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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체몹 : 원자력에 대한 국민이해 중진방안 연구

I I. 연구의 몹척 및 충요성

오늄날 한국사회의 여건변화로 띤한 반원천운동 빛 원자력시설추변

지역추민의 불만표훌률이 집단행동으로 등장하여 사회문제화되고， 또한

청책문체화되고 있는 시청에셔， 아률 현장율 어떠한 시각에서 롤 것인가툴

밝히고， 또 이에대한 대용으로셔의 원차력 PA활동의 본질이 무엇언가를

규명하며， 불제해컬올 위한 바람칙한 정책방향이 무엿인가를 제시하기

위합이 폴 연구의 북척이다.

III. 연구와 내용 및 범위

본 연구는 주로 사질문제에 충첨율 두고 분석하는 월증척

청책연구방법율 척용， 문제인식율 위한 개념정의 및 철체의 파약，

사례조사연구， 문제의 청리， 대안모색 및 정책방향도롤의 순셔로 연구롤

진행하였다.

먼저 용용사회과학척 접근올 통해 PA에 대한 일반개념올 정립하였으며

포한 원자혁의 본질올 파악함으로써 원자력올 둘러싼 전반척인 사항툴올

객관척 시각에서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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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옵 우리나라와 에녀지 차훤구조가 비슷한 알본 • 프랑스， 그러고

천홍척으포 반완천운동이 거센 셔톱 및 미국 등 4개국에 대하여 원차력애

대한 찬.반 논리· PA활동 및 여론동향에 대한 사례률 분석하였다.

이와함께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 추진배경 및 정책방향과 더불어 국내

반원천운동의 양상율 분석하였으며， 현재 국내의 PA활동이 안고 있는

문제점 빛 그 해결방안율 도툴하였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셔는 상기

내용률율 토대로 우리나라 PA청책수립율 위한 청책방향율 제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원자력은 안청척인 에녀치꽁급율 가능케 함으로써 경체안청 및

수롤갱챙력의 강화률 가져오고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셔는 원자력발천의 개발 빛 이용종진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엇챔에도 불구하고 원차력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다소 미약한것

으로 보인다.

이와같운 원자혁에 대한 인식부혹은 어느나라에셔나 원자력개발율

추진함에 있어 저해요인으로 둥창하고 있으며， 최근률어 국내에셔도

반원천폼칙입이 원천주변지역에서부터 가시화되기 시작하여 확산됨에 따라

청부 빚 원자력계는 국가발천과 국가안보의 관캠 에셔 원차력에 대한

국민합의의 형성 없이는 사업추진이 곤란하다는 것올 청차로 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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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에서는 이러한 챔률율 캄안하여 부분척오로 나마 PA 활동율

천재하고 있으나 조칙척이고 효파척인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싫청이다. 본 연구에셔는 국민의 원자력에 대한 이해가 원차력정책 추진의

필수척 견제입율 인석하여 정부가 취해야 할 PA 정책 개선방향 및

원자혁사업자의 대국민 개션방향율 쳐i시하고 t PA 조칙체계 정비강화의

일환으로 PA 천문가 양성 t PA 연구의 활성화， 원자력PA 천답거구 셜립，

정부 빛 사업차간의 PA천문가회의 운영 빚 국제협력 강화 등율 제안하였다.

이밖에도 방사성혜기물 처푼장 부지확보롤 위한 정부의 청책방향율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원자력에 관한 국민척 합의도훌율 위한 기본 정책방향만율

제시하는 총론척안 성쩍율 떠고 있으며， 차후 ”원전 입치확보툴 비롯한

방사성혜기물 처분창 부지확보의 효율척 추진올 위한 전략에 관한 연구”，

”원자력 PA 천략에 관한 연구”， ”원자혁에 관한 여론조사 방법 연구”， 등

각론에 대한 구체척인 연구가 휘따라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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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Project Title

A Study on Improving Public Acceptance of Nuclear Energy

II.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Due to the recent social change in Korea , anti-nuclear movements as

well as complaints by local residents near sites have become social

and political issues ‘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current situation in anti-nuclear movement , and to describe the

fundamentals of public acceptance (PA) of nuclear energy, and thus to

suggest a guideline on PA policy as a solution.

II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This study adopts an empirical approach which focuses on the

analysis of on-going issues. Its content includes definitions and

understanding of related concepts , case studies , summary of the

problems and their potential solutions , and advice on PA policy.

A general concept of PA is described in applied socio-scientific

standpoint. and major issues related to nuclear energy is objectively

revie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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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studies concerning four leading countries in nuclear

technology are performed: Japan and France which have little energy

resources like Korea , and West Gennany and the United States where

anti-nuclear movements have traditionally been strong. For each

country the pros and cons of nuclear power generation , PA work, and

trends of pulic opinion are analysed.

Also , historical background and policy for nuclear power generation

in Korea are analysed along with the aspects of anti-nuclear

movements. Then problems in current PA work in Korea and the measures

for solutions are derived. In conclusion , some guidelines on PA

policy in Korea are proposed based on these discussions.

IV. Result and Proposal for Applications

Many countries have been trying to develop and to better utilize

nuclear energy since it may not only bring the economic growth throu양I

stable and cheap energy supply but also solve the environmental

problen몽 • Nonetheless , public acceptance for nuclear energy still

remains to be far less than sufficient.

πIe lack of public acceptance has become an obstacle to the

construction of new nuclear power plants. Since there is no

alternative energy source other than fossil fuel which can replace

nuclear energy, concerns have been growing on the possibility of

greenhouse effect and the third oil shock. Recent development in

anti-nuclear movement in Korea made the government and the industry

- 8 -



become aware of the importance of public acceptance in prOf뻐ting

nuclear power generation. 엄lere have been some PA activities in Korea

but they are still neither efficient nor well-structured.

Being aware that active PA work is essential to nuclear policy, a

basic direction for PA policy of both the government and the utility

was provided in this study. Training PA experts , increase in

PA-related research , foundation of an independent organization devoted

to nuclear PA, PA expert meetings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utility , and increased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PA field were

proposed as 뻐ans to establish a more structured PA system. Advice to

the government for securing sites of radioactive waste disposal was

also proposed.

Since this study is in the nature of an introduction which provides

some guidelines on PA policy, more specific studies on individual

subjects need to be carried out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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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1. 셔태혐양시대외 도래와 우리나라의 상황

연휴혁사는 ”에게”혜와 지충혜 연안국가률이 고대(古代)률 장석하고

대셔양 국가들이 근대와 현대롤 성숙시킨 것으로 셔출해 왔다. 지충해

시대의 추인공은 ”아태퍼11" "코례타” 등 그러어스 도시국가와 ”로마”

제국이었으며 자유추의와 산업혁명의 근대사에서 주역이턴 대셔양 국가는

형국， 프항스， 며국이다. 그련데 예천회 치충해와 대셔양 못지않게

연휴사에 기혹휠 ”태형양 시대”는 올 것인가를 두고 그동안 학계，

정치.경제계에처 조심스렵게 이에 관섬올 가쳐왔던 것이 사실이다.

태명양 시대언 21세기롤 추도할 국가로셔 미국， 일본， 카나다， 호주，

뉴질랜드 풍 선진 5 재국과 ”아시아의 네 호랑이” 라고 툴리우는

한국.대만.싱가포르.흉콩 등 신흥공업경제지역(NIES : Newly

Industrialized Economics)과 거대한 참채력으로 주목받는 중국， 그리고

인도네사아.말레지아등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6 개국이 꼽히고

있다.

李혜훌$양 교수는 앞으로 천개훨 21세거의 세계률 천망하면셔. PAX

PACIFICA 의 理惠과 돼명양서대의 기훈획 도래를 내다보고， 우리가 여

기운율 우리에게 다시 없는 좋은 지회틀 포착해서 21체 71 세계혁사의

본푸대에 등장해야겠다고 역셜하고 었다. [1]

또， 와따나베(滾邊利夫} 日本 東京工業大學 경체학 교수는 셔태명양

시대가 오고 있다고 내다 보면서 우리나라가 무역수지와 경상수지의 본격척

혹자률 기혹한 1986년도 이후의 한국경제에 특히 주목하였다. 그는 한국이

청책재향외 여유툴 지니게 훤 이 시점에서， 앞으로 (1) 시장개방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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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쳐1협확의 모색 (2) 기솔과 인력 개발올 통한 산업발천기반 확충 (3)

환배의 개선.치역간 균형잡힌 개발.복지제도 확충.저소득총

지원강화.생활환경 개선 등올 추진하지 않으면 안될다고 주창하였다.

다시발해 문부와 관료를 중추로 하는 권위주의척 청책시스템아래， 재벌이

앞장셔셔 수툴지향형 공업화 전략을 추구하는 成長쳐상주의는옴갖 모순율

배태했지딴 그러나 확질히 성공하였으며， 앞으로 정치척 민주화와 더불어

채방.조청.공청배분의경제청책올 채택해 가는 청우 한국은 션진사회화 훨

것이며 이러한 한국의 청험은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개발에 르게 유용할

것이라는 것이다.[2] 이러한 한국의 미래에 대한 악관척 관챔윤 와따나베

교수딴이 아니라 여랴 외국학자들이 깐헐척으로 피력해 왔던 바이며， 또한

국내의 저명한 청치.경제학자들도 한국사회 악관론의 곤거로 종종 이툴율

인용하고 있으며， 그들 또한 이러한 논저에 가본 바탕율 두고 발천척

청제청책 방향 셜청에 입하고 었는 것이다.

이렇게 20세기의 마지막 .10년을 남겨놓고 현재 우리나라는‘ 청치척

민추화의 실현파 ‘경제의 선진권 진입， 북방정책의 진척등 ”가능성의

사대”률 맞고 있다. 그러나 국내척으로 빈발하는 집단행동과 계충칸의

이뼈대립 퉁 불안요소도 동서에 가치고 있다. 이러한 벌화의 시첨에셔

국대 착져l 천문가률은 이념(Ideology)이 막율 내려는 국제청치숙에셔

쭈리나라가 대외척으로 외교 다변화 청책과 민록추의활 채청휩할것，

국내청치는 광범위한 국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개혁이 추진되어악 하고 그

진행 방법올 국민의 공감과 참여툴 유발하여 점진척으로 이루어쳐야 할 것，

갱제책으로는 환경 빚/ 차원관el객} 철척를 끽착면객 고도산업사회로과캄환

구조7fl환율 활것， 사회척으로는 이익집단다양화로갈등이 날로 섬확확는

것에 대비하여 수구(守훌)나 릎홈命이 아난 改華논리률 청럽해야 할 것 둥훌

안청파 변명의 조건으로 제셔하면서， 사획척 불안의 도건율 극북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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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셔는 청치력이 른 역할올 하여야 하며 저항세력율 수용할 청책개발의

시급성파 소외계충의 요구툴 수렴할 제도척 장치가 마현되어야 한다고

진맏했다·[3]

이러한 사회전반파 처방의 노력이 있옴에도 불구하고 1989년도는

노동훈동이 극에 탈해 임금상승으로 인한 물가상승 빚 제품의 국제청쟁력

약확와 이로연한 수률 져조와 국제수지 혹자폭의 대폭축소롤 경험하였으며，

우리나라 청제가 힐본형으로 가느냐， 아니면 아르헨티나.브라질형으로

가느냐라는 심각한 위거몬 ot처 대두되고 있는 힐정이다.

질쳐l로 일봉의 추간경제치 ”다이아몬etl의 분석에 의하면 ’90년대 아시아

지역 청제성창의 주역은 NIES 가 아니라 ASEAN 이라고 진단하고 었으며，

폭히 한국의 경우 원효과철장과 임금상승의 2충고로 고천율 할컷이며

임금인상율이 노동생산성 상숭율율 상회하여 ’ 90년대 중반까지 계속 어려울

것으로 천망하고 었다.[4]

2. 국가 발천의 원동혁( 자주국가의 조건)

미국 예일패학쿄의 Paul Kennedy 교수는 16세가정의 강대국률{충국의

명나라， 오토만제국， 몽고제국， 러시아제국， 도꾸가와 일본 등)에 대한

고활율 하면셔 그 이후의 홍망사률 중심으로 기술의 변확(발달)에 따른

국가.민혹간의 경제력 및 군사력의 개발. 칩충여 흉방의 요언염율

지척하면셔 마국이 쇠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 이유는 며국의

제국주의척 확창 지향에 따라(냉전시대 자본주의사회의 보안관 노풋률

지속하기 위해) 군사력 유지.중강에 재원올 촬다가 경제 및 기활발천에

쭈법해야 할 돈이 떨어치채 되고， 그결과 경제력은 불폰 군사척 우위도

봐앗기게 되었다는 것여다. [5] 이밖에도 여러학자률윤 미국와 전풍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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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관의 불과， 거대화한 조칙의 비능률， 국민총화(National Consensus) 의

부채， 천통척안 지역깐.집단간. 인종간의 대럽 둥올 미국사회의 섬각한

훈져l로 지척하고 있다. [6J

英.lE祖 시대의 청약용(茶山)은 자연과학과 기술에 대한 청확하고 루철한

인식올 토대로 한 세계환올 가지고 있었으며， 인간이 동툴과 구벌되는

차이도 기술율 소유하고 그것올 발천시켜 나가는데 었다고 보았다. 또한

富園훌훌兵의 기초가 技術이라고 보았으며 경제척 민주추의률 중심으로한

상업청책과 강력한 팡공업정책 및 기술개발톤올 폈다. 또한 사회발천율

획해셔 건전한 사회폴리.도댁과 빽성올 위한 정치.경제 윤리툴 강조했융윤

활할 나위없으며 [6] , 당시 야홈學界의 형식주의롤 철랄하게 비판하고 를寶율

중요시 하면셔 ”일본운 본래 백제로부터 셔척올 처옴으로 얻어셔 본 몽all한

나라었지만， 중국과 칙통한 후로는 좋은 책올 모조리 구입하여 이제는

우리나라률 훨씬 능가하게 되었으나 이는 부끄러운 일이다. 이는 일본의

학톨폴 과거{科훌)륨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쓰고 있다. [7]

申쭉혐는 그의 홉뼈說 "20셰기 新園民”어1셔， 우리국민이 생존경챙에셔

살아남는 햄북과 률거물올 누리며， 어떻게 하면 우리 한국이 놓히

부강(富麗)의 기률율 열어 국민의 위혁있는 기빽율 빛낼까에 답하면셔

새로훈 국민청신과 도턱채무장， 무력의 혹척(轉兵) , 園富의 중진，

국가청신.민혹추의.무력율 숭상하는 국민교육올 외쳤다.[8]

요헌더l 한 국가.민혹이 국제 경쟁속에셔 차주척으로 생폰하면셔 발천하기

위한 조건윤 청신척 힘(민족정신， 칩단의 단결된 힘율 , 모으는 청신，

이률위해 자신율 회생활 수 있는 청산， 과학척.민주척 정션 등) , 도력척연

힘(청신율 구체척 실천으로 옮킬 수 있는 능력) , 그리고 몰라척연 힘의

체가지 요소로 집약할 수 있겠다. 이 제가지는 모두 상호작용하현셔

국가발천의 원동력율 이루는 중요한 요소이겠으나， 국제 경쟁의 논리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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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창 기초가되는 힘이 물리척언 험이라고 할 수 바， 이힘율 거술혁이

좌우하고 있는 것이다.

컬국 근대국가가 번혹추의의 기치아래 후국창병율 위해 청신척， 물리척

힘율 칩컬시켜 온 이래 오늄날에도 국제사회에셔와 경챙수단운 르게 I큐력과

경채혁입율 아무도 뿌연할 수 없다. 그러나 근셰야래 똥북아권에 와치한

우리나라의 역사툴 개관해 볼 때 단힐 국가로셔의 청신쩍.물리행 수단율

뿌국강병율 위해 접결시켜 국제척 우위툴 지켜 민촉의 안천과 명여I률

보천했던 역사가 없었으며， 오늘날의 현실도 같은 빽락에셔 이해활 수

있다고 볼 수 었다.

강대국율 추변국으로 하는 져청학척 위치어l 었으면처 차원번국인

우리나라가 국체사회에셔 자주책으로 생존하면저 안전과 명예롤 치키기

위해셔는 두뇌차원율 충분히 개발하여 과학기술 입국올 지향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이는 과학기술이 무혁과 경제력의 원천야기 때문이다. 이에따하

’60년대이래 우리나라어l셔도 경제개발과 더불어 과학거술 진흥이 충요한

국가 청책목표의 하나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앞으로 보다 척극척인 정책이

요구되는 상활에 었다.

3. 우리나라의 Energy Security 와 원자력발전

앞에셔 자주국가의 조건과 몰리척 힘올 뒷받침하는 과학.기출의

풍요성에 대해셔 언급했는데， 불리척인 힘의 주요 요소가 바로 에너지이며

또한 에너지자원 빈국으로셔 우리나라가 가야할 킬폰 과학. 기술력올

바탕으로 한 에녀치 개발이라는 것이 우리의 기본 옮題인 것이다.

에녀자 차원올 주로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한 국가의 Security 는

보장되지 않으며， 국제정치.외교에서 타국에 총속되는 또하나의 변수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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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험에도 근년 우리나라 에녀치의

섹유외존도는 50%에 딸하고 었으며， 에너지 해외 의존도는 80% 안팎으로

해가 칼수확 핵외의존도가 섬화되고 있는 추야를 보이고 있다. [10]

이러한 우리나라 에너져 공급구조의 해외 총속성으로 인해 치난 ’ 73년파

’79년 두차례에 컬친 ”석유따동”으로 국가 경제가 크게 형향율 받았던

사질올 누구나 기쩍하고 었는테， 놀라운 일운 !’3차 석유파동”이 임박했다는

경체천불가 률의 예혹이다. 이는 이미 ’89. 5. 3 셔물 롯데효헬에셔

채최훤 ”국가 에녀지.차원정책 셰미나” 혹사에셔 동력차원부 장환이 치척한

바 있으며， 최근의 일깐지 보도에 의하면 일본 통산성이 이 문제툴 가장

섬착한 환제로 삼고 었으며， 01국도 제 3 차 석유파동에 대비하는

천략논의에 률어갔다는 컷이다.

미국 IIE( 국제경제연구소)의 분석은 앞으로 초래휠 3차 석유파동이 1， 2차

때와는 판이하게 다른 마치도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것과도 같운 엄청나고

급촉한 경제파급효과률 야기할 것이라고 예록하고 었으며， 일본의

三井鼎究所는 '9행밭흉판좋아 울 것으로 예륙하고 있다. [11]

이와칼혼 사태에 대비하고， 포 기본척으로 에녀지 해외의존도롤 줄이는

방향으로 국가에너지청책방향올 설청하여야 함윤 물론이며 청책협성과

첩햄의 차질로 觸時之歡이 었어셔는 한훨 것이다. 욕히， 중요한것은

과학.키슐형 에녀지， 즉 원차혁어l녀치툴 척극척으로 개발.활용하는

청책방향이 우션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 한 연구보고셔에 따르면

천혁생산의 경우 앞으로 21셰기륨 천망하면셔 훤자력， 석한， 기타의 비율율

40:40:20으로 하는 것이 최척이며 이에 근거하여 2030 't켠까치 50기외 1,000

MW 급 훤자력발천소 건절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나타냈다. [12]

4. 우리나라에셔의 원천거부반웅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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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厭子力發톨의 本質(과학척.실질척.합리척 理性의 륭톨錫)

핸차혁에너지는 곤본척으로 가연성 물질율 태워셔 얻는(록，

산소와 결합 시키는 화학반용) 애녀지가 아년 원차핵이 분혈되면셔

방률하는 에더지로셔， 인류가 이러한 자연현상파 그 사용방법율 알게 된

것플 여러 파학차률의 핵물리학 분야에 셔의 학훈척 업척의

흩뺏이다·(따라셔 이률 두뇌에녀지라고도 부른다. )

에녀치차원빈국으로셔의 우리나라가 왼차력에녀지률 명화척으로 이용하여

톨力율 생산하는 시설율 갖는다는 사설은 과학척.합라척.실훨척 사고이차

질천이며， 경체성， 화석연료 연소에셔 야기되논 환경문채， 또한 태양옐

풍율 이용한 천력생산이 현실척으로 실현 가능성여 회박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활 둥율 고려할 때 더쭉더 그러하다.

많운 사람률이 우려하고 있는 ”방사선 안전” 문제도 과학기술의 업척과

그 용용에 의해 확보 되고 있다.

나. 원천 거부반용의 본질(미신척， 감성척， 이상주의척 경향)

흰의상 사회집단율 르게 넷으로 나누어셔 지식인 집단(학계， 연폰，

총쿄쳐11) ~ 반원천운동단체， 원자력시설주변주만， 일반국민으로 구분할 수

있겠다. 이중 반원천운동단체의 특정운 ”반공해운동”의 연장션상에셔

”반원천”율 부르짖으며 다분히 반체제.반정부척인 성향율 띤

채야청치훈동과 빽율 같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융으로 원차혁시설

추변추민의 경우 원자력에 대한 과학기술척 이해가 결여되어 있으며 또

청치첩단이 아니므로 다분히 자역이익(개개인의 이억도모의 집단으로도 볼

수 있융)율 종요시 활 뿐 실제로는 반원전체력이 아넌 순수집단이라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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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징으로， 추로 지방유저를(Opinion Leader)의 태도. 의켠에 우조건

따라가는 성향율 띠고 있다고 볼 수 었다.

다륨으로 일반국민(청쭉의 다수)의 경우 원자력발전에 대한 의견.태도

등이 청확하게 조사되어 었지 않아셔 아칙은 그 성향율 분명히 알 수 있는

단계가 아니하고 판한훤다.

그런데 위에셔 얼거한 네가지 칩단에 공풍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일반척 거부반용의 내용과 확정올

요약.셔솔한다는 것이 쉬운 착엽은 아니나， 본 보고셔의 본혼충 4쩔

다함(우리나라 반원천운동에 관한 고찰)올 토대로 분석해 불 때 그 추장과

논리(책관척 타당성율 결여하고 있으므로 엄벌히 ”輪理”라고 불 수 없융)는

다훈히 미신척.감성척 경향과 더불어 현실척.겔질척한 환제연식이 아난

막연한 理想主훌훌的 問훌훌훌훌識의 傳I句올 찍고 었다는 것으로 불 수 있다.

다. 歷史촉에셔의 反科學.反理性

O 鷹女사냥[13](14]

13세기부터 시작되어 16, 17세기에 컬쳐 유협의 농촌지역에 퍼진

”카바라”라는 훌敬의 빼율 숭배하는 密敢가 있었다. 이는 히브리어로된

정셔속에셔 숨운 철학을 웰견하고 이것올 그러이스의 교리철학이나

훌라토니춤율 홍해 체계화 하고 우추론율 구룩한 것으로， 당시 유렵의

청풍교회가 이의 확산율 방관할 수 없었다.

따라셔 한흰 이 密敎률 없애기 휘해셔 ”마녀사냥” 볼이 불었으며， 당시

추로 순진한 시골부인들이 마녀로 낙인이 쩍혀 씩훌의 대상이 되었으며，

마녀는 측시 사형에 처해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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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에 처해지기 천에 고문올 했는데， 아무 죄없이 쳐l포훤 村女률율

챔으로 천신율 쩔라셔 악마외 혼척율 찾아 냈다. 쩔러도 고통율 느끼저

앓으면 마녀가 아니라고 판한했다. 그러나 이렇게 해셔도 판벌이 되치

않율 때에는 ”마녀 홉혹탕” 이라 불리우는 옥조에 손발율 묶온채 탐그고

떠오르면 마녀라고 단청했다하며 야러한 미산척 판벌법에 외해 마녀가 대항

쟁산되었다 한다. 욕히 마녀로 낙인이 쩍힌 여자률의 재산몰 고푼차률에게

상여금으로 추어졌다고 하며， 마녀사냥운 말하자변 고문자틀에게는

다시없는 훌훌밟의 기회였고 인간의 生血이 금화나 올화로 바뀌었던 것이다.

어 ”마녀사팽’올 톰앓훌 한압하기 위한 유렵 정용교회의 術g흩어었으며，

오늘날의 사각에셔 볼 때 비인간척， 비과학척이며 마신척인 惡톨의

횡포였던 것이다.

。 교회의 반과학척 권위와 갈릴레오[15)

코쩨르나쿠스는 1543년 :J.의 저서 ”天球의 회천에 관하여” 어l셔

태양충성철 (태양중심으로 지구가 돈다)올 발표하였다. 칼힐레오는 스스로

쩨확한 망훤경으로 천체롤 관측하다가 E페르나쿠스의 說야 옳다는 것율

입중하였다. 이렇게 되자 地動說올 주장하는 혹이 사회척으로 우셔l하게

되었으며， 어에 성칙차툴운 교리에 위배된다 하여 갈릴레오의 地IJJ說主張이

이단척이라고 선언했다. 1615년 칼렬레오는 로마의 훌端섬문소에 불려가

빼動說율 포기할 것올 강요 당했으며， 그의 저셔는 금셔북륙에 올라

1835년까지 폴리지 않았다. 8흉史속에서 이 사건이 종교의 미명하에

자행뒀던 반과학.반이성의 횡포였옴은 오늘날 누구나가 인청하는 상식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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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鳳子力은 훌훌魔의 앞잡이 인가

위에셔 16 ， 17세기 유럽사회의 두가치 예툴 툴었치만 질운 어느나라

혁사에셔나 이러한 예들은 쉽게 찾아낼 수 있다. 어햇든 컬몬척으로

어느시대 어느사회에셔나 반과학.반여성추의는 오늘날 현대의 과학척

합리주의의 환캠에셔 불 때 ”惡魔”의 모습올 띠었던 것이다.

지난 1989년 7월에 厭電 반대가 雄織연 일본 사회당의 한 국회의원

후꾸마 도모유끼(播뼈知之)가 국민의 입장에서 "1훌훌” 의 필요성율

알기협케 해셜한 ”原子力윤 惡魔의 앞잡이인7}'’ [16] 라는 책이 우려발로

변혁되어 나왔다. 이책 제목운 다시말하변 원자력을 악마의 앞잡이가

아니라는 것울 부드렵게 뜻하고 있다. 그러나 더나아가서

반과학척.반이성척.비현실주의책으로 感性에 흐르고 있는 反原電心理 또는

原훌에 대한 거부반풍이 사질윤 惡塵의 탈율 쓰고 있는 것이 아닐까.

다시말해 ”反鳳子力어 훌훌魔의 앞창이”인 것이 아널까.

-뻐-



제 2 창 본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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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뿔 핏훤



제 2 장 본 론

제 1철얘 일반폰

1. PA 알반몬

가. PA( Public Acceptance)의 개념

우리나라혜 PA라윤 용어가 정확하게 언제，어떤 경로로 수입되어셔

훤자력분야에셔 ”원자혁”이라는명사와 복합되어 ”원자력 PA"라고 사용되고

었는지는 알려진 것아 없으며，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훤차빽이외의

다른불야， 흡히 사회과학문야에서도 PA라는 용어는 사용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PR輪에셔 ’Public Affairs' 의 약자를 PA로 쓰고 었다. )

그러나 아꿋나라 일본의 경우 PA라는 말올 원자력에만 국한시켜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하 ”과학기술 PA"[17J 라는 용어도 쓰고 있다. 이렇게

볼 때 PA라는 용어는 Public( 公聚， 園民)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힐반용어라고 볼 수 었다.

나. 用훌훌의 定훌-국민척 합의(사회척 합의)

그러나 최근 반원천운동이 사회문제화 되면셔， "PA 천햄’，

"국면이해중친대책”， ”사회척 합의!’， ”국민아해활동” 풍확 용어률이

사용되께 되었으며 PA라는 와래용어 사용에 거부척인 태도， 업창에 있는

조샘스러운 사람률은 ”국민이해”라는 우리말율 쓰고 있으나， 그러나

원자력계의 다수는 외국전문가틀이 사용하고 있고 포한 발옴이 펀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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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률 자연스협게 션호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여제는 우리말化 되어버렸다

해도 파언이 아니다.

따라셔 "PA 활동”윤 국민이해 층진을 위한 활동， 국민척 합의(사회책 합의)

형성율 위한 활동 둥율 뜻하며 "PA 전략!’， ” PA 정책” 풍운 국민이해 중진율

위한 천학.정책， 국민척 합의(사회척 합의) 형성 !t는 도훌율 위한

천학.청책의 의미률 치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PA"라는 용어는 영어로 "Public acceptaJ)ce"sl 略홈홈이기도 하며

Public awareness의 略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때 "acceptance'’라는

용어는 "(司意”라는 뜻으로 긍정적 태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춤올 풋율

치냐며， "awareness"라는 용어는 ”깨달옴”， ”의식” 등의 뜻으로 록척 또는

가쳐 져향척 이라기 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상태률 의미하는 가치중럽척

용어라는 차이가 있율 뿐， 본질척인 뜻은 같다고 볼 수 었다.

요헌데 대체로 PA하는 뜻운 ’‘국민척 합의”， 또는 ”국민이해증진” 이라는

묵척지향척 용어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다. OEeD국가률이 에녀지문제와

원차혁문제에 대한 국민여론과 관련하여 PA하는 딸율 공식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각국 원차혁관련 조칙의 홈보관계 담당자 포는 연구자률도 PA하는

용어률 이러한 의미로 사용하고 었다.

다. PA(Public Acceptance)의 홉훌源， PR(Public Relations)[18J

PA는 PR( Public Relations)이라는 100% 미국식 개념에셔복터

흩발하였으며， 이 단어가 국제화 되변서 그다지 의미가 다르지 않운 PA로

벌했다. 현채도 PR의 근원지인 미국에셔는 청부， 대학， 기업이 변함없이

야tblic Relations 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PR이라는 용어는 1913년말 미국의

한 잡지에셔 쳐옴사용했다 하며， 이 PR이란 말은 미국 민주주의의 톡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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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파 갱체체제의 산물어었다.

PR의 외미는， 민주주의의 주체인 공중(Public) 과의 관계(Relation)률

뜻하며， 륙청의 개인(국가원수， 정치가， 예술가 등)이나 특청의 조칙(청부，

기업， 노풍조합 등)의 公용없어l 대한 ”관계”를 분석하고 이러한 ”관계"-툴

일총 좋올 쭉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모든 활동올 총칭하였다.

이러한 "Public Relations"의 가본척인 목척은 기밀， 허위나 왜콕， 혹윤

강제에 의해 公聚율 조정하려고 합이 아니라， 사실과 진실에 기초한

COl1lDUDication율 통해 톡정의 재인이나 조칙에 대한 공중의 호의나 신획훌륭

높이는 것이다.

반대로 ”기밀.허위나쐐곡.강채 등에 악한 公聚의 조정!’올 콩중의 호의나

신뢰툴 상설하는 가장 쉬운 첩경이며， 이점에서 민주주의에셔 발생한

"Public Relations'’의 철학과 나치독일의 ”선천”과논 근본척 차이가 있는

것이다.

따라셔. PH의 요책는 먼처， 숨긴 것 없이 항상 사설과 진질이 이야기확어

진다는 것율 公聚이 실감할 수 있는가에 었다. 륙정의 개인이나 조칙이

공중의 호의나 선뢰률 받율 수 있는 장점올 가지고 있으면 있는 만름 PR윤

용이하게 훤다. 혁으로， 개인이나 조칙이 무언가 섬각한 컬첨이 있어

공중의 강한 불신율 갖채 되면 그 불신의 원인율 찾아내어 없에는 것이

가장 효파척인 PR이 된다. ”정보와 자유” 나 ”알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

근대척 민추추의 사회에서는 개인어나 조직의 비밀주의가 공중의 불신율

일요키는 원인으로 되는 일이 허다한 것이다.

라. PA와 PH의 차이첨

이렇게 볼때 PA와 PH간에 뚜렷한 개념상의 차이톨 발견할 수 없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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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세계각국에셔의 용어 사용의 환행올 볼 때 몇가지 차이첩이 있다고

불 수 있겠다. 첫째， PA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주로 공공정책과

관련되어 사용되고 있어서 청치척.공공정책척 의미률 지니냐， PR은 그헝저

않다. (예 ; 국방PA ， 과학기술'PA ， 원자력PA 등. ) 둘째， 따학셔 PA에셔의

Public의 개념윤 국민일반율 가리키나， PR에셔의 Public의 개념윤 PR의

혹척.대상에 따라 수시로 바뀐다. 셋쩨， PA는 Public consensus의 도훌이

록척이며， 따라셔 ”국먼일반의 여론 (Public opinion)"이 중요한 훨수척

변수이다. 또 여론윤 공공청책형성과청에투입된다. 옛째. PA의 콩콩척

성격온 그나라 청부의 공식척 제도들율 PA 활동의 수단으로셔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예， 행정기관， 교육기관 등. )

마. 여롤의 본컬-국민(Public) 와 의견(Opinion) 과 태도(Attitude)[19J

1) 의견(Opinion)

여폰이 국민의 의견이라 할 때 ”의견"(opinion)이한 우엇인가?

의견이한 륙청한 문제에 관해 연간의 마옴 휴얘 형성훤 ”견해"(view),

”환한~t(judgement) 포는 ”펌 7}'’ (appraisal)라고 웹스터사천윤 청의하고

었다. 의견윤 재연의 받옴이 외부로 표훌훤 것으로 믿융의 청도를 볼 때

”印훌"(피Ipression) 보다는 강하며 ”지석" (knowledge) 보다는 약한

개념이다. 믿읍의 청도가 확고할 때 의견윤 ”확선"(conviction) 이 되지딴

청상척연 경우 논쟁의 여지가 있는 중간 결론이다.

의견올 연칸의 믿옴(belief) 이 외부로 표현될 것인데， 어떤 대상에 대한

르고 학운 멸옴이 일정한 방향으로 조칙화되면 그것은 인간의 태도가 훤다.

때문에 개연의 의견윤 그 개인의 태도를 반영한다. 이론척으로 마융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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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칙한 태도와 밖으로 표현환 의견올 구벌이 가능할지 모르나 션율 그어

구멸하기란 어렵다.

어렇게 볼 때 의견이란 태도의 일국변으로， 밖으로 나타난 신념외

언어척 표현으로 보는 현이 타당하지 않올까 한다. 로젠버::reM. J.

Rosenberg)와 홉료핸드(C.!. Hovland)는 이런 입장율 취하고 있는 바，

태도한 셰 요소률 탐고 있다 한다. 첫째는 감정척 요소로셔 사물혜 대해

’!좋다” 또는 나쁘다”와 같은 형가나 느낌(feeling)율 갖는 것이며， 률째는

인찍척 요소(cognitive component)로서 의식척 반용 혹운 신념의 언어척

표현이며， 제째는 행동척 요소(behavioral component)로 외부로 나타난

행동이다. 따라셔 여률의 견해에 비추어 볼때 태도한 의견율 포괄하는

좀더 넓혼 개념업이 분병하며 태도의 형성과 변화에 대한 연구는

여폰연구외 기혼척 과쩨이다.

2) 태도(attitude)

태도에 대해 심각한 정의률 내리고 있는 성리학자 율포트(Gordon

Allp야t)는 태도의 개념이야말로 ”아마도 현대 미국사회심리학에 었어 가장

뚜렷하고 필수불가결한 것” 이라고 하면셔 ”본능"(instinct)

”습관.tt ( custom) "사획척 힘" (social force)및 ”慮빼"(sentiment)같은

모호한 용어률율 대체하는 용어가 되었다고 지적한다.

여어 그는 태도한 ”경험에 의해 조칙화된 精빼빼經的 준비상태" (0펌nta1

and neural state of readiness)로서 관련된 모든 사물 및 상황에 대한

사람률의 반웅에 치시척 혹은 動的인 영향력(a directive or dynamic

influence) 율 행사한다고 규정한다.

명글리쉬 (H.B.English) 와 잉글리쉬 (A.C.English) 는 태도률 ”추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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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청환휴의 대상물에 대해 일관훤 방향으로 행동하려는 지속척야며 습특훤

경향'" (an enduring , learned predisposition)이라고 청의하고 있으며，

크레크(D.}(rech) 등윤 ”사회척 대상불(social object)에 대해 공청척 또는

부청척 명가， 감정적인 느낌(emotional feelings)빛 贊反行뚫의 청향(pro

or con action tendencies)의 지속적인 체겨:1"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태도에 대한 여러가지 정의에서 나타난 의미률 보면 태도란

밀용의 언어척 표현으로셔 의견올 포괄하는 개념이며， 어떤 문제에 대한

단발척 받용이 아니라 얼정한 방향의 지속척인 마옴의 경향이라는 첨에처

PA 천문가 또는 실우자가 관심을 갖는 이미지에 상용되는 개념이가도 하다.

또한 태도는 후천쩍인 경험에 의해서 생성된다는 점에서 인위척 노력에

의한 蠻容이 가능함율 말해준다.

본 보고처는 총론척 성격으로서， PA 일반론에서 국면(공중)의 聽度生成의

要因파 願度뺑容(說得)의 원리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합이 필요할 수 도

있으나， 생략하기로 한다.

바. 여론의 륙청 [20]

여혼율 양척으로 륙청하는 기준에 따라 다시 청의를 해보면 〈여론이한

면첩율 롱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분명히 표시된 국민의 의사반영〉이나，

혹청율 위추로 할때는 여론의 분포영역과 그 섬도가 문제로 훤다. 치역，

총쿄， 인총， 사회경체척 요인이 고려되며 다른 여론과의 연관관계가 분석의

요청이다.

여론의 륙청에 있어셔 母集團아 클수록 신벙성이 높아진다는 것윤 오늘날

상식에 속한다. 그러나 수천만이나 그 이상와 국민올 가진 *圍에셔는

아꾸리 모집단율 코게 해도 한도가 있기 때문에 표본채집 (sample-survey)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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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해진다.

여론외 혹청에 었어셔 중요한 문제는 "일반대중”과 ”:견문과 주의력율

갖훈 대중" (informed and attentive public)율 구벌하는 일이다. 미국악

코리스찬 사이연스 모니터(The Christian Science Monitor)紙는 발행부수는

많지 않지만 그 신문이 청치적으로 영향력올 가진 사람률 사이에 많이

얽하고 었다는 첨이 중요한 것이다. 일반척인 추세로 볼때 며국에처

국가척면， 또는 국체척인 문제에 관섬올 가지고 있는 사람의 수는 약

6-8%에 불과하며 80엉의 사람들이 오로지 개인척인 용무나 훌훌에 관섬이

있율 뿔이다. 현대사회에처 크고 북잡한 사건이 연이어 얼어나는 탓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아 어떤 문체에 대하여 를 잊어버리고 말거나

어해관계가 없율 때는 거와 관섬올 갖지 않는다는 사실도 여론의 중요한

문제이다. 따쳐보면 청보의 양과 지식의 保持는 비례하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은 매스.미디어가 포화상태에 도탈한 선진국에서 복히 그허하다.

여론의 형성윤 정보와 지식에 대한 욕구가 있올 경우에 더 협사리

이루어진다고 할수 있다. 발전도상국은 대개 이러한 욕구가 었저한

여기셔는 청보에 대한 환한수준이 낮기 때문에 차질이 얼어나며 또한

폭수한 청치척 상횡으로 인하여 슐칙한 자가 의사의 표명이 어렵기 때문에

여론형성에 애로가 었다.

여론의 혹청은 청책과청에서 중요환 뜻올 치넌다. 즉 혹정과청에셔

외식율 깨우쳐 줄 뿐 아니라 그 결과를 자자고 정쳐가나 공공기관은 어떤

정책의 결청율 1팎리는데 참조한다.

국만이 무엇올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정확히 측정함으로써 정책의

중요도롤 결정 하고 또한 국민을 어떻게 절득해야 되는지룰 연구하게 된다.

사. 여폰의 주쳐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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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치척 의사로셔획 여론은 시대와 환경어l 따라 그 본질과 형식이 달랐다.

혜쇄책 계급사회에서는 몇사함의 지배자의 의사로서 정치척 여론이

결청되었올 것이며 專홈tJ i행治에처는 더욱 그 범위가 좁아진다. 청치척

의사교류에 따른 정치척 여론의 형성문제가 전체사회의 핵심척인 바충율

차지하게 된 것운 역시 1차대전 후 본격척인 대중사회가 이휘치고 대중율

위한 연몬의 매체가 기솔척으로 발달함과 동사에 대중화 훨 반폼 쳐렴한

가격으로 공급이 되었울 때였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민주주의가

철대척인 가치롤 가지고 등장하였는데 그 민주주의한 훌훌는 국면의 청치척

의사률 청치애 반영하는 것이었다. 政治的 의사의 理輪윤 대확 여섯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헬리트 이톰 : 아마도 엘리르 이폰이 청치사회가 형성된 이래 가장

오래 지속되어 왔고， 현실율 발하는 이론인것 같다. 이에따르면 사회한

총책으로 지도자와 총숙자로 구분되며 횡척으로는 사회경제척으로，

기능책으로 혹운 인종별로 위계질서가 잡혀 었는데 그 가운에셔 상위에

휴하는 자률만이 청치쩍 의사를 혐성하고 결청집행하며 퍼지배계급운

치시톨 받아 품칙얼 따륨이다.

(2) 철대주권론 :황권신수젤시대의 제왕이나 혹운 국민의 이륨으로

철대추권율 확립시컸던 청우로셔 사회천체툴 하나의 의사형성단위로 보는

것이 륙칭이다. 양자의 차이는 천자가 셰습의 천몽이 있는데 대하여

후자의 청우는 륙청한 개인 헬리트， 집단청당 등 형식이 다양하다는 것율

률수 있다. 이 이론에 따르변 주권의 소유자나 행사자만어

일반의지 (volonte genera1e) 라틀가 민족정신 (Volksgeist) 또는

인면추권(popular sovereignty)프롤레타리아 대중(mass proletariat)동의

션버스러운 통합척 의서에 환하여 말활 자격과 능력과 었다는 것이다.

홉스， 루소， 헤켈 등에게서 그러한 이론의 원혐올 찾율 수 있다.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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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률올 위에 척운 것처혐 단순한 모형올 제시하고 었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제과청율 북잡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要눈 갱치뀐혁의 칙첩척면

소유자외 속성으로서 주권개념올 발전시켰다는 데 의미가 었다.

(3) 조착론(manipulative theories) : 주권채민의 이몬이 최초부터

실체화 되었던 것운 아니나 척어도 그러한 사상이 국민율 계풍하고

교육하여 청치척 추체로 부각시키는데 이바지한 것은 인청할 수 었다.

이와칼이 국면율 계몽하거나 교육하는 과정에서 새로이 주북받율 셔질율

발견하였으니 곰 국민운 대체로 계몽하고 쿄육하여 유도한 방향으로 사고의

툴율 고청시킨다는 것이다. 특히 양차의 대전올 통하여 국민율 전쟁체제로

이률기 위한 대규모의 조칙척 선천올 시도해 본 결과 활실히 증명되었고 또

그 사이 잔재되었던 대중운동에 있어서도 대중의 여폰율 조팍하거나 유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명빽히 드러났다. 여기에 중요한 것윤 대중매체수단의

초청이다.

(4) 민주헌갱의 이폰 : 헌법은 계약이론으로 볼 때 국민과 위정차사이의

계약 문셔와 같다. 따라셔 헌법에 의하여 국민과 국회. 혹윤 선거률 흥해

딴률어진 행청부가 서로 일체감(consensus)롤 갖게 환다. 국민운 언폰，

집회， 결사 등의 자유와 參政의 권리를 가지고 었다는 천차l 아래 그률의

대표에게 국사률 논의활 권한올 부여한 형식이다. 다시 말하변 청치척

의사의 컬청과정을 국면아래 공식적인 기구로 마련하고 있다고 본다.

(5) 합리척 이상론 : 여기서는 정치척 의사가 결정펼 수 있는

견체조건률이 중요하다. 첫째 국민은 단순한 대중으로 폰재하는 것이

아니라 청치척으로 조칙되어 하나의 정치적 공동체롤 이룰 것. 둘째，

소수의 켠해가 보장되어 그률이 평화적인 정치훈동올 천개할 수 있는

동시에 소수는 다수결에 따툴 것. 세째， 어떤 문제에 관한 컬정율 내려야

할 때 모둔 사람이 정확한 지식올 얻올 수 있올 것. 네재 公共의 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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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률이 칙첩 활여하고 청치척 현설애 대한 판단력이 있올 것. 다셋째，

국민률이 루표나 다륜 청치척 햄위에 있어셔 그것이 공공의 이익에

컬부된다는 의식을 가질 것 등석다.

아· PAC 포는 PR) 의 기본원리(21]

민주주의 사회에셔의 PA(PR) 의 기본원리률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다융과

같다.

。 첫째， PA활동은 한순한 Connnunication 이상의 역할율 하여야 하며，

훌용한 PA 효과는 좋운 설척과 그 좋은 상척올 효과책요로 국민에게

알림으로셔 얻올 수 었다.

。 툴째， PA의 북척은 톡정조칙(또는 사업)이 가장 찰 커칼 수 있는 사회

운위기 또는 환경율 개발해셔 유지해 가는 것이다.

。 셋빼， 조칙운 국민의 동의(사회척 동의)에 의해셔만 존채할 수 있다.

조칙운 사회척으로 기여 하느냐 않느냐에 따라 그 존재의 정당정 여부가

컬청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뺑위가 결국운 그 조칙의 이익이 된다.

。 옛째， PA 활동에는 예리한 상황 훌훌知 능력과 분석능력이 필수척이다.

。 다섯째， PA 활풍윤 그 운명이 효율척이고 효과척이어야 한다. 록， PA

조칙윤 환경율 청확하게 題知하여셔 그 결과률 다른 업무조칙에 효과척으로

천딸하여야 하는 책임이 있다. 다시말해 전체조칙이 국민{공중)과 좋은

관계률 가질 수 있도혹 하는 의사결청에 기여해야 할 책입이 었다.

2. 국민(Public)과 公共政策파의 관계[22]

본 보고서는 원차력관련 청책연구보고서로서 원차혁에 환한

국민이해충진 방안의 도훌올 북척으로 하고 있다. 일반국먼(General

public)의 원자혁에 대한 이해는 용용사회 과학척 방법에 의하여 그 실쳐}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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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책결정변수

파악활 수 있으며， 획근 우리나라의 반원천훈동의 양상율 놓고 볼 때， 이는

청치 문화객 환경의 급속한 변확와 우리나라 사회의 톡륙한 사획경제책

구조와의 빽학속어l셔 판이 이해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民뱀이

중요시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공공청책형성과청율 개팔

함으로셔 국민밀반(public) 과 공공정책과의 관련성율 청리해 보는 것이

”현자력에 대한 국민이해”률 다루는데 도폼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래셔 여기셔는 사회현상 분석의 이론척 률로셔 청책환경론과

청책형성론의 개략올 소개하고자 한다.

한 청책체계내에셔와 과청의 기본과정운 (청책형성과정 • 갱책컬청과청

→청책집행과청 →청책형 7}과정)으로 불수 있효며， 정책과정의 분석변수

체계는 표 2. 1. 2-1과 같다. (여기서 환경변수와 청책결정변수와의

상호관계를 청책형성과정으로 본다. )

표 2. 1.2-1 정책과정의 환석변수체계

「청치햄청분화(politico-administrative culture)
환경변수 ----게

L이익집단(interest group)

A 용장치 (receptor)

책결청장치 (decision)

정보처장장치(memory)

정책(policy)

「정행장치 (effector)
청책집행변수 -•

L환경 (environment)

「청책결과(policy outcome)
피드빽변수 ----게

내부명가장치 (internal feedback)

외부명가창치 (external feed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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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청책체계의 분석변수체계를 각종 정책활동과 환련시켜 청책과청

분석모형으로 제시하변 다옴 그럽 2. 1. 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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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1. 2-1 정책과정 분석모형

가. 청책환경 (policy environment)

오눌1날의 모둔 청책환겸은 소용돌이의 훌훌(turbulent field) 의 성격올

지냐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속에서는 과거의 경척척인 고전척 관료제의

구초는 무의미한 것이 되며， 정책체계의 생존운 청확성， 예측성， 안전성에

달려 있기 보다는 신혹성과 척응력에 달려 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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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환청윤 無型의 환경(정쳐햄청문화， 공익， 사회경채쩍 여건 퉁)과

有型의 환경(청탑， 이약집단， 언론거관 등) 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푸형의 환경운 정책체계의 제반묵표와 정책활동에 중요한 명향율 미치며，

유형의 환경의 루입활동은 사회문제의 정책문제화 과청으로 이해되어

청책형성파청의 충섬개념이 된다.

• 無훨의 정책환경 : 정치행정문화와 사회경제척 여건이 청책체계에

미치는 명향이 지대하므로 각각 간단혀 소개하면 다옵과 칼다.

1) 청차행정문화

쩡 ~1햄청문화는 정치햄정체계 구성원의 모든활동에 참채척인 명향율

꺼치며， 따라셔 청책체계내의 모든 정책활동에 참채척으로 충대한 영향율

끼친다. 정책 연구애 있어셔 정치행정문화가 중요시되는 또하나의 이유는

그것이 청책바교의 툴율 제시해 준다는데 었다. 측， 며국， 영국， 폭일，

일본， 충국， 한국 등에셔의 정책활동들이 어떤점에셔 같고 어떤 첨에셔는

다르다고 할 경우 그 이유는 청치햄청문화의 화이로셔 철명할 수 있는

것이다.

청차햄청문화는 ” 청치행정척 행위자들잔의 상호작용 →청치햄정척 관계

• 정치행청척 질셔→청치행정문화”의 과정율 거쳐서 형성획며 각 과청운

시칸의 경과， 반북화， 공유화， 유형화， 집단화에 의해 발천된다.

청치행청척 상호작용의 주체는 정치행정체제내의 청치인 빚 관료와

청차햄청체제 외부에 있는 국민과 他體뿜II의 구성원이다. 이률간의

상호작용율 코게 업무환계， 자원관계， 복표 및 발천규범관계， 환경관계로

르게 나누어 볼 수 있는바， 이들올 분석모형으로 나타낸 청치행정문화

분석모형윤 그림 2. 1. 2-2과 깥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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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랍 2. 1.2-2 정치행청문화의 분석모형

2) 우리나라의 청치행청문화와 청책체계의 특성

(1) 업무환계

。 업무지향성 보다 부사안알척 성향이 강하다.

。 문제해결중심척 성향보다 법큐충섬척 성향이 강하다.

。 의사결정유형운”윷사람”은 명령하탈차 이고 ”아랫사람”은”윗분률”의

결정에 북총하는 유형으로 합의체적이거나푼뀐척 결청율 기대하기 어협다

。 주입식 쿄육과 상당수 국민이 군대라는 련위주의척 사회화과청율 경험한

것이 주된 이유이다.

。 의사천탈유형운일방적 상의하달의 성격올 지년다.

(2) 자원관겨}

。 물척차원에 관해서는 청빈사상을 존중하는 등 비물질주의척 행청문화척

요소와 60년대 이후 경제개별계획과더불어 때태된 물질추의척 요소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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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채되어 었으나， 오늘날 물질적 가치의 범람으로 더콘 정치.경제，사회척

문체가 대두되고 었다.

o 인척차훤의 경우는 귀속주의척 성격어 강하며， 혈연.지연.학연

중심척 경향율 띤다.

。 과학.기술차원관계 정치햄청문화는 중요성과 필요성운 모두 연청하나，

아칙도 사.농.공.상의 사고방식과 기술폰 雜뿔이라는 유쿄척 사고방식이

많이 남아 었다.

(3) 목표 및 발전규법관계

국가의 묵표는 국가보위와 민생안정이 충집이나， 청책체계

내부구성원률의 개인척 목표의 성격은 官更가 됨으로서， 경제척 부， 정쳐척

권력， 사회척 신문율 일시에 향유하는 것으로 되는 성향이 었다. 그러나

오늘날음 私的인 정치권력 욕구의 총촉보다는 국가사회발천에의 기여，

개인생활의 철척향상 등 자기실현올 도모하기 위해셔라는 것으로 정당화

되는 경향이다.

(4) 환경환계 : (청치행정체계의 환경올 구성하고 있는 청치행청 수혜차， 측

국민들에 대한 태도 빛 가치관)

이는 청책체계구성원이 자신의 권위의 근거가 어더에 었다고 보느냐는

문제로셔， 측 그 정책체계의 民主性의 정도와 칙결된다. 지배-피지배，

명형-북총의 관계로 공무원 자신이나 국민스스로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경향야 강하다. 또한 행정 제일주의， 행정만능주의의 성향이 강하다.

(파거 조선조 사회는 물론 특하 일제시대 수탈행청에서 더욱 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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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었다· )

2) 경체사회척 조건

파거에는 천혀 훈제시 되지 않았던 것들야 경제사회척 여건의 변화로

오늘날 중요한 정책문제로 등장하는 일이 많다. 해방이후 우리나라의

경제척 여건의 변화는 그 主짧이 민간부문이라기 보다는 공공부문이었으며，

사회경제책 여건과 정책체계와의 관계가 그 어느나라보다도 훨씬

밀캡했다고 볼 수 있다.

(1) 연구의 중가

청책쳐1계가 신경써야 할 국민익 절대수와 요구의 강도의 중가롤

의미한다. 또 설업문제， 고형화 사회의 훌현， 청년상승문저)~ 연금제도

둥악 문체률 야기한다.

(2) 도시화

도시집중으로 인한 地價상숭， 주태부쭉， 용수.교통문제， 환청오염

퉁

(3) 국민소득 빛 기업

계층깐， 지혁칸 소득배문의 문제야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칼등분제 둥올 야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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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책형성 (policy formation)

청책형생(policy formation)이란 아래 그럼에셔 보는 바와 황이

사회문쳐1가 청후의 관섬율 팔어서 청책문체(policy problem)로 등장하게

훨때까지의 일현의 파청율 가리킨다.

마음- 과정에로악 f$~

그림 2 ‘ L2-3 청책형성과정의 구성요소

1) 청책문제(policy problem)찍 본철

(1) 개인문체와 사회문제

불만촉스러운 상태롤 야기시키는 개인적인 사건이 불륙정다수에게

창시간에 걸쳐 반북척으로 일어날 경우 개인문제는 사회푼체화 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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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2.1.2-4 욕구의 충록과 사회문제의 훌현

다시말해 상기 그래프에서 tl~ t2 사이에 개연은 용연할 수 없는

불만록의 상태에 있으며， 사회의 불특성 다수가 같은 상태에 었으면셔 여

상태률 용언하지 않올때 사회문제화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문제의

요인으로셔는 (1)용인된 불만촉상태의 창기;;tl 속화~ (2) 륙구충촉에 필요한

자원의 상대척 체감 (3) 불만족올 야기하는 정책의 급중 빚 사회제도와

구조의 불합리성의 격화 등이다.

(2) 정책문제의 속성

。 사회문체는 정부의 정책결정체계에 의해 포확되었올때 정책문제화 훤다

。 문체당사차깐 해결의 불가능성 내지 문제해결추쳐l의 부재성

。 문제해컬에 훨요한 차원규모의 방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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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환문에의 후자유연의 저조성

。청치성

위의 다섯가지 속성중의 하나， 또는 개별척으로 몇가자가 복합회어셔 사회문제률

청책문제화 시킨다.

2) 청책형성의 추체(有型의 환경)

(1) 有型의 청책환경

。 이억칩단(합력단체)

。 정당 : 청당이 정책과정에서 바람칙한 정당활동율 조성하겨 위한 선결

조건윤 (1) 정당깐 셰력관형의 확립， (2) 청당이 국민의 지치에 기초

(3) 복수청당체의 확립 빛 이념.청책창당의 성장 (4) 청당청치의

제도화 등이다.

0 연론기관 : • 여론지도자( opinion leader) 로서 사회문채의 칩결 빚

표명의 대표적 창치

·언론기관과 대중은 밀접한 관현율 맺고 있폼

• 그러나 대중의 차주척 판단과 자발척 할언에 의하여 여론이

형성된다기 보다는 이러한 대중율 상대로 소수 헬리트가

자신의 이익추구를 위한 여론형성의 수단으로 언론기환율

이용할 우려가 있옴

。 개인으로서의 국민 : • 유권차 이자 납세차

• 민간 전문지식인의 전문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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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용장치

。국회

。 행정수반 빚 고위행정각료

。 각급행정기환

3) 청책형성과청에 영향올 끼치는 요인

정책형성과정에 영향올 끼치는 요인으로셔의 관계집단의 초칙척

륙성으로셔는 불만촉(또는 피해)집단의 규모， 문제해결요구의 강도， 칩단의

청치쩍. 경제척. 사회척 역량 등율 틀 수 있다.

。 관계집단의 조칙척 특성(R. Cobb과 C. Elder의 분류)

- r려훌훌훌빼(identificaton group) : 이해관계가 동일한 사람률로 구성된

집단， 강한유대감을 가지고 문차l에 예민하게 반용한다.

- 관섬칩한(attention group) : 자신률과 이해환계가 있다고 생각되면

언제라도 나설 참채력율 가진 첩단

- 관심대중(attentive public) : 교육수준이나 생활수훈이 비교척 높윤

~l식충， 고소득충， 공공문제 전반에 걸쳐 관섬율 7}치고 있으며 여론지도자

풍으로 다른계충올 교육.유도하는 기능율 하며 천체연구의 약 10%정도이다

- 일반대중(general public) : 비활동척이고 관심도 척으며 문제에 대핵

찰 알지 몽하는 일반국민율 말함. 구성원률의 배경과 환심이 다양하고

조칙확의 청도도 버쿄척 낮아셔 청책형성과청에 지숙척으르 개얼하지

뭇한다.

。 청책결청체제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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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환척 해도(let it happen)

- 후원척 태도(encourage it to happen)

- 주도척 태도(뻐ke it happen)

。 청쳐.경제‘사회.문화척 특성

다. 국민(Public) 의 청책푸입기능의 변수 : 통치형태， 정치문확

여론(Public opinion) 이 형성되는 과정과 그 여론이 공공청책형성에

후입되는 과청.정도는 그나라 국민의 민주정치의식과 참여의식의 정도，

그리고 그나라 고유의 정치뺑정문화의 내용에 따라 다 다르다.

여1률툴어 원자력발전의 경우， 일반국민의 찬성.반대의 여론이

원차력발천율 추진할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라는 국가에녀지정책 컬청에

미치는 영향의 청도가 국가마다 다 다른것이다. 즉， 중국이나 소련，

북한같운 공산국의 톡재정치문화권 에서는 Public 의 개념이 자유민주주의

훌확권과는 천혀 달라서 원자력발전올 추진하는테 일반국민의 여톤율

의식할 필요가 없으나，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일반국민의 원차력발천

반대여론이 정치척 합력으로 척용하였고， 결국 원자혁정책의 결정척 천환율

초래했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예률들어 원천반대운동이 격렬하고 또 국민다수가

원자력 발천율 반대하는 입장이라 하더라도， 제도척으로는 이것이 국가의

공공정책으로셔의 원차혁정책에 칙접척인 영향올 미철수는 없다. 다만

어러한 사회문제가 정책문체화 되어 정치권에셔 문제롤 다루는 차원으로

념어갈 뿔이다. PA활동이 중요한 이유는 공권력행사를 수한하는 강체에

의한 정책추진보다는 국민척 합의에 대한 정책추진율 하자는데 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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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청책의 형성과 그 집행올 민주사회훈용의 원리에 입각하여 하자는데 그

풋이 었는 컷이다. 앞으로 정치척 민주화가 셔셔히 진행되면셔 국민이

면추척 시민의 차질율 가지게 됨에 따라 국민합의에 바탕율 둔 청책여

수립되어야 하며， 또한 국민(public) 의 본절이 반드시 이성척이며 합리척인

것만운 아니라는 속성율 감안할때 국가공공청책율 탐당하는 청치.햄청권

관계자률의 우수성과 책입이 더쭉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었다고 불 수

있다.

• 여론의 청책루입 정도를 나타내는 유형들

통 치 혐 태

천체주의 •

민추주의

1) 홍쳐형태

청 치 문 화

·映擬的 청치문화

·폼民的 정치문화

·市民的 정치문화

PA의 풍요성은 국민여론이 정책형성과정에 루입되는 청도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그 나라의 통치형태가 민주주의 쩨제척 경향이냐 천체주의

체제책 경향율 떠느냐에 따라 다르다.

2) 청치문화[23]

(1) 정치문화의 유형

또한 국민여톤이 형성되고， 또 그것이 정책형성과정에 투입되는 청도는

그 사회의 정치문화에 따라 다르며， 정치문화를 셰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때 다옴과 같다. Almond와 Sidney Verba 양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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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명국.서톱.아활리아 그리고 며시코 등 5개국에 걸친 정치문화의

비교연구에셔 청치문화연구의 이론척 툴율 제공하고 있는데 그률온

청치불화률 주로 3대유혐으로 나누고 있다. 첫째는 ”映觸的 청치문화”

(parochial political culture)로셔 일반국민률이 대개 청치에 푸환심하며

그들외 정치세계는 그률이 거주하는 좁은 觸里에셔 별로 벗어나지 뭇하고

있는 상태이다. 측， 이런 정치문화속에서는 일반국만틀의 섬리척

정치세계가 좁기 때문에 국가척 규모의 정치현상에 대해서는 의삭이 거의

없다. Daniel Lerner 교수가 말하는 心的動性(psychic mobility)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것이 협향척 정치문화의 쪽징 이라고 할 수 있율 것이다.

이련 단계에셔는 청치척 톨b훌이 었어도 일반적으로 좁운 지역에 국한되고

국민의 청치참여는 져조하며 주로 피동척이거나 소극척이다.

협향척 정치문화 속에서는 국가적 수준의 청치에 대해셔 일반국민폰

관성도 지석도 없으며 참여하는 바도 동원되는 바도 거의 없다. 또한，

천국쩍인 수준에서의 국민척 연대의식이나 일체캄도 극히 미약하다.

롤째 유형율 ”폼民的 정치문화(subject politcal culture)"라고 한다.

국민률의 정치척 셰계는 협향척 정치문화의 경우보다 훨씬 넓어진다.

국반척 현대의식도 훨씬 발달된 상태이며 국가척 수준의 청치현상에 대한

관심과 지식도 훨씬 높아진다. 그러나 ”昆훌” 이란 말이 말해 주듯이

국면률운 아칙 자신이 ”정치의 주처lι라는 인식이 약하다. 측， 정치척으로

추동척이기 보다는 피동척이다. 따라셔 주로 국가기관에셔 시키는 대로

참여하고 동원된다. 자발척으로 청치현상에 영향율 미치기 위해서

창여하는 일이 드물다.

세째 유형인 ”시민책 정치문화(citizen political culture)" 또는

”훌與的 정치 문화(particpant political culture)" 에서는 국민의 자발척

청치참여가 비교척 높다. 여기에서 비로소 국민이 ”물民”의 위치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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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피하고 ”市民”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가 요구하는 대로 국만의

의무률 수행할 뿐 아니라， 정치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셔 자발척으로

참여한다.

훌與的 정치문화 속에서는 국민적 연대의식도 놓아지며 어느정도 ”국민에

의한 정치(government by the people)" 의 가능성이 폰채한다. 즉， 소수의

통치계총에 의해서 화우되는 정치에서와는 달리 정치언틀이 다수의 요구률

의식하고 정치률 하게 되며 또한 다수의 의사가 정치척 영향력율 가지게

되는 것이다.

2)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문화의 성격

현대 한국정치문화는 앞에서 말한 세가지 定협의 혼합율 보이고 있다.

아칙도 주로 협향척 定向을 보이는 인구가 상당하다고 활 수 있는 반변

물民的 定I화율 보이는 인구도 상당하다고 활 수 었다. 그러나， 훌與的

내지 市民的 定I句올 보이는 인구가 급좁히 늘어나고 었는 것도 사철이다.

이것율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2. 1. 2-5와 같다.

그림 2. 1.2-5 한국청치문화의 변화 추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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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1. 2-5는 물혼 정확한 껴l량올 바탕으로 그린 것이 아니다. 다만

추셰훌 나타냄으로써 설명올 톱고자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아풀든

여기셔 지척하고 싶운 것은 첫째 映續的 定向과 ~民的 定!헨이 약해지고

있으며 그대신 參典的 定向이 자꾸만 강해지고 있다는 사질이며， 툴째로

오늘날 한국의 정치문화는 셔}가지 定向의 혼합율 보이고 었으며， 이 세가지

定I험이 때략 비슷한 구성비율올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톤，. 이와

칼운 구성비율운 국만올 정치문화척 定I句에 따라 구분함에 있야셔 어떤

기훈율 사용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기준율 높이변 저철로 훌與的

定I句와 버율이 척어질 컷이며 반변 낮은 기준율 쓰면 훌與的 定I句의 비율이

높아질 것이다.

다만， 여기셔 분명한 것은 한국정치문화가 충요한 전환기척인 과정에

놓여 었으며 주로 映擬的인 定!허올 가진 국민의 비율은 풀고， 훌與的

定I句률 보이는 국민의 비율은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현，~民的

定向율 나타내는 국민의 버율은 다소 줄기는 하겠지만 그 감소율윤 환만할

것으로 예장훤다. 따라셔 앞으로 15년 내지 20년의 시간이 흐르변 주로

톰民的 定I句의 A다와 훌與的 定向의 인구가 남게 될 것이다. 이률 가운데

어느 定l험이 지배척인 것이 될 것이냐 하는 것온 단언하기가 어렵지만

훌與的 定向이 더욱더 강해질 것만은 툴렴 없는 것 같다.

그래셔 오늘날 한국의 청치문화를 陳獅的.톰民的.짧與的 定向이 혼합훤

청;tl 문화라고 특정짓는다면 15년내지 20년후의 그것은 폼民的.훌與的

정치문화라고 부룰 수 있올 것이다•

.c If * 톨 헤!

그럽 2. 1.2-6 한국 도시와 농촌의 청치문화척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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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치문화척 定I허용 도시와 농촌간에 상당히 대조척면 분포훌 보이고

있다· (그림 2. 1.2-6 참조) 오늘날 한국농촌의 정치문화는 앞서 처l시한

도식에 었어셔 ’과거’에 속하논 분포와 버숫한 컷옳 보여 주고 있다. 측，

陳鄭的 定向과 물民的 定向이 아직도 주류률 이루고 있으며 훌與的 定빼은

아칙도 약셰툴 면치 뭇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는 대조척으로 대도시의 청치문화는 앞서 체시한 그림 2. 1. 2-5의

’未來’에 속하는 분포와 비슷한 것율 보인다. 다시 말하면 토民的 定向과

훌與的 定向이 그 대주류률 이루고 있고 협향척 定I힘은 약세률 보이고

였다. 아마 중.소도시의 정치문화가 어떻게 보면 이 두가치 극의

중간위치에 놓여 있는 것으로 침착펀다.

이와 같은 도시와 농촌간의 정치문화척 차아는 주로 도시인구와

농촌인구간의 사회경제척 차이에 기언하지 않나 생각펀다. 도시인구는

교육수준이 비쿄척 놓으며 언론매체와의 첩혹이 빈번하다. 측， 정치척

청보롤 소화할 수 있는 능혁올 갖추고 있올 뿐 아니라.

신문.웰레버천.라디오.잡지 등올 통해서 많은 정치척 청보와 첩하게 훤다.

그리고， 생활환경 자체가 정치척 토의률 자주 할 수 있게 만률어 주고

있다.

그러고， 이것과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할 것은 한국 ’농혼의 도시화’

현상이다. 불론， 이것이 한국사회의 독특한 현상윤 아니고，

어느사회에셔나 다 불 수 있는 일이다. 농촌의 도시화라고 하는 것은

농촌이 인구 벌도면셔는 농촌으로 그대로 남아 있더라도 생활양식변에셔

도시와 버슷하제 회어감을 말한마. 륙허 여겨셔 관심의 대상어 되는 것을

(1) 농촌연구의 교육수준이 향상되고 있는 일， (2) 농혼에 있어셔의

홍신매체의 보급， 그리고 (3) 놓촌연구의 물리척 動性(physical mobility)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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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수준이 놓아지고 또 라디오.신문.잡치.텔레비전 둥에 차주 첩혹하게

되고 그리고 교통수단의 발탈로 타농촌이나 도시를 차주 왕래하게 됨으로써

릎#A이 버륙 사팔에 그대로 살고 있으면셔도 그 생활양식에 었어서 첨차

도시인파 비슷하게 되어 가는 것이다. 따라셔 미래 한국의 농혼사람률혼

곰 현채 한국의 도시인률과 상당히 비슷한 정치문화척 定I머율 가지게 훨

것으로 볼 수 있율 것이다. 이와같은 ’이충척 도시화’의 현상이

한국청치문확에 꺼철 영향은 결코 과소형가 되어셔는 안 훨 것이다.

라. 우리나라 願子力짧톨의 사회척.정책척 위상

1) 정책환경 및 정치문화의 변화

상기 논의률율 청리하자면 우러나라 사회는 다융파 같은 요인의

변화를 급격히 겪고 있다고 불 수 있다.

。 정책환경의 변화

- 청치행청 문화의 변화(정치적 민주화， 지방분권화 둥)

- 사회경제척 여건의 변화(합리척 배분의 주장， 환경.북지폼제 풍장 등)

- 有型의 환경의 활성화(정당， 이익집판. 헌폰기관 둥)

。 정치문화의 변화

- 세대교체， 농촌의 도시화， 교육수준 향상， 경제발천， 개방화 둥으로 옐반

국민의 시민척 정치문화화 경향

2) 원자력발전의 사회문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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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셔 민추주의 사회에서의 국민과 공공정책과의 환계， 여론의

정책투입 기능의 변수등올 살펴보았는데， 우리나라의 원자혁정책은

1950년대 후반기에 정부의 행정수반과 고위행정환료에 의해셔 형성되어

컬정되어 왔으며~ 1970년대 중반이후에는 우리나라 에녀지정책파의

빽확숙에셔 본격척인 중요성울 지니고 있다. 록， 청책형성과청에 有型의

정책환경으로 부터의 투입기능윤 존채하지 않았다.

그러나 1987년 6.29 민주화 선언이후， 재야 빛 학생운동단체률의 반청부

성격율 환 일련의 사회운동이 反美.핵무기철수 등의 구호률 외치기

시작하면셔 공해문제라는 사회문체의 표면화와의 꽤확에셔 反原톨홉運動의

주체가 형성되고， 이툴이 중심이 되어 원자력발전문제툴 사회푼제화

해왔으며， 포 계속 추진하고 있다. 또한 언론도 원자력발전의 내채척

본찰에 대한 아무헌 이해도 없는 입장에셔 반원천훈풍추진세력에현숭하여

원자력발견문제의 사회화를 가속시격 온 것이 현질이다.

3) 원차력발천의 정책푼체화

우러나하에셔와 원자력이용개발 빚 안정성확보는 기본척으로

청부추도로 추진되고 있으며， 한국천력공사도 公企業의 하나인 바，

원자력발환문제가 사회문제화 되었올때 이는 자연스협거l 공공청책문제화

되지 않율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원자력발천소 주변지역

추띤률의 불딴의 초칙척 표출과 앞으로 있올 혜기불처분 부지 빚

신규원자력발전소뿌치 확보에 주민들과의 이해충롤이 야기훨 것언바， 이는

사업차와 지역주민이라는 당사자 쌍방만으로는 문제해결이 거의

불가능하며， 따라셔 첨부가 개입하치 않으면 안되는 문제로셔의 성격율

지니고 있는 것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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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차혁청책 환경변수로셔의 Public Acceptance

앞에셔 간단히 언급한 바 었저란， 지금까지 우리다라의 無型의

청책환갱 으로셔의 청치.행정문화와 일반 사회문화의 톡톡한 성격으로

公共政寶은 국민의 의식 (public awareness)올 고려하지 않아도 되었었고，

또 고려활 필요도 없었다. 그러냐 경제발전과 개방화 몇 국만교육수준악

향상과 더불어 청책환경으로서의 국민(public)의 버중혼 커질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원자력에 대한 국민일반의 인식야 어떠한지롤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처하눈 척실성과 신축성올.겸비한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위에셔 PA의 중요성은 그 국가의 통치형태와 그 나라 사회의

청치문화의 변수입율 밝혔는데， 앞으로 우리나라 사회에서 청쳐민주화가

계속 추진되고， 또 훌훌與的 定向올 보이는 국민의 비율이 높아정에 따라

일반국민의 원자력에 대한 여론의 중요성은 날로 커질 것야다.

따라셔 정부원자력관련 정책당국과 전가사업자 및 원자력관련

기관.단체률이 공동으로 원자력PA청책 수립과， 구체적인 제도， 예산，

천문인력 양성 및 관련된 연구의 수행등에 차질여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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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첼 원자력의 본젤

원자혁운 제2차 세계 대천중 군사척인 묵척으로 척극척인 개발과 이용이

이루어쳤다. 종전후 1953년 유벤총회에서 미국 아이젠아워 대통혐의

”원차력의 명화척인 이용”의 체창으로 인류 역사에셔 문명의 이기로셔

도입되었다[24 ， 25]. 그러나 원차력윤 초기의 군사척인 이용에셔 엄청난

파피력율 보여줌으로써 띤류에게 않운 공포심과 우려률 자아내게 하는

본질척인 문체첨율 가지고 있다.

또한 핵천쟁과 칼운 문사척인 이용외에 훤자력의 평화척안 이용에셔도

원자력환련 시설 및 청보와 차료 그리고 핵물질둥이 문사척인 북척으로의

천용위험성과，원자력시설의 안전성문제， 그리고 원자력아용에서 발생된

혜기물관리문제가 그 주요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된 얀천규제와

피해의 배상 및 보상 문제가 청치척 및 사회척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26.271.

원자력이 1950년대에 천혁 생산기술로 셀용화훤 이후 1988년 말 기준

26개국이 원자력발천율 도입하고 있으며 프량스의 경우 천력생산의 70χ

여상율 원차혁어I 의존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소련[28] 율 비롯 대부분

선진국에셔 천혁생산에셔의 비충도 충가추세에 있으며 셰계척으로 17 %톨

점하고 있다(표.2.2.1-1)[29]，

현재 원자력산업은 1979년 미국의 TMI사고와 1986년 소련의 쩨르.노벌사고

영향으로 인한 원천 발추 갑소로 첨체국변에 었으나 (그림 .2.2.1-1) ， 1990

년대에는 원자력산업야 회북훨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세계 에너지 수급에셔의

비중도 계속 종가할 것요로 천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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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1 추요국의 원자력발천 첨유훌 추아 (멍)

국가명 1988 1987 1986 국가명 1988 1987 1986

France 69.9 69.8 69.7 United States 19.5 17.7 16.6
belgium 65.5 66.0 67.2 United Kingdom 19.3 17.5 18.4
Korea,Republic of 46.9 53.3 43.6 Canada 16.0 15.1 14.7
Taiw뻐 41.0 48.5 43.8 Argentina 11.2 13 .4 11.3
Sweden 46.9 45.3 50.3 USSR 12.6 11. 2 10.1
HungtazreyrI 48.9 39.2 25.8 Gennany Dem. Rep 9‘ 5 9.7 9.7
Switzerland 37.4 38.3 39.2
Finland 36.0 36.6 38.4 Yugoslavia 5.2 5.6 5.4
Germany Fed. Rep of" 34.0 31.3 29.4 Netherlands 5.3 5.2 6.2

South Africa 7.3 4.5 6.8
Spain 36.1 31.2 29.4 India 3.0 2.6 2.7
Japan 23.4 29.1 24.7 Pakistan 0.6 1.0 1.8
Bulgaria 35.6 28.6 30.0 Brazil 0.3 0.5 0.1
Czechoslovakia 26.7 25.9 21.1 Italy --- 0.1 4.6

MWe

: 잊 ; /.-!

15‘000

10.000

5,000

o
1972 1974 1976 1978 1980 1982

or---:

1984
•--•--•

1986 1988

그림. 2.2.1-1 세계의 원자력발전소 발추 추이(1988년 12.31 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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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 6훨 착공하여 1978년 4훨 춘콩환 고리 1호기가

가동(체계에셔 22번째) 된 이후 현재 971 의 원자력발천소가 가동중에

었으며 1987년이후 전력공급의 50 % 내와를 원자력이 탐당하고 있다[30].

그러나 미소를 비롯한 강대국들의 핵무기경쟁이 계속되어 원차력이 안고

었던 본철척면 문체 즉 엄청난 따괴력율 문사척으로 이용율 위한

기술개발의 급속한 진보와， 야에 따른 핵전쟁의 공포와 인류의 역사척인

위기 의직등이 팽배해져 반핵운동이 천세계척으로 확산되고 있다[18 ， 31 ， 32]

한현 원자력발전과 같은 평화척인( 죽 민칸이용) 이용에셔도 사고시

막대한 피해의 범팎와 컬과에 대해 많은 우려로 1980년대 사회운동의

중요 문체인 환경문제 및 앞서의 반핵운동파 연관되어 반원천 (원자력발전

반대운동)그룹은 제력확대와 강력한 저항올 보여주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폼칙입윤 1979년 머국의 TMI원자력발천소 사고와 1986년 소련의 체르노빌

원천 사고로 확산되었으며 스훼멘올 비롯/많은 국가에셔 원자력발전문제가

청치 문제화 되어 원차력 발전의 사회척인 수용 여부가 원자력이용 톡히

원자혁발천의 중요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는 물론 제계척언

추셰이다[16 ， 33 ]，

이에 따라 원차력올 추진하고 있눈 국가툴윤 자국 에너지 정책의

수정윤 물론 원자력에 대해 환경정책과 함께 사회척인 수용율 위한

홈보쩡책올 추진하고 있으며 훤자력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겨

위한 다각척인 노력올 하고 있다.

이와함께 국제원자력기구를 비롯하여 원자력의 사회척 수용올 위한 다국간

국제협력도 추진되고 었다[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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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휴문명파 원자력

띤류 혁사에셔 에너지논 문명의 필수 요소로샤 에더치 이용 기슐의

발전온 푼명의 발달과 상호 멀첩한 관계롤 보여주고 있다. 측

에너지원의 변화에 따라 중세까지의 농업문명에셔 산업혁명에 의한

화석에너지 문명으로 천환이 진행되었으며 현채의 대표척인 석유폰명으로

지숙되고 있다. 또한 19세기 이후 발달하기 시작한 과학기슐로 20，셔1기에

들어 천기가 새로운 동력으로 도입 되면서 전기에녀지의 버충여 급격하게

중가하고 었으며 전력공급사셀도 대규모화 되었다. 앞으로도 고도의

산업화 및 정보화 사회로 잔행휩에 따라 전기에너지의 비중혼 계촉 충가훨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표.2.2.1-2). 이에 따라 20세기 충반 이후 빠르게

발탈한 원자력기술은 전력생산에 용용되어 대규모의 화력밥천과 함께

현대문명의 주요 에녀지원으로서 부각되고 었다.

표. 2.2.1-2 에더치소비에서의 천력에녀지 비중 추이(%)

국가 한국 일본

1955년 - 26

1975년 20.2 35

1980년 20.8 -

1986년 39

1987년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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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녀자 소비는 GNP 증가에 따라 충가하고 었으며(그힘. Z. 2.1-2) 따라셔

개도국율의 산업개발 정책으로 인한 생확활수준 향상으로 개도국률의 에녀치

수요가 급격하 중가하게 되어(표.2.2.1-3) 자원고갈 문제가 대두되고 었다(

표.2.2.1-4) . 따라셔 석휴 대체에녀지로 풍부한 석한과 원자혁률 위추로

에녀저수급 정책이 대부분의 국가에셔 추진되고 있으며 천연가스， 태양혈，

지혈， 바이오패스풍 신재생에녀지의 연구 71P웰도 척욕척으로 추진되고

있다t 표.2.2.1-5)(29 ， 34 ， 35 ， 36).

1얀항 에녀쳐소비량(척한환산: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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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2.2.1-2 GNP와 에녀지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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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3 체계 1차에녀저 지억별 소벼( 백만 TOE)

연형균 층가율 (엎)

구환 1973 1980 1987
’67- ’73 ’74- ’79 ’81- ’87

전진국 3,621.3 3,758.2 3,855.7 5.1 1.2 0.4
개도국 620.0 908.0 1,214.9 6.8 5.4 4.2
차유셰껴} 4,241.3 4,666.2 5,070.6 5.3 1.8 1. 2
공산권 1,667.9 2,250.1 2,740.4 6.1 4.8 2.9
천 셔l 체 5,909.2 6,916.3 7,811.0 5.6 2.7 1.8

차료 : BP Statistical Review of the World Energy , 1987.

표· 2.2.1-4 에너지차원 가용년수(1986년 매장량 및 소비 기춘)

석 유 석 한 LNG 우라늄에녀저 자원

사용 가용년수(년) 43 174 56 66

표· 2.2.1-5 자유셰계 1차에냐지 원별 수요 및 수요증가율 추여(빽만맘DEI첨유율， X)

연평균 중가율(%)

구분 1976 1981 1986 1987
’77- ’87

석 유 2,314.1 2,242.6 2,215.7 2,261.7 -0.2
(53.3) (48.5) (45.0) (44.6)

석 탄 815.3 964.3 1,073 .4 1,119.9 2.9
(18.8) (20.9) (21.8) (22.1)

천연가스 818.0 887.0 889.8 923.7 1.1
(18.9) (19.2) (18.1) (18.2)

원자력 94.3 174.9 325.5 350.2 12.7
( 2.2) ( 3.8) ( 6.6) ( 6.9)

수 력 301.9 358.6 416.0 415.1 2.9
( 7.0) ( 7.8) ( 8.5) ( 8.2)

계 4,338.0 4,621.6 4,920.4 5,070.6 1.4
(100.0) (100.0) (100.0) (l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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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녀치사용에 따른 환경문제를 보면 18셰겨 중업 새로운 동력의

발명으로 시착흰 산업혁명 이후， 증가하기 시작한 화석연료의 이용은

환경의 오염 및 파손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왔으며 셔셔히 혹척되온

오혐의 심도는 환경의 천반척인 분야에 걸쳐 심각한 영향율 추고 있다.

그리고 산업국가률 지향한 각국의 산업개발 정책은 에녀치소비의 급격한

증가와 각종 산업 혜기물 방출을 증가시격 왔으며 이에 따라 대기오염은

물롱 토양 및 수질오염도 심각한 상활에 칙변하고 있다[37， 38 1.

특히 이러한 환경문제의 국제화는 새로운 남북문제로 처l기되고 었으며

개도국률의 산업개발과 에녀져정책 그리고 선진국들의 애녀지 및 환경정책에

많윤 영향율 줄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사회북지 문제로서 환경문제는 인류의 추요 환심사함으로

대푸되고 있으며 이러한 시각의 한 예로 국민생활수준의 지표였던 GNP 또는

GDP개념애 때해 다륜 요소 즉 국민생활의 환경 상횡올 척철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새로풀 국민복지 기훈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현대문명윤 과학기술의 발탈에 따라 기술문명으로 규청할 수

있다. 그리고 에녀지겨술의 경제성과 현리성플 기슐고도화에 따른 위험성의

충가툴 유발하여 일반 대중은 펀러성과 위험성의 상반된 관념의 칼풍속에

노훌되어 있는 첨이 특징이다. 따라셔 앞으로 현대 문명의 에녀지 문제는

환경문제률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사회척인 문제 나아가 인류의 장래와

관련된 윤리척안 문제에 당변하고 었다.

20셰기는 유협에셔 태동 발천된 과학정신의 분명이었다. 그러나 세계1 ，

2차대천으로 인한 인류 쟁폰의 위협으로 전쟁운 이제 이천의 지혁척인

문체에사 지구전체 즉 인류문체로 인식되었고 천쟁수단도 핵무기률 비롯

생화학무기 및 환경무기(예:오존층 따괴)등 다원화되고 있다.

온실효과와 오폰충 따손문체와 같은 환경문제의 경우도 동일한 맥락에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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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었다. 측 20 세기 문명의 기초인 산업기슐이 인류에계 많운

혜택올 주고 있지만 결과척으로 환경문제틀 지구전체로 확대 시켜 천쟁의

위협 못지않올 인류생폰에 커다란 문제롤 제기하였다.

따라서 21세기의 사회척 가치환은 경제척인 풍요와 환경척인 왜척성에

중요성율 부여하체 훨것이며 에녀지문제와 환경문제의 해결이 과학기솔

개발파 함께 미래사회의 주요과제가 될 것이다.

그림. 2.2.1-3 현대 문명에서의 에녀치의 이용과 가치의식

그러나 과률f71슐 발탈은 얼반 시먼률의 인식과 비교할때 그 발천 속도가

봐르게 진햄되어 힐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혜택올

연정하면사도 혜택에 수반된 위험성에 대한 인식 수준은 상대척으로 낮윤

현이다. 따라셔 과학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 루자에 대혜 위협정에서의

시착으로 거부캄파 반대 의식이 생겨나는 사회척인 갈둥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39-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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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학기솔의 발탈로 도입된 원자혁은 차원소버형 에녀지에처 기술척인

애너지원으로의 천환이 불가피한 미래 문명시대에 에녀지 수급문제와

지구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요 에너지원으로 형가되고 있으며 [43]

따라셔 앞으로 웬차력이용은 세계척으로 보현화되고 이용분야도 확대될

천망이다[44].

그러나 원자력도 현채는 물론 미래사회에셔 연류에게 많은 해택율 주는

반변에 사고 위험성과 방사정펴l기물의 관리문제로 인해 기출의 혜택과

위험생에 대해 상반환 논란이 있는 기술종의 하나이다.

따라셔 미래 에녀저원으로셔 원자력의 성공 여부놈 이러한 위험성의 문제률

기슐척 빚 사회척 차원에셔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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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자력의 봄철파 역사 [27 , 29 , 34 , 39 , 45-47]

19세가말 현대 툴리학의 새로운 분야언 천자가학 발탈과 이에 따른

입자가촉기의 발달윤 불철의 봄철에 대한 연구에 하나의 획기척인 수단율

제공하게 되었고 이러한 연구의 성과중의 하나로 핵반융옳 률 수었다.

20세기에 들어 발견된 많운 핵반용들 충 인류에게 많은 명향율 춘 것률충와

하나는 우라늄과 충성자의 핵분열반옹이다( 우라늄(U-235)의 핵분열반용의

경우 200MeV(MeV，빽만천차볼트: 100만불트 천압에셔 1개의 천자가 가숙되는

에너지} 이상율 방출하며 우라늄 1 g의 핵분얼 어I너지는 석한 수집만톤에

해당하는 양여다).

원자력이 하나의 에너지훤으로서의 가놓성억 막탁나차 지팍한 것흔 2차

세계 대전천후로 볼 수있다. 20세기 초반 이후 핵반용과 관련환 과학기술의

발천윤 2차대전중에 가속되어 핵분열 반옹으로부터 다량의 에너지 방롤과

연쇄반융여 확인되었으며 군사적으로 이용 가능성이 놓아 지게 되어 막대한

연구 개발 재원율 갖고 있던 머국에서 1945년 7월 인류 최초로 핵폭발

시험율 실시하였으며 이후 전쟁 충식올 목척으로 군사척인 이용야

이루어쳤다.

따라셔 원자력 이용은 막대한 투자와 인력이 소요되는 것으로 깐주되었고

문사척인 이용문제로 언하여 인류에거l 청치적인 문제로 등장하체 되었다.

원자혁운 인류가 문명사회에서 지녀왔던 자기방어 수단의 하나인 절대척인

힘의 소유로셔와 궁극척인 재념으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어와 함께 가공할

위험성율 인류에게 안겨주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현재까지 국제척인

견략에셔 중요한 비중올 차치하고 었다.

그러나 원자력기술의 확산과 국체정치에셔의 역학관계의 변화로 인해

원자혁기술율 톡첨해온 미국은 1953년 유벤총회에셔 향후 원차력분야에셔

- 69 -



외교척 주도권 장악율 위해 ” 원자력의 펌화척 이용”율 체창하였고， 그결과

원자력을 인류에게 하나의 에너지원으로셔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위에셔 언급한 바와같이 원자력은 군사척언 면어 더 강한

이미지툴 갖고 있으므로 군사척인 원자력기술의 톱첨 유지와 확산 방지률

위한 천제 조건이 강요훨 수 밖에 없었다. 따라셔 이와같은 일련의

핵버확산노력의 결과로 원자력의 명화척 이용의 록진과 핵버확산 감시률

북책으로 하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창설(1957년)과 핵버확산조약(1968년)이

국제책으로 합의 벌효되었다.

이러한 결과 겸제척으로 또는 과학기솔변에셔 원자력이 필요한 국가률로

부터 원자력도업이 추진되었고 1970년대 이후 원자력발천운 석유화동과

관현 도입이 혹진되었다. 1988년말 26개국 427기의 원착혁발천소가

가동되고 었으며 에너지 공급에셔 천력올 충섬으로 비중이 높아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원자력발천 비중이 70χ 에 탈한 국가도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50% 어}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원자력운 화석에녀지와 같윤 차원의폰형 에녀치는 아니지만

경제성율 추구한 결과 대형화되어 기술척인 위험부답의 가중외에 방사능의

환경오염문제와 방사성폐기물의 관리문제는 지구환경문제와 함께 충요한

사회문제로 체기되었다.

따라셔 국가의 에너지 정책에셔 종래에 고려되온 경제성과 수급의

안정성외에 보건에 대한 위험성과 환경에 대한 영향이 충요한 변수로

체기되고 었으며 에녀치수급문체 및 환경문제와 관련 원차혁이용문제는

국제정치역학에셔 새로운 중요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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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 에더치청책과 원자력 이용

국가 에녀지수급에셔 고려되어야 할 문제로는 국가안보와 생존의 필수

요소띤 공급의 딴청확보，국가의 산업경쟁력 비교대상인 가격문제 록 경제성

그리고 국민보건푼체인 환경문제률 둘 수었다(30~34~45~48) . 따라셔 국가의

에녀지청책도 야 세가치 푼제률 고려하여 추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 에녀치차원의 확보 문제

어l녀지 부존자원이 아주 빈약한 국가들의 경우 에너지의 대부분율 해외에

의존하고 었다(표.2.2.3-1). 그리고 우리나라도 산업개발과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에녀자소비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따라

에너지의 해외의존도 중가할 것으로 보인다(표.2.2.3-2). 이러한 에녀저의

해외의존도 증가는 막대한 외화 유출올 초래하게 되어 국가경제에 않온

부탑을 주고 있율 뿐만 아니라 국가방위에 있어셔 에녀지공급선의 안청확보

차원에셔도 문제첨율 안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칼이 에너지

부폰자원이 부록한 국가률의 높은 에녀지 해외의존도는 국제정세에도 많은

명향율 주고 있다.

표. 2.2.3-1 주요국가의 에너지 혜외 의존도(1985년. %)

구 분 일 본 이탈리아 프랑스 셔 톡 미 국

석 유 99.7 97.1 96.1 94.9 29.9
에더지견체 80.5 80.1 57.8 49.9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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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계에더지자원의 분배 상황과 가격문제는 지반 1970년대 투차례의

석유파동으로 찰 나타나 었다. 즉 셔방세계 석유 매장량의 63.7 똥，

생산량의 36 %률 점유하고 있었던 석유수출국(중동산유국 충섬)률이

금수조치률 단행， 세계적으로 석유가격 앙풍과 공급불안율 야기하여 세계

각국운 에녀치공급션 확보를 에녀지정책의 핵섬사항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현채 주요 에너지원인 석한과 석유의 매장량과 생산량의 지혁벌 분포률

보면(표.2.2.3-3) 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지구천체의 에녀저

수급에셔의 불란형으로 인한 에녀지자훤의 무기화는 국제정셰의 변화에

따라 일어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아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에녀지수급정책에셔 공급선의 다양화와 에녀치차원외교와 같윤

국제협력도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표. 2.2.3-2 우리나라의 에너지 해외의폰도 추이

년 도 1981 1986 1987 1988 1989(*) 2001 2010

석 유 58.1 46.7 44.0 47.1 49.9 46.9 42.6
에더치 73.4 66.5 65.3 69.7 86.5 76 .4 77.6

* 1989년의 1-9 월 기갇충(주요천력통계， 한천， 1989.12.15)
** 2000년 이후: ’89 전기년감， 143페이지

표. 2.2.3-3 에녀지 자원의 치역별 분포

구 분 석유 천연가스 적탄

확미 12.4 9.7 17
중냥미 4.9 6.3 1.2
셔유렵 2.8 5.7 7.4
아프리카 7.9 2.4 4.4
아시아 5.4 6.9 52
중동 57.8 26 .4 0.0
동구/소련 8.8 、 41.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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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1 A 우라늄 매창량의 져역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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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푼제는 비단 화석연료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우라늄의 경우도

국내 매장황은 양척으로나 질척으로 부척철한 것이어셔 대부분 해외에셔

도입되고 있다. 따라서 핵연료인 우라늄도 국제청세의 변화에 따라

공급문제가 발생훨 가능성이 있다(그림. 2.2.3-1).

이러한 시각에셔 야l녀치자원의 효율척인 이용윤 물본 야률 위한

에너지이용기술의 개발도 중요한 의미툴 부여할 수있다. 이와 관련

화석연료의 경우 석탄이용기술의 채발과 원자력의 경우 환련기출의 개발과

자립이 에녀지청책으로셔 추진되고 있다[30,48,49],

나. 원자혁발천의 경체성

에더치이용 륙히 전력생산에셔의 경쳐1성올 보면 지난 1958년대 이후

1980년대 초반까지 낮은 에녀지가격에도 불구하고 원자혁의 발천원가는

상대척으로 낮았으나(그림.2.2.3-2)[46] 채정부답과기솔척인문제률로 인해

일팎 선진국에셔만 원자력이 추진되었고[29] 이러한 장황윤 현채도 지속되고

었으며 현재 션진국이 천체 원자혁발천의 92. ’7킹 률 차지하고 었다(표.2.2.3-4)

3.5
。 flALI S-' ’:) I

3.0μ I
Coal .,C ~~

、./ "

25￠f{@~cπ:---。//

훌 2.:J,__‘。“‘。/찮 ear
월 1.5

aU I I
1279 19c:~ 1981 lSε2

f
년도

그림. 2.2.3-2 미국에서의 책한화력과 원자혁의 발천원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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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3-4 셰계 원자력발천 시설용량 치협벌 비율

Country and Group % of World Capacity

\ndustriaHzed Countries 92.7%
USA 30.6
France 16.9
USSR 10.9
Japan 9.1
Germany. Fed. Rep. of 6.9
Canada 3.9
UK 3 ‘8
Sweden 3.1
Spain 2.4
Belgium 1.8
Switzerland 0.9
Finland 0.7
South Africa 0.6
German Democratic Repubric 0.5
Italy 0 .4
Netherlands 0.2

Developing Countries
in CPE-Europe 2.4%

Czechoslovakia 1.1
Bulga꺼a 0.8
Hungary 0.5

Other Developing Countries 4.8%
Korea. Rep. of 2.0
Taiwan 1.6
India 0.4
Argentina 0.3
Brazil 0.2
Yugoslavia 0.2
Pakistan 0.1

IA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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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3-5 미국 원천 건셜비의 구성 추이

건설비($ IkWe) 구성버(%) 상승률(%)

구
1975 1983 1992 1975 1983 1992 75-83 83-92

칙첩 건설비 159 314 736 66 45 23 9 10

원자로 47 64 137

터 빈 38 39 51

기 타 74 211 548

깐첩 건셜비 32 115 395 14 16 12 17 15

시간관련비 49 271 2061 20 39 65 24 25

건설중이자 22 118 756

Escalation 27 153 1305

합 계 240 700 3192 100 100 100 14 18

1973 1983 1992 훈천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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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G 입시비

EDe Esca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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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3 미국의 원전 건설비의 구성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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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979년의 미국 TMI 원자력발전소 사고의 명향으로 원천의 안천

규제가 강화되어 건설공기의 장기화와 건설비 상송으로 (표.2.2.3-5 ，

그림 .2.2.3-3) 원차혁발천의 경제성이 악화되어 일부국가에셔 석한에 바해

경쟁력이 약해지고 었으며 앞으로 원자력발전의 경챙력 확보는 원자력산업의

주요 과제로 되고 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천력부문에셔 원자력의 도입 충가로 원화의 환률상승과

집억 TOE

187e 18n 1878 1878 1880 1881 18;흩2 18톨3 1884 188& 18톨. 1887 1it:톨g

E겼석유 짧석탄 覆LNG • 수력 &훌훤차력

그립. 2.2.3-4 우리나라의 에녀치소비의 원벌 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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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천기료는 1982년의 69.87원Ik째 에셔 1988년

59.15원/k'때로 인하되었으며 국가산업 경챙력 향상에 르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천력수급에셔 원자력의 점유율은 고리1호기가 가동한

1978년 7.없 에셔 1987년 53.1% 로 증가되었으며 국민소득의 층가에 따라

견력 수요도 크게 신장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림 .2.2.3-4 9 5) 었으며

원자력발전의 역할윤 중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훤차력산업은

....5

4

u

s

u

2

1.6

1

0.5

++ 1연당에녀치소비 (TOE)

• 1인당 천력소비량{뻐h)

‘ I인당 GNP(1000 US$)

o
1882 1887 1872 1877 1882 1887

그림. 2.2.3-5 우리나라의 1인당 GNP 9 에녀지， 전력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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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와 발천부톨의 버충이 층가함에 따라 타산업분야에 파급효파가

코므로(표·2.2.3-6) 원자력산업와 활성화는 국가산업 활성화에 륜 기여를

활 것으로 판단훤다. 우리나라의 원자혁산업의 국가산업에셔외 비충운

1988년 천력판매량의 청우 전체 GNP의 2-3 엉 내외 청도로 추청되고 있다‘

표.2.2.3-6 원자력산업의 관련산업 따급효과

구 환 생싼 부가가치 수입 계

발전부문 1.16 0.93 0.067 2.157
천셀i휴톨 최종수요* 1.77 0.73 0.27 2.77

* 국산화율 90%의 경우

따라셔 원자력산업체와 관련 연구기관률운 한천성과 경제성향상율 위빼

신형로개발과 개향핵연료개발 그리고 핵연료추기기솔의 개발에 추력하고

있으며 안천규제의 합리화와 원전건설의 공기딴혹율 팎한 표준화등으로

원자력발전와 경채성체고툴 기대하고 있다[30， 48J. 현채 발천원가 변에셔

보면 석탄파 원차혁이 기저부하용으로 경쟁하고 었으나 아척까지 원자혁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보고 되고 있으며 [50] 안천성파 경제성 향상 그라고

부하추종 운천기솔 등의 기술개발의 성과에 따라 원차력와 경쟁혁 확보는

달려 있다고 보여친다(표.2.2.3-7 ， 8 ， 9).

표. 2.2.3-7 우리나라의 발천원벌 발전원가 추이

구 불 ’81 ’82 ’83 ’84 ’85 ’86 ’87

원차혁 22.48 15.28 22.76 29.65 27.27 29.41 27.41
발 (%) 7.2 8.8 18.3 21.9 28.9 43.8 53.1

카L一} 유연탄 - - 20.74 31.95 32.14 32.76 33.56
(엉) 2.7 18.9 25.5 24.5 17.8

원

종 유 50.23 52.44 50.01 51.19 54.25 51. 29 112.40
가 (%) 79.0 79.7 66.5 47.8 33.9 21.0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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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3-8 우리나라의 ·원천 건설기술 자립목표

구 분 가중치 (엉) 목표(’95년도， %)

종합사업관리 15 98

N S S S· 24 87
기

T / G 11 98
제작

."‘~‘ 계 35 91

* BOP ~ 82

플랜트종합설계 21 95

원자로계롱셀계 7 95
설 겨1 ~

핵연료 젤계 2 100

&‘、- 계 30 95

-핵 연 료 체조 3 100

시 공 17 100

총 합 100 95

표. 2.2.3-9 우리나라의 원천에서의 국산화율 추이 (X)

분 야 고리3.4호기 영광1.2호기 울진1.2호기 영광-3.4호기

원자로계동셜계 0 0 0 50
설
핵연료셜계 0 0 0 50

계

플랜트종합설계 37 44 46 75

보 조 기 기 33.2 44.7 - 74.5
기

원자로젤비공급 9.8 15.8 63.1
자

터빈발천기 10.5 27.6 - 94
채

총 합. 29 35 40 74

핵연료제조 0 0 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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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환경문제

『‘

에녀치정책에셔 환경문제는 에녀치소비에 따른 국민보건에 대한 영향과

사회간첩자본 파손 그라고 생태계 따괴등의 환경영향 등율 률 수 있다.

이러한 환경문제의 원인은 에녀지소비의 지속척인 층가추쩨와 어l너지

소비에 따튼 환경오염물질의 방출량 증가와 축척에 었다. 에너지소버

증가추세는 인구충가， 생활수준 향상， 각국의 산업개발 추진등에 의한

에녀지수요의 증가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에너지청책상의 환경문제는 화석연료의 경우 배풀가스와 분진 및 업자가

주요 오염원으로 명가되고 있으며 배출가스중 아황산가스와 질산화물은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산성비와 토질 빛 호수(수질오혐)의 산성화의

추원인으로 알려자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대도서에 있어서

국체척인 기준치툴 초과하고 있는 대기오혐은 국먼보건에 대한 섬각한

위협으로 보도되고 있으며 주원인은 산업체의 에너지소비 층가에 따른 대기

오염물철 방롤과 수송차량의 빠기가스가 주 원인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리고 1980년대 중반에 오존충따손 문제와 온실효과풍약 지구

환청문제가 국제척인 청치문제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온실효과

주오염물질인 이산화탄소 방출 억제 문제와 화석연료 소비문제가 앞으로

국제정치문제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51-57]. 현재 어률 위해

국제척으로 정상획담 및 전문가회의가 자주 개최확고 있으며 회의컬파에

따라 각국의 에녀지 정책에 많은 영향올 줄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이러한

국채회의에셔악 대책으로 대기오염물질올 전혁 방출하지 않는 원차력과

태양에너지 그러고 선재생에너지가 거론되고 었으나 기술척으로 철용화가

되어있고 경제성이 입증된 에너지인 원차력이 대규모 에너지공급원으로서

척철한 것으로 형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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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체 에너지 위기와 원자력의 역활

대부분의 에녀치자원올 해외에 의존하고 었는 우리나라로셔눈 충동야나

확미 그리고 효주 등지에서 에너지차원올 수입하고 있으며 수송거리와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국제청셰 변화에 따라 에녀지확보라는 륙변에셔 항상

휘약한 상황에 노출되어 었다. 이러환 상항에 대처하기 위해 에녀지수급에

안청율 기하기 위한 에너지비록 전략올도입하고 있으나 화석연료의 경우

양척으로 또한 관리문체에서 많은 문제롤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원자혁의 경우 고밀도에너지원이므로 버혹에 벌문제가 없으며 핵연료추기

기솔자립이 이루어진 경우 에녀지비혹변에셔 많운 가여률 할 수있율 것으로

생각된다[30 ， 45 ， 48 ， 49].

또한 원자력 에녀지는 기술자립과 국산화가 이루어진다변 천체

빨천 원가에셔 핵연료비용의 비중은 15% 내외이므로 에녀지 자립율 제고와

에녀지 수입에 따른 외화유출 갑소를 기여할 수 었으며， 날로 섬각해지고

었는 환경문제 해결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었율 것으로 예상훤다. 따라셔

현채로셔 국가에녀지 정책에셔 훤자력의 도업 확대는 불가피하며 [49]

지혁난방파 같운 혈공급 이용 확대로 째끗하고 저렴한 에녀지공급으로

국가산업경쟁력 제고와 국가 겸제 활성화와 환경문제 완화에 른 기여률 할

것으로 생각된다.

석유문제의 경우 1970 년대의 2차례의 석유 따동이후 세계 각국의

혀유 대책에너지 정책으로 석유 소비가 줄어 저유가가 1980년대에도 지속이

되고 있으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었다. 그러고 세계 에너지소버

층가는 이천의 선진국중섬에서 개도국중심으로 천환되고 있으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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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의 높온 연구 증가율과 산업개발 정책의 추진 그러고 생활 수춘

향상으로 어l녀지수요의 놓은 증가률 때문이다(표.2.2.1-3). 륙히 개도국들의

갱우 재청척인 문제와 기술 및 인력문제로 원자력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충가하는 에너저수요툴 주로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율 수 밖에 없다.

또한 1꽤0년대에 들어 동구권의 민주화와 개방으로 동구권국가률의 에녀치

수급율 셔방혹의 석유에 의폰할 경우 석유 수요의 층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충동치역율 제외한 석유 생산량의 증가는 이루어지치 않고 있으며 아칙까치

석유가격이 낮기 때문에 개도국들의 입장에서 석유률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짱활으로 석유수급의 불균혐운 섬화되고 가격도 상승할 것으로

천망되고 있으며 1990년대 초반어l 처13차 석유파동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58] . 따라셔 에녀치 해외의폰도가 높몰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전략에셔 이어l 대한 대용책이 요구되는 상황에 었으며 현채의

천력수급구조어1셔 원자력의 역할은 중요한 의미롤 가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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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훤차혁 01 용파 사회쩍 떤식

우리나라에셔는 1980년대에 룹어 팍먼룹의 번쭈화에 대환 강합

홉구7} 첩차 표출퇴는 추서1룹 보여추고 있c}. 01와 관현 팍7}

추요 청책문쳐11 7r ::I 훨청방책과 추천파청허l셔 여천훼 청부쭈모훼 훤훼쭈와률

활훌1 화여 국민률휘 홈획률 훨요로 하거} 봐고 었다.

원;t}협 91 청쭈도 환경행에 대환 휘험생 때문에 원켈회 짤설파

훈천파첨어11 J..l 환겸단쐐 L} 훤전부차 ~1 혁추맨풀이 창한 반r.M폼작업훌

보여쭈:il 었요벼 최학의 쩡우 에녀쳐첨책헐 수쩡이다 국7}에녀저수굽어 1셔회

확철훌 훌래활 우려s:. 었촬 것요종 생각훤다. 따E.}셔 훤자혁껴1호처쓴

이려한 국면률회 원~}력반때 용칙암어11 eM한 척쩔한 대용이 훨흉해 ~1 효

었핵 훤~}헬회 사휠척수용이 용표의 하t..}가 되어야 활 첫요로 생착훤다.

훨;t}협은 앞어l 처 셔솔한 1:1]-와 창이 우려에체 많은 뼈핵흩 쭈고

있다. 쪽 휠차력발천어l 와한 얀청흰 천력공급회에도 흉위훤소활 이용한

방사챔진판 빛 치료촬 흉한 룩면보건 향상， 챔딴선소 ~H 째발과 챔한71 뚫어l

외한 국가 산업청챙핵 장확， 고리고 챔단 파화현구어l 용용려놈 풍

국내 훤자력산협의 커반혼 생확휘어 7}고 었약[59.60 ]， 현채획

원차혁 71슐차협청책봐 국산화청책 추진이 생황책으로 。1 뿜어 Al 변

추훌첼략산협효로책외 7}놓성모 예상윌3l 었다[30 ， 48 ， 59 ]，

。l 와찰이 훤차혁산업이 국7}산업과 에너져수팝에서 풍요항 역할올

합땅확고 었고 앞으로포 훨자력 °1용휘 보현화와 이용환야 확대가 예상훼.Jl

있효Lr， 앞에서 언급한 원자력발천잉앙회 안첸챔올 져til하고 방사생빼l겨촬의

환리 폴처1룹 해컬하71 휘해서눈 훤 ~r혁벌천소훼 안챈환 훈천실책파 방사정

빼1171 훌회 판i!1에 대한 71 술척인 핵쩔농력을 보여 쭈71 휘한 확잔서체 71

휘해 2렉욕책으로 노력할 팝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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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악 경우 원자력기솔운 토확화된 기반 위에셔 훌발한 것이

아니고 외국에셔 수입되었으며 국내의 청치척인 문제로 국내 원자력기술에

대한 신뢰캅율 섬어줄 기회가 많지 않았다.

또한 우리나랴는 원폭 피해 당사국은 아니지만 2차 대천충 일본어l

징용되었던 사람툴충에 피해자가 국내에도 상당수 폰재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일반 국민률올 원차력과 관련하여 머소의 핵무기 경쟁에 관환 보도에만

첩하고 었다. 따라셔 아칙도 원차력이랴고 하면 대부분 핵무기률 먼저

혈상하여 두려운 상대로 인석하고 있는 실정이다[61].

이같운 현실윤 10여년에 불과한 원자력이용역사에도 이유가 있으나 보다

중요한 것은 얼반 국민률이 원자력기술과 방사선에 첩할 기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예툴 률어 자동차와 원자력발전소의 위험성에 대한 일반국민률의 반용율

버교하여 보자. 많은 사람들은 자동차가 어럴때부탁 안전하게 운행되는

것율 보아왔고 그것율 이용해본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자동차 기술에

대해 충분한 신뢰참율 지나고 었다. 따하셔 매일 언론매체툴 롱해 보도되는

쿄풍사고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사고는 자동차 기술 자체보다는 대부분

정비불량이나 훈견과질에 기인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었으며 자홀차이용은

교롱규칙과 안견운전율 하는 경우에는 결코 위험한 것혼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었는 것아다.

그러나 원자력의 경우 어떠한가? 일반사람률은 핵분얼이 무엿인지，

원자력발천야 어렇게 이루어지는지， 원자력발전소건설과 운천에셔의 사회와

환경에 대한 형향윤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과 관리는 무엇인져 등의

원자혁에 대한 기혼적인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 더구나 원자력기술의

인식과 이해에는 전문척인 자삭이 동원되어야 하는 어려품도 었다.

이와같이 거솔문명에 대한 일반사람들의 인삭은 많운 접촉기획와 충분한

- 85 -



경험이 추어져야 그에 따른 혜택과 위험성에 대한 각 개인의 가치관이

정립되고 이를 흉한 과학기술의 사회척인 수용이 가능하다는 결론율 유도할

수 있다.

5. 원자혁의 사회척 수용방향 [18 ,62-69]

앞에셔 셔출된 바와같이 우리나라에서 완자혁은 에너지 수급과 환경문제

해결， 과학기술의 발천， 국가산업의 경쟁혁강화와 국가경제에 않은

기여률 할 수 었으나 극복해야 할 문제점률올 안고 었는 것도 사실이다.

대표척인 문체점으로논 원자력연구개발이 핵무기와 관련될 것이냐

아니냐하는 문제， 원자력이용이 연간과 환경에 주는 위험성의 관리문제，

방사성혜기물의 관리문제， 그리고 원자력발전소의 건설과 훈천으로 인한

안근 지역과 주민틀에 대한 사회척 환경척 톡히 재산상의 띠해 문제둥율

률 수있다. 이충에셔도 원자력이용으로 인한 위험성의 환리문제는 다븐

파학기슐의 위험성과의 차이챔올 비교함으로써 그 해결의 질마리률 찾율 수

있율 것이다.

원자력의 안천성파 안전규제 문제는 원전사고가 발쟁한 1980년대 이후

세계척인 공몽 문제로 여전히 논한의 대상이 획어오고 었다. 륙히 원자력의

위험성에 대한 논란윤 다른 과학기술(항공기등 수송분야에서의 위험성，

화혁발천소에서 대기로 방롤되는 대71 오혐물질에 의한 위험성，산업빼기물에

의한 환경오업과 위험성， 기타 농약공해， 의료행위둥에셔 보여준 것과는

탈리 방사선 문제로 인해 거의 감정적으로 반용율 보여주는 예가 많여

나타나고 었다.

이러한 현상윤 앞에서 자동차와 훤자력과의 위험성 언석차이와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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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성격율 지니고 있다. 하나의 여l로셔 며래사회에셔 예상되는 우추

개발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에 대해 생확해보자.

우추개발올 2차대천후 동서 냉전시대에 군비갱쟁의 일환으로 1950년대

후반에 시팍되었다. 그러나 얼반 국딴률의 인식옴 1960년대 후반 아폴로

우추션의 닿확륙 성공으로 시작되었다. 이때 미국 국민를혼 미국의

휘대성과 차긍심율 이 사건으로 흥분히 인석하게 되었효며 이로인한 인휴

문명에 대한 각종 혜택 측 지구 규모와 차원 탐사 빛 일기 예보，

지구과학연구， 우추 탐험둥율 홍보하여 막대한 규모의 후자가 요구되는

우추재벌에 대한 강한 반캄이 사라지게 되었으며 이후 현재까치 순조륨재

진햄확고 었다. 이파청에셔 많몰 국민툴윤 우추션 발사의 성공쩍인

경우와 사고를 칙첩 눈으로 톱격하게 되었으며 우추개발에셔 많온 뼈핵이

기대되지만 그만폼 사고 가놓성도 크다는 첨율 인석하게 되고 미래의

우추여행에 대한 개인책인 가치기준율 우주과학기술악 발달과 함께

젤청하게 되었기 때푼이다.

또 다튼 예로 지난 1980년대 효 헌도 보활에셔 발쟁한 놓약공장의

톡성가스 누률사고이다. 이사고로 인해 보팔시 대뿌훈어 가스로 오염되어

많뼈여명의 연명피해와 막대한 재산 피해를 유발하였으냐 인도를 포함한

어떤 나라에셔도 농약공창올 며l쇄하자는 주장운 나타나지 않았으며

우리나라어1셔도 농약공장운 계속 가동되고 었다.

항풍기의 경우도 추락사고가 해마다 밭생하고 있지만 그험에도 불구하고

항공기는 수척으로나 비행거리에서 계속 층가하고 있다. 이외에도 수많운

도시의 고충벌당의 화채나 대형선박률의 침몰사고퉁운 ;과학기술이 가져다춘

기훌훈명획 대표척인 것률이지만 사회척 수용에 븐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

훤자력산업 륙히 원자력발천악 위험생운 앞에셔 얼거한 다폰 파학기슐의

휘험성보다 철코 높온 것이 아니다. 원자혁의 위험성이 르게 부짝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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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앞절에셔 지척한 바와같이 원자력 이용으로 얀한 혜택파 문제첨이

다른 파학기슐과는 달러 일반대중의 의석속에 칙첩， 깐첩 경험율 롱하여

뿌려박지 뭇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윤 일반국만률이 실체 생활에셔 문명의 이기로셔 첩확활 수있는

기회가 관련흰 과학기술의 발전속도에 맞게 제공되어야 한다. 그렇치 못한

경우 일반대충률은 과학기술로 부터 소외되어 과학문행차화가 되고 만다.

따라서 대중이 과학이 자신의 삶에 대해 어떤 명향율 미치는 처에 대해

지속척인 환섬율 갖도록 하기 위한 척극척인 과학기슐의 흉보야발로

과학기슐과의 친밀감파 신뢰성 확보에 중요한 요소야다.

이상에셔와 같이 원자력의 사회척 수용에 대한 추진방향율 모색해보면

다용과 같다.

첫째로 원자력거술도 가능한한 실제척언 내용 촉 활천소에 대한 자고나

훈천 상황율 기회가 있률 때마다 충분혀 소개하고 시철도 가능한한 재방율

확대 원차혁발천소가 천력공시셜로셔 우수하다는 것율 칙첩 경험활 기회률

제공하는 것이다. 현채 ’야러한 노력으로 천시관 개방야 진행되고 었으나

질제책인 관심율 끌기에는， 또한 각 7l{안에게 훤자혁에 대한 가처관 생성어l

필요환 경험율 추기에는 미홉하다고 생각훤다.

원차혁흉보는 한시일내에 이루어지기는 불가능하며 보다 장기책연 대책이

필요함율 인식해야 한다. 이툴 위해서는 청부와 산업계가 협력하여

원차력홍보 청책의 절정과 추진 전략율 수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훤다.

어러한 청책의 설정과 추진은 홍보차원에셔 공개척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칙하다. 이는 정부와 원자력산업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의혹율

배제할 수 있으며 나아가 반대그줍과의 합리척언 타협율 위한 대확기회와

협력할 수 었는 기회률 제공할 수 있고 또한 풍극척으로는 반대그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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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청부의 청책과 원자력산업계의 흥보 노력에 대한 신뢰감을 갖는

데 중요한 역할올 하기 때문이다.

두번째로 원자력기술에 대한 신뢰성 확보이다. 신뢰성율 확보하기

위해셔는 국가 원자혁산업체와 연구가관 빛 규제기관의 원차력에 대한

천반척인 기술능력의 흥보가 이루어 져야 훨 것이다. 현재 원차혁기솔충

핵잠쩍인 ￥분율 제외하고는 대뿌분 국산화와 기슐차립이 이후어진

상태이므로 특히 원자혁발천소의 안전하고 경제척인 운전 실척율 보여주는

것이 무엿보다도 충요하다.

셰번째로 방사성폐기물 관리문제는 우선척으로 관리기솔에 대한

자신감의 홍보와 이롤 위한 연구 개발 루차와 기술눔력 배양 노력율

성설하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문제는 결국 청부의 안전큐제청책파

위험성에 대한 규제기준의 합리성올 국민들이 어뺑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써는 방사성혜거물 관라에 따르는 위험성과

다른 산업활동으로 연한 위험성올 바쿄 제시함이 필요하며 척철한 규제

기준의 설청도 청부의 합리척인 환경정책척 륙변에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I률 률변 화력발천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과 그 위험성율 훨자력

발천과 버교함으로써 환경척 측변에셔 원자력이 더 안전하다는 기슐척인

능력올 제시하여야 하며， 또한 원천의 건젤과 운천에셔도 다혼 과학기출

분야의 위험성과 비쿄하여 우위성올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컬본척으로 원자력의 사회척 수용문체는 현대문명사회의 추요 륙징연

과학까솔의 사회척 수용이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었다. 과학기솔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인식올 증대시키까 위해서는 과학기술계와 산업계의

척극척인 노력이 필요해지고 있으며 과학기술의 혜택파 이어l 수반되는

위험성의 척철한 판단기준의 제공이 중요해지고 있다.

미래사회에셔의 판단기준운 각개인의 가치관과 사회의 가치문화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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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가 여l장되므로 원자력의 경우도 이러한 사회척 시각에셔 홍보가

이루어져야 활 것이다. 즉 완차력이 왜 우리에게 훨요하며 우리가

이용해야 한다면 어떻게 혜택과 위험성올 받아 들여야 하는 지에 대하여

사회척인 차원요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각 개인의 가치관

빛 사회의 가치문화와 조화를 이툴 때 휠자력의 사회척 수용은 폭넓운

지치와 확철한 거반율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훤다.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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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첼 주요국의 원자력 PA 현황

1. 일본

가) 원자력개발의 의의

일본의 원자혁개발의 의의는 원자력기본법어:1 "며래의

에더지차원율 확보하여， 학솔의 진보와 산업의 진흥율 도모하고， 이로써

연휴사화의 북지와 국민생활의 수준향상에 71여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듯이

일본에게 안정척언 에녀지콩급과 과학기술의 수준향상올 위한 견인혁율

추는데 었다. [74]

먼저 어l녀지수급상황율 살며보면 일본은 에녀치자원빈국이변셔

어}녀지다소비국이다. 일본의 에너지공급구조의 특징은 르게 두가지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에녀지해외의존도카높다는 것이며 툴째는 에녀지훤중

적유에 대한 의폰도가 높다는 것이다{표 2.3.1-1).

표 2.3.1-1 일본의 에녀지 현황

구 분 에녀지해외의폰도 석유 수력 훤자력 석유충동의폰도

비중 비중 버 충

(%) 81.6 55 9.4 9.5 68

이 표는 또한 일본의 석유 수입선야 중동에 치나치게 의폰하고 었옴율

보여주고 있는더11 ， 이러한 수입선의 환중은 에녀지공급의 불안정올 초래할

수 있다.

이와같혼 상황에셔 원자력운 얼본에게 에녀지공급안정성의 잇첨올 준다.

먼저 원자력은 연료인 우라늄의 공급지가 석유와는 달리 정치상황이

안정되어 있는 선진국일뿐만 아니라 주로 창기계약에 의해 조달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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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에 있어 압박올 덜 받으며， 화석연료와는 활리 연료비혹이 용이하다.

이러한 연료의 버축효과는 현재 일본 원자력발천소에 보환되어 있는

핵연료의 양에 찰나타나 있다. 현재 일본원천에는 3.5년분의 핵연료가

보관 빚 장천되어 있는데 야 양올 석육로 환산하케 되면 약 260일분의

석유와 맞벅는 것으로서 석유파동 이후 일봄이 노혁해흔 적유비혹량

138일분파 비교하면 핵연료는 일본어}게 엄청난 이득율 가져다 주는

것이다. [75] 현재 일본의 원차력발천현황은 1988년말현재 38기 28.253 GW가

가동중에 었으며， 12기 10.931 GW가 건설중에 었고 발천량충 원차혁의

비율옴 23.4%률 차지하고 있다. [76]

다융 원자력은 일본어I께 있어 과학기술발전의 견인력이 된다. 지금까지

새로훈 기솔이나 지식율 창훌해 왔던 핵융합， 핵열이용， 방사선이용 등

원자혁의 연구개발은 양자가속에 의한 핵파괴， 양차공학 등의 보다

혁신척인 분야로 전개되고 있다. 일본은 이들이 21세기를 향한 커다란

기슐혁신의 요인이 됨은 불롤 기초연구를 비약척으로 혹진하는 중요한

수단이 훨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원자력기슐은 각종의 챔단기솔，

극한기슐 등을 종합화한 거대 시스템으로써의 톡성율 갖고 있기 때문에

원자력기술개발에 따른 연구개발의 추진은 과학기슐의 수준율 향상시키는

견인혁이 된다. [77]

냐.반원천운동

일볼 반원천운통의 배경은 타국가와는 탈리 원폭피해국야라는

욕수한 사정에 선진공업국에서 나타나는 반훤천훈동양상이 가세한 것으로

붙 수 있다.

일본 반원천운동의 양상을 보변 종래의 반원천운풍은 짧環輪촬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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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치단체， 노동조합， 훤자력발천소 입지지역과 주변치혁이 중섬이 되어

원천건설올 저지하기 위한 주창과 이에 병행하여 보장금율 얻어내거 위한

훈찢은로 천재되어 왔으나， 체르노벌사고 이후에는 이카타원전

훌혁조청서혐 반대률 시작으로 부랴는 도시의 가정주부와 청년충，

각총서민단체 등이 가세하면서 대도사롤 중심으로 시민운동화하는 생책율

띠고 있다. 한펀 반원천운동의 또 다륜 양상윤 ’ 70년대 청치루챙，

공해투쟁， 시민운동 둥 여러가지 주제로 활동하고 있던 그롤이 그룹활홍의

활성화 수단으로셔 반원천훈동에 관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록， 反戰，

명화주의자， 반빽， 반원전운동가를 모두가 장래활동의 도구로써

반원천운동에 관계함으로써 그룹의 활성화률 도모하는 경향올 떠고

있다. [74]

이러한 반원천운동의 의석배경으로는 I’위험한 이야기”， ”아칙도

아쉬훈대로 도폼이 환다변” 등의 출판물을 비롯한 반원천 기사의 범람과

더불어， 물자가 남아도는 풍요로운 사회속에서 고령화되어가는 장래사회에

대한 불안， 소득격차확대에 따른 사회상황에 대한 불만， 세기말척인 현대의

불안 둥율 률 수 있다. 최근에는 위험성， 자연파괴， 막대한 경체지롤 퉁율

수반하는 현대과학기술의 상징척 폰재로서의 훤천에 대한 반대의객이

높아지고 있는 경향이다. [77)

이러한 경향올 반원전훈동의 솔로건이 반원천에셔 국제적으로 제창하고

었는 활원천으로 진행되고 있옴올 의며한다. 현재까지의 반원전운동운

추로 원차혁발전소나 핵연료시설의 건설， 훈전에 반대하는 對提홈法的인

훈동이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탈훤전운동이 되변 그것은 사획척연

구죠나 생활양식올 바꾸자는 일종의 사회운동이다. 현재 월본의

반원천단체가 탈원천사회똘 제창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청치척 컬청의

필요성율 외치며 탈원천법안올 국회에 제안하기 위한 1000만명 셔명운동율

- 93 -



계속하고 있다·[77]

다. PA활동

최큰까지 일본의 PA활동은 원자력에 대한 지식이 거의없는

대중의 홍보에 중첨올 푸어왔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외에도 원차혁에

대하여 이미 일방척인 첨보를 갖고 있는 사람률에 대한 PA활동여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정부， 전력회사， 제조회사， 원자력연구개발기환， 어l녀지

및 원자혁관련단체 등은 PA체제를 강화하고， 학각 분담， 혹은 협력하여

PA활동율 전개하고 있다.

1) 청부와 대중칸 의견교류제도

대중이 원자력올 보다 찰 받아들얼 수 었도록 청부가

강구하는 조치로는 공청회제도， PA Program 개발， 재정척 쳐웬시스템

등이었다.

공청회는 원자력위원회가 원자력발천소 등 원차로의 설치률 허가할 때

지역추민의 의견올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천력회사가 지역에 대한

환청조사신청이후 원자력발전소의 안천성 등에 관한 설명의 일환으로

Z차례에 걸쳐 설시한다. 저III차 공청회는 천원조정심의천에 롱산성주최로

시행되고， 쳐:12차 공청회는 동산성에 의한 안전섬사종료후

원자력안천위원회주최로 시행된다‘ 이는 화력발전소의 입지에는 없는

철차로셔 그 북척은 원자력개발기술이 첨단적 요소률 포함한 거대하면셔도

고도로 북잡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민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우므로

지역주민의 의켠올 폭넓게 청취하면서 원자력발전의 안현성 등 입지에 관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설명올 하고 지역의 이해와 협력율 얻어셔 입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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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화톨 도모하는데 었다.

정 i휴 빚 청부연구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하에 질샤되는 PA Program운

사람률에게 반원천혹의 청보에 대용되는 정보률 제공하고， 또 이미 갖고

있는 청보가 찰못된 것이면 그 촬뭇올 인식시키는데 그 묵표훌륭 푸고있다.

이톨 뀌하여 여러가지 매처l나 활동율 통하여 청보률 제공하고 있요며，

활못훤 청보에 대해셔는 반폰올 채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방법론으로는

문자청보의 쩨공， 청보재공의 시청각화， 대탐 및 토론회창가 둥이 있는데

환자청보외 체꽁 예로셔 원자력문화진흥채단에셔는 천국에 보급되는

깐햄물에 매추 ”에너지，원자력의 한마디 메모”하는 논명팡고를 현재하고

있으며， 그 시철에 맞는 확제률 선청하여 관련치삭의 제공율 도모하고 있고

또 반월전 작가의 버과학척인 저솔에 태해 반론율 제기하는 책차도

발깐하고 었다. 정보제공의 시청각화는 최근 각기관에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셔 비데오태이프， TV광고 등 홍보소재의 시청각화가 진견되고 었다.

한현 청부는 반대파와의 대담이나 토론회에도 척극척으로 창가하고 었다‘

륙정 대상에 대한 활동으로는 지삭인， 문화인 등의 언론치도차나，

페스홈환계자에 대한 청보자료제공， 청소년용 만화발간， 에너지 및

원자력율 주제로 하는 중고생대상 착문용모， 교사롤 대상으로 한 연구획，

고교생율 대상으로 한 강화， 보도관계자롤 위한 세미나， 지방도시에셔의

캉연회 개최， 지역의 여론주도자들에 대한 청보체공 및 의견쿄환 장소툴

제공 둥이 있다.

총걷어l 볼 수 없었단 활동의 여l로셔 원자력에 종사하는 각 분야의

천푼가률 마리 등룩하여 놓고 반대표}툴 포함하는 여러 단체나，

시민단체에셔 요청여 었으변 언채든 천문가률 출강시키는 ”강사파견제도”가

있다. 이와 원자력천화질문이라는 시스탬이 었는데 훤차력애 관한

일반시민으로 부터 여하한 질문에도 대답하는 것으로 누구나 다이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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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러변 대답올 얻올 수 있는 것도 었다. 또한 개인용 컴퓨터가 급속하게

보급되어 있는 점올 고려하여 키스테이션올 설정하여 여러가져 차료툴

입력해 두고 호훌부호블 통해 한밤중에도 정보를 입수할 수 었는 시스탬도

시험중이다‘ [78] 이틀활동은 일반시민이 갖고 있는 다양한 환섬에

재벌책으로 대용하는 동시에 현재까지 일방통행이었던 일반시민에의

청보제공율 쌍방교류로 바꾸고자 하는데 그 묵척이 었다.

재청척 치원운 1974년에 공포된 電聽開發三法에 근거하여 수행훤다. 이

법혼 발견시철 주변지역의 복지향상율 도모하여 발전시설의 설치원활화롤

도모함율 목척으로 하는 것으로 그 예산윤 발견시설 주변지역의 공공시설

청비사업 및 가업유치， 산업근대화사업 그리고 기업입치자금대부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교부된다. 특히 1981년에 쳐l청훤 휠차혁벌전시셜 동

시셀추변지혁교부금은 천력요금의 활인올 통한 개인에게의 직첩척인

이익환원과 기업유처에 사용되는 등 획기적인 것이며 이와함께 제청된

천혁이룰교부금은 기업유치， 산업의 근대화 등 지역진흥에 공헌하는 것이라

말하겠다. 이외에도 휠차력발전소 및 원자력관련시셜의 언접 지방자치체는

지혁시셜의 개선， 새로운 산업시셜 유치 및 기존 산업의 근대화률 통한

고용창툴올 위해 보조금올 받는다. 또한， 전력생산이 수요보다 50엉 야상

초과하는 縣은 다른 지역에 공급하는 천력분에 대해 행정당국으로부터

보조금율 받는다. [74]

2) 전기사업자와 지역주민과의 협력

일본은 대부분의 원차력시설이 발전소이고 이률올 천력회사가

운전하므로 전력회사는 PA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올 한다.

천기사업차는 업치첨 및 그 주변의 주민， 수질， 기상， 바다생물 등에 환해

보통 1년간의 현활조사를 실시하여 발전소의 건설공사중 및 운전개서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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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향에 대하여 예혹 명가률 한다. 이 명가률 환경영향조사셔얘 담아

소관관청에 제출하고 져억주민의 이해롤 도모하기 위해 그 사본율 관계

지방공공단체에 송부하여 대상발전소가 소재하는 지방관셔에셔 1개월깐

풍랍시킨다. 또한 아 거간중어1 천력회사는 설명회률 개최하기로 되어

있는데 설명회에서는 벌헌소 건설계획 몇 발전소카 필요한 이유률 소개하는

흉보용 활풀렛율 배포하고， 어업노동조합과 보상문제에 관혜 협상율 한다.

또한 발전소 언근 주민툴 뿐만 아니라 일반척안 전력소비차에 대해셔도

팝풀햇， 포스터 등에 의해 원자력발천에 관한 정보툴 제콩한다. 한흰

지역주민은 환경보존의 견지에서 의견이 있올 청우 아률 제훌할 수 있으며

이런 철차률 거친휘에 관계관청， 자치단체가 환경섬사툴 설시한다. [79]

라. 여론동향분석

1) 언론

일본의 언론은 원차력몰 미래의 에너지기솔로셔 호의척으로

받아들였고， 석유대체에녀지의 최선책으로 보아왔으나 1988년 시민훈동이

표면화하변셔부터는 태도에 있어 약간의 변화률 보였다.

’ 70년대 얼본원천여 빈번한 고장과 사고로 이용률어 떨어졌옵펙도

불구하고 언론은 코제 취급하지 않았고， 사젤올 통해 사고 빚 고장율

극북하고 질척을 높일 것올 충고할 청도였다. 1MI사고와

체르노벌사고이후에도 주요신문의 사셜은 원천이용율 천져l로 이 사고률

얼본훤천훈영에 교훈으로 삼으라고 쓰고 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많은

언론사가 여천히 원전의 불가피합올 들어 국민의 이해률 구혜야 한다고

보도하고 었는 반변 몇개와 신문은 일본의 원차력개발은 중지해야 한다고

추장하기도 했다. 또 대중주간지도 시민훈동에 현승하여 방사선문제 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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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본위로 기사화하여 원천에 대한 불안감을 더하고 었다. [74]

2) 대중

체르노빌사고이후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놓아지고 원천올

척극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줄고 있으나 일본이 자원빈국엄율 알고 있는

다수의 국민들은 장래의 에녀지로 원자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올 가지고

있다. [74)

아래의 여론조사결과는 1985년 Swedish Institute of Opinion Research 의

Hans L. Zetterberg 가 각국에게 동일한 질문올 던져 그 나라의 일반대중이

원자력율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조사한 것으로 1988년 8월 20일 Otto

H. Wildgruber 가 서울에서 발표한 자료를 인용한 것이다.

문: 장래 원자력발전량이 증가할 것이냐? 감소할 것이냐?

중가한다 ‘ 70 %

지곰과 따찬가지이다 10 %

캄소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모르겠다 18 %

문: 개인척으로 원자력발전을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찬성 37 %

반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4 엉

모르겠다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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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우라가 받아률일 수 있게 방사성혜기물을 처분할 수 있는가?

낙환한다· 15 %

비관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0 %

모르겠다· 25 %

문: 충대사고 없이 원전올 운전할 수 있올 까?

닥관한다 ,. ,. 27 %

버관한다· •••••••••••••..•..•.....•.•••.••••44 χ

모르겠다 29 % [80]

2. 프랑스

가. 에녀지정책과 원자력

프랑스에셔의 원자력이용은 발전， 핵열의 이용， 방사성동위원소의

여용 등의 형화척 이용에서 핵무기 제조툴 롱한 문사척 이용까지 다양하다.

프항스는 1939년 제어된 우라늄핵분얼 질혐의 성공， 1950년대 원자로의

톡차척 설계 및 건설， 1960년의 핵무기 실험성공， 세계최초의 고속증식로

개발 등 원자력개발에 었어 오랜 천통올 져나고 었는 나라이다. 쁨만

아니라 원자력발전분야에 있어서는 1988년말 현재 55기 52588 MWe가

훈전중에 있으며， 971 12245 MWe가 건설중에 있고， 총발전량에서 하지하는

원자력발천의 비중이 69.9엉를 차자하는 등 세계에셔 원자력발전의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이다. 이렇게 프랑스가 원자력발전올 추진하게펀 북척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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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자립율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프랑스의 에너지차원구조를 보면 표.2.3.2-1 빛 표.2.3.2-2에셔 처렴

우라늄율 체외한 나머지 차원은 극히 빈약하다.

표 2.3.2-1 프랑스의 에녀지차원구조

구푼 확인매장량 생산량 RIP비(년) 자립도 세계와의
(야rOE) (MTOE) (%) 버교

석 탄 273
10.9 28 43.3 0.1%

칼 탄 37

석 유 34 3.1 11 3.6 0.035갱

가 스 37 4.5 8 19.1 0.04%

총확척 381 18.5 21 14 0.005%
연 료

주) • RIP비는 확인매장량을 생산량흐로 나눈 값

자럽도는 생산량을 소비량으로 나눈 값

확인매장량과 생산량운 1985년을 기준으로한 것임

자료) France in the world. CEA. 1986

표 2.3.2-2 프랑스의 우라늄 매장량

우라늄종류

3 R.A.R E.A.R.I 겨l 바 고

(10 t.ll)

드80 $/kg U 56.0 26.8 82.8 우라늄의

총매장량

80-130 $/kg U 11.1 18.3 29.4 운차유셰

계의 매장

겨l 드130 $/kg U 67.1 45.1 112.2 량중 3.2엉

추) • R.A.R (Reasonably Assured Resources)
• E.A.R.I (Estimated Additional Resources category I)
확인매장량과 생산량은 1985년올 기준으로한 것임

자료) Fr뻐ce in the world , CEA , 1986

반면 에너지소비상황올 보변 1987년 천세계 1차에녀지소비량악 2.5%툴

차지하고 있어 결국 에너지의 대부분올 해외에 의폰할 수 밖에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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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청이다(표 2.3.2-3).

표.2.3.2-3 1987년 프랑스 1차에녀저 소바량

에녀치환 소비량 셰계와의 비교

1차에녀저 196.6 2.5%

석유 86.1 3웅

석탄 17.5 0.7%
가스 24.9 2χ

책정된 선에녀지청책운 석유의

건셜율 허가하지 않는 대신

것으로 이로연해 프랑스의

버해 약 2배청도 충가하였고

1987년에는 53%까치 높아쳤다(표

1973년에

22.5%에서

1차에녀치생산량은 1985년

에너지자립도도 1973년에

2.3.2-4).

표 2.3.2-4 프랑스의 1차에너지생산추이 빛 에녀지차립도

이렇게 불러한 에너지공급여건율 원자력이 개선해 주었다는 사실은

프랑스의 에녀지자립도 추어를 살펴보면 알 수 았다. 제1차 석유따동이후

1974년에 프랑스 민주주의연합에서

소비절약율 추진하며 화력발전소의

원차력발견소의 착공올 증가서키는

원벌 (KIOE) 1970 1973 1979 1982 1985 1987

석탄 24.5 17.3 13.3 12 .4 10.9
척유 3.2 2.2 2.2 2.5 3.3
천연가스 5.8 6.3 6.3 5.5 4.5
수력 12.7 10.7 10.7 16 14.3
훤자력 1.3 3.3 3.3 24.2 49.8
재쟁에녀지 2 2 2 3.6 3.9
1차어l녀지계 49.5 41.8 37.8 64.2 86.7

차립도 (χ) 32 22.5 24.4 34.5 43.9 53.0

(자료) The French Experience in Energy Management,
French Agency for Energy Management

프량스에녀지청책에 있어 원자혁의 중요성은 그 기본천학에셔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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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프랑스는 1945년이후 에녀지정핵의 기본천략올 에녀자공급가격의

인하와 수입의 최소확로 설정하였다. 특히 석유파동이후 정부는 현자력올

추진하므로써 이러한 역할올 달성하려 하였다.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원자력올 탄저 석유를 대체활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에녀지자립올 달성하고 전반척인 경제를 증진시키기 위한 경체척 및 정책척

천학(Economic and Political Strategy)으로 생각하여 개발계획율 전개한

것이다.[81]

나. 반원천 운동

프랑스의 원자력에 대한 의식은 원자력의 문사척 이용에

대해셔는 거센 반대를 받고 있으나 형화척 이용에 대해셔는 일반척으로

저지롤 얻고 있다. 원자력의 명화척 이용에 있어셔는 CEA어l셔

국가사업으로 훤자력개발올 추진한 야래， 독자척인 원차로 설계 빛 건설，

경수로노선의 천환， 왼자력가술의 산업혹진화를 위한 CEA기능 채청협，

석유화동으로 인한 원차력의 확대， 만간 원자력산업의 설립， 경수로 빚

핵연료의 수출 등 시대척 상황에 따라 발전척인 변화를 추구하었옴율 엿볼

수 있으며， 정당과 정파에 관계없이 국악의 콩동추구라는 혹변에셔

일관되게 원자력개발계획윷 지속하였고 지지블 받고 있다. 그 이유는

국가추도의 원자력개발체제행정， 체계화된 원자력산업체제 구축때문이며

이러한 이유때문에 체르노벌사고가프랑스 국먼올 크게 차극하치 옷하였고，

오히려 사고의 분석에 서유렵이 실시한 기술척 선태과 안전대책의 가치를

채삼확인하게 되었다.[81]

프랑스의 반원천운동은 프랑스에 환경보호운동이 나타났올 때부터

시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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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반원천운동의 논리로 원자력채발자체에 대한 거부， 환경보전에

대한 저해요언， 총래의 주만의 관습， 생활환경에 대한 명향 등율 률 수

었다.

프랑스의 반원천운동의 양상은 코게 두가지로 개별척， 지혁척안 반대와

국쳐l척 연켜l롤 통한 천국척인 반대로 나눌 수 있다.

개벌척， 지역척인 반대는 주로 발천소 입지로 결청된 해안이나

농확률산지 등에셔 일어나는 것으로 그 반대이유는 종래 생활환갱의 변화률

원치 않기 때문이다. 란변 국제적 연계툴 롱한 천국척인 반대는

1970년대초 전세계척으로 환경보존과 공해추방올 중심으로한 운풍어

멀어나변서 프랑스어1셔도 Friends of Earth와 Green Peace 가 설립되어

조칙척이며 대규모로 전개되었다. 프랑스의 반원전운동은 지역척，

개벌척인 컷에셔 점차 천국척 조칙으로 성장하며 국제척 연계롤 갚게하고

있다.[82]

다. PA활동

프랑스가 야섬척으로 원자력계획올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엿보다도 국민의 우호척인 태도를 바탕으로 원천건설이 확철하 추친되어

왔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에너자자휩올 기치로 원자력의 휠요성올 명확히

철명， 일반국민은 이러환 사실을 폭잃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다른국가와는

달러 원자력문제를 천체적인 에녀지문제와 결부시격 생각하고 있다.

프랑스는 일찍부터 원자력애 대한 신뢰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 륙히

얼반 국민의 기돼에 부용하는 홍보룰 위해 여론에 기초한 PA활동율

천개해왔다. [78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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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부와 대중간의 의견교류제도

원천건설계획의 착수 및 수행의 총활척 컬청운 국회의

몽제하에 청부가 결정하며 부치의 선청은 EdF가 한다. ’ 73년 이천에는

원전의 수도 척었고 여론도 그다지 민감하지 않았으므로 事훌別로

해결하였으나 1973년 정부가 대규모 원자력계획율 실시함에 따라

- 各省의 천문 셔비스기관간의 협력

- 지방차치체 협력협의

라는 두가치 사항율 결정하였다.

대규모의 원자력계획 칠시와 함께 발생된 반원천 시위로 얀해 청부는

대중의 청책결정참여문체와 홍보활동의 개발이라는 문제툴 휘급하게

되었는데 그 휘치는 대중과 행정과의 관계률 개선하고 원천젤치와 관련된

사람률의 요구률 조사결과에 반영하는 것이었다. 이롤 위해 행정당국운

조사 책입차인 도지사와 EdF’로 하여금 홍보활동의 다양화롤 꾀하도록

했으며 확히 홍보활동의 중섬올 이루게 훨 환경혐가에 관한 연구툴

강조하였다. 그리하여 국가척 차원에셔 에녀지사청에 대한 ”사회척

수용”율 위한 홍보캠페인이 셜시되었다.

1981년 사회당 청부가 틀어서변셔 콩재조사률 일반화하고 대규모 철비

전체에까지 확대시키기 위한 법률개정안이 제안되었고 ’83년 7월 채핵된

재청안에 대중에 대한 홍보와 지방자치체의회률 포함한 관련 각 의회의

훌빼館間 중요성올 명문화하였다. [82]

원차력발천소의 건셜에 따른 해당지역의 이익이 어떠한가는 지방자치체로

하여금 천젤올 승인하게 하는 요언이 훤다. 원전건설로 인한 칙첩이익은

륙혀1천력관셰의 척용이다. 개인소버자에 대한 할인률은 17%, 생산체는

12%인데 이 활인은 부지의 인가와 관련하여 햄청수속에 참여하는

해당자치체에 척용된다. 척용범위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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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주위 10Km이내정도가 고려대상이 된다. 또한 EdF가 자치체에

지불하는 세금 및 지방체가 었는데 어 세금은 원천인근지역율 위해 다서

사용환다. 간첩이익으로는 필요한 모든 자격의 획득율 위한 천푼안

양성강화풀 받율 가능성과 자방의 공급체에 우선권율 주는 시장분배정책

그리고 지방노동자에게 제공되는 고용의 우선권 퉁이다. [78]

2) 전겨사업차와 지역주민과의 협력

프랑스는 원천올 건설， 운천하는 모든 단계에 있어써

지역주민여 척극척으로 참여하고 있다. 먼저 부지선정에 있어 주만약

호웅율 얻기 위하여 부지선정착협 초기부터 자역대표가 참여토륙 하고

었다. 환경영향율 최소로 하고 대중이나 개인획 이억율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사전조쳐가 휘해쳐고 있는데 부지선정윤 공청회률 거친후

추의회의 체의에 따라 최종 승인된다. 건설중 빚 건셜후의 철차에

있어셔는 건설공사에 지역인혁올 활용하는 한펀 학교나 공공시셜율

건철하고 도로와 통선시설올 마련해주고 있다. EdF는 자금율

대차해주므로써 마올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벌려준 돈은 추후

”천푼셰”형식으로 相殺된다. 또 EdF는 발전소완공후 3년동안이나

인근주민에 대한 고용기회를 계속부여함으로써 EdF가 주변마율율 톱는다는

훌운 인상율 계속 섬어주고 었다. 운천중의 경우 발천소의 수명기칸동안

주변지역에 있는 회사들이 발전소의 거의 모든 셔버스업무률 팔도혹

함으로써 지역주민야 계속 발천소와 관련되도룩 한다.[78)

EdF는 PA에 있어셔 CEA가 수행하는 국가차원의 얼반척 캠퍼}인보다는

지방활풍에 우선권올 둔다. 1977년 EdF는 에녀지문책툴 지역차원에셔

고려할 수 있는 거대한 연구계획에 확수했다. 볼 계획은 륙정치혁의 경제

맺 어l녀지자료에 ”객관척”언 정보의 통합율 가놓케 하고 또한，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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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에 대한 각종악 지역적 인식의 분석도 가능케 하였다. 이러한

지역연구의 조칙적 계획은 현지에서 확인하고 보펀화된 결과툴 국가계획과

조합시키므로써 보다 효율적인 해결을 제시하게 하였다. 이러한

지방분권화의 관점에서 EdF는 설문조사에 의한 조사방법율 채검토하여

특청의 화체에 현중하기 보다는 여론의 구조와 그 기능올 보다 찰 파악하기

위한 동향분석올 했다.

EdF가 강고있는 홍보활동의 수단은 지역문제에 대한 대용에 까지 마치는

풍 다양하다. 부지차원에서는 함플랫을 발행하고 전시회 빛 발컨소외

견학과 발천소운전원과의 직접 접촉올 목표로 하는 "Open Doorn 의 날올

셜청했다. 지방차원에서는 영화상영， 강연토론회가 학교나 전문인력

양성소 등과 같은 공동체의 요구에 따라 조직되었고 천시회 등도

철시되었다. 전국 차원에서는 약 30여종의 홍보용 책자를 3동급 수준으로

나누어 발칸했다.[82]

라. 여론동향 분석

프랑스에서의 원자력발천에 대한 일반국빈의 반용은 Super

Phenix와 Flamanville 훤전 건설을 둘러싸고 격렬한 반대운동이 천개되었던

시기인 '77년부터 '78년에 걸쳐 일시척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호의척인

반용율 보였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적극적인 반옹올 나타냈다. 한편

반대의견윤 정치적언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우파보다는 좌파계열이

많고 도시주민보다는 저방주민이 훤자력발천을 지지하는 펀이다.

’86년 소련의 체르노벌사고는 프랑스에도 섬각한 영향율 꺼쳐 사고칙후

원자력에 대한 찬반비율이 첩곤하다가 상셰한 경위가 맑혀진 후인

’86년말에는 반대가 찬성을 앞치르게 되었다. °1처렵 체르노빌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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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국민에게 영향올 꺼친 것은 분명한 사실여나 이 당시에도 프랑스의

반원천훈동올 세력율 크게 확장하지 못했으며 사고 1년후인 ’87년후터는

원자력에 대한 찬성도가 점차 회복하는 기미률 보였다. 이는 프랑스

반핵단체들약 활동 미약으로 인해 일반국민의 관섬율 끌지 뭇한변도 있으나

청치책으로 여야툴 막론하고 원자혁의 필요성율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꾸었보다도 충요한 것은 장기척으로 얘녀지 및 원자력에 대한

확실한 홍보로 국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원자혁정책이 추진되었기

때푼이다. [82]

1985년 Swedish Institute of Opinion Research의 여혼조사중 프랑스의

경우는 다옵과 같다.

문: 장래 원자력발전량이 층7}-할 것이냐? 감소할 것야냐?

중가한다· ...•..•.•••.••.. ., •••••••••••••••••68 %

지금과 마찬가져이다••••••••.••••••••••••••• 21 %

감소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모르겠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

문: 개앤척으로 원자력발전을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찬성 •••••••••..••..•••....•.•••..........••64 %

반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 엉

모르겠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

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방사성폐기물올 처분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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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환한다· •.••...••••.•.••••..••••....••••••32 %

비관한다· .......•••..•.••...•••..•••.•••.•• 56 %

모르겠다· ••••.....••••.••.••.••••..••••••••12 %

문: 중대사고 없이 왼전올 훈전할 수 있올 까?

낙관한다· ••••••.•.•..•.••••..•••••••••••••• 62 %

비관한다· •••••••••••••...•.•.•.•••.•••••.•• 30 %

모르겠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 [80]

3. 셔톱

가. 원자력개발의 의의

셔톡에셔 원자력의 평화척이용은 처1)2차 세계대전후 파리조약이

발효훤 후부터 시작되었다. 아 파리조약은 서독이 주권올 회복하고

핵무기툴 포기하는 대신 원자력의 펑화적 이용의 자유가 허용됨율 뜻하는

것으로 셔톡운 원자력이용의 시착을 명화적 북척율 위한 것으로 한정

하혔다. 이 당시 사회척 인식은 종전후 몇년간의 물자부촉으로 인한

어려움 빛 1950년대초의 석탄공급의 애로를 타개하고 국가의 생계툴

유치하기 위해서는 푹제시장에서 수출경쟁으로 상당한 외화를 벌어야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인식하에 원차력의 이용이 수훌에 대한 새로운 롤따구틀

열어야 한다는떼 전사회가 동의를 하였다. [83] 그후 34년이 지난 치끔

셔톡운 휠차로의 건설， 개발 및 수출에 있어 셰계의 - 선두그톱에 속해

었으며 차국의 원전시셜 역시 23기 21,491 MWe의 원전이 가동충에 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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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1,520 빼e의 원전이 건설중에 았고 천발천량충 원차력이 차저하는

비율도 34엉로 원차력 비종이 높은 국가이다. 이행거l 셔톱이 원자력율

추진하채훤 이유는 크게 3가자 목척이 있다고 볼 수 었는데 고 몹척폰

켓째， 에녀지공급의 안정화에 기여하고 둘째， 환경문제 해컬어I 기여하며

셋째， 경체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한다고 볼 수 있다.

1) 에녀자공급의 안청화에 기여

셔톡의 에너지수급상형올 살혀보면 부폰 어I녀 Al차원운

석탄율 체외하고는 극히 부족한 상태이다{표2.3.3-1). 그러나 적한의

채굴조건 역시 수입탄보다 경제성이 없으며 섬각해치고 있는 환경문제로

인해 갈탄의 노천채굴은 허용아 되지 않고 었다. 반면 에녀지소비현황은

1987년말 천셰계 1차에녀자소벼의 3%를 차지하고 있으며 석유다소비국으로

에녀지수급균형올위해 많은 양의 석유를 수입하고 었다(표2.3.3-2>'

여와칼을 에너지수급구조의 취약성폰 1973년 1차석유따동으로인해 유가가

급숙히 상승하자 표면화되었다. 연방청부는 이러한 에더치수급구조의

취약성율 해결할 목척으로 장기에녀자정책의 방향율 수입연료에 대한

의존율 줄이는 한훤 원자력발전 채발과 국내석한의 이용층대로 잡았으며

이러한 청부의 의치는 1987년 채정부혜서도 채확인되었다. 셔폭어1셔는

원자력율 부록한 국내석한올 보조하며 수업석유률 대체하기 위한

에녀지원으로 생각하고 있다. 전력부문에 있어 원자력의 기여는 1975년

9%에셔 1987년 36%까지 증가한 반면 석유 및 가스의 비충운 30%에셔 없까지

낮아진 것율 롤왜 그 엄무를 충철히 해나가고 있옴올 알 수 었다.[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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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3-1 셔톡의 에너지차원 구조

세계에서와 셔독의 비중

에녀지원 확인매장량 가채매장량

확인때창량 가채매장량

석한

유연탄 44 Gt 23.9 Gt 3.3% 5.9%
갈 탄 55 Gt 35.2 Gt 10.8χ 12.9%

석유 265 Mt 43 Mt 0.05%

천연가스 740X109 m3 266X109 m3 0.3%

우라늄

88O0k-g13여Ok하g 850 t
4200 t

자료) Survey of Enegy Resources , World Energy Conference , 1986

표 2.3.3-2 셔톡의 1차에녀치훤별 소1:11 현황

연도 계 석 -pr 천연가스 석 한 수 럭 원 ~t 력

1986 267.8 119.9 40.2 76.2 4.9 26.6

i비율 100 44.8 15.0 28.5 1.8 10.0

1987 266.4 114.6 44 .4 73.1 5.3 29.0

100 43.0 16.6 27.3 2.0 11.0

(자료) 에너지통계연보， 에너지경제연구원， 1988

2)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

동유렵지역에서의 저질갈탄의 사용으로 인해 pH 4.5-5.5 의

산성비가 내리게 되었고 이는 유럽 전지역의 삼림올 급속도로 파괴시키고

있는 Waldsterben 이한 병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독일의

울창한 삼럽지역인 Schwarzwald 지역은 1984년 삼림의 50엉가 이 병에 걸려

급격히 파괴되었다. 유형제국은 환경보호를 위해 1995년까지 SOx 빛 NOx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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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까지 감소시키는 것올 목표로 매년 6조완 정도툴 루입해야 할 것으로

푼석하고 있다. [85]

표 2.3.3-3 화석연료사용에 의한 유럽의 환경영향

국 가 효i 해 상 황

셔 톡 01982년 상렴의 7.7장 피해

。 1983년 삼렴의 33% 피해

。 1984년 삼렴의 50% 피해

스 휘l 덴 17000 개의 호수중 4000711 의 호수에서 물고기

셔식 곤란

이탈리아 일부지역의 산성비 pH 2.6 기록 (범초산 pH2.9)

차료) 최척핵연료주기 경제성분석모형 절정연구， KAERI , 1986

이와같윤 상항에서 서독은 SO ;z, NOx와 매연의 빼출율 조속히 감소시켜

공해로 부터 환경올 보호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원자력율 계속 추잔하고

있다.[86]

3) 경제안정에 기여

원자력발전은 기저부하 범위내에셔 유리한 가격으로 발전이

가농하기 때문에 독일내에서 경쟁력이 있는 전력가격 수준율 유지할 수

었었다. 셔톡의 잔업 대부분이 에냐지다소비산업이기때문에 에너져가격은

셔톡 경제의 여러분야에서 중요한 변수로 착용하고 었다. 이와칼은 生훌慣

문제뿐만 아나라 서독경제가 셰계경제에 고도로 벌착되어 었옴과 수출업에

총사하는 국민의 비율이 높은점을 감안할 때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콘

월자력기출의 개발， 참여툴 게율리할 수 없다. 결국 원자력에 대한

부정척인 결정은 경제의 투차능력 감소화와 효율의 감소화률 유도하게 될

것이다.[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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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반원천훈동

1) 원차력을 둘러싼 셔독의 상황

戰後 서독은 정책결정이나 전력공급방식율 철져한

치방차치제도하에서 시행한 국가어다. 반면에， 국가척인 문제에 관한

대중의 태도는 여론에 강하게 의폰하는 경향올 보이고 있다.

전후 셔톡의 정치구조는 Lander라고 부르는 17개 주가 연방울 형성하여

연방정부와 추정부사이에 힘의 균형이 유치되고 있는 것이 특칭이다.

원자혁청책에셔도 원자력발전소의 인가를 함에 있어 연방정부는 최종인가에

따른 법척권한과 최종책압올 지고 주정부는 건셀에 따른 구체척인

사항(last details) 까지만 책임올 지고있다. [87]

셔톡운 천혁수요의 1/3 이상을 원자력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우수한

훨천훈천상척물 자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풍안 대중이나 환경에 대한

피해는 한건도 보고펀 것이 없으며 핵연료주기의 완성은 원자력기술에 대해

커다란 신뢰감울 주고 었다.

그러나， 화석연료의 다소바， 천력수요의 성장둔화 퉁윤 장래

원자혁발견소 건설을 어둡게 하며， 이러한 상활하에셔 다수의 대중은

원자력에 흥미툴 잃어가고 았다. 뿐만 아니라 원자력율 통한 에녀지

공급확보와 필요성올 민석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점첨 줄어률고 있으며，

일시척인 화석현료의 풍요로 인해 서톡에 있어서의 원자력의 경제성과

필요성이 골 찰 무시되는 경향이 었다. 게다가 원자력윤 천차공학이나

휴천차공학 같이~ Hi힘I-Tech 라는 이미지를 심어추지 뭇한채 소비차와

동떨어져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 셔독의 원자력발천은 강한 반대보다는

약한 지지기반이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할 수 었올 것이다.[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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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대운동의 추이

셔톡어l셔 처옴 훤자력이 사착되었율 때 국번률윤

원자력기슐율 진보와 발천올 위한 기솔로 보고 공산탐파

노동조합총연합회롤 제외한 거의 모든 청당이 훤자력발천기출의 개발파

이용율 지치하였다. 원자력에 대한 반대논챙올 1973년 석유가격 인상후

어l녀지청책어l 민감해찬 대충이 어l너지예 환한 토론율 활발허 벌였율 돼

쳐융 풍장하였다. 그 당서까지 원차력에 대해셔는 청팡이나 사회단체 혹운

매스컴조차 화제로 삼지 않올 정도의 산발척이고 지역척인 반대딴이 있었고

공청회에셔의 반대도 대부분의 경우 WSL(Weltbund Zum Schuts des Lebens ,

셰껴l생명보호동맹)이라는 하나약 단체에 한정된 경우가 많왔던 것이다.

셔톱에서 반원천훈동이 본격척으로 대두되었던 것운 Bade-Wurtemberg에

있는 쩨lyl발전소 부지가 반핵단체툴에 의해 점거되면셔 부터 시작되었다.

이 원칙력발전 거부훈동은 신문， 라디오에 의해 극단척으로 과장되어

청항간의 논쟁올 일오키고 사회 각분야에서 압력단체가 조칙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후 고채훌 숙였던 반원천운동은 ’ 86년에 발생한 체르노벌 사고롤

계기로 다시 격화되었다. 현재， 서독이 안고있는 최대의 원자력문제는

Wackersdorf 재처리공장 건설올 둘러싼 功防戰이다.[87]

3) 반원천운동의 양상

셔둑 반원천운동은 발전소의 건철이 주는 해당지역에 대한

이해관계툴 중심으로한 실리주의척얀 반대가 주류인 것으로 보인다.[78]

셔톡에셔 반대운동울 지탱하고 었는 국민척， 사회척 배경율 분석하면，

하나는 기술분야의 급쩍한 잔보에 대한 참채척면 불만감이며， 또 하나는

국가의 철청에 대하여 반드시 참가하고 싶다는 주권의식의 고양율 지척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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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었다. 셔톡에 었어 반원천논리는 지역주민의 반대와 조칙척인 연계률

풍한 반대로 크게 나눌 수 었다.[78J

먼처 치역주민의 반대논리는 녹색당으로 대표되고 있듯이 환경문제， 륙히

얼오염에 뿌러를 둔 시민운동이라는 성격이 강화며 원차력의

안천성여부에는 크게 관심이 없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률 위해셔

셔톡의 지리척인 특성에 대하여 먼저 언급해야 한다. 치러척으로 셔톡은

해안선이 짧아 원전건설처점도 해안에 인접한 것이 척다. 따라서 원전의

대부분이 내륙에 위켜하고 있다. 따라서 원천을 내륙에 건설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틀 측 복수기냉각수의 취수문제， 또 이를위한 냉각합건설，

냉각탑건설로 발생하는 농작물의 피해 등이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률의

반원천원인이 되는 것이다. 이외에도 북부 공업지역올 더이상 개발활 수

없는데 따륜 천원입지지역의 납부(농업지역)이천이 지역주민요로 하여금

생계수단올 잃게 함으로 반원전운동의 원인이 된다. 그 대표척인 예로는

빠lyl의 반대운동이다. 쩨WI은 세계척으로 유명한 Wine의 산지이며， 이

지역의 주민용 공업화정책에 대하여 강한 반대의향율 지니고 있다. 그

이유는 원자력의 안전성여 어떠한가라는 문제가 아니라 낀)}름다운 지역올

청해당하고 싶지않다.”， ”Wine의 명성을 펠어뜨리고 싶치않다.”，

!’공장노동자가 되고싶지 않다.”라는 소박한 농민의 생활감정에 유래하는

것이며， 이에 조직척 그불이 합류하여 반대운동의 거첨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조직척 반원전그좁에는 크게 구분해서 체제변혁올 지향하는 그톱과

환경보호률 주장하는 그촬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단순히 원천에 대한

반대라기 보다는 본래 자본주의체제를 변혁하려고 하는 그룹으로，

경제성장올 원하지 않고， 이컷에 필요한 에너지개발을 저해하기 위하여

원자력반대를 주장하는 것이다. 다른 그룹과 비하면 소수이치만 청치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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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채는 놓후하고 반대활동도 매우 활발하며， 그 홉術운 륙청의 계획율

칩충척으로 콩략하는 것이다. 후차는 환경보호라는 관점에셔 입법 빚

사벌의 제도를 여용하여 원자력에 대한 반대롤 주장하는 그룰이며， 미국의

환경보호운동파 국제척으로 연계되어 있다. 최근 발천소 건설계획의

충가와 환경의식의 확대어l 따라 이률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데，

공청회에셔의 문탑， 법정투쟁 등올 통하여 첨차 정치척인 경향율 띠게

되고， 활동범위 또한 천국척인 규모로 확대되고 있다. [78]

다. PI'활동

1) 청부와 대중간의 의견교류제도

셔톡에셔는 주정부가 에녀지계획과 토저이용계획율 책청하고

있고， 주청부가 스스로 이똘 장기계획에 압각하여 천원지점선정도 하는

경우가 많다. 야 경우 전기사업자가 예비조샤후에 제안한 다수의

입지가능자점올 조사검토하고，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체나 지역의

자치조척의 대표와 충분히 협의하면서 실제의 후보지첨율 좁혀깐다.

면허가는 연방정부의 위탁올 받고 주정부가 실시한다. 전기사업차로부터

신청아 있으변 주정부는 신청서와 그 관계셔휴툴 주청부소채지 및

건설예청치어1 비치， 대중이 열람할 수 있케 한다. 그후 2개월 간어l 컬쳐

주만윤 추정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가 었다. 추청부는 이의체기가

물났다고 판단하면 공청회를 연다. 야 결과， 셜비의 입지， 안전기술에

疑意가 없으면， 처III차 부분공사허가가 내련다. 이에 대해셔 이폰이 있는

사람은 한달 여내에 재판소에 공소할 권리가 었다. 공청회는 이의신청얀과

답변언이 한자리에 모여 검토하도록 되어 었다.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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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천기사업자와 지역주민과의 협력

셔톡은 PA문제의 해결을 위해 모든 주요 천혁회사가

천국척인 규모의 홍보활동율 천개하므로써 원자력반대운동얘 대한 해결책율

강구하여왔다. 이러한 활동에는 톡일전력사업협회 (VDEW) 산하의

천혁정보센타(l ZE) , 폭일원자력학회(DAFT) 그리고 원차력청보그룹(IK) 도

참여하고 있다. 여기에 참여기관의 지방조칙이 그 활풍율 처원하며

주요활동윤 전력회사 이사회 렘버로 구성되는 Working Group에 의해서

계획， 협초 빛 실행된다. 여기서는 국민으로 하여금 원자력발천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의 인간척 성실정올 확산시키는 컷올 추요 북척으로 하고

있다.

셔톱 12채 원자력발전회사들은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식율 고휘시키고

원천부차의 안천성올 확보하기 위하여 홍보활동에 총력올 기율이고 있다.

륙히 체르노벌 사고칙후부터 전국의 신문에 광고률 슐칙하게 게재하고

텔레바견 충언 그리고 천화통신 등올 이용하였다. 이러한 활동컬과

천국에셔 5만여통에 달하는 개인서신 빚 협셔률 통한 회신율 첩수，

국민들의 관섬율 불러일으켜 성공척인 방법으로 명가되고 었다.

홍보활동의 예로 RWE( Rheinisch Westfalisches)에셔는 원천 견학거회륨

확대시키고， 원천에、홍보싼타를 설치， 방문자에게 상세한 정보롤 제공하며，

폭히 신문， 잡지기자， 교육자를 대상으로 셰미나률 개최하는 풍 활발한

홍보활동율 천개하고 있다. 때U에서는 어떠한 문제발생시 오해의 소지률

치니고 있는 사항 빚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Argument라는 인쇄물율

후청기책으로 발깐하고 있다. 또한 원전부지를 중심으로 유쳐원 쿄사률율

대상으로 Information House를 설치， 이용하게 하고 있으며 지역의 유지급

띤사(획사， 국회의원， 목사 등)들에게도 정기척으로 정보지률 칙첩

발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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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톱의 홍보활동올 원자력산업체눈 물폰 훤자력연구기관， 원자혁 협회 둥

많온 키환이나 사업자가 각각 홍보활동율 하기 때문에 셔로 이해관계가

다른 상황에셔 관련기관칸 협력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홍보활동에

어려훈 첨이 있었다. 이에 따라 특히 체르노벌 사고이후 Infonnation

Circle이 형성되어 거관깐 협력활동 빛 신뢰성었는 청보제공방안이

강구되었다. [87]

라. 여론동향분석

셔톱에셔도 여느 국가에서와 마찬가저로 체르노벌사고가 발생했던

’86년 각 언론은 대중들로 하여금 원전에 대해 지나치체 혹각율

곤두세우도록 하였다. 한펀 연방정부， 주정부， 인첩국가 및 지방 단체률운

각각 다른 대응방안툴을 발표하므로써 혼란은 더욱 가충되었다. 이것운

지역깐， 국가칸 빛 특정단체들이 사용하는 혹정단위상의 불일처와 대중에

미치는 형향에 대한 기준의 차이 등에 가연한 것이다. 청부의 비상대책，

혼란과 모순 등에도 불구하고 웅답자의 60%가 원자혁연구센타 같운

공식기관률이 천반척으로 또는 최소한 믿올 수 있다는 대탑율 한 것율 볼

수 있다. 이것운 유럽 각국중에셔는 셔독에서만 나타난 현상이었다. 즉，

셔톡국민온 원자력율 추진하는 측의 주장이나 반대하는 륙의 주장률에는

모두 어느 청도의 진실은 있으며， 양측이 거짓말올 하고 있다고는 생각지

않는 것이다. 1986년 5월에 각종 조사기관얘셔 수행한 조사결과률 종합해

보변， 톡일에 있어 야 사고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국민의 전반적인 의삭율

르게 바꾸어 놓윤 것을 볼 수 있는데， 과거 16%의 두배가 념는 국민의 35%

청도가 훤차력발천올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냈다. 그러나 국만의 50-60%는

여전히 현재 가동하는 원자력발전소가 언제가 훨치는 모르자만 상당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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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운천되어야 한다는 사살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대답율 하고 있다.

[87]

1985년 Swedish Institute of Opinion Research 의 여론조사중 셔톡의

경우는 다융파 같다.

문: 장래 원차핵발전량이 증가할 것이냐? 감소할 것이냐?

충가한다 52 %

지금과 마찬가지이다 flo ••••••••• 33 %

감소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엉

모르겠다 10 %

문: 개인척으로 원자력발천올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찬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5 %

반대 .. .. .. .. .. • .. .. • .. .. .. .. .. • .. II .. .. .. .. .. .. .. .. .. .. .. .. .. .. .. .. .. .. .. .. ... 35 %

모르겠다 21 %

문: 우리가 받아률일 수 있게 방사성폐기물율 처분할 수 있는가?

낙관한다 J4. %

바관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6 %

모르겠다 20 χ

문: 중대사고 없야 원천을 운전활 수 있올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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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관한다· ••••••••••..•......•.•.•. 010 ••• 010 •••• 46 %

비관한다· 34 %

모르겠다· oil 19 갱 [80]

4. 미국

가. 에너지청책과 원자력

미국운 자원부국이다. 미국의 에너지자원매장량은 석유

245.6억배렬， 천연가스 5.3조톤， 석탄 2 ， 257억폰， 우라늄 39.8만톤이다.

모든차원이 콩히 풍부한 가운데 에녀지공급혹변에셔 원자력에 대한

필요성윤 에녀자차원빈국과는 탈리 그리 절박하지는 않다. 따라셔

며국에셔 원자력개발올 추진해야만하는 이유 역사 차훤빈국과는 다르다.

이러한 상활용 최근 미국의 에녀지수급상황올살펴붐으로써 알 수 있다.

미국의 최근 에녀지수급상황은저유가로 인해 자국의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이 현져한 감소를 보이고 있고 대선 해외 흑히， 충동에 대한

석유의존도가 놓아지고 었다. 이와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머국어l체

두가지의 어려폼올 추게되는데， 첫째는 산유국의 석유시장조작으로 인해

며국내의 유가가 급상승하채 되어 미국경체를 일순칸에 파한으로 몰아 넣율

수 있다는 것이며， 둘째는 미국의 대중동지역에 대한 영향력이 약해져서

국가 안천보장에 커다한 영향을 미치게 되리라는 것이다.[88]

1988년말 현재， 운천중 10971 , 건설중 15571 , 계획충 2기로 시설용량 1억

2000만kW의 규모를 갖추고 있는 미국의 원자력발천운 야 나라와 여러

전력원충 두번째 위치를 차지하면서 수입석유의 감소률 목표로 하는

국가시책에 매우 중요한 역할올 수행해 왔다. 1973년에 총발전량의 17%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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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던 석유화력윤 ’87년에 5%로 떨어쳤으며 대신 원자력운 4엉에셔 17%로

충가하므로써 석유 대체에더지훤으로써의 역함홈 석섣륭1 스햇하연다. r891

나.반원천운동

미국에 있어서 반원전운동은 성격척으로는 안천이라는 단손한

주장으로 부터 점점 정치색이 곁어가는 변이 나타나며 내용척드로는

원자로의 안전성， 방사성물질에 대한 염려로부터 원차력발전의 필요성

유푸로 그 훗첨이 이동하고 었다. 미국에 있어서 원자력에 대한 최초의

논쟁은 1950년대 후반 핵실험에 대한 반대였으며 원자혁의 펌화척 아용인

원차력발천에 대해서는 호의척이었다. 그러나 ’ 60년대 후반부터 ’ 70년대에

걸쳐 환경문제가 광범위하게 논의됨에 따라 원천의 운배수에 의한

혈영향문제가 주요 쟁점이 되어 반핵운동은 반원천훈동으로까지

확산되었다 .[78]

1) 반대측의 논리

반대논리는 표변상의 좌이는 었으나 대체로 다융과 같은 첨율

툴 수 었다.

- 원자협발천소의 안전성에 대한 불신

- 저준위방사성물질의 영향

- 방사생폐기물의 처리처분

- 방자능의 명구척 찬존

- 플루토늄 생산에 의한 핵확산의 위험

이중 최근 가장 논첨이 되고 있는 것은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처분에

관한 것이다.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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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대운동의 양상

미국에서의 반휩꺼의식은 방사성혜기묵의 충가에 따른

피해발생에 대한 우려， 환경파괴에 대한 관심， 과학의 사회척 책입에 대한

요구 둥과 더불어 그 수롤 더해가는 핵무기에 대한 불안이 훤자혁의 형화척

이용에 까지 부청척인 시각올 주므로써 확산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국받외 생활이 윤택해 짐애 따라 전원생활올 즐킬 가회가 늘어나게 되고

또한 풍산총이상의 사람들윤 "0성장”， 소비억제， 축소치향척인 사고가

만연하여 이것이 원자력반대운동의 중요한 사회적 배경이 되고 있다.

미국의 반원천운동의 욕성은 네가치로 불 수 있는데 첫째 정치성올 띠며，

둘째 행정절차를 통한 반대운동이고， 셋째 반대운동이 반드시 지혁의

이혜와 멸착되지 않으며， 넷째 통합된 주장이나 의견율 보힐 수 없다는

첨이다. [78]

첫째는 Vietnam참전컬과 빛 Watergate사건 등 정부불신으로 연해

기솔척인 면보다는 정부 및 전력회사에 대한 불신으로 정치척인 면올

띠고있다. 이는 원자력발전의 논리에 대한 변화추이를 보변 알 수 있는데

TMl사고툴 기점으로 사고전의 반대 논리는 원자로의 안전성， 환경오염，

륙히 방사성뼈1171물 빛 멸영향에 대한 것올 중섬으로 환경보호칙연 색채가

강했으나 사고후에는 종래의 논점에다 정부의 원자력사고애 대한 벼밀주의，

비공개자세에 대한 비난이 부가되었다.

둘째， 현대 미국사회에서는 힘보다 법칙이 우선하고 있다는 인식이

일반대중에게 지배척이기때문에 환경보호단체의 원자력반대운동 戰術율

보아도 실혁행사는 일반척얀 컷이 악니며 법률상의 소청의 철차에 업각한

반대행동이 주튜이다. 구체척으로는 공청회률 이용하여 반대의 추창올

흉파시키고， 법에 호소하여 행정의 오류를 치척， 인허가률 늦추거나 또는

강력한 로비활동올 퉁한 입법적인 수단에 의하여 원자력의 개발율 저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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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등아다. 미국은 언론의 사회이며 토의에 의하여 그러고 다수결의

원리에 의하여 일올 커리하는 사고방식이 정착화되어 있고 따라셔 반대파도

공청회， 회의 등올 통해 주장하고 저지파도 신속정확하게 최대한으로

청보불 이용하여 반대주장에 대융하는 형태가 되어 있다. 미국에 있어셔의

반대훈동운 공청회의 개입， 법정소송， 의회의 입법에 대한 로비활동，

벌의권이나 주민루표와 같윤 주민입법 등 법률의 태두리 안에셔 루챙율

하고있다. ”법률에 의한 행정”에 책업올 지니는 연방 빚 주， 지방청부는

원자력재벌율 추진하려고하는 산업계와 그에 대하여 반대운동율 천재하는

환경보호주의자가 셔로 법률의 테두리안에서 투쟁하는 한 어떠한 혹으로

훤향하지 않고 었다. 따라셔 미국의 경우 환경보효단체의

원차력반대운동에 대하여 대옹조치를 강구해야만 하는 주체는 산업계이다.

욕히 공급책임이 악무로 되고 있는 전기사업자에 있어 반원천운동에 대한

대융윤 자기자신의 폰립이 걸린 매우 중요한 문채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셋째， 반대훈동은 그 지역출신이 아닌 자가 훈동물 하고 있고 현지에셔는

오히려 원자력율 지지하는 경향야 강하다. 일부 PG&E사의 Diablo Canyon의

반대， Seabrook의 데모와 같이 컨절현장에서의 반대운동이 있었지만 이것운

오히려 예외척인 사려l이지 전체적으로 보면 추법， 주민입벌율 성럽시켜

원자혁개발율 저지하려고 하는 운동이 주류이고 치방척얀 어해에 입각한

반대운동운 드물다. 이는 미국에서 반대운동야 지역의 이해와 반드시

될확하지 않는다는 것을·보여준다. 현재의 반대운동은 주로 일부 변호사，

학자 퉁이 충섬이 되어 원자력의 위험성이나 불휠요 등율 표방하는 소위

환념척， 칙협척인 반대운동이지 지역고유와 문제가 챙점이 아니다.

넷째， 반대운동간에 통합환 주장이나 의견올 찾올 수 없다. TIt!이후

반대운동이 보다 조칙척 양상올 띤 것도 사실이지만， 미국의 경우는

개인추의척얀 성격이 강한 나라여서， 원천건셀 충치를 목표로 한 그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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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가 하면， 청치척， 경제적인 국가체제의 개혁을 최종몹표로 하는 그룰도

있다. 따라셔 원차력반대라는 컷에는 일치해도 어해관계는 툴리기 때문에

반드시 행동과 방법론에셔 통합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상윤

원자력반대에 대한 창가자의 구생원에셔도 볼 수 있는데 구성원툴올

환청론자， 추부， 놓민. Rock가수 등 상당히 다양하변서도 조칙척으로

불안한 칩닫이 주류롤 이루고 있다. [88]

다. PA.활동

1) 청부와 대중간의 의견교튜제도

원자력개발에 대한 마국정부의 태도는 원자혁개발의 활성화와

일반대중에게 안전성올 납득셔키는데 커다란 영향력올 미친다. 따라셔

산업계에서는 연방정부가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지입장올 명확하고도

일관성었게 표명하는 것이 원자력에 대한 대충의 지지롤 이촬어 내는데

될수척인 요소로 보고 었다. 반변 대중은 규제절차가 균형있고 추의갚게

질시되고 었다는 신뢰감올 요구하고 었다.

대충의 의견반영제도의 예로서 Maryland주의 경우 주정부가 입지결청

절차에 있어 치역과의 절충올 실시한다. 연허가의 권한은 원칙척으로

환경관계는 연방환경보호청(EPA) • 안전성 및 방사능관계는

원차력큐찌위원회(NRC) , 토지이용， 어패류， 야생동식물관계는 주청부에

었다. 연방， 주정부는 전기사업자로부탁 선청어 있올때는 삼사한 주청부의

청사와 현지에 있는 공문서열람실에셔 천기사업자가 제롤한 후 그 내용율

공개하고 공청회의 채최를 告知한다. 告知와 동시에 천기사업차가 체시한

신청셔환계자료 빛 NRC나 추정부의 심사관계자료가 대중에게 제공된다.

공청회는 연방정부의 경우 NRC의 원자로 인허가회의(ASLB) 가， 추청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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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홈州公益專業쫓圓會등의 훌훌問官이 주관하는데，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운 당사자로서 개법할 수 있고， 단지 의견찬술율 하고 싶은 사람은

한정롤두할 수 있다. 연방관계에서는 공청회후. ASLB가 일차결정율

내리는데 이것에 이의가 있는 사람윤 원자로안전 인허가공소회의 (ASLAB) 에

공소할수 었다. [88]

2) 전기사업자와 지역주민깐의 협력관계

입치결정절차에 었어 전기사업자는 먼저 입지후보지를

결정하고 그중에서 가능성이 있는 복수지점올 선정한후， 여러조건율

감안하여 대상의 폭올 좁히고 최종단계에서 현지와 절충 해결가능성을 보고

결정한다. 예률률변 PG&E의 경우는 인허신청의 2년전에 지역합의를 위한

활동율 시확한다. 지역과의 절충단계에 있어셔의 천기사업자의 홍보활동은

안천성운 물론 원자력의 훨요성 빚 유익성에 역첨이 두어져 있는데， 우선

처방 매스컴올 매체로하여 그틀의 확신과 신뢰률 얻은 다몸에 지역주민

천원과 의논， 호별방문， 전시회， 그룹의 설명회 등율 반북해셔 설시하고

있다. 입지결정철차에 있어서 지역의 이해률 구하는 철차의 바탕에는

다수결환칙， 법에 의한 질서유지라는 민주주의 기본원칙이 깔려있다. [78]

천반책으로 천력회사의 원자력발전에 대한 PA활동윤 챔체흰 상태인데

그것은 전력회사의 재정상황이 좋져 못하고 왼자력발전에 커다한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U.S.Committee for Energy

Awareness(USCEA) 같이 대중의 인식올 톱는 조칙에 저원하는 청도이다.

그러나， 일부회사는 계속 PA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었다. 대규모

원자력계획올 갖고 있는 VEPCO나 Duke Power 빚 Common Wealth Edison사

둥이 그 예이다. 일반적으로 민영기협쪽이 공영이나 차치체가 훈영하는

천력회사보다 PA활동이 활발하다.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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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자력산업그룹의 PA

전국척으로 원자력산업계의 홍보 몇 PA활동의 대부분윤 3개

기관(AIF ， CEA, ANEC) 에 집중되어 었다.

가) 훤자력산업회의 (AIF)

AIF는 원자력발전에 관한 사항율 주도하도록 업계로부터

위임받고 있으며， 국내 빛 국제척인 홍보활동 기관으로 USCEA에 대한 주흰

청보제공가환으로셔의 역할도 한다. 30명의 천멈칙원과 연간 220만불의

예산으로 기술부문과는 별도로 홍보계획을 갖고 있다. 600개기관율

회원으로 하는 AIF의 추 북적윤 정보의 척철한 제공율 풍해 각종문체에

관하여 원차력산업율 원조하는 것이다. 홍보계획의 목척몰 대중의 이해를

놓히고 균형잡힌 정보를 보도기관에 체공하여 AIF의 회원이 원자력발전에

대한 비난에 대처할 수 었게 하는 것이다. 대상은 먼저 회원이나

보도기환같이 일반의 이해에 영향올 줄 수 있는 개인이나 기관 빛 에녀지와

경체성창에 관심있는 기관(노동단체) 등이다. PA관련 활동으로는 톡청의

푼체에 대한 정보률 회원에 제공， 월칸 Newsletter발행， 원차력에 관계되는

사건에 대한 정보의 텔렉스송신， 통계조사 빛 News 배포， 필톱， 소책자，

회의 및 강연회 개최 그리고 자료의 간행 (가령， 국가혜기물정책법에 관한

것 등)등 이다.

나) US Committe for Energy Awareness(USCEA)

USCEA 는 1982년에 독럽된 조칙으로 되었지만， 원래는

TMI사고 후에 훤자력산업계와 전력사의 치시로 홍보활동율 하기위한

특수조칙으로 1979년에 조칙된 것야었다. USCEA 는 미국의 천력수요의

충가률 널리 역절하고 그 컬과 야를 만족시키는데 최척인 에녀지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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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훤하도록 되어있다. 즉， USCEA는 다룬 기관이 하기에 척당하지 않은

선천활동이나 로비활동 등에서 활약하고 있다. 따라서 조칙의 기본북척윤

원자력발천에 중점율 두어 천력의 중요성올 대중에게 인식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상은 주로 대중이고 여론선도자나 보도기관은 중간대상자로

보고 었다.

USCEA의 노력윤 신문， 잡지， TV광고이지만 그중에는 천력의 필요성，

방사성혜기물 및 안전성문제 등에 관한 흥보도 포함될다. 또 대중의

동향조사， 소개영화， 회의 빛 토론회 개최 등도 었다. 로비대상혼

연방차원에저 주로 의원이나 그 직원올 대상으로 한다.

다) 기타 기관

이밖에도 각종의 산업계 및 전문기관이 대중의 의견에

명향율 주는 입장에셔 원자력발전에 관한 흥보 빚 PA에 환한 계획율

질시한다. 그 기관윤 다옴과 같다.

- Edison Electric Institute : 미국내의 민영천력회사협회로셔

홍보담당 칙원은 회원과 보도기관의 요청에 용하는 것올 입무로 한다.

훤차력발전 및 기타 전력공급문제에 관한 질의， 용답 소책자롤

작성한다.

- 뼈lerican Nuclear Society: 원자력에 관한 과학 및 공학적 진보률

위해 몽사하는 비영리 전문기관이다.

- 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 : 1972년 전력업계의 후원에 의해

설립훤 기관으로서 발천， 배천， 공급 빛 이용기술의 연구개발울 한다.

EPRI의 홍보활동은 그 연구결과의 배포가 중섬이 된다(연구의 20%가

원자력에 환한 것입). EPRI의 정관윤 특정 에녀지원에 대한

홍보활동융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양질의 연구결과 배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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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천의 PA에 긍정척인 효과를 낸다.

- Scientists and Engineers for Secure Energy (SE) : 뉴륙에 본부률

두고 있으며 약 1 ， 000여명의 과학자 공학자 빛 천문가가 속해 었다.

인휴의 행북율 위한 기술이용의 선중한 추진과 대중의 논쟁의 주제가

되고 있는 훤자력문제에 대하여 책관척인 환첨율 휘활 묵척으로

창설되었다. 이 기관의 홍보대상은 연방 맞 지방의 의원， 언혼，

대학， 일반대중이며， 활동요로눈 규제절차， 법정루쟁에의 합가

등이있다.

- American for Nuclear Energy (AFNE) : 약 20 ， 000명의 무료몽사자가

연구회를 조칙하고 원자력발천 기사롤 배포， Newsletter 및

일반정보의 발행 업무를 한다. AFNE의 목표는 일반에 대해 원자력의

필요성과 안천성올 인식시키는 것이다.

- Americans for Energy Independence 석유의폰도롤 낯홈으로써

미국의 에녀지 독립올 추진하는 것올 주업무로 한다. 추흰

활동대상운 정책입법자， 보도관계자， 시민조칙의 지도자이다.

랴. 여론동향분석

미국과 같이 공업화된 사회의 사람들은 기술과 공업화의 산물인

현익성윤 원하지만， 불가떠하게 생성되는 부산물과는 관계하고 짚어하지

않는 경향이 었다. 원자력발천야 그 대표척얀 예라고 볼 수 있다.

석유수입뺨도를 낯추게 하며 좀 더 나은 생활의 철올 유치하계 해주는

천력(욕히 원자력발전에 의한)올 원한다. 그러나， 원자력 반대조칙에

명향율 받운 많은 대중윤 원자력발전의 부산물인 방사성혜가물은 거부하는

것이다. 그렇기는 하지만， 미국의 대중은 원자력발전에 대하여 과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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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차 대탄한 지지툴 보여왔다고 할 수 있다· 1970년말의 인플레이션과

규체강화에 의한 원천선설 비용상승 빛 몇몇 원천에셔의 훈천상의 문제청

등에도 불구하고 아칙까지 미국인은 원자력-발천에 대한 강한 반대로

톨아셔차 앓고 있는 것이다. 많은 시도가 있었지딴 한번도 캘획된 원천의

청지나 주， 지역의 주민투표에 의해 훈천 정치된 사례는 없었다. 환경단체

등이 그률의 비판의 대상으로 한때 원자혁발천에 집중한 척도 있었치만

이제는 산성씩나 온실효과 등으로 그 대상올 옳져가고 있는 중이다.

1960년대 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보인 원자력에의 지지률은 대강 2 : 1

청도였으나 1970년대 충반부터 지지율운 첨차 감소하기 시작했다. 그 주훤

이유는 원자력위원회가 혜치(1974) 되고 원자력발전개벌에 관한 사항이

청부의 에녀지省으로 여관된 후 전력수요성장억제라는 정부의 새로운

방첨으로 대규모 신규천훤의 필요성이 감소되었기 때문어다. 또한

1979년의 1MI사고는 사고에 따른 피해가 없었옴에도 불구하고 언폰으로

하여금 감정척인 취급올 하게 합으로써 1980년대 초반까지 지지기반 약화에

다소 영향율 꺼쳤다.

그러나， 1MI사고가 대중에게 큰 영향올 끼치지 않은 것은 그 해에 얼어난

이한의 석유따동 때문이었다. 당시 언론은 이한대사관의 미국인 인질의

훈명과 수입석유에 과중하게 의폰하는 미국 경제에 대해 연일 보도했었다.

그래셔 1MI사고를 다루었던 언론의 현향된 태도에 의해 야기훨 수 었었던

핸차력발천에의 두려옴은 원자력발전에 의해 얻어지는 필요성의 인식에

의해 상쇄되었단 것야다.

채르노벌 사고 포한 영향을 별로 주지 않았는데 이는 물론 미국의 지리척

여건탓도 있겠으나 체르노별사고에 관한 다수의 보도들이 미국인에게

원자로안천성의 기초자식(소련과 미국 원자로의 철계개념의 차이 등)에

대한 신속한 쿄육기능율 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또한 이률 보도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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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미국인들운 미국올 포함한 전세계가 천력원으로셔 원자력발천에 코게

의존하고 었다는 사실도 배우게 되었다. (88]

1985년 Swedish Institute of Opinion Research의 여론조사중 미국의

경우는 다옴파 같다.

문: 장래 원자력발천량어 증가할 것이냐? 감소할 것이냐?

층가한다 68 %

치금과 마찬가지이다 19 %

감소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

모르겠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엉

문: 개언척으로 원자력발천올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찬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 %

반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4 %

모르겠다 16 엉

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할 수 있는가?

낙관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9 %

비관한다 52 %

모르겠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

문: 충대사고 없이 왼헌올 운천할 수 었올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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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관한다•......••.•.......•......•.•••..•.•55 %

비관한다 35 %

모르겠다 11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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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철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파 국내 반원전운동의 양상

1. 우리나라외 에녀저차원구조와 에녀지정책 방향

가. 과거 에너지청책외 개관

우리나라 에녀지 구조의 륙정율 이루는 것에는 무연탄율

제외하고는 뿌존자원이 빈약하다는 첨과， 고도성장에 따른 에너지 수요가

충대하고 있다는 챔이다. 따라셔 에녀저의 안정공급과 경제척인 확보가

우리나라 에녀지정책악 주요 과제롤 이루고 있마고 할 수 있다.[91]

’ 60년대 이후 수툴주도의 경제성장과 잔업화에 필요한 에녀지차원은

석유률 중심으로 하는 수입에녀지에 의폰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79년

2차 석유파동으로 우리 경채논 경제개발계획 기간중 처옴으로 ”마이너스

성장”율 겪은바 있다. ’ 78년 당시 우리나라의 에녀지 공급구조률 보면

석유 63.엎 (이때가 석유바중이 가장 높았던 돼입) , 석한 22.2% , 원자혁

1. 5%였으며， 발천원의 구생운 석유 83.9% (석유비중이 가장 높았던

’ 77년에는 89.3%) , 원자력과 수력이 각각 7.4%였다. ’ 79년 - ’ 80년에 걸친

2차 석유파동기간중에는 국제원유가격이 10% 오르변 국내 석유가는 달러

상송분율 포함하여 13% 오르고， 천력요금은 약 11χ롤 인상해야 하는

상정이었다. 뿐만 아니라 1970 - 1980년사이 우리나라 에녀지소비의

추이률 보면 이 겨간의 석유소버 신장율이 I차 어l너지소비 증가율 보다

높았던 것야 사실이다.

이와같이 지나치게 석유의존척인 에너지 공급구조가 지니는 휘약성윤

당연히 청부로 하여금 에녀지정책의 기본툴올 석유의존도 캅축과

에녀치원의 다원화로 설청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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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향후 주요에녀지 과제와 정책 방향

1) 새로운 여건변화와 천방[95][10]

과거 우리나라의 연평균 에너지수요 증가율윤 ’ 80- ’85어11 4.따，

’ 86- ’ 88에 10.1엎였다. 앞으로 소득이 충가함에 따라 에녀치 비용도

지속척으로 층가할 첫으로 예상훤다. 또한 에너지소비의 고급화 현상에

따문 수요구조의 변화로 석유， 천기， 가스 등 고급에녀지에 대한 션효도가

커지고 있는 반면， 가정연료의 주종율 이루었던 무연한 소버는 ’86년율

고버로 감소하는 추셰이다(표 2.4 .1-1).

표2.4.1-1 ’ 86- ’ 88년깐 연명균 소비중가율

(단위 : %)

석 '* 천기 가스 무연한

12.0 13.3 24.3 . -0.4

에더치의 해외의존도(’88년 83.2%)와 석유의존도도 매년 상승기조여셔

중장기척인 안정공급기반올 강화해야 할 필요성어 대두되고 있다.

한현， 최근의 사회변화 추세에 따라 새로운 정책수요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에냐지 관련사협에서 발생하는 공해나 안천성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샘아 고조휩에 따라 천원개발 계획장 신규업저의 확보에 어려움이

가총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에너지청써도척유툴 비롯한 에녀지가격의 하락으로 에녀지소비는

증가 하는 반면， 대체 에너지개발 빛 에녀저절약에 대한 투자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 등으로 ’90년대 중반 체3의 석유워기가 발생될지도 모를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일본 미쓰이 연구소의 경우 ’92년 중반으로

예륙하고 있옴) 따라셔， 세계석유시장은 구때차시장에셔 다서

- 132 -



환매자시장으로 천환되고 유가는 ’95년율 고버로 상승할 것으로 천푼기관은

천망한다.

2) 향후 에너지정책방향

이상 세계의 얘너지시장에 대한 전망율 바탕으로 우리청환가

취해야합 바람칙한 에녀지정책방향율제사하가로 한다. 첫째， 에녀치소비

충가 빛 소비구조에의 합리척인 대융올 위해 석유 맞 석탄등 화석에녀지에

대한 의존도률 감축시켜야 한다. 둘째， 소요자원의 충，창기 안청공급

기반율 조성하기 위해 대체에녀지 기출의 개발에 척극척이어야 한다.

셰째， 에녀치차원 정책에 대한 국먼의 지지률 확보해야 한다.

다. 원차력발천 추진정책의 필요성

1) 에녀지원의 천제 조건

선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 것은 핵분열만이 아나고， 태양열，

지혈， 조혁 기타 많은 것들이 고려의 대상이 되지만 이용가능성율 지난

여러 에녀지원들이 설제 이용되기 위해서는 다옴의 3가지 조건율

만혹사키저 않으면 안된다고 齊蘭 優[90]는 발한다.

첫째는， 기술원칙으로 이것은 단치 아이디어만이 아년 필요시첨에셔

기출이 개발되고 실용화단계에 있어서 사용될 수 있어야 하며 대량공급이

가농할 것과 안전기준과 환경기준의 범위내에 있어야 할 것 퉁야다.

물째， 경제원칙으로서 채산이.맞고 충분한 이익이 예륙되어져 효과척안

생산아 가능해야 한다. 셔l번째는， 제도척 원칙으로셔 국민이 훨요로 하는

것율 명확히 반명시켜 분배툴 공청화해야 한다.

그헌데， 이용가능한 에너지원여라는 것은， 돼부분의 경우 창챔과 한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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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고 있다. 따라셔 목척올 설현하기 위해 ”최선”의 수단이 나올때까지

기다려야 할지， 아니면 ”최선”까지 기다리지 않고 ”개선”의 단계에셔 그

수단의 이용에 확수해야 하는가의 선택이 문제가 된다. 그러나 현실책으로

”최선”이라는 것운 존재활 가능성이 희박하며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나율때까치 기다련다면 무한에 가까운 시칸이 필요하고 환체해컬운

불가농활치도 모륜다. 현재의 원자력발천 기슐율 포함한 모든 이용 가눔한

에너지원률도 이와칼은 환점에셔 바교， 선택되어야 할 것이다.

물폰 알청한 허용범위의 기준율 만혹시는 기슐이 선택되었다 해도 그것율

”획선”에 가깝게 만툴어 나가려는 노력운 필요하다.

위에셔 언급한 기술원칙， 경제원칙， 제도척 원칙을 각기 다륜 차원의

것요로.셔 이툴올 척용하는 측의 입장에 따라 그 상대적 중요성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률어， 에녀치수요의 충측율 가장 중요시하는 그룹과 철대

안천정이라든지 환겸보호를 가장 중요시하는 그를간에셔 쳐험 가치의

위계가 다르면 판단도 탈라지고 대립이 발생하는 식이다· . 대립휴에는

찬성， 반대 혹은 절대반대와 조건이 만촉되면 대립이 해소되어 조정이

가능한 조건척 대립이 었다.

2) 에녀지공급의 안정생과 원자력발전의 역할

• 애녀지공급의 안정성확보

에녀지는 인체의 혈맥과 같이 정제발천과 국민복지 함상의

원동력이다. 개인이나 국가가 사용하는 에녀치회 양척 층대와 질책

수준향상을 경제력이나 복지측정의 중요한 지표역활율 한다. 안정성장과

국민생활 수준의 유지빛 향상올 위해셔는 장기안청척이고 경제척연

에녀지의 공급이 필수적인 천제조건이다. 경제성장율과

어I녀지소비증가율이 거의 같은 비율로 변화하여 용 사실은 에녀지소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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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간의 놓운 상관관계률 업종하고 었다. 이러한 관첨에셔

우리나라의 경우는 부존자원이 거의 없는 상황에셔 이률 과제톨 수행해야

하는 불러한 여건에 처해었다(표 2.4.1-2). 에녀지공급의 불안청운 차원의

대부분율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현살율 감안할 때 경기첨체유발，

국가경제 생산생저하 등 경제척， 사회척 불딴요소률 초래하게 훨 것이다.

천쩨계척으로 부존자원이 고잘되는 시기롤 21세기 중반 훔으로 예륙되고

있다. 그때가 되면 각국온 차원공급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에녀치차원의

바혹폰 배우 중요한 국가존럽의 요소가 될 것이다. 유협의 많운 국가들운

차국내에 훨요한 차원율 소유하고 있옴에도 불구하고 해외로부터 차원율

수입하여 대량으로 비혹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는 매년 1차에너지의 수입의존도가 첨차 커져

’88년에 83.2%까지 되었고 석유의폰도도 매년 늘어나 ’88년에 47.1%툴

기혹하였다. 한환， 천력수요는 두차례의 석유파동에 의환 가격상숭에도

불구하고 그 증가율이 계속 높아질 전땅이며 톡히 최근 3년간운 천력수요가

급층했던 기몹이 었다. 석유자원의 유한성과 심각해저는 차원 띤혹주의률

고려하면 에너지문채의 해결은 국가척 차원의 과제안 것이다.

표 2.4.1-2 우리나라 부존자환[96]

에너지훤 받위 매장량 가채량 가채년수 비 :i1

쿠연탄 억톤 15 6 약 30년 약 2없0만폰/년 채한

채탄여건 계속 악화

수 력 MWe 3, 000 2, 000 - 2, 223MWe 야마 개발

우라늄 반톤 5 저품위팡

(청광)

:3‘::. 력 MWe 1,700 - - 머개발

·원차력발천의 역할

이와같윤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우리나라가 당변하고 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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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녀지공급 및 전력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국내전력 공급원 중 ’ 89년 끄월말

현재 50.9용률 점유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의 척극척인 추진이라고 할 수

있다.

원차혁온 다른 발천원에 비해 고도의 기술성율 요하는 천력원업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인력의 지속척인 확보로 그 기술수준온 다른 발천원에

비해 오히려 선진국 수준에 가장 근접해 었고， 또한 따급효과가 커셔 기타

발전기술운 물론 타 산업의 기술발달에도 크게 기여해 왔다.

원자력벌천소눈 소요부지면적야 유연한발천소의 절반밖얘 안되어

부지확보문제를 비교척 협게 할 수 있고 소비되는 연료량이 척은 관계로

유연탄발전소에 비해 연료저장 또한 용이하다. 그 밖에도 수명이 다해

폐기된 후 최소한 5년여내에 그 자리에 다시 원자력발전소를 건셀할 수

있고， 대기오혐이 없는 깨끗한 에녀지이며 차원빈국언 우리나라의 경우

져장의 용이성 때문에 거의 부존자원파 같이 간주할 수 있으므로 에너지의

차립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었다.

희박하기는 하나 대형사고의 가능성과 방사생폐기물의 처분문제가

부담요인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 문제도 현실척인 이억율 고려할 때

충분히 캅수할 수 있는 점이라는 것은 앞서 알아본 바와 같다.

표 2.4.1-3 현재 사용중인 발전훤에 대한 천방 요약

발천원 까L一1 량

유연탄 환경오염문제와부지확보 문제가 해결된다면 주종에녀지

현으로 유력

무연한 환경오염문제， 경제정문제， 자원의 한겨l생 때문에 미래

및 중유 발전원으로 부척합

환경오염문제 측면에서는 다른 화력발전소에 비해 유리

LNG 하고， 건설공기가 짧아 장래 경져l성과 다른 LNG사업과의

연계성 문제가 해결된다변 유력한 발천원으로 기대됩

수 력 포장수력의 한계성 때문에 최대로 개발한다 해도 천체

발전설비의 약 10%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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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연 혁 l 경제정 빚 대기오명문제로 장기천원 개발계획의 고려대상
아넘

한면， 대체에녀차의 천망율 봐도 새로운 천혁원이나 발천방석이

개발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천원개발에 칙첩 이용되기 까지의 기찬운

이혼척 입충이 끝난 후 부터 서험용발전소 건설과 상업용 발천의

사건기간(계획 빚 건셜기깐)율 고려하면 최소한 20년의 가간야 소요되며

강한 보수성율 띤 천혁산업의 성격율 감안하변 새로 개발펀 기술의

천폭척인 도입까자는 30년내치 50년의 기간이 소요환다고 봐야한다.

이러한 현셀율 캄안하면 10년 앞율 천망하는 천훤개발 질햄개발계획운

물론， 아보다 훨씬 건 천원개발 장거계획에는 현존하는 기술 밖에 고려할

수 없다는 사질율 알 수 있다. 이률 현존하는 기술중에셔는 원차력，

유연탄. LNG가 가장 유력한 천력원으로 예상되며 이틀 셰까지 전력원이

획소 50년 이내에는 발전소에 추로 이용훨 전망이다(표 2.4.1-3)

원자력윤 안전성변에셔 국번에게 부답율 주고 유연한은 환경오혐

혹변에셔 문체가 발생하며 LNG는 경제성변에셔 다른 투 천력원과 현저한

차이가 었다. 그러나 여기셔 깐과해셔는 안훨 사실은 바로 가까훈 창래에

도래합 에너지 위기여다. 현대문명이 에녀자 소모툴 답보로 발천해 온

캠율 감안한다면， 버혹 단챔이 있지만 원자력발전의 기여나 역할은

지대하다고 활 수 었다. 안천성 혹변에셔도 훤자력 기솔차률이 보다

안전한 발천소률 개발하는 노력율 계속한다면 수동형 원차로 (Passive

Reactor)와 더 나가셔 사고가 발생활 겸우 운전현의 조착없이도 몇일올

견디는 원자로가 2000'년대 이전에 상용화될 수 있율 것으로 보인다.

2. 우리나라의 반원천운동에 관한 고찰

- 137 -



가. 반원천운동의 흐름

초기의 반핵활똥을 보면 1961년 민촉자주명화통일

중앙회의(민자통)가 결성되면서 이후 한반도에서의 핵철수 주장 퉁

반핵노션율 표명하였고， 1969년 작가 표문태씨가 미국 반핵운동가면 Ralph

Lapp (핵몰리학자)의 저서 깨ill and Overkill" 올 ”핵천쟁”이라고 번역하여

발깐하므로써 반핵의 대중화를 시도하였다. 1974년에는

한국쿄회여성연합회에 ”인권위원회”를 셜치， 한국면 원폭피해자 돕기운동과

함께 반핵에 대한 선전홍보활동올 하였다.

우리나라의 반원전운동은 달리 표현하면 반공해운동의 발자휘라고 훌륭 수

있다. ’ 60년대 공업화정책 추진에 따른 공해가 발생되면셔 피해

지역추면의 공해반대 투쟁이 계속되었으나 이들올 지원하는 운동단체는

없었다. 그후 비공개척인 반공해운동 단체가 조칙척 툴율 갖추게 훤 것은

1979년에 이르러셔였고 그때부터 약 10년간 여러 운동단체들의 생성， 통합，

캐현율 통해 현재에 이르고 었다.

우리나라의 반핵，반공해운동의 성장과정올 살혀보면 다옴과 같다. [92J

• 져~171 : 1979 - 1982.4

최초의 반공해운동 단체인 ”공해연구회”가 조칙되고 활동하던

시거로서 공해문제의 인식시기라 할 수 있다. 활동 내용은

공해피해지역의 조사와 자료정리， 이에 대한 선천，

반공해운동의 이념 정립 등이었다. 그러나， 본 화는

피해현장에셔 요구되는 과학적 전문성울 지니지 못하는

한계를 지난 채 자료정리 등 비공식적 활동에 머물렀다.

• 채2 71 : 1982. 5 - 1986.8

”한국공해문제연구소”가 설립되고 ”반공해운동 협의회”가

구성되어 공해문제의 인식 확산이 가능하였던 시기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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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는 민주세력이 극도로 탄합받던 청치척 암혹기로셔

꽁해운동올 사회운동의 한 수단으로 보는 시각도 었었다.

천문인력의 부폭으로 피해의 원인， 결과의 분석올

불가능했다.

• 제371 : 1986.9 - 1988.9

1986년 9훨 ”공해반대시면훈동협의회”가 창립， 1987년

”반공해훈동협의회”가 ”공해추방운동청년협의회”로 재현.창립

확는 둥 양척 팽창시가였다. 그러나 천문성의 철대부쭉

현상운 계속 남아있었다.

• 제4거 : 1988.10 - 현재

”공해반대시민운풍협억회”와 ”공해추방청년운동협의회”롤

통합， ”공해추방운동연합”올 창럽했고， ”한국공해문제연구소”

는 ’89년 6월 ”한국반핵반공해형화연구소”로 채청， 활동하고

있다. 한흰 천문성올 계속 추구해 온 ”공해연구회”는

공해문제의 천문성 확보를 위해 ”환경과 콩혜연구회”률

조척하였다. 이 시기는 훈동성과 천문성의 컬합이 가능하게

된 기칸이다.

나. 반원천운동조칙

현재 우리나라의 반원천 운동과 환련올 맺고있는 조칙으로는 기폰의

공해추방훈동연합회와 시민협의회가 통합된 ”공해추방운동연합”율 비훗，

재야사회단체 및 종교단체， 의료.과학단체， 그리고 지혁주민단체까지 약

60여재가 조칙되어 칙첩， 간첩으로 반원천운동에 관여하고 있다.

반핵관련단체률율 각 부류혈로 알아보면 다융과 같다. [93]

·채야 사회단체



- 공해추방운동연합， 환경과 공해연구회， 한국반핵. 반공해명화연구소，

천국핵발전소추방운동본부， 핵발천소저자 빛 피해주민생존권

대책위원회， 민족해방열사 김셰진， 아채호 추모사업회，

한겨레사회연구소， 한국부인회 소비자문제률 연구하는 시민의 모입，

민예협 바른만화연구회 등

·종교단체

-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인권연구회， 한국기톡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기톡청년협의회， 감리교청년회 전국연합회 펑화연구회，

원불교청년회， 한국기톡교사회운동연합， 천주쿄사회문제협의회，

기롭교농민회， 카톨릭농민회， 그외에 한국기톡쿄쿄회협의회， YMCA

등이 동조

·의료.과학단체

-인도주의질천의사협의회， 건감사회치과의사회， 건강사회실현약사협의

회， 노동과 건강연구회， 기독청년의료인회， 쿄회빈면의료협의회，

보건과 사회연구회， 국제핵전쟁예방의사연뱅 한국지부， 청년과학기

술자협의회

·재야정치단체

-한국사회당비핵지대화연구회，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진보청치

연합

·주민단체

- 고리철거추민대책위원회， 훨성철거대책주민위원회， 울진반핵운동

청년협의회， 영광핵발전소추방운동연합， 영덕핵폐기물처리장반대

위원회， 영덕핵폐기물처리장대책위원회， 영근회， 광주환경공해

연구회， 목포녹씩연구회， 목포녹색단체협의회， 목포공해와 핵을

반대하는 청년모압， 민주쟁취국민운동 팡주.천남본부， 부산공해

후방시민운동협의회， 울산공해추방운동연합， 한국핵발천소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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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역추민철거대책 투쟁위원회， 천남지역원차력발천소 3071 건설

계획철폐공동푸쟁위원회， 선안군환경보존회， 해남군핵추방운동

협의회， 장흉핵발천소 반대대책위원회， 보성군뼈발천소 거부대책

위원회， 고.홍핵추방운동연합， 공해추방과 핵발전소건설져지률 위한

여수.여천시민의 모입 이밖에 미군기지설치계획 반대 위원회， 마8군

대천이천저지서먼공동대책위원회， 제주마핵문사기치설치계획 반대

위원회 둥이 동조

.학생딴체

- 셔울대 반미자주화 반맛쇼 민주화투쟁위원회 등 학생운동권윤 대부분

반핵율 주장하고 있옵

·언혼단체

- 한겨레신문， 월간 ”말"(민주언론운동위훤회)

.재외교포단체

- 재미한국청년연합회 등 주로 미국의 일부 교포단체가 반핵율 추창

다. 받원천 운동단체들의 주장과 논리

우리나라의 반원전훈동의 중섬척 역할율 수햄하고 있는 것폰

”한국공해추방운동연합.tt (이하， 공추련)이라는 그를이다. 공해추방이라는

명칭에셔 볼 수 있듯이 단순히 반훤에만 한정화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생활환경올 위협하는 공혜를 막고자 하는 시민그룹의 성격율

띠고 었다. 또한 이률의 주장운 일반적으로 정치척인 성향율 치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원자력발천에 대한 반대 주장들

- 핵무기와 원자력발전소와의 연계성 : 원차로의 사착윤 핵무기에셔

훌발하며， 원자혁운 전력올 생산하지만 플루토늄도 생산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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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상의 핵무기 존재는 결국 원자로의 존채때문에 가능하다.

원천사고와 인간의 실수 : 체르노벌 사고가 원자력전푼가률에 따르면

미리 예견된 사고라고 하지만 민중의 생활환의률 최우선시 한다는

원칙율 가진 사회주의 국가가 그련 모험은 하지 않는다. 문제는

원자혁발천소의 형태가 아니라 연간의 부주의와 철수에셔 파생되눈

예기치 못한 대형사고에 었다.

혜기물처분과 핵확산폐기물올 재처리하여 얻윤 플루토늄율 고숙로어l

이용하면 잇점이 었다고 하지만 계속 층가하는 플루토늄운

핵무기제조의 동기를 더쭉 강화시키는 원인일 뿐으로 원자력발전소가

인간사회 빚 자연환겸과 친화될 수 없융율 나타낸다.

- 주민건강 위협과 환경따피 : 원자력발전소로 인한 양식장 둥

인근지역에의 피해는 물론 주민률의 건강문제도 섬각하다.

- 혀솔한 종사자 피폭관리 : 안전대책의 혀구성올 의미하는 것흐로

곤본척인 보호대책이 없는 형식척인 검사는 일총의 가만이다.

- 근거없는 발천단가 산출(경제성) : 한전의 발전단가 산청윤 신빙성이

없다. 한전의 계산은 우라늄 채광에셔부터 성형가공에 이르기 까지

소요되는 비용은 고려하지 않고 천연우라늄 자체만 고려한 것이

분명하다. 또한 현재로서는 예상할 수 없는 비용， 측 원천해체비용，

혜가불영구관리비용 등이 고려되지 않운 것이 분명하고 여기에

흉보비， 지역협력버， 안전검사비 등을 합산하면 원차혁의 발천단가는

대단히 비쌓 것이다.

- 전력예비율과 후속겨 건설의 불필요성 : 천력예버율은 10-20%가

청장인데 현재는 37-38%가 된다. 이는 한천이 전력수요룰 정확히

예측하여 발천소 건설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건셜추진을 먼저 하고

거기에 소비수요를 맞추려 하고 었는 것이다.

한현， 이툴의 위와같은 주장외에도 우리나라의 특수한 청치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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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상황과 관련펀 몇가지 주장이 었다.

- 원천도입에 따륜 의혹 : 우리나라 훤자력발천소는 다른 나라와는 달러

계약의 전과청아 부정과 비리에 얽혀 있다.

- 무뇌아사건의 주벌 : 원자력발전소 무뇌아 사건， 방사성혜기물

불법매립이나 중수누출 등등...• 수없야 발생하는 사건률운 체르노벌，

1M!같이 우리나라에서도비극척인 사고률 일으킬 수 있다.

- 천세계척인 탈원전사대에 역행 : 외국에셔는 원차혁발천소가 공해，

사양산업으로 쇠퇴기에 접어들고 었다. 훤자력발천소에셔 일상척으로

발생하는 방사능은 환경오염의 주범이다.

·반대 논리

이상파 같이 그들여 원자력발전소에 대해 여허가지 이유률

내셰우변셔 반대를 하지만 실제로 그러한 주장율 하게 되는 원인 내지

논리는 다른 곳에처 찾올 수 었다.

측， 그들 대부분의 주장은 결롬적으로 현정권 벚 현청권과 결부현

외국자본올 비판하는 방향으로 유도되고 있는 것이다. ”·원천올 없애기

위해셔는 번져 현청권을 타도하고 외국자본올 몰아내야 한다”라는 내용은

그률이 빈번히 주장하는 컷이다. ”면추화ι라는 거판 탈면 그 밑에서는

누구건 하나의 고리롤 형성하게 되는 특성이 있는 우리의 특수한 상황이

어와갈윤 반원전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그률이 간행하는

발칸자료툴 통해 알아불 수 있눈 그틀의 반원전 논리는 코케 3가지로

나타난다.

갯째， 자주운동(제국주의의 첨략율 물리치는 훈동)

툴째， 민추훈동(독재를 물리치고 민중의 나라를 건설하는 운동)

세째， 통일운동(분단을 념어셔는 민촉통일의 운동)

다폼윤 이틀 논리를 보다 구체적S로 살며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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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반핵운동윤 반미 차주화운동이라고 한다. ”한국이 진정한 민추화의

질율 가며 또 분단된 남북을 통일하고자 하변 미국이라는 거대한

자본주의제국의 속국 측， 신식민지로셔의 현 한국율 경쳐l척으로 자립된

민주국가로 재조해 나가야 한다.” "I킨측의 자추척인 권리인

군지휘착천권올 몰려 받아야 한다.” ”마군올 철수시켜야 한다.” 둥등

공추련이 간행하는 발깐물의 내용에서 알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반미감정이 팽배해 었다. 5-6년전에는 얼부 지식인， 학생사아에

토론되어진 ”반미”가 최근에 이르러셔는 다수의 학생 그러고 일반인 까치도

”도대체， 한국에게 있어 미국은 무엇인가”라는 채고의 울칙입아 있는

것이다. 공추련은 이와같이 미국에 반대하는 운동올 포함， 우리

사회천반에 걸쳐 보급되고 있는 공통의 청치척 과제인 민주화에의

투쟁안에서 반원천운동올 평가해 가려는 강력한 의치률 보이고 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반핵운동은 반폭재 민주화운동이다. ”원자력발전소는 국민률의

의사， 권리가 무시당한 채 도입되었다. 이것은 곧 민폭의 생폰율 외셰에

활아먹는 일이다. 반핵운동은 이러한 본질올 폭로하고 민촉의 생폰올

쟁취코자 하는 운동이며 민충척이고 민족척인 민주정부툴 수립하는

훈동이다.” ”민중의 눈과 귀를 막고 었는 언론기본법은 혜지되어야 하고

모든 핵에 대한 사실은 공개되어야 한다. 반핵운동운 민충이 주언입율

확연하는 운동이고 독재에 맞선 민주화 운동이다.”

셋째， 반핵운동은 분단극복운동이며 펌화운동이다. ι자주명화통일，

민혹대화합의 통일올 이루기위해셔는 모든 외세의 논리를 극봅하여야

한다.” ”통일율 이루려면 셔로간에 선뢰와 화해률 가능케 하는 형화가

보장되어야 한다.”

라. 반대주장 및 논리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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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률와 주창이 주는 천반적언 인상은 비현실성과 많은 모순율

대포하고 었다는 것이다. 원자력의 평화척 이용과 군사쩍 이용의 혼동이

그 하나이고， 한 나라와 에너지원 선태에 대해 청치척인 논리률 척용시키고

었다는 것이 다튼 하나이다.

현차혁율 반대하는 측으로 봐셔는 미국의 1M!사고나 소련외

체르노벌사고는 더할나위 없이 좋은 반원전운동의 소재거리로셔 사고의

위험생에 대해 지나치제 과장된 협가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수없는

항공기나 자동차사고나 산업재해 (인도 보팔사고의 경우 10 ， 000명 이상

사망)같운 것은 어떻께 설명이 되어야 할 것인가? 체르노벌사고가

완차력발천 사상 가장 콘 사고였지만 사고의 위험은 상대척으로 명가되어야

한다.

방사능에 대한 지나친 공포감올 조장하는 것도 비논리척이다. 가명，

핵연료 웰릿 1개를 연소할 때 생기는 폐기물로 5만명의 사람률이 빼압에

컬릴 수 있다고 한다. [93] 그러나， 실제 이라한 계산이 나오려면 주변의

인구밀도， 펠릿의 상대척 위치， 펠릿에서 나오는 방사선량율 등이

추청되거나 혹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방사선 떠폭에 의한 띠해는 흉상

방사농 물질로부터의 거리， 피폭시간， 차폐쳐1의 두께， 그러고 방사능

물질의 방사선량율에 비례한다. 그렇다변， 펠렛 하나로 5만명의

인명피해가 생기도록 하려면 펠릿주변에 5만명율 빌칩시키거나 렐릿올

척당한 크기로 나누어 도섬에 뿌리는 도리밖에 없다. 그들의 표현대로

종알보다 작윤 르기의 펠릿 주변에 5만명올 밀집시킬 경우 앞혈에 있는

사람률이 차폐체 구실올 하게 되므로써 휘쪽에 있는 사람률의 111 폭량은

줄어률게 훤다. 또한， 핵폐기불 속에 들어있는 플루토늄 239의 반감기가

2만 4천년이 되므로 1펠렷이 100만년이 지나도 10명율 축일 수 있는

방사능이 남체되며 현대와 과학기술이 이것올 안전하게 관리할 수 없다는

주장도 벌로 설득력이 없다.



이러한 논리로 원자력발천소가 입지한 지역주민의 빽혈병 발생이

타지역보다 2배나 많다는 주장올 하는데 그것이 진질로 방사선 피폭에 의한

것인치 아넌지에는 관심이 없고 단지 훤자력관련 시절주변에 대한

검사결과가 그렇다는 것만이 그들에게는 중요한 사셀로 부각되는 것이다.

발천소 주변 해역에서 잡히고 있는 원인 불명의 기혐고기 또한 발천소

냉각수에 의한 것으로 툴리는 경향이 었다.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에는

여러가지 요인 (가령 합성세제나 화학물질 등)이 있올에도

고려해역에셔 ’ 77년 98종이었던 해조류가 83년 45종으로 캄소된 것이

자신률도 원인이 아칙 규명되지 않았음울 시사하면셔도 그 기처에는 여전히

원천의 탓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제정에 대한 주창에셔도 혜기물비용이나 혜로비용 지역협력버용 등율

모두 포함시켜 계산한 결과， 훤자력발천이 타 천원보다 경제척이라는

계산이 나오는 것아다. 설사 화력발천여 원자력보다 경제척이라 확더라도

환경오염으로 인한 옴실효과나 산성비에 의한 막대한 피해는 거론하고 있지

않눈 것이 그들 주장의 헛점여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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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철 우리나라 원자력 PA 현훨

국내에셔 원자력의 사회척 수용율 위한 활동에 관심이 고조되고

그 필요생에 대한 인식율 새롭게 하게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며국의

1M!사고 (1979년)와 소련의 체르노벌사고 (1986년)가 발생하였율 당시만해도

원자력에 대한 반대의 옴칙임이 르거1 혐성되지 뭇하였으나(’ 86년 10월，

원산에셔 질시한 국민의식조사결과 [97] 에 의하면 원천의 건설계속에 대하여

74.4%가 찬성) , 최근률어 원자혁에 대한 PA확보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게

되었다. 따라셔 원자력PA 필요성의 고조에 대용한 효파척인 PA활동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러한 요구에 부용하는 PA활동올 위하여 먼저 현

원자력PA활동상의 문제점들올 도훌 청리할 필요가 었다.

1. 원자력와 사회문체확 • 정책문체확

원자력에 대한 PA확보의 필요성에 관심이 높아지게 된 배경으로는，

지난 1987년 이후 민주화 열기와 더불어 국내 원전입자지역 주변주민들의

보상투쟁이 가시화되기 시착한 것과 야에 반원전운동권이 가세한 것율

률 수있다.

만주화라는 국내 정쳐 • 사회환경 변화의 흐륨속에서 선거를 틈타

원차력이라는 용어(톡히 ”核")가 청치척인 챙첨중의 하나로 살며시

등장하기 서확하였고， 이것이 국회청문회(5공비리 특별청문회}와

국정감사률 통하여 청부에 대한 공격의 대상으로서 상당히 부각되었다.

이러한 정치척 쟁점으로셔의 원차력문제는 실제척으로 반핵단체들의 추장과

어느정도 환련성이 있올올 찾아볼 수 었고， 일반국민여 원자력에 대한

이미지률 형성하는데도 콘 역할올 하였다.

이와함께 민주화에 따라 원자력의 베일아 쉽게 벗겨질 수 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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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여 원자력에 대해 언론의 관심이 증가된 것도 원차력이

청책·사회문제화하게 된 배경에셔 른 비중율 차지한다. 언론에셔는

원천율 둘러싼 모든 진실이 윤혜되고 었다는 사대상황적인 의식의 흐름에

대해 反動的인 보도자셰률 보이기 시좌하였고， 원천 입지지역 주변주민률의

민원과 주장에 관심율 가지게 되었으며， 원자력이 국민척 관섬사의 하나인

아주 요깐한 기사거리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에 현송하여 반핵단체률의 활동이 전변으로 등장하게

되었으며 또한 이틀의 활동이 원전 입지지역 주민틀의 활동속에 깊이

첨루하게 되어 그 정도가 심각해지게 되었다. 또한 원자력에 관한

안천성논챙도 때률 같이하여 활발하게 되었는데， 예률틀어 영광 3 ， 4호기의

셜계축소변경 문제 빛 고리원천 주변에서의 폐기물 드법통의 발견 둥에

대한 과민한 반용이 나타나게 되었다.

결과척으로 상기한 상황에 따라 원전 입지지역 주변주민과 반핵단체툴

중심으로 반원천 홈칙입어 가시척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청치권과

언론에셔도 코게 관심율 보여기 시착하였으며， 결국에는 영광지역에서의

시위척 형태의 집단행동， 중져준위 폐기물처분 후보지역에셔의 반대운동이

나타나게 훤 것이다. 이러한 옴칙입들운 시기척으로 ’ 88년 이후

구체화되어 급증하였다. 이에 대용하여 원자력계에셔도 PA확보에 대한

필요성 인식의 층대와 더불어 여러가지 대융책의 제사 및 구체척인 활동과

연구를 시작하여 ’ 89년말 현재는 어느청도 활발한 활동율 보이고 있으나，

아칙 체계척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치는 않다.

2. 현차혁PA의 실태

원자력계에셔의 원자력 PA확보의 경험운 매우 척다. 1988년 이천의

원자력에 대한 PA확보 활동운 고 필요성인식의 부재로 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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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천력공사에셔의 현지 훤자력발천소를 중심으로 한 홍보활동 촉

사업내용의 홈보， 계기홍보 등아 미약하재 이루어지고 있었율 뿐이었다.

또한 1986년 3월 이후 한국천력공사에셔 한국원자력산업회의(이하 원산)에

원자력발전에 대한 일반흉보를 위탁함으로써 원산내에 홍보위원회가

절치되는 풍 뿌분척연 대국민 홍보활동이 이루어지고[97) 있었으나， 사실상

정부， 산업계， 학계， 기타 등에서 실질척인 PA활동이 이루어진 것으로는 볼

수가 없다.

1988년이후 청부와 원자력산업계를 포함한 여러기관에셔 PA확보에 대한

인식이 놓아점에 따라 그 활동도 구체화되기 시착하여 조칙， 얀훤， 예산，

홍보 내용변에셔 철척， 양척인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각

관련기관에셔는 조칙 정비의 일환으로 전답 홍보부셔률 젤치하고 었고，

예산율 배분하여 구체척인 계획에 따라 홍보활동율 실시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원자혁계 천체척안 입창에서 보면 홍보의 창구가 분산화되어 있고

상호간의 청보교환이 선속하지 못하다는 것 등의 야려울이 었다.

홍보방법변에서， 과거에는 원자력발전소에 셜치된 전시관율 이용한 견학 및

시찰 퉁파 홍보책자 및 팝풀렛의 발간이 주를 이루어 왔으나， 1989년에

률어셔는 표2.5.1-1에셔 보는 바와 같이 원차력관련시설 공개， 연몬매체의

척극활용， 교육 빛 홍보용 W’R의 제확， 여론조사의 본격실시 등으로

질척 • 양척인 중대롤 꾀하고 었다. 또한 흥보계획이 각 가관에서

척극척으로 수립되고 있으며， 원자력PA확보를 위한 연구도 점차척으로

상시되고 었다.

표 2.5.1-1 국내 원차력홍보활동및 예산[98]

기관 주요 홍보활동 예산(천원)

한국 - 일반대중홍보: 홍보책자， 활풀렛제착， 1 , 671 ,858
천력 천시관환람， 신문 ·rv광고 등

공사 - 연폼인홍보: 칸담회개최， 원전사찰 등 126 , 100
- 여론지도충홍보: 훤천시찰 등 473 , 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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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및 학생홍보: 원전시철， 토론회， 429 , 947
교과서 보완， 부교재개발 등

- 여성흥보: 원천시찰 4,100
- 지역주민홍보: 초청간담회， 토론회， 1, 272 ,095
글짓기 • 사생대회 개최， 반상회를

이용한 흥보 등

- 사내홍보: 직원가족 원전견학 등 31 ,920
-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지원 500, 000

겨l 4, 509 ,922

한국 - 사보발간， 회사소채슬라이드제착，

천력 국 • 영문 회사종합안내서 체착

기술 - 천력관현 기관지 등 언론매체에 126, 028
(주) 회사업무홍보

- 천시회 참가

- 반상회툴 이용한 홍보

한국 - 혜기물 홍보물 및 소개책차 • 슐라야드
원차혁 져l착

연구소 - 기자간담회， 폐기물사업설명회개최

- 여론지도충， 여성단체 등 초청견학

실시 116 , 000
- 지역주민에 대한 혜기불사업설명회

개최

-교사·학생 등 초청간담회

-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지원(20 ， 000)

한국 - 언론에 기업광고， 사보발칸，

핵연료 천시회참가

(주) - 지역추민초청， 사원가촉 및 교사초청， 143 , 240
기자초청간탐회

- 반상회률 이용한 흥보

- 한국원차력산업회의 지원(1 ， 200)

한국 - 사보발간， 시청각교채져l작，백얼장개최

중풍업 - 여론지도충 초청간탐회， 가자초청

간담회 및 보도자료제공 101, 000
- 천시회 참가

- 반상회률 이용한 홍보

한국 - 대중홍보: 흥보책자발간， 영화 및 V’I’R 123 ,900
원자력 테이프체착， TV작품 빛 소셜집훨지원，

산업회의 공재토론회개최，반상회를 이용한 흉보

- 대언론홍보:보도자료제공，간담회개최， 126 ,100
신문잡지가고 등

- 여론지도층홍보: 원전시찰，순회강연회 39 , 780
질시 등

- 교사， 학생홍보: 워크숍개최，슬라이드 114 , 450
교재제작 • 배포， 연수꼬재발간， 고교생
착문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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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 소비자단체 홍보: 원전시찰 및
칸탐회개최

- 원천주변지역주민 홍보:지역협력사업

협조

- 사내흥보: 연수교육 등

- 정부 및 관련기관 지원

- 국민의식조사
- 홍보위원회훈형 등

5.000

7.400

4 매O

2.때O

34.665
76.215

「검1--' 끓끓
(추) 본 내용혼 각 기관의 ’89년도 홍보계획에셔 발훼한 것으로 서행

컬과가 아넘.

최근 이러한 책극척인 활동으로 원자력개발에 대한 국민이해의

달성이라는 북표에 차홈 첩근하고는 었으나， 경혐의 부촉으로 인하여

시햄과정상에 문제점률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시행싹오룰 줄이고 보다

효율척으로 원차력PA활동물 수행하기 위해셔는 훤차력개발에 관계하고 있는

각 거환사이의 연계성이 확립훤 총체척인 PA활동의 거본계획수럽 등

원자력PA대책의 천반척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3. 원차력PA의 푼제첨

여기에셔는 다융과 같온 관첨어l셔 국내 훤자력계의 PA주체와 PA대상에

대한 푼석파 각각에 내재되어 었늄 문채첨올 셔술하고자 한다.

(1) PA률 왜 하게 되었으며， 왜 해야 하는가.

(2) 반원천 운동과 원천지역주민의 민원 발생요인이 무엇인가.

(3) 앞으로 원자력개발 추진의 원활화륨 도모하는데 았어셔 장애가 되는

요인률이 무엇이며， 이률에 대한 향후의 대책수립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인자률윤 무엇인가.

이러한 환첨에 따라 효과척인 분석올 위하여 그 분석의 대장올 (1) PA의

목표설정， (2) PA확보활동의 주체(PA추체 L (3) PA확보를 해야할 대상

- 151 -



(PA대상)， (4) PA확보 방법으로 분류하였고， 각각에 대한 흑성 빛 동향

분석과 동시에 문제첨들율 도출하여 도출된 문제첨률율 제도척 혹면，

사회환경척 륙면， 법률척 측면， 교육척 측면 등의 관점에셔 정리하여

기술하혔다.

가. PA북표 셜청장의 문제첨

원자력PA의 북표(PA목표)는 우리가 왜 PA확보활동올 하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는가률 극명하게 나타내어 주는 것으로， PA활동의 지청철정에

있어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PA활동의 경험이 매우 부록한

관계로 PA묵표의 정확한 설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자 않고 있어서， PA활동

방향이 자첫 표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현재 국내에셔 원자력PA활동의

추체가 되는 여러기환이나 산업체에서 설정하고 있는 PA목표에는 다몸과

같은 문제청툴이 었다.

첫째， 피상척인 내용의 목표설정 : 예툴 툴면 ”국민척 합의률 바탕으로한

원자력문화” 등

둘째， PA록표률 PA필요성 및 방법과 혼동 : 여I툴률변 ”원자력 관련자료의

척극 공개”， ”설계기술자럽능력 공지” 등

셋째， PA대상벌 구체척인 실행목표의 부재

이러한 문제첨올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자력관련 산업체와 기판률의

PA관련활동에 대한 역할분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단계척 목표를 젤청할

필요생이 었다.

(1) 국가객 차원의 북표 : 이 똑표는 원자력의 필요성과 당휘성에 기언하여

대국민척 명분이 될 수 있도톡 설정되어야 하며， 장기척으로 모든

PA주쩨에 있어 이 목표가 공동의 최상위목표가 되어야 한다.

예: 국가에너지자럽달성과 원차력개발의 원활한 추진올 위한 국민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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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71반의 확보

(2) 충 • 판기척 실행불표 : 본 북표는 현채 PA활동율 유발시킨 요연과

PA활동의 필요성에 .71안하여 셜청하며 설절척으로 닿성해야 하는

것률로셔 각 관련 산업체 빚 기관에 따라 다르게 설청될 수 있다.

예: - 가동충 원천 및 원자력시설의 원활한 가동유치도모

- 원견 맞 원자력시첼의 업저현활화 도모

(3) 구체척 셰부실행북표 : PA주체연 원자력관련 산업체나 기관에셔 각각의

활동륙성과 역할푼탐 및 PA대상과의 관련성에 따라 PA대상에 대용하는

사안별 북표셜청이다. 볼 폭표는 현실척으로 설현타당성이 있어야

하며 상황의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는 PA대상에

대한 분석율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예 : 한국전력콩사 - 원천입지지역주민과 유대강화 등

나. PA주체의 활동실태와 문제점

PA주체는 원자력개발과 관련된 활동율 하고 있는 산업체나

기관으로셔 훤자력개발추진에 따라 혜택올 받고 있는 모든 것율 포함하며，

한펀으로는 원자력개발추진에 대한 사명참올 가지고 있는 단체나 개언도

모두 포함흰다.

이러한 정의에 기초하여 PA주체툴 다옴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정부기관 : 과학기술처， 동력자원부

(2) 원천사업자 빛 원차력산업체 :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솔추식회사，

한국핵연료주식회사， 한국전력보수주식회사， 한국중공업， 기타

비파괴검사기관 풍

(3) 연구기관 빛 원자력관현 법인체 :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원자력

산업회의， 한국원자혁학회， 한국방사션방어학획， 한국동위원소이용협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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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학 둥: 원자력환현 학과가 있는 학쿄(경회대학쿄， 과학기술원，

서울대학쿄， 제주대학교， 조선대학교， 한양대학교)

원차력안전센타(가칭 원자력안천기술원)는 한국원자력연구소의

부설이지만 과학기술처에서 원자력개발에 대한 안천규제률 위입하고 있는

71환으로， PA주체라기 보다는 객관적 입장에셔 원자력에 관한 안천규체률

실시함으로써 대국민 공신력을 유지해야 하므로 본 분류에서 제외되었다.

한현 PA주체로 분류된 과학기술처도 원자력기술개발분야외의 안천규제와

환련된 분야에셔는 PA주체라기 보다는 국민을 대신하는 안전규제의

책임기관으로셔 항상 객관성올 유지하여 공신력올 잃지 않도톱 주의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PA주체의 원자력PA활동상의 문제첨률올， 효율척인

PA활동에 대한 저해요소의 도출이라는 관점에셔 다음과 같이 얼거할 수

있다.

1) PA경혐의 부촉

PA주체의 활동경험은 원자력PA의 필요성이 최근에 부각되었기

때문에 그 활동 역사가 짧아서 때우 부록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PA경혐의 부쭉운 다옴과 같은 문제점률을 발생시키고 었다.

- 단기간에 컬쳐 상당히 많은 홍보충심의 원자력PA계획틀이 셰워쳤으나，

예산파 인력확보 풍에 어려폼이 있는 동시에 경험의 미숙으로 그 질행이

확질하게 휘따르지 못하고 있다.

- 원자력PA전략 개발 등 PA의 전반척인 사항을 포함하는 최척의 종합척언

PA계획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국내에셔 홍보천문가(또는 PA컨문가)의 확보가 어렵고， 이률올

양성하거나 교육올 천담하는 전문기관도 제대로 없는 혐면이다.

- 효율척인 PA활동의 기초가 되는 PA대상에 대한 분석은 물론 사회조사

연구률 체계척이고 지속척으로 실시한 경험이 없어 PA활동에 필요한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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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자료가 철대로 부촉하다.

2) 비효율척 원자혁PA체제

국내에셔 환자력PA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역사가 짧은 관계로

훤자력PA주체에셔의 PA활동 조칙과 인력 및 예산 등 PA체제가 효파책으로

갖추어져 었지 못하다. 현재 국내 원자력왜관련 조칙운 몇몇 PA주체내에

홍보률 천답하는 부서률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PA대상 천체률

효과척으로 담당하기에는 미홉한 실정이다.

현채 원천사업자인 한국전력콩사와 충져준위 며l지물처분율 담당하고 있는

한국원차혁연구소에셔는 원자혁PA 훨요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아 PA(욕히

홍보)관련 조칙， 연혁 및 예산 등이 구체척으로 셜청되어 었다. 그러나

효파척연 PA활동올 위한 최척의 체제를 형성하지 뭇한 환계로 ’88년이후

조칙의 구성， 재현생 등율 반복하고 있는 설정이다. 그러고 PA에 관계하는

천문인혁의 부측으로 PA전학의 수립 • 시행상에 많은 애로가 있다. 이틀 푸

기관율 쳐l외한 다머지 원자력PA주처H 原훌제외)에셔는 PA률 천탐하여

활동하는 조칙이 며비되어 있거나 활동이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한국천력공사에셔 일반홍보를 위탁하고 있는 한국원차력산업회익는

원차력발천소에 관한 대국민 얼반홍보를 설시하고 있다197J. 그러나

厭훌에셔는 원자력발전소의 대국민 홍보에 국한하여 주력하고 있으며，

원자력PA천략이 각각의 PA때상과 PA주처1간의 관련성울 토대로 총처1척이고

장거척인 환첨에셔 이루어져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안력 등에

한계성이 었다.

결파척으로 원자력PA의 실행창구가 각 기관 및 산업체로 분산되어

개벌척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정보쿄환의 어려울， PA명역의 불필요한

충북， 총쳐l척 • 효과척 PA 계획수립 몇 실행에 어려울이 었다( 그림2.5.2-1).

따라셔 각 PA실시기관이 효과척으로 협조하고 연계성올 유지하면셔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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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확보 대책율 총체척으로 설시힐 수 있는 일원척 체체의 확립이 필요하다.

새로훈 체제는 원자력발천소외에 중저준위혜기물 부지문제 등도 포함하여야

하며， 각 PA대상에 따른 종합척 PA대책올 효과척으로 추진하도록

원자혁정보 빛 PA청보를 콩유 • 제공하게 하는 PA확보대책율 총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원자력정보에 대한 대중의 첩근용이성 확보와

PA추체간외 정보공유 및 교환을 용이하게 하가위하여 천국척연 땅(혹히

원천입지 치역파 대도시를 중심으로)을 가진 원자력정보문화센터의 셀립도

검토할 수 있다.

PA대상(여론주도충， 일반대중， 지역주민， 반원천운동권)

많퍼→

많휠→

•
| ~지켜협력사업 X랜 등)
원산

• (재정지원) I I

케 한천 I )

(재정지원) r l

’ 한연 I )

(채정지원) ..-• 1

4 한핵 I =수

| 학회， 대학 등 i !

l과기처 f -}----->

l동자부 f-f----->

(주) ): PA활동 성시

• : PA추체간 협력 ·지원 관계
--) : 지도 빛 감독

과기처:과학기술처， 동자부:동력자원부， 원산:한국원자력산업회의，

한천:한국천력공사， 한연:한국원자력연구소， 한핵:한국핵연료(주) •
한기:한국천력기술(주) • 한중:한국중공업

그림 2.5.2-1 국내 원자력홍보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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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원자혁PA률 위한 정부기관 역할정립에 었어셔， 청뿌기관옴 각각의

PA추체가 질시하고 있는 PA확보활동올 주도하거나 감톡한다는 입장보다는

창부의 공신력율 이용하여 보조 • 자훤한다는 입장에셔 관련청부조척율

운명하는 것어 국민척 신뢰성확보에 더 유악할 것으로 보인다.

3) 사회변화예 대한 유연한 대용능력의 부축

국내 원자력계와 정부는 그 조칙척 륙성으로 인하여

사회환경변화에 대한 척용에 었어서 유연하고 신숙하며 농동척인

대처능력이 며약한 현이다. 측， 원자력의 필요성파 PA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원자력계내의 장충부 인사틀 뿐반이 아니라 질차l척인 업무에

총사하는 모든 종사차들어l게도 확산되어， 능동척이며 자율책인 PA활동야

이루어져야 하나， 상 • 하부계총간의 인식캉도에 괴리가 었으며 조칙의

청칙성으로 인하여 수칙적 • 수동적 업무수행만여 었어， 집중척이고

효과척인 PA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4) 훤자력종사자에 대한 자체PA활동의 부재

원자력총사차와 그 가촉은 원자력 PA확보 활동의 청병이 훨 수

있는 웬자력PA에 있어셔 아주 중요한 계충이다. 이률의 원차력에 대한

치지도가 100엉라고 할 수는 없으나 원자력과 더불어 생활하는 관계로

원자력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그 필요성애 대한 인식이 높다. 또한

흥보혹변에셔 이률여 가지고 있는 최대의 창점(특히 방사선확업 총사자)은

원자력(륙허 안천성혹면)에 대한 칙첩경험올 보유하고 있어셔 이것율

일반국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각 기관이나

산업체에셔는 이률이 PA캠병으로서 그 역할올 수행할 수 었께 하기 위한

교육이 며약합운 말할 것도 없고， 이틀이 원자력에 대한 이해의 폭율

확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척의 교육계획도 부채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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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률 원차혁종사자와 더불어 관심을 가쳐야 될 겨l층은 산업체내 버원차력

총사차틀에 대한 PA와 쿄육이다. 이들과 이률 가촉에 대한 흥보 및 교육율

롱하여 대국민 홍보에서 콘 효과를 보고 있옴윤 최근 발표된 일본의

자료[77]에 찰 나타나 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시에눈

국내사회의 욕구 및 불만 표출의 가사화 경향올 업두어1 두어 획일척이며

강요된 교육이 되져 않도록 주의하여야 활 것이다.

5) 정부 • 사업자에 대한 불신

반훤천운동권과 원천업자 지역주민의 원자혁에 대한 신뢰도가

결여되고 이것이 반현천의 주요한 쟁첩으로 나타나게 훤 근본척인 이유는

바로 훨자력관련 자료 및 시설의 비공개성과 원차력개발추진의 일방척인

시햄에 있다고 불 수 있다.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원자력발전소내 방사선구역 종사자에 대한

안천관리 거록 등율 포함한 자료들올 보안올 이유로 며공개함으로써

안천사고와 관련한 어떤 챙점어 발생하였올 때 사업자혹의 철명이나

풍개되는、 차료의 신뢰성올 감소시키고 말았다. 이는 ’89년 원산에셔

철시한 여론조사 결과(101] 에 찰 나타나 있는데， 그 결과에 의하면

고리원전 주변 쓰레기매립사건에 대한 한전측의 해명율 신뢰할 수 없다는

반용이 77.4%였다.

원자력PA대상충 원자력개발과 이해관계가 있는 집단(원전

입지지역주민등)과 반원천단체 빛 비환척 지식인 그룹들윤 정부와

원천추친륙이 일방척아고 버공개척으로 원자력개발올 추진하고 었다고

추장하고， 이것올 현 청치권에 대한 불신과 연계시키고 있다(99]. 한뻔

반원천운동권에셔는 원자력개발추진채도상에 개발과 규제가 콩존한다고

주장하면셔 원자력 안전성과 관련하여 안천규제당국올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100]. 이상과 같은 현상들은 II ，천문가와 권위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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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선율 조장하~P’는 반훤천운동의 일반척인 유형[102] 에 매우 찰 환합되고

있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 PA대상 분석

PA대상에 대한 분석이 PA확보대책의 수립상 필수척으로 실시되어야

할 하나의 과정입율 감안하여 각 대상의 톡성율 충섬으로 질서하고자 한다.

PA대상은 원자력개발 추진율 원활히 하는데 있어셔 부청척 형향율 꺼철수

있는 칩단이나 개인이라고 청의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셔 이와 같은

범추에 속하는 집단이나 개인은 다음과 같이 코게 4겨l충으로 분휴할 수

있다.

(1) 여폰주도충

(2) 일반대중(Public)

(3) 원차혁시셜추변 지역주민

(4) 반원천훈동권

1) 여론주도충

사회의 여론주도총은 원자력PA의 관점에서 여론의 대상에 따라

일반국민에 대한 여론주도충과 특정지역에 대한 여론주도충으로 나누어

생각합 수 있다. 일반국민에 대한 여론주도충은 코게 언론， 지식인계총 및

사회지도충으로구분할 수 있다. 이들 각각에 대해 살며 보면 먼저 언론의

경우는 언폰·방송매체롤 포함한 언혼·방송계 종사자(특허 기자 둥

보도관계 종사자) , 지식인 계충은 인문 • 사회나 자연과학척 배경올 가지고

학계， 연구계 등의 전문분야에 종사하거나 문학 또는 예술계에 종사하면셔

일반국민에게 신뢰와 존경율 받고 있으며 여론형성에 명향력이 콘 계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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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도층은 청치 • 사회단체， 경제단체， 종교단체 둥 사회 각분야에

종사하면셔 치도척인 입장에셔 여론에 영향올 미치는 계충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한현 특정지역의 여론주도층운 일반국민에 대한 여론추도충율

혹청지역으로 그 범위률 축소하여 생각활 수 있으나， 지역 륙성에 따라

여론형성구조 및 표롤과정이 다르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여론주도충은 반원천운동뀐이 가장 선호하는 공략대상의 하나인더1 ，

이들윤 상대척으로 우세한 위치에 있다고 여쳐지는 원차혁추진혹파

대항해셔 싸우는 반원천운동권에 쉽사리 셜득당하기 쉬운 륙성율 가치고

있다. 이틀에게는 단순사실의 제공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며 이툴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형태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102].

국내에는 여론추도충 각각에 대한 원자력 여론조사 자료가 혹척되어 있지

않아셔 의식동향의 정확한 파악이 매우 어려운 실청이지만， 원자력계는

여론추도충율 대상으로 자료 • 시설의 공개， 적극척 자료제공， 유대강화

둥과 같운 능동척연 PA률 질서하여 여론주도충이 원자력에 대한 율바른

시각율 형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하는 여론주도충중에셔 특히 충요하다고 사료되는 언몬계충，

청치인계충 및 과학기술자 계충에 대해 기솔하고자 한다.

가)언론계충

언론 • 방송 매체와 언론 • 방송인운 여론형성에 가장 륜

행향력율 미치는 집단이며， 일반대중이 일상생활외에 정보롤 혹척할 수

있는 사질상외 유일한 수단야다[102]， 그러나 원자혁과 관련한

언론 • 방송의 보도는 과학기술척인 사실에 충설하지 뭇하는 등 책관척이지

못한 경우가 많고， 그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과장 • 현충된 경우도 많으며，

대체로 사건화하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보토관첨이 과학기술척 견치가

아년 청치척 • 사회척 관첨에 칩중되고 있기 때문에 보도와 동시에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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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쳐I화훨 7}능성이 있다.

이률 언혼 • 방송에 대한 PA활동은 사획의 다양한 계층에 동시에 첩근이

가능하다는 장첨이 었다. (’ 89년 원산에셔 질시한 여론조사 결과[101] 에

의하면 일반대중의 원차력홍보에 대해 첩혹경로충 신문이 51. 5% , TV가

45.4%로 상위 1 ， 2위률 차저하고 있옴) •

나) 청처인 계충

청처인 빛 행청관료들윤 그률이 처한 입장에 의해

원착력개발논의에 관한 의견올 결청하는 특성율 가지고 있으며， 이률의

의사결청에 영향율 추는 요소로는 국민 또는 지역주만의 여몬， 소숙흰

칩단의 노선， 현재 맡고 있는 업무의 성격 등이다. 쩡치인(톡히 의회)의

경우 원자력에 관한 제반 사항올 정치 • 사화적 관첨으로 고찰하는 특성이

었어 원자력에 환한 챙켈사항의 본철이 왜곧되어 과창될 가능성도 었다.

또한 이률이 원자력정책， 기술 및 방사선에 관한 지식이 결휩되어 었다논

것도 본질왜곡의 한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률에 대해 여러형태의

원차력관련 청보와 차료를 능동적으로 제공해야 할 필요가 었다.

다) 과학기술자 겨l충

’ 87년 8월 원산에셔 천문인올 상대로 실시한 여폰조사결과에

의하면 자연과학자 빚 거출자들윤 대체로 훤차력기술에 돼해 호의척이고

궁청척인 시각율 보이고 있다(원전 계속추진에 대해 75.없가 찬성 )[98].

이률의 시각운 일반국민에게 원자력기술에 관한 객관척 판단율 체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89년 원산에서 실시환 여론조사[101] 에 악하면 과학차률이

원자력에 대해 셜명할 때 가장 신뢰할 수 있다는 대답이 50.8%로 가장 높온

비율율 보이고 있옴) , 이률의 의견울 주기적으로 따악하여 홍보자료로

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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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원자력발전소 입지지역이나 중저준위혜기물 처분장 후보지와

같윤 특정 치역의 여론주도충이 여론형성에 어떻게 영향율 미치는가 하는

등의 지역여론형성 메카니즘에 대한 분석연구가 필요하다.

2) 일반대중(Public)

일반대중에 대한 일반척인 정의와 특질 및 우리나라에셔의

의미에 대하여는 "PA의 일반론”에 상세히 셔술되어 었다. 여가에셔는

일반척인 Public의 범주인 ”공권력올 발휘하게 하는 여론(Public

Opinion)율 형성할 수 있는 대중”중에서 원자력PA 관점에셔 륙별히

고려되고 있는 계충올 제외한 침묵의 다수(Silent Mass)툴 대상으로 한다.

먼저 일반대중이 원자력올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툴 ’89년 원산에셔 셜서한

여론조사[101]의 결과에서 알아보면 다옴과 같다. 첫째， 원자력에 대한

이미치는 대체로 ”강하다， 발천척이다， 깨콧하다”와 같이 밝고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컨력생산에셔 원자력이 차지하는 버충율

과소명가하는 등 원자력의 중요성에 대해셔는 그다지 긍청척이지 못하다.

둘째， 원천의 안천성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명가하논 비율이 26.1%로

부청척인 시각이 많운데， 이는 지난 ’ 86년의 48.3%에 비해 상당히 감소한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의 원자력기술 수준에 대해셔는

현천건철기술자럽의 가능성이 었다는 의견이 68.6%나 되는 등 기출수준율

높게 명가하고 있다. 넷째， 원차력발전의 겸제성에 대해셔는 화력발천보다

싸다는 형가가 57.따로 긍정척인 시각이 많다. 다섯째， 원천의 추가건설에

대해셔는 58.1%가 찬성올 보이는 등 아직 지지률이 풀게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86년의 74.4%에 비해 16.3%나 감소한 것으로 반원전 기훈이

일반대중속므로상당히 침투된 것을 알 수 있다.

다옵은 이상과 같은 원차력에 대한 인식올 바탕으로하여 천개훨 원자력PA

활동시 고려해야 할 우리나라 일반대중의 특성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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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쳐척인 관성과 국가안보에 대한 의식야 매우 높다. 따라셔 훤자혁과

같이 생소하거나 지식이 없는 분야라도 청치 • 사회객언 챙캠으로

둥장하게 되면 관섬율 보일 것이다. 그러냐 이에 대한 의사표셔률 할

때에는 객관척인 입장에셔 차기판단에 의한다기 보다는 청치권이나

언론에셔의 논리나 추장에 협게 동조하눈 경향이 강하다. 또한 정치척인

쟁캠에 대한 유언비어 등에 찰 현혹되거나 대중척인 분위기에 협게

동조하는 경향도 강하다.

- 개인쩍인 이익과 칙결되지 않는 문제인 경우 관심율 척게 가진다. 이에

따라 국민생활속에셔의 원자렴의 억할， 특히 원자력발천의 혜택에 대한

흥보는 충요한 의01률 가진다.

- 여론 주도층의 명향올 코채 받는다. 따라셔 일반국민에 대한

여론추도충의 조사 • 분석 연구뿐만 아니라， 원자혁이 쟁첨으로 퉁창하고

있는 지역에셔의 여론 추도충의 따악과 여론형성의 메카니츰에 대한

불석이 찰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반대중 가운데 장기척인 관점에서 여론의 추도충 혁할율 하게 훨

초 • 중 • 고교생， 그러고 여칸에 따라 여론형성의 전변에셔 활동하게 훨

교사(교사의 갱우 사회의 져도척 계충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학생과의

밀첩한 환겨!률 고려하여 현악상 일반대중으로 분류) , 사회척 챙첨에 대한

여론형성의 주도척연 역할올 탐탕할 7t능성이 충문한 주부충심의 여성단체

둥올 향후 원자력PA의 효율적인 확보를 위한 전략상 매우 중요한 분류이다.

먼저 PA대상으로셔 초 • 충 • 고교 학생 및 교사의 중요성은 다옵과 같다.

첫째， 젊은 충에 대해 균형캅힌 원자력지식올 보급하여 원자력기출에 대한

깐첩경험율 축척시킴으로써 향후 이들이 사회의 주도충이 되었율 때

원자력에 대해 객관척 판단올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지지하는 현에 셜 수

있도혹 한다는 첨예셔 원차력PA천략상 중요하다. 둘째， 초 • 중 • 고교

교사툴운 저혁사회의 지도척 위치에 있다고 불 수 었고， 또한 사회청의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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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멈감이 상대척으로 강하다고 불 수 있어셔 사회여론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 셋째， 이 계충운 질셔가 잘 잡힌 벌청와 사회조칙올 형성하고

있어셔 조칙특성율 찰 살리변 PA활동 효과률 쉽게 또한 코게 얻율 수 있다.

따라셔 이뜰에 대한 원자력PA활동은 과학기술교육척인 차원에셔 꾸준히

계속되어야 하며， 정부당국의 역할이 기대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다옴으로 주부중섬의 여성단체들중 대다수는 지금까지 원자력에 관한 챙청에

대해 구체척인 의견표시를 하지않고 있으나， 앞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여 경제척인 풍촉과 생활 여유률 누리게 될 때 일본의 경우[77] 쳐렴

주부가 중심이 되어 원차력개발에 관한 의견올 척극척으로 표출할 가능성이

었으며， 또한 이들이 중섬이 되어 원자력개발에 대해 부정척 의견올 가지고

시민운동율 천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본의 경우[77] 에 비추어

보아 주부들운 생존에 관한 사항에 원초척인 관심율 보이고 있고，

이해타산척이며， 차극척 • 선동척 논리에 협케 울칙인다는 륙징올 보이고

있는데， 아것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벌로 다르지 않올 것으로 보인다.

이률 계충에 대한 홍보에셔는 원자력에 대해 부드러훈 이머지률 섬어주도록

해야 하며， 원자력이 생활과 밀접한 환계가 었고 많운 현리와 이익율

체콩하고 었다는 첨에 중첨율 두는 천략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3) 원차력시셜추변 치억주민

원자력시절주변 지역주민은 원자력발천소가입저한 자혁추변이나

원차력관련 시셜(예률툴어 중저준위폐기물처분장) 후보지악 주변에

거주하면셔 원자력시설의 건철 포는 운전시 칙 • 간첩척으로 경제척 또는

사회척 영향율 받게되는 주민률율 말한다. 국내 반원천움칙입에 있어셔

일반국민에게 콘 영향올 미철 수 있는 계충으로셔 여타 PA대상과는 다른

차원에셔 휘급되어야 한다. 현재 원전입지치역은 경남 고리를 비롯하여

경확 월성， 경폭 울진 및 천남 영광의 네곳이고， 중져준위빼기물처분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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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치로는 경북 명덕군 얼대에 셰공어 었다. 여률 지역중에셔 원천입저

치혁과 처훈위빽기물 처분장 후보지간에는 원자력셔철 건셀반대의 배경에셔

콘 차아가 었다. 원천입지 지역주민의 경우 원천의 건셜파 훈천에 따혼

재발야익율 지역으로 최대한 환수하겠다는 것이고， 충져준위폐기물 쳐분창

후보자의 지역주민률폰 사업자얀 한국원져혁연구소가 제시하고 었는

지역개발의 청사진율 거부하고 향토의 고수라는 보수척인 입장율 내세우고

었다. 이률 원천입지 지역주만들이 지역대 원전건설.운전에 대한 반대척인

입장율 보이고 있는 배경율 살며보변 첫째， 원전 건셜사에는 건절경기에

의해 지혁경제가 활황여였으나 완공후에 심하게 위혹되어 지역경제에 심한

불균형이 초래되었고 이에따라 원천건셜이 기대만큼 지역경제률 활성화

시키지 옷하고 있다고 인석하게 되었으며 둘째， 민주화이후 사회

각계각충와 욕구가 분롤되고 있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지역내 완천개발에

따른 토지보상 등이 자신률의 무지합으로 인하여 매우 불리하게

이루어쳤다고 주장하면서 이에대한 대책올 요구하채 되었고 셰째， 원천여

운천개시훤 이후에 원천의 정규종사자(주로 외지에셔 들어왔옴)률에 대한

상대책인 빈곤감율 강하게 느끼게 된 것 등이다. 이상과 같은 피해의식파

함께 사업자연 한국천력공사혹이 지역주민 민원획 완천한 해결과

지역개발에 버협조척이라는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원천입지 지역추민의 주장에 대하여 사업자륙은 경영륙면이나

또는 지역주면률약 주장이 비합볍척이거나 비합려척인 것률야 많다는

(그린뺑트의 해제요구， 원천으로 인한 관광지의 휘l손 둥)등율 이유로

지역주민의 면훤올 완컨히 수용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다. 그러나

처역추민과 사업자간의 상호 강경한 입장옹호는 국내 에녀지정책에셔 른

버충융 차지하고 있는 완자력의 이용개발에 있어셔 매우 부청척인 영향율

꺼철뿐이다. 지역주민에 대한 원자력PA확보가 바로 일반국민에 대한

원자력PA확보의 시험장이 될다는 점올 중시할때 원자혁율 풍한

- 165 -



-'r

국민북지향상의 설현과 계속될 원자력시설의 입지원활화 및 지역주민률의

활동에 대한 반원천운동권의 개입 배체등율 위하여 원자력시셜 주변지역에

대한 척극척인 원자력흉보는 물론 지역경체 개발 및 지역주민 북지의

향상율 통한 지혁주민에 대한 원자력PA의 확보는 매우 중요한 의미롤

갖는다.

이에따라 정부에셔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환한 법률”율 제청하여

사업자부탐원칙으로 원천입지지역의 개발에 대한 법척， 제도척 률율

마련하였다. 그러나 원자력개발어라는 측면에셔 원천입치와 동일하게

휘굽되어야 할 충저준위혜기물 처분장 후보지에 대해셔는 법척인 장치가

설정되지 못하고 있다. 아칙 상기 법이 시행되지 않아 그 휩가롤 할 수는

없으나 사뺑결과가 매우 주목된다.

이외에 지역주민에 대한 원자력PA의 효과척인 확보를 위하여 다용과 같운

사항률어 고려되어야 한다.

- 원차력이나 방사션에 대한 치식의 부촉으로 방사선의 영향에 대한 막연한

불안의식율 가지고 있으며， 원전의 안전성율 의심하는 경향이 강하다.

- 현재 져혁주민온 반원천의 논리에만 익숙되어 있는 경향이 있는바，

원자력 지식의 척극척언 제공은 물론 원자력에 관한 경험증대률 위하여

일차척으로 지역주민에케 원천시설올 과감히 공개하여 척극 유치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정부 빛 사업자의 원차력정책 시뱅이 지역추민의 의사가 전혀 반명되지

뭇한 상돼에셔 이루어쳤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것을 주민률에 대한

보상의 부척철성과 연결시키고 었다.

- 원천입지 지역주민의 반원천주창에는 모순이 내채하고 있다. 이들은

앞셔 기솔한 바와 같아 원천의 얀천성에 대한 의섬， 지역환경 파괴에

대한 우려， 지역산업의 파괴(농산물에 대한 방사선 오혐 등)와 같윤

여러가지 반원천훈동권의 논리에 입각하여 추가 왼천건셜율 반대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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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존 원천의 폐지롤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지역만에 대한 보상의

극대화， 치역경제의 활성화， 원전에의 지역민 취업기회의 확대 둥과 같몰

지역악 。I회확보가 그 활동목표로 설정되어 었어셔， 란원건은 그률의

설철척언 폭표가 아니며 보장이나 지역이익의 극대화률 위한 한 방현입율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활은 지난 ’89년 끄월 24일 초선대 학교에셔

었었던 ”영광원자력 3， 4호기에 관한 토론회”에서 지역주민 대표가 보상，

취업문제 등 지역민의 민원아 완천히 해컬훤다면 영광지역에셔의

원천후속가 건설운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연율 한 것에 찰

나타나 었다. 이러한 특성에 의해 지역주민과 반원전운동권과는 그

활동북표에셔 명빽한 차이가 있어셔 반원전운동권이 지역주민의 활동어I

개입하는 것운 배제가 가능하다.

- 원자력시설 입자지역에셔의 지방자치제약 실시에 따른 영향율 예혹하고

그 대책(여l률 률어 지역의켠수렵장치 등}올 마련하도혹 하여야 할

것이다.

4) 반원천운동권

반원천훈동권의 활동역사와 특성은 4절에 자셰히 기술되어 었다.

여기에셔는 일반국민에 대한 원자력PA활동의 효율성 제고라는 관점에셔

다율과 같윤 륙징들율 고려하였다.

- 청치성이 강한 주장(반핵H반Ul~반정부←→ 반원천)과 활동을 하고 있다.

- 反極武짧와 反原電올 북합하여 사용하고 었으며 동시에 반대한다는

입장올 견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반원전이 안되면 반핵무가는 아무련

의며가 없다는 것어다.

- 원차력사업율 정부의 정책과 연결하여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정부에

대한 불신율 훤자력에도 같이 척용시키고 있다.

- 이들의 반원천논리의 천개방식은 추진륙 주장과 논리 각각에 대한 사안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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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논라형태률 이루고 있올 뿐이고 일관성아 결여되어 있다. 그률

논리에셔 원천의 안천성에 대한 반박이 가장 콘 l:J l 충율 차지하고 있고

다융은 방사선의 위험성 부각， 원전의 경제정， 원천사업추진의 비빌성과

이것올 청부의 비도덕성으로 비화하는 등이 비충이 크다. 그러나 논리의

타당정율 떠나셔 이률 논리의 결론에셔는 ”핵발천소계약에 뇌물이 오고

갔다[103]"는 등 청부에 대한 비난으로 끝맺고 있다.

-현채는 반원천운동권의 북소리가 일반대중 속으로 파고률지 못하고

있으나 향후 야률 운동이 시민운동화하거나 청치집단화할 가농성율

배제활 수 없으며， 이때는 반원천이라는 구호가 바로 국민 여몬화한다고

볼 수 있가 때문에 반원천훈동권의 주장올 일반대중의 여론과 격리시킬

수 있는 대책이 장기척인 관챔에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라. PA방법상의 푼제점

원자력PA확보률 위한 대책에셔의 본질척안 문제검은 바로

원차력PA확보률 위한 활동경험이 극히 척다는 것이다. 아러한 경험의

부쭉으로 PA확보를 위한 대상의 진단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셔

PA설시장에 시행착오률 범하게 되고， 예산과 인력의 효과척연 활용도

어렵게 환다. 마찬가지로 PA확보틀 위한 대상률도 원자혁에 대한 칙첩

또는 간첩 경험이 매우 부촉하여 원자력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척언 이해가

이루어치고 있지 않고 있어서 PA주체륙의 원자력PA활동에 어려품올

쳐l콩하고 었다. 이러한 현횡에 비추어 원자력PA 시행방법상의 문제점으로

다융과 칼은 사항률올 고려할 수 었다.

1) PA계획과 시행상의 문제첨

가) 법척 • 체도척 지원의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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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셔 기솔한 바와 같이 국내 원차혁PA창구의 분산화에 따른

비효율성율 제거한 효과척인 원자력PA의 추진율 위하여 청후 역할의 정립율

포함하여 천 원자력계툴 풍팔한 원자력PA체체의 채청비가 필요하다.

야와함께 원자벽청책결정， 원자력사업추진과정에셔와 대충(주면)창여

기회률 제공할수 있는 법척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하다. 아는 국민의

대청부 불신감 및 원자력사업의 비공개 추진에 대한 의혹 둥율 해소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또한 현재 제정되어 셔행율 기다리고 었는

”발전소추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올 원천입지 치역만이 아넌 全

휠차력서설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원자력관련 청책과

안천성 및 기타 사업추진과 관련된 자료들의 비공개와 원자력시설 공개의

제한으로 인하여 눔동척인 PA활동영역이 한청되고 있는데， 이률 파감허

탈피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이 시급하다.

나) 총체척인 원자력PA계획의 부재

현채까지 나온 원자력PA 계획들은 홍보실행계획에 치중되어

있으며 국변의식조사， 원자력 PA 대책수럽연구， 원차력 PA의 사회과학척

조사 • 연구 등의 연구계획들올 포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민전체에

대한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각각의 PA대상별 의식조사 또는 여론 조사도

청기척으로 실시 • 분석 • 평가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국민 여론과 의식올

튀따르며 수습하는 계획보다는 국민여론올 선도할 수 있는 계획의

수립사행어 요구되고 있다.

다) 능동척연 PA활동의 미홉

현채 국내는 PA대상 각각에 대한 효과척 PA확보대책이

미홉한 질갱이다. 따라서 PA대상별 특정의 따악올 바탕으로 PA추체간의

연계성율 고려한 역할분탐율 실시하여 효과척인 전답제 질시체계툴 고려할

- 169 -



수 있다. 그러고 원천의 홍보관 및 시설의 척극척인 개방율 더욱

확대하거나，원천종사자의 안전관리 기록이나 안천연구의 컬파툴 척극

벌표하는 등과 칼운 활동올 놓동적으로 설시하여， PA대상툴이 원자력에

대한 칙 • 간첩경험울 중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당면한 과제로는

언론 풍 여론주도기관과 지식인， 정치인 둥 여론주도충에 대한 홍보강화률

위하여 원차력관련 청보와 자료를 능동척으로 제착 • 제공하도톱 하여야

하고， 미래에 여론추도충이 될 가능성올 가진 계충 측 추부 • 여성，

효 • 충 • 고교학생에 대한 홍보률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PA활동율

천답할 PA천문인력의 육성도 시급한 과제이다.

라) 원자력PA 연구의 부쭉

PA대상에 대한 특성 빛 활동분석 등의 연구활동이 미홉할뿐

아니라 PA대상의 여론따악올 위한 치속척 • 체계척 노력의 부촉으로

PA연구나 효과척인 대책수립에 필요한 자료가 매우 부촉하다. 또한 외국의

경험율 얻기위한 외국의 원자력PA활동의 사례연구도 필요하다.

마) 지방자치제의 질서에 대비한 대책 미비

지방자치제의 질시에 의한 지방푼권효과로 지역이익률

최우션으로 하는 지방청책이 질시휠 것이 예상되나， 예상되는 영향에 대한

대책수립여 이후어지고 있지 않다. 이에 대웅하여 원자력시셜의 가동파

새로훈 입지의 원활화률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지역개발 등율 지원할 수

있는 법척 • 체도척 대책(현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융)과는 별도로 지역특성올 고려한 원전사업자의 지역협력사업의

지휴척인 실시는 물론 자역주민에 대한 PA확보률 일차척인 과제로 하여

척극척인 PA활동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주민 의견수렵장치의 개발도

고려해야 할 대책중의 하나이다.

- 170 -



바) 원자력PA에 관한 국제협력 부재

현재 국내는 훤자력PA활동 역사가 짧아 그 경험이 매우

부축하며 PA천문가도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PA초기 단계에셔 외국의

경험올 찰 활용할 수 었도록 하기 위하여， 또한 국제척인 원자력PA확보률

위한 공동노력에 필요한 정보의 효율적언 교환율 위하여 국책협력이 매우

필요하다.

2) 원자력PA매체 빛 내용개발시 고려사항

가) 원자력PA때체개발의 다양화

최신의 과학기술이나 정보시스탬올 아용하는 새로운

PA매체와 개발로 PA매체의 다양화를 이루어 사회의 다양한 계충올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홍보내용의 개발시 고려사항

홍보내용의 다양화와 신뢰성올 확보하기 위하여 일차척으로

원자력관련 정보와 자료률을 과감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PA대상별로

척합한 수푼의 홍보내용의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일반 국민틀에 대해셔는

상석척연 수훈에셔 이해할 수 있는 내용야어야 한다는 것율 혐두에 두어

국힌률과 친숙할 수 있는 원자력 용어와 단위의 청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생활속의 원자력， 에녀자자립올 위한 원차력의 역할과 같운 원자력의

필요성과 당위성 등올 내용으로 국민올 션도하는 논리의 정립도 필요하다.

이와는 탈리 반원천논리가 국민속에 침투하는 것올 방지한다는 의미에서，

또한 반원전논리에 대한 대응논리에 힐관성이 없으므로 안해 야기되는

불리한 입장올 해소한다는 의미에서 반원전논리에 대한 대용논리률

표춘화하여 청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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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론 및 컨의사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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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3장 결론 및 건의사항

세계가 산업혁명의 노도어l 휩왈려 률어 간 이래로 에녀자자원이 가장

풍요한 후의 근핸인 동시에 현대사회롤 유치하는데 필수척인 요소가

되었다. 많몰 사람들이 현대사회의 본질율 에녀저자원올 둘러싼 국가간의

쟁탈천이라고 판정하고 있는데 이는 에너지공급의 안정확보가 한 국가의

발천 더나아가 폰럽에 얼마나 콘 영향율 끼처는가를 단척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80년대 중반여후 석유가격안쟁으로 세계의 에너지청세거 다소 안청되어

왔으나 최곤틀어 석유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나아가셔는 ’ 90년패 초 • 중반에

체3차 석유위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예혹이 나오는 등 에녀치를 둘러싼

국제환경이 혼란해치고 있다. 이와더불어 화석연료의 과다사용으로 인하여

야기되고 있는 환경따파문제， 이상기후문채가 세계척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척유 • 석한등 소모성 에녀지원인 화석연료 매장량의 유한성 등으로

현재의 화석연료 충섬인 에녀지이용체계에 변화가 요구되고 있고， 이라한

변화숙에셔 원자력와 억활이 거대되고 있다.

국내척으로는 션잔화로 가는 킬북에셔 에너지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 부용하기 위하여 상기와 같윤 세계 에너지정셰속에셔， 어1녀지

부폰자원이 반약한 우리나라가 어떻게 에너지공급의 안정화를 달성할 수

있율 것인가툴 장착하게 고려할 시점에 용확하게 되었고 원자력이

에녀지자립이라는 륙변에셔 그 중요성 더해가고 있다.

그러나 최근들어 국내에셔도 반원천물칙임이 원천주변지혁으로부터

가시화되가 시작하여 확산되차 원자력이용개발의 불가피성과 반원전운동의

확산이라는 양면성에 봉확하게 된 국내 원차력계눈， 국가발전과 폰립을

위한다는 판첨에셔 국민이 지치하는 원자력개발야 되도록 해야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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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올 가지게 되었고， 이에따라 원자력PA의 중요성야 크게 대두되었다.

현채 국내에셔는 이러한 원자력PA의 철박성에도 불구하고 효율척인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애， 국가정책척인 차원에셔

원자력계가 안고 있는 이러한 문제첨룰율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원자력PA를 효율척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본다. 본

연구에셔는 이에 부용하여 국가척인 차원에셔의 PA정책방향을 채시하고，

효률척인 원자혁PA정책 추진율 위한 PA추진체제 청럽 빛 PA천략의 바람칙한

방향율 제시하였다.

1. 원자력PA정책의 휠수척 천체인식

국내 원자력PA주체가 PA활동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이

국가정책에셔 차지하는 버충에 대한 명확한 이해 및 왼자력PA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윤 물론 PA대상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천제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원자력PA정책셜청 이전에 필수척으로 인식하여야 할 사항틀은

다율과 같다.

첫째， 국민의 국가 • 벤축의척과 안보(National Security , Energy

Security) 에 관한 국민의 공동인식이 가장 중요하다.

툴째， 경제성， 안천성등 천반에셔 컬쳐 원차력사업자가 최선와 경영효과

빛 안천성올 질현하고， 。흘화늘프탠효효밑플센켈효관컨으로펴뭘좌

원자력에 대한 국민척 합의률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 원차력PA의 기봄이다.

셋째， 원차력PA의 북척윤 ”원차력이용개발”올 위한 최척의 사회문화툴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넷째， 원자력사업온 ”국민척 동의”없이는 폰재할 수 없으며， 사회일반이

”원자력시설이 사회유지 • 발천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믿지 않으면 폰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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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 측 ”국민의 이익율 위한 사업까)1라는 인식의 공감태가

형성되아야 한다.

다셋째， 효과척인 PA률 위해셔는 PA천문가와 PA탐당차률이 ”미래투사

능력”과 ”정확한 분석능력”율 갖추어야 한다.

여섯째， PA조칙의 효과척， 효율척인 환리가 대단히 중요하다. PA조칙은

원자력사협율 둘러싼 ”환경”율 정확히 연석하고， 야툴 천체

환자력사업조칙에 효과척으로 천달하여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원차혁사업조칙이 국민일반 또는 지역추민과 바람칙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척의 의사결정애 공헌하여야 한다.

이러한 연석률율 한마디로 강조하자연， 효과척얀 ”원자력PA" 가

원차력사업이 이 사회어l 폰속하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중요요인입올

인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2. 원자력PA정책 방향

원차력PA경험이 부혹하고 원자력PA질시채계가 확럽되어 있지 않는 등

여러가지 문제철율 안고 있는 상황하에서， 완차력PA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위해 원자혁계가 휘해야할 PA정책방향으로샤는 첫째，

원자력PA조칙 • 체제률 청비강화할 것; 둘째， 국채협력의 강화 등을 통한

원자혁PA활동기반율 강화할 것; 셋째， 원자력PA를 위한 정부의 역할올

강화할 것; 넷째， 원자력사업자의 태도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최근 부지확보에 어려울올 겪고 었는 중처준위폐기물처분장과

관련하여셔는， 원자력이 한 기환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공공정책상의

문제라는 인석하에 이률 정책문채화함이 시급하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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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칙체계의 정비강화

국내에는 현재 각 기환마다 원차혁PA창구가 분산화되어 있는 등으로

효과척인 PA활동이 이루어지저 앓고 있으므로 효율성체고롤 위하여 다몸과

같은 2가지의 조책 체계 청버강화 방안율 체시하고차 한다.

1) 원자력PA 전담기구의 절립

원자력PI' 전담기구의 설립운 원자력PI'률 위한 가용력율 집결하여

PA활동의 척질성과 효율성옳 제고하자는데 그 목척이 었다. 본 천탐가구의

기본척인 설립체제는， 청뿌와 원자력사업자가채정을 지훤하고 천담가구는

청부에 대하여는 청책자문옳， 사업자에 대하여는 PA천략 • 천술율 제공하게

하는 것이다(그림 3.1.2-1 참고) • 이러한 체체하에셔 본 천답기구의

활동북쩍율 효과척으로 탈정하거 위해셔 다옴과 같은 역할올 가차도록

한다.

(1) 원자력PA환련 정보차료의 수칩 • 조사
(2) 원자력PI'천략전술의 연구개발

(3) 청부 빚 원자력관련 사업자에게 PA정책， PI'전략 • 천술올 제공
(4) 구쩨척인 홍보천략의 연구(매체개발， 대언론천략)

(5) 국민의 원자력에 대한 여론조사 실시 • 분석 • 펑가
(6) 예산은 정부 및 원자혁사업자가부탐

청책자문

<

>
| 청부 |

천탐기구

재정지원

<
채정지원

PA전락·쳐술의 >

l 사업자 l
」 제공

그림 3.1.2-1 원자력PI'전탐기구의 젤립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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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부 및 사업자간 PA천문가회의(Technical Meetings) 운명

천담가구와는 달러 완차혁PA률 상시하는 PA추체틀이 PA시행상의

여러 정책척 또는 기술척인 문제점틀율 해컬하기 위하여 젤무자급으로

구성된 천문가회외툴 훈영하는 것으로셔， 청부률 포함한 천 원차혁계의

PA탐당자가 참여하도혹 하며， 회의의 주재는 청부기관 또는 전담기구에셔

설시하도혹 한다.

본 회의가 가지는 혁할운 다옴과 같다.

(1) 당면문제의 제거

(2) 이에 대한 공동의 경험 및 해결방안 토의

(3) PA에 대한 교육， 연수

나. 휠자력PA활동기반 강화

장기척인 관첨에셔 원자력PA의 효율성올 체고하기 위하여

원자력PA관현 국제협혁의 강화， PA천문가의 양성 빛 PA연구의 활성화가

객극책으로 。l루어져야 한다.

1) PA관련 국제협력의 강화

원차력PA경험이 철대척으로 부쭉한 국내 원자력계에셔는 왼자력

선진국의 경험율 활용함으로써 PA활동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올

것이다. 이률 위하여 원자혁선진국의 PA사례연구를 목척으로 하는

원자력PA관현 국제협력의 척극척인 실시방안올 채택하는 것이 바람칙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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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겠다.

국제협력의 실시방안으로는 첫째， IAEA애 원자혁PA관련 정보자료철이

운명훨 천망이묘로 이를 척극 활용하는 방안; 둘째， 유사 문화권에 있는

일본과의 PA환련 천문가회의의 추진(일본 경험의 활용)하는 방안; 섯째，

우리나라와 에녀지차원구조면에셔 비슷한 상황이면셔 국민의 원자력에 대한

지지기반이 두터운 프랑스， 또 반원천운동이 가장 활발한 톡일과 같은

국가에셔의 경험율 중립척으로 연구하면셔 해당국가의 전문가들올 활용하는

방안의 셰가지툴 툴 수 있다.

2) PA천문가 양성

국내에는 원자력PA천문가가 천무한 실정으로 장기척연 관점에셔

PA천문가의 양성윤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PA분야가 Public올 대상으로

하는 활동영역으로셔 순수 야공계훌선 인력만으로는 연구 빚 활동의

효과척인 수행이 어렵다는 특수성율 감안하여， 본 연구에셔는 PA천문가의

양성방안으로써 다옴 3가지률 제시하고자 한다.

(1) 이공계활선차률로 하여금 사회과학분야( 사회조사， 정책학， 섬리학

풍)의 소양율 쌓도룩 하여 양성하는 방법

(2) 환련 사회과학분야의 연채률 원자력계가 홉수하여 쓰는 방안

(3) 이률 혼합하는 방안

그라고 PA견문가의 양성단계로셔는 국내에 천문교육기관이 없다는

실청율 고려하여 다옵의 3단계 방안올 채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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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단체: lAEA, 훤자혁션찬국(일본， 프랑스， 톡알}에셔 연수교육으로

률발

(2) 2단계: PA전담기구 포는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원자력연수원이 중심이

되어 국내외천환가톨 활용하여 양성

(3) 3단계: 국내의 차체 천푼인력만율 활용하여 양성

3) PA연구의 활성화

국내에셔는 원자혁PA관련 연구는 물론 柱슬톰훌훌도 치숙책으로

질시되지 뭇하였기 때문에 원자혁PA활동에 필요한 자료가 매우 부쭉하여

어려몹이 었다. 따라셔 원자력사업차는물론 갱부도 원자력PA연구에 대해

척극책으로 지원하도혹 하여야 한다. 욕히 일본의 반원천운동이

지역주민의 단계에셔 반원천 시민운동화 단계로 진입한 것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동사에 진행훨 가능성여 있옴율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일롤외 현단체 이천외 단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함께 과학 • 기슐차 계충의 원천반대가 일반대중에게 미치는

명향이 매우코고 또한 천써째척으로 국민여론이 호천되지 않운 이유라는

관혐에셔 이률 계흥이 핸차력외 안천성에 관해 제기하는 챙첨률인 고훈위

방사생빼기률의 장래， 확률톤척 첩근법의 신획성 및 저선량에 의한 인쳐l

명향의 풀푼명성 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러한 연구률율 뒷받창할

수 있는 기초연구가 강화되어야 한다.

다. PA툴 위한 청부청책 재션방함

원자력이 국내 에녀지청책에서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에 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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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부의 원자력PA관련 활동이 며미한 실정어기 때문에 원차력PA에 있어셔

정부의 혁활에 대한 재청립이 필요하다. 따라셔 본연구에셔는‘원자력PA률

위한 청부청책의 개선방향율 다융과 같이 제시하고차 한다.

첫째， 원자력PA가 공공청책척인 문제라는 인석하에 정부‘둔f 정부관현

부셔내에 PA당당부셔률 설치하고 PA활동올 위한 예산율 배분하여야 한다.

툴째， 훤자력 한천성과 관련된 자료 및 시설의 운명올 국민에게

제도척으로 공개하는 방안율 강구하여야 한다. 이률 위하여 정부는 정부

롭차의 방사션 환겸감시시셜의 운용， 원자력사업차에 대한 감시 • 감독의

철저， 바상서 대용율 위한 원차혁시절주변 원자력방재계획과 긴급시

환경방사션감시체제의 정비 등올 실시하여야 하고 이러한 청부의 활동

사항율 국민 및 지역주민률에게 정기척으로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현재 원자혁외에도 화력， 수력 등 다양한 천원올 가지고 있는

한국천력공사의 경우， 경제내척인 요인으로 인해 또는 반원천운동이

확태되어 현천 건철 • 운천어1 섬각한 어려품이 발생하게 되었올 때，

원천개발 빛 원자력PA활동에 소극척일 가능성올 빼제할 수 없다. 따라셔

본 연구에셔는 사업자가 원차력개발과 원차력PA률 능동척， 척극척으로 겔시

할 수 있도록 가청 ”原子力發電公柱”률 한국전력공사에셔 분리 • 독립하는

방안이 고려훨 수 있륨율 밝히고자 한다.

넷째， 청부는 원자력PA의 효율성제고라는 환챔에셔 다옴과 같이 법제척인

혹변의 청비를 실시할 필요가 었다.

。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원차력사업의， 공개척 추진올 도모하기 팎하여

”치억주번여론수렴창치”의 강구가 필요

。"발천소추변지역 지원에 환한 법률”을 개청하여 ”원자력사설

주변지역”으로 확대운영 및 지원규모의 대폭 확대(현재 철대핵이 부촉)

。:지역추민에 대한 역학조사， 건강진단의 의무화 : 정부당국이 시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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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올 사업자 부담율 원칙으로 할 수도 있옴.

。 원차혁관련 사업자가 지역주민단체의 요구가 있율 때 시절 및 차료의

”공개"-률 의무화합.

다셋째， 청부는 차셰대에 대한 원차력 PA활동의 일환으로 과학기술교육의

일환로셔 훤차력교육율 제도화활 필요가 있다. 이와합께 반원전

운동권이 대학 운동권과 강한 연계성율 가지고 있옵올 중시하여

운동권학생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이를위해 단기책(1-2년)

관캠에셔는 대학생율 대상으로 하는 홍보에 주력하고 중거척(4-5년)으로는

고교생옳 대상으로 하는 흥보롤 강화한다.

여섯째， 정부는 원자혁청책 • 행정의 효과성， 척실성(신혹성} 체고률

용하여 훤자혁청책에 대한 국민신뢰성올 확보하도룩 하여야 한다. 측 이는

원자력행정문화가 관료주의 문화에셔 민주척 여론수렴 문화화 하여야함올

의미한다.

일곱째， 원천사업자와 정부 등 원전 추잔혹은 반원천운동의 발생자체률

소멸샤키려는 억랍척언 청책의 강구보다는 반원전 단체툴 건설한 방향으로

육성하여 공존할 수 았는 건천한 관계로 발천시킬 수 있는 방안율 고려할

수 었다.

라. 원자력사업차의 대국민 깨션방향

원자혁사업자는 최큰의 국내 청치 • 사회 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용하고 능동책인 원자력PA의 수행율 위하여 다몸과 같은 노력율 하여야

한다.

첫째， 원차력발천소외 차체안전관리 쳐I체의 청비 및 안전관리의 철저를

기함으로써 원자력발전외 경제성， 안천성 혹면의 우위톨 국민률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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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중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률 위하여 경영 • 관리의 합리화， 민주성，

자발성에 입각한 조칙문화툴 형성하도록 노력한다.

둘째， 사실의 신속한 공개， 시설의 공개를 통하여 대국민 신뢰성율

확보하도룩 한다.

셋째， 원천업지 치역에셔늠 ”反韓電”이 ”反鳳활’으로 되고 었옴올

중시하여 사업자는 지역주민과의 대둥한 입장에셔 부탄한 대화툴 시도하여야

하고， 또한 치혁추민과의 위화감올 해소하도록 하여야 한다.

옛째， 지역주민의 원자력시설에의 고용확대를 통하여 이들의 원천에 대한

창여의식율 중대하도룩 하여야 한다. 특히 지역주민을 간부진으로까지

키우는 등 척극척으로 육성하고 이들이 지역주민의 문제해결에 앞창설 수

있게 하도록 한다.

다섯째， 지역개발의 지원방향올 地價의 보장책 마련， 지역의 관광지화

등과 같은 보상정책올 강구하는 것으로 하여 지역경쩨가 가시척으로 활성화

훨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여섯째， 천원자력산업계는 원자력이 깨끗한 에녀지원임올 명삼하고， 이를

통해 콩해추방운동에 척극 창여하는 방안올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마. 뼈가물처획 • 처분장 후보지관련 정책방향

한국원자혁연구소가 사업자가 되어 수햄중인 중저준위방사성혜기물

처분장의 건젤과 관련하여 현재 처분창 후보지 3곳에셔 건설반대 옴칙임이

섬각하게 발생하여 사업추진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상기 문제롤

효과척으로 해결하기 위해셔는 첫째， 이룰 청치 또는 청책문제화하고，

지역추먼에게 반사이익(반대급부)율 충분히 보장하는 전략율 취하여

정치 • 행정권의 헛받청과 지역주민의 동의툴 구할컷， 둘째， 우션 부지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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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하고 시셜율 건철한 후에， 자역과의 共助환계률 성공시킴으로써 향후

창기책 훤자력시젤 부지확보률 위해 시범화할 것 등이 바랍칙한 방향이라고

사료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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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PA어l 관한 IAEA 주관 국저1회의 내용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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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혜 융용

• 대국민 홍보전략， 흥보계획 및 홍보방법에 관한 국가간 정보교환의 촉진

• 홍보청책(Communication Policies) 과 홍보활동의 개선 빛 이를 위한

IAEA의 역할청럽

• 회의의 주요내용， 새로운 사질들 빚 결론올 기술보고서로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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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irman , Director Public Affairs , Corporate

Office AE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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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Atomic Energy Commission , Hungary- otto Lendva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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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ao Matsui , Sec. General , Japan Atomic Energy Relations Org. ,

Japan

• 센aS~liro Kobayashi , Senior Staff , Public Relations Office , PNC , Japan

-Katsuji Sezaki , General Manager, Office of Planning, ‘JAERI ,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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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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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nnart Fr뻐z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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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vid Lock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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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l Goldstein ,

Head , Nuclear Information Analysis Dept. KAERI ,

Korea

Information Manager, Swedish State Power Board ,

Sweden

Head of Information , UKAEA , United King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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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s

Director , Division of Nuclear Power, IAEA

Director, Division of Public Information , IA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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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 IAEA

- 연도(1명)

-Rajendra Shrivastav, Senior Manager, Nuclear Power Corporation , India

- IAEA(3명)

- Pranab Dastidar,

- David Kyd ,

- Fausto Caloti ,

IV. 회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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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 및 각국의 동향소개

가. 세계척 동향 - Pranab Dastidar (IAEA)

- 오늄날 PA률 위해 활용할 수 있는 풍부한 자료(정보)가 있으며

국민률에게 협고 깐단하게 천달할 수 있는 메세지(Message)를

효과척으로 개발할 수 있다.

- 오늘날 원차력산업에 영향율 주는 요얀으로서 환경문제， 필요성

문제(천셰계척으로 원자력산업성장율이 떨어지고 있다. ) •

경제성문제 빛 안전성문제가 었다. 그러나 전셰계척으로

원차력산업이 칙면한 가장 큰 문제는 결정과정에 일반국민의

창여도가 놓아지고 었다는 사실이다.

- lAEA는 원자력의 경제성， 환경문제， 방사선의 효과 빛 이의

이용에셔 오는 혜택 등에 환한 국제연구에 대한 청보차료툴

제공할 준비가 되어 었다.

나. IAEA의 입장과 역할 - David Kyd (IAEA)

- IAEA는 각국내에셔의 원차혁에녀지와 관련된 논란에

개입하여셔는 안되는 입장에 었다.

- IAEA의 PI(Public Information)는 광범한 범위에 컬치며，

각국의 PI활동율 지원하는 것이다.

- 앞으로 지역별(국벌) PI셰미나 프로그램율 운영활 계획이다.

다. 영국의 상황 - David Locke(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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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형국에셔는 민명화(Privatization) 가 추진중에 었으나，

원차력부문윤 국엉으로 남아있게 휠 것이다. 영국에셔는

환경문쩨가 크게 대두되어 있으며 이로인해 녹책당(The Green

Party) 외 활동이 현저하다.

- 현재 명국국민들의 관심온 초기의 원착력기솔과 값싼

천기(t톨짧)에 대한 찬양으로 부터 원자혁의 안천성과 필요성에

대한 우려로 바뀌고 있다. 이로인해 국민의 훌問철차(Public

Inquiries Process)에의 환여가 증가했다.

라. 미국의 상활 - Carl Goldstein(미국)

- 미국에셔의 최근 여론조사결과는 카나다， 영국과 일치하고

있다. 사태는 매우 유통척아며， 환경문제를 가지고셔 홉地률

확보하려는 그를률로부터의 도전이 있다. USCEA는 캠페인의

메세치률 환경문제률 다투는 때셔l지 (Message) 로 바꾸기 시작할

것이다. 미국에셔는 핵심반대그룹이 그률의 ”대체에녀치”의

입창율 버라고 Conservation Approach(환경보컨 )률 하는 것같아

보인다.

- 마국에셔는 원차력에너지관련산업의 회생은 거의 불가능하나，

야러한 상태가 앞으로 10년야상올 치속하치는 않을 것이다. 또한

현폰하는 원자력발전시셜올 교체하는 문제가 앞으로 수년에 걸쳐

세계 원자력산업계의 주요 문제이다.

마. 셔톱의 상황 - Klaus Korting( 셔독)

- 폭일윤 그 입지척 조건의 톡칭과 관련하여， 반원천훈동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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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허 강렬하며 반핵무기운동과 연계되어 있다. 그래셔 효과척인

PI(Publie Information)활동이·없이는 톡일이 아마도 스웨멘의

경우률 답습하지 않올까 걱정된다.

- 그리고 IAEA는 소극척안 모니터렁 역할만 할 것이 아니라 보다

척극척언 지원활동율 하여야 할 것이다.

* Mr. Korting에 의하면 USCEA 의 "Info Wire" S!.l- 같은 홍보프로그램인

"Nue Net"프로그램이 1년내로 시행될 것어며， 이는 유협에 한하며

원자력발천율 지지하는 척극척인 뉴스와 이를 뒷바칭하는

자료률율 제공할 것이라 한다.

바. 헝가리의 상황 - Otto Lendvai( 헝가리)

- 의사결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물의 의식이 높아질 수룩

효과척띤 PA활동이 더욱더 필요하다. 헝가리애서는 PI(Publie

Info11Dation)활동율 주로 교사들과 의사률에게 의존하고 었다.

Conservation에 대한 더욱더 콘 요구와 최근의 동구 민주화

사태는 PA활동에 어려울율 더해주고 었다.

- 헝가라청부는 ”에녀치차립”율 위한 수단율 강구하고 있으며，

소련윤 헝가리에 대해 發훌에 필요한 천연가스수룰율 곧 줄어기

시작할 것이다.

- 헝가리가 ”에녀지자럽”율 탈성하는 유일한 킬은 ”원자혁발천”에

었다.

사. 얼본의 상황 - Masao Matsui( 일본)

- 일본국민의 약 60%가 원차력발천올 쳐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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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하고 져숙척언 국민의 저지가 없이는 앞으로 원자력시설

건설이 위태로울 것같다.

아. 프항스의 상활 - Pierre Polliot(프랑스)

- 프랑스에셔는 천홈척으로 모든 政賞이 원차력발천울 지치해

왔으며， 선거에셔 문제로 채기훤 일도 거의 없다. 그러나

녹책당(The Green Party) 의 흩현으로 이러한 상황온 앞으로

바뀔지도 모른다.

- EdF는 원자력발천소 부지주변지역에 대해 경제 빛 시철변에셔

인센티브률 쳐l공하고 있으며， 원전건설에 대해 비륙 이웃

인첩국가가 반대하는 얼운 있었올 저라도 프랑스내에셔는 건젤에

대한 주민반대는 없었다.

-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원자력발전에 대한 국민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으며， 또한 ”척극척 찬성”과 ”소극척 수용”사야에는

명빽한 차이가 있옴율 보여주고 있다.

자. 스쩨덴의 상활 - Lennart Franzon( 스휘l덴)

- 앞으로의 왼차력발견의 한계척 폐쇄와 환련하여 이것이 스빼덴 경제에

미켈 영향에 대한 우려가 표명되고 었다.

- 스꿰덴의 법률은 어떠한 신규 수력발전소 건설도 금지하고

었으며， 또 C02방롤의 층가도 확용되지 않눈 상활에셔 전력의 약

45%롤 공급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이 단계척으로 폐쇄되어야 하는

질청이다.

- 스웨덴에셔는 원차력발천에 대한 PR율 하면 할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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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천이 더 많이 혜쇄될 것이라는 것이 현상황이다.

차. 카나다의 상활 - Ian Mumford( 카나다)

- 최근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카나다국만툴몰 ”환경문제”툴 가장

우려하고 었다. 한현 원자력에 관해셔는 혜71불과 안전성에 대해

우려하고 었다. 이 여론조사이후에 각종매체률은 ”깨끗한

천력원으로서의 원자력에녀지”라는 묘사롤 하는 경향이 생쳤다.

- 카나다에셔의 PI(Public Information)활동이나 광고의 내용은

원자력율 지지하는 Message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청보를

채공하는 것이다.

- 어떠한 흉보 프로그램(Information Program) 이라도 그것올

시행하기 천에 첼저히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깨척이고

정척한 자세로 천달되는 간단명료한 메시지(Message) 가 가장

중요하다.

카. 얀도의 상황 - Rajendra Shrivastav( 인포)

- 인도는 금세기말까지 전력생.산올 대폭늘릴 계획이다. 별로

대수롭치는 않으나 원차력발전에 대한 반대가 있으며 정치척

영향도 꺼쳤다.

- 인도에셔는 여론조사률 거의하지 않요며， Pl(Public

Information)활동은 인도내 1671l의 셔로 다른 문화.습속과 언어로

인해 콘 어려폼율 겪고 있다.

- IAEA는 발천도상국의 PI활동상의 어려옴에 대해 도폼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올 가져주길 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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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한국의 상황 - Yong Kim (한국)

- 그똥안 PI(Public Information)활동이 거의 없었으나， 최문에

반공해운동의 일환으로 반환전운동이 대두되면서 효과적인 원자력

PI활동의 필요성 또한 대두되었다.

- 현재의 반원천운동은 반핵무기운동과 연계되어 맥올 같이하는

둥이 보이며 청쳐성올 띠고 있다고 불 수 었다.

- 최근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원자력발천에 대한 지지율은

냥아쳤으며， 이는 아마도 이러한 반대운동의 영향인 것같다.

한국에셔의 PI활동은 초기단계에 있으며 이제부터 시작이다.

2. "코뮤니케이션 방법”에 대한 톡별발표

Otto Wildgruber(톡일 )

- PA는 상호 갱챙척인 환경속에셔 논리척 주장올 함으로서 만이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PA는 ":필요성에 대한 인식율 확보하는

것”면바， 반드시 척극척 지지률 획득하는 것율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흉보물의 내용 : 원차력발천의 필요성과 이익을 천달할 때，

기술척인 셔술율 차양하고 보다 많은 감동(to be emotive)올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 어떤 사람이 그의 Message툴 남에게 전달하는데 설왜한다면， 모든 지식은

그에게논 활모없는 것야나 다롬없다.

3. 종합토론

각국의 상활에 대한 소개가 있윤후， 각국이 지금까치의 경험속에서 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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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훈이 무엇인가， 앞으로 Message률 무엇으로 할 것인가， Infonnation

Tool율 무엇으로 할 것인가， IAEA의 역할이 무엇인가 등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이률 요약 정리하면 다옵과 같다.

가. 교훈(Lessons Learned)

- 연구(Research) : 연구는 필수척이다. 정확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율바른 메시지(Message) 가 천달되면

청중률은 이해하게 되어 었다. 여론조사를 통한

연구가 효과척이다. 그러나 연구의 노예가

되어처는 안되며， 연구한 하나의 Tool일 뿐이다.

- 협가(Evaluation) : 연구와 같이 프로그램이 시행되기 이천에

명가단계가 었어셔 사전에 효과척이냐 아니냐를

검토해야 한다.

- 차기명 7}(Self Evaluation) : 사업자는 자기자신올 국민의

입장에셔 볼 필요가 었다.

- 필요성(Need) : 이는 아마도 장기척므로 불때 가장

강한(효과척인) Message밀 것이다. 이

Message와 함께 저속척면 개발이 가능하냐라는

문체， 성장의 한계， Conservation( 환경보전) 등의

Issue틀올 조화시켜셔 제공해야 한다.

- 위기상황(Crisis Situation) : 사업자눈 사람들이 처l기하는

상황들에 대처하기 위해 훨씬 더 춘비를

해야한다. 대변인의 선청과 훈련， 근거자료의

확보， 사해가 발생하기 천에 매체(Media) 와의

우호척 관계의 유지 둥에 만천울 기해야 한다.

A一10



일관정(Consistency) : 공개척이고 청칙한 대화에 근거하고 얼관성

있는 Message률 내용으로 하는 장기척

프로그램운 어려운 시기에 크게 도폼이 될

것이다.

효과척인 대변인(Effective Spokespersons) : 토의그촬운 매우

강력한 Message는 쳐113자의 입창에 있는

Speaker률 통해서 천달하는 것이 효과척이라고

의견율 모았다. 사업자와 Media와의 토론이나

논한에서 이러한 처113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 콘 효과률 가져다 준다.

환경 (Environment) : 원차력사업자가 확보하고 있는 잇첩충의

하나이다. 그러나 녀무 비충율 크게 두어서는

안되며， 톨훌훌R의 엇점올 강조하고， 發톨홈에

있어셔의 원자력의 상대척 우수성(양호함)올

지척하거만 하면 환다.

공개와 청칙(Open and Honest) : 국민울 대함에 있어처 사업자는

무엇인가 감출다는 인상율 추어셔는 안펀다. 이는

장기척이고 계속척인 콩개성과 정칙성의 수행올

통해셔만 확보훨 수 있다.

인간척연 얼굴(H뻐JaIl Face) : 원자력발천이 개인에게 가져다주는

이익올 젤명할 때 기슐척이 아닌

용어(Non-Technical) 로 셜명하는 것이

필수척이다. 야렇게 ”인간척인 얼굴"(Human

Face) 은 국면이 원자력산업의 필요성율 협거l

받아들이도록 한다.

경쟁(Competition) : 때때로 한나라가 다른나라의 원자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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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나라의 원자로가 좋다고 칭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비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해셔는 안된다.

1...l. Message

* 토론참가자들윤 Message의 주처l블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상당한

환섬올 가지고·토론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참가자들이 체시한

모든 Message가 모든 국가에 같은 비충올 가지고 중요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각각의 Message는 각국의 문화와 사회환경에 맞게

수정되어야 할 필요가 었다.

* USCEA의 Goldstein에 의하면， ”폐기물”과 ”안전성”올 주체로 하는

경우 효과척이 아니라는 것이다. 혜가물과 안전성어1 관한 논란은

곧바로 현향되어 아주 기술척인 (Tec1mical) 토론이 되기 쉽다는

것이다.

각국으로부터의 참가자률이 효과척이라고 체시한 Message틀은

다융과 같다.

- 필요성(Need) : 이는 電웰의 훨요성율 의마한다.전기는 사용할

때 깨뭇한 에녀지輝이며， 우라늄으로 발전하는

경우 발천소도 깨끗하다.

- 환경(Environment) : 이 환경문제는 오늘날 셰계에셔 아마 가장

요란한 문제일 것이다. 산성비， 온실효과 및

오존충 파괴는 일상용어가 되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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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차력에녀지가 계축척인 개발{발전)율

가능하게 하는 쩍할율 할 수 있요며， 이젓이

산업활동율 가농하게 한다.

- Quality of Life(Technology) : 다른 Message이 같이 이것도

감청에 효소하는 Message로셔， 륙히 션진국의

경우 오늄날의 쟁활수준(옴료수， 하수시설，

조명 등)운 전척으로 ”기출”의 럭택이며，

현자력기술도 계속척인 개발(발천)율 가능하게

한다는 빼락에셔 연간생활의 철율 유치하효

개션시켜주는 역할율 한다.

다. Information Tools

각국에셔 활용하고 있는 Information Tool에 대해 토폰이

있었는대 국별로 사회.문화척 때경의 차이가 있으므로 각각의

τ001의 효과는 다 다르다는 더I 의견율 모았다.

- Visitors' Center/Information Center: 일반국민이

원자력발전과 첩할 수 있는 Center는 훌용한

Tool이다. 이러한 Center의 운명윤 방문자률이

실체 셜버롤 만지면서， 사용하고， 운전할 수

있도룩 되어 있율 때 륙하 효과척이다. 발천소

칙원이 안내률 해도 좋고， 일반 대중과의

때화에 뛰어난 사람율 채용하여도 졸다.

- Exhibits/Displays : 이 프로그램혼 벌천소률 일반국민에게로

가져다 주는 격이다. 조그만 간이 이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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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

세트로 부터 일정기간 한장소에 머물러야 하는

대규모 시설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다. 자동차가

끄는 트레일러도 사용해왔다.

사업자 측의 PI담당차는 Media 와 자주 첩혹하여

훤만한 관계률 눌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배경에 대한 설명， 정보자료와 필림.사진 등의

준비， 현집위훤회회의 등이 Media관계에셔 매우

중요하다.

- 쳐113~l-의 층언 : 처113의 신뢰감있는 돼변자나 칙원들로 하여금

기술척야 아닌 감동척안(emotive) 개인척 Message률

천달하게 하는 것운 국민에게 와닿는 강력한

Tool일 수 있다. ‘ 、. ~~Tl‘」치 ‘’ .1 1~

- 인쐐물

- 쿄육 프로그램 : 기본척으로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학쟁틀올 칙접 대하는 것으로 학생률로 하여금

Center에 방문토혹 하거나， 아니면 .칙첩 학교에

가셔 이야기하는 것이며， 또하나는 학교와

협의하여 잔생들로 하여금 에녀치관련 또는

원차력과학과 관렬하여 이야기하도록하는 -

방법어다. 그헌데 본 토몬에셔는 후차， 측

션생들과 의논하여- 양질의 교채를 제공해 주는

것이 더 효과척야라는 견해의 일치롤 보았다.

: 팝풀랫， 부로셔 등입. 주의할 점은 전체척인

느낌이나 문구가 간단명료해야 한다는 챔야다.

또 인쐐물률운 아무‘부탐없이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는-청이다. 인쇄물올 기획할때 찰이-

고려해야할 첨은 배포후에 그 인쇄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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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반위에셔 썩지 않고， 확질히 활용되도록 하는

방법율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각 나라별로

문화.풍습의 차이로 인쇄물 자체와 그 내용에

대한 효과가 다르다.

- 사설주변지역과의 관계 : 각 나랴마다 프로그램내용이 다

다르다. 그러나 공통척인 점은 어따한 형태로든

주변지역과 밀접하게 첩혹하는 것이 주민률의

사업자(Industry) 에 대한 인식올 개발하는데

필수척이라는 것이다.

- Key Audiences : 청중들은 가능한한 주요청중충이 누구인가률

확살히 확인하여서 그 륙성율 확질히 알 수

었어야 하며， 그래셔 그 주요 청중충에 척합한

Message를 가창 효과척인 방법으로 개발하고，

천달할 수 었어야 한다.

- Rebuttal(반박， 반론의 제기) : 서톡에서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채발되었는데， 원자력에 관해 사질과는 다른

찰못훤 선문기사나 TV. 라디오 방송이 있었율

경우 그 신문사(’I’v. 라디오국}와 날자 빛 찰못된

내용율 청확한 청보(내용}와 같아 한 떼어자

전단으로 만률어셔， 이 천단올 Opinion Leader률，

정치인플과 그 밖에 원자력 관련 인사률에게

발송한다는 것이다.

라. IAEA의 역할

회의참가자들운 IAEA가 보다 많은 역할율 원자력 PI운야에셔 수행하여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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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가률의 PI활동율 위한 청보교환소(Clearing House) 역할올 하고，

발천도상국에셔 그 필요가 증대되고 있는 PI활동올 척극척으로 지원하여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권고된 사항은 다융과 같다.

- 발전도상국에 대한 PI에 환한 자문의 제공

- 발천도상국의 PI프로그햄 기획 협조

- 회원국률로 구성훤 PI Network율 통한 PI에 관한 청보교환소

(Clearing House)역할

- PI에 관한 자료젠타로셔의 역할

- 회원국의 자료생산율 위한 번역 셔버스의 제공

- 원차력산업현활에 관한 일련의 팝륭렛의 제작. (추제는

Radiation , 폐기물관리 빛 수송， 세계원자력산업동향 풍)

- 회원국의 Information Program율 도울 수 있는 연사(Speaker)에

환한 청보제공

- 원활한 청보교류툴 위해， 각국 PI천문가률로 구성된

회의체(Co때nittee 등)의 철립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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