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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인식수준과

 수용성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해외 원전사고와 국내 원전비리사건의 영향을 중심으로 -

조 동 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기업 정책학과

2011년 3월에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원자력 발전의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최근 국내원전에서 연이어

발생한 사고 은폐, 금품 비리 및 품질문서 위조사건은 원자력산업의 신

뢰 기반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따른 원자력의 수용성 변화 연구는 많이 수행된 데

반해 국내 원전비리 사건이라는 신뢰성 위협 요인에 대해 국민들의 원자

력 수용성 인식 변화와 그 영향 요인을 심층적으로 연구한 사례는 전무

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대국민 원자력 수용성 증진과 신뢰 회복을

도모하여 원자력산업의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목

표를 설정하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현 시점에서 원자력에 대해 국

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사회적 편익과 위험인식을 분석하고, 이를 대체적

발전수단과 비교함으로써 현 시점에서의 원자력의 사회적 위치와 인식

수준을 냉정히 평가한다. 둘째, 국내 원전의 최근 비리 등 각종 이슈 발

생 이후 국민들이 체감하는 원자력 발전 및 정부/원전사업자에 대한 신

뢰 수준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자력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제고방안을 모색한다. 셋째, 일반 국민의 원자력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도출, 분석하여 이들 변수들이 어떻게 복합적으로 국민들의 인

식 판단 수준에 기여하는지 인과관계 분석을 수행한다.

본 연구는 전국에서 약 600여명의 표본을 선정, 2014년 하반기에 일대

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1차적으로 기술통계 분

석을 통한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인식 수준 분석, 2차적으로 원자력 수

용성 영향 요인들에 대한 심층적인 인과관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원자력에 대한 일반인식은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인식,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인식, 원자력 위험 인식, 원자력 발전의 운영에 대한 인식

등으로 구분하여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첫째, 원자력의 국가경

제 기여도는 평균 이상의 수치를 나타냈으나, 원자력 에너지가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하지는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원자력 발전에 의한

피해수준은 평균보다 다소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원자

력 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기의 값이 저렴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원자력에 대한 위험 인식이 매우 높고, 이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과

학적 기술수준에 대해서도 불안감이 나타나고 있었다. 넷째, 원자력발전

소 운영회사나 정부의 원자력정책에 대한 신뢰도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한편, 에너지원의 유형별 선호도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에너지원은

태양력이었으며, 원자력 발전의 계속 유지는 대체로 찬성하지만 원자력

발전 비중 확대나 추가 건설은 부정적이었으며 특히 거주지 인근지역에

원자력발전소가 건설되는 것은 경제적 보상이 제공되더라도 매우 강도

높게 반대했다.

원전비리 사건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이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약

38% 정도가 원전비리 전후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의견이 부정적으로 변

화되었다. 특히 원전비리는 다른 정치적 비리사건과 비교할 수 없는 심

각한 문제라는데 강도 높게 동의했다. 또한 원전비리는 직원 개인의 문

제가 아니라 사회적·구조적 문제이고, 특히 규제를 잘못한 정부의 잘못

이라는 의견이 매우 강하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원자력 수용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인과관계 분석에 의해

심층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자력 발전 및 정부/원전사업자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인식

된 편익이 커질수록, 지각된 위험 인식이 낮아질수록 원자력에 대한 수

용성과 지불의사가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기존

원자력 인식 관련 연구결과들과도 일치된다. 둘째, 신뢰는 원자력에 대한

개인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국민들은 원자력

발전에 대한 신뢰와 정부/원전사업자에 대한 신뢰를 별도로 인식하고 있

다. 셋째, 원자력에 대한 신뢰도, 정부/원전사업자에 대한 신뢰도, 편익

인식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였다. 마지막으로 원전비리 사건

을 인지할수록 위험 지식 및 편익 인식은 강화되고, 위험 인식은 약화되

는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자력에 대한 인식의 여러

차원들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며, 국민들의 원자력에 대한 인식과

수용성 간의 관계가 단편적이지 않고 신뢰, 편익 인식, 위험 인식, 감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향후 원자력

정책 수립에 참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주요어 : 원자력 수용성, 후쿠시마 원전사고, 원전비리, 신뢰도, 편익 인식,

위험 인식, 위험 지식

학 번 : 2014-23652



목 차

제 1 장 서론 ·······································································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 1

제 2 절 연구의 필요성 ······························································· 2

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 4

제 1 절 이론적 논의 ···································································· 4

1. 원자력 발전의 수용성 ································································ 4

2. 원자력 발전의 위험 인식 ·························································· 6

3. 원자력 발전 및 정부/사업자에 대한 신뢰도 ························· 8

4. 원자력 발전의 편익 인식 ·························································· 10

5. 외부 원전사고에 대한 위험 지식 ············································ 11

제 2 절 원자력산업의 국내/외 환경 변화 ···························· 14

1.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각국 원자력 정책의 변화 ···················· 14

2. 각국의 에너지 믹스 변화 및 변화요인 ·································· 15

가. 미국 ·························································································· 18

나. 프랑스 ······················································································ 20

다. 영국 ·························································································· 22

라. 독일 ·························································································· 23

마. 일본 ·························································································· 24

3. 국내원전 관련 이슈 분석 ·························································· 26

제 3 절 원자력 수용성 관련 선행연구 검토 ························ 29

1. 후쿠시마 사고 이전 ···································································· 29

2. 후쿠시마 사고 이후 ···································································· 32

3. 기존 연구의 한계 ········································································ 35



제 3 장 연구가설 및 연구방법 ······································ 38

제 1 절 연구모형 및 가설 ························································· 38

1. 연구모형 ························································································ 38

2. 가설의 설정 ·················································································· 39

제 2 절 연구 방법 ········································································ 40

1. 연구 방법 ······················································································ 40

2. 설문 모형 ······················································································ 41

3. 변수의 정의 ·················································································· 44

제 4 장 연구결과 및 논의 ·············································· 47

제 1 절 표본집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47

제 2 절 원자력산업에 대한 국민인식 기초분석 결과 ······· 50

1. 원자력에 관한 일반 인식 ·························································· 50

2. 원자력과 다른 에너지 간의 인식 비교 ·································· 54

가. 에너지원에 대한 선호도 ······················································ 54

나. 에너지원별 비중에 관한 의견 ············································ 55

다. 거주지 인근지역 에너지원별 발전시설 입지에 관한 의견··· 56

라. 에너지원별 편익 인식 ·························································· 57

마. 에너지원별 위험 인식 ·························································· 59

바. 에너지원별 이미지 ································································ 60

사. 에너지원별 지식수준 ···························································· 61

3.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관한 의견 ·············································· 62

가. 원자력발전소 수용성 ···························································· 62

나. 원자력 발전을 통한 전기 생산비율 변화에 관한 의견 ··· 66

4. 정부 및 원전사업자에 대한 신뢰도 ········································ 68

5. 국내 원전비리 사건의 영향에 관한 분석 ······························ 70



제 3 절 원자력산업에 대한 국민인식 심층분석 결과 ······· 74

1.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 ········································ 74

2. 원자력에 대한 인식 간의 상관관계 분석 ······························ 78

3. 원자력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인과관계 분석 ··· 79

4. 분석결과 종합 ·············································································· 92

제 5 장 결론 ······································································· 93

제 1 절 종합 분석결과 ······························································· 93

제 2 절 정책적 시사점 및 제언 ··············································· 97

제 3 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 99

참고문헌 ···············································································101

부록 ························································································105

Abstract ···············································································124



표 목차

[표 2-1] 주요 국가 에너지 믹스 비교 ······················································ 16

[표 2-2] 주요 국가 전력 부문의 에너지 믹스 비교 ······························ 17

[표 2-3] 전통가스와 셰일가스의 매장량 분포 ········································ 20

[표 2-4] 원자력 수용성 관련 실증연구 종합(후쿠시마 사고 이전) ··· 30

[표 2-5] 원자력 수용성 관련 실증연구 종합(후쿠시마 사고 이후) ··· 32

[표 3-1] 설문지 구성 ···················································································· 41

[표 3-2] 변수별 설문항목의 구성 ······························································ 44

[표 4-1] 표본집단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 ················································ 47

[표 4-2] 표본집단의 원전 인근 거주경험 및 전기사용료 관련 특성 ···· 49

[표 4-3] 원자력에 대한 인식(1) ································································· 50

[표 4-4] 원자력에 대한 인식(2) ································································· 51

[표 4-5] 원자력에 대한 인식(3) ································································· 52

[표 4-6] 원자력에 대한 인식(4) ································································· 53

[표 4-7] 원자력에 대한 인식(5) ································································· 53

[표 4-8] 에너지원의 유형별 선호: 8개 에너지원 중 1개를 선택하는 방식··· 54

[표 4-9] 에너지원별 선호도 ········································································ 55

[표 4-10] 각 에너지원별 에너지 생산량 비중 증대에 대한 찬성도 ···· 56

[표 4-11] 각 에너지원별 거주지 주변지역 건설에 대한 찬성도 ·········· 57

[표 4-12] 에너지원별 편익 인식: 에너지원별 평균값 ····························· 58

[표 4-13] 에너지원별 위험 인식: 에너지원별 평균값 ····························· 59

[표 4-14] 에너지원별 이미지 인식: 에너지원별 평균값 ························· 60

[표 4-15] 에너지원별 지식 수준: 에너지원별 평균값 ····························· 61

[표 4-16]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관한 의견 ··················································· 63

[표 4-17] 경제적편익제공여부와상관없이거주지역에원전건설을반대하는지여부 ·· 63



[표 4-18] 경제적 편익 유형별 선호(다중 응답) ······································· 64

[표 4-19] 경제적 편익 제공여부와 상관없이 원전건설을 반대하는 이유 ··· 65

[표 4-20] 원자력발전을 통한 전기 생산비율 변화에 관한 의견 ············· 67

[표 4-21] 에너지원별전기생산비율분포: 현황과응답자의견평균간비교··· 67

[표 4-22] 정부 및 원전사업자에 대한 신뢰도 ·········································· 69

[표 4-23] 원전비리 사건에 대한 인지 여부 ·············································· 70

[표 4-24] 원전비리 사건 전후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입장 변화여부 ·· 71

[표 4-25] 원전비리 사건으로 인한 인식 ···················································· 72

[표 4-26] 원전비리 사건으로 인한 원자력인식 변화 ······························ 73

[표 4-27]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한 타당성 검증결과 ······························ 74

[표 4-28] 측정 도구들의 신뢰성 검증결과 ················································ 77

[표 4-29] 원자력에 대한 인식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 79

[표 4-30] 원자력 수용성 영향요인 회귀분석 결과 - 1 ····························· 81

[표 4-31] 원자력 수용성 영향요인 회귀분석 결과 - 2(조절변수 고려) ··· 88

[표 4-32] 원전비리 사건 인지 여부의 원자력 수용성 조절작용 분석결과·· 89

[표 4-33] 연구가설 검증 결과 ······································································ 92



그림 목차

[그림 2-1] 미국의 에너지원별 전력 생산 ················································ 18

[그림 3-1] 연구 모형 ···················································································· 38

[그림 4-1] 에너지원별 전력 생산비율 현황 ············································ 66

[그림 4-2] 수용성-1,2,3과 수용성-4,5 비교 결과 ·································· 91



- 1 -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2011년 3월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과 이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산업에 엄청난 변화를 불러왔다. 1986년 소련의 체

르노빌 폭발사고라는 대재앙 이후 한동안 침체되었던 원자력산업은 21세

기 들어 지구 온난화가 화두가 되면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최

적의 대안으로 인식되어 세계 각국은 경쟁적으로 원자력을 미래의 에너

지원으로 도입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미국은 30년 만에 신규원전 건설이

개시되었고, 영국, 프랑스, 독일 등 기존 원전 보유국들은 원전비중의 확

대를 적극 추진하였다. 또한, 중국은 최대 100여기의 장기적인 원전 건설

청사진을 제시하였고, 원전 미보유국인 이탈리아, 폴란드, 베트남, 남아프

리카공화국 등 많은 국가들이 원전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약 400여기의 신규원전이 계획, 또는 건설되는 이른바 원자

력 르네상스 시대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하면서 참상과 공포가 신문,

방송 등을 통해 대중에게 여과 없이 전파되어 원자력에 대한 위험성이

부각됨에 따라 한동안 잠잠했던 반핵운동이 강렬히 타올랐고, 이에 세계

각국은 원자력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에 들어가는 등 원자력산업을

둘러싼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환경이 대내외적으로 급격하게 변화하였다.

대외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원전 유지 또는 폐지에 대한 찬반 논쟁이

활발한 가운데, 대부분의 원전 보유국들은 현실적인 이유로 기존 원전정

책을 유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몇몇 국가들은 원전의 위험성으

로 인해 가동 중단을 앞당기는 등 후쿠시마 사고로 인한 즉각적인 반응

을 보였다. 최근 독일이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하고 신재생에너지

로 대체하겠다는 발표를 하는 등 원자력 비중을 낮추는 대신 대체에너지

의 비중을 높이겠다는 선언이 각국에서 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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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원자력산업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는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원전 종사자의 사고 은폐, 금품 비리, 품질문서의 위조사건 등 반

복적인 원전비리 사건으로 원전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신뢰감이 크게

저하되었고, 원전의 운영·관리 및 신규원전 부지 선정 등 의사결정 과정

에서 여전히 소통의 문제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는 최근 삼척에

서 실시된 지역 내 자체투표에서 압도적인 몰표로 기존 결정된 신규원전

부지 취소에 찬성한 사례에서 보듯 결과적으로 원자력 수용성 향상을 위

한 각종 방안은 현재 한계에 봉착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제 2 절 연구의 필요성

위와 같은 다양한 문제들이 원자력산업을 위축시키는 영향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원자력에 대한 국민 수용성 저하를 야기하

고 있다. 이 때문에 급변하는 원자력산업 주변 환경에 대한 대응력을 개

선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원자력산업 추진전략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주가가 높았던 원자력이 한계에 봉착하여 쇠퇴

의 길을 걸을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 수용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재도

약을 준비할 것인지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이에 원자력산업의 활기를

되찾고 대국민 수용성 증진과 신뢰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

은 내용에 대해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첫째, 국민들이 원자력에 대해 느끼고 있는 사회적 가치 및 위험인식

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원전 = 위험한 것’이라는 등식이 자

연스럽게 성립되고 있다. 이웃 일본의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재앙적인 사

고가 이러한 인식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그 동안 많은 연구결과가 보

여주고 있으나,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낙관적 편견 또는 제3자적

관심으로 그 영향력은 결국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김인숙, 2012). 그에

반해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원전사고 은폐, 부품 비리, 위조사건 등 신뢰

성 위협 요인에 의한 국민들의 위험인식 변화와 이에 따른 원자력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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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변화 여부를 심층적으로 연구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 이 때문에

현 시점에서 원자력에 대해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사회적 편익과 위험

인식을 분석하고, 이를 대체적 발전수단의 편익 및 위험인식과 비교함으

로써 현 시점에서의 원자력의 사회적 위치와 기여도를 냉정히 평가할 필

요가 있다.

둘째, 국내 원전의 최근 비리 등 각종 이슈 발생 이후 국민들이 체감

하는 정부 및 원전사업자에 대한 신뢰 수준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자력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제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원전

정책결정 과정에서 실제로 활용될 수 있는 일반국민, 정부, 사업자간 소

통체계의 구축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국민의 원자력산업에 대한 신뢰를 제

고하고 국민 안심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원자력산업이 안전

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논의가 활성화되는 것은 일방적인 정보

의 제공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소통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국민 신뢰성을 제고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원자력에 대한

수용성을 증진할 수 있는 소통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주변 환경 변화에 따른 원자력산업 추진전략의 개선이 필요하다.

원자력산업을 둘러싼 국내·외 제도적, 경제적, 기술적 환경의 변화를 분

석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부합하는 사회 일반대중 및 원전 주변 지역주

민의 원자력 수용성 증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원자력 수

용성 증진 수단에 대한 국민적 실태조사 및 대안 등 기대사항의 조사결

과를 바탕으로 수용성 증진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새롭게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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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이론적 논의

1. 원자력 발전의 수용성

원전을 건설 및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가사회는 물론 지역사회의 수용

성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원전을 운영하는 과정이나 결과에 의해 나타

나는 위험이 사회적으로 수용하기 힘든 특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 발전 및 지속적 유지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동력원으로서 원전의 필

요성과 원전 위험의 사회적 수용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즉, 원전의 위

험을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수용해야 하느냐 여부가 그 동안의 쟁점

이었다면, 이제는 원전 위험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으로는 무엇

이 있는가가 논의의 새로운 중심이 되고 있다. 위험인식의 문제로부터

위험수용의 문제로 논의의 중심이 이동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김영평

외, 2000). 이러한 위험수용은 외적인 강제에 억지로 위험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어떠한 조건 하에서는)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자발적인 태도에 의해 위험을 받아들이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태도

와 행위를 복합적으로 표현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김영평 외, 2000 :

이재은 외, 2007).

사전적 의미의 수용성(receptiveness; acceptability)이란 ‘어떤 사람이

어떤 대상의 내·외적 가치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태도’ 또는 ‘받아들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Webster's Thi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1997). 이러한 맥락에서 원자력의 사회적 수용

성은 ‘국가의 전반적인 원자력 정책 및 원자력 시설의 입지 정책에 있어

서 사회 구성원들이 인식의 공유과정을 통해 받아들일 만한 것으로 인정

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이재은 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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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의 사회적 수용성과 관련하여 그 동안의 선행 연구들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Mazmanian &

Morell(1993)은 지역주민의 인식수준의 발전, 건강에 대한 위협, 불공정

성, 신뢰 등이 주된 원자력정책 수용성 영향인자라고 보았다. Zeiss &

Atwater(1989)는 인식된 이익과 인식된 위험을 수용성에 대한 주요한 영

향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Karft & Clary(1989)는 정부 및 원자력사업자

에 대한 불신과 제한된 정보, 정책에 대한 감정적 평가, 위험 가능성에

대한 혐오감 등이 수용성을 저하시킨다고 보았다. Easterling &

Kunreuther(1995)는 인식과 신뢰의 관계에서 시민에 대한 교육, 시설 입

지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제공, 그리고 입지 선택과 연구를 위한 새로운

절차의 마련 등에 가치를 부여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시민의 교육, 진정

(mitigation), 신뢰 구축, 보상을 원자력정책 수용성에 미치는 네 가지 요

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정책에 대한 정당성과 공정한 절차에 따른

시설 건설에 대한 확신 확보를 수용성 제고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Starr(1985)의 연구에서는 위험의 수용 여부는 위험에 대한 정량적 평가

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험관리에 대한 국민의 확신 및 신뢰에 달려있다

고 주장한다. 또한, 조성경·오세경(2002)은 원자력의 필요성, 기대편익 및

비용, 위험의 통제 가능성, 지식과 신뢰가 수용성 영향 요인이며 다차원

적이고 입체적인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한편, Greenberg et al.(2007)은 위험의 수용 가능 여부는 궁극적으로

이해 당사자들 간의 정치적 타협에 의해서 결정되고 전문가의 조언이 이

러한 판단 및 결정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또한, 국민들은 정부의 원자

력 관리능력이 부족하거나 불공정하거나 국민들과 가치를 공유하는 게

부족하다고 느낄 경우 정부를 신뢰하지 않게 된다고 보았다. 정주용

(2008)의 연구에서는 인과관계를 중시하는 선형적 구조보다는 사회적 역

학관계를 파악하는 인과 구조방식을 채택하여 원전시설의 잠재적 위험과

경제적 편익, 두 개의 변수와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인식의 문제를 파악

하는 것이 원자력 수용성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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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자력 발전의 위험 인식

현대 산업사회에서 위험은 완벽하게 제거될 수 없고, 다만 적절한 관

리를 통하여 그 위해를 감소시킬 수 있다. 그리고, 위험은 동일한 수준의

위해를 끼친다 하더라도 개인마다 받아들이는 수준이 다르다. 왜냐하면,

객관적 사실에 대한 위험과 개인의 주관적인 인식 간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Frechette, 1991 : Mazur, 1980 : 소영진, 2000 : 정주용·정재진,

2011). 여기서 개인의 주관적인 인식은 위험을 바라보는 개인의 성향, 연

령, 학력, 거주지역, 그리고 지식수준 등에 의해 종합적으로 영향을 받는

다. 따라서 위험에 대한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인식 사이의 불일치는 위

험의 관리가 단순히 과학기술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차원까

지 포함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김영평 외, 1994 : 정주용·정재진,

2011).

원자력의 경우 다른 국가에서 대재앙이라 불리는 원전사고가 몇 차례

있었지만 이는 당사국이나 원전사고가 발생한 지역, 피해의 영향을 받은

지역의 사람들에게 한정되는 위험으로 다른 위험에 비해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기 쉬운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원전사고를 비롯

하여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사람들의 위험인식에 대한 변화를 유발시킨

것은 분명해 보인다. 때문에 국민들의 원자력 위험에 대한 인식은 수십

년 동안 정책 결정자나 연구자들의 주요 관심이 되고 있다. 그리고, 국민

들의 위험인식 수준은 많은 국가의 정치적 의제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

하고 있으며, 이는 또 다시 환경과 기술에 대한 반대를 이해하는데 결정

적으로 도움을 주게 된다(Sjӧberg, 2000). 이러한 점에서 국민들이 원자

력 위험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관련된 정보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에 관한 논의는 위험인식을 이해하

는데 있어서 중요하다(서혁준, 2013).

현 시점에서 원자력에 대한 위험인식은 다른 과학기술 영역에 비해 상

대적으로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는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따

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빈번한 갈등, 원자력을 반대하는 시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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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들의 증가된 활동에 따른 위험인식의 지속적인 파급효과, TMI·체르

노빌·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대규모 재앙으로 인한 위험의 결과가 너

무도 크게 나타났으며 현재까지도 상당한 고통을 수반하고 있기 때문이

다. 이러한 연유로 일반 사람들은 원자력의 위험을 여타 기술에 의한 위

험과는 질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고 있으며, 다른 위험 요인들에 비해 잠

재적 위험이 훨씬 큰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Fischhoff et al., 1978 : Van

der Pligt & Midden, 1990 : Slovic, 1987, 1996 : Slovic et al., 1991).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원자력이 가지는 특성에 기인한다. 즉, 원자력은

위험에 대한 노출이 비자발적이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실제 위험이 나

타나며, 위험이 나타나면 통제가 불가능하고 대재앙을 초래하는 등의 특

성 때문이다(Slovic, 1987 : Chung & Kim, 2009 : 서혁준, 2013). 따라

서, 원자력의 위험은 다른 활동이나 기술에 의한 위험과는 질적으로 다

르게 인식됨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Slovic, 1987 : 차용진, 2007 : 서혁준,

2013).

이처럼 원자력발전과 같이 위험을 수반한 과학기술의 사회적 수용성은

기술의 실제 위험이 아니라 대중들의 인식에 따라 결정되며, 위험의 수

용도도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위험의 수용 가능성은

계량적 기준의 제시와 같은 규범적 발상을 통해 결정할 수 없다. 즉, 수

용 가능한 위험의 수준은 목적과 대안의 관계에 따라서도 다양하게 나타

날 수 있다(Keeney & Ralph, 1995 : 서혁준, 2013).

근본적으로 원자력발전 위험의 사회적 수용성은 원자력에 대한 위험인

식과 제공되는 원자력 정보의 특성 간 차이에서 발생한다. 즉, 원자력에

대한 위험인식은 감정적이고 주관적임에 반하여 원자력 정보는 논리적이

고 객관적이어서 양자 간 본질적인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며, 원전위험의

인식과 수용은 단순히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화적 차원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이재은 외, 2007). 따라서, 원전위험의 사회적 수

용성의 문제는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특정 사회의 다른 요인들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조성경·오세기, 2002 : 서혁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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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자력 발전 및 정부/사업자에 대한 신뢰도

우리나라의 원전 운영능력은 전 세계적으로 최우수 수준임에도 일반

국민들이 원전에 대해 불안을 표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원자력 기술에

대해 지식이 많지 않는 일반 대중들은 왜 정부 및 전문가들의 안전성 주

장과 홍보에도 불안해하는 것일까?

일반 대중의 원자력에 대한 위험인식과 수용성이 원전의 안전성, 사고

발생 확률 같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지식에 좌우되는지 아니면 정부,

원자력 관련 기관, 매스미디어 등에 대한 신뢰와 같은 다른 인자에 의해

더 영향을 받는가 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다.

위험연구에 있어서 신뢰와 위험인식 간의 관계는 매우 광범위한 주목

을 받아온 주제이다(Renn & Levine, 1991; Pidgeon et al., 1992; Slovic,

1993). 특히, 원자력을 포함한 과학기술 위험인식 및 수용과 관련하여 기

존 연구들은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신뢰는 사람들 간 상호작용의

윤활유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정책의 수용성을 제

고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왕재선, 2013).

일반적으로 자주 인용되는 신뢰의 정의로는 “취약한 의지(willingness

to be vulnerable)”라는 Mayer et al.(1995)의 정의가 있다. 이 밖에 “의

존하기 위한 의지(willingness to rely)”(Doney et al., 1998), “확신과 긍

정적인 기대(confident, positive expectations)”(Lewicki et al., 1998) 등

으로 신뢰를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학자들의 정의를 종합하여

Rousseau et al.(1998)는 “신뢰는 타인의 의도와 행태에 대한 긍정적 기

대에 기초하여 취약성(vulnerability)을 수용하고자 하는 것을 포함하는

심리적 상태”로 정의한다(왕재선, 2013).

한편, 다른 의미에서 신뢰는 상대적이고 역동적인 개념으로 개인들이

위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위험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리하는 기

관들에 대해 갖는 확신(confidence)의 수준으로 정의된다(Cha, 2000; 최

창명·김성수, 2005; 김성홍, 2012; 김종택·김세범, 2012). 신뢰는 위험인식

의 핵심요인으로서(Cvetkovich, 1999; Flynn et al., 1992), 위험의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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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를 위한 필요조건이며(Williams et al., 1999), 사회적 수용성의 지표

이기도 하다(Slovic et al., 1991; Chung and Kim, 2009).

따라서 원전시설 입지과정에서 신뢰 혹은 불신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김서용 외 2인, 2006). 특히, 오랜 기간 동안

한국사회에서 주요한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원자

력발전소 부지 선정의 문제는 정부 및 관리 기관에 대한 불신에서 찾을

수 있다. 즉, 불신이 국민들로 하여금 가능한 정보원 및 기관으로부터 받

는 관련 정보를 믿지 않게 하고, 원자력에 대한 위험인식을 증가시키는

것이다(Kasperson et al., 1992; Slovic et al., 1991).

이처럼 원자력의 위험성을 둘러싼 다양한 논쟁의 이면에는 신뢰의 부

족이 자리하고 있다. 원자력 전문가, 정부 또는 원자력 기술 및 시설의

운영기관에 대한 신뢰는 위험인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오미영 외,

2006). 이러한 대상에 대한 신뢰도가 낮을수록 원자력 관련 시설의 위험

성은 크게 인식된다(Pijawka & Muslikatel, 1991). 또한, 지역주민의 신

뢰수준은 원자력 관련 시설의 수용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심준섭,

2009).

한편, 현재의 과학기술의 수준으로 안전한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원자력 관련 조직이나 기관에 대해 신

뢰도가 낮은 사람들에 비해 자신들의 지역에 원자력 관련시설이 설치되

는 문제에 덜 민감하다. 이와 함께 정부 등 원자력 규제기관에 대한 신

뢰 부족이나 원자력 관련기관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신뢰 부족 역시

원자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태도를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이다(심준섭,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궁극적으로 원자력발전의 수용성에 미치는 신

뢰의 영향 정도를 심도있게 파악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에 대한 신뢰도와

정부 및 원자력발전사업자에 대한 신뢰도로 나누어 각각의 인자별 영향

정도를 심층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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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자력발전의 편익 인식

신뢰와 인식된 위험의 이원적 관계와 함께 인식된 위험과 인식된 혜택

의 관계도 위험시설이나 기술의 사회적 수용성에 영향을 미친다. 인식된

혜택은 위험시설이나 기술이 제공하는 유형 및 무형의 이익에 대한 주관

적 평가를 의미한다(심준섭, 2009). 대부분의 위험한 기술에는 혜택에 대

한 인식과 위험에 대한 인식이 동시에 존재하며, 둘 간에는 음의 상관관

계가 존재한다. 즉, 인식된 혜택이 커질수록, 인식된 위험은 작아진다

(Alhakami & Slovic, 1994; Slovic, 1987; Fischhoff et al., 1978; 심준섭, 2009).

따라서, 위험을 수반한 과학기술이라 하더라도 그것의 효용성(usefulness)이

높을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 사람들은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려는 경

향이 있다. Flynn 등(1994)은 효용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다양한 위험을

비교하는 것은 일반인들의 위험 인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불충분하다

고 주장한다. 즉, 효용 인식은 위험시설이나 기술이 제공하는 유형 및 무

형의 이익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심준섭, 2009).

일반적으로 위험인식과 관련하여 편익과 위험에 대한 판단은 역(-)의

관계가 있다는 것은 다양한 연구로부터 도출되었다(Fishhoff et al.,

1978; Slovic et al., 1991). 사람들은 위험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활동

혹은 기술은 편익이 낮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

경주 방폐장을 대상으로 한 Chung & Kim(2009)의 연구에 의하면 서구

와 달리 우리의 경우에는 위험을 용인하는 문화적 차이에 의하여 위험에

대한 인식보다 비용·편익에 대한 설명이 더욱 타당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서혁준, 2013).

Alhakami & Slovic(1994)은 인식된 혜택과 인식된 위험 사이에 밀접

한 관계가 존재하는 이유를 인지적 일관성 이론(cognitive consistency

theory)에서 찾고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들 간에 일관성을 유지하려

는 강력한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어떤 활동이나 기술이 커다란

혜택을 준다고 믿는 경우 그 기술의 위험성을 낮게 평가함으로써 인지적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사람들은 혜택과 위험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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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해서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보다는 한꺼번에 뭉뚱그려 평가하는 존재라

는 것이다. 또한 Frewer et al.(1998)에 따르면, 위험이 너무 커서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정도만 아니라면 대중의 수용성(public acceptance)은

인식된 혜택의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혜택이 충분히 커서 위험을 압도

한다면 위험 시설들은 대중들에 의해 수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심준섭, 2009).

원자력 관련 기술이나 시설은 인식된 위험이 인식된 혜택에 의해 영향

을 받는 대표적인 영역이다. 인식된 비용과 인식된 혜택 간의 관계는 원

자력에 대한 위험인식 및 수용성을 예측하는데 기여한다(오미영·최진명·

김학수, 2008). 실제로 원자력발전소와 같은 시설이 해당 지역에서 차지

하는 경제적 중요성에 의해 지역주민들의 위험인식은 상당하게 영향을

받으며, 원자력 관련 시설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해당 시설에 대한 수용성도 달라진다(Chung & Kim, 2009; 이민재 외, 2014).

한편, Groot et al.(2013)은 원자력 에너지의 사용을 늘리는 것은 원자

력의 위험과 편익 간 교환관계(trade-off)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 즉, 더

많은 사람들이 원자력 에너지의 사용이 편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으면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사람들의 선호는 더욱 커질 것이고, 결국에는 원

자력 에너지의 이용 증대를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험과

편익에 대한 믿음은 직접적으로 원자력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에 직접적

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다. 이는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면, 원자

력 기술에 대한 인지된 위험을 변화시킴으로써 기술에 대한 인지된 편익

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서혁준, 2013).

5. 외부 원전사고에 대한 위험 지식

위험 지식은 수용성의 전제가 되는 위험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위

험인식 연구에서 지식은 위험특성의 한 측면을 구성한다. 심리측정 패러

다임에서 위험인식은 위험 속성인 두려움뿐만 아니라 지식의 성격이 강

한 ‘위험의 알려지지 않은 정도’라는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Slovic,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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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ovic et al., 1978, 1984; 차용진, 2012). Slovic 등(1978, 1984)은 과학적

지식, 개인적 지식 등을 자발성, 통제성, 친숙성, 파국성, 두려움 등과 같

이 위험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심리적 특성으로 보았다. 위험에 대

한 지식이 적을수록 개인수준의 위험지각은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이영애 이나경, 2005; 김서용·김근식, 2014).

대중의 태도변화는 원전사고 이후에 발생하는 방사능 오염으로부터의

피해 정도와 직접적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Sjöerg &

Drottz(1987), Sjöerg & Sjöerg(1990), Renn(1990)은 체르노빌 사고 이후

유럽지역에서 방사능 오염이 심한 지역일수록 원자력 대한 반대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며, 체르노빌 원전사고는 원자력에 대한 찬

성과 반대라는 수용성뿐만 아니라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변수들

에서 지각된 위험, 부정적 감정 및 지식의 증가, 지각된 편익과 신뢰의

감소와 같은 변화를 가져왔다(왕재선·김서용, 2013). Verplanken(1989)은

수용성은 이를 유도하는 위험 편익 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들의 변화를 측정하여 원자력에 대한 반대 증가가 대규모 사

고 위험에 대한 주관적 확률, 지각된 위험의 상승을 수반하고 있다는 점

을 보여주었으며, 유사하게 Katsuya(2001)도 원자력에 대한 수용성과 지

각된 사고 발생의 가능성(지각된 위험) 간 관계가 높다는 연구결과를 제

시한다(왕재선·김서용, 2013). Visschers & Siegrist(2012)는 원전사고 이

후 신뢰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실증하였으며, Lindell & Perry(1990)는

정보, 지식적 측면에 주목하여 원전사고가 원자력 발전에 대한 논의와

생각을 배가시키는 몰입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음을, McDaniels(1988)는

사고 이후 지각된 지식의 정도가 높아졌음을 보여주었다(왕재선·김서용,

2013). Lindell & Perry(1990)는 체르노빌 사고 이후 감정적 반응

(affective reaction)에 있어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왕재선·김

서용, 2013).

한편, 위험 지각은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난

다. Slovic은 위험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두 가지 차원 -두려

움과 지식-의 요인을 밝혀냈다. 두려움의 정도는 그 위험이 얼마나 파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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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통제할 수 있으며, 치명적이고, 차세대에 위협적

인지 등 개인적으로 위협하는 정도에 대한 위험 인식을 말하며, 지식은

위험에 대한 개인의 지식, 관찰 가능함, 과학적 지식에 대한 친숙성의 정

도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차원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 위험 지각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한다(이영애 & 이나경, 2005). 일

반인들은 두 가지 차원 중 두려움의 정도에 더욱 영향을 받는다. 두려움

의 정도가 클수록 개인적 수준의 위험 지각이 더욱 크게 나타난다. 특히

비자발적이고 통제할 수 없는 낯설고 복잡한 사안일수록 더욱 위험하다

고 지각하는데, 이는 사망자나 피해자 수에 따라 위험을 지각하는 전문

가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김영욱, 2008). 이러한 두려움은 감정적

인 요소와 매우 관련이 깊다. 위험은 곧 느낌이라는 주장도 있듯이 감정

은 위험 지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데(Loewenstein, et. al, 2001), 불

확실한 상황에서 의사 결정을 할 때 이슈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즉 두

려움은 위험 지각을 더욱 고조시킨다(김인숙,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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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원자력산업의 국내/외 환경 변화

1.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각국 원자력 정책의 변화

2011년 3월 발생한 일본 대지진에 의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전 세계

에 ‘원자력 안전’이라는 이슈를 부각시켰고, 사람들로 하여금 원전에 대

한 막연한 두려움을 한층 증폭시킨 기폭제가 되었다. 자연스럽게 ‘원전

르네상스’에는 제동이 걸렸고, 세계 각국에서는 원전이 기후변화 예방과

현재의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이라는 의견과

아무리 유용성이 뛰어나도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원전은 대안이 될 수

없고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두고 활발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우리나라와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원전을 보유하

고 있는 국가들에게 공통된 과제를 던져주었다. 첫째,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출된 방사성 물질이 태평양을 건너 전 세계로 확산되었으며 둘째, 해

양으로 방출된 오염수는 주변 국가들의 어업 및 식생활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친 것이다. 결국 본 사고는 해당 원전이 있는 국가의 국내 문제로

한정되지 않고 국제적 재해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 따라 전 세계적인 에

너지 시장 구조 및 이해관계의 변화를 가져왔고, 이는 각국의 원자력 정

책에도 영향을 미쳤다(송하중 외, 2012).

대부분의 원전 보유국들은 전력 공급원으로서 원자력의 비중이 매우

높고 단기적으로 대체 에너지원을 발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

문에 기존의 원전 확대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원전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 프랑스는 기존 원전정책의 유지를 재확인하

였으며, 중국, 인도 등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는 국가들도 기존의 원전 확

대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우리나라 또한 삼척, 영덕 지구에 신

규원전 건설을 위한 부지 선정을 마쳤으며, 2015년까지 수천억 여원을

투입해 최악의 자연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원전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

도록 장, 단기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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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몇몇 국가들은 원전의 위험성으로 인해 가동 중단을 앞당기는

등 후쿠시마 사고로 인한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독일의 경우, 가동 중

인 17개 원전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전부 폐지하고 이를 화력과 신재

생에너지로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탈리아는 1980년대 이후 중

단된 원전 건설을 활발히 재검토하다가 후쿠시마 사고 이후 모든 논의를

철회하고, 원전 포기를 공식적으로 천명하였다. 이 밖에도 스위스, 벨기

에 등 기존에 원자력 확대를 신중히 검토하던 많은 국가에서 보류 내지

철회로 방향을 선회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처럼 원자력 에너지 분야

에서 원전 확대정책을 포기하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 원전 개발을 지속적

으로 추진하거나 신규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도 있는 등 세계 각국의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대응은 다양한 부문의 변화가 공존하는 양상이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각국의 원자력 정책이 이처럼 다르게 나타나는 이

유는 각 국가별로 에너지 수급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일본은 액화천

연가스(LNG)와 수력 발전의 비중이 각각 20%대로 원전의 비중과 비슷

한 수준이며, 화력발전소도 많이 보유하고 있다. 또한, 전력원이 풍부해

설비 예비율이 한국의 5배가 넘는다. 독일은 모자라는 전기를 전력 계통

망이 같은 인접 프랑스에서 수입한다. 또한, 원전을 폐기해도 신재생에너

지를 포함한 설비 예비율이 90%대에 이른다. 우리나라처럼 에너지 생산

자원이 거의 없는 프랑스는 전력 생산량의 75%를 원전에 의존하고 있

다. 또한, 미국·러시아 등 원전 수출국과 카자흐스탄 등 우라늄 보유국은

원자력발전 계속 유지 입장이 뚜렷하다.

2. 각국의 에너지 믹스 변화 및 변화요인

21세기에 들어 세계적으로 에너지 환경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지구 온난화 문제에 연관된 온실가스 문제로 화석연료의 사용 감축방안

이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2008년 8월 저탄소 녹색성장 선언 및 2009년 12월 자발적 온실가스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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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목표 발표로 본 대열에 합류하였다. 무엇보다 10여 년간 지속되고 있

는 고유가로 인해 에너지 안보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허

은녕, 2011).

이와 관련하여 현재 신재생에너지가 부각되고 있다. 이는 온실가스 감

축과 고유가에 대비한 에너지 안보, 그리고 기술 수출을 통한 녹색성장

을 모두 이루게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인식되면서 최근 에너지 믹스 논의

의 주류로 활발히 검토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중 일부는 독일 등에서

이미 가까운 시일 내에 기존 화석연료를 대체하여 주요 에너지 공급원으

로 한다는 목표 아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이들 국가에서도 원

전 가동중단으로 인한 전력공급의 차질 및 전기요금의 인상과 같은 부작

용들이 나타나고 있다. <표 2-1>은 해외 주요국들의 최근 1차 에너지원

별 구성비를, <표 2-2>는 전력 부문의 전원 구성비를 우리나라와 비교

하여 나타낸 것이다.

<표 2-1> 주요 국가 에너지 믹스 비교

단위 : 백만 TOE

구 분 석탄 석유
천연

가스
원자력

재생

에너지

화석연료

합계 천연가스

미국 22.1 36.7 27.6 8.3 5.3 86.4 31.9

영국 15.5 36.1 36.4 7.9 4.0 88.1 41.4

독일 25.3 36.4 21.3 8.0 9.0 83.0 25.7

일본 24.6 42.2 19.9 7.7 5.6 86.7 22.9

한국 30.2 40.3 15.9 12.9 0.7 86.4 18.4

주) 화석연료는 에너지 사용량 중 화석연료가 차지하는 비율(석탄, 석유,

천연가스의 총량)과 화석연료 중에서 청정연료인 천연가스가 차지

하는 비율을 산정

자료 : 지식경제부, 에너지 통계연보(2012)



- 17 -

<표 2-1>에서 나타난 것처럼 2011년 기준 주요 국가들의 에너지 믹스

를 살펴보면 석유가 약 3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석탄

과 천연가스가 그 뒤를 잇는다. 영국은 석탄의 비중이 낮으면서 천연가

스의 비중이 높은 국가이며, 미국 또한 천연가스의 비중이 높았다. 우리

나라의 경우, 석탄의 비중이 30.2%로 5개 국가 중 가장 높았으며, 천연

가스 비중은 15.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2-2> 주요 국가 전력 부문의 에너지 믹스 비교

단위 : 백만 TOE

구 분 석탄 석유
천연

가스
원자력

재생

에너지

화석연료

합계 천연가스

미국 51.1 1.0 16.0 25.9 6.0 68.1 23.5

영국 33.5 1.7 33.5 25.1 6.1 68.8 48.7

독일 48.9 1.4 4.2 32.0 13.6 54.5 7.6

일본 27.3 7.9 24.3 34.2 6.3 59.4 40.9

한국 47.0 3.4 9.3 39.8 0.5 59.7 15.6

주) 화석연료는 에너지 사용량 중 화석연료가 차지하는 비율(석탄, 석유,

천연가스의 총량)과 화석연료 중에서 청정연료인 천연가스가 차지

하는 비율을 산정

자료 : IEA energy balance

전력 부문의 에너지 믹스를 비교했을 때 석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었고, 천연가스와 원자력이 그 뒤를 이었다. 영국은 석탄과 천연

가스의 비중이 33.5%로 동일하였고, 일본 또한 석탄과 천연가스의 비중

이 거의 동일하였다. 우리나라는 석탄 사용 비중이 47%로 전력 부문의

에너지 사용 중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였다. 원자력은 39.8%로 5개국 중

가장 높았고, 재생에너지는 0.5%로 가장 낮았다. 이하에서는 구체적인

국가별 에너지 믹스 변화 및 변화요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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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 국

미국 내 에너지 생산 비중의 차이를 2002년 ～ 2011년까지 비교해 보

면 <그림 2-1>에 나타난 것처럼 석탄과 석유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가스 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자력의 경우 증가 폭은 미약하지만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로 볼 수 있

다. 2013년에는 34년 만에 처음으로 신규 원전 건설이 재개되었다. 또한,

수소 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생산 비중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미국이 석유, 석탄 같은 화석연료의 고갈에 대비해서

미래의 에너지원으로서 수소 에너지와 재생에너지 등을 선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송하중 외, 2013).

<그림 2-1> 미국의 에너지원별 전력 생산

출처: DOE/EIA, May 2012, www.eia.doe.gov 출처: DOE/EIA, May 2012, www.eia.doe.gov

오바마 행정부는 화석연료에 지나치게 편중된 미국의 에너지 생산 구

조의 취약성을 바로잡기 위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할

계획을 천명한 바 있다. 미국 정부는 2012년까지 미국에서 소비되는 전

력의 10%를 풍력, 태양열, 지열, 바이오 에너지 등의 재생에너지원으로

생산된 전력으로 충당하는 한편, 2025년까지는 미국 내 전력생산의 25%

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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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 시점에 미국 내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는 에너지는 셰일가스

로, 현재 셰일가스가 미래의 에너지 산업에 미칠 파급력에 전 세계가 촉

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 연두교서에서 “셰일가스

를 안전하게 개발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천명하였고, 세

계에너지기구(IEA)도 셰일가스의 개발로 가스 황금시대가 도래할 것으

로 전망하였다. 현재 미국 등은 셰일가스 개발권 확보 경쟁을 치열하게

전개 중이며, 세계 각국의 주요 에너지 기업들 또한 지분 확보 등을 통

해 미국, 캐나다의 셰일가스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셰일가스가 주목받는 이유는 첫째, 막대한 규모의 매장량 때문이다. 셰

일가스의 확인 매장량은 187.4조 m
3
로 전 세계가 약 60년간 사용 가능한

양이며, 현재 확인 매장량 또한 31개국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향

후 탐사 확대에 따라 매장량은 더욱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지정학적 위험 요소가 많은 중동, 러시아 등에 집중적으로 매장되어 있

는 석유 등 전통가스와 달리 셰일가스는 전 세계에 고르게 분포하며, 특

히 에너지 수요가 높은 중국과 미국이 매장량의 1,2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혁신적인 채굴기술 개발로 경제성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19세기에 발견된 셰일가스가 21세기에 들어서야 생산이 본격화된 것은

새로이 개발된 ‘수평 시추·수압파쇄법’ 등의 사용으로 암석 내에 광범위

하게 흩어져 있는 가스를 경제적으로 뽑아낼 수 있게 된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북미 셰일가스의 개발 단가는 2007년 73달러/1,000m
3
에서 2010년

31달러/1,000m
3
로 하락하였고(전통가스의 개발 단가는 46달러/1,000m

3

수준), 셰일가스 생산량 또한 2000년 84억m3에서 2010년 1,288억m3으로

급증하였는데, 북미에서는 채굴한 셰일가스를 기존 천연가스 배송관을

이용해 이송할 수 있어 대규모 인프라 신규 투자 없이 상용화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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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전통가스와 셰일가스의 매장량 분포

(2010년 기준)

국가 명
전통가스 셰일가스

매장량(조 m
3
) 비중(%) 매장량(조 m

3
) 비중(%)

미국/캐나다 9.4 5 35.4 19

중국 2.8 2 36.1 19

유럽 18.3 10 17.7 9

러시아 44.8 24 - -

중동 75.8 41 - -

세계 전체 187.1 100 187.4 100

자료 : BP(2011), Static Review of World Energy 2011.

셰일가스 생산의 확대로 미국은 가스 수입국에서 2020년 세계 4위의

가스 수출국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국이 전통가스보다 저

렴한 가격을 무기로 국제 에너지 시장에 뛰어들 경우 전통가스 등을 포

함한 국제 유가는 현재 수준보다 더욱 하락하거나 장기적으로 안정되는

추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석유화학과 전력산업에 있어서

도 저렴한 가스 원료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나. 프랑스

과거 프랑스는 화석연료의 혜택을 입은 유럽의 다른 많은 나라들에 비

해 즉각 사용할 수 있는 화석연료가 빈약하였다. 20세기 중반 한때 석탄

의 국가 생산량이 연간 4천만 톤 이상을 기록하였지만, 1970년대 후반

이후 연간 300만 톤 이하로 급감하였고 2004년을 기점으로 국내 석탄 생

산은 완전히 중단되었다. 가스의 경우 1970년대 말까지 일부 지방에서 1

차 에너지 국내 생산량의 약 15%를 생산하였으나 현재는 거의 고갈되었

으며, 석유는 연간 약 150만 톤이 생산되고 있으나 이는 1차 에너지 국

내 생산량의 1%를 조금 초과하는 규모이다(송하중 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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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는 1970년대 이후 원자력 발전을 핵심 에너지 정책으로 추

진해 왔다. 그런데, 1979년 미국의 TMI 및 1986년 소련의 체르노빌 원

전 사고 이후 반핵 기류가 힘을 받게 되자, 프랑스 정부는 적극적인 대

국민 이해와 설득 및 민의 수렴 과정을 통해 원자력 정책을 추진하였다.

구체적으로 2005년에는 기존 원자력 발전소 시설의 1/3이 2020년경 수명

완료될 예정에 있어 이를 대비한 미래의 에너지 정책 수립을 위해 1년

반 동안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프랑스의 기본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였는

데, 이 에너지 정책은 원자력발전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시키며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주요 내

용으로 하고 있다.

프랑스는 현재의 원자력발전 수준을 유지하되 전체적으로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증가할 예정이다. 발전 부문에서 천연가스 수요

는 증가할 것이며, 가정 및 상업 부문에서의 소비는 에너지 효율향상으

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는 EU의 에너지 정책방향, 규제 완

화,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과 같은 에너지 정책 방향에 가능한 한 조화되

는 에너지 정책을 추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에너지경제연구원, 2011).

다만, 후쿠시마 사고로 인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전망보다 확대될 가능

성이 있다.

에너지 부존자원이 빈약하여 에너지의 대외 의존도를 벗어나기 위해서

취해진 원전 중심의 에너지 믹스 정책은 지속적으로 원전의 비중을 높인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프랑스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도 전세

계적으로 가장 높은 원전 의존성 때문에 기존의 원전 비중을 대폭 줄이

는 에너지 정책을 취하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원전 안전성을 강화하

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편, 올랑드 대통령 정권이 집권한 이후 꾸준

히 추진되어 온 에너지전환법이 2014년 10월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향

후 원자력발전 비중을 75%에서 50%로 축소하고 설비 용량을 제한하는

내용이 법에 수록되었으나, 환경부 장관은 구체적으로 어떤 원전이 폐쇄

될지는 법으로 규정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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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영국

영국은 EU의 주요 에너지 수출국으로 에너지산업은 GDP의 3.2%, 산

업투자의 32.6%를 차지하는 국가 전략산업이다. 영국은 에너지 공기업의

민영화와 경쟁체제의 도입을 통해 가스 및 전력시장의 자유화를 달성하

였으며, 경쟁력을 갖춘 에너지산업을 창출하여 이후 EU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 에너지산업 자유화의 모델이 되어 왔다(KINS, 2011).

그러나, 영국의 원유 및 가스 자원이 점차 고갈되어 가면서 에너지 대

외 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이상준, 2008). 환경문제가 전

지구적인 정책 현안으로 등장함에 따라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와 효율적

인 EU 단일시장 구축, 신재생에너지 개발, 에너지 효율향상, 에너지 및

환경 분야의 효과적인 국제 협력체제의 구축 등이 영국 에너지 정책의

주요 과제가 되고 있다(이상준, 2008).

영국의 2020년 전력 수요는 현 수준인 60GW로 예상되지만 신재생에

너지의 간헐적 공급으로 인해 발전 인프라는 최대 100GW까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020년까지 필요한 약 43GW의 새로운 발전용량 중

26GW는 신재생에너지에서, 17GW는 다른 에너지원(주로 원자력발전)에

서 얻어질 전망이다(KINS, 2011).

영국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80%로 감축하는

기후 대응전략을 중심에 두고 에너지 정책을 수립, 집행 중이다. 영국 정

부는 유럽연합의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의 일환으로 2010년 최

종 에너지의 3.4%(전력의 6.8%)에 불과한 재생에너지 비중을 2020년 최

종 에너지 소비의 15%, 전력의 20% 이상으로 높이는 계획을 추진 중이

다. 이 목표를 달성하고 추세가 지속된다면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략

의 비중은 60% 이상 높아지게 될 것이다(이상훈, 2013).

영국은 2014년 기준 전체 전력의 20% 가량을 생산하는 16개의 원전

중 15개를 2023년까지 모두 폐쇄할 예정이다. 이에 DECC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도 신규 원전 건설을 준비하는 등 원자력 이용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하려는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보이고 있다. 원자력의 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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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까지 담당하는 DECC는 원자력을 화석연료 고갈, 고유가 및 기

후변화 대응을 위한 최적의 대안으로 인식하고 원자력발전의 이용 확대

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뚜렷이 진행하고 있다(송하중 외, 2013).

또한, 영국 내 원자력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추세

이다. 2012년 3월 옥스퍼드 대학의 스미스 기업과 환경 연구소(SSEE :

Smith School of Enterprise and the Environment)가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영국이 정전됨이 없이 성공적으로 탄소 감량을 달성하려면 신규원

전 확보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노후원전 폐쇄와 석탄 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해 영국은 2020년까지 총

30～35GW의 대체에너지 수급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향후 20년간 노

후원전을 10기의 신규원전으로 대체할 예정이며, 18년 만에 신규원전 건

설을 결정하게 되었다.

라. 독일

독일 정부는 2011년 6월 에너지 전환프로그램(Energiewende)과 관련

한 8개 법의 개정안을 발표하고, 연방의회가 원전 폐기 및 에너지 전환

프로그램을 승인함으로써 가동 중인 원전 17기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기하기로 결정하였다(이유수, 2011). 또한, ‘에너지 구상 2010’에 따라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80～95% 감축하고 총 에너지 소비

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60%까지 높이며 1차 에너지 소비를 50% 감소

시키는 에너지 기후정책 목표를 추진 중이다.

에너지 구상 2010은 이미 상당히 빠른 속도로 신재생에너지원을 확대

하고 에너지 절약 및 효율을 강화하며 전력망 확대 등 에너지 인프라의

확장을 내용의 근간으로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2022년까지 원전의 완

전 폐지’라는 새로운 내용을 제외하면 큰 틀에서는 독일의 장기 에너지

정책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독일 정부는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에너지경제연구원, 2011). 독일 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2011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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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에너지 구상과 이의 가속적 추진’이라는 내용의 고시를 통해서 2011

년 6월에 통과된 원전 폐지 및 신재생에너지 촉진, 전력망 확충 등 에너

지 전환 관련법들의 개정과 관련하여 에너지 구상 2010에 대해 설명하였

다. 동 문건에 따르면 관련법의 개정을 통해서 가스 및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의 가속 추진, 전력망 등 인프라 확충 촉진,

에너지 절약 촉진 등 기존 에너지 구상 2010의 추진을 가속화함으로써

원전 폐지의 공백을 메운다는 것이며, 그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대한 도전적인 목표치를 담고 있다. 1차 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

의 비중을 2030년 30%로 확대하고, 2050년에 60%로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이유수, 2011). 전력의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를 통하여

2020년에 35%, 2030년에 50%, 2050년에 80%의 전력을 충당할 계획이다

(이유수, 2011).

신재생에너지 중에서는 해상 풍력, 태양광 및 태양열, 바이오에너지 등

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보급할 예정이다(에너지경제연구원, 2011). 독일

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재생에너지법(EEG)을 통해 해상·육상 풍력을

더욱 촉진하고, 에너지산업법(EnWG)을 개정하고 전략망 확대 촉진법

(NABEG)을 제정하여 스마트 미터와 스마트 그리드를 촉진하고 민주적

거버넌스에 기초하여 송전선을 확충 보완하며 유럽 전력망 연계와 확충

을 통해 전력수급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에너지 효율 향상은 가

장 우선순위가 높은데 이를 위해 건물의 에너지 기준을 강화하고 열병합

발전을 촉진하며 에너지 라벨링을 확대하고자 한다. 독일 환경부는 이런

에너지 정책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경쟁력을 유지하며 투자를 촉진하

고 기후 보호 등 환경적 편익이 증진될 것이라 기대한다(이상훈, 2013).

마. 일본

일본 정부는 1973년 오일쇼크로 인한 에너지 위기에 직면하여 이미 5

개의 원전 운영으로 원자력산업을 진흥시키며, 원유 수입에 의존하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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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 정책에서 원자력에 중점을 두는 정책으로 전환을 도모하였다. 이후

일본의 원자력에 관한 에너지 정책은 원자력을 지속적으로 전력생산의

중요한 요소로서 간주하며 동시에 원자력 에너지의 안전과 핵 비확산을

국민에게 홍보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 왔다. 2002년 일본 정부는 교토 국

제협약에 의해 설정된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자력

에너지의 의존도를 더 높이겠다고 천명하면서 총 전력생산의 30%를 원

자력발전소에서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해 2011년까지 12개

의 원전 신설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송하중 외, 2013).

그리고, 2010년 경제산업성은 에너지 자급율을 2030년까지 70%까지로

향상시키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자원에너지청은 2010년에 수립한 전력

공급 계획에서 2017년까지 원전 14개의 신설을 표명하여 원자력은 경제

성장과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계획 실행의 중요한 에너지 공급원이자 핵

심적인 전원으로 더욱 더 안정되었다.

이러한 일본의 에너지 정책과 에너지 수급 전망은 후쿠시마 사고 이전

과 이후에 크게 달라진다. 후쿠시마 사고 이전에 발표한 에너지 기본계

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31% 감축하면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원자력의 발전 비중을 26%에서 45%로, 재생에너지의 비중

은 10%에서 20%로 높이고자 하였다(이상훈, 2013). 하지만, 후쿠시마 사

고 이후에는 기존의 에너지 기본계획의 백지화와 더불어 재검토의 필요

성이 논의되었으며,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2020년 초까지 20% 이

상 수준으로 높이고 구체적 실현 방안으로 1,000만 가구 태양광 패널 설

치를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별도의 지원제도를 수립할 것을 논의하

기도 하였다(문영석·노동석·조상민, 2011).

하지만, 아베정권이 들어선 이후 후쿠시마 사고 이래 전면 가동 중단

되었던 원전에 대해 17개를 재가동하도록 하였고, 오마원전 건설을 재개

하고 베트남 등 해외 원전 수출을 적극 추진하는 등 원전 폐지에서 재사

용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최근 2014년 10월에는 센다이 의회가 지

역 내 원전의 재가동을 최종 승인함으로써 원전의 운전 재개가 점차 현

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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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원전 관련 이슈 분석

2012년 2월 고리원전 1호기 전력공급 중단 은폐 사건 이후 이어진 영

광원전의 부품 납품 비리 스캔들, 그리고 신규원전 품질보증문서의 위조

사건 등은 국내적으로 원자력의 위상 추락을 가져왔다. 그러나, 이들 사

건으로 인한 원자력계의 위기는 사실 원자력산업계 내부에서 비롯된 것

이다. 중추적 소임을 담당해야 할 임직원들이 규칙을 무시했고, 업자와

결탁해 뇌물을 받는 등 조직적으로 부정을 저질렀으며 업체의 시험성적

서를 검증해야 할 검증기관이 오히려 조작하는 행위를 저질렀던 것이다.

공교롭게도 부정은 주민투표로 경주 방폐장 건설을 확정하고 아랍에미리

트(UAE)와 원자력발전소 계약을 성사하는 등 원자력산업계 내 자신감

이 넘쳐흐르던 시기에 시작됐다.

먼저, 고리 1호기 정전사고는 계획예방정비 기간 중 작업자의 실수로

인해 발생되었다. 3개의 외부 전원선 중 최소한 한 개의 전원은 연결해

놓은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 가장 기본적인 작업 규칙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다. 원자력발전소에서 정전이란 원자로의 냉각펌프

등 주요 기기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도 쓰나미에 의한 정전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정전이 발생하면 자동적

으로 작동해야 할 비상디젤발전기가 작동하지 않았다. 원래 고리 1호기

에는 2대의 비상디젤발전기가 있지만, 한 대는 이미 점검을 위해 해체해

놓은 상태였다. 나머지 한 대가 작동해야 하지만, 공기공급밸브 이상으로

작동을 멈춰 버렸다. 상황이 이러자 이후 12분 동안이나 정전은 지속되

었고, 결국 원자로 냉각수의 온도는 36.9℃에서 58.3℃로 21℃나 상승했다.

이 상황을 보고 받은 고리 원전에서는 발전소장이 주요 간부들과 모인

자리에서 한국수력원자력 상부와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보

고하지 않기로 결정함으로써 관련 법규의 보고 의무를 위반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후 한 부산시의원의 문제 제기로 본 사건은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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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2012년 2월 영광원전 납품비리 사건으로 촉발된 원전비리 사

태는 음식물쓰레기용기 유통업을 하는 시민의 신고가 실마리가 되었다.

이 시민은 2011년 9월 한 은행 지점에 갔다가 한 남성이 음료수 박스에

거액의 현금(5000만 원)을 담아 자동차에 싣는 모습을 본 후 뇌물이라고

직감하고 차량번호를 기억해 울산지방검찰청(이하 울산지검)에 제보했

다. 그 즉시 울산지검은 차주를 확인하고 은행 지점의 CCTV 등을 통해

제보자가 목격한 시각에 5000만 원을 인출한 사람을 찾아냈는데, 그는

고리원자력본부의 납품업자였다(이정훈, 2012).

본 사건은 최근 전 한수원 사장의 뇌물수수 혐의 및 전 현 임직원의

비리에 대한 수사로 마무리 되었다. 원자력은 애초부터 정치 경제 사회

적 문제를 둘러싼 복합적인 이슈로서 국내 외를 불문하고 사회적으로 첨

예한 논쟁이 빈발하여 왔다(송하중 외, 2013). 이러한 문제는 국내 외를

초월한 것인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원전 비리는 결국 국내적 수

용성의 문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원자력의 국제적 이미지에도 좋지 않

은 영향을 미쳤다(송하중 외, 2013).

이러한 상황에서 2013년 5월에 발생한 원전 품질보증문서 위조사건은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킬 만큼 원자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

키는 데 일조하였다. 애초 신고리 1,2호기 및 신월성 1,2호기 케이블 시

험성적서 위조 제보로 시작된 본 사건은 이후 모든 건설 중인 원전과 운

영 중인 원전으로 조사가 확대됨에 따라 품질문서 위조 건이 추가 발견

되는 사태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운전 중이던 신고리 1,2호기 및 신월성

1호기, 3개의 원전이 안전성의 문제로 즉각적으로 정지되었고, 준공 예정

이던 신월성 2호기와 신고리 3,4호기의 운영 개시가 무기한 연기되는 등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쳤다.

이후 진행된 조사 과정에서 케이블 공급업체로부터 성능검증을 의뢰받

은 검증기관이 시험결과 중 불합격된 부분을 임의로 삭제하는 등 심각한

위조 행위를 저질렀으나, 검수기관인 한국전력기술과 인수자인 한국수력

원자력이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는 등 품질문서 관리체계가 총체적

으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들을 큰 충격에 빠트렸다. 원전 사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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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할 검증기관마저 비리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은 원자력산업 전체의 신뢰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리게 할 수 있는

사안으로 향후 오랜 기간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29 -

제 3 절 원자력 수용성 관련 선행연구 검토

본 절에서는 연구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원자력 수용성의 영

향요인에 대해 탐색한 여러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였다. 원자력의 대국민

수용성과 관련한 연구는 오랜 시간 동안 다방면에 걸쳐서 활발히 이루어

져 왔다. 선행연구들을 시간적 기준으로 분류하기 위해 2011년 3월에 발

생한 후쿠시마 사고를 분류의 기준점으로 설정하였다. 후쿠시마 사고는

원자력 전반에 걸쳐 엄청난 타격을 가하였고, 이로 인해 국민들의 원자

력에 대한 수용성도 후쿠시마 사고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보았을 때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절에서는 원자

력 수용성의 영향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후쿠시마 사고의 이전과 이후

로 구분하여 각 시기별로 대국민 수용성에 어떠한 영향요인들이 중요하

게 작용하였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기존 연구들의 검토를 통해

한계점을 인지하고 원자력 수용성과 관련한 연구에 있어서의 발전방향을

탐색해 보았다.

1. 후쿠시마 사고 이전

후쿠시마 사고 이전 원자력 수용성의 영향요인에 대해 탐색한 연구들

은 원자력 정책에 대한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한 연구

(조성경, 2003), 원자력을 포함한 여러 발전원들의 사회적 수용성에 관한

연구(이재은 외, 2006),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의 원자력 정책 수용성에 대

한 연구(최연홍·오영민, 2005), 원전 시설에 대한 수용성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심준섭, 2009 등)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2-4>은 후쿠시마 사고 이전의 원자력 수용성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연구들을 요약하여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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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독립변수 종속변수 분석 결과

조성경

(2003)

지식(정보, 교육,

홍보, 경험), 신뢰

(정당성, 커뮤니케

이션, 보상, 참여수

준), 인식

원자력 시설 및 정

책에 대한 수용성

원자력에 대한 수용성은 인

식에 의한 영향을 받으며, 지

식과 신뢰는 인식 뿐 아니라

수용성에 대해서도 일정 수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최연홍·

오영민

(2005)

정책요인(소망성,

일관성), 정책과정

요인(투명성, 공개

성, 민주성, 참여),

정책집행자 요인

(정부신뢰), 정책대

상자 요인(반핵사

상, 위험인지)

원자력발전소 및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입지정책 수용성

정책대상자, 정책집행자 정책

요인이 정책 수용성에 정(+)

의 영향을 미침

이재은

외

(2006)

합리성, 감정, 신

뢰, 의사소통

발전원 위험의 사

회적 수용성

합리성, 감정, 의사소통 요인

이 사회적 수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침

김서용·

김근식

(2007)

위험지각, 편익지

각, 환경의식, 경험

적 감정

원전 수용성

지역주민들의 경험적 감정이

위험, 편익, 수용성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침

김동원·

이창수·

박중구

(2008)

인식, 태도, 판단,

행동
원자력 수용성

원자력발전소 현장방문 후 원

자력에 대한 관심, 이미지, 안

전 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이 현장방문 전보다 개선되었

고, 공중집단별로 지역주민,

강성공중이 사회적 수용성이

높고, 학계, 정부 등 전문가들

인 인지공중이 낮은 것으로

분석 됨

<표 2-4> 원자력 수용성 관련 실증연구 종합(후쿠시마 사고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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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준섭

(2009)

원전에 대한 신뢰,

인식된 위험, 인식

된 혜택

원자력 수용성

신뢰 인식된 위험 인식된 혜

택이 수용성에 정(+)의 영향

을 미침

신윤창·

안치순

(2009)

위험성 1(합리 요

인), 위험성 2(감정

요인), 편익성, 신

뢰성

원전 수용성

위험성 1(합리 요인), 편익성,

신뢰성 요인이 수용성에 정

(+)의 영향을 미침

원두환

(2010)

원자력의 청정성,

경제성, 필요성, 안

정성

원자력에 대한 전

반적인 인식

잠재계층분석 결과 원자력에

대해 동일한 인식을 가진 3개

집단으로 분류함

이건 외

(2011)

지식요인, 안전요

인, 신뢰요인, 에너

지요인

원자력 이용 찬성,

원자력 발전 필요

성, 거주지 원자력

발전소 건설 찬성

지식, 신뢰, 위험요인이 수용

성 인식에 많은 영향을 미치

며, 특히 지역 원전 건설에

있어서 신뢰 요인의 영향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오미영

(2008)

위험특성, 효용성,

커뮤니케이션, 신

뢰도

방사선에 대한 위

험인식, 원자력의

대한 위험인식, 방

사선기술이용 생산

물의 대한 위험인

식, 방사선기술이

용 수용

원자력에 대한 낙인은 원자력

의 효용, 원자력에 대한 커뮤

니케이션, 원자력 관련 기관

에 대한 신뢰도에 따라 달라

질 수 있고, 원자력에 대한

위험 인지 수준은 심리적, 문

화적,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음

이현주·

이영애

(2011)

감정, 지식, 위험지

각, 이익지각
낙인 반응

방사능 관련 과학기술 낙인에

서 신뢰는 낙인에 직접 영향

을 줄 뿐만 아니라 위험지각

과 이익지각을 통해 간접적으

로 영향을 주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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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독립변수 종속변수 분석결과

박재범

(2012)

원자력 필요성, 안

전성, 방폐물 관리,

원전 신규건설

원자력에 대한 인식

후쿠시마 사고 이전의 경우

원전에 대한 인식이 일반인

은 보통보다 조금 더 긍정

적으로 생각하였으나, 사고

이후 일반인의 인식은 보통

보다 조금 더 부정적으로

변화하였음. 원전종사자의

경우 두 시점 모두 일반인

보다는 원전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서혁준

(2013)

인지된 편익과 위

험, 신뢰, 감정, 지

식, 매체정보특성과

통합정보

원자력에 대한 전반

적인 인식,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에 대

한 인식, 원자력발

전의 안정성에 대한

인식

지식 변수를 제외하고 인지

된 편익과 위험, 신뢰, 감

정, 매체정보특성과 통합정

보 변수는 모두 국민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분석됨

2. 후쿠시마 사고 이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력 수용성에 관한 실증연구는 이전에 비해 더

욱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력에 대한 수용성

의 변화 측정(박재범, 2012 등),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력 위험인식에

관한 연구(김인숙, 2012 등), 원자력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한 수용성

연구(왕재선, 2013 등)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를 이

전과 비교하면 원자력의 위험성과 관련한 연구들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표 2-5>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력 수용성 영향요인에 관한 실

증연구들을 요약하여 정리한 것이다.

<표 2-5> 원자력 수용성 관련 실증연구 종합(후쿠시마 사고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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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용·

정재진

(2011)

외부적 충격(후쿠

시마 사고), 감정적

요인, 합리적 요인,

신뢰 요인

원자력 수용성

외부적인 충격은 감정 요

인, 객관적 요인, 신뢰 요인

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증가시키고, 이는 결국 원

자력 수용성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칠 수 있음

왕재선·

김서용

(2013)

지각된 위험과 편

익, 신뢰, 부정적

감정, 지식

원자력 수용성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

자력에 대한 수용성과 인식

구조에서 변수간 관계 및

인과구조에 변화가 발생하

였고, 인식변화에서는 안정

과 변화, 수렴화와 극단화

가 수용성의 차원에 따라

다르게 발생하였으며, 일부

반동의 가능성이 존재함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양면

적 태도를 가진 대중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음

김인숙

(2012)

원자력에 대한 위

험인식과 지식, 커

뮤니케이션 채널의

이용

낙관적 편견

원자력에 대한 위험인식이

낮을수록 낙관적 편견이 나

타났으며, 원전사고에 대한

지식이 높다고 생각할수록

낙관적 편견이 나타남. 커

뮤니케이션 채널의 이용이

낙관적 편견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보면, 신문의 이용

은 낙관적 편견에 영향을

미쳤으며, TV, 인터넷, 대

인 커뮤니케이션 채널은 비

관적 편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제 3자 효

과는 낙관적 편견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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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송해룡·

김원제

(2012)

위험인식, 지각된

이익, 위험태도(매

개)

위험수용

위험인식은 위험태도에 정

(+)적 영향, 위험태도는 위

험수용에 부(-)적 영향, 지

각된 이익은 위험수용에 정

(+)적 영향을 미침

차용진

(2012)

위험의 두려운 정

도, 위험의 알려지

지 않은 정도, 위험

인식

자발성, 통제성, 두

려움, 친숙성, 과학적

지식, 개인적 지식

원자력위험은 비원자력위험

에 비해 상대적으로 두려움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

고,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두려운, 친숙한,

개인적 지식수준이 높은 위

험으로 평가되고 있음. 또

한 원자력관련 위험은 대체

적으로 두려움의 정도가 상

대적으로 높은 위험으로 평

가되었고, 위험의 알려지지

않은 차원에서 핵물질수송,

방사성폐기물처리는 위험의

알려지지 않은 정도가 상대

적으로 높다고 평가된 반면

원자력발전소, 핵무기, 핵무

기실험, 원자로사고 등은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고 평가되고 있음

왕재선

(2013)

4가지 유형의 신뢰

(기관에 대한 인지

적 신뢰, 기관에 대

한 정서적 신뢰, 사

람에 대한 인지적

신뢰, 사람에 대한

정서적 신뢰)

원자력 수용성(현재

의 원전 유지, 원전

추가건설, 핵폐기장

건설)

정책의 강도에 따라 가장

약한 정책에 대한 수용성에

서는 기관에 대한 인지적

신뢰가 가장 강한 영향력을

가진 반면 정책에 대한 강

도가 강해질수록 사람에 대

한 정서적 신뢰의 영향력이

강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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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존 연구의 한계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일반 국민의 위험인식은 그 원인보다는 감

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향이 많으며, 위험인식에 있어 과학적 합리성

과 지식은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과학적 합리성과 지

식이 위험인식의 필요조건이긴 하지만 충분조건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지금까지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자력 수용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전

문가와 일반인 간 위험에 대한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국

민 홍보 활동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여전히 객관적인 수준보

다는 주관적 인지 수준에서 위험을 파악하는 특징을 보임으로써 전문가

와 일반인 간의 인식적 불일치를 증가시키고, 기술도입 주체들의 노력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조성경, 2003). 이는 위험에 대한 지식의 공유가

직접적으로 위험의 사회적 수용성을 증진시키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의미

하는 것이기도 하다(조성경, 2003, 정주용 정재진, 2011).

또한, 위험인식에 있어 감정과 정서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많은 연

구를 통해 증명되고 있다(조성경 2003). 다시 말해 감정과 정서적 인식

은 개인이 위험을 받아들이는 수용성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국민들의 원자력 발전에 대한 위험인식과 수용성은 원자

력 발전의 사고확률과 같은 과학적인 인식에 기초하기 보다는 오히려 직

접적 관련성이 없는 정부, 원자력 발전 관련기관, 언론 등에 대한 신뢰에

더욱 의존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국내의 많은 연구들 역시 신뢰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연구들을 제시하고 있다(왕재선, 2013). 그러

나 구체적으로 그러한 신뢰가 과연 누구 혹은 무엇에 대한 신뢰를 의미

하는지, 그리고 어떤 신뢰가 원자력 발전에 대한 위험인식과 수용성에

차별적으로 관련되는지에 대한 관계구조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많

지 않다(왕재선, 2013).

한편, 후쿠시마 사고 이후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특이한 점이 관찰되

는데, 원자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대폭 강화되었을 것이라는 예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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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일부 연구에서는 위험 인식에 크게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양면적인

태도를 가진 대중들이 증가하는 반동성이 나타나기도 하는 등 혼조 양상

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과거 미국의 TMI, 소련의 체르노빌 사고 후 원

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사고 직후 급격히 증가하였다가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원상태로 복귀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 연구 사례와 비견

될 수 있는데, 자국 내에서 발생하지 않은 위험에 대해 낙관적 편견이나

제3자적 방관자 입장이 나타난 것일 수 있다는 분석 결과도 있다.

후쿠시마 사고를 사례로 분석하고 있는 정주용·정재진(2011)의 연구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감정적 요인, 객관적 요인, 신뢰요인 등 세

가지 요인에서 부정적 인식을 증가시키고 있음을 검증하고 있다. 이에

반해 심준섭 김지수(2011)는 후쿠시마 원전사고에도 불구하고 원전 인근

지역주민들이 가진 원자력발전소의 비위험성에 대한 인식은 크게 변화되

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왕재선·김서용, 2013). 한편, 왕재선·김서용

(2013)의 연구는 수용성 인식변화에서 일부 반동의 가능성이 존재함과

양면적 태도를 가진 국민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기존 연구들은 설문 등을 통한 실증분석임에도 불구

하고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일부 연구를 제외하고 종속변수

인 수용성을 다차원적으로 구분하여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원

자력 수용성 연구에서 단순히 ‘원자력 발전’을 지지할 것인지, 반대할 것

인지에 대한 전반적 지지를 묻는 연구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

만 원자력 수용성은 단순히 원자력 발전에 대한 전반적 지지뿐만 아니라

원자력발전 지속 여부, 원자력의 지역적 수용 여부, 원자력의 비중 확대,

타 에너지원 대비 호감도 등과 같은 다차원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수용성의 다차원성(multi-dimensionality)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이

유는 수용성 차원에 따라 대중의 반응과 변화 정도가 상이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왕재선, 2012).

둘째, 원자력에 대한 지식수준이 위험 수용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많은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실증분석에 대한 지식수준 측정에 있어 단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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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원자력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리커트 척도

로 응답하는 것으로 측정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론적인 측정

은 개개인의 지식수준을 정확하게 측정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

자력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들을 나열하고 질문의 정답여부를 판별하여

지식수준을 측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이러한 예로는 ‘현재 우리나

라의 원자력 발전소가 몇 개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전력생산에 있어 원자력발전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등과 같은 복수의 질문을 제시하고 측정하는 방식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러한 측정은 지식요인 뿐만 아니라, 신뢰요인, 안전요인, 경제성 요인

등에도 같은 형식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후쿠시마 사고 발생 이후 일반 국민들의 원자력에 대한 수

용성과 위험인식 변화 정도를 측정하는 연구는 많이 수행되었으나, 고리

원전 정전 은폐, 원전 납품비리 및 품질문서 위조사건 등 최근 국내 원

자력계에서 발생한 심각한 신뢰성 위협 요인들로 인한 수용성 변화 여부

를 심층적으로 연구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

구가 중요한 이유는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하여 연일 매스미디어를 통해

자극적인 보도가 홍수를 이루었지만 바다 건너 일본에서 발생한 사고인

까닭에 대중들이 느끼는 심리적 충격이나 위험인식이 제한적일 수 있지

만, 최근 국내에서 연이어 발생한 사건들은 국민들로 하여금 나와 가족

의 안전이 직접 위협받을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과 공포감으로 다가올 것

이 자명한 까닭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후쿠시마 사고에 따른 심리적 충격과 국내

원전비리, 품질문서 위조사건 등에 따른 현재의 원자력산업 위기 상황에

서 일반 국민들의 원자력에 대한 신뢰와 위험인식이 어떻게 변하였는지

파악하고, 원전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향후 원자력

산업의 정책 결정과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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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가설 및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 모형 및 가설

1. 연구 모형

본 연구에서는 대국민 원자력 인식분석을 통해 원전의 종합적인 가치

를 분석하고, 원자력 발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 및 신뢰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인식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에

추진되어 온 국민의 원전에 대한 수용성 제고방안의 문제점과 한계를 파

악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설 검증을 위한 연구모형은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 연구 모형

○원자력발전에 대한 신뢰도

○정부/사업자에 대한 신뢰도

○인식된 편익

○지각된 위험인식

○외부사고에 대한 위험지식

독립변수

거주 지역, 성별, 학력, 연령

통제변수

원전 비리사건 인지 여부

조절변수

원자력 수용성

- 원자력발전 계속 유지

- 원전 전기생산 비율 증대

- 원전 추가건설 동의

- 거주지 인근 원전건설 찬성

종속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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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설의 설정

본 연구는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위험인식 및 신뢰 수준이 원자력 수

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하였다.

가설 1. 원자력 발전 및 정부/사업자에 대한 신뢰도, 인식된 편익, 지

각된 위험인식, 외부사고에 대한 위험 지식은 원자력 수용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원자력 발전에 대한 신뢰도는 원자력 수용성에 유의미한 수준의

정(+)의 효과를 미칠 것이다.

1-2. 정부 및 원전사업자에 대한 신뢰도는 원자력 수용성에 유의미한

수준의 정(+)의 효과를 미칠 것이다.

1-3. 원자력 발전에 대한 편익 인식은 원자력 수용성에 유의미한 수

준의 정(+)의 효과를 미칠 것이다.

1-4. 원자력 발전에 대해 지각된 위험인식은 원자력 수용성에 유의미한

수준의 부(-)의 효과를 미칠 것이다.

1-5. 체르노빌, 후쿠시마 등 외부사고에 대한 위험 지식은 원자력 수

용성에 유의미한 수준의 부(-)의 효과를 미칠 것이다.

가설 2. 국내에서 발생한 원전 비리 및 품질문서 위조사건의 인지 여

부에 따라 원자력 수용성의 수준이 달라질 것이다.

2-1. 원전 비리사건을 인지하는 경우 원자력 발전 신뢰도, 정부 및

원전사업자 신뢰도, 편익 인식의 원자력 수용성에 대한 효과가

감소할 것이다.

2-2. 원전 비리사건을 인지하는 경우 지각된 위험 인식, 외부사고에

대한 위험 지식의 수용성에 대한 효과는 강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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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방법

1.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양적 분석방법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 설문을 통해

일반국민의 전반적인 인식을 조사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전국에서 605명

의 시민들을 표본 추출하였으며, 표본추출의 방법은 지역별 표본추출을

통한 지역단위 단계별 층화표본추출(Stratified Sampling) 방법을 활용한

것으로,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에서 2013년 12월∼2014년.12월

에 수행한 “원전산업의 환경분석 및 국민안심전략” 용역과제에서 개발하

여 조사한 설문지를 한국리서치가 수행·채집한 자료이며 회사의 동의하

에 본 연구에서 활용하였다.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방법은 1차적으로 전체 응답자들의 응답결

과에 대한 빈도 분석, 평균 및 표준편차 분석 등의 기술통계 분석을 통

해 응답자들의 전반적인 특징을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2단계의 심층 분석을 실시하였다. 심층 분석은 먼저 원자력 수용성 측정

을 위해 설정한 연구모형과 각종 변수들의 측정 도구들이 신뢰성과 타당

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고, 이어 원자력 수용성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들이 어떤 것이 있고 수용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확

인하기 위해 통계적인 인과관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구체적인 인과관계 분석은 ‘원자력 수용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을 위해 활용하였다. 총 199개의

설문조사 문항 중 가설에서 설정한 원자력 수용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인자, 즉 원자력 및 정부/사업자 신뢰도, 편익 인식, 위험 인식,

위험 지식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측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문항들을 추출

한 후 요인 분석, 신뢰도 분석 등을 통해 공통성 및 신뢰성이 낮은 문항

들을 제외한 약 30여개의 설문조사 문항들을 최종적으로 선별하여 5개의

요인변수로 그룹화 하였다. 다음으로 원자력산업의 수용성에 대한 국민

의 인식을 다차원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 유지, 원자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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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질문내용 척도 문항수

원자력에 관한

일반인식

1.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인식

2.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인식

3. 원자력 위험인식

4. 원자력발전소 운영자에 대한 인식

등간

5점척도
32

원자력과 다른

에너지 간의

인식비교

1. 에너지원에 대한 선호도

2. 에너지원별 비중 확대에 대한 찬성도

등간

5점척도
16

3. 에너지원별 선호 명목 1

4. 에너지원별 선호의 이유 개방형 1

5. 거주지 인근지역에 전력시설 건설에 대한

찬성도(단, 경제적 보상이 충분할 경우)

등간

5점척도
8

6. 정부에너지정책 추진시 최우선 고려사항 명목 1

7. 에너지사용에 대한 동의수준

8. 에너지원별 편익수준

9. 에너지원별 안전수준

10. 에너지원별 이미지

11. 에너지원별 지식수준

등간

5점척도
46

비중 확대, 원전 추가건설, 거주지역 인근 원전 건설, 원전 건설에 대한

경제적 보상 등에 대한 동의 정도를 각각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 회귀분

석을 수행, 분석함으로써 원자력 발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 원전 입지에

대한 국민의 입장 및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도출하였다.

2. 설문 모형

본 연구를 위한 설문문항 및 결과는 설문문항은 총 199개로 다음의 표

와 같이 크게 7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별 내용과 척도, 각 영역

별 문항 수는 다음의 <표 3-1>와 같다.

<표 3-1> 설문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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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질문내용 척도 문항수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관한

의견

1.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의견
등간

5점척도
5

2. 원자력발전을 통한 전기 생산비율 변화

에 관한 의견

등간

5점척도
1

3. 에너지원별 전기 생산비율 변화에 관한

의견
개방형 1

4. 거주지역이 원전 건설 대상지역으로 선

정되었을 경우, 경제적 편익제공이 원전

건설 찬반입장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명목 1

5. 선호하는 경제적 편익의 유형 명목 1

6. 선호하는 경제적 편익의 규모 개방형 1

7. 조건 불문 원전입지 반대의 이유 선택 명목 1

전기 사용료

지불 의사에

관한 의견

1. 우리나라가 원자력으로 전기생산을 포기

또는 감축하기 위해 현재 지불하는 전기

요금보다 더 많은 전기요금을 지불할 의

사가 있는지 여부

명목 1

2. 1에 대한 CVM질문 명목 6

3. 거주지가 아닌 지역에 원전 건설을 조건

으로 현재 지불하고 있는 전기요금보다

더 많은 전기요금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지 여부

명목 1

4. 3에 대한 CVM질문 명목 6

5. 거주지에 원전건설이 되는 것을 막기 위

해 현재 지불하고 있는 전기요금보다 더

많은 전기요금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명목 1

6. 5에 대한 CVM질문 명목 6

7. 전기요금 추가지불의 의사가 없는 이유 명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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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질문내용 척도 문항수

원자력 관련

정보에 관한

의견

1. 원자력발전소 운영에 관한 정보 검색 경

험 유무
명목 1

2. 원자력발전 및 발전소 운영에 관한 정보

수집의 방법
명목 1

3. 자발적 원전 관련 정보수집 경험이 없는

이유
명목 1

4. 환경단체 및 정부가 제공하는 관련 정보

에 대한 의견

등간

5점척도
8

5. 정부의 원자력관련 캠페인/광고 인지여부 명목 1

원자력 관련

정보에 관한

의견

6. 원자력에 대한 이미지 명목 1

7. 각 기관이 제공하는 원자력 위험 및 안

전정보에 대한 신뢰도

등간

5점척도
9

원자력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의견

1. 원전입지·운영과정에서 주민-한수원간 의

사소통에 관한 의견

등간

5점척도
5

원전사업자에

대한 신뢰도

1. 정부 및 원전사업자에 대한 신뢰도
등간

5점척도
7

2. 한수원 원전비리 사건에 대한 인지여부 명목 1

3. 원전비리가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인식에

미친 영향
명목 7

4. 원전비리 사건에 관한 내용에 대한 동의

정도

등간

5점척도
15

인구구성학적

질문

1. 전기사용료 납부여부 명목 1

2. 1개월 평균 전기사용료 개방형 1

3. 거구지에 원전 존부 명목 1

4. 거주지역 개방형 1

5. 거주기간 개방형 1

6. 성별 명목 1

7. 연령 개방형 1

8. 직업 개방형 1

9. 학력 명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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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측정에 활용된 설문항목
설문

항목

문항

수

종속변수 1
귀하는 원자력 발전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12-1 1

종속변수 2
귀하는 원자력 발전을 통한 전기 생산량이 현재보다 증
가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12-2 1

종속변수 3 귀하는 원자력 발전소의 추가 건설을 찬성하십니까? 12-3 1

종속변수 4
귀하의 거주 지역 인근(거주지역 반경 5Km 이내)에 원
자력 발전소가 건설되는 것을 찬성하십니까?

12-4 1

종속변수 5
귀하는 경제적 혜택이 주어진다면, 귀하의 거주 지역
인근에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기존에 있는 경우, 추가
로 건설)되는 것을 찬성하십니까?

12-5 1

3. 변수의 정의

원자력 수용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독립변수로는 설문지 문항 중 수용성 영향 요인을 측정한 것으로

파악되는 문항들을 분류하여 요인분석을 통해 각각 그룹화하여 원자력

발전에 대한 신뢰도, 정부 및 원전사업자에 대한 신뢰도, 편익 인식, 위

험 인식 및 외부사고에 대한 위험 지식의 총 5개의 변수를 정의하였다.

종속변수는 원자력산업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 정도를 다차원적으로 측정

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 유지, 원자력 발전 비중 확대, 원전 추가건설, 거

주지역 인근 원전 건설, 원전 건설에 대한 경제적 보상 등에 대한 동의

정도의 총 5개로 나누어 독립변수들에 의한 영향 정도를 각각 측정하였다.

한편,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응답자들의 거주지역, 연령, 성별 및 최종 학력을 통제변수로 설정

하였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연이어 발생한 최근의 국내 원전

비리 사건이 원자력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하기 위해 조절변수로 설정하였다. 각 변수를 정의하고 측정하는데 활용

된 설문지 문항들은 다음의 <표 3-2>와 같다.

<표 3-2> 변수별 설문항목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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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측정에 활용된 설문항목
설문

항목

문항

수

독립변수 1

정부/사업자

신뢰도

원자력발전소 사업자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
하여 원자력발전소 입지 지역을 선정한다.

25-1

11

원자력발전소 사업자는 원자력 발전소 운영과정에
서 주민과 충분한 토론 및 의논을 한다.

25-2

원자력발전소 사업자는 원자력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결정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
렴한다.

25-4

원자력 발전소 사업자는 주민을 대등한 대화의 상
대방으로 인식한다.

25-5

원자력발전소 운영자는 지역사회 공동체를 활성화하는데 기여
한다.

26-1

원자력발전소 운영자는 해당 지역의 발전을 위해 투자하는
존재이다.

26-2

원자력발전소 운영자는 원자력발전소를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26-3

원자력발전소 운영자는 입지과정에서 주민과 한 약속을 반드
시 이행한다.

26-4

정부는 원자력발전소 운영자를 감시·감독할 능력이 있다. 26-5

정부는 믿을만한 대화 상대방이다. 26-6

정부는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26-7

독립변수 2

원자력산업

신뢰도

우리 주변에서 원자력에 대한 위험이 너무 과대평가되고
있다.

1-13

9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소를 안전하게 운영하고 있다. 1-14

나는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회사를 신뢰한다. 1-18

방사성 폐기물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다. 1-19

정부의 원자력 정책을 신뢰한다. 1-20

후쿠시마 원전사고에도 불구하고 국내 원자력 발전소는
여전히 안전하다.

1-31

우리나라 국민들은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해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1-32

다음의 에너지원들에 대한 귀하의 호감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 4)원자력
2-4

최근까지 접했던 원자력발전/에너지에 관한 정보를

종합했을 때 원자력에 대한 이미지는 어떠합니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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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측정에 활용된 설문항목
설문

번호

문항

수

독립변수 3

편익 인식

원자력 에너지는 가격이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다.

1-3

6

원자력은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한다. 1-4

원자력은 값이 싸고 경제적이다. 1-5

원자력 에너지는 풍부하다. 1-10

원자력 에너지는 가스나 석유 등과 같은 다른 연료 수입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준다.

1-11

원자력 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기의 값은 저렴하다. 1-12

독립변수 4

위험 인식

원자력 발전으로 인해 가축, 농작물, 수산물에 피해가 발생
된다.

1-6

4

원자력 발전으로 인해 자연 환경에 피해가 발생된다. 1-7

원자력 발전으로 인해 인근 지역 주민의 생명 및 건강에 위
험이 발생된다.

1-8

원자력 발전으로 인해 기후변화가 가속화된다. 1-9

독립변수 5

원자력사고

에 대한

위험 지식

구소련 체르노빌 원전사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1-24

4

구소련 체르노빌 원전사고 때의 공포를 기억하고 있다. 1-25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1-26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때의 공포를 기억하고 있다. 1-27

통제 변수 거주지역, 연령, 성별, 최종 학력 30∼34 4

조절 변수
한수원(원전 사업자, 한국수력원자력의 약자)의 원전

비리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 아니오
2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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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결과 및 논의

제 1 절 표본집단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에서 대국민 원자력 인식분석을 위한 설문조사는 표본추출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베이(survey)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

뢰하여 2014년 8월 27일부터 9월 19일까지 24일간 진행되었다.

설문조사를 위해 구조화된 설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가 사용되

었으며, 훈련된 설문 조사원이 1:1 면담조사를 통해 응답자들로부터 자

료를 수집하였다. 개별면담 조사 방식을 채택한 이유는 설문문항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응답자 표본의 인구 구성학적 특징은 다음의 <표 4-1>과 같다. 성별,

연령대별로 분포가 비슷하며, 지역의 경우 대도시별 인구분포에 비례하

도록 표본규모를 배분하였다. 또한 학력과 직업에 대한 분포도 모집단의

분포와 비례하도록 설계되었다. 따라서 표본의 분포는 모집단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을 정도로 유사하다.

<표 4-1> 표본집단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
속성 빈도 비율

성별

남성 299 49.4

여성 306 50.6

합계 605 100.0

연령

20대 112 18.5

30대 133 22.0

40대 148 24.5

50대 134 22.1

60대 78 12.9

합계 605 100.0

거주지

서울 205 33.9

부산 130 21.5

대구 110 18.2

대전 80 13.2

광주 80 13.2

합계 6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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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 빈도 비율

학력

고졸이하 262 43.3

대학/전문대 재학 중 70 11.6

전문대졸업 81 13.4

대학졸업 185 30.6

대학원졸업 6 1.0

모름/무응답 1 .2

합계 605 100.0

직업

대학생/대학원생 53 8.8

자영업 147 24.3

판매직 83 13.7

기술직 44 7.3

사무직 90 14.9

노무직 28 4.6

경영직 5 .8

관리직 3 .5

전문직 14 2.3

전업주부 116 19.2

기타 22 3.6

합계 605 100.0

응답자들에 대해 원자력 발전시설 인근 거주경험 유무와 설문 응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기 사용료 관련 속성을 질문한 결과는 다음의

<표 4-2>와 같다.

먼저 전체의 97.0%가 원전시설 인근(읍면동) 지역에 거주한 경험이 없

는 일반국민들이며, 전체의 97.5%는 전기사용료를 현재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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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월평균 전기사용료 납부액의 경우, 월평균 2만5천원∼5만원 미만

범위가 전체의 36.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월평균 5만원∼7만5천원

미만이 31.6%였다. 월평균 전기사용료 납부액을 기술한 541명 응답자의

평균 납부액은 약 49,500원 정도였다. 다만, 이러한 수치는 설문을 통한

자기보고(self report)의 결과이므로, 실제 납부액과 100%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다.

<표 4-2> 표본집단의 원전 인근 거주경험 및 전기사용료 관련 특성

속성 빈도 비율

원전시설

인근(읍면동)

거주경험유무

경험있음 18 3.0

경험없음 587 97.0

합계 605 100.0

전기사용료

납부여부

예 590 97.5

아니오 15 2.5

합계 605 100.0

월평균

전기사용료

납부액

1만원 미만 3 0.5

1만원∼2만5천원미만 55 9.1

2만5천원∼5만원미만 218 36.0

5만원∼7만5천원미만 191 31.6

7만5천∼10만원미만 36 6.0

10만원 이상 38 6.3

무응답 64 10.6

합계 6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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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원자력산업에 대한 국민인식 기초분석 결과

1. 원자력에 관한 일반인식

가장 먼저 원자력에 관한 일반적인 인식에 대해 조사하였다. 질문 방

식은 원자력과 관련된 각각의 내용들에 대해 응답자가 어느 정도 동의하

는지를 물어보았으며,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질문의 내용은 원

자력 에너지에 대한 인식,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인식, 원자력 위험 인식,

원자력 발전의 운영에 대한 인식 등으로 구분된다.

첫째, 8개의 문항을 바탕으로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측정한 결

과는 다음 <표 4-3>과 같다. 기술통계의 결과를 살펴보면, 원자력의 경

제성에 관한 인식은 국가 경제발전에 대한 기여도(3.80점), 저렴한 가격

과 경제성(3.60점), 저렴한 가격 및 안정적 공급(3.42점), 기후변화문제 해

결에 대한 기여도(3.15점) 등 대체적으로 평균 이상의 수치를 나타냈다.

그러나 원자력에너지가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하지는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다(2.98점).

<표 4-3> 원자력에 대한 인식(1)

질문문항
선호도

평균 표준편차

원자력에너지는 현재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

는데 기여할 수 있다.
3.15 0.89

원자력에너지는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 2.98 0.97

원자력에너지는 가격이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다. 3.42 0.95

원자력은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한다. 3.80 0.79

원자력은 값이 싸고 경제적이다. 3.60 0.85

둘째,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인식결과를 살펴보면, 원자력 발전에 의한

피해인식에서는 인근 지역주민의 건강 위협(3.93점), 자연환경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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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점), 농축수산물 피해(3.71점), 기후변화 가속화(3.45점)로 나타나 원

자력 발전에 의한 피해수준은 평균보다 다소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원자력 에너지가 다른 연료수입 의존도를 감소시키

고(3.77점), 원자력 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기의 값이 저렴하다(3.53점)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원자력 에너지가 풍부하다고 여기고 있다(3.48점).

이러한 인식은 원자력발전이 환경 및 건강에 위험을 발생시킨다는 인식

과 경제성을 가진 에너지라는 인식이 공존하고 있는 특징이 나타난다.

<표 4-4> 원자력에 대한 인식(2)

질문문항
선호도

평균 표준편차
원자력발전으로 인해 가축, 농작물, 수산물에 피해
가 발생된다. 3.71 0.83

원자력발전으로 인해 자연환경에 피해가 발생된다. 3.77 0.84

원자력발전으로 인해 인근지역 주민의 생명 및 건
강에 위험이 발생 된다. 3.93 0.85

원자력발전으로 인해 기후변화가 가속화 된다. 3.45 0.90

원자력에너지는 풍부하다. 3.48 0.91

원자력에너지는 가스나 석유 등과 같은 다른 연료
수입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준다. 3.77 0.80

원자력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기의 값은 저렴하다. 3.53 0.81

셋째, 원자력 위험인식에 대한 결과는 원자력 발전으로 인한 위험 폐

기물 생산(3.86점), 원자력 발전소의 위험성(3.79점) 등으로 나타나 대체

로 원자력에 대한 위험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 주변에서 원자력에 대한 위험이 과대평가되고 있다는 의

견(2.91점)과 우리나라가 원자력발전소를 안전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의

견(2.85점), 방사성 폐기물이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다는 의견(2.71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한 원전의 위험이 현대과학기술로

적절히 통제할 수 있다는 인식은 평균 3.08점으로 보통 수준에 머물렀다.

따라서 원자력에 대한 위험인식이 매우 높고, 이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

는 과학적 기술수준에 대해서도 불안감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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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원자력발전소 운영회사(2.78점)나 정부의 원자력정책(2.77점)에

대한 신뢰도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위험인식이 높고, 반대로

원자력 관리기술 및 원자력 운영·감시기관에 대한 신뢰가 낮다는 것은

전반적인 원자력발전소 수용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표 4-5> 원자력에 대한 인식(3)

질문문항
선호도

평균 표준편차

우리주변에서 원자력에 대한 위험이 너무 과대평가 되
고 있다. 2.91 .95

우리나라는 원자력발전소를 안전하게 운영하고 있다. 2.85 .81

원자력발전은 위험한 폐기물을 만들어 낸다. 3.86 .83

원자력발전소는 위험하다. 3.79 .91

원전의 위험은 현대 과학기술로 적절히 통제할 수 있다. 3.08 .91

나는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회사를 신뢰한다. 2.78 .84

방사성폐기물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다. 2.71 .91

정부의 원자력 정책을 신뢰한다. 2.77 .80

넷째, 원자력 정책은 감정보다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

해 응답자들은 동의했다(3.57점). 그러나 원자력 안전규제 기관에 대한

인지여부(2.67점) 및 원자력 안전규제 법체계에 대한 인지여부(2.38점)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어서 실질적으로 원전관련 지식수준은 낮은 것으로 확

인되었다. 또한 원자력발전소 직원에 대한 신뢰도 부정적(2.65점)이었다.

이러한 특징은 원자력 정책에 대한 지식이 낮은 것이 원전에 대한 위험

인식을 낮추는 경향이 있다는 선행연구를 고려했을 때,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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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원자력에 대한 인식(4)

질문문항
선호도

평균 표준편차

원자력에너지를생각하면차갑기보다따뜻한느낌이든다. 2.87 0.89

원자력발전소 직원들을 신뢰한다. 2.65 0.82

원자력정책은감정보다는이성적으로접근해야한다. 3.57 0.88

우리나라원자력안전을규제하는기관에대해서알고있다. 2.67 0.97

원자력 안전규제 관련 법체계에 대해 알고 있다. 2.38 0.90

마지막으로, 체르노빌 사고나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원전사고 발생이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았다. 비교적 최근에 발생된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한 인식(3.79점),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공포 기억(3.90점)이

매우 높았으며, 이로 인해 국민의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위험인식에 영향

이 컸다는 의견에 대해 매우 그렇다고 인식했다(3.87점). 또한 후쿠시마

원전사고에도 불구하고 국내 원자력 발전소는 안전하다는 의견(2.46점)

이나 우리나라 국민들이 후쿠시마 사고에 대해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

하다는 의견(2.67점)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답했다. 즉, 후쿠시마 원전사

고에 의해 원전에 대한 위험인식이 크게 강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에 비해 구소련 체르노빌 원전사고에 대한 인식(3.07점)과 구소련

체르노빌 원전사고의 공포에 대한 기억(3.05점)은 후쿠시마 사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4-7> 원자력에 대한 인식(5)

질문문항
선호도

평균 표준편차

구소련 체르노빌 원전사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3.07 1.11

구소련 체르노빌 원전사고 때의 공포를 기억하고 있다. 3.05 1.09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3.79 0.95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때의 공포를 기억하고 있다. 3.90 0.92

후쿠시마원전사고는국민들의원자력발전소에대한위험인식에커다란영향을미쳤다. 3.87 0.94

후쿠시마 원전사고에도 불구하고 국내 원자력발전소는 여전히 안전하다. 2.46 0.86

우리나라국민들은후쿠시마원전사고에대해지나치게민감하게반응하고있다. 2.67 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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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자력과 다른 에너지 간의 인식비교

가. 에너지원에 대한 선호도

우리나라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8개 에너지원에 대한 응답자들의 선

호를 조사하였다. 질문 방식은 8개 에너지원 중 선호하는 에너지원을 1개

선택하는 방식이었다. 응답의 결과는 다음의 <표 4-8>과 같다.

전체 응답자 중 57.2%가 태양력 에너지를 선택했다. 즉, 태양력 에너지

에 대한 응답자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가스(13.7%), 원

자력(10.9%), 수력(7.9%) 등의 순이었다. 이에 비해 조력(1.7%)과 석유

(1.7%), 석탄(2.1%) 등에 대한 선호도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았다.

종합해 보면, 태양력 에너지에 대한 선호가 과반 이상을 차지했고, 이

에 비해 석유와 석탄 등 화석연료에 대한 선호는 매우 낮았다.

<표 4-8> 에너지원의 유형별 선호: 8개 에너지원 중 1개를 선택하는 방식

에너지원
선호

빈도 비율(%)

석탄 13 2.1

가스 83 13.7

수력 48 7.9

원자력 66 10.9

석유 10 1.7

태양력 346 57.2

풍력 28 4.6

조력 10 1.7

모름/무응답 1 .2

합계 6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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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각 에너지원별 선호의 정도를 리커트 5점 척도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다음의 <표 4-9>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응답결과의 평균이 5점

에 가까울수록 선호가 높고, 반대로 1점에 가까울수록 선호가 낮다.

<표 4-9> 에너지원별 선호도

에너지원
선호도

평균 표준편차

석탄 2.66 0.80

가스 3.24 0.86

수력 3.69 0.73

원자력 2.68 1.02

석유 3.03 0.78

태양력 4.23 0.70

풍력 3.95 0.78

조력 3.72 0.82

응답결과를 보면 태양력(4.23점)과 풍력(3.95점), 조력(3.72점) 등 대표적

인 친환경 대체에너지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석탄(2.66점)과 원자력(2.68점)에 대한 선호도는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평

균 3점 이하로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나. 에너지원별 비중에 관한 의견

각 에너지원별 에너지 생산량의 비중을 증대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지를 리커트 5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즉, 각 에너지원이 현재 에너지를

생산하는 양을 기준으로, 각 에너지원을 통한 에너지 생산량을 더 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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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정도를 측정한 것이다. 응답결과는 평균 5점에

가까울수록 해당 에너지원을 활용한 에너지 생산량 증대에 찬성하는 것

이고, 반대로 1점에 가까울수록 해당 에너지원을 활용한 에너지생산량

증대에 반대하는 것이다. 응답결과는 다음의 <표 4-10> 같다.

먼저 태양력(4.29점), 풍력(4.04점), 조력(3.79점), 수력(3.76점) 방식의 에

너지 생산량 증대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에 반해

석탄(2.62점)과 원자력(2.67점), 석유(2.96점) 방식의 에너지 생산량 증대

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러한 결과는 에너지원별 선호도

와도 일맥상통한다.

<표 4-10> 각 에너지원별 에너지 생산량 비중 증대에 대한 찬성도

에너지원
찬성도

평균 표준편차

석탄 2.62 0.86

가스 3.20 0.87

수력 3.76 0.74

원자력 2.67 1.01

석유 2.96 0.92

태양력 4.29 0.67

풍력 4.04 0.76

조력 3.79 0.79

다. 거주지 인근지역 에너지원별 발전시설 입지에 관한 의견

경제적 보상 지원 약속 하에 각 에너지원별 발전시설이 응답자의 거주

지역 주변에 건설될 계획일 때 어느 정도 찬성하는지를 리커트 5점 척도

로 질문하였다. 응답결과는 평균 5점에 가까울수록 해당 에너지원을 이

용한 발전시설이 응답자의 거주지 주변지역에 들어서는 것에 대해 찬성

하는 것이고, 반대로 1점에 가까울수록 해당 에너지원을 활용한 발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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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이 들어서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다. 응답결과는 다음의 <표 4-11>과

같다.

먼저 태양력(4.02점), 풍력(3.76점), 조력(3.47점) 방식의 발전원 설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에 반해 원자력(1.99점), 석탄(2.32

점), 석유(2.59점) 등의 방식의 발전원의 설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

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1> 각 에너지원별 거주지 주변지역 건설에 대한 찬성도

에너지원
찬성도

평균 표준편차

석탄 2.32 0.91

가스 2.64 0.92

수력 3.36 1.00

원자력 1.99 0.97

석유 2.59 0.86

태양력 4.02 0.87

풍력 3.76 0.93

조력 3.47 0.94

라. 에너지원별 편익 인식

에너지원별 편익인식은 각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것이 ‘비용이 크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이익이 크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관한 응답

결과이다. 비용이 크다고 생각할 경우, 비용만 존재한다고 보는 경우인 1

점부터 약간 비용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5점까지 등간척도가 활용되었다.

반대로 이익이 크다고 생각할 경우, 이익만 존재한다고 보는 경우인 10점

부터 약간 이익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6점까지 등간척도가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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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응답자의 평균점수가 10점에 가까울수록 이익이라는 인식이 더

큰 것이고, 반대로 1점에 가까울수록 손해라는 인식이 더 큰 것으로 해

석될 수 있다.

응답자들의 응답을 평균으로 환산한 결과는 다음의 <표 4-12>와 같

다. 먼저 전반적으로 응답자들의 평균은 5점을 넘기 때문에 손해보다는

이익이 더 크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태양력

(6.93점)과 풍력(6.38점), 조력(5.99점)은 이익이 상당히 더 크다고 인식하

고 있다. 이에 비해 석탄(5.09점)과 석유(5.04점) 같은 경우는 5점에 근사

한 평균값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익과 손해에 대한 인식이 반반 정도라고

볼 수 있다.

<표 4-12> 에너지원별 편익 인식: 에너지원별 평균값

에너지원
에너지원별 편익인식

평균 표준편차

석탄 5.09 1.90

가스 5.83 1.76

수력 5.72 1.99

원자력 5.84 2.09

석유 5.04 1.98

태양력 6.93 2.09

풍력 6.38 1.99

조력 5.99 1.92

* 응답은 각 에너지원이 비용이 더 큰다고 생각하는지(비용만이 존재

한다고 본다면 1점), 아니면 이익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지(이익만이

존재한다고 본다면 10점)를 10점 척도로 측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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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에너지원별 위험 인식

에너지원별 위험인식은 각 에너지원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지 또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위험이 크다고 생각할 경

우, 위험만 존재한다고 보는 경우인 1점부터 약간 위험이 더 크다고 생

각하는 5점까지 등간척도가 활용되었다. 반대로 안전성이 크다고 생각할

경우, 안전성만 존재한다고 보는 경우인 10점부터 약간 안전성이 더 크

다고 생각하는 6점까지 등간척도가 활용되었다. 따라서 응답자의 평균점

수가 10점에 가까울수록 안전하다는 인식이 더 큰 것이고, 반대로 1점에

가까울수록 위험하다는 인식이 더 큰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응답자들의 응답을 평균으로 환산한 결과는 다음의 <표 4-13>와 같다.

먼저 원자력(3.48점)과 가스(4.86점)는 5점 이하로, 위험하다는 인식이 더

컸다. 이에 비해 태양력(8.04점), 풍력(7.68점), 조력(7.26점), 수력(6.77점),

석유(5.22점), 석탄(5.32점)은 5점 이상으로 안전하다는 인식이 더 컸다.

<표 4-13> 에너지원별 위험 인식: 에너지원별 평균값

에너지원
에너지원별 위험인식

평균 표준편차

석탄 5.32 1.84

가스 4.86 1.74

수력 6.77 1.90

원자력 3.48 1.98

석유 5.22 1.73

태양력 8.04 1.66

풍력 7.68 1.68

조력 7.26 1.73

* 응답은 각 에너지원이 위험하다 생각하는지(매우 위험하다고 본다면

1점), 아니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매우 안전하다고 본다면 10점)를

10점 척도로 측정하였음. 평균이 5점 이하면 위험, 5점을 초과하면

안전으로 인식한다고 해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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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에너지원별 이미지

에너지원별 이미지 인식은 각 에너지원들이 ‘부정적이고 나쁜 이미지

인지, 아니면 긍정적이고 좋은 이미지인지’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부정

적인 이미지가 크다고 생각할 경우 1점에서 5점까지 등간 척도가 활용되

었고, 긍정적인 이미지가 크다고 생각할 경우, 6점에서 10점까지의 등간

척도가 활용되었다. 따라서 응답자의 평균점수가 10점에 가까울수록 해

당 에너지원에 대해 긍정적이고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반

대로 1점에 가까울수록 해당 에너지원에 대해 부정적이고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응답자들의 응답을 평균으로 환산한 결과는 다음 <표 4-14>와 같다.

태양력(8.03점), 풍력(7.62점), 조력(7.21점), 수력(7.03점) 등의 신재생에너

지들의 경우 평균 이상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지만, 원자력(4.09점), 석탄(4.85점) 등은 평균 이하의 다소 부정적인 이미

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4> 에너지원별 이미지 인식: 에너지원별 평균값

에너지원
에너지원별 이미지 인식

평균 표준편차

석탄 4.85 1.72

가스 5.58 1.81

수력 7.03 1.70

원자력 4.09 2.05

석유 5.33 1.72

태양력 8.03 1.55

풍력 7.62 1.63

조력 7.21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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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에너지원별 지식수준

에너지원별 지식수준은 각 에너지원들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

지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지식이 없다고 생각할 경우 1점에서

5점까지 등간 척도가 활용되었고, 지식이 있다고 생각할 경우 6점에서

10점까지의 등간척도가 활용되었다. 따라서 응답자의 평균점수가 10점에

가까울수록 해당 에너지원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은 것이고, 반대로 1점

에 가까울수록 해당 에너지원에 대한 지식수준이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응답자들의 응답을 평균으로 환산한 결과는 다음 <표 4-15>와 같다.

태양력은 6.15점으로 나타나 에너지원 중에서 가장 높은 지식수준을 나

타냈고, 원자력의 경우 4.62점으로 에너지원 중에서 가장 낮은 지식수준

을 나타냈다. 기타 에너지원들은 5점대의 평균적인 지식수준을 나타냈다.

<표 4-15> 에너지원별 지식 수준: 에너지원별 평균값

에너지원
에너지원별 지식 수준

평균 표준편차

석탄 5.15 1.91

가스 5.40 1.84

수력 5.48 1.92

원자력 4.84 2.01

석유 5.67 1.95

태양력 6.13 2.18

풍력 5.68 2.06

조력 5.11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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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관한 의견

가. 원자력발전소 수용성

원자력발전소 건설 수용성은 전반적으로 3점 미만으로 부정적이었다.

즉,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반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원자력을 통

한 전기 생산에 대해서는 평균 3.09점으로 약한 정도이긴 하지만, 찬성하

는 입장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의 수용성에 관한 질문은 단지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찬성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의 수용성을 5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

하였다.

첫째, 원자력 발전을 통한 전기 생산에 대해서 응답자들은 평균 3.09점

으로 찬성했지만 둘째, 원자력 발전을 통한 전기 생산량을 현재보다 증

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평균 2.70점으로 반대하고 있었다.

셋째, 원자력발전소의 추가적인 건설에 대해서 응답자들은 평균 2.31점

으로 반대 의견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미 건설된 원자력발전소를

통한 전기 생산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추가적인 발전소 건설에 대해서

는 조심스러운 일반 국민들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넷째, 일반적인 의미에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수준(평균

2.31점)보다 자신의 거주지역 인근(거주지역 반경 5Km 이내)에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되는데 대한 반대 수준이 더 높았다(평균 1.87점). 특히 거

주지 인근지역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데 대해서는 평균 2점 미만으

로 강도 높은 반대인식이 나타났다.

다섯째, 거주지역 인근에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되는데 대한 반대 입장

(평균 1.87점)은 적절한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는 조건부로 원자력발전소가

건설되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 약간 완화되었다(평균 2.02점). 이러한 결

과는 적절한 보상을 통해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인식을

약간은 약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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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6>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관한 의견

원자력발전소 건설
찬성도

평균 표준편차

원자력 발전을 통한 전기생산 3.09 0.97

원자력 발전을 통한 전기 생산량 증가 2.70 1.00

원자력 발전소의 추가 건설 2.31 0.99

거주 지역 인근(거주지역반경5Km이내)에
원자력발전소가 건설 1.87 0.86

거주 지역 인근에 원자력발전소가 건설
(단, 경제적 편익 제공시)

2.02 0.94

이번에는 응답자들에게 현재 거주지역이 원자력발전소 건설 대상지역

으로 선정되었다는 가정 하에, 경제적 편익 제공여부와 상관없이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는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의 <표 4-17>과

같다. 응답자들의 80.7%는 경제적 편익제공 여부와 상관없이 원자력발전

소 건설에 반대하였다. 그러나 응답자들의 19.3%는 경제적 편익제공을

할 경우 거주지역에 원전건설을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표 4-17> 경제적 편익 제공여부와 상관없이 거주지역에

원전건설을 반대하는지 여부

경제적 편익제공 여부와 상관없이

거주지역에 원전건설을 반대하는지 여부

의견

빈도 비율

반대 488 80.7

찬성 117 19.3

합계 6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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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경제적 편익 제공을 조건으로 거주지역에 원전건설을 반대하지

않겠다는 응답을 한 117명을 대상으로 어느 정도의 경제적 편익이 제공

되어야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허락할지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한 결과 평

균 약 4억 7천 7백만원 정도의 경제적 편익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응답하

였다.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경제적 편익의 종류를 선택하도록 한

결과는 다음의 <표 4-18>과 같다. 응답자들은 여러 개의 경제적 편익을

선택할 수 있었다. 응답결과 ‘일자리 제공’이 전체의 19%로 가장 많이

선택되었고, 다음으로 ‘전기요금 면제(18%)’, ‘의료·복지시설 건설(18%)’,

‘지역 지방정부에 기금 제공(12%)’, ‘교육환경 조성 및 장학금(8%)’, ‘스포

츠·공연시설 건설(6%)’의 순이었다. 즉, ‘의료·복지시설’을 제외하고는 가

정에 경제적 편익이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방식(예: 가구당 보조금 지급

및 일자리 제공, 전기료 면제)에 대한 선호가 높았다.

<표 4-18> 경제적 편익 유형별 선호(다중 응답)

경제적 편익 유형
선호도

빈도 비율

지역 지방정부에 기금을 제공 42 12.0

가구당 보조금(현금)지원 67 19.1

전기요금 면제 63 17.9

의료・복지시설 건설 64 18.2

교육환경 조성 및 장학금 29 8.3

일자리 제공 65 18.5

스포츠, 공연시설 건설 21 6.0

합계 351 100.0

이에 반해 경제적 편익 제공여부와 상관없이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반

대하는 488명의 경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응답분포는 다음

의 <표 4-19>와 같다.



- 65 -

경제적 편익 유형
선호도

빈도 비율

원자력 발전소 사고의 위험성 때문에 434 29.7

원자력 발전소 건설로 인해 집값, 땅값이
하락할 것이기 때문에 128 8.8

원자력 발전소 인근 거주시 방사능 피해를
입을 수 있어서 412 28.2

원자력 발전소 건설로 인해 주거지의
이미지가 손실되기 때문에

78 5.3

원자력 발전소 건설로 인해 농업・어업을
통한 소득 창출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33 2.3

원자력 발전소 건설로 인해 가족의 건강 및
생명에 위험이 발생되기 때문에 333 22.8

경제적 편익을 제공한다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약속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42 2.9

합계 1,462 100.0

원자력발전소 사고 위험에 대한 두려움이 전체의 30%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다음으로 방사능 피해 가능성(28%), 가족의 생명 및

건강에 대한 위험 23% 등 주로 안전과 건강에 관련된 우려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 즉, 이러한 응답을 한 응답자들은 경제적 편익과 관계없을

정도로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높은 위험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비해, 원자력 건설로 인한 집값·땅값 하락(9%), 주거지 이미지

손실(5%), 경제적 편익을 제공한다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약속에 대한

불신(3%), 농어업을 통한 소득창출의 어려움 발생(2%) 등 경제적 이유

로 인한 반대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러나 이 중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인한 반대는 3% 정도로 상대적으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다.

<표 4-19> 경제적 편익제공여부와상관없이원전건설을반대하는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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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자력 발전을 통한 전기 생산비율 변화에 관한 의견

응답자들에게 다음의 <그림 4-1>과 같은 현재의 에너지원별 전력 생

산비율 그래프를 제공하고, 이 자료를 참조하여 원자력 발전을 통한 전기

생산비율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관한 의견을 물었다.

<그림 4-1> 에너지원별 전력 생산비율 현황

<현재 에너지원 별 전력 생산비율, %>

수력:

1.4%

유류화력:

2.1%

대체에너지:

2.7%

석탄화력:

37.3%

가스화력:

23.2%

원자력:

29.7%

집단: 3.7%

* 기준: 2014년 1~4월 평균 전력생산 비율 자료, 2014년 전력통계 속보(단위: MW)

주) 집단: 1개소 이상의 집중된 에너지 생산시설(예: 열병합시설, 자원회수시설)에서 생산되는 에너지

응답결과를 분석해 보면, 전체 응답자들은 평균 2.69점(표준편차: 0.82)

으로, 원자력을 통한 전력생산 비율을 현재보다 약간 감소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응답별 빈도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4-20>과 같이 매

우 많이 증가시켜야 한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거의 없었다.

그에 비해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52%로 과반수 이상

을 차지했다. 또한 현재보다 약간 감소시켜야 한다는 의견(27%)은 현재

보다 약간 증가시켜야 한다는 의견(11%)보다 2배 이상 많았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원자력

발전에 의한 전기 생산비율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36%(매우 감

소, 9% + 약간 감소, 27%)로, 증가시켜야 한다는 의견 12%(매우 증가,

1% + 약간 증가, 11%)보다 3배 가량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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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0> 원자력발전을 통한 전기 생산비율 변화에 관한 의견

원자력발전을 통한 전기 생산비율 변화에

관한 의견

의견

빈도 비율

현재보다 매우 감소 54 8.9

현재보다 약간 감소 163 26.9

현재수준 유지 313 51.7

현재보다 약간 증가 69 11.4

현재보다 매우 증가 6 1.0

합계 605 100.0

응답자들에 대해서 각 에너지원별 전기 생산비율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한지 질문하였다. 즉, 전체 에너지 생산량 중 수력, 화력, 원

자력, 대체에너지(태양광, 풍력 등), 기타(열병합발전소 등)의 비율을 어

떻게 변화시키면 좋을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들의 응답결과를 현

재의 비율과 비교하면 다음의 <표 4-21>와 같다.

<표 4-21> 에너지원별전기생산비율분포: 현황과응답자의견평균간비교

에너지원

에너지원별 전기생산비율 분포

현재의 상태
응답자들의

의견 평균값

수력 2% 8.6%

화력 63% 39.2%

원자력 30% 25.5%

대체에너지 3% 18.9%

기타 3% 7.8%

합계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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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들은 현재의 수력 2%, 화력 63%, 원자력 30%, 대체에너지 3%,

기타 3%의 전기 생산비율 분포를 향후 수력 8.6%, 화력 39.2%, 원자력

25.5%, 대체에너지 18.9%, 기타 7.8% 정도로 변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

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결과는 먼저 화력에 의한 전기 생산비율을 현재보다 약 23% 감소

시키고, 대체에너지는 약 16% 증가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결과이다.

그러나 원자력의 경우 현재보다 약 4∼5% 감소시켜야 한다고 보아 화력

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기 생산비율 감소 필요성에 관한 인식의 폭이 좁

았다. 그에 비해 수력과 기타 에너지에 대해서는 각각 약 7%와 5% 현

재보다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4. 정부 및 원전사업자에 대한 신뢰도

응답자들의 답변을 바탕으로 한 정부 및 원전사업자에 대한 신뢰도는

전반적으로 보통 내지는 약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먼저 정부

에 대해 세부적인 질문별로 살펴보면 첫째, 정부가 원전사업자를 감시·

감독할 능력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평균 3.03점으로 보통 정도라는 평

가를 내렸다.

둘째, 정부가 믿을만한 대화상대방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평균 2.73점

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또한 정부가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

고자하는 의지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평균 2.83점으로 약간 부정적

인 입장을 보였다.

원전사업자의 경우 첫째, 원전사업자가 지역사회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응답자들은 평균 2.97점으로 약간 부정적

인 입장을 보였다. 또한 원전사업자가 해당 지역의 발전을 위해 투자하

는 존재라는 의견에 대해서도 응답자들은 평균 2.81점으로 부정적인 입

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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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원전사업자가 원자력발전소를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평균 2.88점으로 약간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또한 원전사업자가 입지과정에서 주민과 한 약속을 반드시 이행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평균 2.84점으로 약간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종합해 보면 정부는 원자력발전소 운영자에 대한 감시·감독 능력이 어

느 정도 있지만 높지 않고, 주민과 대화와 협상을 통한 갈등해결을 하는

능력에 대해서는 미흡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원전사업자는 지역에 대

한 경제적 기여뿐만 아니라, 원자력에 대한 안전한 운영과 주민과의 약

속이행에 대해서도 아직 한계를 보이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원자력이 상당한 위기에 봉착해 있

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사업자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추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를 믿지 못할지라도

정부는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정부가 사업자를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었지만 이러한 통제도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보여준 것이다. 이

러한 결과로 볼 때 원자력에 대한 신뢰는 위기 그 자체라고 볼 수 있고,

이는 사업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표 4-22> 정부 및 원전사업자에 대한 신뢰도

주민-한수원 간 의사소통
의사소통 수준 인식

평균 표준편차

원자력 발전소 운영자는 지역사회 공동체를 활성화 하
는데 기여한다. 2.97 0.74

원자력 발전소 운영자는 해당 지역의 발전을 위해 투
자하는 존재이다. 2.81 0.81

원자력 발전소 운영자는 원자력 발전소를 안전하게 운
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2.88 0.82

원자력 발전소 운영자는 입지과정에서 주민과 한
약속을 반드시 이행한다. 2.84 0.85

정부는 원자력 발전소 운영자를 감시・감독할 능력이 있다. 3.03 0.86

정부는 믿을 만한 대화상대방이다. 2.73 0.80

정부는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2.83 0.78



- 70 -

5. 국내 원전비리 사건의 영향에 관한 분석

먼저 원전비리 사건을 알고 있는지 여부를 응답자들에게 질문한 결과

다음의 <표 4-23>과 같이 약 55%가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약 45%는 알

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으로 예

상했던 것과는 달리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특히,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됐던 점을 감안한다

면 의외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원자력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무관심이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해볼 수도 있다.

<표 4-23> 원전비리 사건에 대한 인지 여부

원전비리사건에 대한 인지여부 빈도 비율(%)

알고 있다 331 54.7

모른다 274 45.3

합계 605 100.0

원전비리 사건을 알고 있는 331명에 대해 원전비리 사건 전후를 비교

했을 때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생각이 변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다음

<표 4-24>와 같다. ‘기존에도, 지금도 원자력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의

견이 약 2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기존에도, 지금도

관심이 없다.’는 의견이 약 23%, ‘기존에는 지지하였으나, 지금은 지지하

지 않는다.’는 의견이 23%였다. 또한 ‘기존에는 관심이 없었으나, 지금은

지지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15%, ‘기존에도, 지금도 원자력을 지지한다.’

는 의견이 8%, ‘기존에는 관심이 없었으나, 지금은 지지한다.’는 의견이

3%, ‘기존에 지지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지지한다.’는 의견은 1%였다.

종합해 보면, 원전비리 사건이 발생된 전후 의견이 달라진 비율이 전체

의 42%로 상당히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 중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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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경우는 약 38%로, 기존에 관심이 없거나 원전을 지지했었던 사람이

원전을 반대하게 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비리사건이 직

접적인 방사능 누출 등의 위험으로 발현되지는 않더라도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이라고 인식하였기 때문일 것이라고 해석해볼 수 있

다. 즉, 원전비리 사건은 국민들의 원자력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높여 원

자력 에너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표 4-24> 원전비리 사건 전후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입장 변화여부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입장 빈도 비율(%)

기존에도, 지금도 원자력을 지지한다. 27 8.2

기존에 지지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지지한다. 2 0.6

기존에는 지지하였으나, 지금은 지지하지 않는다. 78 23.6

기존에도, 지금도 원자력을 지지하지 않는다. 90 27.2

기존에도, 지금도 관심이 없다. 76 23.0

기존에는 관심이 없었으나, 지금은 지지한다. 9 2.7

기존에는 관심이 없었으나, 지금은 지지하지 않는다. 49 14.8

합계 331 100.0

원전비리 사건에 대한 인식을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는 다음의 <표

4-25>와 같다. 첫째, 원전비리가 다른 정치적 비리와 비교할 수 없는 아

주 심각한 문제라는데 대해서 응답자들은 평균 3.94점으로 매우 동의했

다. 즉, 원전비리 사건에 대한 심각성을 매우 강도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원전비리는 한국 상황을 고려할 때, 아주 심각한 문제

라는데 대해서도 응답자들은 평균 4.02점으로 매우 동의했다. 이웃 일본

의 재앙적인 원전사고를 간접적으로 경험한 국민들은 원전비리 사건이

국내원전의 안전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다고 반응하는 것이다.

둘째, 원전비리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내 가족에게 피해를 줄까

봐 걱정이다에 대해서 응답자들은 평균 3.66점으로 동의하는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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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았다. 또한 원전비리 이후 원전관련 공익광고를 믿지 않는다에 대해서

응답자들은 평균 3.38점으로 약간 동의했다. 즉, 원전비리로 인한 위험가

능성이 높아지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것이고, 이것이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연쇄적 연상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원전비리의 원인은 직원 개인의 잘못에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평균 2.99점으로 보통정도라고 답한 반면, 원전비리가 사회 전반의 잘못

이라거나(평균 3.95점), 원전비리가 규제를 잘못한 정부의 잘못(평균 4.06

점)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매우 강도 높게 동의했다. 한편, 원전비리 이

후 원자력 에너지를 더 잘 알게 되었다는 데 대해서는 평균 3.45점으로

약간 동의했다. 이러한 결과는 한수원 비리문제가 단순히 사람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라는데 동의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

적 문제에 대한 평가에서 규제기관에 대한 잘못을 매우 높게 인정한 것

은 의외이다. 즉, 원전사업자와 원전관련 기업 간의 유착관계에서 나타난

비리이지만 이를 규제기관이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거나 묵인한 결과였다

는 일반국민들의 반응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 4-25> 원전비리 사건으로 인한 인식

원전비리 사건으로 인한 인식
동의정도

평균 표준편차

원전비리는 다른 정치적 비리와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심각한 문제
이다.

3.94 0.69

원전비리는 한국 상황을 고려할 때 아주 심각한 문제이다. 4.02 0.66

원전비리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내 가족에게 피해를 줄까
걱정이다.

3.66 0.88

원전비리 이후 원전관련 공익 광고를 믿지 않는다. 3.38 0.82

원전비리 이후 원전관련 기업을 믿지 않는다. 3.63 0.79

원전비리의 원인은 직원의 개인적인 잘못에 있다. 2.99 0.98

원전비리의 원인은 사회 전반의 잘못에 있다. 3.95 0.73

원전비리의 원인은 규제를 잘못한 정부의 잘못이다. 4.06 0.71

원전비리 이후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다. 3.45 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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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비리 사건 이전과 이후 응답자들의 인식변화를 비교해 보면 원자

력발전에 대한 신뢰는 원전비리 사건 전 신뢰한다는 응답자가 24.5%, 불

신한다는 응답자가 30.5%였던데 반해, 원전비리 사건 이후에는 신뢰한다

는 응답자가 6.9%, 불신한다는 응답자가 76.1%였다. 이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낮아진 원전에 대한 신뢰가 다시 국내원전비리 사건으로 인해

급격하게 감소하였음을 보여준다.

둘째,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편익 인식에 대해 원전비리 사건 전 이익

이라는 응답자가 45.6%, 손해라는 응답자가 9.1%인데 비해, 원전비리 사

건 이후에는 이익이라는 응답자가 38.4%, 손해라는 응답자가 13%였다.

원전비리 사건을 전후하여 손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약간 증가했지

만, 기본적으로 응답자의 40% 정도가 이익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이러

한 생각에 큰 변화가 없었다. 즉, 원전비리 사건은 편익인식에는 크게 영

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이는 우리나라 국민들 상당수가 원자력발전이 위

험할지라도 여전히 중요한 전력 생산원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

한 것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다.

셋째,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위험 인식은 원전비리 사건 전 안전하다

는 응답자가 21.1%, 위험하다는 응답자가 42%였으나, 원전비리 사건 이

후 안전하다는 응답자는 7.8%로 급격히 감소했고, 위험하다는 응답자는

64.4%로 급격히 증가했다. 결국, 원전비리 사건은 원자력발전소에 사용

하는 부품과 관련된 납품비리였고, 이것이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에 치명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4-26> 원전비리 사건으로 인한 원자력인식 변화(비율, %)

원전비리 사건으로 인한

원자력 인식 변화

신뢰 편익 위험

신뢰 불신 이익 손해 안전 위험

원전비리 사건 전 24.5 30.5 45.6 9.1 21.1 42

원전비리 사건 후 6.9 76.1 38.4 13 7.8 64.4

* 5점 척도의 응답결과를 ‘보통(3점)’이라는 응답을 제외한, 응답빈도를 비율로

환산한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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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 문항
구성 요소

1 2 3 4 5

문26. 원자력발전소 운영자는 해당 지역의 발전을 위해

투자하는 존재이다.
.776 .041 .266 -.225 -.139

문25. 원자력발전소 사업자는 원자력 발전소 운영과정

에서 주민과 충분한 토론 및 의논을 한다.
.766 .082 .024 -.005 .029

문25. 원자력발전소 사업자는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대한

지원사업의 결정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763 .006 .066 .036 .020

문25. 원자력 발전소 사업자는 주민을 대등한 대화의

상대방으로 인식한다.
.755 .055 -.018 -.006 .008

문25. 원자력발전소 사업자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

하여 원자력발전소 입지 지역을 선정한다.
.733 .055 -.024 -.039 -.046

문26. 원자력발전소 운영자는 입지과정에서 주민과 한

약속을 반드시 이행한다.
.691 .209 .055 .024 -.047

제 3 절 원자력산업에 대한 국민인식 심층분석 결과

1.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

심층분석에 앞서 연구모형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력 신뢰도, 정부/원전

사업자 신뢰도, 편익 인식, 위험 인식, 위험 지식 변수들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을 수행하였다. 먼저 측정 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

을 적절하게 측정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한 타당성

검증을 시행하였다. 모든 측정변수는 구성 요인을 추출하기 위해 관측된

요인의 선형결합인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s analysis)을 사용

하였으며, 요인 적재치의 단순화를 위해 직교회전방식(varimax)을 적용

하였다. 문항의 선택기준은 고유값(eigenvalue) 1.0 이상, 공통성 0.4 이

상, 요인 적재치는 0.5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하인 설문 문항들은

제거 후 여러 차례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래의 <표 4-27>과

같이 5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표 4-27>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한 타당성 검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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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26. 원자력발전소 운영자는 지역사회 공동체를 활성화

하는데 기여한다.
.675 .217 .154 -.069 -.060

문26. 정부는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664 .186 .086 -.113 .123

문26. 정부는 믿을만한 대화 상대방이다. .620 .243 -.013 -.104 .082

문26. 정부는 원자력발전소 운영자를 감시·감독할 능력이

있다.
.543 .275 .111 -.047 .138

문26. 원자력발전소 운영자는 원자력발전소를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522 .340 .006 -.232 .015

문1. 32) 우리나라 국민들은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해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050 .667 .022 -.010 .018

문1. 13) 우리 주변에서 원자력에 대한 위험이 너무 과대

평가되고 있다.
-.027 .662 .146 .009 .011

문1. 31) 후쿠시마 원전사고에도 불구하고 국내 원자력

발전소는 여전히 안전하다.
.256 .646 -.105 -.045 .015

문1. 14)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소를 안전하게 운영하고

있다.
.220 .639 .099 -.039 -.074

문1. 19) 방사성 폐기물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다. .239 .594 .102 -.202 .011

문1. 20) 정부의 원자력 정책을 신뢰한다. .301 .590 .086 -.218 -.006

문2. 다음의 에너지원들에 대한 귀하의 호감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 04) 원자력
.022 .553 .174 -.418 .106

문1. 18) 나는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회사를 신뢰

한다.
.387 .539 -.062 -.093 -.035

문23. 최근까지 접했던 원자력 발전/에너지에 관한 정보를

종합했을 때, 원자력에 대한 이미지는 어떠합니까?
.214 .509 .059 -.369 .001

문1. 05) 원자력은 값이 싸고 경제적이다. .095 -.018 .761 -.106 .043

문1. 12) 원자력 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기의 값은 저렴

하다.
.032 .050 .722 .021 .121

문1. 04) 원자력은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한다. .136 .035 .720 -.111 -.044

문1. 10) 원자력 에너지는 풍부하다. -.042 .110 .713 .131 .038

문1. 11) 원자력 에너지는 가스나 석유등과 같은 다른

연료 수입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준다.
.072 -.023 .712 .192 .030

문1. 03) 원자력 에너지는 가격이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다.
.099 .225 .638 -.117 -.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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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07) 원자력 발전으로 인해 자연 환경에 피해가

발생된다.
-.099 -.162 .005 .857 -.011

문1. 06) 원자력 발전으로 인해 가축, 농작물, 수산물에

피해가 발생된다.
-.137 -.103 -.029 .829 -.034

문1. 09) 원자력 발전으로 인해 기후변화가 가속화된다. .015 -.013 -.001 .749 -.050

문1. 08) 원자력 발전으로 인해 인근 지역 주민의 생명

및 건강에 위험이 발생된다.
-.113 -.340 .124 .719 -.010

문1. 26)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032 -.098 .113 .051 .802

문1. 27)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때의 공포를 기억하고

있다.
-.089 -.071 .096 -.019 .779

문1. 25) 구소련 체르노빌 원전사고 때의 공포를 기억하고

있다.
.139 .050 -.058 -.047 .771

문1. 24) 구소련 체르노빌 원전사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056 .123 -.033 -.097 .729

(※) KMO 표본 적합도=0.867, Bartlett의 단위행렬 검정 근사 카이제곱

=8995.208, 유의확률=.000

다음으로 신뢰성 검증을 위해 전통적인 내적 일관성 신뢰도 측정지표

로 리커트 척도인 경우에 활용되는 Crombach α를 이용한 분석을 하였으

며, 연구모형에 포함된 5개의 독립변수 각각의 하위 요소들에 대해 실시

하였다. 그 결과, 아래의 <표 4-28>처럼 모든 독립변수들의 Crombach

α가 0.7 이상으로 내적 일관도가 우수하며, 항목 삭제 시 Crombach α가

크게 증가하여 신뢰수준을 저해하는 항목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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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8> 측정 도구들의 신뢰성 검증결과

독립변수

구성 항목

(설문문항

번호)

평균(표준편차)
항목 삭제시

Crombach α
Crombach α

정부/사업자

신뢰도

25-1 2.97 (.804) 0.880

0.891

25-2 2.89 (.862) 0.878

25-4 2.99 (.777) 0.880

25-5 2.82 (,754) 0.880

26-1 2.98 (.748) 0.879

26-2 2.81 (.813) 0.886

26-3 2.88 (.830) 0.885

26-4 2.84 (.847) 0.880

26-5 3.03 (.864) 0.886

26-6 2.72 (.764) 0.882

26-7 2.83 (.790) 0.879

원자력산업

신뢰도

1-13 2.90 (.917) 0.823

0.834

1-14 2.84 (.775) 0.817

1-18 2.77 (.842) 0.817

1-19 2.71 (.909) 0.811

1-20 2.77 (.804) 0.809

1-31 2.46 (.864) 0.815

1-32 2.67 (.965) 0.822

2-4 2.67 (.988) 0.817

23 2.06 (.819) 0.817

편익 인식

1-3 3.40 (.895) 0.796

0.814

1-4 3.80 (.787) 0.783

1-5 3.59 (.822) 0.773

1-10 3.47 (.885) 0.786

1-11 3.77 (.797) 0.788

1-12 3.53 (.812) 0.782

위험 인식

1-6 3.71 (.835) 0.781

0.842
1-7 3.77 (.840) 0.758

1-8 3.93 (.827) 0.804

1-9 3.45 (.901) 0.853

원자력사고에

대한

위험 지식

1-24 3.04 (1.031) 0.732

0.779
1-25 3.05 (1.094) 0.707

1-26 3.79 (.946) 0.722

1-27 3.90 (.923) 0.738



- 78 -

2. 원자력에 대한 인식 간의 상관관계 분석

원자력에 대한 신뢰도, 정부/원전사업자에 대한 신뢰도, 편익 인식, 위험

인식, 위험 지식, 학력 및 연령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

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표 4-29>는 상관관계 분석결과

를 정리한 것이다.

원자력에 대한 신뢰도, 정부/원전사업자에 대한 신뢰도, 편익 인식 간

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p<0.05)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였다. 특

히, 정부/원전사업자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수록 원자력을 긍정적으로 바

라보고 안전하다고 인식하며, 비용보다는 편익이 큰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원자력에 대한 신뢰도와 정부/원전사업자에 대한 신뢰도 간에는 가

장 높은 수준의 양의 상관관계(r=.49)가 존재하였다. 즉, 원자력발전에 대

한 믿음이 높은 사람은 정부 및 원전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한 신뢰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체르노빌 및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한 위험 지식 또는 인지는

연령이 많을수록 약간 상승한다는 것 외에는 원자력 수용성에 영향을 미

치는 다른 변화 요인들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학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원자력 발전에 대해

부정적으로, 비용보다는 위험이 큰 에너지원으로 인식할 것이라는 일반

적인 예상과 달리 이들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으며,

다만 학력이 높을수록 정부 및 원전사업자에 대해 약간 거부감을 느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향후 원자력산업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 및 원전사업자에 대한 신뢰 회복이 우선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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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9> 원자력에 대한 인식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변 수
정부/
사업자
신뢰도

원자력
산업
신뢰도

편익
인식

위험
인식

위험
지식 연 령 학 력

정부/사업자
신뢰도

1

원자력산업
신뢰도

.488
**

1

편익 인식 .193
**

.189
**

1

위험 인식 -.229
**
-.415

**
.001 1　

위험 지식 .051 .045 .061 -.069 1

연 령 .120
**

.019 .067 -.041 .128
**

1

학 력 -.115
**

-.006 .042 .025 .046 -.332
**

1

주 : * p<0.05, ** p<0.01, *** p<0.001

3. 원자력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인과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 가정한 ‘원자력 및 정부/사업자 신뢰도, 편익 인식, 위험

인식, 위험 지식은 원자력 수용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

이다.’는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최종적으로 다중 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들과의 차별성을 위해 종속변수로 설정한

원자력산업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 정도와 영향 요인을 다차원적으로 측

정하고자 종속변수를 다음과 같이 원자력 발전 유지에 대한 동의 정도,

원자력 발전 비중 확대에 대한 동의 정도, 원전 추가건설에 대한 동의

정도, 거주지역 인근 원전 건설에 대한 동의 정도, 경제적 보상 시 거주

지역 인근 원전 건설에 대한 동의 정도의 총 5가지로 구분하여 각각 종

속변수로 놓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독립변수들과 종속변수 간의 인과관계 분석에 있어 독립변수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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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에 대한 관계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표본집단의

거주지역, 연령, 성별 및 최종 학력과 같은 인구 통계학적 명목형 변수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각각의 변수에 대해 새로운 더미변수를 정의하고

이 변수들을 회귀분석에 투입하였다. 통제의 기준이 되는 표본 집단은

“서울 거주, 20대, 고졸 남성”으로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두 번째 연구가설인 ‘국내 원전비리 사건의 인지 여부가 원

자력산업의 수용성 정도에 조절효과를 미칠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해 원

전비리 사건 미인지 집단을 기준값인 0, 인지 집단을 1로 설정한 새로운

조절변수 더미를 정의하고, 조절회귀분석을 위해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더미의 상호 곱인 상호작용항(interaction)을 정의하였다. 이때 독립변수,

조절변수 및 상호작용항 간에 선형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다

중 공선성의 문제로 연구결과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들 각

각의 변수에 대해 평균 집중화(Mean Centering)를 통해 새로운 변수를

정의하여 회귀분석에 투입하였다. 즉, 독립변수 및 조절변수 각각의 변수

에서 평균값을 빼서 평균이 ‘0’인 새로운 변수를 정의하고, 상호작용항도

이들 평균 집중화 처리한 변수들 간의 곱으로 정의하여 원래 변수 대신

이들 정규화된 변수들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한편, 회귀분석에 앞서 총 605명의 응답자 설문지 답변 중에서 종속변

수인 원자력 수용성 측정 항목(설문 문항 12-1/12-2/12-3/12-4/12-5)의

답변이 무응답 등으로 리커트 5점 척도를 벗어난 것으로 나타난 9건의

답변과 회귀분석 결과 표준 잔차가 기준치인 3.0을 크게 벗어난 이상치

(outlier) 1건의 답변이 나타나 이들 표본들을 제외한 총 595명의 응답자

들을 표본집단으로 하여 최종적인 회귀분석과 검증이 수행되었다.

가. 연구가설 1 검증 : 원자력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요인

인구 통계학적 요인을 통제한 후 원자력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가설 1의 변수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

며, 그 결과를 <표 4-30>에 정리하였다. 여기에서 수용성 1∼5는 각각

원자력 발전 유지에 대한 동의 정도(수용성-1), 원자력 발전 비중 확대에

대한 동의 정도(수용성-2), 원전 추가건설에 대한 동의 정도(수용성-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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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인근 원전 건설에 대한 동의 정도(수용성-4), 경제적 보상 시

거주지역 인근 원전 건설에 대한 동의 정도(수용성-5)이다. 모든 연구모

형에 대해 F-값이 유의수준 이내로서 연구모형이 가설을 적절하게 설명

하고 있으며,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4-30> 원자력 수용성 영향요인 회귀분석 결과 - 1

변 수

수용성-1 수용성-2 수용성-3 수용성-4 수용성-5

표준

계수(β)
p-값

표준

계수(β)
p-값

표준

계수(β)
p-값

표준

계수(β)
p-값

표준

계수(β)
p-값

정 부 / 사 업 자
신뢰도

.181** .000 .068* .091 .038 .338 .017 .680 .034 .413

원 자 력 발 전
신뢰도

.306** .000 .347** .000 .395** .000 .439** .000 .411** .000

편익 인식 .081** .029 .087** .014 .090** .010 -.048 .190 -.042 .248

위험 인식 -.142** .000 -.259
**

.000 -.261
**

.000 -.168
**

.000 -.183
**

.000

위험 지식 -.009 .805 -.101
**

.004 -.073
**

.035 -.002 .962 .024 .507

연령(20대 기준)

만 30 .108
**

.035 .074 .135 .031 .521 -.019 .702 -.039 .438

만 40 .081 .121 .048 .343 .030 .542 .044 .398 -.024 .642

만 50 .079 .150 .040 .444 -.014 .786 -.057 .295 -.100* .063

만 60 .092
*

.071 .095
*

.052 .021 .662 .030 .550 -.067 .184

학력(고졸 기준)

대 학 / 전 문 대
재학 중

.057 .223 .038 .402 .009 .840 -.058 .210 -.023 .620

전문대 졸업 .006 .876 .027 .482 .010 .793 -.020 .614 -.062 .112

대학졸업 .002 .967 .057 .158 .025 .524 -.004 .915 -.066 .112

대학원 졸업 -.056 .105 .006 .867 .029 .378 .047 .175 -.009 .785

성별(남자 기준)

여자 .006 .854 -.026 .446 -.007 .831 .035 .316 .041 .237

지역(서울 기준)

부산 -.018 .653 -.198
**

.000 -.114
**

.004 -.091
**

.026 -.134
**

.001

대구 -.167
**

.000 -.085
**

.024 -.006 .881 .065* .092 -.001 .985

대전 -.002 .968 .076** .039 .078** .030 -.011 .773 -.016 .671

광주 -.101** .011 -.041 .279 -.059 .118 -.085
** .032 -.147

** .000

상수(비표준계수) 1.063 .006 2.027 .000 1.478 .000 1.146 .000 1.405 .000

F-value 15.780 .000 19.703 .000 21.043 .000 16.707 .000 17.357 .000

Adjusted R
2

.309 .362 .378 .322 .331

주 : * p<0.1,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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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첫 번째 수용성-1 결과에서 독립변수의 설명력(adj. R
2
)은 0.309

로서 독립변수들은 종속변수인 원자력 수용성 변화를 30.9%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가설 1에서 제시된 변수 중 원자력사고에 대한 위험 지식을 제외한

모든 변수들이 원자력 발전 유지에 대한 동의 정도(수용성-1)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원자력 발전 및 정부/원전사업자에 대한 신

뢰가 높을수록, 원자력에 대한 편익 인식이 높을수록 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으며, 위험 인식이 높을수록 수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준계수(β) 값을 기준으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신뢰가 원자력산업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정부 및 원전사업자에 대한 신뢰, 지각된 위험 인식, 편익 인식의 순으로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통제변수로는 연령과 지역변수들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20대에 비해 30대, 60대가 원자력 발전 계속 유지에 더 긍정

적이며, 서울을 기준으로 대구·경북권, 광주·전남권이 더 부정적으로 인

식하는 차이가 있었다. 반면, 학력 수준과 성별의 차이는 수용성의 정도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원자력 발전 및 정부/원전사업자에 대한 신뢰 수준이 원자

력산업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 인식 증가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치지만

편익 인식의 증가가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신뢰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원자력에 대한 위험 인식은 수용성에 상당

부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반해 체르노빌, 후쿠시마사고 등 외부

사고에 대한 위험 지식 또는 두려움 정도는 원자력 발전지지 정도에 그

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두 번째 수용성-2 결과에서 독립변수의 설명력(adj. R
2
)은 0.362

로서 독립변수들은 종속변수인 원자력 수용성 변화를 36.2%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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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설 1에서 제시된 모든 변수들이 원자력 발전 비중 확대에 대한 동

의 정도(수용성-2)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자력 발전 신

뢰도, 정부/원전사업자 신뢰도, 편익 인식이 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으며, 위험 인식 및 위험 지식이 수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을 알 수 있다.

표준계수(β) 값을 기준으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신뢰가 원자력 발전

비중 확대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이어 지각된 위험 인식, 외부사고에 대한 위험 지식, 편익 인식,

정부 및 원전사업자에 대한 신뢰의 순으로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통제변수로는 연령과 지역변수들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20대에 비해 60대가 원자력 발전 비중 확대에 더 긍정적이

며, 서울을 기준으로 부산·경남권, 대구·경북권이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

는데 비해 대전·충청권은 오히려 원자력 비중 확대에 타 지역에 비해 더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학력 수준과 성별의 차이는 수용성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원자력 발전 비중 확대에 대한 수용성에 원자력 발전 신뢰

도가 가장 큰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정부 및 원전사업자 신뢰도는 상

대적으로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이 편익 인식보다도 낮아 가장 약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이처럼 신뢰의 대상의 차이에 따라 원자력에 대한 수용성

에 큰 편차를 보인다는 것은 흥미로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 국

민들이 우리나라의 현실상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은 공감하는데 반해 최

근의 국내 원전 납품비리, 품질문서 위조 사건 등에 따른 정부 및 원전

사업자에 대한 낮은 신뢰 의식이 투영된 것일 수 있다. 한편, 원자력에

대한 위험 인식은 수용성-1, 원자력 발전 계속 유지에 대한 동의보다 더

강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외부사고에 대한 위험 지식 또한 편익 인

식보다 더 강한 부정적 영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원자력

발전의 비중 확대를 위해서는 원자력에 대한 신뢰 회복 못지 않게 원자

력에 대한 위험 인식, 두려움을 해소하는 노력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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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세 번째 수용성-3 결과에서 독립변수의 설명력(adj. R
2
)은 0.378

로서 독립변수들은 종속변수인 원자력 수용성 변화를 37.8%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가설 1에서 제시된 변수들 중 정부 및 원전사업자에 대한 신뢰도를

제외한 모든 변수들이 원전 추가건설에 대한 동의 정도(수용성-3)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자력 발전 신뢰도, 편익 인식이 수용

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위험 인식 및 위험 지식이 수용성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준계수(β) 값을 기준으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신뢰가 원전 추가 건

설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지각된 위험 인식, 편익 인식, 외부사고에 대한 위험 지식의 순으로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통제변수로는 수용성-1, 수용성-2와 다르게 지역변수만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 학력 및 성별과 무관하게 원전 추

가 건설에 대한 동의 정도는 차이가 없으며, 서울을 기준으로 부산·경남

권이 원전 추가 건설에 더 부정적인데 비해 대전·충청권은 오히려 원전

추가 건설에 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원전 추가 건설에 대한 수용성 증대에 원자력 발전 신뢰도,

편익 인식이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정부 및 원전사업자 신뢰도는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위험 인식과 위험 지식은 수용

성-1,2와 마찬가지로 원전 추가 건설 수용성에 강한 부정적 영향이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네 번째 수용성-4 결과에서 독립변수의 설명력(adj. R
2
)은 0.322로서

독립변수들은 종속변수인 원자력 수용성 변화를 32.2%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의 연구결과들과 달리 연구가설 1에서 제시된 변수들 중 원자력 발전

신뢰도, 위험 인식 두 변수만이 거주지역 인근 원전 건설에 대한 동의

정도(수용성-4)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자력 발전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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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위험 인식이 수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계수(β) 값을 기준으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신뢰가 거주지역 인근

원전 건설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에 큰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위험 인식은 국민의 수용성에 반대로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통제변수로는 지역변수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대비 부산·경남권, 광주·전남권이 거주지역 원전 건설에 더 부정적

인데 비해 대구·경북권은 거주지역 원전 건설에 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거주지역 인근 원전 건설에 대한 수용성은 원자력 발전 신

뢰도와 위험 인식에 주로 영향을 받으며, 다른 변수들 즉 정부 및 원전

사업자 신뢰도, 편익 인식, 위험 지식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응답자들의 설문 답변에서 거주지역 인근 원전 건설에

대한 동의 정도가 5가지 수용성 중에서 가장 낮은 평균 1.87점으로 특히,

원자력산업에 대해 국민들의 인식 기저에 깔려있는 근본적인 불신, 두려

움, 공포 정도가 그대로 투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원자

력발전소 입지를 신규 선정하고 건설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보상이나 장

점에 대한 홍보에 주력하는 것보다 원자력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를

국민에게 심어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수용성-5 연구결과에서 독립변수의 설명력(adj. R
2
)은

0.331로서 독립변수들은 종속변수인 원자력 수용성 변화를 33.1% 설명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의 수용성-4 분석결과와 유사하게 연구가설 1에서 제시된 변수들 중

원자력 발전 신뢰도, 위험 인식 두 변수만이 경제적 보상 시 거주지역

인근 원전 건설에 대한 동의 정도(수용성-5)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원자력 발전 신뢰도가 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위험 인식이

수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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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수(β) 값을 기준으로 원자력 발전 신뢰도가 경제적 보상 시 거

주지역 인근 원전 건설 수용성에 가장 큰 정(+)의 영향을, 다음으로 위

험 인식이 수용성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예상과는 다르게 경

제적 보상에 따른 편익 인식의 증가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로는 연령과 지역변수들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20대에 비해 50대가 경제적 보상에도 불구하고 거주지역 인근

원전 건설에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 대비 부산·경남권, 광

주·전남권이 더 부정적으로 수용 거부 의사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종합하면, 경제적 보상 시 거주지역 인근 원전 건설에 대한 수용성은

원자력 발전 신뢰도와 위험 인식에 주로 영향을 받으며, 다른 변수들 즉

정부 및 원전사업자 신뢰도, 편익 인식, 위험 지식은 영향을 미치지 않음

을 알 수 있다. 특히, 경제적 보상에도 불구하고 원자력발전소가 주로 밀

집해 위치한 부산·경남권과 광주·전남권에서 수용 의사가 더 감소한 결

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그 동안 정부 및 원전사업자가 해당 원

자력발전소가 운영되는 지역에 수많은 경제적 지원, 혜택 등을 제공하였

음에도 해당 지역주민들의 피부로 와 닿거나 신뢰를 얻지 못하였음을 암

시한다고 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국가적인 원자력산업 정책 패러다

임의 대전환이 필요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나. 연구가설 2 검증 : 원전비리 사건의 인지가 원자력 수용성에 미치는

조절효과

후쿠시마 사고 이후 최근 국내에서 연이어 발생한 원전비리 사건이 원

자력산업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에 유의미한 수준의 영향을 미쳤는지 검

증하기 위해 연구가설 1의 검증방법과 동일하게 인구 통계학적 요인을

통제한 후 동일한 독립변수들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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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표 4-31>에 정리하였다. 단, 조절효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모형 1은 독립변수들과 통제변수를 투입하고,

모형 2는 조절변수 더미(원전비리 무인지 = 0, 인지 = 1)를 추가 투입하

고, 모형 3은 상호작용항(interaction)을 추가로 투입하여 모형 변화에 따

른 독립변수의 설명력(adj. R
2
)이 유의 수준에서 변화가 있는지, 즉 조절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였다.

여기에서 수용성 1∼5는 연구가설 1과 동일하게 각각 원자력 발전 유

지에 대한 동의 정도(수용성-1), 원자력 발전 비중 확대에 대한 동의 정

도(수용성-2), 원전 추가건설에 대한 동의 정도(수용성-3), 거주지역 인

근 원전 건설에 대한 동의 정도(수용성-4), 경제적 보상 시 거주지역 인

근 원전 건설에 대한 동의 정도(수용성-5)이다.

<표 4-31> 원자력 수용성 영향요인 회귀분석 결과 - 2(조절변수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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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수용성-1 수용성-2 수용성-3 수용성-4 수용성-5

표준

계수(β)
p-값

표준

계수(β)
p-값

표준

계수(β)
p-값

표준

계수(β)
p-값

표준

계수(β)
p-값

정 부 / 사 업 자
신뢰도 .188

**
.000 .079

**
.049 .044 .270 .023 .581 .038 .354

원 자 력 발 전
신뢰도 .329

**
.000 .349

**
.000 .397

**
.000 .439

**
.000 .415

**
.000

편익 인식 .085
**

.021 .097
**

.007 .097
**

.006 -.041 .275 -.032 .386

위험 인식 -.110
**

.005 -.242
**

.000 -.241
**

.000 -.160
**

.000 -.169
**

.000

위험 지식 -.022 .552 -.096
**

.008 -.082
**

.022 .004 .919 .030 .426

연령(20대 기준)

만 30 .101
**

.048 .077 .123 .025 .614 -.017 .741 -.036 .482

만 40 .060 .252 .046 .372 .023 .645 .044 .412 -.023 .667

만 50 .067 .232 .045 .409 -.015 .773 -.056 .317 -.096
*

.088

만 60 .084
*

.096 .097
**

.050 .020 .686 .031 .546 -.064 .204

학력(고졸 기준)

대 학 / 전 문 대
재학 중

.047 .309 .035 .446 .006 .902 -.061 .198 -.022 .642

전문대 졸업 -.004 .924 .017 .651 -.002 .952 -.027 .494 -.072
*

.068

대학졸업 -.002 .963 .058 .159 .028 .492 -.005 .907 -.062 .143

대학원 졸업 -.064
*

.063 .002 .943 .028 .391 .047 .179 -.009 .787

성별(남자 기준)

여자 .004 .910 -.022 .518 -.009 .791 .036 .303 .042 .236

지역(서울 기준)

부산 -.015 .717 -.179
**

.000 -.107
**

.008 -.080
*

.059 -.122
**

.004

대구 -.175
**

.000 -.084
**

.029 .002 .957 .062 .122 -.005 .909

대전 .010 .799 .084
**

.025 .092
**

.013 -.011 .769 -.014 .710

광주 -.087
**

.030 -.038 .334 -.056 .146 -.082
**

.041 -.144
**

.000

상호작용항
(원전비리인지여부) .031 .431 -.032 .404 .018 .634 -.020 .610 -.023 .552

정부/사업자신뢰도
×원전비리인지여부 -.036 .383 -.039 .321 -.030 .436 -.009 .828 .011 .791

원자력발전신뢰
×원전비리인지여부 -.053 .234 .022 .614 .053 .211 .024 .591 .016 .711

편익인식
×원전비리인지여부

.094
**

.010 .057 .102 .013 .705 .005 .900 .020 .578

위험인식
×원전비리인지여부

-.085
**

.030 -.024 .532 -.043 .255 .019 .628 .005 .902

위험지식
×원전비리인지여부 .116

**
.001 .069

**
.046 .064

*
.062 .047 .186 .064

*
.072

상수(비표준계수) 3.005 .006 2.626 .000 2.290 .000 1.899 .000 2.245 .000

F-value 13.180 .000 15.265 .000 16.248 .000 12.558 .000 13.193 .000

Adjusted R
2

.330 .366 .381 .318 .330

주 : * p<0.1,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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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에서 수용성 1∼5를 각각 종속변수로 하여 단계별로 변수

를 투입하면서 조절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원자력 발전 유지에 대한

동의 정도(수용성-1)만이 원전비리 인지 여부가 유의확률 p<0.05 이내로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용성 2∼5에 대해서는 조절변수 투

입에 따른 유의수준 F 변화량이 각각 0.124, 0.122, 0.815, 0.487로 유의확률

p<0.05를 초과하여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원전비리

사건의 인지 여부는 원자력에 대한 편익 인식, 지각된 위험 인식, 외부 원

전사고에 대한 위험 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원자력에

대한 신뢰도와 정부/원전사업자에 대한 신뢰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을 알 수 있다.

원자력 발전 유지에 대한 수용성을 종속변수로 한 가정에 대한 검증 결

과는 아래의 <표 4-32>에 나타난 것처럼 R 제곱이 모형 1에서 30.9%, 모

형 2에서 30.8%, 모형 3에서 33.0%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의

유의확률(p-값)은 .000(p<0.05)으로 나타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32> 원전비리 사건인지여부의원자력 수용성조절작용분석결과

모형 R2
조정된 R2

(adj. R2)

추정값의

표준오차

통계량 변화량

R2

변화량

F

변화량
자유도 1 자유도 2

유의수준

F 변화량

1 .330 .309 .795 .330 15.780 18 576 .000

2 .331 .308 .795 .000 .296 1 575 .587

3 .357 .330 .783 .026 4.657 5 570 .000

<표 4-31>의 조절회귀분석 결과를 <표 4-30>의 조절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회귀분석 결과와 비교해 보면 원전비리 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

하게 독립변수들 중에서 원자력사고에 대한 위험 지식을 제외한 모든 변

수들이 원자력 발전 유지에 대한 동의 정도(수용성-1)에 영향을 미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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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 즉, 원자력 발전 및 정부/원전사업자에 대한 신뢰가 높을

수록, 원자력에 대한 편익 인식이 높을수록 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으며, 위험 인식이 높을수록 수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준계수(β) 값을 기준으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신뢰가 원자력산업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정부 및 원전사업자에 대한 신뢰, 지각된 위험 인식, 편익 인식의 순으로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원전비리 사건 인지가 미치는 영향은 편익 인식, 위험 인식, 위험

지식의 세 가지 변수에 유의미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준계수(β) 값을 기준으로 위험 지식(β=0.116), 편익 인식(β=0.094), 위

험 인식(β=-0.085)의 크기 순으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즉, 원전비리

사건 미인지 집단에 비해 인지한 집단은 위험 지식, 편익 인식은 더 증가

하고, 반대로 위험 인식은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분석결과가 특이한 점은 원전비리 사건 인지 여부가 원자력 수용성

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에 연구가설 2의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조절

효과를 미친다는 것이다. 원자력발전 신뢰도, 정부/사업자 신뢰도 및 편익

인식에 부(-)의 조절효과를 미칠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원자력

발전 신뢰도, 정부 및 원전사업자 신뢰도는 거의 변동이 없는데 반해, 오

히려 편익 인식은 원전비리 사건 전에 비해 정(+)의 조절효과가 있는 예

상 외의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위험 인식 및 위험 지식에 정(+)

의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에 대해 위험 지식은 예상대로 정(+)의

조절효과가 있는데 반해 위험 인식은 반대로 부(-)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한편, 또 하나의 특이한 점은 <표 4-30>과 <표 4-31>에서 공통되게

각각의 원자력 수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인자가 다르며, 특히 보

편적인 원자력산업이나 발전에 대한 수용성(수용성-1,2,3)과 자신이 직접

이해당사자가 될 수 있는 거주지 인근 원전 건설에 대한 수용성(수용성

-4,5)에서 큰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아래의 <그림 4-2>에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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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듯이 특히 거주지 인근 원전 건설에 대한 수용성(수용성-4,5)이 보편적

인 원자력 수용성(수용성-1,2,3)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국민들이

대체로 원자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

린 사안에 대해서는 더 민감하고 부정적으로 반응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수용성-4,5의 회귀분석 결과는 이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국민들은 자신

의 거주지 인근에 원전 건설이 추진될 때 경제적 보상이나 편익보다 원

자력 자체의 근본적인 신뢰나 위험 인식 같은 감정적 요인에 의해 수용

정도가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2> 수용성-1,2,3과 수용성-4,5 비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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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원자력에 대한 인식의 여러 차원들은 서로 밀접하게 관

련이 있으며, 국민들의 원자력에 대한 인식과 수용성 간의 관계가 단순

히 단편적이지 않고 신뢰, 편익 인식, 위험 인식, 감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다.

4. 분석결과 종합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연구가설 검증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의 <표

4-33>와 같다.

<표 4-33> 연구가설 검증 결과

연 구 가 설 채택 여부

가설 1. 원자력 발전 및 정부/사업자에 대한 신뢰도, 인식된 편익, 지각된 위험인식,

외부사고에 대한 위험 지식은 원자력산업의 수용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원자력 발전에 대한 신뢰도는 원자력산업의 수용성에 유의미한

수준의 정(+)의 효과를 미칠 것이다.
채 택

1-2
정부 및 원전사업자에 대한 신뢰도는 원자력산업의 수용성에 유

의미한 수준의 정(+)의 효과를 미칠 것이다.
채 택

1-3
원자력 발전에 대한 편익 인식은 원자력산업의 수용성에 유의미한

수준의 정(+)의 효과를 미칠 것이다.
채 택

1-4
원자력 발전에 대해 지각된 위험인식은 원자력산업의 수용성에 유

의미한 수준의 부(-)의 효과를 미칠 것이다.
채 택

1-5
체르노빌, 후쿠시마 등 외부사고에 대한 위험 지식은 원자력산업의

수용성에 유의미한 수준의 부(-)의 효과를 미칠 것이다.
채 택

가설 2. 국내에서 발생한 원전 비리 및 품질문서 위조사건의 인지 여부에 따라

원자력 산업의 수용성 수준이 달라질 것이다.

2-1
원전 비리사건을 인지하는 경우 원자력 발전 신뢰도, 정부/원전사업자

신뢰도, 편익 인식의 원자력 수용성에 대한 효과는 감소할 것이다.

2-2
원전 비리사건을 인지하는 경우 지각된 위험 인식, 외부사고에 대

한 위험 지식의 원자력 수용성에 대한 효과는 강화될 것이다.

일부 채택

(위험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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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 1 절 종합 분석결과

본 연구를 위해 수집·분석된 605개 표본에 대한 종합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원자력에 대한 일반인식은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인식,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인식, 원자력 위험 인식, 원자력 발전의 운영에 대한 인식

등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인식에서 원자력의

경제성에 대한 질문들은 국가 경제발전에 대한 기여도(3.80점), 저렴한

가격과 경제성(3.60점), 저렴한 가격 및 안정적 공급(3.42점), 기후변화 문

제 해결에 대한 기여도(3.15점) 등 대체적으로 평균 이상의 수치를 나타

냈다. 그러나 원자력 에너지가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하지는 않는다고 인

식하고 있다(2.98점).

다음으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인식에서 원자력 발전에 의한 피해 인

식에서는 인근 지역주민의 건강 위협(3.93점), 자연환경에 피해(3.77점),

농축수산물 피해(3.71점), 기후변화 가속화(3.45점)으로 나타나 원자력 발

전에 의한 피해수준은 평균보다 다소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에 비해, 원자력 에너지가 다른 연료수입 의존도를 감소시키고

(3.77점), 원자력 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기의 값이 저렴하다(3.53점)고 인

식하고 있다. 또한 원자력 에너지가 풍부하다고 여기고 있다(3.48점).

원자력의 위험 인식은 원자력 발전으로 인한 위험 폐기물 생산(3.86

점), 원자력 발전소의 위험성(3.79점) 등으로 나타나 대체로 원자력에 대

한 위험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

주변에서 원자력에 대한 위험이 과대평가되고 있다는 의견(2.91점)과 우

리나라가 원자력발전소를 안전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의견(2.85점), 방사

성 폐기물이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다는 의견(2.71점)에 대해서는 부정

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한 원전의 위험이 현대 과학기술로 적절히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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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는 인식은 평균 3.08로 나타났다. 따라서 원자력에 대한 위험

인식이 매우 높고, 이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과학적 기술수준에 대해

서도 불안감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원자력발전소 운영회사(2.78점)나 정부의 원자력정책(2.77

점)에 대한 신뢰도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위험 인식이 높고,

반대로 원자력 관리기술 및 원자력 운영·감시기관에 대한 신뢰가 낮다는

것은 전반적인 원자력 수용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에너지원의 유형별 선호도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에너지원은 태양력

(약 57.2%)이었으며, 석탄(약 2.1%), 석유(약 1.7%) 등 화석연료에 대한

선호도는 낮았다. 이러한 경향은 에너지원별 선호의 정도를 비교한 결과

에서도 나타났다. 특히 석탄과 원자력은 각각 평균 2.66, 2.68로 상대적으

로 선호도가 낮았다. 또한 에너지원별 에너지생산량 비중 증대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에서도 석탄(평균 2.62점), 원자력(평균 2.67점)의 경우

에너지 생산량 비중 증대를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응답자들은 원자력 발전을 통한 전기 생산에 대해서는 찬성했지

만(평균 3.09점) 원자력 발전을 통한 전기생산량을 증가하는 것은 찬성

하지 않았다(평균 2.70점). 특히 원자력발전소를 추가 건설하는 것도 반

대했다(평균 2.31점). 그러나 특히 거주지 인근지역에 원자력발전소가 건

설되는 것은 매우 강도 높게 반대했다(평균 1.87점). 경제적 편익을 제공

할 경우에도 거주지 인근지역 원자력발전소가 건설되는 것을 여전히 강

도 높게 반대했지만, 그 정도는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보다

는 높았다(평균 2.02점).

그러나 전체의 80.7%는 경제적 편익여부에 상관없이 거주지역에 원전

건설을 반대했고, 그 이유는 경제적 이유 보다는 건강상의 위험이나 발

전소 사고로 인한 위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더 강했다. 한편,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면 원전입지에 대해 찬성하겠다는 응답자들의 경우 평균 4

억 7천 7백만원 정도의 경제적 편익을 조건으로 고려했다. 그러나 이러

한 경제적 편익 수준은 응답자별로 편차가 컸다. 경제적 편익에 대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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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도 의료 및 복지시설 건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역에 편의시설을 건

설하는 등의 방식보다는 각 가구별로 직접적인 경제적 편익(예: 보조금

지원, 일자리제공, 전기요금 면제 등)이 제공되는 것을 바랬다.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52%)은 원자력 발전을 통한 전기 생산을 현재

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괜찮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러한 경

향은 전반적인 에너지원별 전기 생산비율 분포 변화에 관한 의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원자력은 현재보다 4.5% 정도 감소되었으면 좋겠다

고 생각한 반면, 화력은 23.8% 정도 감소하길 바랐고, 대체에너지는 현

재보다 15.9% 정도 증가되기를 바랐다.

정부 및 원전사업자에 대한 신뢰도는 정부의 경우, 원자력발전소 운

영자에 대한 감시감독 능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대화

와 협상의 상대방으로서는 아직 개선의 필요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3

점 미만). 이에 비해 원전 운영자는 지역의 경제적 발전을 위해 기여한

다는 이미지와 안전한 발전소 운영 능력과 원전입지과정에서 주민과의

약속 이행부분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3점 미만).

원전비리 사건에 대해 응답자의 55%가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약

38% 정도가 원전비리 전후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의견이 부정적으로 변

화되었다. 특히 원전비리는 다른 정치적 비리사건과 비교할 수 없는 심

각한 문제라는데 강도 높게 동의했다(3.94점). 또한 원전비리는 직원 개

인의 문제가 아니며, 사회적·구조적 문제이고, 특히 규제를 잘못한 정부

의 잘못이라는 의견이 매우 강하게 나타났다(4점대 내외).

한편, 원자력 수용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인과관계 분석에 의해 심

층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원자력 발전 및 정부/원전사업자에 대한 신뢰가 높을

수록, 인식된 편익이 커질수록, 지각된 위험 인식이 낮아질수록 원자력에

대한 수용성과 지불의사가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원자력 인식 관련 연구결과들과도 일치된다. 많은 선행연구들에 따

르면(Alhakami & Slovic, 1994; Slovic, 1987; Fischhoff et al., 1978;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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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섭, 2009 등) 위험한 기술의 대부분은 편익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위

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동시에 존재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혜택과 위

험을 분리 구분해서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보다는 총체적으로 한꺼번에

평가하는 특성이 있다(Alhakami & Slovi, 1994). 또한 Frewer et

al.(1998)에 따르면, 위험이 너무 커서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정도만 아

니라면, 대중적 수용성은 인식된 혜택의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즉, 혜택

이 충분히 커서 위험을 보상하고도 남는다면 대중들은 위험 시설들을 수

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신뢰는 원자력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다차원적인 수용성에 영향

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이다. 또한, 국민들은 원자력 발전

에 대한 신뢰와 정부 및 원전사업자에 대한 신뢰를 별개로 구분하여 인

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신뢰의 대상의 차이에 따라 원자력 수용성에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들이 우리나라의 현실상 원자

력 발전의 필요성은 공감하는데 반해 최근의 국내 원전비리 등에 따른

정부 및 원전사업자에 대한 낮은 신뢰 의식이 투영된 결과로 보인다.

셋째, 원자력에 대한 인식 차원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에 대한 신뢰도, 정부/원전

사업자에 대한 신뢰도, 편익 인식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였

다. 특히, 정부/원전사업자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수록 원자력을 긍정적으

로 바라보고 안전하다고 인식하며, 비용보다는 편익이 큰 것으로 평가하

였다. 또한 원자력에 대한 신뢰도와 정부/원전사업자에 대한 신뢰도 간

에는 가장 높은 수준의 양의 상관관계(r=.49)가 존재하였다. 즉, 원자력발

전에 대한 믿음이 높은 사람은 정부 및 원전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한

신뢰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원자력산업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 및 원전사업자에 대한 신뢰 회복이

우선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수용성 제고를 위한 원전 안전성 강화 및 시

스템 개선, 위험 인식을 보상할 수준의 편익 인식을 국민에게 각인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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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정책적 시사점 및 제언

지금까지 살펴본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인식 수준과 원자력 수용성 영

향 요인 분석결과를 보면 일반 국민들은 최근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와 연이어 국내에서 발생한 원전 비리 및 품질문서 위조사건 등 원자력

산업의 기반을 송두리째 앗을 수 있는 신뢰의 위기 상황에도 심각한 전

력난과 국제적 고유가에 따른 경제 불안을 고려할 때 원자력 발전이 여

전히 가장 현실적인 에너지원이라는 인식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최근의 일련의 사고들로 인해 원자력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위험

인식은 증가하였지만 아직까지는 원자력을 이용함으로써 얻는 혜택과 편

익이 이러한 위험을 감내하고 수용할 의사가 있는 수준인 것으로 인식하

고 있다. 그러나, 향후에도 이러한 일들이 반복된다면 국민들이 언제까지

원자력 이용에 따른 위험을 용인하고 수용할 수 있을지는 가늠할 수 없

으며, 현재 그러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 점은 향후 원자력산업의

부흥과 정책 수립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일반 대중들이 원자력을 바라보는 시각과 가치를 어떻게 재형

성(reframing)하느냐가 향후 원자력 정책의 핵심이다(심준섭, 2009). 특

히, 원자력 발전 자체에 대한 신뢰보다 현저히 낮은 정부 및 원전사업자

에 대한 불신을 어떻게 극복하고 긍정적으로 인식을 전환시키느냐가 중

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원자력 발전소가 주변지역과 주민들

의 경제에 어떤 실질적 기여를 하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

서 원전의 역할과 기여도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실시할 필

요가 있다(심준섭, 2009). 또한, 정부는 원자력 발전의 위험 요소들만 지

나치게 부각되지 않도록 보다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려는 노력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오미영·최진명·김학수, 2006).

한편으론 최근 국내 원자력 산업계에서 발생한 납품 비리, 정전사고

은폐, 품질문서 위조사건 등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재발을 방지하

기 위해 산업계 전반의 시스템을 점검하여 취약 부분이 없도록 제도 개

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최근 정부가 원자력안전법 개정, 원전 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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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법 신설, 원자력 사법 경찰관제 도입 등을 통해 원전 사업자와 유관

기관, 협력업체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시스

템 점검을 통해 비리나 불법이 재발할 소지가 없는지 취약한 부분은 없

는지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원전 사업자인 한수원은

일부 직원들의 비리로 인해 원전에 대한 대중들의 부정적 인식을 강화시

키고, 많은 일반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켜 원전 안전운영에 위협 요소

로 작용하여 원전에 대한 신뢰를 붕괴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향후 한수원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스스로

의 자정노력을 통한 조직 문화의 개혁과 강도 높은 체질 개선, 종사자들

의 인식 전환과 사기 진작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다음으로, 원자력에 대한 신뢰구축의 핵심은 정부의 원자력 정책이나

원전 사업자의 행태가 대중의 가치를 얼마나 잘 반영하느냐 하는 점이

다. 기술적 불확실성이 큰 원자력의 경우 대중들과의 공유된 가치

(shared values)는 신뢰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다(Earle &

Cvetkovich, 1995; 심준섭, 2009). 이를 위해서는 원자력에 대한 국민들의

이미지가 당면한 전력난과 국제유가 불안정에 따른 경제 불안을 해결하

는데 필수불가결한 에너지원이며, 향후 궁극적으로 신재생에너지가 실용

화될 때까지 교두보 역할을 하는 중요한 에너지원이라는 긍정적 이미지

로 재형성되도록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미국 등에서 활발

하게 논의되고 있는 “에너지 절벽(Energy Cliff)” 이후, 즉 향후 3∼40년

내 도래할 것으로 보이는 많은 화력발전소의 수명 만료에 따른 대규모

정지와 산유량 급감 등으로 에너지 공급이 급격히 감소하는 위기가 예측

되는 상황에서 이를 대비하기 위해 지금부터 원자력 발전소를 지속적으

로 신규 건설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대중과 매스 미디어에 홍

보하는 전략의 실천이 필요하다.

그러나, 신규 원전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동의와

수용이 필수적인데,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일반 국민들은 대체로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자신의 이해가 걸린 거주지 인근지역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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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건설 및 운영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는 원전의 위험성에 대한 불안과 원전으로 인해 혜택을 얻은 게

없다는 낮은 편익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금까지 정부 및

원전 사업자가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원자력 발전의 장점을 홍보하고 원

전 인근지역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을 수행해 왔지만 아직까지는 국민들

의 직접적인 편익 인식을 지각시키는 효과는 미미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혜택이 충분히 커서 위험을 보상하고도 남는다면 대중들은 위

험 시설들을 기꺼이 수용하게 된다는 많은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향후

원자력산업에 대한 정책과 대응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앞의 제4절

<표 4-18>, 경제적 편익 유형별 선호결과에 나타난 것처럼 국민들은 자

신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 즉 거주지 인근지역 원전 건설 여부에 대하

여 해당 지역 자치제에 대한 지원과 같은 간접적인 종류보다는 일자리

제공, 보조금 지급, 전기요금 면제 등과 같은 각 개인 가정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정부 및

원전 사업자는 이러한 국민의 인식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더 많은 국민들

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조사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지원 방식과 규모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원자력에 대한 안전규제를 보다 강화하고,

국민들이 이러한 원자력 규제정책의 형성과 집행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

록 정책참여 기제들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제3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본 연구는 2012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연이어 국내 원전에서

발생한 원전비리 및 품질문서 위조사건으로 인한 원자력산업의 심각한

신뢰성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대원자력 수용성 인식 수준과 영향 요인에

대한 분석을 최초로 수행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후쿠시마 사고 전후 원

자력산업의 수용성 정도와 영향 변수에 대한 연구나 후쿠시마 사고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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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중의 인식 수준 변화를 측정한 연구는 그 동안 많이 수행되었으나,

외국에서 발생한 사고인 까닭에 대중들이 느끼는 심리적 충격이나 위험

인식이 제한적일 수 있지만 최근 국내 원전에서 발생한 비리사건은 국민

들로 하여금 나와 가족의 안전이 직접 위협받을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불러와 원자력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수용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이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처럼 표본 추출을 통한 국민의 수용성 변화

정도의 측정과 영향 요인을 도출하여 향후 원자력산업계의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전국에서 약 600여명의 표본을 추출하여 국민

의 원자력에 대한 수용성과 영향 요인을 다양한 각도로 측정, 분석하려

는 시도를 하였음에도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해야 할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산업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된 상

황에서 국내 원전비리 사건으로 인한 수용성 변화 정도와 영향 변수에

대한 측정, 비교는 수행하였으나, 후쿠시마 사고 이전에 비해 어느 정도

변화가 있는지 등에 대한 체계적인 시계열적 분석은 수행하지 못하였다.

후쿠시마 사고 이전 원자력 르네상스라 불리운 원자력산업 호황기의 상

황에서 후쿠시마 사고를 거쳐 국내 원전비리 사건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시기에 국민의 대원자력 수용성이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 추적, 분석하

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둘째, 후쿠시마 사고와 국내 원전비리 사건으로 인한 국민의 충격과

위험 인식은 원전에서 멀리 떨어진 도시지역 주민들에 비해 원전 인근지

역 주민들에게 더 강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 이번 표본조사

에서 단지 18명의 원전 인근지역 거주 샘플로는 정확한 비교, 분석을 수

행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향후 동등 수준의 비교 집단을 추출하여 이러

한 원자력산업의 신뢰성 위협 요인들이 어느 정도의 차이를 가져오는지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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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원자력 관련 의견조사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본 설문조사를 위해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연구소는 원자력 에너지 및 원자력 발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

시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원자력 에너지 및 발전, 기타 에너지

등과 관련된 귀하의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귀하께서 주신 의견

은 원자력 에너지 정책의 진단과 발전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설문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귀하의 응답은 익명으로 통계처리된 후

논문작성을 위한 학술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연구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

용되지 않으며, 통계법 제13조(비밀의 보호 등)에 의거 비밀이 보장됩

니다.

귀하의 생각과 경험 바탕으로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면 저의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하시는데 다소 귀찮고 어려움이 있더라

도,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생각나는대로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 바랍

니다. 진지한 응답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2014년 8월 *일

연구책임자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소장

교수 심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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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매우
반대

약간
반대

보통
약간
찬성

매우
찬성

(1)
원자력 에너지는 현재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원자력 에너지는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원자력 에너지는 가격이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
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원자력은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원자력은 값이 싸고 경제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6)
원자력 발전으로 인해 가축, 농작물, 수산물에 피해
가 발생된다.

① ② ③ ④ ⑤

(7) 원자력 발전으로 인해 자연 환경에 피해가 발생된다. ① ② ③ ④ ⑤

(8)
원자력 발전으로 인해 인근 지역 주민의 생명 및
건강에 위험이 발생된다.

① ② ③ ④ ⑤

(9) 원자력 발전으로 인해 기후변화가 가속화된다. ① ② ③ ④ ⑤

(10) 원자력 에너지는 풍부하다. ① ② ③ ④ ⑤

(11)
원자력 에너지는 가스나 석유 등과 같은 다른 연료
수입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준다.

① ② ③ ④ ⑤

(12) 원자력 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기의 값은 저렴하다. ① ② ③ ④ ⑤

(13)
우리 주변에서 원자력에 대한 위험이 너무 과대평
가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우리나라는원자력발전소를안전하게운영하고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원자력 발전은 위험한 폐기물을 만들어 낸다. ① ② ③ ④ ⑤

(16) 원자력 발전소는 위험하다. ① ② ③ ④ ⑤

(17)
원전의 위험은 현대과학기술로 적절히 통제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회사를 신뢰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방사성 폐기물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0) 정부의 원자력 정책을 신뢰한다. ① ② ③ ④ ⑤

(21)
원자력 에너지를 생각하면 차갑기보다 따뜻한 느낌
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22) 원자력 발전소 직원들을 신뢰한다. ① ② ③ ④ ⑤

(23)
원자력 정책은 감정보다는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한
다.

① ② ③ ④ ⑤

I 원자력에 관한 일반 인식

1. 다음의 원자력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 귀하는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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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구소련 체르노빌 원전사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5)
구소련 체르노빌 원전사고 때의 공포를 기억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6)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7) 일본 후쿠시마원전사고때의공포를기억하고있다. ① ② ③ ④ ⑤

(28)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을 규제하는 기관에 대해서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9) 원자력 안전규제관련 법체계에 대해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0)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국민들의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위험 인식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① ② ③ ④ ⑤

(31)
후쿠시마 원전사고에도 불구하고 국내 원자력
발전소는 여전히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⑤

(32)
우리나라 국민들은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해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II 원자력과 다른 에너지 간의 인식 비교

2.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전력을 생산하는 다음의 에너지원들에 대

해 귀하는 어느 정도 좋아하십니까?

에너지원
매우 좋아하지

않음
좋아하지
않음

보통 좋아함
매우

좋아함

(1) 석탄 ① ② ③ ④ ⑤

(2) 가스 ① ② ③ ④ ⑤

(3) 수력 ① ② ③ ④ ⑤

(4) 원자력 ① ② ③ ④ ⑤

(5) 석유 ① ② ③ ④ ⑤

(6) 태양력 ① ② ③ ④ ⑤

(7) 풍력 ① ② ③ ④ ⑤

(8) 조력 ① ② ③ ④ ⑤

3. 귀하는 다음 각 에너지의 비중을 현재보다 늘이는 것에 대해 얼마나 찬성하

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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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원 매우 반대 약간 반대 보통 약간 찬성 매우 찬성

(1) 석탄 ① ② ③ ④ ⑤

(2) 가스 ① ② ③ ④ ⑤

(3) 수력 ① ② ③ ④ ⑤

(4) 원자력 ① ② ③ ④ ⑤

(5) 석유 ① ② ③ ④ ⑤

(6) 태양력 ① ② ③ ④ ⑤

(7) 풍력 ① ② ③ ④ ⑤

(8) 조력 ① ② ③ ④ ⑤

4. 현재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할 때 다음 에너지원 중 어느 것을 가장 선호하십

니까?( )

① 석탄 ② 가스 ③ 석유 ④ 수력 ⑤ 원자력 ⑥ 조력 ⑦ 태양력 ⑧ 풍력

4-1). 귀하가 본 에너지를 가장 선호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 )

5. 귀하는 경제적 보상이 충분히 주어진다는 약속 하에 다음의 에너지 관련 시설이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에 건설될 계획이라면 어느 정도 찬성하시겠습니까?

에너지원 매우 반대 반대 보통 찬성 매우 찬성

(1) 석탄 ① ② ③ ④ ⑤

(2) 가스 ① ② ③ ④ ⑤

(3) 수력 ① ② ③ ④ ⑤

(4) 원자력 ① ② ③ ④ ⑤

(5) 석유 ① ② ③ ④ ⑤

(6) 태양력 ① ② ③ ④ ⑤

(7) 풍력 ① ② ③ ④ ⑤

(8) 조력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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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귀하는 정부가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다음 세 가지 중 어느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

①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안정적 에너지 공급 확보’

② 에너지 공급, 분배, 사용 시 ‘환경피해를 최소화’

③ 경제발전을 위한 ‘적절한 에너지 가격 유지’

7. 다음은 에너지 사용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귀하는 각각의 내용들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내용
매우
반대

약간
반대

보통
약간
찬성

매우
찬성

(1) 나는 에너지 사용을 줄일 준비가 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3)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비용이 든다면 지
불할 의사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에너지 문제 해결책으로 관련 세금 신설 및
인상을 수용하겠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
해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6) 현재 전기 사용 요금은 저렴한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7)
내 생활 형편을 고려할 때 현재 전기요금은
부담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8)
우리집은 전기, 가스 등 에너지 관련 비용에
대해 걱정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우리나라의 에너지 관련 상황에 대해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우리나라의 에너지 관련 정책에 대해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신재생 에너지 정책의 변화와 흐름에 대해서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믿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투명하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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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의 각 에너지원들이 이익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용이 크다고 생각하십

니까? 이익이 크다를 10점, 비용이 크다를 1점이라고 할 때, 1점에서 10점까지

숫자 중 하나를 골라주세요.

비용이 크다 <------------ ------------> 이익이 크다

(1) 석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가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수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원자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5) 석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6) 태양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7) 풍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8) 조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9. 다음의 각 에너지원이 얼마나 위험 혹은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하다를

10점, 위험하다를 1점이라고 할 때, 1점에서 10점까지 숫자 중 하나를 골라주세요.

위험하다 <------------ ------------> 안전하다

(1) 석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가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수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원자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5) 석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6) 태양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7) 풍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8) 조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0. 다음의 각 에너지원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는지요? 긍정적이고 좋은

이미지를 10점, 부정적이고 나쁜 이미지를 1점이라고 할 때, 1점에서 10점까지

숫자 중 하나를 골라주세요.

부정적이고 나쁜 이미지 <-------> 긍정적이고 좋은 이미지

(1) 석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가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수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원자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5) 석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6) 태양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7) 풍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8) 조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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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의 각 에너지에 대해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식이 없다를 1점,

지식이 있다를 10점이라고 할 때, 1점에서 10점까지 숫자 중 하나를 골라주세요.

지식이 없다 <---------- --------> 지식이 있다

(1) 석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가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수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원자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5) 석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6) 태양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7) 풍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8) 조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III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관한 의견

12. 다음은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칸에

체크(ü)해 주십시오.

질문
매우
반대

약간
반대

보통
약간
찬성

매우
찬성

(1)
귀하는 원자력 발전을 통해 전기를 생산
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2)
귀하는 원자력 발전을 통한 전기 생산량
이 현재보다 증가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3)
귀하는 원자력 발전소의 추가 건설을 찬
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4)
귀하의 거주 지역 인근(거주지역 반경
5Km 이내)에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되는
것을 찬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5)

귀하는 경제적 혜택이 주어진다면, 귀하의
거주 지역 인근에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
(기존에 있는 경우, 추가로 건설)되는 것
을 찬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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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현재 우리나라가 전력생산을 위해 활용하는 발전 방식별 전력 생산

비율을 나타냅니다.

<현재 에너지원 별 전력 생산 비율, %>

수력:

1.4%

유류화력:

2.1%

대체에너지:

2.7%

석탄화력:

37.3%

가스화력:

23.2%

원자력:

29.7%

집단: 3.7%

* 기준: 2014년 1~4월 평균 전력생산 비율 자료, 2014년 전력통계 속보(단위: MW)

주) 집단: 1개소 이상의 집중된 에너지 생산시설(예: 열병합시설, 자원회수시설)에서 생산되는 에너지

13. 원자력 발전을 통한 전기생산의 비율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현재보다 매우 감소 ② 현재 보다 약간 감소 ③ 현재 수준 유지

④ 현재 보다 약간 증가 ⑤ 현재보다 매우 증가

14. 각 에너지원 별 전기 생산 비율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

십니까? 다음의 표에 빈칸을 채워 주세요. (총 합이 100%가 되도록 적어주세요)

에너지원 유형
현재의 전기

생산 비율

바람직한 전기

생산 비율

수력 2%

화력 63%

원자력 30%

대체에너지(예: 태양광, 풍력 등) 3%

기타(예: 열병합발전소 등) 3%

합계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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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귀하의 거주지역이 원자력 발전소 건설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었다고

가정하고,” 다음의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

15-1. 경제적 편익(혜택)이 제공되는 것과 상관없이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반대하십

니까? ( )

① 예 (→ 16로 이동) ② 아니오 (→ 15-2로 이동)

15-2. 경제적 편익이 제공될 경우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대한 입장이 변

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떤 방식의 경제적 편익(혜택) 제공

을 선호하십니까? 선호도에 따라 1·2·3순위를 다음 빈칸에 적어주

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① 지역 지방정부에 기금을 제공 ② 가구당 보조금(현금) 지원

③ 전기요금 면제 ④ 스포츠, 공연 시설 건설 ⑤ 의료·복지 시설 건설

⑥ 교육환경조성 및 장학금 ⑦ 일자리 제공

⑧ 기타 ( )

15-3. 경제적 편익(혜택)이 제공될 경우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대한 입장

이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느 정도 규모의 편익(혜택)이

귀하에게 제공되어야 거주 지역 내에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허락하시

겠습니까? 약 ( )원

15-4. 만약 경제적 편익(혜택) 제공여부와 상관없이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반대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호도에 따라 1·2·3순위를 다음

빈칸에 적어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① 원자력 발전소 사고의 위험성 때문에

② 원자력 발전소 건설로 인해 집값, 땅값이 하락할 것이기 때문에

③ 원자력 발전소 인근 거주시 방사능 피해를 입을 수 있어서

④ 원자력 발전소 건설로 인해 주거지의 이미지가 손실되기 때문에

⑤ 원자력 발전소 건설로 인해 농업·어업을 통한 소득 창출이 어려워

지기 때문에

⑥ 원자력 발전소 건설로 인해 가족의 건강 및 생명에 위험이 발생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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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경제적 편익을 제공한다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약속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⑧ 기타( )

IV 전기 사용료 지불의사에 관한 의견

<자료> 다음은 2012년 말 기준으로 OECD 주요국가의 전기요금을 비교한 자료

입니다.

<그림 OECD 주요국 전기요금 비교(단위: $/MWh)>

OECD 평균:
171.2

한국
의
1.3배

한국
의
1.5배

한국
의
1.9배

한국
의
2.4배

한국
의
3.0배

한국
의
3.6배

2012년
현재기
준

한국
의
1.3배

한국
의
1.5배

한국
의
1.9배

한국
의
2.4배

한국
의
3.0배

한국
의
3.6배

2012년
현재기
준

* 출처: 2012년 IEA(국제 에너지 기구)의 측정결과를 기준으로 함(단위: $/MWh)

16.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 방식으로 전기 생산을 포기 또는 감축하기 위해

귀하께서는 현재 지불하고 있는 전기요금보다 더 많은 전기요금을 지불할 의

사가 있으십니까? ( )

① 예 ②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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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16번 문항에서 ‘① 예’라고 응답한 경우에만 답해 주십시오. 상황1

을 가정하고, 이하의 6개 질문을 읽고 찬성인지 반대인지를 선택하

여 체크(ü)표시 하십시오.

번호 질 문 찬성 반대

(1)

귀하는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 방식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포기 또는 감축하기 위해 전기요금이 현재의 약 3.6배(독일수

준: 344,560원/MWh) 수준으로 인상되는 것을 찬성하십니까?

(2)

귀하는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 방식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포기 또는 감축하기 위해 전기요금이 현재의 약 3배(일본수준:

281,505원/MWh) 수준으로 인상되는 것을 찬성하십니까?

(3)

귀하는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 방식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포기 또는 감축하기 위해 전기요금이 현재의 약 2.4배(스웨덴

수준: 227,808원/MWh) 수준으로 인상되는 것을 찬성하십니까?

(4)

귀하는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 방식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포기 또는 감축하기 위해 전기요금이 현재의 약 1.9배(프랑스

수준: 177,771원/MWh) 수준으로 인상되는 것을 찬성하십니까?

(5)

귀하는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 방식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포기 또는 감축하기 위해 전기요금이 현재의 약 1.5배(노르웨이

수준: 138,312원/MWh) 수준으로 인상되는 것을 찬성하십니까?

(6)

귀하는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 방식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포기 또는 감축하기 위해 전기요금이 현재의 약 1.3배(미국수

준: 120,819원/MWh) 수준으로 인상되는 것을 찬성하십니까?

(환율: 1달러= 1,017원;2014년 8월 18일 기준)

17. 귀하의 거주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조건으

로, 현재 지불하고 있는 전기요금보다 더 많은 전기요금을 지불할 의사

가 있으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7-1. 17번 문항에서 ‘① 예’라고 응답한 경우에만 답해 주십시오. 상황2

을 가정하고, 이하의 6개 질문을 읽고 찬성인지 반대인지를 선택하여

체크(ü)표시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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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 문 찬성 반대

(1)
귀하의 거주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
설하는 조건으로 전기요금이 현재의 약 3.6배(독일수준:
344,560원/MWh) 수준으로 인상되는 것을 찬성하십니까?

(2)
귀하의 거주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
설하는 조건으로 전기요금이 현재의 약 3배(일본수준:
281,505원/MWh) 수준으로 인상되는 것을 찬성하십니까?

(3)
귀하의 거주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
설하는 조건으로 전기요금이 현재의 약 2.4배(스웨덴수준:
227,808원/MWh) 수준으로 인상되는 것을 찬성하십니까?

(4)
귀하의 거주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
설하는 조건으로 전기요금이 현재의 약 1.9배(프랑스수준:
177,771원/MWh) 수준으로 인상되는 것을 찬성하십니까?

(5)
귀하의 거주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
설하는 조건으로 전기요금이 현재의 약 1.5배(노르웨이수
준: 138,312원/MWh) 수준으로 인상되는 것을 찬성하십니까?

(6)
귀하의 거주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
설하는 조건으로 전기요금이 현재의 약 1.3배(미국수준:
120,819원/MWh) 수준으로 인상되는 것을 찬성하십니까?

18. “귀하가 살고 있는 지역이 원자력 발전소 후보지로 선정되었다고 가정

해 봅시다.” 귀하께서는 거주지역에 원자력발전소가 건설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재 지불하고 있는 전기요금보다 더 많은 전기요금을 지불할 의

사가 있으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8-1. 24번 문항에서 ‘① 예’라고 응답한 경우에만 답해 주십시오. 상황3

을 가정하고, 이하의 6개 질문을 읽고 찬성인지 반대인지를 선택하

여 체크(ü)표시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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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 문 찬성 반대

(1)
귀하의 거주지역이에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기요금을 현재의 약 3.6배(독일수준: 344,560
원/MWh)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찬성하십니까?

(2)
귀하의 거주지역이에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기요금을 현재의 약 3배(일본수준: 281,505원
/MWh)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찬성하십니까?

(3)
귀하의 거주지역이에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기요금을 현재의 약 2.4배(스웨덴수준:
227,808원/MWh)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찬성하십니까?

(4)
귀하의 거주지역이에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기요금을 현재의 약 1.9배(프랑스수준:
177,771원/MWh)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찬성하십니까?

(5)
귀하의 거주지역이에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기요금을 현재의 약 1.5배(노르웨이수준:
138,312원/MWh)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찬성하십니까?

(6)
귀하의 거주지역이에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기요금을 현재의 약 1.3배(미국수준: 120,819
원/MWh)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찬성하십니까?

19. 만약 전기요금을 추가적으로 지불 하실 의향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

입니까? 중요도에 따라 1·2·3순위를 다음 빈칸에 적어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① 추가로 요금을 지불할 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② 이미 납부하고 있는 전기요금으로 충분하다고 생각 되서

③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면 해결되므로, 주택용 전기요금의 인상은 필요

없다고 생각 되서

④ 전기요금을 추가적으로 지불하지 않아도 현재 수준의 전기요금만으로 충

분하다고 생각 되서

⑤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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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원자력 관련 정보에 관한 의견

20. 원자력 발전 및 발전소 운영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찾아보신 경험이 있으십

니까? ( )

① 예(→ 20-1로 이동) ② 아니오(→ 20-2로 이동)

20-1. 원자력 발전 및 발전소 운영에 관한 정보를 어떻게 얻으십니까?

활용을 많이 하는 방법 순으로 1·2·3순위를 다음 빈칸에 적어주십

시오.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① 가족·친지에게 묻는다. ② 이웃에게 묻는다. ③ 친구에게 묻는다.

④ 신문 ⑤ TV ⑥ 인터넷(PC·모바일)

⑦ 정부가 제공하는 자료 ⑧ 시민단체

⑨ 해당 분야의 전문가(예: 의사, 변호사, 교수 등)에게 묻는다.

⑩ 원전 사업자 ⑪ 특별히 자발적으로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

⑫ 기타( )

20-2. 만약 원자력발전에 관한 정보 수집을 자발적으로 한 적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므로

② 복잡하고 어려워서 이해가 어려우므로

③ 특별한 조사 없이도 매체를 통해 제공받는 정보로 충분하므로

④ 특별한 조사 없이도 한국수력원자력 및 정부를 통해 제공받는 정보로

충분하므로

⑤ 기타( )

21. 다음은 원자력 발전/에너지에 관해 환경단체나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에

관한 의견입니다. 해당하는 응답에 체크(ü)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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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문
매우
아니다

약간
아니다

보통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정부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정보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2)
환경단체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정보를 제공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정부는 전문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

명한다.
① ② ③ ④ ⑤

(4)
환경단체는 전문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정부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

만을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6)
환경단체는원자력발전에대한부정적인입장

만을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정부는 충분한 자료에 근거해 정보를 제공

한다.
① ② ③ ④ ⑤

(8)
환경단체는 충분한 자료에 근거해 정보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22. 정부의 원자력 에너지 관련 캠페인이나 광고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23. 최근까지 접했던 원자력 발전/에너지에 관한 정보를 종합했을 때, 원자

력에 대한 이미지는 어떠합니까? ( )

① 매우 위험하다 ② 약간 위험하다 ③ 반반이다

④ 약간 안전하다 ⑤ 매우 안전하다

24. 귀하는 다음의 각 기관이 제공하는 원자력 위험 및 안전정보에 대해 얼마나 신

뢰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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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매우
불신

불신 보통 신뢰
매우
신뢰

(1) 정부 ① ② ③ ④ ⑤

(2) 시민 환경 단체나 NGO(비정부기구) ① ① ② ③ ④

(3)
언론(인터넷 매체를 제외한 TV, 라디오,
신문 등)

① ① ② ③ ④

(4) 신문, 잡지 등을 제외한 인터넷 ① ② ③ ④ ⑤

(5) 원자력 전문가 및 과학자 ① ② ③ ④ ⑤

(6)
원자력 기술 전문기관 (예, 원자력연구소,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안전규제위원회)

① ② ③ ④ ⑤

(7) 원전지역주민 ① ② ③ ④ ⑤

(8) IAEA 등 원자력 관련 국제기구 ① ② ③ ④ ⑤

(9)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
(주)

① ② ③ ④ ⑤

VI 원자력 관련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의견

25. 원자력 발전소 입지·운영과정에서 주민과 원전 사업자(한국수력원자력)

간 의사소통에 관한 의견입니다. 해당하는 의견에 체크(ü)해 주십시오.

진술문
매우
아니다

약간
아니다

보통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원자력발전소 사업자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원자력발전소 입지 지역을 선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원자력발전소 사업자는 원자력 발전소 운영과
정에서 주민과 충분한 토론 및 의논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원자력발전소 사업자는 주민의 의견과 상관없
이 정부의 계획에 따라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진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원자력발전소 사업자는 원자력 발전소 주변지
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결정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원자력 발전소 사업자는 주민을 대등한 대화의
상대방으로 인식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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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원전 사업자에 대한 신뢰도

26. 다음은 정부 및 원전 사업자에 대한 신뢰를 묻는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칸에 체크(ü)해 주십시오.

진술문
매우
아니다

약간
아니다

보통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원자력발전소 운영자는 지역사회 공동체를 활
성화하는데 기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원자력발전소 운영자는 해당 지역의 발전을 위
해 투자하는 존재이다.

① ② ③ ④ ⑤

(3)
원자력발전소 운영자는 원자력발전소를 안전하
게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원자력발전소 운영자는 입지과정에서 주민과
한 약속을 반드시 이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정부는 원자력발전소 운영자를 감시·감독할 능
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정부는 믿을만한 대화상대방이다. ① ② ③ ④ ⑤

(7)
정부는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27. 한수원(원전 사업자, 한국수력원자력의 약자)의 원전비리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① 예(→ 27-1로 이동) ② 아니오(→ 28로 이동)

27-1. 원전비리 사건 전후를 비교했을 때,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귀하의 생

각이 변화되었습니까?( )

① 기존에도, 지금도 원자력을 지지 한다.
② 기존에 지지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지지 한다.
③ 기존에는 지지하였으나, 지금은 지지하지 않는다.
④ 기존에도, 지금도 원자력을 지지하지 않는다.
⑤ 기존에도, 지금도 관심이 없다.
⑥ 기존에는 관심이 없었으나, 지금은 지지 한다.
⑦ 기존에는 관심이 없었으나, 지금은 지지하지 않는다.

27-2. 다음은 한수원(원전 사업자, 한국수력원자력의 약자) 원전비리 사건

에 관한 내용입니다. 동의정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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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술 문
매우
아니다

약간
아니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한수원 원전비리는 다른 정치적 비리와 비
교할 수 없는 아주 심각한 문제이다.

① ② ③ ④ ⑤

(2)
한수원 원전비리는 한국 상황을 고려할 때
아주 심각한 문제이다.

① ② ③ ④ ⑤

(3)
원전비리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내
가족에게 피해를 줄까 걱정이다.

① ② ③ ④ ⑤

(4)
원전비리 이후 원전관련 공익 광고를 믿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5)
원전비리 이후 원전관련 기업을 믿지 않는
다.

① ② ③ ④ ⑤

(6)
원전비리의 원인은 직원의 개인적인 잘못
에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원전비리의 원인은 사회 전반의 잘못에 있
다.

① ② ③ ④ ⑤

(8)
원전비리의 원인은 규제를 잘못한 정부의
잘못이다.

① ② ③ ④ ⑤

(9)
원전비리 이후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0) 원전비리 이전에는 원자력을 신뢰했다. ① ② ③ ④ ⑤

(11)
원전비리 이후 원자력에 대한 불신이 커졌
다.

① ② ③ ④ ⑤

(12)
원전비리 이전에는 원자력 에너지가 이익
이 된다고 생각했다.

① ② ③ ④ ⑤

(13)
원전비리 이후 원자력 에너지가 이익이 없
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4)
원전비리 이전에는 원자력 에너지는 안전
하다고 생각했다.

① ② ③ ④ ⑤

(15)
원전비리 이후 원자력 에너지는 위험하다
고 생각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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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일 반 질 문

28. 귀하의 가정은 현재 전기 사용료를 납부하고 계십니까? ( )

① 예(→ 28-1로 이동) ② 아니오(→ 29번으로 이동)

28-1. 만약 현재 전기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1개월간의 평균 전기사용

료는 대략 어느 정도 입니까? 약 ( )원

29. 귀하의 거주 지역(읍, 면, 동) 인근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까? ( )

① 예 ② 아니오

30. 현재 거주하시는 지역을 기술해 주십시오. ( )도/시 ( )시/군

30-1. 귀하께서 해당 지역에 거주한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약 ( )년

31. 귀하의 성별을 선택해 주십시오. ( ) ① 여성 ② 남성

32. 귀하의 연령을 기술해 주십시오. 만( )세

33. 귀하의 직업을 기술해 주십시오. ( )

34. 귀하의 학력을 선택해 주십시오. ( )

① 고졸 이하 ② 대학/전문대 재학 중 ③ 전문대 졸업 ④ 대학졸업

⑤ 석사 ⑥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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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f Public Reception of Nuclear Power 

and Influencing Factors

Focusing on the domestic nuclear corruption scandal post Fukushima accident

In the light of corruption in domestic nuclear field post Fukushima accident

Dong-joon Cho

Department of Public Enterprise Polic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an environment where the reception of nuclear power is worsening 

due to Fukushima accident from March 2011, the subsequent findings on 

accident cover-ups, bribery and document forgery or falsification in 

domestic nuclear industry is a major factor that threatens the public trust. 

Despite this fact, there are vast amount of research on the landscape 

change in acceptability post-Fukushima and nearly no research condu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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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similar changes caused by trust factor of domestic corruption within 

nuclear landscape.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an opportunity for the advancement of 

nuclear industry by restoring the public trust and acceptance in the nuclear 

power field through following objectives;

  First, assess the current position and awareness on nuclear industry by 

analyzing the benefits and the risks of nuclear power perceived by the 

public at the current moment and compare with overall improvement 

methods. Second, discover methods to regain public trust based on 

verification of the same after the events of domestic scandals in the 

nuclear field. Third, identify and analyze the factors that affect the 

acceptance and perform a correlation study on how these factors affect 

the public awareness and decision-making.

  The study took a sample of 600 people residing in the nation for a 

one-on-one survey in second half of 2014. The results were utilized for 

statistical analysis of public awareness, followed by an in-depth correlation 

study on nuclear acceptance factors. The summary of the findings are as 

following.

  The general awareness was categorized into nuclear energy, nuclear 

power generation, dangers of nuclear power, operation of nuclear power 

generation, and these were measured in Likert 5-point system.

  First, results are showing that nuclear energy contributes to the nation’s 

economy but does not contribute to the resolution of environmental 

problems. Second, although damages caused by nuclear generation is rather 

high than average, the price of electricity generated by nuclear power is 

affordable. Third, awareness on dangers of nuclear power is very high, and 



- 126 -

anxiety is high over the technological level to manage the nuclear risks. 

Fourth, the public were distrustful on the nuclear power plant operation 

company or the government’s nuclear policy.

  On the other hand, among energy types solar power was the most 

popular form of energy and while most agreed with continued operation 

of nuclear plants, they were against increasing reliance on nuclear or 

additional construction of nuclear plants, and in particular the public were 

strongly against construction of nuclear plants near residential areas even if 

they would be financially rewarded.

  Half of the respondents were aware of the recent nuclear scandal, 

approximately 38% have became negative towards nuclear energy since the 

scandal. Especially they strongly affirmed that corruption in nuclear industry 

is an extremely serious matter that is incomparable to other types of 

political corruption. Also, the public strongly agreed that the corruption in 

the nuclear field is not an individual failure but a socio-structural problem, 

and in particular the government’s mismanagement.

  Next is the summary of findings from the in-depth analysis on the 

public acceptance of nuclear power.

  First,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higher the trust on the 

government/nuclear operator and nuclear generation, the perceived gains, 

the lower the perceived danger, the acceptance and willingness to pay 

became higher, and this is in accord with existing studies on the nuclear 

acceptance. Second, trust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affecting an 

individual’s perception on nuclear power and people regard trust towards 

nuclear generation and towards government/nuclear industry as a separate 

matter. Third, there wa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rust tow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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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lear power, trust towards government/nuclear industry and loss/gain 

perception. Lastly, high awareness of corruption in nuclear field had a 

regulating effect which resulted in higher awareness in knowledge of 

danger and loss/gain and lower awareness in danger. This can be 

interpreted as these different aspects of awareness are closely related and 

acceptance of nuclear power is not straightforward but affected by several 

factors such as trust, loss/gain, danger and feelings and thus these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when developing future nuclear policies.

keywords : Public reception of Nuclear power, Fukushima, Nuclear

corruption scandal, Trust, Perceived gains, Perceived

danger, Awareness in danger

Student Number : 2014-2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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