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l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l
l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
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도시계획학 석사 학위논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전후,
한국 원자력 홍보 프레임의 변화

2014년 2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환경관리전공

김병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전후,
한국 원자력 홍보 프레임의 변화
지도교수 윤 순 진

이 논문을 도시계획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10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환경관리전공
김

병

두

김병두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3년 12월

위 원 장

홍 종 호

(인)

부위원장

김 희 경

(인)

위

윤 순 진

(인)

원

초 록
지난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우리나라의 대표적 원
자력 운영 및 홍보기관인 한국원자력문화재단과 한국수력원자력은 낮아
진 국민의 신뢰와 핵발전 수용성을 회복하는 것을 당면과제로 삼았다.
또한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국민의 위험 인식을 낮추는 것도 주요 목표
가 되었다. 후쿠시마 사고 이전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문화재단
등의 기관에서는 원전이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에너지로 “녹색성장의
힘”이란 틀로 지속적으로 홍보하였다. 그렇다면 후쿠시마 사고 후 원자
력발전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이 연구는 후쿠시마 원전사
고 전후의 우리나라의 원자력 홍보 프레임을 내용분석과 핵심어 네트워
크 분석을 사용해 비교하였다.
후쿠시마 사고 전후 각 2년 동안 이루어진 원자력 홍보 미디어 자료
를 분석하였는데 특히 TV를 통한 정보 전달이 다른 어떤 매체보다 효
율적이고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TV를 통한 원자력 홍보 자료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분석대상 매체는 과학기술중심 담론, 경제성장동력 담
론, 에너지 안보 담론, 안전 담론, 대안 에너지 담론을 내포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과학기술중심 담론에서는 ‘원자력기술의 쓰임’과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나타나고 있었고, 경제성장동력 담론에서는 ‘원전 수출의 효
과,’ ‘국가 및 지역경제 발전,’ ‘원자력 에너지원의 경제성,’ ‘주요 에너지
공급원으로서의 원자력,’ ‘탈원전 움직임에 대한 경계’를 드러내고 있었
다. 그리고 에너지 안보 담론은 ‘원자력 공급의 안정성’을 강조하였고, 안
전 담론은 원자력에 대한 ‘선입견 해소,’ 그리고 ‘안전대책이 확보된 원자
력’의 이미지를 전달하는데 집중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안 에너지 담론은
원자력이 기후변화시대에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에너지라는 점
을 집중 홍보하고 있었다.
핵심어 네트워크 분석은 미디어가 표출한 친 원자력 담론을 바탕으
로 홍보가 어떻게 틀 지워지고, 어느 것에 특별히 집중되는지를 확실하

게 드러내 주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핵심어의 쌍을 통해 핵심어 연
결망을 구성하였고 원자력 홍보 틀로써 작용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
연구에서 발견한 원자력 홍보의 핵심 프레임은 세 가지로 첫째, 원자력
기술-이용 프레임(실생활 속에 숨어있는 각종 원자력 기술), 둘째, 원자
력-발전(發電) 프레임(에너지 수입 의존을 해결하는 ‘주력 발전 원으로서
의 원자력’), 마지막으로 사고 발생-안전 프레임(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
생했지만 우리 원전은 안전)이다. 사고 전후 비교에서는 사고 전, ‘원자
력 기술-이용’ 프레임과 ‘원자력-발전(發電)’ 프레임에서 사고 후에는 ‘사
고 발생 및 안전’ 프레임으로 변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고 후에는
두 매체의 내용이 모두 사고와 안전에 관한 틀로 수렴된 것으로 볼 때,
후쿠시마 사고로 원전 위험성이 대두되자 대중의 위험인식을 낮춰 수용
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취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연구는 원전에 대한 국민 인식이 언론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언
론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도 국민의 원전 필요성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해 홍보 프레임을 생성한다는 것을 전제하였다. 원전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언론이 가지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은 이
연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연구는 언론이 어떻게 원자
력 홍보 프레임을 생성시키고 활용하는지 밝힘으로써 대중의 높은 원전
필요성 인식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주요어 : 원자력 담론, 후쿠시마 원전 사고, 미디어 분석, 틀 짓기,
네트워크 분석
학 번 : 2010-23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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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원자력 발전소는 그간 든든한 에너지 생산설비로서 값싼 전기를 제
공해왔다. 게다가 지난 2009년 12월에는 아랍 에미리트(UAE)의 원자력
발전소 시공권을 수주함으로써 대한민국은 ‘원전 수출국’이라는 지위까지
누리게 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를 발판 삼아 원전을 주력 수출 상품으로
삼는다는 계획을 세웠고, 국내 원전 역시 추가 건설하는 소위 ‘원전 르네
상스’를 맞이했다. 대한민국 정부의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에서는 “한국
원자력발전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의 리더십 덕분에 발전해오
다 이명박 대통령 시대를 맞아 국산 원전 첫 수출이란 엄청난 ‘방점(傍
點)’을 찍게 되었다”며 한국에 원자력을 도입하고 육성한 전 대통령들에
대한 칭송도 이어졌다(정책공감, 2010.1.26.).
사실 원자력발전 확대는 이명박 정부의 녹생성장 기조에 부합하는
사업이자 ‘녹색성장의 힘’으로 홍보되었다. 원자력이 정부와 대중의 신뢰
를 받은 데에는 원전이 친환경 에너지라는 홍보와 인식도 큰 몫을 했다.
원전 수출이 이명박 정부가 약속한 ‘성장’의 상징이었다면, 원자력 발전
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거의 없다는 사실은 ‘저탄소’란 이미지로 인해
‘녹색’의 상징이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국가 정상
들이 직접 협상에 나섰던 제15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15)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은 상당히 고조되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원자력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이자 기회임을 천명하고 이에 대한 투자 계획을 역설하였다(SBS,
2009/12/21 방송). 이에 따라 정부는 2024년까지 14기의 원자로를 추가
건설하는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했다(2010/12/29). 원자력 발전
은 경제와 환경,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에너지라는 인식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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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히 그 ‘세(勢)’를 넓혀가고 있었다.
그러나 UAE로부터 원전 수주의 낭보가 있은 지 약 4년 후인 현재,
상황은 꽤 달라져 있다. 각종 언론에는 원전에 관한 부정적인 뉴스가 지
속적으로 등장해 일반 시민들은 그간 원전에 대해 가졌던 신뢰를 철회하
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국민들로부터 우려의 눈초리
를 받고 있는 것은 바로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원자력발
전소 폭발사고 관련 소식이다.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정전 때문에 원자
력 발전기의 냉각 장치가 가동을 멈추면서 4일 동안 4기의 원자로가 폭
발했던 세계 원전 역사상 초유의 사태였다. 이로 인해 대기와 해양을 통
한 방사능 누출 관련 소식은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이 뿐만이 아니었
다. 무더위로 인한 전력난 속에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파문으로 여러 기
의 원자로 가동이 중지되기도 하였으며, 원전 납품 비리에 연루된 한국
수력원자력 임직원들이 체포되는 등, 안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
되던 원전 기관이 불신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다.
실제로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 지난 2013년 8월 실시한 여론조사 결
과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소가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이 56.3%로
‘안전하다’고 한 응답자(37.0%)보다 많았다. 사실 원자력 발전에 대한 위
험 인식은 예전부터 존재해왔다. 1986년에 발생한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우리나라 역시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박차를 가하던 시기에 발생했기 때
문에 우리 국민에게도 핵 발전의 위험성을 인지시켜 준 사고이다. 다시
말해, 없던 위험이 갑자기 생겨나고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한 것이 아
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원전에 대한 우려가 급증한 것은 체르노빌 사
고와 같은 최고 등급의 사고로 지정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우리나라와
지근거리에서 발생했기 때문일 것이다.1) 특히,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
1) 여기서 말하는 최고 등급이란 국제원자력에너지기구(IAEA)에 의해 제정된 국제원자
력사고등급(International Nuclear and Radiological Event Scale) 중 최고등급으로 7
등급을 말한다. IAEA는 원전사고를 8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Level 0. 경미한 이상(No
Safety Significance) / Level 1. 이례적 사건(Anomaly): 정상운전 범위를 벗어난 고
장이나 심각한 안전상의 위험은 없음 / Level 2. 사건(Incident): 심각한 안전상의 위
험. 시설물 내 방사능 오염, 종사자들이 법정 노출한계치내 피폭, 또는 시설물 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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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수의 해양 유출로 인해 수산물과 같은 먹거리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걱정이 매우 커, 정부가 내린 후쿠시마 등 8개 현 수산물 수입 금지 조
치를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매우 거세
다.
게다가 후쿠시마 사고는 중국에서 짓고 있거나 지을 예정인 원전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눈뜨게 해주었다(SBS스페셜 339회, 2013/9/15 방송).
지난 후쿠시마 원자로 폭발로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기체가 대량 유출
되었을 때, 한국 대중이 위안 삼은 것은 바로 ‘편서풍’이었다. 이 편서풍
덕분에 직접적으로 방사능 물질이 한반도로 이동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 원전에 사고가 생길 경우 우리나라에 심각한 영향
을 끼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바람이다. 일본과 중국의 원전에서도 자
유로울 수 없는 이같은 현실은 원전에 대한 대중의 우려를 더 강화시키
고 있다.
국제 원자력 산업 동향을 보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발전 산업
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성장속도가 더욱 급격히 둔화되고 있으며 가동
원자로 수 역시 줄어들고 있다. 또한 원자력을 통한 전기 생산량도 줄어
들어 지난 2012년에는 사상 최대의 발전량을 기록했던 2006년
(2,660TWh)에 비해 10.4% 하락한 2,346TWh의 전기를 생산했다
(Schneider & Froggatt et al., 2013). 특히 2011년 3월 이후 원자력 정책
에 큰 변화를 보인 국가는 일본,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로 일본의 경우,
사고 여파로 인해 원자력발전을 전면 중지하고 있다. 독일은 후쿠시마
장 수리 활동 필요 / Level 3. 심각한 사건(Serious Incident): 최후의 물리적 방호벽
만 남은 상태, 심각한 시설물 방사능 오염, 종사자들의 한계치를 초과한 피폭, 소량의
방사능이 외부로 유출된 상태) / Level 4. 심각한 외부로의 위험은 없는 사고
(Accident without Significant Off-site Risk): 시설물 내부의 심각한 손상, 생명의 위
협이 될 정도의 종사자 노출 및 다량의 방사능 외부 누출 / Level 5. 시설 외부로 위
험한 사고(Accident with Off-site Risk): 시설물의 심각한 손상 및 수백에서 수천 테
라베크렐(TBq)의 방사성 요오드131이 외부누출 된 상태 / Level 6. 심각한 사고
(Serious Accident): 상당량의 방사능 물질 누출, 비상대응조치 본격 이행 단계 /
Level 7. 대형사고(Major Accident): 대량의 방사능 물질 누출, 건강 및 환경에 광범
위한 영향이 있는 상태
- 3 -

사고 직후인 2011년 5월 경, 2022년까지 17기의 원전을 모두 폐기하고
탈 원전 사회로 진입한다는 계획을 재천명하였다. 이탈리아는 2011년 6
월 전 국민의 56%가 참여한 국민투표에서 94%가 반대함으로써 정부가
계획 중이던 핵 프로그램의 재가동을 완전히 무산시켰다. 스위스는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모두 폐지하고 원전의 영구 금지를 결정했다. 현재 운
용 중인 5기의 원전은 계속 사용하되 설계 수명을 연장시키지 않기로 결
정하였다. 이에 따라 마지막 원자로가 2034년에 폐기될 예정이다.
이같은 안전에 대한 우려와 국제 사회의 탈 원전 움직임에도 불구하
고 여전히 우리나라 국민의 86.2%는 ‘원자력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
고 있으며 73.7%가 원자력에너지 이용에 찬성하고 있다(한국원자력문화
재단, 2013년 8월 조사). 지난 2013년 10월 발표된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
계획 초안에서는 2030년 기준 원전의 설비용량 비중을 22-29%로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41%보다 낮춰 잡았다. 그러나 증가하는 전력수요
를 고려했을 때, 에너지계획의 원전 확대 노선에는 변함이 없다. 그렇다
면 어째서 원전에 대한 국민의 위험 인식과 필요성 인식에는 괴리가 있
는 것일까? 왜 위험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찬성하는
것일까?

2. 연구 목적 및 연구 질문
이 연구는 원전에 대한 국민 인식과 여론이 언론에 영향을 받고, 언
론은 찬핵 담론을 (재)생산하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국민의 위험인식이
높아졌음에도 불구, 필요성에 대한 동의와 지지도 역시 높아졌다는 것을
가정한다. 따라서 언론을 통해 확산된 찬핵 담론은 한국 국민의 굳건한
친 원자력 여론과 인식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그
렇기에 이 연구는 찬핵 여론을 둘러싼 언론의 담론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원전에 대한 수용
성과 지지도를 놓치지 않기 위해 핵심 요소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파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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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현재 발전량을 기준으로 세계 4위2)의 원전 대국인 한국은 사회기술
체계3)의 관성으로 인해 역동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는 결코 쉽지 않다. 원
자력 관련 정책·진흥·연구·개발 등을 담당하는 정부기관과 원자핵공학
전문가를 육성하는 고등 교육기관 및 학회, 기업, 각종 법률과 전담홍보
기관 등이 결합하여 원자력 사회기술시스템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순진 외, 2011). 그러나 국민의 압도적인 반대로 향후 원전 건설을 금
지한 이탈리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국민의 원자력 수용성 변화는
원자력 정책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다. 한국의 경우 후쿠시마 사고가 발
생한 일본과 최인접국으로 사고 여파에 대한 직접적인 두려움을 안고 있
다. 따라서 현재 한국사회는 기존의 사회기술체계의 관성에 끌려 기존의
원자력발전 체제를 더 유지·강화 할 것인지, 아니면 독일, 이탈리아, 스
위스 등과 같이 탈핵의 새 경로를 선택할지의 기로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 결정할 권리 및 알 권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언론, 특히 언론을 통한 원자력 운영 및 홍보 기관의 전략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원전 홍보 프레
임에 따라 새 경로에 대한 불씨가 꺼질 수도, 커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구하
는 것을 목표로 한다.
l
l

후쿠시마 사고 전과 후, 원전 홍보의 주안점은 어디에 있는가?
사고를 기점으로 홍보에 등장하는 찬핵 담론의 프레임은 어떻게

2) World Nuclear Industry Status Report, 2013
3) 원자력 발전 시스템의 진화를 Hughes(1987)가 제시한 사회기술체계로 설명했을 때
효과적인 이유는 기술적 요소를 둘러싼 사회 구조, 제도, 각종 관계들이 얽혀 하나의
시스템을 형성하며, 이 시스템은 발명, 개발, 혁신, 기술이전, 성장ㆍ경쟁ㆍ공고화의
과정을 거쳐 ‘관성’을 획득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기 때문이다. 여기서 ‘관성’은 기술
이 성숙되는 과정에서 엮인 이해 당사자들이 기존 시스템의 유지와 확장을 위해 들이
는 힘으로 이해할 수 있다(윤순진 외, 2011).
- 5 -

l

변하였는가?
각 프레임의 생성 요인은 무엇이며 변화의 의미는 무엇인가?

첫째, 이 연구에서는 후쿠시마 사고를 전후로 원전홍보의 초점이 어
디에 맞추어졌는지 확인한다. 특정 시점에 미디어 메시지에 등장하는 여
러 상징들은 해당 커뮤니케이션을 주도하는 사람 또는 기관의 중요 가치
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Riffe et. al., 2005).
둘째, 후쿠시마 사고를 기점으로 찬핵 담론의 ‘틀’이 어떻게 달라졌는
지 비교 분석한다. 홍보의 초점에서 더 나아가 사고 전과 후, 어떠한 틀
거리를 생산해 내는지 확인한다.
셋째, 이러한 분석을 통해 사고 전, 후로 원자력 홍보에 왜 특정한
‘틀’을 지우는지 이해함으로써 한국의 찬핵 담론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설득력 있는 답을 구하기 위해 대중매체의 ‘틀짓기
(Framing)’의 관점에서 원자력 홍보 미디어 자료를 분석하고자 한다. 대
다수의 시민들은 대중매체를 통해 일련의 사건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윤
순진·이동하, 2010). 따라서 대중매체가 어떻게 원자력, 또는 원자력발전
소에 대해 전달하는지는 일반 시민의 태도와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친다.
원자력 이슈가 대중 매체에서 틀 지워지는 방식을 살펴보는 것은 대중을
이해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하다. 대중의 에너지에 대한 지식은 미디어에
의해 선택된 정보와 제한된 시간 안에서 ‘보여지는’ 것에 따르기 때문이
다(Greenberg & Truelove, 2010). 특히 대다수의 원자력발전소가 주요
도시로 부터 멀리 떨어진 해안가에 위치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들의
원전에 대한 관심도가 낮기 때문에 미디어를 통한 정보 획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TV를 통한 원자력 홍보 자료를 분석의 대상으
로 삼았는데 그 이유는 TV를 통한 정보 전달이 다른 어떤 매체보다 효
율적이고 영향력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국광고주협회(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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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ertisers Association)에서 매년 실시해 발표하는 ‘미디어리서치
(2012)’에 따르면 영향력이 큰 매체로 방송사(83%)를 꼽았다. 2011년 같
은 조사에서는 TV의 평소 이용 빈도가 77%로 다른 매체에 비해 가장
높으며 응답자의 약 60%가 정보를 얻는 목적으로 TV를 이용하고 있음
을 밝혔다. 1인당 평균 TV 시청 시간 역시 약 2시간 30분으로 인터넷 1
시간, 신문 14분 등을 압도한다. 또한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발표한 언론
수용자의식조사(2012) 결과, 특정 사안을 동시에 보도할 때 가장 신뢰하
는 미디어로 텔레비전(72%)이 꼽혔으며 인터넷(15.9%)이 그 뒤를 이었
다. 특히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과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신뢰도(5점 척도)
가 각각 3.76점, 3.43점으로 전국종합신문(3.37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와 같은 대중 매체로서의 TV의 영향력을 고려하였을 때, TV 방송 자료
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TV에 방영된 원자력 홍보 프로그램을 분석해 후
쿠시마 사고 전과 후의 홍보 프레임의 특징을 비교한다. 이를 통해 한국
에서는 원자력의 독특한 이미지가 방송이라는 매체를 통해 어떻게 전파
되어 갔는가를 서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찬핵 여론을 고정
및 강화시키는 담론의 특성을 파악해 원자력 찬반의 본질적 측면을 이해
하는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한국 원자
력을 둘러싼 논의를 확장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3. 연구 방법
이 연구에서는 미디어의 원자력 홍보 프레임 분석을 위해서 비판적
담론분석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담론
(discourse)’의 의미는 담론의 사전적 의미인 ‘담화하고 의논함’보다 훨씬
포괄적이다. 한 문장 또는 한 마디 말보다는 정제된 일련의 논리를 가진
주장을 의미하기도 한다. 미셸 푸코(1993)는 담론을 가리켜, 넓게는 ‘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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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집합‘으로, 좁게는 ‘우리가 지식이라 부르는 언어묶음’이라 지칭한
다. 여기서 언표는 담화, 언설, 담론 등 언어적인 것을 담고 있는 기호를
포괄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따라서 담론은 정보 교환을 위해 수차례 오
고 간 담화가 만들어내는 일종의 개념 덩어리, 즉 언어의 실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같은 담론은 어떤 언어를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사
용하는지 분석함으로써 비로소 해체되어 의미를 드러낸다(Dijk, 1997).
특히 비판적 담론 분석 방법에서는 담론을 언어기호 체계적 성격으
로 해석하지 않고 사회의 정치·경제적 총체의 하나로서 간주한다(신진
욱, 2011). 즉 푸코가 말한 사회의 권력이 작동하게끔 하는 기제와 상황
적 맥락을 중요시하는 접근법이다. 비판적 담론분석은 담론의 실체를 분
석해 이데올로기적 프레임을 밝혀내는데, 이는 언어의 표면에서 보이는
것들이 이데올로기적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언어 구조의 사
회적 의미에 초점(Barker & Galasinski, 2001)을 맞추기 때문에 텍스트
내의 주제, 핵심 어휘, 표현, 주요 패턴을 찾기 위해 집중적으로 언어를
분화시켜야 한다(Wimmer & Dominick, 2011).
한국 미디어의 찬핵 담론의 특성을 분석할 때 이같은 비판적 담론연
구의 관점에서 접근했을 경우 몇 가지 장점이 있다. 첫 번째는 미디어가
정책의 설득 수단으로서 대중의 언어로 일관성 있는 설명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이를 분석해보면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와 같이 정
책 환경에 큰 변화가 있을 때에도 대중의 지지를 유지하기 위해 미디어
가 일련의 프레임을 제시한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밝혀준다. 둘째는 사고
전과 후를 시기적으로 비교함으로써 당시의 정치·경제적 맥락 속에서 찬
핵 담론이 어떤 방식으로 확대, 재생산 또는 강화되는지를 밝혀준다는
점이다.
이 연구에서는 원자력 홍보 프레임 분석을 위해 담론의 가장 기본단
위이자 홍보를 목적으로 적극 채용된 단어의 연결성에 관심을 가진다.
이를 위해 문헌 발굴(Text Mining) 기법을 활용하였다. 문헌 발굴이란
정형화 되어있지 않은 텍스트 데이터에서 의미가 있는 정보를 발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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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뜻한다. 이같은 문헌 발굴 기법은 네트워크(사회연결망) 분석과
융합되어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비정형의 언어 자료에서 중요한 키워드
를 추출한 다음 동시 출현하는 단어에 초점을 맞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대량의 메시지 이면에 숨어있는 독자적인 사회 시스템을 파악하
기 위해서는 단어의 의미론적 연결(semantic association)이 핵심적인 역
할을 하기 때문이다(박한우 & Leydesdorff, 2004). 수동적이고 개별적인
텍스트 분석 방식의 경우 심도 있는 분석이 가능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
리고 분석대상의 수가 적다는 제약이 있다. 하지만 텍스트 마이닝 기법
의 경우 대량의 텍스트를 분석해 거시적인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사회연결망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SNA)은 사회 구성원 또
는 구성 요소의 관계의 특징을 밝히고, 이 관계성을 토대로 사회 체계의
특성을 설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김용학, 2011). 이 연구에서는 사회
구성요소를 원자력 홍보에 등장하는 주요 핵심어(key word)로 설정하고,
이 핵심어 사이의 관계와 이를 바탕으로 한 사회 체계의 특성, 즉 한국
찬핵 담론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핵심어를 연결점으로 삼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이유는 정보에서 어떤 개념은 늘 다른 개념과 연결
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김용학・유소영, 2013). 예를 들어 한 정보에서
‘원자력’과 ‘갈등’이라는 핵심어가 동시에 사용된다면, 그 정보의 내용이
어떠한 관점에서 원자력을 바라보고 있는지 추론할 수 있다.
기존의 내용 분석 연구가 주로 메시지의 내용과 의미를 정확하게 밝
혀내고 기술하고 있는 반면, 핵심어 연결망 분석은 구성원이 특정한 주
제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상징들을 공유하는가를 바탕으로 하여 시스템
의 구조를 밝히는 것에 목적이 있다(장하용, 1996). 따라서 네트워크 분
석에서는 단어들 사이의 공유 관계를 네트워크 구조상에 표현해 각각의
단어들을 구성단위(node)로 하는 구조적 관계를 구성함으로써 텍스트의
구조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Danowaski, 1979; 장하용, 1996). 그
러나 핵심어를 바탕으로 연결망을 구성하기 때문에 전체 텍스트의 맥락
- 9 -

을 놓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범주화를 통한 내용분석을 선행함으
로써 분석대상의 맥락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고려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텍스트 마이닝 기법과 네트워크 분석을 융합한 내용 분석 방
법론은 언론 분석 분야에서 최근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감미아・송
민(2012)의 연구가 그러하다. 이들의 연구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
해 주요 신문사의 기사로부터 주제어를 수집하고 빈도 분석과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주요 신문사의 긍정-부정 논조를 네트워
크상에 구현하였고, 기존의 신문기사 코딩 방식의 담화 분석을 벗어나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 연구에서도 같은 방법을 활용하였으나, 이 연구는 분석 대상의
범위를 신문과 같은 텍스트에서 영상으로, 뉴스보도에서 시사교양 프로
그램으로 확장하였다. 단순히 긍정-부정 논조를 뛰어넘어 내용의 연결망
적 특성을 파악한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또한 시계열 상의 비교를 통해
같은 원자력이라는 하나의 주제에 대한 프레임 변화를 시각적으로 확인
한다는 점에서 그 차별성을 찾을 수 있다. 추가적으로 대응일치분석을
통해 매체별로 후쿠시마 사고 전과 후의 선호 핵심어의 차이를 평면상에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흐름은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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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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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
1. 한국 원자력 발전의 역사와 원자력 이해
1) 원자력 발전의 역사와 의의
한국에서 원자력의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50년대 한국전쟁이 끝난
후부터이다. 일본이 원자폭탄으로 인해 전쟁에서 패하자 한국 역시 핵의
위력을 실감하게 되었고 이승만 대통령의 우선적 목표는 에너지로서의
원자력이기보다 힘 있는 국가를 위한 무기로서의 원자력이었다. 그러나
1953년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UN 총회 선언4) 이후 전 세계의 상업
용 원자력발전이 촉발되자, 한국에서도 1956년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
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을 맺고
미국으로부터 기술 원조를 받기 시작했다. 이승만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로 1959년 원자력연구원이 설립되었고 그 후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1962
년, 연구용 원자로인 트리가마크 II가 준공되었다.
한편 전후 폐허가 된 남한의 경제와 산업을 되살리는 데 있어 핵심
요소는 충분한 에너지원의 개발이었다(윤순진·오은정, 2006). 이에 따라
수력과 화력을 주요 전력 원으로 하는 제1차 전원개발계획(1962～1966)
이 세워졌다.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기초조사는 1964년 말부터 실시
되었는데 국제원자력기구의 자문을 받아 여러 차례의 타당성 조사를 거
쳐 ‘고리’가 최적지로 선정되었다. 그리하여 미국과 영국에서 1억 5천만
불(USD)의 차관을 받아 1971년 고리원자력발전소 건설이 시작되었다.
1978년 4월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가 가동을 시작함으로써 한국은 세계
에서 스물두 번째로 상용 원전을 보유한 국가가 되었다(김명자, 2013).
4)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Atoms for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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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고리 2호기를 시작으로 모두 8기의 원자력발전소가 1970년대에
착공되었다. 이는 1973년 국제유가 폭등을 경험한 정부가 제4차 전원개
발계획(1977～1981) 수립 시 탈석유를 꾀하고 원자력과 석탄 비중을 적
극적으로 확대함으로써 가능한 것이었다.5)
1980년대에는 세계적인 원전 사고로 인해 전 세계 원자력 산업의 침
체기가 시작되었다(WNA, 2010; 윤순진 외, 2011). 1979년 미국의 스리마
일아일랜드 원전사고와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의 여파로 인해 전 세
계에서 착공되거나 전력망에 편입된 신규원전의 수가 급감하였다. [그림
2]는 70년대 최고조를 이루던 착공 신규원전 수가 80년대 이후 급감하였
고 전력망에 편입된 발전소의 숫자도 70년대 착공된 발전소가 전력망에
들어온 이후로는 더 이상 증가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한국
은 1981～1990년 8기, 1991～2000년 7기, 2001～2010년 5기, 2012년 2기
를 가동하기 시작하는 등 세계적인 반핵과 탈 원전 기류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IAEA, 2013). 오히려 원자력 분야가 1982년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포함되고, 핵연료의 국산화, 원전표준화 사업이 추진되는 등 원자력 기술
자립도가 향상된 시기였다(김명자, 2013). 경제성장으로 전력소비가 급증
하자 원자력을 통한 발전을 급격히 확대시킨 시기이기도 하다(윤순진
외, 2011).

5)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전력망 구축사업 보고서,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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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IAEA, Nuclear Power Reactors in the World, 2013 Edition)

[그림 2] 연간 착공된 원전과 전력망에 편입된 원전 수

1990년대～2000년대는 원자력 기술력 강화 및 원자력 자체 산업 진
흥과는 별개로 원자력이 우리 사회의 큰 주목을 받게 되었다. 바로 방사
성폐기물 처리장 건설 부지선정으로 인한 사회 갈등이 불거진 결과다.
방폐장 건설 부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 안면도, 굴업도, 부안을 거치며 지
역사회의 갈등의 골을 깊게 냈다. 결국 2005년 경주로 최종 선정되었으
나 사용 후 핵연료 관련 시설은 빠지고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장으로 범위가 좁혀졌고 원자력 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의 심각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하지만 동시에 2000년대 이후 들어 원자력은 친환
경 에너지로 재조명 받기 시작하였다. 기후변화문제가 심각하게 조명받
기 시작하자 화석연료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원자력의 장점을 바라보게
된 것이다. 세계원자력협회(World Nuclear Association) 역시 2002년 이
후 세계 원자력산업의 오름세를 ‘원자력 르네상스’로 일컬었는데, 그 주
- 14 -

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탄소배출 저감에 따른 것이었다. 우리나라도 이
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서 원자력발전의 합목적성을 찾았다. 그 배경에는
1992년 리우회의에서 채택된 기후변화협약과, 1997년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골자로 하는 교토의정서, 교토의정서의 세부이행계획을 확정한
2001년 마라케시 합의가 있다.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으로서
Non-Annex I 국가에 속해 감축 의무를 지지는 않았지만, 지난 2009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BAU(예상배출량) 대비 30%로 선언함으로써
탄소배출 측면에서 당장의 감축효과가 큰 원자력발전소가 탄력을 받게
된 것이다. 따라서 원전이 가지는 본질적인 에너지원으로서의 속성이나
장·단점보다도 온실가스 배출량과 같은 환경성이 더 크게 부각되는 결과
를 가져왔다. 게다가 2000년대 후반에는 원전을 국가의 수출산업으로 육
성하면서 경제난 속에도 수출로 인한 효과 등 부차적인 면이 더욱 강조
되었다.
한편 한국에서 원자력발전소는 향후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한국수
력원자력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는 23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가동 중에
있고 5기가 건설 중이며, 4기가 건설 예정되어 있다(한국수력원자력 홈
페이지, 2013).6) 2008년 수립된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하 국기본)
은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의 적정비중을 설비용량 기준 41%로 보았다.
1차 국기본이 수립될 당시 2006년 원전의 발전설비 비중이 26%였던 것
을 감안하면 대규모 신규 원전 건설을 예고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그
러나 2013년 민관 합동 워킹그룹이 발표한 제2차 국기본 초안은 원전 설
비의 비중을 22～29%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당초 정부의 계
획보다는 비중이 줄었지만 이 역시 전기 수요 전망이 제시되지 않은 상
태에서는 절대적인 전력 소비가 증가할 경우 당연히 신규 원전을 증설할
계획임을 의미한다.
이같은 한국의 원자력 발전(發展) 경로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여러
6) 건설 중인 원전: 신고리 3·4호기, 신월성 2호기, 신울진 1·2호기
건설예정인 원전: 신고리 5·6호기, 신울진 3·4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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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가 있다. 그 중 가장 설득력 있는 것들을 살펴보면, Jasanoff &
Kim(2009)은 한국의 원자력발전 양태를 사회기술적 상상(Sociotechnical
imaginaries)이라는 개념을 들어 설명한다. 사회기술적 상상이란 사회적
조직과 과학기술의 실천이 품고 있는 국가의 미래에 대한 상상, 비전과
가능성이다. 이같은 비전이 국가 인프라 투자, 예산의 할당, 개발 우선순
위 부여 등과 같은 국가 권력의 실행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들은 한
국에서는 사회기술적 상상이 ‘국가 발전을 위한 원자력’의 형태로 투영되
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두렵고 억제되어야 할 기술이 아니라 경제적
으로나 군사적으로나 현대 국가로 가는 열쇠를 쥐고 있는 과학과 기술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이다(Jasanoff & Kim, 2009). 박정희 전 대
통령이 정권을 잡은 후 기술경제 성장을 최우선시하고 정부주도 사업을
통해 한국의 현대화를 이루려 하였는데 이때 권력을 쥔 사람들의 미래
비전속에는 과학과 기술이 필수불가결한 요소였으며 원자력 발전은 이의
완벽한 예라는 점을 지적한다.
한국의 원자력발전과정을 ‘경로의존성’이라는 개념을 들어 설명하기
도 한다. 진상현(2009)은 원자력발전경로를 경로설정단계와 경로강화단
계로 나누었고, 경로설정단계에서의 큰 특징으로 우연성을 꼽았다. 당시
국제 정치 상황이 냉전체제에 돌입하자 핵 주도권 장악을 노리는 미국의
주도하에 한·미 원자력협정의 체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연한’ 요인으
로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한국은 본래 수력발전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한국전후 원자력을 국력 신장을 위해 군사적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한국, 그리고 사회주의 확산을 견제하려는 미국
의 국내·외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점을 지
적한다. 이 후, 한국의 원자력발전체제는 첫 원자력발전소인 고리1호기가
준공되면서 경로강화단계에 들어섰다. 70년대 두 차례의 석유파동은 경
제발전을 강력하게 추진하던 시절, 에너지 안보의 심각한 위협을 인지시
켜 주었고 상업용 원전의 타당성을 강화시켰다. 그 이후로도 한국 원전
은 90년대 들어 전력예비율이 급락하자 다시 신규 증설에 대한 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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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았고 2000년대 후반에는 기후변화 대책에 원자력 포함, UAE 원전 수
주 등으로 환경적, 사회적으로 원자력에 대한 의존성이 극대화되면서 경
로의존적인 발전과정을 보인다는 주장이다.
윤순진 외(2011)의 연구는 경로의존성의 틀로 설명되기 어려운 부분
까지 Hughes의 사회기술체계7)의 관성과 역돌출부라는 개념을 적용해
사회적 함의를 제공한다. 원자력의 경로의존성은 사회기술체계의 관성과
맞닿은 개념이지만 여기에 역돌출부라는 그 체제의 유지에 장애가 되는
핵심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주장했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원전의 발전체계에 역돌출부로 작용한 것은 국외의 원전사고, 사용 후
핵연료 정책, 그리고 사회적 저항 등이었다. 그러나 분석결과 원전 사고
에 대한 안전성 홍보, 지질학적 위험에 대한 공론화 부재, 입지 대상지역
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거대한 경제적 지원 약속, 지역 간 대결구
도 구축 등으로 ‘관리’됨으로써 원자력체계의 관성이 파괴되지 않고 지
속·강화 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2) 원전 사고와 한국
원자력 발전이 상용화된 이래로 세계적으로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
생해왔다. 아래의 [표 1]은 INES 등급기준 4등급8) 이상의 사고들이다.
INES 등급에 따르면 4등급 이전까지는 고장으로, 4등급 이상부터는 사
고로 분류하고 있다. 이중 우리나라 국민에게도 잘 알려진 것은 쓰리마
일 아일랜드, 체르노빌, 후쿠시마 원전 사고일 것이다.
원자력은 기술 그 자체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를 둘러싼 지식과 인력, 사회제
도와 기구, 기업, 서비스 등이 모두 유기적으로 결합해 사회기술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윤순진 외, 2011).
8) 영국의 유력 일간지 The Guardian은 자사 홈페이지(http://www.theguardian.com/)을
통해 1952년 이래 발생한 모든 원자력 관련 사고를 집계해 놓고 엑셀 스프레드시트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공유하고 있다. 각 사고의 피해규모는 집계기관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달라 이 글에서는 싣지 않았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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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주요 원자력 관련 사고(INES 4등급 이상9))
년도

사고명

Lv 국가

사고내용

사고원인

2011 Fukushima
Daiichi

7 일본

원자로 수소폭발

2006 Fleurus

4 벨기에

의료용 방사선 장치 종 유압조절장치 고장
사자 피폭

1999 Tokaimura

4 일본

격납탱크 종사자 피폭

작업 수칙 무시

1993 Tomsk

지하 탱크 청소 중 폭발 작업상 과오

1986

화재 및 노심용융으로 운전자 실수
인한 원자로 폭발

1980
1979

4 러시아
우크라이
Chernobyl
7 나
(구소련)
Saint Laurent 4 프랑스
des Eaux
Three Mile 5 미국
Island
Jaslovské
4 체코슬로
바키아
Bohunice

지진 및 쓰나미로 인한
냉각장치 파손

원자로 내 연료관 용융 기술적 오류
노심 용융

냉각수 급수 시스템 이
상 및 운전자 실수

1957 Windscale
5 영국
Pile

연료봉 과열 및 시설물 운전자 실수
방사능 오염
방사성 폐기물 저장탱크 냉각계통 고장
폭발
원자로 화재로 인한 방 냉각팬을 통해 누출
사능물질 누출

1952 Chalk River

원자로 내부 수소폭발

1977

1957 Kyshtym

6 러시아
5 캐나다

기계고장 및 운전자실수

출처: The Guardian(2011)을 재구성

우리나라 첫 원자력발전소인 고리1호기가 준공된 지 2년 후인 1979
9) 영국의 유력 일간지 The Guardian은 자사 홈페이지(http://www.theguardian.com/)을
통해 1952년 이래 발생한 모든 원자력 관련 사고를 집계해 놓고 엑셀 스프레드시트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공유하고 있다. 각 사고의 피해규모는 집계기관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달라 이 글에서는 싣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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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3월, 미국의 쓰리마일 아일랜드 원자력발전소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국내외에서 원자력발전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고도의 경
제 성장을 추구하면서 화석연료나 수력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한국은
70년대 두 차례 석유파동을 겪으며 더욱 원자력 개발에 힘을 기울이게
되었다. 또한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까지 겹쳐 국제적으로 원자력
산업이 대표적인 사향산업으로 전락하고 전 세계 원자력 정책이 중단되
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만큼은 원자력 확대·성장 정책을 유지했다.
체르노빌 사고 소식이 전해진 후 수행된 원자력 인식조사에서도 우리나
라 응답자의 16%만이 원자력이 위험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74.4%는
원전 건설을 지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갤럽조사연구소, 1986;
Jasanoff & Kim, 2009).
그도 그럴 것이 1980년대 후반은 한국에서 원자력에 대한 위험인식
이 낮아 원전직원들이 원전 주변 야산에 방사성 폐기물을 몰래 묻어버리
던 시대였다(구도완, 2012). 정치적으로도 군사정권 하에서 반대의 목소
리가 묵살되기도 하였고(김명자, 2013), 지역적으로도 원전주변지역 주민
들의 피해보상요구가 있었을 뿐, 원전 위험성이 널리 알려지기 어려웠다
(구도완, 2012). 또한 민주화 과정에서 수많은 억압과 탄압 속에서도 많
은 대중과 반대파 정치인, 지식인들마저도 성장 자체에 대해서는 필요성
을 공감하고 있었던 측면도 있다(김보현, 2003; 김보현, 2006; Jasanoff
& Kim, 2009). 빈곤국가 탈피와 중진국 진입에 실패하는 것이 원전 사
고의 위험성보다 더 두려운 것이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더구나 핵
발전과 같은 권위주의적 기술체계는 소수 과학기술 엘리트들에 의해 정
보가 독점되기 때문에 원전 사고의 위험성이 그만큼 확산되기 어려웠다
(윤순진, 2011; 구도완, 2012).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후에 원전 보유국들
의 반응은 엇갈렸다. 원전 위험성을 강조하며 원전 정책을 중단한 국가
와 안전평가를 통해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원전 정책을 유지하는 국가로
나뉘어졌다(Butler et. al., 2011). 후자에 속하는 한국은 일본 원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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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기존의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비상설 자문위원회로 운영되던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행정위원회로 정식 출범시키는 등 안전성 점
검 및 제고에 힘쓰는 듯 하였으나 사고은폐, 불량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가 적발되어 운행이 정지되는 등 운영시스템부터 윤리의식까지 안전 불
감증이 만연해 있음을 드러냈다. 이같은 부실로 인해 2013년 여름 철 여
러 대의 원전이 가동 중지되었고 사상 최악의 전력난으로 국민에게 큰
불편을 안겨주었다. 이는 대용량 발전원에 대한 필요성이 재차 강조되는
결과로 이어졌고 투명하고 안전한 운영을 담보로 하되, 원전 확대가 필
요하다는 결론으로 귀착되었다.
이 연구는 후쿠시마 사고를 전후로 원자력 홍보 프레임의 변화를 살
핀다. 1979년 스리마일 섬 사고와 1986년 체르노빌 사고보다도 후쿠시마
사고를 기준으로 삼았다. 그 이유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라는 상징적 사
건이 가지는 사고 전과 후, 변곡점으로서의 위상이 무엇보다 크기 때문
이다. 첫째로 지리적으로 근접성으로 인한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 특
히 수산물에 대한 우려와 기피로 소비가 위축되는 등 이 사고의 사회적
여파가 사고지점이 원거리에 있었던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
다. 이는 사고 전과 후,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
둘째, 홍보는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데 과거와는 달리 오늘날에는
미디어에 접근성, 교육수준 향상, 정보공유의 용이성 등으로 대다수의 국
민이 원자력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다. 게다가 원전 사고 이후, 9・15
순환정전, 한국수력원자력의 비리 사건과 불량 부품으로 인한 가동정지
등으로 인해 원자력발전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한껏 높아진 상
태이다. 셋째, 후쿠시마 사고 후 이같은 정책 환경의 동적 변화 속에서
방송되는 원자력 홍보의 내용은 가장 핵심적이고 뚜렷한 목적의식을 드
러낼 것이라 기대한다. 또한, 민주주의의 성숙으로 누구나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좋다’는 식의 홍보가 아닌 치
밀한 판단에 따른 대중이 필요로 하는 내용이 담겨졌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후쿠시마 사고 전의 미디어에는 원자력에 익숙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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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을 대상으로 한 홍보의 틀이 있을 것이고, 사고 후에는 사고의 여파
로 변화된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의 틀이 있을 것이므로 보다 현실
적인 프레임 분석이 가능하리라 본다.

2. 틀짓기(Framing)
1) 틀(Frame)
미디어는 환경문제를 다룰 때, 서서히 잦아드는 위험(slow-onset
hazard)을 사건중심(event-oriented)의 뉴스로 치환해 전달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Wilkins & Patterson, 1990; Cox, 2013). 이를테면 기후변화
와 같은 문제를 다룰 때, 지구온난화를 지속시키는 원인이나 점진적 피
해 같은 덜 가시적인 위협대신, 강력한 태풍이나 폭염·폭설 등으로 인한
피해를 중심으로 전달한다. 이것은 사실상 어떠한 문제에 대해 수용자들
또한 복잡한 인과관계보다 직관적이고 명확한 접근을 선호하는 데에서
기인한다(Wilkins & Patterson, 1990). Cox(2013)는 이를 두고
Lippmann(1922)을 인용하여 “세계를 가로지르려면 그 세계의 지도가 있
어야 하듯이” 미디어 역시 환경 문제를 다루려면 이를 단순명료하게 만
들기 위해 틀을 지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틀이란 마치 안경테처럼 유형 또는 무형의 것을 고정
하거나 지탱해주는 얼개다. 예를 들어 안경테라는 틀 덕분에 렌즈가 고
정되어 우리는 사물을 볼 수가 있다. 만약 이것이 머릿속 사고를 지지하
고 있을 때, 그 틀은 사회를 인지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무형의 구조물이
된다(Lakoff, 2004; 김경신·윤순진, 2010).
사실 이 틀이란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어떻게 대중에게 영향을 미
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일관적인 학계의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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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uckman(2001)은 그의 연구에서 틀의 정의가 학자들에 따라 어떻게 다
르게 정의 내려지는지 밝힌 바 있다. 그에 따르면 Goffman(1975)은 틀을
어떠한 상황을 형성하는 사회적 조직의 일련의 원칙과 그 안에서의 우리
의 주관성이라고 정의했다. 즉, 사회적으로 구성된 규칙 안에서 인지하고
사고한다는 것이다. 한편, Gitlin(1980)은 틀을, 상황을 해석할 때, 존재하
는 것·발생하는 것·중요한 것 등을 선택하거나 강조하는 암묵적인 원칙
이라고 설명했다. 또는 Gamson과 Modigliani(1987)는 틀을 이야기나 사
건들을 서로 연결해가는 핵심 아이디어라 규정하고 이것이 사건의 필수
요소이자 논의의 거리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뉴스 보도의 프레임을 연구
한 학자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틀에 대한 공통적인 정의가 내려져 있는
편이다. 이들은 틀을 뉴스 컨텐츠의 맥락을 제공하고 선택·강조·제외·상
술을 통해 해당 이슈가 무엇인지를 전달하는 중심 아이디어라고 풀이했
다(Tankard et. al., 1991; Tankard, 2001, 재인용)
최근의 연구에서는 ‘틀’을 개인의 해석적 관점에서 정의하고 개인이
어떠한 메시지를 처리하기 위해 스스로 ‘상황 모형’을 만들 때 사용되는
개념들의 집합이라 한 바 있다(이준웅, 2009). 이때의 틀은 ‘이야기 속성’
을 가지는데 이를 테면, ‘미국 총기 난사 사건’을 접한 개인은 ‘총은 사회
악이다,’ ‘한국은 안전하다,’ ‘사회 부적응자들에 대한 보살핌이 필요하다’
등의 경험과 해석이 동원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정의들에 비추어 볼
때, 사회 과학의 분야에서 ‘틀’은 주로 개인이나 집단이 현실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 소통하는 데 사용하는 일련의 개념이나 관점을 의미한다고 정
의할 수 있다.

2) 틀의 기능
원자력 홍보의 수단이 되는 미디어는 전달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의
제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일찍이 Cohen(1963)은 이를 두고 미디어가 사
람들이 ‘무엇에 대해 생각할 것인가(What to think about)’에 대해 놀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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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McCombs와 Shaw(1972)는 그들의 연
구에서 미디어에서 강조한 이슈와 유권자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이슈 간
의 강한 상관관계를 밝혔다. 즉, 대중매체가 대선 후보자의 캠페인을 전
달할 때, 후보자가 던지는 정치 이슈들 속에서도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선택적으로 결정해서 전달하고 있을 가능성을 설명한 것이다. 이처럼 대
중매체가 어떤 이슈를 강조 또는 보도하면 수용자인 대중들은 그 이슈를
중요한 문제 즉 의제로 지각하게 되는데, 대중매체가 바로 이와 같은 기
능을 갖고 있다는 것이 의제설정기능 이론(Theory of Agenda-setting
Function)이다(오미영・정인숙, 2005).
대중매체의 의제설정기능은 결과적으로 수용자들의 인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대중매체 효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으로 간주되
어야 한다. 어떤 이슈에 대한 미디어의 보도에서 강조의 정도와 그 이슈
의 중요성에 대한 수용자들의 지각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만약 대중매체가 어떤 이슈를 강조해서 보도하면 수용자들은 그
이슈를 중요한 것으로 생각해서 그것이 수용자들 사이에서 중요한 의제,
즉 논의나 화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같은 의제설정기능이 어떠한
이슈를 부각시킬지를 결정하는 것이라면 틀 짓기는 그렇게 선정된 이슈
가 미디어 상에서 어떻게 그려지는지에 좀 더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Tankard, 2001; Vreese, 2005).
특히 미디어는 사안에 대한 취사선택, 확대 및 축소를 시도하며 사
회 여론을 형성해 간다(윤순진・이동하, 2010). 다시 말해 미디어가 어떻
게 사회 이슈를 자르고 묶느냐에 따라 수용자의 사고의 틀이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보드리야르(Baudrillard, 1992)는 그의 저서
『소비의 사회』에서 텔레비전은 단순히 우리 사회를 반영하는 것을 넘
어 점차 인간의 세계를 정의한다고도 한다. 이와 일맥상통하는 개념이
바로 틀짓기(framing)라고 할 수 있다. 틀짓기란 쉽게 말해 ‘담화가 쓰여
지거나 생산되는 방식’을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헤드라인을 뽑
거나, 특정 어휘를 사용하거나, 수사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모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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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Cappella & Jamieson, 1997; Druckman, 2001). Entman(1993)은 틀
짓기를 ‘현저성(sailiance)’을 부과하는 행위로 인식하였다. 그리고 단 한
문장이라도 문제규정(define problems), 원인진단(diagnose causes), 도덕
적 판단(make moral judgments), 해결책 제시(suggest remedies)와 같
은 틀짓기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틀짓기는 수용자의 사고에 자극을 주고 영향을 미친다.
Entman(1993)에 따르면 텍스트는 아무리 작은 단위의 정보라 할지라도
텍스트 내에서 그것의 위치, 반복, 친숙한 언어 사용 등 틀짓기 과정을
통해 부각될 수 있다. 그는 이러한 과정이 수용자에게 원래 존재하던 스
키마, 또는 편견, 분류체계와 같은 지적 요소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
한다고 하였다. Iyengar(1991)에 따르면 개인은 어떤 이슈들에 대해 판단
을 내릴 때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기억을 바탕으로 한다. 일찍이
Tversky와 Kahneman(1974) 역시 개인의 판단은 경험이나 사례와 같은
것들이 마음 속에서 얼마나 쉽게 융합되는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즉,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증가해, 주어지는 정보의 틀에 반복적
으로 노출되면 해당 정보에 따라 인지구조의 변화가 생겨 ‘신념’의 변화
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논의를 확장시켜 인지적 수용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한 정주용·정재진(2011)은 미디어가 만들어 내는 ‘틀’의
신뢰도에 주목한다. 그들은 정보 자체보다는 정보제공자 또는 전달자에
대한 신뢰가 수용자에게 더 큰 영향을 끼친다는 Shubik(1991; 정주용·정
재진, 2011 재인용)의 주장을 강조했다.
이같은 틀에 대한 연구는 담론을 이해하는 데 있어 생산적인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Tannen, 1993). 미디어의 프레임이 환경 담론을 지속시
킨다고 주장한 학자들에는 Deluca와 Wagner가 있는데 DeLuca(2009)는
미디어의 뉴스 프로그램들이 급진적 성격의 환경운동 단체들을 부정적으
로 틀 지어 보도함으로써 이들의 행위를 중요하지 않은 요소로 주변화
(marginalize) 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Wagner(2008)의 연구에서는
공해반대운동(ecotage)의 실력행사를 놓고 신문이 이를 테러리즘으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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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틀지어(reframing) 보도함으로써 과격한 환경운동을 상징하기 위해
공포 담론을 증대시켰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공포 담론을 내세운 기사
가 증가하면서 과격 환경운동의 횟수도 감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즉 미
디어 프레임과 담론생성의 연관성을 증명한 것이다.
종합해보면 틀짓기는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어떤 이슈의 특정 측
면을 선택하고, 또 그들을 특정한 해석에까지 맞닿게 하는 일련의 과정
을 의미한다. 그리고 미디어의 이러한 기능은 해당 이슈에 대한 대중의
인지적 수용과 행위에까지도 미칠 수 있다. 이 연구는 미디어의 ‘틀짓기’
관점에서 한국의 원자력 홍보 프레임 변화를 분석해 후쿠시마 사고 전후
로 나타나는 홍보 틀의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을 규명하고 그 차이가 가
져오는 사회적 함의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틀 짓기를 연구하는 방법에는 똑같은 틀이 존재하지 않는다. 분석대
상과 목적에 따라 ‘프레임’의 정의와 고안된 분석방법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이다(Vreese, 2005). 그렇지만 연역적 방법과 귀납적 방법이라는 큰
범주의 연구 방법론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귀납적 방법을 택한 연
구들은 특정 틀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사례조사 등 분석을 통해서 미디어
프레임을 도출한다. 반면 연역적 방법의 경우 사전에 정의된 프레임을
바탕으로 미디어 분석을 수행한다. 보통 사회 현상의 이해에 초점을 맞
출 경우 경험적 사실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는 귀납적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 연구도 후쿠시마 사고 전, 후의 많은 홍
보 메시지 속에서 일관성이 있는 틀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
문에 귀납적 방법을 적용하기로 한다.
틀 짓기 연구의 분석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때론 모호할 수
있다고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다. Cappella와 Jamieson(1997; Vreese,
2005)은 프레임의 조건으로 첫째, 확인 가능한 개념적이고 언어적인 특
성이 있을 것, 둘째, 통상적으로 미디어에서 관찰되어야 할 것(보편성),
셋째, 다른 프레임과 구별되어야 할 것(차별성), 넷째, 다른 관찰자에게도
인정되어야 할 것(유효성)을 꼽았다([그림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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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적·언어적
특성

보편성
프레임

차별성

유효성

[그림 3] Cappella & Jamieson의 프레임의 조건

3. 선행연구 검토와 연구의 차별성
1) 한국의 찬핵 담론에 대한 연구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의 2013년 여론 조사결과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
전 사고 후에도 핵발전에 대한 여론은 후쿠시마 사고 전에 비해서 약간
낮아졌을 뿐 여전히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태이다. 현재의 찬핵 여
론을 이해하려면 기존의 한국 찬핵 담론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전진석(2003)은 정책의 변화과정을 정책옹호연합(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CF) 모델을 들어 설명하면서 원자력 정책의 찬성 및 반대
측 옹호 연합의 담론을 재구성하였다. ACF 모델에서는 한 정책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믿음 체계를 공유하는 조직들이 자신들의 신념이 정책으
로 관철되도록 노력함으로써 정책의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다(전
진석, 2003). 이 연구에서는 핵폐기물처리장 건설에 적극 찬성하는 옹호
연합으로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행정자치부, 전라북도, 부안군, 한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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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원자력,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전력공사 등으로 꼽고 이들의 신념
체계가 찬핵 행동의 단결을 가져오고 있다고 하였다. 이 연합은 규범적
측면에서 과학기술이 인류 발전에 근원적 역할을 한다는 ‘과학기술주의’
를 바탕으로 하고(최미옥, 1999; 전진석, 2003, 재인용), 고도성장을 유지
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의 필요성과 기술적 안전성을 강조한다. 이들은 그
밖에도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 생태계 영향 없음, 지역 발
전 효과에 대한 믿음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반핵 운동을 언론의 역할을 바탕으로 분석한 김영기(2003)의
연구는 Gamson과 Modigliani(1989)의 ‘핵발전에 관한 미디어 패키지’ 분
류법을 차용해 한국 신문의 핵 담론을 설명하였다. Gamson과
Modigliani는 핵 담론의 종류를 1) 발전 패키지, 2) 에너지 자립 패키지,
3) 악마의 흥정 패키지, 4) 도피 패키지, 5) 공적 책임 패키지, 6) 비효율
성 패키지 7) 유연한 경로 패키지로 제시하였다. 김영기(2003)의 연구에
서는 이같은 패키지를 해당 이슈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는 중심적 사고인
프레임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의 찬핵 담론에서 두드러지는 4
대 프레임을 [표 2]와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경제 성장의 수단으로서의
‘발전’ 프레임, 둘째, 안전 대책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악마의 흥정’ 프레
임, 셋째, 가동하되 밀실 행정을 지양하는 ‘형식적 절차 강조’ 프레임, 넷
째, 장기적인 에너지 안보를 고려한 ‘에너지 자립’ 프레임이 그러한데
Gamson과 Modigliani의 분류에서 한국의 담론 실정에 맞게 ‘형식적 절
차 강조 프레임’이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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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한국 신문의 원자력 담론
틀
내용
발전(progress)
핵발전은 경제를 성장시키고 현 삶의 방식 유지
프레임
를 위해 꼭 필요하다
악마의 흥정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있지만 이
(devil’s bargain)
에 대한 안전 대책과 철저한 점검 등의 대책이
프레임
있으면 괜찮다
형식적 절차
주민들에게 객관적 자료를 제공하고 원전 운영은
강조 프레임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에너지 자립 (energy
independence) 프레임 장기전력수급을 위해 핵 발전은 불가피하다
(출처: 김영기(2003)의 연구를 재구성)

한편, 나미수(2004)의 연구는 부안 핵폐기장 건설 발표시 주요 방송
사의 뉴스 보도 내용을 분석해 미디어를 통해 생산되는 범 찬핵 담론의
프레임을 제시함으로써 이 연구에 단서를 제공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드러난 찬핵 담론은 ’지역발전’ 프레임을 가진 것이 많았는데 핵폐기장
유치가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정부의 투자 내용 등에 대한 보도가
그러하다.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선택적 보도를 통해 직접적인 찬핵
담론의 생산이 없이도 틀짓기 효과를 꾀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많은
반대 의견과 논란이 불거진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논조 없이 보도
가 된다거나, 핵 폐기장 유치관련 시위 및 집회 관련 보도에서 시위의
의도나 원인, 배경보다는 폭력 시위의 결과나 피해에 집중된 보도를 하
는 경우가 그러하다. 이 경우 사회적 갈등이 잘 드러나지 않거나 반핵
측 의견의 본질이 호도되는 것으로 드러났다(나미수, 2004).
한국의 원자력 발전이 사회적 맥락 속에서 주요 행위자들에 의해 구
성되었다는 관점을 가지고 원자력 기술 도입 초기 과정을 분석한 윤순진
과 오은정(2006)의 연구는 도입 당시의 담론에 대해 열악한 국내외적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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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서 원자력이라는 선진 첨단 기술의 도입은 군사적 목적으로의 응용
과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국력의 신장이라는 차원에서 절실히 요구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원자력 담론이 원자력의 목적을 군사적 목
적과 평화적 목적이라는 이분법적인 구분으로 고착화시킴으로써 ’군사적
목적이 아니면 핵 사용은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을 확산시킨 것으로 평
가했다. 이들의 연구는 오늘날 찬핵 담론의 뿌리가 도입 당시의 목적과
원자력에 대한 이분법적 시각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한 윤
순진과 오은정(2006)은 같은 연구를 통해서 원자력과 같은 고도로 복잡
하고 난해한 기술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닌 사회 구성원이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없게끔 해 기술관료 중심의 의사결정방식이 관성적으로 현재
까지 유지되어 왔음을 지적했다. 이는 오늘날의 찬핵 담론의 과학기술중
심주의적 측면과 폐쇄적 측면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 정부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효과적 대응책’이라는 틀로서 원
자력을 진흥시키고 있다는 논의를 제시한 연구도 있다. 김경신과 윤순진
(2010)은 정부가 기후변화 완화 대책과 저탄소 녹색 성장의 정치 기조를
결합하여 이에 대해 원자력이 가지는 장점을 집중 홍보함으로써 원전의
사회 수용성을 높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실제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험
해본 결과 최근 들어 위험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는 기후변화라는 위험
에 대응하기 위한 틀로서 원자력발전이 주어졌을 때, 원자력 수용도가
증가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그리고 원전 당국은 바로 이러한 틀짓
기 효과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 효과는 당장의 사회적 수용성을 증가시
킬 수는 있지만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원이라는 틀 이외에 다른 문제들을
심각히 고려하게 될 경우, 시민들은 더 이상 호의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상의 연구들을 통해 한국에서 원자력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시각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고, 또 형성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표 3] 참조). 그
러나 이 연구는 담론을 이해하는 도구로서 프레임을 상정하고 있으면서
선행연구들이 주목하고 있는 담론적 특징으로서의 프레임보다는 담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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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드는 구체적인 요소로서의 프레임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존
의 원자력 담론분석 연구가 가지는 추상성을 극복하고 미디어가 가지는
틀 짓기 기능을 통해 구체적인 원자력 홍보 프레임을 찾아봄으로써 기존
의 연구에 실증적인 분석을 더할 수 있다.
[표 3] 여러 연구에서 드러난 한국의 친 원자력 담론 요약
연구자

전진석(2003)
김영기(2003)
나미수(2004)
윤순진·오은정
(2006)
김경신·윤순진
(2010)

친 원자력 담론의 특징
- 과학기술의 인류 시혜성
- 고도의 성장 동력으로서의 원자력
- 생태계 무영향성
- 지역발전 효과성
- 경제 성장 수단으로서의 원자력
- 안전대책 확보
- 정보공개 및 투명한 운영에 대한 조건
- 에너지 자립을 위한 불가피성
- 지역발전 프레임
- 방폐장 유치 관련 갈등의 축소
- 과학기술중심주의
- 군사적 목적이 아닌 사용에 대해서 타당성
부여
- 전문가 및 기술관료 중심주의
- 기후변화시대 대안에너지로서의 원자력

특징
정책옹호연합
모형 사용
신문보도 대상
뉴스보도 대상
원자력 도입기
연구
틀짓기 효과
연구

2) 원자력의 미디어 프레임에 대한 연구
무언가를 홍보함에 있어―그것을 옹호하거나 반대하거나―홍보의 메
시지는 은유, 암시, 예시 등을 동원해 신중하게 틀을 세운다. 특히 수용
자로 하여금 왜 이것이 문제가 되고, 누구의 책임인지, 이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등, 해석상의 사고를 규정짓게끔 한다(Ferree, et. el., 2002).
그중에서도 원자력과 같이 정치적이고 수용자의 주관적 견해에 따라 입
장을 달리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틀짓기를 통한 설득의 시도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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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두드러진다. 따라서 원자력을 보도하는 미디어의 프레임에 주목하여
이를 분석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으며, 이들 중에는 국·내외의 원자력
담론을 검토한 연구들도 있다.
Doyle(2011)은 영국 신문 매체의 ‘핵’ 관련 보도를 비판적 담론 분석
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그의 연구는 문자적(textual) 측면과 문맥적
(contextual) 측면으로 나누어 영국 3대 신문을 분석했는데 문자적 측면
에는 분석 대상이 되는 텍스트의 구조, 어휘의 선택, 담론 전략 등을 포
함시켰고, 문맥적 측면에는 매체의 정치적 입장, 핵에 대한 정치·사회적
입장,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정치 이슈 등을 포함시켰다. 그는 이같은 분
석의 구조에 ‘자세히 읽기(close reading)’와 같은 질적 내용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매우 조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 영국 정부는
‘핵’에 대한 이미지를 기후변화 완화의 필수요소이자 미래 에너지 공급원
으로서 재구성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분석대상 매체들은 각자의 정치적
입장에 맞게 이러한 담론을 확산시키거나 비판하는 등 입장을 달리했다
는 점을 밝힌 바 있다.
마찬가지로 한국 미디어의 원자력 보도양태에 대해 양적으로 분석한
연구도 있다. 윤순진(2012)의 연구는 정치적 성향에 따른 한국의 3대 신
문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의 맥락에서 원자력의 ‘혜택과 위험’의 틀을 적용
해 분석하였다. 원자력 관련 보도의 찬반 입장을 계량화하기 위해 혜택
을 전달한 기사에는 양의 점수를, 위험을 전달한 기사에는 음의 점수를
매겨 합을 내었다. 또한 보도에 인용된 ‘화자’의 원자력에 대한 입장도
파악해 미디어 보도 시 인용의 균형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했다. 그
에 따르면 이들 매체는 각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위험성은 있지만 이
로움이 더 크다’ 또는 ‘겉보기에 이로워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위험하다’
는 틀을 지워 원자력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상의 선행 연구들 역시 원자력 프레임의 층위를 환경(기후
변화)과 경제, 혜택과 위험의 틀 구도로 분석해 문제를 바라보는 거시적
인 틀만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더 세분화된 프레임에 대한 분석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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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남겨놓고 있다. 예를 들어 미디어가 ‘무슨 근거로 환경적 위험을 강
조하는지,’ ‘어떤 경제적 혜택을 호소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
다. 즉 수용자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언어적 측면에서의 직관적
인 프레임에 대한 연구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 연구가
원자력 홍보 미디어에 등장하는 핵심어의 구성을 찬핵 담론을 구현하는
프레임의 일환으로 보고, 그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 것은 선행연구와 구
별되는 고유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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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설계
1. 데이터
이 연구에서 사용된 분석 대상 자료는 원자력 홍보 프로그램으로서,
한국의 원자력 운영 및 홍보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문화재단의
제작 지원 및 자료 제공을 받은 보도 및 시사교양분야 TV 방송 프로그
램들이다. 자료의 접근성과 분석의 용이성을 위해 분석 대상은 각 사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방송자료로 한정하였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전후 각
2년간을 분석 기간으로 삼았다. 구체적인 분석 대상의 목록은 [표 4]와
같다.
‘SBS 뉴스와 생활경제’는 1998년 4월부터 생활경제 전문 뉴스프로그
램을 표방하며, 매일 오전 10～11시대에 방송되었다. 2009년 10월부터는
‘SBS 생활경제’로 프로그램명을 바꾸었다. 현재 오전 11시부터 60분동안
경제, 생활, 건강, 트렌드 등과 관련한 7-8개 코너로 나뉘어 방송되고 있
다. ‘YTN 사이언스’ 채널은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을 목표로 YTN과
교육과학기술부가 합작하여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과학 전문 텔레비전
방송 채널이다. 2006년 과학기술부의 과학TV방송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
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YTN이 투자하고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
으로 2007년 9월 ‘사이언스 TV’로 개국하였으며 2010년 ‘YTN 사이언스’
로 채널이름을 변경하였다. 현재에도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창의재
단의 지원과 과학기술진흥기금 및 복권기금으로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
다. SBS가 원자력 관련 내용을 정기 프로그램인 ‘SBS 생활경제’에서 다
룬 것과는 달리 YTN 사이언스의 경우 원자력 관련 내용을 비정기 특집
프로그램을 통해 주로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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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분석대상 요약
프로그램
방송사 편 分 分/편
방영시기
SBS 뉴스와 생활경제· SBS
63 169 2.7 2009.3～2010.11
SBS 생활경제
사고 사이언스 스페셜 外 YTN
5 132 26.4 2009.12～2010.12
사이언스
이전
計
68 301
SBS생활경제

SBS
사고 사이언스 스페셜 外 YTN
사이언스
이후
計

11

40

3.6

2011.4～2012.12

18 217 12.1

2011.10～2013.1

30 266

2. 세부 분석 방법 및 과정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후쿠시마 사고 전후 원자력 홍보 프레임 비교
는 아래 [그림 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단계로 나눠진다.

[그림 4] 본 연구의 분석과정

1) 내용분석
이 연구가 사용한 핵심어의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분석
대상인 원자력 홍보 자료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내용분석을 실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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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자력 홍보 프로그램의 내용 분석을 위한 유목체계는 II장에 제시한
한국의 찬핵 담론에 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구성하였다. 그 결과 ‘SBS
생활경제’와 ‘YTN 사이언스’의 원자력 홍보 내용을 과학기술중심 담론,
경제성장 동력 담론, 에너지 안보 담론, 안전 담론, 대안 에너지 담론으
로 설정할 수 있었다. 하위 유목은 각 담론 내에서 사용되는 담화들의
핵심주제에 따라 귀납적으로 구성하였다([표 5] 참조).
[표 5] 내용 분석 준거
주제유목

내용
건강·산업·식품·생활·문화 등의 측면에서
원자력 기술의 쓰임
과학기술중심 원자력기술의 쓰임
담론
과학기술의 발전이 국가 위상에 미치는 영
과학기술의 중요성
향
UAE 원전수출의 경제적 효과와 향후 시장
원전 수출의 효과
성
경제·사회 여러 분야에서 원전 건설이 가
국가 및 지역 경제 발전
져오는 효과
경제성장동력 원자력 에너지원의 경제성
타 에너지원에 대해 원자력이 가지는 비교
담론
우위성
주요 에너지 공급원으로서의 현재 생산되는 전력의 상당부분을 차지함
원자력
하위유목

탈원전 움직임에 대한 경계
에너지 안보
담론
안전담론

재생에너지 시장의 미성숙함
원자력의 공급의 안정성

선입견 해소
안전대책이 확보된 원자력

대안 에너지
담론

- 35 -

원자력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오해 해소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철
저한 방안 마련
기후변화시대에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에너지

2) 텍스트 마이닝을 통한 핵심어 분석
첫 번째 단계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으로서,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문화재단의 웹사이트 상에 게재된 방송 홍보자료의 내용을 시청각
데이터에서 텍스트 데이터로 치환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자연
어(한국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텍스트 마이닝 단계에서 한국어를
인식할 수 있는 KrKwic1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단, 이 프로그램은
동의어나 파생어를 자동으로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구자에 의한 정
제(clearing) 또는 표준화 과정이 필요하다(박한우 & Leydesdorff, 2004).
왜냐하면 한국어의 특성상, 같은 뜻의 단어가 조사에 의해 다른 단어로
인식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표준화 규칙은 크게 다음과 같
은 기준을 따랐다.11)
l
l
l
l

조사를 제거 (예: 원자력이, 원자력에, 원자력은 → 원자력)
형태소 수준까지 분할 (예: 원자력에너지 → 원자력, 에너지)
문맥상 분할이 불필요할 경우 보존 (예: 원자력발전, 비파괴검사)
동의어 통일 (예: X선, X-Ray, 엑스선 등 → X-Ray)

데이터 정제 및 표준화를 위해 수집된 전체 텍스트를 입력한 뒤 출
10) KrKwic 프로그램은 네덜란드 대학교 Loet Leydesdorff 교수에 의해 개발된 영어권
핵심어분석 프로그램인 FullText.exe를 한국어에 맞게 박한우 영남대학교 언론정보학
과 교수가 변형한 소프트웨어이다. 입력된 텍스트에 대해 핵심어빈도, 공출현 행렬,
표준화 공출현 행렬 등을 출력할 수 있다. KrKwic(단어 분석용), KrTitle(단문 분석
용), KrText(장문 분석용)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11) 형태소를 분석단위로 삼은 이유는 의미를 가진 최소의 단위이거니와, 하나의 핵심어
를 집계하다가 또 다른 핵심어를 놓치지 않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원전사고’를 분할
하지 않을 경우, ‘일본 후쿠시마 사고’에서의 ‘사고’와 따로 집계되므로 핵심어 빈도
추산에 왜곡이 생긴다. ‘원자력발전,’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문맥상 ‘원전’과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추후 분석의 편의성을 위해 분할하지 않고 보존하였다. ‘재생에
너지’의 경우는 ‘재생에너지,’ ‘재생가능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등의 다양한 형태로 사
용되어 ‘재생에너지’로 통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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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된 결과물을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파일로 변환해 ‘가나다’ 순으로 재정
렬하였다. 그리고 조사를 제거하여 동의어 및 파생어를 통합 또는 구분
처리해주었다([그림 5] 참조). 이 과정에서 키워드의 사용의도가 왜곡되
지 않도록 주관성을 배제시켰다. 정제과정을 거치더라도 아직 결과물을
사용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있습니다,’ ‘수,’ ‘그’와 같이 자주 등장하기
는 하지만 홀로 쓰였을 때 의미를 가지기 어려운 동사, 어미, 어간 등은
분석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그 이유는, 예를 들어 ‘싸다: 싼, 싸고, 싸며
등,’ ‘저렴하다: 저렴한, 저렴하고, 저렴해서, 저가의, 저가 등,’ ‘낮다: 낮지
만, 낮은, 낮게 등’처럼 같은 의미의 여러 단어가 있을 뿐 아니라 어미에
붙은 조사에 따라 수많은 파생어가 생기기 때문에 일일이 통일시키는 데
에 어려움이 크기 때문이다. 영문 데이터를 대상으로 핵심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한 해외 연구들을 살펴보면 동일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어근
을 중심으로 집계를 내기도 했는데 예를 들면 ‘integration, integrity,
integrated, integrator’ → ‘integr’ 과 같다(Dwivedi et. al., 2009). 그러나
한국어는 [싸다: 싸-], [크다: 크-]와 같이 어근이 짧은 경우 다른 뜻의
단어와 혼동되어 오검출하거나, [싼-], [큰-]과 같이 형태가 다를 경우
미검출되는 경우가 많아 이 연구에서는 형용사를 제외시키기로 재차 판
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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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Kwic 프로그램
결과물>

<가나다순 정렬>

<정제 및 표준화 후
출현 빈도순 정렬>

[그림 5] 데이터 정제의 예시
이렇게 정제된 키워드가 원자력 홍보에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 알
아보기 위해서는 KrText 프로그램을 이용한다. KrText는 장문의 텍스
트 안에서 키워드들이 얼마나 자주 등장하고,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
는지를 보여준다([그림 6] 참조). 이 결과물 행렬(A)과 전치행렬(Aʹ)을
곱해(Aʹ × A) 키워드간의 일대일 관계로 치환한 후, 네트워크 분석을 실
시할 수 있다. 한편 KrText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분석대상이
되는 각각의 텍스트를 한 개의 .txt 파일로 저장을 해야 한다. 그러나 사
고 전 YTN 사이언스의 텍스트의 경우 방송된 프로그램은 5편이지만 편
당 방송분량이 전체 평균 5.8분보다 훨씬 길어 한 편당 다루는 내용이
다른 프로그램들에 비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 따라서 분석 대상 텍스
트의 분량을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시킬 필요가 있었다. 한 회분에서 한
가지 주제씩을 다루는 다른 프로그램들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한 회분
의 내용을 주제별로 순차 분할해 22개의 텍스트로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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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1
Text2
Text3
Text4
Text5
Text6
Text7
Text8
Text9
···

< 2-mode Matrix>
방사선 기술 암 ···
0
0
0
3
2
0
0
1
0
0
0
0
3
2
0
2
2
3
7
1
19
1
1
0
1
1
0



< 1-mode Matrix>
방사선 기술 암 ···
방사선
42 35
9
기술
35 43 10
암
9 10 10
···

[그림 6] 텍스트별 핵심어 빈도수(左) 및 공출현 행렬(右) 예시

3) NetMiner를 활용한 중심구조 및 네트워크 분석
NetMiner를 이용해 전 단계에서 추출된 키워드들을 네트워크의 연
결점(node)으로 삼아 연결망을 구현할 수 있다.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통해 추출된 핵심어들은 분석대상이 된 텍스트의 내용을 구성하는 중심
개념들이다. 이 핵심어들의 연결을 바탕으로 원자력 홍보 프레임이 사고
전, 후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비교해 볼 수 있다. 핵심어 연결망 분석에서
는 네트워크 특성과 중심구조 분석이 주요 분석모듈로 사용된다.
중심구조 분석은 어떤 노드가 네트워크의 중심에 위치해 중요한 역
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네트워크의 개별 연결(Link)
이 어떤 소수의 노드에게 집중되어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이 연구에서
는 가장 많은 단어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핵심 키워드를 찾는 데 사용된
다. 중심성(Centrality)을 측정하는 지표로는 연결정도(degree)의 개념을
사용하며 이는 한 결점(node)이 연결되어 있는 이웃 결점의 수를 의미한
다(김용학, 2011). 일반적으로 degree를 측정할 때는 단순히 연결된 노드
의 개수를 세는 방법(# of links)과 링크의 가중치까지 고려해 계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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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Sum of weight)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방송자료 원문의 특성상
가중치의 합을 고려하여 연결 중심성을 측정하였다.12)
∑ [weight of incident links]
Degree Centrality = 
# of nodes - 1

4) 대응분석(Correspondence Analysis)
대응분석, 또는 대응일치분석은 행과 열로 분할된 데이터를 공간상
의 산점으로 나타내 행 변인과 열 변인 사이의 관련성을 시각적으로 탐
구하려는 탐색적 분석방법이다(최용석, 2001). 일반적으로 이원분할표를
분석할 때는 행 데이터와 열 데이터의 독립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카이
제곱 독립성검정을 실시한다. 그러나 카이제곱검정은 두 변수의 독립성
만을 보여주는 데 그친다. 대응분석을 이용할 경우 행과 열의 명목변수
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 기하학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선주형,
2005). 그리하여 대응분석은 계량하기 힘든 질적 데이터의 분석에서 널
리 활용되어 왔으며 특히 설문조사의 응답 패턴을 분류하는 데 많이 사
용된다(노형진, 2008). 이 연구에서는 매체 및 프로그램과 주요 핵심어들
사이의 관계를 확인해보기 위해 통계분석패키지 SPSS를 사용해 대응분
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대상 매체13)와 이들 매체에 등장한 주요 핵심어
12) 첫째로 방송에 등장한 단어들 사이에는 방향성이 없으므로 동시출현횟수가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는 ‘원자력’과 ‘방사선’이 함께 등장했을 경우, 두 단어 모두 연결정도
가 증가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연결강도를 반영해주지 않을 경우 중심성을 파악하기
가 어렵다. 둘째로 여러 차례의 방송에서 수차례의 동일어가 반복 사용되기 때문에
단순히 링크의 개수만으로는 중심성을 파악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원자력’이라는 단
어가 ‘방사선’과 2회 동시 출현하였고 ‘기술’이라는 단어와 3회 동시 출현하였을 때,
‘원자력’의 연결정도(degree)를 링크의 수로 파악했을 경우 2, 가중치의 합으로 연결정
도를 파악했을 경우 5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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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개를 통합된 행렬에 표현하고 이를 2차원의 축에 위치시켜 도면상에
나타내 보았다. 이를 대응일치표(Correspondence map)라 부르는데 서로
가까운 점으로 나타나는 범주들은 비슷한 분포를 갖고 있음을 의미하고,
반대로 멀리 떨어진 범주들은 서로 다른 분포를 나타낸다. 즉, 거리가 가
깝다는 것은 서로 관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13) 사고전 SBS, 사고전 YTN-Science, 사고후 SBS, 사고후 YTN-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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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내용분석 결과
1. 원자력 홍보 전략에 나타난 과학기술중심 담론
1) 원자력 기술의 쓰임
과학기술중심 담론은 원자력 기술의 쓰임을 강조한다. 특히 건강, 산
업, 생활, 식품 등 그동안 잘 인지하지는 못했지만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방사선의 활용을 소개하고
있다. 원자력은 전력 생산 이외에도 이를 응용한 기술을 통해 생활의 보
이지 않는 부분에서 인류에게 큰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원전’이라
는 다소 중대하고 원거리에 위치한 소재와는 다르게, 방사선의 기능은
대중과 여러 각도에서 접점을 가진다는 특징을 십분 활용하고 있다. 특
히 이러한 홍보 전략은 사고 전 SBS 생활경제와 YTN 사이언스에서 쉽
게 찾아볼 수 있다.
건강 측면을 강조한 홍보의 경우, 방사선을 활용한 암 치료를 비롯
해 의료목적으로 활용되는 방사선을 소개하였다. 산업 측면을 홍보한 프
로그램은 주로 X선을 이용한 불량 검사, 방사선동위원소를 활용한 비파
괴검사, 농·원예 작물의 품종개량 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식탁에 오르
는 식품의 안전을 확인하는 데 활용되는 방사선 기술도 자주 등장하였
다.
(1) 건강
피부 장벽이 손상되어 수분 증발이 쉽게 일어나는 아토피 피부염. 이 난치 피
부질환에 방사선 기술이 새로운 치료법으로 등장했는데요. 천연 약용식물에 방사선
기술을 접목한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를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했습니다.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물질의 특성을 변화시키는 방사선의 성질을 이용한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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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느릅나무와 어성초 추출물에 수용성 고분자를 섞어 방사선을 쬐면 알로에 같은
겔 타입으로 변합니다. 그러면 염증을 완화시키면서 수분증발도 억제하는 효과도 함
께 가지게 되는 거죠. (사고 전 SBS 생활경제 “방사선 기술로 피부 수분 잡는다”)
네, 저는 방사선을 가지고 암 환자를 치료를 했고요. 많은 수술을 하지 못한 많
은 암환자가 방사선으로 완치되고 또 생명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방사선이
수술을 할 수 없는 환자 에게 피를 내지 않고, 마취를 하지 않고, 수술을 하지 않고
도 수술과 같은 효과를 내게 하는 정말 고마운, 아주 마법의 칼이라고 생각을 합니
다. (사고 후 YTN 사이언스 “생활 속 방사선 이야기2”)

(2) 산업
이 기계 안쪽에 있는 작은 상자 안에서 스테인리스가 지나갈 때마다 방사선이
방출 됩니다. 이 때 스테인리스의 두께에 따라 방사선량이 달라지는데요. 그 측정
된 값을 컴퓨터를 통해 비교, 확인함으로써 원하는 두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랫
동안 축적된 기술 노하우와 원자력 기술을 통한 정확하고 정밀한 측정 방법은 스테
인리스의 새로운 쓰임을 창출해내고 스테인리스 주요 생산국으로서의 우리나라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사고 전 SBS 생활경제 “녹슬지 않는 철 ‘스테인리
스’ 주목”)
2008년 연구를 시작 한 이래, 지금까지 방사선을 이용 해 육종된 신품종은 4가
지. 매년 국화에 대한 막대한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긍정적인 효
과가 아닐 수 없다.... “국내의 국화 시장이 천억 원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 그 중에
서 25% 정도가 외국 품종으로 재배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만큼의 비용을 외국으
로 지불하고 있는데 국산 품종을 방사선연구소에서 개발함으로써 그 비용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고 전 YTN 사이언스 “희망 에너지 원자력 1부”)

(3) 식품

우리 쌀의 경쟁력 확보와 웰빙 바람을 타고 다양한 친황경 기능성 쌀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원자력 기술을 접목한 기능성 쌀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벼의 눈을 떼어내 조직을 배양한 후 방사선의 일종인 감마
선을 주사, 유전자의 변이를 유도하여 아미노산 함량을 높여주는 골드아미 2호를 개
발했는데요. 기존 쌀 대비 감마선을 조사한 골드아미의 경우 필수아미노산인 트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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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라이신을 포함 전체 아미노산 함량이 76%나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는데요.
(사고 전 SBS 생활경제 “기능성 특수 쌀”)
싸고 품질 좋은 농산물들이 직거래로 판매되는 이곳에서 갓 들어온 농산물을
꼼꼼히 체크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시중에 유통되는 먹거리들의 농약 잔류 상태
를 체크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연구소 연구원들이다. 안전한 우리의 밥상을 위해
쌀, 상추, 배추 등 국민들의 주요 먹거리를 중심으로 연간 14000여 건에 대해 실시
하고 있는 잔류농약 검사. 여기에서도 원자력이 쓰이고 있다. 수집해온 농산물은 모
두 시료로 만들어진 뒤 모두 방사선동위원소와의 반응을 통해 농약 잔류 상태를 알
아내기 때문이다. (사고 전 YTN 사이언스 “희망 에너지 원자력 1부”)

2) 과학기술의 중요성
한편 과학기술중심 담론은 과학기술이 국가 발전의 ‘힘’이며 국제 사
회에서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견인한다고 주장한다. 때문에 기술 산업을
집중 육성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도태 될 위기에 처할 수 있음을 암시한
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거대한 과학기술의 총체인 원자력 발전에 대
한 기술자립을 이루었고, 1990년대 들어 기술 국산화에 성공해 설계, 시
공, 운영이 모두 가능한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부분이 있음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
요함을 지적한다.
올해 1월에도 캐나다 원자로 가동이 중지되어 파동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안
정적인 방사성 동위원소 공급을 위해서는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만을 전적으로 생
산 할 수 있는 전용 원자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고 전 SBS 생활경제
“몰리브덴”)
후쿠이현은 인구 81만 명의 조용하고 한적한 도시지만 이곳은 13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보유 중인 일본 최대의 전력 공급 지역이기도 하다.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
서면서 원전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영구소를 비롯해 대학과 기업까지 생겨나 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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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 세계적인 원자력 과학 도시로 떠올랐다..... 일본은 이 첨단 원자로를 토대로 세
계 최초 고속증식로 상업 운전을 노리고 있다. 이 분야의 경쟁력을 키워 수출 시장
을 점령하겠다는 것이다.... 일본은 원자력 분야 우수한 인재들의 교육을 위해 대학
과 정부 기관, 연구소를 포함한 일본 전체가 협력하는 교육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이에 동경대학교 학생들의 실습수업은 실제 이곳 연구소 내에서 이뤄지는 등 여기
에 발맞춘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이것 역시 향후 원전 수출을
염두에 둔 일본의 또 하나의 전략이다. (사고 전 YTN 사이언스 “희망 에너지 원자
력 2부”)

2. 원자력 홍보 전략에 나타난 경제성장 동력 담론
1) 원전 수출의 효과
원전의 경제성장동력 담론은 지난 2009년 성사된 UAE 원전 수출
계약의 효과를 홍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수출로 인한 경제적 효과
뿐 만 아니라, 수주 실적을 바탕으로 앞으로 열릴 세계 원전 시장 진출
에 있어서도 상당히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음을 적극 홍보하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이에 힘입어 원전 강국으로의 도약 목표, 주력 수출산업으로의
육성 계획도 홍보에 포함되었다. 또한 원전 수출 외에도 원전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전략까지 수출함으로써 원전 운영에서도 선도자적 입지를
다지고 있음을 알렸다.
아랍에미리트가 공개 입찰에 부친 원전 4기 계약을 쟁쟁한 원전 강국들을 물리
치고 한국이 따낸 것이다. 즉, 간접적으로 단일 계약으로는 사상 최대인 400억 달러.
중형차 100만대, 30만톤급 유조선 180척을 수출 한 것과 같은 경제적 효과를 가져
왔다. 원전의 설계, 건설은 물론 준공 후 60년 동안 유지, 보수까지 한국이 맡는 조
건으로 한국의 원전 기술을 세계가 인정한 계기가 됐다. 원전 운영 반세기만에 세계
에서 6번째로 원전 기술을 수출하며 원전 강국이 된 한국. (사고 전 YTN 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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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에너지 원자력 2부”)
앞으로 2030년 까지 전 세계적으로 400여기가 더 건설 될 것입니다. 시장으로
보면 1200조의 원자력 시장이 조성되는 거죠. 앞으로 우리나라의 수출과 일자리를
만들어나가는 주력 산업으로 키워나가야겠다는 목표입니다. (사고 전 YTN 사이언
스 “미래를 위한 선택, 원자력”)
국내 원자력 기술 또한 해외에서 인정받으면서 우리나라가 원전 수입국에서 수
출국으로 탈바꿈 했습니다. 지난 해 한국형 원자력 기술로 아랍에미리트 원전과 요
르단 원자로 건설에 착수한데 이어, 최근에는 원전 도입에 따른 문제를 줄이기 위한
노하우까지 해외에 수출하고 있는데요.... “원전 주변 지역에 관한 지원 제도를 담아
서 원전을 수입하려는 나라들의 정책적인 입안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해 마지않
습니다.” (사고 후 SBS 생활경제 “기술도 한류바람, 한국 기술 배우러 왔어요”)

2) 국가·지역 경제 발전
원전의 경제성장동력 담론은 원전이 국가단위 또는 지역단위의 경제
발전을 가능케 한다고 주장한다. 원전이 입지한 지역에서는 고용 및 임
금 증가, 지방세 효과 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전 홍보 전략
에서는 원전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정도를 매우 긍정적으로 묘
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저는 확실히 찬성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볼 때 나라가 이렇게 강해졌으
니까요. 현재 저희 싼먼현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타이저우시에서 성장
이 가장 빠릅니다.” (사고 전 YTN 사이언스 “희망 에너지 원자력 2부”)
보수당의 팀 여 의원은 원자력 발전은 해당 마을에 대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며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사고 후 YTN 사이언
스 “에너지 믹스2”)
원자력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온배수가 다양한 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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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자원으로 쓰이고 있는데요. 온배수를 활용한 친환경 아쿠아리움과 양식장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양식한 어류는 초여름이 되면 인근 바다에 방류함으로서 수자
원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온배수를 새로운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
하는 원자력 기술의 발전이 진행되고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사고 후 SBS
생활경제 “온배수 활용한 친환경 아쿠아리움”)

3) 원자력 에너지원의 경제성
원자력이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단가가 낮다는 사실은 원자력 홍보
전략에서 경제성장동력 담론으로 종종 사용된다. 우리나라에서 다른 발
전 원 중에서 가장 싼 가격으로 전기를 제공하고 있음을 소개한다. 그래
서 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전기 요금이 거의 오르지 않은
것이 모두 원자력2 에너지 덕분이라고 홍보한다. 매년 수백억 달러를 에
너지 수입에 쏟아 붓는 우리나라에서 꼭 필요한 에너지원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전원 별 거래 단가를 보면 원자력은 1kw에 35원 대로 140원대인 석유나 150원
대인 천연가스에 비해 훨씬 저렴하며 우라늄 1g은 석탄 3톤, 석유 9드럼이 만들어
내는 에너지와 같은 양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경제 적이다. 또, 한 번 우라늄을 원
자로에 장전하면 18개월 동안은 연료를 교체할 필요가 없어 그 만큼 연료를 비축할
필요가 없는 장점도 있다. (사고 전 YTN 사이언스 “희망 에너지 원자력 2부”)
그렇다면 원자력 에너지는 어떤가? 원자력 에너지란 우라늄으로부터 핵분열 연
쇄반응을 일으켜서 만드는 에너지이다. 우라늄은 세계 전역에 고르게 매장돼있고 수
송과 비축이 용이하다. 에너지 밀도 또한 높아 경제적이다. (사고 후 YTN 사이언스
“에너지 믹스2”)

4) 주요 에너지 공급원으로서의 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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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 동력 담론은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에너
지 공급의 한 축을 원자력이 담당하고 있음을 강력하게 홍보한다. 원자
력을 대체할 만한 에너지원이 없음을 강조한다.
8월 중순이후 냉방 기구 사용이 급증하면서 전력 수요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
고 있습니다. 이런 날씨가 계속되면 연간 국내 에너지 총 소비량의 40%를 맡고 있
는 원자력 발전소는 완전 가동체제에 돌입합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100% 풀로 가
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전력 수급 비상 시기에는 원전 고장을 방지하기 위
해서 특별 점검반을 마련하여 값싼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
고 전 SBS 생활경제 “늦더위 에너지”)
우리나라 전력 중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력은 전체의 1/5 수준. 이 가운데 35%
를 원자력에서 충당하고 있다. 원자력 에너지가 아니라면 이러한 풍요로운 전기 공
급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곳에서 지난해에만 1478억kw를 생산해냈는데 이는 서
울시가 3.5년 동안 국내 모든 가정이 3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으로 이제 원
자력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자리 잡았다. (사고 전 YTN
사이언스 “희망 에너지 원자력 2부”)

5) 탈 원전 움직임에 대한 경계
한편 독특하게도 경제성장동력 담론은 탈 원전 움직임에 대해 경계
하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탈 원전을 선언한
독일에 대한 유감을 표시하기도 한다. 최근 20~30년간 독일의 경제발전
이 효과적인 에너지 믹스(원전을 포함하는)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우리나라가 이것을 포기하면 자칫 국가 경제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탈 원전 정책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의 한
계를 부각시키는 전략을 사용하기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안정
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는 기저전력이 24시간 공급되어야 하는데,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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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이 심해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힘들다는 재생에너지와 달리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한 원자력이 지속적으로 중요한 에너지원이 될 것이라고 홍
보하고 있다.
하지만 독일의 이런 강력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한 가지 걸림돌이 있다. 바로
높은 생산 비 등으로 인한 취약한 경제성. 대체시설의 급속한 확대와 높은 생산 원
가는 결국 전기 요금 상승을 불러왔고 분담금 명목으로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부담
이 전가되고 있다. EU의 27개 회원국 중에서 독일의 전기 요금은 Kwh당 25유로
30센트. 우리 돈으로 366원 수준으로 EU 평균인 18유로 40센트보다 38% 비싸다.
같은 선진국 인 미국 의 11달러 80센트와 비교해도 2.8배나 비싼 수준이다. 시민들
도 전기 요금 인상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사고 후 YTN 사이언스
“에너지 믹스 1부”)
정부는 지난 2008년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
지 보급 비율을 11%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가 갖는 한계성으
로 인해 아직은 대규모의 기저 부하를 담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
이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그간 정부 나 기업들은 많은 노
력과 단기간에 비약적인 성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성숙되어 있지 않아
(신재생에너지가)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사고 후 YTN
사이언스 “에너지 믹스 1부”)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독일처럼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해야한다는 여론이 급증
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한국의 에너지 소비량을 고려하지 않은 것. 지난 30여 년
동안 한국의 에너지 소비량은 급증해왔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사용은 1% 증가했을
뿐이다. 전문가들은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분석
한다. (사고 후 YTN 사이언스 “미래를 위한 대안 원자력”)

3. 원자력 홍보 전략에 나타난 에너지 안보 담론
에너지 안보 담론은 에너지의 원활한 수급에 기여하는 원전의 기능
을 홍보한다. 에너지 수급은 우리 사회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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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리고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급률이 2%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
서 안보와 관련이 깊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처럼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에
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바로 원자력이
라는 결론을 내린다. 따라서 취약한 에너지 자립 수준을 높이고 각종 산
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원자력 비중의 확대를 주장하고 홍보한다.
우리나라처럼 북쪽은 막혀 있고 남쪽(사면)은 바다로 돼 있는 나라는 전력 공
급을 외국으로부터 받을 수 없습니다. 유럽에서는 네트워크로 받을 수 있지만 우리
나라는 에너지를 자급자족을 해야 하는데 에너지 자급률이 2%밖에 되지 않는 우리
나라는 한번 타면 3년 이상 에너지를 내는 원자력 에너지가 에너지 시큐리티(에너
지 안보), 안정적인 전력 공급 측면에서 매우 필요 한 에너지원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고 전 YTN 사이언스 “희망 에너지 원자력 2부”)

4. 원자력 홍보 전략에 나타난 안전 담론
1) 선입견 해소
원자력 홍보 전략에 있어서 안전담론은 대중의 선입견을 해소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원자력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불식시키기 위해서이다. 이
를 위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를 펼치기도 하며 해외 원전 인근
지역 주민의 인터뷰를 공유하기도 한다. 안전 담론은 방사선이 자연 상
태에서도 존재한다는 점, 원전 주변지역의 암 발병률과는 무관하다는 점,
대중의 불안감이 비과학적이고 과도하다는 점 등을 알리는 데 초점을 맞
추고 있다. 특히 원전 사고 후 안전담론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원자력을 맞으면 죽고 막 그런거, 핵폭탄에만 사용 되는 줄 알았는데 이번 대
회에 참가하면서 원자력은 공기처럼 이렇게 다 존재하는 구나 이런걸 알게 되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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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사고 전 SBS 생활경제 “에너지의 소중함 몸으로 느껴요”)
자연 방사선은 지구가 생겨날 때부터 존재해 왔고, 우리 몸 안에도 방사성 물
질이 있는데요. 이것은 음식을 통해 섭취합니다. 이러한 방사선은 소량이므로 우리
인체에 유해하지 않습니다. (사고 전 SBS 생활경제 “내 손으로 측정하는 생활 속
방사선”)
파리에서 차를 타고 2시간 거리에 있는 노장 슈르 센느 마을. 고색 창연한 건
축물들이 자리하고 푸른 하늘과 맑은 물이 흐르는 전원 마을이다. 자연 과 사람 이
조화를 이루는 평화로운 풍경 속에는 30년 가까이 된 원자력 발전소가 자리하고 있
다. 마을 사람들은 원자력 시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두렵지만 이곳은 정말 깨끗한 도시입니다. 거리도 그렇고 시에서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발전소가 지역 경제에 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사고 전 YTN 사
이언스 “미래를 위한 선택, 원자력”)
“발전소에서 4~5마일 떨어진 곳에서 자라오면서 많은 농작물과 고기를 먹어봤
지만 아주 맛이 있어요. 전혀 원전이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영국의 꾸
준한 원전 정책은 원전에 대한 거부감 없는 시민의식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사고 후 YTN 사이언스 “에너지 믹스 2부”)
“그래서 원전이 안전하게만 운영 된다면 피폭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실 필
요가 없고요. 암의 발생 은 주로 유전자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사선으로 암이 발생 하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는 그 스트
레스가 더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고 후 YTN 사이언스 “생활 속 방
사선 이야기 2부”)

2) 안전대책이 확보된 원자력
안전담론이 집중하는 또 하나의 측면은 우리나라 원전에는 안전대책
이 확보되어있다는 점이다.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에 대비하였으며, 대체
전원이 끊겼을 상황도 준비하는 등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가 되어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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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한다. 또한 만약에 있을 사고를 가정해 훈련을 실시하고 있음을 보
여준다. 무엇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일본의 원자로와 우리나라의 원
자로는 다르다는 점을 명확하게 홍보하려 하고 있다.
“방사능이 우리 주민들한테 하나도 안 새어나가서, 피해는 없는 겁니까?” “견
고하게 만들어요. 다섯 겹이나 되요. 5중 방벽, 이 얼마냐 하면 1미터 20센티미터,
어떤 충격이 가해지더라도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궁금한 점들을 확인
하고 나서야 걱정 한 가득이었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외부에서 듣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실제 견학을 해 본 결과 굉장히 안전하다고 생각됩니
다.” (사고 전 SBS 생활경제 “방사능 새어나가는 일 없어요”)
경찰서, 소방서, 정부 부처 등 유관기관 뿐 아니라 350여명의 지역 주민이 대거
참여한 또 다른 합동 훈련 현장입니다. 방사능 물질이 외부로 유출된 상황을 가정한
대응 훈련이 실시되고 있는데요. 방사능 방재지위센터에서는 상황판을 통해 원전 내
부의 상태와 방사능 누출 정도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였고 유관 기관들과의 지속
적인 화상회의가 이루어집니다.... 원전에서 사고 수습 및 긴급 복구가 진행되는 동
안 원전 주변 주민들은 정해진 대피소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대피소 입구에서는 지
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방사능 오염검사가 실시되고, 방사능 피폭이 확인된 사람들에
게는 피폭 정도에 따른 응급치료가 이루어집니다. (사고 후 SBS 생활경제 “훈련을
실전처럼, 방재 훈련으로 피해 최소화”)
원전의 안전성에 있어 전력공급은 매우 중요 합니다. 전력이 없이는 원자로를
식혀주는 냉각수를 공급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셨다시피 후쿠시마 원전은 비상
발전기가 지하에 있어 쓰나미가 몰려왔을 때 물에 잠겨버렸고 전력을 공급 하지 못
해 사고로 이어진 결과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비상 발진기가 지상에 있을 뿐 아니라
이동용 발전기를 포함해서 다양한 전력 대비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데요. 후쿠시마
원전 보다 우리 원전은 보다 안전성이 강화된 시스템 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고 후
YTN 사이언스 “일본과 우리 원전”)

5. 원자력 홍보 전략에 나타난 대안에너지 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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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에너지 담론은 원자력이 기후변화 시대에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에너지로서 실질적인 에너지 대안이라는 점을 부각시킨다. 저
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정권의 기조에 잘 어울리는 홍보 전략으로서 기후
변화를 생각한다면 원자력의 사용을 중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
한다.
아이들은 다양한 에너지의 탄소배출량을 비교해 보며 온실가스로 더워지는 지
구를 걱정하기도 하고, 직접 에너지를 만들어 봄으로서 에너지 의 소중함도 함께 깨
닫게 됩니다. (사고 전 SBS 생활경제 “여름방학, 무료 체험전으로”)
세계에서 쏟아내는 화석 에너지로 하루가 다르게 뜨거워지는 지구는 곳곳에 사
상 최악의 기상재해를 낳고 있다.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는 에너지원은 원자력 밖에 없습니다. (사고 전 YTN 사이언스 “희망
에너지 원자력2”)
지구 평균 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2도 내로 제한하자는 결정에
만족해야 했던 코펜하겐 협정.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탄소 감
축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대안에너지를 개발 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시급해 지고
있다.... 이미 지구의 온도는 위험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가장
경제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에너지, 세계가 원자력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이다. (사고
전 YTN 사이언스 “미래를 위한 선택, 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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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핵심어 연결망 분석 결과
1. 매체별 시기별 핵심어 사용 패턴
우선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기점으로 조사기간 동안 두 방송 프로그
램 전체의 원자력 홍보 방송의 횟수는 68회에서 30회로 절반 가까이 감
소하였다. 그러나 방송에 할당된 분량을 살펴보면 301분에서 266분으로
크게 줄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사고 전 SBS 생활경제의 방송
횟수가 63회 → 12회로 줄었지만 회당 평균 방송 분량이 긴 YTN 사이
언스가 5회 → 18회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YTN 사이언스는 미래창조
과학부(前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방송사이며 과학기술진
흥기금으로 프로그램이 제작되는 것으로 비추어 볼 때, 후쿠시마 사고
이후 과학기술적 측면에서 원자력 홍보를 시도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정부가 원자력을 개발하고 진흥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방송 프로그램 별, 또 방송 시기별로 핵심어 사용에 있어 유사성이
나 차이점이 있는지 측정하고 핵심어 사용의 범위를 알아보기 위해 방송
분량 전체를 텍스트화 하여 분석하였다. [표 6]에는 그 결과로서 매체별
및 시기별로 상위 약 60개의 핵심어들이 출현빈도와 함께 제시되어있다.
[표 6] 후쿠시마 사고 전후 빈출 핵심어 목록

1
2
3
4
5
6
7

SBS 생활경제
사고 전
사고 후
방사선(173)
원자력2(53)
기술(103)
원전(51)
암(103)
방사능(43)
에너지(91)
에너지(31)
이용(87)
사고(28)
원자력1(75)
아이들(24)
X-RAY(69)
방사선(23)

YTN 사이언스
사고 전
사고 후
에너지(185)
원전(322)
원자력2(167)
에너지(241)
원전(79)
방사선(198)
방사선(73)
원자력2(172)
원자력1(62)
안전1(146)
세계(54)
암(109)
기술(52)
전력(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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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치료(68)
사용(61)
검사(51)
체험(48)
활용(46)
물질(45)
식품(45)
환자(45)
개발(42)
전기(40)
방사성(38)
건강(37)
측정(35)
꽃(33)
세계(33)
우리나라(33)
과학(32)
생산(32)
아이들(32)
안전2(31)
방법(30)
기능(29)
진단(27)
처리(26)
효과(26)
두께(25)
문제(25)
품종(25)
감마선(24)
몸(24)
산업(24)
발생(22)
수술(22)
우주(22)
제조(22)
다이아몬드(21)
멸균(21)
생활(21)
첨단(21)
타이어(21)
영상(20)
촬영(20)
분석(19)
화재(19)
병원(18)
성분(18)

기술(22)
일본(22)
불안(21)
학생(19)
안전1(18)
검사(17)
과학(13)
체험(13)
세계(12)
훈련(12)
발생(11)
지역(11)
해소(11)
우리나라(10)
원자력1(9)
자연(9)
측정(9)
교육(8)
국민(8)
농업(8)
생활(8)
시설(8)
전기(8)
전문가(8)
주민(8)
관리(7)
기회(7)
문제(7)
참여(7)
활동(7)
대응(6)
수출(6)
위험(6)
재난(6)
지진(6)
해결(6)
강화(5)
공포(5)
소통(5)
운영(5)
원리(5)
지구(5)
환경(5)
후쿠시마(5)
검출(4)
식품(4)

전기(40)
전력(38)
원자력발전소(37)
수출(33)
이용(33)
체험(32)
개발(30)
일본(30)
학생(29)
연구(28)
환경(28)
우리나라(27)
생산(24)
아이들(24)
안전1(24)
중국(23)
지구(23)
문제(22)
생활(22)
프랑스(22)
경제(21)
원자로(21)
품종(21)
건설(20)
배출(20)
사용(20)
원자력발전(20)
운영(19)
시장(18)
기후변화(17)
연료(17)
자연(17)
우라늄(16)
강국(15)
교육(15)
국가(15)
미래(15)
산업(15)
재생에너지(15)
정부(15)
활용(15)
감축(14)
과학(14)
국민(14)
말레이시아(14)
이산화탄소(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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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90)
사고(86)
우리나라(85)
재생에너지(85)
원자력발전소(61)
전기(61)
치료(60)
발전소(59)
사용(59)
지진(59)
공급(58)
독일(58)
문제(54)
국민(51)
원자로(51)
정책(50)
후쿠시마(49)
지역(41)
학생(41)
고장(39)
주민(39)
발전1(37)
방사능(37)
온배수(36)
생산(35)
환경(35)
세계(34)
영향(33)
일본(33)
냉각(32)
위험(32)
이용(32)
설비(31)
안정(31)
원자력발전(31)
원자력1(30)
기술(28)
정부(28)
조사(28)
주변(28)
배출(26)
비상(26)
개발(24)
건설(24)
생활(23)
설계(23)

54
55
56
57
58
59

투과(18)
국화(17)
비파괴검사(17)
환경(17)
전력(16)
친환경(16)

오염(4)
유통(4)
자동차(4)
주변(4)
지원(4)

발생(13)
발전소(13)
경쟁(12)
석유(12)

시스템(23)
영국(23)
운영(23)
점검(23)
가동(22)
발전기(22)

1) 사고 전 SBS 생활경제
사고 전 SBS 생활경제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방사선’이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였다는 점이다. 원자력 홍보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원자력,’ ‘원전,’ 또는 ‘에너지’라는 키워드가 자주 나타나는 것은 쉽게 이
해할 수 있으나, 사고 전 SBS 생활경제의 경우, ‘방사선,’ ‘기술,’ ‘암,’ ‘이
용,’ 등이 빈출 순위 상위권에 등장하는 것은 새로운 사실이다. 타 방송
에서는 최고 빈출어휘인 ‘원전,’ ‘원자력2’가 사고 전 SBS에서는 15회 등
장했을 뿐이다. 그 대신 원자력발전이 아닌 원자 자체의 힘을 의미하는
‘원자력1’이 매우 자주 사용되었다. 특히 ‘암,’ ‘X-Ray,’ ‘치료,’ ‘검사’와 같
은 의료계통 어휘가 빈번하게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이
용,’ ‘사용,’ ‘체험,’ ‘활용’과 같이 수용자 입장에서 쓰고 느끼고 있음을 인
지 시켜주는 어휘들을 매우 두드러지게 사용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살펴
보면 전체적인 어휘 선택이 ‘비발전(發電)’ 분야이면서 생활형 어휘(‘식
품,’ ‘환자,’ ‘건강,’ ‘아이들’ 등)이거나, 또는 산업계 어휘들(‘개발,’ ‘기능,’
‘두께,’ ‘품종,’ ‘산업,’ ‘다이아몬드,’ ‘멸균’ 등)임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언뜻 보면 원자력과 무관해 보이는 단어(‘꽃,’ ‘우주,’ ‘타이어,’ ‘유기농,’
‘이물질’ 등)가 폭넓게 사용되었다. 이들은 다양하게 방사선을 이용한 기
술이 활용되는 분야이며 따라서 사고 전 SBS에서 원자력 홍보의 초점은
원자력발전 자체에 있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2) 사고 후 SBS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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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가장 많이 등장한 키워드는 ‘원전’이다. 그러나 가장 두드러
지는 특징으로는 사고 전 원자력 관련 핵심어 중 ‘원자력114)(75회)’이 가
장 자주 사용되었다면, 사고 후에는 ‘원자력2(53회)’가 방송횟수는 1/5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횟수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원자력2’
는 원자력발전 또는 원전과 같이 에너지 발전 시스템을 직접 지칭하는
어휘이다. 사고 전 ‘원자력2’가 단 15회 등장한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으
로 홍보의 초점이 발전(發電) 분야로 이동했음을 보여준다. 더불어 ‘방사
능,’ ‘일본,’ ‘사고,’ ‘안전115),’ ‘불안’ 등이 자주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홍
보내용이 후쿠시마 사고에 영향을 받았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그러
나 홍보 내용의 특성상 부정적인 내용을 홍보하지 않고, 또 ‘아이들’을
상징적 핵심어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사고로 인한 부정적 이미지를 ‘안
전’이라는 키워드로 치환시키려 한다고 예상할 수 있다. 이같은 사실은
사고 전에는 ‘안전2’가, 사고 후에는 ‘안전1’이 자주 등장한다는 점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3) 사고 전 YTN 사이언스
YTN 사이언스의 경우 과학 전문 채널로서의 성격을 반영한 듯 사
고 전부터 에너지 발전 설비로서의 ‘원자력’과 ‘에너지’를 중심으로 홍보
하였다. ‘전기,’ ‘전력,’ ‘원자력발전소’ 등의 두드러진 사용이 이를 대변해
준다. 또한 ‘세계,’ ‘기술,’ ‘수출’ 등이 다른 대조군보다도 빈번하게 사용
된 것으로 보아 원전 수출 관련 내용을 홍보에 활용하였고, 다양한 해외
14) 원자력이라는 키워드는 분석대상에서 수없이 등장하였는데 의미론적으로 이 둘을 구
분하였다. ‘원자력1’은 문맥상 말 그대로 원자의 힘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된 경우를
의미한다(예시: 방사선 치료의 원리 등). 이와 대비되어 ‘원자력2’의 경우 ‘원자력발전,’
‘원전’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경우를 의미한다.
15) 안전1은 원자력발전 및 방사능에 대한 안전을, 안전2는 그 외 일반적인 안전을 의미
한다(예시: 건축물의 안전, 선박의 안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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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례를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일본, 중국, 프랑스, 말레이시아 등). 기
후변화와 관련된 어휘(‘배출,’ ‘기후변화,’ ‘감축,’ ‘이산화탄소’ 등)는 오직
사고 전 YTN 사이언스에서만 등장하는데 그 빈도가 그리 크지는 않다.
원자력발전의 안전성을 의미하는 ‘안전1’의 경우, 24회 등장하는 데 그쳤
다. 이를 통틀어 볼 때 사고 전 YTN 사이언스는 에너지 공급·국가경제
발전·기후변화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4) 사고 후 YTN 사이언스
우선 사고 후 YTN 사이언스에서 가장 많은 양을 방송하였고, 그에
따라 핵심어 수도 압도적으로 많다. SBS 생활경제와 마찬가지로 ‘원전’
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많이 등장했으며, 사고 전과 비교했을 때, ‘안전1’
의 순위 상승이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후쿠시마 사고의
여파로 ‘발생,’ ‘사고,’ ‘지진,’ ‘문제’ 등이 새롭게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사고 관련 어휘들과 함께 ‘우리나라’라는 키워드가 사고 전보다 크게 증
가한 것으로 보아 원전 사고와 우리나라와의 상관성에 대한 언급이 주로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물론 홍보 방송임을 감안하면 이
들 어휘가 부정적으로 사용되었다기보다 원자력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사
용되었음을 짐작 할 수 있다. 또한 ‘암’과 ‘치료,’ ‘지역,’ ‘주민’ 등이 나타
난 것으로 보아 SBS 생활경제와 같이 非 발전 분야 용어도 균형적으로
홍보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5) 매체별 핵심어 사용빈도 분포 비교
[표 5]를 핵심어 수 대비 사용빈도의 그래프로 나타내면
   단  ≥  형태의 곡선형 산포도의 모습을 띈다. 이 경우 산포
의 기울기를 알기 어려워, 각 매체별 키워드의 출현 빈도와 단어 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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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로그 값으로 변환한 뒤 선형으로 표현하였다([그림 7] 참조). 이로
써 출현 빈도수가 높을수록 단어가 적고, 출현 빈도가 낮아질수록 키워
드가 많아지는 형태를 보인다. 따라서 추세선의 기울기가 가파르다는 것
은 고빈도 어휘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홍보를 하는 데 소수의
핵심어에 집중했다는 사실로 해석할 수 있다. SBS생활경제(–0.5972 →
–0.7438)와 YTN사이언스(-0.6584 → –0.7015) 모두 기울기가 증가한
것으로 볼 때, 두 프로그램 모두 사고 후 홍보를 하는 데 있어 특정 고
빈출 어휘에 더 높은 의존성을 보였다고 볼 수 있다. 매체별로 각각 살
펴보면, SBS 생활경제의 경우, 사고 전에 비해 사고 후 방송 횟수 자체
가 적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특정 고빈출 어휘에 홍보의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YTN 사이언스는 사고 후 사용 어휘의 빈도가 더 증가
했다. 사고 전과 후의 기울기 차이가 그리 크지는 않지만 SBS 생활경제
와 마찬가지로 사고 후, 좀 더 지향점 있는 홍보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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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전 SBS

사고 후 SBS

사고 전 YTN

사고 후 YTN

[그림 7] 매체별 시기별 핵심어 출현 빈도와 핵심어 수의 분포

SBS 생활경제와 YTN 사이언스의 사고 전후 원자력관련 방송자료
를 2차원 상에 위치시키고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도출한 주요어들을 같
은 평면상에 겹쳐 이들의 위치관계를 파악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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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대응일치분석 요약표
차원 비정칙값 관성
1
.734
2
.552
3
.523
총계
a. 423 자유도

.539
.305
.274
1.117

관성 비율

신뢰도 비정칙값
카이제곱 유의수준 처리됨 누적 표준 상관
편차
2
.482 .482 .005 .020
.273 .755 .010
.245 1.000
a
9003.247 .000 1.000 1.000

대응일치분석의 결과물로 출력된 요약표를 보면 관성비율이 있는데
이는 각 차원이 데이터를 설명하는데 얼마만큼 기여하는지를 보여준다
([표 7] 참조). 차원 1이 전체 설명부분의 48.2%를 설명하고 있고 차원 2
는 전체의 27.3%를 설명함으로써 누적 비율 75.5%가 설명되고 있다. 보
통은 두 차원의 설명력을 합쳐 70%가 넘으면 출력된 대응일치표가 해당
데이터가 가진 정보를 잘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선주형, 2005). 각
단어 및 시기별 매체 결점들(point)은 각자가 가지는 행렬의 점수(Score
in dimension)에 맞춰 도면에 찍히게 되는데 이 점수는 각자가 위치한
행과 열의 전체에서 그것이 차지하는 비율을 바탕으로 계산된다. 유의수
준은 0.000으로서 각 매체의 시기별 단어사용은 독립적이지 않다는 사실
을 알 수 있다. 즉, 매체별, 시기별 사용하는 키워드에 대한 선호도 차이
가 있다는 것이다.
[그림 8]과 같이 매체의 시기별 대응일치표를 보면 각 시기별 매체
주위를 각 키워드가 둘러싸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사고 전 SBS의 결
점 주변에는 원자력발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요소들이 분포해 있다.
이것은 사고 전 SBS 생활경제가 발전(發電) 외적인 분야에서 홍보 주제
를 찾고 있음을 시사한다. ‘검출,’ ‘공포,’ ‘강화,’ ‘관리’는 사고 후 SBS에
서만 사용된 어휘들이다. ‘안전 1’ 과 같은 경우 사고 후 SBS에서도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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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용되었으나 매체별 핵심어 빈도 비중으로 보았을 때 사고 후 YTN
에 더 밀착되어 있다. 사고 후 SBS, 사고 전 YTN 사이언스는 ‘세계,’
‘경제,’ ‘원자력2,’ ‘에너지,’ ‘수출’ 등의 핵심어 사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았
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사고 후 YTN의 경우, ‘후쿠시마,’ ‘지진,’ ‘위험,’
‘원자력발전,’ ‘주민’ 등 원전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단어를 주
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각 키워드와 매체의 위치를 해석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매체와 키
워드의 거리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이라는 점이다. 즉 142개의
키워드들이 각각 등장한 빈도를 비교해 보았을 때, 1번 키워드의 빈도가
A라는 매체에 등장한 키워드의 총 빈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매체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면 1번 키워드는 A 매체와 가까운 지점에
위치하게 된다. 예를 들어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이라는 키워드
는 사고 후 SBS와, 사고 전 YTN, 그리고 사고 후 YTN에 각각 22, 30,
33회 등장했다. 횟수는 비슷하지만 사고 후 SBS는 방송량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위상이 매우 높은 편이다. 그
렇기 때문에 ‘일본’이라는 키워드는 사고 전 YTN과 사고 후 YTN, 그리
고 사고 후 SBS 사이에서 계산된 지점에 위치하게 된다. 한편, ‘암’과
‘치료’라는 키워드는 각각 사고 전 SBS에서 103회, 68회 등장했다. 그러
나 사고 후 YTN에서도 109회, 60회 등장하였기 때문에 사고 전 SBS와
사고 후 YTN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매체의 주변에 근접
하게 나타난 키워드는 그 매체에서 배타적으로 사용된 비율이 높다는 것
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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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별 매체
빈출 키워드

[그림 8] 매체의 시기별 핵심어 대응일치표

2. 매체별 네트워크 분석
1) 중심구조 분석
매체별로 각 핵심어들의 중심성 지수를 바탕으로 동심원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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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배치시켜 보았다. 동심원의 중심에 위치할수록 중심성 지수가 높은
핵심어이다. 먼저 [그림 9]에서 보이는 SBS 생활경제의 경우 가장 중심
적인 단어가 ‘기술,’ ‘이용,’ ‘방사선’인 것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 그 다
음으로는 ‘활용,’ ‘사용’이 가장 많이 연결된 단어였다.

[그림 9] 사고 전 SBS 생활경제 핵심어 연결 중심성
사고 후 SBS 생활경제에서는 홍보의 핵심이 ‘원전,’ ‘사고,’ ‘안전1,’
‘일본’ 등으로 옮겨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방송 분량이 상대적으로 적
기 때문에 핵심어의 연결점 수도 다른 매체에 비해 낮은 편이다. 그럼에
도 ‘일본,’ ‘안전1,’ ‘원자력2,’ ‘방사선,’ ‘방사능’ 등의 주제어가 높은 빈도
로 나타나 사고 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10]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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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사고 후 SBS 생활경제 핵심어 연결 중심성
[그림 11]에서 YTN 사이언스의 경우 ‘에너지,’ ‘원자력2,’ ‘세계,’
‘기술,’ ‘생산’이 연결성 높은 핵심어로 지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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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사고 전 YTN 사이언스 핵심어 연결 중심성
그러나 사고 후에는 ‘원전,’ ‘발생,’ ‘문제,’ ‘우리나라,’ ‘안전1’ 등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그림 12]참조). 다른 매체에 비해 가운데로 모인
단어들이 많다는 것은 중심성이 높은 단어들이 많다는 것으로, 다른 매
체에 비해 많은 수의 연결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 66 -

[그림 12] 사고 후 YTN 사이언스 핵심어 연결 중심성
연결 중심성은 최고 빈출 키워드와는 달리 어떤 키워드가 네트워
크의 중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홍보 프레
임의 변화 분석에 더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분석 결과를 종합
해보면 두 매체 모두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 ‘사고,’ ‘안전1’ 관련어들
이 중심적인 핵심어로 등장하였다. 방송사와 무관하게 후쿠시마 사고 후
가장 핵심적인 연결 키워드는 ‘원전’이었는데 원전은 ‘원자력발전’ 또는
‘원자력발전소’의 준말이다. 길고 복잡한 어구가 커뮤니케이션의 효율을
저하시킨다는 점으로 볼 때(김지나, 2010), 이 단어의 사용이 극대화된
것은 원자력에 대한 홍보를 간결하고 빠르게 하기 위해 전달력을 확대시
키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로, ‘사고’라는 단어
는 두 매체에서 사고 전에는 등장한 바가 없는 핵심어이다. 아예 사고란
말 자체가 등장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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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므로, 사고 전과 후 얼마나 큰 홍보 전략상의 변화가 생긴 것인지
이해할 수 있다. 셋째, 기후변화 관련 어휘인 ‘배출,’ ‘기후변화,’ ‘감축,’
‘이산화탄소’ 등은 사고 전 YTN 사이언스에서 약 14～20회 정도 등장하
였지만 연결중심성이 평균 3.38 정도로 낮아 중심 주제어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유일하게 기후변화 관련 언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전 YTN 사이언스에서 기후변화 대안 프레임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오히려 전기(에너지) 생산자로서의 역할, 경제발전 동력이 더욱
강조되었다. 아래의 [표 8]은 각 매체별 시기별 사용된 키워드를 연결 중
심성 기준으로 상위 15개씩만 표시한 것이다.
[표 8] 매체별 핵심어 연결 중심성 상위 15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SBS 생활경제
사고 전
사고 후
기술
10.22 원전
이용
10.05 사고
방사선
9.88 일본
활용
7.98 안전1
사용
7.59 원자력2
우리나라 5.83 방사선
개발
5.36 발생
물질
5.02 방사능
검사
5.00 문제
에너지
4.91 해소
방법
4.71 주변
생산
4.40 자연
원자력1
4.31 불안
발생
4.17 세계
X-RAY
4.07 우리나라

3.49
2.98
2.84
2.77
2.67
2.53
2.53
2.47
2.47
2.42
2.14
2.11
2.09
1.96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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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사이언스
사고 전
사고 후
에너지
8.18 원전
원자력2
7.75 발생
세계
6.79 문제
기술
6.09 우리나라
생산
5.98 안전1
이용
5.66 사용
우리나라 5.38 사고
경제
5.38 발전소
국가
5.30 후쿠시마
사용
5.16 원자력발전소
개발
5.14 이용
원자력발전소 5.13 위험
전력
5.05 영향
미래
5.00 일본
지구
4.98 에너지

9.38
8.95
8.62
8.55
8.16
8.10
8.03
7.47
7.17
7.14
7.12
6.93
6.88
6.78
6.45

2) 핵심어 네트워크
두 매체에서 시기별로 같은 핵심어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핵
심어의 사용 맥락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연결된 다른 핵심어
가 무엇인지 보아야 한다. 이 때, 특정 단어 사이의 연결이 다른 것들 보
다 반복된다면 이는 프레임적 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Entman,
1993,; Crawley, 2007). 각 매체별, 시기별 연결망은 방송 원문을 분석의
대상으로 했기에 핵심어간 연결 밀도가 매우 촘촘하다[부록 참조]. 밀도
는 전체 핵심어를 대상으로 연결 가능한 링크 수 대비 실제 연결된 링크
수를 측정한 것이다. 각 연결망의 평균 연결 밀도는 약 91.0%로 거의 모
든 핵심어가 서로 연결 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 경우 연결망이
너무 조밀하기 얽혀 있기 때문에 어느 연결이 강하고 약한지 알아보기가
쉽지 않아 네트워크 분석의 가장 큰 목적 중 하나인 ‘시각적 구조화’에
장애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동시출현 빈도 10회를 기준
으로 10회 이상의 경우 모든 연결을, 10회 미만의 경우 각 키워드가 맺
고 있는 연결 중 가장 강한 연결만을 보여주기로 한다. 이를 통해 연결
망 전체의 현황뿐 아니라, 가장 두드러진 연결 현황도 함께 볼 수 있다.
실제 원 네트워크는 [부록1]에 실었으며, 10을 기준으로 강한 연결 관계
만을 띄우고 약한 연결 관계를 가린 것이므로 망 내에서 연결의 왜곡이
나 변화는 없다. 여기에 핵심어의 연결 중심성을 반영해 연결점(node)의
크기가 커지고 색깔이 진해질수록 높은 연결 중심성을 보이도록 하였다.
(1) SBS 생활경제의 연결망
사고 전 SBS 생활경제는 [그림 13]과 같은 연결망을 보이고 있다.
가장 연결중심성이 높은 ‘방사선,’ ‘기술,’ ‘이용,’ ‘활용,’ ‘사용’ 등을 중심
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으며 연결 중심성 뿐만 아니라 이들 핵심어
가 다른 핵심어와 맺고 있는 연결의 수 자체도 많아서 연결선이 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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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된 것을 알 수 있다. ‘암’과 같은 단어는 사고 전 103회나 등장해 3
번째로 출현빈도가 높은 핵심어였으나, 출현빈도가 높다고 해서 그 단어
의 연결 중심성이나 다른 단어와의 동시출현빈도까지 높은 것은 아님을
아래의 연결망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3] 사고 전 SBS 생활경제 핵심어 네트워크16)
[그림 14]에서 볼 수 있듯이, 사고 후 SBS 생활경제의 경우, 가장
16) 핵심어가 중복 집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어휘에 대해 의도적으로 오타를
활용하였음을 밝힌다. 예) 환경-친황경, 검사-비파괴겅사, 에너지-재생에너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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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중심성이 높았던 ‘원전,’ ‘사고,’ ‘일본,’ ‘안전1,’ ‘원자력2’ 등을 중심으
로 연결망이 꾸려졌다. 이들 핵심어와 관계가 약한 단어들은 연결선이
매우 얇고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4] 사고 후 SBS 생활경제 핵심어 네트워크
이 연구에서는 가장 자주 등장하는 연결 관계를 프레임으로 보고
자 한다. 그러나 연결망이 복잡해 연결 강도를 상세히 알기 어려우므로
[표 9]에 매체별로 핵심어간 공(共)출현 관계 및 빈도를 별도로 나타내
어 사고 전후를 비교하였다. 사고 전 네트워크에서는 ‘방사선-기술’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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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이 총 63회 방송에서 35회나 등장했다. 이어 ‘기술-이용’은 33회, ‘방사
선-이용’은 31회 사용되었다. 사고 후 연결망의 경우 ‘사고-일본,’ ‘원전사고,’ ‘원전-일본,’ ‘원전-안전1’의 쌍들이 11회 중 7회 나타나 가장 두드
러진 연결인 것으로 드러났다.
[표 9] 사고 전후 SBS 생활경제 동시출현 핵심어 및 빈도
사고 전(총 63편 방송)
방사선 + 기술 (35)
기술 + 이용 (33)
방사선 + 이용 (31)
기술 + 활용 (27)
이용 + 활용 (26)
방사선 + 활용 (25)
이용 + 사용 (25)
기술 + 사용 (23)
방사선 + 사용 (23)
기술 + 개발 (22)
사용 + 활용 (21)
기술 + 우리나라 (20)
이용 + 우리나라 (20)
방사선 + 개발 (19)

SBS 생활경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사고 후(총 11편 방송)
사고 + 일본 (7)
원전 + 사고 (7)
원전 + 일본 (7)
원전 + 안전1 (7)
방사능 + 일본 (6)
방사능 + 사고 (6)
사고 + 안전1 (6)
원자력2 + 원전 (6)
원전 + 방사능 (6)
원전 + 방사선 (6)
원전 + 발생 (6)
원전 + 해소 (6)
원전 + 문제 (6)
일본 + 안전1 (6)

(2) YTN 사이언스의 연결망
사고 전 YTN 사이언스에서는 ‘에너지,’ ‘원자력2,’ ‘세계,’ ‘기술,’
‘생산’ 등을 중심으로 연결망이 그려졌다. 가장 중심성 높은 ‘에너지’라는
핵심어는 ‘원자력2,’ ‘세계,’ ‘원자력1,’ ‘기술,’ ‘이용,’ ‘생산,’ ‘전기’ 등과 높
은 연결빈도를 나타냈다. 이로 볼 때 사고 전 YTN 사이언스에서는 원
자력발전의 에너지원으로서의 측면을 집중적으로 다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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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사고 전 YTN 사이언스 핵심어 네트워크
사고 후 YTN 사이언스는 ‘원전,’ ‘발생,’ ‘문제,’ ‘우리나라,’ ‘안전1’
등이 구심점으로 작용하는 연결망으로 표현되었다. 후쿠시마 사고에 대
한 직접 언급, 사고로 인한 위험과 영향 관련된 어휘들 사이의 연결이
매우 강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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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사고 후 YTN 사이언스 핵심어 네트워크
각 네트워크는 가장 연결중심성이 높은 핵심어를 중심으로 밀도있
게 연결되어 있다. 주변부로 갈수록 결점의 크기가 작아지고 색이 옅어
져 중심성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결선이 두꺼울수록 동시 출현
빈도가 높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관계가 밀접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YTN 사이언스의 경우, 사고 전 네트워크에서는 총 23개의 텍스트 중
‘에너지-원자력2’가 18회, ‘에너지-세계’가 14회, ‘원자력2-세계’가 13회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한 짝이었다. 반면, 총 18회 중 사고 후에는 ‘원전-발
생’이 17회, ‘발생-문제,’ ‘원전-우리나라,’ ‘원전-문제’는 16회, ‘원전-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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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 같은 연결은 15회 등장하였다([표 10] 참조).
[표 10] 사고 전후 SBS 생활경제 동시출현 핵심어 및 빈도
사고 전 (총 5편 방송)
에너지 + 원자력2 (18)
에너지 + 세계 (14)
원자력2 + 세계 (13)
세계 + 기술 (12)
에너지 + 원자력1 (12)
에너지 + 기술 (12)
에너지 + 이용 (12)
에너지 + 생산 (12)
원자력2 + 이용 (12)
원자력2 + 전기 (12)

YTN 사이언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사고 후(총 18편 방송)
원전 + 발생 (17)
발생 + 문제 (16)
원전 + 우리나라 (16)
원전 + 문제 (16)
발생 + 우리나라 (15)
원전 + 안전1 (15)
원전 + 사용 (15)
원전 + 사고 (15)
발생 + 사용 (14)
발생 + 사고 (14)
사고 + 우리나라 (14)
사용 + 문제 (14)
안전1 + 발생 (14)
안전1 + 문제 (14)
우리나라 + 문제 (14)

3. 분석 결과의 해석 및 논의
본 연구를 시작할 때, 한국 찬핵 담론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원자
력 홍보 프레임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기존의 연구들은 친 원
자력 담론이 ‘육성해야 할 과학기술,’ ‘경제 성장 동력,’ ‘중요 에너지 공
급원,’ ‘기후변화 대안’ 등의 형태로 구성되고 있다고 보았다. 이 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밝혀낸 친 원자력 담론을 바탕으로 분석유목을 구성하였
고 내용분석을 실시해 분석대상 텍스트를 심층적으로 이해하였다. 그 후,
미디어의 틀 짓기가 어떤 원자력 담론을 생성시키는지, 반복적으로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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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핵심어를 이용해 홍보 프레임 분석을 실시하였다. Entman(1991)에
따르면 특정 어휘나 이미지의 반복적인 출현은 텍스트 속에서 프레임으
로 나타나며 이렇게 반복을 통해 나타나는 프레임은 특정 아이디어를 더
욱 현저하게 부각시키는 작용을 한다. 이들의 반복은 하나의 해석을 다
른 것 보다 더 알아보기 쉽고(discernable), 이해하기 쉬우며
(comprehensible), 기억하기 쉽게(memorable) 만들기 때문이다(Marks
et. al., 2007).
우선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가시적인 홍보는 줄어든 것을 알 수 있
었다. 후쿠시마 사고의 여파로 인해 홍보 횟수는 줄었지만 중지되지는
않았으며, 그 대신 홍보의 전략이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일본 후쿠
시마 원전 사고 전과 후, 우리나라 원전 홍보의 주안점은 아래의 [표 11]
과 같이 바뀌었다. SBS 생활경제의 경우, ‘방사선,’ ‘기술,’ ‘이용’에서 ‘일
본,’ ‘원전,’ ‘사고,’ ‘안전1,’ ‘원자력2’로 초점이 옮겨갔다. YTN 사이언스
역시 사고 전에는 SBS 생활경제와 달리 ‘에너지,’ ‘원자력2.’ ‘세계,’ ‘기
술,’ ‘생산’에 집중했다가 사고 후에는 ‘원전,’ ‘발생,’ ‘우리나라,’ ‘문제,’ ‘안
전1’을 더 중요하게 다룬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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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분석 결과의 요약
분석 기준
SBS
생활경제

중심성
키워드 간
연결성
중심성

YTN
사이언스

키워드 간
연결성

사고 전
‘기술’
‘이용’
‘방사선’
‘활용’
‘사용’
‘방사선’
‘기술’
‘이용’
‘에너지’
‘원자력2’
‘세계’
‘기술’
‘생산’
‘에너지’
‘원자력2’
‘세계’









사고 후
‘원전’
‘사고’
‘안전1’
‘일본’
‘원자력2’
‘원전’
‘일본’
‘안전1’
‘사고’
‘원전’
‘발생’
‘우리나라’
‘문제’
‘안전1’
‘원전’
‘발생’
‘문제’
‘우리나라’
‘안전1’
‘사용’
‘사고’

그러나 원전 사고 후 홍보의 초점으로 등장한 핵심어들이 사고와 직
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원자력 홍보에 어떤 맥락을 통해
서 등장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고’ 자체가 부정적인 어휘이기 때
문에 홍보에서 사용될 경우 그 맥락이 쉽게 연상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래의 예문은 사고 후 매체별 분석대상 텍스트에서 발췌한 것으로, [표
10]의 주요 핵심어가 골고루 담겨있다.17)
... 경주에 위치한 월성원자력 홍보관, 국내 원자력발전의 현황과 원리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곳인데요. 일본 원전 사고 이후 국내 원전에 대한 관심 또
17) 지면 관계상 SBS 생활경제와 YTN 사이언스 각각 두 개의 예시만 제시하였으며, 더
많은 홍보의 예는 부록2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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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높아지면서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발걸음도 부쩍 늘었습니다. 국내 원전
의 안전성 및 비상 시 대응체계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자 체험객 등의 표정이
사뭇 진지해집니다....

- 사고 후 SBS 생활경제 “방사능 불안감, 교육으로 해결” 中.

... 참여자들로 하여금 우리의 원전 우수성을 인식시키고 실제 눈으로 봄으로
서 원전 수출의 지속적인 수출 지원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할 계획에
있습니다.... 원자력에 대한 다양하고 진지한 고민들이 국민들의 막연한 불안
감을 해소하고 원자력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
니다.

- 사고 후 SBS 생활경제 “원자력에 대한 다양한 시선들” 中.

...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미국은 가장 많은 원자력발전소를 보유한 나라이기
도 하다. 미국 경제 성장의 원동력은 원자력 에너지였다. 108기의 원자력발전
소를 보유한 미국은 세계 1위의 원자력 강국이다. 미국 펜실베니아주에 위치
한 스리마일 섬 원자력발전소. 지난 1979년 이 곳에서 세계 첫 원전 사고가
발생했다. 핵연료가 절반 이상 녹아내린 중대 사고였는데, 다행히 20cm 두께
의 원자로 덕분에 방사성 물질의 유출을 막을 수 있었다.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 피해도 없었다. 사고 발생 이후 32년이 지난 지금, 이 원전은 여전히 전
력을 생산하고 있다. 원전 사고 이후에도 마을에선 불안감을 찾아볼 수 없었
다....

- 사고 후 YTN 사이언스 “미래를 위한 대안 원자력” 中.

... 세계적인 원전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원전 고장률은 낮은 편
이다.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 한기 당 평균 고장 건수는 0.4건으로 원전 강국
인 미국의 1/1.4 꼴이다. 원전에서 고장, 정지는 안전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기도 하다. 300만개가 넘는 부품으로 이루어져있는 원전은 사
전 점검이 어렵기 때문에 사후 관리가 필수적이다....

- 사고 후 YTN 사이언스 “원전 정지, 고장인가 사고인가” 中.

이에 따르면 ‘일본,’ ‘사고’와 같은 부정적 어휘를 사용하더라도 긍정
적 홍보를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이미 발생한 사고의 위험성을
감추기 보다는, 일본 원전 사고의 위험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
이 높아진 위험인식을 낮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우리나라 원전의 안전성
을 강조하거나, 사고 대비책 마련 현황 소개, 우리 원전과 일본 원전과의
안전성 측면의 차이점 설명, 역사적 원전 사고지역 주민 인터뷰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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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감 해소, 사고에도 원전을 포기하지 않는 국가들의 모습 전달, 정비
를 위해 고장을 합리화하는 등 원자력을 적극 홍보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볼 때, 분석 대상인 두 매체는 총 세 가
지 프레임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SBS 생활경제가 생
산하는 ‘원자력 기술-이용 프레임’이다. ‘국가 발전을 이끄는 과학기술로
서의 원자력’이라는 프레임은 원자력의 도입초기부터 등장하였다. 그러나
사고 전 미디어에는 거시적인 과학기술발전 프레임보다는 ‘실생활 속에
숨어있는 각종 원자력 기술’이라는 프레임이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었
다. 이를테면 방사선 이용이 국민 건강 및 산업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된
다는 것이다. 이는 홍보매체의 특성상 대중에게 친숙한 이미지로서 다가
가기 위함이기도 하다. 원자력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태생적으로 위험
하고 불안하다. 그렇기 때문에 후쿠시마 사고 전 원자력 홍보가 발전(發
電) 분야의 개념보다는 원자력·방사선 기술이 일상에 가져다주는 긍정적
효과 등 비(非)발전분야에서 틀 지워지고 있다는 점은 그러한 수용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원자력의 유용한 쓰임새를 자
세하게 나열하는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실생활에서조차 방사선에 대한 위
험 인식을 없애고자 하는 것이다.
사고 전 YTN 사이언스에서 볼 수 있는 두 번째 프레임은 ‘원자력발전(發電) 프레임’이다.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력 발전 원으
로 사용되는 원자력’이라는 점이 지속적으로 프레이밍 되었으며 이에 덧
붙여 원자력 기술의 성장으로 인해 이제 원자력은 국내의 에너지 공급원
을 벗어나 국제적으로 수출할 수준에까지 이르렀음을 강조한다.
원전 사고 후에는 프레임상의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는데 이것이 곧
세 번째 프레임이다. 이때 등장한 틀은 ‘사고 발생-안전 프레임’으로 후
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언급에 주저함이 없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고, 단순히 사고 관련
담화에 그치지 않고 ‘안전한 원자력’이라는 직접적이고 설명적인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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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지진 같은 문제에도
우리나라 원전은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는 사고 후 낮아진 원
자력 국민 수용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원전의 위험성에 대한 대중 인식을
낮추고 안전성을 강조하기 위한 대응적 홍보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 관계자는 면접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홍
보활동을 자제하고 있다며 사고 이후 소극적 홍보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원자력 홍보 프레임 변화를 살펴보면 안전 강조에
있어 상당히 적극적인 전략을 채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은 원자력국민인식조사 결과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원자력
발전소가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이 2012년 61%, 2013년 56.3%로
절반 이상이 원전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원자력문화재
단, 2012; 원자력문화재단, 2013).
기후변화 시대에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이라는 홍보 프
레임은 후쿠시마 사고 전 약하게나마 등장하였으나 사고 후에는 YTN
사이언스에서 기후변화라는 단어가 단 7번 등장했을 뿐, 프레임으로 인
식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원자력 홍보 프레임의 이러한 변화는 김경
신·윤순진(2010)의 연구와 대비되는 것으로 후쿠시마 사고가 위험 인식
의 전도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사고 이전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대중
은 기후변화 위험이 원자력 위험보다 더 크다고 인식하고, 기후변화 대
응책으로서의 원자력에 더 큰 지지를 보내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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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1. 요약 및 결론
이 연구는 원전에 대한 국민 인식이 언론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언
론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도 국민의 원전 필요성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해 홍보 프레임을 생성한다는 것을 전제하였다. 원전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언론이 가지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은 이
연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연구는 언론이 어떻게 원자
력 홍보 프레임을 생성시키고 활용하는지 밝힘으로써 대중의 높은 원전
필요성 인식의 배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기존 한국 언론이 담고 있던 친 원자력 담론을 준거 틀로 삼아 실시
한 내용분석 결과, 분석대상 매체는 과학기술중심 담론, 경제성장동력 담
론, 에너지 안보 담론, 안전 담론, 대안 에너지 담론을 내포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과학기술중심 담론에서는 ‘원자력기술의 쓰임’과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나타나고 있었고, 경제성장동력 담론에서는 ‘원전 수출의 효
과,’ ‘국가 및 지역경제 발전,’ ‘원자력 에너지원의 경제성,’ ‘주요 에너지
공급원으로서의 원자력,’ ‘탈 원전 움직임에 대한 경계’를 드러내고 있었
다. 그리고 에너지 안보 담론은 원자력 공급의 안정성을 강조하였고, 안
전 담론은 원자력에 대한 ‘선입견 해소,’ 그리고 ‘안전대책이 확보된 원자
력’의 이미지를 전달하는데 집중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안 에너지 담론은
원자력이 기후변화시대에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에너지라는 점
을 집중 홍보하였다.
이와 같이 미디어에 드러난 친 원자력 담론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핵심어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더욱 확실하게 드러날 뿐만 아니라 홍보
가 어떻게 틀 지워지고, 어느 것에 특히 집중되는지를 알 수 있었다. 분
석 대상에서 추출된 핵심어의 반복적인 연결은, Entman(1991; 1993)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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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에 따라 틀로써 작용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 연구에서 발견한
원자력 홍보의 핵심 프레임은 사고 전, ‘원자력 기술-이용’ 프레임과 ‘주
력 에너지공급원’ 프레임에서 사고 후에는 ‘사고 발생 및 안전’ 프레임으
로 변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고 후에는 두 매체의 내용이 모두
사고와 안전에 관한 틀로 수렴된 것으로 볼 때, 후쿠시마 사고로 원전
위험성이 대두되자 대중의 위험인식을 낮춰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
략을 취했음을 알 수 있다.
학문적 차원에서 이 연구는 크게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 첫째, 후쿠
시마 사고 이후 원자력 홍보 프레임 변화를 밝혀냈다는 점이다. 기존 연
구들이 거시적 측면에서 원자력에 지워진 틀을 보여주었다면, 연구는 보
다 미시적인 차원에서 미디어의 틀 짓기 양상에 대해 서술하였다. 기존
의 연구들이 찬핵 담론을 형성하는 틀로써 ‘육성해야 할 과학기술,’ ‘경제
성장 동력,’ ‘중요 에너지 공급원,’ ‘기후변화 대안’ 등을 제시하였다면, 이
연구에는 ‘원자력 기술-이용’ 프레임과 ‘사고 발생-안전’ 프레임을 추가
적으로 발견하였으며, 후쿠시마 사고 이후 프레임이 변모하는 것을 제시
하였다.
둘째, 원자력 홍보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을 실시하면서
기존의 내용분석 방법보다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위해 핵심어의
빈도 및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연결 중심성과 연결강도를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새롭게 등장하는 프레임과 후쿠시마 사고 이후 변화한 프레임
을 시각화 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원자력 홍보 프레임 변화
라는 다소 연구되지 않은 분야를 새로운 연구기법으로 접근하였다는 점
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이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네트워크 분석 방법론을 주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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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분석 방법론은 원자력 홍보 프레임의 면면을 확인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를 제공해 주었고, 담론 분석 연구에 있어 풍부한 가능성
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이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다.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 한계점으로 작용했던 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핵심어 네트워크 분석이 효과적이고 명확하긴 하나 여러 형
태의 수식어와 동사 등이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 때문에 주로 명
사인 핵심어만으로 문맥을 구성해 하나의 진술문까지 도출하기에는 무리
가 있었다. 그리하여 사고 후에 생성된 홍보 프레임에 대해서는 텍스트
내용분석을 통한 이해가 필요하였다. 그러나 사고 전 프레임에 대해서는
원자력 홍보 영상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부정적 뉘앙스의 핵심어 사
용이 거의 없었다. 따라서 핵심어를 통해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큰 문제
가 되지 않았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수식어와 동사를 포함하는 방안이 마
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분석대상이 된 자료는 한국원자력문화재단 및 한국수력원자력
에 의한 유·무형 지원을 통해 제작되었고 영상 자료들은 각 기관의 홈페
이지에 게시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결과를 보다 폭넓게 일반
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향후 보다 폭 넓은 원자력 홍보 미
디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이 연구에서 밝혀낸 결과를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 연구의 분석대상 중 YTN 사이언스는 유선
채널로서 지상파 방송과는 시청률 측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언론에서
찬핵 홍보 프레임이 어떻게 생성되고 구성되는지를 파악하기에는 문제가
없지만 프레임의 영향력 측면을 고려했을 때에는 지상파 방송을 대상으
로 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이 연구에서 밝혀낸 미디어 홍보 프레임의 영향에 대한 실증
연구가 후속적으로 필요하다. 즉 수용자들이 미디어가 생산하는 지속적
인 프레임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는지, 그로 인해 원자력에 대한 입장에
차이가 생기는지 조사함으로써 이 연구에서 제시한 프레임을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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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이 연구를 통하여 원자력 정보 전달에 있어서 미디어의 기능
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검증하지 않았
다. Greenberg & Truelove(2010)의 연구에 따르면 그들이 제시한 원자
력 관련 사실에 대한 질문에 대답한 응답자 중, 원자력 관련 정보 획득
을 미디어에 의존하는 응답자가 그렇지 않은 응답자보다 정답률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책, 잡지, 대인관계, 인터넷 등을 통해 정보를 얻
는 응답자일수록 정답률이 높았다. 이 사실은 미디어를 통해 대중에게
전달되는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서도 대중매체가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미디어가 전달
하는 원자력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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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동시출현빈도를 반영한 네트워크

[그림 1] SBS 생활경제 사고 전 핵심어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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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SBS 생활경제 사고 후 핵심어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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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YTN 사이언스 사고 전 핵심어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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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YTN 사이언스 사고 후 핵심어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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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부정적 어휘가 홍보에 사용된 예시
... 서울의 한 회의장. 이곳에도 프랑스와 우리나라의 원자력 전문가들이 모였
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원자력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개선하고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는데
요. 이러한 국제 행사들이 국내에서 계속 열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 사고 후 SBS 생활경제 “지구촌 원자력 전문가들 한 자리에 모여” 中.

... 일본 원전 사고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수산물 시장. 멈춰 선 소비자
의 발길을 잡기 위해 여기서도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가 등장했습니다. 수산
물의 안전성을 소비자에게 직접 확인시켜줌으로서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시
키겠다는 계획입니다....

- 사고 후 SBS 생활경제 “방사능 꼼짝마, 유통업계 신풍속도” 中.

...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각국의 노력이 절실한 지금, 세계는 왜 또 다
시 원자력 에너지에 주목하는 것일까?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가동
중지라는 최악의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31년 만에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한 일
본. 2012년 8월부터 일부 재가동 중이다. 미국 역시 원자력발전 정책을 유지
하고 안전 점검을 시행하겠다고 밝혔고, 프랑스는 여전히 세계 원전 시장을
주도하며 확대해나가고 있다....

- 사고 후 YTN 사이언스 “다큐S 원자력 특집 에너지 믹스 2부” 中.

... 저는 지금 원전에 계시는 분들이나 이런 방사선 양이 그런 자연 방사선,
지금 일반인들이 받고 있는 방사선 양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전
이 안전하게만 운영 된다면 피폭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고
요. 암의 발생은 주로 유전자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
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사선으로 암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는 그 스
트레스가 더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사고 후 YTN 사이언스 “YTN 사이언스 24 생활 속 방사선 이야기 2” 中.

... 세계 역사상 가장 이례적인 사고로 기록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사고가 난
지 2년이 다 되었는데도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특히 일본
과 가까운 우리나라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제
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과 우리 원전은 경수로와 격납용기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사고 후 YTN 사이언스 “일본 원전과 우리 원전”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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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anges of Nuclear Promotion
Strategies in South Korea afte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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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Nuclear Energy Promotion Agency (KONEPA) and Korea Hydro and
Nuclear Power (KHNP) are destined to recover the trust and acceptance of
nuclear power which plunged at the news from Fukushima, Japan. Also,
they are having a hard time lowering the risk perception of nuclear which
soared after the accident. Before Fukushima nuclear accident, the government
of Korea and its agencies like KONEPA and KHNP constantly promoted
nuclear energy as economic and environment-friendly resource, the core of
Green Growth. Then, what about after Fukushima? This research compared
the frame of nuclear promotion of Korea before and after the massive
accident in Japan, using content analysis and keyword network analysis.
Television programs and channels, ‘SBS Life and Economy’ and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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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ce,’ were selected to be analyzed since the both have been promotive
of nuclear power for over two years before and after the accident. Based on
the content analysis, the research found that nuclear promotions carried five
discourses; science and technology-centered discourse; power for economic
growth discourse; energy security discourse; safety discourse; and alternative
energy discourse.
Keyword network analysis showed how media frame nuclear promotions,
and specifically which they focus on. A repetitive appearance of pairs of
particular keywords formed networks of each media. The followings are the
major findings from the study. For the two years before the Fukushima
accident, the promotion contents were framed mainly in the context of
‘nuclear technology and its applications‘ namely, the benefits of nuclear
technologies in everyday life’ such as medical uses. Also, ‘nuclear and
power generation’ frame was noticeable before Fukushima. It emphasized the
role and significance of nuclear power as a solution for Korea’s energy
dependency on importation. However, for the next two years after the
accident, Korea’s approach has been completely changed towards ‘accident
and safety’ frame. This new frame mainly employed discourses that assure
Korean reactors are safer than Japan’s and Korea’s disaster prevention
system guarantees the capability of managing the risk. Given that the shift
was seen in both ‘SBS Life and Economy’ and ‘YTN Science,’ it seems
these media employed strategies to recover public acceptance by lowering
people’s risk perception of nuclear power.
This research presumed that the public acceptance is affected by media
and the media produce particular frames of promotion in order to regain the
public support for nuclear power. Defining an immediate correlation between
the media and the public support for nuclear power is not the purpose of
this study. However, this research uncovered how media frame and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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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lear promotions, helping to understand Korea’s high public perception on
the necessity of nuclear power.

Keywords : Nuclear power discourse, Fukushima nuclear accident,
Media analysis, Framing, Network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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