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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1. 제 목 

안전규제의 국민이해 및 참여증진방안 수립으로써 주면 의견수렴을 위한 저} 

도업의 적용성 평가 

11. 연구개발의 목적 및 팔요성 

정책과정에의 참여는 사면들과 주민둡의 정부에 대한 신뢰에 기반을 둔 자 

신감(confidence)을 고취하도록 이루어져야한다. 이러한 인식 하에 본 연구의 

궁극적 목표는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정책결정파정， 즉 원자력발전 정책에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주민의견수렴모형”흘 개발하는 것이다. 더 나은 섬의 

와 새로운 가술올 뎌 잘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볍에 대해 고력할 것이다.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l차 년도인 본 연구의 목표는 현재 

바꿀 필요가 있는가 하는 떼어l 관씹을 가지고 현행 원자 

력발전 분야 및 타 분야를 포함한 국내외의 현행 주민의견 수렴제도를 평가 

하는 것야다. 이 비교분석온 한국의 정치문화에 타당한 주변의견수렴모형을 

재발하는 지초를 제공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 연구는 또한 주민참여찰 

성화하고 원자력에 대한 주면들의 신뢰륜 자아내는 방법을 위한 기 

것이다 

111.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연구는 주민면담과 기존의 자료들을 01용하여 현행의 주민의견수렴제 

도를 평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려는 것이다. 1차 년도에서 중접적으로 수행 

주민의견수렴모형개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현행 주민의견수렴제도를 정책결정에 있어 주민의견수혐의 중 

요성에 l:J l 추어 평가한다. 

툴째， 유럽의 원자력발전의 장71 적 u1 래를 위한 주면의견수렴방법으로써 유 

원자력업계의 커뮤니케이션 노력을 소개한다. 

셋째， 한국의 현행 주민의견 수렴의 문제점을 원전지역 주민들의 인식을 통 

해 평가한다. 

넷째， 위의 문제점에 대한 언식을 중섬으로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대안으로써 



심의여론조사를 비롯한 다양한 방법을 소개한다. 

론으로 위의 논의를 토대로 주민의견수렴채도가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잡 

정적 원칙을 제시한다. 

IV. 띤구채발결과 및 활용져l 확 

본 연구의 결과는 시민들의 정부와 원자력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데 도움 

것으로 기대된다. 신뢰제고를 통하여 원자력발전에 있어 사회적 수용 

성을 제고함으로써 원자력발전을 더 효과적으로 더 안전하꺼l 수행하도록 하 

게 휠 것아라 믿는다. 

민플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바람직한 주민의견 수렴제도와 

위한 방법에 대한 모색을 통하여 원자력 발전정책에 있어 안전성 

향상샤키고 주민의견 수렴과정의 합리화로 원자력정책 집행의 합라화룹 달 

성하게 할 것이라 기대된다. 

히 새로 쫓범하는 정부는 시민틀의 의견을 정부의 거의 모든 분야에 수 

렴하려는 의도를 가찌고 있다는 측면에서 새 정부의 정책과도 부합할 것으 

로 고려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람직한 주띤참여는 궁극적으로 민주주의 

발전에 71 여할 것이다. 



SUMMARY 

1. Title 

A Study on the Evaluation of Models of Local Residents 

Participation in Nuclear Policy 

11. Purpose and Significance of the Study 

The ultimate goal of this study which spans for 2 years is establishing 

a model of residents participation in nuclear policy. As a first step, 

current study examines measures of citizen participation in legal and 

administrative/regulatory structures in Korea and abroad, and local 

residents' understanding of citizen participation.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this examination is expected to a l10w the researcher to 

establish a model of citizen participation which fits Korean political 

culture. 

111. Scope of the Study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urrent system of citizen participation in 

policy-making and to critique the current system through interviews and 

document analysis. The scope of the current study is: 

First, current systems of Korean citizen participation in policy-making are 

reviewed for the importance of citizen participation. 

Second, this study reports the debate on the comrnunication concems of 

nuclear sector in European countries. This report is based on the debate 

in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uropean comrnunicators' conference 

held in Feb. 2003 .. 

Third, this study reviews and provides a critique of current practice of 
Korean citizen participation through interviews with the local residents 



from the four nuclear power plant sites. 

Fourth, based upon the discussions on the above topics, this study 

introduces various ways to involve citizens in policy decisions including 

deliberative polling, which have been used abroad in policy-making. 

IV. Conclusions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help policy makers in 

the government and nuclear industry enhance the confidence of local 

residents and citizens in the safety of nuclear energy. It is also believed 

that the citizen confidence on the nuclear energy will help them 

implement nuclear policies more efficient1y and more safely. 

Considering that the newly sworn-in government is to involve citizens 

in wide variety of policy areas, this study fits with the policy directions 

of the new government. Most important1y, desirable citizen participation 

in public decision-making is to contribute to the enhancement of the 

working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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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로
 

L 

정책결정과정에의 주민의견수렴은 만주주의의 71 본어다. 민주정차라는 것 

우리의 정치체제로 도입한지도 이제 반세기가 지났으나 그 동안 군부정 

치와 권력의 중앙집중 등으로 사설상 민주라는 것이 의미를 상설해 왔다. 

1980년대 말 소위 “정치의 민주화” 가 이루어지고 지방자치가 활성화되 

서 1990년대 초부터 민주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어 왔다. 민주정치에 대한 

구의 증가는 사민들의 정책에의 참여로 나타났다. 정책함여는 특히 지역 

의 公私 프로책토를 툴러싸고 현저한 자리 매김을 하고 었다. 

공사 프로젝트 중에서도 특히 환경과 판련된 문제는 대중의 참여에 대 

요구를 가장 잘 반영한다. 특히 1990년대에 걸쳐 정책결정자들은 공사 

젝트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역주민이나 서만의 관성을 무시한 대 

가를 지불해야 했다. 많은 프로젝트들이 주만들과 환경단체들의 반대 

부터 혹은 중도에 무산되거나 보류되논 경우가 나타났다. 원자력펴l 가 

부지 선정을 툴러싸고 안면도에서 진행된 정부와 주민들간의 첨예한 대립， 

그 여후 지금까지 10년 이상 계속되고 있는 폐기물처분부저 션정 정책의 

뷰는 하나의 여I 에 불과하다. 

이들 프로젝트가 무산되거나 보류되는 원인들 중의 하나는 시띤들의 환경 

에 대한 관섬과 정책결정자들이 환정문제를 다-루는 접근사이에 현저한 불힐 

차가 였다는 것이다. 정책결정에 있어서 환경보호의 문제는 가숨적 점 

단순한 행정철차를 따라 환경가준’ 을 세우는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았어 시 

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은 소외되고 었다는 사설에 71 얀한다. 결과 

정책과정에셔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시민 · 주민 및 정책결정자의 관섬을 확 

대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대종의 참여에 대한 요구에서 원자력사업도 예외일 수 없고， 특히 

원자력온 그 위험에 인식 때문에 서민들은 불론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주 

민들보부터 더욱 강도 높은 반대에 부딪혀 왔고 참여에 대한 요구도 다양하 

게 나타나고 었다. 

한국은 에너지 부존자원여 거와 없는 상황1)에서 경제는 에너지 집중적 산 

엽을 근간으로 발전해 왔다. 이련 에너져 집종척 산업정책은 두 가지 문제룹 

야71 했다. 첫째는 에너지 부족의 문제이고 둘째는 환경문처l 였다. 이 두 가)1:.1 

문제를 해결하지 위해 도입된 것이 원자력에너지를 근간으로 하는 에너지 

정책이다. 

* 인용 둥이 빠진 부분이 있는 경우 의도적이 아니라 저자의 실수엄올 밝혀둠. 
1) 한국의 에너지 상황에 대해서는 Kim, Jeong-sook 13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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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집중적 산업에 의한 경제개발과 더불어 정치적 관심으로 체가된 

것이 물， 공기， 토양 등 환경오염의 문제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안정적” 

이고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개발과 공급은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거의 절대적이다. 원자력에너지 초기 환경친화적이고 경제적연 에너지로 인 

식되어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으며 확대되고 었었고 한국도 원자력엑너지 

주로 하는 에너지정책을 개발시켜왔다. 그러나 원자력에너지에 근간을 둔 

에너지정책은 석유와 석판을 대체할 새로운 에너지 대안을 위한 “통찰력 있 

는 탐색”의 결과라기보다는 경제성과 ‘기술지향적 해결 (technological fix)' 2) 

야었다. 이것의 결과는 다른 문제를 재생산 할 수밖에 없었다. 

자연은 인류에게 무조건적으로 호의적이지만은 않다. 원자력에너지 사용자 

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에 열광했던 인류에게 자연은 과학71 술(적 접근) 

의 한계를 보여주었다. ‘무한정’의 에너지라는 개념과 석유 석탄 등을 태움 

으로써 발생하는 공기오염을 막을 수 있어 환경 친화적인 것으로 각광을 

아오턴 원자력에너지는 띠국의 쓰리마일 섬과 구 소련의 제르노벌에서의 원 

자력발전소사고로 안정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또한 폐가물 처려 문제가 해결 

되지 않음으로써 상당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이런 반대는 원자력시대 초 

기 이 기술이 보여준 가공할 파피력3)과 더불어 더욱 어려운 정책문제로 자 

리 OTI 김 했다. 

원자력에 대한 계속적언 반대가 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에너지정책온 

원자력의존도룹 유지하고 있고 더욱이 전력공급에서 원자력의 벼율은 

감소되지 않올 전망이다. 또한 원전지역 주민들의 지지가 약간 낮기는 하나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한국의 경제적 상황에서 원자력에너지의 필요성에 대 

해 동의하고 있다.4) 원자력발전소는 이런 맥락에서 국가적 중요성이 인삭된 

다. 

이 혈구는 원자력정책이 원활하게 수행되기 위한 관건이 되다시피 ~ 

’「

2) technological fix의 개녕은 과학주픽에 기반을 둔 문제해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개념이 
다. 과학주의의 문제점의 하나는 현상에 대한 객관적이긴 하나 단편적 지삭을 적용한 기 

(technology)은 ‘유기적’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자연현상들 칸와 판계를 무시하여 결국 
다른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농업에 있어 비료의 사용이나 살충제의 
사용은 땅의 l:J l 옥도를 높이고 해충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l:Jl 
료나 살충제의 사용은 수질오염， 공 71 오염 등을 야기하여 인깐의 생활에 부적합하게 

들 뿐 아니라 비료와 살충제에 의해 언깐도 직접적으로 오염되게 된다. 특히 농업에 있 
어 살충제와 비료의 폐해와 technological fix의 문제점에 관해서는 Rachel Carson의 71 
념 벼 적 연 구 "Silent Spring ’ 참조. 

3) 2차 대전 말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력의 파괴력은 전 인류를 경악케 했 
원자력에 대한 반대의 한 부분은 여전히 이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찾올 수 있다. 

4) 한국국민의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인식에 관해서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훤/{!력 안전규 

제 채찌개선 및 효율화 연구~ 2001, 147쪽， 표 6 참조‘ 이 표논 80% 이상의 국면들어 훤 
자력얘너지의 훨요성올 인정하고 았음올 보여준다. 이러한 높은 지지도는 일반국민과 원 
전지역주민 사여에 별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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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원자력산업의 정책과정에 “효과적”으로 수렴할 것인가 

주민의견수렴방법을 위해 현행의 추민의견수렴과 관련된 제도와 집행 

실제를 평가하는데 목적올 둔다. 주민의견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은 

주띤들이 정책관련 정보를 가지고 았고， 그들이 ‘시민’으로써 공동체사회와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지역공동체를 위한 의견을 가졌다는 것을 전제로 의 

01 흘 갖는다. 지역주면들이 소위 ‘지역이기주의’나 ‘개인적 。l 익’을 위한 의 

정책과정에 반영하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들이 어러한 개인적 이 

익을 위한 것이 아년 공똥체를 위한 정책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거 위한 

중요한 전제는 정보공깨와 정부의 대변홍보가 활발하짜 이루어져야 한다. 이 

가지가 충족 됐을 때 주떤들은 정책과 관련된 모든 정보흘 획득할 수 았 

고 정보에 근거한 “겨l봉된 Onformed)"의견을 갖게된다.5) 현행 제도에 대 

평가는 현행의 제도가 이러한 목표콜 달성하도록 하는가 하는 관점에서 이 

루어질 것이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정책결정과정애서 민주주의가 선택의 문제가 되어서 

안 된다는 자정에 근거릅 두고 있다. 설사 지역주민이나 시민뜰의 정책에 

대한 반대가 ‘사실’ 흑은 ‘기술 수준’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근거하고 았다 하 

더라도 그들의 의견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에서 ‘국민 흑은 

주민틀은 툴렬 권한을 가지고’었다. 어떤 정책이라도 주만들이나 국민틀에게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국민들의 정부나 정책에 대한 신뢰는 얼 

앓고 나면 획득하기가 무척 어렵다. 사설， 한국어l 있어서 원자력사섣과 관턴 

된 주민들의 반대는 정부나 원자력파학자， 그라고 원자력사업자에 대한 산퇴 

의 결여얀 부분야 많다. 앞으로 원자력사업야 주민들의 지지를 받체될지는 

의문이 많다. 

이 연구는 2장에서 현행 제도상의 주민의견수렴 부분을 개관 평가한다. 이 

부분의 평가는 원자력분야 뿐 아니라 다른 公私 프로젝트에서 이루어지고 

었는 주면의견수렴 방법들을 포함한다.3장애서는 해외의 주민의견수렴의 사 

례를 검토하기 위해 유럽와 경우를 분석한다.4장은 원전지역 주민들을 변담 

결과를 토대로 주만들이 생각하는 현행 제도상 혹은 집행상의 주민의견 

수렴의 문제점을 파악한다.5장은 현행의 주민의견수렴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잠정적인 방법오로써 심의여론조사를 포함한 몇 가져 대안을 분석한다. 마지 

막 6장은 결론 부분으로 바람직한 주민의견수렴에서 고려하여야 할 요소를 

5) Kuk1inski, James H., Paul 1. Quirk, Jennifer Jerit, Robert F. Rich, "The Political 
Environment and Citizen Competence," Americal jourr찌 0/ Political Science, (Vol. 45, 
No. 2, April 2(01): pp. 410-424. Kuklinski 동의 연구는 정책에 대한 동기 (motivation)와 
정보(Ïnformation)가 상호작용 했올 때 정차적 판단의 질을 향상시켜 시민으로써 자격 있 

는(competent) 정치적 판단올 할 수 있지만， 시민틀이 가지고 있는 정책흉기와 정보가 정 
치적 판단으로 긍정적으로 환원되기 위해 더욱 중요한 요소는 거버넌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정치적 환경 (political environment)이라고 결혼 내린라. 

” J 



제시하여 결론으로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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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한국의 현행 주민의견수렴제도6) 

시민참여 혹은 주민의견 수렴 등의 개념은 그리스 민주정치의 71 본으로 사 

민이 공동체 (근대 이후로는 국가)의 주띤이 되어 공동체의 문제를 함께 의 

논하여 해결한다는 개념이다. 그러나 근대 이래로 국가가 거대화해지면서 λ1 

만뜰의 직접적인 국가경영에의 참여는 살제적으로 어렵게 되었다.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는 단지 몇 년반에 한번씩 이루어지는 선거를 통하여 대표자 

를 보내는 것으로 축소되었다. 대의만주주의의 탄생이었다. 

선업화가 친전되고 20세기에 들어오띤서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고 거대화 

하면서 대의민주주의논 거의 모든 국가에서 민주정치의 근간으로 자리룹 장 

았다. 사회가 비대화하면셔 정부의 존재가 시민들로부터 멀어지고 시민 

의 일상어1 서 정부의 존재가 거의 한식되지 않게 되고 정치로부터 점점 

어지는 경향을 낳았다. 

시민들을 정치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다른 요언은 사회의 전문화 · 분화여 

다. 사회의 전문화는 정치분야에도 적용되어 정치문제도 전문가의 영역 

인식되었다. 소위 엘려트정차가 형성된 것아다. 헬려트 정치는 그들이 전 

가이기 때문에 그뜰야 하는 일에 대해 타당성파 전문성을 부여받게됨에 따 

라 시민틀의 정치참여는 정치콸 비효윷적으로 만드는 것으로 언식되게 되었 

다.7) 시민플의 정치 참여는 더욱 축소되었다. 오놀날의 투표율 저하 등도 이 

백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6) 한국의 주면의견수렴채도에 판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 김광수 (999). “지방자치와 
명지대샤화과학논총， 150), pp.217-236; 유재원 (995). “지땅자치의 정착을 위한 

민참여의 활성화 방안 : 자생조직적 한-iif행정연듀원; 김번웅 · 야영경 o댔6). “환경영향평가 
의 제도적 문제점과 내용분석 환경영향평7f， 50), pp.I-13; 김병준 (1앤)6). “지방자 

치시대의 주민참여 전략 한남대학숨포럼논집1， pp.37 -47; 윤현우 (1999).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 푸민참여 활성화 방안 충주대학교 행정학과 졸업논문겁 5희; 강명구 (1994). “지방자치 
와 주민투표채: 비교(지방) 정치적 합의틀 중섬으로 한궁행정학보， 28(3); 박영도 (996). 

의 업법동향 한국밥제연구훤， 현안분석 96-2 
. http://www.nanet.go.kr/naν3/3-1-1/1eg98045.htm 

:李相八 r往民投票팡例의 유형 • 문제점 • 정책적 함의 (우랴나라 및 주요 

사례분석을 중심으로)J 

. http://www.cischem.com/classify /Law /65.asp 

• http://www.provin.cheju.kr/jejunet/webbbs/webbbs_1αL01.php?mode=webbbs6 

. http://www.cmcost.com/indexgo.php?go=4&pub=44 

. http://www.dla.go.kr/O.• renew/m6I1aw/a4/a402023.htm 
7) Lipsett Samuel M.t EbJitical. Man: the Social Bases of Politicst (NY: Doubleday and 

Company, Inc., 1963): p.64; 전문가에 의한 헬리트정치에 대해서는 5장에서 

ζ
 
‘ 



산업화자 더욱 진전되면서 그 결과로 나타난 환경문제는 정치와 정책을 

시번들과 주민들 곁으로 가져왔다. 환경문제는 직접적으로 서변들에게 영향 

미쳐 시민참여를 활성화시켰고 1960년대 아래로 소위 환경문체가 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쟁점화 되면서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 

했다. 정부의 정책전문가와 시 

왔다. 

사01 에 정책결정을 둘러싸고 빚어 

이런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시민들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정책과정에 

참여시키는 방법아 여려 가자로 모색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한국어l 서 시행 

되고 있는 주민참여방법틀을 평가한다. 

제 1 철 주띤참여의 팔요성 

민주사회는 자유사회민 동시에 참여사회이다. 지방행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룹 전제로 하는 것은 국가의 민주발전을 이룩하는 중요한 요소가 아널 

없다. 주민참여란 ‘주민이 힐정한 동기로 인하여 여려 가지 방법과 형태 

해서 행정파정에 설잘적으로 개입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윤현 

규， 1999) 주면은 참여의 주체야다. 주만의 행정참여를 통하여 주요 결정에 

민악가 반영되고 그 결정의 집행과정에 주민의 지지가 있게되는 것여 주띤 

참여의 핵섬이다. 

L 주덴참여의 정당성 8) 

주민참여의 정당성은 헌법적 측변 주면참여를 요하는 현실적일 필요성 등 

에서 찾아볼 수 있다. 먼저 주면참여의 헌법적언 정당성은 헌법 제 1조의 국 

면주권주의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주권자로셔의 국면의 ̂ l 위는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지방정부에 대해서도 유효하며， 주민은 주반으로서의 권려를 가진다. 

지방자치단체 주만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지방자차단체의 공공 

사설올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융 

권려(지방자치법 제 13조 저~ 1항)를 가친다. 

현실적인 주변참여의 정당화는 적극적 측변과 소극적 측면에서 각각 찾아 

볼 수 있다. 적극적 측면에서 주민참여는 행정에 대한 정보제공71 능， 행정과 

간의 합의형성가능 및 주민과 행정간의 의사소통가능 등을 한다. 소극적 

측면에서는 지방의회의 기능 부전(不全)과 공익실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의 01 버에서 그 01 찾아볼 수 있다. 

8) 김광수，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명지대사화과화논총， 15(1),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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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참여제도의 필요성 

첫째， 주민참여는 정책결정이나 행정에 대한 통제과정에 전문지식， 기술 

및 경험을 반영하여 행정의 독선화를 방지하고 다원화된 이해의 대립을 

정하여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한다. 오늘날과 같은 대종사회에서는 국가적， 

지방척， 행정과정 속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이 마땅하다. 주민참여는 

행정과정에 주변틀이 직집 참여함으로서 행정지판과 주민의 갈등을 해소하 

여 신뢰행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둘째， 오늘날 행정기능이 확대되고 전문화， 기술화되어 챙정부의 주요한 

정책수립 내지 사업계획이나 그 집행에 있어 내용을 포함하여 절차와 방법 

이 복잡해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행정재량권의 범위가 확대되어 종래와 입법 

부， 사볍부， 정당 등에 의한 행정통제 망으로는 충분치 못하여 주민참여가 

요청되었으며， 이러한 요정에 의한 주민참여늪 행정의 대옹성， 형평성을 

여 주민의사를 정책에 반영하가 확하여 펼요하였고 주민와 입장에서 정책에 

대한 투입가능과 아울러 주민뜰의 주체성과 자치능력을 강화함으로서 띤주 

시민윤 위한 교육의 지회가 대두되었다. 

셋째， 주민참여는 주변에게 정치적 훈련의 장과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만 

의의 유지 · 발전에 불가결하다고 할 수 었는 중요한 주변교육의 기 

한다. 주변으로서의 A}절은 참여과정에서 띤마되는 젓이며， 개개의 주민 

참여하는 만큼 보다 훌륭한 의견을 말할 수 있게 된다. 

넷째， 주면참여는 소수인화 이익과 권리를 다수자의 져배로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와 같은 정책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대안의 하나로서 기 

한다. 다시 말해서 주민참여는 행정집행의 결과에 의하여 영향을 많이 받 

는 소수의 판계자를 정책결정파정에 참여시킴으로써 소수자의 의견을 행정 

에 반영시캄과 동시에 전체이악과 특수01 익을 조정 • 조화하는 가능을 담당 

하게 되는 것이다. 공공의 이악을 위하여 특정 소수언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온 사회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것인 바， 소수인확 보호구제기능이 주만참여 

에서 요청되는 것이다. 

한편 주민참여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도 많어 제시되고 었다. 주민참여 

시깐과 노력을 과다하재 요구하고， 참여자의 전체주민에 대한 대표성이 문제 

되며， 행정에 의해 아용되기 쉽고， 책업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한다는 것어 

다.9) 이런 소지가 있는 것도 사살아겠으나 그렇다고 주민참여를 부정하는 것 

문제이다. 

9) 김운기， 지방자치행정에의 주민참여 현황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1않X>/2， p.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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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민참여제도의 도입배경 

(1) 환경문제에의 대응 

경제성장에 따른 공해와 환경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개발올 반대하 

거나 공해에 대처하는 운동으로 대변되는 주만운동이 촉발되어 실절적으로 

정책의 결정여나 변경에 영향을 미쳤는바 이것이 주민참여의 계거로 작용하 

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주민운동 전개과정에서 주민은 행정가관파 직접적인 교섭관계 

갖게되고， 이것이 행정상 서책을 요구하거나 주먼의 요구에 따라 행정을 장 

하게 추진하는 원동력이 된 것이다. 

(2) 도시화에의 대응 

한 도시화에 따라 지역생활환경의 악화 등 여러 지떡문제가 유발되고 

에 다양한 행정수요가 발생되었는데 이것이 주민운동의 원인 ôl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행정지관이 지역적 과제애 대처하기 위하여 주민의 와견을 확 

실히 파악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면상호간의 ôl 해조정과정에서 주민의 납 

얻어 천해해 가는 새 참여 방법을 고안하기에 이르러 주민참여에 

섬플 갖게 된 것아다. 

도시화에 따라 주민의식여 희박하게 되고 일터와 주거의 경향이 이루어점 

으로써 지역사회의 귀속감이 배양되지 못하고 특히 도시의 대규모화와 광역 

얀해 익명적 인간관계가 섬화됨으로써 시청과 주번간의 괴리가 확대되 

띄 지지를 얻어 원만히 운영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펼요하게 

것이 주민참여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3) 참여면주주의의 진전 

대의재적 민주주의의 유병무실화와 공동화 현상을 비판착면서 선거 

하여 ;성치과정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요구가 많아짐으로써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인삭하게 된 것이다. 

4. 주민참여따 종류와 현황10) 

10) 윤현우， “지방자처 시대에 았어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충주대학교 행정학과 졸업논문 
잡 5화， (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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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적 참여 
자치정부의 각 71 판이 급격하 분출하고 있는 주민참여의 요구에 직변하여 

그 요구륜 수렴하고 그에 대응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에 관한 적절한 수준의 

제도화를 도모한다. 그러나 실제적인 주민참여의 수준은 경우에 따라 다양하 

다. 제 1단계는 비 참여적 수준으로， 즉 주민참여는 단순혀 주민 포성에 머 

있는 수준이다. 제 2단계는 형식적 수준이다. 각 계층의 대표가 참여 

하는 심띄회， 위원회， 지역주민과의 대담， 주민 운동 단체와의 교섭 등이 제 

도적으로 보장되는 수준이다. 그러나 참여는 형식적임융 면치 못한다. 제 3 

단겨l 는 주민의 권력적 참여의 수준이다. 즉 정책결정 과정에만 주민을 참여 

사카는 것이 아니고 결정후의 관리 권한도 지역주띤에게 이양되는 수준으로 

서， 주먼야 자주적언 관리를 행하는 수준이다. 

(2) 준 제도적 참여 

준 제도적 참여는 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한 참여방식이 아년 청원， 진정， 

만원 등 행정제도상 보장되어 있는 참여이다. 이 참여방식은 주로 만원의 형 

태로 나타나는더l 준 제도적 참여는 제도적 참여 장치가 마흡한 경우 주띤이 

계획 및 집행과정에 참여 할 수 았는 디안적 장치로서 의의가 있다. 

(3) 비제도적 참여 

비제도적 참여는 제도척으로 참여가 보장되지 않았플 때 문제해결을 위해 

민틀이 선택하는 가장 극단적인 방법으로 시위， 점거， 농성 등의 형태 

나타나며 준 제도적 참여와 동시어1 천행되는 경우가 많다. 대체로 tll 제도적 

참여는 환경 지호시설 입지건설과정이나 도시개발 과정에서 소외된 집단의 

참여수단이며， 동사에 첨예한 갈등 관계에 있는 이해집단간의 실력행사방식 

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해 당사자들만의 비제도적 참여는 같동해소에 효과적 

이지 않으며 이해당사자가 아년 Bl 영리시민운동단체악 조직적이고 지속척인 

참여방식을 통해 보다 효파적으로 문재를 해결할 수 았다. 

(4) 주만참여제도의 현황 

주민참여의 필요성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각 행정기관마다 주민참여를 제 

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져고 았다. 무엇보다도 주목할만한 

것은 주변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법제도가 속속 

도입되고 었다는 것이다. 1없8년부터 정보공개법야 시행되었고 2000녀 3월부 

터 지방자치법에 주빈발의 제도가 도입되면서 한국사회는 아래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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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참여가 활성화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었다. 이러한 변화는 분명 주민참여시 

대로의 새로운 거능성을 열려주고 었다고 할 수 았다. 

제 2 절 한국의 현행 주면의견수렴제도 
래 주만의견수렴의 법제도로 많이 논의된 것은 주민투표， 주민소환， 

민발안 및 주민소송 등이다. 주민의견수렴의 형태와 방안은 지역에 따라 쟁 

점에 따라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틀 안에서 고철하는 것은 어렵다. 

또한 하나의 참여 형태 안에도 여러 가지의 요소가 함께 있으나 그 71 능과 

내용을 기줌으로 다음과 같이 정치적 참여， 행정과적에의 참여， 사법적 참여 

나누어 세부 내용을 알아본다. 

1. 정치적 참여 

(1) 주민투표제 

주민투표는 지방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이 투표로 직접 :::L 

결정한다. 주빈투표를 하는 경우에도 직접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도 

았고， 반지 여론조사를 위한 효과에 그치는 겸우도 았다. 

(가) 주변투표제의 법적 근거 

민투표제의 법적 근거는 현행 Ä1 방자치볍 자~ 13조 제 2항의 규정에 의 

한다. 동법 제 13조 제 1항에 의하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지， 분합 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플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으며” 

“주민투표의 대상， 발의자， 발의요건， 기타 투표철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 

정한다”고 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명확히 하고 있다 11) 

(나) 주민투표제도의 71 능12) 

주민투표제의 기능으로는 첫째 주민투표나 주민방안재도는 국가의 행위나 

결정애 민주적인 정당성을 부여한다. 국만여 주민투표를 행사함으로써 국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며 국민은 자신이 볍의 제정자임을 실감하게 된다. 그 

결과 법은 보다 가까이 국면에게 미치며 볍의 내용은 정당성을 지니게 된다. 

둘째， 주민투표는 직접민주제도로서 그 자체가 국가기능의 정책결정에 있 

11) 이지우， ‘주민참여활성화를 위한 법재정비，‘ 법채연구， 9호， 1995/12, p.90 
12) 박영도， “주민투표법의 입법동향 한궁법제연구 (96-2),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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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보이지 견제기능을 한다. 셋째， 불만해소와 소수자 이익 보호가 

이다. 주민투표제도는 소수가 주민투표를 행사함으로써 불만해소와 수수자 

이억보호를 지향하는 수단으로서 활용된다. 그러나 이라한 기능은 이익단체， 

압력단체에 악용되어 역가능을 하게 될 수도 있다. 

(다) 주민투표제도의 한계 13) 

첫째， 주변의 기술적 제약으로부터 합리적인 결정이 행해지지 않을 가능성 

이 존재한다. 외국의 주변투표제도의 실례를 보면 대체로 주반투표와 

의 관계는 역설적이다. 죽 주민의 투표율여 높으면 원안이 부결되는 경향이 

있다. 통상은 투표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은 현상 불만파가 많으나， 그들이 

캠페인에 의해 관심을 가지고 투표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주민투표높 찬반을 

선택이므로 오늘날의 복잡 다양한 자치판이 혼재하는 정책올 결정하는 

데는 매우 단순한 션택수단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투표자의 규모， 대립상 

황 등에 따라 정당하고 적절한 판딴을 도출할 수 없게된다. 

물째， 제도적인 대응이 불충분하다. 주민투표제도가 주핀의 의사를 결정하 

가 위한 적철하고 유효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중분한 정보공개에 I다활 정확 

한 자효로 주민이 판단할 수 있어야 하나， 과연 주민에게 그러한 것들을 충 

분하게 전달하였는가， 나아가 주민이 그러한 판단능력을 가지고 았 

의문여 있으며， 또한 투표비용 변에서 단점야 었다. 

(라) 주민투표제도에 대한 사례분석 

1994년 자방자차법의 개정으로 도입되었으나 실제적으로 철저히 법에 의 

해 보장받고 있지는 못하다. 그러나 이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적인 구속력 

없지만 주변의 의견을 묻는 수준의 사질적 주민투표를 실시한 사례가 많 

어 었다. 따라서 한국에서 실시된 주민투표와 유형에 대하여 알아본다 . 

• 첨예한 대립이 없는 주만투표 

· 방음장치 보도블럭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 - 서울 강남구 압구정 1동에서 

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주변 방음시설의 설치방법을 놓고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 

- 대형공사 사업자 선청을 위한 주민투표 - 서울 송파구 송파동의 성원아파 

1천1백여 가구 규모의 재건축에 대한 시공자 선정에서도 재건축 추진위 

원회가 주민투표를 통해서 두산건설로 결정 

13)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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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션호하는 공공시설(PIMBY)에 대한 주민투표 
· 경기고 안성군의 경우 지역 현안인 ‘안성 공용버스터미 1갈 이전부지 확정’ 

에 판한 건을 투표에 부쳐 해 

‘’ 벼선호 공공시설(NIMBY)에 대한 주민투표 사례 
오염 사설물 존폐에 깐한 주민투표 - 강원도 정선군 동변에서는 송어 

양식장 사업허가 기간을 연장하는 문제를 주민투표로 결정 

· 쓰레기 소각장， 쓰레가 처리장 및 원자력 발전소 건설 - 신평동 ‘산업폐 71 

소각장반대 주민대책위원회’가 1997년 11월 25얼부터 28일까지 소각장 인 

근 신평 1, 2동과 하단 1, 1동 등 5개 동 1만1백827r구를 대상으로 소각장 

운영업채인 부산환경개발(주)이 제시한 안의 수용여부를 묻는 투표흘 설시 

법제도의 정교화 수준이 어느 정동인가에 따라 주민투표제도는 딜레마에 

빠친 지역현안을 해결해 주는 알라딘의 요술 램프일 수도 았고 비합리적연 

결정으로 혼란을 증폭시키거나 중앙고} 지방간 혹은 지역 간의 갈등을 더 

삼화시키는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도 었다. 

(2) 주민소환제도 

(가) 주띤소환제도의 악의 

주민소환제도는 지방자치단채의 인사에 판한 것 7.1 방자치단체의 선적 

공무원이 주민의 신뢰에 반하는 행위를 한다고 생각될 때에는 임기가 끝 

나기 전에 주민이 그들와 해직을 청구하는 제도로 주민과면제 또는 주민해 

직제라고도 한다. 극， 주민소환은 주민이 공직자를 엄가만료 이전에 해임시 

카는 채도로서 일정 요건에 부합가게 주민들의 서명으로 공직자와 해엄윤 

청원하는 것이다. 이것이 유효하다고 받아들여지면 해당 공직자의 해임에 다} 

한가부를 결정하는 소환선거가 있게 된다 14) 

(나) 주민소환제도의 필요성 및 현황 

한국에셔도 주면소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방 

자쳐제가 시행된지 7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았다. 지초단 

체장의 월권적이고 부패한 행정운영이 도를 지나친 경우로 인한 문채가 었 

14) Cronin, T.E., Direct Democnα:y: 깐le Politics oj Initiative, R앙erendum and Recall 
(Cambridge: Harvard Univ. Press)，l~펌: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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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l 한 예로써， 고양시의 러 

정사례 중 대표적인 것이다. 

인사행정의 폐해도 섬각하다. 이 

에서는 이 같은 폐단올 막기 위해 

껏 주민감사 청구제와 조례개정 

라고 하기엔 너무 01 약하다. 

1난립사태는 주먼을 안중에 주지 않는 행 

선거룹 노린 션삼성 예산집행의 편파적인 

견제할 적절한 제도적 장치도 없다. 외 

빈소환제를 시 행하고 있는데 

폐지청구재 등을 주고 았으나 

71 
저1 장치 

얼마 전 행정자치부 창판이 주민소환제도 도입가능성을 시사함에 따라 

소화제의 도입을 위한 분위기는 조성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에도 어려 지역 (마산 성남， 고양 등)에서는 지방자치 단체장 사퇴 

여왔다. 그리고 지방의원의 낭비성 해외연수 등에 디f 한 사퇴 운동아 벌어 

예는 흔하다고 할 수 있다. 

띤소환제도는 현행제도의 주띤들이 지방행정의 정책결정과 

지방의회의 감시에 설질적이며 효과적 

재 처한 정황으로 볼 때 지 

없다.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사 

에 의한 직접민주주의의 백 01 라 아 

그렇지만 주민소환제도가 완벽한 최선책임활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여가에도 결점은 았다. 이를돼면 자치단체장어나 의회의원틀이 주민 눈치 잘 

피느라 소신 있는 업무 추진과 의정활동에 위축될 수도 있고， 덜 능률적열 

았으면 밴잡할 것도 사설이다. 주민 집탄이기주의가 지승플 부쩔 수 았 

바 

있으며 

고 있다. 

의견이 무시될 수도 있다. 

소환제 도입어 완벽한 최선책야 못되며 

방차하눈 것보다는 주민올 위해서나 자치 

할 수 았다. 주민소환은 미국， 열 

제로 행사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섬리적 

(3) 주민총회 

었다 하더라도 

위해서도 훨씬 

에서 안정되고 

것으로 인식되 

게르만의 면회를 원용한 제도로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유권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협의기관을 말한다. 참가하는 푸민의 직접적인 제안파 토 

의를 거쳐 지방의 청치 • 행정에 관한 의사결정을 행하는 직접 참여책도이다. 

현재 스위스의 가초자치단채 수준에서 활용되고 았고， 영국 교구회의 등의 

여러한 계열에 포함되는 제도이다. 한국에서도 비교적 장 이행되고 았눈 제 

도로 그 사례 변에서도 혼히 찾아 볼 수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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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례제정 • 개폐청구 및 감사청구제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참여의 확대룹 위하여 지방자치 

체도로 조례제정 • 개폐청구권과 사무감사청구권이 았다. 

시 이후에 도입한 

례제정 및 개폐청 

온 20셰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주민 총수의 20，분의 1악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15)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재 조례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었다. (지방자치법 제 13 

3) 이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의 체정 또는 개폐 안을 작성하여 

자방의회에 부의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풍지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사무감사 청구는 20셰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주면이 주민 

의 세분의 l의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16) 당해 

지방짜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자 볍령에 위반하거나 

이익올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았 

다. (법 제 13조의 4) 감사를 청구하는 대상은 시 • 도지사의 경우에는 

부장관에게， 시 • 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시 · 도지사에게 한다. 이 정우에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사청구를 수려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완료하여 청구민의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두 제도는 청구에 많은 주민의 참여가 필요하며， 실절적인 구속력이 없 

다는 등의 이유로 그깐 거의 이용되지 못했다. 그런떼 사무감사청구의 경 

최곤 서울의 한 자치구에서 제기되어 주목을 받고있다 17) 

(5) 가타 

주민의견수렴의 정치적 참여형태 주민간담회 수 있다. 

2. 행정과정에의 참여 

15) 현재 지방자치법시행령 벌표4에는 조례제정 · 개폐청구에 필요한 주민 수를 인구가 1만5 

천 01하면 370명， 7만 이상 10만 01 만은 2，500명， 25만 이상 30만 01 만은 6，900명 80만 이 

상에서 110만 미만이면 18，000명 동으로 규정하고 었다‘ 
16) 자치단체벌로 200-700명 정도의 주민 서명을 요구하고 었다. 
17) 지난 2월 중순 9박 10일간 뉴질랜E의 한 자uß셔틀 방문하고 귀국한 자치구청장과 구의 
원의 여정아 관광 일색이었고 지자체의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려l 라는 언론의 보도가 나간 

후 지역 시민단체에서 S구 뉴질랜E 카지노 온천관광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당사자 

들의 고개사과， 세부일정과 내역의 공개， 관광성 예사사용에 대한 사비반답을 위해 다양 

한 활동을 펼치면서 주면운똥아 시작되었다. 시민대책위는 행정정보공개청구， 온라언시 
위， 전화여론조사， 구청 암 1인 시위 둥 각종의 활동을 펼쳤다. 이번 감사청구는 주민감 
사청구제도가 시행된 이래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처음으로 청구된 점에 의의가 있다.S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20.셰 이상 유권자 700명 이상의 셔명이 필요한데， 6 
월 13일 접수된 청구인 명부에 769명이 서명함으로써 적법하게 성립하였다. 주관단체 홈 
페 이 자 http://skngo.or.kr/main.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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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정에서 각종의 주민의견수렴의 기회룹 부여하는 경우가 있다. 도시 

계획 및 건축법상의 참여， 환경행청에서의 참여， 가타 행정절차법에 의 

여 등의 다양한 경우가 있다. 행정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미 

의 독립행정위원회에 의한 경제규제영역에서 연원한다 18) 행정이 공익을 제 

대로 대표하지 못하는 점을 사정하고 일반여익을 지향한 정책을 입안 • 집행 

수단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행정과정에서 주민의견수렴음 보장하는 근거 법제플을 개관한따. 우선 행 

정절차법을 들 수 었다. 행정절차볍은 의견청취의 방법으로 청문， 공청회 및 

의견제출 등의 절차를 두고 있다. 이 가운데 공청회는 지방의 중요한 이슈에 

대하여 주면아 참여하여 의견올 개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이용될 수 

있다. 각종의 도시계획의 수렵 및 변경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의 입지와 관련 

하여 주민에게 공람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는데 이러한 기회도 또한 

의견수렴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다. 

다음으로 통합영향평가볍에서는 환경 등 영향평가에 있어서 주민의 의견 

절차를 규정하고 았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잔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19)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관이 일전규모 이상 

의 처리시설에 대한 입지선정계획을 공고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당해 

폐기불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동엽 제 9조 제 3항) 또 

사절을 가동하는 경우에도 주면지원혐의체가 구성되어 (동법 제 17종 제2 

항) 적정처리 여부를 모니탁 한다.20)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지원협의제와 행 

정사이에 협정서를 체결하기도 한다.2 1) 이러한 협정 혹은 협약에 대해서 법 

성절， 체결 주체 및 불여행사의 강저l 방법 등이 법적띤 문제로 제 71 

었다. 

(1) 공청회 

공청회는 얼반적 도시계획안의 작성 등 주민의 이해와 밀접히 관련되 

18) 서원우， ‘행정과정과 주민참가，’ 고샤셰， 1978/11, p. 110. 
19) http://www.wasteinfo.net/lawflow8.htm 
20) 생활폐기물의 처리에는 주만의 협조와 。1 해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주민참여를 통하여 

생활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폐기물 처랴에 대한 주민의 야해를 구하는 벌어 
요하다. 

21) 서울 양천구 목동의 생활폐기불 소각장과 전분 군산시 소룡동 전북권 지정폐기 
매립장의 운영과 판련환 주먼지원협익체 구성과 협약 내용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유엔개 
발계획， 한국 지역사회단체의 환경보전활동 사례집， p. 81,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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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사항을 최종 결정하기 전에 광범위하게 주민이나 이해관계자의 의 

견을 듣고 이를 결정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개최된다. 

미국의 경우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전에 공청회를 의무적으로 개최 

하고 있는떼， 공청화 개최는 신문에 공고되고， 사전에 발표자가 한정되지 않 

아 회 망자는 모두 의 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의 견발표내용은 모두 신문에 상 

세하게 보도된다. 

열본의 도시계획법은 공청회가 

구역에 판한 도시계획을 규정 

요한 경우로 사가화구역 및 사가화조성 

경우， 용도지역의 전반적언 재검토 

시의 장래성을 어느 정도 결정하는 지역지구를 재편성하는 경우， 

전채적으로 재검토하는 경우 71 타 도시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군깐시설을 

정하는 경우 등을 예사하고 있다. 일본의 공청회는 엄격한 절차 하에 여루어 

지는 특성을 갖는데， 도도부현에서는 공청회 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었 

다. 

한국에서는 행정절차법에서 공청회에 관한 절차나 방법 등을 명셔하고 있 

으며， 실로 여러 분야， 다양한 문제에서 공청회가 개최되고 었다. 하지만 

재 공청회운영에서는 많은 문제점여 드러나고 었다. 참여대상자 선정에 있어 

정성의 분제가 있다. 주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를 공청회에서 다룹 

으로써 얼반의 다수 주민이 정책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자장 보편적인 

지회임에도 불구하고， 토론자 등 대부분이 협조적엔 인사위주의 초청으로 이 

푸어지고 았기 때문어다. 또한， 홍보부족으로 참여율이 저조하고， 발언 71 회가 

제한되어 다수참여가 불가능한 단점이 았으며 공청회를 어떠한 문제해결의 

의지를 갖고 개최하는 것이 아닌 시책의 정당성올 확보하는 수단으로 형식 

작언 여론수렴에 그치게 되어 공청회 결과가 실제 계획에 수정되어 반영 

는가에 대한 감시제도가 부족한 것이 가장 제로 지적되고 있다. 

(2) 위윈회제 

지방의 조려l 는 위원회제도 등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지방행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부여하고 었다.22) 현실적으로 각종 위원회는 행정당국에 의하여 일방 

운영되며， 사업계획야나 행정내용을 보고 받을 뿐이라는 점과 위원뜰 

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23) 

22) 위원회를 푸는 목적은 면의의 반영 흑윤 행정의 민주화， 행정에 있어 이해조정， 그리고 
행정의 전문화에 대한 대웅이라고 하는 3가지 점에 있다. 기존의 위원회가 이런 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뾰顧克廣， ‘자푼행정과 주민참가，’ 법률시보， 58권 1호， 
1986/1, p. 67 

23) 신잔수，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궁화보， 280호， 1뽀0/2，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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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찰근 주민주도형 위원회제도가 생겨나고 있어 주목된다. 순천시에 

는 2000년에 제정훤 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평가위원회조례가 았다. 이 조례는 

공무국획여행규정 (대통령령 제 1따88호)에 준하여 순천시의회의원 공무국외 

면수에 관한 평가 등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 조례 제 1조) 조례가 정하는 위원회는 부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장이 추천한 의원 5안，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추천 

하는 4얀， 대학교수 2언으로 구성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동 조례 제 3조 제 

1항) 아 위원화는 의원 국외연수에 관하여 1. 연수의 목적 빛 필요성， 2. 연 

적지의 적합성， 3. 연수자의 적격성， 4. 연수기간 및 시기의 타당성， 5. 

떤수경비의 적절성， 6. 연수정위 및 관련 기관과의 사전협의， 지타사항을 평 

가한다. (동 조력1 제4조) 01 위원회는 의원의 모든 국외연수에 대하여 사전 
에 (출국 20일 전) 연수계획서를 제출 받아 이를 섬사하고 적첼하지 못한 경 

우에는 이를 부결시킬 수 있다. 

에서는 일발폐기물관리조례로 폐지물관리시면위원회 설치에 판하여 

었다. 이 조례 제 16조에 

리방안의 종합적인 섬의， 연구개 

치 운영한다고 규정하였다. 제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 등 폐 71 

위한 군포시폐기물관리시민위원회 

제 2항에서는 위원회의 구성방법 

경제환경국장， 청소과장음 당연직으로 하고，1. 시의원 4언， 2. 환경시민단체 

4인， 3. 폐기품관련 재활용 사업자 2인， 4. 각 동의 부녀회장 1얀 중에서 사 

장이 위촉한다. 군포시는 11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위원은 23인이 

다. 제 21조에는 위원회의 엄푸에 대하여 폐기물의 처리 및 관리방안에 

71 본정책의 연구개발， 폐기불의 감량화 및 자원화 등 시책추진에 대한 심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시민홍보 및 교육? 기타 폐가물 처려에 판한 사항 

정하였다. 

위원회가 개최되어 의견수렴을 위한 방책으로 쓰이고 았으나 행정기 

관이 일방적오로 선엄하는 위원플로 구성되어 공정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정책결정에의 참여거능보다는 이미 결정된 정책에 대한 형식적 심악 

자문에 J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주민주도하의 위원회의 

움직임이 있지만 아직은 사회지도총 인사가 대부분으로 사화 저변층 여 

렴이 미흡하다는 평야다. 

3. 사회적 참여 

(1) 푸민소송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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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소송은 주민이 지방행정의 행위에 대하여 법원에 제소하는 것을 말한 

다. 민중소송의 한 형태로 자기의 권리구제가 직접적인 목적이 아니라 행정 

활동에 대한 적볍성 통제룹 일차적인 목표로 한다. 주띤소송은 영국의 제도 

를 도입한 미국의 납세자 소송에서 그 연원을 찾아볼 수 있다. 납세자소송은 

세금을 내는 주민의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행정기관의 행위에 대하여 불법적 

인 져출찍 회수， 특정행위의 강자l 혹은 금지， 권리의 실현 강제 혹은 볍령의 

집행을 요구하는 소송이다. 납세자 소송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쩌가되는 것이 

보통이나 푸권면책의 항변을 피하기 위하여 공무원을 펴고로 하여 저1171 되 

경우도 았다. 이 소송은 단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만이 아니라 

익플 보호한다는 개관소송의 성격도 아울러 까지고 있으나24) th 제가가 

한정 언정되는 것은 아니고 법률에 규정된 일정한 정도의 원고적격이 펄 

요하다 25) 일본은 주민소송올 입법하고 있다.26) 

(2) 감사청구제 

감사청구는 지방자쳐단체의 재정활동에 대하여 주만이 J 타당성 혹은 위 

법성 여부의 감사를 촉구하는 제도이다. 직접청구의 일종으로 사무감사청구

와 주면감사청구 및 주민소송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서로 다르다. 우선 직챔 

창구는 다수의 주민이 청구하는 데 비하여 주민감사청구는 주떤 q얀이라도 

청구할 수 있다. 다음에 감사청구에 대하여 효과가 없는 경우에 법원에 

할 수 있도룩 하여 권리보장을 강화하였다. 반면에 청구대상의 변에서 사무 

감사천구는 행정기관의 사무전반에 미치는 더I 반해서 주민감사청수는 재정 

야에 국한하여 당해 공무원의 부정이 개입된 경우에 당해 행위로부터 1 

이내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주면감사청구의 활용도가 더 높다.27) 

(3) 옴부즈만 제 

옴부즈만제 일종의 신고제도이다. 주민의 행정에 대한 엄정한 판찰을 

통하여 위법 • 부당한 사항과 주민의 고충사항을 해결함으로서， 주민의 권리 

와 아따을 보호하고 주요정책 결정에 대한 주면획견수렴으로 민주성제고 몇 

효율성 종전을 실혈하는데 목적을 둔다. 

설례를 보면 부천시에서는 1997년부터 시민 옴부즈만 제도를 채택하여 

24) 미국의 납세자 소송을 개관소송의 일종으로 이해하는 입장은 김명연 ‘주만소송의 입법 
화방안에 판한 고찰，’ 행정법재분석， 98-3, p. 85 

25) McCarthy, David J.. Lorol Govemment Law (West Publishing Co.), 1975: p. 282 이 하 
26) 김영훈， ‘지방자치와 주민소송의 기능，’ 고시띤듀. 1991/4, p. 127; 김영훈， ‘주민소송의 의 
의와 요건，’ 숭실대 법학논총， 9집， 1않)6/2. p. 29; 김명연， 위의 글， p. 61 이하 

27) 미代義雄， 신 ;;</방자치의 법제도. (:ft樹出版)， 2α)(): p.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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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사번행정관인 시민 옴부즈만이 부천시 소속행정기 

이 책임을 다하고 았는가를 조사하여 시정올 권고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의 

표명함으로써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 

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려l 제 1조) 시민 옴부즈만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언격과 덕망을 겸비하고 사회적 신망이 

우며 지방행정과 법률에 판하여 뛰어난 식견을 가진 자 중에서 악회의 

동외를 얻어 시장이 위촉한다. (동 조례 제7조 제 2항) 옴부즈만이 하는 엄 

무는 시민이 시화 소속기판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법인， 단체， 거판이 행 

한 행위로 고충을 제출한 사항애 대한 조사 및 처려， 스스로의 발의에 악한 

사안의 채택조사， 시정을 감시하고 1:1 1 랴의 사정 등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권 

채도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의견표명， 권고， 의견표명 둥의 내용고표 

등이다. (동 조례 제 2조) 

제주 도청의 주민 

부즈만운영 28)에 관한 규정 

만의 각종 제안， 제보 

어 보자면 1999년 5월 19얼 제 민
 

령하고 옴부즈만 58명올 위촉 운영하여 

야 다수 접수되어 도정에 반응시켜 좋은 반응을 

얻고 았다. 

현재 한국에서도 도정과 아울라 각종 71 관， 기업 등에서도 이 제도룹 부분 

적으로나마 활발히 운영하고 았다. 

(4) 가타 

지타의 사법적 참여 진정， 민중소송 등을 있다. 

제 3절 원자력 분야의 주민의견 수렴져l도 

원자력분야에 있어서 주민의견 수렴제도의 현황을 보면 위에서 분류했던 

참여의 종류 중에서 행정과정적 참여에 해당하는 제도똘만아 행해지고 었다. 

청화， 설명회 등이 :=L것이다. 원자력분야에서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제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지룹 알아보기 위해 원자력 관련 법재뜰인 원자력 

볍， 행정절차법， 통합영향평가법에 대해 살펴보고 절차에 관해 알아본다. 

1. 원자력법29) 

28) http://www.cheju.go.kr/svr/page 창고 
29) http://www.cmcost.com/indexgo.php?go=4&pub=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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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원자력의 이용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전문개 정 1982. 4. 1. 법 률 제 3549호) 

(2) 목적 

원자력의 연구 · 개발 • 생산 • 이용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술의 진보와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복 

지증진에 기여하며，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주민의견수렴부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의 건설 · 운영허가 

를 받고자 하는 자 등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원자력법 전문 가운데 주 

민의견수렴과 관련한 조항을 발훼해 본다 . 

• 원자력법 제 104조의 5 (주민의 의견수렴) 

φ 제 11조 제 1항30) 또는 제3항31)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얻고 

자 하는 자와 제 76조 제 1항32)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또 

는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의 건설 · 운영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이하 이 

조에서‘신청자’라 한다)는 제 11조 제2항33) . 제5항34) 또는 제 76조 제2항35)에 

30)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에 따라 과학 
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 

만，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랄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 . 2 . 8] 

31) 과학기술부장관은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가건설허가신청 전 
에 부지에 대한 사전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승인할 수 었다.[개정 9 
9.2.8] 

32) 방사성폐기물의 저장 • 처리 • 처분시설 및 그 부속시설 (이하 ‘폐기시설 등’이라 한다)을 
건설 ·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 
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E에도 또한 같다. 다만， 과학기술부령이 정하 
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96 . 12 . 30, 99. 
2 . 8] 

33) 제 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 예비안전성분석 
보고서 및 건설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기타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 
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 . 1 . 5, 96 . 12 . 30, 99 . 2 . 8] 

34) 제3항의 부지승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승인신청서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 부지조사보 
고서 기타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개 정 95 . 1 . 5, 96 . 12 . 30, 99 . 2 . 8] 

35)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 
안전성분석보고서 • 안전관리규정 • 설계 및 공사방법에 관한 설명서 • 건설 및 운영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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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규정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공람하게 하거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과학기 

술부장관아 정하는 범위 안의 주민 (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 

고 이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 

이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개 정 99 • 2 . 8] 

@신청자는 제 1항펙 규정에 의하여 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할 E에는 과 

학71 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리 방사션환경영향평가서초안 (이하 ‘평가 

서초안’이라 한다)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99 • 2 . 8] 

@제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수렴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9 . 2 . 8] 

@신청자는 저11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 의견수렴에 소요되는 대풍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재정 99 . 2 . 8] 

2. 행정절차볍36) 

(1)개요 

1996년 12월 31임 볍률 제 5241호 

(2) 

이 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똥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띤의 행정참여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 ·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 

목적으로 한다. 

(3) 주만의견수렴 

행정절차법온 원자력분야에 대한 척접적인 언급을 하는 법 

만 원자력과 관련한 원자력볍 등의 법률에서 공청회나 설명회 

아니다. 다 

언급했 

다면 그의 철차 진행에 관한 세부적 사항온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진행되어 

야 한다. 

한 품질보증계획서 기타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 
출하여 야 한다. [개 정 96 . 12 • 30, 99 • 2 • 8] 

36) http://www.dla.go.kr/O_renew/m6/1aw/a4/a4020경.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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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분야와 관련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 

• 의견제출 및 청 

청문주재자는 청문올 주재하며 펼요하면 청문을 공개한다. 청푼주재 

필요한 조사를 수행하며 관계행정청에 펼요한 문서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전 

요구할 수 았다. 청문완료 후 청문조서 기타 관련서류 등을 행정청에 

제출한다. 행정청은 이를 검토하고 인정하는 경우 처분에 청문결과를 반영한 

다. (제 27조~제37조에 37) 해당) 

‘}공청회 

공청회는 법령 및 행정청이 의견 수렴할 펼요가 있는 경우 개최된다. 행정 

청은 공청회 개최콜 공공하고， 공청회 주재자를 지명 또는 위촉한다. 공청회 

주재자는 공정하고 원활한 전행에 책임이 었으며 발표내용， 제한， 절서유지 

워하여 필요한 조치틀 위한다. 공청회 주재자는 발표자 상호간에 철의 및 

답변플 허용하며 방청인의 의견제서 기회를 부여한다. 발표자는 공청회의 

내용과 직점 판련된 사항만 발표하여야 한다. (체 38조~제39조) 

3. 띔합영향평가법(환경 . ·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볍) 

(1) 개 

1999년 12월 31 일 법률 제 6095호로 저l 정되었으펴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 

칙은 20001년 12월 30일 ;셔l 정되었다. 환경 · 교통 ·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17089호)부쳐지에 의하여 기존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폐지된다. 

(2) 7.-1 -, 

전에 관계법률에 의하여 각각 설시되던 환경 • 교통 · 재해 · 인구붕야에 

관한 영향평가의 절차를 일원화하고 통합된 영향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환경 • 교통 ·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이하 통합법)이 채정됩에 따라 평 

가대사사업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절차 영향평가조정협의회의 구성 ald 운영 

동법에서 위암된 사항과 r 밖에 동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었 

다. 

(3) 주민의견수렵부분 

‘.평가서 작성에서와 주민의견수렴 

37) http://www.dla.go.kr/manuaVlaw /law/a4/a402023.htrn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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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는 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 바에 따랴 설명 

회 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대사사업의 서행으로 언하여 영향을 받게 되 

지역 안의 주변 (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틀고 01 를 평가서의 내 

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야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요구가 있 

때에는 공청회를 재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생태계의 보전자치가 콘 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서 

대사사업을 사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와 

의 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 사업자는 제 1항 및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올 수렴하고자 하는 때에 

며리 평가서초안올 작성하여야 한다. 

저1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수렴의 방볍 철차 및 평가서 

작성방볍 71 탕 펼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제들을 바탕으로 본 

의 파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법체들을 얄아보았다. 이러한 것 

이 설제 절차에 어떻체 적용되는지 예를 통해 얄아본다. 

예)방사성폐기불처라시설설치 의 경우 

5. 원자력분야 주면의견수렴제도의 평가 

위에서 휩자력분야에 있어 법제 속의 의견수렴제도에 대해 얄아보았 

데 이 같은 주민의견수렴제도들이 가지는 문제점을 살펴본다. 

(1) 법재상와 문제점 

첫째， 행정절차법 제2조(정의) 제6항에 의하며 ‘공청회라 함은 행정청이 

개적인 토론올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 등 전문지식과 정 

험을 자진 자 기타 일반언으로부터 의 

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의견을 널리 

다. 다분히 설명 밭 의견 청취의 의견을 

적 처리방법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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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라 

하는 절차’라는 의 미 가 모호하 

것이지， 의견을 수렴하는 구체 



둘째， 행정절차법 제39조(공청회의 진행) 제5항에 의하면， ‘행정청은 처분 

을 함에 있어서 공청회에서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하나.’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상당 

한 이유’의 판단을 행정청의 담당자에게만 일임하는 것은 문제이다. 투명한 

처리방안이 없다면， 공청회는 결국 요식 행위에 지나지 않게 된다. 

셋째， 통합영향평가법은 제6조(의견수렴) 제 1항에서 ‘사업자는 평가서를 작 

성하게 되어 있으며 .... ’, 원자력법은 제 11조(건설허가) 제2항에서 건설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허가선청서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사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게 하고 있다. 같은 상황에서 상이한 제도는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 

더욱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통합영향평가법 이전에 해당됐던 환경영향평가 

법이 적용되었던 때에도 지적되었던 문제인데 개정을 한 후에도 그 내용에 

변화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넷째， 설명회 및 공청회는 그 성격과 의미가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에 대한 정의와 그 역할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 

(2) 제도상의 문제 

첫째， 원자력분야에 있어 주민의견수렴절차를 두고는 있지만 마련된 제도 

는 공고， 공람， 공청회， 설명회로 한정적이다. 

둘째， 원자력분야에서도 세부적으로 나눈다면 원자력발전소 부지선정단계， 

원자력발전소운행단계， 폐기물처랴 부지선정단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하지 

만 각 단계의 성격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주민의견수렴이 가 단계마다 효 

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제도들이 없고 공청회나 설명회로만 일관되고 있 

다. 

(3) 집행상의 문제 

첫째， 대부분의 사례에서는 대상지역 주민을 상대로 한 영향평가초안 주민 

설명회와 관련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공청회로 분류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설명회는 주민에게 사업의 개요 및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결과를 

설명하고 주민의 질의에 응답하는 일차적 절차이며， 공청회는 평가서 초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이 진행되는 절차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설명회와 공청회 

가 현실적으로는 주민의견수렴에 있어 적극적인 방법이 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설명회에서는 초안의 결과에 대해서는 비중을 적게 두고， 사업의 홍 

보에 치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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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평가서 작성자가 평가서 초안 결과를 발표할 때 전문적 용어를 사용 

함으로써 일반인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넷째， 최종평가서가 제대로 주민의견을 반영하였는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매커니즘이 미비하다. 즉 사후관리가 미비한 것으로 공청회에 주민 

의견이 얼마만큼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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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J 3 장 유렵의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안석: 

유렵원자력싼업계의 주민들의 원자력에 대한 의견에 대한 대 

이 장은 유렵원자력산업계 커뮤니케이션 전문가회의 15차회의 (PIME2003) 

에서 나라난 유럽원자력산업계의 서민/주민들의 원자력에 대한 의견에 대한 

태도와 주민의견수렴태 고찰하여 한국과 벼교하는데 목적이 었다. 

제 l 절 PIMEol 란 무엇얀가? 

PIME은 유럽확 원자력산업계 (European Nuclear Society: ENS)가 

1998년이래 매년 개최하는 ”원자력 정보에 관한 국제워크양 (in temational 

workshop on nuclear public information in practice)"으로 원자력 판겨l 

커 뮤니 케 이 션 전문가 (nuclear communications experts)회 의 이 다.2003년 

화의는 PIME의 제 15차 회의로 몰타에서 열렸다. 

ENS는 1975년 창설되어 현재는 벨 71 에의 브뤼셀에 본부를 두고 었다‘ 

237H 국가로부터 237H 핵공동체 (nuclear societies)로 구성된 연합으로， 

20，000땅 이상의 산업계， 원자력발전소， 연구소 혹은 국가거판의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ENS는 포둔 수단을 동원하여 핵에너지따 평화로운 사용플 위한 

과학고} 공학의 발전에 71 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목표룹 위해 ENS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활동을 추진한다，38) 

(1) 회원 조직룹의 활동을 촉진， 조정한다. 

(2) 상이한 국가들 간의 과학자와 기술자들의 교류를 장려한다. 

(3) 핵공동체 대의 정보를 정책결정자틀이나 대중플에게 확산시킨다. 

(4) 과학과 기술 측면에 거여하는 화의나 핵겨술 응용에 관한 

커뮤니케어션에 기여하는 회의를 후원한다. 

(5) 핵발천소운영을 향상서키고， 핵에너지의 필요성과 장점을 설명하고 

미래에 필요하게될 공학적 전문성 (manufacturing capaci ty)을 개발하도록 

노력한다. 

(6) 공학교육과 훈련을 장려한다. 
(7) 국가나 NGOs, 그리 고 다른 유사한 가진 조직과 협력한다. 

(8) 원자력분야의 국제표준화를 촉진환다. 

38) ENS 햄사이트 참조. http://www.euronuc1ea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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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핵과학자나 기술자의 조직어 없는 국가들에 그랴한 

장려한다. 

형성하도록 

위의 ENS의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노력으로 매년 개최되 

PIME회 의 의 2003년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여려 국가의 핵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을 한 자리에 모아 

(2) 참가자들에게 다른 산업분야에서 얻어진 커뮤니케이션 지식을 획득할 

기회를 푸여함으로써， 

(3) PIME을 교육의 기회로 

경험의 교류룰 통해 원자력 커뮤니케이션 

것이다. 

으로는 보다 내설 있는 시각과 

야의 전문화에 가여하려는 

위의 목표를 달성하자 위하여 2003년 PIME회의는 커뮤니케이션 

도구(cornmunication tools) , 특정 청중을 대상으로 하는 켜뮤니케이션 

(cornmunicating with specific audiences); 원자력 발전소의 보안， 원자력 확산， 

방사성폐기불문제에 관한 대화(Communicating on the safety of nuclear 

plants, proliferation, and waste issues); 원자력 과 지 속가농한 발전 (Nuclear 

and sustainable development); 그리 고 위 기 커 뮤나 케 이 션 (Crisis 

communications) 등음 주제로 다루었다. 

제 2 절 15차 PIME 회의에서 나타난 유렵원자력싼업짜의 
사만/주면의견수렴에 대환 태도 

유럽원자력산업계 (정부 원자력 관계자 포함)는 다수의 유럽인들이 

원자력에 대해 긍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완자력에 대한 소수의 

반대의견은 정보부족에 71 언하는 것오로 인식하여 커뮤니케이션， 특히 

정보전달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주민의켠에 

대한 유렵원자력산업계의 태도는 자체적으로 설시한 여론조사결과에 바탕올 

있다. 

이와 철은 유렵원자력산업계의 원자력기술에 대한 태도는 

원자력 71 술자체의 안전성은 확립되었다고 가정하고 푼제는 그러한 확보된 

안전성에 대한 정보전달의 부족으로 원자력에 대한 반대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안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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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유렵인 원자력에 대한 태 

1. 불란서 여론조사 결I439}를 중심 

“ PIME 2003에 발표된 불란서 여론조사결과에서 나타난 가장 현저한 

사실은 전처1 천 71 생산의 70%이상을 원자력에너지에 의존하고 있는 불란서 

들의 핵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는 것이다. 프랑스 여론조사 결과는 

란서 사람들의 20%가 핵윷 수용하고 있고， 20-25%는 반대하고 았으며， 

나머지 대다수는 모르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렇게 의견야 없 

것은 정보의 부족 때문인 것으로 이 보고서는 나타내고 었다 . 

• 불란서가 풍력이나 태양열 등의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핵에너지가 

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꺼의 60%가 동의를 표시했고， 나머지 41.1%7} 

반대했다 . 

• 불란서 국민뜰의 70%는 에너지 분제가 전 세계에 영향을 며친다는 

것을 인식하지만 계속적인 전거공급아 가능하다고 믿는다. 

* 불권서 국만뜰은 정치인 저널리스프에 U1 해 에너지 u1 용에 의해 더 

많온 영향을 받는다 . 

• 많은 불란서인들이 전가공급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았으나， 

핵에너지에 대한 그들의 태도는 불확실하다. 여들 핵에 대한 불확실성 

폐거물의 안정성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 때문이다. 

“ 불란서 국민뜰은 핵에너져가 유용하다는 것을 인정하저만 여론은 핵에 
대해 모호하고 걱정한다. 그들의 핵얘 대한 두려움은 사고의 위험， 방사능 

오염， 폐거물저장소가 가지고 있는 위협 등에 관한 ‘상상의 두려움’에 

근거한다고 이 보고서는 나타낸다 . 

• 이 조사는 불란서언틀 중 많은 사람들어 방사성에 대해 잘 모플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 연구는 원자력에너지에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서 반은 

정확한 정보가 주어져변 그들의 생각을 바꿀 것이라고 주장한다 . 

• 따라서， 원자력산업계는 원자력에 관한 정보를 대중에게 설명해야하는 

과제를 가지고 였다. 

2. European Commission의 원자력에너지에 관한 제안40) 

39) 불란서 여론조사에 관해서는 Bucaille, Alain, I/But what do the French think about 
Nuclear Energy?" paper presented at PIME2003 meeting, (Malta, 2003. 2. 3) 참조. 

40) 아 부분에 관한 논의 는 Taylor, Derek, “ New proposals from the European 
Commission on nuclear Îssues," paper presen않d at PIME2003 meeting (Malta, 200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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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첫째， 원자력발전소의 폐기를 포함한 

원자력시설의 안전성에 관한 EU의 기본원척을 세우고， 원자력폐기물과 

사용 후 핵연료를 포함한 고준위 폐기물의 관리에 관한 것이다. 

‘’ 안전성 기준을 세우는 문제: 첫째 EU내의 각각의 회원국야 서 
기준을 설정하느냐의 문제와 물째， 각 국가가 서로 다른 지준을 세우는 경우 

EU의 국민들이 서로 다는 기준에 대해 신뢰를 갖느냐의 문제가 제가환다. 

“ 방사성폐기물처분의 문제: 사용 후 핵딴료와 폐기물에 대한 관심은 
사용 후 핵연료를 포함한 고준위 폐기물의 처분에 있어 진전 01 없는데서 

었고， 방사성폐기물처분은 원자력에너지의 미래에 중요한 걸림 

장했다 . 

• Eurobarometer survery 등에서 나다난 방사성폐기물에 관한 자료: 

70%이상의 유렵인들이 자국의 방사성폐지물관리에 판해 우려를 표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랴나 유럽띤들찍 거의 70%가 폐기불아 안전하게 

처려된다변 원자력발전소가 에너지원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U의 157~ 회원국 모두에서 60% 이상이 폐겨풀의 안전한 처리 

원자력에너지 사용의 전제로 고려하고 있는 것은 이런 이사실에 기반올 

젓이다 . 

• 또한 폐기물의 판리를 다음세대애제 물려주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에 

90%이상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위의 자료를 바탕으로 EC는 핵폐기물의 처분에 관해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데 다음 세 가지의 대안이 고려되고 있음. 

각 국가가 자국에서 생산된 폐기물의 처분을 책임진다. 

EU내에서 생산된 폐기 

· EU내에서 생산된 폐 71 

방법은 EU지역 밖에 건설되 

거반을 두고 았다. 

EU자 책임찬다. 

EU 이외의 다른 지역에 처분한다. 이 

폐기물 처분시설이 안전하다는 전제에 

째 3철 유렵원자력산업계의 커뮤니채이션 전략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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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방사성폐기물에 관한 커뮤니케이션 

유렵원자력산업계의 방사성폐가물처분/처리 문제에 지대한 관섬은 사용 

핵연료를 포함한 고준위 폐기물의 관려가 핵 산엽의 미래에 미치는 영 

고려할 때 놀라울 얼이 아나다. 

원자력기술의 상엽적 사용아 시작된 지 반세기가 져 1냥 지끔도 방사성 

폐기물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되고 었고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산업계의 

‘아킬레스 건‘으로 불려져왔다. 물론 핀란드와 미국이 사용 후 핵연 

포함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처분시설 건설을 위한 부지를 법적 

선정하였기는 하지만 두 지역의 처랴/처분을 툴러싼 논쟁이 끝난 것 

아나다. 

폐기풀은 방출되는 방사성의 정도애 따라 저준위， 중준위， 고준위로 

나눈다. 재처리흘 하기도 하지만 재쳐리를 하지 않는 경우 사용 후 핵연료는 

의 폐기물로 구분된다. 저준위 펴1171 물의 경우 소각되는 경우도 있지만 

폐기물과 더불어 땅속폐지 (shallow land-burial trenches)가 

일반적이다. 고준위 폐기물의 경우 영구땅속폐기 (perrnanent engineered 

geological disposaI)가 각 국의 정부와 원자력발전소 사엽자들에 의해 

선호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영구땅속폐기시설물을 

만틀어 폐기를 한 예는 없으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과 핀란드가 

오랜 동안의 연구과정플 거쳐 폐기물시 

끝냈다는 것이 궁극적으로 고훈위 폐기 

것은 아니다. 영구땅속폐기시설 컨설에 

계속되고 있다.4 1) 

부지선정을 끝냈다. 부지 선정 

분시설 건설허가를 받았다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논란이 

기본적요로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관심온 방사성폐기물의 특성에서 

기언한다. 원자력 발전소 등으로부터 생산되는 방사성 폐기물은 인간과 

환경에 대한 엄청난 잠채적 위협을 가지고 었다，42) 이러한 잠재적 

41) 영구땅속폐기 (permanent engineered geologic disposaI)의 개념온 폐기불올 땅속지하암 
반에 봉하는 방법이다. 영구땅속폐기에 있어서 싼전성은 다수의 안전장치를 가진 장애 
(passive barriers with multiple safety functions)들을 설치 함으로써 확보된다. 더 나아 
가， 영구땅속폐거가 일단 이루어지고 나면 미래서1 대에 의한 어떤 행동도 필요 없게 되므 
로 미래세대에 책임올 전가하지 않는다는 장정도 가지고 았다. 영구땅속폐기는 장기 안 
전성에 대해 높은 신뢰와 저장소가 일단 봉해지고 나변 더 이상의 행동이 필요 없다 전 
채에 바탕하고 있다. 

42) 방사성폐기불 문제에 있어서 자장 어려운 문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경우 수 
수섭만 년 동싼 인류와 환경으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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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으로부터 얀간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환경과 인 방사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야 것이다. 그러나 인류는 아직까지 이 잡채적 

위협으로부터 환경과 인류의 딴전을 확보하지 못하고 았다.43) 이렇게 

방사성폐기물 처분셔설의 안전성의 확보와 관련하여 중요한 개념이 

’전환가능성 (reversibility)’과 ‘회수가능성 (retrievability)’의 개념이다.44) 이 

부분에서는 PIME2003에서 발표된 이 두 개념에 관련된 이슈를 소개한다. 

회수가능성과 전환가능성 개념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불 처분/처라와 관랜된 

개념이다.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여 영구땅속폐기 (permanent engineered 

geologic disposaI)가 고준위 방사성 폐 기 물에 대 한 안전하고 윤라 적 인 

관려방법으로 받아플여지고 있다. 그러나， 열부에서는 영구폐기는 현재의 

기술수준으로 언류와 환경의 안전을 보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안전성 

기숨이 없는 상태에서 영구저장시설에 져장하는 경우 만약의 경우에 

대책이 없게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환가능성과 화수자능성의 개념이 

제기된다. 

전환가능성과 회수가능성온 폐기물처분정책의 유연성을 향상시켜거 위 

것으로 단계적 접근 (step-wise approach)의 개념을 폐기물의 처리/처분이l 

입하여 폐기물관리의 신뢰성올 높이고， 되흘릴 수 없는 결정아 내려지지 

하지 위한 것어다. 즉， 단계적 접근으로 폐지물 처분서설건설의 각 

계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정보와 정책요소에 았어서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정책과정에 도입하눈 것이다. 

전환가능성의 개념은 폐기물 처분시설의 건설에 있어서 각 단계에서 이전 

계로 되돌헐 수 있도록 한다는 개념이다. 즉， 이전 단계의 결정에 대한 

통하여 후퇴할 수 있는 여지를 처분정책과 기술적 프로그램에 

것야다. 예틀 들어， 부지선정에 있어서의 후퇴 혹은 특정 

처분방법의 변화 등이 고려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처분시설 건설의 

계에서도 처분시설의 일부요소를 변경하는 등도 또한 포함한다. 아 

개념의 중요성온 어떤 처분 방볍이 채택되더라도 처분과정에서 해결할 수 

43) 방사성 폐기물에 관한 또 하나의 관심은 ‘방사성폐기물의 무기화’ 가능성에 기언한다. 
, 사용 후 핵연료는 재처라 과정을 통하여 무거를 생산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생산하 

는 것이 가능하다.1) 현재 사용 후 핵연료와 무기의 연판성 때문에 관섬을 자아내고 있는 

것은 북한과 일본이다. 특히， 일본은 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를 통해 얻은 (언제든지 무 
기로 제조 가능한) 플루토늄을 상당량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이 북한의 핵에 판한 판심도 
이러한 테두리에서 이해될 수 있다. 

44) 이 부분은 Fertξ， JacQues de la. "Reversibi1ity and RetrievabiIity in radioactive waste 
disposal programmes: strategic options or political gadgets?" paper presented at 
PIME2003 meeting (Malta. 2003. 2.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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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문제점어 발생했을 때 처분 단계를 되돌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회수가능성의 개념은 전환가능성의 특수한 경우로 폐가물을 일단 

처분시설에 안치시킨 후에 폐기물 폐기물 용기 등을 회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아다. 이 정우에는 처분시설의 개념보다 저장시설악 개념이 될 

었으나 저장시설은 영구처분의 개냄으로부터 후퇴한 개념이나 

회수가능성의 개녕은 영구처분와 경우에도 적용될 수 었다. 회수가능성 

폐가물을 처분한 후 여러 단계에서 고려될 수 었다. 회수가능성은 기술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처분시설의 설계에 포함될 수도 있고 지하처분장소의 

입구를 열어두는 등 운영전략에도 포함될 수 있다. 즙 방사성폐기물이 

처분된 상태에서 손상된 폐 71 물용자 

한다는 것이다. 

폐 71 회수할 수 있어야 

전환가능성과 회수가능성플 폐기물처분의 개냄에 도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온 여라 가지로 고려될 수 있다. 첫째， 폐겨물 처분 후에 예측하지 

했던 기술적 안전성의 문제가 제기되거나 ‘수용가능 안전성 기준’에 

변화가 발생했음 경우이다. 둘째 폐기된 사용 후 핵연료가 미래의 거술애 

있어서 증요한 ‘자원’으로 인식되는 ;경우， 혹은 폐지풀처분 부지가 중요 

자원괄 매장하고 었는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회수가능성이 중요성을 갖는다. 

셋째， parti tioning이나 transmutation 등 기술의 채발로 새로운 

폐기물처분기숨이 개발되는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전환가능성과 

수가능성와 개념은 서민/주민의 선뢰를 제고하는 방안으로 선호되고 었다. 

그러나， 전환가능성이나 회수가능성을 도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요소뜰도 

았다. 첫째， 회수가능성의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 처분시설의 장71 적 

최적안전성의 정도를 손상시키는 멸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회수가능성을 위해 불필요하게 장기간 처분시설을 노출시컴으로써 처분용기 

등에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불째， 연장된 회수가능기간 

동안 처분장시설이 적정하게 관리되지 않을 위험성도 았다. 이런 위험 

조직상의 문제 재정상의 문채 혹은 기술력의 손실 등에 의해 야기될 수 

있다. 셋째， 경제의 변화， 정치적 변화 등에 의해 법이나 규칙을 지 

가능성이 감소할 수도 었다. 이런 경우 무책임한 폐기물의 회수나 악의적얀 

손상 똥이 발생할 가능성이 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폐기물올 무가 

전환할 가능성도 폐기물의 회수까능성과 더불어 증가한다는 것여다. 

이와 같이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처리 방법에 관한 논의는 원자력산업계의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야다. 미국과 핀란드의 사용 후 핵연료를 포함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처리/처분 시설부지의 선정은 원자력의 앞날에 청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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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올 수도 았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전개가 주목된다 할 수 었다. 

다음에서는 미국과 핀란드의 업자선정과정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2. 미국의 방사성폐기불처분시설의 입지선정45) 

미국은 1982년 핵폐기물법 (NWP A , Nuclear Waste Policy Act)이 제정된 

이래로 핵폐기불법과 개정법에 근거하여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 부지를 

색해 왔고， 최종적으로 Nevada의 Yucca Mountain을 선정하여 의회의 

비준을 받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러한 원자력업계와 정부의 노력을 고려할 

때 Yucca Mountain부지해 대한 의회의 Bl 준은 역사적이다. 

최종적으로 Yucca Mountain을 유일한 부지후보로 선정한 후 다양한 

.7.1 질학적-과학적 조사를 거쳐 의회의 벼준을 받기 위해 노력해 왔다. 

PIME2003회의에서는 원전반대 그룹둡， 특히 1987년 과학적 연구가 Yucca 

Mountain을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 부지로 선정한 이래 강력하게 반대혜 

네바다주의 반대를 물리치고 마지막 의회의 Bl 준을 받기 위한 "winning 

coalition"을 형성한 전략에 중점을 두어 발표되었다. 

원자력업계의 의회의 바준을 받기 위한 성공천략은 원자력연구소 (Nuclear 

Energy Institute: NED가 20001년부터 Yucca Mountain부자 의 정 쳐 적 

수용성올 위한 전략을 개발하는데서 시작했다. 부시행정부는 2001년 

원자력에너지와 Yucca Mountain 프로젝트에 대한 의회의 비준획득을 

근간으로 하는 국가에 너 지 정 책 (President' s National Energy Policy)옳 

발표했다. 부시대통령의 국가에너지정챈의 발표는 원자력업계의 중요한 

송랴였고， 의회의 Bl 준을 위한 전략을 세우는데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 

Yucca Mountain을 하가하기로 한 의회의 결정은 사용 후 핵연료의 

관리라는 측면을 넘어 원자력업계의 장71 발전(發展)을 위한 중요한 

전전이었다. 

Yucca Mountain부지 지청을 위한 이해당사자들의 지지를 얻고 사용 

핵연료의 수송문제를 둘러싼 신뢰를 형성하기 위한 원자력업계와 전 

복잡하고 광범위했다. NEI는 3단계 전략을 채택했다. 첫 단계는 에너지 

장관의 부져추천과 대통령의 추천을 받는 것이었다. 둘째 단계는 Yucca 

Mountain부져에 대한 네바다주의 반대블 불리치고 하원과 상원 

45) 이 부분은 미국 Nuclear Energy Institute의 커뮤니케이션 부의 부의장인 Scott 
Peterson, “Industry strategy for building stakeholder support for siting Yucca 
Mountain and confidence in used nuclear fuel transportation,’ paper presented at 
PIME2003 meeting (Malta, 2003. 2. 3) 올 요약한 것임. 

- 33 -



대통령의 추천에 대한 승인 것이었다. 따자막은 네바다주의 산업계와 

51}운티 정부 져도자들 사이에 Yucca Mountain이 폐기물부지 

‘펄연적’이라는 분위기를 형성하여 Yucca Mountain부자션정에 대한 자지 

획묵하는 것이었다. 

부시행정부로부터 부지추천을 획득하기 위한 전략은 Yucca 

Mountain프로그램에 대한 강력한 지지와 과학적 보고서와 환경보고서를 

완성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것을 부시행정부에 설득하는 것에서 샤작했다. 

Yucca Mountain가 가진 과학적 문제 (불확실성)와 정치적 도전 (반대 

고려할 때 Yucca Mountain 프로젝트에 대한 에너지장관의 지져는 중요했다. 

전직 상원의원이었던 에너지장관악 지지는 이 문제에 있어 의회의 송언올 

얻어내는데 아주 효과적인 것이었다. 원자력업계는 ‘확실한(sound) ’ 과학 

증거블 기초로 2002년에 부져결정을 받아낸다는데 확고했다. 

원자력업계는 정부로부터 부지결정을 받아내기 위한 중요한 단계 

정부지도자들이 2002년의 의회선거와 2004년에 있을 대통령선거와 관란하여 

부지선정법안의 정치적 종요성올 인식시키는 것이었다. 부지법안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주의 주지사들과 정치지도자들과의 접촉푼 정치계에 

이러한 인식을 획득하는 것을 도왔다. 

NEI는 Yucca Mountain 프로그램을 친척시커고 악회의 승인을 얻는더l 

요한 원자력업계악 전략을 중요분야로 나누어 관리했다. NEI는 

원자력업계의 자원을 몇 개의 분야로 통합하고 원자력업계가 통제하지 

못하는 자원을 캠페인에 사용하기 위해 다양한 그룹과 자문단에게도 도움을 

새로운 전략을 세웠다. 

NEI의 정치전략은 f‘~EI와 원자력업계의 로버스트와 정치 자문단들 하여 

부시대통령의 부지추천에 대한 의회에서의 광범위한 초당적 지지를 얻 71 

위해 국회의원뜰에게 접근하게 했다. 정책결정과정의 결정적 단계에서 

강력한 지지자들의 힘올 야용하는 것은 부지선정이후에도 필수적이다. 

Yucca Mountain 프로젝트에 대한 네바다 주의 거부는 의회에서 두 가지 

서로 다른 지지 그룹을 만들어냈다. 하원은 주로 져역을 근거로 투표하며 

하원의원들은 2년마다 채션을 위해 출마해야 하므로 대종의 의견에 따라 

한다. 몇 년 동안 원자력업계는 하원에서 Yucca Mountain에 대한 

지지기반을 형성해 왔다. 이러한 업계의 노력은 하원에서의 306대 1170 1 
Yucca Mountain부-^1 에 대환 투표결과가 보여준다. 

상원에서는 Yucca Mountain 프로젝트를 의원들 사이의 정치적 관계 

수 있플 정도확 중요성을 갖는 주의 이슈로 만들어야 했다. NEI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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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은 한펀으로는 Yucca Mountain 프로젝트를 지지하는 의원뜰을 

결속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Yucca 프로젝트 반대자들로 하여금 투표방향을 

정하지 않은 의원들을 분리시키도록 하는 것이었다. 프로책트 반대자들은 

투표결정을 하지 않은 의원들에 그들의 노력올 집중했고 프로젝 

지지자들에게는 관심을 나타내지 않았다. 

영향력 었는 산업계와 정계의 지포자들로부터 지지를 획 위한 

램과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Yucca Mountain 프로책토 지지연합은 

Yucca Mountain 프로젝트를 연방수준의 이슈가 아년 주u‘l‘!)의 이슈로 

만드는데 효파적이었따. Yucca 프로책트를 주의 01 슈로 만옮으로써 에너지 

장관과 대통령의 부지추천과 상원의 승인을 재촉하게 했다. 

에 기반을 둔 지지연합은 시카고 노동연합 (Chicago Federation of 

Labor) , 인다아나 흑인 상공회의소(Indiana Black Chamber of Commerce), 

미네소타 낙농협회 (Minnesota Dairy Farmers) , 오레곤 병원연합 (Oregon 

Association of Hospitals) 등의 다양한 조직 들올 지 지 연 

이들 그룹들이 지방과 주 정부의 지지자들로 하여끔 Yucca Mountain 

젝트를 통과시켜도록 힘을 행사했다. 이들 져지연합은 대부분 원자력의 

확설한 낮분 비용과 환경효과 때문에 원자력 에너지 업계를 지.7-1 했다. 

노동조합은 오랜 동안 Yucca Mountain 프로젝E틀 지지해왔고 노조의 

강력한 지지는 상원에서의 투표에 아주 결정적이었다. 국제전기노조 

(Intemational Brotherhood of Electrical Workers) , 머 국 전 기 설 비 

(Utility Workers Union of America)와 더 불어 NEI는 Yucca Mountain 

투표에 대한 지치를 획득하기 위해 워성턴에서 연합노조활동을 조직했고， 

몇몇의 노동조합 지부플도 또한 NEI의 주에 가반플 둔 연합에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했다. 

NEI는 2001년 워 j싱턴을 기반으로 부사행정부가 Yucca Mountain 

프로젝트룹 추천하도록 압력을 넣기 위한 광고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버 

아이오와， 와이오멍， 워싱턴주 등에서 폐기물 이통과 관련된 사고에 대 

위험을 가지고 Yucca Mountain프로젝트에 반대 캠페언을 하는 네바다의 

저항올 저지하가 위해 TV, 인쇄물， 라디오 등을 광고캠페인에 포함시켰다. 

원자력업계는 네바다주와 반핵 그룹의 광고캠페인이 사용한 통일한 TV, 

라디오， 신문 등에 광고함으로싸 대항했다. 

광고캠페인은 또한 상원의 결정이 었지 전 마지막 몇 주 동안 

원자력지지자들을 보호하고 여전히 결정을 내리져 못하고 았던 

상원의원들의 표를 얻기 위해 NEI의 연방 연합인 ‘건전한 원자력정책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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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1iance for Sound Nuclear Policy)과 미 국상공회 의 소 (US Chamber of 

Commerce)가 후원한 라디오와 션문광고를 통해 엄청난 캠페언을 했다. 

원자력엽계와 연합은 20개의 주에서 TV, 라디오， 선문을 통해 캠페인을 

였다. 아 캠페언은 지방수준에샤 엄청난 반향을 가져와 지방매체가 NEI의 

캠페언을 보도하는 바람에 많은 선전효과를 얻었고， 의회에서 자지자들과의 

연합캠페안에 중요한 역할융 했다. 

NEI는 연방 에너지 부와 원자력업계로부터 자지를 받는 미디어 

램을 전개했다. 몇몇 중요한 주에서 신문사 편집국을 방문하는 것을 

함하는 이 미디어 프로그램의 결과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즈， 

월스트리트 저널 등올 포함하여 20여 개의 신문이 Yucca Mountain 

프로젝트에 대한 지지와 그 프로젝트에 대한 의회의 투표를 지지하는 

사설을 제재했다. 이 미디어 프로그햄의 성공은 원자력에너지에 관한 신뢰 

획득하기 위한 NEI와 원자력업계익 수년 동안의 노력의 결과였다. 

NEI가 설립한 제3자들로 구성된 지지 프로그램은 Yucca Mountain에 관한 

전분가들에 의해 쓰여진 547R 의 신문기사였다. 이 547R 의 신문지사는 

상원에서의 투표에서 중요환 주의 지역 선문에 게재되어 전체 5백만 명와 

독자에게 전달되었다. NEI는 또한 원자력업계의 대변언들이 Yucca 

Mountain 문제에 관한 전국 TV와 라디오 보고릎 하도록 했다. 

Yucca Mountain부지 비훈의 성공을 확실히 하기 위한 재정적 금액은 

엄청나낀 했으나 어런 역사적인 투표어l 서 이기기 위해서는 원자력업계와 

지지자들의 통합과 자원투자가 요구되었다. 원자력업계는 이 복잡한 과정의 

각 단계에서 성공해야 했고， 그러기 위해 정치지도자들에게 엽겨}가 이기기 

위책 해야할 모든 것올 할 각오가 되어였음을 보여주어야 했다. 그려나 

정치적으로 당파적 특성을 나타내는 활동은 피해야 하는 것도 또한 

했다. 

이 캠페언에서의 원자력업계의 자원투자가 엄청나긴 했으나 이 캠페언은 

정책공동체에서 장기적 이익을 가져다 준다. 각 주에서 지지 연합과 며디어 

접촉노력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지지 연합과 미디어 

폐기물부지허가 과정과 폐가물이동경로의 결정 단계에서 필수 불가결한 

협력자가 될 것이다. 네바다주와 네바다주의 부지반대 투쟁에 동참한 

반핵그룹은 원자력업계보다 많은 자금을 지불했다. 네바다주와 반행 

원자력규제위원회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의 허가 과정에서 

Yucca Mountain 프로책트에 대한 반대를 계속할 것이다. 

원자력업계는 상원에서의 투표로 막을 내리는 캠페인에서 종합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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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 잘 조직된 정치 프로그램 

반핵운동 공동체의 왜곡된 토론에 

개발했다. 아 캠페인은 네바다주와 

불구하고 부지문제를 정직하게 

제시했다. 원자력업계는 역사적인 Yucca Mountain 부지 선정 

이 과정에서 정치지도자들과 미국대중들에게 원자력에 대한 평 

이루어냈다. 

였다. 

3. 핀란드의 방사성폐기물처리/처분시설의 입지선정46) 

핀란드는 최근 원자력발전소 근처의 한 장소를 폐기물 (사용 후 핵 연료) 

처분부지로 선정하는데 성공했다. 여러 단계를 거쳐 2001년 5월 핀란드 

의회는 이 부지를 비준했고 사용 후 핵 연료 처리시설 부지로는 세계에서 

첫 번째이다.47) 이 폐기물처분부지 (Eurajoki)가 속한 행정구역은 언 

6，에0명이 거주하고， 15km 떨어진 가까운 도시인 Rauma의 안 

36，000명이다. 

(1) 핀란드가 폐기물처분부지를 선정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얀 

‘’ 발전소지역의 주만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핵과 폐거물부지에 대해 
항상 높은 긍정적 태도를 보여주었다 

• 1980년대 말 Eurajoki 지역의 폐기물부지에 대해 반대했으나， 1994년 

개정된 원자력법 (Nuclear Energy Act)은 핵폐기물의 수출 · 업을 금지했고， 

그 이후로 핵폐기물부지에 대한 지지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 

• 19901년대 말 두 곳의 핵발전소지 역 모두에서 약 60%의 주민둡01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을 받아들이는 것을 지지했다. 이것은 여타 지역의 

주민들이 계속해서 방사성폐기물처분부지에 패해 부정적 사각을 나타낸 

것과 대 이푼다. 

(2) 핵의 수용성에 있어 지역별 차이를 가져온 원인 

46) 핀란도에 관해서는 Ammäl낄， Veli-Matti and Timo Sepp김lä， "Successful siting process 
is challenging but possible: Experiences on the Finnish final disposal programme in 
relation to local acceptance,’‘’ paper presented at PIME2003 meeting (Malta, 2003, 2. 3) 
참조. 

47) 2002년 미국 의회도 Nevada의 Yucca Mountain을 고준위 핵 폐기물의 최종부지로 선정 
했다. 부지선정이 처분시셜의 건설을 보장하는 젓은 아니다. 앞으로도 많은 연구를 거쳐 
야 할 것이라고 보고하지만 대중 커뮤니케이션에는 많은 영향올 미철 것이라 생각된다. 

, 사용후 핵연료를 포함한 고준위 폐기물의 판려문제가 각 국애서 핵에너지와 평화 
적 사용올 확대하는데 걸림돌이 되어온 사설올 감안할 때 더욱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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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란드의 핵발전소와 근처의 저준위와 중준위폐기물 처분장의 운영이 
여루어졌고， 그것이 주민들로 하여금 원자력시설에 대한 신뢰 

구축해왔다. 또한 핵발전소의 칙원들이 지역수준에서 핵기 

고취사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믿어진다 . 

• 핵폐기물시설이 처분부지 지역으로 세수를 유입시커고 취업기화 

증가시킨다. ‘’ 핵폐기물의 처분과 관련하여 처분부지사업주체와 지역정부가 
지역주민들의 염려와 희망을 알아내는데 협조가 잘 이루어졌다. 

(3) 사용 후 핵연료시설 부지선정에서 지역주면과의 케뮤니케이션을 

확립하기 위한 전 

“ 사업주체인 Posiva는 커뮤니채이션노력을 지역에 집종했다. 

Posiva는 처분부지 대상지역에 커뮤니케여션 사무소를 설치했다. 이 사무소 

설치의 목적은 핵폐기물처분부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1 지륜 얻어내 

것이었다. 

“ 커뮤니케이션의 목표는 지역주만과의 자연스러운 상호관계를 확랩하고 
폐기물처분에 대한 정보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사람들이 핵폐지불처분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가지변 가질수록 폐기물처분애 대한 지지가 쉬워찬다. 

“ Posiva 자체에 대한 호의적인 생각들이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었고， 

Posiva는 지역조직이나， 스포츠 혹은 문화행사 등을 후원했다 . 

• 져역주민들의 지식을 증가사키는 최선의 방법으로 지역주민 

하여금 발전소내의 폐기된 핵연료봉 임시저장소에 익숙해지는 가회 

딴들고， 폐기룰처분장의 현장조사에도 익숙해지도록 했다. 

(4) 환경 영 향평 가절차 

“ 환경영향평가절차는 지역에서의 커뮤니케이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환경영향평가절차는 지역주만들로 하여금 그들의 관심사를 제가하는 기회 

제공하고， 실채로 폐기물처분장의 이점 뿐 아니라 단점애 관해서도 균형 

있는 토론을 가능하게 했다 . 

• 여러 차례의 주민과의 공개적인 토론이 지역주민들의 사각과 지시 

접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역의 공무원아나 의회 등와 특정그룹과의 

토론과 청보회와가 열렸다.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알아내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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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그룹과의 회의포 마련되었다. 또한 Posiva 외부의 전푼가플에 의 

주제면담 (theme interviews)도 특정 이익집단과 이루어졌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는 낮은 편이었고 폐기물 처분창에 반대하는 

이 활발하게 참여했다. 

(5) 결론 

이 모든 과정이 신뢰를 형성했다. 선뢰의 형성은 지역에서 뿐 아니라 

전국적 수준에서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형성된 신뢰는 대중파 정책결정자가 사업자 혹은 규제 

고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선뢰는 주만둡 편에서는 “사업자가 사업 

수행과정에서 장못이 발견되는 경우， 사업자가 주민들에게 알렬 것이고， 

안전하자 않다면 그 사엽을 집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의마하므로 01 
사업 에 서 가장 중요하다. 

B. 자속가능에너지 ‘원자랙‘ 

원자력시대 초거 원자력에너지는 환경친화성과 경제성으로 시장과 

시민들에게 어필했으나 방사성폐가물의 처분문저l가 대중 논의의 전면 

대두되면서 뚜 가지 모두의 장점을 잃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에너자가 대중에게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은 

원자력에너지가 다륜 화석딴료와 tJ l 교했을 때 정제적이고 또한 지속가능한 

에녁 ^l 라는 것을 언식시킬 필요가 었다. 

1. 러시아48) 

이 발표에서는 라시아의 원자력 수용성제고를 위한 전략이 논의되었다. 이 

보고서는 원자력수용성제고틀 위한 전략들 중에서 효과적면 것과 

효과적여지 않은 것으로 나누어 재샤되었다. 

러시아에서는 8년 동안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중지해 왔는더l 화 

장기원자력발전계획을 도입했고， 국가 에너지 정책의 주요부분으로 

채택되었다. 러시아의 여러한 변화는 미국이 21서1171 들어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운영딴장과 새로운 발천소에 대한 고려룹 포함하는 부시 대통령의 

‘국가에너지정책‘발표， 70년대의 Carter ban을 폐기 -^ß처리기술에 관한 

48) 이 부분은 PIME2003에 서 발표된 A. Yu.Gagarinskiy의 “Attitude to nucelar energy - is 
it sustainable?"을 요약한 것 임 . (Malta, 2003.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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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기적 인식전환과 더불어 원자력에너지의 사용에 있어서 새로운 협력의 

시작이었다. 이러한 원자력에너지에 관한 새로운 관심은 미국에서 1980년대 

이래로 20년 동안 원자력에너지 생산은 3배 증가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이러한 일련의 전개는 국제사회에서 원자력의 미래에 대한 분석을 

재개하게 했다. 또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원자력에너지의 증가하는 

역할을 지지하는 중요한 수단을 제공한다. 즉， 자원제한，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지역에의 에너지의존 에너지 기술의 세계적 · 지엽적 환경결과 등 

지속가능개발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속가능개발에서의 원자력에너지의 역할에 대한 주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생소하거나 터무니없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의 중요성이 었다. 그러나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사고와 민주적 

선거의 도입과 더불어 러시아에서의 원자력에너지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반은 없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원자력괴물‘과의 투쟁은 아주 

어려운 정치적 문제이다. 

러시아에서 원자력에너지를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라는 주장은 실효가 없다. 예를 들어 한 미디어보고는 다음과 

같이 쓰고있다: “점진적 지구온난화는 세계에서 가장 추운 국가인 

러시아에는 사실상 환영할 만한 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온난화와 

다른 자연재해에 관한 논의가 러시아에서 시작되고 있다. 

(1) 수용성제고에 역행하는 논의 

러시아 원자력부 (Russian Minatom)는 2년 전 ‘원자력의 르네상스‘를 위한 

대대적인 선전을 시작하려고 했다. 이 캠페인은 2가지 정치적 전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 첫째는 핵폐기물저장시설과 재처리시설의 수출에 관한 

법의 제정이고 둘째는 이상적인 미래의 원자력발전기의 개발과 전 세계적 

적용의 약속이었다. 

여러 가지의 환경조건이 충족된다는 조건 하에 사용 후 핵연료의 

러시아로의 수입을 허락하는 핵폐기물저장시설과 재처리시설의 수출에 관한 

법이 많은 노력으로 의회를 통과했고 이것은 원자력에너지 개발을 

추구하려는 러시아 지도자들의 정치적 의지에 대한 분명한 확인이다. 

방사성물질의 국경이동의 필요성은 지속적인 원자력개발의 전제조건이며 

또한 국제사회에서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에 관한 논의를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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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캠페인은 위의 핵폐기물저장시설과 재처리시설의 얻게 될 

2백억 달러 

강한 반대 

국만들을 설득하려고 했다. 이 캠페언은 당연히 국민들로부터 

러일으켰다. 국민들의 지저를 받으려는 군소 정당들과 

환경그룹들은 ‘러시아가 원자력쓰레기 장으로 변한 것이며， 폐기물 수입으로 

얻은 돈은 도둑맞을 것’이라고 캠페인을 벌였다. 이들 군소 정당 중 하나는 

러시아로의 ‘방사성폐기물 수업’에 대한 반대를 중요정책으로 선택하여 

환경정당임을 션언했다. 러샤아정부는 원자력개발을 추진하려는 법 

(pro-nuclear laws)을 취소하기 위한 국민투표를 막을 수 없었다. 한 여 

조사는 국면플 중 70%가 사용 후 핵연료는 러시아국민들의 건강에 엄청난 

위협이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원자력개발주전법의 제정은 

여론을 흔들어 놓았다. 

“자연적으로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효과적이며， 핵확산에 저항하며， 

러사아의 수요를 충족할 핵연료를 생산할 여상적인 미래의 원자력발전"49)을 

개발할 젓이라는 전제는 아주 새로운 것이었다. 이 이상적인 원자력발전 71 의 

개발에 관한 약속은 보통사람들에게는 전혀 01 해되지 않는 것으로써 f방사성 

균형 (radiation balance)'을 딸성 할 것이라는 약속과 더불어 제시될 

것이었다. “우라늄에서 발생하는 모든 방사성여 폐기물과 함께 묻혀질 

것”이라는 것이 01 캠페인의 구상이었다. 러시아의 이 ‘창조적’인 캠페인 
구상은 전문가들이 반대해서 실행되지는 않았다. “세계의 8번째 지적”으로 

생각되는 아직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상적인 발전기에 기초하여 20년에 

치는 원자력에너지개발 프로그램올 시작하기는 어려운 것열 젓이다. 

(2) 수용성제고를 가져온 논의 

러시아에서는 경제적인 문제가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관섬야 많지 않다. 이런 환경에 대한 판심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사용 후 핵연료의 수업에 관한 법을 위한 논의와 더불어 (사용 후) 핵 

연료의 수송에 관련된 환경영향에 관해서는 엄청난 논의를 불러일으킨다. 

이런 환경영향에 관련된 논의의 ‘왜곡(?)’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원자력에너지 수용성제고를 위한 논의자 가능하다. 

현채 가동중이거나 건설종에 있는 원자력발전소가 고용을 창출하고 

사회 71 반시설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Rostov 원자력 발전 

발전소 주변에서 많은 유산 동에 관한 소문으로 많은 반대를 받아왔으나 

49) 11 an ideal reactor of the future - ‘naturally ’ safe, economical1y efficient, 
proliferation-resistant and producing exactly the secondary fuel amount required to 
satisfy its own 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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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stov의 완성으로 발전소 지역의 평균임금이 전해보다 1.5배 증가하여 그 

지역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1.곳 주민들은 원자력발전소를 

받아들이기 서작했다. 이런 발전소에 대한 태도가 훤자력에 대한 대중으 

전폭적 지지를 받는 것은 아니나 원자력발전에 대한 긍정적 방향으로의 

태도변화는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책결정자들 산업계 그리고 

언론계 등 지역의 엘리트들이 원자력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새로운 원자력발전소컨설중지에 관한 ::1.린파스의 노력이 러시아 

대볍원에서 패소했다. 

원자력발천에 관한 u1 국정부의 최근의 방향선회도 러시아에서 

자력발전의 수용성에 제고어1 긍정적으로 받아틀여자고 었다. 미국은 

냉전기간 오랜 동안 러시아의 적이었으나 미국정부의 원자력에 대한 써 

고려와 미국에서의 원자력발전량의 증거는 러시아에서 원자력 71 술에 대한 

선뢰륜 증가시켰다. 또한 국제회의에서의 러시아의 원자력정책에 대 

제원자력사회의 긍정적 평가는 ‘찬 원자력볍’여 야기했던 불안을 어 L 

정도 감소시켰다. 또한 핀란드에서의 사용 후 핵연료처분장부지 선정도 

딴심블 불랴열으켰다. 

2. Wor1d Nuclear Association50) 

원자력수용성흘 제고하가 위한 한가지 방안으로 World N uclear 

Association의 Ian Hore-Lacy가 제샤하는 것은 에너지를 생산하는더l 

소요되는 에너지의 양을 비교하려는 것이다. 사실상 자원부족의 시대에 

에너지와 문제에 있어 에너자 생산에 소요되는 ‘급전적 가치’보다는 

‘에너지의 절대적 양’이 중요한 개념이라는 인식에 끈거차고있다. 

원자력에너지애 대한 반대주장은 원자력에너지가 다음의 세 가지 이유로 

지속가능한 에너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첫째 원7<}-력에너지를 생 

우라늄01 한정되어있다는 것 01 다. 즉， 자원의 한계이다. 툴째， 

원자력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어l 너지가 생산되는 에너지보다 많다는 

것야다. 즉， 원자력에너지생산에 소요되는 에너지대차대조표에서 소비되논 

에너지가 생산되는 에너지 보다 많다는 것이다. 셋째 원자력에너지 생산 

사에 방출퇴는 이산화탄소( CO2 )가 가스에너지 만륨 많다는 것이다. 

Hore-Lacy는 위의 반대 주장 중 특히 두 번째에 대응하기 위해 

50) Hore-Lacy, lan, "Energy Analysis as a communications focus," 01 
에서 발표되었음. (2003.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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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에너지 생산에 소요되는 에너지의 양과 생산되는 에너지 양 사이의 

(energy balance between inputs and outputs) 비 교가 필요하다는 것 이 다. 

에너지대차대조표를 위해 Life Cycle Analysis의 개념을 이용한 

원자력에너지 생산 전 과정에 소요되는 에너지의 양을 계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즉， 우라늄광산에 소요되는 에너지， 우라늄제련소 등 제련 전 

과정에 소요되는 에너지， 원자력발전소건설에 소요되는 에너지， 

폐기물관리에 소요되는 에너지 원자력발전소의 폐기에 소요되는 에너지 

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Hore-Lacy는 이런 대차대조표를 만드는데 있어 원자력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에너지의 양을 분석하는 것은 아주 복잡한 과정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예를 들어 우라늄광산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계산할 때 어떤 

것을 포함시키고 어떤 것을 제외할 것인가? 채광한 우라늄을 수송하는데 

펼요한 철도나 기차 등을 만드는데 소요된 에너지도 포함을 시킬 것인가? 

우라늄이 어디서 생산되어 어디서 제련되는가 하는 데에 따라서도 에너지의 

소요량이 달라절 수 있다. 에너지대차대조표에서 더욱 복잡한 문제는 에너지 

비용 이외에도 외부비용의 계산이다. 에너지 생산이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이러한 대차대조표에 계산되어야 할 것이다. 

한 자료는 전체 생산된 전기와 그 전 과정에 소요되는 에너지의 비율을 

에너지 원 별로 보여준다. 이 자료에 의하면 수력이 5% 미만으로 가장 작고， 

풍력과 원자력이 7-8%로 그 다음으로 작고， 가스와 갈탄은 17%, 석탄은 

30%로 가장 높다.E라서 에너지 대차대조표를 비교했을 때 원자력은 

석탄이나 가스보다 지속가능하고 풍력과 비슷하다. 이런 점에서 

원자력에너지는 환경론자들이 미래의 에너지로 개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풍력과 비슷하다. 

C. 미래세대에의 전략 

1. 슬로베니아51) 

(13세부터 19까지의 103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 결과) 

a. 슬로베니아의 젊은이들은 운영중인 발전소의 계속적인 운영과 새로운 

발전소를 짓는 것에 대해 아주 높은 지지 (84.7%)를 보여준다. 운행중인 

51) Stritar, Andrej , Radko Istenic and Igor Je띠CÏc， "Y oungsters about nuclear energy -
Year 2002 poll," paper presented at PIME2003 meeting (Malta, 2003. 2.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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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에 대한 반대는 상당히 낮다. 

b ‘ 핵발전소의 환경친화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어I 너지 

가격이나 에너지 자립에 대해서는 별로 판심어 없다. 

c. 저준위 핵폐기물 저장소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핵폐가물의 환경애 대 

위험에 대한 관섬은 높다. 

d. 발전소의 사고의 가능성보다는 폐지물처분이 핵에너지의 주요한 

제점으로 인식되고 았다. 

제 4 절 커뮤니케이션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 

A. 문화적 차이 인식 

이 부분은 PIME화의에서 발표된 전직 Air France Emergency Response 

Planning Manager얀 Jacques BazÌm이 그의 Emergency Response Planning 

l\IIanager효써의 경험을 토대로 효과적인 위 71 관리의 방법에 관한 논익 

소개한다. 

비행기 사고가 났을 경우 커뮤니케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푼화적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뜩히 ‘세계화’가 진전된 세계에서 

향공사고의 경우 섬지어는 그 사고가 국내선일 경우라도 다국간의 문제가 

펀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항공사고의 위기 대응 계획은 문화적 차이에 대 

이해를 바탕으로 이푸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적 차이는 가장 간단하게 

어， 일의 처랴 방식 사고나 사건의 개념이나 수용방법에서의 차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 언어: 언어의 차이 히 이야기되듯이 문화의 차이 자채이다. 한 

문화에서 사람은 다른 문화에서의 사람의 개념과도 다료다. 예를 

영어에사의 ‘(wo)man’은 한국어에서 ‘사람’과 대둥한 개념이라논 것은 

잘 알고 있으나， 영어룹 말하는 사회에서 (wo)man이라고 했을 때와 

한국에서 사람이라고 했을 때 화자가 마음속에 갖는 의미는 다르다는 

것이다. 이런 언어상의 차이는 특히 원자력분야에서는 더욱 심각한 

문제아다. 흔히 ‘위험‘이라는 것에 대해 핵전문가가 인식하는 핵의 위험은 

때때로 수치로 떠오르기또 할 수 았고， 반면에 원전지역주민틀의 경우 핵의 

위험은 히로샤마나， 나가사찌， 혹은 체르노벌， 더 나아가 어느 발전소 지역의 

사고， 혹은 사고 후의 죽음 둥으로 이해 될 수도 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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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의 처리방식: 일의 처리방식도 문화적으로 게 나타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즉시”라는 말을 생각해 보자. 

우리 일상생활에서 죽시라는 말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즉시는 지금 당장을 의미하기도 하고， 다른 경우에는 즉시가 

지금부터 사작하여라는 와미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Bazim은 불란서와 

독열의 경우에 있어서의 즉시라는 의미의 차이를 설명한다. 불란서의 경우 

즉샤는 지금 당장을 독일의 경우는 지금부터라는 말로 이해된다는 것이다 . 

• 사고의 수용태도: 사고의 수용태도 또한 문화마다 다를 수 었다. 

죽음이라는 것을 예로 들어 보자. 가장 쉽게는 선진국과 후잔국에서 개인와 

아 사회적으로 어떻게 받아플여지는가 하는 차이이다. 일반적 

선진국의 경우- 한 개언의 죽음온 후전국에서보다는 훨씬 심각하게 

받아블여지는 경향이 았다. 

B. 유렵화학산업계의 대 주민 홍보 태도52) 

1. 화학산업계의 대중 커뮤니케이션 지본 전략 

• 01 익 이 위 험 을 정 당화서 커 지 않는다는 입 장 (Benefits do no justify 

risks.)으포 위험성을 설명한다 . 

• 대 주민 홍보에 있어 공개성아 중요하지 하나， 더욱 중요한 것은 

‘푸엇’흘 공개하느냐 이다. ‘’ 안전성윤 향상시키는 것은 화학산업계가 덤으로 하는 것어 아니라 
해야할 것을 한다는 인식이 중요하고， 따라서 해야할 것올 하는 것에 대해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인식한다. ‘’ 다수의 유렵인들은 오염을 통제하는데 있어서 법에 의해 강제된 
것으로 연식하고， 또한 그것은 화학산업의 책임으로 인식한다. 더 나아가 

사람들은 화학산업계가 현존하는 법에 맞추는 것울 법어 사회를 위해 더 

많은 것을 할 것을 71 대하고 고용을 창출하고， 합당한 01 특 수훈 (reasonable 

profit level)에서 운영하도록 요구한다 . 

• 반면에， 대중은 자발적인 노력에 높은 prerruum을 주려는 규제자들에 

대해 환멸을 느낀다. 

52) 이 부분은 Devisscher, Marc, "Tackling a poor reputation, a new approach? The 
communication challenges of the chemical industry," paper presented at PIME2003 
meeting (Malta, 2003. 2.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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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산업의 중요성 혹은 불가피성 등은 이러한 특성의 도덕적이고 

사회적이며 지속가능한 사용으로 상쇄될 필요가 있다 . 

• 과학교육은 긍정적 태도륜 증가시키기 위해 타당하지 않다. 과학적 

지식을 중가시키는 것은 과학에 대한 신뢰보다는 회의를 증가시킨다 . 

• 여성이 기업 가숨 등에 대해 더 비판적이다. ‘’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일 수록 화학산업의 경제척 역할에 대해 덜 
tll 판적이지만， 사화적 책염에 대해 더 비판적이다. 

“ 화학산업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고용가회로 인해 더 긍정적이나 수용성 
증가를 위한 전략으로 목척과 사회적 가처가 첨가되어야 한다 . 

• 수용성 증가의 노력을 active citizens/influencers에 집중하고 

동지로 만들어라. 

2. 화학산업에 대한 낯은 인식의 원인분석 

‘. 세계화과정에서 Àj 
。 인한 정체성의 손실의 증가 

• 경쟁과 shareholder-value (이해관련자 가치)를 산업의 

안식 수익성아 화학산업을 추진하고， 바용절감， 해 

저임금지역으로의 재 입지 “ 환경보고가 증가하나 미미한 환경향상과 미 01 한 산업계의 

commítments 

“ 환경어나 사화적 책임성은 고려하지 않은 수약성 
3. 낮은 대중의 평가가 가져오는 바용 

‘· 채품에 대한 불만 규제에서 오는 높은 비용 .... 
• 능력 있는 언재를 고용하는떼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함. 

4. 건의 

적 목표로 

‘. 뭔가가 잘못되었올 때는 잘못을 연정하고 사정하려는 노력을 해야함， 
정적， 배려， 관심 등은 항상 높이 평가받음. ‘. 건강에 관한 판심을 고려 “ 단순하고， 이해가능한 떼세지를 개발 ‘’ 이해관계자들파의 대화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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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전반적으로 화학산업은 화학폐기물이 문제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며， 화학산업폐기물에 대한 판섬을 단지 ‘대중의 인식‘와 문제 

간주하고 았다. 

제 5 절 결 

유렵원자력산업계는 사면/주민들의 원자력에 대한 수용성부족이 

원자력산업을 위축사켜왔고 미래에도 중대한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것 

띤식하여 수용성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럽원자력산업계는 다른 

국가의 원자력산업계와 마찬가지로 원자력에 대한 수용성부족온 

원자력기술의 안전성확보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시민/주민들의 원자력에 

대한 정보부족 71 언하는 것으로 띤식하고 있다. 

전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면담펙서 나타난 한국원자력산업계의 

주변들의 원자력에 대한 인식부족은 단지 주민들의 “정보인삭의 오류”에서 

기언하는 것으로 인식 다시 말해 한국의 원자력산업계는 주민들어 원자력에 

대해 잘못 얄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올 나타냈다. 

이러한 정보부족 혹은 정보오류룹 바로잡기 위해 유럽 원자력산업계와 

한국의 원자력공동제는 원자력 71 술의 미래를 위해 원자력공동체와 

시민/주민들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 

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았으나， 정보공개활동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유럽 원자력산업계의 정보공개활동은 정보부족을 메우기 위해 

주민들에게 청보를 알려는 데에 주안점을 주나 한국의 원자력산엽계는 

주만틀이 가지고 았는 원자력정보가 잘못된 정보이기 때문에 주민들어}게 

정보를 알리는 것 뿐 아니라 주민들의 정보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 

인식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차이에서 한국의 정보공개활동이나 대 주민 활동은 원자력에 대 

λ↓설적 정보의 전달포 중요하나 원자력에 대한 태도에 았어서 주민설득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이런 과정에서 주민들로부터 주민들에 대한 무시 

오해를 받는 것으로 생각되며， 어런 대 주민 홍보돼도가 주민들로부터 

원자력산업계에 대한 불신과 더불어 원자력기술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것으로 평가된다. 

PIME회의에서 냐타난 다른 중요한 점윤 ‘원자력의 안전성이나 위험야 

어느 정도인가‘하는 것에 대한 논의는 전혀 제가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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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ME회의가 매년 개최되는 것이고， 이번 회의가 커뮤니채이션 전문가들을 

한자리에 모아 원자력 산업계 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 얻어진 정보공개 및 

주민의견수렴 방법에 대한 교육 등에 주어지간 했으나 커뮤나케이션 방법 

등에 관한 논의가 문제점과 관계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력사업자의 원자력에 대한 인식은 주민과의 접촉에서 문제롤 야기 

선뢰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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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환국의 현행 주변의견 수렴의 문제점: 

원전지역 주변들의 언식을 중섬으로 

정책결정과정에 주민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원인으로는 제도의 

함 뿐 아니라 제도의 집행 사에 정책의제를 둘러싼 사면， 지역주민， 버정부 

단체 등 정책환경과 정책결정자들과의 상호작용애서도 문제가 발생한다. 제 

도가 정책환경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함으로써 제도의 집행 사에 정책환경으 

로부터 다양한 도전을 받게되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원전지역 주만 면담 결과를 토대로 주민의견수렴제도의 집행 

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한다. 이 장의 주요 목표는 주민의견수렴과정에 

대해 원천지역주민플이 인식하는 문제점올 도출하는더l 았다. 주민의견수렴에 

서 가장 어려운 문제점은 원전자역주민틀과 정부 규제기관과 원자력사업자 

포함하는 원자력공동체53)가 원자력발전의 안전성의 문체를 보는 시각에 

괴리가 있고 이런 서각의 차이로 인해 그들 간에 신뢰가 이루어져 있지 

다는 것이다. 신뢰의 결여는 정보의 부족， 원자력발전의 안전성에 관한 사각 

차야， 원자력 정책결정자들의 지금짜지의 정책접근에 가언하는 점이 많은 것 

나타난다. 

저J 1 절 주민들악 원자력사업에 대한 불선 

1. 사회전싼의 정치에 대한 

한국 사회는 전반적 정부， 전문가， 정치에 대한 불신이 만연해 있다.54) 

53) 원자력 공동제라는 개념은 nuc1ear c1ub 혹은 nuc1ear establishment뜰 번역한 것이다. Jacob 
은 nuc1ear establishment플 ‘원자력에너지와 원자력기술 개발을 촉진하거나 이 기술로부터 이 
익을 얻는 집단의 구성원간이나 제도(기구)칸의 상대적으로 안정적얀 관계‘로 규정한다. Jacob 
은 그의 책 2장에서 그들의 안정적이고 상호협력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보여 

Gerald Jacob, Site Unseen: the Politics 01 Siting a Nuclear Waste Repository (Pittsburgh: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1앉찌. 

54) 정치볼신의 개념은 다차원적인 것으로 불신의 대상에 따라 불신이 정치의 안정성에 u1 
치는 영향어 다르다. 정치불션은 제도， 과정 혹은 청부형태에 대한 불만， 집권정부 혹은 

정부정책에 대한 불만， 그리고 정당에 대한 불만 동으로 다르게 나타난다. 집권정부나 정 
책， 정당에 대한 불만은 정부교체 혹은 정책수정올 통해 감소될 수 있는 것으로 정부채 

채나 정책과정에 대한 신뢰의 쌍설보다는 심각하지 않다‘ 정치불신이 구조와 과정에 대 
한 것일 때 더욱 섬각하게 나타나고 이런 불신은 정치구조와 과정에 대한 개혁을 통해서 
만 감소될 수 었다. 원자력정책올 둘러짜고 나타나는 주민들의 불신은 개혁올 요구하는 

후자의 성격올 가진 것처럽 보인다. 정치불신의 다차원성에 대한 논의는 박종민， “정치 
신악 의미 한국정치학회보. 26권t 1호 (992): pp. 57 - 8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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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나 전문가에 대한 신뢰의 쩔여는 우리 사회의 정치전반에 대한 불신으 

로부터도 그 원언을 찾을 수 았다.많) 사회전반악 정치와 전문가에 대한 불신 

이 원자력에 대한 불산과 정부약 정책에 대한 불션을 증가시키는데 일 

았다. 

우리사회에서 정치 혹은 사회 전반적 불션은 새로울 것 한증 

거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한국의 정치 불선은 

대한민국 정부수립이래 민주푸의가 제대로 작몽하지 않았다는데서 가언한다. 

대의(대표)민주주의라는 것은 신뢰를 거반으로 하는 정치이다. 국민들의 대 

표가 국민의 기대를 정책에 반영시킨다는 믿음이다. 이러한 범음이 져켜지지 

않을 경우 국민들은 선거나 국민소환 등을 통하여 대표똘을 바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불신의 제도화‘이다. 그러나 한국 면주정치의 역사는 불신 받는 

정치인에 대한 제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치불신은 여기에 71 언한다. 한국 사회에 만연한 불신의 원인은 정치권력의 

정당성의 결여에서 찾아질 수 았다. 

한 대한 신문사가 실시한 대학생 의식조사에샤는 가장 불신하눈 집단01 

정치인으로 나타났다. 아 결과는 동 연구자 실시한 과거 10년 동안 동일했 

다. 선거기간 중 설시한 다양한 여론조사들도 투표율 저조와 판련한 칠문에 

서 정치에 대한 무관섬보다는 정쳐불신아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의 첫 

번째라는 것플 보여준다. 

2. 정부의 정책실패: 공 · 사부분의 원자력전문가에 대한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불신은 원자력의 특정분야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원 

자력에 대한 불신은 원자력분야 전반에 걸쳐았다. “원자력 기술을 관리하는 

규제기관이나 진흥기판에 대해서도 크게 선뢰하고 았지 못하고， 그뜰에 대한 

도덕적 71 준을 제공하는 과학기술자틀에 대해서 마저 그 신임이 크지 않은 

젓 같다. 따라서 원자력의 사회작 수용성에 대한 난관온 기술 그 자체에 있 

기보다는 정보를 담당하는 기관， 채도， 그리교 그것을 뒷받침하는 과학기술 

체에 대한 신임이 크지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았다." (충남대학교， p. 

149) 

아려한 원자력 공동쳐l 에 대한 불신은 그 동안의 원자력 정책에 71 언하는 

55) Fukuyama는 한국사회를 전통적으로 저 신뢰사화로 규정한다. 이런 낮은 신뢰는 
문화권에 공통된 특정으로 가족이외의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서는 불신올 조장한다는 것이다. 
F. Fukuyama, Trust: the Sα:ial Virtues and the Creation 01 Prosperity (NY: Free Press),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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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이 크다. 가장 많이 알려진 예는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부져 선정과 관련된 

것으로 1990년대 초부터 5차례에 걸쳐 5개의 장소에서 방사성폐기물처분시 

설부지를 선정하려는 시도가 있어왔으나 계속 무산되었고， 방사성폐기 

제는 아직까지도 원자력발천에 있어서 NGO등 反核단체의 원자력발전에 대 

한 근본적인 반대를 자아내고 었는 부분야다. 이들 다섯 번의 사도는 언론의 

받았고 그 모툰 과정야 언론에 보도되면서 원전전문가 뿐 아니라 그 

정책과 판련된 다른 전문가들과 원자력정책과정에 대한 사회전반적 불산 

만들어왔다. 

전푼가에 대한 주민의 불선을 보여주는 한 극단적인 예는 원전져역주띤과 

의 면담에서도 나타났다. 과거에 원자력발전소부지나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부지플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수렴와 방법으로 주민들의 ‘부지유치신 

청’올 받아 왔는데 이런 과정에서 유치선청이 일부주만들 몰래 행해지고， 또 

한 설문조사도 비멀리에 행해졌다는 것야 밝혀지게 되고 주띤뜰은 야 

위 ‘전푼가’들에 대해 극단척얀 볼선을 갖게 된 것이다.56) 

한 원전지역에서는 원전관계기관이 설문조사를 하가 위해 그 지역에 

와 았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주면대표틀이 그들을 급습하여 설문조사를 무산 

시컨 적도 있다.57) 그러나 그 설문조사는 원전부지공모에 관한 것도 방사성 

폐기물처리장 부지에 관한 것도 아니고， 단지 ‘만약에 원자력발전소에 사고 

가 발생했을 사 원천지역 주민들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관한 설문이었 

다‘ 이 예는 원전저역주민플의 원자력기술에 대한 신화성 결여 뿐 아니라 정 

정책전문가와 원자력사업자 등 전문가에 대한 불션을 보여주는 것이다. 

3. til 발행정: 정보공채의 부족 

현채까지 위험정보 및 운영정보 등야 비밀에 부쳐져 일반국만들이 접근할 

수 없다는 인식을 주어왔다. 원자력 관련 정책와 수립 운영에 았어 일반 

민들의 의견올 무시해 온 것이 국띤들의 불션을 가져온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원자력기술을 둘러싼 비밀성은 원자력에너지 초기 원자력기술개발이 군사 

적 • 전략적 중요성을 가진데 71 언한다. 이런 아유로 원자력을 처음 개발한 

미국에서 원자력관련 71판들은 시민의 감사와 통제로부터 격리되어 있었 

다. (Jacob, p. 35) 며국 에너지부는 오랜 동안 핵푸기 시설에 대해서는 민간 

56) 밝혀진 바에 와하면 일부 유치신청서는 이미 죽은 사람 명의로 되어 있었다‘ 
57) 주민과의 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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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엽에 책용되는 안전성기준 환경기준과 건강겨준을 적용하는 것을 거부해 

왔다. 다음절에서 논의되겠으나 원자력기술은 시민들이나 정치인들이 이해하 

기에는 져나치게 어려운 주제라는 전제도 원자력정책과정과 운영파정여 누 

렸떤 l:Jl 밀성을 설명한다. 

이제 꺼지 원자력에너지 정책은 ’최소공개의 원칙’올 지켜온 것이 사실이 

다. 최소공개의 원칙은 공개플 통하여 뜻하지 않은 논의를 촉발시켠 7]-능성 

에 대한 우려에 기언한다. 원전사업자나 원자력정책결정기관은 ’사고I나 ’정 

책 l정보가 주민이나 국민들에깨 알려져지 않고 해결되기를 바란다. 첫째， 최 

개의 원칙은 관료기관의 특성에 기인한다. 소위 f무사안헬주의 I로 이해 

현상이다. 관료들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일의 발 

생을 졸이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정보공개룹 하는 경우 사고의 

종류， 크기， 정책의 특성과 관계없이 국변과 주민룹은 ’알레르기척 반응‘을 

보일 젓여라는 가정이다. 셋째， 정보공개는 때때로 ’사안‘의 종류나 크기 

사실보다 과대 해석하게 된다는 가정이다. 한 규제기관의 직원은 ’정보공개 

하가1 되면 주민둡은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변 이렇게 공개하는가?‘라고 반 

응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01 런 종류의 주띤반응은 과거 정책결정집단과 주 

민， 국민과약 관계에서 얻어천 결과열 수 았다는 사설이 간과되어셔는 안될 

것이다. 과거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면 절대 공채하지 않는 최소공개의 

칙으로 혈관해 왔는데， 이번에도 다르지 않올 것이라는 것이다. 이런 푼제해 

결 관행이 국만플의 정책결정집단에 대한 불선을 증폭시켜왔고 현재와 같은 

메우기 어랴운 ‘불선‘ 이라는 간극을 형성해 온 것이다. 

정보공개가 문제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킨다는 것은 사실일 수 있으나 

제에 대한 논의가 항상 정책에 대한 반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 

은 아니다. 정책결정자들과 원자력사업자들은 푼제에 대한 논의가 주번 

부터 반대를 강화시킬 것야라 생각하나 그 반대의 경우도 사실이고， 선속 · 

정확한 정보공개는 주민들의 동의를 제고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많) “정 

보는 ... 주면들로 하여금 문제를 전지하게 연석하도록 하는 요인이 되며 따 

라서 기본적으로 주면의 수용태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동시에 위 

혐에 관한 정보는 위험에 대한 평가에 었어 시각의 차어나 상이한 위험평가 

의 결파어1 관한 대화의 71 회를 열어줄 수도 었다"돼) 더욱이 규제기관에 의 

한 신속한 정보공개는 “시설운영자[원자력발전소] 측에게 자발적이고， 법령상 

의 규정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위험올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포록 하는 

58) 홍준형，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환경정보의 기능과 환경정보공깨의 제도화，“ 

Korea Sustainable Development Network 웹사이트로부터 얽음. http://www.ksdn.or.kr 
59) Ibid.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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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얻을 수 있다. 시설운영자도 그 대가로 이미지， 신뢰성 및 의사소통 

능력을 제고하는 결과를 

획을 실현함에 있어 이점 

게 되며 이로부터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사업계 

얻을 수도 었다. 사업자로 하여금 안전에 대해 

더욱 관섬을 갖게 하여 안전성을 증가시키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60) 규제 

기관와 한 담당자의 말은 발전소의 사고 등에 관한 모든 정보가 인터넷상에 

게재된다고 하나 이는 소극적인 정보공개의 방법이다. 특히， 인터넷과 친숙 

하지 않은 세대나 지역주민들을 생각할 때 언터넷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대 

띤/시민 정보공개방법이 추구-될 필요가 았다. 

주만의견수렴의 문제에 있어 정보공개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한 예는 서울 

중랑구의 쓰레기 소각장 유치이다. 쓰레기 처분을 둘러싸고 전국의 모든 도 

시에서 사민들깐， 지자체간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랑구민들은 중랑구의 쓰레기 소각장 건설 분제가 채가되자 01 체까지 

지역에서의 경우와는 다른 전략을 션택했다. 주민들은 스스로 주민대표 19 

명， 구의원， 대학교수 등 29명으로 구성된 ‘소각장 부지 선정위원회’룰 구성했 

고， 이 위원회는 설문조사와 현지답사 등을 거쳐 7개의 후보지 중 1개 

지로 결정하게 되었다. 이 소각장 부지 선정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었었 

던 중요한 요인은 ‘모든 자료를 숨김없이 공개’해 합의콜 도출했다는 것이다. 

4. 원전의 안전성에 관한 불신 

원전 ;<1 역주반 면담에서 나타난 

발전소의 안전성과 관련된 불신이다. 

주민들에재서 더욱 강하게 나타나기 

하나의 원자력과 관련한 불산은 원자 

전의 안전성에 관한 불신은 원전지역 

하나 원전의 안전성에 관한 불신은 

원전지역주민 뿐 아니라 일반국민들 사이에서도 보편적이다，61) 

원자력정책 전문가들은 주띤들의 원전의 안전성에 관한 불신이 두 가지 

잘못된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첫째， 주민과 시민틀의 원자력 71 

술에 대한 신뢰의 부족온 ‘정보의 부족’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원자력기술여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을 보장 할 만큼 안전하므로 주민들이 원자력기술에 관 

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었다면 주민들의 원자력가술에 대한 불산은 채거 

것이라는 것이다. 불신은 단지 주민들이 원자력기술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어l 

71 언한다는 것이다. 툴째，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불신은 원자력에너자의 탄생 

과 관계가 았다. 원자력기술온 처음 전쟁을 위해 개발되었고， 그 위력올 

60) Ibid. p. 5. 
61) KINS, 원자력 안전규채 체계개선 및 효율화 연구: 원자력 딴전규채 제도의 본질적 개 

념 정립 윷1 개선방안 띤구， (환국원자력딴전기술훤， 2001), p.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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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었다. 주변들의 원자력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는 ‘원자력’여라는 단어와 

함께 연상되는 원자폭탄의 가공할 파괴력에 대한 공포와 원자력기술에 대한 

이해부족의 결과얼 뿐 ‘원자력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은 근거가 없다는 것이 

다. 

그러나，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불신은 원자력기술자처1 원자력 정책 

결정자들의 대변 홍보에서 그 원언을 찾을 수 있다. 원자력발전소에 사고가 

났을 경우 원전지역주민플은 사고에 대한 소식을 중앙의 일간지나 다른 uij 

체를 통하여 알게 된다는 것이다. 즉 원자력발전소 측에서는 ‘긁어 부스럼’을 

않기 위해 주민을 상대로 하는 홍보자체를 되도록 ‘자제‘한다는 것이 

다. 이런 원전주민들이 인식하는 정부의 대먼 홍보에 대한 불만에 대해 정부 

는 모든 사고에 판한 기록이 인터넷에 거1 À~ 된다고 하고 았으나 연터넷윤 아 

작은 일부의 국민들에게만 접근 가능한 매처1 라는 사실이 간과되고 있다 하 

겠다. 또한， 인터넷보다 원자력사업자나 규제기관으로부터의 적극적인 대만 

의 중요성이 언식될 필요가 있다‘ 

제 2 철 청부 전문가와 사업자의 주민에 대한 봅선: 

정처의 III 정치화 

과학71 술은 정치를 l:J l 정치화사카고 71 술엘리토의 등장은 정치를 쇠퇴시 

다. 과학기술과 과학거술을 관리하는 기술엘리트느 객관성의 이름아래 정치 

비정치화시킨다. 이련 l:J l 정치화의 과정이 과학정책의 사회 · 정치적 성격 

에 대한 논의룹 쓸모 없는 시간과 자원의 낭비로 전락시키고 주민들의 참여 

에 대한 요구를 지역이기주의라는 말로 매도해 버리재 

가술판료인 정책결정자들은 시번이나 지역주민틀의 정책참여에 대해 회의 

적이다. 정보공개나 주민의견수렴에 있어서 ‘최소공개의 원칙’은 정책전분가 

의 사반파 주반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에 가언한다.62) 전문가의 벼전문가에 

대한 불신은 공공정책은 전분가의 영역이라는 인식에 기반올 두고있다. 특히 

오늘날의 거술사회에는 전푼가의 비전문가에 대한 불신의 경향이 보펀화되 

어 었다. 

원천자역주민틀과의 면담에서 나타난 주먼 정책결정자와 사업자혜 대 

62) 대중정치의 중요한 경향종의 하나는 시민들야 대중으로 간주되어 시민들의 정치참여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즉， 대중은 그들 자씬들의 문제， 즉 공동체의 분제에 대해 토폼활 
력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중사회에서 공공정책의 결정은 해당 정책분야의 천문7}에 
게 밭겨져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이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시민/주민 자 
신들보다 더 잘 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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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신뢰결여는 기술정책은 전문가의 영역으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만이 

정책결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정책결정자들의 옐려트주의적 정책인식에 대한 

반응이다. 전문가에 의한 정책결정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정책결정에서 

적 문제 (practical issues)를 기술적 적용의 ·영역으로 환원하는 경향에 대한 

비판여다. 즉， 과학화의 과정이 기술적 문제 (technical issues)의 한계를 념어 

전문가의 정당성을 주장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는 엘라트주의적 정 

책접근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엘려트주의적 정책접근은 첫째 환대정치는 ‘과학’에 기반을 두고 있 

주장에 따라 사회나 국가의 바른 절서 (correct order)를 위한 조건끌 확립하 

는데 목적이 었다. 이런 주장은 정책의 목적이 역사적 상황과 관계없이 타당 

한 공동체 삶을 와한 가반을 확립하는 것이다. 툴째 지식을 실제로 전환하 

것은 기술의 문저l 라는 것이다. 사회나 국가의 바른 질서를 위한 조건에 

관한 지식은 개얀들의 실제적아고 신중한 행동 (practical prudent action)을 

요구하지 않고 셋째 인간행동은 단지 과학악 재료로만 인식되게 된다. 

이러한 엘리트주의적 정책접근방법이 원자력에너지 정책에 반영확었을 때 

째， 원자력에너지는 고도의 과학기술 져식을 요구하므로 원자력정책은 관 

련분야의 천문지식을 갖춘 전문가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는 주장， 둘째， 원 

자력에 관한 지식은 일반 시민이나 주민이 이해하기 어력운 분야라는 인식， 

셋째， 비전문가인 시민이나 주민틀을 어해하기 어려운 고도의 과학정책에 개 

입한다는 것은 단지 시간과 비용의 낭비일 뿐이라는 생각이다. 따라서， 원 À} 

력정책에서 주민의견수렴과정은 불팔요하고 원자력정책은 원자력전문가에 

의해 논의되고 판단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랴나， 01 러한 대민 의삭은 정 

책의 타당성과 정당성흘 훼손하게 된다.(Jacob， 6장) 

전문가에 의한 정책결정은 거본적으로 전문가가 관련정책의제에 대한 전 

적 자식을 가지고 있어 정책결정 01 객관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전 

가에게 정당성이 부여된다. 과학기술 정책결정에서 전문적 자식은 일차적언 

중요성을 갖는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원자력과 같은 고도의 전문 

적 지식이 가장 중요한 정책에서도 전문적 지식이 제공할 수 없는 ‘판단 

(judgment)’을 요구하는 부분이 았다. 이런 판단의 문제는 모든 정책이 

적 기술지식과 더불어 사회 • 정치 · 경제적 요소틀 수반한다는 것올 많은 연 

구가 보여주고 였다. 특히 최근에는 과학의 ‘객판성’에 대한 논란이 여러 부 

분에서 제가되고 있고 이런 정책판단 (judgment)의 문제틀 전문가약 ‘의견’ 

으로 대체하는 경우 정책결정의 타당성에 관한 문채가 제 71 된다.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시민/주민들의 위험에 대한 인식 등 정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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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적’야거나 ‘믿을 수 없는 근거’에 의한 것으로 무시되고， 과학적 연구가 

추구하는 71 술적 요소플로 대처l 된다. 이런 정책접근은 기술적 언어， 정보， 분 

석기술 등이 원자력에 대한 정책토론을 지배하게 만든다. 공청회 등에서 시 

만/주민들의 관심은 원자력에너자가 머래세대에 부파하는 점 원자력경제가 

시민의 자유에 미치는 제한 등에 판한 것임에도 전분자들은 원자력기 

계속해서 사용하기 위해 해결해야할 아주 복잡한 기술적 자료나 위험평가 

등에 그들의 증언을 집중하는 등 정책토론올 확대하거나 제한하는 ‘새로운’ 

언어를 도입한다. 원자력에너지 정책토론에 있야 ‘평등’ 등의 객관적으로 

정하기 어려운 정치적 문제는 무시되고 단지 과학적 • 기술작으로 ‘명백한’ 

이슈에 판섬이 집중된다. 결국 원자력정책토론은 지나치게 전문화되어 시면/ 

민들은 물론 원자력집단 (nuclear establishment)외에서는 원자력에 대한 

지식올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눈 것여 어렵게 된다. 이런 정책접근은 시민/ 

주민들의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수용성 제고에는 역행하는 결과를 낳게되 

사민/주민들의 원자력집단에 대한 불신만 증폭시키게 된다. 

전분가틀의 정책합려성에 대한 주장은 ‘경제성’에 대한 강조에서도 나타난 

다. 안전성올 어느 정도 확보하느냐의 문제는 I째로 안전성에 대한 강조보다 

는 정제껑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성의 수준에 대한 논의로 환원된다. 

이와 같은 정책결정자들의 엘리트주의적 정책접근은 정책결정자들의 잘못 

이 아널 수도 았다. 목적지향적 객관성 지향의 정책접근은 ‘기술자체에 내재 

한’ 문제점이다. 기술온 사람어나 사회로부터 기술자체의 논리를 요구하고 

사회나 사람은 그 논리에 따라 행동하재 된다.63) 원자력기술 자체가 정책 

정과정을 엘리트적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기술전문자의 엘리트적 접근은 내재적인 한계틀 가지고 있다. 첫째， 가술 

이 습득하는 전문성은 전문가의 영역 밖의 분야에 대해서는 무지하다. 

둘째， 옳은 거벼넌스 (right govemance)에 대한 과학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 

라서 윤리적으로 과학적으로 타당한 ‘관리인 (guardian)’은 훈련하거나 션택 

수 없다. 셋째， 정책이 요구하는 많은 판단들은 염격하게 기술적 전제에 

63) Winner, Langdon, Autonomous Technology, (MA: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1977. Winner는 야런 경향을 해결하는 방법은 이 기술을 해쳐l함으로써 가 
능하다는 것이다. 기술의 해체는 설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냐랴， ‘탐구’의 방법으로써 기술 

의 해체이다. 문제로 인식되는 기술을 다흔 것들과의 상호판계룰 띤구하고 인간의 필요 
에 대한 그들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한 목적이다. 즉， 대상기술이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언가를 탐구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은 조직. 71 술， 제도의 특정적 구조가 서로 분리되 
어 작동할 수 없고， 그것들야 인류를 위해 또는 인류에 대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률 알거l 
되는 기회를 제공해 주게된다‘ 여련 지회는 조작되지 않고 의식적으로 ‘밝혀진 목표’에 
더 잘 맞는 완전히 다룬 기술처l 계를 가진 새로운 것으로 태어나도록 하는페 이용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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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하지 않는다. 또한 넷째， 전문가들은 새로운 시각을 좋아하져 않고 따라 

서， 새로운 서각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한다. 다섯째， 전문가들은 그룹 연 

타당한 관점으로 바라보는데 종종 실패한다. 여섯째， 전문성이라는 것 

이 엘리트주의적 태도를 - 카스트정선(caste-spirit)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 

다. 웰곱째， 전분가는 비전문가(plain man)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 u1 
에게 모든 거술적 문제에 관한 정책을 결정하도록 맡길 수는 없지만 비전 

가의 거 술적 무지 (technical ignorance)가 전문적 판리 인 (expert guardian) 

에 의한 결정을 정당화시키지는 못한다. 

전문가에게 정책이 맡겨져서 문제를 야기하는 다른 방볍은 전문가들이 정 

보를 통체하는 것과 관계자 았다. 전문가들은 해당 영역의 정보의 근원이고 

전문가는 특정의 정보룹 선호하고 다른 정보를 통제， 억압할 수 있 

의 연구주제륜 포기할 수도 었다. 이런 것과 관련하여 정부약 전문가들도 정 

책문제와 관련하여 정책대안의 범위룹 제한하여 그들이 선호하지 않는 대안 

흙 고려에서 제와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의 이러한 비전문가， 시민， 주변들에 대한 태도는 참여요구룹 수 

용하는떼 한계를 드러낸다. 2장에서 언급된 현재의 주민참여기재들은 01 란 

전문가의 한계를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현행의 주민참여는 단지 ‘형식적’ 참 

여야다. 참여라는 이름으로 정책과 정책과정의 ;성당성올 확보하가 위한 수단 

이다. 서구 사회에서 채택되어온 주민들의 알 권려 하에서 정보공개법， 안전 

성에 관한 내부 책임성올 확보하기 위한 체계의 확립， 주민투표 풍은 그 좋 

은 예이다. 01 런 저l도는 시민들로 하여금 항의나 소송 등에 의존해야 할 필 

요를 줄이고， 대표제도(representation)를 제도화함으로써 시민참여의 질음 향 

상시켜 시띤들의 요구룹 누그러뜨렸다. 

그러나 아런 개혁은 시민참여가 정책의 효율성， 전문성， 책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받아들여졌을 뿐 찬정환 의미의 주민참여를 제도화했는가 

혹은 이들 제도블이 제대로 집행되고 았는가에 관해서는 의문이 제가되고 

있다. 주민참여가 예측가능하고， 형식적 절차를 따르는 범위 내에서 만 받아 

들여자고 집행된다. 이들 제도들은 관례화 하여 중요성이 감소되게된다. 

제 3 철 주민의견수렴에 았어 ‘선뢰’의 중요성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정부나 사업자의 모든 활동이 ‘공포되지 않은 의 

가진 것으로 인식되어 주민들로부터 어떤 형태의 공참대도 형성할 수 없 

을 뿐더러 협력도 기대할 수 없게 휩다. 예를 들어 문제가 전혀 없는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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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생했올 때 원전사업자와 정부는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즉， 정보공개의 

원칙에 따라 ‘사고’를 공포하는 경우 주민들은 실제로 문저}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려하지 않는다. 그 동안은 문제가 없는 사안은 주민들에 전혀 

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공포를 하게확면 주띤들은 ‘뭔가가 있다’고 가정한다. 

한펀 사업자와 정부가 사고에 대해 공포를 하지 않으면 주민들은 사고가 심 

각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온 정면대처가 아닐까 

생각펀다. 정면대처가 하루아침에 주민들의 신뢰를 이루어내져는 못하꼈으나 

장기척으로는 정보공개와 투명성을 이루어지는 것이 신뢰화복을 위한 첫 

음이라 고려된다. 

주민참여의 핵심은 

‘살제적 합려성’64)을 

의견수렴 방법이 채택된 

의 주관적 가치에 대한 주장이 아닌 협의파정을 

데 있다. 주변들간의 불션은 어떤 형태의 

하더라도 주민들 각자의 이 71 주의적 야해 

관계를 극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볼산이 있논 가운데서 안정성의 확보는 정책집행이라는 변에서는 그다지 

주지 못한다. 즉 규제기관이 원전의 안정성에 대해 100% 확산을 가 

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띤이나 시민들이 믿지 못하띤 정책집행에 았어서 

주민들의 동의룹 받을 수 없다. 안전성 확보보다는 신뢰구축이 더욱 중요하 

다는 것은 아니지만 안전성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나 시민플로부 

터 선뢰륜 얻지 못하면 원자력정책은 앞으로도 계속 어려움에 적변하거l 휠 

것은 자병하다. 선뢰구축은 딴정성 확보의 기본이며 더욱이 원활한 정책집행 

에 필수 불가결하다. 

정책은 단순히 어떤 버용을 지불하더라도 가능한 최대한의 안전성을 확보 

하려고 할 것이라는 믿음은 오해이다. 정책결정자의 업무는 안전성올 ‘최적 

화‘ 하는 것여다. 딴전성의 최적화는 윤리적 분쳐}를 야기한다. 최적화는 경제 

적 번영과 관련 있는 목표와 최대의 안천성을 확보하는 것 사이의 균형 

수반한다. 최적화되어야 할 것은 사회적 이득의 천체적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공려주의적 고려된다. 

저14 절 신뢰 성 회 복을 위 한 제 언 

64) 설제적 합리성은 소위 ‘지역여가주의’로 비난받는 지역주민들의 주관적 가치에 기반올 
둔 ‘개얀의 합리성‘이나 다양한 사회적 이익의 잔체적 균형과는 구벌된다. 실제적 합리성 
시민/주민들이 개인적 이익으로부터 탈피하여 그들이 속한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은 것 (the right) 혹은 선환 것 (the good)에 대해 시민으로써 주장올 할 때 얻어지는 합 
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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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원자력사업자에 대한 철저한 규제를 통한 원전의 안전생 확보는 원 

전정책에 대한 신뢰회복의 첫째 전제조건임에는 아론와 여지가 없으나 원전 

지역주민과의 대화에서 나타난 주민과 원전사업자와 규제자 사이의 신화감 

을 저하시킨 원인을 분석해 볼 때 ‘원전의 안전성 향상’ 이외에토 신뢰감을 

회복할 수 있는 여지가 발견된다. 

첫째， 원전사업장의 작원들이 주민과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일이다. 원전의 

역사가 결게는 201년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룹은 원전직원 그 지역의 

구성원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윤 원전직원들이 지역의 계층 

으로 행동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야 이렇게 느끼는 데에 원천직원 

들 만의 책 임 이 아닐 수도 었다. 예 

한 지역에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일시적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과 

원전에 근무하는 작 항상 

경우 원자력발전소의 현장 

체 의식올 가지는 것이 어 

수도 었다는 점이다.::1럼에도 불구하고 원전7.1 떡작원들은 그들이 최소한 지 

역내와 특수겨1층처럼 보이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고， 이런 문제룹 해 

다른 방법은 가능한 한 원자력발전소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선발할 때 

지역공동체의 인력을 사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짜를 해결 할 수 았게 

것이다. 지역주만들 중 고용된 직원들은 타 지역으로 옮겨가기를 훤하지 

을 것이므로 계속하여 한 곳에 근무하는 것이 가능하고， 주민들과의 유다}감 

형성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룰째， 주변틀간 지역발전에 대한 전정한 공동체의식의 회복 등 지역 

내의 유대감음 회복하는 일이다. 원전주변지역 지원급 사용을 둘러싸고 원전 

의 건설초기부터 지역주띤틀 간에는 커다란 불신이 형성되어온 것이 사실이 

다. 원자사업자와 정부눈 주민들의 반대에 엄 71 응변 식으파 대처함으로써 

민들간에 괴리릅 형성되었고， 특히 원전주변지역 지원금을 사용하는데 있어 

서 원전사업자는 일관된 집행 71준을 가지고 았지 않아 (최소한 지역 주민 

의 인식으로는) 주민들간에 지원금을 둘러싸고 지역주띤들의 ‘소위 져역이기 

주의’를 원전사업자가 ‘이용(악용)’하확 주민들 간에 갈등을 유발사켜왔다. 

히， 원전건설시 보상곰자급과 관련하여서도 원전과의 거려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됨으로써 주민들간에 갈등이 형성되기도 하였다. 이렇게 형성되어온 

민틀간의 갈등은 전통적으로 형성되어온 지역공동체의 유대룹 파펴하여 지 

역어지주의를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왔다. 지역공동체 내의 유대감 강화로 지 

역주민들간의 합의룹 이끌어 내는데 절대적인 공동제의식을 회복하기 위해 

서는 정부의 적극적 대민 홍보와 더불어 원전주변지역 지원담의 사용에 관 

한 일판판 집행기준을 세우는 등 체계적인 대면 정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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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째， 정부와 원전사업자의 시반과 완전지역주민올 대상으로 하는 정 

개 풍 적극적 정보활동이 요구된다. 특히 원전지역주변에 대한 홍보는 원자 

력에 대한 이해 종찬에 가장 중요함에도 원자력이해를 위한 홍보활동이 

전지역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원전지역은 원자력 

재단 등에서 전개하는 원자력이해증진 홍보대상에서 제외되눈데 그 이 

원전지역이 지리 

전지역 

교통포 

의 불이익 

시민을 대 

이 불편하고 매체에의 노출기회가 적가 때문이 

원전지역 주만들은 또한 소외를 느낀다. 즉， 원 

점에서 여라지역보다 개발이 야루어져지 않고 

제공하는 원전자체로부터도 소외당하여 이 

Lη1 다. 장부와 원전사업자의 정보공개는 전처1 

외에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프 

로젝트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넷째， 원자력사업자와 규재 71 

것이 아니라는 것플 알고 있다. 

그 사설을 언정하고 상호01 해 

‘안전’이라는 것이 100% 보장될 수 있 

것분 사업자， 규제기관과 주변들여 

것이다. 사업자나 규저l 가관은 원자력의 

사고 가능성이 자동차 사고나 비행 71 사고 등 보다 훨씬 낮다고 홍보룰 하 

는데 그것이 엄청나게 설득력이 없다는 것은 홍보를 하는 사람조차도 할고 

있고， 주민들이 그런 논려를 들었을 띠} 얼마나 황당하제 느낄 것인지 굳이 

물어볼 펼요도 없다. 설제로 한 원전자역주민온 ‘쩌발 그련 아야기는 하지 

말았으변 좋겠다’고 답답함플 나타낸다. 사업자나 규제기관은 발전소가 안전 

하다는 주장으로부터 후퇴하여 기술적， 집행변에서 ‘사고의 가능성’을 인정하 

는 것에서부터 출발할 때 다룬 변에서도 주민들의 신뢰룹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주민들 편에서도 원자력 발전소의 100%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가술적으 

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미 원자력발전소가 운행되고 있는 지역애 

서는 안전의 ‘기술적 한계，’ ‘인간의 한계，’ 내에서 가능한 모든 조차가 취해져 

느냐에 관심 을 가질 필요가 었다. 

원자력발전소의 100%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야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두 자지 개념으로 설명될 수 았다. 첫째는 과학의 불확실성이다. ‘안전 

규제’ 혹은 발전소의 딴전에 관한 사업자의 ‘안전성’ 평가는 발전소의 각각의 

부품이 실패할 확률은 안전성의 범위 내에 

러나 과학은 100%의 확션을 나따내는 껏이 아니다. 

련하여 발전소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부품들로 이 

01 어느 순간에 실패할 확률은 아무리 작다고 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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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다는 것이다. 그 

원자력발전소와 관 

져 았다. 각각의 부품 

영 (0)이 아니다. 이 



부품들은 물론 안전성 검사를 거친 것여긴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이 사고 

때까지는 그 부품들에 대해 100%의 안전성을 보증할 수 없다. 아무리 

작더 라고 오류의 자능성 이 었다. 이 런 작은 오류의 가능성 으로부터 원자력 발 

자체의 ‘불안전성’이 이해된다. 발전소의 100%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는 두 번째 채념은 ‘전략적 불확설성’을 이용한 국방71 획 

의 개념이다，65) 즉， 국방지획에 있어 ‘불확실한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 

해 그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여 아니라 개벌적으로 아주 작은 가능성이 

있더라도 인정해야 한다는 것여다. 물룬 모든 발전소는 실패에 대해 backup 

사스템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원자력발전의 역사 그런 부품둡이 실패했음을 

여주고 또한 인간의 실패도 보여주고 았다.66) 각각의 부품이 개별적으로 

패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 그들 중 적어도 하나가 실제로 실패 

가능성은 각각의 부품이 설패할 확률을 모두 합한 것여 된다. 따라서， 각 

각의 부품야 설패할 확률이 비록 ‘천문학적으로 작다’고 할지라도 발전소가 

어느 서점애서 실패할 확률은 그다자 작은 것이 아니다 (‘상당하’ 높아진다J. 

안전규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λl 행되어야 할 것야고， 이런 점에서 주떤 

의 발전소의 안전운영과 안전규제에 대한 관심은 타당하고， 정책결정과정 

에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야런 논랴척 불확실성에도 룹구하고 원자력의 안전에 대한 평가는 종종 

불완전한 자료에 근거하여 타당하지 않은 추론을 하게된다. 첫째， 정책결정 

자플이나 환경영향평가자들은 반대되는 근거가 없다는 근거로 정책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나， 그들와 결룬은 그들의 결정을 지7-1 할 경험적 자료가 

없다. 둘째， 원자력사고와 관련판 확률(probabilities)온 아주 부정확하다.67) 

예를 들어， 미국에서 원자력발전소의 운영의 경험으로부터 추론된 모든 사고 

확률 치는 최선의 원자렵싸고 평가에 있어서의 계산된 전문가 확률범위 외 

부에 놓인다. 또한， 서로 다른 평가자들의 확률은 엄청난 차이를 나타낸다. 

섯째， 더욱이 이런 사고의 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많은 경우 사율레이션 방볍 

에 의존하는터1 시율례이션에 사용되는 모텔은 검증올 거치지 않은 가정에 

근거하고 았다. 

한펀에서는 이제까지의 ‘무사고’의 원자력발전역사가 원자력발천소의 안전 

65) Davis, Paul, "동아시아의 전략적 불확실성과 국방기획，“ 동북아전력듀조와 한국의 
항공력， 문정인， 이정민， 강병철 편역， (오롬， 2α)()). 

66) Union of Concemed Scientists 보고서 “ Will the Luck Run Out," (1않8. 12. 15) UCS 
의 보고서는 2년 동안 728번의 인칸실패(human error)와 backup eQuipment의 실패를 보 
고하고 있 다. http://www.ucsusa.org/clean_energy/nuclear_safety/ 

67) Shrader-Frechette, K.S., Buη，ing Uncertainty: Risk and the CQse against Geologicαl 
Disposα1 01 Nucelar Waste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mia Press), 1993: p.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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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보여주는 좋은 자료라고 주장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사고외 논리적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이제 사고가 날 때가 되었다는 주장도 었다. 

이러한 주민들에 대한 원자력정책집탄의 시각은 과학의 객판성에 대한 

션에 근거하고 있으나 과학은 과학 자체로써눈 객관적이나 그 파학이 인간 

생활에서 사용되는 경우 인간과의 관계에서 객관성은 주관을 가진 인간에 

의해 이해 · 해석되어야 하고 이런 과정은 기술적 전문지식이 정딩-성을 주장 

하기 어려운 분야이다. 원자력 정책결정자， 규제자， 사업자가 엘리트적 정책 

접근이 갖고 있는 내재적인 한계를 얀식하는 것이 주띤의견수렴을 활성화하 

여 원자력사업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고려된다. 

제 5절 결론 

현대의 과학사회에서는 과학 장책은 과학자에 익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 

이 당연한 것처럼 인식되어 었으나 이것은 지극히 당연하지 않은 것이다. 

대분명이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과학은 이 사회를 과학에 의해 괴-학활 위 

해 조직한다는 것이다. 

과화기술온 정치툴 l:i l 정치화시키고 기술헬리 

다. 과학거 술과 과학71 

치플 tJ l 정쳐화시킨다. 

관려하는 기술엘리트 

장은 정처를 쇠퇴시킨 

객관성의 이름아래 정 

이런 비정치화의 과정아 과학정책의 ‘사회정치적’ 성격에 대한 논의 

모없는 시깐과 자원의 낭비로 전팍샤키고 주민들의 참여에 대한 요구룹 ‘지 

이기주의’라는 말로 매도해 버리게 만든다‘ 한국의 원자팩어1 너지 정책 

사가 보여주듯이 정책의 비정치화는 시민과 주민들의 정부장책결정자에 대 

한 불신올 유도해 왔다. 

그러나， 참여는 민주주의의 기본이고 시민들의 참여 없논 정치는 민주주의 

라고 할 수 없다‘ 민주주의에서 참여의 중요성은 참여과정이 시민풀을 교육 

시켜 정책의 타당성과 정당성을 확보할 뿐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윤 참여과 

정에서 자격 었는 사면 (competent citizens)이 탄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단지 참여를 증가시 

키는 것딴으로는 자격 있는 시만들을 만들어내지 못할 수도 있다. 

Pateman은 “참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교육이라고 주장한다. 한 영역에 

서의 참여는 다른 영역으로 파급효과를 가져오고 참여의 습관은 다른 영역 

에서의 참여를 더욱 효과적으로 만든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민들와 자격 

이다. 자격 없는 시민들이 정책에 참여하여 결정에 영향을 01치는 경우 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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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결정 (despotic decisions)에 이를 수 았다.68) 참여는 참여하는 시빈들이 

집합적 결정을 내려는데 타당한 이유(reasons)를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Pateman의 주장처럼 참여의 가능이 교육이라면 정책에 의해 C영향을 받는 시 

민들을 정책과정에 참여시키는데 았어서 샤투른 사업자나 정부판계기판은 

참여를 통한 교육을 억압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따라서 사투른 참여과정 

시민플의 참여를 억제하여 자격을 가진 시민을 만들어내는데 실패하고 

시민들과 전문가들 사이를 점점 멀어지재 하여 전문가들을 효파적어고 겨l몽 

된 시민통제로부터 고립시키게 된다. 

이런 참여의 교육으로서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중요한 것온 시민들의 참 

여가 정책의 초거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를 롱하여 시민들이 

정책에 대해 얄게되면 그틀이 정책에 대해 요구하는 것야 더욱 구체적이 

수 있다. 아는 경우-의 문제는 기술적인 것의 복잡성 때문에 서민들이 정책에 

대해 많이 아는 경우- 사민들은 전문가들이 정책결정에 더욱 타당하다는 것 

발게되어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정책결정 

권한을 전문가에게 ‘위임’하려고 할 것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들이 

터 그물을 믿어야 하는 ‘아주’ 타당한 야유를 제시하기를 주 

있다. 

다음 장에서는 정보부족애서 오는 정책에 대한 이해부족파 정책의 벼정치 

기 위해 개발된 다양한 방안을 소개한다. 

까‘ 
←「

화로 언 으
 
E 시

L
 

불
 

68) Press, Daniel, Democratic Dilemmas in the Age 01 Ecology: Trees and Toxics in the 
AmeriiαlTl West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1없4: 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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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섬의여론조사 

3장과 4장이 보여주는 것은 원자력이익공동체와 시 

담의 펄요성이다. 원전지역 주변플의 주먼의견수렴에 대 

사이의 정보전 

얀식에서 나타난 

주민의견수렴을 방해하는 가장 큰 문제는 비전문가와 전문가틀의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시각와 차이이다. 이런 시각차이는 한편으로는 시민/주만들의 

원자력정책전반에 대한 불신과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이해부족이 주민의견수 

제도의 집행올 방해한다는 주장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책결정집단과 원 

전사업자틀의 원자력정책은 전문가의 영역이라는 사각이 시민/주민플의 정책 

정과정에의 참여를 불필요한 것으로 얀색해 왔고 여것이 정책결정과정과 

정책결정자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켜 온 것이다. 

이런 불씬과 정보부족에 대한 인식온 의사전 

자져왔고， 유럽 원자력커뮤니케이션전문가 회의 

학 원자력안전성에 대한 시민/주띤뜰띄 수용성 

것을 보여주고 었다. 

요성에 대한 얀식을 

의견수렴애 있어샤， 

더l 았어서 필수 

장에서는 셔민/주민들의 정책정보부족과 정책불씬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정책분야에서 재발된 방법들을 제사한다. 여기서 제시되는 방법들은 참여 

의 의견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개발된 방법들로 원자력 전문가와 바전 

가의 ‘정책결정’에 대한 시각차이， 원자력에 대한 정보의 차야에서 오는 문 

제점을 해결 할 수 있는 방법뜰이다. 정보부족의 문제활 해결하고 특히 주덴 

/서민과 정책결정자 사여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신뢰룹 증진시킬 수 있 

방법이다. 

이 장의 논와는 원자력정책과의 관련성 없여 일반적으로 정보전달과 선화 

위한 방볍들이다. 이런 방볍들이 원자력발전정책이나 원자력 안전규 

제와의 관련에서 어떻게 활용될 젓인가 하는 것은 2차년도의 프로젝트에셔 

체적으로 평가될 것이다. 

차J 1 절 포커 스 그룹 (Focus Group)69) 

69) 야 부분의 포커스 그룹， 시민 배심제， 합의회의에 판한 부분은 참여연대 주최 ‘과학기술정책 
와 시민참여모델’ 연구발표회의 (참여연대 강당. 2α)(). 11. 25)의 자료집을 참조하였읍. 이 
표회에서는 이영희， 장경석， 윤미은이 

http://www .peoplepower21.org/issue/data/data_ view .php?nu =248&category=Ol008&sub_catego 
ry=&find_str=연 구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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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그룹은 주제에 대한 정보를 토론자들이 제공받은 후 이를 

별 토론을 하는 일종의 소접단 토론이다. 포커스 그룹으 목적은 관 

제에 대해 참가자틀이 어떠한 생각야나 경험을 가지고 었는가를 파악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된 자료는 섬층적인 질적 자료로 정책결정에 영 

거l 완다. 

포커스 그룹토론은 개방적여고 바위협적인 환경에서 주어진 주제에 대한 

일반 시민/주민들의 시각을 획득하기 위해 설계되는데 체계적으로 계 

의가 중섬이 된다. 토론올 위해 연구목적에 적합한 대상자들이 의 

표집확고 집중된 대화 유도를 위해 주제어l 초점이 맞추어진 자료를 제공한 

다. 포커스그룹토론은 다양한 정보수집이 용야하고 시간이 절약된다‘ 

A. 포커스 ::l둡의 목적 

포커스그룹토론은 공공의 관섬사와 시각에 대한 이해 증대에 있어 유용한 

관련 지식 수집을 목적으로 하고 수집된 지석은 정책에 반영파기도 한다. 

포커스그룹토풋을 통해 정책 형성 초가단계에 임반 대중의 의켠을 반영합으 

로써 차후에 정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칼등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더} 

유용한 방댐이다. 공공정책에 있어 포커스 그룹을 통해 사민참여를 보장한다 

면 이는 정책 결정의 절을 향상사키고 더 나아가 민주주의 강화에 이바지 

할 수 있다. 

B. 포커스 그룹의 구성 

그룹규모 참가자는 6-8명이 적당하나 많은 경우 15명에서 18명 정도도 가 

능하다. 그룹플 소규모로 함으로써 참가자 각자가 충분한 발언시간을 확보 

수 있다. 또한 어느 정도 토의가 자극되어 다양한 견해가 충분히 나올 수 였 

눈 분위기자 형성된 수 있는 규모이다. 이마 구성된 그룹을 포커스 그룹 방 

법에 이용하는 경우 그룹 크기와 관계없이 비교적 깊이 있는 정보를 얻 

샤 토의 진행도 순조롭고 시깐 낭비릎 막을 수 이싼. 

그룹의 일반적으로 세 개에서 다섯 개 정도의 사용한다. 익 

수를 많이하는 경우는 주로 판련주제에 대한 의견이 다양할 때야며 반대 

주제에 대한 반웅이 다양하지 않을 때는 그룹 수를 줄일 수도 있다. 일반적 

::1.룹의 수가 많은 것이 선호환다. 그룹수가 작아 충분한 내용흘 

하지 못하는 경우 추가 포커스 그룹을 구성하는 등으로 샤깐， 벼용의 방l:J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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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가 발생할 았지 때문이다. 

참가자 모접 포커스 그룹토론 예정일 w주전에 참여자에게 l~t 연락， 일 

전에 참여자가 참여확인 펀지와 약도를 우편으로 받는 단계 1일전 참여자 

에게 출석 확연하는 단계를 거친다. 참여자는 기존의 목록을 여용하거나， 

작위 추풀， 의뢰， 죽석 모임 및 공개 모집 등이 있다. 참여자가 주제에 적 

매우 중요한뎌1， 무작위 추출은 대표성을 중시하는 경우에 사용되 

방법이다. 

임시간과 장소 일반적으로 매주 1회 (주제가 복잡한 경우 2회) 정기 

모임을 갖는다. 모임은 토론이나 워크삽 형태로 진행되며 참여자들의 편 

리를 위해 가급적 저녁에 모임올 갖는다. 장소는 토의가 잘 이루어지고 자료 

이 용이한 장소가 선호된다. 중요한 것은 특정 이해당사자의 입장이 과 

하체 반영될 소지자 있는 장소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료 비디오 사진 음악 문서 라디오 방송 등 다양하게 이용될 수 있다. 

적 평가 포커스그룹의 경우 과학 지식의 효과적 전달을 위해 컴퓨터 모 

링의 방법이 이용되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지나치게 편향된 입장만을 보 

여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포커스 그룹에서 진행된 그룹토의의 결과는 

비디오， 테이 

다. 

, 기록물 등 차후 보고서 작성에 이용된 

C. 진행과정 

포켜스 그룹의 계획， 참여자 모집， 

고서 작성이다. 

스 그룹토론 진행， 몇보 

D. 포커스 의 장점과 한계 

포커스그룹은 복잡한 정책문제에 있어 유용하다. 정책결정에 영향올 주어 

정책 결정의 질을 향상시키고 일반 시민의 평가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여타의 시면참여와 마찬가지로 정책 결정에 그룹의 토론 결과 

가 매우 판련 았거l 상호작용을 해야할 펼요가 었다. 하지만 주제가 어렵고 

복잡한 경우 전문지식의 무분별한 재공으로 시민 참여가 저해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시민참여가 활발하 이루어질 수 았도록 토론에 필요환 지식을 

재조직하여 참가자들에게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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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책에 긴밀하게 연판될 수 있도록 정부 가관에서 포커스 그룹을 적 

활용하고 포커스 그룹이 원활하게 유용하제 이루어질 수 었도록 적극 지 

원할 필요가 었다. 이와 동사에 포커스 그룹 내에서도 정책에 유용한 합의사 

항을 이끌어내어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자체적 노력을 해야 할 것 

이다. 

커스 그룹토론의 한계는 주제가 복잡하고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경 

우 참여자의 선택이 어렵다.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참여자의 대표성이 

고려되어야 하냐 주제가 어려운 만큼 토론 능력이 요구되는데 대표성과 

의 조화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등장할 수 있다. 

참가자플어 상이한 인지적，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능력 차이가 

외견 개진의 차이를 가져 올 수 있다. 이러한 한계적 상황을 막기 위해 효과 

적으로 전문 자식을 전달하는 방법올 고안해야 할 펼요가 었다. 섬도었 

위해 임반적으로 참가자들은 주제와 관련 있거나 관심을 많이 보이 

사람플로부터 선정되어야 한다는 한계 때문에 전문지삭과 관련된 정책， 예 

과학정책과 같은 경우 참가자가 전문가로 대체될 우려가 존재한다. 정 

책에 직접 관련이 있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토콘 능력이나 인지적， 지적 

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참가자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기 때문 

에 포커스그룹의 경우 시민참여가 메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었다. 

또한 포커스 그룹은 합의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아 아냐기 때문애 

결과가 정책 결정에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았다. 따라서 정책 

정에의 유용성을 강화하거 위해 포커스 그룹 방법을 실시하는 경우 합의 

형성을 통한 정책 권장사향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요구된다. 

제 2 절 셔 면 배 섬 원 (Citizen ’s Juries) 

A. 시띤 배성원의 목적 

시면배심원제는 무작위로 추출된 대표성을 가진 패널이 4-5얼간 만나서 

공동체에 중요한 문제를 주의 깊게 논의하는 절차로 Ned Crosby가 이끄는 
미국악 제퍼슨센터가 중심이 되어 시행하고 있다. 하나의 서민배섬원단은 일 

반적으로 18명으로 구성되어 대중을 대표해서 일을 하게된다. 배심원들은 자 

산들의 일에 대해 어느 정도의 보수룰 받고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문제에 대해 섬의하게 된다. 마지막에는 시민배심원들이 정책권고안을 대중 

에 발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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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사변 배섬원의 구성 및 절차 

시민 배섬원제도는 자문위원회 전화설문 배섬원 채택 증인 채택 등의 과 

정으로 구성된다. 

자문위원회 자문위원회는 주제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제공할 수 있는 지식 

있는 개인오로 구성된다. 자문위원은 배점원의 엄무 의저I 증인 선탬 등에 

관해 조언을 하고 주제 전반에 관해 참여자틀어 편견을 피할 수 있도룩 

주게된다. 

전화설문 높은 절의 전화설문이 주어진 공동체에서 개인을 무작워로 선발 

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추가 정보를 받지로 동의한 모든 조사 응답자들이 배 

심원 후보자 명단에 들어오게 된다. 필요하다변 설문지가 대상 공동체의 71 
적인 태도와 인구통계학척 자료를 딴들기 위해 사용될 수도 었다. 

배섬원추출 배섬원 

대중올 대표할 

주체에 관해 공동체의 인구나 성향을 반영하 

주의 깊게 선발되어야 한다. 

증언 채택 주제에 관해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증인으로 기능하게 된다. 이 

들은 문제의 다양한 측면에 관해 심도 있는 정보를 주기도 하지만 배정정보 

제공해주기도 한다. 전문가의 증언은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대표하기 위 

해 선발된다. 

엠무 엠무는 배섬원에게 주어진 열을 말하는데 심의 중에 시민배섬원 

주어전 문제에 대해 심의를 통해 처리한다. 

청푼 수열어1 걸쳐 전문적 사회자가 주관하는 청문이 있게 된다. 전문가 

언이 주된 부분어고 전문가들은 또한 질문에 응답해주고 배씹원간의 대화 

에 참여한다. 배섬원온 심의를 하고 문제에 응답을 하게된다. 

정책권J1.딴 섬의 야후에 배섬원은 공개된 포럼에서 자신들의 생각을 정책 

권고안으로 발표하거1 된다. 

평가 마지막에 배심원들온 자산들의 활동을 평가한다. 이 자처l평가는 llß 심과 

정에서 편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중하는 기능을 하게된다. 여기서 일반대 

중과 정책결정자가 배심원의 정책제언과 결과를 신뢰하고 존중하는가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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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매우 중요하다. 평가의 결과는 최종보고서에 포함되어 출판된다. 이 시 

민베씹원제는 통상적으로 3-4개월 정도에 걸쳐 조직되고 실행된다. 

C. 사면 배심원의 장점과 한계 

제 3 절 합의 회 의 (Consensus Conferences) 

A. 합의회의익 목적 

합의회의는 ‘션별된 10-16명의 보통 시민들이 중심야 되어 사회적 

쟁이 되고 있는 과학기술문제를 평가하는 책밍올 맡여 진행하는 공개 포럼’ 

이다. 합의회의 참여자들은 자신뜰이 가전 질문 및 관심사항올 전문가들애거l 

제기하고 전문가들의 답변을 자체적인 토론을 통해 평가한 수 J 결과를 합 

의보고서로 만들어 최종적으로 지자회견을 통해 발표하게 된다. 

합와회의의 의의는 크게 두 가지로 파악될 수 있다. 합의회의는 과학기술 

정책의 입안과정에서 소외되어 왔턴 일반시민의 견해틀 적극적으로 반영시 

켜고자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술영향평가 방법이다. 합의회의는 대중의 과학 

이해를 종전하는 새롭고 보다 유효한 모텔로 인정받고 았다. 1970'년대 이 

과학기술을 툴러싼 사회적 논쟁이 증가하면서 영미 학계에서는 일반대중이 

과학기술을 어떻게 아해하고 았는지에 관한 관심이 커졌고 영국 왕립학회 

보고서 Public Understanding of Science는 이 어l 판한 다양한 

겼다. 

B. 합의회의의 파정 

촉발시 

조정위원회구성 합의회의의 주제가 결정되면 번저 조정위원회가 구성된다. 

조정위원회는 통상적으로 3-5명으로 구성되면， 1인의 관려자가 합의회의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션출된다. 관리자는 일상척 업무를 총괄적으로 판 

려하는 역할을 맡는다. 조정위원들은 선정된 주제에 대해 전문적언 지식과 

네트워을 가지고 있으며 주제어I 대해 상이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하는 것이 좋다. 

1차 조정위원회는 보통 본회의 1개월 전에 열려는떼 여자서는 주제의 전 

반적인 사항들에 대해 논의한다. 관리자는 합의회의를 선택하게된 이유， 합 

의회의의 기본개념， 역할， 장-단점 퉁에 대해 조정위원회에 알린다. 이 과정 

에서 조정위원회의 역할이 분명하게 정의되고 앞으로의 계획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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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해당사자 집단의 목록을 만들고， 합의회의의 전반적 일정과정에서 

시면패널을 지원하고 토론을 원활하게 할 시만패널사회자 Oay-panel 

facilitator)포 선정한다. 시민패널사회자는 해당 주채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교 

육과 섬리학에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토론 사회와 공동작업 촉진에 뛰어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또한 조정위원회는 시민패널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합 

의회의의 주제에 대한 개요와 소개자료를 만든다. 이 자료는 논의될 주제에 

여러 가지 정보 예컨대 현재까지의 발전 수준 그에 대한 사람들의 돼 

제에 벼재된 갈등요인 등의 내용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서술한다. 1차 

조정위원회 이후에는 선정된 주제와 관련된 이해당사자집단들이 참여할 

있는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올 청취하기도 한다. 

시띤패낼션발 조정위원회가 끝난 후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특정 주제에 대 

해 합의회의가 개최될 예정임을 알리고 참여를 원하는 사람들이 지원할 

있도록 홍보한다. 일반시민들의 참여를 권유하가 위한 이 광고는 가능하면 

국의 모든 지역선문에 실리도록 하여 지방거주자틀도 어 회의에 참여할 

것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광고에는 회의의 주제에 대한 깐단한 설명 

올 덧붙여야 한다. 다음은 19941년 영국에서 열렸던 합의회의에 대한 사띤패 

지원자를 모집하는 선분광고의 내용야다. 

영궁 합의화의 시만패널 !i'..캅광고70) 

(1994 년 6월 10일 영궁의 11개 지역신푼) 

지원자랄 찾씁1-1 

우리틀에게 집zf한 영향을 쥬는 과학에 대해 앙고 갚지 않으삽 y까? 또 그것이 71쳐 

올 01 익과 외험에 대해 전문자들과 토론을 하고 과학기쏠의 발전에 대해 제안홀 하고 

갚지 않으삽니까? 

영국에서 최초로 여리제 될 01 회의에 참여하는 16명의 패널 듀정원들은 작풀 쟁명 
학에 대한 토론올 하2깨 됩 y 다. 선정된 사람들은 23혐의 ôJ1 H1S: 양을 통해 01 주채에 대 
해 학습한 다음 공개 본 화의에서 전문71들과 토론한 휴 보고서를 ε앙정하제 됩 yr까. 

이 보고서는 01휴 광범하꺼 lJ8포될 것압니다. 

만약 이 회의Õ/l 창여하고 짚으/.1 면 18세 이상으로 2회에 철침 듀ôJl비」근암 :i!f 본 회 

의에 창석활 수 있어야 합니다. 점물 생명공학과 관련된 어떤 01해갑단과도 관련되어 

았어서는 안됩니다 물론 이 모양에 창적하71 위해 작물 f유전공학에 대해서 샤전 À!징 

이 휠요한 것은 아납니다 

관점이 있으집냐짜? 자신에 대한 소78와 왜 이 회의Õ/I 참석하고자 하는지플 한 페이 

지 정도 작성하여 보내주시71 HJ랍y 다. 

영궁정물유전공학합의화펴 

70) Lee, 1앉)5， p.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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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과학박울판 

1, 2차 얘벼모임 진행 이렇게 구성된 시민패널은 2차에 걸친 예비모임을 

갖재 된다. 먼저 본 회의가 열리가 2-3개원 전에 시민패널， 사먼패널 사회자 

및 관려자가 참석한 가운데 1차 예비모임이 열린다. 1j{} 예비모임에서는 선 

정된 시민패널들끼리 소개를 한 후 관리자는 합의회의의 구조와 전행방식에 

대해 시민패덜에게 설명한다. 시민패널은 조정위원회가 위촉한 전문가의 기 

강의를 듣고 토의펼 주제에 대한 광범위한 난산토론을 통해 주제에 대해 

일반안들아 느끼는 불안， 관심， 전망 및 질문을 제가한다. 시민패널은 이 모 

임에서 본 회의 때 할 질문을 정리하는데， 보통 8개 혹은 10의 질 

다. 시민패널은 조정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목록을 토대로 본 회의에 참석할 

전문가패널의 구성에 대해 의견을 모온다. 관랴자는 1차 예 tll 모임에서 시먼 

패널이 제시한 질문과 의견을 바탕으로 본 회의 에서 시민패널의 질문에 대 

답할 전문가패널을 10-15명으로 구성하여 3차 조정위원회에서 승인을 받는 

다. 물폰 주제에 따라 달라지게 되지만 전문가패덜에는 과학기술 전문가 뿐 

아니라 윤리학， 사회과학 전문가， 노동조합， 기업， 환경단체와 같온 이해집단 

의 대표자들도 속하게 된다. 

회의 1개월 전에 시민패널 2차 예비모임이 열린다.2차 모임애서는 본 

회의에서 토의될 주제에 대해 각자가 연구한 결과와 조정위원회에서 제공하 

는 배경자료를 기반으로 섬층적인 내부토론을 하고， 1차 모임에서 논의된 잘 

문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다둡어 최종 세부질문을 결정한다. 관리자가 조직한 

천문가패널에 참여한 전문가를 제시하거나 내정된 전문가의 배제를 요구 

수도 았다. 이렇게 하여 전문가패널이 확정되면 조정위원회는 전문가패낼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사면패널이 제기한 질문에 대해 자산의 관점과 답변 

알71 쉽게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회의 개최 모든 준비가 끝나면 약 3일에 걸친 본 회의가 열리재 된다. 

이 본 회의에는 시민패널과 함께 전문가패널의 구성원들이 참여하고， 면론과 

의회의 관련 인사들， 그리고 일반 방청객아 청중으로 참여하게 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언론여 수행하는 역할이 매우 크다. 합의회의의 진행을 보도함 

으로써 쟁점이 되는 과학거술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판섬을 촉진샤킬 수 었 

거 때문이다. 

C. 합의회의의 장점과 한계 

합의회의는 시민패널간의 토론과 심으}를 통해 합의의 일차적인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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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로 한다. 일반시번들에 01 치는 영향은 시민패널에 대한 영향과 합외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시민들에 미치는 영향으로 나누어 고려할 수 었다. 

먼저 합의회의에 참여한 시민패널의 경우 합의회의에서 다루어진 주제에 

대한 학습 뿐 아니라 정책결정 과정과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시민의 역할에 

대해 학습효과가 높다. 시민패넬은 이 함습과정올 통해 원래 가지고 있던 

채에 대해 원래 가지고 있던 두려움이나 찬반의 태도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능력과 역할에 대한 자신감을 가짐과 동시에 훨씬 균형 잡히고 폭넓은 쟁점 

을 고려한 판단을 하게된 

합의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사만들도 주제에 대한 정보룰 가철 기회를 가 

지게 되고， 더 나아가 정책에 대한 신뢰룰 높일 수 있게되어 정책집행과정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가회가 될 수도 있다. 

제 4 철 심의여론조사 

A. 섬의여론조사란 무엇인가? 

섬의 여론조사는 1988년 텍사스대학의 J ames Fishkin öll 의해 고안되었다. 
텍사스대학픈 심의여론조사의 연구를 위해 1996년 심의여론조사샌터룹 건립 

했다. 

사스대학의 Fishkin에 의해 개발된 심의여론조사 (deliberative polling)는 

현행 여론조사의 단점플 보완하기 위해 TV라는 매체를 이용하여 주제에 관 

많은 시민들과 주민틀에게 알램으로써 TV와 여론조사 (public 

opinion research)를 새롭고 건설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려는 것이다. 심의여 

여론조사에 답하는 시번이나 주민들이 합리적 무지 (rational 

ignorance)를 극복하여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여론조사 참여자틀어 가지고 있던 실제여론 (actual opinion)과 정보어l 

입각한 여론 Onfonned opinion)사이의 과려를 감소시키려는 것이다. 또한 성 

의여론조사는 어 과정에서 여론조사에 참가한 각 이해집단 간의 동의 뿐 아 

니라 상호이해를 촉진시키려는 것이다. 

사만들은 종종 중요한 공공의 문제에 대해 알지 못하고， 기존의 여 

사회문제에 대한 대중의 표면적이고 파상적인 느깜을 나타낼 뿐이다. 합 

리적 무지 (rational ignorance)에 익숙하여 대중은 선택적인 상황에 직딴하 

려고 하지 않으며 정보를 얻는데 사간여나 노력을 투자하려고 하지도 않으 

며， 사려 깊은 판단을 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대루분와 사면들은 관습적 가 

치 Onherited values)y. 최소의 정보에 의존한 시각에 안주하려고 하고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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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위해 생각하는 선출판 공무원들에 의존한다‘ 심의 여론조사는 이랴한 

대중을 공공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그들이 정보를 가진 시민으로써 

이 원하는 것에 대해 “정보를 가진 정책 (informed policy)"에 도달하도 

고얀되었다. 

이 방법은 무작위로 선택된 표본에 속한 사람들이 어떤 주제에 대해 미리 

알고 생각하고 심의(토론)할 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생각하고 반응 할 것 

인가 하는 것을 탐구하려는 것이다. 여러한 목적을 위해 George Gallup은 여 

환조사 (public opinion polling)를 고안했다. 여론조사의 문제점은 시받들이 

대부분의 이슈에 대해 반사적인 반응이외에 장 형성된 여론(well-formed or 

well-informed opinions)을 가지 고 있지 

시민들은 별로 관섬 없는 이슈에 대해서 

것이다. 국단적인 경우에는 

고려되어 불일치하는 의견 

Gll-considered and inconsistent responses)만을 가지 고 있다. 여 론조사는 시 

민들이 어떤 주제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 않았더라도 대중들이 생각하는 것 

보여주도록 고안되어 았다. 설제 여론 (actual publi opinion)과 정보룹 가 

찬 여론 (well informed pu blic opinion)사이의 괴리를 없애는 것이 심의여 

조사가 똑표로 하는 것어다. 즉 심의여론조사는 정보를 가진 시띤들이 

Gnformed public) 어떤 이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보여주도록 끄안 

되었다. 

심의여몫조사는 무작위로 선택되어 사민/주띤풀을 대표하는 참여자들어 

말에 만나서 (금요얼 오후부터 앨요인 오전까지) 주제에 대해 토론하는 절차 

다양한 전문가들의 외견을 듣고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면서 주제에 대 

정보를 확대하는 절차이다‘ 참여자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보수가 지롭되고 

참여하는 모든 l:Jl 연구자가 지활한다. 

B. 심의여론조사과정 

심의여론조사는 몇 개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무작위 표본추출， 참여 

자를 대상으로 한 1차 여론조사， 소집단 토론， 전문가집단과의 토론， 2차 여 

론조사이다. 

무작위 표본추출과 1차 여 론조사 

추출과정은 딴구의 성패룹 결정 

사회조사나 여론조사에 있어 표본 

중요한 절차이 다. 이 표본추출 절차의 

중요성온 ‘대표성’에 기언한다. 표본추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고려는 연구에 

참여할 표본이 모집딴의 특성을 반영하는가 하는 것이다. 표본이 모집단의 

특성을 반영할 때에만 연구의 일반화가 가능하게 된다. 다행스럽게도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겨 위환 다양한 거법를이 개발되어 았고 심의여론조사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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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참여자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미 개발되어 았는 표본추 

따른다. 

일단 표본이 추출되어 참여자거 결정되면 이 참여 1차 여론 

시한다. 이 1차 여론조사의 결과는 여 

지상태에서의 여론과 정보를 가진 상태에서의 여 

자플의 합리적 무 

차이를 보여주는 자표 

까 된다. 

소집단토론 일단 표본추출과정을 통하여 참여자가 결정되면 다음 단계는 

한 장소애 초청하여 참여자뜰에게 주제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 

고 참여자들이 주제에 대해 서로간에 깊이 있게 토론하는 과정이다. 

위한 첫 단계로싹 실제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참여자들은 (조사 

에 따라 시민/주민에 공개) 주저l 에 찬성과 반대는 물론 다양 

반영하도록 균형 있게 요약된 

고 15명 정도로 구성된 

아 토론 과정은 잘 훈련된 사회 

하여 다음 단계언 잔문가집단과의 대화에서의 

진행된다. 토론을 요약 

작성한다. 이 소그룹 

전문가의 권위 등) 제한 

하고， 각자의 악 견을 다른 참여 

제로 환원시켜 볼 수 있는 지회 

적은 참여자들여 어떤 것에도 (예 

받지 않고 그블의 의견을 개진 

의 의견에 비추어 봄으로써 

제공하기도 하고 또한， 그런 과정 

가 다른 참여자들이 서로의 입 

제와 관련된 여해 Onterests) 

전문가잡단과의 토폰 전문가접단은 두 그룹으로 구성된다. 하나는 뿜제와 

관련 었는 전문가집단이고 다른 하나는 주제 혹은 정책에 관련된 정책결정 

집단이다. 전문가집단과 정책결정집단은 주제에 대해 찬성과 반대 등 다양한 

시각을 제공할 수 있는 지식 있는 개인들로 구성된다. 심의여론조사에 참가 

한 포든 참여자들이 한 자려에 모여 소그룹토론에서 제 71 된 의제틀은 전 

가집단에 제출하고 그들로부터 조언과 정보를 듣게된다. 정책결청집 

동얼한 절차를 거쳐 정책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슈에 관해 질문과 조언， 정 

보를 획득하재된다. 전문가집단과 정책결정집탄과의 토론의 가장 큰 목적 

주제와 관련된 정보획득01 고， 토론과정을 통하여 주변/시민들과 전문가/정책 

결정자들 사이에 서로에 대한 이해와 선뢰를 형성할 수 었는 거회블 제공하 

기도 한다. 

이 소그룹토론과 천문가/정책집단과의 토론과정은 TV로 방영된다. TV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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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은 시간적-경제적 여건에 따라 생방송이 수도 있고 편집과정을 거쳐 

후에 방영 았다. 이 소그룹토론， 전문가와의 토론이 TV를 통해 공채 

됨으로써 참가한 

떠나 진정으로 공동체 

구성원들이 개인의 사적인 이익이나 그룹의 이익 

위한 의견을 개찬할 수 있는 지화를 갖게된다. 01 
개과정을 통해 집단이익이 아년 공적인 시각을 갖도록 한다. 

2차 여론조사 및 결과분석 -소그룹토론파 전문가/정책결정집단과의 

후 참여자들에게 2차 여론조사룹 실시한다. 두 번에 걸친 여론조사에 나타난 

파견에 있어서의 차이는 사람들이 문제에 대해 정보를 가지고 개입할 끼회 

가졌플 경우 대중야 도달하게될 결론을 나타낸다. 

C. 심의여론조사방법의 적용사려l 

섬의여론조사는 미국， 영국， 호주， 덴마크 등 여려 국가에서 19회에 걸쳐 시 

행되었다. 심의여론조사의 토폰은 특정의 주채에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 

다. 심의여폰조사에서 토의된 주제로는 대통령선거에서의 주요주제， 전기회 

사의 전원개발，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세공유와 지역공항의 확장， 유로화 도입， 

국민건강보험 (?), 공화제의 도입， EU의 회원국저위 등 다양하다. 

영국에서는 다섯 번에 걸천 천국적 심의여론조사가 TV Channel Four에 

의해 행해졌다. 호주에서는 현재의 군주제에서 공화국으로 전환할 것언가에 

판한 국띤투표(referendum)전에 심의여론조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원주민과 

의 화해에 관해서도 이루어졌다. 이 심의여론조서에서는 전국에서 선출된 표 

본이 3일 동안 켄버라에 모여 전국적으로 방영되는 TV에셔 전문가들과 주 

요 정치지도자들과 대화를 했다. 덴마크에서는 유로화에 관한 국민투표가 었 

기 전 전국적으로 심의여론조사가 이루어졌고， 이 과정은 전국적으로 방영되 

었다. 

미국에서는 전국적 수준에셔 한번， 지역 수준에서 열 번에 걸쳐 심의 여론 

조사가 행해졌다. 미국에서 행해전 섬와여론조사는 전기정책， 교육， 경제 

의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2003, 1. 10-12) 며국의 대외정책， 특히 

이라크정책에 관해서도 전국적 표본에 의한 심의여론조사가 어루어졌다. 

심의여론조사가 처음으로 적용된 예는 영국에서 사행된 형사상의 정의 

(criminal justice)에 관한 것이다. 이 심의여론조사는 1994년에 행해졌다. 약 

300명이 참가한 이 여론조사의 가장 현저한 결과는 첫 범죄자 (first-time 

criminal offenders)를 가두어야 한다는 익견이 심의 후에 19%가 줄어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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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처음 시행된 심의여론조사 결과는 1996년 대통령선거에 관한 것 

이었다. 전국에서 모집된 약 240명의 참가자들은 외국 원조， f1at tax 안， 낙 
태 문제 동을 다루었다. 이 경우에도 참가자들의 의견은 많이 바뀌었다. 심 

의 후에 f1at tax에 대한 지지는 14%가 감소했고 외국 원조에 대한 지 Àl 

15%7} 증가했으며 낙태를 더 어렵게 해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 참가자틀의 
지 지 는 21%가 증가했다. 

1996년 후반에 실시한 텍사스의 전기생산방법을 바꿀 경우 고객들과 협의 

해야 된다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심의 후에 참가자들은 풍력과 같은 재생가 

능한 에너지 생산을 위해 매달 1달러씩 더 지불할 용의가 있느냐는데 대해 

씬 많은 참가자물이 동의했다. 이 심의여론조사는 8회에 걸쳐 시행되었 

데 한 조사에서는 추징금에 대한 지지가 35%에서 90%로 증가했다. 이 조사 

바탕으로 2개의 전기회사가 8천반 달러 

생산하는 풍력발전소를 건설했다. 

여， 200메가와트 전 71 

이 부분에서는 미국과 영국에서 시행된 섬의여론조사의 예룹 소개한다. 

New Haven Regional Dialogue, Deliberative Poll, 2002. 3. 1-371) 

2002년 3월 첫째 주말 예열대학교에서 이루어진 New Haven Regional 
Dialogue는 져방세공유에 대해 의견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 성의여론조사는 

Hamden과 North Haven의 두 지역에서 무작위로 뽑힌 주민들을 때상으로 
지방세수입의 공유와 Tweed-New Haven 공항의 확장에 관해 이루어졌다. 
이 섬의여론조사는 지역정책의 다양한 측면올 토콘했다. 참여자들은 다른 사 

람플의 의견을 듣고 전문가， 정책입안자， 정책결정자둡에제 첼문했다. 

이 섬의여론조사에는 15개 소도시로부터 1 ，032명의 주멘들이 표본으로 선 

택되었는데， 약 350명이 심의에 참여했고， 136명이 이 여론조사를 끝냈다. 이 

표본은 

1차 여론조사 후 균형 있게 준비된 종합적인 자료가 개발되어 배포되었으 

며. 소그룹토론이 이루어졌다. 소그룹 토론에 참여한 한 주민은 지방자치단 

체간 세수공유에 관해 두 도시가 세금 수업의 혜택을 누려야 한다고 주장했 

다. 두 명의 법조인이 문제의 찬반에 관해 이야기했다. 공항확장으로 East 
Haven 지역의 가옥들이 헐렬 것이고， 그 지역의 습지가 oß워절 것이다. 따라 
서， 공항확장에 수반하는 경제적 이득과 더불어 환경문제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논의됐다. 

71) 이 부분에 관한 자료는 텍사스대학의 섬의여론조사센터에 링크된 New Haven Register의 4 
개의 기사와 한 개의 Press Release블 바탕으로 구성되었음. 
http://www.la.utexas.edu/research/delpoVNewHa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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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확장에 관한 심의여론조사 결과는 토론 전후에 별 의견차이가 없이 

73%가 지지했다. 참여자들은 새로 들어오는 산업에서 오는 세금수입에 관한 

통제를 각자의 지역이 통제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 반대하는 쪽으로 전환 

했다. 세수를 각각의 행정단위가 통제해야 한다는 문제에 관해 섬의아전에는 

80%7r 심의 후에눈 단지 42%가 지지하게 되었다. 자방세수의 공유에 관해 

서도 토론전후 저지율에 많은 차이가 나타났다. 소도시들 간의 자발적인 공 

유에 대해서는 지지율이 64%에샤 81%로 증가했고 주정부가 세수를 공유하 

데 대한 유언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지지는 68%에서 80%로 증가했다. 

참여자들은 섬의여론조사과정 후에 정보수준에 있어 많은 향상올 보여주 

었다. 코너l 티컷 법은 지역공동체가 재산세 수입올 공유룹 허락한다는 사실에 

대해 심의 이전에는 단지 8%가 알고 있었으나 심의 후에는 69%7r 알게되었 

다. New Haven 지역의 얼자랴 증가가 19901건대에 전국 평 

안 사람의 바율은 44%에서 75%로 증가했다. 

낮다는 사 

New Haven Register는 심의여론조사가 참여자들의 의견과 :2플의 시만으 

의 역할에 영향을 미쳤다고 。l 조사의 결과를 아주 호의적으로 평가했 

다. 참여자들은 그들의 개인적 선호를 협의하는 소1:31 자도 동원되는 이익집 

단의 회원으로써 이나 친구뜰에께 이야기하는 사적인 개언으로써 

근의 사건에 대해 영향올 받는 투표자로써도 아닌， 완전한 시민으로써 ::1. 

의 의견을 나타냈다는 것이다. 선출된 대표와의 추가회의 (follow-up 

meeting)에서 한 참가자는 “발생하는 모든 일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사 

람에게 영향흘 미친다. 나는 전에눈 공항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East Haven 사람 몇몇올 만났다. 문제는 분리주의 ( separatism)이다. 우라 

사람들의 견해를 틀을 71 회자 없다"라고 언급했다. 

심의여론조사과정에 참여한 사람들 자신들도 여 과정에 대해 긍정적 

평가했다. 대다수 (87%)는 소그룹 토론자똘이 토론에 동등하짜 참여했다고 

평가했고， 소그룹의 사회자가 그 자신의 의견으로 그룹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지 않았다고 황가한 참여자는 94%에 달했다. 섬와여론조사과정 전반에 

한 평가에서는 79%가 10점 척도에서 8이상을 주였다. 

이 섬의여론조사의 또 다른 결 

조직되어 심의여론조사에서 제가 

이 토론이후 follow-up town 회의가 

문제들얘 판해 두 도시의 시장들과 

회를 갖는데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이 follow-up 회 

의가 보여주듯이 심의여론조사는 개개의 참여자틀에게 뿐 아나라 더 큰 영 

향력을 ul 친다. 심의여론조사는 정책결정자들이나 공무원들로 하여금 심의여 

론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른 시각을 받아들이깨 된 이유를 경청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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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들에게 시민으로써 생각하고 행동할 기회를 주는 위험을 무릅쓴 

다면 창조적이고 대담한 새로운 기획 Gnitiatives)들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 

게된다는 것을 보여 

National Issues Convention Deliberative Poll, 2003. 1. 10-1272) 

01 섬 의 여 론조사는 미 국의 공영 TV방송인 Public Broadcasting System 

(PBS)에 의해 방영되었다. 이 섬의여론조사에는 전국에서 선택된 881명와 

어른들로부터 343명의 표본이 선출되어 펼라텔피아에서 이루어졌다. 아들 

343멍은 모든 중요한 언구학적 특성에서 다양성을 보여주었다. 

소그룹토론은 부시행정부의 외교정책 탐， 학계， 아전의 행정부 등으로부터 

구성된 전문가 패널에 제가할 질분을 작성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 토론의 참여자들은 단순한 해답올 요구하기보다는 혼란스럽고 복잡한 세 

계에 대한 미국의 접근에 있어서 모순올 해결하기 위한 지침을 추구했다. 예 

들어， ‘미국은 미국의 적을 갤정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가?‘ 혹은 

가(어느 냐라) 나쁜가， 누가 위험한가， 누가 악언가를 결정하는 것은 누구인 

가?‘ 등이 부시 행정부의 선제공격 (preemption) 원칙얘 관한 신딸한 질문야 

었다. 

이들 절문에 대한 국방성의 정책기획국장인 Richard Haas는 이라크의 핵 

거 추구와 북한의 핵 병기에 대한 미국의 차별적 반응에 대해 솔직하게 

아야기했다. “당선들온 적용에 있어 항상 일관성음 겨질 수 었는 외교정책을 

갖고 싶어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사치일 뿐이다" 그는 이라크와 북 

한애 대한 미국의 대용에 았어서의 차이를 안정했다. 그러나， 또한 그는 “그 

필요가 있다 .. 그러나 우리가 한가지 정책을 따른다고 해도 왜 그 

래야 하는가를 설명하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른 여본조사와는 달리， 섭의여론조사는 참여자들이 찬반의 전문가의견을 

접한 후에 참여자둡의 태도에 있어서의 변화를 체크한다. 이라크에 판한 분 

위기는 두 방향으로 천개되었다. 참여자들은 사담 후세언을 무장해제하기 위 

해 이라크를 침공하는 것올 더 많이 지지하게 되었으나， UN의 안전보장이사 

회의 분명한 지지 없이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많이 꺼려게 되었다. “미 

국인들은 독자적으로 혹은 한 두 국가의 지지만으로 이라크와 전쟁하는 것 

원하지 않는다. 

72) Shapiro, Wa1ter, "Rea1 people more nuanced than hawks and doves," Hype & Glory, 
USA T()(뼈， (2003.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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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셔 시행된 섬의여론조사 결과73) 

1998년 6월과 7월에 영국에서는 국가의료체계 (National Health Service)74) 

내에서의 의료활당 (hea1th rationing)75)에 관한 섬의여론조사가 이루어졌다. 

영국에서 시행된 5번째의 심의여론조사야다. 

228명의 무작위로 선택된 참여자들은 예비 여론조사 후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점섬 후 짜지 계속되는 심의과정에 참석하가 위해 Manchester에 모 

였다. 참가자들은 중요한 이슈와 이슈를 둘러싼 서로 다른 주장틀을 잘 균형 

시컨 브리핑 자료를 제공받았고 브리핑자료는 짧은 l:ll 디오로 만등어져 참가 

자 모두가 참석한 전처l모임에서 상영되었다. 15개의 소그룹으로 나누어진 참 

가자들은 잘 훈련되고 경험 있는 사회자와 더불어 토론했다. 그룹토론 후 참 

7r자들은 2재의 유명한 정책전문가들로 구성된 패널과 1개의 정치인 

성된 패널과 절의시칸을 가졌다. 이 토폰파정은 4개의 프로그램으로 제작되 

어 영국의 Channel 4 Television에 의해서 방영되었다. 

이 섬의여론조사 결과는 심의과정 전후에 국가의료체계와 의 

제에 관해 별 의견변화를 보여주지 않았다. 즉 국가의료체계 차체에 대 

의견은 대체로 섬의과정 전후에 높은 지지를 보여주었고 의료할당제를 도입 

문제에 대해서는 심의과정 전후에 모두 높은 반대블 보여주었다. 

의료체계에 대한 의견에서 차이자 나타나지 않은 것은 영국 국면들이 

의료체계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고 았기 때문이라고 이 연구는 분석하고 았 

다. 이런 국가의료체계에 대한 만족도는 더 많은 세금음 지불해야 할 경우에 

의료예산확대에 다f 한 높은 지자가 보여주고 었다. 

의료할당약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참가자들이 현행국가와료처1 계가 이미 

어떤 형태의 의료할당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공개적인 할당 

기준을 도입하눈 것에 대해서는 섭외전후에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다. 여것은 

이 의료할당 자체에 대해셔는 반대하지만 우선순위를 위한 원칙을 

세운다는 것에 대해서 반꽤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현행의 의료할당이 이루 

어지는 방법과 현행의 문처}점올 해결하기 위한 타당한 지준이 세워질 수 있 

73) 이 부분의 영국의 사례에 관한 부분은 Park, Alison, Roger Jowell, SuzÎ McPherson, 
"Final Projet Report: the Future of the National Health Service: Results from a 
Deliberative Poll," 에서 요약. http://www.la.utexas.eduJresearch 

74) 영국 국가의료체계 
75) health rationing은 의료혜택이 채한 되어있논 상황에서 어떤 그룹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어떤 병이 우선적으로 치료를 받는가 하는 것올 법으로 정해 놓온 것올 말 

한다. 현재의 영국국가의료체계는 위의 결정올 의사틀에게 맡기고 았으나 의사들의 자의 
적 결정올 막고， 정책의 투명성과 일관성올 확보하기 위해 법으로 미리 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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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짜에 대해 의문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아 보고서는 참가자 

이 현행의 씌료체계가 그 어떤 그룹의 시민뜰에게도 우선권을 주지 않도 

록 운영되는 것으로 비쳐지는 국가의료체계가 민주적특성을 나타낸다고 맏 

71 때문이라는 것이다. 
의료체계에 대한 심의여폰조사는 참가자플의 태도에 있어서 벌 변화를 가 

져오지는 못한 원언을 지적하고 있다. 하나는 앞에서도 언급한 국가의료체계 

에 대한 전반적면 만족도이고 다른 하나는 브라핑자료와 섬의과정 자체가 

주제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콤 상세하게 이루어자지 않았다 

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체계에 대한 심의여론조사의 효과가 전혀 없었던 것 

아니었다고 이 보고서는 평가한다. 즉 섬의과정에서 참가자들은 주제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획득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의효체계에 대한 이 섬의과 

정 후에 의료할당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고， 이러한 논의는 라디오， TV, 신 

문 등에서 다루어졌다. 

D. 심의여콘조사에 대한 비판 

심의여론조사에 대한 비판도 다양하게 제기되고 았다.76) 첫째， 영 (Young)77) 

심의의 규범과 과정이 비판어나 반대를 묵살시카는 가능을 할 수 있고， 

따라서 사회의 섬각한 부정의(injustices)를 영속화시킬 수 았다는 것이다. 

첫째，전체 

과학적 

이 이 표본야 변화한 것과 같이 변화할 것이라는 

지지하기 곤란하다. 

풀째， (참가자들이 자발적으로 의견을 바꾼것야 아나라) 심의과정에서 사회 

자나 전체과정이 사람들을 바꾸었다는 젓여다. 그러나， 심의여폰조사 지지자 

01 과정이 어딴 특정의 결론이나 동의애 이루기 위한 것만은 아나라고 
주장한다. 중요한 것은 참가자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 토 

론하고 대화하는 것야다. (New Haven Register) 

McLean 등의 연구에서도 이려한 l:ll 판어 제기되었다. 그들은 “Can 

Deliberation lnduce Greater Preference Structuration"이 라는 그들의 논문에 

서 텍사스 심의여론조사결과를 분석한 후 심의민주주의가 선호의 부족 Oack 

76) 섬의여론조사에 대한 구체적이고 자셰한 비판은 택사스대학의 성의여론조사센터가 개최한 
“Deliberating about Deliberative Democracy" 학회 에 서 발표된 논문들올 참조하기 바람. 
http://www.la.utexas.edu/research/delpol 

77) Y oung, Iris Ma따riψonπ1， 2α)()， ’”’Ac따ti까vist Challenges to Deliberative Democ다racy，" 이 논문은 2α)() 
년 2월 텍사스 대학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에서 개최된 “Deliberating about 
Deliberative Democracy"에 관한 학회에서 발표된 논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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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preference structuration)을 메 울 수 있는가 라는 의 문을 제 기 한다. 그들 

의 논의는 선호의 증가 (increase in preference structuration)는 어떤 정보에 

의해서도 증가 할 수 있고， 따라서 무작위로 선택된 의견의 비율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의견의 변화가 심의여론조사과정 특성 때문이 아니라 

어떤 형태의 정보제공에 의해서도 열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D. 심의여론조사방법의 장점과 한계 

지금까지의 심의여론조사는 대표성을 가진 표본을 구성했고 각각의 조사 

에서 의견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났다. 결과는 인간의 

얼굴을 가진 여론조사였다. 심의여론조사과정은 과학적 표본의 통계적 대표 

성을 가졌을 뿐 아니라 포커스 그룹이나 토론그룹의 구체성과 직접성을 확 

립했다. 소그룹토론은 대중들로 하여금 문제를 재구성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과거의 조사에서 표본은 대략 200명에서 466명에 달했으며 심의여론조사과 

정은 의견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통계적 의미와 대표성을 평가하는 자료룹 

제공한다. 

E. 적용 

심의여론조사는 대중이 문제에 대해 지식이나 정보를 거의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나 대중이 공공정책에 있어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야 하 

는 경우 등에 적용될 수 있다. 심의여론조사는 사회과학의 하나의 실험이고 

공공교육의 한 형태이다. 

제 5절 섬의여론조사의 장점 

1. 심의여론조사와 다른 주민의견수렴방법과의 비교 

이 보고서에서 논의된 포커스그룹， 시민배심제， 합의회의 심의여론조사 모 

두가 전문가를 도입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모두 전문 

가들로부터 주제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가지고 었 

다는 것 이 다. 포커 스그룹토론은 그러 나 다른 세 방법 과는 달리 전문가들 자 

신들이 주제에 대해 섬층토론을 하여 주제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시각을 모 

으는 것이 목표인 반면 시민배섬제， 합의회의 및 심의여론조사는 비전문가들 

이 전문가집단과 주제에 대한 질의 웅답을 통하여 정보와 다양한 시각을 습 

득하여 비전문가들이 주제에 대한 태도를 개진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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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배심제， 합의회의 및 심의여론조사는 위에서 안급된 대로 정보제공을 

위해 전문가들어 도입된다는 변에서 유사하나 정보제공의 목표는 서로 다르 

다. 시민배심제나 합획회의는 전문가들이 제공한 정보가 주제에 대한 결 

도출하여 비전문가 참여자둡로 하여금 동의하도록 화는 젓이 목적어나， 심의 

여론조사는 참가자플과 시민/주민들을 주제에 대한 정보와 다양한 시각에 토 

출시켜 주제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심의여 

동의나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시민/주만과 참여자들이 주제에 대 

해 정보를 가지고 스스로 생각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히 섬의여론조사는 다룬 세 가지 방법에 비해 많은 참가자들이 전문가 

집단， 정책결정집단틀과 접촉을 통하여 그들 사이에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룹 만플며 섬의과정이 대중 매체를 통해 샤민/주민들에게 공표됨으로써 

관심 추제가 정책과 연계되는 과정에서 정책결정과정의 공개성를 높여 정 

정과정자체와 정책결정자뜰에 대한 산뢰룹 높일 수 었게된다. 

2. 심의여론조사와 선뢰， 정보와의 판계: 심의여론조사의 한국 원자력 

제고에 있어 주민의견수렴방안으로써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고찰 

째， 샘의여론조사의 목적이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심의얘론조사는 시민 

/주띤틀의 합랴적 무지를 극복하여 정책에 대해 주제합리적인78) 태도를 잦게 

한다. 또한 심의여론조사는 사람들의 선택이 사려 깊고 지식애 거반을 

다
 

돕
 

심의여 설사 참여자들 간에 이끌어내지 못한다 할지 

라도 각각의 그룹들이 서로 이해할 수 였도록 돕는다. 참여자들로 하여금 주 

제에 대해 사적언 견해에 반하여 일반적 견해를 갖도록 함으로써 공감을 갖 

한다. 즉， 공적정선 (public-spiri ted)에 입각하여 개인적 고려보다는 

개적인 논려 (public reasoning)의 이상을 실현한다. 

셋째， 토론참여자사이에 증가하는 투명성으로 결정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결과릅 

원자력발전에 대한 낮은 사회적 수용성이 주민들의 원자력에 대한 정보의 

부족이라는 01 보고서의 연구결과를 받아들얀다면 섬의여론조사가 원자력에 
대한 수용성 제고의 방안 및 주면의견수렴방안으로 적용펼 수 았을 것으로 

78) 이 보고서에서 주제합리성야라는 개념은 합리적무지를 극복합은 물론 참여자들이나 시 
민플이 주제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공개적인 토론파정올 통하여 개인적합리성 (NIMBY적 
이익추구)올 넘어 공통체의 이익올 위한 선택을 하재되는 것올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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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된다. 현재까지 시행된 심의여론조사의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주민/시민 

이 주제에 대한 정보가 주어지는 경우 주제에 대해 훨씬 긍정적야고 객관 

적이며 ‘주제 합리적‘인 결정을 하게된다는 것이다. 주민들의 주제에 대한 수 

용성과 정보가 밀접한 관계를 가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심의여론조사과정은 

원자력에 대한 수용성 자체를 높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공청회， 청 

투표 등 현재의 주번의견 수렴방법이 작동합 수 었는 환경을 형성 

데 띨익올 할 수도 있다. 

환펀， 신뢰의 문제에 있어 전문가집단이 주민과 직접 대면접촉을 통하여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전문가를 포함하는 정책철정자들과 주만들과의 상호01 

해의 기회블 부여하게 되고， 상호이해는 상호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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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한국에서 혈반적으로 행정과정이나 정책과정에와 주민참여는 그 다지 높 

은 편은 아니다. 가장 가본적이고 최소한의 주민참여언 선거에서조차도 투표 

참여율은 접점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79) 

또한 행정에의 참여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다. 지방자치시대 주민참여 실 

태에 관한 한 연구는 주변틀의 80%가 각종의 주민참여제도에 한번도 참여한 

적이 없음을 보여준다. 나머지 20% 중에서도 단지 한번 내지 두 번 참석한 

사람이 거의 15%를 점하고 단지 5% 딴이 3회 이상 참여한 것으로 나타난 

다.80) 같은 딴구는 참여가 저조한 원언을 조사하고 있는데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것은 주민의 무관섬 (28.3%)이고 다음이 형식적 참여제도 (25.1%), 

정보공개부족 (21.6%), 참여기회부족 (10.2%) 순으로 나타난다. 또한 공무원 

의 소극성도 4.5%나 된다，81) 다른 지표로써 참여불참 이유에 관한 추반뜰의 

얀식 항목에서는 참여제도 및 내용 모륨， 시간적 여유부족， 참여기회 부족 

등의 순으로 나타냐고 있다. 특기할 만한 것은 참여해도 시정에 반영되지 않 

거 때문에 불참할 거라는 것도 8.3%나 된다. 이 연구가 보여주는 또 다른 Àl 
민들의 정책토론회(공청회) 참여의사를 묻는 절문에샤는 ‘적극 참여 

하겠다’와 ‘참여하겠다’를 합해셔 67.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위의 자료가 보여주는 것은 주띤들이 참여할 의사는 았으나 참여제도와 

집행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즉 주민참여를 위한 제도들이 국만뜰로 하여 

참여를 권장하도록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참여재도가 단지 정책이나 

젝트의 진행을 위한 필요조건의 하나로 인식되고 았다. 즉 제도적 주민참 

여는 2장에서 논의된 제 1단계의 주민 포섭이나 제2단계의 형식적 수준에 머 

경우가 보편적어다. 

그러나 1990년대 여래로 모든 정부정책에서 ‘주만의견의 수렴’은 정책의 

집행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가 되어왔다. 본 연구가 보여주는 것은 지 

금 까지 한국에서의 주민의견수렴은 단지 ‘정책에 대한 면죄부’를 받기 위한 

철차로써 주띤 포섭의 형태로 여루어져 왔다는 이제까지의 주민의견수렴에 

대한 연구를 지지한다. 어와 같은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태도는 시민들로 하 

여금 정책결정 후에 정책에 대혜 알거l 됨에 따라 주민틀의 정책평가나 청원 

등을 위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게되고， 따라서 셔민 • 주민들의 참여 

79) 서순복， “지방자척시대 주민참여의 실태 평가와 대안모색: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한국사회 

5까 행정연구 (제 13권， 1호t 2002): pp. 231-254. 
80) Ibid. p. 241, 표 6. 
81) Ibid. 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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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화하는 데는 불충불하고， 정책집행에 심각한 위협 - 정책자연， 정책 

철회 등 - 을 초래해 왔다‘ 아려한 정책과정은 정책집행의 지연에 머무료지 

않고 더 나아가 정치， 정책과정， 정책결정자 모두에 대한 주민들의 불션 

낳게되고 이러한 불션이 소위 ‘지역여기주의’의 형태로 나타나가도 한다. 원 

자력정책분야는 정책내용의 특성상 이런 형태의 불신이 가장 현저하게 나타 

나는 분야종의 하나이 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원자력 수용성 제고에서 고려되어야 

사항으로 첫째는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제도상의 문제， 둘째， 원자력 이익공 

동체와 시민/주민간의 선뢰부족 셋째， 정보전달의 부족 등으로 나타난다. 제 

도상의 문제는 제도자체의 결함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제도의 운영이 이 

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을 들 수 있다. 제도운영(집 행)의 부족은 원자 

체와 시민/주민간의 불신이 큰 몫을 차지한다고 할 수도 있다. 결론적 

중요한 문제는 법어나 제도의 개혁과 더불어 법이나 제도를 어떻게 효과적 

집행할 것안가 하는 것이다. 

먼의견수렴에 대한 지금까지의 본 연구의 결론온 원자력정책에셔 주만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것은 단지 한국만의 분제는 아니 

다. 이런 관점에서 유럽 원자력 산업계가 수용성 제고방안으로 커뮤니케이션 

분야에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 

다. 유럽 국가들의 경험이 보여주는 것은 주덴들흘 정책결정에 참여시킴 

로써만 주민들의 정책에 대한 선뢰를 형성할 수 았고 선뢰의 형성은 정책의 

효율성으로 이끌게 되고 더육어 불확실한 원자력발전의 01 래룹 위해서는 

먼참여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다. 

원자력정책에서의 주민의견수렴의 타당성과 구체적 주민의켠수렴방안의 

모색을 목표로 하는 본 연구는 원자력정책분야에서의 주민의견수렴에 대한 

위와 같은 태도는 두 가지 요인에서 71 언하는 것을 보여준다. 첫째는 과학기 

술에 관한 정책은 단-^1 전문가의 전문적 판단만여 중요하다는 엘리트주의적 

정책얀식에 따라 비전문가면 주변들의 의견은 단지 형삭적인 것으로 받아들 

여졌다. 툴째는 판료플의 무사안일주의적 사고에 기씬한다. 족， 정책결정자들 

은 주민의견수렴파정이 단지 ‘문제’를 확대하지만 한다는 인식을 자지고 있 

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접근은 정책의 정당성을 훼손하여 정책집행을 01 
궁에 빠져게 한다. 정책의 정당성은 정책의 집행에 았어 중요하다. 

커뮤니케이션 부족의 문제 

조사의 방법이 제시되었다. 

다룰 수 있는 중요한 한 방안으로 섬펴여 

심의여론조사는 원자력 수용성 제고룹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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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들 종의 하나이나 유렵 원자력 산업계나 한국의 원자력 이익 

체가 가정하는 것처럼， 또한 위에 제시된 한국의 여론조사가 제시하듯이 시 

민/주먼들의 원자력에 대한 반대가 정보의 부족에 71 언하는 것여라면 시민/ 

민들에게 원자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잘못된 인식을 바꾸는 방법 

방딴이라 생각된다. 또한 심의여론조사는 원자력사업자와 주민 

대변접촉을 통하여 신뢰를 구축하게 할 수도 았을 것아라 생각된다. 

심의여론조사는 01 련 쌍방의 서로 다른 주장을 극복하는 예를 보여준다. 

심의여몫조사는 정보부족과 불신으로 주민의견수렴과정야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원자력 이익공동체에 원자력에 대한 주민/시민들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위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주민악견수펌제도의 원활한 집행을 

위책서는 원자력 공동체와 추민/시민간에 의사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주 

띤/시민들의 안전성에 대한 염려가 적절한 정보에 의해 감소되어야 할 펼요 

가 있고， 그러나 의사전달과정이 왜곡되지 않으려띤 의사소통 쌍방 간에 먼 

저 불산이 해소되어야 한다. 위에서도 지적했듯이 불선은 의사소통 당사자 

간에 션의의 의도의 왜곡올 초래하거l 된다. 심의여론조사는 정보전달과정에 

서 불신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정보전달과정이 불선해소를 위한 과정으로 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쌍방 

간에 주민의견수렴의 필요성과 목표에 대한 똥의가 변저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지금까지 원자력공동체나 주민/사민들의 최대 관섬은 원자력정책 첸 

분야의 안전성의 확보였다는 것은 분명하다. 단지 정책결정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불신으로 심한 왜곡이 나타났다는 잣이다. 즉 원자력이익공동체 

띤/사민들이 한편으로는 정책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단지 경 

제적 01 득올 위해 정책결정과정이나 집행과정흘 방해해 왔다는 주장이고， 시 

민/주민들온 원자력공동제가 국가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에너지공급의 필요성 

이라는 논려로 싼전성보다는 경채성에 쳐중한 정책으로 주민/시만들의 관섬 

을 무시해 왔다는 주장여다. 

본 연구는 원자력이익공동체가 주장하는 주민의견수렴과정이 불필요한 시 

간과 자원을 낭비할 것이라는 논리가 주민/시민들의 원자력에 대한 이해 

의 부족에 대한 염려는 잘못된 언식에 근거하고 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본 시민/주민틀이 원자력기술의 모픈 부분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할 

았으나 사실상 원자력 71 술자체에 대한 이해는 불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는 

것이 정책과정에의 주민의견수렴의 펼요성에 대한 주장획 논리이다. 단지， 

시민/주민들은 원자력야악공동체가 가능한 최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변 정책에 대환 실제적 합려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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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었다. 원활한 주민의견수렴과정 없이는 원자력에 대한 수용성쳐l고가 어 

려울 것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지금까지의 원자력발전의 역사를 이용할 수 

있다. 기술적 어려움이 었으나 가술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구소련， 미국 

및 일본 등에서와 같은 커다란 원자력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한국 원자 

력이익공동체의 노력의 결과라는 것은 안정되어야 하고， 원자력이익공동체 

이런 ‘자산’을 이용할 수도 었다. 중요한 것은 원자력공동체가 원자력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의사를 가지고 주민/시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 언제 

공개한다면 주민들도 기술적으로 불가농한 100%의 안전성을 요구하지는 않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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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원전지역주반 면담 자료 

면담71 간: 2002. 7. 18 2002. 9. 30 

울진지역 

주띤 l 

‘· 주민 의견 수렴에 대해 
결과적으로 주민의견이 정책결정에 중요하지 않음. 

전사업이 사업자， 정부의 제획에 따라 야루어 점-

- 사업자 측에서 주면 의견을 수렴할 의사가 없으므로 주민의견 수렴 

차는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고 단지 요식 행위로 간주되고 있응. 

y주민들 사이의 의견대립은’ 주띤의견의 수렴올 어렵게 함. 

용 주민플의 반대 

주만틀의 반대는 ’지역야지주의 I 에 따라 변화 

- 보상비 등 I지원금’의 정도 따라 

지원금을 얻가 위한 반대가 

의견아 바필 수 있 

지원금 사용에 대해 주띤의견음 취합하는 방법이 개발되어야 함 

* 신뢰성 
월성져역 지반 침식 문제에서 정부의 미온적 접근 동으로 국민의 

신뢰성이 저하 

- 사업자나 원전공동체의 사건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f문제의 심깎 

성’을 증폭시5'1 는 결과를 낳읍. 

- 적극적 홍보가 필요: 알렬 건 얄리고， 주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 주민들 사이에 문제가 되기 전에 ’사전 정보공개’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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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에 문제가 는 경우 등으로 사엽자나 정부에 대해 불선 

폭
 

--즈
。
 - 원자력 문화재단: 홍보 부족， 특히， 원전지역에 대한 홍보부족 

원전지 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행사가 필요 

‘’ 원전 정의 (justice): 원전 지역이 모든 행사로부터 소외됨. 

원전 자역이 미개발 퇴었기 때문에 원전지역으로 선정 

원전 지역이 미개발 되었기 때푼에 모든 행사에서 대상지역에서 제 

외 . 

• 인근지역 의 정서 

- (원전에 

연대의식을 가 

과의 연대의식 

워화감-흘 가점 

• 대 주변 판계에서 원자력사업자뜰온 외부인 

직원 아파트에서 나오는 생활폐가불의 

하는 모든 한수원 직원) 원전 71 술자들이 지역 

요: 원자력기술자들이 ’지역주빈’으로 행동함으로써 

형 성할 수 았음: 주민플은 가술자들의 생활 방식 

민과 

민 

에서 

비쳐점. 

의한 처리 주민들에 

대한 관섬와 부족으로 tll 쳐져 주민들의 씬뢰를 떨어뜨렴---> 주민듬의 소 

외감융 강화 

• 원자력발전소의 입지는 “주민 공동체“를 파괴사컴 

- ‘지역어가주의’를 유발시켜 주민틀간의 유대감 공동체 정서를 파펴 

사업자들의 생활양돼: “매일회삭“ 

때때로， 타 지역에 가서 회식 등을 하는 것이 주민들에 의해 밝혀 

지는 경우 2중으로 불선을 조장‘회식’에 대한 불신; 지역경쩨에 대한 관 

λl 브초 
P 1 , 

지역주만들과 동참하는 삶여 적극적으로 요구됨---> 지역행사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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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등이 중요 

‘연간적’으로 접 

원전지역의 생활편확시설이 주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함. 

* 사업자의 ‘대민 판계’에서의 문제점 
사엽자가 신문기자 등 ‘특수계층’을 상대로 대민 홍보 

‘감추는 것’이 선뢰성을 저하시컴 

• ..:==-히 ‘특수계층’이 아닌 경우 소외되어 더욱 신뢰성이 저하 

· ‘현장답사’의 경우 등 홍보대상야 언제나 동알한 대상이 됩. 

지원금의 운용에 있어 광정성 (합리적 기준)이 부족 

- 그러나， 사고의 경우 사업자의 작극적 해명이 주민의 위험에 대 

feeling괄 증폭셔결 수도 있음 

· 과거의 원전공동체의 사고처려 방볍의 문제에서 야거 

지원금 사용에 대해 주면의챈을 취합하는 방법이 개발되어야 

‘· 감시지구-의 권한의 C영역 
발전소 내부에 대한 감서가 제외되어 ‘감시기구’에 대한 신뢰성이 

어점 

* 안전성 
- 인적실수의 가능성은 있을 수 있으나， 원전기술자체는 안전하다고 

인정 

주민들포 원전기술자체에 대혜서는 신뢰， 그러나 사업자의 ‘대웅’에 

문체가 었음. 

- 핵 전문가들 사이에 ‘폐기물’가술， 처리방볍 등에 대한 이견도 주민 

들의 ’안정성’ 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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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지역에 원전 부대시설아 더 이상 들어오지 않기를 원 
“ 폐기물 처분장 

- 사업에 대해 공개한 뒤 주민 방법 

움천지역 

주민 2 

‘’ 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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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성의 문제는 원자력주기의 단계별로 중요: 건설단계， 가동 중， 

폐기 후 

- 원전 가동이 시작된 후에는 사업자 측의 관계자와 주민간의 관계가 

안전성자제 보다 중요 

- 정부의 안전성에 대한 약속: 주민들이 계속 ‘속아왔기’ 때문에 더 

이상 정부의 주장이나 발표를 믿지 않음. 

- 울진지역 주민들은 정부가 되도록 문제가 “공개되어 이슈가” 되는 

것을 꺼리는 것으로 인식-

- 주민들은 모든 사안에 대해 ‘안전성’을 최우선해야 하다고 생각하나 

정부의 정책결정은 사업에 있어서 최우선이 안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음. 

- 사례: 석원산업: 동일한 에러를 발생시켰으나 계속 원전발전 사엽 

에 사업 수행자로 선정 ---> 원전공동체의 이해관계 

- 사업자의 정책접근의 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 

• 정부의 원전정책에서의 문제점 

- 정부는 원전정책 초기부터 계속하여 동열한 방법으로 일관하여 개 

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피해에 대한 적절한 피해보상의 부
 

’ 

- 사업자 위주의 법률제정 

• ‘95. 11. 울진 5， 6호기 환경 영 향평 가의 문제 

- 온배수 문제， 공업용수 공급문제 등이 중요한 이슈였으나， 평가 초 

안에서 누락. 

- 저감 방안에 대한 대책 없이 5년 후에 평가하기로 함. 

- 결과적으로， 평가서 없이 사전 허가서를 발주한 것과 같은 결과를 

L과으
τ')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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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환경 감사기구， 정보처리 지침 등이 현지주민과의 연계가 없음. 
주민들이 감시기 

이루어 짐. 

반대하는 이유는 감시거구의 구성이 정 

여 

- 국가가 운영하는 민간 환경감시기 

래의 역할윤 하지 못함 

• 민간환경 감시기구의 ‘민명화’가 바람직 

따라서， 감사가구의 활동이 단지 안전성에 대한 변죄 

재원이 원전사업자에 의존하 

느
 

L 

Z 
T 

과를 준다는 인식 구성에 반대 

‘감시지구- 구성’과 관련한 주변플의 요구 

· 재정독립: 감사가구를 환경부나 과기부 산하에 두어 감사기 

의 재정을 한수원과 독립시켈 필요가 있다. 

· 감시 센타장; 원자물리 학 박사보다는 monitoring올 잘 할 

았늠 사람이 센타장이 되어야한다 

‘. 발천소 사고 등에 대해 주민들에 대한 정보공개부족 
대떤 홍 

행 ‘정보처려지첩’이 현장을 무시: 주민들이 그 지역발전소에서 

일어난 사고 등에 대해 ‘타 거관’ (예: 중앙의 일간지나 지역 일간지 등)으로 

부터 정보를 얻게 되는 경우 주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산올 배가시컴. 

- 울진군의 적극적 대변 정보활동아 요구됩. 

‘정보처리지침’에 대한 채검토 펼요---> 개정이 필요 

• 정부의 ‘공청회’ 접근 방법 

- 정부의 공청회 접근 방법이이 문제가 있음에도 방법론상에서 변화 

자 없음 

사업자는 공청화에서 경제성을 안전성에 우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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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공동체와 틀간의 공동참여의 장이 열려있지 않음 

시면환경단체의 의견이 공청회에서 수렴되어야 

‘. 신뢰의 문제 
주민들은 사업수행자에 대한 선뢰가 부족 ---> 과거의 사건들에서 

선뢰가 점점 감소 

원전사업자에 대한 불신보다 정부에 대한 불신이 

- 전문가， 과학자 잡단에 대한 신뢰가 없음---> 과거 정부는 과학자， 

전문가를 정부 사업수행에 었어 ‘변죄부’룹 주는 역할을 부여하여 이뜰에 대 

한 신뢰가 전혀 없음. 

증대 원인: 핵폐지 

리 대안부지 (2015년 후 원 

논의에서 제외하기로 한 정부의 

처리장과 관련 주민과의 약속플 어김

씬규부지) 선정사 울진져역을 폐기 

정부가 어기려고 하는데 대해 ... 

• nuclear establishment (원자력공동체)의 구조상의 문제 

71 술자체에 대한 불선보다는 사업가가 ‘경체성’에 기 의사결정 

‘..，...:1차’의 개정: 모든 사안을 공개 

일원화 할 절 차가 필요. 

‘’ 원전사업자원 

사업자와 주민간의 판겨l 

민 간의 ‘원전사업지원금’ 풍 경제적 이해 둘러싼 갈등여 성 

함 

7-1 원 러싼 주면들간와 갈등은 지역 처}의 유태파괴 

발천소 변지역 지원바의 사용내역 개해야 함 

‘’ 핵 폐기불 저장소 (처분장) 
;;정부계획의 부재: 발전소 계획 시 폐기물에 대한 정책이 수립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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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 주민의견수 

- 국민적 동의: 계획변경 (정책변경)이 있을 경우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 정책 변경이 주민들의 안전보다는 가 의 편의를 고려 

하여 이루어짐. 

- 정보공개(사전공개): 정부가 정보를 공개해야 

민들이 ‘알고 속는 것‘과 ’모 속는 것‘과는 차이가 

01 
λλ 

정부의 

알 수 없다‘는 사 

띤들에 대한 태도가 ’주띤들이 (지적 능력틀의 부족으로) 

비칠 수도 있고， 속이려는 것으로 바칠 수도 있 

융 자성면 주민 15명이 삼산면 핵폐기물 부지 선정과 판련 유치신청올 제 

- 정책 결정에 었어 ‘사전’에 주민들과 대화가 있어야 

주
 

l · 폐기물과 관련 주민뜰이 정부사업을 받아들일 가능성 있 

월성지역 

경주 주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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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들의 한수원에 대한 불신 
성 종수 누출사고:7월 11일부터 누출되었으나 17일에야 

한수원의 대처 방법이 주민들의 불션을 조장 

한수원어 ‘공개’하려고 노력하나 ‘실제적 변화’가 없음 . 

• 경주에서의 ‘안전성‘에 관한 주된 판심 

기형풍물의 출생 

- 미약한 지진이 있었 LJ • 

활성단층의 

• 경주지역에서 ‘원전존재‘의 결파 

경주시 인구컴-소 

특별지 원금의 사용상에 문제 

사탕발렴 

원전으로 언해 변화가 없음: 정체적으로 발전하지 못했음. 

용 지역주번 전문가플과의 ‘판계’ 

- 정서적 충똘 

한수원 직원들이 지역사회의 임부가 되지 않읍. 

‘. 션 월성 원전건설 
경제적안 이해관계로 언해 주변틀간의 이해가 

· 지역공동체의 해채 

- 지역감정의 조장: 영남지역은 발전소 호남지역은 폐기 

- 폐기불 대책 사급 

등
 

‘. 발천소사고시 불싼의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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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부족: 정보의 주요 출처 (source): intemet, 씬문， 원전으로부터 

의 공지 등 

보도 행태의 문제로써 지역선문과 사업주체와의 유착 

“ 주민의견수렴 
까、1 --, 

의 

• 공청회개최의 문제점: 사엽주체가 공청회를 단지 형식적 철차로 인 

제도적으로 ‘주민들의 중요사안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이 중요 

청회 자체를 믿을 수 없다: 공청회는 아니한 만 못하다; 공청회 

체만 해체 

경제적 이해 줍러싼 ‘지역 만 조장 

;<1 처l 내악 

‘책임 있 사업자의 참석이 요 

- 사엽자의 무사안앨주의적 대처 

• 운똥， 시띤 측의 문제 

문지식이 부족 

정확한 정보 핍요 

정부외 정보공개， 정보교육이 평요 

& 정부의 예산이 본질적이지 않은 곳에 낭비 

• 정부는 ‘국민정서’를 바꿀 수 았도록 연구해야 

신뢰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 원전 주변 주민들의 잠정은 ‘불신’의 극에 달해 있음. 

훌 원전주변환경조사 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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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실시되는 주변환경조사의 조사담당자가 바뀌어야 함. 

회에서 답례품 제 

- 조사팀에 조사담당자이외의 ‘전문가’ 참여는 주민들의 씬뢰를 

수 있다 

재는 주민대표의 이틈으로 주민풀이 참여하고 았으나， 단 

.7.1 식적앨 

• 원천주변 보상문제 

- 지나친 보상은 주민들의 원전에 대한 불선을 조장 

“문제가 았기 때문에 과도한 보상을 한다”는 인식을 야지할 수 있 

훌 “capture’에 대한 주민블의 불씬 

모든 전문가에 대한 볼선 

- 사회전반의 정치불신 

- 이 런 플괄 켈 수 았는 방법? 

고려지역 

주만 I 

- 102 -



•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가 

- 위원회 15명으로 구성: 군의원은 당연직; 이장; 주민; 원전직원 

- 감시기구가 원전의 홍보를 위한 가구? 

면간환경감시기구는 주민들의 요구를 원 

함으로서 주민들로부터 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임. 

- 감사기구의 감사범위의 한계 

감사가구의 감시활동온 원전외부에 제한됨. 

• ‘성능지표’ ‘문화지표’ ‘안전지 

* 제도적 문제 

위한 질 

민간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염 확인 차가 없다 

경영향평가의 문제점: 삭제된 법을 적용해 평가서 작성 

- 언론보도의 문제 

민간얀에 대한 교육필요: 주민깐탐회， 홍보풍 등올 똥해 

* 화경방사능 점검와 문제 
- 주띤섣병회 (매년) 

민틀이 신뢰성 문제 제 71 

전에 반영 

- 대지， 해양， 생불， 지구과학 등 타 분야의 전문가 참여자 펼요 

핵물질이 어들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해 주면들에게 알렬 필요성이 

었다. 현재는 전문가가 없어 주민들의 질문에 모른다고 대응함으로서 주빈들 

의 ‘원전자체에 대한 선뢰성’ ‘원전전문가에 대한 신뢰성’ 등을 해치게 된다. 

원전주변의 자연채해의 원인 등에 대한 이해부족: 전문자들의 

분야에 대한 자식결여로 주민들로부터 전문가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를 제가 

하게되고 궁극적으로 ‘전분성’ 자체에 대해 신뢰성올 잃게 됨. 

원전지역의 방사능이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랴남 

이유에 대한 회답이 적절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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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들의 안전성에 대한 주 관섬사 

- 기장군 Home page 

} 원전의 일반폐기불 감시 

- 원전 환경실험실에서 일차점검 

{ 원전 측의 대민 홍보 부족 

고려지역 

주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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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에 대한 반대 

- 재해범위의 광범성 

산업의 목표가 ‘이익의 추구‘이기 때문에 문제 

발전소건설로 인한 지역개발지연: 지역경제개발의 저}한 

人淡7} 날 경우를 대비 연구저멸도지역에 건 

- 바다가 죽었음 - 어확고 감소 

배 농사: 냉해피해 

- 바다온도의 상승으로 이 지 역 의 농사011 영 향 

· 기온상승으로 배꽃이 일찍 

- 한냉가류의 영향으로 배꽃이 수정을 하지 못해 배 농사에 

영향 

원자력 농산물 71 피현쌍 

·서생배가피현상 

· 원자력 밥전소 근처 농산물 불매 

- 미역수확의 감소 

- 미역재배농가의 감소 

- 고리원전 앞 어장의 숭어 

- 보수벼 를 잘못 사용하여 

- 월성지역의 활성단층에 대 

게 썩 LJ • 

이 일어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 

으
 
n 

* 신 고라원전에 대한 의견 
서생지역 주민 99%7} 반대 

- 한수원의 주면화유작전으로 주민플 간의 

- 주민의견 수렴방법 

• 주민의견 수렴을 한수원이 하는 것은 문제 

- 특히， 주민설득방법이 ‘회유정책’으로 일관하여 신뢰성 둥의 푼제를 

야기，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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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 

민들의 한수원에 대한 불신이 

원전건설의 반대 

- 주민대책: 사업지 

• 정부가 바뀌면 정책도 바뀔 것 

• 환경영향평가가 션 고라지역이 불가함을 나타내 줄 것 

• 울산시， 구， 군 의원: 시， 군， 구 대책위원회 결성 

생존뭔대책위원회 

울산시민반대대책위원회 

6.13 선거 

선거에서 원전이 중요한 이슈가 됨 

울산시， 구， 군 모두에서 백지화를 주장하는 후보가 당선 

신 고리원전 백지화를 주장하며 출마한 한나라당 영창수 

후보가 62%의 지지를 얻으며 당선 (박진구 당시 군수는 38%를 얻음.) 

- 선 고리원전건설을 툴러싸고 주민플간 갈등이 극에 달함 

개인적으로는 반대투쟁을 그만두고 싶으나， 지역주띤들이 

‘매수’되었다고 생각할까 겁이 나서 그만 둘 없는 상돼. 

* 감사가구 
재정이 한수원으로부터 조달되는 것은 문제 

에} 공청 회 (200l. 1l. 8 공청 회 ; 2002. 3. 18; 2002. 4. 10)의 논의 

공청회 초청장 발송 

- 한전직원; 타 지역 주민동원 ---> ‘어용‘ 

- 공청회 참석자가 ‘원자력을 이해하는 여성모임‘이 주축을 이룸 

- 주민불신: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 

서생지역주민들 ‘공청회’ 무효소송‘> 공청회의 절차상의 문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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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에 통보 

“ 공청회 
- 공청회가 었으나 

- 문제는 공청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공청회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 시간이 걸리더 

가 필요 

민들의 서명을 받는데 있어서도 정식으로 하지 

· 예: 공청회 참가자 명단을 ‘주민의견서명’ 

사업자의 공청회， 서명 방법 등은 주민들의 

흉 보상방법의 분저l 점 

- 집단이주: 주가근거지룹 잃음 

대책위 결성 

어업대책위원회 

서생딴생존권수호위원회 

원자력반대투쟁위원 

{톨 운전중얀 원전에 있어서 안전성에 과한 관심은 “수명연장” 

영광지역 

주민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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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발전소의 안전성이 문제언 이유는? 

* 씬뢰성 
원전 71 기의 고장 가능성 

- 전문가에 대한 

- 2호거 5번 연속 고장 

예: 이인성의 용역결과 발표는 ‘누설이 없었다’고 주장 

반면，과가부는 

} 선뢰성 제고를 위해 

이 있었음을 발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 71 능: 원전사고 

+ 원전주변들의 위원회 참여필요. i. 감사자로써 11. 사 

안에 대한 결정자로써 

공청회를 통한 법률제정 

+ 원 전 에 대 한 바른 이 해 증 대 

+ 신뢰성 증대 

* 한수원의 권한의 과다 

전완개발 특별법 

민들의 불신 

· 환경， 교통영향평가서， 방사성환경영향평가서 등 요구 

· 주민 (혹은 국민) 참여는 설명화， 공청화에만 가능 

청회의 문제점 

· 씬 고라원전 1, 2호기 에 었어 절차상의 문제에 대 

방사성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 

• 육지에만 조사: 바다에 미치는 영향은 제외 

;;;<:.. 
T 

• 방사성환경영향평가가 단지 12.5%의 정확성만으로 이루어짐 

* 자재결함 - 결함 었는 것으로 알려찬 자재가 쓰여점 

* 문제에 대한 명확한 대 국민 보도와 부족 사고에 대한 공청회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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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회 펼요 

* ’전푼가‘， ’기술‘에 대한 불신 

기술자체의 문제라가보다는 

조직상와 문저l 

· 예: 규제기관인 KINS의 예산이 규제대상인 한수원으로부터 

조달 

* 정부정책의 우선순위의 문제 

* 방사성 물철 이동시 안전조치의 

*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의 증폭 

* 주변플의 불신감의 증자 

‘· 원천-자체에 대한 견해 
원전추가건설의 지양 

- 안전성이 낮은 원전의 폐쇄 

- 산업사회의 분채점에 대한 국민의식수준의 향상으로 

- 에너지 소비절약; 에너지 사용의 고 효율화; 대체에너지의 개발， 사 

‘. 영광지역 주면들 줌 원전건젤， 폐 71물서설 건설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음. 

영광지역 

주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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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핵발전소추방협의회 
공동의장 이준형， 김성근 

천주교， 원불교， 청년회 등 7개 사회， 종교단체의 모임 

:1. 핵 없는 세상 2. 발전소 건설의 중지 3. 어띤 보상문채 

* 원천공동체가 청보공개 
- 추방협의회 

주저하는 이 

시각: 한전의 u1 멸주의 

한전이 정 주저하는 이유룹 뭐라고 생각하는가? 

.한수원 지역운동에 대한 경시 

· 한수원 측의 비전문가에 대한 경시 

· 사업자에 대한 활선 때문에 주만틀의 

· 사업자의 성의부 

‘톰 띤깐환경감사가 

산자부법에 의해 구성 

영광과 고려 두 지역에 설치 

수가 당떤직 위원장을 맡음. 

“ 정보공개 
r정보의 성역』 여 있는가? 

- 정보공개 - 과기원? home page 

’안천전문위원회‘ 제출용 

- 정보는 솔직하게 공개하라 

키 

조직 (정치)문화의 문제: 정보공개에 대한 지역의 불만을 야기 

òl .Q. 
λ)，. 0. 

시민들로부터의 질문에 대한 사업자의 답변은-‘-> ‘언론정보공개’ 

치침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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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운전의 ‘안전’의 수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안에 대해 적극적 대처 요망 

민간합동조사단 구성 의 필요성 

규제가 사업자룹 위한 것으로 변칠 capture 

‘주기적 안전성 평가’ 제대로 해라 

‘발전소 수명연장‘은 체고해 보아야 

+ 울진 중수누출 ‘사태’에 대해 
- 언론의 문제 - 언론사깐 보도경쟁의 결과 

과기부의 대처실수 (미숙) 

환경탄채 

+(부산)청 년환경 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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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6 설립 대표: 김해려 

- 주민연대를 통한 활동: 주민집회 참여; 주민 정보제공; 주면 교육 

‘’ 청년환경센타의 주요관성 
정책관섬: 장기천력수급계획， 신규발전소 건 정책에 대한 관심 

- 에너지 수급에 대한 적철한 계획야 펼요 

· 수요증가가 둔화되고 있는데 

· 공굽 계획은 수용증가와는 관계없여 이루어짐 

있어서 현재와 같은 대형발전소보다는 소형발전형태 

로의 변화 등아 필요 (권력집중 VS. 분산) 

* 지역운동이 발전소의 안전성향상을 가져오는가? 
- 예. 

‘훌 의식 변 정책변화가 

훌 관료주의 

복잡성 

- 공청회가 형식적어다 

· ‘전문성’이 요구되 시민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실제적 

인 어려움어 었다. 

- 가능성의 여지를 열어놓71 위해 정책우화를 위한 국민여론형성 

‘· 원자력예산의 과다 
‘주변지역’예산이 주민들을 위해 쓰여지 ;<1 않는다. 

- 재생가능한 에너자 개발을 위한 투자로의 전환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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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술적 접근의 한계 

‘i 권력의 문제 

• 기술안전성에 대한 관심 

원자로의 가깐연장 

• ll~ 

‘’ 원자력발전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력， 자본의 문제 

- 지역주민의 생존권 

폐기 

’과학주의’에 대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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