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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논문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이하 신고리 공론화)를 과학기술학 

관점에서 분석한 논문이다. 신고리 공론화는 전문가와 관료들이 

결정하던 원자력 관련 정책을 시민들이 직접 결정했으며, 이를 정부가 

전적으로 수용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사건이었다. 기존 연구들은 

신고리 공론화가 갖는 민주주의적 의의와 제도적 한계점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분석은 신고리 공론화와 같은 시민참여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행정적·제도적 차원의 문제로 제한한다. 

그러나 시민참여의 사례를 분석한 과학기술학 연구들은 시민참여가  

과학주의와 전문가주의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지적해왔다. 이에 본 논문은 신고리 공론화의 설계와 실행 과정을 

살펴보며, 과학적 지식과 전문성이 근거로 활용되었음을 분석하고자 

한다. 신고리 공론화는 대표성과 숙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학적 지식과 

전문성에 근거하여 설계되고 실행되었으며, 발생한 문제점들은 이 

과정과 연관되어 있었다. 

신고리 공론화 위원회(신고리 공론위)는 먼저 인구통계학적 대표성에 

치중했으며, 층화이중추출법이라는 통계기법을 활용해서 시민참여단을 

구성했다. 이러한 구성 방식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였던 지역주민들과 

한수원 노조를 합법적으로 신고리 공론화에서 배제시켰다. 또한 신고리 

공론위는 일반 시민들의 결정이 비전문적이라는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 지식에 대한 학습을 중심으로 숙의 과정을 설계하고 실행했다. 

이로 인해 전문가들은 시민들보다 더 많은 발언권을 가지게 되었으며, 

숙의 과정에서의 논의는 과학적 지식의 영역으로 제한되었다. 결국 

신고리 공론화에서 진행된 논의는 전문가들의 과학논쟁을 재현하는 

수준에 머물렀으며, 시민들은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것 밖에 할 수 

없었다. 한가지 주목할 점은 시민참여단들이 적극적으로 과학적 지식과 

전문성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점이다. 

본 논문은 신고리 공론화 사례를 통해 참여적 과학기술 거버넌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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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과학적 지식과 전문성이 중요한 근거로 

작동하며, 이로 인해 여러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것을 지적한다. 특히, 

신고리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참여단이 과학적 지식과 전문성에 크게 

의존하는 모습을 강조하며, 이 문제들이 단순히 행정적 또는 제도적 

개선만으로 해결될 수는 없다는 것을 지적한다. 이는 전문가중심적 

거버넌스를 극복하는 새로운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기관과 관료들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을 포함하는 사회 전반의 차원에서 과학주의적 

문화의 변화가 필요하는 것을 시사한다. 

 

주요어 : 신고리 공론화, 시민참여, 참여적 거버넌스, 대표성, 숙의성 

학   번 : 2017-28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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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17년 6월 27일 문재인 정부는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의 공

사를 일시중단하고 영구적인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한 공론화를 진행하겠

다고 발표했다. 이후 약 3개월에 설쳐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대한 공론

화(이하 신고리 공론화)가 진행되었다. 신고리 공론화에서는 약 500명의 

시민참여단이 종합토론회 등의 숙의과정을 거쳐 최종 결론을 도출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고리 공론화 이전에도 몇 차례의 시민참여가 있었지만, 

투입된 인적·물적 자원의 규모와 높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었다는 점에

서 신고리 공론화는 유례가 없는 시민참여 사례였다. 특히 이 사례는 이

전까지 전문가들 손에 맡겨져 있던 원자력 정책을 시민들이 직접 결정했

으며, 정부가 이를 전적으로 수용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었다. 

2017년 10월 20일 신고리 공론위원회(이하 신고리 공론위)가 권고안

을 정부에 제출하며 신고리 공론화가 마무리되자 사회전반에서 긍정적인 

평가들이 등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고리 공론화를 “숙의 민주주의의 

모범”으로 표현하며, 신고리 공론위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

와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대통령 비서실, 2018). 언론 보도

에도 긍정적인 평가들이 나타났다. 신고리 공론화가 종료된 10월 20일

부터 31일까지 10일간 신고리 공론화에 대한 보도 112건 중 긍정적인 

보도는 51건이었으며, 비판적인 보도는 19건에 불과했다(신고리 공론위, 

2017a: 148). 언론은 신고리 공론화를 보도할 때 ‘숙의 민주주의의 가능

성’, ‘새로운 갈등해결 모델’, ‘새 역사’, ‘집단지성’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새로운 정책결정의 모델로서 공론화의 가능성에 주목했다(한겨레, 

2017e; 세계일보, 2017; 경향신문, 2017b; 한국일보, 2017; 머니투데이, 

2017; 국민일보, 2017; 중앙일보, 2017). 실제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

기 위해 공론화 방식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확산되기도 했다. 제주도에서

는 제2공항 설치 문제를, 경남 거창군에서는 거창구치소 이전 문제에 대

해 공론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를, 국토교통부에서는 한국철도공사와 수서고속철도 간 통합문제를 

공론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심지어 국회에서는 ‘국가공론위원회’를 상

설기구로 설치하자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신고리 공론위, 2017a: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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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분야에서도 신고리 공론화는 주목받았다. 시민참여에 대한 많은 

연구를 수행한 이영희(2018)는 신고리 공론화를 시민참여와 민주주의 

관점에서 평가하며, 이 사례의 의의와 문제점을 도출했다. 그는 민주주

의적 관점에서 신고리 공론화의 가장 큰 의의로서 시민들에게 정책결정

권을 부여함으로써 전문가주의에 맞설 수 있는 ‘시민권력’을 탄생시킨 

것을 강조하며, 이 사례를 숙의민주주의의 진전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숙의가 보장되지 못했고, 인구통계학적 대표

성에 치중하여 ‘사회적’ 대표성 확보는 잘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을 문

제점으로 지적하기도 했다(이영희, 2018).1 손영달(2018)은 참여적 의사

결정을 성공으로 이끄는 요인을 분석하며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

해 신고리 공론화의 성패를 평가했다. 그는 대표성, 포괄성, 초기 참여, 

공정성, 정보제공, 소통성, 성찰성, 신뢰성, 영향력의 9개 변수를 중심으

로 신고리 공론화를 분석했다. 이 분석을 토대로 그는 신고리 공론화가 

높은 대표성과 신뢰성을 확보했으며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합의형성의 가

능성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그는 이영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시간이 부족하여 숙의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또한 

신고리 공론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형성에도 한계가 있었음을 지적했

다(손영달, 2018). 이와 같은 연구들은 신고리 공론화의 의의와 문제점

을 모두 다루면서 신고리 공론화가 기존의 전문가 중심적인 과학기술 거

버넌스와는 다른 새로운 과학기술 거버넌스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의

의를 더 강조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이영희, 2018; 손영달, 2018; 조희

정, 2018).  

그러나 신고리 공론화에서 ‘시민참여단’의 구성 과정과 숙의 과정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신고리 공론화의 문제점들은 기존의 연구가 포착했던 

것보다 더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앞서 이영희(2018)가 지적한 바와 

같이 신고리 공론위는 인구통계학적 대표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민

참여단을 구성했다. 시민참여단의 거주 지역, 성별, 연령대 등과 같은 인

                                            
1 이영희는 신고리 공론위가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들의 인구 통계적 대표성에 

치중했기 때문에 지역 주민이나 미래 세대와 같이 통계적으로 대변되지 못하거

나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대표성 확보가 잘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비판했다(이영희, 2018).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구통계학적 대

표성만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대표성도 중시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숙의 민주주의가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 샹탈 무페

(Mouffe)와 아이리스 영(Young)에 의해 제기되기도 했다(Mouffe, 1999; Young,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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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통계학적 특성들의 분포는 대한민국 전체 시민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의 분포와 매우 유사해서 마치 ‘작은 대한민국’과 같았다. 그러나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 여부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지역주민들과 

한수원 노조 등과 같은 집단들은 대한민국 전제 시민들에 비해 소수였기 

때문에 시민참여단에 포함될 수 없었다. 이 문제점은 신고리 공론화 이

후에도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고 갈등이 잠재적

으로 유지되는 결과를 초래했다(손영달, 2018: 113)2 . 숙의 과정에서는 

한정된 시간 동안 숙의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들이 학습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전문가들은 숙의 과정에서 활용되는 자료집을 제

작했으며, 종합토론회에서는 직접 자신들의 의견을 긴 시간에 걸쳐 발표

할 수 있었다. 이에 비해 일반 시민들은 전문가들에게 짧은 질의만을 할 

수 있었다. 심지어 일반 시민들의 질의에 대한 토론에서도 전문가 패널

들에게만 발언권이 주어졌다. 즉, 전문가들은 신고리 공론화에서 논의를 

구성하고 이끌어가는 위치에 있었고 일반 시민들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학습하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이 문제점들은 이해관계자

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시민참여를 표방하는 제도적 틀에서 배제되거나 

제약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근 참여적 과학기술 거버넌스에 대한 과학기술학 연구들은 신고리 

공론화와 같은 새로운 거버넌스에서 발견되는 문제점들에 주목했다. 시

민참여와 시민들의 지식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를 했던 과학기술학자 브

라이언 윈(Brain Wynne)은 영국의 유전자 변형 작물에 대한 시민참여 

사례를 분석하며, 시민참여를 표방하는 새로운 시도들이 결국 새로운 형

태의 결핍모형(deficit model)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윈에 따르면, 과

학 기관들은 대중들의 과학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투명성과 개방

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위험은 여전히 ‘과학적 위험’(scientific risk)으로 

제한되고 논의의 내용도 과학적인 영역으로 제한되었다고 비판했다

(Wynne, 2006). 과학기술학자 앨런 어윈(Alan Irwin) 역시 윈이 주목한 

영국의 시민참여 사례를 분석하며 그 문제점을 지적했다. 어윈은 영국과 

                                            
2 신고리 공론화의 권고안이 제시된 뒤 각 이해관계자들이 결과에 승복하는 성

숙한 태도를 보였다고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직접적 이해당사자들은 권고안이 

갈등관리 측면에서 효과적이지 못했다고 생각했다. 신고리 공론화에서 공론화 

전문수행기관의 일원으로 참여한 한국리서치 상무 김춘석은 “이해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의 발언기회, 소통의 기회 이런 것들이 최대한 보장이 되는 것

이 이상적인 것”이지만 “전국민적 토의 절차가 되어 박탈감이나 소외가 있었건 

것” 같다고 밝혔다(손영달, 2018: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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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유럽 국가들의 과학 기관은 명시적으로 새로운 과학기술 거버넌스

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면서도 위험 관리에 대한 전문성과 중앙집

중적 통제 방식을 옹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Irwin, 2006). 

이 연구들은 영국과 유럽에서 시도된 새로운 과학기술 거버넌스 속에 

‘민주주의’(democracy)와 이와는 대비되는 ‘기술관료주의’(technocracy) 

가 혼재되어 있음을 보였다.3 전문가 중심적 거버넌스를 지지하는 기술

관료주의와 ‘과학이 주도하는 진보에 대한 근대적 믿음’(modernist 

belief in science-led progress)은 시민참여를 표방하는 새로운 과학기

술 거버넌스에서 유지되고 있다(Bauman, 1991; Irwin, 2006). 이 모순은 

새로운 과학기술 거버넌스가 전문가 중심 거버넌스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신고리 공론화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나

타났다는 점에서 ‘숙의민주주의의 모범’이나 ‘시민권력의 탄생’ 등으로 

평가된 신고리 공론화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참여적 과학기술 거버넌스

를 표방하는 신고리 공론화의 주체, 논의의 범위와 방식을 결정할 때 과

학적 지식과 전문성은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였다는 것과 신고리 공론화

가 설계되고 실행되는 과정에서 과학적 지식과 전문성의 권위가 강화된

다는 것을 보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신고리 공론화가 설계되고 실행되

는 과정에서 과학적 지식과 전문성이 제도적 틀을 어떻게 구성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신고리 공론화가 원래 취지에 맞게 사회적 갈등을 해

결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높은 대표성과 숙의성을 만족해야 했다. 

그러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시민들을 참여시키려면 숙의성을 

충족시키기 어렵고, 반대로 숙의성을 높이기 위해 참여자 수를 줄이면 

대표성이 위협받는다는 점에서, 신고리 공론화가 확보해야 하는 규범인 

대표성과 숙의성은 서로 상충되기 쉬운 것이었다. 신고리 공론위는 대표

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정한 통계기법을 활용해서 시민참여단을 구성했

고, 숙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 지식 학습을 중심으로 하는 숙의 과

정을 설계했다. 이 사실은 신고리 공론화에서 발생한 문제들이 과학적 

                                            
3 기술관료주의는 과학기술적 의사결정에서 과학적 지식이나 전문성을 가진 기

술관료들이 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태도를 의미한다. 기술관

료주의적 과학기술 거버넌스는 과학주의적 인식론을 강조하고 전문가를 중심으

로 한 폐쇄적인 체제를 운영하는 것을 합리적이라고 믿는다. 과학주의적 인식론

에서는 위험과 같은 과학기술적 사안들을 과학적 지식을 통해 정량화하고 통제

할 수 있다고 본다(Jasanoff, 2010; 이영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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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전문성의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필요성을 드러낸다. 이러한 논

의를 통해서 본 논문은 신고리 공론화가 전문가주의적 특징을 가지고 있

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또한 본 논문은 향후 참여적 과학기술 거

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당면한 과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데 기여하

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본 논문과 관련된 선행연구

들을 검토하는 절로서 먼저 참여적 과학기술 거버넌스가 제안된 배경과 

새로운 거버넌스에서 발견되는 문제들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본다. 또

한 본 논문의 연구 대상인 신고리 공론화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검토한

다. 3절에서는 신고리 공론화가 도입된 배경과 신고리 공론화를 둘러싼 

논쟁을 살펴본다. 본 논문은 이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설계된 ‘시민참여형조사’가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대표성과 숙의성이라

는 규범을 만족해야 했다는 점을 보이고자 한다. 4절에서는 신고리 공론

위가 시민참여단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통계적 기법에 근거하여 대표성을 

확보하려 했던 방식과 그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을 살펴본다. 신고리 공

론위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통계적 표본으로서 시민참여

단을 구성하기 위해 특정한 통계 기법을 활용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신고리 공론위가 통계적 대표성에 치중한 것은 지역 주민들과 한수원 노

조를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5장에서는 신고리 공론위가 숙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습을 중심으로 한 숙의 과정을 설계하여 학습을 주도하

게 된 전문가들의 지위가 공고해지는 양상이 나타났음을 보이고자 한다. 

이 결과 신고리 공론화의 숙의 과정에서 진행된 논의들은 과학적인 영역

으로 제한되었으며, 전문성에 대한 의존이 더욱 강해졌다. 6절은 본 논

문의 결론으로서, 전체 내용에 대한 요약과 함께 참여적 과학기술 거버

넌스에서 과학적 지식과 전문성의 역할에 주목하는 것의 의의를 다루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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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검토 

 

2.1. 참여적 과학기술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 

 

거버넌스(governance)는 특정한 문제들을 관리하는 과정이나 방법으

로, 정부와 비정부 행위자들을 포함한 집합적 의사 결정에 대한 구조들

과 과정들을 가리킨다(홍성욱 외, 2016: 398). 1990년대 이후 국가 재정 

위기, 신자유주의, 세계화, 환경 문제 등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해결방식이 중요해지면서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도 대두되었다(이

명석, 2002). 고텐부르크 대학의 교수이자 거버넌스 이론 및 정책 기관

에 대한 많은 연구를 수행한 존 피에르(Jon Pierre)는 거버넌스가 20세

기 후반 나타난 변화들에 대해 국가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리고 그 과

정에서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수 있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Pierre, 2000). 미국 피트버그 대학의 석좌교수이자 비교정책 및 행정

학 전문가인 가이 피터스(B. Guy Peters)는 거버넌스를 정부가 주도하는 

‘구 거버넌스’(old governance)와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주도하는 ‘새

로운 거버넌스’(new governance)로 나누었다(Peters, 2000: 39-42). 

‘새로운 거버넌스’에서는 중심행위자로서 정부의 존재보다는 시민사회를 

포함한 여러 행위자들이 거버넌스를 ‘공동 조종’(co-steering)하고, ‘공

동 관리’(co-management)하며, ‘공동 지도’(co-guidance)하는 것이 핵

심적이다(Kooiman, 1993: 3). 즉, ‘새로운 거버넌스’는 단독적인 정부, 

개인, 단체보다는 사회전반의 숙의와 토론에서 도출된 결론이 복잡한 사

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는 가정 하에서 다양한 행위자들의 

참여가 중심이 되는 참여적 거버넌스 이다(이명석, 2002). 

최근 과학기술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에서도 ‘새로운 거버넌스’인 참여

적 과학기술 거버넌스가 중심 주제로 자리잡고 있다. 참여적 과학기술 

거버넌스는 과학기술에 대한 논쟁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문성을 가진 

과학기술자와 관료 등 전문가만이 아닌 일반 시민들과 이해당사자

(stakeholder)들이 참여하여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해결을 모색할 수 있

다고 가정한다. 2000년대 초 여러 과학기술학자들은 참여적 과학기술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적·인식론적 연구를 진행했으며, 당시 각국에서 시

도되었던 시민참여 기제들을 분석했다(현재환·홍성욱, 2012). 이 시기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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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 과학기술 거버넌스에 대한 과학기술학의 논의들은 전문가 중심적인 

과학기술 거버넌스의 한계를 비판하고, 그 대안으로서 참여적 과학기술 

거버넌스를 제안했다(김효민 외, 2016).  

이 논의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위험 거버넌스(risk governance)

에 대한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60년대에 들어서며, 과학기술로 

인한 위험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1962년 출판된 레이첼 카슨

(Rachel Carson)은 『침묵의 봄』에서 해충을 잡기 위해 사용된 DDT가 

먹이사슬을 통해 종달새의 죽음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이며, 화학물질로 

인한 환경오염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 책은 대중과 언론에 주목을 받

으며, 화학물질과 환경오염에 대한 사회적 논쟁을 촉발했다. 사회운동이 

대두되었던 당시 미국에서 이 책이 촉발한 논쟁은 과학기술에 대한 회의

적인 시각을 가진 대중들이 참여하며 대규모의 환경운동으로 발전했다

(Agar, 2008).  

이와 같이 과학기술과 관련된 문제들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이에 대

한 해결책들이 등장했다. 미국의 정치인이자 기술평가국장을 역임하기도 

한 에밀리오 다드다리오(Emilio Daddario)는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 오퍼레이션 리서치, 시스템엔지니어링 등과 같은 과학적 방법

을 활용하여 여러 사회적 집단의 요구와 가치를 통합하는 방식, 즉 사회

적, 정치적 갈등을 과학적 방법을 통해 조율하는 기술영향평가를 제안했

다 (Kasper, 1972; 현재환·홍성욱, 2012 재인용). 1970년대 미 행정부의 

여러 기관들은 자체적인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1975년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은 여러 발

암물질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 기업들은 EPA의 

가이드라인에 심각한 오류가 있으므로 과학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이후 기업들은 위험평가라는 과학적 분석은 EPA와 같은 정부 

기관이 아닌 독립된 과학자 단체가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Jasanoff, 

1986; Jasanoff, 1987).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과학아카데미(National Academy of Science, 

NAS)의 위험평가에 대한 1983년 보고서는 위험 거버넌스에서 과학적 

영역(위험평가)과 정치의 영역(위험관리)을 분리해야 한다는 ‘분리주의의 

원칙’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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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규제기관들이 위험에 대한 평가와 위험관리의 방안들에 

대한 고려 사이에 분명한 개념적인 구분을 만들고 이것을 유지

할 것을 권장한다. 즉, 위험평가에 내포된 과학적 발견과 정책적 

판단들은 규제 전략의 고안과 선택에 영향을 비치는 정치적, 경

제적, 기술적 고려로부터 명백하게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National Research Council, 1983: 7). 

 

이 보고서는 명시적으로 ‘객관적인’ 위험평가를 통해 대중의 위험인식에 

영향을 주는 ‘감정적’ 요인들을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분리주의의 

원칙’은 위험평가가 순수한 과학의 영역이라고 생각한 과학자들에게 환

영을 받으며 위험 거버넌스에 반영되었다(Jasanoff, 1987; 현재환·홍성욱, 

2015). 

과학기술학 연구들은 여러 차원에서 위험 거버넌스를 비판했다. 과학

적 방법으로 사회적 논쟁을 해결한다는 기술영향평가는 윈(1975)에 의

해 강하게 비판을 받았다. 그는 토마스 쿤(Thomas Khun)의 패러다임 

개념을 활용하여, 기술영향평가가 주장하는 과학적 방법은 하나의 패러

다임이며, 따라서 실제 세상의 일부분만을 다루고 있음을 지적한다. 나

아가 그는 과학기술로 초래된 문제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해결을 

내세우며 지배적인 입지를 차지하는 기술관료집단을 비판했다. 윈은 기

술영향평가가 기술관료집단의 통치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윈이 봤을 때, 기술영향평가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으

로 과학적 사실을 수집하고, 이를 근거로 상충하는 여러 집단의 가치를 

조율하여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는 ‘과학주의’의 신념에 기초하고 있었

기 때문이었다. 윈의 이러한 주장은 기술영향평가가 실제 문제를 완벽하

게 해결하지 못할 뿐더러 특정집단이 정책결정을 독점하기 때문에 민주

주의적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드러냈다(Wynne, 1975; 현재환·

홍성욱, 2012). 

현대 과학기술의 특성에 대한 많은 연구를 수행한 과학기술학자 실비

오 펀토위츠 (Silvio Funtowicz)와 제롬 라베츠(Jerome Ravetz)(1992)는 

위험 거버넌스에서 과학의 영역과 정치의 영역을 구분하는 태도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다. 이들은 ‘탈정상과학’(post-normal science)이라는 개

념을 통해 현대 과학이 갖는 불확실성을 강조했다. ‘탈정상과학’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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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문제를 야기하는 GMO, 기후변화, 원자력 발전과 같이 불확실성이 크

고 가치가 논쟁의 대상이 되며, 파급력은 크지만 동시에 신속한 결정을 

필요로 하는 과학이다. ‘탈정상과학’과 구분되는 기존의 과학인 ‘정상과

학’(normal science)에 의한 문제들은 기술영향평가와 같은 과학주의에 

기초한 기술적 해법이나 전문가들의 자문에 의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었지만, 이와 같은 전통적인 방법은 ‘탈정상과학’이 야기한 문제를 해

결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탈정상과학’ 자체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정치적 타협, 설득, 대화를 포함하는 사회적 활동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펀토위츠와 라베츠는  ‘탈정상과학’은 과학자 공동체 뿐만 아니라 이해

관계자, 시민을 포함하는 ‘확장된 공동체’(extended community)가 과학

적 사실과 시민들의 경험과 역사를 포함하는 ‘확장된 사실’(extended 

fact)을 다루는 방식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펀토위츠와 

라베츠는 과학기술 거버넌스의 구조적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한 것이었다

(Funtowicz & Ravetz, 1992). 

전문가 중심적인 위험 거버넌스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시민참여의 필

요성을 주장하는 연구들도 등장했다. 1996년 미국의 공학자 천시 스타

(Chauncey Starr, 1969)는 기술적 위험을 사회적 이득과 비교 분석한 

논문을 출판했다. 그는 이 논문에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위험에 

더 관대하며, 반대로 강제된 위험에 대해서는 더 큰 위험으로 느낀다는 

것을 밝혔다(Starr, 1969). 이와 비슷하게 시민들의 위험 인식에 대해 연

구한 폴 슬로빅(Paul Slovic, 1987)은 사람들이 끔찍한(dread) 결과나 

미지의(unknown) 정도에 따라 위험을 더 느낀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

다(Slovic, 1987). 이러한 연구들은 위험을 정의하는 데 있어, 개인의 심

리적 요소와 다양한 집단의 사회문화적 맥락 등 전문가들의 위험 평가에

서 반영되지 않는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문

가들의 과학적 지식에만 기반을 둔 위험 평가는 한계를 가지기 때문에 

의사결정과정에서 전문가들 외에도 지역 주민, 이해당사자 등 다양한 집

단의 참여가 필요했다(홍성욱 외, 2016:426-435). 

이러한 이론적 연구들과 함께 1980년대 이후 몇몇 국가에서 과학기술

에 대한 의사결정에 일반 시민들을 참여시키기 위한 제도적 실험들이 수

행되었다. 합의의회(consensus conference)는 이러한 제도적 실험들 중 

하나였다. 합의의회는 “선별된 일단의 일반 시민들이 정치적으로나 사회

적으로 논쟁적이거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과학적 혹은 기술적 주제에 

대해 전문가에게 질의하고 그에 대한 대답을 청취한 다음 이 주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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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내부 의견을 통일하여 최종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들의 견해를 

발표하는 하나의 포럼”으로 정의된다(Joss and Durant, 1995; 김병수, 

2005 재인용). 일반 시민들이 전문가와 함께 토론에 참여하는 방식의 

합의의회는 1987년 덴마크에서 등장했다.4 덴마크기술위원회(the Danish 

Board of Technology) 주최로 도입된 합의의회는 식품, 유전자조작, 소

음기술 등 다양한 주제로 20여 회 실시되었으며, 네덜란드, 영국, 캐나

다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등 여러 국가들로 확산되었다(윤순진, 2005; 

조희정, 2018).  

합의의회와 같은 시민참여의 제도적 실험은 시민참여의 중요성과 필요

성에 대한 이론적 연구들과 함께 ‘새로운 거버넌스’로서 참여적 과학기

술 거버넌스의 제안으로 이어졌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합의의회와 비슷한 유형의 절차들이 도입되며 과학기술에 대한 

시민참여가 확대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참여적 과학기술 거버넌스의 필

요성과 정당성에 대한 사회적인 동의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참여적 과학기술 거버넌스가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들

이 떠올랐다. 과학기술학자들은 참여적 과학기술 거버넌스를 표방하는 

새로운 시도들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를 수행하며 새로운 문제들에 주목

했다(김효민, 2016). 

윈(2006)은 시민참여를 표방하는 정책을 도입하려는 영국 정부의 시

도들이 사실은 ‘결핍모형’(deficit model)의 새로운 형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윈에 따르면, 영국에서 실시된 유전자 변형 작물에 대한 시민

참여 사례에서 논의 된 위험(risk)은 과학적으로 규정된 객관적이고 선

택적인 ‘과학적 위험’(scientific risk)으로 제한되었다. 논의의 대상이 오

로지 과학적인 영역으로 제한된 것은 시민들의 과학에 대한 반감이 과학

적 무지에서 비롯되었다는 옛 결핍모형의 ‘낡은 가정’을 과학 기관이 그

대로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윈은 시민들의 불신이 과학의 불확실

성이 아니라 과학 기관과 시민들의 관계와 정책 결정의 과정에 대한 경

험에서 비롯되었음을 강조하며, 과학 기관의 ‘낡은 가정’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했다. 나아가 그는 새로운 형태의 결핍모형은 결과적으로 시민들에

                                            
4 최초의 합의의회는 1970년대 미국에서 등장했다. 미국에서는 합의도출회의

(consensus development conference)라는 이름으로 의료기술영향평가

(medical technology assessment)가 있었으나, 전문가들이 토론 과정을 주도했

고 일반 시민들은 토론에 참여하지 못한 채 방청만 할 수 있었다. 이 점에서 지

금의 합의회의와는 거리가 있다(Einsiedel 외, 2001; 윤순진,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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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과학 정책에 대한 무차별적인 수용 또는 거부라는 선택지만을 남기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이나 건설적인 협상을 이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윈

은 이러한 문제점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과학 기관의 문화를 지목했다. 

그에 따르면, 새로운 과학기술 거버넌스는 신중하게 설계된 것이 아니라 

과학 기관의 관행에 의해 설계되었기 때문에 과학 기관의 문화가 그대로 

반영되었다. 따라서 참여적 과학기술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과

학 기관의 문화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수적이다(Wynne, 2006).  

어윈(2006) 역시 윈과 같은 영국의 시민참여 사례를 분석하며, 시민참

여의 수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실행에서는 배제가 두드러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어윈은 영국과 여러 유럽 국가들의 과학 기관은 명시적으로 

새로운 과학기술 거버넌스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면서도 위험 관리

에 대한 전문성과 중앙집중적 통제 방식을 옹호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했

다. 어윈에 따르면, “개방성과 투명성과 같은 규범과 ‘건전한 과학’

(sound science)과 옛 과학기술 거버넌스의 규범들이 새로운 거버넌스 

속에서 병렬적으로(혹은 뒤틀려서) 존재”하고 있었다(Irwin, 2006 : 309-

310). 그는 옛 과학기술 거버넌스의 규범들이 전문가들의 견해와 시민들

의 견해가 혼합될 수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설계된 제도적 틀은 결국 시민참여를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어윈은 새로

운 과학기술 거버넌스의 문제가 단지 ‘편협한 행정적 또는 단순한 기술

적 문제’로 축소되는 것을 경계했다. 그는 참여할 주체로서 대중이 누구

인지,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지, 어떤 지식을 기반해서 논의가 이루어질

지 등이 정부, 기관, 시민들 사이에서 계속적으로 논의되고 변했다는 것

을 보이며, 새로운 거버넌스와 그 문제 역시 제도적이고 문화적으로 구

성되는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새로운 과학기술 거버넌스를 구축하

려는 시도를 시민참여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장, ‘논의에 대한 논의’

(talk about talk)의 장으로 볼 것을 주장했다(Irwin, 2006). 

시민참여에 대한 윈과 어윈의 비판은 단지 시민참여의 절차적인 개선

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시민참여에서 강조되는 규범들이 

논의의 장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합의’(consensus)의 강조는 

특정한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오

히려 시민참여에서 대안적인 의견들이 표출되지 못하게 된다(Stirling, 

2008; Chilvers, 2010; Mohr, 2008; Stilgeo et al, 2014 재인용). 그로 

인해 시민참여는 단지 전문가들과 관료들의 견해만이 아닌 다양한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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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책 결정에 반영될 수 있는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한다. 과학주의와 전문가주의 역시 시민참여의 규범 속에 내포되

어 시민참여의 절차 속에 자리잡고 있다. 신고리 공론화는 이를 잘 보여

주는 사례이다. 

많은 이론적 연구들은 전문가 중심의 과학기술 거버넌스의 한계를 지

적하며, 그 대안으로 참여적 과학기술 거버넌스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

조했다. 그리고 여러 제도적 실험들은 참여적 과학기술 거버넌스의 가능

성을 뒷받침했다. 이에 참여적 과학기술 거버넌스를 표방하는 다양한 형

태의 시민참여가 제안되고 확산되었지만, 일부 중요한 과학기술학 연구

들은 이 시민참여들 속에 ‘과학주의’적이고 전문가 중심적인 특성이 그

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살펴본 선행 연구들은 시민참여 

사례를 둘러싼 논의와 담론들을 분석하며 정부 혹은 과학 기관이 주도하

여 설계된 제도적 틀이 시민들을 제한하고 시민참여에 과학 기관의 문화

를 관철시킨다는 문제를 제기했다(Hagendijk & Irwin, 2006; Wynne, 

2006). 이는 시민참여의 방식, 절차, 내용 등이 정해지는 데 ‘과학적 지

식’이나 ‘전문성’이 근거로 작용하기 때문이었다(Irwin, 1995). 이와 같은 

문제 제기는 참여적 과학기술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당면한 과제가 

단순한 행정적 또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 해결될 수 없으며,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영역에서 근본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관점에

서 앞으로의 참여적 과학기술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는 시민참여가 설계

되고 실행되는 과정에서 표출되는 논의와 과학과 대중의 관계의 변화 등

에 주목해야 한다. 

 

2.2. 신고리 공론화에 대한 연구 

 

신고리 공론화에 대한 검토와 평가를 다룬 선행 연구들로는 이영희

(2018), 윤순진(2018), 조희정(2018), 정정화(2018), 손영달(2018) 등이 

있다. 시민참여에 대한 많은 연구를 수행한 이영희(2018)는 신고리 공론

화를 시민참여와 민주주의 관점에서 그 의의와 한계를 살펴보았다. 그는 

신고리 공론화에서 시민들이 정책결정권을 가지고 전문가주의에 맞서는 

‘시민권력’이 탄생했다고 평가하며, 이 사례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발

전과 숙의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열어준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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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기간이 짧아 숙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 지역 주민과 미래 

세대가 원천적으로 배제되었던 점을 신고리 공론화의 한계로 지적했다. 

그리고 공론화 과정에 발생한 공정성의 문제, 제한적인 사회적 확산, 의

제의 적합성 등을 지적하며 앞으로 시민참여가 해결해야 될 문제점을 제

시했다(이영희, 2018). 이영희의 연구는 신고리 공론화가 과학주의 혹은 

전문가주의를 얼마나 극복하고 민주적 가치를 실현했는지에 주목하면서, 

몇몇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 사례의 의의를 강조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

었다. 

신고리 공론화의 종합토론회에서 질의응답자로 참여한 윤순진(2018)

은 신고리 공론화를 시민참여적 숙의민주주의의 실험으로서 대의민주주

의와 전문가주의를 넘어서는 의미 있는 접근으로 규정하며, 성과와 한계

를 분석했다. 이 연구는 연구자의 활동에서 수집된 정보를 활용하고 있

으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의 검증 내용까

지 비판적으로 검토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5 윤순진은 숙의민주주의

와 공론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들을 바탕으로 공론조사가 정당성을 갖기 

위해 필요한 참여자의 대표성과 숙의성 그리고 숙의성을 보증하는 정보

의 충분성과 객관성, 공론화 운영의 공정성을 중심으로 신고리 공론화를 

평가했다. 윤순진은 대표성 측면에서 시민참여단 중 50대 이상 연령대의 

비율이 주민등록상 인구 비율에 비해 높았다는 점과 미래세대와 지역 주

민들의 의견이 신고리 공론화에 제대로 반영될 수 없었다는 점을 문제점

으로 지적했다. 반면에 윤순진은 신고리 공론화의 숙의 과정은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윤순진의 분석에 따르면, 숙의자료집의 학습률과 이

러닝(e-learning)의 수강률이 높았으며, 설문조사 문항 중 원자력 발전

에 대한 지식을 묻는 문항의 정답률이 조사가 진행될수록 높아졌다. 그

러나 윤순진은 숙의 자료에 대한 검증이 미흡했으며, 전문 지식이 아닌 

일반 시민들의 ‘지방지식’이나 ‘생활지식’ 등 다양한 가치를 숙고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못한 점은 한계로 지적했다(윤순진, 2018). 

조희정(2018)과 정정화(2018)는 신고리 공론화를 다른 공론화 사례들

                                            
5 2017년 9월 8일 신고리 공론위는 신고리 공론화의 법적, 제도적 정당성, 조

사의 대표성, 숙의과정의 공정성 및 내실성, 소통과정의 투명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에 의뢰하여 검증위원회를 구성했다. 검증위원

회의 대표는 김석호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소장이 맡았으며, 법·제도(성균관대 

박형준 교수), 조사(고려대 박민규 교수), 숙의(서울대 한규섭 교수), 소통(서울

대 박원호 교수) 등 4개 분야 전문가가 참여했다. 



 

 17 

과 함께 분석했다(조희정, 2018; 정정화, 2018). 조희정(2018)은 시민 

중심 민주주의라는 원론적인 관점을 중심으로 시민참여제도에 대한 역사

적·실천적 사례를 정리하며 전환적 민주주의의 구현 가능성을 모색하고

자 합의의회,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신고리 공론화 사례를 비교 분석했

다. 조희정은 신고리 공론화가 이전의 합의의회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에 비해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에도 많은 쟁점이 제기되었다는 것

에 주목했다. 조희정의 분석에 따르면, 신고리 공론화는 주체, 의제, 실

시 이유, 방식, 기간 등의 문제가 명료하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중

립성과 대표성, 의제 선정 기준, 숙의방식의 적절성, 운영기간, 조직의 

정당성과 효과에 대한 쟁점을 남겼다. 조희정은 이러한 쟁점들로 인해 

신고리 공론화는 대의 민주주의를 보완하며 참여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숙의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데 미흡함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미

흡한 부분이 전환적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과제라고 제시하며, 이를 

보완한 제도의 마련을 촉구했다(조희정, 2018).  

정정화(2018)는 신고리 공론위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위원회의 활동

을 운영주체의 중립성과 자율성, 참여자의 대표성과 포괄성, 공론화과정

의 숙의성·공정성·소통성, 합의결과(권고안)의 성찰성과 수용성 등의 차

원에서 비교하고 평가했다. 정정화는 신고리 공론위가 ‘층화 이중 추출

법’을 활용하고 표본규모를 확대해 모집단 대표성을 제고했으나, 신고리 

공론화에 미래세대와 사회적 소수자의 참여가 미흡했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했다.  또한 정정화는 숙의 과정의 운영에 대해서 신고리 공론위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시민참여단이 적극적

으로 참여하며 숙의적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숙의 과정에

서 시민참여단의 태도와 선호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리고 

그는 수용성 측면에서 대통령이 신고리 공론화의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는 점과 시민참여단과 환경단체가 권고안을 수용했

다는 점에서 신고리 공론화의 수용성이 매우 높았다고 평가했다. 반면에 

정정화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가 신고리 공론화보다 모든 차원에서 미흡

했다고 평가했다. 정정화는 두 사례의 차이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으로 

공론화 의제의 복잡성, 공론화 방식의 차이, 위원회 구성방식의 차이와 

함께 정치사회적 환경, 시민사회의 성숙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았다(정정화, 2018). 

신고리 공론화를 공공갈등 관리 기법으로 분석한 연구로는 손영달

(2018)의 연구가 있다. 손영달은 신고리 공론화에 적용된 공론조사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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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해결에 기여한 바를 일반적인 갈등 이론 및 숙의 민주주의 이론

에 기초하여 살펴보고자 했다. 그는 선행 연구에 따라 참여적 의사결정 

과정을 참여-숙의-합의의 3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별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설정했다. 참여의 단계에는 대표성, 포괄성, 초기 참여를, 숙의 

단계에는 공정성, 정보 제공, 소통성을, 합의 단계에는 성찰성, 신뢰성, 

영향력을 변수로 선정했다. 손영달의 분석에 따르면, 신고리 공론화는 

적절한 통계기법을 활용하여 표본을 구성했기 때문에 높은 대표성을 확

보할 수 있었다. 또한 그는 신고리 공론화가 한국의 참여적 의사결정 기

법을 적용한 사례 중 시민들에게 가장 강력한 결정 권한이 주어졌기 때

문에 실효성을 가질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손영달은 신고리 공

론화에서 나타나는 한계점도 지적했는데, 시간과 정보 부족으로 인해 숙

의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점과 지역 주민과 같은 특정 집단의 입장

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나아가 그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한 참여적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함의를 강조했다(손영달, 

2018). 

신고리 공론화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신고리 공론화의 의의와 한계점

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두고있다. 선행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신고리 공

론화에서 소수의 전문가들이 아닌 일반 시민들이 최종 결정을 했다는 점

에 주목하며, 신고리 공론화가 대의 민주주의를 극복하는 참여 민주주의, 

숙의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의의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반

면에 선행 연구들은 지역 주민, 미래세대 등 중요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던 집단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과 숙의 과정에서 충분한 

시간과 정보가 제공되지 못했다는 것을 한계점으로 지적했다(이영희, 

2018; 윤순진, 2018; 조희정, 2018; 정정화, 2018; 손영달, 2018). 이 한

계점들은 신고리 공론화의 대표성과 숙의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

아가 신고리 공론화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이에 선행 연구

들은 이 한계점들을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이영희, 

2018; 윤순진, 2018; 조희정, 2018; 정정화, 2018; 손영달, 2018).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리 공론화에 대한 선행 연구들에서는 주요 이

해관계자들이 시민참여단에서 제외되고 전문가들이 숙의 과정을 주도하

게 된 상황 등의 문제점들이 과학적 지식 및 전문성과 관계가 있다는 것

은 충분히 드러나지 못했다. 앞서 살펴본 참여적 과학기술 거버넌스에 

대한 주요 과학기술학 연구들은 시민참여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의 원인으

로 시민참여를 주도하는 정부나 기관이 과학적 지식과 전문성에 의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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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음을 지적했다(Irwin, 1995; Irwin, 2006; Hagendijk& Irwin, 2006; 

Wynne, 2006;).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에서는 신고리 공론화의 설계 

과정과 실행 과정을 살펴보며, 신고리 공론화의 문제점들을 과학적 지식

과 전문성의 차원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신고리 공론화의 설계 과

정에서 과학적 지식과 전문성이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며 어떻게 문제들

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즉, 본 논문은 과학기술학 연구

들의 맥락에서 신고리 공론화가 가진 문제점들과 그 원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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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의 배경 

 

3.1. 원자력 발전과 신고리 5·6호기를 둘러싼 갈등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갈등은 최초의 원자력 발전

소인 고리 1호기가 건설되는 시점부터 이어져왔다. 1969년 고리 지역이 

원전 부지로 선정된 것에 지역주민들이 반발하며 갈등이 발생했다. 그러

나 이 시기에는 원전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낮았기 때문에 이 갈등이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지는 않았다. 1980년대에 들어서며 원자력 발전소

를 둘러싼 갈등은 확대되었다. 1988년 영광에서는 지역주민들이 관광업 

및 어업 피해보상운동을 전개하며 지역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문제가 갈

등의 주요 쟁점이 되었다(박인권, 1988). 같은 해 고리 원전 근무자 박

신우 씨가 임파선 암으로 사망한 사건, 월성 원전 중수누출사고, 고리 

핵폐기물 불법 매립 사건 등의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었다. 그 결과 원전에 대한 갈등은 지

역사회를 넘어 시민사회의 영역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러면서 피해보상

문제와 함께 원자력 발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관련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 등 갈등의 쟁점들도 확대되었다. 이후 1990년부

터 2005년까지 진행되었던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이하 방폐장) 부지선정

과정에서는 원전에 대한 갈등이 격렬해지는 양상이 나타났다(윤순진, 

2014). 특히 2004년 부안을 방폐장 부지로 선정하며 발생한 부안사태의 

경우, 유혈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신고리 공론화의 의제였던 신고리 5,6 호기를 둘러싼 갈등은 1990년

대 말부터 2000년대 초까지 울산,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 지역사

회의 반대운동부터 시작되었다. 신고리 5·6호기의 부지선정이 확정된 이

후 반대운동은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으나, 2012년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계기로 재점화되었다. 2016년 5월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건설을 허가하면서 지역주민들 그리고 탈핵운동단체들과의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되었다. 2016년 7월 울산에서 규모 5.0의 지진과 

9월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 발생했다. 한반도에서 지진을 관측한 이

래 가장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며,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과 함께 지진 발생지역과 가까운 위치에 밀집되어 있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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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대한 우려가 사회 전반에 퍼졌다. 이를 계기로 탈핵운동단체들은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을 기획하며 본격적인 탈핵 운동을 전

개하면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의 백지화를 전국적인 이슈로 만들었다(안

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2017). 

2017년에 치룬 조기 대선에서도 신고리 5·6호기를 포함한 원전 문제

는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 2017년 대선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

해 치뤄진 조기 대선이었기 때문에, 대선 후보들은  박근혜 정부가 비판 

받았던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공약을 제시했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여러 비판들 중에는 국가적 재난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대처도 있었다. 

박근혜 정부 시기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 등 여러 국가적 재난이 발

생하며 많은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 이 사건들은 각종 위험에 대

한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시켰으며, 국민 안전 증진을 위한 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례적인 규

모의 지진까지 발생하자 원전의 위험성은 더 이상 잠재적인 위험이 아닌 

즉각적인 대책을 요하는 문제가 되었다. 대선 후보들은 이러한 상황에 

민감하게 대응했는데,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선 

후보들은 원자력 발전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으로 보고 이를 축소

하는 방향의 공약을 제시했다. 특히 유력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당시 더

불어 민주당 후보는 탈핵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며, 당시 건설 중이었던 

신고리 5·6호기의 전면 백지화를 공약했다(더불어민주당, 2017).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며 탈원전 정책은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렸다. 

대선이 막 끝난 2017년 5월 2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이개호 국정

자문위원회 경제 2분과 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업무보

고에서 “근본적으로 원자력 정책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

의 분명한 메시지”라며 “단계적으로 원전 중심 발전을 폐기하겠다는 분

명한 뜻이 있는 만큼 원안위가 어떤 스탠스를 가져갈 지 빠는 시일 내 

방향을 정리해 달라”고 지시했다(전기신문, 2017). 또한 이 위원장은 6

월 1일 미래창조과학부 추가 업무보고에서도 “탈원전 공약은 반드시 실

천할 것”이라고 발언했다(전기신문, 2017). 이와 같이 탈원전 정책에 대

한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표출되며 탈원전 정책에 대한 논쟁 역

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를 둘러싼 갈등에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성격이 더해지면서 탈원전 정책에 대한 논쟁은 사

회 전반으로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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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먼저 포문을 연 것은 원자력계였다. 

2017년 6월 1일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를 주축으로 구성된 ‘책임성 있

는 에너지 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교수 일동’ 은 “국가 에너지 정책 수립

은 충분한 전문가 논의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는 제목에 성명

서를 발표했다. 6  이 성명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중시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안전 우선 친환경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 공약을 지지한다”면서

도 “거대 원전 산업의 궤도 수정은 국민 공론화와 관련 전문가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소수의 비전문가가 속전속

결하는 제왕적 조치는 원자력계 모두의 사기와 공든 탑을 허물고 나아가 

국가 안전을 해칠 위험이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한겨레, 2017a). 최

초의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의 가동부터 우리나라의 원자력 관련 

정책들은 원자력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원자력 기관에 의해 최종 결정

되어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그동안의 방식과 다르게 

원자력 전문가들과 원자력 기관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었고, 이로 인해 

원자력 전문가 집단의 반발이 발생한 것이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원자력계의 반발에서 전문가들이 배제되었다는 점

과 함께 강조된 것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우려되는 경제적 문제였다. 

원자력계는 우리나라의 총 전기 생산량 중 원자력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

은 약 30%에 달하는 상황이며 지속적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산업통상자원부, 2016). 탈원전 정책으로 

원자력 발전이 축소된다면, 전력수급을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 다른 에

너지원을 통한 전기 생산 비중을 올려야 하는 상황에서 대안으로 거론되

는 LNG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력 생산은 원자력에 비해 비용이 

높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근거로 원자력계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다면 당장 전기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나아가 

국민들이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즉, 원자력계는 전기료 인상을 강조함으로써 탈원전 정책에 대

한 부정적 여론을 확산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전기료가 얼마나 상승할지

                                            
6 2017년 6월 1일 이 단체가 발표한 성명서에는 한국원자력학회, 한국방사성폐

기물학회,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경희대 미래 사회에너

지정책연구원 5개 단체를 중심으로 23개 대학 230명 교수가 참여했다(한겨례, 

2017a; 한국원자력산업회의 홈페이지). 2017년 6월 27일 정부가 신고리 공론

화 방침을 발표하자, 이 단체는 7월 5일 두번째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

에서는 총 471명의 대학 교수들이 참여했다(원자력 신문, 2017; 산업통상자원

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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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으며, 전기료 상승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자 정

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까지 탈원전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이 없을 것이라고 발표하기에 이르렀다(MBN, 2017). 탈원전 정책이 

잠재적인 위험을 제거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한다 해도 그 비용을 국민

들이 당장 부담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문제는 탈원전 정책의 걸림돌이었

다.  

탈원전 정책을 지지하는 측은 그동안 원자력을 비롯한 여러 국책사업

에서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의 논평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세계가 경악할 때 이명박 

정부는 영덕과 삼척 신규 원전 부지를 지정고시하고 삼척, 영덕 주민들

이 주민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주민 투표를 한다는 것을 정권이 나서 방

해하고 사법처리 협박을 해왔다”고 밝히며, 원전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가 없었다는 것을 강조했다(한겨레, 2017a). 또한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칼럼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

며, “지난 정권은 사드배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졸속으

로 진행하고 주민 동의와 사회적 공론화 과정도 건너뛰었다”고 비판하면

서 탈원전 정책은 국민이 원하는 방향이라고 주장했다(경향신문, 2017). 

탈원전을 지지하는 입장들은 정부와 전문가들이 독점해온 원자력 정책결

정과 집행 방식을 비판하면서 국민적 합의로 볼 수 있는 대선 결과를 내

세워 민주적, 절차적 측면에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문재인 정권이 당면한 

과제는 당시 건설 중이었던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을 중단할지 여부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의 전면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세웠

으며, 신규 원전의 건설 중단은 탈원전 정책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상징

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2017년 5월 말을 기준으로 신고리 

5·6호기의 종합공정률이 28.8%에 달했으며, 공사를 중단할 경우 이미 

집행한 공사비와 보상비용 등으로 총 2조 6천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가

능성이 있었다(연합뉴스, 2017a). 공약대로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을 중

단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는 비판에 직면

해야 했다. 반대로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을 추진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권 초기부터 지지층과 일반 국민들로

부터 신뢰를 잃게 될 가능성이 있었다. 한편,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논

쟁과 사회적인 갈등이 확대되고 심화되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부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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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운 상황이 될 수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문제

에 대한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것도 부담스러운 딜레마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3.2.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대표성과 숙의성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한 논쟁이 과열되는 가운데, 6월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이 다가왔다. 이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

이 탈원전 로드맵을 직접 발표할 것이라 예상되어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었다(전기신문, 2017). 문재인 대통령은 연설문에서 “탈원전

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전면 백지화하며,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기존

의 탈원전 정책의 추진 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는 안전성과 함께 공정률과 투입 비용, 보상 

비용, 전력 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합

의를 도출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대통령비서실, 2018). 

대통령의 연설문에 담긴 ‘사회적 합의 도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6

월 27일 국무회의에서 결정되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브리핑을 통

해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을 일시중단하고 최대 3개월 안에 공론화 작

업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2017). 또한 

정부는 공론화 작업을 통해 내려진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후 국무총리실은 공론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조직을 구성하는 등 신속한 후속조치에 돌입했다. 공론화 방침이 발표된 

지 한달이 채 되지 않은 7월 24일 국무조정실은 ‘신고리 5·6호기 공론

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690호)을 제정했

으며, 같은 달 24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지형)가 

공식 출범했다.7 신고리 공론위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대

                                            
7 2017년 7월 7일 국무조정실 공론화 준비 T/F는 신고리 공론위를 총 9인으로 

구성하며, 중립적이면서도 사회적 덕망이 있는 인사를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인

문사회, 과학기술, 조사통계, 갈등관리 분야 별로 각 2인의 위원을 위촉하겠다

고 발표했다(국무조정실 공론화 준비 T/F, 2017). 분야별 유관 기관의 추천을 

통해 구성된 후보군에서 원전 찬반 양측의 의사와 인사 검증 결과를 반영해 위

원장에는 전 대법관 출신의 김지형 변호사, 인문사회분야 위원에는 김정인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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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론화를 설계, 진행하며 국민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

는 기능을 담당했다. 

문재인 정부가 신속하게 공론화를 추진했지만, 이 과정에서 공론화에 

대한 혼란스러운 모습도 나타났다. ‘시민배심원단’이라는 표현은 이 혼란

을 잘 보여준다.8 국무조정실에서 작성한 “신고리 5·6호기 문제 공론화 

추진 관련 브리핑” 관련 자료에는 신고리 공론화의 추진 계획 항목에 

“시민배심원단에 의한 ‘공론조사’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었다(국무조정실, 2017). 이것은 정부가 시민배심원제도와 공론조사가 

서로 다른 제도임을 잘 모르고 있었음을 보여준다.9 신고리 공론화 방침

에 대한 언론 기사 역시 정부와 마찬가지로 시민배심원제를 합의의회, 

공론조사와 같은 다른 시민참여 제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설명하거나 

시민참여제에 참여하는 시민 집단을 시민배심원단으로 표현했다(한겨레, 

2017b; 오마이뉴스, 2017; 매일경제, 2017b; 연합뉴스, 2017c). 이러한 

혼란은 시민참여 사례가 많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정부, 언론을 포함한 

사회 전반이 시민참여에 대한 이해가 매우 낮다는 것을 드러냈다.  

그럼에도 정부는 시민배심원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신고리 공론화

에서 내려진 시민들의 결정이 법정에서 배심원단의 결정과 같은 권위를 

지닌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연합뉴스, 2017c). 이 같은 

                                                                                                               

대 교수와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 부원장, 과학기술분야 위원에는 유태경 경희

대 교수, 이성재 고등과학원 교수, 조사통계분야 위원에는 김영원 숙명여대 교

수, 이윤석 서울시립대 교수, 갈등관리분야 위원으로는 김원동 강원대 교수, 이

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이 위촉되었다(신고리 공론위, 2017a: 60-67).  
8 시민배심원단은 본래 시민참여 기제 중 시민배심원제에 참여하는 시민들을 

일컫는 용어다. 시민배심원제는 “선별된 시민들이 전문가가 제공하는 지식과 정

보를 바탕으로 4~5일간의 숙의 과정을 거쳐 결론을 도출하고 이를 정책권고안

의 형태로 제출하는 시민참여 방법”으로 정의된다. 통상 시민배심원단은 

18~24인 규모로 구성되며 계획 및 준비기간이 3~4개월 정도 소요된다. 시민

배심원단은 의제를 직접 설정하며, 관련된 증인들을 채택하고 이들에게 질문할 

수 있다. 참여자의 규모가 적고, 참여자들이 직접 절차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공

론조사와 차이점을 가진다(지속위, 2005: 293). 우리나라에서는 ‘울산북구청 음

식물 자원화시설 건립’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배심원제가 도입된 

사례가 있다. 이 사례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13개 단체 39명과 성직자 6명 등 

총 45명의 시민들이 시민배심원단으로 활동했다(지속위, 2004: 372-396). 
9 공론조사는 시민배심원제와 규모와 절차에서 차이를 갖는다. 먼저 규모적으로 

시민배심원제는 30명 이내의 시민들이 참여하지만, 공론조사는 일반적으로 그

보다 많은 수백 또는 수천명 규모의 시민들이 참여한다. 그리고 시민배심원제의 

경우 의제와 논의 방식 등에 대한 결정을 시민배심원단이 사전에 협의하지만, 

공론조사의 경우 이를 실시하는 기관이 주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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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은 7월 27일 신고리 공론위의 2차 정기 회의 브리핑에서 논란을 촉

발시켰다. 이 날 이희진 신고리 공론위 대변인은 공론조사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시민배심원제를 재검토하며 공론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이 

아닌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할 것이라는 회의 결과를 브리핑했다. 이 브

리핑 내용은 시민들에게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한 최종 결정권

을 맡기겠다는 정부의 기존의 입장과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신고리 공론

화에 대한 혼란을 가중시키며 실효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왔다(전자신문, 

2017; 신고리 공론위, 2017c). 이에 7월 28일 김지형 신고리 공론위 위

원장이 신고리 공론위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한 결정권한이 

없으며, 공론화 결과를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 대하여 입

장문을 발표했다. 또한 7월 31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기자간담회를 통해 

“어느 경우에도 최종 결정은 정부가 하는 것이고 공론화위가 시민을 통

해 내려주는 결과를 (정부가) 전폭적으로 수용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정

부의 입장을 강조했다(김지형, 2017; 신고리 공론위 2017a: 164; 연합뉴

스, 2017f). 정부와 신고리 공론위의 혼선에 대한 논란은 정부가 기존의 

입장을 바꾸고, ‘시민배심원단’이라는 용어를 ‘시민참여단’으로 변경하며 

수습되었지만, 신고리 공론화에 대한 문제제기는 계속 이어졌다. 

신고리 공론화에 대한 첫번째 쟁점은 신고리 공론화의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것이었다. 신고리 공론화가 추진되자 3야당은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문제와 탈원전 정책은 국회에서 결정해야하는 문제임에도 정부가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채 신고리 공론화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신고리 공론위의 법적 지위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조선일보, 2017). 야

당인 자유한국당 이채익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두고 시

민배심원단에게 국가 정책을 결정케 하겠다는 것도 대의 민주주의에 어

긋난다”며 신고리 공론화를 비판했다(뉴스인사이드, 2017). 또한 자유한

국당 윤한홍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원

자력안전법 17조 1항 이외에는 원전 건설을 중단할 근거 법령이 없다"

고 지적하며, "만약 지금 방식으로 원전 공사를 중단하면 불법 절차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데 대책이 있느냐"고 따졌다(매일경제, 

2017c). 신고리 공론화의 결정이 법적인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신고

리 공론위가 정부조직법에 근거한 행정위원회여야 했다. 하지만 신고리 

공론위는 국무총리훈령에 근거한 자문위원회이기 때문에 법적인 측면에

서 논란이 발생했다(검증위, 2017: 40-41). 법적으로만 본다면 신고리 

공론화의 결과는 자문의 성격을 가진 권고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불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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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이낙연 총리가 7월 31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바에서 나타나듯 

정부는 신고리 공론화의 결과를 국민들의 뜻으로 보고 법적인 구속력과 

상관없이 수용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두번째 쟁점은 탈원전 정책과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 문제에 대

한 결정이 비전문가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적절한지였다. 신고리 5·6

호기 건설은 정부가 승인하고 원안위 소속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결격

사유가 없다고 확인되어 국책사업으로 추진되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는 신고리 공론화 방침을 발표하면서, 이해관계자나 에너지 관련 산업의 

관계자들을 제외한 사람들 중 일반인들의 신망이 높은 중립적 인사로 공

론위를 구성한다고 밝혔으며,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배심원단이 최

종결정을 내리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동아일보, 2017).10 이에 대해서 원

전 건설이 에너지 안보, 중장기 전력 수급, 전기료 수준, 원전의 안전성 

등 다양한 변수들이 고려되어 결정되는 만큼 전문적 지식이 중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비전문가들에 의한 정책결정에 대한 우려가 표출되

었다. 성풍현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신문사와의 인터뷰

를 통해 “소수 비전문가가 속전속결식으로 추진하는 원자력발전 관련 조

치는 원자력계의 사기와 공든 탑을 허물고 나아가 국가 안전을 해칠 위

험이 크다”고 밝혔다(문화일보, 2017). 비전문성에 대한 비판에도 이낙

연 국무총리는 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에너지 분야에서 찬반 철학을 가

진 분들은 (배심원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참여하는 게 맞다. 양측이 

전문적 의견을 내놓고, 공론화 과정에서 현지 주민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신고리 공론화에서 전문가들이 제외되어

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시민들은 상식인의 입장에서, 상

당한 정도의 관심과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게 된다"며 신고리 공론화의 

취지가 국민의 뜻을 파악하기 위함에 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2017c).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제안된 신고리 공론화 방침에 대해 강한 

비판들이 등장하며, 신고리 공론화는 정당성을 갖기 위해 두 가지 규범

을 만족시켜야 했다. 첫번째 규범은 대표성이었다. 정부는 쟁점들에 대

                                            
10 신고리 공론화 방침이 발표된 다음날인 6월 28일 정부 브리핑에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신고리 공론화가 원안위를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을 의결한 곳이 원안위"라며 "재논의를 요구하는 게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하면서 "다만, 그것이 원안위에 대한 불신임

은 절대 아니다"면서 "원안위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개편해 위상과 권한을 강화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은 확고하다"고 덧붙였다(뉴스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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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입장을 밝히면서 ‘국민의 뜻’을 강조했는데, 이는 신고리 공론화의 정

당화를 위해 민주적 가치를 내세운 것이다. 따라서 신고리 공론화는 높

은 대표성이 요구되었다. 신고리 공론화에 참여하는 시민 집단은 단지 

시민들 중 일부가 아니라 정책을 결정하는 정부나 의회처럼 전체 시민들

을 대표하는 집단이 되어야 했다. 신고리 공론위는 전체 시민들 대표할 

수 있는 집단을 선정하면 민주주의적 가치를 내세워 기존의 절차와 대의 

민주주의의 훼손을 우려하는 비판을 극복할 수 있었다. 또한 높은 대표

성을 확보한다면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신고리 공론화의 결정은 강한 구

속력을 가질 수 있었다. 두번째 규범은 숙의성이었다. 일반 시민들의 비

전문성에 대한 비판과 우려를 극복하기 위해 신고리 공론화의 결과는 일

반 시민 개인의 일상적인 의견과는 차별화된 숙의를 거친 의견을 기반으

로 도출되어야 했다. 숙의 과정에서 시민들은 더 나은 변화된 의견을 형

성할 수 있어야 하고 이 과정은 기존의 전문가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

어야 했다. 신고리 공론위는 이 두 규범을 충족시키기 위해 새로운 시민

참여 기제인 ‘시민참여형조사’를 설계하고자 시도했다. 

 

3.3. 시민참여형조사: 대표성과 숙의성 사이에서 

 

문재인 정부가 정권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들이 정책을 직접 

결정하는 파격적인 방식을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시민사회수석을 역임했던 참여정부에서 수행한 시민참여에 대

한 연구들이 있다. 참여정부는 대형국책사업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와 시민단체 등과 상당한 마찰을 겪었다. 대표

적인 사례로서 2003년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이하 방폐장) 유치문제로 인

해 과격시위와 유혈사태까지 초래된 ‘부안사태’가 있다. 부안사태와 같은 

사회적 갈등은 국책사업을 지연시키고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증

폭시켜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켰다. 이에 참여정부는 사회적 갈등

을 원만하게 해결할 필요성을 강하게 의식했으며, 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했다. 참여정부는 대통령자문기구였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

하 지속위)의 기능을 강화하고 개편하기 위해 2003년 2차례 지속가능발

전위원회규정(대통령령)을 개정했으며, 지속위는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는 등 갈등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

했다. 지속위의 노력은 2005년 출판한 『공공갈등관리의 이론과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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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묵 외 저) 이라는 두 권의 책에 담겨있다. 이 책은 고위직 공무원

과 사회지도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워크숍에서 교재로 사용될 목적으

로 만들어졌으며,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이론적 설명, 국내외 제

도, 사회적 갈등 해결의 사례 등을 종합하고 있다(지속위, 2005: 4-8).  

주목할 점은 지속위가 사회적 갈등의 해결 방안으로 ‘참여적 의사결

정’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이다. 『공공갈등관리의 이론과 기법』

에 따르면, 참여적 의사결정은 특정한 이해관계를 전제로 참여하는 청문

제도나 전문성에 기반한 각종 자문위원회제도와 다르게 이해관계 혹은 

전문성의 유무에 상관없는 일반 시민을 공공의사결정에 참여시키는 것을 

말한다(지속위, 2005: 232). 즉, 참여적 의사결정은 정책을 수립하는 참

여주체를 전문가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로 확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이 참여주체를 확장하고자 했던 이유는 지속위가 부안사태를 비롯

한 대규모 국책사업의 실패의 가장 큰 원인으로 전문가들에 의해 수행된 

정책분석에서 생산된 지식들이 사회와의 ‘연관성’이나 일반 시민들의 ‘수

용성’ 측면에서 문제를 갖고 있었다고 진단했기 때문이다(지속위, 2005: 

252). 따라서 지속위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일반 시민들의 다양한 가치

와 견해가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정책과 사회의 ‘연관성’

과 일반 시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고자 했다. 

참여주체를 확장함으로써 정책의 수용성은 높일 수 있지만, 정책을 도

출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하다.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참여

주체가 확장되면서 이 과정에서 표출된 다양한 가치와 견해들을 조율하

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러한 일반 시민들의 다양한 가치와 견해들이 조율

되지 못하면 최종적인 정책 결정이 지연되고 비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이

다. 이 때문에 지속위는 참여적 의사결정에서 합의형성(consensus 

building)을 강조했다. 지속위는 각 참여주체들이 각자 가장 중요한 이해

관계를 지킬 수 있게 하면서도 각 참여주체들에게 덜 중요한 이해관계를 

양보하게 하여 합의를 형성해 나가는 것을 기본적인 방법론으로 채택하

였다. 즉, 지속위의 참여적 의사결정의 목적은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것보다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합의를 형성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지속위, 2005: 239-240). 고리 1

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사회적 합의는 지속

위가 강조한 합의형성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신고

리 5,6호기의 건설 문제로 인한 논쟁을 참여정부 시절 방폐장 문제와 같

은 유형의 사회적 갈등으로 보고 참여적 의사결정인 공론화를 통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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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다. 사회적 합의형성을 통해 신고리 5·6호

기 건설 문제를 둘러싼 정부의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해소하여 정권 초기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고자 했던 것이다. 

지속위의 시민참여에 대한 연구는 신고리 공론화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도 활용되었다(신고리 공론위, 2017a: 93-95). 지속위는 합의의회, 시민

배심원제, 시나리오워크숍, 규제협상, 공론조사 등 다양한 시민참여 기제

의 진행방식과 장단점 등을 종합하고 분석했다. 신고리 공론위는 신고리 

공론화에 적합한 시민참여 기제를 모색하기 위해 이 기존의 시민참여 기

제들에 대한 지속위의 연구들을 검토했는데, 그 결과 기존의 시민참여 

기제를 그대로 신고리 공론화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그 

이유는 시민참여 기제들의 대표성과 숙의성에 대한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04년 지속위가 발간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역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주민투표의 대표성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전국적 혹은 

지역적 대표성을 확보하기 용이한 공론조사를 꼽고 있었다. 그러나 지속

위는 공론조사가 300여 명에 달하는 참가자들이 본회의에서의 토론 과

정에 충분히 참여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숙의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다시 말해, 참가자의 수가 많을수록 대표성은 올라가지만 숙의성은 떨어

지게 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지속위는 대표성은 공론조사, 시나리오

워크숍, 시민배심원, 합의의회 순서로, 숙의성은 이 반대의 순서로 높다

고 분석했다(지속위, 2004: 214-245).  

지속위의 연구를 참고한 신고리 공론위는 시민참여 기제들의 대표성과 

숙의성이 한쪽이 확보되면 다른 한쪽에 손실이 발생하는 관계인 트레이

드오프(trade off)의 배타적인 관계로 이해했다. 그러나 신고리 공론위는 

대표성과 숙의성이라는 두 가지 규범을 모두 만족해야 했기 때문에, 상

충하는 대표성과 숙의성 사이의 균형을 맞춘 새로운 형태의 시민참여 기

제를 설계하고자 했다(신고리 공론위, 2017a: 95-96). 신고리 공론위는 

다수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론조사 방식을 토대로 삼고 조사 과정과 숙

의 과정을 변형하여 시민참여형조사를 설계했다(최재혁 인터뷰).11  기존 

공론조사는 1차 조사를 진행하여 의제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확

                                            
11 최재혁은 통계청 소속 연구원으로 신고리 공론화 당시 실무단에 파견되어 시

민참여형조사를 기획하고 설계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시민참여

형조사를 기획하고 설계할 당시 정보 보완을 명목으로 외부 기관의 도움을 받

지 않았으며, 추가적인 인력의 도움없이 혼자 업무를 담당했다고 밝혔다. 최재

혁과의 인터뷰는 2019년 3월 25일 대전 통계개발원에서 대면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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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뒤, 대표성을 갖는 표본을 추출한다. 이후 토론과 자료집을 제공하

고, 소그룹 토론과 패널 토론 등의 숙의 과정을 거친다. 이후 2차 조사

를 진행하여 최종 결론을 도출한다(김원용, 2003). 반면 시민참여형조사

는 1차 조사를 통해 표본을 추출한 뒤,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2차 조사를 

통해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확인하고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한다. 참여자

들의 자가 학습 이후 3차 조사를 실시하고 공론조사와 비슷한 숙의 과

정을 거친 뒤 4차 조사를 실시하여 최종 결론을 도출한다. 시민참여형조

사는 기존 공론조사와 비교하여 조사의 횟수가 증가한 것이 하나의 특징

이다. 또한 기존 공론조사에서는 전문가들이 자료집을 제공하고 참여자

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만 하는 수동적인 위치에 있지만, 시민참여형조사

에서는 전문가들이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발표를 하고, 서로 토론을 

하는 등 보다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변형은 대표성과 

숙의성을 모두 확보하고자 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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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표성을 가진 주체 만들기 

 

4.1. 대한민국 표본으로서의 시민참여단 

 

신고리 공론화의 결과가 사회적 합의가 되기 위해서는 신고리 공론화

에 참여한 시민들이 단순한 ‘시민들의 모임’이 아닌 전체 시민들의 대표

여야 했다. 그러나 신고리 공론화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선출을 통해 선

발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표성을 확보해 줄 장치가 필요했다. 이

에 신고리 공론위는 통계적 기법을 통해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신

고리 공론위는 시민참여단을 모집단과 속성이 동일한 표본으로 만들고, 

시민참여단의 결론(표본)으로부터 시민 전체의 결론(모집단)을 추론하고

자 했다. 이러한 신고리 공론위의 의도로 인해 시민참여단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성별, 지역, 연령 등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속성이 모집단과 거

의 동일한 표본을 추출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 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공론조사에서 활용하는 ‘단순 무작위 추출법’(simple random sampling)

은 신고리 공론위에게 유용하지 못했다. 

기존의 공론조사를 고안한 제임스 퍼시킨(James Fishkin) 교수는 고대 

아테네에서 규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점제를 활용했던 것에 착안

하여 단순 무작위 추출을 통해 표본을 구성하는 방식을 공론조사에 도입

했다. 단순 무작위 추출은 모집단에 속한 구성원들이 표본에 포함될 수 

있는 확률이 모두 동일한 추출법으로서 개인들의 동등한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게 된다. 즉, 퍼시킨은 단순 무작위 추출법이 갖는 민주주의적 함

의를 활용하고자 했다(김원용, 2003; Fisikin,1991). 추가적으로 단순 무

작위 추출법은 표본의 규모가 충분히 크면 모집단의 여러 속성을 그대로 

가진 표본을 추출할 수 있으며, 표본에 대한 분석을 할 때 모집단에 대

한 사전 지식이 필요가 없고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존재한다(Yates 

et al, 2008). 그러나 신고리 공론화의 경우 추출할 시민참여단의 규모가 

500여명으로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단순 무작위 추출법을 활용할 경

우 여러 인구통계학적 속성을 표본에 반영하는 것이 어려웠다. 12  또한 

                                            
12 신고리 공론위는 2차 정기 회의에서 캘리포니아와 일본의 공론조사 사례를 

참고해서 공론화에 최종적으로 참여하는 인원을 약 350명으로 확보하고자 했다. 

각 사례에서 시민들의 참석률이 약 70%였던 것을 고려하여 시민참여단을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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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무작위 추출은 특정 성향을 가진 계층이 표본을 점령하여 의제에 

대한 선택 편향(selection bias)이 발생할 위험성이 존재했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 실시된 유전자 변형 작물에 대한 공론조사인 “GM Nation?”은 

참여 의사를 밝힌 집단에 한정된 단순 무작위 추출을 통해 참여자들을 

구성했다. 그러나 언론과 의회는 다수의 참여자들이 공론조사 이전에 유

전자 변형 작물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며, 

“GM Nation?”이 실제 시민들의 입장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Irwin, 2006). 

단순 무작위 추출의 대안 중 한 가지는 일반적인 여론 조사에서 활용

되는 ‘할당 추출법’(quota sampling)이다. 할당 추출은 인구통계학적 특

성과 같은 모집단의 속성의 구성 비율을 고려하여 표본을 추출하는 방식

이다. 할당 추출은 단순 무작위 추출과 달리 개인이 어떠한 속성을 가졌

는지에 따라 표본에 선정될지 여부를 조사자가 작위적으로 결정할 수 있

다. 이때 조사자는 사전에 조사된 모집단의 자료를 바탕으로 표본을 구

성한다. 할당 추출을 활용한 예로는 대선 후보 지지율과 같이 세대별, 

지역별, 성별로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여러 통계적 조사들이 있다. 이처

럼 할당 추출은 조사자가 원하는 범주 내에서 통계적 결과를 도출하기에 

용이하며 표본추출을 위해 소비되는 시간과 비용이 적다(류성진, 2013). 

그러나 할당 추출을 활용할 경우 개인이 표본에 추출될 확률을 알 수 없

기 때문에 설계 기댓값(design expectation)이나 설계 분산(design 

variance)를 활용해서 조사결과를 통계적으로 평가를 할 수 없다. 따라

서 모집단에 대한 추론도 통계적으로 불가능하다(박민규 외, 2012). 신

고리 공론화에서는 모집단 추론이 가능한 표본이 필요했기 때문에 일반

적인 여론 조사에서 활용되는 할당 추출을 적용할 수 없었다. 

결국 신고리 공론위는 기존 공론조사에서 활용되는 단순 무작위 추출

이나 일반적인 여론 조사에서 활용되는 할당 추출이 아닌 ‘층화 이중 추

출’(double sampling for stratification)이라는 추출 방식을 활용했다. 층

화 추출은 모집단을 하위 모집단으로 분할한 뒤 각 하위 모집단에서 표

본을 무작위로 추출하는 방식이며, 층화 이중 추출은 층화 추출을 두 번 

적용한 것이다. ‘층’ 혹은 ‘셀’이라고 불리는 하위 모집단은 층화 변수들

을 기준으로 분할된다. 예를 들어, 성별을 층화 변수로 할 경우 모집단

은 남자 셀과 여자 셀, 총 2개의 셀로 분할된다. 성별과 6개의 연령대

                                                                                                               

명으로 정했다(신고리 공론위, 2017b: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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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를 층화 변수로 할 경우 모집

단은 10대 남자 셀, 10대 여자 셀, 20대 남자 셀… 등 총 12개의 셀로 

분할된다. 층화 추출을 활용하면 규모가 작더라도 표본이 모집단의 속성

을 유지하는 데 용이하다. 또한 개인이 표본에 포함될 확률이 명확하기 

때문에 모집단에 대한 추론도 가능하다. 그러나 층을 구성하기 위해 모

집단에 대한 사전 지식이 필요하고 표본을 추출하는 데 비용과 시간이 

다른 통계 기법들에 비해 많이 소모된다. 신고리 공론위는 모집단과 표

본의 높은 유사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표본을 통한 모집단 추론이 가능

하다는 점에서 시민참여형조사에 층화 이중 추출법을 적용했다(최재혁 

인터뷰, 2019.03.25). 

신고리 공론위는 90,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를 걸어 1차 조사를 진행

했다. 1차 조사에서는 대한민국 전체 시민들을 2개의 성별(남/여), 5개의 

연령대(20대/30대/40대/50대/60대 이상), 16개의 시도 거주지역을 층화 

변수로 활용하여 160개 층으로 구분한 뒤 층별 무작위 추출을 통해 1차 

표본으로 20,006명을 추출했다. 1차 표본 중 신고리 공론화에 참여의사

를 밝힌 5,047명을 대상으로 2개 성별, 5개의 연령대, 3개의 입장(건설

재개, 건설중단, 판단유보)을 층화 변수로 활용하여 30개 층으로 구분한 

뒤 무작위 추출을 통해 2차 표본인 시민참여단 500명을 선발했다(신고

리 공론위, 2017a: 218-220).13 이와 같은 통계 기법의 활용으로 최종적

으로 선발된 2차 표본의 성별, 지역별, 연령대 별 분포는 모집단과 매우 

높은 유사성을 가지게 되었다. 대한민국의 표본으로서 시민참여단이 구

성되며, 신고리 공론화는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었다. 

시민참여형조사는 공론조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지만, 높은 대표성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공론조사에서 활용되는 단순 무작위 추출법을 적용할 

수 없었다. 여기서 높은 대표성은 표본과 모집단 간의 유사성과 표본을 

통한 모집단에 대한 추론 가능성이 확보되는 것을 의미했다. 한편 숙의

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참여단의 규모가 500명으로 제한되면서 

2000~3000명 규모의 표본으로 진행되는 일반적 여론 조사 역시 적용

할 수 없었다. 신고리 공론위는 제한된 규모와 높은 대표성 확보라는 조

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층화 이중 추출법을 활용했다. 이 통계 기법은 시

                                            
13 2차 추출에서 지역을 층화 변수로 추가하면 셀이 480개로 증가하게 되는데, 

셀의 숫자가 너무 많은 경우 통계학적 관점에서 표본의 대표성은 현저히 떨어

지게 되기 때문에 2차 추출에서는 지역을 제외하고 의제에 대한 입장을 층화 

변수로 활용했다(신고리 공론위, 2017a: 218-220; 최재혁 인터뷰, 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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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참여단을 모집단의 속성을 유지하는 표본으로 만들었으며, 나아가 신

고리 공론화의 결론을 시민 전체의 결론으로 정당화하는 데 활용되었다. 

신고리 공론위가 발간한 백서에는 층화 이중 추출을 통한 시민참여단 구

성을 서술하며, ‘통계적 엄정성을 준수’한 ‘과학적인 추출’을 통해 시민참

여단의 대표성을 보증했다는 것이 강조되었다(신고리 공론위, 2017a: 

222-224). 이것은 신고리 공론화의 설계 과정에서 통계적 기법이라는 

‘과학적 지식’이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신고

리 공론위는 다시 ‘과학적 지식’의 근거한 비판에 직면하며 대표성을 확

보하는 과정에서 통계적 방법이 포착할 수 없는 부분은 주목받지 못하게 

된다. 다음 소절에서는 시민참여단의 구성에 대한 비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4.2. 대표성 확보를 위한 ‘과학적 지식’의 활용 

 

층화 이중 추출법은 시민참여단의 대표성을 강화하여 신고리 공론화를 

정당화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층화 이중 추출법이라는 통계적 기법 

자체가 신고리 공론화를 정당화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었

던 것은 아니다. 신고리 공론위가 층화 이중 추출법이라는 통계적 기법

을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적절히 변형하면서 그 효과가 나타났다. 

검증위의 검증 보고서는 시민참여단의 구성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

는데, 이 비판을 살펴보면 신고리 공론위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

해 층화 이중 추출법을 변형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신고리 공론

위가 생각하는 신고리 공론화의 대표성이 단순히 통계적인 차원의 대표

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검증위가 제기한 비판 중 첫번째는 층화 변수에 대한 것이다. 앞서 서

술한 바와 같이 신고리 공론위는 1차 표본 추출과정에서 성별, 연령, 지

역을 층화 변수로 삼았고, 2차 표본 추출에서는 성별, 연령, 의제에 대한 

입장을 층화 변수로 삼았다. 검증위원회는 층화 변수로 고려된 속성들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최종적으로 추출된 시민참여단은 모집단과 높은 유

사성을 갖지만, 소득이나 정치성향과 같이 층화 변수로 고려되지 못한 

점을 보면 편향성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시민참여단의 소득 분포를 보

면 월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이 전체의 68.5%, 월 소득이 500만



 

 36 

원 이상인 사람이 전체의 40%에 이른다. 또한 정치 성향의 경우 전체의 

46.1%가 집권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혔으며, 30.8%에 

달하는 사람들이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했다. 검증위원회가 지적하고 있

는 소득과 정치 성향은 의제에 대한 입장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었다. 신고리 공론위 역시 이 점을 고려하여 시민참여단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소득과 정치 성향에 대한 조사도 수행했으나 신고리 

공론위는 이 두 속성을 층화 변수로 활용하지 않았다. 

신고리 공론위가 소득과 정치 성향을 층화 변수로 활용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통계적으로 층화 변수가 많아지면 표본의 대표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었다. 너무 많은 층화를 하게 되면 각 층 별로 

모든 사람을 추출하거나 반대로 배제되는 층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시

민참여단의 규모가 적었기에 층화 변수가 제한될 필요는 존재했다. 또 

다른 이유는 소득과 정치 성향이라는 각 속성의 특징에 있다. 소득의 경

우 정확한 모집단의 정보가 존재하지 않으며, 조사에서 밝힌 개인의 소

득을 확인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모집단 추론이 최종 목적

인 신고리 공론화의 경우 불필요한 층화 변수로 분류되었다. 소득이라는 

속성이 가진 이러한 문제점은 일반 여론 조사에서도 고려된다. 한편 정

치 성향이 층화 변수로 활용하게 되면 신고리 공론화 진행 중에 시민참

여단의 정치 성향 분포가 언론에 공개되야 했는데, 이 사안이 정치적 논

쟁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대통령이 신고리 공론화 방침을 

발표한 이래로 신고리 공론화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신

고리 공론위는 이를 피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최재혁 인터뷰, 

2017.03.26). 

검증위원회가 제기한 두번째 비판은 2차 표본 추출과정에서 할당 추

출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점이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신고리 공론위는 

90,000명에서 20,006명을 추출한 1차 표본 추출과 참석의향자인 5,047

명에서 500명을 추출한 2차 표본 추출, 총 2번의 추출을 통해 시민참여

단을 구성했다. 검증위원회는 모집단(대한민국 전체)과 2차 표본(시민참

여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분포는 동일하지만, 1차표본과 참석의향자

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분포가 상이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모집단과 다

른 분포를 가지는 1차 표본에서 무작위 추출을 통해 모집단과 같은 분

포를 가지는 2차 표본을 추출할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 이를 근거로 검

증위원회는 신고리 공론위가 2차 표본 추출과정에서 작위적인 할당 추

출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검증위, 2017: 80-81). 만약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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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의심대로 신고리 공론위가 작위적인 할당 추출을 했다면, 표본

을 통한 모집단에 대한 추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민참여단의 의견이 

일반 시민 전체의 의견과 동일하다는 것은 통계학적으로 보증될 수 없다. 

이 의심은 신고리 공론화의 정당성에 치명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었

다. 그러나 이 문제는 신고리 공론위가 할당 추출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

라 1차 추출과 2차 추출에서 다른 층화 변수를 활용했기 때문에 발생했

다(최재혁 인터뷰, 2017.03.26). 즉, 신고리 공론위가 통계적 기법에 근

거하여 시민참여단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오히려 통계적 측

면에서 문제점을 야기한 것이다. 

신고리 공론위는 대표성과 숙의성이라는 두 규범의 충돌 속에서 통계

적 기법을 활용하여 균형을 맞추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신고리 공론위

는 통계적 기법을 변형했다. 신고리 공론위는 신고리 공론화를 둘러싼 

논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치적 논란이 될 만한 소득, 정치 성향과 같은 

속성을 배제하고, 신고리 공론화를 사회 전체의 합의로 만들기 위해 대

한민국의 표본으로서 시민참여단을 구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숙

의성을 확보하기 용이한 규모로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기 위해 신고리 공

론위는 두 번의 추출 과정에서 각기 다른 층화 변수를 활용했다. 이와 

같은 통계적 기법의 변형을 통해 신고리 공론위는 인구통계적 속성의 분

포가 모집단과 동일한 표본으로서 시민참여단을 구성할 수 있었다. 그러

나 통계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야기하기도 했다. 검증위의 심각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시민참여단의 인구통계적 속성의 분포는 신고리 공론

위의 의도대로 ‘과학적인’ 표본 추출의 결과물로 인식되었고 궁극적으로 

시민참여단의 대표성을 보증하는 역할을 했다(손영달, 2017; 이영희, 

2018; 권영선, 2018). 이 같은 사실은 참여적 과학기술 거버넌스의 정당

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과학적 지식이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4.3. 소외를 정당화하는 과학적 지식 

 

새로운 과학기술 거버넌스에서 시민참여단이 대표성을 확보하며 의사

결정의 주체가 되었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특정 집단에 대한 소외도 

발생했다. 신고리 공론화에서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과 한국수력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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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하 한수원 노조)은 새로운 거버넌스에서 소외된 집단이었다. 

신고리 공론화 이전 원자력 관련 시설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에서 지역 

주민들은 이해당사자로서 정부와 직접 대치하거나 협상하는 중요한 역할

을 담당했다. 그러나 신고리 공론화에서 이들 지역 주민들은 정책결정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14 한편 한수원 노조는 신고리 5·6

호기 건설 중단으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를 부담해야 했음에도 지

역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신고리 공론화에 참여할 수 없었다. 

신고리 공론화에 참여할 수 없었던 지역 주민들과 한수원 노조는 신고

리 공론화에 격렬하게 반발했다. 한수원 노조는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가 중단될 시 일자리를 잃거나 경제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입장이었

다. 신고리 공론화 방침이 발표된 후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이 일시중단

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신고리 공론화에 대한 한수원 노조의 불만이 표출

되었다. 신고리 공론화를 위해서는 진행 중이던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을 일시중단해야 했는데, 이는 한수원 이사회에서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

었다. 7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탈핵, 에너지 전화시대 원자력 안전 현안

과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한수원 사장 이관섭은 “최근 원전 안전문제에 

대해 송구하며,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은 공론위에서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도울 것”이라며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중단을 시사하는 발언

을 했다(에너지경제, 2017). 실제로 7월 13일 한수원 이사회는 경주 본

사에서 공사 일시중단을 결정하기 위한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이

사회의 결과가 일시중단 쪽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수원 노조는 경주 

본사의 본관은 점거하고 출입문을 통제하며 이사회가 개최되는 것을 물

리적으로 방해했다(연합뉴스, 2017d). 결국 이날 한수원 이사회는 무산

되었으나, 다음날인 14일 한수원 이사회는 경주의 스위트 호텔에서 기습

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해 신고리 5·6호기 건설의 일시중단을 의결했다(한

겨레, 2017d). 이에 한수원 노조는 15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집회를 열어 이사회의 결정을 규탄하고 정부를 비판

하는 목소리를 냈다. 김병기 노조위원장은 “한수원에 건설 일시 중단을 

요청한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항의 등 대정부 투쟁을 시작하겠다”고 밝

                                            
14 신고리 공론화 과정에서 지역 주민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신고리 공론위는 지역 간담회를 개최하고 시민참여단에게 지역 주민들의 의견

을 담은 영상을 상영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 그러나 당사자성이 높은 지역 주민

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했어야 했음에도 신고리 공론위가 ‘시민참여단’의 구성하

는 과정에서 기계적인 중립성을 고수했던 것은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

다(신준섭, 2017; 이광일, 2018; 이영희, 2018; 조희정, 2018; 채종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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혔으며,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기도 했다(연합뉴스, 2017e). 한수원 

노조는 신고리 공론화를 저지하기 위한 법적 투쟁도 벌였다. 한수원 노

조는 8월 1일 ‘신고리 공론위의 활동정지 가처분 신청’과 8월 8일 ‘신고

리 공론위의 구성행위 및 훈령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

기하기도 했으며, 한수원 이사회의 결의에 대한 무효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신고리 공론위, 2017a: 64). 이들은 신고리 공론화 밖에서 집회와 

법적 투쟁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밖에 없었다. 

지역 주민들 역시 한수원 노조와 같이 신고리 공론화에서 소외되었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며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이 거론되던 시점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주민들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이하 범군민대책위)를 구성

했다. 이후 신고리 공론화 방침이 발표되자 서생면 주민들은 이 방침에 

반발했다. 신고리 공론화 방침 발표 후 서생면주민협의회 이상대 위원장

은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무슨 근거로 공사를 중단하는지, 법적 근거

를 가지는지, 왜 공론화 절차 기간에 공사를 멈춰야 하는지를 알아보는 

등 정부의 이번 발표와 관련해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며 “건설이 중단되

면 천문학적인 매몰 비용이 발생하고, 경제 위축으로 주민 피해가 불가

피하다”고 주장했다(노컷뉴스, 2017a). 또한 6월 28일 범군민대책위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남창옹기종기시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

리 5,6호기 건설 중단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모든 지역 주민들이 탈핵 정책과 신고리 공론화 방침에 반대한 것은 

아니었다. 울주군 서생면과 인접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주민들은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을 환영했다. 조창국 장안읍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은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원전의 위험을 무릅쓰고 살아온 주민

들 입장에서 원전 추가 건설을 중단한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라고 밝혔

다(매일경제, 2017). 부산과 울산 등 지역의 시민단체들은 문재인 대통

령의  대선 공약대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의 전면 백지화되지 못한 것

에는 유감을 표하면서도 신고리 공론화 방침에 대해서는 지지를 표명했

다(경남매일, 2017; 노컷뉴스, 2017b). 

지역 주민들은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여부에 따라 위험과 경제적 영

향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었고, 신고리 공론화와 관련된 갈등과 대립

을 직접적으로 겪는 집단이었다.그래서 시민참여단에 신고리 5·6호기에 

인접한 부산·울산·경남 지역 주민들이 더 많이 선발되어야 한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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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기되었다.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을 주장하는 측은 지역 대표

성의 문제를 제기했으며, 건설 재개 측은 지역주민 150명을 포함하는 

방안을 요구했다(신고리 공론위, 2017d : 65-66). 그러나 신고리 공론위

는 “국민 의견 수렴이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과 특정 집단에게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이 대표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며 특정 

집단에 대한 가중치를 두지 않았다(신고리 공론위, 2017d : 66-67). 또

한 오리엔테이션 직후 시민참여단 중 울산 지역 주민의 수(6명)가 대전

(19명)과 광주(15명)에 비해 훨씬 적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신고

리 공론위는 이 같은 비판에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시민참여단을 

구성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응했다(신고리 공론위, 2017a: 171). 

정부에 의해 신고리 5·6호기의 문제가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규정된 

상황에서 신고리 공론위는 통계적 대표성이 있는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고

자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정 집단에 가중치를 두어 시민참여단을 구

성할 경우, 표본인 시민참여단의 결론이 모집단인 국민 전체의 결론으로 

통계적 측면에서 정당화 될 수 없었다. 신고리 공론위에게 ‘노조’나 ‘지

역 주민’이라는 정체성은 신고리 공론화의 대표성을 훼손할 수 있는 요

소였다. 결국 신고리 공론위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한수원 노조와 지

역 주민들을 소외시킴으로써 시민참여단의 통계적 대표성을 확보했다. 

그러나 공론화가 “특정한 공공정책 사안이 초래하는, 혹은 초래할 사회

적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일반 시민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함으로써 정책 결정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일련의 절차”라는 점에서 지역 주민들

과 한수원 노조의 소외는 신고리 공론화의 정당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

었다(사용후핵연료관리공론화TF, 2008; 이영희, 2018 재인용). 신고리 

공론위는 통계적 대표성에 치중하여 이 부분을 간과했으며, 또다른 사회

적 갈등을 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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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숙의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5.1. 학습을 중심으로 한 숙의 과정 

 

신고리 공론화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것만큼 중요한 문제는 숙의성을 

강화하는 것이 였다. 숙의 민주주에 대한 연구자들은 숙의를 “쟁점에 대

한 상반된 의견을 토론을 통해 숙고하는 과정”으로 정의한다(Fishkin, 

2011; List, Luskin, Fishkin, McLean, 2012). 숙의성은 자유롭고 논리적

인 토론을 통해 확보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숙의성은 곧 토론의 절차와 

방식에 대한 규범을 내재한다. 그러나 신고리 공론화에서 숙의성은 일반 

시민들이 ‘과학적인’ 내용을 학습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신

고리 공론위는 기존 공론조사의 숙의 절차대로 자료집 제공과 종합토론

회를 실시함과 동시에 시민참여단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이러닝을 

진행하고 실시간으로 질의를 받아 그에 대한 답변을 제공했다. 또한 통

상 1박 2일 혹은 1일로 진행되는 종합토론회를 2박 3일로 늘리고, 시민

참여단의 숙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종합토론회 이전에 오리엔테이

션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리고 신고리 공론화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시

민들의 신고리 공론화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자 지역별 토론회와 TV 

토론회 등을 진행했다. 이처럼 신고리 공론위는 기존의 공론조사보다 더 

다양한 방법과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숙의 프로그램을 설계해서 숙의

성을 강화하고자 했다(신고리 공론위, 2017a: 101-102). 

주목할 점은 신고리 공론위는 규모면에서만 숙의 과정을 변화시킨 것

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신고리 공론화의 숙의 프로그램은 시민들의 자율

적인 학습보다는 전문가의 관여나 관련 자료를 통한 학습에 방점을 두었

다. 기존 공론조사는 시민들의 자율적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고 보장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숙의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개입을 최소화한

다. 이러한 입장은 시민배심원제, 합의회의 등 다른 대부분의 시민참여 

기제들도 공유하고 있다. 대부분의 시민참여 기제에서 전문가들은 시민

들의 조력자로서 자료집을 제작하고 시민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제공

하는 등의 역할을 맡는다. 전문가들의 제한적인 역할과 시민들의 자율성

은 학습,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시민참여’와 

달리 토론과 논쟁 및 반박 과정을 통한 상호적 학습을 중요하게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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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적 의사결정’에서 더욱 두드러진다(지속위, 2005: 281-297). 그러나 

신고리 공론위는 “의제와 관련한 사실관계 등을 일반 시민이 전문가의 

도움없이 짧은 숙의 기간에 충분히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전제”하

고 시민참여형조사를 설계했다(신고리 공론화, 2017a: 102). 신고리 공

론위는 전문가의 발표를 중심으로 종합토론회를 진행했으며, 전문가들의 

사이의 토론을 추가하기도 했다. 시민참여단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분임토의가 있었다. 그러나 정해진 시간상의 제약으로 시민참여단 

개개인이 발언할 수 있는 양이 제한되어 시민참여단 서로 간의 토론이 

형성되기는 어려웠다. 또한 시민참여단은 분임토의 시간 때 전문가들의 

발표에 대한 질문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분임토의에서 발언은 전문가

들의 발표내용을 요약하고 질문을 제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검증

위, 2017:109, 손영달, 2018: 101).15 

학습에 대한 강조는 신고리 공론화에서 활용된 수사와 세부적인 장치

에서도 나타났다. 이 수사들과 장치들은 시민참여단을 이른바 “지혜로

운” 학습자로 위치시켰다. 신고리 공론위가 출범한 지 50여 일이 지난 

2017년 9월 16일 시민참여단, 이해당사자, 참관인단, 검증위원회 위원, 

공론화위원회 및 지원단 등이 참여하여 시민참여단의 역할과 향후 진행

될 숙의과정을 안내하는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김지

형 공론화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시민참여단의 역할을 제시했다. 

 

여러분은 우리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삶을 선택하는 일에 

참여하시게 됩니다.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역입니다. 한 분 한 분 

후세에 이름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행운이 있을까

요? [...] 여러분처럼 시민대표단을 선정합니다. 시민대표단이 심

사숙고의 과정을 거쳐 정부 정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의견을 내

놓습니다. 정부는 이 의견을 존중하여 최종 정책 결정에 적극 반

영합니다. 이것이 공론화 과정입니다. ‘투쟁’ 대신 ‘숙의’를 합니

                                            
15 검증위원회는 숙의 과정 중 분임토의를 검토하며 분임토의에서 이를 진행하

는 사회자의 발언과 개입이 과도하게 많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검증위원회는 그 

원인을 “전문가 토론을 참관하고 전문가에게 물을 질문을 만드는 방식으로 (종

합토론회를) 설계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검증위, 2017: 109). 신고리 공론화

에 시민참여단으로 참여했던 참가자 중 한명은 손영달과의 인터뷰에서 분임토

의의 시간이 짧았으며, 전문가들에게 던질 질문을 만드는 과정이 우선시 되어 

개인적인 토론을 할 수 없었다는 점에 아쉬움을 토로했다(손영달, 2018: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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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여러분은 500인의 현자입니다. 현자에게는 고정관념이 

없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진리의 길을 찾아주셔야 합니다. 여러

분 모두의 지혜가 필요한 것은 그 때문입니다. […] 우리의 시민

의식은 이미 아주 높게 성숙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민들이 지켜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런 시민들을 대표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도 공정성에서 한 치도 흐트러질 수 없습니다. 남은 공론

화 절차는 여러분이 희망입니다(신고리 공론위, 2017a: 391-

393). 

 

김지형 위원장의 인사말 속에서 시민참여단은 ‘역사를 만들어가는 시민

의 대표’이며, ‘고정관념이 없이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리의 길을 찾는 

500인의 현자’로 묘사된다. 종합토론회에서는 강단의 양 옆에 ‘숙의’와 

‘경청’이라고 써진 거대한 현수막이 걸리기도 했다. 그리고 오리엔테이션 

행사에서 공론화 위원회는 시민참여단에게 자긍심과 책임성을 부여하고 

숙의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독려하기 위해 시민참여단 위촉

장을 수여했다(신고리 공론위, 2017b: 100-104). 시민의 대표로서의 책

임감이 대한 강조되며 시민참여단은 사적 이해보다는 공적 이해를 중시

하는 태도를 견지하게 되었다. 시민참여단의 수기에는 자신이 대한민국

이라는 국가 혹은 자신이 속한 사회를 대표하는 것에 대한 감상이 다수 

등장하는데, 이는 신고리 공론위의 의도가 시민참여단에게 효과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점은 숙의 과정이 학습에 중점으로 두고 설계되어 시민참여단 

개인의 의견이 신고리 공론화 과정에서 충분히 표출되지 못했다는 점이

다. 종합토론회에서의 전문가들과 시민참여단의 발언 시간의 압도적인 

차이를 이를 뒷받침한다. 종합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한 세션당 약 

20~30분의 발표 시간이 주어졌으며, 시민참여단의 질문에 대한 2분동

안 응답하고 1분 30초동안 상대방에 대해 반론과 재반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 반면 시민참여단은 1분 이내 질문 내용을 말하는 것이 

전부였다. 심지어 시민참여단의 질문은 세션 별로 10개를 추첨하는 방식

으로 선정되었다. 경청이라는 미덕을 강조되는 분위기 속에서 이러한 발

언권에 대한 불균형은 신고리 공론화 내에서는 문제시 되지 않았다. 오

히려 시민참여단의 수기에는 경청을 강조하는 분위기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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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참여단의 토론 과정은 배울 점이 많았다. 어려운 문제로 대

화를 하다보면 갈등이 생기기 쉬운데 여러 스타일의 사람들이 

모였는데도 토론 과정에서 그 갈등의 요소를 제거했다.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들은 내용 중 인상 깊었던 부분을 

말하기, 의문점 말하기, 질문 정하기의 단계는 들은 내용을 정리

하는 면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고 2박 3일 동안 서로 경청하는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었다. 시민들이 서로 감정이 상하지 않기 

위해 공론화 위원회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 지가 느껴졌다. 

하지만, 토의 시간에 내 생각을 별로 말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아쉬웠다.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질 수도 있

겠으나, 그것을 슬기롭게 풀어내는 것 또한 우리들이 해야 할 일

이었다(1조 서은경의 수기, 신고리 공론위, 2017b: 219). 

 

토의와 경청, 질의응답을 거치며 보다 많은 정보를 얻게 되었다. 

분임조 토의는 성별, 나이, 지역, 정치적 성향이 다른 분들과 나

의 생각을 나누고 그들의 의견도 경청하는 값진 시간을 되었다. 

의견이 달라도 분명 그분들과 나는 대한민국을 진정 걱정하고 

사랑하여 시민참여단에 참여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생각이 다르다고 틀린 것이 아니라는 초등학생 아들의 말이 새

삼 가슴에 박혔다(20조 지미숙의 수기, 신고리 공론위, 2017b: 

258).  

 

분임토의를 시작하기 전 “경청토의 규칙”에 대하여 읽고 시작을 

했었는데, 첫 세션 종료 후 진행된 분임토의에서 나이와 지역과 

성별을 달리하는 열 명의 사람들이 어색한 상태에서 분임토의라

는 방식으로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을까하는 염려가 있었다. 우

려대로 경청보다는 자신의 주장을 강경하게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었으나, 세션이 진행될수록 분임조 내에서 이견으로 인해 목소

리가 일시적으로 커질지언정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말하는 

경청의 모양이 갖춰지며 조금 더 밀도 있는 이야기들이 오고갔

다. […]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나는 이견을 보이는 사람과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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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잘 나눌 자신은 솔직히 없다. 그렇지만 적어도 상대방이 이

야기 하는 중간에 말을 자르지 않고 일단 들어보려고 시도는 해

볼 것 같다. ‘경청’이라는 말이 그전까지는 사전에만 있는 단어

였다면 지금은 이해가 조금은 되는 단어가 되었고 그것은 이번 

시민참여단으로 참여하고 체험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하

며 참여소감의 글을 마친다(25조 홍정화의 수기, 신고리 공론위, 

2017b:270-271). 

 

총 41편의 수기 중 30편의 수기에서 위와 같은 경청에 대한 내용이 발

견된다. 학습에 중점을 둔 숙의 과정에서 시민들은 서로의 의견을 내세

우고 설득하기 보다는 단지 이해하는 것, 즉 경청하는 것을 우선시 했다. 

경청이라는 표현은 표면적으로 사회적인 갈등을 해결하는데 있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동시에 본격적인 논의

에서 시민참여단이 수동적인 위치에 있었음을 드러낸다(신고리 공론위, 

2017b: 216-321). 

한편, 신고리 공론화의 설문지에는 원전 및 에너지 분야와 관련한 8개

의 지식 문항이 포함되었다.16  이 지식 문항은 시민참여단의 지식 수준

을 파악할 수 있는 일종의 시험이었다. 시민참여단은 총 3차례의 시험을 

치뤘으며, 조사 차수가 늘어날수록 정답률이 높아졌다(신고리 공론위, 

2017a: 504-505). 시험은 전문가들의 강연에 시민참여단을 집중하게 만

들었으며, 이 시험 결과는 신고리 공론화의 숙의성을 증명하는 근거로 

활용되었다. 시험의 존재는 시민들을 학습에 몰두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

져왔다. 원자력에 관한 내용을 익히기 위해 종합토론회 내내 강도 높게 

자료집을 공부하거나 지속적으로 자료를 찾아봤다는 내용이 등장한다. 

학습을 통해 더 나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전제는 신고리 공론위와 

시민참여단 모두 가지고 있었다. 물론 의제와 관련된 내용을 학습하는 

것은 시민들이 보다 나은 의견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자칫 

신고리 공론화를 단지 정답을 구하는 문제 풀이로 오인하게 만들 수도 

                                            
16 지식 문항은 ‘우리나라의 원전의 개수’, ‘신고리 5·6호기가 위치한 지역’, ‘원

자력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연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용후핵연료가 저장

되어 있는 곳’, ‘원자력 발전소를 가장 많이 운영하는 국가’, ‘재생에너지 비중이 

가장 큰 국가’, ‘우리나라 전기 생산량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에너지원’, 

‘우리나라에서 2017년 6월 영구정지 된 발전소’를 묻는 총 8개의 객관식 문제

로 구성되어 있으며, 2차 조사부터 4차 조사까지 동일한 문제가 출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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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실제로 시민참여단은 전문가들의 상반된 주장이 등장할 때 지속

적으로 사실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이는 사실에 근거한 정

답을 도출하겠다는 시민참여단의 의지로 볼 수 있다. 분명 신고리 공론

화와 같은 시민참여에서 추구하는 바는 전문가 중심의 과학기술 거버넌

스와 같이 ‘과학적 지식’이나 ‘전문성’에 기반한 정답을 도출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학습에 중점을 둔 숙의 과정은 시민참여의 본래 취지와

는 다르게 논의를 과학적 영역으로 제한했다. 

신고리 공론위는 숙의성이라는 규범을 만족하기 위해 기존 공론조사를 

비롯한 여러 시민 참여 기제와는 다르게 시민들의 전문가들의 관여와 관

련 자료를 통한 학습을 적극 도입했다. 신고리 공론위는 수사와 장치들

을 동원하였고, 이는 시민참여단에게 매우 효과적이었다. 결과적으로 신

고리 공론위의 숙의 과정은 학습이 중심이 되었으며, 숙의자료집 작성과 

발표를 맡은 전문가들은 신고리 공론화 내에서 높은 지위를 가지게 되었

다. 이어지는 소절에서는 전문가들의 지위와 전문성에 대한 의존성에 대

해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5.2. 전문가들의 지위와 전문성에 대한 의존 

 

신고리 공론화의 특징 중 하나는 전문가들과 이해관계자의 구분이 분

명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신고리 5·6호기에 건설 

재개를 주장하는 원자력계 전문가들인 대학교수와 연구원들은 원자력 산

업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원자력 관련 산업이 성장하면 동시에 

원자력과 관련된 연구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연구를 수행하는 전문가들에

게 이익이 발생한다. 실제로 한국수력원자력에 경우 원자력 산업계는 여

러 대학의 원자력과 관련된 연구소를 후원하고, 대형 연구 과제의 주관

기관으로써 연구자들에게 연구비를 지원한다. 한편 신고리 공론위는 신

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주장하는 시민단체들 역시 이해관계당사자로 

분류했다.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여부는 탈핵 정책의 일부로서 ‘전국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갈등’으로 취급되었다.17 이와 같은 ‘전국적인 이해관

                                            
17 전국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갈등은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따른 갈등유형의 분

류에서 공공정책이나 사업이 특정한 개인이나 지역에 특별히 중한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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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갖는 갈등’의 경우 일반 시민들이 모두 동일한 정도의 관심과 우려

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환경단체와 같은 시민단체가 일부 활동적인 

국민들의 이해관계를 대표해서 행동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지속위, 

2005: 310). 또한 정책결정을 둘러싼 갈등은 자신들의 해석을 정당화시

키고 상대방의 해석을 부정하려는 해석들 간의 경쟁과정 또는 헤게모니 

쟁탈전의 양상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때 시민단체 역시 자신들의 ‘가치

관적 압력단체’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강상규, 2005; 지속위, 2005: 

248).18  신고리 공론위는 원자력계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은 모두 이해

관계자로 분류했으며, 이들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역할을 모두 수행

했다. 

전문가들과 이해관계자의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전문가들은 신고리 공

론화에서 더 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참여적 거버넌스에서는 

시민들이 정책결정의 주체가 되면서 기술관료적 거버넌스에서 정책결정

을 담당했던 전문가들은 다른 역할을 맡게 된다.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은 

시민들의 조력자의 위치에서 시민들의 숙의 과정을 돕기 위해 정보를 제

공한다. 구체적으로 숙의 과정에 사용되는 자료집을 만들거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질의응답을 담당한다. 시민참여 내에서 전문가들은 직접적

으로 정책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그 역할이 축소된 것

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전문가들은 정책결정에서 어떠한 방식

으로 어떠한 내용을 논의할지 등을 정하는 과정에 깊이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참여적 거버넌스 내에서의 전문가들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는 유

지된다.  신고리 공론화의 경우 전문가들이 이해관계자의 위치를 겸하게 

되면서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 전문가들이 이해당사자가 되면서 

전문가들이 합의의 당사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즉, 신고리 공론화가 사

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인 전문가들의 참여가 필수 

조건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신고리 공론화에서 전문가들은 신고리 공론

화의 설계에 깊이 관여할 수 있었으며, 사회적 합의의 필수 조건이 되며 

                                                                                                               

지 않고 전국의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유형의 갈등을 의미한다(지속위, 

2005: 309-310). 
18 1990년대 초반 유입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새로운 인식론적 태도는 환

경문제를 가치관의 문제로 인식하게 했다. 이러한 인식에서 환경운동은 기존의 

자원이용행태를 지탱하는 가치관을 변화시켜 지속가능한 사회의 구현을 위한 

새로운 가치관을 정부의 정책, 산업계의 활동, 그리고 시민의 삶의 방식에 확립

시키기 위한 가치관적 시민운동을 지향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환경단체들

은 가치관적 시민운동을 이끄는 ‘가치관적 압력단체’의 역할을 수행한다(지속위, 

2005: 247-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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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공론화 내에서 높은 지위를 확보할 수 있었다. 

신고리 공론위는 이해당사자들과의 소통을 공론화의 공정성과 수용성

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로 보고, 제 5차 정기회의에서 ‘이해관

계자 소통협의회’를 운영하여 원자력 계 전문가들과 환경운동단체와 같

은 이해관계자들을 공식적으로 공론화에 참여시키기로 결정했다(신고리 

공론위, 2017a: 86).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대한 재개 측에서는 한국원

자력산업회의, 한국원자력학회 등(이하 재개 측)이 대표로 참여했으며, 

중단 측에서는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이

하 중단 측) 이 대표로 참여했다. 19 이해관계자 소통협의회는 공론화 이

슈에 대한 상호 조율과 합의, 합리적인 공론화 방식 설계의 근거를 마련

하는 역할을 담당했으며, 공론화 과정 설계 및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들 

중 설문조사 문항과 자료집 제작, 이러닝 동영상 제작, 참관인단 구성, 

토론회 전문가 섭외 등에 대해 논의했다(신고리 공론위, 2017a: 597).  

신고리 공론화에서 전문가들의 영향력은 숙의자료집 제작 과정에서 드

러났다. 신고리 공론위는 숙의 과정에서 시민참여단 개인이 학습할 수 

있는 숙의자료집을 만들어 배포하고자 했다. 숙의자료집에는 신고리 공

론화와 의제에 대한 정보가 포함될 예정이었다. 신고리 공론위는 양측의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정보를 교차 검증하여 ‘시민참여단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객관적 정보’를 수록하겠다는 목표를 가

지고 있었다. 그러나 양측의 전문가들이 상반된 정보를 제시하고, 중단 

측이 자료집의 내용에 대한 검증을 거부하며 교차 검증을 통한 자료집 

작성은 어려워졌다. 결국 신고리 공론위는 교차 검증 방식을 버리고 양

측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방향으로 숙의자료집을 작성하려 했다. 

그러나 양측이 첨예한 갈등을 양상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조율은 원활

하지 않았다. 특히 숙의자료집의 목차를 정하는 과정에서는 신고리 공론

화 자체가 파행될 수 있는 상황이 초래되기도 했다. 8월 11일 자료집 목

차 구성을 위해 열린 이해당사자 협의회의에서 신고리 공론위는 동일한 

양식의 목차를 제시하며 제안된 목차에 따라 양측의 전문가들이 각자의 

주장과 내용을 작성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그러나 중단 측은 신고리 공

론위가 제안한 목차가 재개 측의 논리 전개에 유리하다며 이를 거부했고, 

각자의 방식대로 목차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반해 재개 측은 단

                                            
19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은 2017년 7월 27일 

탈핵 정책을 지지하는 전국 900여개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발족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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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목차를 정할 것을 요구했다.  

결국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9월 15일에 중단 측은 숙의자료집 

목차와 내용에 대한 협의과정에서 신고리 공론위의 기준과 원칙이 편파

적이라는 것을 문제 삼아 공론화 참여를 전면 보이콧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연합뉴스, 2017g). 반면 재개 측 역시 신고리 공론위가 중단 

측에 유리하게 숙의자료집의 제작 기준과 원칙을 번복했다며 공론화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신고리 공론위에 전달했다(연합뉴스, 2017h). 숙의

자료집 목차를 둘러싼 갈등으로 신고리 공론화는 파행될 위기에 직면했

으나, 9월 21일 신고리 공론위가 제안한 단일한 목차를 활용하는 방향으

로 양측의 합의가 조율되었다. 본래 숙의자료집 배포는 오리엔테이션이 

열리는 9월 16일에 배포될 예정이었으나, 양측 전문가들의 갈등으로 제

작이 지연되어 9월 28일에 우편을 통해 시민참여단에게 배포되었다(신

고리 공론위, 2017a: 408-410). 숙의자료집 목차를 둘러싼 양측 전문가

들의 대립은 토론회 발표를 할 전문가를 섭외하는 과정에서도 유사한 양

상으로 반복되었다. 신고리 공론화의 진행을 지연시키고 보이콧을 통해 

신고리 공론화를 파행으로 이끌 수 있을 정도로 전문가들의 영향력은 강

력했는데, 전문가들의 참여가 신고리 공론화의 정당성을 확보해주고 있

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전문가들이 신고리 공론화에서 다룰 논의를 구성할 수 있게 되면서, 

의제를 둘러싼 토론은 과학적 영역으로 한정되었다. 종합토론회에서 진

행된 논의의 내용들은 이 사실을 보여준다. 그 예로 원자력 발전소의 위

험에 대한 논의는 원전 중대사고와 저선량 방사선으로 인한 암발생률을 

중심적으로 다루었다. 재개 측과 중단 측의 전문가들은 두 주제에 대해 

완전히 상반되는 주장을 내세웠다. 먼저 원전 사고의 경우 전문가 발표

에서 원전을 둘러싸고 있는 격납건물의 안전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 양측

의 주장이 엇갈렸다. 이 논의는 질의응답 시간에 격납건물의 안전성을 

시험하는 ‘대형 민항기 충돌 실험’과 ‘국제적 규제 기준 및 현황’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졌다. 이 논쟁은 재개 측의 김한곤 한수원 소장과 중단 측

의 박종운 동국대 교수에 의해 전개되었는데, 이 둘은 모두 원자력 발전 

산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전문가들이었다(신고리 공론위, 2017b: 

784-805). 한편 저선량 방사선으로 인한 암 발생률은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의 암 발생률에 대한 역학조사를 해석하는 부분에서 양측의 의견

이 엇갈렸다. 중단 측 패널이었던 백도명 전 서울대 보건대학원 원장은 

2011년 수행되었던 역학조사에 오류가 있음을 주장했으며, 재개 측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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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이었던 김수근 성균관의대 교수는 발전소 내 근무자들에 대한 통계를 

바탕으로 저선량 방사선과 암 발생률의 상관관계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신고리 공론위, 2017b: 785-796). 

제한적인 논의 속에서 시민참여단은 적극적으로 과학적 지식과 전문성

에 의존하는 성향을 보였다. 질의응답 시간에 활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질문들의 내용은 이 같은 시민참여단의 성향을 드러낸다. 시민참여단의 

질문은 상반된 양측의 주장을 서로에게 되묻거나 논쟁과 관련된 제도적, 

기술적 장치의 존재 유무를 묻는 것이 많았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암 발병률과 원자력 발전소 인근 주민의 암 발병률에 대한 자료, 

데이터를 알려주세요”와 같이 구체적인 사례나 수치를 묻는 질문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신고리 공론위, 2017a: 435-456). 이와 같은 시민참여

단의 모습은 전문가들의 견해와 과학적으로 추산된 수치에 의존하고 있

음을 보여준다.  

이와 반대로 일반 시민 개개인의 사적인 경험은 주목받지 못했다. 중

단 측 패널로 참석했던 원전 인근 지역 주민이자 갑상선 암 환자였던 이

진섭은 고리 원전 인근 지역 주민으로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 했다. 이

진섭은 지역 주민 중 암환자가 많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받지 못한 채 고

통을 감수해야하는 지역의 상황을 호소하며, 한수원의 무책임을 비판했

다(신고리 공론위, 2017b: 777-778). 그러나 이진섭의 경험은 시민참여

단에게 주목을 받지 못했다. 신고리 공론화의 참관인으로 참여한 윤순진

의 논문에 따르면 이진섭의 발언에 대해 시민참여단 중 일부가 “당신이 

뭘 알아?”라는 식의 빈정대는 비난이 나오기도 했다.(윤순진, 2018: 87). 

심지어 검증위원회의 보고서에서는 이진섭이 전문성이 떨어지고 감정적

이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검증위, 2017: 99-100). 신고리 공론화가 과

학적 지식만이 아닌 시민들의 다양한 시각을 공유하는 시민참여를 표방

했음에도 원자력 발전소의 위험에 대한 논의는 과학적인 영역으로 제한

되었다. 

모든 과학적 지식이 합리적이고 진리라는 단순한 과학관과 이에 기반

을 둔 전문가 중심의 과학기술 거버넌스에 대한 비판과 함께 그 대안으

로 참여적 과학기술 거버넌스가 제안되었다. 또한 여러 과학기술학 연구

들은 시민들이 전문가들이 갖지 못하는 전문성을 획득한 사례를 보여주

며, 거버넌스에서 전문적 지식과는 대비되는 시민들의 지식이 실질적으

로 기여할 수 있음을 보였다. 그러나 신고리 공론화에서 과학적 지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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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에 대한 높은 의존이 나타났다는 사실은 새로운 과학기술 거버넌

스의 문제점을 드러낸다. 신고리 공론화를 둘러싼 담론, 수사를 포함한 

여러 논의를 살펴보면,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서 과학적 지식과 전문성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전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신고리 공론화의 숙의성을 강화하려는 시도 속

에서 과학적 지식에 대한 대중들의 학습을 강조하는 결핍모형의 논리를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의존적 경향이 일반 시민들에 의해서 강화되었다

는 것도 중요하다. 시민참여단의 질문들은 일반 시민들이 사실을 판단하

는 척도로서 통계적 수치와 같은 과학적 근거를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준

다. 이러한 시민들의 인식은 정책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했다. 신고리 공론화는 새로운 거버넌스에서 과학적 지식과 전문성은 관

료들과 시민들에게 신뢰받으며 그 영향력이 유지하고 있으며, 새로운 거

버넌스의 설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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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요약 및 결론  

 

신고리 5·6호기를 둘러싼 갈등은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을 둘러싼 

오래된 갈등을 배경으로 대통령의 공약, 위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의 

고조 등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되며 첨예하게 발전했다. 이를 해결해야 

하는 문재인 정부는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에 대한 어떠한 결정을 내리

는 것도 부담스러운 딜레마에 직면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합

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시민들이 직접 정책을 결정하는 신고리 공론화를 

제안했다. 우리나라에서 유례가 없는 신고리 공론화 방침은 갈등을 무마

하기 보다는 공론화의 정당성, 효용성, 비전문성 등에 대한 논쟁을 불러

왔다. 신고리 공론화는 고조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서로 상충

할 수 있는 대표성과 숙의성이라는 두 규범을 모두 만족해야 했다. 신고

리 공론위는 두 규범사이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 시민참여형조사를 설계

했다. 신고리 공론위는 시민참여단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공론

조사에서 활용하는 단순 무작위 추출법이나 일반적인 여론조사에서 활용

되는 할당 추출법이 아닌 층화 이중 추출법을 통해 대한민국의 표본으로 

시민참여단을 구성했다. 또한 신고리 공론위는 높은 숙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관여를 적극 도입하여 학습을 중심으로 한 숙의 과정을 

설계했다. 신고리 공론위는 과학적 지식과 전문성에 근거하여 새로운 과

학기술 거버넌스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신고리 공론위가 과학적 지식과 전문성에 근거한 설계가 새로

운 과학기술 거버넌스에 정당성만을 제공한 것은 아니었다. 시민참여단

을 구성하는데 활용된 통계적 기법은 지역 주민이나 한수원 노조와 같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집단을 소외시켰다. 또한 학습을 중심

으로 한 숙의 과정은 전문가들의 발언권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발언권을 

제약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과정에서 과학적 지식과 전문성은 더욱 

강화되었는데 신고리 공론화에서 진행된 논의들은 기존의 원자력을 둘러

싼 논쟁을 되풀이하는 전문가들의 과학적 내용에 한정되었으며, 일반 시

민인 개인의 경험은 주목받지 못했다. 

본 연구는 참여적 과학기술 거버넌스에서 ‘과학적 지식’과 ‘전문성’의 

역할을 탐구하기 위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사례를 살펴보았다. 전문

가 중심 거버넌스의 대안으로 등장한 참여적 과학기술 거버넌스는 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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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과학의 민주화’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적 과학

기술 거버넌스에 대한 많은 논의들은 전문가 중심적 거버넌스의 근거가 

되는 과학주의 혹은 과학기술의 권위를 새로운 시도들이 어떻게 극복하

는지 혹은 한계를 가지는 지는 중요한 문제였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살

펴본 바에 따르면, 참여적 과학기술 거버넌스에서 과학적 지식과 전문성

은 참여적 거버넌스를 정당화하고 그 실행의 중심이 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상황이 행정적, 제도적 개선을 통해 극복될 수 있

을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신고리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들이 적극

적으로 과학적 지식과 전문성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점을 주목해

야 한다. 신고리 공론화에서 시민참여단은 질문을 통해 전문가들의 논의

를 더욱 강화하며, 과학적 지식을 학습하려고 노력했다. 이와 같은 시민

참여단의 행동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을 가

지고 있었는데,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합리성과 객관성을 보증하는 것

은 ‘과학’이었다. 비록 많은 과학기술학적 연구들이 과학적 지식의 한계

를 밝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들의 과학에 대한 신뢰는 매우 견

고하다. 이 같은 사실은 참여적 과학기술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당

면한 과제로서 정부 기관과 일반 시민들을 포함한 사회 전반의 과학적 

지식과 전문성을 지나치게 신뢰하는 문화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함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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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nalyzes the Shingori 5 and 6 public 

discourse(henceforce Shingori discourse) from a STS perspective. 

Shingori discourse was an unusual event considering that the public 

participated in creating nuclear policy and the decision was accepted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Previous researches focused on 

the democratic meaning and the institutional limitations during this 

process. This approach, however, limits our understanding of 

Shingori discourse to a administrative and institutional problem. 

 Previous STS research viewed the cause of problems in 

public engagement as the shortcoming of scientism prevalent within 

the society. Through analyzing the planning and execution of the 

Shingori discourse, this paper shows that scientific knowledge and 

expertise was at the foundation of this process. To achieve 

representation and deliberation, Shingori discourse was planned and 

executed based on scientific knowledge and expertise which are 

responsible for the problems of Shingori discourse.  

 Shigori discourse committee was focused on achieving 

demographic representation and used a technique called double 

sampling for stratification to form the engagement group.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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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excluded the local population and Hansuwon labor union, who 

were direct stakeholder to the nuclear power plant. Also, to 

overcome the criticism that the 시민참여단 lacked the expertise to 

make judgement on policy, the process of Shingori discourse was 

focused on “learning.” This meant that experts were given more time 

to speak, which subsequently lead to deliberations focused on 

scientific knowledge. In the end, the deliberations that took place in 

Shingori discourse was another reproduction of the dispute between 

the experts, and engagement group was only given the chance to 

choose which side they stood on. One thing to note is that the 

engagement group actively depended on scientific knowledge and 

expertise 

 Through analyzing Shingori discourse, this paper claims that 

scientific knowledge and expertise work as a important foundation 

for public engagement with science and technology, and many 

problems rise as the result. Moreover, the fact that engagement 

group overtly depended on scientific knowledge and expertise 

suggests that this problem cannot be overcome by merely adjusting 

administrative or institutional means. What is needed to overcome 

the expertise-focused governance is not only a change in institutions 

and bureaucracy, but also a change in public perception toward 

scientism and scientific institutional culture. 

 

Keywords : Shingori discourse, public engagement with scienc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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