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접고사 출제개요

자연계열 - 10월 25일(토) 오후

본 문제는 고등학교 교과서 「물리I」(교학사), ‘에너지의 발생’, pp.280-305 및

「물리I」(천재교육), ‘에너지의 발생’, pp.248-263에서 다루고 있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주제를 응용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기 에너지는 화력/수

력 발전에 이어 원자력 발전을 이용하여 생산되고 있다. 화력발전에 사용되는 화

석연료는 매장량이 한정적이고 온실가스를 배출시켜 지구온난화를 초래하고 있

다. 따라서 화력발전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원자력 발전에 대해 긍정적인 면과 부

정적인 면을 열린 사고로 생각해 보도록 본 문제를 출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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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기 에너지 중 30% 이상이 원자력 발

전소에서 생산된다.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를 증설 한다고 할 때 논리

적 근거를 바탕으로 본인의 찬반 의견을 말하시오.

■ 추가질문

1) 찬성답변의 추가질문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2) 반대답변의 추가질문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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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모범답안

[찬성의견]

원자력 발전은 우리나라처럼 땅이 비좁고 인구는 많으며 에너지 부존자원이 부

족하고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필수적인 대체에너지이다. 원자력

발전소는 전력 생산에 드는 비용이 타 방법에 비해 저렴할 뿐 아니라, 대부분 수

입에 의존하는 화석연료 사용 비중을 낮춰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립에 기여할 수

있다. 원자력 발전소는 공해물질을 거의 배출하지 않으며, 충분히 여유 있는 안전

설계 개념을 바탕으로 한 안전 설비를 갖추고 있다. 또한 원자력 발전소 증설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일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

유로 원자력 발전소 증설을 찬성한다.

[반대의견]

원자력 발전은 전력생산 비용이 저렴하다고 하나 초기 발전소 건설 비용이 비싸고,

건설기간이 오래 걸린다. 또한 원전 폐쇄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이 지역 토

지를 다시 사용하기 어렵다. 후쿠시마 원전의 지진으로 인한 방사능 누출 사고와

같이 자연재해로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사고 발생시 인간에게 치명적인 위험을

줄 뿐 아니라 피해가 천문학적이다. 또한 방사성폐기물을 생산하기 때문에 핵 폐

기물 처리의 위험성이 존재하고, 원전 인근 주민들의 암발생율이 타 지역 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원자력 발전소 증설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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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질문 예시 모범답안

1) 찬성의견 추가질문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시 모범답안]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예상하지 못한 강한 지진으로 의한 자연재해로 발생했

다. 일반적으로 원전은 충분히 여유 있는 안전설계 개념을 기본바탕으로 다양한

안전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만약 운전 중에 정상 상태를 벗어나거나 이상 상태가

감지되면 원자로 보호계통에 의해 원자로가 자동 정지하고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

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악의 사고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중삼중으로 철저한 안전설비를 갖춰 대

비하도록 해야 한다.

2) 반대의견 추가질문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은?

[예시 모범답안]

수소·연료전지, 태양열, 태양광, 풍력, 조력, 바이오 에너지 등 원자력 발전소를

대체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신재생 에너지 활용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신재생

에너지는 매장된 연료 자원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을 막고, 환경 훼손과 오염이

적으면서도 재생가능한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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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점기준

- 찬성의견

[탁월함] 아래 [매우우수]에 더하여 추가질문에 대해 논리적으로 명료하고

타당하게 답변하는 경우.

<추가질문 답변 예시>

▷ 최악의 사고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중삼중으로 철저한

안전설비를 갖추도록 한다

▷ 기타 논리적으로 명료하고 타당한 답변

[매우 우수] 본 질문에서 원자력 발전소의 긍정적인 면을 다양하게 제시하며

논리적으로 명료하고 타당하게 답변하는 경우.

<원자력 발전소의 긍정적인 면 예시>

▷ 원자력 발전소는 온실가스 등을 거의 배출하지 않는 청정에너지이다

▷ 원자력 발전소 건설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 원자력 발전소는 충분한 안전설계 개념을 바탕으로 안전 설비를

갖추고 있다

▷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화석연료 사용 비중을 낮춰 에너지 자립에

일조한다

▷ 전력 생산에 드는 비용이 화력발전/수력발전과 비교하여 매우 저렴하다

▷ 원전 관련 기술력 향상은 산업계 전반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우수] 위의 [매우우수]에 비하여 답변의 근거로 제시하는 논거의 내용이 논리성과

설득력에서 다소 떨어지는 경우.

[보통] 논거의 내용이 단편적이거나 주관적 느낌이나 편견만으로 답변하는 경우.

[다소 미흡]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답변이 질문과 맞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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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점기준

- 반대의견

[탁월함] 아래 [매우우수]에 더하여 추가질문에 대해 논리적으로 명료하고

타당하게 답변하는 경우.

<추가질문 예시>

▷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다

(수소·연료전지, 태양열, 태양광, 풍력, 조력 등)

▷ 기타 논리적으로 명료하고 타당한 설명

[매우 우수] 본 질문에서 원자력 발전소의 부정적인 면을 다양하게 제시하며

논리적으로 명료하고 타당하게 답변하는 경우.

<원자력 발전소의 부정적인 면 예시>

▷ 자연재해로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 사고 발생시 방사성물질이 배출되어 인간에게 치명적인 위험을 줄 수 있다

▷ 원전 인근 주민의 암발병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방사성폐기물을 생산하기 때문에 핵 폐기물 처리의 위험성이 존재한다

▷ 원자력 발전소 건설 비용이 비싸고, 건설기간이 오래 걸린다

▷ 원자력 발전소 부지 선정이 어렵다(NIMBY 현상)

[우수] 위의 [매우우수]에 비하여 답변의 근거로 제시하는 논거의 내용이 논리성과

설득력에서 다소 떨어지는 경우.

[보통] 논거의 내용이 단편적이거나 주관적 느낌이나 편견만으로 답변하는 경우.

[다소 미흡]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답변이 질문과 맞지 않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