organized emergency preparedness!response scheme for miLigate and 

minimize the effect of nucIear acciden t. But there were insufficient technical 

administrative system(organization and manpower) for proteαing the genera1 

public and environrnent from emergency situation in Busan metropolitan city 

which has several nucIear facilities in its vicinity 

Ill.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Searching for the solution to lmproving existing loca1 govemment’s 

technical administrative system for effective emergency preparedness! response 

through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and reviewing the system of U.S.A, 

]apan and France 

IV 



Proposing e띠lanced technical administrative system of local govemment 

(Busan metropolitan city) to ensure the public safety in the vicinity of NPP 

Reviewing the effectiveness of the scheme by considering responsibility, 

cooperation and relationship between central govemment and local 

govemment 

lV. Result of the Project 

It has been identified there’ s lack of technical administrative system 

(organization and manpower) in Busan metropolitan city for protecting the 

general public and environment fonn nuclear accident 

The most practical solution is setting up the exclusive and independent 

organization which has responsibility for responding nuclear accident including 

safety of the general public and environment. 

The second proposed solution is setting up a 'Council of large region ' 

under the MEST for assisting and cooperation in nuclear emergency response 

V. Proposal for Applications 

Active administrative, systcmatic and budgetary support for carrying out 

proposed technical administrative system wiU be highly recommended 

Proposed tech nical administrative system would be incorporated into the 

emergency preparedness!response plan of Busan metropolitan city for 

upgrading emergency preparedness!response ability and ensuring safety of the 

general public and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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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생 

1. 연구의 배경 

최근 들어 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한 유 

지관리는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가동률이나 안전 

관리 체계는 기술적인 측연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국민적 

인 이해는 이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1] 우리는 언제나 위험과 재해에 

직면하여 살고 있다. 가정이나 도로나 상정주변， 그리고 공장에서도 위험이 존재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지금까지 정확하게 평가된 실질적 위험과 직접 

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기술자나 일반 공중에 의해 인식된 위험 사이에는 아주 

큰 격차가 존재한다[2] 

대다수의 현대 과학기술은 그 활용 여하에 따라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도 

하지만 그로 인해 심각한 부작용이 야기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요소를 안고 

있다. 특히 원자력에너지의 경우는 가공할 위력을 가진 원자폭탄으로 인류에게 

첫 선을 보인 원죄를 지고 있어 그 평화적 이용마저 심각한 찬반논쟁이 지속되 

고 있다 21세기의 원자력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지， 인 

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것인지， 아니띤 조화의 시대에 인류의 소중한 

에너지원으로 기능할 것인지는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다[3] 

원자력시설 및 정책은 지역주민과 시민의 수용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결과에 따른 이익의 형평성 보장이 쉽지 않은 구조를 특성으로 한다 또한 관련 

집단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는 정책의 결정과 집행의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그러 

나 이러한 특성은 오히려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당위성을 제 

시하고 있다[4] 

부산광역시 관할구역에는 고리 원자력발전소에 원자로 471 가 운전되고 있고， 

신고리에 2기가 건설 중에 있으며 271 가 건설 계획중에 있다 또한 방사성동위원 

소(RI) 또는 방사선발생장치(RG)가 대학 동 연구기관， 병원， 항만 하역장， 산업체 

퉁 100 여개 엽소에 산재되어 있고 매년 10%씩 증가하는 추세이다 

원자력발전소의 시설 안전대책은 ‘원자력법 ’ 퉁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중앙 행 

정기관이 마련하고 있지만， 특히 대도시가 인접되어 있는 고리 원자력발전소 주 



변지역 주민 및 인근지역 시민의 안전 확보와 환경보전올 이행할 의무는 지방자 

치단체장에게 있다. 그러나 부산광역시 및 기장군의 행정조직에는 원자력 방사선 

에 대한 안전대책과 주민보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원자력 안전행정 전담조직 

과 기술 인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방사능재난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수 

행하기 위해서는 평소 원자력발전소-방사선원 등에 대한 안전관리와 함께 방사 

능재난관리 세부계획 수립과 방사능재난 대웅시설 설비를 구축 운영하고 방재요 

원·주민에 대한 교육-훈련이 주기적으로 반복 이행되어야 한다 

최근 국내，외에서 각종 자연적 인위적·사회적 재난 및 테러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포괄적 위기대웅 관계법령을 재정비하고 중앙부처와 지역의 행정기 

관 및 공공기관 간 연계된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재난에 대비한 

우리들의 의식과 생활환경이 점진적으로 변환되고 있다 원자력시설과 방사선원 

을 인구밀집지역에 두고 있는 부산광역시 및 기장군은 시민의 안전 및 환경보존 

과 관련하여 원자력·방사선원의 안전운영에 대한 행정적인 협력체제와 이를 보 

완할 수 있는 기술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현재의 지방 행정조직 운영체제 

상의 어려웅으로 현실적인 원자력 안진운영관련 행정조직과 전담인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원자력 방사선원은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 필수요소이나 이를 잘 못 운영하여 

방사능재난으로 확산될 경우 방사선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많은 혼란 

을 초래할 수 있다， 평소 방사선에 대한 주민 홍보와 비상대응시설·설비 풍을 갖 

추고 방재교육-훈련 둥을 통해 대웅능력이 잘 갖추어져야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나，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행정적， 사회적， 기술적 대비가 매우 미 

홉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인 부산광역시와 산하 기장군의 보다 실효 

성 있는 원자력 행정을 위해 원자력 안전， 빙사능 방재， 환경 감시 및 보전， 원전 

지역 진홍 둥 분야의 원자력 관련 행정체제 실태를 살펴보고， 동 체제의 개선방 

안에 관해 관련 연구와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분석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펼요성 

원자력발전소 및 산업체 통에서 방사선비상 또는 방사선원 취급·운반사고 발 

생에 대비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환경올 보전하기 위한 방사능재 

난대비 종합 도시안전관리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정부는 방사능재난의 특수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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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 ‘원자력시설퉁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 제 정 및 국가 방사능재난 

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지역의 방사농방재대책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올 

하고 있으나， 지방 행정기관에서는 중앙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원자력 기술행정 

체제가 미홉한 실정이다， 

산업이 발전하고 국제적인 여건변화에 따라 원자력시설의 사고， 방사선원의 취 

급 ·운반 도난 사고， 방사능 오염폭탄 테러 위협 둥이 증대되고 있어 원자력 방사 

선의 안전성에 대한 주민의 관심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원자력 방사선의 

안전운영에 대한 주민의 의혹을 불식시키고 사회적인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다 

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주민이 이를 현실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 

록 지역 행정 차원의 협조지원체제와 대용설비가 구축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원자력시설은 다른 어떠한 산업시설과 비교하여 볼 때 지역의 고용을 증대시 

키고， 도로 및 지역 환경에 많은 발전을 주는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반연에 원 

자력시설에서 방사능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적으로 엄청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지역 진홍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시 원자력안전 및 주민보호 방재대책 

정책과 전략이 반드시 연계되어야 한다‘ 

따라서 점차 중요성이 중대되고 설비가 늘어나는 원자력발전소와 관련하여 원 

전이 위치하는 지역을 포괄적으로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인 부산광역시와 산하 

기장군의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원자력 안전운영， 방사능 방재대책， 환경 

감시， 지역 진홍 동 분야에 관한 원자력 기술행정체제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 

고 관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제 2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 외 지방자치단체의 원자력시설에 대한 기술행정체제 

현황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원전지역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기술행정체제 보완방안올 마련하는 것이다 

세부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l) 원자력발전소 건설 · 운영으로 주민의 안전 확보와 관련한 지망자치단체 차원의 원 

자력 안전운영， 방사능 방재대책， 환경감시， 원전지역 진흥 둥의 제반 기능을 제 

도권으로 홉수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원자력 기술행정체제를 구축하고 

자한다 

꺼
 
J 



(2) 구축된 지방자치단체의 원자력 기술행정체제가 제반 조직과 기능이 조화롭게 연계 

된 가운데 협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3)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 원자력 기술행정에 관해 유기적으로 임무와 역할이 분 

장되어 국가 전체척으로 원자력 기술행정의 효율성올 제고한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는 부산광역시와 기장군이 수행하는 제반 기능의 제도적 

체계화， 관련되는 조직별 임무의 명확한 분장과 유기적 협력의 견고화， 원전을 

실제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수행능력 강화에 중점올 두고 진행될 것 

이다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부산광역시와 기장군이 수행하는 원자력 기술행정은 원전지역 주민의 안전올 

확보하기 위한 원자력 안전운영， 방사능 망재대책， 환경감시， 원전지역 진흥에 

관한 내용올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원자력 기술행정은 제반 기능이 제도적으로 

체계화되고， 관련되는 조직별 임무가 명확히 분장된 가운데 유기적으로 협력하 

고， 원전올 실제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 수행능력올 확보한 상태에서 

수행되어야 보다 효율적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당위의 구현을 위해 먼저， 원자력에 관한 일반적인 

이해를 고찰하고， 원자력 기술행정에 관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특히 부산광 

역시와 기장군의 실태를 살펴보면서， 미국과 일본， 프랑스의 사례를 알아보는 가 

운데 원전을 관할구역에 두고 있는 부산광역시와 기장군의 원자력 기술행정체제 

가 지향해야 할 방향과 개선방안을 대안으로 검토하는 데 연구의 범위를 두고 

있다 

2. 연구의 방법 

가. 추진계획 

연구는 연구원과 관련 전문가와의 회의룹 통해 연구의 세부 주제를 선정하고 

선갱된 연구세부 사항에 대한 연구 수행 일정 및 전반적인 체계를 조정하는 가 

운데， 각 연구주제는 담당 공동연구원의 주관 하에 전반적인 연구를 진행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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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연구원들과의 정례 회의를 통해 조정한다 

연구를 수행해 가는 과정에서 펼요에 의한 경우， 현장방문 및 심층연접을 실시 

하고， 실증조사 및 분석을 수행하고， 해외 사례 조사의 경우 미국， 프랑스， 일본 

풍에 대한 현황 및 운영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보다 충실한 연구 성과를 위해 펼요에 의해 전문가 집단의 자문회의를 실시하 

며， 자체 중간보고서를 작성하고， 연구 팀원들의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연구내용 

수정 • 보완하며， 연구결과물을 작성하고 연구팀원의 종합적 평가를 통해 최종성 

과물올 작성한다 

표 L 연구추진계획 

기간 연구내용 추진방안 

2008. 10. -
· 선행연구검토 및 연구설계 · 연구원별 문헌연구 및 

(착수보고 이전) 
· 연구범위의 정립 및 기초 자료 연구설계 

수집 

·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연구원별 연구 결과의 

· 원자력 안전관리 기술행정체제 종합토의 

2008. 10. - 12 모텔의 필요성과 현황 분석 · 전체 연구진 자체평가 

(착수보고 이후 마련 · 발주기관과의 지속적인 

중간보고 이전) · 중간보고서 작성 검토 보완 

· 원자력 안전관리 기술행정체제 
분석 및 모델 개발 원칙의 마련 

2009. 1. - 5 · 원자력 안전관리 기술행정체제 · 연구원 및 발주기관간 

(최종보고 이전) 모델 개발 최종 검토 및 평가 

2009. 6. · 연구결과물의 제출 및 보완 · 발주기관 요청 시 

냐- 추진전략 

원자력 선진국(미국， 프랑스，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원자력 기술행정체제 및 

관련 제도를 검토하여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지방자치단체(부산광역시와 기장 

군)의 원자력 기술행정체제 구축 및 개선망안을 종합적으로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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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2장 이론적 고찰 

제 1절 원자력 안전의 의의 

원자력 선진 각국에서는 오랜 기간의 연구를 통해 원전 주요 기기들의 안전 

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평가절차를 개발하고 이를 규제기관을 중심으로 각 발전 

소별로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도 각 원자력발전소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안전성평가 절차에 준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주도하에 체계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l]. 

1. 원자력 위험생의 본질 

위험에는 위험원 (risk source) , 즉 위험의 대상과 그 위험원이 구체적인 상황 

에서 발현되는 이른바 사고， 그리고 사고의 영향으로 유발된 위험손실(risk lossl 

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동반된다 이러한 위험요소들 또는 그 일부가 일반인틀이 

그 위험을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단서로 작용한다 위험발생의 결과로 생명이나 

건강에 위협이 있으면 사람틀은 자료가 제시하는 실체보다 위험을 더욱 민감하 

게 느낀다 또한 손실의 크기가 작으면서 자주 일어나는 사건보다는 발생확률이 

작더라도 한 번의 사건으로 손실이 큰 사건을 보다 위험하게 생각하는 것이 대 

체적인 경향이다[5] 

1960년대 원자력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은 위험인식의 연구에도 큰 관심을 

갖게 하였다 위험을 어느 정도의 크기로 인식하는가를 나타내는 데에서 어떤 이 

는 방사선을 예로 들어서 다른 위험과의 비교를 통해 상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하였다[6] 그러나 위험 자체의 크기와 그로 인한 펀익이 균형 

을 이루는 가운데 그 위험을 얼마나 감수하는가와 같은 주관적인 태도에 따라 

수용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제안도 있다[7] 이러한 논의들이 위험을 사회과 

학적으로 접근하는 계기가 되어 심리적 모형 개발이 시도되기도 한다[8] 

원자력에 대한 위험인식의 요소에는 저선량 방사능의 건강에 대한 영향의 규 

명， 원자로 자체의 안전성 향상， 방사성폐기물의 환경영향에 대한 관리 및 핵무 

기의 확산 억제에 대한 신뢰성 문제 퉁이 있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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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자력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태도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에 대해 원전지역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정은 방사선 

및 방사성 폐기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원자 

력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섬은 결국 정부 당국에 대한 불신감， 즉 우리 정 

부물이 인체발전소 관리 및 감시 능력에 대한 불신에서 주챔에 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바로 우리 국민들웰이 인체을 국가의 과학에 미 발전 

이나 에너지 수급의 측면에서 인식하기보다는 사고나 재난으로 인한 위험성의 

측면과 관련하여 더 밀접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10). 

원자력발전소의 운영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주)도 지역을 발 

전시키고 지역 주민들로부터 원자력 사업에 대한 신뢰와 이해를 확보하기 위해 

지역 공동체 경영올 실천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다 

3. 원자력 도입 과 안전성 

가. 원자력 도엽의 역사 

원자력은 기술집약적인 에너지원으로 개발 여하에 따라 자원이 부족하고 인 

적자원이 풍부한 나라에게 훌륭한 에너지 대안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러한 가능성에 일찍부터 주목하여 원자력 기술개발에 힘써왔다‘ 우리나라의 원 

자력은 1957년 국제원자력기구 가입과 1959년 연구용원자로인 TRlGA MARK• II 

의 건설로 시작되었다 이후 1978년 고리 l호기가 상업운전을 개시함으로써 본격 

적인 원자력발전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3) 원자력발전소는 현대사회의 가장 필 

수적인 기술 생산품 중의 하나인 전력을 대단히 효율적인 방식으로 생산한다 그 

러나 이와 동시에 수많은 생영체를 파괴할 수 있는 핵분열 생성물을 만들어 낸 

다 만일 최악의 원자로 사고가 일어나면， 핵분열생성물은 넓은 지역에 퍼질 것 

이고，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재산， 나이 또는 성에 상관없이 피해를 입을 것이다 

[ll)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안전성평가 신뢰도분석에 사용되는 전산코드 KlRAP 

(KAERI Intergrated Reliabilily Assessment Code Package)을 개 발하여 PSA 수 

행에 사용하고 있으며， 그 우수성이 국제적으로도 인정되어 1994년 미국 전력연 

구원인 EPRl에 수출하기도 하였다[l1) 

。n ) 



냐. 원자력 위혐의 인식 

일반인들은 방사션이란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도 매우 위험한 것으로 생각하 

고 있는데 다량의 방사선 피폭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것이 

밝혀져 있다 원자력 기술이 원자폭탄의 형태로 나타난 것은 방사선의 위험을 과 

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준 셈이 되었는데， 현재 더욱 관심을 끄 

는 문제는 자연방사선 또는 방사성물질올 이용하는 과정에서 누출되는 방사선과 

같이 저선량에서의 영향이다 여러 가지 위험원들 가운데서도 방사선과 관련된 

항목은 일반 대중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12] 

사실 일반 산엽재해는 피해 대상이 종사자와 소수의 관련자에 국한되고 환경 

피해도 국지적인데 비해서 원자력사고는 종사자를 포함하여 다수의 일반 대중이 

피해를 입게 되고 환경적으로도 광범위한 영향올 준 되고점에서 그 특성을 달리 

한다 따라서 원자력 안전은 작업자는 물론 일반 공중의 안전과 보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l3] 결국 대대수의 국민들은 에너지 공급을 위해 원자력 발전의 이 

용이 불가피한 것으로 대중이고 원전을 더 많이 짓되고 도 찬성하고 있다 그러 

나 원자력발전소가 안전하게 가통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그런 불안한 

심리의 큰원은 환경과 건강에 대한 방사선의 영향을 우려하는데 있다[14] 

다. 원자력 안전성 

원자력은 디른 기술들에 비해 비교적 안전하게 운영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의 TMI(Three Mile Island) 원전사고， 구소련의 제르노빌 원전사고 

때문에 원자력의 안전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가 떨어져 있는 것이 현실이며， 

환경단체들의 집중적인 공격요소가 되고 있다. 이는 일반 대중의 원자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발생한 문제이므로 꾸준히 국민이해를 증진해 나가는 것이 필 

요하다. 이와 동시에 기술 개발을 통해 원자력의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 

는 것이 적절한 톨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3] 

원자력발전 산업이 지구환경괴 에너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원전의 안전성 및 신뢰성 제고와 더불어 원자력 

산업 전 분야에서 투명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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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원전지역과 주민 안전 확보 

1. 원자력 옹호론과 반대론 

가. 원자력 위 험 의 인식 

우리나라 원자력계도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그 동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사회적 저항에 직연하였다 이 시기에 방사성폐기물 처분 

장을 건설하려고 했던 계획은 서해안에 위치한 안연도에서 주민들의 거센 항의 

에 부딪치게 되었고 이후 원자력산업 전반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었다 

[16] 일반적으로 어떤 혐오시설을 지역주민들이 감정적으로 반웅하는 것에 대해 

다른 지역 사랍들이 쉽게 공감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원자력에 대한 

정서적 반용에서는 해당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올 다른 지역사람들도 충분히 이 

해하고 공감해준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17] 

원자력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을 여론 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우리나 

라 국민들의 원자력에 대한 인식모형의 개발에 사용되었던 여론조사 자료를 보 

연 원자력발전소를 중설하는 것에 대해서 웅답자의 과반수가 찬성하고 약 20% 

는 현 수준으로 유지힐 것을 원하고 있다[1허 자신의 거주지역에 원자력발전소 

를 건설할 경우에는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주로 주변 환경이 오 

염될 것이라든가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질병에 걸렬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14] 

나. 원자력 옹호론 

원자력사업을 주도하거나 적어도 원자력을 옹호하는 욕은 원자력이 충분히 

안전하고， 에너지 안보상 유리하며， 온실기체나 대기오염 물질의 방출이 거의 없 

고， 화석연료를 이을 현실적 대안이며， 그리고 파급 효과가 큰 기술집약적 에너 

지 라고 주장한다[19] 

원자력의 환경 안전성 측연에서 볼 때， 원전이나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의 정상 

운전 과정에서 환경으로 방출되는 방사능에 의해 인큰 주민이 피폭받는 방사선 

량은 연간 0‘OlmSv 미만으로 평가되고 있다[2이 이 방사선량은 자연방사선 피폭 

량(세계 평균 연간 2.5mSv)에 비해 미미할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 가까운 거리 

에 있는 두 지역 주민이 피폭받는 자연 방사선량의 차이보다도 작아서 현실적으 

로 의미가 없는 선량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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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자력 반대론 

원자력을 반대하는 그룹 또는 개인들의 주장은 TMI나 체르노빌 사고 경험에 

서 보듯이 심각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 

특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올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없을 뿐 

아니라， 방사선 피폭의 피해가 공식 발표된 내용과 다를 수 있으며， 거대자본으 

로 추진되는 원자력사업이 지속 가능한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바와 합치하지 않고 

생태학적으로 바람직한 재생에너지 개발을 저해하며， 스웨댄이나 독일처럼 원자 

력을 포기하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무엇보다 핵무기로 인한 파멸을 초래 

할 수 있다는 것 둥으로 요약된다[19]. 

TMI 사고로 인해 인근 해리스버그 지역에서 암 발생이 중가했다는 주장도 있 

지만[5]， 원자력 반대론자들은 무엇보다 체르노빌 사고가 이미 수천 명 또는 만 

명 이상의 인명피해를 초래했고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얼마나 많은 피해가 발생 

할지 예측하기도 어렵다고 강연한다 방사선으로 인한 출산율의 저하로 키에프 

지역의 인구가 줄고 있으며 [21] ， 방사능 오염지역에서는 기형 동식물의 출현이 

빈번하다고 주장한다 

2.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과 안정성 

가. 원자력의 위험성 

모든 것이 순조로워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연 원전 가동으로 인해 환경으 

로 방출되는 방사선이냐 방사성물질의 양은 대단히 적고， 따라서 인근 주민이 추 

가로 펴폭하는 방사선량은 연간 0.01밀리시버트 안팎에 불과하다 이 정도떤 일 

반 국민이 평균적으로 피폭하는 자연방사선량인 연간 2.5일리시버트에 비해서도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이 가동 중인 원전에서 실측된 자료로도 입증된다 

[19] 

원전 주변에서 몇 년을 거주하여 피폭하는 방사선량이 미국이나 유럽여행을 1 

회 다녀올 때 비행기에서 피폭하는 우주방사선 선량과 비슷한 수준에 지나지 않 

음도 사실이다 고리 원전과 월성 원전이 있는 영남 지방은 지질의 차이로 인해 

서울‘ 경기도， 강원도 등 소백산맥 이북지역에 비해서 지각 감마선량률이 매 시 

간당 30 nSv 정도 낮다[22] 이 차이를 1년 8，760시간으로 환산하면 매년 0.26 

mSv가 되어 고리 원전지역 주민이 원전으로 인해 추가로 피폭하는 방사선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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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배 안팎에 해당하는 방사선량을 서울 시민이 더 피폭하고 있는 생이 다. 따라서 

원전 주변 주민이 정상 운전중인 원전으로 인해 추가로 피폭하는 방사선량은 아 

무런 의미가 없는 수준이다 

문제는 사고발생에 대한 우려인데 원전사고가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사고의 종 

류와 규모에 따라 가까운 지역 주민이 심각한 수준의 방사선을 피폭할 수 있음 

을 부정할 수는 없다 적어도 계산상으로는 심각한 원전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 

치명척 선량을 피폭하는 사랍이 발생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시나리오는 지극히 비관적 가정을 전제로 한 것이며 실제 주민들 중에서 조기에 

사망하는 사람이 발생할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최악의 원전 사고인 체르노빌 사 

고 당시 당국이 사고 사실을 숨기고 36시간 후에야 주민 소개J)를 실시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주민틀이 조기 사망할 정도로 방사선을 피폭하지는 않았다는 것이 

그 방중이 라 할 수 있다[19]. 

나. 원자력 안전의 안정성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위험의 평가 결과로 따진다면 원자력발전은 충분히 안 

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에 대한 시각은 계속 부정적으로 기울고 있다‘ 

즉， 객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과 일반인들이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에는 상당한 

폭의 괴리가 존재하는 것이다 리스크 소통 전문가들은 이를 수감위험 (perceived 

ri sk)의 문제로 본다 

위험이 중폭되는 방향으로 인식되연 위혐의 특성에 따라 위혐의 진왼지로부터 

지역사회， 전문가그룹， 이해 당사자， 사회 전체로 이슈가 확산된다 원천적 객관 

적 위험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이렇게 사회적 증폭과정을 거치연 필경 그 충 

격이 피해로 나타난다 피해의 유형은 다양하여 기관신뢰 추락， 적대행위， 사업의 

위축， 경제적 손실， 조직 재편， 손해배상 소송， 규제 강화， 툴리적 위험의 초래， 

사회적 소요， 사보타지 둥에까지 이른다[23] 

3. 원자력 산업 규제 의 효율성 

우리나라에서는 초창기 원자력 안전규제에 대한 원칙이 미처 만틀어지기도 

J) 사션쩍인 의미에서 소개(evacuation)는 어느 한 지역이나 도시효부터 전 주민용 철수시키는 것으로 갱외원 

다 (Webster‘ s Third New Intemational Dictionary) 이 러한 소재는 강계 소개Uorced evacuation)와 자행객 소개 
(vo]untary evacuation)로 구분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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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속속 원자력발전소들이 건설되어 운전되기 시작하였고 관련 산업들도 중가 

하였다 당시 정부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으나 

원자력발전소를 비롯하여 원자력산업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원자력기술 도입국의 기준올 준용한다는 

임시방편을 마련하여 규제에 적용하여 왔다 

그러나 기준 적용의 모호함과 형평성 및 합리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무수히 

받으면서 원자력안전기술원을 중심으로 규제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려는 노력을 

꾸준히 진행시켜왔던 것도 사실이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현재까지 상당한 진전 

이 있었지만 아직은 만족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으며 따라서 규제의 합리화를 위 

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15] 

원자력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는 원자력이 웅용된 대상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문제가 섬각하다고 할 수 있다[24] 

기술적인 요인에 기인한 비상사태의 경우에는 공중들로 하여금 정부의 지원에 

더 크게 의존하도록 자극한다 이는 자연재난에 비해 상대적으로 새로운 재난으 

로서 일반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은 때문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시민들은 정부 

의 효과적인 공공관리는 유해물질의 수송， 고정된 시설물의 폭발， 핵 시설에서의 

방사성물질의 누출， 그리고 유해 화학 물질에 대한 노출에 기인한 위협으로부터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인식한다[25] 

원자력발전소로 인한 객관적 위험은 에너지가 부족한 사회가 겪는 위험을 고 

려할 때 원자력을 통해 우리가 얻는 혜택에 비하면 그렇게 감당하지 못할 정도 

로 높은 것은 아니다 또한 우리 주변의 다른 종류의 위험에 비해서도 충분히 낮 

다 나아가서 원자력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현재 지구와 인류의 미래 

를 위협하는 기후변화의 원인으로 간주되는 온실기체 방출의 감축에 기여한다는 

친환경적 특성도 있디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객관과 과학에 편향된 아전인수를 

아직 벗어나지 못한 수준이다 위험에는 주관적， 심리적， 감성적， 사회적 요소가 

크게 작용한다[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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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원전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안전 확보 역할 및 필요성 

정부의 정책이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행정보다는 비공개적인 밀실 

행정으로 인하여 원자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조장한 결과를 낳게 하 

였으며，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무관심， 무지 퉁을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상 

황에서 원자력에 대한 인식은 정확한 정보와 지식 속에서 형성되어지기 보다는 

어렴뭇한 지식과 추측， 그리고 막연한 심리적인 요인에서 형성되어 왔다[26] 

원자력안전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에 의하면， 조사대상자의 58% 정도가 원 

전사고， 고장 정보 공개지침에 의거하여 사고나 고장 정보의 퉁급을 발표하는 정 

부기관의 결과를 신뢰하지 못한다고 웅답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불신감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에 비해서 환경단체 및 순수 민간단체에 대한 신뢰는 정부 및 

정부산하 전문기관에 비해 더 높은 신뢰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27]. 정부 

기관은 원자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한 홍보와 더불어 원자력 관련 정부기관 

의 위상과 신뢰를 강화시킬 수 있는 전략이 요구된다.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관계 

동일한 정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틀의 협조냐 지원관계를 형성하는 부서들 

간의 상호작용이 적극적인 지원이나 조화관계를 이룰 수도 있고， 이와는 반대로 

불협화음을 노출하거나 마찰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특히 관련부터나 기관들 

간의 협조는 정책수용자들에게 신뢰감을 형성하며 위험관리를 완벽하고 성실하 

게 수행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 반연에 불협화음을 노출하게 되면 

위험정책에 대하여 서로 다른 주장을 함으로써 정책의 비 일관적인 추진과 불수 

용을 가져오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28] 

2. 원자력 안전성 및 경제성 확보 

원자력산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원전의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긴요하지만 지금과 같은 경쟁체제에서는 운영의 효율성을 통한 경제성 확보 또 

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원자력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발 

전설비의 신뢰성과 함께 그 설비를 운영하는 운영인력의 우수성 또한 절대적으 

로 중요하다 원전의 안전성과 그 성능은 운영인력의 질적 수준에 크게 화우되며 

특히 종사자들의 안전의식과 전문지식 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다[l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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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전의 방사성오염 쓰레기의 부적절한 반출 사건， 영광 무뇌아 및 지역 주 

민들의 질환이 방사선과 관계있다고 주장한 사건， 원전지역 기형 가축이나 기형 

어류의 방사선 영향 주장 퉁 일련의 이슈틀이 간헐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방사선 

과는 무관하지만 영광원전 온배수 영향 문제는 발전소가 건설왼 이래 지금까지 

끊임없이 시비의 대상이 되고 있다[19] 

원자력발전소의 안전한 운영올 위해서는 기술적인 해결방안과 함께 이에 대한 

국민적 신뢰감의 형성이 필수적인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식 

기반사회가 심화될수록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퉁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러한 현상을 파악하고 안전성명가를 위한 기술력의 개발에 투자하는 한 

편 안정된 기술력의 대국민 홍보에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l] 

오늘날 원자력행정에 있어서 주민의 이해와 참여는 원자력관련 정책을 집행하 

는 데 있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지역 주민이 극렬한 반발 또는 저항을 

계속하거냐， 시성의 안전성 둥을 문제삼아 행정소송 동의 제기， 지방자치단체장 

의 각종 인 · 허가권의 취소와 같은 사태 둥은 원자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결정 

적 장해요소이므로 원자력행정에 있어서 주민의 이해와 협력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과거의 행정은 법적 근거만 있으면 된다는 법치행정의 원리에 기인하는 것이 

지만‘ 현대 행정의 특정은 법적 근거가 있더라도 그 권한은 일반적으로 행사될 

수 없다는 사실이 폭넓게 입증되고 있다[29] 

α
 
υ
 



제4절 선행연구 검토 

최병선[3이에서는 우리나라의 원자력 안전규제와 행정체제가 안고 있는 문제 

정올 분석하고， 원자력 안전규제의 효과성을 중진할 수 있는 방안올 모색하였다 

특히 원자력 안전관리에 있어서는 기술공학적 측연보다는 인적 측연과 위험관리 

체제에 초정올 맞출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안전규제 행정체제연에서 원자력 

위원회의 기능은 원자력산업의 진흥 이전에 원자력 안전규제에 우선적인 중정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김종석 [31]에서는 원자력이 사회적으로 거부되는 가장 큰 쟁점의 소재가 위험 

성에 있다고 보고 원자력산업이 가지는 위험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성격 

을 연구하였다 원자력은 하나의 과학기술로서 현대성의 많은 특질올 통시에 가 

지고 있기 때문에 위험성의 연구를 위한 더없이 좋은 소재이며， 위험 커뮤니케이 

션은 관련 지식과 훈련， 연밀한 실천계획을 필요로 하는 전문적 과정이라 하였 

다 원자력으로 인한 사회적 갈둥으로부터 채집된 경험과 연구 성과는 관련 산업 

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원자력의 사회적 과정 또한 인문사회과학 분야 

의 담론과 실천적 웅용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논하였다 

이재기 [19]에서는 원자력이 안전한 것이라연 에너지자원에 대한 기여에도 불구 

하고 환영받 불못하는 문제에 대하여 원자력의 환경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접근이 펼요하다는 문제에 대하여 연구룹 하였다‘ 위험을 보는 우리의 시각올 전 

환해야 하며， 위험의 실체와 무관하게 피해가 현실화되는 것플 막아야 한다고 하 

였다. 원자력사업 주체나 정부는 국민들의 신뢰 회복에 더 많은 힘을 쏟아야 하 

며， 위험의 의사소통과 홍보 전략에서 기술의 차잘 신높여야 하며， 이플 위한 원 

자력 안전도를 높이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오근배 [3]는 원자력 이용개발올 둘러싸고 있는 국내외 에너지 환경을 검토， 원 

자력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원자력이 21세기에도 그 역할을 지속하기 위한 방안 

을 모색하였다 원자력시스랩은 기술적인 측연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 및 사회 측 

면도 고려하여， 환경친화성， 안전성， 에너지효율성， 경제성， 핵비확산성 퉁이 획기 

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연구하였다 

김태한[32]에서는 일본의 예를 시금석으로 하여 원자력 안전규제의 기본적 과 

제에 관해서 고찰하였으며. 기술 기준의 설정과 실시에 초정을 맞추어 법운용이 

나 그것올 지탱하는 사회기반에 관심올 갖는 행정학적 판접 풍올 포함하여 정리 

하였다 원자력 안전규제에 있어서 정부와 전문가， 사업자， 시민 풍의 사회 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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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의 관계를 재정 립하고 재구축하는 것이 기본적 과제이며， 종래의 정부·사회 

와의 기본적 협동이 실효성을 앓은 가운데 어떻게 협동올 재구축하는 것인가가 

주안점이라 지적하였다. 또한 원자로의 운전정보를 집약 공유화하여 그들의 분석 

을 통해 실제의 위험에 대용한 규제운용을 구축하는 것이 안전규제 관계를 재구 

성하는데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오미영 [24]은 원자력과 관련된 분야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많은 사회에서 과 

학 기술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첨예하게 대립됩으로써 사회적으로 많 

은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 1990년 대 중반 이후 원자력에 대한 국민들의 이 

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이 수립되고 추진되었지만 그러한 노력들은 제2 

의 안면도사태가 발생한 시점에 이르러서도 아직 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 

는 상황올 지적하였다 원자력 관련 정책이 사회적 합의와 지지에 근거하여 시행 

되기 위해서는 원자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을 주장하연서， 이를 

위한 효율적인 홍보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방선영외 [33]에서는 원자력발전소 주변 일시거주자의 방사선 비상시 소개와 관 

련된 사회행동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론적 검토차원에서 비상사태시 전개되어야 

하는 기능을 살펴보았으며， 이러한 기능 중에서 소개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특히 

비상사태 발생시의 소개의 유형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소개에 있어서 소개 대상 

주민이 소개에 응하는데 걸리는 시간(TGT)의 의의를 살펴보았다 연구의 주요결 

과로는 첫째， 방사선 비상시의 원활한 소개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일시 거주자 

의 소개 경보에 대한 사전 지식을 함양하기 위한 방안마련 필요， 둘째， 방사선 

비상시 일시거주자의 교육·훈련 방안 마련 필요， 셋째， 일시거주자가 자발적 소개 

를 하지 않으려는 이유와 배경을 파악하고 대응방안마련 필요 동을 연구의 결과 

로 제시하였다 

김태진외 [34]에서는 원자력， 화력 1 신재생을 포함하는 다른 발전원별 사회적 위 

험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다양한 계층의 국민을 대상으로 사람틀의 인지도를 설 

문조사를 통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원자력이 발전원으로서 매우 안정적이며 기술 

적으로 타 발전원에 비해 문제가 없다는 통계적 사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 

랍들의 인식은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발전원에 대한 과학적 사실과 사람 

들의 인식간에는 차이가 크다는 사실이 부분적으로 발견되었다 전문가 집단 및 

교수집단의 경우 비전문가 집단 및 학생집단에 비해 원자력 시설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부분적으로 존재하였는데， 이는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지식이 풍부할수록 

위험성(불확실성)에 대한 요소가 감소한다고 연구하였다 또한 향후 정부의 에너 

지 정책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몇 가지 시사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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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13장 국내 · 외 기술개발 현황 

제 1절 미국 원전지역 지방자치단체의 기술행정체제 

1. 조사 배경 

미국 원전지역 지방자치단체의 기술행정체제를 조사하기 위하여 미국 텍사스 

주 소재 Comanche Peak 원자력발전소의 비상훈련을 참관하고 텍사스주 비상대 

웅시설을 방문하여 방재대책 관심사항에 대해 협의하였다2) 

가. 비상훈련 참관 

미국 텍사스주 Granbury에 위치한 DSHS(Dept. of State Health Service) 

Staging Area에서 훈련 참여 요원틀과 관계조직이 참여하여 사전 회의를 실시하 

고， Plume Phase Exercise(방사성구름 확산단계 훈련)을 실제훈련으로， Ingestion 

Pathway Exercise(음식물 섭취경로 훈련)탁상훈련으로 시행하였다 훈련 시행 후 

에는 훈련 참가자 회의 및 평가 회의를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훈련상황 

을 참관하였다 

훈련 사전회의 2009년 4월 6일 08:00 - 17:00 

- Plume Phase Exercise 2009년 4월 7일 07:30 - 16:00 

Ingestion Pathway Exercise 2009년 4월 8일 08:00 - 16:00 

} 훈련 참가자 회의 2009년 4월 9일 08:30-10:00 

나. 비상대응시섣 방문 

미국 텍사스주 Austin에 위치한 주비상대책실 (State Emergency Operations 

centerl을 방문하여 운영상황을 참관하고 관심사항에 관하여 관계자와 협의하였 

다‘ 

- SEOC 방문 2009년 4월 10일 09:00-11:30 

2) 미국의 원전지역 지방자치단체 기술행정체제에 관한 연구는 2009년 4월 5일 4월 12일까지 미국 핵사스 주 G!en 
Rose, Granbury 잊 Austin 지역에서 조사하였으며， 대상자는 Mr. Robeπ FreeφSHS)， Ivlr. Da씨d Fogle(DSHS), 
~lr. Glenn Corb;n(DSHS\ Mrs. G;sela Ryan- Bunger(DPS) 퉁의 싱충연겁 내용으로 구성하였융융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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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내용 

가. 훈련 개요 

미국 텍사스주 소재 Comanche Peak 원자력발전소는 Luminant Power 그룹 

이 소유한 발전소로서 1990년 및 1993년도에 상업운전을 개시한 27] 의 발전소가 

현재 운영 중이고 추가로 27] 의 원자력발전소(Mitsubishi형 APWR)가 건설될 계 

획이다 

주에 따라 약간씩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매 2년 마다 Plume Phase Exercise 

를 설시하고 매 6년 마다 Ingestion Pathway Exercise를 시행한다 이러한 훈련 

에는 FEMA, NRC의 감독 하에 사업자， 주 및 지방 행정기관의 비상 조직들이 

모두 참여한다 

이번 훈련에서 Plume Phase Exercise는 기본적으로 사고에 의한 방사성물질 

방출 후 주민들의 소개 조치 위주로 시행되었고 사고 후 지역 방사능 농도 평가 

프로그랩은 RASCAL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하여 텍사스 주 현장 상황에 맞도록 

보완된 CPAMPEDE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사업자와 주 비상대웅조직이 동일 

한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사업자 및 주의 비상대응팀은 주민보호조치(소개， 용내대피 등) 권고를 하고， 

실제적인 주민 보호조치의 결정권한은 선출직 공무왼인 county judge에게 있었 

다 사고의 범위가 확대되어 주 혹은 연방정부 차원의 대웅이 요구되지 않는 한 

사고 시 주민보호조치의 의사결정 권한은 county judge에게 있다 

주의 여러 부서 중 DPS (Department of Public Safety)는 비상상황의 대응 및 

주민 보호에서 주무 기능을 가지고 주지사를 보완하며 관련 부서들 간의 협조와 

조정을 수행하고， 특정 상황에는 전당 부서가 현장을 지휘하며 대웅활동을 총팔 

한다3) 

DSHS는 120여명의 인정된(qualified) 비상대응요원올 확보하고 있으며 반복적 

인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방사능 및 원자력 비상의 대웅에도 전문성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다4) 

3) 왼자팩 비상의 경우는 DSHS : Department of State Health Services가 전당 부서이다 
4) DSHS 션제 요윈의 70% 이상이 10년 이상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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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훈련 세부 일정 및 내용 

가. 2009년 4월 7일 (화) 

- DSHS Staging Area에 집 합， 장비 점 검 , 대 기 및 Plume Phase Exercise 개 

시(07:30) 

• 운전요원 교육용 시율레이터실 방문， 운전원의 운전 상황 참관 • 통제관이 

계속 무선으로 연락 

원전 비상대책본부<EOF) 방문， EOF 운영상황 참관 발전소 상태 기록， 환 

경 모니터링 상황 확인 및 주민보호조치 권고사항 결정 참관 

영향 받는 지역 (Somervell county) 비상상황실 (EOC) 방문 비상 상황의 계 

속적인 모니터링， 주민 소개현황 상황판 표시， county judge가 주민보호조치 

결정(이러한 county는 몇 개의 시가 포함되는 중구역으로 시장은 county 

judge의 아래가 펌) 

- 현장 방사능 시료 채취 과정 시찰 ‘ 공기 시료 채취 및 오염 통제소 설치 

및 운영 상황 참관 

- 이동식 환경실험실 운영상황 시찰 

- 비상계혁구역<EPZ) 바깥에 위치한 연합정보센터 방문 연합정보센터 운영 

및 언론 모니터링 상황 참관 

영 향 받는 지 역 CHood county)의 EOC 방문， 참관 Somervcll county와 유 

사하게 운영되고 있음 (County EOC가 command post엄) 

나. 2009년 4월 8일 (수) 

Glenn Rose에 위 치 한 Somervell County Exposition Center에 집 합， 

Ingestion Pathway Exercise 개 시 {08:30) 

훈련은 텍사스 주 DSHS에서 주관하였으며 약 100여명의 관련 조직/기관 

관계자가 참여 (FEMA， NRC, EPA , 인근 주， 발전소 운영자， county 관계자， 

텍사스 주 DPS , 연방 방사능 감시 및 평가센터 (FRMAC) 퉁 참여) 

- County judge가 직접 훈련에 참가하여 DSHS 및 관련자들과 실제적으로 다 

양한 협의 

一 EPA가 사고 후 지역 상황과 방사능 평가플 한 결과를 설명하는 것으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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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 17:00에 방사농 방출이 정지된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EPA의 소개 및 

욱내대피 보호조치 지침 (PAG) 설명 

- 소개 지역 외부 10마일의 옥내 대피 상황 파악 

} 해당 County judge의 상황 파악 및 대웅 계획 소개 도로 통제 여부， 농작 

물 통제 여부. 저장 식품 활용 지시 여부 퉁 소개 

DSHS에서는 반경 25마일 내부의 환경 방사능 조사하였던 내용 설명 

• FRMAC의 공기 시료채취， 토양 및 울 시료 채취 지역 및 평가 결과 설명 

-• 지역 오염 여부 확인 

- EPA의 주민 이주(relocation) 보호조치 지침 설영 

여러 기관의 조사 및 평가결과 일치 여부 확인 

- 현 상황 판단에 따른 위치 별 소개/옥내대피 주민의 복귀 여부 권고(주 차 

원) 

- County judge의 판단 사항 및 우려 사항 발표 • 관련 논의(보수적으로 평 

가한 것인지 여부 둥) 

- 동위원소 당 농작물 오염 우려지역 확인 • 측정 결과 지도 표시 및 설명 

(우유 둥 생산풍 시료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주 차원(DSHS)에서 주민 복귀 방법 권고 • 교통 통제소， 모니터링， 제염조 

치 동) 

교통통제소 설정과 운영 및 모니터링 방안에 대하여 County judge가 설명 

- 식료품에 관한 조치사항 설명 (DSHS) 

야채 둥 시료 분석 결과 설명， 유통과 섭취 동에 관한 주의사항/조치사항 셜 

영(DSHS) 

- 기 타 음료수， 농작물(곡물) 동에 관한 조치사항 권고 및 담당 부서 소개 

(DSHS) 

- Iodine퉁 반감기가 짧은 대상 물질올 고려하여 출업통제 위치 변경 퉁 고려 

다.2009년 4월 9일 (목) 

- 자체적인 평가 및 문제점 파악을 위한 회의 {FEMA이RC 제외) 개시 (0830) 

각 분야별로 참여 요원들의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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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자에 대한 대답 능력에 관하여 의견 교환 

- 스스로 느낀 문제점 토의 , 연합정보센터에 적시 정보제공 미홉， 무전기 성 

능 문제로 개인 휴대폰 사용 빈번 퉁 

4. 비상대용시설 

주 비상대책실(State EOC)은 3교대로 24시간 가동되는 시설이다 주 비상대 

웅 조직은 33개 부서와 2개의 자원기관(구세군， 적십자)으로 구성된다 연방 정 

부， 타 주 및 지역과의 원격 회의를 위하여 26개의 화상회의 설비를 구축하고 있 

으며， 9개의 방송 모니터링 설비를 구축하고 있다‘ 

주비상대책실은 Department of Public Safety(DPS)가 전반적인 지휘， 통제를 

하고 있다‘ 이는 DPS가 주지사를 보완하며 주민보호의 책무를 담당하기 때문이 

다 주를 2547~ County와 26개 재난지역(Disaster Di strict)으로 구분하여 관리하 

고 있다 

5. 정책적 함의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 주， County 및 시 풍으로 행정 구분이 이루어지며， 주 

민보호 조치는 County judge가 결정 권한 및 시행 책임을 가지고 있지만， 전반 

적인 비상대응활동은 주(State)의 지휘 및 지원올 받고 있다. 즉 주와 County가 

대웅활동 주체이고 연방정부는 지원 기능올， 시 는 County의 하부 조직으로서의 

임무만을 수행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중앙 정부가 미국의 주(State)의 기 능올， 

시， 도(광역시 포함)가 미국 County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훈련에 참여하는 모든 조직 요원들은 성실하고 진지하게 훈련에 임하였으며 

주， 지역， 발전 사업자 둥 모두가 상호 협조적으로 훈련을 수행하였다 특히 주민 

보호조치의 결정과 시행 권한을 가지고 있는 County judge 들이 직접 훈련에 참 

여하여 주 및 시설 운영자， 지원 기관들과 적극적인 의견 교환을 수행하는 것은 

인상적이었다 

주 및 지역 행정기관들은 충분한 비상대응요원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었다 

텍사스 주의 경우 120여명이 여러 가지 다양한 훈련과정 (NIMS ， ICS 둥)을 반복 

적으로 수료하며 방사능 및 원자력에 대한 대웅 능력을 확보하고 있고， 이들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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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이상이 10년 이상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높은 전문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한편， 이번 훈련에 참여했던 Louisiana 주 풍에는 전문 분야인 방사선 및 원자 

력 업무를 담당하는 Division을 따로 두고 있었다 (Dept. of Envrronmental 

Qu빼ty 내 에 Emergency and Radiological Services Division) 

6. 비상관리계획 

가. 비상계획 구성 

미국 각 주의 비상관리계획은 각 주 국토안보 전략계획의 한 부분으로 전반 

적인 재난/비상을 대상으로 한다 즉 특정한 형태의 재난 대웅을 대상으로 하는 

접근법이 아니라 기본적인 비상대웅기능을 기본으로 하여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따라서 각 주에서는 경보， 소개 둥 기본적인 비상지원기능 (ESF: Emergency 

Support Function)을 상세하게 규정하여 놓고 특정한 위협에 대하여는 특별 대 

웅계획올 수립하여 대용함으로써 모든 형태의 재난에 대웅할 수 있도록 보완하 

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미국 각 주의 비상관리계획은 φ 기본계획과 @ 지원기능 별 부록으로 구성되 

며， 이러한 종합 비상관리계획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재난/비상의 확대 방지 (mitigation) 

- 재난/비상 대책의 마련 (preparedness) 

재 난/비 상의 대 웅 (response) 

- 재난/비상으로부터의 복구 (recovery) 

또한 비상관리계획에서 고려되는 종합적인 자원 운용계획 (resource planning) 

은 공공분야와 사적분야(자원봉사 및 대가를 지불하는)를 모두 포함하며， 주 간 

협약에 따른 상호 지원과 연방정부의 지원 자원도 포함하여 고려된다‘ 

나. 비상지원기능(ESF) 

Texas 주의 비상지원기능(ESF)은 다음과 같다 

1) 경보 ESF 

경보의 책임은 주， 지역 및 연방 관계자에게 경보를 발령하고 주민들에게도 

비상 상황에 관한 경보 및 행동지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보 네트워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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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게 되는 비상조치 및 비상계획의 조정 관리 둥이다 주무부서는 주민 안전 

담당부서이다 

2) 통신 ESF 

주의 비상대용 및 복구조치를 위해 요구되는 통신지원 기능(전자식 통신방식 

을 위한 모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포함)을 제공하기 위한 비상조치 및 비상 

계획의 조정 관리를 하며 주무부서는 정보 자원 담당부서이다 

3) 옥내대피 및 주민보호 ESF 

지역 행정기관 및 재난지원 조직들이 재난 피해자들에게 임시 거주지， 음식 

물， 웅급의료 둥을 제공하는 것을 지원하고， 재난대웅 물품의 배포를 조정하며 ， 

비상 작업자의 급식 제공을 지원하기 위한 비상조치 및 비상계획의 조정 관리한 

다 주무부서는 구세군이다 

4) 방사선 비상관리 ESF 

방사성물질이 포함되는 비상상황에서 협조적인 대웅 기능을 제공하고， 이러한 

사건의 영향을 평가하며， 방사선 비상 시 생영， 재산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 

치를 결정， 권고 혹은 수행하기 위한 비상조치 및 비상계획의 조정 관리한다 주 

무부서는 보건 담당부서이다 

5) 소개 ESF 

주민틀을 위험지역으로부터 지정된 집결 혹은 관리지역으로 질서 있게 소개 

시키기 위하여 주 및 지역 행정기관의 노력을 통합한 비상조치와 교통관리계획 

의 개발에 협조하고， 지역 행정기관에 소개계획 수립 및 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주무부서는 주민 안전 담당부서이다 

6) 화재방호 ESF 

주 및 사유지의 화재 감시 및 화재 친압을 위한 비상조치 및 비상계획을 조 

정 관리하고， 여러 개의 관할지역이 포함되는 대형 산불의 소화 작업을 조정하 

며， 대형 산업시설/구조물의 화재 진압을 지원한다 주무부서는 텍사스 주 산림부 

이다 

7) 법 집행 ESF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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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통제 ， 주민 질서유지， 지정 구역의 보안 퉁을 수행하기 위 한 비상조치 

및 비상계획을 조정 관리하고， 주의 비상대웅 및 복구활동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 

한 기타 법 집행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며， 요청이 있을 시 지역 행정기관올 지원 

한다‘ 주무부서는 주민 안전 담당부서 이 다 

8) 건강 및 의료 서버스 ESF 

재난 피해자 및 비상 작업자들의 건강 및 의료 관련 수요를 파악하고 충족하 

기 위 한 기술적 지원과 소모풍 공급을 위한 비상조치 및 비상계획을 조정 관리 

한다. 주무부서는 보건 담당부서 이 다 

9) 주민 정보공개 ESF 

주민들올 위한 비상 정보와 지칩의 개발. 조정 및 공표， 재난대책 교육자재의 

개발， 조정 및 공표， 직접 혹은 언론 매체를 통한 브리핑， 설명회， 뉴스 제공 및 

권고사항 제공， 주민과 언론의 요구사항을 처리한다 주무부서는 주지사 비상관 

리부서 (GDEM Govemor 's Division of Emergency Management) 이 다 

10) 복구 ESF 

연방 부서와의 협조하에 피해 평가 및 재난 후 복구활똥의 조정과 수행， 재난 

에 따른 지원 요청의 처리， 인가 시 주가 주관하는 재난 지원 프로그램의 시행한 

다 주무부서는 비상관리 담당부서이다 

11) 공공 작업 및 엔지니어링 ESF 

주의 비상대웅 및 복구 요건사항들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조정된 기술지원 서 

비스 제공을 하기 위한 비상조치 및 비상계획을 조정 관리한다 주무부서는 교통 

담당부서이다 

12) 에너지 및 공익설비 ESF 

비상대웅 및 복구 노력 지원과 재난에 의해 손상된 근거리 공익 설비의 복구 

노력 지왼을 위한 비상 전력 및 기타 에너지원의 공급을 위한 비상조치 및 비상 

계획을 조정 관리한다 주무부서는 주민 공익설비 위원회이다 

13) 자원 지원 ESF 

주 및 지방 행정기관의 비상대웅 및 복구 노력에 물자 및 자원을 제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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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비상조치 

위원회이다. 

및 비상계획올 조정 관리한다 주무부서는 텍사스 건축물 및 조달 

14) 지 휘 및 통제 ESF 

비상대웅 및 복구 활동을 이루기 위하여 적절한 주 자원의 이동， 배 치 ， 감독 

및 통제를 하기 위한 비상조치 및 비상계획을 조정 관리한다 주무부서는 주지사 

비상관리부서 (GDEM : Govemor’s Division of Emergency Management)이다 

15) 재난 시 정신건강 ESF 

현재 개발 중이다. 

16) 위혜상황 확대방지 ESF 

자연 혹은 인위적 재난으로부터 생영과 재산상에 끼치는 장기적 위험을 제거 

하거나 경감시키기 위한 계획 수립과 경감 조치의 수행한다 주무부서는 주지사 

비상관리부서 (GDEM Govemor’s Division of Emergency Management)이다 

17) 위해물질 및 기름 유출 대응 ESF 

위협적 혹은 실제적인 대규모 위해물질 방출이나 기름 유출에 주 차원의 대 

웅을 수행하기 위한 비상조치 및 비상계획을 조정 관리한다 주무부서는 주 환경 

관리 담당부서이다 

18) 수색 및 구조 ESF 

지역 행정기관의 수색 및 구조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훈련된 요원， 특수 장 

비 및 기타 자원을 제공하기 위한 비상조치 및 비상계획을 조정 관리한다 주무 

부서 는 Texas Engineering Extension Service 이 다‘ 

19) 운송 ESF 

비상대웅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인원， 장비 및 물품을 항공1 육로1 철도 및 해 

상 운송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수송자원 활용을 위한 비상조치 및 비상계획을 조 

정 관리한다 주무부서는 치안 담당부서이다‘ 

20) 기부 관리 ESF 

가장 적절한 기부 방법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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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스를 효융적으로 처리하며， 필요에 따라 택사스 주의 자원봉사단체들이 기부 

된 물품들올 접수， 보관 및 피해자틀에게 배포하는 것올 지원하기 위하여 주의 

기부관리 프로그램 운용을 조정한다 주무부서는 주지사 비상관리부서 (GDEM: 

Governor ’s Division of Emergency Management)이 다 

21) 테러사건 대웅 ESF 

테러사건 대웅올 위한 임무 및 책임올 분명하게 하고， 테러 행위의 위협을 제 

지하거나 발생된 테러 행위 대웅을 위한 비상 활동을 조정한다. 주무부서는 주민 

안전 담당부서이다 

22) 음식 물 및 음료수 ESF 

재난의 영향을 받은 지역에 배포하기 위하여 지역 행정기관이 음식물， 음료수 

및 얼음 자원을 확인하고 습득하는 것을 지원한다 주무부서는 보건 서비스 담당 

부서이다 

23) 군사적 지 원 ESF 

주 지사의 숭인에 따라 시 당국의 비상대웅 및 복구 활동 지원올 위한 국가 

방위군 및 시 방위군과 장비의 가동， 배치 및 투입을 위한 비상조치 및 비상계획 

을 조정 관리한다 주무부서는 군무 담당부서이다‘ 

7. 조 직 

가. 비상 조직 

1) Texas 주의 경우 

주지사가 주의 국토안보부서장(the Director of the Govemor ’ s Office of 

Homeland Securityl을 주지사 비상관리부서 (GDEM Govemor's Division of 

Emergency Management) 및 주 비상관리위원회 (SEMC State Emergency 

Managemcnt CounciJ)의 장으로 임명한다 주비상관리위원회 (SEMC)는 주의 부 

서 (agency) ， 국 (boardl ， 위원회 (commission)들의 대표들로 구성되며 자원봉사 그 

룹들도 포함될 수 있으며， 텍사스 주의 재난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침 

발행 권한을 가진다(그림 1), 

이러한 주 비상관리위원회 (SEMC)는 비상지원기능(ESF Emergency Support 

Function l에 따라 SEMC를 구성하는 부서 및 조직들의 요원과 자원들로 구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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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그룹의 업무 조정은 주무부서가 감독하게 되고 나머지 그룹 내의 부 

서 및 조직들은 지원부서， 지원조직으로써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주 계획 상의 

ESF는 연방정부의 FRP(연방대웅계획)나 RRP(지역대웅계획)에서 규정하는 비상 

지원기능(ESF)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주와 연방정부 또는 지역 

정부 간의 협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림 1. 미국 텍사스주 재난대웅기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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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CC Texas lnfras매Jcture Protection Communications Center 

TSAAC Texas Security Alert & Analysis Center 

주의 필수 기반시설 보호위원회 (CIPC State Critical lnfrastructure Protec • 

tion Council)는 주지사가 필수 기반시설 보호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는 것 

을 돕기 위하여 설립되는 조직이다 

주의 재난지역 (State Disaster District)이란 주를 여러 개의 관리 가능한 비상 

대웅구역으로 나눈 것이다 재난지역 위원회(DDCs: Disaster District 

Committees)는 SEMC에 참여 하는 부서/조직 중의 가능한 대 표들로 구성 되 며 , 재 

난지역 단위에서 주의 비상대응 활동을 조정/협조하는 조직이다 DDC의 장은 국 

토안보부서창(Director of the Office of Homeland Security)에게 재난과 비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한다 

이러한 비상대웅 책임의 핵싱은 주지사이며 주지사는 주의 비상대웅 활동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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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 활동에서 주의 모든 비상대웅활동 책임올 가지고 있는 부서 (agency) ， 국 

(board), 위원회(commission)들의 지휘자가 된다. 

2) Florida 주의 정 우 

주지사가 임명한 주조정관(State Coordinating Officer; 일반적으로 비상관리 

부서장)이 지휘하는 주비상대웅팀 (State Emergency Response Team)이 주 비상 

운영센터 (State Emergency Operations Center)에서 대웅활통올 총괄한다(그링 2) ‘ 

주 비상대웅팅 (State Emergency Response Team)은 주의 여러 부서 및 자원 

조직올 대표하는 비상 조정관들로 구성되며 이들 각각은 그틀의 원 부서/조직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주 비상대웅팀 (State Emergency 

Respcnse Team)은 17개 의 비 상지 원 기 능(ESF: Emergency Suppcrt Function)에 

맞추어 구성된다 

원자력 시셜에서의 방사선 비상/재난 발생 시 포함되는 기본 ESF 기능으로는 

ESF8(보건 및 의료)， ESF16(볍 집행 및 보안)， ESFl(수송)， ESF3(공공 작업)， 

ESF13(군사적 지원)， ESF6(주민 보호(Mass Care)) 둥을 들 수 있다 

그림 2. 미국 플로리다 주 계난대웅기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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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실베니아 주 환경방호국(Departmrnt of Environrnental Protection)은 행정실， 

폐기물， 대기 및 방사선 관리실， 수질관리실， 광물자원 관리실， 에너지 및 기술 

개발실 ， 지역협력실 퉁 6개의 차관급 실무팀으로 구성되며， 이들 중 폐기물， 대기 

및 방사선 관리실 산하에는 폐기물관리국， 대기관리국 및 방사선방호국이 구축되 

어 실무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원자력/방사선 관련 조직은 방사선방호국 산하에 

구성되며 폐로/환경감시부， 원자력안전부‘ 방사선관리부 및 라돈부 둥 4개의 부서 

로 구성되어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이틀 각각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1) 혜기물/대기/방사선관리실(Office of Was뼈 마r 없d Raφation 뼈nagerrent) 

폐기물/대기/방사선관리실은 3개의 부서(헤기물 관리국， 대기 관리국 및 방사 

선 방호국)을 관장한다 폐기물/대기/방사선관리실은 해당 업무와 관련된 모든 

규제， 규정 혹은 정책을 통합， 관리하며， 산업계， 지역 행정기관， 파학 연구단체 

및 일반 주민들의 모든 정보 요구에 대웅한다 또한 프로그램 및 규제 요건의 개 

발， 인력 관리 및 업무 관련 계획 수립 동의 업무에 협조한다 

2) 방사선방호국(Bereau of Radiation Protection) 

방사선방호국은 주민들의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을 방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 

여 주의 방사선 방호 프로그랩을 감독한다 여기에는 방사성 물질， 방사선 생성 

장치， 라돈， 원자력 안전，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비상대웅， 폐로 및 환경 감시 퉁 

전반적인 프로그램 분야에서의 정책 수립 ， 기술 및 재정적 관리 업무가 포함된 

다 또한 펜실바니아 주의 모든 방사선 방호 프로그램 활동에 관한 년차 보고서 

를 발행한다 이러한 방사선 방호국에는 방사선 관리부， 폐로/환경 감시부， 원자 

력 안전부， 라돈부가 있다 

3) 방사선관랴부(Radiation Control Division) 

방사선관리부는 이온화 방사선을 발생시키는 장치와 가속기， 방사성 물질 사 

용 장치 퉁에 관한 감시， 감독. 감사， 추적 등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면 

허의 발급， 연구 수행 및 지원 동의 업무를 수행한다 

4) 때로/환정감시부(Decornmissioning and Environmental Surveillance 

Division) 

폐로/환경감시부는 방사성 물질 사용 연허자의 폐로 및 제염활동에 대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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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컴토를 수행하며， 작업자， 주민 및 환경 방사선 보호 측연에서 현장 점검 

및 검사를 수행할 책임을 갖는다 또한 종합적인 환경 방사선 감시 프로그램을 

운용하며 환경시료의 채취 및 분석을 통해 원자력 시설 주변의 방사선 준위 및 

방사능 준위를 결정하게 된다 이 부서의 요원들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선 

량 평가자 동 비상대용팀의 주요 요원으로 종사하게 된다‘ 

5} 원자력안전부{Nuclear Safety Division} 

원자력안전부는 펜실베니아 주 원자력발전소들의 독럽적이고 종합적인 원자 

력 안전 평가 프로그램을 운용한다 또한 연구로 및 독립된 사용 후 연료 저장시 

설， 기타 핵연료 주기 시설에 대한 원자력 안전 및 연허관련 문제들을 감독한다 

종합 방사선비상대용계획을 개발하고 관리하며， 비상 시 발전소 상황 평가 능력 

을 유지하기 위하여 원자력발전소 방사선 비상훈련에 참여한다. 

6} 라돈부{Radon Division} 

라돈부는 라돈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및 기업에 대한 면허를 발급하며， 

방호 시설에 관한 정기적인 검사를 수행한다 또한 고준위 라돈 방사선 지역에 

대한 “ hot spot"검사(survey)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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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프랑스 원전지역 지방자치단체의 기술행정체제5) 

1. 주요 내용 

르와르지역 자연관측연구소는 1901년 법령으로 설치된 강 주변 환경의 교육 

기관， 공공기관， 특히 지방정부 예산으로 지원을 받는다 일부는 중앙정부의 관광 

청으로부터 예산을 받고， 극히 일부는 민간부문， 즉 은행 둥으로부터 예산을 지 

원 받고 있다 

연구소는 4명의 직원이 있으며， 2명은 자연환경을 소개하는 가이드 역할을 하 

며， 외부 커뮤니 케이션올 담당하는 직원이 l명， 나머지 1명은 르와르강 인근 불 

르와지역내의 배를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유람선을 소유하고 있다 

이 기관은 환경보호단체에 소속되어 있고， 청소년과 스포츠 협회에 회원이기도 

하다 

가. 환경재난으로부터 지역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할 책임이나 역할은 없다 이는 도(prefecture) 정 

부가 책임을 갖고 모든 것을 미리 예방하고 관리하고 사태를 협회들에게 갱보를 

출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Beatrice Amosse, 2009. 2. 6) 

나- 환경 재난 또는 재앙 발생시 지 역주민의 안전확보를 위한 시민 

단체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 력 

모든 자연， 인적， 그리고 위험에 대해서는 블루와 지방정부가 모든 것을 통제 

하고 관리해야 하는데， 블루와 지역의 특수한 성격상 크게 세 가지 위험 요소를 

분류하고 있다 

하나는 홍수， 다른 하냐는 핵 (nuclear) 위험이 있고， 세 번째는 지질이 약해서 

도시 자체 내에 특정 지역이 가라앉을 가능성이 있다 이들 세 가지에 대해 지방 

정부가 책임이 있다 (Beatrice Amosse, 2009. 2. 6) 

5) 프랑스의 윈견지역 지방자치단체 기슐뺑갱체셰에 관한 연구는 2α)!J년 2월 6일 15 :()()-l7: ()()에 s 장소 Observatαre 
Loire de Blois 시우실에서 이후어졌으며， 대상자는 BeatTice Amosse{Directice, Obseπ.tαre 띠re de Blois: 4 
미e Vauvert - B.P. 206 41006 Blois Cedex Tel: 02-54 56 09 24 ) 와의 심충연정내용융 톰하여 구성하었용융 
맑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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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자력 관련 안전 문제로 언한 재난 발생시 주민의 안전 교육 

이나 훈련 둥 담당 조직 

핵 위험에 대한 어떤 보호대책 협회 동은 전혀 없지만， 반면에 핵 위험에 반 

대하는 관찰연구소 퉁이 있다 핵 위험을 세밀히 감시하는 조직이 있다면 EDF 

(프랑스 전력공사)가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였고， 유해한 화학물질을 내보내는 

회사들 자체적으로 핵 위험이나 유해물질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다 “환경파괴를 

하는 핵폐기물 위험 및 위해화학물질 감시 위원회”가 지방정부 산하에 있다 위원 

은 지방정부 공무원， 선출직 의원， 시 민단체가 함께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 

독립단체이지만， 위원들이 정기적으로 원자력발전소에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다 

구체적인 볍령이나 규정이 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영격한 법률이 있 

을 것이라고 본다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의 대피명령에 관한 규정이라든지 또는 

15km 안에 집을 짓지 못하도록 한다는지 하는 동의 규정 이 있다. 생 로롱에 원 

전을 지을 때， 이곳 블루와는 전혀 관계가 없었다 원자력발전소를 건축하기 위 

한 로비가 워닥 강해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Beatrice Amosse, 2009. 2. 6) ‘ 

라- 교육， 훈련 또는 안전문화 진흥 단체나 기관에 대한 지방자치단 

체의 예산 또는 물절적 지원 

핵 폐기팔은 이 지역에서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핵 위험으로부터의 안전 교 

육을 위한 기관이나 단체는 다른 학교냐 기관은 없고， 녹색당이 책에 반대하고 

교육을 하고 있다 얼마 전에 생긴 협회가 있는데， “핵으로부터의 자유(Sortir du 

nucleaire)"라는 단체가 만들어 졌다 이 단체는 펼립 부르스트(Phi lppe Brou st)가 

만들었으며， 8427H 의 연합회가 있는 협회이다 도정부에는 화재와 구호 사업부가 

있으며， 환경 · 연구 · 산업 부서 (DRlRE)가 있다 DRIRE and DIREN은 모두 도 

청 산하에 있는 기관이다 이들 두 기관은 중앙정부로부터 볍령으로 정해진 환경 

과 관련된 모든 안전보호 동을 지방정부에 적용시키고 실행시키는 역할을 수행 

하고 있다 이외에는 교육과 안전 법령을 만드는 것은 정부 차원인데， 피라미드 

구조속에서 하달된다 

프랑스 중앙정부에서 정해진 모든 안전 법 령 동은 체계적 인 하달체계를 통해 

작은 시정부까지 적용시키도록 하고 있다 DRIRE 와 DIREN은 도정부에 속한 

것이 아니라 둘 다 광역지방정부에 속해서 엽무를 담당하는 것임 핵 오염，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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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도 이곳에서 담당하고 있다. 도정부에서는 DDASS 부서에서 물 오염올 다루 

고 있다CBeatrice Amosse, 2009. 2. 6). 

마. DIREN(Direction Regional d ’e nvironemen t)의 업 무 

DIREN에서는 르와르 대자연 계획 수립，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주관， 철에 따 

라 이동하는 물고기 관리， 조경 사업， 환경과 지속적인 발전올 위한 계획에 대해 

지원하는 일 그리고 프랑스전력공사(EDF)에서 환경감시 연례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단체 동에 보내주고 있다 르와르 지역의 원자력발전소는 1960년대부터 생겼 

고， 감시위원회는 10년 전에 생겼다CBeatrice Amosse, 2009‘ 2. 6). 

2. 프량스 지방분권 조직(행정단위조직) 

7}- . Région 

프랑스는 전국올 26개의 광역 지방(Région)으로 분류한다( 본토 21개와 코르 

시 카 + 4개 해 외 영 토 Guadeloupe，Guyane，Martinique，Réunion) 

de 

Région 의 수장은 정부가 임명한 Préfet de Région (광역 지사) 로， Préfecture 

Région( 그지땅의 가장 대표 도시에 위치)에서 근무하벼， 중앙 정부의 정책 

올 그 지방에 적용 실행하며， 그 지방의 행정 수장의 역할올 수행한다 

나 Départernent 

267TI의 광역 지방은 다시 

수장은 정부가 

Préfeclure de Départemenl 에서 

Département의 

의 행정 수장 역할을 수행한다 

총 100개의 도단위 (Dεpartement)으로 분류된다 

임명한 Préfet de Département (도지사)로 

직속 관리로서 각 도 

(광역도지사) 밑에 

근무하며， 중앙 정부 총리 

도지사는 Préfel de RεglOn 

위치하며， 그의 지휘 아래에 있다 

다 . Cornmune 

가장 기초 행정 단위(시)이며， 전국은 총 36677 시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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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3단계의 행정 조직은 엄격한 상명하달 위계 질서하에 중앙 정부의 정책 

을 각 지방 조직에서 수행한다6) 

3. 프랑스 원자력 전력 생산 

가. EDF (프랑스전기공사) 

EDF는 원자력 발전의 책임 당사자이다 프랑스 전기 공사에 의해 생산되는 

전력의 88%가 핵 원자력 발전으로 생산되며， 방사선 폐기울 처리에 대한 관리는 

가장 엄격한 원칙과 볍규하에 이루어진다. 

- EDF의 4대 관리 원칙 

+ 하천에 흘러나가는 폐기울양의 축소 제한 

+ 분류 , 방사선 폐기물의 종류와 수준정도에 따른 분류 

+ 폐기물 조정과 장기간에 걸친 대비 ; 폐기물 형태에 따른 조절을 통하여， 

방사선 확산을 피하고， 지속적으로 격리 시키거나 수거한다 

+ 인간과 환경으로 부터의 격리 , 한번 조절 분리된 폐기물은 감시장비 하에 

저장 된다 

EDF 는 방사성폐기물관리의 재정 책임 당사자이다 

나- 인간과 환경 보호 

최초의 윈자력발전소 건설당시부터. EDF는 발전소 일정 반경 내의 일반 대중 

은 불론 직원들을 보호하고， 환경에 미치는 모든 익영향을 피하기 위한 제도적 

장비를 갖추었다 

방사성폐기물을 처리장으로 이송할 때 폐기물 형태에 따른 특수 포장(콘크리 

트나 강철 혹은 납 둥으로 처리된 컨테이너)이 안전하게 잘되었는지를 수차례에 

걸쳐 점검을 받는다 폐기물 이송은 국내와 국제 이중 법규의 적용을 받는다‘ 그 

어떤 이동도 이중 법규를 통한 완전한 점검 확인을 거치지 않고는 출발을 할 수 

가 없으며， 이동 중이라도 최소한의 이의가 있을 경우 즉각 이동 중단을 한다 

감독 통제 기구는 여러 개의 공기구에 의해 EDF 의 활동은 감독 통제된다ï) 

6) (예) Paris 는 특수한 대도시 행갱 단휘 개녕으로 Commune 인 동시에 하나의 Départment 이며， Paris 흩 둘러싼 다 
론 7개의 Départements 과 함께 lle-de-France 라는 하나의 광역 지방 Région 용 형성하ij 5 이다 Loire- et-Cher 
는 하냐의 Dépaπ:ernent 으로 주위의 또 다혼 4재의 도와 함째 Centre 라는 광역지방 (Région)용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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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혜기물 관리에 대한 일반 대중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주기위하여， EDF 

와 발전소에서는 대중과의 토론올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된 필요한 자료를 대 

중에 열랍 개방을 하여， 최대한의 대중의 이해를 끌어내도록 하고 있다‘ 

다. 위기상황 대처 

안전 보장을 위해 취해진 여러 조치들은 크고 작은 사고 발생을 최소화 하고 

있다 그럽에도 불구하고 EDF와 공권력은 불시의 위급 상황을 관리， 대처하기 

위한 추가의 안전 보충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 

발전소 운영 당사자가 사고 책임자로서， Plan d'Urgence Interne(PUI) -자체 

위기 대처팀 가동시켜 설비들의 기술적인 관리， 직원보호와 사상자 구조 작업을 

한다‘ PUI의 책임자는 발전소장이며， 그는 ASN-핵안전권 위원회 의 감시와 통 

제 하에 행동하여야 한다 

공권력 역시， Plan Particulier d’Intervention (PPI) 특별 개업 계획 하에 책임 

당사자가 왼다 PPI를 발효시켜 발전소 외부의 주민 보호와 환경 파괴 감시퉁 총 

체적인 구보 방법올 동원한다 공권력의 책임자는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의 도지 

사(Préfet du département)이다 도지사는 사고 형태와 그 발전 양상에 따라 3가 

지 형식의 선제적 방법올 결정할 수 있다 , 주민대피， 요오드 캡슐 살포， 탈출 

PPI 발효를 통하여， EDF 사고의 국가적 조직을 동원시킬 수 있고， ASN과 그의 

기술적 도움을 동원하고， lRSN올 동원시킬 수 있다 

라- 위험 얘방 

각종 위험들로 부터의 에망은 시설 설비의 사려 깊고 세심한 방어라인을 구 

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위험예방 조치를 위하여， 사물과 사람 모두 쇠약해 

지거나 고장날 수 있는 가능성을 늘 제도적인 형식을 통해 고려하여야 하고， 안 

전 시스템‘ 여러 절차. 그리고 기술적 행정적 감독 퉁 계속적인 방어 라인올 통 

해 대비한다8) 

기술자는 통제실에서 생산 라인을 관찰하여 생산 볍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사 

7) 강욕 용제 기구는 l’Autorité de Sùreté Nucléaire (A잉이 에안전권 위원회， les Directions Régionales de I‘ lndusbie, 
de la Recherche et de l'타wion Envion (DRIRE) Res de 지 방 α 산업 환경 연구 부차 I’Institut de Rad 
dpr。’&tion et de Sùreté NucléaireClRSN) 방사선보호와 핵안전연구소， J'Agv:ice Nationale pour la Gestion des 
Déchets Radioactifs (ANÐRA)국립 방사션예기율 판리소 퉁이 있다 

8) 깅이 있는 방어흩 위한 3가지 라인 ;(]) 고장 예방 (2) 고장 예방파 고장의 측각쩍 강식융 위한 감시 (3) 고정으로 인 
한 며뼈 최소화흘 위한 행통라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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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자동 시스템이 즉시 가동되어 빠른 대처를 통해 정상화 한다. 기술자들은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아서， 필요할 시 셜비에 빠른 대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자동 시스템과 수동 시스템을 통한 이러한 행위들은 발전소의 감시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강도 높은 방어 원칙올 통해， 방사선 배출로 인한 환경 오염 

을 제한한다. 

마. 법규 

공권력은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기획 단계부터， 건설， 생산까지의 모든 파정에 

매우 엄격하고도 강력한 법규를 두고 있다 EDF 자체 감시 외에도， ASN 자체에 

서도 지침 준수 여부를 상시 감독 감시를 한다‘ 

원자력 산업은 매우 엄격한 법규 적용을 받는다 설비， 자재 그리고 인적 조직 

퉁은 공권력이 정한 과정에 의해， 연밀하게 검토되고， 통제된다 

아울러， ASN 은 핵안전 차원에 있어서， 총체적인 수칙을 규정한다 또한 전체 

적인 기술적 규칙들을 수립한다 생산업자가 제출한 요강을 분석하고， 법규들이 

제대로 적용되도록 철저히 감독한다‘ ASN은 이러한 일련의 통제 감독을 한 후 

에 현장에 예방 안전 장치를 두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한편 EDF도 발전소 

들이 생산을 하는 통안， 안전보장시스템과 기능을 상시적으로 자체 감독한다 

그 외 에 , 1’Agence Intemationale de 1’Energie Atornique (AIEA) - 국제 원자 

력 에너지대행소 와 같은 국제 조직체들 통한 감시 체제를 통하여， 국제 규범에 

맞는 설비 안전 수칙을 지키고， 발전시킨다 

바.INES 

1991 년 이 래， Intemational Nuclear Event Scale(핵 사고 국제 조직체)이 있 

다 이 조직은 크고 작은 사고의 중대성을 평가하기 위한 공동어를 채택하고 있 

다 INES의 모태는， 1987년 설립한 프링스의 AIEA(Agence Intenationalc de 

l’Energie Atornique) 이다 이 조직이 1991년부터 60개국이 가입한 국제적 조직 

lNES가 되었다， 이 조직의 목적은 핵 관련 사건 사고의 중요성을 미디어 통해 

일반 대중에게 쉽게 홍보하는 것이며 비교 평가를 하는 역할은 없다 

ù"ffiS는 민간을 위한 핵 설비， 비밀 핵설비 속에서 발생되는 사고와 핵 폐기물 

이송 시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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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ES는 사고를 0에서 7까지 그 중대성에 따라 분류하는데， 핵시설 외부에 미 

친 결과 ， 핵시셜 내부에 미 친 결과 시설 방어라인 손상정도의 3가지 기준에 의거 

하여 분류한다‘ 

4. 프랑스 방사선비상대책 

가. 개 요 

원자력사고시 당국의 조직체계는 안전성， 방사선 방호， 대중질서 및 보안 동 

과 관련하여 수상의 지시 하에 수립되었다‘ EDF 원자로에 있어서 사고시의 조직 

체계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대비 

위기상태에서 운영전반에 대한 결정의 책임은 2명의 공무원이 진다‘ 왼전 운 

영자는 원전 시설내의 보안에 책임이 있으며 원전비상계획서를 수립한다 원전 

운영자는 사고 정보룹 받는 즉시 지사 및 안전당국에 경보한다 

주지사는 off-site 주민보호조치를 확인할 수 있는 펼요한 모든 대책에 대한 책 

임이 있다‘ 또한， 사고시 off-si te emergency plan올 실행시키며 비상과 관련된 

모든 자원(공공 및 사유재산， 장비， 인력동원 퉁)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올 갖는 

다 

2) 정부의 대 UI 

각 부처 장관들은 주지사가 주민보호조치 의사결정올 확실하게 결정할 수 있 

도록 필요한 대책을 지원한다 

내무부는 국민질서가 위협받을 때 경찰청장과 협력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예방대웅책을 실행한다 보건부는 이온화 방사선으로부터 주민보 

호 및 환경보전 업무괄 행하며， 산엽부는 원전시설의 안전성 감시， 국가 통신체 

제 조정 퉁의 역할올 한다‘ 

3) 비상계획 

가)기본원칙 

심충방어왼칙의 적용은 영향올 받은 발전소의 안전상태를 갖게 하고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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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주민을 보호하는 대책을 결정하기 위한 비상계획에 정의된 기본자료에서 매 

우 낮은 확률의 심각한 사고의 발생도 포함한다 

운영자에 의해 발의되는 PUI는 발전소를 안전한 상태로 복귀시킹을 목표로 하 

며 사고결말을 축소시킴을 목표로 한다 이것은 발전소에서 실행되는 조직적인 

대책과 차원을 정의하고 있다‘ 이는 또한 언제든지 신속하게 당국에 정보를 전달 

하는 대책이 포함된다 

주지사가 수립한 PPI는 잠재왼 위험사고에 대해 단기간의 주민보호를 목표로 

한다 그리고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운영자가 부지를 목표협력할 수 있는 방 

안을 마련한다 여기에는 경보체제， 물품 및 인력자원이 포함된다 

나) 기술적 배경 및 대책 

비상계획은 BNIs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웅할 수 있 

어야 한다 

발생 가능한 사고결말에 국한하여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사고 시나라오틀을 적 

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심각한 사고는 극히 드문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일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보수적으로 이론적 접근빵식이 선원항 평가에 적용 

되며 환경영향을 평가하는데 확산모델로 계산을 수행한다 

PPI 대책은 건강기준에 기초한다 즉 평가된 방사선 방출의 직접적 영향을 제 

한하는데 정당성을 둔 국민보호조치로 정의된다‘ 이와 같은 대책은 다음을 포함 

한다 

방사능구름으로 직접 피폭되는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피와 방사성물질의 

흉입을 막을 수 있는 대피 

• 방출량의 크기가 커서 위의 대책으로는 불충분한 경우의 소개 

- 예로서 PWR의 최대 신뢰할수 있는 사고는 lOkm 반경의 주민의 대피를 위 

해 12 - 24 시간이 소요된다고 ICRP는 권고하고 있으며， 5km 반정의 주민 

은 소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PPIs는 비상대책뿐만 아니라 더 넓은 범위의 장기대책(음식물 섭취， 또는 오염 

지역 제염 둥)을 예비하는데 주의를 기울이고 있디 

나. 안전당국의 임무 및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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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SIN 비상환정에셔의 임무 

첫째 임무는 사고상태에서 DSIN은 IPSN와 DRERE 협력으로 3가지 기능올 

갖는다， 주지사에게 조언， 국가차원에서 정보교환(특히 MAGNUC 자료시스템을 

경유하는 언론에의 성명서 자료) 그리고 운영자의 결정 및 조치사항 확인이다， 

위 3개항의 임무는 사고의 기술적 분석올 의미한다. 이 분석은 IPSN의 협조를 

얻어 수행된다 

두 번째 임무는 정보에 관한 것이다 운영자， Prefect, EDF 본부 둥은 각기 자 

기 분야 내에서 성명서를 낼 수 있다 그러나 국가 내부의 정보조정셀이 준비된 

다(Ministry of Indusσγ에 부속됩) 이 셀은 Prefect, 운영자와 연결되어 있다 

세 번째 당국의 업무는 운영자가 수행한 결정사항에 대한 확인이다 정상운영 

시나 비상사태시 발전소의 첫 번째 안전성 책임은 운영자가 진다 DSIN은 사고 

와 관련하여 수행되는 어떤 기술적 결정도 명령하지 않는다 다만 어떤 절차가 

심각한 환경영향을 미치술적 우(예 환기계풍 운 또는 정지 둥) 안전당국에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의 첫대책을 수행하는 것을 갑독할 수 있다 

2) 원자력 안전성을 확인하는 대 책 

가) 주된 부분 

BNL에 서 사고가 발생 하면 DSIN은 IPSN 및 DRIREs의 DIN( nuclear 

installaLion deparLment) 의 협조아래 다음 조직을 발족한다 

국가차원에서는 의사결정 uniL 또는 사고처리본부(파리에 있는 DSIN의 PCD) 

DSIN 비상대웅센터를 운영한다‘ 이 센터는 DSIl'\의 Director가 지휘하며， 진행되 

는 사고기술 분석을 자제하고 의사결정을 적용함이 요구된다 

비상대융 의논팀은 IPSN의 DrecLor가 이끄는 팀이다 이 팀은 IPSN Lechnical 

crisis center(CTC)에 상주하며， 1- 2 명의 기술자가 DSIN에서 파견된다 이 팀은 

운영자 기술팀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사고상태 및 예측결과 퉁을 정진적 관정에 

서 접근한다 

지방차원에서는 도청에 설치되는 지역팀과 시설에 설치되는 지역팀으로 나누 

어진다 도청에 설치되는 지역팀은 주로 DRIRE 기술자로 구성된다 주지사가 의 

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며， DSIN의 PCD와 협력하고 있다 시설에 설치되 

는 지역팀은 DRIRE 기술자로 구성되며， DSIN 및 IPSN의 대표자도 참여한다 

운영자 의사결정에 관여치 않으며 당국에의 정보전달과 관련하여 책임사항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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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하게 이행되는가를 확인하고， 사고 정보를 수집한다 

냐) DSIN 비상대용젠터 

DSIN 비상대웅센터는 안전당국 직원의 신속한 동원과 여러 참여기관 간의 

신뢰성 있는 정보교환을 주요 임무로 한다‘ 경보체계는 비상대웅센터에 경보시스 

탬이 장치되어 있으며， DSIN 및 DIN!DRIRE 팀의 신속한 동원확인， IPSN 

on - call engineer의 신속한 동원확인， 운전원의 작동에 의해 자동 소환 퉁의 경보 

체계를 가지고 있다 

DSIN 비상대웅센터는 6개의 원격통신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 그 중 3개는 

국민에게 접속할 수 있게 하고(전화 FAX 동) 나머지는 원자력 시설에 연결되어 

있으며， 비디오폰 회의장치가 1995년에 설치( PCD DSIN과 IPSN TCC사이)되 어 

있다-

3) 비상계획 준비의 안전당국의 엄무 

가) PUI 언가 및 적용검사 

On-site 비상계획 (PUD은 안전성분석보고서와 함께 핵물질장전 6개월 전까지 

DSIN에 제출하는 안전성 서류이다 시설 비상계획의 실행은 검사과정올 통해 안 

전당국에 의해 감독된다 

나) PPI 준벼의 참여 

1988년 6월 6일의 법령에 의거 주지사는 소외 비상계획 (PpI)의 작성 및 승인 

에 대한 책임이 있다 주지사는 DSIN 및 DRIRE로부터 협조를 받으며， PPI는 

PUI와 일관성을 유지토록 한다 

다) 사고 모의훈련 

훈련은 비상팀을 위한 교육과 자원의 검사， 조직의 구조 둥을 취약점을 분류 

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점겸한다 

다. 안전당국을 포함한 연습 

1) 원자력 경보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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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IN은 DSIN과 DRIRE personnel warrung system 이 제대로 운영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테스트하며， 1997년에는 2번 실시하였다 

2) 국가 원자력사고 모의훈련 

1997년 DSIN은 국가 원자력사고 모의훈련올 기안하였다 이 훈련계획은 Civil 

Security and Defence의 이사회， HeaJth and SGCISN의 이사회， DSIN 퉁이 서 

명하였으며 주지사들에게 통보하였으며， 이로써 비상 행정체제를 구축하였다 

너무 많은 목적에 복잡성을 피하기 위해 2가지 형태의 훈련을 1997년에 조직 

하였다. 

첫째는 원자력 안전 훈련으로 주민보호조치는 생략하고 자유롭게 셜정된 시나 

리오에 기초하여 주로 의사결정과정올 테스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둘째는 민방위 훈련으로 주민보호를 위한 PPI대책의 실제척인 적용(경보， 대 

피，소개 둥)을 한다 매 3년마다 사업소가 훈련하며 주지사를 초청한다 

3) 훈련기간에서 얻은 교훈 

훈련은 풍부한 자료원이며 그중 약간은 반복된다 훈련 1 -2개월후 개최되는 

회의에서 이들은 평가된다 참관자(공무원， 인근주민， 전문가 둥)의 새로운 견해 

를 도출할 수 있으며， 보고서가 작성되며 추후 사고관리교육 및 훈련 개량에 활 

용된다 

라. 원자력 비상대 책의 개발 

비상조직은 훈련을 통해 발전시켜야 한다 프랑스의 주된 재보완 자료는 훈련 

이다‘ 다른 유용한 자료원은 외국으로부터 얻는다 

1) 안정옥소재 예방배포 

안정옥소제는 운영자가 보관하며 비상시 인근주민에게 배포한다 훈련결과 비 

상시 옥소제 배포과정이 어려운 것임이 밝혀졌다 지역 도에서는 지역별로 옥소 

제 배포를 위한 지역대비책을 강구하고 가족보중서를 보내 그것으로 PPI구역내 

에 있는 지역 화학자(한국식 약국은 아닌지)에게 타 먹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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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외비상계획 (PpI)의 개발 

DSIN은 PPI보호대책올 개선하는데 국가적 차원에서 주관하고 있다 DDSC 

DGS , IPSN, BNI operator가 포함된 협의를 2차로 수행되었다， 

외국의 장비 및 비풍목록과 훈련사례를 수집하여 PPI절차에 반영하는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반영조치단계를 취하기 위해 주지사의 의사결정은 미리 결정된 기 

준과 조건에 의존한다， 이는 보건부에서 정한 비상사태하의 행통준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 레엘의 정의는 유럽법령 (1996，5)의 국가법 형태에 기초한다. 

3) DSIN 비상대웅 의정서 개선 

비상훈련은 규칙적으로 사고의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과 예측을 하는 기술적 

평가를 위해 실시되어야 한다. 1996년 DSIN, IPSN, EDF는 이와 같은 주제로 상 

호의견을 나누었으며， 1997년에 3개 기관간의 기술적 연계방안을 모색하며， 비상 

대응팀의 업무와 관련하여 특별 의정서가 작성되었다 그리고 비슷한 작엽이 

1998년에 도 수행되어 이를 개선하고 있다 

4) 사고 후 관리 

왼자력시설 사고는 심각한 방출이 즉시 일어날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효과적 

인 비상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정상상태로의 회귀관점에서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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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일본 원전지역 지방자치단체의 기술행정체제9) 

1. 주요 내용 

후쿠이현(福井縣)은 발전소가 13기가 있고， 일본에서 최대로 보유하고 있는 

곳이다 고속중식로가 l기， 현재 폐지를 하기로 계획한 곳이 l기가 있다 이런 의 

미에서 15곳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후쿠이현의 경우 운전개시가 매우 빨랐었기 

때문에 현재 40년 된 것이 많으며， 시설이 오래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오래된 것 

도 새로운 것도 있어 다양한 것이 있기에 여러 다양한 문제들이 있다 

후쿠이현은 원자력 행정을 발전시키기 위한 3개의 기본원칙 즉， 안전 확보， 지 

역 주민의 이해와 동의， 지역의 항구적 복지의 실현올 위한 대책을 이행하고 있 

다 원자력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는 안전협정， 주변 환경의 안전 확인， 원자력안 

전전문위원회， 원자력환경안전관리협의회， 방재대책， 국가에의 요망 풍의 엽무를 

이행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의 이해와 동의와 관련 하여는 정보의 공개， 홍보 활 

동， 심포지엄 퉁의 개최 등을 이행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i항구적 복지의 실현올 

위하여는 사회기반의 정비， 재정기반의 강화， 공업단지의 조성， 기업유치， 에너지 

관련기술을 활용한 지역산업의 육성 둥을 이행하고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주민 보호 

일본에서는 원자력 안전 확보 문제는 국가가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현과 같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밑에서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운영하는 체제는 아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로서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 

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전기사업자와 안전협정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안전협정을 맺고 있는 전기사업에는 일본원자력발전， 관서 

전력，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 이 3가지를 의미한다 

주로 현청에서 하는 엽무는 발전소 건설， 운영상황 감시， 주변 환경의 방사선 

감시 ， 발전소 현장조사라고 할 수 있다. 

현청은 행정부분이기 때문에 전문적 기술과 지식이 부족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제3자 기관인 원자력전문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여기에서 지도를 받아 

9) 일온의 원천지역 지방자치단쩨 기술행갱셰재에 판한 연구는 2009년 3월 13일 14:00- 17:00 사이 일본 후쿠이현 10충 
회의실에서 진앵되었으며， 대상자는 톨'ii'111 1ft A((뼈井!I! '1i.全Jll!Jtilll 原子力安全J!lI!ø， 흩흩(i!ll흥:)， Tel 
0776-20-0312, e- mail: m-haseR:awa-v4@Dref.fukui.lgjD))와의 생총연갱용 용하여 구성되었융융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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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여 원자력 행정올 이루고 있다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에 관한 자료를 살펴보연 주로 학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 학자들에 의한 기술적 심사에 따라 실행하고 있다 

현청에서 하는 원자력 행정의 3가지 원칙은 φ안전 확보，~주민의 이해 및 동 

의，@지역의 영구적 복지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長감川 雅 人， 2009. 3. 13) 

3.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산하기관의 원자력 안전 

후쿠이현(福井縣)의 경우， 원자력 행정에 관한 조례는 특별히 없다 원자력 안 

전관리체계에 관한 직접적인 조례는 없지만， 후쿠이현의 부서에 관한 조례에 근 

거하여 각 부서의 설치 및 소장 사무는 후쿠이현 행정조직 규칙에 의해 규정하 

고 있다， 후쿠이현의 원자력행정조직은 그립 4와 같다 

그렴 4. 후쿠이현의 원자력 행정기구도 

'l'ØlOI2~318"G: 
!l!1!!1I - 1I빼(;0 ..... ’‘ •••• ’ ‘’ ....... __ u 
mor휘톨- Wl!<>“ ••• ‘ •.• “ ……IØ!뼈w<셔iHII뼈*"'~/; 

U IlU .................................... IltQ)1I률DOlölt;J;l!Jl:J! 

L u llltl! 

얘”‘→j< ‘.J~아!I-••••••••••••••••••••••••••• u=;a:_oJ;l>κ-

뼈훌였다%원Jti!:"'- 꿇옳，끊n 

’1.껴11 . !I;j!UI -1J주1J11i잊쩌!lG- ‘ •• 子力뼈영쩌11.，_11 

，.... U(ν……"1Ii주力쩌lIl"a~ØI톨 

~쩌#IJ'f力i!J’)_ ...• 주기φ쭈얘얘내'0 
111주기훌VIU--i IIn_lI.lIlI L 」췄빼앙 g子1Jlfll짧했 

m주力아이litl:c:..-' _ ... !lIt:::r二?’1ν'jt;，W찌filR 

L IIMNli1f1l룰 뼈lI!;t!lf쩌호 
!IlIiUII- !I야톨J!H~ ............ !I~‘κt'!lØi"훌ilt;J;l!얘1 

~II없l1li- 8!!c상!11ft" .... … .811상-'10.10"톨1I1iJ;l!얘찌 
IlUUlI!!톨 -u에 •• 쩌’IG" ‘ .. …'iI.~예웅’쩌1Il 

* 11 11 - iI'.;JJnI<>… ........... “'illJ*훌*_i}톰빼止처1Il<1l훌 

L_빼...，. UUIl .. ... il;J!‘ .51φR훌 
.... ø.U .... *II .ø호I!1OlM 

G. 'iJν-7 

안전환경부가 주로 원자력 행정올 담당하는 모든 부서가 모여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원자력안전대책과 산하에 원자력환경감시과에서 방사선 조사 측정 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망재를 담당하는 부서는 위기대책방재과에서 당당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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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부에서는 세무과와 시정촌과에서 핵연료세를 부과 정수하는 업무를 담당 

하고 있다 

각 발전소에서 국가에 세금올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이 납부된 세금은 다시 

현으로 교부금의 형태로 들어오게 되며 이 교부금으로 후쿠이현의 다리 건설 퉁 

인프라 건셜에 사용하게 된다 

농림수산부에는 수산과에서는 차원생산 진흥에 관한 대책과 조사 연구를 하는 

곳이다 안전환경부에는 총 90명 정도가 있으며， 원자력안전대책과에는 12명， 환 

경감시센타에 14명， 위기대책방재과에는 25명이 있다. 방재라는 것도 종류가 많 

기 때문에 원자력 방재과만 말하연 4명이 있고， 다른 사랍들은 테러 동의 다른 

일을 하고 있다 

안전대책과 직원 중에 원자력 기술자는 10명 정도이다. 이처럼 안전대책과에 

원자력 안전 기술자들이 많은 지망자치단체는 후쿠이현 뿐이고， 일반 다른 지방 

자치단체는 많아야 2-3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원칙적으로 원자력 건설과 운영의 책임은 국가에 있다. 국가가 하도록 되어 있 

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국가의 심사 결과가 나오연 

지방자치단체가 확인 정도만 수행한다 결국 책임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에 국가가 

해야 할 일에 지방자치단체가 나서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문제가 나온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확인정도만 수행한다(長용川 雅 A., 2009. 3. 13). 

- 주민의 안전문제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국가의 원자력 행정에 대해 신뢰하고 있기 때 

문에 지방자치단체가 간섭하는 것은 미묘한 차원의 문제이다 

다른 현의 경우， 원자력 안전 행정이 없는 경우도 있는지? 

+ 발전소가 입지한 경우에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원자력안전대책과가 있다

그러나 명칭은 약간씩 다를 수 있으며， 명청은 모두 비슷하다 

4 지진에 관한 것은 위기대책방재과 안에 있다 원자력발전소가 많은 지역은 

특수성올 고려해야 한다 원자력발전소를 15개나 갖고 있는 후쿠이현의 경 

우에는 원자력안전대책파를 별도로 갖출 수밖에 없고， 주민의 이해를 구해 

야 하기 때문이다 주민의 관점에서 보면 현청에서 원자력안전대책과를 별 

도로 갖추는 것이 현의 원자력 안전올 위한 노력에 대해 주민의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다 

- 48 -



4. 원자력 안전관리체계 운영예산의 부담 

인건비는 현의 예산으로 충당한다， 사업비의 경우에는 국가 예산으로 충당하 

는데 3곳의 전력사업자가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 현으로 들어오는 교부금， 그 교 

부금으로 비 용을 충당한다-

매년 국가로부터 교부받는 예산은 10억엔 정도이다. 국가에서 들어오는 10억엔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원자력환경감시센터에서 절반을 사용하고 있다 

원자력환경감시센터에서는 주로 기기보수 둥에 이 예산올 사용한다 

원전 예산 10억엔 외에 방재훈련을 위해서 매년 1억 6천만엔이 들어오고 있다‘ 

매년 국가로부터 들어오는 예산은 약 12억 엔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다 

원자력환경감시샌터 12명 인건비는 무조건 현의 예산으로 충당한다 원칙적으 

로 인건비는 현 예산， 기기보수 둥의 사엽은 국가 예산으로 사용된다(長융川 雅

人， 2009. 3. 13) ‘ 

재단법인의 경우가 있는지? 

+ 주르가시의 ATHOME(홍보관)의 경우， 재단법인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즉 현， 시정촌， 전력회사가 출자하여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재단의 형태 

를 갖추고 있으며， 예산은 국가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다 

+ 재단법인은 후쿠이현 원자력센터라고 하고， 운영비로 700만엔， 사업위탁비 

8，000만엔 해서 약 l억엔이다 설비보수를 하게 되연 l억엔이 더 를기 때 

문에 약 2억엔 정도가 국가에서 나가게 된다 

+ 시정촌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간접적인 지원 

으로는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정촌에만 현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지원 

을 하는 경우， 홍보비 명목으로만 지원하고 있다 

+ 현에서 시정촌에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원전 발전소가 입지되어 있는 것 

을 조건으로 하고 있고， 홍보를 위한다는 명목하에 홍보비용으로 지원하고 

있다 

+ 시정촌에서는 주로 홍보비로 왕플렛 제작， 포스터 제작， 영상물 제작에 쓰 

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시정촌 수준으로 내려가연 과도 없고 전문가도 없 

기 때문에 주로 현에서 대학교수들을 초빙해서 강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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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자력시절 안전사고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개입 범위 

원칙적으로 원자력안전에 대해서는 국가의 책임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개업이 없다. 하지만 전력사업자와 맺은 안전협정 둥에 의해 안전사고의 조사， 

지도， 대책에 관한 사항은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법적인 사항이 아니라 안전협 

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가는 어디까지나 법률에 의해 관리하기 때문에 대규모 사고에 대해서는 국 

가가 관심올 갖고 하지만， 소규모 원전 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다 대응할 수 없 

다- 따라서 소규모 사고에 대해서는 국가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협정에 의해서 

대응하고 관리한다 

국가에 보고해야 할 사고는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만， 그 외에는 국가에는 보고 

할 의무가 없지만 지방자치단체에는 협정에 의거해 보고를 해야 한다 

주민이나 단체가 지금까지 문제를 제기한 적은 없다 원전운영을 중단한다는 

것은 매우 중대한 일이기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연 주민이 제기하기 전에 이미 

국가가 운영을 중단시키기 때문이다(長갑川 雅 人， 2009. 3. 13) 

6. 원자력시설 안전 규제에 대한 주민의 신뢰 

아직까지 주민의 신뢰도에 관해 조사한 적이 없다 말할 수 있는 것은 국가， 

사업자，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주민의 신뢰와 관련 

하여 현청이 할 수 있는 일은 국가나 사업자에 대해 설명 책임을 성실히 이행해 

달라고 요청해주는 것이다 

현청 차원에서는 원전 신뢰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다. 국가나 사 

업자에게 설영을 하라고 함으로써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일이다 법률적으로 국 

가가 발전소 운영에 운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주민의 시각에서는 다른 것이 문제 

가 될 수 있다 즉 국가가 할 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하고 있다 

주민의 신뢰 차원에서 현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원자력 안전문제에 대 

한 정보공개이다 모든 정보공개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하고 있다 특히， 중대사고 

와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관계자， 국가관계자와 함께 기자회견을 공개하고 있다， 

또 하냐는 원자력환경감시센터에서 조사한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고 있고， 

홍보관을 활용하고 있다 

주민의 이해를 얻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사업자가 국가에 낸 세금이 현에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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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금으로 돌아옴으로써 현내에 도로 퉁 인프라를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의 

이해를 얻고 있다 주민의 신뢰 확보를 위해서 산학연 협력올 통해 에너지 연구 

개발 거정화 계획을 책정하였다， 

이 계획에 근거해서 원자력 안전 안심의 확보， 원자력 연구개발 기능의 강화， 

현자력 인재의 육성 교류， 원자력 산업의 창출 육성과 관련한 각종 시책을 추진 

하고 있다 

- 현청의 입장에서의 Off-site Center(현장지휘센터)는? 

+ 현장지휘센터는 국가가 설치한 기관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이 곳을 

통해 이루어진다. 현청， 국가， 시정촌이 연계되어 활동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연 좋겠다 다만 방재훈련에 관해서는 주로 현청이 주체가 되어서 활동 

을 한다고 보연 된다， 대책본부는 현청에 놓여지는 것이 원칙이며， 업사이 

트센터는 현장에 있는 센터이다 따라서 두 가지가 연계되어서 방재대책을 

세우게 된다 

+ 센터 자체에 방재대책을 맡겨두는 것이 무리이고， 업사이드센터는 우선 현 

장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현칭이나 시정촌에 보고하고， 현청이나 시정촌이 

그 결과를 보고받고 다시 센터에 의견을 보내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 달라 

질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본부장이 있는 현청에서 권한올 지니고 있다‘ 

환경감시센터가 12명인데， 실제 사건이나 훈련시에 충분한지? 

+ 기본적으로 환경감시샌터의 직원들은 데이터를 조사하고 측정하기 때문에 

인원이 모자라지는 않다 그러나 최근에 관측국이 생겨서 관측하고 데이터 

를 주기 때문에 직원이 할 수 있는 일은 더 적어졌다 최근에 들어서 최신 

기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엄무도 진화하는 것 같다. 현재 센터 직원 

3영이 있는데， 평상시에는 3명으로 충분하며， 다른 단체에서의 지원은 없 

다 그러나 비상시의 경우에는 12명 전체 직원이 나가고， 국가， 사업자， 시 

정촌 둥에서 모두 나가게 되어있다. 

비상계획구역 밖에서 음식물 섭취 둥에 대해 통제를 하는 경우 

• 방사선과 관련된 데이터는 계측기가 측정할 수 있지만， 음식물의 경우에는 

직원이 직접 가서 조사， 분석하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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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원자력 교부금을 갖고 원자력 공원이나 주민의 복지를 
위해 활동하는 산하기관 및 활동 

재단법인 원자력센터이외에는 없다 재단법인도 홍보비 명목으로 하기 때문에 

하드적인 사업비는 모두 현청이 직접 담당하고 있다 재단법인 직원 수는 정직원 

6명， 아르바이트 5명， 총 11명이고， 어디까지나 홍보업무만 담당하고 있다 후쿠 

이현 내에 있는 보육원이나 주민복지센타， 장애인 지원센터 퉁의 운영 유지비는 

국가 교부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교부금중에서 발전소가 있는 시정촌의 복지관련 센터의 운영 유지바로 지급하 

고 있다 국가가 후쿠이현에 준 교부금으로 복지관련 센터를 만드는 비용도 충당 

하고 있다 정직원에 대해서는 교부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고， 아르바이트 

에 대해서는 지급한다‘ 왜냐하연， 정직원은 이미 시정촌 레벨에서의 센터에서 채 

용된 직원이기 때문에 그 쪽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현재 아르바이트에 대해 교부금에서 인건비를 주는데 대해서 논란이 많다 교 

부금올 인건비로 쓰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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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14장 연구개발 수행내용 및 결과 

제1절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원자력 기술행정체제 현황 

고리 원자력발전소를 관할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인 부산광역시와 기초 지방 

자치단체인 기장군의 원전관련 기술행정체제의 현황을 원자력 안전， 방사능 방 

재， 환경 감시， 지역 진흥 퉁 4개 분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1. 원자력 안전 

원자력 안전 분야의 업무는 ‘원자력의 재난 없는 안전한 이용’에 관한 업무로 

서 핵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 원자력 설비 가동 중 장해의 방어， 원자력시설의 

수영 연장관련 설비 성능 개선， 원자력 안전관리 연구자 기술자의 양성 및 훈련，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 국민과 원전지역 주민들에 대한 원자력 홍보와 교육， 원 

자력 설비 운전 및 안전관련 정보의 공유 둥염 대이 매우 포괄적인 범위를 갖는 

다 방사능 방재， 환경 감시， 지역 진홍 둥에 속하지 않은 원자력 관련 업무는 대 

부분 원자력 안전 분야에 속하여 수행된다 원자력 안전과 관련한 업무 및 조직 

의 현황은 표 2와 같다‘ 

표 2. 원자력 안전 관련업무 및 조직 현황 

구 분 내 용 

o 핵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 
o 원자력 설비 가동 중 장해의 방어 
o 왼자력시설의 수명 연장관련 설비 성능 개선 

주요 업무 o 방사성폐기불 안전관리 
o 원자력 설비 운전 및 안전 관련 정보의 공유 동 
o 원자력 안전관리 연구자，기술자의 양성 및 훈련 
o 국민과 원전지역 주민에 대한 원자력 홍보와 교육 

교육과학기술부 o 상기 엽무의 주관부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윈 o 주관기관의 위탁기관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수력원자력(주) 
o 원자력사업자로서 상기 업무의 이행 

고리원자력본부 

부산광역시 o 광역단체 차원의 상기 업무 총팔 및 관리 
기장군 o 원전관할 기초단체 차원의 상기 업무 집행 및 관리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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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업무들의 대부분은 주판기관(교육과학기술부)， 위탑기관(한국원자력통제 

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퉁)， 원자력사업자(한국수 

력원자력주식회사)가 수행하고 있다 부산광역시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로서 기초 

지방자치단체인 기장군의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광역시 차원의 협력 및 지원엽 

무를 담당하며， 기장군은 원자력발전소 관할 지방자치단체로서 관련 사항의 실제 

집행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주무부서 재난안전과 민방위비 

상대책계)와 기장군(주무부서 재난관리과 민방위계)은 국민과 원전지역 주민들 

에 대한 원자력 홍보에 대해 원자력사업자퉁과 협력하여 수행하고 있다. 

2. 빵사능 방재 

방사능방재 분야의 업무는 ‘민방위기본법 lO)，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원자 

력시설퉁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볍’에 의거하여 원자력시설에서의 방사능재난 

의 대비와 방사능재난 발생시 대용에 관한 내용들에 관한 것으로， 범국가적인 행 

정체계 11)플 구축하여 중앙부처와 관련 전문기관， 원자력사업자， 원자력시성올 관 

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유기적인 구조 속에 수행되고 있는 매우 광범위한 

내용올 다루고 있는 분야이다 

방사능 망재 활통 내용 중 예방에 해당되는 원자력시설 안전설비 및 안전관련 

설비의 주기적 점검， 안전성 분석과 평가， 원자력시설 운영요원의 업무능력 향상 

퉁은 주관기관， 위탁기관 및 원자력사업자의 소관 업무이다 여타 대비 대웅 복 

구에 관한 내용은 주관기관， 위탁기관， 원자력사업자， 지방자치단체， 군 경찰 퉁 

관계기관， 주민이 공동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실행하는 내용이다 특히 오영 

제거， 비상진료조치 퉁 기술적인 조치가 필요한 사항 이외의 주민보호 활동과 관 

련한 대부분의 대비 대웅，복구관련 사항은 지망자치단체 차원에서 주관하고， 관 

련기관과 주민이 참여하여 공동으로 수행되는 내용들이다 윈자력재난의 예방 · 

대비 · 대용 · 복구에 관한 활동으로는 표 3과 같은 것들이 있다 방사놓 방재활동 

의 내용 을 담당 업무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연 표 4와 같다 

10) 인땅위기본엉이 혀용되는 이유는 ‘방사능재난’융 민방위기본업 상 민방위 활용의 대상인 ‘객의 갱공이나 전국 또는 일 
부 지땅외 안냉 철서률 위태톨께 할 찌난’융 외미하는 인방위 사태로 보고 이로우터 주민의 생명파 채산용 보호하기 
위한 자위객 활용이 필요하다고 용데 기인한다 

11) 벙갱부 차원외 외사컬갱 및 비상대액기구(원자력안전위원회， 중앙방사놓방채대책본부 퉁)， 주판기완파 유판기판 지방 
자치단체의 임우와 역항， 상호 협력 및 지원셰제 용이 병갱부 앵갱째계외 주Jl.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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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원자력재난의 예방 -대비 ·대웅 복구에 관한 활동 

구분 내 용 

o 원자력시설 사고 · 고장 예방을 위한 관련설비의 주기적 점검 

예방 o 원자력시설 운영요원의 업무능력 향상 

o 원자력시설 및 설비의 안전성 평가와 측정 동 

o 비상통신 • 연락체제 구축 

o 방사능재난 대웅시설 및 장비 확보 

o 방사능재난 대웅대책 수립 

대비 - 주민보호， 긴급 수송， 구조구급， 비상의료， 방재요원 개인방호 퉁 

o 주민 홍보 

o 주민 교육 및 훈련 

o 지역 환경방사능 감시체제 구축 및 운영 동 

o 방사능재난 발생 보고 및 전파 

o 비상대응기구 설치 및 가동 

o 환경 방사선 감시 및 평 가 

o 주민 및 방재요원 보호조치 

대응 o 긴급 구조활동 및 의료조치 

o 출입 통제 및 치안 유지 

o 농축산물 유통 및 소비 제한 

o 주민 홍보 

o 긴급 수송 및 물자 조달 퉁 

o 웅급 복구 

o 오염 제거 및 제영 

복구 o 각종 제한조치 해제 

o 사고 피해자료 작성 

o 중장기 대책 수립 둥 

출처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방사능방재계획 참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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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담당 엽무별 방사능방재대책의 내용 

구분 내 용 

o 원자력시설 사고 · 고장 예방을 위한 관련설비의 주기적 점검 

o 원자력시성 운영요원의 업무능력 향상 

주관기관/위탁 o 원자력시설 및 셜비의 안전성 평가와 측정 
기관/원자력사 

o 방새능방재대책 수립 업자소관 

o 과피폭자 비상의료조치 

o 시설 오염 제거 및 제염 둥 

o 비상통신 연락체계 구축 

o 방사놓재난 대웅시설 및 장비 확보 

o 방사놓재난 대웅대책 수립 

- 주민보호， 긴급 수송， 구조구급， 비상의료， 방재요원 개인방호 동 

o 주민 홍보 

o 주민 교육 및 훈련 

o 지역 환경방사능 감시체제 구축 및 운영 퉁 

o 방사놓재난 발생 보고 및 전파 

o 비상대웅기구 설치 및 가동 

- 부산광역시/기장군 방사능방재대책본부(재난안전대책본부) 둥 

지자체 주관/ 
o 환경 방사선 감시 및 평가 

- 민간환경감시기구， 합동방사선감시센터 둥 
중앙 지역관계 

o 주민， 학생 및 방재요원 보호조치， 애완동물 보호조치 
기판 주민 공동 

o 긴급 구조활동 및 의료조치 

o 출입 통제 및 치안 유지 

o 농축산물 유통 및 소비 제한， 가축 보호 

o 주민 홍보 

o 긴급 수송 및 불자 조달 퉁 

o 용급복구 

o 오염 제거 및 제영 

o 각종 제한조치 해제 

o 사고 피해자료 작성 

o 중장기 대책 수립 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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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주무부서 - 재난안전과 민방위비상대책계)는 평상시 광역단체 차원 

의 총팔 및 조정 지원， 중앙부처 및 관련기관 협력 업무를 수행하고， 방사능 재 

난 발생 둥 비상시엔 부산광역시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부산광역시 재난안전 

대책본부)를 설치하여 광역단체 차원의 비상대용체제를 구축 운영한다 기장군 

(주무부서 재난관리과 민방위계)은 평상시 관련기관 및 원자력사업자， 주민 둥 

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관련업무의 집행 및 관리를 담당하다가， 방사능 재난 둥 

비상시엔 기장군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기장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체제로 전 

환， 동 대책본부 차원의 현장 대응 및 복구에 관한 활동을， 중한다 부산광역시 

와 기장군의 평시와 비상시 방사능 방재관련 조직 운영은 표 5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표 5. 부산시 ·기장군의 평시 ·버상시 방재조직 운영 현황 

구분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난안전과 민방위비상대책계) (재난관리과 민방위계) 

• 광역단체 차원 총괄， 조정·지원 • 원전 관할 기초단체 차원 집행 

평 시 • 중앙부처 및 지역 관련기관 협 및 관리 

력 업무 수행 

• 부산광역시지역방사능방재대책 · 기장군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 

본부(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비상시 • 광역단체 차원의 비상대웅체제 • 기초단체 차윈의 현장 대웅 및 
구축 및 운영 복구 활동 수행 

총괄 및 조정， 지원 협력 퉁 

3. 환경 감시 

환경방사선감시는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평상시와 비상시에 환경 상의 방사선 및 방사능을 감시 · 측정하고 환경 

보전책을 강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방사선감시 분야의 업무는 ‘을 의법’! ‘을 

의시설등의 방호 및 방재대책법’에 의거하여， 환경영향평가둥의위한 환경방사선 

감시， 감시 인력 및 장비의 확보시에 , 감시한 결과에 따른 환경보전대책 수립 

동의 내용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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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환경방사션감시 및 환경방사선영향평가는 주관기관(교육과학기술부)이 담 

당하고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에서의 평상시 비상시 환경방사선감시는 해당 지 

방자치단체가 지역 관련기관， 원자력사업자 둥과 협력하여 실시하며， 특히 원자 

력시설에서 방사능재난이 확대되어 대규모의 환경방사능감시가 요구될 경우 주 

관기관(교육과학기술부)은 지방자치단체， 원자력사업자， 군부대 둥 관련기관과 연 

계하여 합동방사선감시센터를 재난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 관할 현장에 설치하 

여 환경감시를 수행한다 

부산광역시(주무부서 재난안전과 민방위비상대책계)는 직접적인 실행업무는 

담당하지 않고 고리 · 신고리 지역 원전을 관할하는 기장군의 환경감시에 관한 

업무를 총괄 및 지원， 협력한다 기장군(주무부서 재난관리과 민방위계)은 자체 

인력과 장비를 통한 감시활동과 함께 원자력사업자(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 지 

역 군부대 둥과 연계한 감시활동체제를 구축 · 운영하는 한편， 고리원전민간환경 

감시위원회를 민간과 공동으로 구성(위원장 . 기장군수， 민간인 둥 공동위원은 

16영)하고 산하에 민간환경감시기구(사무국， 감시센터 둥 8명의 감시요원)를 설 

치 12)하여 동 기구로 하여금 관내의 환경방사선 감시활동올 하도록 하고 그 결과 

를 공유하고 있다 환경강시에 관한 조직별 업무는 표 6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표 6. 환정감시에 관한 조직별 엽무 현황 

구분 평시 비상시 

주관기관 • 환경 방사선감시 및 환경 방사 • 환경방사선영향평가 결과에 

(교과부) 선영향평가 총괄 의거한 주민보호 의사결정 

위닥기관 • 전국토 환경방사선감시 및 • 합동방사션감시센터 설치운영 

(원자력안 원전지역 환경방사선영향평가 지방자치단체， 원자력사업자， I 

전기술원) 인허가 심의 군 둥과 연계 

원자력사 
• 원전 주변지역 환경방사선감 

업자(한국 • 합동방사선감시센터 지원 
시 및 환경방사선영향평가 이 

수력원자 - 지방자치단체， 군 둥과 연계 
력(주)) 

행 보고 

• 지역 환경방사선감시 업무 총 • 합동방사선감시센터 지원 

팔 및 지원 위탁기관， 군， 원자력사업자 
부산광역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위원회 둥과 연계 
시/기장군 

를 민 관 공동으로 구성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감시 

12) 기장궁과 원자력사업자(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는 동 갑시기구에 운영비와 인력 및 장비용 지원 

% 



4. 원전지역 진흥 

원전지역 진흥 분야의 업무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13)에 의거 

하여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의 발전과 주민생활 향상을 위한 사업과 개발， 

관리에 관한 것으로서 ‘전기사업법’에 의거하여 조성한 전력산업기반기금 및 지 

역개발세를 바탕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 발전사업자， 원자력 홍보 법인이 시행 

하는 기본사업 l4)， 특별지원사업 15) ， 홍보사업 l6)， 기타 주변지역의 발전 및 환경 · 

안전관리와 電源(전원)개발의 촉진을 위한 사업 동에 관한 내용이다 

해당 주관기관(지식경제부장관)은 매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정부 

차원의 계획을 수럽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원활한 추진을 위해 펼요할 경 

우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장기적인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3) 동 엉용 얄전소 주연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융 효율객으로 추진하고 션력사영에 대힌 국민의 이혜흩 중진하여 톨않(전 
원)재밭용 촉진하고 벌전소의 원활한 운영융 도모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항용 옥찍으로 재갱 

14) 기본지원사업에는 소득중대사업， 흥공시설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1 기업유치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 전기요당보조사업 

및 육영사업 퉁이 있다 
15) 륙벌지원사업에는 양전소가 건성 중이거나 또는 건껄이 예갱왼 주연지역과 그 지앙자치단쩌 지역에 대해 시앵하는 지 

씬사엉으로 주로 l희생 사업용 알함 

16) 홍보사업온 전릭사업에 대한 국인의 이해톨 충진하기 위한 사업용 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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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원자력 기술행정체제의 

문제점 분석 

본 연구는 원자력 이용과 관련한 부산광역시와 기장군의 원자력 안전， 방사능 

방재， 환경방사선감시， 원전지역 진홍 분야 기술행정에 있어 부산광역시와 기장 

군이 수행하는 제반 기능을 제도권으로 홉수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원 

자력 기술행정체제를 구축하고， 구축된 지방자치단체의 원자력 기술행정체제가 

제반 조직과 기능이 조화롭게 연계된 가운데 협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원자력 기술행정에 관해 유기적으로 임무와 역할이 

분장되어 국가 전체적으로 원자력 기술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을 

S ïJ Q)d 
T -"- λλ 낙 

따라서 본 절에서는 이러한 목적 달성과 관련한 부산광역시와 기장군 원자력 

기술행정체제의 개선 및 발전방안을 수립하기에 앞서， 이들 지방자치단체의 원자 

력 기술행정체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연구목적 상의 요소이자 기술행정체제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인 기능， 역할， 조직과 인력 측연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 기능 측면 

원자력 기술행정체제는 원자력 안전， 방사능 방재， 환경방사선감시， 원전지역 

진흥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틀 기능들은 상호 간에 긴밀한 연관성올 갖고 있어 

통합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이틀 기능틀이 각기 

분산된 행정체제 하에 수행되거나， 일부 불비 또는 미흡한 상태로 수행된다띤 제 

반 기능의 연계와 협력적 수행， 효율성 측연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부산광역시와 기장군의 원자력 기술행정체제는 원자력 안전， 

방사능 방재， 환경방사선감시， 원전지역 진홍의 기능 중 원자력 안전， 환경방사선 

감시 분야의 기능이 제도적으로 불비 또는 미홉한 상태다‘ 원자력 안전에 관한 

업무는 주로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 원자력 설비의 가동 둥에 관한 것으로서 중 

앙부처설비의탁기관， 원자력사업자 풍의 영역에 속하는 전문분야임에 따라 지방자 

치단체가 직접적으로 실행하기에 한계가 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건 

강과 안전， 각종 재난 발생에 대한 광범위한 책임을 갖는 지방자치단체 17)로서는 

17) 방사능 재난 방생 시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쟁(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되어 지역 내 방사능 재난판리 업푸룡 총 
촬 및 조갱하고， 지역 내에서 휠요한 지왼활동율 수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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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과 같은 방사능 재난 발생 이후는 올론， 발생 이전에 행해지는 원자력 안전 

관리 과정에 참여하여 필요한 조치의 요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18)가 있어 

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원자력발전소 가동 과정에서 발생한 이상사실을 원자력사업자 

로부터 통보받는 일， 관련 정보의 공유 이외에 원자력 안전관리 과정에 제도적으 

로 참여할 수 있는 기능이 미흉한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원자력사업자간 주 

민보호를 위한 원자력 안전관련 협약도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환 

경감시의 경우도 원자력발전소가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내에는 인력과 전문장비를 구비한 감시기구가 없이 민간과 공동으 

로 구성한 민간환경감시위원회의 민간 감시조직(기장군 민간환경감시기구)만이 

원자력사업자 동의 지원을 받아 감시활동을 실시하고 있다19) 이는 감시한 결과 

를 바탕으로 실행되는 보전은 행정적인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행 

정권올 보유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필요한데도，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환경감 

시 기능이 취약한데다 민간의 전문적인 감시활동에 상징적으로 참여할 뿐 제도 

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 감시와 보전의 제도적 연계성이 요원한 실정이다 

2. 역할 측면 

방사능 누출 둥과 같은 원전 안전상에 중대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생지 

역 인근에 설치 · 가동되어 초기대웅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지휘하는 현장지휘샌 

터(센터장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의 역할은 초기대웅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 센터는 중앙정부(주관기관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하여 설치 · 가 

동되는 범정부 차원의 현장 비상대응기구로서 방사능 재난이 갖는 제반 특징 20) 

을 고려할 때 신속하게 설치되고 휠요한 기능이 실효성 있게 구성되어 가동되어 

야 한다 특히 방사능 재난 발생으로 인한 영향과 피해 양태가 매우 다양하게 나 

타나는 동의 특성을 고려할 때 지역주민을 관할하고 중대한 재난 상황 발생 시 

법적인 관리 책임 21 )을 갖는 지방자치단체가 동 샌터에 참여하여 수행하는 역할 

과 기능이 실효성 있게 반영되어 설치 · 가동되어야 한다 

18) 일온 후꾸이현용 현청 내얘 원자력안전푸서， ‘후꾸이현 앤자력 환경감시생터’륭 설치하는 한연， 원자력사엽자측파 ’앤 
자력양전소 주변흰경의 얀전확보 퉁예 판한 협갱서’률 혜청하고 윈자력발천소 운전 과갱의 천안쩍인 측갱파 갑시， 안 

전관련 사전 양혜， 이상사실의 용보， 죠시의 실시， 척철한 초씨의 요구 퉁의 권한용 보유 

19) 강시 죠칙용 민판이 공동으로 구생하퇴， 구성원 초칙의 감사활동온 민간안으로 이루어 짐 
20) 피얘의 급속한 확산， 피혜 법위의 팡엄휘， 나타난 피해 양상의 다양， 초기 대웅의 한계， 블안감과 대용인력의 소극척 

자세j 땅채인력의 오염 가놓성 퉁 
21) 재난및안전핀리기본업에 의거1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1 방사능땅재대책엉에 의거， 지역앙샤놓방재대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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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재는 방사능 재난 초기 대웅올 위해 가동되는 현장지휘센터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실효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는 센터가 설치되면 센터 내 여러 개 부서 중 하나로 참여하여 연락 및 정보 공 

유 기능을 수행토록 되어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재난이 발생할 경우 지방자치단 

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법적 권한 및 책임에 따라 자체적으로 영향평 

가， 주민보호 의사결정， 초기대웅 및 복구 수습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비상대웅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이중적 역할 상황에 직연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법과 현실적으로 관내에 중대한 재난이 발생하연 법에 규정한 

비상대책기구를 자체적으로 설치 가동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종합적으로 수행하 

는데 집중하며， 특히 방사능 누출과 같이 중대한 재난일 경우 비록 중앙부처 주 

관의 현장지휘센터가 설치된다고 하여도 자체 행정조직 중심으로 법적 권한 이 

행에 펼요한 조치를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방사능 누출 및 오염과 같은 

중대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이 현장지휘센터와 지역대책본부로 분산되고， 초기 현장대웅을 종합 지휘하는 센 

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실질적이지 못해 결과적으로 방사놓 방재활동 

전반의 부실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고 본다 

3. 조직과 인력 측면 

원전은 건설 방첨 이후 부지 선정 매입， 주민 설득과 동의 확보， 건설， 가통 

과정에 장기칸을 요하는데다 추진 및 가동 과정에서 다양한 행정 리스크가 따르 

고 가동 이후 안전의 확보， 원전에 대한 올바른 이해， 비상시에 대비한 안전관리 

체계의 구축， 방사능 방재대책 활통， 원전 주변지역 진흥을 위한 지원 퉁 실로 

다양한 사항틀이 고려되어야 하는 종합적 기술행정을 필요로 한다 

특히 정부는 향후 20년 동안 20여기 이상의 원전올 추가 건설하여 전체 발전 

량에 있어 원전이 차지하는 비율을 60% 정도까지 높이겠다는 전원 장기계획 아 

래 원전의 추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원전의 지속적이고 대규모적인 건 

설은 위에서 설명한 다양한 행정 리스크가 유발될 가능성이 다분하고 원전 안전 

에 관한 엽무 또한 가중되고 업무의 내용도 보다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원전 자체가 갖는 다양한 행정 리스크와 업무량 증가에다 비상시 땅사 

능 재난의 피해 심각성올 고려하여 구축한 범정부적인 원전 안전관리체계 둥으 

로 인해 원전관련 조직 및 인력의 필요는 근본적으로 일정한 규모를 유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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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없는 특정을 갖고 있다-

그럽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부산광역시와 기장군의 사례에서 보듯 원자력 관련 

부서가 기능과 중요성， 미래의 업무 수요에 비해 지나치게 축소 편제되어 있고 

전문 인력이 크게 미홉한 실정이다. 실제로 원전 4개가 위치해 있고 271가 건설 

중에 있으며 271 가 추가 건설예정이며， 향후 471를 추가하여 총 1271 를 건셜 운 

영할 고리 신고리 원전의 경우， 이를 관할하는 부산광역시와 기장군에서는 원전 

을 전담하는 계가 아닌 민방위비상대비엽무를 수행하는 계(정원 5-7명 선)에서 

1-2영의 직원이 원자력과 관련한 업무 전반을 전담 수행하고 있다는 현실은 원 

전과 관련한 리스크의 규모， 관련 업무량， 피해의 성각성과 안전관리의 중요성 

퉁의 측면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미미한 수준이다‘ 현행과 같은 수준이 지 

속될 경우 평시 원자력 기술행정은 물론 비상시 방사능 방재활동의 전반적 부실 

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원자력과 관련한 안전， 방사능 방재， 환경 감시 둥과 같은 업무는 매우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부산광역시와 기장군에서 이들 업무 

를 담당하는 인력 (6-7급， 각각 1-2명)들은 원자력 분야 전공자가 없는 풍 전문 

성 측면에서도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인력 규모의 취약성과 전문성 부족은 광범 

위한 업무에 대한 주마간산격의 업무 수행과 관리 부재로 이어질 소지가 다분하 

다는 점에서 국가차원의 원자력 산엽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고 본다 

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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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원자력 기술행정체제의 보완·개선 방안 

제2절에서는 원자력시설을 관할구역에 두고 있는 국내 · 외 지방자치단체의 

원자력 안전， 방사농 방재， 환경 감시， 방사능 분야관련 기술행정체제를 살펴 

보고，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기술행정체제의 핵심 요소인 

기능， 역할， 조직과 인력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절에서는 제2절에서 살며 본 문제점별로 보완 개선 방안올 알아보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부산광역시와 기장군 원자력 기술행정체 

제의 개편방안에 관해 조직적 측연에서 중점 검토하였다 

L 문제점별 보완·개선 방향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보호를 위한 원자력 안전 운영과 관련한 주요 문제점과 

이에 대한 보완 개선 방안을 검토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산광역시와 기장군의 원자력 안전， 방사능 방재， 환경 감시 분야의 기 

능이 제도적으로 불비 또는 미홉한 상태인 문제와 관련하여 ， 지역주민의 건강과 

안전， 각종 재난에 대한 광범위한 책임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현행과 

같은 원자력재난 발생 이후는 물론이거니와， 발생 이전에 행해지는 예방 차원의 

원자력 안전관리 과정에 참여하여， 확인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22)를 마련，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환경 감시의 결과로서 취해지는 행정적 보전 조치의 주체인 지방자치단 

체는 적어도 민간환경감시기구를 포함하거나 별도의 적정한 자체 환경감시기능 

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자치단체의 환경감시기구가 별도로 구축될 경우 민간 

으로 구성된 민간환경감시기구와는 공동 감시 및 정보 공유 둥의 제도적 연계를 

견고히 하연서 민 관 상호 보완 속에 이루어지는 협력체계23)가 필요하다. 

셋째， 방사능 누출 퉁 중대사고 발생시 설치 가동되는 현장지휘센터와 관련하 

여， 아무리 망사능 재난의 심각성과 법정부 차원의 대용플 중시하여 현장지휘센 

터의 주관올 중앙부처가 맡는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현장지휘샌터의 가동과 관련 

하여 지역 현장과 밀집하고 지역 내 피해 복구 및 수습에 광범위한 책임올 갖고 

22) 얼온 후꾸이현용 현갱 내얘 ‘후꾸이현 윈자력 환경감시생터톨 셜치하는 한연， 앤자혁사업자측과 j원자력발전소 주변환 
정의 안션확보 용에 판한 협갱셔1톨 체철하고 왼"f혁합건소 훈션 과갱외 션반객인 혹갱파 강시， 안션판련 사션 양해， 
이상사실의 통보 조사의 생시1 쩍절한 조치의 요구 흥외 권한용 보유 

23) 힐용 후꾸이현의 경우 현청 내에 ‘후"i'이현 앤자력tf정강시생터’톨 성쳐， 환경감시와 필요한 환경보전 조치외 연구흩 
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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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를 이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충분히 반영된 내실 있는 현장 

지휘체제가 구조적으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장지휘센터와 지방자치단 

체 자체의 비상대책기구가 이중으로 분리 가동됨으로써 상호 간에 간극과 부조 

화를 낳는 현상이 없도록 현장대웅 기능의 통합 및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역 

할 수행이 반영된 현장지휘센터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유사시 현장 

지휘센터와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비상대책기구가 공간적 · 권한적으로 통합， 가동 

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현장지휘센터의 부책임자 또는 실무 책임자24)가 

되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조 하에 초기 현장대웅 

및 사후 조치가 종합적으로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넷째， 오늘날 부산광역시와 기장군의 사례에서 보듯 원자력 관련 부서가 기능 

과 중요성， 미래의 엽무 수요에 비해 지나치게 축소 면제되어 있고 전문 인력이 

크게 미흡한 실정인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의 원자력 관련 기술행정 업무 소요와 

리스크， 장차의 리스크와 업무 소요를 고려할 때 부산광역시와 기장군의 관련부 

서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수준25)으로 확대 개편하고 원자력 기술행정 능 

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고정 배치하여야 할 것이다 

2. 부산광역시 ·기장군 원자력 기술행정체제의 개편방안 

본장 제2절에서 살펴본 부산광역시와 기장군의 원자력 기술행정체제 문제점 

틀을 상기와 같이 보완-개선하고 점차 증대되어 가는 업무와 리스크를 효율적으 

로 수행·관리해 나가기 위해서는 원자력 기술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조직체제의 합리적 개편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고 보고， 다음과 같 

은 방안을 겸토하였다 

- 원자력 기술행정을 위한 ‘전딩부서’ 설립 (제 1안)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으로 ‘공단’ 설립 (제2안) 

부산광역시 산하 재단법인으로 ‘센터 ’ 설립 (제 3안) 

중앙부처(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협의회’ 설립 (제4안) 

24) 지방자치단체장온 관내에서 중대한 재난이 방생할 경우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장/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판내 
의 제 유관기판과 합동으로 대책기구흩 구성하고 이돌용 총팔 및 조갱하는 기놓융 수행하는데다1 지역 현장지휘센터에 
창여하는 제 기판을도 대부분 퉁 대책기구에 이중으로 참여하는 갱용 강안， 지방자치단체장이 동 지휘생터의 실철척인 

실무책임용 경하도복 하는 것잉 

25) 일본 후꾸이현온 ‘원자력안전대책파1흩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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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자력 전당부서 ’ 설 립 (1안) 

부산광역시 행정조직 체계 안에 원자력 기술행정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원자 

력 안전， 방사능 방재， 환경 감시， 원전지역 진흥 동의 원자력 기술행정 전반을 

총괄 수행토록 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현행과 비교할 때 현재 l개 ‘계’ 수준의 

부산광역시와 기장군의 전담부서를 최소한 1개 ‘과’ 규모로 확대하는 내용이다(그 

림 5 참조) 

그립 5. 부산광역시 행정조직체계내 원자력 기술행정 천당부서(안) 

다도끓굽l f 왼전지역 개발 진흥 종합조정 
|방재대책례|방사능 방재대책 종합조정 

닿천괜휩냄간력 안전관리 종합조정 

1환원시센띄[펀턴한조산멸굿， 부린 

이 방안은 원자력 기술행정과 관련한 현행 업무는 물론 장차 중대될 엽무 소 

요와 리스크까지도 반영하여， 부산광역시장 밑에 원자력 기술행정을 비롯하여 재 

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국’ 단위 부서를 설치한 후， 동 ‘국’ 내에 1 개 

‘과’ 규모의 원자력 관련 전담부서(가칭 ‘원자력안전대책과’)를 두는 방안이다 이 

전담부서 내에는 원전지역 개발 및 진홍 업무를 전담하는 ‘지역개발팀’， 방사능 

방재대책을 종합 조정하는 ‘망사능방재대책팀’， 원자력 안전관리와 환경감시엽무 

를 전담하는 ‘원자력안전관리팀’ 및 ‘환경방사선감시센터’ 둥 3팀 1센터를 둔다 

기장군의 경우도 유사한 직제로 부산광역시와 연계한다 

이 전담부서는 평상시에는 원자력 기술행정의 4개 분야 업무를 부산광역시와 

기장군 차원에서 각각 종합조정 및 총팔 수행하고， 방사능 누출 동의 중대 재난 

발생 시에는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실질적으로 구성 

운영하는 동시에， 기장군 관할 행정구역내의 현지에 설치되는 현장지휘센터와 연 

계된 기능을 전담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방안에는 다음과 같은 장점과 단정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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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으로는 

(1) 기존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되， 조직의 규모와 격을 확대 상협F는 것으로 기존 업 

무체계의 혼선이나 정비 없이 연속성 있는 조직 개편올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개편은 법 개정이나 중앙부처 숭인 없이 부산광역시에 부여된 공무원 총 정원 범 

위 내에서 부산광역시장의 권한과 의지로 가능한 일이므로 신속한 개편작업이 가 

능하다. 

(2) 기존 조직의 확대와 전담부서 위상 강화로 현재 수행중이거내 장차 수행할 업무 

들이 그간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보다 심충적으로 확장할 수 있으며， 관계기 

관 및 시민단체， 지역사회와의 협력적인 거버넌스의 구성과 주민보호를 위한 원자 

력 안전관리도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다 

(3) 원자력 기술행정 전담부서가 그림 4에서와 같이 유관되는 부서로 구성되는 ‘국’ 산 

하에 설치됨에 따라 광역시 산하 재난 및 안전관리， 환경관리 둥 관계부서 간 긴 

밀한 협조가 가능하고， 특히 ‘과’ 단위로 확대됨에 따라 유사시 확장 가동되는 비 

상대웅 시스템26)에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게 된다 

한편， 이 방안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장애와 단점이 우려된다 

(1) 지방자치단체의 한정된 인력 및 예산 체제에서 특정분야만을 전담하는 조직을 설 

립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산적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언제나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게 오늘날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인 상황에서， 특정 업무만을 담당하는 ‘과’ 

단위의 부서를 만들려 하면 전체적으로 정원과 부서를 재배치해야 하고 이 과정에 

서 내부적으로 논란과 반발이 야기되어 자칫 어정쩡한 타협의 산불이 되거나 중단 

되는 경우를 상고해 볼 수 있디 

(2) 다양한 기관， 지역사회， 주민， 시민단체 둥이 관련되는 복합적인 엽무 분야인 원자 

력 기술행정이 광역시 전담부서에 의해 총괄 및 조정될 경우， 자칫 오늘날의 추세 

인 민 관 거버넌스 주체 간의 상호 협력적 거버넌스 구성과 운영이 관 중심으로 

흐르거나， 민·관간 연계와 협력에 소홀함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3)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루어 져야 하는 원자력 기술행정 업무가 단일 

행정부서에 의해 전담 수행될 경우 행점 공무원들의 낮은 전운성， 잦은 인사로 전 

문성을 갖춘 행정， 지속적이고 일관된 업무 수행을 저해할 소지도 있다 

(4) 부산광역시에 설치된 ‘과’ 단위 전담부서가 기장군에 대해 지나친 지시 또는 간여 

형태의 행정을 펼칠 경우， 현장을 관할하는 기장군의 의견과 여건이 제대로 반영 

26) 방사능 누출 풍 중대 재난이 발생하연 부산팡역시에는 방사능방재대책본부/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풍되고， 기장군애는 
현장지휘샌터/기장군 방사능방재대책본부(기장군 채난안천대책본부)가 가동되는 퉁 비상체제로 툴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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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못하거나 탁상행정에 흐를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 방안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려연 다옴파 같은 사항들에 대한 이해와 동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 부산광역시 내부에서 원자력 기술행정의 중요성과 업무 소요 중대에 대한 폭넓은 

공갑대가 형성되고， 이를 바탕으로 원자력 안전을 비롯한 원자력 기술행정 엽무와 

재난 및 안전관리， 일반 산업환경관리 둥과 같은 유사 엽무가 단일 ‘국’ 내에 병렬 

배치되는， 소위 부산광역시 산하 재난 분야의 상호 협력적 거버넌스 구조에 대한 

이해와 동의가 확보되어야 한다 

(2) 행정 공무원 위주의 인력 편성， 수시로 발생하는 직원 인사와 교체는 직원들의 낮 

은 전문성， 업무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기능성이 높으므로 가능한 원자력 전문인력 

의 지속적인 확보와 함께 전문가， 시민단체 및 지역사회 둥과 기술 자문 또는 전 

문성 지원 기구를 공동으로 설립， 전문성을 보완하고 민 관 협력직 거버넌스 구조 

를 운영해 나가야 한다 

(3) 부산광역시 전담부서와 함께 기장군의 부서도 동격의 ‘과’로 설치하고 상호 간에 

합리적인 업무 분장과 유기적 협력 구조를 구축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 

도록하여야 한다 

나. ‘원자력안전관리공단’ 설 립 (2안) 

부산광역시 산하에 가칭 ‘원자력안전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원자력 안전， 방사놓 방재， 

환경감시， 원전지역 진흥 동의 원자력 기술행정 업무룹 수행토록 하는 망안이다 이 방안 

은 부산광역시와 기장군의 해당 기술행정체제와는 멸도의 법인화된 행정기관인 ‘공단"ZI) 

올 설립하는 내용이디 

이 빙싼은 원자력 기술행정과 관련한 현행 업무는 물론 장차의 업무 및 리스크까지도 

반영하여， 부산광역시 산하에 별도의 독립된 법인체인 ‘공단’을 설치하여 부산광역시와 

기장군이 수행하는 원자력 기술행정 전반을 수행토록 한다， 

이러한 방안에는 아래와 같은 장점과 단점이 있을 수 있다 

장점으로는 

(l) 부산광역시와 기증L군으로 나누어 수행되는 원자력 기술행정 업무 전반을 공단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27) 公1Il(용단)용 국7)(충앙행갱기판 빛 지방자치단체 퉁)가 경계 및 사회 갱책 상외 핑요톨 충쪽시키기 위하여 전액 출자 
에 의해 성럽딩 특립 엄인기업으로서， 생격용 국가의 뺑갱기판이연셔도 앵인화왼 앵갱 기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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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된 법인체로서 인력의 채용이 신축적일 수 있어 필요한 전문 인력을 원활하게 

채용할 수 있고 전문성을 확보하기가 용이하다 

(3) 공무원 조직과는 다른 법인체의 특성상 환경단체， 지역사회， 전문가 퉁과의 연계활 

동이 보다 원활할수 있다 

단점으로는 

(1) 공단이 직접적으로 법규와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원자력 

기술행정 업무가 공단과 행정기관(교육과학기술부， 부산광역시， 기장군)간 협의를 

거쳐 집행됨으로써， 신속하고 원활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 

(2) 부산광역시와 기장군에 원자력 기술행정 업무를 전답하는 부서가 있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별도 법인이 설립됨에 따라 원자력 기술행정체제의 중첩성-복잡성이 가 

중될 수 있어， 업무의 일관성 유지와 거버년스 주체 간 협력 및 의견 조율에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 

(3) 공단 이사장 퉁 간부 선임을 둘러싸고 지역간， 기관간 이견이 발생 활 가능성이 

있고， 이럴 경우 자칫 갈퉁으로 이어져 중대한 현안이나 이슈의 대처에도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방안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공단이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려면，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방 및 군 경 풍의 지역 행정기관， 환경단체， 지역사회， 주민 

동 원자력 기술행정 분야의 관계집단 간에 공단 설립에 관한 의견이 조율되고 실 

효적 운영을 위한 합리적 방안이 마련되어 상호 긴밀한 협력과 지원이 있어야 하 

고， 조정과 조율의 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28) 

(2) 공단괴 부산광역시， 기장군 간에 공단 업무의 효율적 수행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공 

단 업무 범위와 역할에 대한 분명한 분장과 신속하고 실질적인 협의 시스템이 필 

요하다 

이러한 점이 부족할 경우 공단 업무의 실효성， 책임， 업무 중복 문제 동의 논 

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28) 예 강왼도 지역 탄팡의 예팡으로 정제척， 사회객 위기에 처한 강왼도 탄왕지역(태액， 갱션1 흥해 동)융 지앤하기 위 
해 성립한 강원핸드(카지노， 스키장， 리조트 동)의 항리객효융객 운영과 수빼 배용융 위한 갱부{껴식경제부)/강윈도J태 
액 갱션1 통해 풍 인근 지방자치단체 간의 함의와 조융 시스댐 구축 및 실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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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자력안전젠터’ 껄립 (3안) 

부산광역시 산하에 재단법인인 가칭 ‘원자력안전센터’를 셀립하여 원자력 안전， 방사 

능 방재， 환경감시， 원전지역 진흥 퉁의 원자력 기술행정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방안으 

로， 부산광역시와 기"'J-군의 해당 기술행정체제와는 별도로 현재 확보·운영 중인 재원29) 

올 모태로 재단법인격을 가진 ‘재단’30)을 설립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부산광역시와 기장군이 수행하는 원자력 기술행정과 관련한 현행 업무 중 

재단법인의 성격에 적합한 업무를 중심으로 일정한 재원에 의거하여 법인체인 ‘재단’올 

설치하여 수행토록 한다. 

이러한 방안에는 아래와 같은 장점과 단점이 있을 수 있다 

장점으로는 

(1) 법에 의해 제도적으로 확보되는 재원이 있음에 따라 원자력 기술행정 업무 중 재 

원을 요하는 업무에 대한 신속하고 안정적인 수행이 용이하다 

(2) 확보한 재원을 바탕으로 관련단체에 대한 제반 지원31)이 가능함에 따라 시민단체， 

주민， 환경단체 퉁 민간 거버넌스 주체들과의 연계 및 협력이 수월할 수 었다. 

(3) 재원 확보가 용이하고 운용에 지융성이 있으며 행정기관과 달리 인력 채용의 신축 

성이 있음에 따라 전문성 있는 인력의 신속한 채용과 양성， 관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 방안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와 우려가 있다 

(1) 재단법인의 성격 및 한계 상 다양한 원자력 기술행정 업무 중에서 행정적 조치를 

요하는 다수 업무플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데다J2) . 재원을 활용한 업무도 행 

정기관과의 협의가 펼요한 사항이어 궁극적으로 원자력 기술행정체제의 중복성·복 

잠성을 가중시킬 소지가 있다 

(2) 법정 재원을 기반으로 설립운영되고 지역개발 사업을 전개함에 따라 시l원이 없는 

여타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로 추진 과정에서 저항과 논란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 방안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재단이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려연， 

(l) 정치적， 사회적으로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법정 재원을 활용한 재 

단법인의 설립과 λ}업 실행에 대한 공감대와 수용이 확보되어야 한다 

29) ‘천기사업엉1 져48조얘 따용 전력산업기반기금 

30) ’1Il1ll(찌단)‘용 일정한 목객에 사용외도륙 •• 쳐진 재산에 대빼 엉인격융 부여항 때 셜립되는 엉인으로서， 재산이 있는 
한 영구혀 존속힐 수 있으며， 학슐총교자선 기타 비영리 사업융 육객으로 하는 것안이 인갱외는 특갱이 있융 

3D 예 ‘ 강시장비 구입， 모니터링 및 용석， 교육 및 훈련 퉁의 예산을 지원 

32) 판내에 왼자혁 발전소 15기가 생치가풍 충인 일본 후푸이현외 갱우 (재단법인) 윈자력생터훌 성링 운영하고 있으나， 
주로홍보업무훌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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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기관과 재단간에 재원의 사용 및 사업 실행， 재단의 업무 범위와 상호 간 역 

할 둥에 관한 명확한 분장과 효율적인 협조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업무의 일부가 성격 상 제약이 있는 재단으로 이전 

되어 실효적으로 수행되지 못하거나， 지방자치단체와 재단 간에 업무의 합리적 

업무 분장 및 협조가 불비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원자력 기술행정체제의 비효율 

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라 ‘원자력안전대책협의회 ’ 셜 립 (4안) 

원자력 기술행정 업무를 주관하는 중앙부처인 행정안전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 산 

하에 둥록 사단법인으로 가칭 ‘원자력안전대책협의회’를 설럽하는 방안이다 이는 전국의 

원전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원자력 기술행정체제와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이 추천하는 개인과 단체들을 중심으로 전국적 벙위의 ‘협의체’ 방식으로 사단법 

인33)을 설립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부산광역시와 기장군을 비롯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원자력 기술 

행정과 관련한 현행 업무 중 민 관의 연계와 협력， 협의와 조율， 주민의 보호와 자율적 

실천， 공동 실행 둥이 필요한 업무(표 7 참조)를 중심으로 법인체인 ‘사단’ 성격의 ‘협의 

회’영)를 설치하여 수행토록 한다 

표 7. 가칭 ‘원자력안전대책협의회’의 업무(안) 

• 원자력 안전， 방사능 방재， 환경 감시， 지역 발전의 조화를 위한 정책 개 

발 및 혐의‘결정 

• 원자력 안전둥과 관련된 기존 제도의 개선책 강구 

• 원선지역 주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자체 및 지역 주민의 자율적인 실 

천 방안마련 

• 방사능방재교육 및 훈련 실시관련 개선방안 모색 도출 

• 제도권내 평시 비상시 환경방사선 감시， 분석， 평가 기능의 운영 

• 원자력 방사선에 대한 주민의식 계도 및 주민홍보 방안 개선올 통한 원 

자력 안전문화 확산 

33) illllIl'Á(사안엉인)온 일갱한 옥객파 초칙 ßl에 결함왼 사랍의 단체애 대해 엉인격이 부여원 것으료서， 단체의사에 의 
해 자율척으호 활동이 가능 

34) ‘협의회’는 사전척으로 여러 사랑이 모여 서로 의논하기 위해 여는 모잉’으로， 주로 특갱 사업에 판련되는 여러 사항 
융 창여시쳐 그틀의 토의와 협의에 기초하여 사업하는 단셰흩 맡하며1 그 예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수도권상수원 
보호협의회‘긍강권앵유역꽁풍발전협의회’ 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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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시 원자력 안전 관련 국내·외 협력 및 대웅 기능 강화 

• 비상시 대비 중앙·지역 및 민 관 군이 상호 연계된 주민보호 기능 공동 

수행 및 지역 주민의 자주적 참여 방안 모색 둥 

• 원전 주변지역 진흥올 위한 발전방안 강구 

이러한 ‘협의체’는 그림 6과 같이 중앙기구를 두고， 고리/신고리， 월성， 울진， 영광 퉁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4개 권역에 권역별 협의회와 사무국을 설치하는 한편， 권역별 사무 

국에는 원자력 안전， 망사능 망재， 환경 감시， 지역 진흥 부서를 두어 표 7의 업무를 협 

의제로 수행하는 내용이다 

그림 6. 가칭 ‘원자력안전대책협의회 ’의 조직(안) 

원자력안전대쩍협의회 

지방자치단체 대표자 회의 지역원자역안전대책전문위원회 

실무위원회 

고=二 

편
-懶-웰
 

부산경남울산지부 

사무국 사무국 

H지역개발 진홍 | 
니방사능방재대책 

니 원자력안전관리 | 
l I 환경감시센터 l 

지역개발 진홍 

방사능망재대책 

원자력안전관리 

| 환경감시센터 | 

방사능방재대책 

왼자력안전관리 

오늘날 재난관리에 있어 관련되는 기관간， 민 관간 상호 협력의 거버넌스 체제 구축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공동체의 안전과 시민 개개인의 삶의 질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 

는 원자력 분야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가동에 다양하고 수많은 집단이 관련되고， 원자력 

안전과 방사능 방재， 환경감시， 지역 진흥 등에 이들의 연계와 협력이 중요한 점을 감안 

할 때 이들이 참여하여 결성하는 협의체 성격의 기구는 운용의 질적인 수준을 떠나 설립 

그 자체만으로도 원자력 기술행정체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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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방안에는 아래와 같은 장점과 단점이 있을 수 있다. 먼저， 장점으로는 

(1) 원자력 기술행정과 관련된 모든 지방자치단체， 관련되는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참 

여 하에 원자력 기술행정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행정안전부 또는 교육과학기술 

부)의 산하 사단법인으로 동록 활동하게 펌으로써， 원자력 기술행정에 관한 업무틀 

이 협력적 거버넌스 구조 하에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한 실효성 제고가 가능하다 

(2) 원자력에 관한 제반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가 확대되고， 

유사시 방사능재난의 공조대용 기반을 사전에 구축함으로써 피해의 최소화를 도모 

할수있다 

그러나 이 방안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와 우려가 있다 

(1) 참여하고 관련되는 집단이 다양하고 많음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와 의견이 시스 

템에 의거하여， 적절히 조율 조정되지 못할 경우 오히려 새로운 갈둥과 장애의 발 

생이 야기될 수 있다 

(2)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하고 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각기 사정이 다르고 

사안별 의견이 디를 수 있어， 특정 사안에 관한 표준화가 안되거나 상호 간에 협 

조가 미홉하여 협의회 차원의 실효적 업무 추진이 안 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 방안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설립 후 원활한 업무수행이 기능하게 하려면， 

(1) 중앙정부 차원의 볍적 장치를 통해 조직의 법적 근거와 권위를 확보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운영 및 정부(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협의 구조35)를 구축하여 

안정적 운영 여건을 마련해 중으로써， 갈동과 불협화음 동의 리스크 요인을 최소 

화할수있다 

(2) 관련되는 지방자치단체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의 제정을 

통해 통 협의회가 실효적으로 엽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사무국이 설 

치됨에 따라 이들 부서가 정상적으로 운영휠 수 있도록 사무공간의 마련36) 이 요 

구된다 

35) 연계 협의 구조의 얘호 갱책협의회와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원자력 주우국갱이， 권역별 협의회(사무국)와는 해당 지방자 
치단체의 원자력 주우파장이 협의 창구가 되어 관계흩 유지 

36) 사무공간온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역별 왼자력방재생터 내에 마련되는 것이 바랍직， 이는 유사시 동 협의회의 신속한 초 
기 대웅 참여와 현장지휘샘터와 동 협의회간 연계 및 협력이 충요하기 때운 

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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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적의 개선방안 도출 결과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본 4개의 원자력 기술행정체제의 조직 개편방안은 부산 

광역시와 기장군의 현자력 기술행정 업무(원자력 안전， 방사능 방재， 환경감시， 

원전지역 진흥 분야) 수행의 문제점 분석과 통 문제점의 보완 개선을 위한 방안 

의 일환으로 검토， 제시된 것이다‘ 각 방안마다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는 이들 

방안 중에서 최적의 방안올 검토해 보았다 

먼저 선정에 앞서 검토의 기준으로서 CD 제반 원자력 기술행정 업무의 통합적 
수행 여부，(2) 원자력 기술행정과 관련되는 각종 집단 및 공중들과의 연계 협 력 

의 용이 여부，@ 중대한 방사능 재난에 대한 실효적 대용 여부，<iD 방안의 신속 

한 추진 가능 여부 둥 4가지를 설정하였다(표 8 참조) 이들 검토 기준에 대한 

사유는 각각 다음과 같다 

(1) 제반 원자력 기술행정 업무의 통합적 수행 여부는 4대 분야의 원자력 기술행정 업 

무가 상호 간에 연계되어 있어 부서를 달리하여 분산 수행되거나 연계성이 미홉할 

경우 실효적 업무 수행이 곤란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2) 원자력 기술행정과 관련되는 각종 집단 및 공중들과의 연계·협력의 용이 여부는 

원자력 건설 방침의 천명에서 최종 건설 완료 및 가동， 실제 발전에 이르기 까지 

무수한 세월과 많은 집단이 관련되는 업무인 원자력 기술행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 

어 원활한 추진과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각종 집단 및 공중들과의 긴밀한 연계 협 

력이 핵심적인 요소라고 보기 때문이다 

(3) 중대한 망사능 재난에 대한 실효적 대웅 여부는 대웅 주체가 방사능 재난이 발생 

하였을 경우 신속하게 중앙의 대응체계와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의 유관기관 

및 단체 둥과 혐력 하에 제반 자원을 신속히 동원하여 대처하고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사전에 구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4) 방안의 신속한 추진 가능 여부는 앞서의 3가지 내용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부차적 

인 것이긴 하나， 적절한 망안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다연 더욱 바람직 할 것이 

란 정에서 검토의 기준으로 삼았다 

표 8의 검토 기준을 적용하여 살펴 본 결과 4가지 조직 개편방안 중 검토 기 

준에 가장 부합되는 방안으로 나타난 방안은 부산광역시 내 기존 전담부서(부산 

광역시 및 기장군 각각 1 개계， 1-2명의 전담요원)를 ‘과’ 단위의 부서로 확대 설 

치하는 방안과 중앙부처(행정안전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에 사단법인 형태 

의 ‘협의체’를 설립하는 방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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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원자력 기술행정체제의 조직개편 방안별 검토 현황 

구 분 전담뷔획대 량난설립 재단법인설립 협의회설립 

업무의 통합적 수행 。 。 A 。

각종 집단 및 공중들과의 
A A A 。

연계 -협력 

방사능재난에 대한 
。 A x A 

실효적 대웅 

방안의 신속한 추진 。 A x & 

검토 결과 순위 1 3 4 2 

4. 원자력 전담부서의 기능(안) 

원자력법에 의거 원자력발전소의 안전 확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은 중앙부처 

(교육과학기술부)에게 있지만， 원자력시설을 관할구역에 두고 있는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원자력발전소 운영시 고장 사고로 인한 지역 주민의 불안 해소， 

주민의 건강과 안전 보호 및 주변 환경의 보전 풍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력발전 

소 주변 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한 협약을 원자력사업자와 체결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한 안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내에 원자력 전담부서를 구 

성하고 원자력 관련 기술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전담부서 

원자력 전담부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원자력 안전， 방사능 방재， 환경 감시， 지 

역 진홍 둥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며， 각 분야별 세부업무는 아래와 

같다‘ 

1) 원자력 안전 

원자력 안전을 담당하는 부서는 원자력관련 행정업무를 종합 조정할 책임과 

권한을 가지며， 원자력발전소의 안전대책， 환경망사선감시， 원자력 방사능에 관한 

주민 홍보 업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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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자력 안전 대책 

원자력발전소의 안전대책과 관련하여 원자력 안전 담당부서는 원자력사업자와 

안전관련 협약을 체결하여 원자력 안전 운영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평시 안전 운 

전관련정보 수집， 비정상 또는 고장 사고 발생시 정보 수집， 현장 조사 및 적절 

한 조치의 요구 퉁의 업무를 수행한다 

- 원자력발전소 부지내의 신규 중설 또는 중요 시설의 변경 및 보수 운영 사 

항 확인 

새핵연료， 사용후핵연료， 방사성폐기물 동의 수송 사항 확인 

- 환경방사선(능) 측정 및 온배수 조사 사항 확인 

- 원자력발전소 부지내 시설 둥에서 비정상 또는 고장 사고 발생시 대웅 사항 

확인 

+ 원자로 안전 및 안전관련계통의 공학적 안전설비의 작동 

+ 방사성물질 또는 방사능 오염물이 환경으로의 누성 

+ 계획되지 않은 원자로 정지， 발전 정지 또는 출력 변동 

+ 원자력발전소 부지내의 화재 발생 

+ 핵물질 및 방사성물질의 수송중 사건 발생 

+ 방사선작업종사자， 직원 또는 일반인의 피폭선량당량 한도 초월 

+ 원자력발전소 둥에서 방사선 장해자 발생 

+ 방사성동위원소의 도난 또는 소재불명 발생 

+ 원자력발전소 주변 환경에 이상 발생 

+ 기타 관계법령에 의거 국가에 보고하는 사항 

원자력 안전 담당부서는 원자력발전소의 주변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도모하고 

환경 보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할 경우 원자력사업자에게 발전소의 보수 운 

영관련 자료， 비정상 또는 고장 사고 관련자료 퉁올 요청하여 이를 검토하고 현 

장 조사를 실시토록 한다 원자력 안전 담당부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적용될 

경우 국가(교육과학기술부)에게 원자력시설 동의 사용 제한 또는 정지， 시설 및 

운영 방법의 개선， 기타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청토록 한다 

현장 조사의 결과， 주변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별한 조치를 강 

구할 펼요가 있다고 확인 되었을 때 

- 방사성물질의 방출 우려가 있을 경우， 주변 환경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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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특별한 조치를 강구할 펼요가 있다고 확인 되었올 때 

또한 명시 원자력발전소의 운전 및 보수 유지관리 사항， 환경방사선에 관한 사 

항， 예기치 못한 사건 발생에 관한 사항， 원자력시설의 노화 또는 수명연장에 따 

르는 중요한 시설의 설치， 개조에 관한 사항， 내진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동 

에 대한 기술적인 평가-검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원자력안전 행정업무를 지 

원하는 ‘지역 원자력안전대책 전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한다‘ 위원회는 기계， 

전자재료， 식물， 생화학， 방사선의료， 원자력， 환경 방사능， 내진공학 둥의 전문가 

(10 여명)로 구성토록 한다. ‘지역 원자력안전대책 전문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 

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 원자력 안전대책 및 방사능 방재대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 원자력 안전대책 및 방사능 방재대책 수럽에 필요한 천문가의 의견 청취 

- 주민에게 원자력에 대한 정확한 지식의 보급과 계도를 위한 정보 조사 검토 

- 市 ‘원자력안전대책’ 및 ‘원자력방재계획’ 동의 심의 

- 기타 원자력 안전 및 방재에 필요한 업무 조정 

나) 환경방사선감시센터 운영 

(l) 명상시 

- 주변 주민의 피폭선량 추정파 명가 

+ 공긴방사선량율 및 공기중 부유물내 망사능 농도의 연속 감시 

+ 공간방사선량률 측정 및 대기중의 비퉁， 강하물의 방사능 분석 

- 환경내 방사성물질의 축적 상황 파악 

ι 수돗물， 하천물， 토양， 식물， 농작물 퉁 육상 시료의 방사능 분석 

+ 바닷물， 해초， 해산물 둥 해양 시료의 방사능 분석 

- 예기치 않는 방사성물질 l앙출시 주변 환경영향평가 

(2) 비상시 

- 환경망사선 감시 및 환경방사능 분석 

- 보호조치 의사결정(위험의 범위， 크기와 기간)을 위한 환경자료 제공 

현장대용요원 피폭관리 

- 지역， 장비， 차량 퉁 오염관리 및 확산 방지， 제염 및 복구조치 효융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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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민 홍보 

원자력 안전 담당부서는 원자력발전소에서 건설·운영상에 비정상 또는 고장， 

사고 발생시 안전협정에 근거하여 원자력사업자로부터 보고 받은 정보를 활용하 

여 언론보도기관에게 보도 자료를 제공하고 주민 및 기자들에게 사건현황과 대 

웅상황을 설명토록 한다 또한 환경방사선감시센터가 수집한 방사선량 및 기상자 

료 결과를 인터넷 풍을 통해 주민에게 이해하기 쉽게 공개한다 

원자력 안전 당당부서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나 원자력 방사선에 관한 올바 

른 지식올 보급하기 위해 홍보물 동을 정기적으로 제작하여 전시장， 학교， 마을 

회관 둥에 배포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설명회나 심포지염을 개최하여 

원자력의 중요한 과제에 대해 설명하거나 의견을 청취한다 

2) 방사능 방재 

가) 방사능 빵재대책 

방사능 방재대책 담당부서는 평시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비상시의 임 

무는 ‘지역안전관리계획’의 ‘원자력안전분야’를 따른다-

- 지역 원자력 안전 및 방재대책 강구 

‘지역안전관리계획’과 연계된 원자력방재계획 및 이행절차 수립 

- 방재요원 소집 비상연락망 구축， 현장 배치 및 이동 수단 강구 

비상대웅시설， 설비， 장비의 구축 및 유지관리 

~ 비상시 지역 환경방사선감시 운영체제 구축 

- 비상시 지역 방사선비상진료 운영체제 구축 

주기적인 원자력 방사능 방재교육 및 훈련 실시에 의한 지역 방재요원의 대 

웅능력 향상 도모 

- 지역 주민 학생의 원자력 방사능 이해 증진 도모 및 홍보 방안 개선 

고리‘신고리 원자력본부， 고리원자력방재센터 퉁 관계기관과의 주기적인 방 

재대책 협조지원체제 강구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 진흥 개발시 원자력 방재대책과 연계 방안 강구 

- 중앙부처와 연계하여 지역 원자력 안전 및 방사능 방재대책 개선을 위한 연 

구 개발 협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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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방사능채난관리 협조지원채채 구축·운영 

방재대책 담당부서는 고리 신고리 원자력본부， 고리원자력방재샌터 ， 

那 區， 지방경찰， 소방본부， 의료기관 둥 지역 관계기관과 협조 지원체제를 

방사능방재대책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긴급시의 역할분담 설정 및 

방사능 

관계 

구축하여 

상호 전문가 연락관 파견 퉁 지역 원자력재난관리체제를 구축 운영한다. 

(1) 고리 신고리 원자력본부와 업무 협의 

- 원자력재난 발생시 원전내 사고 확대 방지 및 복구 업무와 관련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지원하여야 하는 방재엽무 계획에 관한 협의 

지역 

지역원자력방재계획의 적절성을 유지하기 위해 

계획과의 연계성 협의 및 상호 보완 

고리 • 신고리원전 방재업무 

긴급시 방재요원에게 신속한 통지와 소집을 위해 

상호 통지 

긴급시 시의 적절한 대웅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퉁을 상호 공유하여 활용토록 통지 

- 매년 차기년도 방사능방재대책 업무계획 협의 조정 

(2) 원자력방재센터와 업무협의 

주요 방재요원의 현황을 

방사선 계측장비·물풍 

평시 원자력방재센터와 정기적인 업무 협조관련 협의를 한다 

지역 원자력방재대책 협의 

+ 지역 원자력방재계획의 개정 

+ 주민에 대한 홍보 방안 협의 

+ 원자력방재 훈련계획 의 수립 및 실시 

+ 긴급시 연락체계 및 주민에 대한 원자력방재 홍보 및 상황전파 

+ 긴급시 비상대응 개선방안 

+ 비상시 현장지휘센터에 연락관을 배치시켜 원전 사고 현황， 비상시 환경 

모니터링 정보， 의료 서비스 정보， 주민보호조치 

주민보호 의사결정 회의에 참여 방안 

+ 주민보호 의사결정에 

지 관리 방안 

필요한 각급 자료 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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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시 화상회의설비를 활용하여 주민보호조치 의사결정 및 원자력재난 

선언 퉁 긴급한 대웅활동 방안 협의 

+ 기타 원자력방재에 관한 사항 

- 원자력방재센터의 활용 방안 

+ 지역 방재요원에 대한 교육 

(3)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체제 유지 

- 지역 용급의료샌터와 협력하여 의료구호， 의약품 및 의료물품 공급 퉁 협의 

지역 방사선비상진료기관과 협력하여 방사선(능) 환자 치료대책 협의 

여) 지역 환경방사/선/능 감시기관과의 협력체제 유지 

- 환경보건연구원， 기상대， 지역방사능측정소 동과 협력하여 원자력재난시 방 

사선/능 탐사 방안 협의 

- 지역 군부대와 협력하여 원자력재난시 환경방사선 탐사 방안 협의 

(5) 지역 방송보도기관과의 협력체제 유지 

지역 TV, 라디오 방송기관과 협력하여 긴급시 재난방송 방안 협의 

- 인터넷 포탈운영회사， 인터넷 신문/방송기관과 협력하여 긴급시 재난방송에 

관해 협의 

3) 지 역 개 발-진흥 

지역 진홍 1 개발 담당부서는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항구적 복지의 실현과 

에너지 관련기술을 활용한 지역산업의 육성 및 특별지원사엽 등을 위한 진흥대 

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지 역사회 복지사업 및 육영사업 

- 사회기반 정비사업 

소득중대 및 공공시설 사업 

산업단지의 조성 및 기업 유치 둥 

냐 전담부서 담당분야별 고용 인 력 

각 담당 분야별 고용 인력은 전술한 고유 업무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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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행정 인력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원자력 안전 담당부서인 경우 원자력 

발전소 기수를 고려하여 현재 671 가 운영·건설중에 있으므로 안전대책， 주민홍보 

에 3-5명으로 구성하고， 방사능 방재 담당부서는 방재계획서 수행절차서 관리， 

비상대웅설비 장비관리， 방재교육 훈련에 3-4명， 그리고 지역 진흥 부서는 2-3 

영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랍직하다 또한 안전관리 담당부서내의 환경 감시센터는 

행정사무， 방사선감시， 방사농분석에 9-12명(그림 7) 이 요구된다‘ 다만， 환경감시 

센터는 고리 신고리 원전주변 행정구역 및 지리적 특성상 울산광역시와 연계하 

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방안올 강구하는 것이 권고된다 

그림 7. 환경방사션감시센터 구성도(안) 

센터장(1) 

사무국(1) 사무원(1) 

/ 환경감시원 (2) 
• 망사선감시실( 1) ι 
l • 、 정보관리원(1) 

/ 방사능분선원(3) 
앙사능운선실(1) ι 

、 앙사능관리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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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결 론 

본 연구는 원자력발전소 기술행정 전반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체제 보 

완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국외 지방자치단체의 원전 기술 

행정체제 현황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원전에 대한 효율적인 기 

술행정체제를 개선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분석 방법과 해외 방문조사를 통한 섬충연접기볍올 활용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측연에서 원자력 안전의 위험성과 원자력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태도， 원자력 인근지역 주민의 안전과 관련하여 원자력에 대한 

용호론과 반대론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원자력 인근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기 

술행정체제를 원자력 안전 행정， 방사능 방재， 환경감시， 원자력발전소 지역의 진 

흥을 중심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관정에서 부산광역시와 기장군의 원전 기술행정의 문제정올 살펴본 결 

과는 다음과 같다 

(1l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재난에 대한 지 역 주민의 건강과 안전올 도모하기 위한 책 

임을 갖고 있다 원전을 관할구역에 두고 있는 부산광역시와 기장군은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원자력 안전， 방사능 방재， 환경방사능 감시 분야의 기능 

이 제도적으로 불비 또는 미홉한 상태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발생할 확플은 매우 

회박하지만 발생할 수도 있는 망사능 재난에 대비하여 발생 이후는 물론이거니 

와 발생 이전에 준비해야 하는 예방 차원의 원자력 안전관리 과정에 참여토록 

하고， 휠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방사능 누출 둥 중대사고 발생시 설치 가동되는 현장지휘센터와 관련하여， 현재 

방사능 재난 초기대웅을 위해 가통되는 현장지휘센터와 관련한 지망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실효적이지 뭇한 문제점이 있다 아무리 방사능 재난의 심각성과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중시하여 현장지휘센터의 주관을 중앙부처가 맡는다고 하 

여도， 실제로 현장지휘센터의 가동과 관련하여 지역 현장과 밀접하고 지역 내 

피해 복구 및 수습에 광범위한 책임을 갖고 조치를 실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 

할과 기능이 충분히 반영된 내실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할 것이다 

(3) 부산광역시와 기장군의 원자력 관련 부서가 기능과 중요성， 미래의 업무 수요에 

비해 지나치게 축소 면제되어 있고， 전문 인력이 크게 미흉한 실정인 문제점이 

있다 현재의 원자력 관련 기술행정 업무 소요량과 리스크， 장차의 리스크와 업 

무 소요량을 고려할 때 부산광역시와 기장군의 관련부서는 적어도 비슷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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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를 갖고 있는 일본 후꾸이현과 유사한 규모의 ‘과’ 단위 부서로 확대 설치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정올 개선하고 부산광역시(기장군)가 효율적인 원자력 기술행정 업 

무를 수행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원자력 기술행정체제의 조직 개편방안에 

대해 CD지방자치단체의 ‘과’ 단위 전담부서로 확대 설립하는 방안，(2)부산광역시 

산하에 공공기관인 ‘공단’을 설립하는 방안，@부산광역시 산하에 ‘재단법인’을 설 

립하는 방안，@교육과학기술부 산하에 사단법인인 ‘협의회 ’를 설럽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틀 방안에 대한 검토 기준으로서는 다음과 같이 4가지를 설정하였다 

(1) 제반 원자력 기술행정 업무의 통합적 수행 여부 

(2) 원자력 기술행정과 판련되는 각종 집단 및 공중들과의 연계-협력의 용이 여부 

(3) 중대한 방사능 재난에 대한 실효적 대웅 여부 

(4) 방안의 신속한 추진 가능 여부 동 

표 8과 같이 검토한 결과， 부산광역시 내 기존 원자력 전담부서(부산광역시 및 

기장군 각각 1개계， 1-2명의 전담요원)를 ‘과’ 단위의 부서로 확대 설치하는 방 

안과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에 사단법인 형 태의 ‘협의채’를 설립하는 방안이 검토 

기준에 가장 부합하는 방안으로 나타났다 

먼저， 부산광역시 내 기존 원자력 전담부서(부산광역시 및 기장군 각각 1개계， 

1-2명의 전담요원)를 ‘과1 단위의 부서로 확대 설치하는 방안은 부산광역시와 기 

장군이 갖고 있는 제반 볍적 행정적 권한， 향후 부산광역시 고라 일원에 추가 설 

치되는 원자력발전소의 수량과 이에 비례하여 증대될 관련업무량， 일본의 유사한 

원전지역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원자력 기술행정 조직의 규모(‘과’ 단위와 재단법 

인) 둥을 고려할 때 적절하고도 필요한 방안임과 동시에 난해한 조치나 절차가 

필요 없이 부산광역시장의 의지만으호 조기에 추진이 가능한 방안이라고 본다 

더욱이 정부(행정안전부)가 l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사회 건설’을 기치 37)로 

2009년 8월부터 천국에 안전도시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 할 

때， 원자력발전소를 다수 보유하고 있고 원전인근에 대단위 집단의 인구밀도를 

이루고 있는 부산광역시인 경우 원자휘 전담부서를 기존의 규모에서 ‘과’ 단위의 

부서로 확대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 추진에 부합하는 적정한 조치라고 본다 

37) 갱부는 200S년 2월 갱부 충엉융 앞두고 위기원리 분야의 국정지표로 j안싱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사회 건셜1융 생갱 

하고 이용 4371 주요 국갱과제의 하나로 제시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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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앙부처(행정안전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에 사단법인 형태의 ’광 

역 협의체’를 설립하는 방안은 일견 중복되고 옥상옥의 조직으로 인식할 수도 있 

으나， 검토 과정에서도 설명하였듯이 오늘날 재난관리의 중요한 경향이자 핵심요 

소인 민 관 상호간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일방 

적인 지시나 통제보다는 상호 간에 긴밀한 협의 구조를 통해 연계와 협력해 나 

가는 방식 이 펼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부산광역시 차원에서는 부산의 고유한 실정과 업무 소요를 감안하여 

전당부서를 최적화하여 설치하고， 중앙부처 차원에서는 원자력 기술행정， 특히 

원전의 원활한 추진과 가동에 관한 범국민적 이해와 참여가 필요한 부분을 싱충 

고려하여 중앙부처 산하에 사단법인 형태의 광역 협의체를 설립하고， 통 협의체 

와 지방자치단체의 전담부서가 실질적으로 연계하고 지원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 

이 는 방향으로 동시 에 추진하는 방안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본다 

제4장 3절 4항의 원전 정담부서 담당분야별 기능과 인력에서 기술왼바와 같이 

평시 및 비상시 원자력의 특수성에 따르는 안전대책에 대한 기술행정 업무량을 

고려하여 볼 때， 그리고 세계 6번째로 원전올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서 원전주변 

의 대단위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 특성과 원자력에 대한 주민의 지대한 관 

심올 고려하여 볼 때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원자력 기술행정체제가 반드시 설치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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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15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대외 기여도 

(1) 해외 원전 입지지역 지방자치단체의 기술행정체제를 검토 분석하고， 부산광역시 기 

장군의 현행 원자력 기술행정체제를 컴토하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실효성 있는 

주민안전 확보를 위한 기술행정체제 보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2) 기술행정체제 보완，개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부산광역시 기장군)의 비상대웅능력이 

강화되고 원자력재난 발생시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주민 및 환경 보호 

대응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3) 원자력 비상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행정체제의 개편파 정책 추진방향을 제 

시함으로써 향후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부산광역시‘기장군)의 대웅체계 개선의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일관된 정책 추진을 이루어 나가는 데에 연구결 

과가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야
 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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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16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1)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지역 원자력 기술행정체제 보완·개선방안올 추진하기 위해서 

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와 중앙부처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행정적， 제도적 및 예산 

의 개편파 지원이 배려되어야 할 것이다 

(2) 또한 제시된 기술행정체제 개선 방안은 부산광역시의 원자력 재난대비 방재계획 재 

정 립과 연계시켜 보다 실효성 있는 안전한 주민 및 환경 보호 대책올 수럽 운영하는 

데에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3) 원자력시설 안전 운영과 관련한 규제 퉁은 중앙부처의 업무이겠으나， 원전 입지 지 

역 주민의 안전 보호와 관련하여서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효율적인 협조지 

원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세부 업무개선올 위한 노력과 연구가 지 

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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