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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는 세계 최초의 방사능 피폭 국가인 일본에서 어떻게

원자력 발전 정책이 도입되고 확대 발전할 수 있었는지를 담론분

석을 통해 살펴보려 한다. 일본이 대표적인 발전국가인만큼 발전

국가의 맥락에서 일본의 원자력 발전 정책의 추진 과정을 검토하

고, 세부적으로는 원자력 발전 정책 추진을 둘러싼 일본 정부 측

과 일본 반원전운동 측의 담론투쟁 양상을 살펴본다. 분석 대상

시기는 일본에서 원자력 발전 정책이 도입되기 시작한 1954년부터

세계 에너지사에 중대한 영향을 준 두 차례의 석유파동이 일어난

이듬해인 1980년까지다. 1954년에는 일본 시민사회에서 처음으로

핵무기에 반대하는 반핵운동이 발생했으며, 이후 원자력기술 개발

이 추진됨에 따라 격렬한 반원전운동이 전개되어 일본 정부 측과

갈등관계에 있었다. 특히 1970년대부터 일본 원자력기술체제의 작

동과 미국 스리마일섬 원전사고 등의 영향으로 일본 정부 측과 반

원전운동 측의 경합이 더욱 심화되었기 때문에 해당 시기에는 양

측의 다양한 담론들을 파악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양측이 각

각 원자력에 대한 인식과 의견을 드러낸 1차 자료들을 토대로 비

판적 담론분석을 진행하여 담론투쟁 양상을 파악한다. 이를 토대

로 일본의 원자력기술 개발과 확대와 발전주의 이데올로기의 관계

를 검토하고, 원전이 일본의 발전국가 체제에 기여했는지를 살펴

보고자 한다.

1950년대 중반 일본에게 원자력과 같이 거대 자본을 필요로 하

는 기술에 투자하는 것은 부담이었고, 기술적 기반 역시 없었음에

도 불구하고 원자력기술 도입은 적극적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대

해 기존의 연구들 중 다수는 핵무기 개발의 잠재적 가능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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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와 냉전 체제하의 미일관계의 영향과 같은 거시적인 요소에

초점을 맞춘다. 원자력기술 도입을 위해 일본 정부가 대외적으로

발신한 논리와 메시지가 국가 재건과 경제성장, 산업발전, 과학기

술입국 구호와 깊게 연관이 되어 있음에도 기존의 연구들은 이와

같은 미시적인 측면에는 주목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핵무기 피

폭을 경험했기 때문에 국민의 방사능에 대한 두려움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원전을 추진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핵의 군사적

이용과 비군사적 이용, 즉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이분법을

택한 전략에서 해답을 찾지만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 세부적으

로 어떠한 논리로 구성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는다. ‘원

자력촌’과 같은 원자력 추진 세력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은 이들로

인해 탄생한 ‘원자력 안전신화’에 집중하지만 언제 어떠한 배경에

서 누가 호명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않는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일본 정부와 반원전운동

양측의 담론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여 파악하였다. 주된 연구결과

는 다음과 같다.

제1기인 1954년부터 1956년 사이에는 양측 모두 ‘원자력의 평

화적 이용’에 찬성하는 담론을 형성하였기 때문에 담론간 갈등이

관찰되지 않았다. 하지만 일본 정부 측은 군사적 이용 가능성 확

보를 위해 원자력기술 도입을 추진한 측면도 강했다. 이들은 핵무

기 피해 국가로서 일본을 주체화하고, 평화적 도구로서 원자력을

정의했다. 또한 원자력의 편익 과장, 기술 뒤처짐 관련 위기담론

형성, 핵무기 개발 담론 은폐 전술도 사용했으며, 특히 성장주의

이데올로기가 원자력 추진 담론에 반영되었다. 시민사회 측은 ‘원

자력의 평화적 이용’이 군사적 이용을 저지해줄 것이라 믿었다. ‘원

자력의 평화적 이용’은 제1기의 지배적인 담론이었으며, 일본 정부

측은 이와 같은 시각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발전주의 이데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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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기를 접합했다. 원자력 추진 담론은 일본 시민사회 전반의 원자

력기술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의 토대를 구성했고, 이러한 인식에

기반하여 발전국가의 에너지 대량생산과 공급 체제에 기여하는 원

전의 사회기술체제의 형성과 확대를 위한 제도적인 기틀이 마련되

었다.

하지만 제2기(1957-1973년)부터는 원자로 입지 예정 지역을 중

심으로 반원전운동이 발생하면서 일본 정부 측의 ‘원자력의 평화

적 이용’ 담론은 ‘반원전’ 담론과 경합하게 되었다. 일본 정부 측은

에너지 자원빈국과 관련된 위기담론을 형성하였고, 원자력이 경제

성장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발전주의 이데올로기와 접합하여 홍보

했기 때문에 반원전운동 측의 대항담론에는 반성장주의 담론이 접

합되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제2기의 중심적인 쟁점은 ‘원전 입지

추진’과 ‘원전 입지 반대’였다. 일본 정부 측은 개발주의 이데올로

기를 반영한 ‘지역 개발’ 담론을 제시했으나, 주민들은 자연 자원의

가치를 주장하며 거부했다. 이에 일본 정부 측은 토건국가적인 성

격에 기반한 포섭책인 전원삼법교부금제도를 설계했다.

제3기(1974-1980년)부터 주민들은 자신들을 지역의 원전 건설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로 주체화하였지만 일본 정부 측도 자신들에

대한 담론권위 부여와 전문가주의 작동을 통해 담론주체를 제한하

려 했다. 또한 석유위기 발생을 계기로 일본 정부 측은 보다 강력

하게 석유의 대체에너지원으로 원자력을 정의하는 담론을 유포했

다. 이에 더해 전원삼법교부금제도를 계기로 많은 지역주민들이

원전 유치로 마음을 바꾸었다.

원전의 안전성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일본 정부 측의 ‘원전의

안전성’ 담론은 관련 행위자들의 신속한 원자력기술 도입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위해 제1기부터 형성되었다. ‘원자력 안전신화’에서

주장하는 위험 논의를 면밀히 다루지 않거나 담론 장에서 배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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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특징은 기술 도입 초기부터 형성되었다. 해당 담론은 시민사

회를 겨냥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항담론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제2기부터 반원전운동 측은 대항담론으로서 ‘원전의 위

험성’을 형성했는데, 자신들의 지역에 원전 건설이 결정되자 위험

을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반원전운동을 지원했던 과학

자들이 ‘원전의 위험성’ 담론 형성에 기여했다. 일본 정부 측은 담

론경합 과정에서 ‘원전의 안전성’ 담론 유포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대국민 홍보를 실시했다. 그럼에도 제2기에는 아직 ‘원전의 안전성’

담론이 헤게모니를 획득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발전주의 이데올로

기와 접합된 원자력 추진 담론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었다.

제3기부터 일본 국내외 원자로의 잦은 고장과 사고 발생, 미국

스리마일섬 원전사고라는 상황이 ‘원전의 위험성’ 담론의 주된 근

거가 되었고, 과학자들이 전문성에 기반한 담론투쟁을 전개했다.

반원전운동 측에서는 일본 정부 측의 ‘절대적 안전성’ 담론에 대해

‘원자력 안전신화’라 호명하기 시작했으며, ‘원자력 안전신화’는 중

대사고가 아닌 잦은 사고들과 이에 반하는 ‘절대적 안전성’ 담론에

대한 비판을 통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원전 건설

확대가 추진되었는데, 당시에는 석유위기와 발전주의 이데올로기,

원자력 홍보 담론의 영향으로 원자력 추진에 대해 국민의 암묵적

인 동의가 형성되어 있었다. 또한 ‘원전의 안전성’ 담론은 일본 정

부 측의 홍보정책과 언론의 기여를 통해 헤게모니를 얻을 수 있었

다. 반원전운동 측의 담론이 헤게모니를 획득하지 못한 것은 전문

가주의를 비판했던 자신들도 전문가의 언어를 사용하여 위험성을

주장했기 때문에 대중들의 공감을 얻을 수 없었던 점이 하나의 요

인이었다. 일본 정부는 해외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하면 국내 원전

은 안전하다는 홍보와 사고의 심각성을 축소하는 담론을 형성하여

위험을 비가시화했다. 비가시적인 위험에 대한 우려 대신 경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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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 있는 부의 추구는 지배 이데올로기로 사회 전반에 재이식되

었고, 원전은 입지 지역의 문제로 주변화되었다.

이 연구의 함의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자력기술개발

정당화를 위해 발전주의 이데올로기가 동원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둘째, 국책사업 대상으로서의 원자력에 대한 지지가 국민의

인식에서 구성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특정 지역에

대한 원전의 밀집화는 발전주의 이데올로기를 통한 주민 대상화와

원전 의존적인 지역경제구조 형성의 결과이다. 넷째, 원자력과 같

은 사회기술체제의 결함을 파악하는 데에 담론분석이 방법론으로

서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위험기술을 반대하기

위한 전략에 과학의 합리성과 전문가의 언어는 헤게모니 획득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같은 발

전국가 체제에서 국가 주도로 원전을 추진해 온 우리나라에도 시

사점을 준다. 우리나라의 원자력 추진 담론 역시 발전주의 이데올

로기와 접합되어 있으며 국민 인식에 각인되어 있다. 탈원전 정책

을 둘러싸고 전개 중인 우리 사회의 갈등을 다루고, 가동 중이거

나 가동을 앞두고 있는 원전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중대사고

가 발생한 일본의 원자력기술체제의 형성과정과 시민사회와의 경

합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한국 원자력정책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검토하고 성찰하는 데 중요한 비교 대상이 된다.

주요어 : 일본 원자력발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원자력 안전신화,

일본 반원전운동, 발전주의 이데올로기, 담론투쟁

학 번 : 2016-30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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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문제의 제기

핵무기 피폭 경험이 있는 국가가 핵무기와 뿌리를 함께 하는 원자력

발전을 어떻게 도입할 수 있었을까? 핵무기 피폭 체험을 한 국민에게 원

자력발전 추진을 어떻게 납득시켰을까? 경제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발

전 과정에 있는 국가가 원자력과 같이 막대한 비용 투입을 요구하는 첨

단 과학기술을 도입하고 추진하는 데에 정당성을 얻기 위해 취한 논리는

무엇일까? 원자력에 반대하는 시민사회의 주장은 무엇이었으며 그에 따

라 원자력 추진 측 논리는 어떻게 변화했을까?

위의 질문은 모두 일본의 원자력기술 도입과 관련된 상황에 해당한다.

일본은 패전 직후 극심한 빈곤에 시달렸지만 한국전쟁 특수를 기반으로

해서 1950년대 중반부터 1차 석유위기가 발생했던 1973년경까지 고도경

제성장을 지속했고, 우수한 공업기술력을 가진 국가로 변모하여 미국에

이은 경제대국이 되었다.1)2) 일본의 고도경제성장에 대해서는 막강한 권

1) 패전 이후 극심한 빈곤과 높은 실업률이 지속되던 일본은 한국전쟁으로 인

해 국가 재건의 결정적인 기회를 얻었다. 한국전쟁 “특수”는 미국의 군사전략

(후방기지국가로서의 역할)에 대한 일본의 적극적인 헌신(커미트먼트)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휴전 성립 이후인 1960년대까지 지속되었다(정진성, 2020). 일본에

서는 한국전쟁 당시 미국과 일본 정부 측의 요구가 반영된 4개의 주요산업(전

력, 철광, 해운, 석탄)에 대한 “합리화투자”가 1951년부터 급증하여 1953년에 정

점을 찍었기에 대기업들은 패전 이후 처음 생산기술의 혁신을 실현할 수 있었

고, 하청구조의 편성을 통해 고도경제성장기의 기초를 마련하였다(井村喜代子,

1988). 이를 통해 심각한 경제불황이었던 일본은 섬유·기계금속 등을 중심으로

호경기로 전환되었다(후지와라 아키라 외, 1993). 한국전쟁 특수로 인해 일본 산

업은 막대한 이익을 거뒀고, 1953년에는 중공업을 재건한 상태가 되었으며 동시

에 미국의 아시아 반공정책을 위한 무기생산자의 지위까지 획득했지만(김남균,

1998) 공산권 국가들과의 무역 단절과 특수 의존으로 인해 일본의 경제가 미국

에 종속되는 결과를 발생시켰다(후지와라 아키라 외, 1993).

2) 통상 일본의 고도경제성장 전후의 경기순환을 전쟁 후 회복기의 ‘투자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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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과 자율성을 가진 관료들의 경제·산업계획에 정계와 재계가 면밀히 협

조하여 이루어졌다는 해석이 보편적이다(Johnson, 1982; Öniş, 1991; 이

가라시 아키오, 2019).

원전을 지속적으로 도입해 온 일본에서는 2011년의 후쿠시마 원전사

고 당시 국토 내 16개 입지 지역에 54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었으며, 발

전량의 약 30%를 원전으로 충당하던 원전 대국이었다.3) 사고를 계기로

당시 집권당이던 민주당은 탈원전과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새로운 에너

지 정책의 기조로 내걸었다. 하지만 2012년 12월 아베 신조를 내각총리

대신으로 하는 자민당이 재집권하면서 일본 정부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원전 재가동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 재가동을 원치 않는 일본 국민이 과반을 넘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자민당은 거듭 선거에서 승리를 거둬온 것이 사

실이다.4)5) 원전 재가동으로 인해 발생할 위험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1951-1954)’, 고도성장전기의 ‘진무경기(1954-1957)’, ‘이와토경기(1958-1961)’와

‘올림픽경기(1962-1964)’, 고도성장기의 ‘이자나기경기(1965-1970)’로 나누며, 특

히 진무경기와 이와토경기, 이자나기경기는 호황기라는 점을 통해 일본 신화에

서 이름을 가져왔다(金子貞吉, 2018). 후지와라 아키라 외(1993)는 해당 시기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1955년부터 1957년까지의 제1차 조선산업 붐에 의한 호경

기, 1958년의 불경기를 지나 기업들의 중화학공업 중심의 상호간 설비투자 경쟁

으로 인한 호경기(1959-1961년), 1965년의 불황과 1966-1970년의 제2차 고도성

장으로 구분하지만 해당 시기에는 고도성장과는 대조적으로 국민생활 기반이

취약하고 사회보장은 미흡하여 국민 개개인의 생활수준은 경제대국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3) 電力事業連合会(전력사업연합회) 홈페이지(2019년 8월 15일 접속),

https://www.fepc.or.jp/smp/index.html

4) 원자력정책에 대한 홍보를 통해 원자력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1969

년 설립된 일본원자력문화재단(日本原子力文化財団, 2019)의 2019년 10월의 여

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1,200명의 일본 국민 중 65.5%가 원자력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며, 49.4%가 원전을 “서서히 폐지”, 11.2%가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답

했다. 일본 정부의 원전의 재가동 추진에 대해서는 50.3%가 “국민의 이해가 얻

어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조사 주체인 일본원자력문화재단도 재가동에 대해서

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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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정책을 지속하려는 자민당을 지지하는 일본 국민에게 원전은 어떤

대상이나 가치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인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그렇게 자

리 잡았는가?

일본의 원자력 추진 세력은 원전이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서 산

업 발전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일본의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다(電気事業連合会, 2012).6) 하지만 원전은 고도의 과학기술들이

5) 하지만 아베 내각은 2020년 4월 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등에 대한 부적합하고 무능력한 대응 등으로 인해 지지율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NHK의 2020년 4월 여론조사에 따르면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39%를 기록

했는데, 이는 소위 ‘모리토모 스캔들’ 관련 공무원이 자살한 사건이 발생한 2018

년 3월 이후 처음으로 30%대로 내려간 것이며, 같은 조사에서 2018년 7월 이후

로는 40%대를 유지해온 것을 고려하면 낮은 수치이다. 참고로 같은 조사에서

2020년 3월의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43%였다. 그러나 정당에 대한 지지율은 자

민당이 33.3%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입헌민주당이 겨우 4.0%를 획득했다. 하

지만 지지정당이 없다는 응답이 45.3%로 가장 많은 수치를 차지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NHK 홈페이지(2020년 4월 16일 접속),

http://www.nhk.or.jp/senkyo/shijiritsu/

또한 교도통신사(共同通信社)의 4월 10-13일의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의 지지

율은 40.4%였는데, 이는 이전 조사인 3월 26-28일의 45.6%보다 5.1% 하락한 수

치이다. 지지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43.0%로 지지율을 넘었음을 알 수

있다. 内閣支持率5ポイント減　共同通信世論調査(내각지지율 5포인트 감소 교도통

신여론조사)(日本経済新聞 2020/4/13)

6) ‘원자력(atomic)’ 기술과 관련된 단어들은 명칭과 사용에 논란이 있고, 그에

대한 논쟁이 전개되어왔다. ‘원자력발전’은 원자‘핵’이 인위적인 작용으로 인해

분열될 때 생기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므로 ‘핵발전(nuclear

power)’이라 부르는 것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정확하고, 실제로 미국이나 중화권

에서는 핵발전이라고 부른다(미국은 nuclear power, 중화권은 핵전(核电)). 단 2

차 세계대전 당시나 종전 후 핵에너지를 이용한 무기는 ‘원자폭탄(atomic

bomb)’과 같이 ‘원자’라는 단어와 접합하여 사용하였으나, 점점 ‘핵무기’, ‘핵폭

탄’과 같이 ‘핵’과 접합해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

는 핵의 군사적 이용이 아닌 민생용은 각각 ‘원자력발전’, ‘原子力発電(겐시료쿠

하츠덴, 줄여서 겐빠츠(原発))’와 같이 원자력을 사용하여 부르고 있다. 이에 대

해 양 국가의 원자력과 핵을 반대하는 시민사회 진영에서는 원자력 추진 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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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게 얽혀있는 점, 대규모 자본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국가의 경제적,

과학기술적, 산업적인 기반이 약한 상태에서는 추진하기 어렵다.7) 일본

은 1950년대 중반부터 원자력기술 도입이 이루어졌는데, 미국 주도의 국

가 재건과 한국 전쟁으로 인한 특수를 거친 후임에도 불구하고 원자력과

같이 거대 자본을 필요로 하는 기술에 투자하는 것은 부담이었고, 원자

력과 관련된 기술적 기반 역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원

자력기술 도입과 개발은 국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진행되었고, 특히

도입 초기인 1950년대에 일본 정부는 원자력을 정치적 논쟁 밖의 영역에

두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했다.8)

일본이 원자력 도입에 적극적이었던 이유를 기존 연구들에서는 핵무

기 개발의 잠재적 가능성 확보를 통한 국제사회에서의 입지 확보라는 일

본 보수 정계의 의도를 통해 해석하려는 관점(야마모토 요시타카, 2011;

小熊英二, 2012; 佐藤正志, 2015)과 냉전 체제하의 미국과 일본의 관계

속에서 일본의 원자력 도입이 미국의 압력을 받았기 때문에 강력하게 추

진되었다고 보는 관점(권혁태, 2011; 吉見俊哉, 2012; 강상규, 2018;

Kijeong Nam, 2019)과 같이 전후 일본 국내외 정치 상황을 통해 해석한

연구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미국이 과거 CIA 문서를 공개하자 이를 토

대로 초기 일본의 원자력기술 도입 과정을 새롭게 분석한 아리마 테츠오

이 ‘핵’으로 연상되는 ‘핵무기’, ‘핵폭탄’과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지우기 위해

핵기술의 비군사적 이용에 의도적으로 ‘원자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온 것이라

주장하며 ‘핵’과 접합시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연구의 주제가 되는 ‘원

자력발전’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핵발전’으로 부르는 것이 정확하나, 연구의 배

경이 되는 일본에서는 공식적으로 ‘원자력발전(原子力発電)’이라고 명명하고 있

으므로 이 연구에서도 원자력발전(원전)이라 표기하기로 한다.

7) 오구마 에이지(小熊英二, 2012)는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는 원전을 “공업화

사회의 상징”이라 주장했다.

8) 일본 정부는 각기 다른 정당 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원자력조사국회의원단’을

1955년 8월 제네바에서 열린 제1회 원자력평화이용국제회의에 파견했다. 귀국

후 ‘원자력조사국회의원단’은 원자력기술 개발 의지를 표명하며, 이에 대해 정치

적인 논쟁 외의 사항으로 두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관련된 사항들은 이 연구의 제3장에서 상세히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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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馬哲夫, 2008)는 초대 원자력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쇼리키 마츠타로(正

力松太郎)라는 인물과 미국의 관계, 쇼리키 마츠타로의 정치적인 야망이

라는 두 요인이 초기 원자력기술경로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주

장했다.

이와 같이 일본의 원자력 도입 과정의 역사를 추적하는 연구들은 원

자력정책에 영향을 미친 행위자들의 관계와 그들의 의도에 따른 정책 흐

름과 같은 거시적인 요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원자력기술 도

입을 위해 일본 정부가 대외적으로 취한 논리들은 전후 일본의 국가 재

건과 경제성장, 산업발전, 과학기술입국이라는 구호와도 깊게 연관이 되

어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존의 연구들은 일본에서 원전을 추진하려

는 세력들이 어떠한 논리를 통해 원전 추진을 위한 메시지를 만들어 일

본 사회에 전파했는지와 같은 미시적인 측면에는 주목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관련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아울러 일본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핵폭탄 투하, 참치어선 ‘제5후쿠

류마루(第五福龍丸)’의 수폭 피폭 사건과 같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에

이미 핵무기 피폭을 경험한 국가였고, 이로 인해 일반 국민의 방사능에

대한 두려움이 다른 어떤 국가보다 컸다. 이러한 국민적인 감정에도 불

구하고 일본이 원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이유를 찾기 위한

연구는 다수 존재하는데, 이들은 공통적으로 일본이 핵의 군사적 이용과

비군사적 이용이라는 이분법을 택한 전략에서 그 해답을 찾는다(권혁태,

2011; 서동주, 2014; 烏谷昌幸, 2016; 강상규, 2018). 이들은 일본이 핵의

비군사적 이용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原子力の平和的利用)’이라는 구

호 안에 뭉뚱그려 포함시켰던 점을 발견하며, 이러한 논리가 일본 사회

전반에서 수용되었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이러한 연구들은 핵무기 피폭

경험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해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추진

한 이유를 앞서 언급한 냉전체제 속의 미일관계라는 국제 정세와 전후

일본의 정치적인 상황에서 찾지만, 원전 추진 세력들이 발신했던 ‘원자력

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긴 시대에 걸친 구호 자체가 세부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어떠한 논리로 구성되었는지, 어떻게 사회적으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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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되고 수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이들

의 연구에서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구호가 일본 시민사회에서

별다른 반발이나 저항 없이 무난히 수용되어 온 것과 같은 인상을 준다.

행위자에 초점을 맞춘 접근으로 일본 원자력 추진 세력이 적극적으로

원전을 추진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원전과 관련된 이익집단들의 강력

한 동맹 관계에서 찾는 연구도 존재한다. 나카노 요이치(中野洋一, 2011)

는 ‘원자력촌(原子力村)’과 같은 원자력 산업과 관련된 이익집단을 정계·

관료·산업계·학계·언론이라는 5개 집단의 연합으로 보고 이들이 서로 ‘원

전 머니(原発マニ─)’라 불리는 원자력과 관련된 부정한 자본으로 묶여

있으며, 원자력의 위험성에 대한 논의를 사회적으로 함구시키며 원자력

을 추진해 왔다고 주장했다.9) 이러한 특징 때문에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

후 원자력을 둘러싼 일본 내 이익집단들의 관계는 비판의 대상이 되었

다.10)

또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언론이나 연구 등에서도 자주 언급

되는 단어가 ‘원자력 안전신화(原子力安全神話)’일 것이다. 이와 관련된

9) 한국의 탈원전운동 진영에서 한국의 원자력과 관련된 이익집단을 종종 ‘원자

력마피아’라 부르는 것과 같이 일본에서는 ‘원자력촌(原子力村)’이라고 부른다.

10) ‘원자력촌’이라는 명칭을 자신이 명명했다고 주장한 연구참여자 D는 이 단

어의 의미가 ‘무라(村) 사회’ 즉, 오래된 일본 농촌의 폐쇄적인 ‘마을 사회’의 성

격을 원자력계가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그는 일본의 원자력계가 전통

적인 농촌 마을 사회의 “나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자신의 생각

을 말할 수 없는 분위기, 수직적이고 위압적이지만 중심으로 갈수록 책임지는

주체가 없다는 특징이 매우 닮았다는 것이다(연구참여자 D, 2019.8.29).

1950년대 일본 초기 민주주의의 흐름 속에서 ‘무라’가 가진 시대에 뒤처지고 비

민주적이며 폐쇄적인 모습을 보여 준 ‘무라하치부(村八分)’ 사례를 소개한 문헌

(권혁태, 2016)도 연구참여자 D가 지적한 ‘무라 사회’의 특성과 비슷한 점을 지

적하고 있어 ‘원자력촌’이라는 명명에 대해 탐구하는 관점에서 주목할만하다.

‘무라하치부’ 사례는 1952년 시즈오카현의 마을(무라)의 중의원 보궐선거에서의

관행과도 같았던 부정선거가 반복되자 이를 고발한 학생에 대해 무라의 사람들

이 학생을 책망하고, 학생의 가족까지 지속적으로 괴롭혔던 사건이다. 이러한

‘무라하치부’ 사건은 1960년까지 약 300건이나 발생하며 ‘무라’의 폐쇄적이고, 건

강한 시민사회와는 거리와 멀었던 모습을 보여주었다.



- 7 -

연구들은 일본의 원자력 안전신화가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붕괴되었

다고 주장하며 원자력 안전신화의 근원을 ‘원자력촌’에서 찾는다(保坂稔,

2012; 渡辺良智, 2014; 윤순진, 2015; 최종민·윤순진, 2017). 이들은 원자

력촌으로 인해 원전의 위험성 자체를 논하지 못하는 구조가 견고하게 형

성되어 원자력 안전신화를 만들었다고 보았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

고 발생 전까지 자국의 원자력기술은 절대적으로 안전하며 사고는 확률

론적 측면과 공학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발생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주장

해 왔다. 이러한 원자력 안전신화는 일본이 원자력을 추진하는 데에 중

요한 도구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 관련 연구들에서는 원전 입지 지역주

민들의 반대운동을 제어하기 위해 원자력 안전신화가 형성되었다거나 스

리마일섬 원전사고,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같이 해외의 중대사고에 대해

자국 원자력기술의 우수성을 주장하며 사고가능성을 부정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는 분석(渡辺良智, 2014; 최종민·윤순진, 2017)은 있었지만 정

확히 언제부터 어떠한 논리를 통해 형성되었는지, 과연 누가 어떠한 배

경에서 원자력 안전‘신화’라고 호명하였는지에 대해 분석한 연구는 존재

하지 않았다.

아울러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까지 일본 시민사회가 원자력 안전신

화를 신뢰해 왔는지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와타나베 요시토모(渡辺

良智, 2014)는 원자력을 추진하는 정부, 기업, 지자체, 국민 모두 원자력

안전신화를 맹신해 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원자력의 평

화적 이용’에 대한 시민사회의 수용 여부와 관련하여 드는 의문과 같이,

핵기술의 공포를 경험한 일본 국민이 쉽게 안전성을 맹신했을 것이라 판

단하기는 어렵다. 일본 시민사회는 원자력의 안전성에 대해 과연 신뢰했

을까? 만일 신뢰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신뢰하지 않았다면 어떠한

근거를 토대로 원자력의 안전성을 부정했을까?

이 연구는 국가 재건부터 경제성장을 설명할 수 있는 열쇠 말인 ‘발전

국가(developmental state)’의 맥락에서 일본의 원자력 추진 과정을 검토

한다. 경제성장과 개발을 최우선의 가치로 하는 발전국가의 계획과 지도

하에서 실질적으로는 ‘선진국 대열 진입 = 서구 따라잡기’였다고 설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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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일본의 경제성장 과정은 원전 산업의 형성 과정과도 관계가 깊

다. 홍덕화(2016)에 따르면 발전국가에서의 전력산업은 산업보조적인 성

격을 띠는데, 경제성장이 진행될수록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 확보가 중요

해지기 때문에 국가는 외부 상황 변화에 충격을 덜 받는 에너지원의 비

중을 높이려 하며 동시에 기술 자립을 추구한다. 일본의 경우 중화학공

업 중심의 산업구조와 수출을 통한 성장 가도를 달리다가 1973년의 1차

석유위기로 인해 고도경제성장이 종료되었다. 일본 정부는 석유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국가적인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를 주장했지만 동시에 원

자력 에너지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석유위기를 원전 추진의 기

회로 삼았고, 이것이 원전 확대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시각이 보

편적이다(野村亮輔·藤本建夫, 2015). 하지만 이러한 분석들은 석유위기

이전부터 성장을 최우선 가치로 규정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원자력 개

발의 정당성을 획득하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관찰되었던 점을 크게 고

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석유위기 이전 시기부터의 원

자력 추진 기조를 면밀히 검토해야 원자력 추진 논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일본 반원전운동 진영의 원자력 개발 추진에 대

한 반대 논리도 함께 살펴볼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일본의 원전 추진

세력과 반원전운동 측의 대립이나 포섭 과정과 같은 행위자들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거나(本田宏, 2003a) 양측의 노동조합과 같은 특수한

목적을 가지는 집단의 주장을 살펴보는 연구(鈴木玲, 2012)만이 존재하

였다. 원자력정책 추진 과정의 긴 시간 범위에서 보다 미시적인 시각, 즉

원자력 추진 세력이 어떠한 논리를 내세우면서 원전을 추진하고, 그에

맞서는 시민사회의 논리 구조에 대해 면밀히 다룬 연구는 존재하지 않았

다.11) 아울러 경제성장과 개발을 가장 중시하는 발전국가 체제에서 지역

11) 현재도 그렇듯 일본 시민사회 전체가 원전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해 온 것

은 아니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까지 일본의 반원전운동

은 주로 원전 입지 지역을 기반으로 발생하였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원전 추진

측이 내세우는 원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의 대

상으로 설정하는 반원전운동 측 시민사회는 적극적으로 반원전운동을 전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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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개발 기회를 제시하는 원전 입지를 반대했던 시민사회의 목소리

는 사회 전체가 물질주의적인 가치만을 추구했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사

례가 된다. 이러한 측면에 주목하여 이 연구에서는 종래의 지배적인 관

점에서 벗어나 원전 추진 측은 물론 원전에 반대하는 행위자들이 어떠한

논리를 발신해왔는지를 ‘담론(discourse)’을 통해 보고자 한다. 담론은 특

정 사회와 시기의 지배적인 레짐, 이데올로기, 추구하는 가치, 지배적인

지식 체계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라 할 수 있다. 또한 담론들은 상호작

용을 하며 영향을 주고, 경합을 하는 등 갈등상황을 형성하기도 한다. 담

론은 담론주체의 인식을 반영하며, 경합하는 담론주체간 가치관, 이해관

계의 차이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거시적인 측면에 초점을 둔

분석에서 보지 못한 갈등의 측면을 밝힐 수 있다(이상헌, 2001). 이 연구

에서는 일본 사회에서의 원자력에 대한 시기별 담론들의 경합과 각 담론

주체의 헤게모니 획득을 위한 담론투쟁 양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선행연구들의 주장을 통해 ‘원자력의 평화적 이

용’과 ‘원자력 안전신화’가 원자력 추진이나 원자력을 반대하기 위한 단

순한 구호를 넘어서 사회에서 영향력을 가지는 담론이라는 관점에서 아

래와 같은 연구 질문을 제기한다.

- 일본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담론은 어떻게 형성되고 어

떠한 담론 구성을 통해 정당화되었는가?

- 일본 시민사회가 반원전운동을 통해 내세운 담론은 어떠했는가?

- 원자력 안전신화는 언제 어떠한 사회적 배경에서 호명되고 구성되

었는가?

- 일본의 원자력 추진 세력의 담론은 반원전운동 시민사회의 담론에

어떠한 담론으로 대응하였으며, 담론경합 과정에서 양측은 어떠한 담론

투쟁 전략을 택하였는가?

우리나라와 일본은 원자력기술 도입과 개발, 제도 추진 과정에서 여러

관련된 담론을 형성한 행위자들로 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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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은 냉전체제의 핵무

기 개발 경쟁이라는 국제정치적 상황에서 미국을 통해 원자력기술을 도

입하기 시작하였고, 원자력기술체제 형성과 홍보에 미국이 깊이 관여했

다. 우리나라 역시 원자력기술 도입에 미국이 많은 부분에서 개입하였음

이 알려져 있다(윤순진·오은정, 2006; 김성준, 2012; 홍덕화, 2016; 김려

실, 2018). 또한 양국 모두 해외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원전을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위치시키며 적극적으로 추진해왔고(윤순

진 외, 2011), 결과적으로 원전에 의존적인 대량공급 위주의 전력구조가

형성되었다.

또한 홍덕화(2016)의 지적과 같이 우리나라는 원자력에 대한 기술적

기반이 존재하지 않는 후발추격국으로 출발했는데, 이 때문에 기술 도입

이 제도의 형성과 함께 진행되어야 했고, 이는 일본도 마찬가지의 상황

이었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일본은 패전 직후 1950년대 초반까지 미국

연합군 최고사령관 총사령부(General Headquarters,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GHQ)의 점령 하에서 원자력에 대한

연구가 금지되었고, 강대국들이 핵무기 보유를 목적으로 원자력기술의

상용화를 진행하는 동안 그러한 개발 대열에서 멀어져 있었다. 점령 종

료 이후 일본은 1954년 첫 원자력 예산 제출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원자

력 추진 정책을 추진하며 미국, 영국으로부터 원자력기술을 들여왔다.12)

또한 원전 확대 과정에서는 원자력 에너지를 통한 산업 발전, 경제성장

이라는 구호가 표면적으로 발신되며 원전대국이 되는 과정을 정당화해왔

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와 유사한 원자력 추진 과정을 밟아왔지만 사고

라는 비극을 맞이한 일본의 사례를 검토하는 과정은 탈원전을 정책적 기

조로 내걸었으나 당분간은 20기가 넘는 원전을 가동시켜야 하는 우리나

12) 일본이 영국으로부터 들여온 원자로는 원자력 개발 초기 단계의 비교적 원

시적인 노형이라 할 수 있는 콜더홀형 원자로 1기밖에 없으니 영국 기술의 도

입은 극히 일부분이라 할 수 있고, 일본의 나머지 원자로는 모두 미국으로부터

도입해왔다. 영국이 일본의 주요 원자력기술 수입국이 되지 못한 주된 이유는

경제성과 안전성이 가장 큰 표면적 원인이었으나, 보다 복잡한 배경이 있다. 이

에 대해서는 제4장에서 상세히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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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에게 시사점을 줄 것이다. 이웃 나라 일본에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충격을 주었지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서

시민참여단은 원전 건설 재개에 손을 들어줬다.13) 이러한 점에서 과연

사고의 경험이 국민의 에너지체제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쳤는지 의문

이 제기될 수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원자력 안전신화가 작동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 사회는 여전히 물질적인

풍요와 경제성장을 최고의 가치로 삼으며 원전의 위험성에 대해서 여전

히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일본을 분석대상으로 하는

이 연구는 파괴적인 원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탈원전 정책을 둘러

싼 가치관의 혼란과 사회 집단간의 첨예한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 교훈을 줄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 일본의 원자력정책 추진 과정에 대한 연구는 주로

정치적인 관점에서 진행되거나 반원전운동의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라 하

더라도 주요한 사건들의 흐름이나 각 주체들 간의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이 연구는 각 주체들이 형성하는 담론과 그 담론들의 상호작용, 그

에 따른 담론의 변화 과정을 추적함으로써 주요한 사건들 뒤에 숨겨진

13) 해당 공론화에서 시민참여단은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는 ‘건설 재개’를 택

했으나(59.5%) 원자력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원자력발전의 비율을 축소하는

방향을 선택(53.2%)했다(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2017). 해당 설문조사 결

과에 따르면 전체 시민참여단은 평균적으로 ‘안전성’을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으

로 생각했지만, ‘건설 재개’ 쪽은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

다. 즉, 지금까지와 같은 에너지의 대량공급구조를 유지의 측면에서 건설 재개

를 택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해당 공론화에 대해 원전 건설 재개 측 패널은

주로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어 생업과 자료제작, 준비가 분리되지 않았

던 반면, 건설 반대 측 패널은 생업이 아닌 자신의 시간과 경비를 들여 공론화

에 임해야 했던 점, 지난 40년간 형성된 원자력계 기득권 구조와 원전 편향 정

서 등이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로 제기되었다(윤순진, 2018; 이영희, 2018). 또한

보수성향 언론사들을 중심으로 보도된 건설 재개를 주장하고, 공사중단을 비판

하는 기사들(한준, 2018)이 공론화에서의 의사 결정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기

때문에(송태영, 2018) 시민참여단이 건설 재개를 선택하도록 하는 여론이 조성

되었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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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론 주체들의 의도와 생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발전국가

로서의 일본에 대한 논의를 국가의 과학기술과 산업 발달의 정도를 보여

주는 원자력과 관련된 담론을 통해 설명함으로써 제도적인 측면에 집중

되었던 기존 발전국가의 논의들이 보여주지 못했던 담론의 영향력과 발

전국가의 구호가 담론에 반영되는 과정에 대해 다룸으로써 새로운 시사

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1956년 영국의 콜더홀이라는 상업용 원전 가동 이후 세계에서는 대형

사고가 세 번이나 발생했다. 우리나라도 2020년 5월 현재 24기의 원전을

보유하고 있다. 각 원전 보유 국가들에서는 상업용 원전 가동의 기술체

제가 형성된 지 오래되었고, 파괴적인 사고마저 발생한 이 시점에서 먼

과거가 되어버린 일본이라는 한 국가의 원자력기술 개발 시작과 그 이후

의 과정을 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비추어질 수 있다. 하지만

제도적, 기술적 기반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원자력기술을 개발하고,

원전을 건설하고 확대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과정 위에 현재의 원전 시스

템이 구축되었다는 사실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자신들 역시 비판의

자세를 방기함으로써 원자력 안전신화를 만드는 데에 일조했다며 반성의

목소리를 낸 아사히신문 취재반(2019)의 말을 빌리자면, 현재는 “선구자

들이 떠나자 사상은 사라지고 시스템만이 남아”있는 상태이다. 시스템에

결함이 있는 것이 드러났다면, 그 시스템의 토대가 된 과거로 거슬러 올

라가 되짚어보는 과정은 필요한 작업일 것이다. 현재는 과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2. 선행연구의 검토

1) 일본의 원자력정책 과정 추적에 관한 연구

일본의 원자력정책이 진행되어 온 과정을 추적하는 연구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중대사고가 주는 충격이 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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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에 결함이 내재함을 일깨워줬기 때문이다.

안선희(2018)는 일본의 원전 도입 시기부터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까

지 일본의 원자력 안전규제의 역사를 정치가집단과 관료의 관계를 통해

검토하였다. 장기간의 집권과 높은 지지율로 자민당의 책임비용은 낮았

고, 일본 정부와 정치권, 원자력 산업계는 원자력 규제에 소극적이었다.

1970년대 이후 일본 정치인들은 원자력 이익집단으로부터 조직표와 헌금

을 받는 것이 재선에 유리한 구조가 되었고, 자연스럽게 원자력정책은

이들 이익집단의 목소리를 따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해당 연구는 시기별

원자력 규제제도의 변화를 주요한 행위자들에 초점을 맞춰 그들의 상호

작용과 그것이 원자력 규제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

의가 있다. 하지만 원자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같은 목표를 공유한

다고 해서 각 행위자별 이해관계와 추구하는 바가 완전히 같다고 할 수

없다. 해당 연구에서는 이러한 차이의 존재 등 행위자의 차이점에 대해

서는 다루지 않았다.

권혁태(2011)도 비슷한 맥락에서 연구를 진행했는데, 그는 일본이 원

자력을 통해 ‘과잉군사국가’에서 ‘과잉평화국가’로 변신할 수 있었다고 지

적했다. 일본에 존재하는 비핵 3원칙, 무기수출 3원칙, 평화헌법과 같은

일본의 군사력을 억지하는 제도를 통해 일본이 평화적인 상태일 것이라

는 ‘허상’을 형성했지만 미군이 주둔해 왔으며, 미국의 핵우산 아래 놓여

있는 일본은 미국이 핵무기를 일본에 반입하는 것을 저지하지 않았다.

이에 더해 미국으로부터 원전을 도입하고 건설하면서 ‘과잉평화국가’는

동시에 ‘과잉원자력주의’를 뜻하게 되었다. 권혁태는 피폭 경험이 있는

일본이 어떻게 ‘과잉원자력주의’가 되었는가란 질문에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선긋기를 통해 일본 사회에서 핵무

기와 원전이 다르다는 믿음이 통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김은혜와 박배균(2016)은 일본의 원자력정책 추진을 통해 원자력 이익

집단인 원자력복합체가 형성되고, 원활한 원전 입지를 위해 만든 전원3

법 교부금 배부가 토건국가적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보았다. 해당 연구에

서는 원전 입지 지역이 점차 원전에 경제적으로 종속되었고, 경제성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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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열망인 토건국가적 사고방식이 작동했다고 주장했다.

원자력정책에는 시민들의 선호가 반영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시민사회

까지 연구의 대상에 포함한 선행연구도 존재한다. 혼다 히로시(本田宏,

2003a)는 원자력 추진 세력과 반원전운동 측의 경합 과정을 정치적인 관

점에서 추적하였다. 특정 정치 세력이 절대적 우위를 가질 때에는 원자

력 추진 세력들 내에서도 기본적인 합의가 형성되지만 원자력정책이 형

성된 이후에는 세력 내부에서도 이해관계가 나뉘기 때문에 비판세력과

수익세력이 형성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반원전운동이 발생하면 정치 형

태에 따라 갈등관리 방식 등 정책의 방향성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검토한 바와 같이 이 연구의 주된 질문인 일본의 원자력에 대한 담론

을 분석하는 선행연구가 부족한 상황이고, 일본 정부와 반원전운동 측의

담론경합을 주제로 하는 연구는 발견되지 않았다. 대신 언론을 대상으로

담론분석을 한 야마모토 아키히로(山本昭宏, 2014)와 원전 추진 측 노동

조합과 원전 반대 측 노동조합의 담론 경쟁을 분석한 스즈키 아키라(鈴

木玲, 2012)의 연구가 존재할 뿐이다.

야마모토 아키히로는 패전 후 일본에서 관찰된 원자력에 대한 집합적

인 기대감을 “원자력의 꿈”이라 부르며 집합적 기대감 형성의 중심적 주

체 중 하나로 언론을 선택하였고,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의 언설(言

説)을 중심으로 “원자력의 꿈”이 형성되는 과정을 추적했다. 저자는 분석

시기를 1945년부터 1965년까지로 정했는데, 이유는 해당 시기에 일본에

가동 중인 원전이 없었기 때문에 원전의 부재 상황에서 기술의 실제상이

아닌 “꿈”이 선행되었기 때문이다. 해당 시기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이라는 “꿈”은 언론을 통해 두 번 확대되는 시기를 맞았다. 첫 번째 시

기는 원자력이 여러 분야에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이미지로 홍보되고

사람들에게 기대감을 주었던 1950년대 초중반이다. 1960년대부터는 본격

적으로 연구용 원자로가 임계를 달성하고, 경제성이 좋지 않았던 콜더홀

형 원자로 대신 미국의 경수로를 선택했다는 점이 부각되어 ‘원자력의

꿈’이 ‘원전의 꿈’으로 좁혀졌다.

스즈키 아키라는 이데올로기의 관점에서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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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반까지 원전 추진 측과 원전 반대 측 노동조합의 견해를 분석했다. 분

석에 따르면 원전 추진 측은 ‘기술지상주의’를 택하다가도 원전의 기술적

인 결함이 드러날 때에는 ‘윤리주의적’ 담론을 통해 기술지상주의적인 담

론을 보완했다. 기술지상주의적 담론은 자신들이 다루는 원전 기술의 우

수성을 강조하는 것이고, 윤리주의적 담론은 원전을 통해 석유위기 이후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자국의 상황을 해결하는 사명을 완수한다는 것이

었다. 원전 반대 측은 주로 ‘윤리주의적’ 담론을 택하다가 ‘비용대비 효과

주의’ 담론을 택했는데, 윤리주의적 담론에서는 원전이 원전 노동자의 피

폭이라는 희생을 토대로 가동하는 것이며 독단적인 정책 추진으로 지자

체의 민주주의를 파괴한다는 주장을 했다. 비용대비 효과주의 담론에서

는 원전의 경제성을 문제 삼으며 원전의 가동률 저하와 우라늄 가격 상

승 문제 등을 이유로 내세웠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원전을 찬성하는 측

과 반대하는 측이 특정 입장만을 관철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연구 대상으로 택한 ‘노동조합’은 특수성을 가지는 집단

이기 때문에 연구할 가치가 있으나 반대로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주장할

수 있는 의견들이 있어 시민사회 전체로 일반화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

다.

2) 원자력 안전신화에 관한 연구

안전이라 하면 위험을 완벽히 부정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 또한 현대사회에서는 지속적인 연구와 기술적인

조치를 통해 안전을 완벽히 확보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다. 하지만 일본의 원자력기술에 대해 안전‘신화’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단지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하여 ‘사실 안전하지 않았다’고

증명되었기 때문일까?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전까지 일본의 원자력 추진 진영은 자국 원

자력기술의 우수성과 완벽한 안전성을 홍보해왔다. 그들에게 안전은 ‘신

화’가 아닌 ‘현실’이자 ‘사실’이었다. 하지만 일본 반원전운동의 선구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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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였던 과학자 타카기 진자부로(2011)는 1999년 JCO 임계사고를 계기

로 일본 정부 측에서 자국의 원자력기술에 대해 ‘안전신화’라고 언급하였

다고 주장했다. JCO 사고조사위원회 보고서에서 “원자력의 ‘안전신화’와

관념적인 ‘절대 안전’이라는 말은 폐기해야 한다.”라고 기술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원자력 안전‘신화’의 존재를 인정했다는 것이다.

해당 보고서의 원문(개요판)을 살펴보면 “안전신화”라는 말은 다음과

같이 두 번 등장한다. “원자력의 “안전신화”와 관념적인 “절대 안전”으로

부터 “리스크를 기준으로 하는 안전한 평가”로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

다”, “이번 사고의 저류에는 임계사상에 대한 위기인식의 결여·풍화(風

化)가 있었다.14) 적확한 위기의식은 안전문제의 원점이 되며, 원자력에

관한 모든 조직과 개인이 역할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그러한 사회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안전신화”나 “절대

안전”에서 “리스크를 기준으로 하는 안전평가”로 의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는 두 부분이다.15) “안전신화”라는 말이 포함된 두 문장은 “절대

안전”을 경계하며 “리스크”에 기반한 “안전평가”를 지향해야 한다는 같

은 의미의 문장이지만, 이를 통해 일본 정부가 JCO 임계사고의 원인이

“위기의식”의 “결여”와 “풍화”라고 스스로 언급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의 보고서 이전에도 일본 원자력기술에 대한 ‘안전신화’라

는 호명은 존재했는가? 국회회의의 경우 이 연구에서 확인한 바로는 원

전과 관련된 ‘신화’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77년 5월 19일 중의

원 본회의에서였다. 일본사회당의 무라야마 키이치(村山喜一)는 “돈만 된

다면 괜찮다, 값이 싸면 괜찮다, 미국의 원자로는 완전한 것이라는 ‘신

화’(역자 강조)를 가져온 결과, 원전(原電)의 조업율은 50%대로 최근의

정기검사에서는 전부 고장인 상태가 되었”다고 발언했다(国会, 1977a).

‘안전신화’라는 표현이 등장한 것은 미국의 스리마일섬 원전사고 발생 후

얼마 되지 않은 1979년 5월 8일 중의원 결산위원회에서였다.16) 일본공산

14) 다음(Daum) 일본어사전에 따르면 ‘풍화’는 “기억·인상 등이 흐려져” 간다는

뜻으로도 사용된다.

15) 原子力委員会(원자력위원회) 홈페이지(2020년 2월 19일 접속),

http://www.aec.go.jp/jicst/NC/tyoki/siryo/siryo05/siryo5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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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의 야마하라 켄지로(山原健二郎)는 “안전하다고 단언해 왔기에 ‘안전신

화’(역자 강조)라는 말까지 듣는 원자력발전소”가 스리마일섬 원전“사고

로 발전”한 현실을 강조했다(国会, 1979a). 이를 통해 일본 정부 측이 ‘안

전신화’에 대해 언급하기 전인 1970년대부터 정부가 주장하는 안전성에

대한 비판과 ‘신화’라는 호명이 사회적으로 형성되어 있었음을 의미한다.

후술하듯 일본사회당, 일본공산당은 반원전운동, 반핵운동에 참가해 왔기

때문에 해당 운동 측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원자력 안전신화’에 대한 논

의가 진행되었을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따라서 언제, 어떠한 배경에

서 ‘원자력 안전신화’라는 표현이 탄생하고, 관련 논의를 형성했는지 탐

색할 필요가 있다.

다음의 연구들은 일본의 원자력 안전신화를 주제로 하여 각각 상이한

측면에서 분석했다. 이 연구와 같이 일본에서 원자력 안전신화가 언제

호명되고 제기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한 연구는 없었지만, 이러한 연구

들을 토대로 일본의 원자력 안전신화론에 대한 논의를 파악해 볼 수 있

다.

나카노 요이치(中野洋一, 2011)는 ‘원자력촌’을 중심으로 원자력 안전

신화가 형성된 과정에 대해 논의하였다. 원자력업계로부터 광고비를 받

는 언론은 원전에 대한 비판을 금기시했고 안전성 홍보의 수단이 되었

다. 저자는 이를 토대로 원자력 안전신화의 형성에 대해 정치 후원금, 광

16) 참고로 미국에서는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원자력 산업이 ‘신화’를 통해 형성

되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리처드와 엘리자베스(Richard & Elizabeth, 1969)는 저

서에서 미국의 원자력 산업은 여러 ‘신화(myth)’(역자 강조)로 구성되었고, 이를

통해 원전을 추진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1950년대 초까지 많은 미국인들은

파괴적인 힘을 가진 핵에너지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산업계는 이익이 기

대되지 않고, 위험성이 우려되는 원전 건설을 주저했다. 하지만 원자력을 추진

하는 미국 정부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미국 원자력위원회(Atomic

Energy Commission, 이하 AEC)는 1957년 자국 산업계가 원자력 발전소 건설

을 할 수 있도록 원전의 사고발생 확률을 한 기당 10억 년분의 1 수준인 ‘가능

성 너머(beyond possibility)’라 평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핵무기의 파괴력으로

인해 죄책감을 느꼈던 과학자들은 핵의 평화적 이용 형태라 언급되던 원자력

에너지가 깨끗하고, 안전하고, 경제적이라는 낙관론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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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비, 도쿄전력과의 관계, 규제 담당 관료가 퇴직 후 도쿄전력에 재취업

(天下り, 아마쿠다리)하는 관행 등 각 구성원들의 이익관계에서 중심적인

원인을 찾았다. 코마츠 타케아키(小松丈晃, 2013)는 자동차 사고 발생확

률과 원전사고로 인해 암에 걸릴 리스크를 비교하는 ‘리스크 과학’이 안

전신화를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일본 원자력 안전규제 측은

중대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의 매뉴얼

도 원전사업자의 자주규제에 맡겼다. 또한 저자는 일본의 원자력 안전규

제 측이 원자력기술이 갖는 ‘리스크’를 관리한 것이 아닌 ‘리스크’로 인해

자신들이 속한 기관이나 조직이 ‘비난받을 것에 관한 리스크’를 구성해

사고 대책보다 우선적으로 관리해 왔다고 주장했다. 최종민과 윤순진

(2017)은 일본 원자력 안전규제 관련 기관들과 도쿄전력을 중심으로 이

들의 ‘책임’에 초점을 맞춰 원자력 안전신화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원자

력 안전규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논의했다. 저자들에 따르면 일본

원자력 안전규제 기관들과 도쿄전력은 원자력 안전신화에 기반하여 각자

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고,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에는 책임 불이행과

이에 대한 동참이 상호작용하며 무책임의 상황이 구조적으로 확대 재생

산된 상태였다.17)

와타나베 요시토모(渡辺良智, 2014)는 일본에서 원자력 안전신화가 발

생한 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는데, 피폭을 경험한 일본에서는

원전 도입 단계부터 안전성이 중시되었으며 특히 원전을 유치하는 지자

체는 원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믿어야만 했다. 여기에서 안전성

을 중시하는 것은 철저한 안전관리나 사고대비가 아닌, 사고의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버렸다. 또한 해외에서 중대사고가 발

17) 해당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벡(Beck, 1986)의 ‘조직화된 무책임

(Organised irresponsibility)’의 관점에서 해석하고자 했다. 조직화된 무책임은

특정 과학기술 또는 사건에 복수의 조직이 연관되어 있으며, 기술의 작동에 조

직들이 상호작용을 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위험의 최종적인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없는 상황을 가리킨다. 이는 해당 기술 또는 사건에 책임이 나누어져 있

기 때문이며, 조직화된 무책임은 원전사고뿐만 아니라 고도의 과학기술과 고도

의 산업화로 설명할 수 있는 현대 사회의 여러 측면에서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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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면 일본에서는 발생할 수 없는 사고라 주장했고, 국가와 원자력사업

자, 지자체, 국민 모두 이를 “맹신”해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저자의 주장

과 같이 원자력 안전신화에 대한 신뢰가 일본 국민에게까지 형성되었다

는 결론을 내리기에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일본에서는 원전 입지 지

역을 중심으로 반원전운동이 격렬하게 전개되었으며, 체르노빌 원전사고

발생 직후에는 원전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가 확대되는 등의 흐

름이 있었기 때문에(연구참여자 F, 2019.8.30.; 佐田務, 2009; 安藤丈将,

2015; 西尾漠, 2019) 모든 국민으로 단정짓기에는 힘들기 때문이다.

쿠누기자 케이타로와 키요카와 나루미(椚座圭太郎·清河成美, 2012)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통해 ‘방사선 안전신화(放射線安全神話)’도 일본 정

부와 언론에 의해 유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사선 안전신화는 “즉시

영향은 없다”, “100mSv 이하의 방사능이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는 없다”와 같이 방사능의 위험성에 대해 과학적으로 입증된 근거가 없

다며 위험성을 저평가하는 주장들이다. 이 연구에서는 ‘방사선 안전신화’

도 ‘원자력 안전신화’의 한 부분이라 본다. 왜냐하면 방사능이 절대 원전

외부로 새지 않는다는 것이 일본이 주장해 온 ‘원자력 안전신화’ 중 하나

이기 때문이다(大鹿靖明, 2013; 최종민·윤순진, 2017 재인용).

이 밖에도 나카지마 히사토(中嶋久人, 2017)는 안전을 구체적인 증거

를 통해 설득하려 하지 않고, 전력회사 사원들에 대한 인간적인 신뢰를

통해 호소하려 한 것도 안전신화로 보았다. 또한 원자력 개발 초기에는

안전신화와 같은 원전 추진을 위한 안전 홍보가 필요 없었다는 주장(佐

野政博, 2018)도 존재하는데 이러한 주장을 사실로 단정짓기에는 면밀히

분석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고, 앞서 언급하였듯 방사능에 대한 일본

사회의 민감한 인식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

다음은 선행연구들과 일본의 원자력 안전규제 관계자들의 발언 등을

통해 연구자가 원자력 안전신화와 관련된 특징들을 정리한 것이다.

§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 안전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거나 그러한 분위기를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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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한 안전성을 스스로 믿거나 주장한다

§ 원전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매우 희박하거나 낮다고 주장한다. 또는

사고의 가능성 자체를 부정한다

§ 위와 같은 확률론적 사고에 기반하는 주장으로 인해 안전규제가 느슨

해지고, 안전관리 주체가 각자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다

§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취하는 것만으로 원전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

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미룬다

§ 특히 원전 입지 지자체는 원전의 안전을 맹신해야 하는 존재가 된다

§ 해외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자국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안전하다는 주장이 과학기술에 대한 맹신을 기반으로 하며, 과학기술

을 통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믿는다

§ 방사능의 위험성에 대해 과소평가한다

§ 원전에서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누출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 주장한다

§ 안전과 관련된 요소를 통한 증명 대신 관리자에 대한 인간적인 신뢰

와 같은 감정적인 측면에 호소하여 안전을 믿게 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들을 통해 ‘안전’이라는 것의 실체에 대해 다시 질문을 던

질 수 있다. 어떠한 상태를 안전하다고 정의할 수 있을까? 인간과 밀접

한 곳에서 과학기술체제가 작동하는 경우 어떠한 안전상의 사건이나 사

고가 발생할지에 대해 모든 경우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이 완전히 확보되었다고 주장하는 것과 기술적 조

치를 통해 위험을 완벽히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안전‘신화’의 시

작이라 할 수 있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자면, 일본에서 원자력 추진 측의 안전성

주장에 대해 원자력 “안전신화”라고 처음 주장한 것은 언제이며 언급한

주체는 누구인가? 그 계기는 무엇인가?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을 주된 과제로 설정하여 검토하고, 고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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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과 연구자료

1) 연구방법: 담론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비판적 담론분석

이 연구는 ‘비판적 담론분석(Critical Discourse Analysis, CDA)’을 주

된 분석방법으로 하여 일본의 원자력정책 추진 과정 관련 행위자들의 사

회적인 상호작용 과정을 밝히고자 하는 역사사회학적(historical

sociology) 연구에 속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1차 자료를 중심으로 한

관련 기관이나 인물, 시민운동 단체의 공식적인 발언 등을 자료로 하여

담론분석을 진행하였다.

페어클로우(Fairclough, 2001)는 미쉘 푸코의 담론에 대한 시각을 토

대로 비판적 담론분석 방법을 제시했다. 푸코(Foucault, 1969)가 정의하

는 담론은 동일한 형성의 체계로 작성된 언표(l'énoncé)들의 집합이며,

언표는 처음부터 규칙성을 가지는 것이 아닌 사건이자 우발적인 출현이

다. 이러한 언표가 공간을 형성하고 그 공간에 과학, 예술 등 특정 주제

들과 관련된 담론들이 형성되는 것이다(이정우, 1994b). 또한 푸코

(Foucault, 1971)는 담론이 불평등한 권력 관계를 담고 있는 권력 작용의

결과물이라고 보았다. 비판적 담론분석은 이와 같이 담론에 내재한 불평

등성을 밝히는 분석방법이며, 지배담론의 억압적인 작동 구조를 드러내

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성휘, 2018). 담론의 미시적인 차원에 초점을 맞

춘 제임스 폴 지(James Paul Gee, 1999)도 언어가 가지는 ‘정치성’으로

인해 담론은 비판적으로 분석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저자에 따르면

모든 언어는 사회 재화 분배적인 측면에서 정치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

며, 언어 자체가 사회를 만들고 유지하는 방식 중 하나이기 때문에, 미시

적인 차원의 담론분석 역시 비판적 담론분석이라 할 수 있다.

페어클로우(Fairclough, 2001)의 비판적 담론분석은 사회적 차원의 논

쟁에 대해 다루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페어클로우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전환, 정보사회, 지식기반경제와 같은 개념들로 설명되는 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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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과정에 관심을 가지며 담론의 변화도 사회의 변화 과정 중 하나라

고 보았다(Fairclough, 2012). 페어클로우에게 담론은 사회생활의 다양한

표상이며 ‘담론의 질서’는 닫힌 시스템(폐쇄계)이 아닌 열려있으면서 상

호작용을 통해 변할 수 있는 시스템(개방계)이다. 페어클로우는 역동적

인 사회를 구성하고 반영하는 존재로서 담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페어클로우가 제시하는 비판적 담론분석 방법은 텍스트적 실천

(textual practice), 담론적 실천(discursive practice), 사회적 실천(social

practice)의 세 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진다. 가장 미시적인 층위인 텍스트

적 실천은 특정 주제에서 어떠한 단어들이 함께 사용되었는지, 어떠한

부사가 어떻게 기능하는지 등 언어적 요소들도 분석의 대상으로 다루면

서 궁극적으로 해당 문장이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김종태, 2014). 또한 이러한 주장들을 통해 특정한 담론들을 추출할 수

있으며, 해당 담론들은 거대 담론을 형성하는 구조적이고 기능적인 역할

을 수행하는 하위담론일 수 있다.

담론적 실천에 대한 분석은 특정 담론이 생산되고 소비되는 과정에서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Fairclough,

1992), 담론생산에 사용한 텍스트와 텍스트 생산 주체 등이 주된 분석

대상이다. 텍스트는 사회적인 제한과 제약을 받고, 권력 관계에 종속적인

경향이 있다(김영욱·함승경, 2014). 그렇기 때문에 담론분석에서는 텍스

트가 중립적인 대상이 아니라 텍스트의 형성과 확산, 수용 과정에 정치

적, 사회적 의도 등의 요소가 반영된다고 보면서 확산된 텍스트가 사회

에 주는 영향을 탐구한다(김신영·윤순진, 2015). 담론적 실천의 주된 개

념인 ‘상호텍스트성(intertexuality)’은 특정 텍스트가 이전에 발신되었던

다른 텍스트를 변형시키고 새로운 텍스트를 만들어내는 현상을 말한다.

해당 과정으로 담론의 접합(articulation)과 재접합(rearticulation), 탈접합

(disarticulation) 등이 진행되며, 담론적 실천을 통해 특정 담론이 헤게모

니를 얻게 된다(Fairclough, 1995).18) 푸코에 따르면 담론은 여러 차원에

18) 헤게모니 개념은 마르크스주의에서 프롤레타리아가 수행하는 역할로 정의

되었지만 이후 그람시가 대중의식의 변혁과 관련하여 독자적인 이론을 전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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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사회를 구성하고, 특정한 담론적 실천은 다른 담론적 실천의 조합을

통해 생성되고, 다른 담론들간의 관계를 통해 규정된다(홍기수, 1995). 특

정한 사회적인 쟁점에 대한 논쟁 속에서 각기 다른 입장을 반영하는 담

론은 복수로 존재하고 순환하며, 경우에 따라 경합하는 담론을 생성하고

확산시키며 지배적인 담론에 균열을 내면서 공론장을 형성한다(이기형,

2006; 박해광, 2011). 이와 같은 담론의 행위성을 통하여 생산된 텍스트

는 사회를 향해 고유의 담론적 실천과 사회적 실천으로 발신되어 영향을

미친다(안새롬, 2018).

사회적 실천 분석의 주된 목적은 담론이 발생한 사회적 맥락과(이광

수, 2013) 담론적 실천이 현실을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밝히는 것(서덕희,

2019)이다. 담론은 사회적 실천을 통해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를 변

화시키며 담론 자체도 사회로부터 영향을 받아 변화한다. 페어클로우

(Fairclough, 2012)는 담론이 특정한 사회를 넘어 세계의 새로운 질서를

형성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신자유주의 담론이 헤게모니를 획득하기까

지 관련 하위담론들이 발신되고 세계 여러 국가의 경제 기조에 영향을

미치며 경제 체제가 바뀌는 과정이 진행된다.

이 연구는 분석의 시기적 범위가 길고, 분석자료가 방대하므로 텍스트

적 실천에 대해서는 담론주체들이 생산하는 텍스트의 내용 파악만 진행

하고, 미시적인 언어 차원의 분석은 생략할 것이다. 대신 담론적 실천,

사회적 실천을 주된 분석방법으로 사용하여 담론투쟁 양상을 파악할 것

이며, 그 중에서도 담론적 실천에 보다 중점을 두고 분석을 진행할 것이

다. 역사적인 사건을 주제로 하는 만큼 사회적 실천에 대해서는 앞서 소

개하였듯 선행연구들을 통해 많은 부분들이 밝혀져 있기 때문이다. 담론

투쟁 역시 헤게모니 획득과 지배 담론이 되기 위해 각 담론이 펼치는 담

론적 실천의 한 형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적 담론분석을 통해 담론

다. 그람시(Gramsci, 1971)는 헤게모니를 대중의 ‘동의’를 얻는 지적·도덕적 지

도력이자 우위라고 정의하며 지배계급에 대항하는 헤게모니를 만들고 전파할

수 있는 지식인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그람시는 총파업과 같은

‘기동전’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진지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진지전

을 통해 지배계급에 대항하고, 헤게모니 획득을 꾀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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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 양상과 담론투쟁의 결과 또는 효과로서 발생한 사회적인 변화를 파

악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 실천의 영역에서도 상대적으로 주

목받지 못했던, 원자력과 관련된 특정한 담론이 발생하게 된 사회적인

맥락, 담론의 효과에 대해 연구의 주된 탐구 사항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지배담론에 대항하기 위해 형성된 저항담론만이 아닌

지배담론도 헤게모니 유지 또는 획득을 목표로 지속적인 담론투쟁을 펼

친다고 본다. 라클라우와 무페(E. Laclau & C. Mouffe, 1985)는 사회의

각 부분적 과정들의 총체성으로서의 ‘사회’ 개념을 폐기하고 ‘사회적인

것(the social)’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는데 이는 고정성을 가지지 않고 “개

방성”을 띠기 때문에 어떠한 헤게모니적 논리도 사회적인 것의 총체성을

설명할 수 없으며, 중심성을 구성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각 담론들이 담

론장을 지배하기 위해 경합하고, 접합을 통해 결절점(nodal point)들을

창조하려 하지만 그러한 시도의 성공은 의미를 일시적으로 고정하는 것

일 뿐이다(이진현, 2012).19) 즉, 영구적으로 의미를 고정하는 헤게모니

장악은 없으며, 사회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헤게모니적 논리는 존재하

지 않는다.20)21)

19) 라클라우와 무페는 헤게모니 접합에 대해서도 논했는데, 이들에 따르면 헤

게모니 접합은 다양한 적대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운동들을 통합하는 정치적 실

천이다. 이와 같은 헤게모니 실천을 통해 다양한 사회운동들이 연대하는 “등가

사슬”을 확장하고, 급진적이고 다원적인 민주주의의 확대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

이 이들이 제시하는 전략이다.

20) 그람시(Gramsci, 1971)는 국가와 같은 지배계급의 헤게모니에 위기가 발생

했을 경우에도 전통적인 지배계급은 “훈련된 요원”의 수가 많기 때문에 쉽고

빠르게 권력을 재탈환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인물과 강령 등을 변화시키거나

선동적인 약속을 내거는 것과 같은 전략을 통해 통제력을 재흡수하고, 강화한

권력을 사용하여 헤게모니를 위협하는 적을 분쇄한다. 이러한 그람시의 통찰에

더해 지배계급은 대중을 통제할 수 있는 언론의 힘과 자본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요소들도 헤게모니 위기 대응에 큰 효과를 발휘한다. 즉, 오랜 시간 권

력을 유지해 왔고 헤게모니 유지에 탁월하도록 조직되어 있는 지배계급이 필연

적으로 헤게모니 투쟁에서 유리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21) 이와 같은 입장을 토대로 담론투쟁 양상을 분석한 선행연구는 Cynthia and

Nelson(1999), Lokasundari Vijaya Sankar(2013), David and Alan(2013), 고성휘



- 25 -

일본 정부 측 시민사회 측

담론투쟁

전술

관련 텍스트 또는

표현

담론투쟁

전술

관련 텍스트 또는

표현

해당 항목에서

관찰된

담론투쟁의

방법 또는

담론투쟁을 위해

사용된 텍스트 또는

특징적인 표현

해당 항목에서

관찰된

담론투쟁의

방법 또는

담론투쟁을 위해

사용된 텍스트 또는

특징적인 표현

<표 1-1> 경합하는 정부와 시민사회의 담론투쟁 전술

원자력정책은 시민들의 선호와 여론을 무시할 수 없고, 그에 따라 방

향성이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을 추진하는 측의 담론이

우위에 있다고 해도 이는 영속적이지 않으므로 헤게모니 획득은 물론 유

지를 위한 투쟁을 지속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

전까지 반원전운동과의 경합에서 우위를 획득하고 원전을 확대해 온 일

본 정부 측의 담론을 지배담론이었다고 간주하지만, 이러한 지배담론도

담론투쟁을 전개해왔다고 보고 반원전운동 측의 담론투쟁 양상과 함께

분석할 것이다. 또한 일본 정부 측의 담론이 어떻게 헤게모니를 획득하

고 유지하려 했는지, 반원전운동 측의 대항담론은 그들의 운동을 어떻게

성공 혹은 실패로 이끌었는지에 대한 관련 요소들을 파악할 것이다.

<표 1-1>은 일본 정부 측과 반원전운동 시민사회 측의 담론경합 구

도와 담론투쟁 전술을 파악하기 위한 틀이다. 담론투쟁의 전술은 담론의

접합과 같은 상호텍스트성, 경우에 따라 권력관계가 포함된 담론형성을

통한 대상화, 호명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담론투쟁에서 사용한

텍스트와 투쟁의 성격을 드러내는 특징적인 표현 등도 확인할 것이다.

아울러 이 연구에서는 시기별 원자력 관련 쟁점(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원전의 안전성 등) 구분에 따라 담론투쟁을 진행하는 중심 주체를 파악

하고, 그들의 담론투쟁의 목표가 무엇인지도 살펴볼 것이다.

(2018) 등이 있다. 이 연구들이 가지는 견해들에 대해서는 제2장 이론적 배경의

2. 담론투쟁에서 상세히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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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론 담론

2) 연구자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연구는 비판적 담론분석을 분석방법으로

하는 일본의 원자력정책 추진 과정에 대한 역사사회학적 연구이다. 따라

서 주된 연구방법으로 다양한 문헌, 특히 1차 자료에 대한 접근을 시도

하였고, 텍스트 추출 후 자료로 사용하였다. 먼저 일본 정부 측의 담론을

파악하기 위해 원자력기술 개발과 원자력정책 추진 목적으로 작성되었던

일본 정부의 내부문서와 행정문서를 열람하거나 관련 국회회의록 등을

참고하였다. 과거에 작성되었던 일본 정부의 내부문서와 행정문서는 주

로 ‘国立公文書館デジタルアーカイブ(국립공문서관 디지털아카이브)’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문서들이 <그림 1-1>과 같이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22)

22) 国立公文書館デジタルアーカイブ(일본국립공문서관 디지털아카이브),

https://www.digital.archives.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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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内閣官房 内閣参事官室(1954)

<그림 1-1> ‘원자력발전에 대하여(原子力発電について)’

특히 참고한 자료 중 ‘원자력연보(原子力年報)’, ‘원자력개발이용장기계

획(原子力開発利用長期計画)’과 같이 원자력 추진과 규제 행정의 의사결

정기관인 원자력위원회가 작성한 원자력정책 동향에 관한 자료는 특정

시기 일본의 원자력정책의 방향성을 파악하는 데에 신뢰도가 높은 자료

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자료는 공표되었던 당시에도 과학기술청의

공개자료실에 비치되어 시민들도 열람할 수 있다(原子力委員会, 1974).

‘원자력연보’, ‘원자력개발이용장기계획’, ‘원자력백서’는 텍스트 자료 형태

로도 일본 원자력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23)

국회회의록은 ‘원자력(原子力)’을 키워드로 검색하여 역대 수상들의 발

언 또는 연설을 발췌하여 참고하였다. 국회회의록은 일본 ‘국회회의록 검

색시스템(国会会議録検索システム)’ 홈페이지를 통해 텍스트 자료화된 문

서로 열람할 수 있다.24)

이 연구는 위와 같은 문서 자료를 텍스트화하여 당시 문장 그대로 현

23) 内閣府 原子力委員会(내각부 원자력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aec.go.jp/

24) 国会会議録検索システム(국회회의록 검색시스템) 홈페이지,

http://kokkai.ndl.go.jp/



- 28 -

재의 연구에 활용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텍스트화하는 과정은 선

정한 자료들을 정독하고, 연구자가 일본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거쳤다. 이 연구의 담론분석에 사용한 행정문서 자료와 내각총리대신의

발언을 추출한 회의록 목록은 <부록 1>을 참고하기 바란다.

이외에도 신문 기사와 같은 언론 자료는 일본이 아닌 국가에서는 인

터넷을 통해 검색일 기준 과거 1년 이전의 기사들에 접근할 수 없으므

로,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중앙도서관의 신문자료실에 종이신문 형태

로 보존되어있는 자료들을 열람했다.25)

반원전운동을 해 온 시민사회 측에 대한 담론분석은 주로 그들이 공

개한 결의문, 선언문, 성명문과 같은 대내외 발신용 문서를 자료로 사용

하였는데, 해당 목록 역시 <부록 1>을 참고하기 바란다. 이러한 문서는

각 단체의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거나, 관련 문서만을 모아 서적으로

출판한 경우도 있으나 이 연구의 분석시기에 해당하는 서적들은 대부분

이미 절판된 상태이며 해당 시민단체도 자료를 보존하지 못한 경우가 있

었다. 이러한 경우는 해당 자료들을 인용한 논문, 도서 등을 통해 재인용

하거나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원자력정보자료실’에서 발행한

‘원전투쟁정보’는 ‘원자력정보자료실’을 통해 창간호부터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 주문하여 받아보거나 직접 방문하여 필요한 자료

를 구매하여 반원전운동 시민사회의 담론 파악을 위한 주요 참고자료로

사용하였다.

필요에 따라 관련 영상자료들도 참고로 하였다. 특히 지자체 주민들에

게 원자력 유치를 홍보하기 위해 제작된 영상도 담론을 파악하는 데에

유의미하다고 판단하였다. 사자료(史資料)로서 영상의 중요성을 주장하

는 니시다 요시유키(西田善行, 2016)에 따르면 영상은 시청자에게 문자

정보만으로는 전할 수 없었던 정보를 전달하며, 특히 TV를 통해 방영된

영상은 당시 시청자들의 시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만으로 그 가치를

25) 해당 도서관의 종이신문은 이 연구에서 참고로 한 일본의 대표적인 보수성

향 언론지인 마이니치신문(毎日新聞)이 1872년부터, 진보성향 언론지인 아사히

신문(朝日新聞)이 1888년부터 보존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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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직업 및 직위

성별

(연령)
정보

면접 날짜와

시간

A

반원전운동

가단체

공동대표

남

(60대)

전력회사에 대한 의구심 및 반원전운동

단체 인물과의 인연으로 반원전운동

시작함

2019년 8월

28일(100분)

B
반원전운동

나단체

남

(60대)

대학시절부터 시민운동을 했고, 현재까지

시민운동을 이어옴

2019년 8월

29일(120분)

<표 1-2> 연구참여자 정보 및 면접 날짜와 시간

가진다. 이 연구에서는 1950-1960년대의 ‘이바라키현 영화(茨城県映画)’

와 같은 원자력 입지 지역의 정책 홍보를 위한 영상을 주로 참고하여 원

전 입지와 지역 사회의 발전을 어떻게 연관시켜 홍보했는지를 파악하고

자 했다. 또한 NHK의 ‘원전 도입의 시나리오 ~ 냉전 하의 대일원자력전

략(原発導入のシナリオ ～冷戦下の対日原子力戦略～)’과 같은 다큐멘터리를

통해 당시 일본의 원자력 도입에 깊이 관여하였던 주요 인물들의 인터

뷰, 수기 등도 참고로 하였다.

아울러 일본에서 장기간 반원전운동에 임해 온 운동가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도 실시했다. 심층면접은 응답자와의 면대면 대화를 통해 질문

을 반복하거나 추가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타당성이 높은 자료를 수집

할 수 있다(윤순진·심혜영, 2015). 또한 심층면접 방법은 비체계적이며,

연구자의 판단으로 질문 순서와 내용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다.

이를 통해 문헌조사로는 파악할 수 없는 당시 사건의 드러나지 않은 상

황, 사회적인 분위기에 대한 증언 등을 얻을 수 있다. 특히 정부 자료에

비해 문서 자료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거나 잘 보관되어 있지 않은 시민사

회의 의견과 주장을 보완적으로 파악하는 데 심층면접이 유효하였다.

질문은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기반으로 실시하였다. 면접은 주로 해당

시민단체 사무실 등 연구참여자의 주된 활동 공간으로 직접 찾아가서 실

시하였으나, 연구참여자의 요청에 따라 카페, 식당 등의 상업공간에서도

이루어졌음을 밝힌다. 또한 면접내용은 모두 면접 대상자들의 동의하에

녹취하였고, 한국어로 번역 후 자료화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기본적인

정보와 면접 시간은 <표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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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장

C

반원전운동

나단체

직원

남

(30대)

반원전운동에는 큰 관심을 갖지 않았으나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운동에

참가하게 됨

2019년 8월

29일(60분)

D

에너지전환

관련 연구소

대표

남

(60대)

본래 원자력공학 전공자였으나 원전의

안전성에 의문을 갖고 반원전운동을

시작함

2019년 8월

29일(60분)

E

원자력 관련

비정부 기관

시민위원회

사무국장

남

(50대)

사회인일 때 환경운동에 관심을 가져

환경단체로 이직함. 이후 반원전운동

단체에서 일하기 시작함

2019년 8월

30일(70분)

F
소비자운동단체

공동대표

여(연

령

미상)

전력회사의 독단적인 원자력 추진 체계에

부조리함을 느껴 반원전운동을 시작하고

지속해 옴

2019년 8월

30일(60분)

G
후쿠시마현

주민

여

(50대)

후쿠시마현에서 태어나고 자람.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분노를 풀고자 집회에

다니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선배

여성운동가들을 중심으로 원전 관련

지식을 습득함

2019년 8월

30일(40분)

H 탈원전 활동가
남

(40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반원전운동을

시작함. 핵연료제조공장 근처에서 유년

시절을 보냄

2019년 9월

4일(80분)

질문의 영역 세부 내용

반원전운동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

Ÿ 당신은 언제부터 반원전운동을 시작했습니까?

Ÿ 당신이 반원전운동에 뛰어든 계기는 무엇입니까?

일본 반원전운동의

특징

Ÿ 원자력정책 초기의 원전 입지 예정 지역 중심 반원

전운동은 원전에 반대하는 운동이었는지, 지역을 위

한 운동이었는지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

시오.

Ÿ 일본의 ‘반핵운동’ 단체가 ‘반원전운동’에도 참가하게

<표 1-3> 심층면접에 사용한 기본적인 주요 질문

또한 세부적인 질문 내용은 <표 1-3>과 같은 내용들을 토대로 하였

으며, 면접조사의 흐름에 따라 연구자가 질문을 추가하고, 연구참여자도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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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Ÿ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기 전, 원전에 대한 정보, 원

전과 방사능의 위험성에 대한 정보 등은 어떠한 방

법을 통해 학습했습니까?

일본 정부의

안전성 홍보

Ÿ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 원자력 안전에 대한 일본

정부의 홍보를 접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떠한

내용이었습니까?

Ÿ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 일본의 시민사회는 자국의

원자력 안전을 신뢰했다고 생각합니까?

기타

Ÿ 일본인은 방사능에 대한 감정이 민감하다는 말을 들

은 적이 있습니까? 또한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

니까?

아울러 위의 심층면접이 아니더라도, 일본에서 여러 차례 탈원전운동

집회, 세미나 등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연구자는 탈원전운동 진영 시민들

을 만나 대화하고, 연구자의 연구에 관심을 보이는 일부 탈원전운동가로

부터 이 연구에 도움이 되는 여러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다.

이외에도 일본의 에너지에 관한 현황 자료 등은 관련 기관의 자료 등

문헌조사를 통해 파악하였다.

4. 연구의 대상과 범위

이 연구의 시간적인 범위는 일본에서 원자력발전체제가 태동하기 시

작해서 공고화되기까지의 기간이다. 연구의 시작점은 일본 정부가 첫 원

자력 예산을 제출하며 본격적으로 원자력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고, 동

시에 일본 시민사회에서 ‘원수폭금지서명운동’이 발생한 1954년이다. 히

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되어 일본이 처음으로 ‘핵’을 경험한

1945년부터 1953년까지도 연구의 대상으로 고려할 수도 있지만, 1952년

까지 일본은 GHQ의 지배를 받았던 상태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권한

이 종속되어 있었고, 원자력에 대한 행정 자료 자체도 희박하다.26) 아울

26) GHQ의 직접통치는 아닌, GHQ의 지령을 기반으로 일본 정부가 정치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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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일본 시민사회가 본격적으로 ‘핵’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해가 1954년이기 때문에 이에 맞추어 분석 기간도 1954년부터로 설정하

였다.27) 종료 시점은 원자력 발전 추진에 가속도를 붙여준 두 차례의 석

유위기와 미국의 스리마일섬 원전사고 발생을 거친 다음 해인 1980년까

지로 한다. 종료 시점을 1980년으로 한 것은 특히 스리마일섬 원전사고

의 영향이 담론에 반영되는 양상을 관찰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이 연구의 질문에 따라 ‘누구의 담론을 분석할 것인가’라는 문제

가 생긴다. 원자력을 추진하는 측과 반대하는 시민사회 측 모두 관련된

담론의 주체가 다양하게 존재할 것이나, 모든 주체들의 담론에 대한 분

석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대표성을 가지는 주

체들을 선정하여 시기별로 원자력과 관련된 담론을 분석했다.

원자력을 추진하는 측은 일본 정부로 한정하되, 자료의 중요도를 고려

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계 등 정부 외의 관련 단체 자료도 참고하였다.

일본 정부로 한정한 이유는 일본이 정부 차원에서 원전을 적극적으로 도

입하고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왔기 때문이다(김은혜·박배균, 2016).28) 일본

현하는 간접통치 체제였다(田中眞佐志, 2013).

27) 일본의 원자력 정책 추진 과정을 살펴본 혼다 히로시(本田宏, 2003a)도

1954년을 일본 원자력체제의 형성 시작으로 보고, 1954년부터를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28) 이는 과거 내각총리대신들의 발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 중 특히 정부

가 원자력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난 사례가 1973년 12월

11일 내각총리대신이던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榮, 1972년 12월 22일부터 1974

년 12월 9일까지 내각총리대신으로 재직)의 중의원 예산위원회의 중 아래와 같

은 발언이다.

“...... 이는 석유문제가 여기까지 오면, 원자력문제, 원자력발전이라는 것이 얼마

나 필요한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제 전혀 논의가 없는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자력발전소는 해야만 합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획의 10%도 못

했으므로, 석유문제를 아무리 논해도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는 정부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1973년 12월 1일 참의원 예산위원회 회의(国会, 1973c)

이하 국회회의록은 모두 ‘국회회의록검색시스템(国会会議録検索システ

ム)’(http://kokkai.ndl.go.jp/)에서 검색하여 인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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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내부 문서 또는 원자력정책 관련 계획에서도 정부가 원자력정책

추진과 안전관리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科学技術

庁, 1974).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원자력 추진의 중심적인 주체는 일본

정부라 할 수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까지 역대 내각이 원전에 부

정적인 입장을 취한 적은 없었으며, 모두 원전을 추진해 왔으므로 이들

이 관련 산업계의 추진논리까지 대변하여 사회에 담론을 발신해 왔다고

판단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원자력 추진과 관련된 기

관들 중 이 연구의 분석 시기동안 존재했던 곳은 원자력위원회, 원자력

안전위원회, 과학기술청, 통상산업성(현 경제산업성) 등 원전 추진과 홍

보 업무를 담당해 온 기관을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원전 입지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원전의 수용성을 높이는 작업도 중요했으므로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관련 담론을 형성하여 발신한 경우 해당 담론도 검

토하였다. 이에 더해 이 연구가 대상으로 하는 분석 시기의 역대 내각총

리대신들의 국회 연설, 국회 발언도 담론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내각

총리대신의 공식적인 자리에서의 발언은 해당 사회에 특정한 담론 형성

효과가 큰 것은 물론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정 시기의 사회적인 문제와

논쟁점들을 파악하는 데에 용이하다.29)

시민사회 측에 대해서는 각 시기별로 관련 시민운동단체들 중 주도적

으로 반핵, 반원전과 관련된 주장을 발신하고 활동한 단체들의 담론을

검토하였다. 이 연구의 주제는 원자력과 관련된 담론으로, 핵기술의 군사

적 이용은 주된 주제가 아니다. 하지만 연구자는 일본이 핵무기에 피폭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전을 도입하고 추진한 점, 핵무기에 반대하던 반

핵운동 단체가 원자력에도 반대하는 반원전운동 단체로 분화된 점을 고

려해 보았을 때, 핵기술에 대한 반대의 발아라고 할 수 있는 반핵운동도

검토의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단, 1957년부터 입지 예

정 지역 단위로 반원전운동이 발생하기 시작했으므로, 반핵운동 단체가

29) 신도 무네유키(2015)는 일본 정치에서 내각총리대신이 점유하는 정치적·행

정적 지위의 강력함에 대해 논했다. 저자에 따르면 특히 자민당 일당 우위 체제

에서 내각총리대신의 정치적인 힘의 강력함은 당내에서 절대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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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하는 담론은 그 이전인 1956년까지만 분석할 것이다. 따라서 1954년

부터 1956년까지는 대표적인 반핵운동 시민단체였던 ‘수폭금지서명운동

스기나미협의회’와 ‘원수폭금지일본국민회의’, ‘일본원수폭피해자단체협의

회’의 성명문과 같은 문서들을 통해 담론을 추출할 것이다.

원전 입지 지역을 기반으로 반원전운동이 발생했던 1957년부터 1973

년까지는 간사이 지역 연구용 원자로 입지에 반대하던 주민 측의 국회

발언, 아시하마 원전 입지 반대운동 주민들의 선언문, 토론회 발언 등을

검토할 것이다. 단, 원자료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 부득이하게 논문과 단

행본 등 2차 자료에 실린 것을 재인용한 경우도 있음을 밝혀둔다. 1970

년 초중반부터는 원자료가 비교적 많이 남아 있는데, 이는 지역 중심으

로 전개되었던 반원전운동이 전국적으로 연계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기에,

연결 기관의 역할을 하고자 했던 운동 단체인 ‘원자력정보자료실(原子力

情報資料室, 주로 CNIC라 불림)’에서 발간한 전국지에 이들이 기고를 했

기 때문이다. 이 전국지의 이름은 ‘원전투쟁정보(原発斗争情報)’이며,

1972년 11월 25일 창간호 발간 이후로 정기적으로 발행부수를 늘려가며

각 반원전운동 단체들의 목소리를 담아왔다.30)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의

반원전운동 단체들의 주장은 주로 ‘원전투쟁정보’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

였다.

반원전운동을 해 온 시민사회 측은 원전 입지 지역주민, 일반 시민뿐

만 아니라 과학자와 같은 전문가도 포함되어 있는데, 시민들이 전문적인

지식에 근거하여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해 주거나, 과학자

자신도 직접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았다. 원자력위원회도 원전 입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열었을 때 주민들의 편에 서서 주장

하는 과학자들도 ‘지역 이해관계자’에 포함시킨 바 있다(原子力委員会,

1974).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검토하는 반원전운동 사례에서 과학

자들의 담론도 분석대상으로 포함하였다.

30) CNIC 관계자에 의하면, ‘원전투쟁정보’를 반원전운동 단체들의 의견 발신을

위해 원전 입지 지자체 등 정부 기관에 발송해 왔다고 한다.

‘원전투쟁정보’는 152호부터 ‘원자력자료정보실통신(原子力資料情報室通信)’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2019년 10월 현재 544호까지 발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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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분석대상이 되는 주제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담

론이다. 하지만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내용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함께 언급되는 경우에는 분석대상에 포함시켰다. 예를 들면 다음

과 같다.

“...... (아이젠하워)대통령은, 또한, 이 연설 중에, 현재 이미 미국에서는, 제2

차 대전 전 기간을 통해, 모든 전장에서, 모든 항공기, 모든 대포가 투하한, 발

사한 모든 폭탄, 모든 포탄의 총계를 폭발위력으로 환산해도, 그 몇 배에 달하

는 원자병기를 현재 저장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이때, 이렇게 됩니다. 이 동력을

가지고 평화산업으로 돌릴 수 있다면, 우리 세계가 가능하다면, 이것이야말로

미국 대통령 제안의 목표이기도 하며, 또한 인류의 소망이기도 하다고 믿는 것

입니다 ......”31)

이 발언에서는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에 대해 언급하면서도 핵무기의

“폭발위력”을 “평화산업”으로 이용할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경

우에는 군사적 이용에 대한 담론만 발신하는 것이 아니므로 분석대상에

포함시켰다.

시민사회 측의 담론도 위와 같은 맥락에서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과

원자력을 함께 언급하는 경우는 분석대상에 포함시켰다. 단, 원자력의 군

사적 이용에 대한 반대만을 주제로 하는 초기의 반핵운동의 경우는 예외

적으로 분석대상으로 정했는데, 그 이유는 해당 단체의 운동이 추후 반

원전도 주장하는 시민단체로 변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필요에 따라 신문보도, 사설 등도 참고하였다. 1절에서 언급하였

듯 선행연구들에서는 공통적으로 일본의 언론을 ‘원자력촌’ 구성원으로

보았다. 특히 ‘요미우리신문(読売新聞)’은 원자력기술 도입 당시 사주가

원자력위원회 초대 위원장이었던 쇼리키 마쓰타로였으므로 요미우리신문

은 기술도입 초기 원자력을 홍보하는 중심축과도 같았다(서동주, 2014).

그러므로 원자력과 관련된 담론 형성과 발신 주체로 충분히 인정할 수

31) 1954년 5월 1일 국회 중의원 회의 중 개진당 의원 스마 야키치로의 발언,

国会(1954), 第十九回国会　衆議院会議録第三十二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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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언론은 그 자체만으로 담론분석의 대상으로서 독립연구가 이루

어질 수 있는 만큼 별개의 연구 주제가 된다고 판단하여 이 연구에서는

주요한 분석대상으로는 선정하지 않았다. 이는 후속연구의 과제로 남겨

둘 것이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언론 자료를 특정 시기의 사회적인 상황

파악, 여론 파악 등을 목적으로 한 참고자료로 사용하였다.

원자력 추진과 관련된 담론을 형성하는 다른 주체로 도쿄전력과 같은

일본의 전력회사와 산업계 등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본은

원전을 운영하는 기업이 도쿄전력을 포함하여 11곳이고, 각각 장기간 원

전을 운영해 왔으며, 각 주체들의 사회적인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석 또한 별도의 연구 주제가 될 것이다.32) 이에 대해서도 후속연

구로 남겨두고, 이 연구에서는 담론 형성 주체로서 원자력 추진 측은 일

본 정부로 한정하였다. 단, 필요에 따라 전력회사나 산업계의 자료도 참

고자료로 활용하였다.

5. 연구대상기간의 시기 구분과 논문의 구성

이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 시기를 일본에서 원자력발전체제가 형성되

고 단단하게 구축된 시기인 1954년부터 1980년까지를 분석 대상 기간으

로 정하고, 해당 기간을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하였다. 시기 구분은 선행연

구들을 검토하여 결정하였다.

한국과 일본의 원전 정책 도입 과정을 시기별로 분석한 윤순진 외

(2011)는 원자력기술 도입부터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까지를 4개 시기

로 나누었다. 상업용 원자로의 도입과 발전기(1950-1960년대), 핵비확산

과 석유파동기(1970년대), 세계적 원전사고와 원자력 침체기(1980-1990년

대), 저탄소에너지원으로의 부각기(2000년대)인데, 이는 세계원자력협회

(World Nuclear Association, WNA)의 구분을 보다 세분화한 것이다.

32) 일본에서 건설이 완료된 원전을 보유하고 운영하는 회사는 도쿄전력, 도호

쿠전력, 일본원자력발전, 츄부전력, 시코쿠전력, 규슈전력, 츄고쿠전력, 간사이전

력, 호쿠리쿠전력, 홋카이도전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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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원전 정책 추진과 탈원전 운동의 관계를 정치적인 관점과 연

관시켜 본 혼다 히로시(本田宏, 2003a)는 행위자에 초점을 맞추어 1954

년부터 1991년까지의 시기를 구분하였다. 지배적연합과 “기본합의”의 확

립(1954-1967년), 비판세력과 수익세력의 형성(1954-1974년), 여야대립

시기의 반원전운동의 확립(1974-1978년), 보수회귀 하에서의 분쟁의 격

화와 의식화(1979-1985년), 새로운 반원전운동을 가리키는 반원전 “뉴웨

이브”의 시대(1986-1991년)인데, 시기별로 공통된 이익을 가지거나 대립

하는 행위자들의 그룹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안선희(2018)는 일본의 원자력 안전규제의 역사를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까지 포함하여 네 시기로 보았다. 첫 번째 시기는 원자력기본법이

제정된 1955년부터 1978년까지인데 이 시기에는 수상에 의한 일원적 규

제가 이루어졌다. 두 번째 시기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설치된 1978년부

터 중앙성청 재편이 이루어진 2001년 1월까지이며, 일본의 원자력 산업

이 정착되었다. 세 번째 시기는 1999년의 JCO 임계사고 발생 이후부터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직전까지의 기간이다. 이 시기에는 JCO

임계사고로 인해 원자력 관련 사고 대응에 관한 법률들이 정비되었으며

중앙성청 재편을 통해 원자력 안전규제가 경제산업성으로 일원화되었다.

또한 수상이 원자력 안전규제 권한을 갖지 않는 정책 방향으로 변하였는

데, 이로 인해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사고 진행 정보를 관저에서 신속

하게 입수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했다. 네 번째 시기는 후쿠시마 원전사

고가 발생한 2011년 이후인데,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보안원의

해체,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설립, 민주당 정부의 탈원전 정책 선언과 자민

당 아베 내각 집권 후 원전을 재가동하려는 움직임이 특징적이다.

위와 같이 선행연구에서는 원자력정책 추진과 관련된 중요한 사건이

나 관련 행위자들에 초점을 맞춰 시기를 구분했다. 특히 행위자에 대해

서는 정부를 중심으로 원자력정책 참여자들의 정책 형태 변화에 중점을

두고 보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원자력발전체제와 관련 담

론 변화에 중점을 맞춰 1954년부터 1980년까지를 전체 분석시기로 정하

고, 원자력발전체제의 확립 정도와 반원전운동의 변화에 따라 세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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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누었다. 구체적인 시기 구분으로는 먼저 일본의 원전 정책 형성과

변화 과정을 원자력발전정책의 시작과 원자력발전체제의 출발

(1954-1956), 원자력발전 산업 정립과 반원전운동 발아기(1957-1973), 전

원삼법교부금과 일본 내 원전 건설의 전국화기(1974-1980)로 나눠 각 장

에서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구분은 원자력발전체제에 초점을 맞춰 체제

의 형성과 견고화 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보기 위한 것과 동시에 시민사회

의 담론과 움직임도 파악하기 위함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원자력 안전신화’ 담론의 형성과 확립 과정에 초점을 맞

추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다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 분석시기의 종료시점

을 일본 원자력정책 과정의 비교적 초기의 시기이자, ‘원자력 안전신화’

가 논의되기 시작한 1970년대 중후반이 지난 1980년까지로 설정했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연구질문을

던지며 연구의 필요성을 기술하였다. 또한 일본의 원자력정책 추진 과정

에 대한 추적 연구, 일본의 ‘원자력 안전신화’에 관한 연구와 같은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며 논의 사항들을 좁혔다. 아울러 연구방법으로 담론투

쟁을 중심으로 하는 비판적 담론분석에 대한 논의들을 검토하였다. 또한

연구에 사용할 자료를 정하고, 연구의 대상과 범위를 한정하였다.

제2장에서는 연구의 이론적 배경인 발전국가로서의 일본과 시민운동,

담론과 담론투쟁, 원전 인식의 사회적 구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이

를 토대로 연구의 분석틀을 작성하였다.

제3장에서는 첫 번째 분석 시기인 1954년부터 1956년까지에 대해 다

루었다. 시간적인 범위는 짧지만 해당 시기는 일본 내에서 원자력 추진

과 관련된 세력이 형성되고, 미국을 통해 원자력기술 도입을 추진하는

동시에 영국의 원자력 추진 세력과도 접촉하는 등 여러 사건이 발생했

다. 일본 정부 측은 이러한 원자력 추진을 정당화하기 위한 원자력 선전

담론을 발신했고, 시민사회에서는 핵무기에 반대하는 운동이 발생하여

관련 담론들이 사회적으로 확산되었다. 이러한 담론들을 토대로 일본 정

부 측과 시민사회 측에 대한 담론분석을 실시하고, 분석결과의 의의를

소결에서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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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에서는 간사이 지역 연구용 원자로 입지 반대 운동 발생 시점인

1957년을 시작 시점으로 하여 1차 석유위기가 발생한 해인 1973년을 종

료 시점으로 나누었다. 196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지역주민들, 특히 어민

들이 주체가 되어 상업용 원전 건설 반대운동을 펼치고 건설 저지에 성

공한 아시하마의 운동을 시작으로 반원전운동이 건설 예정 지역을 중심

으로 발생하였다. 이러한 전개 속에서 지역주민들은 원전과 방사능의 위

해를 중심으로 원전의 위험성과 관련된 담론을 발신하며 일본 정부 측의

원전 입지 추진에 대항했고, 일본 정부 측은 원전을 통한 지역 개발을

제시하며 원전의 안전성을 강조하는 담론을 적극적으로 사회에 유포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토대로 양측의 담론투쟁 양상을 파악하여 담

론분석을 실시하고, 분석 결과에 대한 의의를 소결에서 논의하였다.

제5장에서 다루는 이 연구의 세 번째 분석시기는 1974년부터 1980년

까지이다. 석유위기 발생을 이유로 일본 정부 측에서 원전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기 시작한 시기이다. 또한 1974년에는 원전 입지 지역에 대한 금

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전원삼법이 통과되었고, 1979년에는 미국 스리

마일섬 원전사고가 발생하여 반원전운동 진영이 사고 사례를 근거로 보

다 강력하게 원전의 위험성 담론을 발신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중대한

원전사고와 2차 석유위기가 발생한 후의 사회상황과 담론의 추이를 파악

하기 위해 그 다음 연도인 1980년까지를 분석시기에 포함했다. 해당 시

기에 대해서도 담론투쟁을 중심으로 한 담론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에

대한 해석과 의의를 소결을 통해 논하였다.

제6장에서는 먼저 시기별 담론투쟁 양상을 총괄적으로 논의하는 등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각 시기의 지배적인 담론이나 담론투쟁의 쟁점

이 되는 사항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요약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또한 이

를 통해 이 연구의 학문적·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 40 -

제2장 이론적 배경

1. 발전국가로서의 일본과 시민운동

발전국가는 국가의 경제개입을 부정하던 신자유주의의 경제성장 실패

로 인한 회의적인 분위기 형성과는 대조되는 아시아의 경제성장 성공국

가 사례들에 대한 관심을 토대로 등장했다(강동훈, 2011). 대표적으로 한

국, 타이완, 홍콩,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 불리며 2차 세

계대전 이후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통해 발전국가의 대표적인 사례로 설

명된다. 일본은 해당 국가들보다 이른 시기에 근대화와 경제성장을 달성

한 발전국가의 원류로 분류된다. 발전국가는 이와 같이 급격한 경제성장

을 이룬 국가들의 경제성장 요인과 해당 국가들의 정치, 행정, 사회복지,

정부와 기업 간의 관계를 통찰할 수 있는 이론으로 사용되었다.33) 발전

33) ‘발전(development)’은 ‘개발’로도 번역한다. 홍성태(2007)에 따르면 발전은

“더 나은 상태로 변하는 것”의 의미가 강하며 개발은 인위적으로 “자연이나 사

회의 상태를 바꿔놓는 것”이다. 저자에 따르면 경제성장을 명분으로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은 생태계의 위기를 심화시키는데, 이와 같이 생태계 파괴를 동원하

는 자본주의 확대와 토건업의 확장을 지향하는 것을 개발주의라 할 수 있다. 구

도완(2004)은 국가와 자본이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자연자원을 이용하는 활동에

대해 개발이라고 하고, 생태계 수용력 범위 내에서 경제·사회·환경의 균형 있는

진화를 목표로 하는 활동을 발전이라고 정의했다. 이외에도 개발 중심 정책의

폐해와 경제적 발전에 비한 사회적인 저발전, 개발독재체재로 인한 시민사회 발

전의 억압 등의 측면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에서는 developmental state 또는

developmentalism에 대해 ‘개발국가’ 또는 ‘개발주의’로 번역을 택한다(이병천,

2003; 오용선, 2005; 조명래, 2006; 홍성태, 2007; 홍성태, 2018). 또한 이 절에서

후술하듯 일본의 관련 선행연구들에서는 대부분 ‘개발국가’ 또는 ‘개발주의’로

번역한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발전국가’란 명칭을 사용할 것인데, 후발주자

인 비서구 국가들도 서구 선진국처럼 산업화를 통해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사

고방식을 나타내기에 ‘발전주의’가 적합하며, ‘개발국가’, ‘개발주의’로 번역할 경

우, 자본주의의 역사적 국면에 따른 개발 전략 등의 차이를 변별하기 어렵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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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주요한 특징으로 시장에 대한 국가 개입을 들 수 있지만, 엘리트

관료와 민간부문의 긴밀한 협력, 권위주의 등도 언급된다.

에반스(Evans, 1995)는 1970-80년대의 한국, 브라질, 인도의 사례를

들며 발전국가적인 특징을 찾았는데, 그에 따르면 발전국가는 산업화를

주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산업화 자체가 일어나도록 한다. 또한 발전국가

에서는 베버(Weber)의 관료제와 같이 엘리트 관료들이 긴 시간 커리어

와 수입을 보장받고, 이것이 조직에 대한 헌신과 상호 밀착을 만들어낸

다. 에반스는 이러한 밀착을 “배태된 자율성(embedded autonomy)”이라

하며 정부의 산업화에 대한 성공적인 개입을 이끌어내는 구조라고 주장

했다. 발전국가는 국가가 개입한다는 특징에서 보면 약탈국가(predatory

state)와 동일하지만 관료제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박은홍, 2000). 약탈

국가는 국가가 자율성을 가지고 있지만 발전을 실행할 능력이 없고, 사

회에 지대를 제공하는 대가로 공물을 거두는 데에만 치중한다. 하지만

발전국가는 실행 능력을 통해 국가주도 시장경제를 계획하면서도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토대로 계획들을 진행한다(Öniş, 1991).34)

발전국가의 담론에 대해 연구해 온 김종태(2018a)는 ‘발전

(development)’ 개념은 유럽을 상징하던 ‘문명(civilization)’이 세계대전

이후 패권을 상실하면서 부각되었다고 주장했는데, 발전은 새로운 초강

대국인 미국의 상태를 의미했다. 유럽은 비유럽, 비서구 국가에 대한 지

배를 자신들의 ‘문명’과 피지배 국가들의 ‘야만’을 대조시키며 정당화하려

했지만 세계대전을 통해 그 권위가 훼손되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해리 트루먼 대통령의 제3세계 국가들을 ‘발전시킨다’는 정책을 통해 ‘발

전’은 공업화를 통한 ‘개발’을 의미하게 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근대화

(modernization)’ 개념이 발전, 개발과 연결되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홍

문이다(홍덕화 2016).

34) 동아시아 국가들은 다른 대륙의 후발주자보다 자원형성, 투자배분, 금융, 시

장 등 거의 모든 영역을 통제해 국내산업과 국제경제의 관계를 조절했다(임현

진, 2020). 동아시아 국가의 배태된 자율성은 국제시장의 가격경쟁력을 위해 노

동억압과 임금억제를 강행했고, 이로 인한 구조적인 제약으로 노동이 배제된 자

본과의 연계가 형성되었다(양재진,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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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 2007). 이때 발전을 측정하는 척도는 경제성장으로 환원되는데, 이

를 ‘발전주의(developmentalism)’라 정의한다(김종태, 2014).35)

하지만 국가별 다양성으로 인해 발전국가의 특성에 대한 통일적인 정

의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대표적인 발전국가로 분류되는 한국과 일본, 대

만은 국가의 시장개입을 특징으로 하지만 산업화 패턴이 다르고, 한국과

일본에서 보이는 국가와 민간의 협력구조가 대만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

외에도 동남아시아 고성장 국가들은 약한 국가의 강도, 상대적으로 취약

한 자율성과 응집력으로 인해 발전국가 모델을 적용하기 어렵다(박은홍,

2000). 또한 신자유주의의 확산과 아시아 금융위기, 장기 불황 등으로 인

해 한국과 일본은 발전국가가 해체되거나 변형되었다고 간주하는 시각이

지배적이다(송주명, 2010; 문돈·정진영, 2014; 권순미, 2018; 윤상우,

2020).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도 싱가포르는 자본계급과 노동계급 통제를

통한 산업정책의 강력한 추진과 선도기관 역할의 건재 등과 같이 발전국

가가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며(김시윤, 2010), 중국의 경우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도 동아시아 발전국가 모델을 선택하여 국가의 경제개입을 강화시

켜 온 점(김시윤, 2011) 등 발전국가의 특성뿐만 아니라 변화양상도 특정

할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논의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발전국가로서의 일본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으며

어떠한 경로를 지나왔는가? 존슨(Johnson, 1982)은 일본의 발전국가적

면모는 메이지유신 때부터 형성되었고, 그 중심에는 관료제가 존재한다

고 주장했다. 일본의 고도경제성장의 결정적인 요인은 국가 주도 시장시

스템인데, 특히 국가 주도의 산업화를 추진하여 국제 경쟁력 향상을 꾀

했으며, 이러한 산업정책을 주도해온 집단이 권위주의 엘리트 관료들이

라는 것이다. 저자는 일본의 고도경제성장의 요인이 된 독특한 제도로

관료의 퇴직 후 산업계 재취업(아마쿠다리), 산업계의 계열화, 이중구조

경제와 하청제도, 회사에 대한 주주의 영향력이 극히 적은 점, 정부 관리

의 일본개발은행과 재정투·융자예산 등을 지적했다. 이러한 제도의 특징

35) 일본은 이러한 위계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서구중심적 발전 담론과 선진

국되기 담론을 형성하며 ‘아시아의 서구’를 지향해왔다(김종태, 201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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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계획된 시스템이 아닌 성장지향 정책의 그때 그때의 대응이라는 점이

다. 아울러 일본의 기술유입은 대부분 미국으로부터 이루어졌는데, 1960

년대 말부터 1970년대의 자본자유화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통산성의 승인

을 받은 기술만 유입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통산성과 같은 선도기관의

주도적인 역할로 대표되는 일본의 관료제는 발전국가의 국가자율성의 대

표적인 사례로 설명된다.

존슨과 비슷한 시각에서 이성우(2013)는 일본의 고도경제성장에 대해

대장성, 통산성의 계획적 통화량 증가를 수반한 경제성장정책이 주된 요

인이라 주장했다.36) 관료들의 군국주의 체제 시기의 전시 동원, 식민지

경영의 경험이 쌓여 관료 중심 국가경영방식이 자리잡았고, 의원내각제

로 인해 관료들의 정책수립과정에서의 자율성이 유지되었다. 이에 더해

‘성장주의’를 최대의 목표로 하는 자민당의 장기간 우위 유지가 이들과

관료들의 동맹관계를 만들었다. 이러한 환경을 토대로 대장성, 통산성 등

관료들은 경제 보호, 육성, 구조조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가라시 아키오(2019) 역시 일본 관료제의 역사를 1868년 메이지 유

신까지 거슬러 올라가 설명하고 있다. 메이지 유신을 통해 출범한 정부

는 지방의 실권을 가지고 있던 ‘번(藩)’을 멸망시켜 중앙정부로 권력을

집중시키고, 다시 관료제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집중시켰다. 그런데 많은

관료들이 하급 무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권위를 만들 필요가 있었다. 이

들은 ‘천황의 관리’를 자청하여 권위를 부여했고 ‘관료적 가부장제’를 형

성했다. 패전 후 GHQ가 군부와 재벌 등을 해체하였지만 관료제만은 존

속되었다. 관료들은 자민당과의 관계를 긴밀히 유지하며 권력을 유지했

고, 정계에도 진출했다. 자민당 장기집권 체제에서 관료들은 예산편성뿐

만 아니라 입법에도 관여하여 의회민주주의의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관료 중심 국가 체제의 기원을 제국주의 시절에서부터 찾

는 이동준(2018)은 일본의 발전국가 체제를 전시 ‘괴뢰국가’ 만주국의 개

발 체제부터 형성되었다고 보았다. 만주국을 만든 기시 노부스케와 같은

36) 대장성(大蔵省)은 2001년 중앙성청개편을 통해 폐지되고, 재무성으로 재편

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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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 세력들이 전후 정계에 재진출했고, 만주국 개발 체제는 일본에도

적용되었다. 국가 주도의 경제성장을 진행했던 만주국은 생산력의 증대

에 국민을 동원했고,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를 이데올로기 동원의 기제로

사용했다. 발전국가 체제와 담론은 권력구조가 전후에도 연속됨으로써,

또한 발전국가체제를 지향하는 자민당의 지원을 통해 재생산되면서 일본

사회를 주도하는 담론으로서 실천력과 영향력을 행사했다.37)

일본의 관련 선행연구들에서는 ‘발전국가’를 대부분 ‘개발주의국가(開

発主義国家)’라고 번역하고 있다. 우에노 준코(上野淳子, 2010)는 현대 일

본의 개발주의국가체제는 ‘기업사회’와 국가 주도의 산업정책, 공공사업

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했다. 국가가 재분배를 주도하는 유럽형 복지국

가의 기능을 일본에서는 강한 경제규제와 공공사업을 통한 완전고용, 소

득재분배 달성이 역할을 대신했다. 특히 자민당은 건설업이 주요한 지지

기반이었기 때문에 지역 개발을 통해 지방의 일자리를 창출했고(다케노

부 미에코, 2016) 표도 얻을 수 있었다.

개발주의국가체제 일본의 재분배 정책에 대해서는 히로이 요시노리

37) 참고로 이동준(2018)을 포함한 다른 선행연구들(한홍구, 2001; 한석정, 2010)

에서는 만주국의 발전국가의 체제와 담론을 만주군에서 장교로 지냈던 박정희

가 대통령 시절 한국에서 실현했다고 주장한다. 한홍구에 따르면 일본 관동군이

만주를 점령했던 시기, 일본제국주의자들은 만주를 자급자족적인 제국 건설을

통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특수지역으로 인식했고, 산업개발5개

년계획 등의 경제계획을 세웠는데, 박정희는 한국에서 정권을 잡은 후 이를 그

대로 모방했다. 한홍구가 지적하는 만주와 박정희 정권의 공통점은 특히 국가

차원에서 주민들을 동원하기 위한 구호에 있었는데, 반공, 국민교육헌장이나 장

발 단속, 열 손가락의 지문을 모두 찍는 주민등록증 제도와 같은 규제는 만주국

과 매우 흡사하다. 한석정도 박정희가 한국에서 실현한 개발속도와 획일성을 달

성하기 위한 동원체제는 만주국의 개발체제적 특징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주된 원인으로 박정희와 함께 활동한 만주군 인맥들이 박정희 정권의 주요 요

직으로 개발체제에 참여했던 점을 지적했다. 저자에 따르면 전후 일본의 발전주

의 체제가 만주국에서 개발을 주도하던 인물들에 의해 재실현된 점, 박정희 정

권 시절 발전주의도 만주국의 개발체제를 봐온 박정희와 주변 인물들에 의해

상당한 부분 이식된 점이 공통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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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広井良典, 2008)에 따르면 패전 직후 일본에서는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

고자 했으며 농지개혁을 통한 토지 재분배, 중등교육 의무화 등을 시행

했다. 다음 단계는 1970년대 전후의 ‘생산부문을 통한 재분배’인데, 대표

적인 예시가 재분배 기능을 갖도록 설계된 ‘지방교부세교부금’이다. 원전

입지 과정에서의 주민 포섭을 위한 의도를 가졌던 ‘전원삼법교부금’도 표

면적으로는 이러한 재분배 기능 수행을 목적으로 했다고 볼 수 있다. 이

러한 개발주의, 또는 발전국가체제 일본에서는 압축적인 성장에 따른 사

회적인 문제들이 발생했고, 이로 인한 시민사회와 국가의 대립이 1970년

대까지 격렬하게 전개되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후 군국주의 세력이 정계에 복귀하여 보수

대통합을 통해 자민당을 위시하는 ‘보수’ 세력을 형성하였고, 이들은

GHQ 점령 시기의 개혁을 부정하며, 헌법 개정을 통해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회귀하고자 했다. 이에 반대하며 평화를 원했던 집단이 사회당과

공산당으로 대표되는 ‘혁신’ 세력인데, 이들은 시민사회와 함께 1960년의

미일안보조약에 반대하며 ‘안보투쟁(安保闘争)’이라는 보수와 혁신의 대

립구도를 펼쳤다(이현정·김진기, 2018).38) 안보투쟁은 특히 학생들과 노

동운동계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당시 내각총리대신이던 기시 노부스케는

국민적인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조약을 체결하였고, 국민적인 분열에

책임을 진다는 명목으로 사퇴했다. 하지만 다음 정권도 여전히 자민당이

집권했고, 내각총리대신은 기시 노부스케의 지목으로 이케다 하야토(池

田勇人)가 뒤를 이었다. 이케다 하야토는 소득배증계획이라는 정책적인

구호를 내걸고 국민의 관심을 사회적인 문제에서 경제적인 풍요로움으로

돌리려 했다. 고도경제성장 가도를 달리던 일본에서 이러한 정책적 방향

성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가 형성되면서 자민당의 장기집권 토대가 단단

해지기 시작했다(이가라시 아키오, 2019).39) 하지만 자민당에게 다른 위

38) 미일안보조약은 미일공동방위를 명문화함으로써 일본이 미국의 우방국으로

냉전 체제에 가담하는 것을 의미했다.

39) 후지와라 아키라 외(1993)에 따르면 미일안보조약의 개정을 막지 못한 점과

기시 노부스케 내각의 위기가 자민당 내에서의 정권교체로 귀결된 것이 시민사

회에 좌절감을 안겨주었고, 이러한 분위기를 토대로 일본 사회에서 개인주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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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발생하는데, 베헤이렌 운동(べ平連)과 반공해운동 때문이었다.

베헤이렌 운동은 1965년부터 1974년까지 지속되었던 반전(反戰) 시민

운동으로, 정식 명칭은 “베트남에 평화를! 시민연합(ベトナムに平和を！市

民連合)”이며 베트남 전쟁 자체에 반대하는 것과 일본이 전쟁에 가담하

는 것을 저지하려 했다. 베헤이렌은 미국의 반전 시민운동과 연계하며

미국의 반전운동, 흑인해방운동의 비폭력 직접행동과 직접민주주의 이념

을 접했고, ‘반전 탈주병’을 탄생시키며 일본 시민들의 지지를 받았다(남

기정, 2012). 베헤이렌 운동은 안보투쟁의 연장선성의 성격을 지니면서

평화에 보다 초점을 맞춘 운동이었다. 또한 이때의 시민운동의 분위기를

배경으로 1968년에는 전공투운동(全共闘運動)이 발생했다. 전공투운동은

반전운동의 흐름과 자본주의의 폐해, 성장제일주의에 대한 반감, 지식인

을 양성하기 위해 존재하던 대학의 포화로 인해 대학생들이 ‘대학 해체’,

‘자본주의 해체’ 구호를 들고 격렬한 시위를 한 운동이었다.

또한 고도경제성장과 압축적 산업화의 부작용으로 인해 발생한 공해

문제는 일본 사회에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격렬한 반공해운동을 발생시

켰다. 일본은 비교적 빠른 시기부터 심각한 공해 피해가 가시화되었고,

잘 알려진 이타이이타이병, 미나마타병(니가타현에서 1965년에 발생한

병은 제2미나마타병으로 명명)과 욧카이치시 천식이라는 “일본 4대공해

병(4大公害病)을 발생시켰다.40)41) 피해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전개된

반공해운동은 피해자 구제와 환경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성공을 거두

었고, 새로운 저항운동으로서 보수적인 일본의 정치적 권위에 충격을 주

었다(홍성태, 2016).42)43)

확산되었다.

40) 미나마타병은 첫 환자가 발생한 시기가 1956년 5월이었으나, 1965년에도 환

자가 발생하였고, 2000년 말까지 공해건강피해의보상등에관한법률을 통해 인정

받은 환자가 2955명이었다.

環境省 水俣病情報センター 홈페이지(2019년 6월 19일 접속),

http://nimd.env.go.jp/archives/tenji/a_corner/a02.html

41) 네 병과 관련된 재판은 모두 1960년대 말부터 진행되었다.

42) 일본의 공해의 역사와 시민들의 투쟁에 대해서는 미야모토 겐이치(2016),

홍성태(2016)가 상세히 정리하고 있다. 홍성태는 공해국회의 개최와 환경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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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반원전운동은 초기 반핵운동 전개 당시에는 평화운동의 성격

을 띠었으나, 반원전운동으로 발전하면서 새로운 반공해운동으로 스스로

를 정의했다. 일본의 반원전운동은 1950년대 연구용 원자로를 설치할 때

부터 존재했으며, 1970년대에 원전 건설 계획이 진행되면서 본격적으로

발생했다. 이러한 운동 역시 시민들이 권위에 도전하는 상향식 사회운동

이었으나, 자민당의 장기집권 체제에서 원전은 논의가 아닌 추진의 대상

일 뿐, 큰 정치적 논점이 되지는 못하였다(이이다 데츠나리, 2011).

하지만 1986년 구소련에서 발생한 체르노빌 원전사고로 일본 사회의

원전에 대한 여론은 나빠졌다. 일본 사회에서는 수입 식재료에 포함된

방사능에 대한 불안과 원전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었고, 이것이

‘반원전운동 붐’을 일으켰고, 해당 시기에 일본 시민사회에서 처음 ‘탈원

전(脱原発)’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다(西尾漠, 2019).44)45) 하지만 사타 츠토

발족 등 반공해운동이 일련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1970년대부터는 석유위기를

계기로 한 원전 추진과 토건국가적 행보로 인해 일본이 원전대국의 길을 걷게

되었고, 후쿠시마 원전사고라는 돌이킬 수 없는 공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았다.

43) 반공해운동은 아니었지만 고도경제성장기 일본의 발전국가 이념과 충돌한

사례가 산리즈카 공항 건설 반대 투쟁(나리타 공항 건설 반대 투쟁)이다. 해당

사례는 도쿄신국제공항(나리타공항) 건설을 둘러싸고 치바현 산리즈카(三里塚)

의 농민(주민)들이 국가들을 상대로 한 공항 건설 반대 투쟁이었다. 당시 도쿄

의 공항은 하네다공항 밖에 없었으며, 일본 정부는 1966년 산리즈카 주민들과

논의하지 않고 이 곳에 도쿄신국제공항을 건설하기로 각의결정했다(道場親信,

2016). 1966년 8월 22일 신공항각의결정분쇄총결기집회에 3,000명이 모였고, 산

리즈카시바야마연합공항반대연맹이 결성되었다. 연맹에는 청년행동대, 부인행동

대, 소년행동대, 노인행동대와 같은 조직이 만들어졌고, 이들은 투쟁하기 시작했

다. 이를 진압하기 위해 국가 기동대는 폭력을 행사했고, 투쟁은 계속되었는데,

청년행동대 구성원이 자살을 하고, 정부 기동대가 직사한 가스총에 연맹 구성원

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나리타공항 개항을 밀어부

쳤고, 결국 나리타공항에는 1978년 첫 활주로가 생겼다. 해당 공항이 개항한 지

40년이 지난 지금도 정기적인 집회 등 반대투쟁은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다.

三里塚芝山連合空港反対同盟(산리즈카시바야마연합공항반대동맹) 홈페이지(2019

년 6월 20일 접속), https://www.sanrizuka-doumei.jp/home02/

44) 원전에 반대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인 ‘반원전’운동과 달리, ‘탈원전’운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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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佐田務, 2009)는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고속증식로 몬쥬의 나트

륨 누출 사고, 핵연료제조공장인 JCO에서의 임계사고, 도쿄전력의 트러

블 은폐사건, 니가타현 츄에츠 지진과 같이 원전과 관련된 사고와 부정

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일시적으로 운동이

발생할 뿐, 탈원전운동은 다시 지역적이며 산발적인 운동이 되었다고 지

적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도시의 풀뿌리 시민들과 주부 등 탈원전운

동 참가주체의 다양화, 탈원전운동의 비폭력 직접행동 형태로의 변화 등

체르노빌 원전사고를 계기로 일본의 탈원전운동은 원전 입지 지역주민들

을 중심으로 노동운동단체를 동원하는 등의 특징을 가졌던 이전의 운동

과 구분되는 특징을 갖게 되었다(本田宏, 2003b).

또한 탈원전운동을 지도하던 인물들은 환경문제, 인권 등 여러 방면의

운동을 이어가며 시민운동에서 이탈하지 않았고, 이들을 통해 일본의 시

민운동이 지속되었다(佐田務, 2009).46) 그러나 최근에는 젊은 세대, 즉

원전이 없는 에너지체제라는 대안적인 측면까지 생각하는 운동이다(윤순진,

2015). 연구참여자 B에 의하면 일본에서 탈원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 계기

는 당시 반원전운동의 리더적인 존재이자 원자력정보자료실을 설립한 핵화학자

였던 타카기 진자부로의 제안이었다고 한다. 타카기 진자부로는 독일과 같은 국

가들의 시민사회와도 교류했으며, 해당 국가들에서 탈원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

는 것을 보고 이 단어를 일본에 “들여왔고” 이를 사용하자고 제안했다(연구참여

자 B, 2019.8.29.).

45) 이와 같은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탈원전운동 측은 탈원전법 제정을 꾀하며

1990년에는 250만명의 서명을 받아 참의원, 중의원에 제출했지만 채택되지 못했

다(西尾漠, 2019). 또한 1989년에는 탈원전법 제정을 위해 참의원 선거에도 도전

했는데, 선거 도전 집단 중 하나인 ‘원전이 필요없는 사람들(原発いらない人々)’의

경우 중요한 목적이 탈원전 자체를 정치적인 의제로 채택시키는 것이었다. 따라

서 방송출연과 선전 등 선거활동 과정을 통해 탈원전 여론 조성을 시도했다. 이

러한 탈운전운동의 정치 진출 시도는 이들이 주로 주부들로 이루어진 ‘자전거시

민’이라는 새로운 운동주체였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가지며 학문적인 관심의 대

상이 되었다. 하지만 ‘원전이 필요없는 사람들’과 함께 탈원전을 내걸고 선거에

도전했던 ‘녹색생명(みどりのいのち)’, ‘지구클럽(ちきゅうクラブ)’ 세 집단 모두 의석

확보에는 실패했다(安藤丈将, 2015).

46) 연구참여자 B도 학생운동이 활발했던 시기에 시민운동에 입문하여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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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운동주체가 유입되지 않아 ‘운동의 고령화’가 새로운 문제로 부상

했으며, 시민운동 측에서도 이를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연구참여자 C,

2019년 8월 29일).

이와 같이 발전국가의 성장주의와 권위주의에 반발하여 격렬하게 전

개되고, 소강기를 맞이하였던 일본의 시민운동은 현재는 대체로 소규모

이고 지역중심적이며, 생활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김경묵, 2009; 한영

혜, 2011) 정치적인 논쟁이나 사회적인 문제에 무관심하다는 평가를 받

기도 한다. 이가라시 아키오(2019)에 의하면 1980년대 일본에서는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환경, 복지, 교육 등을 논제로 삼는 소규모 단체들이

많이 생겼고, 이들의 운동은 생활형 운동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하지만 쟁

점을 정치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운동주체가 지방의회에

진출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비정치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자면, 발전국가 일본의 경제성장, 산업 육성,

선진국 추격 과정은 패전 이전부터 형성되었던 관료집단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강한 발전주의 이데올로기 동원과 시장개입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발전국가적 특징의 기원은 패전 이전부터 형성되었

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제도가 철저한 계획에 기반하여 만들

어진 시스템은 아니었고, 성장주의가 지속되는 시간 속에서 상황에 맞춰

변모해 온 결과라는 것이다.

또한 일본의 발전주의 이데올로기는 일본 국민의 인식에 자리잡았지

만 이에 저항하는 시민운동도 격렬하게 전개되었고, 그 중 반공해운동은

환경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강력한 협력관계에

있었던 자민당과 관료를 상대로 했던 국가 체제에 대한 저항운동, 반원

전운동 등은 운동 주도 세력의 고령화와 젊은 세대의 유입 부족, 지역

산발적인 생활형 운동의 확산과 정치적 무관심 확산 등의 이유로 대체적

도 여러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답하였다. 연구참여자 B와 같은 시민운

동을 이끌어가는 주체들이 현재도 탈원전운동이나 헌법개정반대 운동 등 여러

방면의 시민운동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집회나 행사에 가면 어디서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인”, 비슷한 구성의 참가자들을 만난다고 한다(연구참여자

B, 2019.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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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운동이 사회 전반적인 변화의 흐름을 만들어내지는 못했다고 평가

할 수 있다.

2. 담론과 담론투쟁

이 절에서는 담론과 담론투쟁에 관한 이론적인 논의를 살펴본다. 담

론이 등장하게 된 학문적 배경은 구조주의와 후기구조주의이다. 18세기

후반 서구의 지배적인 철학이었던 계몽주의를 비판하며 구조주의

(structuralism)가 탄생했다. 인간의 이성을 중시했던 계몽주의는 절대적

인 진리의 추구와 역사에서의 진보가 가능하다고 정의했다. 구조주의는

이러한 계몽주의의 인간 주체에 대해 비판하며, 인간 해체와 같은 해체

주의를 주된 특징으로 하며 형성되었다. 특히 언어를 통해 구조주의를

발아시킨 소쉬르(Saussure, 1916)는 랑그(langue)와 빠롤(parole) 개념을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랑그는 특정 사회적인 언어의 체계이며 불변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빠롤은 랑그의 개인 단위에서의 발화 실행이며, 사

용에 따라 형태가 다르다. 소쉬르는 언어학에서의 연구대상은 고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랑그만이라고 보았고, 관념을 벗어난 언어적 실체는 존재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소쉬르의 기호학(Semiotics)은 기호가 대상과

맺는 관계(기표, 시니피앙)와 그 의미(기의, 시니피에)를 통해 구성되며,

기호들이 구조적으로 연계해서 의미를 만든다고 보았다(크리스바커 외,

2009).47)

이와 같이 구조주의는 선험주의적인 입장을 취하는데, 포스트구조주의

는 이에 대한 비판적인 맥락에서 형성되었다. 포스트구조주의는 소쉬르

의 안정적 기호체계를 비판하였고, 인간 주체가 통일된 의식을 가지지

않으며 언어에 의해 구조화된다고 보았다(Sarup, 1993). 포스트구조주의

47) 구조주의자들은 언어의 구조가 현실을 산출한다고 보는데, 사회의 중심 구

조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규칙과 같이 기능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황순향,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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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지식이 인간에 의해 생산된다고 보았고, 이러한 맥락에서 ‘담론’

이 부각되었다.

푸코(Foucault, 1971)는 담론이 권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

다. 그는 권력이 지식과 진리를 만드는 과정에 작용하고,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권력은 유효 노동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공적인 교육기관만이

아닌 사회의 미시적인 단위에서부터 작용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권력 작

용이 기능하려면 담론을 생산하고 유통해야 한다. 푸코는 인식의 기능

근거를 인간의 의식이나 자연, 사회와 같은 객관 세계가 아닌 언어의 영

역에서 찾아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이정우, 1994b). 이는 푸코가 규

정하는 주체는 인식체계를 담론을 통해 해석하기 때문이며(김종태,

2018b), 따라서 담론은 이데올로기 작동과 확산의 기능을 수행하는 헤게

모니 장치이다.48)

아울러 푸코에게 지식은 담론적 실천을 통해 규칙적인 방식으로 형성

된 요소들의 집합이며 그 안에서 개념이 나타나고 변환되는 작용의 장

(場)이다. 과학 역시 지식의 장 속에 위치하면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지

식의 장에서 과학적 담론은 이데올로기적 기능작용과 연결된다

(Foucault, 1969). 푸코는 지식도 권력을 행사하기 위한 전략으로 생성되

며 발전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절대적 지식은 없으며 절대적 지식을 구

성하는 권력 집단만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김동원, 2009). 푸코에 따르

면 계몽사상 역시 이성의 기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담론체계들을 비

정상적인 것으로 정의하고 억압하는 하나의 담론체계이며, 보편적 이성

이라는 개념은 18세기 서구사회의 특정한 “권력-지식 연계”의 산물이다

(Foucault, 1966).49)

48) 푸코는 ‘지식의 고고학’에서도 한 시대의 인식을 담론적인 요소들을 통해 설

명하고자 했다(이정우, 1994a). 푸코의 고고학은, 예를 들어 비교해부학이라는

담론이 형성되고 변화되었던 인식론적 장(場)의 구조를 서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이정우, 1994b). 또한 ‘지식의 고고학’에서 푸코는 같은 담론이라도 시대에

따라 상이하게 이해된다고 정의한다(Foucault, 1969). 라캉 역시 담론이 무의식

을 구성한다고 보았다(Sarup, 1993).

49) 푸코는 데카르트 이후 형성된 근대적인 주체에 대해서도 비판하는데, 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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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푸코는 『담론의 질서』(Foucault, 1971)에서 담론의 생산을 통

제, 선별, 조직화, 재분배하는 과정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담론의 배제

(exclusion)” 개념을 제시했다. 푸코가 제시하는 배제의 원리로는 크게

외부적인 작용, 내부적인 작용, 주체의 희박화가 있는데, 외부적인 작용

으로 금지(interdit), 분할(partage)과 배척(rejet), 진위의 대립

(l'opposition du vrai et du faux)이 있다. 금지는 주체가 어느 상황에서

나, 무엇에 관해서나 자유롭게 말할 수는 없다는 친숙한 원리이다. 분할

과 배척은 이성과 광기의 대립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중세 말 이후 광인

의 담론은 광인이 아닌 사람들의 담론이 통용되는 것처럼 취급받지 못하

였고, 무효화되었다. 하지만 유럽에서 광인들의 담론이 선택적으로 청취

되었을 경우에는 진리로 여겨졌으며, 그렇기 때문에 광인의 말은 분할이

시행되는 장소였다. 진위의 대립은 담론 내부, 또는 인식론적 층위에서의

진과 위의 분할, 나아가 역사적으로 구성된 분할에 대한 물음이다. 푸코

에 따르면 거대한 과학적인 변혁은 발견의 결과로 읽힐 수 있지만 진리

에의 의지의 새로운 형태의 출현으로도 읽힐 수 있다. 배제의 내부적인

작용으로는 주석, 저자의 원리, 과목들의 조직화가 있다. 주석은 동일성

의 놀이를 통해 담론의 우연을 제한하는 것이며, 저자의 원리는 동일한

우연을 개별성과 자아의 형태를 지니는 동일성의 놀이에 의해 제한하는

것이다. 과목은 어떤 사물에 대해 참인 모든 것들의 총합이 아닌데, 과목

이 진리에 의해서만이 아닌 오류들에 의해서도 형성되기 때문이다. 하지

만 과목은 담론의 생산을 통제하는 원리로서 작용한다. 주체의 희박화는

주체가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거나 자격을 갖추지 않으면 담론의

질서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원리이다.

이러한 배제의 원리로 인해 모든 사회 구성원은 모든 것에 대해 말할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 반면 특정 대상을 다룰 수 있는 권한을 사회적으

로 위임받은 권위있는 제도에 대해 푸코는 ‘제한(선택과 배제)의 심급들’

적인 주체는 단일한 정체성과 합리적 이성을 전제한다. 하지만 푸코에게 이성과

주체는 절대적인 인식의 출발점이 아니며 변하지 않는 진리를 생산하지 않는다.

그에게 근대적 주체는 시대적, 지역적으로 특정한 주체현현의 한 양식일 뿐이다

(박준형, 2007).



- 53 -

담론의 정의

동일한 형성의 체계로 작성된 언표들의 집합. 언표

들이 형성한 공간에 각 주제와 관련된 담론들이 형

성됨

담론이 수행하는 기능

Ÿ 이데올로기 작동과 확산

Ÿ 담론적 실천을 통해 지식을 생산

Ÿ 담론의 배제

담론의 배제를

수행하는 작용들

Ÿ 외부적 작용: 금지, 분할과 배척, 진위의 대립

Ÿ 내부적 작용: 주석, 저자의 원리, 과목들의 조직

화

Ÿ 주체의 희박화

담론 분석을 위한 규제 Ÿ 전복의 원리

<표 2-1> 푸코가 제시하는 담론에 관한 사항들

이라 정의한다. 광기를 담론의 대상으로 정의하는 전문성(의학), 법, 종교

적인 권위 등이 이러한 심급들이다(이정우, 1994b). 그렇기 때문에 푸코

는 담론이 욕구를 드러내거나 숨기기 위한 존재인 것만이 아니라 욕구의

대상 그 자체라고 정의한다(Foucault, 1971).

이러한 배제의 원리들을 토대로 푸코는 다음과 같은 담론분석을 위한

규제 개념을 제시한다. 첫 번째는 전복의 원리인데, 저자의 역할, 과목의

역할, 진리에의 의지의 역할을 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형태들 안에서 분

절의 부정적인 놀이와 담론의 희박화의 놀이를 재식별해야 한다. 두 번

째는 불연속의 원리인데, 담론들을 서로 교차하거나 종종 서로 이웃하면

서도 서로를 무시하거나 배제하는 불연속적인 실천들로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인 특이성의 원리는 담론이 우리의 인식과 공모적이지

않다는 것과, 담론을 우리가 부과하는 실천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담론의 사건들은 실천을 통해 규칙성의 원리를 찾게 된다. 외재성의 원

리는 담론을 분석할 때 담론의 내면과 같은 내부의 방향이나 숨겨진 핵

으로 향하지 않고 담론 자체, 담론의 출현과 규칙성, 가능성의 외부적 조

건들로, 담론적 사건들의 우발적인 계열을 야기하고 그 경계들을 고정시

키는 방향으로 향해야 한다는 것이다(Foucault, 1971).

이와 같은 푸코의 담론에 대한 정의를 정리한 것이 <표 2-1>이다.



- 54 -

개념

Ÿ 불연속의 원리

Ÿ 특이성의 원리

Ÿ 외재성의 원리

푸코(Foucault, 1969; Foucault, 1971)를 토대로 작성함

지금까지 검토한 바와 같이 푸코가 담론권력과 이데올로기의 작용으

로 인해 진리와 허위가 상대적인 것이라고 정의했지만 루이 알튀세르는

다른 관점을 가졌다. 알튀세르는 마르크스주의와 관련하여 이데올로기

이론을 정립하고자 했다.50) 그는 68혁명과 같은 1960-70년대의 사회적인

상황에서 프랑스 공산당 내부의 모순과 마르크스주의의 위기 상황에서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했다. 알튀세르(Althusser,

1970)는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노동력(force de travail)의 재생산에

대해 논의하며 이데올로기 작용을 강조했다. 노동력의 재생산은 작업의

숙련도, 지적 능력만이 아닌 근면함과 같은 규범적인 측면을 포함한 노

동 관련 자질의 재생산도 요구하는데, 이를 위해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

한 복종 작업이 수반된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이데올로기 지배는 인

간이 마주하는 최초의 사회인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진다. 이데올로기는

억압적인 형태가 아니라 가장 미세한 단위부터 지배를 이루며, 주체 내

부의 이데올로기 발현은 의식적인 것이 아닌 무의식의 영역에서 이루어

진다. 또한 이데올로기는 항상 개인을 예속적인 주체로 호명

(interpellation)하며, 호명에 응답한 주체는 ‘자유로운’ 복종을 하게 되는

데, 이를 통해 주체의 ‘동일시’가 발생한다. 알튀세르는 모든 실천이 이러

한 이데올로기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했다(김수정, 1991).51) 진

50) 마르크스는 언어활동이 이데올로기를 반영한다고 보았다. 마르크스는 이데

올로기를 ‘허위 의식’이라 정의하였지만 이데올로기는 실천을 통해 구체화되며,

이데올로기는 주체를 생산하는 실천의 형태이다. 마르크스는 언어가 변하지 않

는 본질적인 의미를 가지지 않으며, 헤게모니의 장악을 위해 이용된다고 보았는

데, 이는 모든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공유하는 인식이다(조현수, 2008).

51) 참고로 라캉(Lacan, 2007)은 무의식에서의 지배 작용을 소쉬르의 언어 개념

을 사용하여 설명하였다. 그는 기호를 시니피앙, 시니피에로 나누었고, 시니피앙

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되는 상징계가 주체를 형성하고 결정한다고 주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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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와 허위가 상대적이라고 본 푸코와 달리 알튀세르는 프롤레탈리아의

이데올로기만이 진리에 가까운 것이라는 뉘앙스를 준다. 하지만 알튀세

르와 푸코는 공통적으로 ‘예속적 주체화(assujettissement)’라는 개념을

체계적으로 사용한다(진태원, 2018).52)

알튀세르의 이데올로기가 담론에 어떻게 반영되고 굴절되는지 보기

위해(조현수, 2008) 미쉘 페쇠(M. Pêcheux)는 담론분석방법론을 구성했

다. 페쇠(Pêcheux, 1982)는 루이 알튀세르의 이데올로기론에 대해 ‘자동

담론분석(Analyse Automatique du Discourse, AAD)’을 통해 방법론을

체계화하고자 하였다. 자동담론분석의 과정은 1. 담론체 구성(실험적, 문

서적), 2. 언어학적 분석, 3. 담론적 과정에 대한 분석(탈구문화)으로 이

루어지는데 궁극적인 목표는 해당 시기의 ‘담론구성체’의 지형을 파악하

는 것이다. 페쇠에 의하면 개인은 담론구성체를 통해 담론의 주체로 구

성되며, 담론의 주체는 이데올로기에 갇힌 담론을 형성하며 이데올로기

에 자유로운 복종을 행한다. 페쇠는 ‘단어 자체는 고유의 의미를 갖지 않

는다’며 소쉬르의 랑그와 빠롤 개념을 비판했으며, 발화 주체가 사회적으

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또한 언어를 특정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사회적

과정, 즉 ‘담론적 과정’이 있다고 보았으며 이를 개념화하고자 했다(김수

다. 또한 주체는 무의식을 통해 시니피앙의 지배를 받으며 구성된다. 라캉은 인

간 본연의 욕망인 주이상스가 언어를 통해 억압되고, 무의식은 사회가 허용하는

윤리적인 것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즉, 인간은 기표들에 의해 구성된 무의식

에 지배받으며 사회구성원이 되는 것이다.

52) 하지만 푸코와 알튀세르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시각은 권력과 관련된 측면

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알튀세르는 국가를 국가권력과 국가장치의 결합으로 보

고, 국가장치를 억압적 국가장치(보통 국가기구)와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로 나

눈다. 하지만 푸코는 권력이 진리라는 담론을 구성한다고 보기 때문에 알튀세르

의 이데올로기를 통해 권력의 특성을 해명하려는 입장을 비판한다. 또한 푸코는

알튀세르의 ‘국가장치’라는 용어가 권력이 국가에 근거를 둔다고 생각하게 하며,

제도들을 권력의 중심으로 간주하도록 만든다는 점을 지적했다. 푸코는 규율권

력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이것이 공적 영역보다 심층적인 영역에서 미시적으

로 작동한다고 했지만, 알튀세르는 이를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를 통해 작동하

는 이데올로기라고 불렀다(진태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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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1991). 페쇠는 알튀세르가 제시했던 생산관계의 재생산이 담론적 실

천과 연결된다고 보았다(강진숙, 2006).

그가 주장하는 담론의 개입 방식은 이데올로기적인 것들의 개입인 선

구성된 것(the preconstructed)과 내재적 개입방식으로서 분절된 단어나

문장을 연결시켜 새로운 의미를 형성하는 절합(articulation)으로 설명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담론의 개입방식을 페쇠는 ‘상호담론

(interdiscourse)’이라 했으며(강진숙, 2006) 상호담론의 작동기제는 ‘호명’

이라고 주장했다. 상호담론을 통해 이데올로기는 상호텍스트에 위치해

있는 ‘상식’의 조각난 의미로 나타나게 된다(크리스바커 외, 2009).

페쇠는 푸코가 담론이 가지는 적대성, 의미대립을 간과하였다고 비판

했다. 페쇠는 언어가 계급투쟁을 통해 변할 수 있는 것이라 보았고, 담론

을 투쟁으로 인한 변화의 실천전략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했다(김수정,

1991). 이러한 페쇠의 담론 이론에 따르자면 담론투쟁은 언어의 의미 차

원에서의 이데올로기 투쟁이며, 권력을 통해 의미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만이 아니라, 물질적 실존을 위한 투쟁이다(김도형, 2019). 담론의 질서도

담론투쟁을 통해 형성할 수 있는 배치이며, 담론적 실천은 지배적인 담

론이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 담론의 가능적 형태들을 담론으로 재현하기

위한 투쟁이다(박해광, 2007).

알튀세르와 페쇠는 공통적으로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피지배 이데

올로기의 저항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것으로 보았지만 저항의 양식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김수정, 1991). 알튀세르에게 이데올로기는 피

지배계급이 이데올로기 국가장치에 내재된 모순을 발견하고 활용하여 투

쟁을 지속하게 하는 장소이다(김도형, 2019). 페쇠도 계급투쟁에 따라 담

론이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지만 계급투쟁의 과정, 담론의 변형 과정 등

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라클라우와 무페(E. Laclau & C. Mouffe, 1985)는 계급투쟁 이후 나

타난 ‘신사회운동’에 대해 헤게모니 개념을 가져와 투쟁 전략을 제안한

다. 그들에 따르면 2차 세계대전 이후 포드주의 도입에 따른 자본주의

생산과정과 소비양식의 접합을 계기로 발생한 환경운동, 평화운동,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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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운동과 같은 신사회운동은 위와 같은 ‘계급’ 투쟁들과는 차별화를 띤

다. 라클라우와 무페는 신사회운동,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헤게모니 기획

이 새로운 사회 질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사회운동과 관련된 담론투쟁의 사례들은 후속 연구에서 그 양상이

다뤄졌다. 세라(Sara, 1997)는 푸코의 담론 이론에 기반하여 성차별적인

담론에 투쟁해 온 페미니즘의 흐름을 통해 담론투쟁 양상을 관찰하였다.

이를 통해 발견한 담론투쟁 형태는 단어를 바꾸기 위한 투쟁, 언어를 바

꾸기 위한 투쟁, 누가 언어의 관습을 정하는 권리를 갖는지에 관한 투쟁,

교육기관에서 무엇을 가르치는지, 그것을 누가 정하는가에 대한 투쟁이

었다. 신시아와 넬슨(Cynthia and Nelson, 1999)은 캐나다의 난민제도와

관련된 담론투쟁을 정치 만화를 통해 살펴보았다. 그들이 발견한 담론투

쟁 양상은 상호텍스트성과 상호담론적인 것이었으며, 캐나다 정부는 난

민들을 마치 사기꾼인 것처럼 묘사하는 등의 전략을 써서 주권을 강화하

려 하였다. NGO는 인권과 온정주의를 들어 정부의 무능과 부패 등을 비

난하였고, 난민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Lokasundari Vijaya

Sankar(2013)는 말레이시아의 총리가 정치적인 힘을 유지하기 위한 담론

투쟁을 페어클로우의 비판적 담론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저자는 분석

자료로 2011년 UMNO(United Malays National Organisation) 총회에서

진행한 총리의 연설을 사용하였다. 연설에서 발견된 주된 담론 투쟁 양

상은 ‘상호텍스트성’(코란 인용, 역사적 유추, 인기 가수의 노래에서 슬로

건 인용), ‘함성 수사학(battle cry rhetoric)’이었다. 데이빗과 알렌(David

and Alan, 2013)은 신자유주의의 확대 이후 일본 문부성과 일본경제단체

연합회의 헤게모니 획득 투쟁을 비판적 담론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들이 발견한 두 단체의 담론은 개인중심적인 신자유주의 담론과 전체주

의적인 도덕적 구성주의라는 상호적대적인 개념들을 사용한 투쟁 양상이

었다. 이들은 일본 시민들의 인격을 애국심과 국가적 결속에 활용함으로

써 지배적인 사회 질서를 유지하려 했다.

이와 같이 담론은 헤게모니 투쟁이 펼쳐지는 장소이며, 담론투쟁은 다

양한 양상을 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담론투쟁에 주로 사용된 전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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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쇠의 ‘선구성된 것’과 관련된 상호텍스트성, 상호담론성이며 때로는 대

립적인 의미의 담론 사용을 통해 모순되는 담론을 형성하기도 했다. 미

시적인 단어를 바꾸려는 시도 등 언어적인 측면도 중요한 담론 투쟁의

요소였다. 또한 특정한 대상에 대한 특정한 이미지 형성도 사용되었다.

이 글에서는 경합하는 각 진영의 담론의 진위에 대해서는 주된 논제

로 삼지 않을 것이다. 이 글에서 집중하고자 하는 분석대상은 각 진영의

담론이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해 펼치는 담론투쟁의 전략과 전개양상이

며 형태이다. 또한 특정 담론이 헤게모니를 획득하여 지배담론이 되고,

반대로 대항담론이 헤게모니 획득에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도 당시의 사

회적인 상황을 통해 분석할 것이다.

3. 원전 인식의 사회적 구성

원전과 같은 위험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어떻게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인식과 지식이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주장은 사회구성주의자

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본격적으로 ‘사회구성주의(Social

Constructivism)’ 개념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버거와 루크만(Berger &

Thomas, 1967)의 ‘실재의 사회적 구성’ 발표 이후였다. 이들은 사회를

객관적으로 주어진 것과 주관적인 의미들의 결합이라 보았고 객관적 세

계에 대한 인식은 행위자들 간의 상호주관적인 관계를 통해 객관적인 실

재, “정당화된 실재”로 경험된다고 주장했다(하홍규, 2014). 버거와 루크

만은 지식과 일상생활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 현실을 개인이 어떻게 인식

하는지 언어를 통해 이해하고자 했다(Berger & Thomas, 1967). 이와 같

이 행위자들이 어떻게 지식을 획득하고 인지하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개인적인 수준의 믿음이나 주장이 지식으로 받아들여지는지, 지식의 형

성과정에 행위자의 사회적 배경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관심에

서 사회구성주의가 출발했다. 사회구성주의에서는 사실이나 실재라는 개

념을 절대적인 기준이나 현실의 반영물로 보지 않고 특정한 맥락과 상황

에서 우연성의 연쇄로 구성된다고 본다(김기흥,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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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회구성주의는 글라저스펠트, 마뚜라나, 삐아제로 대표되는

급진적 구성주의를 통해서도 뒷받침된다.53) 급진적 구성주의는 관찰자와

상관없이 절대적인 진리가 그 자체로 존재하는 실재라고 보는 전통적인

실재론을 반박한다. 생물학자이자 철학자였던 마뚜라나와 바렐라

(Maturana & Varela, 1979)는 생물학적 인지이론에 기반하여 인간의 인

식은 사회적으로 구성되며, 이러한 인식이 세계를 “산출(bring forth)”한

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생물학적 활동 과정들은 인간 인식의 기

초를 이루는데, 이러한 인식활동은 언어를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실험을 통해 인간의 의식, 정신활동은 언어 안에서 일어

나는 현상이며 동시에 사회적 영역에서만 일어나는 것을 증명했다. 또한

인식활동은 생물학적 영역이지만 문화적 전통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주장

했다.

이와 크게 상이하지 않은 맥락에서 합리성을 토대로 이루어졌다고 인

식되었던 과학분야에도 사회구성주의가 접합된 논의가 제기되기 시작했

다. 토마스 쿤(Kuhn, 1962)은 과학이 객관적인 지식의 진보가 아닌 패러

다임이 정립된 ‘정상과학’의 패러다임이 위기를 맞이하면서 두 개 이상의

패러다임이 경쟁하는 과학혁명을 통해 발전한다고 주장했다.54)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과학지식은 과학자들의 인식과 그들간의 사회적인 관계,

합의에 근거하여 구성된다.

과학지식과 관련하여 자사노프(Jasanoff, 2004)는 푸코의 ‘지식의 정치’

논의를 확장하여 ‘전문성의 정치’를 논했다. 자사노프는 과학지식과 정치

권력의 관계를 조명하며 과학지식이 사회적인 정체성과 담론을 어떻게

53) 슈미트(Schmidt, 1987)에 따르면 급진적 구성주의의 인식론은 인지이론과

비환원주의적 특징에 귀속된다.

54) 쿤의 패러다임 개념은 푸코의 ‘에피스테메(episteme)’ 개념과 유사하다. 푸코

는 사물들에 대한 분류와 정의를 규정하는 특정한 시대의 숨겨져있는 무의식의

사유구조를 에피스테메로 지칭하였다. 에피스테메는 일정한 시기 동안 지식형태

와 학문체계를 생산하며, 담론적 실천들을 결합하는 관계들의 총체이다(양해림,

2006). 각 시기의 에피스테메는 시대 일반뿐만 아니라 시대 내부의 세부 영역들

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작용한다(허경,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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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재하는지 보여주었다. 그에 따르면 지식은 사회적인 지지없이는 존재

할 수 없으며 현대 사회는 전문가들을 통해 지식과 위험담론이 사회적으

로 수용되도록 구조화되었다. 또한 전문가와 정치가들의 동맹으로 인해

인간 복지 관점에서 “의심스러운” 기술 선택도 승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라 재써노프, 2010).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주의는 위험기술에 관한 사

회적 인식과 깊은 관계를 맺는다. 기든스(Giddens, 1991)도 과학기술정책

결정이 전문가들과 과학기술관료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체계의 위험

성을 지적했다. 전문지식에 기반한 결정도 완전히 전문적일 수 없고, 위

험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문가주의의 확산과 지배는 민주주의의 가치와 충돌한다(이영희,

2012). 과학기술과 관련된 공공 사안을 전문성의 논리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의 전문가주의는 사회구성원들이 중요한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과학기술 또는 위험기술 관련 의사 결정에서 전문가와 시민 측이 갈등을

보이는 요인은 위험에 대한 인식의 차이(강윤재, 2012), 과학이 기업과

자본의 이해를 반영하고 시민과 분리되어 사유화됨으로써 과학의 권위가

약화된 것(홍성욱, 2004), 탈맥락화된 전문가의 지식(백영경, 2013)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과학기술 논의와 관련하여 위험에 대해서도 위험인식과 위

험의 실재에 관한 논쟁이 전개되어 왔다. 위험을 문화상대주의적 측면에

서 보았던 더글러스와 윌다브스키(Douglas & Wildavsky, 1983)는 사람

들이 위험을 항목별로 다르게 평가한다고 주장했으며, 현대사회는 위험

을 과도하게 인식하는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들에 따르면 대중의

우려는 위해(dangers)를 “선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위험인식은 사회적인

과정이다. 더글러스는 ‘위험(risk)’은 특정 사회에서 인지된 위험이며 문

화적으로 구성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더글러스는 추후 살펴볼 울리히

벡의 논의와 같이 위험이 숨겨져있다는 점과 위험에 내재하고 있는 불확

실성, 통제불가능성, 의도하지 않은 점에 대해 지적한다.

사회적 체계가 각 기능 분화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형성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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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루만(Luhmann, 1993)은 위험이 양적으로 계산될 수 없다며 위험에

대한 통계학적인 접근을 비판했고, 더글러스와 마찬가지로 위험이 사회

적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어떠한 생태적 위험에 대해 사

회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위험은 사회적인 반향을 일

으키지 않고 효과도 갖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는 “스스로에 의해

서만” 위험해질 수 있는 것이다(Luhmann, 1985). 즉, 루만에 따르면 위

험은 기술투입의 증가로 인한 인과관계로 발생한 것이 아닌 사회 내부적

으로 환기된 사회적인 결과이다(노진철, 2004). 루만 역시 더글라스와 같

이 현대사회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 도덕적 과잉 반응이라고 비판하는

데, 이는 근대성의 사회에서 리스크 수용이 부의 창출의 원천이기 때문

이다(홍찬숙, 2015).

더글러스와 윌다브스키, 루만과 달리 위험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한 벡(Beck, 1986)은 위험인식을 ‘위험의 비가시성’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전개시켰다. 부의 추구를 목표로 작동하는 과학기술은 위험을 내

재하지만 위험은 현실로 나타나기 전까지 인식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

에 인식가능한 부와의 경합에서 승리할 수 없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부

인된 위험은 벡의 표현을 빌리면 특히 잘 자라기 때문에 결국 인식불가

능한 위험이 승리하는 ‘역설’이 발생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위험을 기

술적으로 관리할 수 있거나 위험이 없다는 관점을 대중에게 주장하고,

위험을 제기하는 사람을 ‘비합리적’이라고 규정한다. 벡은 이에 대해 비

판하는데, 과학이 위험을 탄생시켰고 성장에 개입했기 때문에 위험에 적

절하게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위험은 탐구, 가설, 방법, 절

차 등과 같은 지식의 본질적인 문제를 통해 결정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벡은 환경운동과 같은 위험에 반대하는 저항이 과학화되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위험에 반대하는 이들이 과학을 통해 저항하게 되는

것은 결국 위험이 “과학적으로 입증될” 때까지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

지 않기 때문이고,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55) 하지만

55) 위험이 사회에서 인식되는 것에 대한 루만과 벡의 견해는 차이가 있다. 하

지만 루만은 위험에 대해 커뮤니케이션함으로써 위험이 사회적으로 존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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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역설적인 상황이 생긴다. 그들이 반대하는 위험은 과학적 합리

성을 기반으로 하는데, 과학을 비판하기 위해 반대하는 자신들도 과학적

합리성에 호소해야 한다는 것이다.56)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행하는 ‘과학

적 합리성의 탈주술화’는 산업주의에 대한 비판자들에게 양가적인 의미

화를 요구한다.

위험인식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에서는 대중의 위험인식을 위험기술에

대한 지식 결핍과 편익 고려의 관점에서 보는 연구들도 존재했다. 먼저

과학기술 지식이 결핍되면 위험인식이 더욱 증가한다는 연구결과

(Kuncruther, 2001)가 있었다. 또한 그레고리와 맨델슨(Gregory &

Mendelsohn, 1993)은 사람들이 인식된 편익에 따라 위험평가를 다르게

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기존의 전문가적인 시각

또는 기술정책 추진 측의 관점에 부합한다.

하지만 이러한 시각을 비판하는 연구들 중 특히 원자력에 대한 사회

적 인식에 관한 연구들이 국내에서 다수 진행되어왔다(차용진, 2012; 서

혁준, 2013; 진상현, 2014; 이재헌·박은태, 2017; 박철구 외, 2017). 서혁준

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시민들의 원자력에 대한 인식이 위험성과 관

련하여 부정적으로 바뀌었으며, 편익을 강조해도 위험인식에는 변함이

없음을 발견했다. 이재헌과 박은태는 부산 시민들이 원전 주변 갑상선암

논란을 계기로 원자력의 위험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가했음을 확인

했다. 박철구 외는 원자력에 대한 인식이 개인의 정치 이념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자력에 관해 전문가와 시민들의 인식의

되고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는 점, 벡은 과학적 합리성에 의해 입증될 때까지 위

험이 사회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는 점을 통해 양측의 주장에서

공통적으로 위험의 실재가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데에는 인식이 개입한다는 전

제를 확인할 수 있다.

56) 과학의 합리성 개념에 대한 비판은 토마스 쿤, 페이어아벤트, 한슨, 툴민과

같은 과학철학자들에 의해 활발히 제기되었다. 이들에 따르면 과학적인 방법론

은 기존의 인식과 같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다. 이들은 과학사를 살펴보면

정당화할 수 없는 가정, 과학의 비논리적인 측면이 부각된다며 과학의 합리성을

부정하였다(정병훈,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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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에 초점을 맞춘 차용진은 시민들을 의사결정에서 무시한 채 원자력

정책을 진행했을 때 갈등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진상현은 원자력 전공

자들이 핵주권의 확립을 강조하고, 반핵진영의 원전 반대는 무지에서 비

롯된 것이므로 교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결핍모델(deficit model)’에

기반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확인했다.57) 하지만 원자력 종사자들에

한해 핵폐기물 처리와 원전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던 것도 발견했다.

이에 비해 일반 시민들의 인식은 원전의 안전성, 핵폐기물 처리 방안에

대해 불안해하거나 원전이 핵무기 개발로부터 비롯되었으므로 원전 자체

를 거부하는 인식이 있었던 반면 원전과 문제점들이 해결될 것이라는 인

식으로 나누어졌다. 저자는 이를 통해 원전과 관련된 흑백논리를 넘어

상호 간 견해의 차이를 이해하며 갈등을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의 논의들을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원자력 비전문가인 시민들의 인

식과 지식은 비합리적일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앞서 언급하

였듯 일본의 반원전운동은 과학자들이 과학의 합리성에 기반하여 구성한

논리와 주장이 운동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컸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비합리적인 인식을 기반으로 원전에 반대했다는 것은 정확하지 않은 주

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까지 반원전운동 측

이 일본의 원전 건설 추진과 확대를 막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연

구에서는 이들의 과학의 합리성에 기반한 주장들을 살펴보고, 이들의 이

57) 결핍모델은 시민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과 지지가 과학에 대한 이해도

를 통해 결정된다고 보는 시각이다(박희제, 2001). 즉, 무지로 인해 과학기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 위험에 대한 두려움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

은 결핍모델에 기반하여 시민들을 원자력 지식의 보급을 통한 계몽대상으로 보

는 시각이나(김동광, 2002) 원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시민들의 생각은

비합리적이거나 주관적이고 원자력 전문가들의 생각은 객관적(김봉철 외, 2015)

이라는 관점의 선행연구들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원전에 대한 지지정도가

개인의 원전에 관한 지식 보유 정도와 무관함을 확인한 연구(서혁준, 2013)도

존재한다. 진상현(2014)은 이와 관련하여 무지가 원자력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의 근본적인 원인인가에 대해 실증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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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주장이 헤게모니를 획득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검토할 것이다.

4. 연구의 분석틀

지금까지 연구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발전국가, 담론투쟁, 인식의 사

회적 구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논의를 통해 발전국가는 특정 사회의 특

정 시기에 존재하는 이데올로기와 연결되어 있으며, 이러한 이데올로기

는 담론에 반영되고, 담론이 인식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그림 2-1>은 지금까지 살펴본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이 연구의 분

석틀을 나타낸 것이다. 해당 그림에서 알 수 있듯 발전국가는 관련 제도

와 이데올로기를 통해 담론투쟁을 펼치는 주체들의 담론에 영향을 미친

다. 이들 주체들은 담론적 실천으로서 담론을 발신하고, 사회적 실천을

통해 사회 변화를 꾀한다. 이러한 실천들은 원전 인식을 사회적으로 구

성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구성된 사회적인 인식이 발전국가의 이데올

로기와 제도의 공고화 또는 균열에 다시 영향을 미친다.

<그림 2-1> 연구의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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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제1기 원자력발전정책의 시작과

원자력발전체제의 시작(1954-1956)

1. 일본만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의 탄생

1) ‘죽음의 재 사건’: ‘핵알레르기’ 일본 국민의 탄생

이 절에서는 1954년부터 1956년까지 일본의 원자력과 관련된 사회적

인 상황과 담론들을 살펴볼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해당 시기의 배경이

되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투하와 패전 직후 일본의 상황에 대해

서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한다.

일본은 패전이 다가온 상황에서 포츠담선언을 통해 ‘무조건 항복’을

요구받았다. 하지만 일본은 ‘묵살’ 회답을 보냈고, 1945년 8월 6일 연합국

은 히로시마에 우라늄 폭탄 ‘리틀보이’, 8월 9일 나가사키에 플루토늄 폭

탄 ‘팻맨’ 투하를 실시했다. 두 곳은 건물의 약 90%가 파괴되고, 각각 12

만명, 7만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58)59) 이를 계기로 8월 15일 일왕

히로히토가 무조건 항복함으로써 일본은 패전하였다.60)

58) 広島市(히로시마시) 홈페이지(2019년 10월 3일 접속),

http://www.city.hiroshima.lg.jp/www/contents/1111639233553/index.html

長崎市(나가사키시) 홈페이지(2019년 10월 3일 접속),

http://www.city.hiroshima.lg.jp/www/contents/1111639233553/index.html

59) 원폭피해자에는 강제동원으로 인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있었던 조선인

도 포함되어 있었다. 히로시마의 조선인 피폭자는 5만명, 나가사키는 2만명으로

추정된다(허광무, 2011).

60) 다나카 마사시(田中眞佐志, 2013)에 따르면 패전 이후 전쟁 책임의 정점에

있는 일왕을 기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미국과 일본에서도 있었다. 그러나 맥아더

는 일본인들의 반발을 우려했고, 원활한 일본점령을 위해 일왕의 권력을 제거하

고 주권은 가지지 않는 ‘상징천황제’의 형태로 바꾸었다. 이러한 일왕의 책임 면

피로 인해 ‘천황제 초국가주의체제’가 일으킨 전쟁 책임에 대한 무책임구조가

일본 사회에 침투했고, 국민 사이에서는 전사한 병사들에 대한 동정심, 영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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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전 직후 일본은 1952년까지 GHQ의 점령을 받았다. GHQ는 일본의

비군사화와 함께 민주화를 실시했고, 많은 개혁을 실시했는데 전력산업

체계도 그 대상 중 하나였다.61) 총력전체제에서는 기존의 민간 주도 전

력산업을 국가가 관리했는데, 전력생산과 송전을 일괄하는 일본발송전

(日本発送電)주식회사가 설립된 상태였다. 배전사업도 400개 이상의 민

간 배전회사를 1942년부터 지역 기반 9배전회사(9配電会社)가 통합하며

일본발송전주식회사와 함께 국가 관리 전력체계를 구성했는데, GHQ는

두 회사를 집중배제 지정했다. 1950년 11월 전력관리법이 폐지되어 전력

의 국가 관리 체제는 종료되었다. 1951년 5월에는 일본발송전이 해산했

고, 9배전회사를 기반으로 발전과 송배전 일괄경영을 하는 9개의 전력회

사(9電力会社)가 생겨 민영 9전력체제가 성립되었다.62)

GHQ는 반미감정이 형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 원폭과 관련된 부정적인

보도를 보내지 않았고 일본의 핵기술 연구도 금지시켰다(나카야마 시게

루, 1998). 하지만 이미 일본에서는 원자력을 무기 이외의 수단으로 이용

할 수 있다는 기대가 존재했다. 사노 마사히로(佐野正博, 2014)에 따르면

일본은 패전 직후부터 원자력의 산업적 이용을 강조했다. 이는 일본의

당시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과 관련이 있는데, 나카야마 시게루(1998)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발달된 과학기술의 집결체인 원폭에 피폭당했다고 해

서 누구도 과학기술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과학

기술을 통해 파괴된 국가를 재건하고자 하였고(佐野正博, 2018), 원자력

자긍심이 전후 일본재건을 해야 한다는 의지로 연결된 것과 동시에 ‘일본인 =

전쟁희생자’라는 자기인식도 만들어졌다. 또한 후지와라 아키라 외(1993)에 따르

면 일본 국민들은 도쿄재판(극동 국제 군사재판)을 통해 자신들이 전쟁 지도자

들에게 기만을 당한 피해자로 인식하게 되었지만 스스로에 대해 전쟁협력 책임

을 묻는 의식은 없었으며, 국민 스스로 전쟁책임을 추궁하지도 않았다.

61) 하지만 비군사화는 냉전 체제 고착으로 인해 미국이 일본을 아시아의 반공

보루이자 기지로 만들기 위해 경제부흥 정책으로 전환되었고, 이는 일본의 고도

경제성장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이성우, 2013).

62) 이를 통해 일본의 발전과 송전 일괄 형식, 민영에 의한 지역별 독점체제가

시작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1972년 미국이 오키나와를 일본에 재편입함

으로써 오키나와전력을 포함한 10전력체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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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이러한 과학기술 중 하나였다.63)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 인류를 평화로

이끄는 길이라 믿었다. 히로시마에서는 1947년부터 매년 8월 6일 ‘평화제

(平和際)’를 개최해 왔고, 히로시마시장이 ‘평화선언(平和宣言)’을 낭독했

다.64) 아래 1953년의 선언은 원자력에 대한 생각을 보여준다.

“...... 원자력을 개방해서 얻은 것은, 명확히 과학의 위대한 진보였다. 이 근대

과학의 성과가 살생과 파괴를 위해 이용될 것인가, 아니면 전인류공동의 복지를

위해 사용될 것인가에 따라, 인류의 운명은, 지금 파멸과 번영의 기로에 직면해

있다 ...” (浜井信三, 1953)

선언에 따르면 원자력은 “과학의 위대한 진보”이며, 군사적으로 이용

하면 “파멸”이, 인류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면 “번영”하는 양날의 검과

같은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다른 곳도 아닌 피폭지 히로시마의 시장이

이러한 믿음을 공식적으로 전파했던 것이다.65)

63) 일본의 ‘기술입국(技術立國)’ 기조는 패전 이전부터 존재해왔다(蔡龍保,

2011). 일본의 서구추격적 근대화가 시작된 메이지유신부터 구 막부와 같은 정

계 세력들은 ‘기술교육입국’, ‘기술입국’을 주장했으며 기업가들은 ‘공업입국’을

이념으로 삼았다. 이 시기에는 정부 차원에서 고용한 서양기술자(이때 이들을

뜻하는 ‘御雇外国人(오야토이가이꼬구진)’이라는 단어가 생겼다)들이 정부의 요

청으로 고용되었으며 관련 교육기관들이 잇달아 설립되었다.

64) 1950년은 한국전쟁 발발로 인해 평화제가 열리지 않았다.

広島市 홈페이지(2019년 10월 7일 접속),

http://www.city.hiroshima.lg.jp/www/contents/1326176229330/index.html

위의 홈페이지에서 히로시마시 역대 시장의 평화선언을 볼 수 있다.

65) 나가사키는 히로시마보다 1년 늦은 1948년 8월 9일(나가사키 원폭투하일)부

터 역대 시장이 ‘평화선언’을 낭독하였는데, 아래의 1949년 선언문을 살펴보자.

“... 나가사키시민은, 그 비참함을 통해 전쟁이 전인류를 파멸로 이끌 것이라 믿

고, 나가사키의 원폭을 마지막으로 다시금 인류가 전쟁의 파멸에 떨지 않게 되

고, 위대한 원자력은 세계평화를 위해 인류의 복지에 공헌시켜야 하는 것을 열

원(熱願)함과 동시에, 오늘의 기념식전에서 국제문화의 향상과 항구평화의 이상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문화도시건설법 정신에 따라 엄숙히 성실한 세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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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원자력과 평화를 연결지어 생각하며, 이용을 염원하는 현상

을 나카시마 히사토(中嶋久人, 2017)는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전쟁피해

는 일본 사회에 부흥 의욕을 심어주었고, 고도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었

다. 부흥은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평화’와 연결되었고, 당시 원자력의 평

화적 이용은 “평화-부흥”의 민족주의적인 생각에 부합되었던 것이다.

또한 사노 마사히로(佐野正博, 2018)는 과학기술의 “선용(善用)·악용

(悪用)”이라는 이원론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져 있던 점을 통해 해석한

다. 과학기술은 사용 의도에 따라 좋은 목적으로도, 나쁜 목적으로도 사

용될 수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 자체에는 잘못이 없다는 것이 당시 널리

통용되던 생각이었다. 원폭투하 직후에도 피폭의 위험성이 일본 사회 전

반에 인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자력의 위험성보다는 민생이용가능성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버섯구름과 도시의 파괴가 상징하는 원폭의 위험한

위력(‘악용’)은 일본 사회에서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에 대한 사회적 거부

감을 높였지만 동시에 원자력의 위력을 민생용으로 이용(‘선용’)하는 것

에 대한 사회적인 기대감을 높였다. 아울러 일본 주요 신문들은 원자력

의 위력을 비군사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에 대해 열성적으로 보도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발효로

GHQ 점령이 종료되었다. 이로 인해 일본에서는 원자력기술 연구가 가

능하게 되었는데, 1953년에는 아이젠하워 당시 미국 대통령의 ‘평화를 위

한 원자(Atoms for peace)’ 연설이라는 큰 사건이 있었다. 냉전의 대리

전쟁이었던 한국전쟁 휴전 협정 이후 약 5개월만인 이 연설의 등장 배경

은 미국과 소련의 핵군비경쟁과 관계가 깊었다(安斎育郎, 2012; 小林良

江, 2013; 兵藤友博, 2018; 김려실, 2018). 미국은 핵무기 기술을 독점하려

했으나 1949년 8월 29일 소련의 핵실험 성공에 충격을 받아 자신의 동맹

국들에게 핵기술을 전수하여 ‘핵우산’ 아래 두는 방향을 택했고, 이를 통

화의 원동지로서 전세계에 자랑할 문화와 평화의 상징도시로 건설할 것을 선언

한다.” (大橋博, 1949)

나가사키시의 홈페이지에서 역대 시장의 평화선언을 열람할 수 있다.

長崎市(나가사키시) 홈페이지(2019년 10월 7일 접속),

https://nagasakipeace.jp/japanese/peace/appeal/histor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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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공산주의의 확대를 방지하려 했다. 마라(Mara, 2015)에 따르면 미국

은 원자력발전이 경제적이지도 않고 수출할 준비도 되지 않았으며 핵무

기 확산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원자력기술의 확산을 위

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캠페인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66)

“핵무기는 핵무기의 군사적 성격을 제거하고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할 방법을

아는 자들의 손에 있어야 합니다 ... 미국은 원자력으로부터 나오는 평화적인 힘

이 미래의 꿈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 이 원자력 기구의 더욱 중요한 책임

은 핵분열 물질이 인류의 평화적인 일에 이바지하게끔 할당할 방법을 고안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동원되어 원자력을 농업, 의학과 기타 평화적 활동의 필

요에 응용할 것입니다. 전세계 전력 부족 지역에 풍부한 전력을 공급하는 일이

하나의 특별한 목적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기부국들은 그들의 힘의 일부를 바

쳐 인류의 공포가 아닌, 인류의 필요에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67)

위의 연설에서 아이젠하워는 핵무기의 “군사적 성격”을 “제거”하고,

“평화적 목적”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의 핵기술이 가지는

이미지는 원자폭탄으로 인해 형성된 “공포”였으나 이를 인류의 “필요”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김려실(2018)에 따르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위

험하며 위력이 큰 핵기술을 목도한 세계인이 핵전쟁의 허무주의에 빠지

는 것을 막는 것에 따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캠페인의 성과가 정해질

수 있었다. 또한 원자폭탄을 투하했던 미국 자신이 평화를 소망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자신들의 살생의 이미지까지 지우려는 의도도 있었다.

66) 이 연구에서는 일본을 주된 연구의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상

세한 논의는 다루지 않도록 한다. ‘Atoms for Peace’ 연설에 숨겨졌던 냉전시대

의 핵무기 개발 등 국제 정세에 관한 사항은 마라(Mara, 2015)를 참조하길 바

란다.

67) 연설문 번역본 출처 주한미국대사관 및 영사관 홈페이지(2019년 7월 24일

접속),

https://kr.usembassy.gov/ko/education-culture-ko/infopedia-usa-ko/living-docu

ments-american-history-democracy-ko/dwight-d-eisenhower-atoms-peace-19

53-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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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연설과는 달리 미국은 핵무기 개발을 계속 진행했고,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핵개발 경쟁은 계속되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핵

확산금지조약은 미국, 소련, 영국, 중국, 프랑스가 모두 수소개발에 성공

한 후인 1968년에 조인되었다.

그러나 아이젠하워의 선언은 그 자체가 세계로 전파되는 ‘평화를 위한

원자(Atoms for peace)’ 담론이 되어 각국에서 민생용 원자력기술의 개

발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고, 원자력발전 시대를 열었다. 원자력기술

개발이 뒤처져 있었던 일본에서도 이는 예외가 아니었고, 일본은 원자력

기술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하지만 1954년 3월 1일에는 일본이 다시금 핵무기의 공포를 체험한

사건이 발생했다. 미국이 ‘Atoms for Peace’ 연설이 무색하게도 남태평

양 마셜제도의 비키니 환초에서 ‘브라보’라는 수폭의 폭발실험을 실시한

것이었다. 수폭 ‘브라보’는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폭 리틀보이와 비교했을

때 약 1,000배(15메가톤)의 위력을 가지고 있었고, 폭발과 낙진은 주변

해역과 대기를 오염시켰다. 이뿐만 아니라 방사능 낙진은 160km 떨어진

곳에서 조업 중이던 일본의 참치어선 ‘제5후쿠류마루(第五福竜丸)’까지

날아갔고, 선원 23명 전원이 피폭을 당했다.68) 하지만 이들은 2주 뒤 귀

국하기 전까지 자신들의 피폭 사실을 알지 못했다.

다음 날인 3월 2일 제5후쿠류마루 사건에 대해 요미우리 신문에서는

‘미국 원자력실험, 마샬군도에서 개시’라는 제목으로 짧은 기사를 썼는데,

제5후쿠류마루라는 일본 어선에 대한 언급이나 마샬제도 주민들의 피해,

주변 환경에 대한 기술도 없었다. 단지 미국 원자력위원회가 마샬제도에

서 원자폭발 실험을 실시했고, “초강력 수소” “지옥폭탄”이 폭발되었다”

는 등 핵무기의 위력에만 주목하고 있었다.69)

일본인들의 피폭 사실이 보도된 것은 사건 발생으로부터 15일이 지난

3월 16일이었다. “방인(邦人) 어부, 비키니 원폭 실험에 조우”라는 제목

68) 第五福竜丸展示館(제5후쿠류마루 전시관) 홈페이지(2019년 10월 5일 접속),

http://d5f.org/about.html

69) 米原子力実験　マーシャル群島で開始(미국 원자력실험 마샬군도에서 개시)(読

売新聞, 1954/3/2)



- 71 -

과 “23명이 원자병, 1명은 도쿄대에서 중증 진단”이라는 소제목이 있고,

““죽음의 재(死の灰)” 묻힌 채 놀러다닌 경상 21명”이라는 다른 제목에서

방사능을 가리키는 “죽음의 재”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했다.70)71) 이때부

터 “죽음의 재”라는 단어는 한동안 일본 사회에서 방사능에 대한 공포를

상징하는 말이 되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피폭당한 어부들은 귀국 후

“죽음의 재”를 “부주의하게 옮”기고 다녔다. 이 때문에 현재가 “위험한”

상황으로 간주되는데, 어떻게 위험한 것인지 신문을 읽는 독자들은 철저

히 알아가게 되었다. “화상 입은 얼굴, 글로브 같은 손, 비참함을 말하는

마스다씨”라는 제목의 기사가 이어졌고, 다음 면에서는 “파문을 그리는

원폭피해 어부”라는 기사와 함께 뺨이 검게 변한 피해 어부의 옆모습을

그대로 실었다. 또한 “방사능을 가지는 재, 시미즈 외과 확인”이라는 제

목의 짧은 기사도 하단에 있었다.72) 기사를 읽는 독자는 이를 통해 “죽

음의 재”의 정체가 “방사능”임을 알게 되었다.

한편 이 사건으로 인해 수산물에 대한 불안도 사회적으로 형성되었다.

앞 문단의 기사들이 실린 같은 면에 큰 글씨로 “출하된 어류 판매금지,

시즈오카분은 이미 식탁에”라는 기사가 실렸다. 제5후쿠류마루가 들여온

참치가 2,500마리인데, 이 참치들이 오사카, 나고야, 교토, 도쿄를 향해

시즈오카현에서 출하를 한 뒤라는 것이다. 도쿄에 들어온 해당 어류들을

조사한 결과, 참치에서는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고등어”에서는

매시간 7.5미리 렌트겐이라는 기준치를 초과한 8.5미리 렌트겐의 방사능

이 검출되었고, 언론은 이것이 “극히 “위험”한 물건”이라 보도하였다.73)

이러한 보도들을 통해 일본 사회에서는 어류 섭취에 대한 불안감이 넓게

70) 방인(邦人)은 자국인 중 특히 해외에 거주하는 자국인, 즉 일본인을 뜻한다.

71) 邦人漁夫、ビキニ原爆実験に遭遇(방인 어부, 비키니 원폭실험에 조우)(読売新

聞 1954/3/16)

72) 焼けたれた顔　グローブのような手　悲惨を語る増田さん(화상 입은 얼굴, 글로브

와 같은 손, 비참함을 말하는 마스다씨), 波紋をえがく原爆被害漁夫(파문을 그리는

원폭피해 어부), 放射能をもつ灰　清水外科確認(방사능을 가지는 재, 시미즈 외과

확인)(모두 読売新聞, 1954/3/16)

73) 出荷の魚販売中止　静岡分はすでに食卓へ(출하된 어류 판매 금지, 시즈오카

분은 이미 식탁에)(読売新聞, 195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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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되었고, 방사능에 오염되었을 것이란 우려와 소문으로 인해 사회적

으로 어류 구매가 저하되는 ‘풍평피해(風評被害)’ 현상이 발생했다.74) 고

등어에서만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이 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5후쿠류

마루가 참치어선이었던 탓에 ‘원자참치(原子マグロ)’라는 말이 유행했던

것이다. 이 사건은 ‘죽음의 재 사건(死の灰事件)’이라 불리게 되었다.

일본 사회에 방사능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는 것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았던 집단이 추후 초대 원자력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원자력을 일

본에 적극적으로 도입했던 쇼리키 마츠타로와 그를 중심으로 한 요미우

리 신문 측이었다. 쇼리키 마츠타로와 함께 니혼테레비(日本テレビ)를 설

립한 시바타 히데토시(柴田秀利)는 미국 정계와 깊은 인맥을 가지고 있

었다.75) 그는 수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74) 풍평피해라는 단어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에 대해

일본 언론에서 다룰 때 자주 사용되었다. 언론은 사고 이후에 후쿠시마산 농수

산물의 구매량이 감소하고, 사고 전에 비해 가격이 현격히 하락한 현상을 풍평

피해라 하며 문제시하고 있다. 세키야 나오야(関谷直也, 2011)에 따르면 풍평피

해라는 단어가 처음 공문서에서 사용된 것은 1974년 일본 북부 아오모리현 바

다에서 일본의 원자력선 ‘무쯔(むつ)’의 방사성 물질이 유출된 사고를 계기로 아

오모리현과 가까운 홋카이도와 도호쿠 지방에 원전이 입지할 때 해당 전력회사

와 주민 간에 맺는 민사협정 항목에 ‘풍평피해’, ‘풍평으로 인한 피해’ 항목이 언

급된 사례라 한다. 제5후쿠류마루의 사례는 풍평피해라는 단어가 정식으로 언급

되지는 않았지만, 원자력 사고로 인한 방사능 피해에 대한 우려가 특정 상품의

매출에 영향을 미친 것이므로, 이 연구에서는 풍평피해라 정의해둘 것이다. 참

고로 풍평피해는 원자력 사고로 인한 방사능 누출과 같은 피해에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며 광범위한 환경오염으로 인한 상품의 매출 피해를 설명할 때 사용

된다.

75) 쇼리키 마츠타로는 원자력기술 도입에서 절대적인 기여를 인정받아 일본에

서 ‘원자력의 아버지(原子力の父)’라 불린다. 그는 자신이 가진 언론에서의 영향

력을 이용하여 원자력에 대한 일본 내 긍정적인 여론 형성에 기여했다. 사실 그

의 원자력기술 도입 행적에는 일본의 공산주의화를 우려하여 심리전을 진행하

고자 했던 미국 CIA의 접근, 원자력을 이용해 정치에 진출하여 내각총리대신이

되고자 한 그의 야망 등 정치적이고 복잡한 사정이 얽혀있다. 이러한 내막은 추

후 미국 CIA의 비밀문서가 세상에 공개되면서 알려졌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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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유일한 피폭국이며 원자력이라고 하면 사람들의 심경은 화가 나게

되는 제1의 원폭 알레르기 국가이다.

일본인의 아픔과 분노는 그야말로 버섯구름과 같이 부풀어올라 폭발했다.

이대로 그냥 둔다면 열심히 쌓아 올린 미국과의 우호관계에 결정적인 파국을

초래할 것이다 ......

원폭반대를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원자력의 평화이용을 대대적으로 선전해서

희망을 주는 수밖에 없다 ......” (NHK, 1994)

위에서 알 수 있듯 시바타 히데토시는 일본 시민들이 핵피폭 경험을

통해 “아픔과 분노”가 “원폭 알레르기”가 되고 이것이 “원폭반대”로 드

러나는 것을 보며 “미국과의 우호관계”에 차질이 생길 것을 걱정했다.

이는 쇼리키 마츠타로도 같은 생각이었다. 세 번이나 핵폭탄을 경험했는

데, 이는 모두 미국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므로 일본 시민사회에서 반미

감정이 생기기 쉬운 상황이었으며, 쇼리키 마츠타로는 이를 위기적인 상

황으로 보았다.76) 두 사람은 해결책으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선전하

마 테츠오(有馬哲夫, 2008)를 참고하길 바란다. 원자력위원회 위원장이 된 쇼리

키 마츠타로의 전력산업계와의 인맥과 정치적 판단으로 인한 행보는 산업계의

일본원자력발전주식회사 설립에서의 주도권 확보, 영국으로부터의 콜더홀 개량

형 원자로 도입 등 초기 일본 원자력기술체제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에

대해서는 이 연구에서도 필요에 따라 간략한 설명을 통해 다룰 것이다.

76) 이러한 상황에 대한 당시 미국의 반응은 다나카 신고(田中慎吾, 2016), 강상

규(2018)를 통해 알 수 있다. 미국이 ‘Atoms for Peace’ 연설을 계기로 우방국

에게 핵기술을 전파하며 소련에 대항하는 핵전략을 실행해 나가려던 상황에서

이 사건은 당혹스러운 것이었다. 미국은 일본에 공산주의 프로파간다가 확산될

것을 두려워했으며 이를 막는 방법으로 원자력의 비군사적 이용을 더욱 적극적

으로 펼쳐나가는 방법을 택했는데, 대책 중 하나로 히로시마에 원자로를 건설하

는 것이 미국 내부에서 제안되었다. 하지만 아이젠하워는 이러한 방책이 핵무기

를 일본에게 사용한 것에 대한 죄악감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여 부정했다. 후술

하듯 이후에도 미국은 일본의 잠재적 핵무기 개발 능력 보유 가능성에 대해 우

려했기 때문에 쉽게 원자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연구들을

참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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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원자력을 “희망”적인 이미지로 바꾸고자 했다.

이러한 의도를 보여주는 기사가 있다. 1954년 3월 21일 요미우리 신문

에는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모르모트는 되기 싫다”라는 기사가 한 면을

크게 차지했다(<그림 3-1>).77) 신문을 꽉 채우는 두 개의 충격적인 사

진은 “급성방사능증 환자 제1호” 마스다 산지로의 사진(우측)과, “제2호

환자”인 야마모토 타다시(좌측)였다. 사진은 “급성방사능증”으로 인해 망

가진 피해자들의 모습을 여과없이 보여주었고, 기사는 두 사람의 인터뷰

를 기반으로 작성되었다.78)

““우리들, 모르모트는 되기 싫다!” ......

단백원을 바다에서 구하고 태평양 멀리까지, 고기잡이하는 것은 살기 위한

일본인의 권리다. 그 평화로운 공해(公海)에서 부주의하게 강력한 무기 실험을

실시하는 것의 옳고 그름은, 국제법을 볼 필요도 없이, 비판받아야 하며, 아메리

카가 보상에 만전을 기해야 함이 당연하다 ......

“모르모트가 되어버렸으니까”라고 말하는 마스다의 외침도 당연하다. 하지만,

아무리 원치 않더라도, 원자력 시대는 오고 있다. 이웃들이 모두 이것을 한다면

무섭다는 이유로 등을 돌리고 있을 수는 없다. 극복하는 방법은 유일 하나, 이

것과 대결하는 것이다.

무서운 것은 사용하는 것이며, 굉장한 것과 동의어가 될 것이다. 그러한 쪽으

로 길을 열고, 우리도 원자력시대에 발을 들일 때가 온 것이다.”

77) 모르모트는 실험용 쥐를 뜻한다.

78) “原子力を平和に　モルモットにはなりたくない(원자력을 평화적으로, 모르모트는 되

기 싫다)”(読売新聞(요미우리신문), 1954/3/21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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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핵무기 실험 비판과 원자력의 평화 이용을

촉구하는 기사

위의 기사에서는 먼저 ‘죽음의 재 사건’의 피해자들을 인터뷰하며 핵

무기 실험의 부당함에 대해 주장한다. 새로운 핵무기의 “모르모트”가 되

고 싶지 않다는 피해자들의 절규, 어류섭취량이 많은 일본인에게 바다에

서 이루어졌다는 강력한 핵실험은 불안감을 조성한다. 하지만 갑자기 기

사는 “원치 않더라도 원자력의 시대는 오고 있”기 때문에 일본도 원자력

의 평화적 이용을 적극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유는 추상적이다.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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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의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논조는 원자력은 무섭지만

평화적으로 사용하면 굉장한 이익을 맛볼 수 있다는 기대감을 심어주었

다. 이와 같이 일본은 세 번째 핵무기 피폭 사건을 원자력기술 도입과

개발을 위한 이용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 배후에는 미국의 핵기술

확산 정책을 통한 우방국 포섭을 통한 소련 견제라는 냉전시대의 배경이

존재했고, 일본 내에서 미국의 이러한 의도를 통해 이익을 보는 쇼리키

마츠타로와 같은 인물들의 이해관계도 마침 맞물려 있었던 것이다.

2) ‘Atoms for Peace’의 재구성: ‘유일한 피폭 국가’의 권리

하지만 쇼리키 마츠타로가 아니더라도 일본에서는 정계와 재계, 산업

계 모두 원자력기술 개발에 큰 관심을 가졌고, 정책 추진에 시동을 걸고

있었다. 아울러 세계 각국에서는 ‘Atoms for Peace’ 연설 이후 폐쇄적으

로 진행하던 원자력 연구를 개방하고 다른 국가의 연구 진행 상황을 공

유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이 생겼다. 일본도 이러한 흐름 속에서 원자력

기술을 개발하고자 했으나, 다른 국가들과 다른 점은 GHQ 점령 시기에

원자력 연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기술적인 기반이 없다는 사실이었

다. 일본은 다른 국가들의 연구를 보고 배워야 하는 입장이었다.

일본은 미국, 영국과 같이 기술적으로 앞서 있는 국가들의 원자력기술

정보를 얻고자 관련 국제 행사에 관료, 학자, 기업인을 파견하는 등 노력

을 기울였다. 그리고 파견된 인물들은 타국의 원자력기술에 감탄을 하며

하루라도 빨리 국내에 들여오고자 하는 마음을 드러냈다. 1954년 2월 16

일 내각관방 내각참사관실에서 작성한 ‘원자력발전에 대하여(原子力発電

について)’라는 문서에는 1953년 10월 뉴욕에서 있었던 제2회 국가공업회

의 참석을 통해 원자력에 대해 얻은 정보와 그로 인해 형성된 기대가 잘

나타나 있다.79) “천연우라늄으로부터는 같은 양의 석탄의 300만배의 에

너지를 얻을 수 있다”와 같이 원자력을 금방이라도 공업에 사용할 수 있

으며 막대한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기술 자체에 대한 기

79) 청구번호 平１４内閣00389100, 건명번호 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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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이 아닌 경제성에 대해서도 현재의 화력발전소(석탄) 건설 단가보다

약 2배 비싸지만 장래에는 “대폭 저렴해질 것”이라며 기대했다. 원전의

막대한 투자비용은 재건과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는 일본에게 부담이었지

만, 장래에는 개선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진단을 내려야만 했다.

한편 원자력에 대한 기대에 힘입어 1954년 3월 2일 나카소네 야스히

로(中曾根康弘)를 필두로 한 일본 개신당 의원들이 해당 연도의 추가 예

산으로 첫 원자력 예산안을 제출했다.80) 1956년 ‘원자력백서(昭和31年版

原子力白書)’에 따르면 예산수정안으로 제출한 2억 5,000만엔의 원자력예

산 중 2억 3,500만엔이 ‘원자력평화이용조성비’라고 나와 있다. 나머지

1,500만엔은 ‘우라늄 자원조사비’가 차지하고 있다(原子力委員会, 1957).81)

용도가 명확하지 않고 엉성하게 구성된 예산은 국회를 통과했다.

이와 같이 일본 정부가 원자력기술 도입에 시동을 걸려던 도중 ‘죽음

의 재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언론이 그랬듯 원자력

산업 개발을 위해 이 사건을 이용했다. 1954년 4월 1일 중의원 본회의에

서 원자병기의 금지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원자력의

국제관리에 관한 결의안’을 제출하며 개진당 스마 야키치로 의원은 이를

잘 보여주는 연설을 했다.82)83) 그는 일본이 “많은 인류 중, 처음으로 원

80) 나카소네 야스히로는 기시 노부스케, 쇼리키 마츠타로와 함께 일본의 원자

력 도입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로 거론된다. 이후 나카소

네 야스히로는 일본의 71-73대(1982-1987년) 내각총리대신이 되었는데, 그는 일

본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주장한 반면 국가주의적 관점에서의 핵무장이 필

요하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81) 2억 3,500만엔이라는 액수가 핵분열을 일으키는 원소인 ‘우라늄 235’에서 따

온 것은 유명한 사실이다.

82) 스마 야키치로는 후에 개진당이 자민당으로 통합되면서 자민당 의원이 된

다. 본래 그는 외무성 출신으로 전시 영국, 독일, 중국, 상해, 만주 등의 재외공

사, 대사관 등을 거쳐 패전 후에는 A급 전범으로 체포되었으나 1948년 석방되

었다. 후에 1953년 중의원의원총선거에서의 당선을 통해 정계에 복귀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이 되는 국회 연설, 국회 발언은 당시의 내각총리대신이

발화한 것으로 제한하나, 이 시기의 내각총리대신인 요시다 시게루(吉田茂)의

원자력에 대한 국회 연설과 발언이 없었으므로, 예외적으로 스마 야키치로의 연

설을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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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병기의 희생이 되었”기 때문에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原子力の平和的

利用)”, 즉 비군사적 이용에 대해 “최대의 발언력”을 가진다는 주장을 했

다. 또한 공포의 대상인 원폭의 위력을 동력으로 바꿔 “평화산업”을 위

해 이용하는 것이 “인류의 소망”이라 언급하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의

정당성을 강화했다. 자신들을 핵무기의 유일한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원자력기술 도입을 위한 논리로 사용한 것이다. 이후에도 일본은

핵무기에 피폭당한 상황을 자국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정당화를 위해

사용하는 전략을 유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생용 원자력기술 개발은 세계 각국에서 빠르게 진

행되었다. 1954년 6월 27일에는 모스크바에서 약 110km 떨어진 곳에 위

치한 오브닌스크 원전이 최초로 운영을 시작했다. 일본 정부도 1954년

말에 원자력평화적이용해외조사단을 파견하고, 1955년 6월에는 미일원자

력협정을 가조인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한편 본격적인 원자력 행정 체제 구축에 앞서 내각의 자문기관으로

1954년 5월 11일 ‘원자력이용준비조사회’가 발족했다. 해당 조사회는 발

족 당시 부총리, 경산성 등의 관료, 재계를 대표하는 일본경제단체연합회

(경단련), 학계 인사들로 구성되었다(原子力委員会, 1957). 정계, 재계, 산

업계, 학계가 모인 해당 조사회는 원자력위원회가 설치되기 전까지 일본

의 초기 원자력기술체제의 방향성을 상당 부분 정했는데, 제1호 연구로

는 농축우라늄을 연료로 하는 워터보일러형으로, 2호로는 농축우라늄 중

수로인 CP-5형으로 하며, 이를 1959년까지 국산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

였다(兵藤友博, 2018).

1955년 8월에는 제네바에서 제1회 원자력평화이용국제회의가 개최되

었는데, 일본 측에서도 관·산·학계 인물들로 구성된 대표단이 회의에 파

견되었다. 이에 더해 정계에서는 첫 원자력 예산안을 제출한 나카소네

야스히로를 포함한 4명의 각기 다른 정당의 정치인들이 원자력에 대한

83) 해당 연설 인용의 출처는 모두 1954년 4월 1일 중의원회의임.

国会(1954), 第十九回国会　衆議院会議録第三十二号

스마 야키치로의 해당 연설 인용은 <부록 2>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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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을 모아 참가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미국, 소련, 영국과 같은 선진국들

이 경쟁하듯 자국의 원자력기술정보를 공개했고, 발전된 기술을 접한 일

본 측 대표단은 충격을 느낌과 동시에 자극을 받았다고 한다.84) 이들은

귀국 후 해당 회의에 대해 “미증유의 학술적 대회의로서, 예상 이상의

성공을 거뒀고, 더욱 학술 교섭 및 향후 원자력평화이용의 국제협력의

기석을 닦았다”라고 평가했다(内閣府 原子力政策担当室, 2012).

또한 이들 네 명은 ‘원자력조사국회의원단’이라는 이름으로 다음 달인

9월 12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원자력조사국회의원단의 공동성명’을 발표

했다.

“(1) 초당파적으로 장기적 연차계획을 확립하고, 이를 추진하여 본 문제는 정

쟁의 권외에 둘 것.

(2) 종합적기본법이 되는 원자력법을 지급(至急) 제정하고, 평화이용 및 일본

학술회의의 소위 말하는 삼원칙의 기본선을 엄수함과 동시에, 자원, 연료, 기술

의 국가관리, 안전보장, 교육 및 기술자 양성, 국제협력 등의 사항을 규정할

것.85)

84) 原子力百科事典 ATOMICA(원자력백과사전 ATOMICA) 홈페이지(2019년 8

월 19일 접속),

https://atomica.jaea.go.jp/data/detail/dat_detail_17-01-02-03.html

85) 원자력 3원칙은 ‘일본학술회의(日本学術会議)’에서 제시한 것인데, 일본학술

회의는 1949년 설립된 내각총리대신 관할 기관이자 일본을 대표하는 과학자 조

직으로 이공계뿐만 아닌 인문사회계를 아우르는 모든 분야의 학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학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정부 기관에 제언을 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다. 일본학술회의는 내각총리대신 관할이기는 하지만 정부로부터 비교

적 독립적이며, 민주적이고, 상향식(bottom-up) 기관이라고 이들은 주장한다(永

山國昭·栗原和枝, 2009). 원자력기술 도입 당시 일본의 과학자들이 원자력 개발

에 신중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일본의 원자력기술 개발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노선에서 벗어나 핵무기 개발로 이어질 위험성을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七沢潔, 2008). 그렇기 때문에 일본학술회의는 공청회를 통해 원자력기본법에

“민주, 자주, 공개”라는 원칙을 넣기로 정했는데, 원자력 추진 시 주변 주민을

포함한 넓은 범위의 시민들과 논의하여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수입한 기술에만

의지하지 않고 ‘자주’ 개발을 할 것과 안전성 보장을 위해, 또한 핵무기 전용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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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구에 대해서는, 국회에 과학기술에 관한 상임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

에 과학기술행정기구를 확립하여 과학기술 및 원자력 평화이용을 추진함과 동

시에, 평화이용의 개발, 연구 및 채광정련을 담당하는 두 공사를 설립하고, 넓게

관민의 과학기술력을 융합협력하는 탄력성이 있는 조직으로 할 것. 또한, 원자

핵연구소는 개발연구의 공사에 통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4) 국제협력에 관해서는, 국가를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연구, 개발의 제휴

협력을 하고, 특히 설립될 예정인 원자력평화이용기관에는 우리 국가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유력한 발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5) 당면의 건설계획으로서는, 종합적연구소 설립과 병행하여, 3년 이내에 적

어도 2개 이상의 실험로와 현재 건설 중인 1호로를 완성하여, 그 진흥에 맞추어

발전실험로의 건설에 착수할 것 ......”　(内閣府 原子力政策担当室, 2012)

공동성명에 앞서 선진국들의 “원자력의 평화이용”이 예상보다 훨씬

발전해 있고 일본도 이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급속히” 관련 정책을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위와 같이 “초당파적으로” “정쟁의 권

외에” 두어야 한다며 원자력기술 개발 추진에 대해 정치적 이의가 제기

되는 것을 방지하며 원자력기술 개발 추진을 강력한 국책으로 실현하려

는 의도를 보였다.86) 아울러 원자력기술 개발을 위해 “국가를 가리지 않

고 적극적으로” 협력을 추진하며, 설립 예정인 원자력평화이용기관(1956

년에 설립되는 원자력위원회라 해석할 수 있음)이 “유력한 발언권을 확

보”해야 한다며 해당 기관에 강력한 권한이 부여할 것을 주장했다. 이들

지를 위해서라도 충분한 정보‘공개’를 요구한 것이다.

86) 스미토코 아키후미(住友陽文, 2011)에 따르면 원자력기술 도입은 자유당과

일본민주당이라는 양 보수당을 합당시켜(자유민주당) ‘55년 체제’를 형성한 것에

도 큰 영향을 미쳤다. 당시 양당은 자주헌법제정, 자위군 창설을 논하고 있었는

데, 군사력방기를 용인하는 요시다 시게루(자유당) 측과 연합하는 것을 피하고

있던 나카소네 야스히로(일본민주당) 측에 떠오른 ‘원자력’이라는 공동 의제는

양당의 합당을 촉진시킬 수 있었다. 그들은 원자력이 일본이 경제적으로도, 군

사적으로도 자립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양당은 이와 같

이 원자력 추진이라는 공통의 바람을 통해 합당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원자력

기술 도입이 ‘55년 체제’에 미친 영향이 부각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저자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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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동성명을 통해 일본의 원자력정책의 방향성이 정해지고, 정책 추진

속도가 가속화되었다.

그때까지 일본에서는 특히 일본학술회의와 같은 과학자집단이 자주적

으로 원자력기술을 개발하자는 주장을 해왔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1955

년 11월 15일에 미일원자력연구협정을 맺게 되었다.87) 자주적으로 원자

력기술을 개발하자는 의견을 원자력삼원칙에 포함하여 “엄수”하려던 일

본이 미국과 협정을 맺게 된 배경에는 소련의 오브닌스크 원전 가동이

있었다.

미국은 자신들이 원전을 상용화하기 전에 소련이 원전을 가동시킨 것

에 충격을 받았고, 상당한 위기의식을 느꼈다. 미국은 자신들의 원자력기

술 확산을 통해 더욱 강력히 우호국들을 포섭하고자 했고, 1954년 11월

제9회 UN총회에서 우라늄-235를 100kg 정도로 가공할 수 있는 농축우

라늄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1955년 1월에는 우방국들에 대해

원자력 원조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관한 구상서에는 8

개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아르곤연구소에 원자력훈련학교를 설치

하거나 미국 원자력위원회의 기술과 문헌을 제공하는 등의 조건이 있었

다. 이 중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었던 것이 “필요량의 특수핵물질 입수를

포함한 실용원자로 구조에 관한 기술적 원조”였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

아 미국은 ‘원자력평화이용계획을 위한 원자핵물질할당에 관한 개요서’를

보냈는데, 주요 내용으로 “우라늄-238과 여러 종류의 비율로 혼합된 우

라늄-235 100kg의 분배”와 “이 물질이 1954년 미국원자력법에서 규정하

는 국제협력협정에 기반하여 이용될 것” 등이 적혀 있었다(原子力委員

会, 1957).

이러한 미국의 제안에 대해 일본 국내에서는 논쟁이 벌어졌다. 당시는

원자력예산이 통과 후 원자력해외조사단이 출장을 시작한 시기였으므로

87) 영어와 일본어 정식 명칭은 각각 “原子力の非軍事的利用に関する協力のための

日本国とアメリカ合衆国との間の協定(원자력의 비군사적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일

본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Agreement for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Government of Japan

Concerning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이다.



- 82 -

해외의 기술을 학습하고 이를 토대로 원자력기술을 ‘자력으로’ 개발할 것

이라는 생각이 강했다(原子力委員会, 1957). 아울러 이와 다른 시각으로

일본학술회의의 과학자들은 협정을 통해 미국이 추후 취할 군사적 행보

에 일본이 휘말릴 것을 우려하여 협정을 반대했다(NHK, 1994). 논의는

쇼리키 마츠타로와 산업계를 중심으로 한 원자력연구협정을 맺어야 한다

는 적극파와 그에 반대하는 신중파로 갈렸다(原子力委員会, 1960a). 하지

만 신중파는 냉전 체제에서의 미국의 협정 체결에 대한 압박, 미국과 친

밀한 쇼리키 마츠타로의 협정 체결 의지를 이기지 못했다. 원자력이용준

비조사회는 5월 19일의 회의에서 미국과 교섭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

고, 미일원자력연구협정은 11월 15일 본조인을 했다. 최대 20%의 농축도

를 가지는 우라늄-253를 6kg까지 받는 협정이었다(原子力委員会, 1960a).

단, 우라늄을 받는 전제 조건은 이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냉전이라는 국제 정세와 미일관계를 배경으로 체결된 미일

원자력협정은 본조인 한 달 후에 발효했다. 이 협정에서도 원자력의 평

화적 이용 기술에 대해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의학분야 활용, 전력 생산

에 대한 활용과 관련된 기술 기대를 구성하고 있었다(外務省, 1955). 하

지만 미국은 일본의 원자력 개발이 진행되면서부터는 좀처럼 경수로는

제공하지 않았는데, 과거 적국이었던 일본이 경수로를 손에 넣으면 핵무

기를 개발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有馬哲夫, 2008).

위에서 언급하였듯 이 협정으로 인해 자국의 힘으로 원자력기술을 기

초부터 개발하려던 일본의 상황은 변했다. 협정 체결 전 일본은 소규모

로 장기간에 걸쳐 낮은 수준부터 원자력기술을 육성하려고 계획하고 있

었으나 협정 체결 결정 후에는 해외로부터 원조를 받아 급속도로, 또한

대규모로 개발을 진행하는 쪽으로 방향성을 바꾸었다. 협정 가조인 후

원자력예산협의회에 농축우라늄소위원회가 만들어졌고, 농축우라늄 반입

을 포함한 원자로계획을 발표하였다. 계획으로는 먼저 농축우라늄실험로

로 워터보일러형 원자로를 수입하고, 그 다음 단계로 CP-5형인 농축우

라늄중수로를 수입한다. 대신 국산1호로는 열출력 1만kW 정도 규모로

확대하고, 농축우라늄실험로를 활용하며 일본 국내 원자력기술의 개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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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되도록 외국에 의존하지 않고 만든다는 것이었다. 예산은 1954년

-1959년 6년간 100억엔 전후로 잡았다(原子力委員会, 1957).

이와 같이 원자력 ‘기술 자립’ 의지는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일본 정부는 선진국의 기술을 ‘수입’하여 이를 배우고 흡수한 것을 토대

로 원자력기술의 ‘국산화’를 꾀했고, 이는 ‘국산동력로’ 추진이라는 방향

성을 갖게 되었다.88)

미일원자력연구협정이 체결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1955년 12월 19일

‘원자력기본법(原子力基本法)’이 제정되었는데, 여기에도 기술 자립의 의

지가 문장으로 남았다. 원자력기본법은 앞서 언급한 ‘공개·민주·자주’의 3

원칙을 담고 있는데, 해당 3원칙은 법의 제2조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

“제2조 원자력이용은, 평화의 목적에 한하며, 안전의 확보를 위해, 민주적인

운영 하에서, 자주적으로 이를 행하는 것으로 하며, 그 성과를 공개하며, 나아가

국제협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89)

위와 같이 일본은 시대적인 담론으로 거론되던 ‘원자력의 평화적 이

용’을 원자력정책을 총괄하는 법에 담았다. 이 중 ‘자주(自主)’가 원자력

기술을 일본 자체에서 ‘자주적으로’ 개발한다는 의미이다.90)

이러한 원자력삼원칙을 강력하게 주장한 집단은 앞서 언급하였듯 일

본학술회의였다.91) 일본학술회의는 내부 공청회를 통해 원자력기본법 제

88) 이러한 기술 자립의 의지는 추후 여러 원자력정책 문서와 내각총리대신 등

정치인들의 발언에서도 강조된다.

89) e-Gov 홈페이지(2019년 8월 20일 접속),

https://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

=330AC1000000186&openerCode=1

90) 후발추격이라 해도 당시 원자력기술 자체가 비교적 새로운 기술임을 간과

해서는 안 된다. 인류 최초의 원자로인 시카고 파일-1(Chicago Pile 1)도 1942

년에 핵연쇄반응을 성공시켰는데, 일본이 원자력발전 기술을 도입하려던 때는

이보다 겨우 10년이 넘게 지났을 뿐이었다.

91) 일본학술회의는 나카소네 야스히로 이외 개진당 의원들이 원자력 예산을

제출했을 때에도 자신들과 상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兵藤友博, 2018). 당시 일본학술회의 회원들은 개진당을 방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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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시 포함할 원자력 연구·개발·이용 시의 원칙을 정하여 내각총리대신

에게 권고했다. 그 중 가장 처음 언급하는 사항이 아래와 같다.

“1. 원자력의 연구·개발·이용은, 어디까지나 평화목적으로 한정하고, 그 군사

적 이용으로 이끄는 우려가 있는 사항의 개입은, 반드시 이를 배제할 것.

2. 원자력의 연구·개발·이용은, 오직 국민 복지의 증진, 우리 국가의 경제자립

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것.” (日本学術会議, 1954)

여기에서 일본학술회의는 원자력의 “평화목적” 이용의 반대개념으로

“군사적 이용”을 내세우며 이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 가능성에 대해서 엄격한 자세를 취해왔던 일본학술회의에서

정의하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도 그저 군사적 이용이 아니면 되는 추상

적인 이분법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사항에서

“국민의 복지의 증진, 우리 국가의 경제자립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것이 그들이 주장하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

용의 범위인데, 이것 역시 명확하지 않다.92)

여 원자력 예산을 패전으로 인해 진행하지 못한 원자핵 연구를 위한 비용 등으

로 돌릴 것을 요구했으나 개진당 측은 이를 거부했다(아사히신문 취재반, 2019).

일본학술회의는 원자력기술 도입기에 원자력정책에 관여하는 비중이 커지는 듯

했으나 곧 원자력위원회와 같은 정부 기관이 일본의 원자력기술 도입과 개발에

주된 역할을 하게 되었으므로 원자력정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다. 대신

원전 입지 예정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실시하거나, 건설 예정 원자로의 안전성

에 대한 소견을 작성하는 등 주로 자문 역할에 동원되었다.

92) 이외에도 일본학술회의는 다음과 같은 원칙들을 권고하고 있다. “3. 원자력

의 연구·개발·이용 및 그 성과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모든 국민이 이를 알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할 것. 4. 원자력의 연구·개발·이용은, 어디까지 민주적인 운

영 하에 자주적으로 이루어지고, 안이한 외국에 대한 의존은, 이를 피할 것. 5.

원자력의 연구·개발·이용에 관계된 기관의 위원에 대해서는, 일본국헌법을 통해

보장된 기본적 인격을 특히 충분히 존중할 것. 6. 원자력의 연구·개발·이용에 대

해서는, 그에 따른 방사선에 의한 장해에 대한 대책, 특히 그 예방을 위해, 미리

만전의 조치를 논할 것. 7. 핵분열생성물 또는 핵분열성 물질의 원료가 되는 물

질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엄중히 관리될 것.”. 본문에 인용한 1번과 2번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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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을 구성했고, 원자력기술 도입도 준비되었으니 이를 시행할 행정

을 총괄할 기관이 필요했다. 이에 ‘원자력위원회설치법(原子力委員会設置

法)’에 근거하여 1956년 1월 1일 총리부 소속으로 원자력위원회(原子力委

員会)가 설립되었다. 위원장은 과학기술청 장관과 국무대신으로 하되, 그

외 위원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4명을 내각총리대신이 임명했다. 초대 위

원장은 쇼리키 마츠타로였고, 위원 구성은 학계에서 도쿄제국대학(현 도

쿄대학) 출신 물리학자인 후지오카 요시오, 교토제국대학(현 교토대학)

출신 이론물리학자이자 1949년 노벨상 수상자인 유카와 히데키, 도쿄제

국대학 출신 통계학자이자 경제학자인 아리사와 히로미가 선정되었고,

재계에서는 경단련의 이시카와 이치로가 위원이 되었다.93) 당시 일본 정

부는 원자력위원회를 원자력정책과 시행에서 강력한 독립성과 추진력을

가지는 기관으로 만들고자 했다(原子力委員会, 1960b).

하지만 정책을 실시하는 기관은 여러 곳으로 나누어 졌다. 과학기술청

의 원자력국(原子力局), 통상산업성(지금의 경제산업성)이 정책의 실시에

관여했고, 방사선장해방지와 동위원소 이용에 관해서는 거의 모든 행정

기관이 관여하게 되었다(原子力委員会, 1960a).94)

원자력위원회의 위원장 쇼리키 마츠타로는 1956년 6월 8일 내각총리

대신 하토야마 이치로에게 원자력개발계획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1956년

도 원자력개발기본계획에 대해(昭和31年度原子力開発利用基本計画につい

て)’를 제출했다. 해당 계획의 “방침” 부문에서는 “선진국에 비해 십 수년

늦어지고 있는” 일본의 상황을 “빠르게 극복하기 위해 외국 기술 도입”

을 실행하면서도 “기초연구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핵

융합”에 대해 “기초조사 추진”, “정보 수집”을 해야 한다고 기술했기 때

을 모두 포함하여 “민주, 자주, 공개”라는 원자력 삼원칙이 원자력기본법에 포

함되었다.

93) 후에 유카와 히데키는 반핵운동으로 전향한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원자력

위원회 위원 당시 해외로부터 원전을 일본에 들이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반대했

고, 원자력기술 개발을 되도록 신속히 추진하고자 한 쇼리키 마츠타로와는 달리

신중한 자세를 유지했다. 이러한 입장 차이를 발단으로 그는 원자력위원회를 사

임했다.

94) 통상산업성은 발전사업 전반을 소관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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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일본 정부가 원자력기술 도입 초기부터 핵융합 개발도 염두에 두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原子力委員会, 1956).95)

또한 “계획의 내용”의 “원자로의 건설 계획” 부문에서는 워터보일러형

원자로 1기를 미국에서 수입하고, 일본원자력연구소에 설치한다는 목표

를 제시했다. 특히 미국으로부터는 워터보일러형 원자로 말고도 CP-5형

원자로 1기도 구입하여 일본원자력연구소에 설치할 것이라는 결정을 언

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제작기간이 장기간인 점을 고려하여,

1956년 상반기에 발주할 수 있도록, 메이커의 결정, 계약 체결 등을 서두

르도록” 할 것임을 추가적으로 언급하였다.96)

아울러 해당 계획에서는 천연우라늄 중수형 원자로 1기를 일본원자력

연구소에 설치하고, 1959년 완성을 목표로 기초연구와 공업화연구를 실

시할 것이라 기술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특히 “극력 국산재료를 가지

고 충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 언급해 기술 자립을 넘어 재료까지 국산

으로 충당하려는 의지를 알 수 있다. 이 원자로의 설치 목적 중 “연료의

화학적 처리 및 플루토늄의 시험적 생산”이라는 항목이 존재하는데, 해

당 계획에서는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

지 않고 있다(原子力委員会, 1956). 이를 통해 일본이 핵무기 개발을 하

려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일본이 핵무기 개발

의 잠재적인 가능성을 확보하려 했던 것은 당시 내부문서들의 공개와 선

행연구들(야마모토 요시타카, 2011; 住友陽文, 2011; 佐藤正志, 2015)을

통해서도 증명되었다. 이러한 계획은 후술하듯 영국제 콜더홀형 원자로

의 수입을 통해 이루려 하는 듯했고, 미국은 일본의 핵무기 개발 의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콜더홀형 원자로는 지진이 빈발하는 일본의

지형에 맞지 않는 원자로였고, 아리마 테츠오(有馬哲夫, 2008)가 영국의

극비문서를 통해 밝힌 바로는, 전범국가인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영국은

95) 이하 관련 내용은 해당 문서를 통해 인용함.

96) CP-5(Chicago Pile-5) 원자로는 1942년 맨해튼 프로젝트에서 사용된 세계

최초의 원자로인 CP-1의 개발 마지막 버전이다. 주지의 사실과 같이 CP-1 원

자로는 원자폭탄 생산을 위해 사용되었고, CP-5는 농축우라늄을 사용하는 중수

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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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많은 부분에 대해 비밀주의를 취했기 때문에 일본은 콜더홀형 원

자로를 통해 많은 기술을 습득하지는 못했다. 후술하듯 영국의 원자로

수입 경험은 이후 일본이 미국의 원자력기술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계기

가 되었다.

사실 일본에서는 1954년부터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기초적인 연구를 국립시험연구소에서, 방사성 폐액에 관한 연구

는 도쿄대, 교토대에서 진행하고 있었다. 또한 도쿄대에서는 재처리에 관

한 기초연구도 하고 있었는데, 과학연구소의 사이클로트론으로 우라늄

핵분열생성물, 플루토늄의 상호분리 연구가 진행 중이었다. 이와 같이 일

본은 원자력기술의 본격적인 도입 이전부터 핵연료 사이클 완성을 목표

로 했다.

이에 더해 지질연구소가 비행기, 자동차를 이용하여 우라늄 광물을 탐

사했고, 예상하지 못했던 츄고쿠(中国), 호쿠리쿠(北陸)와 같은 지역에서

우라늄 광물이 발견되어 관계자들은 일본 국내 자원에도 “상당한 희망”

을 걸었다(原子力委員会, 1957).97)

‘1956년도 원자력개발기본계획에 대해’에서는 “방사선장해 방지”를 위

한 방향성도 제시되어 있는데, 당시에는 방사능의 인체 영향에 대한 연

구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해당 계획에서 언급하는 인체의 방사능 “최대

허용량”, 즉 어느 정도까지 피폭되어도 ‘안전’한지에 대한 한계치는 연구

가 필요했고, 일본 정부 측도 인지하고 있었다. 방사능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지 못한 채 기술 도입부터 진행했던 것이다.98)

97) 하지만 일본에 우라늄 자원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현재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原子力百科事典(원자력백과사전) ATOMICA 홈페이지(2019년 10월 17일 접속),

https://atomica.jaea.go.jp/data/detail/dat_detail_04-02-01-08.html

세계 우라늄 매장량에 대해서는 WNA의 홈페이지를 참고할 것(2019년 10월 17

일 접속).

http://www.world-nuclear.org/information-library/nuclear-fuel-cycle/uranium-

resources/supply-of-uranium.aspx

98) 방사능 피폭에 대한 연구는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투하 이후

원폭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시작되었다. 오은정(2013)에 따르면 원폭투하 직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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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자력기술 개발 추진과 영국산 흑연로 도입 결정

서둘러 일본에 원자력기술을 도입하자는 주장을 해 온 쇼리키 마츠타

로는 원자력위원장 취임 5일 만인 1956년 1월 5일 “5년 이내에 실용적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싶다”고 발표했고, 그에게 영국이 접근을 시도

했다.99) 쇼리키 마츠타로는 영국의 원자로 구입에 관심을 보였고, 요미

우리 신문의 초대 형식으로 5월 16일부터 30일까지 영국원자력공사의 크

리스토퍼 힌튼이 일본에 와서 자국 원자로를 홍보했다(科学技術庁原子力

局, 1956a). 크리스토퍼 힌튼은 도쿄와 오사카에서 영국 기술로 개발한

콜더홀형 원자로(Calder Hall type reactor)에 대한 강연회를 열었는데,

그는 신속한 원자력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여러 종류의 동력로를 건설하

는 것이 좋으며, 소형 시험로보다 영국의 대형 콜더홀형 원자로를 설치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콜더홀형 원자로는 당시 세계에서 유일

하게 시험을 완료한 상황이었으며, 1kWh 당 0.6펜스(약 2엔 5전)라는 저

렴한 발전단가를 제시했다(아사히신문 취재반, 2019).

학계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콜더홀형 원자로의 안전성과 경제성에 대

본 정부에서 내각을 기반으로 설치한 임시원폭대책위원회를 히로시마에 파견했

는데, 당장 폭격에 사용된 무기가 핵무기인지조차 모르는 상황이었다. GHQ 점

령 이후 원폭의 효과와 인체 피해에 대한 연구성과를 필요로 했던 미국은 원자

력에 대한 연구는 금지시켰지만 피폭연구에는 일본의 협력이 필요했다. 따라서

미일합동조사단(US-Japan Joint Commission)이 조직되었고, 이들은 1945년 12

월까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각각 6,993명, 6,898명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철수했다. 미국 측의 연구자들이 철수한 후에도 일본의 연구자들은 연구를 지속

했고, 연구결과와 샘플들은 미국에 제공되었다. 이와 같이 방사능 피폭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었지만, 해당 연구는 원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방사능에 대한 영향

이 아닌, 원폭과 같이 급성영향을 발생시키는 경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원자

력의 평화적 이용’ 추진을 위해서는 새로운 연구가 필요했다.

99) 내각총리대신을 꿈꾸던 당시 71세의 쇼리키 마츠타로는 원자력위원회 위원

장 재임 시기에 되도록 원자력기술 도입의 성과를 만들 필요가 있었다(有馬哲

夫, 2008). 그의 독단적인 발표에 반발한 학계 측 유카와 히데키가 위원회 사임

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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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우려를 나타냈지만, 미국의 경수로 제공에 대한 비협조적인 태도에

영국 쪽으로 관심을 돌린 쇼리키 마츠타로는 영국 원자로 구입을 내심

정하고 있었다.100) 하지만 그렇게 될 경우 미국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한

외무성이 시간을 벌어보려 진행시킨 계획인(有馬哲夫, 2008) 방영원자력

조사단(訪英原子力調査団) 영국 파견이 1956년 10월에 이루어졌다.

원자력위원회, 원자력국, 일본원자력연구소, 학계, 전력회사, 산업계 소

속 위원들로 구성한 해당 조사단은 귀국 후 원자력위원회에 중간보고서

를 제출했다. 중간보고서에는 전반적으로 영국의 기술에 대한 신뢰가 드

러나 있는데, 영국이 원자력기술 개발에 많은 금액과 과학자들을 동원하

여 10년간 노력해 온 결정체가 콜더홀형 원자로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

수할 것이라는 논리였다. 또한 부산물인 플루토늄을 이용할 수 있는 고

속증식로 개발 계획까지 가지고 있는 점은 조사단 측이 더욱 신뢰를 가

지게 하는 부분이었다. 영국은 콜더홀형 원자로를 수입한다면 해당 원자

로에서 발생한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영국에서 담당하는 것을 제안했

다. 일본은 자국의 기술 개발 상황이라면 핵연료 화학처리가 여러 기의

원전 가동을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던 참이었다. 그렇기 때

문에 영국의 이러한 제안은 좋은 조건이었지만, 사용후 핵연료 반송으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가 비교적 적은 점이 걸렸다(科学技術庁原子力局,

1956b).101) 해당 조사단은 콜더홀형 원자로의 경제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100) 원자력기술의 기반이 없었던 일본에게 콜더홀형 원자로의 특성상 도입 자

체는 고려해볼 만한 사항이었다. 천연우라늄을 사용하므로 우라늄 농축 플랜트

와 기술이 필요하지 않았고, 감속재인 흑연과 냉각재인 탄산가스도 공업 기술을

통해 공급할 수 있는 등 경수로에 비해 기술적인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컸기 때

문이다. 또한 미국이 원자력기술 개발에서 가장 앞서있다고 생각했던 일본 측

조사단은 방영 후 영국이 기술적으로 훨씬 우수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후술하

듯 콜더홀형 원자로는 지진 국가인 일본에게는 적합하지 않았다.

101) 과학기술청 원자력국(科学技術庁原子力局)이 발행한 ‘원자력월보(原子力月

報)’의 한 부분으로 실린 보고서로, 해당 보고서의 작성자는 ‘방영원자력조사단

(訪英原子力調査団)’으로 되어 있음. 이하 해당 보고서의 내용은 전부 이 문서에

서 인용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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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여러 조건에서 부하율 80%인 경우를 계산하면 kWh당 발전비용

은 플루토늄 크레딧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약 3.5엔이 된다 ......

이 형태의 원자력발전소의 실용성은 상당히 명확해지고 있으며, 보통의 신예

화력발전소에 비해 현재는 약간 비싸다고 생각되지만, 미래 화력발전소의 연료

비의 추세를 고려하면 이미 소위 이야기하는 경제적 기반이 갖추어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화력발전소보다는 비싸지만 연료비용을 생각하면 미래에는 경제적인

우위를 점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는 발전단가

가 비싸더라도 실용성이 “명확해지고 있”다고 결론내리는데, 이와 같은

원전의 경제성에 대한 낙관적인 예측은 어디까지나 예측일 뿐 면밀한 데

이터분석을 기반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경제성이 향상된다 하더라도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었다. 지진

이 자주 발생하는 국가인 일본에 흑연을 단순한 블록형태로 쌓은 콜더홀

형 원자로가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었다.102) 조사단은 영국 측에

의견을 구했지만 충분한 해답을 들을 수는 없다고 기술했다. 이와 같이

명확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해당 조사단은 “이 형태의 원자로는 본질

적으로 안전”하며 “연구를 통해 압력용기의 지지법, 기내의 그래파이트

의 보호유지법 등에 대해 설계상의 수정”을 통해 해결할 것이라고 결론

을 내렸다. 콜더홀형 원자로 수입은 정해져 가는 듯 보였다.

또한 이 시기에 일본은 국제적인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추진에도 적

극적으로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Atoms for Peace’ 연설을 계기로

UN 산하에 원자력의 평화적인 이용 준수를 감시하기 위한 국제기구 설

치 논의가 1950년대 중반부터 있었는데, 일본도 이에 목소리를 냈다.

1956년 10월 25일에 외무성에서 작성한 ‘국제원자력기관헌장 서명에 대

102) 해당 조사단 중 한 명이었던 일본원자력연구소 이사 사가네 료키치는 콜

더홀형 원자로의 노심을 보고 “이 상태로는 금방 무너진다”라고 중얼거렸다(아

사히신문 취재반, 2019). 지진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영국에서는 애초에 지진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해당 원자로를 설계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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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国際原子力機関憲章への署名について)’에서 일본은 “원자폭탄의 유일한

피폭국으로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가장 강하게 희구”하므로 이러한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기관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것을 “처음부터

바”랐고, “이사국으로서의 참가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기술하

고 있다(外務省, 1956). 해당 기관은 이듬해인 1957년 IAEA(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고, 일본은 지정이사국

이 되었다. 이와 같이 일본은 “유일한 피폭국” 논리를 자국 사회뿐만 아

니라 국제사회에도 강하게 피력하며 세계적인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추

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자 했다.

2. ‘원폭 피해 시민’의 등장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에 대한 염원

이 절에서는 일본 시민사회의 첫 대규모 반핵운동인 ‘원수폭금지서명

운동(原水爆禁止署名運動)’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원수폭금지서명운동은 도쿄의 주택 도시인 스기나미구(杉並区)에서 시

작되었다. ‘죽음의 재 사건’ 이후 약 두 달이 지난 1954년 5월 9일 스기

나미구에서는 ‘수폭금지서명운동 스기나미협의회’가 형성되었다. 이 모임

을 계기로 ‘원수폭금지서명운동 전국협의회’가 결성되었고, 해당 협의회

는 반핵운동과 원수폭금지운동, 반핵병기폐기운동으로 확대되었다(마경

옥, 2016). ‘수폭금지서명운동 스기나미협의회’에서는 운동이 “구민(区民)

의 운동”임을 강조하며 정치적인 이념을 초월한 운동을 목표로 했고, 이

를 위해 보수계 정치인들의 참가도 촉진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이 운

동은 이데올로기의 색깔이 들어가지 않은 운동이라 평가된다(小林良江,

2013).103)

103) 하지만 이러한 노력과는 달리 이후 일본의 반핵운동은 이데올로기 대립으

로 인해 분열했다. 결정적인 계기는 1961년 소련의 핵실험 재개에 대한 찬반 논

쟁이었다. 소련의 핵실험에 대해 공산당은 모든 국가의 핵실험을 반대해야 할

것을 주장했고, 반면 사회당·총평계는 미영소의 대기권 내 핵실험만 금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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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는 당시 서명운동에 사용되었던 스기나미협의회의 포스터

이다. 포스터에는 많은 문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단지 “수폭금지 서명

운동 생명과 행복을 지킵시다 스기나미협의회”라고만 써있을 뿐이다.

부분적 핵실험정지 조약을 지지하며 양측은 대립하였다(후지와라 아키라 외,

1993). 이를 계기로 보수계의 ‘핵병기금지평화건설국민회의(핵금회의)’, 공산당계

의 ‘원수폭금지일본협의회(원수협)’, 사회당과 총평(일본노동조합총평회의)계가

구성한 ‘원수폭금지일본국민회의(원수금)’의 형태로 결국 각자의 길을 걷게 되었

다(藤原修, 2010). 특히 원수협과 원수금은 원전에 대해 상이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원수금이 핵무기와 원전에 모두 반대하는 반면 원수협은 핵무기에만

반대하고, 원전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았다. 원수협은 일본공산당의 논리인 마

르크스주의의 과학기술의 진보를 통한 생산력 발전론을 원전과도 접합시켜(本

田宏, 2003a), 원전의 위험성과 사고 발생 가능성도 과학기술의 진보를 통해 해

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연구참여자 B, 2019.8.29.). 한편 원수협은 후

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으로부터 탈피하고, 자연에너지로 전환을’ 이라는 구

호를 내걸며 원전에도 반대하는 방향으로 운동을 전환했다(原水協(원수협) 홈페

이지(2019년 10월 11일 접속), http://www.antiatom.org/)



- 93 -

자료: 杉並区民の会

(스기나미구민의 회) 홈페이지,

https://peace-suginami.org/ (2019년

7월 29일 접속)

<그림 3-2> 스기나미협의회의 수폭

금지 서명운동 포스터

번역: 수폭금지 서명운동 생명과 행복을 지킵시다 스기나미협의회

또한 해당 서명운동을 진행하면서 스기나미구민들이 발표한 선언이

있는데 그 일부가 아래와 같다.104)

“히로시마나가사키의 비극에 이어, 이번 비키니 사건으로 인해, 우리 일본국

민은 세 차례나 원수폭의 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죽음의 재를 뒤집어 쓴 어부

들은 참으로 무서운 원자병에 걸렸고, 어류 관계의 다수의 업자는 생활을 위협

104) 이 선언문은 소위 ‘스기나미 어필(杉並アピール)’이라고 불린다.

선언문 출처: 杉並区民の会(스기나미구민의 회) 홈페이지(2019년 7월 29일 접

속),

https://peace-suginam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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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어류를 중요한 양식의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일반 국

민의 불안도, 진실로 심각한 것입니다 ......

그리고 이 서명에는 분명히 명시된 전 국민의 결의를 토대로, 수폭 그 외 일

절의 원자병기의 제조·사용·실험의 금지를 세계에 호소합시다.

이 서명운동은 특정 당파의 운동이 아닌, 온갖 입장의 사람들을 연결하는 전

국민 운동입니다. 또한 이 서명운동을 통해 우리들이 호소하는 상대는 특정 국

가가 아닌,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정부와 국민과, 국제연합 기타 국제기관 및 국

제회의입니다 ......”

위와 같은 선언문을 통해 당시 수폭금지운동이 일본 사회를 넘어 “전

세계”에까지 확산시키고자 한 주장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수폭금지운

동은 일본 각 지역에서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서명운동을 하나로 통합하

여 더욱 강화시키고, 이데올로기와 정당을 넘어선 “전 국민”의 운동이고

자 했다. 히로시마·나가사키 핵폭탄 투하 이후 또다시 미국의 핵실험으

로 인해 자국민이 피폭된 상황에서 국민의 반미감정은 심해질 수밖에 없

었다. 그렇기 때문에 반핵운동은 반미, 좌익과 관련된 정치적인 색깔이

입혀지기 쉬운 상황이었고, 반핵운동을 이끌었던 당시 세력들은 이를 방

지하기 위해 이데올로기를 초월한 운동이라 홍보했다.105)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과 관심을 받은 성공요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아울러 해당 운동은 주부들이 참가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일본에

서는 패전 후 ‘부인해방’을 제창하며 ‘신일본부인동맹’, ‘부인민주클럽’,

‘대학부인협회’ 등과 같이 각 지역에 지역부인회가 설립되어 주부들의 시

민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52년에는 ‘전국지역부인단체연락협의

회’가 설립되어 중요한 의제가 있을 때 전국적으로 힘을 모아 활동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원수폭금지서명운동전국협의회에도 정식참가했고, 이듬

105) 권혁태(2009)는 일본 국민의 원폭에 대한 원망의 대상이 미국이 아니었던

점에 주목했다. 저자에 따르면 히로시마 원폭위령비에 새겨진 반복되지 말아야

할 “잘못”은 미국이나 전쟁을 일으킨 일본이 아닌 “원폭 그 자체”이자 원폭을

발명한 근대적 문명이며, 그러한 근대 문명의 결과인 전쟁과 원폭의 사용이다.

이를 통해 히로시마 측은 원폭의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주체를 희석하고 원폭

투하를 평화라는 보편적인 염원으로 탈역사화시켰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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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히로시마에서 열린 원수폭금지세계대회에도 참가하였다.106) 원수폭금

지서명운동에서도 주부들의 활약이 돋보였는데, 직접 서명을 권유하고

서명 명단을 정리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했으며, 1955년에는 서명운동

을 높이 평가하는 이탈리아의 여성단체로부터 깃발을 선물받는 등 해외

의 시민사회와 교류도 했다.107)108)

원수폭금지서명운동은 이듬해인 1955년의 ‘원수폭금지세계대회’로 이

어졌다. 스기나미협의회의 사례에서도 보았듯 서명운동을 이어간 시민들

은 일본 시민들의 원수폭을 반대하는 뜻을 세계로 전달하고자 했고, 1년

후인 195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서 ‘제1회 원수폭금지세계대회’로 이어

진 것이다. 이 자리에서 주최 측은 1955년 8월 3일까지 총 3158만 3123

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발표했다.109)110) ‘원수폭금지세계대회’는 현재도

106) 全国地域婦人団体連絡協議会(전국지역부인단체연락협의회) 홈페이지(2019

년 7월 30일 접속),

http://www.chifuren.gr.jp/ayumi/tanjou.htm#%E8%AA%95%E7%94%9F%E3%8

1%BE%E3%81%A7

107) すぎなみ学倶楽部(스기나미학클럽) 홈페이지(2019년 7월 30일 접속),

https://www.suginamigaku.org/2014/10/h-gensuibaku.html

108) 주부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반원전운동에서도 두드러졌다. 1970년대에는 원

전 입지 예정 지역에서 펼쳐진 반대운동에 지역 부인회가 격렬한 시위를 펼쳤

고,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 당시에는 이탈리아에서 수입한 파스타면에서 방

사능이 검출된 사건을 계기로 도쿄와 같은 대도시의 주부들이 주도적으로 반원

전운동을 추진하였다(연구참여자 F, 2019.8.30). 한편 일본의 반원전운동에 주부

들의 참여가 활발한 것에 대해 한 연구참여자(연구참여자 G, 2019.8.30)는 “일본

에서는 아버지들이 일이 바쁘니까” 불합리한 사건이 발생하면 주부들이 “움직

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09) 原子爆禁止日本協議会(원수폭금지일본협의회) 홈페이지(2019년 7월 30일

접속)

, http://www.antiatom.org/profile/history.html

110) 1955년 일본 정부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작년에 미국이 비키니에서 실시했

던 수폭실험은 무조건 그만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피해가 없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 76.7%의 국민이 “수폭실험은 그만두

어야 한다”고 답했다(“어쩔 수 없다(할 것)” 16.8%, “모르겠다(어떻다고도 할 수

없다)” 6.5%). 世論調査(여론조사) 홈페이지(2019년 6월 24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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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고 있으며, 일본 평화운동의 중요한 한 축이 되었다.

일본 정부도 시민들의 여론을 무시할 수 없었다. 1954년 4월 5일 참의

원본회의에서는 ‘원자력국제관리 및 원자병기금지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

여 UN에 전달하였다. 내용은, “원자력의 유효한 국제관리 확립, 원자병

기의 금지와 원자병기 실험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실현하고” 원자력을

“인류복지증진을 위한 평화적 이용을 달성”할 수 있도록 UN이 조속히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기를 바란다는 것이었다.111) 하지만 군사적 이용의

금지 관련 조치를 요청하는 해당 문서에서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

한 언급을 포함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원수폭에 대한 반감과 달리 당시 일본 시민들에게도 원폭과 원

자력은 별개의 존재였다. 원수폭금지서명운동의 성공과는 달리 일본 시

민사회는 원자력에 대해서는 “평화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널

리 퍼져 있었다. 극히 일부의 지식인을 제외하고 대중과 일본 사회는 원

자력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七沢潔, 2008; 佐田務, 2009; 안선희,

2018). 이에 대한 이유로 먼저 당시 일본의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적인

요인을 꼽을 수 있다. 일본 사회는 패전 이유를 자국의 과학기술 부족이

라 생각했고, 그에 더해 과학자들은 과학기술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

이라는 낙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야마모토 요시타카,

2011).

또한 쇼리키 마츠타로가 중심이 되어 진행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홍보도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吉見俊哉, 2012; 서동주, 2014). 1955년 11

월 1일부터 1955년 12월 12일까지 도쿄 히비야공원에서는 요미우리신문

주최로 ‘원자력평화이용박람회’가 개최되었다. 박람회장에 전시관에는 원

자력의 기초 원리부터 원자로의 작동 원리와 관련된 과학기술에 대한 설

명, 의료기술 응용 사례까지 모형 등을 통해 관람객들이 알기 쉽도록 전

달하려 했다. 7주 동안 개최된 도쿄의 원자력평화이용박람회는 약 36만

명이 넘게 방문하는 성과를 거뒀다. 해당 박람회는 히로시마까지 포함하

https://survey.gov-online.go.jp/s30/S30-06-30-02.html

111) 参議院(참의원) 홈페이지(2019년 10월 11일 접속),

https://www.sangiin.go.jp/japanese/san60/s60_shiryou/ketsugi/019-2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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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전국 20여개 지역에서 개최를 이어갔고, 약 250만 명이 방문했다.112)

이 박람회는 당시의 일본 시민들에게 원자력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형

성하는 데에 큰 역할을 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1950년대 중후반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은 ‘원

자력의 군사적 이용’과 반대되는 “절대선(善)”과 같이 일본 국민의 의식

에 자리잡았다(서동주, 2014). 핵무기의 무서움은 알고 있었지만 과학기

술을 통해 평화적으로 이용하면 괜찮을 것이며 원자력을 통해 잘살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또한 제4장과 제5장에서 후술하듯, 직접 조사를

하고 과학자들과 교류를 한 원전 입지 지역주민들을 제외하고는 정보도

부족했기 때문에 원전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다(연구참여자 B,

2019.8.29; 연구참여자 H, 2019.9.4). 그렇기 때문에 1960년대 후반이 될

때까지 대부분의 일본의 핵무기 반대 운동 진영도 운동의 공식적인 영역

에 ‘반원전’을 포함시키지는 않았다.

이러한 의식을 보여주듯 1955년의 제1회 ‘원수폭금지세계대회’ 개최에

서는 결성 선언문에 다음과 같은 발언이 포함되어 있다.

“본 대회는 원수폭 금지가 반드시 실현되어 원자전쟁을 기도하는 힘을 깨부

수고 그 원자력을 인류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 이용해야 한다” (原水爆禁止日本

協議会編, 1969; 권혁태, 2011에서 재인용)

위의 선언문에서는 “원자전쟁”을 저지하고, 핵무기에는 반대하지만,

핵을 “인류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 “원자력”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다. 이는 당시 일본 정부가 주장하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추

진과 논리가 같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피해자들 또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

었다. 제2회 원수폭금지세계대회 개최 중이던 1956년 8월 10일 ‘일본원수

폭피해자단체협의회(日本原水爆被害者団体協議会)’가 이전년도의 원수폭

금지세계대회를 보고 용기를 얻어 모이게 되었다며 결성 선언문을 발표

112) 乃村工芸社グループ(노무라공예사 그룹) 홈페이지(2019년 10월 11일 접속),

https://www.nomurakougei.co.jp/expo/exposition/detail?e_code=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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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113)

“인류는 우리들의 희생과 고난을 두 번 다시 반복해서는 안됩니다. 파괴와

사멸의 방향으로 갈 위험이 있는 원자력을 결정적으로 인류의 행복과 번영의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야말로, 우리들이 살아있는 한 유일한 염원입니다 ...... 우

리들의 수난과 부활이 새로운 원자력시대에 인류의 생명과 행복을 지키는 성채

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우리들은 마음으로부터 "살아있어서 다행이다"라고 기

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114)

이 선언문에서는 먼저 원폭피해자로서 자신들의 “희생과 고난”을 강

조하며 “파괴와 사멸”의 힘을 내재하고 있는 핵을 “인류의 행복과 번영”

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원자력”으로 사용하는 것이 자신들의 “유일한

염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해당 선언문에는 원수폭금지세계

대회의 선언문보다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바람이 강하게 나타

나 있으며, 피폭국가라는 사실에서 원자력 이용의 정당성을 찾는 일본

정부의 주장과도 맥락을 같아 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일본신문협회(日本新聞協会)는 1948년부터 매년 10월 15-22일

의 1주일간을 신문주간으로 정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그 해를 대표하는

‘신문주간표어’를 모집해 왔다. 이때 최우수작에 해당하는 ‘대표표어’가 1

편 선정되는데, 1955년의 대표표어는 ‘신문은 세계평화의 원자력(新聞は

世界平和の原子力)’이었다.115) ‘신문주간표어’는 시민들이 생각하는 그 해

113) 이 단체는 같은 해 5월 결성된 ‘히로시마현원폭피해자협의회(広島県原爆被

害者協議会)’와 6월 결성된 ‘나가사키원폭피해자협의회(長崎原爆被災者協議会)’를

통합하는 단체이며, 현재까지도 핵무기에 반대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

日本原水爆被害者団体協議会(일본원수폭피해자단체협의회) 홈페이지(2020.5.21

접속),

https://www.ne.jp/asahi/hidankyo/nihon/about/about2-03.html

114) 日本原水爆被害者団体協議会(일본원수폭피해자단체협의회) 홈페이지

(2019.9.6. 접속),

https://www.ne.jp/asahi/hidankyo/nihon/about/about2-01.html

115) 참고로 1954년의 대표표어는 ‘신문은 바른 정치의 파수꾼역(新聞は正しい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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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회적인 사건들과 분위기를 가장 잘 담은 표어가 된다고 할 수 있

다. 신문을 “세계평화의 원자력”이라 표현한 것은 표어의 작성자가 원자

력을 세계평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여겼고, 해당 표어가 선정될 만

큼 당시 일본 사회에서 이와 같은 인식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

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도 당시 일본 시민사회가 원자력을 평화와 연

결지어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3. 일본 정부와 시민사회의 담론투쟁: 표면화되지 않은

담론 갈등

1) 공통된 지배 담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핵무기 피폭 사건의 발생과 원자력기술 도입이 진행되기 시작된 1954

년부터 1956년까지의 일본 정부와 시민사회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구성하는 담론은 무엇이며 차이점은 무엇일까? 양측은 담론이 헤게모니

획득을 위해 어떠한 전술을 통해 담론투쟁을 진행하였는가?

이 시기 일본 정부 측이 형성한 담론의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9건(정

부 내부문서 4건, 정부 성명문 1건, 국회 연설 및 발언 3건, 지자체 홍보

영상 1건)이었다. 시민사회가 형성하는 담론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4건

(선언문 3건, 표어 1건)이었다. 이를 토대로 이 절에서는 항목별로 양 측

이 형성한 담론을 파악하고, 이러한 담론이 등장한 배경과 담론형성의

의도 등에 대해서도 해석할 것이다.

(1) 지배담론: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 금지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治の見張り役)’이고, 1956년은 ‘신문에 오늘도 살아 있는 민의 목소리(新聞にきょうも

生きてる民の声)’였다.

一般財団法人　日本新聞協会(일반재단법인 일본신문협회) 홈페이지(2019년 8월

6일 접속),

https://www.pressnet.or.jp/about/recruitment/slogan/past.html



- 100 -

먼저 이 시기에 해당하는 텍스트 자료들 중 각 측의 반복되는 주장을

크게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담론에 맞추어 나

누었다. 이를 통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은 에너지원, 경제성장, 복지증

진, 기술추격·기술 자립, 국제정치, 기술발전 기여, 장래에 대한 기대, 원

칙, 피해라는 하위 개념으로 유목화할 수 있었다.116)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 담론에서 일본 정부 측은 잠재적인 핵무기 개

발 가능성 확보를 의도했던 것과 달리 표면적으로는 원자력의 군사적 이

용에 반대했고, 이는 일본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추진 주장의 정당성

확보에 이용되었다. 이와 관련해 정부 측은 핵무기 피폭국가이기 때문에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최대의 발언력”을 가진

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이를 통해 일본 정부가 핵무기 피폭 경험을 내걸

고 자국의 원자력정책 추진의 정당성과 국제적인 발언력을 획득하려 했

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담론에 대해 일본 정부 측은 이 시기부

터 여러 하위 개념들을 생성하며 원자력 추진 정책에 대한 정당성을 얻

고자 했다.

일본 정부 측은 먼저 원자력을 ‘에너지원’의 측면에서 당시 주된 에너

지원이었던 석탄과 비교하였을 때 연료의 효율이 좋은 것을 과장하거나,

원자병기의 폭발력을 평화산업에 이용하는 것으로 원자력 개발을 합리화

했다. 또한 원자력의 경제성이 좋지 않은 것을 문제라고 인식하였지만,

장래에는 매우 저렴해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보였다. 아울러 원자력

이용을 ‘경제성장’과 ‘복지 증진’ 목적으로만 해야한다고 정했는데, 원자

력이 이에 기여할 것이라는 확신까지는 관찰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에

너지원’과 ‘경제성장’, ‘복지 증진’과 관련된 담론들은 경제성장을 시작하

려는 일본의 상황에서 원자력이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인식을 담론

을 통해 사회적으로 구성하여 원자력기술 개발을 정당화하기 위함임을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알 수 있다. 공업 육성을 통한 성장을 위해서도

116) 제1기의 주제별 담론의 세부 텍스트들은 <부록 3>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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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이 좋은’ 에너지원 개발은 필요하며, 경제성장이 진행됨에 따라 장

기적으로 전력수요도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기술 추격·기술 자립’에 대해서는 일본이 세계 각국의 원자력기술 개

발 대열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면서 이러한 격차를 추격

하고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또한 외국의 기술에만 의존해서는 안된

다는 기술 자립 의지도 드러냈다. 이를 위해서는 기초연구에 힘을 쓰며

특히 천연우라늄 중수형 원자로는 국산 재료를 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

되었다. 이러한 담론들은 일본의 서구 선진국 추격이라는 목표가 원자력

기술에도 적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원자력기술은 단순한 에너지원이나

과학기술 분야의 일부가 아닌 해당 국가의 기초 과학과 산업기술의 발전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 중 하나이며, 이는 원자력의 ‘기술민족주의

(techno-nationalism)’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117) 또한

원자력기술 자립이나 국산 재료를 사용하는 천연우라늄 중수형 원자로와

관련된 담론은 핵무기 개발 의지와 관련이 있으며, 앞서 언급하였듯 핵

무기 보유가 국제적인 발언권을 확보해줄 것이라는 당시 일본의 인식과

117) 기술민족주의는 과학기술의 생성, 발전, 확산, 전이가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개입, 규제, 진흥정책에 좌우된다고 주장하

며, 국가의 권력과 부는 과학기술의 발전정도에서 유래한다고 보는 입장이다(김

의곤 외, 1994). 사무엘스(Samuels, 1994)는 일본의 기술민족주의를 ‘부국강병(富

国強兵)’을 통해 설명하는데, 저자에 따르면 부국강병은 메이지 때부터 일본의

공업기술 발전 이데올로기의 기반이었으며, 기술의 토착화(indigenization), 확산,

육성이 일본의 기술민족주의의 핵심 요소이다. 김의곤 외(1994)에 의하면 일본

은 공세형 기술민족주의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통산성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 기관의 과학기술정책 개입을 통한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기술개발 토양

조성하고 해외 첨단기술 도입을 진행하는 반면 자국 신기술의 해외 유출은 제

한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기술민족주의는 이 연구의 본문에서도 알 수 있듯 원

자력기술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이며, 이러한 기술민족주의적 특징이 후쿠

시마 원전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Penney, 2012). 또한

원자력기술의 기술민족주의적 특징은 일본뿐 아니라 한국, 중국과 같은 동북아

국가들의 공통된 특징이며, 그렇기 때문에 초국적 원자력 협력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조은정,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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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이 있다.

또한 일본 정부 측은 ‘국제 정치’ 측면에서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

세계 평화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했다. 아울러 “유일한 피폭 국가”인

일본이 평화이용에 관해 국제사회에 기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더했다. 이

러한 주장들은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의 국제적인 평화 지

향 분위기와 전범국가인 자신들의 평화에 대한 의지를 국제사회에 드러

내기 위한 의도가 특히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술발전’과 관련된 주장으로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추진을 과학기

술 진흥의 일환으로 보면서 이를 통해 원자력 추진의 정당성을 얻고자

한 담론이 관찰되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원자력기술이 해당 국가의

과학과 기술발전 수준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파

악할 수 있다. 이외에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통해 “행복한 미래”와

“인류의 행복과 번영”을 얻을 수 있다는 추상적인 기대도 형성했다. 또

한 일본 정부 측은 원자력기술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한정한다는 원

칙을 정하면서도 “공개”, “민주적”, “자주적”, “방사선 예방” 대책, “핵물

질” 관리라는 세부 원칙을 더하였다.

일본 시민사회 측의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관련 담론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았다.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에 대해 시민사회 측은 정부 측과 같이 원자력

의 군사적 이용 금지에 대한 주장을 했고, 이것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추진이라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세부적인 논조는 차이가 있었는

데, 일본 정부 측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권리”를 강조한 데

에 비해 시민사회 측에서는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해야 자신들이 원

폭에서 “살아남은 의의”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시민사회 측은 자신

들의 피폭 경험을 통해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 금지를 호소하며 그와 반

대되는 개념으로 정의되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의 필요성을 강조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정부 측과 마찬가지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 “인류”

의 소망이라는 담론을 형성했다. 아울러 시민사회 측은 방사능에 대한

불안이나 어업 피해와 같이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으로 인한 피해 양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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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측보다 다양하게 설명하며,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 금지를 강하게

주장하였다. 하지만 무엇보다 일본 정부 측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었던

점은 일본 정부 측이 표면적으로만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 금지를 주장했

던 반면 시민사회 측은 그것이 운동의 동기이자 목표였다는 것이다. 원

자력의 평화적 이용 추진 주장도 이를 통해 핵무기 개발이 금지될 것이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들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담론에는 이러한 믿음이 반영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국제 정치’ 측면에서는 정부 측과 같이

평화이용이 세계 평화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했다. 또한 원자력은 인

류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 이용되어야 하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장래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2) ‘원전의 안전성’ 담론: 기술 도입을 위해 구성된 신뢰

발견된 자료의 수는 적으나, 이 시기부터 원전의 안전성과 관련된 일

본 정부 측의 담론들이 관찰되었다.

먼저 일본 정부 측의 방사능에 대한 인식을 담론을 통해 알 수 있었

다. 일본 정부 측은 “방사선장해”를 막기 위해 “법령 정비”와 “인체” 영

향과 관련된 연구를 해야 하며 방사선장해를 방지하기 위해 “만전을 다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당시 방사능이 건강에 얼마나 유해한

지, 피폭 기준치는 어느 정도로 설정해야 하는지 확실하지 않은 상태였

으며, 일본 정부는 이를 인식하면서도 원자력기술 개발을 추진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앞서 살펴보았듯 영국의 콜더홀형 원자로를 수입할 때 해당

원자로의 안전성에 관해 강하게 신뢰하는 담론을 관찰할 수 있었다. 방

영원자력조사단은 콜더홀형 원자로에 대해 “본질적으로 안전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정의했다. 또한 원자로를 직접 조사하러 가기 전까지 지

진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깨닫지 못했다. 이들은 콜더홀

형 원자로를 눈으로 본 후, 지진에 견디기 힘든 구조라는 것을 알았고,

이에 관해 “영국으로부터 충분한 해답을 듣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추



- 104 -

후 연구와 설계상의 조치를 취한다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

다. 이와 같이 안전에 관한 낙관적인 담론들은 상업용 원자로를 빠른 시

일 내로 도입하려 했던 쇼리키 마츠타로를 중심으로 한 당시 원자력위원

회의 지배적인 분위기와 역시 원자력기술 개발을 추진하던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해당 조사단(관료, 전력업계, 산업계, 학계)의 의도가 반영된 결

과물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이 시기에는 시민사회 측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찬성하였

고, 일본에서 본격적으로 원자력 개발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형성하는 원전의 안전성이나 위험성에 대한 담론은 발견되지 않았다.

2) 담론투쟁: 담론 갈등 부재 상황에서 각 주체의 헤게모니 획득

시도

이 절에서는 1954년부터 1956년까지 일본 정부와 시민사회 양측의 담

론투쟁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해당 시기의 지배담론이 무엇인지,

담론 간의 갈등은 존재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다.

(1)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 금지 관련 담론투쟁

일본 정부 측과 시민사회 측의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 반대’와 관련된

담론투쟁을 나타낸 것이 <표 3-1>과 같다. 일본 정부 측의 담론투쟁은

주로 당시 국제사회를 향해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의원, 내각총

리대신과 같은 발언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계 인물들이 주체가

되어 피해 국가로서의 일본 주체화, 평화적 도구로 정의되는 원자력과

관련된 담론 형성, 민족주의 자극, 국제사회 기여 담론을 형성하는 등의

담론투쟁 전술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된 텍스트 또는 표현은

“원자력파괴의 세례를 받은, 단 하나의 국민”, “원자병기의 희생”, “가장

숭고한 권리”, “평화산업으로 돌릴 수 있다면” 등이 있었다. 특히 평화산

업과 관련된 텍스트를 통해 일본 정부 측의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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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측 시민사회 측

담론투쟁 전술
관련 텍스트 또는

표현
담론투쟁 전술

관련 텍스트 또는

표현

핵무기 피해

국가로서 일본

주체화,

평화적

도구로서의

원자력 담론

형성,

민족주의

자극,

국제사회 기여

담론 형성

Ÿ 원자력파괴의 세

례를 받은, 단 하

나의 국민

Ÿ 원자병기의 희생

Ÿ 가장 숭고한 권리

Ÿ 평화산업으로 돌

릴 수 있다면

핵무기

피해자로서

자신들을

주체화, 운동

주체의 확대

Ÿ 세 차례나 원수

폭의 심한 피해

Ÿ 인류적 가치

Ÿ 세계 각국의 정

부와 국민

<표 3-1>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 금지’ 담론투쟁 전술

담론투쟁의 목표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추진을 정당화해서 국제적으

로 인정을 받고, 기회를 얻기 위함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이 시기에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담론과 대척점에 있는 ‘원자력의 군

사적 이용’ 담론이 오히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담론이 헤게모니를 획

득할 수 있도록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일본 시민사회 측의 담론투쟁의 중심적인 주체는 반핵운동 시민단체

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핵폭탄 투하 피해자들이었고, 담론투쟁의 목표

는 모든 형태의 핵무기에 반대하는 것과 반핵운동의 성공이었다. 이들은

핵무기 피해자로서의 자신을 주체화했고, 이 범위를 일본 국민 전체까지

확대했다. 이를 통해 반핵운동의 주체를 전 국민, 전 세계로 확대시켜 운

동의 확장과 성공을 꾀했다. 이는 또한 앞서 언급하였듯 당시 일본의 정

치적인 상황에서 자신들의 운동이 이데올로기와 관련이 없음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아울러 이러한 담론투쟁의 양상들과 관련된 텍스트 또

는 표현은 “세 차례나 원수폭의 심한 피해”, “인류적 가치”, “세계 각국

의 정부와 국민”이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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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관련 담론투쟁

<표 3-2>는 일본 정부 측과 시민사회 측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담론투쟁 전술을 나타낸 것이다.

일본 정부 측의 관련 담론투쟁은 시민사회를 겨냥한 것은 아니고, 일

본 정부 측 스스로 원자력 개발 정책 추진의 정당성을 얻기 위한 성격이

강했다. 담론투쟁의 중심 주체는 기술개발, 정책 추진과 관련된 정계, 학

계, 전력업계, 산업계, 원자력위원회, 지자체 등이었다. 담론투쟁의 목표

는 원자력 개발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핵무기 개발의 잠재적인 가능성

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첫 번째 담론투쟁 전술은 해외 “선진국”의 사례나 자료 인용을 통한

에너지원으로서의 원자력의 편익을 과장하는 것이었다. 관련된 표현인

“석탄의 300만배의 에너지”, “장래에는 대폭 저렴해질 것”은 모두 미국과

같은 국가들의 자료를 인용한 담론이다. “300만배”나 “대폭 저렴해질 것”

과 같은 표현은 원자력의 편익을 과장함으로써 원자력 개발 추진의 정당

성을 획득하기 위해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일본의 원자력기술이 선진국보다 뒤처져있다는 위기담론을

형성하는 전술이 관찰되었다. 이와 관련된 텍스트나 표현은 “세계의 진

운에 뒤지지 않기 위해”, “선진국에 비해 십 수 년 늦어지고 있는”, “극

력 국산재료를 가지고 충족” 등이 있었다. 이를 통해 타국에서는 이미

추진되고 있는 원자력기술 개발을 조속히 진행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기술 자립의 의지를 나타낼 수 있었다. 하지만 간과하지 말아

야 할 점은 일본 정부 측의 핵무기 개발 의지가 기술 자립 담론에 포함

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 당시 일본 정부 측은 핵무기 개

발을 의도하고 있었는데,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선진국들

과의 세력 다툼에서 뒤처지지 않을 수 있는 길이었다(야마모토 요시타

카, 2011). 일본은 핵무기 개발 의도를 숨기기 위해 표면적으로 ‘원자력

의 군사적 이용’을 반대하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추진하며 핵무기

개발 담론은 공식적인 담론 장에서 배제하고, 은폐했다. 대신 재처리,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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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측 시민사회 측

담론투쟁 전술
관련 텍스트 또는

표현

담론투쟁

전술

관련 텍스트 또는

표현

Ÿ 해외 사례

인용을 통한

에너지원으

로서 원자력

의 편익 과

장

Ÿ 기술 뒤처짐

Ÿ 석탄의 300만배의

에너지

Ÿ 장래에는 대폭 저

렴해질 것

Ÿ 세계의 진운에 뒤

지지 않기 위해

Ÿ 선진국에 비해 십

희생적

피해자로서

자신에

대한

주체화

Ÿ 우리들의 희생과

고난

Ÿ 인류의 행복과 번

영

Ÿ 원자력시대

<표 3-2>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담론투쟁 전술

루토늄의 시험적 생산과 같은 핵연료사이클 확립과 관련된 방향성이 정

책문서에 반영되었다.

다음 담론투쟁 전술은 원자력을 통한 성장담론을 형성하는 것이었다.

일본 정부 측은 원자력이 가져오는 사회적인 효과로서 경제·복지·산업

성장 담론을 형성했다. 이와 관련된 텍스트 또는 표현은 “복지의 증진”,

“경제자립”, “산업의 육성” 등이 있었다.

일본 시민사회 측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찬성’과 관련된 담론투쟁

의 중심 주체는 반핵운동 시민단체,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피해자들이

었다. 이들의 담론투쟁의 목표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실현을 통해 원

자력의 군사적 이용을 근절하는 것이었다. 이들에게 원자력의 평화적 이

용은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으로의 전용가능성을 내재하지 않는, 핵무기

의 동력만 ‘평화적’으로 이용한 기술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들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담론을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 금지’ 담론

을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이자 바람직한 미래상으로 인식했다.

이와 관련된 담론투쟁 전술로 핵무기의 희생적 피해자로서 자신들을

주체화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들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주

장하며 이것이 실현되어야만 자신들의 “희생과 고난”이 가치가 있었던

것이 되며 “인류의 행복과 번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텍스트를 발신하

였다. 또한 이들은 미래를 “원자력시대”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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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된

위기담론 형

성

Ÿ 핵무기 개발

담론 은폐

Ÿ 원자력을 통

한 성장담론

형성

수 년 늦어지고

있는

Ÿ 극력 국산재료를

가지고 충족

Ÿ 복지의 증진

Ÿ 경제자립

Ÿ 산업의 육성

(3) 원전의 안전성 관련 담론투쟁

<표 3-3>은 일본 정부 측의 원전의 안전성과 관련된 담론투쟁 양상

을 나타낸 것이다. 해당 시기 시민사회 측의 관련 담론투쟁은 전개되지

않았다. 일본 정부 측의 담론투쟁의 중심 주체는 원자력위원회와 방영원

자력발전조사단이었다. 이들의 담론투쟁의 목표는 해외로부터 원자로를

수입하고 빠른 시일 내에 원자력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었다.

첫 번째 담론투쟁 전술은 해외 선진국, 즉 영국의 기술을 전적으로 신

뢰하는 담론을 형성한 것이었다. 방영원자력발전조사단은 영국 기술의

우수성을 강조하며 콜더홀형 원자로에 대해 “본질적으로 안전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며 신뢰를 드러냈다.

두 번째 담론투쟁 전술은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조하는 것이

었다. “방사선으로 인한 장해”와 같은 위험성에 대해서는 문제로서 제기

했지만 이에 대해서는 “방지에 만전을 다해야” 한다는 위험에 대한 관리

적인 담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대상으로 정의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 담론투쟁 전술은 원전의 위험성 담론을 배제하는 것이었다. 원전

에 내재하고 있는 위험성은 해외 기술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통해 배

제되었다. 또한 이들은 위험이 내재하더라도 “향후의 연구와 설계상의

수정을 더해 해결”할 것이라며 위험에 대한 낙관주의적인 태도를 보였

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 대처를 위한 심화된 논의를 전개하지 않았다. 이

는 앞서 언급하였듯 원자력기술의 신속한 도입 추진이라는 공통의 목표

를 가지고 있는 원자력위원회와 그 외 관료, 학계, 전력업계, 산업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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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측 시민사회 측

담론투쟁 전술 관련 텍스트 또는 표현
담론투쟁

전술

관련 텍스트

또는 표현

Ÿ 해외 (선진국 )

기술 신뢰 담

론 형성

Ÿ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 강

조

Ÿ 원전의 위험성

담론 배제

Ÿ 본질적으로 안전한

성질

Ÿ 방사선으로 인한 장

해방지에 만전을 다

해야

Ÿ 향후의 연구와 설계

상의 수정을 더해 해

결

- -

<표 3-3> ‘원전의 안전성’ 담론투쟁 전술

목표 달성을 위해 선택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4. 소결

제3장에서는 1954년부터 1956년까지 원자력을 둘러싼 일본 정부 측과

시민사회 측의 담론투쟁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 시기에는 일본 정부 측이 적극적으로 원자력기술을 도입하려 했고,

이와 관련된 여러 특징적인 담론을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원

자력기술에 크게 두 가지 기대를 걸었다. 하나는 민생 이용이었고, 하나

는 군사적 목적으로의 전용이었다. 일본은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의 잠재

적인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전범국가로서 타의에 따

라 평화국가로 거듭나야 했던 일본은 자국 원자력기술의 군사적 전용 가

능성을 끊임없이 부정하는 전략을 택했다. 이를 위한 좋은 도구가 세계

의 국가들 중 “유일”하게 핵무기에 피폭되었다는 주장이었고, 일본은 이

를 통해 핵무기의 피해자로 자국을 주체화하며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세계적으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추진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원자력기술 확산을 통한 소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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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제 의도와 영국의 원자로 판매 의지라는 상황이 중첩되어 일본의 원자

력기술 도입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미국과 영국은 일본을 신뢰하지 않아

핵심적인 기술을 모두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의 관련 담론은 목표

한 효과를 모두 발휘하지는 못했다.

원자력의 민생 이용 측면에서는 발전주의 이데올로기가 기술 도입과

개발을 정당화하기 위한 담론에 상당 부분 반영되었고, 실제로 일본 정

부 측도 그러한 기술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고도의

첨단과학기술이던 원자력기술 개발을 통해 국가 기술 수준의 전반적인

향상을 기대하였으며, 에너지원으로서의 효율에 대해서도 과장된 기대가

형성되었다. 하지만 원자력은 당장의 경제성을 보장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장래에는 경제성이 향상될 것이라는 미국의 주장을 인용하여 원자력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수단으로 추진되었다. 이와 같이 일본 정부 측의

담론에서 원자력은 경제성장과 복지증진을 실현시켜주는 기술로 정의되

었고, 관련 담론은 정책 문서, 언론을 통해 확산되었다. 특히 정계와 언

론계 모두에 영향력을 행사하던 쇼리키 마츠타로라는 강력한 원자력기술

도입 의지를 가진 인물을 통해 일본 사회를 겨냥한 담론 형성과 확산이

효과적으로 진행되어 반핵운동 측을 포함한 일본 시민사회 전반의 인식

에 원자력을 발전주의 이데올로기와 한 묶음으로 심을 수 있었다.

또한 일본의 발전주의 이데올로기의 특징 중 하나인 서구 선진국 추

격 기조가 원자력기술 개발 담론에도 반영되어 일본 원자력기술의 개발

당시부터 투영되던 기술민족주의적인 성격을 드러냈다. 일본 정부 측은

‘선진국’의 원자력기술을 추격하는 것과 자국의 기술 자립 모두를 목표로

했다. ‘선진국 = 서구’ 추격 기조가 원자력기술 개발에도 반영되었던 것

이다. 이러한 기술민족주의는 앞서 살펴보았던 국가 과학기술과 경제 발

전의 중요한 수단이자 척도로서의 원자력과 관련된 발전주의 이데올로기

를 매개로 하여 정당화를 꾀했다. 이에 더해 핵무기 개발 의지와 관련이

있는 원자력기술 자립이나 국산 재료를 사용하는 중수형 원자로와 관련

된 담론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이 장에서는 원자력기술 개발 초기 일본 정부 측의 원전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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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대한 인식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에 관해서는 특히 서구의 원자력

기술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담긴 담론을 통해 관찰할 수 있었

는데, 일본 정부 측은 콜더홀형 원자로를 수입할 경우 지진이 빈발하는

자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명확한 해

결책을 영국으로부터 듣지 못했음에도 공통의 목표인 신속한 원자력기술

도입을 위해 명확한 근거도 없이 해당 원자로는 안전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들이 제시한 해결책은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면 ‘안전할 것’이

라는 기술관리적이면서 낙관적인 담론 형성과 원전의 위험성 배제였다.

아울러 방사능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관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담론

을 형성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시기 일본 정부 측은 원자력의 안전성에 대해 대국민 홍보

를 추진할 필요는 없었다. 핵무기에 피폭당했던 사람들과 반핵운동을 하

는 시민사회조차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지지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지지는 세계적으로 형성되었던 핵기술에 대한 기대감 또는

과학기술의 선용과 악용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의 영향이 있었다.

자신들을 ‘핵무기의 피해자’로서 주체화한 이들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

용’(선용)을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악용)의 저지를 실현해 줄 대상으로

인식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찬성하면서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을 강력하게 반대했다. 이는 시민사회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통해서도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까지의

학습과 고찰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일본 정부 측이 표면

적으로만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 금지를 주장했던 반면 시민사회 측은 이

것이 운동의 동기이자 목표였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찬성도 이를 통

해 핵무기 개발이 금지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담론 분석을 통해 1954년부터 1956년까지 일본 정부 측과 시

민사회 측의 담론투쟁의 주된 특징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이 시기 일본 정부 측의 가장 큰 목표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담론의 헤게모니 획득이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 일본 정부 측은

군사적인 용도와 민생기술을 위한 핵기술을 모두 개발하기 위해 여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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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사용하며 담론투쟁을 벌였다. 그 중 가장 중심적인 전술은 원자력

의 군사적 이용 가능성의 부정 담론 형성, 평화적 기술로서의 원자력과

발전주의 이데올로기의 접합이었다. 이 두 전술을 통해 형성된 담론은

패전 후 평화와 국가재건을 염원하는 사회분위기와 맞물려 일본 국민의

평화적 기술로서의 원자력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과 기대를 구성할 수 있

었다. 이를 통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은 지배담론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두 번째, 일본 정부 측과 국제사회, 반핵운동 시민사회 측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은 표면적으로 담론이 일치한 것으로 보였지만, 양측이 기대

하는 담론의 효과는 상이했다. 일본 정부 측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담론의 헤게모니 획득을 통한 원자력의 군사적 전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

었다. 이들은 자국을 핵무기의 유일한 피해국가로 주체화하면서 전용 의

도를 숨기려 했으나, 국제사회로부터 완벽한 신뢰를 얻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당시 국제사회에서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담론이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을 저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신되는 것이 주된 흐름이었고,

주요 국가들은 일본과 같이 핵무기 개발을 목표로 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 즉, 국제사회에서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 반대’ 담론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담론이 헤게모니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형성되었

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본 반핵운동 시민사회 측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 핵무기를 근절해줄 것이라 믿었다. 해당 시기 이들에게는 아직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인식의 영역에 포

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해 긍정적인 담론만이 일본 사회에 발신되었던 점, 그로 인해

위험에 대한 접근가능한 정보가 별로 없었던 점을 이유로 들 수 있다.

세 번째, 일본 정부 측의 원전의 안전성 담론은 원자력기술 개발 추진

과 관련된 여러 행위자들의 신속한 원자력기술 도입이라는 공통의 목표

를 위해 구성되었다. 하지만 이때의 안전성 담론은 면밀하게 구성된 것

은 아니었다. 이들은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의 발생가능성, 방사능과 같은

위험은 배제하거나 관리, 노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담론을 발신했

다. 또한 이러한 담론들에 선진국의 원자력기술에 대한 과도한 신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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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되기도 했다. 이후의 ‘원자력 안전신화’ 담론에서 지적하는 문제점들,

즉 일본 원자력 추진 세력의 위험 논의를 면밀히 다루지 않거나 담론 장

에서 배제한다는 특징은 이와 같이 원자력기술 도입 초기부터 형성되었

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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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제2기 원자력발전 산업의 정립과

반원전운동의 전국화(1957-1973년)

1. 원자력발전체제 형성을 위한 ‘국민계몽’의 탄생

1) 콜더홀형 원자로 가동 경험으로 결정된 기술경로

1957년은 일본 원자력기술 개발사에서 의미있는 해였다. 8월 27일 일

본원자력연구소에 설치된 미국산 실험로 JRR-1을 통해 일본에서 원자로

의 첫 임계가 성공한 것이다.

그러던 중 쇼리키 마츠타로가 첫 상업용 원전으로 영국제 콜더홀형

원자로를 도입할 것이라 발표하자 이를 둘러싸고 원전을 민간 주도로 개

발할지 국가 주도로 개발할지 논쟁이 있었다. 국가(전원개발주식회사)와

민간(9 전력회사)의 주도권 다툼은 당시 경제기획청 장관이자 정계의 실

력자였던 코노 이치로(河野一郎)와 원자력위원회 위원장이던 쇼리키 마

츠타로의 대립구도로 발전하여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有馬哲夫, 2008).

코노 이치로가 지지하는 전원개발주식회사 측은 원전과 같이 중요도가

높은 산업은 국가가 출자하여 경제성과 안전성을 확인하면서 단계적으로

개발하자고 주장했고, 9 전력회사는 조속히 원전 개발을 시작하여 산업

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양측이 대립했다. 결과적으로 9 전

력회사, 산업계와 유착관계에 있었던 쇼리키 마츠타로가 이들의 손을 들

어줌으로써 일본원자력발전주식회사는 국가가 20%, 9 전력회사가 80%

의 출자를 하는 특수법인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쇼리키 마츠타로는 이

싸움에서는 승리했으나, 정치적으로는 코노 이치로의 파벌(派閥) 안에 있

었기 때문에 그를 거역한 꼴이 되었다. 이로 인해 ‘원자력의 아버지’가

되어 내각총리대신까지 꿈꾸던 쇼리키 마츠타로의 정치적인 전망도 이

시점에서 끝이 났다. 이와 같이 원자력 개발은 일본 국내 정치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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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되었다.

한편 정계에서는 원자력조사국회의원단으로 활동했으며, 원자력기술

개발 추진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던 기시 노부스케가 내각총리대신이

되었다. 기시 노부스케는 영국 콜더홀형 원자로 수입을 지지하며 원자력

기술 도입을 서둘렀다. 이는 기시 노부스케가 잠재적인 핵무기 보유노선

을 택하려 했기 때문이다. 사토 세이시(佐藤正志, 2015)에 따르면 기시

노부스케가 콜더홀형 원자로를 구입을 원한 이유는 플루토늄 축적을 통

한 핵무기 보유 선택지 확보로 미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피해 ‘독립’을

‘완성’한다는 의도도 있었다.118) 그는 표면적으로는 원자력의 군사적 이

용에 반대하는 주장을 했는데, 이는 일본 국민의 반핵 여론을 의식한 것

으로 민족주의를 동원하기 위함이었다. 일본의 콜더홀형 원자로 구입으

로 인해 미국은 일본이 핵무기 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생각했고, 기

시 노부스케는 이를 이용해 미일안보조약 체결 시 일본의 발언권을 확대

하고자 했다. 야마모토 요시타카(2011)에 따르면 기시 노부스케에게 핵

개발은 대국화의 조건이자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

었다. 또한 당시 일본 정부는 표면적으로 ‘반핵외교’를 택했으나, 결국 미

일안보조약을 통해 미국의 ‘핵우산’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핵을 가지지 않

더라도 핵우방국으로서의 지위를 누릴 수 있었다. 아울러 기시 노부스케

는 ‘방어용’으로는 핵무기를 가져도 된다는 헌법적인 해석도 주장했는데,

이것은 추후 나카소네 야스히로의 미일원자력협정, 핵연료재처리 사이클

확보와 같은 현재 일본 핵정책의 토대가 되었다.

하지만 1957년 10월 10일 영국의 윈드스케일 원자로 1호기의 노심에

서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윈드스케일 원자로는 영국 셀라필드

(Sellafield) 원자력단지의 군수용 플루토늄을 생산을 위해 개발된 원자로

였다. 흑연을 감속재로 사용하고, 공기로 냉각하는 방식이었는데, 10월 7

일 원자로의 특성상 진행해야만 하는 흑연 가열 과정에서 흑연이 과열되

118) 기시 노부스케는 기본적으로 반미감정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다. 저자에

따르면 전범들을 수감하는 스가모감옥(巣鴨プリずん)에서의 투옥 경험이 기시 노

부스케의 반미감정의 토대가 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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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산소를 주입한 것이 화재를 발생시켜 48시간이나 원자로가 불탔다.

고속중성자가 흑연결정에 조사되면 흑연의 결정구조에 변화가 생겨 위그

너에너지(Wigner Energy)가 축적되므로 이를 방출시키기 위해 흑연 가

열은 필수 절차였다. 사고 당시 윈드스케일 1호기는 온도계 설치에 문제

가 있어 가열 시점이 너무 빨랐기 때문에 흑연이 과열되었다. 이로 인해

위그너에너지가 급격히 방출되어 노심의 온도가 상승하였고, 연료봉이

용융했고 흑연이 연소하여 화재가 발생했다. 해당 원자로는 방호장치나

벽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방사성물질의 대부분이 외부로 방출되었다

.119)120) 화재가 진행되는 동안 원자로 굴뚝으로 2만퀴리의 베크렐의 아

이오딘-131이 대기에 방출되었고, 이 사고는 INES 5등급 판정을 받았

다.121)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영국은 2개월 후인 12월에 일본 원자력위원회에

콜더홀형 원자로 수입의 새로운 조건을 추가했다. 해당 원자로가 일본에

서 가동되는 중 사고가 발생해도 영국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이었다. 쇼리키 마츠타로는 분노했으나 당시 면책조항은 이미

관행이 되어있었다. 어쩔 수 없이 면책조항을 받아들였지만 이를 계기로

1961년에 일본 원자력손해배상법이 제정되었다(아사히신문 취재반,

2019).

콜더홀형 원자로 도입 추진은 원자력위원회를 중심으로 계속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내진성, 윈드스케일 원자로 사고 관련 안전성의 우려가 제

기되었으나 어디까지나 ‘일부’의 의견에 불과했고(原子力委員会, 1960a)

1958년 2월 9일에는 해당 원자로 설치가 확정되었다. 열흘 후인 2월 19

119) 한국원자력연구원 전자도서관 홈페이지(2019년 10월 31일 접속),

https://kornis21.kaeri.re.kr/atmcListDetail.php?evCurrPage=18&l1=2&l2=7&l3=4

&l4=17&top=0&flag=search

120) 원자로의 형태는 다르지만 윈드스케일 원자로와 같이 흑연을 감속재로 쓰

던 체르노빌 원전의 RBMK 원자로도 원자로 폭주와 폭발 이후 흑연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해 사고의 규모 확대에 더욱 영향을 주었다.

121) 原子力百科事典 ATOMICA(원자력백과사전 ATOMICA) 홈페이지(2019년

10월 22일 접속),

https://atomica.jaea.go.jp/data/detail/dat_detail_09-03-02-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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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에는 영국의 GEC, EE, AEI라는 회사들이 일본원자력발전에 견적서를

보내왔다. 세 곳 모두 계약을 하면 영국에서 원자로를 제작·조립해서 일

본에게 넘기는 턴키방식(turn-key)이었다. 견적서를 검토한 일본원자력

발전(日本原子力発電株式会社, 1959)은 기술적으로는 세 회사 모두 동일

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122) 일본원자력발전이 검토한 주된 항목은 ‘경제

성’이었다. “price list”를 통해 건설비용과 발전원가를 평가하는 “경제적

심사”를 마친 일본원자력발전은 공사비로 331억엔, 발전단가로 4엔 98전

을 제시한 GEC가 “건설비가 싸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성이 유리하다는

결론”을 냈고, GEC와 계약하게 되었다.123) 해당 원자로는 16.6만 kW급

“콜더홀 개량형” 원자로 1기였고, 연료로 천연우라늄을, 감속재는 흑연,

냉각제는 탄소가스를 사용하는 기존의 콜더홀형 원자로와 구성이 대부분

같았다(<그림 4-1>). ‘개량형’이라고 덧붙인 것은 지진에 대비하기 위해

“특정 정도 이상의 강진”이 발생하면 긴급시정지계가 작동하여 원자로가

멈추는 것과 같은 안전상의 “배려”가 고안되었기 때문이었다.

122) 이하 관련 항목은 모두 日本原子力発電株式会社(1959)에서 인용하였다.

123) 해당 발전단가는 부하율(Load factor, L.F)을 80%로 가정했을 경우의 자본

비 3.08엔, 연료비 1.48엔, 직접비 0.28엔, 간접비 0.14엔을 합한 값이었다. 비교

대상으로 “신예화력”의 발전단가가 제시되었는데, 신예화력은 부하율이 70%인

경우 콜더홀 개량형 원자로의 발전단가와 비슷한 수치인 4.88-4.98엔 정도로 제

시되었다(부하율 80%인 경우는 4.27-4.36엔으로 제시). 경쟁후보였던 나머지 두

회사가 제시한 발전단가는 해당 문서에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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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日本原子力発電株式会社(1959)

<그림 4-1> 콜더홀 개량형 원자로의 계약 당시 설계

도

“안전성에 대해서”라는 항목에서는 콜더홀 개량형 원자로에 “여러 안

전대책을 취했기 때문에,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고려되었

다”라고 결론내렸다. 일본원자력발전은 특히 콜더홀 개량형 원자로가 위

그너 에너지 방출을 할 필요가 없게 설계되었기 때문에 윈드스케일 1호

기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감소할 것이라 생각했다.

위와 같은 결정에 따라 해당 원자로를 수입하는 절차는 진행되기 시

작했고, 일본은 1958년 6월 16일 영국과 원자력협정을 체결하였다.124) 협

정은 1958년 12월 5일 발효했고, 1959년 11월에는 원자력위원회 산하 안

전심사전문부회가 안전성을 인정했다. 1960년 1월 착공이 시작되었고

124) 정식 명칭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있어 협력을 위한 일본국 정부와 그

레이트 브리튼 및 북부아일랜드 연합왕국 정부 간의 협정(原子力の平和的利用に

おける協力のための日本国政府とグレート・ブリテン及び北部アイルランド連合王国政府と
の間の協定,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Japan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for Co-operation in The Peaceful Uses of Atomic Energy)’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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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년 7월 25일 일본 최초의 상업용 원자로로 운전을 시작했다. 이 원

자로는 ‘도카이발전소(東海発電所)’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하지만 도카이발전소의 도입과 정착은 순조롭지 않았다. 턴키방식이었

지만 일본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영국이 개량한 것과는 별개로 일본원자

력발전이 내진설계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했다. 이에 따라 건설비

용이 증가했는데, 이 부담은 일본원자력발전 설립의 주도권을 가져갔던

9 전력회사가 떠안게 되었다. 이와 같이 성급한 수입을 통해 손해를 입

은 9 전력회사는 향후 수입하는 원자로의 비용을 더 엄격히 심사하게 되

었고, 후에 짓는 원전은 모두 영국보다 우수하다고 평가된 미국제 경수

로가 되었다(아사히신문 취재팀, 2019).125) 일본의 유일한 영국산 원자로

이자 흑연로였던 도카이발전소는 1998년 3월 31일 폐로 조치가 결정되었

는데, 공식적인 이유는 경수로에 비해 나쁜 ‘경제성’이었다.126) 도카이발

전소의 실패로 인해 일본원자력발전은 원전 건설 과정에서 존재감을 잃

게 되었고, 향후 일본의 원전은 9 전력회사를 중심으로 확대해 갔다.127)

2) 미일관계를 기초로 한 원자력기술체제와 대국민 홍보의 시작

콜더홀형 원자로 도입이 결정된 것과 비슷한 시기에 미일원자력협정

을 계기로 미국의 연구용 원자로 도입이 일본원자력연구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었고, GE(General Electric)사의 동력시험로 JPDR이 일본원

자력연구소에 설치되는 것이 정해졌다. JPDR은 시험로이기는 하나 후쿠

시마 원전 등 도쿄전력을 중심으로 일본에 설치된 경수로의 절반을 차지

하는 비등수형 경수로(BWR)였다.128) JPDR의 도입 목적은 원전 건설부

125) 이러한 비용 감축 의지는 안전대책에도 영향을 미쳐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126) 이에 더해 도카이발전소는 흑연로 특유의 낮은 효율과 발전력이 작은 것

도 단점으로 꼽힌다(毛利良一, 2015).

127) 2019년 10월 현재까지 일본원자력발전이 건설한 원자로는 도카이발전소,

도카이제2발전소, 츠루가발전소(1, 2호기) 4기이며, 도카이발전소를 제외한 나머

지 3기는 모두 경수로이다.

128)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전의 1, 2, 6호기는 GE사가 제작한 것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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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운영까지의 학습, 예행연습으로 원전의 건설, 운전, 보수 경험을 쌓는

것과 발전용 원자로의 특성을 이해하여 국산화에 기여하는 것이었다.129)

콜더홀형 원자로와 마찬가지로 JPDR도 턴키방식으로 넘겨받게 되어 있

었다.

하지만 1959년 일본원자력연구소에 입사한 타테노 쥰(舘野淳)은 미국

의 원자력기술 완성도는 “높지 않았”다고 회상한다.130) 그에 따르면 상

품불량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일본원자력연구소는 JPDR 설치와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131) 일본의 원전 제작 기업인 히타치제작소(日

立製作所) 전무이사였던 와타모리 츠토무(綿森力)는 “미국 기업의 기술

력을 과신했다”고 발언하며 화력에서는 미국이 “큰 스승(大先生)”이었으

나 원전은 “별것도 아닌데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서 어프로치한

것인데, 큰 실패였다”라고 털어놓았다. 하지만 이미 미국제 상업용 경수

로가 가동을 시작했거나 가동, 건설을 앞둔 상태였다.132)

또한 타테노 쥰은 미국 기술 수준에 대한 발언이나 원전의 위험성에

대한 논의가 금지되었던 당시를 회상했다. 그에 따르면 일본원자력연구

소는 “국가의 정책에 반대하는 이야기를 하면 안된다”며 연구원들을 압

박했다. 미국의 불완전한 기술에 대해 지적한 연구원은 “공산당원”이라

는 이데올로기색이 짙은 공격을 받았고, 미일관계에 상처를 냈다는 등의

이야기를 들었다. 당시 원자력기술 도입은 대단히 정치적인 문제였고, 일

다.

129) 原子力百科事典 ATOMICA(원자력백과사전 ATOMICA) 홈페이지(2019년

11월 1일 접속),

https://atomica.jaea.go.jp/data/detail/dat_detail_16-03-04-01.html

130) 정식 문헌으로 출간된 것은 아니지만, 타테노 쥰의 관련 글이 교토대학 기

초물리학연구소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다(2019년 11월 1일 접속),

http://www2.yukawa.kyoto-u.ac.jp/~soken.editorial/sokendenshi/vol13/nbp2012/

8-8-P4-JT-S.pdf

이하 관련 인용은 모두 해당 문서에서 인용함.

131) 이후 미국으로부터 들여온 상업용 경수로인 미하마 1, 2호기, 후쿠시마 1,

2호기(제1원전)는 도입 초기 사고와 고장이 계속 발생해서 1970년대 중반까지

가동률이 60%를 넘기지 못했다.

132) 타테노 쥰은 경수로를 “결함상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舘野淳,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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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부 측에서는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정

부 측은 원전의 결함이나 위험성에 대해서 논의할 수 없게 했고, 일본원

자력연구소도 철저히 이에 따랐다.

한편 이와 같은 개발 추진의 성과는 원전 건설과 가동 시작으로 나타

났다. 일본원자력발전은 1965년 GE사에서 BWR을 수입하여 후쿠이현에

츠루가발전소(敦賀発電所) 1호기 건설을 시작했다. 도쿄전력도 GE에서

턴키방식 계약을 통해 BWR을 경제성 중심으로 개량(전체 크기를 작게

함)한 MARK-Ⅰ형 원자로인 후쿠시마 제1원전 1호기를 1967년 9월 착

공했다. PWR을 선호했던 간사이전력은 1967년 8월 후쿠이현에 미하마

원전 1호기 건설을 시작했다.133)

연구로는 일본원자력연구소에 설치한 1960년 10월 JRR-2, 1962년 9월

JRR-3이 임계에 달했다. 특히 JRR-3는 국산로였다. 일본원자력연구소는

도카이무라(東海村)에 위치해 있었는데, 작은 농촌 마을에 불과했던 도카

이무라는 원자력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점차 연구 시설들이 집약된 ‘원

자력연구센터’로 변모했다.134)

133) 미츠비시 그룹이 건설했다.

134) 도쿄에서 약 130km 떨어진 도카이무라는 1955년 남부의 무라마츠무라(村

松村)와 북부의 이시카미무라(石神村)가 합병된 인구 약 1만 명의 마을이었다.

원자력 연구 시설들이 도카이무라에 집중된 것은 도카이무라가 도쿄에서 가깝

고 물을 구할 수 있는 등 지리적 조건이 원자력위원회에서 의도하던 것을 충족

했다는 측면도 있었지만(総理府原子力局, 1956) 도카이무라가 속한 이바라키현

정계 인물들과 쇼리키 마츠타로의 친분이 작용한 것(아사히신문 취재반, 2019),

도카이무라 촌의회가 가난한 마을에서 탈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유치를 결정

한 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렇기 때문에 도카이무라 촌의회는 주민들

에게 원자력연구소가 입지하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 홍보하기도 했다(渥美

剛, 2017). 원자력 연구 시설 집중과 함께 도카이무라의 농업은 쇠퇴하였는데,

농업에 종사자 비율이 1955년에는 약 80%로 주민들 대부분이었으나 1960년에

는 약 65%로 줄었고, 1990년에는 약 15%, 2010년에는 약 4.38%에 불과하게 되

었다(東海村, 2017). 농업의 쇠퇴는 이후에도 일본에서 원전이 입지한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된 현상이었다(河野直践, 2003). 이후 일본원자력발전의 PWR

원자로인 도카이 2호기에 대한 주민들의 건설중지 소송 발생 전까지 도카이무

라에서 반원전운동은 일어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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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년 일본원자력연구소 입지 결정을 시작으로 원자연료공사도카이

제련소, 도카이발전소, 일본원자력보급센터, 원자연료공사 등 도카이무라

에는 원자력과 관련된 시설들이 들어왔다. 1966년에는 도카이발전소가

일본에서 최초로 상업운전을 시작하였다.

도카이무라가 속한 이바라키현(茨城県)에서는 원자력을 통한 도카이무

라의 ‘발전’을 ‘이바라키현 영화(茨城県映画)’라는 홍보 영상을 통해 담아

내고자 했다. 일본원자력연구소가 감독한 1956년편 ‘도카이무라 제1부(東

海村－第一部－)’에서는 원자로를 다음과 같이 홍보했다.

“32년(1957년) 1월에는 원자로 조립이 끝나고, 6월에는 드디어 일본에서 최초

로 인공 태양이 빛나게 됩니다 ...... 이것이 완성된다면 내일의 큰 힘으로서 우

리들의 행복한 장래를 약속해 주겠지요.”135) (茨城県秘書広聴課, 1956)

당시 일본 시민들은 전반적으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새로운

기술에 관심이 있었다. 이 기술이 어떠한 원리로 작동되는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새로운 고도의 과학기술이라는 점에 흥미를 가졌다. 일본원자

력연구소의 견학을 원하는 시민들이 많아 업무가 자주 중단되었다는 소

속 연구자들의 인터뷰도 있었다(日本原子力研究所, 1960).

1960년대부터 고도경제성장에 따라 일본 국민의 생활방식도 소비지향

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는데, 일본 국민은 미국의 생활방식과 서구적인 것

을 동경했고(홍윤표, 2010; 김효진, 2018), 소득 증가에 따라 가전제품 보

급도 급속히 증가했다. <그림 4-2>와 같이 ‘3종의 신기(3種の神器)’라 불

리던 TV, 세탁기, 냉장고는 흑백 TV를 제외하고 모두 1970년대 중반에

는 90% 수준까지 보급이 확대되었다. 가정의 전력소비량은 크게 증가했

고, 1970년 한 세대당 1개월의 전력소비량이 118.8kWh였던 것에 비해

1975년에는 168.4kWh로, 1980년에는 185.5kWh로 증가하게 되었다.136)

135) “32년”은 쇼와 연호 32년으로 1957년을 가리킨다.

136) 電気事業連合会(전기사업연합회) 홈페이지(2020년 2월 28일 접속),

https://www.fepc.or.jp/enterprise/jigyou/japan/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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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内閣府(내각부) 홈페이지

<그림 4-2> 주요 내구성소비재의 보급률 변화

이와 같은 사회적인 상황과 국민 생활양식의 변화에서 원자력은 본격

적으로 국가발전에 필요한 요소로 홍보되기 시작했다. 1962년 10월 26일

에는 동력시험로 JPDR이 일본에서 처음으로 발전에 성공했는데, 일본

정부는 이를 계기로 원자력을 홍보하고자 이 날을 ‘원자력의 날’로 정했

다. 내각관방이 작성한 ‘“원자력의 날”에 대하여(「原子力の日」について)’

에서는 “원자력의 평화이용의 추진을 위해, 폭넓은 국민 일반의 원자력

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깊게”하는 것이 원자력의 날 제정 목적이라 언급

했다(内閣官房, 1964).137) 강연, 영화 상연과 같은 “행사” 실시를 통한 홍

보 계획도 세웠다. 해당 문서에는 “「원자력의 날」 결정의 이유서”가

아래와 같이 첨부되었다.

“... 향후, 원자력은, 더욱 국민생활을 풍족하게 해주는 데에 큰 공헌을 할 것

이라 기대되고 있다.

우리 국가의 원자력 평화이용이 정말 국민의 지지를 통해 발전하기 위해서

137) 이하 인용들은 모두 해당 문헌에서 발췌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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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국민 일반이 원자력에 대해 깊은 이해와 올바른 지식을 가지는 것이 꼭 필

요하다 ......”

위와 같이 일본 정부는 원자력이 국민생활을 “풍족하게” 해줄 수단이

라 정의하고 있으면서도 국민의 “지지”를 적극적으로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이유는 다음 절에서 살펴볼 연구용 원자로 설치 반대운동의 영향이

컸다. 1957년 초 교토 우지시의 고하타라는 마을의 주민들이 반원전운동

을 전개했고, 이 운동의 기세는 꽤 격렬했다. 이를 통해 일본 정부는 국

민이 원자력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해결책으로 일

본 정부는 국민에게 원자력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파하여 원자력 개

발 추진에 대한 지지를 얻고자 했다. 원자력정책에서 국민이 본격적으로

홍보의 대상이 되기 시작한 시점이었다.

2. 원전 입지와 반원전운동의 발아

1) 우지시 연구용 원자로 설치 반대운동: 절대적 안전성 부정

이 절에서는 교토의 우지(宇治)시라는 곳에서 주민들이 간사이연구용

원자로 설치에 반대한 운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원자력위원회는 도카이무라에 이어 간사이(関西) 지방에 연구용 원자

로를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1956년 교토대와 오사카대의 교수들

을 중심으로 간사이연구용 원자로설치준비위원회를 세웠고, 5MW급 스

위밍풀형 원자로를 설치할 부지를 찾았다. 1957년 1월 교토 남부의 차

(茶)로 유명한 우지시 고하타(木幡)의 전시 화약을 제조하던 공장 터가

부지로 내정되면서 계획이 구체화되었다. 하지만 원자로 설치 계획이 알

려지면서 주민들을 중심으로 반대운동이 발생했다.138)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반대운동을 전개한 집단은 지역 차(茶) 생

138) 해당 운동의 주요 세력은 아니었지만 고하타 주민들만이 아닌 오사카, 고

베와 같은 이웃한 도시들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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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종사자들이었다. 이들은 ‘죽음의 재 사건’ 때의 어류 불매 현상을 떠

올리며 원자로가 설치되면 차가 팔리지 않을 것을 우려했고, ‘우지원자로

설치반대기성동맹(宇治原子炉設置反対期成同盟)’을 결성하였다. 이들은

원자로 설치 예정 지역이 시민들의 상수원인 우지강(宇治川)의 상류라는

이유로 더욱 반대를 했고, 약 1,500명 주민의 반대 서명을 받아냈다. 하

지만 원자력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점이 운동을 어렵게 했다.139)

이와 같은 주민들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 시치다 류타로(槌田龍太郎,

이하 시치다 교수)라는 오사카대 화학과 교수였다. 원수폭금지운동에도

참가했던 그는 우지시에 원자로를 설치하는 것에 반대했으며, 주민들에

게 위험성을 설명하며 과학지식을 통해 반원전운동을 지원했다.140)

반대운동이 격렬해지자 1957년 2월 21일 국회는 우지원자로설치반대

기성동맹 간사인 카와카미(川上美貞)를 참고인으로 초청하였다.141) 일본

에서의 첫 반원전(원자로)운동이자 주민 측의 첫 국회 발언이었다.142)

139) 世界初の反原子炉運動(세계 최초의 반원자로운동)(京都新聞, 2015/8/8)

140) 일본의 과학자들이 주민들이 주도하는 운동에 합류하는 현상은 반원전운

동이 원전 자체에 반대하는 운동으로 본격화된 1970년대 이후에도 볼 수 있는

데, 해당 과학자들의 운동 참여 계기나 반원전에 대한 생각과 우지의 과학자들

의 사례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1970년대 이후 반원전운동에 합류하여 주민들을

지식으로 지원하던 과학자들은 원전 자체에 대한 반대 의지와 더불어 자신들의

학문이 간접적으로라도 원자력체제를 만드는 데에 기여했다는 반성에서 운동을

시작했다는 점이 중요한 특징이다(연구참여자 B, 2019.8.29.).

141) ‘美貞’이라는 이름은 일본에서 좀처럼 사용하지 않는 이름으로, 한국식 이

름인 ‘미정’과 비슷한 ‘미죵(ミジョン)’으로 발음된다. 해당 간사에 대한 기록을 찾

아보아도 이름을 읽는 방법을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본문에서는 편의상 성인

카와카미로만 표기하도록 한다.

142) 우지에 설치될 예정이었던 원자로는 전력생산 목적이 아닌 연구용 원자로

였기 때문에 반원자로운동, 원자로설치반대운동 등으로 부르는 것이 적절할 것

이다. 카시모토 요이치(樫本喜一, 2006)는 우지의 원자로 설치 백지화 이후 다음

후보지들의 반대운동을 ‘원자로설치반대운동’이라 불렀는데, 운동의 성격에 미루

어보아 적합한 명명일 것이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우지의 반대운동이 절대적

인 안전성 논리를 부정한 점, 원자로 입지 절차의 비민주성 등을 지적한 점을

토대로 일본 반원전운동의 역사 중 일부라 판단하기 때문에 반원전운동이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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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카와카미는 우지에 원자로가 설치된다면 그 전에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싶다는 바람을 시장에게 전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주장했다.

대신 카와카미는 시치다 류타로 교수를 자택으로 초청하여 강연할 시간

을 주었고, 이에 수많은 주민들이 몰려들었다고 한다. 시치다 교수는 천

재지변의 가능성 때문에 “절대 안전”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주

민들이 이 생각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카와카미는 정

부가 주장하는 원자로의 완벽한 안전성을 부정하는 근거 중 하나인 인적

오류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国会, 1957f). 그는 당시 일본의 초보적

인 원자력기술 상황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있었고, 이를 통해 자신의 논

리구조를 강화시켰다.

또한 카와카미는 농업종사자였던 만큼 원자로가 설치된다면 자신들의

생업이 곤란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근거로 반대를 호소했다. 그가 생산

한 차를 납품하는 도쿄의 가게에서 “우지에 원자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곳의 차는 사지 않더라도 불편함이 없으니까 사지 않는다”는 이야

기를 들은 것이 그의 반대운동의 동기가 되었다(国会, 1957f).143)144)

그는 반대운동이 가장 정당성을 가지게 한 요소였던 원자로 설치 부

지가 우지강 상류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따른 위험성에 대해서도 주

장했다. 그는 하천의 방사능 오염 피해 논의에서만 멈추지 않고, 우지시

의 주력 산업인 차 재배가 입을 타격에 대해서도 경고했다(国会, 1957f).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지시의 반대운동은 원자력기술 자체에 반대하

는 것이 아닌 단지 원자로를 우지에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운동이었

다. 이들은 첨단기술인 원자력을 반대하지 않았고, 필요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지리적인 이유, 농업과 관련된 이유 등으로 우지시에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함께 출석한 오사카부회 의장 오오

하시 하루후사(大橋治房)는 다른 후보이지였던 교토의 마이즈루(舞鶴)시

가 원자로 설치에 적합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国会, 1957f).

분할 것이다.

143) 그는 차생산자들이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食うか食われるか) 입장”이라

고 발언했다.

144) ‘풍평피해’가 당시 일본 사회의 인식 속에 뿌리내려 있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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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원자로를 우지에 설치하려는 정부 측 학자들의 반론도 이어졌다.

코다마 신지로(児玉信次郎, 이하 코다마 교수) 교토대 교수는 원자로의

안전성을 강조했다. 그의 전공은 화학공학으로, 원자력 전문가가 아니었

지만 그는 학자의 이름을 걸고 해당 원자로가 주민들에게 미치는 “위험

은 털끝만큼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자로에서 방사능을 포함한 물

질이 밖으로 나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国会, 1957f).

코다마 교수는 해당 원자로가 “다액의 국비”가 투입되는 국책 사업임

을 강조하며 국가의 “학문과 공업의 진보”를 위해 주민들의 희생을 요구

했다. 또한 우지시가 학자들의 “연구능률”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토지”라고 주장했다(国会, 1957f).

이에 대한 학자의 반박도 이어졌다. 연구용 원자로 설치를 결정한 준

비위원회 중 한 명이었던 이론물리학자 후시미 코지(伏見康治, 이하 후

시미 교수) 교수는 여러 고찰을 통해 우지에 원자로를 설치하는 것이 적

합하지 않음을 깨달았다고 밝혔다. 그는 원자력기술 개발에서 중시되었

던 “예방조치”가 완벽한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라 합리화되던 당시의 분

위기를 비판했다. 과학적인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한 방사성 물질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이를 과학적

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国会, 1957f).

반면에 원자로 설치 정책을 담당하는 문부성 관료인 오가타 신이치

(緒方信一)는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다. 그는 먼저 해당 원자로가 “과학

적, 기술적으로” “완전히 안전”하다는 주장을 했다. 또한 천재지변에 대

해서는 “충분히 대책”을 취하고 “과학적으로” 검토하면 “과학적으로 괜

찮”다는, 안전이 과학을 통해 완벽히 확보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을 보여

주었다. 아울러 “권위있는” 위원들이 모여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원

자로 설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관료로서의 권위주의적인

사고방식을 보여주었다(国会, 1957f).

하지만 이후에도 반대운동은 더욱 격렬하게 전개되었기 때문에 1957

년 여름, 우지시는 원자로 유치 반대결의를 성립시켰다. 연구용 원자로

설치계획은 폐기되었고, 자연스레 반대운동도 소강되었다. 하지만 간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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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 원자로 설치 계획 자체는 무산되지 않고 다음 후보지를 선정하였

는데, 오사카의 타카츠카시, 카타노정, 시조나와테정이 차례로 후보지가

되었다. 그러나 후보지가 선정될 때마다 심한 반대운동이 일어나 한 곳

도 입지에 성공하지 못했다.145) 결국 해당 원자로는 1960년 오사카의 쿠

마토리정(熊取町)에 설치되어 현재는 교토대의 원자로실험소가 소유하고

있다. 입지는 성공했으나 일본 정부는 원자력 시설이 거주 지역에 입지

하게 되면 주민들이 맹렬히 반대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는 앞서 언급

한 바와 같이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원자력 홍보 정책의 계기가 되었다.

이와 같이 일본의 반원전운동의 발아라 할 수 있는 우지시의 사례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첫 번째, 해당 운동은 비록 원전에는 찬성했지만 원자력의 위험성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의문을 제기하고, 논의의 장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당시 일본의 원자력기술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나 정부 측

에서는 원자력에 대해 많은 지식을 보유하지 못했고, 위험성과 안전관리

에 대해서도 상당히 추상적인 개념을 기반으로 절대적인 안전성만을 주

장하였다. 이에 비해 주민들의 위험에 대한 고찰과 의견 진술은 진지했

으며, 운동에 참여한 과학자들을 통해 논리도 강화되었다. 이와 같은 해

당 운동의 특징은 단순히 핵무기만 반대하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는

찬성했던 이전의 반핵운동에서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다. 이후 전개된

반원전운동에서도 주민들은 과학자들과 접촉하고, 직접 기존 원전 부지

를 방문하여 조사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취했다.

두 번째, 정부 측과 원자로 설치 추진 과학자들은 국익을 이유로 주민

들이 희생할 것을 요구했다. 과학자들은 연구자들의 편의 향상이 일본의

기술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논리와 주민들의 반대로 거액이 투입된 국책

사업이 무의미해질 것이라는 주장을 하며 위기상황을 조성했다. 또한 정

145) 우지시 이후에 간사이 연구용 원자로 설치 후보지에서 발생한 주민 반대

운동도 과학자들이 연대한 운동이었다(樫本喜一, 2007; 山本兼治, 2015). 또한 야

마모토 켄치(山本兼治, 2015)에 따르면 타카츠카시의 운동에서는 주부들의 공헌

이 돋보였는데, 남편이 출근한 동안 반대 서명운동을 펼쳐 1개월만에 3만 5,795

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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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측은 원전 입지를 결정한 학자들의 권위를 강조하며 정책을 밀어부치

려 했다. 이와 관련하여 타카하시 테츠야(高橋哲哉, 2012)는 특정 지역에

원전이 밀집하게 되는 구조에 대해 희생의 시스템, 또는 식민지 시스템

이라 지적했다.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한 국가 경제성장을 위해

입지 지역주민들이 위험요소를 떠안으며 대도시에 전기를 공급하는 식민

지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146) 이러한 희생의 구조 형성 움직임을 원자력

기술 도입 초기에도 찾을 수 있었다.

세 번째, 반원전운동이 원자력 개발 정책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이다.

일본 정부는 간사이 지역 반원전운동과 추후 기술할 아시하마 원전 건설

반대운동을 통해 원전을 원활히 입지시키기 위해서는 주민들에게 안전을

홍보하고, 주민들을 포섭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았다. 또한 반원전운동

과의 경합 경험은 주민들을 금전적 보상으로 포섭하려는 전원삼법교부금

제도 형성의 토대가 되었다. 카시모토 키이치(樫本喜一, 2006)에 따르면

이때의 경험을 통해 원자력 시설은 대도시와 멀고, 인구가 적은 지역에

만 입지하게 되었다. 이는 안전을 중시한 것이 아닌 가난한 과소(過疎)지

역을 일시적인 이익을 통해 용이하게 포섭하려 한 것이었고, 해당 지역

의 경제는 교부금에 의존하게 되어 더욱 과소화되는 결과를 발생시켰다.

2) 아시하마 원전 입지 반대운동: 지역 발전논리의 거부

1960년에는 안보투쟁에도 불구하고 미일안보조약 체결을 강행한 내각

총리대신 기시 노부스케가 민심을 잃고 사임했다. 뒤이어 취임한 자민당

146) 이선향(2016)은 타카하시 테츠야의 희생의 시스템 개념을 한국의 에너지정

책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저자는 “식민지”라는 표현을 사용하

지는 않았지만 한국의 에너지정책에서도 경제성과 효율성을 근거로 희생의 시

스템을 구축해 왔고 정부와 전력회사, 비용편익옹호론자들은 지역주민들이 보상

으로 인해 에너지 설비 수용에 찬성했다는 논리를 내세워 “희생자들”이 감수할

위험을 경시하고 외면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회가 이러한 희생시스템에 무감

각해지고 있으며, 희생시스템에서의 혜택은 강자에게 돌아가고, 위험시설을 떠

맡아주어야 희생자들의 “가치”가 사회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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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케다 하야토는 ‘소득배증론’을 통해 국민의 관심을 경제적인 풍요로

움으로 돌리고자 하였다. 그는 특히 경제성의 관점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주장했고, 새로운 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1964년 내각총리대신으로 취임한 사토 에이사쿠는 원자력 도입에

적극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더욱 원자력정책을 추진했다. 이와 같은 상

황 속에서 1960년대 중반부터는 9 전력회사들이 입지 지역을 선정하고

상업용 원전 착공을 시작하면서 주민들의 반대운동이 발생했다.

키노시타 타카시(木下尭, 2014)는 주민들 중에서도 원전 입지를 실질

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것은 지권자(地権者)와 어업권자라고 지적했는데,

지권자와 어업권자로부터 합의를 얻는다면 나머지 주민들이 반대운동을

하더라도 계획을 취소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반대운동을 하는 지권자나 어업권자가 토지를 팔지 않거나, 어업권을 넘

겨주지 않는 전략을 통해 전력회사와 맞섰다(연구참여자 A, 2019.8.28.).

어업이 발달한 마을에서는 어업권자의 반대가 심했으며, 그들의 목소리

가 힘을 가졌다. 대표적인 사례가 아시하마 원전 건설 반대운동이다.

아시하마 원전 건설 반대운동은 미에현의 난토쵸(南島町, 현재는 미나

미이세쵸(南伊勢町))와 키세이쵸(紀勢町, 현재는 타이키쵸(大紀町))에서

발생한 일본의 첫 상업용 원전 반대운동이었다. 츄부전력이 난토쵸와 키

세이쵸가 공유하는 쿠마노나다(熊野灘) 연안에 원전을 건설하려 했으나

어민들이 어장을 지키기 위해 반대한 것이다. 해당 반대운동은 1960년대

중반부터 2000년까지 지속되었으며, 원전 입지 계획을 백지화한 성공 사

례가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분석 시기 범위 내인 1963년부터 1967년까

지의 1차 반대운동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147)

해당 운동의 흐름을 요약하자면, 1963년 쿠마노나다 연안에 츄부전력

의 아시하마 원전 건설 계획이 세워졌고, 1964년 6월 난토쵸 의회가 원

147) 해당 반대운동은 두 번에 걸쳐 진행되었다. 1960년대의 반대운동을 통해

1967년 원전 건설 보류라는 성과를 얻었지만,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츄부전력이

다시 원전 건설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이 이에 대해서도 반대운동을 하여 2000년

에 최종적으로 건설 계획 백지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운동을 두 국면으로 나누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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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대를 결의를 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은 7월 아시하마 원전 건

설이 공식적으로 결정이 되었고, 같은 날 키세이쵸 의회가 난토쵸 의회

와는 정반대로 유치를 결의했다. 하지만 난토쵸 어협은 계속 반대운동을

하는 등 지역에서 원전반대파와 추진파의 대립이 극화되었다. 코와우라

(古和浦) 어협과 난토쵸 어협은 복수의 어협과 연합하여 끈기있게 원전

유치를 반대했다. 이들은 1만 6천 건이 넘는 반대 서명을 받아 미에현

지사에게 전달했다. 1966년에는 나카소네 야스히로도 포함한 정부 조사

단이 해양조사를 위해 방문했을 때 난토쵸 어협의 약 400척의 배가 해상

데모를 통해 이를 저지한 ‘나가시마 사건’ 등 격렬한 유치 반대운동을 벌

였으며, 원전 입지를 추진하던 난토쵸 촌장을 사임시키며 끈기있는 투쟁

끝에 1967년 미에현 지사 다나카 사토루(田中覚)가 ‘종지부선언’을 하면

서 주민들은 원전 건설 저지라는 성과를 거뒀다.148)

하지만 이후에도 츄부전력은 용지를 매각하지 않은 채 원전 입지를

추진했고, 주민들은 끝까지 반대운동 자세를 거두지 않았다. 마침내 2000

년 츄부전력이 원전 입지를 백지화함으로써 주민들은 37년간의 싸움의

결실을 얻어냈다. 하지만 긴 시간의 투쟁에서 커뮤니티의 분열이 발생하

여 주민들에게는 아픔으로 남았다(河野直践, 2003; 紫原洋一, 2015). 2002

년 반대운동의 주체가 되어왔던 주민들은 ‘난토쵸 원전반대 투쟁본부(南

島町原発反対闘争本部)’라는 이름으로 투쟁의 기록을 서적으로 펴냈는데

(南島町芦浜原発阻止闘争本部, 2002) 서적에는 당시의 상황과 결의문 등

이 실려있어 주민들이 형성한 여러 담론들을 관찰할 수 있다.149)

‘난토쵸 원전반대 투쟁본부’는 도카이무라와 같은 원자력 시설이 입지

한 지역을 시찰하고, 우지의 연구용 원자로 설치 반대운동 때와 같이 과

148) 해당 반대운동에서 나가시마 사건이 가지는 의미는 크다. 시바하라 요이치

(紫原洋一, 2015)에 따르면 건설 허가를 저지하기 위해서 난토쵸 어협은 해양조

사를 막아야 했는데, 일단 해양조사 허가가 나면 통산대신에게 건설 허가를 받

는 절차만 남기 때문이다. 난토쵸 어협에서는 원전 추진을 담당하는 통산대신이

허가를 내주지 않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고, 조합원들의 과반 이상이 허가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해양조사를 막는 것이 건설의 저지선이라 판단했던 것이다.

149) 이하 다른 인용 표시가 없는 한 모두 해당 서적에서 인용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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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로부터 지식을 얻는 등 적극적으로 준비했다. 주민들은 이를 토대로

원전의 위험성에 대한 담론을 형성했는데, 현재 탈원전운동 진영에서 논

의하는 수준과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원전에 내재

한 위험성의 핵심을 잘 파악하고 있다. 난토쵸 원전반대 투쟁본부는 원

전이 “실험단계”인 점으로 인해 아시하마와 같은 “벽지”, 즉, 대도시와

먼 곳을 골랐다고 주장했다. 또한 “죽음의 재”, 즉 방사성물질과 방사성

폐기물 처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을 지적했다. 이에 더해 방사능

으로 인한 인체의 피해에 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풍평피해’도 우려하

는 등 여러 이유를 들어 원전 입지를 반대했다.

하지만 지자체인 미에현 측에서는 원전 유치를 원했다. 당시 지사이던

다나카 사토루는 원전이 입지하면 교통인프라 정비를 중심으로 마을이

개발될 것이라 주장했고(西尾康広, 2019), 츄부전력은 주민들에게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홍보를 진행했다.

한편 난토쵸원전반대대책연락협의회의는 반대운동의 일환으로 정보지

인 ‘원전정보(原発情報)’를 발행했는데, 해당 정보지에 어장을 소중히 하

는 생각과 개발을 거부하는 주장이 실려 있다. “어장은 개인의 것이 아”

닌 “어민 공통의 생활의 장이며, 재산”이라는 것이다.150) 또한 “돈보다도

150) 이러한 주장을 통해 어민들이 어장을 ‘공유지(commons)’로 생각하고 있었

음을 알 수 있다. 공유지는 특정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관리해 온 마을 숲, 바

다, 공동목장과 같은 공동자원을 의미한다. 에콜로지스트(Ecologists, 1993)는 공

유지를 한정된 지역에서 실질적인 공동소유권을 가지는 특정 공동체 구성원에

게 한정되는 개념으로 보았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 이전에 하딘(Hardin, 1968)은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commons)’을 회피하기 위해 공유지를 사유화하

여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하딘에 따르면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유지를

사유화하지 않고 다수의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했을 경우 결국 이것이 고갈되

는 ‘공유지의 비극’을 맞이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이를 통해 자연자원 사유화와

개발을 주장했고, 그의 주장은 개발을 정당화하기 위한 이론적 자원으로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그의 주장은 공유지 관리 사례 관련 학제적 연구인 오스트롬

(Ostrom, 1990)의 ‘공유의 비극을 넘어’를 통해 비판되었다. 오스트롬은 하딘의

‘공유지의 비극’을 부정하며 공유지 관리 방안을 사유화나 정부의 규제가 아닌

특정 공동체의 자치적인 관리를 통해 충분히 자원고갈을 야기하지 않고 자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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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손, 도로보다도 생활을 진지하게 어업자는 생각해야” 한다며 어장을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가치로 두었다. 아울러 전력회사와 지자체가 추진

하려는 “개발”이 “우리들 연안어업자 전체의 복지, 생활향상과 직결하는

것은 아니”라며 개발 논리를 부정했다(西尾康広, 2019 재인용).

하지만 아시하마의 운동 역시 원전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았다. 그들은

아시하마가 아닌 다른 지역에 원전이 건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西尾

康広, 2019 재인용).

반대운동은 지속되었고 결국 1967년 다나카 사토루 미에현 지사가 원

전 건설에 대한 ‘종지부선언’을 함으로써 원전 입지는 실질적으로 취소되

었다. 해당 운동을 계기로 이전까지 각 입지 예정지역에서 산발적이고

소규모로 발생했던 운동이 점점 본격화되었고, 여러 단체들이 연계하는

형태로 변화했다(本田宏, 2003a; 佐田務, 2009).

앞서 언급하였듯 지역주민 주도의 반원전운동이 성공할 확률은 해당

지역의 어업이나 농업이 번성하고, 원전 입지를 통한 경제적인 이득보다

어업이나 농업을 통한 이득이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높다고 할 수 있

다. 아시하마 원전 입지 반대운동에서도 흥미로운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코노 나오후미(河野直践, 2003)에 따르면 난토쵸의 경우 1965년 당시 인

구의 약 71%가 1차 산업 종사자였고, 그 중 약 80%가 수산업에 종사했

다. 하지만 원전 입지를 결정한 키세이쵸는 인구의 약 55%가 1차 산업

종사자였으며, 그 중 수산업 종사자는 약 42%에 불과했다. 즉, 난토쵸는

어업이 생업의 중심인 마을이었고, 그것이 원전 건설 반대운동 발생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아울러 아시하마 원전 입지 반대운동의 사례는 모든 낙후된 지역들이

개발을 원한다는 생각이 틀릴 수 있음을 시사한다. 모두가 거대 자본이

투입된 인프라로 채워진 도시를 원하는 것은 아니며, 주어진 자연환경에

가치를 두고 소중히 여길 수도 있다. 개발지향적인 사회 분위기가 조성

되었던 고도경제성장기에 원전 입지에 따른 지역개발을 거부한 난토쵸

어민들의 외침은 이를 보여준다. 어민들은 어장을 단독으로 소유할 수

보존할 수 있음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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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공유지이자 지켜야 할 대상으로 생각했다.

또한 최종적으로 원전 입지를 막는 것에는 승리했으나, 앞서 언급하였

듯 장기간의 싸움으로 인해 지역 커뮤니티의 분열은 피할 수 없었다. 1

차 반대운동에서는 원전 입지 찬성과 반대를 둘러싸고 키세이쵸와 난토

쵸가 대립해야 했고, 2차 반대운동이 장기간 지속되는 과정에서 주민들

은 이웃 간, 심지어 가족끼리도 원전 유치 찬반에 따라 서로 적대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커뮤니티의 분열은 장기간 반원전운동을 지속한 지역들

에서 공통으로 관찰되는 현상이며(平林祐子, 2013) 일본 탈원전운동 진

영에서는 이것이 반원전운동 지역주민들 또는 시민단체 내부를 분열시키

기 위한 각 전력회사와 관련 정부 기관의 공작의 결과라 주장한다(海渡

雄一, 2014).

결과적으로 아시하마 원전이 입지하지 못했으므로 해당 운동은 성공

사례로 분류된다. 하지만 이후의 수많은 반원전운동이 원전 유치를 막는

것에 실패했다고 해서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1970년대

부터 일본의 원전 입지 예정 지역에서 반원전운동이 일어났고, 많은 경

우 장기간에 걸친 소송까지 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전 건설을 막을

수 없었다. 보상금이나 교부금 때문에 합의한 사례도 많았다. 하지만 각

운동은 거대 권력에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을 통해 원자력정책

참여의 기회 구축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3. 원전 건설 추진과 반대운동의 전국화

1) 주민 포섭책으로서 전원삼법교부금 제도의 설계151)

원전기술체제 작동과 반원전운동의 발아, 상업용 원자로의 착공이 이

어졌던 1960년대 후반이 지나고 맞이한 일본의 1970년에는 오사카에서

151) 제4장의 분석 시기는 1957년부터 1973년까지이지만 이 절에서는 1차 석유

위기와 전원삼법의 통과라는 1974년까지 걸쳐진 사건들에 대해 다룰 것이다. 따

라서 필요에 따라 1973년 이후에 발생한 일도 검토할 것임을 알려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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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한 만국박람회라는 행사가 있었다. 단기간에 경제성장에 성공한 일

본은 도쿄올림픽 이후 처음 자국에서 개최하는 대규모 행사였던 해당 박

람회를 통해 경제성장을 세계에 과시하려 했다. 행사 중 일본은 원자력

기술의 개발 성과도 공개했는데, 간사이전력의 미하마 1호기에서 생산한

전력을 박람회에 송전하는 이벤트였다. 1970년 8월 8일 행사장의 전광게

시판에 나타난 “미하마발전소 원자력의 전기가 만국박(람)회장에 시(試)

송전되었습니다”라는 글을 참석한 모두가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이벤트

는 건설 중이던 미하마 1호기의 전력을 만국박람회에 송전하는 것을 목

표로 했던 간사이전력의 바람이 반영된 것이었다.152) 이와 더불어 1970

년 3월 츠루가 1호기, 1971년 3월 후쿠시마 제1원전 1호기, 1972년 7월

미하미 2호기의 상업운전이 시작되며 5기의 상업용 원전이 가동을 시작

했다.153)

하지만 이 시기 일본에서는 고도경제성장의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

했다. 공해와 도시의 인구 과밀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것이다.

1972년 내각총리대신에 취임한 다나카 카쿠에이(田中角栄)는 “평화와 복

지를 실현하는 성장경제”, “성장추구형에서 성장활용형”이라는 방향성을

내세우며 ‘일본열도개조론’을 내걸었다(田中角栄, 1972).154)155) 그가 생각

152) 간사이전력 홈페이지(2020년 2월 18일 접속),

https://www.kepco.co.jp/firstcareer/professional/company/project02/

153) 나머지 1기는 일본원자력발전의 도카이 1호기(영국산 개량형 콜더홀형)이

다.

154) ‘일본열도개조론’에서 주장하는 국토개발의 핵심은 교통망 정비를 통한 낙

후지역의 공업화이다. 주요 도시들과 농촌지역을 고속도로로 연결하며 농촌지역

은 공업지대로 개발하여 도농격차를 줄이겠다는 것이다(田中角栄, 1972).

155) 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 1972)에서는 1972년 ‘신 전국종합개발계획(新

全国総合開発計画)’이라는 종합적인 국토 개발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개발계획

은 다나카 카쿠에이가 내각총리대신으로 취임하기 전에 발표된 것이지만 과밀

지역과 과소지역의 격차에 대한 문제의식이 반영되어 있으며, “신 산업도시”나

“공업개발의 새로운 거점” 관련 계획과 같이 적극적인 개발지향적인 기조를 토

대로 작성되었다. 특히 전원개발과 관련해서는 1985년의 전력수요가 1965년의

약 5배까지 증가할 것이라 예측했고, 1985년까지 1차에너지 공급 중 원전 비율

약 10% 달성을 위해 후쿠이, 후쿠시마(현재 후쿠시마 제1원전이 위치한 오오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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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던 당시 일본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경제발전으로 과밀화된 도시와 개발

에서 뒤떨어진 농촌의 격차였는데, 이러한 격차를 좁히기 위한 정책으로

도시의 세금을 징수해 비수도권 지방으로 이익을 환원하는 방안을 만들

었다. 그는 이 방안을 전력부문에서도 적용하고자 했는데, 전력요금에서

과밀지역과 과소지역 간 차이를 두고자 한 정책이 이른바 ‘전원삼법(電

源三法)’이다. 전원삼법은 1974년 제정된 ‘전원개발촉진세법’, ‘전원개발촉

진대책특별회계법’, ‘발전용시설주변지역정비법’을 총칭하는 말이다. 전원

삼법 제정 이전에는 전력회사가 ‘지역협력금’이라는 명목의 금액을 지불

하고 있었다(張貞旭, 1998).

전원삼법교부금 제도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소비자가 전력요금을 전

력사업자에 지불하면 판매전력 1,000kWh 당 375엔이 전원개발촉진세로

일반회계에 포함된다.156) 이 일반회계는 에너지대책특별회계(전원개발촉

진감정)로 편입되고, 다시 전원입지대책(161엔), 전원이용대책(146엔), 원

자력안전규제대책(68엔)으로 나뉘는데, 이 중 전원입지대책이 발전 시설

입지 지역의 ‘전원입지지역대책교부금’으로 교부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

1979년부터 2006년까지 교부되었다. 또한 ‘원자력발전시설등 주변지역교

부금’은 1981년부터 교부되었으며, 각 지역에 교부되는 기간은 원자력 시

설 착공부터 운전종료까지이다.157) 또한 원전이 입지한 지역에 신규 원

전이 증설되면 추가로 교부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전원입지지역대책

교부금’에는 핵연료사이클 시설 교부금에 상당하는 항목도 포함되어 있

다(宮城県 震災復興 외, 2019).

마)와 같은 지역에 “원자력발전기지” 건설을 추진하며 대규모 화력발전, 대용량

양수발전 추진도 계획으로 세웠다. 이와 같은 발전소의 대형화와 송전 입지의

원거리화에 따라 50만볼트의 “초초고압송전선”을 전국적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계획했다.

156) 전원개발촉진세 부담은 일반소비자의 전기요금명세서에는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금’과 같이 기능한다(湯浅陽一, 2011).

157) 해당 제도 설립 당초에는 원전이 가동을 시작하는 시점까지만 교부금이

주어졌으나 입지 지역 지자체들의 반발로 인해 1980년 개정을 통해 가동 시작

후 5년까지로 늘렸고, 1997년에 가동이 종료할 때까지로 기간을 변경한 것이다

(野村亮輔·藤本建夫,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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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삼법은 입지 지역의 이익을 위해 제정되었다는 명목을 가지고 있

었지만, 전력회사에도 유리한 제도였다. 일본의 전력회사는 전기요금을

‘총괄원가방식’으로 정하는데, 총괄원가방식을 통해 계산한 전기요금에는

발전소나 변전소, 송전선 건설비가 포함된다. 전원삼법을 통해 전력회사

는 건설비용이 비싼 원전을 용이하게 건설할 수 있게 되고, 건설비는 전

력회사의 이익이 되는 것이다(野村亮輔·藤本建夫, 2015).

아울러 이러한 다나카 카쿠에이의 일본열도개조론에 기반한 정책들은

일본의 발전국가체제가 개발주의 ‘토건국가(construction state)’로 전환하

는 계기가 되었음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홍성태, 2016; 小熊英二

외, 2019). 토건국가는 개번 매코맥(McCormack, 1996)이 미국의 ‘군산복

합체’에 필적하는 일본의 특징이라 주장한 개념으로, 정부가 대규모 토목

공사를 거대 건설기업에 발주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비리

가 얽히지만 결과적으로 국가는 막대한 부채를 지고, 국토와 자연환경이

파괴되다고 정의된다. 또한 토건국가는 개발의 대상이 된 지역주민들의

의사는 고려하지 않는 비민주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성장의 한계를

인정하지도, 고려하지도 않는(홍성태, 2004) 정치와 건설업계의 복합체이

다(河宮信郎·青木秀和, 1994). 다나카 카쿠에이의 개발주의적인 정책 중

무엇보다 건설투자의 막대한 확대가 토건국가체제의 형성에 막대한 기여

를 했지만(河宮信郎·青木秀和, 1994) 특히 전원삼법은 지금까지 언급한

토건국가적 성격을 강하게 내재하고 있다(Johnson, 1982; 김은혜, 2015;

김은혜·박배균, 2016; 홍성태, 2016).158) 이러한 특성을 작동시키면서 개

발주의 이데올로기를 함께 동원하며 전원삼법은 원전을 확대시킬 수 있

었다.

이와 같은 전원삼법이 논의되던 중인 1973년 10월 1차 석유위기가 발

생했다. 이에 따라 3개월만에 배럴당 3달러 정도였던 석유가격이 12달러

수준까지 급등했다.159) 결과적으로 석유 관련 제품들의 가격이 상승했고,

158) 전원삼법교부금은 고도경제성장에서 뒤처진 지역주민들을 자민당을 지지

하도록 확실히 붙잡아두기 위한 제도이기도 했다(小熊英二 외, 2019).

159) 原子力百科事典 ATOMICA(원자력백과사전 ATOMICA) 홈페이지(2020년

2월 18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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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일본 정부 측은 국민에게 일요일 운전

피하기, 난방온도조절 등 ‘석유절약운동’과 관련된 사항들을 제시했고, 통

상산업성(지금의 경제산업성)에 에너지의 안정공급을 위한 기관으로 자

원에너지청이 신설되었다.160)161) 하지만 석유 중심의 에너지 공급을 통

해 성장을 이루었던 일본의 경제는 더 이상 이전의 성장을 지속할 수는

없었다. 1974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일본의 고도경제성장은 종

료했다.

석유를 통해 이전처럼 에너지를 공급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일본

정부는 이를 이유로 원전 건설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했다.162) 1972년

만 해도 원자력개발장기계획에 “석유화력발전보다 비싸”다고 언급되었던

(原子力委員会, 1972) 원자력이 에너지의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지위가

격상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원삼법 제정도 속도가 붙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사회당, 공산당과 같은 혁신 개열 정당에서 전원삼

법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사회당 사노 스스미 의원은 전력공급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전원삼법은 통산성이 에너지절약(省エネルギー)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주장했던 것에 모순된다고 주장했다.163) 법안은 에

https://atomica.jaea.go.jp/data/detail/dat_detail_16-03-04-01.html

160) 経済産業省 資源エネルギー庁(자원에너지청) 홈페이지(2020년 2월 18일 접

속),

https://www.enecho.meti.go.jp/about/special/johoteikyo/history4shouwa2.html

161) 참고로 2001년에는 중앙성청 재편에 따라 자원에너지청에 ‘원자력안전보안

원(原子力安全·保安院)’이 신설되었다. 원자력안전보안원은 상업용 원자력 시설

의 안전규제와 그 외 가스 등과 같은 에너지원의 보안, 시설관리도 담당했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적합하게 대처할 수 없었음과 원전의 사고 예방대

책을 방기해왔다는 무책임이 문제가 되어 2012년 폐지되었다.

162) 다나카 카쿠에이는 1973년 12월 1일 참의원예산위원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석유문제가 여기까지 오면, 원자력문제, 원자력발전이라는 것이 얼마

나 필요한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제 전혀 논쟁이 없는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자력발전소는 해야만 합니다.” (1973년 12월 1일 참의원예산위원회

회의(国会, 1973c)). 이를 통해 내각총리대신이 선두에 서서 석유위기를 계기로

원전의 필요성을 강조했음을 알 수 있다.

163) 이와 관련된 일본 정부 측의 정책으로 석유위기 이전부터 계획하고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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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절약 정책을 실시한 이후에도 전력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아울러

못하는 경우에 제안되어야 하며, 정부가 고도성장의 폐해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여전히 성장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 비판했다.164)

하지만 정치권의 반대는 혁신계열 정당에 한정된 것이었고 전원삼법

은 다나카 카쿠에이의 강한 의지와 자민당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1974

년 제정되었다. 다나카 카쿠에이가 의도한 바와 같이 전원삼법교부금 제

도는 지역의 반대운동을 약화시킨 효과가 있었다(小熊英二, 2012; 山本富

士夫, 2012). 원전 입지 반대운동을 하던 주민들 중 상당수가 보상금과

교부금, 전력회사의 포섭책에 항복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정부와 전력

회사는 원전의 지역개발효과에 더해 안전성에 대해 선전하는 신문광고,

팜플렛, 강연회 등 홍보를 적극적으로 진행했고, 선전은 전국적으로 확대

되었다(岡田知弘, 2016). 이 시기 원전 입지 반대운동은 원전 자체에 반

대하는 반원전운동으로 발전했고, 전국적인 연계를 꾀하며 체계를 형성

하고 있었지만 전원삼법 제정과 함께 이러한 목소리는 지역에서 소수가

되고 말았다.165)

그렇다면 전원삼법교부금제도는 과연 원전 입지 지역의 재정에 도움

이 되었는가? 선행연구들은 전원삼법교부금과 같은 원전으로 인한 수익

을 편성했던 ‘선샤인계획(サンシャイン計画)’을 들 수 있다. 1974년에 실시된 해당

계획은 자연 유래 에너지인 태양광이나 풍력의 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프로젝트

였다. 하지만 선샤인계획의 담당연구개발관이었던 사카이야 타이이치(堺屋太一,

2014)에 따르면 선샤인계획은 시작 당시에는 주목을 받았으나 1976년경 석유

정세가 다소 안정을 찾게 되어 사람들의 에너지 절약과 재생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 줄어 추진이 미비해진 프로젝트가 되어버렸다. 아울러 석유를 대신

할 새로운 에너지는 원자력, 특히 핵융합 기술이라는 논의가 일본 사회에 급격

히 확대되었던 것도 큰 이유였는데, 이러한 현상은 일본 정부의 원전 추진과 홍

보만이 아니라 당시 사회적 배경에도 원인이 있었다. 고도경제성장기의 “거대

화, 집중화, 규격화”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소형, 분산화라는 재생가능

한 에너지를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내건 선샤인계획은 확대될 수 없었던 것이다.

164) 1974년 5월 15일 중의원 상공위원회 회의(国会, 1974a)

165) 1980년 9월까지는 교부금 총액 1,293억엔이 승인되었다. 이를 토대로 발전

용 시설의 주변 지역의 공공용 시설 정비를 위한 비용으로 전원입지촉진대책교

부금이 지자체에 교부되었다(原子力委員会,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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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일시적으로 지역에 이익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역의 재정자립도

를 떨어뜨리고, 원전 입지 시 선전되었던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얻을

수 없었다는 분석이 다수를 차지한다(湯浅陽一, 2011; 川久保篤志, 2013;

野村亮輔·藤本建夫, 2015). 시간이 지날수록 교부금의 액수가 감소하고,

원전의 고정자산세는 감가상각으로 인해 줄어든다. 이로 인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떨어지고 해결책으로 새로운 원전 유치를 결정해서 교부금

을 받는 원전에 의존적인 경제구조로 변한다는 것이다(清水修二, 1992;

湯浅陽一, 2011; 川久保篤志, 2013, 平岡和久, 2014).166)

또한 ‘과소화 지역’의 인구유출·감소 현상을 해결할 것이라는 기대가

실현된 곳은 원전 입지 지역들 중 후쿠시마현 내 입지 마을이나 도카이

무라 정도로 한정되었고, 나머지 지역은 원전 입지 후에도 과소화 현상

이 개선되지 않았다(川久保篤志, 2013). <그림 4-3>이 이를 보여주는데,

1985년 이후 원전 입지 지역의 인구 증감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여왔던 것이다.167) 원전 입지 지역의 ‘과소화’는 원전 입

지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었다.

166) 이와 관련하여 1997년부터 2013년까지 도카이무라의 촌장을 지냈고 JCO임

계사고(1999년)도 경험했던 무라카미 타츠야(村上達也)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

생 후 강연회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원전 건설이 결정된 지역은 모든 것

을 원전에 의존합니다. 10년간 400억엔의 돈이 들어옵니다. 농업, 낙농, 수산업,

지방 특화 산업과 기존의 산업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원전 관련 산업투성이가

됩니다. 물론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해 주지만 고도성장기였음에도 새로운 산

업은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 (村上達也, 2013)

167) <그림 4-3>에 대해 2010년 이후 원전 입지 지역의 인구가 이전 시기들에

비해 급격히 감소한 것에 대한 일본 정부의 명확한 설명은 없으나 후쿠시마 제

1원전이 입지한 지역주민들의 피난이 이루어진 것이 주된 요인일 것이라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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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経済産業省 資源エネルギー庁(경제산업성 자원에

너지청) 홈페이지

<그림 4-3> 원전 입지 지역의 인구 추이

전원삼법교부금 제도는 원전 입지 지역에 금전적인 혜택을 주면서 원

전 확대를 용이하게 했다. 하지만 입지 지역의 과소화는 해결하지 못했

고, 지역의 재정은 개선되지 않아 새로운 교부금을 받을 수 있는 신규

원전 유치로 이어져 특정 지역의 원전의 밀집화를 발생시켰다. 또한 해

당 교부금은 세금으로 충당되었기 때문에 납세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구조를 형성했다.

2) 반원전운동의 전국화와 전원삼법에 대한 비판

앞서 언급하였듯 1960년대말부터 전국 각지에서 원전 건설이 착공하

거나 입지 계획이 진행되면서 해당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반원전운동이

발생했다. 이 중 와카야마현의 히다카쵸(日高町)는 주민들의 반대운동을

통해 간사이전력의 원전 건설을 막아내는 등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또한 핵무기에 대해서만 공식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냈던 원수금도 원

전의 위험성과 비민주적인 입지 절차, 핵연료사이클 등을 비판하며 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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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반원전운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반원전운동 진영 이외에 일반 국

민의 원전에 대한 관심은 적었고, 원전에 대해 깊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

이 있었다(연구참여자 A, 2019.8.28). 신문에서는 대체적으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찬성하는 글을 썼기 때문에(本田宏, 2003a) 원전에 대해

우호적인 생각을 가지기 쉬웠다.168) 또한 1969년에는 일본원자력문화진

흥재단이 원자력 홍보를 위한 기관으로 설립되어 본격적으로 관련 활동

들을 전개했다.169)

이 시기 일본 국민의 원전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 1968년에 일본 내각부가 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에 의하면 57.5%의 응답자가 ‘원자력의 평화이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답하며 향후 10-20년 사이에 가장 급증할 에너지원에

대해 55.0%가 원전이라고 답하였다(화력 3.9%, 수력 4.3%).170) 하지만

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폭발이 일어날 일이 “절대 없다”는 가정에 대

해서는 34.3%가 신용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신용한다는 답은 19.3%였기

168) 원자력위원회가 1973년에 작성한 ‘1974년 원자력 예산에 관한 계획’(原子力

委員会, 1973a)에서 일본 정부 측의 언론을 통한 원자력 홍보 방침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일반 국민에게 원자력에 관한 올바른 지식의 보급을 목표로 함으로써

원자력의 평화이용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원자력 개발 이용을 한층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TV, 출판물 등을 통한 홍보활동, 강연회 및 각종 세미

나의 전개 등 보급계발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169) 일본원자력문화진흥재단은 2014년에 일본원자력문화재단으로 명칭이 변경

되었다. 해당 재단의 홈페이지에는 기관의 설립 목적을 “원자력의 평화이용에

대한 지식의 계발보급을 진행하고,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 밝은 문화사

회의 형성에 원자력이 기여하는 것”이라 소개하고 있다. 이들의 주된 활동은 원

자력 여론조사 실시, 심포지움과 같은 행사 개최와 강사파견, 원자력에 대한 학

교교육 협력, 보도관계자를 위한 원자력강좌 개최, 지역에 대한 홍보활동 개최,

월간지와 팜플렛 발간 등이 있다.

日本原子力文化財団(일본원자력문화재단) 홈페이지(2020년 5월 27일 접속),

https://www.jaero.or.jp/index.html

170) 世論調査(내각부 여론조사) 홈페이지(2019년 6월 12일 접속),

https://survey.gov-online.go.jp/s42/S43-03-42-25.html

이하 같은 조사결과는 모두 해당 홈페이지에서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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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정부 측의 안전성 홍보에도 불구하고 폭발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자택에서 가까운 거리에 원전이

입지하는 것에도 41.1%가 반대했고, 찬성은 16%에 불과했다. 반대하는

이유로 폭발 위험과 방사능 오염, 재해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과 같이

안전에 대한 우려가 과반을 차지했다. 이와 같이 당시 일본 국민은 원자

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체적으로 찬성하고, 에너지원으로 원전이 확대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원전에 내재하는 위험성 때문에 자신의 집 근처에 입

지하는 것은 반대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지역의 반원전운동 주체들은 운동의 성공을 위해

전국적인 운동의 연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1972년 1월 29일부터 3일

간 후쿠이현 츠루가시에서 ‘원전반대운동 전국활동자회의’가 열려 각 지

역 반원전운동 주민 대표들 100명이 참가하는 등 연계의 움직임이 나타

났고, 1972년 11월에는 ‘원전·재처리공장반대운동 정보·연락센터(原発・
再処理工場反対運動情報・連絡センター)’가 설립되었다. 해당 센터는 명칭

과 같이 원전뿐만 아니라 건설과 건설 계획이 진행되던 재처리공장 반대

운동도 전개했다.171) 또한 각지의 반원전운동에 관한 기고와 정보들, 원

자력정책 동향과 해외의 동향을 담는 ‘원전투쟁정보(原発斗争情報)’라는

월간 간행물을 발행하기 시작했다. 아울러 이 시기부터 각 지역의 사회

당이 반원전운동을 지원하기 시작했는데, 사회당은 1972년 1월 35회 당

대회에서 “원자력발전소, 재처리공장 건설반대운동 추진을 위한 결의”를

채택했다. 이를 계기로 각지의 사회당과 지역 노동조직, 원수금, 지역주

민들이 연합하여 반원전투쟁을 전개했다.172)

171) 당시에는 도카이무라의 도카이재처리시설이 1971년부터 건설 중이었다. 해

당 재처리공장은 경수로에서 사용된 핵연료를 하루 0.7톤 정도 재처리할 수 있

게 설계되어 있었다. 사용후 핵연료의 국내 처리의 필요성은 1960년대부터 원자

력위원회의 재처리전문부회를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原子力百科事典(원자력백과

사전) ATOMICA 홈페이지(2020년 2월 4일 접속),

https://atomica.jaea.go.jp/data/detail/dat_detail_04-07-03-06.html

172) 新社会党(신사회당) 홈페이지(2020년 2월 20일 접속),

http://www.sinsyakai.or.jp/top/sinsai/110927_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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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 반원전운동 측의 주된 논의 주제들은 일본에서 가동 중인 원

자로의 위험성, 방사성물질의 위험성, 온배수 문제, 원자력 행정의 비민

주성과 안전심사의 문제점, 원전 건설 저지 등 다양한 방면에서 제기되

었다. 특히 당시에는 일본에서 가동을 시작한 원자로들의 배관의 균열과

같은 고장이 이어져 설비이용률과 시설가동률 저하로 이어졌기 때문에

반원전운동 측은 더욱 강력히 원전의 위험성에 대해 주장할 수 있었다

(<표 4-1>).173)

연도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가동원전

수
2 4 4 5 6 8 12

설비이용

률(%)
58.7 78.3 68.9 62.0 54.1 54.8 42.2

시간가동

률(%)
69.1 79.9 74.7 70.0 64.1 60.5 48.0

<표 4-1> 원전의 설비이용률과 시간가동률 추이

자료: 原子力百科事典 ATOMICA(원자력백과사전 ATOMICA) 홈페

이지의 표를 재구성

1973년에는 일본의 첫 반원전 소송인 이카타 1호기 설치허가 취소 소

송이 발생했고, 도카이무라의 도카이 2호기 설치허가 취소 소송도 이어

졌다. 이를 통해 반원전운동에는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변호사와 같은 법

률가들도 반원전운동을 지원하게 되었다.174) 두 소송은 각각 1992년,

2001년에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으나 이를 계기로 타 지역에서도 주민들

173) <표 4-1> 이후의 시기인 1976년부터 1979년까지 일본 내 원전 설비이용

률은 더욱 낮아져 매년 4-50%대에 머물렀으며, 1980년부터 겨우 60%대를 회복

하기 시작했다. 이에 관해서는 제5장에서 다루도록 한다.

174) 진보적인 과학자 집단인 ‘일본과학자회의(日本科学者会議)’는 조직 내에 원

자력문제연구위원회를 설립하여 1972년 이후 지속적으로 원자력발전문제전국심

포지움을 개최하며 정부 측과 전력회사의 원전 추진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다(山本富士夫,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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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송을 통해 투쟁하게 되었다. 특히 이카타의 경우 원전 주변 주민들

의 원고적격이 인정받았기 때문에 각 원전 입지 지역의 소송발생의 계기

가 되었다(고영아, 2011).175)

반원전운동 측에서는 전원삼법에 대해서도 법안 제정 단계부터 반대

운동을 전개했다. 1973년 5월 21일에는 ‘주변지역정비법’에 반대하며 원

전과 화력발전 반대운동 측의 약 100단체가 연합하여 도쿄에서 공동집회

를 했다. 특히 이 집회는 반원전과 반화력발전이 처음으로 공동 행동을

시도한 것이었으며, 해당 법안을 폐안하기 위해 각지에서 더욱 강력히

투쟁할 것을 각 대표들이 권고했다. 이 날 집회에서는 각 단체들이 작성

한 ‘어필’을 통산성에 전달하는 데에 의견이 일치했고, 5월 31일 당시 통

산성 대신이던 나카소네 야스히로에게 직접 전달했다(原発・再処理工場
反対運動情報・連絡センター, 1973b).
이와 같이 반원전운동 측에서는 전원삼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반대 행

동을 하며 해당 법안을 주민들과 지자체를 겨냥한 “매수법”이라 비판했

다. 이에 더해 반원전운동 측은 전원삼법이 원전의 위험성, 방사능의 위

험성과 같이 주민들이 제기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라 지적

하며 원전에 내재한 위험성에 대해 비판하는 자세를 거두지 않았다(原

発・再処理工場反対運動情報・連絡センター, 1973b).

4. 일본 정부와 시민사회의 담론투쟁: 입지 추진과 반대 담론

의 경합

1) 담론경합: 반원전운동 전개에 따른 경합 주제의 다양화

이 절에서는 1957년부터 1973년까지 일본 정부와 시민사회의 원자력

관련 각 주체들이 형성하는 담론을 파악하고 경합하는 담론간의 갈등구

도를 분석할 것이다. 경합하는 담론들은 일본 정부 측의 ‘원자력의 평화

175) 이 중 이카타원전의 소송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제5장에서 상세히 다루도

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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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이용’과 시민사회의 ‘반원전’, ‘원전 입지 추진’과 ‘원전 입지 반대’, ‘원

전의 안전성’과 ‘원전의 위험성’, 전원삼법과 관련된 ‘지역 이익’과 ‘매수

법’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절의 담론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정부 측 54건(정부 내부문서 7건,

원자력개발 장기계획 3건, 국회 연설 및 발언 42건, 지자체 회의 등 발언

1건, 보고서 등 기타 문서 1건, 지자체 홍보 영상 1건), 시민사회 측 18

건(선언문 및 기고문 등), 정부 측과 시민사회 측 공통 5건(국회회의록 1

건, 기고문 4건) 총 122건이었다.

(1)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vs 반원전

일본 정부 측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항목별 주된 담론들

의 특징은 다음과 같았다.176) ‘에너지원’으로서의 원자력은 이전 시기보

다 다양한 측면에서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먼저 일본의 석유, 석탄, 수력

자원이 풍부하지 않아 에너지자원의 절반 이상을 수입해야 한다는 위기

담론이 형성되었다. 이에 반해 ‘옐로케이크’, 즉 농축우라늄은 상대적으로

전력 생산에 필요한 양이 적고, ‘외화’ 절약에 기여한다는 담론이 제기되

었다. 한편 일본은 미국에 비해 수력, 화력의 발전원가가 비싸기 때문에

‘비교적 빠르게’ 원자력을 에너지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담론과 원전이

기존의 발전 방식에 비해 ‘큰 발전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추상적인 기

대도 드러냈다. 1960년대 중반부터는 원자력을 공급이 안정적인 에너지

원으로 정의했고,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고려해 원자력으로 에너지공급

원의 다양화를 꾀해야 한다는 산업 기여 담론이 형성되었다. 반면 1970

년대 초에는 원전에 대해 석유화력보다 비싼 에너지원이지만 기술개발을

통해 경제성이 향상될 것이며 1980년대 중반이 되면 석유화력발전과 ‘충

분히 경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원전의 경제성 향상 담론을 발신했다. 또

한 원전은 연료 수송과 비축이 용이한 “준국산에너지공급원”이라는 담론

도 형성했다. 전력소비를 줄일 수는 없으므로 석유를 대체할 원전의 비

176) 제2기의 양측의 주제별 담론의 세부적인 텍스트는 <부록 4>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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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을 높여야 한다는 석유의 대체에너지로서의 원전 담론도 존재했다.177)

‘경제성장’ 측면에서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은 강조되었다. 원자력을

통해 생산력을 향상시키고, 경제와 산업이 번영할 것이라는 담론이 형성

되었고, 에너지 수입 시 외화 소비 문제가 경제성장 관련 논의에서도 제

기되었다. 원자력 에너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주장되었고, 1960년대 후반에는 원전의 확대를 통해 새로운 산업이 발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담론으로 형성되었다.

한편 이전 시기에는 논의가 없었던 원자력의 ‘생태성’과 관련된 담론

들이 1960년대 후반부터 발견되었다. 원자력은 ‘중유’와 비교했을 시 공

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1970년대에는 ‘핵융합, 태양에너지, 수

소에너지’가 자원이 풍부한 ‘무공해 신에너지 기술’로 정의되었다. 원전

입지를 추진하던 지자체는 공해가 ‘1,000만분의 1’이라도 있다면 원전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표현하는 담론을 발신했다. 하지만 일

본 정부 측은 ‘방사성폐기물’과 ‘온배수’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는데, 방사

성폐기물에 대해서는 ‘기술이 급속히 진보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력이

‘한층 깨끗한 에너지공급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낙관적인 태도를

보였다. 반면 온배수의 환경에 대한 영향은 ‘충분히 해명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확신이 결여된 담론을 형

성하며 관리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또한 1950년대 후반 원자력은 ‘복지 증진’ 목적을 위해 이용되어야 하

는 대상으로 정의되었다. 일본 정부 측은 원자력을 인류의 복지와 국민

생활 향상을 위해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60년대 후반에는 원자력

이 국민의 생활 복지에 “큰 기여”를 한다는 담론이 형성되었다.

‘기술 추격’과 ‘기술 자립’에 대해 1960년대까지는 일본이 “선진국”에

비해 뒤처져 있다며 기술 추격의 필요성과 의지를 강조하는 담론이 형성

되었다. 또한 원자력을 “자신의 것”으로 하는 기술 자립이 실현되었을

177) 해당 주장은 1차 석유위기 발생 이전인 1973년 3월에 당시 내각총리대신

이던 다나카 카쿠에이에 의해 제기된 것이다(国会(1973a), 1973년 3월 20일 참

의원 예산위원회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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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 국제협력에 기여할 수 있다며 국제사회와 관련된 측면에서 기술 자

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970년대 초반에는 이전 시기에 비해 기술개발

이 진행되자 일본 정부는 기술 자립 강화는 인정했지만 아직 선진국들에

비해 충분하지 않다는 담론을 형성했다.

일본 정부 측은 ‘국제 정치’ 측면에서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의 필요

성을 주장하였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은 세계 평화에 도움이 되고, 유

일한 피폭 국가인 일본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하여 국제 사회에

기여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담론은 1954-1956년의 관련

담론들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과학기술 발전 기여’에 대해서는 1950년대 후반에 관련 담론이 형성

되었다. 일본 정부 측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 “과학기술 진흥의 일

환”이며, 그렇기 때문에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는 담론을 발신했다. 또

한 “새로운 발명”인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국민 반응’ 관련 담론은 1950년대 후반

에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 일본 국민의 ‘일치된’ 의사라는 긍정적인

담론이 형성되었지만 반대운동 발생 이후에는 원자력 홍보의 필요성이

담론에 반영되었다. 1960년대 중반에 일본 정부는 국민의 원자력에 대한

친숙함과 이해도를 높이고,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담론을 형성

했는데, 1960년대 후반에는 국민이 핵무기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구

분해서 생각하도록 정치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거나 국민의 “핵알레르기”

가 점차 해소되고 있다는 등 일본 국민이 핵무기 피폭 경험과 관련된 인

식을 기반으로 원전을 반대한다는 담론을 형성했다. 1970년대 초반에는

원자력이 “비판”받고 있기 때문에 특히 “젊은 세대에게 원자력의 바른

지식을 보급시키는 것”이 중요하므로 학교 교육 등을 통해 원자력교육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담론을 형성했다. 이러한 담론들을 통해 일본 정부

측이 국민의 원자력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구성하고 통제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1970년대 초반부터는 고속증식로와 핵융합, 핵연료사이클에 대한 담론

들이 활발히 형성되기 시작했다. 고속증식로와 핵융합은 새로운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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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으로 정의되었는데, 고속증식로가 소비한 것 이상의 핵연료를 생성하

는 “획기적인 것”이며 “깨끗한 에너지공급원”으로 원전의 “주류”가 되어

야 한다는 담론이 발신되었다. 핵융합도 “깨끗”하고 “반영구적”이며 “안

정성있게 공급”할 수 있고, “안전성이 극히 높아” “궁극의 에너지원”이

될 것이라고 정의했으며 이와 관련해 핵연료사이클이 확립되어야 한다는

담론을 형성했다. 또한 재처리는 일본 국내에서 진행해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관련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해당 시기 일본 정부 측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담론에

는 발전주의 이데올로기가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일본 정부 측

의 담론을 통해 원자력은 경제성장과 국민생활 향상을 위해 필요한 에너

지원이자 유용한 도구로서 정의되었고, 석유위기 발생 이전에도 석유를

대체할 에너지원으로서의 위상이 부여되었다. 이외에도 원자력은 공해,

국제정치 관계 등 당시의 극복해야 할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로

정의되었다.

이 시기 반원전운동 시민사회 측의 항목별 반원전과 관련된 담론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원전이 입지하는 것에만 반대한 운동은 제외하

고 반원전운동과 관련된 담론들만 정리하였다.178)

먼저 반원전운동 측은 ‘에너지원’으로서의 원자력은 일본의 에너지원

을 미국의 기술과 원료에 더욱 “의존”시킨다는 담론을 형성했다. 이는

일본 정부 측의 원자력을 통한 에너지공급원의 다양화 담론과 “준국산에

너지공급원”이라는 담론의 대항담론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반원전운동 측은 원전을 통한 ‘경제성장’에 대해 자신들의 투쟁

이 “광기를 띄는 생산확대노선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이라는 담론을 형

성했다. 또한 원자력개발이 “생산제일주의를 관철”하기 때문에 위험성을

무시하고 주민을 실험대상으로 만든다고 비판하였다. 이는 일본 정부 측

이 원전을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로 정의한 것에 대한 경합담

론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반원전운동 측이 당시의 성장제일주의에

178)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원전이 입지하는 것을 반대하는 담론은 다음 (2)

절에서 상세히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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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토대로 담론을 형성했음을 알 수 있다.

원전의 ‘생태성’과 관련해서도 반원전운동 측은 부정적인 담론을 형성

하였다. 그들은 원전 주변 해면 매립공사로 어장이 오염되었다고 비판하

거나 방사능으로 인한 오염을 “여러 공해와는 질적으로 전혀 다”르다며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러한 위험에 원전 입지 현의 주민

들이 모두 노출될 것이라는 담론을 형성했다. 정부 측의 원전이 “깨끗한

에너지원”이라는 담론에 대한 대항담론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반원전운동 측은 특히 ‘원전의 비민주성’에 대해 다양한 담론을

형성하며 비판했다. 그들은 “독점이윤을 추구하는 전력자본”에 의해 국

민의 감시나 규제권한이 결여되고, 원자력삼원칙이 기업들의 비밀주의로

인해 기능할 수 없게 되었다는 담론을 형성했다. 또한 이러한 독점자본

을 “적”으로 설정하며 “적”에 대해 지자체를 포섭하고 권력과 일체인

“권모술수”를 다하는 대상으로 정의했다. 또한 원자력행정도 공개의 원

칙을 지키지 않으며 주민을 “완전히 무시”하고, 처음부터 주민을 참여시

키려 하지 않았다며 ‘주민 배제’를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 참여

조치를 요구하고, 주민의 3분의 2 이상 출석 관행을 어긴 지역 총회를

비판하는 등 비민주적인 절차를 비판하는 담론을 형성했다. 또한 원전이

국민의 생명, 자유, 행복추구권과 같은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비

판했다. 이러한 담론들은 원자력 행정의 비민주성을 비판하는 것이지만

이를 통해 원전 자체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향후 원전의 ‘방향성’에 대해 가동 중인 동력로를 즉시 정지하고

건설중인 동력로는 공사 중지 후 주민들의 의사를 우선으로 하자는 담론

을 형성했다. 이러한 담론은 원전의 비민주성과 관련된 담론과도 연결되

어 원전 입지 행정에서 주민의 의사를 가장 중시하라고 요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반원전운동 측은 일본 정부 측이 내세우는 발전주의 이데

올로기에 대항하는 담론들을 형성하며 반원전 논리를 전개했음을 수 있

다. 이들은 주로 원자력의 위험성 담론을 통해 발전주의 이데올로기와

접합된 원자력 추진 담론에 대항했다. 이외에도 민주주의의 가치를 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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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며 원자력 추진 담론과 경합했음을 알 수 있었다.

(2) 원전 입지 추진 vs 원전 입지 반대

이 절에서는 원전 입지 지역 또는 입지 예정 지역의 원전 입지 추진

과 관련된 일본 정부 측의 담론과 이에 반대했던 지역주민들의 원전 입

지 반대 담론의 경합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각 담론 주

체들의 주된 담론들을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파악할 것이다.

일본 정부 측은 원전 입지 추진을 위해 먼저 원자력시설이 해당 지역

에 입지하는 것에 대해 정부는 ‘지역주민 반대’ 담론을 통해 예산이 준비

되어 있던 연구로가 시간이 지나도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계획을 진행할

수 없었다며 원전 입지 추진이 늦어지는 원인을 주민들의 반대운동때문

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일본 정부 측은 반대운동의 원인을 주민들이 원

자력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았고, 관련

지식보급의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1960년대 후반에는 반대운동의 원

인이 해수오염, 방사능에 대한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충분한 설명”을 통

해 “설득”하여 반대운동을 제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들은 원전 입지와 관련된 주민들과의 담론경합 속에서 ‘국익

우선’과 관련된 담론들을 통해 원전 입지를 추진하려 했다. 우지시의 원

자로 설치에 대해서는 “다액의 국비”를 들였기 때문에 연구자들의 편의

와 국가의 학문 발전을 위해 우지시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70

년대 초반에는 “에너지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만일 전기가 사라지

거나, 엘리베이터가 멈춘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와 같이 위기적인 담론

을 발신하며 원전 건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일본 정부 측은 1960년대 중반부터 원전 입지를 통한 ‘지역 개발’ 담

론을 제시했다. 아시하마의 사례에서 지자체는 원전 입지의 대가로 지역

의 전면적인 개발을 제안했다. 해당 지자체는 쿠마노나다 연안의 “개발

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원전을 통해 지역 투자와 개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주민들의 “생활향상”,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주

장했다. 개발이 기대되는 부문은 도로, 항만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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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수산물의 유통개선과 축양식어업의 확충 등 어업의 발전, 아울러

농업 구조 변혁과 지역 관광 자원 개발 등 다양한 예시를 들었다. 또한

이와 같은 개발은 원전과 관련된 “민간자본 투입”을 통해 가속화될 수

있다며 원전 입지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원전 건설을 통한 지역 고용 증

진과 같은 지역 경제 활성화도 주장했다. 이와 같은 담론들은 당시 일본

정부 측이 추구하고 사회에 발신했던 개발주의적인 성격을 강하게 드러

내는 것이었다. 또한 1970년대 초에 정부는 지자체가 원자력과 관련된

“정확한 지식 보급에 협력”하며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 지역사회 발전

에 공헌하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한다는 원전과 지역 사회 발전을

연결시키는 담론을 형성했다.

또한 일본 정부 측은 1950년대 말 우지시에 원자로가 입지해야 하는

이유를 입지 선정 결정을 내린 위원회의 “권위”를 통해 정당화하고자 했

다. 위원회는 관료, 학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의 권위가 있으므로

이들이 내린 결정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일본 정부 측은 원자력기술 도입 초기에는 관료제의 권위

주의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국익을 위한 주민의 희생을 강요했으나 이후

정책의 방향성이 주민 포섭으로 변화하자 지역 개발을 주된 담론으로 형

성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두 시기의 담론에는 모두 발전주

의 이데올로기가 반영되었으며, 특히 주민 포섭을 위한 담론에는 지역의

전반적인 영역에서의 개발이라는 강한 개발주의 이데올로기를 통해 주민

들을 포섭하려 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대항하는 원전 입지 반대운동 또는 반원전운동 측의 원전 입지

반대 관련 주된 담론은 다음과 같았다.

우지시의 반대운동 사례에서 주민 측은 원자력의 “중요”성에 찬성하

며 원전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았지만, 관련 지식이 부족한 상황임을 호

소했다. 또한 우지시의 반대운동과 아시하마의 반대운동에서는 모두 방

사성 물질이 누출되면 풍평피해로 인해 지역 농산물과 어업이 피해를 입

을 것이며, 특히 우지시의 경우 원자로 설치가 계획된 것만으로 풍평피

해가 발생했다며 관련 담론을 형성했다. 또한 아시하마의 사례에서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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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이 과학자의 설명회에 참석하여 원전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

을 깨달았고, 원전은 아직 “실험단계”이기 때문에 사고의 가능성을 고려

하여 대도시가 아닌 쿠마노나다와 같은 “벽지”(외지)를 선정한 것이라

주장했다. 1970년대부터 반원전운동이 전국화되면서 보다 반대논조가 강

해져 “건설 여부의 최종판단은 주민이 내”려야 한다는 주장과 주민이 결

론을 내릴 때까지 “원전건설계획을 일절 동결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도카이무라의 경우 원전 부지에서 20km 범위 내의 인구분포가 밀집되어

있는 것과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 도시와 위치가 가깝다며 “근접 부지”

의 “최초 사례”인 것을 이유로 원전 입지 반대 담론을 형성했다. 아울러

이러한 지역에 “안전성이 의문인” “대형원자로”를 건설하는 것은 주민들

에 대한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폭력”이라고 주장하며 원전 건설을 비

판했다.

또한 일본 정부 측의 원전 입지 ‘지역 개발’ 관련 담론에 대한 반개발

주의적인 대항담론을 아시하마의 반대운동에서 관찰할 수 있었다. 주민

측은 이미 번영하고 있는 지역 어업의 상황을 토대로 지역 개발 논리를

반박했다. 주민 측은 자신들의 지역이 향후에도 어업을 통해 발전할 수

있으므로, 1차 산업을 통한 발전가능성을 기대할 수 없는 다른 지역에

“근대산업”, 즉 원전이 입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주장하는

원전을 통한 개발이 모든 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직결

되지는 않는다며 정부의 지역 개발 담론을 거부했다. 아울러 보상금에

대해서도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주

장했다. 또한 주민들의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장 이외에 없다며 어

장을 소중히 생각하는 자세를 보였다.

아울러 우지시와 아시하마 두 지역 모두 원전 입지 절차의 비민주성

에 대해 비판했다. 우지시의 반대운동 주민은 원자로의 입지가 결정될

때까지 지자체와 학자들로부터 지식을 제공받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

고, 주민들의 반대에도 지자체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비판

했다. 또한 우지시의 원자로 입지 과정은 비공개였으며 민주적이지 않았

기 때문에 원자력삼원칙을 위반한 것이라 주장했다. 아시하마의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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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원전이 안전과 공해에 대해 각별한 조치를 취하는 “특수한 시설”이므

로 더욱 주민들의 반대 의사를 무시하고 입지를 추진할 수 없다고 강조

했다. 1970년대 초반에는 니가타현의 카시와자키·카리와의 주민들이 원

전 입지 절차의 비민주성에 관한 담론을 형성했다.179) 반원전운동 주민

측은 “당국자”의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태도를 “규탄”하며 “공개토론회

개최”를 요구했다. 이들은 공론의 장을 통해 자신들이 논의에 참여하는

것을 원했다.

또한 정부 측이 원자력 행정을 추진하는 기관의 권위를 강조한 것에

대해 반대운동 주민 측은 자신들의 원자로 건설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입지를 밀어붙이려 하는 학자들의 ‘양심’을 의심한다는 담론을 형성하며

대항했다.

한편 1970년대 초부터 반원전운동 측에서는 원전으로 인한 ‘주민 희

생’ 관련 담론들을 형성하고 발신했다. 호쿠리쿠전력이 원전 건설을 추진

한 이시카와현의 경우 지자체와 호쿠리쿠전력의 “방법”, 즉 원전 입지를

위한 전술로 지역의 “평화”가 상실되었다고 주장했다.180) 이외에도 반원

전운동 주민들은 자신들은 실험용 쥐, 즉 “인간 모르모트”가 되고 싶지

179) 원전 입지 예정 부지가 일본 도호쿠(東北)지방 니가타(新潟)현의 카시와자

키(柏崎)시와 카리와무라(刈羽村)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카시와자키·카리와 양

지역에서 반대운동이 발생했다. 결국 해당 지역에 1978년 12월부터 도쿄전력의

110만 kW급 BWR 원자로의 착공이 시작되었다. 카시와자키카리와원전이라 불

리게 된 해당 원전 부지에는 1997년까지 총 7기의 BWR 원자로가 입지하고 가

동을 시작했다. 2020년 2월 현재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으로 인한 정기점검으로

인해 해당 부지에 가동 중인 원자로는 없으며 모두 정기점검중이다.

도쿄전력 홈페이지(2020년 2월 24일 접속),

http://www.tepco.co.jp/kk-np/about/state/unit2/index-j.html#statepress

180) 이시카와현에서는 1993년 호쿠리쿠전력의 시카 원전 1호기(MARK-Ⅰ 개

량형, 정격전기출력 54만kW)가 가동을 시작했고, 2006년부터는 시카 원전 2호

기(개량형 비등수형경수로, 정격전기출력 392만 6천kW)가 가동을 시작했다. 두

원자로 모두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이후 가동 중단 중이다. 호쿠리쿠전력 홈

페이지(2020년 2월 26일 접속),

http://www.rikuden.co.jp/outline2/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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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며 원전의 위험성에 대한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음을 표현했다. 도카

이무라에서는 주민들을 도카이 2호기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재

료”와 “영리추구의 희생”으로 쓰려는 것이라며 원전 입지를 반대했다.

위와 같이 반원전운동 측은 주로 원전의 위험성과 입지 절차의 비민

주성 비판 담론을 통해 일본 정부 측의 원자력 담론에 내재한 발전주의

와 개발주의 이데올로기와 경합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지역의 자연

에 가치를 두고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을 필요로 하지 않았으며, 오

히려 원전을 통한 개발로 인해 자신들이 위험성의 희생의 대상이 될것이

라 반박하고 있었다. 또한 그들에게 원전을 “비민주적”으로 추진하는 정

부의 권위에는 이미 균열이 갔고, 이는 담론을 통해서도 드러났다.

(3) 원전의 안전성 vs 원전의 위험성

이 절에서는 일본 정부 측의 ‘원전의 안전성’ 담론과 반원전운동 측의

‘원전의 위험성’ 담론이 경합하는 양상을 검토할 것이다.

먼저 일본 정부 측은 ‘원전의 안전성’ 담론과 관련하여 원전의 ‘절대적

안전성’을 강조하는 주장을 했다. 이들에 따르면 원자로가 “원자폭탄”과

같이 폭발할 일은 없으며, 원자로에는 방호장치가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의 사고”가 발생해도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누출되지는 않는다. 또

한 원자로는 과학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완전히 안전”하며 자연재해와

같은 비상 상황을 제외한 “평상시에는 완전히”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아

시하마의 사례에서는 원전 건설부터 운전까지 모든 과정을 “너무나 엄격

하게” 규제하기 때문에 재해발생은 생각할 수도 없다하며 원전의 절대적

인 안전성을 주장했다.

또한 일본 정부 측은 도카이무라에 설치될 수입 워터보일러형 원자로

의 안전성을 높게 평가하며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방사능이 외부로 누출

되지 않을 것이라 자신했다. 이에 더해 높은 안전성으로 인해 해외 선진

국에서는 해당 원자로를 인구가 밀집한 도심 가까운 곳에 둔다고 주장했

으며, 콜더홀 개량형 원자로를 설치할 때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와 같은

국가들이 취하지 않은 안전조치는 일본도 추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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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안전성에 대한 논쟁이 진행될수록 일본 정부 측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일본 정부 측은 안전 관리는 “과학자들의 노력”

과 “관계자”에 맡기고, 안전을 위해 끝없이 신경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철저하게 안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것

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1972년에는 정부도 국민 전체의 안전성 확보 측

면에서 원전의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담론을 형성하며 안전의 책임

범위를 정부까지 확대시켰다.

‘방사능의 위험성’에 대해 1960년대 후반까지 일본 정부 측은 방사능

의 외부 누출 가능성과 방사능 자체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했다. 이들은

원자로 밖으로 방사성 물질이 배출될 일은 없음을 강조했고, 만일 누출

된다 해도 자연환경을 오염시킬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어업자가 원전의 방수가 유해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과학적으로 문

제가 없”다고 반박했으며, 방사능의 유해성이 적고, “허용량 이하”의 노

출은 건강에 무해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수오염과 방사능에 대한 주

민들의 우려는 “잘 설명”하면 “납득”시킬 수 있다고 언급했다. 1970년대

부터 상업용 원전의 운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방사성물질 배출의

기준치를 정해야 했는데, 정부 측은 방사성물질을 “가능한 “가두는” 것”

으로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자연계에 방출하는 경우 기준 준위 이하로

제한하고 “실행가능한 한 낮게 한다”는 “이념”을 따른다고 언급했다.181)

자연재해에 대해 일본 정부 측은 “대책”을 통해 원전 추진의 정당성

과 안전에 대한 신뢰를 얻고자 했다. 특히 지진에 대해서는 1950년대 후

반부터 자연재해 논쟁에서 주된 쟁점이 되었는데, 정부는 원자로에 내진

설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천재지변은 “여러 조치를 강구”하면

“과학적으로 괜찮”을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 또한 우지시의 경우 해당

지역에 “내진설계 이상의 강도의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희박”하다며 자

연재해의 발생 가능성을 부정하는 담론을 형성했다.

181) 이러한 “이념”은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의 권고 사항을 채용한 것이

다(原子力委員会,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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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부터는 원전 건설과 관련하여 원자력위원회를 중심으로 안전

심사를 진행하면서 일본 정부 측은 안전심사의 적합성에 대한 담론을 형

성했다. 이들은 안전심사가 원자로와 방사선의 영향만 대상으로하므로

“그 외의 문제는 책임을 가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안전심사의

책임 범위 축소는 주민들의 분노를 샀다(原発・再処理工場反対運動情
報・連絡センター, 1973a). 반면 일본 정부 측은 원자력 안전 확보는 “기

술진보가 명확한 고도의 전문적인 분야”이고, “최고 권위자”로 구성된

원자로안전전문심사회의 “엄정중립한 심사”를 거쳐 원자로를 설치하므로

기술적 안전성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일본

정부 측은 심사의 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책임은 회피하면서도 원자력 안

전 분야가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다는 논리를 통해 심사회에 권위를 부여

하며 전문가주의적인 담론을 형성했고, 이를 통해 원전의 안전성을 확신

했다.

이와 같이 일본 정부 측의 ‘원전의 안전성’ 담론은 절대적인 안전성을

내세우면서도 이를 가능하게 하는 기제로서 원자력행정의 엄격한 규제,

권위를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책임 범위는 한정하며 회피했고, 방사능의

위험성이나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의 발생가능성은 부정하는 태도를 보였

다.

이러한 정부 측의 원전의 안전성 관련 담론들에 대해 원전 건설 반대

운동 또는 반원전운동 측은 ‘원전의 위험성’ 담론들을 통해 정부의 담론

들과 경합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절대적 안전성’을 부정하는 담론을 형성했다. 우지

시의 주민 측은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으로 인해 위험이 존재할 수 있다

는 학자들의 의견과 주민들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전했다.

또한 사람이 하는 일이므로 실수의 가능성이 있다며 완벽한 안전성을 부

정했으며, 원자력기술 자체가 “잠재적인 위험성”이 크다는 담론을 형성

했다. 또한 원자력기술이 정부 측의 주장과는 달리 아직 절대적인 안전

성을 주장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원자로가 포함하

는 위험한 물질, 즉, 방사성물질로 인해 원자로의 설치는 과학적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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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 다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1970년대

초반부터 반원전운동 측은 가동을 시작한 일본 내 원전의 안전장치 결함

발견과 방사능 누출 등 사고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을 통해 “위험

성이 증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자로는 “돈벌이가 선행되고 안

전성을 경시”한다는 담론을 형성하며 원전의 이윤추구적 성격을 지적하

며 위험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도카이 2호기 건설반대운동 측에서는 해

당 원자로가 “세계적으로도 거의 경험이 없는 신형”인 것과 “대형로인

점”을 강조하며 위험성을 주장했다.

아울러 시민사회 측은 해외의 사례들을 통해 원전의 위험성을 강조했

다. 우지시의 주민은 원자로가 이전에 비해 안전해졌다 하더라도 이는

과학선진국들의 노력에 의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노력해야

한다며 완벽한 안전성에 대해 반박했다. 또한 1960년대 중반에는 해외의

사고 사례를 통해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증을 할 수 없다는 담론

을 형성했다.

한편 일본 정부 측은 관리와 노력을 통한 완벽한 안전성 확보를 주장

했으나 반대운동 측은 이러한 생각을 부정했다. 우지시의 사례에서는 정

부가 주장하는 예방조치가 “만전”이 아니기 때문에 원전의 위험성이 존

재할 수밖에 없다는 담론을 형성했다. 1960년대 중반 아시하마의 사례에

서 주민 측은 현실에는 예상하지 못한 요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

문에 원전은 위험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한편 반원전운동 측은 원전으로 인한 ‘방사능, 공해 문제’에 대해 다양

한 담론을 형성하며 정부 측과 담론경합을 펼쳤다. 우지시의 경우 원자

로 입지 예정 지역이 여러 도시에서 수원으로 쓰는 강의 상류인 점이 특

히 위험하다고 주장했는데, 이러한 주장은 우지시에 원자로가 입지하지

않게 된 가장 큰 요인이 되었다. 또한 아시하마의 반대운동 측 주민들은

어업이 생업이었기 때문에 방사능과 온배수, 해양오염에 대한 문제를 상

세히 다루었다. 이들은 원전에 대량의 냉각수가 사용되므로 온배수로 인

한 온도차가 야기하는 석류(汐流)이변, 냉각과정을 통한 미생물의 사멸

등으로 어장가치를 잃게 될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주민 측은 원전이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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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면 어업이 풍평피해를 입을 것이라 우려했다. 그리고 원전에서 생기

는 많은 양의 “죽음의 재”, 즉 방사능과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 대해서도 비판했으며, 공유지의 관점에서 어장을 바라보았

기 때문에 원자력 추진 측 학자들을 “어용학자”라 부르며 불신을 표했

다. 방사능, 온배수, 방사성폐기물과 같은 오염 물질에 대해서는 “기존의

공해와는 다른 차원”의 위험성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방사능의 건강상의

영향에 대해 아시하마 주민 측은 적은 양이라도 장시간 축적되면 인체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의문이며, 그 영향이 자식, 손자 세대에 나타나도

돌이킬 수 없다며 방사능이 무해하다는 담론을 반박했다. 1970년대 초반

에도 반원전운동 측은 미량의 방사능이라도 “생물을 좀먹고”, 유전상 나

쁜 영향을 준다는 “경고”가 제시되고 있다며 관련 담론을 형성했다. 또

한 안전심사가 온배수와 평상운전 시의 방사능의 영향을 다루지 않았다

며 비판했고, 이카타의 주민들은 “엄청나게 큰 허용피폭선량을 강요”당

한다고 주장했다. 도카이 2호기의 경우도 정상 운전 중에 발생하는 방사

성폐기물의 위험성을 제기하며 축적되면 환경을 오염시키고 인체에 악영

향을 줄 것이라는 담론을 형성했다.

자연재해로 인한 원전의 위험성에 대해 반원전운동 측은 엄격히 평가

했다. 우지시의 주민 측에서는 자연재해의 발생 가능성으로 인해 원자로

가 완벽히 안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973년의 이카타의 경우 정부 측

의 단층과 지진의 위험성에 대한 평가가 “잘못”되었고, 지진에 대한 조

사가 “불충분”하다는 담론을 발신하며 근거를 덧붙였다. 그들은 이카타

주변이 일본중앙구조선상에 위치하며 일본열도를 관통하는 대단층대일뿐

만 아니라, 대규모 역전단층인 형상단층 지역이라는 분석을 들어 해당

지역 원전 입지의 부적합성을 주장했다.182)

아울러 반원전운동 측은 안전심사에 대한 비판적인 담론을 형성했다.

182) 일본중앙구조선은 서남일본 부근에서 지질이 크게 달라지는 경계의 단층

선을 가리킨다.

Geological Survey of Japan 홈페이지(2020년 2월 24일 접속),

https://www.gsj.jp/hazards/earthquake/kumamoto2016/kumamoto20160513-2.ht

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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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미국 경수로의 긴급냉각장치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조사중인데도

일본에서는 안전하다는 보고가 나온 것을 비판했다. 또한 심사위원이 자

신의 전문분야에만 책임을 지도록 “시스템”이 형성되어있으며 각 분야들

의 종합적인 판단은 중시되지 않고, 안전만이 결론나도록 되어있는 “구

조”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심사 방식에 대해 조사나 실험을 하지 않고

설계도만을 토대로 한 ‘책상 위의 계산’과 불확실한 요소에 기반하여 안

전을 판단한다며 그 적합성을 불신하고 비판했다. 또한 전력회사의 자료

만으로 심사한 것이므로 “독자적인 심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1970년대부터 반원전운동 측은 원자로 ‘기기의 결함’에 대해서도 언급

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냉각재 상실사고 실험 결과를 인용하며 “비상용

노심냉각장치”가 적절히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주장했다.

이로 인해 냉각재상실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대사고”가

될 것이며 “광범위한 방사능 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183)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일본 정부 측이 해외 선진국들의 사례를 통해

원전의 안전성을 강조한 반면 반원전운동 측은 해외의 사례를 통해 위험

성을 강조하며 담론간 경합했다. 또한 반원전운동 측은 일본 정부 측이

강조하는 절대적 안전성 담론을 자연재해의 가능성, 인적오류의 가능성

등을 통해 기본적으로 부정함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상업용 원자로의

가동이 증가한 1970년대부터는 기기결함 등 원자로에 대한 지식을 토대

로 원전의 위험성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4) 지역 이익 vs 매수법

앞서 살펴보았듯 1970년대 초반에는 입지 지역들을 중심으로 전개되

던 반원전운동으로 인해 원전 입지가 어려워지자 다나카 카쿠에이와 자

민당을 중심으로 전원 입지 지역에 보상 성격의 이익을 주기 위한 ‘전원

183) 냉각재상실사고는 스리마일섬 원전사고와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공통적

으로 발생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경우 소내 전원상실로 인해 비상용노

심냉각장치가 작동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1호기와 2호기, 3호기에서 냉각재

가 상실되어 노심손상과 노심용융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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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법’과 관련된 논의가 제기되었다.

일본 정부 측은 원전 입지 지역들이 경제적인 이익을 바란다는 담론

을 형성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지역주민들이 발전소를 “싫어하는”

이유 중 하나는 지역에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다른 공장

을 유치하는 만큼의 “재미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일본 정

부 측은 담론을 통해 지역과 주민들이 경제적인 이익이 없기 때문에 반

원전운동을 한다는 이미지를 형성하려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본 정부 측은 전원삼법 제정 목적이 ‘지역에 대한

이익 배분’이라는 담론을 형성했다. 발전소 입지 예정 지역은 “과소지역”

이 많고 대게 가난하므로 입지촉진을 위해 “미끼 금전”을 사용해서 입지

를 원활히 해야 한다는 담론도 존재했다. 이러한 “미끼 금전”은 내각총

리대신의 공식적인 담화에서 ‘은혜’라고 표현되었고(国会, 1973b), 행정적

인 표현으로 “지역의 재원”이 되도록 “교부”하는 것이라는 설명이 붙었

다. 또한 원전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다른 지역이 “가져가므로” 입지 지

역에서 융통전력으로 사용하는 경우 “발전로스 정도는 저렴하게” 해야

한다며 지역의 이익을 고려하는 담론을 형성했다. 아울러 “은혜”의 다른

형태로 입지 지역에 대한 “발전세” 도입을 제시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지불하는 전기가스 요금에서 충당하자고 주장했다(国会,

1973c).

이와 같이 전원삼법 제정은 일본 정부 측의 담론에서 오직 지역의 이

익만을 위한 것으로 정의되었다. 지역과 주민들이 원전 입지를 통한 이

익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바람에 응답하기 위해 전원삼법을 제정한

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면에서는 전원삼법을 통한 금전적인 보상을 원

전 입지를 위한 “미끼”라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일본 정부 측의 담론에 대해 반원전운동 측은 대항담론을 형성하며

전원삼법 제정에 반대했다.

이들은 지역이 원전을 통한 경제적인 이익을 바란다는 담론에 대항하

는 담론을 발신했다. 이들은 정부가 반원전운동에 대한 “지역에고이즘”

이미지를 형성하며 “문제를 바꿔치기하려 하고 있”다며 반원전운동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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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금전적인 것이 아님을 주장했다.

또한 전원삼법안과 정부 측이 제시하는 지역 개발에 대해서도 비판했

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화력과 원전에 반대하는 주민운동에 대한 “노골

적인 공세”이며 지자체를 “완전히 포섭”하기 위한 “매수법”이라 비판했

다. 또한 해당 법안이 특히 재처리공장 입지를 위한 것이라 주장했다. 아

울러 해당 법안의 “본질적인 문제점”이 반원전운동이 왜 발생했는지를

무시하고 있는 점이며, 통산성의 “공해는 없다”는 전제 자체가 “공해문

제를 무시”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또한 반대결의를 하고 있는 지자체에

게 의회가 “지역개발”, “공장유치”, “고용촉진”을 제시했는데 그러한 조

건들이 “완전히 거짓말”이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자체에게 국가가

“구체적 메리트(미끼 금전)”를 줘서 주민을 설득하게 하고 지자체를 “지

역정비계획을 통한 공공시설의 확충”이라는 “먹이로 낚고”, “완전히 매

수”하여 지자체를 “입지촉진의 선병”으로 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나아가

정부 측이 중간파나 반대파도 포섭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개발의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한데, 공공시설 확충을 “은혜를 베푸는

양” 진행하며 “안전성을 무시하고, 이윤만 추구하는 원전”을 추진한다고

비판했다.

이와 같이 반원전운동 측은 일본 정부 측의 지역 이익 담론과 개발

담론을 부정하며 전원삼법 제정에 강력하게 반대했음을 알 수 있다. 이

들은 일본 정부 측의 지역 이익 담론으로 인해 자신들의 반원전운동이

지역이기주의로 잘못 알려질 것을 우려했고, 자신들의 운동의 이유는 금

전이 아닌 원전에 내재한 안전성, 공해 등의 요소들임을 강조했다.

2) 담론투쟁: 개발주의 이데올로기의 주창과 거부

지금까지 원자력과 관련된 일본 정부 측과 반원전운동 측의 항목별

담론 간 경합구도를 살펴보았다. 이 절에서는 각 담론주체별 담론투쟁

전술과 담론투쟁의 목표를 검토해 볼 것이다.

(1)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vs 반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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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는 일본 정부 측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시민사회 측의

‘반원전’ 관련 담론투쟁 양상을 나타낸 것이다.

일본 정부 측의 담론투쟁의 중심 주체는 원자력위원회, 내각총리대신

과 각 입지 예정 지자체 등이었다. 이전 시기와 달리 새롭게 등장한 주

체인 입지 예정 지자체도 자신의 지역에 원전 입지 추진을 위한 담론투

쟁을 펼쳤다. 이들의 공통적인 담론투쟁의 목표는 원자력에 대한 호의적

인 여론 조성을 통해 원자력 확대를 원활하게 추진하는 것이었다.

첫 번째 담론투쟁 전술은 “에너지의 절반 이상 수입”해야 한다는 등

자원빈국과 관련된 위기담론을 형성하는 것이었다. 관련된 일본 정부 측

의 담론 장에서 일본은 에너지자원이 희박한 자원빈국으로 정의되었고,

이러한 위기담론은 원자력을 새로운 에너지로 개발해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졌다.

다음 전술은 원자력을 국가의 전반적인 측면에서의 성장 수단으로 정

의하는 원자력과 국가 성장 담론의 접합이었다. 그들의 담론에서는 원자

력을 통해 “생산력 증진”과 “경제와 산업이 번영”을 목표로 할 수 있었

다. 또한 원자력은 “과학기술 진흥의 일환”으로 정의되었고, 원자력을 통

해 선진국의 “기술 추격”도 이룰 수 있다는 담론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발전주의 이데올로기가 반영된 성장 담론들과의 접합을 통해 관련 담론

장에서 원자력은 일본을 선진국 대열로 진입하게 해 줄 새로운 과학기술

이자 희망으로 탄생했다.

다음 전술은 계몽과 원자력정책 수용자로서 국민을 대상화하는 것이

었다. 일본 정부 측은 원자력에 대해 국민이 “깊은 이해와 올바른 인식”

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교육을

통한 국민의 “원자력교육의 강화”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는

원자력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을 정책의 참여자가 아닌 계몽과 원자력

정책을 수용하는 대상으로 대상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 전술로는 깨끗한 에너지원으로서의 원자력과 관련된 담론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유는 “공해가 발생”하므로 원자력발

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담론을 형성했다. 고도경제성장의 부작용으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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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을 때 원자력은 “깨끗한 에너지공급원”으로

정의되었고, 이는 원전 건설 추진의 근거 중 하나가 되었다.

이러한 일본 정부 측의 담론투쟁에 대항하는 반원전운동 측의 담론투

쟁의 중심 주체는 각 지역에서 반원전운동을 진행하는 주민들과 그러한

주민단체들이 일시적으로 연합한 단체 등이었다. 이들의 담론투쟁의 목

표는 국가 정책 차원에서 원전 건설 계획을 저지하고, 가동 중인 전체

원전의 운전 정지를 달성함으로써 자신들의 지역의 원전 건설과 운전도

저지하는 것이었다.

첫 번째 담론투쟁 전술은 대항담론 형성을 통해 정부 측의 담론을 균

열시키는 것이었다. 이들은 정부 측이 에너지자원빈국과 관련된 위기담

론을 형성하며 원자력을 “준국산에너지공급원”이라 명명한 것에 대항하

여 원자력은 “미국의 기술, 원료에 더욱 강하게 의존”하게 만든다며 담

론투쟁을 펼쳤다. 또한 깨끗한 에너지원으로 원자력을 정의한 것에 대해

서는 “방사능 공해” 담론을 발신하며 대항했다.

이에 더해 반원전운동 측은 반원전 담론과 성장주의를 반대하는 담론

을 접합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반원전운동에 대해 “광기를 띄는 생산확

대노선을 저지하는 중요한 투쟁”이라고 명명했다. 또한 “생산주의를 관

철하려는 안일한 원자력 개발”이라며 원자력을 생산력 확대를 추구하는

경제 기조와 연결시켰다. 아울러 자신들의 “적”을 “독점이윤을 추구하는

전력자본”이라 정의하며 전력업계의 독점구조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성

장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던 발전국가 체제에서 성장주의에 반대하는

담론과 반원전 담론을 접합시킨 것은 일본 정부 측의 원자력 추진 담론

과 접합된 성장주의 담론을 반박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시

기 반원전운동에 각 지역의 총평과 같은 노동운동 단체와 사회당이 참가

한 영향도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다음 담론투쟁 전술은 일본 정부 측이 주민들을 담론 장에서 배제시

켰다고 주장하는 것과 담론권력 획득 시도였다. 반원전운동 측은 정부의

원자력정책 과정이 “주민을 참여시키려는 자세가 결여”되었다며 원자력

정책과 관련된 담론 장에서 정부 측이 주민을 배제했음을 표현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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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측 시민사회 측

담론투쟁

전술
관련 텍스트 또는 표현

담론투쟁

전술

관련 텍스트 또는

표현

에너지자원

빈국과

관련된

위기담론

형성

Ÿ 에너지의 절반 이상 수

입

대항담론

형성을

통한 정부

측의

담론균열

시도

Ÿ 미국의 기술,

원료에 더욱 강

하게 의존

Ÿ 방사능 공해

원자력과

국가 성장

담론접합

Ÿ 생산력 증진

Ÿ 경제와 산업이 번영

Ÿ 과학기술 진흥의 일환

Ÿ 기술 추격

성장주의

반대

담론접합

Ÿ 광기를 띄는 생

산확대노선을

저지하는 중요

한 투쟁

Ÿ 생산주의를 관

철하려는 안일

한 원자력 개발

Ÿ 독점이윤을 추

구하는 전력자

본

Ÿ 적은 ... 독점자

본임

계몽과

원자력정책

수용자로서

국민 대상화

Ÿ 깊은 이해와 올바른 인

식

Ÿ 원자력교육의 강화

담론

장에서의

배제

주장과

주민에

대한

담론권력

획득 시도

Ÿ 주민을 참여시

키려는 자세가

결여

Ÿ 주민들의 의사

를 물어야만 함

깨끗한
Ÿ 중유 ... 공해가 발생하

는 등 여러 문제가 있
- -

<표 4-2>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반원전’ 담론투쟁 양상

아가 반원전운동 측은 가동 중인 모든 원전은 운전을 정지하고, 건설 중

인 원전은 공사를 중지하고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야만” 한다고 주장하

면서 담론권력 획득을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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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원으

로서의

원자력

담론형성

으므로, ... 원자력발전,

이 장래성이라는 것을

전망하면 ......

Ÿ 깨끗한 에너지공급원

(2) 원전 입지 추진 vs 원전 입지 반대

<표 4-3>은 일본 정부 측의 ‘원전 입지 추진’과 시민사회 측의 ‘원전

입지 반대’ 관련 담론투쟁 양상을 나타낸 것이다.

일본 정부 측의 담론투쟁의 중심 주체는 원자력위원회, 내각총리대신,

학계, 지자체, 관료 등이었다. 이들의 목표는 반대운동 주민 포섭을 통해

원활한 입지를 추진하고 원전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첫 번째 담론투쟁 전술은 계몽과 원자력정책 수용자로서 주민을 대상

화하는 것이었다. 일본 정부 측이 생각하는 반원전운동은 해수오염과 방

사능에 대한 “의문”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주민들은 계몽의 대상으

로 정의되었다. 반원전운동은 “충분한 설명을 통해 설득”할 수 있으며,

주민들은 정책의 수용자일 뿐 정책에 참여하는 주체가 아니었다. 이는

앞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관련 담론투쟁에서 계몽과 원자력정책 수용

자로서 국민을 대상화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다른 담론투쟁 전술은 국익을 위한 희생의 대상으로 주민을 호명하는

것이었다. 일본 정부 측은 “다액의 국비”를 들인 원자로를 “일본의 학문

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전을 건설하지 못해

“전기가 사라지거나, 엘리베이터가 멈”추게 되는 전력부족 상황도 가정

하며 위기담론을 형성했다. 이와 같은 담론들은 성장이 강조되던 발전국

가 체제에서 주민들을 희생의 주체로 호명함으로써 국익을 위해 피해를

감수하도록 복종하는 것을 기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일본 정부 측은 원자력과 개발 담론을 접합해서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을 포섭하고자 했다. “과소지역”인 원전 입지 예정 지역에 “도로,

항만 등 개발”을 진행하는 조건이 붙었고, 지자체는 원전과 관련된 “민

간자본 투입을 통한 지역 개발 가속화”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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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원전 입지 예정 지역에 대해 개발 담론과 원전 추진 담론이 접

합되어 유포되었다.

다른 전술로 정부 자신에 대한 권위부여를 통한 담론권력 획득 시도

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일본 정부 측은 원전 입지를 추진하는 정부 산하

위원회에 대해 “권위있는 학자들로 구성된 위원회”라 하며 이들이 결정

한 사항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정부 자신들에게 권위부여

를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담론권력을 획득하려는 의도를 나타낸다. 이

러한 전술은 일본 관료제 특유의 권위주의적인 사고방식에 기반한 것으

로 담론 장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함이라 해석된다.

이에 대항하는 반원전운동 측의 담론투쟁의 중심 주체는 원전 입지

반대 주민이거나 그러한 주민단체들이 일시적으로 연합한 단체 등이었

다. 이들의 담론투쟁의 목표는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원전 입지를

저지하는 것이었다.

첫 번째 담론투쟁 전술은 원전 입지 시 지역에 예상되는 피해를 강조

하는 것이었다. 주민들은 대부분 1차산업에 종사했으므로 “입지 지역의

농산물, 어업의 매출이 감소”하는 “풍평피해”의 발생을 우려하고 경고하

는 담론이 다수 형성되었다. 또한 경우에 따라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수십만명의 주민”이 피해를 입는다거나 “도시 근접 부지”인

것을 언급하며 원전이 입지할 경우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다음 전술은 주민, 즉 자신들을 원전에 의한 희생적 존재로서 규정하

는 것이었다. 원전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실험단계”의 기술이기 때

문에 “벽지(외지)”를 고른 것이라 하며 자신들을 “인간 모르모트”, “실험

재료”로 명명했다. 또한 원전과 같은 위험한 시설이 건설되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폭력”이 자신들에게 가해지는 것이며, 자신들에 대해

“기업 영리추구의 희생”이라고도 표현했다. 이와 같이 반원전운동 주민

들은 자신들을 원전에 의한 희생적 존재로 규정하며 원전의 위험성과 비

민주성을 강조하는 담론투쟁 전술을 택했다.

세 번째 전술로 정부 측이 형성한 지역 개발 담론 균열 시도를 발견

할 수 있었다. 이들은 주로 정부 측의 개발주의 이데올로기를 부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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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측 시민사회 측

담론투쟁

전술

관련 텍스트 또는

표현

담론투쟁

전술

관련 텍스트 또는

표현

계몽과

원자력정책

수용자로서

의 주민으로

대상화

Ÿ 주민들의 반대운동

은 해수오염, 방사능

에 대한 의문으로부

터 나오는 것

Ÿ 주민들의 반대운동

은 충분한 설명을

통해 설득

입지

지역에

예상되는

피해 강조

Ÿ 입지 지역의 농산물,

어업의 매출이 감소할

것

Ÿ 풍평피해

Ÿ 수십만명의 주민

Ÿ 도시 근접 부지

국익을 위한

희생의

대상으로

주민 호명

Ÿ 다액의 국비

Ÿ 일본의 학문 발전

Ÿ 전기가 사라지거나,

엘리베이터가 멈춘

다면

희생적

존재로서의

주민 규정

Ÿ 벽지(외지)

Ÿ 언어로 표현할 수 없

는 폭력

Ÿ 인간 모르모트

Ÿ 실험재료

Ÿ 기업 영리추구의 희

생

원자력과

개발 담론

접합

Ÿ 원전 입지를 통한

도로, 항만 등 개발

Ÿ 민간자본 투입을 통

한 지역 개발 가속

정부 측의

지역 개발

담론균열

시도

Ÿ 원전을 통한 개발이

반드시 지역주민 전체

의 복지, 생활향상과

직결되는 것은 아님

<표 4-3> ‘원전 입지 추진’과 ‘원전 입지 반대’ 담론투쟁 양상

방법을 사용했는데, “원전을 통한 개발이 반드시 지역주민 전체의 복지,

생활향상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며 개발이 주민에게 주는 이익을

부정하거나 “보상금으로 1년은 생활할 수 있겠지만 장래에는 도움이 안”

된다며 보상금을 거부하면서 동요하는 다른 주민들을 설득하려 했다.

또한 반원전운동 측은 원전 추진과 관련된 담론권력을 획득하려 했다.

이들은 “건설 여부의 최종판단은 주민이 내리”고 “주민의 결론이 날 때

까지 원전건설계획을 일절 동결”할 것을 요구하며 원전 건설의 결정 주

체가 주민이라 주장했다. 주민들을 담론 장에서 배제시킨 정부 측이 “주

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입지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토론회 개최”

를 목표로 하며 담론권력 획득을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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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Ÿ 보상금으로 1년은 생

활할 수 있겠지만 장

래에는 도움이 안 되

며

담론주체에

대한

권위부여를

통한

담론권력

획득 시도

Ÿ 권위있는 학자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결

정한 사항이므로 존

중해야 함

담론권력

획득 시도

Ÿ 건설 여부의 최종판

단은 주민이 내리며

주민의 결론이 날 때

까지 원전건설계획을

일절 동결

Ÿ 주민들의 의사에 반

하는 입지를 추진할

수 없음

Ÿ 공개토론회 개최를

쟁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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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전의 안전성 vs 원전의 위험성

이 절에서는 일본 정부 측과 반원전운동 측 각 주체의 ‘원전의 안전

성’ 담론과 ‘원전의 위험성’ 담론이 어떠한 담론투쟁 전술을 취했는지 살

펴보도록 한다(<표 4-4>).

일본 정부 측의 담론투쟁의 중심 주체는 원자력위원회와 산하 위원회,

학계, 지자체, 관료, 내각총리대신 등이었다. 담론투쟁의 목표는 원전의

안전성 담론의 헤게모니 획득을 통한 원전 건설 추진이었다.

이들은 먼저 기술관리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원자로는 방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사성물질이 외부로 빠져나오지 않는다거나 “너무나 엄격

하게 규제”하고 있으므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담론은 기술관리 강

조를 통해 안전성을 주장하고, 위험성은 담론에서 배제하는 것이다. “철

저한 안전 관리”라는 표현도 같은 맥락에서 사용되었다.

다음 전술은 선진국의 안전성과 관련된 사항을 인용하여 자국 원자력

시설의 안전성을 주장하는 것이었다. 미국에서 수입하는 “워터보일러형

은 극히 안전도가 높”다거나 미국, 영국, 프랑스에서도 하지 않는 안전

조치는 일본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는 선진국의 원자력기술과 관리

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를 안전성과 관련된 공적인 담론에

다른 근거를 추가하지 않고 인용했다는 점은 주목할만하다.

또한 사고의 발생 가능성 배제도 담론투쟁 전술로 확인할 수 있었다.

원자로가 원자폭탄과 같이 “폭발할 일은 없”다거나 “재해가 발생한다고

생각할 수 없”다는 발언 모두 사고의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또한 사고의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더라도 대게 “만일의 사고”라고 표현

했다. 방사능에 대해서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배출되지 않는다거나 아

예 배출될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진 대책에 대해서도 내

진설계를 초월하는 강도의 지진이 발생할 확률은 “희박”하다며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 자체를 배제했다.

아울러 방사능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저평가하는 전술을 택했다. 기준

치 이하의 방사성물질을 함유한 “물”이면 “마셔도 좋다”는 발언이나 방

사능이 “자연환경을 오염시킬 일은 없”다는 주장은 방사능의 위험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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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평가하는 주장이다. 이러한 전술은 방사능에 대한 시민사회의 불안을

제거하고 원전 건설을 추진하려는 의도를 내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른 전술로 원자력기술과 관계 기관에 대한 권위부여를 발견할 수

있었다. 원자력은 “기술진보가 명확한 고도의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

에 “최고 권위자가 모인 원자로안전전문심사회”가 주장하는 안전성은 합

당하다는 것이다. 이는 원전 입지 담론에서 관련 기관에 권위를 부여하

여 담론권력을 획득하려 한 전술과 같은 방법이다. 단, 이 경우는 원자력

기술에 대해서도 전문성과 권위를 부여함으로써 관련 전문가 이외의 주

체들은 담론 장에서 배제시키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서로 상반되는 전술로 안전성 관련 책임 부여와 책임 회피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일본 정부 측은 “국민 전체의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 정부도

원자력 안전에 대해 책임을 가진다며 책임범위를 확대했다. 하지만 안전

심사위원 측은 “원자로와 방사선의 영향에 대한 문제만 대상”으로 한다

며 “그 외”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며 자신의 책임

범위를 한정시켰다. 정부 차원에서는 국책인 원자력 개발의 안전에 관한

사항도 자신들을 책임 주체로 포함시켰으나 안전심사를 진행하는 위원은

책임을 회피하는 모순을 보였고, 이는 반원전운동 측이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 불신을 갖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

반원전운동 시민사회 측의 ‘원전의 위험성’과 관련된 담론투쟁의 중심

주체는 원전 입지 반대운동 주민, 이들과 함께 운동에 참여한 과학자,

1970년대에 결성된 반원전운동 단체와 주민들이었다. 이들의 목표는 ‘원

전의 위험성’ 담론의 헤게모니 획득을 통해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원전 입지 저지와 다른 지역의 원전 건설과 운전을 저지하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된 첫 번째 담론투쟁 전술은 정부 측의 절대적 안전성 담론

의 균열을 시도한 것이었다. 이들은 “인적 오류의 가능성”이나 “외국”의

사고 사례, 현실에서의 “예상하지 못한 요소”를 근거로 제시하며 절대적

안전성 담론에 균열을 내고자 했다. 일본에서 원전이 가동하기 시작한

이후로는 일본 내의 사고 사례를 예시로 들며 “안전장치의 결함, 방사능

누출 등 사고의 연속”을 근거로 절대적 안전성 담론을 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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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반원전운동 측은 해외의 사례를 인용하며 일본 정부 측이 선진

국을 통해 안전성을 주장했던 담론과 경합했다. 이들은 미국 경수로의

긴급냉각장치에서 결함이 발견된 사례나 미국의 냉각재 상실사고 실험과

같이 해외의 사례를 언급하며 일본 내 원전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세 번째 전술로 반원전운동 측은 과학적인 분석에 기반하여 원전의

위험성 담론을 형성했다. 직접 분석한 자료나 해외 자료를 인용하여 온

배수 피해, 원전 입지 지역의 지진 발생 가능성 예측, 냉각재 상실사고

예측 관련 담론을 형성하여 원전의 위험성을 주장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과학자들이 운동을 지원하거나 직접 참여했기 때문이었다.

아울러 이들은 방사성물질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담론을 형성하며 정

부 측의 방사능의 영향을 저평가하는 담론과 경합했다. 그들이 사용한

방사능의 위험성을 나타내는 단어는 제5후쿠류마루 사건 때 만들어진 단

어인 “죽음의 재”였다. 아울러 방사능은 “기존의 공해와는 다른 차원의

위험성”을 가진다고 주장하며 위험성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반원전운동 측은 일본 정부 측이 원자력 행정 기관으로서

자신들에게 권위를 부여했던 것과 반대로 이들의 담론권력에 균열을 내

려했다. 반원전운동 측은 원자력 안전심사와 관련된 위원이나 원자력 추

진을 옹호하는 학자들을 “어용학자”라 칭하며 이들에 대한 불신을 나타

냈다. 심사위원에 대해서도 “자신의 전문분야만 책임을 지는 시스템”으

로 되어있으며 그들의 분석 결과를 “책상 위의 계산”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다른 주제의 담론과 접합을 통해서 원전의 위험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원전이 “돈벌이가 선행되고 안전성을 경시”한다며 원전이

이윤추구를 우선으로 한다는 담론과 위험성 담론을 접합했다. 또한 “안

전, 공해 대책이 각별히 취해지는 원전은 특수시설이므로 주민들의 의사

를 무시하고 추진할 수 없”다며 정부 측의 기술관리 측면과 관련된 담론

에 기반하여 역으로 원전의 위험성을 주장하고, 자신들의 담론 장에 대

한 참여 기회를 요구했다.

또한 반원전운동 측은 원전의 위험성과 관련된 담론 장을 확장하려는

시도를 했다. 원전이 “위험한 물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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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측 시민사회 측

담론투쟁

전술

관련 텍스트 또는

표현

담론투쟁

전술

관련 텍스트 또는

표현

기술관리

강조

Ÿ 원자로는 방호를 하고

있기때문에

Ÿ 너무나엄격하게규제

Ÿ 철저한안전관리

절대적

안전성

담론 균열

시도

Ÿ 인적 오류의 가능성

으로 인해 완벽히 안

전할 수는 없음

Ÿ 절대적인 안전은 없

음

Ÿ 외국에서도 사고의

예시가 있고, 절대 사

고가 나지 않는다고

보증할 수 없음

Ÿ 현실에는 예상하지

못한 요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Ÿ 안전장치의 결함, 방

사능 누출 등 사고의

연속을 통해 위험성이

증명

선진국의

안전성 인용

Ÿ 워터보일러형은 극히

안전도가높고

Ÿ 미국, 영국, 프랑스에서

도하지않는안전조치

는 일본에서도 안해도

됨

해외의

사례 인용

Ÿ 미국 경수로 긴급냉

각장치에서 결함이 발

견

Ÿ 미국의 냉각재 상실

사고 실험

사고 발생

가능성 배제

Ÿ 폭발할일은없음

Ÿ 만일의사고

Ÿ 재해가 발생한다고 생

각할수없음

분석에

기반한

원전의

위험성

Ÿ 온배수 피해 관련 담

론, 원전 입지 지역의

지진 발생 가능성 예

측 담론, 냉각재 상실

<표 4-4> ‘원전의 안전성’과 ‘원전의 위험성’ 담론투쟁 양상

제만이 아닌 “사회적인 문제”라는 담론을 형성했는데, 원전의 위험성을

정부 측이 제한하는 과학지식의 영역만이 아닌 사회적인 영역에서 논의

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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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방

사능이 외부에 새지 않

음

Ÿ 배출될 일은 발생하지

않음

Ÿ 내진설계 이상의 강도

의 지진이 발생할 확률

이희박

담론 형성 사고 예측 관련 담론

방사능의

영향 저평가

Ÿ 허용도 ... 그 이하의

방사능을 띈 물이면, 마

셔도좋다는 ......

Ÿ 방사능이 배출된다 해

도자연환경을오염시킬

일은없음

방사성물질

의 위험성

강조

Ÿ 많은 양의 죽음의 재

Ÿ 기존의 공해와는 다

른 차원의 위험성

원자력기술

과 기관에

대한 권위

부여를 통한

담론권력

획득 시도

Ÿ 기술진보가 명확한 고

도의전문적인분야

Ÿ 최고 권위자가 모인 원

자로안전전문심사회

담론권력

균열 시도

Ÿ 어용학자의 의견을

신뢰할 수 없음

Ÿ 심사위원은 자신의

전문분야만 책임을 지

는 시스템

Ÿ 책상 위의 계산

책임 부여

Ÿ 정부도 국민 전체의 안

전성 확보 측면에서 책

임이있음

다른

주제의

담론과

접합

Ÿ 원자로는 돈벌이가

선행되고 안전성을 경

시

Ÿ 안전, 공해 대책이 각

별히 취해지는 원전은

특수시설이므로 주민

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추진할 수 없음

책임 회피

Ÿ 안전심사는 원자로와

방사선의 영향에 대한

문제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외의 문제는

책임을가지지않음

담론 장

확장 시도

Ÿ 위험한 물질을 포함

하고 있기 때문에 과

학적인 문제라기보다

는 사회적인 문제

(4) 지역 이익 vs 매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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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에서는 전원삼법 제정을 둘러싼 일본 정부 측의 ‘지역 이익’ 담

론과 반원전운동 측이 전원삼법에 대해 ‘매수법’이라 주장하는 것과 관련

된 담론투쟁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표 4-5>).

일본 정부 측의 담론투쟁의 중심적인 주체는 전원삼법 제정을 적극적

으로 주장했던 내각총리대신인 다나카 카쿠에이와 그 외 통상산업성도

포함되었다. 담론투쟁의 목표는 지역주민 포섭을 통해 원전 입지를 원활

하게 진행하는 것과 이를 통한 원전 건설 확대였다.

담론투쟁 전술로 먼저 입지 예정 지역을 개발을 염원하는 대상으로

대상화한 것이 있었다. 일본 정부 측은 주민들이 “경제적인 파급효과”와

“재미”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발전소를 싫어”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발전

소 입지 예정 지역이 “과소지역”이 많고 대부분 “재정 사정이 좋지 않”

다며 경제적인 측면을 연결시켰다.

또한 이들은 담론 장의 변화에 따라 전원삼법과 관련된 단어를 변화

시켰다. 입지 지역들에 주어지는 경제적인 보상을 비공식적인 담론 장에

서는 “미끼 금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내각총리대신의 공식적인 발

언에서는 “은혜”라는 단어로 변경되었다. “미끼 금전”은 정부 측의 지역

포섭 의도를 드러내는 단어이지만 이를 공식적인 담론 장에서 사용할 수

없었으므로 “은혜”라는 단어로 대체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원전이 입지하지 않은 지역과의 형평성 확보를 강조하며 전원삼

법 제정의 타당성을 확보하려 했다. 원전을 건설해도 “전력은 다른 지역

이 가져가”는 점에 대한 해결책으로 “소비자가 내는 전기가스세는 입지

지역에 교부”해야 한다며 전원삼법 제정을 주장한 것이다.

이러한 일본 정부 측의 담론에 대해 반원전운동 측은 ‘매수법’이라며

대항담론들을 형성하여 담론투쟁을 펼쳤다. 이때의 중심적인 담론주체는

반원전운동 단체였으며 이들의 담론투쟁의 목표는 전원삼법안이 통과하

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첫 번째 담론투쟁 전술은 개발을 염원하는 대상으로서의 지역에 대한

대상화를 거부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정부 측의 대상화에 대해 “문제를

바꿔치기”하는 것이며 “반원전운동이 왜 발생했는지를 완전히 무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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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측 시민사회 측

담론투쟁

전술

관련 텍스트 또는

표현

담론투쟁

전술

관련 텍스트 또는

표현

개발을

염원하는

존재로서의

지역

대상화

Ÿ 주민들이 발전소를

싫어하는 이유 중

하나는 지역에 경

제적인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다

른 공업과 같이 “재

미”를 볼 수 없기

때문

Ÿ 발전소 예정 지역

개발을

염원하는

존재로서의

대상화

거부

Ÿ 문제를 바꿔치기

Ÿ 반원전운동이 왜 발

생했는지를 완전히

무시

<표 4-5> ‘지역 이익’과 ‘매수법’ 담론투쟁 양상

고 비판했다. 이를 통해 개발이나 경제적인 보상을 원해서 반원전운동을

하는 것이 아닌 다른 이유들이 있음을 나타냈고, 이에 대해서는 앞서 검

토한 원전 입지 거부 논리들을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반원전운동 측은 전원삼법을 “매수법”이라 명명하며 담론투쟁을

전개했다. 이들은 전원삼법에 대해 “지자체를 완전히 포섭”하기 위한

“매수법”이라 하며 정부 측이 제시하는 “은혜”를 “구체적 메리트(미끼

금전)”라 불렀다. “미끼 금전”은 정부 측이 비공식적인 담론 장에서 사용

한 단어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또한 “미끼 금전”의 목적과 성격을 강

조하기 위해 “먹이”로도 바꾸어 불렀고, 전원삼법은 지자체를 “완전히

매수”하여 원전 “입지 촉진의 선병”으로 만드는 것이라 주장했다. “매수

법”은 이러한 성격들을 모두 포함하는 명명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담론간의 접합도 관찰되었다. 반원전운동 측은 개발이 본래 행

정당국에게 주어진 책임인데 이를 “은혜를 베푸는 양 실시”한다고 비판

했다. 또한 “안전성을 무시하고, 이윤만 추구하는 원전”을 밀어부친다며

행정주체에 대한 비판 담론과 함께 원전의 위험성, 원전의 이윤추구 담

론을 접합하여 전원삼법과 원전 추진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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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과소지역이 많

고, 재정 사정도 좋

지 않으므로

담론 장의

변화에

따른 단어

바꾸기

Ÿ 미끼금전→은혜

매수법으로

서의

전원삼법

명명

Ÿ 지자체를 완전히 포

섭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매수법’

Ÿ ‘구체적 메리트(미끼

금전)’

Ÿ 먹이

Ÿ 완전히 매수

Ÿ 입지 촉진의 선병

타지역과의

형평성

확보 강조

Ÿ 겨우 원전을 지어

도 전력은 다른 지

역이 가져가므로

Ÿ 소비자가 내는 전

기가스세는 입지

지역에 교부

담론접합

Ÿ 수도나 도로, 공공시

설의 확충을 마치

은혜를 베푸는 양

실시해서 안전성을

무시하고, 이윤만 추

구하는 원전(화력도)

을 밀어부치려 하고

있음

5. 소결

제4장에서는 1957년부터 1973년 사이의 원자력기술 개발, 정책 수립과

관계된 주요 사건들과 반원전운동 사례들을 통해 일본 정부 측과 반원전

운동 측의 담론투쟁 양상을 검토했다.

이 시기 일본 정부 측은 에너지원으로서의 원자력에 대한 기대를 ‘원

자력의 평화적 이용’ 관련 담론을 통해 드러내면서 해당 담론을 더욱 세

련화 했다. 발전국가 체제에서 산업에 투입할 에너지자원이 풍부하지 않

았던 일본은 에너지 자원빈국과 관련된 위기담론을 형성하며 원자력 개

발 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다. 1960년대 중반에는 선진국 대열 진

입에 성공했지만 원자력기술 측면에서는 아직 열등했던 일본에게 원자력

은 국가적인 과학기술 증진의 중요한 한 부분이었다. 이러한 측면이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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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되어 원자력은 고도의 과학기술로서 생산력을 향상시켜 경제성장과 산

업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며, 이를 통해 국민의 생활이 나아질 것이라는

발전주의 이데올로기와 접합하여 홍보되었다. 이에 더해 일본 정부 측은

공해문제가 심각했던 사회적인 상황을 반영하여 석탄과 석유에 비해 공

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며 원자력을 미래의 깨끗한 에너지원으로 부각했

다.

한편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반대하지 않던 시민사회가 자신들의

거주 지역에 원전 건설이 결정되자 격렬한 반대운동을 일으켰다. 우지시,

아시하마와 같은 원자력시설 입지 예정 지역 사례를 시작으로 1970년대

부터는 각 입지 예정 지역에서 반원전운동이 진행되었고, 이들은 전국적

인 연계를 추진하였다. 반원전운동이 시작되자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은

‘반원전’과 경합하는 담론으로 변화하였다. 반원전운동의 주체는 이전 시

기에 반핵운동을 일으켰던 시민들이나 핵무기 피해자들과는 다른 입지

예정 지역주민들이 중심이었다. 여기에 더해 과학자들과 법률가들이 본

격적으로 운동에 참가하여 전문분야를 토대로 반원전 담론을 형성했다.

이들의 ‘반원전’ 담론은 먼저 원자력이 미국에 의존적인 에너지구조를

만든다며 당시 일본 정부 측이 강력하게 주장하던 에너지자원부족 해결

을 위한 원자력 이용 담론을 비판했다. 방사능공해 담론도 담론투쟁의

중요한 요소였다. 이에 더해 이들은 반원전 담론과 반성장주의 담론의

접합을 통해서도 원전 추진을 비판했다. 반원전운동 측은 정부 측의 원

자력 추진 담론과 접합된 발전주의 이데올로기를 비판하였고, 이러한 담

론의 형성에 반원전운동에 노동운동 측과 사회당 등의 참가가 영향을 주

었다.

일본 정부 측은 원전의 안전성을 이해하지 못한 무지로 인해 반원전

운동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계몽을 목표로 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운동을 단순히 설득을 통해 포섭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1차 산업

에 종사하는 주민들에게 원전 입지는 생업과 관계된 문제였다. 일본 사

회는 방사능에 민감하게 반응했고, 풍평피해는 주민들의 생계를 좌우하

는 일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정부 측은 원자력기술 도입 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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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국가 성장 이데올로기를 통해 희생의 주체로서 주민들을 호명했다.

하지만 생존과 관련된 문제에 직면한 주민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

다. 아시하마 원전에서는 전략이 변경되어 개발주의 이데올로기가 반영

된 지역 개발 담론을 제시했으나, 주민들은 이 역시 거부했다. 지역개발

과 보상금 지급은 주민들이 공유하는 어장의 가치를 뛰어넘지 못했다.

이러한 사례는 발전국가체제에서 모든 지역이 개발을 원할 것이라는 생

각이 틀렸음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이 개발 담론을 거부하고

대항담론을 형성한 결과로 일본 정부 측은 포섭책으로 토건국가의 성격

을 지닌 전원삼법을 설계하게 되었다.

개발과 토건업 부흥을 통해 지지층의 많은 부분을 확보해왔던 자민당

은 다나카 카쿠에이를 중심으로 입지 예정 지역에 대해 개발을 염원하는

존재로서 대상화하고, 타지역과의 형평성을 강조하는 담론을 형성하며

전원삼법 제정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하지만 원전 입지를 반대하

던 지역주민들은 이러한 대상화를 거부했고 전원삼법을 지자체와 주민에

대한 “매수법”이라 비판하며 담론투쟁을 전개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 측

의 포섭에 굴복하지 않고 기존의 반원전 담론을 유지했으나 전원삼법교

부금제도로 인해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입지 지역의 주민들 중 많

은 수가 원전 입지 수용을 결정하게 되었다.

또한 이 시기부터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양측의 담론갈등이 관찰되었

고, 첨예하게 대립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초기의 원전 건설 반대운동에서

주민 측은 원자력의 필요성은 인정했으나, 일본 정부 측이 주장하는 절

대적인 안전성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사는 지역에 원전이

입지하는 것을 반대했다. 이들은 자연재해와 인적 오류 발생 가능성 등

을 주장하며 원전에 내재한 위험성을 지적했다. 이와 경합하는 일본 정

부 측의 원전의 안전성 담론은 근거가 빈약하거나 결여되어 있었다. 일

본 정부 측은 원전사고와 자연재해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하려 했고, 관

리를 통해 절대적인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원자로를 수입한 선진

국의 기술에 대한 신뢰를 통해 절대적 안전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반원

전운동 측에게는 선진국에서 발생한 사고의 사례도 원전의 안전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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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불신의 요인이었다. 방사능이나 온배수에 대해서도 시민사회 측은 학

습을 통해 문제점들을 주장했으나, 이에 대해 정부 측은 단순히 위험성

이 적다는 발언을 하거나 원자로에서 방사성 물질이 새어나갈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또한 일본 정부 측은 원자력기술과 관련 기관에 대

한 권위 부여를 통해 안전성을 주장하고 담론권력을 획득하려 했다. 이

들은 원자력기술을 고도의 전문적인 과학기술이라 정의했는데, 이러한

정의는 원전으로 대표되는 위험기술의 추진과 관리에 대해 전문가의 영

역으로 논의의 장을 한정하는 전문가주의와도 연결된다.184)

이를 토대로 도출한 제2기의 담론투쟁의 주된 특징은 아래와 같다.

첫 번째, 일본 정부 측의 원자력 추진 담론 전반에 발전주의 이데올로

기가 반영되었다. 경제성장, 기술발전, 복지 증진, 서구 추격과 같이 이전

시기에도 원자력 추진 담론에 반영되었던 부분들이 해당 시기에도 담론

에 접합되었지만, 이에 더해 에너지원 확보의 측면에서 원자력의 필요성

이 강조되면서 관련 담론들이 다수 형성되었다. 일본 정부 측의 이와 관

련된 지속적인 담론 형성으로 인해 반원전운동 측에게 원전은 경제성장

을 지속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이에 따라 이들의 대항담론에는

반성장주의 담론이 접합되었다.

두 번째, 이 시기 중심적인 담론경합은 원전 입지와 그에 반대하는 담

론들이었다. 원전 건설을 위해 반대운동을 하는 주민들을 포섭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원전 입지 담론은 개발주의

이데올로기와 접합되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에 맞서 주민들은 지역의

자연을 공유지로 인식한다는 가치관을 표현하며 반개발주의와 접합된 원

전 입지 반대 담론을 발신하였고, 나아가 토건국가의 성격을 가지는 전

원삼법 제정에도 반대하였다.

184) 벡(1986)은 전문가에 대한 신뢰에 기초한 과학기술 지식이 물질적 풍요와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지만 부수효과로 환경피해와 생존에 대한 위협을 발생시

키면서 과학기술적 합리성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는 과

학기술과 관련된 결정이 ‘사회적 합리성’을 고려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기 때

문에 벡은 ‘사회적 합리성’을 토대로 ‘과학기술적 합리성’을 통제해야 한다고 주

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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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일본 정부 측은 원전의 위험성 담론과 경합하는 과정에서 원

전의 안전성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본격적으로 반원전운동에 참여하기 시작한 과학자들로 인해 근거가 다양

하고 전문성을 띠고 있던 ‘원전의 위험성’ 담론은 이후에 발생한 원전사

고들에서 많은 부분 현실화되었을 정도로 정확도가 높았다. 원전의 위험

성 담론과 경합하며 일본 정부 측은 반원전운동 측은 물론이고 사회 전

반에 원전의 안전성을 홍보해야 함을 강조했다. 원전의 안전성과 원전의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는 평상시에는 언론을 통해 전개되었으며, 여

러 행사를 통해서도 이루어졌다. 또한 일본 정부 측이 특히 젊은 세대를

겨냥하여 교육을 통해서도 친원전 담론을 유포하고 확산시키려 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네 번째, 양측의 담론권력 획득 시도와 담론 장에서의 주도권 다툼이

관찰되었다. 일본 정부 측은 행정 주체나 관료로서 자신들에 대한 권위

를 부여하거나 원자력기술에 대한 전문가주의를 작동시키며 담론권력 획

득을 시도했다. 일본 정부 측이 형성하는 담론 장에서 국민과 반원전운

동 세력은 원자력정책수용자이자 계몽시켜야 할 대상으로 대상화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반원전운동 측은 정부가 주민들을 담론 장에서 배제했다

고 주장하며 주민들에 대한 담론권력 획득을 시도하였다. 이들은 지역의

일은 지역주민인 자신들이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1957년부터 1973년까지의 일본 정부 측과 반원전운동 측이

전개한 담론투쟁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위에서 정리한 것처럼 일본이 원

전을 확대할 수 있었던 것은 전원삼법교부금제도를 통한 원활한 입지의

영향도 있었으나 홍보와 같은 일본 정부 측의 적극적인 원자력 추진 담

론 유포의 효과도 컸다. 발전주의 이데올로기가 국민의 인식에 자리잡은

사회에서 재생가능한 에너지 확대 프로젝트의 실패 사례가 시사하는 바

와 같이 대량의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고 홍보되는 원자력에 대한 국

민적인 수용도는 높아지기 쉬웠다. 반면 원자력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자신의 거주지 근처에는 건설할 수 없다는 일본 국민의 여론조사 결과는

이들이 원전에 내재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던 반면 원자력정책, 반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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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이 이

시기 원전의 안전성 담론은 일본 사회에서 헤게모니를 획득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발전주의 이데올로기로 인해 원자력정책 추진에 대한 사회적

인 동의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와 제도 – 담론 – 인식

의 상호작용을 통해 건설된 원전은 에너지를 대량공급하는 사회간접자본

으로서 일본의 발전국가체제 유지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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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제3기 원전 입지의 전국화와 ‘안전신화’ 붕

괴론(1974-1980년)

1. 원자력발전체제의 작동과 반원전운동 주체의 다양

화

1) 빈번한 원자력 시설 사고와 규제체제의 개편

1차 석유위기 발생을 계기로 일본 정부 측은 원자력을 석유를 대체할

가장 유력한 에너지원으로 언급하기 시작했다. 수력, 지열, 태양에너지와

같은 재생에너지의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지만 석유위

기 이전에도 국책으로 개발되던 원자력이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반원전운동 측이 강력하게 반대하던 전원삼법이 1974년 9월 제정되면서

지역의 반원전운동은 약화되었고, 점차 원전 건설과 가동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1970년대 중후반에는 일본에서 가동을 시작한 각지의 상업용

원자로에서 사고와 고장이 발생하여 가동이 정지되는 일이 자주 발생했

다.185)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원전 입지 지역주민들과 반원전운동 측의

원전에 대한 신뢰는 더욱 저하되었고, 그들은 원전의 위험성을 주장하며

더욱 거센 반원전운동을 진행시켰다. 이 시기에는 츠루가 원전과 시마네

원전 제어봉 관련 배관 균열, 후쿠시마 제1원전 1·2호기, 타카하마 1호

기, 미하마 원전 연료봉 파손과 같은 사고들이 발생하여 가동이 중지되

었고, 사고가 발생한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반대운동이 더욱 강해져 운전

재개가 늦어졌다. 하지만 당시 국회에서는 석유를 대체할 에너지원은 원

자력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고, 원자력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185) 원자력안전위원장이던 코다마 카츠오미(児玉勝臣)의 공식적인 발언에 의하

면 1979년 3월 1일까지 일본 내 원전에서 발생한 사고와 고장 건수는 111건이

었다(1979년 4월 2일 참의원예산위원회 회의(国会, 197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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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은 사회당과 같은 혁신 계열 정당 의원들에 불과했다.

이 중 특히 논란이 되었던 간사이전력 PWR형 원자로인 미하마 1호

기의 사고 사례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한다. 1973년 4월 4일 미하마

1호기 연료봉 2개에서 합계 170cm 정도의 파손이 생긴 것이 제2회 정기

검사에서 발견되었다. 하지만 간사이전력은 이를 은폐했고, 3년이 지난

1976년에서야 밝혀졌다. 해당 사고조사팀이었던 이마나카 테츠지와 코이

데 케이스케(今中哲二・小出裕章, 1979)는 이 사건을 국가와 간사이전력

이 일체가 되어 숨긴 사고라 비난했다. 그러나 간사이전력과 원자력위원

회, 통산성, 과학기술청은 이 사고에 대해 “큰 사고는 아니었다. 간사이

전력이 당시 보고하지 않은채 비밀로 한 것이 나쁜 것”이라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반원전운동 측은 연료피폭관이 파손될 경우 1차냉각계에 떨어

진 파편이 원자로내를 순환하며 다른 연료관을 파손시킬 수 있어 대사고

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 측의 평가에 대해 “국민을 속이려는

것”이라 비판했고, 사고의 정확한 경위가 밝혀질 때까지 일본 내 모든

원전의 가동을 중지시킬 것을 요구했다(原子力資料情報室, 1976c).

이러한 사고와 고장을 원인으로 1975년부터 1980년까지 일본 내 원전

의 설비이용률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표 5-1>). 특히 BWR은

1975년과 1977년에는 설비이용률이 각각 35.4%, 29.0%로 절반 수준에도

못 미쳤고, 역시 42-55%라는 낮은 설비이용률에 머무르던 PWR에 비해

서도 낮았다. 설비이용률이 BWR, PWR에 비해서는 높았던 GCR(가스냉

각로, 도카이 1호기)을 종합해도 평균적인 설비이용률은 1980년을 제외

하면 40-50%대 수준에서 그쳤다. 이러한 원전의 낮은 설비이용률은 추

후 살펴보듯 반원전 담론의 주요한 근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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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노형

연도
BWR PWR GCR 종합평균

1975 35.4 46.6 68.4 42.2

1976 55.6 49.1 69.5 52.8

1977 29.0 51.2 67.8 41.8

1978 58.5 54.1 69.8 56.7

1979 64.2 42.6 63.5 54.6

1980 65.0 55.7 67.3 60.8

<표 5-1> 일본 내 원자력발전소 설비이용률 추이(1975-1980)

자료: 原子力百科事典 ATOMICA(원자력백과사전 ATOMICA) 홈페

이지의 표를 재구성

일본에서는 1975년부터 통상산업성, 전력업계, 산업계에 의해 경수로

개량표준화 계획이 시작되었다. 제1차 개량표준화 계획, 제2차 개량표준

화 계획을 거쳐 제3차 계획에서 개량표준경수로(A(Advanced)BWR,

APWR)가 개발되어 해당 계획은 1986년에 종료했다. 니가타현의 카시와

자키카리와 6호기(1996년 11월)와 7호기(1997년 7월)는 ABWR로서는 세

계 최초로 건설과 운전을 시작한 사례가 되었다.186) <그림 5-1>은 개량

표준화계획을 중심으로 한 일본 원자력기술의 개발 과정을 나타낸 것이

다.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중후반까지 기술의 국산화가 진행되었

고, 1980년대 중반부터는 기술의 고도화가 진행되었다. 개량표준화 계획

은 국산화와 함께 시작되었고, 초기의 원전인 츠루가 1호기, 후쿠시마 제

1원전, 하마오카 1호기, 도카이 제2원전, 오나가와 1호기, 시마네 1호기,

미하마 1·2호기, 타카하마 1호기 등의 원자로는 국산화 전에 공사를 시

작했으며 이 중 몇 기의 원전들은 가동도 국산화 이전에 시작했다. 일본

정부 측은 1980년대 후반부터 자국의 경수로가 고도화되었다고 정의했

186) 原子力百科事典 ATOMICA(원자력백과사전 ATOMICA) 홈페이지(2020년

3월 21일 접속),

https://atomica.jaea.go.jp/data/detail/dat_detail_16-03-04-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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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료: 原子力百科事典 ATOMICA(원자력백과사전

ATOMICA) 홈페이지

<그림 5-1> 시기별 경수로 개량표준화 과정

하지만 원전 건설과 가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던 중인 1974년 9월 1

일, 일본의 첫 원자력선 ‘무쯔(むつ)’가 임계 후 3일 만에 시험운항 도중

방사선 누출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무쯔는 모항인 아오모리현 무

쯔시로 귀항하려 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50일간이나 바다를 떠돌게 되

었다. 무쯔는 미국과 소련이 원자력잠수함 개발 경쟁을 펼치던 시기에

일본에서 탄생한 원자력선인데, 화물용 잠수함을 목표로 했으나 장래에

는 군용으로도 사용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187) 사고 발생 전에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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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키현 사세보(佐世保)항에서 미국 원자력잠수함의 방사선 누출 사고

발생으로 어민들의 반감이 심해진 상태였고, 이들이 무쯔의 시운전을 반

대하자 운송대신이었던 모리야마 킨지(森山欽司)가 “원자로를 무서워하

는 자는 야만인”이라는 발언을 해버려 반대운동에 불을 붙이는 꼴이 되

었다. 반원전운동과 위험에 대한 당시 관료의 시각을 보여주는 발언이었

다. 이는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었다.188)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무쯔의

사고는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일본 시민사회에 원자력에

대한 불안감을 다시 각인시켰다. 이후에도 무쯔의 폐선운동이 무쯔시와

입항 예정지로 지목된 나가사키시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무쯔의 사고를 계기로 1975년 원자력위원회의 원자력행정간담회에서

는 원자력기본법 개정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개정의 주요한 목적은

원자력산업 추진과 규제를 담당하는 원자력위원회 일원화 체제를 개편하

여 새로운 규제기관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설립한다는 것이었다. 일본

정부 측이 강조한 것은 원자력안전위원회만 안전규제를 담당하지 않고

원자력위원회와 “더블체크”를 한다는 것이었다(原子力委員会, 1979). 개

편은 진행되어 1978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위원회로부터 분리되어

발족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방지와 사고 확대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2012년 9월 폐지될 때까지 일본 원자력 안전 규제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기능했다.

그리고 1979년 3월 28일, 당시까지 전무했던 최악의 상업용 원자로 사

고인 미국 스리마일섬 원전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는 일본 내 기존

반원전운동 세력들의 더욱 강력한 반원전 담론과 원전의 위험성 담론 형

성에 영향을 주었지만 결론적으로 일본 정부 측의 원전 추진은 막지 못

했다. 스리마일섬 원전사고에 대한 일본 정부 측과 반원전운동 측의 대

187) 이는 원자력선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범위 안에 두고 개발하려던

일본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반하는 사실이다.

188) 일본원자력산업회의 상임부회장 모리 카즈히사(森一久)의 글, ‘原子力船

「むつ」の数奇な一生(원자력선 ‘무쯔’의 불행한 일생)’,

https://www2.yukawa.kyoto-u.ac.jp/~yhal.oj/Mori/Mori1Q/Reports05/IMG_0025.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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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에 대해서는 다음 2절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2) 반원전운동 활동 다양화와 원전 위험성 제기

앞서 살펴보았듯 해당 시기 일본에서는 원자력시설의 사고가 빈발했

는데, 반원전운동 측은 이러한 사고들을 토대로 원전의 위험성과 관련된

담론을 다수 형성했다.

또한 일본 정부 측은 원자력정책 추진을 위해 1975년 12월에는 원자

력위원회와 일본학술회의가 주최하고 과학자와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는

원자력심포지움을 계획했다. 해당 심포지움은 원자력 개발 이용의 “기본

적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이에 대해 반원전운동 측

이 항의 행동을 펼쳤다. 반원전운동 측은 해당 심포지움이 “파탄된 원자

력 안전신화를 얼버무리고” 과학자들만의 검토의 장이자 반대주민의 의

사를 무시하는 기만적인 것이므로 결코 허락해서는 안된다며 12월 11일

카시와자키 반대운동 동맹, 도쿄의 소비자 단체, 시민단체 멤버 약 20명

이 검토소위원회의 회장에 들어가 항의 행동을 전개했다(原発・再処理工
場反対運動情報・連絡センター, 1975b). 반원전운동 측의 이러한 항의 행

동은 이전 시기에도 관찰된 담론권력 획득 시도와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 볼 수 있으며 동시에 전문가주의적인 원자력 논의에 대한 비판이

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항의 행동으로 인해 원자력위원회는 해당 심포지

움을 1976년 말에도 개최하지 못했다(原子力委員会, 1976). 이와 같이 사

례에서는 반원전운동 측의 주장에서 처음으로 “원자력 안전신화”라는 표

현이 발견된 점, 또한 이미 “파탄”되었다고 주장한 점이 주목할만하다.

이와 같이 이들은 상업용 원전이 본격적으로 가동하면서 다발한 사고

와 고장 사례들을 통해 원전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고 원전을

반대하는 주된 논리로 주장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 측은 이러한 안전 불

신에 대해 “불행한 체험”, 즉 원폭 피폭 경험에서 나온 것이라 주장하며

(原子力委員会, 1976) ‘핵알레르기’ 담론과 연결시켰다.

또한 반원전운동 측의 원전의 위험성에 관한 논리는 원전 관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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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서도 한층 견고해질 수 있었다.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며

과학자, 변호사들의 참가를 통해 전문성에 기반한 논리를 구성할 수 있

었던 것이다. 여기에서는 이카타 1호기 건설허가취소 소송 사례를 간략

히 살펴보도록 한다.

이카타발전소 1호기는 시코쿠전력(四国電力)의 56.6만kW급 PWR이며

1970년 일본 남서부 시코쿠섬의 에히메현 니시우와군 이카타정에 입지하

기로 결정되었다. 결정에 앞서 당시 이카타정의 정장(町長)인 야마모토

쵸마츠(山本長松)는 시코쿠전력에 유치진정을 제출했는데, 이유는 1960

년대 후반부터 가뭄으로 인해 가난한 농촌이었던 이카타정에서 주민들의

인구유출이 많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野村亮輔·

藤本建夫, 2015).189) 이카타정의 홈페이지에서도 “낙후를 고민하는 이카

타정에서는 지역부흥책으로 원자력발전소 유치 기운이 높아졌고, 관계자

의 진정”이 이루어졌다고 밝히고 있다.190) 1970년 10월에는 ‘이카타정원

전유치반대공투회의(伊方町原発誘致反対共闘会議)’가 결성되어 주민들의

반원전운동이 시작되었다. 지역주민이자 기자였고 이카타원전 반대운동

에 전념했던 사이마 미츠루(斉間満, 2002)에 따르면 어업권을 가지고 있

는 어협총회에서는 원전반대를 결의하였다. 하지만 어협임시총회에서 찬

성 세력들이 체결을 강행하였고, 1971년 12월에는 어협의 어업권이 포기

되어 원전 건설이 결정되었다. 이에 원전 건설에 반대하는 이카타 주민

들은 1973년 1월 27일 내각총리대신에 대해 ‘이의신청(異議申立て)’을 통

해 허가 취소를 요구했으나 같은 해 5월 31일 기각되었다.191)

189) 하지만 유치진정에 대해 원전 건설에 반대하는 이카타 주민 측은 “독단”적

으로 결정한 것이며, 이카타정 직원들이 시코쿠 전력으로부터 ‘알선료’ 명목으로

1,600만엔을 받았다고 주장했다(原発・再処理工場反対運動情報・連絡センター,
1975a).

190) 伊方町(이카타정) 홈페이지(2019년 8월 21일 접속),

https://www.town.ikata.ehime.jp/soshiki/23/192.html

191) ‘이카타원전건설반대핫세이(八西)연락협의회’는 1973년 7월 1일 ‘원전투쟁정

보’에 실은 글에서 “주민은 옛날부터 싸움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정부의 주민

을 무시하는 결정에 앉아서 볼 수 많은 없어” 소송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原

発・再処理工場反対運動情報・連絡センター, 1973d). 또한 원전 건설 결정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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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원고 측(주민)은 “원자로 구조의 결함”, “입지심사지침의 위

법성”, “입지선정의 오류”, “방사성폐기물과 온배수 피해”라는 네 가지

항을 들어 건설허가의 위법성을 지적했다(原発・再処理工場反対運動情
報・連絡センター, 1973d). 특히 “원자로 구조의 결함”에 대해서는 PWR

의 위험성에 관해 주장했는데, 예를 들어 2차계의 모든 급수가 정지해서

냉각수가 상실되었을 시 비상용노심냉각장치(Emergency Core Cooling

System, ECCS)의 무효성으로 인한 노심용융 가능성, 수소가 격납용기

상부에 쌓여 수소폭발이 발생할 가능성 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측은 2차계 모든 급수의 정지 가능성, 수소가 격납용기에 밀집될

가능성 자체를 부정했다(今中哲二 외, 1979).192)193) 주민 측은 온배수에

대해서도 시코쿠전력이 책정하고 평가한 것보다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 주장했다(原発・再処理工場反対運動情報・連絡センター, 1974a).
해당 소송은 구두변론 36회, 현지검증 2회를 포함하여 4년간 진행되었

으나 1978년 4월 1심 판결에서 청구기각되었다.194) 법원이 원고자격은

인정했으나, 안전성에 대한 판단은 국가의 “재량권”에 속하므로, 국가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原子力資料情報室, 1978b

).195)196)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공사는 진행되었으며 1977년 9월 30일 상

해 “가난하지만 평화로웠던 이카타는 투쟁의 마을로 변”했다고 언급했다(原発・
再処理工場反対運動情報・連絡センター, 1973d).
192) PWR은 냉각계를 1차계와 2차계로 구분하고 있다. 1차 냉각수는 BWR의

냉각수와 같이 노심의 열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단, 그 후의 과정이 BWR과

다른데, 1차 냉각수가 높은 압력으로 인해 노심에서 비등하지 않고 증기 발생기

에 흘러들어가 2차 냉각수와 열교환하며 증기를 발생시킨다. 이를 통해 발생한

2차계의 증기가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구조이다.

193) 이와 같은 항목들은 추후 스리마일섬 원전사고에서 현실로 입증되었다.

194) 해당 재판에 대해 원수금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재판투쟁은 간사

이지방의 변호사와 학자들의 지원 속에 큰 운동이 되어갔다. 법정의 증인들의

논쟁은 학술논쟁에 도달해 있었고, 정부 측 증인이 설득력이 없음과, 안전심사

가 엉망인 것을 차례로 파헤치고 있었다. 내용적으로는, 원자력위원회는 완전히

패배했다고 생각한다.” (原水爆禁止日本国民大会, 1978)

195) 原子力百科事典 ATOMICA 홈페이지(2019년 6월 18일 접속),

https://atomica.jaea.go.jp/data/detail/dat_detail_10-05-02-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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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운전을 시작했다.197)

원고 측은 판결에 불복하여 1978년 4월 30일 타카마쯔(高松)고등재판

소에 항소했다. 항소가 진행 중이던 1979년에 스리마일섬 원전사고가 발

생하였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이 사고가 이카타 1호기의 안전심사 합리

성을 좌우하는지를 중심으로 22회의 구두변론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법

원은 1심판결을 지지하며 스리마일섬 원전사고의 주요 원인이 운전관리

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1호기 설치허가의 안전심사 합리성에 영향을 미

치지 않는다며 1984년 12월 원고의 패소를 결정했다. 원고 측은 같은 해

12월 27일 최고재판소에 상고하였으나 1992년 상고기각되었다.198)

이카타 1호기 건설허가취소소송은 주민 측이 패소했으나 앞서 언급하

였듯 각지에서 원전 관련 소송이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후쿠시마 원

전사고 발생 전까지 도카이 2호기, 후쿠시마 제2원전 1호기, 카시와자키

카리와 1호기 등의 건설과 운전금지 소송이 이어졌으나 모두 주민 측이

패소했다(<부록 7> 참조). 특히 소송 기간 동안 스리마일섬 원전사고,

체르노빌 원전사고가 발생했고, 1990년대 이후에는 일본 내에서도 고속

증식로 몬쥬 나트륨누출사고, 핵연료제조공장 JCO의 임계사고, 카시와자

키카리와 원전이 위치한 니가타현에 주에쓰 지진이 발생했는데도 재판소

는 모두 원전 추진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199)

이러한 상황에서 반원전운동에 참여하며 전문성에 기반한 담론을 형

성하던 과학자들이 중심이 된 단체가 탄생하였다. 1975년 9월 핵화학자

인 타카기 진자부로를 중심으로 ‘원자력자료정보실(原子力資料情報室,

196) 판결문은 “안전”에 대한 국가 측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된다”라는 문구를 추가한 것이었다(原子力資料情報室, 1978b).

197) 1호기는 2016년 5월 10일 가동을 종료했고, 후에 건설된 2호기는 2018년 5

월 23일 가동 종료했다. 1호기와 2호기는 폐로 방침이 결정되었으나, 나머지 3

호기(1994년 상업운전 시작)는 2019년 6월 현재 가동 중이다.

198) 原子力百科事典 ATOMICA 홈페이지(2019년 6월 18일 접속),

https://atomica.jaea.go.jp/data/detail/dat_detail_10-05-02-01.html

199) 니가타현주에쓰해역지진은 매그니튜드 6.8, 최대진도 7로 관측되었다.

Association for the Development of Earthquake Prediction 홈페이지(2020년 3

월 10일 접속), http://www.adep.or.jp/shindo/index.041023a.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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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IC)’이 설립되면서 반원전운동 측은 더욱 활발히 원전의 위험성과 관

련된 여러 논리들을 전개했다.200) 이들을 통해 원자로 안전심사 비판, 해

외와 일본의 원전사고 사례들을 토대로 한 위험성 주장, 자연재해로 인

한 사고발생 가능성 등 원전의 위험성 담론이 다양하게 형성되었다.

이들은 각 원전 주변에서 식물의 돌연변이를 조사하거나 솔잎에서 코

발트 60과 같은 방사성 물질을 측정하고, 해저침적물을 채취해 코발트와

망간 검출을 확인하는 등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으로 인해 자연계에 배

출되는 방사성 물질의 유해성을 입증하는 활동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原子力資料情報室, 1977b; 原子力資料情報室, 1978d). 이와 같이 과학자

들은 자신들의 전공분야를 활용하여 필드워크를 통해서도 원전의 위험성

을 입증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1970년대 중후반부터 반원전운동 측은 일

본 정부 측이 주장하는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 완전히 불신하게 되면서

‘원자력 안전신화’의 붕괴론을 제기했다. 이러한 불신은 1979년 스리마일

섬 원전사고가 발생하면서 이에 기반한 주장들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 장의 2절에서 검토할 것이다.

3)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원자력 홍보

다나카 카쿠에이를 포함하여 후임 내각총리대신들은 공통적으로 원전

과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201)

200) 타카기 진자부로는 도쿄대에서 핵화학을 전공했으며 일본원자력사업주식

회사 종합연구소의 핵화학연구실에서 일했다. 이후 도쿄대 원자핵연구소에서 우

주핵화학을 연구하며 이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도쿄도립대학 조교수로 재직

했다. 막스플랑크 핵물리연구소 객원연구원 생활을 한 후 도쿄도립대학을 퇴직,

1974년부터 플루토늄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는 ‘플루토늄연구회’를 설립하며

본격적인 반원전운동 행보를 걷기 시작했다. 즉, 반원전운동에 뛰어들기 전까지

핵전문가로서의 삶을 살아왔다고 할 수 있다.

CNIC 홈페이지(2020년 3월 18일 접속), http://cnic.jp/takagi/life/index.html

201) 다나카 카쿠에이는 1974년 3월 19일 국회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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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에 대한 홍보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던 것은 먼저 정책 문서들

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는데, 1975년을 예로 들면 ‘원자력의 날’ 전후로

전국 각지에서 원자력 홍보 행사가 열렸다. 특히 원전 입지 지역들을 중

심으로 하여 다른 대도시들에서도 행사가 진행되었는데, 서구 국가들의

작품을 포함한 원자력 홍보 영화 상영, 에너지 문제 측면에서의 원자력

의 평화적 이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전시회, 학생들과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원자력 시설 견학회,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원자력 작문대

회 등이 개최되었다. 해당 행사들의 주최는 각 전력회사, 마이니치신문,

아사히신문과 같은 언론사, 원전 입지 지자체, 일본원자력문화진흥재단

등이었고 전력회사, 과학기술청 등이 후원했다(原子力委員会, 1975b). 또

한 매년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원자력교육세미나, 원자력실험세미나가 진

행되었고, TV에서는 ‘미래에너지 “핵융합을 향한 길”’과 같은 홍보 프로

그램이 전국적으로 방송되었다(原子力委員会, 1979). 이를 통해 원자력

홍보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지만 특히 학생, 교직원과 같이 교육

계에 큰 비중을 두고 행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제4장에서 살펴본 학생

들에 대한 원자력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한 일본 정부 측의 담론이 실현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언론은 원전이 안전하다는 논조의 기사를 썼다.202) 1974년 12월 25일

“그리고 정부가 자신을 가지고 조사하고, 자신을 가지고 작업을 하게 해서, 국

민에게 절대 재해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자신있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뭔가, 정

말 자신이 있어도, 소곤소곤소곤 이야기만 하고, 들어보면 자신이 없어 보인다

는, 이러한 문제는 굉장히 위험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페니실린이 왔을 때에, 1

만명 중 1명이 쇼크사를 했다는 것도 있는데, 페니실린은 괜찮다는 것에 대해서

는, 어쨌든 그 예시가 있으므로, 긴 시간 낫지 않았던 병도 낫는다는 것인데, 이

원자력발전이라는 것은 굉장히 방사능의 영향같은 것을 받으면 심각하므로, 학

문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체제적으로도 이렇다, 그렇다면 더욱 만일의 경우,

만일의 경우에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보상하겠습니다, 대응하겠습니다, 이

러한 것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1974년 3월 19일 참의원예산위원회 회의(国

会, 1974a)). 다나카 카쿠에이에 이어 내각총리대신에 취임한 미키 타케오 역시

“국민이 안전성에 대해 의심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

했다(1975년 11월 1일 참의원예산위원회 회의(国会, 197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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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신문에는 일본원자력연구소 스구리 스스무(村主進)의 글이 실렸

다. 스구리 스스무는 “세계에 상업용 발전소가 157기 운전되고 있”지만

“사고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만일” 사고가 발생

한다 해도 “100만년에 한 번 이하”라며 원전사고 발생 확률이 희박함을

설명했다.203) 1975년 8월 27일자 아사히신문에도 히로시마공업대학의 마

에카와 츠토무(前川力) 학장의 인터뷰가 실렸다. 마에카와 츠토무는 “원

자로는 원폭과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원자로가 대사고를 일

으키는 것은 먼저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당분간은 원자력발전에

의지해야 합니다”라며 원전의 안전성과 원자력의 필요성을 홍보했다.204)

또한 1974년부터 1975년 사이에 아사히신문, 닛케이신문, 요미우리신문,

마이니치신문과 같은 주요 신문사에 첫 원자력 광고가 실리기 시작했다

(西尾漠, 2019).

원전과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홍보는 이해하기 쉬운 구호를 중심으

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었다. 일본 전력회사와 정부의 원전 광고를 연구

해 온 혼마 류에 따르면 모든 원전 광고에는 “원전은 일본의 에너지 생

산량의 3분의 1을 담당”, “원전은 절대적으로 안전한 시스템”, “원전은

청정에너지”, “원전은 재생가능한 에너지”과 같은 표현을 꼭 사용하도록

정해져 있었다(本間竜, 2016).205) 즉, 원자력 광고에서는 기본적으로 에너

202) 이에 대해 일본사회당 이시노 히사오 의원은 국회에서 미하마 원전의 사

고 은폐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신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계속

보고 있는데 매일 신문에서 원자력이 안전하다고 쓰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정

말 까마귀가 울지 않는 날은 있어도 원전이 안전하다는 기사는 어디에나 나와

있어요. 원자력발전소의 사고가 은폐되는 것과는 전혀 거꾸로 180도 다를 정도

로 수가 많아요.” (1976년 2월 12일 중의원예산위원회 회의(国会, 1976a)).

203) 「原子炉がもしも事故を起こしたら発電所とその周辺はどうなるでしょうか」(“원자로가

만일 사고를 일으키면 발전소와 주변은 어떻게 되나요?”)(朝日新聞 1975/12/25)

204) 原子炉が爆発しないのはなぜか(원자로가 폭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朝

日新聞 1975/12/25)

205) 저자에 따르면 이 연구의 시간적인 범위에 속하는 1970년대까지 원전 광

고는 전문가의 설명과 같은 글이 위주였지만, 1980년대부터는 표현과 광고수법

이 다양화되어 일러스트, 그림, 사진 등이 활용되거나 연예인이 출연하기도 하

였으며, 광고수도 비약적으로 증가했다(本間竜,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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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안전성, 공해방지의 측면에서 원자력의 필요성과 우수성을 홍보하

는 것이 공통 규칙이었던 것이다. 아래 <그림 5-2>는 1980년 8월 2일

요미우리신문에 실린 전기사업연합회의 원자력 광고이다. 큰 글씨의 제

목은 “어업과 석유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에너지절약과 원자력발전이 필

요합니다”라고 쓰여 있으며, 관련 내용으로 본문에서 “우리 국가의 석유

할당량이 빈궁할 것이라 예상되므로, 어업·농업·수송 등에 필요한 석유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전기를 만드는 것은 석유에서 원자력이나 석탄과

같은 대체에너지로 전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석유화력 대신에 원자력

발전소 100만킬로와트 1기를 건설하면 연간 약 140만킬로리터의 석유가

남게 되어 이를 다른 산업에 돌릴 수 있게 됩니다”와 같이 주장하고 있

다. 스리마일섬 원전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이지만 두 차례의

석유위기를 경험한 상황에서 석유가 부족한 상황이 강조되었고, 석유를

대체하기 위한 원자력의 필요성을 전력생산부문뿐만 아니라 1차 산업과

수송 부문에도 논리를 확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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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読売新聞(요미우리신문)

<그림 5-2> 전기사업연합회의 원자력 신문광고

그렇다면 이 시기 일본 국민의 원자력에 대한 인식은 어땠을까? 스리

마일섬 원전사고가 발생한 다음해인 1980년 일본 정부가 5,000명의 국민

을 대상으로 실시한 ‘에너지절약(省エネルギー)에 관한 여론조사’에는 원

자력과 그 외 에너지원 관련 여러 질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제시되

어 있다. 먼저 향후 주된 발전원이 무엇이 될 것이라 예상하냐는 질문에

는 과반에 가까운 46.6%가 원자력발전이라 답했고, 태양광발전이 18.2%

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원자력발전에 대해서는 55.6%가 “걱정”이라 답

하였는데, 걱정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54.0%가 “방사능이 배출되는 것”,

28.7%가 “만일의 고장이나 사고”라 답했다. 이러한 불안감에 비해 원자

력시설의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51.5%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

했다(반대 23.0%).206) 이를 통해 당시 일본 국민은 향후 원자력이 주된

206) 世論調査(여론조사) 홈페이지(2020년 3월 7일 접속),

https://survey.gov-online.go.jp/s55/S55-11-5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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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원이 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방사능, 사고와 같은 위험성에 대해 불

안감을 가졌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전반적으로 자국의 안전대책은 충

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한 것을 통해 일본 정부 측의 안전관리 홍보

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짐작할 수 있다.

4) 핵연료사이클 확립 실패와 원자력발전체제의 균열

이 절에서는 일본의 재처리와 고속전환로 등 핵연료사이클 정책에 대

해 살펴보도록 한다. 핵연료사이클 관련 기술 개발과 시설 건설, 가동은

경수로에 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주요한 흐름을 다루기 위해 이

연구의 분석시기를 벗어난 1980년 이후의 일들도 검토할 것이다.

일본은 원자력 개발 초기부터 핵연료사이클 확립에 노력과 예산을 투

입했는데, 이는 원자력 개발 국가들이 핵연료사이클이 필수적이라 생각

했던 이유도 있다(竹内敬二, 2013). 일본 정부 측은 특히 석유위기 이후

원자력을 ‘준국산 에너지원’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처리, 핵연료사이

클 확립을 강조하게 되었다. 원자력위원회의 1975년 원자력백서(原子力

委員会, 1975a)와 1978년의 원자력장기계획(原子力委員会, 1978)에서는

“사용후 연료의 재처리는 핵연료사이클의 “핵심”이며 원자력을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으로 하기 위해 반드시 재처리시설 건설이 필요

하다”며 재처리 체제를 정착시켜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1974년 인도의 핵실험 성공으로 인해 미국이 핵비확산 지침을

강력히 추진했기 때문에 일본의 재처리 정책은 미국의 압력을 받게 되었

다.207) 앞서 살펴보았듯 일본은 1958년 미국으로부터 농축우라늄을 제공

받는 첫 협정을 체결했고, 1961년에 농축우라늄 공급 확대를 위한 개정

을 진행했다. 하지만 미국의 핵비확산 정책으로 인해 협정을 맺은 국가

207) 인도의 핵실험 성공은 개발도상국도 상업용 원자력기술을 토대로 핵무기

를 개발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기 때문에 미국의 충격은 컸다. 인도의 핵실

험 성공을 계기로 1970년대 미국은 한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의 핵개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김기정·박한규,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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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도 규제가 강해졌는데 당시 일본은 첫 재처리공장인 도카이재

처리시설(처리량 700kg-1tU/1일)의 가동을 앞둔 상태였다. 미국은 일본

의 재처리에 대해 “극히 엄격”하게(原子力委員会, 1980) 반대했지만 일본

은 재처리 노선을 추진하려 했다.

3번의 교섭 끝에 양국은 1977년 9월 12일 ‘합중국산 특수핵물질 재처

리에 대한 미일원자력협정 제8조 C항에 근거한 공동결정’을 하고, 플루

토늄 전환시설 건설연기를 조건으로 도카이재처리시설에 2년간 99톤까지

플루토늄을 ‘단체(單體)추출’ 방식으로 재처리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

다(原子力委員会, 1980).208) 미국 측은 교섭 당초 핵확산 위험이 비교적

적은 혼합추출을 요구했으나 일본이 설계해 놓은 단체추출을 할 수 있도

록 양보해준 것이었다(김기정·박한규, 2002).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재처리 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김

기정·박한규(2002)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먼저 일본 정부, 원자력산업

계, 전력업계가 원자력을 석유의 대체 에너지원으로 추진한다는 합의가

존재했기 때문에 재처리 의견을 관철할 수 있었던 것과 두 번째, 미국이

일본이라는 주요 우방국과 재처리문제로 심각한 균열이 발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1차 석유위기로 인한 세

계적인 경제 침체 극복을 위해 일본의 협력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러한

양국의 관계가 협정에서 고려된 것이었다.

이로 인해 1977년 도카이재처리시설의 시운전이 시작되었다. 1976년에

는 동력시험로인 JPDR의 사용후 핵연료가 해당 재처리공장에 운반되었

고, 1977년부터는 상업용 원자로에서 나온 사용후 핵연료를 도카이발전

소 전용항까지 해상운송을 통해 가져갔다. 이에 반원전운동 측에서는 해

상운송이라 해도 “극히 위험한 물질”을 가지고 있으며 “안전대책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지역 어민들을 중심으로 반대운동을 펼쳤다(原

子力資料情報室, 1977b). 하지만 1978년 2월 도카이재처리시설은 BWR의

208) 原子力百科事典(원자력백과사전) ATOMICA 홈페이지(2020년 2월 4일 접

속),

https://atomica.jaea.go.jp/data/detail/dat_detail_04-07-03-0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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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그러나 같은 해

8월 24일 우라늄과 플루토늄 분리 공정 과정 파이프에 구멍이 생기는 사

고가 발생하여 가동을 중단하게 되었고, 1981년 재가동을 시작할 때까지

시험가동과 검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209)

또한 일본 정부는 1995년 이후에는 고속증식로의 실용화를 실현하고,

“궁극의 에너지원”이라 부르던 핵융합을 2000년대 초반부터 실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原子力委員会, 1975a). 하지만 2020년 현재도 핵융합은

상용화되지 못했으며, 일본 내에서는 국립 양자과학기술연구개발기구와

대학교 등이 연구개발 중이다.210) 고속증식로와 신형전환로에 대해서는

1967년 동력로·핵연료개발사업단(동연)이 발족하여 개발을 담당하게 되

었다. 1977년 4월에는 이바라키현에 설치된 나트륨 냉각형 고속증식실험

로인 ‘죠요(常陽)’가 첫 임계에 도달했고, 해당 실험로에서 얻은 성과는

1991년부터 운전을 시작한 원형로인 ‘몬쥬(もんじゅ)’의 설계에 반영하게

되었다.211) 1978년 5월에는 플루토늄을 연료로 사용하는 신형전환로인

‘후겐’이 임계를 달성했다.212) 신형전환로는 일본이 원자로의 최종적인

목표로 설정한 고속증식로 실현 이전까지의 “보완”적인 원자로로 계획되

었다(原子力委員会, 1980). 후겐은 2003년 운전종료 후 폐로가 결정되어

현재도 폐로 작업 중이다.213)

209) 이후 도카이재처리시설은 2007년까지 가동했고, 2018년 폐지가 결정되었

다.

210) 文部科学省(문부과학성) 홈페이지(2020년 3월 7일 접속),

https://www.mext.go.jp/a_menu/shinkou/iter/020.htm

211) 일본 내 원자력 연구 시설 집약지인 도카이무라가 소속된 지자체도 이바

라키현이다.

212) 죠요와 몬쥬, 후겐의 명칭은 모두 당시 동연의 이사장이던 키요나리 스스

무(清成迪)가 지은 것인데, 몬쥬는 ‘문수보살’, 후겐은 ‘보현보살’에서 따온 것이

다. 죠요도 본래 ‘법장(法蔵)’을 따서 지을 것이 제안되었으나, 입지 지역의 중국

풍 명칭을 토대로 죠요라고 짓게 되었다.

JAEA 홈페이지(2020년 3월 8일 접속),

https://www.jaea.go.jp/04/fugen/about/history/name/ ,

https://www.jaea.go.jp/04/o-arai/joyo/faq/faq_frm.html#faq1

213) JAEA 홈페이지(2020년 3월 7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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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투입한 노력과 시간, 예산에도 일본의 핵연료사이클은 확립되

지 못했다. 아래와 같이 여러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1997년 3월 11일 도카이재처리공장의 저준위 방사성 폐액을 아스팔트

고화하는 시설에서 오전 10시경 화재가 발생했는데, 바로 진압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오후 8시경 폭발이 발생했다. 폭발로 인해 시설 건물 창

문이 파손되었고 자연계에 방사성물질이 방출되어 작업원과 주변 공중의

피폭이 발생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 측의 주장에 의하면 일본 법령에서

정하는 연간피폭량을 초과하지는 않았다. 이후 과학기술청은 해당 사고

를 INES 레벨 3으로 평가하였다. 사고의 주된 원인은 아스팔트 혼합물

의 온도상승이라 추정되고 있다.214) 또한 도카이재처리공장 이후 일본

첫 대규모 재처리시설인 아오모리현 롯카쇼재처리공장의 건설공사가

1993년에 시작되었으나 시험 재처리 중 여러 트러블 발생으로 인해 완공

이 24회에 걸쳐 미루어져 본래의 가동 시기인 2009년을 훨씬 넘긴 2022

년 이후로 가동이 연기되었다.215)216)

한편 고속증식로 몬쥬는 원전이 집중적으로 입지해 ‘원전긴자(原発銀

座)’라 불리는 후쿠이현에 건설되어 1994년 가동을 시작했지만 1995년

12월 8일에 발생한 나트륨 누출 사고로 인해 재가동을 하지 못한 채

2016년 폐로가 결정되었다.217) 해당 사고는 2차냉각계 배관에서 냉각재

https://www.jaea.go.jp/04/fugen/haishi/plan/processl/

214) 原子力百科事典(원자력백과사전) ATOMICA 홈페이지(2020년 3월 8일 접

속),

https://atomica.jaea.go.jp/data/detail/dat_detail_04-10-02-01.html

215) 着工26年で未完　3兆円の再処理工場が正念場(착공 26년이지만 미완 3조엔

의 재처리공장이 고비)(日本経済新聞 2019/7/8)

216) 롯카쇼재처리공장은 2020년 5월 원자력규제위원회로부터 조업을 위해 필

요한 심사에 사실상 ‘합격’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공장은 아직 완공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설계서류 확인과 설비의 최종적인 검사에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원자력규제위원회는 덧붙였다. 사업자인 일본원연은 2022년 조업 개시

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青森 再処理工場 「合格」後の検査に時間 原子力規制委(아오모리 재처리공장 ‘합

격’ 후의 검사에 시간 원자력규제위)(NHK 2020/5/14)

217) 후쿠이현의 와카사만(若狭湾)에는 총 4곳의 원전 부지와 몬쥬가 입지해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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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나트륨이 누출되어 화재가 발생한 사건인데,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

은 공식적으로는 없었으나 동연의 뒤늦은 대응과 사고 은폐가 문제가 되

었다.218) 사고로 인해 몬쥬는 1조엔의 예산을 들였지만 단 250일의 가동

실적만을 남긴 실패작이 되었다.219) 또한 고속증식로가 현실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핵연료사이클을 확립하지 못하게 되어 일본 원자력 체

제 균열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윤순진 외, 2011). 일본 정부 측이 핵

연료사이클을 통해 원자력 체제가 완성된다고 주장해 왔으므로 고속증식

로의 실패는 원자력 개발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긴 것이다.

이에 더해 1999년 9월 30일 도카이무라의 JCO라는 회사가 운영하는

핵연료 가공시설에서 임계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JCO의

전환시험동으로 사고 발생 당시 ‘죠요’에서 사용될 농축도가 높은 우라늄

연료(농축도 18.8%, 일반 경수로의 핵연료는 농축도 3-5%)를 제조 중이

었다.220) 우라늄 정제 중 초산우라닐 용액 균일화 작업 중이던 작업원들

이 JCO의 매뉴얼에 따라 초산우라닐 용액을 물통으로 침전조에 붓던 도

중 초산우라닐 용액이 임계했고, 중성자선이 건물과 부지 바깥까지 누출

되었다. 작업원들은 피폭당했고 오후 10시 30분에는 이바라키현 지사가

10km권내 주민들에게 실내대피를 요청했다.221) 다량의 중성자선 피폭을

입은 3명의 작업원 중 2명이 사망하고, 주민들의 피폭도 발생하여 공식

인정된 피폭피해자만 667명이었다.222) 해당 작업은 국가가 정한 작업수

다. 타카하마원전(원자로 4기), 오이원전(원자로 4기), 미하마원전(원자로 3기),

몬쥬, 츠루가원전(원자로 2기) 총 14기가 밀집되어 있으며, 이 중 6기는 폐로 결

정이 났다. 도쿄의 긴자는 일본 최대의 상업지구이므로 이를 빗대어 원전긴자라

부르는 것이다.

218) 原子力委員会(원자력위원회) 홈페이지(2020년 3월 8일 접속),

http://www.aec.go.jp/jicst/NC/about/hakusho/wp1996/sb1010101.htm

219) もんじゅ廃炉決定 稼働２５０日１兆円　核燃サイクル維持(몬쥬 폐로결정 가동

250일 1조엔 핵연료사이클 유지)(毎日新聞 2016/12/21)

220) JAIF(일본원자력산업회의) 홈페이지(2020년 3월 8일 접속),

http://www.jaif.or.jp/ja/news/1999/1207-1.html

221) 일본 문부과학성 홈페이지(2020년 3월 8일 접속),

https://www.mext.go.jp/a_menu/kagaku/shisaku/jco/uranc.htm

222) ＜薄れゆく「青い光」　ＪＣＯ臨界事故２０年＞　（上）語れぬ苦しみ今も(<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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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에 따라야 했으나 JCO의 자체 매뉴얼에 따라 임계에 도달하기 힘든

‘저탑(貯塔)’이 아닌 ‘침전조’를 사용한 것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었다. 이

사고를 계기로 원자력재해 발생시의 원자력긴급사태선언, 원자력재해대

책본부 설치와 같은 사항을 정하는 원자력재해대책조치법이 제정되었다.

5) 새로운 담론주체의 유입과 반원전 담론의 다양화

1970년대 중반에도 각 지역의 반원전운동이 격렬하게 전개되자 원자

력위원회는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한다는 이유로 원전 입지 지역들을 중

심으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예를 들어 안전심사 시작 이후 1년이 지난

후쿠시마 제2원전 1호기에 대해서도 공청회 개최가 “바람직하다”며 1973

년 공청회를 열었다(原子力委員会, 1974).

하지만 이러한 공청회 개최가 결정된 지역에서는 주민들과 반원전운

동 측의 강력한 반대 시위가 펼쳐졌다.223) 이들은 일본 정부 측이 민주

적인 행정 절차로 보이는 공청회를 통해 결국은 원전 건설을 진행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후쿠시마 제2원전 1호기 공청회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건설 추진을 위한 의식에 지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原

子力資料情報室, 1976a).224) 이와 같이 반원전운동 측이 공청회에 반대하

점 흐려지는 “푸른 빛” JCO 임계사고 20년> (상) 말할 수 없는 괴로움 지금도

(東京新聞 2019/9/28)

223) 반원전운동 측은 공청회를 국가가 개최하는 것을 보고 원전이 전력회사의

문제가 아닌 “국책”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전까지 전력회사와 지역행정이

“적”이었으나 공청회 이후 적을 “국가”로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한다(西尾漠,

2019).

224) 후쿠시마 제2원전 1호기 공청회에서 주민들은 찬성 측 진술자 수가 많고

반대 측의 수가 적은 것, 충분히 의견을 말할 수 없었던 것 등에 대한 항의를

원자력위원회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원자력위원회는 지역의 의사를 충분히 듣

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진술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공청회의 경우는 의견진술희망자가 “찬성의견을 가진 사람이

반대의견을 가진 사람보다도 훨씬 많았지만 그 비율에 좌우되지 않고 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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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유는 공청회가 건설을 전제로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

다는 사례만 만들고 결정권은 주지 않는 형식적인 행정이라는 것이었다.

공청회는 1978년부터 통산성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주최의 ‘공개히어링’

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반원전운동 측은 반대 행동

을 전개했다(佐田務, 2009). 반대하는 이유는 공청회에 대한 반대와 같았

고, 특히 일본학술회의가 참가하는 ‘전문공청회’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권위를 이용하여” “주민들을 배제하고 비밀화”한다며 반대운동을 펼쳤

다(原子力資料情報室, 1979c). 반대운동은 기동대와의 충돌 등의 사건들

을 통해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佐田務, 2009).

또한 1970년대 중반부터 소비자운동 시민단체가 반원전운동에 참가하

기 시작했다. 이들이 반원전운동에 유입된 이유는 1974년 전력회사들이

1차 석유위기를 계기로 전력요금을 일괄적으로 인상시킨 것(資源エネル

ギー庁, 2015)이었다. 하지만 소비자운동 측은 1차 석유위기가 직접적인

이유가 아닌 원전의 높은 건설비용으로 인해 전기요금이 상승했다고 주

장했고, 직접 원전의 발전비용을 계산해 원전이 경제성이 없음을 증명했

다. 또한 이들은 원전의 발전비용에 사고 처리 비용, 사용후핵연료 처리

비용 등 일본 정부 측이 포함하지 않은 비용을 추가하면 원전의 비용이

점점 증가해 세금 낭비의 원인이 될 것이라며 이전의 반원전운동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던 논리를 전개했다. 같은 시기에 원수금도 미국의 분석

자료를 인용하여 원전의 경제성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며 일본 정부 측

의 원전의 경제성에 대한 긍정적인 주장을 비판했다(原発・再処理工場反
対運動情報・連絡センター, 1974b).225)226) 소비자운동의 반원전운동 참가

많은 반대의견이 진술되도록 배려했다”고 주장했다(原子力委員会, 1974).

225) 이들이 형성한 담론은 이 장의 3절에서 상세히 검토하도록 한다.

226) 참고로 일본사회당 코사카 노보루(上坂昇)는 1977년 4월 21일 중의원 본회

의에서 일본 정부 측의 원전의 경제성에 대한 낙관적인 주장을 비판하며 다음

과 같은 발언을 했다.

“...... 이와 같이, 지금은, 어떠한 면에서 검토해보아도, 석유보다 값이 싼 원전이

라는 것은 공상이라는 것입니다. (박수)

이와 같은 경제신화의 파탄에 대해서도, 원전을 유리하게 만들어서 이 건설을

진행시킬 생각이신지, 통상대신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国会, 197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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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존의 원전 입지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던 운동을 도쿄와 같은 대

도시까지 확장하여 운동의 공간적인 범위도 변화시켰다는 측면이 있다.

또한 1970년대 중후반부터 원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피폭문제도

반원전운동의 담론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들은 특히 하

청기업 노동자들에게 피폭이 집중되는 점을 지적하며 이것이 중요한 사

회 문제라 주장했다. 아울러 1980년부터는 ‘원전노동자 피폭문제연구회’

를 만들어 해당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原子力資料情報室, 1980d).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원전노동자의 피폭은 특히 고장과 사고가 잦은 후쿠시마

제1원전 1호기, 미하마 1호기 수리시에 급증하며 피폭은 노동자들의 인

권문제와도 관계된다는 논리로 전개되어 해당 원자로의 정지와 폐로 주

장까지 이어졌다(原子力資料情報室, 1978a; 原子力資料情報室, 1980d).

아울러 이전 시기와 같이 방사능과 온배수로 인한 오염문제도 제기되

었다. 이들은 원전이 방사능을 방출하지 않는다는 “선전”을 불신했으며

원전 주변 환경이 이미 오염되었다고 주장했다. 단, 이전 시기의 주장과

다른 것은 평상운전시 배기로 인한 방사성물질 배출, 정부 측의 자연계

방사성물질 농도 측정 방법 비판과 같이 전문적인 지식과 분석을 토대로

했다는 점이다(原子力資料情報室, 1978c; 原子力資料情報室, 1980d). 이외

에도 액체폐기물로 인한 해양오염, 일본의 방사성폐기물 해양투기 문제

등이 제시되었다(原子力資料情報室, 1980a; 原子力資料情報室, 1980b). 이

와 같은 주장들은 반공해운동이 활발했던 상황에서 반원전운동 측이 방

사능을 공해의 한 종류로 생각하며 운동을 전개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七沢潔, 2008; 小路田泰直, 2012).

이 시기에는 해외 시민사회와의 교류도 진행되었는데, 1976년 5월 13

일부터 4일간 스웨덴에서 세계 첫 반원전국제회의가 개최되었다.227) 일

본도 CNIC 등이 해당 회의에 참가했으며, 각국은 자국의 원전 반대 여

론이 우세한 상황,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 핵확산을 야기하고 있는 점,

이를 통해 일본 정부 측의 원전의 경제성 평가에도 경제‘신화’라고 표현했음을

발견할 수 있다.

227) 1973년 5월 스웨덴에서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원전정지법’이 가결될 정도로

국민이 원전 추진에 반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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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루토늄 관리의 위험성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原子力資料情報室,

1976c). 이와 같은 해외 시민사회와의 교류는 일본 반원전운동의 전략과

담론 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연구참여자 B, 2019.8.29.).

하지만 반원전운동의 전국적인 연계, 활발한 활동과 달리 전력회사가

제시하는 보상금 앞에서 원전을 유치하기로 결정한 주민들도 많았다. 한

예로 오나가와 원전을 반대하던 어협 조합장, 상무가 전력회사의 설득과

금전적인 보상에 마음을 바꾼 일과 같은 경우도 흔히 있었다. 특히 반대

운동을 하던 인물이 전력회사 측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원전 입지를 위한

행동에 앞장서는 등 완벽히 포섭된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았다(原子

力資料情報室, 1977a).

2. 스리마일섬 원전사고 발생 후 원자력발전체제의 공

고화

1) 일본 원전 기술의 안전성과 기술우위 논리

이 절에서는 세계의 원자력 개발 흐름에 충격을 주었던 첫 대형 원전

사고인 스리마일섬 원전사고의 개요와 해당 사고가 일본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스리마일섬 원전사고(이하 TMI 사고)는 1979년 3월 28일 펜실베니아

주에서 상업운전을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난 스리마일섬 원전 2호기

(Three Mile Island: TMI-2, PWR)에서 발생했다. 사고는 제어용 공기계

고장으로 시작되었는데, 이로 인해 원자로의 온도, 압력이 상승했고, 가

압기 압력방출밸브가 열려 원자로가 자동정지했다. 원자로가 정지하자

원자로냉각재 계통의 압력이 저하되었고, 이때 자동적으로 닫혀야 할 가

압기 압력방출밸브가 고장으로 열려 냉각수가 원자로냉각재 계통 밖으로

누출되었다. 비상용노심냉각장치(ECCS)가 작동했으나 운전원이 사고를

깨닫지 못하고 ECCS를 정지시켰다. 사고 발생 약 2시간 20분 후 운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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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압기 압력방출밸브를 닫고, ECCS를 작동시켰으나 노심의 3분의 2

가 노출된 이후였고, 이로 인해 많은 부분의 노심손상이 발생했다.228) 해

당 사고의 영향으로 주민 일부가 섬 밖으로 대피하는 비상발령이 실시되

었다. 또한 상당한 양의 방사성물질이 냉각재 계통과 격납용기 건물로

누출되었으나, 자연계로는 비활성 기체의 약 5%(2.5x106 Ci)와 미량의

기체상태 요오드(15 Ci)만이 누출되었다. 또한 발전소 반경 80km 이내

거주 주민들의 피폭선량도 자연 방사선에 의한 평균피폭량에 도달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쳤다. 하지만 사고로 인한 주민들의 정신적인 피해가

컸다. 해당 사고는 INES 5등급(광범위한 영역에 영향을 주는 사고) 판정

을 받았다.229)

미국은 사고로 인한 반원전운동의 발생, 여론 악화 등으로 원전 건설

을 중단해야 했지만 민간 기업이 원전 운용을 담당하는 원자력 추진 정

책은 지속되었다. 해당 사고는 미국뿐만 아니라 서유럽 국가에도 큰 충

격을 주었지만 독일을 제외한 국가들의 원전 체제에 큰 변화를 일으키지

못했고, 단지 핵기술과 관련된 주된 논쟁 대상이 핵무기 확산 우려에서

방사능의 안전문제로 관심이 전환되었다(김덕호 외, 2016). 해당 사고로

인해 독일에서는 10만 명 규모의 시위가 발생했고(本田宏, 2003b) 13개

의 원전 및 원자력시설 건설이 중지되었다. 하지만 영국은 자국의 가스

냉각로와 TMI 원자로의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

는 주장을 했고, 사고가 원자로의 결함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닌 인재라

는 인식이 형성되어 미국의 PWR까지 도입하며 원전 체제를 강화했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유사한 사고가 자국에서 일어날 수 있

다고 인식했지만 여론이 원자력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고, TMI 사고를

계기로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프랑스의 원천기술을 개발하게 되었다(안

상욱, 2013; 김덕호 외, 2016).

228) 原子力百科事典 ATOMICA(원자력백과사전 ATOMICA) 홈페이지(2020년

3월 9일 접속),

https://atomica.jaea.go.jp/data/detail/dat_detail_02-07-04-01.html

229)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홈페이지(2020년 3월 9일 접속),

http://opis.kins.re.kr/opis?act=KROCA2100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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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고는 일본에도 보도되었고, 원전 건설에 영향을 미쳤다.230)231)

교토지사의 쿠미하마 원전계획 불승인, 센다이시의 규슈전력 발주 정지

신청, 미야기현 오나가와 원전 공사 연기 신청 등 원전 입지 예정 지자

체는 원전에 대해 비호의적으로 변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 측은 TMI 사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사고에 대한 대응으로는 1979년 4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미국원자력발

전소 사고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사고에 대한 조사(주로 미국으로

부터 정보 수집)와 이를 토대로 한 일본의 안전확보대책 반영 사항을 도

출하도록 했다. 해당 특별위원회는 원자력 재해 발생시 국가 기관과 지

자체의 연락체계 정비 및 상시 유지, 내각총리대신을 사고대책본부장으

로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기술적인 조언을 하는 조직 구성 등의 대응

책을 제시하는 ‘원자력발전소 등에 관한 방재대책상 당분간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를 발표했다(原子力委員会, 1979). 아울러 1979년 9월에는 일

본 내 원자력안전 확보에 반영할 52개 항목을 도출했다. 주요 항목들로

는 원자로 정지계와 안전시설 등의 자동작동, 원자로 관련 기술자와 직

원들의 기술능력 향상과 운전관리체제 강화, PWR과 BWR 원자로의 안

전성 향상, 운전원의 오조작 방지 대책, 긴급시 사용할 방사선측정기와

작업원들의 피폭 방호용 기재 정비 등이 제시되었다(原子炉安全専門審査

会, 1980). 해당 항목들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검토를 토대로 ‘원자력발

전소 등 주변 방재대책에 대해(原子力発電所等周辺の防災対策について)’라

는 이름으로 정리되었다(原子力委員会, 1980).

230) 하지만 TMI 사고에 대한 보도건수는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비교했을 때

많지 않았다. NHK에서 2007년까지 TMI 사고를 다룬 프로그램은 51건에 불과

했으나 체르노빌은 747건이나 되었다(七沢潔, 2008). 4대 주요 언론사의 기사 수

도 2016년 2월 1일까지 체르노빌 원전사고 기사는 2,560건이었던 것에 비해

TMI 사고에 대한 것은 879건에 불과했다(김유영, 2017).

231) 김유영(2017)에 따르면 일본의 신문은 타국에서 발생한 사고인 TMI 사고,

체르노빌 원전사고에 대해서는 ‘임계사고’, ‘멜트다운’, ‘노심용해’와 같은 사고의

심각성을 부각시키는 어휘를 사용하는 데에 주저하지 않았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해서는 ‘임계사고’가 의심되는 상황 등에 대해서도 관련 어휘 사

용을 자제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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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 등 주변 방재대책에 대해’(原子力安全委員会 原子力発

電所等周辺防災対策専門部会, 1980)에서는 원전의 안전대책에 반영할 여

러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원자력 재해 발생 시 예상되는 상황, 공중

피폭 관련 방사성물질의 특성 등에 대해 정리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내

원자력시설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 방지, 사고 확대 방지와 재해 방지에

충분한 안전대책이 취해”지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자국의 안전대책에 대

해 높이 평가했다. 또한 TMI 사고에서도 주변 주민들의 피난 조치가 필

요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사고 후 며칠 지나지 않은 4월 2일 국회에서는 일본 사회당 의원 쿠

보 와타루(久保亘)가 TMI 사고를 토대로 일본의 원전사고 대비와 관련

하여 관료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과학기술청 장관 카네코 이와조우(金子

岩三)는 일본의 PWR과 TMI의 “메이커가 다른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같은 형태의 원전과는 구조가 다르므로, 우리 국가에서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사고”라 주장했다. 과학기술청 원자력안전국장 마키노 노부유키

는 원자로가 “노심, 격납용기,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건물 안”에 있기 때

문에 “직접 피해를 외부로 줄 영향은 감소”한다고 언급했다. 이들 이외

에 문부대신과 농림수산 대신은 TMI 사고 발생 사실 자체를 “아직 믿지

않”거나 사고를 전제로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발언했다. 환경청 장관

은 원자력 공해대책을 환경청에서 직접 관계하지는 않지만 “관심은 가지

고 있”다고 언급하며 당시 관료들의 원전의 위험성에 대해 진지하게 생

각하지 않는 측면과 원전의 안전성을 과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国会,

1979b).

이러한 배경에서 일본 정부 측은 원자력을 석유의 가장 유력한 대체

에너지원으로 추진하려는 의지를 보였다(国会, 1979b; 国会, 1979c). 1978

년 12월에는 이란혁명으로 촉발된 2차 석유위기가 발생했고, OECD 국

가들은 석유 의존도를 줄이는 에너지체제를 구축하려 했는데, 이러한 맥

락에서 석탄 생산 증진과 원자력 이용확대가 추진되었다. 원자력위원회

의 1980년 원자력백서에서는 1차에너지 공급의 72%를 차지하는 석유의

존도를 1990년까지 50%로 저감시킬 것이라며 석탄에 대해서는 안정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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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 유통비용 저감, 환경보전 기술 개발 등과 같이 여러 과제가 있지만

원자력은 “이미 실용단계에 와있으며 경제성 측면, 연료의 설비면에서도

유리하며 고속증식로가 도입되면 이용가능한 자원량은 비약적으로 증대”

할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이를 통해 원자력을 “석유대체에너지의 중핵”

으로 위치시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당시 일본의 가동원자로 수는 21기,

총 약 1,500만kW 규모였고, 총 발전량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었다(原

子力委員会, 1980). 프랑스나 영국과 같이 일본의 원자력 추진 세력에게

TMI 사고는 전환점이 되지 못했고, 오히려 자국 기술의 우수성과 안전

성을 홍보하는 계기가 되었다.

2) 반원전 담론의 확장과 반원전운동의 단기적 확대

일본 정부 측과 달리 반원전운동 측은 TMI 사고를 심각하게 받아들

였다. 이들에게 해당 사고는 자신들이 주장해오던 원전사고의 발생가능

성이 현실로 나타난 사례였으며, 일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원전사고와

피해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견본과도 같았다.

TMI 사고를 계기로 열린 반원전운동 집회에서는 하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정부와 전력회사를 상대로 모든 원전의 즉시 정지를 요구했다.

1979년 5월 24일에는 ‘원전 모라토리움을 요구하는 모임’이 발족했는데,

해당 모임에서는 TMI 원전사고의 교훈을 토대로 원전의 안전성과 필요

성에 대한 대국민 토론을 위해 3년간 ‘원전 모라토리움’을 요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원전 모라토리움’은 “가동중인 원전의 운전정지”, “건

설중인 원전의 공사 중지”, “계획중인 원전의 작업 휴지”를 의미했다(原

子力資料情報室, 1979a).

또한 반원전운동 측의 항의는 당시 일본 내에서 유일하게 가동 중이

던 PWR 원자로인 후쿠이현의 오이(大飯) 원전 1호기 정지 요구에 집중

되었다. 여론을 무시할 수 없었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이 원전 1호기

를 정지시키고 원자력안전전문심사회와 간사이전력에 안전성 점검을 지

시했다. 통산성의 지도 하에 오이 원전 1호기는 1979년 4월 16일부터 6



- 210 -

월 13일까지 운전정지한 후 가동을 재개했다. 오이 원전 1호기와 그 외

점검을 했던 원전에 대해서는 “보안규정의 준수상황은 양호하며, 특별히

지장이 있는 점은 발견할 수 없었으나, 한층 안전확보를 목표로 한다는

견지에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도 있으므로 전기사업자에게 개선조

치를 강구하도록 지시할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렸다.232) 즉, 일본의 원전

은 기본적으로 안전하며 어디까지나 “한층” 더 안전확보를 하기 위해 규

제를 실시한다는 의미였다.

반원전운동 측은 이에 대해 크게 반발했다. 이들은 정부가 “주민의 불

안과 요구는 모르는 척”하고 있다며 방재대책에 대해서도 불신을 드러냈

다. 특히 일본 정부 측이 발표한 원전 반경 8-10km를 대책범위로 하는

것(江藤秀雄, 1981)에 대해 근거가 없고 TMI 사고 시 피난지시를 그대

로 사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오이 원전 1호기 재가동은 안전이 “완

전히 무시된 무시무시한 강행”이라 주장했다(原子力資料情報室, 1979a;

原子力資料情報室, 1979b).233)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도출한 52개의 안전사

항 대해서는 “거의 NRC의 견해를 그대로 베낀 것”, “안전성의 근거가

없는 것을 인정하는 “52 항목””이라 비판했다(原子力資料情報室, 1979d).

TMI 사고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과 일본 내 원전사고 발생 가능성 예

측도 이어졌다. 교토대 원자력실험실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원전의 위험

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며 반원전운동에 참가하던 이마나카 테츠지와

그 외 과학자들(今中哲二 외, 1979)은 TMI 사고에 대한 분석을 논문으

로 발표하며 원전의 위험성과 일본 내 사고 발생 가능성을 제시했고 규

제 측의 안일한 태도를 비판했다. 이들은 원자력 추진 측이 주장하는 안

전성 확보의 주요한 축인 ECCS가 TMI 사고를 막는 데에 도움이 되지

232) 原子力百科事典(원자력백과사전) ATOMICA 홈페이지(2020년 2월 4일 접

속),

https://atomica.jaea.go.jp/data/detail/dat_detail_02-07-04-06.html

233) 당시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발전소 주변방재대책부회장이었던 사토 히

데오(江藤秀雄, 1981)는 대책범위 설정에 대해 만일의 사고상황에 대한 기술적

인 측면과 인구분포, 행정구역, 지형, 재해응급대책 실시상의 실효성 등을 종합

적으로 검토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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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 점, 방사성물질 완벽 차폐의 불가능함, 원전이 미완성의 기술인 점

을 주장하며 일본 내 모든 원자로의 가동 정지와 규제 측의 안전에 임하

는 태도의 총 점검을 요구했다. 한편 CNIC(原子力資料情報室, 1980d)는

TMI-2와 원자로 형태는 다르지만 발전 규모가 거의 같은 도카이 2호기

(BWR 110만kW급)에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시의 방사성 물질 누출과

주변 지역의 전신피폭선량 등을 자체적으로 계산하기도 했다.234) 아울러

같은 해 6월에는 총평, 사회당, 원수금이 현지조사단을 꾸려 사고조사를

위해 워싱턴으로 향했다. 이와 같이 반원전운동 측은 TMI 사고에 대해

정부 측의 분석과는 독립하여 과학적인 방법을 기반으로 분석하고 그 결

과를 자신들의 주장에 사용했다.

TMI 사고는 핵무기에 반대하는 원수금대회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원

전에는 찬성하던 원수협으로 인해 이전까지는 원수금대회에서 반원전과

관련된 목소리는 낼 수 없었으나 1979년 8월의 대회부터는 변화가 있었

다. 참가자들은 TMI 사고를 통해 원전의 위험성을 각성한 것뿐만 아니

라 원전으로 인해 핵이 점차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핵무기만이 아닌 원전까지 포함한 “핵을 완전히 폐기하는 운동에 전력을

다하자”는 대회선언이 나가사키의 분산회에서 채택되기도 했다(原子力資

料情報室, 1979c).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반원전운동 측은 반원전운동의 확대가능성에 주

목했지만 TMI 사고로 인한 일본에서의 반원전운동 확대는 단기적이었

고 시민들의 참여도 제한적이었다(本田宏, 2003b). 앞서 살펴본 1980년의

여론조사 결과처럼 일본 국민은 원자력이 향후 가장 확대될 에너지원이

라 생각했고, 정부 측의 안전관리에 대해서도 높게 평가했다. TMI 사고

는 원자력 체제 형성을 멈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원전에 대한

인식도 바꾸지 못한 것이다. 이로 인해 반원전운동은 광범위한 사회의

공감을 얻지 못했고, 원전 확대는 진행될 수 있었다.

234) 요오드 4만 큐리, 부지 외 감마선으로 인한 전신 피폭선량 500밀리렘으로

계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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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 정부와 시민사회의 담론투쟁: 위험성 논쟁

1) 담론경합: 안전성과 위험성 중심의 담론 경합

이 절에서는 1974년부터 1980년까지 일본 정부와 반원전운동 측이 형

성하는 원자력 관련 담론을 파악하고 경합하는 담론간 갈등구도를 분석

할 것이다. 이 시기 경합하는 담론들은 일본 정부 측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시민사회의 ‘반원전’, ‘원전의 안전성’과 ‘원전의 위험성’, ‘지역개

발’과 ‘원전 입지 반대’였다.

이 절의 담론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정부 측 67건(정부 내부문서 2건,

원자력백서 2건, 원자력개발 장기계획 1건, 국회 연설 및 발언 48건, 보

고서 등 기타 문서 8건, 시민사회 측 자료 6건), 시민사회 측 75건(선언

문 및 기고문 등 73건, 국회발언 1건, 학술논문 1건) 총 142건이었다.

(1)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vs 반원전

일본 정부 측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항목별 주된 담론들

은 다음과 같다.235)

이 시기에는 1차 석유위기 발생의 영향으로 ‘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

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담론들이 다양하게 형성되었다. 일본 정부 측은

석유를 대체할 에너지원으로 석탄, 원자력, 수력, 태양에너지 등을 제시

했지만 원자력 이외의 에너지원에 대해서는 여러 단점들을 들며 “연료의

확보와 공급 모두가 비교적 용이한 원전에 대한 의존을 높여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자력을 “제3의 에너지혁명”이라 칭하며 미국과 유럽에

서도 석유의 대체에너지원으로 원자력을 추진하고 있다는 예시를 들어

주장을 뒷받침했다.

또한 “전력위기”, “정전”과 같은 위기적인 상황을 상정하며 “원전을

만들지 않으면 일본의 인구는 절반이 될 것”과 같이 원전에 일본의 미래

235) 제5기의 주제별 담론의 세부 텍스트는 <부록 5>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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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좌우된다는 논조의 담론을 발신했다. 이와 같이 에너지원으로서 원자

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담론은 TMI 사고 후에도 형성되었다.

아울러 일본 정부 측은 이전 시기와 같이 원자력을 국가 경제성장의

수단으로 정의했다. 이때 강조된 사회적인 목표는 “국민생활의 고도화”

였다. 이들은 담론을 통해 향후 전력수요가 증대될 것이고, “국민생활과

경제운영”에 필요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원자력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형성했다.

반원전운동 측이 꾸준히 제기했던 원전과 관련된 공해문제에 대해서

는 온배수 방출이 “인간의 건강 악화나 생활환경의 악화를 초래하는 물

질 축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환경에 대한 영향은 충분히 해명

되지 못”했다며 확신을 결여한 모습을 보였다. 반면 원전 주변 온배수를

취수하여 해양생물에 대한 실험을 했고, 방사성핵종 농도가 모두 검출한

계 이하였다며 실험을 통해 공해의 가능성을 부정했다.

한편 반원전운동 측에 대한 공격도 발견할 수 있었다. 원전과 관련된

고발(소송 제기)을 진행한 주민에 대해 “이러한 무리들이 일본을 파괴”

한다며 반원전운동 주민들을 국익에 반하는 집단으로 정의했다.

또한 일본 정부 측은 이전 시기와 같이 원자력이 과학기술발전에 기

여한다는 담론을 형성했다. 이들은 담론을 통해 “선진기술”인 원자력을

연구하고 개발하면 과학기술수준이 향상하고,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는

“파급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국민 반응’과 관련된 담론들이 다수 형성되었는데, 특히 국민 “계몽”

과 관련된 항목이 많았다. 원자력은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국민이 “걱

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하며 기술변화 과정에서 당연히 생길 수

있는 감정인 반응으로 간주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원전 계몽활

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하고, 원전 주변 지역 생산물이 “오해로 인

해 부당한 취급”을 받아서는 안된다며 품평피해 방지와 계몽활동을 연결

시켰다. 또한 계몽활동은 학교교육만이 아닌 “사회교육”, “가정교육”을

통해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며 사회 최소단위부터 원전에 대한 교육을 실

시해야 함을 강조했다. 1978년부터는 국민의 목소리를 원자력정책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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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시켜야 한다며 공청회를 개최했는데, 이러한 공청회도 “넓은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함이었다.

고속증식로와 핵융합, 핵연료사이클에 관한 다양한 담론도 형성되었

다. 핵융합은 “에너지공급의 장기안정화”를 명목으로 개발이 진행되었고,

원전은 “핵융합이 개발되기 전까지” 의존해야 할 에너지원으로 정의되었

다. 또한 이전에는 경수로에 대해 형성되었던 기술 자립 담론이 재처리,

신형로, 핵연료사이클 확립과 관련 담론에 적용되었다. 이에 관해서는 일

본의 우라늄 매장량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재처리가

“사는가 죽는가의 큰 문제”로 정의되었고, 원자력기술을 미국으로부터

도입했기 때문에 신형로는 “독자적인 연구개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

다. 또한 핵융합에 대해 “반영구적으로 에너지 공급을 할 수 있”는 “인

류의 미래를 짊어질 궁극의 에너지원”이라며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의

지를 보였다.

이와 같이 이 시기 일본 정부 측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담론에 에

너지에 대한 불안이라는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하여 원자력기술 개발을

정당화하려 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고도경제성장이 사실상 종료되었

음에도 경제성장, 생활수준 고도화와 같은 성장 지향적인 이데올로기를

이전 시기와 같이 원자력 추진 담론에 반영했다. 하지만 공해를 부정하

거나 원자력에 대한 여론을 통제하려는 담론을 다수 형성한 것은 반원전

운동과의 경합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내포하는

핵연료사이클과 관련된 기술 자립 담론을 강조했다는 사실은 이전 시기

와 비교했을 때 변화가 없으나, “사는가 죽는가의 큰 문제”와 같이 보다

필요성을 강조하는 강력한 단어들을 사용했다는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

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담론들과 경합하는 주요 ‘반원전’ 담론들의 특

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원전에 반대하는 종합적인 주장인 ‘반원전’과 관련된 담론들이

다양하게 형성되었다. 반원전운동 측은 일본의 원전 기술이 미국에 의존

하는 것을 강조하며 원자력시설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미국에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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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을 파견해야 하는 등의 구조를 토대로 “원자력이용평화삼원칙은 완

전히 짓밟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모든 원전과 재처리공장을 정지

시킨 후에 원전에 대한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원전을

“맹독 생산공장”이라 표현했다. 반원전운동에 참여하는 한 학자는 일본

정부 측의 에너지 부족 담론과 핵융합을 통한 에너지 문제 해결, 석유의

대체에너지원으로서의 원자력과 관련된 주장을 “금세기 최대의 허위이자

사기”라고 주장하며 원자력 추진에 “물리학자”들이 연관되는 것을 경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또한 “방사성물질이라는 위험한 독물 관리

의 마이너스 유산”을 장기간 후세대에 남기는 “큰 죄악”이라며 원전을

반대했다. 이에 더해 원전이 전력위기를 가속시킨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전 시기에 관찰되지 않았던 새로운 담론인 원전의 비경제성

과 전기요금, 세금과 관련된 담론들이 다양하게 형성되었다. 이러한 논의

는 특히 일본소비자연맹, 원수금과 같은 시민운동 단체들이 반원전운동

에 참가하면서 활성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관련 담론으로는 원자력 예

산이 “급상승”한 것을 “세금 낭비”로 연결시킨 것과 원전의 “발전비용”

이 설비투자, 사고로 인한 운전정지기간이 증가하여 “전력요금” 인상을

야기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또한 미국의 계산을 인용하며 일본 원전의

“평균효율”이 낮은점을 들어 “채산”이 맞지 않고, 오히려 “손실 초래”가

발생한다고 언급하며 이를 통해 원전이 “미완성”의 기술인 것도 주장했

다. 이에 더해 원전건설비의 상승을 지적했고, 원전의 발전효율과 안전성

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원전의 모순”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이들은

원전에 대해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반국민적인 원전”이라 정의했고, 원

전의 비용에 대해 “경제성 신화”라 비판한 미국의 자료도 인용했다. 또

한 방사성폐기물과 사용후 핵연료 관리, 폐로 비용을 포함하면 원전이

“고가”가 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비해 태양에너지와 같은 “갱신성 에너

지”가 경제성이 “경합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을 것이라 주장했다.

아울러 반원전운동 측은 일본 정부 측이 주장하는 원자력이 경제성장

에 기여한다는 담론에 대해서도 반박하는 담론을 형성했다. 원전을 통한

경제성장은 “사람의 목숨을 희생한 경제성장”이며 원전은 “지배계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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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자 “경제파시즘 체제에 연결”될 것이고, 이를 다나카 카쿠에이의

“열도개조플랜”이라 비판했다. 또한 “갱신성 에너지”와 “에너지 유효이

용”으로 원전이 아니어도 “생활수준을 낮추지 않을 수 있”다며 정부 측

의 생활수준의 향상을 위한 원전과 관련된 담론을 반박했다. 또한 고용

도 원자력보다 태양에너지와 에너지절약 산업(省エネルギー)을 통해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며 원전의 필요성을 부정했다.

방사능, 온배수와 관련된 공해문제도 다양하게 제기되었다. 온배수로

인해 “어업과 원전은 양립할 수 없”으며 반원전운동 측 과학자는 김양식

장과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실제로 온배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저선량피폭 문제가 “새로운 공해문제”라고 정의한 미국 박사의 발

언을 인용했고, 원전 발열의 3분의 2나 되는 에너지가 온배수가 되기 때

문에 에너지가 낭비되고, 환경파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

측의 공기중 방사능 농도 측정 방식을 비판했는데, 방사능이 공기만이

아닌 토지, 물, 식물, 농작물, 인체에도 침적되어 있을 것이라며 내부피폭

과 외부피폭의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한 서독 학자들의 주장을 인용하여

일본 정부 측에서 채택하는 피폭기준인 ICRP 방식이 틀렸음을 주장했

고, 코발트로 인한 내부피폭 가능성을 제시했다.

반원전운동 측은 고속증식로와 핵융합, 핵연료사이클에 대해서도 반대

했는데 먼저 재처리공장이 “죽음의 재”에 대한 처리수단이 없으며 재처

리가 “세상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물질인 플루토늄”을 생산한다며 위험

성을 강조했다. 또한 도카이재처리공장이 평상운전시 방사선 방출량이

많은 것을 정부 기관 내 전문가들이 문제제기했던 것을 지적했고, 정부

측의 자주개발 주장에 대해 재처리, 핵무장을 목표로 하는 움직임과 “표

리일체”한 것이라하며 “부숴야” 한다는 강한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위를 통해 이 시기 ‘반원전’ 담론은 여러 측면에서 원전에 반대하고,

원자력정책과 정부를 비판했음을 알 수 있다. 원자력체제의 미국에 의존

적인 구조에 대한 비판이나 정부의 원전 건설 확대 추진의 비민주성 주

장, 정부 자체에 대한 비판을 다수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윤리적인 측

면에서의 원전 비판이나 정부 측의 원자력 추진 담론에 포함된 성장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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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적인 담론은 이전 시기에 이어 형성되었다. 또한

변함없이 방사능, 공해문제가 ‘반원전’ 담론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

하지만 원전의 비경제성 주장과 같은 담론은 소비자운동 단체와 같은 새

로운 담론주체 유입으로 인해 형성된 담론이라 할 수 있다.

(2) 원전의 안전성 vs 원전의 위험성

이 절에서는 일본 정부 측의 ‘원전의 안전성’ 담론과 이에 대항하는

반원전운동 측의 ‘원전의 위험성’ 담론의 경합구도를 살펴볼 것이다.

일본 정부 측의 원전의 안전성과 관련된 담론들은 주로 원전의 안전

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조하거나 원전의 안전성을 확신하는 담론들이

다수를 차지함을 알 수 있었다. 일본 정부 측은 자동차나 비행기에도 사

고의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원전도 “완전히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전에서 “중대한 문제”가 일어날 “위험성은 충분히 숙

지”한다며 위험성을 인정했지만 “국민의 생명재산의 안전성”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담론을 형성했다. 하지만 원전은 “애초에 사고

를 일으키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한다며 근본적인 안전을 확신했고 사고

가 발생해도 영향을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기본방침이라는 발언을 했

다. 미국의 1차 냉각재 상실사고 연구를 토대로 후쿠시마 제2원전의 안

전 관련 신뢰성이 결여되었다는 의견에 대해 해당 원자로는 미국의

PWR과는 형태가 다른 BWR이므로 적용할 사항이 아니라고 답했다. 재

처리에 대해서는 “극히 간단한 조작”이고 방사선 관리도 “만전을 기하도

록 충분한 조치”가 강구될 것이기 때문에 안전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주

장했다. 핵연료수송을 위한 항만사용을 허가한 지자체는 “과학기술청”이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답했기 때문에” 허가할 것이라며 규제 행정의

안전성에 대한 확신을 인용했다.

아울러 이 시기에는 TMI 원전사고를 포함한 일본 국내외 원전사고와

관련된 여러 담론들도 형성되었다. 1970년대 중반 논란이 되었던 미하마

1호기 연료봉 파손사고에 대해 일본 정부 측은 사고 사실은 인정하지만

“큰 사고는 아니었”고, 간사이전력이 “비밀로 한 것이 나쁜 것”이라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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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심각성을 부정했다. 또한 TMI 사고에 대해서는 일본의 같은 형태

(PWR)의 원전과 “구조가 다르”고 “일본의 가압수로와 메이커가 다”르다

며 일본에서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사고”라고 부정했다. 이외에도 문부

대신, 환경청장관 등 관료들은 사고 발생 사실을 “아직 믿지 않기 때문

에 구체적인 대책을 생각하지 않았”다거나 원자력 공해대책은 환경청이

직접 관계하지 않는다며 책임범위에 선을 그었다. 또한 과학기술청은 다

중방호로 인해 방사성물질이 직접 외부에 피해를 줄 가능성은 감소할 것

이라 주장했으며, 통산성은 사고 발생 사실만으로 “건설을 재고할 필요

는 없”고 자국의 안전 확립기준에 대해 “굉장히 높고 걱정할 필요가 없

다고 들”었다며 안전성 확신과 이에 기반한 원자력 추진 의지를 보였다.

또한 TMI 사고를 계기로 진행한 원전의 안전성 점검에 대해 보안규정

엄수상황이 양호하며 “특히 지장이 될만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한

층 안전확보를 하기 위해” 전기사업자에게 개선조치를 지시할 것이라며

자국 원전의 안전규제체계를 높이 평가했다. 또한 TMI 사고를 교훈으로

방재체제를 더욱 충실히 할 것이라 발언하면서도 프랑스의 라아그 재처

리공장 사고에 대해 자국의 도카이재처리공장의 배전시설이 “국산기술이

므로 안전”하다며 안전성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사고 방지, 재해 방지에 대해 “충분한 안전대책이 취해져 있”다고 했으

며 TMI 사고의 경우에도 방사선 피폭 측면에서 주민들의 피난이 “필요

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미국원자력발전소

사고조사특별위원회는 일본 내 BWR에 대해 TMI 모의사고 해석을 실

시한 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특별히 없었”다고 결론내렸다. 이

와 같이 일본 정부 측의 자국 원자로의 안전대책에 대한 평가는 TMI

사고를 토대로 점검해 보아도 잘되어 있다는 담론이 주를 이루었다.

일본 정부 측은 자국의 안전심사체계에 대해서도 높은 평가를 내렸다.

이카타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 “가압수형 원자로의 심사 경험을 토대로

심사했”기 때문에 “안전에 어떠한 불안도 없”다고 자신했다. 반면 안전

심사주체인 안전전문부회장은 안전심사는 설계조건의 좋고 나쁨을 검토

하는 것일 뿐, 상세설계는 기업, 검사는 통산성 책임이기 때문에 안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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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는 “올마이티한 힘”은 가지고 있지 않다며 책임범위를 축소시켰다.

하지만 내각총리대신은 일본의 원자력기술이 “상당한 경험, 지식을 가지

고 있어서 안전심사가 자주적으로 충분히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확

신”이 있다며 신뢰했다.

방사능과 온배수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이전 시기와 같이 저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술도 너무 많이 마시면 해가 되듯 방사능도 똑같”다는

발언이나 온배수가 “인간의 건강 악화나 생활환경의 악화를 초래하는 물

질 축적을 야기하지는 않”는다는 발언이 이를 보여주었다. 아울러 방사

능 영향 방지를 위해 “충분한 안전심사”를 하고 있으며 주민 피폭선량

원칙을 “As low as practicable”, 즉 실천가능한 낮게라는 원칙을 세웠다

며 안전규제의 적합성을 강조했다. 또한 일본의 기체폐기물 방출실적이

미국보다 낮은 점을 들면서 그 이유를 적은 운전일수로 인한 원자로 내

부의 청결도와 방사성물질 저감 기술 도입으로 인한 것이라며 미국과 비

교해서도 높이 평가했다. 국민의 방사능에 대한 “불안”에 대해서는 “최

초의 원폭 피폭국”이라는 “비참한 경험”으로 인해 “원자력의 평화이용에

대한 엄숙한 기원”과 “방사능 불안 제거 희망이 유달리 강”한 것이라는

담론을 형성했다. 반원전운동 측에서 제기한 원전 노동자의 피폭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피폭이 “불안을 증폭시키”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

며 해당 문제를 대중의 불안감과 연결시켰다. 또한 “원전 종사자의 수가

줄어드는 것은 굉장히 중대”하다며 종사자의 건강 관리를 강조했다. 아

울러 원자력위원회는 법령의 허용선량을 넘은 종사자는 없었다며 노동자

의 초과피폭을 부인했다.

국민에게 안전성 홍보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담론들도 다수 형성되었

다. 내각총리대신은 원전 건설이 추진되지 않는 것이 “반대데모” 때문이

며 “정말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안전성을 더 PR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외에서도 실시하는 안전대책을 일본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것과, 안전에 대해 정부가 “자신을 가지고 조사·작업을 하게 해서,

국민에게 절대 재해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자신있는 행동을 해야”한다며

안전 홍보에 대한 “자신”감있는 대응을 강조했다. 과학기술청은 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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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에 대해 정부와 원자력위원회가 “권위를 내걸고 원전의 안전성에 관

한 생각을 명시”해야 한다며 정부의 권위를 강조했다. 또한 내각총리대

신은 안전 문제를 “정부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하며 원자력시설의

안전성을 주민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할 것이라며 전문가의

역할을 강조했고, 원자력위원회는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완전히

불식되지 않아 이것의 일부가 반원전운동의 계기가 되며, 원자력행정 불

신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위와 같이 일본 정부 측은 원전에 내재하는 위험성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통제하기 위한 자신들의 노력을 강조했다. 또한 이전과 같이 안전

성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담론을 형성했지만 한편으로는 책임범위를

축소하는 모순된 모습을 보였다. 이는 내각총리대신과 같은 상부에서는

책임을 강조했으나 실무를 진행하고, 반원전운동 측과 직접 소통하는 규

제 측에서는 자신들의 책임 범위를 축소하려 한 것이 원인이었다. 또한

일본 정부 측은 원자력기술 도입 후 약 20년이 지난 이 시기부터는 기술

도입 초기와 달리 자국의 원자력기술을 높이 평가했고, 자국 기술의 안

전성을 신뢰하는 담론을 형성했다. 아울러 국민의 방사능에 대한 불안에

대해서는 이전 시기와 같이 ‘핵알레르기’ 담론과 접합하며 원인을 축소하

고 단순화했던 것이 이 시기 ‘원전의 안전성’ 담론의 주된 특징이었다.

반원전운동 측의 ‘원전의 위험성’ 관련 담론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형

성되었다. 원자력선 ‘무쯔’의 사고를 기업 측이 “사고를 믿을 수 없다”고

한 것에 대해 반원전운동 측은 믿을 수 없는 사고의 발생이 “원자로 자

체에 결함이 있는 것”이며 실용로가 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1975년에는 일본과 다른 국가들에서 다발한 원전사고와 이에 모순되는

일본 정부 측의 안전성 주장에 대해 “파탄된 원자력 안전신화”라는 담론

을 형성했다. 또한 해외의 원전사고 시나리오에 제시된 주민들의 안전

대책이 피난밖에 없는 점을 인용하며 “원전 주변 주민은 언제든지 도망

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며 항상 위험을 떠안고 있음을 주장했다.

아울러 심사자료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고 불리한 것들은 취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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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핵연료 안전심사위원의 증언을 인용했고, 원전사고가 연속되는 상

황을 토대로 “원자로는 화장실이 없는 맨션”이라 표현했다. 한편 BWR

의 구조적인 특징으로 방사성 물질을 간헐적으로 방출해야 하는 상황을

지적했고, 원전이 안전하다면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대도시에 만들”라

고 주장했다. 또한 후쿠시마 제1원전 1호기 노동자의 피폭선량이 가장

높은 점 등을 토대로 해당 원자로의 폐로를 주장했다.

TMI 사고 이전에도 일본 국내외 원전사고를 계기로 원전의 위험성에

대한 다양한 담론들이 형성되었다. 반원전운동 측은 미하마 2호기 연료

봉 굴절사고 재조사를 하지 않는 원자력위원회를 “무책임”하다고 비난했

고, 안전심사가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심사할 때까

지 같은 형태 원자로의 운전을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렇지 않

는다면 정부 측이 전력회사와 “결탁”하여 주민들을 “모르모트”로 하는

“위험한 실험”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원자로의 모든 크

고 작은 사고들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고, 미하마 1호기 연료봉 파손사고

도 “대사고”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이에 관한 정

부 측의 “큰 사고는 아니었다”는 발언을 비판했고, 간사이전력의 원자로

운전 허가 정지를 요구했다. 규제 측에 대해 “원전의 안전성 감시를 게

을리하고, 정기검사 감독을 나태하게 하고 사고숨기기를 ‘지도’”한다며

불신을 표하고 책임 추궁을 요구했다. 반원전운동 측 과학자도 BWR과

PWR의 “결함”에 대해서 지적하며 정부 측의 안전성 주장을 “선전”이라

주장했고, 중대사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 측의 “2835

건”이라는 사고 발생 수를 인용하며 원전의 위험성을 주장했다.

TMI 사고 발생 이후에는 관련 담론들이 더욱 활발하게 형성되었다.

주로 반원전운동 측 과학자들이 해당 사고와 같은 상황이 일본에서 발생

할 경우를 가정했는데, 이를 토대로 특히 ECCS(비상용 노심냉각장치)와

관련된 담론들을 다수 형성했다. TMI-2와 노형이 같은 PWR에 대해서

는 가압기 수위계와 같은 작동 조건에 따라 ECCS의 작동이 늦어질 가

능성, ECCS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 “운전원의 노력에 기

대하는 것만으로 사고재발방지를 할 수 없”다는 점들이 지적되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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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PWR만이 아닌 BWR도 포함하여 일본 내 모든 원전의 운전, 건설,

계획을 “전면 동결”하고 안전성을 재평가할 것을 요구했고, 당시 일본에

서 가동되던 원자로 중 유일한 PWR이던 오이 1호기에 대해서도 수소폭

발 가능성을 지적하며 정부 측의 안전해석을 비판했다. 또한 방재대책계

획의 사고 발생 시 “대책범위 8km”가 TMI 사고의 피난 범위를 그대로

인용한 점, 8-10km 밖에서도 대량의 집단피폭이 발생할 가능성 등을 지

적하며 피난계획에 대해 전반적으로 비판했다. 반원전운동에 참가하던

교토대 원자로실험실의 학자들은 사고로 “원전안전론”이 “파탄”되었다고

평가했으며 일본의 PWR이 미국과 메이커와 구조가 다르므로 사고가 발

생할 수 없다는 “전력메이커”의 주장을 비판했다. 또한 일본 정부 측이

주장한 “격납용기를 통한 방사성물질의 차폐”와 관련하여 “다중성을 통

한 안전신화는 붕괴”되었다는 담론을 발신했다. 이외에도 “광범위한 연

료파손” 가능성을 토대로 사고시 ECCS가 도움이 되지 않고, 이에 관해

원전 추진 측이 ECCS가 중요한 안전요소라고 주장해왔던 것을 근거로

원전의 안전성이 “근저부터 흔”들린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인위적인 실

수”를 제거할 수 없는 점, 다중방호로 인해 운전원이 “직접 볼 수 없는

장소에 원자력의 본질이 있”기 때문에 사고시 원전의 상태를 “수치와 컴

퓨터가 출력한 정보에 의지”한다는 점을 통해 사고 발생시 대처의 어려

움을 주장했다. 또한 미국의 보고서를 통해 일본 정부 측의 “‘대사고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태도”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이 도출한

‘52항목’에 대해 많은 부분이 “상업기밀”로 비공개이며, “비밀주의”로 국

민이 검토를 할 수 없으므로 “안전성의 최대의 장벽”이라 비판했다.

또한 이전 시기와 같이 자연 재해 관련 담론들이 형성되었다. 먼저 거

대 지진을 상정하며 파이프 파손으로 인한 “대사고”의 가능성을 제시했

으며, 이를 상정하지 않는 전력회사를 “완전히 무책임”하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 발생 가능성을 지적했고, “지진국가에서

지진에 가장 약한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 며

원전 건설 자체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또한 정부의 지진 관련 기준은

“그때그때 적당”한 판단을 토대로 한 것이며 “자의적인 해석”이라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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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방사능과 피폭, 온배수에 대해서도 여러 담론이 형성되었다. 특히 “노

동자 피폭”과 관련하여 후쿠시마 제1원전에 피폭이 “집중되어 있”으며

훈련도 없이 보호되지 않고, 조직도 없는 하청노동자의 피폭을 “중대한

문제”라 보며, 이들이 “피폭요원”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피폭 증가는 정

부 측이 주장하는 원전 가동의 증가로 인한 것이 아닌 노후 원자로의 오

염과 그에 따른 “극심한 공간선량”에서의 작업 증가 때문이라 지적했다.

방사선 규제에 대해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높은 허용량”이며 주민 피폭

량은 “고시”에 불과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본에서 채택하는

ICRP 권고가 “피폭작업을 정당화”한다고 비판했다.

안전심사를 포함한 행정 측을 비판하는 담론도 다수 형성되었다. 이들

은 기업과 정부 측이 사고를 “독자적”으로 해결할 “조직이나 능력이 없”

고 “모두 미국에 의지”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자력위원회와 대학 교수

들로 구성되어 있는 원자로안전전문심사회가 “비상근” 체제이기 때문에

여러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할 수 없다고 비판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TMI 사고 이후에도 문제가 제기되었다. 일본의 원전 기술과 행정이 “미

국의 카피”인데다 미국의 NRC는 전임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일

본이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일본에는 “충분한 독자적

인 데이터, 기술이 없”는 것이 “명확”하며 사고가 발생 “미국의 지시”가

없으면 “일본의 원전은 안전하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 원자력행

정의 “체질적 결함”이라고 비판했다. 안전심사 내규에 대해서도 “허술하

고 문학적인 것이며” 과학적인 검토 수준이 아닌 “초보적인 것”이라며

일본의 안전규제 수준이 낮다고 주장했다.

이 시기 ‘원전의 위험성’ 담론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보다 ‘안전신화’

‘파탄’론의 제기라 할 수 있다. ‘안전신화’라는 단어 자체도 처음 제시되

었지만, 이것이 이미 사고들을 통해 ‘파탄’되었다고 주장함으로써 더욱

‘신화’에 불과하다는 의미를 강조한 것이다. 현재도 원전의 안전성의 주

된 요인이라 언급되는 다중방호에 대해서도 ‘다중성을 통한 안전신화’라

는 지적이나 다중성으로 인해 오히려 인간이 직접 원자로를 통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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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는 주장은 원전의 안전 확보 논리의 근원에 대한 공격이라 할 수 있

다. 또한 ECCS의 사고 방지 기능의 무용성에 대한 지적 등을 통해

TMI 사고가 이들의 담론 형성에 많은 참고가 되었으며 또한 근거가 되

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이전 시기에 비해 크고 작은 사고가 다발

하면서 ‘원전의 위험성’ 담론에 큰 영향을 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에 더해 지진, 쓰나미와 같은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과 원전의 위험성에

대한 지적은 주지하다시피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주된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들의 예측이 정확했다고 할 수 있다.

(3) 지역개발 vs 원전 입지 반대

일본 정부 측의 원전 건설을 통한 ‘지역 개발’과 관련된 담론들은 대

체적으로 원전을 유치하면 보상으로 지역의 다양한 측면에서 개발을 진

행할 것이라는 주장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다나카 카쿠에이가 이에 대한

담론들을 다수 형성했는데, 한 예로 원전 입지 지역에 “원자력촌(原子力

村)” 건설을 제안하기도 했다. 다나카 카쿠에이는 원전에서 생산하는 전

력과 온배수를 이용해 “뉴타운”을 건설하자며 눈이 많이 오는 카시와자

키나 홋카이도에 “온전히 이상적인 뉴타운”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주

장했다. 또한 과학기술청은 전원개발에 따른 이익 환원이 지역주민들의

“숙원”이라 주장했는데, 해당 표에 모두 포함하지는 않았으나 같은 맥락

의 담론들이 다수 존재했다. 또한 “전원삼법”을 토대로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고용기회 증대”, 1차 산업 진흥과

같은 지역 발전 관련 사항들과 지역 경제의 파급효과, 과소화현상 해결

등을 주장했다. 반면 원전 입지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다른 산업에

비해 파급효과가 작고 주민 복지향상에 “많은 부분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라는 언급도 원자력위원회를 통해 제기되었다. 또한 원전을 통해

타지역에 전력공급을 하는 구조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이익이 환원되지

않는 것이 “불만”의 원인이라고도 주장했다. 이와 같이 일본 정부 측의

이 시기 ‘지역 개발’ 담론은 이전 시기와 같이 주민들을 원전을 통한 개

발과 이익을 원하는 주체로 정의하는 것이 주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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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지역 개발’ 담론과 경합하는 반원전운동 측의 ‘원전 입지

반대’ 담론은 ‘지역 이익 환원 거부’ 담론들, ‘원전 입지 절차의 비민주성’

에 대해 비판하는 담론들, 원전과 관련된 사항들의 결정권을 주민들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원전 정책에 대한 결정권’ 담론들로 분류할 수 있었다.

‘지역 이익 환원 거부’ 담론들은 원전으로부터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자연을 지키려는 담론들, 교부금과 원전 입지 지역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거부하고 비판하는 담론들과 같이 이전 시기에서 크게 변화하지 않은 담

론들로 이루어졌다. 먼저 “약간의 교부금”으로 안전확보가 소홀히 된다

면 주민의 생명과 생활에 “중대한 위기”가 야기되므로 안전확보 대책을

우선으로 해야한다는 담론, 방사능으로 피해를 입는 것은 주민들이기 때

문에 원전 건설을 저지해야 한다는 담론이 형성되었다. 또한 “선조대부

터 전해져 내려오는” “공유지”인 “해변”이 원전 용지가 되었지만 주민들

의 “입회관행권”은 “유효”하다는 담론, 바다가 주민들의 “공유재산”이라

는 담론, 어업권은 소멸했지만 바다는 주민들의 “생활의 장”이자 “휴식

의 장”이기 때문에 바다의 “이용권”이 소멸한 것은 아니라는 담론 등 바

다를 공유지로 생각하며 지키기 위한 투쟁들이 이전 시기와 같이 관찰되

었다. 이에 관해 “우리들의 원전저지투쟁”이 “이윤추구를 위해 바다를

뺏으려 하는 독점자본을 타도”하기 위한 싸움이라고 자신들의 반대운동

을 규정하는 담론도 발견할 수 있었다. 지역 정(町)장의 원전의 위험성을

“인정”하고 원전 건설 주민에게 “어떠한 메리트도 없다”고 한 발언을 인

용하기도 했으며, 전원삼법교부금에 대해 “독(毒)만두”라 하며 부정적인

생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원전 입지 지역의 전기요금을 할인해준다는 정

책에 대해서는 할인이 누적되어도 “안전성을 살 수 없”다고 주장하며 할

인에 대해 “원전의 위험성에 대한 인내료”라고 표현했다. 또한 원전이

입지하지 않은 지역주민들과 입지한 지역주민들이 위험 부담을 통해 “분

단”된다고 언급했다.

‘원전 입지 절차의 비민주성’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대한 비판적인 담

론들이 다수 형성되었다. 대부분의 위원회 구성원들인 학자에 대해 “교

수의 지위를 이용하여 엉망으로 극히 위험한 원자력행정을 강행”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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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에 “공포를 느”끼고, 원전 용지와 관계된 싸움이 소송까지 간 “책임”이

전력회사와 “일체”가 된 지자체와 “국가 행정”에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

한 행정에 주민이 “부재”되고 “희생”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여

론조작”을 통해 반원전 주민들이 “고립화”되고 “분단”되는 것을 바란다

고 언급했다. 한편 원전 건설 취소허가 소송을 기각한 재판소에 대해서

는 권력 “종사적 지위”라 비판했으며 반원전운동 주민들에 대해 “무지한

자가,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가진 자에게 조종당하고 있다”는 정부 측의

발언을 문제삼았다. 공청회에 대해서는 “민주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지

만 “건설 추진을 위한 의식에 지나지 않았”다고 반대했으며, 그 외 어협

의 원전 건설 체결에 관해서도 전력회사가 어민을 접대하는 장면을 목격

한 것을 예로 들며 “불법”을 주장했다. 한편 반원전운동 측 과학자는 국

회 발언에서 “일본만큼 원전 현장의 정보가 국민에게 닫혀있는 곳은 없”

다며 정보 공개를 하지 않는 행정을 비판했다. 지자체에 대해서는 주민

이 원하는 과학자를 포함시키는 “출입조사”를 요구했으며 전문가들만 참

가하는 중앙심포지움에 대해 “직접적인 관계자인” 주민들을 “쫓아내”고

“원전은 어려우니까 전문가에게 맡겨두면 된다”며 “구름 위의 논의”로

한다는 전문가주의 비판과 관련된 주장을 했다. 궁극적으로는 “원전 건

설 결정권”은 “주민들이 가지고 있”으며 “우리들의 지역 문제”를 “무연

고의 사람들”이 결정하게 두지 않을 것이라며 원전에 대한 결정권이 주

민에게 있음을 주장했다.

이와 같이 이들의 ‘원전 입지 반대’ 담론은 지역 개발에 대한 거부, 심

포지움과 같은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행사를 개최해도 반대운동을 하는

자신들의 의견은 배제되는 행정의 비민주성 주장, 지역주민들에게 결정

권 부여 요구 등 이전 시기와 크게 변화하지 않은 담론들을 통해 구성되

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지역에 주는 “이익”이 주민들이 원전의 위험

성을 감내하는 것에 대한 대가라는 주장은 전원삼법의 설계 의도를 완전

히 부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담론투쟁: 안전성 홍보 강조와 ‘원자력 안전신화’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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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1974년부터 1980년까지 원자력과 관련된 일본 정부 측과 반

원전운동 시민사회 측의 항목별 담론간 경합구도를 살펴보았다. 이 절에

서는 각 담론주체의 담론투쟁 양상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1)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vs 반원전

<표 5-2>는 일본 정부 측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반원전운동 측

의 ‘반원전’ 관련 담론투쟁 양상을 나타낸 것이다.

일본 정부 측의 담론투쟁의 중심 주체는 내각총리대신과 과학기술청,

원자력위원회와 같은 원자력 행정 주체였다. 이들의 담론투쟁의 목표는

석유위기를 계기로 한 원전 확대 추진과 안전성 중심의 원자력 홍보를

통한 반원전운동 주민 포섭이었다.

첫 번째 담론투쟁 전술은 에너지와 관련된 위기담론 형성이었다. 일본

정부 측은 경제성장과 전력사용량의 증대라는 사회적인 상황을 토대로

“전력위기와 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전력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원전이 아니면 “일본의 인구는 절반이 될 것” 과 같은 “전기”와 관

련된 위기담론을 형성했다. “재처리”에 대해서도 “에너지정책의 일환”으

로서 “사는가 죽는가의 큰 문제”로 정의되었다.

두 번째 담론투쟁 전술은 석유의 유일한 대체에너지원으로서의 원자

력과 관련된 담론을 형성하는 것이었다. 원자력은 석유위기를 극복해 줄

“제3의 에너지혁명” 주체이자 “석유의 대체에너지로서 가장 기대를 받”

고 있으며 석탄이나 재생가능한 에너지와는 달리 “이미 실용단계”인 에

너지원으로 정의되었다.

세 번째 전술은 에너지 다소비 사회를 지향하는 담론을 형성하는 것

이었다. 석유위기를 계기로 에너지 절약형 산업구조로 변화하는 것을 지

향하고, 생활속의 에너지절약이 강조된 반면 기본적으로 전력수요가 “국

민생활의 고도화로 더욱 증대”할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속도로” 에너지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담론이 발신되었다.

네 번째 전술은 반국가 분자로서 반원전운동 시민을 대상화하고 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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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운동의 발생원인을 왜곡하는 것이었다. 반원전운동 측에 대한 “이러한

무리들이 일본을 파괴”한다는 발언은 이들을 국익(원전 추진)에 반하고

국가를 “파괴”하는 반국가적 분자로 정의했다. 또한 반원전운동이 발생

하는 원인에 대해 원자력이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

는 것”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반원전운동 진영의 다양한 주장을 새로운

기술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감정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이라고 왜곡하고

축소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전 시기에도 관찰되었던 계몽의 대상과 원자력정책 수용자로

서 국민을 대상화하는 전술을 다시 발견할 수 있었다. 정부는 공식적으

로 원자력 홍보를 “정부의 원전 계몽활동”이라고 정의했다. 또한 공교육

기관만이 아닌 “사회교육”, 나아가 “가정교육”과 같은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부터 사회 전반으로 이어지는 원자력 “교육”을 강조했다. 이와 같이

일본 정부 측은 국민을 원자력정책의 참여자가 아닌 정부가 계획하고 추

진하는 원자력정책의 “수용자”로 대상화했다.

이와 경합하는 ‘반원전’ 관련된 담론투쟁의 중심 주체는 반원전운동

주민, 과학자, 반원전운동 단체, 노동운동단체, 변호사 등이었다. 이들의

담론투쟁의 목표는 일본 내 모든 원자력시설의 정지와 원전 폐지를 위한

국민적인 원자력정책 검토의 장 마련 요구였다.

첫 번째 담론투쟁 전술은 일본 정부 측의 에너지 위기 담론과 대체에

너지원으로서의 원자력 담론을 부정하는 것이었다. 일본 정부 측이 주장

하는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주장과 핵융합을 통해 에너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주장, 원자력 이외에 석유를 대체할 에너지원이 없다는 주장은

“금세기 최대의 허위이자 사기”라는 담론을 통해 부정되었다. 아울러 원

전이 “전력위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원전이 전력위기의 해결책이

아니라 오히려 전력위기를 가속화시킨다는 주장은 정부의 담론을 균열내

기 위해 발신되었다.

두 번째 전술은 비효율적인 에너지원으로서의 원자력 담론을 형성하

는 것이었다. 원전의 효율성이 낮아질 것이라는 예측, 미국의 “경제성 신

화” 담론 인용, 원전이 기존의 에너지원보다 고가가 될 가능성을 제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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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담론은 원자력을 대체에너지원으로 정의하는 담론을 부정하고, 자신

들이 주체가 되어 원전의 경제성과 관련된 담론 장을 형성했다고 할 수

있다.

다음 전술은 원전과 소비자 손해 담론의 접합이었다. 원전으로 인해

세금이 낭비되고, 원전의 발전비용 증가는 전력요금 증가를 야기한다는

담론은 이전까지 국책 차원에서만 논의되던 원전의 비용에 대해 소비자,

즉 국민 범위까지 논의를 확대하려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정부

의 정책 “착오”와 기업의 “이윤추구”를 소비자들이 “고물가, 고요금”으로

“희생”하고 “부담”한다는 소비자 손해 담론을 형성했다.

네 번째 담론투쟁 전술은 원전의 비윤리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었

다. 원전은 방사성폐기물이라는 “위험한 독극물”이자 “마이너스 유산”을

긴 시간 후세에 남기는 “큰 죄악”으로 정의되었고, 세대간 형평성 문제

도 논의에 포함되었다. 또한 담론 장에서 원전을 통한 경제성장은 “사람

의 목숨을 희생”시키고, 원자력 개발은 지배층의 “경제파시즘 체제에 연

결”된다고 정의되었다.

다음 담론투쟁 전술은 원자력정책 결정자로서 국민을 주체화하는 것

이었다. 일본 정부 측이 원자력정책 수용자로서 국민을 대상화했던 것과

반대로 반원전운동 측은 “국민적 논의”가 있어야 원자력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TMI 사고

이후에도 “국민적인 토론”을 주장하며 원전에 관한 담론 주체를 국민으

로 확대하는 시도를 했으며, 정책 결정자로서 국민을 주체화했다.

다음 담론투쟁 전술은 공해발생원으로서의 원전 담론을 형성하는 것

이었다. 앞서 살펴보았듯 조사와 실험 등에 기반하여 형성한 해당 담론

들은 “온배수 피해”로 인해 어업이 지속불가능하게 된 것을 주장했고,

“새로운 공해문제”인 “저선량피폭”을 발생시키는 공해발생원으로 원전을

정의했다. 또한 가장 민감한 사항일 수 있는 내부피폭에 대해서는 소고

기나 우유와 같은 일상적인 식품에 대해 일본 정부 측이 평가한 것의

“22-480배”, “280-2,300배”라는 큰 수치의 피폭이 예상된다며 위험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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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측 시민사회 측

담론투쟁

전술

관련 텍스트 또는

표현

담론투쟁

전술

관련 텍스트 또는

표현

에너지와

관련된 위기

담론 형성

Ÿ 전력위기와 정전이

발생할 수 있음

Ÿ 전기가 없으면 인

류는 살아갈 수 없

고, 원전을 만들지

않으면 일본의 인

구는 절반이 될 것

Ÿ 재처리문제는 에너

지정책의 일환으로

... 사는가 죽는가

의 큰 문제임

에너지 위기

담론과

대체에너지원

으로서의

원자력 담론

부정

Ÿ 에너지가 부족하

고, 핵융합으로 에

너지 문제가 해결

되고, 원자력 이외

에 석유를 대체할

수 없다는 말은

금세기 최대의 허

위이자 사기

Ÿ 원전은 ... ‘전력위

기’에 박차를 가하

고 있음

석유의

유일한

대체에너지원

으로서의

원자력 담론

형성

Ÿ 제3의 에너지혁명

은 원자력

Ÿ 석유의 대체에너지

로서 가장 기대를

받는 원전

Ÿ 원자력은 ... 이미

실용단계

비효율적인

에너지원으로

서의 원자력

담론 형성

Ÿ 5년이 지나면 효

율은 크게 떨어져

30%대가 될 것

Ÿ 경제성 신화

Ÿ 원자력은 종래의

에너지원에 비해

고가가 될 가능성

에너지

다소비 사회

지향 담론

형성

Ÿ 전력수요는 ... 국

민생활의 고도화로

더욱 증대할 것임

Ÿ 상당한 속도로 에

소비자 손해

담론 접합

Ÿ 세금 낭비

Ÿ 발전비용의 증가

를 야기하며, 전력

요금이 증가할 수

<표 5-2>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반원전’ 담론투쟁 양상

또한 이 시기 작동을 시작한 재처리기술체제를 핵무장 담론과 접합하

여 반대하는 양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들은 “자주 개발, 자주 운영”이

라는 방향성에 대해 “재처리공장 건설, 핵무장을 목표로 하는 움직임과

표리일체”하는 것이라며 기술 자립 담론을 핵무장 담론과 접합했다. 이

는 재처리를 통해 플루토늄이 생산된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춘 것이며,

일본 정부 측이 부정해 온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 가능성을 제시하며 재

처리와 원전을 모두 반대하는 전술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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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공급을 늘려야

함

밖에 없음

Ÿ 소비자는 정부의

정책적인 착오, 기

업의 이윤추구의

희생을 고물가, 고

요금으로 부담

반국가

분자로서

반원전운동

시민

대상화와

반원전운동

발생원인

왜곡

Ÿ 이러한 무리들이

일본을 파괴

Ÿ 새로운 것이므로,

국민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

원전의

비윤리적인

측면 강조

Ÿ 마이너스 유산을

수천년에 걸쳐 자

손에게 남기는 큰

죄악

Ÿ 사람의 목숨을 희

생한 경제성장

Ÿ ‘경제파시즘’ 체제

에 연결

계몽과

원자력정책

수용자로서

국민 대상화

Ÿ 정부의 원전 계몽

활동

Ÿ 학교교육뿐만 아니

라, 사회교육, 가정

교육

원자력정책

결정자로서의

국민 주체화

Ÿ 국민적 논의가 진

행되지 않는 한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은 없을 것

Ÿ 원전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인 토

론이 필요함

- -

공해발생원으

로서의 원전

담론 형성

Ÿ 온배수 피해 때문

에 어업과 원전은

양립할 수 없음

Ÿ 저선량피폭 문제

는 새로운 공해문

제

Ÿ 현행 평가의

22-480배(소고기),

280-2,300배(우유)

피폭이 예상

- -

재처리와

핵무장 담론

접합

Ÿ 자주개발, 자주 운

영하는 원전을 외

치는 사람들이 있

는데 이는 재처리

공장 건설, 핵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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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목표로 하는

움직임과 표리일

체한 것

(2) 원전의 안전성 vs 원전의 위험성

이 절에서는 가장 첨예한 담론갈등이 전개되었던 일본 정부 측의 ‘원

전의 안전성’ 담론과 반원전운동 측의 ‘원전의 위험성’ 담론의 투쟁 양상

을 살펴볼 것이다(<표 5-3>).

일본 정부 측의 담론투쟁의 중심 주체는 과학자, 내각총리대신, 원자

력위원회, 지자체, 관료 등이었다. 이들의 목표는 ‘원전의 안전성’의 헤게

모니 획득과 ‘원전의 위험성’ 부정을 통해 원전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첫 번째 담론투쟁 전술은 ‘절대적 안전성’을 도달 가능한 실재로 정의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내각총리대신, 고

위관료들은 일본의 원전이 “애초에 사고를 일으키지 않”으며, “절대적으

로 안전”하고 “안전에 어떠한 불안도 없”다는 절대적 안전성을 확신하는

담론과 이러한 절대적 안전을 “증명”하고 “정부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담론을 형성했다. 즉, 도달할 수 있는 실재로서의 절대적인 안전을 실현

하기 위해 기술관리적인 측면과 노력을 강조한 것이다.

두 번째 담론투쟁 전술은 해외의 기술과 자국 기술의 상이함을 주장

하여 사고 발생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이었다. 앞서 살펴보았듯 일본 정

부 측은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나 사고를 가정한 시나리오에 대해 일본의

원자로는 “다른 구조”이므로 “적용할” 수 없다거나 “전혀 예상할 수 없

는 사고”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산기술이므로 안전”하고 “안전도 확립기

준”이 높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발언은 해외의 기술과 비교했을 때

자국 기술이 우수함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담론들을 통해 일본은

사고발생 가능성을 제기하는 대항담론의 논리를 부정하고자 했다.

사고의 심각성 축소 또는 사고를 부정하는 전술을 택하기도 했다. 자

국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큰 사고는 아니었”다거나 TMI 사고에 대해

서도 사고를 “아직 믿지 않기 때문에”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발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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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보여주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한 것만으로 건설을 재고할 필요는

없”다고 한 것도 사고의 심각성을 축소하거나 부정하고 자국의 원자력

확대에 문제가 없음을 주장하는 것이다.

또한 일본 기술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담론투쟁 전술도 발견할 수 있

었다. “일본의 원자력개발은 상당한 경험,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심사에 대해서는, 자주적으로 충분히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담론은 원자력기술 도입 후 약 20년이 지난 시점

에서 처음 형성된 담론이다. 이는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일본 원자

력기술의 국산화와 경수로 개량표준화 계획 실시와 같은 기술고도화 정

책이 담론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전 시기까

지 선진국의 원자력기술 추격 담론, 기술 열등과 관련된 담론을 형성했

던 것을 고려하면 반원전운동 측과의 담론경합도 담론 형성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전 시기와 같이 방사능의 영향을 저평가하는 전술도 관찰되었다. 방

사능의 인체에 대한 영향을 “술”에 비유하며 술을 “너무 많이 마시면”

건강에 해가 되듯 “방사능도 똑같”다는 담론은 방사능의 인체에 대한 영

향을 비과학적으로 저평가하는 투쟁전술이었다. 또한 온배수에 대해서도

인간의 건강 악화를 초래하는 물질의 축적을 야기하지 않는다며 영향을

저평가하고 안전성을 주장했다.

아울러 이 시기 특징적이었던 전술 중 하나는 안전과 관련된 불안관

리였다. 일본 정부는 국민을 원폭의 “비참한 경험”때문에 방사능에 “불

안”을 느끼는 ‘피해자’로 규정하고, 이러한 불안에 대한 관리를 강조했다.

또한 반원전운동 측이 제기한 노동자의 피폭문제에 대해서도 “불안을 증

폭시키므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원전 종사자의 수

가 줄어”서는 안 된다며 노동자의 건강문제보다는 불안관리의 측면에서

해당 문제에 접근했다. 안전에 대해서도 정부가 “절대 재해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자신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전 시기에도 관찰할 수 있었던 원자력 관련 기관에 대한 권위

부여와 이를 통한 담론권력 획득 시도를 해당 시기에도 발견할 수 있었



- 234 -

다. 일본 정부 측은 원자력 안전문제에 대해 정부와 원자력위원회가 “권

위를 내걸고”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생각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

다. 이는 정부와 원자력위원회 스스로에 대해 권위를 부여하고, 이를 통

해 담론권력을 획득하려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권위 부여와 달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권위를 축소하는 전

술도 관찰할 수 있었다. 안전심사위원의 책임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올

마이티한 힘”이 없다는 발언은 반원전운동 측의 문제제기를 차단하고 회

피하기 위해 스스로의 권위를 축소하는 전술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항하는 반원전운동 측의 주된 담론투쟁 주체는 반원전운동 단

체, 과학자, 반원전운동 주민, 변호사, 노동운동단체 등이었다. 이들의 목

표는 원전의 위험성 담론의 헤게모니 획득을 통해 일본 내 모든 원전의

운전을 중지시키고, 건설을 백지화하는 것이었다.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발생했던 시기인 만큼 다양한 담론투쟁 전술들이 관찰되었다.

반원전운동 측은 먼저 일본 정부 측의 ‘절대적 안전성’ 담론 균열을

시도했다. 이들은 ECCS 문제가 “안전성을 근저부터 흔드는 중대한 문

제”라 했고, 원전이 정말 안전하다면 “대도시에 만들”라고 주장했다. 아

울러 TMI 사고의 사례를 토대로 인위적인 실수를 “없앨 수 없”다며 ‘절

대적 안전성’을 부정했다.

다음 전술도 이러한 ‘절대적 안전성’ 부정과 관련이 깊은데, 일본 정부

측의 원전의 안전성 주장에 대해 “원자력 안전신화”라고 호명한 것이다.

이들은 TMI 사고 발생 이전에도 “파탄된 원자력 안전신화”라 주장하며

원전의 안전성 담론을 부정했다. 또한 TMI 사고 발생 이후에도 “원전안

전론의 파탄”을 주장했으며, 다중방호에 대해 “안전신화는 붕괴”되었다

는 담론을 형성했다. 이와 같이 “원자력 안전신화” 호명은 상업용 원자

로 가동 증가와 함께 시작된 잦은 사고 발생과 이와 모순되는 일본 정부

측의 ‘절대적 안전성’ 주장으로 인해 탄생했으며, TMI 사고가 더욱 관련

논의를 활성화시켰음을 알 수 있다.

대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도 주요 전술 중 하나였다. 이들

은 규제 측의 “임기응변적인 대책”이 지속된다면 “중대사고”가 발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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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 경고했고, TMI 사고 사례를 토대로 수소폭발로 인한 방사능의

대규모 방출을 상정하기도 했다.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대사고의 원인이

되는 지진과 쓰나미에 대해 예측했다.

또한 일본 정부 측의 자국 기술의 우수성 강조 담론을 부정하는 전술

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된 담론들은 대체적으로 일본 원자력기

술의 미국 의존적인 특징을 비판했다. 일본의 원자력기술이 “기본적으로

는 미국의 카피”라는 지적이나 일본이 원자력 “집합체를 해체하고 조사

할 시설이나 능력이 없”다는 주장, “일본에는 충분한 독자적인 데이터,

기술이 없”다는 담론들이 발신되었다. 또한 이러한 담론들을 통해 일본

정부 측의 자국의 원자력기술이 우수하다는 담론을 부정했다.

다음 전술은 희생적 주체로서 원전 주변 지역주민과 원전 노동자를

규정하는 것이었다. 주민들은 특별한 안전대책도 없이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만 하는 존재이자 “원전의 위험한 실험”의 “모르모

트”이며 “희생”을 “강요”당하는 존재로 규정되었다. 이와 같은 희생적 규

정은 이전 시기에도 관찰된 담론투쟁 전술이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원전 현장 노동자, 특히 하청노동자가 희생적 주체로서 규정되었다. 이들

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피폭문제 담론들 속에서 하청노동자는 피폭이 집

중되는 “피폭요원”으로 정의되었다.

정부와 행정에 대한 비판을 통한 권위박탈 전술도 발견되었다. 이는

일본 정부와 관료들이 원자력 행정의 추진 주체인 자신들에 대해 권위를

부여한 것과 반대되는 것으로, 다양한 담론들이 형성되어 원자력 추진

세력에 대한 반원전운동 측의 불신을 강하게 나타냈다. 반원전운동 측은

원자력위원회와 같은 기관을 “무책임”하다고 평가하거나 안전성 감시를

“게을리하고” “나태”하며 사고 은폐를 “지도”한다며 정부 기관을 비판했

다. 또한 사고 대책은 “임기응변적”이고 국민을 “속이려는” 것이라 주장

했다. 아울러 규제 측에 대해서도 미국 의존적이라는 비판을 형성했는데,

“자주적인 원인규명과 대책”을 세우지 않고 “미국에 의지”하며 안전심사

도 “허술하고 문학적”이며 “과학적인 검토에 도달하지 않은 초보적인”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규제 체제에 대해서도 위원이 “비상근” 체제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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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측 시민사회 측

담론투쟁

전술

관련 텍스트 또는

표현

담론투쟁

전술

관련 텍스트 또는

표현

도달할 수

있는

실재로서

절대적

안전성

확립과 이를

위한 노력

강조

Ÿ 애초에 사고를 일으키

지않고안전하게운전

Ÿ 절대적으로안전

Ÿ 안전에 어떠한 불안도

없음

Ÿ 절대안전에 대해서 증

명하고 정부가 책임을

져야함

절대적

안전성

담론 균열

시도

Ÿ ECCS가 안전성의 중요

한 요소인 것을 생각하

면 원전의 안전성을 근

저부터 흔드는 중대한

문제

Ÿ 원전이 정말 안전하다

면 전기의 대부분을 쓰

는, 대도시에만들면됨

Ÿ 인위적인 실수는 본질

적으로없앨수없는점

해외와 자국 Ÿ 미국의 PWR과 다른 구 원자력 Ÿ 파탄된 원자력 안전

<표 5-3> ‘원전의 안전성’과 ‘원전의 위험성’ 담론투쟁 양상

로 모든 사항을 상세히 검토할 수 없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아울

러 미국의 “지시”와 “권고”가 없으면 “일본의 원전은 안전”하다고 주장

할 수밖에 없는 “체질적 결함”을 주장하며 이를 비판했다. 이와 같은 담

론들은 일본 정부 측의 권위를 박탈하기 위한 전술들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반원전운동 측은 결함과 미완성의 기술로서의 원자력과

관련된 담론을 형성하는 전술을 사용하였다. 이들의 담론에서는 특히

“결함”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였는데, 사고 발생 사실을 토대로, 또는

원자로의 구조적 특징을 토대로 원자력은 “화장실이 없는 맨션”과 같은

“결함” 기술로 정의되었다. 다중방호에 대해서는 “운전원조차 직접 볼

수 없는 장소에 원자력의 본질이 있”다며 결함요소로 정의했다.236)

236) 참고로 연구참여자 B는 미완성 기술로서의 원전에 대해서도 반핵운동 진

영(원수협, 일본공산당)과 반원전운동 진영(원수금, CNIC 등)의 생각이 달랐다

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반핵운동 진영은 원전이 미완성의 기술이므로 마르크

스주의의 과학진보 지향과 같이 향후 완성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고, 반원전운

동 진영에서는 미완성의 문제만이 아닌 여러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와 같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까지 두 진영의

원전에 대한 생각은 여러 측면에서 달랐다(연구참여자 B, 2019.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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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상이함을

주장하여

사고발생

가능성 부정

조의 ECCS를 가지는

BWR후쿠시마원자로에

적용할것은아님

Ÿ 일본의 같은 형태의 원

전과 구조가 다르므로,

일본에서는 전혀 예상할

수없는사고임

Ÿ 국산기술이므로안전함

Ÿ 일본의 안전도 확립기

준은 굉장히 높고 걱정

할필요가없다고들음

안전신화

호명

신화

Ÿ 원전안전론의 파탄

Ÿ 다중성을 통한 안전

신화는 붕괴

사고의

심각성 축소

또는 부정

Ÿ 큰사고는아니었음

Ÿ 사고가 있었다는 것을

아직믿지않기때문에

Ÿ 사고가 발생한 것만으

로 건설을 재고할 필요

는없음

대사고

가능성

제기

Ÿ 임기응변적인 대책으로

속이려는 상황을 지속한

다면 ... 중대사고발생도

불가피

Ÿ 수소폭발이 발생하면

방사능의 대규모 방출을

야기

Ÿ 쓰나미를 동반할 것이

분명함

일본 기술의

우수성 강조

Ÿ 일본의 원자력개발은

상당한 경험, 지식을 가

지고있어서

일본

기술의

우수성

강조 담론

부정

Ÿ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카피

Ÿ 일본은 집합체를 해체

하고 조사할 시설이나

능력이없음

Ÿ 일본에는 충분한 독자

적인 데이터, 기술이 없

음

방사능의

영향 저평가

Ÿ 술도 너무 많이 마시면

해가 되듯 방사능도 똑

같음

Ÿ 온배수 방출은 인간의

건강 악화나 생활환경의

악화를 초래하는 물질

축적을야기하지는않음

- -

불안관리를

통한 원전

Ÿ 최초의 원폭 피폭국이

된 비참한 경험이 있기

희생적

주체로서의

Ÿ 주민은 언제든지 도망

갈 수 있도록 준비해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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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때문에국민감정이 ... 방

사능 불안 제거 희망이

유달리강한것

Ÿ 노동자의 피해는 불안

을 증폭시키므로 피폭자

대책필요

Ÿ 원전 종사자의 수가 줄

어드는 것은 “굉장히 중

대”하므로종사자의건강

에신경써야함

Ÿ 정부가 자신을 가지고

조사·작업을 하게 해서,

국민에게 절대 재해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자신

있는행동을해야함

주민과

노동자

규정

는것밖에없다는것

Ÿ 주변 주민을 모르모트

로 하는 원전의 위험한

실험

Ÿ 희생을 주민들에게 강

요

Ÿ 하청노동자는 결국은 "

피폭요원"

원자력 관련

기관에 대한

권위 부여를

통한

담론권력

획득 시도

Ÿ 원자력 안전문제는 정

부, 원자력위원회가 권위

를 내걸고 원전의 안전

성에 관한 생각을 명시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

요

정부와

행정에

대한

비판을

통한

권위박탈

Ÿ 원자력위원회의무책임

Ÿ 안전성 감시를 게을리

하고, 정기검사 감독을

나태하게 하고 사고숨기

기 ‘지도’를 하는 통산성,

과기청, 원자력위원회

Ÿ 임기응변적인 대책으로

속이려는상황

Ÿ 자주적인 원인규명과

대책을 세운적은 한번

도없음. 모두미국에의

지함

Ÿ 안전심사 내규라는 형

태는 굉장히 허술하고

문학적인 것이며 전혀

과학적인 검토에 도달하

지않은초보적인것임

Ÿ 위원 전원이 비상근이

며, 신청된 모든 사항에

대해 상세히 계산과 검

토할 수 있는 스태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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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Ÿ 미국의 지시, 권고가 없

으면 원전의 결함을 인

정할 수 없고 “일본의

원전은 안전”하다고 주

장할 수밖에 없는 일본

의 원전관계자의 체질적

결함은치명적

책임 회피를

위한 권위

축소

Ÿ 안전심사회는 올마이티

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

음

결함과

미완성의

기술로서의

원자력

담론 형성

Ÿ “믿을 수 없는 사고”가

현실로 발생한 것은 원

자로 자체에 결함이 있

는것

Ÿ 원자로는 화장실이 없

는맨션

Ÿ 간헐방출은 BWR의 원

리적결함

Ÿ 증기발생기세관은

PWR의아킬레스건

Ÿ 사고가 분명히 밝힌 결

함

Ÿ 운전원조차 직접 볼 수

없는 장소에 원자력의

본질이있음

(3) 지역개발 vs 원전 입지 반대

이 절에서는 일본 정부 측의 ‘지역개발’ 관련 담론과 반원전운동 측의

‘원전 입지 반대’ 관련 담론의 투쟁 양상을 파악할 것이다(<표 5-4>).

일본 정부 측의 중심적인 담론투쟁 주체는 내각총리대신, 원자력위원

회, 과학기술청이었으며 목표는 반대운동 주민 포섭을 통한 원활한 원전

입지 추진이었다. 전반적인 담론투쟁 전술은 이전 시기의 ‘원전 입지 추

진’ 관련 담론투쟁 전술에서 크게 변하지는 않았으나 차이도 존재했다.

첫 번째 전술은 이전 시기에도 사용된 원자력과 개발 담론을 접합하

는 것이었다. 원전의 전력과 온배수를 이용한다는 “원자력촌” 구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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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전히 이상적인 뉴타운” 계획 주장은 원전과 지역 개발담론이 접합된

것이다. 또한 원전을 통한 지역 경제활동에 대한 “큰 효과”, “지방재정,

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 “농어업진흥”과 같은 담론들도 개발 담론의 접

합을 통해 입지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고 포섭하기 위해 형성되었다.

다음 전술은 계몽과 원자력정책 수용자로서 주민을 대상화하는 것이

었다. 이와 같은 전술은 이전 시기에도 관찰되었으며, “적극적인 홍보활

동”을 통해 “주민의 이해와 협력”을 구해 원전을 추진한다는 계몽담론도

접합되었다. 이는 주민들이 마음을 바꿔 “이해”와 “협력”은 할 수 있지만

원자력 행정의 방향은 결정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다음 전술도 이전 시기부터 이어지는 개발을 염원하는 대상으로 지자

체와 주민을 대상화하는 것이었다. 발전소 건설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숙원”이라 하며 “고용기회 증대”가

주민의 “희망”이라 정의되었다. 반원전운동에 대해서도 “지역에 이익이

충분히 환원되지 않는 것이 불만을 크게 하는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반

원전운동 주민들이 이익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 운동을 한다고 정의했

다. 또한 “발전세는 지자체 거의 모두가 청원·요망·열망”한다며 지자체에

대해서도 주민들과 같이 개발을 염원하는 대상으로 대상화했다.

이에 대항하는 반원전운동 측의 중심적인 담론투쟁 주체는 반원전운

동 주민, 반원전운동 주민단체의 연합, 반원전운동 단체, 노동운동단체,

과학자, 변호사, 사회당 등이었다. 이들의 담론투쟁의 목표는 일본 정부

측이 제시하는 지역 개발 담론 거부를 통해 자신들의 거주 지역에 가동

중인 원전의 운전을 정지하거나 원전 입지를 저지하는 것이었다.

첫 번째 담론투쟁 전술은 안전성 담론과의 접합을 통해 보상 담론을

거부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정부가 주는 “약간의 교부금”은 “안전확보”를

“소홀”하게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주민의 생명과 생활에 중대한

위기”가 생길 수 있다고 보았다. 원전 입지 지역의 전기요금 할인에 대

해서는 “아무리 누적시켜도 안전성을 살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음 전술은 공유지로서의 자연 자원에 대한 이용권을 주장하며 개발

담론을 거부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공유지 담론은 주로 “해변”, “바



- 241 -

일본 정부 측 시민사회 측

담론투쟁

전술

관련 텍스트

또는 표현
담론투쟁 전술

관련 텍스트 또는

표현

원자력과 개발 Ÿ ‘원자력촌’의 건 안전성 Ÿ 약간의 교부금과 맞바

<표 5-4> ‘지역개발’과 ‘원전 입지 반대’ 담론투쟁 양상

다”에 대해 형성되었는데, 이러한 자연 자원을 “선조대부터 전해져 내려

오는 마을 사람들의 공유지”이자 “공유재산”이라 주장했다.

담론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시도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들의 담론에서

“주민들”은 원전 건설을 결정하는 주체로 정의되었다. 반원전운동 측은

“우리들의 지역 문제”를 “무연고의 사람들”이 결정하게 하지 않을 것이

라며 담론권력을 획득하려 했다.

다음 전술은 이전 시기에도 관찰되었던 희생적 존재로서 주민을 규정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상세한 내용은 이전 시기와 상이했는데, 먼저 “방

사능 피해를 입는” 희생적 주체로서 주민을 규정하고, 원전 입지 지역의

전기요금 할인에 대해서는 위험을 인내하는 대가인 “인내료”라고 정의했

다. 원자력을 추진하는 행정에 대해서는 “주민 희생의 행정”이라 주장했

고, 자신의 지역에서 사용하는 전력이 “원전의 10%도 되지 않는 정도”

라며 원전을 만들고 “지역주민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인 담론을 형성했다. 이와 같이 이 시기에는 일본 정부 측이 지급하는

금전적인 보상이 오히려 지역간 불평등을 증가시키거나 주민들이 그러한

불평등을 인내하는 것을 돈으로 해결하고, 위험을 이들에게 떠맡긴다며

지역간 불평등과 관련된 측면이 강조되었다.

또한 ‘원전의 위험성’ 관련 담론투쟁에서도 볼 수 있었던 정부와 행정

에 대한 비판을 통한 권위박탈 전술도 사용되었다. 이들에게 원자력 추

진 행정 측은 “교수”의 지위를 “이용”하지만 행정을 “엉망으로” 강행하

는 존재이자, “여론조작”을 행하는 존재로 주장되었다. 또한 주민을 배제

한 전문가주의 논리에 따른 정책 논의를 “구름 위의 논의”라 부르며 비

판했고, 건설허가취소 소송에서 국가를 승소시킨 재판소를 “권력 내부의

사법의 종사적 지위”라 정의하며 권위를 박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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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론 접합

설

Ÿ 원전을 만들면

온전히 이상적인

뉴타운을 계획할

수 있음

Ÿ 지역 경제활동에

큰 효과

Ÿ 지방재정, 소득

향상에 크게 기

여

Ÿ 농어업진흥

담론과의

접합을 통한

보상 담론 거부

꿔서 안전확보가 소홀히

된다면, 지역주민의 생

명과 생활에 중대한 위

기

Ÿ 전기요금 할인액을 아

무리 누적시켜도 안전성

을 살 수 없는 것은 명

백한 사실임

공유지로서의

자연 자원에

대한 이용권

주장

Ÿ 해변은 선조대부터 전

해져 내려오는 마을 사

람들의 공유지

Ÿ 바다는 지역주민의 공

유재산

Ÿ 지역주민은 지금까지와

같이 바다를 이용할 것

임

계몽과

원자력정책

수용자로서

주민 대상화

Ÿ 적극적인 홍보활

동 전개를 강구

하여 주민의 이

해와 협력을 얻

으며 원자력발전

개발추진

담론권력 획득

시도

Ÿ 원전 건설 결정권은 주

민들이 가지고 있음

Ÿ 우리들의 지역 문제를

지역과 무연고의 사람들

이 결정하게 절대 두지

않을 것임

개발을

염원하는

대상으로서

지자체와 주민

대상화

Ÿ 전원개발에 따른

이익의 지역 환

원은 주변 지역

주민의 숙원

Ÿ 고용기회 증대에

대한 지역주민의

희망

Ÿ 지역에 이익이

충분히 환원되지

않는 것이 불만

을 크게 하는 원

인

Ÿ 발전세는 지자체

거의 모두가 청

원·요망·열망

희생적

존재로서의

주민 규정

Ÿ 방사능 피해를 입는 것

은 주민

Ÿ 원전의 위험성에 대한

“인내료”

Ÿ 주민 희생의 행정

Ÿ 지방에서 사용하는 전

력은 원전의 10%도 되

지 않는 정도인데 왜 우

리 지역에 원전을 만들

고 지역주민에게 희생을

강요하는가

정부와 행정에 Ÿ “대학교의 교수”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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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비판을

통한 권위박탈

위를 이용하여 엉망으로

극히 위험한 원자력행정

을 강행하는 전력과 행

정

Ÿ 여론조작

Ÿ 구름 위의 논의

Ÿ 권력 내부의 사법의 종

사적 지위

4. 소결

이 장에서는 1974년부터 1980년까지 일본 정부 측과 반원전운동 측이

형성한 담론들을 파악하고, 이들의 담론투쟁 양상에 대해 검토하였다.

해당 시기의 원자력정책과 반원전운동에 가장 먼저 영향을 준 사건은

1차 석유위기와 전원삼법 제정이었다. 석유위기가 발생하자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일본 정부 측은 원자력을 석유를 대체할 유일한 에너지

원으로 정의하는 담론을 형성하며 원자력 확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했다. 원자력 추진 담론은 성공적으로 지속해오던 발전국가체제에서 갑

작스럽게 맞이하게 된 고도경제성장의 종료와 이미 진행되어 오던 전력

수요 증가 경향이라는 사회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한 에너지위기 담론 형

성, 에너지 다소비 사회 지향 담론과 함께 발신되었고, 담론 장에서 원자

력은 위기를 해결할 에너지원으로 정의되었다. 이러한 담론은 이미 발전

주의 이데올로기에 익숙해져 있던 일본 국민에게 공감을 얻었고, 원자력

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형성할 수 있었다. 또한 일본 정부는 국민을 원자

력정책의 결정주체가 아닌 정책의 수용자이자 계몽의 대상으로 대상화하

였다. 특히 이 시기에는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원자력에 대한 “사회교

육”과 “가정교육”의 필요성도 강조하며 원자력을 지지하는 정책 수용 주

체의 생산을 공적인 목표로 설정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각 원전 입지 예정 지역에서는 반대운동이 진행 중이었고, 운

동이 전국화되면서 원전 건설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된 전원삼법이 다나카 카쿠에이 내각과 자민당의 추진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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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되었고, 이로 인해 반대를 하던 많은 지역주민들이 원전 유치로 마

음을 바꾸었다. 따라서 굴복하지 않고 반원전운동을 추진하던 주민들은

추진 측에 의해 반국가 분자로 대상화되었고, 반원전운동의 동기는 새로

운 기술에 대한 두려움으로 왜곡되었다.

이와 같은 일본 정부 측의 담론투쟁 전술에 맞서 반원전운동 측도 여

러 투쟁전술을 사용하였다. 특히 이 시기에는 본격적으로 과학자, 변호사

와 같은 지식인들이 반원전운동에 참가하여 전문성에 기반한 대항담론들

을 형성하였다. 이들은 먼저 일본 정부 측의 에너지 위기 담론과 석유의

유일한 대체에너지원으로서의 원자력 담론을 부정하였다. 이들이 이와

같은 담론을 형성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원전 추진 담론으로 인해 적극

적으로 전개되지는 못했으나, 당시 일본에서 자연에너지에 기반한 재생

에너지 기술 개발에 대한 논의가 1차 석유위기 발생 전후에 사회적으로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소비자운동 측에서 반원전운동에 유입되어 새로운 담론주체로서

소비자 손해 담론을 형성했다. 이들은 원자력 산업 개발이 세금 낭비, 전

기요금 인상으로 연결된다는 새로운 담론을 형성했고, 이 시기부터 본격

적으로 반원전운동에 참가한 원수금도 원자력의 경제성을 비판하는 담론

을 형성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 측이 산정한 원전의 발전비용에 사용후

핵연료 처리비용이나 사고 비용과 같이 산정하지 않은 비용이 존재한다

며 이를 포함하면 원전은 재생에너지보다 경제성이 나쁘며, 비효율적인

에너지원이라 주장했다.

아울러 반원전운동 측은 원전의 비윤리적인 측면을 강조했고, 이를 통

해 더 이상 원자력을 ‘평화적 이용’이라 부르지 않게 되었다(연구참여자

B, 2019.8.29.). 이는 원자력기술 개발 초기부터 일본 정부 측이 쭉 ‘원자

력의 군사적 이용’을 부정하는 의미이자 원자력기술 개발의 정당화를 위

해 사용한 구호이며 담론인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부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논의로 세대간 형평성 문제와 사람의 “목숨”을

희생하는 경제성장, “경제파시즘 체제”와 같은 주장들이 제기되었다.237)

237) 연구참여자 B는 이러한 측면들 이외에도 원전이 노동자의 피폭을 동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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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원전뿐만 아니라 성장을 강조하는 일본의 발전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도 접합된 담론의 전형적인 예시이다.

또한 이들의 담론에서 원자력은 온배수 피해와 피폭문제라는 측면에

서 공해발생원으로 정의되었다. 특히 원전 입지 주변의 방사성물질을 측

정하고, 생물종이 받는 영향을 관찰하는 등의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과

학자들이 운동에 참여하면서 이러한 담론들은 이전 시기보다 다양한 근

거를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이들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내재하

고 있는 원자력에 대한 정책결정자로서 국민을 주체화했다.

아울러 재처리공장 가동이 시작되고 핵연료사이클 확립이 강조되면서

반원전운동 측은 이를 핵무장 담론과 접합하며 새로운 담론투쟁 전술을

추가하였다. 일본 정부 측이 원자력기술 개발 초기부터 가지고 있던 핵

무기 개발 의지는 변함이 없었고,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재처리공

장 건설은 핵무기 개발 의도에 대한 미국의 의심을 야기했지만, 일본은

미국에 플루토늄 단체추출 허가를 받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을 통해 일

본은 반대운동을 억누르고 핵연료사이클 완성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했

다. 하지만 제2 재처리공장인 롯카쇼 재처리공장 가동의 장기간 연기, 몬

쥬 나트륨누출사고, JCO 임계사고와 같은 사고들을 거치며 현재 일본의

핵연료사이클 확립은 어려워진 상황이다. 핵융합도 21세기 초에는 실용

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2020년 현재에도 여전히 연구 중

인 ‘미래의 기술’에 머물러 있다.

무엇보다 이 시기의 중심적인 담론갈등은 ‘원전의 안전성’과 ‘원전의

위험성’을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양측의 헤게모니 획득을 위한 여러 전술

들을 관찰할 수 있었다. 1970년대 중반부터는 일본 내 상업용 원자로 가

동 수가 증가하면서 잦은 고장과 사고가 발생하여 평균가동률이 절반도

안되는 상황이 이어졌는데, 반원전운동 측에서는 이를 토대로 ‘원전의 위

험성’ 담론을 형성했고, 일본 정부 측은 ‘원전의 안전성’ 담론으로 반박했

다.

다는 특징도 원자력을 ‘평화적 이용’이라고 부를 수 없는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연구참여자 B, 2019.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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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하였듯 이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원전운동에 과학자들이

유입되면서 이들이 담론주체로서 전문성(과학의 합리성)에 기반한 담론

투쟁을 추진했다. 특히 TMI 사고를 계기로 반원전운동 측에서는 위험성

에 대한 다양한 담론을 형성하였고, 몇 가지 예측은 이후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현실화될 정도로 정확도가 높았다. 이들은 위험성 담론을 통해

미완성 기술이자 결함 기술로서 원자력을 정의했으며 반대운동은 고조되

었다. 이에 대항하기 위해 일본 정부 측은 ‘절대적 안전성’ 도달을 원칙

으로 설정하고, 기술관리적인 노력을 강조하며 자국 원전의 안전성을 주

장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 측의 이러한 담론들은 이전에도 반원전운동과

경합하기 위해 형성했던 것이며, 논리구조에도 큰 변화가 없었다. 또한

해외의 원전사고에 대해서는 자국의 원전과 원자로의 구조가 다르다거나

자국의 기술이 더 우수하다는 주장을 통해 사고 발생가능성을 부정했다.

이는 이전 시기까지만 해도 해외 선진국의 원자력기술에 비해 자국의 기

술이 열등하기 때문에 추격해야 함을 강조했던 것과는 상반되는 담론이

며, 그렇기 때문에 반원전운동 측과의 담론경합을 통해 담론이 변화하였

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일본 정부 측의 원전의 안전성 담론도 기

본적으로 과학자들의 지식을 기반으로 형성되었지만, 반원전운동 측의

담론과 달리 면밀한 분석을 통한 주장이 아닌 직관적이거나 기술관리적

인 주장이 많았다. 아울러 일본 정부 측은 방사능의 인체와 환경에 대한

영향을 저평가했고, 직관적인 개념으로서의 안전 확보의 책임주체로서

자신들을 정의했다. 반면 반원전운동 측과 직접적으로 경합한 규제 실무

측은 책임범위 축소를 위해 스스로의 권위를 축소하여 상부와의 불일치

가 발생했다. 또한 일본 정부 측은 반원전운동과 노동자 피폭 문제에 대

해 대중의 불안관리의 측면에서 접근하며, 문제의 본질이 아닌 원자력에

대한 여론 통제에 중점을 두는 모습을 보였다.

반원전운동 측에서는 일본 정부의 ‘절대적 안전성’ 담론의 균열을 시

도했고, ‘절대적 안전성’ 담론에 대해 ‘원자력 안전신화’라 호명했다. 즉,

절대적 안전성은 도달할 수 없는 “신화”에 불과하며, 여러 사고들을 통

해 “붕괴”되었다는 것이다. ‘원자력 안전신화’ 담론은 TMI 사고 이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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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중반부터 담론으로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중대사고가 아닌

본격적인 상업용 원자로 가동으로 인해 발생한 크고 작은 사고와 이에

모순되는 ‘절대적 안전성’ 담론을 배경으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들은 일본의 원전에서 대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고, 일본

원자력기술의 미국 의존적인 특징을 토대로 일본의 기술이 안전하고 우

수하다는 담론을 부정했다. 또한 주민과 원전노동자를 희생적 주체로 규

정짓고, 원자력 행정에 대한 비판을 통해 그 권위를 박탈하려 했다.

또한 이전 시기와 같이 일본 정부 측은 원전 건설의 보상적 성격으로

지역 개발과 재정적인 지원, 전기요금 할인 등의 담론을 형성했다. ‘지역

개발’에 대해서는 원전과 개발 담론을 접합하여 주민들을 포섭하고자 했

다. 동시에 계몽의 대상과 원자력정책의 수용자로서 주민에 대한 대상화

를 시도했다. 또한 주민과 지자체에 대해 전원개발에 따른 이익을 간절

히 소망하고, 개발 이익을 염원하는 대상으로도 대상화했다. 이러한 ‘지

역 개발’ 담론은 원전 입지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제2기(1957-1973년)와

비교했을 때 전략이 거의 변하지 않았다. 단, 연구용 원자로 입지 추진

때 사용했던 국익을 위한 희생적 주체로서의 호명은 주민들이 호명을 거

부한 이후로 다시 쓰이지 않았다.

일본 정부 측의 이러한 ‘지역 개발’과 보상 등의 담론을 통해 원전 유

치로 마음을 바꾼 주민들이 많았지만, 그렇지 않은 주민들은 반원전운동

을 이어갔다. 이들은 일본 정부 측의 담론들을 여러 투쟁 전략들을 통해

거부했다. 그들은 원전의 안전성 담론을 보상 담론과 접합하여 정부의

제안을 거부했다. 또한 자신들을 원전에 의한 희생적인 존재로 위치지었

는데, 이때 전력생산과 사용에 관한 지역 간 불평등성, 위험 분배의 불평

등성을 함께 문제로 제기했다. 이는 지역간 격차 해소라는 전원삼법의

표면적인 목적을 부정하는 것이다. 또한 바다를 중심으로 지역의 자연

자원에 대해 공유지로서의 이용권을 주장한 것은 이전 시기의 담론과 비

교했을 때 큰 변화가 없으나, 보다 자연자원을 이용할 ‘권리’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이전 시기와 같이 정부와 원자

력 행정에 대한 비판을 통해 권위를 박탈하고자 했으며, 자신들을 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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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로 정의하여 담론권력 획득을 시도했다.

하지만 반원전운동 측의 다양한 담론투쟁 전략과 ‘원자력 안전신화’

담론 제기에도 불구하고 일본 원전 건설은 확대되었다. 후쿠시마 원전사

고 발생 전에도 체르노빌 원전사고까지 더해 해외에서 두 번의 중대사고

가 발생했음에도 일본 정부 측은 원전 건설을 추진할 수 있었다. TMI

사고 발생 당시에는 두 번의 석유위기 발생 이후 석유의 대체에너지원으

로 원자력을 추진하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반원전운동 측을 제외하고 대

부분의 국민들 사이에 암묵적인 동의가 형성되어 있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TMI 사고 때보다 훨씬 광범위한 반원전운동이

발생했고,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불안 여론이 조성되었으나 얼마 지

나지 않아 운동에 대한 관심은 줄었다(佐田務, 2009).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까지 일본의 반원전운동은 크게 확대되지 못했다. 원전 확대 담론에

기저에 녹아 있는 개발과 성장에 관심을 둔 발전주의 이데올로기가 사회

적 동의를 얻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하였듯 일본 정부 측의 원자력 홍보 담론의

영향력을 주요한 요인으로 고려할 수 있다. 일본 정부 측이 국민과 주민

들에 대해 교육을 통한 원자력정책 수용자로서의 대상화 전술을 지속적

으로 사용해온 것에 더해 정부가 원자력 홍보 기관으로 사용한 주요 언

론사들의 원전에 대한 호의적인 기사들과 광고는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다. 많은 일본 국민은 원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일본 정부 측

의 안전관리를 신뢰하게 되었다.238) 이는 일본 정부 측의 원자력 추진

238) 이 연구의 시간적인 범위 이후의 시기이며, 체르노빌 원전사고가 발생한

이후인 1987년 일본 내각부의 여론조사에서는 향후 주력 전원이 될 에너지원을

선택하는 문항에서 응답자 중 60.6%가 ‘원자력발전’이라고 답했으며, 일본 원전

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51.1%가 신뢰한다고 답했고, 신뢰하지 않다는 응답은

32.7%에 불과했다. 신뢰한다는 이유는 46%가 “일본의 기술은 우수하기 때문에”

라고 답했고, 34.4%가 “일본에서는 충분한 안전대책을 취하고 있으므로”라고 했

으며, 17.9%는 “일본은 안전하다고 이야기하므로”라고 답했다.

世論調査(여론조사) 홈페이지(2020년 3월 17일 접속),

https://survey.gov-online.go.jp/s62/S62-08-62-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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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론과 원전의 안전성 담론이 효과적으로 일본 사회에 유포되었음을 보

여준다.

또한 반원전운동 측의 ‘원전의 위험성’ 담론이 헤게모니를 획득하지

못한 것은 이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바와 같이 전문가의 언어로

담론이 작성된 것을 하나의 요인으로 들 수 있다. 원자력행정의 전문가

주의를 비판한 자신들도 전문성의 언어로 담론을 형성하였고, 전문성의

언어는 대중들에게 공감을 받기 어렵다는 맹점을 가진다. 이는 앞서 언

급하였듯 원전이라는 과학을 비판하기 위해서는 과학의 합리성을 사용해

야 하는 모순적인 기제가 작동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토양과 관계가

있다. 이들의 담론은 원전의 위험성을 환기시킬 수는 있었지만 일본 정

부 측이 사회에 유포한 홍보에 비해 대중에게 이해받기는 어려웠다.

이에 더해 일본 정부는 고도경제성장이 종료된 이후에도 성장지향적

인 발전주의 이데올로기를 사회에 주입하려 했다. 발전주의 이데올로기

에 익숙한 사회에서 에너지절약보다는 에너지 다소비로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는 원자력이 국민에게는 매력적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반면 반원전

운동 측의 목소리는 시민사회에 크게 공감을 얻지 못했고, 관심의 대상

이 되지 못했다(연구참여자 A, 2019.8.28.; 연구참여자 B, 2019.8.29.). 해

외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해도 당장 위험이 가시화되지는 않았다. 일본의

원전은 안전하다는 홍보와 사고의 심각성 축소 담론은 가시화될 수 있었

던 위험을 비가시화시켰다. 비가시적인 위험에 대한 우려 대신 경험한

바가 있는 부의 추구는 지배 이데올로기로서 사회 전반에 성공적으로 재

이식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원전의 위험성과 반원전운동은 대도시

에서 먼 입지 지역의 문제로 주변화되었다. 이에 더해 전원삼법교부금제

도 실시 이후 원전 입지 지자체의 경제 구조가 원전에 의존적으로 변했

기 때문에 재원 확보를 위해 추가적으로 원전 건설을 택하는 경우가 많

았다. 이는 한 부지에 여러 기의 원전이 밀집하는 결과를 발생시켰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시기 반원전운동 사례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

진다. 지역주민들은 반원전운동을 통해 자신들을 원자력행정의 결정주체

로서 자각하게 되었다. 또한 운동의 성공을 위해 자신들의 지역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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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인 연합을 꾀했다. 반원전운동 주체를 폭넓은 일반 시민들까지로

확대하는 것에는 실패했으나,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원자력정책에 대해서

는 적극적으로 대항담론을 발신했다. 비록 결과는 패배였지만 국가를 상

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도 전문가들과 함께 지식담론을 형성하

고, 직접 목소리를 내며 투쟁했다. 반원전운동 측에서는 현재 일본에 지

어진 원전의 대부분은 1970년 이전에 최초의 “1기” 계획이 세워진 지점

에만 입지해 있으며, 1970년 이후로 계획이 제안된 곳의 원전 건설은 모

두 저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패배의 역사’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西

尾漠, 2019; 연구참여자 A, 2019.8.28.).239)240)

239) 1970년 이전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원전이 무엇인지 잘 몰랐던” 시기였다

고 한다(西尾漠, 2019).

240) 하지만 새로운 입지 지역에서 강력하게 전개된 반원전운동으로 인해 입지

에 실패한 전력회사가 기존의 입지 지역을 택하게 되었던 것이 특정 지역의 원

전 밀집화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밀집화는 동일 자연재난에 노출되

는 원자로 수를 높임으로써 사고의 위험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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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1. 연구의 요약

이 연구에서는 원자력정책 추진을 둘러싼 일본 정부 측과 반원전운동

측의 담론투쟁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 절에서는 각 담론들과 양측의 담

론투쟁 양상이 시기별로 어떻게 변화했는지 요약해보도록 한다.

1)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반원전’ 관련 경합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해서는 제1기인 1954년부터 1956년 사이

에만 담론간 갈등이 관찰되지 않았다. 해당 시기 양측이 공통적으로 ‘원

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찬성하는 담론을 형성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담

론의 형성 의도에는 차이가 있었는데, 일본 정부 측은 원자력의 민생이

용이 가져오는 효과도 기대했지만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의 가능성 확보

를 위해 원자력기술 도입을 추진한 측면도 강했다. 전범국가이자 타의로

인해 평화국가로 거듭나야 했던 일본은 표면적으로는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 금지 담론을 발신했는데, 이와 관련된 담론투쟁 전술로 핵무기 피

해 국가로서 일본을 주체화하고, 평화적 도구로서 원자력을 정의했다.

하지만 일본 시민사회(반핵운동)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학기술의

선용)이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과학기술의 악용)을 저지해줄 것이라 믿

었다. 이들은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의 위험성에는 민감했으나, ‘원자력

의 평화적 이용’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했

기 때문에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추진해야 한

다는 담론을 형성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당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긍정적인 담론만이 일본 사회에 확산되었던 점, 그로 인해 ‘원자

력의 평화적 이용’에 내재하는 위험에 대한 접근가능한 정보가 별로 없

었던 점을 이유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지지’ 속에서 일본은

원자력기술 도입과 개발을 계획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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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에서 일본 정부 측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담론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해 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의 편익 과장, 기술 뒤처짐과 관련

된 위기담론 형성, 핵무기 개발 담론 은폐와 같은 투쟁전술을 사용했다.

특히 성장주의 이데올로기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담론에 반영되었는

데, 일본 정부 측은 경제성장을 위한 도구로서 원자력을 정의했다. 또한

일본 특유의 발전주의 이데올로기였던 서구 추격 담론이 원자력 추진 담

론에도 반영되어 기술 추격과 기술 자립 강조 담론과 같은 기술민족주의

적인 특성이 초기부터 형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민사회 측은

이에 동조하거나 부정하지도 않으며 대항담론도 형성하지 않았다. 이들

이 형성하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담론은 ‘평화’라는 전인류적인 가치

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은 제1기의 지배적인 담론이었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담론은 그 정당성 부여를 위해 발전주의 이데올

로기와 접합되었고, 실제로 일본 정부 측도 관련된 기술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발전주의 이데올로기와 접합된 원자력 추진 담론은 일본 시민사

회 전반의 원자력기술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의 토대를 구성할 수 있었

다. 이러한 인식에 기반하여 발전국가의 에너지 대량생산과 공급 체제에

기여하는 원전의 사회기술체제의 형성과 확대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틀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본격적인 원자로 입지 추진이 시작된 1957년부터 입지 예정

지역을 중심으로 반원전운동이 발생하면서 일본 정부 측의 ‘원자력의 평

화적 이용’ 담론은 ‘반원전’ 담론과 경합하게 되었다.

제2기(1957-1973년)에서 일본 정부 측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담론

의 주된 특징은 이전 시기보다 적극적으로 에너지원으로서의 원자력에

대한 기대를 담론에 반영하며 관련 담론에 발전주의 이데올로기를 접합

했다는 점이다. 발전국가체제에서 산업에 투입할 에너지자원이 풍부하지

않았던 일본은 에너지 자원빈국과 관련된 위기담론을 형성하며 원자력

개발 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다. 이에 더해 공해가 심각한 사회문

제였던 것을 배경으로 원자력은 깨끗한 에너지원으로 부각되었다. 또한



- 253 -

원자력은 고도의 과학기술로서 생산력을 향상시켜 경제성장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발전주의 이데올로기와 접합하여 홍보되었다. 이로 인해 반원

전운동 측에게 원전은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었고,

이들의 대항담론에는 반성장주의 담론이 지속적으로 접합되었다.

제2기의 중심적인 쟁점은 ‘원전 입지 추진’과 ‘원전 입지 반대’였다. 제

1기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담론은 시민사회의 반대없이 헤게모니를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자신의 지역에 원전 건설이 정해지고, 원전이

자신의 문제가 되자 시민사회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강력한 반대

운동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일본 정부 측은 원전 입지 추진과 관련된

여러 전술들을 사용하며 담론투쟁을 전개해야만 했다. 원자력기술 도입

초기에는 성장주의 이데올로기를 사용하여 희생의 주체로서 주민들을 호

명했지만 주민들은 이를 거부했고, 해당 전술은 다시 사용되지 않았다.

변경된 전술로 개발주의 이데올로기를 반영한 ‘지역 개발’ 담론을 제시했

으나, 주민들은 자연 자원의 가치를 주장하며 이를 거부하여 발전국가체

제에서 모든 지역이 개발을 원한다는 생각이 틀렸음을 보여주었다. 담론

경합에서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자 일본 정부 측은 개발을 원하는 주체로

지역과 주민들을 대상화하고, 토건국가적인 성격에 기반한 포섭책인 전

원삼법교부금제도를 설계했다. 반원전운동 측은 전원삼법을 지자체와 주

민에 대한 “매수법”이라 비판했다.

제3기(1974-1980년)부터 주민들은 ‘원전의 안전성’ 담론을 보상 담론

과 접합하여 정부의 ‘지역 개발’ 담론을 거부했다. 이들은 전력생산과 사

용에 관한 지역 간 불평등성, 위험 분배의 불평등성을 함께 문제로 제기

하여 지역 간 격차 해소라는 전원삼법의 목적을 부정하였다. 이들은 자

신들을 지역의 원전 건설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로 주체화하였고, 이를

통해 담론권력을 획득하려 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 측은 이전 시기와 같

이 자신들에 대한 담론권위 부여와 전문가주의 작동을 통해 담론주체를

원자력 추진 세력으로 제한하려 했다.

또한 제3기에는 석유위기 발생을 계기로 일본 정부 측이 이전보다 강

력하게 석유의 대체에너지원으로 원자력을 정의하는 담론을 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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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 일본 정부 측이 형성한 원자력 추진 담론은 성공적으로 지속해

오던 발전국가체제에서 맞이한 고도경제성장의 종료와 전력수요증가 경

향의 지속이라는 사회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한 에너지위기 담론 형성,

에너지 다소비 사회 지향 담론과 함께 발신되었고, 원자력은 에너지위기

를 해결할 에너지원으로 정의되었다.

또한 1974년 설립된 전원삼법교부금제도를 계기로 많은 지역주민들이

원전 유치로 마음을 바꾸었다. 이러한 상황에도 지속적으로 반원전운동

을 추진하던 주민들은 일본 정부 측에 의해 반국가 분자로 대상화되었

고, 반원전운동의 동기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두려움으로 왜곡되었다. 하

지만 이러한 대상화와 왜곡에도 반원전운동 측은 과학자가 운동 주체로

선두에 나서는 등 지식인들의 참가를 통해 전문성에 기반한 대항담론들

을 형성할 수 있었다. 이들은 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에 대한 논의가 진행

되던 사회적인 상황을 토대로 일본 정부 측의 에너지위기 담론과 석유의

유일한 대체에너지원으로서의 원자력 담론을 부정할 수 있었다. 또한 원

전과 소비자 손해 담론 접합과 원자력의 경제성을 비판하는 등 새로운

담론들을 형성했다. 아울러 반원전운동 측은 원전의 비윤리적인 측면을

강조하며 원자력을 ‘평화적 이용’이라 부르지 않게 되었는데, 이는 일본

정부 측이 쭉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을 부정하는 의미이자 원자력기술

개발의 정당화를 위해 사용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담론을 부정하는

것이었다. 또한 이들의 담론에서 원자력은 방사능, 온배수 피해, 피폭문

제의 측면에서 공해발생원으로 정의되었다.

일본 첫 재처리공장의 가동이 시작되고, 핵연료사이클 확립이 강조되

자 반원전운동 측은 핵연료사이클 정책을 핵무장 담론과 접합하는 새로

운 담론투쟁 전술을 선택했다. 이러한 반대운동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

측은 기술개발을 진행했다. 하지만 관련 시설에서 사고가 연속으로 발생

하며 일본의 핵연료사이클 확립은 불가능에 가까워졌다. 핵융합도 21세

기 초에는 실용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담론을 형성했지만 현재에도

여전히 연구 중인채로 머물러있다.

2) ‘원전의 안전성’과 ‘원전의 위험성’ 관련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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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측의 ‘원전의 안전성’ 담론은 제1기부터 형성되었다. 제1기

의 해당 담론은 원자력기술 개발 추진과 관련된 일본 정부, 전력업계, 산

업계, 학계와 같은 여러 행위자들의 신속한 원자력기술 도입이라는 공통

의 목표를 위해 생겨났다. 관련 담론투쟁 전술로는 선진국 기술을 신뢰

하는 담론을 형성한 것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 강조, 위험성 담론

배제를 발견할 수 있었다. ‘원자력 안전신화’에서 주장하는 일본 원자력

추진 세력의 특징인 위험 논의를 면밀히 다루지 않거나 담론 장에서 아

예 배제한다는 특징은 이와 같이 원자력기술 도입 초기부터 형성되었다

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이 시기 ‘원전의 안전성’ 담론은 시민사회를 겨냥

해 발신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시민사회 측의 담론이나

담론투쟁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제2기부터 반원전운동 측은 운동을 전개하며 ‘원전의 안전성’

담론에 대항하는 ‘원전의 위험성’ 담론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기 시작했다.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원전 건설이 결정되자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에 내재한 위험을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초기의 반원전운동은 원전

의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자신의 지역에 건설하는 것에는 반대했다. 하지

만 1970년대부터는 원전을 지역을 넘어선 문제라고 인식하면서 원전에도

반대하는 ‘반원전’운동으로 변화했고, 전국적인 연계를 추진하였다. 이와

같이 반원전운동의 주체는 반핵운동의 주체였던 시민들이나 핵무기 피해

자와는 달리 입지 예정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되었다. 여기에 더해 과학

자들과 법률가들이 운동에 참가하여 자신들의 전문분야에 기반한 반원전

담론을 형성했고, 특히 과학자들은 ‘원전의 위험성’ 담론 형성에 많은 기

여를 했다. 이들이 주장한 ‘원전의 위험성’ 담론 중 많은 부분이 이후에

발생한 원전사고들에서 현실화되었을 정도로 정확도가 높았다. 이에 비

해 주민들은 원전사고의 발생가능성도 염두에 두었지만, 1차산업에 종사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방사능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표현했고, 관련 담론

들을 형성했다. ‘원전의 위험성’ 담론은 반원전운동 측의 나머지 담론들

에 모두 반영되었다. 이들이 원전에 반대했던 근원적인 이유는 원전의

위험성이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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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배경을 통해 양측의 ‘원전의 안전성’ 담론과 ‘원전의 위험성’

담론은 제2기부터 첨예한 갈등구도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반원전운동 측

은 자연재해와 인적 오류 발생 가능성을 주장하며 원전에 내재한 위험성

을 지적했다. 일본 정부 측은 원전사고와 자연재해의 발생 가능성을 담

론 장에서 배제했고, 기술관리적인 노력을 통해 ‘절대적 안전성’을 확보

할 수 있으며, 원자로를 수입한 선진국의 기술에 대한 신뢰를 통해 안전

을 주장했다. 반대로 반원전운동 측은 선진국에서 발생한 사고의 사례를

통해 원전의 위험성을 주장하며 맞섰다. 방사능이나 온배수에 대해서도

이들은 학습을 통해 도출한 문제점들을 주장했으나, 정부 측은 단순히

위험성이 적다는 발언을 하거나 원자로에서 방사성 물질이 새어나갈 일

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며 논의를 담론 장에서 배제하고자 했다. 또한

일본 정부 측은 원자력기술을 고도의 전문적인 과학기술이라 정의하며

전문가주의를 작동시켜 담론주체를 한정시키려 했다.

일본 정부 측은 ‘원전의 위험성’ 담론과 경합하는 과정에서 ‘원전의 안

전성’ 담론 유포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이들은 원전의 안전성과 원

전의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행정 차원에서 계획하였으며, 원자력

홍보 기관인 일본원자력문화진흥재단의 설립과 같이 공적인 담론 생산

장치를 마련하였다. 또한 언론의 활용도 강조했기 때문에 원자력 추진

담론은 여러 행사와 언론을 통해 확산되었다. 아울러 일본 정부 측은 교

육을 통해서도 친원전 담론을 유포하려 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

한 모든 과정에서 국민은 원자력정책의 참여자가 아닌 정책수용자이자

계몽의 대상으로 대상화되었다. 특히 제3기부터는 “학교교육”뿐만 아니

라 원자력에 대한 “사회교육”과 “가정교육”의 필요성도 강조하며 원자력

을 지지하는 정책 수용 주체의 생산을 공적인 목표로 설정했다.

일본 정부 측의 이와 같은 담론투쟁으로 인해 원자력 추진 담론은 사

회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반면 원전에 내재한 위험성으로 인해 자

신의 거주지 근처에는 건설할 수 없다는 국민의 생각에서 알 수 있듯 제

2기에는 ‘원전의 안전성’ 담론이 아직 헤게모니를 획득하지는 못했다. 하

지만 발전주의 이데올로기가 국민의 인식에 자리잡은 사회에서 관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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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올로기의 접합은 원자력 추진 담론이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게 했

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와 제도 – 담론 – 인식의 상호작용을 통해 건설

된 원전은 에너지를 대량공급하는 사회간접자본으로서 일본의 발전국가

체제 유지에 기여하게 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부터 일본 내외에서 원전사고가 다발하여 제3기

부터 반원전운동 측의 ‘원전의 위험성’ 담론이 더욱 다양하게 제시되었으

며, ‘원전의 안전성’ 담론과 더욱 첨예하게 대립했다. 특히 일본 내 상업

용 원자로 가동 수가 증가하면서 잦은 고장과 사고가 발생하여 낮은 평

균가동률이 이어지는 상황과 TMI 사고는 반원전운동 측의 ‘원전의 위험

성’ 담론 형성의 주된 근거가 되었다.

CNIC의 설립과 같이 과학자들은 제3기부터 직접 담론주체로서 자신

들의 전문성에 기반한 담론투쟁을 전개했다. ‘원전의 위험성’ 담론은 원

자력을 미완성 기술이자 결함 기술로 정의한 것에 반해 일본 정부 측은

‘절대적 안전성’ 도달을 원칙으로 설정하고, 기술관리적인 노력을 강조했

다. 하지만 일본 정부 측의 이러한 담론들은 제2기와 비교했을 때 논리

구조에 큰 변화가 없었지만 변화한 담론투쟁 전술도 존재했는데, 해외의

원전사고에 대해 자국의 원자로와 구조가 다르고, 자국의 기술이 더 우

수하다는 주장을 통해 사고 발생가능성을 부정한 것이었다. 이는 이전

시기의 선진국 기술 추격 담론과는 상반되는 담론이며, 원자력기술의 국

산화와 표준화 정책, 반원전운동 측과의 담론경합을 통해 담론이 변화하

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일본 정부 측의 ‘원전의 안전성’ 담론도 과학자들의 지식을 기반으로

형성되었지만, 면밀한 분석을 통한 주장이 아닌 직관적이거나 기술관리

적인 주장이 많았다. 이들은 이전 시기와 같이 방사능의 인체와 환경에

대한 영향을 저평가했고, 직관적인 개념으로서의 안전 확보에 대해 정부

가 책임져야 한다며 책임주체로서 자신들을 정의했다. 반면 규제 실무

측은 책임범위를 축소하기 위해 권위를 축소했기 때문에 상부와의 불일

치가 발생했다. 또한 일본 정부 측은 반원전운동과 노동자 피폭 문제에

대해 대중의 불안관리의 측면에서 접근하면서 원자력에 대한 여론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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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중점을 두었다.

제3기부터 반원전운동 측에서는 ‘절대적 안전성’ 담론에 대해 ‘원자력

안전신화’라 호명하기 시작했다. 이 연구에서 ‘원자력 안전신화’ 담론을

1970년대 중반부터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중대사고가 아닌 상업용 원

자로 가동으로 인해 발생한 크고 작은 사고들과 이에 반하는 ‘절대적 안

전성’ 담론에 대한 비판을 통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일본의

원전에서도 대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일본 원자력기술의 미

국 의존적인 특징을 비판하며 일본의 기술이 해외보다 안전하고 우수하

다는 담론을 부정했다.

결과적으로 반원전운동 측의 다양한 담론투쟁 전술과 ‘원자력 안전신

화’ 담론 제기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원전 건설 확대는 추진되었다. TMI

사고 당시에는 석유위기 발생이라는 사회적인 상황과 발전주의 이데올로

기, 원자력 홍보 담론의 영향으로 원자력을 추진하는 정부의 방침에 대

해 대부분의 국민의 암묵적인 동의가 형성되어 있었다. 또한 제2기까지

헤게모니를 획득하지 못했던 ‘원전의 안전성’ 담론은 일본 정부 측의 교

육을 통한 원자력정책 수용자로서의 국민 대상화와 관련된 정책과 언론

의 기사와 광고를 통해 제3기에는 헤게모니를 얻을 수 있었다. 이와 같

이 ‘원자력 안전신화’를 포함한 반원전운동 측의 담론이 헤게모니를 획득

하지 못한 것은 이와 같은 담론 유포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전문가주의를 비판했던 자신들도 전문가의 언어를 사용하여 원전의 위험

성을 주장했던 점도 대중들의 공감을 얻을 수 없었던 요인 중 하나임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고도경제성장이 종료된 이후에도 발

전주의, 성장주의 이데올로기를 사회에 주입하려 했다. 해외에서 중대사

고가 발생하면 일본의 원전은 안전하다는 홍보와 사고의 심각성을 축소

하는 담론이 가시화될 수 있었던 위험을 비가시화시켰다. 비가시적인 위

험에 대한 우려 대신 경험한 바가 있는 부의 추구는 지배 이데올로기로

사회 전반에 성공적으로 재이식되었고, 원전은 대도시에서 먼 입지 지역

의 문제로 주변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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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1954-1956년

담론 일본 정부 시민사회 핵심적인 사건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 금지

핵무기 피해 국가로서

일본 주체화, 평화적 도

구로서의 원자력 담론

형성, 민족주의 자극, 국

제사회 기여 담론 형성

핵무기 피해자로서

자신들을 주체화, 운동

주체의 확대

‘평화를 위한

원자’ 선언,

‘죽음의 재’ 사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해외 사례 인용을 통한

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

의 편익 과장, 기술 뒤

처짐과 관련된 위기담론

형성, 핵무기 개발 담론

은폐, 원자력을 통한 성

장담론 형성

희생적 피해자로서

자신에 대한 주체화

원자력기술

개발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기반 마련

원전의

안전성

선진국 기술 신뢰 담론

형성, 안전성 확보를 위

한 노력 강조, 위험성

담론 배제

영국산 흑연로

수입 검토

제2기: 1957-1973년

담론 일본 정부 시민사회 핵심적인 사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vs

반원전

에너지자원빈국 관련 위

기담론 형성, 원자력과

국가 성장 담론접합, 계

몽과 원자력정책 수용자

로서 국민 대상화, 깨끗

한 에너지원으로서의 원

자력 담론형성

정부 측의 담론균열 시

도, 성장주의 반대 담론

접합, 담론 장에서의 배

제 주장과 주민에 대한

담론권력 획득 시도

상업용 원자로

가동,

고도경제성장

원전의

안전성

vs

원전의

기술관리 강조, 선진국

의 안전성 인용, 사고

발생 가능성 배제, 방사

능 영향 저평가, 원자력

절대적 안전성 담론 균

열 시도, 해외의 사례

인용, 분석에 기반한 원

전의 위험성 담론 형성,

원전 입지

추진으로 인한

반원전운동 확대,

과학자들의

<표 6-1> 시기별 양측의 주된 담론투쟁 전술과 핵심 사건

위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일본 정부 측과 시민사회 측의 담론투쟁

양상을 요약한 것이 <표 6-1>과 같다. 각 시기의 중심적인 담론 또는

담론투쟁 쟁점을 굵은 글씨로 표시해 두었다. 또한 중심적인 담론투쟁

전술에는 밑줄을 그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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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기술과 기관에 권위부여

를 통한 담론권력 획득

시도, 책임 부여, 책임

회피

방사성물질의 위험성 강

조 담론 형성, 담론권력

균열 시도, 담론 접합,

담론 장 확장 시도

반원전운동 참여

원전 입지

추진,

지역 이익

(전원삼법)

, 지역

개발

vs

원전 입지

반대,

매수법

(전원삼법)

계몽과 원자력정책 수용

자로서 주민 대상화, 국

익을 위한 희생의 대상

으로 주민 호명, 원자력

과 개발 담론접합, 담론

주체에 권위부여를 통한

담론권력 획득 시도, 개

발을 염원하는 존재로서

지역 대상화, 담론 장의

변화에 따른 단어 바꾸

기, 타 지역과의 형평성

확보 강조

입지 지역에 예상되는

피해 강조, 희생적 존재

로서의 주민 규정, 정부

측의 지역 개발 담론균

열 시도, 담론권력 획득

시도, 개발을 염원하는

존재로서의 지역 대상화

거부, 매수법으로서의

전원삼법 명명, 담론접

합

원전 입지 추진,

전원삼법안 논의

제3기: 1974-1980년

담론 일본 정부 시민사회 핵심적인 사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vs

반원전

에너지 관련 위기 담론

형성, 석유의 유일한 대

체에너지원으로서 원자

력 담론형성, 에너지 다

소비 사회 지향 담론형

성, 반국가 분자로서 반

원전운동 시민 대상화와

반원전운동 원인 왜곡,

계몽과 원자력정책 수용

자로서 국민 대상화

에너지 위기 담론과 대

체에너지원으로서의 원

자력 담론 부정, 비효율

적인 에너지원으로서의

원자력 담론형성, 소비

자 손해 담론 접합, 원

전의 비윤리적인 측면

강조, 원자력정책 결정

자로서의 국민 주체화,

공해발생원으로서의 원

전 담론형성, 재처리와

핵무장 담론 접합

석유위기

원전의

안전성

vs

원전의

위험성

도달할 수 있는 상태로

서 절대적 안전성 확립

과 노력 강조, 해외와

자국 기술의 상이함을

주장하여 사고 가능성

부정, 사고의 심각성 축

소 또는 부정, 일본 기

술의 우수성 강조, 방사

절대적 안전성 담론 균

열 시도, 원자력 안전신

화 호명, 대사고 가능성

제기, 일본 기술의 우수

성 강조 담론 부정,희생

적 주체로서의 주민과

노동자 규정, 정부와 행

정에 대한 비판을 통한

일본 상업용

원자로의 고장과

사고,

TMI 원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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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의 영향 저평가, 불안

관리를 통한 원전 추진,

원자력 관련 기관에 대

한 권위 부여를 통한 담

론권력 획득 시도, 책임

회피를 위한 권위 축소

권위박탈, 결함과 미완

성의 기술로서의 원자력

담론 형성

원전 입지

추진, 지역

이익(전원

삼법),

지역 개발

vs

원전 입지

반대,

매수법

(전원삼법)

원자력과 개발 담론접

합, 계몽과 원자력정책

수용자로서 주민 대상

화, 개발을 염원하는 대

상으로서 지자체와 주민

대상화

안전성 담론과의 접합을

통한 보상 담론 거부,

공유지로서의 자연 자원

에 대한 이용권 주장,

담론권력 획득 시도, 희

생적 존재로서의 주민

규정, 정부와 행정에 대

한 비판을 통한 권위박

탈

전원삼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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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결과의 함의와 시사점

이 연구에서는 일본의 원자력기술 도입과 개발 과정에서의 일본 정부

측과 반원전운동 측이 펼친 담론경합과 담론투쟁 양상을 살펴보고, 일본

정부 측이 반원전운동과 국민적인 방사능에 대한 거부감에도 불구하고

원전 확대를 추진할 수 있었던 요인을 추적하고자 했다. 이를 통한 이

연구의 이론적, 정책적 함의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자력기술개발 정당화를 위해 발전주의 이데올로기가 동원되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술도입 초기 원자력은 막대한 투자비용이 드

는 에너지원이었으며, 경제성도 확실히 보장되지 않았고, 일본의 경우 핵

무기 피폭으로 인해 방사능에 대한 국민적인 감정도 민감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 측은 발전주의 이데올로기를 원자력과 접합하여 홍보했으며,

이러한 이데올로기 동원은 고도경제성장을 달성한 이후에도 이루어졌다.

원자력은 가난에서 겨우 벗어난 시기에는 국민생활을 향상시켜줄 에너지

원으로, 경제성장에 성공한 이후에는 획득한 부를 유지하고 더 창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의되었다. 일본 정부 측은 시민사회의 정치와 사회문제

에 대한 관심을 부의 추구로 전환시키려 했고, 원자력 추진 담론은 이러

한 발전주의, 성장주의 이데올로기와 접합되어 유포되었다.

둘째, 국책사업 대상으로서의 원자력에 대한 지지가 국민의 인식에서

구성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원자력은 일본 정부 측에 의해 홍

보되도록 계획되었다. 그들이 목표로 한 것은 “교육”을 통한 “계몽”이었

으며, 이러한 계획은 사회 전반에 원자력 추진 담론을 유포했고, 국민 인

식을 바꾸어 나갔다. 이때 담론생산과 유포 기관으로 설치했던 일본원자

력문화진흥재단과 담론생산 역할을 함께 수행했던 언론의 원자력 선전은

효과적으로 원자력 추진 담론을 사회에 확산시켰다. 일본 국민은 원자력

기술 도입 초기에는 원자력시설의 위험성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있었으

나 점차 정부가 주장하는 원전의 안전성과 기술관리를 신뢰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원자력은 발전주의 이데올로기와 함께 국익을 위해 필

요한 것으로 국민의 인식 속에 뿌리내렸고, 원전에 내재한 위험성과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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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을 입지 지역에 한정시켜 주변화했다. 일본 국민의 인식은 원자력과

관련된 여러 문제를 방관하도록 구성되었고, 그틈에 지어진 50기가 넘는

원전은 에너지의 대량생산과 대량공급을 수행하는 사회간접자본으로서

발전국가체제의 형성과 지속에 기여하게 되었다. 원전은 하나의 사회기

술체제로 자리잡아 저성장시대에도 발전주의 이데올로기를 소환하는 기

제로 남았다.

셋째, 특정 지역에 대한 원전의 밀집화는 발전주의 이데올로기를 통한

주민 대상화와 원전 의존적인 지역경제구조 형성의 결과이다. 일본 정부

측은 원전 입지 예정 지역주민들을 국가 성장을 위한 희생의 주체로 호

명했고, 이들이 원전을 인내하면 국가가 발전할 수 있다는 논리를 주입

하려 했다. 하지만 이러한 호명이 효과적이지 않자 토건국가적 논리를

토대로 설계한 전원삼법교부금제도는 효과적으로 주민들을 포섭했다. 해

당 제도를 통해 원전을 유치한 지역에 대규모 재원이 지급되었으나, 지

역 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는 발생하지 않았고, 원전 입지로 인해 1차 산

업이 쇠락하며 의지할 재원은 원전밖에 남지 않게 되었다. 기존의 원전

으로는 시간이 흐를수록 세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역은 추가적인 원

전 유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전에 6

기나 원자로가 입지한 것은 이러한 밀집화 과정의 전형적인 결과물이다.

원전의 밀집화는 모순적이게도 치열한 반원전운동과 연결되어 있다. 새

로운 원전 입지 부지가 결정될 때마다 반원전운동이 강력하게 전개되었

기 때문에 추진 측은 입지에 실패했고, 기존의 부지를 택하게 되었던 것

이다. 즉, 원전이 특정 지역에 밀집한 것에는 지역 기반 반원전운동의 의

도하지 않은 효과가 작동한 측면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원전 밀집화는

반원전운동이 의도하지 않은 위험의 집중화와 증폭 가능성을 내재하게

되었다. 일본 정부의 원전 확대정책을 저지하지는 못했기에 전원삼법을

매개로 위험의 집중화가 진행된 것이다.

넷째, 원자력과 같은 사회기술체제의 결함을 파악하는 데에 담론분석

이 방법론으로서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

후 일본 원자력기술체제의 ‘원자력촌’, ‘원전머니’, ‘원자력 안전신화’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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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부정적인 요소들에 대한 지적과 이에 대한 분석이 어느 때보다 활발

히 제시되었다. 이 연구의 담론투쟁을 중심으로 한 비판적 담론분석은

일본 정부 측이 형성한 원자력기술체제의 결함을 드러낼 수 있었다. 일

본 정부 측의 원자력기술체제는 핵무기 개발의 가능성 확보와 서구 선진

국을 따라잡기 위한 도구로서 추진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은 강력

한 국책으로 추진되었고, 시민사회는 그들의 담론권력 획득 시도에도 불

구하고 정책의 수용자로서 대상화되어 담론 장에 참여하는 것이 봉쇄되

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원자력 추진 관계자들과 관련 전문가들만이 논의

의 장에 참여하는 비밀주의와 전문가주의가 확립되었다. 이에 더해 선진

국의 기술에 대한 추격과 기술 자립의 압력은 원자력 추진 측 내부에서

도 ‘오직 추진’이라는 한 방향만 향하는 기술체계를 형성했다. 이 모든

요인들이 결합하여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상정외(想定外)’의 상황이

연속으로 발생하는 참사를 만들었다.

다섯째, 위험기술을 반대하기 위한 전략에 과학의 합리성과 전문가의

언어는 헤게모니 획득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과학의 합리성은 사회에서 인식하지 못하는 비가시적인 위험의 존재를

제기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는 있다. 하지만 국가와 같이 경합 대상이 권

력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체의 담론에 과학의 합리성이 결여

되어 있더라도 권력의 행사를 통해 오히려 헤게모니를 획득할 수 있음이

원자력과 관련된 담론경합에서 확인되었다. 또한 반원전운동 측이 종종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자력기술은 추진 측의 비밀주의적 특성으로 인해

과학적인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모두 획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 반원전운동 측의 과학의 합리성에는 결함이 발생하게 된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이해하기 쉬웠던 특정 구호들을 반복시켰던 추진 측

의 홍보에 비해 반원전운동 측이 구사했던 전문가의 언어는 대중들의 공

감을 얻는 데에서는 장벽이 되었다. 위험기술을 반대하기 위한 헤게모니

획득을 위해서는 과학의 합리성에 기반한 담론 이외의 방안과 대중의 언

어로 담론을 작성하는 등의 전술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이후 일본 반원전운동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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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어떠한가?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반원전운동 측이 비판해오던 소위

‘원자력 안전신화’를 붕괴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이를 통해 반원전 담론

이 향후 헤게모니를 획득할 수 있을까? 현재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롯카쇼재처리공장 가동에 ‘합격’ 판정을 내리거나 최근에는 오나가와 원

전 2호기의 재가동 신청 심사를 합격시키는 등(2020년 2월)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원전 추진을 지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현재 원자력

규제위원회는 일본원자력연구소 출신(위원장), 원자력공학자, 공학자, 의

학자, 지질학자로 구성되어 있어 모두 이공계 출신 위원들이며, 원자력계

출신 위원이 5명 중 2명이다.241) 사회과학 계열 전공 위원이나 시민사회

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이 부재하는 점을 지적할 수 있는데,

일본 원자력규제의 방향성을 정하는 위원회에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없는 구조는 향후에도 원자력정책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과 다르지

않게 추진 기조를 유지한 채 진행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재한다. 하지

만 원전 입지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재가동 취소 소송에 초점

을 맞추어 보면 반원전운동 측이 패소한 소송(타카하마 3·4호기, 센다이

1·2호기, 겐카이원전 3·4호기 등)이 많았지만 최근(2020년 1월) 히로시마

고등재판소에서 활단층의 존재 가능성을 근거로 이카타 원전 3호기의 운

전취소를 명한 것과 같이 반원전운동 측이 승리한 사례도 생기고 있기

때문에 비관적으로만 전망하기도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일본의 원

자력정책과 시민사회의 운동을 주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향후 일본의 원자력 추진 담론이 지금까지 살펴본 담

론투쟁 전략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전략을 통해 형성될 것이라 예측하며

그에 기반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현재 일본의 원자력 추진 담론은 이

연구에서 살펴본 사례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에너지공급과 경제성의 측

면에서 원자력을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추진하는 담론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2018년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経済産業省 資源エネルギー庁, 2018b)

원자력을 “연료투입량에 비해 에너지출력이 압도적으로 크고, 수년에 걸

241) 原子力規制委員会(일본원자력규제위원회) 홈페이지(2020년 6월 1일 접속),

https://www.nsr.go.jp/nra/gaiyou/profile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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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 국내보유량으로 생산을 유지할 수 있는 저탄소 준국산 에너지원으로

서 우수한 안정공급성과 효율성을 가지고 있으며, 운전비용이 저렴하고

변동도 적으며, 운전시에는 온실효과가스 배출도 하지 않는 점에서 안전

성의 확보를 대전제로 장기적인 에너지수급구조의 안정성에 기여하는 중

요한 베이스로드(base load, 기간) 전원이다.”라고 설명하며 원자력정책

추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려 했다. 이와 같은 담론은 원자력이 대량으로

에너지를 공급하여 성장에 기여한다는 기존의 담론과 다르지 않다. 하지

만 에너지의 대량공급과 대량소비가 현재 일본 국민들이 바라는 사회상

일까? 일본의 에너지소비량은 2000년대 중반을 정점으로 2010년 전후로

감소경향을 보이는 반면 GDP는 2017년 기준 1973년의 2.6배 증가하였다

(経済産業省 資源エネルギー庁, 2018a). 이는 더 이상 에너지 다소비가 경

제성장의 필수조건이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에

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일본 정부는 기존의 담론을 유지하려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사고처리비용 등 원전

의 발전비용이 사회적인 쟁점이 된 상황임에도 원전이 저렴하다고 주장

하고 있다. 아울러 원자력이 저탄소 에너지원이라는 것은 기후변화가 세

계적인 문제로 떠오른 이후부터 일본 정부가 화석연료를 대체할 에너지

원으로 원자력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맥락과 이어져있다. 이

와 같은 기후변화 담론과의 접합도 이 연구에서 발견하였던 ‘깨끗한 에

너지원’으로서의 원자력 담론의 한 계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발전 중에 온실가스를 방

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깨끗한 에너지원’이라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또한 일본 정부는 ‘원전의 안전성’ 담론의 붕괴를 회복하기 위해

기존 안전규제 기관들에 대한 책임부과와 그에 따른 징벌적 조치로서 기

관을 해체하고, 원자력규제위원회의 강화된 심사기준에 기반한 기술관리

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담론 역시 기존의 ‘원전의 안

전성’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위험

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반원전운동 측이 헤게모니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추진 측이 형성하는 담론이 사고 발생 전과 크게 달라지거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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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지 않았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담론투쟁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같은 발전국가 체제에서 국가 주도로 원전을 추진해 온 우

리나라에도 시사점을 준다. 우리나라의 원자력 추진 담론도 에너지의 대

량공급을 통한 경제성장과 같은 발전주의 이데올로기와 접합하여 홍보되

어 왔다. 1992년부터 2017년까지 원자력 홍보 기관의 역할을 수행했던

한국원자력문화재단(2017년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으로 명칭 변경)의

존재는 일본의 사례에서 보았던 국가 주도 원자력 홍보를 연상시킨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민들이 원자력에 내재한 위험성을 인식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발전주의 이데올로기와 원자력은 국민들의 인식에서 한

묶음으로 각인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인 토양에서 탈

원전 정책과 관련된 사회적인 갈등은 예고된 현상이었는지도 모른다. 이

와 같은 갈등을 다루고, 가동 중이거나 가동을 앞두고 있는 원전을 안전

하게 관리하기 위해 중대사고가 발생한 일본의 원자력기술체제의 형성과

정과 시민사회와의 경합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한국 원자력정책의 과거

와 현재, 미래를 검토하고 성찰하는 데 중요한 비교 대상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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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 일본 정부 측에 대한 수집자료 목록

주제 구분
국립공문서관 청구번호 또는 국회회의록명 또는

문헌

원전

산업

도입

및

기술

개발

1950-60년대

원자력발전 도입

및 개발 계획

第十九回国会　衆議院会議録第三十二号,

平１総00148100-008, 内閣府 原子力政策担当室( 2012),

第二十四回国会 衆議院会議録第四号,

平１４内閣00700100-005, 平１１総04019100-016,

原子力委員会(1956), 第二十六回国会衆議院

外務委員会議録第十八号, 原子力委員会(1960b),

原子力委員会(1960c), 平１４内閣01475100-011,

第五十一回国会　衆議院会議録第二十一号,

第五十一回国会衆議院　予算委員会議録第二十二号,

原子力委員会(1967), 第五十五回国会　

衆議院会議録第十四号, 原子力委員会(1972)

원자력발전에

대한 기대

平１４内閣00389100-006, 第二十二回国会

参議院会議録第十二号, 茨城県秘書広聴課(1956),

第二十七回国会　参議院予算委員会会議録第二号,

第四十六回国会　予算委員会会議録第七号,

第四十六回国会　参議院会議録第十六号,

第四十七回国会　衆議院会議録第三号, 第五十九回国会　

衆議院会議録第四号, 原子力委員会(1974),

原子力委員会(1978)

1970년대

대체에너지 논의

및 전원삼법,

지역 보상 관련

第六十四回国会衆議院　

産業公害対策特別委員会地方行政委員会法務委員会社会

労働委員会農林水産委員会商工委員会運輸委員会建設委

員会連合審査会議録　第一号, 第六十五回国会衆議院　

予算委員会議録第一号, 第六十五回国会衆議院　

予算委員会議録第六号, 第七十一回国会

参議院予算委員会会議録第七号,

原発・再処理工場反対運動情報・連絡センター(1973b),

<부록 1> 담론분석에 사용한 자료 목록

<표 7-1>은 이 연구의 담론분석에 사용한 일본 정부 측의 자료를 주

제별로 구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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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七十一回国会 衆議院予算委員会会議録第二十号,

第七十一回国会 衆議院会議録第三十一号,

第七十二回国会　国会衆議院会議録第一号,

第七十二回国会　衆議院会議録第二号, 第七十二回国会

参議院会議録第二号, 第七十二回国会　

参議院予算委員会会議録第二号, 第七十二回国会　

参議院予算委員会会議録第二号, 第七十二回国会　

参議院予算委員会会議録第四号, 第七十二回国会

衆議院会議録第八号, 第七十二回国会

衆議院会議録第九号, 第七十二回国会　

参議院会議録第七号, 第七十二回国会衆議院

予算委員会議録第七号, 第七十二回国会衆議院

予算委員会議録第十五号, 第七十三回国会

衆議院会議録第二十号, 第七十二回国会

衆議院会議録第二十五号, 昭５５科技00353100-007,

原子力委員会(1974), 第七十二回国会

衆議院会議録第三十一号, 科学技術庁(1974),

第七十五回国会 衆議院会議録第二号, 第七十五回国会

参議院会議録第三号, 原子力委員会(1975a),

第七十七回国会 衆議院会議録第三号,

第七十七回国会衆議院 予算委員会議録第三号,

原子力委員会(1978), 第八十七回国会参議院　

予算委員会第二十一号, 第八十七回国会参議院　

本会議第十四号, 第八十八回国会参議院　本会議第三号,

原子力委員会(1980)

1970년대 원자력

도입 계획

방향성

第六十六回国会 衆議院会議録第三号, 第七十一回国会

参議院予算委員会会議録第四号, 第七十五回国会衆議院

予算委員会議録第六号, 第七十五回国会 衆議院会議録

第十一号, 原子力委員会(1975a), 第七十七回国会衆議院

予算委員会議録第八号, 第七十七回国会

参議院会議録第九号, 第七十七回国会

参議院外務委員会会議録第八号, 第七十八回国会衆議院

決算委員会第一号, 第八十回国会衆議院　

本会議第二十八号, 第八十回国会参議院　

本会議第十四号, 第八十二回国会衆議院　

予算委員会第四号, 原子力委員会(1978), 第九十三会国会

参議院科学技術振興特別委員会会議録第二号,

原子力委員会(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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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안전

원자력 안전

관리, 원자로

설치 시 안전성

평가 및 원전

입지 관련

科学技術庁原子力局(1956b), 昭５５科技00018100-052,

第五十五回国会衆議院　

科学技術振興対策特別委員会議録第十七号,

第六十一回国会 参議院会議録第十八号,

]昭５５科技00302100-013,

原発・再処理工場反対運動情報・連絡センター(1973a),
第七十二回国会　参議院予算委員会会議録第二号,

第七十二回国会　国会参議院予算委員会会議録第十一号,

原子力委員会(1974), 環境・安全専門部会(1974),
第七十五回国会 参議院会議録第三号,

第七十五回国会衆議院 予算委員会議録第六号,

第七十五回国会衆議院 予算委員会議録第十八号,

第七十五回国会 参議院予算委員会会議録第六号,

第七十六回国会衆議院 予算委員会議録第六号,

原子力委員会(1975a), 第七十七回国会

衆議院会議録第二号(一), 第七十七回国会衆議院

予算委員会議録第八号, 第七十七回国会

参議院予算委員会会議録第四号,

原子力発電所等周辺防災対策専門部会(1980)

원전의 안전성

확신과 홍보

第二十六回国会衆議院　

科学技術振興対策特別委員会議録第五号,

茨城県秘書広聴課(1958), 昭５５科技00021100-030,

第四十三回国会衆議院　

科学技術振興対策特別委員会議録第十二号,

昭５５科技00334100-018, 第七十二回国会

衆議院会議録第八号, 第七十二回国会

参議院会議録第八号,

原発・再処理工場反対運動情報・連絡センター(1974a),
第七十二回国会 参議院予算委員会会議録第十二号,

第七十二回国会 参議院予算委員会会議録第二十号,

第七十二回国会 衆議院会議録第二十五号,

昭５５科技00353100-007, 原子力委員会(1974),

第七十二回国会 衆議院会議録第三十一号,

原発・再処理工場反対運動情報・連絡センター(1975a),
第七十四回国会 参議院会議録第三号, 科学技術庁(1974),

第七十五回国会 参議院会議録第三号, 第七十五回国会

参議院会議録第四号, 第七十五回国会

参議院予算委員会会議録第三号, 第七十五回国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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衆議院会議録 第十一号, 第七十六回国会

参議院予算委員会会議録第四号,

原子力資料情報室(1976b), 第八十七回国会衆議院　

科学技術振興対策特別委員会第三号,

공해

문제(방사능,

온배수, 노동자

피폭 등)

第二十七回国会　参議院予算委員会会議録第四号,

第六十五回国会衆議院 予算委員会議録第十八号,

第六十八回国会　参議院会議録第十九号, 原発斗争情報

第5号, 第七十一回国会 参議院会議録第二十八号,

第七十五回国会衆議院 予算委員会議録第十八号,

第七十五回国会 参議院予算委員会会議録第三号,

原子力委員会(1975a)

국내외

원전사고와 일본

원전의 안전성

原子力資料情報室(1976c), 第八十七回国会参議院　

予算委員会第二十号,

https://atomica.jaea.go.jp/data/detail/dat_detail_02-07-0

4-06.html, 第九十一回国会衆議院　予算委員会　

第二十号, 原子力資料情報室(1980e), 原子力安全委員会

原子力発電所等周辺防災対策専門部会(1980),

https://atomica.jaea.go.jp/data/detail/dat_detail_11-03-0

1-18.html

원자력

홍보

행정 문서

自由民主党幹事長(1957), 平１１総01510100-007,

昭５５科技00340100-013, 原子力委員会(1974),

原子力委員会(1975a), 原子力委員会(1978)

국회 회의록

第六十三回国会 参議院予算委員会会議録第四号,

第七十二回国会　参議院予算委員会会議録第二号,

第七十二回国会 参議院予算委員会会議録第十二号,

第九十一回国会衆議院　本会議第十四号

원자력 입지

지역 대응

西尾康広(2019), 第五十五回国会衆議院　

予算委員会議録第九号,

기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국제

관계

第二十六回国会衆議院 予算委員会議録第十号,

第二十六回国会 参議院予算委員会会議録第八号,

第二十六回国会 参議院外務委員会会議録第十六号,

第二十六回国会衆議院 予算委員会議録第二十一号,

第二十六回国会　参議院予算委員会会議録第二十一号,

第二十六回国会衆議院　外務委員会議録第二十四号,

第二十七回国会衆議院　予算委員会議録第二号,

第二十八回国会　参議院予算委員会会議録第五号,

第二十九回国会　衆議院会議録第二十一号,

第五十八回国会衆議院　予算委員会議録第一号(その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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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五十八回国会衆議院 予算委員会議録第二号

※ 여러 주제에 해당하는 문서는 각각의 분류에 중복되어 기재되는 경우가 있음

또한 <표 7-2>는 이 연구에서 사용한 일본 반원전운동 시민사회 측

의 자료를 주제별로 구분한 것이다.

<표 7-2> 일본 시민사회 측에 대한 수집자료 목록

주제 구분 자료

반핵

운동
1954-1956년

杉並アピール(스기나미 어필)242),

原水爆禁止世界大会結成宣言文(원수폭금지세계대회

결성선언문, 1955-1956, 권혁태(2011) 재인용),

일본피단협결성대회(日本被団協結成大会) 결성

선언문243), 일본신문협회 1955년 대표표어244)

반원전

운동

1957-1973년

南島町原発反対闘争本部(2002),

原発反対漁業者闘争中央本部(원전반대어업자투쟁중

앙본부) 선언문(西尾康広(2019) 재인용),

原発反対町民大会(원전반대쵸민대회)

기고(「原発情報(원전 정보)」; 西尾康広(2019)

재인용), 比井崎(히이사키)어협 ‘절대반대’

결의문(汐見文隆(2012) 재인용),

原発斗争情報(원전투쟁정보) 제2호 -5호·제7호-9호

1974-1980년

原発斗争情報(원전투쟁정보)

제11호·제13호-17호·제20호-26호·제28호-31호·제34

호-36호·제38호, 제39호

합병호-제49호·제51호·제56호, 제57호

합병호-제70호·제72호-77호, 今中哲二 외(1979),

반원전신문 제1호(反原発運動全国連絡会, 1978)

국회 발언

第二十六回国会衆議院　

科学技術振興対策特別委員会議録第五号,

第八十四回国会衆議院

科学技術振興対策特別委員会第九号

242) 杉並区民の会(스기나미구민의 회) 홈페이지(2020년 3월 31일 접속),

https://peace-suginami.org/%E6%9D%89%E4%B8%A6%E3%82%A2%E3%83%

94%E3%83%BC%E3%83%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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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스마 야키치로 의원의 국회 연설(1954.4.1)

중 일부분

“생각하건대, 넓은 세계 중에서도, 하필이면, 우리 일본이, 원자력파괴의 세례

를 받은, 단 하나의 국민입니다. 먼저 전쟁 말기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 처

음 원자폭탄을 만나서, 이십수만의 동포가 한순간 그 희생이 된 것은, 우리 민

족사의 아프고 잊을 수 없는 한 순간입니다 ...... 우리 일본은, 많은 인류 중, 처

음으로 원자병기의 희생이 되었고, 심지어 두 번이 아닌 세 번까지도 참해를 입

었으므로, 여기에서 세계에 대해, 인류를 대표하여, 이와 같은 참화를 하루라도

빨리 절멸시키기 위해, 실효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인류를 파괴로부터 구할 것

을 제창하면서, 가장 숭고한 권리와, 그리고 또한 최대의 발언력을 가진다고 믿

습니다(박수)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原子力の平和的利用)이 지금은 세계 모

든 곳에서 연구되고 있음은 모두 아실 것이며, 이 때문에 필수불가결인 원자로

는 이미 사십 수 개국이 축조중입니다. 과반 본원 통과한 예산안도, 2억 3천만

엔이라는 소액이긴 하나, 우리 일본도 이 세계의 진운에 뒤지지 않기 위해 원자

로 연구 경비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우리 일본 민족이 솔선하여 이 (아이젠하

워)대통령의 제안을 마음에서부터 찬성을 표하는 것은, 무엇보다 당연합니다.

오늘 이 결의안이 본원에 제출될 하나의 이유도, 또한 실로 여기에 존재하는 이

유라고 생각합니다(박수) ......

대통령은, 또한, 이 연설 중에, 현재 이미 미국에서는, 제2차 대전 전 기간을

통해, 모든 전장에서, 모든 항공기, 모든 대포가 투하한, 발사한 모든 폭탄, 모든

포탄의 총계를 폭발위력으로 환산해도, 그 몇 배에 달하는 원자병기를 현재 저

장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이때, 이렇게 됩니다. 이 동력을 가지고 평화산업으로

돌릴 수 있다면, 우리 세계가 가능하다면, 이것이야말로 미국 대통령 제안의 목

표이기도 하며, 또한 인류의 소망이기도 하다고 믿는 것입니다(박수) ......”

243) 日本被団協(일본피단협) 홈페이지(2020년 3월 31일 접속),

http://www.ne.jp/asahi/hidankyo/nihon/about/about2-01.html

244) 一般財団法人　日本新聞協会(일반재단법인 일본신문협회) 홈페이지(2019년

8월 6일 접속),

https://www.pressnet.or.jp/about/recruitment/slogan/pas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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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담론 주장(출처)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

Ÿ 핵무기 피폭국가이므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할 수

있는 권리와 최대의 발언력을 가짐(国会, 1954)

Ÿ 원자병기는 인류를 파멸로 이끌 것임(国会, 1954)

Ÿ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을 금지해야 함(国会, 1955)

Ÿ 원자병기의 폭발력을 평화산업에 이용하는 것은 인류의

소망임(国会, 1954)

원자

력의

평화

적

이용

에너지

원

Ÿ 석탄에 비해 천연우라늄이 300만배 효율이 좋음(内閣官

房 内閣参事官室, 1954)

Ÿ 지금은 경제성이 나쁘지만 장래에는 매우 저렴해질 것

임(内閣官房 内閣参事官室, 1954)

Ÿ 원자병기의 폭발력을 평화산업에 이용하는 것은 인류의

소망임(国会, 1954)

경제성

장

Ÿ 원자력의 연구, 개발은 일본의 경제자립 기여를 목적으

로 해야 함(日本学術会議, 1954)

복지

증진

Ÿ 원자력의 연구, 개발은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해

야할 것임(日本学術会議, 1954)

기술

추격·

기술

자립

Ÿ 일본을 제외한 각국에서 원자력이 연구되고 활성화됨

(国会, 1954)

Ÿ 원자력의 연구, 개발, 이용은 안일하게 외국에만 의존해

서는 안 됨(日本学術会議, 1954)

Ÿ 뒤처져 있는 기술을 빠르게 극복하기 위해 외국 기술을

도입하면서, 기초연구에 힘을 쏟고, 국내 관련 산업 육

성, 기술의 전반적인 향상을 촉진해야 함(原子力委員会,

1956)

Ÿ 천연우라늄 중수형 원자로는 극력 국산재료로 충족하도

<표 7-3> 일본 정부 측의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관

련 주요 주장(제1기)

<부록 3> 제1기 주제별 담론의 세부 텍스트

<표 7-3>은 일본 정부 측의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과 ‘원자력의 평화

적 이용’에 관한 제1기(1954-1957)의 주요한 주장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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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노력해야 함(原子力委員会, 1956)

국제

정치

Ÿ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은 세계 평화에 도움이 됨(国会,

1955

Ÿ 유일한 피폭 국가인 일본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관

련해 국제 사회에 기여해야 함(外務省, 1956)

기술발

전

기여

Ÿ 과학기술 진흥의 일환으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강

력히 추진해야 함(外務省, 1956)

장래에

대한

기대

Ÿ 원자력은 행복한 미래를 약속해 줄것임(茨城県秘書広聴

課, 1956)

원칙

Ÿ 원자력은 평화적 이용에만 한정되어야 함(日本学術会議,

1954)

Ÿ 원자력 연구, 개발, 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국민에

게 공개되어야 함(日本学術会議, 1954)

Ÿ 원자력의 연구, 개발, 이용은 민주적이어야 하며 원자력

의 연구, 개발, 이용은 안일하게 외국에만 의존해서는

안 됨(日本学術会議, 1954)

Ÿ 원자력의 연구, 개발, 이용은 방사선 예방과 대책을 위

해, 만전의 조치를 논해야 함(日本学術会議, 1954)

Ÿ 핵물질은 엄중히 관리되어야 함(日本学術会議, 1954)

<표 7-4>는 일본 시민사회(반핵운동) 측의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제1기의 주요한 주장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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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담론 주장(출처)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

Ÿ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사용해야 핵무기 피폭 피

해자인 자신들이 살아남은 의의가 있음245)

Ÿ 원자병기는 인류를 파멸로 이끌 것임246)

Ÿ 원자병기의 방사능으로 인한 국민적 불안과 어

업 피해가 심각함247)

Ÿ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을 금지해야 함248)

Ÿ 원자전쟁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함(原水爆禁

止日本協議会編, 1969)

Ÿ 모든 종류의 원자병기를 반대함249)

Ÿ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의 금지는 전 세계에 호소

해야 함250)

Ÿ 원자병기의 사용이 금지되어야만 원자력을 인류

의 행복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음251)

원자

력의

평화

적

이용

국제 정치
Ÿ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은 세계 평화에 도움이

됨252)

기술발전

기여
-

장래에

대한 기대

Ÿ 원자력은 인류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 이용되어

야 하고, 그렇게 될 수 있음253)

원칙 -

<표 7-4> 시민사회 측의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과 ‘원자력의 평화적 이

용’ 관련 주요 주장(제1기)

245) 日本原水爆被害者団体協議会(일본원수폭피해자단체협의회) 홈페이지

(2019.9.6. 접속),

https://www.ne.jp/asahi/hidankyo/nihon/about/about2-01.html

246) 위의 홈페이지와 동일함.

247) 杉並区民の会(스기나미구민의 회) 홈페이지(2019년 7월 29일 접속),

https://peace-suginami.org/

248) 위의 홈페이지와 동일함.

249) 위의 홈페이지와 동일함.

250) 위의 홈페이지와 동일함.

251) 日本原水爆被害者団体協議会(일본원수폭피해자단체협의회) 홈페이지

(2019.9.6. 접속),

https://www.ne.jp/asahi/hidankyo/nihon/about/about2-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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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항목 세부 항목 주장(출처)

원전의

안전성

방사능 피해

예방

Ÿ 방사선장해방지는 법령 정비를 하고, 인체의

최대허용량, 방사선장해 예방, 진단과 치료

연구를 진행하고 방사선장해방지에 만전을

다해야 함(原子力委員会, 1956)

원전의

안전성

Ÿ 콜더홀형 원자로는 본질적으로 안전한 성질

을 띄고 있음(科学技術庁原子力局, 1956b)

자연 재해에

대한 대비

Ÿ 콜더홀형 원자로 개발국인 영국과 달리 일본

은 지진국이고, 영국으로부터 충분한 해답을

듣지 못했지만 향후의 연구와 설계상의 수정

을 더해 해결할 수 있을 것임(科学技術庁原

子力局, 1956b)

<표 7-5> ‘원전의 안전성’과 관련된 정부 측의 주요 주장(제1기)

<표 7-5>는 일본 정부 측의 ‘원전의 안전성’과 관련된 제1기의 주요

주장들이다.

252) 一般財団法人　日本新聞協会(일반재단법인 일본신문협회) 홈페이지(2019년

8월 6일 접속),

https://www.pressnet.or.jp/about/recruitment/slogan/past.html

253) 日本原水爆被害者団体協議会(일본원수폭피해자단체협의회) 홈페이지

(2019.9.6. 접속),

https://www.ne.jp/asahi/hidankyo/nihon/about/about2-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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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담론 주장(출처)

에너지원

Ÿ 일본은 석유, 석탄, 수력이 풍부하지 않아 에너지의 절반 이
상을 수입해야 함(原子力委員会, 1960b)

Ÿ 옐로케이크는 필요양이 적고, 외화소비 절감에 기여함(原子力
委員会, 1960b)

Ÿ 수력과 화력의 발전원가가 저렴한 미국 등에서는 아니지만,
수력이나 화력의 발전원가가 비싼 일본은 비교적 빠르게 원
자력으로 대체가능함(原子力委員会, 1960b)

Ÿ 원자력발전은 기존 발전 방식에 비해 큰 발전가능성을 가지
고 있음(原子力委員会, 1960d)

Ÿ 원자력발전은 장래 공급이 안정적일 것이며 산업의 국제경쟁
력을 고려하면 원자력발전을 통해 에너지공급원의 다양화를
꾀해야 함(国会, 1964)

Ÿ 원전은 현재는 석유화력발전보다 비싸지만 경수로가 기술개
발을 통한 경제성 향상의 여지가 매우 커서 1975-85년 후반
에는 석유화력발전과 충분히 경합할 수 있을 것임(原子力委
員会, 1972)

Ÿ 원자력발전은 연료 수송, 비축이 용이하며 준국산에너지공급
원임(原子力委員会, 1972)

Ÿ 전력소비를 줄일 수는 없으므로 석유를 대체할 지열발전이나
태양열발전이나 원자력발전의 웨이트를 올려야 함(国会,
1973a)

경제성장

Ÿ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실현을 통해 생산력을 증진시킬 수 있
고, 경제와 산업이 번영할 것임(国会, 1958)

Ÿ 에너지 수입 시 외화 절약을 고려해야 함(原子力委員会,
1960c)

Ÿ 원자력발전의 확대를 통해 새로운 산업이 발전할 가능성이
있음(原子力委員会, 1967)

생태성

Ÿ 중유는 저렴해지고 있으나 공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추진해야 함(国会, 1967a)

Ÿ 방사성폐기물에 관한 환경보전대책에 대해서는 기술이 급속
히 진보하고 있으며 한층 깨끗한 에너지공급원이 될 수 있음
(原子力委員会, 1972)

Ÿ 공해가 1,000만분의 1이라도 있다면 지자체로서 원전을 추진
하지 않을 것이며 자신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음(原発・再処
理工場反対運動情報・連絡センター, 1973a)

Ÿ 원자력발전소의 온배수대책에 대해 발언이 있었는데, 원자력
발전소의 온배수대책에 대해서는, 환경에 대한 영향이 충분히

<표 7-6> 일본 정부 측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주요 주장(제2

기)

<부록 4> 제2기 주제별 담론의 세부 텍스트

<표 7-6>은 일본 정부 측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제2기

(1957-1973년)의 주요 주장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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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함(国会,
1973d)

Ÿ 핵융합, 태양에너지, 수소에너지 등은 풍부하며 무공해 신에
너지 기술임(国会, 1973a)

복지 증진

Ÿ 원자력은 인류의 복지를 위해 사용되어야 함(国会, 1957a)
Ÿ 원자력은 국민 생활의 향상을 위해 이용되어야 함(国会,
1957a)

Ÿ 원자력은 국민생활 복지에 큰 기여를 함(原子力委員会, 1967)

기술추격·

기술 자립

Ÿ 일본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부문은 굉장히 뒤처져 있음(国
会, 1957b)

Ÿ 선진국에서 배워야 할 원자력의 기술적인 측면이 많고, 기술
추격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함(国会, 1957b)

Ÿ 일본은 원자력을 자신의 것으로 해야만 하는 입장이고, 그것
을 실현했을 때 원자력기본법의 국제협력에 기여한다는 말을
살릴 수 있을 것임(原子力委員会, 1960b)

Ÿ 원자력 연구 개발 이용의 목표는 원자력기본법의 “자주적”인
것이어야 함(原子力委員会, 1960b)

Ÿ 기술 자립은 강화되고 있으나 미국과 유럽 선진국에 비해 아
직 충분히 확립되었다고는 할 수 없음(原子力委員会, 1972)

국제 정치
Ÿ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은 세계 평화에 도움이 됨(国会, 1957c)
Ÿ 유일한 피폭 국가인 일본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해
국제 사회에 기여해야 함(国会, 1968)

과학기술발

전 기여

Ÿ 과학기술 진흥의 일환으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강력히
추진해야 함(国会, 1957d)

Ÿ 과학 기술의 발달과 새로운 발명 중 하나인 원자력을 평화적
으로 이용해야함(国会, 1957d)

국민 반응

Ÿ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것은 일본 국민의 일
치된 주장임(国会, 1957e)

Ÿ 국민이 원자력에 대해 깊은 이해와 올바른 인식을 가지는 것
이 필요함(内閣官房, 1964)

Ÿ 피폭국이므로 국민이 핵무기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구분
해서 생각하도록 정치인이 책임을 가져야 함(国会, 1968)

Ÿ 국민의 핵알레르기는 점차 해소되고 있고, 평화이용이라는 것
에 대해 점점 이해하고 있음(国会, 1968)

Ÿ 원자력 자체가 국민에게 익숙하지 않고, 비판받고 있음(国会,
1970)

Ÿ 젊은 세대에게 원자력의 바른 지식을 보급시키는 것이 극히
중요하므로 학교교육 등의 기회를 통해 원자력교육의 강

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原子力委員会, 1972)

고속증식로

, 핵융합,

핵연료사이

클

Ÿ 고속증식로는 소비한 것 이상의 핵연료를 생성하는 획기적인
것임(原子力委員会, 1972)

Ÿ 고속증식로는 미래의 깨끗한 에너지공급원으로 원자력발전의
주류가 되어야 함(原子力委員会, 1972)

Ÿ 핵융합은 깨끗한 에너지를 반영구적으로 안정성있게 공급할
수 있으며 안전성이 극히 높아 인류의 미래를 짊어질 궁극의
에너지원임(原子力委員会, 1972)

Ÿ 핵연료사이클을 확립해야 함(原子力委員会, 1972)
Ÿ 핵연료사이클의 일환으로 재처리는 일본 국내에서 진행하며
재처리 사업을 추진해야 함(原子力委員会,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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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담론 주장(출처)

에너지원 Ÿ 원자력은 에너지원을 아메리카의 기술, 원료에 더욱 강하게 의존시키
는 것임(原発・再処理工場反対運動情報・連絡センター, 1972)

경제성장

Ÿ (이카타) 투쟁은, 돌이킬 수 없는 방사능 "공해"와, 광기를 띄는 생
산확대노선을 저지하는 중요한 투쟁임(原発・再処理工場反対運動
情報・連絡センター, 1973d)

Ÿ 위험성을 무시하고, 주민을 모르모트화하며, 생산제일주의를 관철
하려는 안일한 원자력개발을 지역주민으로서 허락할 수 없음(原
発・再処理工場反対運動情報・連絡センター, 1973e)

생태성

Ÿ (이카타) 해면 매립공사로 이미 어장은 오염되기 시작함(原発・再
処理工場反対運動情報・連絡センター, 1972)

Ÿ 지금까지의 여러 공해와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방사능오염을 (니
가타)현민 모두가 노출당할 위험성을 만들려 하는 것임(原発・再
処理工場反対運動情報・連絡センター, 1972)

원전의

비민주성

Ÿ 원전은 독점이윤을 추구하는 전력자본에 의해 추진되어, 국민의
감시나 규제권한은 기본적으로 결여되어 있음. 자유, 민주, 공개의
원자력삼원칙은 기업비밀 우선에 따라 완전히 유명무실해짐(原
発・再処理工場反対運動情報・連絡センター, 1972)

Ÿ 적은, 현, 시정촌 당국을 포섭하여, 권력과 일체가 되어 권모술수
를 다하는 독점자본임(原発・再処理工場反対運動情報・連絡セン
ター, 1972)

Ÿ 공개의 원칙을 무시한 원자력행정은, 계획중인 원자로 안전심사
과정 및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주민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음(原
発・再処理工場反対運動情報・連絡センター, 1973a)

Ÿ (일본학술회의 심포지움) 처음부터 주민을 참여시키려는 자세가
결여되어 있음(原発・再処理工場反対運動情報・連絡センター,
1973a)

Ÿ (일본학술회의 심포지움) 반드시 예정지와 주변의 주민대표를 초
청하고, 의견을 들을 것(原発・再処理工場反対運動情報・連絡セン
ター, 1973a)

Ÿ (이시카와현) 총회는 주민의 3분의 2 출석, 3분의 2 결정이라는 관
행을 무시한 것으로, 게다가, 지금까지 없던 임의상 - 누구의 것인
지 불명확한 채로 - 으로 외지에 나가 있는 선원을 제외하고 한
것이므로, 전부 무효임(原発・再処理工場反対運動情報・連絡セン
ター, 1973b)

Ÿ (이카타 소송) 원자력발전소 존재 그 자체가 헌법상 가장 기본적
인 원리인 헌법 13조, 25조인 국민의 생명, 자유 및 행복추구권,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권리 등을 침해할 우려가 극히
강함(原発・再処理工場反対運動情報・連絡センター, 1973e)

방향성
Ÿ 현재 가동중인 동력로는 즉시 운전을 정지하고, 건설중인 동력로
는 공사를 정지하여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야만 함(原発・再処理工
場反対運動情報・連絡センター, 1973a)

<표 7-7> 시민사회 측의 ‘반원전’에 대한 주요 주장(제2기)

<표 7-7>은 반원전운동 시민사회 측의 ‘반원전’과 관련된 제2기의 주

요 주장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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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담론
주요 주장(출처)

지역주

민 반대

Ÿ 1957년부터 건설 예산 조치까지 준비되어 있던 간사이방면의
대학의 연구로(스위밍풀형)가 1960년에도 설치후보지에서 지역
민의 반대운동 때문에 관계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획을 진
행할 수 없었음.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원자력에 관한 정확
한 지식의 보급이 필요함(国会, 1957f)

Ÿ 주민들의 반대운동은 해수오염, 방사능에 대한 의문으로부터
나오는 것임(国会, 1967b)

Ÿ 주민들의 반대운동은 충분한 설명을 통해 설득할 수 있음(国

会, 1967b)

국익

우선

Ÿ 다액의 국비를 들인 원자로이므로 연구자들의 편의를 위해 가

까운 곳에 설치해야 함(国会, 1957f)

Ÿ 일본의 학문 발전을 위해 연구능률이 좋은 곳에 설치해야 함

(国会, 1957f)

Ÿ 에너지 문제는 중요하며, 만일 전기가 사라지거나, 엘리베이터

가 멈춘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原発・再処理工場反対運動情
報・連絡センター, 1973c)

원전

입지의

민주적

인 추진

Ÿ 대화를 통해 원활하게 진행하고 싶음. 강제 수용은 절대로 하

지 않을 것이며, 주민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을 것(原発・再処
理工場反対運動情報・連絡センター, 1973b)

지역

개발

Ÿ 개발이 늦어지고 있는 입지 지역(쿠마노나다)이므로 발전소의

건설, 영업 과정에서의 지역에 대한 투자 및 개발 효과가 기대

됨(西尾康広, 2019)

Ÿ 원전 입지를 통해 지역주민의 생활향상과 안정을 목표로 할

것임(西尾康広, 2019)

Ÿ 원전 입지를 통한 도로, 항만 등 개발 촉진(西尾康広, 2019)

Ÿ 수산물 유통개선, 축양식어업의 확충(西尾康広, 2019)

Ÿ 농업구조변혁(西尾康広, 2019)

Ÿ 관광개발(西尾康広, 2019)

<표 7-8> 일본 정부 측의 ‘원전 입지 추진’에 대한 주요 주장(제2기)

<표 7-8>은 일본 정부 측의 ‘원전 입지 추진’과 관련된 제2기의 주요

주장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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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지역주민 복지 증진(西尾康広, 2019)

Ÿ 민간자본 투입을 통한 지역 개발 가속화(西尾康広, 2019)

Ÿ 원전 건설을 통해 지역노동자가 고용될 것임(西尾康広, 2019)

Ÿ 원자력시설 설치자는 물론 지방공공단체, 정부는 원자력의 필

요성, 안전성에 관한 정확한 지식 보급에 협력하여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함(原子力委員会, 1972)

행정기

관의

권위

Ÿ 권위있는 학자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이므로 존중

해야 함(国会, 195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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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담론
주요 주장(연도)

지역

입지

반대

Ÿ 원자력이 중요한 기술인 것은 알지만 주민들은 지식이 부족함

(国会, 1957f)

Ÿ 원자로에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거나 배출되는 온배수로 인

해 입지 지역의 농산물, 어업의 매출이 감소할 것임(国会,

1957f; 南島町原発反対闘争本部, 2002)

Ÿ 원자로 입지 예정 지역이라는 것만으로 풍평피해가 발생함(国

会, 1957f)

Ÿ 타 지역에 원자로를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해야 함(国会,

1957f; 南島町原発反対闘争本部, 2002)

Ÿ 기존 원전 입지 지역 시찰, 과학자의 설명회 등을 다녀오고

나서 원전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게 됨(南島町原発反

対闘争本部, 2002)

Ÿ 원자력발전소는 아직 실험단계여서 만일의 경우를 고려하여

벽지(외지)를 선정했다고 생각됨(南島町原発反対闘争本部,

2002)

Ÿ 건설 여부의 최종판단은 주민이 내리며 주민의 결론이 날 때

까지 원전건설계획을 일절 동결할 것(原発・再処理工場反対運
動情報・連絡センター, 1973c)

Ÿ (도카이무라)원전 부지에서 겨우 20km 범위에 수십만명의 주

민이 생활하고 있으며 미래에는 150만명의 도시 구상이 있는

도시 근접 부지로 최초 사례임 ...... 이러한 지역에 안전성이

의문인 대형원자로(1호로의 7배, 우리 국가 최대의 출력을 가

짐)를 들이는 것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폭력임(原発・再処
理工場反対運動情報・連絡センター, 1973e)

지역

개발

부정

Ÿ 쿠마노나다는 기존의 어업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1차

산업에서 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지역에 생산성이 높은 근대

산업이 입지해야 함(南島町原発反対闘争本部, 2002)

<표 7-9> 시민사회 측의 ‘원전 입지 반대’에 대한 주요 주장(제2기)

<표 7-9>는 반원전운동 시민사회 측의 ‘원전 입지 반대’와 관련된 제

2기의 주요 주장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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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원전을 통한 개발이 반드시 지역주민 전체의 복지, 생활향상

과 직결되는 것은 아님(南島町原発反対闘争本部, 2002)

Ÿ 보상금으로 1년은 생활할 수 있겠지만 장래에는 도움이 안 되

며, 어장 이외에 생활을 지켜줄 것은 없음(西尾康広, 2019)

원자력

행정의

비민주성

Ÿ 원자로 입지가 결정될 때까지 지자체와 학자들로부터 이에 대

한 지식을 제공받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음(国会, 1957f)

Ÿ 지자체는 주민들의 요구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国

会, 1957f)

Ÿ 원자로 입지 과정이 비공개였고, 민주적이지 않기 때문에 원

자력삼원칙을 위반함(国会, 1957f)

Ÿ 원전이 안전성, 공해 등에 대해 각별한 조치가 취해지는 특수

한 시설인만큼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입지를 추진할 수 없

음(西尾康広, 2019)

Ÿ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카시와자키·카리와 당국자의 태도를

규탄하고 바로잡을 것이며 공개토론회 개최를 쟁취할 것임(原

発・再処理工場反対運動情報・連絡センター, 1972)
학자에

대한

불신

Ÿ 편의를 위해서 주민들의 불안함을 무시한 채 원자로 입지를

밀어붙이는 학자들의 양심을 의심하게 됨(国会, 1957f)

주민

희생

Ÿ 구의 평화는 이미 상실됨. 그것을 해치고 있는 것은 현이고,

호쿠리쿠전력이며, 찬성파가 취하는 방법임(原発・再処理工場
反対運動情報・連絡センター, 1973b)

Ÿ 인간 모르모트가 되고 싶지 않음(原発・再処理工場反対運動情
報・連絡センター, 1973b)

Ÿ 마을(도카이무라)과 주변 주민을 2호기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재료 - 모르모트로 사용하려는 것, 기업 영리추구의

희생으로 쓰려는 것임(原発・再処理工場反対運動情報・連絡セ
ンター, 1973e)

<표 7-10>은 일본 정부 측의 ‘원전의 안전성’과 관련된 제2기의 주요

주장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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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담론 주요 주장(연도)

절대적

안전성

Ÿ 원자로가 원자폭탄과 같이 폭발할 일은 없음(国会, 1957f)

Ÿ 원자로는 방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의 사고 시에도 방사

성 물질이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음(国会, 1957f)

Ÿ 과학적, 기술적으로 완전히 안전함(国会, 1957f)

Ÿ 자연재해 등의 경우를 제외한 평상시에는 완전히 안전함(国

会, 1957f)

Ÿ 원전 건설부터 운전까지 너무나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기 때

문에 주변 주민에게 재해가 발생한다고 생각할 수 없음(西尾

康広, 2019)

선진국을

통한 안전성

확신

Ÿ 워터보일러형은 극히 안전도가 높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방

사능이 외부에 새지 않음(茨城県秘書広聴課, 1958)

Ÿ 안전도가 높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도심 가까운 곳에 둠(国

会, 1957f)

Ÿ 미국, 영국, 프랑스에서도 하지 않는 안전 조치는 일본에서

도 안해도 됨(日本原子力発電株式会社, 1959)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

강조

Ÿ 안전을 위해 끝없이 신경써야 하며 관계자는 특히 안전에 대

해 깊게 고민해야 함(国会, 1958)

Ÿ 안전 관리는 과학자들의 노력에 맡겨야 함(国会, 1963)

Ÿ 철저한 안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것임(西尾康広, 2019)

Ÿ 원자력시설 안전확보에 대해 정부도 국민 전체의 안전성 확

보 측면에서 책임이 있음(原子力委員会, 1972)

방사능의

위험성

Ÿ 원자로 밖으로 방사성 물질이 배출될 일은 없음(国会, 1957f)

Ÿ 원자로 밖으로 방사능이 배출된다 해도 자연환경을 오염시킬

일은 없음. 또한 배출될 일은 발생하지 않음(国会, 1957f)

Ÿ 일부 어업자가 원전 방수는 유해하다고 주장하지만 과학적으

로 문제가 없음(西尾康広, 2019)

Ÿ 방사능은 허용량 이하면 건강에 무해함(西尾康広, 2019)

Ÿ 해수오염, 방사능 관련 사항은 주민들에게 잘 설명하면 납득

시킬 수 있음(国会, 1967b)

Ÿ 방사성물질은 가능한 “가두는” 것으로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표 7-10> 일본 정부 측의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주요 주장(제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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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 방출하는 경우에는 기준 준위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물론 “실행가능한 한 낮게 한다”는 이념 아래 인간은 물론 환

경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原子力委員会,

1972)

자연재해

대책

Ÿ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내진설계를 했기 때문에 안전함(国会,

1957f)

Ÿ 원자로 입지 예정 지역에 내진설계 이상의 강도의 지진이 발

생할 확률이 희박함(国会, 1957f)

Ÿ 천재지변은 여러 조치를 강구하면 과학적으로 괜찮을 것임

(国会, 1957f)

안전심사와

그 적합성

Ÿ 안전심사는 원자로와 방사선의 영향에 대한 문제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외의 문제는 책임을 가지지 않음(原発・再処
理工場反対運動情報・連絡センター, 1973a)

Ÿ 원자력 안전 확보는 기술진보가 명확한 고도의 전문적인 분

야이기 때문에, 최고 권위자가 모인 원자로안전전문심사회

의 엄정중립한 심사를 거쳐 설치되었기 때문에, 기술적 안

전성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음(原子力委員会, 1973b)

하위 담론 주요 주장(연도)

절대적

안전성 부정

Ÿ 학자들 중에서도 자연재해의 가능성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

는 의견이 있음(国会, 1957f)

Ÿ 주민들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함(国会, 1957f)

Ÿ 인적 오류의 가능성으로 인해 완벽히 안전할 수는 없음(国

会, 1957f)

Ÿ 원자력은 잠재적인 위험성이 큰 기술임(国会, 1957f)

Ÿ 원자로는 아직 절대적 안전의 단계에 와 있지 않고, 절대적

인 안전은 없음(国会, 1957f)

<표 7-11> 시민사회 측의 ‘원전의 위험성’에 대한 주요 주장(제2기)

<표 7-11>은 반원전운동 시민사회 측의 ‘원전의 위험성’과 관련된 제

2기의 주요한 주장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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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원자로는 위험한 물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적인 문

제라기보다는 사회적인 문제임(国会, 1957f)

Ÿ 일본 내 원전의 안전장치의 결함, 방사능 누출 등 사고의 연

속을 통해 위험성이 증명되고 있음(原発・再処理工場反対運
動情報・連絡センター, 1972)

Ÿ 원자로는 돈벌이가 선행되고 안전성을 경시함(原発・再処理
工場反対運動情報・連絡センター, 1973b)

Ÿ (도카이 2호기) 세계적으로도 거의 경험이 없는 신형이며,

게다가 20만kW라는 대형로인 점(原発・再処理工場反対運動
情報・連絡センター, 1973e)

해외의 사례

Ÿ 원자로는 많이 안전해졌으나 그것은 과학선진국의 노력이며,

그렇기 때문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욱 노력해야 할

것(国会, 1957f)

Ÿ 외국에서도 사고의 예시가 있고, 절대 사고가 나지 않는다고

보증할 수 없음(南島町原発反対闘争本部, 2002)

안전 관리

반박

Ÿ 예방조치가 만전이라고 할 수는 없음(国会, 1957f)

Ÿ 현실에는 예상하지 못한 요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원전

은 위험이 큼(南島町原発反対闘争本部, 2002)

Ÿ 안전, 공해 대책이 각별히 취해지는 원전은 특수시설이므로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추진할 수 없음(西尾康広, 2019)

방사능,

공해 문제

Ÿ 원자로 입지 예정 지역 주변이 몇 개 도시 주민들이 수원으

로 하는 강의 상류이기 때문에 위험함(国会, 1957f)

Ÿ 대량의 냉각수가 사용되므로 어장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큼. 배수의 냉각 후의 온도차로 인한 석류(汐流)이변, 냉각과

정에 발생하는 미생물의 사멸 등으로 어장가치를 잃게 될 것

임(南島町原発反対闘争本部, 2002)

Ÿ “방사능으로 오염된 생선”이라고 소문나서 어업이 피해를 입

을 것임(南島町原発反対闘争本部, 2002)

Ÿ 원전에서는 많은 양의 죽음의 재가 생기는데,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아직 해결되지 않음(南島町原発反対闘争本部,

2002)

Ÿ 어장은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피해가 적다는 어용학자의 의

견을 신뢰할 수 없음(西尾康広, 2019)

Ÿ 원전이 만드는 공해는 기존의 공해와는 다른 차원의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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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짐(西尾康広, 2019)

Ÿ 허용량 이하의 방사능은 걱정없다고 말하지만, 적은 양도 긴

세월 축적되면 인체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의문이며, 자식

이나 손자 세대에 그 영향이 나타나도 돌이킬 수 없음(南島

町原発反対闘争本部, 2002)

Ÿ 미량의 방사능이 확실히 생물을 좀먹고, 자손에게 유전상 나

쁜 영향을 준다는 경고가 연속으로 제시되고 있음(原発・再
処理工場反対運動情報・連絡センター, 1972)

Ÿ 안전심사가 온배수의 영향을 다루지 않음(原発・再処理工場
反対運動情報・連絡センター, 1972)

Ÿ 평상운전 시 방사능 영향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음(原

発・再処理工場反対運動情報・連絡センター, 1972)
Ÿ (이카타 소송) 원고인 주변 주민들만이 엄청나게 큰 허용피

폭선량을 강요당하고, 생명, 신체와 건강이 중대한 위험에 노

출될 것임(原発・再処理工場反対運動情報・連絡センター,
1973e)

Ÿ (도카이 2호기 소송) 사고가 아니더라도 정상 운전중이나 연

료재처리로 발생하는 방사성 폐기물의 위험성은 끊임없이 남

는데, 그것들이 축적되어 환경을 오염시키고, 인체에 악영향

을 미칠 것임(原発・再処理工場反対運動情報・連絡センター,
1973e)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성

Ÿ 자연재해의 가능성 때문에 안전하다고 할 수 없음(国会,

1957f)

Ÿ 단층과 지진의 위험성에 대한 잘못된 평가, 지진에 대한 조

사불충분. 이카타 주변은 일본중앙구조선상에 위치하며, 일본

열도를 관통하는 대단층대일뿐만 아니라, 대규모 역전단층인

형상단층 지역임(原発・再処理工場反対運動情報・連絡セン
ター, 1973f)

안전심사

비판

Ÿ 미국 경수로 긴급냉각장치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조사중인데

도 일본에서는 안전보고가 나옴(原発・再処理工場反対運動
情報・連絡センター, 1972)

Ÿ 일본 내 원전의 안전장치의 결함, 방사능 누출 등 사고의 연

속을 통해 위험성이 증명되고 있음(原発・再処理工場反対運
動情報・連絡センター,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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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심사위원은 자신의 전문분야만 책임을 지는 시스템이고, 각

분야들의 종합적 판단은 중시되지 않고, "안전"만이 결론으로

되는 구조임(原発・再処理工場反対運動情報・連絡センター,
1972)

Ÿ 안전심사위원회는 조사나 실험도 하지 않고 설계도에 기반

한 책상 위의 계산만으로 안전을 판단함. 또한 불확정적인 요

소에 기반하여 안전을 판단함(原発・再処理工場反対運動情
報・連絡センター, 1972)

Ÿ 심사회의 심사는 전력회사의 자료에 기반한 것으로 독자적

인 심사가 아님(原発・再処理工場反対運動情報・連絡セン
ター, 1973e)

기기의 결함

Ÿ 미국의 냉각재 상실사고 실험에 따르면 비상용노심냉각장치

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큼. 냉각재 상실사고는 현

실에서 일어날 수 있고, 대사고가 될 것이며 광범위한 방사능

오염이 될것임(原発・再処理工場反対運動情報・連絡センター,
1973f)

하위 담론 주요 주장(연도)

지역의

경제적 이익

희망

Ÿ 주민들이 발전소를 싫어하는 이유 중 하나는 지역에 경제

적인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다른 공업과 같이 “재미”

를 볼 수 없기 때문임(原発・再処理工場反対運動情報・連
絡センター, 1973c)

지역에 대한

이익 배분

Ÿ 발전소 예정 지역은 과소지역이 많고, 재정 사정도 좋지

않으므로 입지촉진을 위해서는 미끼 금전(つかみ金)을 써

서 전원입지에 협력하도록 해야 함(原発・再処理工場反対
運動情報・連絡センター, 1973c)

Ÿ 입지시정촌에도 “은혜”를 줄 수 있어야 함(国会, 1973b)

<표 7-12> 일본 정부 측의 ‘전원삼법’에 대한 주요 주장(제2기)

<표 7-12>는 일본 정부 측의 ‘전원삼법’과 관련된 제2기의 주요한 주

장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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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발전소 입지 지역이나 주변에 자동적으로 교부하고, 지역

의 재원이 되어야 함(国会, 1973c)

Ÿ 겨우 원전을 지어도 전력은 다른 지역이 가져가므로 입지

지역에서 융통전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발전로스 정도

는 저렴하게 할 수 있어야 함(国会, 1973c)

Ÿ 입지 지역에 발전세라는 것을 줘야 함. 소비자가 내는 전

기가스세는 입지 지역에 교부를 해야 메리트가 생김(国会,

1973c)

하위 담론 주요 주장(연도)

정부의 지역

이기주의

이미지 형성

비판

Ÿ 지역의 ‘경제적 메리트가 없다’는 이유로 반원전운동이 발

생했다는 ‘지역에고이즘’으로 이미지를 만들고 있으며, 문

제를 바꿔치기하려 하고 있음(原発・再処理工場反対運動情
報・連絡センター, 1973c)

법안과 지역

개발 계획에

대한 비판

Ÿ 제1조에서 분명히 드러나듯, 이 법안은 화력, 원자력발전에

반대하는 주민운동에 대한 노골적인 공세이며, 지자체를

완전히 포섭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매수법’임. 특히 그 중

재처리공장에 중점을 둔 것임(原発・再処理工場反対運動情
報・連絡センター, 1973c)

Ÿ 해당 법안의 본질적인 문제점은 각지의 반원전운동이 왜

발생했는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점임. 통산성은 ‘공해

는 없다’고 전제하는데, 이는 논쟁이 되는 공해문제를 무시

하는 것임(原発・再処理工場反対運動情報・連絡センター,
1973c)

Ÿ 의회가 반대결의를 하고 있는 지자체에게 ‘지역개발’, ‘공장

유치’, ‘고용촉진’을 이유로 원전건설을 진행했는데 그것은

완전히 ‘거짓말’이었으며 주민 반대운동이 발생한 지자체에

<표 7-13> 시민사회 측의 ‘전원삼법’에 대한 주요 주장(제2기)

<표 7-13>은 반원전운동 시민사회 측의 ‘전원삼법’과 관련된 제2기의

주요한 주장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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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국가가 ‘구체적 메리트(미끼 금전)’를 주고, 주민 설득의

‘근거’로 하려는 것임. 각 지자체를 ‘지역정비계획을 통한

공공시설의 확충’이라는 먹이로 낚고, 완전히 ‘매수’함으로

써, 지자체 수장이나 의회를 입지촉진의 선병으로 하려는

것임(原発・再処理工場反対運動情報・連絡センター, 1973c)
Ÿ 정부는 공공시설(체육관이나 공민관) 등을 확충함으로써

중간파나 반대파 일부도 포섭하려 함(原発・再処理工場反
対運動情報・連絡センター, 1973c)

Ÿ 통산성, 과기청이 행정의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함. 수도나

도로, 공공시설의 확충을 마치 은혜를 베푸는 양 실시해서

안전성을 무시하고, 이윤만 추구하는 원전(화력도)을 밀어

부치려 하고 있음(原発・再処理工場反対運動情報・連絡セン
ター, 197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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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담론
주장(출처)

에너지원

Ÿ 석유편중 에너지체제에서 탈각하여 원자력 개발이용 촉진,
수력, 석탄 등 국내 자원 개발 가능성을 재고해야 함(国会,
1974b)

Ÿ 제3의 에너지혁명은 원자력(国会, 1974c)
Ÿ 전력위기와 정전이 발생할 수 있음(科学技術庁, 1974)
Ÿ 수력은 개발의 여지가 별로 없고, 태양열이용도 실용화는
상당히 미래의 일임. 충분한 안전성 확인 후 실용화되었고,
연료의 확보와 공급 모두가 비교적 용이한 원전에 대한 의
존을 높여야 함(原子力委員会, 1974)

Ÿ 전기가 없으면 인류는 살아갈 수 없고, 원전을 만들지 않
으면 일본의 인구는 절반이 될 것임(原発・再処理工場反対
運動情報・連絡センター, 1974a)

Ÿ 에너지문제 해결을 위해 원전 개발에 이데올로기를 넘어선
협력이 필요함(国会, 1976b)

Ÿ 미국, 유럽에서 석유를 대체할 에너지로 원자력을 적극적
으로 개발중임(国会, 1976c)

Ÿ 안전제일을 유념하며 석유의 대체에너지로서 가장 기대를
받는 원전을 가능하게 노력하고 있으므로 이해와 협력 부
탁(国会, 1979d)

Ÿ 원자력발전 추진은 주요 선진국들의 공통의 인식(国会,
1980a)

Ÿ 석탄은 안정공급 확보, 유통비용 저감, 물류시설 정비, 설
비 비용 저감, 환경보전기술 개발 등 문제가 있어 과도한
기대를 할 수 없음. 원자력은 입지 추진, 핵연료사이클 확
립, 국제문제 등 많은 과제가 있지만 이미 실용단계이며
경제성, 연료 설비면에서도 유리, 고속증식로가 도입되면
이용가능한 자원량은 비약적으로 증대하므로 석유대체에너
지의 중핵으로 위치시켜야 함(原子力委員会, 1980)

경제

성장

Ÿ 국민생활과 경제운영에 필요한 에너지를 장기간 안정적으
로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의 정책과제임. 자원이 빈곤한 일
본은 원자력을 포함한 신에너지 의존을 높여야 하는데 원
자력은 실용화되고 있는 유일한 신에너지이며, 개발이용과
추진정책 방법이 향후 일본의 장기간 에너지정책의 성공과
실패의 열쇠를 쥐고 있음(科学技術庁, 1974)

<표 7-14> 일본 정부 측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주요 주장(제3

기)

<부록 5> 제3기 주제별 담론의 세부 텍스트

<표 7-14>는 일본 정부 측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제3기

의 주요한 주장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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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전력수요는 산업수요가 자원 절약·에너지 절약형 산업구조
로 전환될 것이라 해도 국민생활의 고도화로 더욱 증대할
것임. 전력수요 대응을 위해 원자력에 대한 의존을 높여야
함(原子力委員会, 1974)

Ÿ 사회발전과 국민생활 향상을 위해 에너지사용의 효율화,
산업구조의 에너지절약형 전환을 통해 에너지절약화를 촉
진해야 하지만 또한 상당한 속도로 에너지공급을 늘려야
함(原子力委員会, 1975a)

공해

문제

Ÿ 온배수 방출은 인간의 건강 악화나 생활환경의 악화를 초
래하는 물질 축적은 없지만 환경에 대한 영향은 충분히 해
명되지 못함(原子力委員会, 1975a)

Ÿ 도카이발전소의 온배수를 취수하여 돔, 전복, 보리새우 등
의 사육실험을 실시, 방사성핵종 농도 등을 조사한 결과
모두 검출한계 이하였음(原子力委員会, 1975a)

반원전운

동 측에

대한

공격

Ÿ 고발은 바보도 할 수 있고, 이러한 무리들이 일본을 파괴
함(原発・再処理工場反対運動情報・連絡センター, 1974a)

과학기술

발전

기여

Ÿ 선진기술인 원자력연구개발이용으로 과학기술수준 향상,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같은 파급효과가 발생함(原子力委員
会, 1978)

국민

반응

Ÿ (원자력은)새로운 것이므로, 국민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함. 성냥시대가 램프가 되고, 전기가 된 과정에서
도 여러 문제가 있었음(国会, 1974a)

Ÿ 정부의 원전 계몽활동은 반드시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으
므로 적절한 계몽활동, 적절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
개하고, 원전의 지역 산물이 오해로 인해 부당한 취급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함(原子力委員会, 1974)

Ÿ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협력을 얻기 위한 교육은 학
교교육뿐만 아니라, 사회교육, 가정교육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原子力委員会, 1974)

Ÿ 가능한 자료는 공개해서,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싶음(国会,
1974b)

Ÿ 국민과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원자력정책에 반영시켜 원자
력연구개발이용에 대한 넓은 국민적 지지를 얻어야 함(原
子力委員会, 1978)

Ÿ 원자력발전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높여야 함(国会,
1980a)

고속증식

로,

핵융합,

핵연료사

이클

Ÿ 에너지공급의 장기안정화를 위해 핵융합 기술개발을 할것
임(国会, 1974d)

Ÿ 핵융합이 개발되기 전까지 원전에 의존해야 함(国会,
1975a)

Ÿ 일본의 우라늄 자원 매장량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음. 그
러므로 자주기술의 개발은, 굉장히 중요함(国会, 1976d)

Ÿ 일본은 우라늄 자원을 가지지 않으므로 재처리문제는 에너
지정책의 일환으로 꼭 필요한 문제임. 사는가 죽는가의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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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임(国会, 1977c)
Ÿ 원자력개발 초기 많은 것을 도입기술에 의존했으므로 신형
로는 독자적인 연구개발을 해야 함(原子力委員会, 1978)

Ÿ 자주적인 핵연료사이클 확립해야 함(原子力委員会, 1978)
Ÿ 핵융합 에너지는 반영구적으로 에너지 공급을 할 수 있으
므로 인류의 미래를 짊어질 궁극의 에너지원임(原子力委員
会, 1978)

하위

담론
주장(출처)

반원전

Ÿ 일본 경수로는 미국제로, 문제가 발생하면 미국에서 조사
단을 파견하는 등 원자력이용평화삼원칙은 완전히 짓밟히
고 있음(原発・再処理工場反対運動情報・連絡センター,
1974a)

Ÿ 주민, 국민의 이해와 신용 회복을 위해 모든 원전, 재처리
공장을 정지 후 재검토해야 함. 그러한 검토를 소재로 국
민적 논의가 진행되지 않는 한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은
없을것임(原発・再処理工場反対運動情報・連絡センター ,
1975c)

Ÿ 맹독 생산공장 원전을 허락하지 말라(原子力資料情報室,
1976b)

Ÿ 에너지가 부족하고, 핵융합으로 에너지 문제가 해결되고,
원자력 이외에 석유를 대체할 수 없다는 말은 금세기 최
대의 허위이자 사기이며 이에 물리학자가 휘말리고 있음.
방사성물질이라는 위험한 독물 관리의 마이너스 유산을
수천년에 걸쳐 자손에게 남기는 큰 죄악임(原子力資料情
報室, 1977c)

Ÿ 원전은 전력생산 면에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전력위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原子力資料情報室,
1978b)

Ÿ 원전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인 토론이 필요함(原子力資
料情報室, 1979a)

원전의

비경제성

과

전기요금

Ÿ 원자력 관계 예산 1,765억으로 급상승, 세금 낭비를 그냥
지나쳐도 되는가(1975)(전원개발특별회계에 기반한 전원개
발촉진비 305억은 전년도 대비 300%가 증가했고, 그 중
원자력 관계 185억엔, 4. 원자력 관계 1975년도 재정투융
자(자원에너지청) 487억엔으로 되어 있다. 이를 합하면 이
번 연도 적어도 1,765억엔이라는 방대한 금액이 세금과 우

<표 7-15> 시민사회 측의 ‘반원전’에 대한 주요 주장(제3기)

<표 7-15>는 반원전운동 시민사회 측의 ‘반원전’과 관련된 제3기의

주요한 주장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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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정저금, 항생연금 등 서민으로부터 짜낸 자금으로 충당하
게 된다) (原発・再処理工場反対運動情報・連絡センター,
1975b)

Ÿ 원전은 막대한 설비투자와 운전휴지기간 증대로 인해 발
전비용의 증가를 야기하며, 전력요금이 증가할 수밖에 없
음(原発・再処理工場反対運動情報・連絡センター, 1975b)

Ÿ 미국 원자력위원회는 효율 80%에서 채산이 맞다고 산정
하는데, 일본의 평균효율은 그것을 크게 밑돌음(원전의 평
균효율은 1973년 57.3%, 1974년 50.5%)(原発・再処理工場
反対運動情報・連絡センター, 1975b)

Ÿ 미국 원자력위원회는 3-4년 가동해 익숙해진 후 정상운전
에 들어가 80% 효율에 달한다고 하는데 일본의 원전은
3-5년에 가장 좋은 효율을 달성해 77%(1973년), 67%(1974
년)임. 5년이 지나면 효율은 크게 떨어져 30%대가 될 것
임. 이는 원전 기술이 미완성인 것을 보여줌(原発・再処理
工場反対運動情報・連絡センター, 1975b)

Ÿ (미하마) 겨우 4년 운전했는데 원자로 본체에 이어 증기발
생기라는 중요 부분을 교환해 채산을 넘어서 막대한 손실
초래 발생이 당연함(原発・再処理工場反対運動情報・連絡
センター, 1975b)

Ÿ 원전건설비는 3-5배 상승할 것임(1975)
Ÿ 원전의 모순은 전력회사가 발전효율을 위해 무리하게 운
전을 강행하면 안전성이 희생될 것이며 종업원의 피폭사
고가 증가하고, 대사고로 인한 환경파괴까지 초래할 것임.
안전운전에 중점을 두면 효율은 저하되고, 전력요금은 인
상될 것임(原発・再処理工場反対運動情報・連絡センター,
1975b)

Ÿ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반국민적인 원전”(原発・再処理工
場反対運動情報・連絡センター, 1975b)

Ÿ 소비자는 정부의 정책적인 착오, 기업의 이윤추구의 희생
을 고물가, 고요금으로 부담함. 전력요금인상 발생이 예측
되기 때문에 원전이 필요한지 소비자는 미리 각자의 의견
을 표명해야 함(原発・再処理工場反対運動情報・連絡セン
ター, 1975b)

Ÿ 요금인상 예정인 도쿄전력은 요금불납운동과 반원전운동
의 밀착을 두려워해 노골적인 운동 파괴를 시작함(原子力
資料情報室, 1976d)

Ÿ 미하원정부활동위원회 보고, “원자력의 코스트”, 경제성
신화에 전면적 비판(原子力資料情報室, 1978e)

Ÿ 방사성폐기물, 사용후핵연료 관리, 원자로 폐기, 방사성물
질의 영구적인 취급에 드는 경비를 비용에 포함하면 원자
력은 종래의 에너지원에 비해 고가가 될 가능성이 있고,
태양에너지와 같이 안전한 갱신성 에너지와 경제적으로
경합할 수 없는 가능성이 있음(原子力資料情報室, 1978e)

경제

성장

Ÿ 현과 국가는 사람의 생명의 소중함을 전혀 모른다. 사람의
목숨을 희생한 경제성장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原発・再
処理工場反対運動情報・連絡センター, 1975a)

Ÿ 록히드로 상징되는 시대 이후에 오는 것은 원전임. 원전은
우주개발과 같이 지배계급의 목적과 같은 거대한 체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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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전략이고, ‘경제파시즘’ 체제에 연결될 것임. 원자력개
발은 결국 ‘다나카 카쿠에이적’ 열도개조플랜임(原子力資
料情報室, 1976e)

Ÿ 갱신성 에너지 사용과 에너지 유효이용을 통해 원전을 더
건설하지 않아도 생활 수준을 낮추지 않을 수 있음(原子
力資料情報室, 1978e)

Ÿ 원자력보다 더욱 많은 고용을 태양에너지, 에너지절약 산
업을 통해 확보할 수 있을 것임(原子力資料情報室, 1978e)

공해

문제

Ÿ 온배수 피해 때문에 어업과 원전은 양립할 수 없음(原子
力資料情報室, 1977d)

Ÿ 김양식장에서 병해발생, 품질저하, 어기의 단축 등이 발생
(原子力資料情報室, 1977d)

Ÿ 저선량피폭 문제는 새로운 공해문제로 새로운 정치적 결
정이 필요하며 미래를 위해서라도 조속한 결단이 필요함
(原子力資料情報室, 1978c)

Ÿ 일본 원전의 모든 발열의 3분의 2나 되는 에너지는 온배
수로 바다에 버려짐. 막대한 에너지낭비와 환경파괴를 피
할 수 없음(今中哲二 외, 1979)

Ÿ 후쿠시마 제1원전 남측방수구(1-4호용) 앞 바다의 실트,
함박조개 등이 코발트 60과 망간 54로 오염되고 있음(原
子力資料情報室, 1980a)

Ÿ 공기중 먼지에서 처음 코발트, 망간이 검출됨. 정부 측에
서 측정한 것이 최고농도라는 보증은 조금도 없음. 풍향,
위치등에 따라 대기중의 농도는 크게 변하며, 측정점은 극
히 일부에 지나지 않음(原子力資料情報室, 1980e)

Ÿ 공기중에서 측정하지 말고 토지, 물, 다른 식물, 농작물,
인체 같은 곳에도 침적되어 있을 것이며 내부, 외부피폭이
문제가 될 것임(原子力資料情報室, 1980e)

Ÿ 서독일의 프란케 등은 피폭평가에 관한 현행 ICRP 방식
은 크게 틀렸다고 논문에서 지적함(原子力資料情報室,
1980e)

Ÿ 코발트는 비타민 B12의 구성원소며 식물연쇄에서 코발트
60도 VB 12에 포함되며 고기와 우유를 통해 인체에 침투
함. 현행 평가의 22-480배(소고기), 280-2,300배(우유) 피
폭이 예상됨(原子力資料情報室, 1980e)

고속증식

로,

핵융합,

핵연료사

이클

Ÿ 재처리공장은 뒷처리를 하는 공장임에도 ‘죽음의 재’ 처리
수단을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재처리를 통해 ‘세상에서 가
장 독성이 강한 물질’인 플루토늄이 나옴(原子力資料情報
室, 1976f)

Ÿ 도카이재처리공장은 일상적으로 방출하는 방사선량이 너
무나 커 정부 기관, 공적 기관의 전문가에게 지적을 받아
옴(原子力資料情報室, 1977e)

Ÿ 자주개발, 자주 운영하는 원전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재처리공장 건설, 핵무장을 목표로 하는 움직임과 표
리일체한 것이며 실태를 명확히 해서 부숴야 함(原子力資
料情報室, 1979e)

<표 7-16>은 일본 정부 측의 ‘원전의 안전성’과 관련된 제3기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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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담론
주장(출처)

원전의

안전성

Ÿ 자동차나 비행기도 완전히 안전하다고 할 수 없듯 원전도 같
음(原発・再処理工場反対運動情報・連絡センター, 1974a)

Ÿ 원전으로 인해 인명에 손상을 입힐 중대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위험성은 충분히 숙지하지만 국민의 생명재산의 안전
성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国会, 1974e)

Ÿ 애초에 사고를 일으키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며 만일 사고가
발생해도 영향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것이 기본방침임(国会,
1974f)

Ÿ (미국)PWR의 ECCS와는 다른 구조의 ECCS를 가지는 BWR
후쿠시마 원자로에 적용할 것은 아님(原子力委員会, 1974)

Ÿ 재처리는 극히 간단한 조작이며 기술적으로 주의를 요하는 고
압조작과 고온조작이 없고, 방사선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충분한 조치가 강구되므로 안전성은 확보될 것임(原子力委員
会, 1974)

Ÿ 과학기술청에게 핵연료수송의 안전성에 대해 문의했더니 절대
적으로 안전하다고 답했기 때문에 항만사용을 허가할 것임(原
子力資料情報室, 1976b)

일본

내외

원전

사고

Ÿ (1973년 미하마 1호기 연료봉 파손 사고) 사고사실은 인정하
지만 큰 사고는 아니었음. 간사이전력이 비밀로 한 것이 나쁜
것임(原子力資料情報室, 1976c)

Ÿ TMI사고: 일본의 같은 형태의 원전과 구조가 다르므로, 일본
에서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사고임. 일본의 가압수로와 메이
커가 다름(国会, 1979b)

Ÿ 원자로 사고가 있었다는 것을 아직 믿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
인 대책을 생각하지 않았음(国会, 1979b)

Ÿ 원자력 관계 공해대책은 직접 환경청은 관계하지는 않지만 관
심은 있음(国会, 1979b)

Ÿ (다중방호로 인해 방사성물질이) 직접 피해를 외부로 줄 영향
은 감소할 것임(国会, 1979b)

Ÿ 사고가 발생한 것만으로 건설을 재고할 필요는 없음. 일본의
안전도 확립기준은 굉장히 높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들음
(国会, 1979b)

Ÿ (TMI사고를 기준으로 일본 원전의) 보안규정 엄수상황은 양
호, 특히 지장이 될만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한층 안전확
보를 하기 위해 개선이 바람직한 점도 있었기 때문에 전기사

업자에게 개선조치를 지시할 것임254)

Ÿ TMI 사고를 교훈으로 긴급연락통보체제, 긴급시 의료체제의
정비와 같은 방재체제를 더욱 충실히 할 것임(国会, 1980b)

<표 7-16> 일본 정부 측의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주요 주장(제3기)

한 주장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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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라아그 재처리공장 사고) 도카이의 배전시설은 국산기술이므
로 안전함(原子力資料情報室, 1980c)

Ÿ 원자력시설은 원자로등규제법을 통해 사고 발생 방지, 사고
확대 방지, 재해 방지에 대해 충분한 안전대책이 취해져 있음
(原子力安全委員会 原子力発電所等周辺防災対策専門部会,
1980)

Ÿ TMI 사고에서도 방사선 피폭 측면에서 주변 주민들의 피난
조치는 필요하지 않았다고 평가됨(原子力安全委員会 原子力発
電所等周辺防災対策専門部会, 1980)

Ÿ (BWR) TMI를 가상으로 한 모의사고 해석을 실시했으나 설
계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특별히 없었음(原子力委員会, 1979)

안전

심사

Ÿ 이카타 원전은 8기의 가압수형 원자로의 심사경험을 토대로
심사했으므로, 안전에 어떠한 불안도 없음(原発・再処理工場
反対運動情報・連絡センター, 1975a)

Ÿ 안전심사의 역할은 “설계조건”의 좋고 나쁨을 검토하는 것뿐,
상세설계는 기업, 검사는 통산성의 책임, 안전심사회는 올마이
티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음(原発・再処理工場反対運動情報・
連絡センター, 1975a)

Ÿ 일본의 원자력개발은 상당한 경험,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안
전심사가 자주적으로 충분히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확신
을 가짐(国会, 1975b)

방사능

온배수

Ÿ 술도 너무 많이 마시면 해가 되듯 방사능도 똑같음(原発・再
処理工場反対運動情報・連絡センター, 1974a)

Ÿ 방사능 영향 방지에 대해 원자로 설치 허가 시 충분한 안전심
사를 하고 있음(国会, 1974f)

Ÿ 일본은 최초의 원폭 피폭국이된 비참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국민감정이 원자력의 평화이용에 대한 엄숙한 기원과 방사능
불안 제거 희망이 유달리 강한 것도 충분히 배려할 필요가 있
음(原子力委員会, 1974)

Ÿ 주변 주민 피폭선량 원칙: “As low as practicable”(環境・安
全専門部会, 1974)

Ÿ 일본의 기체폐기물 방출실적 피폭평가가 미국보다 낮은 이유
는 운전일수가 적고 원자로 내부 상태가 비교적 청결한 때였
으며 방출방사성물질 저감화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했기 때
문임(環境・安全専門部会, 1974)

Ÿ 노동자의 피해는 불안을 증폭시키므로 피폭자 대책 필요(国
会, 1975c)

Ÿ 원전 종사자의 수가 줄어드는 것은 “굉장히 중대”하므로 종사
자의 건강에 신경써야 함(国会, 1975d)

Ÿ 온배수 방출은 인간의 건강 악화나 생활환경의 악화를 초래하
는 물질 축적을 야기하지는 않음(原子力委員会, 1975a)

Ÿ 1978년에 법령에서 정한 허용선량을 넘은 종사자는 없음
(1980)255)

국민

홍보

Ÿ 1973년부터 (원전 설치 허가)신청이 없는데, 신청해도 반대데
모로 공사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임. 정말 국민이 이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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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담론
주장(연도)

원전의

위험성

Ÿ (원자력선 무쯔 사고) 기업이 “사고를 믿을 수 없다”고 하는
데, “믿을 수 없는 사고”가 현실로 발생한 것은 원자로 자체
에 결함이 있는 것, 실용로로 사용할 수 없는 것임(原発・再
処理工場反対運動情報・連絡センター, 1975a)

Ÿ 파탄된 원자력 안전신화(原発・再処理工場反対運動情報・連
絡センター, 1975d)

Ÿ (해외 사고 시나리오 인용) 사고가 발생하면 “빠른 의료처치”
를 취하고 “빠른 주민 퇴피”를 시키는 체제가 “권고”됨. 원전

<표 7-17> 시민사회 측의 ‘원전의 위험성’에 대한 주요 주장(제3기)

있도록 정부가 안전성을 더 PR해야 함(国会, 1974g)
Ÿ 외국에서 하는 (안전대책) 예를 충분히 국민이 이해하도록 하
는 것(国会, 1974a)

Ÿ 정부가 자신을 가지고 조사·작업을 하게 해서, 국민에게 절대
재해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자신있는 행동을 해야 함(国会,
1974a)

Ÿ 원자력 안전문제는 정부, 원자력위원회가 권위를 내걸고 원전
의 안전성에 관한 생각을 명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함(科
学技術庁, 1974)

Ÿ 절대안전에 대해서 증명하고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함(国会,
1974h)

Ÿ 원자력시설의 안전성은 지역주민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함
(国会, 1974i)

Ÿ 국민이 원전에 대해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의견
을 빌릴 것임(国会, 1975d)

Ÿ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은 완전히 불식되었다고 할 수
없고, 이것이 일부 보이는 것이 원전 반대운동의 계기가 되며,
원자력행정 불신의 요인이 됨(原子力委員会, 1978)

<표 7-17>은 반원전운동 시민사회 측의 ‘원전의 위험성’과 관련된 제

3기의 주요한 주장들이다.

254) 原子力百科事典(원자력백과사전) ATOMICA 홈페이지(2020년 2월 4일 접

속),

https://atomica.jaea.go.jp/data/detail/dat_detail_02-07-04-06.html

255) 参議院(참의원) 홈페이지(2020년 7월 23일 접속),

https://www.sangiin.go.jp/japanese/joho1/kousei/syuisyo/091/touh/t09100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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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주민은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도록 준비해두는 것밖에
없다는 것인가(原子力資料情報室, 1976g)

Ÿ (핵연료 안전심사위원 증언 인용) 심사자료조차 만족스럽게
검토하지 못했고, 연료봉 거동도 가정의 계산결과만으로 판단
했으며, 불리한 것들은 취하지 않았던 것이 드러남(原子力資
料情報室, 1976h)

Ÿ 무쯔, 미하마원전 사고 등 원자로의 안전성은 아직 보증되지
않았고, 사고가 연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원자로는 화장실
이 없는 맨션임(原子力資料情報室, 1977f)

Ÿ 간헐방출은 BWR의 원리적 결함임.256) 원자로를 정지, 재운전
하는 일이 많아질수록 주변에 방출하는 (방사능의) 양은 증대
함(原子力資料情報室, 1978c)

Ÿ 원전이 정말 안전하다면 전기의 대부분을 쓰는, 대도시에 만
들면 됨(原子力資料情報室, 1978d)

Ÿ 후쿠시마 제1원전 1호기를 폐로시켜야 함(原子力資料情報室,
1980f)257)

일본

국내외

원전사고

Ÿ (미하마 2호기 연료봉 굴절사고) 다시 조사해야 할 내용도 포
함하는 사고이며, 원자력위원회의 무책임한 행동을 보여줌. 책
임회피로 문제가 해결된다면 국민의 안전을 전제로 해야 할 '
안전심사'는 형식에 지나지 않음(原発・再処理工場反対運動情
報・連絡センター, 1974a)

Ÿ 안전심사를 다시 할 때까지 해당 원자로와 같은 형태 원자로
의 운전을 스톱해야 함. 그렇지 않으면 통산성, 과기청, 원자
력위원회는 결탁해서 간사이전력의 이익을 지키고 주변 주민
을 모르모트로 하는 원전의 위험한 실험을 촉진하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음(原発・再処理工場反対運動情報・連絡センター,
1974a)

Ÿ 정부, 지자체, 간사이전력, 일본원전(주식회사)은 주민에게 원
자로 운전에 따른 사고는 크고 작은 것 가리지 않고 공표할
것(原発・再処理工場反対運動情報・連絡センター, 1974a)

Ÿ (1973년 미하마 1호기 연료봉 파손 사고) 운전중이었으므로
더욱 위험, 1차냉각계에 파편이 떨어지면 원자로내를 순환하
며 다른 연료관을 파손시킬 수 있어 대사고의 가능성이 있음.
(정부의) “큰 사고는 아니었다”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임.
간사이전력의 원자로 운전 허가를 정지할 것(原子力資料情報
室, 1976c)

Ÿ (1973년 미하마 1호기 연료봉 파손 사고) 원전의 안전성 감시
를 게을리하고, 정기검사 감독을 나태하게 하고 사고숨기기
‘지도’를 하는 통산성, 과기청, 원자력위원회의 책임을 철저히
추궁할 것(原子力資料情報室, 1976c)

Ÿ BWR 공통의 결함은 원자로압력용기에 연결되는 각종 배관이
금가고 갈라지는 것임(原子力資料情報室, 1977g)

Ÿ 증기발생기세관은 PWR의 아킬레스건임. 일본의 여러 PWR에
서 세관파손사고가 몇 번이나 발생, 실용단계에 도달했다는
추진 측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경수로 원전을 지탱하는 급조된
기술의 실태를 세상에 알리게 됨(原子力資料情報室, 1977h)

Ÿ 세관파손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않고 임기응변적인 대책
으로 속이려는 상황을 지속한다면 이용률은 더욱 저하될 것이
고 중대사고 발생도 불가피함(原子力資料情報室, 1977h)



- 321 -

Ÿ 작년 미국에서 2835건의 사고, 각국에서도 원전사고 빈번,
PWR형 배관균열도, 33기에 점검명령(原子力資料情報室,
1979a)

TMI

사고

Ÿ 일본의 PWR은 가압기수위계를 ECCS의 작동 조건의 하나로
하고 있으므로 TMI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면 ECCS의 작동이
크게 늦어질 것이 확실함. 이번 사고에서 장치 자체가 가지는
본질적 결함에 집중하지 않고,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확실해
진 ECCS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은채 운전원의 노력에
기대하는 것만으로 사고재발방지를 할 수 없음(今中哲二 외,
1979)

Ÿ BWR도 포함한 모든 원전의 운전, 건설, 계획을 전면 동결해
서 평가의 전면적인 즉시 수정을 요구함(原子力資料情報室,
1979f)

Ÿ 사고가 분명히 밝힌 결함(原子力資料情報室, 1979f)258)

Ÿ (오이 1호기 안전해석 비판) 수소발생에 따른 연쇄의 해석도
일절 되어있지 않음. (TMI 사고에서) 격납용기 내의 수소발
생은 안전상 극히 중대한 문제를 던졌으나 오이 1호기에서는

격납용기의 내압한계가 0.84kg/cmG로 낮고, 아이스컨덴서
방식의 스프레이가 작동하기 이전에 수소폭발이 발생하면 방
사능의 대규모 방출을 야기할 것임(原子力資料情報室, 1979f)

Ÿ (현의 방재대책계획) “대책범위 8km”는 어떠한 근거도 없고
TMI 사고 시 피난 범위를 그대로 붙인 것임(1979) 방사능방
출이 있고 방사능운이 이동하는 상황에서는 8-10km 지점과
수 10km 거리 지점에서 방사능의 영향은 본질적인 차이가 없
고, 8-10km보다 먼 인구밀집지에서 대량의 집단피폭이 발생
할 수 있음. 피난자가 도로에 살도하면 그것이 교통혼란을 초
래하고 그곳에 방사능운이 도달하는 사태도 상정할 수 있음
(原子力資料情報室, 19780d)

Ÿ 원전안전론의 파탄(今中哲二 외, 1979)
Ÿ 일본의 PWR은 TMI와 달리 가압기압력저하 신호뿐만 아니라
수위저하 신호도 표시되어야 ECCS가 자동적으로 작동됨.
TMI 사고에는 겨우 작동한 ECCS가 일본의 PWR에서는 작
동하지 않는 것임. “일본의 가압수형로는 메이커도 구조도 다
르므로 이러한 사고는 일어날 수 없다”고 말한 전력메이커의
설명은 완전히 빗나간 것임(今中哲二 외, 1979)

Ÿ 격납용기를 통한 방사성물질의 차폐는 불가능함(今中哲二 외,
1979)

Ÿ 대량 발생한 수소가스는 노심이 비정상적으로 고온이 된 시기
가 있었으며, 광범위한 연료파손을 시사함. ECCS는 현실적으
로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이 실증됨. ECCS가 안전성의 중요
한 요소인 것을 생각하면 원전의 안전성을 근저부터 흔드는
중대한 문제임(今中哲二 외, 1979)

Ÿ 다중성을 통한 안전신화는 붕괴한 점(今中哲二 외, 1979)
Ÿ 인위적인 실수는 본질적으로 없앨 수 없는 점(今中哲二 외,
1979)

Ÿ (다중방호) 이중 삼중 안에는 운전원조차 직접 볼 수 없는 장
소에 원자력의 본질이 있음을 의미함. 사고시 원전이 어떠한
상태인지는 무수히 많은 패널에 표시된 수치와 컴퓨터가 출력
한 정보에 의지하는 것 이외에는 알 방법이 없음(原子力資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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情報室, 1979e)
Ÿ ‘대사고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태도야말로 먼저 고쳐야 하며
이것이TMI사고에 관한 미대통령위원회 보고(“케메니 보고”)
와 NRC 특별조사그룹 보고(“로고빈 보고”) 지적의 중심임(原
子力資料情報室, 1980d)

Ÿ (52항목) 안전확보책은 운전조작수준서, 보안규정의 타당성에
크게 의존하는데 ‘상업기밀’로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은
타당성을 검토할 수 없음. 이러한 비밀주의야말로 안전성의
최대의 장벽이 될 것임(原子力資料情報室, 1980d)

자연재해

로 인한

위험성

Ÿ 원전은 파이프에 금이 가거나 응력부식 파이프가 꺾이면 대사
고가 되는데 이후에 (원전을) 멈춰도 소용이 없음. 멈추면 안
전하다는 것은 M8 정도의 거대 지진에는 통용되지 않으며 츄
부전력이 거대 지진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증거로 완전히 무책
임한 것임것임(原子力資料情報室, 1976c)

Ÿ 도카이지진은 바다의 암반이 육지 부근에 들어가게 되어서 육
지 부근의 암반이 바다 측의 암반에 튕겨오르는 쓰나미를 동
반할 것이 분명함(原子力資料情報室, 1976c)

Ÿ 일본과 같은 지진국가에서 지진에 가장 약한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임에도 놀랍게도 어떠한 판단으
로 원전을 지으면 된다는 기준이 전혀 없음. 미국은 굉장히
엄격한 규칙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음. 일본은 기준이 전혀 없
으며 그때그때 적당히 판단에 맡기고 있음. 게다가 판단 내용
이 자의적인 해석을 토대로 한 것이 이카타의 사례에서 분명
해짐(国会, 1978)

방사능,

피폭,

온배수

Ÿ 후쿠시마 제1원전의 1975년 노동자 피폭 데이터는 노동자 피
폭 증가, 특히 하청노동자에게 집중되어 있는 실태를 드러내
고, 많은 수의 방사선 장해자,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후쿠시
마 원전의 무서운 상황을 보여줌(原子力資料情報室, 1976d)

Ÿ 행정의 방사선 규제는 3개월 3렘이라는 시대에 뒤떨어진 높은
“허용량”을 유일한 규제력으로 함. 3개월에 3렘, 또는 연간 5
렘의 범위면 아무리 쐬도 문제가 없다는 관점에서 노동자의
피폭이 관리됨(原子力資料情報室, 1978f)

Ÿ (주민 피폭) 연간 500밀리렘은 과학기술청의 고시에 지나지
않으며 고시 결정 방법은 법률에 기반하여 정당하게 위임된
것이 아니므로 위법한 기준임. 그만큼의 희생을 주민들에게
강요하는 것임(国会, 1978)

Ÿ 하청노동자는 결국은 "피폭요원"이 되고 있음(原子力資料情報
室, 1979d)

Ÿ 하청노동자 대부분은 <방사선작업 종사자>라 해도 훈련, 보
호, 조직도 없기 때문에 일반 공중과 실태는 다르지 않음. 이
들의 피폭선량 평균이 일반인의 허용량을 넘는 것은 중대한
문제임(原子力資料情報室, 1979d)

Ÿ 피폭 증가는 일반적으로 원전기수의 증가에 따라 생기는 것이
아닌 오래된 원자로(특히 BWR)에서 오염이 진행되고 응력부
식과 열피로, 극심한 공간선량하에서 수리작업이 많아지는 결
과에 따른 것임(原子力資料情報室, 1980g)

Ÿ ICRP 권고는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한 낮게”라 하는데
3개월/3렘을 “거기까지 맞아도 된다”는 작업목표치로 하고 있
음. 이것이 피폭작업을 정당화하는 수치로 사용되는 것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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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운 일임(原子力資料情報室, 1980g)

안전심사

와 행정

Ÿ 기업은 물론, 통산성, 과기청이 각종 사고에 독자적인 입장에
서 자주적인 원인규명과 대책을 세운 적은 한 번도 없음. 모
두 미국에 의지함. 일본은 집합체를 해체하고 조사할 시설이
나 능력이 없음(原発・再処理工場反対運動情報・連絡センター,
1974a)

Ÿ 원자로안전전문심사회는 위원 전원이 비상근이며, 신청된 모
든 사항에 대해 상세히 계산과 검토할 수 있는 스태프가 없
음. 원자력위원회도 마찬가지임(原発・再処理工場反対運動情
報・連絡センター, 1975a)

Ÿ 안전심사 내규라는 형태는 굉장히 허술하고 문학적인 것이며
전혀 과학적인 검토에 도달하지 않은 초보적인 것임(国会,
1978)

Ÿ 일본의 원전은 미국에서 도입한 것으로 설계와 안전심사 모두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카피에 지나지 않음. 미국은 안전심사가
NRC 전임스태프를 통해 넓은 범위에서 실시되는데, 일본에서
는 대학교수들이 짬을 내서 하고 있어 아부로라도 미국보다
일본이 안전하다고 할 수 없음(今中哲二 외, 1979)

Ÿ 원자력관계자, 특히 안전위원회의 TMI 사고 대응은 일본에는
충분한 독자적인 데이터, 기술이 없음을 명확히 나타냄. 사고
가 발생해도 미국의 지시, 권고가 없으면 원전의 결함을 인정
할 수 없고 “일본의 원전은 안전”하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일본의 원전관계자의 체질적 결함은 치명적임(今中哲二 외,
1979)

256) (생략한 부분) 방사능을 대량으로 포함하는 1차계의 발전터빈 운전은 터빈

의 복수기 감압을 위해 운전중에는 상시 공기추출기를 통해 방사능을 포함하는

기체를 배기하고 있다. 이 통상운전시의 방출에 더해 원자로의 운전정지 후 재

운전 시에는 터빈기동을 위해 진공펌프를 통한 배기가 필수적이다. 이 방출은

통상운전 시의 방출과 구별하여 간헐방출이라고 하는데, 간헐방출은 수천m의

방사능을 포함하는 기체를 단시간에 배출하기 때문에 홀드업조치 등에 따른 단

수명 방사성물질을 감퇴시키는 방식은 사용할 수 없다.

257) (생략한 부분) (1) 후쿠시마 제1원전 1호로만으로 1978년 전국 노동자 총

피폭선량의 25.8% 피폭을 발생시켰다. 또한 노동자 한 사람당 평균 피폭선량도

전국에서 가장 높고 0.71렘(하청노동자만 계산하면 0.74렘)에 일반인의 허용량을

넘었다. (2) 후쿠시마 1호로는 미하마 1호로와 함께 저가동률에 일하지 않는 원

자로로 유명하다. 1975-79년 5년간의 평균가동률은 30% 정도에 그쳤다. 노후화

가 진행되어 각종 트러블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향후에는 더욱 저가동률

이 예측된다. (4) 고액의 경비가 드는 수리가 반복되고 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급수노즐 균열 - 급수 스패져의 수리에는 수십억원이 들 것이다. 하지만

거의 같은 수리를 3년전에 막 했는데 지금 접합한 삼중 서멀슬리브형 급수스패

져도 "결정판"이라고는 할 수 없다. (5) 이미 언급했으나 후쿠시마 제1원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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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담론
주장(출처)

지역

개발

Ÿ ‘원자력촌’의 건설: 북유럽에서는 원전의 전력과 온배수를 사
용하여 뉴타운을 건설하고, 냉난방을 공급하는 이상적이 것이
있음. 카시와자키의 원전 등에도 수분이 많은, 질이 나쁜 눈이
많이 오는데, 뉴타운을 만들고, 이상적인 생활환경을 확보하고
싶다는 계획을 들음. 홋카이도에 원전을 만들면 온전히 이상
적인 뉴타운을 계획할 수 있음(国会, 1974f)

Ÿ 전원개발에 따른 이익의 지역 환원은 주변 지역주민의 숙원임
(科学技術庁, 1974)

Ÿ 전원삼법을 기반으로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에 도움이 되는
공공시설을 충분히 짓고, 고용기회 증대에 대한 지역주민의
희망, 제1차 산업, 특히 연안어업 진흥이나 농업의 공업화에
대한 어민, 농민의 희망을 실현시키기 위해, 국가와 지방공동
체가 일체가 되어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科学
技術庁, 1974)

Ÿ 원전 건설은 다액의 투자를 필요로 하며 현지에서의 자재 조
달, 건설관계 고용에 따른 지출 등 지역 경제활동에 큰 효과
가 있음(原子力委員会, 1974)

<표 7-18> 일본 정부 측의 ‘지역 개발’에 대한 주요 주장(제3기)

<표 7-18>은 일본 정부 측의 ‘지역 개발’과 관련된 제3기의 주요한

주장들이다.

변의 방사능오염은 심각화되고 있는데 큰 원인이 1호로이다.

258) (생략한 부분) 1. 2차계 차단으로 인한 1차계 냉각능력상실이라는 사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점, 2. PWR 가압기의 수위저, 압력저, 압력용기의 압력저로

인해 ECCS가 작동한 것은 같은 종류의 과도변화에 대처하기에는 너무 늦음, 3.

PWR의 가압기릴리프밸브 개방이라는 소구경파단현상이 안전해석의 대상이 되

어 있지 않은 점, 4. 물 - 지르칼로이 압응이 빠르게 진전되어 현행 안전평가지

침의 한도(산화두께 15% 이하)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점, 그 경우의 수소발

생이 냉각능력 저하와 함께 수소폭발을 초래하는 점, 따라서 압력용기 자신이

파괴될 수 있는 점, 등 검토가 없는 것, 5. 위와 같은 과도변화가 1차냉각 펌프

의 캐비테션 등을 결과로, 냉각능력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잔류열제거

가 PWR에서는 불충분한 점, 6. 격납용기 격리가 늦을 가능성이 있는 점, 7. 격

납용기 내의 수소폭발의 가능성이 높고 그때에 격납용기의 내압설계점을 초과

할 가능성이 있는 점, 8. 과도변화 시에 계기, 자동장치, 운전원이 대응할 수 없

을 가능성이 극히 높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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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원전과 화력발전소 설치는 지방재정, 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
함(原子力委員会, 1974)

Ÿ (오오쿠마정) 점증적이기는 하나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타지
역의 과소화현상에 비해 유출이 적어지고 있음(原子力委員会,
1974)

Ÿ 원전 설치에 따라 관개배수시설, 농토 등 토지기반정비촉진,
온배수이용 양식, 시스템농업 등 농어업진흥이 예상됨(原子力
委員会, 1974)

Ÿ 원전 입지는 지역과의 조정이 어려워 늦어지고 있음. 그 이유
는 발전소 건설의 지역 고용효과와 파급효과가 다른 산업에
비해 작고, 지역주민 복지향상에 많은 부분 기대할 수 없는
것, 발전소는 소비지에서 원격지에 건설되고, 타인을 위해 전
력공급을 하면서 지역에 이익이 충분히 환원되지 않는 것이
불만을 크게 하는 원인임(原子力委員会, 1975a)

교부금과

금전적

혜택

Ÿ 전원개발촉진세는 원자력, 화력발전소 등 지역주민의 복지 향
상을 목표로 발전소 입지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임
(国会, 1974g)

Ÿ 오오쿠마정(후쿠시마 제1원전)은 정(町)세 중 원전 관계 세수
가 1966년 5.2%였던 것이, 1972년에는 78.2%가 되었고, 주민
분배소득은 1965년에 현 시정촌 중 75위였으나 1970년, 1971
년에는 1위가 됨(原子力委員会, 1974)

Ÿ 발전세는 지자체 거의 모두가 청원·요망·열망하고 있음(国会,
1974i)

Ÿ 교부금 한도 대폭 인상 등 전원입지촉진대책교부금 제도의 대
폭 확충, 적극적인 홍보활동 전개를 강구하여 주민의 이해와
협력을 얻으며 원자력발전 개발추진을 노력할 것임(原子力委
員会, 1980)

하위

담론
주장(출처)

지역

이익

환원

거부

Ÿ 약간의 교부금과 맞바꿔서 안전확보가 소홀히 된다면, 지역주
민의 생명과 생활에 중대한 위기를 가져오기 때문에, 안전확
보대책을 최우선으로 해야함(原発・再処理工場反対運動情報・
連絡センター, 1974a)

Ÿ 방사능 피해를 입는 것은 주민들이며 와카사(若狭)지방에서
모든 원전을 지금 즉시 멈추고, 건설을 저지하여 우리들의 생
활, 생명을 지켜야 함(原発・再処理工場反対運動情報・連絡セ
ンター, 1974a)

Ÿ 원전 용지내의 해변은, 선조대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마을 사
람들(현 아라하마마치민)의 공유지이며, 이 지역 내에서의 어

<표 7-19> 시민사회 측의 원전 입지 반대에 대한 주요 주장(제3기)

<표 7-19>는 반원전운동 시민사회 측의 원전 입지 반대’와 관련된 제

3기의 주요한 주장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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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과 관련된 작업, 염전업, 사리채굴, 재목 수집 같은 것을 자
유롭게 하고 있다. 합병을 통해 카시와자키시유지가 되었으나,
아라카와마치민의 입회관행권은 현재도 유효함(原発・再処理
工場反対運動情報・連絡センター, 1974b)

Ÿ 이미 매수가 끝난 원전 용지는 고래의 입회지로, 땔감줍기, 버
섯따기 등 입회관행이 존재한다. 지역주민은, 지금도 이 관행
권을 행사하고 있음(原発・再処理工場反対運動情報・連絡セン
ター, 1974b)

Ÿ 바다는 지역주민의 공유재산임(原発・再処理工場反対運動情
報・連絡センター, 1974b)

Ÿ 도쿄전력은 원전용지 앞의 어업권 소멸에 관한 보상을 통해
바다를 독점할 수 있다고 주장함. 하지만 원전용지 앞 바다는,
지역주민의 생활의 장이며, 휴식의 장임. 어업권이 소멸했다는
이유로, 바다의 이용권까지 소멸한 것은 아님. 지역주민은 지
금까지와 같이 바다를 이용할 것임(原発・再処理工場反対運動
情報・連絡センター, 1974b)

Ÿ 이카타쵸 정장마저 주민들 앞에서 원전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밖에 없었고, 원전 설치에 대해 주민에게 어떠한 메리트도 없
다고 밝힘(原発・再処理工場反対運動情報・連絡センター,
1974b)

Ÿ 우리들의 원전저지투쟁은 어민으로서 역사적 사명을 실천하는
싸움이기도 하며 자신들의 이윤추구를 위해 바다를 뺏으려 하
는 독점자본을 타도하려는 싸움이기도 함(原子力資料情報室,
1977a)

Ÿ 전원삼법교부금은 “독만두”임(原子力資料情報室, 1977d)
Ÿ 전기요금 할인액을 아무리 누적시켜도 안전성을 살 수 없는
것은 명백한 사실임. 할인료는 원전의 위험성에 대한 “인내
료” 성격을 가지고 있음. 이는 주민분단책임(原子力資料情報
室, 1980h)

원전입지

절차의

비민주성

Ÿ “대학교의 교수”의 지위를 이용하여 엉망으로 극히 위험한 원
자력행정을 강행하는 전력과 행정의 방식에 공포를 느낌(原
発・再処理工場反対運動情報・連絡センター, 1974a)

Ÿ 원전 용지를 둘러싼 싸움이 재판의 판가름이라는 상식을 벗어
난 사태까지 간 책임은 시코쿠전력과 그와 일체가 된 주민 부
재, 주민 희생의 행정을 추진한 정 - 현 - 국가 행정임(原
発・再処理工場反対運動情報・連絡センター, 1974b)

Ÿ 어협임시 총회 개최 전, 시코쿠전력이 다수의 어민을 요정으
로 불러 술을 먹이는 장면을 주민이 목격함. 의장선출도 없이
강행채결을 날조 후 의사록을 나중에 만드는 등 불법을 저지
름(原発・再処理工場反対運動情報・連絡センター, 1974b)

Ÿ 정부는 여론조작을 통해 원전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고립화하
고, 분단되는 것을 바라고 있음(原発・再処理工場反対運動情
報・連絡センター, 1975d)

Ÿ 민주적인 울림을 느낄 수 있는 공청회 개최를 통해 건설을 합
리적으로 진행하려는 것임. 원전반대운동을 파괴하는 수단으
로 공청회가 준비되었으며 지금까지의 전근대적인 대응을 대
신해서 근대적인 대응을 하며 계획을 추진하는 것임. 공청회
는 건설 추진을 위한 의식에 지나지 않았음(原子力資料情報
室, 197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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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일본만큼 원전 현장의 정보가 국민에게 닫혀있는 곳은 없음
(国会, 1978)

Ÿ 재판소의 자세에 삼권분립은 이름뿐, 권력 내부의 사법의 종
사적 지위가 드러났으며, 재판소에 기대하는 것은 ‘나무 근처
에서 물고기를 찾는 것’과 같음(原子力資料情報室, 1978g)

Ÿ (정부 측은) 반대 주민에 대해 “무지한 자가, 특정한 이데올로
기를 가진 자에게 조종당하고 있다”고 단정지음(原子力資料情
報室, 1978d)

Ÿ 지방에서 사용하는 전력은 원전의 10%도 되지 않는 정도인데
왜 우리 지역에 원전을 만들고 지역주민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가(原子力資料情報室, 1978d)

원전정책

에 대한

결정권

Ÿ 지자체는 전력회사와 협력에 기반하여 출입조사권을 발동하
여, 주민이 요망하는 과학자를 포함한 출입조사를 실시할 것
(原発・再処理工場反対運動情報・連絡センター, 1974a)

Ÿ (중앙심포지움) 직접적인 관계자인 지역주민을 완전히 쫓아내
고, “과학자만의 검토의 장으로서의 심포지움”으로 함으로써
“원전은 어려우니까 전문가에게 맡겨두면 된다”며 원전의 본
질적인 논의를 일절 봉쇄하고 “구름 위의 논의”로 하고 있음
(原発・再処理工場反対運動情報・連絡センター, 1975d)

Ÿ 원전 건설 결정권은 주민들이 가지고 있음. 우리들의 지역 문
제를 지역과 무연고의 사람들이 결정하게 절대 두지 않을 것
임(原発・再処理工場反対運動情報・連絡センター, 197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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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일본의 상업용 원자로 건설 과정과 현황

일본이 원자력기술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1950년대 중

반 이전의 사회상황과 전력공급체제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면 먼저 일본

은 패전 이전에도 전시의 총력전체제로 인한 극한 빈곤과 대공습으로 인

해 본토 내 주요 도시의 인프라가 상당히 파괴되어 있었다.

에너지자원 생산과 공급 부문에도 상당한 타격이 있었는데, ‘2018년

일본 에너지백서(エネルギー白書2018)’에 따르면 공습으로 석탄광업 지상

시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갱은 무분별한 채굴로 내부가 황폐해진

상태였으며 노동력과 자재부족이 석탄의 생산능력을 떨어뜨려 석탄의 심

각한 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었다. 또한 전쟁 시 금지되었던 민간의 석유

수입은 1951년부터 재개되었으나 당시 일본의 외화자금이 한정되어 있었

고, 원유와 원유제품의 수입이 외화할당제도하에 있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상태였다(経済産業省 資源エネルギー庁, 2018a).259) 패전 당시까지

주요 전력원은 수력발전이었는데, 도호쿠지방 미야기현의 산쿄자와발전

소(三居沢発電所)가 1888년부터 가동해 일본의 오래된 에너지원으로 자

리잡았다. 수력발전은 기저부하 전원이었으며, 화력발전은 전력피크 시의

부족분을 채우는 역할을 했다.260)

경제 부문에서는 패전 후 광공업생산 능력이 전쟁 전의 30%로 하락

했고, 경제 전반도 극심한 인플레이션 상태였다. 하지만 이를 상당 부분

‘해결’해 준 것이 한국전쟁 특수였는데, 군수제품 수출을 통해 1952-53년

에는 일본의 국민총생산이 실질적으로 전쟁 전 수준을 회복했으며, 고도

경제성장의 계기가 되었다(田中史郎, 2016).

259) 일본 정부의 원유수입자유화는 1962년 10월부터 실시하게 된다.

260) 하지만 1955년경부터는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건설비가 저

렴하고 수력에 비해 큰 출력을 얻을 수 있는 화력발전소 건설이 선호되는 쪽으

로 변화하였다.

TEPCO 홈페이지(2019년 8월 19일 접속),

http://www.tepco.co.jp/electricity/mechanism_and_facilities/power_generation/re

newable_energy/hydroelectric_power/histor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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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각부에서는 경제 상황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일본의

1955년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총액은 8조 3380억엔이었다.261) 같은

해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은 21조 6000억원으로 일본의 약 40% 수

준이었고, 미국은 4,255억달러였다.262)263) 이와 같이 일본의 원전의 도입

초기는 빈곤에서 완전히 벗어나 경제성장이 시작된 시기였다.264)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에서는 영국에서 수입한 흑연로인 도카이발전소

가 1966년 7월 영업운전을 개시하면서 상업용 원자로의 가동이 시작되었

다. 이후 흑연로가 아닌 미국 경수로가 일본 상업용 원자로의 중심이 되

면서 일본원전의 츠루가발전소 1호기, 간사이전력의 미하마발전소 1호기

가 1970년,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제1원전 1호기가 1971년 3월 영업운전

을 개시하며 1970년대에는 많은 수의 상업용 원자로가 운전을 시작했다.

<표 7-20>을 통해 이를 알 수 있는데, 흑연로인 도카이발전소를 제외한

57기의 상업용 경수로 중 22기가 1970년대에 운전을 시작했다. 원자로의

형태는 BWR이 28기, PWR 24기, ABWR이 5기로, 개량형까지 포함하여

BWR이 과반을 넘게 차지한다. 2000년대에 들어서도 새로운 원자로가 4

기 가동한 이력이 있으며,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2년 전인 2009년에도

홋카이도전력의 토마리원전 3호기가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후쿠시마 원

전사고 이후에는 20기의 원자로가 폐지 결정이 났지만, 재가동을 위한

심사중인 원자로도 다수 존재하며, 그 중 재가동 허가가 난 원자로가 9

기였으나 5기가 2020년 6월 현재 가동중이다. 아울러 신형전환로 후겐은

2003년 폐로 결정이 났으며, 1995년 나트륨누출사고를 일으킨 고속증식

261) 内閣府(내각부) 홈페이지(2019년 8월 19일 접속),

https://www5.cao.go.jp/j-j/wp/wp-je08/08b09010.html

262) e-나라지표 홈페이지(2019년 10월 3일 접속),

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Search.do?idx_cd=400

1&stts_cd=400102

263) countryeconomy.com(2019년 10월 3일 접속),

https://countryeconomy.com/gdp/usa?year=1955

264) 앞서 언급하였듯 1955년부터를 ‘신무경기(神武器景気)’라 부르며 고도경제

성장 시작점으로 본다. 이는 원자력기술 도입 당시 최빈국 수준이었던 우리나라

의 경제 상황과 비교하면 상당히 상이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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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0> 일본의 상업용 원자로에 관한 사항과 현황
원자로명

(사업자)
원자로 형태 입지 지역

상업운전

개시연도
현황

도카이발전소

(일본원전)

흑연감속로

(GCR)

도카이무라

(이바라키

현)

1966

폐지

(1998.3

운전종료)

츠루가발전소

1호기

(일본원전)

비등수형

(BWR)
후쿠이현 1970

폐지

(2011.5

운전종료)

미하마발전소

1호기

(간사이전력)

가압수형

(PWR)
후쿠이현 1970

폐지

(2015.4

운전종료)

후쿠시마

제1원전

1호기

(도쿄전력)

BWR 후쿠시마현 1971
수소폭발사고,

폐지

미하마발전소

2호기

(간사이전력)

PWR 후쿠이현 1972

폐지

(2015.4

운전종료)

후쿠시마

제1원전

2호기

(도쿄전력)

BWR 후쿠시마현 1974
수소폭발사고,

폐지

시마네원전

1호기

(츄고쿠전력)

BWR 시마네현 1974

폐지

(2015.4

운전종료)

로 몬쥬는 2016년이 되어서야 폐로 결정이 났다.

<그림 7-1>은 일본의 상업용 원자로의 형태와 현황을 나타낸 것인데,

특히 원자로의 지리적인 분포를 알 수 있다.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제

1원전은 태평양과 닿아 있으나, 30기가 넘는 많은 수의 원자로가 우리나

라의 동해와 맞닿아 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2020년 6월 현재 가동

중인 원자로 5기 모두 태평양이 아닌 동해 쪽에 입지한 원자로인 것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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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카하마

원전 1호기

(간사이전력)

PWR 후쿠이현 1974 정기검사중

겐카이원전

1호기

(규슈전력)

PWR 사가현 1975

폐지

(2015.4

운전종료)

타카하마

원전 2호기

(간사이전력)

PWR 후쿠이현 1975 정기검사중

타카하마

원전 3호기

(간사이전력)

PWR 후쿠이현 1976 정기검사중

하마오카원전

1호기

(츄부전력)

BWR 시즈오카현 1976

폐지

(2009.1

운전종료)

후쿠시마

제1원전

3호기

(도쿄전력)

BWR 후쿠시마현 1976
수소폭발사고,

폐지

타카하마

원전 4호기

(간사이전력)

PWR 후쿠이현 1976

2017년 6월부터

재가동중

(2020.6.10)

미하마발전소

3호기

(간사이전력)

PWR 후쿠이현 1976 정기검사중

이카타발전소

1호기

(시코쿠전력)

PWR 에히메현 1977

폐지

(2016.5

운전종료)

도카이제2발

전소

(일본원전)

BWR 이바라키현 1978

정지중

(2018.9

설치변경허가)

하마오카원전

2호기

(츄부전력)

BWR 시즈오카현 1978

폐지

(2009.1

운전종료)

후쿠시마 BWR 후쿠시마현 1978 수소폭발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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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원전

4호기

(도쿄전력)

폐지

후쿠시마

제1원전

5호기

(도쿄전력)

BWR 후쿠시마현 1978 폐지

후쿠시마

제1원전

6호기

(도쿄전력)

BWR 후쿠시마현 1979 폐지

오이원전

1호기

(간사이전력)

PWR 후쿠이현 1979

폐지

(2018.3

운전종료)

오이원전

2호기

(간사이전력)

PWR 후쿠이현 1979

폐지

(2018.3

운전종료)

겐카이원전

2호기
PWR 사가현 1981

폐지

(2019.4

운전종료)

이카타발전소

2호기

(시코쿠전력)

PWR 에히메현 1981

폐지

(2018.5

운전종료)

후쿠시마

제2원전

1호기

(도쿄전력)

BWR 후쿠시마현 1982

동일본대지진

이후 운전정지,

2019.7 폐지

결정

오나가와원전

1호기

(도호쿠전력)

BWR 미야기현 1984

동일본대지진

이후 운전정지,

폐지

(2018.12

운전종료)

센다이원전

1호기
PWR 가고시마현 1984

2015년 재가동

이후 정지중

후쿠시마

제2원전
BWR 후쿠시마현 1984

동일본대지진

이후 운전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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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기

(도쿄전력)

2019.7 폐지

결정

후쿠시마

제2원전

3호기

(도쿄전력)

BWR 후쿠시마현 1985

동일본대지진

이후 운전정지,

2019.7 폐지

결정

카시와자키카

리와원전

1호기

(도쿄전력)

BWR 니가타현 1985 운전정지중

센다이원전

2호기
PWR 가고시마현 1985

2015년 재가동

이후 정지중

후쿠시마

제2원전

4호기

(도쿄전력)

BWR 후쿠시마현 1987

동일본대지진

이후 운전정지,

2019.7 폐지

결정

하마오카원전

3호기

(츄부전력)

BWR 시즈오카현 1987
재가동을 위한

심사중

츠루가발전소

2호기

(일본원전)

PWR 후쿠이현 1987
재가동을 위한

심사중

토마리발전소

1호기

(홋카이도전

력)

PWR 홋카이도 1989
재가동을 위한

심사중

시마네원전

2호기

(츄고쿠전력)

BWR 시마네현 1989
재가동을 위한

심사중

카시와자키카

리와원전

2호기

(도쿄전력)

BWR 니가타현 1990 운전정지중

카시와자키카

리와원전

3호기

BWR 니가타현 1990 운전정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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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전력)

카시와자키카

리와원전

5호기

(도쿄전력)

BWR 니가타현 1990 운전정지중

토마리발전소

2호기

(홋카이도전

력)

PWR 홋카이도 1991
재가동을 위한

심사중

오이원전

3호기

(간사이전력)

PWR 후쿠이현 1991
2018년 3월부터

재가동

카시와자키카

리와원전

3호기

(도쿄전력)

BWR 니가타현 1993
츄에츠지진 이후

운전정지중

하마오카원전

4호기

(츄부전력)

BWR 시즈오카현 1993
재가동을 위한

심사중

시카원전

1호기

(호쿠리쿠전

력)

BWR 이시카와현 1993
기기 결함으로

운전정지중

오이원전

4호기

(간사이전력)

PWR 후쿠이현 1993
2018년 5월부터

재가동

카시와자키카

리와원전

4호기

(도쿄전력)

BWR 니가타현 1994
츄에츠지진 이후

운전정지중

이카타발전소

3호기

(시코쿠전력)

PWR 에히메현 1994

2016년 8월부터

재가동, 2019년

12월부터

정기검사중

겐카이원전

3호기
PWR 사가현 1994

2018년 3월부터

재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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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나가와원전

2호기

(도호쿠전력)

BWR 미야기현 1995

정지중

(2020.2

설치변경허가)

카시와자키카

리와원전

6호기

(도쿄전력)

ABWR 니가타현 1996

정지중

(2017.12

설치변경허가)

카시와자키카

리와원전

7호기

(도쿄전력)

ABWR 니가타현 1997

정지중

(2017.12

설치변경허가)

겐카이원전

4호기
PWR 사가현 1997

2018년 6월부터

재가동

히가시도오리

원전

1호기

(도호쿠전력)

ABWR 아오모리현 1998 정지중

오나가와원전

3호기

(도호쿠전력)

BWR 미야기현 2002 정지중

하마오카원전

5호기

(츄부전력)

ABWR 시즈오카현 2005
재가동을 위한

심사중

시카원전

2호기

(호쿠리쿠전

력)

ABWR 이시카와현 2006
재가동을 위한

심사중

토마리발전소

3호기

(홋카이도전

력)

PWR 홋카이도 2009
재가동을 위한

심사중

신형전환로, 고속증식로

후겐

(일본원자력연구

개발기구)

신형전환로 후쿠이현 1978

폐지

(2003.3

운전종료)

몬쥬 고속증식로 후쿠이현 1995 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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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원자력연구

개발기구)

나트륨누출사고

이후 운전정지,

폐지 결정(2016)

資源エネルギー庁(자원에너지청) 홈페이지를 토대로 작성

<그림 7-1> 일본 상업용 원자로 현황

자료: 資源エネルギー庁(자원에너지청) 홈페이지



- 337 -

<표 7-21> 일본 원자력시설 건설 관련 주요 주민 반대 소송

분류 재판 기간 원고 피고* 결과

이카타원전 1

호기 소송

1973.8.27 –

1992.10.29

주변 주민

35명

내각총리대

신
상고 기각

도카이제2 소

송

1973.10.27. -

2004.11.2

주변 주민

17명
내각총리신 상고 기각

후쿠시마 제

2(1호기) 설

치 허 가 처 분

취소 소송

1974.4.30. -

1992.10.29

주변 주민

40 4명 (최

종 401명)

내각총리대

신
상고 기각

이카타 원전

2호기 설치허

가처분 취소

소송

1977.3.30. -

2000.12.15

주변 주민

33명(최종

21명)

내각총리대

신
청구 기각

카시와자키카

리와 1호기

설치허가처분

취소 소송

1979.7.20. -

2009.4.23

주변 주민

1538명(최

종 3명)

통상산업대

신

상고수리이유 불

수리

오나가와 원

전 1호기, 2

호기 소송(건

설, 운전금지)

1981.12.16. -

2000.12.19

주변 주민

14명
도호쿠전력 상고 기각

토마리 원전

1호기, 2호기

소송(건설, 운

전금지)

1988.8.31. -

1999.2.22

주변 주민

989명

홋카이도전

력
청구 기각

시카 원전 1

호기 건설 중

1988.12.1 -

2000.12.19

주변 주민

100명

호쿠리쿠전

력
상고 기각

<표 7-21>은 일본의 원자력시설 건설, 운전 등과 관련된 주요한 주

민들의 반대 소송을 정리한 것이다.

<부록 7> 시기별 일본 원자력시설 건설 관련 주요 주

민 반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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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소송

타카하마 원

전 1호기 운

전 중지 소송

(운전 개시

후 최초)

1991.10.9. -

1993.12.24

후쿠이현 ,

킨키지방

5개 지역

의 주민

111명

간사이전력 청구 기각

고 속 증 식 로

몬쥬 소송(원

자로설치허가

무효확인, 건

설, 운전 금

지)

1985.9.26. -

2005.5.30

후쿠이현

민회대표

위원 포함

40명(최종

34명)

국가 ( 내각

총리대신 ) ,

핵연료사이

클개발기구

설치허가를 무효

라 판결내린 나고

야고등재판소 카

나자와지부의 2심

판결 기각, 청구를

기각

원 자 력 선 박

무쯔 원자로

설치변경허가

취소청구소송

1987.3.31. -

1992.4.3

주변 주민

8명

내각총리대

신
취하(무쯔 해약)

시카 원전 2

호기 건설중

지청구 소

송265)

1999.8.16. -

2010.10.28

주변 주민

135명

호쿠리쿠전

력

2006.3.24. 1심 판

결: 중지승소판결

(원고 승소), 카나

자와지방재판소

2009.3.18. 2심 판

결: 1심 판결 취

소, 운전 중지 청

구 기각, 나고야고

등재판소 카나자

와지부

2010.10.28. 상고:

상고 기각, 최고재

판소

265) 해당 소송에 대해서는 日本経済新聞 “志賀原発差し止め訴訟　住民側の逆転

敗訴が確定”(2010/10/29일자 기사)를 참고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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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iscursive Struggle over

Nuclear Power in Japan

- Focused on the “Peaceful Use

of Nuclear Energy” and

“Nuclear Safety Myth”

(1954-1980) -

Jong-min Choi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lanning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process of Japan's nuclear power

propulsion in the context of the ‘developmental state.’ Furthermore, it

looks into the discursive struggles between the Japanese government

and the Japanese anti-nuclear movement over the implementation of

nuclear policies. The time scope of analysis is from 1954, when

nuclear power generation policies began to be introduced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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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il 1980, the year after the first and second oil crises that affected

the world's energy history. In 1954, the first anti-nuclear movement

against nuclear weapons occurred in the Japanese civil society, and

as the development of nuclear technology was promoted, the fierce

anti-nuclear movement was developed and against the Japanese

government. Because the operation of the Japanese nuclear technology

system and the Three Mile Island accident have affected the conflict

since 1970s, various discourse can be identified during this period. In

this study, critical discourse analysis is carried out using materials

from both sides that reveal their perceptions and opinions on nuclear

power, and the aspect of discourse struggle is identified. Based on

this, this study reviews the relationship between Japan's development

and expansion of nuclear technology and the ideology of

developmentalism, and see if nuclear power plants have contributed to

Japan's system of developmental state.

In the mid-1950s, it was a burden for Japan to invest in technologies

that required huge capital, such as nuclear power. However, despite

the lack of a technological foundation, nuclear technology was

actively introduced. Much of the prior research focused on macro

factors, such as securing potential nuclear weapons and examining

the impact of U.S.-Japan relations under the Cold War. While the

logic and message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has sent to the

outside world for introducing nuclear technology are deeply related to

the slogan for national reconstruction, economic growth, industrial

development, and the founding of a nation through science and

technology, existing studies have failed to turn their eyes to this

microscopic view. As to why nuclear power plants were constructed

despite the public's fear of radiation from exposure to nuclear

weapons, previous studies have found the dichotomy of militar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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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military use, namely the "peaceful use of nuclear energy." Prior

research has focused on nuclear propulsion forces such as

'Gensiryoku Mura,' which means nuclear village, from focusing on

the 'Nuclear Safety Myth' created by Gensiryoku Mura. This study

will focus on the discourse of both the Japanese government and the

anti-nuclear movement.

Between 1954 and 1956, which is the first period of this study,

conflict was not observed as both sides formed a discourse for

'peaceful use of nuclear energy.' However, the Japanese government

also strongly intended to introduce nuclear technology to secure the

possibility of military use by subjectivation to regard Japan as a

victim of nuclear weapons and defined nuclear power as a peaceful

tool. They also exaggerated the benefits of nuclear power, forming a

crisis discourse on being behind in technology, by covering up the

discourse on nuclear weapons development. In particular, the

growthism ideology was reflected in the discourse on nuclear

propulsion. Civil society believed that the "peaceful use of nuclear

energy" would deter military use of nuclear power. The "peaceful use

of nuclear energy" was the dominant discourse of the first period and

the Japanese government articulated the developmentalism ideology to

justify the discourse. The nuclear propulsion discourse laid the base

for a favorable perception of nuclear power technology in Japanese

civil society. Based on this perception, an institutional framework was

laid for the formation and expansion of Fourth, which found that

discourse analysis worked as a methodology to identify defects in the

nuclear power plant sociotechnical regime contributing to the mass

energy production and supply system of the developmental state.

However, since the second period (1957-1973), the anti-nuclear

movement centered on the planned location of the reactor wher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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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ese government's discourse on the "peaceful use of nuclear

energy" was in conflict with the "anti-nuclear power" discourse.

Since the Japanese government formed a crisis discourse related to

energy resource poverty and promoted nuclear power discourse with

the developmentalism ideology that nuclear power would help

economic growth, anti-growthism discourse was articulated to the

anti-nuclear movement's counter-argument. However, the central

issue of the second period was "promoting the location of nuclear

power plants" and "opposing the location of nuclear power plants."

The Japanese government proposed an "area development" discourse

that reflected the developmentalism ideology, but residents rejected it

by claiming the value of natural resources. Accordingly, the Japanese

government has designed a subsidy system under the Three Laws

for Power Development ('Dengensanpo'), a subsumption method based

on the 'construction state'.

From the third period (1974-1980), the Japanese government tried to

limit discourse subject by granting themselves the authority of

discourse and operating professionalism, although the residents had

done subjectivation in deciding whether or not to build nuclear power

plants in their region. Moreover, with the outbreak of the oil crisis,

the Japanese government more strongly circulated the discourse

defining nuclear power as an alternative energy source for oil. In

addition, many local residents changed their minds on hosting nuclear

power plants with the subsidy system under the Three Laws for

Power Development.

The "safety of nuclear power plants" discourse of the Japanese

government, which strongly advocates for the safety of nuclear power

plants, was formed in the first period to introduce nuclear technology

to the relevant actors. Not addressing risk discussions closely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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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luding risk discussions from the discourse, which the 'nuclear

safety myth' claims, were formed from the early days of the nuclear

technology introduction. In addition, no counter-discourse was found,

because the discourse was not aimed at civil society.

However, the anti-nuclear movement has formed a counter-discourse

called the "risk of nuclear power plants" since the second period as it

became aware of the dangers of nuclear power plants when nuclear

power plants were built in their residence. In particular, scientists

who supported the anti-nuclear movement contributed to the

formation of the discourse on the "risk of nuclear power plants." In

the context of the discourse, the Japanese government recognized the

need to expand the "safety of nuclear power plants" discourse and

promoted it to the public. Nevertheless, until the second period, the

'safety of nuclear power plants' discourse has not yet acquired

hegemony. However, promoting nuclear-power discourse gained public

sympathy ocne articulated with the ideology of developmentalism.

Since the third phase, frequent breakdowns and accidents of nuclear

reactors in and out of Japan with nuclear accidents on Three Mile

Island in the U.S. have become the main basis for the discourse on

the "risk of nuclear power plants" and scientists have staged

discourse struggles based on their expertise. The anti-nuclear

movement began calling the Japanese government's "absolute safety"

discourse a "nuclear safety myth" and the "nuclear safety myth"

discourse was formed through the criticism of frequent accidents, not

severe accidents, and the contradictory "absolute safety" discourse.

However, the expansion of the nuclear power plant construction was

pushed forward when the people's tacit consent to the nuclear power

propulsion was formed under the influence of the oil crisis, the

ideology of developmentalism, and the discourse on nuclear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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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otion. Furthermore, the 'safety of nuclear power plants'

discourse has gained hegemony through the Japanese government's

public relations policies and media contributions through anti-nuclear

movements' discourse failing to acquire hegemony. This is because

they criticized professionalism and used language experts claim could

not acquire public sympathy. The Japanese government made it

impossible to visualize any danger by promoting domestic nuclear

power plants are safe in the event of a major accident overseas and

by forming a discourse to reduce the seriousness of the accident. The

pursuit of wealth with experience, not concerns about the unseen

dangers, was re-transplanted to society as a whole with the dominant

ideology. Thus, nuclear power plants were isolated as problems in

their local areas.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was confirmed

that the ideology of developmentalism was mobilized to justify the

development of nuclear technology. Second, it was confirmed that

support for nuclear power as a target of national projects could be

formed from public awareness. Third, the concentration of nuclear

power plants in certain areas is the result of the objectification of

residents through the developmentalism ideology and the formation of

nuclear power plant-dependent regional economic structure. Fourth,

this study found that discourse analysis worked as a methodology to

identify defects in the sociotechnical regime, such as nuclear power.

Fifth, the study found that the rationality of science and the language

of experts do not guarantee the acquisition of hegemony in strategies

opposing risk technologies. The study also has implications for Korea,

which has been pushing for nuclear power plants under the leadership

of the developmental state. The discourse on promoting nuclear power

in Korea is also articulated with the ideology of development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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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imprinted on the public's perception. In order to deal with the

conflicts in Korean society over the nuclear phase-out policy and

safely manage nuclear power plants that are in operation or are about

to go into operation, the formation of Japan's nuclear technology

system where serious accidents occurred must be examined in

competi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Keywords : Nuclear power in Japan, Peaceful use of nuclear

energy, Nuclear safety myth, Anti-nuclear movements in Japan,

Developmentalism ideology, Discursive struggle

Student Number : 2016-30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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抄録

日本の原子力発電をめぐる言説闘争

ー'原子力の平和的利用'と

'原子力安全神話'を中心に

(1954-1980)ー

Jong-min Choi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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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研究は、世界初の戦争被爆国である日本でどのように原子力発電政策が導入

され、拡大し、発展が可能であったかを談話分析を通じて検討する。日本が代表

的な＇開発主義国家＇(Developmental state)であるため、開発主義国家の観

点から日本の原子力発電政策の推進過程を検討し、詳しくは原子力発電政策推

進をめぐる日本政府と日本の反原発運動の言説闘争の様相を探る。 分析対象の

時期は、日本で原子力発電政策が導入され始めた1954年から、世界のエネル

ギー史に大きな影響を与えた二回のオイルショックの翌年である1980年までとする。

1954年には、日本の市民社会ではじめて核兵器に反対する反核運動が発生し、

原子力技術開発が推進されることに伴って激しい反原発運動が展開され、日本政

府と対立が生じた。特に、1970年代から日本の原子力技術レジームの作動と、ア

メリカのスリーマイル島原発事故等の影響で日本政府と反原発運動の対立がさらに

激化したため、この時期には両者の多様な言説が把握できる。本研究では、両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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が各々原子力に対する認識と意見を示した1次資料をもとにして批判的談話分析

(Critical Discourse Analysis)を行い、言説闘争の様相を把握する。このような

過程をもとに、日本の原子力技術の開発と拡大、そして開発主義イデオロギーの関

係を検討し、原発が日本の開発国家体制に寄与したかどうかを確かめる。

1950年代半ばの日本には原子力のような巨大資本を必要とする技術に投資すること

は負担であり、技術的な基盤もなかったにもかかわらず、原子力技術の導入は積極

的に進められた。このことについて先行研究の多数は、核兵器開発の潜在的な可

能性の確保という意図と、冷戦体制下の日米関係の影響といったマクロな要素に焦

点を合わせる。原子力技術の導入のために日本政府が対外的に発信した論理と

メッセージが国家再建と経済成長、産業発展、科学技術立国スローガンと深く関

わっ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先行研究はこのようなミクロな側面には目を向けない。ま

た、核武器の被爆を経験したため、国民の放射能に対する不安が大きかったにもか

かわらず、原発を推進できた理由についても、核の軍事的利用と非軍事的利用、

すなわち、‘原子力の平和的利用’という二項対立を選択した戦略から答えを探そうと

するが、‘原子力の平和的利用’が詳細にどのような論理で構成されたかについては

注目しない。‘原子力村’のような原子力推進勢力に焦点を合わせた研究は、原子

力村によって誕生した‘原子力安全神話’に集中するが、それがいつ、どのような背

景で、誰が名付けたかについては分析していない。

本研究では、このような問いを日本政府と反原発運動の両者の言説に焦点を合わ

せて解明した。主な研究結果は下記の通りである。

第1期である1954年から1956年の間には、両者とも‘原子力の平和的利用’に賛成

する言説を形成したため、言説の対立が観察されなかった。しかし、日本政府は、

軍事的な利用可能性の確保のために原子力技術の導入を推進した側面も強かっ

た。日本政府は、核兵器の被害国として日本を主体化し、平和的な道具として原

子力を定義した。また、原子力の便益の誇張、技術の遅れに関する危機言説の

形成、核武器開発の言説を隠蔽する戦術を行使しながら、特に成長主義イデオロ

ギーが原子力推進の言説に反映された。市民社会側は‘原子力の平和的利用’が

軍事的な利用を阻止できると信じた。‘原子力の平和的利用’は第1期の支配的な言

説であり、日本政府側はこのような見方に正当性を与えるために開発主義イデオ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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ギーを接合した。原子力推進言説は、日本の市民社会全般に原子力技術につい

ての好意的な認識の土台を構成し、このような認識を基に開発主義国家としてのエ

ネルギーの大量生産と供給体制に寄与する原発の社会技術レジームの形成と拡大

のための制度的な基礎が作られた。

しかし、第2期(1957-1973年)からは原子炉の立地予定地域を中心に反原発運動

が発生し、日本政府の‘原子力の平和的利用’言説は‘反原発’言説と競合するよう

になった。日本政府は、エネルギー資源小国という危機言説を形成し、原子力が

経済成長に役立つという開発主義イデオロギーと接合して広報したため、反原発運

動の対抗言説には反成長主義言説が接合された。しかし、第2期の中心的な争点

は、何より、‘原発立地推進’と‘原発立地反対’であった。日本政府側は開発主義イ

デオロギーを反映した‘地域開発’言説を提示したが、住民側は自然資源の価値を

主張してこれを拒否した。このことによって日本政府は土建国家的な性格に基づいた

懐柔策である電源三法交付金制度を設計した。

第3期(1974-1980年)から住民側は自分達を地域の原発建設の是非を判断する決

定者として主体化したが、日本政府も言説に関わる自らの権威付与と、専門家主

義の作動を通じて住民の言説主体性を制限しようとした。また、オイルショックの発生

を契機に、日本政府側はより強力に石油に代わるエネルギー源としての原子力を定

義する言説を流布した。さらに、電源三法交付金制度をきっかけに地域住民の多く

が原発誘致派へと態度を変えた。

原発の安全性を強力に主張する日本政府の‘原発の安全性’言説は、素早い原子

力技術の導入という共通する目標のために第1期から形成された。反原発運動が

‘原子力安全神話’談話を通じて主張する、推進派の危険に関する論議を詳しく扱わ

ないことや、言説からの排除は技術導入の初期から形成された。‘原発の安全性’

言説は、市民社会を対象に形成された言説ではないため、対抗言説は確認されな

かった。

しかし、第2期から反原発運動側は対抗言説として‘原発の危険性’を主張するように

なるが、これは自分の住む地域に原発の建設が決定されることによって危険が認識

できるようになったためである。特に、反原発運動を支援した科学者たちが‘原発の

危険性’言説の形成に寄与した。日本政府側は言説の競合過程で‘原発の安全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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言説の流布の必要性を認識するようになり、国民を対象とした広報を行った。それに

もかかわらず、第2期にはまだ‘原発の安全性’言説がヘゲモニーを獲得することはで

きなかった。しかし、開発主義イデオロギーと結びついた原子力推進言説は国民か

ら共感を得られた。

第3期から日本内外の原子炉の多くの故障と事故の発生、アメリカスリーマイル島

原発事故という状況が‘原発の危険性’言説の主な根拠になり、科学者たちが専門

性に基づいた言説闘争を展開した。反原発運動側は、日本政府の‘絶対的安全

性’言説について‘原子力安全神話’と呼び始め、‘原子力安全神話’は、重大事故

に対してではなく、頻繁に起きる事故とこれに矛盾する‘絶対的安全性’言説に対する

批判によって形成されたことが分かった。しかし、原発の建設の拡大は推進され、

当時はオイルショックと開発主義イデオロギー、原子力広報の影響で原子力推進に

ついて国民の暗黙的な同意が作られていた。また、‘原発の安全性’言説は、日本

政府の広報政策とメディアの寄与によってヘゲモニーが得られた。反原発運動側の

言説がヘゲモニーを獲得できなかったのは、専門家主義を批判した自分達も専門

家の言語を使って危険を主張したため、大衆の共感が得られなかった点も一つの要

因であった。日本の政府は海外で重大事故が発生すると、国内原発は安全であ

るという広報と、事故の深刻さを過小評価する言説を形成して危険を非可視化し

た。非可視化された危険に関するおそれより、経験したことのある富の追求は、支配

的なイデオロギーとして社会全般に再移植され、原発は立地地域の問題として周辺

化された。

本研究が示唆することは、以下の通りである。第一に、原子力技術開発の正当化

のために開発主義イデオロギーが動員されたことが確認できた。第二に、国策事業

の対象としての原子力に対する支持が、国民の認識により構成されていることが確

認できた。第三に、特定地域での原発の密集化は、開発主義イデオロギーを通し

ての住民対象化と、原発に依存する地域経済構造の形成の結果である。第四

に、原子力のような社会技術体制の欠陥を把握するために談話分析が方法論とし

て有効であることが分かった。第五に、危険な技術に反対するための戦略に科学の

合理性と専門家の言語はヘゲモニーの獲得を保証できない点が発見できた。本研

究は同じく開発主義国家体制により国家主導で原発を推進してきた韓国にも示唆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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ることがいくつかある。韓国の原発推進言説も開発主義イデオロギーと結びついてお

り、国民の意識に焼き付けられている。脱原発政策をめぐって展開中である韓国社

会の対立を扱ったり、稼働中の、もしくは稼働予定の原発を安全に管理するために

は、重大事故が発生した日本の原子力技術体制の形成過程と、市民社会との競

合について検討することは、韓国の原子力政策の過去と現在、未来を検討し、省

察するに重要な比較対象となる。

キーワード

:日本の原子力発電、原子力の平和的利用、原子力安全神話、日本の反原

発運動、開発主義イデオロギー、言説闘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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