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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다양한 위험에 대비하여 사고예방행동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안전교육

이 필수적이다. 안전에 대한 지식의 부족과 위험에 내재되어 있는 속성

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위험상황에서 적절한 대응행동을 이끌어내기

어렵다. 따라서 스스로를 보호하고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위험상황

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이에 근거한 합리적 판단이 중요하다.

학교에서의 안전교육은 각종 위험상황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돕고,

안전한 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태도 및 실천의지를 갖도록 한다.

그러나 2015 개정교육과정에 안전교육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

과 교육에서는 안전교육에 대한 부분이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 지리교과

에서도 안전교육의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관련 단원에

서 부분적으로 다루거나 내용에 대한 지식 전달 위주의 교육이 주로 이

루어졌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 발생하는 사고나 재해의 종류가 다르고 지역 사

회의 구조와 지역의 생활환경에 따라 위험요소 및 대응방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전교육에서 지리교과의 역할과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리에서의 안전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차이를 갖는 위험의 종류를 파악하고 위험의 특성 및 위험 수준을 고려

하여 지리교과의 특색에 맞는 안전교육 내용을 개발하여 교육과정에 반

영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에서는 지리에서의 안전교육을 위한 방

안을 모색해 보고자 기존 지리연구에서 잘 다루지 않았던 원자력의 위험

에 주목하였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은 지역적 편

재성이 두드러지고 과학적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개인 혹은 집단 간에

서로 다른 판단기준에 의해 위험을 인식하게 된다. 객관적 위험과 개인

이 인식하는 위험 수준의 불일치는 위험을 과소평가하여 낙관적 편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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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하거나 위험을 과대평가하여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다. 이는 안전

교육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위험상황에

서의 합리적 판단과 올바른 대응행동을 위해서는 객관적 위험과 주관적

인식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인식의 차이를 줄이기 위

해 우선적으로 개인의 위험인식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위험

이 발생하는 공간 속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책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

다. 그러나 기존 위험연구들은 공간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 위험인식의 특성을 지리적 관점에서 공간과의 관계를

통해 살펴보고자 크게 두 가지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1은 연구 1-1과 1-2로 구분된다. 먼저 연구 1-1에서는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위험인식을 알아보았다. 후쿠오카, 오

사카, 도쿄로 조건을 할당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방사능 위험성을 평가

하게 하였다. 그 결과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도쿄를 가장 위험한 곳

으로 인식하고, 다음으로 오사카, 후쿠오카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식하

였다. 그러나 거리와 위험수준이 정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정도의

거리가 되면 위험인식 수준의 증가폭이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1-2에서는 지속적으로 방사능 오염의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는

도쿄를 실제로 방문한 대학생들의 위험인식과 위험을 인식하는 공간의

범위와 경계에 대해 알아보았다. 도쿄를 방문한 대학생들은 방사능 위험

성에 대한 낙관적 편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비해 일본을 방문

하지 않은 대학생들과 도쿄를 제외한 일본을 방문한 대학생들은 낙관적

편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쿠시마와 도쿄 간 거리를 추정하는데

있어서 도쿄를 방문한 대학생들은 후쿠시마와 도쿄 간 거리를 정확히 모

르고 있는 응답자가 많았으며 일본 방문 경험이 없는 대학생에 비해 두

지점 간 거리를 더 멀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방사능으로 인해 불

안감을 느끼는 현의 경계를 그어보도록 한 문항에서도 집단 간 확연한

차이가 나타났다. 도쿄를 방문한 대학생들은 평균 7개 현에 대해 불안감

을 느끼는 반면 다른 두 집단의 대학생들은 평균 16개 현에 대해 불안감

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쿄방문 집단은 다른 두 집단에 비해 방사

능에 대한 위험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으며, 낙관적 편향이 높고, 방사능



- iii -

으로부터 불안감을 느끼는 영역의 범위도 좁았다.

연구 2에서는 위험에 대한 낙관적 편향을 개선하고 위험인식의 민감

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위험정보 제시방안을 알아보기 위해 통제가

능성과 지도활동유무에 따른 위험인식을 알아보았다. 통제가능성이 낮은

조건으로 후쿠시마산 쌀을, 통제가능성이 높은 조건으로 후쿠시마산 수

산물을 제시하여 여행에 대한 방사능 위험성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위험은 덜 위험하다고 느끼고, 자신이 통제

하기 어려운 위험은 더 위험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도

활동을 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위험에 대한 민감성이 더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위 연구내용을 지리교육에 적용하면, 안전교육 내용을 구성할

때 다양한 위험에 대해 개인의 주관에 의해 형성되는 위험의 인식적 측

면을 토대로 하여 학습방안을 구성하여야 한다. 또한 자연재해 중심의

안전교육에서 벗어나 지리영역에서 다루어야 할 안전교육 내용에 대한

재조직화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위험에 관한 교육 내용의 깊이와 넓이

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리교과의 특색을 살린 효과적인

안전교육을 위해 ‘읽기 도구’로서의 지도가 아닌 ‘문제해결 도구’로서 지

도를 활용하여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위험 정보를 탐색하고 공간적 관계

속에서 위험의 특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야

한다.

주요어 : 안전교육, 원자력, 위험인식, 낙관적 편향, 위험 통제가능

성, 지도활용

학 번 : 2016-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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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제기 및 연구 목적

지진, 폭우, 화재, 테러 등 자연재해와 인적재해가 증가하고 규모도 대

형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지난해 이탈리아 북동부의 수상 도시 베네치아가 폭우로 인해 도심의

75%가 침수되었고, 미국은 텍사스주 엘패소에서 일어난 월마트 총기 난

사 사건을 포함하여 2019년에만 33건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하였다.

또한 2019년 12월 중국 우한 지역에서 발병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는 중국을 넘어 다른 나라로 급속히 확산이 되며 전 세계의 의료체

계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이 지속적이

고 다변화된 위험을 예측하고 대비하고자 전 세계적으로 안전에 대한 관

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결과로 안전교육이 강화되고 있다.

우리사회도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 세월호 침몰사고를 겪으며

사회 여러 부분에서 위험과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이와

더불어 체계적인 국가재난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요구 및 학교에서의

안전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교육부는 2014년 ‘교육분야

안전 종합대책’ 발표를 시작으로 2015년 2월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

을 마련하여 학교에서의 안전교육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초등학

교 저학년에 ‘안전한 생활’이라는 교과를 신설하고, 초3∼고3학년을 대상

으로 체육, 기술·가정(실과), 과학, 보건 등의 과목을 중심으로 안전단원

을 신설하여 구체적인 내용요소를 제시하였으며, 그 외 교과에 대해서는

학교 실정과 여건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안전교육을 수정·운영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안전교육 강화조치가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등교육을 제

외하고는 중·고등학교에서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위해 마련된 별도의 독

립된 교과목이 없고, 일부 교과의 관련 단원에서만 부분적으로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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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다루며 지식전달 위주의 방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

행 안전교육은 많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류성창·라종민, 2016).

최근 지리교과에서도 안전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재난에

대비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생겨났다(심정보, 2017). 왜 사

람들이 위험의 크기를 다르게 예측하고, 인식하며, 각자의 방식으로 위험

에 대응하는지에 대해 사회학, 심리학, 행정학, 정책학 등 다양한 분야에

서 지속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지리교육 분야에서는 안전교육

에 관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도

지리에서의 안전교육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2015개정교육과

정에 안전교육이 강조되면서 일부 교과에 변화가 생기고 있지만 안전교

육에서 지리교과의 위상은 매우 낮으며, 이에 대한 대비 또한 미비하다.

지리는 지표 공간의 자연환경 및 인문환경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지

리적 현상과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며, 공간상에서 나타나는 문제

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처할 능력을 기르는 과목이다(교육부, 2015a).

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재난은 공간상에서 발생하고, 지리는

위험이 발생한 공간, 즉 지역에 대한 이해를 학문의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다른 과목과 차별화된다. 특히 지역에 따라 발생하

는 사고나 재해의 종류가 다르고 지역 사회의 구조와 지역의 생활환경에

따라 위험요소 및 대응방안이 달라지기 때문에 안전교육에서 지리교과의

역할과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위험을 분석하는데 지

리적 관점에서 위험이 발생한 현장의 지역적 특성에 대해 파악해 보는

것은 위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의 맥락을 제공한다. 이때 지역적 특수

성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은 공간정보를 시각화하여

표현한 지도라고 할 수 있다(황홍섭·박지수, 2016). 지리교육에서 지도의

활용은 자신이 속한 지역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 공간이해력을 향상시킨다.

최근 국가적 차원에서 위험요인을 통제하고 안전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안전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지리정보를 기반으로

한 지도의 활용이 증대되고 있다(서재호, 2017). 학교 안전교육에서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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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적 이해를 돕기 위해 지도를 활용한 교수법이 유용할 수 있으며, 이러

한 과정을 통해 해당 지역에 위험이 발생한 매커니즘을 보다 쉽게 이해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위험이 발생하는 공간을 파악하고 주어진 공간

정보를 분석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관점에서 지도를 활용한 다양하고 실

천적인 교육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그러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

기존 학교 안전교육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체계성과 일관성의 부족, 교

과 담당교사들의 안전교육에 대한 경험의 부족으로 단편적인 내용의 나

열, 강의식 교육 방법, 안전교육 내용에 대한 양의 부족, 체험식 교육의

어려움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로 지적되어져 왔다(박인현·김기식, 1999;

조인식·정필운, 2015). 이는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나타

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학생들의 발달 단계 및 학년별 연계성을 고

려하여 각 교과의 특성에 맞는 내용요소를 개발해내는 것은 지리뿐만 아

니라 모든 교과의 공통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에 대한 노력이

미흡하였다.

특히 안전교육에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교육 목적과

의 관계 속에서 논의되어져야 하며 폭넓고 깊이 있는 통찰력을 요한다.

단순히 위험대비라는 명목으로 지표 공간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위험 요

소를 수용하여 안전교육 내용을 구성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실효성

또한 떨어진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저마다의 가치관과 기준에 따라

동일한 위험도 다르게 판단하기 때문에 위험인식에 기반한 교육을 실시

하는 것은 안전교육의 효율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지리교과

만의 차별화되고 특색 있는 안전교육을 위해서는 위험이 발생하는 공간

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위험에 대한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인식 간의 격

차를 줄여 효율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안전행동의 기저에 있는 위험

에 대한 인식을 연구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위험을 판단하는데 있어 낙관적인 사람들은 위험 추구적

행동(risk taking behavior)을 하고, 이로 인해 자신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게 된다(이나경, 2012). 위험상황에서 낙관적 편향이 문제가 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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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는 잘못된 위험 판단은 한 개인의 문제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민영·나은영, 2016). 이

렇듯 위험에 대한 인식은 위험에 대응하는 태도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가

되기 때문에 위험과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안전 관련 지식과 실천능력을 갖추도록 교육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

하다. 교육을 통해 체득된 결과는 지시나 명령으로 얻어진 결과보다 영

구적인 특성을 가지므로(박광렬, 2003), 학교에서의 안전교육을 통해 학

습자를 변화시키고 준비시키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에 주목하

여야 한다.

이런 점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위험에 대한 공간적 이해와 위

험에 대한 인식 및 지리교과에서의 향후 안전교육 방향을 설정하는데 많

은 시사점을 안겨준다.

원자력발전은 위험사회적 속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원전 정책 요소들에 대한 균형 잡힌

정보와 지식을 제공받고,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정책결정과정에 자신

의 목소리를 반영할 권리를 지켜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윤순진·정연

미, 2013). 이는 현대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필수적 자질이며, 지리교과가

추구하는 가치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리에서는 안전교육의 필

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

지 않았다. 이와 같은 교육 환경에서 자라온 성인들은 방사능과 관련하

여 과학적 정보 및 인식이 부족하여 원자력 발전으로 인한 지역갈등이나

이로 인해 파생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와 관련한 논의의 과정에 자신의

가치관에 기반한 합리적 판단을 내리기 보다는 공식적인 전문가나 관련

기관들,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하여 가치판단을 하는 경향을 보

인다. 하지만 가장 빈번하게 접하게 되는 미디어는 정부 관계자나 전문

가 등에게 위험정보를 제공받아 그것을 특정 가치에 맞게 재구성하여 대

중들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위험을 받아들이고 인식하는데 과대평가 혹은

과소평가가 나타날 수 있다(송해룡·김원제, 2013b). 또한 낙관적으로 판

단하는 편향적 사고를 초래하기도 하며, 교육의 효과를 낮출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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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원자력 발전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의 구조와 그로 인한 사회변

화에 대한 대응 방법을 효과적으로 교육하기 위해 원자력과 관련한 균형

잡힌 정보와 지식을 지리에서의 안전교육을 통해 새롭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사회구성원들이 원자력 발전의 위험을 어떻

게 인식하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후 교육과정을 통해 원자력 발전의 편익과 위험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구성원들이 스스로의 관점을 정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방안을 고민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존 지리에서의 안전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안전교육의 한 가지 방안으로써 원자력발전을 제안하

며, 원자력발전의 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공간적 관점에

서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지리 교과에 적합한

안전교육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 2절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장에서는 사회적으로 안전교육이 강화된 배경을 소개하고, 위험과 위

험인식이라는 주제의 학문적·교육적 중요성을 살펴보았다. 이어 지리교

육에서의 안전교육의 의미를 논하며 연구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2장에서는 연구를 위한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였다. 선행연구를 바탕으

로 학교 안전교육의 필요성 및 지리교육에서의 안전교육에 대해 정리하

고, 위험 및 위험 인식에 관한 전반적인 논의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또한

공간적 관점에서의 위험인식에 대해서도 정리하였다.

3장에서는 본 연구에 대한 개관 및 연구 가설에 대해 서술하였다. 이

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방법에 관해서도 서술하였다.

4장에서는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크게 2가지 연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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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1은 연구 1-1과 1-2로 나눠지며 연구 1-1에서는 거리에 따른 위

험인식을 알아보았다. 연구 1-2에서는 일본 방문경험 유형에 따라 낙관

적 편향과 위험을 인식하는 공간의 범위와 경계가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

하였다. 연구 2에서는 통제가능성과 지도활용 유무에 따른 위험인식에

관해 분석하였다.

5장에서는 실행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리교육에서의 안전교육 방안

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본 연구를 전체적으로 요약하고, 연구의 의의에

대한 전반적 논의를 진행하였다.

논문의 구성은 아래 <그림1>과 같다.

<그림 1> 본 논문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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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위험에 대비한 학교에서의 안전교육

1.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안전교육의 필요성

안전문제는 일상적인 위험과 관련이 있다. 일상에서의 사건·사고의 위

험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위험 관리’ 및 ‘안전 교육’이 중요하다. 세월호 침몰사

고로 많은 학생들이 희생되면서 전사회적으로 위험과 안전에 대한 관심

이 높아졌고, 체계적인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대한 요구와 더불어 학교

에서의 안전교육 및 훈련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일반적으로 안전교육을 지칭함에 있어 안전의 정의는 ‘위험의 가능성

을 없애고 사고를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박인현·김기식, 1999). 학교 안

전교육에 관해서는 ‘학교 안전에 관한 교육’ 또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안전에 관한 교육’의 두 가지 의미가 혼용되어 사용되는데, 전자는 학교

내, 교육활동 등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학교안전사

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및 교직원에게

실시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의미하고, 후자는 학교생

활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건강상의 문제와 가정, 사회, 산업체등 성

인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건강상의 문제 등을 방지할 목적

으로 학생들에게 안전에 관한 지식, 기능, 태도 및 그 대책 방법 등을 학

교 교육을 통하여 습득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박효정, 2015). 오늘날

학교 안전교육은 대체로 후자를 뜻한다(유병열, 2016).

현재 우리나라의 안전교육은 국가적 수준에서 학교 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여러 가지 노력들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안전에 대한 의식은 단기

간에 형성되기 어렵고 실생활에서의 안전행동을 생활화하기 위해서는 지

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례로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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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처음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확진자가 급증하였다. 감염

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에 대해 자가격

리를 권고하였으나 몇몇 자가격리자들이 수칙을 어기고 외출을 하거나

타인을 만나는 등의 일탈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전파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신종 바이러스에 대

한 강한 불안으로 인한 감염자에 대한 혐오와 배제는 증상이 있는 사람

도 증상을 숨기게 만들고, 인종과 지역에 대한 낙인으로 이어져 감염병

을 막기보다는 오히려 확산시킬 위험이 더 크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이렇듯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부 및 방역기관의 노

력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된다. 이

에 위험에 대비한 올바른 시민의식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린 시절부터 교

육을 통해 위험의 발생가능성과 결과에 대한 지식을 익히고, 위험 발생

시 적절한 대응요령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위험에 대처하는 능력

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나라의 학교 안전교육은 아직 시작단계에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우리나라의 학교 안전교육은 학교보건법, 아동복지법, 학

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소방기본법 등과 같은 법령의 규정에

의해 오래전부터 학교안전 확보 및 안전교육을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

로 추구되어 왔으나, 거의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고, 전반적인 학교

안전교육을 다루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손은혜·유병열,

2018; 유병열·손은혜, 2019). 효율적인 안전교육을 위해서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뿐만 아니라 위험에 대한 원인과 대응 방법을 교육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교육을 기존의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이라

는 협소한 의미에서 벗어나 위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총체적

교육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조인식·정필운, 2015).

한편 안전교육에 관한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면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

니라 전 세계적으로 안전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다.

UN은 안전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효과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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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학교이며, 학교에서의 안전교육은 가정과 사회로의 확산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차우규 외, 2015).

일본은 빈번한 자연재해의 위협으로 인해 1937년 해일의 교훈을 담은

‘이나무라의 불(稲村の火)’이라는 방재교육 교재를 발간하여 일찍부터 학

교방재교육1)을 도입하여 시행하였다(이덕난·소영화, 2013).

본격적으로 일본에서 “학교안전”이라는 개념이 학교교육에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59년에 공포된「일본학교안전화법」제18조의「안전교육

및 안전관리의 보급 충실」에서 이다(오민석, 2017). 학교안전은 ‘생활안

전’, ‘교통안전’, ‘재해안전’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해안

전 영역에 방재교육과 방재관리, 조직활동이 포함된다(이덕난·소영화,

2013).

일본은 자연재해의 빈도가 높기 때문에 일본에서의 안전교육의 의미는

재해·재난의 예방과 관련된 방재교육에 보다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심

민수, 2015). 이후 방재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점차 감소되었다가

1995년 고베 대지진을 계기로 방재교육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정책으

로 체계화하였으며 재해 발생을 기준으로 발생 전, 진행 중, 발생 후 등

의 시기로 구분하여 학교급별로 체계적인 학습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김

상호·김소형, 2019). 이어 2011년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하면서 2만여 명의

사망 및 실종자가 발생하고, 천문학적 손실은 물론 심각한 원전사고가

발생하게 되자 학교 안전교육에서 관련 내용들이 보강되고 교육 및 훈련

의 강도를 더욱 강화하게 되었다(에듀인뉴스, 2016년 12월 12일자). 이는

기존 학교 방재교육이 안고 있던 한계점을 보완하고, 각 학교 매뉴얼을

재검토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다(이덕난·소영화, 2013).

프랑스는 OECD국가 중 안전교육 시스템이 가장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김상호·김소형, 2019), 1990년부터 교육법을

1) 방재교육은 단순히 ‘방재’라는 말에 한정되어 재해발생 전에 재해피해를 예방

하거나 재해 직후에 응급 대응하는 것만이 아니라 ‘평상시의 사전 준비 →

재해 발생 → 복구⋅부흥 → 복구 이후’의 4가지 단계에서 스스로 재난에 적

절히 대응해 피해를 경감할 수 있게 하는 소위 ‘재해 감소’를 위한 지식을 갖

추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능력을 키우는 교육이다(이덕난·소영화,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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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고교까지 안전교육을 의무화하였다(김태

환, 2005). 특히 중학생들이 재학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안전교육 합격증’

을 취득하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안전교육 수료 여부는 중학교 졸업자격

시험에도 반영하여, 안전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법과 제도로써 강조하였

다(Kim et al., 2018). 또한 각종 테러 이후 학교와 지역사회가 안전교육

과 안전 체계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 및 지침을 마련

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김상호·김소형, 2019).

이에 따라 2002년부터 모든 학교가 안전 계획(plan particulier de mise

en surete:PPMS) 수립을 의무화하도록 하였고, 단위학교에 맞는 구체적

인 대피 장소와 대피 절차, 그리고 사태 확산 방지(containment of an

emergency) 절차 등을 포함한 지침을 수립하여 운영 중이다(Kim et al.,

2018).

미국은 1920년경 오하이오주와 앨라바마주를 시작으로 학교 안전교육

을 의무화 하는 법률을 통화시키면서 주별로 학교 내 안전교육이 시작되

었다(이주호·류상일, 2016). 미국교육은 주정부의 권한으로 연방정부에서

는개입하지 않는 역사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으나, 2001년 “No child left

behind Act(NCLB)”의 시행으로 학교교육에의 적극적인 연방정부 개입

을 통해 학교로 하여금 경찰 및 지역사회 기관과 긴밀히 연계하도록 하

고, 학생안전 프로그램은 폭력과 마약을 막을 수 있다는 증거를 기반으

로 하는 과학적인 연구에 기초해야만 채택되도록 규율을 강화하였다(박

윤주, 2015). 이후 2013년 “Now is the Time”이란 국가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위험인물의 총기소유 금지 등 총기관리 철저, 군사용 총기 및

탄환 소지 금지, 학교안전 강화, 정신건강 증진 등을 강조하고, 학교안전

과 관련하여 학교시설 보안 및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하도록 하였다(박윤

주, 2015).

또한 미 연방재난관리청(FEMA)의 주도하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과

위험으로 인한 결과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바탕으로 극도의 위험

(extreme risk), 높은 위험(high risk), 보통 위험(moderate risk), 낮은 위

험(low risk)으로 위험의 수준을 분류하여 그에 따른 합리적인 대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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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고, 효과적인 재난안전 교육의 실시를 위해 연방재난관리청을 비

롯하여 교육부와 적십자가 협업을 통해 재난안전교재를 제작하여 학교

및 개인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장려하였다(강욱·조준택, 2015).

이처럼 연방정부에 의한 학교안전정책 외에 각 주별로도 다양한 방법

으로 안전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학교안전전략에 대한

오랜 역사와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써 1983년부터 “The

School Law Enforcement Partnership”을 창설하여 학교를 중심으로 각

유관기관들이 협력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기술적

이고 교육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였다(변지희·최응렬, 2014).

1989년에는 이와 같은 학교안전전략 노하우를 전문적으로 공유하고 향

상시키기 위하여 전문교육팀을 운영하였으며, 2002년에는 이러한 지식을

집약한 Safe Schools(a planning guide for action)라는 책자를 발간하여

캘리포니아주에 소재한 학교 및 법집행기관의 모범 교과서로 활용되고

있다(변지희·최응렬, 2014).

버지니아주는 학교의 위기상황과 비상상황 및 의료 응급상황에 대처하

기 위한 절차를 기술한 매뉴얼을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명시하였으며,

버지니아 학교안전센터(Virginia Center for School and Campus Safety)

는 버지니아(州) 교육부와 협력하여 학교안전 평가보고서에서 공립학교

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한 항목을 개발하여 보고서의 내용을 작성하고,

모든 지역의 교육부는 학교의 안전과 관계되는 위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담당자인 ‘위기관리자’(Emergency Manager)를 지정하여 운영하도

록 하였다(김상호·김소형, 2019).

펜실베니아주에서는 각 학교의 재난대응을 위해서 모든 위험에 대한

평가를 통해 학교가 위치한 지역과 지역에서 자주 발생하는 위험을 선별

하고 우선순위를 선정한 후 학교가 보유한 역량을 고려하여 지역적 특성

이 반영된 맞춤형 재난 안전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강욱·조준

택, 2015).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은 자연재해로부터의 위험, 프랑스는 테러로 부

터의 위험, 미국은 총기사용으로부터의 위험이라는 각기 다른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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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배경 속에서 발생하는 위기상황에 맞서 다양한 안전교육 방안을 모색

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끊임없이 마주하게 될 각종 위험에 대비하여 안전

에 대한 바람직한 행동과 태도 변화를 유도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

고,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학령기부터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

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 학령기의 경우 주된 생활 장소가 가정을 넘

어 학교로 확대되고 부모의 보호로부터 벗어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많아지는 환경에 놓이게 됨에 따라 안전교육의 필요성이 더 높아지게 된

다(유병열·이언주, 2016). 교육은 적은 비용으로 가장 근본적인 사회변화

를 유도할 수 있으면서 가장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사

회안전과 학교안전을 유지하는데 안전교육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조인식·정필운, 2015).

그러나 안전만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최선이라는 식의 의식과 태도를 형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교육

의 본질에 맞도록 합리적인 안전교육을 통해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신중

하게 행동하는 합리적인 안전 주체로 길러내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유병열, 2019).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안전에 대한 의식과 태도는 단

순한 지식전달을 통해 한 번에 체득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단

기간에 형성되기 어렵고, 지속적이고 꾸준한 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학교에서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 안전을 습관화함으로써

가정과 사회에서의 위험가능성을 감소시키고, 사고로 인한 손실을 최소

화시킬 수 있다.

궁극적으로 학교 안전교육은 본인의 안전유지는 물론이고, 학교를 졸

업하고 사회인이 되었을 때 각종 위험상황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줄 뿐만 아니라 가정, 공공기관 및 사업장 등에서 안전교육

의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한다(이수정· 이명선, 1997).

따라서 사회 전반에 걸쳐 체계적인 안전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학교 안전교육 강화는 가정과 학교, 사회

에서의 안전을 유지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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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된다.

2. 학교 안전교육 정책 및 내용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학교 안전교육 정책은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

고, 세월호 침몰사고 등과 같은 대형사건·사고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희

생되면서 학교에서의 안전교육 시행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강하게 형

성됨에 따라 비교적 짧은 기간에 매우 신속하고 구체적으로 정부 정책이

수립되었고 관련 법령들도 빠르게 정비되어 체계화되었다(손은혜·유병

열, 2018).

우리나라에서 안전교육이 수립되어 온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는 제 3차 교육과정에서부터 안전교육을 범교과 영역의 내용으로 고려해

왔고(이주연 외, 2017), 제 6차 교육과정에서는 ‘보건안전 교육’이라는 용

어로 학교교육에서 다루어져 왔으며, 제 7차 교육과정에서 보건안전교육

이 보건교육과 안전교육으로 세분화되었다(박순경, 2006).

그러나 학교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의 실효성에 대해 많은 비판이 제

기되는 가운데 세월호 침몰 사건이 발생하였고, 기존 안전교육에 대한

개선의 요구가 더욱 커지게 되었다.

세월호 사건 이후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교육부

는 2014년 11월 11일 학교 교육을 통해 생명존중·안전의식을 높이고, 학

교 시설과 활동 시 안전을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분야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교육부 2014b년 11월 11일자 보도자료). 어릴 때

부터 안전의식과 습관을 체득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안전교육과 훈련

을 실시하고, 교원을 안전교육에 관한 준전문가로 육성하는 동시에, 안전

한 교육활동 제공 및 안전한 교육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체험위주의 교

육훈련 강화, 교원양성기관에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2회 이상 실시, 재

난위험시설, 노후시설 체계적 관리 시행, 대학 내 연구실·실험실 및 시설

등에 대한 평가 시행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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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조치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학교 안전교육이 통일된 체

계를 갖추지 못한 채 이루어져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

됨에 따라 교육부는 교육분야 안전 종합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2015

년 2월 26일 유·초·중·고 발달단계별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재차

마련하였다(교육부 2015a년 2월 26일자 보도자료). 생활, 교통, 재난 안전

에서 응급처치까지, 체험·실습 중심으로 편성된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

안’은 <표1>에서 보여지듯이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신변안전, 약물·

사이버 중독예방, 재난안전, 작업안전, 응급처치의 7개 영역으로 이루어

져 있으며, 이는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였다. 이

에 따라 유·초·중·고교 학교급에 따른 표준안 내용 체계표 및 안전 수업

활용을 돕기 위한 수업 지도안이 제공되었고, 학생들의 참여·체험형 안

전교육 사례 발굴을 위해 전국에 걸쳐 51개의 안전교육 시범학교도 운영

하였다(유병열, 2016).

이후 안전교육에 관한 세부내용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가는 과정

에서 교육부는 2015년 9월 23일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을 확

정·발표 하였다(교육부 2015b년 9월 23일자 보도자료). 이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

하여 ‘안전한 생활’을 편성·운영하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저학년임을 감

안하여 교육영역을 생활안전, 교통안전, 신변안전, 재난안전 4개 영역으

로 설정하여 지식보다는 체험중심의 학습으로 자연스럽게 안전한 생활습

관과 의식을 습득하게 하였다. 비록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안전교육을 지도하도록 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남지만, ‘안전한 생

활’이라는 교육과정이 마련되고 교과서까지 제작·배부가 된 것은 안전교

육에 대한 국가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생활안전 시설 및 제품이용 안전 시설안전, 제품안전, 실험실습 안전

<표 1>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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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보도자료, 2015a)

신체활동 안전 체육 및 여가 활동 안전

유괴 및 미아사고 방지 유괴 및 미아사고 방지

교통안전

보행자 안전
교통 표지판 구별하기, 길을 건너는 방법, 보

행안전

자전거 안전 안전한 자전거 타기, 안전한 자전거 관리

오토바이 안전
오토바이 사고의 원인과 예방, 오토바이 운전 

중 주의 사항

자동차 안전 자동차 사고의 원인, 자동차 사고 예방법

대중교통안전 대중교통 안전, 대중교통 이용 안전 수칙

폭력 및 

신변안전

학교 폭력
학교폭력, 언어/사이버 폭력, 물리적 폭력, 집

단따돌림

성폭력 성폭력예방 및 대처방법, 성매매 예방

아동학대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방법

자살 자살예방 및 대처방법

가정폭력 가정폭력 예방 및 대처방법 

약물·사

이버중독

약물중독
마약류 폐해 및 예방, 흡연 폐해 및 예방, 음

주 폐해 및 예방, 코카인 식품 폐해 및 예방

사이버중독 인터넷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

재난안전

화재
화재발생, 화재발생시 안전수칙, 소화기 사용 

및 대처방법

사회재난
폭발 및 붕괴의 원인과 대처방법, 각종 테러사

고 발생 시 대처요령

자연재난
홍수 및 태풍 발생 시 대처요령, 지진·대설·

한파·낙뢰 발생 시 대처요령

직업안전

직업안전의식 직업안전 의식의 중요성, 직업안전 문화

산업재해의 이해와 

예방

산업재해의 의미와 발생, 산업재해의 예방과 

대책

직업병 직업병의 의미와 발생, 직업병의 예방과 대책

직업안전의 예방 및 

관리
산업재해 관리, 정리정돈, 보호구 착용

응급처치

응급처치의 이해와 

중요성

응급처치의 목적과 일반원칙, 응급상황 시 행

동요령, 응급처치 전 유의사항 및 준비

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의 사용

상황별 응급처치
기도폐쇄, 지혈 및 상처처치, 염좌, 골절, 화

상 등

7개 영역 25개 중분류 52개 소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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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교육부의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교육

부 2014a년 9월 24일자 보도자료)을 살펴보면 초3∼고3학년의 경우 심폐

소생술을 포함하여 실생활에 필요한 안전교육 내용을 체육, 기술·가정

(실과), 과학, 보건 등 관련 교과에 단원을 신설하고 창의적 체험활동에

서 체험중심의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처음으로 안전교육 분야

전반에 걸쳐 표준안이 마련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일부 학년의 일부

단원에서만 단편적으로 안전교육이 제시되고 있어 안전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행동과 실천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교육체계에 대한 필요성이 제

기되었다(이지혜, 2016).

2016년 3월에는 학생의 발달단계에 맞는 체계적인 학교 안전교육 실시

를 위하여 ‘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확정·발표하였

고, 학교에서 시행 중인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보다 구체적이고 효율적

으로 실시하도록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의 안전교육 횟수, 시

간, 강사 및 교육실적 보고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였다(교육

부, 2016). 이에 교직원의 안전교육을 3년 이내 15시간 이상을 이수하도

록 의무화하고, 학교는 학기별 안전교육 실시결과를 매년 8월과 12월에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특히 이 고시의 중요한 의의는 그동안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법, 성폭력방지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 안전교육 시간을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 안전교육에 대한 법적 기반의 통일성을 기하였다는 점이다(유병열,

2016).

<표2>는 학교급별 안전교육 시간과 횟수를 나타내며, 학교 운영 성격

및 지역적 특성에 따라 총 이수 시간의 범위 내에서 안전영역별 이수 시

간을 자율적으로 조정·운영(20% 내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학교 안전교육 고시가 발표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2016년 9

월 경주에서 리히터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각종 재난으로부

터 학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7년 4월 21

일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발표되었다(교육

부, 2017). 기존에는 훈련에 대한 규정 없이 학생은 매년 51차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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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은 3년 이내 15시간 이상을 이수하면 되었으나, 개정안에서는 기

존 안전교육과 함께 학교의 장은 매 학년도 2종류 이상의 각종 재난대비

훈련을 실시할 것을 의무화하였다.

(교육부, 2016)

<표3>에서처럼 7대 표준안에 따라 학교급별로 요구되는 안전교육 내

용 및 방법과 교육시간 및 학기당 횟수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안전교육이 학교급-교과별-단원별 연계성이 없이 구성되어 있

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교육부는 이에 대한 비판을 수용

하여 2018년 2월에 단위학교에서 안전교육 계획수립 및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안전교육 모델 개발 연구’를 학교급

구분
생활안전

교육

교통안전

교육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교육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교육

재난안전

교육

직업안전

교육

응급처치

교육

교

육

시

간

유

치

원

13 10 8 10 6 2 2

초

등

학

교

12 11 8 10 6 2 2

중

학

교

10 10 10 10 6 3 2

고

등

학

교

10 10 10 10 6 3 2

횟수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3회 이상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1회 이상

학기당 

1회 이상

<표 2> 학년별 학생 안전교육의 시간 및 횟수 (단위:단위활동, 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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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제시한 계획표를 발표하였다(교육부 행정안전정보센터, 2018). 이를

통해 각 교과의 단원별 성취기준에 따른 안전학습요소를 제시하여 7대

표준안을 연계시키는 방안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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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생활안전

교육

교통안전

교육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교육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교육

재난안전

교육

직업안전

교육

응급처치

교육

교

육

내

용

초

등

학

교

1. 안전하게 교실,가

정, 공공시설 이용

하기

2. 학용품·놀이용품의 

안전한 사용 및 식

품 안전 알기

3. 실험·실습시 안전

에 유의하기

4. 안전한 놀이활동 및 

야외 활동

5. 유괴예방, 미아사고 

예방과 대처

1. 안전한 통학로 알기

2. 교통수단(자전거, 

대중교통 등)의 안

전한 이용법 알기

3. 교통 표지판 등 도

로 교통 법규 알기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처법 알기

2. 학교폭력의 종류를 

알고, 종류별 예방

법 알기

3. 성폭력 예방 및 대

처방안 알기

4. 내 몸의 소중함을 

알기

5. 아동학대의 유형 및 

대처방안 알기

6. 가족폭력의 개념과 

대처방안 알기

7.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알기

1. 약물 오남용의 위험

성 및 올바른 약물 

복용법 알기

2. 중독성물질을 알고 

안전한 활용방법 

3. 건전한 사이버 통제 

능력 배양 및 사용

습관 형성하기

1. 화재의 원인 및 대

피요령, 신고, 전파

요령 알기

2. 화상 대처 요령 알

기

3. 각종 자연 재난과 

안전한 행동알기

4. 폭발 및 붕괴, 테러 

위협 유형별 대처 

요령 알기

5. 각종 재난 유형별 

대비 훈련 실시

1. 일터에서 발생하는 

산업 재해를 알기

2. 일터 안전시설 현장 

체험하기

1. 응급처치의 상황, 

의미, 중요성, 신

고·조치 방법 알기

2. 심폐소생술 및 자동

제세동기의 사용법 

알기

3. 상처의 종류와 응급

처치 하기

4. 일상생활 속 응급처

치 알기

교육시간 12 11 8 10 6 2 2

횟수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3회 이상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1회 이. . 학기당 1회 이상

교

육

내

용

중

학

교

1. 공공시설 이용시 안

전과 에티켓 알기

2. 식품의 종류에 따른 

안전한 보관 방법 

알기

3. 실험·실습실 및 체

육 ·여가 활동의 

안전규칙을 이해하

고 바른 사용법 알

기

4. 실종,유괴,미아 상

황 알고 예방하기

1. 이륜차의 안전한 이

용과 점검방법 알기

2. 자동차 사고의 원인

과 예방방법 알기

3. 대중교통 이용 안전

수칙 알기

1. 학교폭력의 유형과 

현황 및 위험성 인

식하기

2. 학교 폭력 유형별 

신고·대처방법 알

기

3. 자살예방 및 스트레

스 점검과 해소방법 

알기

4. 가족과 올바른 의사

소통방법과 가정폭

력 피해자 지원제도 

알기(아동학대 포

1. 항정신성 물질에 대

한 위험성·피해 알

기

2. 중독성 물질에 대한 

위험성·피해 알기

3. 인터넷 게임 사용 

규칙 만들기 및 실

천

4. 스마트폰의 건전한 

사용방법

1. 화재의 원인 및 대

피·대응요령, 신

고, 전파 요령 알기

2. 화상 대처 요령 알

기

3. 각종 자연 재난과 

안전한 행동 알기

4. 폭발 및 붕괴, 테러 

위협 유형별 대처 

요령 알기

5. 각종 재난 유형별 

대피 훈련 실시

1. 직업 안전 문화의 

필요성

2. 산업 재해의 의미·

유형과 사례별 발생 

현황 이해하기

3. 안전장비의 올바른 

사용방법 알기

1. 응급처치의 상황, 

의미, 중요성, 신

고·조치 방법 알기

2. 심폐소생술 및 자동

제세동기의 사용법 

알기

3. 상처의 종류와 응급

처치 하기

4. 일상생활 속 응급처

치 알기

<표 3> 7대 표준안 내용 및 방법·안전교육 시간 및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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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17)

함)

5. 성폭력 대처예방 및 

대처법 알기

6. 성매매의 위험성 인

식하기

7.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교육

교육시간 10 10 10 10 6 3 2

횟수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3회 이상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1회 이상 학기당 1회 이상

교

육

내

용

고

등

학

교

1. 기호식품의 특성·

유해성 및 전자제품

의 안전한 사용 방

법 알기

2. 실험·실습 안전 수

칙 이해 및 보호장

구의 바른 사용법 

알기

3. 체육 및 여가 활동

의 안전한 활동 상

해 시 대처방법 알

기

4. 실종, 유괴, 미아 

상황 알고 예방하기

1. 이륜차의 안전한 이

용과 점검 방법 알

기

2. 자동차 사고의 원인

과 예방방법 알기

3. 대중교통 이용 안전

수칙 알기

1. 학교폭력의 유형과 

현황 및 위험성 인

식하기

2. 학교 폭력 유형별 

신고·대처 방법 알

기

3. 성폭력 예방과 대처

방법 알기

4. 성매매의 위험성과 

구조 및 신고 방법 

알기

5. 자신과 타인(가족 

포함)의 소중함 인

식하기

6. 가정폭력 에방 지침

을 알고, 보호하기

(아동학대 포함)

1. 향정신성 물질에 대

한 위험성·피해 알

기

2. 중독성 물질에 대한 

위험성·피해 알기

3. 인터넷 게임 사용 

규칙 만들기 및 실

천

4. 스마트폰의 건전한 

사용 방법

1. 화재의 원인 및 대

피 ·대응요령, 신

고, 전파요령 알기

2. 화상 대처 요령 알

기

3. 각종 자연 재난과 

안전한 행동 알기

4. 폭발 및 붕괴, 테러 

위협 유형별 대처 

요령 알기

5. 각종 재난 유형별 

대비 훈련 실시

1. 직업병의 진단, 에

방 및 대처방안 알

기

2. 작업장의 안전 수칙 

및 보호장비 알기

3. 산업 재해의 의미·

유형과 사례별 발생 

현황 이해하기

1. 응급처치의 상황, 

의미, 중요성, 신

고·조치 방법 알기

2. 심폐소생술 및 자동

제세동기의 사용법 

알기

3. 상처의 종류와 응급

처치 알기

4. 일상생활 속 응급처

치 알기

교육시간 10 10 10 10 6 3 2

횟수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3회 이상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1회 이상 학기당 1회 이상



- 21 -

지금까지 국가적 차원에서 짧은 기간 동안 빠른 속도로 학교 안전교육

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관련 법령이 정비되고, 여러 가지 정책이 추진

되었다. 그러나 학교 안전교육의 틀을 마련하는데 장기적 안목에서 체계

적인 이론적 토대에 기반한 정책수립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 단기간에 제

도적 정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

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전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학교현장에서의 실행을 통해 미비한 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꾸준한

수정·보완을 거쳐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학교현장에서는 효율적인 안전교육을 실행해 나가기 위해 정책

적으로 추진되는 과제들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잘 실행하고자 하는 노

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3. 학교 안전교육의 문제점

사회적으로 안전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의 안전교육은 일시적이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실제 위험상황에서 학생들의 문제해결력이 발현되고 안전교육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효과적인 실천을 위한 체험중심 안전교육의 방법

들이 다른 교과목들에 비해 심층적으로 연구되지 못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김윤정·오승민, 2018).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비롯하여 새롭게 도입된 학교 안전교육

에 대한 경험적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학교현장에서의 원활한 안전교

육 실행을 위해서는 다양한 연구를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학교현장의 여러 사례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련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단계적으로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학교현장

에서의 안전교육의 문제점을 제시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해가 거듭됨에

도 불구하고 비슷한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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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할 수 있다.

박재희 외(2013)의 안전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학교 안전

교육 내용이 다양한 영역을 다루기보다는 주로 자연재해, 교통사고, 학교

사고에 치우쳐져 있으며, 안전교육의 방법으로 체험활동의 비중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생들은 안전교육의 방법이 주로 강의식으

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한 반면, 교사는 강의식보다는 시청각 매체로 안전

교육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하여 서로 다르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시청

각 매체를 활용한 안전교육을 학생들이 안전교육으로 인지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교사들이 안전교육을 자주 하지 못하는 이유로 수업시수

부족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으며, 안전교육을 계획을 세워서 하기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실시한 것으로 평가하여 안전교육이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지 못하였음을 시사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조인식·정필운(2015)도 학교 안전교육의 현황분석을

통해 여전히 학교현장에서는 법령에 제시되어있는 학교 안전교육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고, 의무화되어 있는 안전교육시간도 실제로 확보하

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을 문제로 지적하며 안전교육을 실시하

기 위한 환경 조성의 어려움을 언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안전교육

의 문제점을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첫째, 교재와 동영상을 중심

으로 한 강의식 교육의 문제와 체험중심의 안전교육을 위한 시설과 장비

의 부족, 둘째, 안전교육을 담당할 전문 인력의 부족, 셋째, 학생들의 발

달 단계를 고려한 체계적인 안전교육 내용의 부재, 넷째, 안전교육을 실

시하기 위한 시수 확보의 어려움, 다섯째, 학교 안전교육관련 법률과 관

련 내용 체계의 상이함이다.

이윤정(2017)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문제제기가 나타난다. 첫째, 발달단

계를 고려하지 않은 교수·학습 자료, 둘째, 직접적인 체험의 어려움과 일

회성 안전교육, 셋째, 교사들의 안전교육에 대한 역량 부족, 넷째, ‘안전

한 생활’의 도입에 따른 기존 안전교육 내용의 중복과 시수의 증가로 인

한 교사와 학생의 피로도이다. 저자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원인으로

교육청이나 안전기관에서 보급하는 안전교육 자료가 학년의 구분이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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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률적으로 제공되고 있어서 용어와 내용이 어려워 학생들의 수준에 맞

지 않으며, 자료의 형식과 내용이 비슷하여 학생들이 지루해 하는 경우

도 있다고 하였으며, 특히 기관에서 나와서 단체로 하는 재난교육의 경

우 매년 내용이 동일해서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재난안전에 대한 내

용 보완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또한 실제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

는 안전교육은 교실에서 동영상 시청이나 이론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소

방교육과 같은 위탁교육의 경우 형식적이고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

기 때문에 체험중심의 안전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연계된 교육시설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 외에 교사들의 경우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신에게 돌

아오는 책임을 면하기 위해 방어적으로 안전교육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이

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함을 언급하였으며, 사이버상으로 이루어지는

다소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연수프로그램을 지양하고, 교사들도 체험을

통해 몸에 익힐 수 있는 연수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교사의 안전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한편 이혜령·주현준(2018)은 안전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조사하였

다.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의 영역별 중요도 평가에서 교사들은 ‘폭력

예방 및 신변 보호’ 영역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직업안전’ 영역에

대한 필요성을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생

활안전’, ‘재난 안전’ 영역의 경우 이에 대한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안전교육도 대체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하였으나, ‘응급처치’ 영역

의 경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또한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과

‘직업안전’ 영역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고, 제대로 안전교육이 이루

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장기적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는 새롭게 도입된 영역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달리 말하면 안전교육에서 발달 단계별로 필요한 영역이

다름을 의미하며, 연령에 관계없이 각 영역에 대해 동일한 시간의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것보다 학교급별로 영역별 교육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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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시사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배민기·조택희(2018)의 연구에서 학교급별로 시행되

고 있는 학교안전교육 7대 영역 중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생활안전’, 중·

고등학교에서는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의 교육시간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발달 단계에 따른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 각 단계별로

필요한 수업비중이 다름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경우 주변 상황에 대한 충분한 판단이 어렵기 때

문에 일상생활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행동들에 대한 대처 능력을 키워주

는 일이 중요하고, 중·고등학교의 경우 또래집단과의 단체 활동에 몰두

하게 되면서 학교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교급별로 필요한 영역별 적정 교육

시간에 대한 연구도 병행되어야 한다. 이 외에도 저자는 학교에서 실시

한 안전교육 현황을 각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안전교육의 내용, 방법, 장소들의 질적 측면을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이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부재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자칫 내

용과 방법 보다는 시수에만 신경을 써서 안전교육의 질적 저하가 나타날

수 있음을 우려하였다. 또한 안전교육이 단기 또는 일회성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지적하였고, 교원의 안전교육에 필요한

지식과 대처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연수프로그램으로 체험위주의 프로그

램을 개발하여 참여를 높이고, 안전교육의 전문성 및 역량을 강화할 것

을 촉구하였다.

이상에서 현행 안전교육의 실행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대다수의 연구들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

기 때문에 중·고등학교의 문제로 일반화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

나 우리나라의 학교 현실과 안전교육 정책이 수립되는 과정을 고려했을

때, 초·중·고교에서 경중은 다를 수 있겠으나 모두 비슷한 문제점을 안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고등학교에서 안전교육의 실효성과 관련하여 가장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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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로 제기되는 것 중 한 가지는 안전교육 시간 확보의 문제이다.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입시나 교육과정 운영 등으로 인한 시간 부족으로 안전

교육 실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세계일보, 2015년 4월 13일자).

현재 학교안전교육은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

고 있으며, 입시위주의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고등학교에서는 가장 적게

실시되고 있다(이명선 외, 2012). 학교 재량껏 체육과 가정 등 관련 교과

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안전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고, 법령

을 통해 학교안전교육의 영역별 교육시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에서는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안전교육 시간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조인식·정필운, 2015).

학년이 올라갈수록 안전교육의 내용이 심화되고 보다 심도 있는 배울

거리가 제공되어야 하는데, 현행 교과 체제 내에서의 안전교육의 강화는

기존 교과의 축소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이

다. 뿐만 아니라 정규교과에 포함되어 있는 안전과 관련된 내용들이 교

과서 문장 속에 형식적으로 몇 줄 들어가 있고 그마저도 이론 중심이 대

부분이라 교육의 효과가 높지 않다는 점과 안전교육에 대한 체계가 명확

하지 않은 점은 대다수의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이다.

이렇듯 현행 입시제도 속에서 중·고등학교에서의 안전교육을 어떻게

실행해 나갈 것이냐의 문제는 단기간에 결정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인 논의의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실질적인 안전교육시간 확보

를 위해 교육과정을 어떻게 편성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와 부분

적이고 단편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안전교육 내용을 어떻게 체계화하여

초·중·고등학교에서의 안전교육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안전교육을 지도하는 교사의 안

전교육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모색 및 안전교육 전문 인력을

증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된 학교 안전교육 관련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주

로 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안전교육의 실태, 혹은 안전교육 프로그

램 등과 같은 일반적인 안전교육에 대한 연구들만 많을 뿐, 교육과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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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안전교육을 심도 있게 다룬 연구는 부족하다(이주연 외, 2017).

최근 연구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초등학교의 ‘안전한 생활’이 도입

되면서 이에 대한 배경이나 특성, 교육과정에서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연구가 일부 진행되었으나, 중·고등학교에서의 안전교육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비하다. 중·고등학교에서의 안전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제별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며, 안전관련 단원이 신설

되는 과학, 기술·가정, 체육, 보건 교과뿐만 아니라 그 외 교과에서도 관

련 주제를 안전교육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각적인 관점에서의 안전교육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안전교육이 학교현장에서 중요한 연구 주제로 부각된 만큼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안전교육의 체계성을 위한 이론적 고찰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발달 단계별 위험 인식의 수준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다. 이러한 이론적 토대를 기반으로 발달 단계에 맞는 적절한 안전교

육 내용을 선정하여 교육과정을 구성한다면 안전교육에 대한 보다 통일

된 체계를 갖추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안전은 전 사

회구성원들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초·중·고 뿐만 아니라

한발 더 나아가 성인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안전교육에 대한 고찰이 필

요하다고 하겠다.

4. 지리교육에서의 안전교육

2004년 영국의 한 초등학생이 지리시간에 배운 지진·해일 지식을 실천

에 옮겨 가족과 관광객 100여명을 살린 이야기가 뉴스에 보도되었다(경

향신문, 2005년 1월 3일자). 10살의 틸리 스미스라는 소녀는 태국 푸껫

마이카오 해변에서 갑자기 바닷물이 썰물처럼 빠지는 광경을 보면서 학

교 지리시간에 해일이 오기 전에는 반드시 바닷물이 빠져나간다는 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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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말씀을 기억해 내고 부모님께 이 이야기를 전했다. 틸리의 이야기

를 들은 부모님은 호텔직원들에게 그 내용을 전했고, 호텔 주변 해안가

에 있던 100여명의 사람들은 높은 곳으로 대피해 모두 목숨을 구했다.

틸리 스미스는 인터뷰에서 “쓰나미에 대해서 배웠다”고 말하지 않고,

“쓰나미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마쳤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쓰나미에 관

한 그녀의 지식은 수업을 듣고 단순히 암기한 지식이 아니라 프로젝트를

통해서 몸으로 체득한 지식으로써 학교 지리 수업이 현실과 직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이다(미래한국, 2005년 1월 29일자).

위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안전과 관련된 교육을 진행하는데 지리교

육은 핵심교과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지리는 지표 공간의 자연환경

및 인문환경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지리적 현상과 사람들의 삶의 방식

을 이해하며, 공간상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처할 능력

을 기르는 과목이다(교육부, 2015a).

많은 재해와 안전사고는 공간상에서 발생하고, 다양한 지리적 특성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는 지리적 사고가 필요하다. 안전사고 및 재해의 현상을 지리적 관점에

서 살펴보고, 재해·재난에 취약한 지역을 다루고, 지역이나 마을 공간에

서 이루어지는 안전·방재 예방을 위한 노력을 살펴보거나, 우리나라의

안전·재해 재난 사고의 실태를 다룸으로써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지리영역에서 다각도로 검토될 수 있는 주제이다(심민수, 2015). 인문·자

연 현상을 학습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지리교과에서 안전교육을 다루는

것은 통합교육을 지향하는 현행 교육과정에도 잘 부합한다.

이처럼 위험을 감지하고 각종 재해나 사고로부터 자신의 안전을 지키

는데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배우기 위해 지리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교육과정에서 지리교육의 비중은 매우 낮고, 각

종 재난과 위험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지리지식과 공간적 판

단력에 대해서 배울 기회도 제한되어 있다(김이재, 2014). 이러한 지리교

육과정에서의 문제는 2015 개정교육과정 총론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교육부는 2015 개정교육과정(교육부, 2015b)을 통해 2009 개정 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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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제시되었던 39개 범교과 학습 주제를 추가, 삭제, 통합 등을 통하여

‘안전·건강교육, 인성교육, 진로교육, 민주시민교육, 인권교육, 다문화교

육, 통일교육, 독도교육, 경제·금융교육, 환경·지속가능발전교육’의 10개

주제로 범주화하고, 교과 교육과정의 내용을 재구성하여 범교과 학습 주

제를 교과 내에서 통합적으로 지도할 것을 권장하였다. 이로써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익혀야 할 내용, 즉 자연재해 및

재난 상황에서 안전을 지키는 방법을 관련 교과 시간에 다룰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해 초3∼고3학년을 대상으로 체육, 기술·가정(실과), 과

학, 보건 등의 과목을 중심으로 안전단원을 신설하여 구체적인 내용요소

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그 외 교과에 대해서는 학교 실정과 여건을 반영하여 자율적으

로 안전교육을 수정·운영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지리교과도 이에 포함되

었다. 지리교과의 경우 초등학교 6학년 사회(지리영역)와 고교 진로 선

택 과목인 여행지리에서 유일하게 안전교육이 내용요소로 제시되었고,

학교급별 연계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안전교육 내용은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

사회과 교육과정(교육부, 2018a) 지리영역(초등 사회 포함)에서의 안전

내용을 살펴보면, 초·중·고 전체 교육과정을 통틀어 ‘안전’이라는 용어가

총 7회 등장한다. 초등학교 4학년 사회에서 1회, 6학년 사회에서 2회, 공

통사회에서 1회, 여행지리에서 3회에 걸쳐 안전이 등장한다.

세부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4학년 ‘지역의 위치와 특성’ 단

원에서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에 ‘중심지 답사 활동 시 안전사고에 유

의’하라는 표현에서 안전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다.

초등사회과에서는 유일하게 6학년 ‘자연환경과 인간생활’ 영역에서 안

전과 관련하여 ‘생활 안전 수칙’이 내용요소로 명시되었다. ‘국토의 자연

환경’ 단원에서 ‘자연재해의 종류 및 대책을 탐색하고, 그와 관련된 생활

안전수칙을 실천하는 태도’를 지닐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황사, 가뭄과 홍수, 폭염, 태풍, 폭설과 한파 등을 중심으로 발생

계절과 대책을 탐색하고, 그에 따른 안전수칙 준수의 생활화’를 성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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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제시하였다.

중학교 과정에서는 안전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고, 이후 고등학교

공통사회 ‘자연환경과 인간’ 단원에서 ‘자연환경이 인간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과거와 현재의 사례를 조사하여 분석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시민의 권리에 대해 파악’하는 것을 단원 목표로 제

시하면서 안전이 등장한다. 그러나 해당 단원과 관련하여 ‘학습요소’나

‘성취기준 해설’,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

에 안전교육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지 않아 해당 단원에서 실제 안

전교육과 연계하여 학습이 이루어지는지는 파악하기 어렵다.

고등학교 진로 선택 교과인 여행지리에서는 ‘여행을 왜, 어떻게 할까?’

영역에서 ‘안전 여행’을 내용 요소로 제시하고 있다. ‘바람직하고 안전한

여행을 위한 여행 계획수립 방법과 여행 준비에 필요한 지식, 기능, 가치

및 태도를 탐구하여 이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며 다양한 지도 및 지리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여 여행지 및 여행 경로에 대한 정보를 수집･정리･

조직’하는 것을 성취기준으로 제시하였고, 이를 위해 단원 목표로 ‘바람

직하고 안전한 여행을 위한 여행 계획수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여행 준

비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 가치 및 태도를 탐구하고 이를 몇몇 사례 지

역에 적용’할 것을 제시하였다.

살펴본 바대로 초·중·고 사회과 교육과정 지리영역에서 ‘안전’ 관련 용

어가 몇 차례 등장하긴 하지만, 초등학교 6학년 사회와 진로 선택 과목

인 여행지리를 제외하고는 교과 내용에 안전교육이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중학교뿐만 아니라 일반 선택 교과인 한국지리와 세계지리

에서 안전 관련 내용이 전혀 없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러한 제

도의 한계를 반영하듯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안전교육 내용은 학생들

이 직접적으로 공감하고 체득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보다는 일반적이

고 형식적인 내용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이지

혜, 2016).

이처럼 특정 교과를 제외하고, 교육과정 내에서 안전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지침이 부족하고 안전교육의 영역 및 내용, 발달단계별로 필요한

수업 비중에 대한 기본 틀이 제시되지 않은 채 각 유관기관에서 안전교

육 내용이 개발되면서,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학교급별 연계성이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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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고려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박효정, 2015).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교육부는 안전교육 연구학교(’16년∼’17년)의 운영

결과를 토대로 2018년 2월에 ‘2015 개정교육과정(누리과정)과 연계한 안

전교육 운영 모델’을 학교급별로 제시하였다(교육부, 2018b).

<표4>는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안전교육 모델 중 중학교 사회 지리

영역의 안전교육 내용을 도표화한 내용이다. 그러나 교육부에서 제시한

자료는 단위학교에서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데 도움을 주고

자 제시한 예시일 뿐, 실제 학교현장에서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 교

과에서 학년별 ‘학생 안전교육 7대 표준안’과의 연관 단원이나 내용을 파

악하여야 하고, 이후 학년별로, 각 교과별로 안전교육 시수를 균형있게

분배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뿐만 아니라 앞서 제기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이 없이 해당 단원에 안전학습의 요소를 넣는

다고 해서 내용의 체계성이나 안전교육의 효율성이 담보되는 것이 아니

기 때문에 자칫 안전교육에 대한 내용을 나열하거나 피상적인 설명에만

그쳐 실효성 없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교과

의 성격에 맞는 안전교육 내용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교과별 예시

를 토대로 학교의 재량에 맡겨서 운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이며 각

단위학교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지리 교과 내에 위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고 단편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안전교육 요소들을 보다 종합적이

고 체계적으로 조직화하기 위해서는 지리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르쳐

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심민수(2015)는 일본 초등학교 사

회과 교육과정에서의 안전교육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초등학교

사회과에서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관해 탐색하였다. 이를 통

해 지역에 따라 발생하는 재해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학습대상이 되는

재해가 다를 수 있고, 지역학습의 틀 속에서 안전교육이 이루어지는 것

이 효율적이므로 본격적으로 지역학습이 이루어지는 3·4학년에서 안전교

육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초등학교 수준에서 안전교육 관련내

용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사회과만의 특색을 살린 안

전교육 내용의 선정과, 안전교육에 있어서 사회과의 역할을 지역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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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안전망을 이해하는데 중점을 둘 것인지, 위험을 예측해서 피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에 중점을 둘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교육부, 2018b)

관

련

교

과

학

년
성취기준

안전학습

요소

7대 표준영역

시

수대분류 소분류
세부

내용

사

회

1

학

년

[9사(지리)08-04] 도시 문제를 해

결하여 살기 좋은 도시로 변화된 

사례를 조사하고, 살기 좋은 도시

가 갖추어야 할 조건을 제안한다.

다중밀집

시설 이용 

안전 수칙을 

이해하기

생활

안전

시설

안전

다중

이용

시설의 

안전

수칙

1

[9사(지리)10-2] 환경 문제를 유

발하는 산업이 다른 국가로 이전

한 사례를 조사하고, 해당 지역 

환경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산업재해의 

의미와 특성 

이해하기

직업

안전

산업

재해의 

이해와 

예방

산업

재해의 

의미와 

발생

1

2

학

년

[9사(지리)05-03] 자연재해로 인

한 피해가 증가하거나 감소한 지

역을 비교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한다.

화재의 원인 

및 

대피·대응

요령·신고, 

전파요령 

알기

재난

안전

화재

발생

화재의 

개념 및 

대응

요령

1

[9사(지리)12-02] 다양한 지표를 

통해 지역별로 발전 수준이 어떻

게 다른지 파악하고, 저개발 지역

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

력을 조사한다.

약물 

오남용의 

위험성 및 

약물에 대한 

올바른 태도 

이해하기

약물·

사이버

중독

마약류 

폐해 및 

예방

마약 

폐해 및 

예방

1

3

학

년

[9사(지리)05-03] 자연재해로 인

한 피해가 증가하거나 감소한 지

역을 비교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한다.

각종 자연 

재난과 

안전한 행동 

알기

재난

안전

자연

재난

자연

재해와 

안전한 

행동

1

[9사(지리)09-03] 세계화에 따른 

서비스업의 변화를 조사하고, 이

러한 변화가 지역 변화와 주민 생

활에 미친 영향을 평가한다.

자동차 

사고의 

원인과 

예방법 알기

교통

안전

자동차 

안전

자동차 

사고의 

원인과 

예방

하기

1

<표 4>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안전교육 모델_중학교 사회 지리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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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2017)는 안전교육과 관련하여 지리 영역에서 다른 과목과 차별

화하여 학습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자연재해와 그 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하

였다. 국·내외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재해 관련 내용의 학교급별 계열성을 보완하고, 지도(map)를 활용하여

대응행동을 가상으로 익히도록 하며, 교육 장소로 생활지역을 활용할 것

을 제안하였다. 또한 자연재해 교재 개발과 실천을 위한 연구가 필요함

을 강조하였다.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자연재해

관련 내용은 <표5>와 같다.

(교육부, 2015a)

구분 학년 단원 내용요소

초등

학교
5~6

(1)국토와 

우리생활

[6사01-04] 우리나라 자연재해의 종류 및 대책을 탐

색하고, 그와 관련된 생활 안전 수칙을 실천하는 태

도를 지닌다.

중

학

교 

1~3

(5)지구 

곳곳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

[9사(지리)05-01]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

을 조사하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

[9사(지리)05-02] 자연재해가 지역 주민의 삶에 미

친 영향을 사례를 중심으로 탐구한다.

[9사(지리)05-03]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거

나 감소한 지역을 비교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10)환경문제와 

지속가능한 

환경

[9사(지리)10-01]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발생하는 

기후 변화의 원인과 그에 따른 지역 변화를 조사하

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적･국제적 노력을 평가

한다.

[9사(지리)10-02] 환경 문제를 유발하는 산업이 다

른 국가로 이전한 사례를 조사하고, 해당 지역 환경

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9사(지리)10-03] 생활 속의 환경 이슈를 둘러싼 다

양한 의견을 비교하고, 환경 이슈에 대한 자신의 의

견을 제시한다.

고등

학교 

한국

지리

(3)기후 환경과 

인간생활

[12한지03-3]자연재해 및 기후 변화의 현상과 원

인, 결과를 조사하고, 인간과 자연환경 간의 지속

가능한 관계에 대해 토론한다

<표 5> 2015 개정 교육과정 _ 사회과 자연재해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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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2017)는 일본의 방재지도(hazards map)를 활용한 학습방안에

대한 모색을 통해 방재지도의 교육적 활용에 관해 제안하였다. 일본에서

는 효율적인 방재교육을 위한 방안으로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 중학

교 사회 및 지리교과에서 자연재해의 피해 범위와 방재 활동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하는 방재지도를 활용하여 교육을 시행하고 있음을 소개하며

우리나라에서도 방재지도를 활용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지자

체나 교육청에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방재지도를 제작하여 보급할 필

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또한 일본의 경우 초등학교 저학년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집과 학교를 중심으로 한 방재지도 그리기, 고학년은 자신의

지역에서 위험한 곳과 피난할 장소 찾기, 중학생은 방재지도를 통해 자

신의 지역에 대한 이해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자각 및 행동을

강조하여 피난 훈련이나 수업 등에서 실제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년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향후 우리

나라 학교현장에서도 이에 대한 고려를 통해 학습활동에 활용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조철기·심정보(2019)는 일본에서의 지리교육 강화의 배경이 된 지속가

능발전교육(ESD)에 대한 함의를 고찰하고, 필수과목으로 지정된 고등학

교 ‘지리통합’ 교과에서 지속가능한 지역만들기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자연재해와 방재교육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였다. 일본을 비롯한 세계에

서 발생하는 자연재해 및 생활주변에서 볼 수 있는 자연재해를 어떻게

대비하고 대응할 것인가에 초점을 둔 학습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 만들

기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때 지형도나 재해지도 등의 주제도를 통해 일

상생활과 결부된 지리적 기술을 습득하고, 방재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

법을 고찰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유용한 지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특히 지리교육의 지속가능발전교육

에의 기여는 학생 스스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을 중시하며, 교과 간의

연결 및 학교와 사회를 연결하여 문제의 발견과 해결을 위한 주체적·협

동적인 배움이 가능하도록 하는 액티브 러닝에 기반하고 있음을 강조하

며, 학문과 교실 안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나라 지리교육에 시사하는 바

가 크다고 하였다.

이처럼 2015개정교육과정에 안전교육이 강화되면서 교과교육에서의 안



- 34 -

전교육에 관한 여러 방안이 모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리(초

등사회과 포함)에서의 안전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낮고,

특히 중·고등학교에 적용 가능한 지리에서의 안전교육 연구도 여전히 부

족한 실정이다.

한 가지 더 아쉬운 점은 앞서 언급된 연구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국내

지리교육에서 진행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자연재해와 방재교육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초등사회과 교육

과정 및 교과서에 반영된 자연재해·방재교육 관련 내용 분석(이정희,

2015), 초등학생들의 자연재해에 대한 인식 분석(나정향·남상준, 2019),

일본 문부과학성의 학습지도요령과 방재교육 참고자료에 대한 내용 분석

(박철웅, 2019), 프랑스 지리교육에서의 자연재해 및 위험 관련 내용의

도입 배경과 학습내용 구성방식의 특징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 지리교

육을 위한 함의 도출(이상균·임은진, 2019)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자연재해의 경우 가장 지리적인 특색을 잘 살릴 수 있는 내용요소 임

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지역에서 발생가능성이 있는 위험은 자연재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위험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지진, 해일과 같은 자연재해에서 출발하여 인재라는 대형사

고로 발전한 사례이다. 우리나라도 2016년 경주지진과 2017년 포항지진

을 경험하며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

다. 이 일대에는 총 20개의 원전이 밀집하여 분포해 있으며 국내 최대

산업단지가 있고, 인구 500만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자칫 큰 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어디에서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안전사고도

있겠지만 원자력 발전처럼 지역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유형이

다른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학교현장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실제로 피부에

와닿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유병열, 2016).

Underwood(1976)는 지리교육의 진정한 가치는 사회적 유용성의 강조

즉, 실용성에 있다고 하였다. 지역 및 세계에 대한 이해를 통해 지리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지리에서 무엇을 어떻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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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지역에 따라 발생가능성이 큰 위험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리교과에서 다

루어야 하는 고유하고 차별화된 내용요소가 무엇일지에 대해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해외의 사례를 보면 재난관리 분야의 선진국이라 불리는 미국에서는

연방재난관리청(FEMA)에서 위험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 위험의 수

준을 분류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재난안전 교육교재를 제작하

여 학교 및 개인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장려하고 있다(강욱·조준택,

2015). 이와 관련하여 Pine(2009)은 미국의 다양한 자연재해와 인적재해

를 유형별로 나눠 위험의 발생가능성과 영향 및 위험의 수준을 제시하였

다. 이는 <표6>과 같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지

리에서의 안전교육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유형 발생가능성 영향 위험수준

홍수(Flood) Possible Major Extreme

가뭄(Drought) Likely Major Low

폭염(Extreme heat) Possible Moderate High

혹한(Extreme cold) Possible Moderate High

뇌우/번개(Thunderstorm/

lighting)

Almost 

certain
Minor High

토네이도(Tornadoes) Likely Major Extreme

거센 눈보라(Severe   

snowstorms)
Likely Moderate High

얼음비(Ice storms) Unlikely Major High

지반침하(Land subsidence) Rare Minor Low

지진(Earthquake) Rare Major High

운송사고(Transportation 

accidents)
Possible Catastrophic Extreme

유해물질 운송사고(Hazmat 

transportation accidents)
Unlikely Moderate Moderate

주요 교통로의 폐쇄(Closure 

of critical transportation 
Unlikely Moderate Moderate

<표 6> 위험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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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e, 2009)

그러나 개별 학교에서 지역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에 대해 평가를

하고 교육의 적합성을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문

연구기관이 지역별로 중점을 두어야 할 위험을 선별하고, 이에 대한 지

도 방안을 마련하여 각급 학교에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따라

개별 학교에서는 주어진 정보를 교과 교육에서 어떻게 접목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학교 안전교육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이지만, 기본적인 내용으로 구

routes) 

정전(Power failure) Possible Moderate High

상·하수관사고(Water/sewer 

line failure)
Unlikely Moderate Moderate

통신장애(Telecommunications 

failure)
Unlikely Minor Low

컴퓨터시스템고장(Computer 

systems failure)
Possible Minor Moderate

가스관 파열(Gas line break) Unlikely Minor Low

화학물질 누출/사고(Stored 

chemical leak/accident)
Unlikely Moderate Moderate

방해공작(Sabotage/intention

al destruction)
Possible Major Extreme

전염병(Biological 

communicable 

disease(plague))

Possible Major High

실험실 사고(Laboratory 

accidents)
Possible Major Extreme

건물붕괴(Building collapse) Rare Catastrophic High

건물화재(Building fire) Unlikely Catastrophic Extreme

유행병(Epidemic) Unlikely Major High

광범위한 유해물질 

중독(Widespread poisoning)
Unlikely Major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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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된 표준안으로만 만족해서는 안되고 각 학교와 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환경과 실정을 반영한 안전교육 방안을 탐색하여야 실효성 있는 안전교

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강욱·조준택, 2015). 학생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위험 상황을 제시하고 위험의 발생 원인과 결과에

대해 학생 스스로 찾아보고 해결방안을 집단 사고나 토의 활동을 통해서

찾아내도록 구성하는 것은 매우 실용적이고 유익한 안전교육 방법이 될

수 있다(박인현·김기식, 1999).

아울러 학교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범교과 영역에서의 안전교육과 관

련하여 지역사회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위험에 대비하여 지리교과가 어

떤 역할을 분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안전사고가 각 지역마다 동일하게 발생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지역

의 위치적·공간적 특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다르다는 점을 고

려한다면 이는 지리교과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에 속한다. 특히

정규교과에서 다뤄지는 안전교육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않도록 내

용을 구성하고, 발달 단계를 고려한 체계적인 교육내용 및 방법을 정립

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리수업에서의 안전교육 내용이 일상생활에서 적용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위험 관련 내용과의 연결고리가 될 위험에 대한 인식의 파악

이 필요하다. 누구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안전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이유는

위험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학습자의 인식이

상이하거나 불균형하다는 것은 수업에 대한 효과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교육에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결

정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며, 학습자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및 방법을 설계하는 것은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필수적이다.

지리에서의 안전교육도 마찬가지다. 위험인식의 차이에 대한 고려 없이

위험의 일반적 특성에 기반한 일률적인 안전교육을 통해서는 위험상황에

서 올바른 대응행동을 이끌어내기 어렵다. 따라서 위험의 다양한 요소에

대해 어떻게 인지하는지, 그 인지정도가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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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나는지, 아니면 차이를 가지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안전교육의 목표는 사고의 원인을 사전에 철저하게 분석하여 대처

할 수 있는 지식과 태도를 갖추고 이를 실천하는데 있기 때문에 합리적

판단과 올바른 대응행동을 위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인식의 차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매

우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지리에서의 효율적인 안전교육을 위해서는

위험상황에 대한 사람들의 위험인식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적절한 학

습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 2 절 위험과 위험인식

안전교육에서 학습자의 안전행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안전행동의 기

저에 있는 안전과 관련한 인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까

지의 학교 안전교육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위험인식에 대해 연구한 사례

가 거의 없다. 위험은 상대적인 개념으로써, 객관적 위험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이를 인식하는 사람에 따라서 더 혹은 덜 위험한 것으로 인식하

게 된다(오미영 외, 2008).

위험인식의 차이는 위험상황에서 중요사항이 아닌 다른 사항을 더 민

감하게 받아들여 자칫 그릇된 판단과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위

험과 학습자가 인지하는 위험의 차이가 클수록 안전교육의 효율성이 낮

아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지점에서 인식의 불일치가 나타나는지 파악하

고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효율적인 안전교육을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

다.

학교에서의 안전교육은 궁극적으로 위험 상황에서 문제해결력을 발휘

하고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실천능력을 키우는 것에 의의가 있으므로,

실제 위험상황에서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험인식에 대한

불일치를 최소화하려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목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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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에서는 사람들이 위험을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는지를 파악하기 위

해 위험과 위험인식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1. 위험과 위험인식의 특성

Maslow의 욕구 5단계 이론에 따르면 안전에 대한 욕구는 인간의 기

본적 욕구이며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사회 구조가 다양하고

복잡해지면서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인들이 증가하고 있

다.

원래 위험이란 용어는 17세기 스페인의 항해술에서 유래하였고, 부를

얻기 위해 당연히 감수해야만 하는 난관으로써 잠재적인 부수효과이자

예외적인 것으로 취급되었다(홍성태 역, 1997). 이후 산업이 급격히 발달

하면서 위험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 대상이 되었고, ‘계산 가능한

위험’의 중요성이 증대되며 위험은 국가가 나서서 책임져야 할 관리의

대상이 되었다(이재열, 2004).

위험에 대한 연구는 사회학, 심리학, 행정학, 정책학 등을 중심으로 다

양한 분야에서 진행되어 왔지만, 위험(risk)이라는 용어에 대해 공통적으

로 받아들여지는 단일한 정의는 아직 없다(Renn, 1998). 많은 연구자들

이 위험은 사건이 발생할 확률로(Burt, 2001), 미래의 불확실한 결과를

예측한다는 견해를 공유하고 있다(Joffe, 2003).

국내 위험에 관한 연구도 연구자마다 위험 개념에 대해 상이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도 위험(risk)2)을 위협, 위해, 위난,

위해성, 리스크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하여 혼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유사

한 의미의 단어를 혼용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위험(risk)과 재난

(disaster)을 유사개념으로 보고 혼용하는데, 위험(risk)은 어떠한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재난 발생의 확률)에 중심을 두고, 어떠한 상

2) 본 연구에서는 risk를 ‘위험’으로 표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며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기 위해 이하에서는 위험(risk)이라고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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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 재난

(disaster)은 실질적인 피해라는 함의를 가지고 있으며 상당한 정도의 피

해를 당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되므로 두 단어는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

다(정지범, 2009). 예를 들어, 타고 가던 비행기가 엔진고장으로 추락할

확률이 십만 분의 일이라면 이것은 위험을 의미하고, 실제 비행기가 엔

진 고장으로 활주로가 아닌 다른 곳에 추락하여 사망하게 된다면 이것은

재난이라 할 수 있다.

이 외에 자주 유사개념으로 혼용되는 것이 위험(risk)과 위해(danger)

이다. 양천수(2015)에 따르면 위해(danger)는 개인적이며 지역적인 성격

을 가지고 있고, 대규모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 힘은 아니며

위험과 비교할 때 발생 가능성이 더 높다. 나아가 위해는 자연발생적인

성격을 띤다. 즉 위험보다 발생 개연성은 높지만 자연발생적이고 사회구

조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어렵다. 반면 위험(risk)은 초개

인적이고 초지역적이며, 대규모의 피해, 경우에 따라서는 전 지구적인 피

해를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 힘이다. 또한 위험은 위해보다 발생 가능성

이 낮지만 사회 구조적인 것이어서 예측하기가 더 쉽다.

위험 관련 용어의 구분이 필요한 이유는 일상에서 가볍게 사용할 때는

서로 의사소통에 별다른 문제가 없겠지만, 의사결정을 요하는 특정한 목

적이나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용어의 의미를 구분해서 사용해야 상

호간의 인식에 차이가 생기지 않으며 정확한 의사전달이 가능하기 때문

이다(김진현·박달재, 2013).

현대사회에서 위험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계기는 1980년대

후반 체르노빌 원전폭발사고와 인도 보팔 암모니아유출사고, 엑슨 발데

즈호 기름 유출사고를 비롯한 일련의 사고를 경험하면서부터이다(노진

철, 2009). Ulrich Beck은 산업사회에서 현대사회로의 변화과정에서 나타

난 현상들을 분석하며 ‘위험사회’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였고 이후 수

년 동안 학계와 그 밖의 분야에서 상당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Cottle,

1998). 위험 논의에서 Beck의 기여는 기존의 협소한 논의에서 탈피하여

위험을 정치적 논의와 연결시키고, 현대사회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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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위기와 제도적 위기를 위험을 주제로 하여 진단하였다는 점이다(노

진철, 2009).

Beck은 ‘위험사회’라는 저서를 통해 과거 사회에 존재했던 재난이나

사고는 개인적이며 지역적인 위해에 불과했지만, 현대사회의 위험은 개

인적·지역적 차원을 넘어 집단적인 것이며, 동시에 전 지구적인 것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위험과 현대사회의 위험은 구별되는 것으로 보았다(홍

성태 역, 1997).

Beck이 지적하였듯이 현대사회의 위험은 과거에 비해 규모가 커졌고,

세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로 인한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유출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

다 등 태평양 인접 국가에 큰 영향을 미쳤고, 현재까지도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처리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 뿐만 아니라 2019

년 12월 중국 우한지역을 중심으로 감염자가 발생하던 코로나바이러스감

염증-19가 우리나라 및 전 세계로 확산되어 사회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처럼 지속적이고 다양한 위험에 직면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위험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특히 과거에는 크게 다뤄지지 않았

던 환경파괴나 자원고갈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개인과 사회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러한 부정적 요인의 직·

간접적인 영향을 사회와 개인은 ‘위험’요소로 인식하게 되었다(이민영·이

재신, 2009)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는 위험은 고도화된 기술로 인한

위험이 아니라 경제적 생존과 직결되는 건물이나 시설물의 붕괴, 운송

수단의 안전 부재와 같은 ‘후진국형 위험’에 집중되어 있다(홍찬숙,

2015). 우리 사회가 보다 안전한 사회로 변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제적

인 관점에서만 위험을 바라보는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 현대사회의 특

징적인 위험에 대해 보다 다각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위험을 바라보

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위험연구에서 논의되어져 왔던 위험을 바라보는 관점을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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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위험을 사망률, 질병에 걸릴

확률 등 계량적 형태로 다루며 통계와 발생가능성의 분포를 통해서 추정

가능하다고 보는 위험-객관주의(risk-objectivism), 다른 하나는 개인들

이 특정한 현상에 대해 내적으로 느끼는 불안감이나 인지하는 위험의 발

생 가능성 등에 대해 개인의 주관적 인식을 통해 해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위험-주관주의(risk- subjectivism)이다(김수아·임동균, 2016).

위험에 대한 전통적인 시각은 위험-객관주의 관점으로 과학기술이 발

전함에 따라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대비할 수 있다고 믿는다

는 점에서 기술적 패러다임이라 불리는데, 이 관점에 따르면 위험은 객

관적이고 중립적이기 때문에 위험요소들은 측정 가능하고, 계산 가능하

며, 확률적으로 예측 가능한 것으로 본다(박희제, 2004).

객관주의적 위험연구의 목적은 사전처리가 가능한 적합한 기술, 혹은

계산 가능하고 통제할 수 있는 사전경보체제 장비를 이용하여 위험의 발

생가능성과 피해 수준의 평가를 통하여 위험을 파악하기 위함이다(황진

태, 2014). 앞서 언급하였지만, 위험-객관주의의 대표적인 학자인 Beck은

위험은 객관적 양태로 존재하며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통계적이고

객관적인 위험이 실제로 증대되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Beck의 입장은 기술적 현상에만 논의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빈곤, 실업, 산업재해, 자연재해, 성폭력, 질병, 음주, 흡연 등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위험 사례들을 설명하는데 한계를 가진다(이승훈, 2009;

노진철, 2004). 이와 더불어 위험이 객관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과거 전통사회에서 위험을 바라보던 것

과는 달리 위험을 단일한 시각에서 이해하던 틀에서 벗어나 복합적인 이

해관계 속에서 바라보자는 움직임이 생겨났다. 이로써 위험을 인식하는

데 발생률이나 결과와 같은 객관적 사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는가와 같은 주관적 인식도 중요하게 되었다(이승훈, 2009). 객관

적으로 발생한 위험 상황에 대해 개인은 과거의 직·간접적인 경험에 기

반 하여 심리적인 작용을 통해 주관적으로 위험 상황을 판단하기 때문에

개인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어떠한 과정을 통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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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어나는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위험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이 중요하

다. 이러한 관점에서 위험을 바라보는 것을 위험-주관주의라고 한다.

위험-주관주의의 대표학자인 Slovic은 위험은 객관적으로 정량화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것으로, 인간의 삶의 위험과 불확실성을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을 돕기 위해 발명된 개념으로 보았다(Slovic and Weber,

2002). 따라서 위험을 주관적이고 다차원적인 현상으로 가정하고 위험인

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고 하였다(차용진,

2006). 위험에 대한 이러한 개인의 주관적 평가를 위험인식(risk

perception)3)이라 하는데(송유진, 2019), 객관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위험

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인식된다(Slovic, 1990).

위험 연구에서 ‘인식’은 주로 대상과 사건에 대한 다양한 태도와 판단

을 가리킨다(Slovic, 1990). 위험 인식은 위험의 일반적 특성이나 위험이

발생하는 맥락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받게 되는데, 어떤 현상을 ‘위험하

다’ 혹은 ‘위험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특징들이 존재

한다(이승훈, 2009). 이는 심리학적 접근의 대표적인 관점으로써 심리측

정접근(psychometric approach)이라 하며, 사람들이 인식하는 위험을 분

석하기 위해 Slovic이 개발한 방법이다. Slovic et al.(1980)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알려지지 않은 정도’에 의해 위험성을 평가하며, 두려움을 유

발시킬수록, 잘 알려져 있지 않을수록 위험성 판단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심리측정접근은 이후 심리측정패러다임(psychometric paradigm)으로 불

리게 된다(김서용 외, 2014; 차용진, 2006, Marris et al, 1998).

Fischhoff와 그의 동료들(1978)은 초기 연구에서 위험의 속성을 아홉

가지로 분류하여 위험특성에 관한 사람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그들이

제시한 아홉 가지 위험 속성은 1)위험의 자발성(Voluntariness of risk),

2)효과의 즉각성(Immediacy of effect), 3)(일반인의) 위험에 관한 지식

(Knowledge of risk), 4)(전문가의) 위험에 관한 지식(Knowledge of

risk), 5)위험에 대한 통제(Control over risk), 6)새로움(Newness), 7)만

3) 심리학 연구에서는 ‘risk perception’을 주로 위험지각으로 표기하지만, 국내

많은 연구에서 관행적으로 위험인식으로 표기하므로 본 연구에서도 이하에

서는 ‘risk perception’을 ‘위험인식’으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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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재앙적(chronic-catastrophic), 8)보통-두려움(common-dread), 9)결

과의 심각성(severity of consequences)이다.

그들은 위험 판단 주체의 태도, 인지 및 지각 등에 대해 아홉 가지 척

도를 이용하여 만든 설문 문항을 통해 사람들의 위험 인식이 어떻게 달

라지는지를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자연재해나 기술재해의 확률, 빈

도, 혹은 결과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험의 속성에 대한 이

해의 폭을 넓혔다(박희제, 2004).

이와 더불어 Slovic을 비롯한 기존 심리학적 연구자들의 가장 대표적

인 성과는 위험에 대한 일반인들의 위험인식 특성을 밝혀냈다는 점이다.

위험을 판단하는데 전문가와 일반인들은 인식에 큰 차이를 보인다

(Slovic, 1986, 1987, 1990 ; 차용진, 2006; 진상현, 2014; 김영욱 외, 2016,

정익재·안서원, 2016). 특히 원자력 발전, 핵폐기물 처리장, 유전자변형식

품, 송전탑 건설 등과 같은 과학기술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들에 대해 일

반인들은 전문가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

은 과학적 사실이나 추론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반면(Choi et

al., 2000), 일반인들은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Marris et al,

1998) 현실에서의 객관적 위험과 개인의 위험에 대한 인식 수준이 일치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일반인들은 경제학자들이 가정하는 것처럼 합리적

이고 이성적인 계산을 통해 위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 과

거의 경험이나 감정에 바탕을 두고 즉각적인 판단을 통해 상황을 인식하

기 때문이다.(이민영, 2016).

Slovic(1986)은 위험인식과 의사결정에 있어 일반인들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첫째, 위험 판단에 있어서 과거 사건의 기억과 미래 사건의 상상력에 영

향을 받는다. 그 결과 최근 재난, 언론의 집중 보도와 같이 기억할 수 있

고, 상상할 수 있는 요인들에 의해 위험 인식이 왜곡된다. 둘째, 불리한

결과에 대해 단순히 언급만 해도 사람들은 위험가능성을 높게 인식하고,

무서움을 느낀다. 그로 인해 사람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여 발생되는 불

안을 줄이려 하고, 확률보다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정확히 알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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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사람들은 위험이 유능한 전문가들에 의해 관리되고 있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하지만 이러한 보장이 확실하지 않을 때

는 불안하고 걱정이 되더라도 위험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어 한다. 셋째,

사람들의 믿음은 느리게 변하고 반대 증거가 제시되더라도 기존 믿음이

지속된다. 새로운 증거가 초기 믿음과 일치하는 경우 신뢰하고, 반대되는

경우는 외면하는 경향이 있다. 넷째, 강력한 사전 견해가 없을 때 사람들

은 정보가 제시되는 방식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위험을 표현하는 방식

의 미묘한 변화 즉, 정보를 어떻게 프레이밍(framing effects) 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위험 인식과 의사결정이 달라진다.

Kahneman and Tversky(1973) 역시 Slovic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사람

들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예측과 판단을 할 때, 확률의 계산이나 통계적

예측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였다. 과거 사건들이 잘 기억되는 정도와 미

래 사건이 상상되는 정도에 따라 위험 판단이 달라지는데, 사람들은 위

험인식에 있어 가용성 추단법(availability heuristic)4)의 영향을 받으며,

이는 체계적 편견(systematic biases)을 야기한다고 하였다(Tversky and

Kahneman, 1973).

Weinstein(1980)은 사람들이 위험을 판단하는데 낙관적 편향

(optimistic bias)을 보인다고 하였다. 낙관적 편향은 부정적인 사건들은

타인에게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 긍정적인 사건들은 자신에게 일어날 가

능성이 더 크다고 믿는 인지적 오류를 의미한다. 즉, 자신이 타인에 비해

위험에 덜 취약하다고 믿는 것이다. 위험에 대한 낙관적 편향은 개인의

위험 인식에서 매우 중요한 특성에 해당한다. 사람들은 ‘설마 나에게 그

런 일이 일어나겠어?’, ‘나는 괜찮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는다. 이

러한 인식은 위험 상황에 처했을 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가로막

는다. 각종 위험 상황에서 ‘나는 괜찮겠지’라는 낙관적 인식이 만연해 있

는 사회 분위기는 올바른 위험인식 및 적절한 대응행동을 방해하는 요소

로 작용하여 개인은 물론 전 사회적으로 더 큰 피해를 야기하기도 한다.

4) 가용성 추단법(availability heuristic): 사람들이 관련 사례가 쉽게 떠오르는지

에 따라 사건의 빈도나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을 가용성 추단법이라고 한다

(Tversky·Kahneman,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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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심리적 접근법을 따르는 연구자들은 사람

들이 위험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객관적인 확률을 무시한다는 견해

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이영애, 2005). 사람들이 위험정보를 접했을 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방법으로 위험 인식을 형성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다양한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이민영, 2016).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위험의 발생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그 위험을

자신과는 무관한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자발적이고, 통제

가능하며, 치명적이지 않고, 자연적이며, 과학에 의해 알려진 위험은 덜

위험하다고 인식하는 반면, 자발적이지 않고, 타인에 의해 통제되며, 치

명적이고, 인위적이며, 과학에 의해 알려지지 않은 위험들에 대해서는 더

욱 위험하다고 인식한다(송해룡·김원제, 2013b).

이처럼 위험에 대한 판단은 항상 논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이고 감정적이며 편파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다(이재신·최지

영, 2014). 또한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환경과 처지에 따라 위험의 특정

측면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다양한 가치와 판단기준으로 인해

위험의 심각성을 서로 다르게 평가하기도 한다.

실제로 위험이 높은 상황인데도 발생한 위험을 제대로 느끼지 못해서

위험을 낮게 평가하기도 하고, 위험이 낮은 상황인데도 개인의 경험에

의해 위험을 높게 평가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위험이 자신에게는 발생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낙관적 편향은 실제 위험 발생 여부와 상관

없이 안전 불감증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최진식·김종

범, 2013).

이렇듯 위험의 정의와 특성, 위험에 대한 인식은 사회적 맥락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였다. 지금까지 논의된 위험인식의 특성을 종합해보면

위험을 파악하고 대비하여 사고로 이어지지 않게 막는 것은 결국 사람의

주관적 평가에 의해서다.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세상을 인식하고,

이러한 경험은 현실에 대한 인식과 행동에 영향을 주게 된다. 사람들은

위험의 물리적·실질적 존재보다는 그들이 처한 맥락과 상황, 가치관과

신념에 따라 위험을 정의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시하는 경향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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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때문에(김영욱 외. 2016) 비합리적 위험인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

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험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파악하

여 이를 세부적으로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교육적 노력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위험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위험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진행된 위험연구에서 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신뢰, 효용, 관

여도, 친숙성, 인지적 편향 등 다양한 요인들이 논의되어져 왔다

(Fischhoff, et. al., 1978; Slovic et al., 1991; Trumbo, 1999; 오미영 외,

2008; Raška, 2015; 김수아·임동균, 2016). 이 중 기존 연구에서 가장 주

목 받는 결과는 낙관적 편향(편견)이다. 낙관적 편향은 위험인식과 위험

행동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요인으로 보고되어져 왔다

(Weinstein, 1980; Weinstein, 1989; 송해룡·김원제, 2013a). 낙관성이 높

은 사람은 특정 위험에 대해 긍정적으로 해석하거나 위험을 과소평가하

여 적절한 위험대처 행동을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 판단에서

낙관적 편향은 강한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 논의된 위험과 위험인식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기

반으로 하여 다음 장에서는 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낙관적

편향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2. 위험과 낙관적 편향

위험연구에서 사람들이 다양한 위험에 대해 낙관적 편향을 가진다는

연구결과는 지속적으로 보고되어 왔다(김봉철 외, 2006b; 이재신·조희창,

2007). 사람들은 때로는 합리적으로 때로는 비합리적으로 판단하며, 자신

의 판단은 대부분 옳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이민

영·이재신, 2009).

사람들은 다양한 문제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여 그것이 어떻게 그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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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칠 것인지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험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

하기 위해 위험이 높은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경향이 있다

(Joffe, 2003). 비교를 통해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믿

으며, 질병이나 부상 및 기타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할 가능성이 다른 사

람들보다 적다고 주장한다(Weinstein and Klein, 1996).

위험에 대한 심리적 접근법에 의하면 사람들은 위험한 사건은 자신보

다는 타인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 에

이즈 감염, 학교 폭력의 피해 등과 같은 부정적인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판단할 때, 자신보다는 타인이 더욱 취약하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Weinstein(1980)은 사람들의 편향된 생각이 삶에 대한 희망적인 전망

이라기보다는 비현실적 낙관(unrealistic optimism)에 기인한 판단의 착

오라고 하였다. 비현실적 낙관에 의한 오류는 사건의 유형이 아니라 사

건의 확률과 개인적 경험의 빈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Weinstein은

부정적인 사건들은 타인에게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 긍정적인 사건들은

자신에게 일어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믿는 이러한 인지적 오류를 ‘낙관

적 편향(optimistic bias)’이라고 하였다.

지난 20여 년 동안 낙관적 편향에 관한 연구는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흡연, 음주, 에이즈 등과 같은 건강 예방 캠페인 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다(김봉철 외, 2006a). 예를 들어 흡연자들은 비흡연자들에 비해 흡연

의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평균 흡연자들보다 자신이 폐암에 걸릴 확률이

더 낮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Weinstein et al., 2005).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할 때, 긍정적인 사건의

가능성은 과대평가하고, 부정적 사건의 가능성은 과소평가한다(Sharot,

2011; Weinstein, 1980). 예를 들어, 이혼(Price et al., 2002), 교통사고

(DeJoy, 1989), 암(Lapsley and Hill, 2010)에 걸릴 가능성은 과소평가 하

고, 수명(Puri and Robinson, 2007), 구직(Hoch, 1985)에서의 성공과 미

래 수입(Seaward and Kemp, 2000)에 대해서는 과대평가한다. 하지만 부

정적 사건에 대해 항상 낙관적 편향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낙관적 편향과 반대로,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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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타인보다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이라고 해석하는 비관적

편향(pessimistic bias)이 나타나기도 한다(Chang et al., 2001). 체르노빌

원전 방사능 유출 사고 이후, 사람들은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이 더

방사능으로 인한 건강문제에 취약하다고 인식한 것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Dolinski et al., 1987). 비관적 편향은 타인보다 자신에 대한 위험

지각이 높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위험상황에 대처하거나 극복하고자 하

는 대응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김인숙, 2012).

그러나 대부분의 사회 현상에 관한 연구에서 비관적 편향보다는 낙관

적 편향이 더 많이 발견된다. 특히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사건에 대해 낙관적 편향이 더 많이 발생한다(Harris, 1996). 사람들은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위험을 다르게 인식하게 되는데, 자

신이 통제할 수 있는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Helweg-Larsen and Shepperd, 2001). 즉,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위험

은 덜 위험하다고 느끼고, 자신이 통제하기 어려운 위험은 더 위험하다

고 느낀다.

한편, 낙관적 편향은 미디어 메시지가 자신보다는 타인에게 더욱 영향

을 줄 것이라고 판단하는 제 3자 효과와 비교되기도 한다(이재신, 2014).

대중매체를 통해 설득력 있는 커뮤니케이션에 노출되었을 때 자신보다

다른 사람이 더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 즉, 자신과 다른 사람의

미디어 인식에 대한 영향력 사이의 불일치를 제 3자 효과(the

third-person effect)라고 정의한다(Davison, 1983; Gunther and Mundy,

1993; Paul et al., 2000). 제 3자 효과는 주로 미디어 메시지의 영향력을

설명하고 있지만, 자신보다는 타인이 더 큰 영향을 받게 된다고 판단하

는 점에서 제 3자 효과와 낙관적 편향은 개념적으로 유사하다. 실제로,

접근 방식이 매우 유사하여 제 3자 효과가 단지 낙관적 편향에 대한 미

디어 사례 연구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Salwen and Dupagne, 2003).

앞서 언급했듯이 낙관적 편향과 제 3자 효과는 모두 나보다는 남에 대

한 판단이 더욱 편향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개인의 지각을 설명한다는 점

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심리학적 관점에서의 낙관적 편향은 위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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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내면적인 심리 특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미디어 관점에서

의 제 3자 효과는 미디어 이용으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로서, 미디어 효

과와 관련한 개인의 행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

다(김봉철 외, 2006a; 김인숙, 2014; 이재신, 2014).

그러나 낙관적 편향과 제 3자 효과가 서로 다른 학문 분야에서 출발했

기 때문에 현재까지 두 이론을 명확하게 구분지을 수 있는 실증적 연구

가 거의 없다. 두 이론의 관계를 탐구한 Chapin(2000)의 연구에서 낙관

적 편향이 증가할수록 제 3자 효과가 줄어드는 결과를 확인하였으나, 제

3자 효과가 증가할수록 낙관적 편향이 증가한다는 것은 입증하지 못했

다. 이 결과와는 달리 낙관적 편향과 제 3자 효과 사이에 서로 관련성이

없다는 연구결과도 있다(Salwen and Dupagne, 2003).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는, 낙관적 편향이 제 3자 효과에 기저를 이루는 메커니즘이기는 하

지만 낙관적 편향이 제 3자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입증하

지 못했다(Gunther and Mundy, 1993). 이렇듯 낙관적 편향과 제 3자 효

과의 관련성에 대한 일관된 연구 결과가 없기 때문에 두 이론에 대한 구

분이나 관계를 단정 짓기는 어렵다.

낙관적 편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낙관적 편향이 나타나는 원인

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심리학적 관점’에서 진행된 연구들과,

비개인적 효과가설(Impersonal Impact Hypothesis)로 대표되는 ‘미디어

관점’에서 진행된 연구들로 구분해 볼 수 있다(이재신, 2014). 현대 사회

의 위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미디어의 영향을 빼놓을 수 없

기 때문에 미디어로 인해 나타나는 지각적 인식에 대해 살펴보는 것도

매우 의미 있다.

먼저, 비개인적 효과 가설은 위험인식에 있어 크게 두 가지 특징을 가

지고 있다. 첫째, 개인의 위험에 대한 판단은 사회 수준(societal level)과

개인 수준(personal level)의 두 차원으로 나뉘는데, 사회 수준 판단

(societal level judgments)은 타인의 경험에 기반하여 범죄 같은 일부 사

회 현상에 대한 더 큰 공동체 및 지역사회 거주자에 대한 믿음을 말하

고, 개인 수준 판단(personal level judgments)은 자신의 경험에 기반하



- 51 -

여 자신의 피해 추정 위험에 대한 믿음을 말한다(Tyler and Cook,

1984). 둘째, 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원천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사회적 차원의 위험인식은 매스미디어(msss media)가, 개인적 차원은 경

험이나 대화와 같은 대인 커뮤니케이션(interpersonal communications)의

영향을 받는다(Brosius and Engel, 1996; 차동필, 2011). 비개인적 효과는

낙관적 편향과 유사하게 동일한 위험에 대해 사회 수준의 위험을 개인수

준의 위험 보다 더욱 심각한 것으로 판단한다(이재신·최지영, 2014). 이

가설에 따르면 ‘대중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위험정보는 간접적이고, 객관

적이며, 추상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개인이 아닌 사회 전체와 불특

정 일반인들에게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역할을 한다(이민영,

2014 ; 이재신·최지영, 2014).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위험이 자신과는 직

접적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개인의 위험 인식보다는 타인에 대

한 위험판단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자신에 대한 위험판단은 주로 주변

사람들과의 생생하고 직접적인 대화 같은 대인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영

향을 받는다(이재신·조희창, 2007; 이민영, 2014). 다시 말해, 대중매체를

통한 간접경험은 사회적 수준의 위험판단에 영향을 주어 타인에 대한 위

험인식을 높이고, 대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직접경험은 가족, 친구, 이

웃 등에 의해 전달된 정보를 통해 개인적 수준의 위험 판단에 영향을 주

어 자신에 대한 위험인식을 높인다(김준홍, 2011).

다음으로 심리학적 관점에서 낙관적 편향이 나타나는 원인을 살펴보면

개인의 긍정적 편견, 자기중심적 사고, 자존감 고취, 위험 통제에 대한

환상 등이 있다. 제시된 원인 중 많은 학자들이 자기중심적 사고로 인한

자존감(self-esteem)을 낙관적 편향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언급하였다.

자존감은 사회적 지위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수용과 거부의 심

각성을 조절하는 성격의 한 측면으로, 개인에 대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사회적 피드백에 대한 반응에 편견을 줄 수 있다(Somerville et al.,

2010).

Alicke(1985) 역시 이러한 주장에 동조하며 자존감을 유지(self-esteem

maintenance)하려는 동기로 인해 낙관적 편향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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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cke는 사람들이 특정 사건에 의해 상대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자기

개념을 통해 자존감을 유지하고, 긍정적으로 자신을 평가함으로써 자기

효능감과 개인 통제에 대한 신념을 높여, 달성할 수 없었던 목표를 달성

하도록 하고, 행동의 결과가 노력한 정도와 일치하지 않을 때 인내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Gunther and Mundy(1993)는 자아 향상(ego-enhancemen)에 대한 욕

구로 인해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설득에 강하고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부정적인 결과에 덜 민감하며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봄으

로써 자존감을 강화하여 긍정적인 자기 이미지를 유지하고자 한다고 하

였다.

Chapin(2000)은 자존감과 심리적 거리(psychological distance)를 낙관

적 편향의 주요한 기제로 보았다. 사람들은 자존감을 유지하기 위해 위

험이 높은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하향 비교(downward comparison)

를 하게 된다. 특히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경우 자아 향상을 위해 자신

보다 상황이 훨씬 나쁜 사람과 하향비교를 함으로써 자신의 행복감을 높

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Wills, 1981). 심리적 거리5)는 인지된 유사성, 친

밀감, 동일시(identification)등 다양한 요인들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위

험 판단을 할 때 비교 대상이 되는 ‘다른 사람들’이 누구냐에 따라 낙관

적 편향의 강도가 달라진다(Perloff, 1983).

Weinstein(1989)은 낙관적 편향이 나타나는 원인으로 피해를 입는다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시도,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망, 혹은 단순한 인지적 오류라고 하였다. 예를 들어 인지

적 오류의 경우 예방 캠페인이 고위험 개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만들면,

사람들은 이것을 표준으로 삼아 자신의 위험이 평균 이하라고 잘못 판단

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원인 외에도 자기통제감(self-controllability)이나 자기

5) Chapin(2000)은 심리적 거리(psychological distance)에 대해 설명하면서

Perloff(1983)가 심리적 거리를 개념화한 두 가지 방식에 대해 인용하였다.

Perloff는 해당 연구에서 psychological distance라는 용어 대신 ‘social

distance’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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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능감(self-efficacy)도 낙관적 편향의 원인일 수 있다(Weinstein, 1980).

지금까지 진행된 위험연구에서 낙관적 편향이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개인의 통제감을 활성화시키며 계속적인 경계를 받지 않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Perloff, 1983), 현실적

판단 근거가 없는 낙관적 편향으로 인해 개인의 위험 감소 행동을 촉진

하려는 노력이 심각하게 방해받을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Weinstein,

1989). 낙관적 편향이 높은 사람은 위험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하여 이에

따른 대처행동이나 예방적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Weinstein et al., 2004). 

따라서 개인의 비합리적인 위험 판단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위험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위험의 심각성 판단과정에서

나타나는 낙관적 편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방면의 연구가 필

요하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최근까지 큰 이슈가 되었던 노후 원전 폐쇄와

신규 원전 건립에 대한 논쟁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우리사회에서 진행되어 온 원자력에 대한 논쟁은 원만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보다는 집단 혹은 지역 간 갈등만 심화시켰다. 이는

원자력의 위험과 효용에 대한 인식의 불일치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나 관련 기관들은 원전의 안전성을 일관되게 알

려왔지만,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사람들은 원전사고의 위험성을 더욱

높게 인식하게 되었다. 원자력의 위험인식에 대한 이러한 불일치는 사람

들이 체감하는 안전이나 위험요소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과학적인 지표

로서의 안전성만 내세웠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최인철·김범준, 2007).

주지하다시피 전문가와 달리 일반인들은 원자력 발전에 대해 과학적으

로 해석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험성에 대해 주관

적으로 유추하게 된다. 위험인식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우리 사

회에서 오랫동안 갈등과 논쟁을 일으켰던 원자력 발전에 대한 위험인식

을 파악해 보는 것은 지리교육적 맥락에서도 매우 의미 있을 것으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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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된다.

3. 원자력에 대한 위험 인식

위험연구에 따르면 원자력에 대한 위험은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위험

은 개인의 주관적 평가에 의해 결정이 되고, 원자력에 대한 주관적 평가

는 위험인식과 위험수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Kasperson et al.,

1988).

일본에서 ‘원자력은 절대 안전하다’는 강한 믿음이 있었다. ‘안전신화’

라고 불릴 정도로 원자력에 대한 신뢰가 매우 높았으며, 그 배경에는 해

마다 규모 6.0 이상의 전 세계 지진의 20%가 일본에서 발생하였지만 원

자력발전소는 큰 사고 없이 안전하게 운영된 것에 기인한다.

그러나 2011년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는 일본뿐만

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의 원자력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놓은 전환점

이 되었다. 수많은 연구들이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원자력 수용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켰음을 입증하였다(Prati and Zani, 2013; Huang

et al, 2013; Siegrist and Visschers, 2013; Visschers and Siegrist, 2013;

Ieong et al., 2014).

이 사고로 원자력 기술에 대한 환상은 깨졌고, 원자력을 효율성의 잣대

로만 바라보던 인식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으로 독일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2022년까지 원전 완전 폐

쇄를 결정하였다. 독일이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배경에는 탈핵

에 대한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이러한 노력이

가능했던 이유는 독일의 교육방식에 근원한다고 볼 수 있다.

독일은 위험정보소통을 위해 시민사회적 관점에서 원자력 발전을 범교

과목적인 주제로 다루며, 물리, 화학, 지리, 정치 등의 다양한 교과를 통

해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학제 간 교육이 가능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

다(윤순진·정연미, 2013; 정연미·윤순진, 2014). 즉, 원자력 발전에 관한

기초 지식에서부터 핵발전소의 위험 및 사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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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원자력 발전에 관한 논쟁을 다루고 있다. 그중에서 지리는 원자력

발전에 관해 가장 많은 시간을 다루고 있는 과목이며, 독일 핵정책의 역

사 및 세계 핵발전 현황을 설명하고, 우라늄 원료에서부터 방사성 폐기

물의 처리에 이르기까지 원자력 연료 사이클을 도식화하여 제시함으로써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원자력 발전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다(윤순진·정연미, 2013).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원자력 발전에 대

한 균형 잡힌 시각을 형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원자력에 대한 이해

를 높여 합리적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독일의 사례와 달리 프랑스의 경우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

자력 안전에 대한 우려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자국의 원자력 발전 비율

을 75%에서 50%로 축소하는 계획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공

표하였으나, 원자력발전의 비중을 낮추게 되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

성하기 어려워진다는 정치적 입장이 대두되면서 원자력발전 비중을 축소

하는 시점을 2025년에서 2035년으로 연기하였다(이영우 외, 2018).

이렇듯 원자력에 대한 인식 및 정책이 국가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

는 해당 국가의 지리적, 경제적, 정치적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생겨난 차

이일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관련 내용에 대한 교육의 차이에 의해 상

당 부분 영향을 받는다(정연미·윤순진, 2014).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학교 교육에서 원자력을 직접 다루는 교과

자체가 없다. 과학교과에서 원자력의 원리에 대해 부분적으로 다루고, 기

술․가정교과에서 에너지 이용의 측면에서 다루며, 사회교과에서 사회적

쟁점과 관련하여 원자력을 다루고 있을 뿐이다(이춘식, 2015). 이처럼 각

교과에서 다루는 원자력 내용 간 연계성이 부족하고,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통해 원자력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원자력에 대한 교육의 부재는 전문적 영역이 아닌 일상에서 접하게 되

는 방사선의 활용 및 위험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게 만든

다. 이러한 지식상태는 성인기까지 그대로 이어지며, 원자력에 대한 충분

한 지식을 지니지 못하기 때문에 원자력의 위험에 대해 판단할 때 이성

적 판단보다는 자신의 경험이나 미디어에 의존하게 된다. 원자력에 대한



- 56 -

주관적 인식은 원자력 수용성에도 영향을 미치며 위험지각 외에도 인구

학적 특성, 편익지각, 환경의식, 경험, 감정 등 다양한 요인들이 원자력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논의되었다(김서용·김근식, 2007).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원자력과 관련된 인식의 특성을 살펴보면, 사

람들은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위험은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

하여 주관적 평가를 통해 위험을 인식한다.

오미영 외(2008)의 연구에 따르면 원자력이 초래하는 위험의 특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원자력의 효용성을 낮게 인식할수록, 원자력 관

련 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낮을수록 원자력에 대한 위험인식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송해룡·김원제(2013a)의 연구에서는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낙인효과가

높을수록 위험인식이 높아지며, 원자력발전소에 대해 낙관적 편향성이

높을수록 위험인식이 낮아진다고 하였다.

김인숙(2012)의 연구에서는 원자력에 대한 위험인식이 낮을수록, 원전

사고에 대한 지식이 높다고 생각할수록 낙관적 편향이 나타난다고 하였

다. 또한 신문의 이용이 낙관적 편향에 영향을 미치며 TV, 인터넷은 비

관적 편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렇듯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불안

감으로 인해 위험인식이 높아지며, 불확실성을 제거하고자 하는 희망적

인 믿음으로 인해 낙관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을 보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자력 위험인식에 있어서 주관적 판단이 우세

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원자력이 지닌 위험 속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자력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위험성으로 인해 다

른 위험들과는 질적으로 다르게 인식되는 경향이 있으며 실제보다 더 위

험한 것으로 인식된다(Slovic, 1987; 한동섭·김형일, 2004). 이는 Slovic

et al.(1978)의 위험지표 측정에 관한 연구에서도 잘 나타난다. Slovic은

30가지의 과학기술의 위험특성에 관해 사람들의 인식을 조사하였고, 사

람들은 위험요소 중 원자력6)과 관련된 위험을 가장 두려운 위험으로 인

6) 원자력(nuclear power)은 원자 내부의 핵반응(nuclear reaction)에 의해 발생

되는 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핵반응은 핵분열, 핵융합, 자연방사능

붕괴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발생할 수 있다. 핵반응에 의해 발생하는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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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하였다.

하지만 사람들이 원자력과 관련하여 방사능의 위험을 동일한 수준으로

인식하는 것은 아니며 방사선7)의 유형에 따라 위험을 매우 다른 방식으

로 인식한다. Slovic(2012)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원자력 및 핵폐기

물에 대해서는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인식하지만 의료용 엑스레이 및 자

연 발생 라돈 같은 방사성 물질은 위험도가 훨씬 낮은 것으로 인식하였

다. 반면 방사선 전문가 대다수는 원자력과 원자력 폐기물을 일반인들

보다 덜 위험한 것으로 평가하고 의료용 엑스레이와 라돈을 일반인들보

다 더 위험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 연구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문

가와 일반인들의 위험인식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의 특성은 기존 위험연구에서도 잘 드러나는데, 사람들은

과학적인 인식에 기초하여 위험을 판단하기보다는 미디어를 통해 전달된

정보에 의존하여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미디어를 통해 전달된 정보는

전문적 지식보다는 다양한 사회적 관점에서 위험에 관한 사실들을 제공

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위험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은 쉽지 않다(이민영·이재신, 2009).

그러나 이러한 견해와 상반되는 주장의 연구도 있다. 박희제(2004)는

전문가와 일반인들의 위험 인식 차이에 대한 전통적 시각을 비판하며 위

험에 대한 전통적인 시각은 과학적 지식에 대한 우월성에 대한 오류이

며, 일반인을 수동적인 정보의 수용자로만 상정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

는 다른 화학적, 전기적 등의 방법으로 발생한 에너지보다 매우 크게 나타난

다. 이러한 이유로 원자력은 여러 분야에서 활용이 시도되었으나 이때 핵반

응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는 매우 크기 때문에 다루기가 어렵고, 반응 이후에

방사성 물질이 생성되는 문제로 인해, 다른 에너지에 비해 활용의 범위가 다

소 제한적이다. 원자력을 발생시키는 것과 동시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자력에서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인식된다(한국물리학회, 물리학백과,

http://www.kps.or.kr).

7) 방사선은 방사성물질(radioactive substance)이 붕괴하면서 방출하는 파동

(wave) 또는 입자의 흐름이며 에너지를 전달한다.

방사능은 전자기파나 입자의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물질의 성질을 말한

다. 방사능을 가지는 물질을 방사성물질(radioactive substance)라고 하며 방

출되는 입자나 전자기파를 방사선(radioactive ray)이라고 한다(한국물리학회,

물리학백과, http://www.k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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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였다. 이와 더불어 전문가들의 위험 평가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일반인들의 위험 인식은 비합리적이고 감정적인 두려

움에 기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전통적 시각은 부안핵폐기물 처리장 유치

와 같은 위험분쟁 사례들에서 갈등을 완화시키는데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전문성이라는 과학기술의 원리가 급진화되면

서 전문가들이 위험을 예측하고 설명하는 능력의 한계가 분명해지고 오

히려 전문가의 입지가 좁아져 일반인들로 하여금 과학을 회의하게 만든

다고 하였다(박희제, 2014). 이러한 맥락과 비슷하게 이영애·이나경(2005)

의 연구에서 일반인들(대학생, 환경단체)이 원자력을 두려운 위험으로 평

가하는 것은 맞지만, 잘 알지 못하는 위험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있었다.

실제로 방사능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

서 당장 눈앞에 존재하지 않는 위험의 가능성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쉽

지 않다. 원자력이나 방사능 폐기장 같은 복잡하면서도 비가시적인 문제

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느 수준으로, 어떻게 개입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이세민·김영욱, 2012). 더구나 방사능에 대한

위험의 심각성을 전하는 정보가 반드시 개인의 위험인식을 높이고 대처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다 신중한 접

근이 필요하다.

지난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우리사회에 원자력 발전에 대한 많은 고민

을 안겨주었다. 원전 밀집 국가에 속하는 우리나라가 과연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인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탈원전에 대한 정책적 논의

가 활발하게 진행되기도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지정학적으로 가까운 일

본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인접국인 한국까지도 방사능 오염의 직

접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광범위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기도 하였

다(양은경, 2014).

실제로 사회전반에 걸쳐 방사능에 대한 과도한 공포와 불안이 확산되

면서 일본제품에 대한 불신은 물론 우리나라 대기와 해양의 방사능 오염

에 대한 불안감도 증폭되었다. 그러나 방사능의 공포는 과장되었고,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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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반응이라며 위험 가능성을 축소·해석하는 낙관적인 분위기가 생겨나

기도 하였다. 이처럼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실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침

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의 경우 방사능에 대해서 학습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지식의 부재로 정보에 대한 올바른 판단과 대응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다가올 위험에 대비하여 한 사회의 구성원이자 정책 결정에 영

향을 미치는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의

속성 및 위험을 이해하고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학교 교육에서 원자력을 다루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실생활

에서 특정 과학기술로 인한 위험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기회가 드물기 때

문에 준비된 교육과정을 통해 해당 과학기술이 제공할 편익과 위험성에

대해 숙고할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이러한 교육을 통해 해당 과학기술

에 대한 태도와 관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윤순진·정연미,

2013).

이를 위해 과거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기반한 원자력 교육에서 벗어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에서 원자력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지

리에서는 공간적 관점에서 원자력의 특성과 원자력의 위험에 대해 다룰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람들은 공간 속에서 살아가고 공

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위험이 분포하는 공간적 특성을 통해 위험을

분석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은 매우 의미있다. 이는 지리교육에서 원

자력 발전을 어떤 관점에서 다뤄야 하는지와 지리에서의 안전교육에 있

어서의 교육의 방향성과 내용을 결정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 이에 3절

에서는 공간적 관점에서의 위험인식에 대해 본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

다.

제 3 절 공간과 위험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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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에서의 안전교육이 다른 교과와 차별화되는 특색은 위험을 공간과

의 관계 속에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다.

Beck(2006)은 현대사회가 사회 자체가 만들어 낸 위험에 대한 토론,

예방 및 관리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는 점에서 위험사회가 되

었다고 진단하였다. Beck이 위험사회로 규정한 후기 근대 사회는 산업사

회와 비교하여 위험의 공간적 경계나 거리의 제약이 약화되었다. 현대사

회의 위험은 국경을 초월하여 나타나며 전 지구적인 양상을 띤다. 위험

은 한 지역에서 지구적으로 확대되면서 연계되어 다른 지역의 사람들에

게도 불안과 위험요인으로 인식 될 수 있다(김영란, 2011).

그러나 현대사회가 지닌 위험의 이러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주

목할 점은 여전히 위험은 공간적 특성 및 차별성을 가진다는 점이다. 지

금까지 위험연구에서 공간의 의미는 상대적으로 간과되어왔다. 인간은

어떤 경우에라도 공간적 제한을 벗어날 수 없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

람들의 의식은 공간의 영향을 받는다(최규창, 2006).

산업사회와 비교하여 현대사회가 탈공간적이고 비장소성이 뚜렷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공간을 완전히 배제하고 위험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

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지리적 관점에서 위험이 발생하는 공간의 특성

및 그 공간에서 살아가는 개인의 위험인식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위험이

구성되는 방식을 밝히는데 필수적 과정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개인의

인식에 주목하는 이유는 현대사회의 위험이 사회적으로 구성된다고 할지

라도 위험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판단은 교육정도와 소득, 사회적 지위

등과 같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서로 상이한 방식으로 지각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기 때문이다(김진석, 2014).

이에 본 절에서는 위험이 발생하는 공간에 대한 이해를 위해 거리와

위험인식을 살펴보고 경계짓기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또한 위험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도의 활용을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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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리와 위험인식

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공간적인 요소로 우선 '거리'에 대해 논의

해 볼 수 있다. 인간의 활동은 기본적으로 공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공간에서의 이동과 관련된 ‘거리’는 공간인지의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인간은 자신을 기준으로 외부 대상물과의 거리를 지각하고, 주관적 판

단에 의해 멀고 가까움을 인식한다. 이에 따라 실제거리와 인지거리가

일치하지 않고 왜곡되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옥민수 외(2015)의 연구에

서 고압 송전탑과 같은 위험시설과 거주지 간 거리인식에서 많은 사람들

이 실측거리와 인지거리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옥민수는 이를

단순히 거리인식이 잘못되었다고 간주하기보다는 일반인들의 거리에 대

한 위험인식이 실제거리와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하고 정보 전달 전략을

설정할 때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거리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위험한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지

고자 하는 본능이 있으며, 이러한 본능은 멀고 가까움, 즉 거리에 따라

영역을 다르게 인식하게 만든다. 그러나 급격한 세계화로 지구적 이동이

극대화 되면서 국가 간 경계가 약화되고, 위험연구에서 공간과 거리에

대한 논의가 축소되었다. 위험연구의 대표학자인 Beck의 논의를 통해 공

간에 대한 논의가 약화된 배경을 살펴보는 것은 이에 대한 이해를 돕는

다.

공장에서 재화가 만들어지고, 분배되는 산업사회에서의 위험은 구체적

인 장소에 한정되어 있었지만, 산업사회가 고도화되면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나 미세먼지의 영향에서 보듯이 위험은 더 이상 특정 지역에 국한되

지 않으며 위험의 발생과 그에 따른 영향은 예측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

지게 되었다(황진태, 2016). 국가 단위의 고착화된 국경과 영토라는 틀에

서 벗어나 새롭게 형성되는 공간은 기존의 국가 단위가 가지고 있던 법

적, 영토적 경계와 일치하지 않으며(이상봉, 2009), 이러한 탈국가적 현상

으로 인해 국민국가 스케일에서 당연시되었던 국경과 영토는 새로운 사

고의 대상이 되었다(남호엽, 2011). 이러한 맥락에서 Beck(2002)은 초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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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위험사회와

관련된 도전들을 다루는데 적절하지 않으며, 국민국가와 세계국가를 명

확히 구분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국민국가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국가주의

(nationalism)와 세계시민주의(cosmopolitanism) 패러다임의 과도기적 공

존 단계로 보았다. 이에 따라 현대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

로 방법론적 국가주의(methodological nationalism)8)에서 벗어나 세계시

민주의적 사회정치학의 틀 안에서 현대사회의 기본 개념들을 다시 검토

하고 개념화하여 경험적으로 확립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Beck(2006)은 먼 거리에 있는 타자들은 이동을 통해

서가 아니라 위험을 통해 포용적인 타자가 된다고 하였다. 그는 이와 같

은 시대의 변화에 대해 제1차 현대(근대)9)에서 제2차 현대(근대)로 이행

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 둘의 차이를 세계화의 측면에서 구분하였다. 1

차 현대(근대)에서는 세계화가 국가와 정치, 사회와 문화라는 영토적 척

도 내에서 해석되었으나, 2차 현대(근대)에서의 세계화는 국민국가들과

사회들 간의 관계 혹은 그 상위의 관계들뿐만 아니라, 사회·정치적인 것

들의 내적인 성질 자체를 변화시켰다고 하였다(구승회, 2001). 즉, 세계화

가 심화될수록 국가의 경계가 약화되고 영토적 범주를 중심으로 하는 국

민국가의 위상이 축소될 것으로 보았다.

이후 Beck(2008)은 전 지구적 규모에서 발생하는 글로벌 위험의 주요

공통점으로 첫째, 국제 정치의 기존 형태와 동맹의 기초를 무효화 하는

8) 방법론적 국가주의는 현대사회를 영토적으로 제한된 국가들로 구성된 사회

와 동일시한다(Beck, 2011). 여기서 국가주의적 관점은 국가를 현대사회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형식으로 인식하고, 국가 단위를 사회 개념과 동일시한다(양은

경, 2014).

9) 제1차 현대/제2차 현대와 제1 근대/제2 근대는 연구자에 따라 번역을 다르게

하였을 뿐 의미상 차이가 없다(구승회, 2001). Beck은 제1차 현대와 제2차 현대

의 구분을 자본주의가 시작된 시점, 즉 세계화 이전의 국민국가단계를 제1의 현

대라고 부르고, 신자유주의에 의한 경제적 세계화를 제2의 현대로 구분하였다

(김선규,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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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 대응과 새로운 정치적 철학을 요구하고, 둘째, ‘국가적’, ‘국제적’

으로 간주되는 이분법의 방식을 무너뜨리고, 위험 예방이라는 기치 아래

재협상되어야 되어야 함을 언급하였다. 이로써 복잡한 인과관계와 불확

실성을 특징으로 하는 방사능, 미세먼지, 전염병, 기후변화 등과 같은 글

로벌 위험은 전 지구적 연결성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하여 국가적 경계

나 단일한 특정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을 넘어 전 지구

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영역이 되었다(양은경, 2014). 이런 점에

서 Beck은 위험이 전 지구적으로 보편화되고 있으며, 위험이 사회적으로

구성될 여지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Beck의 위험사회 개념은 위험을 둘러싼 공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특정 위험이 발생하고, 전개되고, 인지되는 역동적 측면들이 부

족하다는 한계를 가진다(황진태, 2016). 마찬가지로 국내 위험연구에서도

실제 위험이 발생하는 공간과 장소의 물질성에 주목하지 않고, 사회구조

와 유력한 행위자들에만 주목하면서 위험이 발생하는 공간에 존재하는

개인과 집단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황진태, 2016).

모든 위험은 공간상에서 발생하고, 위험은 공간적 특성을 가지기 때

문에 위험을 분석하는데 위험이 발생하는 장소와 그 공간에서 살아가는

개인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필수적이다.

개인은 공간을 통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다양한 공간 속에서 발생

하는 위험으로 인한 갈등과 논쟁은 개인이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

이느냐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표출된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구성된 위험

이라 할지라도 개인들의 주관적 세계 내에서 형성되는 인식적 측면에 따

라 위험의 성격이 달라지고, 위험의 수준도 변화하기 때문에 위험의 공

간적 특성과 함께 개인적 차원을 고려하는 것은 중요하다.

한편 후쿠시마원전사고 이후 원전 안전신화가 무너지며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의 위험은 기존 위험연구에서 도외시 되었던 장소와 거리를

부각시켰다(정성훈, 2010). 원자력과 관련된 위험은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해당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공간과의 관계를 통해 위험의 특성을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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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원두환, 2016). 앞서 언급했듯이 원자력의 지

리적 편중성으로 인해 원자력 위험 인식에서 원전과의 거리는 매우 중요

한 변수로 작용한다(Maderthaner et al., 1978). 이런 점에서 사람들은 위

험시설 주변 지역주민들은 시설물에 대한 위험인식이 높아 이를 거부하

고 수용성이 낮을 것이라고 추론한다(김서용·김근식, 2007).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논쟁이 있다. 위험시설과의 물리적 거리

가 가까울수록 위험인식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있는 반면, 인접지역일수

록 원전에 대한 이해가 높아 위험인식이 낮아진다는 결과도 제시되고 있

다.

Guedency and Mendel(1973; Maderthaner et al., 1978에서 재인용)의

연구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소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위험의 가능성에 대

해 크게 우려하지 않는 반면, 원자력 시설에서 멀어질수록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위험과의 빈번한 접촉이 위험에

대한 인식을 감소시킨 결과라고 해석하였다.

양기용 외(2019)는 이와 비슷한 연구에서 원전시설과 근접할수록 원전

위험성에 대해 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에 대해 원전시설과 근접하여 생

활해 오면서 원전위험에 대해 친숙화와 일상화라는 심리적 기제를 경험

하여 왔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 결과라고 해석하였다.

비슷한 맥락에서 Maderthaner et al.(1978)은 근거리에 사는 그룹과 원

거리에 사는 그룹 간 위험 인식에 대한 연구에서 원자로에서 0.5km 떨

어진 그룹보다 1.4km 떨어진 그룹이 위험을 더 높게 평가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잠재적 위험에 대한 ‘단순 노출(mere exposure)’ 효과로 인

해 위험인식이 낮아졌음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Benford et al.(1993)의 연구에서도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에 가까이 거

주할수록 방폐장에 대한 우려 정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Benford는 이러한 특성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경험적 측면에 주목하

여 편익제공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에 기인한 특성이라고 하였고, 시설에

서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보상을 얻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의 우려 수준

이 다른 인근 지역 사회에 사는 사람들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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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Kim et al,(2013)에 의해 진행된 42개국을 대

상으로 한 원자력에너지 수용에 대한 연구에서도 이러한 특성이 나타난

다. Kim의 연구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원자력 수용에 대

한 감소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크게 놀랄

일이 아니지만 이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원전사고 현장에서 멀리 떨어져

살수록 원자력 수용에 대한 감소가 더욱 심하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

는 원자력 위험인식에 있어서 근접효과(사고현장에서 가까운 사람들이

걱정과 두려움을 더 많이 경험한다) 보다 거리효과(사고현장에서 멀리

사는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들보다 원자력에 대해 더 큰 관심과 두려움을

경험하게 된다)가 더 우세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원자력 위험인식에 항상 거리효과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원

자력발전에 의한 에너지 공급은 지역적 차별이 없지만, 원전사고가 발생

할 경우 그로 인해 감수해야 하는 손해와 고통은 지역적 특성 즉, 거리

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이러한 거리에 따른 차이는 주로 원자력발전

소나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이 입지해 있는 지역 혹은 그와 인접한 지역 주

민이 가지는 원자력 위험인식 수준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주민이 가지는

원자력 위험인식 수준 간 차이를 발생시킨다.

Guo and Ren(2017)은 원자력 발전에 대한 위험인식은 보통 원자력 발

전소의 예비 계획 단계에서 더 민감하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가 아직

건설되지 않았어도 선택된 발전소 부지에서 더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더

멀리 사는 사람들보다 원자력 수용성이 더 낮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또

한 더 큰 지리적 범위에 사는 사람들은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수용성이

더 높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조경영·문주현(2011)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원전 주변

지역 주민과 기타 지역 주민들의 원자력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모든 집단

이 원자력 기술의 안전성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높았

고,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에 있어서도 매우 동의하였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소 추가 건설에 관한 질문에서는 서로 다른 경향을 보였다. 원전 주

변 지역 주민들은 원전 추가 건설에 반대 응답이 높았으나 기타 지역 주



- 66 -

민들은 원전 추가 건설에 찬성률이 높았다. 이러한 응답의 차이는 원전

과의 거리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원전사고 이후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한 위험인식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Tateno and Yokoyama(2013)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

후 4개 지역(후쿠시마, 도호쿠, 간토, 간사이)의 일본인 부모들을 대상으

로 방사선 위험 인식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전체 부모의 70% 이

상이 방사능에 대한 ‘강한 불안’ 또는 ‘불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

며, 후쿠시마 부모들의 방사능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후쿠시마현 부모가 불안감이

가장 높고, 간토지방과 도호쿠지방 부모들 간에는 차이가 없었으며, 간사

이지방 부모들은 불안을 느끼는 정도가 가장 낮았다. 즉 거리가 가까울

수록 불안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함요상(2014)의 연구에서도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있어 원전과의 거리

에 따라 수용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발전소 자체에

대한 수용성 여부는 반대(14.4%)보다 찬성(85.6%)의 비율이 높았으나 자

신이 거주하는 지역 반경 3km이내에 건설하는데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낮았고,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

았다. 구체적인 비율을 살펴보면 다른 시 도에 건설하는데 동의한다는

의견은 31.4%, 자신이 거주하는 광역자치단체에 건설에 동의한다는 의견

은 25.6%, 기초자치단체 건설에 동의하는 것은 13.0%,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반경 3km 이내에 건설하는데 동의하는 비율은 4.6%로 나타났다.

이로써 원전과 가까울수록 수용성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으로 거리와 위험인식의 관계를 다룬 다양한 연구들을 살펴보았

다. 앞서 언급된 연구들의 공통된 의견 중 하나는 지역적 차이에 따라

위험인식 및 원전 수용성에 대한 견해가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원자력

은 후대에까지 이어지는 치명적 위험성으로 인해 쓰레기 매립지나 소각

장 등과 같은 여타 기피시설들과는 차별화되는 피해의 근접성이라는 특

성을 지니고 있다. 이런 점에서 원자력발전소나 방사성폐기물처리장 같

은 첨단기술의 위험은 지리적 맥락에서 고려되어져야 한다. 또한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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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발생하는 위험이라 할지라도 과학적으로 계산된 위험수준보다

주관적으로 인식된 위험수준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개인이

공간을 어떻게 인식하고, 구분짓는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알려진

것처럼 공간을 경계짓기 위해 활용하는 대표적인 인지의 틀은 거리이다.

거리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공간의 차이와 함께 다양한 경계를 만들어

낸다. 그러나 거리 외에도 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다. 이에

따라 다음 절에서는 공간이 어떻게 경계지어지는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고자 한다.

2. 경계짓기

경계짓기는 물리적 경계와 인지적 경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

다. 일반적으로 물리적 경계는 국가나 정부, 권력기관에 의해 규정이 되

고, 인지적 경계는 개인의 주관적 인식에 의해 규정이 된다. 인지적 경계

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경계에 대한 일반적 논의와 함께 물리적 경계

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모든 위험은 발생 규모와 영향력에 따라 공간적 경계가 상이하다. 위험

이란 사건의 발생 가능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위험이 발생하기 전과 위험

이 발생한 순간, 위험이 발생한 후 각각 영향력의 범위가 다를 수 있으

며, 이는 경계의 변화를 수반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역(territory)은 인간이 생활하는 공간이며, 개인

이나 집단 또는 기관에 의해 주장되거나, 점유된 지리적 공간의 일부로

일정한 실체를 가지며 경계가 설정된 장소를 의미한다(Storey, 2001; 서

태열, 2009). 이때 특정 대상만을 경계 내부로 포함하고, 다른 것들은 배

제하려는 행위가 지배적 지위를 가지게 되면 장소의 영역화가 이루어진

다(박배균, 2010). 이처럼 영역 혹은 영역화 과정은 경계짓기를 통해 만

들어진다.

영역과 더불어 경계가 주목받는 이유는 장소 외부의 행위자들이 그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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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제와 소외를 통해 ‘우리’와 ‘타자’를 구분

함으로써 집단구성원의 의식과 정체성을 만들기 때문이다(서태열, 2009;

박배균, 2009a).

앞서 언급한대로 경계짓기는 특정 지리적 경계 내에 있는 사람들을 제

외하거나 포함시키는 것과 관련된 행위이며, 영역화에 의한 통제는 공간

적 경계 내에서 특정 활동을 금지하거나 규정함으로써 이루어지기 때문

에(Vandergeest and Peluso, 1995; Cox, 2008; 박배균, 2009a), 경계짓기

를 통해 더욱 강화되는 영역화 과정은 장소 내부의 단결과 통합을 높이

고, 다른 장소들과는 영역적 경쟁과 갈등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박배균, 2009b). 영역화는 한 집단이 일정 장소에서 공간을 점유하

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그들만의 분리된 공간을 형성함으로써

영역성을 강화하게 된다(이호상·손승호, 2018). 따라서 경계를 설정하는

문제는 동질성 혹은 차이성으로 귀결되는 정체성 확립의 문제와 분리하

여 생각할 수 없다.

그러나 경계짓기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고, 한 집단 내

에서도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 수시로 변화하는 매우 역동적인 과정이다

(김동광, 2010). 영역화는 행위 주체에 따라 양상이 달라지는데 외부자에

의해 특정 장소에 대한 편견적 시선을 통해 그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들

을 배제하고 소외함으로써 장소의 영역화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스스

로가 자신들의 거주지를 그들만의 배타적 공간으로 만듦으로써 영역화가

나타나기도 한다(박배균, 2009a).

주지하다시피 경계짓기의 행위주체는 국가로써 행정기관의 법령으로

규제되는 경우가 많았다. 후쿠시마의 경우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 1원

전과 가까운 고오염지역에 한하여 일정거리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피난

지시를 알리는 경계구역을 설정하였다가 이후 방사능 유출에 의한 피해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가 권고한 방사능 수

치 20밀리시버트(mSV)이상인 지역을 기준으로 경계구역을 확대하였다.

원전사고 당시 제 1원전 반경 3km권내였던 피난지시구역이 반경 10km

권내로 확대되고, 다시 20km권내로, 그리고 또다시 30km권내로 단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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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확대되었다(연합뉴스, 2011년 10월 20일자). 이러한 경계짓기 과정

을 통해 후쿠시마 지역은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구역과 거주할 수 없는

구역으로 구분되는 동심원 형태의 물리적 경계가 생겨났다. 일단 형성된

경계는 내부인과 외부인의 사고와 삶에 영향을 미치고, 특정 지역에 대

한 통제권을 주장하게 되었다(정수열, 2018).

이처럼 일본 정부의 방사능 수치에 근거한 일괄적인 경고와 피난 지시

는 경계 안쪽은 위험한 곳, 경계 바깥은 위험하지 않는 곳이라는 인식을

강화시켰고,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한 정보의 통제와 비민주적 절차에

의한 물리적 경계의 설정은 경계 내부의 여러 주체들 간의 갈등을 유발

하였다. 이렇듯 경계를 긋는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 혹은 행위자가 누

구냐에 따라 경계가 달라지며, 이러한 경계짓기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

고 피해를 받는 사람들에 의해 저항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공간이 반드시 물리적인 경계 구조화에 의해서만 형성되는 것

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에 형성되는 보이지 않는 심리적, 도덕적 및 관

념적 경계에 의해서 구성되기도 한다(정영철, 1999). 이러한 관점에서 개

인이 경험하는 위험공간에 대한 경계의 실재 여부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

한 물리적 경계의 구조적 형태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개인이 자신의 정

체성에 따라 공간에 부여하는 의미에 달려있다. 따라서 개인의 경험적

인식에 근거한 인식의 경계는 같은 물리적 경계 내에 있는 사람들에 의

해서도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인식의 경계는 물리적 경계

에 비해 모호하고 불분명한 부분이 존재하지만 개인이 위험을 인식하고

공간에 부여하는 의미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을 돕는다.

일본 정부는 사고 초기에 방사능 오염과 확산에 대해 비교적 낙관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 이는 방사능누출로 인한 피해를 키웠고, 방사능 오염에 대한 불

신과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원전사고와 관련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사람들은 원전 운영과 사고에 대해 막연한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하

였으며, 정확한 정보의 부재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방사능에 대한 편

견과 무지는 ‘후쿠시마=위험한 곳’이라는 등식을 성립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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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후쿠시마 주민들의 경우 후쿠시마 출신이라는 이유로 이주

한 지역에서 배제를 당하기도 하고, 타지역으로 전학을 간 후쿠시마 출

신 학생들이 이지메(집단 따돌림)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참세상, 2012년 4월 10일자). 또한 후쿠시마현에 사는 여성들은 ‘피폭됐

기 때문에 출산을 못한다’거나 ‘피폭되어서 기형아를 낳는다’는 오해로

인해 차별을 당하기도 하였다(미디어워치, 2020년 3월 15일자). 이처럼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둘러싸고 일본 사회 안에서 외부와의 차별화를 통

해 내부를 동질화시키고자 하는 영역화가 진행이 되었고 그들은 영역화

를 통해 저마다의 경계를 설정하고 첨예한 갈등관계를 형성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 공산품,

그리고 일본 여행으로 인한 다양한 경계의 설정 및 영역화가 나타났다.

방사능 오염에 대한 불안으로 일본 여행안전성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

지면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원전과의 거리에 따라 안전한

지역과 위험한 지역으로의 영역적 구분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위험의 기

준이 되는 거리에 대한 판단이 매우 주관적이고 개인의 경험에 따라 다

양하게 재구성됨에 따라 영역의 범위와 규모가 일률적이거나 고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점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경계가

설정되는 과정은 원자력이 가지는 잠재적 위험성으로 인한 결과일뿐만이

아니라 위험이 도달하는 거리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도 많

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동헌·이향아(2011)는 ‘심상 경계긋기’라는 개념을 통해 사람들의 인

식의 경계를 확인하였다. 심상 경계긋기란 심상공간에 경계를 표현하는

작업으로써 개인이 인식하고 있는 공간에 대해 경계의 안과 밖을 만들고

동질성과 차이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심상지도(mental map)10)그리기와 유사한 면이 있다.

10) 심상지도 개념은 Phillip Sarre가 인식에 대한 논의에 있어 ‘개인의 두뇌에

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구축된 환경 모델’이라는 심상지도 개념에 매우 가까

운 정의를 처음 사용하면서 이후 전 세계로 널리 퍼지게 되었으며(Graham,

1976), 세상에 대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식 혹은 관점을 지도에 표현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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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지도 그리기가 심상의 공간에 개인이 인식하고 있는 건물과 가로

의 배치나 구조를 그리는 작업이라면, 심상 경계긋기는 개인이 인식하고

있는 동질성과 차이를 기준으로 심상의 공간을 구분짓는 작업이다. 이때,

경계는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에 개인의 사회, 경제, 문화적 인식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개인이 인식하고 있는 공간에 대한 표상

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심상 경계긋기는 사람들의 위험 인식을 알아보는

데 있어서도 활용가능하다. 개인이 인식하는 위험의 영향력에 대한 공간

적 경계를 표현하도록 함으로써 인식의 범주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기

반으로 하여 위험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 및 위험 대응 행동을 수립하

는데 있어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동헌·이향아(2011)는 주관적 경계를 설정하는 원리를 그림으로 도식

화하여 설명하였다. <그림2>를 보면, A, B, C 구역이 있고 A지역에 대

해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경계가 설정되어 있다.

A지역을 B, C지역과 구분하여 다음과 같은 경계를 그을 수 있는 이유

<그림 2> 심상경계긋기(이동헌·이향아,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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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B와 C지역 간의 차이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A에 비해서는 그 차

이가 작기 때문이다. 즉, B지역 내부에 존재하는 C지역이 갖는 B지역에

대한 차이보다 A지역에 대한 차이가 더 크기 때문에, 내부와 외부 공간

들에 대해 동일시와 차별화를 인식하게 됨으로써 이러한 경계가 지어진

다. 이렇듯 사람들이 생활하는 단위인 공간은 물리적인 경계에 의해서만

구조화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심리적,

관념적 요소에 의해 구조화되고 새롭게 경계지어진다.

하지만 공간을 구분짓는 경계짓기는 의식적으로 행해지기도 하지만 무

의식적으로 행해지기도 하고, 단일한 공간에 대해서도 물리적 경계와 사

람들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인지적 경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물리적 경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세부 공간들의 이질

성으로 인해 모든 공간에 동일하게 적용되기 어려울 경우 경계를 인식하

는데 차이가 발생한다. 이러한 차이는 위험이 발생한 공간에서 더 크게

나타나기도 한다. 가령 원전사고 이후 방사선량에 의한 명확한 물리적

경계가 설정된다 하더라도 지역의 불균질성으로 인해 완벽하게 경계의

안과 밖을 나누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물리적 경계와는 다른 사

람들의 심리적 기준에 의한 또 다른 경계가 생겨나게 되고 이렇게 형성

된 경계는 편견과 갈등, 소외와 배제를 야기하여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경계짓기의 논리 속에서 개인의 인

식에 의해 공간이 어떻게 재구성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위험연구에서

유의미한 함의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위험에 의해 공간이 규정되는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질

적으로 보여지는 물리적 경계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표상되는 인식의

경계에 대해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물리적 경계와 달리 인지

적 경계는 실체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위험에서의 인지적 경계는 위험의 자체적인 특성과 더불어 위

험인식과도 관계가 있다. 위험에 대한 개인의 경험과 지식, 신념 등 다양

한 요인에 따라 위험인식의 수준이 달라지고 이는 공간에 대한 인지적

경계의 차이를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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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개인에 따라 인지적 경계가 상이하기 때문에 위험이 발생하는

공간의 범위와 경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경계에 대해 수렴하

는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위험의 공간적 경계에 대한 불일치를 줄여

나가기 위해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해 보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실천적 교육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3. 위험인식 개선을 위한 지도(map)의 활용

위험한 환경 및 위험이 발생하는 공간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안전지도 제작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이승

재, 2011; 조민상, 2019).

지도는 위험인식을 개선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써 위험

이 발생하는 공간에 대한 정보 및 지리적 관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효율

적으로 정보를 표현하고 받아들이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돕는다. 이에

따라 최근 안전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지리정보(혹은 공간정보)를 기반으

로 한 지도의 활용이 증대되고 있으며(김성삼 외, 2013; 서재호, 2017),

학교 안전교육에서도 지도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교육에 적극 활용하기

시작하였다(박정은·이경훈, 2012; 강석진 외, 2013; 황홍섭·박지수, 2016;

이정희, 2017; 이미나 외, 2017).

다양한 공간 정보를 담고 있는 지도는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유용한 도구이다. 지리교육에서 지도를 통해 학습하고 학습의 결과

를 지도로 표현하는 것은 지리적 사고의 핵심에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이승옥·김태호, 2004). 우리나라의 2015개정교육과정에서는 초

등학교 3학년 사회과에서 심상지도 그리기를 시작으로 지도를 활용한 교

육이 처음 이루어진다. 이후 4학년 지역학습 단원에서 지역의 위치와 특

성을 학습하는데 본격적으로 지도가 활용되며, 지도의 기본요소(방위표,

기호와 범례, 축척, 등고선)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지도

읽기 능력을 기르고, 이를 실제 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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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성취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2015a). 지도를 활용하여 공간

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강화하는 학습전략은 효율적으로 정보를 표현하

고 받아들이는 방법이며, 이는 지리교과가 추구하는 공간적 능력 향상의

바탕이 된다(윤옥경, 2013).

최근 웹기반 지도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공적영역에서도 안전지도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지도가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길 찾기

를 위한 도구를 넘어 일상생활에서의 위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위

험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영역으로 그 범위가 확장된 것이다. 안전교육에

서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지도는 위험과 관련된

공간정보를 시각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안전교육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지도는 글이나 표를 통해 제시되는 자료보다 더 빠르고 효

율적으로 공간에 대한 분석과 이해를 가능하게 하고, 이는 위험에 대한

추론 및 위험과 공간과의 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을 돕는다.

안전교육에 주로 활용되는 안전지도는 일상생활에서 위험이 발생했거

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곳과 안전한 곳을 시각화하여 제시한

주제도의 하나이며, 범죄뿐만 아니라 교통, 재해 등 다양한 측면을 반영

할 수 있는 지도를 의미한다(황홍섭·박지수, 2016). 국내에 소개된 안전

지도는 일본의 지역안전지도(地域安全マップ) 프로그램의 영향을 받았으

며 일본 릿쇼대학 코미야 노부오 교수가 대학의 범죄사회학 수업의 일환

으로 진행한 프로그램이 시초가 되었다(이승재, 2011). 지역안전지도가

일본 학교교육에 활용된 것은 2000년대부터 고등학교 지리역사과나 중·

고등학교의 이과 지학 영역에서 수업 자료로 소개되면서부터이며, 동일

본대지진 이후 방재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특정 교과뿐만 아니

라 학생들에게 다각적인 방재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본격적으로 활용

되었다(이정희, 2017).

일본의 학교교육에서 실시되는 지역안전지도 만들기를 통한 체험교육

활동은 크게 5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오민석, 2017). 먼저 ①사전학

습단계로서 지역안전지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며, ②계획

수립 및 팀 편성 단계에서 지도만들기 계획을 짜고 팀을 편성하여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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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분담한다. ③현지조사 단계에서 지역조사가 이루어지고 팀별로 현장

취재 활동이 진행된다. ④지역안전지도의 작성 단계에서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안전지도 만들기가 이루어지며, 마지막 ⑤발표회, 분석 및

평가 단계에서 지역안전지도에 근거하여 지역 모습을 발표하고, 참가자

간 상호교류를 통해 지역의 목소리를 듣게 된다. 지역안전지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피해방지교육의 실시이며 이에 따라 자신도 지역의 안전

에 있어서 중요한 담당자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여 지역사회에서 범죄

의 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강조한다(강경래, 2012).

우리나라에서 지역안전지도는 2010년 4월 과천시에서 4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아동안전지도 제작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도입이 되었고, 이

후 아동안전지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여성가족부에서 2010년 8

월에 ‘아동안전지도’ 시범 사업을 진행하였다(이승재, 2011). 여성가족부

는 ‘지역사회 홀로 남은 아동보호 방안’으로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시

범운영지역’을 선정하여 지역 특색에 맞는 안전망 구축과 함께 아동안전

지도 제작을 위한 매뉴얼을 개발하였다(박정은·이경훈, 2012).

아동안전지도는 범죄 기회를 제공하는 취약 공간을 개선하거나 잠재적

피해자인 아동을 교육하여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단순히

안전을 위한 요소를 지도에 표시한 결과물로서의 지도만이 아니라 아동

이 주체가 되어 학교 주변 환경을 관찰하여 안전/위험 정도를 판별하고,

협동을 통하여 직접 지도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범죄피해 예

방 및 안전의식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과정 전반을 포함한다(강석진

외, 2013). 그러나 여성가족부의 아동안전지도는 주로 성범죄에만 편향되

어 성범죄 예방지도로서의 성격이 강하며(황홍섭·박지수, 2016), 안전지

도 제작 과정에 아동들이 참여하는 총체적인 교육과정으로 이해되기보다

아동의 참여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졌거나 전문가들이 수행한 현장조사 결

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결과물로서의 지도 자체에만 집중하여 과정보다

결과에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았다(박정은·이경훈, 2012). 또한 아동안전

지도 교육 및 제작 시 필요한 통일된 체계적인 매뉴얼이나 교육자료(방

법) 개발 등이 미흡해 활용에 있어 여러 가지 한계점을 내포하였다(강석



- 76 -

진 외, 2013).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핵심에는 아동안전지도에 대한

충분한 개념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양한 시각의 연구가 진행되

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의 실시를 우선적으로 강조했기 때문으로 보여진

다(강경래, 2012).

최근 국민안전처에서는 안전예방 관리를 위해 재난안전정보를 이용하

여 생활안전지도를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과거에는 자연재해를 중

심으로 재해유형별로 대책업무를 관리해왔으나 현대 사회의 재해는 복합

적인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관리가 쉽지 않아 국가적 차원에서 전 과

정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통합재난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다(정인규

외, 2015). 생활안전지도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 ‘재난‧재해 예방

및 체계적 관리’를 구현하기 위하여 안전을 대표하는 재난, 치안, 교통,

맞춤 4개 분야에 대한 정보를 지도상에 통합하여 국민에게 제공하는 웹

기반 안전지리정보서비스이다(이승재, 2017). 그러나 부처별로 재난안전

정보를 개별·분산적으로 관리한 탓에 생활주변의 안전현황에 대해 알고

싶어도 안전관련 여러 기관에 산재한 다양한 정보를 찾아보아야 하는 불

편함이 있어 안전현황에 대한 파악이 어렵고(이재민·김태환, 2016), 재난

정보 공유의 목적보다는 조직 내부의 보고 및 관리의 목적이 주를 이루

며, 실질적인 의사결정 자원에 활용하기 보다는 단순 정보 수집 관리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정인규 외, 2015). 이후 2017년에는 기

존 문제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생활과 밀접한 교통, 재

난, 치안, 맞춤안전, 시설, 산업, 보건, 사고안전 8개 분야로 확대하여 주

제도 184종, 안전시설정보 서비스 44종, 실시간 안전정보 11종 등 총 239

종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현장에서는 생활안전지도 보다 아동안전지도가 더 선호되

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 안전지도가 여러 가지 한계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널리 사용되는 주된 이유는 학생들이 지도

제작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황홍섭·박지수,

2016). 박정은·이경훈(2012)의 연구에 따르면 아동안전지도 제작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은 지도제작 교육이 재미있으며 범죄 문제에 대해 어느 정



- 77 -

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위험한 공간과 안전한 공간에 대해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교육에서 지도의 활용은 주어진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동적

학습자가 아닌 정보를 분석하고 지역적 위험에 대해 공간관계를 파악하

는 과정을 통해 위험에 대비하는 능동적 학습자의 태도를 기를 수 있도

록 돕는다. 즉 지리적 분포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의 습득 이외에 직접적

인 참여를 통해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고, 위험을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

는 장소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간용(2007)은 미래 지향적 교육을 위해 지도 이해 일변도의 학습 활

동에서 벗어나 문제 해결이나 의사결정 도구로 지도를 응용하는 ‘지도

응용 학습(map-applying)’의 강화를 제안하였다. 위험에 대비한 안전교

육에서는 특정 공간의 위험정보에 대한 소극적 이해를 넘어 위험 대응

행동과 같은 적극적 실천이 중요하므로 지도를 이해의 대상으로만 바라

볼 것이 아니라 정보 저장과 전달의 적극적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

록 하는 지도 응용 학습전략은 매우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종합하면 안전교육에서 위험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의 지도를 활용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지도 제작 과정에

서의 직접적 참여나 지도를 활용한 다양한 활동은 위험 및 안전한 공간

에 대한 판별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학습자의 일상생활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안전지도를 개발하고, 이를 다양한 수준에서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실천적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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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가설 및 연구 방법

제 1절 연구 개관 및 연구 가설

1. 연구 개관

특정 취약지구를 제외하고 오늘날 도시화 된 환경에서 살아가는 학습

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홍수나 가뭄, 산사태 등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

한 위험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자연재해보다는 오히려 인

재라고 불리는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더 높다. 이런 점에서 현대사회에

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위험 중 원자력 발전은 지리에서의 안전교육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사례라고 판단된다. 원자력 사고는 발생가

능성은 낮지만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며

후대에 걸쳐 장기간 피해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위험인식이 높은 수준으

로 나타난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진행된 원자력에 관한 다양한 논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위험인식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제 1원자력발전소 사고를 연구의 주

요 소재로 선정하였다.

지금까지 지리에서 위험을 학습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주로 자연재해만

을 중점적으로 다루었고, 학습자의 위험인식 특성에 기반하여 위험을 알

리고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하기보다는 재해의 일반적 특성이나 객

관적 사실의 전달에만 치중하여 실질적인 안전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았

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으며 지리에서의 안전교육

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마주하게 되는 여

러 가지 위험에 대한 지리적 관점에서의 연구가 필요하고, 교육의 효과

를 높이기 위해 학습자의 인식에 기반한 다양한 수준의 안전교육 방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Slovic(1987)의 연구에 따르면 위험을 측정하는데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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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위험원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위험 수준이 결정된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지리교육 연구에서는 잘 다루지 않았

던 다양한 위험 중 발생 빈도는 낮지만 위험성이 높고, 가장 지리적 요

소가 강하다고 판단되는 원자력을 소재로 하여 원자력에 대한 위험인식

을 파악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의 방사능누출 사고는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에

서 경험하기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자칫 추상적으로 생각하기 쉽

다. 그러나 교통의 발달로 시·공간 거리가 단축되어 생활공간의 범위가

확대되고 지역 간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해

외에서 발생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

향을 미치고 있어 원자력의 위험인식을 파악하기에 적절한 사례로 판단

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원자력의 위험인식에 관한 논쟁으로 거리효과와 근접효

과가 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연구지역은 위험원과의 거리에 따라 선

정하였으며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를 기준으로 거리가 가장 가까운 곳인

도쿄, 중간인 오사카, 가장 먼 곳인 후쿠오카로 하였다. 또한 개인은 과

거 경험에 근거하여 위험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방문경험을 주

요 변수로 선정하였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과 거리가 가

장 가까운 도쿄를 실제로 방문한 사람들의 위험인식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원자력에 대한 위험인식을 분석하는데 실제적 의미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어 이들의 인식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와의

차별화를 위해 지리적 관점에서 이들이 위험하다고 인식하는 지역의 범

위와 경계를 파악하고 이를 지도화하여 인식의 차이를 보다 명확하게 비

교해 보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안전교육의 비합리적 위험인식을 개선

하기 위해 위험정보의 제시 방식에 따른 합리적 위험판단 여부에 관해서

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대상은 대학생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

자를 대학생으로 선정한 이유는 설문문항의 특성상 스스로 자신의 행동

에 대해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결정권과 결정된 사항을 실행에 옮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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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자율성을 갖추어야 설문문항에 대한 실질적인 응답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학생을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예를 들어 일본의 특정 지역으로 여행을 떠난다고 가정했을 때 대학생

의 경우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자신의 의사를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 가장 적합한 대상이라고 생각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에 사용된 변수는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도출하였으며

해당 변수간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크게 3개의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2. 연구 가설

1)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거리에 따른 방사능 위험인식

지리교육은 자신이 살아가는 공간과 장소에 대한 이해와 개인이나 사

회적 문제나 쟁점에 대한 문제해결력과 의사결정력을 발달시키고자 하는

데 교육의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지리교육에서는 지리적 문해력

이 강조되고 있으며 지리적 문해는 위치, 거리, 방향 등과 관련한 공간적

이해 및 자연적 특징과 인문적 특징과의 관계 속에서 장소에 대한 이해

를 요구한다(남상준, 2011). 지리교육에서 추구하는 공간적 사고는 안전

교육에서 위험이 발생하는 장소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공간과 관계없이 어디에서나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위험도 있지만 원자

력 발전처럼 지역적 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발생하는 위험도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험에 대비한 지리에서의 안전교육 방안을 모색

해 보고자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사례로 선정하였다. 2018년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이 약 750만을 기록할 만큼 일본 여행이 대중화 되었으나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방사능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보고되는 지역

이기도 하다. 방사능 누출로 인한 객관적 위험 수준과 달리 차별적으로

위험을 인식하게 되면서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기도 하였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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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2011년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원자력에 대한 안전교

육의 필요성을 재인식시켜주는 계기가 되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원자력 위험인식에서 거리는 주요한 변수로 작용한

다. 원자력발전소는 특정 지역에 밀집해 있기 때문에 원전 주변에 거주

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일상에서 원자력에 대한 위험을 자각하기는 쉽지

않다. 선행연구에서 원자력 위험인식의 거리효과와 근접효과에 대한 다

양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기존 연구에서는 원자력 주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위험인식의 파악이 주를 이루거나 원자력의 위험속성에 따

른 일반적인 인식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동일한 지역이라 할지라도 경계 내에 있는 모든 지역에 대해

똑같이 위험을 인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에 대

한 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거리를 선정하고 위험원과의 거

리에 따른 인식을 알아보고자 한다. 거리에 따른 위험인식의 특성을 분

석함으로써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안전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식의 차이를 반영한 교육은 실제학교현장에서의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가설 1 : 같은 일본이라도 위험원으로부터 거리가 멀수록 방사능으

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2) 도쿄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인식과 위험을 느끼는 지역의

범위 및 경계

위험에 대한 심각성 인식이 낮을수록 위험 대응행동에 적극적이지 않

게 된다(이민영·나은영, 2016). 사람들은 자신이 위험에 처할 확률이 낮

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위험선택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

도쿄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방사능 오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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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제기되는 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쿄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찾는 여행지 중 한 곳이다11). 도쿄의 방사능 오염에 대해 크게 불

안을 느끼지 않고 자유롭게 도쿄로 여행을 가는 사람이 있고, 높은 불안

감으로 인해 도쿄로 여행을 가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이는 위험에 대한

심각성을 다르게 판단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객관적 사실에 근거

한 판단이라기보다는 낙관적 편향에 의한 판단인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도쿄의 방사능 오염에 대해 불안을 느끼지 않고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위험인식에 주목하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서는 실제로 도쿄를 방문한 경험이 있는 사람의 위험인식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낙관적 편향이 높은 사람은 위험의 심

각성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Weinstein et al., 2004).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실제로

도쿄를 방문한 사람들의 인식을 알아보고자 도쿄를 방문한 집단과 아닌

집단을 구분하고, 불안을 느끼는 사람과 불안을 느끼지 않는 사람의 위

험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낙관적 편향에 대해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낙관적 편향은 원자력 위험인식의 주요 변수인 거리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낙관적 편향이 높은 사람은

위험발생은 자신과는 먼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험원과의 거리를 추

정하는데 있어서도 막연히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또한 사람들은 저마다의 기준을 통해 다양한 범주의 경계를 가지게 된

다. 도쿄를 방문한 집단과 아닌 집단이 일본의 어느 지역을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어느 지역을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인식의 경계를 파악

하는 과정은 객관적 위험과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위험의 차이를 파악해

볼 수 있게 한다. 위험인식의 차이에 대한 분석과 함께 가시적으로 보이

는 물리적 경계 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인식의 경계를 지도화하여 파악

해 보는 과정은 이후 안전교육의 방향성을 정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11) 스카이 스캐너 2017.10~2018.9 항공권 검색 추이 통계: 1위 오사카, 2위 도

쿄, 3위 후쿠오카

익스피디아 2018.1~2018.11 익스피디아 예약 데이터: 1위 오사카, 2위 후쿠

오카, 3위 도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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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된다

가설 2 : 일본 방문 경험 유형에 따라 도쿄에 대한 방사능 위험인식,

낙관적 편향, 거리추정, 위험을 느끼는 영역이 다를 것이

다.

2-1 : 도쿄 방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도

쿄가 안전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2-2 : 도쿄 방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낙

관적 편향이 높을 것이다.

2-3 : 도쿄 방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도

쿄-후쿠시마간 거리를 멀게 추정할 것이다.

2-4 : 도쿄 방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위

험을 느끼는 영역이 좁을 것이다.

3) 방사능 위험인식의 민감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위험연구에서 실제 교육현장에 적용 가능한 지리정보를 활용한 위험인

식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이다. 기존 안전교육과 관련

한 연구들은 주로 지진, 쓰나미,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를 다룬 연구가 주

를 이루었다. 도시에 사는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게 되는 위험은 자연재

해 보다는 소위 인재라고 불리는 위험인 경우가 더 많다. 자연재해에 대

한 안전교육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접하게 되는 위험과 관련한

내용들을 지리적 관점에서 다루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리교육에서 적용가능한 위험정보 제시 방식에 따른

인식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우리가 생활 속에서 혹은, 일본 여행을 통

해서 마주하게 되는 위험 중 하나인 방사능 농수산물에 대한 정보를 제

시하고, 이에 대한 위험인식 및 합리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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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위험의 수준을 판단할 때 방사능 오염처럼 개인의 자발적 의지로 피하

기 어려운 위험인가 혹은 화재처럼 예방행동을 통해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한 위험인가에 따라 위험에 대한 심각성 판단이 다르게 나타난다(이

민영·나은영, 2016). 이처럼 개인의 위험에 대한 통제가능성 신념에 따라

위험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데, 통제가능성(controllability)은 예측불안을

유발하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행동이나 인지를 통제함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믿는 신념을 말한다

(Thompson, 1981). 통제가능성은 낙관적 편향과 관련이 있으며, 위험한

사건에 대해 통제가능하다는 인식은 낙관적 편향을 증가시킨다(Harris,

1996). 이로 인해 통제가능성이 낮은 정보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

고 통제가능성이 높은 정보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통제가능성이 높은 조건과 통제가능성이 낮은 조

건을 구분하여 위험인식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위험에 대한

합리적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지도를 활용한 활동을 제안

하고자 한다. 지도는 다양한 정보를 시각적인 형태로 명료하게 제시해주

므로 위험상황을 비교 분석하는데 효과적이다. 특히 위험정보를 제시할

때 단순히 글만 제시하는 것보다 지도를 활용한 활동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위험상황을 좀 더 분석적이고 체계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돕는다.

이는 위험인식에 대한 민감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합리적 위험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통제가능성여부와 지도활동유무에 따른 효과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가설 3 : 음식물 섭취의 통제가능성과 지도활동은 위험인식에 영향

을 미칠 것이다.

3-1 : 통제가능성이 낮은 조건의 집단이 위험인식의 정도가 더

높을 것이다.

3-2 : 지도를 활용한 활동을 통해 위험인식에 대한 민감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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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일 수 있을 것이다.

제 2 절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양적연구의 대표적 방법인 설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

며,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진행되었다.

개인의 내면과 행동을 연구하는데 가장 많이 활용되는 자기기입식 설

문조사와 면접조사 방법을 사용하여 인식을 조사하였다. 면접조사 방법

의 경우 설문조사에 응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조사로 진행이 되

었으며 반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설문조사와 인터뷰는 2019년 11월 28일부터 2020년 12월 30일까지 실

시하였고, 설문응답자는 총 442명이었다.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방법은 응답 결과에 대한 빈도분석, 평균

및 분산분석, 상관관계 분석 등의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응답자들의 전

반적인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심층적으로 공간정보를 분석하기 위

해 지리정보체계(GIS) 응용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위험을 인식하는 공간의

범위와 경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측정하고자 한 주요 독립변수는 거리, 방문경험, 통제가능

성, 지도활동 등이며 종속변수는 방사능 위험인식, 여행 안전성 등이다.

이 변수들을 활용하여 크게 2가지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1은 거리와 방문경험에 따른 위험인식과 공간에 대한 인식을 알

아보기 위해 1-1과 1-2로 나누었다. 연구 1-1에서는 원자력에 대한 위험

인식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인 거리에 따른 위험인식을 측정하였

다. 연구 1-2에서는 일본 방문경험 유형에 따라 낙관적 편향과 위험을

인식하는 공간의 범위와 경계가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하였다. 연구 2에

서는 위험인식에서 나타나는 비합리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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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확인해 보았다.

자세한 연구 방법은 4장에서 다시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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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통한

대학생들의 위험인식 분석

4장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통한 대학생들의 위험인식을 실제로

검증해 보고자 한다. 4장은 크게 2가지의 연구로 이루어져 있으며, 연구

1은 연구 1-1과 연구 1-2로 나누어진다. 연구 1에서는 대학생들의 위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위험인식의 특성을 공간적 관점에서 파악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고, 연구 2에서는 위험인식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제 1절 연구 1: 공간적 관점에서의 방사능 위험인식

1. 연구 1-1: 거리에 따른 위험인식

원자력에 대한 일반적인 두려움과 관련하여 원전과의 거리는 개인의

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평가되어져 왔다. 위험원으로

부터 멀면 안전하고, 가까우면 위험하다는 일반적 인식이 있다. 일정 거

리가 되면 안전하다고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어디까지를

멀다고 생각하고 어디까지를 가깝다고 생각하는지는 사람마다 판단 기준

이 다를 수 있다. 이에 연구 1-1은 위험원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위험

인식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기 위해 다른 요인들은 모두 동일하게 조정

하고 거리만 차별을 두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

인 도쿄, 중간 지점인 오사카, 가장 먼 곳인 후쿠오카 세 곳을 선정하여

위험인식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위험을 판단하는데 객관적 위험과 주관

적 인식 사이의 불일치를 파악하고 이를 줄여나가는 것은 성공적인 안전

교육을 위한 필수적 과정이다. 따라서 연구 1-1에서는 개인이 안전하다

고 인식하는 거리의 범주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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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방법과 설계

①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는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이상의 대

학생 134명으로, 그 중 여성은 45명(33.6%), 남성은 89명(66.4%)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학번은 19학번이 46명(34.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8학번 26명(19.4%), 15학번 19명(14.2%), 17학번 18명(13.4%), 14학번이

상 14명(10.4%), 16학번 11명(8.2%)순이었다.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학생

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참여자들은 주어진 과제에 따라 무

작위로 세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각 집단은 후쿠오카조건집단, 오사카조

건집단, 도쿄조건집단으로 명명하였다. 후쿠오카집단은 47명(35.1%), 오

사카집단은 42명(31.3%), 도쿄집단은 45(33.6%) 이었다. 이하 후쿠오카집

단, 오사카집단, 도쿄집단으로 한다.

② 연구 과정

본 연구 진행을 위해 연구 시작 1주일 전 연구 참여자 모집을 위해 서

울대학교 교양강의 수업 담당 교수자에게 참여자 모집 안내문건이 첨부

된 이메일을 발송하고, 연구 진행 가능 여부에 대한 답변을 받았다.

e-mail 협의를 통해 해당 수업시간에 설문조사를 진행해도 좋다고 허

가한 경우, 정해진 수업일에 해당 강의실을 방문하였다.

교수자의 연구 진행 허가 의사와 실제 연구 참여자의 실험 참여 동의

여부는 구분되어야 하므로 수강생들에게 연구 목적과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한 후 연구 안내문과 동의서를 배부하였다. 연구 참여 동의를 구하

는 과정에서 연구 안내문에 나온 내용을 간략하게 구두로 설명하였으며,

해당 연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수업이나 학점에 불이익이 전혀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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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과 설문지 작성 중 불편함을 느낄 경우 바로 중단 의사를 밝히면 참여

를 중단할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안내하였다. 이후 배부된 연구 안내문

과 동의서를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였으며, 연구 참여에 희망하는 학

생들에게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설문지 작성은 해당 강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랜덤으

로 배부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받고, 개별로 설문 문항을 작성한 후 연

구 담당자에게 작성이 완료된 설문지를 제출하였다. 설문은 1회만 진행

이 되었으며, 설문을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짧게는 5분, 길게는 10

분이 소요되었다.

③ 실험 도구

연구 1-1에서는 대학생들의 방사능 위험과 관련한 인식을 묻는 설문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실험처지물인 텍스트 상단에 지도와 함께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사고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제시하고, 실제

상황처럼 느낄 수 있도록 방사능의 위험을 일본 여행과 관련지어 기술하

였다.

<표7>은 텍스트 내용과 각 집단별 조건을 나타낸 표이다.

거리조건을 제시하기 전 자신이 처한 상황을 상상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는 텍스트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에 주목하여 의미를 더 쉽게 이해하고

강조된 부분만 관심을 갖게 하려는 의도이다. 텍스트 상단의 내용은 모

든 집단이 동일하고, 후반부의 거리조건만 다르게 조작하였다.

거리 조건은 후쿠시마 원전과의 거리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1,051km

거리의 후쿠오카(가장 먼 곳), 582km 거리의 오사카(중간), 227km 거리

의 도쿄(가장 가까운 곳)로 3곳을 선정하였다. 실제로 이 세 지역은 우리

나라 여행객이 가장 많이 찾는 지역이며 인지도가 높아 설문의 실제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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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과 같이 텍스트와 함께 후쿠시마와의 거리를 가늠해볼 수 있

도록 동심원 형태로 거리가 표시된 지도가 제시되었다.

실험참가자들은 텍스트를 읽고, 제시된 조건을 상상한 후 설문문항에

응답하게 된다.

거리에 따른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방사능 위험인식’을 종속변수로 정

하고, ‘당신은 후쿠오카(오사카/도쿄)가 방사능으로부터 얼마나 안전하다

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7점 척도(1=전혀 안

전하지 않다, 7=매우 안전하다)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1) 상단 : 텍스트 내용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지방을 관통한 대규모 지진과 그로 인한 쓰나미로 

후쿠시마 현에 위치해 있던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능이 대량으로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시행 중인‘여행경보제도’에 따르면, 외교

부는 일본 후쿠시마현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적색경보’를 발령중입니다. 적색경보는 

여행경보 3단계에 해당하며 긴급 용무가 아닌 한 철수 및 가급적 여행취소·연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2) 하단 : 집단 별 조건

이와 관련하여 당신이 다음과 같은 상황에 놓여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당신은 친한 친구로부터 도쿄 여행을 함께 가자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쿄는 후쿠시마 원전으로부터 약 227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표 7> 실험처치에 사용된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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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후쿠시마 원전과의 거리에 따라 해당지역이 방사능으로부터 얼마나 위

험하다고 인식하는지에 대한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

<그림 3> 실험 처치물에 사용된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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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중 일부를 정리한 내용은 <표8>과 같다. 사후검정에 있어서

는 Scheffe의 다중검정치를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후쿠시마 원전과의

거리에 따라 방사능 위험인식 정도에 유의한 평균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F(2)=17.067, p=.000).

후쿠오카집단은 도쿄집단에 비해 방사능으로부터 위험하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낮게 나타났고, 오사카집단도 도쿄집단에 비해 방사능으로부터

위험하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Note. 점수는 1(전혀 안전하지 않다)부터 7(매우 안전하다)까지이며, 평균이 높을수록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나타낸다. **p<0.01

<그림4>는 거리에 따른 방사능 위험에 대한 평균값을 나타낸 것이다.

도쿄가 방사능으로부터 가장 위험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도

쿄와 비교하여 오사카는 방사능으로부터 위험하다고 인식하는 수준이 급

격히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사카와 비교하여 후쿠오카는 방사

능으로부터 위험하다고 인식하는 수준이 적은 폭으로 감소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변수

N 평균 표준편차 F -값 유의확률값
종속변수

거리변수

(집단)

방사능

위험인식

후쿠오카

오사카

도쿄

47

42

45

4.04

3.76

2.91

.806

.983

1.083

17.067 .000**

        Scheffe test                후쿠오카, 오사카 ＞ 도쿄**          

<표 8> 거리별 방사능 위험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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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논의

연구 1-1은 ‘같은 일본이라도 위험원으로부터 거리가 멀수록 방사능으

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할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기존 원전의 위험인식과 물리적 거리에 대한 연구들은 서로 상반된 결

과를 보여주었다. 원자로와 같은 위험시설과의 물리적 거리가 가까울수

록 원전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다는 결과가 있는 반면 원전인접지

역일수록 원전에 대한 이해도가 증가하고 원전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보

인다는 연구결과도 있다(양기용 외, 2019).

본 연구에서 원자력의 위험인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위험

<그림 4> 거리별 방사능 위험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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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과의 거리에 따른 인식을 확인해 본 결과, 후쿠시마 원전과의 거리가

가장 먼 후쿠오카 지역이 방사능으로부터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인식이

가장 낮았고, 도쿄가 가장 높게 나타나 후쿠시마 원전으로부터 거리가

‘멀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점은 위험원과의 거리가 멀다고 해서 위험인식

이 정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도쿄와 오사카 간 방사

능으로부터 위험에 관한 평균점수의 차이에 비해 오사카와 후쿠오카간의

평균점수의 차이가 적었는데 이는 거리의 한계효과에 의해 일정 거리가

지나면 위험을 비슷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원두환(2016)의 연구결과와도 비슷한데, 원두환(2016)은

원자력 발전소의 상태변화에 따른 위험인식과 효용의 변화에 관한 조사

에서 발전소의 입지와 부동산 가치에 대한 질문을 통해 원자력 발전소와

의 거리가 멀수록 사람들은 위험 수준을 낮게 평가한다고 하였다. 이때

원자력 발전소로부터 반경 15km까지는 거리가 증가할수록 위험이 급격

하게 감소하지만, 15km 이후에는 위험이 아주 완만하게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나 원자력 발전소와의 거리가 위험수준과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

는 것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사람들은 동일한 위험에 대해서도 위험을 다

르게 인식하는데, 이를 공간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거리에서의 유의미한

차이가 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또한 후쿠시마와의 물리적 거리가 멀어질수록 위험인식 수준이 낮아

지는 결과는 위험인식의 차이에 근접성의 논리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

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2. 연구 1-2: 위험을 인식하는 범위와 경계

연구 1-1에서는 거리에 따른 위험인식 분석을 통해 위험을 인식하는

거리의 범위 및 근접효과에 대해 확인하였다. 연구 1-2에서는 위험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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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간적 특성을 보다 세부적으로 파악해보기 위해 거리추정과 경계짓

기 등 과 같은 변수를 통해 위험을 인식하는 공간의 범위와 경계를 확인

해보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동일한 지역에 대해 서로 다르게 위험을

인식하는 것에 주목하여 이러한 인식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

인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도쿄는 방사능 수치가 높은 핫스팟(방사능 농도가 매우 높은 지점)이

존재하는 지역이며, 일본 내에서도 방사능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높은

곳이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도쿄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험인식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후쿠시

마 원전사고 이후 실제 도쿄를 방문한 사람들의 인식 및 어느 지역까지

를 동일한 범주로 생각하고 어느 지역까지를 차별적으로 인식하는지 공

간적 경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1) 연구방법과 설계

① 연구 참여자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인 연구 1-1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생 134명으로,

그 중 여성이 59명(44%), 남성이 75명(56%)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학

번은 19학번이 54명(40.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8학번이 24명

(17.9%), 17학번 17명(12.7%), 16학번 16명(11.9%), 15학번 14명(10.4%),

14학번 이상 9명(6.7%)순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실제 일본을 방문했었는지 여부에 따라 도쿄를 방문한 집단과 일본

을 방문하지 않은 집단, 도쿄를 제외한 일본을 방문한 집단으로 세 집단

으로 구분되었다. 도쿄를 방문한 집단이 44명(32.8%), 일본을 방문하지

않은 집단이 44명(32.8%), 도쿄를 제외한 일본을 방문한 집단이 46명

(34.3%)이었으며, 이하 도쿄 방문 집단, 일본 방문 무 집단, 일본 방문

유 집단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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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구 과정

연구 참여자 모집 과정 및 동의 과정은 연구 1-1과 동일하게 진행되

었다. 단, 설문지를 배부하기 전 연구 참여자들에게 실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지 일본 방문 여부에 대해 손을 들

게 한 후 해당 되는 유형의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즉, 도쿄를 방문한 경

험이 있는 집단, 도쿄를 제외한 일본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집단, 일본을

방문한 경험이 없는 집단으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설문지 작성은 해당 강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연구 1-1과 동일하게 연

구 참여자들은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받고, 개별로 설문 문항을 작성한

후 연구 담당자에게 작성이 완료된 설문지를 제출하였다. 설문은 1회만

진행이 되었으며, 설문을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짧게는 10분, 길게

는 15분이 소요되었다.

설문이 모두 끝난 후, 일부 참여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참여자가 편한 시간대를 정해서 연구자의 연구실에서 진행이

되었으며 1대 1로 이루어졌다. 1인당 2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인터뷰는 1회만 진행이 되었다.

③ 실험 도구

연구 1-2에서는 집단별로 문항은 동일하게 유지하되, 설문지 초반부에

질문의 제시 순서를 조금씩 다르게 구성하였으며 설문 마지막 단계에 지

도를 제시하여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초반 질문의 제시 순서가 집

단에 따라 다른 이유는 집단별로 방문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질문의 맥락

을 맞추기 위해 순서를 달리하였다. 중반부터 모든 질문의 순서는 동일

하게 제시가 되며 문항을 구성하는데 도쿄를 방문한 대학생들의 인식을

확인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먼저 도쿄를 방문한 대학생과 일본을 방문하지 않은 대학생, 도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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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한 일본을 방문한 대학생들 간에 도쿄의 방사능에 대한 인식의 차이

를 알아보기 위해 ‘방사능 위험인식’을 종속변수로 정하고, ‘당신은 도쿄

가 방사능으로부터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십니까?’라는 질문을 제시하

고, 이에 대해 7점 척도(1=전혀 안전하지 않다, 7=매우 안전하다)로 평가

하도록 하였다.

도쿄를 방문한 대학생들은 다른 집단에 비해 낙관적 편향이 높을 것으

로 예상된다. 따라서 낙관적 편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도

쿄를 방문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낙관적 편향을 20문항 제시하여 자신

의 생각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7점 척도(1=전혀 아니다, 7=매우 그렇다)

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표9>에 제시된 20문항은 연구자가 도쿄를 방문한 주변 사람들에게

직접 질문을 하여 얻은 답변과 일본 여행 커뮤니티 게시판에 나와 있는

글을 토대로 하여 작성하였다.

또한 도쿄를 방문하는 대학생들의 방사능 위험인식에서 거리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후쿠시마와 도쿄간 거리를 추정해 보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실제거리와 인지거리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당신은 후쿠시마로부터 도쿄가 얼마나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①50km이내 ②100km이내 ③200km이내 ④300km이내 ⑤

400km이내 ⑥500km이내 ⑦600km이내 ⑧700km이내 ⑨800km이내 ⑩

900km이내 ⑪1000km이내 중 한 개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후 연구 참여자들이 인식하는 방사능 위험지역의 경계를 지도에 직

접 그리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참여자들에게 방사능으로부터 불안감을

느끼는 지역의 경계선을 따라 빨간색 펜으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연구자

가 구획을 나눠 경계를 설정하지 않고, 참여자들에게 직접 지역의 경계

를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위험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보다 명확하게 확인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계긋기를 위한 지도로는 일본의 47개 도

도부현이 표시되어 있는 행정구역도를 사용하였다. 연구 참여자가 행정

구역의 경계에 따라 응답하지 않고, 타원형 형태로 모호하게 경계를 설

정한 경우 연구자가 보기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정구역으로 반영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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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결과

① 방사능 위험인식에 대한 평가 : 낙관적 편향

문항 내용

1 며칠간의 여행으로는 크게 위험할 것 같지 않다

2 방사능이 위험한 것은 알지만 방사능 피폭이 두렵지는 않다

3 당장 병에 걸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

4 물과 음식만 조심하면 안전하다

5
우리나라도 이미 방사능에 오염되었기 때문에 도쿄나 우리나라나 차이가 

없다

6 방사능의 위험보다는 여행의 즐거움이 더 크다

7 방사능이 소량 누적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8 주위에 도쿄를 이미 다녀온 사람들이 모두 건강하다

9 도쿄 사람들이 잘 지내고 있으므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다

10 해산물만 주의하면 괜찮다

11 방사능 보다 우리나라 미세먼지가 더 위험하다

12 여행 중 섭취한 세슘이 암을 일으키고 유전자를 변형시킬 정도는 아니다

13 완벽하게 안전할 순 없지만 한 번 정도는 가도 괜찮다

14 여행을 간다고 해서 목숨에 지장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15 방사능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서 위험성을 잘 못 느끼겠다

16 후쿠시마 주변만 아니면 괜찮다

17
일본 정부에서 농·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18 방사능이 위험한 건 맞지만 방사능 공포가 너무 과장되어 있다

19 도쿄의 방사능 수치가 건강에 위협을 줄 정도는 아니다

20 방사능 측정기를 가져가면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다

<표 9> 도쿄를 방문한 사람들의 낙관적 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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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도쿄방문 집단과 일본방문 무 집단, 일본방문 유 집단의 도쿄에

대한 방사능 위험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

(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표10). 분석 결과, 집단에 따라 방사

능 위험인식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2)=7.777, p=.001).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도쿄방문 집단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고, 다음으

로 일본방문 유 집단이 높았다. 일본방문 무 집단의 평균점수가 가장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사후검정인 Scheffe 분석을 실

시한 결과, 도쿄방문 집단과 나머지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일본방문 유 집단과 일본방문 무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다.

<그림5>를 보면 도쿄방문 집단과 일본방문 무 집단 간 평균차이가 뚜

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도쿄방문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도쿄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Note. 점수는 1(전혀 안전하지 않다)부터 7(매우 안전하다)까지이며, 평균이 높을수록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나타낸다. *p<0.05, **p<0.01

변수

N 평균 표준편차 F -값 유의확률값
종속변수

일본 

방문 여부

방사능

위험인식

도쿄 유

일본 무

일본 유

44

44

46

3.82

3.00

3.11

.995

1.181

.994

7.777 .001**

       Scheffe test               도쿄 유 ＞ 일본 유**,일본 무**

<표 10> 일본 방문 경험에 따른 방사능 위험인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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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를 방문한 대학생들의 방사능에 대한 낙관적 편향을 파악하기 위

한 설문문항들의 개념타당성(construct validity) 검정을 위하여 요인분석

(factor analysis)을 하였다. 본 연구의 측정변수는 척도 순화과정을 통하

여 일부항목을 제거하였다. 총 20개 문항 중 5개 문항이 이론 구조에 맞

지 않게 적재되어 제거하고 최종적으로 15개 문항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요인분석에서 요인 추출은 주성분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

PCA)법을 이용하였으며 요인회전에 있어서는 요인들 간의 상호독립성을

검정하는데 유용한 직교회전(varimax)법을 이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사회과학 분야에서 고유값(eigen value)은 1.0이상, 요인

적재치는 0.40이상이면 유의한 변수로 간주하며 0.50이 넘으면 아주 중요

한 변수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05이상인 경우를 적용하여 매우 높은 적

재량에 대한 유의성을 나타내고 있다.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

<그림 5> 일본 방문경험에 따른 방사능 위험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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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들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KMO(Kaise-Meyer-Olkin)의 값

은 0.872로 나타나 요인분석을 위한 변수선정이 바람직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요인분석모형의 적합성 여부를 나타내는 바트레트(Bartlett)의 구형

성검정치가 1283.492이며 유의확률값이 0.000이므로 공통요인이 존재한다

고 볼 수 있다.

요인별 적재량을 확인한 결과, 크게 세 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요

인 1은 ‘완벽하게 안전할 수 없지만 한번 정도는 괜찮다’, ‘며칠간의 여행

으로는 크게 위험할 것 같지 않다’ 등의 7개 문항으로, 위험한 사건이 자

신에게는 일어날 것 같지 않다고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 따라서 요인 1은 ‘낙천적 인식’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2는 ‘해산물만 주의하면 괜찮다’, ‘물과 음식만 조심하면 안전하

다’ 등의 4개 문항으로, 외부환경으로부터의 위험에 대해 인지하여 꺼리

거나 싫어서 피하는 선택적 상태를 나타내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기피적 인식’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3은 ‘당장 병에 걸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 ‘방사능이 위

험한 것은 알지만 피폭이 두렵지는 않다’ 등의 4개 문항으로, 위험에 대

해 한발 물러나서 일이 되어가는 형상을 지켜보는 태도의 내용으로 구성

이 되어 있어 ‘관망적 인식’이라고 명명하였다.

세 개의 요인은 전체분산의 67.916%를 설명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이용하고 있는 도쿄를 방문한 대학생들의 낙관적 편향 설문문항들에 관

한 요인분석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타당성 검정결과는 <표11>

과 같다.

이후 3개의 요인에 대해 신뢰도분석(reliability analysis)을 실행하였다.

요인별 Cronbach’s Alpha값을 산출한 결과 요인1(7개 항목)이 0.898, 요

인2(4개 항목)는 0.849, 요인3(4개 항목)은 0.810으로 3개 항목 모두 문항

간 내적 일관성을 충분히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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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

다음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대학생들의 방사능 위험인식을 예측하기 위

해 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항목들을 측정하였다. 각 측정

항목들에 대한 측정방법으로 종속변수인 방사능 위험인식은 리커트

(Likert)의 등간 7점 척도로 이루어졌고, 각 독립변수들로는 낙천적 인식,

기피적 인식, 관망적 인식을 측정하였다. 가설검정을 위하여 입력 방법

(enter mrthod)을 이용한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표12>와 같다(F(3)=42.295, p=.000). 분석결과

일본을 방문하는 대학생들의 방사능 위험인식은 낙천적 인식 및 기피적

인식과 상호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하여 향후 방사능

위험인식에 대한 정도를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세 변수들 중에서 ‘낙천적

측정항목
요인

공통

성
낙천적

인식

기피적 

인식

관망적 

인식

요

인

1

13

14

7

12

8

1

19

완벽하게 안전할 수 없지만 한번 정도는 괜찮다

여행을 간다고 해서 목숨에 지장이 있을 것 같지 않다

방사능 소량 누적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행 중 섭취한 세슘이 암과 유전자변형을 일으킬 것 같지 않다

주위에 도쿄를 다녀온 사람들이 모두 건강하다

며칠간의 여행으로는 크게 위험할 것 같지 않다

도쿄의 방사능 수치가 건강에 위협을 줄 정도는 아니다

.867

.842

.676

.662

.661

.611

.564

.177

.149

.134

.360

.263

.465

.448

.130

.253

.531

.223

-.030

.162

.234

.800

.795

.756

.618

.507

.616

.573

요

인

2

10

4

16

9

해산물만 주의하면 괜찮다

물과 음식만 조심하면 안전하다

후쿠시마 주변만 아니면 괜찮다

도쿄 사람들이 잘 지내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다

.207

.207

.282

.527

.772

.766

.755

.616

.287

.349

.155

.130

.721

.751

.674

.675

요

인

3

3

2

5

6

당장 병에 걸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

방사능이 위험한 것은 알지만 피폭이 두렵지는 않다

우리나라도 방사능에 오염되었기 때문에 도쿄와 차이가 없다

방사능의 위험보다는 여행의 즐거움이 더 크다

.217

.125

.061

.568

.257

.384

.110

.175

.793

.729

.719

.614

.742

.694

.533

.731

고유치 7.579 1.485 1.123

고유치/문항수(분산율) 50.52 9.90 7.48

KMO .872

구형성검정치 1283.492

유의확률 .000**

<표 11> 도쿄를 방문한 대학생들의 낙관적 편향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 103 -

인식’은 다른 독립변수들보다 중요도 및 예측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나타낸다.

**p<0.01

위 분석들을 바탕으로 도쿄방문 집단, 일본방문 무 집단, 일본방문 유

집단의 낙천적 인식과 기피적 인식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검정하기 위해

다변량분산분석(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MANOVA)을 실행

하였다. 검정 결과는 <표13>과 같다(낙천적인식:F(2)=12.806, 0.000, 기피

적인식:F(2)=7.379, 0.001).

이를 통해 도쿄방문 집단과 나머지 두 집단 간에 낙천적 인식과 기피

적 인식에 유의미한 평균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더

자세한 분석을 위해 사후검정결과를 보면 낙천적 인식에서 도쿄방문 집

단과 일본방문 무 집단 간의 평균차이 값이 1.0193이며 이에 대한 유의

확률값이 .000으로 두 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또한 도쿄방문 집단과 일본방문 유 집단 간 평균차이 값이 .9180이

고, 유의확률이 .000이므로 두 집단 간에도 평균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

종속변수 독립변수
표준오

차
β t값 유의확률값 공차한계

방사능

위험인식

상수 .297 1.1229 .221

낙천적 인식 .092 .443 4.757 .000** .453

기피적 인식 .076 .420 4.537 .000** .457

관망적 인식 .073 -.147 -1.746 .083 .553

R=.706, R2=.498, 수정된 R2=.486

F(3)=42.295, p=.000**

<표 12> 방사능 위험인식에 관한 다중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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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피적 인식에서도 마찬가지로 도쿄방문 집단과 일본방문 무 집단

간 평균차이 값이 1.0013이며 유의확률값이 .002로 두 집단 간 평균 차이

가 존재하고, 도쿄방문 집단과 일본방문 유 집단 간 평균차이 값이

.8043, 유의확률값이 .015로 두 집단 간 평균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p<0.01, *p<0.05

② 후쿠시마와의 거리에 대한 평가

<표14>와 <그림6>은 후쿠시마로부터 도쿄가 얼마나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집단별 응답자 수와 비율이다. 총 134명의 참여자 중

종속변수 독립변수 평균 표준편차 제곱합
평균

제곱
F -값

유의

확률

값

낙천적

인식

도쿄 유 5.3117 .78384

27.685 13.843 12.806 .000**일본 무 4.2924 1.20129

일본 유 4.3937 1.09144

도쿄 유 ＞ 일본 무**, 일본 유**

기피적

인식

도쿄 유 4.4432 1.26544

24.644 12.322 7.379 .001**일본 무 3.4419 1.28503

일본 유 3.6389 1.32454

도쿄 유 ＞ 일본무**, 일본 유*

<표 13> 개체-간 다변량분산분석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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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이 해당 문항에 응답하지 않아 결측값으로 처리하였다. 후쿠시마로부

터 도쿄는 대략 227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데, 이에 대해 정확하게

응답한 응답자 수는 134명 중 34명으로 25.4%를 차지하였다. 도쿄방문

집단은 22.7%, 일본방문 무 집단은 34.1%, 일본방문 유 집단은 19.6%가

후쿠시마와 도쿄 간 거리를 300km 이내에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림6>을 보면 일본방문 무 집단과 나머지 두 집단 간 거리를 인식

하는데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일본방문 무 집단이 후쿠시마와

도쿄 간 거리를 더 가깝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실제 도쿄방문 집단과 일본방문 유 집단의 거리 인식이다. 두 집단 모두

후쿠시마와 도쿄간 거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비율이 낮았으며, 일

본방문 무 집단에 비해 거리가 더 멀다고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높았다.

이는 여러 요인 중 낙관적 편향의 영향으로 추정해볼 수 있으며, 낙관

적 편향이 높은 사람은 위험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지 않기 때문에 위

험원과의 거리를 추정하는데 있어서도 막연히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

하기 쉽다.

도쿄 유 일본 무 일본 유 전체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100km 이내 2 4.5 5 11.4 3 6.5 10 7.5

200km 이내 9 20.5 6 13.6 11 23.9 26 19.4

300km 이내 10 22.7 15 34.1 9 19.6 34 25.4

400km 이내 6 13.6 7 15.9 7 15.2 20 14.9

500km 이내 10 22.7 7 15.9 12 26.1 29 21.6

600km 이내 2 4.5 2 4.5 2 4.3 6 4.5

700km 이내 0 0 1 2.3 0 0 1 .7

800km 이내 4 9.1 1 2.3 2 4.3 7 5.2

결측 1 2.3 1 .7

전체 44 100.0 44 100.0 46 100.0 134 100.0

<표 14> 후쿠시마-도쿄 거리 추정에 대한 집단별 응답자 수



- 106 -

③ 경계긋기에 대한 평가

<표15>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의 어느 지역까지 방사능에 대

한 불안감을 느끼는지 현의 경계를 표시한 것에 대해 집단별로 평균을

나타낸 것이다.

도쿄방문 집단은 평균 7개현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

고, 일본방문 무 집단과 일본방문 유 집단은 대략 16개현으로 비슷하였

다. 도쿄방문 집단의 불안감이 다른 두 집단과 비교하여 확연히 적은 것

을 알 수 있다. 불안함을 느끼는 현의 위치는 주로 후쿠시마를 중심으로

동일본 지역에 집중 분포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그림 6> 후쿠시마 – 도쿄 거리 추정에 대한 집단별 응답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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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집단별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으로 인한 불안감을

느끼는 현을 QGIS(과거 이름: Quantum GIS)를 사용하여 지도화 하였다

(그림7, 그림8, 그림9).

각 현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응답자의 평균 수는 도쿄방문 집단은

7.3191명으로 나타났고, 일본방문 무 집단은 15.8723명, 일본방문 유 집단

은 15.9574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의 현에 대해 불안감을 체크한 응

답자의 수를 모두 더해 전체 47개현으로 나눈 값이다. 전체 집단에 대한

현별 평균 응답자수는 13.0496명이다. 따라서 이 값을 기준으로 하여 각

각 현에 대해 13명 이상이 불안감을 느낀다고 체크한 현의 수를 알아보

면 도쿄방문 집단은 7개현, 일본방문 무 집단과 일본방문 유 집단은 동

일하게 21개현으로 나타났다. 일본방문 무 집단과 일본방문 유 집단이

불안감을 느끼는 현의 수는 동일하지만, 현의 위치는 다르다.

구분
불안감을 느끼는 

현의 평균 갯수
불안감을 느끼는 현(n)

도쿄 유
7개 현

(7.8181)

후쿠시마(42명), 미야기(40명), 이바라키(38

명), 도치기(37명), 야마가타(37명), 니가타

(32명), 군마(24명)

일본 무
16개 현

(16.9545)

후쿠시마(44), 미야기(42), 이바라키(40), 도

치기40), 야마가타(39), 니가타(32), 군마

(38), 사이타마(31), 치바(29), 도쿄(29), 가

나가와(26), 이와테(19), 나가노(26), 야마나

시(25), 아키타(20), 시즈오카(23)

일본 유
16개 현

(16.2826)

후쿠시마(46), 미야기(44), 이바라키(46), 도

치기(46), 야마가타(43), 니가타(42), 군마

(40), 사이타마(34), 치바(30), 도쿄(29), 가

나가와(25), 이와테(24), 나가노(24), 야마나

시(23), 아키타(23), 시즈오카(20)

<표 15> 불안감을 느끼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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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도쿄를 방문한 집단이 불안감을 느끼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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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일본을 방문하지 않은 집단이 불안감을 느끼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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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도쿄를 제외한 일본을 방문한 집단이 불안감을 느끼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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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설문 참여자들과의 인터뷰

다음은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내용 중 일

부를 정리한 것이다. 도쿄를 방문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2명, 일본을 방

문하지 않은 응답자 2명, 도쿄를 제외한 일본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응

답자 1명이 인터뷰에 참여하였다. 인터뷰는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해

진행이 되었고, 사전에 수행된 설문내용에 기반하여 질문하였다. 설문내

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 연구자가 질문하고, 응답자가 대답을 하는 형

식으로 이루어졌다.

<도쿄유1>_ 2-3번 정도 도쿄 방문, 2018년 겨울에도 방문. 고등학교

때 연수, 일본인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연구자: 방사능에 대한 불안감은 없었나요?

응답자: 직접적으로 영향이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원래

해산물을 안먹는데 해산물만 주의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연구자: 친구들과 방사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나요?

응답자: 이 주제로 대화를 해 본 적은 없어요. 방사능에 대해 의심하는

친구들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저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연구자: 도쿄가 후쿠시마와 가깝다고 생각하시나요?

응답자: 아니요. 적당히 멀리 있다고 생각해요.

연구자: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에서 어디쯤이라고 생각하세요?

응답자: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도쿄, 오사카, 홋카이도의 위치는 아는

데, 사실 후쿠시마 위치는 이번에 설문지에 나온 지도를 보고

알게 됐어요.

<도쿄유2>_대학 동기 4명과 함께 도쿄 여행

연구자: 도쿄여행을 결정하면서 방사능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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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딱히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방사능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연구자: 그 당시에 방사능에 대해서 언론에 안나왔었나요?

응답자: 나왔었는데... 그때는 딱히 경각심을 느끼지 않았어요(2016년).

연구자: 도쿄가 방사능으로부터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응답자: 다녀와서 생각해보니 안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아

무 생각 없이 갔었어요.

연구자: 왜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게 됐나요?

응답자: 후쿠시마랑 거리가 꽤 되는 줄 알았는데, 지도를 보니 가깝더라

구요.

연구자: 가깝다는 것을 언제 알게 되셨나요?

응답자: 여행 다녀와서 6개월 후 쯤이요.

연구자: 여행 중 방사능 때문에 주의하거나 조심한 것은 없었나요?

응답자: 딱히 없었어요.

연구자: 수산물도 드셨나요?

응답자: 먹었겠죠? 일본에 갔으니깐 당연히...

연구자: 여행 중에 넷이서 이런 이야기를 해 본적이 있었나요?

응답자: 장난삼아 말하긴 했었는데, 진지하게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

어요.

연구자: 언론을 통해 일본의 방사능에 대한 정보를 접한 적이 있으신가

요?

응답자: 보기는 봤는데, 크게 와닿지 않았어요. 그것 조금 마신다고 20

대 초반에 건강에 크게 지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요.

연구자: 도쿄 방문 기간이 얼마 정도이면 지장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세

요?

응답자: 3개월 정도? 살면...

연구자: 여행 중에 보시기에 도쿄 사람들은 방사능에 대해 신경을 쓰고

있다고 느껴지던가요?

응답자: 그냥 본인들의 삶을 사는 것 같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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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무1>_2011년 이전에 오사카 방문

연구자: 도쿄가 방사능으로부터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세요?

응답자: 1에서 10이라고 가정했을 때 5 정도?

연구자: 5정도는 괜찮으신가요?

응답자: 생각보다 후쿠시마랑 가깝더라구요. 원래는 7,8 이렇게 생각했

는데, 설문지 지도 보고 나니깐 5나 4정도...

연구자: 5나 4 정도인데 갈 마음이 있으세요?

응답자: 우리나라도 도쿄보다는 안전한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안전하다

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도쿄가 가까우니깐....

연구자: 친구들과 일본 방사능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나요?

응답자: 이번 설문하면서요. 동기들이랑. 최근에 체르노빌 드라마를 친

구와 봤어요. 그거 보고 진짜 위험성이 크긴 하구나 했어요. 근

데 수치상 따졌을 때 체르노빌이 사상 최악이고 일본이 그거에

비교해서 직접 듣거나 확인한 적이 없어서... 그것보다는 안전

하니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게 아닐까요?

연구자: 일본에 어느 정도 체류하면 방사능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 생각

하세요?

응답자: 방문만 해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영향이 있긴 하지만, 우리

나라에서 계속 사는 것과 일본에 잠깐 다녀오는 것과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연구자: 일본 농수산물을 검역을 통해 유통하는데 안전하다고 생각하시

나요?

응답자: 평소에 안전성을 생각안하는 사람이라서.. 아.. 반성된다...

연구자: 후쿠시마와 거리가 멀면 안전할까요?

응답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사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해요.

지구는 다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일본무2>_너무 예전에 방문하여 안갔다 온 것에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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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일본을 방문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응답자: 갈 기회가 없었기도 하고, 지진이랑 방사능 때문에 부모님이 조

금 꺼려하셨어요.

연구자: 일본 수산물과 농산물 중에 뭐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세요?

응답자: 비슷할 것 같은데... 수산물이 더 위험할 것 같아요. 일본에서

우리나라가 수입하기도 하고, 수산물에 대한 뉴스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연구자: 오사카와 후쿠오카를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안전한 것 같으세

요?

응답자: 오사카가 더 안전한 느낌이 들어요.

연구자: 왜죠?

응답자: 주변사람들이 많이 가서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있어요.

연구자: 후쿠오카는 왜 위험할 것 같나요?

응답자: 뭔가 익숙하지 않은 것도 있고, 이름이 비슷한 것도 영향이 있

을 것 같아요. 오사카가 가지는 지역성이 더 친근한 느낌이 크

고, 후쿠오카가 조금 더 해안에 접해 있잖아요. 그래서 더 위험

할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연구자: 친구와 일본 방사능 이야기를 해 본적이 있나요?

응답자: 네. 일본 교환학생 간 친구가 2명 있고, 갈 친구가 1명 있어요.

그래서 놀러 오라고 했어요. 한명은 나고야고 다음에 갈 친구

는 도쿄예요.

연구자: 친구들은 그곳이 안전하다고 하던가요?

응답자: 방사능에 대한 걱정은 없는 것 같아요. 지진이나 태풍 같은 걱

정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태풍 왔을 때 학교에

아예 못갔다고 했거든요. 태풍 때문에 학교오지 말라고 했대요.

자연재해만 두려워하지 방사능은 별로 고려하지 않는 것 같아

요.

연구자: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세 지역 중에 방사능으로부터 더 안전

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는 어떻게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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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오사카가 제일 안전하고 그 다음이 도쿄, 후쿠오카가 제일 위험

할 것 같아요.

연구자: 왜 도쿄가 더 안전하죠?

응답자: 인구가 많고 수도 중심인 곳인데, 설마 그렇게 위험할까? 하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일본유>_오사카, 교토, 대마도 방문

연구자: 여행지로 오사카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응답자: 같이 가는 친구가 도쿄 쪽은 많이 가봤고, 오사카는 가본 적이

없어서 가게 됐어요. 가깝기도 해서.

연구자: 방사능에 대해서는 고려하셨나요?

응답자: 전혀 생각 안해봤어요.

연구자: 방사능에 대해 언론에 안나왔었나요?

응답자: 딱히 기억이 없어요. 친구들도 다들 거부감이 없었어요.

연구자: 오사카에서 방사능 위험에 대한 분위기를 느꼈나요?

응답자: 전혀 못느꼈어요.

연구자: 오사카 사람들이 방사능에 대해 걱정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나

요?

응답자: 관광객의 입장에서 잘 안느껴졌어요. 그리고 일본어를 몰라서

안내문 같은 것도 확인할 수 없었어요.

연구자: 방사능 때문에 주의하거나 조심한 것은 없었나요?

응답자: 전혀. 물도 고려하지 않았어요. 해산물에 대해서도 조심하지 않

았어요.

연구자: 스시도 드셨나요?

응답자: 네

연구자: 친구와 방사능 이야기를 해 본적이 있었나요?

응답자: 없어요. 아버지가 도쿄에서 일하고 있어서 딱히 그런거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연구자: 후쿠시마와 거리가 멀면 안전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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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구자: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중에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

하는 순서대로 말씀해 주세요.

응답자: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순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자: 일본산 농산물과 수산물 중에 뭐가 더 위험할 것 같으세요?

응답자: 수산물이 더 위험할 것 같아요. 원전 오염수가 다 바다로 배출

이 됐고... 육지로는 퍼진다고 해도 공기 중으로 밖에 안퍼질텐

데.. 더 직접적이고 광범위한건 바다 쪽일 것 같아요. 편서풍이

불어서 태평양 쪽으로 날아갔을 것 같아요. 토양은 인근 지역

만 오염이 됐을 것 같고...

3) 논의

연구 1-2에서는 ‘일본 방문 경험 유형에 따라 도쿄에 대한 방사능 위

험인식, 낙관적 편향, 거리추정, 위험을 느끼는 영역이 다를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실제 도쿄를 방문한 대학생들의 방사능에

대한 위험인식 및 위험을 인식하는 공간의 범위와 경계를 알아보았다.

먼저 집단에 따라 방사능 위험인식을 확인한 결과 도쿄방문 집단의

방사능 위험인식에 대한 평균점수가 가장 높게 나왔고, 일본방문 무 집

단의 평균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도쿄방문 집단은 도쿄

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일본방문 무 집단은 도쿄가 방

사능으로부터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쿄 방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도쿄가 안전하다고 생각할 것

이다’라는 가설이 입증이 되었다.

낙천적 인식, 기피적 인식, 관망적 인식이 방사능 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결과, 낙천적 인식과 기피적 인식이 방사능 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낙천적 인식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두 변수에 대해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해 보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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쿄방문 집단과 나머지 두 집단 간 낙천적 인식과 기피적 인식에 있어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 집단 모두 기피적 인식보다 낙천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도쿄방문 집단의 낙천적 인식이 가장 높

았다. 도쿄를 방문한 대학생들은 방사능 위험에 대한 낙천적 인식을 가

지고 있기 때문에 도쿄가 방사능으로부터 위험하지 않다고 인식하여 도

쿄 방문으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도쿄는 후쿠시마 원전과 가

깝고, 실제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쿄를 방문한 대학생들은 도쿄가 안전하다고 인식

하였는데, 이는 위험연구에서 지속적으로 보고된 ‘부정적 사건이나 위험

의 가능성을 낙관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도쿄 방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낙

관적 편향이 높을 것이다’라는 연구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낙관적 편향이 높은 사람은 위험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하여 적절한 대처

행동이나 예방적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는다(Weinstein et al., 2004).

이는 개인에 대한 문제는 물론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낙관적 편향을 개선하기 위해 위험을 분석하여 예측하고 이에 대비한 적

절한 교육이 필요하다.

낙관적 편향이 거리를 인식하는데 있어서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예

상되어 후쿠시마와 도쿄 간 실제거리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도쿄방문 집단은 도쿄를 방문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

고 후쿠시마와 도쿄 간 거리를 정확히 모르고 있는 응답자가 더 많았다.

후쿠시마와 도쿄 간 실제거리는 대략 227km 떨어져 있으므로 300km

이내라고 응답을 해야 한다. 하지만 도쿄방문 집단은 22.7%, 일본방문

무 집단은 34.1%, 일본 방문 유 집단은 19.6%만이 정확한 거리를 알고

있었다.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도쿄방문 집단과 일본방문 유 집단이

후쿠시마와 도쿄간 두 지점의 거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비율이 낮

다는 것과 함께 두 지점 간 거리가 더 멀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특정 지점 사이의 거리를 과대 추정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

는 막연히 후쿠시마는 도쿄와 멀리 떨어져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 편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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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설문 후 진행된 인터뷰에서도 후쿠시마

와의 거리가 적당히 멀거나 꽤 떨어져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객관적 근거

에 기반한 판단이라기보다는 낙관적 편향에 기인한 판단으로써 ‘낙관적

편향은 거리 추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을 입증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낙관적 편향 외에도 실제거리와 인지거리 간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은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형상축적이론 (feature

accumulation theory)에 의하면 사물이 많을수록 또한 기억이 많이 연결

되어 있을수록 해당 공간에 대해서 실제보다 더 크고 길게 느낀다고 하

였다(서경욱, 2014). 이는 일본 방문경험을 통해 접하게 된 사람과 사물,

공간 그리고 많은 기억들이 연결되면서 두 지점이 실제보다 더 멀다고

느껴졌을 수도 있다.

또 다른 이유는 인터뷰에서도 언급이 되었는데 지도를 통해 후쿠시마

와 도쿄 간 거리를 확인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도쿄 방문 경

험이 있는 한 대학생은 이번 설문에 제시된 지도를 보고 나서야 일본과

후쿠시마가 가깝다는 것을 알았다고 응답을 하였고, 또 다른 대학생은

여행을 다녀오고 6개월 후에 지도를 확인해 보니 두 지역이 가깝다는 것

을 알게 되었다고 답한 경우도 있었다. 방문 당시 도쿄의 도시 내부 지

도는 확인을 해도 전체적인 조망을 위해 다른 도시를 지도를 확인하지는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거리 인식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다른 원인으로 지도를 통해 거리를 확

인했다 하더라도 몇 km 떨어져 있는지 정확한 수치로 확인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km’ 단위에 대한 거리감이 없는 것도 원인일 수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한 응답자는 인터뷰에서 후쿠시마와 도쿄 간 두

지점의 거리를 200km이내라고 응답하였고, 연구자가 다시 서울을 기준

으로 200km 떨어진 곳은 어느 지역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을 때 응답을

하지 못했다. 이러한 사례처럼 거리를 표현하는 단위의 인식에 대한 이

해가 부족하여 실제거리를 예측하지 못할 수도 있다. 사람들이 거리를

킬로미터(km)나 미터(m)와 같은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직관적으로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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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는 것이 아니라 ‘거리’ 학습을 통해서만 가능하다(Montello, 1991;

Wiest and Bell, 1985). 거리는 지리 교육에서 지도해야 하는 가장 기초

적인 지식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결과는 현행 지리

수업에서 이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두 지점간의 거리를 측정하는데 중심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거리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설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거리를 예측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수 있다.

본 연구와 비슷하게 강경원(2005)은 공간 인지에 대한 연구에서 대학

생들이 지역의 범위, 도시 간 직선거리 등에 대한 왜곡정도가 심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지리교육의 부실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분석하였

으며, 학생들이 지리수업을 통하여 공간감각을 발달시키는 대신에 무의

미하게 지명을 익히는 데 치중했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로 지적하였다.

이로써 ‘도쿄 방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도쿄-후

쿠시마간 거리를 멀게 추정할 것이다’라는 가설이 입증되었다.

다음으로 대학생들이 일본의 어느 지역을 안전하다고 느끼고, 어느 지

역을 위험하다고 느끼는지 알아보기 위해 집단 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불안감을 느끼는 현의 범위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세 집

단 간 불안감을 느끼는 현의 수가 현격하게 차이가 났다. 도쿄방문 집단

은 평균 7개현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반면, 일본방문 무 집단과 일본

방문 유 집단은 평균 16개현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집단별 불안감을 느끼는 현의 위치를 살펴보면 도쿄방문

집단의 경우 후쿠시마현의 경계를 따라 인접해 있는 7개현에 대해서만

불안감을 표시했다. 7개의 현은 미야기, 야마가타, 니가타, 군마, 도치기,

이바라키현이 포함되었다. 일본방문 무 집단과 일본방문 유 집단이 불안

감을 느끼는 현의 평균개수 및 현의 위치는 16개현으로 모두 동일하였

다. 16개현은 후쿠시마, 미야기, 이바라키, 도치기, 야마가타, 니가타, 군

마, 사이타마, 치바, 도쿄, 카나가와, 이와테, 나가노, 야마나시, 아키타,

시즈오카현이 포함되었다.

이처럼 도쿄 방문 집단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불안감을 느끼는 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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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와 수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경계짓기를 통해 도쿄와 후쿠시마를 완

전히 다른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두 지

점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 두 곳의 위치를 다르

게 인식하게 되는데, 거리를 과소추정하거나 과대추정하는 것은 공간에

대한 왜곡을 야기할 수 있다. 앞서 거리추정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도

쿄 방문 집단은 도쿄와 후쿠시마간 거리를 다른 집단에 비해 멀리 추정

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러한 인식이 후쿠시마와 도쿄는 멀어서 괜찮다

는 생각과 함께 서로 다른 공간으로 인식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도쿄를 후쿠시마와 완전히 다른 영역으로 경계지음으로써 영역화

가 나타나고 이로 인해 도쿄를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 외에 후쿠시마 주변만 아니라면 안전할 것이라는 낙관적 편향도

위험한 현의 경계를 설정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불안감을 느끼는 현을 지도화한 결과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앞서 설명한 불안감을 느끼는 현은 한 명이 몇 개의 현을 불안해

하는지를 나타낸 값이고, 지도에 나타낸 현은 한 현에 대해 몇 명이 불

안해하는지를 나타낸 값이다. 지도를 보면 도쿄 방문 집단의 경우는 개

인이 불안감을 느끼는 현의 평균값과 지도화 된 현의 수와 위치가 차이

가 없이 동일하게 7개현으로 지도화가 되었고, 일본방문 무 집단과 일본

방문 유 집단은 각각 21개현으로 지도화가 되었다. 그러나 현의 수는 동

일하지만 불안감을 느끼는 현의 위치는 조금 차이가 있었다. 일본방문

무 집단이 불안감을 느끼는 현은 북쪽끝 아오모리현까지 올라가고, 일본

방문 유 집단은 아오모리가 포함되지 않고 서쪽의 후쿠이현까지 내려오

는 경향을 보였다. 세 집단이 불안감을 느끼는 현은 주로 후쿠시마를 중

심으로 북동쪽지역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써 ‘도쿄 방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위험을

느끼는 영역이 좁을 것이다’라는 가설이 입증되었다.

종합하면 도쿄 방문 집단은 도쿄에 대한 방사능 위험인식 수준이 낮

고, 낙관적 편향이 높으며, 후쿠시마와 도쿄 간 거리를 멀게 추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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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현을 중심으로 한 주변지역에 대해서만 방사능 위험에 대한 불

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2절 연구 2: 통제가능성과 지도활동 유무에 따른

위험인식

연구 1에서는 위험인식의 특성을 공간적 관점에서 분석해 보았다. 연

구 1이 인식에 대한 전반적 분석이라면 연구 2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

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원자력에 대한 위험의 심각성을 판단할 때 위험

의 특성과 더불어 정보의 제시 방식과 관점에 영향을 받는다. 원자력의

위험에 대한 과도한 불안도 문제이지만 위험에 대한 심각성을 실제보다

낮게 인식하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위험에 대한 낙관적

편향은 심각성 인식을 낮추어 적극적 대응행동을 어렵게 한다. 우리 사

회에 만연해 있는 원자력의 위험성에 대한 낙관적 편향을 개선하고 위험

발생 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올바른 대응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서는 위험의 심각성을 고취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학

교에서의 안전교육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며 교육현장에서 위험에 관한

정보를 제시하는데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에 연구 2에서는 위험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위험정보의 효율적인 제

시방안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통제가능성 정도에 따른 위

험인식을 파악하고, 지도를 활용한 활동이 낙관적 편향의 개선과 함께

위험인식의 민감성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고자 한다.

1. 연구 방법과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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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참여자

연구 2의 참여자는 연구 1에 참여하지 않은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이상의 대학생 174명으로, 여자63명(36.2%), 남자111명(63.8%)이

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학번은 19학번이 65명(37.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

으로 14학번 이상 31명(17.8%), 18학번 26명(14.9%), 16학번 22명

(12.6%), 15학번 21명(12.1%), 17학번 8명(4.6%)순이었다. 1명의 결측값

이 존재한다.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참여

자들은 주어진 과제에 따라 무작위로 네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각 집단은 저통제가능성조건집단, 저통제가능성 지도활동조건집단, 고

통제가능성조건집단, 고통제가능성 지도활동조건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저

통제가능성집단은 45명(25.9%), 저통제가능성 지도활동집단은 42명

(24.1%), 고통제가능성집단은 44명(25.3%), 고통제가능성 지도활동집단은

43명(24.7%)이었다.

2) 연구 과정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 모집 과정 및 동의 과정은 연구 1과 동일하게

진행되었다.

설문지 작성은 해당 강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연구 1과 동일하게 연구

참여자들은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받고, 개별로 설문 문항을 작성한 후

연구 담당자에게 작성이 완료된 설문지를 제출하였다.

설문은 1회만 진행이 되었으며, 설문을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짧게는 10분, 길게는 15분이 소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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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도구

연구 2의 실험처치는 크게 두 가지로 위험의 통제가능성 여부와 지도

활동 유무이다. 이에 따라 2(통제가능성 정도: 고통제, 저통제) × 2(지도

활동 여부: 유, 무)의 요인설계로 구성되었다.

연구 2에서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혹은, 일본 여행을 통해서 마주하게

되는 위험 중 하나인 방사능 농·수산물에 대한 텍스트를 읽고, 방사능

위험인식을 평가하는 설문문항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지도활동조건집단

은 텍스트를 읽고 지도활동을 수행한 후 설문문항에 응답하게 된다.

설문에 제시된 텍스트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가장 문제가 된 방사

능물질인 세슘137에 대한 설명과 위험성에 대한 내용이다. 세슘에 대한

내용이 공통으로 제시가 되고 조건에 따라 후반부를 다르게 작성하여 위

험 통제가능성을 조작하였다.

고통제가능성 조건에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저통제가능성 조건에서

는 후쿠시마산 쌀을 소재로 하여 텍스트를 완성하였다. 수산물을 고통제

가능성 조건의 소재로 사용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수산물의 방사능 오

염에 대해 높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이로 인해 수산물의 섭취를 자제

하는 경우가 많다. 다른 식품과 비교하여 수산물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섭취 유무를 비교적 쉽게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통제가 가능한 고통제

가능성 조건의 소재로 사용하였다.

쌀을 저통제 조건의 소재로 사용한 이유는 후쿠시마산 쌀이 저렴한 가

격에 일본 전역으로 유통되고 있는데, 일본 내 가정용으로 소비되기 보

다는 관광객을 대상을 하는 호텔 레스토랑이나 식당, 편의점 삼각김밥

등에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후쿠시마산 쌀

을 섭취할 수 있다. 따라서 쌀은 개인이 통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저

통제가능성 조건의 소재로 사용하였다.

텍스트를 기술하는데 다른 요인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전체적으로 객

관적 사실을 위주로 기술하였고, 지문의 길이는 수산물과 쌀이 비슷하도

록 조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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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가능성의 실험처치의 내용은 <표16>과 같다.

저통제가능성 조건 / 

저통제가능성 지도활동 조건

고통제가능성 조건 /

고통제가능성 지도활동 조건

세슘137은 자연 상태에서는 존재하지 않고 우라늄 핵분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공

원소입니다. 이 원소의 농도는 방사능 낙진의 영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기 때문에 

방사성 물질 오염도를 따질 때 가장 대표적으로 세슘 농도를 측정합니다. 세슘은 바

람이나 확산에 의해 멀리 떨어진 곳까지 이동하고, 공기 중에 떠다니는 수증기를 통

해 인체에 들어가며, 일단 흡수되면 배출이 잘 되지 않고 주로 근육에 농축됩니다. 

다른 방사성 물질에 노출되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세슘137의 방사선에 노출되면 암에 

걸릴 위험성이 커집니다. 방사선 피폭량과 암 발생률은 비례합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 정

부는 2012년부터 후쿠시마현에서 생산된 

모든 쌀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여 

세슘이 정부 기준치인 1kg에 100Bq(베크

렐)을 넘지 않는 쌀에 한해 유통을 허가

하였습니다. 가정용 쌀은 현 단위까지 생

산 지역이 표시되고 산업용 쌀은 국내산

으로만 표기하면 되기 때문에 후쿠시마산 

쌀은 일본 가정에서 소비되기 보다는 80%

가 산업용으로 쓰입니다. 전국 평균 쌀 

값 보다 약 10%정도 저렴하게 유통되어 

대부분 편의점 도시락이나 삼각 김밥, 대

형 덮밥 체인, 외국인 단체관광객을 받는 

호텔 식당 등지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산 쌀이 가장 많이 유통되고 있

는 지역은 1위 도쿄, 2위 효교, 3위 니가

타, 4위 오키나와, 5위 오사카 순입니다. 

2011년 원전사고 이후 일본 정부는 2013

년부터 후쿠시마 연안에서 어획한 수산물

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여 세슘이 

정부 기준치인 1kg에 100Bq(베크렐)을 넘

지 않는 수산물에 한해 유통을 허가하였

습니다. 계절에 따라 유통되는 수산물에

는 차이가 있으나 유통 대상은 주로 고등

어, 명태, 꽃게, 전복 등 시험 조업이 허

용된 수산물 72종입니다. 후쿠시마현에서 

어획된 수산물은 도쿄 등 18개 광역자치

단체로 공급되었습니다. 후쿠시마현 어업

협동조합회는 이들 수산물이 각 시장에서 

도매되고 나서 어떤 경로로 유통되고 실

제로 소비되는 곳은 어디인지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표 16> 실험처치물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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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활동 조건의 실험처치내용은 <표17>과 같다.

저통제가능성 지도활동조건은 후쿠시마산 쌀의 유통과 관련한 도표를

보고 제시된 지도에 해당 지역을 표시하도록 하였고, 고통제가능성 지도

활동조건은 수산물의 방사능 검출수와 관련한 도표를 보고 지도에 해당

저통제가능성 지도활동조건 고통제가능성 지도활동조건

  다음은 후쿠시마현 농림수산부가 

공개한‘쌀의 생산과 유통에 관한’

자료로써, 인구 100만 명당 후쿠시마

산 쌀 유통량 순위를 나타낸 도표입

니다. 다음 장에 제시되는 도표를 보

고 유통량이 높은 10개 지역(현)을 

순서대로 지도(p.3)에 표시해 주세

요. 해당 되는 지역 전체의 경계선을 

따라 빨간펜을 사용하여 표시해 주세

요. 

다음은 우리나라 식약처가 공개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출 

현황 자료로써, 수산물의 방사능 검

출수(건)에 따른 지역(현) 순위를 나

타낸 도표입니다. 다음 장에 제시되

는 도표를 보고 방사능이 검출된 지

역(현)을 지도(p.3)에 표시해 주세

요. 해당 되는 지역 전체의 경계선을 

따라 빨간펜을 사용하여 표시해 주세

요. 

인구 100만명 당 후쿠시마 

쌀 유통 순위

1위 도쿄

2위 효고

3위 오키나와

4위 와카야마

5위 미야기

6위 니가타

7위 야마나시

8위 도치기

9위 오사카

10위 아이치

수산물 방사능 검출수(건) 

지역 순위

1위 홋카이도

2위 도쿄

3위 치바

4위 에히메

5위 이바라키

6위 가고시마

7위 구마모토

8위 시즈오카

9위 고치

10위 나가사키

<표 17> 지도활동 실험처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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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지도는 연구 1-2에서 사용한 행정구역도와

동일하다. 다른 변인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두 조건 모두 도표에 1위부

터 10위까지의 지역 순위만 제시하였다.

앞서 언급한 통제가능성에 대한 처치물이 올바르게 구성되어졌는지 확

인하기 위해 ‘당신이 가까운 미래에 일본 방문(여행)을 방문하게 된다

면, 당신은 음식으로 인한 방사능 피해의 위험을 얼마나 통제할 수 있다

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7점 척도(1=전혀 통

제할 수 없다, 7=매우 통제할 수 있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방사능 위험에 관한 인식을 확인하는 문항으로는 ‘당신은 방사능 검사

를 통과하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후쿠시마산 쌀(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와 ‘당신은 일본을 방문(여행)하는 것

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각각 7점 척도(1=전혀 안전하

지 않다, 7=매우 안전하다/ 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로 응답

하도록 하였다.

2. 결과

1) 통제가능성 조작에 대한 확인

통제가능성에 대한 조작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t-검정

을 실시하였다. 차이검정 결과<표18>, 고통제가능성조건(M=2.93,

SD=1.283)이 저통제가능성조건(M=2.36, SD=1.090)에 비해 통제성 정도

가 유의미하게 높아 처치물 조작은 올바르게 이루어졌다(t(87)=-2.285,

p=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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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점수는 1(전혀 통제할 수 없다)부터 7(매우 통제할 수 있다)까지이며, 평균이 높을수록 통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나타낸다. *p<0.05

2) 통제가능성과 지도활동유무에 따른 방사능 위험인식 평가

통제가능성 조건에 따라 지도활동 유무에 따른 후쿠시마 농·수산물의

방사능 위험성에 대한 인식 차이를 검정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저통제가능성집단은 농산물 위험성에 대해, 고통제가능성집단은 수산

물 위험성에 대해 평가하도록 하였으므로 각각의 차이를 검정하였다.

<표19>와 <표20>은 각 집단 간 차이검정 결과이다. 검정 결과, 저통

제가능성집단의 경우 지도활동 유무에 따라 농산물 위험인식에 유의한

평균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85)=2.969. p<0.01). 이와 달리 고통

제가능성집단의 경우 지도활동 유무에 따른 수산물 위험인식에 유의한

평균 차이가 없었다.

Note. 점수는 1(전혀 안전하지 않다)부터 7(매우 안전하다)까지이며, 평균이 높을수록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나타낸다. **p<0.01

구분

평균 표준편차

t값 유의확률값고통제

(n=44)

저통제

(n=45)
고통제 저통제

통제성 2.93 2.36 1.283 1.090 -2.285 .025*

<표 18> 통제가능성 조작에 따른 차이분석

구분

평균 표준편차

t값 유의확률값저통제

(n=45)

저통제 

지도활동

(n=42)

저통제
저통제 

지도활동

쌀

위험인식 2.56 1.90 1.139 .878 2.969 .004**

<표 19> 저통제가능성조건집단의 지도활동 유무에 따른 차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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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0>은 통제가능성과 지도활동 유무에 따른 쌀·수산물의 방사능

위험인식을 나타낸다.

구분

평균 표준편차

t값 유의확률값고통제

(n=44)

고통제 

지도활동

(n=43)

고통제
고통제 

지도활동

수산물

위험인식 2.32 2.26 1.029 1.071 .277 .782

<표 20> 고통제가능성조건집단의 지도활동 유무에 따른 차이분석

<그림 10> 통제가능성과 지도활동 유무에 따른

농·수산물 방사능위험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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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1>은 일본여행에 대한 방사능 위험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

치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통제가능성 정도와 지도활동

유무에 따라 일본여행 위험인식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3)=6.613, p<.001).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고통제가능성집단이 가장 높

은 평균점수를 보이고, 다음으로 저통제가능성집단, 고통제가능성 지도활

동집단, 저통제가능성 지도활동집단 순으로 평균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사후검정인 Scheffe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저통제가능성집단과 저통제가능성 지도활동집단 간에 위험

인식 정도에 유의한 평균 차이가 있었고, 고통제가능성집단과 저통제가

능성 지도활동집단 간에도 유의한 평균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림11>은 집단별로 일본여행 위험인식에 대한 평균값을 나타낸

것이다. 통제가능성 정도가 동일한 조건일 때 지도활동을 한 집단과 지

도활동을 하지 않은 집단 간 뚜렷한 평균값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Note. 점수는 1(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7(매우 그렇다)까지이며, 평균이 높을수록 안전하다고 생각

하는 것을 나타낸다. **p<0.01, *p<0.05

변수
N 평균 표준편차 F -값 유의확률값

종속변수 집단

일본여행

위험인식

저통제

저통제지도활동

고통제

고통제지도활동

45

42

44

43

3.53

2.57

3.77

2.98

.231

.202

.200

.204

6.613 .000**

       Scheffe test             저통제   ＞  저통제 지도활동*

                                고통제   ＞  저통제 지도활동**

<표 21> 집단별 일본여행에 대한 방사능 위험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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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논의

연구 3에서는 ‘음식물 섭취의 통제가능성과 지도활동은 위험인식에 영

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비합리적 위험인식을 개선하

는데 도움이 되는 위험정보 제시 방법을 알아보고자 통제가능성조건과

지도활동유무에 따른 위험인식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앞서 언급하였지만 여행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쌀은 개인이 통제하기

어려운 위험이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 식당에서 제공되는 후쿠시마산 쌀

을 섭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설사 쌀이 아니더라도 쌀로 만든 다

양한 식품가공품의 형태로 섭취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비해 수산물은

식재료로 사용된 경우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고, 개인이 섭취를 자제함

<그림 11> 일본여행에 대한 방사능 위험인식



- 131 -

으로써 통제가 가능하다. 쌀과 수산물이라는 각각의 소재에 따라 위험인

식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기 위해 저통제가능성집단과 고통제가능성집

단 각각의 농·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위험인식을 분석하였다.

먼저 저통제가능성조건의 두 집단 간 쌀에 대한 방사능 위험인식을 분

석한 결과, 위험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설문만 작성

한 집단에 비해 지도 활동을 한 집단은 방사능 검사를 통과해 유통되고

있는 후쿠시마산 쌀에 대해 매우 위험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지도활동을 한 집단의 경우 후쿠시마산 쌀이 유통되고 있는 현을 지

도에서 찾아서 직접 경계를 그려봄으로써 일본 전역으로 쌀이 유통이 되

어 소비되고 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하게 되고, 이 과정을 통해 낙

관적 편향이 줄고 위험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즉, 지리

정보를 분석하여 지도화하는 과정에서 위험에 대한 구체적 사실을 알게

되고, 분류와 범주화를 통해 공간이 가진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공간에 대한 학습의 경우 글만 제시하는 것보다 지도를 활용한

학습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교육의 효과가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다음으로 고통제가능성조건의 두 집단 간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위험

인식을 분석한 결과,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도활동을

한 집단이 지도활동을 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수산물에 대한 위험성을

좀 더 높게 인식하였으나 차이가 매우 미미하였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

난 원인으로 후쿠시마산 수산물과 농산물에 대한 미디어 노출 빈도에 따

른 차이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원자력이나 방사능에 대한 위험인식은 직접적인 경험이나 객관적 사실

보다 언론을 통한 간접정보에 기반할 가능성이 높다(한동섭·김형일,

2003).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수산물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위험성

을 경고하는 부정적 뉴스와 기사가 많았다. 특히 우리나라가 후쿠시마

주변 8개현에서 나오는 수산물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이에

대한 보도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로 인해 ‘후쿠시마 수산물=위험’

이라는 인식이 프레이밍(framing)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자신과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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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입장에 대해 강력한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 정보가 제시되

는 방식대로 따라가게 된다(이정모, 2009). 따라서 미디어에 의해 수산물

자체가 이미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매우 심각한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

에 고통제가능성 조건의 경우 지도활동을 한 집단과 하지 않은 집단 간

인식의 차이가 적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뒷받침하는 또 다른 근

거로 곽은아 외(2016)의 연구에 따르면 방사능 오염과 같이 사람들이 생

소하고 낯선 위험에 대해서는 위험을 판단할 때 많은 양의 정보를 접하

는 환경에서 위험인식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즉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의 오염수 누출과 수산물에 대한 많은 양의 정보는 수산물에 대한

위험인식을 높일 수 있다. 또한 김은순 ·백경미(2017)의 연구에서도 방사

능 사고 이후 농산물 보다 수산물의 구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람들은 동일한 내용의 정보라 할지라도 정보의 내용이 어떻

게 구성되는가에 따라 정보를 다르게 인식한다. 또한 위험정보의 경우

복잡하고 광범위하며 전문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

람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정보를 중심으로 직관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다(심민선 외, 2013)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위험정보를 제시할 때 내용구성 방식에 따라

위험인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하며, 내용구성에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을 확인시켜 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집단 간 일본여행에 대한 방사능 위험인식에 대해 분석한 결

과, 집단 간 평균 차이가 아주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통제가능성집

단이 일본 여행을 가장 안전하게 인식하고, 다음으로 저통제가능성 집단,

고통제가능성 지도활동집단 순으로 나타났으며 저통제가능성 지도활동집

단이 일본 여행을 가장 위험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사람들은 자신이 위험을 얼마나 잘 통제할 수

있는가에 따라 위험을 다르게 지각한다.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위험은

덜 위험하다고 느끼고, 자신이 통제하기 어려운 위험은 더욱 위험한 것

으로 판단한다(Harris, 1996). 특히 통제가능성이 낮은 위험정보는 보다



- 133 -

신중한 정교화 과정을 거쳐 정보처리를 하기 때문에 통제가능성이 높은

정보보다 위험을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민감하게 반응한다(이민영·

나은영, 2016). 이는 저통제가능성집단과 고통제가능성집단 간 평균점수

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를 잘 설명하며 ‘통제가능성이 낮은 조건 집단

이 위험인식의 정도가 더 높을 것이다’라는 연구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이

기도 하다.

지도 활동은 저통제가능성, 고통제가능성 조건 모두에서 일본여행에

대한 방사능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지

도활동은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이 일본 전역으로 유통되어 소비되고 있

는 현황을 시각적으로 확인함으로써 낙관적 편향을 낮추고 위험에 대한

민감도를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이로써 ‘지도를 활용한 활동을 통해 위험

인식에 대한 민감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이 지지되었다. 이

러한 결과는 위험인식을 개선하는데 단순히 글만 제시하는 것보다 추가

적인 시각적 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을 입증한

다. 즉, 언어정보와 시각정보를 통합하여 함께 제시하는 것이 더 효과적

이며(Mayer and Moreno, 2002), 이때 정보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일

관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이민영· 나은영, 2016).

또한 본 연구는 일방적인 정보의 제공보다는 지도활동을 통해 스스로

정보를 탐색하고 발견하는 방식이 더 효율적임을 입증하였다.

지도는 공간에 대한 이해와 인지를 강화하기 위한 기본틀이다. 그러나

누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동일한 대상지역에 대해서도 다른 결과

물이 나타난다(윤옥경, 2013). 단순히 길을 찾는데 사용된다거나 해당 주

제의 보조자료로서가 아니라 지리적 관점을 확장시킬 수 있는 도구로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어야 공간능력 향상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게

된다. 예를 들어 주어진 자료를 비교·분석하고 그 결과를 지도에 시각적

인 형태로 표현하도록 하는 과정은 분석적 사고를 기르는데 매우 유용하

다. 분석적 사고는 지리적 사실 및 현상에 대한 이유를 찾는데 소요되는

사고로써 지리적 사고를 기르는데 필수적이다. 뿐만 아니라 지도를 통한

‘공간조망(perspective)’은 공간 이해 능력을 높이고 실제 공간을 지적으



- 134 -

로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가 된다(이간용, 2007). 공간을 조망하면

서 전체와 부분의 관계를 파악하고 공간의 구조적 특징을 인식하는 과정

을 통해 머릿속에 공간의 이미지를 표상하게 된다(송언근·임진, 2006).

이를 통해 공간 인식 능력이 향상되며, 공간을 구조적이고 체계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위험이 발생하는 장소나 공간

의 특성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공간을 부분과 부분으로 나눠진 파편화된

장소로 바라보는 관점은 관련 정보의 이해를 어렵게 만들고 위험상황을

통제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위험상황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 사고를 통해

탐색하고 발견하여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안전교육을 구현하여야 한다. 이에 본 연구결과에 의해

밝혀진 위험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위험정보 제시 방식과 위험에 대한

민감성을 높일 수 있는 지도활용방안을 안전교육에 적용한다면 더욱 효

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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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지리수업에서의 안전교육을 위한

원자력 위험인식 적용 방안

지리에서의 안전교육은 아직 걸음마 단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

육과정 개정에 발맞춰 다양한 연구와 시도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

고 실제 수업에서의 안전교육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는 더욱 찾아보기 어

렵다. 지리에서의 차별화된 안전교육을 위해서는 지역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중요하며,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지리에서의 안전교육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할까? 본 장

에서는 원자력 위험인식에 관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안전교육 내용구성

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연구 1-1에서는 후쿠시마 원전과의 거리가

멀수록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거리가 되면 위험을 인

식하는 수준의 폭이 감소하면서 위험을 비슷하게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구 1-2에서는 원전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다른 지역에 비해

위험하다고 인식되는 도쿄를 방문하는 대학생들의 낙관적 편향을 확인하

였고, 거리추정에 있어서도 후쿠시마와 도쿄 간 거리를 더 멀리 추정하

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다른 집단에 비해 위험을 느끼는 영역을 더

좁게 인식하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연구 2에서는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위험에 대해서는 위험 수준을

높게 인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위험수준에 대한 민감도를 높이

는데 지도 활동이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지리교육에서의 안전교육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제 1절 원자력발전에 대한 안전교육 내용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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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후쿠시마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통해 대학생들의 위험

인식을 알아보았다.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안전교육 내용으로

‘원자력발전’을 적용해 볼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마주하게 되는 위험은 더욱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양상을

띠고 있다. 이에 지리에서의 안전교육 내용요소로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지리에 적합한 학습내용을 선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시급한 과제이

다. 한정된 시간에 모든 위험을 다루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험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지역적 특성이 드러나는 실질적인 위험요소를

찾아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 지리교육에서 다루는 안전교육 관련 내용은 주

로 자연재해에 치중되어 있었다. 자연재해의 종류에 있어서도 지질재해

보다 홍수, 태풍, 가뭄과 같은 기상재해에 편중되어 있으며, 일부 학년의

일부 단원에서만 단편적으로 다루어지는 등 계열성과 지속성이 부족하였

다(나정향·남상준, 2019).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자

연지리에 관한 학습내용은 빠진 채 자연재해와 관련된 내용이 도입된 것

은 문제로 지적되었다(이상균·임은진, 2019). 지리교육에서 자연재해를

비중있게 다루는 것에 대한 이견은 없겠으나 도시화된 환경 속에서 살아

가는 사람들은 홍수와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 보다 미세먼지, 전염병, 방

사능 오염과 같은 위험을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인다.

따라서 기존의 자연재해 중심의 안전교육의 틀에서 벗어나 지리영역에

서 다루어야 할 안전교육 내용에 대한 재조직화를 통해 위험에 관한 학

습내용의 깊이와 넓이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원자력발전은 어느 나라에나 사회적 문제에 부딪힌다. 원자력발전은

돌이킬 수 없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정책결정에

있어서 사회구성원들의 합의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원자력발전의

편익과 위험에 대해 스스로의 관점을 정립하여 원자력 정책에 의사결정

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이 필수적이다. 이승구 외(2014)의 연구에 따르면 초(78.4%), 중(78.6%),

고등학교(93.1%) 모두 높은 빈도로 원자력에 대한 학교교육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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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존 학교교육에서 원자력발전을 다루는 방식은 균형과는 거리

가 먼 틀에 박힌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원자력발

전소 건립에 대한 찬·반 토론식 수업이다. 원자력발전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정보의 제공 이후에 이루어지는

의견수렴의 과정이 아니라 기계적으로 찬·반을 나누어 이루어지는 말 그

대로 토론을 위한 토론이 형식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사회를 포함한

지리영역에서 원자력을 사회적 쟁점의 소재로서만 바라보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방식의 교육은 올바른 가치판단뿐만 아니라 다가

올 위험에 대비한 적절한 대응행동도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형식적인

안전교육을 지양하고 학생 스스로 관점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실질적

인 내용을 중심으로 학습내용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원자력발전을 안전교육과 관련하여 구성한 내용

은 <표22>와 같다.

현행 지리 교육과정 내에서 원자력발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단원은

중학교 사회 1 ‘자원’을 주제로 한 단원이다. 그러나 ‘자원을 둘러싼 경쟁

과 갈등’ 단원에서는 석유, 풍력, 태양열, 석탄, 천연가스 등의 자원에 대

해서 다루고, 원자력발전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수업에서 원자력발전이 다루어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리 교육

과정과 교과서상에서는 해당 단원에서 원자력에 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원자력도 자원에 해당하므로 해당 단원과 연계하여

원자력발전에 대해 학습하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인다.

원자력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

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을 단원의 목표로 설정하고, 크게

세 개의 주제로 구분하여 내용을 구성하였다.

해당 단원에서 집중적으로 세 가지 주제를 모두 다 다룰 수도 있지만,

연속성과 계열성을 고려하여 점차적으로 심화가 이루어지도록 내용을 구

성하였으므로 학교 현실을 고려하여 주제별로 하나씩 순차적으로 학년을

구분하여 학습하여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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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이해’, ‘원자력발전의 이익과 손실’, ‘원자력

발전을 둘러싼 갈등’으로 구분하였다. 내용구성에 있어서 어느 한쪽 입장

에만 치우치지 않고 찬·반 양쪽의 입장이 균형있게 제시될 수 있도록 하

였다.

먼저 ‘원자력발전에 대한 이해’에 관한 주요내용으로 ‘에너지 자원으로

서의 원자력발전’, ‘원자력발전의 편재성에 대한 이해’, ‘방사능과 생활’을

다루도록 하였다. 연구 1-1에서의 거리에 따라 위험인식이 달라진다는

주제 주요내용 안전학습 요소

1
원자력발전에 

대한 이해

에너지 자원으로서의 원자

력발전

원자력발전의 편재성에 대

한 이해

지역별 원자력 위험인

식의 차이 비교

방사능과 생활

원자력발전으로 인한 

방사능과 생활 속에서

의 방사능에 대한 이해

2
원자력발전의 

이익과 손실

기후보호와 원자력발전

원자력발전의 안전성 및 위

험성

원자력발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과 인식에 대한 이해

원자력발전소 폐쇄에 대한 

찬·반 논쟁

3
원자력발전을 

둘러싼 갈등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

고

방사능 사고에 의한 피

해와 위험성에 대한 이

해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

우리나라 및 다른 나라의 

원자력 정책

방사성 폐기물 처리에 대한 

문제

방사성 폐기물로 인한 

위험과 환경오염에 대

한 이해

<표 22> 원자력발전을 주제로 한 안전교육 내용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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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적용하여 자원의 편재성에 대해 학습하면서 안전학습 요소로 지

역별 원자력 위험인식의 차이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동일한 위험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의 위험인식이 같지 않다는 것을 깨닫

게 하고, 위험원과의 거리에 따른 지역적 차이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

를 갖도록 하였다. 또한 원자력발전으로 인한 방사능과 생활 속에서의

방사능에 대한 이해를 안전학습 요소로 제시하여 방사능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능하게 하였다.

다음으로 ‘원자력발전의 이익과 손실’에 관한 주요내용으로 ‘기후보호

와 원자력발전’, ‘원자력발전의 안전성 및 위험성’, ‘원자력발전소 폐쇄에

대한 찬·반 논쟁’을 제시하였다. 연구 1-2에서 밝혀진 원자력발전의 위험

성에 대한 낙관적 편향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적용하여 안전학습 요소로

원자력발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이해하고, 사회적·개인적

인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원자력발전을 둘러싼 갈등’에 관한 주요내용으로 ‘후쿠시

마원자력발전소 사고’, ‘우리나라 및 다른 나라의 원자력 정책’, ‘방사성

폐기물 처리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였다. 안전학습 요소로 후쿠시마원자

력발전소 사고를 통해 방사능 사고에 의한 피해와 위험성을 인식하고,

방사능 사고에 대비한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을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 1-2의 결과를 우리나라 사례에 적용하여 우리나라의

원전사고 발생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범위와 위험을 느끼는 지역의 경

계에 대해 확인해 보는 것도 안전교육의 실제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끝으로 ‘방사성 폐기물 처리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안전

학습 요소로 방사성 폐기물로 인한 위험과 환경오염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이상에서 제안된 내용들은 원자력발전을 지리적 관점에서 안전교육과

연계시켜 다뤘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 된다. 그러나 실제 교육

현장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다. 현행 제도 내에서는 안전교육을 위해 따로 시간을 마련하거나 완

전히 새로운 단원을 신설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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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체계 내에서 원자력발전을 학습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

다.

또한 교사가 안전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이해하고 필요성에 대한 인식

을 갖는 것이 요구된다. 단지 잘 짜여진 계획만으로 교육이 제대로 구현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장 교사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사와 학생 모두를 위한 다양한 교육자료를 마련하여야 한다.

원자력발전 문제를 다룬 비디오, 다큐멘터리, 영화 등과 같은 디지털 교

육자료뿐만 아니라 보충교재, 소설, 신문, 잡지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자

료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나아가 수업을 어떤 방식으로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가 남아있다.

지식전달 위주의 일방적인 수업이 아닌 학생의 직접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수업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언급된 내용을 단기간에 그리고 한 번에 모두 변화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다각도로 고민하여 다양한 시도를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 2절 지도를 활용한 원자력발전 안전교육 수업

본 연구 1과 2에서는 지도를 활용하여 공간적 맥락에서 위험의 특징을

파악하고, 위험인식을 개선하는데 지도가 유용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지

리에서의 안전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도의 활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정보·통신의 발달로 누구나 다양한 지리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

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그러나 수많은 정보 속에서 어떤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정보를 해석하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요한

다. 이때 지리교육의 역할은 공간에 대한 자료를 의미 있는 정보로 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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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간인식을 발달시켜 올바른 공간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학습자를 돕는 것이다(최낭수, 2001). 이를 위해 지리수

업에서 가장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교육매체는 지도이다.

지도는 현실의 공간을 축소시켜 놓은 도구로서 공간에 관한 정확한 지

식을 전달해 줄 뿐만 아니라 공간경험을 폭넓게 충족시켜주는 역할을 한

다. 또한 제시되는 방식에 따라 학습자의 능동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

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학습도구이다. Bausmith and Leinhardt (1998)

는 지리학이 다른 학문과 구분되는 특징 중 하나는 사람, 장소, 현상 및

과정의 공간적 배열에 중점을 두는 것이고, 이러한 공간적 배열을 확인

하는 주요 도구가 지도라고 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리수업에서 지도의 사용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

다. 단지 학습내용의 보조수단이나 단순 지면 장식용으로 사용되는 등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이간용, 2007).

안전교육에서 지도의 활용이 중요한 이유는 텍스트로 표현하기 어려운

많은 양의 공간 정보를 한 장의 지도로 단순화 시켜서 표현함으로써 해

당 장소나 지역에 대한 빠른 이해를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도

를 사용하여 공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지리적 관계에 대해 분석하

는 과정에서 각종 추론 능력, 상황이해 및 관계파악 능력을 강화시켜줄

수 있기 때문이다(김정아·고병오, 2005).

이에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도를 활용하여 원자력발전 안전교육 수

업을 구성해 보았다.

본 수업의 학습 주제는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알아보기’로, 원

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원전사고 위험성에 대해서

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하였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나라이며 원전안전국이

라 일컬어지는 일본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을 안겨주었

다. 이와 동일하게 체르노빌에서 원전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지만, 1986

년에 발생한 사고로 다소 오래되었고,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사고라 지

역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관계로 학생들이 자신과는 먼 일이라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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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쉽다. 따라서 본 학습에서는 가장 근래에 발생한 사고이자 우리나

라와 가장 인접한 지역에서 발생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를 주제

로 다루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구체적인 교수·학습 과정안은 <표23>과 같다.

단

계
교수학습활동

시

간

자료(㉶) 및 

유의점(◯유 )

도

입

● 유일한 단점은 실화라는 점이다!(체르노빌)

·‘체르노빌’ 드라마 감상(49초)

- 어느 나라에서 발생한 사건일까?

- 이런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  

  까?

● 학습문제 안내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에 대해 알아보기

● 학습활동 안내

[활동 1] 후쿠시마 원전사고 알아보기

[활동 2] 우리나라 고리원전 알아보기 

5분

㉶ ‘체르노빌’드

라마 영상

◯유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한다

활

동 

1

●활동 1. 후쿠시마 원전사고 알아보기

·원전사고의 발생 전

- 지도를 활용하여 일본 원전 현황에 대해 살펴보기

- 일본 지진 발생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진도 5.0  

  이상의 지진 발생지를 원전 현황 지도에 표시해   

  보기

·원전사고 발생시

- 후쿠시마 원전사고 개요 알아보기

- 일본 정부의 대응 및 사진을 통해 피해 상황 알아  

  보기

·원전사고 발생 후 

- 일본 주민들의 생활에 대해 알아보기

2 0

분

㉶ 일본 원전 현황 

지도

㉶ 일본 지진 자료

㉶후쿠시마 원전사

고 피해사진

㉶사고 전·후 일

본 주민들의 달라

진 생활모습에 관

한 자료

◯유관광객의 입장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

후 일본관광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도 생각

<표 23> 지도를 활용한 원자력발전의 교수·학습 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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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수업은 도입, 전개, 정리의 3단계로 구성이 되었다. 먼저, 도입부분

에서 학습 동기유발을 위해 학생들에게 최근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드

라마 ‘체르노빌’ 영상을 보여준다. 영상을 시청한 후 드라마를 본 소감을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게 하고, 어느 나라에서 발생한 사건인지 맞춰보도

록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다면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도록 한다. 이를 통해 원전사고는 원전보유국이라면 어느 나라

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이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님을 알 수 있게

된다.

전개 활동은 일본과 우리나라로 나눠 크게 2가지 활동으로 구성하였

다. 활동은 모두 원전사고 발생 전, 발생시, 발생 후로 나눠서 진행되도

록 하였다. 이는 위험에 대한 대비, 위험에 대한 이해, 위험 발생 시 대

응요령을 종합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위험발생의 시간

흐름을 따름으로써 보다 생동감 있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우리의 일상에서 달라진 점 이야기 해보기 해 보도록 한다 

활

동 

2

●활동 1. 우리나라 고리원전 알아보기

·우리는 안전할까

- 고리원전의 위치 및 원전 인근 핵심 경제시설 및  

  인구분포 살펴보기

- 우리나라의 지진 발생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지  

  도에 지진 발생지 표시해 보기

·만약 사고가 난다면

- 지도에 방사능 피해 범위 예측해서 표시해보기

- 지도에 표시한 내용을 비교해 보며 위험인식이 어  

  떻게 다른지 이야기 해보기 

·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 알아보기

1 5

분

㉶ 우리나라 지도 

및 세계전도

◯유 원전 사고가 영향

을 미치는 범위에 대

해 주변국들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한다

◯유안전행동요령을 구

체적으로 알 수 있도

록 지도한다

정

리

●정리 및 차시예고

·학습 내용 정리

- 활동을 통해 느낀점 발표하기

·차시예고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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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활동 1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전 일본의 원전 현황에 대

해 알아보고 위치를 지도를 통해 확인하도록 한다. 이후 일본 지진 발생

현황을 분석하고, 진도 5.0 이상의 지진 발생지를 원전 현황 지도에 표시

하여 원전과 지진의 관련성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한다. 다음으로 후쿠

시마 원전사고의 개요를 알아보고 원전사고 이후 일본 정부의 대응을 알

아보도록 한다. 또한 사진을 통해 원전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느낌을 이야기해 보도록 한다. 다음은 원전사고 발생 후 일본 주민들의

생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며 사고 전·후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비교해

보도록 한다. 또한 원전사고로 우리의 일상에서 달라진 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도록 한다. 이때 일본으로의 여행경험을 이야기 해보는 것도

유익할 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서로간의 위험인식의 차이를 확인하

게 됨은 물론 잘못된 정보에 대한 교정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활동 2에서는 우리나라의 고리원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고리원전

의 위치 및 인근 핵심 경제시설과 인구분포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가

원전밀집국임을 알게 된다. 이후 우리나라 지진 발생 현황에 대해 살펴

보고 지도에 지진 발생지를 표시하여 원전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도록 한

다. 다음으로 만약 고리원전에서 원전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지 상

상해 보도록 한다. 지도에 방사능 피해 범위를 예측하여 표시해 보도록

하고 다른 사람의 결과와 비교해 보며 위험인식이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

해 본다. 또한 우리나라 원전사고로 인해 주변국들에게 미칠 영향력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한다. 이후 원전사고에 대한 안전행동요

령 및 기준에 대해 알아본다.

마지막 정리활동에서는 본 활동을 통해 느낀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

야기 해 보는 활동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서로간의 인식의 차이를 확인

하고, 위험상황에서의 대응요령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한다.

본 수업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사례를 하여 수업으로 구성함으로써

안전교육의 실제성을 높였고, 지도를 활용하여 위험의 특성과 지리적 특

성을 연결시켜 학습자 스스로 현상을 분석하고 비교해 보도록 함으로써

공간능력 향상 및 분석적 사고를 기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원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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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하여 사실의 전달에만 그치는게 아니라 다양한 입장에서 문제를

생각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여 비판적 사고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지리교과가 추구하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

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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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요약 및 결론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지리교육에서의 안전교육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해보

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를 사례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방사능에 대한 위험인식을 알아보았다.

연구 1에서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위험인식

과 실제 도쿄를 방문한 대학생들의 방사능에 대한 위험인식 및 위험을

인식하는 공간의 범위와 경계를 알아보았다. 연구 2에서는 통제가능성과

지도를 활용하여 위험 인식의 개선 방안에 대해 확인해 보았다. 연구결

과를 연구가설과 관련지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연구 1

연구 1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으로부터 거리가 먼 순서대로 후쿠오카,

오사카, 도쿄 집단으로 구분하고, 거리에 따른 방사능 위험인식을 분석하

였다. 분석결과, 후쿠시마 원전으로부터 거리가 먼 집단은 방사능에 대한

위험을 낮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거리가 가까운 집단은 방사능에 대한

위험을 높은 수준으로 인식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즉, 도쿄를 가장 위

험한 곳으로 인식하고, 다음은 오사카, 후쿠오카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거리와 위험수준이 정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정

도의 거리가 되면 위험인식 수준의 증가폭이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동일한 지리정보를 제시하더라도 인지나 반응양식이 다르게 나

타날 수 있으므로 지리교과에서 안전교육 내용 및 교수 방법을 적용하는

데 위험인식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을 확인시켜주었다.

다음으로 실제 도쿄를 방문한 대학생들의 방사능 위험인식을 확인한



- 147 -

결과, 도쿄를 방문한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도쿄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방사능 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확

인하기 위해 연구자가 직접 고안한 낙관적 편향에 관한 특성 20문항을

요인분석하여 3개의 요인으로 구분하고, ‘낙천적 인식’, ‘기피적 인식’, ‘관

망적 인식’으로 명명하여 이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세 요인들의 방사능

위험인식에 대한 중요도 및 예측력을 파악한 결과 낙천적 인식이 상대적

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천적 인식이 강하면 방사능

의 위험을 낮게 인식하고, 낙천적 인식이 약하면 방사능 위험을 높게 인

식한다. 이처럼 높은 낙천적 인식은 방사능의 위험성을 판단하는데 부정

적 영향을 줄 수 있고, 비합리적인 위험대응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일본 방문 유형에 따른 낙관적 편향을 확인한 결과 도쿄를 방문한 집

단과 일본을 방문하지 않은 집단, 일본을 방문한 집단 간 낙천적 인식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났다. 세 집단 중 도쿄를 방문한 집단이 낙천적 인식

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일본을 방문하지 않은 집단이 낙천적 인

식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적용하여 해석해보면 실제 도쿄

는 후쿠시마 원전과 가깝고, 방사능 위험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

기됨에도 불구하고 도쿄를 방문한 것은 도쿄의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위

험 가능성에 대해 낙관적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낙관적 편향이 거리를 인식하는데 있어서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예

상되어 후쿠시마와 도쿄 간 실제거리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도쿄를 방문한 집단은 후쿠시마와 도쿄 간 거리를 정확히 모르고

있는 응답자가 많았으며 일본 방문 경험이 없는 집단에 비해 두 지점 간

거리를 더 멀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는 인식의 개선뿐만 아니

라 지리에서 거리학습이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위험을 인식하는 공간의 범위와 경계를 알아보기 위해 경계긋기를 통

해 집단별 불안을 느끼는 현을 확인해 본 결과, 도쿄를 방문한 집단은

후쿠시마현을 중심으로 인접한 주변 현에 대해서만 불안감을 느끼는 반

면 나머지 두 집단은 도쿄집단에 비해 두 세 배 이상 많은 현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쿄 방문 집단이 다른 두 집단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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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불안감을 느끼는 영역의 범위가 좁은 이유는 경계짓기를 통해 도쿄와

후쿠시마를 완전히 다른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실제 도쿄 방문 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2. 연구 2

연구 2에서는 음식물 섭취의 통제가능성과 지도활동유무에 따른 위험

인식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개인이 자신의 노력으로 위험을 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은 경우를 저통제가능성이라 하고, 개인의 노력으로 조

절이 가능한 경우를 고통제가능성이라고 한다. 후쿠시마 쌀을 저통제가

능성 조건으로, 후쿠시마 연안 수산물을 고통제가능성 조건으로 하여 지

도활동 유무에 따른 집단별 인식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통제가능성에 따른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일본 여행이 얼마나 위험하

다고 생각하는지 분석한 결과 저통제가능성집단이 고통제가능성집단에

비해 여행을 더 위험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들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위험은 덜 위험하다고 느끼고, 자신이 통제하기 어려운

위험은 더 위험하다고 판단한다(Harris, 1996). 이는 통제가능성의 정도

에 따라 위험을 다르게 지각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안전교육에

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위험인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고 위험정보를 제시하는 방식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

다.

지도활동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지도활동을 한 집단과 지도활동을

하지 않은 집단 간 위험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두 집단 간 차이가

매우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만 작성한 집단에 비해 지도 활동을

한 집단이 위험성을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도활동을 한

집단의 경우 주어진 정보를 분석하고 이를 지도에서 찾아서 직접 경계를

그려봄으로써 위험여부를 시각적으로 확인하게 되고, 이 과정을 통해 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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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적 편향이 줄고 위험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위

험 지역에 대해 학습할 경우 글이나 도표보다 지도를 활용한 학습이 위

험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하는데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입증하는 결과

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위험인식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지도를 통한 일방

적인 정보의 제공보다는 지도를 활용하여 스스로 정보를 탐색하고 발견

하는 방식이 위험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는데 더 효과적임을 의미한다.

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이상에서 종합해 본 연구의 전체적인 결과를 토대로, 대학생들의 위험

인식 분석을 통한 지리교육에서의 안전교육 적용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

은 논의를 도출하였다.

첫째, 지리수업에서 효율적인 안전교육을 위해서는 위험인식의 특성을

반영하여 안전교육 내용을 구성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지리교육에서의

안전교육은 위험에 대한 인지적 특성이나 지역적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주로 재해의 특성에 대한 일률적인 정보전달에만 치중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동일한 위험에 대해서도 자신이 처한 상황과 조건에 따라 위

험을 다르게 받아들인다. ‘스모그는 민주적’이라는 은유는 위험의 보편적

성격을 나타내지만 위험에 대한 불안은 그 스모그에 내가 가까이 있는지

멀리 있는지를 주관적으로 판단하게 만든다(유승호, 2013).

위험의 속성에 따른 객관적 사실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 인지

사이의 불일치 폭이 클 경우 위험을 더 크게 인지하거나 혹은 다르게 인

지하게 되어 합리적 판단과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는 교육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지리수업에서 다루

는 다양한 위험에 대해 개인의 주관에 의해 형성되는 위험의 인식적 측

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안전교육 내용

이 구성되어야 한다.

둘째, 지리교육에서의 안전교육 내용요소를 구성할 때 다양한 위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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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위험 내용을 선정하여야

한다. 현행 지리에서의 안전교육은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자연재해의 일

반적 특성만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에 관계없이 어느 지역에서나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위험도 있지만

지역적 차별성을 가지는 위험도 있다. 도시와 농어촌, 산업이 발달한 지

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산간 지역과 해안지역 등 생활환경과 지리적 특

성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이 각기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안전교육에 차이

를 두어야 한다(유병열·이언주, 2016).

특히 원자력교육의 경우 원자력이 가진 위험의 속성과 지리적 편재성

으로 인해 지리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며,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

여 통합적인 접근방식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원자력발전으로 인한 사용

후 핵연료 처분이나 처리의 분담은 미래세대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자신이 살아갈 환경에 대해 시민사회 구성원으로써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가에 대해 적극적으로 교육받아야 한다(윤순진·정

연미, 2013). 이는 지리교육이 추구하는 교육의 가치이기도 하다. 따라서

기존의 자연재해 중심의 안전교육의 틀에서 벗어나 지리영역에서 다루어

야 할 안전교육 내용에 대한 새로운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셋째, 지리교과가 추구하는 공간능력 향상을 위해 지도를 활용한 다양

한 안전교육 방안을 구성하여야 한다. 학습자의 공간발달수준에 맞는 지

도를 활용하여 수업을 구성하는 것은 안전교육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가

져올 수 있다.

지도는 인간이 가지는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면서 다양한 공간을 한눈

에 조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실제로 그 곳을 가지 않아도 지도를

통해 공간을 관찰하고, 공간정보를 확인하고, 공간적 관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 지리교육의 핵심도구로 사용되어져 왔다.

인간은 수치보다는 그림이나 그래프와 같은 이미지로부터 많은 양의

정보를 빠르게 추출해 낼 수 있기 때문에 지도를 통하여 공간에 대한 의

사소통이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진다(황홍섭, 박지수, 2016). 이러한 점에

서 안전교육에서의 지도의 활용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텍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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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하기 어려운 많은 양의 공간정보를 한 장의 지도로 단순화시켜서 표

현함으로써 해당 장소나 지역에 대한 빠른 이해를 도울 수 있기 때문이

다.

최근에는 GIS 기술의 발달로 공간 위험 분석을 활용한 안전지도 제

작과 활용이 일반화 되었다(서재호, 2017). 이러한 시대적 흐름은 지리교

육에도 반영이 되고 있으며, 지리교육에서 강조하는 공간적 사고의 함양

에 있어서 GIS의 활용은 지리교육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Web

GIS를 활용한 지도학습은 학습자들이 공간을 인식하고 지역개념을 확장

시키는 것을 돕고, 흥미와 이해 및 자신감 향상에 영향을 주어 기존에

지루했던 수업의 전환을 이끌어낸다(윤옥경·한정혜, 2014). 공간이 변화·

발전하며 새로운 해석이 필요해짐에 따라 지도도 변화·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안전교육에서의 지도의 활용은 지리교과

가 다른 교과와 차별화되는 가장 큰 특색이자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학교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터넷 이용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웹기반 지도 서비스의 활용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럴 경우

충분히 종이지도를 활용하여 안전교육이 가능하다. 안전교육에서 사용

가능한 지도는 어떤 고정된 틀이나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

구와 목적에 맞춰 종이지도나 웹사이트의 지도서비스를 다양하게 접목하

여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안전교육을 위해 어떤 내용

의 지도를 어떤 방법으로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다양한 지

도교수법에 대한 연구들이 폭넓게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지도가 단순한

위치정보를 파악하는 읽기의 도구가 아닌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문제를 탐색하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해결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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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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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Safety education is essential to practice accident prevention

behaviors against various risks. It is difficult to elicit appropriate

response behaviors in risk situations if the lack of knowledge of

safety and the nature of risk are not properly understood. Therefore,

in order to protect yourself and maintain safety, it is important to

have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 risk situation and to make

reasonable judgments based on it.

Safety education at school helps students to understand knowledge

of various risk situations and to have an attitude and willingness to

practice safe behavior.



- 211 -

Despite the fact that safety education has been strengthened in the

2015 revised curriculum, the safety education has been neglected. In

Geography, the necessity of safety education was not properly

recognized, and only the relevant units were partially dealt with or

education mainly focused on knowledge transfer.

However, the role and importance of geography subject in safety

education is very significant because the types of accidents and

disasters that occur in each region are different, and the risk factors

and countermeasures can vary depending on the structure of the

community and the living environment in the region. Accordingly, in

order to strengthen safety education in geography,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types of risks with regional differences, develop safety

education contents suitable for the characteristics of geography

subject, and reflect them in the curriculum, taking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and levels of risks.

Under these concerns, this study focused on the risks of nuclear

energy, which were not well dealt with in the previous geography

research, to find ways to provide safety education in geography.

After the nuclear accident in Fukushima, Japan, concerns about the

safety of nuclear power plants in Korea have grown. However,

nuclear power generation is perceived by different criteria of

judgement, either by individuals or groups, because of its outstanding

regional ubiquity and high scientific uncertainty. Discrepancies

between objective risks and risk levels perceived by individuals can

either underestimate risks, causing optimistic bias, or overestimate

risks, amplifying anxiety. This could reduce the effectiveness of

safety education. Therefore, in order to make a rational judgment in a

risk situation and to act properly, an effort is needed to reduce the

difference between objective risk and subjective perception. In order

to reduce the difference in perception, it is important to analyze the

problems and find solutions in the space where risk occurs. How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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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isting risk studies lacked a discussion of space. Therefore, in this

study, two studies were conducted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nuclear risk perception through a relationship with space from a

geographical perspective.

Study 1 was divided into study 1-1 and 1-2. First, Study 1-1

examined the risk perception according to the distance from the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Conditions were allocated to

Fukuoka, Osaka, and Tokyo to assess the radiation risk in the area.

As a result, the university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study

recognized Tokyo as the most dangerous place, followed by Osaka

and Fukuoka as the safest places. However, the distance and the

level of risk were not directly proportional, and the increase in the

level of risk perception was slowed when a certain distance was

reached.

Study 1-2 examined the range and boundary of the space perceived

as dangerous and the risk perception of radiation by university

students who actually visited Tokyo, where the danger of radioactive

contamination was continuously raised. University students who

visited Tokyo showed a high optimistic bias toward radioactive risks,

whereas students who did not visit Japan and students who visited

Japan except Tokyo showed low optimistic bias. In estimating the

distance between Fukushima and Tokyo, many of the university

students who had visited Tokyo did not know the exact distance

between Fukushima and Tokyo. In addition, they perceived the two

regions as farther apart than university students who had no

experience of visiting Japan. There was also a marked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in the questions that asked to draw the borders

of the prefecture, which was anxious due to radioactivity. University

students who have visited Tokyo were anxious about 7 prefectures

on average, while the other two groups of university students were

anxious about 16 prefectures. Group who have visited Tokyo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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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s aware of the risk of radiation than the other two groups, and

had a high optimistic bias and a narrow range of areas that felt

anxiety from radiation.

Study 2 examined risk perception according to controllability and

the presence or absence of map activities in order to find an effective

way to present risk information that can reduce the optimistic bias

toward risk and increase the sensitivity of risk perception. In order to

evaluate the risk of radioactivity on travel, Fukushima rice was

presented under conditions with low controllability and Fukushima

seafood was provided under conditions with high controllability. Study

has shown that people feel that the risks they can control are less

dangerous, and that the risks they cannot control are more dangerous.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group with map activity was more

sensitive to risk than the group without it.

Therefore, if these findings are applied to geography education,

when constructing the contents of safety education,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a learning plan based on the cognitive aspects of risks

formed by the individual's subject to various risk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the safety education contents to be dealt with

in the geography, away from safety education centered on natural

disasters. Through this,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depth and

extent of educational content on risk. Finally, in order to implement

effective safety education that reveals the characteristics of geography

subjects, various programs using maps should be organized to enable

learners to actively explore risk information and discover risk

characteristics in spatial relationships.

Key words: safety education, nuclear power, risk perception,

optimistic bias, risk control possibility, map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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