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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안전규제제도의 본질적 개념 정립 및 개선방안 연구 

11.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세계적으로 보변 경제의 글로벌화가 진전되면서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규 

제개혁이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음과 동시에 한편에서는 그린라운드(GR)나 원자력 

안전협약 등이 각국 정부의 새로운 제약조건으로 등장하고 있다. 또 국내적으로 보 

면 IMF경제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경제논리가 더욱 강조되어 가고 있고， 다른 한펀 

으로는 국민들의 정치적인 의식화가 계속 진전되면서 중앙과 지방에서 정치적인 힘 

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규제 제도는 규제완화 내지 규제개혁이 필요 

하다는 압력이 한쪽에서 제기됩과 동시에 다른 한쪽에서는 오히려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 또 이에 부응하여 정부에서는 나름대로의 원자력 안 

전규제제도의 개혁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원자력 안전규제에 대한 원자력사업자나 일반국민， 특정지역주민， 

국제원자력기구(IAEA)등의 기대수준은 서로 상이하고 정부의 규제능력도 완전하지 

가 않기 때문에 원자력 안전규제의 수준이 적당한가， 원자력 안전규제 제도의 개혁 

이 잘 되고 있는가에 대하여는 아주 다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부터 원자 

력 안전규제 문제는 단순한 기술공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규제과정을 둘러싸고 벌어 

지는 이해관계자들의 정치경제적 갈등상황을 제대로 파악해내어야만 분석할 수 있 

는 사회적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1995년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지방자치 

제도하의 원자력 안전규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 

의 기능배분， 지역정치에서의 권력의 역학적 관계 변화， 지역주민들의 새로운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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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연대강화 등은 원자력 행정에서 제기된 새로운 문제들로서 앞으로 규제행정에 

마지는 중요한 영향변수가 되고 있다. 

원자력 안전규제를 둘러싼 주요 이해 당사자는 다음 그럼에서와 같이 규제자로서 

의 정부와 피규제자로서의 원자력사엽자， 안전을 향유하는 일반국민으로 나눠볼 수 

았고 이틀간의 상호 갈등과 경쟁은 일종의 게임상황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그리고 이들의 게임에 영향을 마치는 주요 환경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들로 

국제원자력기구(IAEA) ， 지방정부， 환경운동단체.IMF경제위기 등을 들 수 있다. 

정부(규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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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게임행위자로서의 정부， 원자력사업자 일반국민이 추구하는 목표와 이들 

이 보유하고있는 줍源(resources) , 그리고 이들이 사용하는 전략(strategies)등윤 구 

체화하면 원자력 안전 규제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치경제적 갈등이 체계적으로 파악 

되어질 수 있다. 이에 이러한 분석틀에 입각하여 원자력 안전의 문제와 원자력 안 

전규제의 특성을 살펴보고 원자력 안전규제 정책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으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기저에 흐트는 본질적인 요소의 개념， 특성， 경험적 사실 등 

을 규명하여 종합적인 판접에서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할 필요 

가 있다. 

ID. 연구개발의 내용 몇 범위 

본 연구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원자랙 안전규제 제도의 정립을 위해서 원자력 

안전규제의 사회과학적 개념과 본질， 특성과 경험적 사실 등을 규명하여 현행제도 

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된 연구내용 및 범위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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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규제， 안전규제의 개념과 본질의 정립 

- 정부규제의 개념과 정의 규명 

- 안전과 위험의 사회적 정의와 특성 

- 규제의 자율규제， 탈규제의 개념 정립 

。 원자력 안전규제의 경향과 과제분석 

- 세계화 · 정보화 · 지방화시대의 규제개혁 배경과 경향분석 

- 가부장적 규제포획현상 분석 

- 규제영향분석과 비용 · 편익분석 검토 

- 협조적 규제관계 분석 

- 규제정책 불응 검토 

- 내부비리보고제도 검토 

。 원자력 안전규제에서의 주민참여와 정보공개제도 분석 

- 외국과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제도 분석 

- 원전정보 공개제도 평가 

。 원자력 안전규제제도의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원자력 안전규제 제도의 동향과 전망 분석 

- 규제기관의 대안개발 검토 

- 지방자치제하의 원자력 안전규제의 방향정립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역할 분담체제 구축방안 제시 

- 원자력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증진방안 제시 

w. 연구개발결과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정부규제의 개념과 정의를 정리하였다. 원자력법 규정에 안전관리의 용어보다 

는 안전규제의 용어로 통일하고 규제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추가되어야 한다. 

2. 규제와 규제완화 및 탈규제의 개념을 정립하였다. 규제완화란 규제업무의 비중， 

규제기관의 기구 및 규제의 정도를 축소화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개별적 

인 규제사안에 적용하기는 적합하지 않은 용어라 할 수 있다. 탈규제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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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로 정의되어 왔으나 여기에서는 제거되어야 할 목표， 규제될 활동의 

성질， 제거될 대상， 규제의 이행도나 대응력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정의하였 

다 

3 원자력은 기술위험 그 자체에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기술위험을 관리하는 위험 

관리체제에 더 많은 문제가 존재한다. 따라서 원자력 위힘은 기술공학적인 측 

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보다는 행정학， 정책학을 비롯한 사회과학전체의 

시각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들이다. 

4. 원자력발전 빚 원자력 안전규제에 대한 대 · 내외적 환경변화와 전망， 국제적 

여론 동향을 정리하였다. 특히 세계화 · 정보화， 지방화라는 21세기 새로운 환 

경변화에 따른 규제개혁의 배경과 경향을 분석하였다. 

J. 가부장적 규제포획이론을 소개하였다. 가부장적 행정문화는 다양한 형태로 원 

자력행정체제에도 내재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규제기관 및 관료의 포획현상을 

유발하거나 촉진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6. 본 연구에서는 규제영향분석의 의의 성과기준 설행전략 우리나라 규제영향분 

석제도의 현황 등을 고찰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용 · 편익분석의 의의와 유형， 

효과와 분석의 단계 등을 검토하였다. 

7. 적절한 규제집행전략 및 규제정책수단의 선택은 규제정책결정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명령(강제)전략과 협상전략을 비교 분석하 

였다. 

8. 규제정책의 집행과정에서 난관에 부딪치게 하는 문제중의 하나가 정책순응과 

불응의 문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책순응과 불응의 개념， 정책불응의 

원인， 정책순응파 불응이l 영향을 주는 요인 빚 원자력 안전규제정책에의 시사 

점 등을 고찰하였다 

9. 원자력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는 시설의 안전성과 환경보전 등에 대 

한 지역주민의 불안 · 볼선감을 해소하고 나아가 그들로부터 이해와 협력을 얻 

기 위한 볍적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민참여의 개념과 의의 그 

리고 미국과 캐나다 및 일본의 원자력규제과정에서의 주민참여의 특정과 실태 

를 분석하였다. 

10. 본 연구에서는 안전규제제도의 동향과 전망， 규제제도의 설태분석， 규제기관의 

위상과 역할 및 유형과 특성， 규제기관의 규제대안개발 등을 검토하였다.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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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지방자치제하의 원자력 안전규제 방향의 올바른 정립을 위해 민선지방 

자치의 의의와 전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역할분담체제의 구축방안 등을 

고찰하였다. 특히， 지방자치제하의 원자력안전규제업무의 분담방안으로서 최근 

관심이 높아가고 있는 부분선점제도의 의의와 장 · 단점 및 한국에서의 도입가 

능성을 검토하였다. 

11. 본 연구는 원자력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변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증진방안， 나아가 향후 원자력 안전규제의 연구과제들을 제시하였다. 

V.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는 원자력안전규제의 문제를 사회과학적 차원에서 고찰함으로써 그 

동안 연구가 거의 전무하거나 미진했던 분야를 점진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하여 

보다 합리적인 제도와 정책을 제시하는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세계화， 정 

보화， 지방화 되어 가는 국제환경의 물결 속에서 추진되는 정부개혁의 경쟁시대 

에서 원자력안전규제행정의 개혁은 필수적이다. 최신 국 · 내외 관련 자료의 검 

토， 관련기관 및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현지조사 그리고 안전도와 위험에 대한 

경제적 분석， 규제관계기관간의 권력배분에 관한 정치적 분석， 행정기관과 환경 

단체 및 지역주민과의 갈등관계 등의 경험적 분석을 토대로 제시될 원자력 안 

전규제체제와 제도의 개선방안들은 기존 제도를 개선하고 그 기능을 재정립하 

는데 참고가 될 것이므로 앞으로 지역주민의 지지와 협조를 유도하고 결국 국 

가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그 동안 

소홀했던 안전， 규제， 위험， 안전규제， 원자력안전규제， 안전규제행정 등 그 사회 

과학적 개념과 정의 의의와 특성을 보다 명확히 정립하여 향후 계속될 후속연 

구를 위한 기반을 확립할 예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후속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본 연구는 지방자치제하에 새롭게 정립 

된 원자력안전규제제도와 기능을 설정 제시하여 지방자치와 원자력규제행정과 

의 조화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지지와 협조를 촉구해서 지역발전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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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1. Subject 

A Study on 1mprovement of Administrative System in the Nuclear Safety 

Regulation 

11. The Goal and Necessity of the Research 

1. The Goal 

One of the goal is to define conceptions and elements of nuclear 

safety regulation from viewpoint of social science. Another goal is to 

analyze and adjust institutional problems in the current nuclear 

safety regulation systems , 

2. The Necessity 

1n recent years , as nuclear power industries wi th various objects 

have been rapidly developed , it is imperative to heighten measures to 

safe use of nucl ear power. One of the most i mportant task i s t。

improve nuclear safety regulation system , because it is hardly 

expected to regulate nuclear effectively and democratically. From this 

point of view , it is necessary to define social conceptions of 

regulation , risk , safety , deregulation and so on , Based on the 

definitions it must be followed by reforming the current systems to be 

effective and optimal by analyzing and adjusting its institu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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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 The Content and Scope of the Research 

This study is in tended to set up social scientific definitions of 

nuclear safety regulation and to propose alternatives to reform 

existing nuclear safety regulation system. The contents and scope of 

work to fulfil th objectives are follows 

1. Establishment of social scientific concepts and definitions of 

nuclear safety regulation 

2. Review the trend and subjects of nuclear safety regulation 

3. Inquiry about the citizen participation and freedom of Information 

in nuclear safety regulation 

4. Proposition of improvement measures in the reform of nuclear 

safety regulation 

IV. Results of the Research 

The result of study can be summarize as below. 

1. Establishment of concepts and definitions 

- Concept and definition of government regulation 

- Social concepts and features of safety and hazard 

- Concepts and definitions of self-regulation and deregulation 

- Typology and effect of regulation 

2. Trend and subjects of nuclear safety regulation 

8ackground of regulation reform 

- Analysis of regulation capture phenomena 

- Review of regulation impact analysis and cost-benefi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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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cooperative regulation relations 

Review of unacceptance of regulatory policy 

- Analysis of whistleblowing 

3. Citizen participation and freedom of information in 

nuclear safety regulation 

Analysis and comparison of citizen participation between foreign 

countries and korea 

- Evaluation of freedom of information 

4. Proposition of improvement measures in the reform of 

nuclear safety regulation system 

- Prospect of the system 

Review of regulatory alternatives 

- Establishment of the system under the local self-administration 

- Proposition of alternatives to promote understanding and support 

from residents 

v. Plan to utilize results of the research 

1. Application to bring forward problems and unreasonableness in 

nuclear safety regulation system based on social science theory 

2. Application to propose alternatives for improvement of the current 

system 

3. Applying the results as raw materials to establish optimal and 

democratic regulation system as well as forward studies 

4. lsing the results to promote acceptance and support from residents 

toward more nuclear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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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세계적으로 보면 경제의 글로벌화가 진전되면서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개혁이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음과 통시에 한편에서는 그린라운드 

(GR)나 원자력안전협약 퉁이 각국 정부의 새로운 제약조건으로 퉁장하고 있 

다. 또 국내적으로 보면 IMF경제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경제논리가 더욱 강 

조되어 가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틀의 정치적인 의식화가 계속 진전 

되면서 중앙과 지방에서 정치적인 힘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런 상항에서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규제 제도는 규제완화 내지 규제개혁 

이 필요하다는 압력이 한쪽에서 제기됨과 통시에 다른 한쪽에서는 오히려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 또 이에 부응하여 정부에서 

는 나름대로의 원자력 안전규제제도의 개혁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원자력 안전규제에 대한 원자력사업자나 일반국민， 특정지 

역주민， 국제원자력기구(IAEA)퉁의 기대수준은 서로 상이하고 정부의 규제 

능력도 완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원자력 안전규제의 수준이 적당한가， 원자 

력 안전규제 제도의 개혁이 잘 되고 있는가에 대하여는 아주 다른 명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부터 원자력 안전규제 문제는 단순한 기술공학적인 

문제가 아나라 규제과정을 툴러싸고 벌어지는 이해관계자틀의 정치경제적 

갈통상황을 제대로 따악해내어야만 분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1995년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도하의 원자력 안 

전규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기능배 

분， 지역정치에서의 권력의 역학적 관계 변화， 지역주민틀의 새로운 인식과 

연대강화 퉁은 원자력 행정에서 제기된 새로운 문제틀로서 앞으로 규제행정 

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변수가 되고 있다. 

원자력 안전규제를 둘러싼 주요 이해 당사자는 다음 그립에서와 같이 규제 

--



일반국민 향유하는 안전을 원자력사업자， 정부와 피규제자로서의 자로서의 

만틀 일종의 게임상항을 갈퉁과 경쟁은 이틀간의 상호 나눠볼 수 있고 으로 

미치는 주요 환경 그리고 이틀의 게임에 영향을 알 수 있다. -7-l 。
fι~i를 어낸다는 

환경운동 지방정부， 것틀로 국제원자력기구(IAEA ), 

IMF경제위기 동을 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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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민이 원자력사업자， 여기서 게임행위자로서의 정부， 

전략 사용하는 이틀이 그러고 寶源( resources ) , 보유하고있는 이틀이 와 

정치경제 구체화하면 원자력 안전 규제과정에서 나타나는 (strategies)퉁을 

입각하여 이러한 분석틀에 이에 있다. 까‘ 
'1 파악되어질 갈등이 체계적으로 7.-1 

ï 

안전규 원자력 살펴보고， 으
 
『Z 서

 
。특

 
안전규제의 문제와 원자력 안전의 원자력 

15 기저에 「기능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정책으로 제 정책이 현실적이고 

동을 규명하여 종합적인 관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사실 경험적 튿~À-I 
ï Ö , 요소의 개엽， 

점에서 현행제도의 

르는 본질적인 

내용 u1 
7 ‘; 연구의 목적 절 2 저1 

연구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원자력 안전규제 제도의 정립을 위해서 원 효호 
'---

사실 동을 규명하 

「제시하는데 개선방안을 

특성과 경혐적 

토대로 

개념과 본질， 

이를 

? 
ι
 

도출하고 

사회과학적 

문제점을 

자력 안전규제의 

현행제도의 여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된 연구내용 및 

범위는 아래와 같다. 

。 안전， 규제， 안전규제의 개념과 본질의 정립 

정부규제의 개념과 정의 규명 

- 안전과 위험의 사회적 정의와 특성 

- 규제의 자율규제， 탈규제의 개념 정립 

O 원자력 안전규제의 경향과 과제분석 

- 세계화 · 정보화 · 지방화시대의 규제개혁 배경과 경향분석 

- 가부장적 규제포획현상 분석 

- 규제영향분석과 비용 · 편익분석 검토 

- 협조적 규제관계 분석 

- 규제정책 불웅 검토 

- 내부비리보고제도 검토 

。 원자력 안전규제에서의 주민참여와 정보공개제도 분석 

- 외국과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제도 분석 

- 원전정보 공개제도 명가 

O 원자력 안전규제제도의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 원자력 안전규제 제도의 통향과 전망 분석 

- 규제기관의 대안개발 검토 

- 지방자치제하의 원자력 안전규제의 방향정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역할 분담체제 구축방안 제시 

- 원자력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증진방안 제시 

제 3 절 연구의 방법 

규제， 안전규제， 원자력안전규제의 개념 정립과 그 유형， 그러고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그 이론적 논거를 정리하기 위해서 그간 정립된 이론과 다 

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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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기존연구의 결과를 검토하며 그 특정과 관계를 문헌연구를 통하여 규 

명한다. 원자력안전규제의 정치상환， 규제행정의 정부간 관계， 규제기관의 

관료행태， 규제행정전략， 규제기관간의 협조적 관계， 바람직한 규제의 요건 

등에 관해서는 최근의 행정개혁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규제개혁의 내용과 방 

향을 국내자료와 최신의 외국자료틀을 입수하여 검토하고 그 한국적 적용 

가능성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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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안전과 규제의 개념과 본질의 

제 1 절 정부규제의 개념과 정의 

X게己| 
〈그 t:::I 

정부규제의 정의가 어떻게 내려지느냐에 따라 정부규제의 범위와 추구하는 

목적 및 수단에 큰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규제는 

한 사회의 경제발전단계， 정치체제， 사회분야 퉁에서 전개되는 현실적 상황 

을 파악하여 이를 근거로 정의될 수밖에 없으며 무엇보다 정부규제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내리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만 규제를 통해 추구하는 목적 

이 용이하게 달성될 수 있다. 

1. 재도적 정의 

Yli tnickI) “규제란 한 주체의 활동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거나 직접 

당사자가 아닌 개체가 한 주체의 활동의 선택을 의도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것” 

Buhler2 ) “정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정부가 정부 

밖에 속하는 개인 또는 기업이 택할 수 있는 행통방향을 지시 

하거나 근본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정부행위” 

2. 법률에 의한 정의 

Mitnick “규제란 공익에 부합하도록 설정된 법규에 따라 개인의 경제적 

1) Mitnick, Barry, Ihe Politic꾀 Economv of RegulatÏQ낀(NYColumbia Univ. Press) , 1980, 
p.3. 

2) Buhler, Warren, "The Origins and Costs of Regulations," In the Dialogue That 
I fappened proc흐닫띠끄요 Of Workshop on the Private Cost of RegulatioD, ed. G David 
Hughes and E. Cameron Wi l1iams (Cambridge, Mass.: Marketing Science Institute) , 
1979, p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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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조정하는 공공행정 경찰 작용” 

Quence3 ) “정부가 법령을 부과함으로써 민간부문의 개인이나 조직이 

행사할 수 있는 재량권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작용” 

미 규제개혁위원회 : “규제란 정부가 하는 모든 일은 법과 규칙의 설정이 

요구되므로 정부구조 밖에 존재하는 개인이나 조직틀 

에게 정부가 설정한 표준과 주요 경제적 책임을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법과 규칙 

3. 협의의 규재와 광악의 규제 

가- 협의의 규져I 

협의의 정부규제는 정부가 민간부문을 구성하고 있는 결정주체인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적 행위나 행태를 구체적으로 변경시킬 의도를 가지고 법규와 

。} 
큰
 

표
 

정하여 이를 위반하는 민간주체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으로 처리하는 

행정작용 

(1) 법규 빛 규칙에 직접적으로 의존한다는 점 

(2) 벌칙이란 수단을 통하여 규제적 목적을 달성한다는 점 

(3 ) 결정주체가 택할 수 있는 선택의 수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는 점 

나. 광의의 규제 

Anderson4) “규제란 정부가 경제 · 사회적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개인 

과 기엽의 경제 행태를 통제하거나 제한하고 형성 또는 지향 

하기 위한 행정작용” 

최영선 : “정부규제란 정부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경제(사회)질서를 형성 

3) Quence, Peter, "Introduction: Regulation and Municipal Licensing," in J Bossons, S 
M. Makuch, and J Palmer(ed') , R멍P퍼다on Bv MuniciDal Li영낀원ng(Toronto: Univ. of 
Trüronto Press ), 1984, p.2. 

4) Anderson, James ‘ "Economic Regulatory and Consumer Protection Policie," in 
Theodore Lowi and Alan Stone. eds. , N따팩며끽띠요i따얄빽택t Public Policies in 
Al끄g낀ζg(Beverly Hills, C i:l. Sage) , 1978, pp.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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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하기 위하여 기업이나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의사결정 또는 

경제행위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제약을 가하거나 또는 적극적으로 

유인을 부여하는 일체의 정부 의사결정이나 행위” 

@ 정부규제의 육성적， 규제적 측면을 동시에 포함 

@ 우리 행정법상의 행정규제법도 실제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서 

제정 

@ 개발도상국 자유시장경제에 적합한 정의 

4. 규져l의 설져I척 범위 

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로서 법률과 명령이 공포되고 이에 따라 규제엽무를 

책임지고 수행할 규제기관이 지정되거나 설치되면 규제기관은 자동적으로 

규제를 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판한을 갖게 된다. 이는 규제기관이 피규제자 

를 조사하고， 감독하고， 처벌할 수 있는 새로운 권리를 가지게 됨을 의미한 

다. 그 외에도 첫째， 규제기관은 규제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행사하도록 주 

어진 뭔력을 해석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툴째， 규제기관의 성 

질， 규제기관이 수행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제채 방법 퉁에 따라 규제기관 

은 추가적인 권한을 부여받는다. 셋째， 피규제자가 처해있는 상항이 규제기 

관의 권력확대를 저지하기보다는 오히려 고무하기도 한다. 

5. 행정규제기본법령상의 행정큐져I의 깨념 및 범위 

현행법을 보면， 행정규제를 입법적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행정규제라 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이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퉁 또는 조례 · 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업활통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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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행사하거나 행정권한을 위입 또는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특정한 행정목적의 설현을 위하여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는 행정규제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 

다. 

@ 허가·인가·특허·면허·시험·검사·확인·증명 통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해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의 신챙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사항 

@ 허가취소·영업정지·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과태료부과·과정금부과 동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고용의무·신고의무·퉁록의무·보고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금지·기타 

영업 퉁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6. 원자력 안전규체의 개념과 정의 

아무리 필요에 따라 규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기간이 지난 뒤 그 존 

속성， 적절성 및 완전성 여부를 재검토하는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법령이 

제정， 개정， 폐지 될 때에는 법령이 제정되거나 재정될 때 의도한 목표와 

시행으로 예상되는 결과를 비쿄하븐 방법을 중심으로 한 “경제 영향력 분 

석”을 의무화하는 법적 제도를 마련하는 컷이 바람직하다. 즉 기존 또는 신 

규로 제정될 법령이 초래할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고려하여 순사회적 편익 

을 극대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비용-효과성과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규 

제를 심사 · 명가할 수 였는 제도적 개선책을 강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규제를 신축적이고 기동성 있게 운영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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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규제행정의 효과성과 규제의 실질적 집행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나가야 

한다. 

원자력법 규정에 안전관리의 용어보다는 안전규제의 용어로 통일하고 “규 

제”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추가되어야 한다. 즉 원자력법 또는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법에 원자력안전규제란 “원자력을 담당하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 

의 경제적 행위나 그 운영 행태를 구체적으로 변경시킬 의도를 가지고 법규 

와 기준을 정하여 이를 위반하는 민간주체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으로 처리 

하는 행정작용이다” 의 정의가 포합되어야 한다고 본다. 

제 2 절 규제의 유형 

1. 경재척 규재와 사회척 규채 

정부규제의 목적에 따라 경제적 규제(economic regulation)와 사회적 규제 

(social regulation)로 나눈다. 경제적 규제란 산업의 가격， 시장이 진입 

및 퇴출， 서비스의 질과 양을 규제하는 것이고， 사회적 규제란 비경제적 쟁 

점인 안전， 건강， 고용기회의 공정성 퉁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취해 

지는 규제라 할 수 있다. 경제적 규제는 다시 일반적 목적의 규제와 개별적 

목적의 규제로 나눌 수 있으며，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의 구체적 목표 

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이 도식화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규제를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로 나누어 유형화하는 경우 

그 각각에 대한 개념정의를 내리는 일이 쉽지 않고 그 분류기준이 무엇이냐 

에 대하여서도 다소간 애매모호한 점이 없지 않다. 그 까닭은 물론 정부규 

제의 다양성에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각각의 규제유형이 나 

타나게 된 시대적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서는 이를 충분히 이해하기 곤란하 

다는 정부규제의 특성 때문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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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규제목적에 따른 분류 

경제적 규제 | 사회적 규제 

1. 일반적 목적의 규제 J 

1 ) 독과점 방지 

2) 공동행위 방지 

3) 경제력집중 방지 

4 ) 불공정거래 방지 

5) 기타 

2. 개별적 목적의 규제 

1) 유치산업 육성 

2) 사양 불항산업 조정 

3) 중소기업 육성 

4) 농수산업 보호 

5) 지역간 균형발전 

6) 기술개발 

7) 물가 물자수급 안정 

8) 기타 

1)국민보건 안전확보 

2) 환경보전 및 공해방지 

3) 규격 품질표시 광고의 적정화(소비자 

보호) 

4) 산업안전 

j 5) 고용안전 인력개발 

: 6) 근로자 복지 증진 

7) 기타 

다시 말하면， 정부규제는 산업혁명이후 초기 자본주의 단계에서 독과점적 

사업자의 퉁장과 이틀에 의한 시장지배력의 납용이 문제시되면서 경제적 약 

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1920년대 말 세계적 대공항기 

이후 과당경쟁의 폐해가 인식되어 한차례의 변화를 겪으면서 확장일로를 걸 

어오다가 1970년대에 이르러서부터는 지나친 규제의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파급되면서 규제완화의 주요대상으로 부각된 규제유형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반면에 사회적 규제는 미국에서 1960년대 민권운동과 함께 정 

치·사회·경제적 기회균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가 이루어지고 1970년 

대에 틀어오면서부터 이것이 더욱 발전하여 생활의 질 확보와 공해·기업의 

횡포 통 사회악의 추방을 위한 시민운통으로 확산되면서 그 결과로 생겨나 

게 되었다고 하는 점에서 양자가 크게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규제의 생성 및 변화배경의 차이에서 양자의 구별이 비로소 

가능해 진다는데 기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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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자력 안전규체의 특정 

원자력 산업에 대한 정부규제는 경제적 규제로서의 속성과 사회적 규제로 

서의 속성을 통사에 가지고 있다. 경제적 규제로서는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 

및 운영허가， 원자력기자재， 핵주기사업， 폐기물사업에 대한 허가， 발전시 

설용량의 제한， 원자력을 통한 전력생산량의 제한， 원자력발전을 통해 생산 

된 전력요금 및 요율구조에 대한 규제， 핵연료의 수입 통과 관련된 규제， 

원자력 발전시설 근무자에 대한 자격요건 및 근무요건 규정 퉁을 틀 수 있 

다. 

사회적 규제로서의 속성을 갖는 규제로서는 원자력 안전규제와 원자력 환 

경규제를 틀 수 있다. 원자력 안전규제는 원자력 발전시설의 설계， 발전소 

의 시공， 발전소의 운영 • 검사， . 방사성 폐기물의 저장 · 운송 · 처리 퉁 원자 

력 발전과 관련된 전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진다. 

제 3 절 규제의 효과 

규제란 민간부문에 참여하고 있는 경제주체의 행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 

여 시행되는 것으로 논의하여 왔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규제의 효과를 정 

의할 수 있다. 즉， 규제의 효과란 민간 경제주체의 행태가 규제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정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규범적으로 규제의 효과는 규 

제의 사회적 편익과 사회적 비용의 차이로 도출될 수 있다. 이것은 규제의 

순효과 흑은 순결과를 의미한다. 규제의 효과는 결정자의 선택으로부터 규 

제된 선택의 기회가 배제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또한 비규제 

하에 선택되어 왔던 대안과 규제하에서 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안이 초 

래한 결과를 가치면에서 비교하여 나타난 차이로도 측정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순효과를 측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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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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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규제의 주체와 객체의 실제적 범위 및 효과의 규모간에 필연적인 관 

계가 없다는 사실이다. 다만 규제집행의 효과는 규제자의 통기， 규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물적 · 인적 자원， 사용되는 집행기술 빛 방법， 피규제자의 

규제 이행 통기 퉁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기업에 부과된 어떤 

규칙은 큰 효과를 발생하지 못할 수도 있고， 예기치 못했던 부정적 효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 소수의 주요 규칙틀이 많은 중요하지 않은 규칙틀보 

다 훨씬 큰 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규칙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규칙이 적 

절하게 집행되지 못함으로써 주체의 행태가 영향을 받지 않게 되면 이러한 

규칙은 규제의 효과를 발생하지 못한다. 

규제기관은 일단의 집행방법 중에서 효과적인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이들 

중에는 규제업무 수행을 용이하게 할뿐만 아니라 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것 

도 있고， 또한 수행하기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있을 수 있다. 집행 

기술이나 방법을 선택할 때에는 행정비용의 최소화란 목표에 의하여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다른 조건이 통퉁하다면 규제를 위하여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거나 행정비용을 증가시킬 때 더 큰 규제의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규제의 이행 여부는 규제집행 방법의 구속력의 정도나 손익 정도에 의존할 

수 있다. 만약 불이행에서 얻는 편익이 이행의 경우보다 크거나， 또는 규제 

의 속성이 고도의 전문성이나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일상적인 노력 

만으로는 규제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규제 

를 위해 더 많은 자원이나 더 큰 노력이 투입되어야만 효과성이 증진될 수 

있을 것이다. 

제 4 절 규제와 탈규제 

현재 경제의 각 부문에서 검토 · 진행되고 있는 규제완화 작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규제의 전격적 폐지， 단계적 축소， 해제， 해체 퉁 다양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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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탈규제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유형으로 탈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규제완화’ 라는 개념으로 이를 모두 

포용해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부규제를 총체적 개념으로 파악해， 규제의 범위와 정도를 축 

소시킨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규제완화란 개념으로 이보다 광법위한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탈규제’란 개념을 대신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규제완화란 규제업무의 비중， 규제기관의 기 

구 및 규제의 정도를 축소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개별적인 규제사안에 

적용하기는 적합하지 않은 용어라고 할 수 있다. 

1. 탈규져I의 재념 

일반적인 의미로 규제란 “활동수행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한 개체가 

다른 경제주체의 활통의 선택을 의도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탈규제’ 에 대한 광의의 정의는 이러한 선택을 제한하는 정부의 행위를 완 

화해 결국 제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통안 탈규제 개념이 여러 가지로 정의되어 왔으나 여기에서는 제거되어 

야 할 목표， 규제될 활동의 성질， 제거될 대상， 규제의 이행도나 대웅력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정의하고자 한다. 

첫째， 제거되어야 할 목표로서 이윤창출에 장애가 되는 정부개입과 가격경 

쟁을 가로막는 정부개입이 대상이 된다. 이러한 개념의 탈규제는 정부통제 

로부터 시장통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 규제될 활통의 성질에 따라 정의되는 탈규제는 경제적 활몽에 대한 

정부제약 행위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경제적 규제의 탈규제와 사회적 

행태에 대한 정부제약 행위인 사회적 규쩌1의 탈규제를 말한다. 

셋째， 제거될 대상에 따라 정의되는 탈규제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때의 탈규제는 제거될 규제조직이나 기관， 제거될 규제업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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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되어야 할 구체적인 규제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서 행정기관이 실시 

하고 있는 규제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규제에 대한 피규제 당사자의 대웅 태도의 변화에 영향을 미 

치기 위한 것으로서 규제업무의 효과성이나 규제 이행수준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 즉 규제가 집행될 때 이에 통반하는 강제성의 정도를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규제업무의 효과성이나 규제의 이행 수준을 낮추기 위해서 

탈규제가 고려된다면， 목표와 관련해 성취되어야 할 효과성이 우선 결정되 

어야 하고， 이에 따라 기대되는 이행 수준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2. 탈규제의 형태 

탈규제의 형태는 크게 계획적인 것을 의미하는 공적 형태의 탈규제와 점진 

적인 것을 의미하는 비공적 형태의 탈규제로 구분될 수 있다. 비공적 형태 

의 탈규제로는 생명주기에 따른 탈규제와 시행중단으로 인한 탈규제가 있 

고， 공적형태의 탈규제는 전격적 폐지， 단계적 축소， 해제， 해체 퉁 네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가. 벼공적 탈규제 

(1) 생명주기에 따른 탈규제 

규제기관의 진화에 관한 생명주기 이론은 소비자의 이익 또는 공익(규제의 

공적 목표)을 적극적이고 신축적으로 보호해야 할 규제기관이 시간이 경과 

함에 따라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규제를 운용하는 절차가 경직되고， 이에 

따라 수통적 입장에서 결국 피규제 산업의 이익에 기여하논 방향으로 전화 

한다고 보고 있다. 만약 이러한 것이 사실로 여겨진다면 생명주기 이론이 

제시하는 컷처럼 공익보호를 목적으로 한 규제의 성질이 변질되어 실질적으 

로 규제의 의의가 점차 사라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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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규제 시행중단 

탈규제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시행중단은 규제기관의 예산이나 다른 

지원이 삭갑되어 규제기관이 실질적으로 규제를 시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를 말한다. 규제 조치를 변경하는 공적 탈규제가 사회에 큰 부답을 주기 때 

문에 그 대안으로서 시행중단이란 탈규제 방법이 채택될 수 있다. 

나- 공적 탈규째 

(1) 전격적 폐지 

전격적 폐지는 규제기관의 기능이나 활동이 단계적으로 축소되지 않고 정 

해진 시일을 기점으로 전격적으로 중단 또는 폐지되는 형태의 탈규제방법을 

말한다. 이러한 국단적 형태의 탈규제는 급작스런 변화로 예상되는 부정적 

효과 때문에 채택하는 데 많은 제약이 따를 수 있다. 따라서 그 효과를 점 

검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통반되어야 한다. 

(2 ) 단계적 축소 

단계적 축소라는 탈규제 형태는 모든 기능이 명목상으로는 통일하게 유지 

되면서， 더 낮은 수위로 활통이 지속되는 것을 말한다. 단계적 축소는 설정 

된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경우와 전혀 예측할 수 없이 진행되는 비계획적인 

경우로 대별된다. 

단계적 축소는 규제기관의 조직 내부와 외부에서 모두 이에 적웅 · 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격적 폐지의 형태를 채택할 때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효과를 배제할‘수 있다. 

(3 ) 해제 

해제는 규제기관의 기능， 활동 및 업무들을 차례로 하나씩 제거하여 나감 

과 통시에 나머지 기능이나 업무 또는 활동은 이전과 통일한 수위로 지속하 

거나 후얼에 통일한 형태나 다른 형태로 제거하는 탈규제의 형태이다. 

(4 ) 해체 

규제업무 이양에 따른 해체는 규제업무 중의 일부분이 새로운 기관이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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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기관으로 이양되거나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관된 규제업무가 새로운 

형태로 재결합해 규제업무나 규제기관을 해체하는 탈규제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규제업무의 중요성이 감소 · 변경되거나 또는 규제업무의 이양으로 

규제적 기능이 약화될 때 채택되는 것이다. 

다. 탈규재애 따른 원자력 안전규제의 최적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기존 규제를 관리하는 행정관료틀은 아마도 탈규제 

에 반대할 것이다. 즉 그 자신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관 

리하려 하기 때문에 탈규제에 반대하거나 이를 지연시키는데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려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탈규제 과정에서 작용하는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규제기관이 그의 환경을 얼마만큼 통제힐 수 있는 능력을 가지 

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러나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규제기관의 능력이 규제를 하는데 필요한 

지지기반의 상실로 인하여 손상될 수 있으며， 이를 몇 가지 유형으로 구멸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규제기관이 규제활통에 투입할 수 있는 자원을 상실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자원에는 자금， 주요 참모의 전문기술 빛 지식， 물리적 시설 퉁이 

포함된다. 

툴째， 규제기관이 소위 ‘공조기반’이라고 불릴 수 었는 것을 상실하는 경 

우이다. 기관의 행위는 다른 기관의 행위와 상호의존적으로 행해지거나 다 

른 기관의 행위를 보충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관련 기관과 공조할 수 

없게 되면 규제기관의 행위를 위한 지지기반이 상실하는 효과를 초래해 원 

만한 규제활몽을 어렵게 한다， 

셋째， 피선된 정치인과 국회의원， 임명된 공직자 동으로부터의 지지기반을 

상실하는 경우이다. 이것은 규제정책의 집행을 방해할 수 있고 더욱이 규제 

기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 재임명 대상이 되는 규제기관 요원은 

이러한 지지기반을 중요시하고 지지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규제 활통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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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감축시키거나 이틀과 절충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넷째， 국민틀의 지지기반을 상실하는 경우이다. 규제시행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의 정치적 개입의 폭이 크고， 규제적 지시에 대한 이행도가 낮은 경 

우에는 국민틀의 지지기반을 상실할 가능성이 커진다. 규제기관이 환경을 

관리하는데 다른 기관틀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국 

민틀의 지지기반을 얻지 못하면 탈규제 또는 기구개편의 대상으로 선별될 

수도 있다. 

원자력 안전규제 기관은 앞서 제시된 환경의 유형을 참고하고 그 환경에 

적극 적용 내지 활용함으로써 원자력 안전규제의 최적화를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 5 절 자율규제 

1. 자율규체의 매정과 의의 

규제의 딜레마는 정부가 모든 규제전환을 독접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타난 

다. 따라서 이로부터 벗어나서 규제효과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부 

규제라는 툴 안에서 규제를 캉화할 것인가， 완화할 것인가의 문제에 매달리 

기보다는 정부규제로부터 자율규제체제로 규제의 기본틀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즉， 기업 스스로가 자기의 조건에 알맞는 안전관리방법을 채택하게 

함으로써 적은 비용으로 더 큰 규제효과를 올리자는 것이다. 

자율규제는 일반적으로 조직화된 집단이 그 구성원의 행위를 규제하는 것 

으로 정의된다. 자율규제를 채택하는 것은 그 국가의 문화적인 속성과도 다 

소 관련이 있는 데， 미국과 같은 나라보다는 영국과 같은 나라에서 전통적 

으로 많이 채택되어 왔다. 자율규제의 장점은 잠재적 피규제자인 내부자에 

의해 규정이 만틀어지기 때문에 자주 관찰할 수 었고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 

며， 피규제집단이 규제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므로 정부입장에서는 비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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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게 든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규제를 툴러싸고 일어나는 정부와 기업간 

의 불필요한 갈몽을 해소하고 정부가 직면하기 쉬운 규제의 딜레마를 완화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율규제는 책임성을 확보하기 힘툴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자율규제는 기득권을 보유하고 있는 당사자틀의 이해를 대변할 개연성 

이 높다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1979년 미국의 전력회사를이 원자력발전소 

의 운영과 관련되어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자력운영기관(The 

lnstitute for Nuclear Power Operations lNP이을 설립하고 모든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현지명가， 교육， 훈련， 기술적 지원 퉁을 수행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INPO의 활통지칩을 자율규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자율규제의 큰 단점은 자율적으로 합의된 규칙이나 협약을 어기는 것에 대 

해 정부차원에서의 합법적인 치유책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업체와 정부간 

에 묵시적 합의에 의한 무역장벽으로 자율규제가 가능할 수도 있다. 

2. 자율규재의 개념 

자율규제란 ‘피규제자가 스스로를 규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5) 그러나 문 

제는 정부가 갑독을 하지 않으면 기업들이 스스로를 규제하게 될 것인가에 

있다. 감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누군가 타자에 의해 수행되거나， 

또는 적어도 스스로를 규제하도록 강요하는 외적 조건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결국 제기되는 문제는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 것인가’ 가 된다. 

자율규제는 방법이나 정도에 따라 상이한 개념을 가진다. 

가. 시장원리에 의한 규제 

차멸적 임금보상(compensating wage differential) , 또는 임금할증(wage 

premium) 이론은 시장기능에 맡겨두어도 재해예방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한 

5) 소영진， “한국의 산업안전보건규제 개선방안 연구 : 자율규제개념을 중심으로 r한국정 

책학회보J ，제 82권 제 2호， 1999. p.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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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산업재해의 위험은 임금할증으로 임금에 반영되므로 정부는 규제를 

할 필요 없이 시장원리에 따라 기업들이 스스로 안전관리를 하도록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현실에서 근로자 안 

전문제를 시장에 맡기면 이는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이상의 산업재해를 야 

기시킬 수 있다. 즉， 현실적으로 입급할중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 

서 이러한 정책은 대책 없는 ‘무규제’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나. 업체 차원의 자율규째 

이것은 보통 업계가 동업자조합을 결성하고 이를 통해 스스로가 지켜야 할 

기준을 제쩡하는 한편， 그것의 위반행위를 스스로가 점검하는 방법으로 이 

루어진다. 즉， 사업주 상호간의 감시체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종 

류의 규제는 기업주들의 위법행위가 묵인되는 경향이 있으며 규제의 성격도 

일반국민이나 소비자를 위한 것이기 보다 업계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다. 사무규채 

이는 규제의 목표수준은 정부가 정하여 강제하되 그에 도달하는 방법은 피 

규제자가 자기 실정에 맞게 재량껏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다. 피규제자가 부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거나 안전조치를 게을리 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후적 책임을 물음으로써 규제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산채세(i nj ury tax)의 도입을 들 수 있다. 

이는 재해발생률에 따라 차퉁적인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기업들이 스스로 

재해예방 노력을 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사후적 책임을 엄격하게 물 

리기가 쉽지 않으며， 그 경우 자율규제라기 보다는 규제완화 또는 규제철회 

의 효과만 남게 된다. 

라. 자율척 안전관리 조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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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가 기본적으로 감독과 처벌의 시스템이라면 자율관리조직은 감독의 대 

부분과 처벌의 일부분을 정부 대선에 기엽이 자체적으로 담당한다는 의미에 

서 일종의 자율규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의 문제점은 피규제자인 기업주가 자율관리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간한 전권을 쥐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자기규제가 되어버 

린다는 사실이다. 

3. 자율규제에 대한 명가 

가. 절차적 투명성 

자율규제는 광범위한 절차적 투명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틀어 실행규칙은 

업체나 직능대표의 협회와 정부구성원 사이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절차적 투명성의 정도는 협의가 얼마나 광범위하고 공개 

적으로 이루어졌는가에 의존한다. 

나- 행정적 효율성 

자율규제의 대상이 되는 행동은 그 사회적 영향이 명료하게 규명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윤리적인 행동인 경우가 많다. 자율규제는 이러한 윤리적 행 

동을 시장의 틀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한다. 한편 자율규제는 

정부가 자체적으로 규제를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차원을 절감할 수 있게 한다. 

다- 정보수요 

업체로 구성된 협회나 전문가협회의 전문적인 지식을 직접적으로 이용하므 

로 정부는 적은 비용으로 정보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다만 자율규제도입 

의 경험이 일천하여 민간간의 협의가 자체적으로 준수된다는 신뢰가 충분히 

축적되어있지 못한 경우에는 정부가 자율적인 통제와는 별개로 규정의 준수 

여부를 중복적으로 검토해야하는 부담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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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정책집행 및 감시의 용이성 

자율규제는 규제되는 집단에 의해 스스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정책집행 및 

감시가 용이하다. 또한 주요산업참가자들의 통의가 있는 가운데서 규정이 

합의된 것이묘로 피규제간의 인지와 순의의 정도가 비교적 높다. 그러나 영 

향받는 집단간의 공통체 의식이 적다면 순웅도가 낮을 수 있고， 이런 경우 

정부의 집행 및 감시가 요구되는데 자율규제가 적용되는 영역에 따라서는 

상당한 전문적 인 투입 이 필요하게 된다. 

마. 동척 효율성 

변화와 쇄신에 대하여 자율규제는 다른 규제에 비해 대웅성이 높고， 보다 

유연하다. 자율규제는 문제의 현장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툴이 스스로의 문 

제에 대해 규칙을 세운 것이므로 규칙자체에 적절한 유연성을 부여하면 정 

책의 상함변화에 대한 유연성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환경변화에 대한 유 

연하고 적시적인 적용을 기대할 수 있다. 

바. 정치적 고려 

자율규제 장점 중 하나는 규정제정과 참여자간의 이해관계의 조정을 통해 

분쟁에 대한 해결메커니즘이 제공된다는 접이다. 그러나 자율규제의 제정당 

사자인 업체나 전문가협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때 자율협약은 심각 

한 왜곡을 초래할 수도 있다. 

자율규제가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은 바교적 적다. 즉， 산업 내 업체틀 간에 

비순응을 없애려는 의도가 충분히 일치하고 또 그 결사체인 협회 퉁이 비순 

웅을 억제하고 비순웅자를 효과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적합하다. 

4. 자율규재 채념의 원자력안전규채애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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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든 자율규제에 있어서 공통적이며 근본적인 문제 

점은 그것이 자칫하면 무규제상태로 전락하기 쉽다는 사실이다. 결국 설효 

성 있는 자율규제는 피규제자가 스스로 감시하는 자기감시가 아닌 상호감시 

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자율규제가 성공적으로 원자력 안전규제에 

적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자율규제의 성공조건 
(1) 경계조건(잘 정의된 경계) 

자율규제는 규제관료와 업체의 상호감시로서 가능하다， 원자력 안전규제 

관리는 기본적으로 원자력발전소 단위로 자율규제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 

(2 ) 현장실정에 맞는 규칙 

이 조건은 자율규제의 원칙은 현장실정과 일치해야한다는 컷이다. 

제 6 절 산엽 안전 빛 보건규제 

1. 원전 종사자의 산업안전 및 보건규제의 펠요성 

원전 산업체의 작업현장에서 상존하고 있는 산업재해의 위험은 근로자가 

전적으로 흑은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특수한 여건 속에서의 위험언 동 

시에 만일 사고가 발생하면 생명과 건캉을 잃을 뿐만 아니라 불치의 직업병 

으로 고생한다는 점에서 작업장 밖에서 발생하는 여타의 일반적인 위험과 

성격이 다르다. 작업장에서의 안전과 보건의 확보를 위한 규제는 서구국가 

에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정부규제이다. 그러나 산업안전 및 보건확보 

를 위한 규제의 효과성에 대한 많은 연구틀은 한결같이 이 규제가 산업재해 

의 예방에 별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산업안전 및 보건문제는 직접적으로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에 관련되고 있 

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생각보다는 감정이 지배하기 쉬운 정책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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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otion-laiden issue) 이다. 사업주가 작업장 안전문제에 무심하고 안전조 

치를 소흘히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업주를 엄벌에 처해 

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체로 이러한 시각에서 출발하 

고 있는 정부규제가 기대한 만큼 산업재해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지 못하 

고 있다는 연구결과틀은 우리가 좀더 냉정하게 원자력 산업안전 및 보건 규 

제 문제에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2. 규재의 이론척 논거 

작업장에서의 안전 및 보건 수준은 사업주와 근로자틀에 의하여 결정된다. 

우선 안전사고와 직업명은 근로자에게 임금의 상실， 치료비 퉁 경제적 손실 

을 초래한다. 경제적 손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틀이 겪게 되는 고통， 

불안， 수명의 단축 퉁 비금전적인 손실이다. 사업주는 이러한 손실을 초래 

할 수 있는 위험한 직장에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위험에 상웅한 만큼 

의 추가임금(wage premium)을 위험수당의 형태로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사업주는 위험수당으로서 지불되어야 할 추가임금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지거나 사고를 근본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예방노력을 기울이거나 

그 어떤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경제이론적으로 볼 때 만일 노동시장이 잘 기능하고 있다면 산업재해의 문 

제는 시장을 통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시장에서 사업주는 안전사고 및 직업병 예방에 소요되는 비용과 작업장 위 

험에 따르는 추가임금의 합계를 최소화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작업장 안전 및 보건 문제가 시장기능에 의하여 경제효율적 

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사업주가 작업장 위혐에 따른 추가임금 所

要를 결정하는 일은 극히 어렵기 때문이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산업안전 및 

보건 문제가 다음의 두 가지 시장실패(market failure) 요인을 극복하기 어 

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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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험정보의 불완전성 

시장이 완전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쌍방이 위험 (risk)의 

크기와 이 위험을 제거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크기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한다. 이틀이 이러한 비용정보를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선 관련 정보 

가 존재해야 하고， 이것이 이틀에게 잘 전달될 수 있어야 하며， 다음으로 

이 정보가 잘 이해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위혐정보는 이 세 가지 측면 

에서 모두 해결하기 어 려운 문제를 안고 있다. 

우선 작업장에서의 위험에 대한 정보는 극히 제약되어 있다. 물론 사업주 

는 근로자에 비하여 작업장의 위협에 대하여 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엽주는 이러한 정보의 제공을 기피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정보의 제공으로 인한 이익이 자기에게 모두 귀속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작업장 위험에 관한 정보가 유용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이러한 정보가 이해될 수 있는 형태로 공급되어야 한다. 

그런데 많은 연구조사 결과에 의하면 인간은 산업안전사고나 직업병 발생률 

과 같이 아주 낮은 확률(small probabilities)로서 표시되는 사고위험에 관 

한 정보를 합리적으로 처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위험에 관한 정보처리의 불합리성 문제는 안전사고(accidents)보다 직업병 

(occupational diseases) 의 경우에 보다 심각하게 나타난다. 안전사고의 위 

험은 쉽게 파악하거나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직업병에 노출될 확률은 대체 

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확률보다 낮고 또 직업병은 오랜 기간 잠복하였다가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로자틀은 이것을 흔히 지나쳐 버리기 

쉽다. 예컨대 근로자가 발암물질 몽을 배출하는 위해한 작업환경 속에서 근 

무하면서도 그것으로 인해 자기가 암에 걸릴 확률이 어느 정도나 증가할 것 

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냐. 외부효과 

산업안전 및 보건 문제는 외부효과(externalities) 라는 또 하나의 시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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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 요인을 안고 있다. 외부효과란 사적 비용(또는 편익 )과 사회적 비용(또 

는 편익)이 괴리를 보이는 현상이다. 산업재해의 경우 외부효과는 주로 금 

전적 외부효과(financial externalities)문제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정부는 

개개 사업장에서 사업주와 곤로자가 느끼는 위험수준(pr i va te 1 y accepted 

level of risks)을 높여 줌으로써 산업재해를 줄이고 따라서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할 밀요를 느끼게 된다. 

다. 가부장척 고려 

정부가 산업안전 및 보건규제 문제에 개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정부의 가부장적 (pater、nalistic) 고려와 관계된다. 

첫째， 인간생활에 위험은 어디에서나 상존하는 것이지만 특히 근로자가 작 

업장에서 당면하고 있는 위험은 그것이 보통 자기의 직접적이고 즉흥적인 

통제권(direct and immediate control) 안에 틀어 있지 않을 뿐만 아나라 

근로자의 모험행위에 따른 보상도 간접적으로만 그에게 뀌속된다는 점에서 

각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근로자가 일단 한 직장에 고용되고 난 후에는 그 직장에서의 작업에 

따르는 위험도의 변화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취하기가 어렵다. 이것은 고용 

관계에 있어서의 근로자의 협상력 열위 (bargaining disadvantage)때문이다. 

물론 작업위험이 증가되면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통하여 추가적인 위험수당 

을 요구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통하여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는 곤란 

하다. 그러고 원만한 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최 

후의 수단은 그 직장을 떠나는 것밖에는 없다. 

또한 산업안전 및 보건문제가 시장에서의 사적인 교환관계 (private 

exchange relationship)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개입은 불필 

요하다는 주장은 대단히 복잡하고 어려운 철학적 • 윤리적 문제를 제기한다. 

즉 인간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되는 위험을 시장거 iff(market transaction)에 

방임해도 괜찮은 것인지에 대한 철학적 문제가 야기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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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하여 경제적으로 취약한 입장에 있는 근로자가 자기에게 닥칠 위험 

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여 거래하는 것은 그것이 비록 근로자의 자유의지 

와 선택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방입하는 것이 과연 인도적이라고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이 위험이 시장에서 거래되게 될 때 

개인의 태도와 개인간의 관계에 있어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의 시장거래에 대한 철학적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대답이 

압도적인 사회라고 한다면 그 사회에서 이러한 방식에 의한 산업안전의 문 

제해결은 용납될 수 없게 될 것이다. 

제 7 절 위험문제와 안전관리 

대부분의 사람틀은 각종의 위험과 사고는 극히 이례적으로 발생하는 컷이 

고 위험과 사고는 예측과 예방이 가농하며， 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지 

식과 기술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적절하고 충분한 예방노력을 기울 

이지 않은 탓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 이와 같이 현대사회의 위험에 대 

한 이해와 인식은 상당히 왜곡되어 있다. 

1. 위혐성과 불확질성 

위혐의 가장 주된 내재적 속성은 불확실성이다. 불확실성이란 어떤 행통이 

어떤 종류의 상황을 초래할 것인지는 알지만 실제로 그러한 상황이 일어날 

확률을 알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와 같이 위협이 불확실성을 물질적 

속성으로 갖고 있는 한 위험관리의 문제는 불확실성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 즉， 위험관리에서 중요시되어야 할 요소틀인 위혐의 실제적 발생확 

률， 발생시기， 발생위험의 규모와 피해의 범위， 위혐의 심각성의 정도 동은 

불확실성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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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혐의 기회편익 

위험에 대한 또 다른 오해는 위험이 당사자에게 불필요한 피해와 고통을 

얀겨 줄뿐이라는 단순하고 부정적인 인식이다. 그러나 위험은 부정적인 측 

면만 일방적으로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른바 위혐의 기회편익 

(opportunity benefit) 이 존재한다 6) 위혐의 기회편익이란 위험하다고 여겨 

지는 새로운 물질이나 기술의 개발이나 도입을 지체하거나 거부함으로써 생 

겨나는 기존위험을 줄일 수 있는 기회의 상실을 말한다. 즉， 기회편익의 개 

념은 위험과 안전이 긴밀하게 상호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로부터 도출된 개 

념이며， 기회편익은 지나치게 모험 회피적인 행통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안 

전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의 상실을 의미한다. 

3. 예방전략과 복원전략 

만일 위험이 어떠한 내용을 치르고서라도 반드시 막아야 할 일이고， 극히 

이례적으로 또는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일로서 인간의 이성으로 위험을 예측 

활 수 있으며， 적절한 대응책이 있다고 전제한다면 위험에 대응전략으로서 

예방전략이 당연하다. 그러나 만일 위혐의 기회편익이 고려된다면， 예측능 

력의 명백한 한계와 함께 위험대용책 자체가 안고 있는 또 다른 위혐의 가 

능성， 그리고 위험에 대한 인지가 사람마다 다르고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자원의 이용가능성에 심각한 제약아 존재한다는 퉁의 위험에 대한 새로운 

개념에 기초할 때에는 예방전략보다 복원전략이 고려되어야 한다. 

복원전략은 미리 예측하지 못한， 그러나 실제적으로 발생한 위혐을 사후적 

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능력의 신장에 중점을 두는 전략이다. 

복원전략은 @ 가상적 위협이 아니라 실제화된 위험을 대상으로 삼으며，~ 

예견하지 못한 또는 예견할 수 없는 위협에 대한 시행착오적 접근을 강조하 

6) 김영평， “현대사회와 위험의 문제한국행정연구J ， 3(4), 1994. pp.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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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실제로 나타난 위험에 사후적으로 대처하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경 

험과 학습을 통하여 인간의 위혐에 대한 대웅 능력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 

는데 관심을 기울인다. 

시행착오적 위험관리전략 하에서는 시장원리와 유사한 원리에 따라 다양한 

위험탐색과정이 분산적으로， 그러고 분권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위험관리를 

위한 자원의 배분이 효율화될 뿐만 아니라 끊입없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위험틀을 발견해 댐으로써 사회를 보다 안전하게 만틀어 나갈 수 있게 한 

다. 복원전략에서는 시행착오를 통한 위혐의 발견절차와 안전의 탐색과정을 

중시한다. 우l 험에 대한 경협과 학습의 양， 그리고 다양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위험문제에 대한 의사결정과 위험관리를 분권화하고 분 

산시키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그럴수록 위험에 대한 학습과 경험， 그러고 

위험에 대한 지식은 보다 내실 있고 빠르게 증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복원전략은 위험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 적극적인 전략이다. 

4. 원자력 안전관리 천략 

고피해 - 저확률 사건의 대표적 사례인 원자력의 경우 원자력 발전의 안 

전문제에 있어서는 원자폭탄으로부터 유추된 인류의 방사능에 대한 극도의 

공포심으로 인하여 끝없는 가상적 시나리오 속에서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도저히 합리화 할 수 없는 선까지 안전보장조치를 집요하게 요구하는 예방 

전략에는 문제가 있다. 위험 및 안전관련규제에 있어서 규제기관이 위험발 

생의 소지를 사전적으로 제거하려는 사전적 규제방식에 주로 의존하는 경향 

을 보이는 것도 위험문제에 대하여 규제기관이 예방전략적 철학에 입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규제기관의 규제지향적 또는 규제만 

능적 성향도 위험에 대한 예방전략적 사고와 관계가 깊다. 규제기준이나 규 

제강조의 획일성 역사 위혐에 대한 예방전략적 사고와 무관하지 않다. 그러 

나 예방전략은 모든 위혐의 최악의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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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성에 따른 차퉁화를 배제시킴으로써 대응방법의 모색과정에서 자원배분 

이 왜곡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그 외에도 예방전략은 위험에 대한 경험과 

학습， 그리고 이를 통한 지식의 축적을 저해함으로써 장차 인간이 위험에 

보다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한다는 단점이 있다. 

TMl , 체르노빌 원전사고를 비롯한 수많은 사고에서 분석되었듯이 원자력은 

기술위험 그 자체에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기술위혐을 관리하는 위협관리체 

제 (risk management system) 에 더 많은 문제가 존재한다. 이에 원자력 위협 

에 관한 끝없는 의문들은 기술공학적인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보다 

는 행정학， 정책학을 비롯한 사회과학전체의 시각에서 다루어져야할 문제들 

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모두 안전문화나 위험에 대한 사회적 관습과 인지의 

문제요， 예산·인사·재무·조달·규제 퉁 행정제도와 정책관행의 문제들이 깊 

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위혐에 대한 

사고와 발상을 획기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제 8 절 안전관리체제 

1. 안전관리체채의 요소 

기술재해와 관련된 안전관리체제는 최소한 세 가지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첫째 차원은 기술 그 자체의 안전성이다. 이것은 하드웨어를 통한 안 

전의 향상을 의미한다. 둘째 차원은 위협관리제도이다. 한 국가사회에서 허 

용하는 위혐의 종류와 종류에 관한 범위의 선택을 의미한다. 셋째 차원은 

사회구성원의 위험인지이다. 우l 혐의 인지는 실질적 위난에 대한 지각과 그 

것이 함축하는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에 의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기술재 

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세 가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기술안전성의 발전이나 사회구성원의 인지변화를 통하여 재해를 줄이려는 

노력은 전략적 의미에서 부적절하고 정책적 의미에서 부적합하다. 단기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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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위험관리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위험관리제도는 단계별로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위협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주로 위험규제를 활용한다. 위혐이 현실화되어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인명과 재산을 구제하기 이한 응급구조가 팔요하다. 그러고 재난이 

발생한 후에는 재난을 당한 사랍틀의 고통을 완화하기 워하여 재난보상이 

활용된다. 우l 혐예방을 위한 가장 전형적인 방법이 위험규제이다. 위험규제 

는 정부의 한 기관에 통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관에 분산되어 

있다. 그것은 어 떤 종류의 안전을 보호하느냐에 따라 방법 과 범 위 가 분산되 

어 있다. 보호해야 할 대상도 전통적으로 인간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 그리 

고 건강의 안전이 중심이었으나 최근 산업과 과정이 가속되면서 환경과 생 

태계의 안전까지 포함하고 있다.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험을 내재하 

고 있는 시설물의 유지와 보수 빛 감사가 필수적이다. 정부기관의 규제활통 

은 이러한 의미에서 민간에 대해서만 일정한 안전수칙을 강요할 수 있는 행 

위가 아니라 다른 정부기관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근년에 와서 위험연구에 관심이 고조된 계기는 원자력 이용을 통한 에너지 

정책에서 비롯되었다. 기존의 에너지 공급개념에 대비하여 원자력 에너지의 

수용문제는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급진적으로 수정하게 만틀였다. 그러나 

새로운 에너지 기술은 위혐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여기서 위험수용을 결 

정하기 위한 전제적 지식으로서 위험명가， 안전연구 또는 기술명가 퉁의 이 

름으로 대규모 기술의 귀결과 위협을 명정하려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렇 

게 시작한 위험연구에 대한 관심은 다른 과학기술 분야로 확산되고 있으며， 

기술의 사회적， 환경적， 그리고 생태적 영향을 조사하는 것으로 범위가 확 

대되고 있다. 

2. 원자력 위혐연구의 방향 

위협연구에서는 광범위한 논제틀이 다루어져야 한다. 기술적으로 안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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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의 구상에서 기술자와 일반 대중간의 의사소통체계에 이르기까지， 위험 

수용에 대한 갈퉁의 해결에서부터 기술위혐의 인지에 대한 문화적 특성까 

지， 그리고 위험명가의 타당한 방법에서부터 위험명가의 사회적 책임까지 

다양한 논제틀이 위험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의 마당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원자력 위험 문제틀을 논의하는 데 과학기술분야의 이론뿐만 아 

니라 철학， 수학， 사회 이론도 원용되고 있으며， 경제학， 행정학， 정치학， 

정책학 동에서 다양한 관리이론들이 인용되기도 한다. 위험연구는 특정한 

학문적 경계에 얽매이지 않고 문제공통체를 중심으로 상대적 독자성을 유지 

하면서 위협선택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그야말로 위 

협연구는 학제적 (interdisciplinary)접근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다. 

-
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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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안전규제 경향분석 및 고려사항 

제 1 절 대·내외적인 환경변화 

79년에 발생한 미국의 TMI 원전사고 및 86년에 발생한 옛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사고로 말미암아 북미와 서유럽의 국가틀에 있어서 원자력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증가되었다. 기타 여러 요인(예: 천력수요증가의 미진함， 잉여 

전력량， 유가하락， 가스이용의 용이함 및 보다 효율적인 혼합 주기가스기술 

의 개발)이 이러한 나라틀에 있어서 원자력 사업의 정체를 가져왔지만， 원 

자력 사업을 지연시키거나 폐지시키려는 반대 여론에 의해 실행된 부분틀이 

경시되었다. 이툴 사고발생 이후 원자력 안전문제는 개별 국가차원을 넘어 

범 지구적인 문제로 대두되었고， 동시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안전성 기준 

과 원칙을 확립하려는 노력이 경주되어 왔다. 

특히 산업선진국틀에 있어서 현재의 원자력에 대한 반대 여론은 세 가지 

문제， 즉 원자로의 안전성， 고준위 폐기불의 안전한 처분 및 핵확산의 위험 

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이러한 문제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작업과 안전조치를 통한 핵확산 제도가 요구되고 있다. 반면 

에 개발도상국의 국민여론은 대체로 원자력에 극단적으로 반대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여론이 다른 방향으로 급선회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럴 경우 개발도상국틀에게 있어서 원자력 사업추진정책에 부정적인 영향 

을 주게될 것이다. 동시에 개발도상국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환경 및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사회단체틀의 집단의사가 표출되는 

동 우리나라의 정치적 · 사회적 여건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 
끄
 



제 2 절 국제의 여론 동향7) 

1. 며국 

1999년은 미국의 nll 원전사고가 발생한지 20년이 되는 해이다. 이 시점에 

Bisconti 사와 Associated Press사는 3월 각각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특히 Bisconti 사는 미국 대졸 학력 유뭔자 500명을 면접조사 하였는데， 그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 본인은 원자력에 대해 찬성하면서 다른 사람틀 중에 

는 반대자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 

는데， 그 가운데 가장 비율이 높은 것은 사람들이 원자력에 두려움을 느끼 

는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33%)이라는 것이다. 그 다음은 가동중의 

안전문제 (27%) , 언론매체의 부정적 보도(1 2%) , 불충분한 정보공개(1 1%) , 드 

러난 폐해(1 1%) 퉁이었다. 

이밖에 정보제공에 대한 만족도는 64%( 남자 77%, 여자 51%) , 관심도는 

77%( 남자 82%, 여자 72%) 였으며， 신뢰도가 높은 정보원은 원자력과학자 

(81%) , 원자력규제기관(65%) , 원전종사자(61%)로 나타났다. 미국에서 원자 

력 흥보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 에너지 협의회 (Nuclear Energy Institute) 

에 대한 신뢰도는 52%로 중간에 해당하였으며 반핵단체(12%) , 언론매체 

(1 7%) , 정부(26%) 에 대한 정보선뢰도는 낮게 나타났다. 

1999년 가을에 실시한 조사에서 원자력에 대한 찬성률은 일반 국민툴 중 

62%, 대졸유권자들 중 63%였으며 , 반대율은 각각 30%와 34%로 90년대에 원 

자력에 대한 지지가 확대되어 가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2. 일본 

이라바키현 도카이무라에서 발생한 JCO사고에 대해 1999년 12월에서 2000 

7) 최광식， “세계의 원자력 안전규제 몽향과 잔망원자력산엽 J ， 1999.7. pp.48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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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월 사이에 여론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 조사는 20 - 69세 사이의 

지역주민 중 무작위로 1 ， 426명을 추출하여 설문조사 하였고 최종 응답자는 

546명이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고를 접한 순간 지역주민틀이 필요로 하 

는 정보가 무엇이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들은 건강영향， 오염도， 

방사선량， 사고원인에 관한 정보 순으로 웅답하였다. 사고 후 정보공개에 

대해 9.5%만이 정보의 내용이 명확했다고 답한 반면， 72.5%는 전체적으로 

불충분하였다고 웅답하였다. 

가장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주었던 사람으로서 74.9%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45.1%가 원자력발전소 전문가， 29.7%가 지자체의 관료， 28.0%가 원자력위원 

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 25.8%가 정부순으로 응답했다. 이는 지방자치제의 

의미를 강조하는 대목이다. 

한편， 일본 에너지·정보공학연구회의 최근 조사( 1999년 1월)에 의하면 에 

너지원의 선택에 있어 석유에 의존해 왔던 것에 대한 반성이 현저하고， 원 

자력이 현실적인 에너지원으로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원자력 

발전을 ‘안전하다’ 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40%로 증가해서 ‘안전하 

지 않다’ 는 사람의 비율 30%를 농가함으로써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이해도가 

서서히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3. 영국 

영국원자력산업회의 (BNIF)는 1999년 8월 17일， 재생 가능한 에너지 이용에 

관한 영국 국민들의 의식조사결과 대다수의 국민틀이 원자력 발전의 계속적 

인 이용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많 

은 사람들이 이산화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을 영국의 주요 에너 

지원에 계속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국내에 있는 원자력 ι설비의 

3분의 2가 2012년까지는 설계상의 수명기한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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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웨덴 

1999년 11월에 바르세보크 원전 1호기가 폐쇄된 스웨덴 남부지역에서 실시 

된 여론조사에서 86%의 주민이 ‘1, 2호기를 모두 계속 가통시켜야 한다’고 

웅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이 원전을 소유하고 있는 시드크러프트 

사의 위탁으로 스웨덴의 여론조사기관인 테모사가 실시한 것이다. 조사결과 

스웨덴 납부지역에서는 주민의 86%가 이 원전 2기의 계속 가통을 요망한 반 

면 완전 폐쇄에 찬성하논 의견이 39%나 되었다. 일반적인 원전의 위혐성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이 된 양국의 합계 500명의 용답자 대다수(스웨덴 남부 

에서 88% , 코펜하겐에서 73%)가 “우려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바르세 

보크 원전자체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스웨덴 남부지역주민의 92%가 ‘위혐성 

이 매우 적다’고 웅답하고 있다. 

5. 핀란드 

핀란드에서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 긍정적 

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틀의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핀란드에너지산업재단 요청에 따라 핀란드 갤럽사가 지난 2월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원자력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틀은 

37%로 지난 10년간 계속 증가추세에 있음을 보여췄다는 것이다. 이 수치는 

5년 전에 31% , 10년 전에는 25%였다. 

제 3 절 세계화 · 정보화 · 지방화 시대의 규제개혁의 배경과 

경향 

1. 규제개혁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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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모든 OECD국가에서는 정부규제의 개혁에 높은 우선 순위를 두고 효 

과적인 규제관리체제를 확립하는 데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다. 규제는 정부 

가 수행해야 할 필수적인 정책수단으로 작용해 왔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 

강과 안전을 증진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서 계속 남아 있 

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규제에 대한 전통적인 접근방식은 정책목표를 달성하 

는 데 있어서 많은 실망을 주고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도 엄청난 것으로 드 

러났다. 기존의 정부규제는 기술혁신， 세계화， 분권화 그리고 미시경제학의 

발달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한편 새로운 규제의 홍수는 사회와 경제에 무 

거운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최근 많은 나라에서 규제완화가 아나라 

규제철폐를 촉구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각국의 규제개혁은 규제의 비용과 양을 줄이면서 다른 한편으로 규제의 질 

을 높여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규제를 규제하고 통제하기 

위한 중앙규제관리기구 설치， 규제체크리스트 활용， 규제심사제도의 도입， 

경제적 유인 • 자율규제 · 자발적 합의와 같은 규제대안 확대 퉁의 개혁전략 

을 추구해 오고 있다 8) 비록 나라마다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행정기관의 이해틀이 작용하여 규제개혁의 진척을 방해해 오고 있으나 일부 

OECD국가의 성공적 경험틀이 다른 나라의 개혁노력에도 닥관적인 전망을 갖 

게 해준다. 아울러 개방화와 세계시장의 급속한 진전으로 무역 · 투자 퉁의 

장벽을 제거하고 환경 • 보건 퉁의 규제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과 

의무가 강조되고 있다. 특히， OECD회원국간에 통일한 수준의 규제 및 규제 

개혁을 이루기 위한 설득과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OECD국가들이 규제개혁을 추진하게 된 공통적인 배경으로는 @전통적인 규 

제방식으로는 정책목표를 제대로 달성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정치인과 

일반국민의 실망，(í)계속 증가하는 규제의 양과 비용 그러고 복잡성이 기업 

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3)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데 

거시경제적 정책수단의 한계노출과 규제개혁과 같은 미시경제적 전략으로의 

8) 총무처직무분석기획단신정부혁신론J ， 통명사， 1997, pp.12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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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밀요성에 대한 공갑대 확산，@금융 · 운송 · 통신분야 둥에서의 기술혁 

신으로 과거의 규제체제가 오히려 사회경제의 발전을 저해하게 되었다는 사 

실 인식，(5)재정적 압박으로 경비절감차원에서 규제행정 및 사업집행에 대 

한 재검토 실시，@세계화와 더불어 국제기구 및 지방정부와의 규제시스템 

통합으로 새로운 형태의 규제협력체제 추구 통을 틀 수 있다. 

전통적인 규제방식은 그것이 주는 명확성， 집행 용이성， 통일한 규정적용 

에 의한 명퉁성 때문에 규제행정기관틀이 선호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오늘 

날과 같은 통태적이고 결과중심의 국가경영 (governance)수단이 요구되는 상 

황에서 지시통제적 규제의 가장 큰 결점은 너무 정태적이고 투입중심의 수 

단이라는 점이다. 전통적 방식의 규제가 지니는 몇 가지 대표적인 결함을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다. 

@ 지나친 규격화로 인하여 다양한 개별적 상황여건과 준수능력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다. 모든 규제대상에게 통일한 행몽을 요구하는 것은 규제준 

수비용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소수에 대한 적은 효과를 주기 위 

하여 다수를 상대로 많은 비용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 너무 경직적이어서 새로운 조건과 기술에 적용하지 못하고 시대변화에 

뒤떨어지기 쉽다. 특히， 세계화 시대에 요구되는 경쟁력향상과 구조조정 및 

기술진보를 가로막게 됨으로써 성장과 고용 면에서 엄청난 비용을 지르게 

된다. 

@ 결과보다는 투입에 치중함으로써 정책목표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비효과 

적이다. 규제공무원과 피규제자 모두 목표달성보다는 세세한 규정을 준수하 

는 데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 규제의 세부내용과 준수기한 동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생산자 

단체 또는 여타 상엽적 이익집단틀에게 규제기관이 포획 당하기 쉽고 결과 

적으로 새로운 창업과 경쟁을 저해한다. 

1980년대 이후 OECD 국가의 규제개혁은 그 목적과 수단에 있어서 많은 논 

란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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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편으로는， 1970년대부터 보건 · 안전 • 환경 퉁 사회적 규제의 폭증 

으로 인하여 기업의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됨에 따라서 규제개혁의 압력은 

정치적 보수성향의 반규제 (anti-regulation)무드와 연합하여 보다 현명한 

규제(smarter regulation)체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즉， 규제를 둘러싼 

심각한 문제를-규제의 총체적 비용， 규제의 복잡성과 양， 규정간의 일관 

성 • 법적 명료성 · 책임과 투명성 퉁외 부족-은 전체로서의 규제체제가 날로 

증가해 온데에 기인하고 있다는 사실이 접차 명백해집에 따라서 정부의 규 

제권한과 기능에 대한 보다 장기적이고 제도적인 검토를 요구하게 된 것이 

다. 

각국의 규제개혁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방향은 @전통적인 규제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여 적용을 확대하고 @규제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비용편익분 

석 퉁 규제의 원칙과 체크리스트를 발전시키며 @기존의 규제에 대한 전면 

채검토를 실시하고 새로운 규제에 대한 엄격한 심사절차를 확립하고 @규제 

를 범정부차원에서 감사통제하는 중앙관리기구 및 기능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2. 규채대안의 재발 

대부분의 OECD국가들이 전통적 스타일의 규제를 대신하거나 보완하기 위하 

여 여러 가지 혁신적인 정책도구-뮤제적 또는 비규제적-를 개발하여， 보 

다 효과적이고 탄력적이며 비용이 적게 드는 대안틀을 광법위하게 활용해 

오고 있다. 여기에는 정보공개， 경제적 유인， 매매 가능한 재산권， 자발적 

합의， 자율규제， 설득방법 퉁이 포함된다， 아울러서 전반적인 결과 지향적 

인 정부혁신운동을 규제 분야에도 반영하여 지나치게 세부적인 규제를 성과 

중심의 규제로 전환해 오고 있다. 이러한 규제대안틀을 간략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정보공개 : 소비자와 근로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줌으로써 건강 및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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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위험 감소(예:암발생 경고) , 식습관 변화(예:식품표시) , 환경보호(예:환 

경표시) , 에너지소비절약(예:에너지효율 표시)퉁의 정책효과를 도모한다. 

(2) 시장/경제적 유인 ; 세금， 부답금， 보조금， 환급제도 동을 통하여 민 

간활몽의 상대적인 비용과 편익을 변화시킴으로써 형태의 변화를 유발하는 

방법이다. 규제대상인 시민과 기업틀로 하여금 자신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보다 나은 행통을 보이도록 유인하 

는 것이다. 이러한 시장유인방식은 특히 환경보호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 

용되고 었다. 

(3) 매매 가능한 재산권 : 예컨대， 일정량의 오염배출권리， 연료효율에 관 

한 자동차제조업체간의 한도거래권， 어획쿼터， 공항착륙권 동 시장에서 사 

고 팔 수 있는 권리를 정부에서 허가해 줌으로써 규제준수를 위한 민간의 

혁선과 경쟁을 유인하는 방법이다. 미국의 경우 1990년대 대기오염방지법에 

규정된 배출량교환제를 확대하여 상당한 규제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4 ) 자발적 합의 : 정부와 기업 또는 단체 사이에 제재위주의 대립적 관계 

를 벗어나서 상호이익을 바탕으로 자발적 준수를 유인하기 위하여 비강제적 

인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다. 

(5) 자율규제 : 조직화된 단체로 하여금 가입회원틀의 행위를 규제하도록 

위탁하는 방법으로서 여기에는 단체회원간의 비공식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것에서부터 법적인 제채권한을 부여받은 공식기구에 의하는 것 퉁 다 

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다. 

(6) 설득방법 : 정보제공， 의견교환， 격려， 전문적 권고， 꼬육 퉁의 전략 

을 활용하여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확선을 가지도록 일반 국민틀을 설득하 

는 방법이다. 

(7) 성과중심의 규제 : 구체적인 수단(투입)을 규정하지 않고 결과(산출) 

에 초점을 두어 도달해야 될 목표와 그 성취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만 

설정해 놓음으로써 피규제자로 하여금 규제를 가장 저렴한 버용으로 준수할 

수 있는 수단을 스스로 찾아내도록 자유를 허용해 주는 접근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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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규제집행의 혁신 : 규제집행의 비용을 줄이고 효과성을 높이자는 데 

목적으로 두고 있다. 예컨대， 규정준수 여부를 제3자의 증명으로 갈음하는 

방법， 종업원 · 소비자 · 지역단체 퉁에게 규제준수를 감시하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 변경퉁록제를 자기증명제로 전환하여 과거 규정준수사실의 통보 

만으로 심사 없이 처리하는 방법 퉁이 있다. 

3. 규제의 잘 깨션 

일부 OECD국가에서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규제의 질에 대한 기준과 원 

칙을 설정하고 이를 추구해 오고 있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는 (1)사용 

자기준-안정성， 예측가능성， 명료성， 단순성， 접근 빛 이해 용이성 (2 )설계 

기준 - 융통성， 다른 규정 및 기준과의 일치성， 지방정부의 규제정책 및 국 

제규범 · 협약과의 조화， 실행가능성 (3) 법적 기준 - 법률의 위임근거， 입법 

예고와 청문을 통한 의견청취 및 서류열람 절차보장， 재량권행사의 기준 명 

확화， 사생활 침해의 최소화 (4 )분석적 기준 - 비용편익분석， 비용효과 테 

스트 및 위혐명가 퉁이 있다. 특히， 규제의 영향을 분석하고 가능한 대안들 

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규제분석제도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 

으며， 이러한 기준 및 원칙에 근거하여 신설 규제에 대한 심사뿐만 아니라 

기존 규제에 대한 체계적인 재검토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4. 큐혜영향분석 

1995년에 OECD 회원국은 ‘정부구제의 질 향상’을 위한 OECD의 판고안에 따 

라 새로운 규제를 개발함에 있어서 규제영향분석 (RIA)기법을 적용하기로 합 

의하였다. 규제영향분석에 관한 각국의 경험을 살펴보면 (1)비용편익원칙을 

탄력적인 분석방법으로 적용하고 (2)분석의 질을 보장하고 중앙통제를 강화 

하기 위한 감독기구를 설치하였으며， (3)분석의 정확성을 점검하는데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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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틀을 참여시키고， (4) 일단 규제영향분석제도가 범정부적으로 정착이 되 

면 이를 규제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데도 활용하여 정부행동의 필요성이 

가장 높은 순위에 따라 규제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규제 

전반에 걸친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감사·명가·채검토하는 데도 유용한 도구 

로 사용하고 있다. 

5. 기존규제의 재검토 

도입될 당시에는 좋은 규제였지만 현재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오늘 

날의 기술， 경제， 사회여건의 변화속도에 뒤떨어지고 불필요한 규제를 가진 

나라는 점점 더 뒤쳐지게 된다. 수십 년간 엄청나게 누적되어 온 법률， 규 

정， 형식절차틀이 기업을 질식시키기 때문이다. 기존 규제의 질을 높이고 

양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위기가 나타났을 때만 잠시 반짝하고 사라지는 

반응만으로는 불가능하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확립된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체계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존의 규제를 전면적으로 재 

검토하는 일은 그 규모가 방대하고 복잡한 작업이므로 우선 순위를 정하여 

장기적인 계획과 중앙의 신중한 관리전략 아래 추진되어야 한다. 

규제재검토작업의 일반적인 목적은 (1)개인과 가정， 지방정부， 기업에 대 

하여 누적된 규제부담을 경감하고 (2) 행정환경과 상황의 변화로 불필요해지 

거나 정당성을 잃은 규제는 폐지하며 (3)규제 상호간의 모순과 중복을 제거 

하고 (4 )정부의 정책 우선 순위와 확립된 규제원칙에 부합되도록 수정함으 

로써 규제의 효과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나라마다 규제 재검토에 있어서의 

우선 순위의 내용은 각기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제반 정책분야에 걸친 인 · 

허가요건， 세금관련 서류작성부담， 소규모기업에 대한 불균형부답 몽과 관 

련한 분야에서 재검토의 필요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6. 중앙규재관러기구의 확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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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규제개혁 작업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또 개혁의 강도를 더해감에 따 

라서 개별 규정을 고치려는 단편적 (ad hoc)노력보다는 체제 (system)적인 문 

제를 시정하려는 경향으로 발전되어 왔다. 각국 정부는 규제의 광범위한 문 

제틀과 써름해 오면서 개혁의 목표법위를 점차 확대하고 규제의 원칙과 통 

제를 강화시켜 왔다. 사실 점점 많은 국가에서 규제에 대한 관리기농이 정 

부의 핵심적 중앙관리기능 가운데 하나의 일상적 업무요소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러한 규제관리의 집권화는 다른 분야의 공공관리개혁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권화 추세에 역행하는 것처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좀 더 생각해 보면 

날로 증대되고 있는 규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의 규제기능에 

대한 종합적인 감시와 전략적 계획능력이 꼭 팔요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 

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중앙 규제관리기능을 확립해 나가는 추세도 보다 

전략적인 정부를 지향하고 있는 전체 개혁의 방향과 일치하는 것이다. 

1. 규재 협력 

오늘날 각국 정부가 더 이상 고립된 상황에서 독자적으로 행통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규제관리와 개혁은 과거보다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국제화와 지 

방분권화로 서로의 경제， 환경， 사회문제가 뒤엉키게 됨에 따라 공동행동을 

요구하는 압력이 커지고 있다. 우선 세계화로 인하여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높아짐으로써 한 국가 정부로서는 세계적인 통합추세에 자신을 적웅시키고 

따라가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보공유와 

합동단속 퉁 다양한 형태의 규제협력에서 얻을 수 있는 행정상의 이익도 크 

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간의 규제협력이란 상호간의 규제차이를 줄이고 조화를 모색하는 방법 

이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다수의 규제주체와 절차를 끌어들이게 되 

고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을 추가하게 됨으로써 규제관리행정의 복잡성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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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증폭시키게 된다， 또한 규제협력은 규제의 양과 세부적인 내용을 더욱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 아울러 정부간의 협력이 장기적으로 각 나라 국민 

틀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받아틀여질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간 

의 신뢰문제와 함께 국가의 주권과 가치， 민주적 책임성 퉁이 상대적으로 

소멸되어 가는 사실에 대한 우려가 말끔히 해소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기관틀의 국제적 네트워크는 대체로 비공식적이며， 책 

임이 분산되어 있고， 매우 기술적인 이슈를 다루고 있는 까닭에 협의과정에 

일관성이 없거나 무엇이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종래 국제기구 주관아래 장기간의 논의절차가 소요되는 하향 

식 조정과정보다는 소수의 핵심 그룹에 의한 상향식 조정방법이 선호되고 

있다. 

규제협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호 신뢰와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국가간 

의 행정문화， 법적 전통(예 ; 책임보상) , 농력과 가치관， 정책 우선 순위 

동에서의 차이틀이 협력관계를 훼손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현실적으로 국 

제협약틀이 준수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규모가 작은 국가틀은 많 

。

L一 분야에서 규제제정자(regulation-makers) 가 아니 라 규제수용자 

(regulation-takers) 의 위치에 놓아기 쉽다. 이에 따라 국가주권에 관한 우 

려가 높아지는 것은 국가의 입법뭔한이 국제적 규제제정절차에 종속되는 정 

도에 대한 사실적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막후협상 · 참여제 

한 · 결과와 선택에 대한 사전정보의 결여 동 전통적인 국제협상 절차에 대 

한 문제의식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간의 정보와 의견교환의 중 

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런 점에서 규제비용편익에 대한 분석이 정부간 

의 협의절차를 공개하고 국가간의 참여와 공개적인 논의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을 컷이다. 

일반적으로 규제협력의 전략에는 조화(기준통일) , 상호인정， 조정 퉁 3가 

지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전략틀을 사용하는 문제는 결묘 간단하지 

않다. 특정 규제사안에 따라서 그러고 사법부 뭉 국가내부의 정부기관이 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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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역할의 차이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각국의 소비자와 기업의 반웅 

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이 전략틀은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나라 보완적 

인 관계에 있어야 한다. 특히， 최곤 OECD국가들의 경협에서 보면 국제적 기 

준으로의 조화(harmonization)는 필수적인 사항에만 국한하고 나머지 문제 

에 대하여는 상호인정 (mutual recognition)의 방법으로 접근함으로써 국가 

간의 규제 다양성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1985년부터 유럽공통체(EC)에서 채택하였다. 일률적인 기준통일(조화) 전략 

은 정치적， 행정적으로 높은 비용을 부담케 하며， 각국 정부를 단일규제체 

제로 묶어 버립으로써 혁신과 적웅의 잠재력을 축소시키게 되기 때문이다. 

요컨대 규제의 상호의존성과 복잡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규제 

협력의 노력이 국내의 규제 및 규제완화정책과 맞물려져서 일치되도록 하 

고， 협력과 주권(또는 지방의 자치권) 그러고 안정과 변화 대웅간에 적정한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오늘날의 규제문제를 해결하는데 특별한 신통력을 가진 요술상자는 없다. 

각국에서 오래 전부터 규제개혁과 규제제거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노력해 

옴으로써 많은 성과를 거두어 왔지만，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다. 규 

제결정은 비용편익분석과 같은 경제학적 기법에만 의존할 수 있는 것이 아 

나라 대개의 경우 가치판단을 필요로 한다. 미국에서 20년 가까이 발전시켜 

온 규제비용편익분석도 객관성과 적용범위가 아직도 제한되어 있논 실정이 

다. 선진국에서 눈에 되는 가장 중요한 발전은 규제를 통제하는 새로운 중 

앙관리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규제개혁을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된 

점이다. 

8. 우러나라의 원자력 안천규제 재혁 

우리나라의 원자력 안전규제개혁도 하나의 일과성 행사치레가 아니라 지속 

적이고 일상적인 절차로 만틀어 놓고 장기적인 노력을 경주하여야만 성공할 

-45 -



수 있다. 규제개선을 위한 산발적인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말고 보다 명확 

한 규제원칙과 규제개혁 전략， 그리고 무엇보다도 강력한 안전규제관리체제 

를 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아울러 각 안전규제부처단위로도 규제분석을 

답당하는 조직과 전문인력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며， 학계와 연구기관에 

서도 규제비용과 편익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사례틀을 많이 제시하여 규제영 

향분석저I도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기초를 마련해 주는 일이 원자력 안전규제 

개혁 차원에서 절실하게 요구된다. 

우리나라도 정치·경제·사회구조가 세계화， 개방화， 민주화， 지방화 되어 

가는 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정부운영의 효율성을 저 

하시켜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결국 IMF경제위기까지 초래하였다는 인 

식 하에 규제개혁을 추진해오고 있다. 

원자력 규제당국도 실제 원자력 안전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규제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혁이 가능한 인·허가 행정절차의 간소화， 원전사 

업자에 대한 하도급 업체관리의 책임집중， 민간자율인증체체의 확립， 통일 

규제의 중복규정 배제， 신규제도의 도입， 기술기준체계의 재정립 퉁 폐지 

또는 개선 가능한 대안을 도출하고 정비하였다. 

현재의 규제제도를 합리화하여 규제의 강도를 최적화 함으로써 국민과 사 

업자의 요구를 적정수준에서 조화시키는 규제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략적， 분석적 도구를 사용하여 비용 효과성을 추구할 뿐만 아나 

라 현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미래예측을 근거로 최적의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 그것은 원자력 규제의 안전성과 경제성의 조화를 추구하기 위함이다. 

즉 원자력 안전규제는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 

행되어지지만 규제행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간과하는 경우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으묘로 규제에 의해 발생하는 국가적인 비용과 편익을 객관적이고 

정량적으로 명가 비교함으로써 규제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추구하는 것이 당 

면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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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998년도 주요규혜정벼 사항 

(1) 원전사업， 폐기시설， 방사성동위원소 사용 동에 대한 허가절차 중 

설계， 공사방법과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별도승언제도 퉁을 폐지하여 

인 ·허가 절차 간소화 

(2 ) 원전부품생산업 퉁 하도급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 규제를 폐지하고， 

원전사업자의 최종적 안전관리 책임 하에 업체를 선정 • 관리할 수 있 

도록 규제방식 전환 

(3) 핵물질 가공사업과 변환사업을 통합하여 개별적인 별도 허가절차를 

폐지하고 원자력법상의 각종 중복규제를 정리하여 사업자 부담을 경감 

(4 ) 원자력 사업과 관련된 불밀요한 중북보고는 폐지하고， 각종 보고서류 

는 통합하여 보고절차， 내용， 주기 퉁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으며 

의무적 정기교육， 보수교육에 있어서도 교육대상 직종을 합리적으로 

선정하고 교육내용의 실질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축소정비 

나. 선셜 • 강화큐져I 심사 및 조정 

(1)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1999년 중 신설된 규제는 없으며 발전용 원자로 

사용중 검사에 공사 중 검사를 추가하는 퉁 4건의 규제가 강화되었음 

(2) 원자력발전소 사용중 검사에 공사중 검사를 추가 

(3) 발전용 원자로， 운영자에게 부과된 원자로의 운전조건 9가지 외에 

원자로 운전원에 대하여는 매년 약물복용， 정신질환 퉁에 관한 진단을 

실시하여 이상이 있는 자가 원자로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활 것을 추가 

(4 ) 방사성 동위원소 퉁에 관한 허가기준 충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장비 및 인력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함으로써， 기존의 방사선안전관리 

책임자의 선임 및 신고제도와 안전관리규정 승인제도를 대체하되 

허가기준 중 인력기준을 추가 

(5) 법에서 규정한 과정금 상한액인 5 ， 000만원 이하 내에서 위반사항의 

중요도에 따라 과정금액을 최고 500%까지 인상하고， 업무대행자 • 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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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자 뭉 2개 사업자에 대한 법적 근거 신설에 따른 과정금 조항 

추가 

다. 원자력 안천규제재혁의 과제 

향후 진정한 의미의 규제개혁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논 원자력 안전위 

원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규제대안을 개발， 제시하고， 안전규제 기능을 합리 

화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그 결과 규제개혁이 기존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 

하는 일회성 단순 작업에 그치지 않고， 원자력 안전규제 기능을 재조정하 

고， 수많은 정책대안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정책대안을 개발， 발굴하는 끊 

임없는 과정으로 규제개혁이 원자력 분야에 뿌리내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이다. 

제 4 절 규제의 정치 적 상황 

규제정책은 다양한 정치적 원언을 가질 수 있고， 어떤 정치적 원인이 상호 

작용을 하고 있는 지 규명될 필요가 있다. Wilson은 정부규제로부터 각각의 

이익집단이 실제로 감지하는 비용과 편익의 분포에 따라 다음 네 가지의 유 

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본다 9) 

〈표 2> 규제의 4가지 유형 

갑지된 편익 

( 넓거1 분산 j 핸집중 
L낼건1 분산 )기 대영중가적적 정 정치치 } j 이 고객 정치 감지된 비용 -• 

집중 」 익집단적 정치 

이상의 네 가지 정치상황 속에서 고찰되어야 할 사안은 @ 각각의 정치적 

상황에서 어떤 유혐의 정치규제적 행몽이 관련 이익집단 사이에 벌어지게 

9) 최병션정부규제론J ， 법문사， 1992. pp .125~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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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가? cì) 각각의 정치적 상항 속에서 이루어지는 정부규제는 어떤 특성을 

보이는가? (3) 규제행정기관은 각각의 정치적 상황 속에서 어떤 행태를 보이 

는가 퉁이다. 

1. 고잭정치 

고객정치적 상황은 정부규제로 인해 발생하게 될 비용은 상대적으로 작고 

아질적인 불특정 다수인에게 부담되나 그것의 편익은 대단히 크며 통질적인 

소수기엽이나 소수인에게 귀속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소수집단은 대단히 빠르게 정치조직화하며 그러한 편익이 자 

신들에게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치적 압력을 행사한다. 

이틀의 정치적 행동은 상대편이 조직화되지 못하고 따라서 정치적 세력이 

미약하기 때문에 별 도전 없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정부규제가 농산물최저가격규제， 수입규제， 각종의 

직업면허 퉁과 같은 경제적 규제틀이다. 

2. 기업가적 정치 

고객정치상황과는 반대로 이익과 편익의 분포를 보이는 것이 기업가적 정 

치상항이다. 즉 비용은 소수의 통질적 집단에 집중되어 있으나 편익은 대다 

수에 넓게 확산되어 있는 경우이다. 환경오염규제， 자통차안전규제， 산업안 

전규제， 원자력안전규제 퉁이 이 유형에 속하는 정부규제틀이다. 

기업가적 정치 상황에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기업틀은 잘 조직되어 정 

치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반면에 편익을 기대할 수 있는 집단은 

잘 조직되어 있지 못하고 정치적 활동도 미약하다. 그러나 원자력사고와 같 

은 재난의 발생이 사회적으로 커다란 충격과 분노를 일으격서 잘 조직된 소 

수의 통질적 집단에게 불러한 정부규제를 가할 수 있는 원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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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언론이 사고발생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환경단체틀과 같은 공익단체 

틀이 기업의 비윤리성 · 비도덕성을 고발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 

기 위한 입법강화를 요청하게 된다. 그 외에도 정권의 변통과 공익단체 활 

몽의 활성화 여부가 정부규제를 강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결국 기업가적 정 

치상황에서는 공익운동가， 언론기자， 국회의원 및 정치인 퉁이 적국적인 역 

할을 담당하여 그틀을 기업가적 정치인이라 일캠게 된다. 

이러한 정치상황에서 정부규제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1) 정부규제가 강화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분위기와 정치적 계기의 형성이 

중요하다. 특히 국민의 인식과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의 관심을 유발하는 컷 

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 ) 이런 규제입법은 그 내용이 상당히 엄격해지게 된다. 왜냐하면 규제입 

법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 및 국민일반의 협조와 지지를 외면하기 어렵 

기 때문이다. 

(3 ) 규제입법의 절차적 규정에 있어서는 많은 예외규정 빛 법의 엄격성을 

완화하기 위한 규정 퉁이 삽입된다. 이것은 입법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큰 기업집단의 로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이거나 법의 공정한 절차의 보장， 정 

부조직 및 예산사정을 감안하게 되기 때문이다. 

(4 ) 이런 규제를 답당하는 규제기관은 피규제산업과 적대적인 관계에 놓일 

수 있다. 이런 규제에 쏟아지는 국민일반 또는 정치인의 관심이 높고 따라 

서 지원이 잘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그런 대로 제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 

다. 그러나 점차 국민틀의 관심이 되조하게 되면 이런 규제기관은 사각지대 

에 처하여 인력， 예산， 기술의 측면에서 피규제산업을 앞서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이 때에 이르면 피규제산업틀의 정치적 영향력과 규제기관을 포획하 

려는 시도는 강화된다. 

요컨대 이런 규제를 담탕하는 규제기관은 고객정치상황에서의 규제기관과 

는 다르게 피규제산업에 포획되는 것이 불가피한 것은 아니더라도 그 가능 

성은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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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익집단정치 

정부규제로부터 예산되는 비용과 편익이 모두 소수의 동질적 집단에 국한 

되고 그것의 각각의 크기도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대단히 크기 때문에 쌍 

방이 모두 조직화와 정치행통의 유언을 강하게 갖고 있고， 조직적 힘을 바 

탕으로 서로의 이익확보를 위해 서로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이 바로 이익 

집단정치상황이다. 

4. 대중적 정칙 

대중적 정치상항은 이익집단 정치상황과는 반대로 해당 정부규제에 대한 

감지된 비용과 편익이 쌍방 모두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에 미치나 개개인으 

로 보면 그 크기는 작은 경우다. 여기에 속하는 정부규제의 예는 비교적 적 

다. 예를 틀면 독과점 빛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 신문 • 방송 • 출판물의 

윤리규제， 사회적 차별에 대한 규제， 종꼬활몽에 대한 규제 퉁이 있다. 

5. 원자력 안전규져I에셔의 기업가척 정칙모형 

원자력 안전규제는 성격상 기업가적 정치모형에 해당하는 규제로서 원자력 

안전규제로 인한 비용은 일차적으로 소수의 원전사업가가 부답하여 그 비용 

은 대단히 크다는 특성을 보인다. 반면에 그로 인한 편익은 원전 주변의 주 

민은 물론이고 일반국민 모두에게 광범위하게 귀속되나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의 크기가 작다는 특성을 모이며， 그 결과 무임승차현상이 유발되 

어 일반국민의 입장에서는 집단행동의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정부 

의 폭넓은 공익대변자로서의 중개적 역할이 없다고 한다면 원자력 안전규제 

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이나 상태에 이르기 어렵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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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가부장적 규제 포획 

1. 가부장적 행정문화 

가부장적 규제포획이론을 요약하면 가부장적 행정문화 속에서 규제행정기 

관은 피규제산업의 지원과 육성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규제수단을 통원하여 개입하지만 규제행정체제에 내채화되어 있는 가부장적 

행정문화의 제요소틀은 한편으로는 규제관료틀의 공정한 정책집행능력을 약 

화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피규제산업의 이익투입기회를 증가시켜 결과적으 

로는 피규제집단의 이해에만 봉사하게 된다는 것이다 10) 

가부장적 행정문화란 주로 국가와 시민사회간 관계의 차원에서 “아버지가 

자식을 보호 · 통제하고 자식은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행정이 국민， 

기업 또는 경제사회를 보호 · 통제하고 국민과 기업은 정부의 정책과 지사에 

순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뭇한다. 

이러한 가부장적 행정문화는 한국행정체제에 다양한 형태로 내재화되어 있 

다. 

(1) 가부장적 행정문화는 ‘보호·육성 중심의 기업관’이라는 형태로 관료 

들의 사고방식에 내채화되어 있다. 

(2) 가부장적 행정문화 요소는 규제행정조직의 측면에서도 발견할 수 있 

다. 규제행정조직의 목표와 정책수단을 엄밀하게 규정하고 감독해야한다는 

인식이 약하다. 업무영역만을 정하여 주고 구체적 조직목표와 정책을 규제 

기관이 스스로 공익에 기초하여 결정해 줄 것을 기대한다. 가부장적 행정문 

화 속에서 규제기관과 피규제산업 간의 관계는 수직적 성격이 캉하여 갈동 

의 발생 소지가 적다. 뿐만 아니라 육성 및 지원정책을 펴기 워하여 관료틀 

이 피규제기엽의 내부적인 운영에까지 깊이 개입하고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과정에서 관료틀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친기업적 성향을 갖게 되고 기엽문 

10) 사공영호， “가부장적 행정문화 속에서의 규제기관 및 관료의 포획현상 연구한국행정 

학보J ， 32(2), 1998, pp. 1l3•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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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와 해결책에 대하여 경영자들과 공통인식을 형성하게 될 수 있다. 

(3) 정책집행방식에 내채화되어 있는 가부장적 행정문화요소는 매우 다양 

하다. 가부장적 관료는 정보와 자원이 부족한 상항임에도 정부계획을 중심 

으로 피규제산업의 발전을 유도하려논 의지가 강하며， 이로 인하여 피규제 

집단에의 차원의존현상이 심화되고 정책의 공공성을 저해할 정도로 양집단 

간의 유대관리는 심화된다. 가부장적 행정문화 속에서는 규제기관이 피규제 

집단에의 의존이 심한 만큼 피규제집단의 자율규제에 의존하거나 경쟁제한 

적 공동행위에도 쉽게 동의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가 이를 조장하는 경 

향을 보이기도 한다. 

2. 가부장척 규채포획 

행정체제에 내채화되어 있는 가부장적 행정문화는 다양한 경로로 포획을 

유발하거나 촉진할 수 있다. 

(1) 가부장적 기업관에 입각한 정부개입은 조직체계와 정책수행방식에 내 

재화되어 있는 가부장적 행정문화의 요소틀에 의하여 피규제집단에 유러한 

규제로 변질될 소지가 있다. 

(2) 정부기능이 미분화되어 규제업무와 진흥업무가 병존하는 상팡에서는 

관료틀이 진흥업무에 치중함으로써 포획될 수 있다. 

(3 ) 규제행정조직의 불분명한 정책목표는 규제정책의 진흥수단화와 같은 

목표의 도치 (replacement)를 더욱 촉진할 수 있다. 

(4 ) 정책정보를 의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피규제집단이 제공하는 왜곡된 정 

보를 검증 없이 채택하여 이를 기초로 정책을 수립하거나， 정보자체는 툴린 

것이 아니더라도 정보원의 불균형으로 정확한 문제의 정의에 실돼함으로써 

또는 행정편의적으로 대안을 선택함으로써 포획될 수 있으며， 정부업무의 

위탁 퉁 집행자원의 의존과 퇴직관료의 취업의존 퉁은 규제기관에 대한 피 

규제집단의 영향력을 증가시켜 정책결과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친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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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적 조직문화 속에서의 정보의존과 일상화된 정보교환은 피규제집단에 

의한 규제관료의 흡수를 용이하케 하여 포획현상을 촉발할 수 었다. 

3. 원자력 안전규재체제의 재선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볼 때 가부장적 행정문화는 원자력행정체제에 다양 

한 형태로 내채화되어 었을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규제기관 및 관료의 포 

획현상을 유발하거나 촉진할 수 있다 

(1) 진흥기능과 규제기능의 혼재， 정책목표의 다양성 및 불확실성 동의 가 

부장적 요소틀은 목표의 대치 (replacement) 에 의한 포획현상을 촉진할 수 

있다. 

(2 ) 친기업적 조직문화와 정보의 의존， 일정적인 정보교환 몽의 가부장적 

문화요소틀은 흡수(cooptation) 에 의한 포획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3) 피규제집단에의 자원의존 역시 포획현상을 유발 도는 촉진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원자력 안전규제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 원자력의 이용 · 개 

발을 진흥시키는 행정기관과 규제를 주도하는 행정기관을 분리하고 규제의 

전문화와 최적화를 위해 안전규제제도를 지속적으로 개혁해 나가야 할 것이 

다. 

제 6 절 규제영향 분석과 비용·편익 분석 

1. 규채영향분석 

가. 규제영향분석의 의의 

“규제영향분석이란 특정한 규제대안의 효과틀을 체계적 • 실증적으로 분석 

하여 정책결정의 객관적 근거를 정책결정자에게 전달하는 일련의 과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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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11) 현재 OECD 147>>국의 중앙정부틀이 광의의 규제영향분석제도를 채택하 

고 있다. 규제영향분석의 제도화는 정책의 효율성과 정책과정의 합리성을 

증진시키는 핵심적 요소가 된다. 

나. 규채영향분석의 성과기준 

(1) 체계성 

규제영향분석이 핵심분석요소틀을 지원해야하며， 분석결과가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보다 광의적인 정책처}계의 일부분이어야 한다. 

(2) 실증성 

규제영향분석이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양적 자료와 엄정한 실증기 

법틀을 최대한 적용해야 한다. 

(3) 융통성 

규제영향분석의 수행과정에서 분석적 접근틀은 폭넓은 일관성을 확보하면 

서도 분석자가 중요한 규제이슈의 선택이나 분석기법의 적용에 있어 충분한 

유연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4) 확장성 

규제영향분석이 가능한 많은 정책수단틀에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5) 투명성과 자문 

규제영향분석이 광범위한 자문결과틀을 반영해야 할뿐만 아니라 규제영향 

분석의 결과가 폭넓게 활용되어야 하며， 명확한 결정율 위한 토대가 되어야 

한다. 

(6 ) 적시성 

규제영향분석이 정책입안 단계에서부터 수행되어져야 하며， 그 분석결과는 

폭넓게 이용 가능해야 하고 반드시 정책결정과 결부되어야 한다. 

(7) 대웅성 

영향분석결과는 정책결정자가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 

ll) 김태윤， “규제영향분석서 사례연구 국무조정본 규제개혁조정관실 영구용역 최종보고서， 
한국행정연구원， 1999. p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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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적실성을 가져야 하며， 그틀이 조직 내 • 외부에서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웅하는 수준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8 ) 실용성 

규제영향분석의 수행과정에서 실현 불가능한 자원구비를 요구하거나 수용 

불가능한 자원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 

다. 규제영향분석의 설행천략 

(1) 정치적 지지의 확보 

(2 ) 규제담당자틀의 원한강화 

(3) 규제담당자들에 대한 훈련과 쿄육 

(4 ) 일관적이면서도 신축적인 분석기법의 활용 

(5 ) 자료수집전략 개발과 실행 

(6) 규제영향분석 노력을 목표화 

(7) 가능한 한 초기단계에서부터 규제영향분석과 정책결정과정의 통합 

(8 ) 분석자와 실무자간 의사소통 채널의 확대 

(9 ) 규제영향분석의 대상에 신설규제 뿐 아니라 기존 규제도 포함 

라- 우러 나라 규제영향분석제도의 현팡 

(1)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 

행정규제기본법제7조1항에서 제시하고 있는 규제영향분석시 명가해야 할 

8개 요소 

(가)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나)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다) 규제의 다른 대체 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와의 중복 유무 

(라)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 및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마)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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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사)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 • 인력 및 예산의 소요 

(아) 관련민원사무의 구비서류 • 처리절차 퉁의 적정여부 

(2) 실사체계 

행정규제법은 자체심사 절차를 도입하여(법제7조2항) 규제를 신설， 강화하 

고자 하는 행정기관은 규제영향분석 결과를 기초로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 

렴하는 동， 규제의 대상 • 범위 • 방법과 그 타당성에 대해 자체심사를 실시 

하고 있다. 즉， 새로운 규제의 신설， 또는 기존 규제의 강화를 검토하는 각 

부처가 직접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여， 그 타당성을 자체적으로 우선 심사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동법의 시행령은 ‘규제영향분석 실명제’를 

도입하여 규제영향분석에 관여한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심사대상 

중앙행정기관이 규제를 신설， 강화하고자 할 경우 모든 규제가 자체심사 

대상이 되나， 규제개혁위원회의 중앙심사대상은 중요 규제로 한정한다. 중 

앙행정기관은 중요규제 여부에 대한 자체판단을 하여 중요규제인 경우에는 

보다 엄밀한 비용편익분석을 적용하도록 규제영향분석 작성지침을 요구하고 

었다. 

마. 원자력안전규재 영향분석 

규제영향분석시 작성을 위한 준비 

(1) 성공적인 규제영향분석서의 요건 

(가) 객관성 

(나) 실증성 

(다) 일관성과 융통성 

(라) 확장성 

(마) 실용성 

런
 
ι
 



명백성 (바) 

포괄성 (사) 

(2) 예비분석 

수행해야 할 과제 예비분석단계에서 

검토 중인 규제 즉
 

, 주요 변수를 확인해야 한다. (가) 규제영향분석서의 

실현가능성， 준수율 영향요인 동을 확인해야 한다. 바용과 편익， 안의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는 맥락에서 (나) 선정된 주요변수틀은 규제의 

정리해야 한다. 

(다) 선정된 주요변수틀을 명가하고 측정하는 데 소요되는 자원(인원， 

소요시간)을 개략적으로나마 예상해 보아야 한다. 책임분석자， 

송름 소요예산과 영향분석일정을 개략적이나마 수립함으로써 과업의 (라) 

을 순조롭게 이끌 수 있는 준비를 해야한다. 

하
」
 

뽑
 

(마) 예비분석과정에서 예비적인 자문은 꼭 필요하고 또 대단히 

절차이다. 

참고사항 작성시 (3) 규제영향분석서 

또는 강화의 필요성 (가) 규제의 신설 

이를 위해 

심각한 문제가 존재하고 있음을 많은 사람이 공감해야 한다. 

문제의 원인을 정교하게 파악하여 정부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입증되어야 한다. 타당성과 목적이 필요의 

있다는 희 망이 나타나야 한다. 

목적을 가능한 한 구체적인 목표의 체계로 구성해야 한다. 

실현가능성 (나) 규제목적의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을 검토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피규제자가 규제를 

따라서 하기 위합이다. 준수율에 대한 판단을 즈
 
「지킬 것인가， 정도 어느 

집행을 어떤 방법과 절차에 따라 강제할 것 규제의 동을 고려하여 행정환경 

수립되어야 한다. 

부
 
’ 웹

 
츠
 
。기존규제와의 

58 

인가라는 집행방식에 대한 기초적인 방안이 

존재 및 (다) 규제의 대체수단의 



무규제 대안 : 현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 

- 정의된 문제가 그러 심각하지 않은 경우 

- 문제해결을 위해 요구되는 정책에 많은 정부실꽤가 야기되는 경우 

- 성공적인 정책대안이 존재하더라도 그 집행비용이 현저하게 높은 

「션 。
/01 

비규제대안 : 규제가 아닌 다른 정책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

비해 민간 비규제대안은 보편적으로 규제에 경우이다. 

의 활력과 시장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규제보다는 비규제 대안을 선호하는 것이 규제개혁의 

- 정보제공 비규제 대안으로는， 기본정신과 부합된다. 

거래가능 사용자 부담금， 조
 

보
 

과세， 및 교육， 

또는사 행위 - 보협 및 책임규정， 한 뭔리의 허가， 

- 산업자율 - 성과 또는 원칙에 근거한 기준， 업규약， 

- 공동규제 퉁이 있다. 규제， 

(라)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 비례의 원칙 

비용과 편익을 수치화 요체는 비용편익분석의 합리적인 정책분석도구로써 

최종적으로 단일의 화폐가치로 전환할 수 있도록 된 지표를 통해 측정하고， 

E서 。-::1며 ...,.. 。능를 ν1 하지만 가치판단이 개입되는 규제문제의 노력하였다는 점이다. 

중 어려운 과제이다. 할 때 계량화 작업은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요구하는 

데규 입증하는 타당성을 입장에서 제안된 규제의 요한 것은 규제입안자의 

따라서 제안된 규제의 채택을 위해 없다. 강력한 도구는 제영향분석서만큼 

바랍 것이 비용편익분석에 많은 자원을 투입하는 특히 서는 규제영향분석， 

직하다. 

안천기술원 차원의 배용면익분석 전략 

규제영향분석지침보다 훨씬 방대한 20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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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의 자체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을 갖고 있는 데， 환경규제의 편익 

을 아래 〈표 2>와 같이 항목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기술원도 이런 방식으로 

주요항목에 대해 나름대로의 지침이나 기준을 개발해 놓는다면 앞으로 훨씬 

효율적인 분석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 미국 환경청의 편익의 범주， 서비스 송트츠 -0 ’ 가치측정 방법의 예 

변익의 별준~→4←잔반갇L윤혈의 예 
건 강 

적절한 측정방법 

· 회피행태접근법 (Averting behaviors) 

.헤도닉가격볍 사망위험율 

룹 천식 
발병위험율 1 메스꺼움의 

! ‘ ·헤도닉가격법 
} 줄어든 위험 l 

l • 현시선호이론(Stated preference) 
I . 회피행태접근볍 (Averting behaviors) 

생활면익 j 미각， 후각 
1 j • 헤도닉가격법 

(amenities) 시각의 개선 | 
1 i • 현시선호이론(Stated preference) 

생태적 편익 
•••• 기동착， 궐륙 궐류←「 • •• 
시장 - 생산물 ! . 시장가치법 

목재， 털， 가죽 공급 l 

) 관광， 낚시， 보텅 

비시장 수영， 하이킹 둥과 

레크레이션과 j 같은 레크레이션 

운동 ) 기회와 자연경관의 

• 현시선호이론(Stated preference) 
• 회피행태접근법 (Averting behaviors) 

• 질명에 따르는 비용(cost of illness) 

·생산합수접근법 

I . 회피행태접근법 (Averting behaviors) 

.헤도닉가격법 

비사용가치 

존재가치， 

챔
 

분
 y 

• 

후
 

존
 장
 

수
 ·t 

양
 
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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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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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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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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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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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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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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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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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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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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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
←
 

적
 
흥
 지
 
침
 
토
 야
 
퍼
 깨
 
비
 
전
 

• 레크레이션 수요함수접근법 

공급 • 현시선호이론(Stated preference) 

간접적 편익 : 

생태계 서비스 

·생산합수접근법 

• 회피행태접근법 (Averting behaviors) 

. 현시선호이론(Stated preference) 

유증가치， 

준선택가치 j 

r • I • 회피행태접근법 (Averting b매aviors) 
물절적 피해 ι 

I • 시장가치볍 

• 현시 선호이 론(Stated p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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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 시나리오의 수립 

일반적으로 비용편익분석기법의 성패를 결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각 

대안틀의 영향을 명확히 확인하는 작업이다.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규제입안자가 간과하기 쉬운 가장 중요한 변수는 준수율이다. 예상 준수율 

은 비용편익분석의 모든 단계에서 가장 기초적인 변수가 되기 때문에 현실 

성과 설득력이 있는 예상 준수율을 계상해야 할 것이다. 

사. 규재영향분석(행정규채기본법져R7조) 

제7조 (규제영향분 석 및 자체심사)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3 )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빛 기존 규제와의 중복여부 

(4 )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 및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면익의 비교분석 

(5) 경쟁제한적 요소의 포함여부 

(6)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표성 

(7)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 • 인력 및 예산의 소요 

(8) 관련민원사무의 구비서류 • 처리절차 퉁의 적정여부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I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 

로 규제의 대상 • 범위 • 방법 퉁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전문가 퉁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에 반 

영하여야 한다. 

@ 규제영향분석의 방법， 절차와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 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1 



2. 규채영향분석과 바용·편익 분석 

1997년 8월 22일 공포된 행정규제기본법은 규제법정주의의 도입， 규제개혁 

위원회의 신설， 규제일몰제 도입 통과 함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 

설 또는 캉화하고자 할 때에는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각급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을 의 

무화하였다. 

기본법시행령은 규제영향분석의 세부명가요소로써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 

의 밀요성，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비용과 

편익의 확인 및 비교， 구비서류의 간소화， 처리기간의 단축 동을 제시하여 

광의의 비용 • 편익분석 (Cost-Benefit Analysis)기법의 도입을 의무화하였 

다. 문제는 이러한 법령의 정비와는 무관하게 비용 · 편익분석기법의 개념과 

실무적 적용에 관하여 정부는 물론 학계 퉁에 인식적 · 경험적 축적이 충분 

치 못하다는 데 있다. 

규제의 결정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으며 결정을 수용 

함에 있어 결정권자는 가능한 모든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된다. 비용 • 편익분 

석기법은 규제의 영향을 망라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그러한 도움이 되기 

에 적합하고 또 필요한 것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비용 • 편익분석이 오용될 

수 있는가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제대로 활용될 수 있을까하는 접이 

다. 이러한 관접에서 다양한 이해집단이 비용 · 편익분석의 전제， 가치판단， 

계산방식 퉁 적합함에 대하여 활발한 표현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정치 

적 과정을 보장해 주고 또 장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규제의 비용 • 편익 분석에 대한 이론적/실증적/관행적 축적과 경험이 

전무한 우리 실정에서 비용 • 편익분석 과정의 정치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즉 순수한 분석으로서 비용 • 편익 분석기법이 충분히 정교하지 못한 상태에 

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속에서 여러 단계에 걸친 공청회 퉁의 의견 

표출과정을 통하여 분석의 수준과 적합성이 제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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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을 위한 비용 · 편익분석은 12) 

(1) 불완전하지만， 올바른 선택을 톱는 기제로서 의의가 있다. 

(2) 소비자 잉여로 비용과 편익을 명가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큰 

문제가 없으나， 이론적으로는 보상변화가 명가기준이 되어야 한다. 

(3 ) 비용 · 편익분석은 비용과 편익의 결정이라는 정치적 과정을 포괄하고 

있다. 따라서 상이한 이해관계자틀이 자신의 선호의 강도를 표현할 수 있는 

절차가 시급히 개발되어야 한다. 예를 틀면， 중요한 결정의 경우 비용 · 편 

익분석의 각 단계에서 공청회 퉁의 의견청취과정을 거쳐야 한다. 

(4 ) 할인율은 분석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소흘히 다루어서 

는 안되며， 불확실한 경제환경을 감안하여 민감도 분석을 적극척으로 채택 

하여야 한다. 

(5) 불확실한 상황에서 비용과 편익은 확정동뭉치로 산정해야 한다. 기대 

값은 진실한 경제적 측정치를 과대명가하는 경향이 있다. 

(6 ) 복원 불가농한 상항을 다룰 때에는 상당히 보수적이어야 한다. 

3. 버용-변익분석의 유형 

비용-변익분석은 크게 무위험성 분석， 우l 험성 비교분석， 위혐-편익분석， 

규제예산， 공식적 비용-편익분석 동과 같이 다섯 가지 상이한 유형으로 이 

루어질 수 있다. 

가. 무위험생 분석 

무위험성 분석 (no-risk analysis)은 민간 경제주체의 행위가 위험성을 유 

발하느냐 하는 한 가지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 만약 이러한 행위가 

위험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판명되면 무위험성 분석에 의하면 이러한 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 발암효과를 발생하는 것으로 입증된 음식물 첨가제의 사 

12) 김태윤， “규제영향분석을 위한 비용 · 편익분석 이론의 고찰한국행정연구J ， 7(1), 
1998. pp.12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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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급지하는 규제는 무위험성 유형의 비용 편익분석이 적용된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제에서 규제기관은 사카런 판매를 금지하는 

것 외에 어떤 다른 대안도 선택할 수 없다. 따라서 무위혐성 분석에서는 비 

용이 편익을 능가하는지 조사할 필요가 없다. 무위험성 분석의 한계성은 사 

카런 사용의 금지를 통해 인명을 구제할 수 있는 것 외에 사카런의 사용으 

로 인간의 수명을 더 연장할 수 도 있다는 다른 가능성을 감멸할 기회를 전 

혀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즉 한 측면에서 금지된 것얼 때 다른 측면에 

서의 사용 가능성을 미리 배제하는 것이다. 

나. 위험성 바꼬분석 

위험성 비교분석 (risk-risk analysis)은 무위험성 분석의 경적성을 보완하 

기 위해 개발된 것이다. 위험성 비교분석은 한 대안의 위험성과 다른 대안 

의 위험성을 비교하려는 시도에서 개발된 것이다. 예를 틀어 몇몇 과학적 

검사에 따르면 고기를 보존하논 데 사용되는 질산나트륨은 암을 유발할 수 

있으나 가공식품에 사용되지 않으면 죽음을 초래하는 보툴리누스 중독을 유 

발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경우에는 보툴리누스 중독으로 많은 

수의 사랍틀이 사망하는 것을 예방하기보다 적은 수의 인명을 구제하기 위 

해 질산나트륨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 분명하다. 

위험성 비교분석은 각기 다른 대안을 선택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협성을 

비꼬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고 있다. 

위험성 비교분석 기법은 특정 행위를 선택하려고 할 때 기준으로 삼아야 

할 명백한 근거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데 한계가 있다. 자료와 선택 대안틀 

이 많고 복잡한 경우에 위협성 비쿄분석 기법의 한계는 더욱 분명하게 나타 

난다. 더욱이 위험생 비교분석 기법이 가지고 있는 가장 섬각한 문제는 과 

학적 판단의 결과가 항상 통일하지 않다는 점이다. 즉 같은 방법으로 수행 

한 실협과 검사라도 실협과 검사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고， 

상반된 결과까지 도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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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협 편익분석 

위협-편익분석 (risk-benefit analysis) 기법은 위험성 비교분석 기법에서 

나타난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위험-편익분석은 인명에 

미치는 피해나 미래 세대에 미치는 영향력과 같은 효과를 계량적으로 측정 

하지 않고 특정 행위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만을 고려하려는 비공식 

적인 시도에서 행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위협-편익분 

석은 선택할 것을 정확하게 결정하려는 시도에서 행해지는 것이 아닌 비공 

적 유형의 비용-편익분석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러한 기법은 가능한 비용과 

편익의 목록의 작성에 초점을 맞추고 정확히 계량화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 

은 채 누가 편익을 받는지， 누가 피해를 입게 되는 지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분석자로 하여금 어떤 집단이 편익을 받고， 어떤 집단이 피 

해를 입는지에 초점을 맞춰 분배적 영향력을 고려할 수 있케 한다는 데 장 

점이 있다. 

이러한 위험-편익 분석기법의 단점으로는 첫째， 규제기관틀이 결정해야 할 

때에 지침을 줄 수 있는 기준이다. 규법을 제공할 수 없어 행정의 자의성이 

개입된 여지가 있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툴째， 위협-편익분석 기법은 하 

찮은 효과와 그렇지 않은 효과를 분리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지침도 

제공할 수 없으므로 규제기관으로 하여금 사소한 효과를 너무 진지하게 고 

려하게 하는 결점을 지나고 있다. 다시 말해 위험-편익분석 기법은 분석절 

차를 불필요하게 지연시키는 요인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 

으로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편익 분배의 불균동성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규제보다는 직접적인 재분배정책이 사용되어야 하므로 이 경우에 이러한 기 

법의 유용성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4. 위혐면익분석 

가. 위험면익분석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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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편익분석 (risk-benefit analysis)은 인간의 생명 및 건강에 관계된 

특수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고 특수한 분석과정을 필요로 하는 비용편익분 

석방법의 유형이다. 이것은 인명을 위협하는 환경오염 퉁의 위험도를 명가 

(risk assessment)하고 이런 위혐의 감소에 틀어가는 비용과 이로 인해 구 

제되는 인명을 비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위험도분석( r i sk ana 1 ys i s ) 또는 

편익펑가(benefit assessment) 라고 불린다. 위협편익분석은 인명구제를 위 

한 규제정책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위혐의 크기와 규제의 

예상되는 효과를 과학적으로 파악하고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본전제로 삼고 있다. 이것은 위험에 대한 과학적 측정과 명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규제가 이루어질 경우 규제를 둘러싼 이해관계집단 사이의 

가치의 갈퉁이 더욱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위험도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가지는 중요성은 결코 소홀히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정책우선순위의 

결정， 대체적인 규제수단의 채택， 규제의 효과에 대한 증거의 수집을 통한 

합리적인 규제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위해서는 수집 가능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 분석의 활용 

위험편익분석을 통하여 얻어진 결과는 규제정책과정을 보다 합리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즉 제약된 자원을 가지고 최대한의 언명구제의 성과 

를 거두기 위해서는 규제의 대상， 방법， 시기 동에 대한 경제적 분석이 필 

요하다. 비록 이런 계산의 결과가 많은 편차와 바일관성의 문제를 안고 있 

다고 할지라도 이런 분석의 결과는 여전히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1-10배의 

분석오자는 위험편익분석에 있어서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위 

험편익분석의 효과가 그만큼 크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실제로 사회적 

규제에 대한 많은 불만은 규제비용이 지나치게 높은 데 비하여 편익이 비용 

에 상응할 만큼 높지 않다고 생각하는 데서 비롯된다. 따라서 규제정책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비용의 측면보다는 편익의 측면에 보다 많은 연구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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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함을 의미한다. 보통 규제정책과정에서 편익의 측면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는 것은 보건과 안전을 위한 규제로 인한 편익이 다양하고 계산하기 어 

렵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위험편익분석의 과정에서 위험정도， 다양한 

위혐의 존재를 인지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와 관련한 규제정책과정은 크게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편익분석의 중요성은 결코 간과될 수 없다. 

다. 분석의 효과 

위협도 분석은 (1) 위험요인에 대한 노출로 인한 보건안전효과， (2) 투여 

단위-반응관계(dose-response relationship) , (3) 위험에 노출되는 인구의 

수， (4) 특성물질의 양， (5) 분석대상 이외의 다른 물질에 대한 노출정도와 

그 효과 퉁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이런 요인틀에 대한 정보는 생화학 

및 쟁의학 분야에서 상당한 지식이 축적되어 있지만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 

다. 

라. 분석의 단체 

버용편익분석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서 수행된다. 

(1) 보건위해 가능성의 파악 

수많은 화학물질들이 잠재적으로 암， 유전적 변이， 기형아 출산 동 신체적 

이상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게다가 이런 위해물질에 간접 

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인구의 수와 폭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보건위해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물질을 파악하는 방법은 쉽지 않지만， 크게 

사례집락(case clusters) , 독성의 화학구조분석 (structural toxicology) , 

단순생물실험 (simple systems) , 통물실험 (animal bioassays) , 투학조사 

(epidemiology) 방법 퉁이 었다. 이러한 방법틀은 각각의 장 • 단점을 가지 

고 있기 때문에 상호보완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위험도의 계측 및 투여단위 반용 관계의 추정 

발암성 또는 독성이 의심되는 물질이 따악되면 다음의 절차는 이전 물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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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투학조사 여기에는 일이다. 계량적으로 분석해 내는 크기를 위험생의 

유용한 역학조사가 부족한 결과 위협도의 사용된다. 와 장기적 생학실험이 

의존한다. 방법에 인간에게 확대적용하는 결과를 통물실혐의 주로 은
 랩

 인 먼저 저퉁통물에 대한 연구결과는 가지 절차가 필요한 데， 여기에는 두 

언간과 통물 사이의 생리학 주로 여기에서는 것이다. 간에게 확대적용하는 

고단위는 인간에게는 저만 작은 실혐통물에 투여된 차이가 문제가 된다. 적 

파악하여야 한 지를 단위에 따라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는 불과하므로 위에 

분석과정이다. 바로 투여단위 반응관계의 이 작업이 다. 

노출량의 추정 

특정물질이 어느 정도 위험을 갖고 있는 지 명가되면 다음은 이런 

노출인구 및 위험 (3 ) 

물질이 

01 Ò 
/이‘-집중되어 특히 어떤 경로에서 도달되고， 인간에게 거쳐 어떤 경로를 

이 때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얼마도 많은 사람틀에게 며， 

장소 동에 따 시간， 같은 물질이라도 기후조건， 중요한 문제점은 제기되는 

라 집중도에 커다란 편차를 보인다는 점이다. 

가지명가 (4 ) 인명의 

몽에 따라 사실상 차별적으로 I영 직업 능력， 가치는 사람의 연령， 인명의 

누구 있어서 인명을 구함에 현실이라면 정책담당자는 이것이 있다. 가되고 

이러한 문 의 생명을 구하여야 하는가 라는 문제에 봉착하지 않을 수 없다.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개인적인 또는 공적인 의 제인식은 비윤리적인 것같이 

규제목적을 따라서 실정이다. 。 l 조= 
h'. -L.. 이루어지고 암묵적으로 동ιλ、L 

。 。사결정은 

가치를 보다 명사적으로 따악할 필요가 있 차별적 더욱 분명히 하고 인명의 

다. 

비교분석 규제집행전략(캉제와 협상)의 절 7 제 

적절한 규제집행전략 및 규제정책수단의 선택은 규제정책 결정과정에서 대 

상호 대체적인 규제정책수단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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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어떤 정책수단을 선호하게 될 것인가의 문제는 규제기관의 모험회피적 

성향과 재량성， 규제정보의 불확실성， 규제결정과정의 공정성， 정치적 설득 

력 퉁과 관련되어 었다. 

1. 명령통져Q( 강제)전략 

규제정보의 불완전성 또는 불확실성에 대한 규제기관의 반옹은 대체로 모 

험회피적 성향을 띄게 된다. 즉 불확실성에 대한 대용방법이 그룻될 경우 

규제기관에 툴아오게 될 사회적 비난을 고려하여 보다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정책수단을 선택하는 경향이 었다. 특히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회복불 

능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규제기관은 대단히 엄격한 규제방법에 

의존하려 할 것이다. 규제기관이 명령통제적인 강제적 수단을 채택하는 이 

유는 규제를 시행하지 않음으로 해서 초래될 사회적 비난을 우선 회피할 수 

있고，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난은 추후에 점차 낮추어 가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명령통제 위주의 강제적 규제는 그것이 비록 경직적이 

고 비효율적이기는 하지만 규제기관과 피규제자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를 명확히 알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모든 피규제자에게 통일하게 적용되 

므로 다른 유형의 대안보다 명퉁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형명성， 강제의 

용이성， 명료성 퉁의 명령통제적 규제의 장점은 중요하다. 그 밖에도 강제 

전략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기업의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 

이므로 정치적 설득력이 강하다. 또한 강제전략은 규제기관이 채량성을 발 

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기관들이 선호하는 경향이 었다. 규제기관은 정치 

경제적， 기술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준과 규칙을 유통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필요성을 갖고 있다. 명령통체적 규제는 규제기관이 이러한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웅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강제전략의 부 

정적인 현상은 규제의 피라미드(regulation pyramid) 현상이다. 이것은 어 

떤 하나의 규제가 시행된 결과 예기치 못한 또 다른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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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규제기관은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 또 다른 규제를 하게 됨으로써 규제 

가 규제를 낳게 되는 현상이다. 

2. 강제전략의 한계 

명령통제적 방법은 원자력 안전규제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 

첫째 문제는 규제의 표적 (target)을 선정하는 문제이다. 특히 기준설정을 

통한 원자력 안전규제에 있어서 기준을 삼을 표적을 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원자력 안전규제의 직접적 표적은 바로 밤사선 동의 환경오염이다. 

그러나 오염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 툴째，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기준의 설정과 기준의 기술적 달성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어렵다. 기준의 

설정을 위해서는 보통 규제기관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기술정보 

가 요구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정보틀은 원자력 산업계가 주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틀이 서로 자신의 경쟁적 지위를 강화시킬 목적으로 정보의 

제공을 기피할 경향이 크다. 셋째， 명령통제적 규제논 그것이 한번 입법화 

되면 여간해서 변경되지 않는 특성을 지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기술선정 

과정에서 항상 불확실성이 따르기 때문에 한번 정해진 기준은 좀처럼 바꾸l 

기 어렵다. 넷째， 기준을 설정할 때 어느 정도의 정쿄성을 목표로 할 것이 

냐의 문제이다. 규제기관이 고도로 정교하고 세부적인 기준을 설정하면 규 

제대상에 대하여 보다 높은 통제력을 가질 수 있는 반면에 일반적이고 다소 

모호한 기준을 설정하면 행정적으로 단순할 뿐만 아니라 보다 높은 신축성 

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 하에서는 기준의 위반여부의 판정과 

정에서 자의성이 개입할 소지가 높다. 다섯째， 명령통체적 규제의 실효성은 

기준 위반자에 대한 벌칙의 강도에 따라 좌우된다. 아무리 정교한 기준을 

설정하더라도 위반자에 대한 벌칙이 어렵다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또한 

벌칙의 강도는 기준이나 규칙 위반행위의 적발 가능성과의 관련 속에서 정 

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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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상전략 

규제협상(regulatory negotiation)은 공정한 절차에 대한 사회적 신념이 

특히 강하고 따라서 정책결정 절차의 공공성 및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논쟁 

이 꾸준히 제기되고 규제정책결정 과정은 거의 마비상태로까지 치달을 수 

있는 최근의 상황에서 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시도되기 시작한 혁신적인 규 

제전략이다. 규제협상은 규제기관이 공식적인 정책결정과정에 들어가기 이 

전에 규제정책에 정당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집단의 대표자틀을 협상 테 

이블에 불러들여 이들이 보다 솔직하고 실용적인 상호 의견교환을 통하여 

만족할 만한 정책대안에 도달하게 하고 이렇게 작성된 정책대안은 규제기관 

이 수용하는 규제정책 결정방식이다. 규제협상이 갖는 장점은 크게 두가지 

다. 첫째， 문제가 되고 있는 규제정책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당사자 스스 

로가 어떤 합의에 도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이해와 신뢰 

는 이틀간의 극한 대립과 갈퉁을 완화시킴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모잭휠 수 있케 한다. 둘째， 결정된 규제정책의 집행이 보다 원활하게 수행 

되도록 한다. 이것은 주로 규제협상과정에서 정책집행의 방법에 관한 논의 

와 협상이 많아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규제협상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나고 있다. 첫째， 다원주의적 

정치체제에서 고질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로서 이익대변의 공정성과 공명성의 

문제가 있다. 즉 규제협상에 참여하는 대표자들이 각각의 이익집단을 올바 

로 대변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합의가 사회전체의 이익 

과 일치하리라는 보장이 없다. 이것은 협상과정에서 잘 조직되고 정치적으 

로 영향력이 있는 집단의 이익에 과도하게 반영될 우려가 있음을 보여준다. 

툴째， 규제협상은 이해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이해 

당사자의 필요에 부응하다 보면 결국 정책의 사실과 가치 전체를 경시하게 

만든다. 즉 규제협상은 합의를 우선하는 나머지 합리성과 정당성이 없는 야 

합으로 끝날 위혐성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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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협상이 갖고 있는 이러한 문제접틀은 결국 규제협상이 정당하고 유용 

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경우를 잘 가려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무엇보 

다도 규제협상방식은 ‘무엇 (what) ’ 에 관한 의사결정을 위해서 보다는 ‘어떻 

게 (how) ’ 에 관련된 의사결정을 위해 사용될 때 보다 신뢰성과 정당성을 확 

보할 수 있다. 따라서 방사선 오염의 허용기준， 가치의 지역간 · 세대간 배 

분 동과 같은 사회적 가지의 문제해결을 위해 이 방법이 사용된다면 정당하 

지 못하다. 반대로 규제협상은 규제이행 의무의 유예， 대체적 규제수단 가 

운데서의 선택， 구체적 시험， 검사 및 감독 방법 퉁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유용한 전략이 될 수 있다. 더욱이 규제협상 전략은 미국과 같이 규제기관 

과 피규제기관이 상호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상당히 유용성 

을 갖는 방식이다. 우리나라 원자력 규제기관과 사업자와의 관계 상황에서 

볼 때 그 효율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지만， 규제협상의 근본 취지가 규제정 

책에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집단의 상호이해의 바탕 위에서 합의에 의한 규 

제집행 수단의 선택을 이루는데 있다고 본다면 규제협상이 갖는 한계를 극 

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규제 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활 

용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제 8 절 협조적 규제관계 

원자력 산엽이 침체되어 가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안전규제제도의 경직 

성에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명가이다. 우리나라의 원자력안전규제제도는 미 

국， 일본 퉁 여러 나라의 제도가 중복， 혼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규제관 

행도 미국 못지 않게 까다로워 원자력 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 

을 겪고 있다. 

미국의 원자력 안전규제 활몽에도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이미 적지 않 

은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NRC의 규제활통이 공격적이고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데 비해 그 효과는 미비하다고 명가하고 있고 더욱 중요한 지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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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요원틀이 그틀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 비공식적 수단을 사용한다는 것 

이다. 즉 NRC는 원전사업자가 반드시 지격야하는 법률에 기초해서 규제하기 

보다는 합법적 요건과 NRC의 공식권한의 법위를 초월하는 비공식적 규제수 

단을 남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사업자들은 NRC가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분석 

에 기초한 공식적 기준에 근거한 규제에서 주관적인 기준에 근거한 명가의 

수행으로 이탈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게다가 NRC의 정책과 관 

행이 발전소마다， 그러고 지역사무소， 주재원간， 지역간에도 불일치하여 규 

제활통의 일관성이 상실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NRC 지역사무소간， 지역사 

무소와 본부간의 규제정책 및 관행의 일관성 유지와 함께 ·사업자와 규제기 

관간의 상호존중， 상호신뢰 퉁 협조간 규제관계의 정립을 문제접에 대한 개 

선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NRC의 주요 원칙 중의 하나는 공중이 규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가져야 하며， 발전소의 운영과 성능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 

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NRC는 자신도 모르게 원자력 산업이 부정확하고， 

불완전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일반공중에게 심어주고 있다. 그러고 NRC의 규 

제범위를 초월하는 비공식 요구사항은 그것을 이행하는데 사업자틀에게 엄 

청난 부담을 주고 있고 그것은 결국 전력요금의 불필요한 인상을 초래하고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일반 대중틀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제자와 피규제자 사이에 

새로운 협력관계가 조정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도 원자력 규제기관의 규제활 

통을 감독할 수 있고 나아가 깨끗하고 저렴한 원전에 대한 일반 국민의 권 

리를 대표하는 모든 이해 관련자를(규제기관， 사업자， 국회， 자치단체， 시 

민단체 통)간에 원전규제의 목적과 역할， 기준과 원칙들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률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규제자와 피규제자 간에 협조 

적 인식의 공감대 형성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규제자와 피규제자(사업자) 사이의 기본적인 시각차이는 불가피하지만 규 

제와 사업자 사이에 불필요한 상호 비방과 갈퉁을 자제하고 서로 충분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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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환 동을 통해 원자력 안전규제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우리 여건에 

적합하도록 공통 모색해 간다면 안전성이 보장된 원자력 산업의 지속적인 

추진은 물론 원자력과 그 안전성의 규제에 대해 국민들로부터의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제 9 절 규제정책불응 

규제정책의 집행과정에서 난관에 부딪치게 하는 문제중의 하나가 바로 정 

책순웅과 불웅의 문제이며， 정책집행과정에서 불웅에 직면하게 되면 정책집 

행에 차질이 생기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정책목표까지도 왜곡 · 변형되어 본 

래의 의도와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하거나 아예 정책이 집행조차 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틀이 검토될 필 

요가 있다. 

(1) 왜 통일한 유혐의 사고가 발생하는가? 

(2 ) 원전사고 사례의 경우에도 정책불웅현상이 존재하는가? 

(3 ) 만일 원전사고사례에서 원전업자(종사자)틀이 정책불웅을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4 ) 원전사례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책적 합의는 

무엇인가? 즉， 어떻게 해야 원전사고를 줄일 수 있는가? 

규제정책대상집단의 효과적인 순웅확보는 성공적인 정책집행을 위한 하나 

의 필요조건이므로 효과적인 순용확보가 반드시 성공적인 정책집행을 보장 

하는 것은 아니지만， 순웅확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정책집행 

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 즉， 정책집행에서 순응을 중시하는 것은 정책순 

웅의 확보가 효과적인 정책집행의 선결요건이고 나아가 정책효과 발생의 충 

분조건은 아니라 하더라도 의도한 정책영향발생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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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순웅 · 불웅의 깨념 

정책집행에 있어서의 순응이란 “정책집행자나 정책대상집단이 정책적 지시 

나 규칙에 대해 외관상으로 일치된 행통을 하는 것”을 말하며， 불웅이란 

“정책집행자나 정책대상집단이 정책적 지시나 규칙에 대해 외관상 일치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13) 정책집행에 있어 순응과 불웅의 문제는 

개넘상으로는 이처럼 구분이 명확하지만， 실제로 양자를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행위자체의 구체성 결여， 정보획득의 어려움， 정보이용의 

제한， 기술상의 난점， 조작가능성 퉁을 틀 수 있으며， 또 부분적 순웅이나 

잠재적 순웅의 판단문제가 따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순웅과 불웅은 완전하 

게 구별되는 양자택일의 흑백논리로 보기보다는 하나의 연속션상에 있는 정 

도의 문제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정책불웅의 원인 

가. Coombs의 불웅발생요인 

(1) 의사전달의 착오나 모호성 

(2) 차원의 부족 

(3) 정책자체에 대한 반대 

(4 ) 판위의 결여 

(5) 요구되는 행통에 대한 반발 

나. Anderson의 불웅발생요인 

(1) 법가치에 대한 갈퉁 

(2) 법조문의 모호성과 복잡성 

(3) 이기적 욕구 

13) 배점모， “규제정책에 대한 유조선 회사의 정책불응 원인에 관한 연구: 유조선 사고 
사례를 중심으로"한국사회와 행정연구J ， 9(2), pp.l2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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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안해균의 순웅발생요인 

(1) 권위에 대한 믿음 

(2 ) 합리적 / 의식적 설득 

(3) 개인적 이익 

(4 ) 강제 

(5 ) 정책집행의 기간 

3. 정책순웅 · 불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과 불웅을 지속시커는 요인 

가- 처벌 

처벌은 부정적 강화요인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몽에 대하여 불쾌한 결 

과를 줌으로써 바랍직하지 않은 행통을 감소시키고 바람직한 행통을 증진하 

는 것이다. 처벌은 인간의 불응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강제적 수단으로서， 

규법적 순웅과 타산적 순웅이 효과를 보지 못할 때 최푸의 캉력한 순웅행위 

의 확보수단으로서 사용된다. 

나- 원인궈연 

상벌작용의 선행요건으로 사고의 결과에 대한 정확한 원인무l 인이 선행되어 

야 한다. 조직에서 기존의 불웅행위가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것은 정 

확한 원인귀인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직에서 기존의 불용행 

위가 지속되지 않고 감소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원인귀언을 외부기관에서도 

하여야 합은 물론 규제 공무원 스스로도 정확한 원인쉬인을 하여야 한다. 

불용행위의 당사자가 자기의 잘못을 느끼지 않고 자기보다는 남의 탓만 하 

는 경우에는 결코 자신의 불웅행위의 교정이 일어나지 않는다. 

다. 외부통채 

외부기관의 건설적인 통제나 압력이 존재하는 경우 기존의 불웅행위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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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통제가 잘못 이루어 높다. 가농성이 수정될 판을 받게 되며 

압력이 행사되는 목적으로만 이기적인 위해서 이익을 집단의 지거나 일부 

우리나라 원전사고의 않는다. 없어지지 쉽게 불웅행위는 기존의 경우에는 

감사원의 통제 동은 언론의 통제， 국회의 통제， 압력， 경우에도 시민단체의 

따라서 정책불응원인 순용주체의 정책불웅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모형을 정리하면 다읍과 같다. 의 분석 

〈표 4> 정책불웅원인의 분석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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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에 의하면 정책불용 또는 순웅이라는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 

원인귀인， 이러한 요 외부통제를 틀 수 있다. 변수로는 크게 나누어 처벌， 

통
 

행
 씁

 
인틀은 보다 구체적으로는 보상 또는 처벌에 대한 인식에 의하여 

심사 사고요인들(검사요인， 불용행동은 다음의 흑은 불용행동을 유발시키며 

발생 감시요인 퉁)과 결합되는 경우 원전사고를 행정요인， 자연요인， 

시킬 수 있다. 

요인， 

回 원자력 안전규혜 정책에익 시샤점 

미흡하기 때문 원전 취급자 불웅행통에 대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그 처벌이 

따라서 벌 에 불쾌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불웅비용이 낮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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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으로 벗어나기 위한 순웅행동이 나오지 못하고 칙으로부터 

가운에 

고리 불웅의 악순환의 

진행되는 이러한 과정이 반복적으로 

학습하게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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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게 된다. 

원전사업들은 

이 반복적으로 

우리나라의 



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적인 불웅행몽으로 나타나게 되어 원전사고 

의 고질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정부의 안전규제정책에 대한 사업자틀의 불웅의 학습코리를 깨기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인 처벌이 가해져서 불웅비용을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높이거 

나， 유인정책을 써서 실질적인 보상이 되케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고 

우리나라는 제반사고 발생시 피해복구와 피해보상면에서 피해주민보다 사업 

자틀에게 유리한 결과로 낙찰되는 결과가 많았는데， 주민에게 유리한 보상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 사고를 막는데 기여하리라 본다. 그리고 피해가 있을 

경우 직접 피해뿐만 아니라 환경피해로 인한 간접 피해자까지도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의 보완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원전사고에 있어서 사고의 정확한 원인귀인이 되지 못하거나 

이로 인해서 책임의 회피현상14)이 나타날 수도 있다. 원인귀인이 정확해야 

만 불응행위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며 원인귀인이 정확하지 않으면 불웅행위 

를 한 사람은 제재를 면하게 되어 불웅행위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 

다. 원인귀인이 정확하지 못하거나， 원인뀌인이 정확하더라도 오차수정을 

위한 노력이 경주되지 않논다면 정책불웅행위의 시정을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보다 과감한 원자력 안전 관련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며， 이 

를 토대로 해서 많은 전문가틀의 원전사고에 관한 연구가 보다 다양하고 체 

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 10 절 원자력 안전규제와 내부비리보고제 

내부비리보고제(Whistleblowing)는 조직구성원이 근무도중 자신의 조직 내 

에서 발견되는 불법， 낭비， 혹은 비윤리적 행위를 조직내부 혹은 외부의 관 

14) 원자력손해배상법 제3조에 의하면， “원자로의 운전 등으로 인하여 원자력 손해가 생긴 때에 

는 당해 원자력 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여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그 손해가 이례적으로 심대한 천재·지변，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사변으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 조항이 있어서 정확한 원인귀인에 따른 책 

임소재를 분명히 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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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자에게 알려 시정하려는 행위이다. 이는 조직 내부에서 발생하는 비리행 

위는 그 곳에 근무하는 공무원 자신들이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 

한 시정은 조직 내부자틀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내비보고제에 대한 개념 및 정의는 매우 모호하고 복잡한 상황을 

내포하고 있어 학자들마다 그 범위와 접근방법을 달리하고 있다. 현재 한국 

공무원틀의 심각한 버리와 부패상황을 고려할 때 이 제도의 도입필요성은 

인정되고 있지만 기득권세력의 저항감， 조직이 가지는 체제유지 속성， 그리 

고 조직구성원 상호간의 갈동문제 동 그 실효성에 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 

다 15) 

따라서 내비보고제가 원자력행정분야에서 정당성을 가지고 행정책임을 향 

상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정립되기 위해서는 4가지 차원에서 그 조건이 검토 

되어야 한다. 첫째， 내비보고는 어떤 통기에서 해야하는가? 둘째， 내비보고 

는 누구에 의한 것이어야 하는가? 셋째， 내비보고는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하는가? 넷째， 내비보고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1. 내벼보고의 동기 

원자력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윤리적 행위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내 

비보고행위는 그 통기가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와 선의 (good fai th) 에 

서 이루어진 것인가 아니면 자기이익을 위한 것인가의 구멸이 팔요하다. 따 

라서 윤리적 행위인 내비보고행위의 통기는 반드시 공공의 이익과 권리의 

보호가 전제조건이어야 한다. 

2. 내벼보고의 주체 

15) 박홍식， “윤리적 내비보고제의 조건: 일반규범윤리학적 접근법을 중심으로끼 r한국행정학 

보J ， 32(1), 1998, pp.l9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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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리보고자의 자격요건 및 범위에 대한 논의는 내비보고체의 윤리적 정당 

화에 필요한 조건이 된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34조에 의하면 원
 

무
 
· 공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고 명시함으로써 현직 공무원이 내비보고자의 자격을 갖추고 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한 가지 의문은 현직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의한 내비 

보고가 윤리적으로 정당성을 갖느냐인데 외국의 사례를 보면(미국 공무원선 

서 퉁) 비리정보를 가지고 있논 전 · 현직 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성 

실의무수행자로서 모두 내비보고자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보고있다. 

또한 비리 관련조직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에 의한 비리보고행위가 윤리 

적으로 정당성을 갖느냐가 논란이 될 수 있논 데 많은 학자틀은 비리와 관 

련된 조직에 임용된 적이 없는 자에 의한 보고행위라도 버리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특별한 관계’ 에 있는 사람에 의한 경우 한정된 범위 내에서 

허용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3. 내벼보고의 발언션택 

발언선택권은 사임이나 충성선택권과는 달리 소비자나 조직구성원틀이 조 

직의 정책결정이나 집행기능 퉁의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기능을 말 

한다. 발언선택권은 비리보고 채널에 따라 두 가지 형태로 사용된다. 

하나는 조직버리를 자신이 근무하는 조직 외의 사람이나 기관에 보고하는 

‘외부내비보고제 (external whistleblowing) ’ 이고， 또 하나는 조직 내의 채 

널을 이용하여 보고하는 ‘내부내비보고제 (internal whistleblowing) ’ 이다. 

대다수 연구의 정의나 개념은 조직비리를 공개적으로 외부에 알리는 외부내 

비 보고에 국한되 어 있다. 

그러나 한국적 상황에서 내부내비보고제는 윤리적으로 사회문화적으로 중 

요한 의미가 있다. 먼저 윤리적 측면에서 내부내비보고행위는 조직에 의해 

지배되고 소외된 인간이 독립적이며 자율적으로 자신의 진정한 뭔리를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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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를 이행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가부장적인 성격이 

강한 한국에서 조직의 문제를 조직 내에서 해결하도록 시간과 기회를 제공 

하는 내부내비보고제는 조직 내의 위계질서와 충성심이 손상되는 것을 최소 

화하면서 조직의 비리를 시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원자력 관련조직에서 

의 비리공개는 직원들을 무조건 조직 밖으로 유도하기보다는 우선 조직 내 

의 민주화와 조직사회에서의 자기의사표명을 위한 여건 즉， 조직적 권리에 

대한 보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한국적 상황에서 내부내비보고 

는 외부내비보고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4. 내벼보고의 방법 

조직의 버리를 보고하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는 보고자의 신분이 조사자 

에게 밝혀지는 설명내비보고제이고 다른 하나는 조사자에게 보고자의 신분 

이 감추어진 익명내비보고제이다. 양자는 각각 장 •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과 같이 조직적 부돼가 지배적이고， 내비보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 

적이고 특정한 법이나 제도가 없는 경우 익명내비보고제가 효과적이다. 

5. 원자력안전행정애서의 윤리척 내버보고의 조건 

원자력법 제104초 4에 의하면 원자력 관련사업자 또는 판독 업무자는 그가 

사용하는 종업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 

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였다. 특히 2항이 내부비리보 

고제도와 관련이 있다. 즉 원자력 관계사업자 또는 판독업무자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운영기술지침서， 안전관리규정 및 판독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과학기술부 장관 또는 과 

학기술부 장관의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받은 기관의 장에게 알려주는 행위 

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 규정은 소극적인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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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그쳐 있어서 그 보완이 필요하다. 내비보고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조건 

을 제시하면， (1) 사익보다 공익을 위한 이타주의에 근거한 순수한 윤리적 

통기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임용신분과 관계없이 조직비리에 관한 정보 

와 비리시청의 의무가 있는 사람은 모두 내비보고자의 자격을 가진다. (3) 

조직 내의 채널을 이용한 내부내비보고가 조직 외의 채널을 이용하는 외부 

내비보고에 선행되어야 한다. (4) 설명에 의한 비리보고가 바람직하나 위혐 

이 수반되는 경우 보고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 익명보고방식도 인정되어야 

한다. ( 5) 강제성이 배제된 보고자의 자발적이고 독립적인 자각과 의지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6) 내비보고행위는 외적 타당성을 갖추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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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안전규제에서의 주민참여와 정보공개 

제 I 절 주민참여 

원자력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 중 하나는 시설의 안전성과 환경 

보전 몽에 대한 지역주민과 국민의 불안 · 불신감을 해소하여 그 이해와 협 

력을 얻기 위한 법적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다. 주민의 이해와 참여는 원자 

력 시설의 부지확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그 외에도 주민이 실력으 

로 지속적인 반발이나 저항을 하거나 시설의 안전성을 문제삼아 소송 동의 

방해행위를 계속할 경우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에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 

므로 사업자는 사업에 앞서 주민의 이해와 협력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주민을 단순한 수통적인 행정권 행사의 객체로 인식하던 것을 주체자 

의 지위로 격상시켜 행정과정에 대한 규제자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주민참여 및 정보공개 퉁을 통해 행정을 공개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행정절차제도는 국민의 권리 ·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결정 

에 이해 관계인이 참여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며， 또한 행정기관 

이 스스로의 행정결정에 충분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게 함으로써 행정과정 

의 합리화와 국민의 핀익보호 및 행정의 민주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절차제도는 국민의 법질서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1. 주민참여의 재념과 의익 

주민참여라 함은 행정기관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하여 일반인의 공적참여를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의 의사결정과정은 정책 내지 

계획의 형성에서부터 결정실시에 이르는 연속행위이지만， 이러한 것에 대한 

참여라 합은 그 중 정책 내지 계획의 형성과 결정에 대한 부분참가를 말하 

-83-



는 것이다. 

이러한 주민참여는 행정기관이 결과적으로 정당한 판단에 도달하기 위하여 

우선 그 판단을 형성하는 일련의 행정과정에서 적정화와 공정화가 확보되어 

야 한다는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의 실천에 의한 행정과정의 규제이 

며， 그 전제는 불공정한 절차로부터는 결코 공정한 결론이 나올 수 없다는 

사고방식에 근거를 둔다. 

한편 주민참여는 전문기술적 또는 정치적 정보가 이해관계인을 통하여 제 

공되는 정보수집의 장으로서의 기능도 한다. 따라서 책임 있는 공무원은 이 

해관계인이 제시하는 기술적 지식과 국민의 감정에 타당한 답변을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주민참여 및 정보공개 퉁을 통해 행정을 공개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행정절차제도는 국민의 권리 •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결정 

에 이해관계인이 참여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며， 또한 행정기관 

이 스스로의 행정결정에 충분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게 함으로써 행정과정 

의 합리화와 국민의 권익보호 및 행정의 민주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절차제도는 국가의 법질서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미국， 캐나다， 일본에서의 주민참여와 관련하여 기본법인 연방 

행정절차법상의 주민참여제도와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환경영향명가제도를 먼 

저 검토한 후， 원자력 이용과 관련된 주민참여제도를 검토하고자 한다 16) 

2. 미국 원자력규재과정에셔의 주민참여 

가. 개요 

핵규제위원회 (NRC) 의 운영에 있어서 주민참여는 원자력산업에 대한 강력하 

고 공정한 규제의 기초이다. NRC는 이러한 주민참여 퉁 원자력 이용과 관련 

한 적절한 규제를 통해 공공의 이익을 반영하며， 주민이 그틀의 의사를 나 

16) 이상돈， “미국 · 캐나다의 원전법제자치연구J ， 9(1), 1999, pp.l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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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NRC는 또한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안 

전관련 문제가 적기에 그러고 실질적인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규제과 

정의 초기에 확실한 주민참여를 유도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과정은 NRC가 

원자력 안전과 관련하여 보다 정당하고 타당한 결정을 하고 있다고 주민을 

확산시키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누구든지 @ 원자력 시설의 부지선정 및 원자력시설에 대한 허가여부문제， 

@ 원자력시설의 운영이나 폐쇄와 관련된 문제， 그러고 @ 원자력시설의 환 

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결정 퉁을 포함하여 시설의 안전규칙의 적용에 있 

어서 결정적인 시기에 논명할 수 있다. 

이러한 주민참여 기회의 공고는 규칙， 정책， 그러고 그 외의 중요한 연방 

정부의 조치를 알리기 위해 매일 간행되는 연방관보(Federal Register)를 

통해 공표되며 때때로 인터넷을 통해 공표 되기도 한다. 한편 전국 각 지역 

의 NRC 지역 공공문서실과 워싱턴D.C에 있는 NRC 공공문서실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나. 규칙제정 

NRC의 주요한 역할 중 하나는 핵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규칙을 제정하 

는 것이다. 이러한 규칙은 원자력시설의 부지선정， 설계， 건설， 운영과 관 

련된 내용을 다루며， 그 외에 발전소의 최종적 폐쇄， 우라늄광， 연료시설， 

폐기물저장소 그리고 운송체계와 같은 문제를 다룬다. NRC규칙은 또한 병원 

에서의 원자력 의료프로그램이나 학문적 연구， 그러고 측량과 검사장비에의 

사용에 적용되며， 핵물질의 수입 • 지출과 같은 원자력의 이용에 관해서도 

다룬다. 

모든 규칙제정에 있어서는 적어도 한 번 이상의 논명기회를 주민에게 부여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논명기회는 종종 여러 번 제공될 수도 있으며， 몇몇 

경우에는 규칙이 제안되기 전에 NRC를 주관으로 하는 공청회나 워크삽이 개 

최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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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주민은 이러한 규칙제정과정의 초기에 그틀의 의향이나 관섬을 표현 

할 수 있으며， 중요한 문제의 경우에는 그것이 규칙에서 다루어지도록 요구 

할 수도 있다. 

규칙이 제안되면 이에 대한 논명을 위해 연방관보에 그 내용이 게재되며， 

NRC는 제안된 규칙에 대해서 토론하고 그 목적과 배경을 설명하며， 계속된 

논명을 얻기 위해 공청회와 워크삽을 개최할 수도 있다. 이러한 공청회 퉁 

의 내용 역시 연방관보에 게재되며， 이를 통해 수용된 논명은 제안된 규칙 

과 함께 최종 규칙안의 일부분이 되며 다시금 연방관보에 공표된다. 또한 

:-.JRC는 현저한 공공이익을 갖는 규칙에 대해 언론에 공개하며， 더 나아가 모 

든 규칙제정절차 과정을 전자게시판을 이용하여 공개하기도 한다. 

그 외에도 NRC는 RuleNet로 불리는 안내표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이는 공 

중이 ì\RC로부터 보다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며， 그에 대한 주민의 

관점과 논명을 제공하여 제안된 규칙이 통과되기 전에 인터넷상에서 다른 

참여자와 규칙에 대해 토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례로 중요한 공공이 

익을 갖는 정책펑가나 위원회 지침， 그리고 사업허가권자와의 대화는 종종 

규칙제정과 같이 다루어지며 공공논명을 위한 기회가 부여된다. 

다. 허가 

사업자는 원자력발전소 또는 그 외의 원자력관련시설의 부지선정， 건설， 

운영이나 방사성물질의 사용을 위해서는 사전에 NRC에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러한 허가과정은 허가의 개정， 허가갱신의 승인， NRC규칙의 면제에 

대한 신청을 포함한다. 그리고 사전허가과정 중에 공중은 연방관보나 언론 

공개 그러고 신청이 접수되었다는 지역안내를 통해서 알게 된다. 

시설의 운영허가 또는 허가갱선과정에 대한 개정을 포함하여 모든 허가조 

치에 대한 청문 또는 공공논명에 대한 기회와 관련된 통지는 연방관보에 게 

채되어야 한다. 

한편 원자력발전소의 허가절차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개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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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청문에 참여할 수 있으며， 만약 시설의 허가와 지역이익이 첨예하게 대 

립하는 경우에는 NRC는 허가가 신청된 시설의 부근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공청회의 통지는 시민단체와 시 • 정부대표에 우펀으로 

발송되거나， 지역신문에 발표될 수 있다. 

라. 시설의 폐쇄 및 허가 갱신 

원자력발전소의 최초 40년 운영허가기간의 말기가 도래하면， 이 경우 가능 

한 조치는 허가를 종결하여 시설의 폐쇄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NRC의 시설허 

가갱신규칙을 근거로 하여 원허가를 20년까지 연장하여 계속해서 전력을 공 

급힐 수 있는 연장요청을 하든가 이다. 이 경우 공중은 시설을 폐쇄하거나 

허가를 갱신하거나 그 각각의 경우에 NRC의 결정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갖는 

다. 

이러한 과정은 또한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처리와 같은 핵물질시설의 허가 

와 폐쇄에서 사용된다. 시설의 소유자는 시설이 운영을 중단할 때 운영 중 

에 부지에서 발생되었을 방사성오염을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한 시설폐쇄조 

치를 취하여야 한다. 한편 NRC는 이러한 시설 폐쇄문제 때문에 특별한 감독 

을 필요로 하는 연방내 시설부지목록을 만들어야 하며， 이 목록은 부지폐쇄 

관리계획 (SDMP)으로 불리는 문서에 포함된다. 공중은 환경명가 또는 환경영 

향명가가 이루어지는 통안 이러한 부지에 대한 폐쇄과정에 관여할 수 있다. 

NRC는 또한 원탁회의를 통한 주민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바， 이 경우 원탁 

회의는 주민이 정보를 수집하고 시설부지에서의 폐쇄조치와 관련하여 논명 

하거나 질문하고， 더 나아가 제3자 퉁과 다각적으로 시설 폐쇄문제를 논의 

할 수 있도록 부지의 부근에서 개최한다. 이러한 원탁회의는 연방 · 주정부， 

이익집단 그러고 각 사회의 대표를 포함하며， 회의의 안내 빛 내용은 지역 

신문이나 지역방송에 발표된다. 

마. 환경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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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펑가(ElS)는 NRC가 중요한 새로운 시설을 건설하고자 하는 제안을 

재심사하거나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외의 조치를 고려하는 

경우에 NRC위원에 의해 만틀어져야 한다. 연방환경정책법 (NEPA)에서 기원된 

EIS는 제안된 시설의 환경에 대한 영향과 관련하여 연방정부의 이에 대한 

명가를 요구하는 바， 이것은 제안된 조치나 시설의 환경영향을 기술하는 상 

세한 과학적 조사이다. 즉， El S에는 지리， 수질， 대기와 같은 지역의 물리 

적 특성 및 시설을 지원하는 운송체제능력과 지역인구에 대한 정보가 포함 

된다. 

한편 환경평가(EA) 는 일반적으로 EIS에 대한 선결과제로서 준비되고 연방 

관보에 게재되는 데， 만약 EA가 제안된 조치나 시설이 환경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지시하는 경우에는 EIS는 요구되지 않는다. 

바. 챙원 

주민은 보건과 안전문제와 관련하여 \JRC로 하여금 허가된 운영시설과 관련 

된 특별이행조치를 취하도록 청원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청원은 집행관에 

게 서면으로 제출되며， NRC하여금 이행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는 특별내용 

을 포함한다. 그러나 원자력시설에 대한 안전문제와 관련하여 확인되지 않 

은 주장이나 일방적인 반대는 고려되지 않으며， NRC는 적절하게 확인된 경 

우에만 허가를 수정하고 중지， 취소하거나 청원에 의해 제기된 문제의 해결 

을 위한 그 밖의 적절한 이행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한편 일단 채섬사를 위해서 청원이 접수되면， 청원자에게는 모든 관련정보 

의 사본이 제공되며 절차과정을 통보 받는다. 또한 적절한 경우에는 비정식 

청문이 제공될 수 있다. 이 경우 비정식 청문은 청원이 증대한 안전문제와 

관련되거나 NRC의 위반을 주장하는 새로운 정보를 제공할 때 이루어지며， 

NRC는 청원을 접수한 후 비정식 청문이 있기 전 30일 안에 연방관보에 공고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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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공청회 

주민은 증대한 안전문제를 다루는 다양한 공청회를 통해서 NRC의 규제적 

조치를 병행할 수 있다. 이러한 공청회는 허가신청자와의 가장 기술적인 회 

의와 병행하여 이루어지거나 공공이익집단과의 회의를 통해 이루어지기도 

한다， 한편 공청회는 일반적으로 NRC지역사무국 중의 하나 또는 Maryland주 

Rockville에 있는 NRC본부에서 열리는 데， NRC의 역할을 설명하고 지역주민 

이 제기한 질문에 답하며 일반주민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해서 원자력발전소 또논 그 외의 시설부곤에서 열리기도 한다. 공청회는 또 

한 허가신청자가 시설의 폐쇄와 관련하여 계획을 제출했을 때에도 열릴 수 

있다. 

이러한 공청회는 원자력발전소의 허가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컷 중의 

하나인데， NRC의 규정에 의하면 공청회는 건설허가를 발급하기 전 일반인이 

참여하는 공청회와 운영허가단계에서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열리는 

공청회로 나핀다. 원자력법에서 정식의 공청회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NRC 역시 공청회형태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실심리를 위한 증거조사차원에서 사실심리형 공청회를 주로 개최하고 있 

다. 

원자력발전소의 건설허가와 관련된 공청회는 NRC가 허가신청서와 안전명가 

보고서를 기초로 최종 환경영향명가서를 완성한 후 30일 이상의 여유를 두 

고 공청회가 열린다는 사실을 통지함으로써 개시된다. 공청회의 당사자는 

일반적으로 사업자， NRC위원， 그러고 참가인(intervenor)들로 구성되며， 여 

기서 다루어지는 내용은 원자력시설의 설계나 위치 그러고 시설건설 퉁과 

관련된 환경 빛 안전문제 퉁이다. 

공중이 공청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서변에 의해 진술하거나， 구 

술상 진술을 통해 참여하거나 또는 다른 관계인에 대한 반대십문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정식참가인 자격으로 참가하는 방법이 있다. 

공청회 심판관은 판사와 같은 지위를 누리며， 그 절차는 연방법원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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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와 비슷하다. 또한 공청회는 당사자를 특정하기 위해서 특별 사전 

공청회 (Special Prehearing Conference)를 개최하며， 사실인정절차는 그 후 

에 개시된다. 

원자력안전허가위원회 (Atomic Safety and Licensing Board)는 사실인정절 

차가 계속되는 동안 청문회의 쟁점사항과 당사자의 주장을 명백히 하여 합 

의를 도출하며， 공청회의 결과를 기초로 시설의 건설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원자력안전허가위원회의 허가결정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원자력안전허가상소 

심의회 (Atomic Safety and Licensing Appeal Board) 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 

으며， 직접 연방항소심에 항소할 수도 있다. 

한편 운영허가와 관련된 공청회는 건설허가관련 공청회와 달리 이해관계인 

이 공챙회 개최를 요구한 경우에만 개최되며， 안건도 신청자가 제안한 것에 

한정된다. 즉 NRC는 운영허가신청이 제기되면 그 허가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자를 대상으로 공청회 개최를 청원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고를 한 

다. 이 경우 청원자가 있으면 공청회가 개최되며， 쟁점은 청원자가 제기하 

는 것에 한정한다. 

아. 정보자유화법 (Freedom of Information Act) 에 의한 요청 

주민에 대한 NRC의 정보공개는 관련문서를 공공문서실에 비치함으로써 이 

루어진다. 그러나 정보자유화법 (FOIA) 에 의해， 주민은 언제든지 EIS초안， 

의견교환내용， 그리고 관련문서 퉁 NRC문서의 공개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NRC는 이러한 기록이 특별한 면제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한 공개요 

청을 접수한 후 20일 이내에 그 에 대한 공개를 허용하여야 한다. 이에는 

환경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안서에 대한 연방기관의 권고나 제안의 내용이 

담겨있는 연락문서와 같은 연방기관의 문서도 포함된다. 이 경우 자료는 가 

능한 한 무료로 제공되지만， 요청된 문서를 검색하거나 복사하는데 도는 비 

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사용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주민은 언제든 

지 서면으로 정보를 요청하거나 정규적인 접촉을 통해서 원자력시설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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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3. 캐나다의 공공참여 

공공참여와 협의는 환경영향명가에 있어서 본질적인 부분이다. 따라서 거 

의 모든 국가의 환경영향명가제도가 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협의와 공공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환경영향명가법의 목적 중 

하나 역시 환경영향명가 과정에 공공참여를 위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에 두 

고 있다. 

공공참여의 내용은 수행되는 명가의 형태에 따라 다양하다. 스크리닝 절차 

에서는 일반에 대한 공고와 참여가 주무기관의 재량사항인데 비해 포괄조사 

에서는 공중은 주무기관의 재량 하에서 명가서의 준비에 관여할 수 있고 일 

단 명가서가 환경영향명가청에 제출되면 그에 대해 논명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환경부장관은 위원회나 조정자의 명가서에 대한 이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열람 및 사본 취득 방법에 대해서도 공고하여 

야 한다. 위원회가 소집된 경우에는 공중은 위원회 전과정을 통하여 정보와 

논명을 제공하며 공청회에 참가한다. 

한편 캐나다의 환경영향명가제도에서 가장 특정적인 것은 위원회 심사를 

위한 공공참가자 기금프로그램이다. 환경영향명가법은 환경부장관이 조정과 

위원회 심사에 의한 명가에 있어서 공중의 참여를 용이하케 하기 위해서 참 

가자 기금프로그램을 수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금은 사실 

이전의 연방환경영향명가 및 심사절차(Environmental Assessment and 

Revi ew Process EARP)하에서 1990년에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수립되었다. 

수년간의 이행이 있은 후에 2백만 캐나다달러가 넘는 연간예산이 환경영향 

명가심사국(FEARO) 에 할당되었으며 지출을 위한 기준이 마련되었다. 기금은 

에스키모， 인디안 그러고 그 외의 자가사건을 준비하고 자신의 입장을 주장 

하기 위해 전문가 및 조사자를 고용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러한 참가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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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 대단한 성공으로 인식되었으며 정보와 논쟁， 그리고 그로 인한 결정내 

용의 질적 수준의 향상과 함께 공중에게 신뢰를 얻었다. 

환경영향명가법의 두 번째로 중요한 조항은 주무기관에 의한 환경영향명가 

의 대상이 되는 각 사업에 대한 공공기록대장(publ ic registry)의 수럽과 

유지와 관련된다. 공공기록대장은 반드시 명가와 관련된 모든 문서， 지원 

문서자료， 명가와 관련하여 공중이 제출한 모든 논명， 결정의 공고， 전문가 

에 의해 제공된 모든 권고와 정보， 공개 심사를 위한 참고문서， 모니터링의 

이행의 결과로서 제공된 기록， 완화조치가 이행되도록 요구하는 문서 몽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러한 공공기록대장의 문서는 전자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며 또한 저렴한 

가격으로 복사될 수 있다. 사실 이 공공기록대장은 위원회 심사를 위해 매 

우 광뱀한 정보의 이용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기록의 보관은 앞 

으로도 전자적 목록 체제가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다 쉽게 하며 책임기관에 

대한 감독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향상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전의 환경영향명가 및 심사절차에서는 모든 위원회 명가서의 기록 

이 FEARO에 의해 유지되고 공개되었으며， FEARO의 두 지국 즉 벤쿠버와 오 

타와 중의 하나에서 조사를 위해 이용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환경영 

향명가법에서도 계속되었으며， 통법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컷으로 예상되고 있다. 

4. 얼본의 엽지점션정절차와 지방자지 17) 

일본에서 전원입지의 선정은 국가의 에너지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렇지만 전원입지를 인정하는가는 당해 지역의 존재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 

제를 포함하고 있다. 또 원자로퉁규제법을 중심으로 하는 현행법체계에서 

부근주민의 생명이나 건강유지에 관한 원리이익이 개개인의 권리로서 보호 

되는 것은 법원의 판단으로 확립되어 있다. 그러한 까닭에 전원 및 관련시 

17) 천병태， “일본의 원전법제자치연구J ， 9(1), 1999‘ pp.7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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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특히 원자력시설의 입지는 당해 자치단체나 주변 주민의 이해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도도부현은 물론으로 

하고 입지점이 소재하는 당해 시정촌이나 인접 시정촌 그러고 주변 주민(지 

권자 • 어업권자는 제외)이 시설입지과정에 있어 정식으로 의견표명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충분히 부여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는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 주변 주민의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장 

으로서 전원개발기본계획을 작성할 때 제1차 공개청문이 실시된다. 또 안전 

면에 대해서는 원자로퉁규제법의 원자로설치허가의 단계에서 제2차 공개청 

문제도가 존재하고 있다. 환경영향명가에 대해서도 주변 주민의 자격으로서 

는 아니지만， 방법서의 작성과 준비서의 작성시점에서 의견제출의 기회가 

있는 정도였다. 

그렇지만 공개청문은 환경영향명가법이 제정된 단계에서도 통산성과 원자 

력안전위원회의 요강이나 방침에 근거한 것에 불과하다. 환경영향명가법상 

의 의견제출기회의 보장도 법률에서는 서변에 의한 의견제출기회의 보장에 

한정되고 있다. 

또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전원개발기본계획의 작성단계에서 도도 

부현지사의 통의가 필요하다라는 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편으로， 당해 

시정촌 • 인접 시정촌의 정식 의견표명의 기회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환경 

영향명가에 관련하는 신제도 있어서도 방법서와 준비서에 관해 통산대신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판리가 도도부현지사에게 인정되고 있는 한편， 관계 시 

정촌장의 의견은 도도부현지사의 의견에 반영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참조， 환경영향명가법제10조 . 20조， 전기사업법제46조의 7 . 

제46조의 12 ). 

이와 같이 관계하는 시정촌， 당해 주민의 의견청취의 기회가 법제도로서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은 입지점선정절차상의 커다란 문제점으로 일본에서 

도 광역 차원의 컷을 포함해서 토지이용계획절차의 정비를 검토해야 할 시 

기에 왔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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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입지절차와 지방자치의 관계에 대해서 문제 제기적 역할을 해 온 것 

은 1996년 8월 4일에 新鴻縣卷메에서 원자력발전소의 시비를 툴러싸고 행해 

진 주민투표였다. 주민투표의 결과 발천소의 설치에 반대하는 투표수가 투 

표총수의 과반수를 점하였기 때문에 뻐I長은 통북전력에 대해 메有地매각을 

거부하는 취지의 뭇을 표명하였다. 때有地에 대해서도 절차를 밟는다면 토 

지수용법에 근거해서 수용을 할 수 있었지만， 현 단계에서 이러한 절차를 

밟는다는 것이 곤란하다고 생각되 었으므로 卷메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은 당 

분간 불가농하게 되 었다. 

이와 더불어 거의 같은 시기에 日美안전협정의 변경과 재일 미군기지의 축 

소시비를 묻는 주민투표가 오키나와현에서 실시된 경우도 있었으며， 卷머I의 

사례는 전국의 주목을 받았다. 그리고 卷메의 사례에 대해서는 주민의 직접 

민주주의에 근거한 결정의 가능성을 지방자치에서 개척한 것이라논 명가가 

있는 한편， 원자력발전소 입지와 같은 국가의 에너지정책과 밀접한 관련성 

을 가지는 문제를 주민투표에 의해 결정하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하는 견해 

가 많은 논자로부터 제시되고 있다. 이 문제는 일본의 바람직한 지방자치제 

도의 방향에 일석을 쌓은 것임과 통시에 원자력발전소 입지절차의 성격과 

문제접을 생각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검토소재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 

되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이에 대해 상세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卷메의 주민투표에 관한 구체적 검토를 하기 전에 주민투표에 관한 

기본적 논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현행 헌법 및 지방자치법 하에서는 

지방자치제도에 대해서도 장 및 의회라고 하는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에 의 

해 운영되는 간접민주제가 기본이 된다. 그렇지만 일헌법 제95조는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적용되는 법률의 제정에 대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투표절차가 팔요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에서는 이나시어티브(조 

례의 제정개폐요구， 사무감사청구)나 리콜(장 동의 해직 · 의회의 해산청구) 

이라고 하는 직접민주제도가 설치되어 있다(지방자치법제12조 • 제13조 퉁). 

간접민주주의에 의한 운영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 직접민주주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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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발몽하는 것에 의해 이것을 타따하는 것은 지방자치에 있어 기대되고 있 

다고 하는 것에 대해 부정하는 논자는 없다. 

그렇지만 오늘날의 주민투표와 같이 특정 사항에 관한 결정을 주민다수의 

사에 위임하는 레퍼랜담(주민투표)을 헌법이나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통해 

실시하는 것은 가능한가， 또 가능하다고 해도 자치단체의 바람직한 정책결 

정으로서 적당한가에 대해서는 주민투표제도， 더 나아가 직접 민주주의적 

제도의 평가와 관련해서 논의가 나누어져 있다. 

예를 틀면 현행법상으로는 장이나 의회의 책임에 있어 실시되어야하는 사 

항을 주민투표에 의해 결정하는 것은 이러한 자의 책임을 침탈하는 것은 아 

닌가. 또 이러한 자가 자기책입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가. 자 

치단체의 권한사항에 속하지 않는 또는 판한이 한정되어 있는 사항을 주민 

투표에 맡기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는가. 국책에 관한 사항이나 전문기술적 

인 사항을 주민투표에 맡기는 것은 적절한가. 더욱이 주민투표를 실시할 때 

에 정확한 정보제공이 행해져 적절한 판단이 내려지는 환경이 형성가능한가 

동 주민투표제도의 도입에는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의문의 각각에 대해서 주민투표제도의 도입에 적륙적인 입 

장의 자로부터 반론이 있고， 추상적인 논의의 다툼에 의한 대립점의 소재가 

불명확하게 되어 있다는 접도 문제가 된다. 그러고 이러한 논점을 (1) 주민 

투표제도의 현행 법제와의 적합성， (2) 주민투표제도의 대상사항， (3) 주민 

투표제도실시의 정책적 합리성， (4) 투표실시를 할 때의 기술적 문제로 나 

누어 卷메의 주민투표를 예로 검토하기로 한다. 

우선 주민투표제도의 실시와 현행법제도와의 적합성이다. 卷메의 조례에서 

도입된 주민투표의 결과는 메有地매각에 대한 田I長의 판단을 법적으로 구속 

하지 않고， 장은 스스로 판단할 때에 이 결과(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존중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데 지나지 않는다(卷메에 있어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제3조) . 

학설에 있어서는 결과를 존중하지 않은 경우는 장에게 설명의무가 생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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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를 다하지 않는 때에는 장의 결정은 위법하다든가， 내부적 존중의 

무가 장에게 생긴다고 하는 논리에 의해 어떠한 법적 구속력의 발생을 의무 

화하려는 입장도 있다. 그렇지만 현행법제도가 메有地의 매각을 때長의 권 

한으로 하고 있는(지방자치법제147조， 제 149조， 일정의 경우에 의회의 의결 

도 필요하다) 이상은 조례로써 권한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곤란하고 

卷메조례도 그러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은 의도하고 었지 않았다고 해석해 

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주민투표 대상사항의 문제이지만， 이 점에 관한 종래의 논의논 

아주 복잡하다고 생각된다. 卷메조례의 경우 卷메 발전소 부지의 중요한 부 

분을 점하는 메有地가 통북전력에 아직 매각되지 않았다고 하는 특유의 사 

정이 존재하였다. 그러고 卷때조례의 경우 「卷뻐I 원자력발전소 부지 예정 

지내 머I有地의 매각 기타 卷메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에 관한 사무」 의 메長 

에 의한 집행에 대해 주민의 의사를 직접 묻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 

다(卷메조례 제3조2항). 따라서 이 투표가 원자력 발전소의 설치라고 하는 

국가정책의 시비를 한 지역의 주민이 결정하는 성격의 것으로 지방자치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해는 타망하다고 할 수 없고， 메有地의 

매각 등의 사무는 주민투표의 대상사항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卷메조례 및 동조례에 근거한 투표의 실시방법 가운데에도 이러 

한 이해를 낳게 하는 요소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때長의 

존중사무를 규정하는 부분에서는 「메有地의 매각 기타 卷메 원자력발전소 

의 건설에 관한 기타 사무」 라고 하는 기술이 있고， 판단대상이 정의 사무 

에 포함되는 사항인 점은 명시되어 있는 것에 대해 투표방식은 「卷메 원자 

력발전소의 건설에 잔성인가 반대인가」 를 묻는 것이였다(卷메조례 제11 

조). 

그러한 의미에서는 卷메의 주민투표에는 국가의 에너지정책의 시비에 대해 

한 지역의 주민의견을 정면에서 묻는 요소까지 부여한 것이라는 점은 부정 

할 수 없다(오히려 투표를 추진한 측은 투표에 그러한 역할을 부여하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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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卷메조례의 애매한 성격이 동조례 

에 관한 논의를 복잡하게 만든 최대의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는 메有地 빛 기타 관련사무의 집행에 대해서는 

원자력발전소 설치에 대한 주민의 의사가 제시되는 것은 불가결한 것으로 

투표방식을 원자력발전소의 설치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것이었다는 것은 잘못 

된 것이 아나라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그렇지만 정의 사무집행에 대해 

서 구체적인 형태로 주민의사가 표명되는 방식과 특정지역의 범위를 넘는 

정책과제에 대해서 지역주민이 의견표명을 행하는 방식에서는 의사표시가 

가져오는 효과는 상당히 다를 것이다. 메有地의 매각 퉁 田I長이 사무집행을 

행하는 때에 주민의사를 묻는 것이라는 점을 명시하는 투표방식으로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당연히 가농하였고， 이 점을 卷메조례에 있어 문제점으 

로 지적하고 싶다. 

다음은 셋째의 논점인 제도실시의 정책적 타당성의 문제이다. 우선 원자력 

발전소 설치의 시비와 같은 고도로 기술적인 문제는 주민투표의 대상사항은 

아니라고 하는 의견도 있지만， 이 견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 

문이 었다. 즉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현행법제도에서 원자력발전소 입지를 

툴러싼 판단에 있어서는 안전성의 문제이지만， 지역의 장래상을 둘러싼 주 

민 개개의 판단은 중요한 요인으로서 작용한다. 

더욱이 원자력발전소 고유의 문제에 시점을 한정해도 안정성 외에 핵연료 

리사이클노선의 선택이나 省에너지정책에 대한 명가 퉁이 개개의 원자력발 

전소 입지에 대한 태도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자력밸전소 입지문제에 관한 판단재료의 하나에 지나지 않고， 주민루표실 

시의 정책적 타당성을 안전성의 문제만으로 논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간 

과활 우려가 있다. 

그러나 주민투표의 장에 있어 안전성에 대한 책임 있는 판단이 내려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총합판단에 있어서 고려요소에 이상이 발생하게 됨으로 이 

러한 문제와 관련된 사항을 주민투표에 건다는 것은 피해야할 것이라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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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에 다시 이르게 된다. 그렇지만 이 결론을 지지하는 견해는 안전성에 관 

한 판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나 장이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을 

암묵적인 전제로 하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일본의 지방자치단체(특히 시정 

촌)는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 관한 독자견해를 가질 수 있는 충분한 조직 

부서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통례이다. 

그러한 의미에서는 문제를 안전성에 한정한다면 장 및 의회의 판단능력과 

주민 개개인의 판단능력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원 

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주민투표의 사항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하 

는 견해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고도로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 

에게 판단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나라 현행법체계가 국가의 책임 있는 기관 

에 대해 통제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 있어 주민투표 

의 판단재료로 하는 것으로는 부적당한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리 

고 안전성 이외의 판단요소， 국가의 에너지정책의 당부나 핵연료 리사이를 

정책의 펑가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결론적 

으로는 원자력발전소 입지를 툴러싼 주민투표의 남용은 회피하여야 하는 점 

이라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지역의 장래상을 툴러싼 결정은 장이나 의회의 기본적 책임에 속하는 

것이지만， 주민투표의 대상으로도 친숙한 사항이다. 그러고 지역의 장래상 

의 결정이라고 하는 당연히 주민의 총의에 근거해서 행해져야 하는 문제의 

결정에 대해 국가의 권한사항과 밀접하게 관련하는 까닭에 주민에 의한 의 

사표명의 기회를 일체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주장은 극단적인 

것으로서 받아툴일 수 없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장과 의회의 판단이 성 

럽하는 때나 장 및 의회의 결정은 주민의 총의를 반영하고 있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때에 총의의 소재를 명확하게 해서 장 및 의회의 참고에 제공하는 

것은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에도 적합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민투표 실시의 기술적 문제이다. 卷때조례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한 투표방식 외에도 제도설계상의 시접에서 몇 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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싶다. 우선 현행법제도 하에서 원자력발천소의 안천성판단이나 에너지정책 

의 전개에 대해서는 국가의 판단이 기본적으로 존중되어야 할 것이고， 원자 

력발전소 입지에 있어 주민투표의 주된 쟁점은 원자력발전소와 이에 수반하 

는 지역진흥시책을 전제로 한 지역정책의 타당성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 

지만 현실의 투표가 이러한 이해 하에 실시되기란 어렵다. 오히려 현행법제 

도 하에서 지역 주민의 절차참가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 입지점 선정의 절차 과정에 그 지역 시정촌이나 주변 시정촌의 의견표 

명기회가 법적으로 자리잡고 있지 않는 결과 국가의 베이스에서 추진된 입 

지선정에 대한 저항의 장으로서 주민투표라고 하는 수단이 선택된 측면이 

강하다. 

이상과 같이 주민투표제도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제도하에서도 당해 사항 

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대해서 장기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실시기술상의 문제가 더욱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끝으로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의해 주민투표제도를 법률상 자리잡게 하는 

것에 관한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원자력발전소 설치허가 퉁에 있어 주민참가절차가 정비되고， 

입지점 선정절차에 있어 그 지역 시정촌 및 주변 시정촌의 의견표명 기회나 

주민의 의견진술기회가 법적으로 보장된다면 원자력발전소 입지결정에 있어 

주민투표의 필요성은 현저히 저하할 것이다. 그렇지만 장이나 의회가 행하 

는 지역정책형성이 복잡화되거나 또는 주민의 총의와는 명확하게 다른 방향 

으로 독주하려고 하는 때에는 그컷에 제동을 거는 절차로서 주민투표의 발 

동은 고려해 볼만하다. 다만 소극적 주민의사의 발통수단으로서 기존의 리 

콜(직접소환제도)의 제도가 있기 때문에 주민저항형의 주민투표 발통에는 

한정적 요건을 두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그 때에는 주민투표에 있어 판단사항이 정리되고， 투표방식도 앞서 

정리한 형태로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투표결과의 구속력에 대해서는 

법률상의 제도로서 실시한 이상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을 구속하는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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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되어야 하는 한편， 표결의 결과가 근소한 때나 투표율 동의 저하 때문 

에 주민의 총의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때까지 그러한 효과를 부여 

하는 것에는 산중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이 강력한 구속력을 가지는 제도를 

법률상 위치 지우는 데는 검토해야 할 기술적인 사항은 아주 많이 남아 있 

다. 그러한 의미에서는 구속력을 가지는 정규의 주민투표로서는 지명의 변 

경 퉁 문제가 없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고， 기타의 것은 지금까지 본 바와 같 

이 장과 의회의 정책결정을 할 때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보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제 2 절 우러나라에서의 주민참여 

L 현행 원자력 규져l행정에서의 주민참여 

원자력법 제104조 5에 의하면， 발전용 원자로는 관계시설 건설의 허가 또 

논= 즈~òl 조L 
L一 。L:i:프 얻고자 하는 자와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의 건설 · 운영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신청자)는 방사선 환경영향 

펑가를 작성함에 있어서 방사선 환경영향펑가서 초안을 공람하게 하거나 공 

청회 몽을 개최하여 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의 주민의 의견을 수 

렴하고 이를 방사선 환경영향명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대 

통령이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공청회 퉁을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학기술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제104조의 3에 규정을 두고 있다. 

CD 제17조 제1 항， 제24조 제1 항， 져1135조， 체60조， 제68조 제1 항， 저1179조 

제1항 또는 제90조의 7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동록의 취소 

@ 제4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지정의 취소 

@ 저193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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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민투표제도의 현황과 과재 

1994년 3월 16일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3조의 2(주민투표)에 의하면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 

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퉁에 대하 

여 주민투표에 불일 수 있도록 하고，tî)주민투표의 대상 · 발의자 · 발의요 

건 · 기타 투표절차 퉁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하고 있으나 7년 

이 지나도록 주민투표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아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앞서의 외국 사례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 

정권을 직접 주민이 행사하도록 보장하는 제도로서 그 도입이 긍정적으로 

확대되어가고 있다. 주민투표제도를 통하여 오히려 원자력 관련시설의 입지 

선정 결정과정이 주민의 관심과지지 속에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책입성을 강화시격나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주민투표제도를 적극 도입할 팔요가 있다. 주민틀은 

주민투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지방행정에 

의 관심과 참여를 증대시키게 됨과 통시에 주민의 민주의식을 고양시키게 

되나， 주민투표는 시간적 · 장소적으로 한정된 단기적 특수이익을 일방적으 

로 캉요할 가능성이 크다는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주민투표제도를 도입함 

에 있어서는 주민투표제도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그 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극소화하도록 대상， 절차， 효과 동을 규정하여야 한다. 

제 3 절 우리나라의 정보공개제도 

1. 정보공깨쩨도의 도엽 

우리나라는 1992년 청주시를 비롯하여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정보공 

개조례」를 제정하였다. 중앙정부에서는 1994년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칩」에 

따라 정보공개를 실시키로 되었으며， 1996년 12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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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이 국회의결을 거침으로서 본격적인 정보공개제도를 채택 · 실시 

하게 되었다. 

2. 정보공개제도의 내용 

가. 정보공개의 청구권자 

국민의 기본권인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보접근에의 기회가 균뭉하 

게 국민에게 부여되어야 하므로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 

진다. 

나. 공개대상정보의 종류 

정보공개법이 규정하는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퉁에 기록된 사항 퉁이다. 

(1) 대상정보의 공개시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는 대상정보의 공개시점이 청구자 뿐만 아니 

라 행정기관으로서도 중요하므로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문 

서는 @ 자료수집시점，(9 기안시점，@ 결채종료시점，@ 결재에 근거를 

둔 사업 풍의 종료시점，@ 보관 · 보존시점 퉁의 단계를 거친다. 청구권자 

는 알고 싶은 정보를 적시에 공개한다는 점에서 1, 2단계가 바람직하지만 

공공조직으로서의 정보에 대한 책임성， 안정성， 확실성을 유지하는데는 4, 

5단계 시점 이후가 대상정보로서 고려될 수 있으며， 주민참여의 촉진을 위 

해서는 결재 종료시점이 적절하다. 

3. 정보공재의 한체 

현행법상 정보공개의 한계로는 @ 국민 쪽에서 일부러 청구하지 않으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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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논 공개되지 않으며，~ 정보는 청구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므로 국민에 

게 널리 공개되는 것은 아나며，(3) 정부 쪽에서 새로운 정보를 수집 또는 

작성할 의무가 없는 점 퉁이다. 따라서 정보공개제도의 충실화를 위해서 각 

종 회의의 공개와 회의록의 공표를 포함하는 정보공표의무제도의 확립을 필 

요로 하고 있다. 

제 4 철 현행 원전 사고 • 고장정보의 공개 

1. 공깨지첨의 목적 

원자력발전소에서 사고 • 고장 퉁이 발생한 경우에 그 정보를 신속 • 정확하 

게 언론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원자력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 

고하고 대국민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코자함 

2. 정보공깨방법 

가. 원전 사고 · 고장정보의 공개는 그 대상에 따라 신속한 정보공개가 요 

구되는 것은 언론제공과 인터넷케재를 병행(이하 「언론공개」 로 함)하고， 

그 외의 공개대상 정보는 인터넷에만 게채(이하 「인터넷공개」 로 합)합. 

CD r언론공개j 는 사고 • 고장정보를 보도자료 형식으로 언론에 통보한 

후 인터넷에 게재 

~ r인터넷공개j 는 해당기관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채 

나. 사업자는 해당시간 이내에 사실위주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중앙 및 

지방언론에 배포하고 과학기술부는 사업자가 공개한 내용에 대해 검토를 하 

여 언론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토의견 퉁을 반영하여 보도자료 

를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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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에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 방사선의 위해 정도， 국민의 관심도 

동에 따라 [언론공개」 대상과 [인터넷공개」 대상으로 구분하고 세부 공개 

대상은 〈별표1)과 같음 

가. 언론공개 

@ 국민에게 신속히 알럴 필요가 있는 중요한 사고 · 고장 및 재해(방사 

선 비상， 방사성물질 도난 동) 

@ 법적 제한치를 벗어난 원전 운전상황， 종사자 · 주민의 방사선 피폭， 

방사농 물질 방출 

@ 원자력 안전에 문제를 야기하였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논 사항(사고 ” 

고장에 의한 원자로 정지 및 자연 · 인공재해 퉁) 

나. 인터넷 공개 

CD 원자로 안전운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설비 · 기기의 사고 · 

고장 또는 인공 · 자연재해 

@ 정상상태를 벗어난 원전 운전상팎， 종사자 • 주민의 방사선 피폭， 

방사능물질 방출 및 방사능 오염 

(3) I영상 수준을 벗어난 원전부지 내외의 환경방사선량률， 공간선량률 

4. 정보공개절차 

가. 언론공개 

(1) 사업자 

6)<멸표1)의 「언론공개」 대상 사건이 발생한 후 

@ 해당시간 이내에 해당 원전의 과학기술부 주재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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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에 따라 통보 

@ 중앙 빛 해당지역 언론에 보도자료 배포 

@ 사엽자 인터넷홈페이지에 별지서식에 따라 게재 

(2) 과학기술부 

@ “ 30분 이내” 빛 “4시간 이내” 사항은 사업자로부터 통보받은 즉시 

최소한의 검토를 거쳐 보도자료 배포 

@ “다음근무일 이내” 사항은 사업자가 공개한 자료에 대해 과학기술부 

의 수정이 필요하거나 발표할 새로운 사항이 있는 경우에 보도 자료 

배포 

나. 인터넷공개 

(1) 사업자 

éD<별표1)의 「인터넷공개j 대상 사건이 발생한 후 

@ 다음 근무일 이내에 별지서식에 따라 과학기술부 주재관에게 통보 

@ 주재관에게 통보한 멸지서식을 즉시 사업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2) 과학기술부 

@ 주재관은 사업자로부터 통보를 받은 내용을 즉시 과학기술부에 보고 

@ 사업자로부터 통보받은 다음근무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별 

지 서식에 따라 과학기술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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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언론공개」 대상항목 

분 류 ! 대상항목 

30분 이내 

「←

4시간 

이내 

다음근무 

일 이내 * 

CD 방사션 비상(적색， 청색， 백색)이 발령된 경우 
• 적색 : 원전외부지역까지 방사성물질이 방출되거나 방출된 우려가 있어 

• 
주민보호가 요구되는 사고 

청색 : 원전에서 중대사태가 발생하여 소내로 방사성물켈이 방출되거나 
방출될 우려가 있는 사고 

• 백색 · 원전건물 내에 국한된 이상사태로서 중대사고를 유발할 가능성 
이 높아 경계를 펼요로 하는 사고 

@ 운영허가 조건 또는 운영기술지침서에 규정된 요건을 뱃어나서 공공익 
보건 및 안전을 위하여 비상조치를 취한 경우 

2 사고 · 고장등급분류의 결과가 잠정 1등급 이상일 때 
@ 방사성물칠의 화재， 분실， 도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 방사성물질의 방출량이 운영기술지침서의 제한치를 초과한 경우 
s 화재， 항공기충톨， 태엽， 유독가스 방출 등의 영향으로 원자로를 정지시킨 
경우 

@ 강풍， 지진， 홍수 해일， 변개， 폭우， 폭설 등 자연재해 영향으로 원자로를 
정지시킨 경우 

@ 잠정 O등급 이상의 사고 · 고장에 의하여 원자로가 정지한 경우. 단， 다음 
의 경우는 제외. 

• 시운전기간 중의 정지(계획에 의한 정지는 제외) 
• 시험 · 보수 또는 핵연료 교체틀 위한 정지 
• 원자력관계시설 이외의 고장으로 인한 정지 
• 계통병엽전의 정지 

@ 냉각재 또는 감속재의 누설이 운영기술지침서 제한치를 초파한 경우 
@ 증기발생기 세관의 누설이 운영기숨지침서 제한치를 초과한 경우 
(핏 원자로 냉각재 계통의 방사능 농도가 운영기술지침서 제한치를 초과한 경우 

@ 종사자 이외의 자가 소내에서 법적 선량한도를 초파하여 피폭된 경우 
CE: 종사자에 대한 방사선 피폭정도고 볍적 선량한도를 초과한 경우 
원전 인근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하여 지진감사기가 운전기준지진(OBE) 

이상의 지진을 감지한 경우 

@ 원전의 시설보전을 위한 통제기능이 위협 또논 상실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 원전 주설비(원자로건물， 보조건물， 핵연료 건물， 터빈건물 등) 내에서 
비 또는 인명에 영향을 미친 화재사고가 발생한 경우 

@ 원전 주셜1:11 의 구조물， 기가 등에서 붕괴 또는 파손사고가 발생한 경우 

@ 화재， 항공기충돌， 태엽， 침수， 유독가스 방출 등의 영향으로 50%이상 
원자로의 출력의 변동이 있논 경우 

λ4 
E즈 

@ 강풍， 지진， 홍수， 해일， 번개， 폭우， 폭설 등 자연재해 영향으로 50%이상 
원자로의 출력의 변동이 있는 경우 

( * ) r다음근무얼 이내」라함은 사고고장이 일어난 다음날 오후 6시 이내 

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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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r인터넷 공개j 대상항목 

류
 η 

대상항목 

원전운전 

관련사항 

CD 다음과 같은 원자로 정지가 발생한 경우 
• 시운전기간 중의 정지(계획에 의한 정지는 제외) 
• 시험 ·보수 또는 핵연료 교체를 위한 정지 
• 원자력관계시설 이외의 고장으로 인한 정지 
• 계통병입전의 정지 

@ 설비， 기기의 고장으로 공학적 안전계통이 작동된 경우. 단， 시험， 계측기 
오동작에 의해 작동되는 경우는 제외 

@ 냉각재 또는 감속재의 이상누설 * 이 있는 경우 
@ 증기발생기 세관에 이상누설 * 이 있는 경우 
@ 원자로 냉각재 계통의 방사능 농도가 비정상적 * 으로 증가하는 경우 
@ 운영기술지침서의 운전제한조건의 조치사항을 위반한 경우 
@ 방사능을 함유한 계통으로부터 누설이 발생하여 외부방사능유출을 감사 
하는 감기기의 경보설정치를 초과한 경우 

@ 원전운전과 관계된 주요설비， 기기의 고장 또는 손상으로서 30%이상의 
원자로출력 변동이 있는 경우 

@ 원전 인근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하여 지진감시기가 지진을 감지한 경우 

ICD 원전부지 내(방사선관리구역 제외) 환경방사선량률이 전년도 평균치보다 
방사선 /1 10배 이상 초과한 경우 
방사능 lø 원전부지 외부의 공간선량률(MP기준)이 전년도 평균치보다 10배 이상 

증가한 경우 

관련사항I@ 원전부지 내(방사선관리구역 제외) 및 부지 외에 국지적인 방사능 오염 
으로 언한 방사선량률이 자연방사선량률의 10배 초과한 경우 

기타사항 

φ 원전 주설비 이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설비 또는 언명에 영향을 마친 경우 

@ 발전소 인근 산불， 해양생물의 다량유업 등의 영향으로 30% 이상 원자로의 
출력의 변동이 있는 경우 

@ 기타 원전의 안전과 관련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 * ) r이상누설j 또는 「비정상적」 이라 함은 운영기술지침서 제한치의 

11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각 발전소멸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 값 이상을 말합. 

5. 원전고장 정보공깨의 한계 

현재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와 고장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불신해소 차원에서 사고， 고장 발생후 4시간 이내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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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원전사업자가 사고 · 고장의 원인을 규명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최 

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현실적 입장에서 비합리적 규정이며， 기관간의 

갈동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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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원자력 안전규제제도의 분석 및 개선방안 

제 1 절 원자력 안전규제제도의 동향과 전망 

1. 21셰기 원자력 발천과 과재 

21세기에 원자력은 중요한 기로에 서있다.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시각도 

관점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 실정이다. 1997년 12월 미국의 에너지성 내 에 

너지정보국(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은 「에너지 전망 1998년 

연감( Annua 1 Energy Ou t 1 ook 1998 )J 을 발간했는데， 여기서 2020년까지의 

에너지 장기전망을 제시해서 주목을 끌었다. 이 연감은 다음과 같은 비관척 

전망을 담고 있어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18) 

(1) 미국의 원자력 발전소는 40년의 가동허가기간이 끝난 후 허가를 연장 

하지 않을 것이며，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도 세워지지 않을 것이다. 

(2) 2020년까지 원자력 발전량은 현재의 50%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다. 

(3 ) 수력발전 및 기타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을 통한 발전은 현재의 12%에 

서 9%로 더욱 떨어질 것이다. 

(4) 천연가스 발전이 차지하는 비율은 현재의 10%에서 계속 증가해서 2020 

년에는 미국 전체 발전량의 30%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5)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 및 기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 

(6) 미국은 세계 시장에서 원자력이란 고급 기술에서의 선도적 역할을 

포기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미국에서 미래의 새로운 원전을 건설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술적，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 새로운 표준원자로에 대한 기술적 심사와 인증 작업이 있어야 한다. 

18) http://빼w.oka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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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 디자인， 건설， 운영의 표준화를 통해 비용과 계획의 예측 가능 

성을 확보해야 한다. 

@ 새로운 안전기준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규제제도가 개선되어야 하며 허가 

과정에서 의미 있는 공공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허가제도를 개선해서 새로운 원자로를 건설하고 운영할 사업자와 규제 

자 모두 분명한 지침을 갖도록 해야 한다. 

@ 새로운 규제제도와 허가절차의 요소를 투명화해서 미래의 사업자， 투자 

자， 그리고 일반대중이 이에 대해 보다 잘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원자력 안전규채재도의 과제 

규제기관이 해결하고 극복해야할 과제는 전력사업시장에 대한 규제완화가 

사업자에게 가하는 원자력 경제성 향상 압력에 의해 실제적인 원자력 안전 

성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또 제한된 자원으론 설제 원자력 

안전성 향상에 기여하는 규제를 해나갈 것인가 하는， 즉 규제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문제와 이를 위한 규제 효과성 측정방법론의 개발， 규제의 사업자 

에 대한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 · 명가하는 것과 국제적으로는 주변국의 원 

전시설 안전성 향상을 위한 지원범위의 결정， 대중들에게 원자력 안전규제 

활통을 적절하게 알리는 기술의 개발을 통해 안전규제에 대해 대중들이 요 

구하는 공개성과 투명성을 얼마만큼 확보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그 외에도 NGO틀의 연대와 감정에 호소하는 공세에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대웅하는가의 문제， 공공부문 특유의 규제기관의 관료주의로 인한 비효율성 

의 문제해결， 규제기관 구성원의 부서 이기주의 극복을 통해 동기를 부여하 

고 안전성 향상에 연계시키는 문제， 규제기관 자체의 안전문화확립과 사업 

자틀의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규제기관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원전개발 프로그램 작성시부터 국제수준의 원자력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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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인프라， 즉 원자력 법령체계를 구축하고 국제사회 

에서 인정받을 수준의 규제기관을 설립하고 충분한 재원과 인력을 확보하는 

문제， 국제 협 력 프로그램을 통해 선진국의 원자력 안전규제 지원을 확보하 

는 문제 퉁이 있다. 

그 중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당면과제는 원자력안전규제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 원자력의 이용과 개발을 진흥시키는 행정기관과 규제를 주도 

하는 행정기관을 분리하고 원자력 규제가 고도의 과학기술지식의 바탕에서 

규제를 전문화， 최적화시키는 문제이다. 

미국은 최근 보다 적은 예산과 인력으로 안전검사를 객관적이고 적시에 수 

행하는 새로운 원자로 검사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가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첫째， 잠재적 위험도가 보다 큰 분야에 검사를 집중하고， 둘째 

성농에 문제가 있는 시설에 보다 더 규제관심을 기울이고， 셋째 가능한 한 

원전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측정 명가하고， 넷째 원자력 사업자와 대중에게 

원전성능명가 결과를 적시에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는 것 퉁을 포함하고 있 

다. 

따라서 미국 NRC는 안전성 수준을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규제부담을 줄이 

고， 국민들의 신뢰와 확신을 확보하여 NRC의 활통과 의사결정을 보다 효과 

효과적 • 효율적 • 현실적으로 하도록 그 위상과 역할을 정립해 나가고 있다. 

캐나다는 1999년 「원자력안전통제법 (Nuclear Safety and Control Act)J 

을 제정하여 보다 강화된 원자력안전규제체제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규제를 

시도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일상 검사원틀에게 보다 큰 권한을 부여하 

여 규정위반의 경우 벌금이 현재의 l만 달러에서 1백만 달러로 대폭 강화된 

다. 또한 규제과정의 공개성과 투명성을 제고시격 청문회와 심사 및 청원제 

도를 마련하고 국민틀과 이해집단의 참여를 인허가의 중요한 부문으로 포괄 

하고 있다. 

3. 원자력 안전규제 행정쳐I째의 정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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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의 규제기관은 국내 원자력 산업규모의 팽창과 기술수준의 향상， 

국민틀의 안전에 대한 요구수준의 향상， 국제 원자력 동향， 기타 국내외 여 

건 변화를 적국적으로 반영하여 위협도 기준규제 및 비용편익 개념에 근거 

한 규제분석제도의 도입， 주기적 안전성 명가 퉁의 규제 합리화 • 최적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나 

라의 안전규제가 원자력 사업자， 국민 그리고 시민단체틀의 이해와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원자력이 갖고 있는 경제적 측면 또는 환경보호적 측면에서의 우월성을 아 

무리 강조하더라도 일반인의 원자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존재하는 한 원 

자력 발전소의 건설은 극심한 정치적 반대에 직면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원자력 문제는 단지 과학기술세계의 문제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정치세계의 

문제라 할 수 있다. 현실 정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일반인틀이 갖고 있는 

원자력에 대한 일반적 인식이다. 그러한 인식이 옳고 그르고는 부차적인 문 

제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원자력 위험 또는 원자력 안전 문제에 대한 다각 

적인 시각과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19) 

원자력 안전규제에 있어서 가장 큰 논쟁은 어느 정도로 안전한 것이 충분 

하케 안전한 것인가를 툴러싼 논쟁， 즉 안전목표의 수준에 관한 논쟁이다. 

다시 말해서 추가적인 안전조치로 인한 편익과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의 비 

쿄에 관한 문제， 바로 비용편익분석 또는 위험편익분석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방법의 적용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우선 원자력 안전 문제의 경우 위 

험도의 사실적 측정이 대단히 어렵고， 추가적인 예방조치의 결과 기대되는 

편익을 측정하기는 더욱 어려운 방법론상의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욱 심각한 문제는 사회마다 각종 기술에 따른 위험을 묵시적으로 다르게 받 

아틀인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확률적으로 계산되는 사망자와 부상자의 숫자 

로 표시되면 도덕적 · 윤리적으로 거부감을 갖게 된다. 

아직 선진국에서와 같은 위험분석연구가 진행되지는 않고 있고 이와 같은 

19) 최병선， “원자력 안전규제와 행정체제행정논총J ， 33 (1), 1995.6. pp.I-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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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방법을 우리 나라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이런 노력을 포기해서 

는 안 된다. 원자력 안전목표의 수치적 설정이나 그 이행 여부의 확인 퉁은 

결묘 포기할 수 없는 중대사안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강조되어야 할 사항은 

원자력 안전규제대상을 기술공략적 측면보다 인적 관리와 위협관리체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정부규제체제와 관행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규제기능과 산업진흥업무가 통일기관에 혼재되어 있고， 그 결과 규제기능이 

산업진흥기능에 압도되어 소홀히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규제기관의 포 

획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상항에서는 규제기관의 관료들이 관련업계의 요구 

를 수용해 주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 된다. 이 자연스러움 속에 규제 

기농이 약화되거나 실종되어 버린다. 실제로， 원자력 안전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과학기술부 원자력실에서 원자력 진흥과 안전규제업무를 동시에 다루 

고 있다. 원자력 위원회 역시 원자력 진흥을 일차적인 기능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 결과 위원회 산하의 원자력 안전 전문위원회는 부차적인 위치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위상과 역할도 상급규제기관인 

과학기술부의 원자력국과 아직 명백히 확립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 

라서 원자력안전기술원， 과학기술부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상호역할 분답 

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제 2 절 현행 원자력 안전규제제도의 실태 분석 

정부는 원자력 안전규제의 목표와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 

하기 위해 법적 ·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원자력 안전규제 

활동과 관련되논 정부조직으로는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보건복 

지부 퉁이 었다. 

과학기술부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물질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동에 

대한 안전규제 행정의 주무부서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산업자원부는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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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정책에 의한 전력설비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환경부는 원 

자력 시설의 방사선 환경영향펑가를 제외한 일반 환경영향명가에 대하여 협 

의 ·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진단용으로 사용되는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을 맡고 있다. 

이러한 정부조직기능과는 별도로 정부는 안전규제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 

해 안전규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는 기구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설 

치 · 운영하고 있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에 전문적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그리고 원자력 안전성 확립 및 검 

증업무를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난 80년대 초부터 한국원자력연 

구소내에 전문기관을 설치 · 운영하여 왔다. 이 기관을 모체로 하여 1990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독립기관으로 발족하였고 현재 정부로부터 원자력 

안전심사 및 검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안전규제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 

을 담당하고 있다 20) 

원자력 행정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관리에 최우선을 두어 

야 하며 원자력 안전관리는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동시에 원자 

력 사업과 안전규제가 완전히 분리되어 독립성， 객관성， 공정성이 유지되어 

야 한다. 더욱이 원자력 발전사업의 계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국민의 절대 

적인 신뢰와 협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국민의 신뢰와 협력을 얻기 위하여 안 

전관리 행정의 신뢰성， 전문성，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인 책임수행 

체제가 확립되어야 한다. 

현행 제도는 규제당국으로서의 과학기술부와 원자력 시설의 인허가 심사， 

검사 및 기준개발 동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규제전문기관으로서의 한 

국원자력안전기술원， 그리고 한전을 포함하는 원자력사엽자의 소위 삼각체 

제가 정립되어 원자력 안전규제가 수행되어오고 있다. 

그러나 원자력 안전규제제도의 특정은 규제기농과 산업진흉 기능이 통일기 

관에 혼재되어 있고 그 결과 규제기능이 산업진흥기능에 압도되거나 뒤쳐져 

20) 과학기 술부， r2000년 원자력 안전 백서 J , 2001. 

-114-



서 안전규제가 효율적이지 못한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정부의 우선적인 

역할이 전력산업의 진흥에 주어질 때 전력산업의 진흥과 궤를 같이하지 않 

을 수 있는 원자력 안전규제는 부차적인 위치로 전락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규제기관의 포획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 측 규 

제기관이 피규제 산업의 포로가 되어 그들의 이익을 충실히 옹호하고 대변 

하는 역할대치의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포획현상은 원자력 

발전 분야에서도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 

정부는 우선 원자력 발전 진흥업무와 더불어 규제기능을 같이 행사하는 것 

이 일반적이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가 하면 원자력 안전업 

무를 총괄하고 있는 과학기술부에서도 원자력 진흥과 안전규제 업무를 통시 

에 다루고 있다. 원자력 위원회 역시 원자력 산업 진흥을 일차적인 기능으 

로 강조하고 있다. 그 결과 위원회 산하의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는 부차적 

인 위치에 머물 수밖에 없다. 1990년에 전문규제기관으로 설립된 원자력안 

전기술원도 아직은 그 위상과 역할이 확고하게 정립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 

렵고 상급규제기관인 과학기술부의 원자력국과도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능분 

담이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 

현재 시점에서 원자력 발전의 과제는 원자력 발전소를 어떻게 몇 개 더 늘 

리느냐 보다는 원자력 발전과 원자력 이용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다. 원자력 위협에 대하여 국민들이 보다 많은 이해를 가지게 

될 때 원자력 산업도 진흥하게 될 것이다. 원자력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신 

뢰는 오직 엄격한 안전규제 과정을 통해서만 확보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협약에 부합하는 안전기준과 규제방법을 채택하지 않을 

수 없고 원자력 안전과 관련하여 획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현행 규제행정체제 

를 개혁해나가야 한다. 그 대안으로 과학기술부는 최상급 원자력 안전규제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분명히 하고 현행의 원자력위원회는 규제위원회로 전 

환될 밀요가 있다. 왜냐하면 원자력과 관련된 문제는 안전문제를 최우선으 

로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다만 현행 원자력위원회가 규제위원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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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될 경우에 그것이 반드시 독립규제위원회로 개편될 필요는 없지만 현 

제도와 같이 부처장관틀이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되기보다는 원자력 안전전 

문가틀이 주축이 되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도록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원자력안전기술원과 과학기술부 및 원자력 안전위원회(안전규 

제위원회)의 상호역할분담체제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안전규제를 

실무적으로 답당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천문성과 실무경 

혐의 축적은 원자력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국민틀의 신뢰를 얻는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제 3 절 규제기관의 위상과 역할 

규제기관이 합리적으로 규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능 

한 한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시킬 수 있고 기술적 전문성을 확보 - 적용하여 

효율적으로 규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규제행정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 

다. 그러나 실제로는 규제행정제도의 운영에 책입을 지고 있는 규제기관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또한 효과 

적 · 효율적 엽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이나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경 

우도 많다. 

규제기관은 규제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법령에 따라 

새로이 설립되기도 하고， 법적 근거에 명시되어 있는 규제업무 수행에 적합 

한 행정기관이 있을 때는 이러한 기관에게 규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 

을 부여함으로써 그 모습을 나타내게 된다. 이러한 규제기관은 준입법적 ·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행정기관과는 구멸되어야 한 

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일반 행정기관에서 규제업무와 기타 행정 

업무를 구별 없이 함께 수행하고 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 규재기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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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기관은 규제입법의 관리와 집행에 책임을 지고 있는 기관으로서 규제 

대상자에게 부과함 제약이나 규칙 및 기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고 규제 

입법이 특정 유형의 행위와 행태에 대하여 적용해야 할 벌칙 또는 보상의 

규모와 내용을 명시하고 있지만， 규제기관은 입법에서 요청되는 행태와 행 

위에 일치 또는 위배되는 사항을 조사 또는 적발하기 위해 실제로 어떤 활 

통을 활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적발된 위배사항 중 어떤 것을 고발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어떤 위반자를 고발할 것인가 하는 선멸기준을 설정 

하는 것도 규제기관의 임무이다. 위반자 개인을 고발하는 데 적용될 제재 

정도는 순전히 규제기관이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규제기관은 위반자를 적발하고 고발하는 데 필요한 감시 및 사실확인 활몽 

을 하고， 규제대상자가 받게 되는 벌칙 및 보상의 기준을 결정한다. 즉， 규 

제기관의 제재활동과 집행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 벌칙이 규제입 

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지라도 규제기관은 구체적 형태의 벌칙 및 보 

상의 규모를 결정할 수 있는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규제입 

법에 명시된 ‘행태기준’은 규제기관에케 어느 정도의 재량권을 행사하여 적 

용할 수 있는 지 그 정도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 행 

태에 관한 기준과 벌칙이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규제대상자의 주관적 행 

태가 어느 정도의 벌칙을 받아야 하는 지에 대한 것은 구체화되지 않고 있 

으므로 규제기관이 규제입법에 명시된 ‘요청된 행태기준’을 어떻게 해석하 

느냐에 따라 벌칙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규제기관이 법규를 해석하는 데 행사할 수 있는 재량권에 제약이 없는 것 

은 아니다. 이러한 제약성은 규제기관이 부여된 규제업무를 예산의 법위 내 

에서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 기인하고 있다. 예산상의 제약성은 예산배정에 

책임을 지고 있는 입법부 또는 행정부의 행태와 관련하여 나타나게 된다. 

규제기관의 업무수행이 이들을 불만족스럽게 하면 규제기관은 예산상의 불 

이익을 받게 될 것이다. 더욱이 이틀이 피선된 공직자들이라면 규제기관의 

업무수행의 결과에 따라 예산상에 제약을 가하게 될 것이다. 왜냐 하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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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이 대표하고 있는 사회구성원의 이익을 대변하여 규제기관의 활통을 제약 

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2. 규채기관의 조직구조 

규제행정을 위한 조직구조의 선정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는 규제행정을 

위한 조직유형을 획일적으로 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국가가 규제행정 

을 위하여 오직 한 형태의 조직구조만을 채택해야 할 팔요도 없다. 일반적 

으로 개발도상국， 특히 중앙계획경제를 택하고 있는 국가는 규제적 기능을 

주로 정부부서의 틀 안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다. 

왜냐하면 계획경제제도에서의 규제활통은 국가기획의 일부분을 형성하고 있 

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국가에서의 규제행정은 집행， 입법 및 사법기능 

을 포함하고 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 규제기관이 성공적으 

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입법부와 사법부로부터 일정 권한을 위임받아 

규칙제정과 판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나라 실제 규제업무를 효율 

적 ·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 

입법부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법규를 신속하게 준비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한 신축성을 가지고 있는 규제기관이 규제업무 

를 수행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입법부가 상세한 성문법을 통과시키고， 

법원이 바람직하지 않거나 바라지 않논 결과가 이미 발생되어 사후에 법적 

절차를 통하여 벌칙을 부과하는 것보다는 상황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규제기관이 부정적 결과를 예상하여 이를 방지하는 데 적합한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더 바람직하다. 

각 규제기관은 특정 규제업무 수행에 요구되는 전문성과 구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처렴 규제기관은 보통 기술적 · 법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인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고 특정분야에서 장기적인 규제업무의 담당 

으로 얻은 경험을 축적한 인력자원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므로 규제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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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 신축적이고 를
 

무
 

l 어
 님 

그 수 있고， 전문화시킬 업무별로 옳
 

「T 치
 「

조
 

규제기관은 볼 때， 미루어 점으로 이러한 있케 할 수 있다. 겨、 

I 운영할 로 

가져야 하고， 능력을 。 l .b.
끼 ..... "L一

까‘ 
I 신속하게 처리할 효과적이고 문제를 규제적 

자원을 확보하 물적·인척·기술적·전문적 

는 데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이하여 이러한 능력을 제고하기 

3. 규채기관 조직유형의 결정 

문제점에 가지 고려해야 할 몇 데 결정하는 τ21 。 현 。
그二(커 ïr 경돋를 우선 규제기관의 

관하여 살펴볼 밀요가 있다. 

부속기관으로 설 또는 집행부의 독립적이어야 하는지 규제기관틀이 첫째， 

가 도입 대부분의 경우에 첫 번째 방법의 치되어야 하는 지에 관한 것이다. 

능성을 배제시켜서는 아나 되지만 후자의 방법이 개발도상국에 더 적합하다 

고 할 수 있다. 

또는 집행 규제기관이 집행부의 행정부서장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지 툴째， 

문제는 이러한 져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수장에게만 직접 책임을 부의 

특수한 여건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주로 규제의 생격과 규제기관이 설립된 

것이다. 

아니면 합의제로 운영될 것인 규제기관이 단독제로 운영될 것인지， 셋째， 

합의제형태의 는
 

또
 

규제위원회는 위원회 독립적 미국의 가에 관한 것이다. 

갖게 된 Z직을 규제위원회가 합의제 형태의 독립적 있다. 가지고 ;ζÄl 。
」一 「듣'[ 

집단의 결정에 의한 것이 공익을 책임자의 결정에 의한 것보다 단일 데는 

더 것이다. 더 잘 보호할 수 있거나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에 따른 

임기에 시차제를 툴 수 있어 

이외에도 독립성의 확보를 

조직에서는 위원회 위원의 욱이 합의제 형태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케 한다. 업무의 

임기보다 더 

또한 위원회에 속하는 모든 위원이 모든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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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권자인 대통령 

긴 기간으로 정할 수도 있다. 

임기를 위해 위원틀의 



이나 단체로부터 선발 •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두어 이를 실 

천함으로써 정치적 영향력을 중화시킬 수 있다. 

넷째， 규제가 모든 시민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독립적 규제위원회의 경우에는 일반적 책임의 소재를 정확히 밝힐 수 없다 

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회의 과정을 시민틀에게 공개함으로써 시민틀 

과 피규제자틀이 참여하여 그틀의 이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규제기관틀의 결정을 심사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행정법원은 규제행정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데 이용할 수 있 

는 주요한 기관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다섯째， 규제기관틀의 업무를 조정 · 통합할 수 있는 중앙관리감독기구를 

설립하여야 하는 문제이다. 중앙감독기구나 조정 • 종합기관이 부재하다는 

것이 많은 국가에서 규제행정 수행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 중의 하 

나로 지적되고 있다. 조정 · 통합의 문제는 수명적 그리고 수직적 두 가지 

측면에서 발생하고 있다. 수명적 측면에서는 이러한 기구가 없으면 규제기 

관틀 간에 그리고 규제기관과 행정부서， 특히 독립적 위원회틀 간에 규제업 

무 수행과 관련하여 조정 · 통합을 이루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끝으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이 규제행정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문제로 지연현상， 이익집단의 압력， 부정 · 부패행위 몽을 틀 수 있다. 

이미 논의된 것처럼 규제행정에서 행정상의 지연을 초래하는 원인으로는 법 

규 제정의 비연속성， 이익집단틀의 정치적 참여， 행정절차 및 제도의 경직 

성 퉁 여러 가지를 소개했지만 무엇보다도 지연의 요인은 규제기관의 행정 

능력에서 기인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모든 국가에서 독립적 규제위원회를 

포함한 규제기관들이 이익집단틀로부터의 강력한 압력에 노출되고 있다. 그 

리고 어떤 국가에서는 규제행정 행위와 관련되어 부패행위가 성행되고 있는 

것은 아주 공통적인 현상으로 잘 알려진 사실이다. 아무리 규제행정이 중요 

하더라도， 규제행정이 이러한 문제틀을 극복할 수 없다면 그의 역할을 효과 

적 ·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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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것이 바로 규제개혁을 통해 이루어 

져야 할 과제이다. 

4. 규재기관의 유형과 특생 

가. 독립척 큐채위원회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독립적 규제위원회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규제기관 

은 없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조직유형으로 

서 규제행정이 독립적 규제위원회의 제도를 통해서 수행되는 행정을 의미하 

는 것으로 일반화되어 왔다. 독립적 규제위원회는 입법부 · 행정부 • 사법부 

의 통제권밖에 위치하여， 입법부로부터 법의 집행에 필요한 규칙 및 규제를 

채택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 이러한 규칙 및 규제를 실체적 또는 구체 

적으로 시행하는 독립적 기구로 운영되고 있다. 

냐. 집행부 소속 규채기관 

미국에서도 독립적 규제위원회 형태의 규제기관이 규제업무를 답당하는 유 

일한 조직이 되지 못하고 있다. 독립적 규제위원회형은 전문성， 기술성 동 

을 확보하여 외부의 정치적 압력 없이 그의 업무를 객관적 입장에서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개발도상국처럼 국가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경제 • 사회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는 국가에서는 적합하지 않 

다. 그 이유는 발전정책이 국가적 계획의 틀 안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 

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립적 규제위원회에 대한 대안으로서 집행부 소 

속형 규제기관이 설치되고 있으며， 이러한 유형의 규제기관의 특정은 정부 

구조 내에서 대통령 직속기구， 행정부서의 부속기구 또는 행정위원회의 형 

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규제기관은 집행부 조직구조 내에 

서 독립적 합의제 형태뿐만 아나라 계총적 관료조직 내에서 그 부속기구의 

형태로서 설립 •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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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기업 

독립적 규제위원회와 행정부서의 부속기관 또는 행정위원회형의 규제기관 

은 민간 소유에 의한 공공규제방식으로 규제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틀이 

다. 행정부서형외 규제기관에 의한 규제는 일련의 규제행정과정이 행정부서 

의 조직구조 내에서 수행되고 있으며， 독립적 정보를 행정부서에 의존하여 

입수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와는 달리 공기업을 통한 규제기능의 수행은 규 

제와 관련된 결정은 행정부서에 의해 이루어지고 실제적 집행기능만 공기업 

이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공공소유(행정부서에 의한 공기업의 

소유 • 감독)에 의한 공공규제 방식(행정부서에 의한 공기업의 가격， 

생산량 퉁 주요 정책인사에 대한 통제)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l 二~
디 l:1 • 

이와 같이 공기업이 그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규제와 육성을 포함한 

광의의 규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정부기관이 공공 소유 

에 의한 공공규제’를 함으로써 ‘민간 소유에 의한 공공규제’를 통한 규제에 

서 실제로 성취할 수 없는 성과를 용이하게 달성하기 위해 공기업을 규제기 

관화하여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이다. 

랴.지방자치단체 

업무의 성격상 지방정부 간에 외부효과가 없어 특정 지방정부의 의사결정 

이 다른 지방정부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우， 지방정부 간의 경쟁을 유발 

시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지방의 특성에 맞는 규제를 개 

발하는 것이 중앙정부에 의한 획일적인 규제보다 효율적인 경우에는 지방자 

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중앙집권 

적인 행정의 양태를 바꾸어 지역 실정에 맞는 분뭔화 정책과 이를 뒷받침하 

는 조례사정 퉁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이루 

어지도록 해야할 것이다. 

중앙정부에 의한 획일적인 규제보다 지방자치단체인 광역자치단체와 기초 

자치단체가 지방의 특성에 맞게 규제를 실시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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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규제업무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규제행정의 다양한 활통과 구조에 비추어 볼 때， 규제행정이 단지 

중앙정부 차원에서만 수행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은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마. 민간위탁·이양 

정부는 특정분야에서 규제업무를 직접적으로 관장하여 수행함으로써 나타 

나는 비효율성을 배제하고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성을 가진 

민간기관에 규제업무를 위탁 내지 이양하여 민간기관으로 하여금 자율적으 

로 규제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 4 철 원자력 안전규제 기관과 관료의 행태(대리인 문제) 

집단행동의 딜레마(collective action dilemma)란 수많은 기업 또는 수많 

은 사람으로 구성되는 집단 혹은 잠재적 집단(1 atent group)이 공롱의 이해 

관계가 걸려 있는 문제를 스스로의 노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상항을 일걷 

는다. 잠재적 경제사회 집단이 스스로 힘을 뭉쳐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대규모 집단에 항상 따라다니는 무임승차(free ride)성향 때 

문이다. 무임승차는 공공채(public goods)에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공공 

재는 그것이 일단 공급되면 국민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어 

떤 국민도 그가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한 그러한 공공재의 생산과 공급을 위 

해 스스로 특별한 노력(시간， 노력， 비용 퉁)을 투입하지 않으려 하는 성향 

을 유발한다. 

이와 같이 집단행동의 딜레마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마치 공공재의 경우에 

정부가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그 세입으로 국방， 치안， 소방， 도로건설 

퉁 각종의 공공채를 생산하여 공급하게 되듯이 정부가 개입하여 문제를 해 

결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정부규제의 집단행동딜레마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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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의 잠재적 집단이 집단행동의 딜레마로 인해 공통의 이익을 확보힐 

수 없게 될 때 정부가 이틀의 문제해결을 톱기 위해 개입하거나 규제하게 

된다는 것이다. 

잠재적 집단의 집단행동 딜레마로 인해 정부 규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 

는 대체로 시민사회가 다원화되어 았고 이익집단의 조직과 활동이 활발하케 

이루어지고 있는 선진국에서는 비쿄적 사례가 적다고 하겠으나 이익집단이 

제대로 조직되지 못하고 기능하지 못하는 개발도상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정 

부개입의 이유를 설명하는 이론으로서 상당한 중요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대규모의 집단이 스스로의 이익을 공통적으로 추구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집단행동 딜레마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 

작되는 정부규제는 공익적 목적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연 정부가 잠재적 집단이 안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의 해 

결을 위임받은 대리인 (agent)으로서 충실하게 이틀의 이익을 대변하고 확보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것이 소위 대리의 문제 

(agency problem) 다. 

대리문제는 사회의 발전과 분업의 진전에 따라 자기 일을 자기 스스로 해 

결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노력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는 현대의 사회조 

직 어디에서나 발견되는 문제이다. 

대리의 문제란 첫째， 대리인의 선호 흑은 관심사항(preference or 

interest) 이 주인의 그것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야기된 

다. 예를 틀어 소비자틀은 소비자의 이익이 최대로 보장되는 방향으로 정부 

가 소비자보호 입법과 제도를 마련해 주기를 희망하나 정부와 국회는 기업 

의 로비에 넘어가서든 과도한 소비자보호정책이 기업성장과 경제성장에 짐 

이 된다고 판단하여서든 소비자가 원하는 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입법 

과 제도의 채택에 그치고 말 가능성이 있다. 또한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책 

의 집행과정에서도 규제기관은 본래의 설립목적과는 다르게 상대적으로 조 

직력이 크고 정치행통으로 그틀의 이익을 보다 잘 반영시킬 수 있는 피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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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입장에 통정적 (sympathetic) ~ 방향으로 정책을 집행할 가능성이 높 

다. 대리의 두 번째 문제는 주인은 대리인에 비해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 

문에 대리인이 과연 자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지를 올바로 식멸하거 

나 갑시 (monitoring)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한다. 

제 5 절 규제기관의 규제대안개발 

규제대안은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 가능하면 규제적인 정책수단을 피하 

고， 불가피하게 규제수단을 사용할 경우에도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극 

대화하는 고품질의 규제를 개발하는 데 었다. 

1. 규재대안 

가. 규째척 대안(regulatory alteroatives) 

규제척 대안의 특성은 규제이기는 하나 명령 · 지시척 방식의 전통적 규제 

에 비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대안을 말하는 것으로， 행정적 효율성， 집행의 

용이성 퉁 대안명가의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규제를 의미한다. 

(예: 성과기준규제， 안전조항 및 면제조항， 과정규제， 자동조정조항， 사후 

적 통제， 동기유인 및 보상 퉁) 

냐. 벼규체적 대안(000 regulatory alteroatives) 

전통적 규제방식에 의해 수행되어 오던 정책집행을 가능한 한 규제적 성격 

이 줄어틀거나 또는 완전히 없어진 수단， 즉 규제가 아닌 정책대안을 의미 

한다. 

(예: 정보수단， 공동규제， 자율규제， 자율협약， 경제적 유인， 거래 가능한 

재산권적 권리， 통기유인 및 보험 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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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채대안 해셜 

가. 무정책 대안 

(1) 아무런 정책수단도 새로 만툴지 않는다는 대안， 즉 무정책이 최선의 

대안인 경우로는 첫째， 정의된 사회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규제를 

포함한 정부의 행위가 의도와는 달리 부작용과 반작용을 유발시킬 수 있으 

므로 어떤 사회문제를 정부의 간단한 관여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그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면 정부는 간섭 

하나 않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 될 수 있음. 둘째， 규제의 준수율이 낮아서 

정책이 사문화 되거나 버리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 또는 성공적인 정책 프로 

그램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집행 퉁이 현저하게 높은 경우에는 차라리 정 

부의 간섭이 없는 것이 더 큰 사회적 실패를 피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음. 셋 

째， 민간 또는 시장의 자동 · 자율적인 정화기능이 작통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무정책이 좋은 정잭대안이며， 단기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다 하 

더라도 민간의 자율적인 사회적 · 도덕적 조정능력이나 시장의 경쟁 퉁에 의 

한 개선에 의하여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기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가 이 

에 해당됨 

나. 규재적 대안 

(1) 성과기준규제 

성과기준규제는 전통적인 명령지시적 규제와는 달리 정책입안자가 의도한 

결과는 목표달성 수단을 규정하기보다는 그 바람직한 결과나 목표의 수준 

자체를 규제로 설정하여 정책의 목표를 보다 직접적으로 달성하도록 하는 

대안이라고 할 수 있으며 피규제자의 입장에서는 주어진 목표수준을 달성하 

느 커 <?1 
L一 /'、 [그 

@ 성과기준규제는 결과지향적인 창조적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규제개혁의 주된 흐름에 부합한 규제적 대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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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조항(Safe Harbours) 

성과기준규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피규제자에게 성과기준과 

함께 세부지침을 제공하여 피규제자에게 성과기준에 따르거나 또는 명령지 

시적인 세부규정에 따르도록 선택적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과 

기준의 장점을 확보하면서 수단선택의 불확실성이라는 성과기준규제의 단점 

을보완 

그러나 안전조항의 광범위한 적용으로 규제가 사실상의 지시적 규제로 전 

락하는 경우에는 성과기준규제의 실효성을 잃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조 

항의 도입에 대한 면밀한 조사설계가 선행되어야 하며 법적 • 지시적 접근보 

다는 성과기준 규제를 보완하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교육적 기능위주로 안전 

조항을 운용하는 것이 필요 

(3 ) 면제조항(Waiver or Variance Provisions) 

면제조항을 활용한 규제적 대안은 명령지시적 규제와 마찬가지로 상세한 

표준의 설계로부터 출발하나 피규제자가 동퉁한 성과를 다른 방법으로 달성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명령지시적 규제사항에 면제조항을 첨가하 

는 것으로 면제조항을 통하여 명령지시적 규제를 성과기준규제로 전환시키 

는 효과를 달성 

@ 안전조항이나 면제조항 퉁 복수의 규제대안을 채택하는 것은 피규제자 

가 달성할 수 있는 성과의 향상에 있으므로 정부는 가능한 한 목표달성을 

권장하여야 하나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규제의 부과는 지양하여야 합 

(4) 과정규제(Process Regulations) 

과정규제는 그 대상과 적용영역이 다소 제한되어 있는 규제로 기업 퉁 피 

규제자가 자신들이 준수하여야 할 요건률을 사전에 결정하게 한 후 그 생산 

과정을 자체적으로 감시하도록 하는 규제로 피규제집단인 기업이 자발적으 

로 수행하는 질적 보중요구(quality assurance requirements)와 유사한 규 

-127-



제대안임 

과정규제는 정책이 대상으로 삼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통제하 

는 체계적인 접근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과정규제의 전형적인 적용영역 

은 환경관리， 식품안전 기준의 유지， 작업장 안전， 위험 관리 퉁이 해당 

( 5) 자통조정 조항(Automatic Updating) 

명령지시적 규제의 문제점인 규제개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모든 

규제에 만기시점을 지정(일몰조항)하는 프로그램을 설정하여 규제자에게 주 

기적으로 규정을 제거하케 하여 규제가 필요 없게 된 겸우 폐기시키는 역할 

을하도록함 

그러나 규제의 일볼조항은 피규제자틀이 확산을 가지고 장래의 계획을 수 

립할 수 없게 되므로 가능한 한 미래의 환경변화 몽을 예측할 수 있는 인플 

레이션이나 경제적 외부환경의 변화에 따른 세제의 지수화， 최저 임금제， 

가격 통제， 금융통제 퉁 자동조정조항의 대안채택이 필요 

(6) 사후적 통제 (Ex Post Controls) 

사전통제의 문제점을 완화하기 워하여 정부는 피규제자틀이 일반적인 규정 

에 따료지 않는 경우에만 사후적으로 개입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한 행통의 

자유를 가지게 하는 침묵정책( s i 1 ence po li cy )으로 규정의 상한선을 지키는 

경우에는 모든 유혐의 행몽에 대한 승인이 자통적으로 이루어지는 대안임 

( 7) 보상(Rewarding Good Behaviour) 

규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보상이라는 긍정적 유언을 제공하여 피규 

제자의 자발적인 순응을 유도함으로써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규제대안 

61 
1:I 

다- 배규제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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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의 제공 및 쿄육， 제품표시체(Information Measures) 

시장실패의 주요한 형태의 하나인 소비자와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생산자 

간의 정보의 비대칭의 해소와 바람직한 소비자 선택을 위하여 규제정보의 

제공 및 교육， 제품표시제 퉁을 문제의 해결수단으로 활용 

@ 공공교육(Public education) 

정부가 광고 · 유인물 퉁으로 소비자나 일반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인식시키는 것으로 공중보건이나 안전과 관계된 에이즈 예방 캠페인， 

금연 캠페인， 교통안전 캠페인 퉁을 통하여 현행법에 대한 순웅을 향상 

@ 정보공개 (Information disclosure) 

정보공개는 직접적으로 어떤 채화나 서비스의 소비를 금지하거나 규제 

하지는 않지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여 일반대중이 자체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정 

보를 공개하는 사적인 정보공개와 정부가 정보를 취합하여 대중에게 공 

개하는 공적인 정보공개의 방법이 있음 

@ 설특에 의한 접근(Persuasive approaches) 

。 정보에 근거한 비규제전략의 변형된 형태로 정부의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적인 합의가 불충분하거나 규제변화에 기술적인 한계가 있을 경우 

설득에 의한 접근이 유용할 수 있으며 음주운전의 방지， 에이즈 확산의 

차단， 흡연의 감소， 에너지의 보존， 인종차별의 금지 통과 같은 영역 

에서 효과적인 설득 프로그램으로 활용 

(2) 공통규제 (Co-Regulation) 

공통규제는 업체로 구성된 협회나 전문가 협회간의 합의가 규제의 역할을 

대신하논 형태의 비규제 대안으로 공통규제의 전형적인 내용을 구성하는 실 

행규칙은 기업체로 구성된 산업조직， 직능대표 및 정부 사이에 협의로서 이 

루어지고 협회 동의 내부적인 처벌을 통하여 규칙에 대한 순응을 높이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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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입 

(3) 자율규제 (Self-Regulation) 

자율규제는 독립된 정책수단은 아나나 조직화된 집단이 그 구성원의 행위 

를 규제하는 것으로 자율규제는 법이나 의약품， 금융과 같은 영역에서 많이 

적용되고 있으며 잠재적 피규제자인 내부자에 의해 규정이 만틀어지기 때문 

에 자주 관찰할 수 있고， 변화에 빠르게 적용하며， 피규제 집단이 규제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므로 정부 입장에서는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으나 책 

임성을 확보하기 힘툴다는 단점이 있음 

( 4 ) 자율협 약(Voluntary Agreements) 

민간부문의 이해관계가 정부의 정책목표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원하 

는 바람직한 상황에 대하여 당사자인 민간부문의 피규제자가 통일한 선호나 

상황인식을 하는 경우에 민간부문이 정부에게 자발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 

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비규제 대안 

(5) 경제적 유인 : 과세/보조금/사용자부탑금(Economic Incentives) 

@ 과세는 경제적 유인이라는 l:J l규제 대안으로 정부가 세금을 부과함으로 

써 납세자틀의 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조절하여 조세 

의 삭감이나 세금을 공제해 주는 퉁 경제정책이나 사회정책 목표를 달성할 

:즈~ òl ...Q.. 
hA, t:1 

@ 사용자 부담금은 규제적인 프로그램의 일부로서의 정부 활통과 서비스 

를 제공하는 데 든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한 도로의 혼잡을 통 

제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도로 사용료가 인접지역의 쿄통혼잡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사용자 부담금은 규제에 대한 순웅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òl 즈프 
hA, t:1 

@ 보조금 또는 분담액은 세출이란 정부의 편익을 개인이나 다른 정부부문 

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규제대안으로서의 세출은 여러 가지 형태의 편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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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날 수 있으며 목표집단에게 직접적으로 그 면익이 제공되어야 함 

(6 ) 거래 가능한 재산권적 권리 (Tradeable Property Rights) 

시장 지향적 규제의 한 형태로 거래 가능한 재산판적 권리란 어떤 특정 권 

한을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는 권리를 정부가 발행하는 것으로 그 목적은 

대단히 희귀성이 높은 자원을 배분하거나， 오염배출권과 갈이 외부성을 내 

부화하기 위한 것임 

(7) 보험 (Risk Based Insurance) 

정부는 보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소비자나 생산자 및 지역공동체에게 위협 

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비용을 낮추어 줄 수 있으므로 보협을 생산품의 

속성과 생산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명령지시적 규제에 대한 대안으로 사용 

가능합. 

3. 원자력 안천큐빼대안 개발 

원자력 안전규제기능의 효율화 · 최적화 · 현실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원전 사업자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유도하여 고품질의 규제를 개발할 수 있 

도록 다양한 규제 대안틀을 개발하고 적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 6 절 지방자치제하의 원자력 안전규제 방향 

1. 민선지방자치악 의의와 동향 

민선자치는 오랜 기간 주민의 자치를 중단시킨 채 경제의 성장만을 치중한 

결과 벚어진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부활된 것이었기 때문 

에 그 기대와 우려가 컸었다. 비록 짧은 5년의 지방자치에 대한 실적을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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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적으로 펑가하기는 어렵지만 현 시접에서 볼 때， 지난 20세기말 부활된 

민선자치가 지방자치의 기틀을 마련한 실혐기라 한다면 21세기에 시행되고 

있는 민선자치는 자율과 분권， 참여와 자치를 활성화시키는 도약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민선자치는 우리 사회생활에 적지 않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선거제도와 문 

화가 많이 바뀌었고 지역마다 창의적인 지역개발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다양 

한 노력틀이 시도되었다. 권력구조에도 변화가 있었으며 주민 중심의 행정 

을 위한 다각적인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숱한 변화 가운데 민선자치가 이 

룬 최대의 성과는 여 · 야간의 정권교체라는 정치적 혼란과 불안， 그리고 

ItvlF 사태가 몰고 온 경제적 충격과 위기를 비교적 슬기롭게 국복할 수 있도 

록 지역사회의 안정을 유지했다는 점이다. 

이제 지방자치는 그 성과와 함께 우리 사회에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어 

가고 있지만， 운영의 시행착오로 인한 낭비와 부작용도 결코 소흘히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직은 심각하다. 정부간， 집행기관과 지방의회간， 그러고 정 

부와 주민간에 발생하는 갈몽을 해결하는 제도와 능력이 여전히 미숙한 수 

준에 머물러 있고， 일부 단체장틀의 독선과 인기위주의 선심성 행정에서 비 

롯되는 재정적 낭비 퉁은 민선자치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 주 

민의 입장에서 지역사회의 문제를 제기하고 풀어가야 할 지방의회는 그 운 

영이 아직 본 궤도에 오르고 있지 못해서 주민의 관심과 지지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최근 지방의원틀의 무분별한 해외연수에서 빚어진 주민들의 

질잭과 집단소송이 단적인 예가 된다. 그 외에도 지방재정의 취약성， 중앙 

중심적이고 졸속적으로 추진되는 행정개혁， 위축되어 있는 자치권， 권리의 

식만 팽배한 채 책임의식이 결여된 주민들의 자치의식 퉁은 현재까지 민선 

자치가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 었다. 

21세기 우리 사회는 모든 면이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달라질 것이다. 지난 

세기말부터 들이닥친 세계화， 지식정보화， 지방화라는 급격한 환경변화에 

더욱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러고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조성된 통일 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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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더욱 성숙되어 갈 것이다. 따라서 국민들의 새로운 요구와 기대 및 사 

회제반 문제들을 현명하게 풀어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국가관리 시스템과 이 

것을 운영해 갈 새로운 이념과 가치관 정립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일본도 최 

근 「지방분권일괄법」 을 통과시켜서 자치단체가 중앙으로부터 위임받아 처 

리하는 사무를 폐지하였다. 그래서 국가를 새로운 분권형체제로 변모시켰으 

며， ‘우리 지역의 일은 우리가 결정한다’는 주민자치의 원칙을 마련한 바 

있다. 

이러한 외국에서의 일련의 변화틀은 주민틀이 종래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기능과 역할에 모든 것을 의존하던 수통적 자세에서 벗어나서 自治

力量(self-governance capacity)의 회복을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은 

물론 개인적 삶의 의미를 부여코자 하는 풀뿌리 혁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유권자들의 “우리는 더 이상 세금을 내지 않겠다. (No , we 

won ’ t pay i t anymore. )"는 분노의 목소리가 정부 개혁을 하지 않을 수 없 

는 根源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정부틀이 같은 상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지방자치 선진국에서 추구하는 개혁의 방향과 전략에 의하면， 개혁은 뿌리 

로부터 상향적 (bottom-up)으로 나와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을 정부의 효율성 향상이나 능력 증진에 두는 것이 아나라 보다 좋은 

사회의 건설에 두고 있다. 즉， 효율적 정부는 좋은 사회를 위한 팔요조건 

이지 충분조건은 아나다는 인식 하에 전체적으로 좋은 사회에 접근하기 위 

하여 개인， 가족， 이웃 및 지역의 自發的 주민조직들이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정부는(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그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지역 

사회에 이양하고 보다 堅固한 지역사회 (community) 의 채건을 위하여 주위 

여건을 조성해 가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결국 시민틀의 참여와 협동에 

의해 자주척 관리가 이루어지는 市民管理의 사회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 

다 21) 

21) 육통일， “지방자치 운영성과와 과제에 관한 연구한국지방자치학회보J ， 11(4 ), 

1999. PP.7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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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자칙제하의 원자력 안전규채 방향 

원자력 안전규제 분야에서도 21세기 변화에 적용하기 위해서논 첫째， 중앙 

정부가 장악하고 있는 규제관련 권력과 기능을 지역사회， 지방， 시장의 세 

분야에 과감히 이양시켜서 이틀 분야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툴째， 중앙규제 

기관에게 집중된 결정권을 아래로 이양시켜서 원자력 규제 관련기관 전체가 

자발적이고 창의적으로 업무가 수행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지역주민틀의 

원자력 안전규제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꾸준한 교육과 정보교환 

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제는 민선자치 하에서 에너지 문제의 해결과 원자력 

발전은 주민의 지원과 협조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을 모 

두가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제 7 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역할 분담체제구축 

지방자치제도가 활성화되려는 시점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간 원자력정책기능 특히 안전규제업무의 분담은 중앙과 지방간의 원활 

한 업무관계의 설정이라는 목표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여타의 모든 정책과 

마찬가지로 원자력안전정책의 개발과 집행에 있어서 지방자치의 성공여부는 

중앙정부의 합리적인 정책설계와 이에 대한 지방 일선행정관료의 적극적 협 

조에 의한다. 

특히， 중앙고} 지방자치단체간의 업무관계는 정책목표에 대한 일체성의 정 

도， 정책관리기농의 정부간 분업에 따른 합의의 정도， 위기의식이나 긴급성 

의 정도， 기술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정도， 이익단체 동에서 제기되는 문제 

해결에 대한 정치적 압력의 정도， 그리고 정부간 의사전달통로의 공개성의 

정도 퉁에 의한다 

지금까지 원자력안전정책기능을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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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지금까지의 중앙정부 톡점상태의 원자력정책기농 중 어떤 것을 지방정 

부에 이양할 경우 원자력정책의 효과성이 제고될 것이냐 하는 것이 검토되 

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원자력안전행정업무의 성격， 지방자치단체의 정 

치행정적 역량， 주민참여의 극대화라는 명제 통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행정 

업무를 명가하여 이양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합리적인 업무배분기 

준에 의하지 않는 자의적인 업무의 할당은 업무상의 혼란과 비효율을 가중 

시킬 우려가 있다. 특히 현재의 지방자치단체의 능력과 여건을 감안하여 볼 

때 막대한 양의 정보와 전문기술적인 분석을 필요로 하는 원자력안전 대책 

을 합리적으로 수행하는 데는 부촉한 접이 있으므로 이를 제고시키는 노력 

도 곁틀여져야 할 것이다. 

특히， 각국의 원자력발전과 관련한 제도와 정책은 그 나라의 정치， 사회， 

문화와 깊은 상관이 었다. 따라서 각국의 정치·사회·문화적 특정에 따라 정 

책 입안과정이나 규제 양식에 큰 차이를 나타내게 된다.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같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원자력 안정성 확보를 

위한 역할과 기능이 잘 분담되어야 할 것이다. 즉， 중앙정부차원에서는 원 

자력정책의 종합적인 조정과 대책을 담당하고 또 원자력 유관기관과의 역할 

조정과 유기적인 연대를 강화함으로써 원자력에 대한 이해기반 확충을 위한 

종합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합리적인 원자력 안 

전규제 업무배분 기준에 입각하여 원자력 안전정책의 일부 기능을 점차로 

이양 받음으로써 중앙 · 지방간의 상호 유기협조체제하에 원자력안전관리체 

계의 강화와 실효성 있는 방사선 비상대응체제를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는 궁국적으로 원자력 안전규제의 실무행정을 담 

당하는 주체가 되어야 하며， 우선 단기적으로는 환경방사농 감시기능(지역 

환경기준의 작성 l 환경오염도의 측정과 분석， 환경오염원의 감시와 집행업 

무) 및 원자력 방제기능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1. 지방자치채 확럽얘 따른 지방환정 방사능 측정채채 확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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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전국토 환경방사농 측정 및 원전주변 환경의 방사농 측정 프로그램 

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원전주변의 주민으로서 지방자치의 차원에 의한 

원전주변의 환경방사능 측정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 프로그램은 지방자치 

단체 자체 예산과 자체 인력조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요원교육이나 

기술지도 동은 정부가 지원하고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환경방사능 측정은 「원자력법」의 원자력안전규 

제의 차원으로서가 아니라 단순히 지방자치 차원의 환경감시 업무로서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2. 환경영향명가제도상의 주민참여 확대 강화 

환경영향명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할 때 사업자는 사 

업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영향명 

가서의 내용에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환경영향명가제도의 본래적 

취지에 따라 주민참여의 측면을 고려하도록 한 것이다 주민의견의 수렴방법 

은 통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사엽자가 시행령 제8조의 규 

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힐 때에는 다음과 사항을 포함한 환경 

영향명가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환경영향의 조사내용 

(3 )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 

(4 )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저감방안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사업자는 명가서 초안을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과 환경부 장관， 대상사 

업의 시행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대상사업장소를 관할하는 지방환 

경청장 및 기타 대상사업의 시행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 

여야 하며， 명가서 초안을 접수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사업개요 · 

초안의 공랍장소와 기간을 1개 이상의 중앙일간신문과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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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 이상 공고하고 30일 이상 지역주민에게 공람하도록 되어있다. 이들 관 

계행정기관의 장은 명가서 초안 접수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역주민 퉁은 

공람만료일 7일 이내에 당해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생활환경 및 

재산상의 환경오염피해와 그 감소방안 몽의 의견을 관할 시장， 군수， 구청 

장에게 통보 또는 제출할 수 있으며，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 의견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 시행령 제6조는 관할 시장， 군수， 구챙장 

으로 하여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와 협의하여 공청회나 설 

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렇게 수렴된 의견을 명가서에 포함시키 

고 반영되지 아니한 의견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가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써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여 환경영향명가의 본래적 취지의 하나인 공 

공참여의 계기가 어느 정도 고려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명가서에 대한 

의견수렴 및 검토를 의회의 청문회에서 하도록 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와 비 

교하면 현행법상 주민의견의 수렴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물론， 환경영향명가제도를 지나치게 엄격히 관철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서 

는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령 명가서 초안을 30일 이상 지역주민에게 공람하도록 하 

고， 공람만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 

민의 생활환경 및 재산상의 환경오염피해와 그 감소방안 퉁의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든지 명가서초안을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기타 법령상 공개가 제한된 경우 비공개를 허용하고 있는 것은 환경영향 

명가제도의 본래적 취지에 비추어 문제점으로 지적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환경영향펑가에 대한 주민참여의 측면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히 주 

민의견의 수렴뿐만 아나라 주민이 그 수렴 · 처리결과를 알고 이에 대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캉구되어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원천 방샤능 방재대책의 자율생， 천문생 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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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발전소는 밸전소의 종사자와 일반주민틀이 방사능으로 언한 영향으 

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건설 및 운전되고 있으나 시설주변에 방사농 영향 

이 미치는 사고의 발생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자력 

시설이 안전설계 및 공학적 안전설비의 설치와 더불어 사고에 대비한 비상 

대웅계획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비상계획은 사업자 뿐만 아니라 정 

부 및 지방자치단체 퉁 관련기관 모두가 참여하는 종합적인 대책으로 수립 

되어야 하며 이틀 계획은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현재 원자력 관계시설에서의 방사성 물질 누출사고에 대비하여 사업자， 지 

방자치단체 및 중앙관련부처 동 방재관련 기관 모두가 참여하는 종합적인 

국가방사능방재조직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민방위기본법 및 통법 시행령에 

근거한 제5차 국가민방위기본계획 (1997-2001 년) 중 방사능재해대책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통 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가방사능방재조직체계 

를 갖추고 있으며， 이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논 중앙안전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앙사고대책본부， 지역사고대책본부， 한전비상대책본부 및 방사 

농방호기술지원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원자로 시설에서 방사능 누출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시 방 

사선/능으로부터 주변 주민 보호와 환경보전 퉁 방사능 재해대책을 총괄·조 

정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대책본부」 를 

설치 · 운영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틀은 소관 방재활통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사고 원전지역에는 실질적인 주민보호조치 수행을 위하여 「지역사고 

대책본부」 가 설치·운영되며 본부장은 해당지역의 시장， 도지사 또는 군수 

가 된다. 또한 사고지역의 광역시장， 도지사 소속 하에 시·도 긴급구조본부 

를 시장·문수·구청장 소속 하에 시·문·구 긴급구조본부를 설치하여 지역별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 · 조정과 당해 지역에 소재하는 긴급구조기관 

간의 역할 분담 및 당해 지역의 긴급구조기관이 행하는 긴급구조활동의 지 

휘 · 통제 동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방사능 방재대책이 수립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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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과 활동의 효과성은 아직 검증되지 않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방 

사능 방재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인 권한이 강화되고 방사농 방재조직과 체계 빛 인사 · 재정상의 자율성이 

보다 확대되어야 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 

이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칸의 역할 분담채채 

종합적으로 볼 때 21세기 새로운 환경에 적웅할 수 있는 원자력 안전규제 

제도와 기능의 개선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의 상호 행정적 유대 

를 강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며 각 행정주체의 특성과 장점을 최대한으로 

살리는 합리적 행정분담체제가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중앙정 

부와 자치단체간에 다음과 같은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φ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적절한 역할분담 

。 자치단체 : 지역이해 및 현장성이 많은 부문 

- 원자력 시설입지단계에의 적극적 참여 

- 환경영향명가와 관련한 행정의 주관 

- 방재대책의 시행/환경방사선(선량율동)상시감시 

。 중앙정부 : 국가정책 및 전문기술성이 많은 부문 

- 원자력이용개발의 계획적 추진 

- 원자력안전규제 및 시설 동의 인허가 

- 환경방사능의 조사， 분석 및 명가 

@ 책임과 권한의 일원화 및 중북행정의 최소화 

@ 정부와 자치단체의 상호지원 및 정보공유체제 구축 

- “원전주재관실”을 확충(서기관) , 군청(도청)에 설치 

- 주재관이 자치단체장에 대하여 안전보와역 수행 

@ 소요전문인력과 예산의 최소화 빛 안전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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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사업 관련의 세원 개발(국세 또는 지방세) 

원자력안전답당 부서의 설치 · 지원 

@ 원자력 발전과 지역협력 

- 국가에 의한 교부금과 보조금 제도의 활성화 

- 지역문화의 지원 

- 지역주민틀의 욕구와 환경의 충족 

제 8 절 지방자치제하의 안전규제업무의 분담(부분선점제도의 

도입 가능성) 

지방자치제도가 활성화되어 가는 시점에 있는 우리 나라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원자력정책기능， 특히 안전규제업무의 분담은 중앙과 지방간의 

원활한 업무관계의 설정이라는 목표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 원자력안전정책기능을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 

하면 중앙정부 독점상태의 원자력정책기능 중 어떤 것을 지방정부에 어떻게 

이양하는 것이 원자력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할 것이냐가 검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원자력안전행정업무의 성격， 지방자치단체의 정치행정적 역 

량， 주민참여의 국대화라는 합리적 기준에 의해 원자력행정업무를 명가하여 

이양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합리적인 업무배분기준에 의하지 않는 자의적인 업무의 할당은 업무상의 

흔란과 비효율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특히 현재의 지방자치단체 능력을 

막대한 양의 정보와 전문기술적인 분석을 필요로 하는 원자력안전대책을 합 

리적으로 수행하는 데에는 부족한 점이 었으므로 이를 제고시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접에서 규제정책에 있어서 이념형 수준의 정책수행체계를 분류하여 

펑가하고 가장 바람직한 컷으로 나타난 자발적 협력경로와 유사한 미국의 

부분선점제도를 참고로 하여 우리 나라 원자력안전규제행정에의 적용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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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2) 

최근 우리 나라에서 수행된 실중적 연구틀은 지방자치단체별로 환경규제정 

책이 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지역특성에 따라 

규제가 약할 수도 있고 강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자치단체에 

통일한 정책수단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정책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환경부 

정책집행 

정책결정 및 집행 

규 제 대 상 엽 체 

1. 우회정로 

중앙정부가 환경규제정책의 결정과 집행을 모두 담당하는 극단적인 집권형 

태로서 환경규제의 결정은 물론 집행에 관련된 사무도 국가직접처리사무가 

된다. 우회경로의 경우 규제의지 및 강도가 약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는 점에서 효과적이다. 그러나 환경규제의 목적만을 위하여 별도의 조직을 

설치하여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지역 

주민의 참여기회가 없기 때문에 지역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단점이 

22) 김재훈， “집권과 분권의 조화 : 환경규제를 중심으로한국행정학보J ， 21 (1 ), 1997 , 
pp.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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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2. 자율경로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의 결정 및 집행을 모두 답당하는 국단적 분권형태로 

서 현재 우리 나라에서 사용되지 않고 있다. 이 경로 하에서는 법령의 내용 

도 광범위하게 규정되며 구체적인 정책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규정 

할 수 있다. 모든 환경규제사무가 자치사무로 구분되고 환경규제행정에 필 

요한 재원은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접에서 비현실적이다. 

3. 강져l적 협력경로 

중앙정부가 정책결정을 담당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집행을 강제하는 형태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의하여 설정된 기준에 의거하여 규제단속을 벌 

이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환경규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한 결과 규제강도가 약화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는다. 

4. 자발적 협력경로 

중앙정부가 결정한 정책의 집행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 

며 정책의 구체적 내용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상에 의하여 수 

정， 보완되는 정책수행체계로서 우리 나라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자발 

적 수행경로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의하여 결정된 정책이 부적 

절하다고 판단될 때， 이의 수행을 거부하거나 중앙정부와의 협상을 통하여 

정책의 하부목표 및 수단 등에 관하여 자기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을 

펴나갈 수 있다. 

원자력안전규제행정분야에서의 바람직한 정책수행체계의 권한을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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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농력과 규제의지가 충분한 자치단체에 대하여만 선택적으로 규제권한을 

위입하는 자발적 정책수행경로가 고려될 만하다. 또한 이와 유사한 제도로 

서 미국에서 부분션접 (partial preemption) , 혹은 최소기준선점 (minimum 

standard preemption)제도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5. 부분선첨채도의 의의 

부분선접이란 주정부가 연방정부에 의하여 설정된 기준/조건과 통일하거나 

강화된 기준/조건을 채택한다면 집행권한을 부여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방정부가 정책결정 및 집행편한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즉， 집행 

권한의 보유여부를 주정부가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연방정부의 규제기준 

및 조건을 수락하여 집행권한을 부여받은 주정부라도 그 집행이 부실한 경 

우， 집행권한은 다시 연방정부로 넘어온다. 기준설정판한이나 집행권한이 

연방정부에 의하여 완전히 선점되지 않고 부분선점되었다는 것은 연방정부 

가 선점한 부문에서 연방정부가 정한 조건이나 기준에 부합하는 주정부나 

지방정부틀에게 독립적인 정책결정 및 집행권한이 주어진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부분선점은 환경보전과 산업안전 동 사회규제 분야에서 집중 활용 

되고 있다. 왜냐하면， 

(1) 이틀 정책의 집행이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점이다. 

(2) 이 정책틀은 주정부나 지방정부들이 가능한 한 소국적으로 정책율 

결정하거나 집행하고자 하는 규제정책틀이란 접이다. 

(3) 이 정책틀은 주민들의 복리를 위하여 연방정부가 최소한의 수준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부문이다. 

(4 ) 이 정책틀은 환경보호나 산업안전보호에 큰 가치를 두는 주지사 혹은 

시장틀에 의하여 연방정부보다 더욱 강력하게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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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분션점제도의 장·단점 

부분선접제도의 장점은 첫째， 부분선점은 강제 (coercision)로부터 협력 

(partnership)으로의 이행을 가능케 한다. 툴째， 부분선접은 국가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여 적용할 수 있고， 하위정부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하위정부의 적극적 규제까지도 허용하는 제도라는 것이다. 연방정부는 국가 

적 최소한도를 법령에 규정함으로써 하위정부틀이 이보다 낮은 기준을 채택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최소한도 이상의 기준캉화를 허용하여 하 

위정부틀이 보다 적극적으로 규제정책을 펴나갈 수도 있게 된다. 반면에 단 

점은 첫째， 부분선점제도가 겉으로 보기에는 연방정부와 하위정부들이 정책 

결정과 집행을 각각 담당하는 보완적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계충적인 연방통제의 전형적인 형식일 뿐이라는 것이다. 둘째， 특정 주정부 

의 규제가 연방정부의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에 권한위임을 연방정부가 쉽 

게 철회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주정부에 의한 환경규제집행이 효 

율적이라는 점과 연방정부가 집행을 떠맡을 경우 여기에 소요되는 인력 및 

예산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1. 부분션점제도 도엽가능성 

부분션점제도를 원자력안전규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의 시행과정 

에 따라 여러 사항틀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먼저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과연 법령에 전국적 • 통일적으로 확보할 필요 

가 있는 국가 최소한도의 수준(national minimum)을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에게는 이보다 강화된 기준의 조례만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느냐이 

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틀 가운데 원자력 안전규제능력과 의지가 있는 자치 

단체를 선멸하여 규제권한을 위임한다. 이를 위하여 중앙정부는 모든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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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들로 하여금 포괄적인 규제시행계획을 제출하게 한 후， 이를 규제 

기준， 절차， 예산 조달 및 인력충원 동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의도한 최소한도 수준 이상의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 

단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 원자력 안전규제 권한을 위임한다. 자치단체에 

먼저 규제권한의 선택권을 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보다 훨씬 효 

율적인 규제를 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별로 차별적 뭔한위임을 하 

는 데에는 현행 법체계상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제 9 절 원자력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증진방안 

1. 기술 신뢰생과 정보 선뢰성 

이제까지 원자력 위험정보에 대해 일반 국민은 실체적 진실을 의심하고 있 

다. 그틀은 이러한 정보가 완전히 공개되었다기 보다는 축소 · 은폐되었다 

는 의흑으로， 우l 협정보의 내용을 자신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해석하는 경향 

이 강하다. 원자력 위험에 대한 논쟁에서 처음부터 기술에 대한 신뢰성과 

정보에 대한 신뢰성 괴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우리사회에서는 이러한 시각차 

이에 대한 조화과정이 결여되어 왔다. 따라서 원자력을 툴러싼 논쟁과정을 

통하여 얻는 꼬훈은 사회적 · 인간적 공감대를 전제로 하지 않는 한 양측 

면의 괴리는 좁혀질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자력을 보는 전문가와 일 

반 국민들의 인지와 판단구조의 차이를 확인하고 이틀간의 상호 불일치를 

국복하는 것이 원자력에 대한 수용성을 증대시키는 길이다. 

기술신뢰성과 정보신뢰성은 일치하지 않는다. 비록 믿을만한 전문가의 보 

층이 있어도 일반시민틀이 그 주장을 쉽게 받아틀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원 

전전문가가 의사소통의 전문가는 아나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자 자신이 이해 

하는 수준의 언어를 일반인도 이해하리라고 가정하는 것은 큰 오류이다. 정 

보신뢰성은 원자력 이슈에 대한 논쟁에서 과학기술공통체와 공중의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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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관리하느냐에 의해 결정된다. 기술신뢰성이 확인되었더라도 일반 시 

민틀의 불신이 높다면 그것은 정보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실패하였기 때문이 

다. 따라서 과학기술공통체와 일반 시민틀간의 대화의 통로를 어떻게 설정 

하고 원전전문가틀의 태도와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고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 원자력에 대한 인식 변화 

일반 대중틀에게 원자력 시설은 실제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우리 국민틀이 원자력에 대해 지극히 제한적인 지 

식을 가지고 있으며， 원자력 안전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보다는 매스미디어 

나 반 원자력단체 통을 통해 전달되는 부정적이고 편따적인 정보틀을 주로 

접하기 때문이다. 또한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만일 사고가 발생할 경 

우 그 피해는 막대할 것이라는 생각이 원자력을 더욱 위협스러운 대상으로 

인식시키고 있다. 

〈표 6)은 원자력 문화재단에서 93 , 95 , 97년에 각각 실시한 원자력 발전소 

에 대한 국민의식 변화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23)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틀의 절대대수가 원자력의 필요성을 인식 

하고 있으며， 일반 국민과 원전지역주민간에도 큰 차이가 없다. 또한 원자 

력 발전을 향푸의 가장 중요한 발전 방식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원전 지역 

주민일수록 그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 

식이 강하며， 원전지역 주민일수록 심하다. 원전의 추가 건설에 대해서도 

종합해 보면， 원전의 필요성과 향푸 역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면， 안전 

성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이 강하고， 자신의 거주지역에서의 추가 건설은 

반대한다는 경향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23) 한국행정연구원원자력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증진방안J ， 한국원자력문화재단， 
200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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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인식 변화 

일반 국민 원전 주민 
93년 95년 97년 93년 95년 97년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에 
二o그 /τ~ 85.5 85.5 91.4 84.4 83.2 89.7 

대한 인식 
부정 5.5 7.1 3.8 6.6 8.0 6.6 I 

1f!- π 。5- 「덤i 9.0 7.5 4.9 9.0 7.7 3.7 I 
원자력 발전 46.6 36.5 45.2 54.4 44.9 65.6 
태양열/풍력 23.2 30.9 24.3 11.0 21.5 14.8 
수력발전 16.6 9.5 16.2 8.4 7.6 6.7 

향후 주된 발전 방식에 가λ발전 4.2 11.1 3.9 2.8 3.4 2.6 
대한 인식 λ~%~1 나? 3.3 2.7 3.8 3.0 4.6 2.3 

~‘-려 -. 반 ..:. 저 '-'- 1.5 1.3 1.1 0.9 0.4 0.6 
석탄발전 0.8 0.4 0.5 0.8 0.1 
무응답 7.0 7.7 5.0 18.6 17.6 7.4 I 
二0그 /τι~ 34.4 30.5 38.6 32.6 24.0 24.0 I 

원전 안전성에대한 인식 부정 41.2 49.5 45.4 47.4 60.6 68.7 
-n「 τ。5〔 「검i 24.4 20.0 16.0 20.0 15.3 7.3 I 
증설 74.4 55.5 59.1 54.5 28.2 32.7 

원전 추가 건설에 대한 현수준 유지 14.1 27.1 28.2 21.1 40.9 47.6 
인식 감소/중지 4.4 7.2 5.4 12.2 14.0 15.8 

무웅답 6.8 10.3 7.3 12.2 17.2 3.8 

3. 수용성애 영향을 마치는 요언 

한국행정연구원(2000)의 연구에 의하면(원자력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증진 

방안) 기술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틀을 체계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기 

술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합리적 요인군(지식정도， 기술의 유용성 요 

인)， 감정적 요인군(경험， 위험인식) 그러고 정보신뢰성 요인군(신뢰요인， 

의사소통요인)으로 나누어 조사되었다. 조사결과， 원자력에 대한 부정적 이 

미지가 우세한 이유는 역사적 경험， 언론보다， 반핵 · 환경운동 몽의 영향 

때문으로 보고 있다. 반면에 원자력의 궁정적 측면은 그 동안 원자력 운영 

책임자틀이 대국민 홍보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멸로 부각되지 못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고， 기술 위험에 대한 실제적(확률적 · 통계적) 

위험성과 대중이 명가하논 ‘인식된 위험성’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있다. 특히， 위험에 관한 지식의 차이보다는 신뢰의 차이가 위 

-147-



험수용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틀어 

핵폐기물 처리장의 부지 선정이 난항을 겪고 있는 이유로는 웅답자의 절반 

이상이 안전성 확보에 대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정보의 정책 실패를 

틀고 있다(49.0% ). 두 번째 이유가 비밀행정으로 주민 신뢰를 잃은 관련기 

관의 행태이다(24.9%) . 정부와 관련기관의 불신을 합하면 73.9%에 이르러 

불신이 기술수용의 최대 걸림돌이라는 분석이다. 

신뢰는 충실한 정보공개， 공개정보의 진실성， 주민틀과의 지식과 경혐의 

공유 퉁을 통해서 확보된다. 그러나 조사에 따르면 지금까지 원자력 정책이 

나 위협 정보 및 운영 정보 퉁이 지나치게 비밀에 부쳐져서 일반 국민틀이 

접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고， 정부당국의 원자력 관련 정보의 진 

실성은 별로 신뢰받지 않고 있음을 밝혀 냈다. 또한 그 동안 정책당국이 원 

자력 관련 정책을 수립 · 운영함에 있어서 일반 국민틀의 의견을 무시해 왔 

던 관행이 국민틀의 불신을 가져온 주 요인으로 보고 있다. 

대중매체는 대중의 위험 수용성에 매우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설문 

조사를 통해 나타났다. 원자력에 대한 대중매체의 영향력은 우선 일반 시민 

틀이 정보를 접하는 지배적인 수단이라는 데서 알 수 있다. 응답자의 70%가 

원자력 관련정보를 대중매체에서 얻고 있다는 설문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대중매체는 대중의 위협인식에 큰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위험 수용성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원자력 위험 수용성의 정착에 

있어서 대중매체의 역할은 매우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대중매체의 보도는 

매우 왜곡되어 있으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매여 있고， 정보도 충분히 제 

공되지 못하고 있어서 과학적 사실을 일반 대중에게 전달하는 기능도 떨어 

지고 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틀은 원자력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이러한 대중매체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 

다는 것이다. 

더욱이 홍보는 위험정보 교환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요건임에도 불구하 

고 홍보효과가 저조한 것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그 주된 이유는 홍보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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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신뢰감이 낮은데서 비롯되고 있다. 따라서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 

서는 무엇보다도 대국민 신뢰구축과 홍보방법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4. 수용성 증진 방안 

우리나라 일반국민의 기술신뢰성은 인식적 · 합리적 측면에서는 선진국 국 

민틀과 큰 차이가 없지만， 감성적 측면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 

다. 이런 점에서 일반 국민들의 기술신뢰성은 높은 편이 아니다. 더욱이 과 

학기술자틀과 일반 국민틀의 원자력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상당한 괴리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원자력 기술에 대한 정보가 일반인틀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한 증거이다. 즉 원자력의 사회적 수용성을 위한 정보신뢰성이 

낮거나， 기술신뢰성과 정보신뢰성간에 꾀리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정보신뢰 

성은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일어나는 왜곡의 정도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 

정보의 내용， 정보의 전달수단， 정보의 전달요령， 정보의 전달매체 퉁 다양 

한 커뮤니케이션의 국면이 영향을 줄 수 있다. 

원자력 기술관리체계는 크게 규제기관과 진흉기관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 

나 일반 대중들은 이러한 기능상의 차이에 별로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 

으며， 원자력 정책의 대상으로 국가기관에서 관리해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경 

향이 있다. 그러나 조사결과를 보면 원자력 기술을 관리하는 규제기관이나 

진흉기관에 대해서도 크게 신뢰하고 있지 못하고， 그틀에 대한 도덕적 기준 

을 제공하는 과학기술자틀에 대해서 마저 그 신임이 크지 않은 것 같다. 따 

라서 원자력의 사회적 수용성에 대한 난관은 기술신뢰성 그 자체에 있기보 

다는 정보를 담당하는 기관， 제도，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과학기술 공 

통체에 대한 신임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서 아무리 기술적 안전성을 증진시켜보아도 원자력 기술의 

사회적 수용성을 증가시키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객관적인 정보의 제공，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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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적이고 투명한 정책결정， 사회집단의 참여보장， 언론보도의 개선 퉁 사회 

적 요인 동의 획기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원자력에 대 

해 충분한 사실적 정보에 접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급선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일반 대중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회과학자틀까지 

원자력 기술에 대한 기본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사회과학자틀에게 원자 

력을 연구하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커뮤니케이 

션의 애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기술을 설명하는 용어를 명상 어후l 

로 전환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원자력의 

사회적 수용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외국에서 많이 쓰는 방안으로는 지방정부 

에 원자력 시설에 대한 지방세 부과권을 부여하고 지방정부와 지역주민틀이 

원자력 시설을 자신들의 이익을 제공하고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산업시설이 

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위험관리자로서의 정부는 이해 당사자가 아닌 

제3차로서 공공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정부는 

서로 다른 견해를 지난 집단간에 의견 교환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유도하 

는 역할에 치중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틀에게 정부를 믿어달라고 

하기에 앞서서 국민이 더 믿고 협조할 수 있도록 현명한 규제자가 되어야 

한다 

5. 향푸 원자력 안전규제의 사회적 수용성 증진 방안 

국제적으로는 1997년 원자력 안전협약이 발효하였고， 급년 중 방사선폐기 

물 및 사용 후 핵연료 안전관리협약이 발효될 예정이어서 원자력 안전성 제 

고를 위한 국제규범이 더욱 강화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웨스팅하우스와 

ABB/CE-BNFL 및 프라마톰과 지멘스 퉁이 합병함으로써 원자력 발전사업도 

본격적인 경쟁체제에 돌입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원자력 이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국제규법에 

맞는 안전기준의 정립， 표준설계인가， 차세대 원전개발 퉁 신규 안전규제에 

150-



대한 수요증대가 필수적이다. 특히 전력산업구조 개편으로 원자력 주변환경 

이 급변할 것으로 예상되어 원자력 안전성 증진과 경쟁력 확보는 더욱 중요 

한 과제가 될 것이다.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관심도 증대하고 있어서 원자 

력 안전정책 과정에서의 주민참여와 원자력 안전정보에 대한 공개도 확대될 

전망이다. 

따라서 향후 원전 안전규제는 전력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원자력 안전성 제 

고방안 강구가 중요시 될 것이 분명해진 바， 사업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기준 준수관행을 확산하는 퉁 예측가능하고 합리적인 안전규제 정책과 기준 

을 제시하고 시행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원자력안전의 공개행정 및 참여 

행정을 추진하여 정책결정과정에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안 

전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일반국민에게 공개하여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20세기말에 부활된 우리 사회의 지방자치는 21세기에도 더욱 활성화될 수 

밖에 없다. 지방자치제도가 정립되어 가는 시점에 놓여있는 현재 상황에서 

원자력 안전정책기능이 중앙정부에 독점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중 

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안전규제의 기능과 업무가 어떻게 배분되느냐를 검토 

하는 것이 원자력 안전정책의 효과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필수 선결과제가 

된다. 이를 위해서는 원자력 안전규제업무의 성격，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집 

행역량， 주민참여의 국대화라는 명제 퉁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규제업무를 

명가하여 이양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특히 현재의 각 지방자치단체의 여 

건과 능력을 감안할 때 막대한 양의 정보와 전문기술적인 분석을 필요로 하 

는 원자력안전규제대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제고시키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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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I 6 장결 료료 
L-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정부규제의 개넘과 정의를 정리하였다. 원자력법 규정에 안전관리의 용 

어보다는 안전규제의 용어로 통일하고 규제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추가 

되어야 한다. 즉 원자력법 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다른 용어에 

대한 정의와 함께 원자력 안전규제란 “원자력을 담당하고 있는 개인이 

나 기업의 경제적 행위나 그 운영형태를 구체적으로 변경시킬 의도를 

가지고 법규와 기준을 정하여 이를 위반하는 민간주체의 행위에 대하여 

벨칙으로 처리하는 행정작용이다” 의 정의가 포함되어야 한다. 

2. 규제와 규제완화 및 탈규제의 개념을 정립하였다. 규제완화란 규제업무 

의 비중， 규제기관의 기구 및 규제의 정도를 축소화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개별적인 규제사안에 적용하기는 적합하지 않은 용어라 할 

수 있다. 탈규제의 개념도 여러 가지로 정의되어 왔으나 여기에서는 제 

거되어야 할 목표， 규제될 활통의 성질， 제거될 대상， 규제의 이행도나 

대웅력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정의하였다. 또한 자율규제의 배경과 

의의 및 개엽과 자율규제에 대한 명가를 정리하였다. 자율규제에 있어 

서 공통적이며 근본적인 문제점은 그것이 자칫하면 무규제상태로 전락 

하기 쉽다는 사실이다. 결국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는 피규제자가 스스 

로 감시하는 자기감시가 아닌 상호감사여야 한다. 따라서 자율규제가 

성공적으로 원자력 안전규제에 적용되려면 선결조건이 충족되어야 한 

다. 그 조건틀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원전종사자의 산업안전 및 보건규 

제의 필요성 및 규제의 이론적 논거를 제시하였다. 

3. 원자력은 기술위험 그 자체에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기술위험을 관리하 

는 위험관리체제에 더 많은 문제가 존재한다. 따라서 원자력 위협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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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공학적인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보다는 행정학， 정책학을 비 

롯한 사회과학전체의 시각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들이다. 이러한 문제 

틀은 모두 안전문화나 위험에 따른 사회적 관습과 인지의 문제요， 예 

산 · 인사 · 채무 • 조달 · 규제 퉁 행정제도와 정책관행틀이 같이 관련되 

어있기 때문이다. 우리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원자력 위험에 대한 

사고와 발상을 획기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위험의 속성 

과 기회편익의 개념을 소개하고 위험에 대응한 전략으로서 예방전략과 

복원전력을 비교 · 고찰하였다. 그리고 안전관리체제의 요소와 원자력 

위험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4. 원자력발전 빛 원자력 안전규제에 대한 대 • 내외적 환경변화와 전망， 

국제적 여론 통향을 정리하였다. 특히 세계화 · 정보화， 지방화라는 21 

세기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른 규제개혁의 배경과 경향을 분석하였다. 

OECD국가틀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가틀의 규제개혁은 규제의 비용과 양 

을 줄이면서 다른 한편으로 규제의 질을 높여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의거해서 규제를 규제하고 통제하기 위한 중앙규 

제관리기구의 설치， 규제체크리스트의 활용， 규제심사제도의 도입， 경 

제적 유인 · 자율규제 · 자발적 합의와 같은 규제대안 확대 동의 개혁전 

략을 추구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원자력 안전규제개 

혁도 산발적인 사행착오를 되풀이하지 말고 보다 명확한 규제원칙과 규 

제개혁전략 그리고 무엇보다도 강력한 안전규제관리체제를 확립하는 컷 

이 시급하다. 아울러 각 안전규제 부처단위로도 규제분석을 담당하는 

조직과 전문인력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며， 학계와 연구기관에서도 

규제비용과 편익에 관한 실중적인 연구사례들을 다양하게 제시하여 규 

제영향분석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기초를 마련해 주는 일이 원자력 

안전규제개혁 차원에서 절실하게 요구됨을 알 수 있다. 특히， 진정한 

의미의 규제개혁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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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규제대안을 개발 · 제시하고 안전규제기능을 합리화하는 역 

할이 중요하다. 

5. 가부장적 규제포획이론을 소개하였다. 이 이론에 따르면， 가부장적 행 

정문화 속에서 규제행정기관은 피규제산업의 지원과 육성이라는 정책목 

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규제수단을 통원하여 개입하지만 규제행 

정체제에 내재화되어 있는 가부장적 행정문화의 제요소들은 한편으로는 

규제관료틀의 공정한 정책집행능력을 약화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피규 

제산업의 이익투입기회를 증가시켜 결과적으로는 피규제집단의 이해에 

만 봉사하게 된다는 것이다. 가부장적 행정문화는 다양한 형태로 원자 

력행정체제에도 내재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규제기관 및 관료의 포획현 

상을 유발하거나 촉진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원자력 안전규 

제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서는 원자력의 이용 • 개발을 증진시키 

는 행정기관과 규제를 주도하는 행정기관을 분리하고 규제의 전문화와 

최적화를 위해 안전규제제도를 지속적으로 개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6. 1997년 8월 22일 공포된 행정규제기본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할 때에는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 

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부의 규제영향분석을 의무 

화하였다. 또한 기본법시행령은 광의의 비용 · 편익분석기법의 도입도 

의무화하였다. 문제는 이러한 법령의 정비와는 무관하게 비용 • 편익분 

석의 개념과 실무적 적용에 관하여 정부는 물론 학계 퉁에 이에 관한 

정보와 자료가 축적되어 있지 못한 데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규제영향분석의 의의， 성과기준， 실행전략， 우리나라 규제영향분석제도 

의 현항 퉁을 고찰하였을 뿐만 아나라 비용 • 편익분석의 의의와 유형， 

효과와 분석의 단계 퉁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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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적절한 규제집행전략 및 규제정책수단의 선택은 규제정책결정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명령(강제)전략과 협상전략 

을 비교분석하고 규제형 전략이 규제이행 의무의 유예， 대체적 규제수 

단 가운데서의 선택， 구체적 시험， 검사 및 감독방법 퉁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전략이 될 수 있으므로 원자력 안전규제분야에서도 적극 

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우리나라 원자력안전규제제도 

의 경직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자와 피규제자 사이에 협력관계 

가 조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하고 규제자와 피규제자 사이에 충분한 

의사교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8. 규제정책의 집행과정에서 난관에 부딪치케 하는 문제중의 하나가 정책 

순웅과 불웅의 문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 왜 통일한 유형외 

사고가 발생하는가? (2) 원전사고 사례의 경우에도 정책불웅현상이 존 

재하는가? (3) 만일 원전사고사례에서 원전업자(종사자)틀이 정책불응 

을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4) 원전사고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 

가? 의 문제틀에 접근하기 위해서 정책순웅과 불웅의 개념， 정책불웅의 

원인， 정책순웅과 불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 빛 원자력 안전규제정책에 

의 시사점 동을 고찰하였다. 또한 내부버리보고제도가 원자력행정분야 

에서 정당성을 가지고 전략으로 정립되기 위해서 

@ 내비보고는 어떤 통기에서 해야 하는가? ~내비보고는 누구에 의한 

것이어야 하는가?(3) 내비보고는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하는가?@ 내비 

보고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의 문제틀을 고찰하였다. 

9. 원자력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는 시설의 안정성과 환경보전 

퉁에 대한 지역주민의 불안 · 불신감을 해소하고 나아가 그틀로부터 이 

해와 협력을 얻기 위한 법적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민 

참여의 개념과 의의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의 원자력규제과정에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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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참여의 특정과 실태를 분석하였다. 특히 지방자치시대에 중요한 문제 

로 대두된 원자력 관련시설 입지선정문제에 보다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데 참고가 될 일본의 사례를 주민투표제도와 관련하여 집중적으로 분 

석 · 소개하였다. 통시에 주민참여활성화의 선결조건이 될 정보공개의 

문제를 그 내용과 한계를 현존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0. 원자력 안전규제제도를 개선하는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과제는 원자력 

안전규제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 원자력이용과 개발을 진흥시키 

는 행정기관과 규제를 주도하는 행정기관을 분리시키고 원자력규제가 

고도의 과학기술지식의 바탕에서 수행되도록 규제를 전문화， 최적화 시 

키는 문제이다. 이에 접근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안전규제제도의 통 

향과 전망， 규제제도의 실태분석， 규제기관의 위상과 역할 및 유형과 

특성， 규제기관의 규제대안개발 퉁을 검토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 

치제하의 원자력 안전규제 방향의 올바른 정립을 위해 민선지방자치의 

의의와 전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역할분담체제의 구축방안 몽을 

고찰하였다. 특히， 지방자치제하의 원자력안전규제업무의 분답방안으로 

서 최근 관심이 높아가고 있는 부분선점제도의 의의와 장 • 단점 및 한 

국에서의 도입가능성을 검토하였다. 

11. 원자력 위험성에 관한 논쟁은 처음부터 기술에 대한 신뢰성과 정보에 

대한 선뢰성의 괴리에서 시작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원자력을 보는 전 

문가와 일반국민들의 인지차이를 확인하고 이틀 상호간의 불일치를 극 

복하는 것이 원자력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증대시키는 방법이다. 따 

라서 본 연구는 원자력에 대한 국민틀의 인식변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과 증진방안， 나아가 향후 원자력 안전규제의 연구과제틀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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