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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반원전 여론은 원전을 운영하거나 도입을 추진하는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현상으로, 대부분의 원전 운영국에서 원전에 대한 찬반 여론은 대립

하고 있으며, 어느 쪽이 우세하느냐에 따라 원전 정책은 영향을 받는다.

반원전 여론은 탈원전 정책으로 가는 길의 기반이 된다. 특히 반원전 여

론의 상승으로 탈원전을 주장하는 정당의 지지도가 높아져 정권을 잡게 되

면 탈원전을 결정하게 되고, 이후의 입법 과정이나 국민투표에서도 대중의 

여론이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정부의 탈원전 결정의 지속성

을 유지시키는 가장 근원적인 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원자력에 대한 대중의 

여론은 탈원전 정책 결정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탈원전 국가인 독일, 스위스, 대만, 이탈리아에서의 반원전 

운동의 흐름과 여론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제시하

고자 한다. 

주요국의 반원전 운동 및 여론의 변화

1. 독일2)

독일은 1950년대 중반부터 원자로 개발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며, 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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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원자력이 경제적이고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에너지

로 부각되면서 대중의 여론도 호의적인 편이었다. 다

만, 원자력발전소 입지로 선정된 지역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다. 

1955년 독일 최초의 원전 입지 지역으로 칼스루헤

(Karlsruhe)가 선정되었으나,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

대로 레오폴트하펜(Leopoldsfeden) 지역으로 부지가 

변경되었다. 또한 1960년대에도 뉘른베르크 주민들의 

반대로 계획된 원전의 부지가 변경되었다. 그러나 전

반적으로 1960년대까지 원자력 이슈는 전국적인 관심

사가 아니었고, 지역 차원의 이슈에 머물렀으며, 부지 

선정 문제가 해결되면 갈등이 사그라지는 양상을 보였

다. 

1970년대 중반부터 독일에서 반원전 운동은 전국

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해, 1973년 독일 정부는 1985년

까지 원자력의 비중을 14%로, 전력 생산량 중에서는 

35%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에너지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원전 건설 추진이 가속화되었으며, 원전 입

지 예정 지역에서의 반대 운동도 일어났다. 

특히 뵐(Whyl) 원전 건설 반대 운동은 반원전 운동

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뵐 원전 부지 

인근 주민들이 주정부를 상대로 부지 선정 철회를 요

청했으나 관철되지 않았고, 주민 150명이 1975년 2월 

원전 부지를 점거하였다. 점거 이틀 만에 대규모 경찰

병력이 물대포 등을 앞세워 점거 중인 주민들을 진압

해 버렸고, 이러한 강제진압은 독일 언론에 의해 대서

특필되어 전국적으로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5일 후에 지역 주민뿐 아니라 전국에서 모여든 시

민들에 의해 뵐 원전 부지는 다시 점거되었고, 이 두 

번째 점거는 9개월 동안 이어지면서 약 28,000명이 

참여하였다. 이후 브로크도르프(Brokedorf), 그론데

(Grohnde) 원전 점거 운동이 이어졌으며, 브로크도르

프 원전 점거에는 약 3만 명이 참여하기도 하였다. 

이후 반원전 시위는 다소 폭력적으로 변하기 시작하

였으며, 폭력적인 반대운동은 일반 대중의 반감을 사

기도 하였다. 반원전 운동에 좌파 조직들이 참여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조직적으로 부지를 점거하고 국가 

공권력에 대해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하였다. 경찰의 

폭압적인 진압과 시위대의 폭력을 사용한 저항이 충돌

하여 시가전을 방불케 하는 모습이 방송을 통해 독일 

독일의�Grohnde�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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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에 중계되었다. 이러한 폭력적인 반대 운동은 일

반 대중뿐 아니라 반원전 운동을 함께 이끌어온 시민

단체들로부터도 외면을 받았다. 

독일에서 반원전 운동을 이끌어온 환경보호시민자

치단체전국연합(BBU)은 급진적인 세력과 거리를 두

고 평화적인 시민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으

며, 정치권에 편입되어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고

자 하였다. BBU가 중심이 된 반원전 운동단체들은 

1977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로 선정된 고어레벤

(Gorleben)에서의 방폐물 처리시설 건설을 반대하였

다. 이 반대 운동으로 1979년 3월 하노버에 100,000

명이 운집하였고 5월에는 본에 150,000명이 모여 사

상 최대 규모의 반원전 시위가 되었다.

1970년대 말부터 원자력 반대론자들이 정계에 진출

하기 시작하였고, 1989년 함부르크, 니더작센, 헤센 

주의회에 반원전 시민단체 출신인사가 진출하였다. 

1979년에는 전국 정당인 녹색당이 출범하였고, 1983

년 연방의회 진출에 성공하였다. 연방의회에 진출한 

녹색당은 모든 원전의 즉각적인 폐쇄, 탈원전 정책을 

주장하였다. 녹색당은 2000년 사회민주당과 연립정부

를 구성할 만큼 성장했고 정부 차원의 탈원전 정책을 

결정하였다. 

독일에서의 실제 원자력 여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반원전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반원전 여

론이 높을 것처럼 보이는 시기에도 원전을 지지하는 

여론과 반대하는 여론이 비교적 대등하게 존재하는 모

습을 보였으며, 체르노빌 사고 이후 여론이 악화되다

가 점차 우호적 여론이 회복세를 보였으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급격히 반원전 여론이 높아지는 모습

도 확인된다. 

WNA의 자료3)에 따르면, 현재의 원전이 계속하여 

운영되기를 원하냐는 질문에 1991년에는 64%가 동의

하였고, 1997년에는 81%로 상승하였다. 특히 1997년 

조사에서는 과격한(militant) 반원전 운동에 대한 공감

이 급격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2007년 조사에서

는 2020년까지 탈원전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을 지지하

느냐는 질문에 34%가 동의한 반면 61%가 반대하였다. 

2008년 여론조사에서는 46%가 원전을 계속 운영하는 

것을 지지하였고 46%는 탈원전 정책을 지지하였다.

EU 집행위원회에서 조사한 자료4)5)에 따르면, 원자

력 비중의 확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확대해야 한

다는 응답은 2006년 4%에서 2010년 7%로 상승하였

으며,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39%에서 37%로, 축소

해야 한다는 의견은 50%에서 52%로 변하였다. 2006

년에 조사된 자료에서는 원자력의 이용의 찬반 여부에 

대한 질문에 찬성 의견은 20%, 중립은 34%, 반대는 

43%로 나타났다. 

GlobeScan의 여론 조사 자료6)에 따르면, 후쿠시

마 사고는 독일에서 원자력 관련 여론을 크게 악화시

켰다. 독일에서 원자력은 위험하며 가능한 빨리 폐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2005년 26%에서 

2011년 9월 52%로 상승한 반면 같은 기간 현재 원전

을 계속 운영하되 신규 건설은 금지해야 한다는 응답

은 47%에서 38%로, 신규원전을 건설해야 한다는 응

3) WNA,�"Nuclear�Power�in�Germany",�2017.8;�http://www.world-nuclear.org/information-library/country-profiles/countries-g-n/
germany.aspx(검색일�:�2018.4.20).�WNA에서�각�여론조사에�대한�구체적인�출처를�밝히지�않고�있어�어떤�기관이�조사했는지�등에�대한�내용을�파악할�수�

없었음.�

4) European�Commission,�"Europeans�and�Nuclear�Safety",�Eurobarometer,�2007.2;�2010.3
5)�European�Commission,�"Energy�Technologies:�Knowledge,�Perception,�Measures",�Eurobarometer,�2007.2
6)�GlobeScan에서�발간한�2005년�10월�자료와�2011년�11월�자료�이용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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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은 22%에서 7%로 감소하였다. 

Allencbach 여론조사 연구소의 조사 결과7)에서도 

2007년에는 원자력의 지속적인 이용을 지지하는 응답

이 34%, 이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34%로 찬반 여론이 

대등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2012년에는 정부가 2022

년까지 탈원전을 하기로 한 결정이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73%가 그렇다고 대답하였고 

16%가 반대하였다.

2013년 독일원자력협회((German Atomic Forum, 

DAtF)가 주관하여 Forsa가 시행한 여론조사8)에서 

“원전이 계획대로(혹은 더 조기에) 폐쇄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폐쇄 이전에 전력 공급 안보와 소비자 및 산업

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59%

는 조건적인 접근(후자)을 선택하였고 39%는 무조건

적인 접근(전자)을 선택하였다. 

위의 여론조사 결과들을 원자력에 대해 호의적인 의

견과 부정적인 의견으로 나누어 종합하면 1990년대까

지는 원전에 대한 호의적인 여론이 높았지만, 이후 점

차 하락세를 보이다가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반

원전 여론이 급격히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독일의 원자력 관련 여론 변화

주:�호의적�의견에는�신규�원전�건설,�기존�원전�유지,�중립�등의�의견이�포함되며,�부정적�의견에는�원전�조기폐
쇄,�비중�축소,�탈원전�정책지지�등이�포함됨.�

7)��2007년�자료는�웹페이지�검색결과(https://www.kernenergie.de/kernenergie-en/press/pressemitteilungen/2007/2007-03-
08_allensbach_umfrage.php;�검색일�:�2018.5.16)를�참고하였으며,�2012년�자료는�원출처를�확인할�수�없어�WNA의�인용자료를�참고하였음.

8)�원문�출처를�확인할�수�없어,�WNA의�인용자료�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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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위스9)

 스위스 원전이 처음 도입된 1960년대 후반에는 원

전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의 없었고,환경단체들은 원

전을 수력과 화석연료를 대체할 에너지원으로 인식

하고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런데 1969년 루센스

(Lucens) 지역의 지하에 설치되어 있던 실험용 원자로

가 노심 용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행히 원자로

가 지하에 있어서 방사능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아 피

해가 적었으나, 이 사고는 스위스 국민들에게 원전 안

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반원전 운동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일어나기 시

작하였다. 반원전 운동에는 일반시민, 농부, 학생, 정

치인 등 광범위한 집단에서 참여하였고 이는 이후 스

위스의 녹색당이 창설되는 기반이 되었다. 

1975년에는 Kaiseraugst 원전 건설 부지를 약 500

명의 활동가들이 점거하고 이는 170개 단체에서 

15,000명의 군중이 운집하는 대규모 시위로 확대되었

다. 결국 2개월 후 해당 원전의 건설은 취소되었다. 

1970년대 후반 반원전 운동 관련 단체들 간에 내부 

갈등과 분열로 인해 반원전 운동이 다소 약화되는 모

습을 보였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원전 건설 부지 점거 

운동이 꾸준히 일어났고, 반원전 운동의 결과로 1979

년에는 원전사업자에게 원전을 건설할 때 장기 방폐물

처분장을 함께 건설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투표가 발

의되기도 하였다.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서 원자력에 

대한 여론은 더욱 악화되어 1990년에는 향후 10년 간 

원전 건설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투표가 발의되어 통

과되었다. 

이후 조기 탈원전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투표가 부결

되는 등 반원전 여론이 다소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으

나,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반원전 운동

이 격화되었다. 2011년 5월에는 가장 노후화된 원전

이 있는 Doettingen Beznau 인근에서 20,000여명의 

군중이 모여 원전 반대 시위를 벌였으며, 이는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당시 18,000명 규모의 시위 이후 

9) 스위스의�반원전�운동�관련�내용은�본�절은�ejolt(2015.9.9),�"The�Anti-Nuclear�Movement�in�Switzerland"(http://www.ejolt.org/wordpress/wp-content/
uploads/2015/09/FS-50.pdf;�검색일�:�2018.3.7)를�바탕으로�서술하였음.

스위스의�Beznau�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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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만의 최대 규모였다.

스위스에서는 국가적인 쟁점 사항에 대해 국민투표

를 통해 결정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원자력 관련 국

민투표 결과를 살펴보면 원전 관련 여론 추이를 확인

할 수 있다. 스위스에서 원자력 관련 국민투표는 총 여

섯 차례 이루어졌다.10) 대부분 녹색당이나 시민에 의

해 국민투표가 발의되어 원전의 조기 폐쇄 및 신규 원

전 건설 금지 등을 내용으로 실시되었으나 대부분 부

결되었다. 2017년에 실시된 국민투표만이 연방평의회

와 의회에 의해 발의되었고 가결되었다. 여섯 차례의 

국민 투표의 내용과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  1979년 2월에 실시된 신규 원전 건설을 금지하고 

원자력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는 

찬성 49%, 반대 51%로 부결되었다.

-  1984년 9월에는 신규 원전 건설 금지를 내용으

로 하는 국민투표가 실시되었고, 찬성 45%, 반대 

55%로 부결되었다.

-  1990년 9월에는 두 가지 내용으로 국민투표가 이

루어졌다. 신규 원전 건설을 포기하고 기존 원전

의 가능한 한 빨리 폐쇄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는 

찬성 47%, 반대 53%로 부결되었다. 또한 향후 

10년 간 신규 원전 건설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

투표는 찬성 54%, 반대 46%로 가결되었다. 

-  2003년 5월에도 두 가지 내용으로 국민투표가 이

루어졌다. 원전의 가동 기간을 30년으로 제한하

여 2014년에 조기 탈원전하는 내용의 국민투표

는 찬성 42%, 반대 58%로 부결되었다. 또한 신규 

원전 건설 금지 기간을 10년 더 연장하고 원전 수

<그림 2> 스위스의 원전 관련 국민투표 결과

주:�1990년과�2003년의�국민투표는�두�가지�내용에�대해�이루어졌기�때문에�두�개의�찬성과�반대�수치
를�평균한�값을�사용하였음.

10) https://www.kernenergie.ch/de/politik-und-gesellschaft/akzeptanz-schweiz.html;�검색일�:�2018.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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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 40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도 찬성 

42%, 반대 54%로 부결되었다. 

-  2016년 11월, 원전의 가동 기간을 45년으로 제한

하여 탈원전 시기를 기존의 2034년에서 2029년

으로 앞당기는 내용의 국민투표가 실시되어, 찬

성 46%, 반대 54%로 부결되었다.

-  2017년 5월, 2034년까지 모든 원전의 가동이 종

료되는 내용이 담긴 ‘에너지전략 2050’의 통과 여

부를 묻는 국민투표에서 찬성 58%, 반대 42%로 

가결되었다. 

위의 국민투표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1970년대 말

부터 반원전 관련 국민투표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왔으

나, 대부분 원전에 대한 우호적 의견이 많아 부결된 사

례가 많음을 알 수 있다. 

2016년 11월과 2017년 5월 사이에 여론의 큰 변화

가 없음에도 투표 결과가 달라진 것은 2016년에는 탈

원전 시기를 앞당기는, 다소 급진적인 탈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반영된 반면 2017년에는 계획적인 

탈원전이 제시되어 국민들의 동의를 더욱 얻었기 때문

으로 보인다. 

3. 대만11)

대만의 반원전 여론은 초기에는 과학자들을 중심으

로 원자력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나오면

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초반까지 일반 대중

은 대만 내에 원자력발전소가 있는지도 모르는 비중이 

46.2%나 될 정도로 원전에 대한 인식이 낮은 수준이

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제4기 원전(lungmen NPP)

의 건설을 둘러싸고 사회적 논쟁과 이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1985년 입법원12)의 

몇몇 의원들과 감찰원의 위원들이 학자들과 함께 대

만전력13)의 방만 경영과 안전사고 빈발, 환경파괴 

등에 대해 추궁하였다. 같은 해 5월 국민당 소속 의

원 55명과 6명의 야권 의원들이 원전 건설 중단 결

의안을 제출하였으며, 여름에는 소비자재단이 개최

한 대중 포럼에서 제4기원전의 경제성과 안전성에 

대해 참가 학자들이 우려를 표명하면서 논쟁의 대상

이 되었다. 

또한 하반기에는 제3기 원전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지역 주민들이 보상을 요구하였는데, 이 사건이 언론

에 보도되면서 일반 대중이 원전과 관련된 여러 쟁점

들에 대해 학습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반

원전 운동의 결과로 1985년 제4기 원전 건설 추진은 

중단되었다. 

1987년 4월 국립대만대학교의 장궈롱 교수의 주도

로 지식인들과 학자들이 체르노빌 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면서 대만전력 앞에서 항의 집회를 하고 제4기 

원전 예정 부지로 진행하다가 경찰에 의해 제지당한 

일이 있었다. 이들을 중심으로 같은 해 11월 환경보호

연합(이하 연합)이 출범하였다. 연합은 당시 야당이었

던 민진당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반원전 운동을 추진

하였다. 

1987년 계엄령 해제 이후 원전 관련 피해자들이 목

소리를 내면서 활동을 시작하였다. 같은 해 12월 방사

성폐기물 처분장이 위치해 있는 란위섬의 원주민들이 

방사성폐기물 처분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1988

년 3월에는 제4기원전 예정 부지인 공랴오의 주민들

11) 대만의�반원전�운동�관련�내용은�윤순진(2015),�“대만�반핵운동의�역사와�특성�-�롱먼�제4핵발전소�건설�동결에�이르기까지”를�바탕으로�서술하였음.
12) 우리나라의�의회에�해당
13) 대만에서�전력�공급을�책임지는�국영�전력회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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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대만에서는�보수�성향의�국민당과�진보�성향의�민진당이�주요�정당이며,�국민당은�원전에�우호적인�입장이고�민진당은�원전에�부정적인�입장임.�

이 제4기 원전의 건설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1990년대가 되면서 대만전력이나 원자력위원회 등

의 홍보와 캠페인으로 원전에 대한 여론이 우호적인 

양상을 띠는 상황에서도 반원전 운동은 지속되었다. 

1889년 정치적으로도 국민당 출신의 총통이 당선되고 

입법원에서도 국민당이 다수당인 상황에서 제4기 원

전 건설이 다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14)

연합은 1991년 5월 2만 명 이상이 참가한 가두시위

를 개최하고 입법원과 대통령궁에 원자력 발전의 중단

을 청원하였다. 같은 해 9월 26일에는 공랴오의 연합 

북동지부에서 제4기 원전 예정 부지에 천막을 치고 장

기간의 시위에 돌입하였으며, 10월 3일 경찰이 시위

대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회원들 간에 폭력적

인 충돌이 발생하여 경찰 한 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당하였다. 연합은 제4기 원전 건설 특별 예산안을 

통과시킨 입법의원들에 대해 소환 운동과 해당 발전소 

건설 여부에 대한 국민투표를 추진하였다. 

199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대만의 반원전 운동은 

대중적 활기를 잃게 되었다. 정치적으로 국민당이 우

세한 상황에서 의회 절차를 통한 원전 건설 중지를 실

현시킬 수 없었다. 또한 반원전을 주장하던 민진당이 

집권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반원전

에 대한 주장을 약화시켰다. 

1999년 9월 21일 대만에 심각한 수준의 지진이 발

생하였고, 9월 30일에는 일본 도카이무라 원자력 핵

연료 공장에서 방사능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반원전 

진영에서는 원자력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제4기 원전

의 건설 중단을 촉구하였다. 

2000년대 민진당의 천수이볜이 총통으로 당선되어 

탈원전을 선언하였지만, 국민당이 다수인 의회의 반

대로 탈원전 정책은 무산되고 제4기 원전 건설은 재개

되었다. 이후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난 2011년까지 대

<그림 3> 대만의 제4기 원전 건설에 대한 찬반 여부>

자료:�Sahfferer(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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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의 반원전 운동은 침체기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서 

대만의 반원전 운동이 되살아났으며, 제4기 원전 건설

이 중단되었다. 후쿠시마 사고 1주기인 2012년 3월에

는 타이베이, 타이중, 가오슝에서 대규모 반대시위가 

이루어졌고, 2013년 3월 10일에는 150개 시민단체 공

동으로 대만 각지에서 약 22만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반대 시위가 이루어졌다. 

2014년 정부가 제4기 원전을 시운전하려고 하자 4

월 타이베이에서 약 5만 명의 시위대가 도로를 점거하

고 연좌농성을 하였고, 총통부 점거를 시도하는 등 격

렬한 시위를 벌였다. 같은 해 4월 민진당 전 대표이자 

반원전활동가인 린이슝은 제4기 원전 건설 중단과 유

권자 과반수 참여를 발의 조건으로 하는 국민투표법

의 개정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을 벌였다. 결국 

당시 국민당의 마잉주 총통은 제4기 원전 건설의 잠정 

중단과 국민투표 결과에 따른 재개 여부 결정 방침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대만의 높은 반원전 여론은 2016년 총통선

거에서 민진당의 차이잉원 후보가 당선되는 데 기여하

였다. 2016년 총통선거에서 제4기 원전 건설 재개 여

부가 핵심 쟁점 중의 하나로 부상하였고, 선거 기간 민

진당의 차이잉원 대선후보는 2025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운 반면, 당시 총통이었던 

국민당 마잉주는 제4기 원전이 가동하는 조건하에 기

존의 원전들을 폐쇄하자고 주장하였다. 

대만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반원전 운동이 활발하

게 일어나는 시기에도 원전에 대한 호의적 의견이 부

정적 의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5) <그림 3>과 

같이 제4기 원전 건설에 대한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16)

에서 전반적으로 찬성 여론이 반대 여론보다 높은 결

과를 보이고 있다. 다만, 해당 원전 입지 지역 주민들

의 주민투표 결과는 반대 의견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이탈리아17)

이탈리아에서 반원전 운동을 주도한 단체는 'Italia 

Nostra'와 WWF-Italy 등이 있다. 이들은 1974년부터 

반원전 캠페인을 시작하였고, 1977년 Caorso 원전 반

대 집회 경우처럼 때때로 좌파 진영과 공동으로 활동

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1970년대 환경 운동의 흐름은 ‘보존

<표 1> 대만의 제4기 원전 건설에 대한 지역 주민투표 결과

지역명 선거일 투표�결과 투표율

궁랴오현 1994년�05월�22일 건설�반대�96% 58%

타이베이현 1994년�11월�27일 건설�반대�89% 18.50%

타이베이시 1996년�03월�23일 건설�반대�54% 59%

이란현 1998년�12월�05일 건설�반대�64% 44%

자료:�대만환경보호연맹;�한겨례(2015.2.15)

15) 대만의�경우에는�언어의�한계로�자료�탐색이�제한되어�2000년대�이후의�원자력�관련�여론조사�자료를�확보할�수�없었음.
16) Schafferer,�“Taiwan’s�nuclear�policy�and�anti-nuclear�movement”,�2001
17) 본�절은�Standish(2009),�"Nuclear�Power�and�Environmentalism�in�Italy"를�바탕으로�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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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ervation)’과 ‘급진(radical)’ 성향으로 나뉘게 된

다. 보존주의자들은 역사적 건물, 예술품, 야생들이

나 자연환경 등을 보존하는데 초점을 맞추었고, 급진

주의자들은 도시와 산업 및 사회환경, 작업장이나 주

택에서 노동자의 건강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보존주

의 경단체와 급진적 환경단체는 각각 민주주의와 마르

크주의의 가치관 프레임 하에서 서로 협력하여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원자력 이슈에 대해서도 1980년대 이전까지 급진주

의자들은 원자력에 대해 호의적인 입장이었다. 이로 

인해 환경단체들은 반원전 이슈를 국가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리리지 못하고, 지역적 차원에서 머무르게 되

었다.또한 이때까지 일반 대중은 원자력에 대해 호의

적인 편이었다. 게다가 ‘Frends of the Earth'라는 단

체에서 원자력에 반대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를 제안하

였는데, 이에 대해 1978년 헌법재판소에서 국내법과 

국제적 합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판결하면서 

이탈리아에서의 반원전 운동은 침체기를 맞는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부터 반원전 운동이 활성화되

기 시작한다. 이는 이탈리아 정부가 원자력을 군사적 

용도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보존주의자들과 

급진주의자들이 원자력 이슈에 대해 서로 협력하고 하

나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체

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여론이 크게 요동치기 시작했

다. 이러한 흐름에서 1987년 원자력 이용에 반대하는 

내용의 국민투표가 실시되어 가결되었다. 

2000년대 후반 정부가 다시 원자력을 추진하려고 

하자 환경단체들은 반원전 운동을 추진하였다. 2007

년에는 환경단체들이 탈원전 20주년을 축하하는 집회

를 열었다. Greenpeace는 2007년 4월 슬로바키아, 체

코, 폴란드, 헝가리, 불가리아 등에 있는 이탈리아 대

사관 앞에서 ENEL이 슬로카비아에 있는 두 기의 원

자로의 운영을 재개하여 전력을 수입하려는 것에 항의

하는 집회를 하였다. WWF Italy는 원자력을 반대하고 

재생에너지를 지지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탈리아의 원자력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체

르노빌 원전 사고의 영향으로 1987년 탈원전을 결정

하였지만, 2000년대 중반에는 원전에 대한 우호적인 

의견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2011년 후쿠

시마 원전 사고 이후 여론이 다시 급격히 악화되는 모

습을 보인다. 

체르노빌 사고 이후 1987년 11월 8일 원자력의 이

용과 관련된 3가지 질문에 대해 국민투표가 실시되었

다.18) 첫 번째 질문은 원전 건설에 대한 허가의 주체

를 국가에서 원전 부지의 지방정부로 이전하는 내용

이었는데, 이에 80.6%가 찬성하였고 19.4%가 반대

하였다. 두 번째 질문은 원전을 수용한 지방정부에 대

한 보상을 폐시하는 내용이었는데, 이에 대해 찬성한

다는 응답이 79.7%를 차지하였다. 세 번째 질문은 국

영전력회사 Enel이 이탈리아 이외의 장소에 건설하는 

원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는 내용이었고, 이에 대해 

71.9%가 찬성하였다. 

2007년 11월 환경부가 실시한 여론조사19)에서 ‘지

구 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력을 개발해야 하는

가’라는 질문에 38%가 호의적, 56%가 반대 의견을 표

시하였다. 그런데 ‘당신 거주지에 원전을 짓는 것에 동

의하는가’라는 질문에는 25%가 동의한 반면, 70%는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18) https://en.wikipedia.org/wiki/Italian_referendums,_1987;�검색일�:�2018.5.21
19) Standish(2009),�"Nuclear�Power�and�Environmentalism�in�Ita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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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NA의 자료20)에 따르면, 2008년 조사에서 응답자

(800명)의 54%가 이탈리아의 원전 가동에 찬성한다고 

응답했고 반대 의사를 표시한 응답자의 비율은 36%였

다. 또한 동 여론조사는 이탈리아의 신규 원전을 인접 

국가에 건설하는 것에 대한 의견도 물었는데, 응답자

의 83%가 반대 의견을 나타냈고 찬성 의견은 11%로 

나타났다. 

EU 집행위원회에서 조사한 자료21)에 따르면, 원자

력 비중의 확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확대해야 한

다는 응답은 2006년 23%에서 2010년 20%로 하락하

였고,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9%에서 35%로 상승

했으며,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27%를 유지하였다. 

2006년에 조사된 다른 자료22)에서는 원자력의 이용

의 찬반 여부에 대한 질문에 찬성 의견은 21%, 중립은 

31%, 반대는 35%로 나타났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여론은 급격히 악

화되는데, 2011년 6월 13일 실시된 원자력 발전의 재

개를 묻는 국민투표에서 94%가 반대하였다. 

결론 및 시사점

주요국 사례를 통해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여론의 

주�:�1987년�수치는�3가지�질문에�대해�우호적�응답과�부정적�응답의�평균치를�사용하였음.�호의적�의견에
는�원자력�비중�확대,�이탈리아�원전�가동�찬성,�인접국가�신규�원전�건설�등의�의견이�포함되며,�부정적�의
견에는�축소,�유지,�중립,�원전�가동�반대�등의�의견이�포함됨.

<그림 4> 이탈리아의 원자력 관련 여론 변화

20) WNA,�"Nuclear�Power�in�Italy",�2016.7;�http://www.world-nuclear.org/information-library/country-profiles/countries-g-n/italy.aspx(검색일�:�
2018.2.8).�WNA에서�구체적인�출처를�밝히지�않고�있어�어떤�기관이�조사했는지�등에�대한�내용을�파악할�수�없었다.�

21) Eutopean�Commission,�"Europeans�and�Nuclear�Safety",�Eurobarometer,�2007.2;�2010.3
22) Eutopean�Commission,�"Energy�Technologies:�Knowledge,�Perception,�Measures",�Eurobarometer,�2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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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과 실제 전체 국민이 원자력에 대해 지지하는 정

도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대만에서는 반원전 운동이 꾸준히 이루어졌지만, 실

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원전에 대해 우호적인 의견이 

많았고, 독일에서도 반원전 운동이 활발히 이루어지

던 시기에 원전에 대한 우호적인 의견이 더 많은 사례

도 있었다. 이는 정부 정책에 반하는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특성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의 정책과 부합하는 의견을 가지는 국민은 따로 

자기의 주장을 알릴 필요가 없지만, 정책에 반하는 의

견을 가진 국민은 자신의 주장을 알리고 싶어할 것이

다. 정부에서 원자력을 추진한다면 반원전을 주장하

는 여론의 목소리가 크게 들리고, 반대로 정부에서 탈

원전을 추진한다면 원전을 지지하는 여론의 목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이다. 

실제로 대만에서는 탈원전 정책이 추진된 이후 정전 

사태가 발생하면서 원자력 발전 회귀를 지지하는 서명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원전 수출

을 지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린 것도 같은 맥락이다. 

또한 원자력에 대한 여론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

한다는 특징이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원자력 도입 

초기에는 원자력에 대해 우호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가 원전이 도입되는 부지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에 

의해 반원전 운동이 시작되고 이러한 반원전 운동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주요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에 대한 여론은 급

격히 악화된다. 그러나 원전 사고 이후 시간이 지나면

서 원자력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이 상승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에서는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

고 이후 반원전 여론이 비등하여 국민투표를 통해 탈

원전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면서 지

구 온난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원자력의 

필요성이 부각되었고 원자력에 대한 여론은 점차 호의

적으로 변하였고 정부도 이러한 여론을 바탕으로 원자

겉으로�드러나�보이는�여론과�실제�전체적인�여론�사이에�간극이�있다는�점과�원자력�정책에서�여론의�중요
성을�고려할�때�공론화�과정을�통한�정책�결정의�중요성이�부각된다.�공론화�과정은�자기�주장을�내지�않는�
다수의�국민의�의견을�파악할�뿐�아니라�각계�각층의�의견을�수렴할�수�있는�기회가�되기�때문이다.�또한�공
론화�참여자�간에�심도있는�토론은�원자력에�대해�상반되는�입장을�가진�국민들�간에�의견의�간극을�좁히고�
전체�여론을�수렴할�수�있는�기회가�될�수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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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정책을 다시 추진하였다. 

그러나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다시 원자력에 

대한 여론은 급격히 악화되고 국민투표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원자력 재추진 정책이 철회된다. 우리나라에

서도 원전의 안전운영 기간이 늘어나고 원전 운영사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면 원자력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도 

다시 상승할 여지가 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여론과 실제 전체적인 여론 사

이에 간극이 있다는 점과 원자력 정책에서 여론의 중

요성을 고려할 때 공론화 과정을 통한 정책 결정의 중

요성이 부각된다. 공론화 과정은 자기 주장을 내지 않

는 다수의 국민의 의견을 파악할 뿐 아니라 각계 각층

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공론화 참여자 간에 심도있는 토론은 원자력에 대해 상

반되는 입장을 가진 국민들 간에 의견의 간극을 좁히고 

전체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일반 대중은 원자력에 대해 관심이 별로 없거나 관

련 지식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다. 공론화는 원자력을 

전 국가적인 이슈로 만들어 관련 지식을 공유하고 서

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장이 된다. 

우리나라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여부와 관련

하여 공론화를 시행한 바 있다. 아직 원자력 추진 여부

에 대한 논쟁이 뜨거운 상황에서 원자력 정책 전반에 

대한 공론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각계

각층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찬반 진영 간에 공정

하고 심도있는 토론 과정이 필수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