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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밀양 송전탑 갈등은 13년째 지속되고 있다. 밀양 765kV 송전탑 건설

반대운동은 2005년 12월에 시작해서 2018년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환경 분쟁 중 하나이다. 그 과정에서 두 명의 주민

이 스스로 목숨을 버렸다. 2014년에 송전탑 조립공사는 완료됐고, 2015년

부터는 시험 송전을 하고 있다. 전기가 흐른 지 3년이 넘었지만, 송전탑

공사가 주민들과 마을에 끼친 영향은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한전

과 주민과의 갈등은 찬성 주민과 반대 주민의 갈등으로 옮아왔고, 일방

적인 사업진행과 갈등관리 방식에 의해 주민들의 관계와 마을공동체는

파괴되었다.

한전은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공사를 마무리했다

며 소통과 대화를 강조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공사를 반대하는 경과지

주민들은 길고 첨예했던 갈등의 원인은 한전의 소통부족과 주민배제 때

문이라고 지적한다. 이 연구는 이러한 갈등의 원인에 대한 극단적인 차

이에서 시작되었다. 무엇보다 한전이 말하는 소통과 갈등해결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실제로 그러한 시도들이 마을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어

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중심으로 단일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한전 직원, 밀양시청 공무원, 경과지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심층/전화 면접을 진행한 결과, 한전과 이해관계자들은 갈등의 원인에

대해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전 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이해관계자들은 주민이나 밀양시라는 가장 직접적인 이해관계자

들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한 한전의 권위적인 사업방식을

문제로 꼽았지만, 한전은 이에 대해 일부 인정을 하면서도 송전탑 설치

로 인해 발생할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를 갈등의 원인으로 꼽았다. 이러

한 갈등의 원인에 대한 상이한 이해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시도했던

갈등관리 방식으로도 이어진다. 한전이 주로 시도했던 갈등관리 방식에

는 크게 법과 물리력을 통한 일방적인 행정집행과 보상을 통한 회유 그

리고 고소, 고발과 손해배상과 같이 법적대응을 활용한 갈등관리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관리는 이해관계자들과의 대화와 협의보다는 공사강



행과 완료에 방점을 둔 방식이었다. 특히 공사를 반대하는 밀양시, 경과

지 주민들을 회유하고 포섭하기 위해 한전은 고소, 고발과 같이 강력한

법적대응을 하거나 보상과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그 결과 공사

를 진행하려는 한전과 반대하려는 밀양시, 경과지 주민간의 팽팽했던 구

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한전의 우위로 변해갔다. 결국 2018년 현재 공사

를 반대하고 비판하는 이해관계자들은 경과지 주민 중 150여 세대밖에

남지 않았다. 이는 곧 한전이 법, 물리력과 보상을 활용하여 반대하는 이

해관계자들을 분할지배(Divide and rule)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공사가 끝이 나고 전기가 흐르고 있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마을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마을은 과거의 마을과는 전혀 다른 곳이

되었다. 합의한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은 마을에서 만나도 인사조차 하지

않는 남이 돼 버렸다. 일방적인 사업진행방식과 보상위주의 갈등관리 방

식은 공사를 효율적이고 빠르게 추진하는 데는 도움을 주었지만, 수 백

년도 더 된 마을공동체와 친했던 주민들의 사이를 파괴시켜 놓았다.

이 연구는 한전의 사업방식과 갈등관리를 비판하고 주민의 더 많은 참

여와 갈등영향분석 실시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송전탑 사업을

계획하고 설치하는 과정에서 한전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국가,

중앙정부, 지방정부에 대한 깊이 있고 종합적인 분석을 하지 못했다. 이

연구에서는 대신 한전의 갈등관리 방식의 한계와 문제에 대해 심층적으

로 다루었다. 또한 갈등을 해결하고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대안을 제시

하였지만, 현실에서 활용하기에는 부족함이 많다는 한계를 갖는다.

많은 한계가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밀양송전탑 갈등의 원인과 구조를

파악한 뒤 한전의 갈등관리방식이 분할지배의 과정과 유사함을 지적하였

다. 즉, 송전탑과 같이 다수의 주민에게 영향을 주는 사업을 추진할 때

는, 효율과 속도만을 앞세우기보다는 주민들의 더 많은 참여와 의미 있

는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주요어 : 765kV 송전선로 사업, 밀양 송전탑 갈등, 한국전력공사, 갈

등관리, 마을공동체 파괴, 분할지배

학 번 : 2016-2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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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017년은 대한민국의 에너지역사가 새롭게 쓰이는 한 해로 기억될 것

이다. 대한민국 최초의 상업용 원자로인 고리 1호기가 2017년 6월 19일

자정부터 운행을 멈췄다. 1977년 6월 19일 처음으로 가동한 지 40년 만

이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다른 장면이 행사장에서 벌어졌다.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행사 종료 뒤 참석자들과 악수를 하며 행사장을 빠져나

오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한 할머니가 오열을 하며 큰 절을 한 것이

다. 밀양 송전탑 반대주민인 손희경 할머니는 대통령에게 “우리 밀양 할

매·할배 27명이 직접 써서 청와대에 전달했던 편지를 바쁘시더라도 꼭

읽어봐 달라”고 호소했다(뉴스1, 2017-06-19; 한겨레, 2017-06-20). 그녀

가 직접 쓴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는 밀양 부북면 위양리에 사는 덕촌할매입니다. 한평생 농사만 지으면(지으며)

자식 4명 성장시켜왔습니다. 그런데 송전탑 반대운동하면서 너무도 억울하여 대통

령님께 하소연 올립니다. 반대운동 하면 누구는 빨갱이라 하고 정말로 분하고 억울

합니다. 저는 세금도 꼬빡꼬빡(꼬박꼬박)내고 남한테 싫는(싫은) 소리 안들어며(안

들으며) 살아왔는데, 왜 이런 소리을(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돈 좋아 하지 않은(않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지만 고향 지킬려고(지키려고) 온갖

유혹도 뿌리치고 양심을 지킸습니다(지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2014년 6월 8일

대통령(당시 새정치연합 국회의원)께서 127번 옴막(움막)을 방문하신 것 기억을 하

시나요? 그날 울면서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때 무언가 도울 길을 찾

겠다하셨습니다. 이제는 밀양송전탑문제를 해결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재(이제) 얼마 남지 않은 여생, 송전탑을 뽑아내는 것이 저 소원입니다. 문재인 대통

령님, 나많은(나이 많은) 할매(할머니) 소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손희경 할머니가 언급한 ‘밀양 765kV송전탑 사업’은 신고리 원전에서

생산한 전력을 창녕에 있는 북경남변전소까지 보내기 위한 “765kV 신고

리-북경남 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중 밀양을 통과하는 사업의 일부를



- 2 -

말한다. 울산 울주군, 부산 기장군, 경남 양산시와 밀양시, 창녕군을 통과

하는 경로에 총 162기의 송전탑이 설치되었는데, 밀양은 주민들의 반대

로 가장 늦게 공사가 완료되었다. 2014년 9월 23일 밀양 5개면에 69기의

송전탑공사가 완료되었고, 그 해 12월 28일에는 시험 송전을 했다. 2015

년 5월 27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는 “6월 초순부터 본격적인 상업운

전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아시아경제, 2014-09-23; 오마이뉴스,

2014-12-28; 연합뉴스, 2015-05-27).

공사가 완료되고 전기마저 흐른 지 2년도 넘은 현재, 표면적으로는 공

사가 원만하게 마무리되고, 한전과 주민간의 갈등이 해소된 것처럼 보인

다. 특히 한전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2014)를 통해 “8년 가까이 갈등의

평행선 사이에서 답이 보이지 않던 밀양 송전선로 건설을 풀어낸 것은

지역주민과의 현장소통 덕분이었다.”고 언급했고, 조환익 한전 사장은 언

론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취임(2012년) 전 10여 년 간 해결되지 않던 밀

양 송전탑 건설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40번 넘게 현장을 찾아가고 땀으

로 범벅이 된 몸을 부딪쳐가면서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주민을 설득

해 공사를 마무리했다.”고 말하며 소통을 강조하였다. 또한 일부 언론에

서도 “밀양 송전탑 갈등이라는 난제를 한전이 무난히 해결했다”고 후한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에너지경제, 2017-05-25; 문화일보, 2017-02-28;

파이낸셜뉴스, 2014-07-03).

그러나 밀양 주민들은 2017년 6월 조환익 한전 사장이 문재인정부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하마평에 오르자 “한전은 소통과 협의가 아니라 공

권력과 돈으로 송전탑을 세웠다”며 강력히 반발했다(오마이뉴스,

2017-06-02; EBN, 2017-07-06). 또한 편지의 내용처럼 “밀양송전탑문제

를 해결해 달라”는 주민들의 호소는 여전히 밀양에 갈등이 존재하며, 한

전의 갈등관리 전략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계삼 밀

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이하 밀양대책위) 사무국장은 2015년 12

월17일 <밀양송전탑반대투쟁 10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한전의 비

밀주의와 주민배제가 이 싸움을 10년의 장기적인 투쟁으로 만드는 데 가

장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10년이 넘는 갈등을 한쪽에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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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으로 해결했다’고 말하고 다른 한쪽에선 ‘비밀주의와 주민배제 때문에

지금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하는 이상한 상황이다. 밀양송전탑

갈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리고 한전이 말하는 소통과 갈등해결이

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이 연구는 밀양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갈등을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

고자 한다. 첫째는 갈등의 원인에 대한 이해이다. 밀양송전탑 갈등은 밀

양이라는 지역에서만 벌어지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한전이 송전탑

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갈등에 가깝다. 특

히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장관의 실시계획 승인만 있으면 하천법,

산림법, 자연공원법 등 19개 법률의 허가·인가·면허·결정·지정·승인·해제·

협의 또는 처분 등(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전원개발촉진법

(이하 전촉법)은 토지의 강제수용까지 가능하게 하는 초월적인 법이다.

절차는 간소화하고 권한은 극대화한 이 법은 주민을 배제할 뿐만 아니라

밀양시장의 견제권한까지 억압하여 공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해주었다(한국전력공사, 2014). 전촉법과 같은 갈등의 원인에 대한 이해

가 선행되어야만 밀양 송전탑 갈등의 전개과정 및 그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둘째는 한전이 송전탑건설로 인해 발생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시도

했던 갈등관리 전략에 대한 분석이다. 지금까지 밀양송전탑 건설 갈등은

주로 한전과 주민사이의 갈등만이 부각되었지만, 2010년까지는 밀양시장

을 비롯하여 국회의원, 시민단체와 (송전탑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시내에

사는 비경과지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도 한전의 송전탑공사를 반

대하고 경과지 주민들을 지지하였다. 송전탑 반대와 백지화를 공약으로

당선되었던 엄용수 밀양시장은 송전탑 공사를 비판하고 백지화 혹은 대

안을 찾기 위해 밀양주민들과 함께 한전의 송전탑 공사를 반대했다. 그

러나 한전이 2010년 8월 16일 공사에 협조하지 않는 밀양시장을 직무유

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고, 밀양시 공무원을 상대로 공사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제기하여 결국 밀양시장을 비롯하여 그동안 공사

를 반대하던 이해관계자들이 하나 둘 씩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다(나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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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2015; 이헌석, 2013). 이로써 한전은 송전탑 공사를 반대하던 밀양시

를 주민들로부터 분리하여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하였고, 결국에는 송

전탑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이처럼 다양하고 복잡한 이해관계자들

이 언제, 무슨 이유로 입장을 바꾸어, 한전을 지지하고 송전탑 공사를 찬

성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분석하는 작업은 한전이 수행한 갈등관리 전

략의 이해와도 이어진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한전이 공사를 반대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어떻게 포섭하고 회유했는지, 반대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들을 배제, 고립시켰던 분할지배

(divide and rule)의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분할지배의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곧 한전이 수행하는 갈등관리 전략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한전이 제시한 방식이 어떻게 마을 공동

체를 분열시켰는지, 그 영향과 결과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주민들은 송

전탑 백지화 외에도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무엇보다 가장 본질적

인 송전탑 공사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였지만, 한전은 “현

실성이 없다”거나 “전력 수급에 차질을 우려하여 조속히 공사를 재개해

야한다”고 거듭 주장했다(한국일보, 2013-05-16). 한전과 국가는 갈등의

중심에 있던 비민주적인 절차와 주민의 참여배제와 관련한 본질적인 문

제들을 해결하기보다는 “보상금의 개별지급, 마을합의금 185억 원으로

상향 조정, 나노산업단지 유치”를 약속하며 보상과 지원 확대에 치중하

였다(데일리중앙, 2013-09-12; 노컷뉴스, 2013-09-20; 서울신문,

2014-06-01; 한국일보, 2013-09-11). 밀양 송전탑 갈등은 송전탑을 세우

려는 전국 어디에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갈등에 속한다. 그렇

기에 또 다른 ‘밀양의 비극’, ‘제2·3의 밀양’이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밀양에서 벌어졌던 갈등과 보상 위주의 갈등관리 전략과 그

영향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국민일보, 2017-04-17). 한전이 제시한

보상과 지원, 고소와 고발 등의 갈등관리 전략이 수 백 년 간 살아온 마

을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주민들의 관계를 해체시키는 등 예상치 못한 더

큰 문제를 불러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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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밀양송전탑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갈등의 전개과정과 원인 등을 밝히는 것이다. 또한 그러한 갈등을 한전

은 어떤 방식으로 관리했으며, 한전이 수행했던 갈등관리 전략이 지역사

회를 비롯한 마을공동체에 미친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2. 연구 내용과 범위

1) 연구 내용과 연구 질문

송전선로 건설 관련 민원은 2000년대 이후 [표 1]과 같이 점차 증가하

고 있는데, 민원의 내용을 보면 위치를 변경하거나 송전선로 건설 자체

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전체의 약 60%(721건)를 차지한다.

2006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송전탑 건설과 관련하여 제기된 민원은 총

2,182건에 달하며, 경기도(680건)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다. 경기

도외에도 강원도(284건), 서울시(230건), 충청남도(202건), 경상북도(165

건), 전라남도(132건), 경상남도(99건) 에서도 민원이 제기되어 사실상 송

전선로 건설로 인한 갈등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금

강뉴스, 2016-10-05). 갈등의 지속적인 증가와 더불어 최근 5년간 한전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한 민원해결 처리비용(특별지원금 집행, [표

2])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에 비해 2015년에는 약 3배에 달했

다.

[표 1] 송전선로 건설 관련 유형별 민원

년도 위치변경 건설반대 피해보상 기타 합계(건수)

2004 66 33 28 24 151

2005 83 42 27 32 184

2006 37 30 33 40 140

2007 81 75 71 56 283

2008 161 113 99 91 464

계 428 293 258 243 1,222

출처: 나년식 외(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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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최근 5년간 민원해결 처리비용(특별지원금 집행 현황)

년도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지원금액

(백만원)
13,030 14,489 23,251 24,006 36,241 111,017

출처: 월요신문(2016.09.13.)

이처럼 전국적으로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한 수많은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2005년 12월 5일에 시작되어 2017년 현재까지 지속

되고 있는 밀양송전탑 갈등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송전탑 갈등에 속한

다.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해결되지 않고 계속되는 갈등의 지속성, 두 명

의 주민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한 명의 주민이 음독자살1)을 시도할 정

도의 심각성, 국회를 비롯하여 갈등을 해소하고 중재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 등 밀양 송전탑 갈등은 여느 송전선로 갈등에서도 볼 수 없었던 치

열하고도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갈등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한전과

정부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갈등을 중재하고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노

력들을 꾸준히 이어 왔다. 하지만 한전과 경과지 주민들 사이에 발생한

근본적인 갈등은 해결되지 않은 채, 합의한 주민과 합의하지 않은 주민

사이에 또 다른 갈등이 생겨 결국 마을 공동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었

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밀양 765kV 송전탑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떤 모습으로 변해왔는지 분석하고, 한전의 갈등해

결방식의 의의와 한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갈등이 지역 사회

와 송전탑이 설치된 마을공동체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했는지를 추가로

파악할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밀양 송전탑 갈등이 발생한 원인은 무엇인가?

2. 밀양 송전탑 갈등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변해갔는

1) 2012년 1월 16일 산외면 주민 故이치우씨가 분신자살을 하였고, 다음 날 사망하였다.

2013년 12월 2일 상동면 주민 故유한숙씨가 음독자살을 하였고, 12월 6일 사망하였다.

2013년 12월 13일 단장면 주민이 음독자살을 기도하였으나,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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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3.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한전의 갈등관리 전략의 성과와 한계는 무

엇인가?

4. 밀양 송전탑 갈등은 지역 사회와 송전선로 경과지 마을에 어떤 변

화를 가져왔는가?

이러한 연구 질문을 종합해 볼 때, 이 연구는 밀양송전탑 갈등의 원인

과 전개과정을 파악한 뒤, 한전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했던 갈등

관리 전략을 분석할 것이다. 또한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전략들이 경과

지 주민과 마을공동체에 미친 영향을 함께 검토할 것이다.

2) 연구의 시간적, 공간적 범위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제5차 장기 전력수급계획을 통해서 밀양을 경과

하는 송전선로 사업을 처음 언급했던 2000년 1월부터 현재(2017년 12월)

까지로 설정하였다. 물론 밀양주민들이 처음으로 송전탑 사업을 인지하

고 반대집회를 열었던 건 2005년 8월이었지만, 초기에 사업을 계획하고

확정지었던 과정과 진행방식을 함께 파악해야만 갈등이 발생한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또한 한전은 밀양지역에 송전탑 공사가 모

두 설치된 2014년 9월을 갈등이 완전히 해소된 시기라고 발표했지만, 경

과지 주민들 사이의 갈등은 현재까지도 지속·심화되고 있다(이재용,

2015).2) 즉, 송전탑 건설로 인한 갈등의 원인과 구조, 한전의 갈등관리

전략과 그로 인한 영향까지 분석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표이므로 2000년

부터 현재까지(2017년 12월)를 시간적 범위로 정하였다. 특히 한전이 송

전선로 공사에 협조하지 않는 밀양시에 고소와 고발 및 손해배상을 청구

했던 2010년과 정부와 한전이 파격적인 보상안을 제시했던 2013년은 여

러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극적으로 변화한 시기이기 때문에 다른 시기

2) (부북면과 상동면의 2개 마을에서) 송전탑 반대주민들은 송전탑 공사 합의 주민들이

마을 공동사업비를 전횡 및 배임했다는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 9월 13일 14

시에 2차 민사재판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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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더 중요하게 분석할 것이다.

공간적 범위는 신고리 원전단지와 창녕의 북경남변전소 사이

90.535km에 162기의 송전탑을 건설하는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 중 밀양을 통과하는 5개면(단장면, 산외면, 상동면, 부북면, 청

도면)을 중심으로 한다. 밀양시 5개면에 설치된 철탑의 개수와 선로의

길이는 [표 3]과 같다. 밀양송전탑 갈등의 주요 이해관계자는 한국전력과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5개면 주민이지만, 이 외에도 직·간접적으로 갈등

에 영향을 미치는 중앙정부, 밀양시, 비경과지 주민 등으로 확대하여 갈

등의 진행과정을 복합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표 3] 밀양 5개면에 설치된 철탑의 개수와 선로의 길이

구분 계
위치(경과지)

단장면 산외면 상동면 부북면 청도면

철탑 69기 20기 7기 17기 7기 18기

선로 길이 39.157km 11.055km 4.549km 10.108km 3.419km 10.026km

출처: 밀양 765kV 송전탑 피해자 국회 증언대회 자료집

3. 연구 방법과 자료수집

남궁근(2010)은 질적 연구방법이란 사회현상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통계적인 탐구방법과 그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연구자

가 연구문제에 관해 수집하고 축적한 자료를 활용하여 사건과 현상을 단

순히 기술(description)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해석하며 비

판적으로 분석(critical analysis)하는 것이 질적 연구의 목적이자 특징이

다(남궁근, 2010: 370).

이러한 질적 연구방법의 유형 중 하나인 사례연구방법(case studies)은

연구자가 사건, 과정, 제도 또는 사회집단 등 하나의 실체나 현상을 전체

적으로 분석할 때 유용하며, 주로 ‘왜’, ‘어떻게’ 등의 설명적(explanatory)

질문을 던짐으로써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고자 하는 방법이다(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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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근, 2010: 371). Yin(2003)은 사례연구란 연구의 대상인 현상과 맥락

사이의 경계가 분명히 구분되지 않을 때 이용하며, 1·2차 문헌자료나 참

여자 면접, 참여 관찰 등 다양한 분석 자료와 근거를 활용하여 사례를

심층적·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경험적 연구방법에 속한다고 설명하

였다. 이 연구는 10년이 넘는 밀양 송전탑 갈등의 원인과 전개과정, 한전

의 갈등관리 전략과 그로 인한 영향을 전체적으로 다룬다. 이러한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례연구방법을 이 연구의 주요 방법으로 선정하

였다.

또한 Yin(2003)은 사례연구를 크게 단일사례연구(single-case design)

와 다중사례연구(multiple-case design)로 나누는데, 이 연구에서는 단일

사례연구를 사용하여 밀양 송전탑 갈등을 분석한다. 단일사례연구는 사

례가 매우 독특하거나 극단적인 경우에 사용하거나, 반대로 하나의 사례

가 대다수의 사례들을 대표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진 경우에 적당한 연구

방법이다. 밀양 송전탑 갈등은 지금까지 발생했던 송전선로 갈등들에 비

하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갈등이 이어지고, 특히 3명의 주민이 안타

까운 선택을 내릴 정도로 극단적이고 첨예한 갈등사례로 인식되고 있다.

한편, 송전선로가 건설되고 있는 전국 어디에서라도 발생할 여지가 큰

잠재적 갈등이기 때문에 밀양 송전탑 갈등은 극단적인 사례이면서도 갈

등의 원인과 발생 과정이 비교적 유사한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

므로 이 연구에서는 단일사례연구방법으로 밀양 송전탑 갈등을 분석할

것이다.

이때 단일사례연구의 단점을 줄이고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복잡

한 갈등의 인과관계들을 포착하여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인과

관계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출처로부터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Yin, 2003: 34). 다양한 자료의 수집을 위해

이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 수집 방법은 문헌조사와 심층면접인데, 연구의

기본적인 자료는 한전과 정부, 밀양시, 시민단체와 송전탑경과지 주민들

이 생산한 문헌자료이다. 이외에도 언론기사, 보고서와 학술연구 등을 수

집하였다. 특히 공사를 반대하는 반대대책위의 보도 자료를 포함한 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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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별 연령대 직업 특이사항 면접방식
일시 및 면접 

시간

A 남 40대 공무원 밀양시청 직원 전화면접 17.09.18(30분)

B 남 50대 한전 직원1
갈등관리실 

소속
심층면접 17.09.22(2시간)

C 남 40대 한전 직원2
송전 건설실 

소속
심층면접 17.09.22(2시간)

D 남 60대 농민 반대 주민1 심층면접 17.08.05(6시간)

E 여 70대 농민 반대 주민2 심층면접 17.08.15(2시간)

F 여 60대 농민 반대 주민3 심층면접 17.08.04(2시간)

G 남 60대 농민 반대 주민4 심층면접 17.08.10(2시간)

탑 공사를 반대하는 진영의 문헌자료들만이 아니라 송전탑 공사의 시행

주체인 한전과 정부가 발간한 다양한 자료들을 국가기록원과 국회회의록

을 통해 수집하였다. 국가기록원에 보관되어 있는 신고리-북경남 송전선

로 사업 자료, 국회회의록 검색을 통해 수집한 밀양 송전탑 관련 자료와

한전의 회의기록 등 최대한 다양하게 수집한 자료를 통해 복잡한 밀양

송전탑 갈등을 공사 반대진영의 관점이나, 시행주체인 한전의 관점만으

로 접근하기보단 최대한 객관적으로 갈등의 원인과 전개과정을 분석할

것이다.

한편 문헌자료만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만들어내는 복

잡한 갈등의 양상 및 한전의 갈등관리 전략의 변화과정을 이해하고 분석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문헌자료만으로 이해와 분석이 부족한 부분은 이

해관계자들에 대한 심층면접(전화 면접)으로 보충·보완하였다.

Siedman(2009)은 심층면접은 질적 연구방법의 대표적인 연구방법으로

참여자들과의 면접을 통해 문헌연구로는 드러나지 않았던 갈등의 숨겨진

맥락(context)을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참여

자들의 경험과 그 경험을 통해 재구성되는 의미를 연구자가 파악하고 분

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심층면접을 통해 갈등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

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심층면접을 실시한 이해관계자들은 [표 4]와

같다.

[표 4] 심층면접 대상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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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여 60대 농민 반대 주민5 심층면접 17.10.15(3시간)

I 남 70대 은퇴 반대 주민6 심층면접 17.10.15(3시간)

J 여 70대 농민 찬성 주민1 심층면접 17.08.03(2시간)

이렇게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갈등의 전개과정과 구조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 갈등 분석법(Conflict Analysis)을 활용하였다. 신창

현·박형서(2005)에 따르면 갈등 분석법이란 연구자가 갈등이 첨예하게

발생하는 쟁점과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이해관계자들을 파악하고, 원인

을 비롯한 갈등의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는 분석 방법이다. 이렇게 갈

등의 전개과정과 원인을 파악한 뒤, 한전이 시도했던 갈등관리 전략의

의미와 한계를 검토할 것이다.

4. 논문의 구성

이 논문은 총 6장으로 구성된다.

1장인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통해 연구의 목적과 의의를

살펴보고, 연구 질문과 시간적, 공간적 범위를 밝혔다. 또한 이 연구의

방법과 자료수집 방법에 대해 제시하고, 논문의 전체적인 구성과 흐름에

대해 서술하였다.

2장에서는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였다. 공공갈등과 갈등

분석, 갈등관리 전략에 대한 개념과 유형을 살펴보았으며, 밀양송전탑과

마을공동체 변화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

해 밀양 765kV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한전의 갈등관리 전략과 마을공동

체의 변화를 분석하는 틀을 도출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밀양송전탑 갈등을 살펴보기 위해 우선 송전선로가 지나가

는 마을의 특성과 배경을 알아보고,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사

업에 대해 파악한다. 또한 밀양에서 전개된 갈등의 전개과정과 원인을

분석한다.

4장에서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한전이 어떤 갈등관리 전략들을 사용

하였고, 그러한 시도들의 영향과 결과를 분석한다. 한전이 수행했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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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전략들이 경과지 주민들과 마을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또한 송전탑을 짓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거나 마을공동체 파괴와 같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5장에서는 본론에서 살펴본 갈등의 구조와 갈등관리 전략으로 인한 마

을 공동체의 변화들을 요약하고 연구의 함의를 살펴본다. 또한 이 연구

의 한계를 제시하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으로 연구를 마무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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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1. 이론적 논의

1) 공공갈등

⑴ 공공갈등의 개념

갈등(葛藤)이란 칡 갈(葛)과 등나무 등(藤)의 합성어이다. 칡과 등나무

는 콩과식물에 속하는 덩굴 식물로 다른 물체를 감으면서 뻗어나가는 성

질을 갖고 있다. 만일 칡과 등나무가 같은 장소에서 자랄 경우에는 서로

감아 올라가는 성질 때문에 쉽게 엉키고 떼어내기 어렵다(천대윤,

2005;20-22). 최해진(2003)은 이를 인간사회에 적용해보면, 갈등이란 이해

당사자들의 가치, 견해, 목표 등이 서로 뒤엉켜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관계에 있는 상태라고 말한다. 또한 임동진(2010)은 갈등(conflict)은 라

틴어 ‘confligere’에서 유래하였다고 설명하는데, 이것은 ‘com’(함께)과

‘fligere’(충돌, 다툼, 부딪침)의 합성어이다. 갈등이란 ‘심각한 불일치, 충

돌’, ‘그룹이나 국가 간의 다툼과 분쟁’, ‘믿음이나 생각, 이익의 심각한

차이’를 의미한다. 따라서 갈등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종합해보면, 갈등

이란 ‘개인, 집단, 국가 간 이해관계, 믿음, 생각이나 이익의 차이로 인해

복잡하게 얽히고 뒤엉켜서 해결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갈등에 대한 개념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갈등연구

분야의 권위자인 Coser(1956)는 사회적 갈등을 “가치들에 대한 투쟁으로

희소한 지위, 권력, 자원 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상대편을 무력화시키거

나 제거하려는 과정”이자 “양립이 불가능한 싸움”이라고 정의하였다. 장

동운(1997)은 “둘 또는 그 이상의 행동주체들의 목표가 양립 불가능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대립감과 행동을 포함하는 동태적이고도 역동

적인 과정”이라고 갈등을 설명하였다. 하혜영(2009)은 “둘 혹은 그 이상

의 갈등당사자들이 목표, 수단 혹은 가치 등이 양립 불가능한 상황에서

상호작용할 때 발생하는 과정”이라고 갈등에 대한 정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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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2007년 2월 12일에 대통령령으로 제정한 <공

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 19886호)이 있다.

물론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대통령령으로 만들었지만, 이를 통해 정

책의 입안·결정·집행단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대화와 타협, 참여와 협력

을 통해 예방하거나 해결하는데 필요한 제도와 절차를 마련하였다. 특히

용어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제2조 1항에 의하면, 갈등이란 “공공정

책(법령의 제정·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포함함)을 수립하거

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뜻한다.

갈등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갈등은 둘 이상의 행동주체 사이에서 발생한다. 이때 행

동주체란 개인이나 집단일 수도 있고, 조직과 국가일 수도 있다. 둘째,

갈등은 갈등당사자들의 주장과 생각 등이 양립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립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셋째, 갈등은 단선적이고 정태적이기보다는 대립

적 행동을 수반하는 동태적이고도 역동적인 과정을 거친다. 마지막으로

갈등 발생에는 반드시 그 원인과 조건이 존재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

해보면 갈등이란 ‘둘 또는 그 이상의 갈등당사자들이 목표와 이해관계가

양립 불가능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역동적이고도 동태적인 대립 과정’이

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

지금까지 갈등의 일반적 정의에 대해 살펴봤지만, 최근에는 정부가 공

익과 국익을 목적으로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공갈등이 빈번하

게 발생하고 있다. 19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새만금 간척사

업을 둘러싸고 극심한 공공갈등이 빚어졌다. 또한 2000년대 중반부터 10

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600명

이 넘는 주민과 연대자들이 재판을 받았고, 그 중에서 38명이 구속될 정

도로 심각한 갈등이 발생했다(한국일보, 2015-10-26). 이처럼 공공갈등은

일반적으로 공공정책과 같이 시민들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쟁점을

둘러싼 갈등을 의미한다(강영진, 2000: 74).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

원회(2005)에서는 공공갈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업주체, 지역주민

등이 당사자인 갈등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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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공공기관과 국민 또는 공공기관 상호 간의 이

해관계의 충돌로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또한 하

혜영(2007)은 “정부가 공익을 추구하기 위한 사업이나 정책을 추진하면

서 공공기관 상호간 혹은 공공기관과 국민 간에 양립할 수 없는 가치,

목표와 수단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이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송전탑을 계획하고 건설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상호작

용으로 발생한 갈등구조를 분석하려는 본 연구에서는 공공갈등을 “다수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송전탑 건설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중앙 혹은 지방정부 및 한전과 지역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충

돌로 발생한 갈등과 분쟁”이라고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

⑵ 공공갈등의 유형

공공갈등은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나눌 수 있는데, 크게 갈등주체, 갈

등 내용 등의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5: 76~80; 최구순, 2012).

주체를 기준으로 공공갈등을 분류하면 개인갈등, 집단갈등, 조직 간 갈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개인갈등은 두 사람 이상의 대인간에 오해, 의견

차이, 역할경쟁 등으로 발생하는 갈등을 말한다(최구순, 2012). 집단갈등

은 크게 정부 간 갈등과 정부-주민 간 갈등으로 나뉘는데, 정부 간 갈등

은 다시 수직적 갈등과 수평적 갈등으로, 정부-주민 간 갈등은 정부-주

민 간 갈등과 정부-시민단체(NGO) 간 갈등으로 구분된다. 수직적 갈등

이란 지방정부, 기초자치단체 또는 광역자치단체가 중앙정부와 대립하여

발생하는 갈등이고, 수평적 갈등은 중앙정부 부서 간, 광역자치단체 간,

기초자치단체간처럼 동급의 자치단체 상호간에 발생하는 갈등을 말한다.

주민이나 시민단체(NGO)가 정부와 대립하여 발생하는 갈등은 대개 공

공정책의 계획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이에 영향을 받는 주민 혹은 주민을

대표하는 시민단체와 대립하여 촉발된 갈등을 일컫는다(최구순, 2012; 심

준섭 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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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의 내용으로 공공갈등을 분류하면 지방행정, 지방재정과 지역개발

갈등으로 나눌 수 있다(심준섭 외, 2013). 인사, 조직기능배분, 권한 등을

둘러싼 지방행정갈등과 재정, 과세와 관련된 지방재정 갈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지역개발로 인한 갈등에는 하천, 광역시설, 지역개발 관련 갈등

으로 나뉜다(최구순, 2012; 심준섭 외, 2013). [표 5]는 갈등주체와 갈등

내용 등의 기준으로 발생하는 갈등의 유형과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5] 갈등의 유형과 내용

분류기준 유형 내용

갈등주체

개인갈등
두 사람 이상의 대인간에 오해, 의견차

이, 역할경쟁 등으로 갈등 발생

집단

갈등

정부간

수직적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

체 사이의 갈등

수평적
중앙정부 부서 간, 광역자치단체 간, 

기초자치단체간 갈등

정부-주민

정부-주민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등과 주민 간 갈등

정부-시민

단체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등과 시민단체 간 갈등

조직 간 갈등 조직과 조직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

갈등 내용

지방행정, 

지방재정

지방행정 인사, 권한 등과 관련한 갈등

지방재정 재정, 과세 등과 관련한 갈등

지역개발

하천
댐 건설, 용수이용, 쓰레기처리시설, 

하수-분뇨처리시설 등

광역시설 도로, 쓰레기처리시설, 위험시설 등

지역개발 지역개발사업, 민간개발사업 등

출처: 심준섭 외(2013)

위의 유형에 따르면, 밀양 송전탑 갈등은 중앙정부와 밀양시라는 기초

자치단체 사이에 발생한 정부 간 수직적 갈등에 속한다. 이 외에도 정부

와 주민 간에 발생한 갈등, 정부와 시민단체 간 갈등, 송전탑 공사를 찬

성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 사이에 발생한 개인갈등이면서도 지방행정

갈등과 광역시설 설치로 인한 지역개발 갈등 등 다양한 유형의 갈등이

복잡하게 얽혀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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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갈등분석 방법

공공갈등을 관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갈등을 분석하는 작업이 필수적

이다. 갈등분석은 여러 가지 쟁점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갈등의 구조와

전개과정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갈등분석은 갈등에 영향

을 끼치는 주요 이해관계자들을 파악하고,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분석하

여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과정이다. 대

개 갈등분석(Conflict Analysis)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지만 쟁점분석

(Issue Assessment), 상황분석(Situation Assessment) 혹은 이해관계자

분석(Stakeholder Analysis)이라는 용어들을 혼용하기도 한다(신창현·박

형서, 2005: 6~7).

갈등분석은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나 이해관계자들을 분석하여

구체적이고도 세부적인 시사점을 주기도 하지만, 갈등을 통합적이고 객

관적인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갈등분석은 분석자가 임의적으로 조사하고 판단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취합하고 분석하는 작업이다(신창현·

박형서, 2005: 7). 대부분의 갈등분석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

사례에 알맞은 갈등 분석 기준과 방식을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갈등분석을 정의하고 설명하는 법률에는 앞에서도 언급했던 <공공기

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특히 제10조 3항에는 갈

등을 분석할 때 포함시켜야 할 항목들을 제시하였다. 분석사항에는 ①공

공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②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 ③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의견, ④갈등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 ⑤갈

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등이 있다.

갈등분석에 가장 많이 활용된 방법으로는 갈등분석을 위한 기본요소

모형(Basic Elements Model for Conflict Analysis)이 있는데, ①갈등개

요, ②이해관계자 분석, ③원인 분석, ④동향 및 기회라는 4가지의 항목

을 제시하고 있다(박홍업·박진, 2008).

조성배(2012)는 ①갈등전개 과정 분석, ②주요 이해관계자 분석, ③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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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분석, ④갈등의 성격 분석이라는 4가지의 갈등분석 틀을 활용하여 밀

양 송전탑 갈등을 분석하였다. 황보명(2014)은 조성배의 틀을 보완·수정

하여 ①갈등전개 과정 분석, ②이해 관계자 분석, ③주요 쟁점 분석, ④

갈등 구조 분석, ⑤지역 공동체 변화 분석이라는 항목으로 한빛원전 온

배수를 둘러싼 갈등을 파악하였다.

Susskind & Thomas-Larmer(1999)는 갈등분석이란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권고안을 작성하기 위한 정보수집활동이라고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

은 4가지의 항목이 분석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4가지 항목

에는 ①갈등이나 합의형성 노력과정에서 누가 어떠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지 파악, ②이해관계자들에게 어떤 쟁점이 중요한지 파악, ③주어진

제도적, 재정적, 그리고 다른 제약요인 하에서 합의형성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한지 파악, ④만일 합의형성절차를 밟는다면, 어떤 조건에서 핵심당

사자들이 참여하는 데 동의할 것인지를 파악 등이 들어간다(박홍업·박

진, 2008 재인용).

이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분석 대상과 내용들을 참고하여,

밀양 송전탑 갈등분석에 적합한 분석틀을 수정·보완하였다. 갈등의 구조

와 전개과정을 파악하기 위한 갈등분석 항목과 주요 내용은 [표 6]과 같

다.

[표 6] 갈등분석 대상과 내용

갈등분석 대상 주요 내용

갈등 전개과정 분석
갈등 잠재기, 갈등 표출기, 갈등 심화기,

갈등 교착기, 갈등 해결기

갈등의 원인 분석 갈등이 발생한 구조적 요인 분석

특히 갈등의 전개과정은 ‘갈등 해결기’를 거쳐 갈등이 완전히 소멸되는

경우도 있지만, 갈등을 해소하거나 관리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다시 발생

하는 경우도 있다(이경록 외, 2014). 즉, 갈등해결기가 갈등 소멸로 이어

져 갈등 전개과정의 끝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갈등의 시작점이 될 수

도 있는 것이다(이경록 외, 2014). 밀양송전탑 갈등의 전개과정을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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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틀은 아래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갈등 전개과정 분석 틀

출처: 이경록 외(2014)

⑷ 갈등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

갈등을 보는 관점 역시 갈등의 정의만큼이나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갈등을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 그리고 이 두 관점

을 통합하여 갈등을 가치중립적으로 보는 관점이 대표적이다(천대윤,

2005: 46). 갈등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를 검토하는 것은 밀양에서 벌어

진 갈등을 한전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았고, 갈등을 관리하고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전략과 노력들을 시도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갈등의

결과와 영향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무조건 제거되어야 할 존재로 바라보

는지, 아니면 송전탑 건설을 계획하고 설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이

최대한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도록 갈등을 통합적, 현대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한전이 전제하고 있는 갈등의 관점

및 시각은 그들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시도한 다양한 갈등관리 전략의

특징이나 과정, 결과와 밀접하게 연결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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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정적 관점(고전적 관점)

갈등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갈등이란 조직이나 관계에 해악을

끼치고 생산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무조건 제거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갈등은 항상 조직에 부정적이고 병리적인 결과만을 가져오기 때문에 나

쁜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다(천대윤, 2005: 47). 이러한 시각은 갈등의 고

전적, 전통적 관점에 속한다. 특히 관리자들에게는 해당 조직에서 발생하

는 갈등을 제거하거나 회피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한 임무 중 하나였다

(S.P. Robbins, 1978: 67~71). 갈등이란 조직의 능률이나 효율성을 해치는

것이므로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② 긍정적 관점(신고전적 관점)

갈등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갈등의 발생은 불가피한 것

이며, 갈등은 부정적이지 않고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생산성을 높여줄

수 있다고 보았다. 즉, 갈등은 개인이나 조직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

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이 조직이나 집단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

다고 믿는다. 이러한 관점을 행동주의적 관점 혹은 신고전적 관점이라고

부른다. 조직이나 집단은 그 성격상 어쩔 수 없이 내재적인 갈등을 항상

안고 있기에, 신고전주의자들은 갈등을 어떻게 수용하여 긍정적인 작용

을 유도할지를 강조한다. 특히 갈등은 어느 조직이나 집단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에 이를 비판하거나 없애려고 하기보다는,

갈등이 조직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주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한다(장

동운, 1997: 29~30).

③ 통합적 관점(현대적 관점)

갈등의 현대적 관점은 갈등이란 그 자체로 가치중립적이며, 갈등의 결

과는 부정적일 수도 있고 긍정적일 수도 있다고 바라보는 관점이다.

Pondy(1967)는 갈등의 기능은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기에, 갈

등이란 기본적으로 어느 한편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들이

강조하는 것은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갈등의 효과가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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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고전적 관점 긍정적, 신고전적 관점 통합적, 현대적 관점

갈등은 개인과 조직에 피

해를 준다. 따라서 갈등은 

무조건 제거돼야 한다.

갈등은 반드시 나쁜 것만

은 아니다. 조직에 필연적

으로 발생하는 갈등은 긍

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한

다.

갈등은 가치중립적인 것이

다.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다. 상황

에 따라서 갈등을 키우거

나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

하는 것이 필요하다.

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갈등이란 무조건 제거될 필요 없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조장하거

나 적정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갈등이 때로는

집단내부의 응집력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장동운, 1997: 31). [표 7]는 갈등의 부정적, 긍정적, 통합

적 관점을 요약하여 정리한 것이다.

[표 7] 갈등의 세 가지 관점과 특징

출처: 천대윤(2005), 장동운(1997), Pondy(1967) 재구성

2) 갈등관리 전략

⑴ 갈등관리 전략의 개념

갈등관리는 발생한 갈등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개선시키기

위한 전략을 말한다. 물론 잠재적인 갈등상태에서도 갈등을 관리하기 위

한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갈등관리 전략이란 표출된

갈등을 관리하여 원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진정국면으로 유도하는

과정 혹은 행위 전반을 일컫는 용어이다(유해운 외, 1997: 112). 갈등에

대한 개념정리가 학자마다 다양한 것처럼, 갈등관리 전략에 대한 개념도

학자와 연구 분야에 따라 다양하다. 대표적인 학자들이 내린 공공갈등

관리에 대한 정의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Bercovich(1984)는 갈등관리를 “갈등이 확대되고 악화되는 것을 방지

하고 보다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조건을 마련하

는 것”이라고 설명한다(임동진, 2010: 재인용). Krauss et al(1984)은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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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되지 않고 있는 이슈가 갈등 관리 절차를 통해 수용한계를 벗어날 정

도로 악화 내지는 고조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을 갈등관리라고 정의 내

렸다.

안광일(1994)은 갈등관리란 “갈등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날 정

도로 악화되거나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갈등이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구조와 조건을 마련함으로써 갈등을 해소할 수 있게 만드는 과

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2003)는 갈등관리를 “이미

발생한 갈등의 강도(intensity)를 조절하고 갈등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언급하였고,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은

갈등관리를 “공공기관이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혜영(2007)은 갈등관리를 “조직이나 사회,

국가 간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율하며 소모적인 분쟁의 재발을 통제하

고 관리하는 것으로 갈등의 표출을 방지하고 조직, 사회, 국가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하였으며, 사회갈등연구소(2015)는 갈등관리

를 “공공기관이 갈등으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를 줄이고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대응”이라고 소개했다.

이상 국내·외 학자들의 갈등관리 전략의 개념을 종합해보면, 갈등관리

전략이란 ‘갈등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 갈등이 수용할 수 있

는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악화되거나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다 긍

정적이고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구조와 조건을 마련하는 과정’

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

⑵ 갈등관리 전략의 유형

한전이 시도했던 갈등관리 전략을 재조명하는 것은 중요한 작업이다.

발생한 갈등을 관리하고 해소하기 위해 투입된 전략과 그로인한 영향 전

반을 분석함으로써 유사한 상황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

거나, 갈등이 발생했을 때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전략들을 제

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임동진, 2010: 40). 갈등관리 전략은 크게 주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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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관리, 전통/대안활용여부, 갈등개입여부)에 따른 구분과 두 가지 축의

이차원적 모형으로 나눌 수 있다.

① 주제에 따른 갈등관리 전략 구분

오석홍(1995)은 갈등관리 방안을 크게 강제적 전략, 규범적·사회적 전

략, 공리적·기술적 전략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강제적 전략은 갈등을

관리하는 주체가 힘과 권력을 활용하여 상대방에게 제재, 위협을 가하거

나 일방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여 갈등을 제거하는 전략이다. 강제적 전략

은 90년대 초반까지는 적극적으로 활용되었으나 민주화 이후에는 줄어드

는 추세다. 규범적·사회적 전략은 자발적인 협력과 정책의 수용을 유도

하는 전략으로, 저항의 동기나 원인 등을 왜곡시키거나 파편화시켜서 정

책의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공리적·기술적

전략이란 관련자들의 이익침해를 방지 혹은 보상하고 정책추진과정에서

기술적인 요인들을 조정함으로써 갈등을 극복하거나 회피하는 전략이다.

공리적·기술적 전략은 보상과 지원, 최신 기술의 적용 등이 그 사례에

속하며,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든다. 무

엇보다 갈등의 본질적인 해결이 아니라 갈등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이

목표를 수정하거나 포기하도록 만든다는 한계가 존재하는 전략이다.

Carpenter & Kennedy(2010)는 전통적인 방식과 대안적인 방식으로 갈

등관리 전략을 구분하였다. 전통적 갈등관리 방식은 다시 독자적 관리방

식과 사법적 판결방식으로 나뉘는데, 독자적 관리방식이란 권력을 가진

갈등의 한 당사자가 일방적인 권력 행사(unilateral power play) 행동, 회

피(avoidance), 지연(postpone), 무마(smoothing) 등을 통해 일방적으로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다. 일방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경우엔, 보

통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극심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회피는 갈등

당사자와 접촉을 피하거나 의사결정을 보류하는 방식으로 이 방식 역시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 지연이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조

치를 미루어 갈등이 완화되기만을 기다리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무

마란 공개적인 충돌을 피하고 갈등 양측의 공동 관심사를 구축하여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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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보상과 지원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조봉경, 2014; 나민식,

2004 재인용). 사법적 판결방식은 사법기관의 강제적인 결정에 의한 방

식인데, 갈등 당사자 간의 해결방식이라기보다는 법적 소송과 결정에 따

른 갈등관리 방식을 의미한다. 법정 소송을 활용할 경우엔 갈등을 해결

하는 등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대개 승소와 패소, 승자와

패자로 갈리게 되어 원한만 갈등해결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더욱

많다. 특히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고, 만일 이해관

계자들이 법정결과에 수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오히려 더욱 큰 불신과 대

립이 발생하여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대안적 갈등관리 방식

은 전통적 방식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판결과 같은 절

차를 사용하지 않고 당사자가 직접 혹은 갈등관리 전문가와 같은 제3자

의 개입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협상, 조정, 중재가 그 예이다. 특히 전

통적 갈등관리 방식은 대체로 갈등 당사자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

(zero-sum)를 가져올 수 있지만, 대안적 갈등관리 방식은 모두가 만족하

는 결과(win-win)를 얻어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특징이다.

March & Simon(1958)은 조직이 갈등에 개입하는지 여부에 따라 갈등

관리 전략을 개입적 접근방법(intervention approach)과 비개입적 접근방

법(non-intervention approach)으로 구분하고 있다. 개입적 접근방법이란

조직이 갈등에 개입하여 무마(smoothing), 강압(repressing), 관심전환

(detracting) 등의 전략을 활용하는 방식인데, 무마란 공개적인 충돌을

피하고 갈등 당사자의 공통된 관심사를 도출하여 보상을 실시하는 것이

다. 강압은 상대방에게 업무를 방해할 경우 처벌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갈등을 억제하는 방식이다. 관심전환은 갈등을 다른 관심이나 이해관계

로 돌리게 하는 방법이다. 반면에 비개입적 접근방법은 조직이 갈등에

개입하지 않고 갈등대상자에게 맡겨 문제해결과 설득, 협상 등의 전략을

활용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문제해결은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를 제거하

는 방식이고, 설득은 상대방과의 갈등이나 목표의 차이를 줄이는 것을

말한다. 협상은 갈등을 일으키는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와 의견교환을 통

해 갈등의 폭을 줄이는 것을 뜻한다. 주제에 따른 갈등관리 전략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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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표 8]과 같다.

[표 8] 공공갈등의 관리 및 해결 전략 정리

연구자 갈등관리 전략 분류기준

오석홍(1995)

①강제적 전략

②규범적·사회적 전략

③공리적·기술적 전략

저항 관리적 측면

Carpenter 

& Kennedy(2010)

①전통적 갈등관리 방법

②대안적 갈등관리 방법
전통, 대안활용여부

March & Simon(1958)
①개입적 접근방법

②비개입적 접근방법
갈등개입여부

출처: 오석홍(1995), Carpenter & Kennedy(2010), March & Simon(1958)

② 두 가지 축의 이차원적 모형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두 가지 기준을 축으로

하는 2차원 모형을 제시한 학자들도 있다. Thomas(1976)는 협력

(cooperativeness)과 독단(assertiveness)이라는 두 가지 기준으로 갈등관

리 전략을 구분하고 있는데, 협력이란 갈등 당사자 중 상대방의 관심사

를 충족시켜 주려는 정도(낮음, 높음)를 말하며, 독단은 갈등 당사자 중

자신의 관심사만을 충족시키려는 시도를 말한다. 이러한 두 가지 기준에

의하여 다섯 가지 갈등처리 전략이 만들어지며, 경쟁(competing), 수용

(accommodation), 타협(compromising), 협력(collaborating), 회피

(avoiding)이 그것이다. 경쟁이란 자신의 관심사를 채우기 위해, 상대방

을 압도함으로써 갈등을 처리하는 전략이다. 양립할 수 없는 문제이거나

신속히 결정을 해야 할 경우 사용된다. 수용은 자신의 관심사보다는 상

대방의 관심사를 우선하여 충족시키려는 전략을 말한다. 화합과 안정이

중요하거나, 상대가 우위에 있는 경우 사용한다. 타협은 두 당사자가 배

려와 상호희생을 통해 부분적으로 만족을 얻는 협력적인 전략에 속한다.

이는 가장 보편적인 갈등관리 전략으로 두 당사자 간의 세력이 비슷할

때 사용한다. 협력은 양측의 이해관계를 모두 만족시키는 이상적인 전략

이다. 당사자 모두의 이해관계나 관심사를 모두 고려해야 할 정도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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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때 활용된다. 마지막으로 회피란

갈등을 야기한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뒤로 미루거나 피해

갈등해결 자체를 피하거나 미루는 전략을 말한다. 해결이 되는 것보다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때, 당사자 모두 흥분을 가라앉히고 이성

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할 때 사용된다. 아래의 [그림 2]는 협력과 독단이

라는 두 축으로 Thomas의 갈등관리 전략을 유형화한 것이다.

[그림 2] Thomas의 갈등관리 전략

출처: Thomas, K. W(1976)

Rahim(2002)은 갈등관리 전략을 갈등상황을 다룰 때, 자신의 관심

(concern for self)을 만족시키려는 정도와 다른 사람의 관심(concern for

others)을 만족시키려는 정도를 두 축으로 하여 회피(avoiding), 지배

(dominating), 통합(integrating), 절충(compromising), 양보(obliging) 등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회피는 자신의 관심과 타인의 관심 모

두 낮은 유형으로 갈등문제로부터 물러나거나 회피하려고 할 때 사용하

는 전략이다. 이 전략은 중요하거나, 급히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으며, 대신 복잡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간이

요구되거나 지금 당장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어려울 때 활용되는 전략이

다. 지배는 자신의 관심은 높지만 타인의 관심은 낮은 유형으로, 상대방

은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의 입장을 강요하는 유형이다. 특히 자신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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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의 요구나 이해관계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으

며,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야 할 때 활용된다. 통합은 자신의 관심과 타

인의 관심 모두가 높은 상태에 활용하며, 대개 갈등상황을 적절히 진단

하고 개입하여 문제를 풀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을 말한다. 개방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둘 모두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해결책이나 대안을 찾

을 경우 사용되는 전략이다. 복잡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두

집단 모두의 의견이 필요하고,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갈등 상황

을 해결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다. 절충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관심이 모두 중간인 유형으로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문제를

해결할 때 사용하는 전략이다. 두 갈등의 당사자가 추구하려는 목표에서

조금씩 손해를 보는 등 상호양보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전략이다. 마

지막으로 양보는 지배와는 정반대의 유형으로 나에 대한 관심은 낮지만

타인에 대한 관심이 높은 유형이다. 상대방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욕구를 낮추어 갈등을 해결하는 전략이다. 아래의 [그림 3]은

Rahim(2002)이 자신과 타인의 관심의 정도라는 두 축으로 갈등관리 전

략을 유형화한 것이다.

[그림 3] Rahim의 갈등관리 전략

출처: Rahim, M. Afzalur(2002)

Thomas와 Rahim의 갈등관리 전략 기준을 Carpenter & Kennedy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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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에 적용하자면, 전통적 갈등관리 방법에서 대안적 갈등관리 방법으

로 갈수록 갈등당사자간 상호작용이나 협의의 폭이 커지는 것을 의미한

다.

이 연구에서는 Carpenter & Kennedy(2010)가 제시했던 갈등관리 전략

의 유형을 활용하여 밀양 송전탑 갈등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전이 시도

했던 다양한 갈등관리 전략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갈등관리 전략 유형과

설명은 아래의 [표 9]와 같다. 이러한 갈등관리 전략 분석틀을 통하여 한

전이 밀양시와 경과지 주민들에게 시도하였던 갈등관리 전략의 유형과

의미, 성과와 결과 등을 분석할 것이다.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갈등관

리 전략의 유형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파악할 것이다.

[표 9] 갈등관리 전략의 유형과 내용

갈등관리 전략 내용

독자적 갈등관리
l 일방적 행정집행: 법과 물리력을 바탕으로 한 갈등관리

l 보상을 통한 회유: 보상을 통한 갈등관리

법적 대응을 

활용한 갈등관리
l 고소, 고발, 손해배상 등의 법적 대응을 통한 갈등관리

출처: Carpenter & Kennedy(2010)의 갈등관리 전략을 재구성

2. 선행연구 검토

1) 밀양송전탑 갈등의 원인과 관리에 관한 선행연구

2012년 1월 16일 단장면 보라마을 주민 이치우씨가 마을에 설치될 송

전탑을 막기 위해 자신의 몸에 스스로 불을 붙였다. 이 비극적인 죽음을

계기로 밀양 송전탑 갈등은 지역만이 아닌 전국에서 관심을 갖는 문제가

되었다. 이후 밀양 송전탑 갈등을 다룬 연구들도 많이 나왔는데, 내용에

따라 크게 ① 갈등의 원인분석과 갈등관리 방안제시(김흥순, 2014; 심형

구 외, 2014; 우문영·강정규, 2013; 조성배, 2012; 최흥석·임효숙, 2014; 하

상군, 2014), ② 경과지 주민들의 반대운동 분석3), ③ 환경(부)정의와 같

3) 김영, 설문원(2015)은 구술생애사 연구방법을 통해 여성주민들이 밀양송전탑반대운동

에 참여한 이유와 의미를 분석했다. 남편, 아들, 아버지, 할아버지 등의 가족들이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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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형평성의 관점으로 송전탑사업 분석4)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김흥순(2014)은 갈등에 대한 인문학적인 접근과 철학적인 해석을 강조

함으로써, 송전탑 갈등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언급

하였다. 장자가 제안하는 갈등관리에 대한 시사점인 차이의 인정, 상대에

대한 존중, 물러서서 기다리는 자세 등의 전략들이 밀양 송전탑 갈등 사

례에선 적용되지 않아 극심한 갈등이 오랜 시간 지속되었다고 지적한다.

특히 한전이 갈등관리에 실패한 이유를 강제집행을 위한 명분 쌓기에만

주력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하였다.

심형구 등(2014)은 기장주민과 밀양주민에게 실시한 설문조사를 분석

하여 고압송전선로 건설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의 원인으로 ‘신뢰할 수

없는 정부와 한전의 행태 때문’이라는 응답이, 갈등해결 방안으로는 ‘주

민의 참여와 합의에 의한 해결’이 가장 높게 나왔다고 설명한다. 즉, 한

전의 일방적인 정책추진과 소송에 의한 강제적 합의라는 방식이 지역 주

민들에게 불신을 초래하여 갈등을 일으킨 원인이었다고 지적한다.

했던 국가폭력은 이들이 반대운동에 참여하게 된 중요한 맥락으로 작용하였으며, 이

러한 상처와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반대운동을 하면서 만난 연대

(자)의 힘이라고 설명한다. 엄은희(2012)는 윤리적 지침과 담론의 차원에만 머물고 있

던 환경정의라는 개념에 스케일의 정치학을 접목하여 밀양 송전탑 갈등을 분석했다.

특히 밀양 송전탑 갈등이 니아비(NIABY, not in anybody’s backyard)의 문제를 넘어

서지 못한 다른 송전선로 반대 운동과는 달리 지역적인 탈송전탑 운동에서 전국적인

탈핵운동으로 확대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상헌 등은(2014) 밀양 송전탑 갈등 사

례를 다중스케일이라는 이론적 관점에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후쿠시마 사고와 주민

의 자결 이후 밀양이라는 지역에서 벌어졌던 국지적인 송전탑 갈등이 전국적인 갈등

으로, 의존의 공간이 연대의 공간으로 스케일 점핑이 일어났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갈

등을 줄이기 위해 연성 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을 제안하였다.

4) 서동희(2016)는 환경정의의 측면에서 밀양 송전탑 갈등을 분석하였는데, 입지선정과정

과 건설과정에서 실질적, 분배적, 절차적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특히

사회적 약자인 노인(지역주민)의 희생과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공개와

협의를 통해 절차적 환경정의를 달성하고,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환경정의를 이루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순철(2014)은 밀양

송전탑 분쟁은 효율성을 앞세워 국책사업을 진행했던 사업진행방식의 한계를 드러낸

사례라고 말하며, 환경 공감(environmental compassion)의 논리를 바탕으로 협의와

조정을 중시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화연·윤순진(2013)은 환경정

의 관점에서 밀양 고압 송전선로 건설 갈등에 대한 일간지 보도를 분석하였는데, 구

독률이 높은 중앙 보수지가 밀양 문제를 거의 다루지 않거나 환경정의 프레임이 아닌

갈등 대립이나 법 절차 무시 등의 프레임으로 보도를 하여 언론이 공론장을 형성하는

데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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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문영·강정규(2013)는 지가하락과 자연환경 훼손, 전자파에 대한 유해

성 문제 등이 밀양송전탑 갈등을 키웠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갈등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지가 보상과 합리적인 손실 보

상, 그리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사전에 반영하는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조성배(2012)는 밀양에서 벌어진 갈등의 전개 과정과 주요 이해관계자,

쟁점과 갈등의 성격 등을 갈등영향분석 모형에 따라 파악하였다. 갈등이

길어진 이유로 주민의 의견수렴이 해당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로 활용된 점과 한전이 신뢰를 상실한 점 등을 꼽았다. 갈등을 원만

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촉법을 개정하고 보상을 위한 법과 제도가 개선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최홍석·임효숙(2014)은 밀양송전탑 갈등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한국

전력 직원과 밀양 주민의 인지격차를 분석하였다. 주민들은 절차적 문제

와 한전에 대한 불신을 갈등의 원인으로 꼽은데 비해, 한전직원들은 전

자파 유해성에 대한 주민들의 오해에서 갈등이 비롯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을 정도로 갈등의 원인에 대한 두 당사자 간의 인식격차가 컸다. 무엇

보다, 이 연구에서는 상위기관인 중앙정부가 수립해 놓은 송전선로 계획

과 사업을 사업주체인 한전이 강행할 수밖에 없는 정부 관료제의 특성

때문에 갈등이 빚어졌다며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을 언급하였다.

하상군(2014)은 밀양 송전탑 갈등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검토했는데, 주

민의 재산권 침해, 전자파의 인체유해성 우려, 일방적인 사업추진, 송전

탑 건설에 대한 당위성 논란 등 재산권과 건강권 침해만이 아니라 절차

적 정당성 부족 등 갈등의 원인을 다양하게 제시하였다. 해결방안으로

법·제도적 측면에선 경제적 손해 보상법규의 개선과 인체유해성 검사와

시설관리 제도화, 송전선로 전담 위원회 설치 및 송전선로계획 확정절차

제도화를 언급함으로써 사후적 경제적 보상과 함께 주민의 참여와 의견

수렴 보장 등 갈등을 사전에 조율하고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

다.

이처럼 밀양 송전탑 갈등을 다룬 연구 중에는 밀양 송전탑 분쟁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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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파악하고, 갈등을 해소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한 연구가

가장 많았다(김흥순, 2014; 심형구 외, 2014; 우문영·강정규, 2013; 조성

배, 2012; 최흥석·임효숙, 2014; 하상군, 2014). 이러한 연구들은 갈등의

전개과정과 원인을 파악하고, 어떤 이해관계자들이 무슨 쟁점을 갖고 갈

등을 빚어왔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갈등을 해소하고 관리하기 위한 바

람직한 갈등관리 전략과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갈등이 진행되는

동안 한전이 갈등을 해소하고 관리하기 위해 시도했던 다양한 갈등관리

전략과 의미가 무엇이며, 갈등관리 전략의 성과와 한계 등을 다루지 못

했다는 한계가 있다.

2) 마을공동체 변화에 관한 선행연구

한편 밀양 송전탑 사업을 다룬 선행연구들의 시간적 범위도 갈등이 가

장 첨예했던 2011~2013년에 집중되어있어, 송전탑 공사가 완료된 이후

마을공동체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분석한 연구는 없었다. 밀양 송전탑 사

업과 같이 내부로부터의 발생이 아닌 외부적 충격이나 사건, 사업에 의

해 지역사회와 공동체에 영향을 준 사례로는 크게 국책사업과 환경문제

(재난)에 의한 마을의 변화를 추적한 연구들이 있다. 전자에는 원자력발

전소와 새만금간척사업이 주민과 마을공동체에 끼친 영향을 분석한 연구

(김준, 2007; 문예은 외, 2012; 박재묵, 2002; 차철욱, 2017; 함한희, 2002,

황보명·윤순진, 2014)가 있고, 후자에는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이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마을공동체가 변했는지를 추적하

고 분석한 연구(김도균, 2012; 윤순진 외, 2010; 홍덕화·구도완, 2009)가

있다.

차철욱(2017)은 고리원전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길천마을 주민들

이 집단이주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토박이와 이주민, 주택 소유자와 세입

자, 상·농·어업인 등 이해관계가 상이한 주민들이 조금씩 다른 집단이주

방식을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수원은 마을 주민들의 바람인 집단

이주를 실현해줄 수 있는 협상대상자이면서도 번번이 집단이주를 가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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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세력으로, 이러한 한수원과 복잡한 이해관계자들의 관계가 마을공동

체의 분열의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황보명·윤순진(2014)의 연구는 한빛원

전에서 배출하는 온배수(thermal effluents)로 마을주민과 한수원 사이에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데, 특히 온배수 피해보상 절차와 금액이 주민 사

이에 갈등을 유발하였다고 강조한다. 외부로부터 원전이라는 거대 발전

시설이 들어선 이후 주민과 한수원 간의 갈등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보

상을 둘러싸고 어민과 비(非)어민 간, 어민과 어민끼리도 대립하여 지역

사회 내의 갈등이 증폭되어 결국 분열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문제들이 마을공동체에 끼친 영향 외에도 새

만금간척사업이라는 국책사업이 지역사회에 가져온 변화들을 추적한 연

구들도 존재한다. 김준(2007)은 새만금사업 추진을 둘러싼 찬성과 반대

간의 갈등이 어민들끼리의 내부 갈등으로 옮아갔다고 지적한다. 초기 보

상을 둘러싼 갈등, 새만금사업 반대운동과정에서의 이견과 방사선폐기물

유치와 관련된 다양한 갈등 들이 결합되어 결국 마을공동체가 붕괴되었

다고 분석하고 있다. 문예은 외(2012)는 새만금간척사업의 일환인 방조

제공사(물막이공사)가 완공된 이후 마을공동체가 어떻게 갈등을 겪었는

지를 분석했다. 정부는 큰 배를 갖고 있는 선주, 작은 배를 소유한 선주,

양식업자, 맨손어민 등 다양한 어민들이 있음에도 복잡한 이해관계를 파

악하지 못한 채, 어업면허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보상을 지

급하면서 어민들 간의 갈등이 발생하였다. 박재묵(2002)은 대규모의 간

척사업으로 인해 유속의 감소로 갯벌 생태계가 변하고, 이는 곧 어민들

의 경제생활에 영향을 미쳤다고 언급한다. 또한 새만금간척사업으로 인

한 피해를 정부는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무마하려했지만, 보상금지급은

보상 대상자 결정의 공정성 문제와 차등적인 보상액 문제를 야기하며 오

히려 주민들끼리 불신과 반목이 팽배해졌다고 비판한다. 함한희(2002)는

새만금사업이라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파괴되는 마을공동체 문제를 주민

들의 개인적 아픔보다는 사회적 문제로 다뤄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

가주의와 지역개발의 논리가 공사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들을 압도

하였고, 국가가 제시한 경제적 보상에 의해 결국 마을공동체가 분열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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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지적했다.

국책사업으로 인한 마을공동체의 변화도 존재하지만, 허베이스피리트

호 기름유출사고와 같은 환경문제(재난)가 마을공동체에 미친 영향을 다

룬 연구들도 있다. 김도균(2012)은 태안 앞 바다에서 일어난 대형 기름

유출사고가 경제적·사회문화적·심리적으로 바다에 의존도가 높은 구포리

의 해녀공동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유출사고 이후

채취량이 감소함에 따라 객지에서 온 해녀(객지해녀)와 지역출신 해녀

(지방해녀)간의 갈등이 벌어졌고, 특히 마을어장의 가치가 높아져 외부의

상업자본이 침투하여 입어권을 둘러싼 갈등이 첨예해졌다. 결국 자유롭

게 작업하던 공유수면이 줄어들면서 갈등이 커졌고, 해녀들이 주민들을

고소하는 상황으로까지 공동체가 분열되었다고 지적했다. 윤순진 외

(2010)는 외부로부터 주어진 보상분배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마을의 응집

성을 약화시켰는데, 첫 번째는 마을주민들 사이의 불평등을 표면화시켰

고, 두 번째는 자원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마을 공동체의 공식적인 리더

인 이장의 권위와 힘이 약화되었다고 지적했다. 홍덕화·구도완(2009)은

기름유출사고이후 지역사회에 발생한 주민간의 갈등을 ‘갈등의 제도화’와

‘공동체 내부화’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보상을 비롯한 피해의 일부만

이 국가의 제도화된 시스템 안에서 해결되고, 나머지 대부분의 피해들은

해결되지 못해 결국 갈등이 공동체 내부로 확산되었다고 분석했다. 국가

와 기업이 제도 안에서 주민들의 피해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해, 한정된

자원을 둘러싸고 주민들 간의 경쟁과 갈등이 촉발된 것이라고 비판한다.

이와 같이, 발전소나 새만금 간척사업과 같은 국책사업과 허베이스피

리트호 기름유출사고로 인한 주민과 마을공동체의 변화를 분석한 논문은

다수 있지만, 송전탑 건설로 인한 갈등에 의해 주민과 마을공동체가 어

떻게 변했는지를 추적한 연구는 없었다. 송전탑 건설과 오랜 갈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삶과 마을공동체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분석하려는 이 연

구는 밀양송전탑 공사가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 총체적으로 이해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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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틀

앞서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를 통하여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분석틀([그림 4])로 밀양 765kV 송전탑 갈등해소를 위한 갈등관리 전략

과 마을 공동체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림 4] 분석 틀

먼저 갈등의 전개과정과 원인을 파악하여 갈등의 구조를 이해한 뒤,

한전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구사했던 갈등관리 전략의 실체와 의미,

성과와 한계 등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마을공동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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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밀양 765kV 송전탑 사업의 갈등 현황과 분석

1. 송전탑 경과지 마을의 사회·문화적 배경

신고리 원전([그림 5]의 빨간색 동그라미)에서 생산된 전력을 창녕군

성산면에 위치한 북경남 변전소([그림 5]의 파란색 동그라미)까지 나르기

위해서는 162개의 송전탑들이 울산 울주군, 부산 기장군, 경남 양산시와

밀양시, 창녕군을 통과하게 된다.

[그림 5] 신고리원전과 북경남변전소를 잇는 송전탑이 지나게 될 지역

(울산 울주군, 부산 기장군, 경남 양산시, 밀양시, 창녕군)

출처: 다음 지도(http://map.daum.net/?nil_profile=title&nil_src=local) 재구성

이 중 가장 많은 송전탑(총 162기 중 69개)이 밀양의 5개면(단장면, 산

외면, 상동면, 부북면, 청도면)에 설치됐다. 송전탑으로 인한 갈등을 파악

하기 위해서는 우선 송전선로 경과지 마을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초고압 송전탑이 지나가는 마을들은 비교적 유사한 배경과

특징들을 갖고 있는데, 노인인구5)의 비율이 높다는 점, 전형적인 농촌·산

5) 노인기준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없다.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노

인연령 기준은 65세 이상으로 통용되고 있음.(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검색) 이 연구에서도 65세 이상을 노인이라 정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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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총 인구수(명) 노인인구 수(명) 노인인구 

비율(%)

계 남자 여자 계 남 여 계 남 여

밀양시 98,564 47,272 51,292 22,268 8,423 13,845 22.6 17.8 27.0

경
과
지

단장면 3,584 1,643 1,941 1,265 477 788 35.3 29.0 40.6

부북면 5,511 2,701 2,810 1,668 590 1,078 30.3 21.8 38.4

산외면 2,530 1,202 1,328 867 313 554 34.3 26.0 41.7

상동면 2,615 1,162 1,453 1,035 386 649 39.6 33.2 44.7

청도면 1,619 767 852 737 310 427 45.5 40.4 50.1

비
경
과

내일동 3,382 1,624 1,758 774 302 472 22.9 18.6 26.8

내이동 10,498 5,231 5,267 1,374 595 779 13.1 11.4 14.8

촌이라는 점과 집성촌을 포함하여 공동체 문화가 존재한다는 점 등을 꼽

을 수 있다.

먼저 인구학적 배경을 살펴보면, [표 10]은 밀양시와 경과지 5개면, 비

경과지 중 밀양시 중심에 위치한 5개 마을의 총 인구수, 노인인구 수와

비율을 정리한 것이다. 밀양송전탑 공사가 한창 진행되던 2010년 당시의

인구수를 분석한 결과, 송전선로가 설치될 5개 면의 노인인구 비율은 밀

양시의 22.6%보다 적게는 7%p, 많게는 22%p까지 높았다. 또한 송전탑

이 설치되지 않는 비경과지 마을과 경과지 마을의 노인인구 비율은 최대

36.5%p까지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 밀양시 행정구역

출처: 밀양시 홈페이지

[표 10] 2010년 밀양시, 경과지, 비경과지 마을의 총 인구수와 노인인구 비율

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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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교동 7,221 3,557 3,664 649 238 411 9.0 6.7 11.2

삼문동 19,535 9,524 10,011 2,032 768 1,264 10.4 8.1 12.6

가곡동 8,182 3,852 4,330 1,540 564 976 18.8 14.6 22.5

출처: 국가통계포털

다음으로 5개면은 전형적인 농촌 혹은 산촌에 속하며, 대부분의 주민

들은 농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다. 특히 깻잎, 대추, 감과 씨 없는 감(반

시감)은 밀양을 대표하는 특산물이다.6)

단장면은 총면적(142.11ha)의 83.3%가 임야인 산간지역이며, 대추, 밤,

풋고추, 버섯, 벼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에 속한다. 부

북면은 밀양시의 서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밀양의 주산인 화악산이 면

의 북쪽에 위치하여 경북 청도군과 경계를 하고 있다. 포도, 딸기, 풋고

추, 들깻잎을 주로 재배하고 있다. 산외면은 밀양 박씨, 밀성 손씨 등

씨족중심의 마을(집성촌)이 형성되어 있으며, 들깻잎과 대추의 주산지이

다. 상동면은 낙동강의 지류인 밀양강이 상동면의 남북으로 흐르는 지역

으로 깻잎, 고추, 딸기 등이 많이 생산되고 있다. 특히 상동면에서는 반

시감을 밀양시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을 정도로 반시감은 상동면을

대표하는 특산물이자 주 소득원이다. 청도면은 풋고추와 반시감이 많이

나는데, 주민의 9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토지가 비옥하여 풋

고추와 단감, 반시감을 주 소득원으로 하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다.

5개면은 정월대보름에 마을 제사와 윷놀이, 달집태우기와 같이 절기에

따른 행사를 현재도 마을별로 하고 있으며, 유월 초하루를 맞아 떡과 음

식을 나누어 먹는 유월제와 같은 공동체 문화가 여전히 남아있다(박이은

희, 2015). 또한 단장면의 단장마을에는 밀양 박씨, 여주 이씨 등의 집성

촌이 형성되어 있으며, 동화전마을에는 약 10여 세대의 밀성 손씨의 후

손들이 살아가고 있다. 상동면의 여수마을에는 파평 윤씨, 경주 최씨, 월

성 이씨 등이 근래에 입촌하여 살아가고 있으며, 고정마을은 상동면의

중심지로 달성 서씨 집성촌이 형성되어 있다. 부북면 내양마을은 ‘지시골

(일명 진씨골)’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자연부락으로, 약 500년의 역사를

6) 단장면, 부북면, 산외면, 상동면, 청도면 면사무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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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여양 진씨 집성촌이다.

이와 같이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5개면은 모두 전형적인 농촌 혹은 산

촌마을로 주민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또한 노인인구 비율은

밀양시와 시내에 위치한 비경과지의 노인인구 비율을 상회할 정도로 높

으며, 청도면의 경우엔 노인인구 비율이 무려 45%를 넘는다. 무엇보다

각 면에는 오래전부터 형성된 씨족중심의 마을, 즉 집성촌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 많아 주민 간의 관계가 친밀하고 밀접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

다.

2.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역사와 현황

1) 국내의 765kV 송전탑 설치 배경

전력공급은 전력의 생산과 송전 그리고 배전을 위한 일련의 체계를 필

요로 하는데, 이를 전력계통(Power System)이라고 부른다. 전력계통에

는 크게 ①전력을 생산하는 발전(Generation), ②발전소로부터 전력을 사

용하는 지역으로 보내는 송전(Transmission)과 최종 소비자에게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전압을 낮추는 배전(Distribution), ③수송된 전력을 최종

소비자가 이용하기 위한 전력장치 등으로 구성된다(이성규, 2014). 이러

한 전력계통 중,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력을 창녕의 북

경남 변전소로 ‘송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이 바로 밀양송전탑 갈등

이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면, 송전선로(Transmission

Line)란 발전소 상호간, 변전소 상호간 또는 발전소와 변전소를 잇는 전

선로와 이에 속하는 전기설비를 말하며, 이를 지지하는 탑이 송전탑

(Power Line Tower)이다.

국내에서 사용하는 송전선로의 종류에는 크게 3종류가 있다. 가장 전

압이 높은 것이 밀양을 지나는 76만5천 볼트(V, 765kV)이고, 그 다음이

34만5천 볼트(V, 345kV) 그리고 15만4천 볼트(V, 154kV) 송전선로가 있

다. 6만6천 볼트(V, 66kV) 송전선로도 있지만, 154kV 송전선로 사업이

보편화된 1970년대 후반 이후로 전체 송전선로 설비 현황 중 66kV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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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국명 송전전압 (kV)

아시아

대만 69, 161, 345

인도 66, 132, 220, 400, 756

일본 132, 154, 187, 220, 275, 500

중국 35-66, 110, 220, 330, 500, 750, 800(DC), 1000

한국 66, 154, 345, 765

미주
미국 115, 138, 161, 353, 500, 765

캐나다 115, 230, 345, 500, 765

유럽
독일 110, 220, 380

러시아 110, 220, 330, 400, 500, 750, 800, 1150

지하는 비중은 매우 적다. 즉, 현재 우리나라 송전선로 건설에 이용되는

것은 154, 345, 765kV이며, 한전은 이를 두고 “전력 수송능력의 증대와

전력손실 감소에 많은 효과를 거두는 초고압(송전선로)시대”에 들어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한국전력공사, 2006: 14).

[표 11] 송전선로 설비 현황

구분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2015년

송전선로(c-km)

765kV 0 0 595 835 1,014

345kV 2,044 4,935 7,281 8,580 9,403

154kV 10,641 14,497 18,706 21,261 22,524

계 12,685 19,432 26,582 30,676 32,941

출처: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154, 345, 특히 765kV라는 초고압 송전선로를 국내에 건설하는 것은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처럼 보이지만, 주요 국가들의 송전선로 전압

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2]를 보면 700kV를

넘는 초고압 송전선로를 설치한 나라들은 인도, 중국, 미국, 캐나다, 러시

아뿐으로 이들 나라들은 국토면적이 넓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반대로

국토면적이 좁은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과 아시아 국가들은 400kV 이하

의 송전선로를 설치하고 있다. 국토가 좁은 나라 중 우리나라만이

765kV 송전선로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표 12] 주요 국가들의 송전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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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70, 130, 220, 300, 400

스페인 220, 400

영국 275, 400

이탈리아 직류:200, 400, 500, 교류:150-132, 220, 380, 500

포르투갈 150, 220, 400

프랑스 45, 63, 90, 225, 270, 400

핀란드 110, 220, 400
출처: 이헌석(2013)

대개 765kV 이상의 초고압 송전선로는 사업범위가 수백에서 수천 킬

로미터 이상의 장거리 송전사업에만 사용하는데, 밀양을 경과하는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총 범위는 90.535km로 채

100km도 되지 않는다(경향신문, 2016-04-08; 하승수, 2015: 78). 그렇다

면 우리나라처럼 국토면적이 좁은 국가에서 765kV 송전선로를 개발하여

상용화한 까닭은 무엇일까? 이유는 우리나라의 중앙 집중적인 에너지 정

책 때문이다.

한전은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특성을 “전력의 생산은

남부지방에, 소비는 수도권 지역에 편중되어 전력의 장거리 수송이 필수

적이며, 시장기능에 의한 수요조절이 어려워 공급 능력 확보를 위해 전

력설비 건설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즉, 현재 우리나

라의 에너지 정책의 문제점을 분산형 에너지 정책과 수요관리가 아닌

765kV 송전선로 도입으로 ‘더 많은 공급과 더 집중된 전력·에너지 체제’

를 달성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765kV 송전선로를 바라보는 국가의 시각과도 동일하다. 2003년 우리나

라에서 최초로 765kV 송전망이 준공되어 본격적으로 상업운전에 돌입하

였는데,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보도자료를 내어 “원거리에 위치

한 발전소에서 생산된 대규모 전력을 수도권에 더욱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고 언급하였고, 준공식 행사에서 765kV 송전망 건설유

공자들에게 포상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윤순진(2004)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의 특성을 원전을 포함하여 대

규모의 화력·수력발전시설을 소수지역에 집중적으로 건설하여 전력을 생

산하고 이 전력을 초고압 송전탑을 따라 수도권을 비롯한 전력의 소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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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전력 발전량
(GWh) 비중(%) 전력 소비량

(GWh) 비중(%) 전력자급률(%)

서울 769 0.15 45,381 9.38 1.69

부산 31,506 5.97 20,002 4.14 157.51

대구 2,816 0.53 14,948 3.09 18.84

인천 68,378 12.95 23,212 4.80 294.58

광주 383 0.07 8,334 1.72 4.60

대전 169 0.03 9,183 1.90 1.84

울산 9,065 1.72 30,286 6.26 29.93

세종 0 0.00 2,641 0.55 0.00

경기 45,076 8.54 105,048 21.72 42.91

강원 8,067 1.53 16,207 3.35 49.77

충북 687 0.13 22,949 4.74 2.99

충남 114,085 21.60 47,286 9.78 241.27

전북 6,540 1.24 22,087 4.57 29.61

전남 78,461 14.86 32,638 6.75 240.40

경북 84,608 16.02 44,957 9.30 188.20

경남 74,452 14.10 33,876 7.00 219.78

제주 3,029 0.57 4,430 0.92 68.37

로 전달함으로써 생산지와 소비지가 이원화된다는 점을 꼽았다. [표 13]

과 같이 화력발전소(인천, 충남)와 원자력발전소(부산, 전남, 경북, 경남)

가 몰려있는 지역은 전력자급률이 150%를 넘었다. 그에 반해 서울과 광

주, 대전, 충북은 한 자릿수에 그칠 정도로 전력 발전과 소비량 간에 불

균등한 상황이 심각한 상태다.

[표 13] 지역별 전력 발전·소비량과 전략자급률(2015년)

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2016) 재구성

문제는 전력의 소비지와 생산지가 이원화될수록, 초고압 송전선로는

더욱 많이 필요하며 결국 이러한 불평등하고 불균등한 중앙집중식의 전

력정책은 변화되지 않고 고착화된다는 점이다(하승수, 2015: 62). 한전과

국가가 이러한 에너지 정책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하고 발전시킨 것이 바

로 송전선로의 전압을 높이는 기술이었고, 그 결과물이 바로 765kV 송

전선로이다. 대한전기협회(2015)와 한전은 765kV 송전방식이 345kV에

비해 수송능력은 3.4배만큼 크고, 동일 전력 수송 시 부지면적은 345kV

의 약 78%만을 필요로 하며, 송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력손실을

1/7만큼 줄일 수 있다고 홍보한다. 특히, 한전은 ‘대단위 발전단지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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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대용량 전력설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765kV 송전선로 사업을 추진해

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림 7] 765kV 송전선로의 필요성과 장점

출처: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현재의 에너지 체제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고, 효율적이며 경제적이

라는 이유로 도입된 765kV 송전탑은 결국 2007년 ‘신고리-북경남 송전

선로 사업’에도 포함되었다. 100미터가 넘는 높이의 초대형·초고압 송전

탑 69기가 이렇게 밀양을 지나가게 되었다.

[사진 1] 상동면 금호마을의 밭을 지나가는 765kV 송전탑

(2017년 8월 11일, 직접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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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내용

[사진 2] 상동면 금호마을의 논과 비닐하우스를 지나가는 765kV 송전탑

(2017년 8월 11일, 직접 촬영)

2)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사업 개요

밀양 송전탑 건설사업의 공식적인 사업명은 ‘765kV 신고리-북경남 송

전선로 건설사업’인데, 정부는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38호를 통하여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

고 있다.

장기적인 전력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의 발전

전력을 전국 전력계통에 병입하여 대전력 수송체계를 구축하고, 경남북부지역에 안

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전력설비를 확충하고자 함.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크게 1구간(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 부산 기장군 정관면 임곡리)과 2구간(경남 양산

시 동면 개곡리 ~ 경남 창녕군 성산면 북경남 변전소)으로 나뉘는데, 밀

양은 제2구간에 포함되었다.

[표 14]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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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

사업구간
울산 울주군 서생면(신고리 원자력발전소) ~

경남 창녕군 성산면 방리(765kV 북경남 변전소)

사업위치 울산시 울주군, 부산시 기장군, 경남 양산시, 밀양시, 창녕군 일대

사업비 5,175억 원

사업기간 실시계획 승인(2007.11) ~ 2011.5(선로가압: 2010.12)

시설규모 길이 90.535km, 철탑 162기

출처: 이헌석(2013)

또한 밀양시에 설치될 69기의 송전탑은 4,5공구 전체와 3,6공구의 일부

에 포함될 정도로 5개 시, 군(울주군, 기장군, 양산시, 밀양시, 창녕군)에

서 가장 많은 개수의 철탑이 설치되었다.

[표 15]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세부사항

공구 구간
선로길이

(km)

송전탑 수

(개)
행정구역

1공구
발전소 - No.7)35

(11-1,34-1,34-2,34-3 포함)
20.576 39

울주군 5기

(No.1-3, 5, 6)

기장군 34기

(No. 4, 7-35)

2공구 No.36-59 13.0 23 양산시 45기

(No. 36-80)3공구 No.59-87 15.5 28
밀양시 69기

(No. 81-149)
4공구 No.87-112 14.7 25

5공구 No.112-136 14.3 24

6공구 No.136-변전소 12.3 23
창녕군 9기 (No.

150-158)

합계 90.5 162 5개 시, 군

출처: 밀양765kV송전탑반대책위원회(2015)

이와 같이 밀양을 경과하는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사업은 정부로부

터 2007년에 최종승인을 받았지만, 이미 2000년 제5차 장기전력수급계획

에서 처음 언급되었다. 정부는 1997년(84만 평)과 2000년(26만 평)에 고

리원전 인근 효암·비학 지역과 신암리 지역에 원전 8기를 건설할 수 있

는 부지를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함으로써, 신고리 원자

7) ‘No.숫자’는 송전철탑에 매겨진 번호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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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노선변경 내역 사업 목적

제5차 장기전력수급계획 신고리-신김천-신안성 영남발전력을

력발전소 1~8호기를 건설할 예정이었다(투데이에너지, 2010-01-04; 통상

사업부 고시 제1997-209호;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0-88호). 이에 따라

고리 원자력발전소와 연결된 기존의 345kV 송전선로 3개 중 1개를 철거

하고 765kV 송전선로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였고, 결국 ‘신고리-신김

천-신안성’ 노선을 계획하였다(산업자원부 공고 제2000-3호). 2000년에

처음 계획된 이 노선은 2007년에 확정된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

사업’과 노선은 물론이고 사업의 목적도 완전히 달랐다.

2000년도에는 고리 원자력 발전소 단지(영남발전력)에서 만들어진 전

력을 수도권에 융통하기 위해 ‘신고리-신김천-신안성’ 구간을 계획하였

다. 그러나 2000년 8월 한전은 765kV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신고

리-신김천변전소’ 사이에 765kV 변전소 1개를 추가로 건설하기로 결정

했다. 이것이 현재 송전선로 사업의 종착지인 창녕의 북경남변전소(당시

명칭 신창녕)이다(장훈교, 2016: 143~144). 즉, ‘신고리-북경남변전소-신

김천-신안성’ 노선으로 건설계획이 변경되었다. 그런데 불과 2년 뒤,

2002년에 수립된 제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신김천 경유안’이 사라

지고, ‘신고리-북경남-서경북-신안성’ 노선으로 바뀌었다(산업자원부 공

고 제2002-158호). 이후 2004년 제2차 전력수급기본 계획에선 ‘북경남-서

경북’안이 다시 폐기되고, ‘대전, 청주, 옥천지역의 전력을 공급하려는 목

적’으로 ‘북경남-신충북’ 노선이 추가되었다. 그러나 또 다시 2년 뒤에 수

립된 2006년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북경남과 연결되는 송전망

계획안이 모두 폐기되어, 2007년의 계획과 동일한 ‘신고리-북경남’ 노선

만 남게 되었다.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노선이 변경된 내

용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16]과 같다.

밀양을 경과하는 송전탑 건설 사업내용 및 목적의 일관성 없는 수정과

변화는 지역주민들에게 사업의 필요성에 의문을 남기었고, 결국엔 송전

탑 건설을 둘러싸고 길고 복잡한 갈등의 계기가 되었다.

[표 16]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노선변경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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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수도권에
융통하기 위함

한전 765kV
사업타당성재검토(2000년) 신고리-북경남-신김천-신안성

제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02년) 신고리-북경남-서경북-신안성

영남지역 발전력을
수도권에 융통하기

위함

제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04년) 신고리-북경남-신충북

대전, 청주,
옥천지역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함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06년) 신고리-북경남

고리
후속기(제2부지)에

계통연결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2007년) 신고리-북경남

경남북부지역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함

3. 갈등분석

1) 갈등의 전개과정

밀양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갈등의 전개과정을 정리하면, ‘갈등 잠재기

- 갈등 표출기 - 갈등 심화기 - 갈등 교착기 - 갈등 해결기’의 5단계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마지막 단계인 갈등 해결기의 경우에는 한전이 바

람직한 갈등관리를 통해 이해관계자 사이에 발생했던 갈등을 완전히 해

결할 수 있는 기회이면서도,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갈등이 또다시 발

생하는 악순환의 시작일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밀양 송전탑 갈등을 5단

계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⑴ 갈등 잠재기 (2000년 8월 ~ 2005년 8월)

밀양을 경과하는 송전탑 건설 사업은 2000년 1월에 제5차 장기전력수

급계획을 통해 처음 공식적으로 언급되었고, 2000년 8월에 정부는 밀양

765kV 초고압 송전탑 건설을 포함하는 송·변전 설비계획을 확정했다. 한

전은 2001년 경과지를 선정하는 용역작업을 시작하여 2003년에는 최적경

과지를 확정지었는데, 사업을 계획하고 경과지를 선정하기까지 한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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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는 이 사업에 대해 지역주민들과 협의하거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즉, 갈등 잠재기에 속하는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송전탑이 지나

가는 마을에 사는 경과지 주민들은 자신의 마을에 송전탑이 건설될 것이

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2005년 8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람

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서야 5개면 주민들은 비로소 이 사업에 대해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이처럼 갈등 잠재기에는 주민들이 송전탑 사업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

여 비록 갈등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공사를 계획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배제하거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에게 정보를 공

개하지 않는 등 앞으로 발생하게 될 극심한 갈등의 원인들이 잠재해있던

시기에 속한다.

[표 17] 갈등 잠재기 단계에 발생한 주요 갈등일지

갈등

잠재기

날짜 주요 경과

2000년 8월 765kV 신규 사업 관련 송·변전 설비계획 확정

2001년 5월
신고리-북경남 756㎸ 송전선로 경과지 선정 용역

착수

2002년 10월
송전선로 예정 경과지에 대한 밀양시 지장물 유무

조회

2003년 10월 송전선로 입지선정협의회 최적경과지 확정

2004년 2월 송전선로 경과지 설계 및 지적측량 완료

2005년 8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출처: 밀양 송전탑 갈등 기사(2000년 ~ 2005년) 중 주요 내용 발췌,

밀양765kV송전탑반대책위원회(2015) 재구성

⑵ 갈등 표출기 (2005년 12월 ~ 2011년 11월)

주민설명회 이후로 경과지 주민들은 송전탑 공사사업을 알게 되었고,

상동면 여수마을 주민 100여 명은 처음으로 한전 밀양지사 앞에서 송전

탑 건설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를 계기로 반대 여론이 확산되어

밀양 창녕의 공동 대책위원회가 출범하였다(밀양765kV송전탑반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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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표출기

날짜 주요 경과

2005년 12월 5일
상동면 주민 한전 밀양지사 앞에서 송전탑 반대

집회 개최

2007년 3월 한전,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사업 산업자원부에 신청

2007년 12월 6일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2008년 1월 토지소유자 보상계획 안내 및 보상협의

2008년 6월 밀양시, 한전의 송전탑 건설 사업 협조불가 선언

2009년 1월 12일 한전, 토지수용재결신청(강제 수용 근거)

2009년 1월 19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밀양시에 토지사용 및

2015). 그러나 한전은 2007년 3월 산업자원부에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사

업을 신청하고, 그해 12월 산업자원부 장관은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한다. 밀양시는 한전의 일방적인 송전탑 계획

을 반대하고 사업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지만, 한전은 전촉법을

활용하여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도록 토지수용재결을 신청한다.

이렇듯 송전탑 건설을 둘러싸고 경과지 주민과 밀양시 그리고 한전간

의 갈등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주관하는 갈등조정위원회가 출범한다. 2009년 12월 21일부터 2010년 6월

25일까지 총 15차 회의를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은 해소되지 않았다.

이후 한전은 공사에 협조하지 않는 밀양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하

고, 밀양시 공무원에게도 공사 지연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다. 이러한 한전의 고소·고발을 견디지 못한 밀양시는 결국 2010년 10월

25일에 토지수용접견신청에 따른 열람공고를 시행하였고, 한전은 고소·

고발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한다. 공사에 반대하는 경과지 주민들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게 된 한전은 다음해 4월 철탑 부지를 수용

하기로 결정하고, 11월에는 5개면에 걸쳐 공사를 전면 시행한다. 이처럼

갈등 표출기에는 송전탑 사업을 알게 된 경과지 주민과 밀양시가 본격적

으로 사업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갈등이 고조되기 시작

한 단계이다.

[표 18] 갈등 표출기 단계에 발생한 주요 갈등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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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신청서 공고, 열람 의뢰. 밀양시 거부.

2009년 7월 한전 공사 추진, 벌목작업 시작.

2009년 12월 11일
권익위가 주관하는 765kV 건설 사업 갈등조정위원회

출범

2010년 8월16일 한전, 밀양시장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 고소

2010년 8월 26일
한전, 밀양시 공무원에게 공사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2010년 10월 25일
밀양시, 토지수용접견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시행,

한전 밀양시장 고소취하

2010년 11월 26일
경실련이 주관하는 송·변전 설비관련 보상제도

개선추진위원회 발족

2011년 4월 1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철탑 부지 (강제) 수용 결정

2011년 11월 1일 한전 5개면 전역에서 공사 시작.

출처: 밀양 송전탑 갈등 기사(2005년 ~ 2011년) 중 주요 내용 발췌,

밀양765kV송전탑반대책위원회(2015) 재구성

⑶ 갈등 심화기 (2012년 1월 ~ 2014년 6월)

철탑 부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게 된 한전은 중단되었던 공사를 다

시 재개하였는데, 2012년부터 2014년 사이에 총 3명의 주민이 분신, 음독

자살을 시도하였다. 특히 2012년 1월 16일 공사를 반대하던 주민의 분신

자살은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밀양송전탑 갈등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경과지주민과 한전의 대립과 갈등은

더욱 극심해진다. 이후 밀양송전탑 갈등은 전국적인 이슈로 급부상하였

고, 국회의 개입으로 공사의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였다.

한전은 갈등을 수습하려 노력하면서도 한편으론 공사를 반대하는 주민

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갈등과 대립이 해결되지 않자 한전은 ‘갈

등해소를 위한 특별지원안’을 발표하고, 국회와 정부역시 송주법제정과

나노산업단지 유치 등을 약속하며 지원과 보상을 통해 지역주민들을 설

득하기 시작했다. 특히 한전의 개별보상을 통해 갈등을 관리하는 전략은

지지부진했던 마을의 합의를 늘리는데 기여를 했지만, 이러한 일방적인

한전의 공사 강행방식은 두 명의 주민이 또 다시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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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심화기

날짜 주요 경과

2012년 1월 16일 산외면 보라마을 주민 이치우씨 분신 자살

2012년 1월 17일 한전, 밀양 지역 공사 전면 중단

2012년 2월 1일
밀양 765kV송전탑반대 故이치우 열사

분신대책위원회 출범

2012년 3월 7일
한전과 주민 합의하여 장례식 거행, 90일간 공사

중단

2012년 5월 4일
한전,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전체 기초공사의 50%

달성

2012년 6월 7일 장레식 이후 공사 중단 기간인 90일 종료

2012년 6월 11일 밀양시 단장, 산외, 상동, 부북(4개면)면 공사 재개

2012년 6월 27일
한전, 지역주민 13명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및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

2012년 9월 24일
한전, 국회지식경제위의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공사

일시중지 결정

2012년 11월 14일
한전, 창녕군 구간 9기 송전철탑 콘크리트 타설

기념행사

2013년 4월 23일 한전, 밀양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지원(안) 발표

2013년 5월 20일 한전, 밀양시 4개면 6개 지역 공사 재개.

2013년 6월 5일 밀양송전탑 전문가협의체 발족.

2013년 6월 20일
송변전 시설주변지역지원 및 보상에 관한

법률(송주법) 국회 통과

2013년 7월 25일
엄용수 밀양시장, 갈등해결을 위한 보상협의체

구성을 제안

2013년 8월 12일 한전 밀양특별대책본부, 공사 재개 불가피 선언

2013년 9월 11일
정홍원 국무총리 밀양 방문하여 나노산업단지 유치,

마을보상금 185억 상향조정을 비롯하여 보상안 발표

2013년 9월 16일
한전, 밀양 30개 마을 중 15개 마을과 합의했다고

발표

록 만들었다. 전문가협의체가 발족되어 갈등을 줄이려 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한전은 2014년 6월 11일 행정대집행을 통해 반대하는 주민들이 송

전탑이 설치될 부지에 만든 마지막 농성장 4기(101, 115, 127, 129번 송

전탑 공사현장에 설치한 움막)를 철거하였다.

[표 19] 갈등 심화기 단계에 발생한 주요 갈등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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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3일 상동면 고정마을 주민 음독자살 시도, 6일 사망

2013년 12월 13일 단장면 동화전마을 주민 음독자살 시도, 응급 후송

2014년 1월 15일 송전탑 2기 추가 건설, 총 8기 완성

2014년 3월 28일
한전, 4월 14일까지 농성장 철거 통보(행정대집행

예고)

2014년 4월 세월호 사고로 행정대집행 5월 이후로 연기

2014년 6월 11일 한전 행정대집행 실시, 4개 농성장 철거

갈등 날짜 주요 경과

출처: 밀양 송전탑 갈등 기사(2012년 ~ 2014년) 중 주요 내용 발췌,

밀양765kV송전탑반대책위원회(2015) 재구성

⑷ 갈등 교착기 (2014년 6월 ~ 2015년 9월)

행정대집행(2014년 6월 11일)을 통해 마지막 남았던 4개의 농성장을

철거한 한전은 그해 9월에 공사를 마무리 하였다. 갈등 교착기에 해당하

는 이 시기에도 반대 주민들은 공사 현장으로 들어가는 레미콘 차량을

막는 등 크게 저항했고, 행정대집행을 겪은 주민들은 불면증을 호소하며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 한편으로 주민들은 행정대집행에 대해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송주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함으로써 법이나

제도와 관련하여 또 다른 갈등을 예고하기도 하였다.

9월 23일에 공사를 마친 한전은 12월 28일부터 시험 송전을 시작하겠

다고 발표했는데, 이에 반대주민들은 시험 송전을 막기 위해 115번 송전

탑 근처에 움막을 다시 설치하고 농성을 시작하였다. 이처럼 갈등 교착

기에도 공사를 마무리하려는 한전과 주민들 간의 충돌이 여전히 벌어졌

다. 특히 “갈등이 해소됐고 송전탑 사업의 마무리”를 선언한 한전에 비

해, 반대주민들은 법과 제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거나 수 년 간 공사를

반대하는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업무 방해 등에 높은 형량을 받는

등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로 인하여 밀양에 여전히 갈등이 남아있는 시기

이다.

[표 20] 갈등 교착기 단계에 발생한 주요 갈등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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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착기

2014년 7월 17일
주민, 한전의 행정대집행에 대해 국가배상청구소송

제기

2014년 7월~ 주민, 대구 수성중동병원 정신과 진료 시작

2014년 8월 13일
레미콘 차량을 막는 과정에서 여수마을 주민

‘통행방해 혐의’로 연행.

2014년 9월 23일 밀양에 설치 예정이던 69기 송전탑 공사 완료

2014년 10월 25일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 송주법 헌법소원 제기

2014년 11월
한전, 송전선로 경과지 마을 주민을 위한 이동진료

실시

2014년 12월 31일
한전, 시험 송전 시작, 밀양 갈등해소 및 사업

마무리 선언

2015년 3월
한전,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 대상 힐링 프로그램

실시

2015년 6월 1일
검찰, 단장면 동화전 마을 주민의 ‘DNA 채취 강제

집행’ 영장 청구.

2015년 6월 5일 한전, 상업운전 시작.

2015년 8월 19일
반대 주민 18명에 대한 병합사건 1심 선고공판, 총

28년 3개월 및 벌금 1,400만원 구형.

2015년 9월 15일
18인 병합사건 1심 선고 결과, “집행유예 9명, 벌금형

6명, 벌금형 선유에 3명”

출처: 밀양 송전탑 갈등 기사(2014년 ~ 2015년) 중 주요 내용 발췌,

밀양765kV송전탑반대책위원회(2015) 재구성

⑸ 갈등 해결기 (2015년 9월 이후): 갈등의 소멸 or 또 다

른 갈등의 시작

2014년 9월에 공사가 완료되고, 2015년 6월 본격적으로 상업운전이 시

작되면서 한전과 주민간의 물리적인 갈등은 거의 사라졌다. 그러나 공사

가 마무리 된 이후에는 한전과 주민 사이보다는 찬성한 주민과 반대한

주민들 사이에 법적 소송과 같은 분쟁이 늘어났다. 또한 돈독하게 유지

됐던 마을공동체가 분열되거나 해체되기 시작했다.

송전탑 건설과 관련한 모든 사업이 종료 됐음에도 10여 년간의 반대

싸움을 정리한 백서를 발간하거나, 마을공동체 파괴를 조사하는 등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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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해결기

날짜 주요 경과

2015년 12월 5일 반대대책위, 밀양 송전탑 투쟁 10주년 기념 행사

2015년 12월 17일
반대대책위, 밀양송전탑 반대투쟁 백서 발간

기자회견

2017년 2월 2일
밀양송전탑 관련 15인 병합사건 2심 판결, “9명

집행유예, 6명 벌금형”

2017년 2월 고정마을, 임시총회 무효 관련 민사소송 제기

2017년 3월 23일
밀양송전탑 마을공동체 파괴 실태 보고서 발간,

증언대회

2017년 6월 9일
2개 마을, 마을공동사업비 부당 처분 관련 민사소송

심리

2017년 6월 13일 반대주민, 문재인 대통령에게 4대 요구만 전달

2017년 6월
조환익 사장, 산업부 장관 유력설에 반대주민 성명서

발표

2017년 9월 13일 2개 마을, 민사재판 2차 조정 진행

2017년 10월 17일 고정마을, 민사재판 진행

2017년 10월 23일
한전, 밀양송전탑 갈등해소 특별지원협의회 자료 폐기

의혹

한 방식으로 반대주민들의 활동은 계속되고 있다. 2015년 9월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시기는 한전이 주장하는 것처럼 공사는 완료되었지만, 공사

로 인한 후유증과 갈등이 여전히 남아있는 시기이다. 한전과 주민 간에

벌어졌던 갈등과 분쟁이 주민 간의 분쟁으로 옮아가는 등 갈등의 주체와

내용만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 즉, 갈등 해결기는 송전탑 공사로 인한

갈등이 완전히 소멸되었다기보다는 마을공동체 파괴와 같이 새로운 갈등

이 등장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표 21] 갈등 해결기 단계에 발생한 주요 갈등일지

출처: 밀양 송전탑 갈등 기사(2015년 9월 이후) 중 주요 내용 발췌

2) 갈등 원인

갈등이 발생했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은 10년이 넘은 시간동안 지속됐

던 밀양송전탑 갈등의 구조와 전개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작업이

다. 특히 한전 직원, 밀양시청 직원, 경과지 주민, 국회의원 등 다양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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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관계자들이 생각하는 갈등의 원인을 통하여 그들은 갈등을 어떻게 인

식하였고, 그러한 갈등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갈등관리 전략을 시도

했는지를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⑴ 이해관계자 분석

밀양시청 직원(전화 면접), 경과지 주민, 한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심

층면접과 2012년에서 2013년 사이에 국회에서 밀양송전탑 갈등을 주제로

진행했던 9번의 회의기록을 바탕으로 각 이해관계자들이 밀양 송전탑 갈

등의 원인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밀양시청 직원, 경과

지 주민, 회의에 참여했던 국회의원들은 주민참여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

하는 한전의 권위적인 사업방식이 갈등을 야기한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

했다. 반대로 한전 직원은 전근대적인 사업방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동의

하면서도, 송전탑 설치로 인한 재산권 침해와 피해가 경과지 주민들이

공사에 반대한 핵심적인 이유라고 주장했다.

먼저, 경과지 주민들은 갈등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만큼 다른 이해

관계자들보다 직설적으로 송전탑사업의 문제점과 갈등의 원인을 설명했

다.

참고인 한옥순: 저는 시골에 사는 할머니지만 한전과 정부가 우리 국민을 이렇게

짓밟고 이렇게 한다하는 것은 정말로 믿겨지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한전 쪽에서 이

철탑을 국책사업이니까 해야 되겠다고 사람들을, 주민을 모아 놓고 (이렇게 하고)

철탑을 세우든지 안 세우든지 해야 되는데 한 마디 말도 없이 국책사업이니까 이것

은 해야 된다고. 전자파하고 철탑이 지나가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안막을 수 있습니까? 집에 강도가 들어오면 우리가 막아야 안 되겠습니까?

(제311회 국회 지식경제위원회회의록)

2012년 9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회의에 참고인으로 참석한 평밭마을

주민 한옥순 씨는 한 마디 말도 없이 국책사업을 밀어붙이는 한전의 사

업진행방식을 ‘집에 들어온 강도’의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비유하였다.

다른 경과지 주민들 역시 한옥순 씨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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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그럼 할머니는 2004년도에 이곳에 이사 왔을 때, 저 송전탑에 대해선 전혀

모르셨어요?

주민 E씨: 요 윗집에 남자가 하나 살았는데, 지금은 없지. 지금은 아예 중국 갔고.

내가 2004년에 이사와가지고, 2005년에 나한테 그렇게 말하더라고. 여기 철탑이 들

어오는데,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철탑이 들어온다고. 그걸 반대해야지, 그냥은 못 산

다카더라구. 근데 우리는 나이가 많아 그런 거 잘 모르잖아. 그래서 내가 “철탑은

이미 여기저기에 많이 있잖아요?”라고 물었더니, 그런 철탑이랑 여기에 들어설 철탑

이랑은 비교를 못 한다고 카대. 너무 크고 위험하다고. 그때 처음 안거지, 이사 와

서.

E씨는 이사를 오는 과정에서 부동산중개업자나 전에 살던 주인 등으

로부터 송전탑 사업에 대한 정보를 일절 듣지 못하였다. 결국 E씨는 송

전탑이 자신이 살게 될 집의 바로 뒤에 들어설 거라는 걸 모른 채 밀양

에 이사를 왔고, 마을 주민으로부터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철탑이 들어올

거라는 말을 듣고서야 송전탑사업에 대해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연구자: 송전탑이 들어선다는 건 언제 처음 알게 되신 거예요?

주민 F씨: 우리 마을의 한 아저씨가 농협에 자기 논 담보삼아 대출받으러 갔다가

반려 당했거든요. 해마다 농협에서 담보 받아 그 돈으로 농사지으며 살아왔는데, 그

때 처음 송전탑에 대해서 안 거죠. 송전탑이 들어서는 곳이라 대출을 못 해주겠다고

캐서. 정부나 한전이 알려준 게 아니라.

밀양이 고향인 토박이 F씨 역시 다른 주민의 귀띔이 있기 전까지는

송전탑 사업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오히려 F씨는 한전의 설명이 아

니라 농협에 대출을 받으러 갔던 같은 마을 주민이 ‘송전탑건설 예정지

이기 때문에 대출을 거부’당하면서 이 사업에 대해 알게 되었다. 공사가

진행된 상태가 아니라 예정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미 그 토지의 가치

는 ‘0’원이 되어 담보대출 신청을 반려당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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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담보대출신청을 반려한 사유가 적힌 문서

출처: PNU 로컬리티 아카이브 자료집

[그림 8]은 2012년 1월 분신 사망했던 故 이치우 씨의 동생인 이상우

씨가 2010년 농협에서 대출을 거부당한 문서의 일부이다. 감정평가서에

는 “본 건 담보물은 765kV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토지로써(서) 현재의

상황으로는 담보대출을 반려 한다”는 내용의 사유가 적혀있다(한겨레,

2014-07-29).

연구자: 송전탑공사 반대는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하신 거예요?

주민 G씨: 처음에는 몰랐지, 우리가 뭐 아나. 우리 집 바로 뒤로 송전탑이 지나가는

걸 모르고 있다가, 2005년 주민설명회에 간 사람이 있어서 알게 된 거야. 처음엔 한

전이 ‘전봇대 몇 기 들어온다’는 식으로 말해서 사실 동네에선 별 걱정을 안했거든.

근데 마을주민 한 명이 여기에 들어서는 게 765kV 송전탑이라고 말하면서, 당진에

똑같은 탑이 있으니 가보자고 해서 결국엔 마을에서 버스 한 대 대절해서 갔어. 가

보니 너무 크더라고. 100미터 높이의 탑이 여기저기 설치돼있는데, 사람이 많이 안

보이더라고. 집은 있는데. 너무 희한해서 나많은(나이 많은) 할매 불러서 여기 사람

이 왜 이렇게 많이 안사냐고 물어봤지. 그 할매가 “철탑, 전자파 때문에 다 집 지어

놨는데, 못 살고 다 나갔잖아요.” 카는거야. 그래서 그때 전봇대가 아니란 걸 알게

됐고, 송전탑을 막아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지.

G씨 역시 자신의 집 뒤에 설치될 송전탑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정부나

한전이 아닌 마을 사람을 통해 알게 되었다. 한전이 주최한 주민설명회

에 다녀온 주민이 있었지만, 한전은 765kV 송전탑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설명보다는 “전봇대 몇 기가 들어온다.”는 내용과 “송전탑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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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으로 마을이 발전할 것이다.”라는 추상적인 이야기만 하였다고 한다.

결국 G씨는 90년대에 765kV 송전탑이 들어선 당진을 마을주민들과 방

문하였고, 그곳에서 초고압 송전탑의 실체를 알게 된 것이다. 그 후로 G

씨는 적극적으로 송전탑 공사를 반대하였고, 현재까지도 한전과의 합의

를 거부한 채 송전탑이 들어 선 마을에서 살아가고 있다.

한전의 일방적이고 주민 참여가 배제된 사업방식을 문제 삼는 것은 경

과지 주민만이 아니다. 밀양시청 직원과 국회의원들도 주민 동의가 없는

한전의 사업 진행 방식이 밀양송전탑 갈등을 일으킨 주요 원인이라고 꼬

집었다.

연구자: 밀양시는 언제 이 사업을 처음 알게 된 거예요?

A씨(밀양시청 직원): 밀양을 지나는 ‘신고리-북경남 건설사업’의 승인은 2000년도에

났습니다. 구간승인은 산업부장관이 승인한 ‘제5차 장기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확정

되었고요. 밀양시에서는 (이 사업이) 확정된 이후에 (한전이) 지장유무 등에 대해

요청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큰 사업일 줄은 몰랐고요.

밀양시에서는 2002년 10월 17일 한전이 송전선로 관련 지장유무 조회

를 요청하면서, 처음으로 밀양을 통과하는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

로 사업’에 대해 알게 되었다.8) “주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자연마을

과의 최대한 이격을 요망”한다고 공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주민들이 입

게 될 피해를 예상하고 있었으나 한전이 제공한 정보(예정경과지안)에

한계가 있는 등 밀양시로서도 송전탑 사업 전반에 대해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밀양시청 직원도 정보와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주

8) 한전은 송전선로 예정경과지(안)를 밀양시장(지역경제과장 참조인으로 설정)에게 보내

면서 “송전선로 예정경과지와 귀 시·군의 중요계획 및 시설물과의 지장유무를 검토하

신 후 효율적인 국토이용을 위하여 반드시 피해야할 개소와 고려해야 할 사항등을 명

시하여 회신”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밀양시는 2003년 2월 8일에 “765kV 신고리

-북경남 송전선로 건설 관련 도면만 있고, 용도지역(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

연환경보전지역)별 자료 등이 없어 총괄적인 검토가 곤란하므로 추후 사업계획서가

수립되면 우리시와 협의”를 요망한다고 밝히며 한전에 검토 의견을 전달했다. 한전에

전달한 검토 의견에는 자연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노

선별 재점검하여 기존임도를 최대한 이용토록하고, 주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자연

마을과의 최대한 이격을 요망한다는 등의 의견을 포함한 4가지가 있다(밀양시청,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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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큰 사업일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연구자: 갈등이 발생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A씨(밀양시청 직원): 이 밀양 송전탑 갈등을 통해서 한전에서 경과지를 선정해버리

면 그대로 송전탑을 짓는 이러한 햐향식 건설방식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가장 큰 문제점은 역시 한전의 일방적인 통보와 건설방식이고요.

밀양시청 직원은 경과지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한전이 사업을 진행할

때 지역주민이나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건설을 진행하는 사업방식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이와 함께

“한전에서 일방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경과지를 선정해 버리면 주민이 반

대해도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기존 하향식 건설방식에 대한 문제제

기”를 하게 된 것이 밀양송전탑 갈등의 의의라고 설명하였다.

18, 19대 국회에서 밀양송전탑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 9번의 회

의를 열었는데, 제311회 지식경제위원회회의에서 전정희 의원도 한전의

사업방식을 문제 삼았다.

전정희 의원(민주통합당): 지금 현재 전국에 걸쳐서 30여 개 지역에서 이렇게 송전

선로 사업으로 한전과 지역 주민들 사이에 크고 작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모든

지역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가 주민들의 충분한 동의 없이 경과지가 선정되

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경과지 선정에 있어서 주민동의와 함께 해당 지

역에 대한 충분한 보상 그리고 지중화선로가 진행됐다면 문제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전은 당연히 거쳤어야 할 민주적 절차를 밟지 않고 사업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송전선로가 들어서는 지역마다 갈등이 초래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

311회 국회 지식경제위원회회의록)

전정희 의원(민주통합당)은 밀양을 포함하여 송전탑을 건설하는 전국

30여 곳에서 정도만 다를 뿐 비슷한 갈등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

서, 한전이 지역주민들로부터 충분한 설명과 동의 없이 사업을 강행하는

것이 갈등을 초래했던 중요한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심층면접과 국회 회의록을 통해 경과지 주민, 밀양시청 직원과

국회의원 등은 밀양 송전탑 갈등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 비슷한 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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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한 가지 원인만으로 10년이

넘는 갈등이 벌어진 것은 아니겠지만, 이해관계자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

요한 갈등의 원인은 바로 한전의 일방적인 사업 진행 방식이었던 것이

다. 그러나 한전 직원들(심층면접 대상자 B, C씨)은 이러한 이해관계자

들의 의견에 공감하면서도, 이견을 제시하였다.

연구자: 밀양 송전탑 갈등을 겪으면서, 가장 아쉽거나 안타까운 점은 없었어요?

B씨(한전 직원): 물론 우리도 억울하고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모든 게 100프로 맞

고 틀리는 일은 없잖아요. 우리도 사실 초기대응을 잘 못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

금까지 해왔던 대로, 관례대로 해왔던 게 밀양에서 계기가 되어 갈등이 폭발한 것이

고요.

(...)

연구자: 그럼, 갈등이 발생한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C씨(한전 직원): 갈등의 원인에는 재산에 대한 피해가 가장 크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철도도 다 전기로 가잖아요, 근데 철도나 역을 건설하는 곳은 이렇

게까지 반대를 안 해요. 역 근처에서도 송전탑 못지않게 전자파가 나오거든요, 게다

가 그건 더 가깝고. 근데 이 경우에 사람들은 전자파문제나 건강문제에 대한 피해로

보지 않고 역이 생기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발전의 가능성으로. 근데 철탑

은 안 그렇잖아요. 땅값 떨어진다고 반대하지. 또 과거 60년대에는 철탑 들어서면

마을이 발전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다 환영했대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밀양 갈

등문제에는 재산적인 문제가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아무 것도 없

던 곳에 (송전탑이) 들어서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건 저희도 인

정하는 사실이니까요. ‘있는 게 나, 없는 게 낫냐?’ 그렇게 물으면 (저 역시) 없는 게

낫죠.

한전 직원들은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마찬가지로, 관례대로 해온 한전

의 일방적인 사업방식이 문제가 되어 밀양에서 결국 갈등이 터진 것이라

고 말하였다. 그러면서도 한전 직원들은 갈등이 발생한 주요 원인은 한

전의 공사 방식보다는 재산권 침해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 때문이라고 주

장하였다. C씨는 특히 역과 기차를 예로 들어, “역이나 기차선로에서도

송전탑과 비슷한 정도의 전자파가 발생하지만, 이러한 사업을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주민은 많고 오히려 반대하는 주민이 적다”고 말

했다. 철도나 역 공사를 진행할 때에는 전자파로 인한 건강문제를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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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지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보다는, 역세권이 되어 마을과 지역

이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주민이 적다는 논리였

다. 이를 통해 밀양에서 벌어졌던 반대와 갈등은 경과지 주민들이 재산

권 침해에 대한 걱정과 우려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성만·최홍석(2008)의 연구를 통해서도 다른 한전 직원들의 생각이 B,

C와 비슷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홍성만·최홍석(2008)은 한전직

원 239명을 대상으로 갈등의 원인과 해결방안 등을 설문조사하였다. 송·

변전시설 건설을 반대하는 이유(복수응답 가능)에 대해서 한전직원들은

송·변전시설 입지주변지역의 지가 하락 때문(38.3%, 183명)이라는 문항

을 가장 많이 선택했고, 해당지역의 소유토지에 대한 보상 미흡(25.1%,

120명)과 송·변전시설 설치되는 경우 지역발전에 장애가 따르기 때문

(12.8%, 61명)이라는 답이 그 뒤를 이었다. 송·변전시설 건설 민원갈등의

효과적인 대응방안(복수응답 가능)에는 지역주민조직과의 대화와 협상

(25.9%, 186명)이 가장 높았으나, 경제적 보상의 상향조정(17.4%, 125명)

과 지역공동사업의 적극적 제안(13.2%, 95명)이라는 대답을 선택한 직원

들도 많았다(홍성만·최홍석, 2008). 즉, 한전직원들은 주민과의 협의 없이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 문제라고 생각하면서도, 송전탑 건설로 인한 재

산권 피해가 주민들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심층면접, 국회회의와 선행 연구를 분석한 결과, 경과지 주민, 밀양시

청 직원, 국회의원이 갈등의 원인으로 한전의 일방적인 사업방식을 꼽은

것과는 달리 한전(직원)은 공사로 인한 재산권 피해와 같이 보상 문제를

주요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직접적인 이해관계

자인 경과지 주민과 한전직원의 갈등 원인에 대한 상반된 인식은, 경과

지 주민들이 “보상은 필요 없다. 예전처럼 마을에서 평화롭게 살고 싶

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더 많은 보상과 지원으로 갈등 상

황을 해결하려고 했던 배경과 한계까지도 예상해 볼 수 있다.

⑵ 전원개발촉진법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지역주민과의 협의 없이 공사를 진행하는 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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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업방식을 문제 삼고 있지만, 한전이 수행했던 밀양 송전탑 사업은

절차적으로는 합법적인 공사에 속한다. 주민의 ‘동의나 협의 없이’ 사업

을 진행하고, 그 사업을 뒤늦게 알게 된 주민들이 반대해도 ‘합법적인 방

식’으로 철탑 부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게 만드는 법이 존재하기 때

문이다. 바로 전원개발촉진법(이하 전촉법)이다. 강창일 의원(민주통합

당)은 한전의 일방적인 송전탑 공사를 가능하게 했던 법적 기반인 전촉

법을 비판하였다.

지식경제위원회위원장 강창일(민주통합당): 법이 잘못돼서 이런 문제거든요. 법대로

하겠다 이래서 밀어붙이다가 이렇게 벽에 부딪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이

관섭 실장 등등 법을 빨리 고쳐야 된다…… 주민동의도 필요 없이 강제 수용하고

하는 속에서 대화 필요 없다, 또 대화한다고 그러는데 입에 맞는 사람만 대화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풀어가는 걸 고압적으로 하지 말고, 입에 맞는 사람만 가

지고 대화해서 ‘대화했다’ 이렇게 하는 거라.

(제311회 국회 지식경제위원회회의록)

[그림 9] 전원개발촉진법 관련 기사(1978년 2월 9일 1면)

출처: 동아일보 지면보기

전촉법은 박정희 정권 말기인 1978년에 제정되었다. 정부가 전촉법을

제정한 목적은 전원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정적인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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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진행 절차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추진경위

건설계획 확인 2001년 1월: 제5차 장기전력수급계획 확정

용역착수 및 개황조사 2001년 5월: 경과지선정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후보경과대역 선정 2002년 8월: 경과대역 조사 및 후보대역 선정

후보경과지 선정 2002년 9월: 후보경과지 선정

지자체 지장유무조회 2002년 10월: 예정경과지 지자체 협의

최적경과지 선정 2003년 11월: 최적경과지 선정 및 상세측량 착수

상세측량(위치 선정) 2003년 12월: 경과지 측량 착수

환경영향평가 초안작성 2005년 7월: 환경영향평가 초안 제출

주민설명회(공청회) 개최 2005년 8월: 주민설명회 개최 및 의견 수렴

사업실시계획 신청 2007년 3월: 실시계획사업 승인신청

지자체/중앙부처 협의 2007년 7월: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사업실시계획 승인/고시 2007년 12월: 시계획사업승인(최종경과지 승인)

수급을 달성하고,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였다(전촉법 제1조). 그러

나 발전소와 송전탑과 같은 전원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부지가

필요했고, 경과지 주민들과의 갈등과 마찰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한전이 송전선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은 [표 22]와 같다. 경과지주민

이 송전선로 사업을 알게 되거나,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바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다. 그러나 한전이 주민, 지방자치단체

(장)와 협의 없이 사업을 밀어붙일 수 있었던 것은 전촉법의 인허가 면

제 조항(제6조)과 강제 수용 조항(제6조의 2) 때문이었다.

[표 22] 사업 진행 절차 및 추진경위

출처: 한국전력공사(2013)

전촉법은 2003년에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에서 ‘전원개발촉진법’으로

법제명을 바꾸었고,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줄이기 위해 주민 등의 의견청취 조항(5조의 2항)을 신설하였다.

제5조의2 (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 전에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이하 "주민등"이라 한

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경우

2. 국방상 기밀을 요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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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시계획의 사업면적 또는 선로길이가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변경되는 경우

4. 설치된 전원설비의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사업의 경우

② 전원개발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취한 주민 등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하지만 주민들이 제출하는 의견을 사업자인 한전이 수용하는 것은 의

무가 아니라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만 실시계획에 반영한다고 명시

하였다. 한전은 지역주민의 참여와 그들이 제시하는 의견을 수렴하는 것

을 최소화하거나 형식적으로만 활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법제명이 바뀌

고 참여조항이 신설되어도 여전히 한전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다.

제6조의2 (토지수용)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

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광업권·어업권 및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제6조의2 토지수용 조항에 따르면, 토지소유자가 원하지 않아도

전원개발사업으로 지정되면 토지에 대한 강제수용이 가능해진다. 즉, 땅

을 팔지 않겠다는 주민들과 협의하지 않더라도 한전은 법원에 공탁금을

걸어놓고 땅 주인을 채무자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이상헌 외 2014). 강

제 수용 조항은 한전이 주민을 설득하여 토지를 합의하에 수용하는 것이

힘들어질 경우에는,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토지를 수

용할 수 있는 힘까지 부여한 ‘법위의 법’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전촉법은 주민들의 참여와 의견개진만 배제한 것이 아니다. 제

5조(승인)와 제6조(인·허가 의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전원개발 사

업에 대해 견제할 수 있는 인·허가 권한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

제5조(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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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원개발사업

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전원개발사업자가 제5조의 규정(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에 의하여 실시

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면허·결정·

지정·승인·해제·협의 또는 처분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허가등의 고시 또

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2007년 12월 산자부장관으로부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얻은

사업자 한전은 전촉법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항에 의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하천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수도법’, ‘자연공원법’, ‘농지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사방사업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초지법’, ‘항만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광업법’, ‘건축법’, ‘주택법’, ‘원자력 안전법’ 등 19개 법률의 인·허가를 받

은 것으로 간주하였다. 밀양시장이 결제하는 건축법이나 주택법, 산지관

리법 등 한전이 송전탑 공사를 위해 필요한 중요한 규정들의 허가, 신고,

승인 절차가 산자부 장관의 승인만으로 생략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

인 밀양시장의 입장에서는 법률의 인·허가 과정은 송전선로 사업의 문제

점과 주민들에게 미칠 피해 등을 마지막으로 검토하고 견제할 수 있는

절차에 해당하지만, 전촉법 6조는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유일한 권

한마저도 무력하게 만들었다. 즉, 전촉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져야

할 정당한 검토와 견제 절차마저 봉쇄하고 있는 셈이다(엄은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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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전의 갈등관리 전략과 마을공동체의 변화

1. 한전의 갈등관리 전략과 영향

이 장에서는 밀양송전탑 공사를 둘러싸고 발생한 갈등을 관리하기 위

해 한전이 시도했던 갈등관리 전략은 무엇이고, 그로 인해 이해관계자들

과 마을공동체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한전은 시간과 쟁점

의 변화에 따라 보상과 지원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거나, 고소와 고발, 손

해배상과 같은 법적대응을 활용한 갈등관리 전략을 구사하였다. 그러나

한전이 구사했던 전략들은 대개 갈등을 해결하기보다는 이해관계자들의

공사 반대운동을 위축시키거나 마을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계기로 작용하

였다.

1) 독자적 갈등관리: 일방적 행정집행

한전은 경과지 주민들의 반대로 갈등이 발생했을 때 대화로 갈등을 해

결하려 노력하기보단 주로(전촉) 법을 활용하거나 물리력을 기반으로 한

일방적 행정집행 방식을 택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2007년 산자부장관

으로부터 사업을 승인 받은 이후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여 공사를 진행했

던 것(전촉법)과 2014년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여 반대주민들이 설치한 농

성장 4개를 철거한 것(행정대집행법)을 들 수 있다.

⑴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 (2007년) 이후

① 일방적 행정집행을 통한 갈등관리와 의미

2005년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한전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단장

면(50명), 상동면(38명), 부북면(10명)과 청도면(28명)에서는 참석인원이

50명이 채 되지 않을 정도로 주민들의 참석이 저조했고, 산외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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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반발로 주민설명회가 아예 열리지 못했다(밀양765kV송전탑반

대책위원회, 2015). 공청회 개최와 관련한 전촉법 시행령(18조)에 따르면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의 개요, 열람기간과 장소 등의 내용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하는 일간신문(서울신문)과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하는 일간신문(경남일보, 경남도민일보)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해야하고,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재하

여 주민 등이 사업시행계획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경과지

주민들의 대부분이 인터넷 사용률이 낮은 노인계층이어서 주민설명회가

열리는 것 자체를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또한 설명회가 산외면

의 경우처럼 주민들의 방해 등의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진행한 것으로 인정한 채 생략할 수 있었다(전

촉법시행령 제18조의 4).

연구자: 주민설명회엔 가셨어요?

주민 D씨: 나는 몰라서 못 갔지. 나중에 알고 보니 신문 몇 군데랑 인터넷 등에 올

린다는 데 나만(나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걸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그게

파이지(잘못이지). 게다가 이 마을은 송전탑이 가깝게 들어서는 마을이 아니라 거의

피해가 없는 마을의 회관에서 했거든. 거기에 간 할매들도 없고, 가더라도 거의 피

해가 없거나 상관없는 사람들이 가서 자리나 채운거지 뭐.

주민 D씨는 마을에서 비교적 나이가 젊은 축(60대)에 속하지만, 본인

도 주민설명회에 대해선 듣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한 면 당 한

곳에서만 주민설명회를 여는데, 이 마을은 송전탑으로부터 피해가 거의

없는 마을에서 주민설명회가 열렸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이 주민설명회에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자신들의

마을에 철탑이 들어선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2005년 12월 5일

상동면 주민들의 반대 집회를 시작으로 2006년 3월 26일에는 ‘76만 5천

볼트 변전소 및 송전탑 건설반대 밀양·창녕 공동대책위원회’가 출범함으

로써 밀양에서 한전이 추진하는 송전탑 공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다(MBS밀양방송, 200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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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갈등이 발생하기 전인 이 시기(갈등 잠재기~갈등 표출기)에

한전은 경과지 주민을 비롯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만나 적극적으로

갈등을 해결하기보다는 2007년 3월 산업자원부에 전원개발사업 실기계획

에 대해 승인을 신청했고, 12월 6일 산자부는 ‘765kV 신고리-북경남 송

전선로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였다(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38

호). 한전은 전촉법에 의지하여 주민들과의 협의와 대화가 아닌 여전히

그들을 배제한 채 공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식을 택한 것이

다. 이에 당시 엄용수 밀양시장은 2008년 10월 2일 ‘청정 밀양 지키기 범

시민대회’에서 “12만 밀양시민을 밟지 않고는 특히 나부터 밟고 지나지

않고는 결코 청정밀양 땅에 송전탑을 꽂지는 못할 것이다”고 말하며 한

전에 ‘사업 협조불가’를 선언한다(MBS밀양방송, 2008-10-15).

엄용수 시장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한전의 일방적인 송전탑

공사를 반대했지만, 한전의 대답은 더 많은 대화가 아니라 중앙토지수용

위원회에 토지 강제수용을 위한 재결을 신청하는 것이었다. 중앙토지수

용위원회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과정에서 합의를 통한 보상이

어려울 때 사업 시행자의 수용 재결 요청에 따라 구성되는 국토교통부의

행정위원회(중앙토지수용위원회 홈페이지)이며, 재결은 이의 신청 등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말한다.9)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한전의 재결

신청을 받아들여 밀양 송전탑 경과지에 대한 수용을 인정할 경우, 한전

은 수용 개시일(재결일로부터 55일) 전까지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직접 제공하거나 공탁제도를 통하여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게 된다(경남

도민일보, 2011-02-15).

이는 밀양에서 송전탑 공사를 반대하는 이해관계자들이 점차 늘어나면

서 갈등이 심해지자, 한전이 경과지 주민들과 합의하여 토지를 수용하기

보다는 강제로 수용하는 방식을 택한 것을 의미한다(장훈교, 2016: 149).

9)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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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토지수용위원회 수용 재결 이의신청 절차

출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홈페이지

이렇게 한전은 주민을 배제한 채 공사를 추진하고, 이를 반대하는 이

해관계자들이 많아지자 그들과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토지를

수용하는 갈등관리방식을 택하였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들의 반대와

갈등을 해소하고 관리하기보다는, 관례대로 빠르게 사업을 진행하기 위

해 다시 법과 물리력에 의지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방적 행정집행

을 통한 갈등관리 방식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불러왔다. 바로 축사를 운

영하던 주민의 죽음이었다.

② 일방적 행정집행을 통한 갈등관리의 영향과 결과

2003년에 자신의 마을을 지나는 최종경과지가 선정된 지 10년, 2007년

에 사업이 확정된 지 6년이 지나서야 故유한숙 씨는 자신의 집과 농장

뒤로 송전탑 2기가 지나가는 걸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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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G씨: 우리 마을 들어오는 초입부에 돼지 축사 있잖아. 거기가 故유한숙 어르

신이 운영하던 데거든. 사실 어르신은 우리처럼 반대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진 않

고, 후원하거나 가끔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정도였거든. 근데 (2013년) 10월 공사 시

작되고 나서 알게 된 거지. 한전 직원 1명이랑 무슨 전자파 전문가 1명이 와서 농장

에서 한 30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철탑 2기가 지나간다고 말을 한 거라. 공사가 계

획되고 진행된 지 거의 6년 만인 거지. 그것 때문에 어르신이 돌아 가신거지.

故유한숙 씨는 “나는 솔직히 데모에도 자신이 없고, 이것을 내가 어떻

게 막겠나. 한수원에 다녔던 친구가 ‘국가가 하는 일이라서 송전탑은 절

대 못 막는다.’고 나한테 말을 했다”라는 비관적인 이야기를 주민들에게

자주 했다고 한다(반대대책위 기자회견문, 2013-12-06). 결국 12월 2일

유 씨는 음독하여 응급실에 후송되었지만 12월 6일에 세상을 떠났다.

故 유한숙 씨는 부산대학병원서 밀양병원으로 옮겨와 12월 4일 오전에

‘반대대책위 사람을 만나보고 싶다’는 뜻을 전해 대책위 대표인 김준한

신부와 대책위 간사가 병원에 방문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때 나누었

던 대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한숙 씨: 765... 내 재산 지킬려고(지키려고)... 내가 18년 동안, 결혼도 시키고, 내

재산... 우리 집 앞에 765가... 해결할 기미가... 송전탑하고... 150메타(미터)라...76만5

천 볼트가...어떻게 해 볼 수가... (...) 나는 150메타(미터)라 카고, 한전 과장이라는

200메타(미터). 설마 그렇게 가까운지...

김준한 신부: 한전 무슨 과장하고 누가 와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150~200미터인지

그전엔 몰랐다고. 이렇게 가까운지 몰랐다고. 150미터면...

유한숙 씨 딸: 그게 맞아요? 저는 요번에 처음 들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처음 들었

어요.

(...)

유한숙 씨: 아아 어떻게 하든 765가 글로 가면 안 돼. 와 저놈의...없는 놈들을 못

살구로 하노. (故 유한숙 씨 면담 녹취자료 )

故유한숙 씨와 가족(딸)들은 한전 직원과 대학교수가 집에 찾아와 설

명하기 전까지는 다른 주민들처럼 송전탑 사업에 대해 전혀 몰랐다. 축

사 200미터 뒤에 두 기의 송전탑이 지나갈 것이라는 한전의 갑작스런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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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에 故유한숙 씨는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어떻게 해 볼 수가

없다.”라고 말하며 절망적으로 이 상황을 인식하였고, 결국 약 한 달 뒤

비극적인 선택을 하였다.

2014년 1월 6일에 고인의 가족들은 진상규명과 사업 중단을 요청하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하면서 “아버지의 죽음에 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

다.”며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갈등을 관리하려는 한전의 방식을

강한 어조로 비판하였다.

“한전의 송전탑 공사 강행으로, 그리고 28년간 일구어온 양돈 농장이 765kV 초고압

송전탑으로 물거품이 된다는 사실 때문에 괴로워하시다 결국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한전도 인정하듯이 아버지는 2013년 11월 13일, 한국전력 차장과 대구대 교수의 방

문으로 우리 집이 송전선에서 그렇게 가깝지만, 직접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

실을 알고부터 급격하게 괴로워하셨고, 결국 얼마 뒤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저거 들어오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다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8년 전부터 진행

되어온 국책사업이 어떻게 작년 11월이 되어서야 해당가구에 일방적인 통보가 될

수 있는지 저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속수무책으로 죽음을 선택

하셔야 했습니다. 그렇기에 한전은 아버지의 죽음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故 유한숙 씨 유족 기자회견문)

송전탑 사업에 대하여 경과지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거나, 반대

하는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려는 노력 없이 공사를 빠르게 추진하려는 한

전의 갈등관리 전략은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치러야만 했다. 주민을 배제

한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뒤늦게야 공사와 관련한 정보를 일방적으

로 통보하는 한전의 방식은 갈등이 드러나지 않는 초기에는 사업을 빠르

게 진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갈등의 뇌관이 폭발할

경우에는 이와 같이 비극적이고도 커다란 사회적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

다. 사업을 강행하고자 했던 한전은 결국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극

심한 갈등과 상처를 주민들에게 남기고 말았다.

연구자: 만약에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한전이 주민들에게 사업에 대해 자세히 설명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마을이나 논과 밭 근처로 지나가지 않았다면 어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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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까요?

주민 E씨: 저게 들어오면 재산도 하락하고, 매매도 안 되고. 또 전자파가 건강에도

안 좋다니깐 우리가 이렇게까지 반대한 거잖아. 근데 사실 (반대한) 제일 큰 거(이

유)는 우리를 무시한다는 느낌을 받은거라(받았기 때문이거든). 우리도 꼬박꼬박 세

금 내는 국민인데 한전이 남의 국민처럼 대한 거잖아. (우리한테) 말도 안하고 남

의 집에 들어와 대못을 박겠다는데 그걸 누가 가만히 보겠어. 측량도 몰래 몰래하

고, 우리는 포크레인(포클레인)이 들어오거나 한전 놈들이 나무 벨 때 송전탑공사를

하는지 처음 안거니깐. 그게 제일 괘씸한기라. 만약에 한전이 우리한테 물어보고, 지

금처럼 말고, (전자파 문제나 송전탑 건설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와 같이) 안 좋은

것도 알려주고 사업을 진행했다면 또 달랐겠지. 우리가 말하는 대로 마을이나 논·밭

위로 안 갔다면 두 어르신도 안 돌아가셨을 거고.

주민 E씨는 만약에 한전이 주민들에게 객관적인 정보와 자료를 제공

하고 동의를 구했다면 갈등의 양상이 지금과는 달랐을 것이라고 강조했

다. 국회 회의에서 박완주 의원(민주통합당)도 밀양 송전탑 갈등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전이 초기에 법과 물리력을 바탕으로 한

일방적 갈등관리가 아니라 대화와 협의에 기반 하여 갈등에 접근하는 것

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완주 의원(민주통합당): 저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주민들하고 대

화를 함으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꼬이지는 않았을 거라

고 생각합니다. 한옥순 위원장님, 맨 처음부터 이렇게 극렬히 반대하셨어요, 7년 전

부터?

참고인 한옥순: 우리하고 대화를 하고 공사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건데, 아

무 말도 없이 이렇게 강행으로 밀어붙였으니까. 우리는 7년 동안 이렇게 싸워왔습니

다.

박완주 위원(민주통합당): 그렇지요? 조금 전에 우리 (한전)사장님께서도 절차에

대해서 충분히 다 밟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부임하기 전에 충분히……

실제로 이 당시에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내용을 공람하고 공유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오늘 한

가지는, 분명하게 대화할 것을 요구 드리고요.

(제311회 국회 지식경제위원회회의록)

참고인 한옥순 씨는 “대화를 하고 공사를 했다면 이렇지 않았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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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말하면서, “한전이 아무 말도 없이 공사를 강행”했기 때문에 공사

에 반대하기 위해 끝까지 싸운 것이라고 말한다. 박완주 의원(민주통합

당) 역시 “한전은 형식적으로는 법적인 절차를 모두 거친 것이지만, 실

제로 송전탑이 들어설 지역의 주민들과 협의하거나 충분한 정보를 제공

하지 않아 더 큰 갈등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절차를 밟아왔던 사업방식이 오히려 더 큰 갈

등을 야기했기 때문에, 시간이 더디더라도 주민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

과 충분히 협의하고 대화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처럼 한전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시도했던 일방적 권력행사방식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켜 주민의 안타까운 죽음을 불러왔다. 또한 경과지

주민들이 한전을 불신하고 송전탑 사업에 더욱더 극렬하게 반대하도록

만들어, 갈등 초기에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한전 스스로

날려버린 셈이다.

⑵ 행정대집행 (2014년)

① 일방적 행정집행을 통한 갈등관리와 의미

2012년 1월에 이치우 씨가 분신자살을 하고, 2013년 12월에는 유한숙

씨가 음독자살을 할 정도로 2012년에서 2014년까지는 갈등이 가장 고조

된 시기이다. 故유한숙 씨가 목숨을 잃은 뒤에 한전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대화를 시도했지만 문제는 쉽게 풀리지 않았다. 유족과 경과지 주

민들은 공사 중단을 요구했지만, 한전은 “공사를 중단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 공사 중단이 대화의 전제가 되면 대화 자체가 안 된다. 겨울철에도

공사를 하는 것은 이미 늦었지만, 공기를 맞추기 위한 것”이라며 사업

강행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오마이뉴스, 2013-12-11; 오마이뉴스,

2014-01-03). 유한숙 씨가 사망하고 보름 뒤인 2013년 12월 24일에 한전

은 “지난 2013년 9월 30일 개별 보상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송전탑 경과

지 마을 가구의 71%에게 개별보상금 지급을 완료했다.”는 내용의 보도

자료를 발표하였다(뉴시스, 2013-12-24). 주민의 죽음에도 공사를 멈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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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겠다는 한전의 대답이자, 공사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이제는 소수라는

사실을 알려 그들을 압박하기 위한 발표였다. 그 뒤로도 한전은 공사 진

행이나 마을 합의와 관련한 보도 자료를 계속 발표하였다. 2014년 2월

28일에는 “철탑 14기의 공사가 완공되었고, 현재 24곳의 현장에서 공사

가 진행 중에 있다.”라는 내용의 보도 자료를 발표하였고, 3월 18일에는

“故이치우 씨가 살던 산외면 보라마을의 전체가 합의하였다”고 발표하였

다(연합뉴스, 2014-02-27; 연합뉴스, 2014-03-18; 경남도민일보,

2014-03-19).

급기야 한전은 공사를 더욱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경과지 주민들이 단

장면(101번 철탑), 부북면(127, 129번 철탑), 상동면(115번 철탑)에 설치

한 4개의 농성장을 철거하기 위한 수순을 밟는다. 한전이 주민들과 대화

로 문제를 풀기보단 전촉법을 통해 토지를 강제로 수용한 것과 마찬가지

로, 행정대집행법(行政代執行法)을 활용하여 반대하는 주민들이 설치한

인공 구조물(농성장)을 강제로 철거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행정대집행

법이란 행정의무의 이행확보에 관하여 강제집행수단의 하나로서 대집행

의 일방적 요건과 절차 등을 정한 법률을 말한다. 행정대집행이란 행정

관청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기관 및 개인이 법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이 직접 또는 제3자에게 명령 집행을 위탁하고 그에 따르

는 비용을 법적 의무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이다(장훈교, 2016: 14~15).

행정대집행은 크게 이행 기간을 정하여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대집

행을 한다는 뜻의 ‘계고’, ②대집행 영장 ‘통지’, ③ 대집행 ‘실시’, ④국세

징수법에 의거하여 행정대집행 비용을 ‘징수’의 절차를 따르게 된다(법률

제13295호 행정대집행법 제3조 대집행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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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행정대집행 계고장

출처: PNU 로컬리티 아카이브 자료집

밀양시는 [그림 11]과 같이 2014년 4월 15일과 5월 15일에 공사를 반

대하는 주민들이 철탑 부지에 설치한 인공 구조물(농성장)을 4월 22일과

5월 25일까지 자진 철거하도록 명령하였다.

불법 시설물인 움막은 송전탑과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어 철

거가 불가피하다. 4월 15일까지 움막 등을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직접 철거할

수밖에 없다.

산림 및 도로구역 안에 허가 없이 무단으로 설치한 움막 및 컨테이너 등의 시

설물을 4월 22일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 하겠다.

반대대책위와 주민들은 밀양시가 발부한 행정대집행 계고장에 대해 행

정대집행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결국 법원은 4월 30일에 이를

기각하였다. 이 기각 결정으로 밀양시와 한전은 4개 농성장에 설치된 농

성장을 언제든지 합법적으로 철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후에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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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와 경과지 주민들이 계고 명령을 따르지 않자 밀양시는 다시 ‘6월

2일 까지 인공 구조물이 산림, 도로, 농지 관리 등에 지장을 주고 있다’

며 철거를 명령했다(오마이뉴스, 2014-05-06; 2014-05-19; 경남도민일보,

2017-09-21).

주민 E씨: 그때 이 양반(남편)이 철탑문제도 좀 해결하고, 무엇보다 행정대집행 제

발 좀 하지 말라고 국회 앞에서 3천배 했거든. 그만큼 간절했던 거지. 12년에 이치

우 어르신, 13년에 유한숙 어르신 두 분이 돌아가시고도 한전은 저렇게 공사를 강행

했잖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몸으로 막는 것 밖에 없는데... 몸도 성치

않은 사람이 혼자 서울 올라간다고 하니깐... (울먹이며) 그때 나도 많이 울었지, 너

무 속상하잖아. 이 나라에서 한전한테 우리는 맨날 당하기만 하잖아.

E씨의 남편인 윤 모 씨는 송전탑 공사와 행정대집행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3천배를 올리기까지 했다. E씨의 말대로

행정대집행을 통해 농성장을 철거하겠다는 한전 앞에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았다. 그러나 6월 9일에 공사를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마

지막으로 행정대집행 영장을 보냈고, 결국 6월 11일 2,000여 명의 경찰과

200여 명의 밀양시 공무원 그리고 100여 명의 한전 직원들은 주민과 연

대자의 격렬한 저항을 뚫고 하루만에 4개의 농성장을 모두 철거하였다.

[사진 3] 6월 11일 행정대집행 사진

출처: PNU 로컬리티 아카이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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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일방적 행정집행을 통한 갈등관리의 영향과 결과

행정대집행을 통해 농성장을 강제적으로 철거한다는 것은 그것을 지키

려는 주민과 철거하려는 밀양시 공무원, 경찰, 한전 직원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농성장을 철거하

는 과정에서 주민과 연대자 19명이 병원으로 후송되는 등 부상자가 속출

하였다(박배일, 2015; 한국일보, 2014-06-12). 행정대집행이 있은 지 보름

후, 2014년 6월 25일 국회에서는 현장에 있던 주민과 수녀들이 참여한

‘행정대집행 참사 증언대회’가 열렸다.

조명순 캐더린 수녀(성가소비녀회): 순식간에 경찰은 앞에서 막아주는 시민 연대자

를 짓밟고, (농성장) 안에서 묶여 있는 할매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천막을) 찢어냈

다. 할머니들이 서로 (쇠사슬로) 엮어있어서 허리를 비틀기도 힘들었다. 그런데 (경

찰은) 쇠 절단기로 목 사슬을 끊었다. 할머니가 당신의 마지막 보루가 끊어졌다는

사실에 실신하셨다. (...) 그런 것을 보면서 아수라장의 상태에서 이것이 전쟁이구나,

말을 해도 들리지 않고, 참혹한 처참함에 나라가 무너지는 것 같은 심정이었다.

(6.11 행정대집행 참사 국회 증언대회, ‘폭력과 야만의 밀양을 증언한다’)

당시 행정대집행 현장에 있던 캐더린 수녀는 “참혹하고 처참했다”고

말하며 그 당시의 상황을 묘사했다. 행정대집행을 진행하는 경찰과 밀양

시 공무원 한전직원들은 자신을 포함하여 농성장 안에 쇠사슬로 묶여있

는 할머니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절단기로 몸과 머리에 묶인 사슬들을

끊었다고 덧붙였다.

주민 한 모씨(129번 현장): 제 생각에, 그날은 국가가 우리를 죽이려고 미리 명령을

내린 것 같았다. (우리를 돕기 위해) 수녀님들이 밤에 트렁크를 타고 숨어들어오기

까지 했다. 연대자들은 길을 막아서 들어올 수가 없었다. (...) 생존권을 지키려고

129번 철탑 자리, 움막 밑에 무덤을 파 놓고 6명이 쇠줄을 온 몸에 허리에 감고 굴

안에서 옷을 벗었다. 그런데 경찰이 옷을 벗고 있는 할머니들에게 칼을 쥐고 머리

위에서 천막을 찢기 시작하는데, 지금도 그 때 생각이 나서 악몽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다.

(6.11 행정대집행 참사 국회 증언대회, ‘폭력과 야만의 밀양을 증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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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대회에 참여했던 주민 한 모씨는 “우리가 범죄자도 아니고 칼을

들지도 않은 자신들을 향해” 경찰들이 칼을 들고 천막을 찢었다고 설명

했다. 또한 그 날 이후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다고 호소했다. 이렇듯

행정대집행은 마지막까지 공사를 반대하던 주민들과 큰 충돌을 빚었고,

주민들에게 정신적·신체적인 상처를 남기기도 했다. 이와 동시에 행정대

집행은 송전탑 공사를 반대하는 주민을 포함하여 경과지 주민 모두에게

공사를 강행하고자 하는 한전의 의지와 힘을 보여준 것이기도 했다. 압

도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여 농성장을 철거한 뒤 한전의 공사 강행을 가능

케 했던 행정대집행은 주민들에게 ‘한전과 싸우면 결국 진다’, ‘이제 할

만큼 했다’라는 절망적인 생각들을 심어준 것이다. 결국 이러한 행정대집

행에 기반을 둔 한전의 일방적 행정집행은 경과지 주민들의 다수가 공사

반대활동을 중단하고 한전과 합의하도록 작용하였다(밀양765kV송전탑반

대책위원회, 2015).

연구자: 행정대집행 이후로 마을분위기는 어땠어요?

주민 F씨: 많이 침울했죠. 행정대집행 때 다쳐서 응급실이나 병원 다녀온 사람도 많

았고. 나도 밤에 잠이 안와서 병원에 몇 번 다녀왔었다니까. 우울증이랑 불면증이

심해서 한 동안은 너무 힘들었죠. 게다가 주위에서 마지막까지 싸우던 주민들이 행

정대집행으로 한전이랑 국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돼서 그런가. 그때 합의하고

넘어간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10년도 넘게 힘들게 싸웠는데, 사실 뭐라고 할 수가

없죠. 그 분들한테. 그분들은 합의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니까. 근데도, 그걸 잘 아

는데도 아쉽고, 안타깝고... 암튼 동네가 많이 어수선했어요. 안 그렇겠어요?

주민 F씨의 말대로 행정대집행 이후로 뒤늦게 합의한 사람이 생겼는

데, 그것은 ‘공사를 해도 좋다, 공사를 하는 것에 찬성 한다’라는 의미의

합의를 뜻하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이제는 한전에게 이길 수 있겠다

는 희망이 사라져 합의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절망감과 좌절

감에 가까웠던 것이다.

연구자: 할머니는 10년도 넘게 싸우셨는데... 물론 그동안 매일 힘들었겠지만,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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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E씨: 제일 힘들었던 건, 같이 하다가 배반하는 사람. 같이 싸우던 사람이 배신

할 때가 제일 힘들었지. 같이 싸우다가 합의해버리고... 특히 행정대집행 때 내가 병

원에 실려 갔거든. 그렇게 싸우고 버텨왔는데, 난 우리가 이길 줄 알았어. 우리가 끝

내 이길 줄 알았는데... 그때 몸이 많이 아팠어. 근데 그것보다 행정대집행 당한 뒤

로 합의한 사람들이 꽤 많았거든. 행정대집행하고 공사가 다시 시작되면서, 같이 싸

우던 사람들이 이젠 지레 겁을 먹은 건지, 포기 한 건지. 물론 남아서 끝까지 싸우

는 사람도 있지만. 그때 (한전에) 많이 넘어가서 참 힘들었지. 우리 편이 더 적어진

거니깐.

주민 E씨는 행정대집행 때 응급실에 후송됐다. 굴 안에서 쇠사슬로 몸

을 옭아맸던 E씨는 결국 끌어내려는 경찰과 몸싸움을 하다 기절한 만큼

힘든 하루를 보냈다. 그러나 행정대집행 당일 겪었던 육체적인 고통만큼

이나 그녀를 힘들게 했던 것은 행정대집행 이후 반대싸움을 스스로 포기

하고 한전에 합의해 버린 마을 사람들이었다.

또다시 대화와 협의가 아니라 법과 물리력을 바탕으로 갈등을 해결하

려한 한전은, 행정대집행을 하고 불과 3개월만인 9월 23일에 69기의 모

든 송전탑 공사를 완료하였다. 특히 행정대집행으로 4곳의 농성장이 철

거되고, 남아 있던 철탑공사마저 완료되자 주민들(E, F씨)이 심층면접에

서 언급한 것처럼 마지막까지 남아 싸우던 반대주민들도 하나둘 씩 합의

하기 시작하였다. 일방적인 행정집행을 통해 한전을 이길 수 없다는 좌

절감과 무력감이 주민들을 ‘마지못해 합의’하도록 만든 것이다.

2) 독자적 갈등관리: 보상을 통한 회유

한전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갈등관리 전략

은 바로 보상을 이용하는 것이다. 보상을 통한 회유로 밀양에서의 갈등

을 관리했던 대표적인 사례로 2013년 내규를 변경하여 처음으로 보상금

을 주민들에게 개별 지급한 것을 들 수 있다.

⑴ 개별 보상방식으로 변경 (2013년)

① 보상을 통한 갈등관리와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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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행정집행을 통한 방식이 갈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자 한전

은 보상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을 함께 사용하기 시작했다. 2013

년 1월 13일 한전이 국회에 제출한 ‘밀양시 마을별 합의사항’이란 자료에

의하면, 한전은 사업을 승인받은 지 6년이 지났지만 밀양시 5개면 30개

마을 중 절반도 안 되는 14개 마을과 합의를 하였다(오마이뉴스,

2013-02-05).

[표 23] 합의현황(2013년 1월 13일 기준)

구분 단장면 산외면 상동면 부북면 청도면 합계

대상 9 3 10 5 3 30

합의완료 4 1 3 3 3 14

미완료 5 2 7 2 0 16

출처: 오마이뉴스(2013-02-05) 재구성

이 중 2011년에 한전이 면 단위 협상을 통해 비교적 이른 시기에 합의

를 했던 청도면을 제외하면, 4개면 27개 마을 중 11개 마을과만 합의가

된 상황이었다(오마이뉴스, 2012-06-05). 이렇듯 밀양시 전체, 각 면과의

합의가 지지부진하자 한전은 합의 대상을 더욱 좁혀 마을단위로 바꾸었

는데, 2012년 4월에 한전은 ‘협상대표 구성 촉구 및 민원협의 요청’ 공문

을 마을에 보내 합의를 재촉할 정도로 낙관적인 상황이 아니었다. [그림

12]와 같이 한전은 마을별 또는 면단위로 협상을 할 수 있는 대표의 기

준과 5인 대표 선정 방식 등을 제시하며 더 많은 마을이 공사에 합의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이다. 그러나 [표 23]처럼 2013년 1월까지

의 합의현황을 살펴보면, 밀양시, 면 별 합의에서 더 쪼갠 마을별로 합의

하는 방식마저도 한전의 생각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전이 경과지 마을들과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과반 이상

의 주민 찬성이 필요한데,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등과 같이 마을 대표

들이 공사를 반대할 경우에는 그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더욱 어렵기 때문

이다. 이와 같이 마을별 합의조차 통하지 않자 한전이 내세운 최후의 카

드는 바로 주민들에게 ‘개별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보상 방식의 파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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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변경이었다.

[그림 12] 협상대표 구성 축구 및 민원협의 요청 공문

출처: PNU 로컬리티 아카이브 자료집

2013년 8월 5일 한전은 밀양 갈등해소 특별지원협의회라는 민관 협의

회를 만들었다. 밀양시가 추천한 주민대표위원 10명, 한전직원 5명, 밀양

시 소속 공무원 2명, 경상남도 소속 공무원 1명,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

무원 1명, 지역 국회의원실 1명, 위원장 1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되었는

데, 특별지원협의회는 9월 11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500억 원 규모의

특별지원책을 발표하였다(한국일보, 2013-08-15). 기존보다 상향조정한

마을보상금(185억 원)을 비롯하여 다양한 보상안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마을보상금의 40%를 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개별지급 보상방식’의 도입이었다(머니투데이,

201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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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송변전설비 건설관련 특수보상 운영세칙 중 ‘기금의 운영 및 관리’

출처: 송변전설비 건설관련 특수보상심의위원회 내규

개인에게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개별 보상방식’이 이례적이라고 말하

는 이유는 한전이 지금까지 송전탑 공사를 위해 시도했던 보상방식은 마

을발전기금과 같이 ‘간접 보상방식’이었기 때문이다. [그림 13]은 보상과

관련한 한전 내규인데, 한전은 지금까지 기금의 운영 및 관리 규정(제3

조)을 통해 “기금을 현금 또는 현금에 준하는 물품으로 마을주민에게 분

배하는 결정”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었다.

[그림 14] 송변전설비 건설관련 특수보상심의위원회 내규

출처: 밀양765kV송전탑반대책위원회(2015)

그러나 한전은 지금까지 지켜왔던 보상내규를 변경하면서까지, 공사를

반대하는 주민과 마을에 보상금을 개별 지급하여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

을 선택했다. 개별보상방식을 제시하였던 특별지원협의회가 발족하기도

전인 2013년 8월 1일, 한전은 [그림 14]와 같이 ‘지원 대상자 개별 계좌

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의 개별보상금 지급

조항을 신설하였다. 특수보상 사업비 185억 원 가운데 40%인 약 75억

원을 개별 가구에 지급할 수 있게 된 것인데, 가구당 평균 400만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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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금액이었다. 이로써 한전은 송전탑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처음

으로 밀양에서 경과지 주민들의 개별 계좌에 현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이계삼 대책위 사무국장: 대책위 주민회의에서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저희들은 ‘이거

너무하는 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해 보니, 이때가 이 기나긴 마을공동체

분열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주민들은 공사가 들어오더라도 현장에서 예전처럼 막아

낼 수 있고, 마을 단위의 협상도 주민의 다수가 반대하는 흐름이 강했기 때문에 (공

사에 찬성하는 주민이)5인 협상대표를 선출하는 일이나 과반수를 넘기는 일에는 주

민들이 동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 그런데, 이제 이것을 개별

단위로 합의 여부를 쪼개고, 현금을 직접 꽂아주겠다고 나오면 아주 극심하게 분열

이 시작될 거라고, 다들 걱정이 굉장했습니다. 한전이 그동안 작업해 놓은 개별 접

촉을 통해서 몇 사람이 앞장을 서게 되면 일부가 동요하게 되고 그러다보면 주민

간에 서로 반목하고 불신하는, ‘누가 합의 했다더라’하는 소문들이 마을을 뒤숭숭하

게 만들 거라고 짐작하고 있었던 거죠. (...) 개별 보상금은 이제까지 다른 송전선로

지역에서는 한전이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것이었고, 결국 한전이 마을공동체 분열에

관한 판도라의 상자를 연 건데, 이게 바로 ‘개별보상금’이었던 겁니다.

(‘밀양송전탑 마을공동체 파괴의 구조와 정책 대안’중 인터뷰)

이계삼 밀양765kV반대대책위 사무국장은 2013년까지는 공사에 반대하

는 주민들이 많아, 한전이 시도하던 5인 대표를 통한 마을별 합의에 대

해선 전혀 걱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마을별 합의에서 개인별

합의로 협상대상을 더욱 쪼개고 엄격히 금지하던 직접 현금보상의 족쇄

를 풀 경우 합의를 하려는 주민과 마을들이 더욱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

하였다. 무엇보다 돈 때문에 마을공동체와 주민 간의 관계가 심각하게

분열될 가능성을 걱정하였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환경위원회,

2017). 이계삼 사무국장의 우려대로 한전이 보상금을 개별적으로 지급하

자 개인 및 마을의 합의가 줄을 이었고, 마을공동체 내부에서도 변화가

감지되었다. 그의 말마따나 마을공동체 분열이라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

린 것이다.

2013년 12월 24일 한전은 “송전탑 경과지 마을 가구의 71%에게 개별

보상금 지급했다”는 내용의 보도 자료를 발표하였는데, 이때는 합의하는

주민에게 개별지급을 시작한 지 3개월이 겨우 지난 시점이었다. 즉,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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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만에 공사를 반대하던 다수의 주민들이 찬성으로 돌아선 것이다. 그

리고 이 시기에 마을들도 합의하기 시작하였는데, 동화전마을(2013년 10

월 25일), 보라마을(2014년 2월 7일), 여수마을(2014년 5월 25일), 고정마

을(2014년 5월 25일) 등 오랜 시간 주민들이 똘똘 뭉쳐 송전탑공사를 반

대하던 대표적인 마을들이 한전의 ‘개별보상안’이라는 카드에 넘어간 것

이다. 특히 2012년 1월 분신자살을 하였던 故이치우 씨가 속한 보라마을

의 ‘전세대 합의완료 소식(2014년 3월 18일)’은 공사를 반대하던 다른 마

을과 주민들에게도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② 보상을 통한 갈등관리의 영향과 결과

한전이 그동안 엄격히 금지하던 개별 보상안 지급을 내규에 신설한 이

후, 정체되어 있던 경과지 마을과 주민들의 합의율은 급격히 높아졌다.

합의하는 마을이 늘어난다는 것은 공사를 강행하고자 하는 한전의 갈등

관리 방식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주민에게 현금을 개별

지급하는 방식은 단순히 마을 합의 수만 늘린 것이 아니었다. 돈 때문에

마을 주민들의 관계에 조금씩 균열이 일어났고, 결국 수 백 년 도 더 된

마을공동체가 갈라지기 시작했다. 이처럼 마을공동체가 분열되고 파괴되

는 양상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① 마을 자치 훼손, ② 주민

들 사이의 불신, ③ 마을공동체 파괴가 그것이다.

ㄱ. 마을 자치 훼손: 위임받지 않은 5인 대표의 마을 합의

한전이 송전탑 공사에 대한 마을별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주민

절반이상의 동의(합의서)가 필요하다. 이때 한전의 입장에서 마을합의의

성공여부는 이장과 같은 마을 대표들에게 달려 있다. 마을 총회나 회의

처럼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선출된 이장들은 주민들로부터 신망을 얻게

되는데, 만일 이장이 송전탑 공사에 호의적이라면 한전은 이장을 이용하

여 쉽게 마을합의를 이룰 수 있다. 반대로 이장이 공사에 반대한다면 한

전이 주민들을 설득하고 마을과 합의하는 작업은 더욱 어려워진다. 송전

탑이 지나가는 밀양 경과지 마을에는 연령대가 높은 주민들이 많이 사는

데, 이들이 마을 이장에게 자신의 도장이나 신분증을 맡기는 일은 결코



- 84 -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

주민 F씨: 마을의 나많은(나이 많은)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은 눈도 어둡고, 이장을

믿으니깐 인감도장이나 신분증을 단체로 마을 이장한테 맡기거든예(맡기거든요). 이

장이 도장을 다 갖고 있으니깐, 이제 한전은 혈안이 돼서 마을 이장을 넘굴라고(설

득하려고) 덤비는 거죠. 돈 주고, 술 사주고 또 합의하면 마을에 몇 억 원을 준다고

해버리면, 처음엔 반대하던 이장들도 서서히 돌아서는 거죠. 그리고 나많은(나이 많

은) 어르신들이 송전탑에 대해 잘 모르잖아요. 이장이 몇 마디 하면, 다 그냥 합의

해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이 시골에서는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처럼 마을 대표들이

입김이 무지 센 거죠. 그걸 한전은 잘 알고 있었던 거고.

이처럼 한전에게는 이장을 설득하는 것이 커다란 저항 없이 마을과 합

의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공사에 반대하는 마을과 합의를 이뤄

내기 위해, 실제로 한전은 적극적으로 마을 이장들에게 접근하였다.

주민 E씨: 한전이 우리 마을 합의시키려고 그렇게 이장님이랑 사모님을 찾아갔다하

더라고. 밤에도 선물 들고 찾아가고 낮에도 연락이 오고. 그래도 두 분은 안 넘어

갔지.

(...)

마을 이장: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일 때, 우리 마을은 합의 안했었거든. 다들 똘똘 뭉

쳐서 농성장도 만들고, 주민들이 조를 짜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그랬다. 근데 내가

이장이니깐 밤낮없이 나한테 전화가 오고, 또 술이랑 과일 같은 거 사들고 집에 찾

아오는 거야.

연구자: 이장님을 설득해서 쉽게 마을이랑 합의 하려고요?

마을 이장: 그렇지. 나 넘굴라고(설득하려고) 그런 거지. 넘굴라고(넘어가게 만들려

고). 그때 서울본사에서 우리 마을에 내려온 한전직원이 한 명 있었거든. 근데 내가

안동 권 씨잖아. 이 사람 어머니가 밀양시내에서 국밥집을 하고 있었는데, 성이 권

씨 인기라. 그거 하나 믿고 밀양에 내려보낸거야.

연구자: 이장님을 설득하기 쉬운 사람을 직접 밀양에 파견시킨 거네요. 어머니 성이

같으니까.

마을 이장: 그렇지. 근데 알고 보니 성만 권 씨고 우리 안동 권씨랑은 관련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거든. 어떻게든 나 넘길려고(넘어가게 만들려고) 한 거지. 그 뒤로도

탁주(막걸리)도 사오고, 이 사람(부인) 화장품까지 사온 적도 있다. 지금도 가끔 전

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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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은 송전탑 공사를 반대하는 마을의 이장을 설득하기 위해, 어머니

의 성(권 씨)이 이장과 같은 한전 직원을 마을에 파견보내기까지 했다.

한전직원은 술, 과일, 화장품 등 다양한 선물을 이장에게 제공했지만, 결

국 이장을 설득하는 데는 실패했다.

한전은 이처럼 마을 대표에게 향응을 제공하여 직접 설득하는 것이 불

가능한 마을에서는 다른 전략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공사를 반대하는 기

존의 주민대표 대신에 송전탑 공사에 찬성하는 주민이 직접 ‘5인 대표

(마을주민대표)’가 되어 마을합의를 진행하는 방법이었다. 한전은 [그림

15]처럼 2012년 8월 초 내규의 일부를 개정하여 주민의 절반이상이 선출

한 주민대표라면 누구든지 한전과 송전탑 공사에 대해 마을 합의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포섭되지 않는 기존의 마을 대표 대신에, 공사에

찬성하는 주민을 대표로 인정하여 보다 쉽게 마을 합의를 이루기 위한

한전의 또 다른 전략이었다.

[그림 15] 송변전설비 건설관련 특수보상 운영세칙 중 ‘합의서의 작성’

출처: 송변전설비 건설관련 특수보상심의위원회 내규

‘공사에 찬성하는 5인 대표와 협의 하겠다’는 한전의 전략은 수 백 만

원의 개별보상금을 바라는 일부의 주민이 적극적으로 마을의 다른 주민

들을 설득하게 만들었다. 그 중 새롭게 5인 대표 자리에 오른 주민도 더

러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공사를 반대하는 기존 마을대표와 주민들은, 공사에 찬

성하는 주민들이 마을대표에 오르는 과정과 그들을 마을대표로 선출하였

다는 과반이상의 주민 연명부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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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I씨: 우리 마을에는 다른 마을에는 없는 ‘마을자치회’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

마을은 대항2리에 속해있거든. 본동까지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회의를 하거나 마을

끼리 교류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마을이라(다). 그래서 다른 마을에서는 사라진 마

을자치회를 15년 넘게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거야. 2년마다 정기총회를 열어 마

을 주민들이 자치회장을 비롯한 마을의 임원들을 투표로 뽑아왔거든, 지금 회장님도

연임인거고.

자치 회장: 저는 건강이 좋지 않았는데, 화악산이 좋아 이 마을로 이사를 왔어요.

원래는 잘 걷지도 못했는데, 매일 조금씩 걷다보니 지금은 걸을 수 있을 정도로 많

이 회복했어요. 그래서 내 몸이랑 건강을 살려준 이 마을과 화악산을 좋아해서 다른

주민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송전탑 공사를 반대했어요. 물론 모두가 저희처럼 반대를

계속 했다면 좋았겠지만, 이 마을에도 다른 마을처럼 몇몇 사람들이 돈의 유혹을 참

지 못하고 넘어 갔어요.

주민 I씨: 근데 가장 잘못된 게 뭐냐면, 분명히 마을의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는 마

을자치회가 있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자신들이 자체적으로 회의를 열어서 마을대표

가 된 거야. 그러고 나선 의기양양해져서 다른 주민들이 송전탑 공사에 합의하도록

설득한 거지. 그 앞잡이 찬성 5인 대표들은 이 마을에 와서 산지도 얼마 안 됐고,

평소에 회의에도 잘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거든. 회장님과 비교하면 우리 마을의 대

표라고 볼 수가 없는 사람들인데, 사실은 돈을 보고 대표가 된 거지. 그리고 그들이

작성해서 제출한 찬성자 명단(명부)은 총 21세대인데, 그 중 4세대만이 실제 여기에

사는 거주자이고 13세대가 부산이나 마산 등 도시에 나가 살고 마을에 살지 않는

미전입자였거든. 문제가 이렇게 많은 데도 한전은 그냥 그 사람들이 뽑은 찬성대표

를 인정하고 마을 합의를 해 버린 거야. 불법하고 부당한 건데 우리 마을도 합의를

했다고 뉴스에 떡하고 나오니 얼마나 우리 힘이 빠졌겠어.

주민 I씨와의 심층면접 결과, 공사에 찬성하는 5인 대표들은 마을의 대

소사를 결정하는 자치회에서가 아니라, 찬성하는 주민들끼리 연 (임시)회

의를 통해 마을 대표가 되었다. 그리고 한전은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자치회장 등 이미 주민들의 위임을 받아 선출된 주민대표가 아니라 공사

에 합의하는 주민들끼리 자의적으로 내세운 마을 대표를 협상 대상으로

인정하였다.

이때 찬성 5인 대표들이 다른 주민들을 설득하여 마을의 대표가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보상금을 개별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것

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주소는 등록되어 있지만 현재 마을에 살지 않

는 주민들이 마을에 들어와 살지 않는 한, 그들은 송전탑이 마을에 설치



- 87 -

돼도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는다. 특별히 송전탑 공사를 반대할 이유가

없는 그들에게, 마을 대표들은 합의를 하면 수 백 만원의 ‘공돈’이 생긴

다고 설득한 것이다. 한전이 내규에 삽입한 ‘개별보상지급방식’과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주민들을 설득하는 ‘찬성 5인 대표’의 등장은 송전

탑 공사를 강하게 반대하던 마을들조차 결국엔 한전과 합의하도록 만들

었다. 5인 대표들은 주로 주소만 이곳에 등록되어 있고, 밀양에 살지 않

는 주민들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하면 돈이 나온다.’는 식으로 설득하기

도 했지만, 합의 세대수 자체를 늘리기 위한 부정과 조작도 서슴지 않았

다.

주민 I씨: 본인들이 적법하게 뽑히고, 또 정당한 명부를 제출하면 몰라요. 그것도 아

니란 말이야. 그러니 답답한 거지. 한 집에 사는 가족을 여러 세대수로 쪼개어 명부

에 올리기도 했어. 법을 어기고, 조작해서 세대수를 늘린 거잖아. 주민 ㄱ씨의 집에

장모인 ㄴ씨, 그리고 처조카인 ㄷ씨가 살거든. 그럼 이 중에서 집주인인 ㄱ씨 한 명

만 그 가족을 대표해야 하는데, 이걸 셋으로 쪼갠 거라(나눈거라). 그렇게 찬성주민

들, 특히 5인 대표들은 돈에 혈안이 돼서, 어떻게든 수를 늘리려고, 조작까지 한 거

지. 근데 이제 자기들은 보상금을 받고, 우리는 몇 년 씩 싸웠는데도 송전탑이 들어

서서 고통 받으면서 사는 거고.

마을 주민들 중 합의하는 주민의 수를 과반이상 모으기 위해, 마을 대

표들은 한 집에 사는 가족을 3가구로 쪼개는 방식으로 세대수를 부풀리

기도 하였다. 이렇듯 주민과 마을대표들이 아무리 완강하게 공사를 반대

하더라도, 이사를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마을에 애착이 없거나 합의금에

눈이 먼 일부의 주민들이 마을대표가 되어 한전과 합의를 하는 마을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주민 E씨: 우리 마을 찬성대표 중에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XXX거든? 근데 그

사람은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가끔 공사장에 나가서 하루 일하는 사람이야. 처

음에 우리가 이사 와서는 친하게도 지내고, 공사도 같이 반대했는데. 10월 공산가,

어느 순간 갑자기 농성장에 안 나오더라고. 합의를 한 거지. 한전은 아마 계속 그런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유혹 했을 거야, 먹고 사는 게 막막한 사람들을 회유한 거지.

주민 대표가 돼서 마을 합의시키고, 다른 주민도 설득해서 합의서 받으면 돈이 얼마

더 나온다니까 그때부터 눈에 불을 켜고 그 짓을 한 거지. 나중에 행정대집행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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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찰들이 그 집에서 쉬기도 하고 그랬다니깐. 마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한전이

집중 공략한 거지.

E씨나 I씨의 말대로 한전은 공사를 반대한 주민들을 회유하여 합의를

늘리기 위해 개별합의금을 적극적으로 내세웠다. 특히 한전은 마을에 살

지 않는 사람,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공사 반대운동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사람, 주민들과 거의 교류가 없는 사람, 형편이 어려운 경

과지 주민들에게 접근하였다. 완강히 반대하던 기존의 마을대표들에 비

해 찬성하는 주민들이 마을 5인 대표가 되도록 만들어 마을 합의를 쉽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것이다. 이렇게 한전이 제시한 개별보상금지

급은 경과지 마을의 주민 중에서도 반대활동에 가장 ‘약한 고리’들을 파

고들었고, 결국 진전이 없던 마을 별 합의가 빠르게 이뤄지도록 만들었

다.

이러한 새로운 5인 대표를 통해 합의를 늘려가는 한전의 방식은 마을

주민들이 회의를 통해 자치적으로 결정해왔던 마을 대표와 전통들을 무

시하는 것과 다름없었다. 이것은 한전에겐 공사 강행을 위해 빠르게 마

을과 합의하는 것이 중요할 뿐, 마을대표가 누구이고 어떤 경로로 선출

되었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과정이나 절차는

무시되고, 좀 더 쉽게 송전탑공사에 합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

도 마을 대표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사업추진만을 중시하는 한전의 갈

등관리전략은 마을 자치와 전통을 뒤흔들었고, 굳건하던 마을 공동체마

저도 서서히 균열이 가도록 만들었다.

ㄴ. 주민들 사이의 불신: 한 명을 합의시키면 몇 백 만원을 받는다는 소

문

찬성 5인 대표의 등장으로 한전은 더욱 쉽게 마을 별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이때, 5인 대표가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하여 찬성하는 마

을주민의 수를 늘린 까닭은 무엇일까? 한 마을에 합의를 하는 주민이 아

무리 늘어나도 본인에게 입금될 개별보상금은 일정(본인 몫)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별다른 유인이 되지 못한다. 찬성 5인 대표들이 주민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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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득하러 다니던 이 시기에, 마을공동체를 뒤흔들 만큼 수상한 소문이

주민들 사이에 퍼지고 있었다.

주민 H씨: 저 마을이장이란 놈이 할매(할머니)들, 나이 많은 주민들 다 구슬러서 마

을 팔아먹은 거잖아, 도대체 한전에서 돈을 얼마나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작년인가,

마을이장한테 3억인가 또 입금됐다고 하드만. 아직까지도 한전이 돈을 푼다니깐. 남

은 사람들도 합의하게끔 만들려고. 못 됐다, 진짜. 그러니깐 한창 싸우고 할 때는,

한전이 얼마나 돈을 풀었겠노. 마을 이장이나 반장, 면장한테 합의하면 몇 억 씩 준

다고 하고. 합의서 한 장씩 받아오면 몇 백, 몇 천 준다는 얘기도 돌았어. 그 사람들

차가 바뀌었다니깐. 저 찬성한 사람들 보면.

주민 H씨는 마을 이장이 앞장서서 나이 많은 주민들에게 합의서를 받

으러 다닌 이유를 ‘보상금 외에 한전이 추가로 주는 돈 때문’이라고 강하

게 주장했다. 또한 최근에도 당시 마을 이장에게 3억 원이 입금되었다는

이야기가 마을에 돌았는데, 한창 싸웠을 때에는 그들이 마을의 합의를

이끌어 낸 만큼 수 십 억 원의 보상금이 입금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

도 했다. 물론 마을 주민들에게 합의서를 받으면 한전이 한 장 당 몇 백

만원을 주거나, 마을을 합의시킬 경우에는 몇 억에서 수 십 억을 준다는

것은 확인된 사실이기보다는 소문에 가까웠다. 그러나 ‘한전이 얼마를 준

다더라.’라는 내용의 소문은 H씨가 사는 마을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이야

기가 아니었다.

주민 D씨: 마을 5인 대표가 할매들, 할배들 혼자 사는 집에 가서 합의서 받고 그랬

거든. 근데 그분들은 눈이 어두워서 그게 뭔지 잘 모르는 거야. 이 사람들이 ‘이거

같이 송전탑 반대하자’는 거라고 속이고는, 합의서에 도장이나 사인을 받는 거지. 그

때 마을에 돈 소문이, 한 장을 받으면 2백 만 원을 준다고도 하고. 또 내가 생각해

볼 때 의심이 강하게 가는 거는,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닌데, 한창 싸우고 나

서 차를 비싼 걸로 바꾼 사람이 있다는 거야. 심증이지만, 내 생각에는 분명히 한전

이 돈을 준다고 했으니 저렇게까지 마을을 쑤시고 다닌 거겠지 싶어.

D씨도 H씨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주민들이 다 같이 싸우던 이 마

을에서도 어느 순간부터 5인 대표를 비롯하여 적극적으로 합의서를 받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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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다니는 사람이 나타난 것이다. 그 결과 더 이상 마을 주민들은 서로

를 신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그러던 중 친하게 지냈지만 일

찍 합의한 주민이 가장 열심히 반대투쟁을 해왔던 주민 D씨의 남편(Y모

씨)에게 연락을 해 온 적도 있었다.

주민 D씨: 지금은 (연락이) 잘 안 오는데, 원래 좀 친했던 사람이 일찍 합의했거든.

근데 연락이 추석 전후로 해서 오더라고.

연구자: 반장님한테요?

주민 D씨: 그렇지.

Y모씨: 합의한 주민들 중 한 명이라, 근데 그 사람이랑은 예전부터 친하게 지냈거

든. 근데 합의하고 나서 나한테 좀 만나자면서 연락이 몇 번 온기야(온거야). 그래

서 내가 어디서 만나자니까, 단독으로(둘이서만) 어디어디서 만나자 하더라고. 그래

서 내가 ‘왜 둘이서만 만나자고 하냐?’고 따지면서 내가 너무 이상해서 안 만난다고

했지. 내 직감은 단독으로 만나자하는 것은 나를 꼬으려고[꼬시려고] 한다는 직감이

강하게 들었거든. 나는 1대 1로 저쪽 사람들이랑 만나면 안 꼬은(안 넘어간) 사람이

없다. 그게 한전이든 주민이든 1대1로 만난 사람은 다 넘어가. 한번 넘어가면 밥 사

주고 커피 사주고, 술 먹는 사람은 술 사줄 것이고. 내 예감이다. 나는 안 만나고 추

석이나 명절이 되면 나한테 전화 와서 나는 집에 있어도 김해에 있다 했지.

연구자: 아, 그럼 반장님이 그 분에게 거짓말을 하신 거네요?

Y모씨: 그랬지. 내가 거짓말로 지금은 김해에 있는데 한 10시나 돼야 도착한다니까

10시에 가도 됩니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무슨 밤 10시에 오냐 하는데, 사실 그

사람은 1대1로 붙어 나한테 환심을 사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겠지. 그리고 그때는 한 명 합의서 받으면 얼마씩 한전이 준다는 이야기

도 많았거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나한테 계속 연락하는 거라고 생각했

지.

주민들로부터 합의서를 한 장씩 받을 때마다 한전으로부터 돈을 받는

다는 소문은 D씨가 사는 마을에서도 돌았다. D씨의 남편인 Y모씨는 일

찍 합의한 주민에게 자주 연락을 받았다. 예전에 친했던 주민이었지만,

Y모씨는 거짓말을 해서라도 한전만이 아니라 친했던 주민들이 만나자는

전화들도 피해왔다고 말했다. 한 밤 중에 걸려온 전화가 하도 수상해서,

집에 있으면서도 김해에 있다고 거짓말을 해야 할 정도로 송전탑을 건설

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갈등은 이렇게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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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거나, 서로를 ‘한 장 당 얼마씩’이라는 보

상금의 액수로만 바라보게 된 것이다. 경과지 주민들에게는 ‘돈이 원수’

가 된 셈이지만, 한전은 돈의 위력을 이용하여 더 많은 주민들을 흔들고

결국엔 마을이 합의하게끔 만들었다.

주민들이 돈 때문에 서로를 불신하고 있을 즈음, 한전은 [그림 16]과

[그림 17] 처럼 “2013년 연말까지 합의하지 않을 경우 개별지원금을 회

수하겠다.”는 내용의 안내문과 현수막을 밀양 전역에 붙였다.

[그림 16] 개별보상금 수령을 독촉하는 안내문

출처: PNU 로컬리티 아카이브 자료집

[그림 17] 개별보상금 수령을 독촉하는 현수막

출처: PNU 로컬리티 아카이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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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별 지원금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하셔

야 합니다. 날짜가 지나면 지원금이 세대별로 지급되지 않고 마을별 공

동사업비로 사용 됩니다”라는 내용으로 개별보상금 수령을 독촉하는 한

전의 안내문과 현수막이 주민들에게도 전해지자, 마을 안에서 합의를 종

용하던 5인대표의 회유와 설득은 더욱 큰 힘을 받게 되었다. 제아무리

반대운동을 열심히 하고 애초에 돈을 원하지 않는 주민일지라도 ‘자신이

받아야 할 마땅한 몫의 보상금이 사라진다.’는 한전의 공식적인 엄포는

주민들을 흔들 만큼 세게 작용한 것이다. 또한 반대하는 주민들에게도

‘저 돈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우리가 돈 때문에 싸운 건 아니지만,

저 돈 안 받으면 찬성한 주민들이 우리 돈을 막 쓸 것이다.’라는 불안과

우려의 싹이 조금씩 자라고 있었다. 결국 송전탑 공사에 합의한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들 외에도, 반대하는 주민들 사이에서도 돈 때문에 갈등과

분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와 같이 합의서를 갖고 오면 한전이 얼마 씩 준다는 소문과 실제 마

을 주민들에게 접근하여 합의하라고 설득하는 찬성 주민들의 존재는 경

과지 주민들 사이의 관계를 일그러뜨리고 서로를 믿지 못하게 만들었다.

또한 한전의 개인보상금을 회수하겠다는 압박은 마지막까지 남아 반대하

던 주민들을 더욱 세게 흔들어 반대싸움을 포기하는 주민들이 속출하게

만들었다. 애초 송전탑 공사를 추진하려는 한전과 반대하는 경과지 주민

들 사이에 발생한 갈등의 불씨가 한전이 보상을 통해 갈등을 관리한 이

후에는 찬성주민과 반대주민이 벌이는 마을공동체 내부의 싸움으로 옮아

가게 되었다.

ㄷ. 마을공동체 파괴

송전탑 공사에 합의를 하면 개인에게 수 백 만 원의 돈이 입금된다는

사실과 반대하는 주민을 설득하여 한 명이라도 더 합의서를 받아오면 한

전에게 추가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은 오랜 시간 형성되어온 마을

공동체와 주민간의 관계들을 해체시키고 분열시킬 만큼 파괴력이 컸다.

물론 처음부터 마을과 주민들의 관계가 이랬던 것은 아니다. 송전탑 공

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여느 시골의 마을처럼 주민 간의 관계는 돈독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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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동체는 굳건했다.

연구자: 송전탑 공사 전에 마을은 어땠어요?

주민 E씨: 송전탑만 없었으면 밀양은 참 살기 좋은 마을이었지. 옛날에는 대보름에

윷놀이도 같이 모여서 하고 달집도 태우고 했다. 또 평소에는 우리 집에 여럿이 모

여서 밥도 먹고 지금이야 내가 막걸리를 많이 안마시지만, 그땐 반주로 좀 마셨거

든. 또 화토도 치고, 우리야 조그마한 텃밭을 가꾸니깐, 일손이 부족하다 싶으면 가

서 일도 돕고 또 반대로 우리가 바쁠 때엔 그쪽에서 돕기도 하고 참 좋았지. 이웃사

촌이란 말 그대로였지. 마을도 아담하고 집도 다닥다닥 붙어 있으니, 자주 보게 되

고. 반갑게 인사하고 그렇게 잘 지냈었지. 사람들도 좋고 공기도 좋으니 이 마을로

이사 오길 참 잘했다고 생각했었고.

E씨 부부는 외지에서 살다가 갈등이 표출되기 전인 2004년에 부북면

위양마을로 이사 왔다. 보통 시골에서는 외지인에 대한 경계가 심한편이

지만, E씨 부부는 이곳에 2004년에 이사를 온 뒤로 마을주민들의 신망을

얻었고, 2010년부터는 반장이 되었다. 다른 마을의 반장제도는 대부분 없

어졌는데 이 마을에는 여전히 반장제도가 남아있었다. 그러나 반장은 권

위나 힘이 있는 자리는 아니었다. 예전에는 동네 비료를 주민들에게 나

눠주고 공과금 같은 것을 걷었지만 지금은 주민들이 직접 관리하기 때문

에 반장으로서 특별히 할 일은 없다고 말했다. 송전탑 공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 마을은 평화로웠다. 주민들끼리의 왕래도 잦았고, 종종 E씨의

집에 모여 식사도 하고 술도 함께 마실 정도로 주민들은 서로 가깝게 지

냈다.

연구자: 그럼 초기에는 찬성한 주민들도 많이 없었겠네요?

주민 H씨: 그렇지. 다른 마을보다 우리 마을이 진짜 잘 뭉치고 초기부터 계속 싸운

마을이거든. 처음에는 합의한 주민도 없이 다 한 뜻으로 반대하니깐 너무 좋았지.

그래서 우리가 조금 여유가 있으니 다들 모여 있으면 우리가 통닭이나 할매들 좋아

하는 거 음식 사오면 상 펴고 다 같이 먹었어, 그땐 참 좋았지. 우리 요 마당에 상

펴고 고기 굽고, 온 마을 주민들이 다 와서 같이 먹고 얘기 하고, 그리고 다음 날은

같이 싸우러 산에 올라가고. 그렇게 지냈지. 이사 와서 빨리 친해졌지. 텃세도 없이

지나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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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에 밀양으로 이사를 온 H씨도 E씨처럼 마을 주민들의 텃새 없

이 새롭게 이사 온 마을에 잘 적응했다. 처음에는 송전탑 공사에 합의하

는 사람이 없어서 모든 마을 주민들이 함께 공사를 막으러 가고, H씨의

집에서 음식을 자주 먹기도 할 정도로 주민들과의 관계는 좋았다. 게다

가 E씨와 H씨가 살고 있는 마을은 오래된 집성촌 마을이었기에 동네에

같이 사는 이웃들은 실제 사촌들인 경우가 많아 더욱 돈독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친하게 지낸 마을이 송전탑 공사로 인한 갈등 이후로는 전과는

다른 공간으로 변했다. 물론 초창기에는 주민들이 한데 뭉쳐서 송전탑

공사를 반대했다. 마을의 주민 대부분이 매일 새벽 공사현장에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오는 생활이 꽤 오래 유지되었다. 그러나 한전이 제시하는

보상금과 회유에 마을주민들은 하나둘씩 합의하기 시작했다.

주민 E씨: 먼저도 회관에, 저 밑의 마을회관에 한전에서 휴지, 라면, 과자 등을 사서

가져왔고, 또 어떤 때는 할머니들이 좋아하는 음료수랑 빵이랑 사서 주고 그랬다니

깐. 한전놈들 속셈은 ‘주민들이 확인[합의] 도장을 찍어주면 이런 빵과 과자들 더 많

이 사올 것이다.’ 이기라. 그렇게 할매들 한텐 커피나 과자나 화장품을 사들고 회유

하고, 할배들한테는 밤늦게 찾아가서 봉투나 술을 놓고 가는 거지. 특히 술 좋아하

는 남자들한테는 술을 사주고. 그렇게 유혹하고 회유하니 마을사람들이 버틸 재간이

있나... 하나둘씩 넘어 가는 거지.

한전 직원들이 마을회관이나 집에 두고 간 먹을거리와 돈 봉투에 적지

않은 주민들은 송전탑 공사를 찬성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찬성한 주민들은 한전을 대신해서 아직 합의하지 않은 마을의 다

른 주민들을 찾아가 적극적으로 합의서를 받기도 했다.

한전직원들은 이러한 마을공동체 분열과 파괴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도, 자신들이 마을에 들어가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합의를 하는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C씨(한전 직원): 우리가 그러한 정보를 홍보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잖아요, 시골마을

에서는. 우리가 설명하더라도 할머니나 노인들이 이해하기 쉽지도 않고. 심지어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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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특별지원안’이 결정되고나서도, 마을대표라는 사람들이 주민들에게 말을 안 해줘

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깐 이제 우리가 직접 마을에 들어가서 나눠주고, 홍보하

고, 설명하는데 이걸 또 뭐라고 하냐면. 쟤네 봐라, 또 ‘공동체 파괴하려고 들어왔다’

라고 말하는 거죠. ‘각개전투’라는 용어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 이걸 그쪽에서

보면 회유했다고 하는 거고, 우리 측에서는 접촉해서 정보를 알리고 설득하고 있다

는 거고. 사실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물론 마을보

상금, 사업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순 있는데, 그것까지 한전에서 관여

할 수가 없으니까요. 주민들에게 한전이 개입하면 안 좋은 게, 찬성이든 반대든 우

리가 개입하면 갈등이 더 커지고, 여기서 욕먹고 저기서 욕을 먹는 상황이거든요.

실제 노인들이 많이 사는 경과지 마을의 경우에는 보상안이나 송전탑

공사 자체에 대해 모르는 주민들이 많은 편이었다. 한전직원들은 송전탑

사업에 대해 모르는 주민들이 많았고 실제로 보상안과 같은 정보들이 공

유되지 않아, 직접 마을로 들어가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작업을

벌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결국 한전직원들이 마을에 들어와 ‘각개전

투’방식으로 마을 주민을 설득하고 정보를 제공했던 것이 결국 ‘공동체

파괴’로 이어졌다는 주민들의 비판적인 시선과 사업 자체에 대해 잘 모

르는 주민들에게 정당하게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전의 시

각에는 커다란 간극이 자리 잡고 있다.

연구자: 그럼 밀양에서 벌어졌던 갈등을 한전입장에서 이렇게 시도했었다면 나아졌

을 것이다...처럼 아쉬웠던 부분은 있으신가요?

C씨(한전 직원): 제일 아쉬웠던 것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언론, 여론이죠. 정보

가 너무 많거나 너무 없거나. 일종의 카더라 통신이 너무 많아요. 주민들도 갈라진

이유 중의 하나가 “합의서 받아오면 쟤가 돈 얼마 받아 먹더라”하는 썰들때문이거

든요. 대부분 그거 갖고 싸워요. 갈등의 시작이기도 하고. 찬성주민들이 한전으로부

터 몇 천 만원 씩 받았다...그런 카더라 통신이 갈등을 키운거죠. 그리고 갈등이 이

렇게 쌓이다보니깐 신뢰가 깨진 거죠. 아쉬웠던 거는 한전과 주민이 서로 색안경을

끼고 보는, 평행선만 달리는 상태가 고착되고 심화 된 거죠. 제가 내려갔을 때는 이

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한전 직원들 역시 마을 주민들이 말하는 것처럼 마을에 ‘합의서를 받

아오면 얼마 씩 한전이 준다더라.’라는 내용의 소문이 돈다는 것을 알고



- 96 -

있었다. 이러한 ‘잘못된 정보’들이 결국 주민들 사이를 갈라놓았고, 마을

공동체가 분열되는데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러한

소문이 마을에 돌 수밖에 없었던 이유인, 합의금의 개인별 지급처럼 돈

으로 문제를 해결하려한 한전의 갈등관리 방식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

을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개별 보상방식이 가능해지자, 굳건하게 반대하던 주민들은

하나둘 씩 합의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을에 돈이 풀리고 돈과 관련한

소문이 퍼지자 한전과 주민간의 갈등의 자리를 주민과 주민간의 갈등과

대립이 대신하기 시작했다.

보상과 지원위주로 갈등을 해결하려던 한전은 갈등을 해소한 것이 아

니라 친했던 마을을 가르는 등 주민과 마을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

켰다. 송전탑 공사를 둘러싸고 발생한 갈등이 마을에 가져온 가장 큰 변

화는 이처럼 주민들 사이의 변화, 마을의 변화이다. 이러한 변화를 상징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마을 곳곳에 설치된 CCTV이다.

E씨 집의 마당에서는 100미터 높이의 765kV 송전탑이 총 3개가 보인

다. 송전탑에 걸린 송전선로에선 ‘지지직’거리는 코로나 소음이 들리기도

한다. 그러나 그런 송전탑보다도 E씨 부부의 눈을 찌푸리게 만드는 것은

바로 앞집이 설치한 CCTV이다. 바로 앞에 사는 주민은 일찌감치 합의

를 하였는데, 합의한 이후에 CCTV를 설치했다. CCTV의 렌즈가 향하고

있는 곳은 바로 E씨 부부의 집이었다.

연구자: 바로 앞집이 CCTV 달았잖아요? 저거 언제 단거예요?

주민 E씨: 2014년 말인가, 2015년 초인가.

연구자: 그럼 자기들 합의하고서 설치한 거예요?

주민 E씨: 합의 하고도 몇 년 뒤에 한 거지. 합의를 초창기에, 일찍 해버렸으니깐.

연구자: 근데 저도 지금까지 몰랐는데, 카메라가 할머니 댁을 비추고 있던데요.

주민 E씨: 그래서 파출소에 전화해서 저거 떼라캐라(떼라고 말해라), 왜 남의 현관

을 비추고 있노..그랬지. 그러니깐 경찰이 저 집주인에게 물어봤는데, 집주인 하는

말이, 도둑놈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한 거라고 말을 했대. 근데 이건 말이 안 되잖아.

도둑놈을 막으려면, 자기 집의 대문 앞을 비추고 있어야지. 왜 우리 집이랑 마당을

비추고 있냐는 거지. 아무리 기다려도 바뀌질 않는 거야. 그래서 다시 전화를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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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그냥 고발하세요.”라고 하는 거야. 파출소에

서. 근데 그 당시 내가 고발을 하면, 한전이랑 정부하고 한 편인데. 내가 고발을 해

도 질 텐데, 저 사람이 CCTV 방향을 돌리겠어요? 이렇게 말하니깐 “그래도 그리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하대. 그래서 그 소리 듣고 나서부턴, 그래 날 도둑놈

취급해라...하고 있지...(...) 저 인간이랑은 사람 같아야 말을 하지, 통하질 않으니 아

예 말을 안 하지. 니는 니대로 해라..그러고 있지.

연구자: 그럼 그 뒤로 저 집주인이랑 시비 붙거나 하진 않았어요?

주민 E씨: 아예 못 본 체 하고 지내고 있는 거지.

얇고 낮은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살고 있는 E씨와 CCTV를 설치한

주민의 관계는 더 이상 이웃사촌이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

다. 또한 마을공동체가 파괴되지 않고 유지된 상태였다면 대화로 문제를

해결했을 일들을 이제는 경찰서에 신고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대화가 단절돼버린 관계로 변해버린 것이다. E씨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오히려 “그냥 고발하세요.”라고 말하는 경찰의 반

응은 현재 이 마을공동체의 분열된 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물론 사람과 사람이 부대끼는 사회에서 갈등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때로는 갈등이 한 사회와 인간 사이의 관계가 건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도 한다. 그러나 현재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마을의 대부분은 갈등이 발

생하더라도 대화로 풀 수 없는 곳이 되었다. 즉, 이웃사촌이던 사이가 말

과 대화가 아닌 고소와 고발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원수

사이가 된 것이다.

아래의 [사진 4]은 E씨의 집에 방문해서 찍은 CCTV사진이다. E씨의

말대로 찬성한 주민의 집에 설치된 CCTV는 [사진 5]와 같이 E씨의 집

과 마당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미 경찰에 신고도 했지만, 문제는 해결되

지 않았다.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고하는 과정에서 ‘한전과 정

부, 그리고 합의한 주민이 한 편인 상황’에서 반대를 하는 자신이 아무리

고소, 고발을 하더라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무기력함을 표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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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 찬성주민의 집에 설치된 CCTV

(2017년 8월 15일, 직접 촬영)

[사진 5] E씨의 현관문에서 바라본 CCTV

(2017년 8월 15일, 직접 촬영)

E씨의 현관문을 향한 CCTV는 E씨의 앞집만 설치한 것이 아니다. 이

마을을 둘러보니 다른 집의 입구에서도 ‘CCTV 촬영 중’이라는 스티커가

붙어있었고, 실제로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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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6] 마을에 붙어 있는 ‘CCTV 촬영 중’스티커

(2017년 8월 15일, 직접 촬영)

송전탑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은 주민과 한전 사이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처럼 시골의 작은 마을 여기저기에 설치된

CCTV는 이 마을공동체의 분열과 해체를 의미하며, 찬성주민과 반대주

민이 서로를 불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상징물이다.

안타깝게도 ‘CCTV 설치’만이 마을 공동체가 겪는 변화의 전부는 아니

다. 이제는 마을의 좁은 길에서 이웃주민들을 만나도 대화는커녕 서로를

외면하게 되었다. 물론 송전탑갈등으로 인해 마을공동체가 분열된 상황

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것은 공사를 반대하는 주민만이 아니다. 합의한

주민들도 이러한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주민 I씨: 나도 물론 합의는 했지만, 합의한 사람들끼리만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잘 지내고 싶지. 이렇게 된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 인심도, 자연도 좋은 마

을이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송전탑 때문에 마을이 갈가리 찢어진 거잖아.

연구자: 그래도 할머니는 반대운동하시다가, 합의한 거라서... 합의하신 분들이랑은

좀 어떠세요? 잘 지내세요?

주민 I씨: 뭐 가끔은 마을회관에 가서 한 번씩은 합의한 주민들과 싸운 이야기도 하

거든? 근데, 별로 안 싸웠던 사람들이 오히려 욕봤다 카데...뭐 물론 저것(송전탑) 때

문에 다 힘든 게 사실이지만...

연구자: 아. 송전탑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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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I씨: 뭐 가끔? 무슨 말이 있을 때? 그런 때엔 뭐 한 번씩은 말하지. 근데 뭐

그런 얘기 해봐야 서로 불편하니깐.

I씨는 합의를 해도 마음이 불편한 건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아군과 적

군, 찬성과 반대라는 기준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전처럼

마을주민들이 다 같이 잘 지내고 싶다고 말했다. I씨는 마을회관에서 합

의한 다른 주민들과도 종종 송전탑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서로 껄끄

러워하는 주제인 만큼 송전탑 이야기는 되도록 피한다고 얘기했다. 이를

통해 여전히 송전탑은 주민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주제 중의 하나라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갈등이후 가장 안타까운 일이 뭐냐는 질문에 심층면접참여자들은 대개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마을공동체 파괴로 인해 마을 주민들과의 사이

가 예전 같지 못하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마을 공동체의 문제는 현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는 주민도 있었다.

주민 F씨: 마을공동체가 파괴되고, 반대하는 우리들이 이렇게 왕따로 지내는 것도

힘들지만. 무엇보다 힘든 건 이게 한 세대로 끝날 것 같지 않다는 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한참을 뜸을 들이다가) 합의한 주민이 하루는 우리 집에 와선 내가 지

금껏 반대운동을 해서 한전이 마을에 보상을 덜 줬다는 거예요? 내가 기가차서.. 한

참을 듣고 있다가, 나도 한 소리를 하니깐. 이 사람이 막 욕을 하대. 나는 그냥 듣고

있었지. 근데 우리가 싸우는 걸 우리 아들이 다 본 거야. 그때 가슴이 철렁했어요.

연구자: 아, 싸우는 걸 아드님이 다 본 거예요?

주민 F씨: 그거야 난 모르지, 말을 안 하니깐. 근데 다 본 것 같애. 내가 걱정이 되

는 건 그 집 아들이 우리 아들이랑 동창이거든? 불알친구야. 근데 앞으로 친하게

지낼 수 있겠냐고. 친구 아버지가 자기 엄마한테 그렇게 쌍욕을 하고, 이웃이 원수

가 됐는데...우리가 죽고 나서, 얘네 세대에도 이 갈등이 없어질 것 같지가 않아. 그

게 사실 제일 마음이 아프지. 한전이야 공사하고, 돈 좀 쥐어주고 가면 되는데. 우리

는 그게 아니잖아. 어찌됐든,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앞으로 한 마을에서 함께 살

아가야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고.

F씨의 걱정은 이러한 마을공동체 파괴로 인한 고통이 자기들만의 문

제가 아니라는 점이었다. 수십 년이 흘러도 송전탑을 둘러싸고 발생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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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이 해결되기보다는, 본인들의 자식들과 같이 극심한 갈등을 보고 자

란 세대들이 또 다른 갈등을 재생산시킬 수도 있었다. 돈은 마을 주민들

의 사이를 갈라놓은 것으로도 모자라, 갈등을 자식세대로 대물림 할 만

큼 마을공동체는 심각하게 파괴되어 있었다. 보상과 지원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한전의 갈등관리 방식은 오히려 마을 주민들 사이에 더

큰 갈등과 대립을 만들었다. 또한 마을공동체가 파괴된 양상은 현 세대

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식세대에게도 영향을 줄 정도로 깊은 상처들을

마을 곳곳에 새겨놓고 있었다. 이렇게 주민들끼리 분열되고 마을공동체

가 심각하게 파괴되었지만, 한전은 마을 별 합의를 늘려 공사를 완료하

겠다는 목적을 어렵지 않게 달성할 수 있었다.

주민E씨: 한전이나 경찰은 우리가 이기기 위해, 기를 쓰고 버티면 되는데, 젤루(제

일) 힘든 건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기는 거지. 이건 뭐 찬성주민이랑 반대주민이 부

딪혀도 사실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잖아. 근데 저 송전탑 다 짓고 나서 한전이랑

경찰은 쏙 빠지고, 이젠 우리끼리 지지고 볶고, 고소하고 재판하고 난리 났잖아... 그

게 너무 힘들지. 저 놈들이 망가뜨린 마을을 언제 어떻게 원래대로 만드(느)냐고.

저 철탑이야 쓸모가 없어지면 쏙 뽑아뿔면(뽑아버리면) 되는데, 사람간의 관계는 그

런 게 아니잖아. 그래서 한전이랑 싸운 거, 경찰이랑 부딪힌 거 보다, 요즘이 제일

힘들지.

주민 E씨는 오히려 송전탑을 뽑는 게 파괴된 마을공동체를 회복시키

는 것보다 더욱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E씨만이 아니라 다른 주

민들도 인터뷰에서 자주 하던 이야기였다. 그만큼 마을공동체 파괴와 분

열은 주민들이 어찌해 볼 수 없을 만큼 심각하게 훼손된 문제였던 것이

다. E씨는 초기에 공사를 막기 위해 한전과 싸웠을 때도 힘들었지만, 주

민들끼리 욕하고 싸우는 요즘이 더욱 힘들고 괴롭다고 말했다.

주민 F씨: 예전에는 이웃사촌이라 불릴 정도로 서로 사이도 좋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니깐. 근데 안타까운 건 주민을 원망할 수가 없잖아요. 국가랑 한전이 막무가내

로 공사를 하고, 반대를 강하게 하니 돈으로 법으로 회유하고 넘어뜨리고. 그 결과

가 이거잖아요. 찬성과 반대주민이 서로 싸우게 만드는 거. 예전에는 한전이랑 국가

를 상대로 싸웠다면 이제는 그 둘은 쏙 빠지고, 우리끼리 싸우는 거예요. 가만히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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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해보니깐. 그게 참 어이없기도 하고.

연구자: 평화롭게 잘 살아가고 있던 마을을 송전탑 공사 한다고 파괴한 거네요 정

말.

주민 F씨: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는 ‘공동체 만들기’, ‘마을 만들기’라고 해서 수 억,

수 십 억 원 지원하는 거 보면 더 어이가 없죠. 여기선 자기들이 다 박살을 내놓고,

저기선 마을을 만든다고 하니. 기가 막히죠.

주민 F씨 역시 합의한 주민이 안타깝지만 원망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오히려 한전이 강제로 공사하고, 돈으로 반대하는 주민들을 회유한 결과

로 마을공동체가 심각하게 파괴된 것이라고 말했다. F씨는 ‘도시에선 수

억, 수 십 억 원을 들여 마을과 공동체를 살리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밀

양에선 잘 사는 마을을 오히려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하며 씁쓸

해 하였다.

이처럼 한전은 밀양시, 5개면, 30개의 마을별 합의가 부진하자 개인별

합의, 개인보상안 지급을 통해 합의를 빠르게 늘렸고 공사도 계획대로

마무리했다. 그러나 송전탑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마을 주민들은 합

의와 미합의,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공동체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는 곳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3) 법적대응을 활용한 갈등관리: 고소, 고발과 손해배

상

한전이 갈등을 관리하는 방식에는 일방적 행정집행과 보상을 포함하는

독자적 갈등관리방식과 고소, 고발 등의 법적대응을 활용한 갈등관리 방

식이 있다. 법적인 대응을 활용한 갈등관리 방식은 한전과 주민, 한전과

밀양시청과 같이 당사자가 갈등을 직접해결하기보다는 사법기관의 판결

에 의해 승자와 패자, 가해자와 피해자가 가려져 갈등을 해결하려는 방

식이다(Carpenter & Kennedy, 2010). 그러나 당사자가 법원의 판결을 받

아들이지 않을 경우엔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대표적으로 2009년에 한전이 토지를 강제수용하기 위해 토지사용 및

수용재결신청서 공고 및 열람을 밀양시에 요청하였지만, 이를 밀양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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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거부하자 밀양시장과 해당 공무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한 사례가

있다. 또한 한전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과지 주민들이 공사를

방해하자 손해배상 청구 및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 고발한 사

례를 꼽을 수 있다.

⑴ 밀양시(장)에 대한 고소와 고발

① 법적대응을 활용한 갈등관리와 의미

한전은 경과지 주민들을 설득하거나 협의를 통한 토지수용작업이 지지

부진하자, 2009년 1월 12일 강제 수용을 할 수 있도록 중앙토지수용위원

회에 토지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주민들과 함께 한전의 일방적

인 공사에 반대하고 협조불가를 외치던 밀양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요청한 토지사용 및 수용재결신청서 공고 및 열람의뢰를 거부하였다.

A씨(밀양시청 직원): 한전이 강제로라도 토지를 수용하기 위해 2009년 초에 밀양시

에 토지수용을 요청하고, 열람이랑 고시공고를 요청하였습니다. 사실 밀양시, 지자체

의 역할은 해당 경과지 주민 분들에게 이런 사실을 고시하고 공고하는 것이 다 거

든요. 밀양시가 765Kv 송전탑이 들어설 부지를 소유한 주민들에게 강제 수용을 하

겠다는 공고를 해야 하는데, 그땐 저희가 공고를 거부하였습니다.

밀양시청 직원과의 심층면접 결과, 갈등 초기에 경과지 주민들과 함께

송전탑 공사를 반대하던 밀양시는 강제 수용의 근거가 되는 열람 및 공

고 요청을 거부하였다. 토지수용에 대한 열람과 고시공고를 이행하는 순

간 한전이 송전탑이 들어설 경과지 주민들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밀양시가 이러한 요청을 반대한 지 1년이

지나고, 2010년 8월 16일에 한전은 송전탑 공사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무유기로 늦어지고 있다며 창원지검 밀양지청에 밀양시장을 고소했다(서

울신문, 2010-08-18). 한전은 밀양시장을 설득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송전탑 공사라는 ‘국책사업’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소와

고발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이다. 또한 밀양시장을 고소한 지 약

보름 뒤인 8월 29일에 한전은 토지수용재결신청서 공고 및 열람 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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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보류하고 있는 해당 공무원에게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한국일보, 2010-08-29). 한전은 “공사가 늦어지면서

선투자 금융비용과 간접비용의 증가로 현재까지 약 192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우선 손해금액의 일부(20억 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원자력신문, 2010-08-26).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전은

“밀양시가 지난해 1월 19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토지사용 및 수용

재결신청서 공고ㆍ열람을 의뢰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이에 따라 “송전선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며 더 이상 사업을 미룰 수

없기 때문에 고소하게 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한전은 “그동

안 다방면으로 토지사용 및 수용재결신청서에 대한 열람을 촉구했었지만

밀양시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고소하게 됐다”며

“지자체를 대상으로 '고소'라는 선택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사업을

더 이상 지연시킬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이다. 현재까지는

고소를 취하할 생각이 없다”고 강경한 어투로 말했다(이투뉴스,

2010-08-27).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한전은 공사의 강행을 가로막는 밀

양시장이나 공무원과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협의하려는 노력보다는 공사

지연의 원인을 그들에게 돌림으로써 20억 원이라는 큰 금액의 손해배상

을 청구한 것이다.

결국 두 달 뒤인, 2010년 10월 25일 밀양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수용접견신청에 따른 열람과 공고를 이행하였다. 이는 더 이상 한전

의 송전탑 공사를 막지 않겠다는 것이며 사실상 한전에게 투항한 것을

의미하였다. 밀양시가 열람함으로써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게 된

한전은 밀양시장에 대한 고소와 고발 및 밀양시 공무원에게 청구했던 20

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도 취하하였다. 수 십 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과 국책사업을 가로막는 지자체장에 대한 고소와 고발에 백기를 든 밀양

시는 이후부터는 공사를 반대하는 경과지 주민과는 다른 노선을 취하게

된다. 그동안 한전과 경과지 주민들 사이의 갈등을 조율하려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함께 공사를 반대했던 밀양시는 결국 아래의 인터

뷰 내용처럼 더 많은 보상과 지원을 대가로 공사에 찬성하게 되었다. 무

엇보다 법적대응을 활용한 한전의 갈등관리 방식은 강경하게 반대하던

밀양시를 경과지 주민들로부터 떼어내었고, 이러한 밀양시의 입장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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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이 송전탑 공사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A씨(밀양시청 직원): 특히 밀양시 북쪽의 5개면이 그대로 관통하는 사업이라서, 처

음에는 일부라도 경북 청도 쪽으로 우회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저희 요구가 안 받아

들여졌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한전의 송전선로 사업에 밀양시도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갈등이 길어지고, 한전이 공사를 시작하면서 주민들과 더 큰 충

돌이 일어났거든요. 분신사건 등 주민피해가 극심해지면서 밀양시입장에서는 더 이

상 반대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저희 밀양시는 갈등이 10년을 넘어가면서,

반대를 그만두고 보상과 지원을 더 받는 쪽으로 선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보

다 반대만 할 경우 문제해결이 더욱 요원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반대만 하면 너무

길어져서, 2013년 9월에 정홍원 국무총리가 직접 방문하여 나노산업단지 조성, 경과

지 주민 숙원사업 해결, 송주법 제정, 반대주민들과 대화, 국도25호선 상동면 구간

확장사업 등을 약속하였습니다.

② 법적대응을 활용한 갈등관리의 영향과 결과

밀양시는 한전의 고소, 고발과 손해배상청구 이후 강제 수용의 근거가

되는 열람 및 공고를 이행하였다. 물론 밀양시의 변화는 경과지 주민들

을 더욱 고립시키게 되었지만, 밀양시는 한전이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협의와 행정소송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숱한 밀양시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

은 ‘한전의 뜻대로’ 열람공고를 하는 것이었다.

나: 2010년 한전이 밀양시장님과 관련 공무원에게 고소, 고발을 하였고, 손해배상청

구도 했는데. 그때 밀양시의 사정이나 반응은 어땠나요?

A씨(밀양시청 직원): 한전이 강제로라도 토지를 수용하기 위해 밀양시에 토지수용

을 요청하고, 열람이랑 고시공고를 요청하였습니다. 밀양시에서는 요구안이 받아들

여지지 않아서 공사자체를 반대하였기 때문에 열람공고를 거부한 것 이구요. 근데

한전에서 밀양시장님에겐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를 하였고, 해당 공무원에게는 공사

지연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왔습니다. 그때 밀양시청에서는 형사조정위원

회를 거쳐 한전과 합의를 종용하였으나 합의가 안 됐어요. 밀양시에서도 행정소송을

시도했으나, 져서 더 이상은 반대를 할 수도 없고 문제를 해결할 방도가 없어서 결

국 한전의 뜻대로 열람공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열람공고 이후에 한전에서는 그동안

해왔던 고소랑 고발 등에 대해 소를 취하하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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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밀양시의 열람 및 공고에 경과지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였다.

밀양시가 토지수용과 사용을 위해 토지수용재결 공고·열람을 이행하자

11월 4일 5개 면의 경과지 주민 100여명은 밀양시청에 찾아가 “토지수용

재결 공고·열람에 대해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하라고 요

구하며 밀양시장 면담을 요청하였다(뉴시스, 2010-11-04). 주민들의 반발

에도 밀양시장은 공고·열람을 취소하지 않고, 열람공고 기간을 2010년

11월 8일에서 2011년 1월 17일로 두 달 정도 연장할 뿐이었다(경남도민

일보, 2011-02-09).

밀양시의 이러한 변화는 국책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장의 견제역할이나 권한자체가 없다는 법적권한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

다. 그러나 이후 밀양시의 행보를 보면 언제 밀양시가 경과지 주민들과

함께 ‘송전탑 공사를 반대한 적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길 정도로 어떤

이해관계자보다 앞장서서 한전의 송전탑 공사를 지지했다. 2012년 6월

11일에 밀양 대책위와 주민대표가 엄용수 밀양시장을 방문하여 공사 적

치장 및 야적장 인허가 문제에 대해 연기하거나 진정된 입장을 요청하자

“(밀양시는) 할 만큼 했다. 이제 (공사를 반대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단

호하게 답하였다(경남도민일보, 2013-07-25). 그리고 1년 후 2013년 7월

25일 엄용수 당시 밀양시장은 “더 이상의 실익 없는 논쟁에서 벗어나 생

업으로 돌아가라”며 공사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비판하면서, “밀양시가

보상협의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최대한 많은 보상과 지원을 끌어

내겠다.”고 발표하였다(노컷뉴스, 2013-07-25). 또한 밀양시는 8월 14일

밀양시청 대강당에서 6급 이상 공무원 130여명을 대상으로 ‘765kV 송전

선로 건설사업 갈등해결을 위한 직원교육’을 실시하였다. 한전 직원을 초

청하여 보충설명을 들었으며, [그림 18]과 같이 주민들의 예상 질의 답변

서와 공사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제기하는 이슈에 반박하는 내용이 담긴

자료집도 함께 만들었다(밀양시,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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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갈등해결을 위한 직원교육 매뉴얼

출처: 밀양시청(2013)

밀양시 공무원들은 한전직원의 교육을 받은 뒤, 합의하지 않은 마을주

민들에게 공사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설득작업을 실제로 벌이기도 하였

다.

주민 G씨: 한전이야 공사를 추진해야하는 사업자지만, 사실 저희들한테는 밀양 공

무원들이 더 밉죠. 이렇게 시골에서는 공무원들의 힘이 센데, 밀양시장이 (공사 찬

성으로) 돌아선 뒤로는 공무원들이 직접 마을로 들어와서 얼마나 합의하라고 들쑤

시고 다녔는지 몰라요. 12년 13년은 돌아가신 어르신들도 있었지만, 그나마 버팀목

이던 밀양시가 노골적으로 공사 찬성으로 돌아선 게 더 충격이었다니까.

주민 G씨가 말한 대로, 밀양시는 한전으로부터 고소와 고발을 당한 이

후로 공사를 반대했던 과거와 다르게 적극적으로 공사를 지지하였다. 또

한 교육받은 공무원들을 마을에 보내 주민들을 합의시키기 위해 설득하

기까지 했다. 이렇게 2009년과 2010년 밀양시가 한전의 강제 수용을 위

한 절차를 막는 과정에서 고소당한 이후, 밀양시는 사업 협조불가에서

사실상 공사 지지로 선회하게 된다. 이는 단순히 밀양시라는 이해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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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밀양시와 경과지 주민을 비롯한 공사를 반대

하는 측과 한전 간의 팽팽했던 대립구조가 한전의 절대적 우위로 바뀌는

순간이기도 했다.

밀양시가 공사 반대에서 찬성으로 바뀐 과정은 한전의 법적대응을 활

용한 갈등관리 덕분이었다. 이 과정은 한전이 송전탑 사업에 반대하는

이해관계자들을 어떻게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 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것

이기도 하다.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을 늘리기 위해 한전은 고소와 고발

을 서슴지 않았고, 결국에는 공사에 찬성하고 지지하는 세력들을 늘리는

데 성공했다. 이것은 공사를 반대하고 비판하던 이해관계자들의 의지와

행동을 무력하게 만들고, 결국엔 경과지 주민이라는 사업의 가장 직접적

인 이해관계자들만을 반대 측에 남겨놓은 것을 뜻한다. 밀양시를 향한

한전의 고소와 고발은 이렇게 공사를 반대하던 이해관계자들의 대다수를

흡수하여 경과지 주민들을 더욱 소수로 만들게 되었다.

⑵ 주민들에 대한 고소와 고발

① 법적대응을 활용한 갈등관리와 의미

한전의 고소와 고발조치는 밀양시장과 공무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

니었다. 송전탑이 지어질 현장에 들어가는 레미콘 차량과 포클레인 등을

몸으로 막거나, 인부들의 공사를 저지하는 경과지 주민들에게 손해배상

을 청구하거나 업무집행 방해로 그들을 고소하기도 하였다.

홍의락 의원(민주통합당): 또 제가 묻고 싶은 게 100만 원씩 하고 10억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중겸: 예. 저희가 원래 한 20건 정도 그런 소송 건이 있었는데

금년 초에 저희들이 전부 다……

홍의락 의원(민주통합당): 계속 그거 협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한전이?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중겸: 저희들이 그거를 전부 다 취하했습니다. 취하하고 나니

까……

홍의락 의원(민주통합당): 취하했어요, 지금?

참고인 한옥순: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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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사장 김중겸: 아니, 지난번에 취하하고 다시 공사 재개하면서 저희들이

고소․고발이 조금 생겼습니다. 지난번에 취하하고 나니까 공사 진척이 더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서로...

홍의락 의원(민주통합당): 협박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주민들한테? 참,

한심해요. 또 하나는 주민들 지금 전국적으로 29군데가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

다.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중겸: 예.

홍의락 의원(민주통합당): 어떻게 해결하실... 앞으로 똑같은 일이 계속 발생할 텐데,

이제 밀양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한전에서 얘기하든, 지경부에서 얘기하든

국책사업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곳곳에 이런 일이 발생할 겁니다. 그런데 속수무책

으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밀어붙여서 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

까?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관섭 실장도 그냥 밀어붙이고 하면 됩니까?

지금 아무 대책이 없잖아요.

(제311회 국회 지식경제위원회회의록 참고)

지식경제위원회 회의를 통해 당시 한전사장 김중겸은 “공사 진척이 더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서로...”라고 말하며 공사 진행을 막는 주

민들에게 고소와 고발을 하였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홍의락 의원(민주

통합당)은 이러한 고소, 고발은 “주민들을 협박”하는 것과 다르지 않으

며, “아무 것도 안하고, 이렇게 그냥 밀어붙여서” 밀양에서 극심한 갈등

이 발생한 것이라고 강하게 꾸짖었다.

조경태의원(민주통합당): 총 몇 분입니까, 지금 현재로 고소고발 당한 분들이?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중겸: 지금 10억 원 한 분이 세 분 있고요, 공사방해로 열아홉

분, 이렇게 있습니다.

조경태의원(민주통합당): 열아홉 분이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중겸: 예.

조경태의원(민주통합당): 그런데 국회에는 제대로 이런 보고를 안 한단 말이지요,

보고서 작성할 때. 지금 고소고발 당한 사람들이 무려 211분이었습니다. 단일 국책

사업으로서 최대의 고소고발 건입니다. 수치스럽다, 이 말이지요. 지금 몇 분은 보니

까 10억의 손해배상까지 매겨놨어요. 국민을 상대로 여러분들 공갈칠 겁니까? 공갈

협박, 이걸 통해서 갈등 해소하라고 시켰습니까? 아마 사장님께서는 헌법정신을 잘

이해하실 거니까 우리나라는 사유재산을 보호해야 된다는 게 헌법에 적시되어 있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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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국회 지식경제위원회회의록 참고)

조경태 의원(민주통합당)은 제311회 회의가 진행되던 2012년 9월 5일

기준으로, 고소고발 당한 사람들은 211명으로 이것은 단일 국책사업으로

는 최대의 고소고발 건수를 기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당시 김중

겸 사장의 발언을 통해, 고소와 고발만이 아니라 주민들의 공사방해행동

을 막기 위해 공사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한전은

2012년 6월에는 주민 8명에 대해 1일 100만원의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소

송을 제기했으나,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권고로 취하하였다. 이에 2013

년 8월 12일에는 공사 핵심방해자인 25명을 대상으로 공사방해금지 가처

분 신청을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접수하였고, 10월 8일 법원을 한전

이 “25명의 공사 핵심방해자들을 대상으로 신청한 밀양 송전철탑 건설공

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하였다. 이로써 주민들은 공사용 부지에 들어가는 차량과 인부 등을

막아서는 안 되고, 만일 공사 방해 행위를 할 경우 주민들은 하루에 100

만원을 벌금으로 내게 되었다. 그리고 2014년 3월 24일 한전은 세 번째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YTN, 2013-10-08; 밀양765kV 송전

탑 반대대책위, 2014-02-26).

이러한 주민들에 대한 한전의 갈등관리 방식은 주민들의 반대를 법원

의 판결을 활용하여 범법행위로 규정하여 압박한 뒤, 공사를 강행하겠다

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었다. 한전의 공사는 합법적이고 그러한 공사를

막는 주민들의 반대행동은 불법적이라는 것을 법원이라는 기관을 통해

인정받은 셈이다. 무엇보다 공사를 막을 경우엔 적지 않은 돈을 매일 내

야한다는 부담 역시 반대하는 경과지 주민들의 몫이었다. 물론 회의록에

적혀 있는 대로, 한전은 하루 100만원의 해당되는 공사방해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과 고소들의 대부분을 취하하였다. 그럼에도 한전이 주민들

에게 구사했던 법적 대응을 활용한 갈등관리전략은 이들의 반대운동을

위축되게 만들었다.

② 법적대응을 활용한 갈등관리의 영향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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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반대할 경우 부과되는 100만 원의 벌금형은 일부 주민들의 반

대활동을 주춤하게 만들기도 하였다.

주민 D씨: 2012년인가, 2013년에 우리가 하도 공사를 방해하러 가니깐. 한전 놈들이

결국에는 공사 반대 못하도록 앞에서 싸운 몇 명한테 100만원씩 내라고 한 적 있거

든. 그때 나도 포함되었는데, 사실 내색은 안했지만서도, 많이 좀 불안했지. 특히 셋

한테 10억 원을 내라꼬 소송할때는 아찔하기도 했지. 농사짓고 사는 사람들한테

100만원이 적은 돈도 아닌데 10억 원이라니. 돈 때문에 안 싸울 순 없고, 사실 계속

반대하러 가면 그만큼 계속 쌓이는 거잖아. 그래서 그때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 벌

금 때문에.

전촉법은 한전이 원활하게 전원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박

정희 정권 말기에 만들어졌다. 경과지 주민들에게는 동의조차 구하지 않

고 공사를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사업자에게 매우 유리하게 설계된 법

이다. 이러한 전촉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한전이 주민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고 공사를 강행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이기에, 주민이 할 수 있는

것은 레미콘이나 포클레인이 현장에 도착하지 못하도록 길 위에 눕는 것

과 같이 몸으로 막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나 한전은 주민들의 반대와 비

판을 공사를 지연하는 행위로 치부함으로써, 그들이 더 이상 방해하지

못하도록 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10억 원과 100만원의 벌금을 실

제로 낸 주민은 비록 없었지만, 당시 각 면을 대표할 정도로 반대활동을

강력하게 했던 몇몇의 주민에게 도착한 가처분 신청서와 10억 원의 손해

배상청구는 그들을 불안하게 만들 정도로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다. 실

제로 부과된 벌금이 부담스러워서 합의한 주민들도 더러 있었다.

주민 H씨: 다른 마을 할머니가 합의를 했는데. 그분도 참 연세도 많은데 오래 싸웠

거든. 근데 합의를 한 거야. 물론 힘도 들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할머

니가 3백 만 원인가, 5백 만 원 벌금을 받았는데, 그 돈이 너무 부담이 돼서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고.

이처럼 한전이 청구했던 가처분 신청과 고소·고발은 주민들이 더 이상

반대운동을 활발하게 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한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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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관리방식은 주민과의 대립과 갈등을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악화시

키는 원인이기도 했다.

참고인 한옥순: 그렇게 막는다고 10억 손해배상, 하루에 100만 원씩 이렇게 강제적

으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4개 면 주민들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요. 지

금 노선 변경이 안 된다고 하는데 사람의 인명 피해를 반으로도 더 줄일 수 있는

데…… 우리도 전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이 피해가 없도록 해 가지고

선로를 변경해서 가야 안 됩니까? 그게 안 된다고 합니다. 무조건 대화도 안 하고

안 된다고...

(제311회 국회 지식경제위원회회의록 참고)

국회회의에 참여한 참고인 한옥순씨는 “공사 막는다고 10억 손해배상,

하루에 100만 원씩 이렇게 강제적으로 밀어 붙였기 때문에 주민들은 도

저히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하게 한전의 방식을 비판했다. 대화가

아닌 고소와 고발로 주민을 압박하는 방식은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

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4) 갈등관리의 변화와 의미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한전이 구사했던 갈등관리 전략과 그로인해 주민

과 마을공동체가 변화한 양상들을 정리하면 [그림 20]과 같다. 한전은 갈

등을 해결할 가능성이 비교적 높았던 잠재기와 표출기에 대화와 설득보

다는 전촉법을 통해 공사를 강행(일방적 행정집행)하기 위한 단계를 밟

았다. 이후 경과지 주민과 함께 가장 강력하게 공사를 반대했던 밀양시

가 토지의 강제 수용을 위한 열람에 반대하자, 한전은 밀양시장을 고소

(법적대응을 활용한 갈등관리)하였고 결국 밀양시는 공사 협조 불가에서

적극적 찬성으로 돌아선다. 이러한 한전의 갈등관리 방식은 공사를 반대

하는 이해관계자들의 결합을 약화시키면서, 반대로 송전탑 공사 추진을

강화할 수 있는 분할지배(Divide and Rule)의 과정을 띠는데, 아래의 [그

림 19]와 같다.

고소와 고발이라는 법적 대응을 통해서 밀양시를 포섭했던 한전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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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별 합의가 지지부진해지자 경과지 주민들을 갈라놓기 위해 보상안을

확대하거나, 행정대집행(일방적 행정집행)과 공사방해 가처분 신청(법적

대응) 등과 같이 다양한 갈등관리 방식을 동원한다. 이러한 한전의 갈등

관리 전략으로 함께 공사를 반대하고 합의를 거부했던 마을 주민들은,

돈에 회유되고 한전의 힘에 굴복하거나 벌금에 압박을 느껴 결국 대다수

의 주민들이 합의를 하게 되었다. 분할지배의 결과 공사를 반대하는 주

민들이 소수가 되자, 한전은 더욱 거침없이 공사를 강행하였다. 밀양시를

포섭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한전은 마을 주민과 공동체를 분열시켜 합의

한 대다수의 주민을 포섭하고, 반대하는 100여 세대의 적은 주민들은 배

제한 채 공사를 마무리하였다. 이러한 갈등관리 전략으로 한전은 마침내

송전탑 완공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였지만, 수 백 년에 걸쳐 만들어진 마

을공동체는 찬성과 반대, 합의와 미합의라는 송전탑 공사에 대한 입장에

따라 분열되고 해체되었다.

[그림 19] 한전의 분할지배(Divide and Rule)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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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한전의 갈등관리 전략과 주민과 마을공동체에 미친 영향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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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안 제시

1) 주민참여 확대

한전은 지금까지 송전탑 설치사업을 계획하고 경과지를 선정하는 과정

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을 배제하고, 뒤늦게 통보하는 일종

의 DAD방식(Decide-Announce-Defend)으로 전원개발사업을 추진해왔

다. 밀양에서도 마찬가지로 한전은 초고압 송전탑 건설사업을 추진하면

서 관련 계획과 최종경과지를 은밀히 결정(Decide)하고, 이후 확정된 결

과들을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통해 통보, 설명(Announce)했다. 이해관계

자들인 주민과 지자체가 강하게 반대하자 한전은 다양한 방식으로 방어

(Defend)하고 옹호하여 사업을 강행해온 것이다(박주민, 2014).

연구자: 밀양 갈등 이후 765kv 송전탑이 설치될 신경기변전소에 hvdc가 대신 설치

되기도 하는 등 조금씩 변화가 있었거든요. 또한 한전도 주민공모제를 도입하여 변

전소를 설치하는 등 갈등을 줄이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변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서 한전은 내부적으로 어떤 고민들을 했고 실제 바뀐 점은 있나요?

B씨(한전 직원): 2008년 이전, 밀양에선 입지선정을 사업자인 한전이 했어요. 근데

밀양 이후에는 많이 바뀌었죠. 밀양에서 문제가 생긴 건, 주민설명회를 했을 당시에

이미 경과지가 확정이 되어서 수정하거나 협상할 여지가 많지 않았다는 것이었잖아

요. 근데 (밀양 갈등) 이후에는 입지를 확정짓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한다는 점이 바

뀐 거죠. 사실 예전에는 ‘(주민들이) 미리 알면 사업 못한다, 실시계획승인이 나야

이상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이때까진 조용히 하고 있다가, 승인 이후

에 설명을 한 것이고, 지금은 (사업에 대해) 공개하는 시기가 더 앞당긴 거죠. 지금

은 계획 수립하고, 입지선정을 할 때, 아예 지자체, 주민, 갈등 전문가, 환경단체 등

이 들어와서 같이 선정을 하는 거죠. 자연, 문화재, 마을에 가중치를 주민을 비롯하

여 입지선정위원회가 정하고 이제 경과지를 GIS프로그램으로 경과지를 선정하는 거

죠.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한전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아예 빠졌어요. 지

금 새로 시도하는 거는, 갈등 전문기관, 제3자가 이 모든 과정을 주도하는 거예요,

한전은 과학적인 데이터만 제공하고. 이렇게 까지 바뀌었죠. 밀양 이후로 이런 과정

이 생긴 거죠.

한전 직원은 ‘주민들이 미리 알면 사업을 못해서, 실시계획이 승인을

받고나서야 문제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고 언급하며 사업의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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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을 배제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밀양

에서 극심한 갈등이 벌어지자, 한전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송

전탑을 지을 수 없게 되었다. 밀양이전까지는 한전이 최종경과지를 선정

한 뒤 주민에게 통보하였기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자체를 수

정하거나 바꿀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밀양 이후에는 위의

인터뷰 내용과 [그림 21]처럼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경과지를 선정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주민을 배제해왔던 기존의 사업 진행방식에서 벗어

나 사업에 가장 영향을 크게 받는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형식적인 절차

가 아니라 의무조항으로 바뀐 것이다.

[그림 21] 한전의 개선된 입지선정 절차와 내용

출처: 한전 내부자료(입지선정 절차 개선)

Arnstein(1969)은 [표 24]와 같이 시민의 참여를 8가지 단계로 구분하



- 117 -

였는데 1, 2단계에 속하는 조작과 치료는 형식적인 참여조차 없는 비참

여에 속한다. 3, 4, 5단계인 정보전달, 의견조사, 달래기는 형식적인 참여

에 속하며, 6, 7, 8단계는 비로소 시민들이 본인과 지역사회에 영향을 주

는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단계이다.

한전이 주도하여 경과지를 선정하고 주민들에게 통보하였던 과거의 방

식은 지역주민들의 명목적인 참여만이 이뤄지는 3단계에 해당한다. 이미

확정된 계획을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통해 단순히 정보를 제공

(Informing)할 뿐,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는 부족했고 의견은 반영되지

못했다. 그러나 밀양갈등 이후, 주민들의 참여를 의무화한 한전의 개선된

입지선정 과정은 5단계와 6단계 사이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주민들

의 일부가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있지만, 위원회(20명) 구성에서 주민들이 소수에 머무를 경

우엔 다수결에 의한 최종 의사결정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아무리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더라도 여전히 형식

적인 참여에 해당하는 5단계에 가깝다고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

다(Arnstein, 1969). 그러나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주민

들을 사업 강행을 위한 거수기가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그들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면, 주민들이 계획이나 의사결정에서 의미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6단계로 볼 수도 있다.

[표 24] 참여의 사다리

참여단계 참여 의미

8 시민 통제(Citizen control)

시민권력(Citizen power)7 권한 위임(Delegated power)

6 파트너십(Partnership)

5 달래기(Placation)

명목적인 참여(Tokenism)4 의견조사(Consultation)

3 정보전달(Informing)

2 치료(Therapy)
비참여(Nonparticipation)

1 조작(Manipulation)

출처: Arnstein(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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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변화된 한전의 송전탑 건설추진방식(3단계 -> 5 또는 6단계)은

실제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갈등의 수와 정도를 줄이는 데 기여

하고 있다.

밀양에서 행정대집행을 통해 69기의 송전탑 공사를 마무리하던 시기인

2014년 7월, 한전은 동두천 발전소에서 양주변전소를 잇는 ‘345kV 동두

천CC-양주T/L 건설공사사업’을 착수하였다. 33km 거리에 77기의 34만

5천 볼트 철탑이 설치되는 만큼, 자칫 주민과의 협의 없이 관례대로 공

사를 강행할 경우에는 밀양에 비견될 정도의 갈등과 대립이 생길 수 있

는 규모의 사업이었다. 그러나 한전은 입지선정 단계부터 200회 이상 마

을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무엇보다 입지선정위원회에 주민대표가 다수

참여(17/27명)하는 등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였다. 물론, 설명

회 초기에는 백지화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반발로 주민설명회가 중단될

정도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였다(경기신문, 2016-01-13). 77기 중 64기

의 철탑이 지나가는 양주의 경우에는 특히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에 이성호 경기도 양주시장은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주거

지역을 우회하거나 지중화로 짓는 등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줄 것”을 한전에 요구하였고, 한전역시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과 민원들을 수용하였다. 결국 한전은 군부대와 MOU를 체결하여

주거 밀집지역을 우회하여 피해가 거의 없는 군부대 내에 송전탑을 설치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고, 일부의 송전탑은 지중화방식으로 설치하

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한성일보, 2016-07-12; 아시아투데이,

2016-11-02; 문화일보, 2016-11-04, 한전, 2017).

‘제2의 밀양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컸던 양주의 경우, 한전은 입지

선정초기부터 확정된 계획과 경과지를 단순히 주민들에게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최종경과지를 함께 조율

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주민 참여의 확대와 실질적인 보장으로 한전은

밀양의 경우와 같은 갈등과 대립을 예방할 수 있었다. 특히 한전은 ‘마을

을 우회해 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철탑을 설치하기가

어려운 군부대에 협조를 구하거나 지중화 방식을 검토하는 등의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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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노력으로 갈등과 대립으로 인해 발생할 사회적 비용들을 줄일 수 있

었다(한전, 2017).

박완주 의원(민주통합당): 저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주민들하고 대

화를 함으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꼬이지는 않았을 거라

고 생각합니다. 한옥순 위원장님, 맨 처음부터 이렇게 극렬히 반대하셨어요, 7년 전

부터?

참고인 한옥순: 우리하고 대화를 하고 공사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건데, 아무

말도 없이 이렇게 강행으로 밀어붙였으니까. 우리는 7년 동안 이렇게 싸워왔습니다.

(제311회 국회 지식경제위원회회의록)

국회회의에 참석한 주민 한옥순 씨도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공사를 진

행했다면, 밀양에서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갈등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

라고 말했다. 한전이 송전탑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과 같은 방식으

로 경과지 주민들과 충분히 대화하고, 주민들이 제시하는 의견을 적극적

으로 수용하여 사업을 수정했다면 갈등과 대립의 양상은 크게 달랐을 것

이다.

물론 양주의 경우처럼 주민들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를 많이 한다고

해서, 공사를 추진하고자하는 사업자와의 충돌과 마찰이 완전히 사라지

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송전탑 공사를 반대하는 밀양주민들의 인터뷰와

실제 밀양과 양주의 사례를 통해서 주민을 배제한 한전의 강압적이고 일

방적인 사업 추진 방식은 애초의 목표였던 효율성과 경제성조차도 담보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오히려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

상되는 주민참여의 확대와 협의가 사회적 비용과 갈등의 폭을 대폭 줄이

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이와 같이 한전이 과거와는 다르게 송전선로 사업

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그들의 의견과 민원들을 대폭 수용

한다면, 극단적인 갈등과 대립을 없애거나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2) 갈등영향분석 실시

갈등영향분석이란 법, 정책, 계획, 사업 등을 추진할 때 발생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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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되거나 이미 발생한 갈등의 쟁점, 이해관계자 등을 확인하여 문제해

결을 위한 합의형성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

전위원회, 2005: 130~131).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갈등영향분석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17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지만 통

과되지 못했고, 결국 故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2월 ‘공공기관의 갈등 예

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였다(뉴시스, 2017-09-17;

시사인, 2011-06-01).

현재 갈등관리는 대통령령 외에 법·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어 내용이 구

체적이지 않고, 시행기준도 명확하지 않다. 무엇보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

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 각 실무기관에서 자체

적인 내규를 토대로 선택적으로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18, 19대 국회에서 체계적인 갈등

관리를 위한 법안이 제정되기도 했지만, 대부분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조성배, 2013). 20대 국회에서도 2016년 11월에 박주민의원과 2017년 2

월에 신창현의원이 ‘공공기관의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 하였지만, 현재 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있어서 법안이 정식으로 공

포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박주민의원 대표발의, 2016;

신창현의원 대표발의, 2017).

이와 같이 국회의원들이 지속적으로 갈등관리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이유는 갈등영향분석을 도입하여 사전에 갈등을 예방하거나 발생한 갈등

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밀양의 경

우처럼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후 예

상하지 못한 문제들로 인하여 갈등이 확산되거나 폭발할 수 있다(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5: 133). 또한 갈등이 터진 이후에 해결을

시도하는 사후갈등관리방식은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사업

을 반대하는 이해관계자들을 보상으로 회유하거나 고소, 고발과 물리력

을 행사하여 결국엔 마을공동체를 심각하게 분열시킬 수 있다.

갈등영향분석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에 따른 갈등발생과 사회적 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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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등을 사전에 진단하여 갈등을 예방하거나 사후에 발생하더라도 보다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조성배, 2013). 즉, 공사

를 시작하는 단계에서가 아니라 설계단계에서 예상되는 갈등영향을 분석

하는 사전적 갈등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 것이다. [그림 22]는 갈등

이 벌어지기 전에 갈등영향을 분석하여 사전에 갈등관리를 준비하는 과

정(오른쪽)과 갈등이 생긴 이후에 갈등관리를 시도하는 과정(왼쪽)을 비

교한 것이다. 사업을 발표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시행할 경우에는 발

생할 수 있는 갈등을 미리 예상하여 갈등이 터진 이후 관리하는 경우에

비해 갈등의 정도를 대폭 줄일 수 있다.

[그림 22] 사전·사후 갈등영향분석

출처: 조성배(2013) 재구성

그러나 사업을 진행하고 종료한 이후에 마을공동체 파괴처럼 지역사회

에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는 [그림 23]처럼 사후·사전 갈등영향분석을 함께 시도할 뿐만 아니라

사업이 진행되거나 종료된 이후에도 사회갈등영향분석을 추가하여 갈등

이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복적이고 복합적으로 갈

등을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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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사회갈등영향분석을 포함한 반복적 갈등영향분석

출처: 조성배(2013) 재구성

이처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는 시기와 횟수도 중요하지만 누구를 대

상으로 하여 어떤 내용의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것인지도 중요하다.

갈등을 분석하기 위해 심층면접(인터뷰)하는 대상은 지역대표, 지역주

민, 공사담당자, 공무원, 업체관계자 등과 같이 사업의 직·간접적인 이해

관계자들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인터뷰하는 내용은 크게 인지/인식, 영

향, 반응 그리고 요구로 이루어진다(조성배, 2013). 인지는 ‘송전탑 사업

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송전탑이 마을에 들어선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와 같이 사업에 대해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영향은

‘이 지역, 마을에 송전탑이 들어설 경우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인가’

와 관련한 질문이다. 지가 하락, 건강권 침해 등과 같이 부정적인 대답이

나올 수도 있지만, 보상과 지원처럼 이해관계자들이 생각하는 긍정적인

답변도 가능하다. 반응은 사업이 실시될 경우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묻는 항목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그 사업에 대해 어느 정도로 반

대, 찬성하는지를 통해 갈등의 정도를 예상해볼 수 있다. 요구는 ‘사업이

진행될 경우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와 관련이 있는 항목이다. 사업의 필

요성에 공감하여 찬성하는 이해관계자가 있다하더라도, 국책사업으로 인

해 예상되는 다양한 피해에 대한 보상과 지원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조

성배, 2013). 이러한 인지-영향-반응-요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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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이해당사자에 대한 갈등영향분석 내용

출처: 조성배(2013)

또한 이외에도 마을과 경과지 지역이 가지는 역사·문화·사회적인 가치

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송전탑이 설치된 밀양의 경우에는, 농촌과

산촌이 대부분으로 공동체 문화가 강하게 남아있다는 특징을 가졌다. 특

히 수 백 년이 넘은 시간동안 형성된 마을에 송전탑이 설치된 이후, 굳

건했던 마을공동체와 이웃사촌의 관계가 깨지는 일이 비일비재하였다.

이러한 피해와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 사전에 대처하기 위해 주변지역

과 현황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사전, 진행 중, 종료

이후에 반복적인 갈등영향분석을 통해 갈등을 미리 방지하거나, 발생하

더라도 대처방안을 준비한다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갈등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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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1. 연구결과 요약과 함의

이 연구는 송전탑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을 한전이 어

떤 방식으로 갈등관리를 수행했고, 그 결과 이해관계자들과 마을 공동체

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추적한 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갈등의 원인과 전

개과정을 파악하였고, 한전이 시도했던 갈등관리 전략의 의미와 한계를

분석하였다.

밀양시청 직원, 경과지 주민, 국회의원 등은 주민의 참여 없이 일방적

으로 진행한 한전의 권위적인 사업방식을 갈등의 원인이라고 꼽았으나,

한전직원은 이러한 지적에 동의하면서도 지가 하락과 같은 재산권 문제

가 갈등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갈등의 원인에 대한 상반된 인식

은 한전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활용하는 갈등관리 전략의 의미와 한계

로도 이어진다. 한전은 반대하는 이해관계자들을 포섭하기 위해 보상과

지원을 가장 주요하게 사용하는 반면, 경과지 주민들은 ‘개별 보상방식’

전까지는 합의하지 않는 마을과 가구가 많을 정도로 보상과 지원은 해결

책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원인에 대한 상반된 인식과 잘못

된 갈등관리 방식은 결국 마을공동체 파괴라는 더 큰 갈등으로 이어졌

다. 한전의 권위적인 사업방식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전촉법

인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박정희 정권 말기에 제정된 전촉법은 오히

려 더 크고 극심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한전은 독자적 갈등관리와 법적대응을

활용한 갈등관리를 주로 사용하였다. 전자에는 법과 물리력을 내세우는

일방적 행정집행과 보상을 통한 회유가 있고, 후자에는 고소, 고발과 손

해배상 등이 있다. 한전은 주로 주민이나 지자체와 협의하기보다는 전촉

법을 발휘하여 반대하는 주민들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았는데, 이러한 일방적인 공사 강행은 결국 사업에 대해 뒤늦게 알게

된 주민이 음독자살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속도와 효율을 위해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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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전촉법이 오히려 주민의 목숨을 앗아갈 정도로 극심한 갈등과 상처를

주민들에게 안겨준 것이다. 또한 한전은 행정대집행을 통해 마지막까지

반대하는 주민들의 농성장을 철거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한전과 싸우면

결국 진다’는 무력감과 절망만을 안겨주었다. 법과 물리력을 바탕으로 갈

등을 해결한다는 것은 대화와 협의로 주민을 설득하기보다는 힘으로 주

민들을 굴복하게 만든 것이나 다름없다.

이러한 일방적인 행정집행에도 합의하는 마을이 좀처럼 늘지 않자 한

전이 내세운 카드는 바로 지금까지 금지했었던 보상금을 개별 주민에게

지급하는 것이었다. 합의서를 작성하면 수 백 만원의 돈이 개인 계좌에

입금된다는 사실은 반대하던 주민들과 마을들을 뒤흔들 정도로 여파가

컸다. 이계삼 국장의 우려대로 마을공동체 분열과 파괴라는 판도라의 상

자가 열리게 된 것이다. 한전 직원들이 아무리 회유하려해도 기존의 마

을 대표들이 완강히 반대하는 마을에선, 마을에 갓 이사를 오거나 주민

들과 교류가 적은 주민들이 주도하여 다른 주민들을 합의하게 만들었고

결국 본인들이 마을대표가 되어 한전과 마을별 합의를 했다. 이들을 움

직이게 만든 것은 수 백 만원의 개별 합의금만이 아니었다. ‘한 명을 합

의시키면 몇 백 만원, 마을을 합의하게 도우면 수 십 억 원을 한전이 준

다’라는 소문이 마을에 돌기 시작하자 주민들 사이의 불신은 더욱 커져

갔다. 이례적으로 밀양에서 시행한 개별 보상금 지급으로 그동안 지지부

진하던 마을과 주민들의 합의는 빠르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보상방식의

변화는 마을과 주민들을 합의하도록 이끈 것만이 아니었다. 자의적으로

선출한 마을의 대표들이 한전과 합의하고, 더 많은 돈을 받기위해 주민

들에게 합의하라고 설득하는 마을은 예전의 살기 좋던 마을이 아니었다.

굳건했던 마을공동체는 돈에 의해 부서졌고, 주민들끼리는 인사도 안 할

정도로 관계가 악화되었다.

또한 사업에 협조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이해관계자들을 대화가 아닌

고소와 고발로 대응한 한전의 갈등관리 방식은 완강하게 반대하던 이해

관계자들을 하나 둘 씩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다. 주민들과 함께 반대하

던 밀양시가 한전의 고소와 고발로 돌아서고, 다함께 싸우던 마을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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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보상과 일방적 행정집행으로 서서히 쪼개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한

전의 분할지배(Divide and Rule) 결과 극소수의 마을 주민들만이 공사를

반대하게 되었고, 공사 진행과 반대라는 팽팽하던 갈등 구도에서 우위를

선점한 한전은 남은 공사를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다.

갈등이 발생한 원인이 주민을 배제한 채 사업을 강행하는 한전의 권위

적인 사업방식이었다면, 갈등을 관리하는 방식 역시 갈등의 원인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보상, 법, 고소와 고발이라는 다양한 갈등관

리 전략은 대화와 협의가 아닌 오로지 공사 강행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일 뿐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들은 공고해 보이던 반대 이해관계자들

을 조금씩 쪼개고, 떼어내는 분할지배의 과정과 유사하게 진행되었다. 이

러한 일방적인 공사 추진방식과 갈등관리 전략으로 수 백 년도 더 된 마

을공동체가 분열되었고, 애초 한전과 주민들 사이에 존재하던 갈등과 대

립을 현재는 주민과 주민 사이의 갈등이 대체하게 되었다. 송전탑이 들

어서고 전기가 흐르는 마을에 합의한 주민과 합의를 거부하는 주민이 서

로를 향해 고소와 고발을 하고 있다. 이웃사촌이 원수보다 더욱 못한 사

이가 된 것이다.

이 연구가 갖는 함의는 밀양 송전탑 갈등이 이해관계자들과 마을공동

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했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밀양 송전탑

갈등을 다룬 연구들의 대부분은 갈등의 원인과 해결방법에 초점을 맞추

었다. 그러나 이 연구는 한전의 갈등관리 전략의 의미와 한계, 특히 이해

관계자들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상세히 추적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지금까지는 국책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행태를 이기적(님비현

상)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강했는데, 이 연구는 갈등의 원인과 구조를 파

악하여 한전의 권위적인 사업추진과 분할지배를 위한 갈등관리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즉, 송전탑 사업과 같이 다수의 주민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업을 추진할 때는, 효율만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더 많

은 참여와 의미 있는 참여가 확보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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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 제언

지금까지 연구를 통해 밀양송전탑 갈등의 원인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

해 한전이 시도했던 갈등관리 전략들은 무엇인지 분석하고, 갈등관리전

략들이 이해관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경

과지 주민들과 그들이 살고 있는 마을공동체의 변화를 집중적으로 분석

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고 있다.

첫째, 송전탑 설치를 계획하고 설치하는 일련의 과정에 중앙정부, 지방

정부 등과 같이 한전보다 영향력이 큰 이해관계자들의 개입과 역할에 대

해 종합적으로 분석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는 비중 있게 다루지 못하였고, 대신 한전의 갈등관리 방

식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루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한전

이외에 중앙정부 혹은 국가를 함께 다룸으로써 밀양송전탑 갈등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둘째,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연구자가 제시했던 대안들을 더

욱 상세하고 깊이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갈등의 원인과 갈등관리 전

략의 한계들을 분석하면서, 연구자는 주민참여 확대와 갈등영향분석 실

시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서 갈등관리와 관련한 연

구와 경험들이 부족한 까닭에 연구자가 제시한 대안들도 충분하지 않았

다. 후속 연구에서는 해외사례를 더욱 분석하고, 국내의 갈등관리센터를

방문하거나 갈등관리전문가들을 만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

할 것이다.

이러한 많은 한계와 아쉬움들을 갖고 있는 연구이지만, 이 연구가 송

전탑 공사뿐만이 아니라 주민들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국책사업

을 권위주의적으로 강행하던 기존의 방식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

를 바란다. 또한 극소수의 주민들은 모든 공사가 끝나고, 전기가 흐르는

현재에도 한전과 합의를 거부한 채 공동체가 분열된 마을에서 ‘왕따처럼’

살아가고 있다. 향후 연구를 통해서 소수의 주민들이 마지막까지 반대하

는 이유와 그 원동력을 분석한다면 사업추진방식과 한전이 시도하는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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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관리 전략의 한계를 더욱 분명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 129 -

참고문헌

국내문헌

강영진(2000), 「갈등분쟁 해결 매뉴얼」, 성공회대학교.

국회사무처(2012), “제311회 국회 지식경제위원회회의록”.

국회의원 장하나·정청래·진선미, 밀양법률지원단, 밀양인권침해감시단

(2014.06.25.), 폭력과 야만의 밀양을 증언한다, 6.11 행정대집행 참사 국회 증언

대회.

김도균(2012), “기름유출사고가 해녀공동체에 미친 사회영향: 태안 구포리 해녀

공동체를 중심으로”, 「도서문화」, 39, pp.191~230.

김영, 설문원(2015). “구술생애사 기록을 통해 본 사회운동참여의 맥락; 밀양

765KV송전탑건설반대운동에 참여한 여성주민들의 구술생애사 분석을 중심으

로”. 「기록학연구」, (44), 101-151.

김준(2007), “대형 간척사업이 지역주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 새만금사업을 중심

으로”, 「환경사회학연구 ECO」, 11(2), pp.285~316.

김흥순(2014), “갈등관리의 인문학적 성찰_장자의 재해석과 밀양송전탑 사례에

의 적용”,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26권 제3호, pp.1~30.

나민식(2004), “지방자치시대 지역 갈등관리에 관한 전략: 대전광역시 비선호시

설 입지정책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37~38.

나년식 외(2015), “송전선로 설치의 갈등 및 소송의 특징-판례해석을 중심으로”,

「한국주거환경학회」, 13(3), pp.135~147.

남궁근(2010), 「행정조사방법론」, 법문사.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2005), 「공공갈등관리의 이론과 기법 上」, 논

형.

대한전기협회(2015), 「전기연감 2015」.

문예은, 이창환, 황의동(2012), “새만금개발 사업으로 인한 마을공동체의 갈등분

석: 부안군 계화리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학회」, 20(1), pp.87~1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2017.03.23), 밀양송전탑 마을공동체 파

괴의 구조와 정책 대안.

밀양시청(2003.02.08), 송전선로 건설관련 지장유무 의견사항 통보.

________(2013), 765kV 송전선로 건설사업 갈등해결을 위한 직원교육.

밀양765kV송전탑반대책위원회(2013.12.06.), ‘정부와 한국전력, 이제 제발 그만하



- 130 -

십시오!’ 기자회견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2013.12.04), 故유한숙 어르신 남기신 말씀 녹취

자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2014.02.26.), ‘한전,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 16명

에게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소송 또 제기해’ 기자회견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2015), 「밀양송전탑 반대 투쟁 백서 2005~201

5」, 리슨투더시티

박배일(2015.06.26.), 영화 ‘밀양 아리랑’, 오지필름

박이은희(2015), “밀양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여성들의 저항과 힘: 애통의 정치학

에서 애통의 윤리학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재묵(2002), “새만금간척사업과 지역사회 변동”, 「환경사회학연구 ECO」,

pp.202~230.

박주민(2014),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새로운 입법적 모색, 「민주법학」

제54호, pp.275~316.

박주민의원 대표발의(2016.11.11.),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3507), 국회.

박홍업·박진(2008), “갈등영향분석모형의 구축과 적용가능성 탐색:울진 신규원전

건설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보」, 제7권 제3호, pp.193~220.

사회갈등연구소(2015), 「지역특성을 반영한 갈등관리 매뉴얼」, 제주특별자치

도.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0-3호, 제5차 장기전력수급계획(1999~2015년)

_______________ 제2000-88호.

_______________ 제2002-158호, 제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02~2015년).

_______________ 제2007-13호(전원개발사업실기계획)

산업자원부(2003) 보도자료, 동양 최초 76만5천볼트 송전망 운전개시, 산업자원

부 공보관실.

서동희(2016), “밀양송전탑 갈등을 통해 본 노인계층의 환경(부)정의”, 「비판사

회정책」, (50), pp.165~199.

신창현·박형서(2005), 「갈등영향분석 및 정책적 함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5-02-11

신창현의원 대표발의(2017.02.27.),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5822), 국회.



- 131 -

심준섭 외(2013), 「공공갈등민원 해결의 제도화 방안 정책연구」, (사)한국정책

학회.

심형구, 김창수, 양기용, 김성우(2014), “고압송전선로 건설갈등의 프레임 분석:

기장군과 밀양시 주민인식조사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제26권 제2호,

pp.241~264.

안광일(1994), 「정부갈등관리론」, 서울: 대명출판사.

안순철(2014), “고압송전선로건설 분쟁에 대한 대안적 접근_환경 공감의 시각을

중심으로”, 「분쟁해결연구」, 12(2), pp.31~56.

엄은희(2012), “환경(부)정의의 공간성과 스케일의 정치학_밀양 송전탑 갈등을

사례로”, 「공간과 사회」, 제22권 4호(통권 42호), pp.51~91.

에너지경제연구원(2016), 「2016 지역에너지통계연보」.

오석홍(1995), 「행정개혁론」, 박영사.

우문영, 강정규(2013),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토지보상에 대한 갈등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학회」, 제53호, pp.201~211.

故유한숙 씨 유족 기자회견문(2014.01.06.), ‘故’ 유한숙 어르신 운명 한 달에 즈

음한 유족 기자회견문

유해운·권영길·오창택(1997), 「환경갈등과 님비이론」, 서울:선학사.

윤순진, 이재열, 정인관(2010), “재난이 어촌공동체에 미친 영향: 허베이스피리트

호 유류오염사고의 사례연구”,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pp.593~603.

윤순진(2004), “에너지와 환경정의: 원자력 중심 전력체제의 환경불평등을 중심

으로”, 「환경사회학연구 ECO」, pp.78~114.

이경록·류한현·강대근(2014), 군 공항 이전 갈등관리의 과제와 대책방향, 「국방

정책연구」 제30권 제1호(통권 제103호), pp.249~278.

이달곤(2005), 「협상론」, 법문사

이상헌, 이정필, 이보아(2014), “다중스케일 관점에서 본 밀양 송전탑 갈등 연

구”, 「공간과 사회」, 제24권 2호(통권 48호), pp.252~286.

이성규(2014), “국내 전력계통 현황 및 전망”, 「전기저널」, 10월호.

이재용(2015.01), “밀양송전탑 공사 완료...시험 송전 시작”, 「Electric Power」

(1).

이화연, 윤순진(2013), “밀양 고압 송전선로 건설 갈등에 대한 일간지 보도 분석

_환경정의 관점에서”, 「경제와 사회」, 통권 제98호, pp.40~76.



- 132 -

이헌석(2013),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탑 대안 검토와 정책 제언”, 장하나

국회의원 연구용역보고서.

임동진(2010), “중앙정부의 공공갈등관리 실태분석 및 효과적인 갈등관리 방안

연구”, 「 KIPA 연구보고서」 2010-20.

장동운(1997), 「갈등관리」, 무역경영사.

장훈교(2016), 「밀양전쟁: 공통자원 기반 급진 민주주의 프로젝트」, 나름북스.

조봉경(2014), “시뮬레이션을 통한 공공갈등 관리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

학원 석사학위 논문.

조성배(2012), “송전선로 건설갈등의 장기화원인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신고

리-북경남 송전선로 밀양시구간을 중심으로”, 「공공사회연구」, 2(2),

pp.128~168.

______(2013), “공공사업에 대한 갈등관리의 현황과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철

도 송·변전설비 건설 사업을 중심으로”, 「공공사회연구」 3(1), pp.74~117.

차철욱(2017), “고리원전 주변 사람들의 생활경험과 마을공동체”, 「한국민족문

화」, 62, pp.375~404.

천대윤(2005), 「갈등관리와 협상전략론」, 선학사.

최구순(2012), “공공개발사업 갈등에 관한 신제도주의적 분석:새만금간척사업 사

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공기업정책학 석사학위논문.

최해진(2003), 「갈등의 구조와 전략」, 도서출판 두남.

최흥석, 임효숙(2014),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의 인지격차 분석: 한국전력 대

지역주민”, 「한국행정논집」, 제26권 제4호, pp.815~838.

통상사업부 고시 제1997-209호

하상군(2014), “공공갈등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방안 연구:밀양 송전탑 건설의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1(2), pp.79~103.

하승수(2015), 「착한 전기는 가능하다」, 한티재.

하혜영(2007), “공공부문 갈등해결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

학원 박사학위논문.

______(2009), “공공갈등연구의 경향과 과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2),

pp.163~186.

(주)한국전력공사(2006), 「송변전백서」.

________________(2014),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14」

________________(2012.10.17.), 송전선로 건설관련 지장유무 조회.



- 133 -

________________(미상), 송변전설비 건설관련 특수보상심의위원회 내규.

________________(2017.12), 갈등관리 우수 프로젝트 심사 대상사업 자료.

함한희(2002), “사회적 고통을 보는 문화적 시각: 새만금 지역의 경우”, 「환경

사회학연구 ECO」, pp.261~283.

황보명·윤순진(2014), “원전 입지와 온배수로 인한 사회 갈등과 공동체 변화: 한

빛원전을 중심으로”, 「공간과사회」, 제24권 1호(통권 47호), pp.46~83.

홍덕화·구도완(2009),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 유출 사고로 인한 사회갈등: 갈

등의 제도화와 공동체의 해체”, 「환경사회학연구 ECO」, 13(1), pp.7~47.

홍성만·최흥석(2008), 송·변전시설을 둘러싼 위험인식과 갈등관리 모색, 「분쟁

해결연구」 제6권, pp.113~133.

해외문헌

Arnstein, S. R. (1969). A ladder of citizen participation. Journal of the

American Institute of planners, 35(4), pp.216~224.

Coser, Lewis(1956), The Functions of Social Conflict, Glencoe: Free Press.

J.G. March and H.A. Simon(1958), Organizations, N.Y: John Wiley & Sons.

수잔 L. 카펜더 & W.J.D. 케네디(2010), 「공공갈등 해결: 정부, 기업, 시민단체

를 위한 실전 가이드」, 정주진 옮김, 아르케.

Krauss, E. S., Thomas P. Rohlen & Particia G. Steinhoff(1984), Conflict in

Japan,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Louis R Pondy(1967), “Organizational Conflict: Concepts and Model”,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Vol.12, no.2, pp.300-306

Rahim, M. Afzalur.(2002), “Toward a theory of managing organizational

conflict”,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Conflict Management, 13(3), pp.217~222

Robert K.Yin(2003), 「사례연구방법」, 심경식·서야영 옮김, 한경사.

____________(2003), 「Cs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 (3rd)」,

SAGE.

Siedman, I(2009), 「질적 연구 방법으로서의 면담」, 박혜준·이승연 옮김, 학지

사.

S.P. Robbins,(1978), “Conflict management and conflict resolution are not

synonymous term”,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21, pp.67~71.

Thomas, K. W.(1976), 「Conflict and conflict management. In M. D.



- 134 -

Dunnette(Ed), Handbook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Chicago: Rand Mcnally.

웹 사이트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http://www.archives.go.kr/next/viewMain.do)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index/index.jsp)

국회회의록 홈페이지 (http://likms.assembly.go.kr/record/mhs-10-010.do)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

다음 국어사전 (http://dic.daum.net)

다음 법률용어사전(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48XX12100402)

다음지도 (http://map.daum.net/?nil_profile=title&nil_src=local)

단장면사무소

(http://www.miryang.go.kr/town/sub/danjang/01_02.php?sk_id=danjang)

동아일보 지면보기(http://news.donga.com/Pdf?ymd=19780209)

밀양시 홈페이지 (http://www.miryang.go.kr)

부북면사무소

(http://www.miryang.go.kr/town/sub/bubuk/01_02.php?sk_id=bubuk)

산외면사무소

(http://www.miryang.go.kr/town/sub/sanoe/01_02.php?sk_id=sanoe)

상동면사무소

(http://www.miryang.go.kr/town/sub/sangdong/01_01.php?sk_id=sangdong)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홈페이지(http://oclt.molit.go.kr/intro.do)

청도면사무소

(http://www.miryang.go.kr/town/sub/cheongdo/01_02.php?sk_id=cheongdo)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http://home.kepco.co.kr/kepco/main.do)

LAWnb(로앤비) 홈페이지(http://www.lawnb.com)

PNU 로컬리티 아카이브(http://mta.localityarchives.org/)

보도자료

경기신문(2016.01.13.), 양주지역 송전선로 건설사업 거센 반발.

경남도민일보(2011.02.09.), “송전선로 토지 수용 재결 보류해 달라”



- 135 -

____________(2011.02.15), 국토해양부, 송전선로 토지수용 심의 유보.

____________(2013.07.25.), 엄용수 밀양시장 ‘송전탑 정부 편승’배경은?

____________(2014.03.19.), 한전 “밀양 보라마을, 송전탑 모두 합의”발표.

____________(2014.03.19.), 송전탑 보상 거부하고 국가권력에 맞선 대가 혹독.

경향신문(2016.04.08.), 송전탑 투쟁 밀양 주민들의 선거.

국민일보, 2017년 4월 17일, “송전탑 갈등 ‘제2·제3의 밀양사태’ 우려”.

금강뉴스(2016.10.05.), 김정훈의원, 송전탑 건설반대 민원제기 심각한 수준.

노컷뉴스(2013.07.25.), 밀양시장, 송전탑 반대주민에게 “그만 두시오”

________(2013.09.20.), “밀양 할매들과 바꾼 대가?” 밀양지역 숙원사업 청신호.

뉴스1(2017.06.19.), 울면서 큰절한 밀양송전탑 할머니...다가가 일으킨 문대통령.

뉴스플러스(2017.06.19.), 고리원전 1호기 영구 정지 ‘역사 속으로’.

뉴시스(2010.08.26.), 한전, 밀양·창녕군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주민 반발.

______(2010.11.04.), 밀양시 토지수용재결 공고·열람 이행, 주민반발.

______(2013.12.24.), 밀양 송전탑 주민- 한전 갈등 속 개별 보상금 71% 지급.

______(2017.06.19.),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기념행사 오늘 개최.

______(2017.09.17.), [기피시설 갈등 증폭] ‘사업강행 vs 반발’ 악순환...해법은?

데일리중앙(2013.09.12.), 정홍원 “밀양 나노 국가산업단지 지정 해결하겠다”

머니투데이(2013.09.11.), 밀양 송전탑 주민에 500억원 특별 지원.

문화일보(2016.11.04.), 이성호 양주시장, 주민민원 적극 해결...감동 365실천.

서울신문(2010.08.18.), 한전, 국책사업 비협조 지자체장 고소.

________(2014.06.10.), ‘밀양 송전탑’ 가구당 400만원 보상 확정; 한국일보

(2013.09.11.), 총리 ‘선물’에도...밀양 송전탑 갈등 여전.

시사인(2011.06.01.), 국가 갈등 관리 시스템이 파산했다.

아시아경제(2014.09.23.), 밀양 송전탑 철탑조립 완료...연말 송전 가능할 듯.

아시아투데이(2016.11.02.), 양주시 지나는 ‘345kV 고압송전탑 64기’ 주민 반발

속 합의점 찾기 분주.

에너지경제(2017.05.25.),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 “신재생에너지 적극 투자...비용

보다 미래 중점”.

연합뉴스(2014.02.27.), 밀양 송전탑 공사 마을에 접근...긴장 고조

________(2014.03.18.), 한전 “밀양 송전탑 반대 보라마을 전 가구 합의”

________(2015.05.27.), “밀양 송전탑 다음 달부터 상업운전 개시”.

오마이뉴스(2012.06.05.), 밀양 고압 송전탑 공사 재개, 주민대책위 반발.



- 136 -

__________(2013.02.05.), 한전, 밀양 14개 마을과 송전탑 공사 합의했다고?

__________(2013.12.11.), 조문은커녕 조화도 없다...밀양시·한전의 ‘고자세’

__________(2014.01.03.), 밀양 송전탑 갈등, 한전-주민대표 대화했지만...

__________(2014.01.03.), 협박에 겁박까지, 아직도 밀양은 슬픕니다.

__________(2014.05.19.), 밀양 송전탑 움막농성장 행정대집행, 지방선거 이후 될

듯.

__________(2014.12.28.), “한전, 밀양 송전탑 시험송전 성공...주민들 농성 계속”.

__________(2017.06.02.), 밀양 주민들 “조환익 한전 사장, 산자부 장관 배제해

야”.

원자력신문(2010.08.26.), 한전, 밀양시/창녕군에 손해배상 청구.

월요신문(2016.09.13.), ‘어기구 의원 “한전 민원해결비용 투명하게 공개해야”’.

이투뉴스(2010.08.27.), 송전탑 건설 놓고 한전-밀양·창녕 갈등 고조.

전기신문(2017.09.01.), 전원개발촉진법의 ‘명과 암’.

파이낸셜뉴스(2014.0703), 조환익의 설득 리더십.. 밀양송전탑 사실상 해결.

투데이에너지(2010.01.04.), OPR1000·APR1400의미 및 전망.

한국경제신문(2010.08.17.), “송전탑 건설 못해 사업 표류”...한전, 밀양시장·창녕

군수 고소.

한국일보(2010.08.29.), 한전, 밀양시·창녕군 20억 손배訴.

________(2013.05.16.), 한전 “겨울 전력대란 우려” 선 대화 원칙 포기.

________(2013.08.15.), 밀양송전탑 갈등 여전히 ‘평행선’.

________(2014.06.12.), 밀양 행정대집행 현장서 경찰 V포즈 기념촬영.

________(2015.10.26.), 제주해군기지 가동 코앞, 갈등은 여전.

________(2017.06.19.), 고리 1호기 역사 속으로...40년 에너지 정책 대전환.

한겨레(2012.03.19.), “용역들이 환갑 넘은 우리를 개 끌 듯 끌어냈어”.

______(2014.07.29.), 가차 없고 어이없는 33m 셈법, 33m 바깥의 분노.

______(2017.06.20.), 밀양 할머니, 문 대통령에 편지 “나를 빨갱이라고...너무 억

울”.

한성일보(2016.07.12.), 한전, ‘동두천~양주 송전선로’우회설치 추진.

환경운동연합 보도자료(2017.06.19.), 고리 1호기 폐쇄, 탈핵에너지 전환 시대가

열리다.

EBN(2017.07.06.), “산업부 역할은 성공적 에너지 전환, 조환익 사장 밀양송전탑

때문에 낙마...”.



- 137 -

KTV국민방송(2017.06.26.),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탈핵시대.

MBS밀양방송(2006.10.18), 76만5천볼트 송전탑 67기, 밀양 위기.

MBS밀양방송(2008.10.15.), 765kV 송전선로 반드시 막는다.

YTN(2013.10.08.), 밀양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



Abstract

Conflict management strategy of KEPCO

and change of village community about

construction of Miryang 765kV power

transmission tower

Woo Chang Kim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lanning

Th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conflicts in the Milyang transmission tower have been continuing

for thirteen years. The protest movement against the construction of

the Miryang 765kV transmission tower was one of the

representative environmental disput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at

started in December 2005 and continues until 2018. In the process, the

two residents took their own lives. The construction of the

transmission tower was completed in 2014, and the test transmission

was started in 2015. Electricity has been flowing for over three years,

but the impact of the construction of the transmission tower on

residents and villages has been hardly solved. The conflict between

KEPCO and the residents has been transferred to the conflict

between the residents and the opposition. The unilateral business

process and the conflict management method have destroyed the

people's relations and the village community.



KEPCO emphasized communication and dialogue, saying that it had

solved the conflict by communicating with local residents and

concluded the construction. However residents who oppose

construction still point out that the cause of the long and sharp

conflict is the lack of communication and the exclusion of residents.

The study began with extreme differences in the causes of these

conflicts. Most of all, i conducted a case study focusing on what

KEPCO means to communicate and resolve conflicts, and how such

attempts actually affected towns and stakeholders.

As a result of in-depth/telephone interviews with various

stakeholders such as KEPCO employees, Miryang City Hall officials,

residents, KEPCO and its stakeholders understand the causes of

conflict differently. Other stakeholders except for KEPCO employees

pointed out that KEPCO's authoritative business method, which

excluded residents and the most direct stakeholders of Miryang City,

was unilateral, but KEPCO acknowledged some of the problems, The

damage caused by the property rights of the residents was the cause

of the conflict. A different understanding of the causes of these

conflicts leads to conflict management methods that have attempted

to resolve them. The conflict management methods that KEPCO tried

mainly include conflict management by using unilateral administrative

execution and compensation through law and physical force and

taking legal action such as accusation, accusation and damages

compensation. However, such conflict management was a way of

putting emphasis on compulsory construction and completion rather

than dialogue and consultation with stakeholders. In particular,

KEPCO actively used legal measures, such as allegations and

accusations, and actively used compensation and support, in order to

rescue and appeal to residents of Miryang City and its surrounding

areas. As a result, the tensions between KEPCO and KEPCO, which

were opposed to KEPCO and KEPCO, have changed to KEPCO's

advantage over time. In the end, as of 2018, stakeholders who oppose

and criticize the construction industry have left only about 150



households. This was the process by which KEPCO divides and rules

its stakeholders against the law, physical force and compensation.

Construction is over and electricity is flowing, but residents still

live in town. However, the present village is completely different

from the village of the past. Residents who oppose the agreed

residents are left out of town even when they meet in the village.

Unilateral ways of doing business and compensation-oriented conflict

management have helped to promote construction efficiently and

quickly, but it has destroyed villagers and loved ones who have been

in town for hundreds of years.

This study criticized KEPCO's business method and conflict

management and suggested alternative participation of residents and

analysis of conflict impact. However, in the process of planning and

installing the transmission tower business, i have not been able to

conduct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national,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at have greater influence than KEPCO. In this study, i

dealt with in depth the limitations and problems of KEPCO's conflict

management method. In addition, i have proposed alternatives to solve

conflicts and prevent conflicts, but they have limitations in that they

are not enough to utilize in reality.

In this study, i have pointed out that the conflict management

method of KEPCO is similar to the process of divide control after

grasping the cause and structure of the Miryang power tower

conflict. In other words, it has been shown that more participation

and meaningful participation of the residents is important than the

efficiency and the speed alone when the project that affects many

residents like the transmission tower is promoted.

 

Keywords : 765kV transmission line Business, Miryang

Transmission tower Conflict,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KEPCO), Conflict Management, Village Community

Destruction, Divide and rule

Student Number : 2016-24818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 내용과 범위
	1) 연구 내용과 연구 질문
	2) 연구의 시간적, 공간적 범위

	3. 연구 방법과 자료수집
	4. 논문의 구성

	Ⅱ.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1. 이론적 논의
	1) 공공갈등
	2) 갈등관리 전략

	2. 선행연구 검토
	1) 밀양송전탑 갈등의 원인과 관리에 관한 선행연구
	2) 마을공동체 변화에 관한 선행연구

	3. 분석틀

	Ⅲ. 밀양 765kV 송전탑 사업의 갈등 현황과 분석
	1. 송전탑 경과지 마을의 사회·문화적 배경
	2.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역사와 현황
	1) 국내의 765kV 송전탑 설치 배경
	2)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사업 개요

	3. 갈등분석
	1) 갈등의 전개과정
	2) 갈등 원인


	Ⅳ. 한전의 갈등관리 전략과 마을공동체의 변화
	1. 한전의 갈등관리 전략과 영향
	1) 독자적 갈등관리: 일방적 행정집행
	2) 독자적 갈등관리: 보상을 통한 회유
	3) 법적대응을 활용한 갈등관리: 고소, 고발과 손해배상
	4) 갈등관리의 변화와 의미

	2. 대안 제시
	1) 주민참여 확대
	2) 갈등영향분석 실시


	Ⅴ. 결론
	1. 연구결과 요약과 함의
	2.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 제언

	■ 참고문헌


<startpage>11
Ⅰ. 서론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2. 연구 내용과 범위 5
    1) 연구 내용과 연구 질문 5
    2) 연구의 시간적, 공간적 범위 7
   3. 연구 방법과 자료수집 8
   4. 논문의 구성 11
Ⅱ.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12
   1. 이론적 논의 12
    1) 공공갈등 12
    2) 갈등관리 전략 20
   2. 선행연구 검토 28
    1) 밀양송전탑 갈등의 원인과 관리에 관한 선행연구 28
    2) 마을공동체 변화에 관한 선행연구 30
   3. 분석틀 33
Ⅲ. 밀양 765kV 송전탑 사업의 갈등 현황과 분석 34
   1. 송전탑 경과지 마을의 사회·문화적 배경 34
   2.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역사와 현황 37
    1) 국내의 765kV 송전탑 설치 배경 37
    2)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사업 개요 43
   3. 갈등분석 45
    1) 갈등의 전개과정 46
    2) 갈등 원인 53
Ⅳ. 한전의 갈등관리 전략과 마을공동체의 변화 64
   1. 한전의 갈등관리 전략과 영향 64
    1) 독자적 갈등관리: 일방적 행정집행 64
    2) 독자적 갈등관리: 보상을 통한 회유 78
    3) 법적대응을 활용한 갈등관리: 고소, 고발과 손해배상 102
    4) 갈등관리의 변화와 의미 112
   2. 대안 제시 115
    1) 주민참여 확대 115
    2) 갈등영향분석 실시 119
Ⅴ. 결론 123
   1. 연구결과 요약과 함의 124
   2.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 제언 126
■ 참고문헌 128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