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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표준화된 원자력 및 방사선 기초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학생, 과학교사, 전문가의 입장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 초(78.4%), 중(78.6%), 고등학교(93.1%) 모두 높은 빈도로 원자력 및 방사선에 대한 학교교육이 필요하다
고 나타냈다. 교과목 제목은 초등학교의 경우 “방사선과 생활”, 중, 고등학교의 경우 “원자력과 방사선”이다. 학급별로
한 학기, 주당 1시간(초등학교 40분, 중학교 45분, 고등학교 50분 기준) 교육을 요구하였다. 교재는 얇고, 만화와 사진
이 많이 포함된 것을 요구하였다. 교육 시작시기로는 초등학생은 6학년, 중학생은 2학년, 고등학생은 1년 때 배우는
것을 요구하였다. 교육형태는 정규교과가 아니라 창의적 체험학습으로 학교와 과학교사의 필요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
을 선호하였다. 학급별로 교육시간, 교재형식, 교육형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모두 같은 요구 경향을 나타냈다.
고안된 교육과정을 모의 실시한 결과 전체적인 적합도는 5점 만점에서 초등학생 3.88±0.60점, 중학생 3.89±0.60점,
고등학생 3.66±0.63점으로 모두 70점(100점 만점 기준) 이상의 수준을 나타냈다. 본 연구는 원자력 및 방사선이해를
바탕으로 가치판단의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학교 교육과정을 최초로 고안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둔다. 그러나 원자력
및 방사선에 대한 학교 교육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후속조치로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재개발, 관련 법령 개정, 교안제공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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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1)
원자력발전은 끊임없는 반대 여론과 민원에 부딪쳐 왔
고[1],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에는 원
자력발전과 방사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더욱 증가하였
다[2-6]. 원자력의 부정적인 이미지에 고정된 사람들은 자
신이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원자력의 위험성이 크다고
알려주는 정보를 더 신뢰하고 기억하게 된다[7]. 대형 사
고들은 빈도가 매우 낮지만 한 번의 사고만으로도 해당기
술에 비정상 위험이 존재한다는 강한 신호(signal)를 만들
어 내고 이 신호는 부정적 인식을 고착시켜 결과적으로
원자력관련 기술에 대한 낙인화를 초래한다[8]. 대게 개인
은 과학기술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지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성적 판단보다는 자신의 경험에 의한 감정적 인
식에 의존한다[9]. 이러한 복합적인 현상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요구하는 당위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10]. 그
러므로 국가의 주요 에너지원인 원자력발전과 국민의 복
지증진을 위해 다양하게 사용되는 방사선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이해와 신뢰가 필요하다[11,12].
그런데, 국내에서는 방사선 개념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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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13]. 학생들은 원자력과 방사선
에 대한 내용을 과학 교과서를 통해서 학습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교사와 학생간의 교수-학습활동을 통해서 개념이
획득된다. 그러므로 원자력 및 방사선에 대한 교과가 부
재한 국내 실정에서 과학교사가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
게 되면 학생들의 개념획득에 잘못된 영향을 미치게 된
다. 뿐만 아니라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그 누구도 미디어
의 영향을 벗어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능력을 길러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
고 있지만[14], 일부 미디어 정보에서는 원자력과 방사선
에 대한 잘못된 정보 또는 어려운 정보가 무분별하게 제
공되고 있으므로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도 올바른 가치판
단을 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현대사회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사회, 윤리적 문
제(socioscientific issues)에 직면하므로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가치판단을 내리고 합리적으로 대처하
기 위한 능력을 함양해야 한다고 과학교육 연구자들은 강
조하고 있다[15-19]. 현대사회의 다양한 변화가 교육에 요
구하는 많은 것들로 인해 교육자들은 학생들이 이들 변화
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새로운 교
육과정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한다[20]. 교육과
정은 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설계된 활동의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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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이며[21], 의도되고 계획된 목표와 내용의 체계로 구
성된다[22]. 그래서 국제적으로 과학교과의 목표는 실생
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과학적 소양의 함양이다[23]. 우리
나라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과학교과에서도 국민의 기
본적인 과학적 소양을 기르기 위하여 자연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능력과 과학의 기본 개념을 습득하게 하고, 과
학적인 태도를 기르기 위한 과목으로 정의하고 있다[24].
그런데, 우리 학교교육은 다양하고 창의적인 내용을 가르
치기에 적절한 체제라기보다는 획일적인 교육을 실시하
기에 적합한 체제를 유지해 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리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교육과정 자
율화가 나오게 되었고 그 결과를 집약한 것이 2009년 교
육과정이다. 2009년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는 과도한
개념 중심의 교육에서 과감하게 벗어난 현대 과학 문명에
대한 현대 과학적 이해를 통해 과학적 탐구의 방법과 가
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교들은 대입 실적을 중심으로 하는 동일 목적과
교육과정으로 무익한 경쟁에 노출되어 있는 편이므로 다
양한 학습기회를 마련해주기 위해 지역 내 학교 간 협력
과 역할분담이 요구되는 상황이다[25]. 그래서 단위학교
별로는 교육과정 자율화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탄력적
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여러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시점
이다[26]. 이때, 원자력 및 방사선 전문가, 교육자들은 전
국민적 차원의 에너지 문제, 보건문제, 복지문제, 산업발
전문제,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소통문제 등 다양한 영역
에서 국민과 직접 관계되는 원자력 및 방사선분야가 새로
운 교육과정에 포함될 시점임을 고려해야 한다. 일반인과
전문가 사이에 존재하는 인식격차의 경우 단순한 지식 차
에 의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양질의 관련 정보와 교육
은 필요하다[27].
따라서, 미래의 주역이 될 학생들에게 원자력 및 방사
선이용에 대한 올바른 가치판단을 할 수 있도록 실제로
활용될 수 있는 학교 교육과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2. 방법
원자력 및 방사선 이해에 대한 학교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를 병행하였고, 다단계 절차
를 거치면서 내용타당도와 구성타당도를 확보하였다. 그
단계와 방법으로는 국내외 문헌조사, 국내외 유관기관의
교육실태 조사, 초·중·고등학생, 교사와 전문가의 집단
별 토론회 및 설문조사, 예비 교육과정 모의 운영 등이
포함되었다.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전략의 체계적 교육
과정은 목표, 내용, 대상, 미디어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
는데, 본 교육과정은 Table 1과 같은 설계과정에 의해 개
발되었다.
첫째 단계, 전문가 토론회는 각 학급별 과학교사, 일반
인 대상의 원자력 및 방사선 이해교육 강사,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및 원자력연구원의 책임연구자, 대학교수 등
이 포함되어 교육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
188 JOURNAL OF RADIATION PROTECTION, VOL.39 NO.4 DECEMBER 2014

다. 둘째 단계, 문헌조사는 국내외 선행연구 자료의 질적
분석,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문화재단, 한국원자력안전
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방사선진흥협회, 여성
원자력전문인협회 등에서 제공되고 있는 교육과 정보내
용의 질적 분석, 학교 교육을 시작한 일본의 학교 교육내
용과 미국, 캐나다, 유럽 등에서 일반인 대상으로 수행되
고 있는 교육내용을 질적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교육의
범위와 체계에 대한 초안을 구상하였다. 셋째 단계, 교육
요구도 문항을 작성하기 위해 토론회와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자료를 근거로 학교장의 승인을 얻은 수도권 소재
의 3개교 초, 중, 고등학생들을 임의 선정하여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를 통해 교육목표, 방향, 방법, 내용, 대상
등 학생들의 요구도 초안을 작성하였다. 전문가 토론회,
선행연구 분석, 학생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교육요구도
항목과 범위에 대해 각 학급별 과학교사와 전문가의 내용
타당도 확보를 위한 자문이 이루어졌다. 도출된 교육요구
도 조사지의 내용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예비조사를 실
시하였고, 수정 및 보완 후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
사는 방문조사, 우편조사, 인터넷조사의 방법으로 이루어
졌다. 대상은 학교장의 승인을 얻은 평균적인 성적수준에
해당되는 수도권 소재의 3개교의 각 학급별 최고학년(초
등학생 6학년, 중학생 3학년, 고등학생 3학년) 각각 57명,
52명, 56명과 약 30개교 내외의 학급별 과학교사 각각 32
명, 29명, 34명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수력원자
력,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연구자, 원자력 및 방사선과 개
설대학의 교수, 해당분야의 10년 이상 전문가 등 45명에
게 각각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넷째 단계, 교육과정 초
안을 결정하기 위해 각 학급별 학생 및 과학교사와 전문
가를 통해 도출된 교육요구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전문
가 자문을 받았다. 다섯째 단계, 도출된 예비 교육과정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예비 모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교육내용은 학생요구에 따른 임의 교재로 압
축된 모의 교육을 운영하였다. 모의 교육과정 운영대상은
학교장의 승인을 얻은 수도권 소재의 3개교를 임의 선정
하였고, 교육 요구도에 나타난 각 학급별 교육요구 학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각각 30
명, 34명, 31명이다. 여섯째 단계, 모의 교육과정 운영에
서 교육목표, 범위, 내용, 매체, 방법 등의 5점 척도로 조
사된 설문분석을 바탕으로 적합성 평가가 이루어졌다. 일
곱째 단계, 각 단계별 내용과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교육
안을 결정하였다. 각 단계별 분석은 필요에 따라 질적 분
석과 양정분석이 함께 이루어졌고, 양적 분석은 SPSS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
편차, X2-text가 사용되었다.
교육과정 개발절차는 크게 계획수립, 기초 연구, 교육
과정 연구 및 개발, 심의, 최종안 선정, 최종안 확정, 고
시, 후속조치의 절차를 거치는데[28], 본 연구에서는 기초
연구를 통한 교육과정 초안을 도출하는 것에 중점으로 두
었다. 후속조치로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재개발, 관련 법
령 개정, 교안제공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교육과정 개발 및 개선 분야에서는 자료에 기초
한(data driven) 혹은 자료 분석(data analysis)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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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search Procedure and Content.
Stages

Content





1. Design the basic framework for a suitable
national curriculum

·Debate amongst professionals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cience
teachers; nuclear power /radiation professionals)





2. Investigate related literature and analyze
existing execution data

·Understand the present condition of general public education in Korea.
·Understand the present condition of general public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Japan, Europe, and Canada




·Session 1: Eight pairs of students from the sixth, ninth, and eleventh grades debate
·Session 2: Consultation with science teachers and professionals
·Session 3: Main study

3. Study on the demand for understanding
nuclear power and radiation

Category

Students

Teachers

Professionals

Total No.

Elementary(6 grade)

57

32

45

134

Middle(3thgrade)

52

29

45

126

56

34

45

135

th

th

(3 grade)




4. Feasibility study conducted by professionals; decision making related to the
preliminary curriculum

Select a preliminary curriculum following a feasibility study conducted by professionals
based on a survey of demand




Curriculum simulation with randomly selected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Simulation: Offline
Grade level

5. Preliminary curriculum simulation

Total No.

Elementary (6thgrade)

30

nd

Middle (2 year)

34

High (1styear)

31





6. Simulation results analysis

Judgment of the developed curriculum’s suitability

7. Confirmation of the final curriculum plan

Confirmation of the final plan based on study results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나 경향
이 확산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교육과정은 전문가 집단에
의존해 왔다. 자료를 기초로 한 교육과정 개발을 지지하
는 사람들은 자료 수집과 분석은 교육과정 개발자들이 최
선을 결정하도록 하고, 문제 해결을 실질적으로 연구하게
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을 찾는 방식으로 일하게
되며, 더 나은 변화를 유지하고, 어려운 일을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도록 도우며,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학습
에 주목하도록 돕는다고 강조하고 있다[29, 30].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교육과정 개발에 필요한 자료 분석이
나 이런 자료의 활용이 미흡했던 이유에 대해 Glatthorn
등(2009)은 자료를 체계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습관, 자료
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지 않는 풍토, 자료 수집
이 쉽지 않고, 시간이 많이 필요한 여건, 자료 지향적이
아니라, 교과 지향적으로 교육받는 교육과정 개발자 및
교사 요인을 지적하고 있다[31]. 중요한 것은 교육과정 개
발자들이 교육과정 개발에 필요한 정확한 자료를 모으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다[32, 3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집단별(학생, 교사, 전문가) 토론, 설문조사 등의 분석
과정을 통한 집단의 요구에 맞는 눈높이 맞춤식 교육과정
을 개발한 것에 큰 의의를 둔다.

3. 결과
3.1 교육과정 요구도
3.1.1 학급별 교육과정 요구도

초(78.4%), 중(78.6%), 고등학교(93.1%) 모두 높은 빈
도로 원자력 및 방사선이해에 대한 학교교육이 필요하다
고 나타냈다. 교육은 주당 1시간 교육을 요구하였고, 교
재는 얇고, 만화와 사진이 많이 포함된 교재를 원하였다.
교육 시작시기로는 초등학생은 6학년, 중학생은 2학년,
고등학생은 1년 때 배우는 것을 원했다. 교육형태는 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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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Level of Curriculum Demand by Grade Level.
Category

Elementary

Middle

High

Total

Number of
education hours

Approximately an hour each week
(40, 45, and 50 minutes for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respectively)

60(44.8)

75(59.5)

68(51.9)

203(51.9)

Textbook format

Thin, containing many cartoons and photos

98(74.2)

97(77.6)

61(47.3)

256(66.3)

Sixth grade (elementary school)

66(50.8)

-

-

66(50.8)

Eight grade (middle school)

-

49(39.5)

-

49(39.5)

Tenth grade (high school)

-

-

85(66.4)

85(66.4)

88(66.2)

75(61.0)

65(50.4)

228(59.2)

105(78.4)

99(78.6)

122(93.1)

326(83.4)

Curriculum grade
level
Form of education

Creative field study

Curriculum necessity

Required

Survey subjects included students from the highest grade levels at the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ages, science teachers from all
grades, researchers specializing in nuclear power and radiation, and professors and experts possessing no less than ten years of experience.
Students from the highest grade levels at each school level were selected under the assumption that, since they completed all relative levels,
their responses to the curriculum’s necessity would be the most well rounded. Science teachers were selected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because current science textbooks cover some concepts related to nuclear power and radiation, said instructors would be capable of reflecting
the curriculum’s most realistic level of demand. Frequencies(percentages) indicate only the highest response values.

교과가 아니라 창의적 체험학습으로 학교와 교사의 필요
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학급별 교육시간,
교재형식, 교육형태, 교육의 필요성은 모두 같은 교육요
구도 경향을 나타냈다(Table 2). 교재에 대한 학생, 교
사, 전문가의 요구는 이론과 같은 맥락을 가진다. 교과서
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학습 내용은 문자로써 서술되지만
교과서 내의 삽화는 학생들에게 문자보다 우선하여 시각
적으로 인지가 된다[34]. 특히 과학 교과는 과학 현상에
관한 학습 내용의 사실적 전달을 위해서 내용보다 사진
이나 삽화를 많이 이용하면 할수록 함축적인 의미 전달
에 효율적이다[35]. 교육의 형태는 모든 학급에서 창의적
체험학습을 요구하였다. 창의적 체험학습은 학생의 발달
단계, 학교 실정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목표 달성
에 적합한 내용을 선정, 운영할 수 있다. 학교 급별 교육
과정에 제시된 최소 시수(단위) 이상 편성·운영하도록
하며 학교의 필요에 따라 기준 시간(단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에 학교는 제한적인
학교 내 인적 물적 환경을 포함해서, 학교 밖의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의 연계를 통해 지속적인 체험활동이 이루
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36].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자율성 증대 조치에 따라 학교에서는 국
가 수준의 교육과정편제표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선택
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37], 학교재
량에 따라 원자력 및 방사선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3.1.2 초등학생용 교육 요구도

교과목명은 ｢방사선과 생활｣이고, 추구하는 인간상은
“원자력과 방사선을 올바르게 알고 이해하는 인간”, “원
자력과 방사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위급한 상황에 대처
하는 능력을 기르는 인간”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
목표는 “원자력과 방사선의 정확한 이해와 올바른 인식”
이고, 교과의 목표는 “원자력과 방사선에 대한 개념, 중
요성, 내용 이해”이다. 교육방법으로는 흥미유발의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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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실험, 체험 등 복합적 매체/방법 사용을 요구하였
다. 교육 후 평가는 간단한 발표(발표문 만들기, 포스터
만들기, 소감 발표, 토론 등)를 통해 성적반영보다는 가
치판단의 기회가 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Table 3).
3.1.3 중학생용 교육요구도

교과목명은 「원자력과 방사선」이고, 추구하는 인간
상은 “원자력과 방사선을 올바르게 알고 이해하는 인간”
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목표는 “원자력과 방사선
의 정확한 이해와 올바른 인식”이고, 교과의 목표는 “원
자력과 방사선에 대한 개념, 중요성, 내용 이해”이다. 교
육방법으로는 흥미유발의 영상, 사진, 실험, 체험 등 복
합적 매체/방법 사용을 요구하였다. 교육 후 평가는 간
단한 발표(발표문 만들기, 포스터 만들기, 소감 발표, 토
론 등)를 통해 성적반영보다는 가치판단의 기회가 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초등학생 교육요구와 유사한 인
간상, 교육목표, 교육과정 목표를 나타냈다(Table 4).
3.1.4 고등학생용 교육요구도

교과목명은 ｢원자력과 방사선｣이고, 추구하는 인간상
은 “원자력과 방사선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인간”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목표는 “원
자력과 방사선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문제해결 기술 습
득”이고, 교과의 목표는 “원자력과 방사선에 대한 개념,
중요성, 내용, 활용도의 폭넓은 지식함양”이다. 교육방법
으로는 흥미유발의 영상, 사진, 실험, 체험 등 복합적 매
체/방법 사용을 요구하였다. 교육 후 평가는 간단한 발
표(발표문 만들기, 포스터 만들기, 소감 발표, 토론 등)를
통해 성적반영보다는 가치판단의 기회가 되는 것을 요구
하고 있었다. 초, 중학생의 교육목표는 원자력 및 방사선
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올바른 인식이라면, 고등학생은
문제해결 기술습득까지 포괄한 내용을 요구하였다(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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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Level of Demand for Elementary School Education.
Development
area

Course title

Summary of main points derived from prior research and debate

Educational
objectives

Curriculum
objectives

Course objectives

Teaching/
learning methods

Evaluation
methods

Total

Students

Teachers

Professionals

Radiation and life

13(23.2)

20(62.5)

15(33.3)

48(36.1)

Proper understanding of nuclear power and radiation

10(17.9)

6(18.8)

22(48.9)

38(28.6)

Nuclear Power and Radiation

27(48.2)

5(15.6)

4(8.9)

36(27.1)

Radiation Friends

Desirable teacher
characteristics

Level of demand by subject

6(10.7)

1(3.1)

4(8.9)

11(8.3)

Proper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nuclear power and radiation

12(21.4)

11(34.4)

26(57.8)

49(36.8)

Proper understanding of nuclear power and radiation; ability to respond to urgent situations

22(39.3)

19(59.4)

7(15.6)

48(36.1)

Balanced interest in and familiarity with nuclear power and radiation

15(26.8)

2(6.3)

9(20.0)

26(19.5)

Knows the importance of nuclear power and radiation; unaffected
by falsified information concerning nuclear power

7(12.5)

0(.0)

3(6.7)

10(7.5)

To gain an accurate understanding and proper awareness of nuclear power and radiation

23(41.1)

21(65.6)

23(51.1)

67(50.4)

Promoting a familiarity of and interest in basic nuclear power and
radiation concepts

16(28.6)

3(9.4)

12(26.7)

31(23.3)

Understanding nuclear power development and radiation in everyday life

7(12.5)

7(21.9)

10(22.2)

24(18.0)

Identifying nuclear power and radiation risks

10(17.9)

1(3.1)

0(.0)

11(8.3)

To grasp concepts related to nuclear power/radiation and their significance through experience and investigation

25(44.6)

16(50.0)

15(34.1)

56(42.4)

Promote interest in nuclear power and radiation through related
experiences

21(37.5)

5(15.6)

14(31.8)

40(30.3)

Develop a proper understanding of nuclear power and radiation
through radiation measurement and exploration

10(17.9)

11(34.4)

15(34.1)

36(27.3)

Understand nuclear power and radiation concepts, contents, and
their significance

16(29.1)

13(40.6)

18(40.0)

47(35.6)

Understand radiation and nuclear power in our everyday environment

11(20.0)

10(31.3)

21(46.7)

42(31.8)

Understand the pros and cons of nuclear energy and radiation

23(41.8)

7(21.9)

5(11.1)

35(26.5)

Recognize the meaning of humans’ selection of nuclear power and
radiation

5(9.1)

2(6.3)

1(2.2)

8(6.1)

Use of complex media/methods that arouse interest (e.g., video
clips, photos, experiments, and experiences)

37(64.9)

31(96.9)

41(95.3)

109(82.6)

Experiment-centered

13(22.8)

1(3.1)

2(4.7)

16(12.1)

Lecture (textbook) centered

5(8.8)

0(.0)

0(.0)

5(3.8)

Others

2(3.5)

0(.0)

0(.0)

2(1.5)

Simple presentations (e.g., /poster creation, debate, presentation
of opinions)

15(26.8)

24(75.0)

29(65.9)

68(51.5)

Games (e.g., on-line and games)

32(57.1)

3(9.4)

8(18.2)

43(32.6)

8(14.3)

4(12.5)

1(2.3)

13(9.8)

1(1.8)

1(3.1)

6(13.6)

8(6.1)

40(70.2)

30(93.8)

31(70.5)

101(75.9)

17(29.8)

2(6.3)

13(29.5)

32(24.1)

Long-answer exams (e.g., academic papers, essays, and reports)
Multiple-choice exams

Not reflected on report card
Evaluation
application methods Reflected on report card

Table content is derived from the first draft of curriculum demand and based on an analysis of existing short-term educational materials, two
professional debates, debate at each grade level, and a review of relevant literature. Shaded boxes indicate the highest frequency of demand
and an item’s inclusion in the finalized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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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Level of Demand for Middle School Education.
Development
area

Course title

Summary of main points derived from prior research and
debate

Educational
objectives

Curriculum
objectives

Course
objectives

Evaluation
methods

Evaluation
application methods

Students

Nuclear energy and our lives

13(25.0)

Nuclear energy and radiation
Radiation and our lives

Teachers

Professionals

Total

22(73.3)

17(38.6)

52(41.3)

20(38.5)

1(3.3)

19(43.2)

40(31.7)

11(21.2)

5(16.7)

6(13.6)

22(17.5)

8(15.4)

2(6.7)

2(4.5)

12(9.5)

Proper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nuclear power and
radiation

26(50.0)

9(30.0)

22(50.0)

57(45.2)

Possesses sufficient knowledge to make rational judgments
and take reasonable actions concerning nuclear power and
radiation

21(40.4)

14(46.7)

13(29.5)

48(38.1)

Capable of making value judgments concerning the ethics of
nuclear power and radiation

1(1.9)

3(10.0)

8(18.2)

12(9.5)

Capable of accessing intelligent information concerning
different issues related to nuclear power and radiation

4(7.7)

4(13.3)

1(2.3)

9(7.1)

To gain an accurate understanding and proper awareness of
nuclear power and radiation

23(44.2)

18(60.0)

34(75.6)

75(59.1)

To properly understand nuclear power and radiation and
partake in problem solving

13(25.0)

7(23.3)

6(13.3)

26(20.5)

Understand problems related to nuclear power and radiation
and take appropriate measures

12(23.1)

5(16.7)

4(8.9)

21(16.5)

Develop an ability to refute incorrect knowledge pertaining
to nuclear power and radiation

4(7.7)

0(.0)

1(2.2)

5(3.9)

To grasp concepts related to nuclear power/radiation and
their significance through experience and investigation

25(48.1)

15(50.0)

25(56.8)

65(51.6)

Develop a proper understanding of nuclear power and
radiation through experience and debate to make value
judgments

12(23.1)

12(40.0)

16(36.4)

40(31.7)

Observe the effect of value judgments on radiation usage

10(19.2)

3(10.0)

2(4.5)

15(11.9)

Develop the ability to explain concepts related to nuclear
energy and radiation to others

5(9.6)

0(.0)

1(2.3)

6(4.8)

Understand nuclear power and radiation concepts, contents,
and their significance

22(43.1)

22(75.9)

33(75.0)

77(62.1)

Recognize the rationality of nuclear power and radiation use
by humans

64.8(11.8)

6(20.7)

7(15.9)

19(15.3)

Develop an understanding of safe nuclear development
and the handling/management of radioactive waste

11(21.6)

1(3.4)

4(9.1)

16(12.9)

To refute false information concerning nuclear power and
radiation

12(23.5)

0(.0)

0(.0)

12(9.7)

Use of complex media/methods that arouse interest (e.g,
video clips, photos, experiments, and experiences)

33(63.5)

26(86.7)

39(88.6)

98(77.8)

Experiment-centered

13(25.0)

2(6.7)

4(9.1)

19(15.1)

Lecture (textbook) centered

4(7.7)

2(6.7)

1(2.3)

7(5.6)

Others

2(3.8)

0(.0)

0(.0)

2(1.6)

Simple presentations (e.g., announcement/poster creation,
debate, presentation of opinions)

13(25.0)

17(56.7)

29(65.9)

59(46.8)

Multiple-choice exams

15(28.8)

4(13.3)

12(27.3)

31(24.6)

7(13.5)

9(30.0)

3(6.8)

19(15.1)

Games (e.g., on-line and speed games)

17(32.7)

0(.0)

0(.0)

17(13.5)

Not reflected on report card

38(74.5)

24(82.8)

22(51.2)

84(68.3)

Reflected on report card

13(25.5)

5(17.2)

21(48.8)

39(31.7)

Life and radiation

Desirable
teacher
characteristics

Level of demand by subject

Long-answer exams (e.g., academic papers, essays, and
reports)

The frequency for the course title “Nuclear Energy and Our Lives” was the highest, although “Nuclear Power and Radiation” was selected
following professional debate. While the frequency for the teachers was exceptionally high, student and professional demand was also
reflected; consequently, the decision was based on the size of each group rather than overall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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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Level of Demand for High School Education.
Development
area

Course title

Summary of main points derived from prior research
and debate
Nuclear energy and radiation
The light and shadow of nuclear energy and radiation

Educational
objectives

Curriculum
objectives

Course objectives

Teaching/learning
methods

Evaluation methods

67(51.1)

10(33.3)

9(20.0)

36(27.5)

6(10.7)

3(10.0)

9(20.0)

18(13.7)

5(8.9)

0(.0)

5(11.1)

10(7.6)

Ability to make logical judgments and take appropriate actions related to nuclear power and radiation

17(30.4)

11(36.7)

16(35.6)

44(33.6)

Seeks balanced opinions concerning nuclear power
and radiation

4(7.1)

8(26.7)

19(42.2)

31(23.7)

Ability to critically assess various problems with a
proper understanding of nuclear energy and radiation

17(30.4)

8(26.7)

3(6.7)

28(21.4)

Understands the relationship between nuclear energy/radiation and society

8(14.3)

2(6.7)

4(8.9)

14(10.7)

Fosters enlightenment and accurate judgment skills related to nuclear energy and radiation

10(17.9)

1(3.3)

3(6.7)

14(10.7)

To promote an accurate understanding and awareness
of nuclear power/radiation and develop relevant problem-solving techniques

23(41.1)

16(53.3)

22(50.0)

61(46.9)

Understand the necessity of nuclear energy and radiation based on society’s future needs

13(23.2)

3(10.0)

14(31.8)

30(23.1)

Foster critical thinking skills related to nuclear power
and radiation

14(25.0)

7(23.3)

3(6.8)

24(18.5)

Understand the country’s need for energy by thinking
critically about nuclear energy and radiation

6(10.7)

4(13.3)

5(11.4)

15(11.5)

Develop a proper understanding of nuclear energy
and radiation through interesting education methods

25(44.6)

8(26.7)

7(15.6)

40(30.5)

Encourage interest in nuclear energy and radiation that
reverberates in everyday life

12(21.4)

7(23.3)

15(33.3)

34(26.0)

Arouse interest in radiation by using familiar and interesting approaches that involve experience and investigation

10(17.9)

9(30.0)

11(24.4)

30(22.9)

Recognize and imagine present and future problems
related to radiation

9(16.1)

6(20.0)

12(26.7)

27(20.6)

Cultivate a broad knowledge of nucleal power/ radiation concepts/ contents and their significance/ application

23(41.1)

12(41.4)

22(51.2)

57(44.5)

Present multiple viewpoints regarding radiation and
nuclear power

15(26.8)

11(37.9)

11(25.6)

37(28.9)

Recognize the rationality of nuclear power and radiation use by humans

13(23.2)

5(17.2)

6(14.0)

24(18.8)

Develop the ability to explain nuclear energy/radiation
concepts to others

5(8.9)

1(3.4)

4(9.3)

10(7.8)

Use of complex media/methods that arouse interest
(e.g., video clips, photos, experiments, and experiences)

34(61.8)

27(90.0)

29(67.4)

90(70.3)

Humans and energy

Lecture (textbook) centered

10(18.2)

0(.0)

9(20.9)

19(14.8)

Experiment-centered

11(20.0)

3(10.0)

5(11.6)

19(14.8)

Simple presentations (e.g., announcement/poster creation, debate, presentation of opinions)

20(35.7)

24(80.0)

16(36.4)

60(46.2)

Long-answer exams (e.g., academic papers, essays,
and reports)

20(35.7)

4(13.3)

15(34.1)

39(30.0)

Multiple-choice exams

12(21.4)

1(3.3)

13(29.5)

26(20.0)

4(7.1)

1(3.3)

0(.0)

5(3.8)

Not reflected on report card

26(46.4)

22(73.3)

20(47.6)

68(53.1)

Reflected on report card

30(53.6)

8(26.7)

22(52.4)

60(46.9)

Games (e.g., on-line and speed games)
Evaluation
application methods

Total

17(30.4)

Radiation and investigation

Desirable teacher
characteristics

Level of demand by subject
Students
Teachers
Professionals
28(50.0)
17(56.7)
22(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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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Group Differences Regarding the Necessity of a Curriculum based on the Need for Nuclear Power Development and the Use of Radiation.
“Need”
curriculum group

Category
Need for nuclear power development
No need for nuclear power development
Total
Need for radiation use
No need for radiation use
Total

“Do not need”
curriculum group

291(89.5)

44(68.8)

34(10.5)

20(31.3)

325(100.0)

64(100.0)

299(91.7)

46(71.9)

27(8.3)

18(28.1)

326(100.0)

64(100.0)

x2
(p)
19.329
(0.001)

20.637
(0.001)

Table 7. Curriculum of Elementary School.
Subject
Structure

Radiation and Life (Establishment proposal)
13 sessions
Objective

Content
Radiation and life

To develop an accurate understanding and awareness of nuclear power and radiation
(Session
(Session
(Session
(Session
(Session
(Session
(Session
(Session
(Session
(Session
(Session
(Session
(Session

1) Definition of nuclear power and radiation
2) History of nuclear power and radiation
3) Significance of nuclear power and radiation
4) Risks associated with nuclear power and radiation
5) Strategies for managing accidents
6) Nuclear power and radiation applications
7) Nuclear power development
8) Presence of radiation in food
9) Medical radiation
10) Radiation in everyday objects
11) Occupations related to nuclear power and radiation
12) Future energy sources
13) Talk talk concept (revision game)

Use of complex media/methods that arouse interest
(e.g., video clips, photos, experiments, and experiences)
Evaluation
Selected curriculum
: Creative field study

Simple presentations (e.g., announcement/poster creation, debate, presentation of opinions,
debates). Not reflected on report card.

Does not currently exist as an individual subject.

3.1.5 원자력발전 및 방사선이용의 필요성에 따른 교육
필요성 차이

원자력 발전이 필요한 집단은 교육이 필요하다는 비율
이 높았고 원자력 발전이 불필요하다는 집단은 교육이 불
필요하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방사선 이용이 필요한 집단은 교육이 필요하다는 비율
이 높았고 방사선 이용이 불필요하다는 집단은 교육이 불
필요하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즉, 원자력 및 방
사선이용이 불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집단만 교육도 필요
없다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냈다(p < 0.001) (Table 6).
3.2 학년별 교육과정
3.2.1 초등학생용 학교교육과정

“원자력과 방사선을 올바르게 알고 이해하는 인간”과
이를 통한 “위급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기르는 인간”
을 추구하기 위해 13차시 내용으로 창의적 체험학습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초등학교 고학년의 어린이는 발달단계
상 구체적 조작기(concrete operational stage)에 해당한
다[38]. 이 시기 어린이의 가장 큰 특징은 논리적 방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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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천적 사고(hand
on thinking)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래서 원자력 및 방
사선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비판 분석의 교육이 시작 가능
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Table 7).
3.2.2 중학생용 학교교육과정

“원자력과 방사선을 올바르게 알고 이해하는 인간”을
추구하기 위해 총 13차시 내용으로 원자력의 정의, 원자
력 기술, 원자력활용 실태, 방사선의 정의, 방사선의 위험
성, 식품의 방사선활용, 방사선이용 생활용품, 생활방사
선, 원자폭탄, 방사능의 오해와 진실, 원자력 연구의 발전
방향, 원자력 찬반토론, 미래의 에너지 등을 포함하고 있
다. 한 학기를 배운 뒤 발표문 만들기, 포스터 만들기, 소
감 발표, 토론 등으로 평가하고, 성적에는 미반영하는 것
으로 구성되었다. 중학생은 초등학생, 고등학생과는 다르
게 원자폭탄의 원리가 교육내용에 포함되어 있다(Table 8).
3.2.3 고등학생용 학교교육과정

“원자력과 방사선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인간”을 추구하기 위해 총 13차시 내용으로 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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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과 방사선의 역사, 원자력과 방사선의 정의, 방사능의
오해와 진실, 방사선의 종류, 원자력발전, 식품의 방사선
활용, 의료방사선, 산업용 방사선, 연구용 방사선, 국내외
방사선 관련 실태, 방사선사고 및 방사능 오염, 방사선에
대한 토론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 학기를 배운 뒤 발표
문 만들기, 포스터 만들기, 소감 발표, 토론 등으로 평가

하고, 성적에는 미반영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고등학생
은 초등학생, 중학생과는 다르게 교육내용에 대한 범위를
국내자료 뿐만 아니라 국외 자료까지 포함하였다. 또한
토론의 시간이 타 학급에 비해 더 많이 구성되었다(Table
9).

Table 8. Curriculum of Middle School.
Subject
Structure

Nuclear Power and Radiation (Establishment proposal)
13 sessions
Objective

Content
Nuclear power and
radiation

Teaching/
learning methods
Evaluation
Selected curriculum
: Creative field study

To develop an accurate understanding and awareness of nuclear power and radiation
(Session
(Session
(Session
(Session
(Session
(Session
(Session
(Session
(Session
(Session
(Session
(Session
(Session

1) Definition of nuclear power
2) Nuclear technology
3) Present conditions of nuclear power application
4) Definition of radiation
5) Radiation risks
6) Application of radiation in food
7) Radiation in everyday objects
8) Radiation in everyday life
9) Nuclear bombs
10) Misconceptions and truths about radiation
11) Future studies in nuclear energy
12) Nuclear energy debate
13) Future energy sources

Use of complex media/methods that arouse interest
(e.g., video clips, photos, experiments, experiences, and debates)
Simple presentations (e.g., announcement/poster creation,
debate, presentation of opinions). Not reflected on report card.

Does not currently exist as an individual subject

Table 9. Curriculum of High School.
Subject
Structure

Nuclear Power and Radiation (Establishment Proposal)
13 sessions
Objectives

Nuclear power
and radiation

Content

Teaching/Learning
Methods
Evaluation
Selected curriculum
: Creative field study

To establish a proper understanding of nuclear
power/radiation and acquire problem solving techniques
(Session
(Session
(Session
(Session
(Session
(Session
(Session
(Session
(Session
(Session
(Session
(Session

1) History of nuclear power and radiation
2) Definition of nuclear power and radiation
3) Misconceptions and truths about radiation
4) Types of radiation
5) Nuclear energy development
6) Application of radiation in food
7) Medical radiation
8) Industrial radiation
9) Radiation research
10) Present conditions,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related to radiation
11) Accidents and radiation pollution
12) Debates on radiation

Use of complex media/methods that arouse interest
(e.g., video clips, photos, experiments, and experiences)
Simple presentations (e.g., announcement/poster creation,
debate, presentation of opinions). Not reflected on report card.

Does not currently exist as an individual 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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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모의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초등학교 6학년생 30명, 중학교 2학년생 34명, 고등학
교 1학년생 31명을 대상으로 도출된 내용과 방법으로 교
육과정을 압축해서 모의 교실수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체적인 적합도는 5점 만점에서 초등학생 3.88±0.60점,
중학생 3.89±0.60점, 고등학생 3.66±0.63점으로 모두 70
점(100점 만점 기준) 이상의 적합도 수준을 나타냈다
(Table 10).
Table 10. Goodness of Curriculum Fit by Level.
Subjects of Education

n

Mean±SD

Sixth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30

3.88±0.60

Eighth grade middle school students

34

3.89±0.60

Tenth grade high school students

31

3.66±0.63

Scores are out of 5. Following the curriculum simulation, the goodness of
fit for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was 77.6, 77.8, and
73.2 out of 100 respectively.

4. 결론
인류의 삶의 질이 기후변화, 각종 과학기술의 오용, 경
제와 무역 이슈들, 법 및 정치 시스템의 영향, 기술 및 행
정의 복잡성과 변화, 집단과 사회의 규범 등의 복잡한 이
슈들의 상호작용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자연과학,
인문 사회과학분야의 통섭적 접근을 하는 학문이 요구되
고 있다[39]. 이를 통해서만 진단적 또는 분석적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고 교육학자들은 설명하고 있다. 원자력이
나 방사선 측면에서의 학문적 접근을 고려해 보면, 과학
기술 학문별 대분류에 원자력이 포함되어 있으며, 중분류
160개에서 원자로 노심기술, 원자로 계통, 원자력 계측,
방사선기술, 원자력 기반, 원자력발전 건설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40]. 그런데, 국내 과학교육에서는 원자력
발전의 원리나 운영실태 등에 대한 교육만 일부 이루어지
고 있고, 진단적, 분석적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원자력
및 방사선에 대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이후 다양한 부정
적 인식이 사회적 혼란으로 야기될 수밖에 없었고, 원자
력 및 방사선이용의 지지와 동의를 얻는데 한계를 나타내
고 있다. 어떤 나라에서나 시민 또는 정부가 풀어나가야
할 사회문제에 부딪힌다. 이때, 민주사회에서는 대부분
계획된 사회변화가 정부나 시민 측의 관심으로부터 시작
되며, 중심의 주도자는 반드시 주요한 사회변화를 이루기
위해 국민들의 지지와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을 가정하
고 있다[4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 및 방사선에 대한 올바
른 가치판단을 통한 지지를 얻기 위한 장, 단기적 학교교
육 방안으로 학생, 교사,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교육과
정을 개발하였다. 그 결과 초, 중, 고등학교에서 배워야
할 내용은 학급 특성별로 요구에 차이가 있으나 초
(78.4%), 중(78.6%), 고등학교(93.1%) 모두 높은 빈도로
원자력 및 방사선 이해에 대한 학교교육이 필요하다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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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냈다. 학교 교과 내용에는 학문뿐만 아니라 학생이나
사회의 관심과 필요를 반영하여 조직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는데[42], 본 결과는 원자력 및 방사선이해에 대
한 학교교육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이 된다. 교육은 주당 1
시간 교육을 요구하였고, 교재는 얇고, 만화와 사진이 많
이 포함된 교재를 원하였다. 교육 시작시기로는 초등학생
은 6학년, 중학생은 2학년, 고등학생은 1년 때 배우는 것
을 원했다. 교육 형태는 정규교과가 아니라 창의적 체험
학습으로 학교와 교사의 필요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을 선
호하였다. 학급별로 교육 요구는 교육시간, 교재형식, 교
육형태, 교육의 필요성 모두 같은 경향을 나타냈다. 교육
과정 구성에서 학습자에 대한 고려가 많을수록 교육의 효
율성을 높일 수 있는데[43], 본 연구는 학습자 중심의 요
구를 통해 도출된 교육과정이므로 실제 운영 시 교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교육과정은 학교 교육에 있어 학생들에게 교육목표, 교
육내용과 방법, 평가를 통하여 무엇을 성취시킬 것인가를
정해 놓은 국가 수준의 공통적인 일반적 기준이다. 즉, 교
육 현장에서 가르치고 배울 내용과 방법에 대해 체계적으
로 배열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이를 구성해 가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44]. 초, 중등교육법 제23조에 의거하여 교
육부장관은 학교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
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45]. 이와 같이 본 연구는 현 시대에 맞는
교육과정을 정할 때 일반인의 원자력 및 방사선 이해를
통한 가치판단의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기준과 내용을 적
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최초로 고안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둔다.
본 교육과정이 학교 교육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여러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그 중 교육과정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하여 교육과정의 수준과 위상에 따른 권한의 명료화가
필요하다. 국가, 시·도 교육청, 학교 등 교육과정 위상에
따른 권한도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이때 원자력 및
방사선교육에 대한 권한도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또
한 새로운 교육과정 개발, 적용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완
화하고, 적합성 높은 교육과정을 구현하는 중요한 장치로
써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실험, 협력 학교 운영도 필요하
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교육과정 시안을 환류하여 새로
운 교육과정을 개발, 확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실험, 협력
학교도 운영되어야 한다[28]. 이때, 교육과정의 학교 적용
에서 일차적으로는 교사가 새로운 개혁 방향을 이해하고
이의 필요성에 대한 신념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46]. 본
교육과정을 일선 학교에서 창의적 체험학습에 도입하여
실행한 후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보완하면서 전국 규모로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원자력 및 방사선
에 대한 가치판단의 기회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교육과정
은 단지 잘 계획된 것만으로는 의미를 가질 수 없고, 교
실에서 실행되었을 때 의미를 갖게 된다[47]. 더 나아가
Hobbs(1998)는 정보시대의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탐구 기저교육, 학습자 중심 학습, 팀 협동을 통한
문제해결, 표준 학력테스트와는 다른 방법의 테스트,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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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교과과정과 같은 5가지 요소를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고 한 것과 같이[48] 향후 본 교육과정이 5가지 요소를 포
함한 통합 교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 연
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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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iculum Development for Nuclear Power and Radiation Education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Seung Koo Lee, Yoon Seok Choi, and Eun Ok Han
Korea Academy of Nuclear Safety

Abstract - I developed a curriculum reflecting the perspectives of students, science teachers, and professionals in order to
carry out standardized, fundamental nuclear power and radiation education in schools. Among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78.4%, 78.6%, and 93.1% respectively exhibited (with high frequency) a need for nuclear power and radiation
education. The proposed elementary and middle/high school course titles are “Radiation and Life” and “Nuclear Power and
Radiation” respectively. The courses are offered at every grade level and span one semester each year. The duration of each
weekly class varies; at the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levels classes meet for 40, 45, and 50 minutes respectively.
Thin textbooks containing an abundance of cartoons and photos were requested. The starting points for education were fixed
at the sixth grade, second year of middle school, and the first year of high school. It was stipulated that the education be
separate from the regular curriculum, and encompass a creative and experimental field study based on the principal and
science teachers’ needs. Similar trends were observable according to grade levels regarding class hours, textbook format, form
of education, and educational necessity. A simulation of the devised curriculum revealed an overall goodness of fit totaling
3.88±0.60, 3.89±0.60, and 3.66±0.63 out of five for elementary,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students respectively, which
are scores equivalent to 70 and above (out of 100).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it is the first to propose a curriculum
designed to cultivate value judgment based on understanding nuclear power and radiation. However, the realization of nuclear
power and radiation education requires that follow-up measures be taken regarding textbook development, amendments to
related laws, and the providing of teaching p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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