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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원전보도에 관한 원자력 유관 산업 종사자들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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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최근 급격히 늘어난 국내 원전 보도의 불균형성에 대한 비판을 문제의식으로 하여 원전에 대한 
정보를 직접적으로 얻는 유관기관 종사자들과 심층인터뷰를 통해 국내 원전 보도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파악했다. 원전에 대한 논의에서 당사자적 입장을 갖는 이들은 원전보도가 원자력에 대한 부정적 측면만 편중보도하
고 있으며, 위험에 대해서만 과장되고 왜곡된 보도를,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원전에 대한 몰이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원전 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로서 선정적이고 
위협적 소구에 편중된 프레임을 초월하는 균형 잡힌 원전보도를 위해 저널리즘적 성찰과 경계에서 나아가 과학적 전
문 지식의 점검, 에너지 영역 전문 기자 양성 등 과학보도에 대한 정책적 변화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주제어 : 원전 보도, 국민수용성(PA), 원자력 커뮤니케이션, 에너지 커뮤니케이션, 당사자적 시각, 사회적 수용성

Abstract  The Press related Energy including nuclear energy has social responsibility that it should pass the 
scientific factors to the right. It is essential to ensure the accuracy and fairness. The general public, such as 
press releases and information obtained through indirect communication affects social acceptance of nuclear 
power, which is used to determine the direction of energy policy, the most important factor to be taken into 
account. Recent rapid increase coverage of NPP lose in balance of nuclear power plants. In this study the 
qualitative interviews were performed with the workers who stand directly in obtaining information about 
nuclear related organizations. By E-mail and FGI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workers' perception about 
domestic nuclear news. They perceived the NPP news that the negative aspects of nuclear power plants were 
too much dealt in nuclear news coverage, and risk of NPP is only exaggerated and distorted, the lack of 
expertise knowledge on nuclear power and recognize that the cause was a lack of understanding. 'Nuclear mah' 
for the event were aware that should dig more thoroughly.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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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에 지 기술이 인간의 삶의 핵심에 자리 잡게된 오늘

날 에 지 련 보도는 과학  사실을 바르게 달해야

하는 사회  의무가 있다. 원 에 한 보도 역시 정확성

과 공정성을 지키는 것이 필수 이다. 원 이 갖는 양면

성을 평가하고 부정 인 측면을 노출할 뿐 아니라 방

 기능도 담당해야 하는 요한 보도 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최근 원  보도가 우리나라의 다른 재해보도에

서 보이는 문제 들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 은 주의 깊

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난 몇 년간 국내 언론의 원

에 한 보도는 격히 늘어났는데, 후쿠시마 사태와  ‘원

 비리’나 ‘한수원 사태’  력공 난 등으로 원 에 

한 국민들의 심이 증 되었고, 이로서 다양한 층

의 언론에서 원 에 한 담론이 양 으로 더욱 팽창한 

것이다. 이 게 양 으로 격히 늘어난 보도들에 해 

사실 계에 해 문성을 결여한 보도, 피해를 이고 

복구할지에 한 행동요령을 제시하기 보다는 피해를 둘

러싼 이해 계의 갈등상황만을 강조하며 선정 이고 자

극 인 보도로 흐르고 있다고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지

이 이어지고 있다[1][2].

이 게 증가된 원  보도가 균형을 잃고 있다면 이에 

한 성찰이 필수 이다. 특히 과학  험 기술에 한 

수용주체의 인식은 직 인 경험보다 언론보도와 같이 

미디어를 통한 간 인 커뮤니 이션을 통해 얻은 정보

를 기 로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균형을 잃은 언론 보

도에 지속 으로 노출되는 것은 원 에 한 보도는 다

시 국민들의 원 에 한 인식과 태도의 형성에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3][4][5]. 험 기술에 한 국민들의 인

식과 태도는 원 의 사회  수용성에 향을 미치며, 이

는 에 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고려되어야 할 가

장 요한 요소이다. 

이에 미디어 연구 역과 에 지 정책에 한 학술  

차원에서 국내 원 련 언론보도의 특성과 흐름을 악

하기 한 연구들이 이어져 왔다[6][7][8]. 본 연구는 그

러한 연구들을 보완할 수 있는 시 을 제안하고자 한다. 

원 에 한 정보를 직 으로 얻게 되는 유 기  종

사자들이 재 언론 보도에 해 어떠한 인식을 하고 있

는지 먼  악하고자 한 것이다. 이들의 인식은 재 원

 련 언론보도의 어떠한 측면이 문제 이며, 국민들

에게 이익이 되는 에 지 커뮤니 이션을 이끄는데 거

름이 될 수 있는 논의들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단했

다. 국내 원  보도에 해 당사자  입장과 동시에 문

가  입장에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좀 더 심층 인 근을 하여 

질  인터뷰를 방법론으로 채택하 다. 물론 인터뷰 참

여자들이 원  보도의 진 를 규명해  것이라는 기 에

서 연구를 기획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최근 원  보도가 

더욱 다층 이고 맥락 인 소통을 통해 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방향을 지킬 수 있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한 본 연구의 인터뷰 참여자들은 에 지 정책에 직

 향을  수 있는 조직 내 책임자들과 직 으로 

소통하는 사람들이며 장기 으로는 향후 에 지 정책 수

립에 직 으로 참여하게 될 사람들이다. 이에 이들의 

원  보도에 한 인식은 우리 에 지 커뮤니 이션 

략 수립  실행에서 통찰력을 획득할 수 있는 기  자료

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논의 

2.1 원자력 커뮤니케이션과 사회적 수용성

원자력 련 시설의 입지선정이나 운 과정에서 사회

 갈등이 다수 야기되고, 이러한 갈등은 심각한 사회  

이슈로 주목받는 것이 단지 최근의 일은 아니다. 이러한 

갈등의 변에는 원자력의 험(risk)에 한 사람들의 

태도가 수량 으로, 객 으로 입증된 기술  안정성과 

별 계없이 형성되고 있으며, 오히려 사람들이 주

으로 생각하는 험인식(perceived risk)과는 간극이 있

기 때문이다[9][10].

그러한 간극의 폭이 큰 이유는 물론 원자력이 가지는 

잠재  험의 특성 때문이다. 원자력 기술은 알려지지 

않은 험성을 지니고 있으며,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실

제 험이 드러나고, 통제 불가능하며, 재앙을 래하

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11][12][13]. 이는 기

으로 원자력에 한 무조건 인 거부를 반복시킬 정도

로 기술  험과 험인식이 괴리가 큰 것은, 원자력 사

업자나 정책당국에 한 신뢰 수 이 낮은  때문이다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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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에 한 부정 인 태도가 형성되는 과정을 보

면, 일반 으로 사람들이 원자력에 한 지식의 부족으

로 인해서이기도 하다. 원자력에 한 지식이 부족할수

록 험인식의 정도가 커진다는 주장도 있다[16]. 이는 

해당 이슈에 한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에 한 선

호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17]. 이에 원자

력에 한 수용주체, 국민들의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원자력에 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사회  수용성을 제

고시키는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18].

지식이 많다고 해서 바로 선호도가 높아지지 않는 경

우도 있다. 지식의 양보다는 그 지식을 획득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과정에 따라 험인식을 포함한 원자력에 

한 태도가 형성되기도 한다. 직 으로 원자력에 한 

경험이 은 상태에서 험인식이 부정 으로 이 진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원자력 발 소 장방문을 통해 

사람들의 험인식에 변화가 있었다는 연구결과[19]를 

볼 때 이 게 원자력에 한 간  경험만으로 원자력

에 한 험인식이 이 질 경우 부정 인 인식만이 지

속,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사람들이 원자력 련 정보를 

얻게 되는 경로는 부분 신문이나 방송 등 언론매체라

는 간  소통 과정이다[20][21].

원자력의 사회  수용을 둘러싼 논쟁의 이면에는 신

뢰성의 문제도 있다. 원자력에 한 일반 의 험인

식이 형성되는 과정에는 그러한 험에 책임이 있는 사

람이나 기 에 한 신뢰성이 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신뢰성은 험인식의 핵심요인으로[22][23] 수용성의 지

표가 되기도 한다. 이에 원자력 련 기 이 제공하는 정

보에 한 신뢰 부족 연기 원자력에 한 부정  인식을 

설명하는 요한 변수이다. 정부나 원자력 기술을 다루

는 기 에 한 사회의 반 인 신뢰수 이 개인의 

험인식에 그 로 투 되는 것이다. 따라서 원자력 문

가, 정부 는 원자력 기술  시설의 운 기 에 한 

신뢰성은 험인식에 직 인 향을 미친다. 사람들은 

정부의 원자력 리능력이 미흡하거나 공정하지 않거나 

는 정부가 자신들과 가치를 공유하지 않고 있다고 느

끼는 경우 정부를 신뢰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24] 원자력 

커뮤니 이션에서 원자력 련 기 이 제공하는 정보를 

보다 직 으로 획득하고 있는 유 기  종사자들에 

한 심 역시 의미가 있다. 

2.2 원자력 관련 언론 보도에 관한 선행연구

앞 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원자력 커뮤니 이션이 

요하고, 그 가운데 련 언론 보도에 한 심을 기울

여 왔다. 일반 들에게 주변 환경과의 커뮤니 이션

을 매개하는 핵심  경로가 언론매체이기 때문이다. 이

에 본 에서는 원자력 련 언론 보도에 한 선행연구

들의 동향을 간략히 살펴보겠다. 

원자력  원 과 련한 언론보도에서는 주로 사건, 

사고, 갈등이 뉴스가치를 가진다. Greenberg 외는 미국 

네트워크 TV의 녁뉴스에서 원자력과 환경 련 뉴스

가 형 화학물질 유출 사건과 같이 기지 못한 재난들

로 인한 혼란스러운 상황과 이해 계의 갈등에 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밝혔다[25]. 이는 결국 험

을 극 화할 수 있도록 사건과 사고, 그리고 갈등에 

을 맞추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원자력 련 보도는 

사건이나 사고, 갈등 심으로 이루어지다보니 부정 인 

함의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증가한다. 

이에 원  련 사고의 빈도가 매우 낮아도 원 기술

에는 잠재 인 험이 존재한다는 강한 신호를 만들어내

고[12] 이러한 신호는 언론보도를 통해 원자력과 원 에 

한 부정 인 이미지와 인식을 고착시미고 낙인화

(sigmatization)한다. 낙인 힌 원 에 한 이미지로는 

부정 인 사건의 이미지가 무 강력해서 사람들의 인식

을 일순간에 고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매체를 통

한 낙인 효과는 원 과 같은 험기술에 한 태도에 간

으로 향을 미치는 것이다[26].

한 원  보도의 특성  이  분석을 통해 원

에 한 이미지가 형성되는 과정을 분석해 낸 연구들

[2][27]에서 사건과 사고  갈등을 강조하고 과장된 

험에 민하게 될 수 있는 특성  이 을 보여서 결

국 안정성을 바탕으로 한 ‘사회  합의’의 공공담론 형성

에 실패하고 있다고 결론짓고 있다. 최근 후쿠시마 사고

와 원 비리 사건이 아니었더라도 이상과 같이 언론보도

를 통해 형성되는 사람들의 원 에 한 험인식이 원

 험과의 간극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언론 보도가 

사회  수용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결론을 제시했다. 

이처럼 원자력에 한 커뮤니 이션은 원자력에 한 

사회  수용에 향을 미치고 있다. 미디어를 통한 부정

인 지식의 획득은 일반 국민들의 험인식을 제고시키

고, 이로서 수용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거나 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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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련 기 의 신뢰성과 원자력에 한 수용성도 높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6]원자력에 한 지식이 많아진다

고 하더라도 험인식이 강하고 그로 인해 수용성이 떨

어졌다면 그만큼 원자력에 해 부정 으로 보도된 내용

에서 지식을 획득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3. 연구방법

재 고리·월성지역에서 원자력 유 기 에서 근무하

고 있는 종사자들과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

시하 다. 원  유  기  종사자들의 무엇보다 단편

인 설문 결과로는 얻을 수 없는, 보다 심층 인 수 의 

인식구조를 확인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한 인터뷰 

상자인 원  유  기  종사자들은 그들이 소속되어 있

는 기 에 해 소  ‘내부자 입장’에서 원 보도를 인식

하여 원 에 한 비 인 보도보다는 정 인 보도를 

선호할 수 있다는 을 고려해서 이들을 특수한 문화집

단으로 제하고 조사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스노우 볼링 기법을 이용하여 

 확장하여 만나게 되었다. 총 32명과 이메일  면 면 

심층 인터뷰를 실시했다. 이메일을 통하여 사  설문조

사를 한 후 좀 더 심층 인 데이터를 수집하기 해 련 

답변을 극 으로 기술한 참여자들을 섭외하여 FGI 를 

실시했다. 인터뷰 참여자들을 만나는 방식을 1 1 보다

는 두 세 명이 함께 그룹으로 만났다. 서로 상호 화를 

통하여 보다 활발한 의견이 표출되도록 했다. 

3.1 인터뷰 참여자들의 일반적 특성

심층인터뷰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일반 인 특성은 다

음의 <Table1>에 정리한 것과 같이 인터뷰 참여자들의 

성별은 남성이 거의 부분이었고, 여성이 한 명이었다. 

총 답변자 들  20명이 기술/기능직에, 7명이 행정/사무

직, 1명이 연구원, 2명의 기타 부서에서 종사하고 있다. 

부분의 인원이 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연령은 20 가 2명, 30 가 23명, 그리고 40 가 7명이었다.

<Table 2>에 정리한 것처럼 인터뷰 참여자들에게 이

메일 사  설문조사를 실시했을 때 원 련 언론보도에 

한 심정도, 원자력 국민 수용성을 해 언론보도가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원 보도가 공정하고 정

확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반핵과 반원 에 해 어

느 정도 심이 있는지를 질문했다. 정도를 묻는 질문은 

매우 그 다(5)에서  그 지 않다(1) 가운데서 선택

하도록 요청하 다. 표내의 값은 참여자들의 답변을 모

아 단순 계산한 평균값이다. 체 으로 원 에 한 언

론 보도에 심이 많고 국민수용성을 하여 언론 보도

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국내 원 보도의 공정

성과 정확성은 보통 이하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본 연구가 정량 인 값을 구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

는 것이 아니므로 단순한 평균값만을 제시했다. 이는 인

터뷰 참여자들의 답변은 FGI 인터뷰에서 논의를 발 시

키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로 활용되었다. 

<Table 1> interviewees
interviewee gender age Education Dept(work)

A01 M 30S BA admin./officer

A02 M 30S BA technic/engineer

A03 M 30S BA admin./officer

A04 M 30S MA admin./officer

A05 M 30S BA technic/engineer

A06 M 30S BA admin./officer

A07 M 30S BA admin./officer

A08 M 30S BA technic/engineer

A09 M 30S BA admin./officer

A10 M 30S MA technic/engineer

A11 M 30S BA technic/engineer

A12 M 30S BA technic/engineer

A13 M 30S MA technic/engineer

A14 M 4OS BA technic/engineer

A15 M 30S BA technic/engineer

A16 M 4OS MA admin./officer

A17 M 30S BA technic/engineer

A18 M 4OS MA technic/engineer

A19 M 4OS MA technic/engineer

A20 M 30S BA technic/engineer

A21 M 30S BA admin./officer

A22 M 4OS BA technic/engineer

A23 M 4OS BA researcher

A24 M 30S MA technic/engineer

A25 M 30S BA technic/engineer

A26 M 30S BA technic/engineer

A27 M 30S BA etc

A28 M 20S BA etc

A29 M 40S BA technic/engineer

A30 F 20S BA admin./officer

A31 M 30S BA technic/engineer

A32 M 30S BA technic/engin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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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interviewees' perceptions
Interest in NPP News 4.656

Necessity of NPP News for Public Acceptance 4.281

Fairness of Korean NPP News 2.625

Accuracy of Korean NPP News 2.813

Interest in Anti Nuclear 3.343

4. 연구결과

4.1 부정적 보도 편중

참여자들은 무엇보다도 원  보도가 원자력에 한 

부정 인 측면만 부각시키고 있으며 정부와 원 기 만

을 소스로 하여 다루고 있어 편 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원전의 장점은 원전기관이나 정부에서만 언급을 하고 언론은 단
점만을 언급하는 경우가 대부분 인 것 같습니다. (A01) 
대중의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 자극적인 문구나 헤드라인은 언
뜻 이해가 가나, 언론의 기본은 왜곡된 판단을 피하기 위해 사건
의 본질에 대해 다양한 측면을 보도하는 것 이라는 생각을 전제로 
했을 때 한 면만이 부각되는 사실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신속
한 보도를 위해 현상의 전달을 위주로 하는 뉴스보도와는 엄연히 
기획의도가 다른 시사프로그램에서 조차 본질과 배경을 조사, 소
개 하지 못하고 일부의 현상을 전체로 호도하는 것은 입맛을 쓰리
게 합니다.(A02)
지나치게 부정적인 보도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
전 수출 계약 당시에는 좋은 방향의 기사만 나오다가, 후쿠시마 
사고 및 원전비리 사건 이후로부터는 부정적인 내용의 보도만 나
오는 것 같습니다. 특정 사안에 대해 부정적, 긍정적 의견이 모두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한 쪽의 의견만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습니다.(A24)
국내 원전보도는 후쿠시마 사고이후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 초점
을 맞추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화면을 생생
하게 기억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자극적인 보도만 내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원전 비리, 시험성적서 위조, 원자력발전소 정
지) 이로 인해 국민들은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고 원전 반
대 입장을 가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에너지를 수입하는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에너지 안보상황, 원자력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전기요금 인상, 수출경쟁력 약화, 이산화탄소 발생문제 등과 
같이 원자력의 明暗(명암)을 균형있게 보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
다. 인간이 개발한 모든 시스템들은 동전의 앞뒷면처럼 양면성을 
가지고 있으나 지금의 상황은 뒷면(부정적)으로 치우쳐져 있습니
다. 편파적이지 않고 공정한 보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
다.(A25)
..UAE 원전 수출 당시만 하더라도 원전의 중요성과 필요성 및 원
자력계 종사자들의 뛰어난 능력을 보도하는 기사들이 많았지만 
현재는 거의 대부분의 기사가 부정적이다. 부정적인 기사가 아닐 

경우에는 원전 관련 업체의 사회봉사활동, MOU 체결 등을 보도
하는데, 실제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거나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직접 알려주지 않고 다른 이슈를 통해 시선을 돌
리고자하는 일종의 트릭과 같은 기사들이다. 주로 이런 기사들은 
기관의 홍보실에서 직접 작성하여 신문사를 통해 보도하는 실정
이다. (A30)

후쿠시마 사고와 원  련 비리 사건에 한 보도가 

시작된 이후, 기존에 정 으로 평가받던 부분마  부

정 인 시각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다. 단지 사고나 

기 증 등의 부정 인 상황에서 기사를 증시키는 것으

로 더욱 편 되고 왜곡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원전 관련 보도의 대부분은 선정적이고 흥미 위주의 내용들이 주
로 다루어진다. 운영이 잘되고 있을 때는 원전이 뉴스거리가 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부정적인 방향으로만 
원전 관련 뉴스가 다루어지기 때문에 전후 사정을 잘 모르는 일반 
국민들이 원전을 불신하게 되고 막연한 불안감을 갖게 된다고 생
각된다. 언론에서는 국내외 원전관련 좋은 소식도 균형 있게 다루
어야 일반 국민들의 원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조금씩이나마 
줄여나갈 수 있다고 생각된다.(A05)
일반인들이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주기적인 설명 필요하다. 사
고시, 전기수요 급증시 일반인들은 원전보도를 접하게 되므로 원
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커지므로 원전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한 상시보도가 필요하다(A09)
사실을 기초로 했다고 하지만 지나친 마녀사냥식의 보도가 많다. 
정치권과 유착하여, 정치수단이나 이익집단의 도구로 작용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A13).

이처럼 편 되어 있는 기사의 교정과 원 의 필요성 

 요성에 한 지속 인 보도의 필요성에 해 인식

하고 있었다. 

4.2 원자력 전문 지식 부족으로 인한 왜곡

부정 인 보도에 편 되어 있는 반 인 상에 

한 인식은 좀 더 구체 으로 원 보도의 과장  표 이

나 왜곡에 한 인식으로 이어져 있었다. 특히 원  련 

비리사건과 합되어 원 의 기술  특성과 장 도 함께 

부정 으로 과장되고 왜곡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단편적인 내용만을 가지고 너무 크게 과대해석 하는 경향이 큰 
것 같습니다. 가령 문제가 터져서 진행중인데 벌써 결과를 언론에
서 결정짓고 해석하여 보도를 내는 경우도 있고 일부로 몰아가서 
결론을 만드는 경우도 있는 듯 합니다.. 원전 시험 성적서 관련도 
정확한 진실을 알지 못한 채 보도하여 다른 회사에 막대한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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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작은 회사의 잘못을 알리기에는 대중
의 관심을 갖기가 어려우니 큰 회사에 책임을 전가하여 대중의 관
심을 끌게 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A01)
원전에 대한 국민의 수요성 제고 보다는 원전의 안정성 등 문제점 
위주의 보도가 주를 이루며, 정치인들 또는 관련 탄핵단체들에 의
해 왜곡보도가 많음. 원전의 장점 보다는 단점만 크게 부각하며, 
전문가의 견해를 거치지 않고 타국(일본, 독일 등) 사례를 활용하
여 일반화 하는 경향이 있음...  어떻게 하면 원전의 안정성을 제
고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며, 대국민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보도는 적고 그저 이슈를 만들기에 급급한 듯함. 이로 인해 
원전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들로 하여금 원전이 무조건 
없어져야 될 존재로만 생각하게 만들고 있음(A07)

참여자들은 특히 “SBS 그것이 알고 싶다”와 “고리 원

 폭발시 85만명 사망”이라는 기사와 ‘원 마피아’라는 

용어를 과장보도와 왜곡보도의 사례로 언 했다. 

최근“고리발전소 폭발시 85만명 사망”이라는 기사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기사를 다른 신문사들이 인터넷으로 다시 쓰고 돌
려 쓰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리저리 수치들을 끌어다가 합쳐
서는...(A07)
국내 원전 보도에 대한 내용은 객관적이지 않고 지극히 주관적으
로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보도되는 경우가 자주 있으며,.. 원
전에서 생기는 특정 사건을 마치 원전전체의 사건으로 확대하는 
경우도 자주 있으며 초청된 패널의 구성도 편파적인 경우가 있다.  
또한 공영방송도 한국의 현실을 고려하여 비평하고, 미래의 대안
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시청률 및 인기위
주의 자극적인 내용만 다루다 보니 전체 국민들이 보는 원전의 시
각이 아주 나빠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된다.(A18)
‘원전마피아’등의 표현으로 언론에서 원자력 관련 산업을 마피
아 단체처럼 묘사하면서 원자력 자체에 대한 진짜 해야할 논의는 
제외시키고 있습니다.(A05)

원  보도를 진행하는 기자나 앵커 등이 원자력 문

지식이 부족해서 왜곡보고가 되고 있다는 지 은 원  

보도 내용에서 미비한 과학지식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있

었다. 

전문가의 인터뷰를 따지만, 앵커, 기자 등의 전문적인 지식 미비
로 방향이 거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쪽으로 흘러갑니다(A03)
원전고장과 원전사고를 구분하지 못하고 원자로가 정지되면 큰일
이 일어난 것 처럼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A16)
기자의 전문성이 떨어져, 의도하지 않게 필요 이상으로 위험성을 
확대하여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 (A20)

과학  지식이 필요하고 이에 한 기술  상세사항

을 설명해야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서도 이미 사회 으로 

증폭된 원 에 한 부정  심에 소구하기 해 자의

으로 해석한 정보나 뉘앙스로 기사를 채우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언론을 통한 원전보도를 보고 있으면 전혀 상식을 가지고 있
지 않은 기자가 보도 자료 또는 추측에 의해서 또는 일어나지 않
은 결과까지 과장하여 말하고 있다고 느끼며, 일용직으로 원전 계
획예비정비공사에 투입되는 인원들보다도 낮은 수준의 지식으로 
기사를 보도하고 있고 안전기능 정지에 대해서도 마치 큰일이 금
방 일어날 듯 한 어조와 문체로 여론을 몰아가고 있다. 대책 없는 
비판보다는 창의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게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된다.(A19)
원전의 위험에 대해 기술적으로 과학적으로 접근하지 않는 경우
가 많다. 예를 들어, 원자로 고장 정지시 마다 뉴스에 보도되고 마
치 방사능이 유출될 것처럼 비춘다. 고장은 사실이나 대부분의 경
우 방사능 유출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단순한 고장이며 우리나
라 원전의 고장률이 다른 나라와 비교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A22)
기자의 원자력기술 몰이해로 자의적 해석이 많아 잘못된 정보나 
뉘앙스의 전달이 빈번함(A29)

4.3 원전비리에 대해 엄격한 내부자 시선

인터뷰 과정에서 참여자들  부분이 자신이 내부

자이지만 객 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을 피력하고

자 했다. 그러한 은 두 가지 논 으로 이어졌는데 첫째, 

원 보도가 아니더라도 국내 언론보도에 해 일반 으

로 불신하고 있다는 을 내비치고 있었다. 두 번째는 인

터뷰에 참여한 종사자들 자신이 원 비리에 연루되어 있

는 심 인물들과 무 하며, 오히려 내부자로서 더 엄격

한 잣 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무엇보다 뉴스란 주목성, 화제성과 

특이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을 당연시하면서 원 보도

의 선동 이고 자극 인 문구에 해서 냉소 으로 용인

하고 있었다. 

보도에 대한 내용이 진실이 맞는지 의심을 가지고 내용을 보고 있
습니다. (A01)
원전뿐만 아니라 타 보도에 대해서도 한쪽의 일방적인 보도만 하
고 있는 것 같다.(A10)
우리나라 언론을 믿지 않는 편이다. 언론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보다는 자극적인 기사들이나 사회 흐름에 맞게 기사의 내용
을 가공하고 치장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원전 보도 또
한 결과를 어느 정도 확정해 놓고 이야기를 끌고 가는 경향을 보
였다고 본다. 지금의 언론사는 자신들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단지 
황색저널리즘에 편승해 사실에 기초하기 보다는 가쉽 거리에 집



The Nuclear Related Organization Workers' Perceptions about  Nuclear Power Plant News in Korea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91

착하고 있어 정치는 물론 국내 원전 보도도 신뢰성을 잃었다고 본
다. 사실도 많지만 부풀리고 가공한 기사는 더욱 많다고 생각한
다. 하지만 도리어 이렇게 객관적이지 못한 보도가(아님 말고 식
의) 독자나 시청자들을 호도하여 잘못된 주장을 계속 필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무엇보다도 언론사가 자신
들의 기사에 확실한 책임을 지는 경우를 보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오보로 인한 피해가 생겨도 아주 작고 작은 부분만을 할애
해 정정보도 한 줄 만을 내보내고 자기들은 최선을 다했다는듯한 
행동이 사람들이 언론에 실망하게 되고 믿음을 점차 낮추는 게 아
닐까한다. 양치기 소년같이 되고 있는 언론, 쌓여가는 불신이 나
중에 바르게 고치려고 해도 고칠 수 없는 상황까지 안가길 바랄뿐
이다.(A17)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보도 내용의 진위나 정확성 보다는 언론
사들의 특종 또는 실적을 의식한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저급한 기
사 등을 볼 때 분노하고 답답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언론의 수
준이 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한심하다는 생각 밖에 안 듦.(A20)
언론들은 원자력의 어떤 설비든지 문제가 생기면 앞 다투어 중요
설비든지 그 외 설비든지 파악도 하지 않은 채 원자력의 안전문제
에 대해서만 보도를 해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 같다. 실제 
원전에서 근무를 하다보면 정말 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
고 문제가 없도록 운영을 한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로 국민들의 
정서가 원전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는 만큼 더욱더 정확한 보도를 
해야 함에도 안전에 대해 큰 문제가 있는 것 처럼 자극적인 기사
나 보도를 하고 있는 것 같다.(A32) 

이처럼 인터뷰 참여자들은 원 보도에서 원  기술이

나 고장 등에 한 보도가 왜곡되고 과장되어 있다고 답

변했지만 원 비리와 련된 보도들은 오히려 더 엄격하

게 이 져야 한다고 말했다. 

농담 삼아 원전마피아에 들어가고 싶다고 하기도 할 정도입니다. 
그들은 정말 최중심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은 돈을 많이 가
지죠. 그들을 더 노출하지는 않고 오히려 우리를 다 마치 마피아
처럼 보도하지만..(A24)
원자력발전설비는 방사능 물질을 다루는 만큼 안전을 가장 중요
시해야한다. 그런 만큼 중요설비에 사용되는 자재 및 부품들은 항
상 검증된 것들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이 중요
한 자재 및 부품들을 사용함에 있어 비리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A32)
원전비리사건과 관련해서는 좀 더 철저하게 파헤쳐서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종사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야 함. (A22)
원전 유관 기관에서도 관련 절차에 따라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국
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문제 발생시 숨기는데 급급하지 말고 국
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후속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됨(A23)

인터뷰에 참여한 종사자들 자신이 ‘원 마피아’라는 

표 으로 함께 분류되는 것을 거부하며 오히려 내부자로

서 더욱 철 한 탐사보도와 더 엄격한 잣 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5. 결론 및 제언

험을 수반하는 과학기술에 한 보도의 원칙은 

신속·정확한 보도, 피해자 심의 보도, 인권 보호가 핵심

이다. 그리고 규모나 피해상황을 달하는 ‘보도 기능’뿐 

아니라 ‘방재 기능’  ‘부흥 기능’도 충실하게 이행해야 

하는 사회  의무를 다해야 한다[1]. 그러나 최근 벽히 

팽창한 최근 원  련 보도는 이러한 원칙과는 무

해 보이고 오히려 균형을 잃고 있다는 비 에 기 해서 

기획된 본 연구는 일반 국민들과는 달리 원 에 한 정

보를 직 으로 획득하는 원  유 기  종사자들과의 

인터뷰를 실시했다. 물론 인터뷰 참여자들이 원  보도

의 진 를 규명해  것이라는 기 에서 연구를 기획한 

것이 아니다. 원자력 산업 장의 종사자들의 인식을 살

펴 으로써 최근 원  보도가 더욱 다층 이고 맥락 인 

소통을 통해 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방향을 지킬 수 있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 미디어를 통하는 간 인 커뮤니

이션 과정에서 원 에 한 부정 인 정보를 편 으

로 획득하게 되는 일반 국민들과는 달리 당사자로서 

문가  입장에서 원 보도에 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지를 악하고자 한 것이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국내 원 보도가 원자력의 부정

인 측면만 편 으로 다루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원 의 험성에 한 과장과 왜곡으로 국민수용

성에 바람직하지 않은 향을 유도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한 원  련 보도가 아니더라도 뉴스 보도 자

체에 한 회의감을 보이는 등 국내 언론사들에 한 불

신을 표명했다. 원 에 한 보도에 높은 심과 비

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원  비리’에 해서는 더욱 

더 선명하게 헤치기를 원하고 있었다.

이로서 국내 원 보도가 보이고 있는 선정 이고 

인 소구에 편 되어 있는 경향은 단지 리즘 차

원에서만 경계해야 하는 것을 넘어서서 원 에 한 과

학 이고 문 인 지식의 부족으로 인한 자의  해석에

서 시작되고 있다는 에 한 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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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악할 수 있다. 원 뿐 아니라 여타 과학  지식이 

필요한 보도를 담당하는 문기자들의 양성과 과학  지

식을 기 로 하는 보도의 경우 문기 의 자문과 검

이 선행될 수 있는 뉴스 생산 구조의 변화가 요구된다.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터뷰 참여자들의 미디어 

이용시간과 선호채 에 따른 차별  인식 여부의 계성 

과 간  커뮤니 이션 과정으로 정보를 획득하는 일반

국민들의 인식과의 간극을 보여주는 비교  등에 한 

정량  근을 해 보고자 하는 의문들로 확장되었다. 이

러한 확장된 심을 후속 연구를 한 과제로 남겨두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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