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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이른바 ‘동일본대지진’은 일본 동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심대한 

피해를 끼쳤다. 이 자연재해는 지진의 규모도 문제였지만, 무엇보다도 대지진 이후 들이닥친 

‘쓰나미(津波)’로 인한 인적, 물질적 피해가 너무나 컸다. 이 쓰나미로 인해 바다에 인접한 

해변가 지역을 중심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이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피난의 

길을 나설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3.11 동일본대지진은 일과성의 지진과 여진(餘震), 쓰나미

라는 자연재해로만 그치지 않고 곧바로 후쿠시마(福島)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누출사고1)

로 이어져, 일찍이 일본이 경험하지 못한 사태로 발전해갔다.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주변에 

곧바로 대피령이 내려졌으며, 그 여파로 수도권 전역까지 위협받는 재난상황이 발생하였으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B5A07063893)

** 가천대 아시아문화연구소 연구원
1) 사사키 이타루는 사상으로서의 3.11에서 3.11 이전에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를 포함하여 “일본 

열도라는 나라에서는 원전 사고가 꽤 일어났”다며, 일본 원자력발전소 중 레벨 2 이상의 사고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쓰루미 슌스케 외 지음, 윤여일 옮김(2012)사상으로서의 3.11그린비, pp.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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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결국 역사적으로 구소련 체르노빌 원전사고에 버금가는 최악의 방사능 누출사고로 기록

되었다.

이러한 원전사고에 대해 일본문학자들도 곧바로 반응하여 가와카미 히로미(川上弘美)의 

｢신 2011(神様2011)｣(群像, 2011.6)을 비롯하여 다카하시 겐이치로(高橋源一郎)의 사랑하

는 원전(恋する原発)(講談社, 2011.11), 무라타 기요코(村田喜代子)의 ｢원자해안(原子海岸)｣
(文學界, 2012.2), 다와다 요코(多和田葉子)의 ｢불사의 섬(不死の島)｣･후루카와 히데오(古川

日出男)의 ｢16년 후에 묵다(十六年後に泊まる)｣(이상 それでも三月は、また, 講談社, 

2012.2)와 같은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누출사고를 모티브로 한 문학작품이 쓰였으며2), 평단에

서는 이를 ‘원전(原発)문학’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기도 하였다.3) 

이들 원전관련 문학작품들은 방사능 누출사고, 또는 3.11 이후 방사능 노출이 일상화된 

재난의 세계를 그리고 있는데, 일본문학에서 ‘원전’을 모티브로 한 소설이 창작된 것은 후쿠시

마 원전사고 이후가 처음은 아니다. 일본에서는 1955년 12월 ‘원자력기본법(原子力基本法)’이 

제정되어 원자력 이용과 관련한 사안이 정해졌으며, 이에 기초하여 1956년 ‘원자력위원회(原

子力委員会)’가 만들어지고 1966년 상업용 원자력발전소인 ‘도카이발전소(東海発電所)’가 완

공되어 운전에 들어가면서 일본의 원자력발전소의 역사는 개시되었다. 1960년대의 고도경제

성장에 따른 전력수요의 비약적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 원전건설이 이루어져 

1970년대에 본격적으로 원자로의 운전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실제 3.11 동일본대지진 이전인 

1970년대부터 원자력발전소 자체를 테마로 하여 원전의 건설과정과 방사능 오염 문제를 제기

하는 원전관련 문학이 이미 창작되고 있었다. 대표적인 소설가로는 노사카 아키유키(野坂昭

如), 이노우에 미쓰하루(井上光晴), 미즈카미 쓰토무(水上勉), 히가시노 게이고(東野圭吾), 다

카시마 데쓰오(高嶋哲夫) 등을 들 수 있다.

3.11 동일본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문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서 

2010년대에 들어와 후쿠시마 원전 관련문학 연구와는 별도로 그 이전 작품을 모아 일본원전

소설집(日本原発小説集)4)이 편찬되거나 이들 문학에 대한 검토와 연구가 이루어졌다. 예를 

2)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 사고와 연계하여 초기 작품 중 대표적인 작품이 사랑하는 원전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작품을 둘러싸고 나가세 가이(長瀬海)는 3.11 동일본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뿐 
아니라 ‘히로시마의 원폭’이나 ‘제2차 세계대전’, ‘한신대지진 및 옴 진리교에 의한 지하철 사린 사건’, 
‘걸프전쟁’ 등이 복선으로 들어 있다며, 다양한 “사회적 악과 대항하기 위해 이야기가 쓰여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長瀬海(2019)｢失墜する物語の力─震災後の高橋源一郎論｣世界のなかの<ポスト3.11>
新曜社, p.261)

3) 조미경(2014)｢일본현대문학자의 동일본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한 대응과 인식―진재(震災)･
원전(原電)문학집 그래도 3월은, 다시(それでも三月は、また)를 중심으로｣일본근대학연구제44집, 
한국일본근대학회, pp.235-251

4) 柿谷浩一編(2011)日本原発小説集水声社, pp.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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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면 이러한 소설에 대해 먼저 일본원전소설집을 편집한 가키타니 고이치(柿谷浩一)는 “방

사능오염이나 대체 에너지를 비롯한 다양한 문제가 현재화하더라도 ‘원전’을 정면에서 도전

한 작품은 결코 많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가와무라 미나토(川村湊)는 일본과 미국의 

‘원자력/핵 공포영화(原子力/核恐怖映画)’를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진재･원전문학론(震

災･原発文学論)에서 2장과 3장에 ‘반원전과 원전추진의 문학’, ‘원전과 일본의 문학자’5)란을 

두어 이들 문학의 테마별 분류를 시도하고 있다. 한편, 구로코 가즈오(黒古一夫)는 2018년에 

원전문학사･론(原発文学史･論)이라는 저작을 통해 “후쿠시마 이전에 쓰인 원전소설과 후

쿠시마 후에 끊임없이 발표된 원전문학을, 그 내용에 따라서 문학사적인 관점에서 검토”6)하

였다.

그런데 이들 연구는 전체적으로 무라카미 요코(村上陽子) 연구에 보이듯이7) 이노우에 미쓰

하루(井上光晴)의 원전문학에 편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들 문학이 3.11 이후 원전문학 

또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에 대해 어떤 교훈성을 내포하고 있는지에 관한 문제는 

그다지 취급하지 못하였다. 즉, 일본문학에서 3.11 이전에 구로코 가즈오가 “내일(明日)에서 

서해원자력발전소(西海原子力発電所)･수송(輸送)으로 이노우에 미쓰하루는 확실히 ‘핵

문학’의 발걸음을 옮겨갔다”8)라며 이노우에 미쓰하루가 원폭문학에서 원자력발전소를 테마

로 한 핵문학으로의 진전을 평가하고 있듯이 원폭문학과 그 이후 원전문학의 관계에 대한 

추급은 많이 이루어져 있지만, 실제 이들 문학이 3.11 이후 원전문학과 어떠한 연관성 속에서 

파악해야 하는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 이후 다양한 각도에서 지속적으로 

간행된 이른바 ‘원전문학’을 염두에 두고 3.11 이전에 창작된 원자력 발전소 관련 문학의 

위치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동일본대지진 이후와 이전 일본의 원전소설의 흐름

을 재검토하고, 주로 1980년대의 원전관련 소설을 대상으로 하여 그 문제의식을 분명히 하고

자 한다. 이를 통해 3.11 이후 보다 분명하게 등장한 ‘원전문학’의 범주를 확장하여 ‘원전’이나 

‘핵’을 둘러싼 일본의 재난문학의 자리매김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5) 川村湊震災･原発文学論(2013)インパクト出版会, pp.63-98
6) 黒古一夫(2018)原発文学史･論 ─絶望的な｢核(原発)｣状況に抗して社会評論社, p.31
7) 村上陽子(2012)｢原発小説を読み直す─井上光晴西海原子力発電所を中心に｣Quadrante : Areas, cultures 

and positions14号, 東京外国語大学海外事情研究所, pp.49-57
8) 黒古一夫(2005)原爆は文学にどう描かれてきたか八朔社, p.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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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11 동일본대지진 이후 ‘원전문학’의 등장과 일본의 원자핵 

관련 문학

2011년 3.11 동일본대지진 이후 거대 쓰나미는 동북지역 해변가 도시와 마을의 건물, 각종 

사회 인프라 시설의 파괴는 물론 수많은 희생자를 낳았다. 이와 더불어 후쿠시마 원자력발전

소가 거대한 쓰나미에 휩쓸려 전원을 상실하여 1,3,4호기에서 수소폭발이 일어났다. 1,2,3호기

에서는 핵연료가 노심용융(爐心鎔融, 멜트다운)되어 최악의 방사능누출사고로 이어졌으며 

일본은 전대미문의 재난상황으로 빠져들기 시작하였다. 

일본의 동시대 문학자들은 이러한 재해 상황에 대해 문학적인 방법으로 다양한 자선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지금까지 접해보지 못한 원전사고를 둘러싸고 문학적인 표현을 발신하기 

시작하였다. 지진이나 쓰나미 등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전근대부터 수많은 ‘진재문

학’이 존재하였지만, 인류역사상 최대 방사능 누출사고인 구소련 체르노빌원자력발전소 사고

와 같은 급의 방사능 누출사고는 지금까지 접해보지 못한 대사건이었다. 서론에서 보았듯이 

이러한 원전사고에 대해 ‘원전문학’이라는 용어가 말들어질 정도로 문학적 방향을 결정짓는 

데에는 다카하시 겐이치로(高橋源一郎)의 사랑하는 원전(恋する原発)이라는 작품이 커다

란 계기가 되었다. 2011년 군상(群像)11월호에 처음으로 게재되어 같은 달 단행본으로 간행

된 이 소설은 원전사고를 앞에 두고 ‘채리티 AV 사랑하는 원전’을 만들어 그 판매 금액을 

“피재자(被災者) 모두에게 기부한”(p.17)다는 상당히 도발적인 내용의 소설이며, 원전사고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특히, 다카하시 겐이치로는 이 작품 속에 ‘진재문학

론’이라는 비평문을 삽입하여 2011년 6월호에 재빠르게 원전사고를 모티브로 한 작품을 발표

한 가와카미 히로미(川上弘美)의 ｢신 2011(神様2011)｣ 등을 비평하며 일종의 원전문학론을 

전개한다.

그런데 ‘이 날’이란 무엇인가? 진재(震災)에 의해 이 나라 안에 숨겨져 있었던 것이 드러난 날이다. 

전후 60년, 또는 근대 140년, 또는 더욱 사정(射程)을 길고 멀리 두고 계속 은폐되고 있었던 것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고 있음을, 그 사람은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9)

이 인용문은 바로 ‘진재문학론’ 중의 문장인데, 다카하시 겐이치로는 원자력 발전소 방사능 

누출사고를 전후 60년 동안, 아니면 근대 이후 140년 동안 아니면 더 오랫동안 일본사회에서 

 9) 高橋源一郎(2011)恋する原発講談社, pp.20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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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폐되고 있었던 재난임을 강조하고 3.11을 그러한 은폐가 역사 속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난 

사태임을 지적하고 있다. 다카하시는 이러한 문명비판적 입장 속에서 원전사고를 직시하고 

이에 바탕하여 원전문학론을 전개하고 직접 ‘불근신(不謹愼)’이라는 관점에서 사랑하는 원전
이라는 소설을 통해 현대일본사회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그렇다고 하면 3.11 이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 누출사고를 계기로 창작된 

‘원전소설’의 문제의식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 세 작품을 보도록 

한다.

∙ 방에 돌아와 건어를 신발장 위에 장식하고, 샤워를 하고 주의 깊게 몸과 머리를 씻어내고 잠자기 

전에 일기를 조금 쓰고 마지막으로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총피폭선량을 계산했다. 오늘의 추정 

외부피폭선량･30μ㏜, 내부피폭선량･19μ㏜, 연초(年初)부터 오늘까지의 추정누적 외부피폭선량･
2900μ㏜, 추정누적 내부피폭선량･1780μ㏜. 곰의 신(神)이란 어떠한 것일까? 상상해 보았지만 짐작

이 가지 않았다. 나쁘지 않은 하루였다.10) 

∙ 3월 하순, 후쿠시마는 버려지고 있었던 것을, 거의 “일본”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었던 공기를, 

나는 기억하고 있다. (중략) 방에 돌아와, 결국 곧바로 아내와 교대로 샤워를 했다. 물론 비에 

젖으면 피폭의 위험성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리고 16년 후의 밤을 잔다. (중략) “방사능 도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중략) 후쿠시마 제1원전의 폐로(廢爐)에는 수십 년에서 100년이 걸린다, 

고 그 논문은 지적하였다. 예를 들면 30년 후나 40년 후라면 나도 폐로를 지켜볼 수 있는 찬스는 

있을 것인가.11)

∙ 총리대신이 자취를 감추고 나서 혼란기를 거쳐 2015년 일본정부는 민영화되어 Z그룹이라고 

명명한 집단이 주식을 매점하여 정부를 회사로서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텔레비전방송국도 탈취되

고 의무교육은 사라졌다.(중략)일본에 착륙하면 방사성물질이 기체에 부착한다는 연구결과를 어

느 독일 원자물리학자가 발표하고 나서 비행기도 일본에는 뜨지 않았다.12)

인용문의 첫 번째 문장은 가와카미 히로미의 ｢신 2011(神様2011)｣인데 2011년 6월에 1993년

의 소설 스토리 일부를 개변시킨 작품이다. 이 작품은 주인공이 어느 날 ‘곰의 신’과 피크닉을 

한다는 스토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작품은 위에서 보듯이 항상 방사능 피폭량을 기록하고 

연간 전체 오염치를 기록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외출을 하고 돌아와서

는 항상 방사능 오염을 염려하여 샤워로 세심하게 씻어내야 하는 3.11 이전의 일상과는 완전히 

10) 川上弘美(2011)神様2011講談社, p.36
11) 古川日出男(2012)｢十六年後に泊まる｣それでも三月は、また講談社, pp.187-188
12) 多和田葉子(2012)｢不死の島｣それでも三月は、また講談社,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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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현실, 방사능과 더불어 일상을 보내야 하는 변해버린 세계를 그리고 있다. 가와카미 

히로미는 이 작품의 후기에서 “조용한 분노가 저 원전사고 이래 떠나지 않”13)는다고 하면서 

“원폭에서는 우라늄을 한 번에 확 작동시키고, 원전에서는 조금씩 작동시켜……”라고 말하면

서 원전사고를 원폭투하와 연계지어 파악하고 있다.

두 번째의 인용문은 후루카와 히데오(古川日出男)의 소설인데 결혼 16주년을 맞이하여 결

혼식을 올린 호텔에 숙박하기 위해 아내와 후쿠시마의 고향을 방문하는 이야기인데 이곳에는 

여전히 지진의 흔적과 방사능 누출로 인한 농작물 피해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작품도 

｢신 2011｣처럼 호텔로 돌아와 비로 인해 방사능 피폭을 걱정하여 곧바로 샤워로 씻어내는 

이야기는 3.11 동일본대지진 이후 변화된 이 지역의 일상적인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3.11 이후 후쿠시마가 일본에서 버림받고 있었다는 기억과 후쿠시마 원전을 완전히 폐로(廢爐)

하기 위해서는 향후 100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지적을 통해 이 원전 사고는 먼 미래까지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 문제인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이 작품에서는 “힘내라 후쿠시

마”, “포기하지 말자, 후쿠시마”라고 적은 벽보가 시내 여기저기 붙어 있는 장면을 통해 사고를 

당한 후쿠시마에 대한 아픈 감정과 당시 언론과 정치에 대한 비판의식이 교차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세 번째 인용문은 원전사고가 일어나고 12년이 경과한 2023년의 일본을 그린 다와다 

요코(多和田葉子)의 ｢불사의 섬(不死の島)｣인데,  일종의 미래소설이라 할 수 있다. 이 소설에

서 일본은 2011년에 이어 2017년에도 커다란 ‘태평양대지진’과 수도권까지 강타한 ‘쓰나미’가 

일어나고 이후 방사능 문제로 전세계로부터 “차별”을 받아 고립되는 모습과 노인들이 “죽는 

능력을 방사성물질에 의해 빼앗겨 버린” 극단적인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결국 이 소설은 

3.11 원전의 방사능유출과 이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일본이 연이은 거대지진으로 무정부상

태에 빠져 파멸되며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미래의 모습을 통해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창작된 이상의 네 작품을 보면, 전대미문의 대사고를 경험하고 

일본문학자들은 먼저 방사능 누출사고가 가져온 변해버린 일상성을 묘사하며 이러한 원자력 

발전소와 연계된 현대문명에 대한 성찰, 사고를 당한 원전 문제의 본질을 은폐하고 확실한 

대책을 내세우지 못하는 정부와 정책에 대한 불신, 나아가 오로지 국민적 단합을 호소하거나 

애국심에 의존하는 구호만 외치는 일본사회의 분위기에 대해 비판의식을 잘 드러내고 있다. 

나아가 이 원전사고를 계기로 일본의 미래가 결코 밝지 못하다는 암울한 사회상을 적극 제시

13) 川上弘美(2019)｢あとがき｣神様2011講談社, 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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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현대문명이 탄생시킨 원자력발전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고 할 수 있다.14) 

그런데 위에서 나가세 가이(長瀬海)가 사랑하는 원전이라는 작품에는 3.11 동일본대지진

과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히로시마의 원폭’이나 ‘제2차 세계대전’이 복선으로 들어 

있다는 주장이나, 가와카미 히로미가 ｢신 2011｣에서 “원폭에서는 우라늄을 한 번에 확 작동시

키고, 원전에서는 조금씩 작동시켜……”라며 원전사고를 원폭투하와 연계지어 파악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원전문학’ 작품군은 다른 한편으로 같은 핵물질과 연계되었다는 

의미에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투하와 연결지어 사고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특히 

3.11 이후 재난시집에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 투하라는 기억을 3.11이라는 재난과 

연계지어 설명하려는 경향이 다수 나타나고 있었다.15) 사실 현대일본문학에서는 ‘원자력(原

子力)’이나 ‘원자핵(原子核)’과 관련하여 두 번에 걸쳐 커다란 문학적 반응이 있었다. 하나는 

이른바 1945년 히로시마(広島)･나가사키(長崎) 원폭투하와 그 이후의 참상을 문학적으로 형상

화 한 이른바 ‘원폭(原爆)문학’의 존재이며, 또 다른 하나는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3.11 동일본 

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누출사건을 계기로 전개된 ‘원전(原発)문학’이 이에 

해당한다. 

원폭문학은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의 피해와 그 경험을 그린 소설, 희곡, 수기(手記), 시가

(詩歌), 평론, 기록, 에세이를 15권의 총서로 담아 1983년 7월에 일본의 원폭문학(日本の原爆

文学)(ほるぷ出版)이 간행될 정도로 엄청난 양의 문학작품이 존재한다. 이 총서를 기획한 

것은 오에 겐자부로(大江健三郎), 오다 마코토(小田実), 이토 나리히코(伊藤成彦) 등이 대표로 

있었던 ‘반핵문학자의 모임’이다. 이들은 반핵평화를 주창하기 위해 ‘아시아문학자 히로시마

회의’에 맞추어 간행하려고 기획되었는데 이는 일본의 원폭문학을 집대성한 작품집이라 할 

수 있다. 이 ‘원폭문학’과 ‘원전문학’은 실제 1945년과 2011년 인간문명이 낳은 ‘원자력(핵)’관

련 거대재난을 문학적으로 대응한 문학 장르였으며,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원전문학’은 다시 ‘원폭문학’의 기억을 불러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 ‘원폭문학’과 

3.11 이후 ‘원전문학’ 사이에는 이를 가교하는 문학이 존재하고 있었다. 다음 장에서 상세하게 

논하겠지만 그것은 바로 1970년대 이후 일본 각지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연이어 건설되고 

운영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활발하게 창작된 ‘원전관련 문학’이다.

14) 조미경, 전게서, p.248
15) “일본의 재난시집에서 3.11 동일본대지진을 설명하고 이를 비유할 수 있는 과거의 기억은 주로 태평양전

쟁 시기 전쟁상황과 공습의 처참한 광경이나 이전에 경험한 자연재해 등이었지만, 특히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은 원자폭탄의 피폭이라는 기억의 소환이었다.”(정병호(2019)｢한국과 일본의 재난문학과 기억
─세월호침몰사고와 3.11 동일본대지진의 재난시를 중심으로｣비교일본학제46권, 한양대학교 일본학
국제비교연구소, p.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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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70, 80년대 ‘원전문학’과 원자력발전소 문제

이상에서 보았듯이 일본현대문학사에서는 동일한 성질의 ‘원자핵’을 대상으로 하는 문제의

식에는 3.11 당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누출을 형상화 한 ‘원전문학’이라는 계열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투하와 피폭의 문제를 형상화한 ‘원폭문학’이라는 계열이 존재했

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일본문학 연구에서 그다지 주목을 끌지 못하였지만16),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원전문학’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원자력 발전소 관련 문학작품은 이미 1970년대

부터 창작되고 있었다. 예를 들면, 노사카 아키유키(野坂昭如)의 ｢산사의 죽음(山師の死)｣(小

説新潮, 1977.2)과 란리콧파이오니바라미(乱離骨灰鬼胎草)(福武書店, 1984), 이노우에 미쓰

하루(井上光晴)의 ｢플루토늄의 가을(プルトニウムの秋)｣(潮, 1978.11)과 서해원자력발전

소(西海原子力発電所)(文学界, 1986.7/8), 미즈카미 쓰토무(水上勉)의 고향(故郷)(京都

新聞, 1987.7-1988.6), 히가시노 게이고(東野圭吾)의 천공의 벌(天空の蜂)(講談社, 1995), 다

카시마 데쓰오(高嶋哲夫)의 스피카 원전점거(スピカ―原発占拠)(宝島社, 1999), 가쓰야 마사

히코(勝谷誠彦)의 ｢디아스포라(ディアスポラ)｣(文学界, 2001.8) 등이다. 이들 문학작품은 

그 대부분이 원전의 방사능 누출과 주변 지역의 토지 오염, 원전 관련자의 방사능 피폭문제와 

그 위험의 은폐, 원전 건설의 보상과 원전지역 주민들의 갈등, 원전으로 인해 변해버린 고향의 

풍경, 테러리스트에 의한 원전 점거, 원전사고로 인한 일본인들의 열도 탈출 등 비참한 현실과 

공포를 그리며 원전사고의 다양한 양태를 경고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실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나기 전인 1970-90년대에 원자력 발전소의 도입과 

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두고 당시의 많은 문학자들이 이와 같이 다수의 문학 작품을 창작한 

배경과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원자력발전소의 다양한 문제를 고발하고 방사능 누출의 

가능성을 경고하는 이러한 문학적 작품이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동일본대지

진이 결국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누출사건으로 이어져, 그 문학적 교훈을 살리지 못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먼저 원자력 발전소를 모티브로 한 일본문학작품 중 초기의 선구자적 작품이라 할 수 있는 

이노우에 미쓰하루(井上光晴)의 ｢플루토늄의 가을(プルトニウムの秋)｣을 살펴보도록 한다. 

이 작품은 1978년도에 발표되었지만 1980년대를 시간적 배경으로 상정하고 있는 희곡작품

16) 이에 대해 일본원전소설집을 편한 가키타니 고이치(柿谷浩一)는 3.11 이전 “방사능 오염이나 대체 
에너지를 비롯한 다양한 문제가 현재화하더라도 ‘원전’을 정면에서 도전한 작품은 결코 많지는 않았
다.”(柿谷浩一(2011)｢編者から読者へ｣日本原発小説集, 水声社, pp.9-10)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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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데 “198R년 초가을, 규슈 서역의 원자력 발전소. 해변에 면한 돈대(墩臺)의 사원주택. 고이데

(小出) 기사와 그 아내 리쓰코(律子). 월요일 오후. 차임 벨이 울린다.”라는 모두의 설명으로 

시작된다. 이 작품은 원자력 발전소에 근무하는 주인공이 현재의 원전 근무에 위험을 느끼고 

환경조사와 관련된 원전의 계통 회사로 전출을 희망하며 아내와 원전의 위험성 여부에 대해 

격론하는 이야기이다. 그러던 차에 4년 전에 이 원전의 하청회사를 통해 청소를 담당하던 

한 작업원이 찾아와 그의 신체가 원전작업 관련으로 정체모를 병에 걸렸다며 과거에 원전에서 

일했다는 증명을 해달라고 간청하지만, 주인공은 그것을 강하게 거부하고 집에서 쫓아 보낸다

는 스토리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부터도 알 수 있듯이 이 작품의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누출사고의 가능성

과 그 위험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

∙ 원전의 상황도 변해버렸어. 여러 가지 사태가 발생하고 있고. 이론과 실제가 조금이라도 어긋나

면, 그 여파는 한층 심각해져 버려. ……일하고 있는 인간도 본질적인 그것을 품고 있고 결국은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에 와 있어.”17)

∙ 병이 점점 격심해지고 있고 (중략) 피폭자 수첩이 있으면 치료비만이라도 도움이 됩니다. (중략) 

원전에 치료비를 어떻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닥 청소를 하고 있었다. 그것만을 증명해 

받으면 그것으로 도움이 됩니다.18) 

위의 인용문에서 첫 번째 문장은 원전의 고이데(小出) 기사가 환경조사를 담당하는 같은 

계열회사로 전출가기를 희망하며 아내에게 양해를 구하는 과정에서 지금의 원자력 발전소의 

상태에 관해 지적하는 부분이다. 사실 고이데 기사는 원전의 엔지니어답게 지금까지 “원자력 

발전의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그렇게도 반복하여 주장한”(p.250) 사람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원전 근처 바다에서 잡은 미역을 “먹지도 못할” 것이라고 말하거나, 원전에 “나쁜 

여파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음을 말하며,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원전의 상황”이 변해버렸

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태”가 발생하고 “그 여파가 한층 심각”해 질 수 있음을 강하게 고백하

고 있다. 한편, 두 번째 인용문은 4년 전 원전으로부터 하청을 받은 이쿠타공무점(生田工務店)

으로부터 원전 바닥의 제염작업을 담당하였던 한 작업원이 고이데의 집을 방문하여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는 장면이다. 이 남자는 “귀로부터도 코로부터도 출혈”이 멈추지 않는 증세로 

병원에서도 그 원인을 알 수 없다고 들었다. 그래서 그는 이 원전에서 근무한 이력을 증명해 

17) 井上光晴(1983)｢プルトニウムの秋｣日本の原爆文学 5 井上光晴ほるぷ出版, p.250. 초출년은 1978년.
18) 井上光晴(1983)｢プルトニウムの秋｣, p.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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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다면 치료비만이라도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그가 작업원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고이데를 방문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쿠다공무점의 정식 사원도 아니었고 그 하청으로 

작업을 하였기 때문에 어느 곳으로부터도 증명서 발급을 거부당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가 

원전에서 작업하고 있었던 사실을 선명하게 기억하는 고이데 기사도 그 남자가 자신의 병을 

원전이나 방사능과 결부지어 그 원인을 찾으려는 노력을 비판하며, 병과 원전 근무 사이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원전 탓을 하면 안된다는 논리로 그의 요청을 거부하고 집에서 

쫓아내 버린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규슈 서역’에 위치한 이 원자력 발전소는 이미 오래전부터 방사능 누출

과 관련된 다양한 사태가 존재해 왔으며 현대사회에서 원전의 중요성을 대변하고 있었던 

고이데 기사마저도 그 모순과 나쁜 여파를 걱정하고 다른 계열회사로 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더구나 이 원전에 “머무르며 해결해야 하죠. 이제 와서 여파가 커졌으니 도망치는 따위 비겁하

지 않아요.”(p.250)라고 힐난하는 아내에게, 원전 근무의 증명을 요청한 남자를 돌려보내고 

“그렇게도 위험을 느끼고 있는 장소에 남으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야.”, “출세를 위해서라면 

다소 허용량을 넘는 것 정도 참고 있으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지.”(p.258)라며 보다 노골적으로 

원전의 위험한 현상을 자인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소가 이러한 위험이 이미 과거

부터 있었으며, 현재 시점에 그 모순이나 악영향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고이데 기사

는 ‘원자로의 풀회전’이나 원전의 유지 그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의 의문도 갖지 않았다. 그러면 

이러한 원전을 유지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그 근거는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일까?

∙ 원전에 대한 저항은 당치도 않은 짓궂은 짓이더라도 결국 국가에 대한 반역으로 결부되는 거야.”19)

∙ 원자력의 사회라고 하는 건 그러한 것이야. (중략) 에너지의 질이 현대의 단계에까지 도달한 

이상, 완전히 그것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 안전을 안전하게, 위험을 위험으로 처리한다는 방법은 

당연 절대적인 것이 되고 있어.20)

고이데 기사는 이렇듯 원전의 모순이나 위험, 나아가 방사능 누출에 대한 염려가 실제 

존재하고 있음에도 그는 현대사회를 유지시키는 ‘에너지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원자력 사회

를 긍정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나아가 “원전에 대한 저항”을 “국가에 대한 반역”이라는 

등식을 통해 원전의 존재를 절대화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환경관리 계열회사라고는 

하지만 실제 “원전 직속의 특별경찰” 또는 ‘특무기관’으로서 원전에 대한 저항에 대처하거나 

19) 井上光晴｢プルトニウムの秋｣, p.253
20) 井上光晴｢プルトニウムの秋｣, p.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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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원전 관련 여론을 관리하는 곳으로 전근하여, 원전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운전이 이루

어지도록 원전 가동에 대한 위협이나 반대여론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노사카 아키유키(野坂昭如)의 란리콧파이오니바라미(乱離骨灰鬼胎草)라는 작품도 

원자력발전소의 필요성을 국가의 논리로 파악하고 지역에 원전을 건설하지만 다양한 방사능

누출 사고의 가능성과 위험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소설은 ‘기암괴석’의 산지를 배후지로 

하고 바닷가에 면해 있어서 마치 고립된 육지의 섬과 같은 란토촌(卵塔村)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역사적 경과를 그린 소설이다. 란토촌은 역사적으로 기근과, 홍수, 거대 지진 등 

자연재해로 막대한 타격을 입은 지역인데 지진 당시에는 촌의 대부분이 희생되어 촌의 소멸까

지 걱정할 정도였다. 살아남은 자들은 살기 위해 매음을 하거나 묘지에서 물건 훔치기를 

하였으며 근친상간이 횡횡하고 기형아 출산과 이들의 인신매매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졌으며, 

근대기가 되어 어항으로서 발전을 하였던 곳이다. 그러나 다른 지역과 고립되어 이렇게 불행

이 반복된 지역이지만, 에도(江戸)시대 중엽 “산으로부터 양질의 화강암을 잘라내어 묘석으로

서 팔”아 “과거에 한번만은 번성하”(p.47)였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1963년 전력회사 사원이 현(縣) 의원과 동행하여 찾아와 원자력 발전소 건설의 의사

를 타진하고, 이들을 보상금으로 유혹하여 이 지역은 원자력 발전소의 마을로 변모하게 된다. 

∙ 이바라키선생님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만, 전력(電力)이야말로 국가입니다. 그리고 전력의 내일

의 에이스는 원자력발전, 아, 원자력이라고 해도 원자폭탄과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중략) 히로시

마는 불행한 일입니다. 나가사키는 무서워요. 그렇지만 같은 원자력이라고 해도 발전은 평화 이용, 

평화 일본의 심벌이라고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21)

∙ 5년이 지났다. 처음으로 아이 한 명이 죽었다. 몸 자체, 방사능 물질화하여, 이것을 태우면 재가 

사방에 흩날려 반대파가 설치한 검지기(檢知機)에 걸린다. 바다에 흘려보내 어딘가에 표착하여 

사인을 조사한다고 해도 곤란하다. “뒷산에 묻을 수밖에 없어” (중략) 원전을 내려다보는 산의, 

단구(段丘)가 된 주변에 바닥을 알 수 없는 가늘고 긴 구멍이 몇 개인가 있다. “성불하여라.” 작은 

관을 던져 넣었다. 구멍의 모습을 만약에 지진학자가 보았다면 무서워 떨었을 것이다. 틀림없는 

활단층 이변(異變)의 표시이기 때문에.22)  

위의 인용문에서 첫 번째 문장은 전력회사 사원이 “란토어협(卵塔漁協) 간부이자 촌의(村

議)”를 맡고 있는 ‘이바라키 유사쿠(茨木勇作)’를 방문하여 “원자력발전소의 부지 매수계획”

을 말하며 거액의 뇌물을 주면서 말하는 장면이다. 전력회사 사원은 정치가를 동원하여 전력 

21) 野坂昭如(2011)｢乱離骨灰鬼胎草｣日本原発小説集水声社, pp.67-68. 초출년은 1984년.
22) 野坂昭如｢乱離骨灰鬼胎草｣, p.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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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가 곧 국가적 과제임을 강조하면서 원전은 원자폭탄과 질적으로 다르며 평화 일본의 

심벌로서 원자력 이용을 적극 피력하고 있다. 사원은 이바라키에게 “선생님이 평화와 문화의 

일본을 구축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소 건설의 의의를 역설해 주셨으면 합니다.”(p.68)라고 말하

지만, 내실은 이 지역에 어업 보상, 택지 보상으로 주민을 유혹하고 주민들은 보상과 지역개발, 

많이 생겨날 일자리에 눈이 멀어져 전력회사가 제공하는 전국 온천여행을 다니며 들뜬 생활을 

보내게 된다.

촌민들도 원전 건설에 찬성하여 마침내 원전이 완공되고 터널이 생기는 등 마을은 완전히 

일변하는데 ‘촌민(村民)’들은 그대로 원자력 발전소에서 작업원으로 일하게 된다. 원전 측에서

도 방사능 허용치에 신경쓰지 않고 용감하게 작업을 수행하고 도망칠 염려가 없는 촌민을 

중용하였다. 이들이 허용치를 초과하는 작업을 하는 것은 다반사인데 문제는 충분한 노동력 

확보를 위해 어린 아이들도 고용하였다는 사실이다. 원전 내에서 마치 유치원의 인형 놀이를 

하듯이 어린 유아, 초등학생들이 ‘농후오염지역’에서 원전 작업에 동원되었다. 따라서 위의 

두 번째 인용문에서 보듯이 아이가 죽고 이 아이가 방사능 피폭을 당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산위의 단구(段丘)에 생긴 아득한 깊은 구멍으로 관을 던져버렸다. 그러나 

이 작은 여러 개의 구멍은 실제 ‘활단층 이변(異變)’을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머지않아 이 

지역에 큰 지진이 일어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원자력발전소 문제를 취급하고 있는 두 작품은 모두 원전 건설이 만들

어지고 다양한 형태의 방사능 누출사고, 은폐, 피해자의 등장을 그리고 있다. 더구나 란리콧

파이오니바라미(乱離骨灰鬼胎草)라는 소설에 잘 나타나고 있듯이 원전은 “결함이 너무 많”

으며 “연중 운전 휴지하여 점검 수리”하거나 “바다에도 대기 중에도 방사성물질을 방출”하였

으며, “고향에 돌아가 백혈병으로 죽은 작업원의 소문”이 끊이지 않았고 “작업원으로 잠입한 

르포라이터의 의심스런 교통사고사”가 발생하는 등 다양한 의심과 추문을 불러일으키는 곳으

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곳에 일본현대문학자들이 원전 관련 작품을 창작한 배경이 있으며, 

이를 통해 원전이 가지는 위험성을 독자들에게 제시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이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로 원전을 ‘평화일본의 상징’이라거나 전력이 곧 국가라는 인식

을 통해 이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국가의 반역자라는 이데올로기를 통해 억압하고자 하였다. 

바로 이러한 논리가 지진 다발국가인 일본이 원전의 잠재적 위험성을 등한시하는 배경이 

되었으며, 그 문학적 교훈을 살리지 못하고 3.11 당시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이르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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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자력 발전소의 존재를 둘러싼 문학의 기억

그런데 원자력 발전소를 국가발전의 모델로 강조하고 원전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

는 것은 단지 원자력 발전소 관련 학계나 산업계만의 슬로건은 아니었다. 도요타 아리쓰네(豊

田有恒)의 소설 ｢이웃의 풍차(隣りの風車)｣라는 작품이 이를 잘 보여준다.

∙ 저 1970년대가 그리워졌다. 그 무렵 우리들 일본인은 사상공전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었던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그 시대마저 불평불만이 그치지 않았다. 그렇지

만 지금에 이르러 공해나 오직(汚職)이라는 말이 도리어 그리워졌다. (중략) 클린 에너지나 소프트 

에너지라는 사치를 말할 수 있었던 더할 나위 없는 시대였던 것이다.

현재 이렇게 되고 보면 구세주처럼 일컬어졌던 태양열은 고작 온수기정도로 밖에 사용할 수 없고, 

풍력은 단 두 개의 전구조차 점등할 수도 없다.23) 

∙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자연 에너지로 어떻게든 해 줄 것이라는 달콤한 꿈이 지배해 버렸다. 

거대기술에 대한 불신은 원자력 발전소를 말살했다. 전혀 배기가스를 내지 않는, 클린한 에너지를 

매장해 버린 청구서가 지금 날아온 것이다.24)

이 소설은 1984년 거대 오일 패닉이 찾아와 일본경제가 붕괴하고 일본의 전력생산이 석유에 

72%를 의지하던 일본은 전대미문의 전력난을 겪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이러한 와중에 도쿄(東

京)와 오사카(大阪) 등 대도시에서는 사람들이 들짐승으로 변해 주유소를 습격하고 식량이나 

생활필수품을 약탈하기 시작하여 급기야는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무정부상태에 빠져들었다. 

이렇게 일본이 붕괴한 이후 센다이(仙台)와 후쿠오카(福岡)에 가까스로 임시정부가 수립되었

지만 이들 임시정부도 일본열도 전체를 장악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된다. 

그런데 이 소설에서는 왕복 40킬로를 매일 자전거로 통근하였지만 직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만족하고 있었던 주인공이 사는 신흥주택은 전기 발전이 붕괴된 상황 속에서 각자가 

풍차를 설치하여 여기서 나오는 적은 양의 전력으로 전기를 공급하였지만 바람이 통하지 

않을 때는 누차 정전사태가 일어났다. 그런데 주인공과 이웃한 후루카와(古川)라는 사람의 

집에서 직경 5미터의 커다란 풍차를 설치하면서 바람의 방향을 막았기 때문에 빈약한 1미터의 

풍차를 사용하던 주인공의 가정은 직격탄을 맞아 전기를 활용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다. 

위의 인용문은 이러한 과정에서 주인공의 생각을 표현한 문장들인데, 첫 번째 문장은 현재

23) 豊田有恒(2011)｢隣りの風車｣日本原発小説集水声社, p.34. 초출년은 1985년.
24) 豊田有恒｢隣りの風車｣, 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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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황과 1970년대를 비교하며 지금을 반추하고 있다. 1970년대는 일본에서 “사상공전의 

좋은 시대”였지만 여전히 ‘불평불만’이 팽배하였으며, 당시 유행하기 시작한 ‘클린 에너지’ 

‘소프트 에너지’라는 구호가 얼마나 사치였으며, 실현 불가능한 관념이었는지를 지적하고 

있다. 1970년대 오일 쇼크 이후 로빈스(A. B. Lobins)가 화석연료나 원전 등의 대규모 에너지 

생산 시스템을 자연 에너지나 재생 에너지로 대체하자고 제기하고 일본에서 커다란 지지를 

얻었던 ‘소프트 에너지 패스(Soft Energy Path)’라는 관념이 얼마나 실현 불가능한 견해였는지

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자연에너지 이용 주장의 결과 현재와 같이 에너지 

불모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음을 비판하고 있다. 

두 번째 인용문은 이러한 생각에 기반하여 ‘자연 에너지’의 ‘달콤한 꿈’은 환상에 지나지 

않으며, 거대기술에 대한 불신과 잘못된 시민운동으로 인해 원자력 발전소는 말 그대로 ‘말살’

되어 버려 현재와 같은 일본경제의 붕괴와 전기를 활용할 수 없는 일상생활의 붕괴가 초래되

었다는 견해이다. 이러한 인식은 “일본 전국에서 원전 5기가 있으면 충분”히 풍력에 의지하는 

현재의 상태를 타개할 수 있었을 거라는 논리 속에서 “가장 손이 미치는 곳에 와 있었던 

원자력의 클린 에너지를, 체제･기업=악이라는 미신으로 매장해 버린 청구서가 지금 날아왔다

고 할 수 있다.”(pp.44-45)며 반원전운동과 시민단체를 비판하며 현재의 위기를 가져온 당사자

임을 분명히 하고자 하였다. 소설 ｢이웃의 풍차｣의 작가인 도요타 아리쓰네(豊田有恒)은 일본 

SF문학의 1세대에 해당하는 소설가이지만, 한편으로는 일찍이 부터 원자력 발전소의 필요성

과 적극적 활용을 역설한 원전 옹호가이기도 하였다. 일본원자력문화진흥재단(日本原子力文

化振興財団)의 잡지인 원자력문화(原子力文化)에 일본 여러 곳의 원전을 취재한 글을 실기

도 하고 원전의 도전─발로 조사한 전 15개소의 현상과 문제점(原発の挑戦 足で調べた全15

カ所の現状と問題点)(祥伝社, 1980), 일본의 원전기술이 세계를 바꾼다(日本の原発技術が

世界を変える)(祥伝社, 2010)는 원자력 옹호 서적도 간행하였다. 그는 3.11 이후에도 이러한 

자세를 바꾸지 않고 원전의 안전과 유지를 역설하는 단체인 ‘일본 에너지 회의(日本エネル

ギー会議)’의 발기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자세는 위의 ｢이웃의 풍차｣라는 소설에도 잘 

반영되어 원자력 발전소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에 대해 그 무지를 공격하고 원자력이야말로 

‘클린한 에너지’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1986년 구소련의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후에 간행된 서해원자력발전소는 원전관련 

문학작품 중 가장 많이 언급되면서 이 분야를 대표하는 문학작품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이 작품은 ‘서해원자력발전소’가 들어서 있는 규슈(九州)지역의 하토초(波戸町)에서 미즈키 

시나코(水木品子)가 어느날 밤 신흥교단인 해교진애회(海敎眞愛會)의 신자이자 서해원전에

서 정보수집이나 스파이라는 특수 업무를 담당하는 나고 히데지(名郷秀次)와 화재로 죽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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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를 둘러싸고 사건의 진상을 알아가는 스토리로 구성되어 있다.

서해원자력 발전소에서 3호 원자로의 운전이 개시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198R년 가을에 두 노무자

가 작업 중 피폭하였다. (중략) 허용치를 훨씬 넘은 방사선을 쐰 것이다. (중략) 그 사람이 미즈키 

시나코의 남편이었다. (중략) 비극은 그 직후에 일어났다.

나가사키에서 당시 미즈키 부부가 사는 사세보(佐世保)까지 돌아오는 길에, 특급 버스 차 안에서 

막 진찰을 받았던 39세의 남자는 의미 불명의 소리를 내고 아우성치기 시작했다.

정신과 입원에서 열차에 뛰어들어 자살에 이르기까지 100여일을 미즈키 시나코는 하루도 빠짐없

이 남편의 면회를 갔다 (하략).25)

이 인용문은 ‘서해원자력 발전소’가 다양한 형태의 방사능누출사고를 일으키고 있으며 피

폭과 심각한 후유증, 정신병 발작과 자살로 이어지는 인간의 비극을 양태하고 사실을 방증하

고 있는데, 실제 미즈키 시나코가 불행한 죽음을 맞는 본질적인 원인이기도 하였다. 이후 

미즈키 시나코도 역시 정신병이 발작하며, 원자력 발전소의 커다란 사고 가능성을 경고하거나 

원전에 대한 위험성을 언급하게 된다. 

그런데 이작품의 특징은 원전의 위험성이 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과 연결되어 있다

는 점이다. 실제 미즈키 시나코는 남편의 사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피폭자 극단으로 알려

진 ‘아리아케좌(有明座)’의 배우 우라카미 고타로(浦上耕太郎)와 연인관계였다. 이 아리아케

좌는 공연의 1/2이나 1/3을 원폭이나 반원전 관련물로 채우고 있을 정도로 피폭자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26) 그런데 이 우라카미 고타로에게 원전의 정보원으로 알려진 나고 히데지

가 접근하여 상호 정보를 주고받는 관계가 되었던 것이다. 이 작품은 원자력 발전소의 원전사

고를 같은 핵(核)의 문제인 피폭자 문제와 연계하여 그 위험성을 부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서해원자력 발전소는 원전을 둘러싼 다양한 세력의 여론전이 작품의 여기저기에 

등장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1970년에 간행된 컨센서스(コンセンサス)에는 거의 5년마다 <원자력발전에 대한 33의 질문>의 

개정판이 특집되고 있어서 근처에 있는 공민관이나 상점의 요청으로 대출한 적도 있었다.

복사라고 하면 4년 정도 전에 가라쓰(唐津)의 이마이즈미(今泉)중학에서 일어난 <원자력발전은 

어째서 안되는가>의 리플릿 사건에도 그것은 관련되어 있다. 컨센서스에 특집된 질문과 회답을 

25) 井上光晴(2011)｢西海原子力発電所｣日本原発小説集水声社, pp.138-139. 초출년은 1986년.
26) 이 작품에서는 앞 절에서 살펴본 ｢플루토늄의 가을｣이라는 작품이 주인공의 이름만 고이데(小出)에서 

이시모토(石本)로 바뀌었을 뿐 극단의 상연내용이라는 형태를 통해 작품 내에 삽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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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으로 취한 반원전사전(反原発事典)의 <17의 질문에 대답하다>의 복사를 점심시간의 교정에

서 산포한 ‘당사자’는 생도였는지 교사였는지, 지금도 판명되지 않았다.27)

먼저 여기에서는 컨센서스라는 잡지와 반원전사전이 각각 원전의 옹호와 반원전을 

대표하는 매체로 소개되고 있다. 컨센서스는 실제 일본 전기사업연합회(電気事業連合会)의 

홍보지로서 현재도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원자력 컨센서스라는 형태로 제공하고 있으며, 

“원자력발전도 중요한 전원(電源)의 하나로서 활용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그 필요성과 

안전성 등을 소개”28)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잡지는 1970년부터 간행되었는데 원자력발전

과 연관된 다양한 관점의 질문을 통해 원자력의 안정성과 원자력 활용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그런데 이 소설에서 인용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경수로의 경우 가장 곤란하다고 생각하

는 사고는 원자로의 물이 순식간에 빠져버리는 일입니다.”라고 소개하면서 이러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원자로에는 비상용 노심냉각장치(ECCS)가 설치되어 있”(p.184)을 강조하면서 

원전의 안전성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한편, ‘반원전사전편찬위원회(反原発事典編集委員会)

가 간행한 반원전사전에서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오히려 “비상용 노심냉각장치(ECCS)의 

유효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괜찮은지요?”, “우리나라는 지진국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데 

커다란 지진이 일어나더라도 괜찮은지요?”29)라는 질문을 통해 비상용 노심냉각장치와 원전 

그 자체, 특히 지진이 일어났을 때 원자력 발전소는 결코 안전하거나 방사능 누출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다. 

특히 위에서 언급된 핵연료의 냉각과 관련된 설명은 후쿠시마 원전의 사고와 직접 연계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후쿠시마 원전의 사고는 지진 이후 찾아온 쓰나미로 

인해 비상용 디젤발전기를 포함하여 모든 전원이 상실되어 핵연료봉을 냉각시키는 물의 주입

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이 소설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이러한 원자력 발전소 

사고의 가능성을 둘러싸고 다양한 여론이 비등하고 그 입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자 하는 

싸움이 존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11과 같은 대자연재해 앞에서 그 근원적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결국은 전대미문의 방사능누출사고에 이른 데에는 현대사회에서 에너지 생산

을 절대시하고 이를 여론형성에 적극 활용해 간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27) 井上光晴｢西海原子力発電所｣, pp.183-184
28) https://www.fepc.or.jp/library/pamphlet/consensus/index.html
29) 水戸巌(1978)｢17の質問にこたえる─原子力発電はどうしてダメなのか｣反原発事典(シリーズⅠ) 反原

子力発電･篇現代書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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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3.11 동일본대지진 당시 엄청난 규모의 쓰나미가 지진의 뒤를 이었고 인류사상 최악의 

원전사고라 일컬어지는 구소련 체르노빌 원전사고에 버금가는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방

사능 누출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일본 정부는 ‘상정 외(想定外)’의 사태라는 

말로 이 전대미문의 사고에 대한 책임성을 회피하였으며, 후쿠시마 원전을 관리하는 도쿄전력

(東京電力)도 원전의 사고가 “비상용 전원이 고장난 것은 상정 외의 쓰나미가 원인”30)이라는 

말로 사고의 책임성을 자연재해에 전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당시 동북지역의 거대 쓰나

미가 3.11이 처음이 아니었으며, 이미 1896년 ‘메이지 산리쿠(明治三陸) 지진’과 1933년 ‘쇼와 

산리쿠(昭和三陸) 지진’ 때도 유사한 규모의 지진과 쓰나미로 수많은 희생자와 피해를 낳았다. 

특히 스치 도쿠헤이(須知徳平)의 ｢산리쿠 쓰나미(三陸津波)｣(1978)나 요시무라 아키라(吉村

昭)의 산리쿠해안 거대쓰나미(三陸海岸大津波)(1970) 등 다양한 재난문학 작품이 다양한 

형태로 이러한 거대한 쓰나미에 대한 기억과 교훈을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규모

의 자연재해가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재해사를 기억하고 경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에는 이러한 경고와 교훈을 살리지 못”31)하였다. 이와 같이 후쿠시마 원자

력 발전소 사고와 관련하여, 3.11 이전에 창작된 ‘원전문학’을 통해서도 일본이 이러한 경고와 

교훈을 살리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3.11 이전에도 일본에서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투하와 그 잔혹상을 그린 ‘원폭문학’

과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 누출사고와 이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를 그린 ‘원전문학’이 존재하

였다. 특히 본 논문에서 고찰한 원전 관련 문학은 ｢이웃의 풍차｣를 제외한다면 모두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되고 운전에 들어가면서 다양한 형태의 방사능 누출사고가 존재하였으며, 원전 

관계자나 그 추진자들은 원전의 마이너스적인 측면을 적극적으로 은폐하고 홍보와 여론 관리

를 통해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다. 원전은 다양한 

결함이 존재하며 따라서 반복적으로 운전을 중지하거나 수리하는 일이 자주 일어났으며, 

방사능 물질을 대기에 방출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직시하였다. 더구나 원자력 발전소의 

원전사고를 같은 원자핵(原子核)의 문제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투하와 피폭자의 참상 

30) ｢東日本大震災：福島第1原発炉心溶融　幾重もの対策不発　東電｢想定外｣繰り返す｣毎日新聞
(2011.03.13.), 大阪朝刊

31) 조미경(2018)｢근대 이후 일본 동북지역 대지진과 일본근대문학의 역할―소설산리쿠쓰나미(三陸津波)
와 르포르타주산리쿠해안 거대쓰나미(三陸海岸大津波)를 중심으로｣일본근대학연구제61집, 한국
일본근대학회, p.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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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와 연계하여 상상하면서 원전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부각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일본현

대문학자들이 원전 관련 작품을 창작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위험성을 고발하고 이를 독자들에

게 제시하고자 하였던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이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로 원전을 

‘평화일본의 상징’이라거나 전력이 곧 국가라는 인식을 통해 이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국가의 

반역자라는 이데올로기를 통해 억압하고자 하였다. 

바로 이러한 논리가 지진 다발국가인 일본이 원전의 잠재적 위험성을 등한시하는 배경이 

되었으며, 일본은 그러한 문학작품이 제시하는 교훈을 살리지 못하고 3.11 당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누출사고라는 전대미문의 사태를 맞이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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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旨>
 

일본의 원자력발전소를 둘러싼 문학적 상상력과 대응

-1980년대 원자력발전소 관련 작품을 중심으로-

조미경

3.11 동일본대지진 이전에도 일본에서는 1970년대부터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누출사고와 원전의 다양한 문제를 그린 
‘원전문학’이 연이어 창작되었다. 특히 본 논문에서 고찰한 원전 관련 문학은 원자력발전소가 건설되어 운전에 들어가면서 
다양한 형태의 방사능 누출사고가 존재하였고, 원전 관계자나 추진자들은 이러한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은폐하고 홍보와 
여론 관리를 통해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다. 원자력발전소는 여러 종류의 결함이 
존재하고 따라서 반복적으로 운전을 중지하거나 수리하는 일이 자주 일어났으며, 일본 문학자들은 방사능 물질을 대기에 
방출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직시하였다. 
더구나 원자력발전소의 원전사고를 같은 원자핵(原子核)의 문제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투하와 피폭자 문제와 

연계하여 상상하면서 원전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부각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일본현대문학자들이 원전 관련 작품을 
창작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위험성을 고발하고 이를 독자들에게 제시하고자 하였던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을 
유지시켜야 한다는 입장의 사람들은 원전을 ‘평화일본의 상징’이라거나 전력이 곧 국가라는 인식을 통해 이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국가의 반역자라는 이데올로기를 통해 억압하고자 하였다. 
바로 이러한 논리가 지진 다발국가인 일본이 원전의 잠재적 위험성을 등한시하는 배경이 되었으며, 일본은 그러한 

문학작품이 제시하는 교훈을 살리지 못하고 3.11 당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누출사고라는 전대미문의 사태를 
맞이하였던 것이다.

Japanese the Literary Imagination and Response over Nuclear Power Plants

-Centering around Literature of Nuclear Power Plant’ in the 1980s -

Cho, Mee-Kyoung

Even before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of 2011, ‘Literature of Nuclear Power Plant’ was created in various forms 
that depicted nuclear power plant radiation leaks and various problems in nuclear power plants. In particular, the literature related 
to nuclear power considered in this paper described that various types of radioactive leaks existed after the nuclear power plant 
was built.In addition, in these literary works, it is vividly depicted that the officials of the nuclear power plant are actively 
trying to conceal this accident and avoid responsibility for it through public relations and public opinion management.

Moreover, modern Japanese novelists tried to highlight the dangers of nuclear power plants by imagining the accident of 
a nuclear power plant in connection with the atomic bombing and atomic bombing problems of Hiroshima and Nagasaki, which 
are problems of the same atomic nucleus. The reason why these modern Japanese novelists created works related to nuclear 
power was to indict this danger and present it to readers. Nevertheless, those who wanted to keep the nuclear power plant 
recognized that the nuclear power plant was a “peace of Japan symbol” or that power is a nation. They also sought to suppress 
those who resisted the nuclear power plant through the ideology of the country’s rebels.

This is the reason that Japan, an earthquake-prone country, neglects the potential dangers of nuclear power plants. And Japan 
did not take advantage of the lessons presented by such literary works, and at the time of 3.11, the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faced an unprecedented incident of radioactive leak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