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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장 입지 선정 문제는 다양한 입지갈등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다. 일반적

으로 입지갈등 문제의 주요 원인은 공간적 시간적 집단적 형평성의 문제, 폐쇄적 입지선정 절차

에 따른 민주성의 문제 등이다. 경주와 스웨덴의 방폐장 입지 문제는 이러한 사례의 전형을 보

여주는 가장 중요하면서 대표적인 갈등 사례로 볼 수 있다. 두 사례 공히 성공의 요인은 보상을

통한 형평성 문제의 해결, 개방적 절차를 통한 자발성의 고양, 적절한 수준의 경쟁의 활용, 주

민 친숙성을 고려한 위험소통 정책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경우 중저준위 방폐장 입지는 성

공했으나 향후 고준위방폐장 입지문제가 남아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보다 진전된 절차로서 스

웨덴의 방폐장 입지 사례는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주제어: 입지갈등, 님비, 방폐장】

Ⅰ. 서 론

현대사회의 모든 시설은 경우에 따라 비선호시설이 될 수 있다. 주변 지역을 오염시킬 수 

있는 쓰레기소각장 등 전통적 비선호시설들뿐만 아니라, 시장, 병원, 놀이공원 등도 다양한 

이유에서 비선호시설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 즉, 복잡한 현대사회에서는 어떠한 시설이라

도 잠재적으로 누군가에게 비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 반대의 대상이 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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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Armour, 1991).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이 다수의 편익을 위해 꼭 필요한 공공시설일 경우에는, 비록 

일부의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설치를 강행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정책적 판단은 이른바 

‘최대 행복의 원칙’이라는 공리주의적 관점에 근거한다. 마이클 샌델(Michael J. Sandel, 

2009) 교수가 예를 든 것처럼, 브레이크가 고장 난 전차 앞에서, 다섯 사람의 목숨이 위협받

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선, 전차의 방향을 바꿔 다섯 사람대신 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선택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와 같이 다수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소수가 희생

할 수 있다는 것은 공공시설을 둘러싼 입지갈등의 가장 기본적인 철학적 배경이다. 

샌델 교수는 이 예를 좀 더 발전시켜 보다 극적인 상황을 제시한다. 만일 이 다섯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이 사건에 전혀 개입되어 있지 않았던 철로 옆에 서 있던 어떤 사람을 

밀어 철로를 막는 경우를 생각해보자(Sandel, 2009). 이 경우도 한 사람이 희생하여 다섯 사

람의 목숨을 구한 ‘공리적’ 결단일 수 있겠으나, 아무리 명분이 옳다 해도 죄 없는 사람을 

개입시켜 이용한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비난은 공공시설 입지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시설이었던 방폐장 입지로 굴

업도나 안면도를 갑작스레 선정한 것은 지역 주민들에게는 너무도 뜬금없이 일로 느껴졌다. 

그리고 철로 밖에 서있던 우리가 왜 다수를 위해 희생해야 하는가 하는 피해의식을 주었다. 

일반적으로 입지선정 정책의 문제는 공리주의적 입장에 따른 비용과 편익의 분배 문제, 

입지선정 절차의 정당성의 문제, 과학적 불확실성과 위험 커뮤니케이션의 문제, 그리고 이

해당사자들과의 협의의 문제 등 다양한 시각을 통하여 살펴 볼 수 있다. 이 논문은 특히 공

공시설 입지정책 분야의 갈등 문제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시각을 보다 거시적, 일반화된 형

태로 정리하고, 이를 사례를 통하여 구체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물론 대부분의 갈등 사

례는 각각 매우 다르며, 사태의 진행에 있어 사소한 사건이 원인이 되어, 쉽게 해결이 되기

도, 해결이 예상되었던 문제가 파국을 맞기도 한다. 따라서 이 논문이 목표로 하고 있는 거

시화, 일반화, 단순화 작업은 현실적이기 보다는 이상적인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은 다양한 입지갈등 문제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주요 문제를 간명하게 

정리･분석할 수 있는 사고의 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향후 입지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절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입지선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원인을 형평성의 문제와 절차의 문제

로 크게 나누어 설명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론을 실제 사례에 적용하여 효과적 입지갈

등 해결을 위한 기본적 원칙을 제시할 것이다. 사례 분석은 우리나라 입지갈등 문제에 있어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는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이하 방폐장) 사례를 활용할 것이다. 

사례 분석 방법으로 방폐장 입지 문제 해결에 있어 세계적 모범사례로 볼 수 있는 스웨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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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방폐장 사례와의 비교를 통하여, 시사점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물론 스웨덴의 사례는 고준위방폐장1)이고, 경주의 그것은 중저준위 방폐장이기 때문에 

이 비교분석이 대칭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중저준위 방폐장의 위험성은 고준

위의 그것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교분석을 

수행하는 것은 일반 대중들의 경우, 실제적 위험성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느껴지는 위험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위험지각 및 소통이론에 근거한다. 우리가 2008년 경험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역시 이러한 사실을 매우 잘 보여준 사례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후 비교분석에서 밝혀지겠지만, 두 사례의 전개가 매우 비슷했다는 점, 그리고 향후 우리나

라에서 고준위 방폐장 입지 문제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Ⅱ. 비선호 공공시설 입지갈등의 원인2)

1. 경제학적 관점: 형평성의 문제

비선호(혐오) 공공시설은 모두가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 중 ‘사회통념상으로 혐오 또는 기

피하는 시설’들을 일컫는다. 보다 일반적인 도시계획적 용어로서 이와 같은 시설들을 ‘지역

적으로 원하지 않는 토지 이용’, 즉 LULUs(Locally Unwanted Land Uses)라 명칭하기도 하고

(Popper, 1985), 님비(NIMBY) 시설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러한 시설들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형태로 구분이 가능한데, 하나는 주민들의 삶의 질과 재산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환경과 건강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들이다. 전자의 

예로는 노숙자 쉼터, 중독자치료시설, 정신병원, 교도소, 임대주택 등을 들 수 있고, 후자의 

예로서는 발전소, 변전소, 쓰레기 처리시설, 방폐장 등을 들 수 있다(Schively, 2007).

비선호 공공시설들은 공공시설이라는 특징을 고려할 때 편익은 모든 지역에 고르게 분포

되는 반면, 이로 인한 비용은 입지 지역 주변으로만 한정된다(Armour, 1991). 즉, 시설로 인

한 비용과 편익의 불일치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인데, 이는 비단 공간적으로만 한정되는 문

제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비용과 편익의 불일치가 시간적으로도, 그리고 집단

적인 차이로도 발생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이러한 비용과 편익의 불일치를 시간, 공간, 집

1) 스웨덴의 경우, 중저준위 방폐장 설치에 있어서는 거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았다(Lidskog & Sundqvist, 
2004).

2) 이 내용은 ｢공익시설의 입지와 운영 갈등의 제도 개선 연구｣(김동영･김광구･정지범･박재근, 2009)에
서, 본 저자의 집필 부분의 일부를 발췌, 재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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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적 차이에서 살펴본다.

1) 공간적 불평등성

경제학적으로 입지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해당 시설로 인한 편익과 비용이 불일치된다

는 점이다(Sandman, 1986). 일반적으로 비선호 공공시설 설치에 따른 편익(Benefits)은 국가 

전체 또는 해당 지역 전체에 고르게 분포되는 반면, 이에 따른 부정적 영향(비용; Costs)은 

입지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집중된다. 물론 전체 지역을 놓고 볼 때 편익의 총량은 비용의 

총량에 비하여 월등하게 높지만, 이러한 공리적 판단에 따른 정책이 직접적 피해를 받게 되

는 인근 거주민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는 힘들다. 즉, 지역 주민들은 시설의 필요성은 인정

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직간접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는 비용까지 인정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만일 입지할 시설이 환경이나 건강상의 피해를 야기할 것으로 우려되는 발전소, 변전소, 

폐기물처리장, 화장장, 방폐장 등일 경우, 지역 주민의 심리적 우려감은 더욱 높아지게 마련

이다. 이는 결국 지역주민들이 심리적으로 느끼는 비용(perceived cost)을 더욱 크게 만들게 

되고, 이로 인한 주민들의 반발은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비선호 공공시설로 인한 비

용과 편익의 공간적 분배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그림 1> 시설 입지에 따른 공간적 불평등의 분배

그렇다면 비선호 공공시설 입지를 둘러싼 지역주민과의 갈등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까? 가장 합리적이면서도 일반적인 방법은 바로 시설 주변 지역의 주민들이 받게 될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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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편익의 괴리를 보상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다양한 비선호 공

공시설 설치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역 인프라에 대한 투자, 주민직

접지원, 다양한 간접적 인센티브의 제공 등을 활용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보상이 과연 어

느 정도가 적당한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존재한다. 앞의 그림에서도 제시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심리적으로 느끼는 피해는 실제 피해보다 훨씬 과장되곤 하기 

때문에 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보상액조차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경주방폐장 사례의 경우, 정부와 전문가들은 3,000억원 및 한수원 본사 이전이라는 인센티

브가 너무 과한 면이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주시와 지역 주민들은 실제로 지원되는 것은 

거의 없는 알맹이 없는 보상이라고 불평을 한다.

2) 시간적 불평등성

한편 어떤 시설들은 당장 현재에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비용을 

다음 세대(next generation)에 전가한 것에 불과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불평등은 주로 환경적 

측면에서의 비용을 고려할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환경단체나 시민단체가 주된 갈등의 

주체가 된다. 이는 결국 환경에 대한 ‘개발’이냐, ‘보존’이냐에 대한 것일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천성산 도롱뇽 갈등이나 새만금 사업을 둘러싼 갈등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비

선호 공공시설로 인한 비용과 편익의 시간적 분배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그림 2> 시설 입지에 따른 시간적 불평등의 분배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가 있지만, 이러한 시설의 대표적인 예로서 원자력발전소를 들 

수 있다. 즉, 당장 현재에는 전력 소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대용량 전력생산이라는 혜택과 비교하면 매우 작을 수 있다. 그러나 환경을 고려한 장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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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관점에서 볼 때, 향후 원자력발전소의 해체 비용, 사용후핵연료의 처리 문제, 아직까지는 

알 수 없는 환경적 불확실성의 해결 등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을 결국은 후세에 전가해 놓

은 것에 불과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은 혜택과 비용의 괴리가 시간적으로 

펼쳐진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방폐장의 경우에는 원자력발전소와 조금 다른 시각을 요구한

다. 방폐장은 한편으로는 원자력발전을 지속시키는 중요한 기구로서 반핵운동자들의 공격대

상이 될 수 있으나, 이미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의 처리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자, 

시간적 불평등성을 완화할 수 있는 장치로도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특히 다음 세대에 비용으로 전가되는 방사성폐기물 처리를 위한 비

용을 기금(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3)) 형태로 적립하여, 시간적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

고 있다. 

3) 집단적 불평등성

어떤 시설은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특정 집단에는 이익이 되지만, 다른 집단에게는 오

히려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다. 집단간 불평등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그림 3> 시설 입지에 따른 집단간 불평등의 분배

사회통념상 비선호시설들은 일반적인 지역 주민들에게 비용으로만 생각되지만, 그 시설로 

인하여 일부의 사람들은 일자리를 얻고, 지역 상인들의 매출이 증가할 수 있다. 이러한 경

3) 우리나라의 경우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을 통하여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를 발생시키는 자가

발생량에 따라 관리비용을 지불하고(polluter's pay), 이를 기금형태로 적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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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일반적인 민-관 갈등 형태가 아닌 민-민 갈등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008년 

속초시가 추진했던 교도소 유치 사업의 경우, 속초시번영회, 속초상공회의소, 속초 소기업소

상공인연합회 등은 교도소가 상주인구 1,000여명에 연간 200억 가량의 자금이 유입된다면서 

유치를 촉구했다. 반면 유치 예정지역 주민들은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민-민 갈등 형태

로 사태가 진전되었다4). 최근 경주 교도소 폐쇄 건에 대해서도 경주지역통합발전협의회는 

지역주민들과는 달리 지역경제가 침체될 우려가 있다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5).

2. 행정·계획적 관점: 절차의 문제

행정학, 계획학(Planning)의 관점에서 볼 때, 비선호 공공시설의 입지갈등은 정부의 폐쇄

적이고 일방적인 정책결정에 기인한다. 이러한 폐쇄적 입지선정 방식(closed approach)은 전

문가의 기술적 판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하향적(top-down) 과정이다. 이 방식은 DAD 

(Decide-Announce-Defend)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여기서 입지선정은 계획입안자의 

주도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진행된다. “(1)목표 설정(goal identification); (2)프로젝트 특성 정

의(project characterization); (3)입지평가기준 마련(selection of site specific evaluation criteria); 

(4)입지 및 지역 선별(area and site screening); (5)입지선택 및 평가(site assessment and 

selection); (6)최종 상세 설계(final detailed design); (7)입지선정(site decision)”(Kuhn and 

Ballard, 1998: 535). 이렇게 입지가 결정되면(Decide) 예정 지역에 입지 선정사실을 발표하고

(Announce),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통한 위험소통(risk communication) 과정을 통

하여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하려 노력한다(Defend). 그러나 이러한 전문가 주도의 기술적 판

단은 합리적이고 과학적일 수 있으나, 지역 주민을 비롯한 여러 이해당사자들과의 협력 부

족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고, 결국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반면 개방적 입지선정 방식(open approach)은 입지를 ‘사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

으로 지원한 지역들만을 잠정적 입지로 한정하고 입지선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러한 개방적 절차 역시 일곱 단계로 구분이 가능하다. “(1)일반적 환경 기준 마련

(establish general environmental criteria); (2)대중과의 광범위한 협의(broad public consultation); 

(3)참여 요청(invitation to participate); (4)이해당사자와의 협의(consultation with interested 

communities); (5)입지 조사(site investigations); (6)주민투표(community referendum); (7)입지 결

정(site decision)”(Kuhn and Ballard, 1998: 536). 이러한 개방적 절차는 주민들에게 거부권(veto 

power)을 부여하곤 하며, 주민투표 등을 통하여 대다수의 주민들이 찬성할 때만 입지를 확정

4) 2008년 9월 17일 조선일보, 2008년 12월 11일 연합뉴스

5) 2010년 9월 4일 서울신문



152 ｢행정논총｣ 제48권 제4호

한다. 이는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적 자세를 강조하기 위한 방편이며, 힘의 균형

이 계획입안자에게 과도하게 부여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로 해석이 가능하다. 

비선호 공공시설, 특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의 입지선정 절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다른 하나의 요소는 위험소통(risk communication)의 문제이다. 대중들은 어떠한 위험에 대하

여 객관적, 과학적 증거에 따른 판단을 하기보다는 개인들의 사적 경험을 통한 주관적 판단

을 통해 실제 위험을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곤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중

의 위험지각(risk perception)은 그 위험이 가지고 있는 통제성, 자발성, 친숙성, 두려움 등의 

특성에 따라 매우 달라진다(Slovic, 1987). 즉, 일반 사람들은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였고, 친

숙하며, 통제가능한 것들(흡연, 음주, 오토바이 타기, 등) 보다는, 외부로부터 주어졌고, 낯설

고, 개인의 통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들을(대표적으로 방폐장, 광우병 등) 더 위험하게 

느낀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위험지각 연구자들은 과학자나 관료와 같은 전문가(experts)와 일반

인(lay person)이 가진 위험지각의 차이와 그들 사이의 괴리를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한

다. 이러한 전문가와 일반인의 위험지각의 차이는 위험정책에 있어 위험소통의 중요성을 부

각시켰으며, 두 집단 사이의 위험지각의 간격을 줄이기 위한 여러 계몽적인 방법(교육, 홍보 

등)의 도입에 대하여 강조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전문가로부터 대중으로의 일방

적인 의사소통의 한계를 지적하고, 전문가와 대중의 쌍방향 의사소통을 보다 중시하는 경향

이 강조되고 있다(박희재, 2004). 이러한 경향의 등장은 실제 위험물을 둘러싼 다양한 갈등

사례에서, 일반 대중의 전문가에 대한 신뢰의 결여로 인해, 전문가의 전문성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에 근거한다. 대표적으로 2008년 미국산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사례의 경

우를 들 수 있다.

Ⅲ. 입지갈등 사례 비교 연구

본 절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입지갈등을 둘러싼 형평성의 문제 및 절차의 문제를 보다 구

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방법으로 사례 연구를 시도한다. 사례 분석 대상은 우리나라의 중

저준위 방폐장 사례와 스웨덴의 고준위 방폐장 사례를 선정하고 이를 서로 비교·분석하는 

형식을 취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른 여러 비선호 공공시설 중에서도 특히 방폐장 사례를 

택한 것은 이 사례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스웨덴에서도 20년 이상 해결되지 않았던 대표

적 갈등 사례이며, 사례의 해결 과정에서 개방적 입지선정 방식의 주요 요소를 단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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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년도 사건

1기

1986
원자력법 개정을 통한 방폐물 처리에 대한 법적 기반 마련 - 발생자부담(Polluter's

Pay) 원칙 확립, 기금 설립

1986-1989

원자력연구소 중심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문헌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경북 울진,

영덕, 영일을 후보지로 선정.

주민반대로 지질조사 중지

1990-1991

원자력연구소의 비공개 조사를 통하여 충남 안면도를 선정하고 제2원자력연구소와

함께 설치를 계획.

안면도 주민의 격렬한 반대(안면도 사태)로 인하여 결국 철회됨.

1991
강원 고성·양양, 경북 울진·영일, 전남 장흥, 충남 안면 등 6곳을 방폐장 후보지로

발표하였으나 주민 반대로 실패

2기 1994
94년 6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의 촉진 및 그 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 발효

- 입지 주변 지역 지원 근거 마련

<표 1>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 관련 주요 사건 연표

적용하여 입지 갈등 문제 해결에 있어 매우 구체적인 시사점을 던져주기 때문이다.

1980년대 이래로 원자력 관련 시설은 여러 비선호시설 중에서도 가장 “두렵고-낯선” 시설

로 지역 주민의 반대가 극심하였다. 심리측정(Psychometric) 방법을 활용하여, 위험 특성에 

따른 위험지각을 연구했던 학자들은 원자력 관련 위험의 특성은 매우 비자발적이고, 알 수 

없고, 지연되어 있으며, 낯설고, 제어할 수 없고, 치명적이고, 두려우며, 재앙적 성격6)이 있

다고 주장하였다(Fischhoff et al. 1978; Slovic, 1987). 결국 대중들의 “원자력에 대한 위험지

각은 여러 다른 위험과는 질적으로 다른”(Fischhoff et al. 1978, p. 98) 매우 심각한 것이었다. 

더구나 방폐장 관련 사례는 원자력의 특성과 함께 폐기물의 특성이 혼합되어 더욱 첨예

한 갈등 양상을 보이곤 한다. 대표적인 실패 사례들에서 과정상 문제점으로 드러난 것은 입

지선정 기준의 문제, 절차의 불투명성 및 불공정성, 약속의 위반(Armour, 1991) 등을 비롯하

여 기술적 접근에 따른 하향식(top-down) 입지선정 절차의 문제(Freudenburg, 2004, p. 139)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1. 우리나라 경주 방폐장 사례

우리나라의 방폐장 입지 선정 사례는 1986년 원자력법 개정으로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

한 법적기반이 마련된 이후, 2005년 경주 입지가 결정되기까지 약 20년간 표류했던 가장 대

표적인 갈등 사례이다. 경주 방폐장 선정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주요 사건들은 다음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6) Nuclear risk is highly involuntary, unknown, delayed, new, uncontrollable, fatal, dread and catastroph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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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 경북 울진 유치 신청. 주민반대시위로 무산

1994-1995
경기도 옹진군의 굴업도 방폐장 후보지 발표. 환경운동 단체 및 인근 덕적도 주민들

의 반대 및 활성단층 발견으로 백지화

1997.1
방폐장 부지선정 주무부처를 과학기술부에서 산업자원부로 이관, 사업시행주체도 한

국원자력연구소에서 한국전력으로 이관

1998.9 원자력위원회, 방폐장 입지선정을 정부주도방식에서 유치공모방식으로 변경

2000-2001
지자체 유치공모 시작, 영광 등 7개 지역에서 유치공모가 있었으나 지자체장들의 반

대로 실패

2001.4
전력산업구조 개편에 따라 한국전력의 발전부문이 6개 자회사로 분리됨. 방폐장 사

업은 한국수력원자력이 담당

2003.2
경북 영덕·울진, 전남 영광, 전북 고창 등을 후보지로 발표하였으나 단체장을 중심으

로 한 조직적 반대로 백지화

2003.4
국무회의를 통하여 3,000억 지원 및 한수원 본사 이전, 양성자가속기 사업 연계 추

진 등 강력한 보상 정책 발표

2003.7-2004.9

부안군수 단독으로 유치 신청(지역주민들과 지방의회는 반대)

정부는 부지선정위원회를 통하여 부안 위도를 최종후보지로 선정

그러나 강력한 주민들의 시위(부안 사태)로 백지화

3기

2003.12 정부, ‘부지선정과정에 주민투표 도입’ 방침 발표

2004.12 원자력위원회, 중저준위방폐물과 고준위방폐물의 분리처리 방침 발표

2005.3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 입지 지역

에 대한 지원 명문화

2005
산자부, 부지선정 절차와 진행일정 확정 및 유치 공고

유치공고 후 경주, 군산, 영덕, 포항이 의회 동의를 통해 신청

2005.11. 2 4개 지역 주민 투표 실시, 찬성율이 가장 높은 경주시를 최종 부지로 선정

자료: 김길수(2007), Chung et al(2008, 2009)에서 수정 보완

이상의 입지를 둘러싼 과정을 ‘형평성의 문제’ 및 ‘절차의 문제’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위 표에 제시한 바와 같이 크게 3단계로 구분이 가능하다. 각 단계의 특징과 주요 사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제1기(1986-1993): 미흡한 보상과 전형적 DAD 접근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및 처리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83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대책위원회’의 설립을 출발점으로 볼 수 있다. 그 후 1986

년에 개정된 원자력법은 “제조자 부담”(Polluter's Pay Principle; PPP)의 원칙을 명시하여 방

사성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한전(현재 한국수력원자력)의 책임을 명확히 하였다. 이에 따라 

한전은 발전 중에 발생한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한 기금(현재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을 조

성하기 시작했다. 

당시의 사업은 원자력연구소가 사업의 주체가 되었고, 과학기술처가 주관부서 가 되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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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처분에 적합한 입지를 찾는 것에 중심에 두었다. 이 당시의 사업 방식은 전형적인 DAD 

방식을 따랐다. 즉, 원자력연구소를 비롯한 기술전문가 집단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지질학적

으로 가장 적합한 입지를 찾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선정된 적합지를 전격적

으로 발표하고, 이후 적극적 홍보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반대를 무마시키려 노력하였다. 그

러나 주민들의 반발은 항상 정부의 예상을 뛰어 넘었다. 대표적으로 1990년 벌어졌던 안면

도 사태의 경우, 마을 이장들의 집단 사표, 학생들의 등교 거부, 대규모 시위와 안면지서 방

화 사건까지 벌어지며, 폭력시위의 형태로 진화하였다. 이러한 격렬한 반대로 인하여 결국 

당시 책임자였던 과기처장관이 사퇴하기에 이르렀다.

이 단계에서 주민들의 반발은 공간적 형평성의 문제와 폐쇄적 절차에 기인한다. 특히 ‘왜 

하필 우리 지역에’ 하는 피해의식과 함께 충분하지도 구체적이지도 않았던 보상은 가장 직

접적 반발의 원인이 되었다. 또한 전문가의 과학적 판단을 바탕으로 하는 하향적, 폐쇄적 

방식으로 이해당사자와의 협의 과정을 포괄하지 못한 점 역시 문제였다. 물론 안면도 사태 

이후 정부의 일방적 추진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지역주민들과의 협의를 강조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통한 지원지역 우선 원칙을 마련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의 조급함은 이러한 개방

적 절차의 성숙을 기다리지 못했고, 결국 폐쇄적, 하향적, 기술전문가 중심의 입지 선정 방

식으로 되돌아갔다.

2) 제2기(1994-2003): 강력한 보상정책과 부분적 참여의 허용

기존의 실패를 바탕으로 정부는 1994년 6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의 촉진 및 그 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을 발효하였다. 이 법은 방폐장 입지 지역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명문화한 법으로서 지역이 겪게 되는 공간적 형평성 문제의 해결에 초점을 둔 것

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정부는 되도록 공개적인 절차에 의한 지원지역의 유치신

청을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러한 경제적 보상의 강조는 낙후된 지역경제의 발전을 염원하

던 여러 지자체에게는 좋은 당근으로 작용했다. 실제로 경남 양산, 경북 울진 지역의 일부 

주민과 지역사회단체에서는 유치 신청을 했었으나, 대다수 지역 주민들이 강력한 반대 운동

을 전개했고, 찬성측 주민과의 민민갈등 양상도 보임에 따라, 이 계획은 또 다시 무산되고 

말았다.

이와 같은 강력한 주민 반발이 계속되자 정부는 주민 반발이 가장 적을 수 있는 지역으

로서 폐광 및 도서 지역을 고려하기 시작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구가 매우 적은 외딴 섬

인 굴업도를 후보지로 선정하고, 굴업도가 속해있는 덕적면 주민들에게 500억원을 지원하겠

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인근 굴업도 주민들과 함께 외부 환경운동단체들이 결합하

면서, 방폐장 반대운동은 기존의 ‘공간적 형평성 문제’가 아닌 ‘시간적 형평성의 문제’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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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는 환경운동의 문제로 확장되었다. 이후 굴업도는 지질조사 과정에서 활성단층이 발견

되어 전면 백지화된다.

1997년 정부는 방폐장 부지선정 주무부처를 과학기술부에서 산업자원부로 이관하고, 사

업시행주체도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한국전력으로 이관하였다. 그리고 원자력위원회는 1998

년, 지속적 주민 반대를 무마하기 위하여 방폐장 입지선정을 정부주도 방식에서 유치공모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이후 정부는 이 방식에 따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유치공

모를 실시하였다. 이 당시 영광 등 총 7개 지역에서 공모를 하였으나 결국 지자체장들의 반

대로 모두 실패하였다.

계속된 실패에 따른 정부의 조급함은 다시 한번 방폐장사업을 사업자주도로 전환하는 오

류를 범한다. 2003년 정부는 경북 영덕·울진, 전남 영광, 전북 고창 등을 후보지로 발표하였

으나, 역시 단체장을 중심으로 한 주민 및 시민사회단체들의 조직적 반대로 백지화되고 말

았다.

새로 출범한 참여정부는 2003년 4월 사업방식을 유치공모 방식으로 다시 전환하였고, 약 

3,000억원 지원 및 한수원 본사 이전, 양성자가속기 사업 연계 추진 등 강력한 보상 정책 

발표한다. 이에 따라 군산, 장흥 등에서 관심을 보였으나 모두 포기하였고, 2003년 7월 부안

이 단독으로 유치 신청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 신청은 당시 부안군수가 지방의회의 반대에

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추진한 것으로서 매우 큰 반발을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자치단체장

의 독단적 행위가 인정되었다는 것은 이후 절차상의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반대 운동

의 주요 논거가 되었다(김철규, 2005). 이러한 절차상의 하자에도 불구하고 산업자원부는 7

월 24일 부지선정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전북 부안군 위도를 최종 후보지로 선정하였다. 이

에 지역 주민들과 각종 시민사회단체는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집회와 시위를 

전개한다. 실제로 부안사태는 이전의 모든 방폐장 관련 갈등의 총집합체와 같은 양상을 띠

었다. 대규모 시위는 물론 학생들의 등교 거부, 나아가 고속도로 점거와 부안군수에 대한 

직접 폭행 사건까지 발생하는 등 일련의 사태는 거의 민란의 수준까지 확장되었다. 결국 부

안 사태는 2004년 2월 14일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들의 절대 다수의 반대를 확인하고(91.8%

가 반대) 철회되었다. 이 주민투표는 헌정사상 최초로 주민자주 관리 방식에 의하여 치러진 

사적 투표였으나, 정부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공식적으로 부안을 방폐장 후보지에서 제외하

였다. 이로써 부안 주민투표는 방폐장 입지선정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거부권(veto power)을 

제도로서 보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부안사태의 경우 전북 농민회, 한총련 학생들, 환경운동 단체, 문규현 신부를 대표로 하는 

종교계까지 참여하여 기존의 님비 운동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번져갔다. 즉 부안사태는 공

간적 형평성뿐만 아니라 시간적 형평성을 염려하는 새로운 환경운동의 양상을 분명히 드러내



입지정책 분야에서의 갈등과 조정: 경주 방폐장과 스웨덴 방폐장 사례 비교 연구 157

었다.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시각에서 본다면 부안사태는 “환경운동의 승리이자 생태민주

주의의 가능성까지 보여준 중요한 주민운동”으로 평가할 수 있다(김철규, 2005; 윤순진, 2005). 

부안사태를 중심으로 방폐장 입지선정 제2기를 관통하는 제도상의 특징은 “강력한 보상 

정책과 부분적 참여의 강조”로 볼 수 있다. 보상 정책은 방폐장 입지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공간적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는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반면 절차의 

관점에서 본다면 정부의 공모절차 및 주민참여 유도 정책은 매우 일관성이 부족했으며, 계

획단계에서 아직까지 DAD식 접근을 버리지 못했고, 주민들의 거부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여전히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3) 제3기(2004-): 강력한 보상과 거부권의 부여, 그리고 문제의 해결

2003년 12월 부안사태를 경험한 참여정부는 결국 ‘부지선정과정에서 주민투표를 도입’하

는 방침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거부권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부안은 지자체장이 예비신청한 

것으로 보고, 기타 지역에 대한 새로운 공모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부안을 제외한 어떤 지

자체도 예비신청을 추가로 하지 않아 결국 실패로 끝났다.

이후 정부는 지자체를 유인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 2004년 12월 원자

력위원회는 중저준위방폐물과 고준위방폐물의 분리처리 방침 발표했고, 2005년 3월에는 ｢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입지지역에 대

한 지원을 명문화했다. 특히 특별지원금 약 3,000억원 지급, 처분시설 운영과정에서의 연평

균 85억원에 달하는 폐기물 반입수수료 제공, 아울러 한국수력원자력(주) 본사 이전 등 일련

의 보상 정책은 예상을 뛰어넘는 강력한 유인으로 작용했다. 2005년 6월 산자부는 부지선정 

절차와 진행일정 확정하고 유치공고를 내었다. 유치공고 후 경주, 군산, 영덕, 포항이 의회 

동의를 통해 신청했고, 정부는 4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찬성률이 가장 

높은 지역을 최종후보지를 선정한다고 발표했다. 2005년 9월 산자부와 부지선정위원회는 유

치신청지 4곳 모두 부지안전성과 사업추진여건이 적합함을 발표하였고, 예정된 절차에 따라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의 과정은 기존의 극렬한 주민반대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4개 지방자

치단체, 특히 경주와 군산은 방폐장 입지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기 시작했다7). 결국 11

월 2일 경주가 89.5%의 찬성률로 군산의 84.4%를 제치고 최종 방폐장 유치 지역으로 선정

7) 과열된 경쟁은 기존과는 정반대의 새로운 문제들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경주와 군산 두 지역의 지방

정부와 의회는 시민들에게 과장된 혜택에 대한 정보를 흘렸고, 서로를 비방하면서 지역감정을 자극

하기도 했다. 특히 과도한 부재자 투표율 및 찬성률은 주민투표 과정에서의 관권개입 의혹을 불러일

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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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방폐장 입지 선정 과정 제3기의 정부 정책의 특징은 “강력한 보상과 개방적 입지선정 절

차”로 요약될 수 있다. 제2기부터 유지되었던 보상을 강화하여 공간적 형평성의 문제를 해

결했고, 유치공모 방식 및 주민 거부권의 부여 등 형식적으로는 개방적 입지선정 절차의 요

건을 거의 모두 포함하였다. 물론 주민투표 과정에서의 지방자치단체 간의 과열 경쟁, 주민

투표의 공정한 관리 문제, 입지 선정 후 발생했던 경주 지역 내의 소지역 갈등 등은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주에의 방폐장 입지 성공은 20여년을 끌어왔던 국책

사업의 성공이자, 대한민국의 가장 큰 갈등 사례의 종결로서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2. 스웨덴의 고준위방폐장 입지 사례

스웨덴은 핀란드8)를 제외하고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고준위방폐장 입지 갈등 문제를 성공

적으로 해결한 나라이다. 스웨덴은 현재 3개의 사이트(Forsmark, Oskarshamn, Ringhals)에 총 

10기의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스웨덴은 원래 풍부한 수력 자원을 가지고 있으나, 

이는 매년 강수량에 따라 그 변화 폭이 매우 큰 것이 문제였다. 따라서 스웨덴 정부는 원자

력발전을 대안으로 추진했고, 1972년 Oskarshamn 1호기(467MW)를 시작으로 상업 운전을 개

시했다9). 1955년 스웨덴원자력위원회(Atomic Commission)는 원자력 분야에 있어 ‘스웨덴의 

길(Swedish Path)’ 제창한다. 이는 스웨덴 내 저품위 우라늄 광산 개발 및 중수로 도입, 재처

리 기술 및 독자적 핵무기 기술 보유 등 강력한 원자력 드라이브 정책으로 이해할 수 있다

(Elam & Sundqvist, 2009a).

최초 스웨덴은 핵연료의 수급이 문제이지 그 처분이 문제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핵연료의 안정적 공급의 중요성에 따라 1972년 스웨덴 핵연료주식회사(Swedish Nuclear 

Fuel Supply Company; SKBF)가 원자력발전회사들의 조인트벤처(Joint venture) 형태로 출범했

다. SKBF는 이후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처분을 중심 업무로 하는 SKB10)(Swedish Nuclear 

Fuel and Waste Management Company)로 전환되었다. 스웨덴의 원자력정책은 반핵 중도우파 

정권이 등장하면서 큰 변화를 겪게 되는데, 스웨덴의 방폐장 입지와 관련된 주요 사건은 아

래의 표와 같다.

8) 핀란드의 경우, 스웨덴의 기술과 절차를 받아들여 고준위방폐장 입지에 성공하였다. 

9) 현재 스웨덴의 전력 생산은 수력과 원자력이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8년 원자력발전 비중은 

42%였다(World Nuclear Association).

10) SKB는 우리나라의 방사성폐기물 관리공단과 매우 유사한 조직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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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 년도 사건

0기

1976

AKA Inquiry의 정부보고서(SOU 1976)는 재처리 공장, 핵연료 농축 공장, 그리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 처분장의 설립을 권고함. Osthammar와 Oskarsham을 대

상지로 추천

1977

AKA의 권고에 따라 어디에, 어떻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지에 대한

KBS(Nuclear Fuel Safety) 프로그램이 제안되었고, 9개월 뒤Nuclear Power

Stipulation Act가 도입됨

1978-1979
KBS 개념의 중심이 안전한 대상지에 대한 탐색으로 전환되고(‘어디에’), 이를 위한 추

가 지질학적 조사가 실시됨

1978 재처리를 하지 않고 직접 처분하는 방식의 KBS-2 개념이 제안됨

1979. 3
TMI 사고 하루 전, SKI는 KBS 프로그램을 완벽한 핵연료 안전을 위한 계획으로 인정

하였으나 논란이 많았음

1980. 3 스웨덴의 원자력발전 미래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됨

1기

1980. 4 KBS 개념의 방폐장 건설을 위한 체계적 지질조사가 시작됨

1984
Nuclear Power Stipulation Act를 대신할 Act on Nuclear Activities가 도입됨.

정부는 KBS-3 개념을 잠정적으로 허가함

1985

Almunge 지역의 지질조사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로 인하여 SKB의 스웨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광범위한 지질조사가 중단됨

고준위폐기물 임시 저장소(CLAB)는 Oskarshamn 발전소 부근에 설립·운영 시작,

30년간 수용 예정

1988 중저준위 폐기물에 대한 저장소를 Forsmark 원전 근처에 설립

2기

1992 KBS-3의 입지 전략의 중심이 지역 수용성과 자발성으로 옮겨짐

1995

SKB는 KBS-3 방폐장의 입지를 자원한 지역이 부족하자 이미 원자력발전소가 입지한

4개의 지역에 공식적 의향서를 제시함

Oskarsham에 Aspo Hard Rock Laboratory 준공

2001.5 핀랜드 의회는 KBS-3 방폐장을 Olkiluoto에 입지하겠다는 원칙을 비준함

2001.11 스웨덴 정부는 Osthammar, Oskarsham, Tierp에 대한 부지 조사를 승인함

2002
Osthammar와 Oskarsham에 대한 부지조사를 동시에 병행하고, 두 도시 중 하나를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로 함

2004
NGO들도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National Nuclear

Waste Fund는 자금을 지원함

2006
Swedish National Council for Nuclear Waste는 새로운 투명성 프로젝트를 통

해 환경영향평가 과정을 개선하려 시도함

2009.6
Osthammar가 가장 적합적 지질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최종 고준위

방폐장 입지로 결정됨.

<표 2> 스웨덴 고준위방폐장 관련 주요 사건 연표

출처: Elam & Sundqvist(2009a), World Nuclear Association에서 편집

1) 제0기(-1980): 배경기(반핵정권의 등장과 핵연료 문제의 대두)

1976년 국회의원 선거를 통하여 스웨덴에 우파정권이 등장하게 된다. 특히 우파중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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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표를 한(24.1%) 중도당(the Center Party)을 중심으로 보수당(15.6%)과 자유당(11.1%) 연립

정부11)가 출범하고, 총리는 반핵 성향의 중도당의 펠딘(Thorbjorn Falldin)이 맡게 되었다. 중

도당은 집권 후, 원자력분야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위하여, 1977년, Nuclear Stipulation Act를 

합의한다. 특히 펠딘 총리는 원자력 분야에서 정부와 산업과의 연계를 끊어, 연구개발은 산

업부문에서 전담하고, 정부는 독립적으로 그 결과를 판정할 수 있는 역할분담을 지향하였다

(Elam & Sundqvist, 2009a). 

Nuclear Stipulation Act는 원자력발전소에 연료 장전 허가 전, 사업주는 핵폐기물을 ‘완벽

히 안전(absolute safety)’한 장소와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음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였다(Elam 

& Sundqvist, 2009b). 그리고 이 법에 의하여 State Power Board는 1977년 새로 건설한 

Ringhal 3 원전의 연료장전을 승인받지 못하였고, 이는 당시 건설 중이던 다른 원전에도 적

용되었다. 이후 1979년 발생한 미국의 드리마일 아일랜드(Three Mile Island; TMI) 원자력발

전소 사고는 스웨덴의 반핵 분위기를 최고조로 이끌게 된다. 1980년, 스웨덴 정부는 원자력

발전의 폐쇄시기를 묻는 국민투표(Sweden Referendum 1980)를 실시하였다. 이 결과는 대부

분의 국민들이 원자력발전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였고,12) 결국 의회는 이러한 결

과를 바탕으로, “더 이상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2010년까지 스웨덴 내 모든 원

자력발전소의 폐쇄”하기로 결정하게 된다.

Nuclear Stipulation Act가 요구한 ‘완벽한 안전’ 개념은 그 모호성 때문에 많은 논란을 야

기했다. 이에 정부는 스웨덴의 24개, 국외의 23개 기관으로 방대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를 시작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평가위원들은 얼마나 안전해야 ‘완벽히 안전한’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을 표시하였고, 완벽한 안전은 불가능한 기준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결국 스웨

덴 정부는 1978년 10월 Ringhal 3 원전의 사용허가를 거부했고, 대신 향후 개정된 사용허가

에 대한 인가를 SKI에 위임하였다(Lidskog & Sundqvist, 2004).

이후 국가전력위원회는 몇 개월간의 지질조사 내용을 추가하여 다시 사용허가를 제출한

다. 이에 SKI는 1979년 3월 Ringhal 3 원전의 사용을 허가하였고, 나머지 3기의 건설중인 원

전들의 운전도 허가되었다. SKI가 제시한 허가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다른 방호막(기술적)

이 양호한 상태일 경우, 장기적인 암반 상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질학적 방호

막의 요구조건을 너무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Lidskog & Sundqvist, 2004: 259). 이

는 결국 지질학적 불확실성의 문제를 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11) 중도당의 매우 반핵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지만, 보수당과 자유당은 원자력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지향하였음(Elam & Sundqvist, 2009a)

12)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 국민투표가 원자력 발전을 찬성하는 항목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대로 된 국민의 의사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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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서는 스웨덴 내부에서도 많은 논쟁이 있었다.

2) 제1기(1980-1991): DAD 접근(기술적 전문성과 지질학적 안전성 중시)

1984년 Nuclear Activities Act가 기존의 Nuclear Stipulation Act를 대신하게 된다. 이 법에

서는 원자력발전 사업주들, 특히 SKB가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 중간저장, 지하처분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개발”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였다. 1987년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사고 

후에는, 향후 스웨덴 내에서 새로운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설계･계획을 금지하는 조항

을 이 법에 추가하였다(Elam & Sundqvist, 2009b).

SKB는 KBS 개념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결국 어디엔가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보관할 곳을 찾아야 했다. 즉, 과연 ‘완벽히 안전한’ 장소는 어디인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고, SKB는 스웨덴 내에서 적어도 한 곳의 지질학적으로 이상적인 위치(ideal 

location)를 찾고자 노력했다. 지질학적으로 이상적인 위치를 찾기 위해, 다양한 지질 전문가

들이 KBS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1980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질학적 탐사를 진행했다. 1985년

까지 10개의 지역에 대하여 시험굴착 및 연구를 진행했고, 주로 반려암(gabbro) 지역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스웨덴 내 각 지역에서의 시험굴착은 해당 지역 환경단체의 결렬한 저항에 직면

한다(Lidskog & Sundqvist, 2004). 다양한 지역에서 시험굴착을 반대하는 ‘rescue group’이 등

장하여 격렬한 반대운동을 전개했다. 대표적으로 Kynnefjall 지역에선 주민들이 SKB가 진입

하지 못하도록 진입로를 막고 밤낮으로 계속 지켰으며, 이러한 반대 시위는 무려 20년간 지

속되었다(1980-2000)13). 그리고 개별적 지역주민 저항단체들은 곧 전국가적 연합조직

(Avfallskedjan)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주민 저항에도 불구하고 SKB는 적어도 한 곳의 지

질학적 적합지를 찾아야 KBS 개념이 성공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전국적 시험굴착을 강행

하였다. 1985년 SKB는 Uppsala주의 Almunge시에 대한 시험굴착을 시도했으나, 주민들은 지

역을 봉쇄하고 SKB 조사단의 접근을 차단한다. 이에 SKB는 경찰을 동원하여 Almunge 지

역의 시위대를 해산시키려 시도하였고, 이 사태는 커다란 사회적 관심을 받게 되었다. 결국 

환경부 장관은 SKB가 지역에 대한 지질조사에서 경찰을 동원하는 일을 삼가라고 공식적으

로 선언하게 되었고, 이후 SKB는 시험굴착을 중단했다.

결국 제1기에 스웨덴 정부와 SKB가 가졌던 입지선정정책은 기술적, 지질학적 전문가의 

13) Kynnefjall은 스웨덴 서부 해안지역의 Bohuslan에 위치함. 시험굴착 계획이 발표되자, 지역주민들은 

‘Kynnefjall을 지키는 사람들(Save Kynnefjall Action Group)'이라는 환경운동단체를 만들어 마을의 진

입로를 막고 조사단의 진입을 무려 20년간 차단하였다(1980년 4월부터 2000년 2월까지). 이러한 지

역 주민들의 저항에 스웨덴 환경부장관은 Kynnefjall은 고준위방폐장 대상지에서 완전히 제외한다고 

선언하였고, 주민들은 진입로 차단을 해제하였다(Lidskog & Sundqvist,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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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을 바탕으로 한 일종의 DAD식 방식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시험굴착이 바로 입지로 연

결되는 방식은 아니었으나, 지역주민들은 이를 단순한 조사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문가들

의 판단을 바탕으로 일방적으로 시험굴착 대상지를 선정하고, 굴착을 강행하는 것은 주민들

로 하여금 정부가 미리 입지를 선정하지 않았을까하는 의심을 갖게 만들었다. 이러한 방식

은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왜 하필 우리가?” 하는 공간적 형평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원자

력은 후손들에게 엄청난 환경적 부담을 남겨준다는 시간적 형평성의 문제까지 불러 일으켰

다. 즉, 스웨덴의 경우, 우리나라의 반핵운동이 국지적 형태에 머물렀다는 것과는 달리, 전

국적 형태로 발전하면서, 공간적 형평성의 문제보다는 시간적 형평성의 문제를 보다 강조했

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시기에는 공간적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한 보상은 큰 고려사항

이 아니었다.

3) 제2기(1992-): 참여와 사회적 수용성의 강조

이러한 지역사회의 반발을 경험하면서, 1992년 SKB는 새로운 부지 선정 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이는 지질학적 평가를 우선시하기보다는 지역 수용성 및 자발성을 우선시하는 것이었

다. 따라서 부지 타당성 조사(feasibility study)는 “자발적으로 조사에 관심을 보인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고, 주민투표를 통해 최종입지를 결정하는 형태로 전략을 수정하였다(Lidskog & 

Sundqvist, 2004). 부지 타당성 조사는 지역별로, 지역 주도로 실시하며, 지질조사(시험굴착은 

포함하지 않으며, 기존 데이터를 활용)와 부지, 환경, 교통, 사회적 영향 조사를 실시하게 된

다. 이는 향후 SKB가 모든 요소 중 지역의 동의와 자발성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겠다

는 분명한 의사의 표현이었다.

이후 SKB는 스웨덴의 286개 전체 지자체에 의향서를 보냈고, 2개의 지자체, Strouman과 

Mala가 타당성 조사에 동의했다. 1994년, 타당성 조사 결과 방폐장 부지로 적합함이 증명되

었으나, 두 도시 모두 주민투표(local referendum) 결과 반대(Strouman, 1995; Mala, 1997)를 

표명하여 결국 실패한다. 그러나 이러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모든 지자체에 의향서를 보낸 

것은 정부가 미리 입지를 선정하지 않고 모든 지자체를 공평하게 대우한다는(unprejudiced 

manner) 인상을 심어주었고, 이후 입지선정 작업의 성공을 이끄는 밑거름이 되었다.

1995년, SKB는 이미 원자력 시설을 보유한 4개 자자체에 의향서를 다시 보냈는데, 이는 

원자력발전소 주변 주민들이 아무래도 원자력 산업에 보다 친숙하고, 기반시설과 교통문제

가 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었다. Osthammar와 Oskarshamn이 동의했고, 이후 몇

몇 지역이 추가되어 총 6개 지역에 대하여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2000년,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어 Osthammar, Oskarshamn, 그리고 Tierp가 적합하다고 판정되었고, 2001년 11

월부터 최종 부지조사(site investigation)를 시작하게 된다. 2002년 4월, Tierp는 부지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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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포기하여 최종적으로 Osthammar와 Oskarshamn 만을 대상으로 부지 선정 절차를 진행

하였다. 

2009년 6월, SKB는 상세 지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준위 방폐장 입지로 Osthammar의 

Forsmark를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SKB에 따르면 Osthammar의 방폐장은 2013년 공사가 시

작되어, 2015년 완공, 2023년부터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며, 방폐장 운영 전까지는 Oskarshamn

의 위치한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소(CLAB)를 활용할 것이다. 

스웨덴의 경우에도 보상은 방폐장입지선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2009년 4월, SKB

는 Osthammar와 Oskarshamn시와 20억 SKR(US$ 245 million, 한화 약 3,000 억원)에 상당하는 

투자협정을 맺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것은 이 보상금의 대부분을 최종 입지에 실패한 도

시에 주기로 협의한 것이었다. 이러한 결정은 방폐장을 입지하면 다양한 직간접 투자를 통하

여 보상을 받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실패한 도시를 경제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논리였다.

제2기를 관통하는 입지선정 정책의 가장 중요한 논리는 기술적 전문성보다는 사회적 수

용성을 중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폐쇄적 입지선정 정책(DAD)의 실패는 사회적 수용성을 

중시하는 개방적 입지선정 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러한 사회적 수용성의 중시

를 위해서는 기본적 전제 조건이 필요했다. 즉, 완벽하게 안전한 지질학적 위치를 요구했던 

Nuclear Stipulation Act의 요구조건을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 문제의 해

결은 지질학적 불확실성을 인정하는 대신 기술적 보완(The partial freeing of ‘how’ from 

‘where’)을 통한 안전성의 확보를 사회적으로 합의하는 것이었다(Elam & Sundqvist, 2009b). 

공간적 불평등성 문제의 해결에 있어 스웨덴에서도 보상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비록 

초기부터 명시적으로 얼마를 보상할지 정하지는 않았으나, 최종 두 개의 입지 후보가 남았

을 때, 구체적인 보상액수를 정하였고, 입지에 실패한 도시에 대한 고려를 명문화하였다.

3. 스웨덴과 경주의 성공요인 비교

이상의 사례를 바탕으로 경주의 입지선정 정책의 각 단계를 스웨덴의 성공사례와 비교하

여 분석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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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 스웨덴 고준위 방폐장

1기

미흡한 보상과

전형적 DAD 접근

1986, 원자력법, “제조자 부담”의 원칙 확정

원자력연구소 중심의 기술적 접근 및 후보지

일방 선정

안면도사태 등 격렬한 저항으로 인하여 실패

1977, Nuclear Power Stipulation

Act, “완벽한 안전”에 대한 논쟁 확산

및 지질학적 탐색

SKB 중심의 기술지질학적 접근과 일방

적 지질조사 실시

Almunge, Kynnefjall 등의 저항으로

인하여 결국 실패함

2기

강력한 보상정책과

부분적 참여의 허용

1994, 입지선정지역에 대한 경제적 보상 법

제화

입지지역에 대한 공모제를 도입했으나 일관성

이 없었음

굴업도사태, 부안사태 등 격렬한 저항으로 인

하여 결국 실패

보상은 매우 중요한 요소였으나 구체적

보상협정은 추후 진행됨

1992, SKB는 새로운 부지선정전략 수

립-부지타당성조사는 자발적으로 조사에

관심을 보인 지역만을 대상으로 함

3기

강력한 보상과

거부권의 부여

2005,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3,000억 지원, 한수원본사 이전 등)

주민투표제 도입을 통한 주민 거부권(veto

power) 부여

지자체의 자발성 유도를 위하여 자치단체간

경쟁을 유도

원자력에 친숙한 원전입지 도시가 최종 후보

지가 되었음

2009, SKB는 후보경쟁 2도시와 약

3,000억원의 투자협정 체결(탈락도시에

도 보상 지급)

스웨덴 지방자치제도에 의해 기본적으로

거부권(주민투표) 부여

자치단체의 자발성 유도를 위하여 모든

지자체의 의향서 발송

원자력에 친숙한 원전입지 도시가 최종

후보지가 되었음

<표 3> 경주 방폐장과 스웨덴 방폐장 입지선정 각 단계의 공통점과 차이점

2007년 경주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Chung et. al., 2008; 2009)에 따르면, 경주시민

들이 방폐장 입지에 찬성한 이유들은, 경제적 보상, 개방적 절차, 지역간 경쟁, 원자력 시설

에 대한 친숙함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스웨덴의 경우에도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경주와 스웨덴의 공통적 성공요인 및 차이점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

과 같다.

첫째, 입지갈등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경제적 보상이다. 

보상은 비선호 공공시설로 인한 공간적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며, 가

장 현실적인 수단이다. 특히 해당 지역이 경제적으로 침체된 상태라면 이러한 위험시설 입지

에 대한 지역 수용성이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다(Kuhn and Ballard, 1998). 경주나 Osthammar

의 경우에도 방페장 시설이 위험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 위험이 경제적 이익을 거

부할 정도로 크지는 않다고 인식한 것이 지역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였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지역의 자발성을 유도하는 개방적 절차 역시 매우 중요한 요인이었다. 경제적 보상

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부안사태의 경우 경제적 보상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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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주민동의가 없는 일방적 의사결정은 주민들이 분노하게 했던 가장 큰 이유였다(김철

규, 2005). 스웨덴의 경우에도 단순 지질조사마저도 주민동의 없이는 실패했다. 따라서 주민

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공모절차의 일관성 있는 운영 및 주민들에게 거부권을 부여하

는 것은 매우 필수적인 절차적 성공요소로 볼 수 있다.

셋째, 대중의 위험에 대한 친숙성은 위험소통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대중이 가지

는 위험지각의 특성을 고려할 때, 위험에 대한 생소함과 두려움은 사회적 갈등을 만들어내

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실제로 2008년 광우병 시위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단 한건의 

광우병 사례도 없었으나, 오히려 이러한 생소함이 사회적 갈등을 확산시키는 요소가 되었다. 

경주와 Osthammar의 방폐장 사례에서도 결국 입지에 성공한 곳은 이미 원자력발전소가 위

치한 지역이었다. 다른 여러 요소들과 함께, 지역 주민이 가지고 있던 원자력에 대한 친숙

함은 매우 중요한 성공요인이었다.

넷째, 경쟁은 지역의 자발성을 이끌어내는 매우 좋은 도구이지만, 이에 대한 부작용을 충

분히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방폐장 입지 경쟁이 격화되었던 가장 큰 원인은 최종 입

지를 가장 지지율이 높은 도시를 선정하겠다는 절차적 오류에 근거한다. 이러한 기준은 지

질학적 안전성보다는 사회적 수용을 중시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사표현이었지만, 이로 

인하여 과도한 지역간 경쟁이라는 또 하나의 사회적 갈등을 만들어내고 말았다. 

Ⅳ. 결 론

이상의 분석과 논의에서 제기되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고준위방폐장 및 

비선호공공시설 입지 원칙에 대한 제언과 이 연구가 가진 한계점의 제시를 통하여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형평성 문제의 해결과 개방적 절차는 대원칙으로서 가장 기본적이며, 가장 중요한 출발점

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절차를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역간 경쟁을 유

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경제적 보상을 이용하여 너무 심

한 지역간 경쟁을 유도했고, 이는 지역감정 자극 및 관권개입 논란 등 또 다른 사회적 부작

용을 유발했다. 더구나 경쟁에 참여했다 실패한 군산의 경우에는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경

험했으나, 이에 대한 보상은 전혀 주어지지 않았다. 스웨덴의 경우에는 최종 입지 선정 절

차에 참여했지만, 탈락한 도시에게 대부분의 보상을 해주기로 약속했는데, 이는 입지 선정 

절차에서 그들이 경험한 사회적 갈등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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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방폐장 사례에서 입지 선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지역 주민의 찬성률이었다. 스웨

덴의 경우에도 사회적 수용을 가장 중요시하는 정책방향을 제시했으나, 그들은 사회적 수용

성을 경쟁의 대상으로 만들지는 않았다. 경주의 89.5%의 찬성률이 군산의 84.4%보다 월등

하게 우월한 조건이라는 것을 과연 누가 증명할 수 있겠는가? 실제로 스웨덴의 경우, 2009

년의 설문조사 결과(Westerberg, 2010) Osthammar의 지지율이 79%, Oskarshamn의 지지율이 

84%였지만, 이후 진행된 상세 지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Osthammar를 최종 입지 지역으로 

선정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주민투표의 결과는 주민동의 여부를 판단하고, 거부권 확인

의 절차로 활용하고, 최종 입지 선정은 지질학적 안전성을 비롯한 여타의 조건을 비교, 분

석하여 결정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방법이었을 것이다.

세계적 사례를 살펴보면 고준위방폐장 입지 문제는 입지갈등 사례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이다.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앞에 두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성공요소로 제시했던 보상을 통한 형평성 문제의 해결, 개방적 절

차를 통한 자발성의 고양, 적절한 수준의 경쟁의 활용, 주민 친숙성을 고려한 위험소통 정

책 등은 다만 기본적인 원칙일 뿐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보다 긴 호흡을 가지고 일관된 원

칙과 유연한 적용을 통한 ‘한국적’ 입지 절차의 완성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한계로서 지적되어야 할 것은, 과연 갈등의 원인이 갈등해결의 원

인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입지갈등의 원인을 형평성의 문제

와 절차의 문제로 크게 나누고,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개방적 절차를 취한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실제 다양한 갈등 사례를 검

토하면, 이러한 거시적, 일반적 원인이 아니라, 다양한 미시적, 특수한 원인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거나, 오히려 심화된 사례도 매우 많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거시적, 일반적 원칙

은 바로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충분조건이 아닌 필요조건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다양

한 갈등사례가 가지고 있는 사례별 특수성은 반드시 별개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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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flict and Settlement in Siting Policy: 

Comparative Study of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Facilities in Korea and Sweden

Ji-bum Chung

Siting a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facility is the most difficult of the many 
siting controversies. In general, the main reasons for siting controversy are spatial, 
temporal, and group inequalities as well as a lack of democratic procedures in closed 
top-down siting methods. Siting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facilities in Korea and 
Sweden can be very good and important examples showing all of these conflicts. The 
successl factors in both cases are resolution of the inequality problem through 
compensation, boosting voluntarism by local governments with an open approach, 
using competi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risk communication policy 
considering the familiarity of local residents. In Korea, the low and intermediate level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facility has been selected. However, the siting problem 
for the high level one is still ongoing. Considering this situation, the Sweden case of 
more advanced siting procedures, will give very good lessons to Korea.

【Key Words: Siting Conflict, NIMBY,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