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논문1

핵에너지의 공포와 매혹:
한국인의 핵 경험과 기억의 정치1)
유 기 쁨

“원자가 가지고 있는 거대한 ‘에네르기’는 전쟁무기보다 평화용도로 이용된다면 모든 곳에
있는 남자나 여자에게 헤아릴 수 없는 이익을 약속하고 있다.”
《평화를 위한 원자력》2)

“나방들이 타오르는 불 속으로 파멸을 향해 돌진해 들어가듯
사람들이 당신의 입들 속으로 파멸을 향해 돌진해 들어갑니다.”
《바가바드기타》 11장3)

Ⅰ. 들어가는 말 : 기억과 기념의 간격
1945년 7월 16일 미국 로스앨러모스에서 인류 최초의 핵 실험인 ‘트리니티

1) ‘핵에너지’(일반적으로 ‘핵’으로 줄여서 사용됨)와 ‘원자력’은 원칙적으로 같은 의미이지만 현대 한국사회에서는 정치적 입장에 따라 각각
다른 용어가 선호된다. 본고에서는 다루는 내용에 따라 ‘핵’과 ‘원자력’, ‘핵폭탄’과 ‘원자폭탄’, ‘핵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 등을 혼용해서
사용할 것이다.
2) 《평화를 위한 한국의 원자력》, 원자로 가동 기념호, 이성룡 편, 산업경제신문사출판국, 과학시대사, 1962, 154쪽.
3) 길희성 역주, 《범한대역 바가바드기타》,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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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nity)’가 성공한 이래 인류는, 나아가 지구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른바

핵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핵 시대의 인간은 모두가 핵에너지의 잠재적 영향권 아
래 들어가 있지만, 핵에너지에 대한 일반인의 지식은 매우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지만 정체를 알기 힘든 핵에너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매혹
되기도 하고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한다.4)
그런데 오감으로 파악할 수 없는 미지의 힘인 핵에너지의 영향력을 신체적으
로 경험한 사람들이 있다. 이른바 ‘피폭자들’이다. 이러한 핵에너지를 신체적으로
겪은 사람들의 피폭 경험은 우리가 핵에너지의 잠재적 영향력 및 힘을 이해하고,
인류가 핵에너지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지를 숙고하기 위해 경청해야 할 중요
한 기억으로서 사회적으로 공유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글에서 특히 주목하는 것은 한국인들의 핵 경험
및 그것이 다루어져 온 방식이다. 한국인들의 핵 경험은 핵 시대가 열린 1945년에
이미 시작되었다. 곧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수만 명의 한국인들이 원자폭탄에
피폭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의 경험은 모두가 공유하는 사회적
기억이 되지 못하고 개인의 기억으로, 이른바 개인이 감당해야 할 ‘업’으로 축소되
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으로/공식적으로 기념되는 장에서 한국인 원폭
피해자의 핵 경험 및 그에 대한 기억은 일관되게 배제되면서 드러나지 않았다. 심
지어 그들의 존재조차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피폭된 한
국인 피폭자들과 그 2세, 3세의 핵 경험은 어떠한 것이었을까? 그들의 고통에 책
임져야 할 주체(가해자)는 누구일까? 그 고통의 원인은 무엇일까? 그러한 물음들은

4) 1945년 미국 뉴멕시코에서 실시된 원폭실험의 별칭이 삼위일체를 의미하는 ‘트리니티(Trinity)’였다거나, 1974년 인도에서 실시된 핵폭
발 실험이 ‘미소 짓는 부처(Smiling Buddha)’로 지칭되었던 것은 인위적으로 발생시킨 엄청난 힘(핵에너지)에 대한 인간의 감정적 반응
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 일본에서 가장 “위험한” 원자로가 되어버린 후쿠이(福井)현 쓰루가(敦賀)시의 고속증식로를 지칭하는
‘몬쥬(もんじゅ)’라는 이름도 불교 문수보살의 일본식 발음이라는 점도 무심히 넘어가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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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까지 사회적으로 물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외면과 배제의 경향은 단지 원폭피해자들에게 국한되어 나타나는 문
제가 아니다. 한국사회에서는 피폭의 기억이 일관되게 배제되어 왔다. 다시 말해
적어도 ‘핵’과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기억되는 것과 사회적으로 공적 영역에서 기
념되는 것이 뚜렷하게 대조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다.
알라이다 아스만은, 개인에게서는 기억의 과정들이 대부분 자연발생적으로
진행되고 심리적 기제의 일반적 법칙을 따라 일어나고 있는 데 반해, 집단적, 제도
적 영역에서는 이 과정들이 의도적인 기억 내지는 망각의 정치를 통해 조정되고
있다고 말한다.5) 한국사회에서 핵에 관한 사회적 기억이 형성되는 과정에도 기억
의 정치가 작동하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러한 기억의 정치를 통해, 한국사회
에서는 핵과 관련해서 일관되게 작동되는 일종의 경향성이 나타난다. 곧 핵에너지
의 엄청난 힘에 대해 인간이 나타내는 보편적 반응인 매혹과 공포의 감정 가운데
오로지 매혹만 부각되며, 공포와 고통의 기억은 거의 외면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 나는 한국인의 핵 경험을 처음부터 좇아가 보고, 그러한 핵 경험이
어떠한 것들이었는지, 한국인의 핵 경험과 관련해서 기억의 정치가 어떠한 방식으
로 작동해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핵에
너지 사용의 위험성을 느낀 사람들조차 선택적으로 조성된 기억을 내면화한 채 일
말의 불안을 ‘덮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는 맥락 및 이를 뒷받침하는 사회심리적 구
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5) 알라이다 아스만, 《기억의 공간: 문화적 기억의 형식과 변천》, 변학수·채연숙 옮김, 그린비, 2011, 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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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핵에너지의 경험과 기억의 정치
1. 핵폭발, 최초의 순간

1939년 1월, 독일의 과학자인 오토 한(Otto Hahn)이 발표한 우라늄 핵분열 연
구결과는 세계 각국의 과학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지만, 일부 과학자들은 핵분
열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에너지가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
다. 그런 가운데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은 당시 미국 대통령인 루스벨트에게
편지6)를 보내어 독일이 핵폭탄을 개발할 가능성을 암시하면서, 미국 정부에서 과
학자들의 핵분열 연구를 대폭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리고 1941년 일본
이 진주만 공격을 감행한 뒤 핵 시대의 서막이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었다.
미국 정부는 핵분열 연구를 통한 전쟁무기 개발을 위해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
여서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의 사상 초유의 대규모 협동연구를 지원했으며,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마침내 1945년 7월 16일에 최초의 핵폭탄 실험이 이루어지게 되
었다. 실험이 이루어진 장소는 뉴멕시코 로스앨러모스였고, 그곳에서 핵폭탄 연구
및 제조의 책임을 맡은 오펜하이머(J. Robert Oppenheimer)는 최초의 핵폭발의 암
호명을 ‘트리니티’라고 지었다.

1) 두려움과 매혹

“갑자기 밤은 낮이 되었고, 그것은 엄청나게 밝았다. 그 열기는 추위를 몰아냈
다. 불덩어리는 점점 커지면서 흰색에서 노란색으로 다시 붉은색으로 색깔을

6) “Einstein’s Letter to President Roosevelt”, 1939.8.2.
http://www.atomicarchive.com/Docs/Begin/Einstein.shtml.(2015년 2월 3일 검색)

26_종교문화비평 28

바꿨고 하늘로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했다. … 우리는 경외감에 빠져 그곳에
그저 서있을 뿐이었다.”7)

“그때 소리 없이 태양이 빛나고 있었다. 적어도 그렇게 보였다. … 나는 돌아
섰지만, 지평선 위에서 작은 태양처럼 보였던 물체는 여전히 너무 밝아서 바
라볼 수 없었다. … 그것은 천천히 지상에서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다. … 엄청
난 장관이었다. 원자폭탄의 폭발을 목격한 사람은 결코 그것을 잊을 수 없을
것이다.”8)

핵에너지, 곧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작은 미시적인 작용이 일으키는 어마어
마한 가공할 만한 힘은 인류에게 두려움의 대상인 동시에 일부에게는 마치 미지의
금광처럼 매혹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렇다면 최초의 핵폭발 실험, 트리니티의 현
장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은 핵에너지를 어떻게 경험했을까?
트리니티 핵실험을 기록하기 위해 로스앨러모스에 머물던 언론인 윌리엄 로
렌스(William L. Laurence)는 핵폭탄의 엄청난 폭발음을 “새로 태어난 세상의 첫 울
음”에 비유했으며, 핵폭발이 마치 “매혹적이면서 오싹하게 하고, 희망을 주면서도
으스러뜨리고, 불길하고, 파괴적이며, 엄청난 약속과 엄청난 조짐으로 가득 찬 웅
장한 교향곡의 대단원”과 같았다고 묘사했다.9) 로렌스가 아니더라도, 트리니티 계
획에 참여했던 많은 핵물리학자들과 기술자들은 핵폭탄의 폭발을 목격하면서 새
로운 세계의 열림을 직감했다. 당시 그들의 목격담을 살펴보면, 미지의 엄청난 힘

7) 화학자 허시펠더의 회상. Badash, et al., Reminiscences of Los Alamos, pp. 76-77; 카이 버드·마틴 셔윈,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 로버
트 오펜하이머 평전》, 최형섭 옮김, 사이언스북스, 2010, 515쪽에서 재인용.
8) James A. Aho, “‘I Am Death…Who Shatters Worlds’: The Emerging Nuclear Death Cult”, Ira Chernus and Edward Tabor Linenthal,
eds., A Shuddering Dawn: Religious Studies and the Nuclear Age,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89, p. 51.
9) Los Alamos Scientific Laboratory Public Relations, Los Alamos 1943-1945: Beginning of an era, Los Alamos Historical Society, 1999, pp.
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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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두려움과 매혹의 모순된 감정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엿볼 수
있다.
핵물리학자 브래드버리(Norris Edwin Bradbury)는 핵폭발의 장면이야말로 전
례가 없던 “정말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었으며, 가장 놀라웠던 것은 “강렬
한 빛이었다”고 회상했다.10) 로렌스의 묘사는 좀 더 시적이고 종교적인데, 폭발의
순간, “땅이 열리고, 하늘이 쪼개지는 것 같았”고, 사람들은 마치 신이 “빛이 있으
라”고 말했던 천지창조의 순간을 목격한 것처럼 느꼈으리라고 이야기한다.11) 심지
어 그는 그때 자신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목격하는 것 같았다!”고 표현하면서, “초
자연에 근접한 사건을 목격하고서, 오피(오펜하이머)와 나는… 심오한 종교적 경험
을 공유했다.”고 말하기도 했다.12) 이론물리학자인 바이스코프(Victor Weisskopf)는
“그 폭발의 시각적 인상은 굉장했다”면서, 핵폭발 장면이 독일의 화가 마티아스 그
뤼네발트(Mathias Grünewald)의 작품인 〈그리스도의 승천〉을 떠올리게 하는 순간
이었다고 이야기한다.13) 파렐 장군(Thomas Francis Farrell)은 폭발 장면이 “미증유
의, 장대하고, 아름답고, 거대하며, 무서운 것”이었으며, 이전에 인간이 만든 어떤
현상보다도 강력한 힘으로 나타난 그 폭발의 광경은 “위대한 시인들이 꿈꾸지만
가장 빈약하고 부정확하게 묘사하는 아름다움”이었지만, 공기를 찢어내는 듯한 강
력한 폭발음은 “우리 미천한 것들이 지금껏 전능하신 신의 몫으로 남겨진 힘을 감
히 건드리는 신성모독을 저지르고 있다고 느끼게 만들었다”고 말했다.14)
그러나 흥분이 가라앉으면서, 이러한 경외감 뒤로 일종의 죄책감이 밀려오기
도 했다. 오펜하이머는 나중에 이 순간을 회상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10)
11)
12)
13)
14)

Ibid., p. 53.
Ibid., p. 54.
James A. Aho, op. cit., pp. 50-51.
Ibid., pp. 51-52.
Los Alamos Scientific Laboratory Public Relations, op. cit., pp. 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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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세상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웃었고, 어떤 이들
은 울었고, 대부분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나는 힌두교 경전 바가바드기타의
구절을 기억했습니다. … “이제 나는 죽음이요, 세계의 파괴자가 되었노라.”
우리 모두가 어떤 식으로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15)

물리학자 케네스 베인브리지는 오랜 시간 공들인 실험이 성공했다는 사실에
처음에는 안도했지만, 곧 오펜하이머에게 “이제 우리는 모두 개새끼들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16)
사실 최초의 핵폭발 광경은 목격자들에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나아가
심리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준 광경이었고, 많은 이들은 핵에너지의 엄청난 힘 앞
에서 두려움과 매혹의 감정을 동시에 느꼈다. 사회학자 에이호(James A. Aho)는 종
교적 경험이란 무엇보다도 ‘힘의 현현에 대한 반응’임을 상기시키면서, 트리니티
핵폭탄 실험 현장에서 물리학자들과 기술자들이 나타낸 두려움과 매혹이 뒤섞인
반응은 일종의 누미노스적 경험이었다고 주장한다. 루돌프 오토(Rudolf Otto)는 누
미노스적 경험의 내용을 “한편으로는 … 위압적이고 압도적인 두려움(tremendum)
의 요소”이지만,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분명히 독특한 힘으로 끌어당기며, 매료
하며, 매혹하는 어떤 것”이라고 제안한 바 있다.17) 에이호의 주장대로, 트리니티의
폭발을 목격한 사람들은 “공포와 매혹, 형언할 수 없음, 잊을 수 없음, 무엇보다도
초월적 광경 앞에서 무가치하다는 느낌과 죄의식의 모호한 감정”, 곧 루돌프 오토
가 ‘누미노스’의 경험을 구성한다고 했던 모든 감정들의 뒤섞임을 경험한 것 같다.

15) NBC 다큐멘터리(The Decision to Drop the Bomb (1965))에서 오펜하이머가 트리니티 폭발에 대해 했던 말. http://www.atomicarchive.
com/Movies/Movie8.shtml 참조.(2015년 1월 17일 검색). 오펜하이머가 인용한 바가바드 기타의 해당 구절은 11장 32절인데, 길희성
의 《범한대역 바가바드기타》에서는 “나는 세계를 파멸시키는 다 찬 시간으로서 여기에 세계들을 거두어들이기 시작했도다.”라고 번역
되었다.
16) Los Alamos Scientific Laboratory Public Relations, op. cit., p. 54.
17) 루돌프 옷토, 《성스러움의 의미》, 길희성 옮김, 분도출판사, 1987, 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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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트리니티 핵폭발의 현장을 목격한 과학자
들과 군 장교들이 느낀 두려움과 매혹의 감정들은 엄청난 힘에 의해 상해를 입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거리를 두고 이른바 ‘안전한’ 곳에서 주로 ‘시각’과 ‘청각’을 통
해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이다. 핵폭발 장면을 안전한 곳에서 주로 사진
으로만 접한 사람들의 경우에, 어마어마한 폭발의 광경은 엄청난 힘이 표현된 일
종의 ‘아름다움’으로 경험될 수도 있다. 최초의 핵폭발을 목격한 사람들 사이에서
는 매혹과 공포가 공존했지만, 어느 순간 핵에너지에 관한 공적 담론에서는 매혹
에 방점이 찍히게 되었고,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엄청난 힘에 대한 두려움의 측면
은 공적 담론에서 배제되거나 더 큰 가치를 위해 감수해야 할 불가피한 희생으로
축소되었다. 마침내 핵에너지는 반드시 소유해야 할 어마어마한, 동시에 매혹적인
힘으로서 강요되기에 이르렀다.

2) “난 좀 더 강력한 뭔가를 기대했었는데…” : 핵폭발의 스펙터클화

강력한 힘의 유혹은 두려움을 넘어서는 것이었고, 미국과 소련을 위시한 강대
국들은 상대보다 더 강한 힘을 소유하기 위해 앞다투어 핵실험에 돌입했다. 이때
강력한 힘을 보유하기 위한 강대국들의 노력은 크게 핵무기 생산과 ‘원자력’ 개발
이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되었는데, 냉전이 종식되기 전까지 광적으로 추진된
것은 더욱 강력한 핵폭탄을 만드는 일이었다.
종교학자 체르너스는 핵 군비경쟁의 중심에서 이른바 ‘구원에의 요청’을 발견
했다.18) 미국과 소련의 대립이 흔히 선과 악의 종말론적 전쟁으로 표상되는 가운
데, ‘무한한 힘’의 우위를 악에게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당위가 제시되었다. 만약
18) Ira Chernus, “Nuclear Images in the Popular Press: The Age of Apocalypse”, Ira Chernus and Edward Tabor Linenthal eds., A Shuddering Dawn: Religious Studies and the Nuclear Age,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89, pp. 17-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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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의 핵기술이 앞설 경우 엄청난 재앙이 일어날 것이기에, 단지 핵폭탄만이 줄
수 있는 무한한 ‘구원의 힘’을 소유해야 한다는 정서가 1945년부터 1962년까지 미
국의 대중언론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당위 하에, 시민들이 느끼던
핵전쟁의 우려와 공포는 안전, 신뢰, 진보, 희망의 감정으로 덮어져야 했고, 겉으
로 드러나서는 안 되었다.
냉전기 미국의 상황을 간략히 살펴보면, 시민들 사이에서 증폭되는 핵전쟁에
대한 공포를 잠재우면서 핵폭탄 개발을 지속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다양한 전략
들이 구현된 것을 볼 수 있다. 첫째는 악한 세력인 소련이 더 강한 핵무기를 소유
하게 될 경우 일어날 대재앙을 암시하면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이다. 핵전쟁 자
체보다는 전쟁에서 지는 것이 더 끔찍한 재앙으로 여겨졌다. 둘째로, 악의 세력
에게 더 강한 핵무기가 넘어간 상황에 대한 두려움은, 궁극적인 핵무기를 사용해
서 최종 승리를 얻을 기회에 대한 매혹과 짝을 이루어서 나타났다. 이른바 “뜨거
운 무기가 차가운 전쟁(냉전)을 종식하리라”는 믿음19)이 “폭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것이다”는 정서와 결합되었다.20) 셋째로, 미증유의 힘을 인간의 과학기술로 제
어할 수 있으리라는 낙관적인 기대가 유포되었다. 미국의 대중지인 라이프지는 태
평양 상공에서 이루어진 핵실험 사진들을 놓고서 폭발의 광경(vision)이 “신의 모
습(vision)과 같다”고 비유하면서, 그것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무지개”였다고 평했
다.21) 핵에너지로 인해 때로는 다치고 때로는 죽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역경을 뚫
고 나가면서 “이제 인간은 더욱 광대한 계획을 만들어가고 있다 … 한때 음식을 데
우는 데에만 사용될 수 있었던 불이 … 이제는 그를 … 별들을 향해 나아가게 한
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22) 그러한 가운데 “낙진의 방사능은 이틀만

19) A Shuddering Dawn: Religious Studies and the Nuclear Age, p. 29에서 재인용.
20) Reader’s Digest(April 1958), pp. 41-46; Ira Chernus, op. cit., p. 12 참조.
21) Life(July 20, 1962), pp. 26-35; Ira Chernus, op. cit., p. 16에서 재인용.
22) Ira Chernus, op. cit., p. 1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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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99퍼센트가 소멸된다”면서, 핵전쟁도 그렇게 끔찍한 것은 아닐 것이라는 전망
까지 나오게 되었다.23) 에이호는 이와 같은 냉전기 군비경쟁 속에서 나타난 핵무
기에 대한 열광을 미국 시민종교의 맥락 속에서 살펴보아야 할 새로운 종교적 형
식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핵물리학자들과 기술자들이 ‘핵의 죽음의 컬트(Nuclear
Death Cult)에서 일종의 사제 역할을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24)

마지막으로, 핵에너지가 지닌 강력한 힘에 대한 두려움을 상쇄하고 매혹을 강
화하기 위해, 핵폭발의 시각적 스펙터클화가 시도되기도 했다. 가령 1952년 4월
25일에 네바다에서는 그 무렵 가장 강력한 핵폭발 실험이 대규모로 이루어졌다.
이때 핵폭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최초로 미국 전역에
서 200여 명의 기자들이 초대되었고, 핵폭발 장면은 TV로 생중계되었다. 이제 핵
폭발의 장면은 멋진 구경거리의 하나가 되었고, 네바다의 주요 도시인 라스베이거
스 시에서는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원자 도시(Atomic City)’로서 라스베이거스
를 홍보했다. 핵폭발의 버섯구름은 라스베이거스를 나타내는 아이콘이 되었고, 우
편엽서, 사탕, 장난감 등으로 상품화되었다. 라스베이거스 상공회의소에서는 관
광객들을 위해 핵실험이 예정된 시간과 핵폭발을 관람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를 알
려주는 달력을 발행하였다. 그러한 일은 12년간 대략 3주마다, 총 235회에 걸쳐서
이루어졌다.25) 이처럼 핵에너지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의 측면을 배제하기 위한 핵
폭발 스펙터클화의 전략이 전면화되는 가운데, 지상 최대의 폭발을 기대하면서 각
지에서 모여든 일부 구경꾼들은 폭발의 규모에 오히려 실망했고, 어떤 중년 여성
은 “나는 좀 더 강력한 뭔가를 기대했었는데” 하고 실망감을 표현하기도 했던 것이

23) Life(Sep. 15. 1961), pp. 95-108; Ira Chernus, op. cit., p. 13에서 재인용.
24) James A. Aho, op. cit., p. 49.
25) “Atomic Tourism in Nevada”
(http://www.pbs.org/wgbh/amex/lasvegas/peopleevents/e_atomictourism.html) 참조. (2015년 3월 4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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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6)

2. ‘원자력발전’과 무한경제성장의 판타지

핵에너지의 강력한 힘에 대한 매혹은 한편으로는 국제정치의 무대에서 핵폭
탄이라는 가공할 무기 개발로 이어졌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러한 힘을 산업을 일
으키고 경제적으로 더욱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용하려는 이른바 ‘평화를
위한 원자력’에 대한 기대와 결합되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후자의 움직임에서는
사람들의 핵 경험이 어떻게 다루어졌을까? 그리고 핵에너지가 불러일으키는 매혹
과 공포의 감정은 어떻게 조정되었을까?

1) “평화를 위한 원자력”

“우리가 원자 에너지를 방출시킬 수 있다는 사실은 인간이 자연의 힘을 이해
하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 것을 알려줍니다. … 나는 원자력이 세계 평화의
지속을 향하여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감안해서 의회에 건
의할 것입니다.”27)

1945년 8월 6일 트루먼 미 대통령은 간략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그는 16시간 전에 미국 비행기 한 대가 일본의 히로시마에 폭탄을 투하했는데, 그
것은 당시까지 전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폭탄으로 알려졌던 영국의 ‘그랜드 슬램’보

26) Ira Chernus, op. cit., p. 8.
27) Harry S. Truman, “Announcing the Bombing of Hiroshima”, Statement by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1945. 8.6. (동영상 주
소: http://www.c-span.org/video/?294914-1/president-truman-speech-bombing-hiroshima). (인용문 중 강조는 필자) (2015년 3
월 19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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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천 배 이상의 강력한 힘을 지닌 ‘원자폭탄’임을 밝혔다. 성명서 전반에 걸쳐서
그는 미국이 “우주의 기본적인 힘”을 이용한 이 강력한 폭탄을 전쟁을 초래한 자들
을 응징하기 위해 사용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과 진보한
과학을 과시했지만, 마지막으로 “원자력”을 “세계 평화의 지속”을 위해 사용할 가
능성을 언급하면서 성명서를 끝맺었다. 이른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 공식석
상에서 최초로 언급된 것이 이때이다. 그렇지만 핵에너지를 어떻게 평화적으로 이
용할 수 있을 것인지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되기 시작한 것은 한참 세월이 지난 뒤
였다.
1953년 12월 8일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는 제8차
유엔총회에서 “평화를 위한 원자력(Atoms for Peace)”을 제창하면서, ‘원자력의 평
화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국제적 원자력기구를 설치하자고 연설함으로
써 이른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28) 1954년 12월 4일 유
엔총회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결의안이 통과되었
고, 1957년 유엔전문기관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가 창설되었던 것이다.29) 또한 미국과 소련은 각각 우호관계에 있는 국가

들과 경쟁적으로 원자력 협력협정을 체결해나갔다. 이같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의 흐름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전쟁무기로서의 ‘핵’과 ‘평화를 위한 원자력’을 완
전히 분리된 것으로 취급하면서, 핵분열에서 생겨나는 어마어마한 힘이 사용되는
장을 전쟁상황에서 경제생활의 영역으로 전환할 것을 표방한다는 점이다.30)

28) 그러나 미국이 ‘평화를 위한 원자력’을 제안했다고 해서 핵무기 개발실험을 중지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한편에서는 ‘평화를 위한 원자
력’을 표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더욱 파괴적인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한 실험을 계속해나갔다. 가령 국내 일간지에서 핵에너지를
전쟁과 평화 양 분야에서 동시에 사용하겠다는 아이젠하워의 말을 인용한 다음 대목을 보라. “우리의 원자무기는 계속 발전하고 있는
데 미국은 이 거대한 힘이 평화의 사도가 될 시기의 도래를 촉구시키기 위하여 꾸준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무기가 전
쟁을 방지하는 동시에 만일 전쟁이 발생한다면 즉시 치명적이고 효과적인 보복을 할 수 있도록 원자무기의 발전을 계속시킬 것이다.”
〈미 대담한 원자정책〉, 《경향신문》, 1954.2.5.
29) 한국은 1957년 8월 IAEA 헌장에 서명함으로써 회원국이 되었다. 한국원자력연구소 역사편찬위원회, 《한국원자력연구소 30년사》, 한국
원자력연구소, 1990, 65쪽.
30) 1954년 6월, 소련이 세계 최초로 5000kw 발전소를 시험적으로 건설 가동한 데 이어서, 1956년 10월에는 영국에서 9만2천kw, 195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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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때 나타난 주목할 만한 현상은, 핵에너지의 ‘힘’에 대한 매혹이 무한
한 경제적 풍요의 가능성과 겹쳐지면서, 전세계적으로 대단한 관심을 불러일으켰
다는 점이다. 그러한 현상은 특히 전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일본과 한국에
서 눈에 띄게 나타났다. 각국의 정부는 핵에너지의 어마어마한 힘을 인간의 과학
기술력으로 조종해서 경제적 풍요를 위해 사용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조성하는
동시에, 핵발전을 전쟁상황에서 핵에너지를 수많은 사상자를 발생시키는 핵무기
로서 사용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영역에 속한 것으로 구별하면서, ‘평화를 위
한 원자력’이란 구절을 일종의 구원의 캐치프레이즈처럼 사용했다. 핵에너지의 파
괴적 위력을 두려워하던 사람들의 불안과 일말의 망설임은 ‘평화를 위한 원자력’이
라는 구호 앞에서 허물어졌고, 무엇보다도 전쟁의 폐허 속에서 다시 일어나서 우
리도 한번 ‘잘 살아보고 싶은’ 열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무한한 힘’이 약속하는 무한
한 풍요는 거부하기 힘든 매혹이었다.

2) 매혹의 전이 혹은 혼종

한국사회에서 ‘평화를 위한 원자력’의 수용과 그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기에 앞
서, 먼저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된 이래 ‘핵’에 관한 한국사회
의 인식은 어떻게 나타났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방 직후부터 한국사회에서
발간된 각종 잡지에서는 어마어마한 힘을 지닌 ‘원자탄’에 관한 기사들이 많이 나
타났는데,31) 이는 미지의 힘에 대한 한국사회의 호기심과 관심을 반영한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볼 때 눈에 띄는 것은,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

12월에는 미국에서 10만kw 원자력발전소가 상업적 발전을 개시하면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되었다. 박익
수, 《한국원자력창업사: 1955-1980》, 도서출판 경림, 2002, 16-19쪽 참조.
31) 공임순, 〈원자탄의 매개된 세계상과 재지역화의 균열들: 종전과 전후, 한반도 해방(자유)의 조건들〉, 《서강인문논총》 31집,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1, 1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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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한 뒤에는 ‘공산주의’를 물리치고 ‘자유세력’의 승리를 얻기 위해 ‘원자탄’의 한반
도 투하를 희망한다거나 한국에서 직접 핵무기를 소유하려는 욕망이 대통령 이하
주요 인사들에게서 나타났다는 점이다. 트루먼 미 대통령이 한반도에 ‘원자탄’을
투하한다는 잘못된 소식이 전파되었을 때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전쟁이 제3차세계
대전으로 번질 것을 염려해서 핵무기 사용을 우려하는 시각이 대부분이었으나, 정
작 한국의 주요 인사들의 반응은 그와 달랐다. 가령 1950년 12월 2일, 신성모 국방
부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트루먼 대통령이 원자탄을 “하루바삐 썼으면 좋겠다. 그리
고 쓸 줄로 믿고 있다”면서, “나는 원자탄에 맞아 죽을지언정 공산당의 노예는 되
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다.32) 이승만 대통령 역시 ‘원자무기’보다 인류에게 더 해
악이 되는 것이 공산주의라면서, “전쟁의 방법을 구속한다는 것은 다만 우리들의
손을 자승자박할 따름”이니 오히려 ‘원자무기’를 사용해서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전
면전을 벌이는 것이 문명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33) 그러한 시각은 고위층 관
계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1952년 국방부 정훈국에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자탄 사용 여부에 대해서 한반도 이남의 주민들의 여론은 “찬성
562인 62%, 반대 162인 18%, 모른다 166인 18%”34)로 나타났다.
1950년대 한반도 남쪽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일까? 우
리는 위와 같은 신문기사들 및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 당시 한국사회의 ‘핵에너
지’에 대한 이해를 추측해볼 수 있다. 곧 해방 이후 한국사회에서 핵 담론이 증가하
고 핵 지식이 확산되고 있었지만, 정작 핵에너지의 폭발적 위력에 대한 이해는 매

32) 〈신성모 국방부장관, 원자탄 사용을 희망〉, 《경향신문》, 1950.12.4. 또한 연희대학 총장 및 문교부장관을 역임한 백낙준은 한반도에
서 원자탄을 사용해서라도 승리를 거두어 “공산진영을 이 세계에서 청소”할 것을 주장했다. 백낙준, 〈한국전쟁과 세계평화〉, 《사상계》
1953.6.6, 10쪽.
33) 〈원폭제한무가치〉, 《동아일보》, 1954.4.6. 또한 이승만은 미국이 수소폭탄에 대한 공포심이나 삼차대전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야 한
다면서, “세계의 지도자로서 미국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에서 적극적이며 결단성 있는 태도를 취하여야 한다”( 〈즉시로 대공
행동〉, 《경향신문》, 1954.8.3.)고 촉구하기도 했으며, 미국의 한 감리교회에서 연설할 때는 “우리는 수소탄보다 더 강력한 것 즉 神이 우
리와 같이 있으므로 비록 그것이 제삼차대전을 의미하게 된다 하더라도 북한공격의 결과를 두려워하지는 않는다”(〈신의 섭리로 북진〉,
《경향신문》, 1954.8.3.)라고 말하기도 했다.
34) 〈국방부 정훈국, 아이젠하워 방한 이후 여론 조사〉, 《부산일보》, 1952.12.9.; 공임순, 앞의 글, 34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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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피상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원자탄에 맞아 죽을지언정” 공산주의의 노예가 되
기 싫다는 국가 지도층의 발언에서 핵에너지가 인체에 야기하는 변형이나 그로 인
한 고통의 측면은 간과되며, 원자탄은 단지 ‘극도로 강력한 폭탄’ 정도로 이해되고
있음을 짐작하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전쟁을 경험하던 한국사회에서 더욱 강한
힘으로 적들을 쓸어버리고 전쟁을 종결시키고 싶은 열망이 ‘어마어마한 힘으로서
핵에너지에 대한 매혹’과 결합되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된다.
휴전협정이 조인된 후에도 1950년대 전반에 걸쳐서 신문지상이나 잡지에서
이루어진 핵에 관련된 논의들은 대체로 핵에너지가 야기하는 고통이나 두려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낙관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으며,35) 핵에너지라는 전대미문
의 힘에 대한 한국사회의 관심은 미국의 ‘원자력 평화적 이용’의 제안이 들어오면
서 더욱 급물살을 타고 증폭되었다.36)
1955년 7월 25일에 한미원자력협정의 전문이 일간지에 발표되면서 ‘원자력’
에 관한 토론이 신문지상을 통해 활발히 일어났는데,37) 가령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이었던 장내원의 논의는 ‘원자력’ 기술이나 원료에서 미국 등 강대국에 의
존하게 될 것을 다소 우려38)하면서도, “이 땅에도 과연 원자력시대의 여명”이 왔다
는 것에 감격하는 시대적 분위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39) 그러니 “우리같이
가난한 나라가 원자력연구시설을 갖고 원자력의 학술적 연구와 기술적 훈련 그리
고 의학적 실험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꿈같은 희소식”이며, “우리는 미국의 숭

35) 권보드래, 〈과학의 영도(零度), 원자탄과 전쟁: 『원형의 전설』과 『시대의 탄생』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43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
연구소, 2012, 336, 338쪽 참조.
36) 핵과 관련된 한국 정부의 움직임은 1954년 11월 미국 내 원자력연구소에 과학자를 파견해달라는 미국정부의 요청과, 1955년 2월 2일
에 유엔으로부터 그 해 8월에 제네바에서 개최될 국제원자력평화회의에 참석해 달라는 초청장을 받으면서부터 구체화되었고, 이듬해
2월에는 미국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쌍무협력협정”이 체결되었다. 박익수, 앞의 책, 20쪽.
37) 한미원자력협정 체결 이후 일반 잡지들도 광범위하게 ‘원자력’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었는데, 특히 월간지 《새벽》에서는 1955년 송년호
에서 ‘원자력’ 특집기사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자세히 소개했다. 박익수, 앞의 책, 23쪽 참조.
38) 장내원, 〈원자력 협정의 검토(4)〉, 《동아일보》 1955.10.14.
39) 장내원, 〈원자력 협정의 검토(1)〉, 《동아일보》 195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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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한 원조정신에 충심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40)
여기서 우리는 미국의 ‘숭고한 원조정신’ 덕분에 한국에서도 핵에너지의 엄청
난 힘을 이용할 수 있는 새시대가 열리게 된 것에 감격하고 흥분하는 당시 한국사
회의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 그 무렵에는 여야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핵에너지의
엄청난 힘에 대한 큰 관심과 기대가 있었는데, 미국의 원자력협정 제안은 한국도
언감생심 그러한 힘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부국강병의 대열에 들어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으로 여겨졌던 것이다.
이때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그 무렵 한국사회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기대는 실은 핵무기가 가진 군사적 힘에 대한 매혹과 분리되지 않고 혼재되
어 있었다는 점이다. 핵에너지의 군사적 이용과 소위 평화적 이용에 대한 기대의
혼재는 이승만41)이나 박정희 모두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42)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고서, 우리는 해방 이후부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에 첫발을 내딛기까지 핵에너지에 대한 한국 정부 및 관료들의 정책과 발언에서
주목할 만한 두 가지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는 핵에너지에 관한 ‘공포의 추
상화’ 경향이고, 다른 하나는 핵에너지의 ‘매혹의 구체화’이다. 다음의 발언은 이를
잘 보여준다.

“하여간 누가 무어라던 우리에겐 하나의 신념이 있다. 보리 한 알이 죽어야만

40) 장내원, 〈원자력 협정의 검토(5)〉, 《동아일보》 1955.10.16.
41) 가령 문교부 기술교육국 초대 원자력과장을 역임한 윤세원의 회고를 보라. “과장으로 부임한지 1개월이 지난 [1957년] 11월경 … 경무
대(지금의 청와대)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들어오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 들어갔더니 첫마디가 ‘자네 원자력을 공부했다지.’ ‘네, 좀
공부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원자탄을 만들 수 있나?’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연구를 계속하면 불가능한 것은 아닙
니다.’ ‘됐어, 그럼 자네 원자력에 대한 계획을 잘 연구해서 잘 해줘. 정부도 잘 밀어줄거야…’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좀 나누고 나왔습
니다만 한마디로 그때의 이대통령에 대한 나의 인상은 원자력과를 신설한 데 대한 그분의 기대와 야심이 매우 컸던 것으로 기억됩니
다.” 박익수, 《한국원자력창업비사: 대담을 통한 창업비사》, 과학문화사, 1999, 9-10쪽.
42) 박정희 대통령은 1975년 6월 25일 워싱턴포스트지 기자와의 회견에서 ”한국은 만약 미국의 핵우산보호가 철수되면 생존을 위해서 핵
무기개발을 포함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서 한국정부는 1976년 12월 1일 핵연료주기기술 핵재처리
기술 등을 기르기 위해 ‘핵연료 개발공단’을 설립하였고, 1978년 8월 26일에는 국방과학 연구소팀이 핵탄두의 운반체생산연구 개발을
추진하여 실험에 성공했다. 그 해 10월 26일 노재현 국방장관은 국회에서 “앞으로 북괴의 도발로 전쟁이 재발할 경우 근본적인 안보를
위해서는 핵무기를 소유해야 한다”고 정부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박익수, 《한국원자력창업사: 1955-1980》, 366, 3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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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이야기와 같이 과도의 방사능에 피폭되면 생명이
단축되고 병신이 되고 심지어는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지만 우리는 가
늘고 긴 인생보다는 짧더라도 차라리 굵직한 삶을 지향하며 또 과도의 방사능
에 조사되는 것 때문에 결혼 후 후손에게 영향을 주는 한이 있어도 자위 받을
하나의 커다란 구실이 있다. 즉 그것은 우리는 원자씨앗의 아버지가 될 수 있
다는 것이다.”43)

위의 인용문에는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연구원들이 피폭의 위험을 감수하고라
도 “원자 씨앗의 아버지”가 되겠다는 신념으로 연구에 매진한다는 점이 강조되는
데, 이러한 발언에서나 ‘원자탄’을 한반도에 투하할 것을 요구하는 국방부장관의
발언에서나, 핵에너지에 대한 공포가 대단히 추상적이며 방사능에 피폭된 고통이
피상적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피폭된 한국인원폭피해자 수만 명이 한국으로 돌
아왔으나 이들의 목소리는 공적 담론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배제되었고 그들의 존
재 자체가 없는 것처럼 여겨졌기에, 핵 고통의 경험이 사회적으로 공유될 여지는
애초에 없었다.
해방 직후부터 한국 정부에서는 피폭자들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핵 경험의
기억을 배제하고 핵에너지에 대한 공포를 추상화하고 최소화하는 동시에, 당시로
서는 첨단 과학기술의 결정체였던 ‘원자로’ 모형을 전시하는 대규모 기획전을 개최
함으로써 매혹을 구체화하면서 핵에너지의 엄청난 힘에 대한 기대와 매혹을 고조
해왔다. 그리고 한국사회의 핵 인식은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형성되어왔던 것
이다.

43) 이창건, 〈한국 원자력은 살아 있다: 박익수씨의 ‘한국 원자력의 고민’을 박함〉, 《동아일보》, 1961. 1.19. (강조는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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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 움큼의 모래까지 원자력으로”

우리는 3000만의 지력을 결합시켜서 널리 활용할 때에 우리들의 주변에 있는
한 오쿰의 “모래”나 한 보시기의 “물”에서부터 광물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물질
을 원자력으로 전환(융합반응 또는 핵분렬)시켜 농업, 공업, 의학, 교통, 기타
모든 부면에 응용함으로서 국민의 생활을 보다 더 부유하게 개선 시킬 것이
다.44)

이 원자력을 평화적 산업부문에 선용하게되면 첫째로 이 지구상의 인간 사회
로부터 빈곤과 기아 및 결핍을 완전히 제거할 수있게 되며 무진장의 동력을
이용하므로 인하는 산업의 생산양식에 일대 변혁이 이러나게 할것이고 그다
음으로는 난치의 “암” 같은 무서운 질병을 퇴치 할 수 있을 뿐아니라 모든 인
간이 건강하고 안락한 생활을 누릴수 있게될것이 기대 되는 바이다.45)

핵에너지의 엄청난 힘을 경제발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원자력발전’의
비전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폐허가 된 나라 경제를 다시 일으켜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46)는 열망과 결합되었다.47)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엄청난 힘을 가진 핵에너지를 전력원으로 사용하는

44) 이성룡 편, 《평화를 위한 한국의 원자력》, 원자로 가동 기념호, 산업경제신문사출판국, 과학시대사, 1962, 1쪽. (강조는 필자)
45) 리원철, 〈머리말〉, 《평화를 위한 한국의 원자력》 (강조는 필자).
46) ‘잘살아보세’(한운사 작사, 김희조 작곡)라는 노래는 1962년에 “혁명 1주년을 맞아” 장충체육관에서 개최된 민족예술제에서 불리기 위
해 만들어진 곡으로서, 조상 대대로 내려온 가난에서 벗어나서 “우리도 한번 잘살아보자”는 열망을 담고 있다. 〈故 한운사 ‘잘살아 보
세’ 노랫말 이래서 지었다〉, 《뉴시스》, 2013.1.9.
47) 사실 1938년 말 조선의 총회사 중에서 자본 면에서 조선인 소유의 회사는 11%에 불과했기에, 해방후 일본인들이 빠져나가면서 국내
의 광공업 생산은 큰 타격을 입었다. 1948년의 공업부문 생산액은 1939년에 비해 70%이상 감소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광공업 시설
은 대부분 북한 지역에 몰려있었고, 발전시설은 해방전 남북한 전체 1백 45만 9천 kw의 시설용량 중 남한이 차지한 비율은 14%에 불
과했고 나머지는 북한에 집중되어 있었다. 뒤이은 한국전쟁으로 그나마 있던 공업시설의 43%, 발전소 시설의 41%, 탄광시설의 50%가
파괴되면서, 한국경제는 외국의 원조에 의존하게 되었던 것이다. 박익수, 《한국원자력창업사: 1955-1980》, 2-6쪽.

40_종교문화비평 28

협정을 맺자고 제안한 것은 많은 이들에게 다시 올 수 없는 기회로 여겨졌다. 한미
원자력협정 체결 이후 1958년 최초의 원자력법48)이 만들어지고 1959년 원자력연
구원과 원자력연구소가 창설되며 1962년 한국 최초로 연구용 원자로의 가동이 시
작되면서, 이제 한국에서 ‘원자력발전’ 시대의 서막이 열리게 되었다.49)
그런데 1960년대 무렵부터 경제개발계획과 원자력발전계획이 동시에 추진
되기 시작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원자력발전계획은 경제개발의 주요 동력을 생산
하기 위한 밑바탕으로서, 공격적이고 돌진적인 근대화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
1960~70년대에 이루어진 급격한 관주도 개발, 이른바 ‘개발독재’의 밑바탕에는
그 기본동력으로서 ‘원자력발전’이 있었던 것이다.
좀 더 살펴보면, 박정희의 국가재건최고회의는 1961년 7월 경제기획원을 신
설해서 경제개발계획을 전담하게 했는데, 이는 정부주도의 강력한 경제개발을 추
진하기 위함이었다.50) 그런데 경제개발계획을 위해서는 산업화에 필요한 전력을
차질없이 공급하는 일이 중요했고, 따라서 무엇보다도 전원개발계획이 요구되었
다. 따라서 제1차경제개발계획(1962~66)은 제1차 전원개발계획과 함께 추진되었
고, 제2차경제개발계획(1967~1971)은 ‘원자력발전’을 가장 합리적인 전원의 하나
로 채택함으로써, 원자력발전소의 건립은 이때부터 본격적인 정책과제로 등장하
게 되었다.51) 이처럼 한반도에 ‘핵에너지’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때, 한국정부의 입
장은 초기부터 경제성장에 대한 열망과 결합되어 있었으며, 그러한 경제성장을 위
해 핵에너지의 힘이 가진 ‘매혹’의 측면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1962년에는 “제3의 불”을 상징하는 한국 최초의 원자로인 TRIGA Mark-II가
48) 1958년 2월 법률 제483호로 공포된 원자력법은 평화적 이용으로 국민생활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원자력발전의 목표로 제시했
다. (한국원자력연구소 역사편찬위원회, 《한국원자력연구소 30년사》, 한국원자력연구소, 1990, 66쪽.) 현재 법률 제9016호인 원자력법
의 제1장 제1조에서도 원자력이용의 기본 목적으로 “국민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며,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49) 물론 1978년 최초의 상업용 원자로인 고리 핵발전소의 가동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아직 긴 세월이 남아있었다.
50) 박익수, 《한국원자력창업사: 1955-1980》, 122쪽.
51) 위의 책, 127-1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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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을 시작52)했는데, 이를 기념해서 “국민에게 과학사상을 고취”시키려는 목적에
서 《평화를 위한 한국의 원자력》이 출간되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핵에너지
의 이용이 구체화된 초창기에 한국 정부가 ‘원자력’에 관한 국민의 인식을 어떻게
조성하려 했는지 그 기본 방향을 크게 세 가지로 읽을 수 있다. 첫째로 가장 두드
러진 것은, 국민에게 ‘원자력’이 가져다줄 경제성장에 대한 장밋빛 기대를 고취하
려 애쓴다는 점이다. 책 전반에 걸쳐서 “불과 전기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혁명”
을 인류생활에 가져올 ‘원자력 시대의 미래’는 찬란하게 그려지며, “우리는 지금 인
류의 손으로 개척되고 건설될 것을 기다리고 있는 우주의 무한한 활동무대를 향하
여 용약 분발할 천여의 기회에 당면”하고 있으니, 이 기회를 잘 이용하면 “평화에
쓸 수 있는 동력을 무진장하게 얻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고취한다.53)
당시 한국정부는 핵에너지의 매혹을 국민들에게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장
치들을 활용했는데, 그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각종 ‘원자력 전시회’이다. 한국사회
에서 핵에너지에 대한 매혹을 고조하는 각종 전시회들은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했다. 1956년 9월 17일 덕수궁에서는 국내 최초로 <평화를 위한 원자력
전시회>가 개최되었는데, 이는 미국이 1955년부터 1956년까지 전세계에서 ‘원자
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해 열었던 전시회들의 일환이었다.54) 그리고 핵에너지가 가
져다줄 풍요에 대한 사회적 기대감을 상승시키는 이러한 ‘원자력 전시회’들에 발맞
추어, 언론에서도 ‘원자력발전’이 가져다줄 행복한 미래를 제시하면서 ‘원자력발전’
의 필요성을 강변하였다.

52) 한국원자력연구소 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64쪽.
53) 《평화를 위한 한국의 원자력》, 40, 145쪽.
54) 1960년에도 9월 9일부터 18일까지 덕수궁에서 미국 공보원의 후원으로 <원자력 전람회>가 열렸는데, 여기서는 한국원자력연구소에
설치된 원자로의 모형 등이 전시되었다. 이때 미국대리대사 그린님은 격려사에서 “인류의 복리를 위한 실제적이며 평화적인 목적으로
원자력이 활용”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한 개의 각설탕보다도 작은 우라늄은 한 가정에 일천년 동안 전기를 공급할 수 있고 대양급
기선을 일천 마일이나 달리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원자력이 가져올 풍요에 대한 기대를 고조시켰다.(〈자라가는 “과학한국”의
모습 제1회 원자력 전람회〉, 《동아일보》, 1960.9.11.) 나아가 1968년 9월 9일부터는 10월 8일까지 한 달에 걸쳐서 미국원자력위원회의
〈평화를 위한 원자력(Atoms For Peace)〉 프로그램에 따라 원자력원과 공동으로 원자력 이용에 관한 전시회 및 학술발표회가 열렸는데,
총 관람자 수는 130만 8,000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박익수, 《한국원자력창업사: 1955-1980》, 10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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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1950년대 후반 무렵에는 핵에너지가 이미 많은 사람
들에게 두려움이 아닌 매혹의 대상이 되었던 것 같다. 《평화를 위한 한국의 원자
력》에서는 우라늄을 발견하기 위해 남한에 산재한 폐광을 모조리 찾아다닌 김모씨
의 사례를 “한국의 우라늄할아버지가 되련다!’라고 항상 꿈속에서 속삭이는 할아
버지”란 표제 아래 소개하면서, 그를 “무명의 원자력 시대의 선구자”로 추켜올리기
도 하였다.55) 간단한 사례지만, 이를 통해 사람들에게 우라늄이나 ‘원자력’이 두려
움의 대상이 아니라 추구해야 할 매혹의 대상이 된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둘째는 핵에너지의 엄청난 힘을 제어하고 풍요를 위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눈부신 과학기술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강조된다. 이제 과학기술을 통해 모
래 한 움큼, 물 한 보시기에서도 원자에너지를 뽑아내어 모두가 풍요로운 미래를
누릴 수 있는 “원자 과학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이다.56)
이러한 ‘원자 과학시대’에 대한 홍보와 과학기술에 대한 신뢰는 정부측 발언에
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정부에 비판적인 측에서도 눈부신 과학을 통해 핵에너지
를 “인간이 원하는 대로 제어”할 수 있는 새로운 ‘원자력의 시대’가 도래했으며, 이
새로운 시대의 성패는 과학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여긴다는 점에서
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57) 그러니 ‘원자력 과학’을 위해 당시로서는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진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었다.58)
셋째는, 핵에너지의 엄청난 힘이 지닌 공포와 매혹의 양면을 분리가능한 것
으로 가정하고, 핵에너지가 지닌 무시무시한 공포의 측면은 ‘핵무기’에 국한시키는

55) 《평화를 위한 한국의 원자력》, 39쪽.
56) “따라서 20세기의 후반기에 있어서 인류의 문명은 원자 과학시대로 드러가게 되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는 원자문명에 뒤떠러지지
않기 위하여 모든 가능한 노력과 의욕을 가저야 할것이니 국민학교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기초적인 원자지식이라도 교육해야함은
말할것도 없는 동시에 또한 일반 국민 대중에게도 보급시키는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 해야 할 것이다.” 리원철, 앞의 글.
57) 가령 《사상계》는 “원자로라는 것”은 “자연 과학을 독이 되게 하느냐 악이 되게 하느냐”하는 인간의 의지에 따라 “인간이 원하는 대로
제어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 입장의 글을 수차례 실었다고 한다. 권보드래, 앞의 글, 338쪽.
58) 1950년대 말부터 1960년대 후반까지 연구 보조금 또는 위탁 연구비를 마련하여 국내 연구기관이나 대학에 지급함으로써 원자력 이
용연구를 장려했는데, 그 무렵 국가에서 이러한 연구 보조금을 지원한 것은 유일한 사례였다. 한국원자력연구소 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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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원자력발전’에 대해서는 매혹의 측면만을 강조하는 전략이 나타난다. 그리고
핵무기로 인한 고통의 이미지와 ‘원자력 발전’으로 인한 풍요와 발전의 이미지를
철저히 분리하고, 후자를 강조하는 가운데 전자를 공론장에서 배제하는 경향이 나
타난다.
여기서 ‘핵’과 ‘원자력’이라는 용어를 의도적으로 분리해서 사용하는 전략에 주
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소장을 역임한 윤용구는 한 대담에서 “‘원자력’
이든 ‘핵’이든 뜻은 비슷하겠지만 일반 사람들에게 던져주는 심리적 인식에는 큰
차이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원자력’이라는 말은 평화 이용의 뜻을 전제로 하고
있는(예: 원자력발전) 반면 ‘핵’이란 낱말은 대체로 군사적이고 부정적인 의미를 내
포하고 있다(예: 핵무기, 핵실험)”면서, “원자력 전문용어를 국민이해와 수용성 증진
차원에서 순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한 이유로 그는 대
담에서도 “‘핵연료’라는 말 대신에 ‘원전연료’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원자력의 군사
적 이용과 관련된 내용일 경우 ‘핵정책’, ‘핵확산’ 등의 단어를 사용하면서 ‘핵’과 ‘원
자력’을 의식적으로 구별해서 사용했다.59)
사실 핵에너지와 원자력은 결국에는 같은 것이지만, 무한 경제성장과 풍요를
향한 매혹의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 언어에서부터 ‘핵’과 ‘원자력’을 분리하는 가운
데 고통과 두려움, 공포의 기억을 소거해버리는 것이 국가의 주요 전략이었다.60)
해방 직후 핵폭탄이 가진 파괴적 힘에 대한 매혹이 경제적 부를 향한 열망(dream)
으로 치환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핵 경험(피폭자 고통)이 배제되고 소거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이 한국 ‘원자력발전’ 담론의 원점이었다. 그리고 여
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핵에너지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기억을 봉인하고,

59) 박익수, 《한국원자력창업사: 1955-1980》, 357쪽; 박익수, 《한국원자력창업비사》, 227-228쪽.
60) 법학자인 이계수는 “핵발전소를 원자력발전소라 명명하고, 핵폐기물이 아니라 ‘방사성폐기물’이라 바꿔 부르고, 원자로의 수명연장을
‘계속운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핵에 대한 사람들의 공포와 부정적 진식을 숨기려는 의도 외에는 달리 까닭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계수, 〈행정법령을 읽는 법: 폐기물관리법을 소재로〉, 《민주법학》 47권, 2011, 2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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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에너지로 인한 고통을 없는 것처럼 취급하는 것이었다.

3. 핵 고통의 사사화(私事化)와 저항하는 신체

최근까지 무기로서의 ‘핵’과 평화를 위한 ‘원자력’은 전혀 다르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었고, 핵에너지로 인한 고통은 1945년 ‘원자탄’의 폭발을 경험한 일부 사람
들에게 국한된다는 생각이 일반적이었다. 그렇지만 과연 그러할까? 나는 핵무기
뿐 아니라 이른바 평화를 위한 원자력, 곧 원자력발전에서도 핵에너지의 두려운
힘을 경험한 사람들, 피폭자들이 존재해왔으며, 그렇지만 이들의 경험 역시 공공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배제되고 무화(無化)되어왔다고 본다.
이 장에서는 1)핵에너지가 핵무기로 사용되었을 때 이를 경험한 사람들, 곧
한국인 피폭자들의 경험은 어떠한 것이었으며 그러한 경험이 한국사회에서 어떻
게 다루어져왔는지, 2)’평화를 위한 원자력’ 시스템 하에서 어떠한 고통이 발생하
며 그것이 어떻게 다루어져왔는지를 살펴보려 한다.

1)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의 핵 경험과 기억의 봉인

육체적 질병과 고통보다 더 힘든 것은 원폭 피해자 자녀로서 사회로부터 받는
차가운 시선과, 내 자녀들에게까지 대물림되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잔
인한 형벌 앞에 서있는 좌절입니다. …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시작된 이
잔인한 형벌은 육체적 고통을 넘어, 당사자와 그 후손들의 삶을 파괴하고 정
신을 피폐하게 만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커져만 가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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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이 과연 몇 대만에 그칠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61)

최근 나는 어떤 글에서 “원자탄은 한반도 주민들이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미
증유의 대상”이었고, “이미지의 존재로서의 원자탄은 … 가공할 파괴력과 평화적
사용에 대한 관심을 동시적으로 촉발했다.”는 구절을 읽었다.62) 그러나 좀 더 정확
히 표현하면, ‘원자탄’은 한반도 주민들이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미증유의 대상이
아니다. ‘원자탄의 가공할 파괴력’을 몸소 경험한 수만 명의 한국인 피폭자들이 있
었다. 결코 적지 않은 수의 한국인들이 직접적으로 원폭의 위력을 경험했음에도,
대다수 한국인들에게 원자탄이 단지 ‘이미지적 존재’에 불과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었던 것은, 수만 명에 달하는 한국인 피폭자들의 존재와
기억이 철저히 배제되고 은폐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1945년 8월 원폭이 투하된 시점에 일본에는 수많은 한국인들이 거주하
고 있었다. 특히 원폭이 투하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는 군사적 거점이었기에 미쓰
비시 계열의 군수공장에 강제징용된 한국인들이 많이 거주했고, 가난을 못이겨 생
계를 위해 이주한 한국인들도 많았다.63) 이렇게 많은 한국인들이 히로시마와 나가
사키에서 핵폭탄의 위력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채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의 경
험과 기억, 그들이 겪어온 고통은 사회적으로 공유되지 못했고 그저 개인적인 불
운, ‘업’, 나아가 일종의 ‘형벌’로 여겨져왔을 뿐이다.64) 그렇다면 이들은 핵폭발에

61) 한
 정순 회장(한국원폭2세환우회), 〈잔인한 형벌 앞에서〉, 박동수, 《핵, 끝나지 않은 형벌: 한국인 원폭 피해자 르포》, 한들출판사, 2013,
7쪽. (강조는 필자)
62) 공임순, 앞의 글, 6쪽 참조.
63) 1979년 한국교회여성연합회에서 피폭자 1,07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국인원폭피해자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피폭지역에 생계를
위해 이주한 경우가 81%. 징용은 16.8% (징병은 분류되지 않아 비율을 알 수 없다)라고 한다. 또한 지금껏 한국인 피폭 실태에 대해서
한국정부나 일본정부의 체계적 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기에 정확한 집계는 아니지만, 당시 히로시마에는 약 5만 명, 나가사키에는 약
2만 명의 한국인이 거주했다고 한다. 이들 가운데 약 4만 명이 사망하고 3만 명이 생존했고, 그 중 약 2만 3천 명이 한국으로, 약 2천명
이 북한으로 귀환했다고 한다. 정근식, 〈한국 현대사와 원자폭탄 피해자의 증언의 의미〉, 《고통의 역사: 원폭의 기억과 증언》, 도서출판
선인, 2005, 14-15쪽, 28쪽 참조.
64) 피폭 후 20년 이상 지난 후에 원폭피해자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지만, 그들의 경험이 증언록의 형태로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나마 전해지기 시작한 것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세월이 지난 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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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무엇을 경험했으며, 이들의 경험은 어떻게 ‘사사화’되었을까? 그리고 이들의 핵
경험이 사사화됨으로써 생겨난 결과는 무엇일까?

가.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의 고통 받는 신체

사람들이 전부 다 이성을 잃어 가지고 자기 새끼도 몰라. 간난이가 울고불고
그러면 내던지고 혼자 가는 거여. 전철 있는 데 가서 보니까, 전철 안에 타 있
는 사람은 앉은 자리에서 그대로 하얀 뼈만 남아. 바깥에 있는 빛에 사람은 다
꼬실러져버려. 의복이 새털처럼 펄럭펄럭하는 식이여. 살가죽이 너울너울하
고. 목이 타니까 물 달라고 요동을 쳐. 기어가서 시궁창 물이라도 목 쳐대고
실컷 먹고는 개구락지 뛰는 것처럼 펄떡거리고 죽는 거여. 꽁치를 적쇠에다
구어 놓은 것처럼 꼭 사람이 그런 현상으로 죽는 거여. 그런저런 것을 목격하
면서 고이동네를 가년 거여. 그때가 오후 2시.65)

삼릉[미쓰비시]조선에 끌려온 한국인이 3천명을 넘었어. 삼릉병기에도 4천명
인데 이게 전멸이야. 판자집에 개돼지같이 수용돼 있다가 당했지. 먹기는 돼
지에게 주는 비지만이었는데 … 일가친척이 없는 한국인 시체가 여러날 내까
려둬졌어. … 한국처녀들은 한사람도 살아남질 못했고 1만명 가량의 한국인이
한꺼번에 바싹 타죽었어. … 원폭백서니 뭐니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 모르지만
제일 원한 많은 사람들은 모두 죽었으니 말이야.66)

65) 곽재영의 증언. 《고통의 역사: 원폭의 기억과 증언》, 103쪽.
66) 〈이름없는 일본주부가 쓴 한국인 피폭자…나가사끼의 원혼〉, 《경향신문》(1968.8.14.)에 인용된 조선인 박수용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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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온 뒤로] 고생한 거 말헐라면 추접해서 말 다 못해.67)

폭심지로부터 2500m 지점에서 피폭된 어떤 젊은 일본인 대학교수의 말에 따
르면, 당시의 상황은 ‘지옥’과 같았다고 한다. “이같은 광경에 견줄만한 그 어떤 것
도 미처 본 적은 없었지만, 지옥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나는 이 광경이 바로 지옥
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68) 이와 같은 일본인들의 피폭 경험 및 피폭자들의 신
체적, 심리적 상태변화는 일본사회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그렇지만 일본으로 이주해서 열악한 상황에서 생계를 이어가다가 피폭당한 한국
인 피폭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고, 이들 중 상당수는 해방 후 아
픈 몸을 이끌고 고향에 돌아와서 피폭 사실을 숨긴 채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야 했
다. 사실 이들은 일본에 갔다가 돈도 못 벌고 게다가 병든 몸으로 돌아왔기에 부
모들한테나 친척들한테 환영받지 못했고,69)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채 아픈 몸으로
“떠돌이 신세만 살다가 인생을 망쳐”버리는 경우도 많았다.70)
오늘날의 시선으로 볼 때 놀라운 것은, 국가적으로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관
심의 대상이 된 일본인 원폭피해자들과는 달리,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은 자신들이
겪는 고통이 원폭으로 인한 방사능 피해라는 인식이 낮았다는 점이다.71) 심지어
히로시마에서 자신들이 당한 폭탄이 원폭이었다는 사실도 한국정부를 통해서가
아니라 히로시마의 ‘민단’이 부산으로 조사왔을 때 그들을 통해 처음 알게되었다는
증언도 있다.72)

67) 전소자의 증언, 《고통의 역사: 원폭의 기억과 증언》, 172쪽.
68) R.J. 리프튼, 〈원자폭탄 피폭의 심리적 영향〉, 핵전쟁방지국제의사회 엮음, 《핵전쟁과 인류: 평화를 위해 싸우는 의사들》, 황상익 옮김,
미래사, 1987, 86, 96쪽.
69) 서석우의 증언. 《고통의 역사: 원폭의 기억과 증언》, 78쪽.
70) 류익선의 증언, 위의 책, 230쪽.
71) 한국원폭피해자65년사 편찬위원회, 《한국원폭피해자65년사》, 사단법인한국원폭피해자협회, 2011, 475쪽.
72) 엄분연의 증언. 이시바 준코, 《한국의 히로시마: 20세기 백년의 분노, 한국인원폭피해자들은 누구인가》, 이제수 옮김, 역사비평사,
2003, 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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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문둥이라고 나병환자 취급을 해서 목욕탕도 못 갔어. 근데 그게 피
폭 땜에, 방사능 때문인지를 몰랐던 거야. 그 당시에는 그게 왜 그런가, 왜 내
가 그런 병에 걸렸나 만날 울었지. … 시어머니도 나를 정말 싫어했어. 저년
내쫓으라고 병충이를 왜 데리고 사냐고 그러셨어.73)

원폭은 여기 와서도 몰랐어. 원폭이 아주 큰 폭탄이라고 그렇게만 알제. 촌에
서 뭐 세밀하니 [알 수 있나?] 숨만 크게 쉬었어도 독에 죽었어.74)

원폭 후 생존자들의 신체에 이러저러한 장해가 조금씩 생겨났지만 핵폭탄으
로 인해 병이 생겼다는 인식은 거의 없었고, 피폭된 후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
은 ‘친일부역자’, ‘문둥병 같은 환자’ 등으로 매도되는 일이 잦았다.75) 한국사회에서
는 한국인 원폭피해자의 존재 여부도 알지 못한 채 그들의 피폭 후유증으로 변형
된 신체를 보고 ‘나병환자’로 여기거나, 혹여 원폭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
도 이른바 ‘원자병’에 대한 이해가 낮아서 이를 전염병으로 오인하고 그들을 슬슬
피하거나 따돌렸다.76) 피폭자들은 그들의 병든 몸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
에서 “너희들이 못났고, 너희들이 운이 없으니까 그런데 가서 죽은 놈은 죽고 살은
놈은 살았지. 우리가 너희들 위해서 싸울 것이 뭐 있냐”는 무언의 냉담한 반응을
읽었고,77) 그러한 이유에서 많은 피폭자들은 피폭 사실을 숨기는 길을 택했다.78)
이야기해봤자 “이해를 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또 이야기를 해도 그걸 심각하게

73) 변연옥의 증언. 《한국원폭피해자65년사》, 490쪽.
74) 이흥복의 증언, 《고통의 역사: 원폭의 기억과 증언》, 329쪽.
75) 2004년도 연구용역사업보고서, 《원폭피해자 2세의 기초현황 및 건강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127쪽.
76) 허광무, 〈한국인 원폭피해자에 대한 제연구와 문제점〉, 《한일민족문제연구》 6, 2004, 110쪽.
77) 곽재영의 증언. 《고통의 역사: 원폭의 기억과 증언》, 115쪽.
78) 허종순의 증언. 《한국원폭피해자65년사》, 6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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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79) 가족에게까지 피해를 주게 될까봐80) 많은 원폭피
해자들은 스스로 피폭 사실에 대해서 입을 다물었으며,81) 심지어 자식들에게도 피
폭사실을 숨겨 왔다.82)
사실 핵폭탄은 당시 많은 사람들이 피상적으로 이해했듯이 단지 ‘엄청나게 위
력이 센 폭탄’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원폭 피해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방사선
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그 건강상의 피해”에 있으며,83) 그러한 피해는 곧바로 나
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흔히 서서히 신체를 침식해 들어간다.84)

자칫 손만 닿아도 물집이 생기는가 하면 진물고, 헐고, 고름이 생기고 그 위
에 다시 곪고, 다시 진물고, 그래서 낫던 자국조차 시커멓게 반점으로 남는 흉
하고 무제한으로 끈질긴 승필이의 피부병은 무슨 조상이나 부모의 악성 유전
병 때문이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린다면, 에미되는 제 건강이 극히
좋지 못한 상태에서 승필이를 낳은 일입니다. 제는 제2차 세계대전 말 히로시
마에서 원자탄을 맞고 심한 상처 때문에 해방 이후 오늘날까지 제대로 건강을

79) 남화자의 증언. 위의 책, 513쪽.
80) 전소자의 증언, 《고통의 역사: 원폭의 기억과 증언》, 177쪽.
81) 피폭자와 피폭자 2세에 대한 차별 실상은 다음의 증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사실 제가 여기[원폭피해자협회] 사무 볼 때도, 어떤 사
람이 전화 와서 ‘아무개가 피폭자 누구 아들이냐’ 이런 걸 물어본 적도 있어요. 참 별사람이 다 있고, 피폭자 아들이면 사위 안 본다 이
거예요.” 《한국원폭피해자65년사》, 541쪽.
82) 원폭피해자들의 고통이 편견과 따돌림 속에서 고립되는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 것은 피폭자 2세, 3세에 대한 태도이다. 2004년 국가인
권위원회의 용역조사에 따르면, 상당수 사람들이 원폭피해자 2세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원폭피해자 2세라는 사실
을 숨기고 있었다고 한다.(2004년도 연구용역사업보고서, 《원폭피해자 2세의 기초현황 및 건강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114쪽.) 실
제로 어떤 경우에는 원폭피해자 2세라는 사실이 처음 주위에 알려진 후, 일부 동네 사람들이 “너도 곧 너희 부모와 형제들처럼 빨리 죽
을 거다. 그들의 증세가 2세들에게도 나타난다”는 등의 이야기를 퍼붓는 바람에 주위의 차별적 시선으로 인해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
었다고 한다.(박동수, 《핵, 끝나지 않은 형벌: 한국인 원폭 피해자 르포》, 한들출판사, 2013, 56쪽.)
83) 《원폭피해자 2세의 기초현황 및 건강실태조사》, 132쪽.
84)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뢰에 따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2004년 8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원폭피해자 1세와 2세의 기초현황과 건
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반인에 비해 원폭피해자1세의 질병 현황은 우울증 93배, 백혈병이나 골수종 등 림프, 조혈계통 암 70배, 빈혈
52배, 정신분열증 36배, 갑상선 질환 21배, 심근경색증이나 협심증 19배, 위,십이지장궤양 13배, 천식 9.5배, 자궁암 8.7배, 위암 4.5배,
뇌졸중 3.5배, 고혈압 3.1배 등으로 나타난다. 2004년도 연구용역사업보고서, 《원폭피해자 2세의 기초현황 및 건강실태조사》, 국가인권
위원회, 5쪽; 원폭피해자 2세들의 경우에 일반인에 비해 조사대상 원폭피해자2세들의 경우에 빈혈 88배, 심근경색, 협심증 89배, 우울
증 71배, 유방양성종양 64배, 천식 23배, 정신 분열증 18배, 위십이지장 궤양 16배, 간암 13배, 백혈병 13배, 갑상선 질환 10배, 위암 6.1
배, 뇌졸중 4.0배, 당뇨병 4.0배, 고혈압 3.5배로 나타난다. 《한국인 원폭피해자 증언대회 자료집》, (2014.2.27.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림).
원폭피해자 및 자녀를 위한 특별법 추진 연대회의, 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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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찾은 적이 없습니다.85)

이처럼 심각한 원폭휴유증으로 고통받는 한국인 원폭피해자들 및 그들의 2
세, 3세들은 그들이 느끼는 신체적 고통을 원폭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억울함’을 느낀다.86) 특히 한국정부에서는 일본 히로시마의
‘원폭병원’ 의사들이 ‘원폭병’이 2세, 3세에게 유전되지는 않는다고 발표한 것을 빌
미로 방사능으로 인한 피해가 유전이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기에87) 현재 한국
에서는 원폭피해자 2세의 질병 실태에 대해서 파악된 자료가 없는 상황이다.88) 그
로 인해 수많은 원폭피해자 2세들은 핵폭탄을 투하한 미국이나 이를 자초한 일본
정부보다도, 일본 방사능영향연구소의 의견만을 신봉하면서 제대로된 실태조사조
차 하지 않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 더 큰 실망과 불신을 안고 있다.89)

나. 경제성장의 그늘에 버려진 원폭피해자들

단 한가지 욕심이 있어요. 나 몸에 있는 흉터가, 우리나라에서도 아닌 다른 나
라에서, 다른 나라 싸움에 걸려들어 가지고 내가 이 몸에 상처를 입고 평생을
산다는 거, 원인이 뭐냐, 이것만이라도 밝히기 위해서 그 제주에서 서울 어렵
게 차비들이면서, 배타고 서울 한번 갔다 올라믄, 일주일 열흘 걸리면서 몇 번
다녔는지 몰라.90)

85) 피폭자 오복선의 증언. 김종성, 〈원폭피해자들의 삶과 소외 의식의 형상화〉, 《새국어교육》 65호, 한국국어교육학회, 2003, 291쪽에서
재인용.
86) 신영수(한국원폭피해자협회회장), 〈한국원폭피해자들의 현주소〉, 《새가정》 통권360, 1986, 27쪽.
87) 윤영애, 〈한국인 피폭자와 그들의 2세, 3세〉, 《그날 이후》, 한국교회여성연합회, 1989, 117쪽 참조.
88) 《원폭피해자 2세의 기초현황 및 건강실태조사》, 121쪽.
89) 박동수, 《핵, 끝나지 않은 형벌: 한국인 원폭 피해자 르포》, 한들출판사, 2013, 132쪽.
90) 오성호의 증언, 《고통의 역사: 원폭의 기억과 증언》, 3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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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1952년부터 일본인 원폭피해자들의 의료 및 복지 지원을 위한
제도를 꾸준히 마련해왔다. 또한 원폭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정책은 단지 실
질적인 보상 문제에만 그치지 않았다. 일본에서는 원폭이 투하된 8월 6일을 ‘히로
시마 원폭의 날’, 8월 9일을 ‘나가사키 원폭의 날’ 등의 국가기념일로 지정해서 이
른바 ‘평화기념식’을 열어 기념해왔다.91) 일본 정부가 원폭 투하의 시공간을 기념
하는 방식은 ‘국가화된 피해 서사’의 주요 장치로 활용되었는데, 이는 곧 전쟁의 책
임을 희석시키고 ‘세계 유일의 피폭국’으로서 일본을 피해자화하는 효과를 낳았다.
그러나 그러한 국가화된 피해 서사가 자체적으로 모순과 문제점들을 안고 있지만,
그럼에도 일본에서는 원폭에 대한 개인의 경험과 기억이 국가화된 피해 서사의 범
위 안에서나마 지속적으로 결합되고 사회적으로 기억된다는 점에서 한국과 큰 차
이가 있다.92) 한국에서는 원폭피해자들을 사회적으로 기억하는 ‘국가적 서사’ 자체
가 부재하며, 원폭의 피해와 기억은 순전히 개인이 감내해야 할 몫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한국정부는 한국인원폭피해자들의 고통에 무관심했을까? 해방
후 1948년 정부를 수립한 이래, 왜 한국정부는 미국과 일본에게 한국인원폭피해
자들의 고통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해방 후 한반도에서 나타
난 ‘핵에너지’의 매혹 현상과의 연장선상에서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찾아야 한다.
곧 어마어마한 위력으로 나타난 핵에너지의 파괴적 힘에 대한 관심이 이른바 ‘평
화를 위한 원자력’이 약속하는 경제적 풍요에 대한 기대와 결합하는 가운데, 핵에
너지의 파괴적 측면은 보지 않으려 하는 가운데 핵에너지의 고통의 기억을 봉인해
버리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91) 《한국인 원폭피해자 증언대회 자료집》, 55쪽.
92) 오은정, 〈관료제적 문서주의 속에서 기록과 기억: 한국 원폭피해자의 일본 피폭자건강수첩 취득 과정에 대한 민족지적 연구〉, 《한국문
화인류학》 47집 2호, 한국문화인류학회, 2014, 177-1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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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발의 목적 하에 피폭자들의 고통의 기억을 묻어버리는 상징적 장면은
1965년 한일협정에서 받은 일괄적 보상금을 포항제철 및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사
용한 일에서 뚜렷이 나타난다. 한국인원폭피해자들이 발생한지 20년이 지난 1965
년에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와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을 위시한 한국정
부에서 가장 우선시한 것은 경제성장이었기에, 한일협정은 주로 경제협력에 초점
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그리고 한국정부는 일본으로부터 3억 달러를 제공받기로
하고, 식민지지배에 의한 피해자의 대일보상청구권 문제까지를 일괄 타결해버렸
다. 그리하여 한국인원폭피해자들에 대한 일본의 배상은 한일협정을 통해 국가적
으로 이미 완료되었다는 것이 이후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 되었다.93) 그런데 한
국 정부는 일괄적으로 받은 보상금의 대부분을 포항제철과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
의 경제개발사업에 써버렸다.94) 이치바 준코는 한국인원폭피해자들을 “‘제국주의’
와 ‘핵’이란 최대의 난문을 한꺼번에 떠맡은 존재들”이라고 일컬었지만,95) 이들이
해방 후 한국정부에게서 받은 대우를 보면, 이들은 제국주의와 핵 뿐 아니라 자본
주의의 짐을 한꺼번에 떠맡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국인원폭피해자들에 대한 한국정부의 기민(棄民) 정책은 아직까지 정부 차
원에서 제대로된 실태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정부에서는 원폭피해자 1세와 2
세, 3세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
다. 원폭피해자의 실태에 관한 기초조사는 ‘한국교회여성연합회’와 ‘한국원폭피해
자협회’가 중심이 되어 실태조사보고서를 작성한 일이 있었지만, 한국정부 차원에
93) 이를 두고 한국 헌법재판소는 “한일협정에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이 포함되는지를 놓고 해석 차이가 존재하므로 협정 절차에 따른 외
교적 경로로 이를 해결해야 하는데도 국가가 이를 하지 않아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2011.8.30.)고 하면서, 국가가 한국인 원
폭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점을 인정한 바 있다. 오은정, 앞의 글, 171쪽 각주8 참조.
94) 《원폭피해자 2세의 기초현황 및 건강실태조사》, 128-129쪽; 강제숙, 〈태평양전쟁시기 원폭피해자문제와 한일시민연대〉, 《2013 제주
4·3연구소 국제세미나 발표집》, 2013, 48-49쪽.
95) 이치바 준코(한국원폭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시민모임 회장), 〈한국원폭피해자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할 수 있는가: 21명 피폭자 구술
체험기가 말해 주는 것〉, 《고통의 역사: 원폭의 기억과 증언》, 165-1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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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1990년에 불과 2개월 동안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회
원과 신고접수된 신규회원만을 대상으로 한 수동적인 조사에 불과했다.96) 경제성
장과 ‘평화를 위한 원자력’의 장밋빛 약속에 취한 국가에서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의
고통은 끊임없이 배제되고 가려졌고, 그들의 기억은 철저히 사사화될 뿐이었다.
한국인원폭피해자들의 핵 경험의 사사화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점이 한 가
지 더 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 투하의 정당성을 묻는 1995년 NHK 방송
문화연구소의 한미일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당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일본인은
10%, 미국인은 60%인데 한국인은 무려 80%가 원폭이 정당한 것이라고 응답했다
고 한다.97) 말 그대로, “한국은 수만 명의 피폭자를 낸 피해국가이자 동시에 원폭
을 가장 잘 정당화하는 나라”이기도 하다.98)
국가에 의해 원폭피해자들의 피폭의 기억과 고통이 큰 어려움 없이 사사화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원폭을 일종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정서가 있었기 때
문이다. 가령 한 일간지 사설에서 ‘원자무기’는 세계를 구원함으로써 평화에 공헌
한 ‘유일의 공로자’로 칭송될 뿐 아니라, 이제 ‘이 위대한 힘’이 ‘이용후생의 재료’로
서 사용되게 되었으니 새로운 원자력의 시대가 열렸다고 주장된다.99)
게다가 “미국은 고귀한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었고 많은 ‘물
자’를 주어서 우리의 재건과 번영을 도와주는 무이의 맹방”100)이기에 함부로 비판
할 수 없다는 생각과 함께, 미국의 ‘핵우산’ 아래 안보가 유지된다는 암묵적 합의로
인해, 핵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의 목
소리는 힘을 얻지 못했다. 대다수 국민들은 정부 정책에서 ‘버려진’ 한국인원폭피
96) 허광무, 앞의 글, 110쪽.
97) 한홍구·서경식·다카하시 데쓰야, 《후쿠시마 이후의 삶: 역사, 철학, 예술로 3.11 이후를 성찰하다》, 이령경 옮김, 반비, 2013, 99-100
쪽
98) 양은경, 〈글로벌 위험 보도와 국가주의: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한 KBS 〈뉴스 9〉의 담론분석〉, 《한국방송학보》 28-1호, 한국방송학회,
2014, 102쪽.
99) 〈원자력은 세계파멸을 방지했다〉, 《동아일보》, 1955.8.10.
100) 장내원, 〈원자력 협정의 검토〉, 《동아일보》, 1955.10.11.-16; 박익수, 《한국원자력창업사: 1955-1980》, 38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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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자들의 존재 자체를 거의 알지 못했을 뿐 아니라, 혹여 그들의 존재를 알게 되더
라도 어쩔 수 없는 희생자 정도로만 여기는 시각이 대다수였던 것이다.101)

다. 풀려나는 봉인

사람을 땅바닥의 미물에 불과하게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거여.
그 참상이야말로 … 지나간 일을 더듬어 가만히 생각해보면, 총을 가지고 싸
우는 것도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니여. 근디 핵이라는 것은 한방이면 한반도가
초토화되어 버려. 이런 것을 앞으로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관심을 가지
고, 핵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남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거기에 대한 저지
운동을 많이 해줘야 혀.102)

1978년 6월 23일 한국의 모 대학 신문사가 실시한 학생의식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대학생 가운데 89%가 ‘한국이 핵무기를 소유하기를 희망한다’고 응답했다
고 한다.103) 수만 명에 달하는 한국인원폭피해자들의 고통의 기억을 사회적으로
봉인했기에, 핵무기를 ‘힘’으로만 인식했기에 그러한 피상적인 견해가 나올 수 있
었을 것이다. 그러나 핵에너지의 무서운 힘을 신체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핵무기
의 위력에 매혹되지 않는다.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고통을 낳는지를 몸소 경험했
기 때문이다. 또한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더라도, 원폭피해자들의 고통의 기억을
공유한 사람들은 쉽게 핵에너지의 힘에 열광하기 어렵다. 핵에너지의 ‘어둠’에 대
한 자각이 쉽사리 핵에너지에 매혹되지 못하게 한다.

101) 허광무, 앞의 글, 109-110쪽.
102) 곽재영의 증언. 《고통의 역사: 원폭의 기억과 증언》, 92쪽.
103) 이영희, 〈‘핵’은 죽음을 보장한다〉, 핵전쟁방지국제의사회 엮음, 《핵전쟁과 인류: 평화를 위해 싸우는 의사들》, 황상익 옮김, 미래사,
1987, 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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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가가 주도하는 공공 영역에서는 ‘핵무기’와 이른바 ‘평화를 위한 원자
력’, 곧 핵발전을 분리된 것으로 취급하는 담론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핵에너지
의 무서움을 알고 있는 일부 피폭자들은 특히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방사
능에 의한 피해의 고통에 공감하면서 핵에너지의 두려움을 다시금 상기시키고 있
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직후 <이웃나라 일
본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지역 피폭자를 위로하며>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
국인 원폭피해자들은 자신들이 겪었던 고통을 되새기면서 일본의 피폭상황을 더
욱 가슴 아프게 받아들이고, “또 다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제2의 체르노빌 사건
이 되지 않기를”, 그리고 “다시는 방사능에 의한 피해자가 없도록” 바라는 염원을
전달했다.104)
또한 2012년에는 합천에서 제1회 합천비핵평화대회가 열렸는데, 여기에
는 핵무기 뿐 아니라 ‘평화를 위한 원자력’, 곧 핵발전소로 인해 피해를 입고 고통
을 겪어온 전세계의 피폭자들이 모여서 그들의 아픔을 공유하고, “우리는 핵과 방
사능의 위험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싶다”면서, 핵 없는 세상에 대한 지향을
〈2012 합천 비핵 평화대회 선언문〉을 통해 밝히기도 했다. 곧 한국인 원폭피해자
들이 자신들의 핵 경험의 기억을 세상을 향해 공유하기 시작하면서, 핵에너지의
두려움에 관한 기억의 봉인이 풀려나고 있는 것이다.

104)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부/한국원폭2세환우회/한국원폭피해자 및 원폭2세환우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이웃나라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지역 피폭자를 위로하며〉(2011.3.13.). 강제숙, 〈태평양전쟁시기 원폭피해자문제와 한일시민연대〉, 《2013 제
주4·3연구소 국제세미나 발표집》. 2013, 75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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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화를 위한 원자력’의 깊은 그늘

“경제개발의 목표는 국력을 알차게 길러 국가를 튼튼히 보위하고 이 땅에 민
족정기와 사회정의가 바로 선 번영과 중흥의 신기원을 이룩하자는 데 있다.
따라서 국가 건설을 위한 우리의 우렁찬 전진을 잠시도 늦출 수 없으며 중단
될 수 없는 것이다.”105)

원자력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이 원자력사고로 인해 사망할 확률은 번개에 맞
아 사망할 확률보다도 100배 이상 작다.106)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1950년대 이후 한국정부에서는 이른바 핵무기와 ‘평
화를 위한 원자력’을 구별해서 완전히 분리된 것처럼 취급하는 가운데, 후자를 통
해 풍요를 건설할 수 있다는 판타지를 국민들에게 유포해왔다. 그런데 ‘원자력발
전’과 관련해서 무엇이 선전되고 강조되느냐 뿐 아니라, 무엇이 가려지고 배제되
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원자력발전’과 관련해서 공적 담론에
서 지속적으로 유포되어온 것은 경제성장과 절대 안전의 메시지이며, 계속해서 배
제되어온 것은 핵발전으로 인한 고통의 목소리이다. 대표적으로 핵발전소 인근 주
민들과 핵발전소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원자력발전’의 그늘에 가려져서 지속적으
로 공적 담론의 영역에서 배제되어 왔다.107) ‘평화를 위한 원자력’의 그늘에 가려진
이들은 ‘핵’을 어떻게 경험해왔고, 이들의 경험은 공적 영역에서 어떻게 다루어져
왔을까?

105) 1977년 1월 박정희 대통령 신년사. 박익수, 《한국원자력창업사: 1955-1980》, 도서출판 경림, 2002, 253쪽.
106) 《방사성폐기물처분 부지확보 및 지역협력 방안연구》 최종보고서, 서울대학교 인구 및 발전문제연구소, 1991.12. 74쪽.
107) 후쿠시마 사고 이후 KBS의 뉴스보도에서 무엇이 축소되고 배제되어 왔는지를 분석한 양은경의 논의를 참조하라. 양은경, 앞의 글,
231-2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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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핵시설 인근 주민들의 경험과 그 처리

일반적으로 ‘평화를 위한 원자력’인 ‘원자력발전’은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는 드
문 경우에만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다고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사고가 일어
나지 않은 일상적 상황에서도 원전이 가동되는 한 상시적인 피폭의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있다. 바로 핵시설 인근의 주민들이다. 1970년대~1980년대 초에 전국
각지에서 원전 건설이 한창 이루어질 무렵, 인근 지역민들은 원전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사람들은 대체로 원전을 ‘전기를 만드는 공장’으로 여겼고, 이를 통해 나라
가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된다고 믿었다.108)
그러나 1978년 고리원전이 가동을 시작하고 뒤이어 83년에 월성원전, 86년
에 영광원전, 90년에 울진원전이 각각 상업적 가동을 시작하면서, 지역민들은 ‘평
화를 위한 원자력’ 발전소가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기 시작했다. 지역
민들이 경험한 핵발전소의 영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로, 그들이 가장 먼저 경험한 것은 원전이 지역환경에 미치는 영향이었
다. 한국에서는 1984년 4월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원자력발전 건설부지승인 및 건
설허가에서 방사선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했고,
동년 7월에야 환경평가서 작성지침서(제84-8호)가 고시되었으며, 이러한 제도가
원전 건설에 적용된 것은 1986년 영광3/4호기를 건설할 때가 처음이었다.109) 그
런데 매일 조석간만의 차가 심하고 연안수심이 얕은 해안에 건설된 영광원전의 경
우, 환경영향평가가 법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되었고, 원전의 온배수가 연안
어장이나 김 양식 등에 미친 영향으로 어민들의 피해가 막심하였다.110) 다른 원전

108) 이상헌·이보아·이정필·박배균, 《위험한 동거: 강요된 핵발전과 위혐경관의 탄생》, 알트, 2014, 26쪽.
109) 박익수, 《한국원자력창업사: 1955-1980》, 267-268쪽.
110) 위의 책, 318-319쪽. 또한, 어민들은 어획수가 줄고 어종이 바뀌어가는 것을 알아차리고, 원전의 온배수가 해안생태계에 미친 영향에
대해 집단적으로 항의하기 시작했다. 어떤 영광주민은 “몇 십년 전력을 얻기 위해 사용되는 핵발전소 때문에 후손들에게 지속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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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지역의 경우에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주민들은 원전이 가동된 후부터 지역
생태계에서 나타나는 각종 이상을 예민하게 감지해왔던 것이다.
둘째로, 지역민들은 원전의 잦은 고장이나 갖가지 사건들로 인해 불안을 느끼
게 되었다. 2015년 5월 14일까지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에 공식적으로 기재된
원자력발전소 사고, 고장 횟수는 692회이지만,111) 기재되지 않은 크고 작은 사고,
고장을 포함해서 각종 오염사건은 훨씬 더 많았다. 예를 들어, 1988년 9월 상업 운
전을 시작한 울진 1호기는 운전을 시작하자마자 9월과 10월 연이어 고장으로 원
자로가 정지되었고, 11월에는 중수 노출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지역민들의 불안이
겉으로 표면화되기 시작했다.112) 국내 최초 상업용 원전인 고리 1호기의 경우, 처
음부터 구체적이고 총괄적인 안전규정이 있었다기보다는, 일단 건설하고 가동하
는 과정에서 보완하고 개정하는 과정에서 현재에 이르렀다. 따라서 방사성 물질의
관리에서 안전에 소홀한 각종 시행착오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게다가 1986
년 체르노빌 원전폭발사고의 소식이 전해진 이래, 원전인근 주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졌다. 문서로 기록될 만큼 뚜렷한 사고, 고장이 아니더라도, 원전 인근에 거주하
는 주민들은 상시적 불안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셋째로, 원전 인근 지역민들은 해당지역에서 수십 년을 거주하는 동안 갖가지
신체적인 이상을 경험하였다. 원전 인근에서 수십 년을 지내면서 갑상선암 등의
각종 질병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아졌지만, 원전측에서는 방출되는 방사능 농도가
기준치보다 낮아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으며, 주민들의 각종 질병과 방
사능과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주민의 건강이상의 호소를 무시

터전을 물려주어야 한다는 환경선언을 무시할 권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없다.”고 호소하기도 하였다. 〈영광소식〉 제3호(1994.8.27)에
실린 주민 진정서. 위의 책, 326쪽에서 재인용.
111)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 참조. http://nsic.kins.re.kr/nsic/accidentList.do
112) 이상헌·이보아·이정필·박배균, 앞의 책, 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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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왔다.113)
이처럼 원전 가동이 시작된 이래, 핵시설 인근 지역민들은 ‘핵’을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 사고의 위험을 항시적으로 안고 있는 것,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경험해왔다. 이는 ‘원자력발전소’가 생존권, 재산권, 거주이전의 자
유 등과 함께 공포로부터의 자유, 평화적 생존권 등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인권
을 침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114)
그렇다면 정부나 한수원측에서는 핵시설 인근 지역민들의 그러한 경험에 대
해 어떻게 대처해왔을까? 정부와 한수원의 대처에서는 핵시설 인근 주민들의 위
험불안과 고통을 지역경제개발이나 개별보상 등 경제적 보상의 매혹으로 치환하
는 가운데, 방사능의 위험이나 방사능으로 인한 고통 자체를 존재하지 않는 것으
로 취급하는 경향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용역으로 수행된 한 연구에서는 “원자력발전은 나이가
적을수록, 교육수준과 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전문직, 관리직, 사무직 종사자들
이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반면, “저학력층, 저소득층, 여성, 농어민들”은 “원
자력발전소로 인해 바닷물이 오염되고 인체에 해를 미친다거나 발전소가 폭발할
것에 대한 공포감을 상대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으며, 원자력발전소의 위험성에 대
해 어떠한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기 보다는 막연히 불안해하는 경향이 강하
다”면서, “원자력 에 대한 객관적 지식의 결여로 인해 원자력에 대한 막연한 공포

113) 가
 령 1989년 8월 〈부산일보〉는 고리원전 인근의 효암리에서 한해동안 8명의 주민이 모두 암으로 사망했다는 내용을 보도했고 주민
들의 불안은 높아졌지만, 원전측에서는 그러한 질병과 원전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강은주, 《체르노빌 후쿠시마 한국》, 아
카이브, 2012, 183쪽). 그런데 2012년 7월, 고리원전 인근에서 20년 가까이 거주한 주민 이진섭씨가 자신의 직장암, 부인의 갑상선암,
아들의 발달장애가 원전에서 발생한 방사선의 영향이라면서 한국수력원자력공사를 상대로 건강권에 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2014년 재판부는 원전과 갑상선암의 관련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한수원측에서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였지만, 이후 월
성, 고리, 영광, 울진 등 원전인근 지역민 248명이 공동으로 자신들의 갑상선암에 대해 한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등,
최근들어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114) “원전사고와 방사능 피폭이라는 공포에서 벗어나 ‘평화 속에서 살 권리’는 전세계에 440기가 넘는 원전이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할 때 국내법은 물론 국제인권법의 차원에서도 옹호되어야 할 권리이다.” 이계수, 〈원자력발전과 인권〉, 《민주법학》 53, 2013, 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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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이 조장되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115)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핵시설 부지 주민들
의 저항과 반대를 원자력에 대한 ‘무지’의 소산으로 보려는 태도와도 무관하지 않
다. 따라서 “농어민층, 저학력층, 저소득층, 주부”의 무지를 깨우치기 위해 “원자
력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홍보”를 “치밀한 프로그램하에서 진행”하는 것이 갈등의
해법으로 제시된다. 나아가 핵시설이 지역에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공식적 이유
는 “안전성, 환경오염, 경제적 피해 등”이지만, 실제로는 “정부에 대한 불신” 때문
에 반대하는 것이며, 따라서 주민들의 저항과 반대는 “일종의 지역적 이기주의”이
며 “NIMBY 현상”이라는 평가가 내려졌는데, 이는 현재까지 핵시설 인근 주민들
에 대한 정부와 한수원측의 기본적 시각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정부와 한수원측에서는 한편으로는 지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원자력’
의 안전성을 계몽하고 홍보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 보상과 지역 개발을 통
해 지역민들의 불안을 상쇄하려고 했다.116)

나. 핵시설 노동자들의 피폭의 경험

핵시설에서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피폭의 위험이 언제나 상존한다. ‘평화
를 위한 원자력’이 국내에 도입된 이래, 아직 상업용 핵발전소가 준공되기 이전인
1960년대에도 갖가지 방사능 오염과 피폭사고가 존재했다.117)

115) 《 방사성폐기물처분 부지확보 및 지역협력 방안연구》, 126, 146쪽 참조.
116) 가령 방폐장 입지에 대한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증대하기 위해 수행된 용역 연구에서 핵관련시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한 개발
사업으로는 “골프장 개발”, “원자력 관련시설을 ‘지역의 명소’로 부각시킴”, “원자력 생태마을 조성” 등이 있었다. (박시현 외,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8,10. (C98-5), 93-102쪽 참조.) 이러한 사업들은 핵시설 인근
주민들의 불안이 ‘원자력’에 대한 구체적 지식이 없어서 일어난 것이라고 보고 원자력 안전성을 계몽하고 ‘홍보’하는 한편, 경제적 풍
요의 매혹으로 위험 불안을 감수하도록 유도하는 정부 및 관련 기관의 기본적 입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117) 공식적으로 기록된 사례 가운데 국내 최초의 방사능 오염 사고는 1961년에 전자공학연구 관련연구실에서 취급한 라듐 2~3μCi가 연
구실에 분산, 오염된 사고였다. 그후에도 꾸준히 오염사고가 일어났는데, 곧 1962년 17건, 1963년 46건, 1964년 15건, 1965년 2건,
1966년 3건, 1967년 5건, 1968년 5건 등의 오염사고가 일어났다. 또한 이 시기에 일어난 인체피폭사고로는 Co-60 조사실에서 일어난
전신과피폭사고, 방사성동위원소 생산실에서 일어난 피폭사고 등이 공식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소 역사편찬위원회, 앞
의 책, 1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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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경제성을 우선시하는 상업용 핵발전소의 경우 핵시설 규모가 훨씬 더
클 뿐 아니라, 시설 자체가 수익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둔 가운데 오염과 피폭사고
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한국의 원자력산업은 핵시설 노동자들의 안전문제에
서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내왔는데, 특히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선
진화 방안’에 따라 원자력산업체들이 정원을 대폭 축소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업무
를 과중하게 만들었다. 여기서 특히 오염과 피폭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은 비정
규직, 하청노동자들이다.118) 핵발전소에서 피폭위험이 큰 작업들에 비정규직 노동
자들을 투입하는 것은 일본을 위시한 여러 나라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가령 프
랑스 핵발전소에서 피폭된 노동자들 가운데 80%가 비정규직이라고 한다.119)
한국의 경우, 2014년에 23기 핵발전소에서 일한 노동자의 수는 19,693명인
데, 63.6%인 12,922명이 비정규직이거나 사내협력업체 노동자였다. 이들은 “경정
비, 조명설비, 수처리, 특수경비, 청소, 본부행정, 시설관리, 계측정비, 방사선안전
관리, 소방시설관리” 등 다양한 작업에 투입된다.120) 비정규직이나 일용직 노동자
들의 경우 피폭의 가능성이 높은 작업환경에 처할 뿐 아니라, 작업 기간 중에 변동
이 생겨서 다른 일용직 노동자로 대체 투입되는 경우가 잦으며, 이때 사전교육 훈
련이 소홀한 경우가 많아서 현장에서 방사성 누출사고나 방사성 피폭사고를 일으
키는 한 가지 요인이 될 수 있다.121)
2012년 한수원 출입 방사선 종사자들의 피폭선량을 조사한 결과, 정규직 노
동자에 비해 월성1호기에서 압력관 공사를 수행한 노동자들의 피폭량이 19.9배
높게 나타났는데, 기기를 교체하거나 안전을 관리하는 노동자들에게서 피폭선량

118) 이계수, 〈원자력발전과 인권〉, 133쪽.
119) 강은주, 앞의 책, 137쪽.
120) 이강준, 〈핵발전소 비리와 최하층 노동자〉, 《레디앙》, 2015.5.19.
121) 박익수, 《한국원자력창업사: 1955-1980》, 2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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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히 높게 나타났다.122) 또한 국회의원 장윤석이 한수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한수원을 출입한 외주,하청업체 방사선 종사자 9,594명의 평균 피
폭량이 한수원 정규직 종사자 5,109명의 평균 피폭량보다 약 4.7배 높게 나타났
다. 특히 원자로를 주기적으로 정비하는 노동자 414명은 1인당 피폭량이 정규직
종사자에 비해 21배 높게 나타났다.123)
그렇지만 한국에서 핵발전소 가동에서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피폭노동에 대
한 전반적 실태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나아가 현행 ‘원자력안전법’
은 “‘당해 원자력 사업자의 종업원이 업무상 받은 손해’를 원자력손해로부터 제외
(동법 제1조, 제2조 제1항 제2호)”시키고 있다.124) 이는 핵발전소에서 노동자들이 일

상적인 노동과정에서 일어나는 위험과는 다른 차원의 위험을 경험하며, 실제로 방
사능 피폭으로 인해 건강상의 피해를 입는다는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는 법규정이
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 핵발전과 고통의 고리      

‘평화를 위한 원자력’이 한국에 처음 소개될 때부터 변함 없이 유포된 풍요의
전망과는 달리, ‘원자력발전소’는 그 운영을 위해 고통을 감수해야 할 사람들을 지
속적으로 필요로 한다. 원전을 말 그대로 전기라는 상품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비
유하자면, 상품의 원료를 생산하는 공정, 상품을 소비자에게 배달하는 공정, 상품
생산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처리하는 공정에서 각각 고통이 발생하게 된다. 그렇
지만 상품이 시장에 나오기까지의 과정에 무관심한 자본주의의 사회에서 으레 그

122)에너지정의행동, 국회의원 최재천, 〈국내 핵발전소 하청노동자 피폭량,한수원 정규직의 최대 18.9배- 향후 더욱 면밀한 실태 조사와
관리 필요〉(보도자료), 2013.10.16.
123) 〈한수원 외주 하청 직원 피폭량 실태조사 필요〉, 《투데이에너지》, 2014.8.26.
124) 이계수, 〈원자력발전과 인권〉, 1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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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하듯이, 그러한 공정에서 발생하는 고통의 문제는 소비자의 시야에서 벗어나 있
다.
먼저 전기라는 상품의 원료인 우라늄의 생산 공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피폭되
고 환경이 오염되지만, 멀리 떨어진 외국에서 일어나는 일이라서 그곳 지역민들의
경험은 흔히 간과되고 있다. 우라늄 광석 중 채굴 가능한 우라늄의 양은 최대 0.5%
에 불과하기에, 우라늄 광산에서 캐낸 광석들은 불순물 제거와 농축 등의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핵발전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원료가 된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에
서는 우라늄 폐석과 함께 ‘테일링’이라는 오니가 발생하며, 여기에는 우라늄 광석
에 포함된 90%의 방사능이 남아있기에 문제가 된다.125) 광산 인근에는 광산에서
나온 엄청난 양의 우라늄 폐석들과 오니가 쌓이는 거대한 댐이 형성되는데, 거기
서 뿜어져 나온 방사능으로 인해 인근 지역의 주민들은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
는 것이다. 한국전력은 니제르 지역 이모라렝 광산 지분의 10%를 소유하고 있는
데, 니제르 광산지역의 모래는 일반 모래보다 100배 높은 방사능 오염수치를 나타
내고 있으며, 이곳 주민들 역시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126)
그리고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소비자들이 많은 대도시까지 ‘운반’
하기 위해 거대한 송전탑들이 들어서게 되는데, 송전탑 부지 주민들도 갖가지 어
려움을 겪고 있다. 경북 울진군 북면 신화리 주민이 “다들 우리가 뭔 말만 하면 보
상금 더 받으려고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린 절박해서 그러는데
말이죠. 그래서 상처를 많이 받아요. … 주민들 입장에서 보자면 하루 종일 철탑
밑에서 일하고 입에 들어와서 또 철탑 옆에서 자고 살고 그러는 거란 말이죠.”라고

125) 강은주, 앞의 책, 235쪽.
126) 그렇지만 한국전력에서는 우라늄 생산공정에서 주민들이 겪는 고통에는 무관심하다. 2012년 2월 1일 한국전력 김중겸 사장은 “후쿠
시마 원전 사고와 유럽 재정 위기로 대부분 우라늄 회사들의 주가가 40~50퍼센트 폭락한 현 시점이 유망 광산을 매입할 절호의 기
회”라고 말했다. 강은주, 앞의 책, 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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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소연했듯이,127) 하루종일 고압전류가 흐르는 거대한 철탑 옆에서 생활하는 삶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녹록치 않다.
또한 원자력발전소는 그것이 가동되는 동안 계속해서 여러 종류의 ‘방사능 쓰
레기’, 곧 방사성 폐기물을 발생시킨다. 고준위 폐기물은 사용후 핵연료로서, 10
만 년 이상 인간으로부터 격리해서 보관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10만 년을 안전하
게 보관할 처리시설은 지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중저준위 폐기물은 발전소에서 나
온 폐부품이나 노동자가 착용한 옷이나 장갑, 발전소에서 사용한 걸레 등 자잘한
쓰레기 등인데, 이것 역시 인간에게서 최소 300년 이상 격리되어야 한다.128) 현재
한국에서는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이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곳에서
는 중저준위 폐기물을 드럼통 안에 넣고 땅속에 암반동굴을 만들어 저장하는 방식
을 채택했는데, 과연 방사성폐기물이 지하수에 의해 유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격리
보관될 수 있을 것인지를 두고 여전히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129) 원자력발전소가
가동되는 한 계속해서 발생하는 핵 폐기물은 처리시설 인근 주민의 불안과 고통을
야기할 뿐 아니라, 미래세대에 잠재적 위험과 고통을 전가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Ⅲ. 핵 시대의 희생제의
핵에너지라는 엄청난 힘은 미지의 것이었고, 매혹과 두려움을 동시에 불러일
으키는 힘이었다. 살펴보았듯, ‘국가’는 그러한 미지의 힘을 군사적으로 혹은 경제
127) 김장온의 증언. 이상헌, 이보아, 이정필, 박배균, 앞의 책, 115쪽.
128) 강은주, 앞의 책, 187쪽.
129) 1991년 용역보고서에서는 지하수가 스며들어서 방사성 물질이 새어나오게 되지만, 그렇더라도 실제로 방사성 물질이 오염을 일으키
는 일은 거의 없으리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제시된 바 있다. 그렇지만 그러한 낙관이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공유될 수는 없었다. “ …
오랜 시일이 지나서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콘크리이트에 균열이 생기게 되면 … 방사성 물질들이 새어나가게 된다. … 시일이 지날수
록 콘크리이트의 균열은 커지고 드럼통의 부식도 심해지지만, 그 안의 방사성 물질들의 방사능이 점점 붕괴해가며 방사능 준위가 떨
어지므로 실제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방사성폐기물처분 부지확보 및 지역협력 방안연구》, 76-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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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이용하려는 목적에서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두려움의 감정을 통
제하고 매혹을 다각도에서 유포해왔으며, 이를 위해 핵에너지에 관련된 고통의 경
험들은 일관되게 봉인되고 사사화되어왔다. 이영희는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핵에 대한 맹목적 숭배’라는 말로 비판한다.

대한민국(남한)에는 하나의 ‘위대한 미신’이 있다 … 그 ‘미신적 신앙’은 다름이
아니라 핵에네르기와 핵무기에 대한 맹목적 숭배이다 … 대한민국 핵종교 신
도들은, 이 핵신(核神)의 제단 위에 자기의 생명과 전체 국민, 한반도 남북의
전체 민족의 생존을 송두리째 바치게 될 지도 모르는 위험한 사고와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같은 광란적 작태는 그 종교와 신이 국가의 이념적, 정책
적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어떤 사교나 미신보다도 위험하다.130)

이영희는 대한민국을 장악한 위대한 미신, ‘핵 숭배 사상의 종교화’에 대해 이
야기했지만, 좀 더 정확히 표현해서 ‘핵 숭배 사상’이란 곧 핵을 통해 얻고자 무한
한 힘에 대한 갈망을 가리킨다. 대한민국에서 ‘핵에너지’를 둘러싼 이미지의 정치
가 어떻게 이루어져왔는지를 살펴보면, 어떤 일관적인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곧
핵발전이든 핵무기든 핵에너지를 어떤 식으로든 이용하려는 곳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지속적 고통을 매혹의 전망으로 덮어버리는 일종의 시스템이다. 나는 그
러한 시스템을 비유적으로 ‘핵 시대의 희생제의’라고 부르고 싶다.
희생제의는 희생물을 어떤 초월적 존재에게 바치는 과정을 가리키는 말이다.
희생제의의 기본 구조는, 성별된 공간131)에서 ‘희생물을 바치는 자(들)’[A], ‘희생
물’[B], ‘희생물의 수령자’[C] 사이의 삼각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때 희생제의의
130) 이영희, 앞의 글, 6쪽.
131) 희생제의의 과정을 통해 성화된다고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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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속에서 그러한 관계 사이에서 무엇이 오가는지를 눈여겨 보아야 한다. 가시
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A가 B를 C에게 바친다는 것이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과정이 있다. 곧 A가 B를 매개로 C로부터 ‘성스러움’을 나누어 받는 과정이
다.132) 다시 말해서, 희생제의는 희생물을 바치는자-희생물-희생물의 수령자(초
월적 존재)의 관계로 구성되며, 이때 희생물을 바치는 자가 희생물을 바치는 행위

를 통해 초월적 존재와 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그의 능력의 혜택을 어떤 의미로
든 입게 되는 과정을 가리킨다고 간단히 정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희생제의의 과
정에서 기본적인 사실은 생명이 바쳐진다는 것, 희생된다는 것이며, 그러한 일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도록 체계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히로시마의 ‘국립 히로시마 원폭사몰자 추도평화기념관’ 입구의
비문에 적혀 있듯이, 원폭피해자들은 일본 국가에 의해 ‘숭고한 희생’으로 추앙된
다.133) 그런데 한국의 상황은 사뭇 다르다.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은 국가에 의해 성
화되거나 적어도 ‘특별하게 기억’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국가에 의해 존재 자
체가 없는 것처럼 여겨져 왔다. 이러한 대우는 단지 원폭피해자들에게 국한되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핵과 관련해서 고통을 겪는 존재 자체가 없는 것처럼 취급되
어 왔다. 핵무기든 핵발전이든, 핵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비유컨대, 끝없이 타오른다는 이른바 ‘제3의
불’은 끝없이 희생물의 제사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오히려 ‘핵’과 관련해서 한국사
회에서는 희생되는 존재 자체가, 나아가 ‘희생’이란 것 자체가 없는 것처럼 취급되
어 왔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핵에너지의 이용은 끊임없이 ‘희생물’을 요구하지만,
그 희생물은 끊임없이 사회적 기억에서 배제되며 계속 시야에서 보이지 않게 만들

132) 이러한 희생제의의 기본 구조를 바탕으로 학자의 이론적 해석이 가미될 때, 속죄양(희생양)을 통해 모두의 구원을 이룬다는 신학적인
희생제의의 설명이나, 폭력을 희생물에게 집중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폭력을 해소한다는 희생제의 설명이 모두 이론적으로 가능해진
다.   
133) 다카하시 데쓰야, 《국가와 희생: 개인의 희생 없는 국가와 사회는 존재하는가?》, 이목 옮김, 책과함께, 2008, 68-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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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다. 희생물을 바치는 자(들)은 어떤 ‘희생물’이 존재하는지의 여부조차 알지 못
한 채, 단지 초월적 존재와의 관계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여기게 된다. 그러나 희생
제의의 구조적 특성상, 초월적 존재의 힘을 나누어받기 위해서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희생물의 존재는 필요불가결하다.
그런데 ‘핵 희생제의’를 논할 경우, ‘희생물을 바치는 자(들)’, ‘희생물’, ‘초월적
존재’에는 각각 누가 대응하는 것일까? 우선 사람들이 그 엄청난 힘 앞에서 매혹과
두려움을 느끼는 동시에 그 힘을 나누어 받고자 갈망하는 ‘핵에너지’를 ‘초월적 존
재’의 자리에 둘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핵에너지를 어떻게든 이용하려는(그 힘을
나누어 받으려는) 시스템이 작동하는 한 고통을 겪게 되는 존재들을 희생물의 자리

에 놓을 수 있을 것이다.134) 그렇다면 ‘희생물을 바치는 자(들)’은 누구인가? 여기서
이야기는 좀 더 복잡해진다.
잠시 원자력발전에 관한 다카하시 데쓰야의 논의를 살펴보자. 그는 일본의 원
자력발전 시스템 역시 희생의 시스템이라고 주장한다. 곧 원자력발전은 희생시키
는 자와 희생하는 것이 존재하는 가운데 “타인의 생활이나 생명, 존엄 등을 희생한
위에서만 이익을 내고 유지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이익
을 취하는 이들은 곧 국가권력이나 자본으로 지칭된다.135) 원자력발전에 관한 데
쓰야의 논의에 따르면, 희생물을 바치는 자들은 국가권력이나 자본을 중심으로 모
인 이른바 ‘원자력 촌’136) 혹은 ‘원전 마피아들’이 해당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처럼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도로 깔끔하게 나누어지지 않
으며 좀 더 복잡하다. 특히 핵에너지가 경제적 풍요의 기대와 결합한 이래, 피폭의
134) ‘핵 희생제의’의 희생물의 ‘성화’는 ‘숭배’가 아니라 ‘분리’를 통해 다소 변형된 형태로 나타난다. 피폭자든 핵 시설 지역민이든, 사회가
핵에너지로 인해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귀기울이지 않고 마치 그들이 없는 것처럼 취급하는 가운데 그들은 역설적 방식으로 구별/
신성화된다. 그들이 결코 바라지 않았던 방식으로 말이다.
135) 한홍구·서경식·다카하시 데쓰야, 앞의 책, 77쪽.
136)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 언론에서는 이른바 ‘원자력 촌’(겐파츠 무라, nuclear village)’을 이슈화한 바 있다. ‘원자력 촌’은 “에너지
정책을 만들고 산업을 장악하고 있는 정책 공동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정치관료, 기업가, 학자, 언론 등을 포괄하는 지배엘리트들 사이
의 유착관계를 함축한 개념”이다. 양은경, 앞의 글, 224-2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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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이른바 ‘일반 시민들’의 자리와 역할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현재 핵에너지의 이용과 관련된 시스템은 일반 시민들
과 무관하게 작동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그들이 없으면 지속될 수 없는 구조를 이
루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희생물의 존재를 알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묵인하는 가
운데 핵에너지의 힘을 나누어 받고자 하는 일반 시민들이 부지불식간에 희생물을
바치는 이(들)의 자리에 놓이게 되었다고 본다. ‘최초의 순간’에 매혹과 두려움을 동
시에 불러 일으켰던 핵 경험은 한국의 공적 담론에서 의도적으로 ‘매혹’의 측면이
강조되면서 국민들에게서 힘에 대한 기대를 고조시켜 왔다. 뿐만 아니라 핵에너
지의 매혹이 군사적 영역에서 경제 영역으로 넘어오면서, 모두가 ‘파이를 나눠 먹
게 된다’는 경제적 풍요의 전망이 결합되었고,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암묵적으
로 그러한 배제 및 기억의 봉인에 동참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사회에 만연한 공포는 그 해소를 위해 희생양을 필요로 한다고 이야기된다. 그런
데 공포만 희생양을 필요로하는 게 아니다. 이른바 자본의 매혹도 무언가를 가리
고 배제하려고 할 경우에는- 희생양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희생제
의적 시스템 속에 갇혀 있으면서 희생물이 계속 바쳐지는 것을 묵인/방조하는 동
안, 어느새 ‘우리’도 공모자인 동시에 희생자가 되어버리고 있다. 우리는 일상적으
로 사용하는 전기를 통해 자신도 모르게 이 같은 희생제의적 시스템의 일부가 되
어버렸다,
따라서 일반시민들은 희생제의적 구조가 지속되는 한, 비록 그들이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계속적으로 희생물이 요구되는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서 그 시스템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국가권력이나 핵 관련 사업자들, 관료들(이른바 원자력
촌)은 핵 희생제의의 메타적 존재들로서, 일반시민들이 핵에너지의 힘에 매혹되어

이러한 희생제의적 구조를 묵인하고 방임하게끔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핵 희생제의’ 시스템에서 은폐되는 것은, 제물을 바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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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일반시민’의 자리 역시 안전하지 않다는 점이다. 핵 시설이 확장되면 일반시
민이었던 사람들의 일부가 새로운 핵 시설의 인근 주민, 노동자, 송전탑 지역민,
우라늄 탄광 주민과 노동자가 되고, 또한 핵폐기물을 관리해야 할 미래세대 등 핵
과 관련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새로이 생겨나게 되며, 이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희생물이 된다. 다시 말해서, 일반시민은 희생물의 ‘일시적 여집합’에 불과하며, 결
국에는 자기 살을 깎아먹게 되는 신화 속 인물처럼, 자신이 희생물이 될 가능성을
품은 존재들이다.
과거 수많은 희생제의들은 신성한 의식을 통해 희생물 및 희생물을 만드는
행위의 무참함을 씻어냈다. 또한 국가적으로 수행된 정치적 희생제의들은 가령 전
쟁희생자들의 죽음을 ‘숭고한 희생’으로 성화하면서 국가의 부담과 책임을 씻어냈
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의 희생제의 시스템은 오히려 대립되는 다른 기억을 생
성하고 기념함으로써 행위의/상황의 무참함에 대한 감각 자체를 무디게 만들어버
리는 듯하다. 가령 핵발전과 관련해서 피폭자들의 핵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의 기
억을 공적 담론에서 묻어버리고, 핵발전소 건설 기술을 수출해서 외화를 벌어들인
다는 등, 시기에 따라 다양한 매혹의 측면을 유포해온 것이 그 사례이다. 그 가운
데 현대사회에서 자본을 위한 ‘희생’에서는 고귀함이나 신성성은 탈락하고 오로지
소모품처럼 소비될 뿐이다.
사실 핵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공포가 사회적으로 아예 사라진 적은 없었다.
그러나 모두가 전기를 사용하고 전기 없이는 살 수 없으니 원자력발전에서 벗어나
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깊숙이 내면화된 가운데, 잠재된 불안과 공포를 외
면해버리는 것이 오늘날의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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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나가는 말
“현대는 전기로 움직이는 사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정수기 물을 마시고, 스
마트폰을 통해 뉴스를 검색하며, 전철을 타고 출근을 합니다. 전기가 없는 일
상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137)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핵발전소의 가동에 국민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
는 상황에서, 한수원 사장은 위와 같이 말한 바 있다. 이것은 전기를 사용하는 현
대인이라면 누구든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못하게 만드는 올가미 같은 말이자 현실
이다.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은 개개인을 도덕적으로 무감각한 존재로 만들어 버린
다. 곧 자신들이 일부가 된 시스템 내에서 고통받는 존재들에 대해서도 ‘어쩔 수 없
다’는 생각에서 그들의 고통을 묵인하거나 방조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그러나 한국인원폭피해자들, 핵시설 인근 지역민들, 핵시설의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 송전탑 지역의 주민들, 사고시 수습에 투입되는 노동자들, 우라늄 채굴
과정에서 피폭되는 사람들 … 이들 모두의 피폭 및 고통이 일관되게 가려지고 숨
겨지고 공적 담론에서 배제되는 가운데 그러한 전기, ‘빛’, ‘힘’, ‘에너지’의 혜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그러한 고통을 당연시하고 묵인하지 않으면 사회
가 멈춰버린다면, 그러한 사회가 제대로 된 사회인 것일까.
이제 핵에너지 이용의 빛과 그늘, 매혹과 공포의 양면을 직시하는 것을 더 이
상 미룰 수 없다. 고소 이와사부로는 “죽음, 병, 절망, 괴로움, 한탄, 슬픔을 공유
함으로써만 비로소 희망을 함께 말할 지평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

137) 한수원 사장 조석의 〈발간사〉 중에서.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한국수력원자력 홍보실 공편, 《2014 원자력발전백서》, 산
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주).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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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38) 핵에너지 이용의 그늘, 곧 핵으로 인한 “죽음, 병, 절망, 괴로움, 한탄, 슬픔”
의 기억을 다시금 꺼내어 사회적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 ’기억한다’는 것은 그저
땅속에 묻혀 있는 ‘고정된 과거’를 다시 캐내는 작업이 아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훨
씬 더 역동적인 과정이다. 과거를 깨우는 작업은 동시에 현재를 깨우는 작업이기
도 하기 때문이다.

_유기쁨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연구원. 최근의 논문으로는 〈생태적 불안사회의 종교: 생태 공공성과 종교의 자리〉, 〈생태의례와 감각의
정치〉, 〈현대 한국 종교의 ‘생태 영성’과 의례: 비인간 동물에 대한 생태적 감수성을 중심으로〉, 〈남산의 근,현대 수난사: 종교
적 상징의 이식과 ‘空間化’ 과정〉 등이 있으며, 저서로 《생태학적 시선으로 만나는 종교》, 번역서로 《문화로 본 종교학》, 《산
호섬의 경작지와 주술: 트로브리안드 군도의 경작법과 농경 의례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ntolos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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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1945년 7월 16일 미국 로스앨러모스에서 인류 최초의 핵 실험인 ‘트리니티(trinity)’
가 성공한 이래 인류는, 나아가 지구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른바 핵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핵 시대의 인간은 모두가 핵에너지의 잠재적 영향권 아래 들어가 있지만,
핵에너지에 대한 일반인의 지식은 매우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오감으로 파악
할 수 없는 미지의 힘인 핵에너지의 영향력을 신체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있다. 이른바
‘피폭자들’이다. 핵 시대가 열린 1945년에 이미 한국인들의 핵 경험이 시작되었다. 곧 히
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수만 명의 한국인들이 원자폭탄에 피폭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사회적으로/공식적으로 기념되는 장에서 한국인 원폭피해자의 핵 경험 및
그에 대한 기억은 일관되게 배제되면서 드러나지 않았다. 그들의 핵 경험과 기억은 개인
이 감당해야 할 ‘업’으로 희석되어왔을 뿐이다.
이러한 외면과 배제의 경향은 단지 원폭피해자들에게 국한되어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다. 한국사회에서는 피폭의 기억이 일관되게 봉인되어 왔다. 다시 말해서, 적어도
‘핵’과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기억되는 것과 사회적으로 공적 영역에서 기념되는 것이
뚜렷하게 대조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한국사회에서 핵에 관한 사회적 기
억이 형성되는 과정에도 기억의 정치가 작동하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이 글에서 나는 한국인의 핵 경험과 관련해서 기억의 정
치가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해왔는지를 비판적으로 분석했다. 본문의 II장에서는 핵의 매
혹과 공포의 기억이 생산, 유포되는 과정을 추적하였다. III장에서는 고통의 기억과 대립
되는 다른 기억을 생성하고 기념함으로써 상황의 무참함에 대한 감각을 무감각하게 만
들어버리는 시스템을 ‘핵 시대의 희생제의’로 명명하고, 계속 희생물을 필요로 하고
또 희생물의 고통을 요구하면서도 이를 보이지 않게 만드는 현상을 비판적으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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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하였다.

주제어: 한국인의 핵 경험, 한국인원폭피해자, 기억의 정치, 핵 시대의 희생제의, 핵 고
통의 사사화, 기억과 기념의 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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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uclear Energy, Fear or Attraction :

Nuclear Experiences of the Koreans and Politics of Memory

Yoo, Ki Bbeum
The Korean Institute for Religion and Culture

When Nuclear Ages began in 1945, Nuclear experiences of Korean
people also started, because tens of thousands Koreans were suffered by
nuclear bombing in Hiroshima and Nagasaki. However, the experiences of
Korean victims of atomic bombs have not become part of the social memory
shared by Korean society, but fragmented as a kind of ‘karma’ which should
be endured by individual victims. Those tendencies to disregard for and
removal of Koreans’ immediate experiences of nuclear energy has not been
restricted just to victims of atomic bombs. In Korean society, the memories of
radiation exposure experiences were consistently supressed. At the least as to
‘Nuclear Energy’, we can find the distinct contrast between individual
recollections and social memories officially commemorated in public spheres.
From this, we can suppose that there has been worked out a kind of politics
of memory.
Bear these in mind, I critically analyzed the working of politics of
memory as to the nuclear experiences of Koreans. In Chap. II, I traced the
course of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memories of nuclear attraction and
fear in Korean society. In Chap. III, I named the system as ‘Sacrifices in
Nuclear Ages’, which produces and memorizes the attractive memories of
Nuclear Energy other than the painful experiences of peopl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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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equently makes people insensitive to those miserable situations, and
look deeper into the phenomena where the nuclear system continually
requires of sacrificial offerings and yet makes all the system unvisible.

Key Words: Nuclear Experiences of Korean People, Korean victims atomic
bombs, politics of memory, Sacrices in Nuclear Ages, Privatization
of Nuclear Suff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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