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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역사    

체르노빌 원전 사고
―20세기가 보내온 생명 파괴의 경고

한정숙

체르노빌(Chernobyl). ‘체르노브일’이라 쓰고 ‘체르노’ 다음에 ‘브일’을 함

께 빨리 읽은 뒤 혀를 경구개에 살짝 었다가 떼어내면 원음에 가까워진다. 

아, 이곳은 우크라이나 땅에 있으니까 우크라이나 식으로 읽으면 ‘초르노브

일’에 가깝다. 러시아어 체르노브일, 우크라이나어 초르노브일은 봄이 오면 

들판에 지천으로 자라나는 풀인 쑥의 한 종류를 뜻한다. 쑥은 강인한 생명력

을 지닌 식물이다. 그만큼 이 도시 이름은 자연친화적이고 소박한 뜻을 가지

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체르노(러시아어), 초르노(우크라이나어)는 ‘검은’

이라는 뜻을 가진다. 브일은 ‘이다’ 혹은 ‘있다’를 뜻하는 말의 과거형과 

거의 같다. 그러니 그곳은 ‘검은 곳이었다’라고 해야 할까? ‘불에 타버림’이 

그곳의 원래의 숙명이었을까?

그런데 나는 왜 이 지명을 두고 발음이니, 글자를 쪼갰을 때의 의미니 

하는 사소한 것을 꺼내들며 미적거릴까? 한가해서일까? 아니다. 이곳 이야

기를 하기가 그만큼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이곳에 해 무언가 이야

기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다잡아먹고 크게 숨을 들이쉬어야 한다. 체르노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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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아우슈비츠, 히로시마와 마찬가지로 단순한 지명이 아니다. 그것은 명

사이고 상징이다. 아우슈비츠가 인종학살의 명사이고, 히로시마가 전쟁과 

핵무기로 인해 인류가 맞은 참사의 명사이듯, 체르노빌은 소위 핵에너지

의 평상시(이른바 평화적) 이용에서 빚어진 비극을 표하는 명사이다. 1986

년 4월 26일 새벽,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제4호 원자로가 폭발함으로써 

빚어진 인명 손실, 자연 파괴, 건강과 생명에 가해진 끔찍한 손상과 계속되

고 있는 위협은 이곳의 이름을 시간 속에 정지시켰고, 원히 전율스러운 

것으로 만들었다.

사람들은 지금 체르노빌이라는 말에서 괴물, 기형, 유령도시 등의 단어를 

우선 떠올린다. 그러나 이곳은 동슬라브 역사에서 오래 전부터 기록에 등장

하는 고도이자 벨라루스(Belarus)에 가까운 국경지 , 울창한 숲에 둘러싸인 

평화스럽고 고즈넉한 거주지 다. 2차 전 중에는 독일군의 침공으로 피해

를 겪기도 했지만, 그 후에는 특별한 일만 없었다면 평화와 고즈넉함이 계속

되었을 것이다. 원자로의 폭발이라는, 특별한 일 가운데서도 특별한 일만 

아니었다면 말이다.

20세기 후반 소련의 핵에너지 정책

2차 전 이후 체르노빌 참사 이전까지 소련은 원자력 찬가가 울려 퍼지

던 나라 다. 많은 원자력발전소가 지어졌고, 소련 지도부는 원자력의 안전

성, 청정성, 효율성을 선전했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론, 소련 에너지산업

의 전환 필요성 등이 여기에 고루 향을 미쳤다.

미국에 이어 소련도 1949년에 원자폭탄 제조에 성공했다. 냉전시  소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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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양  초강 국의 하나로 미국과 자웅을 겨룰 수 있었던 데는 사회주의적 

산업화와 분배체제가 궤도에 올라선 뒤 체제경쟁이 전 세계적 관심을 모았

던 점도 작용했지만, 무엇보다 이 나라가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한 핵 강국이

라는 사실이 바탕에 깔려 있었다. 물론 핵무기 경쟁을 공공연히 강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 다. 1950년  이후 동서 양 진  사이에서는 냉

전의 일시적 강화와 긴장 완화가 교 로 나타났지만 전체적으로 핵전쟁을 

피해야 한다는 당위론이 국제사회에서 공유되었다. 그렇지만 핵보유국 정부

들과 핵에너지 관련자들은 핵무기도, 핵무기 생산과 관련된 기술도 결코 

포기하려 하지 않았다.

여기서 핵보유 열망을 충족시키면서도 이를 좀 덜 폭력적이고 좀 더 윤리

적으로 보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 것이 이른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개념이었고, 이에 바탕을 두고 ‘평화를 위한 원자력(Atoms for 

Peace)’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1 이들 개념은 미국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Dwight Eisenhower) 통령이 1953년 12월 8일 유엔 총회에서 행한 연설 이

후 일반화되었다. 육군 장성 출신 정치인인 아이젠하워는 강 국들의 핵무

기 개발 경쟁으로 미국의 핵 독점이 깨졌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었다. 그의 

이 연설을 촉발한 계기가 된 것도 몇 달 전인 8월 12일 소련에서 수소폭탄 

제조를 위한 열핵 폭발이 성공했다는 사실이었다.2 아이젠하워는 평화를 위

해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의 손에 핵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고, 소련을 향해서

도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데 동참하자고 요청했다.3 1954년의 유엔 9차 

총회는 12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 결의문

은 “원자력 에너지의 발견에서 비롯된 여러 이득은 인류를 위해 봉사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천명했으며, 평화적 목적을 추구하고 생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원자력 에너지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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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했다.4

그런데 사실 소련은 아이젠하워의 연설 이전부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론을 내놓은 바 있었다. 소련의 유엔 표 던 안드레이 비신스키(Andrey 

Vyshinsky)는 1949년 11월 유엔 총회에서 자국의 핵무기 개발을 옹호하며 

이렇게 말했다. “소련이 원자력 에너지를 사용한 목적은 핵폭탄 저장량을 

축적하고자 함이 아니었다. (…) 소련은 산을 폭파하고 강줄기를 바꾸며 사

막에 물을 고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지역에 생명의 새 길을 내는 것과 

같은 국내 경제적 목적을 위해 원자력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었다.”5 소련은 

1950년  초에 경제적 목적으로 원자력을 이용하기 위한 자체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 중이었다. 따라서 국제사회에서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담

론이 호응을 얻자 소련도 반 하지 않고6 오히려 이를 활용했다. 소련 수소

폭탄의 아버지 사하로프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열렬히 옹호한 사람 중 

한 명이었다.7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개념은 토목 건설, 석유 및 가스 채취, 농업,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용법과 관련해 사용되었지만,8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 것이 곧 핵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작업인 원

자력발전이었다. 미국과 소련이 원자력발전에서도 최강국이 된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사실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은 핵무기 생산기술을 유지한 채 이 기술

을 활용함으로써 필요한 경우에는 핵무기 생산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해주는 

안성맞춤의 도구 다.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사용되는 기술은 핵

무기 제조에 사용되는 기술과 기본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이다.9 원자로 노심

에 사용되는 우라늄, 원자로에서 사용하고 남은 연료봉을 재처리해서 만드

는 플루토늄 239가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것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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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한편 20세기 후반 소련에서 전통적 에너지산업은 저효율 산업이 되어가

고 있었다. 번성하던 가스 석유산업은 1970년  중반부터 일시적인 쇠퇴 

국면에 들어섰다. 오일쇼크 이후 국제시장에서 석유 가격이 하락했고, 석탄 

매장량이 줄어들면서 전통적인 기술로 석탄을 캐내기도 어려워졌다. 석탄산

업 중심지가 시베리아 극동 지역으로 이동하자 에너지 산지와 공업 지역이 

너무 멀어졌다.11 이 때문에 1970년  소련 정부는 공업지역 가까운 곳에 

발전소를 짓기로 결정했다. 원자력발전소는 이를 위한 좋은 해결책이 될 

것으로 보 다.

러시아연방에는 1950년 에 건설된 첼랴빈스크 원전을 비롯해 레닌그라

드, 쿠르스크, 스몰렌스크, 코스트로마, 노보보로네슈 등 여러 곳에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되었지만 특히 우크라이나공화국은 원자력발전소가 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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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이었다. 우크라이나는 고도로 공업화된 지역이어서 전력 수요도 컸지만, 

소련 정부는 원전 생산 전력을 수출하려는 의도도 가지고 있었다. 체르노빌 

발전소에서 가동된 원자로는 소련에서만 사용된 RBMK형이었지만, VVER

형 원자로는 체코슬로바키아에서도 제작되었고 수출되기도 했다.12

체르노빌 발전소는 소련 정부에 의해 1960년 에 건설 결정이 내려진 

뒤 1970년  초반부터 지어졌다. 1978년에 1호기가, 1979년에 2호기가 각

기 1,000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하기 시작했으며 4호기는 1983년에 건설

되었다.13

체르노빌 이전 소련의 원자력발전소 사고

소련 정부는 원자력이 청정한 에너지이며 특히 소련의 원자력은 안전하

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 자신이 한때 체르노빌 발전소에서 일했고 방사능 

질병에 걸려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핵 기술 전문가 그리고리 메드베데프의 

증언에 따르면, “35년 동안 학술원 회원들은 핵 발전소는 심지어 가장 간단

한 러시아식 형 물주전자(사모바르)보다 더 안전하다고 누구에게나 보증했

다.”14 소련의 원자력발전소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았음에도 그러

했다. 예를 들어 1958년에는 우랄산맥 부근의 첼랴빈스크 원전에서 사고가 

일어나 여러 마을을 파괴했다. 이 사건은 발생 당시 진상이 드러나지 않았

고, 그래서 소련 출신으로 국으로 망명하여 1970년 에 이 사건에 한 

책을 집필한 조레스 메드베데프만 하더라도 정확한 연도를 몰라 이 사건이 

1957년 아니면 1958년에 일어났다고 썼다.15 현지 주민들은 사고가 일어난 

것은 알았지만 원자력발전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핵폭탄이 폭발한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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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믿었다고 한다.16 조레스 메드베데프 자신은 이 사고가 지하에 묻어놓았

던 핵폐기물이 기 중에 유출됨으로써 빚어진 것이라고 보았다.17 그의 주

장은 이후 사실로 받아들여졌다.18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논쟁의 구도이다. 이 사건의 원인에 한 논쟁에서 

‘핵폐기물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는 반핵 투쟁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주장

이 등장했다. 예를 들어, 1972년 소련에서 이스라엘로 망명한 학자로서 이

스라엘의 원자력발전 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던 레프 투메르만은 이 사고가 

원자로 사고 다는 미국 정보원들의 주장을 일축하고 핵폐기물 관리 소홀

로 인한 사고임을 강조하면서, 이것이 핵 발전 반  투쟁의 무기로 이용되어

서는 안 된다고 썼다.19 원자로 사고이건 핵폐기물 사고이건 모두 핵 발전과 

관련된 재앙임을 지적하는 오늘날의 원전반 운동의 논리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소련에서는 이후에도 크고 작은 원전 사고들이 일어났다. 1974년 2월 

레닌그라드 원자력발전소 제1호 원자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세 명이 사망

했고, 체르노빌에서도 이미 1982년 9월에 1호기 원자로 작동 오류로 방사

성물질이 프리퍄트시市로 퍼져 나가는 일이 있었으며, 1985년에는 발라코보 

원자력발전소의 사고로 14명이 사망했다.20 그러나 이런 사고들은 일반 주

민들에게 보도되지 않았고, 소련인들은 원자력발전의 안전성을 계속 신뢰했

다. 이 믿음에 근본적으로 도전한 것이 1986년의 체르노빌 사고 다.

체르노빌 사건의 경과

1986년 4월 26일,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에서 새벽 1시 23분 48초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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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2~3초 간격을 두고 엄청나게 큰 두 번의 폭발음이 울렸다. 4호 원자로

의 폭발음이었다. 당시 체르노빌 발전소에는 4기의 원자로가 가동되고 있었

고 5, 6호기의 건설이 막 시작된 상황이었다.

체르노빌 발전소의 원자로는 1954년 소련 오브닌스크에서 개발된 흑연

감속 비등경수 압력관(RBMK)형으로 1기당 1,000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하

는 고성능 기구 다. 그래서 체르노빌 원전 4호기는 RBMK 1000형이라 

불렸다. 이 유형의 원자로는 1973년부터 가동되기 시작해 1986년에는 소련 

내에 모두 14기가 가동되고 있었으며 1980년에는 소련 전체 원자력발전량

의 64.5%를 차지했다.21 RBMK형 원자로는 압력관이라 불리는 금속관 속

에 핵연료를 넣고 이 압력관을 흑연감속제 파일 속에 관통시켜 노심을 이루

게 한 것이 특징이다. 정상가동될 때는 아주 안전하지만 출력을 낮추었을 

때 통제가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원자로 밖으로 모두 빠져나

왔다 속으로 내려갔다 하면서 작용하는 제어봉의 특이한 작용과 관련되어 

있었다. 제어봉이 모두 빠져나왔을 때 갑자기 핵분열이 가속화할 수 있었

다.22 사후에 지적된 이 원자로의 또 다른 단점은 격납용기 안에 들어 있지 

않다는 점이었다.23

사고는 4월 25일 밤부터 26일 새벽 사이에 원자로 4호를 상으로 비상

시에 냉각수를 공급할 전력 확보를 위한 실험을 하던 중에 일어났다. 원자로

를 식히는 냉각수 공급을 위해서는 통상적인 전력 공급이 중단되더라도 자

가발전용인 디젤발전기가 가동하여 전력을 제공하게 되어 있었는데, 디젤발

전기의 작동에는 40~50초의 사간이 필요했다. 이날의 실험은 증기터빈발

전기의 관성력을 이용해 이 짧은 공백을 메울 소량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

는지 알아보려는 것이었다.24 다시 말해 이는 사고를 막기 위한 실험이었다.

이날의 실험 담당자들은 실험이 기기 조작 매뉴얼을 따라 착오 없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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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괴된 원자로  사고 이후 붕괴된 원자력발전소의 참상. 굴뚝 앞부분이 파괴된 4호 원자로이다.

되고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실험을 위해 원자로 출력을 낮추는 과정에서 

제어봉 사용에 무리가 있었고, 그로 인해 원자로의 온도가 불안정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일련의 연쇄 과정으로 원자로 노심 온도가 수직 상승했

고, 새벽 1시 22분 30초에 원자로를 끄라는 비상 경고 신호가 있었으나 

기기 조작자는 제 로 응하지 못했다. 운명의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났다. 

두 차례 폭발로 높이 64미터에 무게 천 톤에 달하는 원자로 덮개가 날아갔

고 원자로가 파괴되었으며 붉고 푸른색을 띤 불길이 치솟았다.25

사고가 나자 목격자들과 관련자들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화재가 난 것’으

로 인식했다. 발전소의 차석 엔지니어 댜틀로프는 ‘가스 폭발이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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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생각했다.26 불길이 치솟자마자 담당 소방관들이 달려와 진화 작업을 시

작했다. 백 명도 넘는 소방관이 워낙 치열하게 작업했기에, 새벽 5시에는 

일단 진화가 된 듯했다. 그러나 낮부터 또다시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다.27 

모스크바에서 내각 부총리 시체르비나를 비롯한 고위 인사들이 체르노빌로 

모여들어 책위원회를 구성했다. 곧 위원회의 명에 따라 화재를 진압하고 

방사성물질의 유출을 막기 위한 특수작전이 전개되었다. 군 헬리콥터가 동

원되어 납, 모래, 자갈 등 무거운 물질을 자루에 넣어 공중에서 원자로 안으

로 투하했다.28 이렇게 던져넣은 물질이 5,000톤에 이르렀는데, 원자로가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해 와해될 위험이 있었다.29 결국 모래 투하는 중단되고, 

그 신 콘크리트 덮개로 원자로를 덮어 싸게 되었다. 이미 방사성 재와 

가스가 온 사방으로 퍼진 다음이었다. 이때 방출된 방사성물질 가운데 반감

기가 긴 원소들은 여전히 기와 토양, 물, 동식물, 건물, 그리고 인간의 

몸속에 들어 있거나 붙어 있다. 사고는 이렇게 잠깐 사이에 일어났고 원으

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정부는 사고 원자로 둘레에 새로운 콘크

리트 엄폐물을 마련하기로 했다.

희생자들과 피해자들

체르노빌 사건의 희생자 수는 논자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사고 뒤 며칠 

만에 발간된 뉴욕 포스트 1986년 5월호는 15,000명의 사망자가 집단 

매장지에 묻혔다고 보도한 반면,30 같은 해 11월 15일 소련 공산당 기관지 

프라브다는 4호 원자로가 확실하게 매장되었다고 알려진 시점까지 31명

이 사망했다고 공식 발표했다.31 이 수치는 발전소 직원들과 소방관들의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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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말하는 것이고, 수많은 해체 작업자와 일반 주민, 특히 어린이들의 죽

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었다. 당시 소련공산당 서기장으로 국정 최고 

책임자 던 미하일 고르바초프(Mikhail Gorbachyov)는, 2011년 3월에 체르노

빌 사고 25주년을 맞아 기고한 글에서 희생자 수에 해 다음과 같은 수치

를 제시했다. “약 50명 정도의 근로자가 불길과 원자로 노심 용해에 맞서 

싸우다가 사망했으며, 그 외에 4천 명 혹은 그 이상의 사람이 결국 방사능물

질 누출로 인해 사망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사고 당시 발전소 안 방사선 

수치는 시간당 2만 뢴트겐이 넘었던 것으로 측정되었는데, 이는 치사량의 

40배가 넘는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WHO)는 237명의 근로자가 급성 방사

성병에32 걸린 것으로 판정했다.”33 2006년 그린피스는 체르노빌 사건으로 

인한 사망자는 93,000명이고 질병으로 고통 받는 피해자는 220,000명이라

고 보고했다.

발전소 직원들

원자로 폭발의 첫 희생자는 발전소 근무자들이었다. 발레리 호뎀축은 무

너지고 있던 건물 더미에 깔려 압사했고, 그의 시신은 끝내 찾지 못했다. 

블라디미르 샤셰녹도 중화상과 골절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새벽 

여섯 시에 사망했다.34 25~26일의 당직 기술자로 실험을 위한 버튼을 눌렀

던 레오니드 톱투노프는 5월 14일에 사망했다. 그는 스물여섯 살 난 젊은이

는데, 사고 원자로의 기술적 결함을 무시하고 실험 강행 결정을 내린 발전

소 지도부의 명령을 따랐다고 지목되기도 했다.35 소련이라는 거 한 구조물

의 붕괴를 가져오기 시작한 그 치명적 폭발이 앳된 용모를 가지고 있던 이 

젊은이의 기기 조작 잘못 때문인지, 그 진실은 누구도 알 수 없다. 어쨌든 

그는 사고의 확산을 막으려 현장에서 노력하다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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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반장 알렉산드르 아키모프도 가장 먼저 사망한 사람들 중 한 명이었

다. 그의 부인은 5월 11일 모스크바 원자력병원의 특별병실에서 죽음을 맞

았던 남편의 마지막 순간을 이렇게 회상했다. “온몸이 그야말로 숯덩이가 

되었어요. 남편은 눈을 뜬 채 죽었습니다. 남편도, 남편의 동료 직원들도 

모두 같은 생각으로 괴로워했어요. ‘무엇 때문인가?’라는 물음말입니다.”36 

차석 엔지니어 아나톨리 시트니코프는 원자로를 직접 들여다보면서 점검하

고 이것이 파괴되었음을 확인하여 알린 뒤37 역시 방사선 피폭을 이기지 

못하고 사망했다. 부분의 당직 근무자들은 사고를 국지화시키기 위해 몸

을 돌보지 않은 채 사투를 벌 고, 상당수가 오래지 않아 세상을 떴다.

진화 작업자들, 해체 작업자들

발전소 담당 소방관들은 사고의 확산을 막은 으뜸가는 공로자 다. 사건

의 진상을 알지 못한 채 일반적 화재가 일어났다고만 여겼던 이들은 방호복

도 없이 진화 작업에 임했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방사선에 노출되었다 

5월 19일 소련 정부 기관지 이즈베스치야는 여섯 명의 소방관이 사망했

다고 보도했다. 첫 출동 팀의 지휘관이었던 프라빅 중위도 그중 한 사람이었

다. 그의 온몸은 화상을 입어 부풀어 올랐고 피부조직은 와해되었다. 그와 

동료들은 혈액 형성을 위해 골수이식 수술을 받고 태반 추출물까지 제공받

았지만 죽음을 이기지 못했다.38

모래나 납, 자갈이 든 가방을 원자로에 투하하기 위해 헬리콥터를 몰았던 

조종사들도 방사선에 노출되었다. 헬리콥터 문을 열고 원자로에 모래주머니

를 던져넣으면, 원자로에서는 방사성 재가 일면서 우라늄, 플루토늄 입자들

이 날아올라 헬리콥터에 탄 사람들의 몸속으로 들어갔다. 조종사 중 한 사람

으로 120회 비행하고 200~300톤의 냉각재를 투하했던 보돌라즈스키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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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죽음 역시 웅적인 것이라 할 만했다.39

사고 이후 심하게 방사선에 노출된 또 한 그룹이 있었으니, 그들은 ‘해체 

작업자(ликвидаторы, liquidators)’들이다. 발전소에 인접한 프리퍄트의 주민

이 소개된 직후 원자로를 중심으로 반경 30킬로미터 범위 내의 지역이 접근

금지 구역으로 선포되었다. 지금은 그냥 ‘구역’이라고도 불리는 이 금지 구

역에서는 방사선 오염 건물의 해체 및 토양의 오염 제거 작업이 진행되었다. 

파괴된 4호 원자로를 파묻는 작업 같은 것은 독일에서 도입한 로봇이 수행

했다. 그러나 일반 건물, 도로, 숲, 농토, 강과 호수 등의 방사성물질 오염은 

사람의 손을 빌려 제거했다. 해체 작업자들은 ‘구역’ 안에서 일했는데, 15일 

밤낮을 일한 뒤 15일 동안은 기소에서 휴식했다. 그들은 원자로 지붕을 

걷어내고 들판의 흙을 교체하고 도로와 건물을 일일이 씻어냈으며 강과 지

하수의 오염 방지를 위해 차단벽을 설치했다.40

수십만 명의 군인과41 각지에서 몰려든 자원자들이 이 작업을 수행했다. 

그들은 방사선 피폭 위험성에 한 경고도 제 로 듣지 못한 채 중노동에 

투입되었다. 그들의 열성적인 작업 덕에 방사성물질 전파를 최소화시킬 수 

있었지만, 이는 수많은 작업 종사자들이 방사성물질 오염으로 고통 받다 

사망하고 자녀들까지 방사선에 피폭되는 결과를 낳았다. 체르노빌 사건으로 

고통 받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은 알렉시에비치의 인터뷰 모음집에는 해

체 작업자들에 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한다. 벨라루스에서 ‘체르노빌 지킴

이(Щит Чернобылю)’라는 단체의 부 표로 있는 소볼례프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지금 야로슈크 령이 죽어가고 있소. 화학자이자 방사선 산량 기사

소. 건장한 남자 는데 전신이 마비됐소. (…) 그는 구역을 걸어서 돌아다

니며 방사선량 경계를 표시했소. 그러니까 사람을 완전히 생체 로봇 취급한 

것이오.”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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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퍄트 사람들, 고멜 사람들,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

발전소가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라는 이름을 가지기는 했지만, 체르노빌

시市는 발전소와는 거리상으로나 기능상으로나 좀 떨어져 있었다. 사실 4호 

원자로와 운명을 함께한 도시는 프리퍄트 다. 이곳은 발전소 직원과 가족

들을 위한 거주지로 1972년 4월에 세워진 아담한 계획도시 다. 발전소에 

아주 인접한 곳(2킬로미터 떨어짐)에 위치했으며, 사고 당시 인구는 약 4만 9천 

명이었다. 각종 지원시설을 갖춘 깨끗한 도시여서 교육받은 젊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이곳을 선호했다. 주민의 평균 연령은 26세 고 해마다 천 명 

이상의 아기가 태어났다. 한마디로 활기 넘치고 생활수준도 높은 편이며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도시 다.43

그러나 체르노빌 발전소의 사고가 모든 것을 바꾸어놓았다. 프리퍄트시

와 인근 마을들에서는 4월 27일 오후 2시부터 주민들의 전면 소개疏開가 

실시되었다.44 주민들은 사흘 뒤에는 돌아온다는 당국의 말에 따라 신분증과 

약간의 돈 같은 물품만을 챙겨 형버스에 올랐으나, 이 길은 곧 그들의 

고향, 집, 정든 마을과의 원한 이별이 되었다.45

프리퍄트 주민 소개 이후 ‘구역’에서는 해체 작업이 진행되었고 일반인의 

접근이 금지되었다. 그러나 옛 고향을 잊지 못하는 노인들, 세상을 등진 은

자들은 언제부터인가 하나둘씩 다시 금지 구역에 들어와 살기 시작했다.46

핵연료 입자, 연무질, 가스 형태를 띤 방사능 핵종들이 바람을 타고 퍼져 

나감에 따라 주변 지역 주민들도 곧 피해를 입기 시작했다. 사고 이후 얼마 

안 되어 소련과 다른 여러 나라의 토양 오염도 조사가 실시되었다. 방사선 

오염을 측정하는 기준 물질로는 세슘-137이 선택되었고, 토양 중 세슘-137 

농도가 1Ci/km2
(1제곱미터당 37킬로베크럴) 이상인 곳이 방사선 오염 지역으로 

규정되었는데,47 방사선 오염 지역으로 인정되는 지역은 거의 13만 제곱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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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미터라는 엄청난 면적에 이르렀다.48 그런데 소련의 공화국들 중 방사성물

질에 가장 심하게 오염된49 지역의 면적이 가장 넓은 곳은 벨라루스 다.50 

체르노빌 발전소는 행정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속하되 벨라루스와의 접경지

에 위치해 있는데, 참사가 났을 때 바람이 사흘 동안 계속 북서쪽으로 

불어 벨라루스에 방사성물질을 실어 나른 것이다. 4월 30일부터는 바람이 

반 쪽으로 불기 시작했기 때문에 러시아연방 동부 도시들과 우크라이나 

도시들도 방사선의 향을 받게 되었다. 발전소와 가까운 벨라루스의 고멜 

지역과 모길료프 지역에는 방사성물질이 공기를 통해 빠른 속도로 퍼졌지

만,51 당국이 사고의 진상을 은폐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요드 섭

취, 토양의 제염 작업, 소개를 비롯한 책을 마련하기도 어려웠다.52 벨라루

스는 원자력발전소가 전혀 없는 곳이었음에도 이 같은 변을 당했다는 점에

서 모두에게 생각할 문제를 던져준다.

1995년에도 소련의 세 공화국, 벨라루스, 러시아연방, 우크라이나에서 사

회적 보호에 관한 법에 따라 방사선 오염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모두 515만 9천 명이었고,53 여러 해에 걸쳐 이주된 주민은 모두 

35만 명이었다.54

체르노빌 사고로 인해 방사선에 피폭된 주민, 암, 백혈병, 기형아 탄생 

등의 피해를 본 주민의 수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불가능하다. 방사선 피폭은 

감마선을 직접 쐼으로써 이루어지기도 하고(외폭), 오염된 식품을 섭취하거나 

방사성물질을 흡입함으로써 이루어지기도 하는데(내폭),55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다음 행해진 조사에서는 질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

이다. 그러나 체르노빌 발전소와 가까운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체르노빌 

참사 이후 갑상선 질환, 유산, 기형아 발생이 많아지고 각종 암 발생률이 

급증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특히 갑상선은 방사선을 집중적으로 흡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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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이기에 체르노빌 사건 이후 프리퍄트 주민들을 비롯해 소련 세 공화국

의 방사선 오염 지역 주민들에 한 갑상선의 방사선 수치 측정은 규모로 

자주 실시되었고,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 또한 21세기 초 현재 벨라루스

인 10만 명 가운데 6천 명이 암 환자라는 보고도 있다(체르노빌 이전에는 10만 

명당 82명).56

그중에서도 어린이의 고통은 더욱 크고 심하다. 특히 어린이 갑상선암이 

급증했다. 1987년부터 1995년까지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벨라루스 어린이

는 확인된 것만으로도 424명인데, 체르노빌 사건 이전에 10만 명당 0.2명이

던 수치가 10만 명당 4명으로 증가한 것이다. 갓난아기부터 네 살까지의 

어린이가 가장 발병율이 높았다.57 다른 암까지 합치면 어린이 암 환자 수는 

훨씬 더 많아진다. 암 이외에도 방사선 오염 지역 어린이들은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스트레스, 위장병, 내분비선 질환, 빈혈, 신경계 질환, 호

흡기 질환과 같은 각종 질환에 시달렸다.58 유니세프는 1990년에서 1994년 

사이 벨라루스 어린이들을 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질

병의 증가율을 확인했다. 신경체계 교란 43%, 심장 혈관 질환 43%, 소화기 

질환 28%, 뼈, 근육, 연골 이상 62%, 당뇨 28% 등.59 어린이 피부병, 정신

질환도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어린이의 고통은 단순한 수치 이상의 차

원과 의미를 가진다. 어린이의 고통은 인류의 미래가 고통스럽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벨라루스에서는 출산율이 낮아지고(1988년에 천 명당 16.1명에서 1996년에는 천 

명당 9.3명), 유아사망률이 높아졌으며(1991년에 천 명당 12.05명, 1995년에 천 명당 

13.3명), 1993년부터는 인구 감소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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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자연의 파괴

체르노빌 사고로 인한 방사성물질의 직접적 누출은 열흘 동안 계속되었

다.61 이는 소련과 유럽 지역 일 에 광범한 환경 손상을 가져왔다. 기와 

토양, 식수가 방사선에 오염되었고, 동식물이 방사능 물질에 피폭되었으며, 

이 때문에 인간은 식수와 식품 오염이라는 면에서도 심각한 불안감을 안게 

되었다.

사고 이후 소련의 광범한 지역에서 쇠고기를 비롯한 육류, 곡류, 감자 

등 주요 식품의 방사성물질 오염이 확인되었는데,62 유럽 국가들에서까지 

특히 큰 우려를 불러일으킨 것은 우유의 오염이었다. 우유의 오염은 방사성 

요드-131의 작용으로 일어났다. 원자로에서 누출된 방사성 요드는 식물 표

면에 들러붙었다가 이를 뜯어먹은 소의 내부로 들어가 전량이 소의 창자에 

흡수된 뒤 하루가 안 되어 소의 갑상선과 우유 속으로 퍼졌다. 소련 남부, 

독일, 프랑스, 남부 유럽에서는 젖소들이 이른 봄부터 방목되고 있었기에 

체르노빌 사건 이후 방사선에 오염된 풀을 뜯어먹게 되었다. 1986년 4월 

말과 5월에 소련과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는 우유 속 방사성 요드 함량이 

엄청나게 치솟았다.63

체르노빌 사고는 또 숲의 방사선 오염을 초래했다. 바람과 비가 전파한 

방사성물질로 소련의 여러 지역뿐 아니라 오스트리아, 스웨덴의 숲도 오염

되었다.64 방사선에 특히 민감한 소나무의 피해가 아주 커서, 나무들이 기형

적 형상을 띠거나 집단 고사했고, 체르노빌 발전소에서 7킬로미터에 이르기

까지 소나무가 붉은 색으로 변하며 말라죽어 이 지  숲에는 ‘붉은 숲’이라

는 별명이 붙었다.65 숲의 식물 중에서 특히 버섯과 딸기가 방사성물질을 

받아들여 쌓아두는 경향이 강한데, 이 식물들이 방사성 세슘으로 오염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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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먹고 사는 사슴 같은 동물들도 심각하게 피폭되었다. 스웨덴의 숲에 

사는 엘크를 비롯한 사슴들에게서도 허용치를 크게 넘는 방사성물질 수치

가 측정되었다. 사고 1년 뒤에는 숲의 흙이 방사성 세슘의 주된 저장고 역할

을 하게 되었다.66 알렉시예비치의 인터뷰집 체르노빌의 목소리에는 이런 

화가 나온다. “설탕 사려 줄서 있다가 들은 이야기에요. ‘아이고 세상에, 

올해는 버섯이 얼마나 많은지. 버섯도 딸기도 마치 누가 심은 것처럼 많이 

났더라고.’ ‘오염된 거라 먹으면 안 돼.’ ‘이 뚱딴지야. 누가 너보고 먹으래? 

따와서 말린 다음, 민스크 시장에 갖다 팔면 되지. 백만장자가 될 걸.”67

사고 이후 강과 호수가 오염되자 물고기와 다양한 수중생물들도 오염되

었고,68 지하수가 오염되었으며,69 흑해를 비롯한 해양도 높은 방사선 수치를 

드러냈다.70 3천 2백만 인구의 식수원인 드니프로(드네프르)강으로 흘러드는 

지류들이 방사성물질에 오염되었으니 심각한 문제 다.

역설적인 면도 없지 않다. 처음에는 반경 30킬로미터 금지 구역 안에 주

인 잃은 애완동물과 가축들이 떠돌아다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늑 , 

멧돼지, 독수리, 사슴, 토끼, 해리 등 야생동물 개체수가 크게 늘어났다. 현

재 이곳에는 동물들이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은 채 돌아다닌다. 국제원자력

기구 보고서도 이를 두고 “인간이 사라진 곳에서 자연이 번성한다”고 했

다.71 그러나 이러한 야생의 귀환은 이에 선행한 뭇 생명의 죽음과 질병, 

기형화 위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응과 논쟁

소련 정부는 체르노빌 사건 직후 일반 국민과 전 세계를 향해 사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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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을 정직하게 밝히지 않으려 했다. 그래서 체르노빌 사건에서는 투명성

과 정보가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하게 된다.72

사고가 처음 외부 세계에 알려진 것은 4월 28일 아침 스웨덴에서 다. 

체르노빌에서 북서쪽으로 1,000킬로미터 떨어진 포르스마르크 원자력발전

소 근무자들의 출근 복장 검사에서 허용 한도 이상의 방사성물질이 검출되

어 비상이 걸렸다. 곧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났

다. 자국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검사에서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북유럽 국가

의 원전 관계자들은 소련에 사고 여부를 문의했다. 모스크바의 당국자들은 

완강하게 부정하다가 4월 28일 밤 9시에야 방송을 통해 체르노빌 원자로가 

손상되었으며 정부의 책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짤막

한 발표로는 사고 규모와 진상을 파악할 수 없었다.73

심지어 핵에너지 정책 최고 담당자들은 사고를 정당화하는 태도까지 보

다. 소련 핵에너지 사용 국가위원회 의장이었던 페트로샨츠가 과학은 희

생자를 요구한다고 말하여74 공분을 산 것이 그 표적인 예 다. 소련 당국

은 피해 규모와 방사선 오염 정도를 축소 발표했다. 또한 사소한 물질적 

보상을 내걸고 애국심과 희생정신에 호소하여 수많은 해체 작업자들을 동

원하고, 그들을 극도로 위험한 작업에 무방비로 종사케 한 뒤 방치했다. 정

부는 이들과 자녀들을 비롯해서 방사성 질환에 걸린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 

원인이 체르노빌 사건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소련 정부의 

경직된 태도가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에 불을 붙 으니,75 체르노빌 사태야말

로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이 독립을 요구하고 나서는 데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하지만 사실 체르노빌 문제에 관한 책, 보상, 안적 에너지 정책 등과 

관련해서는 소련 해체 이후 독립한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정부의 태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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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다르지 않았다. 소련과 구소련권 국가들은 체르노빌 이후에도 원전 

정책을 재검토하지 않았고, 전력 생산을 원자력발전에 의존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체르노빌 사고 10주년을 맞아 벌어진 탈핵운동

가들의 시위를 봉쇄하고 활동가들을 투옥하는가 하면,76 심지어 4호 원자로

의 사고 이후에도 체르노빌 발전소를 폐쇄하지 않고 다른 원자로를 계속 

작동시켰다. 이 발전소는 1990년 에도 몇 차례 사고를 기록했으며 2000년

에 들어서야 가동을 완전히 중단했다.77

다른 한편, 유럽 국가들은 물론 미국과 일본에까지 방사성물질이 날아가

면서 체르노빌 사고는 각국 정부와 일반인을 가리지 않고 세계적인 관심을 

집중시켰다. 미국의 일부 언론은 소련에서 이런 일이 터진 것을 두고, “러시

아인들이 자기 파괴를 시작했다. 이는 좋은 소식이다”라며 고소해 하는 시

각을 드러내기도 했지만,78 체르노빌 발전소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유럽 사회

는 공포 분위기에 빠졌다. 고르바초프 공산당 서기장의 새로운 정책 노선 

아래서 정보공개를 지향하기 시작한 소련 사회는 외부 조사단의 현장시찰

과 조사도 조금씩 허용하기 시작했고, 사고의 진상과 원인에 한 논의도 

차츰 활발해졌다.

사고 원인에 한 논의는 초기에는 이것이 부주의에서 비롯된 실수인가, 

원자로 설계 오류인가에 한 논쟁으로 집약되었다. 담당자의 실책을 비판

할 때는 핵에너지 정책 최고 결정권자들, 발전소 최고 관리자들, 4월 25~ 

26일 당일 실험의 직접적 담당자 등 각 층위 인물들의 책임에 한 개별적 

논의로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리 메드베데프는 소련 핵에너지 정책 담당자

들과 발전소 지도부의 무책임성을 중시하면서79 이 같은 사태에 이르게 한 

관련자들의 안전 불감증은 “침묵의 공모” 다고 강조한 반면,80 다른 논자

들은 실험의 직접 담당자들이 안전 지침과 위험 경고 신호를 무시하고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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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무리하게 진행한 것이 화근이었음을 지적했다.81 1986년에 국제원자력기

구 국제핵안전그룹의 전문가들이 펴낸 초기 보고서도 기기 조작자가 실험

을 빨리 끝내야 한다는 강박감, 원자로에 한 지식 부족, 위험감각 상실로 

인해 일련의 기술적 안전조치를 무시한 것이 사고 원인이라고 지적했다.82 

첫 보고서를 수정한 1992년의 보고서 서문에서 당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

총장 한스 블릭스도 기본적으로는 기기 조작자의 연수 부족, 원자로 설계자, 

기술 전문가, 제조자, 건설자, 조작자, 조정자 사이의 소통 부족이 원인이라

는 견해를 견지했다.83

이에 반해 발전소 간부 던 댜틀로프는 설계 오류로 인한 원자로 구조상

의 결함을 강조하면서, 결코 작동자의 실수가 아니라고 주장했다.84 서방의 

핵에너지 전문가들은 체르노빌형 원자로의 작동 방식상 결함이 이미 오래

전부터 알려져왔다고 지적했다. 쓰리마일섬 발전소의 원자로는 격납용기 안

에 들어 있었던 반면 체르노빌 원자로에는 이 같은 용기가 없었기에 사고의 

규모가 큰 차를 보이게 되었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 또한 원자로 자체의 

디자인 혹은 외적 결함을 부각시키는 논의와 일정하게 관련되어 있다.85 러

시아 방사능 의학계를 표하는 인물의 한 사람인 레오니드 일리인도 결국 

노심을 통과하는 물의 양에 한 반응성이 여타 원자로와 다르게 되어 있는 

RBMK형 원자로의 결함이 사고를 초래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86 그

리고리 메드베데프도 VVER와 같은 경수로輕水爐형보다 RBMK형 우라늄 흑

연 원자로가 더 위험하다는 점을 지적했다.87

그러나 조작상의 사소한 실수나 설계상의 이러저러한 결함이 인간과 자

연에 그토록 광범하고도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어떤 도구가 있다는 사실

이야말로, 이 도구의 존재 자체에 한 근본적인 회의와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핵 관련 사고는 피해의 규모와 지속성, 자연과 뭇 생명에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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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악 향, 유전자 변형으로 미래 세 에게까지 끼치는 고통의 차원이 다른 

사고와 비교되지 않는다.

체르노빌 사고의 원인에 한 명확하고 단일한 답은 있을 수 없다. 그

러나 국제사회에서는 사고 원인에 한 논쟁이 기술적인 문제에 한 토론

을 넘어서서 원자력발전 자체의 존재 합리성에 한 성찰로 이어졌고, 이를 

계기로 원자력발전의 존폐 문제에 한 치열한 논란이 일어났다. 독일을 

비롯한 서유럽 국가들에서는 핵 없는 사회를 지향하는 녹색당운동이 더욱 

큰 힘을 받게 되었고, 원자력발전의 안으로 안-재생에너지를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2012년 한국을 방문한 독일 녹색당 소속 국회의

원 질비아 코팅-울은 자신이 전업주부로 지내다가 체르노빌 사건을 계기로 

녹색당에 가입하여 정치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그 후 당의 원자력위원회 

변인으로 활동하면서 재생에너지 개발의 필요성을 역설하게 되었다고 설

명했다.88

이처럼 체르노빌 사건은 시민들의 자발적 반反원전운동과 녹색당운동이 

서로 자극을 주고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전환점이 되었다. 당사자인 우크라

이나와 러시아 같은 구소련권 국가들에서도 생태주의적 담론이 일어나고 

탈핵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했다.89

고르바초프는 체르노빌 25주년을 맞아 특별기고한 글에서 핵 없는 세계

를 향한 그의 바람을 강조했다. “체르노빌 사고가 되풀이될 그 어떤 가능성

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 체르노빌 사건은 그 직접적인 인간적 희생, 오염된 

광 한 토양, 이주당한 주민의 수, 가축의 막 한 손실, 정든 집과 조상 

로 내려오는 재산을 강제로 빼앗겨버린 개개인들이 겪은 장기적 트라우마

를 생각해볼 때 어마어마한 재앙이었다. 이 비극의 희생자들은 그들이 제

로 이해할 수 없고 맞서 싸울 수도 없는 그러한 위기에 부딪쳤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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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르노빌로 인해 초래된 물질적 손해가 아무리 막 하다 해도, 아직도 치러

지고 있는 인간적 가에 비하면 의미가 희석될 정도다. 이 비극의 진정한 

범위는 아직 다 파악되지 못하고 있으며 핵 위협의 현실을 여전히 충격적으

로 상기시켜준다. 이는 또한 현  기술의 위험을 보여주는 두드러진 상징이

기도 하다.”90

무엇을 배울 것인가

체르노빌 사고는 후쿠시마 이전 최 의 원자력발전 사고 다. 히로시마

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었을 때보다 열 배 더 많은 방사성물질이 퍼졌고, 여기

에 플루토늄 0.5톤까지 누출되었다.91 그런데 이런 재앙이 있은 뒤에도 사람

들이 원전 사고로부터 배우는 속도는 결코 빠르지 않았다. 원전 찬성론자들

은 원전 사고에 해 항상 디자인상의 결함 같은 해당 원자로의 특수성 때

문이었다고 여기거나, 막을 수 있는 인재 다고 주장했다.

체르노빌식의 사고와 진상 은폐는 소련 같은 경직된 체제 아래서나 일어

난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소위 민주적인 체제와 잘 기능하는 정부를 

가진 듯 보이던 일본에서는 달랐던가?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후 처는 

더 기민했고 진상은 더 잘 밝혀졌던가? 그렇지 않다. 체르노빌 사고 당시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혼선이 빚어졌고, 진상 은폐 시도가 있었던 것은 사실

이다. 그러나 어쨌건 소련 정부는 사고 직후인 26일 아침에 중앙정부 책임

자들을 모스크바에서 체르노빌로 파견했고, 이들은 현지에서 방사성물질을 

마셔가면서 진상 파악과 책 마련을 위해 전력투구했다. 또한 소련은 전체

를 위해 개인은 스스로를 희생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가르치던 사회 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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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르침을 체화하고 있던 발전소 직원들, 소방관들, 군인들, 해체 작업자

들은 위험의 확산을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일례로 고도로 오염된 물속

에 잠수하여 배수 밸브를 열어 물을 빼낸 잠수 작업자들은 온 유럽을 지하

수의 방사성물질 오염으로부터 구해냈다고 평가받는다.92 물론 이들에 한 

국가적 보상은 어이없도록 알량했다. 참으로 기막힌 일이지만, 어떤 사람들

의 “ 웅적 죽음”이 사고의 전 유럽화를 막아냈다.

그런데 지진 이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원자로들이 연쇄 고장을 

일으킨 일본에서야말로 도쿄전력 직원들의 고독한 사후 처리 작업을 제외

하고는 진상규명 노력이나 처가 더 미진했다. 일본도 소련 못지않게 원자

력 안전신화가 만연해 있던 사회 고, 특히 지진에 비해서 만전을 기했다

고 자부하던 사회 다. 그러나 사건 이후 응은 과연 이에 부합했다고 할 

수 있을까?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는 원자로 네 기(1~4호기)가 노심 용해, 수

소폭발 등의 사고를 일으켰으며, 이들 원자로는 격납용기에 싸여 있었지만 

격벽까지 뚫는 폭발이 일어나 사고 후 2년이 지난 지금도 현장에서 방사성

물질이 뿜어져 나오고 있다.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오염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저장할 공간이 없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93 그렇다면 문제는 

체제의 민주성이나 효율성에 있었던 것이 아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원전 

사고는 체제를 가리지 않는 것이고, 원전은 인간에게 어울리지 않는 기술인 

것이다.

체르노빌 사고는 근  기술문명 자체에 한 근본적 성찰을 낳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은 1984년 인도 보팔에서 일어난 

유독가스 폭발 사고로 수천 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은 지 2년 만에 체르노빌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근 문명을 ‘위험사회’로 특징지었다. 이 사회

는 유독가스, 방사성물질 등이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전파되어 

서울대학교 | IP: 147.46.151.*** | Accessed 2016/10/10 14:50(KST)



체르노빌 원전 사고―20세기가 보내온 생명 파괴의 경고  223

불특정 다수의 인간을 무차별적으로 죽음과 불치병으로 몰아넣고, 자연과 

환경을 파괴하는 사회이다. 벡은 이 현상 속에서 근 문명 자체의 위험을 

보았다. 그는 문명발전이 초래한 위험의 불특정성, 무차별성에 해 이렇게 

썼다. “인간이 인간에게 가한 모든 고통, 곤궁, 폭력은 지금까지 ‘타자’라는 

범주를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유 인, 흑인, 여성, 난민, 반체제 인사, 공산

주의자 등이 이 같은 타자 다. 한쪽에는 울타리, 수용소, 도시 구역, 군사 

구역이 있었고 다른 쪽에는 자신들의 네모난 벽이 있었다. 이 벽은 실제적 

혹은 상징적 경계로서 겉으로 보아 ‘해당 없는 사람들’은 이 뒤로 물러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이제 체르노빌 사태 이후로는 더 이상 존재

하지 않는다. 이는 ‘타자’의 종말이요, 우리가 애지중지해왔던 일체의 ‘거리

두기 가능성’의 종말을 의미한다. 이는 핵 오염을 통해 실제로 겪을 수 있는 

일이 되었다. 곤궁에는 경계를 지을 수 있으나 핵 시 의 위험에는 경계를 

지을 수가 없다.”94 위험사회론은 그것이 등장한 이후 적어도 동아시아에서

는 교양계층 사이에서 멋있는 최신 담론의 하나로 소비되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원전 사고의 무차별성은 멋진 담론의 수준을 넘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한다.

인간의 역사를 아우슈비츠 이전과 아우슈비츠 이후로 나누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류 역사를 체르노빌 이전과 체르노빌 

이후로 나누어 생각하는 것도 가능하다. 제노사이드는 인간이 의도적·체계

적으로 행하는 반인륜 범죄이다. 체르노빌 사고와 같은 원전 사고는 물론 

이 같은 의도적 범죄와는 다르다. 그러나 이런 사고를 두고 고의인가 아닌가

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 체르노빌 사건을 직접 목격하거나 이로 인해 

고통 받고 죽어간 이들을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했다. 이것

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진짜 전쟁, “핵전쟁이었다”고.95 소련 국방부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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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르노빌의 인질, 숨겨진 유산  키예프에 위치한 우크라이나 국립 체르노빌박물관에 전시된 사진이다. 

1987~1988년 사이에 태어난 이 아이들은 해체 작업자들 혹은 프리퍄트 인근 지역에서 피한 이들의

아들딸이다. 그들 중 일부는 죽고, 일부는 건강의 문제를 겪고 있으며, 그 자녀들에게도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부  사령관이었던 블라디미르 피칼로프 장군 또한 체르노빌 사건에서 “핵 

발전소를 타격한 핵무기의 폭발”과 핵전쟁을 상기시키면서 체르노빌 재앙

은 “다소 완화된 형태의 저강도 핵폭발”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96

이 같은 핵전쟁이 초래한 재앙을 온몸으로 막아낸 사람들 덕분에 그 피해

가 다소 국지화될 수 있었다고 해서, 그리고 이제 시간이 삼십 년 가까이 

흘렀다고 해서, 이 사건을 가벼이 여길 수는 없다. 체르노빌 사고의 희생자

들은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 죽어갔거나 아직도 고통을 겪고 있다. 알렉시

예비치가 인터뷰한 체르노빌 희생자의 가족들은 고통 속에서도 유난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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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이 고통의 의미’에 해 말했다. “의미 없이 이러한 고통을 받을 수는 

없다”, “이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97 사고 후에 태어난 기형아들, 방

사선 노출로 고통 받는 어린이 환자들의 고통에 해서도 무엇 때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리 메드베데프는 사건 초기의 희생자들이 비록 

수는 많지 않을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수백만 명의 고통에 해당하는 고

통을 겪다 갔다고 묘사했다. 그리고 그들은 순교자라고 했다.98 다른 무수한 

사람들이 겪어야 할 고통을 그들이 신 겪었으니, 이제 다시는 원전 사고로 

인한 피해자는 없어야 한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말이다. 그것이 바로 

그들 고통의 의미 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론이 등장하고 확산되기 시작하던 시절, 그 지지

자들은 “핵에너지는 새롭고 엄청난 전력원이며 더 나은 삶을 위한 도구”라

고 찬양했다.99 인류의 일부 구성원들은 체르노빌을 겪고도 핵에너지에 해 

낙관적 태도를 버리지 못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체르노빌 사고 이후 원자

력발전소를 추가 건설했다. 서방 국가들은 돈을 제공할 테니 원전을 더 지으

라고 우크라이나 정부에 요구했고, 러시아도 이를 부추겼다. 소련 시 처럼 

우크라이나 정부는 원자력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의 수출에 계속 집착해왔

다.100 후쿠시마를 겪고 나서야 겨우 핵 발전의 치명적 위험에 한 세계인들

의 일반적 경각심이 조금쯤 더 강화된 것 같다. 눈에 드러난 사고가 없어 

보이는 원자력발전소도 인간과 뭇 생명의 삶을 위협하고 환경을 파괴한다. 

원자로를 식힌 냉각수는 방사선에 오염된 물인데, 이것이 강과 바다로 흘러

든다. 핵 재처리 공장이 있는 국 셀라필드(Sellafield)에서는 이 공장의 노동

자들뿐 아니라 인근 주민 사이에서도 높은 암 발병률이 확인되고 있으며, 

국 정부는 이 현상을 핵 재처리 시설과 결부시키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101 체르노빌 같은 사고만 핵 재앙이 아니다. 체르노빌의 목소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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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으로 번역된102 알렉시예비치의 책은 원래 체르노빌의 기도라는 제목

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미래의 연 기’라는 부제가 달려 있다. 체르노

빌이 인류의 미래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한정숙

현재 서울 학교 서양사학과에 재직 중이다. 러시아 역사를 전공했고 최근의 관심 주제는 시베리아, 여성, 우크라이나이

다. 최근의 주요 저작으로는 저서인 여성은 이렇게 말했다―서양 고전과 역사 속의 여성 주체들, 우크라이나의 

이해(공저), 독일 통일과 여성―젠더 관점에서 조망한 독일의 분단과 재통일(공저), 여성주의 고전을 읽는다―계몽

주의에서 포스트모더니즘까지, 두 세기의 사상적 여정(편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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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As the Museum was hastily opened, exhibitions are deficient of 
contents. The most serious problem is the historical view of the Museum. 
The initiators of the Museum have claimed that it is important to compile 
and convey Korean history with a “balanced view” and that the exhibitions 
in the Museum reflect this. 

However, the contents of the exhibitions are problematic. There are some 
discrepancies between the contents in the exhibition and the guide book. 
At a glance, the exhibitions have the appearance of conveying the results 
of an objective study of modern Korean history, but the historical context 
is different according to the arrangement of the selected exhibits and the 
facts. The same problem is seen in the organization and placement of the 
exhibited items. Also, there is a problem with the arrangement of the exhibits. 
There is a lack of accurate historical continuity between the establishment 
of the R.O.K and the U.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nor between 
the May 16th Coup and Park Jeong Hee’s government. 

Above all, the Museum does not actually show the relationship between 
state violence and human rights issues and the exhibits should show the 
pain of the victims if the Museum claims to deal with industri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in a balanced way.

주제어  역사관(Historical View), 전시(exhibition), 조명(illumination), 5·10총선거(General 
Election in May 10), 4월혁명(April Revolution), 대한민국역사박물관(The National Museum 
of Korean Contemporary History)

투고 130405 / 심사완료 130422 / 게재결정 130430

■ 체르노빌 원전 사고 ― 20세기가 보내온 생명 파괴의 경고

Chernobyl Nuclear Disaster in the 20th Century: a waning against the abuse

of life
(pp. 199~232)

한정숙 Hahn, Jeong Sook

This paper surveys the Chernobyl nuclear accident on 26th April 1986, 
and reconsiders the effect and impact of the catastrophe. It examines in 
turn the conceptof “peaceful uses of atomic energy” which has served as 
the theoretical backbone for the construction of nuclear power plants during 
the Cold War period, transformations of Soviet energy policy, nuclear 
accidents in the Soviet Union before Chernobyl, the aftermath of the 
Chernobyl accident, its victims and destruction of nature, governmental 
management of the crisis and the lessons learned.

During the 1960’s~70’s, the Soviet Union, one of the leaders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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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atomic power, was forced to reexamine its energy policy 
that was on traditional energy resources such as gas and coal and began 
an intense program of nuclear power plant construction. Though some 
nuclear accidents occurred, these did not deter the Soviet government from 
continuing to promote its message of safe nuclear energy. In Ukraine, where 
nuclear power plants were particularly abundant, the Chernobyl tragedy 
happened with the most appalling psychological affects on humans and 
the environment.

As to the causes of the Chernobyl accident, the explanation stressing 
the errors and mistakes of the power plant operators contrasted with the 
view that put the main blame on deficiencies on the construction design 
of the reactor. When one considered the tremendous destruction of life 
and environment that was caused by human carelessness, errors and 
mistakes, one is forced to conclude that nuclear power is not astable 
energy-producing option. The Soviet government was severely criticized 
for its incompetence and mismanagement in the Chernobyl catastrophe. 
Some people believed that such a disaster could only have happened under 
a rigid political system such as the Soviet Union. However, the crisis 
management of the Japanese government after the Fukusima nuclear 
accident of 2011 was no more reliable and trustworthy. That being said, 
the danger of nuclear power is not related with the type of political system 
is. The study of Chernobyl must not be the ‘chronicle of the future’, as 
the subtitle of a book by SvetlanaAleksievich about Chernobyl’s victims 
is called.

주제어  체르노빌(Chernobyl), 원전 참사(nuclear power disaster),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peaceful 
uses of atomic energy), 원전 안전 신화(safety myth of nuclear energy), 원자로 결함(deficiencies 
of reactor)

투고 130122 / 심사완료 130225 / 게재결정 130307

■ 불온한 낙서, 불온한 역사 ― 1940년 강원도 양구군 매동심상소학교

낙서 사건

Seditious Message; Seditious History: the Message Affair at Maedong

Normal Elementary School, Yanggu-gun, Gangwon-do, in 1940
(pp. 233~274)

정병욱 Jung, Byung Wook

At the end of March 1940, Kim Chang-hwan and his friends, graduates 
of Maedong normal elementary school at Haean-myeon, Yanggu-gun, wrote 
a rebellious message, ‘Japanese Out, Independence for Korea’, on the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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