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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최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두고 정부는 공론화에 부쳐 전

문가 중심으로 논의되었던 원전 관련 이슈를 시민 모두의 생활이슈로 끌

어냈고, 시민들이 정책결정에 참여해 합의를 형성해 가는 새로운 갈등해

결의 모델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번 공론화는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제

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재개

되면 그 혜택은 현 세대들이 누리고 사용후핵폐기물과 같은 위험부담과

책임은 미래세대가 져야 하기 때문이다.

미래세대야말로 위험기술이라고 불리는 원자력발전에 대해 보다 객관

적이고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 받아야 하며 자신들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지 깊이 있게 교육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 초등 교육과정에 원자력발전교육은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중·고등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원자력발전에 대해 단순 지식을 전

달하는 것으로 그치거나 충분한 정보나 자료의 제공 없이 찬반토론을 하

도록 구성하였다. 원자력발전과 같이 학생들의 실제 삶에 영향을 주는

논쟁은 학교 수업에서 재현되어 충분히 학습하고 토론하여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결국 자신만의 태도를 형성할 수 있

어야 한다.

충분히 학습하고 토론하는 것을 ‘숙의과정’이라고 한다. 2017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서 건설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시민대표단이 경험한 것

이 바로 ‘숙의과정’이다. 원자력발전은 안전, 경제, 환경, 정치 등 다양한

가치가 갈등하는 쟁점이다. 그러므로 원자력발전 교육은 다양한 관점과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충분한 정보와 자료로 학습하고 토론하는 ‘숙의과

정’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원자력발전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쟁점인 ‘안전, 경제, 국가산업, 환경’에 대해 대별되는 관점을 학습하고,

학습한 것을 바탕으로 토론하는 숙의과정을 거쳐 학생들 각자가 자신의

관점을 형성하고 원자력발전에 대한 태도를 가지는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 6학년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숙의과정



을 활용한 원자력발전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원자력 발전에 대한 태

도 형성 및 변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원자력 발전에 대한 태

도 형성 및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무엇인지, 숙의과정의 학습과

토론은 학생들의 태도 형성 및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숙의과정을 활용한 원자력발전 교육프로그램은 원자력발전에 대

한 태도를 형성하고 변화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30명의 학생들 중 9명

에게서 태도의 형성을, 20명은 어떤 방향으로든 태도의 변화를 경험했으

며 태도를 유지한 1명은 더 깊은 성찰을 할 수 있었다.

둘째, 원자력 발전에 대한 태도의 형성 및 변화의 과정을 분석한 결과,

학생들은 안전, 경제, 국가산업, 환경이라는 4가지 관점을 학습하면서 각

각의 관점에 따라 태도의 형성 및 변화를 보여 주었고, 토론을 통해서도

많은 변화를 보였다. 이는 숙의과정이 원자력발전에 대한 태도의 형성과

전환을 이루게 하는데 영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원자력 발전에 대한 태도의 형성 및 변화에 영향을 주는 관점과

요소가 존재하며 이는 학생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나 가치관과 연

관되어 있었다.

본 연구는 숙의과정을 활용한 원자력발전 교육프로그램이 미래세대인

학생들의 원자력발전에 대한 태도의 형성 및 변화를 촉구한다는 측면에

서 환경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다. 이는 원자력발전뿐만 아니라 다른 논쟁

에 있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영향을 주고 더 나아가 책임

있는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학문들과 연계하여 심층적인 연구들이 계속되고, 교육

현장에 바로 쓰일 수 있도록 원자력발전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재 개

발이 활성화되고 합리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숙의과정, 원자력발전, 초등학생, 태도형성, 태도변화,

신고리5·6호기

학 번 : 2017-20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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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17년 우리 사회에서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정부가 일

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에너지 소비자인 시민이 참여하고 정책결정을

하는 경험을 하였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는 그동안 고도의 전문성을

이유로 관련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 등 직접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논의되

었던 원전 관련 이슈를 시민 모두의 생활이슈로 끌어냈다는 점과, 시민

들이 정책결정에 참여해 합의를 형성해 가는 새로운 갈등해결의 모델을

보여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2018).

그러나 구도완(2017)과 윤순진(2018)에 따르면 이번 공론화는 미래세

대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공정함을 위해 인구비례에 의한

표본 집단을 추출하여 시민참여단을 구성하였지만 인구비례에 10대인 미

래세대는 제외되었다. 미래세대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미래세대 토론

회’를 실시하였지만 그것마저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재개된다면 그 혜택은 현 세대들이 누리고 사용후핵폐기물과 같

은 위험부담과 책임은 미래세대가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미래세대야말로 위험기술이라고 불리는 원자력발전에 대해 보다 객관

적이고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 받아야 하며 자신들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지 깊이 있게 교육 받아야

한다. 미래세대는 원자력발전과 같은 과학기술과 직접 상호작용하거나

직접 경험할 기회를 갖지 못하기에 교육과정을 통해 해당 과학기술이 제

공할 편익과 위험성에 대해 교육 되어야 하며 그러한 교육을 통해 해당

과학기술에 대한 태도를 형성할 수 있다(윤순진, 2013). 특히 가치관과 태

도가 형성되는 초등학생에게 다양한 가치가 갈등하는 쟁점인 원자력발전

에 대한 교육은 필요하다. 그러나 현 교육과정(교육부, 2018)을 분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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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초등 교육과정에 원자력발전교육은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중·

고등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원자력발전에 대해 단순 지식을 전달하는 것

으로 그치거나 충분한 정보나 자료의 제공 없이 찬반토론을 하도록 했

다. 충분한 학습이 없는 토론은 단순하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등 합리

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의 결정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재개되

었고,1) 정부는 탈핵을 지향2)하고 있지만, 여전히 원자력발전에 대한 사

회적인 이슈는 계속되고 있다.3) 원자력발전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적으로도 사회적인 주요 논쟁 중 하나이다. 이러한 사회적인 논쟁을 학

교 교육은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최근 학생들의 사회적 쟁점에 대한 관

심을 자연스럽게 교실수업과 연결하여 학교 밖 사회적 현안이나 글로벌

이슈까지 학생들의 다양한 관심사를 수업주제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움

직임이 일고 있다. 2017년부터 서울시 교육청이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위

해 권장하고 있는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기반을 둔 논쟁수업(서울

시교육청, 2018)이 그 중 하나이다.4) 원자력발전과 같이 학생들의 실제

삶과 관련되어 있는 논쟁은 학교 수업에서 재현되어 비판적으로 이해하

고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충분히 학습하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어야 한다.

충분히 학습하고 생각하여 토론하는 것을 ‘숙의과정’이라고 한다. 신고

리 5․6호기 공론화에서 건설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시민대표단이 경험한

것이 바로 ‘숙의과정’이다. 원자력발전은 안전, 경제, 환경, 정치 등 다양

1) 신고리5·6호기 공론화 최종 조사결과에서 건설재개를 선택한 비율이 59.5%로 건설 

중단을 선택한 40.5%보다 19.0%p 더 높았다. 이에 정부는 공론화의 결정을 받아들

였다.

2) 신고리5·6호기 공론화 최종 조사결과에서 원자력발전의 축소를 선택한 비율이 

53.2%로 원자력발전의 유지(35.5%)나 확대(9.7%)에 비해 훨씬 높았다. 이에 정부

는 원자력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3) 2018년 11월 19일 원자력학회는 '제2차 2018 원자력발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원자력발전 비중 변화를 묻는 질문에 확대 또는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이 

전체의 67.9%로 '축소해야 한다.'(28.5%)보다 많았다며 원자력학회는 이를 두고 "대

다수 국민은 탈 원전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4) 보이텔스바흐 합의란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첨예했던 구서독에서 1976년에 청소년이 

사회적 다양성에 대해 이해하고 주체적인 판단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보수·진보 

양진영이 합의한 교육 원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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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치가 갈등하는 쟁점이다. 그러므로 원자력발전 교육은 다양한 관점

과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교사는 충분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학생들

은 그것을 학습하고 토론하는 ‘숙의과정’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숙의과정을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의 숙의과정

은 원자력발전의 ‘안전, 경제, 국가산업, 환경’ 4가지 관점으로 학습하고,

깊이 생각한 뒤 토론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숙의과정을

활용한 원자력발전 교육이 학생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며, 여기에서 주로 보고자 하는 효과는 학생들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고 변화해가는 과정을 말한다.

숙의과정을 활용한 원자력발전 교육 프로그램이 원자력발전에 대한 과

학적인 소양이나 비판적인 사고력을 신장시키는지 알아보는 것도 의미

있다. 그러나 원자력발전과 같이 다양한 관점과 가치가 존재하는 논쟁에

있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논쟁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하기에 태도의 형성과 변화의 과정을 연구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또한 숙의과정을 활용한 원자력발전 교육 프로그램을 경험

한 학생들은 원자력발전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에 대해 다른 학생들보다

관심이 많을 것이고, 이 관심을 통해 민주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책임

을 다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 취한 접

근은 현대사회에서 요구되는 여러 분야의 논쟁수업과 쟁점 교육 프로그

램 연구에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생 6학년 학생 30명

을 대상으로 숙의과정을 활용한 원자력발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실

시하여 그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숙의과정을 활용한 원자력발전 교육 프로그램은 원자력 발전에

대한 태도 형성 및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둘째, 원자력 발전에 대한 태도 형성 및 변화는 어떤 과정을 겪는가?

셋째, 원자력 발전에 대한 태도 형성 및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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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서울에 소재한 J초등학교 6학년 한 반

30명을 대상으로 2018년 10월 1일에서 31일까지 5주 동안 숙의과정을

활용한 원자력발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들의 원자력발전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의 남

녀 구성은 남자 16명, 여자 14명으로 총 30명이다.

J초등학교는 전체적인 학업성취가 상위권에 속하며 교육에 대한 관심

이 높다. 다양한 사회적인 이슈에 관심이 많고 독서량이 풍부해 사전 지

식이 꽤 있는 편이다. 학생들의 이러한 특징이 초등학생에게 어려울 수

있는 숙의과정을 받아들이는 데 영향을 미칠 수 도 있다.

초등학생 6학년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6학년

2학기 사회과 ‘1. 우리나라의 민주정치’에서 “생활 속 민주주의 실천 사

례를 중심으로 민주주의 의미와 중요성을 파악하고,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해 봄으로써 민주주의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능력 및 태도를 함양

하도록 한다.”(교육부, 2015)라고 사회과 교육과정에 게시되어 있다. 원자

력발전과 같이 양측이 첨예하게 갈등하는 사안은 민주주의 안에서 합리

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다양한 측면에

서 학습하고 토론할 수 있어야 한다.

2)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 형성 및 변화의 과정을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질적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원자

력 발전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 형성 및 변화의 양을 알고자 한다면 양적

분석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하지만 본 연구는 태도의 형성 및 변화가

얼마만큼 일어나는지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기보다 태도의 형성 및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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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과정에 중점을 두어, 태도의 형성 및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과 이유

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에 질적분석방법이 더 적합하다.

원자력발전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주어진 항목을 선

택하는 설문지보다 태도의 형성 및 변화의 과정을 알 수 있도록 의견이

나 생각을 글로 쓰도록 하였다. 설문지의 경우 제대로 숙의과정을 겪지

않아도 선택으로 응답할 수 있다. 그러나 글은 모르면 쓸 수가 없기에

숙의과정을 지켜보기에는 글쓰기가 더 적합하다.

질적분석방법을 사용하기 위해 어떤 자료를 중점적으로 수집하느냐에

따라 상황에 대한 이해와 연구 문제의 구체화 정도가 달라진다. 따라서

자료 수집은 분석과 이해를 위해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조영달, 2015).

이 연구에서는 자료 수집을 위하여 수업에 참여 관찰하여 녹음하고 학습

지를 활용하며 면담하는 방법을 활용했다.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 관찰하고 녹음한다. 참여 관찰이라는 용어 자체는 모순적인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관찰자의 역할에 소홀하게 되고, 관찰자로

만 머무르면 참여가 어렵다(조용환, 1999). 참여 관찰자들의 연구 유형을

Spradley(2006)는 연구 대상의 활동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 비참여부터

수동적 참여, 중간 수준 참여, 적극적 참여, 완전 참여로 구분하였고,

Gold(1958)는 완전한 참여자(complete participant), 관찰자로서의 참여자

(participant-as-observer), 참여자로서의 관찰자(observers-participant), 완전

한 관찰자(complete observer)라고 표현하였다.

연구자는 본 연구 수업을 진행하는 진행자로서 외부에서 관찰만 하는

비참여와 완전한 관찰자가 되면 학생들과 상호작용을 할 수 없어 학생들

의 이해 수준을 파악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연구 대상에 완전 참여와

완전한 참여자가 되었을 경우, 수업의 흐름이 잘못되었을 때 바로 잡을 수

없다. 그리하여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이해 수준을 높이는 질의응

답을 하고, 논쟁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등의 참여를 통해 태도 형성 및

변화를 돕는다. 그렇기에 연구자는 Spradley(2006)와 Gold(1958)가 말하는

‘중간 수준 참여’와 ‘관찰자로서의 참여자’의 위치를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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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연구자는 전 차시의 수업을 녹음하여 교사와 학생, 학생 상호간

에 발언한 것 중 유의미한 대화를 기록한다. 수업 중에 알아채지 못했던

발언들을 통해 학습자의 태도 형성 변화 과정을 파악할 수 있고, 이를

분석하여 면접할 학생들을 선출할 수 있다.

둘째, 학습지를 분석한다. 학생들은 9차시 동안 7번의 학습지를 작성

하는데 이 학습지를 통해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충

분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원자력 발전에 대한 학습자의 입장과 그

이유를 쓰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원자력에 대한 태도의 형성

및 변화를 알 수 있다. 학습지의 목적과 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 Ⅰ-1] 학습지의 목적과 항목

회차 실시 목적 학습지 항목

1 1,2차시

· 원자력 발전에 대한 사전 정

보 확인과 숙의과정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숙의과정 전 입

장을 확인

· 원자력 발전에 대한 사전

정보 확인

· 숙의과정 전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에 대한 나의 입장

과 이유

2 3차시 · 원자력 발전의 ‘안전’, ‘경제’,

‘국가산업’, ‘환경’의 4가지 관점

으로 학습하는 것은 학생들의

원자력에 대한 태도의 형성 및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에

대한 나의 입장과 이유

3 4차시

4 5차시

5 6차시

6 7차시

· 4가지 관점을 통합하여 보는

것은, 원자력발전에 대한 태도

의 형성 및 변화에 어떤 영향

을 미치는가?

7 9차시
· 토론을 통해 학생들의 태도

는 확고해 지는가, 변하는가?

·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과 이유

· 숙의과정을 활용한 원자력

발전 교육 프로그램을 마치

며 느낀 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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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면접을 실시한다. 면접은 개인이 어떤 특정 대상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

을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그리하여 특정 학생을 선정하여 2차례

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은 오전 8시 30분에서 9시까지 30분 동안에 걸

쳐 이루어 졌다. 면접 장소는 학생들이 자주 사용하는 상담실로 택하여

익숙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1차면접은 학습지를 분석하여 태

도의 형성 및 변화가 있거나, 태도를 유지하는 학생 6명을 아래 기준에

의하여 선출하여 진행하였다. 2차면접은 토론을 통한 태도의 변화를 경

험한 학생 3명을 선출하여 진행하였다. 면접하기 전에 본 면접을 하는

목적에 대하여 학생들에게 설명하였고, 면접을 녹음하여 연구에 활용한

다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면접 선출 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Ⅰ-2] 피면접자 선출 기준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대한 태도 형성 및 변화

태도의 형성
판단 유보 → 건설 중단

판단 유보 → 건설 재개

태도의 유지
건설 중단 → 건설 중단

건설 재개 → 건설 재개

태도의 변화
건설 중단 → 건설 재개

건설 재개 → 건설 중단

면접방식은 집단 면접 방식을 사용하였다. 집단 면접은 동료 간의 상

호작용을 통하여 서로 간의 사고와 대화를 촉진시킨다(Lewis, 1992). 집

단 면접으로 연구자와의 낯선 면접으로 생길 수 있는 학생들의 긴장을

완화할 수 있었고, 태도가 다른 학생들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자연스럽게 형성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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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바탕으로 한 자료수집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Ⅰ-3] 자료수집방법

자료 내용

참여

관찰 및

녹음

연구자는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이해 수준을 높이는

질의응답을 하고, 논쟁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등의 참여를 통해

태도 형성 및 변화를 돕는다. 또한 9차시 수업을 녹음하여 교사

와 학생, 학생 상호간의 유의미한 대화를 분석하여 학생들의 태

도 형성 및 변화를 확인 함

활동지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의 논쟁을 4가지 관점(안전, 경제,

국가산업, 환경)으로 학습할 때 학생들에게 배부되는 자료집이자,

학습자들의 원자력발전에 대한 태도 형성 및 변화 과정을 확인

할 수 있는 주요 자료가 되고, 이를 근거로 면접 학생을 선출함

면접

원자력 발전에 대한 학습자들의 태도 형성 및 변화 이유와

과정을 자세히 알 수 있고, 질문을 통해 태도 이외의 숙의과정

에서 일어난 유의미한 변화를 알아낼 수 있음

3) 자료 분석 방법

분석은 자료를 수집하면서 지속적으로 수행했다. 수업장면을 녹음한

것과 면접을 녹음한 것의 전사본과 학습지를 여러 차례 읽으면서 주제와

관련해 의미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줄을 긋거나 메모를 했다. 전사내

용 중 의미 있는 부분은 따로 떼어서 엑셀 프로그램의 셀에 붙여 넣으며

내용을 정리한 뒤, 내용에 따라 범주화를 시도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영

역에 따라 분류를 하면서 연구 질문에 맞는 주제를 도출했다.

시각화 작업을 통한 분석도 병행했다. 표를 만들어 연구 참여자의 태

도 형성 및 변화를 정리했으며, 다양한 그래프를 만들어 태도의 변화 과

정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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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절차

본 연구를 위해 원자력발전과 관련한 국내외 교육과정과 원자력발전

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원자력발전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현 주소와 실태를 파악한다. 또한 이번 신고리 5·6호기 건설여부를 결정

하기 위해 시민대표단에게 적용되었던 숙의과정에 대하여 분석하여 본

원자력발전 교육 프로그램에 숙의과정을 활용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알아본다.

프로그램을 설계하기 위해 연구자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에

서 작성한 3권의 자료집(신고리 5·6호기, 2018, 2017a, 2017b)을 읽고, 신

고리 5·6호기 위원회 누리집(http://www.sgr56.go.kr)의 시민참여자 대상

온라인 강의를 듣는다. 그리고 신고리 5·6호기와 관련된 숙의과정 프로

그램 전반과 건설 재개와 건설 중단 양측 입장을 분석하여 ‘숙의과정을

활용한 원자력발전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안한다.

‘숙의과정을 활용한 원자력발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알고자 하는

연구 문제를 도출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 문제를 알아내

기 위한 연구 대상과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 분석 방법을 선정한다. 이후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연구대상을 선출하고, 연구대상의 특성을 파악한

다. 앞서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가 사회적 논쟁

이 된 배경과 이유를 설명함으로써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숙의과

정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한다. 학생들로 하여금 가상으로 신고리 5·6호

기 공론화 과정 10대 시민대표단으로 참여한다고 하여 원자력발전을 둘

러싼 갈등의 실재성을 느끼고, 최종 결정의 책임감을 느껴 진지하게 본

프로그램에 임하도록 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대한 양측의 주장을

4가지 관점(안전, 경제, 산업, 환경)으로 학습하고 학습지에 자신의 태도

를 그 이유와 함께 쓰도록 한다. 연구자는 학습지를 분석하여 원자력발

전에 대한 태도의 형성이나 변화가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1차면접을

진행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를 두고 토론을 하는 동안 연구자

는 학생들의 토론에 참여 관찰하고 녹음하여 학생들의 말을 분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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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의 형성과 변화가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2차면접을 진행한다. 학

습지와 면접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 질문에 대한 답을 범

주화하고, 시각화하여 해석하고 결론을 도출한다.

[그림 Ⅰ-1] 연구 절차

숙의과정에 대한 분석

⇩

원자력발전에 대한 국내외 교육과정 및 교육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원자력발전 교육 현 실태를 파악하기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자료집 및 누리집 자료를 분석하기

⇩

‘숙의과정을 활용한 원자력발전 교육 프로그램’ 구안하기

⇩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 선정

⇩

오리엔테이션 실행하기

⇩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를 안전, 경제, 국가산업, 환경의 4가지

관점으로 학습하기

⇩

학생들의 학습지 작성하기

⇩

학습지 분석하여

태도의 형성 및 변화가 있는 학생을 선출하여 1차 면접하기

⇩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를 두고 토론하기

⇩

토론을 녹음하여 내용을 분석한 후,

태도의 형성 및 변화가 있는 학생들 선출하여 2차 면접하기

⇩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석하여 결론을 도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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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숙의과정

그동안 우리 정부는 정책 방향을 정한 뒤, 그것에 동의하는 전문가를

내세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경향을 보여 왔다. 그런 일방적인 정부의

정책결정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은 시민들인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런 정책방식을 ‘전문가주의’라고 한다. 원자력기술은 첨단 과학기술이

기에 관련 정책의 수립에는 전문적 지식이 요구된다는 이유로 원자력정

책은 전문가집단위주로 이루어졌고 과학적 지식을 보유하지 못한 일반대

중의 배제는 당연시되어왔다. 원자력발전 정책의 시작은 물론이고 추가

건설과정이나 향후의 추가 건설계획에 대해 대중의 동의나 합의를 구하

지 않았다. 하지만 대중은 원자력과 관련해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에는 거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딜레마적

상황에 처해 있다(윤순진, 2005). 보수단체들과 일부 언론들은 ‘전문가주

의’ 입장에서 이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바라보았다. ‘일반시민들이

원자력발전을 비롯한 에너지 문제와 같이 중요한 정책 결정에 참여할 능

력이 있을까?’하는 비난이 보수단체와 일부 언론에 있었다(윤순진, 2018;

구도완, 2017).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는 최초로 일반시민을 원자력발전정책에 참여하

게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첨예한 갈등상황을 보이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재개여부를 시민이 참여하여 공론화를 통해 정책결정

을 한 것은 그동안의 행보에 파격적인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

으로 지난 공론화에서 시민참여단 참가자들은 숙의과정을 통해 전문가들

이 결정했던 이슈에 대해서도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

었다. 학습과 토의하는 숙의과정에서 진지하고 열정적인 참여가 가능한

시민의식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사회에 숙의 민주주의5) 가능성을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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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었고, 에너지 정책 결정의 민주화를 증진시켰다. 또한 3차례의 설문조사

결과, 숙의 진전에 따라 시민들의 선호 전환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은 공적

의사 결정을 할 때, 시민 의견의 단순 선호 취합이 아니라 숙의를 거친 판

단을 중시하는 숙의 민주주의가 바람직함을 보여 준 것이다(이영희, 2018).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뿐만 아니라 최근 국내외 환경정책결정에 있어

서 숙의과정을 활용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이영희, 2017; 조현석,

2006; 한상진, 2005; Munton, 2003). 숙의과정을 민주주의 확장과 심화를

위한 유력한 수단으로 파악하는 견해가 만연하는 가운데 과연 숙의가 무

엇인지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숙의에 대해 조현석(2006)은 참여자들이 학습과 토론, 성찰을 통해 자

신들의 판단, 선호, 태도를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이며 이러한 전환은 토

론에 기초한 설득과 상호학습을 통해 일어난다고 했고, Dryzek(2000)은

이를 ‘숙의적 전환’이라고 표현했다. Meadowcroft(2004)는 공익은 새로운

통찰에 의해 애초의 관점을 변형시키는 숙의과정을 통해서만 획득될 수

있다고 했고, Fishkin(1993), Elster(1998), Young(2004)에 의하면 개인은

합리적 결정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며, 숙의

를 통해 개개인의 선호가 변환될 수 있다고 했다.

숙의는 공론화 과정에서 일반 국민들의 의사결정 단계에서 핵심적인

도움을 준다. 공론화에 참여하는 시민참여단은 처음에는 공론화의 쟁점

혹은 의제에 대해서 자신의 막연한 생각을 갖고 공론화에 임한다. 그러

나 숙의를 거치면서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고 상호 간에 열띤 토론을

펼치면서 자신의 선호 또는 태도의 변화를 경험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숙의과정 또는 숙의 프로그램은 시민참여단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공유하며, 또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토론하도록 하여 토론 참여자간 상

호 공감과 신뢰가 형성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시민참여단 모두가

합리적이며 심사숙고한 선호의 변화가 촉발되도록 한다. 이러한 숙의의 중

5) 숙의 민주주의는 현존하는 대표적인 정치체제인 대의 민주주의(representative 

democracy)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대의 민주주의는 시

민들이 투표로써 정책을 결정하는 것에 반해 숙의 민주주의는 투표에 선행하는 이성적 

토론과 공공의 성찰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 접근방식이다(Munton, 2003; 한상진,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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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기능 때문에 공론화 과정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최종 의사결정에 앞

서 숙의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된다(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 2018).

그렇다면 원자력 발전 교육에 왜 숙의과정이 필요한가? 환경문제의 대

부분이 과학기술영역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에 숙의과정이 필수적이다

(윤순진, 2007). 특히 원자력발전에서의 논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하고, 안전, 경제, 환경, 정치 등 다면적인 차원에서 판단해야 할 문

제이기에 사전 정보와 고민 과정 없이 즉자적으로 판단하여 투표하는 대

의 민주주의적 정책결정은 적합하지 않다. 다면적인 차원을 고려하여 학

습하고 토론하는 숙의과정으로 접근해야 한다. 김명식(2012)은 원자력

문제는 충분한 숙고를 필요로 하고, 원자력발전으로 인한 이득은 현 세

대가 누리지만, 원자력발전이 남긴 핵폐기물의 위험을 미래세대가 감당

해야 하기 때문에 미래세대는 이 문제에 대해 숙고해야 할 필요성이 강

조했다.

숙의과정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참여자들의 태도 변화에 얼마나 영

향을 미쳤을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 결과 보고서(2017)에 따

르면 오리엔테이션 후 1차 설문에서 건설 재개가 36.6%, 건설 중단이

27.6%, 판단유보가 35.6%였다. 자료집 및 이 러닝을 학습한 후, 건설 재

개가 44.7% 건설 중단이 30.7% 판단유보가 30.7%였다. 2박 3일 진행된

종합토론회 후 마지막 조사에서 건설 재개가 57% 건설 중단이 39.4%

판단유보가 3.3%였다. 이것을 보면 3차례의 설문조사 결과와 숙의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입장의 전환이 많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건설

재개와 중단에 대한 시민참여단의 의견 변화를 살펴보면 숙의과정을 거

친 이후 43.3%가 입장을 바꾸었다. 이를 통해 숙의과정이 효과가 있었다

고 평가할 수 있다. 의견을 그대로 유지한 경우라 하더라도 내면적인 변

화와 성찰을 경험하였다고 하는 시민참여단의 인터뷰에서 숙의 과정의

효과를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중대한 사안일수록 단순 선호 취합이 아

니라 숙의과정을 거친 판단이 바람직함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숙의과정이 필요한 미래세대인 초등학생

6학년 30명에게 숙의과정을 활용한 원자력발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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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고자 한다. 이 숙의과정을 통해 원자력발전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

형성과 변화 과정을 지켜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숙의과정은 총 9차시

의 학습과 토의를 말한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숙의과정이 태도의

형성과 변화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았기에 숙의과정을 활용한 원자력

발전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원자력발전에 대한 태도가 형성되거나 변화

할 것으로 예측하고 그 과정을 지켜보고자 한다.

2. 논쟁수업으로서의 원자력발전 교육

학생들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갈등들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공간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이러한 갈등을 외면하거나, 보편

적인 정답인 있는 것처럼 교육한다. 사회적으로 논쟁이 벌어지는 주제를

교육 현장에서 외면할 때, 학생의 주체적인 판단 능력은 저하된다. 원자

력발전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복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더구

나 미래세대인 학생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는 논쟁을 학교에서 다루어

학생들이 주체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는 어떻게 원자

력발전과 같은 논쟁을 교육할 수 있나? 원자력발전과 같은 논쟁을 다루

는 수업은 ‘과학 관련 사회·윤리적 문제(Socioscientific Issues, SSI) 수

업’과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기반을 둔 논쟁수업’을 들 수 있다. 이를 논

의하는 것은 본 연구의 필요성과 숙의과정의 정당성을 부여한다.

사회과에서 쟁점중심 토론수업에 활용되는 대표적인 수업모형으로는

Oliver&Shaver의 하버드 모형(1966), Banks의 의사결정 모형(1988),

Johnson와 Johnson의 Pro-con 모형(1994) 등이 있다. 이러한 수업 모

형들은 1960년대 이후 증가하는 사회적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것

으로 쟁점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의견에 대한 합리적인 분석을 통해 의

사결정능력이나 문제해결력 등 고차원적 사고를 함양하는 것이 목적이

다. 그러나 위와 같은 모형들은 일반적인 사회적 쟁점을 학습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원자력발전과 같이 과학기술이 야기한 쟁점을 중심으로 하는

토론수업에 적용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원자력발전과 같은 쟁점은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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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관점과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므로 이를 바탕으로 하는 숙의적 토론이

필요하다(주주자, 2013).

원자력발전과 같은 과학기술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면서

과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다. 과학 관련 사회·윤리

적 문제(Socioscientific Issues, SSI)는 과학과 관련된 사회적·윤리적·도

덕적 문제로써, 원자력발전과 같이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되어 있는 문제들이 이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SSI는 과학적 가치뿐만 아

니라 사회․윤리적 가치도 내포하여 복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며, 하나

의 쟁점에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서는 쟁점이 지닌 복잡성을 이해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쟁점을 이해할 필

요가 있다(Sadler et al, 2004). 그렇기에 원자력발전과 같은 SSI 수업은

한 쟁점을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학습하고, 서

로 다른 관점을 지닌 학생들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가는 토론 수업으

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SSI 교육은 사회적 쟁점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바람직한 태도를 길러줄 수 있다(최경희, 2002).

본 연구의 ‘숙의과정을 활용한 원자력발전 교육 프로그램’ 역시 다양한

관점에서 원자력발전을 이해하고, 서로 다른 관점을 지닌 학생들이 합리

적인 해결을 위해 토론한다는 점에서 SSI 수업의 추구하는 방향과 일맥

상통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램이 SSI 수업의 하나의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

최근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기반을 둔

논쟁수업’을 추구하고 있다. ‘보이텔스바흐 합의’란 보수와 진보의 갈등

이 첨예했던 구서독에서 1976년에 청소년이 사회적 다양성에 대해 이해

하고 주체적인 판단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보수·진보 양진영이 합의

한 교육 원칙을 말한다. 이후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독일만 아니라 많

은 나라에서 보편적 교육원칙으로 교육 현장에 적용 중이다. 여기서 말

하는 교육원칙이란, ‘첫째 학생에게 강압적인 교화와 주입식 교육의 금

지한다. 둘째 학문적, 사회적 논쟁 상황이 교실수업에서 그대로 드러나

게 한다. 셋째 학생 실생활과 관련 있는 주제에 대해 학생 자신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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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라는 것을 말하며(서울시교육청,

2017) 자세한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Ⅱ-1]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세 가지 원칙

강압성 금지의

원칙

학생에게 ‘올바른 견해’라는 이름으로 특정 이념이나 주

장을 강제로 주입해서는 안 되며 학생 스스로의 판단 과

정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논쟁성 재현의

원칙

학문적, 사회적 논쟁은 수업에서도 논쟁적으로 다루어

져야 한다. 또한 이와 관련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이

를 바탕으로 대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학생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학습자 이익의

상관성 원칙

사회적 논쟁이 학생 자신의 이해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

는지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논쟁에 대한 자신의 관점과

입장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여 스스로 역량을 기를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기반 한 논쟁수업’은 원자력발전과 같은 사회적

쟁점에 대한 학생의 판단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것으로 다양한 관점과

해석을 바탕으로 스스로 토론하고 비판․숙고하며 상호 인정과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중점을 둔다(서울시교육청, 2018).

본 프로그램의 교육목표인 원자력발전에 대한 태도 형성 및 변화는 보

이텔스바흐 합의에 기반을 둔 논쟁수업과도 일맥상통한다. 첫 번째 ‘강압

성 금지의 원칙’에서처럼 연구자는 논쟁의 중립자로서 특정 이념이나 가

치, 특정 사실이나 증거를 강조하지 않고 학생 스스로의 판단과정을 중

요시 한다. 두 번째 ‘논쟁성 재현의 원칙’에서 논쟁수업 시 실제 쟁점을

학교 수업에서 재현해야한다고 한다. 본 연구는 2017년 신고리 5·6호기

건설여부를 두고 공론화에 부쳤던 실제 쟁점을 수업으로 재현하였다. 세

번째 ‘학습자 이익의 상관성 원칙’과 같이 본 연구는 신고리 5·6호기 건

설여부가 학생 자신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

할 수 있도록 한다.

원자력발전이 미래세대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볼 때, 원자력발전



- 17 -

관련 교육은 논쟁수업으로서 학교에서 교육되어야 함은 분명하다. 그러

기에 원자력발전과 관련한 교육과정과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며

본 연구를 위한 ‘숙의과정을 활용한 원자력발전 교육 프로그램’이 하나의

구체적 방법이 될 수 있다.

3. 원자력발전에 대한 국내외 교육과정 선행연구 검토

어린 세대들은 특정 과학기술과 직접 상호작용하거나 그것이 야기할

위험을 직접 경험할 기회를 갖지 못하기에 준비된 교육과정을 통해 해당

과학기술이 제공할 편익과 위험성에 대해 교육되어야 하며 그러한 교육

을 통해 해당 과학기술에 대한 태도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 원자력발전

기술이야말로 균형 잡힌 정보와 지식이 교육과정을 통해 제공될 필요가

있다(윤순진, 2013).

원자력발전에 대한 국내 교과서를 분석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

봉우(2009)는 국내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는 원자력에 대한 학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2015 개정교육과정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에

서 살펴보아도 초등에서는 ‘원자력’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국내 초등

교사들의 원자력 이해수준도 매우 낮고, 학교 현장에서는 원자력 교육이

거의 실시되지 않는 실정이다(구정우, 2015). 심지어 중등교육과정에서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만을 다루거나 원자력발전을 확대하는

관점으로 교육을 하기도 했다(오규진·홍대길, 2010).

원자력발전에 대한 국외 교과서를 분석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미

국은 원자력 에너지의 이해를 위한 교육에 그쳤고(이봉우, 2009),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중 이바라키 현에서는 원자력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하는

데 그쳤다(이면우, 2009). 이지희(2018)는 쟁점 관점에서 원자력발전 교

과서 내용을 분석하여, 국내외 교과서는 쟁점 수업에 활용될 자료로 부

족하다고 하였다. 한편, 독일은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찬성/반대의견을 정

치, 경제성, 환경보호, 안전성 이라는 4가지 측면에서 다면적으로 학습

및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태도를 형성하도록 한다(윤순진, 2013)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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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바람직하다.

원자력 에너지가 차지하는 사회적인 위험과 중요성에 비해, 독일을 제

외한 국내외 교과서는 원자력발전 교육을 하기에 부족하다. 현재 한국의

원자력발전 교육은 원자력발전에 대한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하거나 객

관적인 사실을 제공하고 비판적인 사고를 키우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방향이 아니라 원자력발전의 문제점에 대해 침묵하거나 원

자력발전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

한 원자력발전에 대한 학교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이

루어져야하는지에 대해 별로 연구가 없다. 그러므로 충분한 정보를 제공

하여 토론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4. 원자력발전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본 연구는 초등학교 6학년생의 원자력발전에 대한 태도 형성과 변화

과정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원자력발전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조사하

기 위하여 일반 시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찾아보았다. 그 결과,

일반 시민, 대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존재했으나, 초등학

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없었다. 아마도 초등학생이 원자력발전에 대해

인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그리하여

여기에서는 최근 국민들 대상으로 이루어진 원자력발전 인식조사와 대학

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최근 한국원자력학회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2018년 8월 6∼7일 양일

간 만 19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원자력발전에 대한 인

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원자력발전의 확대(37.7%)와 유지(31.6%)

해야 한다는 비율의 합이 69.3%에 달해 28.9%를 나타낸 축소해야한다는

비율에 비해 40.4%가 높았다(이재용, 2018). 이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최종 조사결과에서 원자력발전 축소를 선택한 비율(53.2%)이 원자력발전

의 유지(35.5%)나 확대(9.7%)에 비해 훨씬 높았던 결과와 상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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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최종 조사결과는 숙의과정을 거치고 난 후의 결

과이고, 위의 조사 결과는 숙의과정 없이 단순히 선호도를 물어보았기

때문에 이 결과를 가지고 국민의 목소리라고 대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설문을 아무리 한국리서치가 담당했다하더라도 설문 주체가 원자

력발전의 최대 이해관계자인 한국원자력학회이기에 이 역시 조사결과를

신뢰하기 힘든 이유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이 조사 결과를 일반 시민의

원자력발전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선행연구라 보기 힘들다.

문성채(2015)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원자력발전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조사였다. 강의와 패널토론을 적용한 교육을 실시한 후, 내린 최종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원전건설확대 의견은 24%로 그 근거로 원자력이

안정적 전력 공급 수단이자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친환경 에너지이기

에 경제 성장을 위해 원자력발전 건설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원전건설

축소 의견은 29%로 그 근거로 경제적 측면에서 원자력발전 건립은 경제

성이 낮고, 환경적 측면에서 안전성이 낮아 환경에 위험 요소가 있음을

강조했다. 현상유지 의견은 47%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학생들이

발전과 환경을 동시에 추구하는 과정에서 중립적 입장을 취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 2가지 주목할 만한 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학생들은 같은

정보를 가지고 강의를 듣고 토론을 하였지만 자신의 가치에 따른 판단으로

서로 다른 의사결정을 보였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같은 자료집을

배부하지만,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나 가치관에 의해 다른 태도를

보일 것이라 예상한다. 두 번째는, 이 연구에서 학생들은 처음에 경제적

측면에서 원전찬성입장을 보였는데, 패널토론 후, 경제적 측면에서 원전

건설반대가 21%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런 변화의 이유는 원자력발전이

사고위험 비용, 사회적 합의 비용, 유지 및 폐기물 처리 비용 등 총 비용을

계산했을 때 비경제적이라는 의견을 받아들여 의사결정 변화를 보인 것

이다. 이를 통해 학습 후 토론을 통해 많은 태도의 변화를 보였다는 점

이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서 시민대표단들 역시 종합토론회를 통해

많은 태도의 변화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도 원자력발전에 대해 학습한

후, 토론을 통해서 많은 태도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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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영(2012)은 225명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SSI 중에서 원자력발전과

기후변화의 맥락에 따라 인성적 태도와 가치관에 대해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인성과 가치관을 생태학적 세계관, 사회·도덕적

공감, 사회적 책임감에 기반을 두어 검사 도구를 개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학생들은 기후변화에 대하여 높은 인성적 태도와

가치관을 보이고 있었으나 원자력발전에 대해서는 비교적 낮은 인성적

태도와 가치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자력발전 맥락과 기후

변화 맥락을 비교하였을 때, 학생들이 원자력발전 관련 교육을 받거나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으며, 자신의 일상생활환경과

동떨어져 있다고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 또한 기후변화 맥락에서는

인간(개인)의 활동이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여 학생이

행동을 취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했으나, 원자력발전 맥락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은 자신들의 삶과는 거리가 있으며 단순히 과학기술이 발전

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책임의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장지영(2012)의 연구를 통해 본 연구를 위한 ‘숙의과정을 활용한 원자력

발전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유의할 점을 찾을 수 있었다. 유의할

점은 첫째, 원자력발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나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음을 이해하도록 한다. 둘째, 원자력발전으로 인한 혜택과 문제

점은 우리 국민 전체의 삶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한다. 셋째,

원자력발전은 과학기술 문제가 아닌 과학 관련 사회적 쟁점임을 알도

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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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프로그램 개발

1. 프로그램 설계

1)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과 목적

본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원자력발전 그 자체가 아니다.

원자력 발전의 장・단점을 파악하려는 것도 아니다. 학생들이 원자력발

전에 대해 어떻게 바라볼지 태도를 형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원자력발

전이라는 위험기술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보았을

때, 미래세대인 학생들이 원자력발전이 지닌 복합성을 이해하고, 자신만

의 태도를 형성하도록 하는 것은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원자력발전

이라는 쟁점에는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원자력발전을 바라보는 다양

한 관점이 존재한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쟁점이 지닌 복잡성

을 이해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쟁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에 대한 교육과정이나 프로그램은 거의 연구되지 않고 개발되지 않았

다. 더구나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와 프로그램은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래세대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원자력발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원자력발전 교육 프로그램은 원자력발전에 대한

과학기술과 더불어 사회·윤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학습하고, 서로 다른 관점을 지닌 학생들

과 토론하는 숙의과정을 거쳐 결국 자신만의 태도를 형성하거나 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숙의과정을 활용한 원자력발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실시하여 원자력발전에 대한 태도 형성 및 변화의 과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원자력발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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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그램의 자료

숙의를 통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 필요한 것은 숙의의

토대가 되는 객관적인 자료나 정보에 대한 접근과 이를 통한 학습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와 자료들이 균형 잡힌 방식으로 참여자들의

눈높이에 맞게 충분히 제공되었는지, 실제로 그러한 정보와 자료의 학습을

통해 참여자들의 지식수준이 높아졌는지가 중요하다(윤순진, 2018). 원자

력발전과 같은 논쟁수업에 있어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주체와 출처는

숙의과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만약 원자력발전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교사가 제공하는 경우, 교사의 가치관이나 다른 특성으로 인해 자료나

정보의 내용과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이 숙의에 필요한 충분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습득하는데 한계가 있다. 정보와 자료의 출처를 교사로

하는 것이 불완전하다고 해서 이를 학생으로 하기에도 무리가 있다.

주요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언론사에 따라 원자력발전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기에 학생들이 정보 습득의 주체가 되어 온라인이나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자료를 탐색하는 것 역시 충분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습득하는 데

한계가 있다.

원자력발전과 같이 갈등이 첨예한 논쟁에는 전문가 양측의 상반된

주장이 있어 제 3자의 입장에서 양측의 입장을 검토한 자료가 필요하다.

실제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자료집(2017b)에 서로 상반된 주장6)이

있어 공론화 위원회에서 이를 두고 검토하는 작업을 하였다. 공론화

자료집에서는 교차검증 후 양측이 수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측 의견을

각주로 표기하도록 하였다. 공론화 위원회와 같이 제 3차의 입장에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면 서로 다른 주장으로 정보의

신뢰성을 가지고 논쟁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된다면 숙의는 불가능

하다. 따라서 원자력발전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양측의 주장을

6)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자료집(2017)에서 앞으로의 원전 개수에 대해 건설 중단측은 

줄어들 것이라고 했으나 건설 재개측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World Energy 

Outlook 2016). 신고리 5․6호기 사고가 발생하면 건설 중단측은 최소 대피 여유시간

을 7시간으로 보았고, 건설 재개측은 최소 60시간으로 보았다. 이렇듯 공론화 자료집

에는 하나의 쟁점에 다른 근거를 내세워 주장하는 것을 꽤 자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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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자의 입장에서 검토한 자료는 진정한 숙의과정을 위해 필요하다.

그리하여 본 연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숙의를 위한 정보와

자료 제공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자료집(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

2017b)을 바탕으로 하여 초등학교 6학년 수준으로 바꾸어 개발하였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자료집은 자료집 초안을 양측이 상호 교차 검토

한 후 위원회에서 위촉한 자료 검증 전문가 그룹이 제3자 입장에서 자료

집에 인용된 데이터와 출처에 대해 검증하는 방식을 취했다. 자료 자체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비판(윤순진, 2018)이 있지만, 원자력

발전에 대한 양측에 입장을 검토하고 검증한 자료라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숙의과정을 활용한 원자력발전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이에 따른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할한 후 에너지 정책 전문가 1인과 현직 교사 3인,

환경교육전공 대학원생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여러 차례 실시하여 수업과

교수학습 자료의 적합성을 점검하였다.

3) 프로그램의 주제

원자력발전 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기존에 자주 쓰인 주제는

‘원자력발전 건설의 찬반 논쟁’이였다. 하지만 이 주제는 실제성이 떨어

진다. 학생들이 생각하기에 자신들의 실생활과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생각하여 깊이 성찰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실제 쟁점을 가지고 와

다루는 것은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사회적인 쟁점이 되었던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를 주제로 다루고자 한다. 2017년 9월에 시

민대표단에게 공론화하였던 상황을 교실에서 비슷하게 재현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인 J초등학교 6학년 30명에게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를

결정할 10대를 대표하는 시민대표단이라고 가정하고, 실제처럼 건설

여부를 위한 투표도 실시한다. 이러한 가상의 진입은 학생들이 학습에

임할 때 책임감과 긴장감을 주어 더욱 몰입하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

독일의 보이스텔스바흐 합의에 기반을 둔 논쟁수업의 원칙 중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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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성 재현의 법칙’이라는 것은 실제 쟁점 사항들을 가지고 와 비판적

으로 이해하고 다원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하였다.

4) 프로그램의 흐름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발전 교육 프로그램의 순서에 있어서 신고리 5․6

호기 공론화 위원회가 진행했던 숙의과정7)의 흐름을 그대로 적용하나

초등 6학년 학생들 수준에 맞게 쉽게 변형하여 적용하려고 한다. 그리하

여 본 연구에서 활용할 원자력발전 교육 프로그램은 오리엔테이션과 숙

의과정으로 이루어지며 숙의과정은 다시 학습과 토론으로 나뉜다. 구체

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리엔테이션은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중단이 사회적 쟁점이 된

이유와 공사 재개/중단을 둘러싼 입장을 간략히 공유하며, 앞으로 진행

될 프로그램에 숙의과정이 필요한 이유와 숙의과정 전반에 대한 안내를

하는 시간이다. 본격적인 숙의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학생들의 적극적

인 참여를 유도하는 과정이다.

숙의 과정은 학습과 토론으로 나뉜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숙의란

특정 사안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여 충분히 논의하는 것을 말한다. 충분

한 양의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 깊이 생각하는 것이 학습의 단계이고,

학습을 바탕으로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토론이다. 숙의 과정에서 학습과

토론은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학습하고 토론하지 않는다면 개

인의 깊이 있는 학습은 아리우지나 상대방과 토론하며 일어날 수 있는

성찰과 선호의 변환은 없을 것이다. 또한 학습이 없는 토론은 합리적인

결정과 먼 가치 언쟁이 되거나 근거 없는 정보들이 난무하여 깊이 있는

성찰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학습과 토론하는 숙의과정은 본 연구

의 핵심 교수학습방법이다.

7) 공론화위원회는 약 한 달가량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숙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프

로그램은 오리엔테이션과 숙의 자료집, 이러닝(e-learning), 시민참여단전용 온라인

Q&A, 종합토론회 등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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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의 과정 중 학습에서 중요한 것은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 측

과 건설 측의 주장이 잘 드러나 있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를 위해 연구자는 양측의 입장이 주제별

로 정리를 한 숙의 자료집을 작성하여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숙의 자료집은 원자력발전은 주요 쟁점인 안전, 경제, 국가산업, 환경에

대해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과 건설 재개의 입장을 담은 자료이

다. 연구자는 숙의자료집을 제작하기 위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누리집(http://www.sgr56.go.kr/) 에 탑재된 양측 전문가들의 주제별 강

의를 듣고, 이와 함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자료집(신고리 5·6호기 공

론화,2017b)을 참고하였다. 이를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이해 가능하게

각색하고 정리하여 제작하였다. 숙의 자료집을 바탕으로 주제별 학습 및

조별 토의를 하여 원자력발전에 대해 심도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토의를

한다. 조별토의는 학생들 상호간 이해점검 및 의견을 공유하고, 의문점

을 생각해내어 더 깊은 숙의를 위한 것으로 의문점은 가정에서 온라인

학습을 통해 해결한다.

숙의 과정 중 토론은 앞서 학습한 것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학생들

은 4가지 주제별 강의 및 토의를 통해 어느 정도 원자력발전에 대한 태

도를 형성했을 것이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재개 중 하나의 태도

를 취해 주장하고, 반박하면서 원자력발전에 대한 태도가 더욱 확고해지

거나 토론을 통해 태도가 변할 수도 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백서

에서 시민대표단들은 마지막 건설 중단/재개의 결정을 할 때, 토론을 통

해 가장 많은 입장 변화가 있었다고 한다. 쟁점수업에서 토론을 주로

활용하는 이유도 쟁점에 대한 논증활동을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

능하기 때문이다. 토론의 중요성을 인식하기에 토론은 2회에 걸쳐 이루

어진다. 2회의 토론 후 마지막으로 시민대표단과 같이 최종결정을 한다.

본 연구의 ‘원자력발전에 대한 태도 형성’을 위한 ‘숙의과정을 활용한

원자력발전 교육 모형’과 ‘숙의과정을 활용한 원자력발전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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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차시 교육 내용 학습지 면접

오리엔

테이션

1

2

· 신고리 5,6호기 건설로 인한 갈등 들여다보기

· 공론화와 숙의과정의 필요성 인식

· 10대 시민대표단으로 위촉장 수여

1차

숙

의

과

정

학

습

3
· 다양한 관점 학습 및 조별 토의 (1)

- 원전은 안전한가요? (안전)
2차

4
· 다양한 관점 학습 및 조별 토의 (2)

- 전력공급․전기요금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경제)
3차

5
· 다양한 관점 학습 및 조별 토의 (3)

- 국가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산업)
4차

6
· 다양한 관점 학습 및 조별 토의 (4)

-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환경)
5차

7 · 4가지 관점을 종합하여 바라보기 6차 1차

토

론

8 · 1차 토론하기

9 · 2차토론 후, 최종 결정하기 7차 2차

오리엔테이션
                 숙의과정

                                              

학습
                                                                                                                 

토론
                                

· 원자력발전에 대한 이해

· 원자력발전 찬반주장 들어

보기

· 숙의과정의 필요성 인식

· 숙의 자료집 배부

· 다양한 관점 학습 및

조별 토의 (안전, 경제,

국가산업, 환경)

· 온라인 조사학습

· 토론하기

· 최종 의사결정

[그림 Ⅲ-1] 숙의과정을 활용한 원자력발전 교육 모형

[표 Ⅲ-1] 숙의과정을 활용한 원자력발전 교육 프로그램

(* 1차시의 소요시간은 40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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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업지도안 구성

1) 오리엔테이션

오리엔테이션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중단이 사회적 쟁점이 된

이유와 건설 재개/중단을 둘러싼 입장을 간략히 공유하며, 앞으로 진행

될 프로그램에 숙의과정이 필요한 이유와 숙의과정 전반에 대한 안내를

하는 시간이다. 또한 공론화의 10대 시민대표단으로 선정되었다고 가정하

며 앞으로의 숙의과정에 책임감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과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천명하고 신고리

5 6호기의 공사 중단을 공약하였으나 신고리 5 6호기의 종합공정률이

29%에 이르러 공약 그대로 공사를 중단하기 보다는 사회적 공론화를 통

해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공사

가 진행 중인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를 공론화에 부쳤다. 신고리 5·6

호기 건설이 사회적 쟁점이 된 이유를 확인하고, 이러한 쟁점이 공론화

의 대상이 된 것은 한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의미 있었던 일이며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생각해 보도록 하였다.

이번 공론화에서 시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였는데 이것을 숙의라고 하고 이 숙의가 공론화의

핵심적인 과정 이였음을 설명한다. 그리하여 앞으로 원자력발전에 대해

다양한 관점으로 학습하고 조별로 토의하며 토론에 참여하는 숙의과정을

거친 후 최종 결정에 참여하게 됨을 안내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를 고민하기 전에 국내·외의 원자력발전 현

황을 살펴보고 신고리 5·6호기가 필요한지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

라의 전체 발전설비에서 생산되는 총 발전량 중 원자력에 의한 발전량은

총 발전량 대비 약 30%에 해당하고 현재 총 24기의 원전을 운전하고 있

으며 총 5기의 원전을 건설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현재 전 세계 31개국

에서 원전 446기를 운전 중이다. 원전 최다 보유 국가는 미국으로 총 99

기를 운영 중이며, 최대 원전비중 국가는 프랑스로서 발전량의 72%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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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여름보다 더 뜨거운 이야기

작년 2017년 여름 대한민국은 ‘신고리 5·6호기 원전을 어떻게 할 것

인가?’를 두고 뜨거운 논쟁이 있었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을

했어. “제가 대통령이 되면, 탈 원전으로 가겠습니다. 그 중 하나로 신고

리 5·6호기 공사를 중단시키겠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으

1,2차시-오리엔테이션

Ⅰ. 수업 목표

1. 신고리 5·6호기가 사회적 쟁점과 공론화의 배경이 된 이유를 알 수 있다.

2. 국내·외 원자력발전 현황을 알아보고, 10대 시민대표단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여부의 공론화에 참여한다.

Ⅱ. 교수․학습 활동

1. 교수 활동

원전에 의존한다. 이런 상황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위치한 신고리

5·6호기는 2017년 6월 기준 종합공정률이 29.5%였다.

2017년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두고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논쟁을

뉴스로 보고 신고리 5·6호기가 사회적 쟁점이 된 이유와 공론화와 숙의

과정의 필요성을 알도록 한다. 또한 ‘신고리 5·6호기 건설여부’를 정하는

공론화에 10대 시민대표단으로 선정되었음을 가정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의 숙의과정에 임하도록 하는 임명장을 수여한다. 단순히 ‘원자력

발전 건설의 찬성과 반대’라는 토론 주제는 현실성과 시급성이 떨어져

학생들의 흥미를 떨어뜨려 학습을 방해할 수 있다. 그렇기에 ‘신고리 5·6

호기의 건설여부’라고 공론화 주제로 정하기로 한다. 다음은 오리엔테이

션을 위한 수업지도안이다. 이 후의 것은 부록에 넣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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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당선되었을 때, 이미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30% 진행된 상태였어.

약속대로 공사를 중단시키려니 손해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반대했고, 공

사를 계속하려니 대통령이 공약을 안 지킨다고 반대했지. 정부는 어떠하

면 좋을까?

정부는 여태 전문가들을 불러서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했지. 일반 시

민들이 뭘 알겠냐는 거지. 그런데 이 번 만큼은 달랐어. 이 갈등을 해결

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모여 토의와 논쟁을 거쳐 민주적으로 의견을 모아

정책을 결정하기로 했어. 이것을 공론화라고 해. 무작위로 뽑힌 시민대표

단들이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여부’를 두고 90일 동안 공부하고 토

의하고, 토론했어. 이 일을 두고, 원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시민들이

무슨 결정권한이 있냐고 소리치는 사람도 있었고, 원전과 같이 시민들

삶에 큰 영향을 주는 정책결정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정부를 칭찬하

는 사람들도 있었어.

무작위로 뽑힌 500명의 시민대표단은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의 열쇠를

들고 모였어. 시민대표단은 원자력발전에 대해 찬성․반대하는 전문가들

의 목소리를 공평하게 들었어. 원자력발전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

은 후에 깊이 생각하고 전문가들과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찬반토론도 하

는 이른바 숙의과정을 거쳤지. 이 과정이 공론화에서 제일 중요하지. 처

음에 모였을 때, 찬성과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비슷했어.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아주 조금씩 격차가 벌어지더니 한 달 뒤 결전의 순간이

왔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 신고리 5·6호기가 지어진다면 너희와 같은 10대들은 신고리 5·6호

기와 오랜 시간을 함께 할 거야. 그런데 너희는 원자력발전과 신고리 5·6호

기에 대해서 얼마큼 알고 있니? 이미 지어졌고 앞으로 지어지게 될지도 모

르는 원자력 발전에 대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원자력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학교에서라도 배워야하는데, 교과서에는

원자력발전이란 말은 없어. 만약, 오늘 이 시간이 아니었다면 원자력발전

에 대해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었겠지? 앞으로 원자력발전이 안전한지,

우리나라 전기요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우리나라 국가산업과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려고 해. 그리고 우리도 10대 시민대표단으로

써 신고리 5·6호기를 건설할지 말지를 투표로 정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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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습 활동

1) 원자력 발전에 대해 들었던 것이나 알고 있었던 사실을 써 본다.

2) 신고리 5·6호기 건설여부를 결정하는 공론화에서 10대 시민대표단으로 선

정되었다고 상상하고 앞으로의 숙의과정에 책임감 있게 임할 것을 선서한다.

3) 오리엔테이션을 듣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에 대한 입장을 이유와 함

께 쓰고 모둠끼리 이야기하고 발표해본다.

Ⅲ. 지도상의 유의점

- 원자력이란 용어를 처음 접해보는 학생들이 있으므로 어려운 과학용어로

인식하지 않기 위해 원자력의 원리를 설명하기보다 사회적 쟁점으로 접근하

도록 한다.

2) 숙의과정 - 안전

원자력발전에 대한 논쟁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하고, 안전,

경제, 국가산업, 환경과 같은 다양한 관점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이다.

신고리 5·6호기 여부를 둘러싸고 이 4가지 관점에 따라 건설 재개 측과

건설 중단 측의 의견이 다르다는 것을 충분한 정보와 자료를 통하여 제

대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숙의과정의 많은 시간이 4가지

관점을 둘러싼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재개 측과 건설 중단 측의 의견을

학습하는데 소요된다. 첫 번째 관점은 안전이다. ‘신고리 5·6호기가 안전

한가?’라는 주제로 ‘원전사고와 그 영향’, ‘신고리 5·6호기의 안전성’, ‘원

전 밀집도’를 양측이 어떻게 다르게 바라보는지 학습한다. 교사활동이 끝

나면, 조별 토의에서 이해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서로 질문하고, 서로

의 의견을 교환하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초등 6학년생의 입장에서 원자력발전과 같은 용어를 학습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숙의자료집을 미리 나누어주어 읽어보게 한 후 의문점은

가정에서 온라인 학습을 하도록 한다. 수업시간에는 교사 활동보다 조별

토의하는 학생 활동 시간을 충분히 주도록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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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전사고

원전사고를 바라보는 양측의 시선이 다르다. 건설 재개 측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1986년에 체르노빌에서 발생한 원전사고의 원인은 설계 단

계부터 치명적인 오류를 가지고 있었다. 방어벽인 격납건물도 없어서 사

고 시 대량의 방사능이 외부로 유출되었다. UN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고에서 방사선 피폭으로 사망한 사람은 43명이고, 세계적으로 체르노

빌과 같은 원전은 모두 폐쇄 되었기에 앞으로 같은 사고는 더 이상 일어

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2011년에 일어난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쓰나미

에 대비하지 못한 사고이며 격납건물도 크기가 작아서 새어 나온 수소가

폭발한 것이며, 후쿠시마 사고 이후 신고리 5·6호기는 자연재해에 대비

하여 격납건물을 아주 튼튼하게 지어 외부로 방사능 누출이 없도록 하였

다고 한다. 1979년에 일어난 미국 스리마일(TMI) 원전사고는 핵연료가

녹아내렸으나 두께 1m의 격납건물이 훼손되지 않아 대량의 방사성 외부

유출 없었다고 했다.

한편 건설 중단 측의 입장은 다르다. 체르노빌 원전 폭발로 49억 2천

여 명이 살던 곳을 떠나 재정착을 했고, 서울 면적의 12배에 해당하는

지역이 방사능에 오염되었으며 원전 인근 30km는 여전히 공식적으로 거

주제한구역이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원전을 덮었던 시멘트 석관이 노후

화되면서 방사성물질 유출이 우려되어 유럽 국가들의 도움을 받아 사고

가 난지 30년이 되었던 지난 2016년에 거대한 강철 돔으로 석관을 다시

덮는 이 공사에만 2조 8천억 원의 비용이 들어갔다고 하며 지금도 체르

노빌의 원전 사고의 피해는 진행 중이라고 한다. 후쿠시마 원전은 지진

과 해일로 폭발해서 돌아갈 수도 도와주러 갈 수도 없는 땅이 되었고 대

량의 방사성 물질이 방출되어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람이 살지 못하

는 땅이라고 했다. 피해복구지원작전 미군 150여명이 방사선 피폭되어

지난 8월 도쿄 전력을 상대로 5조원 배상을 요구 중이고, 피해복구비용

만 215조원이 든다고 하며 원전 사고로 인한 피해는 과거가 아니라 지금

도 진행 중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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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고리 5·6호기의 안전

건설 재개측은 신고리 5·6호기가 기존 원전보다 더 튼튼하게 설계하여

경주지진의 63배의 큰 에너지에도 견딜 수 있는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원전 중 ‘가장 안전한 원전’으로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

라에서 규모 6.5이상의 지진은 발생하기 어렵다는 기상청의 견해를 근거

로 규모 7.0정도로 내진설계 한 신고리 5·6호기의 안전성을 내세웠다. 그

러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자료집(2017)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전문가

들은 이 의견에 활성단층지도 제작과 정밀 지진연구가 수행된 이후에나

우리나라에서 발생 가능한 최대 지진에 대해 정확한 과학적 예측이 가능

하다고 판단했다. 건설 중단측은 우리나라 동남권 일대는 기록을 통해

최대 규모 7.5까지 발생했던 지역으로 추정되니 신고리 5·6호기의 규모

7.0 내진 설계는 안전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또한, 건설 재개측은 고리

인근은 내진 설계 시 고려해야 할 활동성 단층은 없다고 했으나 건설 중

단측은 고리와 월성 원전 일대의 8개의 단층대 위에 지금까지 약 60여개

의 지진활성단층이 발견되었고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당시 2개의 활

성단층만 조사해 최대지진을 평가했다면서 반박했다. 더구나 원자력안전

위원회 회의를 통해 신고리 5호기 원자로 기존 위치 아래로 단층이 지나

가는 것을 확인하고 50미터 옮겨져 재설계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만약 신고리 5·6호기에서 사고가 나면 원전 30km내외에 위치한 382만

명이 대피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부족하며,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시

설들에 사고 나면, 나라경제와 시민의 생활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 한다.

또한 한국 전력이 2012년에 신고리 5·6호기에 사용될 가장 앞선 기술

이라고 주장하는 APR1400모델을 핀란드에 수출하려고 했으나 핀란드는

이 모델이 사고가 났을 때 냉각능력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안전 기준에

못 미친다고 판정했다. 그러자 한국 전력은 격납건물을 2중으로 하고 사

고 대비 냉각설비를 추가해 수출용 EU-APR을 만들었으나 국내용인 신

고리 5·6호기에는 이런 안전설비가 없다며 안전성을 의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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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전 밀집도

건설 재개측은 대만이나 파키스탄 등 외국에도 우리나라처럼 불가피하

게 인구 밀집지역 주변에 건설된 원전도 많다고 하며 울산, 부산과 같은

대도시 인근에 많은 원전이 있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 없다고 한다. 우리

나라는 좁은 국토에 산업시설에 몰려있어 발전설비도 밀집도가 높을 수

밖에 없고, 넓은 부지에 충분한 거리를 두어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한 지역에 여러 개의 원전이 있어도 충분히 안전하다고 한다.

한편 건설 중단측은 원전은 밀집할수록 사고확률이 높아지고 대규모정

전의 위험성이 따르며 후쿠시마 사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고는 동시다

발로 일어날 수 있다고 한다. 밀집된 원전에 사고가 나면 방사선은 더

많이 방출 될 수 있다. 부산과 울산은 신고리 5·6호기가 추가되면 무려　

10기의 원전이 한 곳에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원전밀집지역이 되어 위

험이 증가하므로 더 이상의 원전을 짓지 말자는 것이다.

3) 숙의과정 - 경제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는 전력공급 및 전기요금에 어떤 영향을 미

치는가?’라는 주제로 양측의 주장을 학습하고, 조별 토의를 통해 생각을

정리하고 확장하도록 한다. 그리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에 대한 나

의 태도를 정하여 발표해 보도록 한다.

(1) 전력 공급

건설 재개측은 전기가 갑자기 부족하면 블랙아웃이 오거나 공장이 멈

추어 많은 피해가 발생하므로 안정적인 공급이 가장 중요하다며 원자력

발전이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고 주장한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시

대에는 더욱 전기에너지가 필요하여 전기사용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인데 이 부족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신고리 5·6호기를 건설해야 한

다는 것이다.

한편 건설 중단측은 우리나라 전력공급은 신고리 5·6호기를 짓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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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충분하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전력공급은 낭비가 심하고 비효율적인

문제를 지적하며 현재 발전설비 총량 약 110GW인데, 2015·2016년 전기

수요 최대 피크 치는 약 85GW이므로, 원전 18기에 해당하는 25GW가

남아돌기에 신고리 5·6호기 건설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또한, 4차 산업

혁명과 전기차, 인덕션이 일상화되면 전기가 더 많이 필요하겠지만, 동시

에 지능형전력망, 에너지고효율제품, 에너지 저장장치 등 기술발전으로

에너지 효율이 높아지면 전기소비는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2) 전기요금

건설 재개측은 원자력발전이 전기요금을 싸게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

나라 가정용 전기요금은 독일 전기요금의 1/3 정도이고 OECD 32국가

중 3번째로 저렴할 정도로 매우 저렴한데, 원전이 줄어들면 전기요금은

최소 21%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값싼 전기요금으로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하였고, 덕분에 우리나라 철강, 자동차, 조선과 같은 제조업이 발전

할 수 있었으며 미래의 전기차 증가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야 하므로

값싼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한다. 전기요금이 오르면 지하철, 음식요금

등 모든 생활물가가 올라 서민이 더욱 힘들어지고, 산업 경쟁력은 떨어

지고, 중소기업은 더 어려워진다.

건설 중단 측은 원전이 절대 싼 에너지가 아니라고 한다. 정부의 특혜

로 원전 관련 행정비용과 금융비용은 대폭 낮았고, 원전주변 암 환자 증

가 등 외부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에 싼 값으로 공급할 수 있었으

며 핵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도 부족하여 고스란히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만약 사고라도 나면 천문학적인 피해복구비용이 들기에 따

져보면 가장 비싼 것이 원전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탈 원전을 통해 에너

지전환이 이루어 졌을 때 2030년까지 오르는 전기요금은 가구당 월

5,572원으로 얼마 오르지 않을 것이고, 산업용 전기요금도 10% 올라도

원가에 0.16%만 영향을 준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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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숙의과정 - 국가산업

‘신고리 5·6호기 건설여부는 국가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주제로 학습한 후, 조별 토의를 통해 생각을 정리하고 확장하도록 한다.

그리고 신고리 5·6호기 건설여부에 대한 나의 입장을 정하고 그 이유를

발표해 보도록 한다.

(1) 원전 산업의 미래

건설 재개측은 지금도 많은 국가들이 안전적인 전기공급을 위해 31개

국에서 59기를 추가로 건설하고 있는 중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우리나라

원전기술은 반도체 기술만큼 세계에서 일류기술로 인정받고 있는데 신고

리 5·6호기가 건설 중단 되고 탈 원전으로 가면 어렵게 쌓은 기술력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한다. 미국이 지난 30년 동안 원전 건설을 중단해서

원전 기술력을 잃어 힘들었다는 미국의 교훈을 기억하며 세계 최고의 원

전기술이 사라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건설 중단측은 원전 산업의 미래는 암울한 사양산업이라고 한다. 세계

제1의 원전 공급업체였던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사의 파산은 원전 산업이

미래가 없음을 잘 보여준다. 또한 세계에서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 나라

는 31개국 중 탈 원전을 목표로 정책을 수립하는 나라가 점차 늘고 있음

을 주목하였다. 오스트리아는 1978년, 이탈리아는 1990년에 이미 탈 원전

을 달성했고, 독일은 2022년, 벨기에와 대만은 2025년, 스위스가 2034년

탈 원전을 할 것이라 발표했다. 세계 원전 대국 2위 프랑스는 원전을 반

으로 줄이기로 했고, 우리나라의 탈 원전 시점은 2079년이다. 신고리 5,6

호기 건설 중단은 탈 원전 목표를 앞당기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

라 본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측은 원전을 사양산업으로 보고, 건설 재개

측은 원전은 지금도 성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8) 정보의 출처를 보면서,

8)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자료집에 따르면 건설 재개측은 전 세계 31개국에서 446기의

원전이 운영 중이고, 59기 원전이 건설 중이며 160기 원전이 건설될 예정이라고 한

다.(출처 World Nuclear Association (2017))반면 건설 중단측은 탈 원전 국가가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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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보가 신뢰할 만한지 타당한지 조별토의를 통해 혼란스러움에 대

처할 수 있도록 한다.

(2) 경제적 손해

건설 재개측은 지금 건설을 중단하게 되면 총 건설비 8조 6천억 원 중

이미 투자한 1조 8천억 원은 쓸모가 없게 되고 보상비용으로 1조 원이

추가되어 총 2조 8천억 원이 사라지게 되므로 지금 중단하면 손해가 너

무 크다고 한다. 우리 국민이 메워야 할 돈은 가구당 14만 원에 해당하

고, 이미 계약한 기업과 계약해지를 위한 소송, 분쟁이 발생한다고 본다.

건설 중단측은 세계 곳곳에서 건설 중인 원전을 과감하게 취소하고 있

으므로 건설 중인 원전 취소는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고 한다. 2017년 미

국 사우스캐롤라이나가 원전 2기의 건설을 중단했고, 대만은 98%완성한

원전건설을 중단했으며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100% 건설이 완료된 원전

을 취소한 사례도 있음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신고리 5·6호기 중단

으로 생기는 7조 원을 재생에너지에 투자하자고 주장한다.

(3) 일자리

건설 재개측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많은 일자리를 지역에 제공하고

있었는데, 당장 1만2천여 명의 가장의 일자리와 건설이 완공되었을 경우

앞으로 60년간 우리나라에 가져다 줄 국가적인 이익을 잃게 된다고 한

다. 건설 중단측은 현재 우리나라 원자력 관련 일자리가 3만5천명인데

7조 원을 재생에너지 산업에 투자하면 더 많은 일자리 만들 수 있다고

한다.

(4) 원전 수출

건설 재개측은 원전수출이 큰 경제효과를 가져오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에 원전을

수출하였으며 이 원전은 세계 여러 나라 전문가들의 검사를 통과해 우수

나고 있고, 세계 곳곳에서 건설 중인 원전을 과감하게 취소하고 있으며 중국, 러시아,

인도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새롭게 건설되는 원전이 감사하는 추세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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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안전성이 입증되었다고 한다. 원전 수출을 통해 국가 간 경제, 문

화, 사회, 외교의 파급효과를 기대한다. 반면 건설 중단측은 아랍에미리

트(UAE)에 원전을 수출한 이후 이명박 정부는 2030년까지 30기의 추가

원전을 수출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지난 9년간 원전 수출 실적은 없음을

밝히고, 원전 수출에 희망이 없다고 본다.

(5) 재생에너지

원자력 발전과 세계적인 동향인 재생에너지와의 관계를 생각해보도록

한다. 재생에너지 투자가 세계적인 흐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건설 중단

측과 건설 재개 측 모두 동일하다. 건설 재개 측은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를 위해서라도 원자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세계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

기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이다. 그러나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 많은 돈이 필요하기에 값싼 원자력이 유지되어

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재생과 원자력을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동반자의 관계로 본다.

건설 중단측은 2016년 같은 해 재생에너지가 세계 전기생산량의

24.5%를 차지한 반면, 원전은 10.5%였고,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투자

금액이 원자력보다 8배 많고, 일자리도 원전보다 훨씬 많이 만든다고 주

장했다. 또한 RE100(Renewable Energy 100)9)과 같이 세계적 기업들이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 예로 2015년

BMW는 삼성SDI 에게 자동차배터리를 생산할 때,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일정량 사용할 것을 요청했으나 삼성SDI가 그 요구에 맞춰주지

못했다. 세계 시장은 빠른 속도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니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늦어지면 우리나라는 세계 시장에서 외면당할 것

이라고 본다. 우리나라 재생 에너지 비중(2.2%)은 OECD 35개국 중 꼴

찌이다. 2016년 세계 태양광 패널 생산 1위 업체가 국내 기업인 한화 큐

셀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태양광 생산량이 낮은 것은 환경이 나빠서가

9) 제품생산과 판매에 필요한 에너지를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한 기업들

이다. BMW,구글, 애플, 페이스북, 나이키, 마이크로소프트, 레고 등 106개의 세계적 기

업이 참여하고 있다. 인도와 중국기업 등도 참여하고 있으나 한국 기업은 아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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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투자가 적었기 때문이고 여태 원전에 가려 성장하지 못했으니 이

제는 원전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해야함을 강조했다.

5) 숙의과정 - 환경

‘신고리 5·6호기 건설여부는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주제

로 학습하고 조별 토의를 통해 생각을 정리하고 확장하도록 한다. 마지

막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여부에 대한 나의 입장을 정하여 학습지에

글로 쓰고, 그 이유를 발표해 보도록 한다.

(1) 청정에너지

건설 재개 측은 원자력은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고 미세먼지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청정에너지라고 주장한다. 빙하를 녹이고 해수면을 상승

시키는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

이 적은 에너지원을 사용해야 하는데 그것이 원자력발전임을 밝히고 있

다. 원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LNG의 1/50, 태양광의 1/4 수준이라고 한

다. 세계적으로 원전을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으

며,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30년까지 예상 온실가스 방출

량의 37%를 줄이기로 국제사회와 약속한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신

고리 5·6호기는 반드시 건설 재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석탄이

오염물질을 가장 많이 발생시키고 LNG는 석탄보다 미세먼지 발생은 적

지만 오존층 파괴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을 발생시키는 반면에 원전

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는다고 한다. 한편, 건

설 중단 측은 원전은 전기만큼 방사능과 핵폐기물을 만든다고 한다.

(2) 방사선

건설 재개측은 자연방사선이나 인공방사선이나 본질은 같으며 방사선

은 우리 주변 어느 곳에서나 존재하며 원전으로 인한 방사선 영향은 아

주 미미하다고 주장한다. 원전 주변 주민은 아주 적은 양의 방사선을 받



- 39 -

으며 심지어 후쿠시마 원전사고 시 주민 대부분은 자연 방사능 수준 이

하의 방사선량만 받았다고 한다. 스리마일 원전사고에서도 방사선 피복

은 거의 없었다고 체르노빌 원전사고에서도 방사선 피폭으로 사망한 사

람은 43명이고, 일부에서 원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를 과장한 것이라

고 본다.

그러나 건설 중단측은 원전은 정상 운영 중에도 방사성 물질은 나오

고, 소리도 냄새로 형태도 없는 방사능에 피폭되면 아무리 적은 양이라

도 암발생률이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원전 주변 지역 암 발생률을 조사

한 결과, 갑상선암이 2.5배가 더 생길 수 있다고 나왔고, 경주시 인근에

위치한 나아리 주민들 몸에서는 방사성 물질 검출되었으며 초고압 송전

탑이 있는 경상남도 밀양 지역주민들은 땅값이 떨어지고, 많은 건강문제

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한다. ‘전기는 눈물을 타고 흐른다. 라는 말이 있

듯이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는 전기가 누군가의 아픔을 전제로 하는 것

이라면 이것은 에너지 윤리문제와도 연관이 있다고 본다.

(3) 사용후핵연료

사용후핵연료란 원자로에서 어느 기간 동안 사용한 후 끄집어낸 핵연

료로 강한 방사선과 높은 열을 방출하기에 사람이 접근할 수 없다. 건설

재개측은 사용후핵연료는 현재 각 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수조와

월성의 건식저장 시설에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고, 핀란드와 스웨덴은

땅 속 자연암반에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을 건설하고 보관하는 심층처분

방식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일반 건전지 1개　크기의 핵연료는 4

인 가족이 52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하고, 이 경우 발생

하는 폐기물도 일반 건전지 1개의 크기에 불과하기에 이를 저장용기에

담아 세우면 축구장 2∼3배의 크기에 넣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한다. 사용

후핵연료의 방사능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감소하여 100년 후에는

1/700 로 줄어들고, 500년이 지나면 12,500분의 1로 줄어들게 된다.

건설 중단측은 고준위 핵폐기물은 치명적인 방사선을 내뿜기에, 최소

10만년동안 보관해야하나 지금까지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을 마련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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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없음과 핵폐기물 처분비용만 수조 원이 더 든다고 주장한다. 우리

나라는 총 고준위핵폐기물 1만 5천 톤은 임시저장 중인데 2019년부터 임

시저장소가 포화될 예정이나 우리나라는 아직 처분장소를 마련하지 못했

고, 신고리 5·6호기 건설시 고준위 핵폐기물 3,600톤이 늘어난다고 한다.

이 핵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은 어느 나라도 없는데, 핵폐기물 고

민은 내려놓고 원전 늘이기에만 몰두하고 있으니 신고리 5·6호기를 더

짓는 일은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일이라고 주장한다.

6) 숙의과정 - 종합

원자력발전에 대하여 안전, 경제, 국가산업, 환경이라는 4가지 관점으

로 학습했으니 이것을 종합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각 관점마다 건설 중

단 측과 건설 재개 측의 주장을 비교해 보고 자신은 어떤 태도를 선택할

지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학생들은 4가지 관점마다 다른 태도를

취할 수 있다. 이런 관점을 종합해서 태도를 선택하기 위해서 학생 개인

이 선호하거나 우위에 두는 관점이나 가치가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안전의 관점으로 원자력발전을 바라볼 때에는 건설 반대 측

의 태도를 취하다가, 경제의 관점에서는 건설 재개 측의 태도를 취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종합하는 이 시간에 안전이 우선인지 경제가 우선인지

에 대한 성찰을 한 다음, 태도를 선택하여 글을 쓴다. 모둠 내에서 쓴 글

을 발표하여 서로의 다른 입장을 들어보고, 다음 시간인 토론할 때, 입론

하는 글로 하도록 한다.

7) 숙의과정 - 토론

앞 차시에서 4가지 관점을 성찰한 후 쓴 글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의

견을 교환하는 시간이다. 토론 주제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할 것

인가? 중단할 것인가?’이다. 토론은 일반적인 전체토론의 순서를 따라

‘입론하기-협의하기-반론하기-협의하기-최종 발언하기’ 로 진행한다.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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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은 2회에 걸쳐 하는데, 그 이유는 앞서 토론하면서 들었던 상대측의

발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던 것을 다시 준비하는 시간을 주어, 더 깊

은 토론을 하기 위함이다. 교사는 토론의 진행자이자 논쟁의 중재자로서

토론의 주제에서 벗어난 언급을 자제하도록 하여 논쟁이 요지에서 벗어

나지 않도록 유의하며 진지한 분위기에서 토론에 임할 수 있도록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서는 2박 3일간의 종합토론

회 후에 시민참여단의 많은 의견 변화를 볼 수 있었다. 동료들과 의견을

교환하면서 자신의 관점을 성찰할 수 있기에 이번 토론을 통해 많은 의

견 변화가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

8) 최종 결정

2번째 토론 후,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할 것인가? 중단할 것인

가?’ 라는 주제로 학습지에 자신의 선택과 그 이유를 쓴다. 그 동안 9차

시 동안 학습과 토론을 하는 숙의과정을 거치면서 학생들의 원자력발전

에 대한 태도를 마지막으로 결정하는 시간이다. 30명의 학생들의 최종

선택을 발표하며, 실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의 최종 결정과 비교해 본

다. 만약 우리의 결정이 공론화에 반영이 되었다면, 어떠했을지도 상상해

본다. 긴 시간 동안 숙의과정을 거친 학생들을 격려하며, 숙의과정을 거

친 소감을 함께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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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숙의과정을 활용한 원자력발전 교육 프로그램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태도 형성 및 변화에 미치는 영향

숙의과정을 활용한 원자력발전 교육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원자력 발전에

대한 태도 형성 및 변화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총 9차시에 걸

친 7번의 학습지에 있는 글을 통해 학생들의 원자력발전에 대한 태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숙의과정 전인 오리엔테이션에서 학생들은 개인의

사전 학습경험과 원자력 발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듣고 원자력발전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선택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오리엔테이션을 하

는 이유는 숙의과정의 전·후 효과를 알기 위해서이다. 그 결과 건설 중

단 18명(60%), 건설 재개 3명(10%), 판단 유보가 9명(30%)이였다. 9명

(30%)의 판단 유보의 비율이 높은 것은 원자력발전에 대해 잘 모르거나,

두 가지의 의견 사이에서 고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오리엔테이션 후, 5차시에 걸쳐 원자력발전에 대한 ‘안전, 경제, 국가산

업, 환경’ 4가지 관점을 학습하였다. 숙의과정의 ‘학습’의 과정을 거쳐 조

사한 결과, 건설 중단 16명(53.3%), 건설 재개 14명(46.7%)로 판단 유보

는 한 명도 없었다. 오리엔테이션과 비교해보면 건설 중단은 2명이 줄었

고, 건설 재개는 11명이 늘어났다. 이를 통해 숙의과정의 학습은 태도 변

화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목할만한 점은 학습을

통해 판단 유보였던 9명이 어느 의견이든 태도를 형성했다는 점이다. 이

를 통해, 숙의과정의 학습은 태도의 형성과 변화에 영향을 줌을 알 수

있다. 숙의과정의 ‘토론’ 후 최종결정에서 건설 중단이 20명(66.7%), 건설

재개가 10명(33.3%)로 바뀌었다. 학습 후 토론으로 다시 태도의 변화가

생긴 것을 알 수 있다. 학습을 통하여 알게 된 사실을 가지고 반 학우들

과 의견을 교환하는 토론이 태도의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흥미로

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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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의과정을 활용한 원자력발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들의 원자

력발전에 대한 태도 형성 및 변화를 [표 IV-1]과 [그림 IV-1]로 정리하였

다.

[표 Ⅳ-1] 원자력발전에 대한 태도 형성 및 변화

(단위: 명, 괄호 안은 %)

오리엔테

이션 
안전 경제 산업 환경 종합 토론 후

건설중단
18

(60)

23

(76.7)

19

(63.4)

11

(36.7)

18

(60)

16

(53.3)

20

(66.7)

건설재개
3

(10)

2

(6.7)

7

(23.3)

17

(56.6)

10

(33.3)

14

(46.7)

10

(33.3)

판단유보
9

(30)

5

(16.6)

4

(13.3)

2

(6.7)

2

(6.7)
․ ․

합계
30

(100)

30

(100)

30

(100)

30

(100)

30

(100)

30

(100)

30

(100)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그림 Ⅳ-1] 원자력발전에 대한 태도 형성 및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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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간의 숙의과정을 통해 30명의 학생들 중 9명은 태도가 형성되었

고 21명 중 20명은 어떤 방향으로든 태도의 변화가 있었고, 1명은 처음

부터 끝까지 태도를 유지하였다. 판단 유보의 9명의 학생들이 학습하면

서 모두 자신만의 태도를 형성하게 된 것과, 20명의 학생들이 건설 중단

과 건설 재개를 선택하기 위해 여러 번의 갈등을 번복하고, 최종 선택을

하는 태도의 변화를 통해, 학습하고 토의하는 일련의 숙의과정이 학생들

의 원자력발전에 대한 태도 형성과 변화에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숙의과정을 활용한 원자력발전 교육 프로그램은 태도를 유지한 학생에

게도 영향을 주었다. 정재원이라는 학생은 오리엔테이션부터 최종결정을

할 때 까지 건설 중단의 태도를 유지하였다. 이 학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태도를 유지하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따로 면담을 신청하였고, 다음은

그 내용 중 일부이다. 아래의 학생들의 이름은 모두 가명 처리한 것이다.

정재원: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건설 중단측이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알게 된 이후부터 원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탈 원전에 대한 공약을 내건 것이

마음에 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

다. 4가지 관점에 대해 공부하면서 원자력 발전에 대해 더 자

세히 알게 되었다. 그 중에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00% 안전한 원전은 없다. 사고 위험은 조금이라도 있다. 신

고리 5·6호기도 완벽한 안전장치가 없기에 불확실한데 무턱대

고 계속 안전하다고 말하는 건설 재개 측의 전문가들에게 화

가 난다.

정재원 학생은 원전사고를 알게 된 이후부터 원자력발전에 대해 관심

이 있었다고 한다. 본 연구가 진행되기 전부터 원자력발전에 대해 강하

게 반대하고 있었고,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더 깊게 알게 되어 더 확실

하게 반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 학생을 통해 이미 원자력발전

에 대한 태도에 확신이 있더라도, 숙의과정을 활용한 원자력발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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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이 원자력발전에 대해 깊이 알게 하고, 그에 대한 선호를 더욱

확실하게 함을 알 수 있었다.

학생들이 숙의과정 자체에 대하여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알아보는 것

은 앞으로 논쟁수업에 있어서 숙의과정 활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학생들은 한 달 동안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여부’를 두고 숙

의과정을 경험했다. 하나의 주제를 두고 한 달 동안 학습하고 토론하는

숙의과정을 초등학생 6학년이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었

다. 하지만, 학생들의 숙의과정에 대한 반응은 꽤나 긍정적이였다. 숙의

과정 자체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하여 마지막 학습지에 숙

의과정을 겪은 소감을 적도록 하였고, 2차면담에서 같은 질문을 하였다.

다음은 그 중의 일부이다.

김가은: 원전에 대해 처음에 하나도 몰랐는데 숙의과정을 통해 원자

력이 우리 미래세대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도 알게 되고,

새롭게 알게 된 것도 많아지게 되었다.

김하린: 건설 중단과 건설 재개 사이에서 자꾸 생각이 바뀌었다. 어떤

문제 쪽에서는 건설재개가 맞는 것 같고 다른 문제 쪽에서는

건설 중단이 맞는 것 같기도 했지만 토론 후에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 앞으로 뉴스에 원자력발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

면 관심이 갈 것 같다.

이재현: 다양한 의견을 나누면서 다른 관점과 생각이 있다는 것을 알

게 되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에너지 관련 쪽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민형: 뭔가 어른이 된 기분이었고, 내가 내린 결정으로 뭔가 이루어

질 것 같았다. 꽤 긴 시간동안 흥미로운 경험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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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는 원자력발전에 대해 학생들이 어려워하여 학습이 일어나지 않

을까 걱정하였는데,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숙의과정을 흥미로웠다고 말

했다. 원자력발전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어 좋았다는 의견이 많았고, 숙

의과정을 경험하면서 양측의 의견 사이에서 고심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는

학생들도 꽤 있었다. 그밖에 이번 프로그램으로 에너지 관련 진로를 생

각하는 학생도 있었다.

숙의과정을 활용한 원자력발전 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원자력발전

에 대한 태도의 형성과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 이는 어쩌면 예상가능한

당연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영향이 있었음을 밝히는 것보다 원자력

발전에 대한 태도가 형성되고 변화하게 되는 시점과 이유, 즉 과정을 밝

히는 것이 주 목적이다. 그러므로 다음은 학생들이 원자력발전에 대한

태도가 형성되고 변화되는 시점과 이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원자력발전에 대한 태도 형성과 변화 과정

위에서는 숙의과정을 활용한 원자력발전 교육 프로그램이 원자력발전

에 대한 태도 형성 및 변화에 영향이 있었음을 확인했다면, 여기서는 학

생들의 원자력발전에 대한 태도 형성 및 변화 과정을 유형으로 분류하고

그렇게 결정하게 된 순간과 이유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학생들

의 9차시에 걸친 7번의 학습지에 있는 글과 2차에 걸친 면접한 것을 전

사하여 엑셀 프로그램의 셀에 붙여 넣으며 같은 유형끼리 범주화하였다.

범주화 한 결과, 9명의 학생이 판단 유보에서 태도를 형성하였고, 20명의

학생에게서 태도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태도의 형성 및

변화를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아래에 표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더 자세

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는 학생들을 뽑아 1차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하

고 녹음 한 것을 전사하여 분류하여 정리한 것도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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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 형성 및 변화 과정의 유형

1 판단 유보에서 건설 중단으로 변화

2 판단 유보에서 건설 재개로 변화

3 건설 중단에서 건설 재개로 변화

4 건설 재개에서 건설 중단으로 변화

[표 Ⅳ-2] 태도의 형성 및 변화 과정의 유형

1) 태도의 형성 과정

오리엔테이션에서 판단 유보를 선택했던 학생 9명은 숙의과정의 학습

을 통하여 어떤 선택이든 하게 되었다. ‘안전’의 관점에서 학습할 때 4명

의 학생들이 태도를 형성하여 가장 큰 변화를 보였고, 그 이후 차츰 한

두 명씩 판단 유보에서 건설 중단이나 건설 재개로 태도를 형성해갔다.

[그림 Ⅳ-2] 판단 유보 9명의 태도 형성 시점

판단 유보의 9명의 학생들이 어느 시점에서 어떤 이유로 일정 태도를

형성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이 궁금하였다. 물론 판단 유보의 9명이 태도

형성 후, 다른 관점을 학습하거나 토론 후 다른 태도로 바꾸기도 했지만,

처음으로 태도를 형성하게 되는 시점과 이유를 알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

다. 다음은 판단 유보에서 건설 중단과 건설 재개로 태도를 형성한 학생

들을 분류하여 그 과정을 지켜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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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단 유보에서 건설 중단으로 변화

판단 유보에서 건설 중단을 선택하게 된 5명의 학생들의 학습지와 면

접을 분석하여 건설 중단으로 선택하게 된 시점과 이유를 분석해 보았

다. 흥미로운 점은 건설 중단으로 변화한 5명 중 4명이 ‘안전’의 관점에

서 태도를 형성하였다는 점이다. 이유는 원전 사고 발생 시 막대한 피해

가 발생하고, 핵폐기물을 10만년동안 보관해야 해야 한다는 점이다. 배지

윤이라는 학생은 4가지 관점을 다 학습하고 ‘종합’하여 재생에너지가 세

계적인 흐름이고 탈 원전을 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건설 중단으로 태도를

정하였다. 다음은 판단 유보에서 건설 중단을 택한 학생들의 학습지의

글과 면담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이지은: 원자력 발전의 이로운 점과 해로운 점을 아직 잘 몰랐었다.

그러나 만약 원전 사고가 발생한다면 비싼 전기요금과 비교도

안 될 비용을 내야 할 것이고 피해가 막대하다. 전기요금이

비싸지는 것보다 안전이 훨씬 중요하다.

김하은: 원자력에 대해 잘 몰라서 의견이 없었다. 그러다 원전 사고가

우리나라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자 아찔했다.

박현수: 잘 몰랐는데 원전사고가 나서 피해복구비용을 미래세대가 부

담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건설 중단으로 마음을 먹었다. 그리

고 세계적인 움직임이 재생에너지로 간다는 말에 확실히 더

마음이 갔다.

배지윤: 그 동안 의견이 없었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들이 재생

에너지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에 건설 중단 측으로 마음이 기

울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여기서 외면당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 탈 원전은 우리나라가 더욱 더 뻗어 나아가게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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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름길이다.

정유진: 원자력 발전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가 없다는 것에 흔들렸지

만 핵폐기물을 만들고 그것도 10만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는

말에 중단해야 한다는 마음이 굳어졌다.

(2) 판단 유보에서 건설 재개로 변화

판단 유보의 9명 중 4명은 건설 재개로 태도를 형성했다. 건설 재개로

태도를 형성한 시점과 이유를 분석한 결과, 1명은 ‘경제’의 관점에서 학

습한 전기요금과 건설 중단하면 발생할 손해비용을 언급했고, 2명은 ‘국

가산업’에서 학습한 세계에서 인정받은 우리나라 ‘원전 기술’을 언급했다.

이 중에 이재현이라는 학생의 반응이 흥미로웠다. 이 학생은 4가지 관점

을 학습하는 동안에 양측의 주장이 달라 고심하느라 결정하지 못하다가

‘종합’하면서 재생에너지가 아직은 시기상조란 이유로 건설 재개로 택했

다. 판단 유보를 택했던 다른 학생들이 원자력발전에 대해 잘 몰라서 선

택하지 못했다면, 이 학생은 판단 유보의 이유가 어떤 것이 진실인지 몰

라 고심하느라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재현 학생을 보며 원

자력발전과 같이 양측의 대립이 뚜렷한 논쟁은 어떤 주장이 진실이며 정

답인지 알기 어렵다. 그러므로 숙의과정과 같이 깊이 생각하여 통찰할

수 있는 꽤 긴 시간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강 길: 원래 의견이 없었는데 우리나라 원전 기술이 세계에서 인정

받고 있고, 지금 멈추면 막대한 피해가 생긴다는 말에 건설

재개로 마음을 먹었다.

전현아: 오리엔테이션 할 때 잘 몰랐었다. 건설을 중단했을 경우와

재개했을 경우 모두 피해가 있으니 결정을 잘 못했다. 그러

다 원자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전기세금이 많이 올라 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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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활이 불편해 질 수 있다는 말과 건설을 중단하면 손해비

용을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건설 재개로 정했다.

이우민: 원전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아서 잘 몰랐다. 그러다

우리나라 원전 기술이 세계 최고수준이라는 증명까지 받았는

데 사고 날 확률은 희박할 것이다. 원전은 우리나라 경제를

되살릴 에너지라고 생각한다.

이재현: 건설 중단과 건설 재개측이 같은 자료로 생각하는 방향이

매우 달라 어떤 것이 진실인지 몰라서 고민하느라 결정을 못

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후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제에 도달하면 그 때 탈 원전을 하는 것이 좋겠다.

판단 유보를 선택한 9명의 학생들의 글과 면담을 분석한 결과를 정리

하자면, 판단 유보의 이유를 8명은 원자력발전에 대하여 잘 몰라서 선택

할 수 없었다고 대답했고, 1명은 양측의 의견 사이에서 고심하느라 결정

하지 못했다고 한다. 판단 유보에서 태도를 형성한 시점을 분석한 결과,

4명은 ‘안전’의 관점에서 원전사고와 사용후핵폐기물을 이유로, 1명은 ‘경

제’의 관점에서 전기세금과 건설 중단으로 생기는 피해금액을 이유로, 2

명은 ‘국가산업’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원전기술의 발전을 이유로 2명은 4

가지 관점을 ‘종합’하여 재생에너지를 학습할 때 태도가 형성되었다. 이

처럼, 원자력발전에 대해 판단 유보를 선택했던 학생들이 태도가 형성되

는 이유와 시점은 학생마다 다르나, 학습이 이루어질수록 일정한 태도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태도의 변화 과정

4가지 관점을 학습하는 동안 9명의 판단 유보였던 학생들의 태도가 형

성되고, 태도를 유지하는 1명을 제외한 20명은 어느 방향으로든 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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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경험하였다. 태도의 형성 과정과 같이 태도의 변화 과정 또한 어

떤 시점에서 어떤 이유가 있는지, 그 과정에 주목하고자 한다.

(1) 건설 중단에서 건설 재개로 변화

‘안전’의 관점을 학습 후 건설 중단 23명(76.7%) 건설 재개가 2명

(6.7%)이었는데 ‘경제’의 관점을 학습 한 후 각각 19명(63.4%)과 7명

(23.3%)로 변했고, ‘국가산업’의 관점을 학습 한 후 각각 11명(36.7%)와

17명(56.6%)로 크게 변했다.

[그림 Ⅳ-3] 안전, 경제, 국가산업에서 건설 중단 및 재개에 대한 의견 추이

어떤 이유가 학생들의 태도를 변하게 했는지 그 과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건설 중단에서 건설 재개로 선택을 바꾼 학생들의 학습지

와 면담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김정은: 예전에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이 폭발하는 모습을 영상

으로 본 적이 있다. 그래서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중단하면 손해가

엄청나고 그 배상을 국민들이 져서 피해 볼 것 같아서 건설

재개로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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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람: 안전을 위해 건설을 중단해야한다고 생각했는데 원전이 청정

에너지라는 이야기를 듣고 건설 재개 측으로 의견이 바뀌었

다. 원전이 아닌 에너지는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

이광진: 안전이 우선이었다. 그러다 우리나라 원전이 세계 최고 수준

의 기술 이라는 말 때문에 건설 재개로 바뀌었다.

오재명: 핵은 위험해서 반대한다. 그러다 지금 중단하면 경제적 손해

가 크고 다른 나라로부터 뒤떨어질 것 같아서 건설 재개로 바

꾸었다.

건설 중단에서 건설 재개로 태도를 바꾼 이유를 분석한 결과, ‘안전’을

이유로 건설 중단의 태도를 취했던 학생들이 ‘경제’와 ‘국가산업’의 관점

을 학습하고 태도를 바꾸었다. 태도를 바꾸는 그 순간에는 ‘안전’보다 다

른 관점을 더 우위에 둔 것이다.

[그림 Ⅳ-4] 건설 중단에서 건설 재개로 태도를 바꾼 이유

물론 이 학생들이 최종 결정에서 다시 태도를 바꾸기도 했지만,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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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을 학습할 때마다 많은 변화를 보인다는 점에서 학생들은 다른 관점

을 학습할 때마다 이전의 것과 충돌을 일으켰고, 그것으로 인한 내적인

갈등을 겪었고, 이전 것과 비교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관점을 선택

하였다.

(2) 건설 재개에서 건설 중단으로 변화

‘국가산업’관점을 학습한 후, 11명(36.7%)이 건설 중단을 17명(56.6%)

이 건설 재개를 선택했다. 건설 재개를 택한 대부분의 학생들의 근거는

우리나라 원전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 때문이었다. 그러다 ‘환

경’의 관점을 학습한 후, 각각 18명(60%)과 10명(33.3%)로 태도를 바꾸

어 상황이 역전되었다.

[그림 Ⅳ-5] 국가산업, 환경, 종합에서 건설 중단 및 재개에 대한 의견 추이

이를 통해 ‘환경’의 관점을 학습 후, 7명의 학생들이 건설 재개에서 건

설 중단으로 태도를 바꾸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건설 재개에서 건설

중단으로 선택을 바꾼 학생들의 학습지와 면접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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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경: 이전까지는 건설 재개 측이었는데, 우리의 편의를 위해 다른

사람들이 고통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마음을 바꾸었다.

이민형: 건설 재개였다가 원전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방사능

에 의한 질병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고 핵연료를 처분할 곳은

어디에도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건설 중단으로 바꾸었다.

문주현: 원전 2개를 더 짓는다고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

다. 그러다 안전에 대한 보장이 부족하다고 느꼈다. 원전사고

가 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책임지는 게

억울하다.

유지인: 지금 중단하면 손해 본다고 해서 건설을 재개해야한다고 생

각했는데, 원전으로 인해 피해보는 사람들이 있을 줄 몰랐다.

모든 사람들은 소중하기에 건설을 중단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림 Ⅳ-6] 건설 재개에서 건설 중단으로 태도를 바꾼 이유



- 55 -

또한 토론 후 최종 선택에서 건설 중단이 20명이었고, 건설 재개는 10

명으로 건설 중단의 학생 수가 건설 재개의 학생 수에 비해 2배 우세했

다. ‘국가산업’을 학습한 후 건설 중단 11명, 건설 재개 17명과 비교하였

을 때, 토론 후 이러한 변화의 이유에 대해 주목할만하다.

[그림 Ⅳ-7] 국가산업, 토론 후 건설 중단 및 재개에 대한 태도 변화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토론장면을 녹음한 것을 전사하면서 알 수 있었

다. 다음은 토론 중 건설 재개측이 답변을 하지 못했던 건설 중단 측의

질문이다.

배지윤: 우리나라 원전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보호하는 측면

에서 원전을 찬성하는 분들께 질문합니다. 우리나라 원전기술

이 처음부터 뛰어난 건 아니었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문

제점을 보완하고 개발하면서 지금의 원전 기술이 되었다고 생

각합니다. 건설 재개 측에서도 신재생에너지가 세계적인 추세

라는 것은 동의하는데, 신재생에너지를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점을 발견하고 보완하며 원전만큼 세계에서 인정

받는 기술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원전에 기대다 보면 신재

생 에너지가 발전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 56 -

정재원: 일자리 때문에 원전을 찬성하시는 분께 질문합니다. 4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기 때문에 찬성하셨는데 원전사고가 나면 4만

명보다 더 많은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를 생각

하다가 애꿎은 많은 생명이 피해를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

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가은: 신고리 5·6호기가 안전하다고 주장하시는 분께 질문 드립니

다. 사고는 아무리 철저히 대비해도 자연재해 앞에서는 무기

력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진설계가 7.0 으로 되어있는데 그

이상의 지진이 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7.0 내진설계로 부산과 울산에

사는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김주형: 온실가스 배출이 적고 미세먼지가 나오지 않아서 원전을 찬

성하셨는데 원전 사고가 나면 방사능 피해는 막대합니다. 후

쿠시마는 사고 후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죽음의 땅입니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방사능을 피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토론에서 건설 중단측은 건설 재개 측의 주장에 신재생에너지를 위한

에너지 전환과, 생명의 소중함, 원전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으로 반

박하였고, 이에 대해 건설 재개측은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건설 재개 측의 학생들은 내적 갈등을 경험하고 태도를 바꾼 것으로 판

단된다. 토론을 통해 건설 재개에서 건설 중단으로 태도를 바꾼 학생들

중에서 2차면접을 신청하였고, 이에 3명이 면접에 응했다. 면접을 통해

태도를 바꾸게 된 이유에 대해 질문하여 선택을 바꾼 이유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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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토론하면서 건설 중단 측에서 ‘생명이 중요한가요? 경제가 중

요한가요?’ 라는 질문에 ‘경제가 더 중요하다’라고 대답했지만,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도 사람인지라 ‘생명의 소중함’이라

는 이야기만 나오면 대답을 잘 못했다. 결국 최종 결정을 건

설 중단으로 하게 되었다.

이광호: 토론하면서 ‘그렇게 안전한 원전이면 서울 근처에 지어도 되

느냐?’라는 질문에 대답을 잘 못하는 나를 발견하면서 내가

부산 울산에 사는 사람과 서울에 사는 사람의 생명을 다르게

생각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부산과 울산에 사는 사람들이

나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나 모두 소중한 생명이다.’라는 말에

감동을 받고 의견을 바꾸었다.

이민형: 우리나라 원전기술이 세계에서 인정받는 기술인데, 우리가 원

전을 포기하면 이 기술이 아까워서 건설 재개를 주장했었다.

그런데 아까 신재생에너지에 지금부터 투자하면 원전만큼 기

술력을 올릴 수 있다는 말이 맞는 말 같아서 그것 때문에 의

견을 바꾸었다.

학생들은 면접을 통해, 3명 중 2명이 ‘생명’과 ‘안전’으로 인해 태도를

바꾸었고, 1명은 원전 기술이 아닌 ‘신재생에너지’ 기술로 전환하자는 말

로 인해 태도를 바꾸었다고 말했다. 이것을 통해 충분한 학습을 마친 후

라도, 토론이 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학습이 개인적인

성찰로 끝날 수 있는 것이라면, 토론을 통해 설득하고 상호학습을 하면

서 자신의 판단, 태도를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을 겪을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이 Dryzek(2000)이 말한 ‘숙의적 전환’이였다.

또한 건설 재개에서 건설 중단으로 선택을 바꾼 학생들은 ‘사람들’과

‘생명’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했다. 원전 주변의 사람들에게 공감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태도 변화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흥미로웠다. ‘경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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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을 학습 한 후에 건설 재개로 태도를 형성한 학생들이 많았었

다. 그러다 ‘환경’을 학습하면서 방사능과 핵폐기물에 의해 영향 받는 사

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많은 학생들이 건설 중단으로 태도를 바꾸

었다. 이는 원자력발전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

들을 공감하고 배려하는 생각으로 인해 태도를 바꾸었다고 판단된다.

지금까지 원자력발전에 대한 태도 형성과 변화의 과정을 살펴보았다.

판단 유보에서 태도를 형성하게 된 학생들 중 4명은 ‘안전’의 관점에서

원전사고와 사용후핵폐기물을 이유로, 1명은 ‘경제’의 관점에서 전기세금

과 건설 중단으로 생기는 피해금액을 이유로, 2명은 ‘국가산업’의 관점에

서 우리나라 원전기술의 발전을 이유로 2명은 4가지 관점을 ‘종합’하여

재생에너지를 이유로 태도를 형성되었다.

태도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면, 건설 중단에서 건설 재개로 태도를 바

꾼 학생들은 ‘안전’을 중시했다가 이후에 배운 관점과 충돌하여 내적 갈

등을 겪고 이후에 배운 ‘경제’나 ‘국가산업’, ‘환경’을 더 우위에 둔 결과

이고, 건설 재개에서 건설 중단으로 태도를 바꾼 학생들은 원전으로 인

해 영향 받는 ‘사람들’과 ‘생명’과 같은 ‘안전’을 더 우위에 둔 결과이다.

지금까지 숙의과정을 활용한 원자력발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

들의 원자력발전에 대한 태도의 형성 및 변화 과정을 살펴보았다. 학생

들은 다양한 관점을 학습하면서 학생들마다 다른 시점과 이유로 태도를

형성하거나 변화하는 경험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한 토론을 통해 ‘숙의적

전환’이 일어나 태도의 변화를 겪기도 했다. 그렇다면 무엇이 원자력발전

에 대한 태도 형성 및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요인을 알아보고자 한다.

3. 원자력발전에 대한 태도의 형성 및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학생들은 원자력발전에 대하여 안전, 경제, 국가산업, 환경 4가지 관점

으로 건설 재개 측과 건설 중단 측의 주장이 담긴 학습지를 통해 학습하

고, 5번의 조별토의와 2번의 전체토론을 통하여 충분히 숙의 과정을 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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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나서 최종 의견을 선택했다. 학생들의 최종 의견을 낸 학습지를 바탕

으로 최종 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분석하였다. 엑셀 프로그램의 셀

에 비슷한 근거로 말한 학생들끼리 분류한 뒤 그 근거를 누적하여 최종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순서대로 밝힐 수 있었다. 건설 중단의 태도

에 영향을 준 요인과 건설 재개의 태도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건설 중단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최종결정에서 건설 중단을 선택한 학생들은 20명(66.7%)으로 이 학생

들은 어떤 근거로 건설 중단을 선택했는지 알아보면서 건설 중단의 태도

에 영향을 준 요인을 밝히고자 한다. 다음은 건설 중단을 선택한 학생들

의 학습지에 있는 글 중 일부이다. 근거가 비슷하거나 충실하기 못한 내

용은 제외하였다.

이광호: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반대한다.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게 방사능과 핵폐기물에 의해 질병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다.

핵폐기물을 처분할 곳은 어디에도 없다. 이 세상에 완벽한 안

전이란 없다. 모든 일을 예상할 수 없고 모든 위험을 고려할

수는 없다.

김아린: 모두가 행복하려면 원전으로 인해 피해보는 사람들을 생각하

지 않을 수 없다. 비록 더 많은 세금을 내야겠지만 모두가 건

강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가은: 원전은 미세먼지를 발생시키지 않는 대신 방사능을 배출하고

주변 사람들 암 발생률을 높인다. 원전 사고 시 피해가 막대

하고 우리나라는 원전 밀집도가 높아 사고 피해가 더욱 크다.

김주형: 대한민국은 원전밀집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다. 사용 후 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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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폐기할 장소는 어디에도 없다. 후쿠시마 사고를 통해

100%안전한 원전은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정재원: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다보면 원전이 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안전과 환경요인 등을 생각해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원전

근처에 있기만 해도 암이 걸릴 수 있다. 또한 그렇게 안전하

다고 하면 왜 숨기려하고 감추려 할까? 원전은 미세먼지가 없

다고 해도, 핵폐기물이라는 엄청난 처리하기도 어려운 쓰레기

가 나온다. 핵폐기물은 없어지는데 10만년이다. 대책도 없으면

서 뭘 더 만든다고 할까? 무책임한 행동이다. 안전과 환경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건설 중단해야한다.

문채현: 처음에 ‘이미 많은데 2개 정도 더 짓는다고 해서 폭발하겠

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점점 안전에 대한 가치가 중요하다

고 생각했다.

노승연: 재개를 원하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와 이 순간만의 이익을 고

집한다. 모두가 평등하고, 안전하게 전기 공급을 못 받는다.

10만년동안 있을 핵폐기물은 생각 안한다. 지금 어린 우리들

이 감당할 수고와 방사능은 전혀 생각도 안하고 재개를 원한다.

김원모: 건설을 중단하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중단으로 인

해 생기는 피해 금액을 들으니 건설을 재개해야한다고 생각했

다. 그런데 핵폐기물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뿐만 아니라 10만

년 동안 핵폐기물에 대한 후손들을 생각하니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분석 결과, 건설을 중단하자는 태도를 취하는 학생들에게 영향을 준

관점은 주로 ‘안전’과 ‘환경’이였다. 학생들이 언급한 내용을 요인으로 분

류하여 가장 높은 빈도대로 나열하면 안전에 대한 가치(16명), 원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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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받는 사람들(13명), 사용후핵폐기물(10명), 방사능(8명), 원전사고(8

명), 원전밀집도(5명), 미래세대(4명) 순이었다.

안전

원전주변사람들

사용후핵폐기물

원전사고

방사능

원전밀집도

미래세대

[그림 Ⅳ-8] 건설 중단 결정 요인 (단위: 명)

이를 통해, 건설 중단의 태도를 선택한 학생들의 요인에는 ‘사람’ 또는

‘생명’과 관련된 요인들이 많았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이들이 생명중심

주의세계관과 공감적 배려에 대한 인식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건설 재개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최종결정에서 건설 재개를 선택한 학생들은 10명(33.3%)으로 이 학생

들은 어떤 근거로 건설 재개를 선택했는지 알아보면서 건설 재개의 태도

에 영향을 준 요인을 밝히고자 한다. 다음은 건설 재개를 선택한 학생들

의 학습지에 있는 글 중 일부이다. 근거가 비슷하거나 충실하기 못한 내

용은 제외하였다.

오희재: 원자력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가 나오지 않는 청정에너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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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우리나라 원전기술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지금 원전 건설

을 멈추어서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면 안 된다.

김하린: 안전에 대한 우려는 있으나 세계에서 인정받는 우리나라의

원전기술로 안전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김건오: 원전사고가 나면 피해가 엄청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

원전을 멈추고 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면 재생에너지 연구가

오히려 늦추어질 수 있다. 재생에너지가 원전과 견주어도 될

정도로 발전했을 때 탈 원전을 하는 것이 좋겠다.

유지연: 건설 중단과 건설 재개 둘 다 맞는 말 같아서 헷갈렸다. 그

러다가 많은 가장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고 건설 중단으로

생기는 피해액 2조 8천억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건설

재개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재생 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도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 필요하다.

이태현: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으로 생기는 7조원으로 신재생에너

지에 투자하자고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가 발

달하지 않았다. 여기에 투자하는 것은 돈 낭비라고 생각한다.

그 7조원으로 세계에서 입증 받은 우리 원전에 투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분석 결과, 건설을 재개하자는 태도를 취하는 학생들에게 영향을 준

관점은 크게 ‘경제’와 ‘국가산업’이다. 학생들이 언급한 내용을 요인으로

분류하여 가장 높은 빈도대로 나열하면 세계에서 인정받은 우리나라 원

전기술(7명), 건설 중단으로 생기는 경제적 손해(6명), 청정에너지(4명),

안정적인 전기공급(2명) 순이었다. 이를 통해, 건설 재개의 태도를 선택

한 학생들은 경제중심주의 사고방식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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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원전기술

경제적손해

청정에너지

안정적전기공급

[그림 Ⅳ-9] 건설 재개 결정 요인 (단위: 명)

원자력발전에 대한 태도 형성 및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이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론화위원회의 조사결과와 비슷하

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자료집(2017b)에 따르면 건설을 중단해야 한

다고 한 응답자들은 “체르노빌,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위험이 상존

해서”, “핵폐기물은 수십만 년간 방사선을 방출해 인류생존을 위협해서”,

“탈 원전,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세계적인 추세여서” 등과 같이 안전과

환경의 관점을 건설 중단의 이유로 택했다. 이에 반해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고 한 응답자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적 발전 방식이다”라고 하며 원자력발전을 화석에너지보다 이산화

탄소 발생이 적다는 단기적 측면만 보고, 원자력발전에 대한 장기적 측

면에서 환경적 평가와 잠재적 위험성은 고려하지 않았다. “원전건설이

중단될 경우 2조 8,000억 원의 피해비용이 발생해서”, “전기요금 인상으

로 가계와 기업에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서”, “전력공급 안정성에 문제

가 생길 것 같아서” 등 경제 관점을 이유를 근거로 들었다.

본 연구의 결과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론화위원회의 조사결과

가 비슷하다는 것은 초등 6년생도 제대로 된 숙의과정을 거치면 일반시

민과 비슷한 결과를 낼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시사하고, 본 연구의 숙의

과정이 제대로 실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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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1. 요약 및 결론

원자력발전 건설의 찬성과 반대의 논쟁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다. 최근 논의된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는 공론화로 붙일 만큼 원

자력 발전의 건설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두에게 영향이 크다. 특히,

이미 건설 재개로 결론이 난 신고리 5·6호기가 건설이 된다면 그 영향과

책임의 크기로 볼 때, 미래세대에게 가중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

는 숙의과정을 활용한 원자력발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원자력발전에

대한 태도를 형성 및 변화할 수 있도록 시도하였다.

원자력발전 교육에 있어서 안전, 경제, 국가산업, 환경이라는 4가지 관

점으로 내용을 구성하여 학습하고 토론하는 숙의과정을 통해 원자력발전

에 대한 태도 형성 및 변화를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숙의과정을 활용한 원자력발전 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원자

력 발전에 대한 태도를 형성 및 변화하는데 기여하였다. 원자력발전에

대하여 잘 몰라서 선택하지 못했던 9명의 판단유보의 선택한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태도가 형성되었고, 건설 재개와 건설 중단에서 고

심하는 20명의 학생들은 어떤 방향으로든 태도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처

음부터 끝까지 건설 중단으로의 태도를 유지한 1명의 학생에게는 태도의

깊이에 영향을 미쳤다. 이를 통해 숙의과정을 활용한 원자력발전 교육

프로그램이 원자력발전에 대한 태도의 형성 및 변화에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원자력발전에 대한 태도의 형성 및 변화의 과정을 주목한 결과

는 다음과 같다. 태도 형성 과정을 살펴본 결과, 판단 유보에서 건설 중

단으로 태도를 형성한 학생들은 주로 ‘안전’의 관점에서 원전사고와 사용

후핵폐기물을 이유로, 판단 유보에서 건설 재개로 태도를 형성한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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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주로 ‘경제’의 관점에서 전기세금과 건설 중단으로 생기는 피해금액을

이유로 또 ‘국가산업’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원전기술의 발전을 이유로 태

도가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태도 변화 과정을 살펴본 결과, 건설 중단에서 건설 재개로 태도가 변

화한 학생들은 ‘안전’을 이유로 건설 중단을 택하였다가 ‘경제’와 ‘국가산

업’, ‘환경’의 관점을 학습하고 태도를 바꾸었다. 태도를 바꾸는 그 순간

에는 ‘안전’보다 다른 관점들이 더 우위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이 학생들이 최종 결정에서 다시 태도를 바꾸기도 했지만, 4가지 관점을

학습할 때 마다 많은 변화를 보인다는 점에서 학생들은 다른 관점을 학

습할 때 마다 이전의 것과 충돌을 일으켰고, 그것으로 인한 내적인 갈등

을 겪었고, 이전 것과 비교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관점을 선택하여

태도의 변화를 보였다.

건설 재개에서 건설 중단으로 태도를 바꾼 학생들의 학습지와 면담에

서 ‘사람들’과 ‘생명’이라는 단어가 자주 언급되었다. 원전 주변의 사람들

에게 공감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태도 변화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흥미로

웠다. 또한 토론 후, 많은 학생들이 건설 재개에서 건설 중단으로 태도가

변했는데, 그 이유는 ‘생명’과 ‘안전’이라는 주제로 논쟁할 때, 건설 재개

측이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것을 통해 충분한 학습을

마친 후라도, 토론이 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학습이

개인적인 성찰로 끝날 수 있는 것이라면, 토론을 통해 설득하고 상호학

습을 하면서 자신의 판단, 태도를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을 겪을 수 있었

다. 이러한 과정이 Dryzek(2000)이 말한 ‘숙의적 전환’이였다.

셋째, 원자력발전에 대한 태도 형성 및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건설 중단의 태도를 취하는 학생들에게 영향을 준

관점은 주로 ‘안전’과 ‘환경’이였고, 구체적인 요인을 빈도순으로 나열하

면 안전에 대한 가치(16명), 원전으로 영향 받는 사람들(13명), 사용후핵

폐기물(10명), 방사능(8명), 원전사고(8명), 원전밀집도(5명), 미래세대(4

명) 이었다. 이를 통해, 건설 중단의 태도를 선택한 학생들의 요인에는

‘안전’, ‘사람’, ‘생명’과 관련된 요인들이 많았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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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생명중심주의세계관과 공감적 배려에 대한 인식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건설 재개의 태도를 취하는 학생들에게 영향을 준 관점은 크게 ‘경제’

와 ‘국가산업’이였고, 구체적인 요인을 빈도순으로 나열하면 세계에서 인

정받은 우리나라 원전기술(7명), 건설 중단으로 생기는 경제적 손해(6

명), 청정에너지(4명), 안정적인 전기공급(2명) 순이었다. 이를 통해, 건설

재개의 태도를 선택한 학생들은 경제중심주의 사고방식을 볼 수 있었다.

원자력발전에 대한 태도의 형성 및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존재하

며, 이 요인은 학생 개인이 가치고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과 관련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4가지 관점을 학습하고 토론을 어떠한

요인으로 인하여 몇 번씩이나 태도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그러다 마지막

최종결정에 있어서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관점

을 택하여 태도를 결정하였다. 결국 학생들의 건설 중단과 건설 재개의

태도에 영향을 준 것은 ‘안전과 환경’ 그리고 ‘경제와 국가산업’의 관점

차이라고도 할 수 있다. 어쩌면 원자력발전 건설여부의 논쟁은 가치논쟁

이라고도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연구를 통해 숙의과정을 활용한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원자력

발전에 대한 태도 형성 및 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원자력발전에 대

한 태도의 형성 및 변화의 과정은 어떠한지, 원자력발전에 대한 태도의

형성 및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숙의과정을 활용한 원자력발전 교육 프로그램이 원자력발전 교육에 있어

새로운 접근 방법이 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학교 교육과정과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2. 의의 및 한계

본 연구는 다양한 관점과 이해관계로 발생하는 환경 쟁점 문제에 대해

자신만의 태도를 형성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환경

교육적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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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서울 송파구 소재 초등학교 재학 중인 6학년 1개 학급의 학

생들 30명에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초등 6년생을 대상으로 수업

을 했기 때문에 다른 학년은 연구에서 제외되었다. 그리고 지역의 교육

수준, 학급의 전반적인 분위기 등이 이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따라서 초등 전 학년과 다른 지역까지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여 해

석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다양한 원자력발전 관련 토론 중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계속 할 것

인가’를 주제로 토론을 하였으며, 토론 방식은 전체 찬반토론으로 구성하

였는데 토론 주제나 토론방식 등이 연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 연구를 했다. 솔로몬 4

집단실험설계와 같이 양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숙의과정을 활용한 원

자력발전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

각한다. 숙의과정을 활용한 프로그램과 활용하지 않은 프로그램을 적용

하여 숙의과정을 활용한 프로그램이 원자력발전 교육에 있어 얼마큼 효

과가 있었는지 분석한다면 더욱 설득력이 있었을 것이다. 두 가지 방법

을 병행하여 더욱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학생들의 태도 형성

및 변화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환경교육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국내의 환경교육 연구 중에 원자력발전 교육과 관련된 연구는 찾아보

기 어렵다. 본 연구는 숙의과정을 활용한 원자력발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원자력발전에 대한 태도 형성 및 변화를 알아보는 연구는

원자력발전 교육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원자력발전 교육을 통해 우리나라를 살아갈 미래세대인 학생들에

게 원자력발전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나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

음을 알고 올바른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 있을 원

자력발전 관련 논의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책임 있는 민

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다양한 학문들과 연계

하여 심층적인 연구들이 계속되고, 현장에 바로 쓰일 수 있도록 원자력

발전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재 개발이 활성화되고 합리적으로 적용되

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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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엔테이션

2017년, 여름보다 더 뜨거운 이야기

작년 2017년 여름 대한민국은 ‘신고리 5·6호기 원전을 어떻게 할 것인

가?’를 두고 뜨거운 논쟁이 있었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을 했어.

“제가 대통령이 되면, 탈 원전으로 가겠습니다. 그 중 하나로 신고리 5·6호

기 공사를 중단시키겠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때, 이미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30% 진행된 상태였어. 약속대로 공사를 중

단시키려니 손해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반대했고, 공사를 계속하려니 대통령

이 공약을 안 지킨다고 반대했지. 정부는 어떻하면 좋을까?

정부는 여태 전문가들을 불러서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했지. 일반 시민들

이 뭘 알겠냐는 거지. 그런데 이번 만큼은 달랐어.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서 시민들이 모여 토의와 논쟁을 거쳐 민주적으로 의견을 모아 정책을 결정

하기로 했어. 이것을 공론화라고 해. 무작위로 뽑힌 시민대표단들이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여부’를 두고 90일 동안 공부하고 토의하고, 토론했어. 이

일을 두고, 원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시민들이 무슨 결정권한이 있냐고

소리치는 사람도 있었고, 원전과 같이 시민들 삶에 큰 영향을 주는 정책결정

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정부를 칭찬하는 사람들도 있었어.

무작위로 뽑힌 500명의 시민대표단은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의 열쇠를 들

고 모였어. 시민대표단은 원자력발전에 대해 찬성․반대하는 전문가들의 목

소리를 공평하게 들었어. 원자력발전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후에

깊이 생각하고 전문가들과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찬반토론도 하는 이른바

부 록

1. 학습지

1) 오리엔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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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중단 건설 재개 판단 유보

숙의과정을 거쳤지. 이 과정이 공론화에서 제일 중요하지. 처음에 모였을 때,

찬성과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비슷했어.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아주

조금씩 격차가 벌어지더니 한 달뒤 결전의 순간이 왔을 때 어떻게 되었을

까?

만약 신고리 5·6호기가 지어진다면 너희와 같은 10대들은 신고리 5·6호기

와 오랜 시간을 함께 할 거야. 그런데 너희는 원자력발전과 신고리 5·6호기

에 대해서 얼마큼 알고 있니? 이미 지어졌고 앞으로 지어지게 될지도 모르

는 원자력 발전에 대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원자력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학교에서라도 배워야하는데, 교과서에는 원자

력발전이란 말은 없어. 만약, 오늘 이 시간이 아니였다면 원자력발전에 대해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었겠지? 앞으로 원자력발전이 안전한지, 우리나라 전

기요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우리나라 국가산업과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

는지 알아보려고 해. 그리고 우리도 10대 시민대표단으로써 신고리 5·6호기

를 건설할지 말지를 투표로 정해보자.

♣ 이전에 원자력발전이나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알고 있었거나, 들어 본

적이 있나요? 알고 있거나, 들어 본 것에 대해 적어 봅시다.

♣ 오리엔테이션을 듣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에 대한 내 입장은 무엇

입니까?

♣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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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는 안전한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10대 시민대표 ( )

- 건설 재개 측 -

Q1. 원전사고가 많았다. 정말 안전한가?

‣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

체르노빌 원전사고는 설계단계부터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다. 방어벽인 격납

건물도 없어서 사고 시 대량의 방사능이 외부로 유출되었다. UN의 보고서

에 따르면 체르노빌 사고에서 방사선 피폭으로 사망한 사람은 43명이다. 그

러나 체르노빌과 같은 원전사고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세계적으로 체르

노빌과 같은 원전은 모두 폐쇄 되었다.

‣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 사고는 쓰나미에 대비하지 못한 사고이며 격납건물도 크기가 작아서 새

어 나온 수소가 폭발한 것이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은 우리의 자연환경과

설비가 다르다. 우리나라에서는 사고가 나도 대량의 방사능 누출은 없다. 후

쿠시마 사고 이후 신고리 5·6호기는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격납건물을 아주

튼튼하게 지어 외부로 방사능 누출이 없도록 하였다.

‣ 1979년 미국 스리마일(TMI) 원전사고

사고 원인은 핵연료가 녹아내렸다. 그러나 두께 1m의 격납건물이 훼손되지

않아 대량의 방사성 외부 유출은 없었다. 영화 ‘판도라’ 는 현실이 될 수 없

다. 격납건물이 한순간에 폭발되지 않고, 사고나 나도 방사성 물질이 바로

방출되지 않으며 실제로 대피할 시간이 충분하다.

Q2. 신고리 5·6호기는 지진에 안전한가?

‣ 신고리5,6호기 원전은 지진에 가장 안전한 설비다. 기존 원전보다 더 튼

튼하게 설계하여 경주지진의 63배의 큰 에너지에도 견딜 수 있다. 우리나라

는 비교적 지진 안전대에 위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규모 5.0 이상의 지

2) 숙의과정 -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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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이 발생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기관의 견해이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최대

지진발생규모를 6.2로 발표(국민안전처, 2012년)했다. 세계적으로 큰 지진이

발생한 4차례의 경우에도 원전은 안전했다.

Q3. 대한민국, 세계에서 원전 밀집도가 가장 높은 나라라고 하는데 괜찮은가?

‣ 대도시(울산, 부산) 인근에 많은 원전이 있다고 걱정할 필요 없다. 외국

(대만, 중국, 파키스탄 등)에도 우리나라처럼 불가피하게 인구 밀집지역 주변

에 건설된 원전도 많다. 한 지역에 여러 개의 원전이 있어도 충분히 안전하

게 운영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에 산업시설에 몰려있어 발전설비

도 밀집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넓은 부지에 충분한 거리를 두어 서로 영향

을 미치지 않는다.

Q4. 원전으로 인한 방사선 영향이 걱정된다. 방사선은 괜찮은가?

‣ 자연방사선이나 인공방사선이나 본질은 같다. 방사선은 우리 주변 어느

곳에서나 존재한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 또한 자연방사선과 인공방사선은 같다.

*유럽비행기 여행1회 0.07 / 1인당 연간 자연방사선 2.4 / 암 치료 6,000 /

원전주변방사선량 목표 0.05(단위:mSv) 즉, 원전으로 인한 방사선 영향은 아

주 미미하다. 원전 주변 주민은 아주 적은 양의 방사선을 받는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시 주민 대부분은 자연 방사능 수준 이하의 방사선량만 받았다. 스

리마일 원전사고에서도 방사선 피복은 거의 없었다. 체르노빌 원전사고에서

도 방사선 피폭으로 사망한 사람은 43명이다. 일부에서 원전 사고로 인한 사

망자 수를 과장한 것이다.

Q5. 사용후핵연료는 어떻게 하나?

※ 사용후핵연료 (high-level waste) : 원자로에서 어느 기간 동안 사용한

후 끄집어낸 핵연료. 맹독성 방사선 물질을 포함한다. 강한 방사선과 높은

열을 방출하기에 사람이 접근할 수 없다.

‣ 사용후핵연료는 철저히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 현재 각 발전소의 사용

후핵연료 저장조 수조와 월성의 건식저장 시설에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

3m 물속에 있으면 방사능영향은 미미하다. 저장시설 주변의 방사선량은 서

울보다 낮다. 또한 발생되는 사용후핵연료는 그 양이 아주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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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는 작지만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자원이 부족한 우리에게 필

요한 에너지다. 일반건전지 1개　크기의 핵연료는 4인 가족이 52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한다. 이 경우 발생하는 폐기물도 일반 건전지 1

개의 크기에 불과하다. 국내 모든 원전에서 설계수명까지 발생하는 사용후핵

연료 총량은 50,000톤이며, 이를 저장용기에 담아 세우면 축구장 2~3배의 크

기에 넣을 수 있는 양이다.

‣ 사용후핵연료의 방사능은 시간이 지나면 감소한다. 방사능은 시간이 지나

면 자연적으로 감소하여 100년 후에는 1/700 로 줄어들고, 500년이 지나면

12,500분의 1로 줄어들게 된다. 사용후핵연료는 현재 기술로도 충분히 안전

하게 처분 가능하다. 땅 속 자연암반에 보관하는 심층처분방식의 안전성이

검증되어 이 방식으로 핀란드와 스웨덴이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을 건설하

고 있다.

- 건설 중단 측 -

Q1. 원전사고가 많았다. 정말 안전한가?

‣ 한울원전, 한빛원전, 천지원전 혹시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나? 원전은 일

자리도 많이 만들고 돈도 많이 벌어다 준다는데 왜 지역이름을 감추고 있을

까? 왜냐하면, 지역이미지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

자력발전소는 위험하다고 한다. 하지만 원자력공학자와 원전업계에서 말한

다. “사고확률은 10만년에 1번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난 60년간 5기의

원전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했다. 즉 거의 10년에 한 번 수준이다. 1979년에

미국 스리마일 2호기가 폭발했다. 1986년에는 구소련 체르노빌 4호기 폭발로

49억2천여 명이 살던 곳을 떠나 재정착을 했고, 서울 면적의 12배에 해당하

는 지역이 방사능에 오염되었다. 원전인근 30km는 여전히 공식적으로 거주

제한구역이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원전을 덮었던 시멘트 석관이 노후화되면

서 방사성물질 유출이 우려되자 유럽 국가들의 도움을 받아 사고가 난지 30

년이 되었던 지난해 거대한 강철 돔으로 석관을 다시 덮었다. 4년이 걸린 이

공사에만 2조8천억원의 비용이 들어갔다.

2011년에는 일본 후쿠시마 1,2,3호기가 폭발했다. 지진과 해일로 후쿠시마 원

전이 폭발해서 돌아갈 수도 도와주러 갈 수도 없는 땅이 되었고 대량의 방

사성 물질이 방출되었다.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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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해복구지원작전 미군 150여명이 방사선 피폭되어 지난 8월 도코전력을

상대로 5조원 배상을 요구했다. 피해복구비용만 215조원이 든다. 원자력 안

전 신화는 무너졌다. 수도 한복판에 원전을 건설하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

도 없다. 100% 안전한 원전은 없기 때문이다.

Q2. 신고리5,6호기는 안전한 원전인가?

‣ 신고리 5,6호기는 유럽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모델이다. 한국 전력은 2012

년 신고리 5,6호기에 사용될 가장 앞선 기술이라고 주장하는 APR1400모델

을 핀란드에 수출하려고 했다. 그러나 핀란드는 이 모델이 안전기준에 적합

하지 않고, 사고가 났을 때 냉각능력이 미흡하다고 판정했다. 그러자 한국

전력은 신고리5,6호기 설계를 변경해 수출용 EU-APR을 만들었다. 격납건물

을 2중으로 하고 사고 대비 냉각설비를 추가한것이다. 그러나 국내용인 신고

리 5,6호기에는 이런 설비가 없다. 수출용 EU-APR에 대한 안전설비는 강화

되었는데, 국내용인 신고리 5,6호기에는 똑같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안전설비가 늘어나면 공사기간과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리

고 2009년 아랍에미리트에 수출이외엔 수출은 없다.

Q3. 계속되는 원전 비리, 우리 안전과 관련이 있나?

‣ 원전 관련 비리는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후 안전강화비용 2조원을 투자했으나, 우리나라는 1조 2천억원 투자했다.

2012년 고리1호기에서 전기가 완전히 끊긴 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조

직적으로 은폐되었다. 그 밖에 품질보증서 위조, 변조 뇌물제공으로 205명이

실형(한국원전사장포함) 선고를 받았다. 만약 원전 사고가 나면 원전의 핵심

설비를 공급한 회사와 원전을 건설한 회사는 피해보상책임이 없기 때문에

피해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한다.

Q4. 대한민국, 세계에서 원전 밀집도가 가장 높은 나라라고 하는데 괜찮은가?

‣ 위험은 가능한 분산해야 한다. 원전도 마찬가지이다. 밀집할수록 사고확

률이 높아지고 대규모정전의 위험성이 따른다. 후쿠시마 사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고는 동시다발로 일어날 수 있다. 밀집된 원전에 사고가 나면 방사

선은 더 많이 방출 될 수 있다. 신고리 5·6호기가 건설되면 위험이 증가하는

것이다. 더 이상 원전을 추가해서는 안 된다. 부산과 울산은 신고리 5·6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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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추가되면 무려　10기의 원전이 한 곳에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원전밀집

지역(고리 1·2·3·4호 신고리 1·2·3·4호 + 5·6호)이 된다. 주소만 다를 뿐 하

나의 산자락에 붙이 있는 10개의 원전들을 고리, 신고리로 나눠 부르는 것이

다.

Q5. 신고리 5·6호기는 지진에 안전한가?

‣ 신고리 5·6호기는 최대지진규모를 반영하지 않았다. 더 이상 지진 안전지

대가 아닌 고리와 월성 원전 일대는 지진활성단층이 발견되었다. 신고리 5·6

호기는 지진 안전성을 건설 허가 당시 평가를 제대로 안 했다. 고리와 월성

원전 일대에서 8개의 단층대 위에 지금까지 약 60여개의 활성단층이 확인되

었으나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당시 2개의 활성단층만 조사해 최대지진을

평가했다. 최근 조사 결과 경주 지진의 원인으로 분석되는 양산단층대도 최

대지진 평가에 포함되지 않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통해 신고리 5호

기 원자로 위치가 50미터 옮겨져 재설계된 사실이 드러났다. 기존 위치 아래

로 단층이 지나가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지진은 최대 규모

7.5까지 발생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신고리 5·6호기 내진설계는 규모

7.0이다. 만약 사고가 나면 382만 명은 어디로 가야 하나? 고리원전 반경

30km에는 382만 명이 살고 있다. 원전사고가 나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중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피 시뮬레이션, 대피 시

나리오에 따른 대피계획도 만들지 않았다. 부산항, 해운대, 울산현대자동차,

울산석유단지는 원전 30km내외에 위치한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시설들이다.

사고 시, 나라경제와 시민의 생활에 치명적이다.

Q6. 사용후핵연료는 어떻게 하나?

‣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으로 원전을 더 늘리지 않아야 한다. 고준위 핵

폐기물은 치명적인 방사선을 내뿜기에, 최소 10만년동안 보관해야한다. 그러

나 지금까지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을 마련한 나라는 없다. 핵폐기물 처분

비용만 수조 원이 더 든다. 신고리 5,6호기를 비롯해 신규원전을 취소한다면

고준위 핵폐기물 비용 19조원을 아낄 수 있다. 우리나라 총 고준위핵폐기물

1만 5천 톤은 임시저장 중이다. 2019년부터 임시저장소가 포화될 예정이나

우리나라는 아직 처분장소를 마련하지 못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시 고준

위 핵폐기물 3,600톤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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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공급 및 전기요금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10대 시민대표 ( )

- 건설 재개 측 -

첫 번째 주장. 원자력발전은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 전기는 안정적 공급이 가장 중요하다. 만약 전기가 갑자기 부족해지면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 2011년 전기가 부족해서 공장이 멈추었고, 2017년 대

만에서 블랙아웃(대규모정전사태)이 왔다. 2017년 미국에서는 허리케인이 불

러 전기가 공급되지 않아 화학공장 폭발했다. 그만큼 전기는 안정적인 공급

이 중요하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더욱 전기에너지가 필요하다. 전기사용

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인데 이 부족한 전력을 어디서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태양열, 지력, 풍력, 조력…….)를 확대하는 것은 세

계적 추세이다. 하지만 추운 겨울 어두운 저녁, 바람이 불지 않을 때 어떻게

에너지를 얻나? 신재생에너지는 변동성이 심해 혼자서 전력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 신재생에너지는 원자력과 같은 안정적인 전기공급이 이루어지고 있

는 상황에서 함께해야한다.

신고리 5,6호기를 건설하지 않으면 10년 뒤 2030년에는 5~10GW의 전기가

건설 중단 건설 재개 판단 유보

♣ 원자력 발전의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에

대한 내 입장은 무엇입니까?

♣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3) 숙의과정 -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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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신고리5,6호기 짓지 않으면 값비싼 LPG 발전소

를 지어야한다.

두 번째 주장. 원자력발전은 전기요금을 싸게 한다.

‣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해외에 비해 매우 싸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OECD

32국가 중 3번째로 저렴하다. 독일 전기요금의 1/3 정도이다. 그러나 원전이

줄어들면 전기요금은 최소 21% 오를 것으로 전망한다. 원전을 줄인 해외 국

가들도 전기요금이 대폭 올랐다. 대표적으로 독일은 원전을 줄이고 신재생에

너지를 늘이면서 전기요금 크게 늘어났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OECD 국가

중 최고로 높다.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을 줄여 전기요금이 대폭

올랐다.

값싼 원자력은 전기요금 안정을 통해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했다. 덕분에 우

리나라 철강, 자동차, 조선과 같은 제조업이 발전할 수 있었다. 미래는 전기

차도 증가하고, 4차 산업혁명으로 값싼 전력의 안정적 공급이 더욱 중요해졌

다.

그러나, 전기요금이 오르면 지하철, 음식요금 등 모든 생활물가가 올라 서

민이 더욱 힘들어지고, 산업 경쟁력은 떨어지고, 중소기업은 더 어려워진다.

세 번째 주장.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를 위해서도 원자력이 필요하다.

‣ 세계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려고 하고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화석

연료발전(석탄)은 절반으로 줄이고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는 세계적 추세이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 많은 돈이 필요하다. 값싼 원자력이 유지되어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지원할 수 있다. 결국 신재생과 원자력은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동반

자

- 건설 중단 측 -

첫 번째 주장. 우리나라 전력공급은 신고리 5,6호기를 짓지 않아도 충분하다.

‣ 우리나라의 전력공급은 낭비가 심하고 비효율적인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

는 전력수요를 예측하고 거기에 맞춰 발전소를 건설한다. 즉, 수요예측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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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하면 쓸데없는 발전소를 짓게 되는 것이다. 2015년 실제로 전력을 소비한

결과는 예측한 것 보다 낮아 그 결과 놀고 있는 발전소만 늘었다. 신고리

5,6호기를 포함한 더 이상의 원전을 건설할 필요가 없다.

원전을 줄이면 정전이 발생한다? 천만의 말씀이다. 전력공급은 충분하다.

현재 발전설비 총량 약 110GW이다. 2015년, 2016년 전기수요 최대 피크 치

는 약 85GW이다. 즉, 25GW가 남아돈다. 25GW는 대용량 원전 18기에 해당

하는 전기이다. 전기는 남아돈다. 신고리5,6호기 건설을 중단하고, 오래된 원

전을 폐쇄한 다해도 여유가 있다.

4차 산업 혁명, 전기차와 인덕션이 일상화되면 전기가 더 많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능형전력망, 스마트공장, 에너지고효율제품, 에너지 저장장치 등 기

술발전으로 에너지 효율이 높아지면 전기소비는 오히려 줄어들 것이다. 2030

년 최대전력소비 100GW로 추정된다. 이미 발전설비는 164GW로 전력공급

이 충분한 지금이 위험하고 비싼 원전을 탈피할 때이다.

두 번째 주장. 원전은 절대 싼 에너지가 아니다.

‣ 원전은 가장 싼 에너지이다? 이것은 헐리우드액션이다. 정부의 특혜로 원

전 관련 행정비용과 금융비용은 대폭 낮았고, 원전주변 암 환자 증가 등 외

부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에 싼 값으로 공급할 수 있었다. 또한 핵폐기

물을 처리하는 비용이 64조원이 필요한데 그 중 3조원만 있는 상태이다. 나

머지는 고스란히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다. 만약 사고라도 나면 천

문학적인 피해복구비용이 든다. 따져보면 가장 비싼 것이 원전이다.

세 번째 주장. 원전을 줄여도 전기요금은 크게 오르지 않는다.

‣ 탈 원전(원자력발전을 탈피한다는 뜻) 통해 에너지전환이 이루어졌을 때

2030년까지 오르는 전기요금은 가구당 월 5,572원이 오를 것으로 전망한다.

전기요금이 올라도 산업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10% 올라도 원가에 0.16%만 영향을 준다. 오히려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대

기업들(포스코, 현대제철)이 값싼 전기로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세금을

부과했다.

네 번째 주장. 원전을 탈피하고 재생에너지로 나아가자.

‣ 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는 계속 낮아지고, 원자력 발전단가는 계속 증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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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중단 건설 재개 판단 유보

다. 영국은 신규 해상풍력발전, 미국 태양광 발전은 재생에너지가 원전보다

발전비용이 더 싸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대 초반 태양

광 1kw를 생산하는 비용이 1,300원이였다면, 지금은 100원대이다. 2025년이

되면 재생에너지가 원전보다 더 싸진다. 신재생에너지는 안전성뿐만 아니라

경제성까지 확보되는 것이다.

♣ 원자력 발전의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에

대한 내 입장은 무엇입니까?

♣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는 국가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10대 시민대표 ( )

- 건설 재개 측 -

첫 번째 주장. 지금 신고리5,6호기 건설을 중단하면 손해가 너무 크다.

‣ 지금 건설을 중단하게 되면 총 건설비 8조 6천억 원 중 이미 투자한 1조

8천억은 쓸모가 없게 되고 보상비용으로 1조 원이 추가되어 총 2조 8천억원

이 사라지게 된다. 이는 우리 국민이 메워야 할 돈으로 가구당 14만원에 해

당한다. 또한 이미 계약한 기업과 계약해지를 위한 소송, 분쟁이 발생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많은 일자리를 지역에 제공하고 있었는데, 당장 1만2

천여 명의 가장의 일자리가 사라진다. 건설이 완공되면 앞으로 60년간 우리

4) 숙의과정 - 국가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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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 가져다 줄 국가적인 이익도 잃게 된다.

두 번째 주장. 우리나라 원전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 우리나라 원전기술은 반도체 기술만큼 세계에서 일류기술로 인정받고 있

다. 그러나 신고리 5,6호기가 건설 중단 되고 탈 원전으로 가게 되면 어렵게

쌓은 기술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지난3월 미국 포브스 기사에서 한국은 원전

부분에서 글로벌리더로 성장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미국은 30년 동안

원전건설을 중단해서 원전 기술력을 잃게 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

의 교훈을 기억하며 세계 최고의 원전기술이 사라지게 해서는 안 된다. 원전

건설을 멈추면 지난 60년간 공들인 원전기술과 노하우가 사라질 것이다.

원전수출은 큰 경제효과를 가져오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에 원전을 수출하였다. 이 원전

은 세계 여러 나라 전문가들의 검사를 통과해 우수성과 안전성이 입증되었

다. 신고리 5,6호기가 안전하지 않다는 이유로 건설을 중단한다면,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로부터 원전을 수입하지 않을 것이다. 원전 수출은 국가 간 경

제, 문화, 사회, 외교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되어 파급효과도 뛰어나다.

세 번째 주장. 세계 원전 건설 시장은 지금도 성장하고 있다.

‣ 지금도 많은 국가들이 안전적인 전기공급을 위해 새롭게 원전을 계속 짓

고 있다. 건설 중단 측에서는 원전이 망해가는 사업이라고 주장하지만 31개

국에서 59기를 추가로 건설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가 멈춘다면 다른 국가들

(중국과 러시아)이 원전 시장을 장악하게 될 것이다. 원전기술은 계속 발전

시켜 나아가야 할 국가산업이다.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기술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 세계적인 추세인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위해서도 안정적인

원자력이 필요하다.

- 건설 중단 측 -

첫 번째 주장. 재생에너지 투자가 대세이다.

‣ 재생에너지는 2016년 세계 전기생산량의 24.5%를 차지했다. 원전은 같은

해 10.5%이다.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된 금액은 원자력보다 8

배 많고, 일자리도 원전보다 훨씬 많이 만든다. 세계적 기업은 100% 재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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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 사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RE100(Renewable Energy 100)은 제품생산

과 판매에 필요한 에너지를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한 기업

들이다. BMW,구글, 애플, 페이스북, 나이키, 마이크로소프트, 레고 등 106개

의 세계적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인도와 중국기업 등도 참여하고 있으나 한

국 기업은 아직 없다. “애플은 거의 모든 사업장을 이미 재생에너지로 운영

하고 있습니다. 재생 에너지 사용은 지구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비즈

니스를 위해서도 필요한 선택입니다.” - 애플 CEO 팀 쿡(2017.6.)

세계 시장에서 재생에너지 사용 여부가 중요해졌다. 2015년 BMW는 삼성

SDI 에게 자동차배터리를 생산할 때,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일정량

사용할 것을 요청했다. 세계 시장은 빠른 속도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재편

되고 있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늦어지면 우리나라는 세계 시장에서 외면

당할 것이다.

두 번째 주장. 원전은 사양산업이다. (⇔성장산업)

‣ 탈 원전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 세계에서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31개국이다. 그 중 탈 원전을 목표로 정책을 수립하는 나라가 점차 늘고 있

다. 오스트리아는 1978년, 이탈리아는 1990년에 이미 탈 원전을 달성했다. 독

일은 2022년, 벨기에와 대만은 2025년, 스위스가 2034년 탈 원전을 할 것이

라 발표했다. 세계 원전 대국 2위 프랑스는 원전을 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우리나라 탈 원전 시점은 2079년이다. 원전을 천천히 줄여나가는 계획이다.

62년 후 탈 원전은 너무 먼 목표이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이 탈 원전

목표를 앞당기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에 원전을 수출한 이후 이명박 정부는

2030년까지 30기의 추가 원전을 수출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지난 9년간 원전

수출 실적은 제로이다.

세계 곳곳에서 건설 중인 원전을 과감하게 취소하고 있다. 2017년 미국 사

우스캐롤라이나 원전 2기의 건설을 중단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100% 건

설이 완료된 원전을 취소한 사례도 있다. 대만은 98%완성한 원전건설을 중

단했다. 건설 중인 원전 취소는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

원전 산업의 미래는 암울하다. 세계 제1의 원전 공급업체였던 미국의 웨스

팅하우스사는 파산했다. 원전 산업이 미래가 없음을 잘 보여준다. (상대측

의견은 세계 운영 원전의 총 개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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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주장. 신고리 5,6호기 중단으로 생기는 7조원, 재생에너지에 투자하자.

‣ 현재 우리나라도 원자력 관련 일자리 3만5천명이다. 7조원을 재생에너지

산업에 투자하면 더 많은 일자리 만들 수 있다. 재생에너지 시장은 계속 성

장하고 있고, 원전 수출시장보다 재생에너지 시장이 더 크고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 수출할 수 있다. 원전 수출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설비 수출 전망이

더 밝다.

2016년 세계 태양광 패널 생산 1위 업체가 국내 기업인 한화 큐셀이다. 대

부분 수출하고 있다. 이제 국내도 풍부한 태양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할 때이

다. 국내 태양광 생산량이 낮은 것은 환경이 나빠서가 아니라 투자가 적어서

이다.

우리나라 재생 에너지 비중(2.2%)은 OECD 35개국 중 꼴찌이다. 77.7%, 덴

마크 60.6%, 독일 29.3%, 일본 15.9% 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비중이다. 반도

체, 휴대전화, 생활가전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우리나라는 재생에

너지도 세계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다. 태양광과 배터리 산업은 이미 세계

일류이다. 지금껏 원전에 가려 성장기회를 얻지 못했을 뿐이다. 원전이 아니

라 재생에너지에 7조원을 투자하자.

♣원자력발전의 ‘국가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

에 대한 내 입장은 무엇입니까?

♣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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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원별 석탄 LNG 태양광 원자력

온실가스

배출량
820 490 48 12

발전원별 석탄 LNG 원자력

미세먼지 11.78 6.54 0

초미세먼지 16.04 6.54 0

질소산화물 410.80 595.90 0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는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10대 시민대표 ( )

- 건설 재개 측 -

첫 번째 주장. 원자력은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고 미세먼지를 전혀 배

출하지 않는 청정에너지다.

‣ 미래세대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와 미세먼지 걱정 없는 세상에

살아야한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부작용사 례가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

다. 빙하를 녹이고 해수면을 상승시키는 지구온난화의 원인은 온실가스이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에너지원을 사용해야 한

다. 그것이 원자력이다. 원자력은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청정 에너지원이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원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LNG의 1/50, 태양광의 1/4

수준이다.

단위: g-COeg/kWh

세계적으로 원전을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미국,

일본, 영국에서도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원전을 짓고 있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30년까지 예상 온실가스 방출 량의 37%를 줄이기

로 국제사회와 약속했다.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신고리 5,6호기는 반

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원전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는다. 석탄이 오염물질을 가장 많이 발생시키고 LNG는 석탄보다 미세먼

지 발생은 적지만 오존층 파괴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을 더 많이 발생시

킨다.

5) 숙의과정 -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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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원 장점 단점

석탄 가격이 저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많이 배출

가스

(LNG)
석탄에 비해 친환경적 가격이 비싸고 전량 수입에 의존

원자력
가격이 가장 저렴, 온실가스 배출

없음
안전에 대한 우려

신재생
온실가스 배출이 적고 연료비

없음

가격이 비싸고 날씨가 따라

공급제한

모든 에너지원은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배출하지 않고, 가격이 저렴한 것은 원자력이다.

#미세먼지 없는 에너지, #온실가스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

- 건설 중단 측 -

첫 번째 주장. 원전은 전기만큼 방사능과 핵폐기물을 만든다.

‣ 우리나라 1인당 전력소비량은 독일, 프랑스 ,영국에 비해 높다. 에너지낭

비가 심하다. 누가 전기를 많이 쓰는지 알아봤더니 주범은 가정이 아닌 기업

이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밤 시간에 원가 이하로 낮춰준다. 그래서 많은 기

업들은 저려한 요금으로 밤 시간에 운영한다. 이것은 에너지 불평등을 보여

준다. 에너지를 만드는 사람과 에너지를 쓰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다. 초

고압 송전탑이 있는 경상남도 밀양 지역주민들은 땅값이 떨어지고, 많은 건

강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다. ‘전기는 눈물을 타고 흐른다.’라는 말이 있다. 우

리가 편리하게 사용하는 전기가 누군가의 아픔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괜

찮은 것인가?

원전은 한 번의 사고로 국토를 황폐화 시키고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준다.

원전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자동차 사고와 원전사고를 비교하며, 자동차도 사

고가 나기 때문에, 운전하면 안되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다. 확률은 자동차

사고보다 낮지만, 피해규모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좁은 국토 대부분이 오염

이 된다. 심지어 오염은 300년간 지속된다. 자동차사고와 원전사고를 비교하

면 안 된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피해복구비용은 215조에 이른다고

한다. 지난 60년간, 전 세계 원전 4기에서 사고가 났다. 원자력 안전 신화는

이미 무너졌다. 심지어 원전은 정상 운영 중에도 방사성 물질은 나온다.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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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도 냄새로 형태도 없는 방사능에 피폭되면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암발생

률이 증가한다. 원전 주변 지역 암 발생률을 조사한 결과, 갑상선암이 2.5배

가 더 생길 수 있다고 나왔다. 대표적 예가 고리원전 5km 이내에 살고 있는

균도네 가족이다. 균도는 발달장애1급이고 아빠는 직장암, 엄마도 갑상선암,

장모는 위암으로 법원에 소송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했다. 경주시 인근에 위

치한 나아리 주민들 몸에서는 방사성 물질 검출되었다. 주민들의 원전 이주

요구는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된다. 그들은 울부짖는다. “8개가 있는데 또 2

개 짓겠다고?”, “그렇게 좋은 거면 너희 있는 곳에 지어라.”, “지진위험도 없

고 송전 선로도 짧은 서울에 지어라.”

가동하는 순간부터 생겨나서 10만년 이상 안전하게 보관해야하는 핵폐기

물은 어떻게 할 것인가? 원전에서 나오는 핵폐기물을 생태계와 불리해야할

시간은 10만년이다. 지구상 최초의 인류가 탄생한 시점이 10만년이다. 핀란

드에서는 핵폐기물을 보관하기 위해 천연 암반 1000m 깊이의 동굴을 만들

고 있다. 고준위핵폐기물을 저장한 곳이니 건드리지 마라라고 한다. 10만년

동안 지워지지 않는 표시나 방법이 있긴 할까? 핵폐기물 처리 기술은 어느

나라도 없다.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일이다. 핵폐기물 고민은 내려놓고 원전

늘이기에만 몰두하고 있다.

#전기는 눈물을 타고, #에너지 불평등, #방사능, #핵폐기물 보관만 10만년

♣원자력발전의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에 대

한 내 입장은 무엇입니까?

♣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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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 4가지 주제를 종합해서 바라보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10대 시민대표 ( )

1. 원전은 안전한가요? (안전)

2. 전력공급 및 전기요금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경제)

3. 국가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주나요? (국가산업)

4. 우리 환경에는 어떤 영향을 주나요? (환경)

4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건설 재개의 주장을

들으며, 여러분의 태도는 더 확고해지기도 하고, 변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태

도로 원전을 바라보고,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아래는 우리가 지금까지 학습

했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측과 재개 측의 주장입니다. 다시 한 번 검

토하고 현명하게 결정해 주세요. 여러분의 손에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

요한 열쇠가 쥐어져 있습니다.

♣ 4가지의 관점을 종합해보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에 대한 내 입장은

무엇입니까?

♣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6) 숙의과정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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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점
건설 중단 건설재개

안

전

1. 신고리 5,6호기는 지진에 안전

하지 않다.

2.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원전 밀집

도가 가장 높다.

3. 원전 사고는 그 지역에 막대한 피

해를 주었다. 100% 안전한 원전은

없다.

4. 사용후핵연료를 처분할 장소는

어느 나라에도 없다.

5. 원전 관련 비리는 우리의 안전

과 관련 있다.

1. 신고리 5,6호기는 지진에 가장 안

전한 설비다.

2. 한 지역에 여러 개의 원전이 있

어도 충분히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다.

3.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선 영향

은 아주 적다.

4. 사용후핵연료는 그 양이 아주 작

으며 철저히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

다.

경

제

1. 우리나라 전력공급은 이미 충분

하다.

2. 원자력은 절대 싼 에너지가 아

니다.

3. 원전을 줄여도 전기요금은 크

게 오르지 않는다.

1.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2. 전기요금을 싸게 한다.

3.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를 위해서

도 필요하다.

국

가

산

업

1. 세계 곳곳에서 건설 중인 원전

을 과감하게 취소했다.

2. 신고리 5,6호기 중단으로 생기

는 7조원, 전망이 밝은 재생에너

지에 투자해야한다.

3. 원전시장은 사양산업니다.

1. 지금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하면 손해가 너무 크다.

2. 우리나라 원전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 기술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

3. 세계 원전 시장은 지금도 성장

하고 있다.

환

경

원자력은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

하고 미세먼지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청정에너지다.

원전은 전기만큼 방사능과 핵폐기

물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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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중단 건설 재개 판단 유보

최종 결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10대 시민대표 ( )

♣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에 대한 나의 최종 결정은 무엇입니까?

♣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신고리 5·6호기 건설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긴 시간동안 학습하고 토론하

는 숙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여러분이 든 생각을 자유롭게 써 주세요.

7) 숙의과정 - 최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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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업지도안

1) 오리엔테이션

․ 적용차시: 1-2/9

․ 학습 주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 10대 시민대표단으로 참여하기

․ 학습 목표

신고리 5,6호기 건설여부에 공론화와 숙의과정의 필요함을 알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 10대 시민대표단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다.

․ 교수・학습 과정

▷ 도입

- 전기가 우리 손에 오기까지 다양한 전기 공급원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 원자력발전은 우리나라 전력공급의 30%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고, 원

자력발전의 주요 쟁점에 대해 간략히 이야기 나누기

▷활동1

-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두고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사건을 뉴스를

통해 확인하기

-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중단이 사회적 쟁점이 된 이유를 알아보기

-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중단을 둘러싼 입장을 알아보기

▷활동2

- 신고리 5·6호기 건설여부에 공론화와 숙의과정이 필요한 이유 알기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10대 시민대표단으로서 책임감을 가지며 숙의

과정에 임하도록 임명장 수여하기

▷활동3

- 숙의 과정을 거치기 전 원자력발전에 대한 나의 태도를 정하고 이유

를 쓰기

- 앞으로 숙의 과정을 안내받기

․지도상의 유의점

- 원자력이란 용어를 처음 접해보는 학생들이 있으므로 어려운 과학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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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로 인식하지 않기 위해 원자력의 원리를 설명하기보다 사회적 쟁점으

로 접근하도록 한다.

2) 숙의과정-학습

(1) 안전

․ 적용차시: 3/9

․ 학습 주제: 신고리 5·6호기는 안전한가?

․ 학습 목표: 안전과 관련하여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측과 건설 재

개 측의 주장을 알고 나의 태도를 정하여 발표하기

․ 교수・학습 과정

▷ 도입

- 원자력발전과 안전과 연관 지어 생각나는 단어와 문장을 말해보기

▷활동1

- 건설 재개 측과 건설 중단 측의 안전과 관련된 주장과 근거 확인하기

- 원전사고가 많았잖아요. 정말 안전한가요?

- 신고리5·6호기는 안전한 원전인가요?

- 원전 밀집도가 가장 높은 나라라고 하는데 괜찮은가요?

▷활동2

- 안전에 대한 양측의 주장을 조별 토의를 통해 이해를 다지고, 생각을

정리하고 확장하기

▷활동3

- 원자력발전과 안전에 대해 알고 난 후,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에

대한 내 입장을 정하여 발표하기

․ 지도상의 유의점

- 원전사고, 원전밀집도, 사용후핵폐기물과 같이 용어가 어렵고, 학습내

용이 많기에 미리 숙의자료집을 배부하여 가정에서 학습해 오도록 한다.

학습내용이 많기에 수업시간에는 설명을 많이 하기보다는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서로 질의 응답할 수 있는 시간과 조별 토의하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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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충분히 주도록 한다.

(2) 경제

․ 적용차시: 4/9

․ 학습 주제: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는 전력공급 및 전기요금에 어

떤 영향을 미치는가?

․ 학습 목표: 경제성과 관련하여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측과 건설

재개 측의 주장을 알고 나의 태도를 정하여 발표하기

․ 교수・학습 과정

▷ 도입

- 원자력발전과 경제와 연관 지어 생각나는 단어와 문장을 말해보기

▷활동1

- 건설 재개 측과 건설 중단 측의 안전과 관련된 주장과 근거 확인하

기

- 건설 재개 측의 주장: 원자력발전은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전

기요금을 싸게 한다.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를 위해서도 원자력이 필요하

다.

- 건설 중단 측의 주장: 우리나라 전력공급은 신고리 5,6호기를 짓지 않

아도 충분하고 원전은 절대 싼 에너지가 아니다. 원전을 줄여도 전기요

금은 크게 오르지 않는다.

▷활동2

- 경제성에 대한 양측의 주장을 조별 토의를 통해 생각을 정리하고 확

장하기

▷활동3

- 원자력발전과 경제에 대해 알고 난 후,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에

대한 나의 태도를 정하여 발표하기

․ 지도상의 유의점

- 전력공급에 있어 건설 재개측은 신고리 5·6호기를 짓지 않으면 10년

뒤 전기가 부족하기 블랙아웃이 올 수 있음을 경고하고 건설 중단측은



- 96 -

신고리 5·6호기를 짓지 않아도 충분하다고 한다.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까닭에 대해 추측해보고 어느 정보가 맞을지 토의해 보도록 한다.

(3) 국가산업

․ 적용차시: 5/9

․ 학습 주제: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는 국가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

치는가?

․ 학습 목표: 국가산업에 대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측과 건설 재

개 측의 주장을 알고 나의 태도를 정하여 발표하기

․ 교수・학습 과정

▷ 도입

- 원자력발전과 국가산업과 연관 지어 생각나는 단어와 문장을 말해보

기

- 원자력발전과 세계적인 동향인 재생에너지와의 관계를 생각해보기

▷활동1

- 건설 재개 측과 건설 중단 측의 국가산업과 관련된 주장과 근거 확

인하기

- 건설 재개 측의 주장: 지금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하면 손해가

너무 크다. 우리나라의 원전기술을 세계최고 수준인데 원전 건설을 멈추

면 원전기술과 노하우가 사라질 것이다. 세계 원전 시장은 지금도 성장

하고 있다.

- 건설 중단 측의 주장: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하고 있고

일자리도 원전보다 훨씬 많이 만든다. 신고리 5·6호기 중단으로 생기는

돈으로 재생에너지에 투자해야 한다. 원전은 사양산업니다.

▷활동2

- 국가산업에 대한 양측의 주장을 조별 토의를 통해 생각을 정리하고

확장하기

▷활동3

- 원자력발전과 국가산업에 대해 알고 난 후,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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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나의 태도를 정하여 발표하기

․ 지도상의 유의점

-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측은 원전을 사양산업으로 보고, 건설 재개

측은 원전은 지금도 성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10) 정보의 출처를 보면

서, 어느 정보를 더 신뢰하고 선택할지 조별토의를 통해 이야기해본다.

(4) 환경

․ 적용차시: 6/9

․ 학습 주제: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는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

․ 학습 목표: 환경에 대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측과 건설 재개

측의 주장을 알고 나의 태도를 정하여 발표하기

․ 교수・학습 과정

▷ 도입

- 원자력발전과 환경과 연관 지어 생각나는 단어와 문장을 말해보기

▷활동1

- 건설 재개 측과 건설 중단 측의 환경과 관련된 주장과 근거 확인하기

- 건설 재개 측의 주장: 원자력 발전은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고 미세

먼지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청정에너지다.

- 건설 중단 측의 주장: 원자력 발전은 전기만큼 방사능과 핵폐기물을

만든다.

▷활동2

- 환경에 대한 양측의 주장을 조별 토의를 통해 생각을 정리하고 확장

하기

▷활동3

- 원자력발전과 환경에 대해 알고 난 후,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에

10)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자료집에 따르면 건설 재개측은 전 세계 31개국에서 446기의

원전이 운영 중이고, 59기 원전이 건설 중이며 160기 원전이 건설될 예정이라고 한

다.(출처 World Nuclear Association (2017))반면 건설 중단측은 탈 원전 국가가 늘어

나고 있고, 세계 곳곳에서 건설 중인 원전을 과감하게 취소하고 있으며 중국, 러시아,

인도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새롭게 건설되는 원전이 감사하는 추세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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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나의 태도를 정하여 발표하기

․ 지도상의 유의점

- 원자력 발전이 가동된다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는 배출하지 않지만,

방사능과 핵폐기물을 만든다. 원자력발전과 환경의 연관성은 안전과 윤

리와도 관련 있음을 알고, 단순히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전부가 아

님을 인지하도록 한다.

(5) 종합

․ 적용차시: 7/9

․ 학습 주제: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를 안전, 경제, 국가산업, 환경 4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기

․ 학습 목표: 안전, 경제, 국가산업, 환경이라는 4가지 관점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를 바라보고 나의 태도를 정하여 발표하기

․ 교수・학습 과정

▷ 도입

- 안전, 경제, 국가산업, 환경이라는 4가지 관점에 대해 학습한 느낌 이

야기하기

▷활동1

- 안전, 경제, 국가산업, 환경 4가지 관점으로 바라 본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측과 건설 중단 측의 주장과 근거를 다시 살펴보고 정리하기

▷활동2

- 조별 토론을 통해 나의 입장과 친구들의 입장을 비교해보기

▷활동3

-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에 대한 나의 종합적인 태도를 글로 쓰고 발

표해보기

․ 지도상의 유의점

- 4가지 관점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이다. 4가지 각각의 관점

에 따라 나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고, 어느 관점에 나의 가치를

더 둘 것인지 깊이 성찰하여 태도를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조별 토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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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나의 태도와 상대방의 태도를 비교하며 말하며 들을 수 있도록 하

고, 토론을 통해 알게 된 점을 전체에게 나눌 수 있도록 한다.

3) 숙의과정-토론과 최종결정

․ 적용차시: 8/9

․ 학습 주제: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에 대해 토론하기

․ 학습 목표: ‘신고리 5·6호기는 건설되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토론

해 보자.

․ 교수・학습 과정

▷ 도입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중 미래세대 토론회 영상을 잠시 시청하고, 신

고리 5·6호기 건설 여부에 토론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활동1

-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에 대한 나의 태도를 정하여 ‘신고리 5·6호

기는 건설되어야 하는가?’라는 토론주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로 나누기

▷활동2

- ‘주장 펼치기-협의하기-반론하기-협의하기-주장 다지기’ 순서로 전체

토론하기

▷활동 3

- 토론 후 소감을 나누고 2차 토론을 위해 준비해야 할 점 이야기 나누기

․ 지도상의 유의점

- 토론을 통해 신고리 5·6호기 건설여부에 대한 태도가 더욱 확고해진

학생과, 태도가 변화가 된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원자력발전에 대한

태도 결정에 정답이 없고, 어느 관점이나 가치에 더 비중을 두느냐에 따

라 개인과 사회의 원자력발전에 대한 태도가 달라짐을 안다. 토론을 통

해 나와 다른 상대방의 주장을 듣고, 논쟁활동을 통해 설득하는 과정도

중요하고, 나와 다름을 공감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함을 인지한다.

- 깊이 있는 토론을 위해 토론을 2번 나누어 진행한다. 토론을 2번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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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이유는 상대방의 주장을 듣고, 나의 주장을 더욱 확고히 다지기 위

해 탄탄한 근거를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함이다.

․ 적용차시: 9/9

․ 학습 주제: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에 대해 토론하고 최종 결정하기

․ 학습 목표: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에 대해 2차 토론을 하고, 최종

의견을 내어보자. 숙의과정을 경험한 소감을 이야기 해 보자.

․ 교수・학습 과정

▷ 도입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발표하는 뉴스 앞부분을

보여 주며 최종 결과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하기

▷활동1

- ‘신고리 5·6호기는 건설되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2차 토론하기

- 시민대표단처럼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투표를 하기

▷활동2

- 최종 결정하게 된 이유와 전체적인 숙의과정에 대한 소감을 나누기

▷활동3

- 투표 결과를 확인하고, 숙의과정을 마친 학생들을 격려하고 마치기

․ 지도상의 유의점

-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 최종 결정을 위한 투표를 진행할 때, 논쟁

의 실제성을 구현하기 위해 긴장감을 형성하여 진지한 분위기에서 진행

하도록 한다.

- 9번의 숙의 과정을 마친 학생들을 격려하며, 앞으로 원자력 발전과 같

은 쟁점에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배우고 토론하는

숙의과정을 적극 활용도록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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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iveness

of nuclear power plant education

using deliberation process

: For elementary 6th grade students

Yun seo young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Enviornmental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Recently, the government has publicly announced whether to stop

construction of Shin-Kori 5 and 6 units. Nuclear-related issues

discussed by experts have been brought to life issues for all citizens.

It showed a new model of conflict resolution, in which citizens

participate in decision-making and form consensus.

However, the public discussion has been criticized for not reflecting

the voices of future generations. The resumption of the construction

of Shin-Kori 5 and 6 units will benefit the current generation, despite

the use of nuclear waste and the need for future generations of risk

and responsibilities. Future generations should be provided with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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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 and balanced information about nuclear power plant, called

risk technology, and should be taught in depth about how they will

respond to this problem, which is directly related to their future.

However, in the present curriculum, nuclear power plant education is

not specified at all, and in the secondary education curriculum, it is

constituted so as to provide simple knowledge about nuclear power

plant, or to provide debate without proposing sufficient information or

data. The debate that actually affects students, such as nuclear power

plant, should be reproduced in school lessons so that they can fully

learn, discuss, critically understand, view from various perspectives,

and eventually form their own attitudes.

Studying and discussing enough is called a 'deliberative process'. It

is the 'deliberation process' that the citizens delegation experienced in

order to decide whether to build in the public debate of this Shin

Kori 5.6. Nuclear power plant is an issue that conflicts with various

values such as safety, economy, environment, and politics. Therefore,

nuclear power plant education is desirable to utilize a 'deliberative

process' to learn and discuss with sufficient information and materials

on the basis of interests and different perspectives. I would like to

use the process of deliberation to discuss nuclear power plant from

four perspectives such as 'safety, economy, national industry,

environment'.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apply 6th grade student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to the nuclear power plant education

program using the deliberative process. What impacts on the attitude

formation and change of nuclear power plant, what influences on the

formation and change of attitude toward nuclear power plant, how the

learning and discussion of the deliberative process affects students'

attitude formation and change I want to know. The results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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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nuclear power plant education program using the

deliberation process had a considerable influence on the attitude

formation and change of nuclear power plant.

Secon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process of formation and

change of attitude toward nuclear power plant, students learned four

perspectives of safety, economy, national industry and environment

and showed attitude formation and change according to each

viewpoint. And the attitudes of others. This shows that the process

of deliberation affects the formation and transformation of attitudes.

Third, there are aspects and factors affecting the formation and

change of attitude toward nuclear power plant, which are related to

the world view and values of student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erms of environmental education in

terms of urging students of future generations to form their own

attitudes through deliberation process of learning and discussing

nuclear power plant. This will contribute not only to nuclear power

plant but also to other disputes in order to make rational

decision-making and to further develop into a responsible democratic

citizen. To this end, in-depth research in connection with various

disciplines will continue and the development of nuclear power plant

education program and textbook development should be activated and

applied reasonably so that it can be used immediately on site.

keywords : deliberation process, nuclear power plant education, 

attitude formation and change , Shingori 5 and 6, Debate Class

Student Number : 2017-20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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