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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언론보도자료를 활용한 질적 담론분석을 통해 신고리 

5·6호기 시민참여형조사의 의의 및 한계를 조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가 시작된 2017년도 6월부터 본 논문이 작성된 

시점인 2018년 12월에 이르기까지 약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 국내 21개 

언론사의 보도자료 157건을 중심으로 담론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분

석결과를 바탕으로 ‘토의역량의 관점’에서 신고리 5·6호기 시민참여형

조사를 평가하였다. 평가를 위해서는 최근의 토의민주주의 담론 및 해외

의 미니공중 사례연구 결과를 참조하였다. 특히 2012년 일본의 ‘에너지

·환경의 선택에 대한 공론조사’ 사례는 한국의 신고리 5·6호기 시민참

여형조사와 주제, 시행형태 및 조사결과 측면에서 상당히 유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반에 미친 영향은 상이했다는 점에서 비교대상으로 적

절하다고 판단하여 평가에 중점적으로 활용되었다.  

본 논문의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신고리 5·6호기 시민

참여형조사를 계기로 정부의 공론화 의제였던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문제뿐만 아니라 신고리 5·6호기 시민참여형조사의 시행 타당성 및 제

도디자인에 대해서도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담론이 제기되고 경합했

는데, 이는 공적 공간의 진정성 및 포용성 증진을 위한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반면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권한부여 공간 내부적으로는 유관

기관 간의 의견 개진이 미비하였고, 일부 사회집단의 입장은 공론화 과

정에서 배제되었다. 이 과정에서 권한부여 공간의 진정성 및 포용성이 

제대로 확보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끝으로 공론조사 결과는 정

부 정책으로 직결되기는 했으나, 공론화 기간이 3개월에 불과했고 공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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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이외의 의견전달 메커니즘이 활용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토의체계 

전반의 중대성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본 논문의 학문적 의의는 우선 최근에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시

도되어 큰 주목을 받았으며 아직까지도 대중의 평가가 분분한 신고리 5

·6호기 시민참여형조사에 대한 적실성 있는 연구를 시도하였다는 것이

다. 또한 지금까지 한국의 민주주의 연구에서 활용되지 않았던 토의역량 

관점을 통해 신고리 5·6호기 시민참여형조사가 한국의 민주주의에 미친 

영향을 경험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방법론적으로는 각 담론 별로 제

기된 주장, 근거 및 반박 중심으로 공론장의 토의를 재구성함으로써 신

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공적 공간에서 형성된 담론들이 권한부

여 공간의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주요어 : 신고리 5·6호기 시민참여형조사, 공론조사, 토의민주주의, 숙의

민주주의, 토의역량 

학번 : 2016-27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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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제기 

 

2017년 하반기에 시행된 ‘신고리 5·6호기 시민참여형조사’는 피

시킨(J. S. Fishkin)의 ‘공론조사(Deliberative Polling)’ 모델에 기반하여 일

반 시민이 정책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학습과 숙의를 거쳐 숙고된 

판단을 내렸으며, 시민 권고안을 통해 사회적 갈등이 일단락됐다는 점에

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또 하나의 성숙”(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

회 2018: 140)으로 평가되었다. 나아가 여당은 향후 개헌논의 과정에 공

론조사를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고, 이에 대해 국민의 88%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김아진 2017. 12. 12.; 김형구 2017. 8. 

1.; 이도형 2018. 1. 31.)
1
. 동시에 국가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여 공론조사 

제도를 상설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제기됐다(윤순진 2018: 93). 이처럼 신

고리 5·6호기 시민참여형조사는 한국정치가 민주화를 넘어 한국 민주주

의의 도약을 위한 하나의 계기로 간주되었다.  

반면에 신고리 5·6호기 시민참여형조사를 하나의 행정적 성과

로 이해할 수는 있어도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보기에는 곤

란하다는 시각 또한 제시되었다(이관후 2018; 채영길 2017). 신고리 5·6

호기 시민참여형조사가 정부 주도로 시행되고 시민참여단의 권고안이 정

책에 직결되면서 정작 시민은 수동적이고 제한적인 역할에 머물렀다는 

1 통상적으로 신문기사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발행기관과 연도만 표기하나, 본 

논문은 다수의 신문기사를 인용하므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작성자와 연월일

까지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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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이듬해인 2018년 하반기에 시행된 ‘대입제도개편

을 위한 시민참여형조사’는 시행과정에서 수많은 비판에 직면하고 권고

안이 사회적으로 외면되면서 공론조사 자체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크게 

하락하고 말았다(김재현 2018. 4. 16.; 유성운 2018. 8. 6.; 황춘화 2018. 8. 

28.).  

신고리 5·6호기 시민참여형조사는 한편으로는 공론조사의 자체

적 성공요건을 충족하고 사회적 갈등을 종결하는 데 기여했다. 다른 한

편으로는 공론조사가 행정부의 재량에 의해 시행 및 운영되고 기존의 민

주주의 이론에서 중시하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수반하지 않았다는 점

에서 오히려 민주주의 발전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처럼 

상반된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공론조사가 한국 민주주의에 미친 영

향이 여전히 불분명함을 의미한다. 각국의 민주주의 체제는 고유의 역사

와 문화를 바탕으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발전한다는 맥락적 이

해 하에서 동일한 형태의 공론조사를 시도하더라도 시행효과는 저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사회 전반의 토의 증진’

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통해 신고리 5·6호기 시민참여형조사를 평가하고

자 한다. 다시 말해서 공론조사 제도가 특정 이슈의 공론화 과정에 어떻

게 기여하였으며, 행정부, 의회, 언론 등 기존의 민주주의 제도와 어떠한 

관계를 구축했는지를 경험적으로 확인해 본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신고리 5·6호기 시민참여형조사가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는지

에 대해 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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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기존연구 검토 

 

1. 한국의 민주주의 공고화 담론 

 

80년대 후반 한국사회가 민주화를 달성한 이후로는 민주주의의 

정착과 성장을 의미하는 ‘공고화(consolidation)’ 연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민주주의의 공고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대표

적인 판단기준으로는 대의민주주의의 맥락에서 헌팅턴(S. Huntington)이 

제시한 ‘두 차례의 정권교체(two-turnover test)’를 들 수 있다. 동시에 

민주주의 공고화가 개념적으로 불분명하고 측정이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

되기도 했다(Schedler 1998). 따라서 신고리 5·6호기 시민참여형조사가 

한국의 민주주의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의 민주주

의 공고화와 관련된 주요 담론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본 절에서는 먼

저 민주화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 및 처방과 더불어 2016-

2017년 촛불집회를 계기로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변화했

는지 살펴볼 것이다. 

한국적 맥락에서의 민주주의 공고화에 대한 초기 연구사례로는 

임혁백(1999)을 들 수 있다. 임혁백은 대내적으로는 민주화 이후에도 여

전히 일반시민과 정치인 간의 간극이 존재하며, 대외적으로는 세계화 및 

신자유주의에 의해 국내정치의 결정범위가 축소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했

을 때, 토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의 맥락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공적인 문제를 놓고 시민들 간의 직접적인 의사

소통을 활성화할 것을 제안한다(180). 또한 임혁백은 한국사회가 여전히 

소통능력 및 토론문화가 부족하나, 21세기 정보혁명을 통해 “시민들은 

이제까지 접근할 수 없었던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전자매체가 제공하는 

토론장을 통해 공적 토론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정책결정권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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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에서 토의에 기반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에 대해 낙관적이다(182). 동시에 인터넷 공론장

의 특성상 일방적이고 비합리적인 토론이 전개되는 가운데 시민의 원자

화(atomization)가 오히려 심화될 우려 역시 표명한다(182). 

한국은 2000년 최초의 평화적 정권교체에 이어 2007년 보수정당

이 재집권함으로써 두 차례의 정권교체를 마침내 달성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장훈(2007)은 한국 민주주의가 여전히 공고하지 못하다고 주장하

며, 특히 한국 대통령의 통치능력 부재를 지적한다. 장훈은 통치능력 부

재의 원인으로 국내외의 구조적 요인 뿐만 아니라 제도적 개혁과 대통령

의 정치적 판단 간의 불균형에 주목한다. 과거 독재정권의 권위주의적 

통치에 대한 반대급부로 진보정권이 2000년부터 정당민주화 등의 제도적 

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방성만을 강조하고, 그 외의 민주적 가치들, 

즉 통치능력, 대표성과 안정성은 외면했다는 것이다(111). 이로 인해 한

국의 대통령은 임기 초반에는 ‘제왕적 대통령’의 면모를 보이나, 이후 자

신의 정치적 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변화된 정치제도를 감안하지 않

아 지지기반을 급격하게 상실하고, 결국 임기 후반에 들어서는 ‘레임덕’ 

신세를 면치 못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야누스적 존재’가 된다(114-115). 

따라서 장훈은 민주주의의 공고화란 정치권의 개방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통치능력을 확충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지금까지 진보정권이 발전시

켜 온 참여민주주의의 토대 위에서 대통령은 앞으로 “기업, 노동, 시민

사회가 각자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촉매역

할”(124)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장훈의 문제의식이 규범적인 차원에서 다

양한 민주적 가치 간의 불균형이었다면, 최장집(2016)은 한국 민주주의를 

‘국민투표제 민주주의(plebiscitary democracy)’, 즉 “선출된 대표는 있지

만, 그 대표가 자신을 선출해준 시민 유권자에 대해 마땅히 책임져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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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로부터 자유로운, 변형된 형태의 민주주의”(416)로 규정한다. 최장집

은 한국의 민주화가 제도권 정치나 특정 이익집단의 조직적 활동을 통해

서가 아니라 학생 및 중산층에 의해 달성됐기 때문에 국민투표제 민주주

의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1987년 당시에는 대단히 큰 힘을 발휘했던 

계층과 이익을 초월한 민주화 운동이 역설적이게도 그 이후 “민주주의가 

제도화되는 것에 비례하여 탈동원화되고 해체”되었고, 결과적으로는 다

양한 결사체로 구성된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이다(429). 

이로 인해 국가권력은 점차 강해지는 반면, 정당은 시민사회에 기반하지 

못한 채 정책결정 간에 각종 이익집단을 효과적으로 대표하지 못하고, 

결국 사회적 갈등이 발생했을 때 갈등 당사자들은 의회를 통한 대안 모

색이나 합의 대신 사회 전반에 걸쳐 갈등의 양극화 및 이념화를 시도하

게 된다(436). 이러한 점에서 최장집에게 민주주의의 공고화란 다양한 이

익집단이 각자의 이익과 가치를 자유롭게 표출하는 ‘다원주의적 시민사

회’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430). 시민사회가 존재해야만 이익집단 간 

갈등의 제도화, 즉 “정책의 투입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의 의사와 요구

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하고 “그들의 영

향력이 정책의 내용과 결정에 중심 요소로 정책 결정자들에게 인정되고 

작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437).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해 보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한편으로는 

권위주의로부터 탈피하여 절차적, 제도적 민주화를 이루었으나, 다른 한

편으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무작위적, 부분적 의사소통의 확

산, 국민의 제도적 참여에 둔감한 ‘야누스적’ 대통령, 시민사회의 획일화 

및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양극화 등의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었다. 다

시 말해서 두 차례의 정권교체를 성공적으로 단행했음에도 여전히 한국 

민주주의의 공고화 여부에는 의문이 남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2017년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 사상초유의 사건이 발생했고, 더불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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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권력의 중심이 보수에서 진

보로 이동했다. 그리고 새 정권은 임기 초반부터 87년 체제로부터의 탈

피를 선언하며 개헌을 적극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촛불집회’로 표방되

는 시민의 정치참여는 한국 민주주의에 대해 새로운 각도에서 평가 및 

처방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장훈(2017)은 촛불집회가 “민주주의 활력의 회복을 상징한다”(39)

고 평가하면서도, 촛불집회를 통해 드러난 여러 현상은 기존의 민주주의 

이론으로 잘 설명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첫째, 촛불집회를 계기로 등

장한 ‘연결민(networked citizens)’은 의회와 정부 등 제도권 정치를 외면

하는 동시에 기존의 반정부 세력인 시민단체나 노동조합과도 거리를 둔 

채 “광범위한 참여자들이 두루 공감할 수 있는 간단하고도 쉬운 의제를 

설정하고 이를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서 공동 생산, 공유, 확산하면서 집

회 참여를 급격히 확대”(43)한다. 둘째, 시민들은 비록 스페인의 ‘포데모

스(Podemos)’와 같이 직접 정당을 창당하지는 않으나, 기존의 대표자와 

유권자 관계에서 탈피하여 시민이 대의제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의견

을 개진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다(56). 셋째, 과거에 ‘야누스적 존재’였

던 대통령은 탄핵정국을 겪은 이후로는 국민 앞에서 자신의 책임성과 유

연성을 증명하고자 노력한다(58). 장훈은 이러한 변화하는 현실, 특히 시

민이 투표행위에 머무르지 않고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치

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현상을 감안해야 더욱 적실성 있는 민주주의 

분석이 가능해짐을 강조한다(58-59).  

촛불집회를 계기로 장훈이 변화하는 사회적 현실에 주목하는 반

면, 최장집(2018)은 문재인 정부가 무리하게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

판한다. 최장집은 보수정당의 몰락으로 인해 야당이 마땅히 여당의 개헌

행보를 견제할 수 없는 상황임을 강조한다(4). 하지만 현재 문재인 정부

는 ‘청와대 신문고’와 ‘국민청원제’ 등의 직접민주주의적 기제를 강화하
 

- 6 – 
 



 
 

고, 동시에 야당과 국회를 우회하여 국민여론에 개헌의 정당성을 직접 

호소하고자 하는데, 최장집에 따르면 이러한 방식은 결국에는 앞서 제기

했던 ‘국민투표제 민주주의’의 심화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3). 다양한 

가치를 기반으로 대화와 설득이 오가는 ‘이성적 공론장’이 아니라, 어디

까지나 정부의 제안을 시민이 기존의 정치성향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수

용하거나 거부하는 ‘권력화된 공론장’에서 개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는 것이다(13). 대신 최장집은 촛불집회를 계기로 “더 많은 평등한 보통 

시민들의 다양한 문제영역, 다양한 정책 사안들에서 더 많은 의사소통, 

더 많은 크고 작은 집단적 토론과 숙의”가 필요해졌다고 주장한다(13).  

지금까지는 한국의 민주주의 공고화 담론 중에서 제도권 외부의 

‘네트워크’ 또는 ‘공론장’의 논의를 제도권 정치에 반영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에 주목하였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촛불집회야말로 제

도권 밖에 위치한 일반시민의 정치적 위력이 극명하게 드러났던 순간이

었으며, 향후 개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시민은 보다 적극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기존의 정치제도와 가시적인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시킨의 공론조사 모델은 기존의 시민의견 수렴방식과 달리 

‘토의’라는 가치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받게 되었고, 2017년 신

고리 5·6호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제 활용됨으로써 현실정치에서 하

나의 ‘가능성’으로 인정받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앞서 ‘문제제기’에서 언

급했듯이 공론조사 시행에 대한 학계 및 대중여론의 불신이 여전히 감지

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를 감안하여 본 논문은 ‘토의역량’이라는 새로

운 관점에서 신고리 5·6호기 시민참여형조사가 한국의 민주주의 공고화

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고, 향후 유사한 취지의 정치적 혁신이 시도될 경

우 고려해야 할 지점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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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의역량의 관점 

 

앞서 한국의 민주주의 공고화 논의를 통해 신고리 5·6호기 시

민참여형조사가 시행된 정치사회적 맥락을 확인했다면, 이제부터는 본 

논문에서 신고리 공론조사를 평가하기 위해 활용하고자 하는 ‘토의역량

(deliberative capacity) 관점’의 의미와 이론적 배경에 대해 먼저 논한 후, 

토의역량 관점을 통해 신고리 5·6호기 시민참여형조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설명할 것이다.  

기존의 민주주의 연구가 투표행태 분석이나 프리덤하우스 지수

(Freedom House Index)로 대표되는 인권, 법치, 교육수준 등을 수치화한 

지표에 입각하여 전개되었다면, 드라이젝(J. S. Dryzek)의 토의역량 관점

은 ‘담론(discourse)’
2
 중심의 분석을 통해 새로운 각도에서 민주주의의 

발전여부를 평가하려는 시도이다(Dryzek 2009: 1387). 토의역량 관점에 

의하면 모든 사회에서는 다양한 담론 간 경쟁을 통해 ‘담론배열

(constellation of discourses)’이 형성되며, 이러한 제도권 외부의 담론배

열에 의거하여 정부의 정책결정이 이루어졌을 때 ‘담론적 정당성

(discursive legitimacy)’이 확보된다(Dryzek 2010: 35). 드라이젝은 자신의 

담론적 정당성 개념을 민주주의의 공고화 여부를 판단하는 새로운 기준

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예컨대, 다양한 담론들이 시민사회 차원에

서 제기되더라도 최종적으로 정부의 정책적 논의에 반영되지 못한다면 

이는 토의역량 관점에서는 담론적 정당성이 부족하여 아직 민주주의가 

2 이 때 담론은 “언어에 내재된 세상을 이해하는 공통된 방식[이자] ... 특정한 

가정, 판단, 논쟁, 견해, 의도, 능력을 포함하는 개념, 범주, 관념의 집합(a set 

of concepts, categories, and ideas that will always feature particular 

assumptions, judgments, contentions, dispositions, intentions, and capabilities)” 

(Dryzek 2010: 31)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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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하지 못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토의역량 개념의 등장 이전까지 토의민주주의 진영은 토의민주

주의 이론의 제도화 문제를 놓고 ‘미시적 토의(micro-deliberation)’와 ‘거

시적 토의(macro-deliberation)’로 양분되어 왔다(Lafont 2015: 40). 미시적 

토의는 임의추출(random selection)을 통해 선발된 일반시민들이 본회의 

간에 전문가 패널로부터 정보를 획득하고, 분임토의를 통해 사회자

(moderator)의 주재 하에 면대면(face-to-face) 대화가 가능한 ‘미니공중

(mini-public)’에서 토의함으로써 숙고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고자 하

는 것을 의미한다(Smith 2009: 90). 본 논문의 연구대상인 공론조사는 미

시적 토의의 대표적인 사례로, 수 백명의 시민참여단이 토의 전후로 설

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토의를 통한 선호의 변화를 측정 및 계량화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Fishkin 2009: 13). 반면 거시적 토의는 선거캠페인, 

국민투표, 여론 등 대중민주주의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토의에 주목한

다(Chambers 2005: 331). 거시적 토의의 입장에 따르면 미니공중은 대중

적 참여를 배제한다는 점에서 민주적이지 못하다(Chambers 2009; Lafont 

2015). 대다수의 시민들은 미니공중의 토의에 참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미니공중의 결정을 수용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시적 토의 

지지자들은 거시적 토의가 제도화될 수 없다는 점에서 현실정치에 주는 

함의가 제한적이라고 반박한다(Fishkin 2009; Fishkin 2010). 

 2010년대 초반 제시된 ‘체계적 전환(systemic turn)’은 일종의 ‘발

상의 전환’을 통해 두 입장 간의 조화를 모색하고자 한다. 토의의 범위

를 공론조사 등의 특정한 포럼에 국한시키는 대신, 포럼이 전반적인 체

계 내 다양한 제도들, 즉 “비공식적 네트워크, 미디어, 시민단체, 학교, 

재단, 영리∙비영리 기구, 의회, 행정기관, 법원 등”(Mansbridge et al 2012: 

2)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사회전반에 걸쳐 토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토의역량 관점은 이러한 체계적 전환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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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으로 볼 수 있다. 아무리 공론조사를 비롯한 토의포럼이 내부적으로 

훌륭한 토의를 보장한다 하더라도 공론조사 시행 결과 다른 제도의 영향

력이 약화됨으로써 사회 전체의 토의역량이 감소한다면 이는 오히려 민

주주의의 공고화를 저해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드라이젝은 자신의 토의역량 관점에 기반하여 다음의 6개 요소

로 구성된 분석틀을 제시한다: 

 

i) 공적 공간(Public Space)은 “미디어, 사회운동, 시민단체, 카페

나 교실, 술집, 광장 등의 물리적 공간, 인터넷, 공청회, 디자인된 시민참

여포럼 등”(Dryzek 2009: 1385)을 포괄하며, 다양한 담론들 간에 자유로

운 경쟁이 이루어진다.  

ii) 권한부여 공간(Empowered Space)은 정부를 비롯하여 “의회, 

협의회, 조합주의 체제 내 분과위원회(sectoral committee), 내각, 헌법재

판소, 결정권을 가진 이해관계자들 간의 대화체(empowered stakeholder 

dialogue)로 구성”(1385)되어 있으며, 집합적이고 구속력 있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iii) 의견전달(Transmission)은 공적 공간이 권한부여 공간에 영향

력을 행사하는 메커니즘이며, “정치유세, 수사(rhetoric), 주장제기, 사회

운동”(1386) 등의 형태로 진행된다. 쿠라토(N. Curato)는 필리핀 정치체계

의 의견전달 메커니즘으로 a)선거, b)시위, 청원, 온라인 캠페인, 풀뿌리 

조직과 같은 원외행동(extra-parliamentary action), c)시민사회와 정부 간

의 공동 거버넌스 이니셔티브(co-governance initiative)를 꼽는다(Curato 

2013: 19-20).  

iv) 책임성(Accountability)은 권한부여 공간이 특정 정책을 집행한 

이유를 공적 공간에 정당화하는 메커니즘이며, 선거기간에 펼쳐지는 선

거캠페인을 예로 들 수 있다(Dryzek 2009: 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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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정성(Decisiveness)은 위 네 가지 요소가 집합적 의사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이다. 드라이젝에 따르면 경제정책을 

놓고 공적 공간과 권한부여 공간에서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지더라도 막

상 중대한 결정을 국제금융기구와 같은 외부의 기관에서 내리게 된다면 

그 토의체계의 결정성은 높다고 보기 어렵다(1386).  

vi) 메타토의(Meta-Deliberation)는 정치체계 내에서 토의가 지속

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체계 자체가 스스로를 재조직하고 수정하는 메커니

즘을 의미한다(1392).  

 

드라이젝의 분석틀은 아래와 같이 도식화해 볼 수 있다: 

 

[그림 1] 토의역량 분석틀 

 

출처: Zanella et al (2018), p. 5 

 

드라이젝의 분석틀에서 특정 정치체계의 토의역량 판단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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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i) 공적 공간, 권한부여 공간, 의견전달 메커니즘, 책임성 메커니

즘은 진정성(authenticity)을 확보해야 한다. 언급한 4개 요소 내부적으로 

비강압적 숙고, 근거제시, 상호존중 등 토의민주주의의 기본적 원칙들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다(Gutmann & Thompson 2004). 

ii) 공적 공간과 권한부여 공간은 사회 전반의 다양한 이익과 목

소리를 반영함으로써 포용성(inclusiveness)을 확보해야 한다.  

iii) 토의체계 전반은 정부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중대성(consequentiality)을 확보해야 한다.  

  

토의역량의 관점은 왜 중요하며, 오늘날의 민주주의 이론에 어떻

게 기여할 수 있는가? 드라이젝은 비교사례연구(comparative case study)

를 통해 토의역량의 증감을 확인함으로써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조직, 초

국가적 거버넌스 네트워크 등 다양한 정치체제의 민주주의 공고화 수준

을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2009: 1388). 또한 최근에는 다양한 ‘미니

공중’ 사례가 누적되면서 미니공중의 성공 및 실패 요인에 대해 보다 체

계적인 연구가 가능해졌다(Goodin & Dryzek 2006: 239)
3
. 그리고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각국의 정치현실에 부합하는 미니공중을 제안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지금까지는 이론적 차원에서만 논의되었던 토의민주

주의의 가치들이 현실세계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현되는지도 보다 경

3 대표적인 연구로는 드라이젝과 터커(A. Tucker)의 덴마크·프랑스·미국 합의

회의 비교연구(Dryzek & Tucker 2008), 랜드모어(H. Landemore)의 크라우드소싱

(crowd-sourcing) 기술을 활용한 아이슬란드 ‘포용적 개헌(inclusive constitution-

making)’ 사례연구(Landemore 2015), 랭(A. Lang)의 브리티시 컬럼비아 시민의회

(Citizens’ Assembly) 사례연구(Lang 2016)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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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공적 토론의 생생한 경험(lived 

experiences), 목소리, 복잡성을 포착하고 ... 어떻게 토의가 현실에서 이

루어지는지 이해하며, 이러한 실용적 관점을 다시 이론적 논쟁에 피드

백”(Ercan, Hendriks, & Boswell 2017: 206)하는 작업이 가능해졌음을 의

미한다.  

지금까지 여러 학자들이 토의역량 관점에서 수행한 사례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스티븐슨(H. Stevenson)과 드라이젝은 4개의 초국

가적 포럼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토의에 대한 담론분석을 수행함으로써 

토의의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의견이 다른 참가

자들 간의 토의 기회는 매우 제한적이었고, 이는 결국 집단 극화(group 

polarization)와 고착(intractability)으로 귀결했다고 평가한다(Stevenson & 

Dryzek 2012). 에르산(S. A. Ercan)은 영국과 독일의 토의체계 내에서 이

슬람 이민자들의 ‘명예살인’ 논쟁을 비교함으로써 지금까지는 토의에 가

장 적합한 제도적 맥락으로 간주되던 독일의 조합주의 체제가 오히려 문

화적 논쟁사안을 토의적으로 해결함에 있어서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다(Ercan 2012; Ercan, Hendriks, & Boswell 2017: 204-205

에서 재인용). 조합주의적 특성이 강한 독일의 토의체계에서 권한부여 

공간 내부적으로는 토의역량이 높았으나, 권한부여 공간과 공적 공간 간

의 의견전달 및 책임성 메커니즘의 측면에서는 오히려 토의역량이 낮았

다는 것이다. 쿠라토는 담론분석을 통해 필리핀의 공적 공간에 비해 권

한부여 공간의 진정성과 포용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한다. 나아가 서구식 

의회정치의 전통이 부재한 필리핀에서는 정치제도의 개혁 못지않게 공적 

공간의 다양한 담론을 권한부여 공간에 제시하는 의견전달 메커니즘 또

한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의견전달 메커니즘의 작동 과정에서 상호

정당화와 숙고가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권한부여 공간 내부적으로 ‘강력

한 정치정당’이 없이도 민주주의가 공고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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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연구사례 모두 토의역량의 관점에서 특정 정치체계의 민주주

의 공고화 여부에 대한 재평가를 시도함으로써 민주주의에 대한 사유를 

더욱 풍부하게 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 역시도 한

국의 신고리 5·6호기 시민참여형조사를 계기로 한국사회의 토의역량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파악함으로써 한국에서의 공론조사 시행에 대한 기

존의 논의를 보완할 뿐만 아니라, 신고리 5·6호기 시민참여형조사가 민

주주의 공고화에 기여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새로운 함의 및 개선요소

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 3 절 분석틀 및 논문의 구성 

 

앞서 1절에서 기존문헌 검토를 통해 신고리 5·6호기 시민참여

형조사가 시행된 맥락을 파악하고 2절에서 토의역량 관점을 활용한 평가

방법을 정당화했다면, 본 절에서는 평가를 위해 사용되는 분석틀 및 방

법론을 설명한 후 본 논문의 전반적인 구조를 제시할 것이다. 

이 글에서 평가기준으로 활용하는 드라이젝의 분석틀에서 신고

리 5·6호기 시민참여형조사가 의견전달 메커니즘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했을 때
4
, 신고리 5·6호기 시민참여형조사가 정치체계 전반의 토의역량 

4 신고리 5·6호기 시민참여형조사가 드라이젝의 분석틀에서 정확히 어느 영역

에 속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하나의 ‘대

화체’라는 점에서 공적 공간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한국 정부가 시민참여단의 

권고안을 그대로 정책에 반영하기로 약속했다는 점에서 권한부여 공간의 일부

로 간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신고리 5·6호기 시민참여형조사

가 상설제도가 아니라는 점과, 결과가 오차범위 이내일 경우에 최종결정을 정부

에 맡기겠다는 공론화위의 발언을 감안하여 신고리 5·6호기 시민참여형조사를 

의견전달 메커니즘으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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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i) 공론조사 자체적으로 진정성을 확보하고,  

ii) 토의체계의 다른 요소, 즉 공적 공간, 권한부여 공간, (공론조

사 이외의) 의견전달 메커니즘, 책임성 메커니즘의 진정성이 증가하고, 

iii) 공적 공간 및 권한부여 공간의 포용성이 증가하고,  

iv) 토의체계의 중대성이 증가해야 한다.  

 

신고리 5·6호기 시민참여형조사는 시민이 분임토의 및 전문가 

질의응답에 참여함으로써 원전 공사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가치들 

간의 긴장을 확인했다는 점과 토의 전후로 의견의 변화가 설문조사 결과

를 통해 입증됐다는 점에서 첫 번째 조건인 공론조사의 자체적 진정성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반면 정치체계 전반에 걸쳐 나머지 

세 조건이 과연 충족됐는지, 또는 오히려 공론조사를 시행한 결과 첫 번

째 조건이 충족됐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반적으로는 토의역량이 감소하

는 ‘역효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의 문제는 보다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

가 있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신고리 5·6호기 시민참여형조사와 관련된 

주요 담론들을 종합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정부가 공론화를 선언한 

2017년 6월 19일부터 종합토론회가 개최된 10월 13일까지를 ‘신고리 5·

6호기 시민참여형조사 이전’, 종합토론회가 진행된 10월 13일에서 15일

까지를 ‘신고리 5·6호기 시민참여형조사 당시’, 그리고 종합토론회가 종

료된 10월 15일부터 본 논문을 제출한 시점인 2018년 12월까지를 ‘신고

리 5·6호기 시민참여형조사 이후’로 구분한 후, 세 시기 별로 언론 보

도자료, 사설, 인터뷰, 정부 공식문서 등을 통해 공적 공간과 권한부여 

공간에서 제기된 담론들을 종합 및 재구성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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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점에서 본 논문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담론분석적 시각’에 

대해 부연할 필요가 있다. 서구 지성사에서 담론분석은 경제적 역학관계

에 의해 사회가 구성된다는 마르크스적 사유를 거부하고, 대신 언어가 

사회적 변화를 추동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출발한다(이기형 2006: 114). 

현 시점에서 담론분석 연구의 주류는 담론의 행위자성(agency)을 강조하

며 담론 간의 접합과 재접합을 통한 헤게모니(hegemony)의 구축을 통해 

사회를 이해하는 거시이론적 입장
5
과 미시적 텍스트분석을 통해 사용되

는 언어에 내재된 ‘맥락(context)’을 파악하고자 하는 페어클로우

(Fairclough)의 비판적 담론분석(Critical Discourse Analysis)으로 구분될 

수 있다(124). 전자가 철학적 논의 위주로 전개된다면, 후자는 주로 미디

어를 통해 생산되는 각종 보도자료나 광고, 연설문 등에 대한 경험적인 

분석에 사용되며, 특히 최근 데이터과학의 발달에 힘입어 구체적인 사례

에 대한 양적·질적 연구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131).  

이 중 후자인 비판적 담론분석 연구방법론에 입각하여 한국에서

도 각종 사회적 갈등에 대해 양적 담론분석 연구가 시도되었다. 강민아, 

장지호(2007)는 2000년대 초·중반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입지선정 

당시의 논쟁을 분석하기 위해 방사성 폐기물을 각각 원자력 발전의 부산

물로 이해하는 ‘가치중립적 과학기술우선주의’ 담론과 생태계를 파괴하

고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생태주의’ 담론으로 구분한 후 각 담론에 

대한 프레이밍(framing)
6
을 단계별로 분석한다. 유채원, 구도완(2016)은 

2000년대 초 ‘도룡농 소송’으로 잘 알려진 천성산 터널 반대운동의 담론

5 이기형은 대표적인 연구로 Laclau & Mouffe(1985)를 제시한다. 

6 여기서 프레이밍이란 “정책결정자나 시민단체를 비롯한 정치 엘리트들이 정

책결정을 위한 의사소통에 있어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반국민이나 정

책수용자들이 사회적 쟁점을 인식하도록 유인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이 

형성되도록 시도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쟁점을 일정방향으로 해석하도록 전달하

는”(강민아, 장진호 2007: 26) 행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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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을 연역적으로 파악한다. 이들은 ‘산업주의에 대한 입장’과 ‘존재가

치(개체 vs 전체)’, ‘참여주체(권위주의 vs 민주주의)’의 세 기준에 의거하

여 당시의 논쟁을 총 여섯 개의 담론으로 재구성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

른 프레이밍의 변화에 주목한다. 반면 김영욱 외(2017)는 2017년 전개된 

사드(THAAD) 논쟁을 5개 시기로 구분하고, 각 시기별로 빅데이터 분석

을 통해 보수매체와 진보매체에서 각각 제시한 담론들을 귀납적으로 도

출한 후 담론에 대한 프레이밍이 시기별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스텐베르헨(M. R. Steenbergen)과 그의 동료

들은 기존의 토의민주주의 이론에 입각하여 담론들이 구성하는 토의의 

‘질’을 파악하고자 한다(Steenbergen et al: 2003). 이들의 측정도구인 ‘토

의의 질 지수(Discourse Quality Index)’는 하버마스(Habermas)의 담론윤

리(discourse ethics) 이론에 기반하여 담론을 토의 간의 개방성, 정당화의 

수준, 정당화의 내용, 상대 집단에 대한 존중, 상대 요구에 대한 존중, 

합의에 도달하고자 하는 자세 총 7개의 항목 별로 측정한다(25-26). 이를 

통해 특정 담론이 토의 전반에 기여하는 정도를 양적 방법론을 통해 판

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스텐베르헨과 그의 동료들은 연구사례로 1998년 

영국 하원에서 여성권을 주제로 전개된 토론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하

나, 이론적으로는 토의의 질 지수(DQI)의 분석대상을 사회 전반에 걸친 

논쟁으로도 확대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42).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본 논문 역시도 위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갈등의 전개과정에서 제기된 담론들을 연구대상으로 하며, 공론

화위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귀납적 분석결과에 기반하여 담론지형을 설정

한다. 하지만 위 연구들이 비판적 담론분석을 통해 특정 단어나 문구의 

사용 빈도수로 담론지형의 변화양상을 파악하고 이를 관련 행위자들의 

전략적 프레이밍 결과로 이해한다면, 본 논문에서는 담론의 형성과정 및 

정부의 정책결정에 미친 영향을 토의의 맥락에서 파악하기 위해 신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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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 기간에 형성된 각종 담론을 각 행위자들의 ‘주장(argument)’, 자

신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제시(reason-giving)’, 그리고 상대방의 

주장을 약화시키기 위한 ‘반박(refutation)’의 측면에서 재구성하였다. 본 

논문의 관심은 ‘어떠한 담론이 더 중요하고 영향력이 컸나’ 보다도 ‘공적 

공간 내에서 어떠한 담론이 누구에 의해, 얼마나 효과적으로 제기됐으며, 

권한부여 공간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쳤냐’에 있기 때문이다.  

2장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3장에서는 신고리 5·6호기 시민참

여형조사가 한국 민주주의에 미친 영향을 토의역량의 관점, 즉 ‘공적 공

간 및 권한부여 공간의 진정성’, ‘공적 공간 및 권한부여 공간의 포용성’, 

‘토의체계 전반의 중대성’의 세 측면에서 평가할 것이다. 평가를 위해 이

론적 차원에서는 최근에 여러 토의민주주의자들이 제시한 여러 논의를 

활용할 것이며, 특히 체계적 전환 및 토의민주주의에 대한 비교적 접근

에 주목할 것이다(Dryzek 2010; Fishkin 2009; Fishkin & Mansbridge 

2017). 또한 다른 국가에서 시행된 미니공중 사례연구도 필요에 따라 참

고할 것이며, 특히 일본의 2012년 ‘에너지·환경의 선택에 대한 공론조

사(이하 에너지 공론조사)’에 주목하고자 한다. 일본의 사례는 한국의 신

고리 5·6호기 시민참여형조사와 주제, 형태 및 조사결과가 유사했음에

도 사회 전반에 미친 영향은 상이했다는 점에서 하나의 “반사실적 사례

(counterfactual case)”(Mahoney et al 2017)로서 흥미로운 비교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4장 결론에서는 본론의 분석결과를 종합하고, 정책적 함

의 및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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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신고리 5·6호기 시민참여형조사의 주요 

담론들 

 

 

본 장에서는 신고리 5·6호기 시민참여형조사 이전·당시·이후

의 주요 담론들을 국내 21개 언론사의 보도기사 157건을 통해 확인한 후 

주장과 근거제시, 반박의 형태로 재구성할 것이다. 이를 통해 공론조사 

시행 전후로 공적 공간 및 권한부여 공간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파악하고, 과연 공론조사를 계기로 공적 공간의 담론들이 권한부여 공간

에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되었는지 판단하고자 한다.  

 

 

제 1 절 신고리 5·6호기 시민참여형조사 이전의 담론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였던 2016년 당시 탈원전 정책을 공약

했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같은 해 전반기에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건

설허가를 받은 후 공사가 진행 중이던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백지화를 

약속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후 공약을 이행하려 하자, 이미 

추진 중인 대규모 국책사업을 폐지하면 2조 8000억원 가량의 손실이 발

생하고, 공사업체 및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타당하지 않다는 여

론이 형성됐다(이병철 2017. 6. 28.; 손제민 2017. 10. 11.). 또한 일부 언

론은 전문가 상의 없이 대선캠프에서 일했던 환경운동가들의 요구대로 

탈원전 정책이 작성되었다고 비난했다(고재만, 원호섭 2017. 6. 30.). 그러

자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한 지 한 달 남짓 후인 2017년 6월 20일 고리 1

호기 영구정지 기념행사에서 “공정률과 투입비용, 보상비용, 전력설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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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등을 종합 고려해 빠른 시일 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발표

했다(고영득 2017. 6. 20.).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은 공론조사 방식을 통

해 신고리 5·6호기 중단 문제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 및 적극 수용

할 것임을 밝혔다(위문희 2017. 7. 22.). 곧이어 7월 24일에는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가 정식으로 출범했다.  

신고리 5·6호기 시민참여형조사 시행에 앞서 공론화위는 1000

명 대상의 전화면접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자력발전의 안전성, 전력수

급의 안정성, 원자력발전의 국가경제 기여도, 원자력발전의 환경성을 토

의주제로 선정했다(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2018: 378). 또한 2017

년 1월에서 9월까지 9개월에 걸쳐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블로

그, 보도자료 등의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토대로 신고리 문제의 주요 쟁

점을 사회, 경제, 정치, 환경 각 분야별로 제시했다(380) (그림 2 참조).  

 

[그림 2] 탈원전 연관어 네트워크 

 

출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2018), p. 380 

 

공론화위의 빅데이터 분석결과에 따르면 정치 분야에서는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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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대만 등의 해외 탈원전 사례, 일자리, 민주주의가 많이 언급되었으며, 

사회 분야에서는 원전사고의 위험, 지역사회의 대응, 공론화 방식, 허위

보도 등이, 환경 분야에서는 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대체에

너지, 생태계 파괴, 사후처리 문제 등이, 경제 분야에서는 전기요금 폭등 

가능성, 천연가스 발전, 원전밀집, 자연재해의 위험 등이 주로 논의되었

다(382-383).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공론화위는 1-4차 조사에서 ‘중단을 

지지하는 이유’로 ‘체르노빌,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위험이 상존해

서’, ‘핵폐기물은 수십만년 간 방사선을 방출해 인류생존을 위협해서’, 

‘핵폐기물 처분과 폐로 등 비용을 고려하면 비싼 발전 방식이어서’, ‘탈

원전·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세계적인 추세여서’를, ‘재개를 지지하는 이

유’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가계와 기업에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서’, 

‘전력공급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원전건설이 중단될 경우 2

조 8000억 원의 피해 비용이 발생해서’, ‘일자리 감소 및 원전 수출기회 

등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 같아서’를 시민참여단에게 제시했다(256).  

본 절에서는 먼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주요쟁점이

었던 중단 측의 원전사고 담론, 방사능 담론, 핵폐기물/환경비용 담론, 

세계적 추세 담론과 재개 측의 전기요금 폭등 담론, 전력공급 안정성 담

론, 매몰비용 담론, 경제적 악영향 담론을 주장, 근거제시 및 반박의 측

면에서 재구성해볼 것이다.  

 

 

1.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여부에 대한 중단 측 담론들 

 

먼저 언론보도자료 19건을 토대로 중단 측의 원전사고 담론,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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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능 담론, 환경비용 담론, 세계적 추세 담론을 주장, 근거제시와 반박의 

형태로 재구성해볼 것이다.  

첫째, 원전사고 담론은 특히 2011년 후쿠시마 참사를 계기로 대

폭 강화된 것으로, 지진이 언제, 어떻게 닥칠지는 예측할 수 없으며, 원

전사고로 인해 폭발 및 방사능 유출이 발생할 경우 한국도 일본과 같이 

막심한 재산과 인명 피해를 입게 된다는 주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탈

원전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우게 된 직접적 계기 중 하나도 선거 1년 전인 

2016년 9월 경상북도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인근에 위

치한 월성, 신고리 원전단지 또한 후쿠시마 원전과 마찬가지로 붕괴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차병석 2017. 7. 4.). 이러

한 맥락에서 일부 언론은 이미 세계 최대의 원전밀집구역을 형성하고 있

는 고리 원전본부에 원전 두 기를 추가로 건설하면 자연재해 발생 시 인

근에 위치한 울산 공업단지뿐만 아니라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거주하

는 800만 명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음을 우려했다(차병석 2017. 

7. 4.; 조정형 2017. 8. 22.).  

나아가 원전사고 담론은 정부가 재난 발생시 가장 큰 피해를 입

을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정부가 신고리 5·6호

기 건설을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그린피스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법적으로 

승인”됐다는 이유로 정부를 대상으로 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김성환 

2017. 7. 7.). 그린피스의 장다울 선임캠페이너는 “원자력 발전소가 안전

하다면 왜 서울·경기에 짓지 않는가”며 원전붕괴 시 30km 반경 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은 다량의 방사능에 노출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홍주

형 2017. 9. 19.).  

반면 재개 측은 자연재해로 인한 원전사고가 실제로 일어날 확

률은 매우 낮음에도 중단 측이 과도하게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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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초래한 높이 

13m의 쓰나미는 규모 9.0 지진으로 인해 발생했는데, 한국은 애초에 규

모 7.0의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것이다(차병석 2017. 7. 4.). 

재개 측은 후쿠시마 사례의 경우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지진이 아니라 

시설의 노후 문제였음을 강조했다. 사고가 발생했던 다이이치 원전은 

1971년부터 가동 중이던 노후된 원전이었던 반면, 보다 최근인 1984년에 

건설된 오나가와 원전은 진앙에 보다 근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했다는 

것이다(강주리 2017. 7. 7.).  

또한 재개 측에 따르면 신고리 5·6호기는 각별히 안전성에 유

의하여 설계되었기 때문에 원전사고 발생가능성이 매우 낮다. 재개 측은 

신고리 5·6호기에서 가동되는 최신형 원전 모델인 ‘한국형 3세대 원자

로 APR1400(이하 APR1400)’은 중대사고 발생확률이 10만 분의 1에 불과

하고, 규모 7.0의 지진도 버티도록 설계되었으며, 특히 일본 후쿠시마 참

사의 직접적 원인이었던 냉각장치 고장으로 인한 ‘노심용융(meltdown)’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 노심 냉각시설까지 갖췄음을 밝혔다(김승범 2017. 8. 

5.). 재개 측은 APR1400이 2017년 8월 초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uclear 

Regulatory Commission)의 설계인증 심사를 사실상 통과함으로써 국제적 

수준의 안전성을 보장받았음을 강조했다(김승범 2017. 8. 5.).  

원전 밀집으로 인해 위험성이 배가된다는 중단 측의 지적에 대

해서도 재개 측은 신고리 5·6호기가 각각 2021년과 2022년 가동되더라

도 그 이듬해부터 고리 2·3·4기가 순차적으로 수명 완료로 인해 폐쇄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 원전 수는 줄어들게 되며, 원전 밀집 사례는 

한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중국, 프랑스, 인도 등 다수의 원전 보유국에서

도 관찰된다고 설명했다(조정형 2017. 8. 22.).  

일각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원전사고를 이유로 신고리 5

·6호기 공사중단을 주장하기 이전에 노후화된 원전을 점검 및 조기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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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것을 제안했다. 일례로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

스템공학 교수는 “신고리 5·6호기 이전 노형으로 가장 최근에 준공된 

원전은 2015년 7월 준공한 신월성 2호기인데, 신고리 5·6호기는 신월성 

원전보다 안전기준이 상향되어 설계된 발전소다 ... 지진 우려로 건설을 

중단한 원전보다 낮은 기준의 원전을 30년 넘게 유지하는 것이 합당한지 

민의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동욱 2017. 8. 1.). 

둘째, 중단 측은 지난 40년간 원전을 가동함으로 인해 다량의 핵

폐기물이 발생했음에도 이에 대한 처리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가

운데 원전 수를 확대하는 것은 향후 한국사회의 안전성을 심각하게 위협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금 이른 바 “에너지 전환의 골든타임”을 놓치

게 되면 향후 핵폐기물로 인한 방사능 피해가 복구 불가능한 수준에 이

를 수 있다는 것이다(김경수 2017. 8. 28). 중단 측은 국내 원자력업계가 

원전시설 확충에만 신경 쓰고 있으며, 핵폐기물의 운반·저장·처분 기

술은 선진국의 60-70%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고영득 2017. 8. 

24.).  

셋째, 중단 측에 따르면 핵폐기물은 위험할 뿐만 아니라, 향후 

엄청난 규모의 환경비용 및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게 된다. 중단 측은 앞

으로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약 64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라

고 주장했다(김경수 2017. 8. 28.). 또한 이 수치는 시간이 갈수록 폭발적

으로 증가할 것이므로, 이미 투입된 2조 8000억 원의 경제적 손해를 감

수하더라도 아직 집행되지 않은 7조 6000억 원을 차라리 대체에너지 확

충에 활용하는 것이 장기적 차원에서 봤을 때에는 환경비용을 절감할 뿐

만 아니라 안전성을 보장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이득

이라는 것이다(이상훈 2017. 7. 6.; 정범진 2017. 9. 11.).  

나아가 중단 측은 비용의 측면에서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비교하

면서 재생에너지의 비용이 꾸준히 낮아지고 있으므로 재생에너지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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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원전이 공급해왔던 전력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

로 전기요금이 폭등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논리를 전개했다. 양이원영 환

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처장에 따르면 이는 프레임 전환의 문제로써, “에

너지 전환 프레임 안에 원전을 넣고 에너지 전환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고영득 

2017. 8. 16.). 정부 역시도 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므로 탈원전을 하더라도 전기요금이 당분간은 인상되지 않을 것이라

고 밝혔다(조계완 2017. 7. 20.). 또한 영국에서 예상 전력공급가격이 최

신 원전의 60%에 불과한 해상풍력 사업의 건설이 승인됐다는 사실이 공

론화 기간에 보도되기도 했다(경향신문 2017. 9. 15.).  

이러한 중단 측의 주장에 대해 재개 측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의 대안으로 제시한 천연가스 및 태양광 등의 재생에너지는 결국에는 각

종 비용상의 문제를 유발하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개 측에 따르면 

천연가스 발전은 연료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가운데 국제유가 변동에 

취약하고 장기간 비축도 어렵기 때문에 추후에 무역수지 적자 및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야기하게 된다(강주리 2017. 7. 7.). 또한 재생에너지 의

존도가 상승하면 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설비건설, 인력유지에 상당한 비

용을 새로 투자해야 함을 강조했다(정범진 2017. 9. 11.; 홍주형 2017. 9. 

19.).  

앞서 원전사고 담론이 지금 당장의 위협을 강조함으로써 지역주

민의 참여 여부로 이어졌다면, 핵폐기물 담론은 보다 ‘미래지향적’ 담론

으로, 후속세대의 의견이 원전 건설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연결되었다. 산업화 시기에 건설된 대부분의 원전은 2030년 전후로 대부

분 가동이 중단되는 반면, 신고리 5·6호기는 설계수명이 60년에 달하여 

현 세대보다는 미래세대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다는 것이다(이유진 

2017. 9. 22.).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공론화위가 주최한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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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토론회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비정상적

으로 낮다. 사회적, 환경적 요금이 충분히 반영이 안 됐다 ... 사용후핵연

료 관리비용으로 64조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나는 살다 죽을 것이고 

여러분이 [그 비용을] 다 지불해야 한다”(성혜미 2017. 9. 30.).  

넷째, 중단 측은 원전 공사계획을 폐지하고 탈원전을 가속화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임을 강조했다. 중단 측에 따르면, 현재 150여 국가가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반면 원전을 가동 중인 국가는 30여 개국에 불과

하다(강주리 2017. 7. 7.). 문재인 대통령 역시도 “탈원전은 거스를 수 없

는 시대의 흐름”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고영득 2017. 6. 20.). 또

한 부산·울산·경남의 교수 300여 명은 전세계적으로 원자력 의존도는 

점차 감소 중인 반면 재생에너지 의존도는 점차 증가하여 현재 25%를 

기록 중이나 한국은 여전히 전력공급량의 30%를 원자력을 통해 얻고 재

생에너지의 비중은 1.1%에 불과하다고 발표하며, 원자력 대신 재생에너

지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김광수 2017. 8. 24.; 

홍주형 2017. 9. 19.).  

반면 중단 측은 세계적 추세 담론에서 활용하는 각종 탈원전 사

례의 적절성에 의문을 표했다. 모든 국가가 현재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

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미국 등 다수의 국가들은 원전을 더 건설하고 

있다는 것이다(강주리 2017. 7. 7.).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중단 측의 담론은 주장과 근거제시 및 

반박을 중심으로 각각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표 1]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여부에 대한 중단 측 담론들 

1. 원전사고 담론 

주장1 지진으로 인해 원전사고 발생 시 막대한 피해 우려 

근거 해외사례(2011년 후쿠시마 참사) 

국내사례(2016년 경주 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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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 한국은 규모 7.0 이상 지진 발생 가능성 낮아(한국지질자원연구원) 

후쿠시마 참사는 노후화된 원전이 원인 

신고리 5·6호기의 안전성 입증된 상태 

주장2 이미 세계 최대의 원전밀집구역에 원전 추가건설 시 예상피해 막심 

근거  

반박 신고리 5·6호기가 가동 후 고리 2·3·4기 순차적 폐쇄 계획 

해외사례 

주장3 사고발생 시 직접적 피해 입는 지역주민의 의견 배제(그린피스) 

근거  

반박  

 

2. 방사능 담론 

주장1 지난 40년간 원전 가동에 따른 다량의 핵폐기물 처리 선행되어야 

근거 한국의 핵폐기물 처리기술은 선진국의 60-70% 수준에 불과 

반박  

 

3. 환경비용 담론 

주장1 원전 건설비용을 대신 재생에너지 발전에 활용해야 

근거 원전 건설로 인한 환경비용 갈수록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반면 재생에너지의 비용은 꾸준히 감소 중 

재생에너지로 전환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이상훈) 

원전건설 결정은 환경비용을 실제로 부담하는 후속세대 몫(윤순진) 

반박 재생에너지 의존도 증가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 소요 

주장2 원자력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더라도 전기요금 폭등하지 않을 것 

근거  

반박 천연가스 전량 수입, 장기비축 곤란  무역적자 및 전기요금 인상 

 

4. 세계적 추세 담론 

주장1 원전 공사계획 폐지 및 탈원전 가속화는 세계적 추세와 부합 

근거 현재 150여 개국이 탈원전한 반면 불과 30여 개국만 원전 가동 중 

전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의존도는 점차 증가하여 현재 25% 차지 

한국은 원전 의존도가 30%이며 재생에너지 비중은 1.1%에 불과 

반박 미국 등 상다수 국가들은 오히려 원전 추가 건설 중 

 

 

2.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여부에 대한 재개 측 담론들 

 

지금까지 중단 측의 네 담론을 살펴봤다면, 이제부터는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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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1건에 기반하여 재개 측의 전기요금 폭등 담론, 전력공급 안정성 

담론, 매몰비용 담론, 경제적 악영향 담론도 마찬가지로 주장, 근거제시

와 반박 위주로 재구성해볼 것이다. 

첫째, 재개 측은 탈원전을 감행할 경우 향후 전기요금 인상이 불

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중단 측이 탈원전 성공사례로 언급하는 독

일은 갈탄 등 대체자원이 풍부하므로 한국의 비교대상으로 적절치 못하

다는 것이다(박정민 2017. 7. 5.). 나아가 재개 측은 독일조차도 2005년부

터 십 년간 탈원전을 추진한 결과 주택용 전기요금이 80% 가량 증가했

음을 강조했다(강주리 2017. 7. 7.). 또한 일본의 경우에도 2011년 후쿠시

마 참사 이후 일본 내 모든 원전의 가동을 중단했으나, 이로 인해 전기

료가 폭등하자 2015년부터 원전 54기 중 일부의 가동을 재개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자 했다(차병석 2017. 4. 4.).  

이에 대해 중단 측은 각종 연구결과 및 통계자료를 제시하며 탈

원전을 해도 전기요금이 많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일례로 

박종권 탈핵경남시민행동 공동대표는 원전을 천연가스발전소로 대체했을 

경우 그 대가는 가정당 전기요금이 월 300원 가량 인상되는 것에 불과하

다고 주장했다(최상원 2017. 7. 4.). 

둘째, 재개 측은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백지화할 경우 전력 공

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음을 지적했다.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더라도 현

재 가동 중인 원전 다수가 가동을 멈추게 되는 2030년대에는 전력 수급

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표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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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 운영현황 

 

출처: 2016 원자력 백서(2016), p. 201 

 

이러한 점에서 재개 측은 ‘에너지 안보’의 측면에서, 즉 한국의 

역사적, 지리적 상황을 감안하여 전력수급의 문제를 이해해야 한다고 주

장했다. 한 경제일간지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한국은 남북 분단으로 

대륙에서 고립된 ‘에너지 섬’ 신세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 에너지 정책의 

근간은 최소 비용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었다. 우리나라 발

전량에서 원전이 40%나 차지하는 이유다”(차병석 2017. 7. 4.).  

또한 재개 측에 따르면 재생에너지는 자연조건에 크게 좌우되는 

특성상 전력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재개 측은 동양 최대의 

영월 태양광 발전소의 경우 기상 악화로 태양광 발전이 중단되면 하루 

3500만 원의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고재만 2017. 9. 

7.). 또한 재개 측은 원전의 경우 설비 이용률이 85% 가량인 반면, 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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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은 15%에 불과하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김승범, 송원형 2017. 8. 1.). 

추가하여 원전과 달리 태양전지 패널은 넓은 지역에 분산 배치되다 보니 

원자력 발전보다 훨씬 많은 면적을 차지하게 된다는 점 또한 지적되었다

(이미지 2017. 6. 29.; 이병호 2017. 10. 26.). 이 과정에서 ‘열섬 현상’의 

부작용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반발에 직면하여 또 다른 사

회적 갈등을 촉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이미지 2017. 6. 29.; 강주리 

2017. 7. 7.).  

나아가 재개 측은 원전을 대체하는 천연가스 발전소 역시도 태

양광 발전소와 마찬가지로 한계가 분명하며, 특히 원전에 비해 환경오염

의 우려가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천연가스 발전의 주성분인 메탄은 지

구온난화의 주범이며, 특히 “전력생산 kHz당 이산화탄소 생성량은 석탄 

1000g 가스 490g인 데 비해 원자력은 15g에 불과해 온실가스나 미세먼

지 걱정 없는 환경보호에 되려 적합한 에너지원”이라는 것이다(강주리 

2017. 7. 7.). 더불어 지금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주장하던 환경단체들이 

막상 천연가스의 사용 증가를 전제하는 탈원전 정책은 묵인한다며 환경

단체들의 일관성 부족을 비난했다(고재만 2017. 9. 7.). 

이에 대해 중단 측은 현재 구축된 에너지 인프라 만으로도 충분

한 양의 전력을 생산해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 

연구소장에 따르면 “한국은 2011년 순환정전을 겪은 후 발전설비를 대대

적으로 확대한 탓에 가스발전소의 가동률은 30-40%대에 머물고 있다. 

엄청난 돈을 들여 가스발전소를 세운 발전사들은 그야말로 죽을 지경이

다. 놀리던 가스발전소를 정상적으로 운용하기만 해도 수급 안정에는 별

문제가 없다”(2017. 7. 6.). 또한 재생에너지가 자연의 영향을 많이 받긴 

하나, 최근에는 기상 예측기술이 발전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생에너지 운

용이 가능해졌으며, 원전은 오히려 에너지 경직성으로 인해 전력설비 과

잉이 발생한다고 반박했다(강주리 2017.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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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중단 측은 전력 안정성 논의를 공급의 문제에서 수요의 

문제로 전환하고자 했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산업용 전기요

금의 가격의 지나치게 낮아 기업이 전기를 낭비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

하며, 신고리 5·6호기를 짓지 않아도 국가적 차원에서 전력 예비율을 

낮추고, 기업의 전력수요를 제한하며, 태양광 에너지를 확보함으로써 전

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홍주형 2017. 9. 19.). 한 진

보언론 역시도 불필요한 설비를 최소화하는 등 전력을 효율적으로 사용

한다면 정부의 전력 예비율이 감소되어도 무방하며, 결과적으로는 천연

가스 발전소를 덜 지어도 된다고 주장했다(한겨레 2017. 8. 12.). 

공론화가 진행 중이던 2017년 7월 정부가 발표한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초안에서는 2030년도 적정 공급예비율이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에 비해 원전 2기 분량인 2% 가량 감소되었다(전승민 2017. 8. 9.). 정부

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원전에 비해 전력예비율이 낮은 천연가

스 발전소의 비중이 증가한다는 계산 하에 적정 공급예비율을 낮췄다고 

설명했다(고영득 2017. 8. 12.). 이에 대해 재개 측은 정부가 신고리 5·6

호기 공사 중단 입장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가 다분하다고 비난했다(박정

민 2017. 8. 11.). 7차 계획 작성을 주도했던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전기 사용을 크게 늘릴 텐데 이런 고려 없이 탈원

전 코드에만 맞춰 수립되고 있다”고 비판했다(고재만 2017. 9. 7.).  

셋째, 재개 측은 만약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취소할 시 매몰비

용의 문제를 우려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 교수는 신고리 5·6호

기 공사에 이미 투입된 2조 8000억 원에는 500여 곳의 공사업체와 연인

원 약 620만 명의 노동인력까지도 포함되며, 이는 단순히 매몰비용 이상

의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정범진 2017. 9. 11.).  

이에 대해 중단 측은 애초에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들어간 비

용을 매몰비용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중단 측의 윤순진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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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매몰비용이라는 것을 따

지는 경우는 ‘이 사업이 괜찮고 좋은 사업이다’라는 전제가 있을 때 가

능하다. 신고리 5·6호기 완공으로(영구정지한 고리 1호기를 포함해) 원

자로 10기가 밀집하는 위험성에 대한 계산은 따지기 어렵다. 만약 문제

가 생긴다면, 현재 매몰비용과 비교하기 어려운 수준의 피해가 뒤따른

다”(김성환 2017. 7. 7.). 

넷째, 재개 측은 원자력이 중요한 에너지원인 동시에, 오랜 기간

에 걸쳐 정부가 육성해 온 한국경제의 핵심산업이라고 주장했다. 재개 

측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1980년대부터 원전기술 국산화를 추진한 결과 

지난 2009년 아랍에미레이트(UAE)와 원전 사업을 체결함으로써 세계 여

섯 번째 원전 수출국이 되었고, 공론화가 진행 중이던 2017년에는 영국

과 체코 등지에서 원전 수주를 추진하고 있었다(강광우 2017. 6. 30.; 유

영호, 이동우 2017. 7. 1.). 또한 신고리 5·6호기에서 사용되는 최신형 

APR-1400 모델은 3세대 원자로 중 유일하게 상업운전에 돌입했고, 미국 

정부의 안전성 심사도 통과했기 때문에 수출경쟁력이 높았다(파이낸셜 

뉴스 2017. 8. 7.).  

하지만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하게 되면 단순히 원전 2기

가 감소하는 차원을 넘어서 향후 원전 수주가 어려워지고 결국 원전산업 

전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재개 측의 입장이었다(김민석 

2017. 7. 19.; 석민수 2017. 9. 18.). 정용훈 한국과학기술원(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건설 중단 시 “원전에 사용하는 우수 부품을 생산

하는 업체들이 사라지고 원전 수출도 불가능해지게 된다 ... 60년간 공들

여 쌓은 원전 기술과 산업 기반이 무너지는 데 5년도 걸리지 않을 것”이

라고 주장했다(홍주형 2017. 9. 19.). 비슷한 맥락에서 한 경제일간지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신고리 5·6호기의 잠정중단을 해외에서는 ‘본

격적인 탈핵’으로 읽고 협상마저 주저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원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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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하는 국가가 [원전을] 수출한다는 게 이치에 맞지도 않을뿐더러 (수

출과정에서) 금융지원 등 국가적 지원을 받는 데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

서다”(강광우 2017. 6. 30.).  

원자력 학계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반발했다. ‘책임성 있

는 에너지 정책수립을 촉구하는 교수단’은 국회 차원의 공론화를 요구하

면서, “대통령의 선언 하나로 탈원전 계획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제왕

적 조치”라고 비난했다(박정민 2017. 7. 5.). 서울대 공과대학 학생회 대

표단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원자력 공학에 대한 위협이 아닌 

공학 전반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며 “수십 년간 진행된 중장기 연구 

과제가 정부에 의해 곧바로 중단되는 현실에 공학도들은 불안에 떨고 있

다”고 항의했다(김지연, 김은중 2017. 10. 11.). 

이러한 재개 측의 입장에 대해 중단 측은 지난 8년간 원전 수출 

실적이 전무했으며 앞으로도 원전 수출여부는 불확실하다고 반박했다 

(김승범, 안준호 2017. 9. 29.).  

이상의 논의를 종합했을 때 중단 측의 담론은 주장과 근거제시 

및 반박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표 3]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여부에 대한 재개 측 담론들 

1. 전기요금 폭등 담론 

주장1 탈원전을 감행할 경우 향후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근거 독일은 원자력 대체자원이 풍부하여 탈원전 비교대상으로 부적절 

독일조차도 십년간 탈원전 추진결과 가정 전기요금 80% 가량 증가 

일본도 전기요금 폭등하자 일부 원전 가동 재개 

반박 원전을 천연가스 발전소로 대체해도 가정당 전기요금 인상률 미비 

 

2. 전력공급 안정성 담론 

주장1 신고리 원전 백지화 시 전력 공급의 안정성에 차질 발생 

근거 ‘에너지 안보’ 

재생에너지는 자연조건에 크게 좌우하므로 전력수급에 차질 발생 

태양전지 패널은 ‘열섬 현상’ 및 지역주민 반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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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발전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초래 

반박1-1 지금 확보된 에너지 인프라 만으로도 충분한 양의 전력 생산 가능 

한국의 전기요금 지나치게 낮아 

기업 전력소요 제한 및 불필요한 설비 최소화 통해 극복 가능 

근거 2017년 7월 초 정부가 발표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재반박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의도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업의 전기사용 급증 감안해야(윤상직) 

반박1-2 최근 기상 예측기술 발전으로 효율적인 재생에너지 운용 가능 

 

3. 매몰비용 담론 

주장1 대규모 공사비용 낭비 및 업체, 인력, 지역경제에 막대한 피해 초래 

근거  

반박 원자로 10기 밀집의 위험성은 매몰비용과 비교 불가(윤순진) 

 

4. 경제적 악영향 담론 

주장1 원자력은 중요한 에너지원이자 한국경제의 핵심산업 

근거 한국 정부는 1980년대부터 원전기술 국산화를 추진 

2009년 UAE와 원전사업 체결로 세계 여섯 번째 원전 수출국 등극 

2017년 당시 영국과 체코 등지에서 원전사업 활발히 추진 

신고리 5·6호기의 최신형 APR-1400 모델은 수출경쟁력 확보 

반박 지난 8년간 원전 수출 실적 전무 

주장2 건설 중단 시 원전 수출 및 산업 전체에 치명적 영향 미칠 것 

근거 부품 생산업체 사라지고 수출도 불가능해져(정용훈) 

원전을 폐기하는 국가가 원전을 수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아 

수출과정에서 금융지원 등의 국가적 지원에 대한 우려 

반박 지난 8년간 수출실적 전무 

앞으로도 수출여부 불확실 

 

지금까지 공론화 기간에 신고리 건설공사 여부를 놓고 제기된 

주요 담론들을 검토한 결과, 먼저 환경단체와 원자력업계 등의 이해당사

자뿐만 아니라 학자, 정치인, 언론기관 등 한국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행위자들이 의견을 활발하게 개진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은 해외

사례, 통계수치, 정부문서 등 주로 경험적 자료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자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각종 반례 등을 제시함으로써 반대 

측 담론을 적극적으로 비판하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중단 측의 환경비

용 담론은 재개 측의 매몰비용 담론, 전기요금 폭등 담론 및 전력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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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 담론과 직접적으로 충돌하여 논쟁이 활성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공론조사를 계기로 공적 공간에서 토의의 진정성이 

일정 수준 증가했다는 주장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단 측은 원전사고 담론과 환경비용 담론을 전개하는 과

정에서 각각 지역주민과 미래세대의 토의 참여를 강조했다. 이는 토의역

량의 관점에서는 포용성의 차원에 해당될 수 있다. 

 

 

3. 신고리 5·6호기 시민참여형조사의 시행 타당성 

 

앞서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에 대한 내용적 차원의 논의를 

분석했다면, 지금부터는 제도적 차원의 논의, 즉 신고리 5·6호기 시민

참여형조사의 시행 타당성 및 제도디자인과 관련된 주요 담론들을 살펴

볼 것이다.  

먼저 신고리 5·6호기 시민참여형조사의 시행 타당성과 관련하

여 언론보도자료 34건을 토대로 중요 쟁점으로 판단되는 전문성, 민주주

의, 법적 타당성의 세 주제에 대한 찬반논쟁을 재구성하였다. 전문성 여

부를 놓고 찬성 측은 특정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시민들이 공익에 부

합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던 반면, 반대 측은 어디까지나 전문

가의 노하우와 지식을 토대로 원전 건설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

이었다. 또한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찬성 측은 공론조사를 통해 시민이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민주주의의 ‘혁신’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던 반면, 반대 측은 공론조사가 오히려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할 여지가 있음을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공론화위 및 공론조사의 법

적 근거를 놓고 찬성 측은 공론조사가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대통령의 

행정권한에 포함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반대 측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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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기반 없이 공론조사를 시행하는 것은 정부의 자의적 권력 행사로 이

어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첫째, 찬성 측은 원전의 건설이 사회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만큼 

결정과정에서 시민의 참여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매몰비용’ 담론에서도 제기됐듯이, 공사를 중단함으로 인해 2조 8000억 

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하면 공사업체, 공사인력,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의 단독 결정은 불가하다는 것이다(이병철 2017. 6. 28.; 

정유경 2017. 6. 29.).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전문가집단이 원전 

기술을 가장 잘 이해하는 것은 맞지만, 결국 원전 기술을 사용하는 주체

는 시민인 만큼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를 소수의 전문가에 맡겨서는 

안 되고 대신 “민주적 합의”를 통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장

덕진 2017. 7. 4.). 부·울·경 교수 300명 역시도 전문가 집단은 원자력

계와 이해관계가 부합하여 공익을 판단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밝히며, 

대신 시민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을 요구했다(김광수 2017. 8. 24.). 

찬성 측은 해외 탈원전 사례 역시도 시민참여에 기반했음을 강

조했다. 한 진보언론은 독일의 경우 2011년 후쿠시마 참사를 계기로 시

민사회를 주축으로 탈원전을 선언하고 가동 중인 원전을 2021년까지 전

부 폐쇄하기로 결정했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원전 문제는 기술·경제적

인 측면이 아니라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가치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

고 주장했다(경향신문 2017. 7. 25.). 그리고 독일의 탈원전 과정에서 일

반시민으로 구성된 ‘핵폐기장 부지 선정 시민소통위원회’가 공론화 과정

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점을 부각했다(고영득 2017. 6. 28.). 

또한 찬성 측은 시민참여단이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공론조사를 통해 신고리 5·6호기 건설과 관련된 각종 정보의 

‘팩트채킹(fact-checking)’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언론사가 

주최한 국회의원 토론에서도 여야 의원 모두 중단 측과 재개 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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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전달하는 정보의 격차가 크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공론조사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자신문 2017. 7. 31.). 

중단 측을 대표했던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공론조사를 통해 

원전 단가가 공개되어야 한다며, 이번 공론조사를 계기로 탈원전 

로드맵을 위한 비용산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영득 2017. 

8. 16.). 아예 공론화위의 예하부서로 ‘팩트체크소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었다(정용훈 2017. 8. 7.;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검증위원회 2018: 171). 

나아가 오히려 시민참여를 통해 일종의 ‘집단지성’이 발휘되는 

것을 기대하는 입장도 존재했다. 장은주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공론조사를 통해 시민참여단의 의견이 반영된다면 오히려 “폐쇄적 

전문가 집단보다 사안을 훨씬 더 다각도로 보면서 창의적인 해법을 

[제시하여] 진리 발견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효과까지도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했다(장은주 2017. 8. 8.). 

반면 반대 측은 원전 건설의 문제는 고도로 기술적인 지식이 

요구되므로 전문가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정유경 2017. 6. 

29.). 공론조사를 통해 ‘탈핵 여부’가 아닌 ‘공사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시민의 의견을 묻기보다는 전문가 위주의 경제적, 기술적 논의가 

주를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김상윤 2017. 8. 2.).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을 대선공약에 포함시키면서 

신고리 5·6호기 공사 문제가 이미 정치화되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2013-2014년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장을 지낸 홍두승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이렇게 정치화된 사안은 참여자들이 생각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공론화에 반대했다(배용진 2017. 8. 20.). 실제로 

서울신문이 7월 13-15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자 중 60% 가량이 탈원전 정책에 찬성했던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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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자 중 77.4%가 탈원전 정책에 반대했다는 

점에서 정치성향이 탈원전에 대한 선호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했다고 볼 

수 있다(김민석 2017. 7. 19.). 

둘째, 찬성 측의 시민참여 요구는 자연스레 기존의 대의제에 

대한 불만과 새로운 방식의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로 이어졌다. 장덕진은 

2017년 정권교체 이후 여야간 의사소통 부족으로 에너지 정책에 대해 

의회 차원에서 합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협치의 바탕이 되는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공론화의 경험은 민주주의를 

고양시키고 국가가 작동하게 해주는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장덕진 2017. 7. 4.). 또한 김해창 경성대 건설환경도시공학부 

교수는 탈원전은 전기요금 인상을 수반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고영득 2017. 6. 20.). 나아가 

이영희 가톨릭대 사회학 교수 및 시민환경연구소장은 소수의 전문가와 

행정관료만으로 원전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전문가 독재”로, 민주주의 

이념에서 벗어난다고 비판했다(이영희 2017. 8. 20.).  

이러한 ‘변화 요구’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및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던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더욱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앞서 보수정권의 폐쇄적이고 단절적이었던 국정 운영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신고리 5·6호기 시민참여형조사와 같은 

새로운 정치적 실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0년 간 보수정권이 광우병 파동, 세월호 참사,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발병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시민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공권력에만 의존했음을 강조하며, 이제는 공론화를 통해 

정부와 시민 간의 대화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은재호 2017. 9. 15.). 

이영희 역시도 “바야흐로 광장에서 시작한 촛불시민혁명이 원탁에서 

마무리되는 시점에 와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번 신고리 5·6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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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형조사를 통해 “공공정책 결정에서 시민 참여의 최고 형태인 

시민적 통제력이 발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이영희 2017. 8. 20.). 

반면 반대 측은 기존의 대의민주주의에 입각한 의사결정방식, 즉 

선거를 거쳐 선출된 대통령과 국회를 중심으로 신고리 5·6호기 

공사문제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다음과 같이 책임성의 문제를 제기했다: “대통령과 정부는 한발 

뒤로 빠져 있고 선출되지 않은 시민 배심원이 공론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한 것은 정치적으로 부여된 권한과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강원택 2017. 7. 31.). 이러한 이유로 강원택은 시민의 직접적 

의사결정 대신 국무회의 및 당정협의회 등을 통해 제도적 차원에서 

최종합의에 도달할 것을 제안했다. 다른 한편으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울산시민운동본부, 탈핵부산시민연대 등의 지역 시민단체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지지하면서 “공론화 과정에 모든 것을 맡기지 

말고 정부 스스로가 탈핵시대로의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박정훈 2017. 10. 10.). 또한 이들은 중단 측 대표단체에 

지역주민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리 5·6호기 시민참여형조사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정치섭 2017. 10. 17.).  

셋째, 반대 측은 정부가 국회를 우회하여 국무총리훈령의 형태로 

공론조사를 시행하는 것을 문제 삼았다. 반대 측은 신고리 5·6호기가 

이미 국무총리실 예하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인가를 득함으로써 절차적 

정당성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 

재검토는 부당하며, 또한 현행법상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원전 건설을 중단 및 취소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고재만, 

원호섭 2017. 6. 30.; 임소형 2017. 7. 12.; 노지원 2017. 8. 2.). 한 

보수언론은 피시킨이 가장 최근에 자문했던 몽골의 개헌 공론조사의 

경우에도 의회 차원의 논의를 거쳐 공론조사 관련 법안을 통과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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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를 이행했던 점을 상기했다(배용진 2017. 8. 20.).  

이러한 비판에 대해 정부는 “원전의 안전 문제는 원안위가 

구심점이지만 원전 건설 등 산업정책으로서 원전의 관할부처는 

산업부”라고 주장함으로써 공론조사를 통한 신고리 5·6호기 건설여부 

결정을 정당화하고자 했다(고재만, 원호섭 2017. 6. 30.). 또한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는 반대 측의 비판에 대해 

공론조사는 여론조사의 일종으로 봐야 하며, 여론조사와 마찬가지로 

법적 근거 없이도 시행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성혜미 2017. 8. 3.). 

법적 근거 논란은 정부가 원전 공사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것을 

한수원에 요청하고, 한수원 이사진이 기습표결을 통해 정부의 요청을 

수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심화되었다(임소형 2017. 7. 12.; 이동우 2017. 7. 

13.; 이위재 2017. 7. 15.). 정부의 논리는 정책적 문제는 “공익적 필요에 

의해 국무회의를 거쳐 ‘사업자의 협조’를 기초로 결정”하면 된다는 

것이었다(조슬기나 2017. 7. 10.). 또한 한수원에 협조요청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에너지법 제 4조에는 에너지 공급자인 한수원이 국가에너지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포괄적인 의무가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조슬기나 2017. 7. 10.). 다른 한편으로 이관섭 한수원 사장은 

“약 1천여 명의 근로자가 일을 못하게 될까 우려되는 상황”을 감안하여 

“협력업체의 손실을 줄이고, 근로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신속히 

결정”했다면서 이사진의 결정을 정당화했다(김성환 2017. 7. 18.).  

반대 측은 신고리 5·6호기의 공사중단 결정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먼저 야당은 제도권 내 논의 없이 정부의 임의대로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비판했다(정지혜, 이우중 2017. 7. 19.). 보수언론은 정부 

내부적으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및 공사 중단과 관련하여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 보수언론에서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정부는 국무위원들 간에 집중 논의를 거쳐 공사 중단 방침이 
 

- 40 – 
 



 
 

결정됐다고 발표했으나, 국무회의 회의록을 확인해 본 결과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문제는 정규회의 이후에 별도로 대통령에게 

보고됐으며, 이 과정에서 국무총리와 해양수산부 장관 2명만이 의견을 

개진하고 주무부처장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다(이건혁 2017. 7. 12.). 이러한 의혹에 대해 

정부는 실제로는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졌고 두 주무부처장도 의견을 

피력했으나 속기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누락됐다고 해명했다(이동우, 

유엄식 2017. 7. 13.). 

또한 보수언론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 모두 문재인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비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금까지 보수정권 

하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원전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으나, 이미 정부 초기에 조직개편 과정에서 통상 부문이 

외교부로 넘어갈 뻔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정부의 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고재만, 원호섭 2017. 6. 30.). 

한 논설위원은 “작년만 해도 ‘원전이 신기후체제의 대안’이라고 

강조했던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이 모든 과정에서 침묵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동아일보 2017. 7. 15.). 한수원은 한수원대로 법적 강제성이 

없는 정부의 협조 공문을 그대로 따를 경우 추후에 공사 중단이 확정될 

시 건설 업체에 대한 보상을 정부에 요구하기 곤란해짐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정부의 요청에 응했다는 의혹을 

받았다(임소형 2017. 7. 12.).  

 이렇듯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 가

운데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과 지역주민, 원자력 학계 등은 법적 근거 

부재를 이유로 공론화위의 활동중지 가처분 조치를 신청했다(김동현 

2017. 8. 1.). 하지만 9월 29일 서울행정법원은 이들이 “원고로서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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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할 자격이 없다”며 행정소송을 각하했다(이진석 2017. 9. 29.). 판결

문에 따르면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계속됨으로써 한수원 근로자들이 

보다 좋은 근로 조건을 갖게 되거나 원자력공학 교수에게 관련 학문을 

연구할 기회가 생길 수 있지만 이는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 ... [울주군 범군민대책위원회의 원고 역시도] 원전이 건설됨

으로써 근처 주민들이 지원사업의 수혜를 입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도 

이 같은 이익은 주관적인 것에 불과해 보인다”(이진석 2017. 9. 29.).  

 이상으로 공론조사의 시행 타당성 논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을 것이다: 

 

[표 4] 공론조사의 시행 타당성 

1. 전문성 

주장1 원전 건설 의사결정과정에서 시민참여 반드시 필요 

근거 ‘매몰비용’ 담론 

원전 기술을 사용하는 주체는 어디까지나 시민(장덕진) 

전문가 집단은 공익 대변할 수 없어(부·울·경 교수진) 

독일 등 선진국의 탈원전 사례 

전문지식 없이도 팩트채킹(fact-checking) 가능 

시민은 사안을 다각도로 보고 창의적 해법 제시 가능(장은주) 

반박1-1 전문가의 노하우와 지식을 토대로 원전 건설여부 결정해야 

반박1-2 탈원전이 대선공약에 포함되면서 이미 사안 정치화(홍두승) 

 

2. 민주주의 

주장1 공론조사 통한 민주주의의 혁신 필요 

근거 원내 협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공론조사는 하나의 ‘대안’(장덕진) 

‘국민적 공감대’(김해창), ‘전문가 독재’ 방지(이영희) 

촛불집회 계기로 대통령 탄핵 및 보수정권 몰락(은재호) 

반박1-1 책임성의 문제(강원택) 

반박1-2 주민의견 반영 미흡(지역시민단체) 

 

3. 법적 근거 

주장1 법적 근거 없이 국무총리 훈령의 형태로 공론조사 시행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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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신고리 5·6호기는 이미 국무총리실 예하의 원안위 인가 얻어 

현행법상 안전성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만 건설 중단·취소 가능 

몽골의 개헌 공론조사, 원내 토의 후 관련법안 통과 

반박 원전 건설 등 산업정책은 원안위가 아닌 산업부가 관할부처(정부) 

공론조사는 여론조사의 일종이므로 법적 근거 불필요(김지형) 

주장2 정부의 비공식 협조 통한 건설 일시중단은 부당 

근거  

반박 공익 추구 차원에서 국무회의 거쳐 ‘사업자 협조’ 얻어(정부) 

한수원은 에너지 정책에 적극 협력할 법적 의무 있어(정부) 

협력업체의 손실 최소화 및 근로자 이탈 방지해야(이관섭)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은 본래 대선공약 

주장3 공론화 및 원전공사 일시중단은 부처간 논의 없이 내린 결정(야당) 

근거 국무회의 회의록 확인한 결과 주무부처장 2인 발언내용 없어(언론)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 모두 정부 눈치 봐(언론) 

반박 실제로 충분한 토론 전개됐으나 속기록 정리 과정에서 누락(정부) 

결정 서울 행정법원, 행정소송 각하 

근거 건설로 인해 원고가 누리게 되는 이익은 법적 보호대상 아냐 

 

 앞서 내용적 차원의 논의는 원전 건설공사 및 탈원전을 놓고 경

험적 자료를 토대로 진행되었다면, 이에 대조적으로 공론조사의 시행 타

당성 관련 논의는 규범적 근거가 비교적 많이 제시되었는데, 이 역시도 

공적 공간의 진정성과 관련 지어서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내용적 차원의 논의는 주로 공적 공간에서 전개되었던 반

면, 공론조사 시행의 타당성의 논의 과정에서는 공론조사 및 공론화위의 

법적 지위를 놓고 공적 공간과 권한부여 공간 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졌

으며, 최종적으로는 법원 판결에 의해 논란이 종결되었다. 이는 권한부

여 공간의 진정성 및 토의체계 전반의 중대성을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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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고리 5·6호기 시민참여형조사의 제도디자인 

  

본 절에서 앞서 공론화 기간에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문제 

및 공론조사의 시행 타당성 여부와 관련한 각종 담론들의 배열형태를 

확인했다면, 지금부터는 공론조사의 제도 디자인을 놓고 제기된 

의견들을 종합해볼 것이다. 이를 위해 43건의 언론보도자료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시민참여단의 최종결정권, 이해당사자의 참여 비중, 

공론화위의 역할, 공론조사의 시행기간, 공론조사 결과와 정부의 탈원전 

정책 간의 연계성을 놓고 공론장에서 전개된 논의를 살펴볼 것이다.  

 첫째,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대한 최종결정권의 소재를 놓고 

공론화위는 대통령의 권한을 시민참여단에게 위임함으로써 “공론화에 

대한 참여자들의 정치적 효능감(political efficacy)을 극대화시키는 한편 

전 국민적 관심을 촉발하며 원전 공론화를 다른 공론화와 확연하게 구별 

짓게” 하기 위해 시민참여단에 최종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2018: 194-195). 

반면에 공론조사를 시행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국회를 거쳐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 또한 제기되었다. 공론조사 결과는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에 불과하며, 최종적으로는 정부가 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었다(임소형 2017. 7. 12.). 

이들에 따르면 해외에서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공론조사 사례를 

보더라도 공론조사 시행기관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권고문을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했고, 정부의 자체적 숙의를 거쳐 권고문 수용여부가 

결정되었다(노지원 2017. 8. 20.). 야당 또한 공론조사를 수용하더라도 

권고안을 놓고 반드시 국회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쳐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이위재, 김승범 2017. 8. 31.). 

 시민참여단에 최종권한을 부여해서는 안 되는 또 다른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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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공론조사를 시행하더라도 다수결이 형성되지 않을 가능성 

때문이었다. 만약 명확한 결론이 도출되지 않아 최종결정을 정부가 

내리게 되면 책임소재에 대한 논란이나 결정에 대한 불복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홍주형 2017. 8. 2.). 서울지역 순회토론회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 최소한 한 쪽이 과반수를 획득할 때까지 재투표를 해야 

한다는 의견과 시민참여단의 2/3가 건설 중단을 지지하지 않는 이상 

공사를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홍주형 2017. 8. 2.).  

 두 입장이 대립하는 가운데 절충안을 모색하는 시도도 있었다.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론조사에 참여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주어진 의제를 놓고 설문지 조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공공토론’을 통한 시민들의 각종 정책적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노지원 2017. 8. 2.). 한 보수언론의 환경 칼럼니스트 또한 

여론조사 결과가 신고리 건설 여부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비슷한 반면 

원자력 에너지의 사용은 찬성 60%, 반대 30% 정도임을 감안하여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재개하는 대신 가장 노후된 고리 2호기를 폐지하는 

방안까지 공론화할 것을 제안했다(한삼희 2017. 9. 9.). 

 결국 청와대는 8월 3일 시민참여단의 결정을 전폭적으로 

수용하면서도 추후 책임성의 문제 및 법적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공식적으로는 정부가 최종결정을 내리는 형태를 갖출 것임을 발표했다 

(성혜미 2017. 8. 3.).  

 둘째, 이해당사자들이 공론조사에 어떻게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먼저 직접민주주의의 맥락에서 

이해당사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존재했다. 일례로 

김해창 탈핵에너지 교수모임 공동집행위원장은 “지역 주권과 에너지 

분권 차원에서 [부산·울산·경남의 주민 380만 명]의 여론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김광수 2017. 8. 24.). 공론화위가 공사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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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로 방문했을 때 공사재개 시위 중이던 울주군 범국민대책위원회는 

김지형 위원장에게 시민참여단의 30% 이상을 지역주민으로 구성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노지원 2017. 8. 29.). 

이와는 대조적으로 공론조사의 성패는 시민참여단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에 달려 있기 때문에 사익만을 추구하는 이해당사자들은 배

제해야 한다는 입장 또한 존재했다. 원전 정책은 단순히 지역적 차원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에너지 소비, 안보, 안전성까지도 종

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한겨레 2017. 6. 29.). 뿐만 아니라 이

해당사자들을 배제하고자 하는 입장은 2005년 부동산 정책, 2007년 부산 

북항 재개발, 2011년 통일 문제, 2015년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을 놓고

서도 이해당사자들 위주로 공론화가 시도된 결과 전부 합의에 실패한 전

례가 있음을 강조했다(노지원 2017. 7. 26.). 특히 천성산 터널 공사분쟁

의 경우 불교계의 대화 거부로 공론화위원회 구성 자체가 무산되면서 2

년 간의 공사중단으로 인해 5000억 원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했음을 상기

했다(송원형 2017. 7. 20.).  

마지막으로 지역주민이 시민참여단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지는 않

더라도 신고리 5·6호기 공사여부가 지역 주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이 제도 디자인에 어떠한 형태로든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

다. 예컨대, 이영희는 “지역 주민도 주요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공론화

위나 공론조사 시민배심원단에 참여하기보다는, 핵발전 찬반 단체처럼 

이해관계자로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노지원 2017. 8. 2.).  

최종적으로 정부는 대표성이 없다는 이유로 시민참여단 중 일부

를 지역주민으로 구성해달라는 시민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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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주민들 인터뷰 영상을 촬영해 종합토론회 때 시민참여단에게 제공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이건혁 2017. 9. 7.). 이에 

대해 중단 측의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은 원전이 직접적인 문제

가 아닌 수도권 주민이 시민참여단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반면 울산 

지역주민은 시민참여단의 1.4%에 불과하다며, “원전과 석탄중심의 중앙

집중식 에너지 시스템으로 고통을 받아 온 발전소 지역주민들은 공론화 

과정에서도 소수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유진 2017. 9. 22.). 

셋째, 정부와 공론화위는 공론화 전 과정에 거쳐서 공정성을 확

보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해관계자를 배제하고 공공분쟁 및 갈등 전

문가들을 위주로 공론화위를 조직했으며, 양측 대표단체로 하여금 후보

자 중 최대 8명까지 제척할 수 있도록 했다(성혜미 2017. 7. 4.; 이효상 

2017. 7. 24.).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구성된 공론화위는 ‘절차적 정의’

에 의거하여 모든 활동 내용을 공개하고, 매주 목요일 회의를 진행한 후 

회의결과를 직접 브리핑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지역순회토론회를 실

시하기로 했다(손제민, 박순봉 2017. 7. 25.; 이정우 2017. 7. 25.). 또한 

양측 대표단체와 4일과 11일 간담회를 갖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양

측 모두의 입장을 공론화 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성혜미 2017. 8. 10.).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단 측과 재개 측 모두는 공론화 과정이 공

정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공론화위는 충분히 ‘독립적’이지 

않으며, 결국에는 정부의 의도에 따라 운영된다는 것이다(김상윤 2017. 8. 

2.). 중단 측은 신고리 공사 중단은 정부의 대선공약이었으므로 정부는 

당연히 중단 측 편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대

선후보 당시에는 신고리 공사 중단을 놓고 환경단체들과 협약까지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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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음에도 이제 와서는 중립을 이유로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

혔다(김진명, 박승혁 2017. 9. 15.). 중단 측의 윤상훈 시민행동 공동상황

실장은 “정부와 원자력 산업계가 싸워야 하는데 판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며 “정부가 빠진 상황에서 왜 우리만 전면에 나서야 하는지 회의적

인 목소리가 내부에 있다”고 밝혔다(이태훈 2017. 9. 15.). 반면 재개 측 

대표단체는 정부가 중립적인 위치에서 벗어나 산업통상자원부의 홈페이

지를 통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반면, 원자력업계 

및 원자력 지지단체의 활동은 직간접적으로 가로막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태훈 2017. 9. 15.; 세계일보 2017. 9. 15.; 박정민 2017. 8. 11.).  

결국 공론화 과정에서 양측 대표단체 모두 공정성을 문제 삼으

며 이탈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가장 먼저 시민참여단에게 배포

할 자료집의 구성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중단 측은 자료집 서문에 ‘신

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시 지역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 등의 내용

은 공론화위가 한수원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라며 마감시한까지 

중단 측의 논리를 공론화위에 제출하지 않았다(이태훈 2017. 9. 15.; 김진

명, 박승혁 2017. 9. 15.). 만약 중단 측이 공론화 과정에서 빠지게 되면 

공론조사 자체가 무산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중단 측의 태도

는 공론화위의 입장을 상당히 난처하게 만드는 것이었다(김진명, 박승혁 

2017. 9. 15.). 나아가, 중단 측이 상황이 불리하니까 대화를 거부한다고 

재개 측에서 비난을 가하게 되면 양측의 갈등의 골이 깊어질 여지도 충

분히 있었다(고영득, 김지환 2017. 9. 16.).  

공론화위는 9월 21일 양측 대표단과 회의를 통해 마침내 자료집 

구성내용에 합의했다(이승호 2017. 9. 26.). 또한 공론화위는 재개 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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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를 받아들여 탈원전을 홍보한다는 이유로 산업통상자원부의 특정 홈

페이지를 폐쇄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이태훈 2017. 9. 23.).  

자료집 제출 이후에도 중단 측은 한수원의 공론화 활동 및 국책 

연구기관 연구원들의 토론회 참여를 쟁점화했다(이태훈 2017. 9. 23.; 고

경봉 2017. 9. 30.). 중단 측이 “공기업이자 막대한 자금력을 보유한 한수

원이 공론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하자, 재개 측은 

중단 측이 전문성 부재를 만회하기 위해 고의로 공론화 과정을 방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이태훈 2017. 9. 23.). 나아가 재개 측은 지금까지 국가 

주도로 원전 사업이 진행되면서 대부분의 원전 전문가가 국책기관 소속

인 것은 불가피하며, 원전 전문가를 배제할 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

를 시민참여단에게 전달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임진혁 2017. 9. 25.).  

결국 양측 간의 의사소통만으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가운데 

공론화위가 개입하여 국책기관 소속 전문가의 공론화 참여를 허용함으로

써 논란이 종결되었다. 공론화위는 “연구원 개인의 자격으로 참여한 것

이라면 정부의 중립성 문제와 무관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개인의 학문 

또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취지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고 설명했다(고경봉 2017. 10. 9.). 

넷째, 신고리 5·6호기 시민참여형조사의 시행기간을 두고 정부

는 3개월 내외로 최대한 빨리 사회적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영득 2017. 6. 28.).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일단 공

사는 중단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 절차(공론화)를 마쳐 중단기간

도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발언했다

(이동우 2017. 7. 13.). 당시 공론화위의 입장도 공론조사 시행기간이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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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질수록 공사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증가하고, 사회적 갈등이 

오히려 늘어난다는 것이었다(김상윤 2017. 8. 2.; 김범수 2017. 10. 26.).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은 물론 공론화가 장기화될 경우 정부의 우

려대로 사회적 갈등이 늘어날 소지가 있으나, 동시에 공론화를 통해 사

회적으로 충분한 토의가 전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을 내리게 되면 공

론조사 결과가 정당성을 얻지 못할 위험 또한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

이었다(김상윤 2017. 8. 2.). 또한 3개월 동안 시민참여단은 학습과 토의

를 통해 검증된 정보를 얻고 숙고된 의견에 도달할 수 있겠지만, 국민 

대다수는 원전문제가 공론화됐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며, 이 경우 공론조

사 과정에서 전개된 다양한 논의를 접함으로써 숙고의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언론 보도내용을 그대로 수용하게 된다는 것이다(조정형 2017. 8. 25.). 

다섯째, 공론조사 결과가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탈원전 정책에 

영향을 미쳐야 하는지를 놓고서도 논의가 전개되었다. 이러한 논의가 발

생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진보단체들이 

요구하는 ‘탈원전’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녹색당은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중단할 뿐만 아니라 현재 계획 중이거나 건설 

중인 원전 전부를 백지화할 것을 요구했다(녹색당 2017. 3. 5.). 경남 지

역의 탈핵단체 또한 역내 노후화된 원전을 조속히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김영동 2017. 6. 18.). 원전의 위험성 및 방사능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의 담론을 제기하는 입장에서 이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반면 청와대에게 탈원전이 의미하는 바는 사뭇 달랐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부처간 회의에서 “탈원전은 가동 중인 원전을 폐쇄하는 것

이 아니라 신규 건설하지 않고 설계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을 가동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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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것[이며] ... 앞으로 60년 넘는 긴 세월 동안 서서히 이뤄지는 일이

어서 우리가 감당하기에 결코 무리가 없는 계획”이라고 밝혔다(서윤경 

2017. 8. 30.). 다시 말해서, 정부는 공론조사 결과와 탈원전 정책을 엄밀

히 구분하고자 했다. 만약 탈원전 논의로 확장되면 이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 경제지는 이를 두고 “문 대통령

이 초기에 ‘탈원전’ 신호를 강하게 줘 환경·시민단체의 우려를 불식하

고 이후 안정적인 원전정책을 펼 것이란 일각의 시각과도 일맥상통하는 

대목이다. 즉 ‘탈원전’이 원전의 전면 폐기가 아니라 안전 외에 원전기술

을 한층 고도화하고 현재 추진 중인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독자설계 

인증을 획득해 ‘APR 1400’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극대화하며 원전 수출

도 지속하는 방향으로 가되 그 전에 공론화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동우, 유엄식 2017. 7. 13.)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론조사 결과와 탈원전 정책을 구분하고자 하는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공론장의 논의는 점차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여부에

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확장됐다. 실제로도 여론조사를 수행

한 결과 핵 발전 찬성의견은 60%에 달하는 반면 반대의견은 약 31%로 

절반에 불과했으나, 양측 모두 41% 가량의 응답자가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여부에 대해서는 당장 의견을 정하는 대신 공론조사 과정을 지

켜보겠다고 밝혔다(노지원 2017. 8. 14.).  

또한 재개 측과 중단 측 모두 공론조사 결과가 탈원전 정책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자력업계는 앞서 경제적 악영향 담론

에서도 드러났듯이 신고리 5·6호기 공사가 중단될 경우 해외 원전사업

에 막대한 지장을 미친다는 점에서 원전 공사여부가 탈원전 정책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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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와 결코 무관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

시스템공학 교수는 시민참여단이 숙고를 거쳐 신고리 5·6호기의 공사여

부에 대해 내리는 판단은 곧 한국의 원전기술에 대한 신뢰수준을 의미한

다는 점에서 신고리 5·6호기 시민참여형조사의 결과는 향후 정부의 탈

원전 정책에 반영되어야 하며, 나아가 신고리 5·6호기 건설문제와 같이 

‘시급성을 요하는 사안’과는 별개로 에너지정책의 방향성 역시도 공론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동욱 2017. 8. 1.). 

환경단체는 환경단체 대로 설계수명이 60년에 달하는 신고리 5

·6호기가 건설된다면 완전한 탈원전이 그만큼 지연되므로 공사중단 문

제와 탈원전은 구분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한 진보언론은 다음과 같

이 논평했다:  

 

신고리 5, 6호기를 계획대로 지으면, 탈핵을 추진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서 핵발전소가 모두 가동을 멈추게 되는 시기가 상당히 늦어진다. 신고

리 6호기는 2022년 10월에 준공할 예정이고, 설계수명이 60년이나 된다. 

더는 원전을 짓지 않더라도 2082년까지는 우리나라에서 핵발전소가 하

나라도 가동되는 셈이다. 탈핵의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면 탈핵 시기도 

가능한 한 앞당기는 방안을 모색해야 마땅하다. (한겨레 2017. 6. 29.) 

 

정부 내부적으로도 공론조사 결과의 의미를 놓고 문재인 정권과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행위자들이 존재했다. 야당은 공론조사 이후에 

탈원전 정책 자체를 놓고 국회 차원에서 추가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고 주장했다(국민일보 2017. 7. 29.). 김지형 공론화위원장도 “공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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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탈원전 찬성이고 속행은 반대라는 등식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면서도, 공론조사 결과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으며, 공론조사 이후에도 탈원전 논의가 지속될 것을 예상한다”

고 밝혔다(손제민, 박순봉 2017. 7. 25.).  

신고리 5·6호기 시민참여형조사의 제도 디자인에 대해 제기된 

5개의 담론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5] 신고리 5·6호기 시민참여형조사의 제도디자인 

1. 시민참여단의 최종결정권한 

주장1 시민참여단에게 최종결정권 부여해야 

근거 정치적 효능감, 국민적 관심, 다른 공론화 사례와 차별화(공론화위) 

반박 공론조사 결과는 권고사항에 불과하며, 최종 결정은 정부가 내려야 

근거 해외사례 

책임소재 논란이나 결정에 대한 불복 여론 우려 

절충안 공론조사 시행과 동시에 공공토론 통해 시민의견 또한 수렴해야 

노후화된 고리 2호기 폐지 방안 역시 공론화해야 

결정 시민참여단의 결정 전폭 수용하여 정부가 최종결정 내려(청와대) 

 

2. 이해당사자 참여 

주장1 이해당사자는 반드시 공론조사에 포함되어야 

근거 지역 주권과 에너지 분권 차원에서(김해창) 

반박 이해당사자는 사익만 추구하므로 배제되어야 

원전 정책은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과거 공론화 실패사례 

절충안 지역주민이 공론조사 설계에 어떠한 형태로든 반영되어야 

결정 지역주민은 대표성 없으므로 시민참여단에 포함될 수 없어(정부) 

 

3. 공론화위의 공정성 

주장1 공론화위는 공정성 충분히 확보(정부, 공론화위) 

근거 이해관계자 배제, 공공분쟁 및 갈등 전문가 위주로 공론화위 조직 

위원 후보자 중 최대 8명까지 제척 허용 

모든 활동 내용 공개 

지역순회토론회 통해 신고리 이슈를 최대한 많은 국민에게 전달 

양측 대표단체와의 원활한 의사소통 보장 

재개 측 요청에 따라 산자부의 홈페이지 폐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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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 공론화위는 결국에는 정부의 의도에 따라 운영(양측 대표단체) 

주장2 자료집 특정 내용은 한수원 입장 대변(중단 측) 

근거  

반박  

주장3 국책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들의 공론화 활동 참여 불공정(중단 측) 

근거 한수원은 공기업이자 막대한 자금력 보유(중단 측) 

반박 중단 측이 전문성에서 뒤쳐지므로 고의적으로 공론화 방해(재개 측) 

원전 전문가는 불가피하게 국책기관 소속(재개 측) 

원전 전문가 배제 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 전달 불가(재개 측) 

결정 공론화위, 국책기관 소속 연구원 공론화 참가 허용 

근거 연구원 개인의 자격으로 공론화 참여는 학문/표현의 자유(공론화위) 

 

4. 공론조사의 시행기간 

주장1 3개월이면 충분하며, 최대한 빨리 사회적 합의에 도달해야(정부) 

근거 공사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및 사회적 갈등 최소화(공론화위) 

반박 공론화가 미비할 시 공론조사 결과가 정당성을 얻지 못할 위험 

결정 계획대로 3개월 간 공론화 거친 후 공론조사 시행 

 

5. 공론조사가 탈원전 정책에 미치는 영향 

주장1 공론조사 결과는 탈원전 정책과 엄밀히 구분되어야(정부) 

근거 공론조사 결과가 탈원전 논의로 확장될 시 탈원전 정책 위협 

반박 공사중단 여부 뿐만 아니라 탈원전 정책까지도 공론화해야 

근거 공사 중단 시 해외 원전산업에 막대한 지장 초래(재개 측) 

공론조사 결과는 한국의 원전기술에 대한 신뢰와 직결(정동욱)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시 그만큼 완전한 탈원전 지연(중단 측) 

결정 계획대로 공론조사 결과와 탈원전 정책 구분(정부) 

 

앞서 건설공사 및 탈원전 논의와 공론조사의 시행 타당성 논의

와 달리 공론조사의 제도디자인의 5개 논의 모두 법원, 정부, 공론화위 

등 권한부여 공간에 위치한 행위자들의 내부적 결정에 의해 논의가 종결

됐다는 것이 특징이다. 물론 이러한 일련의 결정은 공론조사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각각의 결정이 

과연 담론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는지에 대해서는 토의체계 전

반의 중대성의 측면에서 추후 논의의 여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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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신고리 5·6호기 시민참여형조사 당시의 담론들 

 

앞서 신고리 5·6호기 시민참여형조사 시행 이전 공론화 

과정에서 제기된 담론들을 파악 및 분석했다면, 이 절에서는 신고리 

5·6호기 시민참여형조사 당시의 담론들을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질적 

차원에서 종합토론회 당시의 전문가 발표내용을 주장과 근거제시, 반박 

위주로 재구성해볼 것이다. 이후에는 조사결과에 대한 공론화위의 

분석자료를 통해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대한 시민참여단의 의견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양적으로 확인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시민참여단 

내부적으로 실시된 ‘미시적 토의’를 공론조사 전후로 전개된 ‘거시적 

토의’와 비교함으로써 신고리 5·6호기 시민참여형조사가 공적 공간과 

권한부여 공간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1. 양측 전문가 발표내용 

 

시민참여단의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함에 앞서 신고리 5·6호기 

시민참여형조사 당시 양측이 제시한 담론들 분석해볼 것이다. 먼저 

2건의 보도자료 분석을 통해 오리엔테이션 간에 제기된 담론들을 종합한 

후, 종합토론회 당시의 전문가 토의 중 가장 대표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세션1 총론토의의 발표내용을 주장, 근거제시, 반박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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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구성할 것이다
7
. 

2박 3일 종합토론회에 앞서 9월 16일 실시된 오리엔테이션에서 

재개 측은 과거 정부의 원자력 정책을 자문했던 정범진 경희대 

원자공학과 교수가 발표에 나섰다. 정범진은 중단 측이 가장 크게 문제 

삼을 것으로 예상되는 원전의 안전성 위주로 발표에 임했으며, 그 외 

매몰비용 담론, 전력수급의 안정성 담론과 경제적 악영향 담론 또한 

제기했다(고경봉 2017. 9. 16.; 석민수 2017. 9. 18.). 특히 정범진은 

원전을 천연가스 발전소로 대체할 경우 당장 3조 원 가량의 세금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향후 60년 동안 122조 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고 강조했다(석민수 2017. 9. 18.). 

반면 중단 측은 후쿠시마 등의 사례를 통해 위험성 담론을 

강조함으로써 재개 측을 공격할지, 아니면 재생에너지의 장점을 

부각함으로써 스스로의 입장을 강화할지를 놓고 마지막까지 고심했다 

(고경봉 2017. 9. 16.). 결국 오리엔테이션 당일 발표자로 나선 홍종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력 소비량 상위 10대 기업이 국내 2150만 

가구 전체가 쓰는 전력량과 맞먹는 전기를 쓴다”고 주장하면서, 국내 

기업의 과도한 전기 소비를 줄이면 신고리 5·6호기를 건설하지 않아도 

되며, 원전 건설비용을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신 투자함으로써 

원전사고의 위험성도 방지하고,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도 확충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전개했다(석민수 2017. 9. 18.).  

이후 10월 13일에서 15일까지 전개된 2박 3일간의 종합토론회 

중 세션1 총론토의에서 재개 측 발표자였던 임채영 한국원자력학회 

총무이사는 첫째, 공론화 과정에서 중단 측이 ‘국책연구소 소속의 

7 세션1 총론토의는 2017년 10월 14일 KTV 국민방송을 통해 생중계됐으며, 

https://www.youtube.com/watch?v=kDAwHXO19to&index=3&list=LL3ty2bW1sfnVBcDRztB9Bl

A&t=1428s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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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이 재개 측 입장을 대표하게 되면 그것은 곧 정부의 의견을 

대표하는 것’이라며 자신을 비롯한 전문가의 배제를 요구했는데, 그 

이유는 시민참여단에게 배포한 자료집과 동영상에서 ‘부분적인 

진실’만을 제시함으로써 원전 문제의 핵심을 감추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예컨대, 중단 측의 전력량 계산에는 태양광과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가 30%나 포함되어 있으나, 재생에너지는 자연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예상 공급량과 실제 공급량 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으므로 결국에는 천연가스 발전을 통해 전력 부족분을 메워야 한다. 

그럼에도 중단 측은 지속적으로 ‘원전을 재생에너지가 대체한다’며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임채영은 오히려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는 보완적인 관계이며, 결국 신고리 5·6호기 건설여부는 

원자력과 천연가스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라고 반박했다.  

둘째, 임채영은 방사능 피해 담론의 일환으로 중단 측이 

동영상에서 활용한 ‘균도 이야기’에 주목했다. 임채영은 원전 인근에 

거주하는 부자가 모두 암에 걸렸고 법원이 한수원에게 1500만 원 배상을 

명령한 것 또한 인정했다. 하지만 임채영은 “가족의 비극적 사안까지 

굳이 사용해 가면서 이 자리에서 설득하려고 해야 하느냐”며 “해야 할 

일이 있고 안 해야 할 일이 있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셋째, 임채영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의 효과와 재개의 

효과를 각각 제시했다. 임채영에 따르면 건설을 중단했을 때 완전한 

탈원전이 2082년에서 2079년으로 3년 앞당겨지고 사용후연료 발생량도 

3만 8000톤에서 3만 5000톤으로 감소하는 것은 맞으나, 신고리 

5·6호기는 최신형 모델을 사용하여 기존의 원전에 비해 훨씬 안전하게 

설계되었으며, 3만 8000톤이든 3만 5000톤이든 모두 하나의 부지 내에 

저장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대신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취소되면 

원전 2기의 전력생산량만큼 국민은 산유국에 천연가스 수입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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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천연가스 시설을 소유한 국내 대기업에 운영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비해 원전은 공기업인 한수원에서 

운영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윤은 다시 국민을 위해 사용된다는 것이다.  

반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할 시 더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고, 일자리 1만 2000개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으며,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것을 막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상승을 완화함으로써 재생에너지의 정착에도 기여하며, 

타국 정부가 수주를 결정할 때 신고리 5·6호기를 참조할 수 있으므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임채영은 재생에너지와 원전은 결코 대체 관계가 

아니라 보완관계이며, 신고리 5·6호기를 건설했을 때에만 부작용 없이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  

중단 측 입장을 대표한 이유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은 첫째, 원전 건설을 중단하는 대신 에너지를 동일한 

지역에서 생산 및 소비하는 ‘지역에너지’ 발전을 통해 전력 이동소요를 

줄이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서울시는 

2012년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을 통해 실제 전력소비를 많이 줄이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감을 얻는 등 큰 성과를 거뒀다. 반면 이유진에 

따르면 영광, 울진, 병주/월성/고리 세 지역에서는 원전 총 24기가 가동 

중인데, 전력의 생산지역과 소비지역 간의 거리가 상당하다 보니 초고압 

송전탑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과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한 

상태다. 나아가 한국은 좁은 국토에 비해 너무 많은 원전을 지어 이미 

세계 최대의 원전밀집지역을 형성하고 있는데, 여기에 2기를 더 

짓겠다는 것은 “위험에 위험을 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이유진은 후쿠시마 사례를 제시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정부가 원전의 안전성을 강조했음에도 원전 3기가 폭발함에 따라 2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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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비용을 들어 복구해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토양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주민들은 난민신세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전사고는 

비단 지진이나 쓰나미 뿐만 아니라 테러, 적의 미사일 공격, 민간 

실수에 의해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데, 한국은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절대 자유롭지 못함을 상기시켰다.  

셋째, 이유진에 따르면 원전 관리는 위험하고도 중요한 

사안임에도 원전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협력업체에서 왔거나 비정규직 

근로자이며, 이들에게 노출되는 피폭량은 한수원 직원의 8배에 달한다. 

원전의 운영과정에서도 안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다  

넷째, 이유진 역시도 ‘균도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지금도 원전 

인근주민 600명이 갑상선암 공동소송을 진행 중임을 밝혔다. 또한 

원전으로 인해 인체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역시도 타격을 입는다고 

주장했다. 원전이 들어서게 되면 사람들이 그 지역에 투자를 꺼리게 

되기 때문이다. 이유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보상대책은 항상 

미흡했다고 비판했다. 

다섯째, 이유진은 지역에너지와 대안에너지를 통해 원전 없이도 

안정적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음을 주장했다. 이유진은 2015년 

‘경기도 에너지자립 2030’ 정책의 일환으로 시도되었던 에너지 자립형 

도청사 건립, 에너지자립마을정책 추진, 저수지 및 공장지붕에 태양광 

설치, 산업 에너지효율화 사업 추진 등을 소개했다. 특히 이유진은 

에너지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전력소비를 줄일 수 있으며, 

“계속 전력 추가 위해 발전소를 공급만 할 게 아니라, 적정량의 

피크관리를 통해 돈을 투자해 놓고 설비를 놀리는 게 아니라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유진은 에너지 전환이 세계적인 

추세임을 강조했다. 선진국 대부분은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데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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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원전과 석탄 발전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건설 중인 

원전을 중단하는 일도 해외에서는 비일비재하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이유진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각 가정에 공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풍력, 태양광, 열병합발전, 

저장장치가 다양하게 조합되고, 전력은 빅데이터를 통해 필요한 만큼 

생산된다. 무조건 만들어 쭉 보내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만들어서 

똑똑하게 생산한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는 정부 주도로 원전을 짓고 

전력을 공급해 왔다면 앞으로는 차세대 전력체계를 구축하여 더 많은 

일자리도 확보하고, 안전성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전력요금이 오르더라도 “에너지전환 정책을 만들고, 

전기요금도 합의해 나가는 방식이 가능하다. 누가 더 많이 내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이 정의롭고 바른 것인지 논의하면 된다. 무조건 

오른다고 겁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발언을 통해 발표를 

마무리했다. 

앞서 저자가 구축한 공론화 기간 간의 담론지형과 비교했을 때, 

두 발표자의 발표내용을 통해 드러난 주장, 근거제시와 반박은 각각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6] 신고리 5·6호기 시민참여형조사 당시의 중단 측 담론들 

1. 원전사고 담론 

주장1 신고리 5·6호기는 위험(이유진) 

근거 좁은 국토에 비해 원전의 밀집도 이미 세계 최고(이유진) 

후쿠시마 사례(이유진) 

원전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협력업체에서 왔거나 비정규직(이유진) 

반박  

 

2. 방사능 담론 

주장1 원전 핵폐기물에서 유출되는 방사능 물질은 인체에 치명적(이유진) 

근거 ‘균도 이야기’(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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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직원에게 노출되는 피폭량은 한수원 직원의 8배(이유진) 

반박 특정 인물의 비극을 토의에 활용하는 것은 부당(임채영) 

 

3. 환경비용 담론 

주장1 탈원전 3년 앞당기고 사용후연료 3000톤 감소(중단 측) 

근거  

반박1-1 신고리 5·6호기는 기존 원전에 비해 훨씬 안전하게 설계(임채영) 

3000톤 차이 나도 여전히 하나의 부지 내에 저장 가능(임채영) 

국민은 산유국 및 대기업에 비용 추가 지불해야(임채영) 

원전은 공기업이 운영하고, 원전 이윤은 국민을 위해 사용(임채영) 

천연가스 발전은 환경오염 발생(임채영) 

반박1-2 신고리 5·6호기 있어야만 부작용 없이 에너지 전환 가능(임채영) 

 

4. 세계적 추세 담론 

주장1 탈원전은 세계적 추세(이유진) 

근거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여전히 원전 및 석탄발전(이유진) 

원전건설 중단은 해외에서는 비일비재(이유진) 

반박  

 

[표 7] 신고리 5·6호기 시민참여형조사 당시의 재개 측 담론들 

1. 전기요금 폭등 담론 

주장1 탈원전 시 전기요금 폭등할 것(재개 측) 

근거  

반박 에너지정책·전기요금 합의 통해 요금인상 극복 가능(이유진) 

 

2. 전력공급의 안정성 담론 

주장1 재생에너지로 원전 대체 불가, 결국 천연가스 발전 필요(임채영) 

근거  

반박1-1 탈원전 해도 지역·대안에너지 통해 안정적 전력생산 가능(이유진) 

근거 경기도 에너지자립 2030 정책(이유진) 

반박1-2 탈원전 해도 효율적 에너지 관리로 안정적 전력생산 가능(이유진) 

 

3. 매몰비용 담론 

주장  

근거  

반박  

 

4. 경제적 악영향 담론 

주장1 원자력은 중요한 에너지원이자 한국경제의 핵심산업(임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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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해외수주 시 외국정부가 신고리 5·6호기 참조 가능(임채영) 

반박 차세대 전력체계 구축하여 일자리 창출(이유진) 

 

양측의 발표내용을 확인한 결과 양측 모두 공론화 단계에서 

제기된 각각의 주요 담론에 대하여 추가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각자의 

입장을 강화하고자 했다. 나아가 특정 담론에 치중하는 대신 다양한 

담론을 언급 및 조합함으로써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최대한 설득력을 

높이고자 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담론을 구체적으로 지목한 후 

반론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토의역량 관점에서 

공론조사 제도가 하나의 의견전달 메커니즘으로써 진정성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공적 공간의 진정성을 증진하는 데에도 기여했을 수 

있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특이하게도 재개 측은 매몰비용 담론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 

이유로 재개 측은 시민참여단이 원전공사와 관련된 특정 공사업체 및 

지역경제의 이익에 대해 공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이는 재개 측의 입장에서는 시민참여단으로부터 호응을 얻기 위한 

의식적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으나, 토의역량 관점에서는 공사업체 및 

지역경제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포용성 하락의 

가능성을 제기해볼 수 있다.  

 

 

2. 토의 이후 시민참여단의 의견변화 

 

2박 3일 종합토론회 이후 시민참여단의 의견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먼저, 1차 조사 결과 건설재개 36.6%, 중단 27.6%, 판단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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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로 건설재개가 9% 더 높았으나, 판단유보도 1/3을 상회했다.
8
 3차 

조사는 시민참여단 471명이 자료집을 숙지하고 이러닝을 완료한 이후에 

실시됐으며, 이 때는 건설재개 44.7%, 중단 30.7%, 판단 유보 24.6%로 

1차 조사에 비해 재개는 8.1%, 중단은 3.1% 증가했으며, 두 의견 간 

격차도 14%로 증가했다. 마지막으로 2박 3일에 걸쳐 전문가 토론과 

분임토의를 거친 이후인 10월 15일 동일한 471명을 대상으로 4차 조사를 

실시한 결과 건설재개 57.2%, 중단 39.4%, 판단 유보 3.3%이었다.  

정리하자면 1차 조사와 4차 조사를 비교했을 때 재개 입장은 

20.6%, 중단 입장은 11.8%가 증가했고, 의견의 격차는 17.8%로 더욱 

벌어졌다(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2018: 264). 이때 공론화위는 

판단 유보 의견이 많아 다수결이 형성되지 않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판단 유보’ 항목을 제외하고 건설재개와 중단 중 양자택일을 묻는 

문항을 별도로 마련했는데, 그 결과 건설재개 59.5%, 중단 40.5%의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바로 이 조사결과가 권고안에 포함되었다(박수찬, 

이옥진 2017. 10. 21.). 

공론화위는 1-4차 조사를 분석한 결과 시민참여단 내부적으로 

56.7%가 1차 조사 당시의 의견을 고수했고, 중단에서 재개로, 또는 

재개에서 중단으로 의견이 변화한 시민은 각각 5.3%와 2.2%에 

머물렀으나, 대신 1차 조사 당시 판단을 유보했던 시민들 35.8% 중에서 

토의를 경험하면서 19.7%는 재개 입장을, 16.1%는 중단 입장을 지지하게 

됐음을 밝혔다(80) (그림 3 참조). 

 

8 2차 조사는 오리엔테이션 기간에 실시됐으며,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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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시민참여단의 의견 변화 

 
출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2018), p. 264 

 

건설재개를 지지하는 이유로는 ‘전력공급의 안정성’이 가장 많이 

선택됐으며, 일자리 및 원전 수출 등 ‘경제적 요인’의 비중도 지속적으로 

높았다. 반면 ‘2조 8천억 원의 피해비용이 발생해서’의 이유를 지지하는 

의견은 1차조사 당시 20% 가량이었으나, 4차조사에서 5.7%에 불과하여 

네 이유 중 유일하게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14%나 감소했다(표 8 

참조). 

 

 [표 8] 시민참여단의 건설재개 지지 이유 

 

출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2018), p.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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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중단을 지지한 이유로는 ‘핵폐기물은 수십만 년간 방사선을 

방출해 인류생존을 위협해서,’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세계적인 

추세여서,’ ‘체르노빌,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위험이 상존해서’의 세 

근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1차 조사에서는 

‘원전사고의 위험’이 가장 두드러졌던 반면, 자료집 및 이러닝을 실시한 

후인 3차 조사에서는 ‘핵폐기물 문제’가 가장 대두되었고, 2박 3일 간 

분임토의 및 전문가 토론회를 참관한 뒤인 4차 조사에서는 ‘세계적인 

추세’ 담론이 10%나 증가했다는 것이다. 반면 ‘핵폐기물 처분과 폐로 등 

비용을 감안하면 비싼 발전 방식이어서’는 1차 조사 당시에도 13.5%로 

비중이 적었고, 4차 조사에 이르러서는 5.3%에 불과했다(표 9 참조). 

 

[표 9] 시민참여단의 건설중단 지지 이유 

 
출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2018), p. 271 

 

 총 4회의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시민참여단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변화했다는 사실은 시민참여단이 학습과 토의를 통해 본 

사안에 대해 숙의했음을 의미한다. 동시에 매몰비용 담론과 환경비용 

담론의 비중이 시민참여단 내부적으로 급감한 이유에 대해서도 포용성의 

측면에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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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신고리 5·6호기 시민참여형조사 이후의 담론들 

 

신고리 5·6호기 시민참여형조사 시행 이전까지는 원전 

중단여부, 공론조사 시행의 타당성, 제도디자인 관련 논의가 주를 

이뤘다면, 신고리 5·6호기 시민참여형조사가 종결된 10월 15일부터 본 

논문을 제출한 시점인 2018년 12월까지는 공론조사의 결과를 놓고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입장이 제기되었다
9
. 이 중 본 논문에서는 

공론화위의 역할, 공론조사 결과와 탈원전 정책의 연계성, 공론조사와 

민주주의 간의 관계가 논의된 38건의 언론보도자료를 통해 어떠한 주장, 

근거제시 및 반박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해볼 것이다.  

 

 

1. 공론화위원회의 역할 

 

2박 3일 간의 종합토론회 및 4차 조사가 끝난 후 공론화위가 

시민참여단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권고안을 작성하기까지는 5일이 

소요됐다. 이 기간 동안 가장 우려됐던 것은 바로 공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이내일 경우였다. 공론화위는 이미 2박 3일 종합토론회에 앞서 

열린 13차 정기회의를 통해 설문조사 결과가 오차범위를 넘어설 

경우에만 권고안을 작성하고, 만약 결과가 오차범위 이내일 때에는 

9  본 연구 외에도 임종섭(2018)은 텍스트마이닝(text mining) 기법을 활용하여 

공론화가 시작된 2017년 7월부터 권고안 발표 이후인 2018년 1월까지 신고리 

5·6호기 건설 관련 정부, 국회, 언론의 입장 위주로 양적 담론분석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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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결과 및 의견분포 변화만 발표한 후 최종결정은 정부에게 

맡긴다고 발표했다(김재중 2017. 10. 11.). 또한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공론화위는 다수의견이 형성되지 않을 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유보’ 

의견을 배제한 문항을 별도로 두었다(노지원 2017. 10. 14.). 

이를 두고 일부 언론은 시민참여단 내에서 결정에 도달하지 

못하여 정부가 직접 최종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야말로 청와대가 

가장 기피하는 결과라고 보도했다. 이미 공론화 과정에서 자료집 및 

전문가 패널참여를 놓고 중단 측과 재개 측이 공정성 시비를 벌였던 

만큼, 만약 시민참여단이 아닌 청와대의 최종판단에 따라 공사여부가 

결정될 시에는 이해당사자 중 일부가 결과에 불복할 여지가 있었기 

때문이다(김상윤 2017. 10. 12.). 나아가 정부가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여야간의 정치적 대립이 격화된다면 공론조사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까지도 제기될 수 있다고 언론은 보도했다(강광우, 박형윤 2017. 10. 

18.). 이러한 점에서 일부 언론은 신고리 5·6호기 시민참여형조사 

결과를 두고 ‘판도라의 상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석민수 2017. 

10. 12.; 김상윤 2017. 10. 12.; 김평정 2017. 10. 19.).  

 공론화위가 내린 결정 중 논란이 되었던 또 다른 지점은 바로 

탈원전 논의를 권고안에 포함시킨 것이었다. 공론화위는 설문조사 

문항에 향후 원전발전 비중도 포함시켰는데, 그 결과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를 다수가 지지한 것과는 별개로 시민참여단의 53.2%는 발전 

비중 축소, 35.5%는 발전 비중 유지, 9.7%는 발전 비중 확대라고 

응답했으며, 이를 토대로 향후 원전발전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고 

권고했던 것이다(유민환, 박효목 2017. 10. 20.). 이러한 공론화위의 

결정을 두고 한 경제일간지는 다음과 같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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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은 우선 원자력발전소 찬성·반대 양측의 의견을 중립적으로 

반영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미 천문학적 비용이 투입된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그대로 진행토록 결정해 추가 손실비용을 최소화했다.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우려한 주민들의 불만도 어느 정도 봉합했다. 

동시에 공론화위 권고안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추동력을 부여했고 

이를 지지하는 여론도 보듬었다. 남은 과제는 공론화위의 결정을 

추가적인 국론분열 없이 온전히 이행하는 일이다. 공론화 과정에서 

첨예해진 갈등도 치유해야 한다. (유엄식 2017. 10. 21.) 

 

 하지만 모두가 공론화위의 판단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었다. 일부 

보수언론은 탈원전 정책을 강화하는 입장을 권고안에 포함시키는 것은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묻고자 했던 기존의 

목표에 부합하지 않으며,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의견이 중단 

의견보다 19% 높은 결과를 두고 ‘더 높았다’고 분석한 반면 원전발전 

비중에 대해 축소 의견은 유지 및 확대 의견 보다 불과 8% 높았음에도 

‘훨씬 높았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이용수 2017. 

10. 20.). 이 언론은 또한 원전 축소 의견이 1, 3차 조사에서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4차 조사 때 10% 가량 증가한 것은 4차 조사에서 

시민참여단 중 일부가 중단에서 재개로 입장을 변경하면서 이에 대한 

일종의 ‘보상심리’로 원전 축소 의견을 지지한 것이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이용수 2017. 10. 20.). 건설재개 입장을 일관적으로 표명했던 

다른 경제 일간지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둘러싸고 워낙 찬반이 

첨예하게 갈리는 것을 의식한 공론화위는 슬그머니 향후 원전 정책 

방향을 묻는 질문도 추가했다”고 비난했다(한국경제 2017. 10. 21.). 

중도보수 성향의 한 언론매체 역시도 축소 의견과 유지 및 확대 의견 

간에 8%에 불과한 격차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국민의 공감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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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으며, 결국에는 현 정권이 

추진하는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 유리한 내용을 담은 것이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국민일보 2017. 10. 25.).  

 권고안 수용을 두고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여당은 “공사 

재개 결정은 존중하지만, 탈원전 정책은 지지 여론이 높은 만큼 그대로 

추진하겠다”며 정부의 결정에 동의한다고 발표했다(한국경제 2017. 10. 

21.). 반면 야당은 신고리 건설 공론화로 인해 오히려 사회적 갈등이 

늘어나고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및 

진상조사를 요구했다(유민환, 박효목 2017. 10. 20.; 최원영 2017. 10. 24.). 

 권고안에 탈원전 논의를 포함시킨 장본인이었던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예상은 했지만 3개월 공론조사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었다”며, 신고리 5·6호기 공사 여부가 결국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직결되는 만큼 권고안에 탈원전 정책에 대한 함의를 

포함시킴으로써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자 했다고 해명했다(이건혁 2017. 

10. 25.). 또한 공론화위의 법적 근거인 국무총리 훈령에 명시된 ‘그 밖에 

공론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의결할 수 있다’는 

항목을 참조했다고 밝혔다(이건혁 2017. 10. 25.). 나아가 김지형은 

탈원전을 설문조사에 반영하는 것이야말로 공론화위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 정책은 이미 정부 차원에서 

결정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공론조사 결과가 정부의 정책에 타격을 

입히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법률가적 양심으로” 탈원전 문항을 

포함시켰다는 것이다(김재훈 2017. 11. 4.). 

또한 민간영역에서도 공론화위의 이 같은 결정은 월권이 

아니라는 입장이 제시됐다.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찬반만 물으면 돈을 많이 쓴 세련된 여론조사에 불과하다. 에너지 전환 

관련 문항을 넣어 대안적 권고안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하며, 재개 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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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비중과 관련된 문항이 설문조사에 포함된 것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홍주형 2017. 10. 28.).  

공론화위의 역할과 관련된 논의에 대한 주장과 반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0] 공론화위원회의 역할 

주장1 설문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넘어설 경우에만 권고안 작성(공론화위) 

결과가 오차범위 이내일 때에는 정부가 최종 결정(공론화위) 

유보 의견 배제한 문항 별도로 제시(공론화위) 

근거 청와대가 최종 판단 시 이해당사자가 결과에 불복할 것(언론) 

여야간 대립 격화  공론조사 자체에 대한 근본적 의문 제기(언론) 

반박  

주장2 탈원전 논의를 권고안에 포함시켜야(공론화위) 

근거 사회적 혼란 방지(김지형) 

공론화위의 법적 근거인 국무총리 훈령 참조(김지형) 

공론화위의 공정성과 독립성 보장(김지형) 

대안적 권고안 도출(은재호) 

재개 측도 원전비중 묻는 문항 사전에 인지(은재호) 

반박 탈원전 강화입장 확인은 기존의 목표와 부합하지 않아(언론) 

권고안 내용 중 통계수치에 대한 해석 상의 문제 제기(언론) 

시민참여단이 일종의 ‘보상심리’로 원전축소 지지했을 가능성(언론) 

 

 공론조사가 정부주도로 시행되었어도 반드시 정부가 원하는 

결과로 귀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언론은 공론조사 결과를 ‘판도라의 

상자’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공론조사 결과가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론화위는 판단유보를 배제한 문항을 설문지에 

포함시키고, 기존의 의제와 별도로 원전발전 비중에 대한 시민참여단의 

의견 또한 권고안에 반영하였다. 하지만 토의역량 관점에 따르면 

권고안을 통해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은 역으로 

토의체계 전반의 중대성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 공론조사 결과 

오차범위는 벗어났지만 여전히 의견 차가 크지 않았다는 점에서 토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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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가 아직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오히려 권고안을 통해 탈원전 

정책을 강화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2. 시민참여형조사 결과와 탈원전 정책의 연계성 

 

신고리 5·6호기 시민참여형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사 재개로 

다수의견이 형성되자 이를 계기로 정부의 탈원전 정책 역시도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서 논의되었듯이 신고리 

5·6호기 공사여부와 탈원전 정책은 결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신고리 5·6호기 공사재개 권고안이 발표된 다음날 한 

경제일간지의 논평은 이러한 입장을 잘 집약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시작된 탈원전 정책은 초기부터 숱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에너지 전문가보다는 소수 환경론자들에 의해 

만들어졌고, 정작 원전 전문가들 목소리는 배제됐다. 객관적이지도 

검증되지도 않은 데이터로 원전 공포가 과장됐고 대통령 공약 

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군사작전 하듯, 원전 공사가 돌연 중단됐다. 

환경기후에너지 전문가들이 탈원전 정책의 오류를 앞다퉈 지적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 원전의 기술적 우수성과 안전성은 세계가 

인정한다. 전문가를 총동원해 숙고에 숙고를 거듭해서라도 국가 에너지 

정책을 근본부터 다시 짜야 한다. (한국경제 2017. 10. 21.)  

 

 반면 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 결과는 

현재 진행 중인 탈원전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고경성 

2017. 10. 13.). 그러면서도 정부는 오히려 권고안에 ‘건설재개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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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조치’로 명시된 ‘원전의 안전기준 강화’,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사용 후 핵연료 해결방안 마련’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강병철, 서혜림 2017. 10. 20.; 강지우 2017. 10. 21.). 또한 원전 

운용 간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향후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로봇 등의 첨단기술을 활용할 것임을 밝혔다(고재만 외 2017. 11. 13.). 

이를 두고 진보언론은 “탈원전 대선공약 중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번복하지만 ... [대신] 탈원전 3원칙을 유지할 것임을 재확인한 

것”(손제민, 김지환 2017. 10. 21.)이라고 평가했다.  

권고안 발표 4일 후인 10월 24일 정부는 권고안 내용에 

기반하여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최종 확정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각에서 탈원전 로드맵의 공론화를 요구한다는 입장에 대해 

“탈원전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었고, 

국민의 대다수가 탈원전에 공감했다.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았다고 

본다”며 “이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도 똑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본다”고 답변했다(조계완 2017. 10. 25.).  

나아가 청와대는 탈원전 정책을 ‘불가역적’으로 만들어 이후에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지속적 탈원전을 보장하고자 했다(손제민, 김지환 

2017. 10. 21.; 조계완 2017. 10. 25.). 이는 공론조사를 통해 탈원전 

정책을 수립한 지 불과 3년 만에 원전을 재가동했던 일본의 사례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대해 한 보수언론은 권고안 발표시점에서 

일본의 경우 탈원전 이후 원자력 산업이 침체되면서 일부 원전 재개 

이후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박준희 2017. 10. 20.).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원자력 업계는 크게 반발했다. 

정용훈 한국과학기술원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사설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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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을 재개하는 쪽으로 정책 결정이 이뤄질 경우의 조치로 네 가지 

중 선호를 조사했는데 원전을 0으로 만드는 탈원전의 정책 유지는 네 

가지 중 현저하게 낮은 13.3%의 선택을 받았다. 안전기준 강화 33.0%, 

신재생 투자 확대 27.6%, 사용후핵연료 해결 방안 마련 25.3%와 비교할 

때 13.3%는 우선순위가 가장 떨어지는 것이다 ... 시민참여단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후 후속조치로 탈원전 로드맵 작성을 주문하지 

않았다. 적정 비중을 찾는 노력을 하라는 것이다. (정용훈 2017. 10. 30.) 

 

정용훈은 정부가 탈원전 로드맵 대신 다양한 전력원을 확보하는 

‘대한민국 미래 에너지 믹스 로드맵’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정용훈 2017. 10. 30.). 나아가, 원자력 업계는 앞서 공론화 

과정에서 ‘경제적 악영향’ 담론을 통해 밝혔듯이 이 같은 결정이 

결국에는 원자력 업계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탈원전 

정책과 원자력 산업 발전 및 원전 수출은 병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권고안이 발표된 지 불과 한 달 뒤인 2017년 11

월 15일 경상북도 포항에서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정부의 탈원

전 정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결정까지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 제기됐다. 지진 이튿날인 16일, 

환경운동연합은 경북지역의 원전 축소 계획을 요구했다(정지우 2017. 11. 

17.). 또한 여당의원들을 주축으로 한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

은 “대한민국은 지진 안전지대도, 원전 사고 안전지대도 아니다”며 “문

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더 빠르고 강력히 추진돼야 한다”고 발표했

다(배정철, 박종필 2017. 11. 17.). 이에 대해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

표는 신고리 원전은 훨씬 강한 지진도 견디도록 설계됐음을 강조하면서 

“[원전 재검토는] 좌파들이 원전을 방해하려고 하는 억지”라고 비난했다

(배정철, 박종필 2017. 11. 17.). 

 

- 73 – 
 



 
 

 신고리 5·6호기 시민참여형조사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

던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포항 지진을 계기로 신고리 5·6

호기 재공론화를 요구하는 입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신고리 공론조사를 거치며 배운 것이 있다면, 에너지 정책을 결정하는 

데 두려움만큼 안심이 위험하고, 협소한 이익 추구만큼 과도한 

이념화를 피해야 한다는 것 아니었나. 에너지 정책에 영향을 받는 

당사자인 시민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판단하면 되는 것 아니었나. 

시민들은 배워 나가는데, 정치권과 언론은 제자리에 있다. (이준웅 2017. 

11. 20.) 

 

또한 이준웅에 따르면 신고리 5·6 호기 시민참여형조사 결과 시민은 

안전성을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았으며, 특히 ‘신고리 5·6 호기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원전’이라는 주장에 대해 공감하는 시민이 토의 

이전에 48%에서 토의 후에 57%로 증가했다는 점에서 신고리 

5·6 호기의 안전성은 시민참여단에게 충분히 설득력 있는 

주장이었다(이준웅 2017. 11. 20.).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합리적이고 

입증되지 않은 이유로 이미 합의한 내용을 번복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이준웅 2017. 11. 20.). 

 공론조사 결과가 정부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표 11] 시민참여형조사 결과와 탈원전 정책의 연계성 

주장1 공론조사 결과에 따라 탈원전 정책도 재검토되어야 

근거 신고리 5·6호기 공사여부와 탈원전 정책은 관련성 높아 

반박 공론조사 결과는 탈원전 정책에 영향 미치지 않아(정부) 

오히려 권고안의 ‘보완조치’를 탈원전 정책에 포함시켜야(정부) 

결정 권고안에 기반하여 국무회의에서 ‘에너지 전환 로드맵’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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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탈원전은 대선공약이며, 공론조사 결과와도 부합(백운규) 

권고안 통해 탈원전 가속화 및 여론 분열 방지할 수 있어(언론) 

반박 설문조사 결과 탈원전 정책 유지에 대한 선호도 가장 낮아(정용훈) 

탈원전은 결국 원자력업계 몰락을 초래할 것(정용훈) 

주장2 탈원전 정책을 ‘불가역적’으로 만들어야(정부) 

근거 일본 사례(원전 재가동) 

반박 일본은 현재 원자력산업 침체상태 

주장3 탈원전 정책 강화 및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재검토해야 

근거 포항서 규모 5.5 지진 발생 

반박 정치적 입장에 기반한 억지(홍준표) 

비합리적이고 입증되지 않은 이유로 합의내용 번복은 부당(이준웅) 

 

 앞서 공론화위의 역할과 관련된 논의와 마찬가지로 공론조사 

결과와 탈원전 정책의 연계성을 놓고서도 공적 공간에서 다양한 요구가 

제기됐으나, 결국에는 정부의 의지대로 탈원전 정책이 최종 확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역시 토의체계 전반의 중대성이 감소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 담론분석 결과와 같이 공론조사의 결과나 권고안의 

내용을 토대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며 정부의 해석은 그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전제 하에 공론조사 이후에도 탈원전을 주제로 활발한 

토의를 기대해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3. 민주주의의 발전 

 

신고리 5·6호기 시민참여형조사는 과연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했는가? 이 질문에 대해 일부는 신고리 5·6호기 

시민참여형조사를 통해 사회적 합의에 도달했다는 이유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사회적 이슈가 국회에서 여야간 대립에 밀려 표류하거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집행하고 이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던 기존의 모습에서 탈피하여 ‘공론조사’라는 전례 없는 

 

- 75 – 
 



 
 

의사결정방식을 통해 시민들이 편향된 시각에서 벗어나 보다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고자 했고, 그 결과물인 건설 재개 의견을 중단 측이 

수용했다는 것이다(이준웅 2017. 10. 23.; 김범수 2017. 10. 26.).  

또한 공론조사를 통해 전문가와 시민 간의 간극이 많이 

좁혀졌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공론조사 검증위원으로 활동했던 박원호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번 공론조사가 남긴 가장 큰 성과는 정부와 정책을 좌우하는 

전문가들이 비로소 ‘현자’가 아닌 일상을 사는 시민들을 상식의 언어로 

설득하고 마음을 얻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사실을, 그러면서도 

그것이 불가피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교훈으로 남겼다는 점이 아닐까 

생각한다. 모든 국가 정책의 비용을 감당할 이들도, 그리고 그 성공의 

과실을 향유하거나 실패의 부담을 떠안을 이들도 바로 이들이며, 

그것은 공론조사보다 훨씬 근본적인 문제기 때문이다. (박원호 2017. 10. 

25.) 

 

이러한 긍정적인 반응은 비단 전문가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도 

감지됐다.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최초에 건설 중단 

입장을 표명했던 국민의 25%는 공론조사 권고안 발표 이후 건설 재개를 

지지하게 됐다고 응답했다(조현일 외 2017. 10. 31.). 

이러한 맥락에서 공론조사가 한국의 대의민주주의에 

이바지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인터뷰를 통해 

시민참여단이 국회 대신 “한국 사회에 부족했던 토론과 절충을 통한 

갈등 해소를 보여줬다”고 평가하면서, “대의 민주주의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때 보완하는 수단”으로써 공론조사가 기능했다고 

주장했다(이건혁 2017.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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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공론조사가 오히려 민주주의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지적도 

있었다. 우선 공론화 과정에서 정작 국민을 대표해야 하는 의회와 

정당은 배제되었다는 지적이 있었다(정한울 2017. 10. 24.). 또한 

시민참여단의 판단에만 근거하여 정부가 에너지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무리이며,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의 논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국민일보 2017. 10. 25.).  

지역주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입장도 제시됐다. 

4차 조사결과를 토대로 정용훈은 시민참여단의 가장 중요했던 

판단요인이 ‘안전성’이었고, 시민참여단 중 상당수가 원전 건설을 

재개하더라도 ‘원전 주변 지역주민들의 안전·보상 등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면 마땅히 원전사고 발생 시에 직접적 피해를 입는 지역주민의 

목소리에 가중치를 부여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범수 2017. 10. 26.).  

또한 시민참여단과 공론장 간의 괴리가 발생했다는 의견도 있었

다. 국내 싱크탱크 소속의 정한울은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한 달 사이 크게 공사 재개로 쏠린 공론조사 결과와 달리 일반 여론조

사 결과들에서는 커다란 변동이 없었던 것은 ‘격리된 공론화’에 대한 

우려가 기우가 아님을 시사한다. 미디어나 정치권의 찬반 논쟁이 심화

되고, 언론의 충실한 보도가 이루어지면, 일반 여론조사 결과도 따라 

변동하는 게 일반적이다. (정한울 2017. 10. 24.) 

 

이러한 점에서 정한울은 시민참여단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전체

가 숙의하는 공론화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채영길(2017)은 신고리 5·6호기 시민참여형조사와 2017년 

강서구의 특수학교 건립 분쟁사례를 비교함으로써 공론조사가 시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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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했음을 지적하고자 했다. 채영길에 따르면 신고리 

5·6호기 시민참여형조사의 경우 감정의 개입을 배제한 채 합리적 판단

만 강조했으며, 정부 임의대로 토의 의제와 시민참여단의 토의방식 및 

결정범위를 확정됐고, 정부가 시민참여단의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함으로

써 시민사회 차원에서의 어떠한 추가적 논의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

(11-13). 반면 강서구의 특수학교 건립 사례는 공사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있던 가운데 장애아동 학부모들이 공청회장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사진

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시민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시

민의식이 자발적으로 형성되고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었다

는 것이다(9-10). 이러한 점에서 채영길은 신고리 5·6호기 시민참여형조

사에 대해 “숙의일 수는 있을지라도 민주주의는 아닐 수도 있다는 성찰

적 의심”(12)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유사한 맥락에서 이관후(2018)도 신고리 5·6호기 시민참여형조

사는 자발적 참여 대신 임의추출을 통해 선발된 소수의 시민에 의해 단

기간에 결정에 도달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폐쇄적인 대표제 민주주의”의 

양상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공론조사를 민주적 혁신의 일환이 아

니라 “분쟁의 사법적 화의나 조정, 행정적 절차의 일부분”으로 활용했다

는 것이다.  

끝으로 갈등 당사자였던 중단 측은 결과를 수용하면서도 여전히 

공론조사 과정이 불공평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권고안 발표 후 중단 

측은 기자회견을 열어 “수십년간 온 국민이 핵 발전의 필요성과 

안전성·경제성에 대한 정보를 일방적으로 접해온 상황에서 불과 며칠의 

공론화 기간은 너무 짧았다”면서, 공론화위의 공정성 결여가 공론화 

과정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들었고, 시민참여단의 의사결정은 

이러한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고 주장했다(박승혁 2017. 10. 21.). 

또한 환경운동연합은 ‘공론화위 권고안에 대한 입장’을 통해 “편파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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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환경과 진영 논리, 기계적인 중립과 무능함을 보인 공론화위, 

불충분한 자료 검증, 상호 토론 부족과 숙의 과정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공론화의] 애초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한계를 

보여준 결과”라고 비난했다(박승혁 2017. 10. 21.).  

공론조사가 민주주의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평가가 분분한 

가운데 앞으로 정부 정책을 놓고 사회적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하여 공론조사를 법적으로 제도화하자는 입장이 제기됐다(이데일리 

2017. 10. 24.; 조현일 외 2017. 10. 31.). 지금까지 직접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제도화 방식이었던 주민 공청회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보다는 관료들의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한 쪽이 일방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대화를 

거부하면 무산되는 등 한계가 뚜렷했다는 것이다(김희균 2017. 10. 19.). 

비슷한 맥락에서 중단 측을 대표했던 이유진 또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이전 정부에서도 지역주민과 시민 의사를 반영하는 절차를 갖췄더라면 

삼척과 영덕 신규 원전과 밀양 송전탑 건설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삼척과 영덕은 주민투표를 통해 원전반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바 

있다. 그런 점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는 앞으로 정부가 

시민의사에 반하는 독단적 에너지 정책을 밀어붙이기 어렵다는 것을 

상징한다. (이유진 2017. 10. 20.)  

 

당시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응답자의 83.2%가 공론조사 확대 

도입에 긍정적이었으며, 이 중 72.2%는 공론조사를 전담하는 상설기구 

설치에 찬성했다(홍주형 2017. 10. 31.).  

 정부는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여 앞으로도 공론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공론화 매뉴얼을 개발하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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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에 배포할 계획을 발표했다(홍주형 2017. 10. 31.). 또한 국회 

차원에서도 프랑스의 공론화 기구인 ‘국가공공토론위원회 (CNDP)’를 

모델로 하여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책사업갈등 

조정토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10
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었다(홍주형 2017. 10. 31.). 추가하여 정부는 

향후 사용후핵연료 문제 역시도 공론화할 것임을 발표했다(조정형 2017. 

11. 29.). 

 지금까지 공론조사가 민주주의의 발전에 미친 영향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2] 민주주의의 발전 

주장1 공론조사는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 

근거 사회적 합의에 도달 

전문가와 시민 간 간극 많이 좁혀져(박원호) 

대의민주주의 보완(김지형) 

반박 오히려 의회와 정당을 배제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에 악영향(정한울)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의 논의 반드시 수반되어야 

지역의견의 적절한 반영 실패 

시민참여단과 공론장 간의 괴리(정한울, 채영길, 이관후) 

공론조사 과정 상의 불공정(중단 측) 

주장2 공론조사를 법적으로 제도화해야 

근거 직접민주주의의 대표적 제도인 주민 공청회로는 한계 분명 

정부가 시민의사에 반하는 에너지정책 강요 못하게 돼(이유진) 

반박  

결정 앞으로 공론화 적극 지원(정부) 

  

 공론화 전반에 걸쳐서 신고리 5·6호기의 공사중단 여부 못지않

게 주목을 받았던 것은 바로 공론조사 자체에 대한 평가 및 추후 활용 

10 이 법률안은 총사업비 5000억 원 이상의 국책사업은 자동적으로, 그리고 총

사업비가 5000억 원 이하이더라도 이해관계자 및 주무부처가 요청할 경우에 한

하여 4-12개월 간의 공론화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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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였다. 하지만 앞서 ‘문제제기’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공론조사에 

대하여 비판의 목소리가 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곧이어 다른 의

제를 놓고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공론화를 시도하고자 했다. 그 결과 두 

번째 공론조사였던 ‘대입제도개편을 위한 시민참여형조사’는 여러 측면

에서 한계를 드러내며 사회 전반에 걸쳐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

을 뿐만 아니라, 향후 추가적 공론화의 가능성마저 대폭 감소시켰다. 이

러한 점에서 신고리 5·6호기 시민참여형조사를 계기로 공론조사의 개선

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고, 논의 결과가 두 번째 공론조사의 계획

과정에 반영되지 못했던 것은 여전히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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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토의역량 관점에서의 평가 

 

 

지금까지 주장과 근거제시 및 반박을 위주로 신고리 5·6호기 

시민참여형조사 이전·당시·이후에 제기된 담론들을 분석했다면, 본 장

에서는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토의역량 관점에서 신고리 5·6호기 시민참

여형조사가 한국의 민주주의에 미친 영향을 평가할 것이다. 토의역량 관

점을 채택한 이유는 담론배열의 변화를 통해 민주주의의 공고화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기존의 연구와 차별화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평가는 공적 공간 및 권한부여 공간의 진정성, 공적 공간 및 권한부여 

공간의 포용성, 토의체계 전반의 중대성의 순으로 실시할 것이며, 평가

를 위해서 토의민주주의자들의 이론적 논의 및 경험적 사례연구를 참조

할 것이다.  

평가에 앞서 본 논문에서 평가를 위해 참조하는 사례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일본의 2012년 에너지 공론조사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평가에 중점적으로 활용되는 이유를 설명하고자 한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일본 시민사회가 탈원전을 강력하게 요구하자, 일본

정부는 기존의 의견수렴절차였던 ‘퍼블릭 코멘트(public comment)’와 공

청회(public hearing)를 수행함과 동시에 세계 최초로 국가적 차원에서 

피시킨의 공론조사를 시행함으로써 일반대중이 숙고된 판단을 내릴 기회

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Mikami 2015: 88).  

 일본에서 공론조사를 수행한 결과, 피시킨의 의도대로 토의 전후

로 참가자들의 유의미한 의견변화가 일어났다(그림 4 참조). 먼저, 공론

조사 결과 표면적으로는 2030년도까지 원자력 의존도를 0%로 감축하는 

‘제로 시나리오’ 지지자가 점차 증가하고, 원자력 의존도를 15%로 감축

하는 ‘15 시나리오’나 20-25%로 감축하는 ‘20-25 시나리오’에 대한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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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비슷하게 유지됐으며, ‘중복지지’나 ‘지지없음’은 감소했으나, T1, T2, 

T3 간에 화살표 옆 숫자에서 알 수 있듯이 다수의 참가자들이 최초의 

선호에서 이탈하여 다른 방안을 지지했음이 드러났다(110). ‘안전’과 ‘안

정적 에너지 공급’의 두 양립하기 어려운 가치들을 놓고 공론조사에 참

여한 일반시민은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다른 시민들과 자유롭게 자기 

주장의 근거를 교환하며, 전문가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짐으로써 ‘의견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다. 같은 기간에 수렴된 8만 9천여 개의 

시민의견 중 압도적인 수치인 87%가 ‘제로 시나리오’를 지지했던 반면, 

공론조사에서는 ‘제로 시나리오’ 지지자가 과반을 넘지 못했다는 사실 

또한 주목할 만하다(111). 

 

[그림 4] 일본의 에너지 공론조사 결과 

 

 출처: Deliberative Poll Steering Committee(2012), p. 73 

 

 일본정부는 공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의 

가동시기를 40년으로 제한하고, 원전의 재가동을 위해서는 원자력 규제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향후 새로운 원전 건설을 금지하는 ‘에너

지 환경 혁신전략’을 제시했다(116). 하지만 민주당 정권이 총선에서 참

패하고 자민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에너지 환경 혁신전략은 전면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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됐다. 자민당의 아베 신조 총리는 탈원전 정책이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하

며, 이후 2014년 ‘신 전략적 에너지 계획’을 통해 원자력 에너지의 중요

성을 강조하고, 특히 원자력 에너지는 “안전성이 보장되었다는 전제 하

에 에너지 수요공급구조의 안정성에 기여한다”고 주장했다(116).  

결과적으로 일본의 에너지 공론조사는 한국의 신고리 5·6호기 

시민참여형조사와 마찬가지로 i)피시킨의 공론조사 모델을 충실히 따른 

결과 시민참여단이 상당한 의견의 변화를 경험했으며, ii)국가적 차원에

서 공론조사를 시행한 결과 탈원전을 결정했고, iii)시민권고안이 정책결

정으로 직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론조사를 시행한 결과 일본은 

탈원전 정책이 폐지되고 난 후 더 이상의 공론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반면 한국은 탈원전 정책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동시에 신고리 

5·6호기 시민참여형조사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공론조사 제도

를 적극 도입하고자 하였다(김재현 2018. 4. 16.; 좌승훈 2018. 5. 4.).  

일본의 에너지 공론조사는 조사결과가 정책결정에 직결된 지 반 

년도 안 되어 정권 교체로 인해 탈원전 정책이 전면 폐지됐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공론조사의 ‘실패사례’로 간주되어온 것이 사실이다(채영길 

2018: 17). 하지만 한국의 사례와 가장 흡사하면서도 결과는 판이했다는 

점에서 본 논문은 신고리 5·6호기 시민참여형조사를 평가하기 위한 비

교대상으로 일본의 사례에 주목하고자 한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공론조

사 시행 간에 경험적으로 가장 대비되어 공론조사 결과가 상반되게 나타

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는 지점들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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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공적 공간 및 권한부여 공간의 진정성 

 

앞서 최장집(2016)에 따르면 한국사회에서 갈등이 발생할 시 제

도권 외부의 갈등 당사자들은 숙의나 대안 모색 대신 갈등의 양극화 및 

이념화를 유도하는 반면, 제도권 내부적으로는 갈등 당사자들을 대표하

거나 제도적 경로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는 데 분명한 한계를 드러냈다. 

이것은 토의역량의 관점에서는 각각 공적 공간과 권한부여 공간의 진정

성 부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공론조사를 계기로 두 공간

이 진정성의 측면에서 개선되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공론조사를 계기로 시민참여단 뿐만 아니라 공적 공간에서

도 ‘팩트체킹(fact-checking)’이 활발해졌다는 것은 분명한 성과였다. 지

금까지는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의견을 교환하기보다는 끝없이 

대립함으로써 갈등이 심화됐다면, 이제는 시민참여단 앞에서 어느 측의 

주장이 더 타당한지 논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그러자 공

론조사를 앞두고 건설 측과 재개 측 모두 원전 건설 및 탈원전 관련 각

종 언론기사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및 반박이 담긴 자료를 적극 제시함

으로써 각자의 입장을 강화하고자 했다(김성환 2017. 8. 15.). 예컨대 재

개 측은 중단 측이 시민참여단에 제공한 동영상 자료 중 15개 지점이 왜

곡되었다며 공론화위에 시정을 요구하고, 중단 측은 이에 대해 재반박하

기도 했다(김승범, 김성민 2017. 10. 11.). 나아가 언론사들도 양측이 제시

한 자료집을 놓고 활발한 검증작업을 펼쳤다. 이를 계기로 전문가가 아

닌 일반 시민도 공론화 과정에서 보다 공정하고 정확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신고리 5·6호기 공사 문제는 ‘담론 간의 경쟁’으로 논쟁의 

성격이 규정됨으로써 이전의 정책분쟁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됐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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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대 유채원과 구도완(2016)은 2001년부터 6년 가까이 이어졌던 천성산 

터널 반대운동의 경우 환경운동가들과 지율 모두 건설반대입장을 표명했

으나, 전자는 토론과 숙의를 통해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증진해야 한다

는 ‘생태 민주주의’ 담론을 생산했던 반면, 후자는 모든 대안을 거부하고 

생명은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생명지상주의’ 담론을 고집하고, 

대화 대신 단식투쟁을 진행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대중의 지지를 얻

는 데 실패했다고 분석한다(391-393). 공론화 과정에서 담론 간의 경쟁 

보다는 특정인물의 행동이 더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

으로 신고리 공론화 기간에 원전공사 중단을 요구했던 환경단체들은 언

론보도 및 전문가 발표를 통해 특정 담론을 고수하는 대신 신고리 5·6

호기 공사 중단을 재생에너지 발전의 문제로 전환함으로써 경제성장과 

일자리 확충 등을 강조하는 전략을 시도했다. 이것은 앞서 천성산 터널 

사례와 달리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담론을 제시함으로써 담론 간의 경

쟁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공적 공간과 달리 권한부여 공간에서는 공론화를 통해 

진정성이 강화됐다고 보기 어려웠다. 정부의 내부적 의사결정은 여전히 

토의 보다는 기존의 권력관계에 의해 좌우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

다. 이러한 비토의적 태도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행위자는 바로 

산업자원부와 한수원이었다. 두 기관은 수십 년간 원전개발 및 수출을 

목표로 국내 원자력업계와 협업해왔다는 점에서 분명히 여러 측면에서 

원자력업계와 이익이 일치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두 기관은 탈원전 

정책 논의 과정에서 ‘경제적 악영향’ 담론을 활용함으로써 권한부여 공

간 내에서 토의의 진정성을 향상시킬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산

업자원부는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전력의 예비가동율을 낮추며 탈원전을 

홍보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

히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문제가 거론된 국무회의에서 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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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의 발언이 회의록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만약 정부의 해명대로 의견이 누락된 것이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애초에 국무회의라는 공간 자체가 다자간의 토의를 별로 중시하지 않음

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한수원 이사진도 정부의 요청

에 따라 이사진 회의를 통해 압도적으로 공론화 간 건설 중단을 결정함

으로써 같은 기관의 노조로부터 비난을 면치 못했다. 

어쩌면 이러한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 정부는 계획단계부터 

공론화위의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공론화위는 

다음의 이유를 들어 시행기관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공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되는 권고안이 정부의 결정으로 직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론화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공론화 조직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

장을 꼽을 수 있다. 공론화에 함축된 정치적 논쟁을 피하고 사회적 수

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론화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최대 관건이 된다. 여기에 공론화 의뢰기관이 공론화 기

구의 최종 권고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의지 표명과 약속이 더해질 경우, 

공론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와 몰입도가 높아질 수 있다.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2018: 45) 

 

이러한 입장은 공론화위 위촉장 수여식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의 “오늘 

이후 여러분을 뵐 일은 없습니다”(18) 발언에서 단적으로 확인된다. 이처

럼 공론화위는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시민 

권고안이 정부의 최종결정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토의민주주의의 관점에서는 시행기관의 독립성 여부를 

 

- 87 – 
 



 
 

결정하기에 앞서 공론조사가 시행되는 정치적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드라이젝과 터커(A. Tucker)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유사

한 의제를 놓고 동일한 형태의 미니공중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체계에 따라 전혀 다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Dryzek & Tucker 2008). 

덴마크와 미국, 프랑스 모두 미니공중의 일종인 ‘합의회의(Consensus 

Conference)’를 시행했음에도 국가가 다양한 사회집단을 적극적으로 포

용하는 덴마크에서 합의회의는 초기부터 기존의 정책결정구조와 ‘통합적

(integrative)’ 형태로 운영되었으나, 시민사회와 정부를 분리하면서도 다

양한 경로를 통해 시민사회의 의견을 정부 정책에 반영하는 미국에서 합

의회의는 어디까지나 민간차원에서 특정한 이해관계를 ‘옹호(advocacy)’

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반면 엘리트 관료의 하향식(top-down) 국가경영

이 특징인 프랑스의 경우에는 합의회의의 계획단계부터 국가가 적극적으

로 개입하는 ‘관리자적(managerial)’ 양상을 보였다. 다시 말해서 프랑스

에서 합의회의는 다른 두 국가와는 대조적으로 특정 현안을 놓고 “대중

의 비숙고된 회의론에 맞서 그 대안으로 숙고된 여론을 대표하기 위한 

정책가들의 도구로 활용되었다”(870)는 것이다. 이는 프랑스와 마찬가지

로 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의 성격이 강한 한국과 일본에 시사하

는 바가 크다. 한국과 일본에서도 정부가 주도적으로 공론조사를 시행한 

이상 공론조사의 독립성을 이유로 행정관료의 참여를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선스틴(C. Sunstein)은 미 행정부를 사례로 들면

서 행정부 내부적으로도 부처 간 입장 차가 상이한데, 이를 각종 유관기

관회의를 통해 조율하는 과정에서 토의민주주의적 요소를 다분히 관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Sunstein 2017). 이러한 시각은 공론조사가 반드시 

독립적으로 시행되고 정책에 직접 반영되지 않더라도 사회 전반의 토의 

증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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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가 드라이젝과 터커는 덴마크 합의회의를 관찰한 결과 반드

시 정치적 효능감을 이유로 합의회의의 시민권고안을 정책결정에 직결시

키지 않아도 여러 정부기관 간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시민권고안이 상당

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에 따르면 덴마크 

의회는 합의의회의 시민권고안 내용을 반드시 발의할 의무는 없으나, 그 

대신 합의회의 자료를 원내토의에서 언급하거나 대정부질의 시 관련부처 

장관에게 왜 권고안을 따르지 않는지 물어보는 등의 간접적 형태로 활용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합의회의의 토의결과가 정책결정에 충분한 영

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867-868).  

 일본의 에너지 공론조사의 경우를 보더라도 시행기관이었던 공

론조사 조정위원회(Deliberative Poll Steering Committee)는 핵에너지협의

회(Nuclear Energy Council), 천연자원 및 에너지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for Natural Resources and Energy), 중앙환경위원회(Central 

Environment Council) 등의 정부 유관기관과 협상을 거쳐 공론화 의제를 

선정했다(Sone 2016: 7). 또한 시민참여단의 권고안이 마련된 후 정부는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론조사의 결과를 검토했고, 이 과정에서 이루

어진 토의내용 일체를 인터넷 상에 공개함으로써 공적 참여결과가 의사

결정절차에 반영되도록 보장했다(Mikami 2015: 98). 이후 일본은 정부 주

요인사가 포함된 후속위원회를 거친 후에야 정책결정을 완료했다. 일본

은 공론조사 시행기관의 독립성보다도 유관기관의 협력 및 견제에 중점

을 두었다는 점에서 공적 공간 내부적으로 토의의 진정성 및 포용성이 

증대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  

 반면 한국의 공론화위는 계획단계부터 철저한 독립성을 보장받

은 가운데 공론조사의 세부사안을 위원회 내부적으로 결정했으며, 공론

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전 재개입장으로 원자력 전문가들을, 반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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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으로 환경단체 대표자를 설정하는 과정에서도 정부관계자 및 유관기관

은 철저하게 배제했다. 그 결과 오히려 양 대표단체로부터 ‘기계적 중립’

이라는 비판을 받게 된 것이다. 또한 시민참여단의 정치적 효능감을 보

장하고자 신고리 5·6호기 시민참여형조사의 결과가 담긴 권고안을 그대

로 정부에 전달함으로써 국회는 아무런 역할도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공론화위는 사안이 정치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를 거

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토의역량 관점에서는 시행기관의 독립성이 

자칫 권한부여 공간의 토의역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오히

려 덴마크 사례와 같이 국회가 공론조사를 통한 의사결정과정에 특정한 

방식으로 참여함으로써 토의체계 전반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는 최장집이 우려

했던 사회적 갈등의 양극화 및 이념화가 발생하는 대신 중단 측과 재개 

측이 각각 다양한 담론을 제시하고 상대방의 담론에 대해 반박하는 등 

담론 간의 경쟁이 주를 이루었는데, 이는 공적 공간의 진정성 증진을 의

미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정부 내부적으로는 공론조사를 계기로 유관

기관 간에 토의가 활발해질 여지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청와대의 요구사

항에 주무부처가 일방적으로 따르는 모습이 관찰됐다. 또한 공론화위의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청와대 및 의회의 역할을 최소화하였는데, 이는 오

히려 정부 내부적으로 토의가 차단되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했을 때 신고리 5·6호기 시민참여형조사가 권한부여 

공간의 진정성 증진에는 기여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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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공적 공간 및 권한부여 공간의 포용성 

 

 앞서 한국의 민주주의 공고화 논의에서 최장집(2016)은 결사체 

중심의 시민사회가 부재한 가운데 특정 집단의 이익이 정당 등의 제도적 

경로를 통해 제대로 대표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433). 최장집의 이러한 

주장은 드라이젝의 분석틀에서는 포용성의 문제로 이해해볼 수 있다. 이

러한 맥락에서 본 절에서는 신고리 5·6호기 시민참여형조사가 포용성의 

차원에서 한국 정치체계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했는지 살펴볼 것이다. 본 

절에서 주장하는 바는 공론화 과정에서 공사 중단 논의와 탈원전 논의가 

중첩되면서 권한부여 공간에서 지역주민과 미래세대의 담론이 배제되었

고, 결과적으로는 포용성이 낮아졌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미니공중은 소수의 시민이 장기간에 걸쳐 직접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고 권고안을 작성하는 반면, 공론조사는 대표성이 확보된 

수백 명의 시민참여단의 의견변화를 측정 및 계량화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공론조사 결과를 일반 여론조사와 비교할 수도 있

게 된다. 예컨대 신고리 5·6호기 시민참여형조사의 결과를 2016년 10월 

환경운동연합과 리서치뷰가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중단 의견 

80%, 재개 의견 14%’ 결과와 비교하고, 어느 결과가 더 신빙성이 높은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가능해짐에 따르는 

기회비용(trade-off)은 시민참여단에게 특정한 토의의제를 놓고 단순히 

개인의 선호 및 의견의 변화만을 표출할 기회만 제공할 뿐, 직접 토의의

제를 설정하거나 권고안을 작성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Goodin 

& Dryzek 2006: 243). 그렇다면 다른 미니공중에 비해 공론조사에서 유

독 중요해지는 문제는 ‘토의의제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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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의의제야 말로 한국과 일본의 사례를 비교할 때 가장 극명하

게 대비됐던 지점 중 하나이다. 두 사례 모두 원자력정책을 주제로 다루

었음에도 일본은 국가적 차원에서 향후 일본사회의 원자력 의존도를 토

의의제로 선정했던 반면, 한국은 원전의 건설중단 여부라는 특정 이익과 

직결되면서 구체적인 문제를 공론조사를 통해 결정하고자 했다. 이러한 

토의의제 설정방식의 차이가 어떠한 결과로 이어졌는지 확인함으로써, 

둘 중 어느 경우가 사회 전반의 토의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용이한지 파

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론조사의 또 다른 특징은 토의과정에서 이해당사자를 배제한

다는 것이다. 공론조사는 이해당사자들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자

기선택(self-selection)의 문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임의추출 기법을 통

해 참여단을 구성한다. 피시킨이 공론조사에서 이해당사자들을 배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좋은 토의에 의해 형성된 여론은] 자연적 상황에서 찾기 어렵다. 자신

과 반대되는 시각을 가진 사람과 대면하는 것은 당파적 환경에서는 어

려울 것이다. 나아가 불쾌하고 참여가 줄어들 수도 있을 것이다. 어쩌

면 상호간 존중하는 가운데 다양하고 경쟁적인 시각을 공유하기 위한 

안전한 공간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일상 속에서보다는 만들어진 환경

(organized setting)이 더 용이할 수 있다. (Fishkin 2009: 90) 

 

일례로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정부는 현역 정치인들에게 선거제

도 개혁문제를 맡길 경우 그들의 사익추구가 불공정한 선거제도로 이어

질 위험이 있다는 우려를 바탕으로 정치인들을 배제한 채 일반 시민들만

으로 시민의회(Citizens’ Assembly)를 구성했다(Lang 2007; Fung & 

Warren 2011). 이러한 맥락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2018)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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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적 목표 역시도 이해당사자를 배제한 채 “건설 중인 신고리 원전의 

계속 건설과 중단 중 어느 것이 ‘공론’ 즉, ‘공익에 부합하는 여론’인지

를 파악함으로써, 정부의 정책적 선택을 용이”(195)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하지만 토의 과정에서 반드시 이해당사자의 사익이 배제될 필요

는 없다는 입장 역시 존재한다. 맨스브리지(J. Mansbridge)와 그의 동료

들에 따르면 토의의제의 추상수위가 높을수록 사익을 최대한 배제하고 

공익을 추구하는 과정을 통해 의사결정에 도달하는 반면, 토의의제가 보

다 구체화될수록 개개인의 사익도 중요해지며, 토의 참여자들 모두가 정

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토의과정에 반영될 수도 있다

(Mansbridge et al 2010: 77). 후자의 경우 특정 문제를 놓고 과연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이 무엇인지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기보다는 다양한 

사익 간의 절충(compromise)의 형태로 토의가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는 것이다.  

위 논의를 정리하자면 논의의 추상수위와 이해당사자의 배제 정

도 간에는 일종의 ‘비례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다. 사회 전반에서 

제기되는 윤리적이고 보편적인 문제일수록 특정한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여지가 낮아진다. 반면에 보다 구체적이고 누군가의 직접적 

이익과 결부되는 문제일수록 이해당사자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

이다. 피시킨이 주도했던 대부분의 공론조사 사례를 확인해보더라도 에

너지 정책이나 개헌 등 추상수위가 높은 논의와 지방선거 등 특정 집단

의 이익과 직결되지 않는 결정을 위해 공론조사가 시행되었다(Fishkin 

2009; Fishkin & Zandanshatar 2017; Fishkin et al. 2017). 

 일본의 2012년 공론조사 역시도 논의의 추상수위가 상당히 높았

다. 일본은 후쿠시마 사태를 겪은 가운데 국가적 차원에서 원자력 감축

속도를 결정하기 위해 시행되었으며, 2030까지 원전 의존도를 놓고 ‘제

로 시나리오,’ ‘15% 시나리오,’ ‘20-25% 시나리오’ 총 세 개의 선택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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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되었다. 이후 일본의 공론조사조정위원회는 원전시설을 가동함에 있

어 안전 보장, 안정적 전력공급, 지구 온난화 방지, 에너지 비용 총 네 

측면을 동시에 충족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일종의 ‘사중고(quadrilemma)’에 

직면해 있음을 참가자들에게 설명했다(Sone 2016: 16). 그 결과 참석자들 

중 90% 가량이 안전 보장을 가장 중요시한다고 응답했으며, 이 수치는 

1차에서 3차 조사까지 꾸준하게 유지되었다는 점에서 참석자들의 의사결

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16).  

 반면 한국의 공론조사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여부를 토의의

제로 선정한 후, 별도의 문항을 통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지지하는지 

묻고 그 결과를 권고안에 포함시켰다. 그러자 토의과정에서 신고리 5·6

호기의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증가하는 동시에 원자력 발전을 

장기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증가했다(신고리 5·6호기 공론

화위원회 2018: 285). 이 때 건설 재개를 지지하는 의견의 근거로 ‘전력

공급 안정성’은 꾸준히 40% 가량을 유지했던 반면, ‘원전건설이 중단될 

경우 2조 8천억 원의 피해비용이 발생해서’, 즉 매몰비용 담론을 선택한 

시민참여단은 오히려 시간이 경과하면서 14% 가량이 감소했다(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2018: 270). 이러한 결과를 통해 전력 소비자인 시

민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전력공급의 담론은 충분히 

대표된 반면, 매몰비용의 담론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원전기업 등의 다

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복잡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이들의 목소리

는 적절히 대변되지 않았다고 분석할 수 있다. 

 신고리 5·6호기 시민참여형조사가 단기적으로는 각종 이해관계

자들을 토의에서 배제했다면, 장기적으로는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시

민참여형조사를 계기로 탈원전 정책을 확정하고 비가역적으로 만들고자 

했다는 점에서 향후 미래세대의 의견을 반영하는 데에도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지금 당장 미래세대가 정치적 결정을 내리지는 못하므로 이들
 

- 94 – 
 



 
 

이 성년이 된 이후에 변화한 조건을 감안하여 탈원전 정책을 검토하고 

판단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 영구화는 결과적으로는 권한부여 공간의 포용성을 약화시켰다는 비

판이 가능하다. 

 종합해보면 일본은 토의의제를 국가적 차원으로 한정하였기 때

문에 이해당사자들을 배제했음에도 특정 집단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았다. 

반면 한국은 구체적이고 특정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를 공론화하는 과정

에서 지역주민이나 환경단체, 원자력 관련업체를 비롯한 여러 행위자들

의 입장을 공론조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역시 이해당사자인 미래세대가 추후에 재차 판단을 내릴 기회를 없애고

자 했다. 이처럼 토론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이 배제되어 버린다면 정책 

반대자들은 토의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채 토의결과를 승복해

야 하고 정책에 반대할 정당성을 상실하게 될 위험이 있다(Goodin & 

Dryzek 2006: 236-237). 이는 토의역량 관점에서는 권한부여 공간의 포용

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을 위험을 내포하며, 구체적이고 결정에 영향

을 받는 집단이나 세력이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되는 의제일수록 시민참

여단이 권고안을 채택하기에 앞서 공론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입장

이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제 3 절 토의체계 전반의 중대성 

 

 앞서 최장집(2018)은 촛불집회가 시민사회 전반의 활발한 대화로 

이어지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심해졌

다는 점에서 오히려 ‘국민투표제 민주주의’가 심화되었다고 비판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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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훈(2017)에 따르면 촛불집회를 계기로 일반시민은 대의제에서 벗어

나 직접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참여함으로써 제도권 밖에서 정치적 영향

력을 행사하고자 했다. 이러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단순히 ‘대선공약’

을 근거로 원전 건설을 중단하는 대신 공론화 과정을 통해 일반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을 내린 것은 중대성의 차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다. 당시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지난 대선

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응답자 중 60.3%가 탈원전을 지지했으나, 

동시에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면서도 동시에 탈원전에 반대한다는 응답 

또한 25.7%에 이르렀던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이다(정진복 2017. 7. 19.). 

이러한 맥락에서 신고리 5·6호기 시민참여형조사가 한국 토의체계 전반

의 중대성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본 절에서는 신고리 5·6호기 

시민참여형조사의 공론화의 기간과 공론화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 주목해

볼 것이다. 

 첫째, 공론화의 기간과 관련하여 기존의 토의민주주의 논의에서

는 크게 두 개의 상반되는 입장이 존재한다. 먼저 드라이젝과 터커는 

1999년 실시된 덴마크 합의회의가 예상보다 적게 언론에 의해 보도된 이

유로 합의회의가 종결된 시점에는 이미 시간이 많이 경과하여 해당 현안

이 더 이상 논쟁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Dryzek & Tucker 

2008: 868). 여론의 특성상 아직 대중이 관심을 가질 때 현안을 속도감 

있게 다루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반면 애커만(B. Ackerman)의 ‘ 헌정적 순간(Constitutional 

Moment)’ 이론에 따르면 토의가 사회전반에서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경

로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Ackerman 1991). 그래야만 i)반복적인 검증을 

통해 국민이 특정 의제(agenda)를 지지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ii)의

제에 반대하는 세력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동원되어 반론을 제시할 기회

가 주어짐으로써 찬반 양측 간의 토의를 통한 자발적 의견변화가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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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수 있기 때문이다(286). 애커만에 따르면 헌정적 순간이 실제 개헌으

로 이어진 경우는 1787년 미국 헌법의 인준, 1868년 흑인의 시민권을 보

장하는 수정헌법 13·14조의 통과, 경제대공황 이후인 1933년 적극적 정

부개입의 계기가 됐던 뉴딜정책의 집행, 1960년대 미국 흑인인권운동까

지 총 4회 발생했으며, 4개 사례 모두 장기적이고 다원화된 토의를 통해 

국민이 스스로 집합적 결정을 내리고, 정치엘리트를 보조적 역할로 국한

시켰다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의 국민주권을 실현하고 사회적 합의의 지

속성을 강화할 수 있었다(2014: 3). 애커만의 헌정적 순간은 미국사회가 

스스로의 ‘정체(polity)’의 구성 및 작동방식을 놓고 광범위한 논의가 일

어났다는 점에서 토의역량 관점에서는 토의체계 전반의 중대성이 강화된 

사례로 간주할 수 있다(Dryzek 2010: 12).  

 한국의 신고리 공론조사와 일본의 에너지 공론조사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전개된 결정적 원인 중 하나는 바로 공론화의 기간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사태 발생 직후 일종의 ‘헌정적 순간’

을 맞이했다. 원전붕괴를 경험한 후 일본의 시민사회가 정책적 변화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정부와 원자력업계가 연합하여 원

전정책을 적극적으로 주도해 오던 ‘이중 조직구조’ 내부적으로도 시민사

회의 탈원전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특히 발전

국가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인 정경유착으로 인해 원전안전의 규제 소홀

이 후쿠시마 원전 붕괴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이 알려지자, 일본 정부

는 새로운 규제기관을 만들고 전력업계로부터 받아오던 정치자금을 줄이

는 등 과거의 질서로부터 탈피하고자 했다(전진호 2012: 186-187).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일본 정부는 오히려 1년을 기다린 뒤 

2012년 공론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에너지 공론조사 운영위원장을 맡았

던 소네(Y. Sone)는 다음과 같이 일본정부의 결정을 정당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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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가 2011년 연금제도를 놓고 공론조사를 시행했을 때, 외국의 관찰

자가 동일 기간에 원자력정책을 놓고도 공론조사를 실시하는 게 어떻

겠느냐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저자는 이를 거절했는데, 그 이유는 지

진 및 후쿠시마 사태가 일어난 직후라 감정이 개입할 여지가 매우 높

았기 때문이다(the issue was still highly emotional). 따라서 저자는 6개

월이나 가능하면 1년 이상을 기다리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했다. 이후 

2011년 8월 후쿠이 현에 위치한 오이 원전이 재가동되지 않을 시 또 

다른 일본 원전 역시 재가동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을 때, 원전 재

가동 여부를 놓고 조만간 공론조사를 시행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

었다. (Sone 2016: 10) 

 

이처럼 일본은 공론조사를 지연 실시함으로써 시민사회 차원에서는 토의

가 일방적으로 전개되지 않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는 환경을 조

성하고자 했다. 

 한국의 경우에도 앞서 ‘제도디자인’의 담론분석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공론화를 계기로 공적 공간에서 다양한 입장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신고리 5·6호기의 공사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

화하고 신속히 사회적 갈등을 종결시켜야 한다는 부담감에 공론화 범위

와 내용을 의도적으로 축소시켰다. 예컨대 각 대표단체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 지정해야 하는지, 시민참여단의 결정방식이 과반수가 되어야 하는

지 아니면 2/3이 되어야 하는지, 4차 조사 간에 유보를 배제한 문항으로 

인해 시민참여단이 반드시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도 되는

지는 공론화위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었다. 무엇보다도 가장 문제의 

소지가 컸던 것은 바로 최초 의제에서 벗어나 ‘원전 축소’ 의견을 권고

안에 포함시킨 것이었다. 당시 정부는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한 결정이

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민참여단 의견을 확인한 결과 원전공사 재개

에 따라 필요한 후속조치 중에서 ‘탈원전 정책 유지’에 대한 선호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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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낮았다. 이러한 점에서 만약 시민들이 자신들의 설문조사 결과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 강화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사전에 인지했다면 동일

한 방식으로 응답했을지는 의문이다. 

 둘째, 공론화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 주목해볼 수 있다. 일본이 

에너지 공론조사를 시행한 2012년 하반기는 총선을 불과 몇 달 앞두고 

정부의 지지도가 매우 낮은 상태에서 정권교체가 이미 예상되던 시기였

다. 따라서 공론조사가 행정부의 후원(sponsorship) 하에 시행되더라도 다

른 의견전달 메커니즘을 압도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실제로도 

공론조사를 시행한 이후에도 일본의 공적 공간 내부적으로 탈원전에 반

대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예컨대 정부가 공론조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로 시나리오’를 채택하자 원전시설이 위치한 아오모리 현의 주민들 

중 일부는 일본이 원자력 에너지 생산을 중단할 경우 자신들의 생계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을 염려하여 정부의 결정에 대한 반대시위를 펼쳤다

(Mikami 2015: 115). 전력회사들 또한 탈원전이 야기할 다양한 문제점들

을 제시하면서 원자력 에너지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했다(115). 또한 각종 

싱크탱크(think tank)는 탈원전 반대 담론을 뒷받침하는 연구결과를 발표

했다. 일례로 경제산업성 산하의 에너지경제연구소는 기존의 원자력 발

전 대신 화력발전 및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높아지는 지역의 경우 전기요

금이 18.2% 인상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는 탈원전을 반대하기 

위한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전진호 2012: 181).  

 반면 한국의 신고리 5·6호기 시민참여형조사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불과 한 달 만에, 즉 대통령의 권한이 가장 강력했을 때 대통

령의 공개발언을 통해 시행이 결정되었다. 또한 일본과 달리 공론조사 

이외의 다른 공식 의견전달 메커니즘이 활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공론조

사 이후에도 공적 공간 내부에서 공론조사의 권고안에 반대하는 정치행

위자들의 목소리가 권한부여 공간에 반영되기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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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평가한 바에 따르면 일본은 후쿠시마 사태를 겪으며 

일종의 헌정적 순간을 경험했음에도 의도적으로 공론조사를 천천히 시행

함으로써 토의가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경로와 방식을 통해 전개될 가

능성이 높았다. 또한 총선을 불과 몇 달 앞둔 가운데 정부 주도의 공론

조사뿐만 아니라 지방공청회와 주민투표 등 보다 직접민주주의적 의견수

렴방식을 통해서도 일반시민의 입장이 표명되었다. 반면 한국은 공론조

사를 신속하게 시행함으로써 여전히 여론의 관심이 높을 때 사회적 합의

에 도달하는 데에는 성공했으나, 대통령의 임기 초기에 대통령의 제안에 

의해 공론조사를 시행함으로써 공론조사를 제외한 다른 의견전달 메커니

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결국 신고리 5·6호기 시민참여형조사를 

시행했음에도 공적 공간의 담론들은 권한부여 공간의 최종결정에 충분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점에서 토의체계 전반의 중대성이 오히려 감소

되었을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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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    론 

 

 

본 논문은 공론조사 내부적으로 토의의 성공적 실시여부 및 기

존의 민주주의 이론에 기반한 규범적 논의와는 별개로 신고리 5·6호기 

시민참여형조사가 한국사회 전반에 미친 영향을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평

가하기 위한 연구가 지금까지 시도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앞서 라폰트(C. Lafont)의 표현을 빌리자면 공론조사가 ‘미시적 토의’뿐

만 아니라 ‘거시적 토의’의 증가로도 이어져야 ‘성공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드라이젝의 토의역량 분석틀을 통해 

한국의 공론조사 전후로 시민사회를 비롯한 다양한 사적 행위자들이 각

자의 담론을 제기하는 공적 공간과 정책결정자들로 구성된 권한부여 공

간, 그리고 두 공간의 상호작용을 확인하는 데 중점을 뒀다. 동시에 기

존의 행위자 중심의 분석에서 탈피하여 담론 중심의 분석을 시도했다. 

이를 통해 행위자의 정치적 선호나 이익이 고정되어 있다는 전제에서 벗

어나 특정한 행위자나 이익집단은 여러 담론을 놓고 선택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같은 담론을 지지할 수도, 비판할 수도 있다는 가정 하에 

분석을 실시했다(Curato 2013: 11). 그러면서도 기존의 담론분석 방법론

으로는 본 논문의 연구질문을 제대로 답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스텐베르

헨과 그의 동료들의 토의의 질 지수(DQI)에 기반하여 주장과 근거제시, 

반박 위주로 총 21개 언론매체에서 보도한 157건의 언론보도자료를 재구

성했고, 이를 기반으로 토의역량의 관점에서 신고리 5·6호기 시민참여

형조사를 평가하고자 했다.  

 한국의 신고리 사례에 대한 언론보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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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에서는 다양한 담론이 경쟁적으로 제기되었던 반면, 권한부여 공간

에서는 정부 유관기관 간에 의견 개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특정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이 제대로 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론조사 결과가 

정책으로 직결됐다.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합의’로 간주하기 곤

란하며, 오히려 이 과정에서 신고리 5·6호기 시민참여형조사가 정치체

계 전반의 토의역량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제기해볼 수 있다. 

물론 단기적 차원에서는 ‘갈등의 봉합’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나, 장기

적으로는 오히려 대중적 차원에서 공론장, 즉 “비판적 공적 토론이 이루

어지는 사회”(Habermas 1989: 52)가 형성되고 진정한 의미의 토의가 오

갈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다.  

신고리 5·6호기 시민참여형조사를 평가하기 위해 본 논문은 일

본의 에너지 공론조사 사례를 참조했다. 두 사례 모두 피시킨의 공론조

사 모델에 기반하고 공론조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행됐으나, 여러 측

면에서 상반된 제도디자인으로 인해 공론조사가 사회 전반에 미친 영향

이 두 국가에서 전혀 다르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향후 한국에서 재차 공

론조사를 설계할 시 유용한 교훈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신

고리 5·6호기 시민참여형조사와는 대조적으로 일본의 에너지 공론조사

는 공청회와 주민투표 등 기존의 의사전달 메커니즘을 압도하는 데 실패

했으나, 오히려 공적 공간 및 권한부여 공간 내부적으로 지지, 의구심, 

반발 등의 다양한 반응을 야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본 논

문은 공론조사 이후 탈원전 정책의 전면 백지화가 오직 아베 정부의 독

단에 의해서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토의역량 증진의 결과로 

볼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의 신고리 5·6호기 시민참여형조사를 토의역량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그 과정에서 일본의 에너지 공론조사 사례를 참조함으로써 본 

논문이 제시하고자 하는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론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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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형태의 미니공중과 조합하는 것이다. 예컨대 공론조사 시행에 앞

서 정부 주도로 공론화위를 구성하는 대신 합의회의와 같이 보다 소규모

로 진행되는 미니공중을 통해 일반 시민들이 사회 전반의 의견을 수렴하

고 공론조사의 의제를 직접 선정하게 된다면 앞서 제기됐던 공론화위의 

‘기계적 중립’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민참여단에 선택을 강요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 오히려 시민들이 공론

장에서 형성된 다양한 의견에 기반하여 새로운 의제를 개진하거나 양측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절충안을 제안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공론조사를 기존의 의사결정기구와 결합함으로써 권한부여 

공간 내에서 보다 토의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예컨대 

일본 사례와 같이 공론조사 결과의 반영여부를 놓고 행정부 내 유관기관 

간 회의를 통해 검토를 하고 회의록을 공개한다면 관계부처간 토의가 더

욱 활발해질 것이다. 또한 덴마크 합의회의 사례와 같이 의회 내에서도 

의원들이 공론조사 간에 제기된 주장과 근거, 반박 내용을 활용하게 된

다면 보다 비당파적인 논의가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경우 2018

년 12월 현재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 수를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

제’의 채택 여부를 놓고 국회 내부적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문제는 

해당 선거제도가 기존의 정당구도에 큰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 

각 정당의 이익에 직결되기 때문에 여야 간 합의에 도달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론조사를 통해 연동형 비례대

표제의 주요 쟁점을 공론화하고, 숙의를 거친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여야 

의원에게 전달하게 되면 국회의 숙의성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공론조사 결과를 정부 정책으로 직결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는 있어도 장기적 차원에서 한국사회 전반의 토

의역량 증진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역으로 공

론조사의 ‘간접적 기능’을 발전시킴으로써 최장집(2018)이 추구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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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공론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예컨대 

공론조사의 기능을 정책결정으로 국한하기보다는 공론조사의 토의결과를 

공론화함으로써 소수의 입장을 정당화하거나 정부의 정책을 견제하는 데 

활용하자는 것이다(Lafont 2015: 59-60). 이러한 시도는 정부가 국민청원

제나 국민투표와 같이 직접민주주의적 기제가 강한 정치제도를 증강하고

자 하는 최근 한국의 정세와도 부합한다. 2016년 영국의 ‘브렉시트

(Brexit)’ 사례를 보더라도 ‘유럽연합(EU) 탈퇴’라는 중대한 결정을 국민

투표 제도에만 의존하여 내리고자 한 결과 여야 정당의 영향력이 미비한 

가운데 사회 전반에서는 어떠한 논쟁이나 협상도 관찰되지 않았으며, 결

국 유권자들은 숙고된 의견을 형성하는 대신 철저하게 자신의 계급, 나

이 및 지역에 따라 투표하는 경향을 보였다(Offe 2017: 18-19). 한국 역

시 87년 헌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영국의 브렉시

트와 같은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에 

앞서 공론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숙고된 의견’을 유권자들에게 전달하는 

방안을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성과 중 하나는 신고리 공론화 기간에 어떠한 쟁점들

이 있었고, 양측의 주장에 대한 정당화 및 반박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질적 연구를 통해 확인했다는 것이다. 동시에 공론화 기간에 형성된 수

많은 담론을 연구자 혼자서 일일이 확인할 수 없고, 특정 담론이 주장, 

근거 또는 반박의 형태로 논쟁 간에 기능했는지 판단함에 있어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했을 여지가 있으며, 각 담론이 제기된 빈도수를 측정하지 

못하는 등의 한계도 분명히 존재한다. 따라서 본 논문의 후속연구로 앞

서 스텐베르헨과 그의 동료들이 제시한 토의의 질 지수(DQI) 등의 계량

분석도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특정 시기에 형성된 공론장에 대

한 양적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물론 공론장에서 제기되는 주장과 근

거 및 반박은 스텐베르헨과 그의 동료들이 분석했던 영국 하원의 논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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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 복잡할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 사회과학

연구에 활발하게 적용되는 빅데이터 및 머신러닝 기법을 통해 공론장을 

정교하게 분석하고 객관적으로 가시화할 수 있다면 보다 실천적인 함의

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연구방식은 점차 행정부, 

정당, 법원 등 소수의 전문가 집단의 대화를 통한 합의에서 장훈(2017)이 

주목했던 ‘연결민’의 네트워크가 정치적 결정을 좌우하는 한국의 변화하

는 현실과도 부합하다는 점에서 향후 그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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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도 혼란 불보듯.” 이데일리.  

김성환. 2017. 7. 7. "그린피스, 신고리 5·6호기 공익감사 청구.” 한겨레.  

______. 2017. 7. 18. "한수원 사장 ‘원전 공론화위가 보상안 마련을.’” 

한겨레.  

김승범. 2017. 8. 5. "신고리 5·6호기 모델, 세계 최고 안전기준 넘었다.” 

조선일보.  

김승범, 송원형. 2017. 8. 1. "노무현정부, 발전소 덜 지어 ... MB정부때 

대정전 위기.” 조선일보.  

김승범, 안준호. 2017. 9. 29. “‘제3세대 원전 중 가장 안전’ ‘가동 순간부

터 거대한 핵폐기물.’” 조선일보.  

김아진. 2017. 12. 12. “與, 개헌 공론화委도 추진 ... 국회는 패싱?” 조선

일보.  

김영동. 2017. 6. 18. “부산 도심 700여명 ‘탈핵’ 축하대회.” 한겨레.  

김재중. 2017. 10. 11. "‘신고리 찬반' 오차범위 넘을 경우만 결론 낸다.” 

경향신문.  

김재현. 2018. 4. 16. “대입개편 공론화 과정에 교원 ‘0’ ... 현장성 결여 

우려.” 뉴스1.  

김재훈. 2017. 11. 4. “무엇이 471명을 현자로 만들었나?” 한겨레.  

김종윤. 2017. 7. 26. “공론위 떠넘길 거면 국회·정부는 왜 있나.” 중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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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김지연, 김은중. 2017. 10. 11. “서울대 공대생들 ‘탈원전, 工學 전체에 대

한 위협.’” 조선일보.  

김진명, 박승혁. 2017. 9. 15. “反원전 환경단체, 공론화위서 이탈할 조짐.” 

조선일보.  

김평정. 2017. 10. 19. “‘판도라의 상자’ 정부 권고안 파장은?” 연합뉴스.  

김형구. 2017. 8. 1. “국회 개헌특위도 개헌 논의 과정에서 ‘공론조사’ 도

입 검토.” 중앙일보.  

김희균. 2017. 10. 19. “가볍지 않은 신고리 공론화의 무게.” 이데일리.  

노지원. 2017. 7. 26. “내달초 ‘탈원전’ 대국민토론회 ... 여론조사 전 충

분한 정보 제공.” 한겨레.  

______. 2017. 8. 2. “원전 건설중단 찬반택일? 제3의 대안 도출?” 한겨레.  

______. 2017. 8. 14. “신고리 5·6호기 ‘계속 29% - 중단 21%' 43%가 

‘공론화 과정 지켜보고 판단.’” 한겨레.  

______. 2017. 8. 20. “다수결보다는 합의 ... 대안 제시 가능한 공공자문

기구로.” 한겨레.  

______. 2017. 8. 29. “신고리 공론화위 첫 공사현상 조사 / 건설찬성 주

민들에 ‘대화 기회 달라.’” 한겨레.  

______. 2017. 10. 14. “‘2박3일 토론' 참석율 98.5% ... 신고리 공론화 ‘뜨

거운 열기.’” 한겨레.  

______. 2017. 10. 25. “‘신고리 공론화’가 우리에게 남긴 숙제들.” 한겨

레.  

녹색당. 2017. 3. 5. “녹색당 탈핵·탈석탄 에너지전환 5대 정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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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뉴스. 2017. 8. 7. "세계가 인정한 원전 기술, 우리만 모른다.”  

동아일보. 2017. 7. 15. "원전공사 중단 기습의결로 본 한국 ‘소통 부재.’”  

박승혁. 2017. 10. 21. "원전 반대단체들 ‘공론화위, 기계적 중립’ 반발.” 

조선일보.  

박원호. 2017. 10. 25. “우리는 그렇게 토론을 시작했다.” 경향신문.  

박정민. 2017. 7. 5. “‘졸속 탈원전 중단 ... 국회 공론화를.’” 문화일보.  

______. 2017. 8. 11.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여론전 무슨 의미있나’ 공

론화 과정 불공정 논란.” 문화일보.  

박정훈. 2017. 10. 10. "신고리 지역도 시민도 찬반 팽팽 ... ‘어떤 결론 

날지 불안.’” 서울신문.  

박준희. 2017. 10. 20. "原電 재개 日, ‘중단 5년’ 후유증 ... 베테랑 인력 

줄어 ‘한숨.’” 문화일보.  

배용진. 2017. 8. 20. "‘공론조사 창시자’ 피시킨 교수 단독 인터뷰.” 조

선일보.  

배정철, 박종필. 2017. 11. 17. "포항 지진에 ... 여야, 다시 ‘탈원전 정책' 

공방전.” 한국경제.  

서윤경. 2017. 8. 30. "‘탈원전, 60년 넘게 서서히 이뤄져 / 우리가 감당하

기에 무리가 없는 계획.’” 국민일보.  

석민수. 2017. 9. 18. “‘산업용 전기 아끼면 5·6호기 불필요’ / ‘LNG 발

전땐 60년간 122조 더 들어.’” 매일경제.  

______. 2017. 10. 12. “일주일 뒤 신고리 발표 ... ‘판도라의 상자’ 열릴

까.” 매일경제.  

성혜미. 2017. 7. 4. “국무조정실 ‘신고리 공론화위 구성·조사방식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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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발 검토.’”연합뉴스.  

______. 2017. 8. 3. "신고리 공론화위 ‘공론결과 정부에 권고 ... 자문기

구 역할.’” 연합뉴스.  

______. 2017. 8. 3. "신고리공론화위, 3차회의서 역할·결론도출 방식 결

정.” 연합뉴스.  

______. 2017. 8. 10. "신고리공론화위, 5·6호기 건설 이해당사자 의견 

청취.” 연합뉴스.  

______. 2017. 9. 30. "고교생 100명, 신고리 5·6호기 토론회서 양측에 

‘질문공세.’” 연합뉴스.  

세계일보. 2017. 9. 15. "문정부, 원전 공론화 ‘공정성’ 침해 말라.”  

손제민. 2017. 10. 11. "공론화위 힘 실어주고, 정치적 부담 덜어주기.” 

경향신문.  

손제민, 김지환. 2017. 10. 21. "공론화 과정서 ‘신규건설 차단·안전관리 

만전·설계수명 준수' 재확인 / ‘탈원전 3원칙'은 그대로 간다.” 경

향신문.  

손제민, 박순봉. 2017. 7. 25. "신고리 원전 공론화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

법관 ‘절차적 정의 지키겠다.’” 경향신문.  

송원형. 2017. 7. 20. “‘사패산·천성산 터널 사례 보면’ ... 한수원, 원전 

공론화 간접 비판.” 조선일보.  

조현일 외. 2017. 10. 31. “신고리 반대 24% 공론화후 태도 바꿨다.” 세

계일보.  

위문희. 2017. 7. 22. “월성 원전 1호기도 가동 멈출 수 있다.” 중앙일보.  

유민환, 박효목. 2017. 10. 20. “59.5% vs 40.5% ... ‘신고리 原電 5·6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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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재개.’” 문화일보.  

유성운. 2018. 8. 6. "정부는 ‘공론조사’라 쓰고, 국민은 ‘결정장애’라 읽

다.” 중앙일보.  

유엄식. 2017. 10. 21. “명료한 결론 남기고 막내린 ‘89일의 새역사.’” 머

니투데이.  

은재호. 2017. 9. 15. “공론화와 소통·공감의 갈등 관리.” 서울신문.  

이건혁. 2017. 7. 12. “원전 중단 결정, 세마디 회의로 끝냈다.” 동아일보.  

______. 2017. 9. 7. "‘신고리 주민 의견 가중치 부여 안한다’/공론화위 

‘대표성 확보위해 지역 안배.’” 동아일보.  

______. 2017. 10. 25. "‘공론조사가 모든 걸 해결해줄 거라는 만능주의 

경계해야.’” 동아일보.  

이데일리. 2017. 10. 24. "갈등 더 키우는 ‘공론화’ 곤란하다.” 이데일리.  

이도형. 2018. 1. 31. "[창간29 - 개헌 여론조사] 국민 88% ‘개헌안, 시민

토론·공론조사 거쳐 추진돼야.’” 세계일보.  

이동우, 유엄식. 2017. 7. 13. “신고리 5·6호기 중단, 백지화 의미 아니

다.” 머니투데이.  

이미지. 2017. 6. 29. “발전 장소 확보 쉽지않아 2년전 4.6%.” 동아일보.  

이병철. 2017. 6. 28. “신고리 5·6호기 공사, 시민배심원단에 맡긴다.” 

파이낸셜 뉴스.  

이병호. 2017. 10. 26. “태양광발전의 가능성과 한계.” 세계일보.  

이상훈. 2017. 7. 6. “‘에너지 전환비용, 안전·환경 개선 등 긍정적 효과

로 상쇄.’” 동아일보.  

이승호. 2017. 9. 26. “한 달도 안 남았는데 ... 공론 수렴 못하는 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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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중앙일보.  

이영희. 2017. 8. 20. "공론화위가 ‘의회 패싱’이 아닌 이유.” 한겨레.  

이용수. 2017. 10. 20. "공론화위, 원전 축소 권고 ‘월권 논란.’” 조선일보.  

이위재. 2017. 7. 15. "호텔에서 ... 신고리 5·6호기 중단 기습 결정.” 조

선일보.  

이위재, 김승범. 2017. 8. 31. "‘탈원전은 비현실적 ... 비중 축소로 전환/

신고리 5·6호기 중단결정은 국회 거쳐야.’” 조선일보.  

이유진. 2017. 9. 22.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공론화’하자.” 한국일

보.  

______. 2017. 10. 20.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의 무게.” 한국일보.  

이정우. 2017. 7. 25.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 한달 안 시민배심원단 

구성.” 한겨레.  

이준웅. 2017. 10. 21. "사회갈등 조정하고 타협하는 시민의 힘 / ‘숙의민

주주의 가능성’ 보여준 공론조사.” 경향신문.  

______. 2017. 11. 20. "공론화 이전으로 돌아가선 안된다.” 경향신문.  

이진석. 2017. 9. 29. "한수원 노조 ‘공론화위 취소' 행정소송 / 법원 ‘원

고로서 제기할 자격 없다’ 기각.” 파이낸셜 뉴스.  

이태훈. 2017. 9. 15. "첫발 떼기도 힘든 신고리공론화위 ... 찬반단체 모

두 ‘기울어진 운동장.’” 한국경제.  

______. 2017. 9. 23. "反원전 시민단체 잇단 어깃장에 ... 끌려가는 신고

리 공론화委.” 한국경제.  

이효상. 2017. 7. 24. "신고리 5·6호기 운명 판가름할 공론화위원회 오

늘 공식 출범.”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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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형. 2017. 7. 12. "원전건설 중단이 위법? ‘정책 변화지, 위법은 아

냐.’” 한국일보.  

임진혁. 2017. 9. 25. "脫원전측도 건설측도 ‘보이콧’ ... ‘동네북’ 공론화

위.” 서울경제.  

장덕진. 2017. 7. 4. “원전 에너지 합의, 정치 한계 넘어라.” 경향신문.  

장은주. 2017. 8. 8. “시민배심원제를 지켜야 한다.” 경향신문.  

전승민. 2017. 8. 9. “차세대 원전 개발여부도 공론화로 결정.” 동아일보.  

전자신문. 2017. 7. 31. “[직격토론-탈원전 논란 해법은] 與 ‘안전성 살펴

야’ ... 野 ‘탈원전 장기계획부터.’”  

정동욱. 2017. 8. 1. “장기 에너지정책 공론조사도 필요하다.” 한국경제.  

정범진. 2017. 9. 11. “신고리 원전 5·6호기를 건설해야 하는 이유.” 한

국경제.  

정용훈. 2017. 8. 7. "공론화위에 ‘팩트체크소위' 신설해야.” 한국경제.  

______. 2017. 10. 30. "‘탈원전’ 시민참여단 뜻 아니다.” 서울경제.  

정유경. 2017. 6. 29. "靑 ‘비전문적 결정 하자는게 아니라 국민 뜻 알자

는 것.’” 한겨레.  

정지우. 2017. 10. 21. "이르면 11월 중순 본공사 재개.” 파이낸셜 뉴스.  

______. 2017. 11. 17. “다시 되살아난 ‘탈원전 불씨.’” 파이낸셜 뉴스.  

정지혜, 이우중. 2017. 7. 19. “법정 싸움 번지는 ‘원전공사 중단.’” 세계

일보.  

정치섭. 2017. 10. 17. “탈핵 시민단체,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농성.” 

한국일보.  

정한울. 2017. 10. 24. “격리된 공론화에서 사회적 공론화로.”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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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완. 2017. 7. 20. “백운규 ‘탈원전에도 전기료 인상분 거의 없을 것.’” 

한겨레.  

______. 2017. 10. 25. “원전 28기  18기  14기로 감축계획 확정 ... 

탈원전 강한 의지.” 한겨레.  

조슬기나. 2017. 7. 10. “원전 공사중단 위법논란 확대.” 아시아경제.  

조정형. 2017. 8. 22. “‘한곳에 원전 10기 몰려 위험’ ‘수명·건설시점 안 

따져 과장.’” 전자신문.  

______. 2017. 8. 25. “탈원전 찬반 갈등 불붙어 ... 공론화 아닌 ‘공격화' 

우려.” 전자신문.  

______. 2017. 11. 29. “문정부, 내년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전자신문.  

좌승훈. 2018. 5. 4. “숙의형 공론화 과정 밟는 영리병원 ... 속 타는 투자

자.” 파이낸셜 뉴스.  

차병석. 2017. 7. 4. “‘원전 제로’ 타당한가.” 한국경제.  

최상원. 2017. 7. 4. “‘신고리 5·6호기 백지화해도 전기료 추가 월 305원

뿐.’” 한겨레.  

최원영. 2017. 10. 24. “신고리 공론화 적법성·손실 책임 놓고 ‘난타전.’” 

아시아투데이.  

한겨레. 2017. 6. 29. "신고리원전 시민배심원단 숙의 민주주의 보여주길.”  

______. 2017. 8. 12. “‘탈원전’ 실현 가능성 보여주는 전력 설비계획.”  

한국경제. 2017. 10. 21. “‘신고리 공사 재개’ 권고, 에너지정책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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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ritical Assessment of 

‘Participatory Surveys for Public 

Deliberation on Shin-Gori Nuclear 

Reactors No. 5 & 6’:  

From a Deliberative Capacity Perspective 

 

Jang, Euchan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hed light on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e “Participatory Surveys for Public Deliberation 

on Shin-Gori Nuclear Reactors No. 5 & 6” through a qualitative 

discourse analysis of media coverage regarding the issue at hand, 

focusing on 157 articles published by 21 domestic press from June 

2017 to December 2018.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e study 

provides a critical assessment of the Participatory Surveys from a 

“deliberative capacity” perspective. Throughout the course of 

assessment, the study refers to not only recent development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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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iberative democracy theory, but also empirical case study results 

of mini-publics from around the world. Among the case studies, 

Japan’s “Deliberative Polling on Energy and Environmental Policy 

Options” conducted in 2012 serves as a particularly useful case for 

comparative analysis as it exhibits striking similarities with Korea’s 

Participatory Surveys in terms of its subject, mode of 

implementation, and survey results yet yielded drastically divergent 

consequences on the society at large.  

 The following is a brief overview of the assessment results. 

First, the Participatory Surveys triggered public discussion on not 

only the predetermined agenda, namely cancellation of the nuclear 

reactor construction, but also the very legitimacy of implementing 

deliberative polling in Korea as well as its institutional design. A 

wide variety of relevant discourses were introduced and underwent 

contestation in the “Public Space,” thereby creating a clear 

opportunity for an increase in authenticity as well as inclusiveness. 

However, this was much less the case for the “Empowered Space”; 

an exchange of opinions among policy-makers was barely observed 

and certain perspectives were excluded during the process. Lastly, 

while the results of the Participatory Surveys did translate into 

government policy, the initiative took place after only three months 

of public deliberation and functioned as the sole transmission 

mechanism, which provided little opportunity for growth in terms of 

consequentiality of the broader deliberative system. 

The academic contributions of the present study are 

threefold. To begin with, the study attempts at a practical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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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ly research on the implementation of deliberative polling in 

Korea, a political initiative which has been recently put to practice 

and yielded conflicting public responses. At the same time, the 

study makes an unprecedented move in Korea’s democratic theory 

literature by utilizing the deliberative capacity approach in order to 

empirically analyze the influences of Participatory Surveys on 

Korean democracy and provide novel implications. Lastly, the study 

methodologically departs from mainstream discourse analysis as it 

reconstructs the public debate based on arguments, evidences, and 

counter-arguments in order to examine how discourses from the 

Public Space affect the decision-making of the Empowered Space.  

 

Keywords : Shin-Gori, Deliberative Polling, Deliberative Democracy, 

Deliberative Capacity 

Student Number : 2016-27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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