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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비상훈련 지침서에는 원자력시설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 

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방재 유관기관이 탁상훈련 방식으로 방사선 비 

상훈련을 준비할 경우 이에 관한 훈련 준비절차와 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이 지침서에는 효율적인 탁상훈련 수행을 위해 구성되어야 할 훈련조직 

과 그틀의 임무에 대해 기술하였으며， 훈련준비 부터 훈련종료후 까지 수행 

해야 할 사항틀을 3 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즉， 훈련의 규모， 수행방 

식 및 일정 등을 수립하는 “계획단계" 훈련참가자와 훈련개요의 소개 및 

탁상훈련이 실제 진행되는 “실행단계 그리고 훈련결과 보고서의 작성 및 

배포와 관련된 “훈련종료후단계”에 대하여 각 단계별로 추진해야 할 세부사 

항들을 기술하고 있다. 

탁상훈련 방식에 의한 방사능 방재훈련을 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역 유관 

기관 및 원자력시설 사업자가 함께 참여한다면 국가 방사선 방재체제를 재 

정비 하는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본 지침서는 좋은 침

고자료기-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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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This document provides a guidance for planning and conducting a tabletop
for emergency exercise planners of state, local governments, and utilities of a
nuclear facility to response the radiological emergency incidents

The organizations and their duties for the tabletop exercise were described in
this guidnace, which were composed of 3 time periods; First, the planning
period is to fix the scale and milestone of the tabletop execise. Second, the
conduct period is to perform in accordance with a exercise scenario. Finally, the
post-tabletop period is to prepare and distribute the final report.

This guidance is intended as a reference tool to develop an integrated
approach on the national emergency exercise p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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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원자력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정상적인 방사선 사고에 대한 적절 

한 비상대응활동은 개인의 안전과 시설 및 환경 보호를 위해 필수적이다. 

원자력 시설의 잠재적 사고에 대한 방호대책으로 이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원자력관련 법규에 의거 방사선 비상계획을 수립하고 일정한 형태와 범위를 

가진 방사선 비상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1]. 

방사선 비상훈련은 현장훈련， 지휘소훈련 및 탁상훈련 등 크게 3가지 

형태로 분류된다[2]. 

현장훈련(Field Exercise)은 가상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on-site와 off

site의 방재관련 모든 기관들이 방사선 비상훈련에 참여하는 형태로서 물리 

적인 대응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종합적인 방재훈련이다. 

지휘소훈련(Command-Post Exercise)은 비상대응시설 또는 조직간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 및 비상대응절차를 점검하는 

훈련형태이다. 

탁상훈련(Tabletop Exercise)은 비상관리에 책임이 있는 주요 비상요원 

들이 회의설에 모여 비상대응활동에 대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이 결 

과를 토대로 비상계획과 절차를 수정 · 보완하기 위하여 설시하는 훈련형태 

로서， 가장 적은 훈련비용과 방재요원으로 가장 효과적인 훈련결과를 도출 

해 낼 수 있논 훈련형태이다. 

이 훈련 지침서에는 탁상훈련을 수행하기 위하여 준비해야 할 다음과 

같은 내용틀로 기술되어 있다[3]. 

가. 목적 및 목표 

나. 탁상훈련의 범위 

1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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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훈련 조직과 임무 

라. 훈련진행 형식 개발 

마. 훈련일정 개발 

바. 시나리오， 훈련중점 부문 및 관련질문 개발 

사. 단계별 세부수행 업무 

이 훈 련지 침 은 USNRC의 “Guidance for a Large Tabletop Exercise 

for a Nuclear Power Plant, NUREC-1514, 내용을 주로 참조하여 작성하였 

다. 원문의 내용은 미 연방의 방재관련 주요 기관들이 탁상훈련에 모두 참 

여하는 대규모의 방재훈련 형태로서 이들 참여기관에 대한 임무와 역할， 그 

리고 상호연관성의 점검과 조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 

들은 우리나라 국가 방사션 비상체계와 많은 차이가 있어 국내 실정에 적합 

하도록 내용 일부를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작성하였다. 또한 지침서 부톡에 

는 탁상훈련에 대한 예제로서 가장 시나리오와 관련 질문틀을 첨부하였다. 

이 지침서애는 탁상훈련 수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절차와 방볍들을 제 

시하였으며， 이러한 훈련방식을 통하여 방채 유관기관(정부/지방자치단체/사 

업자)간의 비상대응 엄무와 역활을 명확히 구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방사선 비상계획과 절차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탁상훈 

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비상계획서 및 절차서에 반영시키므로서 비상요 

원들이 항상 최선의 비상대응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본 지침 

서가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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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훈련의 목적 몇 목표 

2.1 훈련의 목적 

탁상훈련의 목적은 방사선 비상계획과 절차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하 

여 비상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비상계획서 및 절차서에 반영시키므로 

서 비상요원들이 항시 최선의 비상대응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있다. 또 

한， 각 방재유관기관(정부/지방자치단체/사업자)의 임무와 역할을 명확히 구 

분하고 비상시 이들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는데 있다. 

2.2 훈련의 목표 

방사선 사고시 각 기관 빚 비상요원들이 그틀의 임무와 역활에 알맞는 

비상대응 활동을 취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비상활 

동을 점겸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비상시 방재요원틀의 초기 비상대응활동， 통신수단을 

이용한 정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와의 비상연락， 소내외 방사션 측정 및 

평가， 직원 빛 인근주민의 대피 및 소개， 비상물품 수송 및 의료지원， 비상 

관리， 복구계획 수립 등이 이에 해당한다. 

탁상훈련 수행 결과 훈련형태 및 진행 방법， 시나리오， 훈련요원의 자질 

및 교육훈련 등에 문제점이 드러나면 이를 수정 · 보완하여 차기 교육과 훈 

련에 보완된 내용을 반영하는 것을 훈련의 목표로 상는다.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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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탁상훈련 수행방식 

탁상훈련은 원자력시설 비상관리에 책엄이 있는 방재유관기관(정부， 지 

방자치단체， 사업자)의 각 기관별 책임자들과 방재 담당요원들이 탁상훈련 

수행 대상원이 된다. 

탁상훈련 실시를 위하여 먼저 수행방식과 훈련의 규모를 결정하여야 하 

며， 다음과 같은 4가지 탁상훈련 수행방식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1) 각 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방재 유관기관/부서들의 의사결 

정권자틀만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의사결정권자들에 대한 비상방재 의식고취 

와 비상방재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결정이 주요한 목적이다. 

2) 각 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방재 유관기관/부서들의 비상요 

원틀이 참여하는 훈련형태로 원자력 시설에 대한 비정상적인 방사선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방사선 비상계획서 및 비상계획 수행절차서를 기 

본으로 각자의 임무와 역할을 점검하고 이애 적합한 상황대처 능력을 평가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방식이다. 

3) 각 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방재 유관기관/부서들의 의사결 

정권자와 바상요원틀이 함께 참여하여 비상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목 

적으로 실시하는 훈련방식이다. 

4) 각 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방재 유관기관/부서들의 방재 

유관기관별 대표자(주로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자)를 선정하여 이들이 함께 

훈련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사고시 각 기관 고유의 엄무와 역할을 점검하고， 

기관간의 통신망 유지와 업무협조 등 상호 연계성을 점검 · 보완할 수 

훈련방식이다. 

는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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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훈련조직과 엄무 

4.1 훈련계획위원회 

훈련계획위원회는 훈련준비 및 수행과 관련한 제반사항들을 결정하는 

모든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다. 계획위원회의 위원은 효율적인 훈련계획을 

수립하기 워하여 가능한 10명 이내의 기관 또는 비상조직의 의사결정권자들 

을 중심으로 편성한다. 

4.2 훈련담당자 

탁상훈련 섣시를 위하여 탁상훈련 수행방식(규모)， 훈련진행 형식 및 일 

정 등을 정하는 계획단계， 계획에 의한 훈련진행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수행 

단계， 그리고 훈련보고서 작성 및 배포 등의 훈련종료후 단계， 이들 3단계와 

관련된 모든 과정을 총괄하며， 계획위원회의 최고책임자 역할을 수행한다. 

훈련진행자의 임병 및 최종 보고서의 검토 · 승인 등에 대한 책임을 진다. 

4.3 훈련진행자 

탁상훈련을 계획하고 진행을 주관하며， 보고서 준비 등 제반 훈련준비 

에 대한 책임을 진다. 훈련담당자， 기록담당자와 함께 훈련결과 보고서를 작 

성한다. 또한 훈련진행자논 선임 기록담당자 임무도 병행하여 수행한다. 

훈련진행자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가. 탁상훈련 설시에 따른 종합적인 계획의 개발과 준비 

나. 탁상훈련실시에 따른 기관장 승인 

다. 훈련 시나리오 작성 · 검토 

라. 비상요원들의 각자 자질에 맞는 임무할당 여부 확인 

마. 훈련참가자 분별을 위한 방볍 확인(명찰， 명패 등) 

ζ
 니
 



바. 훈련실시에 따른 일정조정과 훈련수행 감시 

사. 훈련종료후 훈련실시 결과에 대한 훈련요원들 평가 

아. 최종 훈련보고서 작성 배포 

4.4 훈련요원 

훈련요원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입무를 통해 비상대응 활동을 수행한다. 

그들의 엄무는 비상계획서나 절차서에 명기되어 있어야 하며， 훈련주제에 

대한 토론이 원할하케 이루어질수 있도록 훈련실시 전에 비상관련 자료를을 

점검 · 숙지하여야 한다. 탁상훈련 실시에 따른 훈련요원의 규모는 5 - 30 

명 정도이며， 훈련 대상은 각 기관별 비상관리에 책엄이 있는 전문요원 즉， 

의사결정권자들과 방사선 비상요원들이 그 대상이다. 

4.5 훈련참관자 

훈련참관자들은 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정해진 위치에 앉아 훈련요원들 

의 비상대응활동에 대한 토론내용을 경칭하고， 훈련이 종료되면 훈련평가 

시간에 훈련결과에 대한 질문이나 논평 등을 할 수 있다. 이들은 비훈련요 

원들로서 정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지방자치단체， 한국원자력연구소， 원 

자력발전소 등의 방재담당자가 훈련참관자로 탁상훈련에 참관할 수 있다. 

4.6 기록담당자 

기록담당자는 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가상의 시나리오를 토대로 토론되 

는 내용들을 주요 사안별로 요약 · 기록한다. 훈련진행에 대한 기록유지를 

정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녹음장치를 활용하여 녹음할 수도 있다. 또한 

특정부문에 대한 설명이 펼요한 경우 이에 대한 기록을 유지시킨다. 기록담 

당자는 훈련종료후 훈련결과보고서 작성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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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훈련진행 형식 개발 

가장 적합한 훈련진행 형식은 각 방재유관기관들의 특성에 알맞는 형식 

을 개발하여 탁상훈련에 적용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 두가지 훈련진 

행 형식은 탁상훈련에서 주로 많이 적용되는 훈련진행 형식이다. 

5.1 훈련 진행자가 이끄는 토론형식 

이 훈련친행 형식은 계획위원회에서 작성한 가상 시나리오， 훈련중점 

부문 및 관련질문 등， 훈련관련 자료들을 훈련요원들에게 나누어 주고， 훈련 

진행자가 이들에게 비상활동틀에 대한 질문을 주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토 

론형식으로 진행하는 형식이다. 

훈련요원틀은 방재교육을 통하여 얻은 지식이나 각자의 노력을 통해 비 

상계획서나 절차서 등 비상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훈련참관 

자들에게는 훈련수행 결과에 대한 논평이나 의문사항을 질문할 수 있는 논 

평양식을 훈련실시 전에 배포하고， 훈련이 종료된 후 훈련요원은 자체평가 

를 실시하고， 훈련 진행자는 훈련참관자들로 부터 수거한 논평내용에 대해 

토론시간을 갖는다. 

5.2 그룹별 토론형식 

-이 훈련진행 형식은 방사선 비상대응 조직을 유사기능을 갖는 몇 개의 

그룹으로 만들고 이들 각 그룹들을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회의질에서 나누어 

가상 시나리오와 그에 따른 질문 등을 각 그룹별로 제공하면， 훈련요원들은 

비상계획서나 절차서를 토대로 각 질문에 대한 답을 작성해 가는 훈련형식 

이다. 훈련이 종료되면 각 그룹별 또는 훈련에 참여한 전체 그룹들이 모여 

그들이 수행한 훈련결과를 발표하고 발표내용에 대한 토론을 질시한다. 그 

리고， 각 그룹별 비상대응 활동에 대한 연계성도 함께 토론 · 점검한다. 

- 7 -



6. 훈련엘정 개발 

훈련일정은 계획초기에 수립되어야 하며， 다른 업무와의 연계성을 고려 

하여 적절한 일정을 수립한다. 훈련준비를 위한 계획과 일정은 너무 복잡하 

지 않게 짜여져야 하고， 훈련 일정표의 표기는 보통 3， 4개월 정도를 표시한 

다. 훈련일정표를 작성할 때 각종 훈련관련 자료검토， 결재기간， 구매 및 설 

치 등을 고려한 적절한 일정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은 탁상훈련 준비과정에서 처리해야 찰 단계별 수행내용이다. 각 

단계에서 회의가 필요할 경우에는 언제라도 회의를 소집한다[3]. 

6.1 훈련실시 3개월전 

가. 훈련 목적 및 목표 설정. 

나. 훈련실시 승인 

다. 훈련규모 및 형태 결정 

라. 훈련계획표 및 일정 케발 

마. 훈련참관자(내 · 외부 방재유관부서/기관 선정) 결정 

6.2 훈련실시 2개월전 

가. 훈련일자 최종 결정 

나. 시나라오， 훈련중점 부문， 예비 질문 개발 

다. 훈련계획서 작성 

라. 훈련 부대업무(회의실 변동사항， 음영상기기 작동， 다과 등) 점검 

6.3 훈련실시 1개월전 

기 회의장소 최종확인 

。
。



나. 훈련 보조설명자료 개발(철판， OHP 등) 

다. 훈련 논평 양식 개발 

6.4 훈련설시 15일전 

가. 최종 훈련참가자 명단 및 대체 참가자 명단 작성(훈련질시 계획프 

로그램 포함) 

나. 환영사 및 식순 개발 

다. 훈련참가자들에게 최종 훈련정보 공문발송 

라. 시나리오， 사전준비 질문 완성 

마. 식사 예약 및 다과 준비 

6.5 훈련질시 7일전 

가. 훈련 논평 양식 준비 및 복사 

나. 주요 훈련참가자들의 참석여부 최종확인 

다. 최종 훈련 프로그램 확인 

6.6 훈련질시 3일전 

가. 훈련 최종프로그램， 유인물 복사 및 안건 타이핑 

나. 훈련 부대업무 재확인(회의실 변동사항， 읍영상기기 작동， 다과 등) 

다. 기조연설이 계획되어 있다면 연절차의 연섣 가능여부 최종확인 

6.7 훈련진행 

기 기록담당자틀의 기록유지(별도 녹음장치 기-동) 

나. 훈련참가자(훈련요원 및 훈련참관자)들에게 논평 양식 배포 

다. 보조진행자는 훈련진행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자 보조 

n 
3 



6.8 훈련종료직후 

훈련진행자와 보조진행자는 훈련요원들에 의해 생성된 결과물과 훈련참 

관자틀의 논평을 취합 · 정리한다. 

6.9 훈련종료후 

훈련담당자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가. 기록담당자，훈련진행자와 함께 훈련결과물 확인과 보고서 초안 준비 

나. 훈련수행 최종 결과보고서는 3개월 이내에 훈련참가자틀에게 배포 

다. 훈련 결과가 비상계획서나 비상계획 수행 절차서에 반영 

라. 훈련결과물은 차기훈련에 참고할수 있도록 보관 ·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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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나리오， 훈련중점 부문 및 관련질문 개발 

7.1 시냐라오 

모든 비상훈련은 계획위원회에서 정한 훈련 시나리오를 토대로 진행되 

어야 한다. 시나리오의 개발은 시나리오의 신뢰성， 기술적 정확성 및 안전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다[ 4J. 훈련 시나리오는 훈련목표에 일치하도록 작성하고， 복잡한 상황전 

개 보다는 간략하게 작성하여 효율적인 훈련이 될 수 있도록 한다. 

7.2 훈련중점 부문 및 관련칠문 

방재요원틀이 비상대응 활동의 주요 점검부문을 강화하기 위하여 매 훈 

련 마다 이들 점검부문들 중 어느 특정부문을 중점적으로 부각시켜 훈련을 

실시하므로써 방재요원들의 비상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훈련중점 

부문은 많은 부문을 포괄적으로 다루지 말고， 사전에 계획위원회에서 훈련 

중점 부문 및 이와 관련한 질문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토론이 이루어진 

후 결정한다. 

다음은 훈련일정 및 중점부문과 관련한 적절한 칠문 수에 대한 예이다. 

훈련시까이 4시까?L경운 

00 : 00 - 00 : 20 훈련개요(훈련목적， 목표， 시 간， 형 태， 

평가방법 등)， 훈련요원， 시나리오， 훈련 

중점 부문 등 소개 

00 : 20 - 00 : 30 휴 식 

00 : 30 - 03 : 30 훈련실시 

03 : 30 - 04 : 00 훈련평가 

n 



상기 예에서 훈련실시 시간이 3시간이고， 훈련중점 부문을 5개 부문으 

로 계획하였을 때 훈련중점 부문별 관련질문 수를 3문제씩 만들 경우 한 문 

제를 해결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12분으로 가정하여 훈련중점 부문에 관한 

문제 출제시 정해진 시간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질문의 수를 조절한다[3]. 

η
 ι 



8. 단계벌 세부수행 업무 

다음은 탁상훈련 시행과 관련하여 각 단계별로 처리하여야 할 세부적인 

수행내용이다. 

8.1 계획단계 

8.1.1 탁상훈련 계획착수 

1) 회의소집 통보 

계획위원회에서 훈련실시에 따른 관련사항(훈련주제， 훈련질서일 및 

훈련일정 등)에 대해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안건 등을 처리한다. 

가. 훈련 목표 및 목적 결정 

나. 훈련일지 일정 등을 결정 

다. 훈련수행 방식 및 훈련형태， 그리고 훈련시간 등을 결정 

라. 훈련참가자(훈련요원 및 훈련참관자 등) 규모 결정 

마. 훈련조직편성， 임무부여， 훈련결과물 취합 · 편집 등 

2) 훈련목표 및 목적 정의 

계획위원회에서 제일 먼저 의결일치를 보아야 할 사안이 훈련의 목적 

과 목표를 정하는 것이다. “누가 훈련에 참여하고， 그들의 임무와 역할은 무 

엇이며 어떤 대응활동을 수행하는가， 또한 그틀의 비장대응활동 증 취약한 

부문에 대해 어떠한 방법으로 강화시킬 것인가”를 우선 기술하므로서 탁상 

훈련 수행 방향이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 u 



3) 훈련수행 방식 및 훈련진행 형태 결정 

가. 훈련 진행방식 및 훈련진행 형태 

냐. 훈련중점 부문 

다. 훈련조직 및 그룹 대응활동 

라. 훈련장소 및 일자 

8.1.2 훈련진행 계획 개발 

1) 훈련참가자 결정 및 확인 

훈련참가자 명단은 그들이 맡은 비상대응 임무별로 냐누어 성명， 직책， 

조직， 주소， 전자매일， 전화 및 F따〈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2) 훈련진행 형식 결정 

탁상훈련 진행 형식에는 여러 기-지가- 있을 수 있다. 여러 가지 형식중 

대표적인 망볍 두기-지를 소게하띤 다음과 같다. 

첫째， 훈련진행자가 가상 시나리오와 훈련중점 부문 관련질문들을 토 

대로 훈련요원들과 토론을 통하여 답변을 유도해나가는 진행 형식이다. 

둘째， 비상대응 조직별로 시나리오와 그애 관한 문제를 훈련요원들에 

게 제공허-고 그 시나리오에서 해룹 도출해 내어 그 결론을 비상조직별로 발 

표하는 빙-볍이다. 훈련형태를 계획단계 초기애 미리 정하는 것은 훈련진행 

자가 적절한 자료를 개발하도록 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3) 훈련장 배치 결정 

훈련장소 및 음영상기기(칠판， OHP, mic 등)를 준비한다. 훈련진행자， 

훈련요원과 훈련참관자의 좌석배치는 훈련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당 

히 조절한다. 훈련참가자들의 좌석앞 테이블에는 서로를 잘 확인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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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병패를 배치하고， 훈련진행자는 훈련요원들이 모두 보이는 곳에 자리한 

다. 핀마이크는 훈련참가자들이 모두 청취할 수 있도록 적당한 성능을 가진 

것으로 준비한다. 

4) 훈련시 제공할 정보 결정 

훈련참가자들에게 훈련 시나리오와 훈련보조 설병자료， 그리고 논평양 

식 등， 기타 제공할 유인물을 결정한다. 

5) 훈련참가자틀을 위한 브리핑 자료 개발 

가. 훈련개회사 

나. 훈련개요(훈련의 목적과 목표， 훈련참가자 소개， 훈련진행 및 평가 

방법 등) 브리핑 

다. 시나리오에 대한 보조 설병자료 

라. 각 훈련조직의 임무 

마. 훈련참가자 논평 양식 개발 

8.1.3 훈련평가 기준 

훈련평가는 훈련계획 수립이나 훈련수행 못지 않게 중요하다. 더 나은 

훈련평가는 더 흘륭한 형태의 훈련 결과를 도출해 내기 때문이다. 좋은 훈 

련평가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요원이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이후에 훈련담당 

자가 자체평가에서 누락된 내용 등을 종합하여 최종평가를 실시한다. 훈련 

평가 항목은 훈련요원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훈련에 입했는가의 비상대응 

활동， 시나리오의 적협-성， 훈련준비 상태 등 전반적인 사항들이 훈련의 목표 

에 얼마만큼 접근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5]. 

훈련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된다[6]. 

π
 ω 



1) 시스템과 이틀 구성요소 간의 상호연관성 

각각의 비상대응시스템이l 대한 특성， 즉 시스템과 。l 들 구성요소들 간 

의 상호연관성에 대해 이해하고， 어떤 한 시스템에 대한 변화가 연관되는 

다른 시스템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지를 평가한다. 

2) 원인과 대책 

원자력 시설의 비상대응 시스템， 구성요소 및 운영절차들에 대한 이해 

력 여부와 정상， 비정상 및 사고상황 각각에 대하여 적절한 비상대책을 취 

하는가를 평가한다-

3) 비상조직간의 상호협조 

원자력 시설의 비상대응 시스템의 운영과 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비상요원 개개인과 이들이 속한 비상조직 간의 상호협조가 올바르케 

이 루어 지 는가를 판단한다. 

4) 비상연락 체계 

방사선 비상조직 간의 정보전달이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가를 판단한다. 

8. 1.4 훈련수행 결과 반영 및 보고서 작성 계획 

1) 보고서 득차 및 작성형식 결정 

훈련수행 결과를 비상계획서나 수행절차서에 반영할 것인가의 여부를 

확인한다. 훈련수행 결과보고서는 훈련에서 얻어진 주요한 내용이 분명히 

기록 · 확인되어야 하고， 훈련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3개월 이내에 훈련참 

가자들에게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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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언 훈련수행 결과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가. 훈련의 목표 빛 목적 

나. 훈련개회사 

다. 훈련담당자 빛 훈련요원의 자체 평가내용 요약 

라. 훈련참가자 전원 명단 

마. 훈련결과물(훈련중점부문， 관련질문 빛 답변내용， 논평내용 등) 

2) 훈련참가자의 논평 양식 개발 

훈련에 대한 평가는 세가지 형태로 관찰할 수 있다. 첫째는 탁상훈련 

내용에 대한 논평과， 둘째는 훈련 부대업무 준비상태 평가에 대한 논평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훈련의 종합적인 평가이다. 탁상훈련의 논평 양식은 각 

기관별 특성에 맞도록 적절히 반영하여 개발한다. 

8.1.5 훈련 부대사항 개발 및 준비 

가. 부대사항 짐컴 

각종 자료 타이핑， 복사 및 배포， 숙소예약， 자료발송 등 

니 회의실 정리， 음영상기기 설치 

훈련에 사용될 OHP, MIC(Pin mic 등)， 영상기， 컴퓨터， 팩시밀리， 칠 

판 등의 준비 

다. 점심 및 다과준비 

휴식시간 동안 즐길 수 있는 커피， 차， 음료， 쥬스 등을 준비한다. 

라. 출입증 명패 마련 

만약 일반인 출입이 제한된 장소에서 훈련이 개최된다면， 훈련실시 

전에 훈련참가자들에 대한 출입자 명단을 확인하고， 이들의 출입증을 

제작하여 출입시 부착토록 한다. 출입증은 색깔(예를틀면 붉은색은 훈 

련요원， 파랑색은 훈련참관자， 초록색은 지원팀)별로 만틀면 유용하게 

활용된다. 

n 



마. 회의실 집기 배치 

훈련에 요구되는 형태에 따라 회의실 집기를 정돈한다. 훈련실시 전에 

음영상 기기의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각종 기기에 사용된 전선은 테이 

프로 고정시키고， OHP를 위해 여유분의 전구를 준비한다. 

8.2 실행단계 

8.2.1 훈련참가자 지원활동 

가. 탁상훈련 개회사 준비 

나. 훈련참가자들을 위한 각종 유인물 복사 

다. 휴식시간에 제공할 다과 준비 

8.2.2 훈련섣시 

가. 훈련게요(훈련목적/목표， 훈련참기-자， 훈련시간， 시나리오， 훈련중점 

부문과 관련질문) 설명 

나. 훈련진행자는 방사능 방재업무에 대한 풍부한 사전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다. 훈련찬기-자들에게 논평 양식 배포 

8.3 훈련 종료후 

8.3.1 훈련수행 결과의 정리， 보고서 작성 및 검토 

1) 훈련종료 

훈련종료후 진행자는 훈련수행중 확인된 주요사건을 중심으로 훈련수 

행 과정을 요약하여 발표한다. 사전에 배포된 논평양식은 훈련참가자들이 

자리를 비우기 전에 수거한다. 

m m 



2) 훈련결과 평기-

탁상훈련 결과에 대한 평가는 훈련요원들이 방사션 비상계획서나 비 

상수행 절차서의 숙지 여부와 훈련중점 부문과 관련된 칠문에 대해 답할 수 

있는가를 평가한다. 훈련종료후 훈련진행자는 훈련수행 결과에 대하여 훈련 

요원들의 자체평가를 하도록 한다. 또한 훈련참관자들의 훈련내용에 관한 

질문사항이나 그틀의 논평에 대해서도 토론시간을 갖는다. 

이러한 훈련평가 내용은 훈련결과 보고서의 주요내용이 되며 차기 방 

재훈련에 참고가 되어야 한다. 훈련수행 과정에서 얻어진 모든 결과물은 결 

과보고서 작성에 반영되고， 이 보고서를 모든 훈련요원틀에게 배포한다. 평 

가결과 확인된 훈련수행 내용， 훈련계획서 및 각종 철차서 등에 미비첨이 

발견되면 이를 수정 · 보완한다. 

3) 탁상훈련 결과보고서 작성 

훈련 종료후 일주일 내에 훈련담당자 훈련잔행자 기록담당자가 모여 

훈련수행 결과물인 기록담당자의 기록물， 관련질문 답변내용， 논평내용 등윤 

취합 · 정리하여 보고서 초안을 마련한다. 최종 훈련보고서는 훈련종료후 3 

개월 이내에 훈련참가자에게 배포한다. 

4) 보완책 마련 

모든 탁상훈련 참가자는 훈련 수행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적절한 

보완책을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된 보완책은 계획위원회에서 차기훈련에의 

적용여부를 결정한다. 

m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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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냐로』 방사선 l:l l 상훈련에 대한 시냐랴오 맞 철의내용) 

탁상훈련 연습 

(‘97년도 

1. 효깅L프응 ’ ..., 

탁상훈련 하나(현장대옹활동} 댄힘 

시나라오 1. 사고 

- 핵연료파손검출기 경보 
- 수조상부 방사선 감시기 경보 
- 원자로 자동정지 
- 원자로실 공기감시기 경보 

H+OO:OO 

- 0 f f-s i te 전원상실 
- 비상디젤전원 상실 (안전계통 전원 공급) 
기상상태 : 말음， 풍향 f rom W, 풍속 0.2~0 ‘ 5 m/s 

H+00:20 

2차냉각수 방사선 검출기 불량 확인 

- 일차 냉각계통 열교환기 손상 확인 (적어도 수시간 전어 
손상된 것으로 추즉) 

H+00:30 

133 r em/h , 4. 44E-1 C i I rn' 二그^~~느 
~ d c) 

위
 

준
 

방사선 - 원자로실 H+00:35 

확인 

H+01 :00 

초과 오염 

- 원자로 상태 
+ 안전정지 (점지봉/제어봉 삽입) 
+ 노심 냉 각 (flap valve open) 

- H+05:00 이후 흐리고 약간의 비 예상， 
풍향 f rom WSW , 풍속 5 - 12 m/s 

냉각탑 수조수 제한치 H+00:45 

2 ‘ 43 3.26 1.51 8.72E-2 11 . 48E-1 12.05E-1 5 ‘ 12E-2 농도(Ci / m‘) 
원자로실 

730 980 453 62 45 26 15 선량율( rem/h) 

7.3 

잃
 

9.8 4.53 0.62 O‘ 45 0.26 0.15 선 량율(rem/h) 제어실 



2. 질문사항 

zl@ 싹:보l청똘:=:FHiomöO Si:I훌햇앉M15 ‘사활했 t환홉￥ 찰푼 

1) H+OO: lO 시점에서의 적절한 비상등급은 무엇인가? 

2) 방사능 방출에 의해 영향을 받는 지역은 어디인가? 

3) Off-site 방재유관 기관에 통지하였는가? 통지했다면， 어떤 내용을 

통지하였는가? 

4) 시설운영상 긴급하게 조치한ν할) 사항은 무엇인가? 

나; 사고;;;정파 awøOAli5 ‘ n !fUOWï5 샤향했 댐향 짤쫓f 

1) H+OO:45 시점에서 적절한 비상등급은 무엇인가? 

2) 비상등급 큰거하에 취하여야 할 추가적인 대응활동은 무엇인가? 

3) 소내에서 취하여야 할， 그리고 。ff-site 기관에게 권고하여야 할 

방호활동은 무엇인가? Off-site71 관의 누구에게， 언제 이들 권고사항 

을 송부하는가? 

4) 환경탐사팀이 갑상선 방호약품을 섭취하였다면 그들이 얻무를 마치 

고 복귀하여야 할 제한치는 무엇인가? 

5) 시설 상태 평가 

CD 현재 및 예상되는 노심의 상태는? 
@ 현재 및 예상되는 원자로실 방사능 준위의 상태는? 

@ 방사성물질의 가장 큰 방출경로는? 

다; λF，표청 확 BiitØOfa앙 훌itJ][(j;ðØ 썩 컴 혜 돼 ’한 쩔 문 

1) H+01:00 현재 및 예상되는 노심의 상태는? 

2) H+Ol:00 현재 방사성물질 환경 방출량은? 그후의 환경 방출 예상 

션량은? 

3) 환경탐사팀은 어느 장소로 대응활동을 전개하여야 하나? 복귀하 

잃
 



여야 할 복귀 선량은? 

4) 환경 공간션 량률에 근거 하여 즉시 방호활동을 취 하여 야 할 장소 

와 방어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할 거리는? 

5) 시설의 상태에 근거하여 방어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할 거리는? 

6) I-131침전농도에 근거하에 보장되어야 할 방호조치는 무엇인가? 

7) 비상환기계통 운영방안은 무엇인가? 

8) 국제 핵사고 등급분류체계(INES)에 의한 등급분류는? 

장
 



툴(현장지원활동) 탁상훈련 回

시나라오 1. 사고 

기상상태 。

온도: 12 0

C 

다발적으로 발생 

IL 슴ξ~. 1:그 그::L 
00'10 , 

하나로 출력운전중(24MWth) 경보음이 

- 제어실 제어반 경보음 발생 (핵연료손상 추정) 

A 
동
 

풍속 :0.5 m/s , - 口 L드크 
리口， 

。H+OO:OO 

노심 냉각 확인 q.l 
;;>c - 원자로 정지확인 

백색비상 발령 。

: 과기처 ， KINS，대전시청 ，유성구청(상황실 - 백색비상 통보 H+OO: 10 

확인 

발족， 대기태세 유지) 

2차 냉각수 방사성물질에 

- 열교환기 손상 

- 2차냉각수 열교환기 격리밸브 

상의 오염 차단. 

환기설비 댐퍼고장 확인 : 

오염 。

이 더 2차냉각수 닫음으로 H+00:30 

환경밤출 예상 

。

방사성물질 

즈으l 그사수 
~ 11 ~ C그〈二〉 

133 rem/hr , 방사능 놈도 

방사선 원자로실 

-선량 

。

H+00:35 

청색비상 발령 

- 청색비상 통보 : 과기처， KINS , 대전시청， 

(비상대응기구 발족 운영) 

71 설비 댐퍼손상 수리완료 

- 댐퍼수리중 과피폭자 2명 발생 

- 밤사성물질 환경방출 예상량 및 

시간 

4.44E-01 C i / m' 

H+00:45 유성구청 

。

2.0 x 104 C i , 밤출기간 : 

。

H+01:00 

4---
‘ 7 

- 온도 5
0

C ， 풍속 8 -

비， 강우량 10 mm 

기상악화로 건물누설률 증가로 

방출 예상률 150 Ci/h 

。

등르l 
-~， f rom SSW , IL 딩등， • 

흔，. ξ) . 12 m/sec , 

H+05:00 

지표면 

% 

ω
 

인한 방사성물질 。



H+24:00 

。 기상상태 

- 온도 12 0C, 풍속 5 m/sec , 풍향 f rom SSW , 말음， 

。 원자로 안전정지 및 노심 냉각상태 유지 

。 냉각탑 수조수 방사성 물질에 오염 

。 예상 건물누설률(지표면 방출) : 약 50 Ci/hr 
。 원자로실 방사선 준위 

- 선량 636 rem/hr , 방사능 농도 2.12 Ci / m' 
。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800m) 밖의 주민동향 

- 옥내대피 , 라디오， TV 청취 

- 일부 주민은 친척 및 친구집으로 대피 

- 펀지， 은행， 재산보호， 약품， 일용품 및 기타 등 일상생활 

에 어려움 호소 

。 옥소정제 약품 추가 공급 

- 작업자 및 방사성구름이 통과할 때 미처 대피하지 못한 

공공 단체에 추가 배포 

。 농부들은 가축을 톨보기 위해 대피된 지역으로 출입하기를 

워한 

。 연구소 및 대전시청에는 연합정보센터가 운영중임. 

。 방사선 탐사관련 지원팀들이 각종 장비를 동원하고 파견되 

어 이으 
λλ C그 • 

。 환경， 음식물， 주민건강을 방호하기 위한 기술자문팀이 구 

성파견되고 있음 

。 각 비상대응설비간에 연결된 통신은 적절히 운영되고 있음. 

。 국민들의 비난과 인근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한 항의가 

빗발치고 있음. 

。 원자로 안정 

- 더 이상 방사성 물질의 방출은 없음 

환경 방사선 영향은 분석되어 。 l 드으 
λλ I그 

써일 | 。 장기간 감시를 위한 요구사항 및 조직들이 설치됨 

。 사고로부터 1 년간 예상선량을 보여 주는 지도 

。 주민 재출입이 금지된 비상구역 표기 

。 농산물 반출 금지가 요구되는 섭취 경로 표시 

% 

ω
 



청명하다. 날씨는 。

있다. 

원자로는 정지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현장조건은 off-site 

口|치지 

방사능 분포는 잘 알려져 지상 。

。

않는다 영향을 회복에 

필요한 경우 계속하며 외출이 옥내대피를 아직도 민
 

I 
T 。

있는지 ι^--. 이 대피가 끝날 언제 이들은 

를 알고 싶어한다. 

농민들은 작물의 장기간에 

있다. 절차를 밟고 

알고 영향에 대한 정보를 미치는 。

싶어한다. H+5일 

있다. 줄어들고 지역 LH 의 관광산업은 사고이후 급격히 。

생활용수 사용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모든 비상대응기구는 활동중에 

。

있다. 현재 。

c 
---L 

프으A:í E.I ξ三。 l
-， c그 C그 i크 -1 방사능 소내 지원팀과 방사능측정 정부파견 。

o 
I그 준위와 PAG 측정자료， 지상 투며 

~ ‘- ’ 사선 닙F 
o 상세 옆

 
움
 

개발되었다. 식물 재배치를 위한 등고선이 

있다. 오염은 잘 알려져 。

확인 방사능 오염이 지역을 넘어서는 연구소 부지경계 。

원자로실 
선량률(rem/h) 730 

7.3 

980 

9.8 

453 

4.53 

62 

0.62 

26 

제어실 0.26 

15 

0.15 선량률(rem/h) 

앙
 



2. 질문사항 

7F@ λp고첼파 H+om;빠188+05;00 셔캠헥 때환 검:.æ@ζ}격l초찌단첼) 

1) 소내외 각 비상대응기구가 발족되는 기준과 절차는 무엇인가? 

2) 소내외 각 비상대응기구가 발족되기 위한 통보방식과 상호 간섭사항은 

무엇인가? 

λ、
-'-안전하게 대피 및 혼란을 방지하며 소개와 관련하여 01 

;x; 대피 3) 직원 

소내에는 어떤 기관이 있는가? 

각 기관별 근무인원은? 조직별， 건불벌 인력현황은 파악하고 있 

는가? 

소내에 상시 출입하는 소외 

현황은? 

업무차 출임하는 수시/일시 출엽자 관리는? 비상시 이들의 

리는? 

방사선 비상시 직원 대피 및 소개기준은 무엇인가? 

직원 대피 및 소개 통보방식은 무엇인가? 

직원 대피 방볍은 마련되어 있는기-? 소개방법은 무엇인가? 

대 피 정-소는? 소 개 루트(route)는? 

대피 및 소게애 소요되는 추정시간은? 소개시간동안 예상되는 피 

폭선량은? 

소게자의 피폭여부 판정 및 피폭자의 제염방안， 실시 장소 및 실 

행자는? 

직원 소개를 위한 소외 협조기관은? 

개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 

@ 

단체는 없는기-? 인력 

출엽관 

있다면，그들의 @ 

@ 

@ 

@ 

@ 

@ 

@ 

@ 

협조의뢰 사항은? 
@ 

있는가? 소내 보인-통제에 대한 적절한 대책은 준비되어 4) 방사선 바상시 

기밀문서 처리방안은? 

5) 하나로시설 종사자의 방사선 피폭 및 부상， 직원 대피/소개중 안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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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상대응기구 간의 상호 감섭사항 빛 조정에 대하여 

@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유관기관의 비상대응절비 사이에 초기 

및 사고진행 기간동안 발생할 수 있는 간섭사항과 조정하여야 할 

문제점은 무엇인가? 

@ 하나로시설에서 섬각한 사고가 발생된 후 지방자치단체장은 언제 

방사션 비상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를 하는가? 발표문에는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나? 

@ 연구소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방사능과 관련하여 어떤 지원을 받을 
。/ · 받

 
이
 샤
 

수
 

’ 

@ 어떤 방사선 정보 및 평가자료가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되는가? 언제 

제공되는가? 

@ 과학기술처 및 다른 정부부처의 도움이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기준 

은 무엇인가? 

@ 환경， 음식물， 및 건강에 대한 자문은 정부의 어느 부처에서 이루어 

지는기-7 

φ 한국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방사능방재기술지원본부로부터는 

어떤 지원을 받 을 수 있는가? 어떠한 정보 및 평가자료를 얻을 

수 있는가? 현장기술지원단은 언제， 어디에서 어떠한 비상업무를 

수행하는가? 

7) 주민보호활동을 위한 권고사항은 무엇인가? 권고 책임자는 누구인가? 

방호활동을 캐발하고 제안하고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은 무엇인가? 

8) 소내 비상요원들의 생필품 및 추가 장비지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냐i λ￥고I경과 HW5;OO8fBH;24~öØ 칙캡역l 대학 캉}푼〔사고중기단져n 

1) 사고중기단계의 비상대응기구간 상호관계 

@ 사고중기단계에서 비상요원의 적절한 음식물 섭취 및 정부 지원자 

원의 분배 등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비상대옹기구간에 펼요한 간 

섭사항은 무엇인가? 

@ 방사선 자료의 분석과 그와 관련된 주민보호조치를 위해 어떤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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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마련되어 있는가? (연구소의 지방자치단체 지원 역활은?) 

@ 창기적인 주민의 건강 및 환경영향을 위하여 중앙 및 지역사고대책 
본부에 요구되는 사항은 무엇인가? 

2) off-site의 환경 방사선 측정 및 평가에 대하여 

φ 환경탐사는 어떻게 조정하는가? 환경탐사 조정자는 누구인가? 그리 

고， 탐사결과의 평가책임은 누가 지는가? 

@ 실시간 환경 방사션 모니터링 측정소는 적절히 배치되었는가? 환경 

탐사용 측청장비와 sampler의 소내 보유수량과 작동수량은? 

@ 정상운영시 제한구역 주변에 배치된 TLD의 수량과 사고시 추가 

배치 가능 수량은? 위치는? 

@ 환경탐사시 인력지원은 어떻게 요청하는가? 

(5) KINS 등 외부 환경탐사 인력과의 협조 및 이들 탐사팀과의 역할분 

정- 관계는? 

@ 사고시 환경시료분석 계획은 준비되어 있는기-? 환경시료의 습득 및 

수집꼴의 실험분석은 누가 처려하는가? 그리고 무슨 지원이 펄요 

한기-? 

@ 환경평가룰 수행하기 위한 조건과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3) 사람파 동물의 식품체인예 방사능 노출을 막고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각 비상대옹기구의 역할과 임무는 무엇인기-7 

4) 섭취경로의 방호조치 권고는 누가 수립， 결정， 배포하는가? 

φ 어떤 자료와 기준이 사용되는가-7 

@ 권고사항틀은 각 비상대응당국간에 어떻게 조정되는가? 

5) 방사선 tl] 상시 대 국민 및 방송보도매체에 정보제공 및 홍보에 대하여 

@ 연합정보센터는 어떻게 구성되나? 어떤 역할과 임무를 갖고 있나? 

어떠한 설비가 어디에 마련되어 있어야 하나? 

@ 언론 및 방송미디어에 제공해야 할 최선정보와 발표자는 누구인가? 

@ 보도내용은 어느 조직얘서 작성하나? 홍보 일원화에 대한 방안은? 

@ 정보는 열마나 자주 제공되며， 발표되는 주 위치는 어디인가? 

m 

ω
 



@ 이 기간동안에 방송언론매체에서는 무슨변화가 발생하나? 

@ 일반 주민으로 부터 들어온 각종 질문들에 대한 대응방법은? 

@ 유언비어의 수집 및 통제 방안은 무엇인가? 

6) 방사선에 영향을 받았거나 대피한 주민의 필수품을 충족시키기 위해 

어떤 자원과 서비스가 필요한가? 

7) 허용된 필수기능을 완수하기 위해 오염지역으로 복귀하고자 할 띠} 

@ 어떤자가 복귀 가능한가? 누가 복귀토록 허락하는가? 

@ 어떤 방사선 피폭 통제방법이 사용되는가? 

@ 누가 복귀절차를 알려주는가? 

7-1--, 누가 어디에서 8) 국회나 청와대에 보고하여야 할 정보는 무엇인가? 

보고자는 누구인가? 성하는가? 

팩- 싸고경과 I-Iffi24WO; I1t5혈 λI참짧 대활 켈문{사고작가단계) 

분류， 분배 및 관리 1) 비상요원의 비상대응 활동상 장기간의 

CD 장기간의 문제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틀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 
한 자원은 무엇인가? 

@ 장기간에 대한 자원은 소내/소외에서 

@ 자원을 분류하고 마련하기 위해 어떤 

어떻게 처리되는가? 

조직과 방법이 수립되는가? 

비상자원의 

있다는 것을 확 

2) 복구 

CD 복구내용은 무엇이 있으며， 우선순위는 어떻게 선정하는기-? 
@ 복구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어떤조직이 설치되는가? 

@ 복구를 위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 주 임무는 어떤 조직이 

갖게 되는가? 

@ 모든 필수 주의사항이 

인하기 위해 대책반은 

음식물 및 건강과 관련되어 

무슨결정이 펠요한가? 

3) 장기단계에서 환경， 음식불， 및 건강에 대한 정부자문팀과 간섭사항은 

무엇인가? 

며
 이
 



4) 출입통제， 격리， 봉쇄가 필요한 영향받은 지역틀의 경계는 어떻게 결정 

대피할 때 누가 결정하는가? 

어떤 기준과 조정이 필요한가? 

없는 장기간 방사션량을 맞지 않 

누가 결정하는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방 

않은 거주민에 

하는가? 

CD 사고지역주민들이 대피지역으로 
@ 거주자 귀환을 허용하기 위하여 

@ 오영지역의 거주민틀이 허용할 수 

도록 재 이주를 해야 한다는 것을 

@ 저준위로 오염된 지역에 남아있는 

볍은? 누가 결정하는가? 

@ 장기간에 걸쳐 대피된 지역으로의 귀환이 허락되지 

대해 어떤 지원이 가능한가? 

5) 소내 대피지역애 대한 복귀가 장기간 계속될 경우 발생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6) 아면 기준으로 각 비상대응기구는 비상활동을 종료하는가? 

조정이 펼요한가? 

비상활동의 해처l 플 결정하는가? 

n 까~ ,L" 
연구소의 

CD 해처l 플 결정히-기 전이1 

@ 누가 정부， 지자체， 

7) 비상대응기구 해체에 따르는 후속활동은 어떻게 하는가? 

8) 건강위해도를 평가하기 위해 어떤 지원이 펼요한가? 

마련， 지역 상담서비스 성리적 대한 생펼품 마련， 장기간 대피운영에 9) 

주민에게 개략적인 정보 배포에 대한 대책은? 

수행하는 개발은 누기← 책임을지며 복구 계획의 장기간의 환정탐사 및 
m 
M 

이 계획의 허가 절차는 무엇인가? 기? 어떤 지원이 요청되야 하나? 

CD 오염된 
비용에 

@ 단기 및 

임을 지는가? 

@ 사고로부터 야기되는 개인 손실의 

절차는 무엇이며 누가 책임지는가? 

복구 

11) 오염지역에 대한 복구지침 작성 및 기준선정의 기본은 무엇인가? 

재산 및 장비의 복구를 포함하여 방사선 제얼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기-? 

장기간의 경제적 영향의 손해평가 및 손해 결정은 누가 책 

및 지역 

배상에 대한 보상과 복구비용의 

잃
 



부록 2. 탁상훈련 연습 H 
(Tabletop Exercise, NUREG-1514에 기술된 시나라오 빛 철의내용) 

* 사고초기단계 
- 시작 : 청색비상 발령 

- 종료 : 모든 국가 대응설비 가동 

가. 시각 보조물 

- 20 mile 및 10-50 mile 반경 의 발전소 주변 대 형 지 도 

+ 기록자가 기록할 수 있도록 투명 포장 

+ 10 mile EPZ, 주요도시， 지역명， 공항， 주요 도로 표시 

+ 국가 방사선 감시센터 표시 

- 상황판 

- 시나리오 

나. 시나리오 1(00발전소에서 원자로 안전성을 저하시키는 사고빌생) 

~9:，0?，_" I 。 이 상사태 발령 통보(주 정 부， 유관기 관， 지 빙 정 부， 및 NRC) 
【。1 상사태| 

τ;꺼 | 。 이들 기관은 각기 비상계획에 따라 대응 
발령] I 

。 백색비상으로 확대 통보 

。 각 기관별 비상계획에 따른 대응 

10:00 1) 발전소 

+ ]IC(Joint Inforrnation Center) 발족 

【백색비상 

받령】 

+ TSCCTechnical Support Center) 발족 

+ 경계구역 환경감시팀 발족 

+ NRC와 통신라인 개통 

잃
 



10:00 

I백색바상 

발령 I 

2) 지 방정 부(County) 

+ EOC(Emergency Operation Center) 발족 

3) 주 정 부(state) 

+ EOC 발족 

+ 지원 지방정부에 통보 

+ 주 당국은 발전소 EOC 및 주정부 EOC에 연락관 파견 

+ 주 정 부 내 DOE RAP(Radiological Assistance Program) 팀 
tl~ 드죠 
E으 ---. 

4) NRC(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 지 역사무소 사고대응센터(ROIRC) 비상근무 

+ HQCHead Quater)는 대기조 편성 

5) FEMA(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 지역운영센터(ROC) 발족 

+ 사고현황 분석 

+ HQ: 방사선 검사체제 ε;:_01 
근 H 

6) DOE(Department of Energy) 

및 니}외부 비상통보 

+ 지역사무소의 DOE RAP팀 비상 

1l:00 [챙섹비상 발령】 

※ 발전소 조건 

1l:30 I 。 심각한 노섬손상 경로 확인 

。 적어도 5 시간동안은 방사선 환경 방출이 기대되지 。L 。

"Õ" o 

칭 | 。 방출할 경우 off-site 전선선량 1 rem, 갑상선선량 o rem 

섹 l 예상됨 

1:1] 

상 
※ 기상조건 

。 4 mile!hr의 북동풍이 봉고 있음 

o 비가 많이 내림 (저녁에 멈출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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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3 ‘ 

| 。 비상통보 완료 
I적색벼장| 

| 。 주 지사 대피지역 주민의 대피명령 (적절한 sector 및 거리) 
발령 1 

16:30 

※ 방사성물질 환경방출 시작 

。 방사능구름은 북동쪽으로부터 4 mile/hr로 이동함 

。 풍하방향 4 mile 지점에서의 예상파폭선량은 EPA(Environ

ment Protection Agency)의 PAG(Protection Action Guide) 

을 초과 

。 주민대피는 방출이 시작된 시점에서 약 ( ) % 완료함 

다- 훈련 분야 및 칠의 

1\-) 중캠분약 ￡ 

※ 주정부， 지방정부， 및 주민의 필수물품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원의 

분류， 분배， 및 관리 

1) 주정부 및 지방정부가 동원한 자원은 무엇인가? 

2) 주정부 및 지방정부가 추가로 동원해야 할 자원은 무엇인가? 

3) 어떤 연방당국틀이 이틀 자원을 마련하는가? 

4) 연방정부 자원을 얻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 

13) 중점분;략 2 

※ 모든 비장대응설비의 발족 및 운영 

※ 연방정부의 비장대응설비의 발족에 요구되는 비상통보， 조직간의 상 

호 간섭 및 조정 

1) 연방정부가 제공되는 자원은 어떤 센터가 분류， 분배， 관리하는가? 

F 
A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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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센터가 발족되는 기준과 그 과정은 무엇인가? 

3) 각 센터가 발족되기 위한 통보방식과 상호 간섭사항은 무엇인가? 

4) 연방， 주정부 및 기타 비상대응설비 사이에 초기 및 사고진행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간섭사항과 조정문제는 무엇인가? 

C) 중첨분야 3 

※ 방사능 자료 및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사업소， 주정부， 지방정부， 및 

연방정부의 비상요원들 간의 간섭사항 

1) 주정부에 필요한 것을 지원하기 위한 비상요원틀 간의 간섭사항은? 

2) 발전소 상태， 결말예상， 방사선 탐사자료， 보호조치기준과 관련하여 

주정부기- 초기 의사결정이1 펼요한 지료는 무엇인가? 

3) 방호활동권고(Protective Action Recommendations)를 게발하고 제안 

하고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은 무엇인가? 

4) 주정부에서 필요한 것을 제시하기 위해 각 비상대응기구에는 어떤 

간섭사항이 있는가? 

D) 증정분야 4 

※ 일반 대중 빚 방송/언론미디아에 정보저1 공 

1) 최신정보에 대한 방송보도매체의 요구를 처리하기 위해 어떤 준비가 

마런되어 있는가? 

2) 일 1깐 대중이 직접 문의한 질의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은? 

E) 가타 예상첼의 

※ 참여 u1 상대옹기구틀은 뜻있는 딱상훈련을 활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략적인 절의들에 대해 답변을 준비해야 한다. 

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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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초기단계에서 NRC로부터 어떤 도움을 요청받았는가? 

@ 어떤 그룹이 요청자료를 만드는가? 

@ 조직내에 누가 요청자료를 만드는가? 

@ NRC site팀은 언제 어디에 도착하는가? 

@ NRC 책임자들은 어떤 장소로 파견되는가? 

(5) NRC로부터는 어떠한 정보 및 평가자료를 얻을 수 있는가? 

@ 환경，음식물，건강에 대한 자문은 어떤 연방당국이 수행하는가? 

@ 환경， 음식물， 및 건강에 대한 자문팀의 임무는 무엇인가? 

@ 다른 연방당국틀로부터는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가? 

@ 이러한 정보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2) 발전소 상태에 기초하여 잠재되어 있는 사고 진행결말의 평가를 주 

정부는 어떻게 확보하는가? 

3) DOE로 부터는 방사능과 관련하여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CD DOE의 도움이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 방사선 도움을 조정하기 위한 주정부 및 DOE에서 사용하논 방 

식은 무엇인가? 

@ 주정부 비상조직， 방사선 및 환경보호 담당 주사무소， DOE , 

DOE의 방사선 협조와 관련한 NRC 역할， FRMAC의 설치 사이 

에 예상되는 긴-섭사항은 무엇인가? 

@ DOE 활동과 관련하여 지방정부 공무원들간의 긴-섭사항은 무엇 

조직의 어떤 위치가 다른 조직과 간섭되는가? 

어디에서 활동하는가? 

방사선 정보 및 평가자료가 주정부에 제공되는가? 

언제 제공되는가? 

인가? 

@각 

@ 이틀은 

@ 어떤 

4) DOE 방사능 지원사무소에서의 지원은 주정부와 어떻게 조정하는가? 

도착하는가? 

누구에게 보고하는가? 

추가로 요청되는가? 

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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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 RAP 팀 들은 열마만에 

@ 그들은 어느곳의 

@ 언제 RAP팀 틀이 



도착하는가? 언제，어디에 @ 추가로 파견되는 RAP팀은 

보고하는가? 그리고， 누구에게 

효l 
E크 탐사팀틀의 주정부， 사업소， 연방정부 방사선 5) 방사선 방출 이전에 

조정되는가? 동은 어떻게 

도착하는가? 

φ 무슨 협약으로 만들어졌는가? 누가 그 협약을 체결했나? 

(2) Federal Aerial Adminístration과는 무슨 협 약이 만들어 졌는가? 

6) DOE AMS(Aerial Measuring System)은 언제 어 디 에 

체결했나? 그라고， 누가 그 협약올 

보고하나? 누구에게 @ ARM 요원은 어디의 

조정하는가? 후 off-síte 의 환경 탐사는 어 떻 게 7) 방사성물질이 방출된 

CD fíeld monitoring을 조정하는 책임자는 누구인가? 

비-뀔 수 있는가? 검이 그리고， 어떤 

누가 결정하나? 

마련하나? 

지정하는 데 유관기관별(지방정부， 기타당국틀) 

로 어떤 영향을 받는가? 그리고， 누구의 영향을 받는가? 

8) FRMAC은 어 떻 게 발족되 나? 

φ FRMAC의 위치는 

@ 장소는 누기- 어떻게 

@ FRMAC 위치즐 

운앙되는기一? 언제 CD FRMAC는 

조정시키는가? 임무가 아닌 지원사항을 어디에 9) DOE는 FRMAC의 

FEMA 본부 빛 지역사무소는 무슨 일을 하는가? 10) 필요시 

CD 창색비상시는? 

@ 적색비상시는? 

방식은? 또는 투엽에 대한 대응 결정에 따라 대기 @ NRC의 

임무는? 

φ 누가 언제 

@ 비 상시 Emergency Support Function(ESF) Primary Agency의 

FEMA ROC(regional operations centers) 의 

활성화하는가? ROC를 

ll) 방사선 비상시 

대표가 ROC 운영애 참여하는가? 어떤 ESFs가 참여하는가? 

m m 



관계는 무엇인가? @ ROC와 DFO(Disaster Field Office) 사이 의 

부처 간의 EST(Emergency Support Team)의 임무는? 

CD EST는 언제 어떻게 발족하는가? 

@ 비상시 어떤 연방당국들이 EST에 대표를 언제 파견하는가? 

@ 방사선 비상 활동기간에 각 EST Primary Agency에서 파견된 

12) 비상시 

EST 대표들의 임무는 무엇인가? 

@ EST운 영 과 NRC Operations Center 간의 관계 는 무 엇 연 가? 

@ 비상대응 기간동안에 EST의 수준은 어떻게 변경하는가? 

주 정부는 FEMA에 어떤 도움을 요청하는가? 13) 적색비상시 

요청하는가? 그리고 누가? 

@ 주정부는 그런 요청을 어떻게 연락하는가? 

@ 주정부는 무슨 요청을 직접 LFA(Lead Federa1 Agency) 헤 

그룹이 CD 어떤 

연락 

하는기-? 

@ 주 정부는 무슨 요청들을 직접 다른 연방당국에 요청하는가? 

주요한 자난 14) 발전소에서 심각한 사고가 발생된 후 주정부는 언제 

CD 주정부는 이와같은 시나리오에 어떤형태의 

@ 주정부는 어떤 형태의 선언음 희망하는가? 그리고， 그 

@ 주지사 선언에 대한 요청을 할 때 FEMA는 어떤 다른 조직과 

간섭사항이 있는가? 

@ 방사선 비 상이 Stanford Act의 

또는 방사선 비상에 대한 주지사 선언을 하는가? 

도움을 기대하는가? 

이유는? 

주요한 재난에 해당하는가? 

15) 방사선 비 상시 the Advance Element of the Emergency Response 

Team(ERT-A)의 임무는 무엇인가? 

CD FEMA의 선임공무원과 ERT-A의 
@ ERT-A팀은 언제 어디에 도착하는기-? 

@ ERT-A와 full ERT사이의 관계는? (선발대응팀/비상대응팀) 

관계는? 책임자의 51 
D 

도착하는가? 

m 

영
 

@ full ERT는 언 제 



16) SFO(Senior FEMA OfficiaD과 FCO(Federal Coordinating Officer)의 

관계는 무엇인가? 

CD SFO는 배치되는가? 그리고 어디에? 

ø SFO 와 LF A Official과의 관계 는? 또는 OSC(On scene Com-

mander)와는? 이 경우 지휘자는 site 운영 NRC 책임자인가? 

@ 누가 FCO가 되는가? 그리고， FCO와 연방 OSC와의 관계는? 

@ 상호 관계는 어디서 어떻게 일어나는가? 

(5) FCO, OSC, SCO( State Coodinating Officer) 간의 상호관계는? 

17) 방사선 비 상시 Catastrophic Disaster Response Group(CDRG)의 임 

무는 무엇인가? 

CD 방사선 비상시 누가 CDRG를 소집하는가? 그리고， 언제? 

CDRG는 어디에 위치하는가? 

ø CDRG는 주지사의 주요 재난 또는 방사선비상 선언전애 소집될 
수 있는가? 

18) FEMA는 방사선 비상 환경에서 DFO(Disaster Field Office)를 설치 

할 지 결정하기 위해 어떤 프로세스플 사용하는가? 

CD DFO는 어디에 위치하는가? 

ø DF。는 누가 설치하는가? 
@ 어떤 당국이 DFO참여에 초청되논가? 그들은 언제 초청되는가? 

(1) ESF Primary Agency의 대표자들은 DFO에 무슨 임무를 부여 
하는기-? 

덩 DFO기 운영된 후 ROC의 위상은 무엇인가? 

@ 지방 및 시 공무원과 DFO 사이의 어떤 간섭사항은 없는가? 

19) 사고피해 산정을 위하여 DFO는 어떤 방사선 관련정보를 얻는가? 

φ FRMAC의 DFO대표는 어떤 기능을 갖는가? 

ø DF。의 FRMAC대표는 어떤 기능을 갖는기-? 

20) EPA, HHS 및 USDA는 주 정부， 지방정부， 및 다른 연방당국틀에게 

어떤 지원을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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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는가? 

환경， 음식물， 건강에 대한 자문팀의 임무는 무엇인가? 

@ 필요시 추가로 요구되는 보호조치는 무엇인가? 

@ 주 정부는 EPA의 PAG을 적용하는데 무슨 도움을 

(즉， 동불， 저장불， 수로의 폐쇄， 식수 등) 

21) 방사선 비 상시 ESF 5 (Information and Planning-FEMA)는 무슨 

쓰는가? 무엇에 

?· 

받
 

하
 

을
 
따
니
 

어
λ
 
1J

• 

무
 

펴
 

보
 

임무를 갖고 있나? 

CD ESF 5는 방사농 자료를 사용하나? 그렇다면 

(2) DFO 내의 누가 상황보고서틀을 작성하나? 

그리고 DFO는 이 보고서틀을 갖고 

@ ESF 5는 무슨 정보를 누구에게 

cv ESF 5를 위한 정보자료들은 무엇언가? 

비상대응 기간에 주민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마련하기 위해 어 22) 초기 

있는가? 준비되어 떤 방식이 

있는기-? 

그 빈도는? 주민에게 배포되며 

무슨변화가 발생하나? 

23) 주민(국민) 및 방송언론매체에게는 무슨 정보가 마련되고 

@ 주민정보는 어떤 경로를 통하여 

@ 이 기간동안에 방송언론매체에서는 

오는기-? 

마련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무엇인가? 

@ 의회/백악관의 정보준비 책임자는 누구인가?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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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의회나 백악관에 



* 사고중기단계 
- 시 작 : 모든 연 방대 응설 비 (JOC, DFO , FRMAC, ]IC )운 영 

- 종료 : 발전소 안정 

더 이상의 방사성물칠 방출은 기대되지 않읍 

환경에 미치는 방사선 영향은 분석된 상태임 

가. 시각 보조물 

- 1년간의 방사선 예상피폭션량을 예측한 지도 

나. 시나리오 2(적색비상 발령후 24시간 경과함) 

- 전날 2시간 동안 방사성물칠 환경방출됨 

- 현재 판전소 상태 통제 가능하나， 아직도 적색비상 발효중 

- 기 상은 00쪽으로부터 4 mile/hr 풍속으로 맑다. 

- EPZ내 해당 섹터의 주민 일부(환자， 기타 연구소) 외에는 소개 완료 

- 대피자의 약 40%가 적십자가 운영중인 지방대피소에， 60%는 친척과 

친구집에 대피 

- 대피 생활상의 어려운 문재점 속출 

옥소재가 작업자 맞 빙-사선 구픔이 통과할 때 01 처 디1 피 못한 공공 

단체 사람들이l 게 배포됨 

- 농부들은 가축을 돌보기 위해 소개된 지역으로 꽉귀하기를 원한 

EOFLl1 에 위치한 ]OC와 ]IC는 연방과 주 관계자， 연락관틀로 운영중 

- 인접한 연방대응설비 CDFO 및 FRMAC)가 000 및 000에 발족되었다. 

- SCOCState Coorclinating Officer) 와 DFO는 000 에 위 치 하고 있다. 

주 담당관은 FRMAC에 있다. 

” 
% 



탐사차량과 FEMA의 - 추가 방사선감시팀， EPA 및 NRC에서 파견된 

통선설비가 정위치 

- 주요 FRMAC 자원은 1대의 비행기， 15개의 연방 field teams 이다. 

- AMS CAerial Measuring System) 예비도면은 FRMAC, 주정부， l\TRC 

이용 가능하다. 에서 

- DOE의 기상예보 기능은 주 정부， NRC 및 사업소에 실시각 송부 

off-site 

자료)는 

RAPCRadiological Assistance Program), 주정 부， 사업 소의 

생산물 등의 오염 상품용 음식물， 식수， 흙， 

FRMAC. 주정부，및 NRCDP에 제공 

자료(초기 

회 - CDRGCCatstrophic Disaster Response Group)은 워 성 턴 D.C에 서 

FRMAC과 이동중이며 site로 위한 자문팀은 

있다. 

환경， 음식물， 건강을 

같이 있게 된다. 

합하고 

운영되고 있다. 연결된 통신은 적절하게 - 각 대응섣비들 간에 

질의 다- 훈련 분야 빛 

!A) 중접분얀 3 

~ζ ,--따라 변상)에 1'11 
.x 책임 Price Anderson 볍 ( 재 정 및 Stanford법 ※ 

지사 비상선언 

분류， 배분， 및 관리 주민(국민)의 필수품 충족시 키 기 위 한 자원의 ※ 

1) 주민과 일반국민의 쟁필품을 충족시키기 위한 추가자원은 무엇인가? 

정보는? 요구하는 2) Stanford 볍 선언에 패한 연방 정부가 주 정부에 

및 다른 3) 경 제 적 인 도움을 얻 기 위 해 Stanford볍 , Price Anderson볍 

문제를 신청하기 위해 

방법을 사용하는데 어떤 절차가 펼요한가? 

문제들에 대한 경제적 

” 
잉
 

4) 장기간의 대중 및 환경 



어떤 매카니즘이 열려있나? 

13) 중청분약 2 

※ 섭취 및 중간단계의 지칩과 관련된 방사능 자료의 분석과 지방정부 

에서 펼요한 것을 고려하여 사업소， 주정부， 지방정부， 연방 비상요 

원틀 사이의 상호 관계 

1) 적절한 섭취경로 및 연방 지원을 위한 중간단계의 문제틀을 해결하 

기 위해 비상요원들 간에 필요한 간섭사항은 무엇인가? 

2) 방사선 자료의 분석과 그와 관련된 보호조치를 위해 어떤 우선순위 

가 마련되었는가? 

3) 건강 및 환경영향을 위해 주정부 및 지방정부 대응조직의 정-기 요구 

사항은 무잇인가? 

G) 중청뿐야 3 

※ 유안 tl1 어를 통한 대중 및 언론매체에게 정 l} 제공 

1) 대중으로부터 온 질문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2) 언흔패체， 백악관， 및 의회를 대비하여 예상되는 정보는? 

3) 주 정부 및 연방정부의 공보담당자 및 언론매체들 사이에 상호관계 

를 위해 어떤 센터틀이 유지될 펼요가 있는기-? 

D) 거타 보조젤의 

1) 방사선에 영향받았거나 대피한 주민의 펼수품을 충족시키기 위해 어 

떤 자원과 서비스가 필요한가? 

2) 주 정부는 Stanford볍 선언을 요구할 때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가? 

CD FEMA는 주정부의 요청을 평가할 때 어떤 기준을 사용하는가? 

@ 주정부의 비상요청애 의존하여 Stanford볍 선언시 어떤 타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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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지원이 가능한가? 그 지원을 얻기 위한 필요조건은? 

@ 주지사 선언에 대해 연방과 주정부는 어떻게 공동작업을 하는가? 

3) 주요 재난 선언과 비교하여 방사선 비상에서 가능한 지원의 차이점 

비 

은 무엇인가? 

@ 주지사의 주요 재난 또는 비상의 선언이 연방당국/주 정부의 

상대응을 수행하는 데 어떤 영향을 갖는가? 

(2) S tanford볍 통제하에 주요 재난 또는 비상선언 후 연방당국/주 

정부 대응은 어떻게 변하는가? 

@ 만약 주지사가 주요 재난 또는 비상으로 선언하지 않기로 결정한 

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 만약 주지사가 주요 재난 및 비상을 독자적으로 선언하면 

일이 일어나겠는가? 

슨
 

무
 

4) 비상대응 요건틀을 건의하기 위해 연방정부/주정부는 어떤 일을 함 

께 수행하는가? 

노출을 막고 영향을 줄이는 데 지방당 식품 치1 인에 5) 사람과 동불의 

연방당국의 입무는 무엇인가? 국， 주당국， 및 

습득 및 수집물의 실험실분석은 누가 처리하는가? CD 환경시료의 
그리고 무슨 지원이 필요한가? 

저{ 6) PARsCProtective Action Recommendation)를 개 발하고 주 정 부의 

공 절차는 무엇인가? 

CD 환경， 음식물， 건강을 위한 자문팀의 임무는 무엇인가? 

(2) NRC 및 FEMA의 임무는 무엇인가? 

@ 이들의 상호 간섭사항은 어디서 발생하는가? 

및 주간단계의 PAGs 적용을 평가하기 위한 연방정부 및 준위 7) 오염 

주 정부의 자원은 무엇인가? 

8) 섭취경로 PARs는 누가 정립하고 누가 결정하여 배포하는가? 

@ 어떤 자료와 기준이 사용되는가? 

π
 
% 



조정되는가? @ 권고사항 들은 각 비상대응 당국틀 간에 어떻게 

@ 의견이 다른 경우 어떻게 결정하는가? 

중간단계에서 비상대응 -
-
우
 

가동된 연방운영센터가 현장의 모든 9) 

CDRG 임무는 무엇인가? 

@ 모든 비상대응관련 당국들이 CDRG에 운영상 대응 필요성을 갖 

있는기-? 고 

어떻 10) DFO는 현장상황 평가를 위해 필요한 방사능 정보를 FEMA에 

게 제공하는가? 

。L9._
t:::;'크 이 자료를 CD FEMA는 FRMAC에 파견된 연락관에게서 

또는 이 목적을 위해 다른 상호연락 관계 

71 저 
「 디 

구조가 있는가? ./-
T 

있는가? 되어 

끄) 문제해결올 위해 오염지역에 재진입할 때 누가 그것을 결정하는가? 

@ 누가 틀어기→는 것이 허용되는기? 

@ 이떤 방사선피폭 동제빙-법이 사용되는기? 

@ 누가 일반 대중에게 다시 들어가-는 절차를 알려주는기-? 

12) 의회와 백악관에 어떤 자료기- 작성되고 있는가? 

누가 작성하는기? 

어디에서? 

CD 
@ 

디}중과 언론매처1 에게 어떤자료가 작성되는가? 

어떤 조직들이? 

정보가 빌-표되는 주 위치는 어디인가? 

얘
 

13) 이 단제에서 

CD 
9 



사고말기단계 ~ 

- 시작 : 발전소 안정 

이상의 방사성물질 방출은 없음 더 

분석된 상태엄 

- 종료 : 장기간 환경감시를 위한 요구사항 및 조직들이 설치됨 

환경 

가. 시각 보조물 

- 사고로부터 1년간 예상피폭선량을 보여 주는 지도 

금지된 10 마일 EPZ 표기 

- 농산불 반출 금지가 요구되는 섭취 경로 표시 

출입이 - 주민의 재 

대략 5 일 경과) 끝난 후 나. 시나라오 3(방사성물질 방출이 

- 날씨는 청명하다 

- 지상 방사능 분포는 잘 알려짐 

。J-.Q..
1건 디 영향을 미치지 - 원지-로 정지 완료， 현장조건은 off-síte 회복에 

있는지 할수 

주민은 아직도 10 마일 밖에서 대피중임 

집으로 돌아가게 뚫
 

그
 

언제 고
 펴

 
가
 

누
 

。
는
 하
口
 

뜰
 망
 

자
 
희
 

피
 
르E
 

‘E 

기
 

영향 땅과 작물에 대해서 장기간의 - 농부들과 식품생산자들은 그들의 

에 대한 정보를 원하고 었음 

어
 

줄
 

관광산업은 급격히 - 그 지역의 

소유자틀은 불의 사용에 관섬을 갖고 있음 샘의 

- 모든 인근 대응센터들은 계속 활동중임 

- FRMAC에 서 EPA는 leadership을 발휘 하고 있 음 

” 
인
 



주 방사선탐사팀들의 자료들은 이동 섣험섣 및 고정 실험섣 

들을 긴장시키고 았다. 분석을 위해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상세 

PAG 준위와 음식물 및 

- 연방 및 

l\MS 

빌크의 재배치 방사선 도면， 지상 측정자료， 

를 위한 등고선 들이 개발되었음 

- 오염은 잘 알려짐 

- AMS 및 field data는 최종 농축율 및 피폭율 지도를 작성하기 위해 

종합되었음 

주민 귀환 결정이 임박하여짐 않았으며 오염되지 - 대부분의 지역이 

있던 발전소와 인접한 몇몇 지역은 주민이 귀환 - 방사선 구름 경로에 

오염되었음 하기에는 심하게 

방사션 제염이 대피자가 귀환하기 전에 10 마일 EPZ 밖까지 약간의 

취쾌짐 대해 믿크 제 한이 10 마일파 50 마일 EPZ 부분에 

필요함 

- .Q.. λ1 .9- 1:[1 
p -, ‘:::. ^ 

질의 다. 훈련 분야 및 

A) 중점분야 I 

주 주민파 일반국민의 장기간 생펼품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원의 ※ 

및 관리 류，분배 

요
 

괴
 

E 1) 장기간에 대한 문제는 무엇얀가? 그리고 이릎 해결하기 위해 

한 자원은 무엇인기→? 

2) 장기간이1 대한 자원은 연방 및 주 정부이1 서 어떻게 처리되는가? 

수틸되 3) 생필품 자원을 분류히-고 마련하기 위해 어떤 조직과 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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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가? 



:8) 중훌분야 2 

및 고려사항 복구작업 질의를 담당할 조직의 편성 ※ 

1) 복구 문제에 대해 어떻게 우선순위를 선정하는가? 

설치되는가? 2) 복구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어떤조직이 

조직 주 임무는 어떤 우선순위를 결청하는 데 있어서 3) 복구를 위해 

(지방， 주， 연방)이 갖게 되는가? 

음식물및 건강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확 4) 모든 필수 주의사항들이 

필요한가? 인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주청부 대책반은 어떤 결정이 

5) 영향받은 지역의 환경이 회복되거나 울타리를 치는 것을 확인하는 

데 어떤 절차가 수립될 것인가? 

(1) 가타 보조겔휘 

비상대응에서 CDRG의 임무는 무엇인가? 

@ 대부분의 대응당국들이 장기간 복구 요구를 처리하기 위해 

CDRG를 대표하는가? 

단계의 1) 이 

@ 누가 Defence Coordinating Officer(DCO) 인 기 ? 그 리 고 이 런 

종류의 시나리오에서 DCO의 임무는 무엇언가? 

펀
 

무
 

이
 

n 대한 연방자문팀의 단계에서 환경，음식불，및 건캉에 2) 이 

결정하는가? 

CD 주민틀이 대피했던 거주지역으로 돌아갈 수 있는 때를 누가 

결정하는가? 

@ 거주자틀의 귀환이 허용되기 전에 어떤 기준이 

@ 비상활동 기간동안 대피를 하지 않은 변두리 오연 지역에 

는 거주민들은 허용기준치 이상 피폭되지 않도록 다른 장소로 

이주시켜야 하는데 이는 누가 결정하는가? 

@ 낮은 준위로 오염된 지역에 남아 있는 사람 들을 보호하기 위 

한 적절한 방법은 누가 결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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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되는가? 

사 

경계는 어떻게 3) 출입통제， 격리， 봉쇄가 필요한 지역의 



4) 장기간에 걸쳐 대피된 지역으로의 귀환이 허락되지 않은 거주민에 

대해 어떤 지원이 가능한가? 

5) 건강 위해도를 평가하고 건강진단을 계속하기 위해 어떤 지원이 。

ìT 

용한가? 그리고， 장기간 대피운영에 대한 생필품 마련， 심리적 상담 

서비스 마련， 그 지역 주민들에게 개략적인 정보 배포관련 대책은? 

6) 정-기간 환경탐사 및 복구 계획의 개발은 누가 책임을 지며 각二동11~ () '--

누가 책임을 지는가? 

@ 

@ 

지원이 요청되나? 어떤 

이 계획의 허가 절차는 무엇인가? 

7) 오영지역에 대한 복구 지침 작성 및 기준 선정의 기본은 무엇인가? 

@ 오엽된 재산 및 장비의 복구를 포함하여 방사선 제 영 

복구1:11 _:용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Dl 
^ 지역 

e 단기 몇 장기간의 경제적 영향의 손해평기-와 손해 결정은 누 
가 책임을 지는기-? 

8) 사고로부터 야기되는 개인 손설의 보상과 복구비용의 배상이1 대한 

절차는 무엇이며 누가 책임지는가? 

9) 제한구역에 침적된 오염의 확산 방지， 오영된 흙 또는 다른 틀질의 

제거， 오염된 폐기물 및 부스러기의 처분 등에 대한 절차서틀과 펄 

요한 조치틀은 누가 결정하는기-? 

CD 방사선탐사 장소와 제염장소를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가? 

@ 지1 한구역-윤 벗어나는 사람과 정-비의 오염제한지 

위는 누가 확립하나? 

또는 조치 

10) 누기， 어떤 정보기- 의회와 백악관에 제시되도록 준비하는가? 

ll) 대중과 언론매체에 장기간 복구상황을 알리는데 따른 절차는? 

= 딘r 

12) 이떤 기준으로 연방당국들이 비상활동을 언제 어떻게 마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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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RONYMS AND INITIALISMS

AMS : Aerial Measuring System

ANVMAELU : American Nuclear Insurer/Mutual Atomic Energy Liability

Underwriters

ARAC : Atmospheric Release Advisory Capability

CDRG • Catastrophic Diaster Response Group(Federal interagency group)

DCO ' Defense Coordinating Officer

DFO : Disaster Field Office(FEMA coordinates)

DOE : U.S. Department of Energy

DOD ' U.S. Department of Defense

DOI : U.S. Department of Interior

EOC : Emergency Operation Center

EOF : Emergency Operation Facility

EPA :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Z : Emergency Planning Zone

ERT : Emergency Response Team(Federal interagency Team)

ERT-A : Advance Element of the Emergency Response Team

(Federal interagency Team)

ESF : Emergency Support Function(Federal Response Plan)

EST : Emergency Support Team(Federal interagency Team)

FCO : Federal Coordinating Officer

FEMA :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FE : Federal Field Exercise

FRERP : Federal Radiological Emergency Response Plan

FRMAC : Federal Radiological Monitoring and Assessment Center

(DOE, then EPA coordinates)

FRP : Federal Response Plan

HHS •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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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RONYMS AND INITIALISMS 

AMS Aerial Measuring System 

ANνMAELU American Nuclear Insurer꺼\1utual Atomic Energy Liability 

Underwriters 

ARAC Atmospheric Release Advisory Capability 

CDRG : Catastrophic Diaster Response Group(Federal interagency group) 

DCO Defense Coordinating Officer 

DFO : Disaster Field Office(FEMA coordinates) 

DOE : U.S. Department of Energy 

DOD U.S. Department of Defense 

DOI : U.S. Department of Interior 

EOC Emergency Operation Center 

EOF : Emergency Operation Facility 

EPA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Z Emergency Planning Zone 

ERT Emergency Response Team(Federal interagency Team) 

ERT-A Advance Element of the Emergency Response Team 

(Federal interagency Team) 

ESF : Emergency Support FunctionCFederal Response Plan) 

EST Emergency Support TeamCFederal interagency Team) 

FCO Federal Coordinating Officer 

FEMA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FE Federal Field Exercise 

FRERP Federal Radiological Emergency Response Plan 

FRMAC Federal Radiological Monitoring and Assessment Center 

CDOE, then EP A coordinates) 

FRP Federal Response Plan 

HHS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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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Q : Headquarters

JIC : Joint Information Center

JOC : Joint Operations Center (Lead Federal Agency coordinates)

LFA

NRC

OSC

PAG

PAR

ROC

SCO

SFO

Lead Federal Agency

U.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Onscene Commander (Federal)

Protective Action Guides

Protective Action Recommendation

Regional Operations Center (FEMA)

State Coordinating Officer

Senior FEMA Official

TTPLAN : Tabletop Plan

USD A : U.S. Department of Agricul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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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Q Headquarters 

]IC Joint Inforrnation Center 

JOC Joint Operations Center (Lead Federal Agency coordinates) 

LF A : Lead Federal Agency 

NRC : U.S. Nuclear Regulatorγ Cornmission 

OSC Onscene Commander (Federal) 

PAG Protective Action Guides 

P AR Protective Action Recommendation 

ROC : Regional Operations Center (FEMA) 

SCO State Coordinating Officer 

SFO : Senior FEMA Official 

TTPLAN : Tabletop Plan 

USDA U.S. Department of Agricul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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