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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 국민 원자력 수용성 증진방안 연구

Ⅱ. 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1. 연구개발의 목

     

  - 국민 원자력 수용성 증진을 해 미국의 여류 소설가 Gwyneth 

Cravens가 집필한 원자력 기행문 ‘The Power to Save the World - The 

Truth about Nuclear Energy'의 한국어 번역

2. 연구개발의 필요성 

   지 까지 국내 원자력 홍보는 주로 원자력 담당 기 들에 의해 일방 으

로 수행되어 왔으며 실제 국민은 이를 수용해야만 하는 입장이었다. 이에 따

라 다양한 반핵 단체들이 나타나고 국민들은 원자력에 하여 오도된 정보

를 갖게 되었다. 본 작물은 처음 반핵론자이던 여류 소설가가 10년간 우라

늄 산에서 원자력 폐기물 장소까지 미국 내 부분의 원자력 련 시설

을 탐방하고, 수많은 과학기술자들과 화하고, 다양한 자료를 찾고 공부하

여 그녀가 친핵론자가 되는 과정을 여류 소설가 특유의 미학 인 감각으로 

기술하고 있다. 원자력 문가가 아닌 일반 인 소설가가 그리는 원자력 

여행은 일반 국민이 원자력에 해 가지고 있는 편견과 오해를 없애어 원자

력의 수용성을 증가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범

  - 총 500 페이지에 달하는 원서의 한국어 완역

Ⅳ. 연구개발결과 

   - 한국어 번역  ‘세상을 구하는 힘 - 원자력 에 지의 진실’의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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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건의사항

본 작물은 원자력 태동기부터 재까지 한 우라늄 산에서 폐기물 처

분장까지 시간과 공간을 월하여 원자력 반에 걸쳐 매우 기본 이며 동시

에 매우 기술 인 내용을 담고 있어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원자력연구원 : 연구원의 원자력 이해도 증진에 활용

 - 한국원자력문화재단 : 국민 원자력 수용성 증 에 활용. 고등 교육기

, 각  도서  등에 배포할 수 있도록 독려.

 - 국내 학 (원자력 련 학과) : 원자력 공 교육에 활용

 - 기타 원자력 련기  : 원자력 이해도 증진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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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 Enhancement of the Public Acceptance of Nuclear 

Energy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To enhance the public acceptance of nuclear energy in Korea we 

translate the 'The Power to Save the World - The Truth about Nuclear 

Energy' written by the American novelist Gwyneth Cravens into Korean.

Ⅲ.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Complete translation of 'The Power to Save the World - The Truth 

about Nuclear Energy'

Ⅳ. Result of Project

      Complete translation and publication of 'The Power to Save the 

World - The Truth about Nuclear Energy'

Ⅴ. Proposal for Applications

  'Power to Save the World' is an eloquent, convincing argument for 

nuclear power as a safe energy source and an essential deterrent to 

global warming. To promote national power by keeping nuclear industry 

healthy, we need to supply the variety of material which enhances the 

public acceptance of nuclear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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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지 까지 국내 원자력 홍보는 주로 원자력 담당 기 들에 의해 일방 으

로 수행되어 왔으며 실제 국민은 이를 수용해야만 하는 입장이었다. 이에 따

라 다양한 반원자력 단체들이 나타나고 국민들은 원자력에 하여 오도된 

정보를 갖게 되었다. 

  

  본 작물은 처음에는 원자력 반  입장이던 여류 소설가가 10년간 우라

늄 산에서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까지 미국 내의 많은 원자력 련 시설을 

탐방하고, 수많은 과학기술자들과 화하고, 다양한 자료를 찾고 연구하여 

그녀가 원자력 지지자로 바 게 되는 과정을 여류 소설가 특유의 미학 인 

감각으로 기술하고 있다. 원자력 문가가 아닌 일반 의 한 사람인 소설

가가 그리는 원자력 여행은 일반 국민이 원자력에 해 가지고 있는 편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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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를 없애고 원자력의 수용성을 증가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본 

작물은 2007년에 출 되어 2008년 미국에서도 베스트셀러의 반열에 올랐었

던 작품이다.

  이러한 서 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국내에 리 보 함으로써 국민의 원자

력에 한 이해도를 높이고 원자력 종사자에게도 살아있는 지식을 제공하여 

국내 원자력 기술을 한단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황

  반핵 는 반 원자력 운동은 정치 인 운동이다. 이에 반하여 원자력 과학

기술자들은 기술 인 면만 강조하여 이에 응하는 우를 범하여 왔고 결국 

화의 단 을 낳았다. 한 원자력 태동기부터 원자력 문가들은 새로운 

과학, 새로운 기술에 한 상  오만함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일반 이 

원자력 는 방사선을 이해하기에는 자신들이 무 바보스럽다는 편견을 낳

게 하 다. 어둠이 무섭듯, 공포는 무지로부터 나온다. 이러한 들의 무지

는 결국 원자력에 한 막연한 공포와 무조건 인 반  입장을 표명하게 

만드는 것이다.

  국내 원자력계는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각종 원자력 시설 부지 확보에 - 

를 들어  핵폐기물 처분장 -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다. 한  

본사 이  등의 획기  유화책을 이용하여  처분장을 경주 일원에 

확보하 지만 이에 뒤따르는 후속조치를 히 이행하여야 할 것이며 고

 처분장 부지 확보는 원자력계의  다른 숙제이기도 하다. 원자력 비 문

가에 의해 집필된 본 작물에서는 일반 이 방사선의 본질에 해 정확

히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기술하 고 실제 우라늄 산 노동자, 일본의 원

폭 피해자, 체르노빌 사고 지역 주민들의 건강 자료를 정확히 보여 으로서 

방사선 노출에 한 막연한 공포감을 없애는데 크게 기여한다.

  본 작물은 매우 기술 인 내용을 문학 으로 승화하여 일반 이 재

미와 함께 원자력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충분히 해낸

다. 원자력 산업 종사자 한 본 술의 생생한 체험을 통하여 지식의 깊이

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 문가가 아닌 여류 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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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원자력 지지는 국민 원자력 홍보에 더 큰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

다.

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결과

  본 연구 과제의 목 은 원자력계에 필요한 명 를 국내 번역 으로 출

하도록 하여 궁극 으로 한국의 원자력 발 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국내 출

계는 이러한 원자력 련 서 을 자체 으로 번역, 출 하는 것은 리

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므로 본 과제를 통해 역자  출 사를 선정하여 

연구기간 내에 완성도 있는 번역이 이루어져 최종 으로 한  번역 이 정

식 출 되도록 하 다.

원서에 나타난 작품의 소개 부분을 한국어로 번역한 부분을 다음에 시한

다.

---------------------------------

  한 시기에 발간된 이 책을 통하여 자 귀니스 크 이 스(Gwyneth 

Cravens)는 원자력 에 지에 한 통념과 공포, 그리고 진실을 바르게 구분

하여 지 한다.

  지구 온난화라는 재앙에 직면한 실에서 모든 에 지원의 재검토는 필

수 이다. 세상을 구하는 힘은 처음에는 원자력 에 지에 하여 의구심이 

컸지만 이를 이해하기 하여 십 년을 투자한 단호한 여성 귀니스 크 이

스의 노력을 담았다. 그녀는 처음부터 끝까지 원자력 험도 리  안  

분야의 문가이며 한 우라늄-핵연료 재료-의 경로를 추 하는 환경론자이

기도 한 친구와 함께 을 이룬다. 우리가 그들과 함께 산은 물론 실험용 

원자로 연구실, 요새와 같은 원자력 발 소, 일반인의 출입이 지된 폐기물 

처분장을 동행하며 마치 규모 지구 온난화를 바로잡을 수 있는 유용한 방

법을 터득한 것처럼 느끼게 된다.

  원자력 여행을 통해 크 이 스는  보건  테러방지 문가, 공학자, 

방사선의 유용성과 해성 모두를 연구하는 연구원 등 다양한 분야의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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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화하고, 음산한 오 지색 조명의 핫셀(hot cell)[역주: 방사성 물질을 

다루는 공간] 안에서 원격 조정 로 이 폐핵연료 을 분해하는 모습을 보며, 

화석연료의 연소로 발생한 검은 연기가 한 때 소박했던 뉴멕시코 주의 하늘

을 덮고 녹슨 이 와 들은 물웅덩이가 있는 석탄-화력 발 소를 보고, 

원자력 폐기물 장소의 깊은 지하 복도에서 소  가루에 의해 만들어진 무

지개를 보는 경험을 한다.

  그녀는 원자력에 반 하는 주요 논 에 하여 하나씩 조리있게 반박한다. 

를 들어 그랜드 센트랄 터미 (Grand Central Terminal)[역주: 뉴욕시에 있

는 기차역]을 걸어서 통과하는 동안 방사선에 노출된 양은 우라늄 산에서 

같은 거리를 걷는 동안 방사선에 노출된 양 보다 많고, 체르노빌이나 히로시

마의 평균 자연 방사선량은 덴버에서 보다 낮으며, 원자력 시설 주변의 ‘암

집단(cancer cluster)'은 존재하지 않고, 테러리스트가 미국의 원자력 발 소

의 감시망을 침범하거나 핵연료에서 핵폭탄을 제조할 가능성은 없고, 원자력 

폐기물은 안 하게 장되며, 바람 는 태양에 의한 동력은 그 요성은 있

지만 우리가 필요로 하는 력량의 극히 일부를 담당할 수 밖에 없으며, 석

탄-화력 발 소는 원자력 발 소 보다 더 많은 양의 방사선을 방출하는 동시

에 한 달에 수 천명의 미국인을 죽이는 극독성 폐기물을 추가로 방출하고, 

50년의 역사 동안 미국 원자력 발 소는 단 한 명의 죽음도 발생시키지 않

았다고 알린다. 그리고 자는 험도에 한 정치 인 공포 확산과 잘못된 

인식이 어떻게 과학을 음해해 왔는지를 원자력 에 지의 타당성에 한 

화를 통해 되풀이하여 주장한다.

  끝으로 우리는 이 책을 통해 미국은 물론  세계에서 원자력이 성공 이

며 경제 으로 이용되어 온실가스를 없애는 규모의 유일한 에 지원으로 

자리잡게 되었고 험도와 혜택이 다른 에 지원과 어떻게 비교되는지를 알

게 된다.

  세상을 구하는 힘은 안 한 에 지원으로 지구 온난화에 해 기본 인 

억지력을 겸비한 원자력에 한 감명 이고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친다.



- 10 -

귀니스 크 이 스는 다섯 편의 소설을 출간하 다. 그녀의 작품은 그녀가 

편집인으로 일했던 뉴요커(The New Yorker)와 부편집인으로 일했던 하퍼스 

매거진(Harper's Magazine)에 실렸고, 하퍼스 매거진(Harper's Magazine), 뉴욕 

타임스(The New York Times), 워싱턴 포스트(The Washington Post)에 과학  

기타 주제에 한 기사와 칼럼을 기고하 다. 그녀는 뉴멕시코(New Mexico) 

주에서 성장하 으며 지 은 롱아일랜드(Long Island) 동부에 산다.

------------------------

한, "Power to save the world"에 한 원어 서평에 해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자 한다.

POWER TO SAVE THE WORLD  

 “The best introduction to the current realities and benefits of nuclear 

power.”            - Stewart Brand 

In this timely book, Gwyneth Cravens takes an informed and clarif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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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ok at the myths, the fears, and the truth about nuclear energy.

With concerns about catastrophic global warming mounting, it is vital that 

we examine all our energy options. Power to Save the World describes 

the efforts of one determined woman, Gwyneth Cravens, initially a 

skeptic about nuclear power, as she spends nearly a decade immersing 

herself in the subject. She teams up with Dr. D. Richard Anderson, a 

leading expert in risk assessment and nuclear safety who is also a 

committed environmentalist, to trace the path of uranium-the source of 

nuclear fuel-from start to finish. As we accompany them on visits to 

mines as well as to experimental reactor laboratories, fortress-like power 

plants, and remote waste sites normally off-limits to the public, we come 

to see that we already have a feasible way to address the causes of 

global warming on a large scale.

On the nuclear tour, Cravens converses with scientists from many 

disciplines, public health and counterterrorism experts, engineers, and 

researchers who study both the harmful and benign effects of radiation; 

she watches remote-controlled robotic manipulators unbolt a canister of 

spent uranium fuel inside a “hot cell” bathed in eerie orange light; 

observes the dark haze from fossil-fuel combustion obscuring once-pristine 

New Mexico skies and the leaky, rusted pipes and sooty puddles in a 

coal-fired plant; glimpses rainbows made by salt dust in the deep 

subterranean corridors of a working nuclear waste repository. 

She refutes the major arguments against nuclear power one by one, 

making clear, for example, that a stroll through Grand Central Terminal 

exposes a person to more radiation than a walk of equal length through 

a uranium mine; that average background radiation around Chernobyl 

and in Hiroshima is lower than in Denver; that there are no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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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sters” near nuclear facilities; that terrorists could neither penetrate the 

security at an American nuclear plant nor make an atomic bomb from its 

fuel; that nuclear waste can be-and already is-safely stored; that wind and 

solar power, while important, can meet only a fraction of the demand for 

electricity; that a coal-fired plant releases more radiation than a nuclear 

plant and also emits deadly toxic waste that kills thousands of Americans 

a month; that in its fifty-year history American nuclear power has not 

caused a single death. And she demonstrates how, time and again, 

political fearmongering and misperceptions about risk have trumped 

science in the dialogue about the feasibility of nuclear energy.

In the end, we see how nuclear power has been successfully and 

economically harnessed here and around the globe to become the single 

largest displacer of greenhouse gases, and how its overall risks and 

benefits compare with those of other energy sources.

Power to Save the World is an eloquent, convincing argument for nuclear 

power as a safe energy source and an essential deterrent to global 

warming. 

-----------------------

본 번역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장하여 진행하 다.

- 역자에게 번역료를 지 하여 충실한 번역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출   

매는 선정된 출 사에 임한다.

- 한국원자력 연구원은 작물 감수에 참여하고 후원  감수 내용이 출 된 

책에 명시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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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출 사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요구하는 수량에 하여 특별 할인가를 

용하며 이는 별도의 계약으로 정한다.

- 업무 분장은 다음과 같다.

역자 한국원자력연구원 출 사

번역

번역지원
출 사 선정

작권 계약 번역권 확보/

고/홍보

원고
감수

원고
윤문작업, 디자인

최종출

제 4 장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외 기여도

    본 과제는 단순히 미국 작물 한 권을 번역하는 일이다. 하지만 원자력 

비 공자인 작가의 에 비친 원자력의 실상은 일반 에게도 흥미로움과 

함께 부담없이 달될 것이며 궁극 으로 친원자력 문화를 창출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특히 작물에 쓰여진 다양한 원자력 장에서의 체험 내용

은 원자력 문가에게도 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본 작물의 번역은 홍익 학교 공과 학 기 과학과 노태완 교수가 맡았

다. 그는 서울 학교 원자핵공학과에서 학사  석사학 를 수여받았으며 미

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핵공학 박사이기도 하다. 그간 수학 

련하여 총 4권의 번역을 완료한 바 있으며 특히 미국 New Mexico 주에 

치한 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에서 3년간 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

을 지니고 있다. 본 술의 자인 Gwyneth Cravens가 미국 New Mexico 

주, Albuquerque 출생으로 Manhattan Project의 본거지 던 New Mexico는 

본 작물의 주요 배경이 되는 지역이다. 이 지역에서 원자력 연구원으로 근



- 14 -

무했던 번역자의 경험은 본 작물의 완성된 번역에 큰 도움이 되었다. 500 

페이지에 달하는 원서는 한국어로 완역되었고 ‘따뜻한 손‘ 출 사는 원서의 

공 자인 Random House로부터 정식 라이센스를 획득하여 번역서의 정식 

출간을 한 작업을 진행 이다. 한국어 의 출간은 2010년 2월 순으로 

정되어 있다.

  한국 원자력 연구, 개발의 총 본산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개원 50주년을 

맞아 본 작물 번역을 지원하고 원고 내용을 감수하여 본 작물이 완성도 

높은 번역물로 출 되도록 하 다. 이러한 노력은 원자력의 국민 홍보에 

기여하고 원자력계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상을 높이는데도 기여할 것이

다. 한 작물에 기술된 미국의 다양한 원자력 련 연구에 한 내용은 

한국 정부기 이 원자력 연구, 개발을 기획하고 지원하는데 있어 공감 를 

확산하는데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완성된 한국어 번역 은 원자력 홍보를 담당하는 한국원자력문화재단 등

을 통하여 일반 국민들의 원자력 수용성을 증 시키는데 활용될 것이며 국

내 다양한 원자력 기 에도 배포하여 원자력 문가인 독자들로 하여  원

자력에 한 사랑과 이해의 폭을 넓히고 국민 홍보에 인용하고 활용하는

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제 6 장 참고문헌

  Gwyneth Cravens, 'The Power to Save the World - The Truth about 

Nuclear Energy', Random House,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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