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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를 시작하며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기술의 위험성은 세계적으로 다시 논쟁의 대

상이 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전력생산에서 원자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점차적으로 줄이

겠다고 발표하고 있고, 독일과 이탈리아는 원자력발전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 때문

에 모처럼 찾아온 원자력발전의 황금기(일명 원자력 르네상스)가 다시 침체기로 접어들고 

있음을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아 보인다. 원자력발전이 국가 에너지정책과 전력수급계획

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우리나라도 이 같은 현실이 그리 우호적이지만은 않다. 특히 방

사성폐기물처분장(이하 방폐장) 입지실패를 겪으면서 누적되었던 원자력에 대한 부정적 인

식이 이제 막 긍정적 인식으로 바뀌고 있었기 때문에 아쉬움은 더욱 클 것이다.

그동안 위험의 노출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관리되어온 원자력발전소는 이산화탄소의 발

생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청정에너지로 인식돼왔다. 그러나 동일본 대지진의 여파로 밀려온 

쓰나미는 원자력발전소의 전력공급 장치를 무력화시켰고, 이 때문에 방사능 누출사고가 발

생하면서 세계 각국의 원자력정책은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놓여 있다. 이러한 현실은 

원자력 르네상스가 도래할 것으로 믿었던 많은 국가들과 관련 전문가들에게 적지 않은 충

격을 주고 있다. 대지진이라는 하나의 사건이 그동안의 질서와 안정, 그리고 평형상태를 순

식간에 무너뜨림으로써 대혼란을 경험하도록 유도하였기 때문이다.  

동일본 대지진과 이로 인한 원전사고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는 듯하다. 우리

가 알고 있는 일단의 지식은 늘 불안정하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완벽한 합리성을 

추구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교훈일 것이다. 이는 달리말해 인간이 갖고 있는 지식체계

로 완벽한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는 현상의 복잡성

과 인간의 인지적 한계 및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노력, 즉 다양

한 차원에서 안전성을 검토하고 수정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지속하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어느 정도의 실수는 용납하되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유도하기 때문이다.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학문적 설명방식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다른 변수와 조건들의 영향

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특정변수가 미치는 영향을 강조할 경우, 현상 그 자체를 설명하기에

는 유용하지만 다른 변수 및 조건들과의 상호작용을 간과함으로써 현상의 적절한 이해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정주용, 2008b). 과거 우리나라 방폐장 입지정책이 다양한 학문적 분

석을 통해 주민들의 정책수용성 향상방안을 강구하였음에도 실패를 지속하였던 것은 이 같

은 맥락에서 이해해볼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주민참여의 확대, 경제

적 보상의 증액, 안전홍보활동 등 방폐장 유치 성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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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나씩 추가하였지만 2004년 부안사태까지 대실패를 거듭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과 1년이 지난 2005년에는 경주, 군산, 포항, 영덕 등 4개 지역이 방폐장 유치

경쟁에 뛰어들면서 방폐장 입지정책은 ‘의외의 대성공’이라는 급격한 반전을 경험하였다. 이

는 그동안의 분석과 설명방식에 일단의 한계가 있음을 인정해야함과 동시에 새로운 시각의 

설명방식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만든다. 또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하도록 유도한다. 첫

째, 방폐장 입지정책이 오랜 기간 동안 실패를 거듭하였던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그간의 

사회적 갈등 및 혼란에도 불구하고, 2005년에는 어떻게 성공을 거둘 수 있었는가? 셋째, 방

폐장 입지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수용성이 급격하게 변화한 이유는 무엇인가?

과거의 방폐장 입지정책에 대한 분석은 이와 같은 질문에 적절한 답변을 제공하기 어려운 

구조를 지니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방폐장 입지정책에 관한 중요한 요인들을 설명하고 있

으나 특정한 요인만을 강조함으로써 각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경시하거나, 상호작용 또는 

외부환경을 고려하더라도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정책결정체제와 환경의 상호작용을 충분히 연

계하여 설명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즉, 선형적(linear)인 설명방식을 취함으로써 현상의 전

체적인 이해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인식에 

따라 우여곡절 끝에 성공을 거두었던 방폐장 입지정책의 성공을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정책체

제의 동태적인 변화를 복잡계(complex system) 이론의 시각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복잡계 이론은 최근 복잡성, 무질서, 불확실성, 불안정성, 비평형성, 비선형성 등이 재인식

되고 강조됨에 따라 새로운 학문적 설명방식으로 제시되고 있다.1) 정부가 다루는 대부분의 

정책들이 다른 정책들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수많은 행위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작

용을 하면서 외부 환경이나 다른 정책결정체제와도 상호작용함을 고려할 때 이 이론의 설

명방식은 방폐장 입지정책을 새로운 시각에서 해석하기에 유용하다. 또한 이 이론은 정책체

제가 외부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자생적 질서를 만들어내면서 새로운 정책으로 변화

함을 강조하고 있어 급격한 변화를 설명하는데도 유용한 설명구조이다.  

이 연구는 방폐장을 둘러싼 정책체제가 시간의 흐름에 따른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

면서 동태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복잡계 이론을 적용하여 설명함으로써 기존의 연구에서 

미흡한 부분들을 보충하고자 한다. 이러한 재해석 과정은 학문적으로 다양한 설명방식의 활

용을 통해 현상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현실적으로는 향후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정책, 한미원자력협정의 개정, 원자력발전소의 수명

1) 이러한 시각에 대해서는 Gleick(1987), Stacey(1992), Waldrop(1992), Kiel(1994), Kauffman (1995), 
Simon(1996), Elliott & Kiel(1997), Garcia(1997), 김영평(1993, 1996), 최성두(1996, 2000), 노화준(1998a, 
1998b), 최창현(1999, 2005), 사득환(2002, 2003), 김기형(2008, 2009a, 2009b), 정주용(2008a)등을 참조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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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신규원전건설 등과 같은 우리나라 원자력정책에 대한 새로운 해결방법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문제인식과 연구 질문을 다루기 위해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사례연구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특히 방폐장 입지정책사례를 복잡계의 자기조직화 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

기 위해 시계열적으로 사례를 분석하였다. 사례분석을 위해서는 정책결정 및 집행주체인 정

부와 사업시행주체가 발간하는 각종연구보고서와 백서자료를 활용하였고, 정부의 정책시도

에 따른 주민들의 반응을 분석하기 위해서 방폐장 문제를 다룬 학위논문 및 연구논문들, 중

앙일간지와 지방일간지의 기사 등을 활용하였다. 필요에 따라서는 관련 행위자들과의 인터

뷰 내용을 추가적으로 언급하여 연구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2)

Ⅱ. 복잡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의 검토

지금까지 대다수의 정책연구는 안정, 질서, 평형, 선형성 등을 강조하는 뉴턴적 패러다임

(Newtonian paradigm)에 토대를 둔 것이었다.3) 그러나 최근 정책의 복잡성, 무질서, 비평형

성, 비선형성 등이 재인식되고 강조됨에 따라 기존의 뉴턴적 패러다임으로는 정책현상을 설

명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다. 환원주의에 기초한 정책문제의 해결방안은 개별적인 문

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해결하더라도 오히려 전체로서의 정책문제를 악

화시키기도 한다. 또한 구성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이 다양한 동시에, 외부환경과도 상호작용

하는 과정에서 정책은 우연성의 개입, 비선형적 인과관계 등을 나타내며, 초기조건의 미세

한 차이가 결과의 커다란 차이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따라서 정책은 부분들의 합으로 전체

를 설명하기 어려운 총체적(holistic) 특성을 나타내면서 이전시기로 되돌아 갈 수 없는 비가

역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복잡성(complexity)에 초점을 두는 다양한 이론들이 

정책학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 그러나 이 연구를 위해 관련 당사자들과의 인터뷰를 다시 개별적으로 실시하지는 않았고, 필자의 연

구들에서 인터뷰 내용을 인용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현재의 시점에서 관련 이해당사자들과의 인터뷰

는 종종 과거의 입장을 바꾸는 경우가 많아 회고적인 진술의 가능성이 높고, 이는 객관적인 사례분

석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3) 뉴턴적 패러다임은 원자론 및 기계론을 근간으로 ‘전체는 원자로 분할될 수 있고 분할된 원자는 다

시 전체로 재결합될 수 있다’는 환원주의(reductionism)에 기초하여 단순하고 질서정연한 세계관을 제

시하였다. 작은 입력으로 균등하게 작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선형적 인과관계가 관심의 대상이었으

며, 시간을 하나의 상수로 취급하여 미래와 과거는 대등한 것으로 보았다(이광모･최창현, 2001: 4; 이
창원･최창현, 2005: 90-91; 김용운, 2001: 33: 김기형, 2008: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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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잡계 이론(complex system theory)의 정의와 특성

복잡계 이론은 혼돈 이론(chaos theory), 자기조직화 이론(self-organization theory), 신진화론

(neo-evolutionism), 복잡적응계(complex adaptive systems), 시스템 다이내믹스(system dynamics), 

비선형 동역학(nonlinear dynamics), 복잡한 비선형 체제의 연구(the study of complex nonlinear 

system) 등으로 불린다. 최근에는 이러한 용어들이 복잡성 이론(complexity theory), 복잡성 

패러다임(paradigm of complexity), 복잡성 과학(science of complexity) 등으로 통합되는 추세

인데, 이 연구에서는 복잡계 이론이라 지칭하고자 한다.

복잡계 이론은 주로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등 자연과학 분야의 혼돈 이론, 프랙탈 

기하학(fractal geometry), 열역학 및 비평형 체제 이론, 진화론 등의 영향을 받아 발전하였으

며, 현재는 행정학, 경영학, 정치학, 심리학, 경제학 등 사회과학뿐만 아니라 문학, 예술분야

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학문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최창현, 1999: 20-21). 복잡계 이론은 

연구범위와 방법론이 다양하기 때문에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가 어려우나, 복잡성(complexity)

에4)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있다는 측면에서 하나의 패러다임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복잡계는 크게 복잡 비적응계(complex nonadaptive system)와 복잡 적응계(complex adaptive 

system)로 구분할 수 있다. 복잡 비적응계는 공기 중에 퍼져나가는 담배연기, 날씨 유형 등

과 같은 자연계의 비유기적 체제로서 체제의 형태를 규정하는 일정한 모수(parameter)와 패

턴을 갖지만 정확한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다. 이러한 체제는 주로 혼돈 이론의 프랙탈 기

하학이나 기이한 끌개(strange attractors) 등과 같은 개념을 통해 연구되고 있다(정명호･장승

권, 1997: 108-109; 최성두, 2000: 596). 이에 반해 복잡 적응계는 인체의 신경계, 경제체제, 

도시나 지역사회 등과 같은 체제로서 자율적인 다수의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

며, 학습하고, 진화함으로써 특정한 구조와 규칙을 만들어간다. 또한 외부 환경이나 다른 복

잡계와도 상호작용하면서 진화해간다(정명호･장승권, 1997: 109).

복잡계 이론의 특성들은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설명되고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이를 

여섯 가지 주요 특성으로 정리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첫째, 자기조직화(self-organization)의 

원리로 이는 체제가 지속적으로 자신을 새롭게 만듦으로써 구조적 통합성을 유지하는 방식

으로 환경과 더불어 창조를 계속하는 것이다(김영평, 1996: 48). 체제는 환경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스스로의 구조를 복제, 증식, 개선할 수 있는 경우에만 존속할 수 있다. 세포, 기

4) 복잡성(complexity)이란 단순성의 반대개념으로, 사전(辭典)적으로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상호작용하는 

여러 부분들이나 요소들로 이루어져 이해 또는 설명하기 어려운 성질을 의미한다(Oxford, 2005). 복
잡계 이론에서는 주로 전체로서의 복잡계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복잡한’이란 온통 

뒤죽박죽이 되어 혼란스러운 상태(complicated)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엮임으로써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질서정연한 상황이 복잡한(complex) 것을 의미한다(윤영수･채승병, 20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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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조직, 집단, 시장 등은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 적응하고 스스로 조정된 생태계를 형성함

으로써 개체성을 초월한 생명, 사고, 의도 등과 같은 집단적 성질을 나타낸다(Waldrop, 

1992). 복잡계는 구성요소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 자생적으로 질서를 만들어낸다. 이러

한 질서는 체제 외부에서 강제로 만들어 질 수 없으며, 개별 행위자의 행동으로부터 체제의 

자기조직화 결과를 유추할 수도 없다(정명호･장승권, 1997: 111-112). Prigogine과 Stengers 

(1984)에 의하면 비평형 상태의 구조5)는 불안정하여 끊임없이 요동(fluctuation)하고, 그 요동

이 강화되어 분기점(bifurcation point)에 이르면 기존의 구조는 무너지고 새로운 구조가 나타

나는데, 이처럼 요동을 통해 새로운 질서가 출현하는 자기조직화 구조를 분산구조(dissipative 

structure)라 하였다.

둘째, 초기조건에의 민감성(sensitivity to initial fluctuations)이다. 초기조건이 민감하다는 

것은 초기 상태의 아주 작은 차이가 결과적으로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비록 

초기조건은 미세한 차이를 보이지만 시간의 흐름은 여기에 결합되는 수많은 조건들의 조합

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전혀 다른 궤적의 변화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이

는 나비효과(Butterfly Effect)와 유사한 것으로, 초기조건의 미세한 차이가 시간의 흐름에 따

라 비선형성과 양의 되먹임(positive feedback)6)에 의해 증폭되어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나타내

기도 한다는 것이다(Gleick, 1987; 박배식･성하운(역), 2006: 21-48).  

셋째,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으로 이는 초기상태에서 일단 어떤 경로에 들어서게 되

면 그 관성 때문에 경로를 변경하기 극히 어렵다는 것이다. 키보드 배열(QWERTY)이나 호

주제 등과 같이 일단 사회에서 제도화된 것은 그것이 비효율적일지라도 변경하는데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쉽게 변화시킬 수 없다는 특징을 지닌다. 경로의존성은 고착화(lock-in) 효

과 등으로도 표현되는데, 역사적으로 무작위적인 사소한 사건(또는 행위자들의 미시적 상호

작용)이 축적되면서 예상치 못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넷째, 공진화(coevolution)는 체제를 구성하는 상호의존적인 종(구성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동시에 적응하고 진화하는 것을 말한다. A라는 종의 변화가 B라는 종의 생존

5) 어떤 체제가 평형(equilibrium)상태나 평형 근처(near-to-equilibrium)의 상태에 있는 경우 작은 변화는 

있을지 모르나 큰 변화는 일어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체제들이 큰 변화를 일으키려면 커다란 

충격이 필요하다. 그러나 체제가 평형으로부터 멀리 떨어진(far from the equilibrium) 상태나 비평형 

상태(non-equilibrium)에 있는 경우 체제는 불안정하여 외부의 작은 압력에도 커다란 반응을 나타내며 

변화의 가능성도 높아지게 된다(장승권, 1997: 33; 최창현, 1997: 204).

6) 복잡계는 ‘음의 되먹임(negative feedback)’과 ‘양의 되먹임’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음의 되먹임’은 

어떤 체제의 변화에 반대방향으로 되먹임이 작용하는 것으로, ‘편차상쇄 되먹임(deviation-counteracting 
feedback)’이라고도 한다. ‘양의 되먹임’은 어떤 체제에 나타난 변화와 같은 방향으로 되먹임이 작용

하면서 증폭되는 것으로, ‘편차증폭 되먹임(deviation-amplifying feedback)’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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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만들고, 다시 B의 변화가 A의 생존조건이 되는 연속적인 과정이다(Waldrop, 1992: 

310; Moore, 1996: 12; 이광모･최창현, 2001: 8). 공진화는 개체의 돌연변이가 환경에 의해 

선택된다는 적자생존의 논리를 벗어나서 개체가 전체를 진화시키고, 전체가 개체를 다시 진

화시켜 나가는 상호진화의 과정을 전제한다. 정책체제가 홀로 존재할 수 없음을 인정한다면 

공진화 가능성을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다섯째, 급변(catastrophe 혹은 sudden change)이다. 체제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비교적 안정

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의 흐름에 의해 축적된 수많은 요소들은 한순간에 급격한 변화

를 만들어낼 수 있다. 특히 이전과 상황적 조건의 차이가 없는 상태라고 인식하였지만 작은 

조건의 변화는 그동안 축적된 수많은 요소들의 작동을 변화시켜 엄청난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급변과정을 면밀하게 관찰할 경우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였던 새로운 

변수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급변을 만들어낸 특정요소가 핵심임을 강조하지는 않는다. 

경로의존성이라는 기존의 질서가 상황적 조건으로 작동하였기에 특정요소가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편 급격한 변화의 과정은 비교적 짧은 시간에 역동성을 보이면

서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고, 변화 이전과 이후의 상태는 전혀 다른 국면을 

나타낸다(정주용, 2008b).

여섯째, 창발성(emergence)이란 이전에는 관찰되지 않던 것이 체제 전체차원에서 새롭게 

발현되는 것이다. 복잡계는 수많은 구성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은 독립적으로 존재

하지 않고 다양한 상호작용을 주고받는다. 그 결과 미시적인 구성요소들의 단순한 합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거시적인 새로운 현상과 질서가 나타난다. 이 새로운 질서의 출현을 창발성

이라고 한다(윤영수･채승병, 2005: 55). 카타스트로프(catastrophe) 이론에서 이러한 창발성의 

개념은 급변과정이 완료된 상태인 사후적인 항상성과 유사하다. 즉 변화이전의 안정적 체제

인 사전적 항상성은 급변요소의 투입으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상태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2. 선행연구의 검토

1) 복잡계 이론을 적용한 선행연구의 검토

복잡계 이론은 지진, 날씨, 심장부정맥, 금융시장, 도시순위규모, 교통혼잡, 행정조직, 인

터넷 등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의 복잡계적 특성을 묘사하고 설명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행정

학의 경우 복잡계 이론은 조직이론 분야에서 활발하게 연구되기 시작하였고,7) 최근에는 정

7) 복잡계 이론을 행정학 및 조직론 분야에 적용한 선행연구로는 Kiel(1989; 1993; 1994), Syvantek & 
Deshon(1993), Lewin & Volberda(1999), 최창현･유승동(1994), 노화준(1998b), 최창현(1997; 1999; 
2005), 이광모(1999; 2003), 정진헌･박상규(1999), 박상규(2002), 강성남(2008)의 연구 등이 있다. 이에 

대한 간략한 소개는 김기형(2009a: 292-299)의 논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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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연구에서도 그 적용이 점점 증가되는 추세이다.

정책연구에 복잡계 이론을 적용한 외국의 연구들은 주로 복잡계의 특성이나 모형(기법)을 

실제 정책사례에 적용하여 분석한 연구들로, 주로 선형적 연구(모형)들이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하였던 복잡한 현상들을 비선형 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하고 있다.8) 국내 연구들은 초기에

는 복잡계 이론을 소개하고 정책연구에의 적용가능성을 제안하였으나(김영평, 1993, 1996; 

최성두, 1996, 2000; 노화준, 1998a; 사득환, 2002; 김기형 2009a 등), 최근에는 복잡계 이론

을 정책사례에 적용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환경정책, 부동산정책, 중

소기업 보증제도, 환율방어정책, 농공단지 조성정책,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의약분업 정책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행위자 기반 모형, 시스템 사고, 시스템 다이내믹스, 카타스트로프 

모형, 자기조직화 모형 등 다양한 기법이나 모형을 이용하여 선형적 연구에서 미흡하였거나 

간과하였던 부분들에 대한 보완적 설명을 시도하고 있다.9)

이러한 연구들 중, 이 연구의 주요 주제인 자기조직화, 급변, 환경정책과 관련성이 있는 

선행연구들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Brown(1994; 1995)은 비선형 동역학을 미국의 환경정

책에 적용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는 개인적 변수, 세계체제 변수, 그리고 종단면적 자료

(환경문제의 악화, 경제활동, 정치구조, 시민태도, 선거결과)를 결합하여 분석하였다(Elliott & 

Kiel, 1997). 이 연구는 비선형 동역학 기법이 국내적 상황에서 그리고 국가간 관계에서 어

떻게 적용가능한지를 보여주고 있다(사득환, 2003: 229). 사득환(2003)은 “불확실성, 혼돈 그

리고 환경정책”에서 불확실성과 혼돈상황에 적합한 정책선택모형으로 적응모형(adaptive 

model)을 개발하고, 이를 시화호 매립사업에 적용･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시화호 매립사업은 

‘환경정책의 진화적 적응의 실패’로 요약할 수 있고, 이 사업은 적절한 공진화 과정을 거치

지 못하고 엄청난 요동을 거치면서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되다가 궁극적으로 정책실패라는 

새로운 패턴과 질서가 생성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정주용(2008a)은 “정책수용성 급변의 카다스트로프적 설명”에서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입지

선정과정에서 나타난 주민들의 급격한 태도변화를 시간의 흐름에 따른 상호작용을 강조하

는 카타스트로프 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는 나비형 카타스트로프 모형을 이용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른 조건의 변화와 독립변수의 작용이 만들어내는 상호작용을 분석함으로

써 분기집합으로 지칭되는 급격한 변화의 궤적을 확인하였다.

김기형(2009b)은 복잡계 이론을 의약분업 정책에 적용하여 기존의 연구에서 미흡하였던 

8) 이러한 연구들로는 Stanley(1989), Allen(1982), Kiel & Elliott(1992), Saperstein(1996), Overman & Loraine 
(1994) 등의 연구가 있다.

9) 본문에서 설명하지 않는 연구들의 구체적인 내용은 김미정 외(2006), 김창욱･김동완(2006), 김재식･방
민석(2008) 등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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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들에 대한 보완적 설명을 시도하였다. 그는 의약분업 정책이 수많은 행위자들이 네트워

크를 이루고 상호작용을 하는 의약정책체제가 외부 환경과도 상호작용을 하면서 공진화하

는 자기조직화 과정에서 창발적으로 발현된 것이라 하면서, 의약정책체제의 자기조직화 과

정을 중심으로 요동, 경로의존성, 양의 되먹임과 음의 되먹임, 초기조건에의 민감성, 공진화, 

창발성 등의 개념을 사용하여 분석한 후, 자기조직화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수 있

는 정부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2) 방폐장 입지정책에 대한 선행연구의 검토

지속적인 정책실패를 겪으면서 방폐장 입지정책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양적으로 아주 

풍부해졌다. 그러나 수많은 학문적 분석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쉽사리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였다. 이상팔(1995), 김길수(1997), 채경석(2003), 최연홍･오영민(2004), 박순애･오영

민(2005) 등의 연구가 주민반발의 원인을 홍보미흡, 참여절차의 미흡, 부적절한 보상제도, 

집행기관에 대한 불신임을 강조하였고, 정부는 이 연구들이 지목하고 있는 원인들을 적극적

으로 수정하였다. 수천억 원의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시하였고, 주민투표를 실시하였으며, 언

론인 출신의 주무부처 장관을 임명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안면도, 굴업도, 부안사태 등은 이

러한 정부의 노력을 무색케 만드는 것이었다. 

학문적 분석이 정책문제를 해결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

러한 문제는 왜 발생하였는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핵심적인 이유는 기존의 분석들

이 특정한 투입요소를 변화시키면 결과도 투입요소의 양에 반응하여 변할 수 있다는 

Newtonian적 시각인 선형적인 설명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시각은 보편적인 

법칙을 찾아내 예측가능성과 통제가능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아주 매력적이다. 그러나 인

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다양한 상황적 조건들의 상호작용을 체계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는 방법론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비해 복잡계 이론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상황적 조건의 변화를 관찰하고, 이러한 관

찰을 토대로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을 설명한다는 측면에서 기존 연구들의 설명방식을 보충

할 수 있다. 물론 방폐장 연구에서 상황적 조건의 변화에 따른 상호작용을 설명한 논문들이 

전무한 것은 아니다. 김영종(2005)의 연구, 정주용(2008b)의 연구는 각각 정책네트워크와 참

여지형이라는 개념을 활용하면서 상황적 조건의 변화를 강조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의 연구는 2005년 입지성공 사례만을 분석대상으로 한정함으로써 정책체제가 입지성공을 

위해 어떠한 방식으로 적응해 가는지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는 복잡계 이론의 시

각에서 이러한 한계들을 보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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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폐장 입지정책 분석의 틀

최근 복잡계 이론을 정책연구에 적용한 국내 연구들은 구체적인 정책사례에 복잡계 이론

의 주요 특성이나 모형(기법)을 적용하여 분석함으로써 복잡계 이론의 유용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복잡계 이론을 방폐장 입지정책사례에 적용･분석

함으로써 선행연구들의 설명을 보완하고, 복잡계 이론의 유용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 연

구에서는 정책체제의 복잡적응계적 특성을 자기조직화과정을 중심으로 종합하여 설명할 것

인데, 이를 기초로 연구의 분석 틀을 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복잡계 이론을 적용한 방폐장 입지정책 분석의 틀

정책체제의 자기조직화

시간의 흐름

정책체제정책체제

요동
환경

공진화

요동
분기점

초기조건에의 
민감성

경로의존성

창발성

정책은 수많은 구성요소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복잡적응계에서 만들어진다. 하나의 정책문제는 수많은 하위문제들로 구성되어 있고, 하위

문제들은 서로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복잡한 문제들의 체제를 구성한다. 또한, 

정책은 수많은 행위자들이 상호작용하는 정책결정체체에서 산출된다. 방폐장 정책결정체제

의 경우에도 대통령,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정당, 이익집단, 시민사회단체, 언론, 전문가 

등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방폐장 입지선정을 추진하는 정부당국과 이를 둘러

싼 이해당사자 집단인 지역주민 그리고 방폐장 입지를 적극적으로 반대하였던 반핵시민사

회단체와 지역정치가 등 주요 행위자를 중심으로 방폐장 정책체제의 자기조직화 과정을 설

명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자기조직화란 체제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자생적으로 질서를 형

성하며 자기구조의 통합성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책 체제는 외부 환경의 변화 또는 

체제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요동10)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면서도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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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의 통합성을 유지한다. 자기조직화 이론에 의하면 정책체제는 복잡성의 영역인 혼돈의 

가장자리(the edge of chaos)11)에서 혁신이나 창조적 파괴 등을 통한 자율적 요동의 창조를 

통해 새로운 질서로 위상전이가 가능해지고, 초기조건에의 민감성으로 인해 창발성이 발현

될 여건이 조성되며, 일단 발현된 창발성은 경로의존성으로 인해 고착효과를 보인다(최창현, 

1999: 34). 이후 정책은 일정기간 동안 유지되는데, 이러한 상태가 평형상태 또는 평형에서 

가까운 상태인 것이다. 일정기간 유지되던 정책은 정책체제가 다시 비평형 상태로 진입하여 

새로운 요동이 나타나면 전술한 과정을 순환하게 된다(김기형, 2009b: 31).

정책체제는 비평형 상태에서 요동이 강화되면 분기점에서 기존의 경로를 유지하거나 새

로운 경로로 진입한다. 이 분기점에서 정책이 어느 경로로 가게 될지는 예측이 불가능한데, 

이는 초기조건에의 민감성에 의해 강화된다. 초기조건에의 민감성은 초기조건의 미세한 차

이가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되어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책체제에

서는 어떤 한 집단의 참여 또는 어떤 한 정책의 실시가 양의 되먹임 과정을 거치면서 초기

에는 예상하지 못하였거나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초기조건에의 민감성으로 파악한다.

경로의존성은 초기상태에서 일단 어떤 경로에 들어서게 되면 그 관성 때문에 경로를 변

경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경로가 고착화되는 양의 되먹임과 기존 경

로를 지속시키려는 음의 되먹임을 동시에 갖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복잡적응계는 분기점에

서 어떤 경로에 들어서면 이것이 고착화되면서 새로운 질서가 강화된다. 그러나 복잡적응계

라 할지라도 평형상태에서는 체제가 현재의 경로 또는 끌개 내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체제는 일정한 질서를 유지하게 된다. 정책이나 제도는 일단 형성되면 그 당시의 

기능적 필요나 환경이 변화하여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가 필요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유지되

면서 이후의 선택, 변화 방향, 범위 등을 제약한다.

체제의 자기조직화 과정에서 구성요소간, 그리고 구성요소와 환경간 상호작용은 공진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공진화는 정책체제를 구성하는 상호의존적인 종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상호적응하고 진화하는 것으로, 개체군의 진화와 함께 진화과정의 진화가 이루

어지는 것이다. 공진화는 자기조직화의 방식으로, 하위체제의 구성요소들이 공진화를 통해 

만들어내는 질서는 상위체제의 자기조직화 과정이며, 체제 내의 한 요소가 다른 요소에게 

10) 요동은 체제 내부에서 발생하는 변동인 요동(fluctuation)과 체제 외부에서 가해지는 변동인 섭동

(perturbation)으로 구분되기도 하나(윤영수･채승병, 2005: 110), 이 연구에서는 체제 내･외부에서 야

기되는 모든 변동을 요동으로 지칭하기로 한다.

11) 혼돈의 가장자리는 질서와 무질서 상태의 중간영역에서 자기조직화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영역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Kauffman(1995)의 제1장과 제4장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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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영향이 되먹임 고리가 되어 자신에게 돌아오는 순환적인 특성은 결국 자기인과성

(self-causality)과 상호인과성(mutual causality)을 의미한다(최창현, 1999: 28-29). 하나의 정책

은 다른 정책들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변화하고, 이러한 변화는 다시 상위체제로서의 

정책체제에 변화를 야기하는데,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공진화로 파악한다.

창발성이란 이전에는 관찰되지 않던 것이 체제 전체차원에서 새롭게 발현되는 것이다. 정

책체제는 자기조직화 과정에서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기도 한다. 복잡적응계에서 발현되는 

질서는 중앙집권적 지시보다는 상향적인 구성요소들간 상호조정과 자기규제로부터 질서가 

창출된다(Drazin & Sandelands, 1992: 233). 따라서 창발성은 체제 전체차원에서 발현되는 특

성으로 미시적인 구성요소들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서는 전체적인 유형 혹은 구조를 추론해 

낼 수 없는 총체성을 갖는다. 복잡계 이론에서 창발성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Goldstein(1999: 49-72)은 창발성을 “복잡계의 자기조직화 과정에서 새롭고 응집력 있는 구조, 

패턴, 그리고 속성 등이 나타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와 유사하게 창

발성을 복잡적응계의 자기조직화 과정에서 새로운 구조, 패턴, 속성 등이 체제 전체차원에

서 나타나고 지속되는 것으로 정의한다.

한편 이러한 창발성은 급격한 변화의 과정을 거쳐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 연구에서 급

변이란 비교적 짧은 시간에 역동성을 보이면서 나타나는 경향으로, 변화 이전과 이후의 상

태가 전혀 다른 국면을 의미한다.

Ⅲ. 방폐장 정책체제의 자기조직화 및 급변과정의 분석

우리나라 방폐장 입지정책의 역사는 방폐장 입지와 관련된 정책체제의 자기조직화 과정

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이 연구에서 방폐장 정책체제는 방폐장 입지정책을 둘러

싼 이해당사자들과 이를 둘러싼 정책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주요 이해당사자로는 정책결정

과 집행을 담당하는 정부당국, 방폐장 입지예정지역 주민들, 그리고, 방폐장을 일방적으로 

반대하였던 반핵 시민사회단체, 지역정치가 등이 있다. 정책체제를 둘러싼 주요 정책환경으

로는 정권 및 정책담당자의 교체로 인한 정책방향의 변화를 포함하는 정치체제의 변화, 기

후변화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규제로 인한 원자력발전에 대한 인식변화, 반핵 시민사회단

체의 활동환경, 정부의 다른 정책, 지역사회의 이슈와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이하에서는 전술한 방폐장 정책체제의 자기조직화 및 급변과정을 크게 2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이는 방폐장 입지선정의 실패와 성공을 기준으로 정책체제의 자기조직화 



정책체제의 복잡성과 자기조직화를 통한 정책변화, 그리고 급변: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입지정책을 중심으로 161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서이다. 방폐장 입지정책체제의 제1단계 자기조직화 과정은 1989년 울

진, 영덕, 영일 등지에서 입지선정을 시도하였던 때부터 2004년 부안에서 입지선정을 시도

하였던 시기를 말한다. 제1단계의 자기조직화 과정은 다시 크게 전기와 후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기는 1989년부터 1995년 굴업도에서 입지선정을 시도하였던 시기를 말하고, 후기

는 1996년 사업추진주체가 과학기술부와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산업자원부(구, 통상산업부)

와 한국전력(주)으로 변경된 시점부터 2004년 부안에서 입지선정을 시도하였던 시기이다. 

방폐장 입지정책체제의 제2단계 자기조직화 과정은 2004년 부안사태 이후로 정부당국이 

경주시, 영덕군, 군산시, 포항시 등지에서 입지선정을 추진한 시기이다. 한편 각 단계별 자

기조직화 과정은 제1차 입지선정부터 제7차 입지선정으로 구분하여 이해의 편의를 도모하

였다. 이 같은 구분은 정부의 입지선정시도(횟수)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제1단계 자기조직

화 과정은 제1차 입지선정부터 제6차 입지선정까지, 그리고 제2단계 자기조직화 과정은 제7

차 입지선정을 포함한다.

1. 제1단계: 방폐장 입지선정 실패 과정에서 방폐장 정책체제의 자기조직화 과정

1) 제1차 입지선정과정(울진･영덕･덕일, 1984-1989): 요동을 통한 복잡성의 증가

정부는 1981년 전체 에너지원에서 원자력의 비율을 1991년까지 42%를 증가시켜 핵심적

인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원자력발전의 비율을 증가시킨

다는 것은 방사성폐기물의 증가와 이에 대한 적절한 처리가 뒤따라야하는 것이었다. 이 때

문에 한국원자력연구소를 중심으로 방사성폐기물처리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방사성폐기물종합관리대책을 수립하였다(한국원자력연구소, 1992: 17). 

관리대책의 수립 이후 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한 방폐장 입지선정 작업은 탄력을 받기 시

작하였고, 1984년 10월 제211차 원자력위원회에서 방사성폐기물관리종합대책(안)을 의결하

면서 입지추진의 기반을 마련하였다(임용규, 1984: 14-16, 허남, 1984: 95).

관리종합대책을 결정할 당시만 해도 방폐장과 관련된 정책체제의 이해당사자는 정부관계

자와 연구기관 등으로 단순하였고, 정책환경에 대한 별다른 고민도 없었다. 비록 사업전담

기구와 비용부담에 관한 세부적인 논의사항에서 관련 부처간 이견(異見)이 있었지만, 방폐장 

건설이라는 대전제에는 이견이 없었다. 이 때문에 방폐장 건설의 사업부서격인 한국원자력

연구소(방사성폐기물관리본부)는 곧바로 부지확보작업에 들어갔고, 후보지 선정 작업은 안전

성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기술공학적인 부분에 집중되었다(정주용, 2008b: 72-74).

1989년 전국을 대상으로 3단계에 걸쳐 후보지를 조사한 결과, 경북 울진군 기성면, 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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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남정면, 영일군 송라면･남정면 일대가 후보지로 압축되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후보부지 조사 작업은 중단되고 말았다. 당시의 후보부지 조사는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3개 지역주민들은 반대모임을 결성하여 

반대활동에 돌입하였기 때문이다(최미옥, 1997: 69; 박재묵, 1994: 62). 비록 반대운동에 경험

이 없었던 지역주민들이 반대활동의 핵심세력이었으나 반대운동은 국도를 점거하는 등의 

사태로 순식간에 격화되었고, 반대시위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결국,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더 이상 부지조사 재개가 힘들다고 판단한 정부가 과학기술

처 장관명의로 1989년 10월 23일 부지불확정 사실을 대책위원회에 통보하면서(정주용, 

2008b: 77), 제1차 방폐장 입지선정정책은 실패로 귀결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에너지 정책 환경의 변화로 정부가 방폐장 입지 선정 정책을 추진하고 이

에 지역주민들이 반발하면서 방폐장 정책체제에 요동이 발생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더

욱이 1987년 6･29 선언 이후 민주화된 정치적 환경의 변화는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영향을 미쳐 방폐장 정책체제의 복잡성을 증가시켰다. 즉, 과거의 권위주의 정치체제에서는 

원전 건설 등 원자력 관련 정책을 정부가 결정하면 지역주민들은 대부분 강력한 반발을 하

지 못하고 그대로 수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1987년 이후 정치적 환경이 민주화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러한 환경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한 채 과거의 방식대로 비밀리

에 독단적인 부지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하

면서 방폐장 정책체제의 구성요소간 상호작용의 복잡성이 증가한 것이었다. 결국 민주화된 

정치적 환경에서 정부는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고, 정부는 민주화된 정치

적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지역주민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기존의 질서정연

한 상황으로 회귀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 및 결과는 방폐장 정책체제가 외부 환

경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자생적으로 질서를 형성하며 자기구조의 통합성을 유지한 자

기조직화 과정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2) 제2차 입지선정과정(안면도, 1990.5-1990.11): 학습을 통한 정책오차수정, 

   요동을 통한 복잡성의 확대, 그리고 경로의존성

비록 제1차 방폐장 입지선정은 실패하였지만, 방폐장 정책체제의 핵심인 정부당국으로 하

여금 폐쇄적인 입지선정방식을 고수할 경우 다른 지역에서도 부지를 선정할 수 없음을 인

식케 만드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당시 정부는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격해지자 홍보활동을 강

화한 것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방폐장 건설을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원자력에 대한 

이해증진이 선결과제라고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이후 정부는 후보지조사과정에서부터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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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모의사업공청회, 초청홍보 등 다양한 전략을 활용하여 대국민 및 지역주민에 대한 홍

보활동을 벌이기 시작하였다(정주용, 2008b: 78).

보다 효과적인 후보지선정을 위해 전담조직의 기구도 개편하였다. 1989년 12월부터 1990

년 8월까지 한국에너지연구소 이사회는 당시 방폐장 건설을 전담하던 방사성폐기물관리본

부를 핵연료주기관리본부로 개칭하고, 소장 직속으로 개편하여 위상을 강화하였다. 이후 핵

연료주기본부를 다시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단으로 확대･개편하면서 업무수행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시켰다(한국원자력연구소, 2001: 95). 또한 이사회는 국민이해증진의 측면에서 

‘방사성폐기물’이라는 부정적인 용어를 배제하기로 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단을 ‘원자력 

제2연구소’로 변경하는 등의 노력을 동시에 기울였다. 

추진체계뿐만 아니라 부지개념에 대한 새로운 논의도 시작하였다. 최초 정부의 방침은 사

용후핵연료와 중･저준위폐기물을 동일부지에 관리한다는 것이었으나 이를 분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하였다. 또한 정부는 내륙에 부지를 선정할 경우 주민반발로 입지선정이 어려울 

것을 예상하여 도서지역도 고려하기로 결정하였다(원자력환경센터, 1995: 41).

이 같은 변화는 제1차 입지선정과정에서 정부당국이 미처 예상하지 못하였던 지역주민들

의 반발로 입지선정에 실패하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정책오차수정으로 볼 

수 있다. 주민반발을 의식해 인구가 적은 도서지역에 후보지를 선정하고자 하였고, 원자력

과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고자 담당부서의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홍

보활동도 강화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인한 제1차 방폐장 입지선정 정

책의 실패과정은 정부당국으로 하여금 많은 것을 학습하도록 유도하였다고 해석해볼 수 있

고, 이는 정부의 정책오차수정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방폐장 정책체제의 부분적인 자기조

직화를 유도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홍보활동 강화, 추진체계 개선, 새로운 부지개념의 도입이라는 부분적인 자기조직화가 이루

어진 만큼 정부는 다시 부지선정을 시도할 수 있었다. 정부는 1990년 3월 주민반발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도서지역(특히 무인도)에 중･저준위폐기물을 처분하고 사용후핵연료시설을 원자

력 제2연구소 부지에 설치한다는 관리정책을 발표하면서 부지선정 작업에 착수하였다(이진규, 

2005: 103). 그러나 방폐장 후보부지로 지목된 충남 안면도 지역에서는 또 다시 강력한 주민

반발이 일어났다. 정부는 후보지 선정을 3급 비밀로 분류하고 비공개적으로 추진하였는데(한

겨레, 1990.11.4; 동아일보, 1990.11.6), 1990년 11월 3일 안면도에 방폐장을 건설한다는 계획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안면도 지역주민들은 투쟁위원회를 결성하여 반대활동에 돌입하였고, 여기

에 반핵 시민사회단체들이 개입하면서 반대운동은 과격한 양상을 띠기 시작하였다.12)

12) 당시 언론들은 과학기술처가 충청남도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주민공청회를 열어 1991년 상반

기부터 공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보도하였다(한겨레, 1990.11.3).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1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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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제1차 방폐장 입지선정이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실패하자 홍보활동의 강화, 

추진체계의 개선, 새로운 부지개념의 도입 등을 통해 정책오차를 수정하려는 노력을 하였으

나, 공개적인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또다시 극심한 주민반발을 초래하는 실수를 하였다. 경

제적인 인센티브의 제공도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들이 아닌 충청남도와 협의하여 주민들은 

어떤 편익이 돌아올지 알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반대운동에 반핵시민단체의 전

문활동가가 개입하면서 지역조직과 연계를 형성하였고, 정부의 폐쇄적인 행정절차를 불신하

는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의 반대활동은 더욱 강화되었다. 과거 경북지역의 주민반대활동이 

안면도 주민들에게 반대운동의 방법을 학습하도록 만들었고, 여기에 민주화 이후 급격하게 

성장한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은 정책체제의 복잡성을 높여 불확실성을 확장시키는 양상이었

다. 결국 동년 11월 8일 과학기술부 장관은 “주민들의 오해로 인해 안면도에 방폐장을 건설

할 수 없다”는 발표를 하여 제2차 방폐장 입지선정정책도 실패로 귀결되었다.

제2차 입지선정과정에서 방폐장 정책체제는 제1차 입지선정과정에서의 실패를 통한 정부

의 학습으로 홍보활동의 강화, 추진체계의 개선, 새로운 부지개념의 도입 등 정책오차수정

을 통해 부분적인 자기조직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제2차 입지선정 역시 제1차 입지선정과

정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정책결정과정(후보지선정과정)은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졌고, 이후 이

러한 사실을 알게 된 지역주민 및 시민사회단체의 반대활동으로 방폐장 입지정책은 무산되

었다. 이러한 과정은 정부의 비공개적인 정책추진과 이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인한 

정책의 무산이라는 경향이 경로의존성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더욱이 이 시기에는 민주화된 정치적 환경 하에서 급격하게 성장한 시민사회단체가 방폐

장 정책체제에 참여함으로써 정책체제 구성요소간 상호작용의 복잡성이 증가되었고, 이러한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반대활동의 시너지 효과는 방폐장 입지선

정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을 무산시킴으로써 기존의 경로를 지속시키려는 음의 되먹임으로 

작용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시기 방폐장 정책체제는 부분적인 자기조직화를 통해 입지선정

을 시도하였으나,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대활동으로 기존경로를 유지하는 경로의

존성의 제약을 받아 입지선정에 실패하였다. 이러한 과정 및 결과는 이전과 마찬가지고 정

부는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민주화된 정치적 환경에 적응하였

고,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충족하면서 정책체제의 구조적 통합성

을 유지한 자기조직화 과정으로 유추할 수 있다.

지역주민들은 안면도 내의 단체장 7-8명을 중심으로 투쟁위원회를 결성하기로 합의하였고(박재묵, 
1994: 70), 같은 날 공해추방운동연합, 부산공해추방시민운동협의회. 광주환경공해연구회 등 20여개 

환경단체로 구성된 전국핵발전소추방운동본부도 반대운동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이후 반대운동은 

등교거부, 상가철시, 대규모 반대시위 등 점점 과격한 행동으로 발전하였고(동아일보, 1990.11.6일
자). 인근인 홍성과 대천, 보령지역까지 반대에 동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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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차 입지선정과정(고성･양양･울진･영일･태안 등, 1991-1994): 정부의 정책

   오차수정을 통한 부분적 자기조직화, 요동의 발생, 그리고 경로의존성의 강화

1991년 정부는 지난 두 차례의 입지선정 실패를 통해 부지확보사업의 추진방향을 전면적

으로 재정립하였다. 동년 6월 7일 제227차 원자력위원회 제4호 안건에 의하면, 정부는 이전

의 폐쇄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공개적인 절차에 의해 후보지를 선정한다는 방침을 정하였고,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방폐장 건설을 추진하며, 지역주민과 합의하에 선정한다는 방침을 

정하였다. 또한 정부가 후보지를 선정하고 주민의 동의를 얻는 과거의 방식을 고수하지 않

고, 지역주민이 자원(自願)할 경우 우선권을 준다는 방침도 정하였다(정주용, 2008b: 84-90). 

제2차 부지선정과정에서의 정책실패로 인해 정부는 오차수정을 시도하였고, 이러한 과정에

서 방폐장 정책체제의 부분적 자기조직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었다.

정책추진의 최고 책임자인 과학기술부 장관을 언론인 출신의 과학기술계 비전문가로 교

체하는 특단의 조치도 취해졌다. 정책추진과정에서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시키고, 정책과

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원자력국민이해전문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하였다(황현길, 1994: 45). 추진체계도 

원자력 제2연구소에서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추진위원회 및 사업단 설치를 통해 범정부적으

로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방폐장 입지선정에 인문･사회과학적 방법을 도입하기

로 결정하는 등 정부는 대대적인 자기조직화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주민반발을 고려해 임해지역과 도서지역 등 인구밀집지역을 피한다는 방침은 이

전과 동일하였다. 여기에 원거리 도서에 부지를 선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융통성을 두기로 하였다. 주민반발이 적은 원거리 도서지역에 방폐장을 입지시킬 경우 중･
저준위폐기물과 사용후핵연료를 분리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었기 때문이다. 이 때

문에 부지분리 개념을 고수하지 않고, 동일부지 혹은 다른 부지에 입지할 수 있다는 이중부

지개념이 등장하였다. 이는 하나의 대안이 작동되지 않을 경우 다른 방법으로라도 부지를 

선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포함하였던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자기조직화를 바탕으로 다시 제3차 후보지 선정을 시작하였고, 이로 인

해 상대적으로 평형상태를 유지하고 있던 방폐장 정책체제에는 또다시 요동이 발생하였다. 

후보지선정은 인문･사회과학적 연구와 기술적 연구를 동시에 시행함으로써 적정후보지를 

도출하고, 여기에 지역주민들이 정부에 방폐장 유치지원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

러나 인문･사회과학 연구용역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작한 공청회는 반

핵 시민사회단체의 토론장 점거로 무산되는 등 순탄치 못하였다.13) 이는 반핵 시민사회단체

13) 연구진들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서울(1991년 8월 29일), 대구(9월 7일), 전주(9월 12일), 강
릉(9월 17일), 대전(9월 25일), 서울(11월 30일) 등 여섯 차례의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강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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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활동이 입지예정지역에 머물지 않고, 점차 확대되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었다(정주용, 

2008b: 87-88). 실패를 통한 학습과 정책오차수정, 그리고 이를 통한 방폐장 정책체제의 부

분적 자기조직화가 지속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반핵 시민사회단체가 반대활동의 성공이

라는 경험의 학습을 통해 보다 활성화되는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켰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용역을 통한 후보지 도출방식도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인문･사회과학적 연구에서

는 6개 후보지를 도출하였지만(과학기술처, 1991: 33), 기술공학적 용역에서는 원거리 도서

지역을 강조한 나머지 기술기준에 부합하는 곳을 찾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부지공모에 

의한 후보지선정은 활기를 띠는 듯하였다. 홍보단이 직접방문하지 않았던 충북의 2곳을 포

함하여 모두 44개 지역에서 응모를 하였기 때문이다. 이후 정부는 44개 지역을 대상으로 인

문･사회적 조건, 자연환경조건, 지질조건 등을 검토하여 7개 후보지를 도출하였다. 인문･사
회용역의 6개 후보지 포함한 총 13개의 후보지는 다시 6개 지역(강원 고성, 강원 양양, 경북 

울진, 경북 영일, 전남 장흥, 충남 태안)으로 압축되었다(조선일보, 1991.11.27).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후보지는 결정되지 못하였다. 정부의 최종

후보지 발표 이후 6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주민들이 반발하였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몇몇 찬성주민의 연명으로 부지를 공모하였기 때문에 경제적 편익이 일부 토지소유주에게

만 돌아갈 수 있고, 따라서 토지보상과 동떨어진 대다수의 사람들은 경제적 보상이 제공될

지라도 배분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반발하였다.14) 또한 경제적 지원을 확실하게 보장

해 줄 규정도 없었기 때문에 지역지원사업도 확실한 것은 아니었다.

한편 주민반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주민들이 경제적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과 규정을 요구하자 1992년 5월 13일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 촉진 및 시설주변지역의 지

원에 관한 법률’(이하 방촉법)의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1993년 6월 9일 동법률을 입

법예고하였다(서울신문, 1993.6.11).15) 이와 같이 정부가 주민들의 반발에 대응해 경제적 지

원을 법률로 보장하려고 하자 반핵시민단체는 반대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하였는

데, 이는 확실한 경제적 인센티브가 제공될 경우 주민들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

과 서울에서는 반핵시민단체들이 토론장을 점거하면서 토론회는 개최와 동시에 무산되고 말았다.

14) 신청지역 중에는 현지에 거주하지 않는 지주들이 신청한 경우나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사례도 있

었으며, 주민연명에 의해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자들이 신분노출을 꺼리는 경향

을 보이기도 하였다(정주용, 2008b: 89).

15) 방촉법은 방사성폐기물처리장 부지확보와 관련해 정부의 지역지원에 대한 신뢰감을 조성하고, 지역

발전의 계기를 마련해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

다. 이 법률은 크게 부지조성 등에 관한 사항과 지역지원 사업과 관련된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이중 지역지원 사업은 주민의 생산소득증대사업, 교육문화･복지사업, 육영사업, 사회간접자본시설사

업으로 되어 있으며, 정부는 2001년까지 7천억 원을 조성하여 지역지원 사업을 추진할 것을 골자로 

하였다.



정책체제의 복잡성과 자기조직화를 통한 정책변화, 그리고 급변: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입지정책을 중심으로 167

문이었다.16) 그러나 반핵시민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후 방촉법은 3차례의 공청회를 거

쳐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였고, 국회의 동의를 거쳐 1994년 1월 5일 공포, 6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이 법률에서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지구 개발사업의 의미와 시설주변지역지

원 사업으로 구체적인 보상내용과 행정절차에 있어 주민의 참여절차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

고 있어 입지선정을 위한 또 하나의 절차적 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방촉법이 통과되자 반핵시민단체들은 다시 반발하기 시작하였는데, 1994년 5월 2일에는 

과학기술처에 질의서를 보내 방촉법의 불합리함을 주장하고,17) 동시에 주민투표제를 도입하

여 전체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경제적 인센티브가 확실하게 보장됨에 

따라 일부주민들에 의해 부지가 확정될 수 있음을 우려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주민

의 의견을 반영하지만 입지선정은 정부의 권한임을 강조하면서(한겨레, 1994.5.4) 반핵 시민

사회단체의 주민투표 제의를 일축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정부의 적극적인 입지 선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정부는 지

역주민들과 반핵 시민사회단체의 반대활동으로 최종후보지를 결정하지 못하여 제3차 입지

선정정책도 실패로 귀결되었다.18) 결국 제3차 입지선정과정에서도 정부는 공개적인 절차에 

의한 후보지 선정,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방폐장 건설 추진, 지역주민과 합의하에 선정 

방침 등을 세워 이전 입지선정과정에서의 정책오차를 수정하고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수용

하여 경제적 지원을 법률로 보장하는 방촉법을 제정하는 등 부분적 자기조직화를 토대로 

새로운 입지선정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지역주민과 반핵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로 입지선정이 

무산되는 경로의존성을 지속할 수밖에 없었다. 

16) 6개 지역의 반대단체와 중앙을 무대로 활동하는 반핵정보자료실 등 3개 단체로 구성된 한국반핵운

동연락협의회가 적극적으로 반대성명을 내기 시작하였다(정주용, 2008b: 91).

17) 이들은 “시행령(안)이 제시한 주민의견 청취와 지역협의회 구성은 지역주민들을 들러리로 세우는 

것에 불과하며, 주민들의 명백한 반대의사를 참고만 하고 과기처 장관이 터를 확정할 수 있도록 하

였다.”고 주장하였다(한겨레, 1994.5.4). 

18) 당시 방촉법이라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유력한 방사성폐기물처분장 후보지

로 거론된 경남 양산의 경우 양산･울산군 공동투쟁위원회 주도로 4월 중순부터 5월 1일까지 장안･
서생･일광 등 5개 읍･면과 부산과 울산 일부지역 주민 34,000여명으로부터 반대서명을 받았고, 주민

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핵심기구인 지역협의회도 주민의 여론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었

다. 당시 지역협의회에는 지방의회 의원, 각급공무원 2명, 해당지역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주민 7
명, 과기처 장관이 지명하는 전문가 2명 등 주로 관을 대변하는 인사들로 구성돼 당초 입법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정주용, 2008b: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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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4차 입지선정과정(굴업도, 1994-1995.11): 정부의 오차수정을 통한 부분적 

   자기조직화와 요동의 발생, 그리고 경로의존성으로 인한 입지선정정책의 무산

지역주민들의 반발과 반핵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로 3차 입지선정이 무산되었지만 정부는 

1993년 방촉법의 제정을 통해 경제적 지원을 법률에 명시하였다. 이는 일부 토지소유주가 

아닌 지역개발에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지역주민들의 호응을 얻어낼 수 있

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것이었다. 또한 구체적인 보상내용과 행정절차에 있어 주민의 참

여절차를 명시함으로써 입지선정의 제도적 절차도 마련하였다. 1994년에는 정부가 방폐장 

입지선정 5대 원칙(독립성, 공개성, 효율성, 신뢰성, 명확성)을 발표하고, 10월 초부터 17억

원을 들여 TV, 라디오, 신문 등 대중매체 방폐장의 시급성에 대한 홍보광고와 원자력의 안

정성을 강조하는 광고를 하였다(환경운동연합, 1995; 하민철, 1998: 93). 실질적인 추진체계

에도 다시 한 번 변화를 가하였다. 제3차 입지선정에서 범정부적인 협력을 강조하였으나 또 

다시 입지선정이 실패로 돌아가자, 1994년 10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장관들로 구성

된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기구에 입지선정에 대한 최종결정권한

을 부여하였다(과학기술처, 1995: 3). 또한 사업지원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하에 43명의 관계

부처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단’을 발족시켜 실질적인 업무협력을 유도

하였다(최미옥, 1997: 89).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그 동안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방폐장 

정책체제의 부분적 자기조직화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새로운 사업추진에 대한 원칙과 추진주체, 그리고 방촉법 제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가 마련되자 다시 부지선정 작업을 시작하였

다. 이후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전국 292개 지역에 대하여 부지도출을 시도하였고, 최종 10개 

부지를 도출하였는데, 이는 임해지역 7곳과 도서지역 3곳이었다. 이후 후보지 도출결과는 실

질적인 사업추진기구인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단에 보고되어, 경기도 옹진군 굴업도, 경북 영

일군 청하면, 경북 울진군 기성면 등 3곳으로 압축되었다(한국원자력연구소, 1994: 8). 

이후 기획단은 3곳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기획단장은 1994년 12월 굴업

도 주민설명회에서 사업시행 이전에 자본금 500억 원의 법인을 설립하여 주민들의 생활여

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한겨레, 1994.12.17). 과거 구체적인 경제적 지원액을 밝히지 않았

던 것이 주민반발의 원인이었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그러나 과거 후보부지였던 경북 영일군

과 울진군에서는 주민반발로 인해 설명회를 개최하지도 못하였다. 주민들은 여전히 정부를 

믿지 못하는 눈치였다. 자연스레 옹진군 굴업도만이 최종후보지로 남았고, 정부는 굴업도를 

최종후보지역으로 선정하겠다고 발표하였다(조선일보, 1994.12.23).

한곳이 후보지로 남자 정부는 원자력연구단지가 들어서기에 부지가 협소하다는 이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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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방사성폐기물사업계획 기본방침을 변경하면서 인근 덕적도 지역까지 부지를 확장시켰

다(조선일보, 1994.12.23). 그러나 이 같은 변경은 덕적도 지역주민들의 반대운동을 만들어내

는 빌미를 제공하였다. 분위기가 우호적인 만큼 정부는 기본방침을 변경하였으나, 이는 지

역주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 저하와 반발을 초래하였고, 결국 오랜만에 찾아온 변화의 가

능성을 다시 예측 불가능한 상태로 되돌려 놓았다. 더욱이 그동안 반대활동의 노하우가 축

적된 반핵 시민사회단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반대운동은 격화되었고, 인천지역의 시민

사회단체들까지 참여한 반대활동조직이 생기면서 반대운동은 더욱 확장되었다(한겨레, 

1994.12.20). 특히 굴업도가 최종 후보지로 거론되면서 반핵 시민사회단체들은 다른 지역에

서의 반대활동을 중단하고, 굴업도에만 역량을 집중하였다.

한편 반대활동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굴업도의 지질조건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

었고(한겨레, 1994.12.23; 세계일보, 1994.12.23), 정부는 이러한 의혹제기에 외부전문가들을 

부지조사과정에 투입시키면서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조사결과 굴업도 인근에 

활성단층대가 있음이 밝혀졌다. 정부당국이 주민반발에 주목함으로써 정작 관심을 기울여야

했던 지질조건을 검토하지 않았던 것이었다. 결국 지질학적 문제제기가 현실로 밝혀지면서 

굴업도 방폐장 입지선정정책은 더 이상 추진되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다.

결국, 제4차 입지선정과정에서도 정부는 공개적인 입지선정방식의 채택, 주민들에게 제공

될 경제적 인센티브의 구체화 등 부분적 자기조직화를 토대로 새로운 입지선정정책을 추진

하였으나 정부가 정한 기본방침을 변경하는 등 우호적인 상황을 유지하지 못하였다. 그 결

과 지역주민과 반핵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라는 경로의존성이 유지되었고, 결정적으로 주민

들의 수용가능성만을 너무 높게 평가함으로써 굴업도 인근에 활성단층대가 있음을 검토하

지 못하는 기술공학적인 취약성을 드러내면서 결국 입지선정은 무산되었다. 

5) 제5차 입지선정과정(전국대상, 1996-2001.7): 조직, 절차, 보상체계변화를 통한 

   정부의 적극적인 부분적 자기조직화 과정, 요동을 통한 복잡성의 증대, 경로의존성 

굴업도 입지선정의 실패로 10여 년 동안의 방폐장 입지정책이 답보상태에 머물자 대통령

이 직접 방폐장 입지선정 문제에 개입하기 시작하였다. 1996년 1월 김영삼 대통령이 과학기

술자문회의에서 사업추진체계의 변경을 지시하였기 때문이다(한국경제, 1996.1.12). 이는 그

동안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과 동시에 과학기술부와 한국원자력

연구소 중심의 사업추진이 동일한 실패를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를 포함한 것이기도 하였

다. 제4차 입지선정에서 범정부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지만 사실상 과학기술부와 한국원자

력연구소가 추축이 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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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만 달리하였을 뿐 사실상 동일한 주체가 주축이 된 입지정책의 추진은 새로운 아이

디어를 만들어내는데 제약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었다. 즉, 그 동안 정부는 방폐장 입지선정 

정책과정에서 지역주민과 반핵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로 인해 입지선정에 실패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홍보활동 강화, 경제적 지원의 제도화, 주민 참여 등의 정책오차수정을 통해 지역

주민과 반핵 시민사회단체의 반대활동을 약화시키려는 방폐장 정책체제의 부분적 자기조직

화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동일한 주체가 주축이 되는 정부의 자기조직화는 한계를 보일 수

밖에 없고, 이는 또 다시 입지선정의 실패로 귀결될지 모른다는 심리적 압박이 있었던 것으

로 추측된다. 대통령의 발언과 이 같은 심리적 압박은 자연스레 사업주체 이관에 대한 논의

로 이어졌고, 그 결과 1996년 2월 원자력위원회는 통상산업부와 한국전력(주)을 새로운 업

무추진 주체로 결정하였다(세계일보, 1996.2.28).

사업이관과정에서 그동안 업무를 담당하였던 한국원자력연구소 간부들의 집단반발이 있

었지만(정주용, 2008b: 105)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은 1996년 12월 예정대로 한국전력(주)으

로 이관되었고, 1997년부터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기 시작하였다. 과거 입지선정과정에서 정

부의 자기조직화가 소규모로 이루어졌다면 당시의 사업이관은 정책체제를 구성하는 정부의 

핵심적인 구성요소에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자기조직화였기 때문이다. 

사업이관 후 통상산업부와 한국전력(주)은 약 20개월 동안의 논의를 거쳐 1998년 9월 제

249차 원자력위원회에 ‘방사성폐기물관리대책(안)’을 제출하였고, 원자력위원회는 이를 심

의･의결하였다. 여기에는 새로운 부지확보전략이 제시돼 있었는데, 이는 사업자주도 방식과 

유치공모방식을 병행한다는 것이었다(정주용, 2008b: 107). 유치공모방식은 지역주민들의 의

사를 존중하고, 사업추진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과거 추진주체의 기본방침을 승계한 

것이었다. 그러나 사업자주도방식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사업추진을 제의하고, 지방자

치단체가 여론조사와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수행하도록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유치에 응모하는 방식으로 과거보다 민주적 절차를 강화한 주민중심의 

유치공모방식이었다.

이러한 정부의 부분적 자기조직화 과정은 과거의 경험을 통한 학습의 결과라고 할 수 있

다. 이전보다 더 많은 주민들이 유치공모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방폐장에 대해 사전적인 지식

을 얻을 수 있고, 이는 주민반발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지방의회의 의결과정을 둠으로써 

지역 내에서 충분한 찬반논의를 유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과거의 실패가 주민 대다수의 

사전적인 동의를 얻어내지 못해 입지선정과정에서 잡음이 많았다면 당시의 공모방식은 이

러한 잡음을 줄임으로써 반대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했던 것이었다. 또한 1995년 지방자

치의 실시로 정책환경이 변화한 만큼 정부주도의 일방적인 사업추진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

태를 고려한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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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실시 이후 재정자립도가 낮은 대부분의 지역이 경제적 인센티브가 

막대한 국책사업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적극적인 유치의사도 기대해볼 수 있었다. 이

미 정부는 추진주체의 변경이후 유치공모방식을 발표하면서 방폐장 유치지역에 2,600~3,000

억 원의 지역지원사업기금을 지원하겠다고 표명하였기(서울신문, 2000.5.25) 때문이다. 따라

서 유치희망지역이 다수일 것을 기대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실제로 정부의 예상은 적

중하여 공식적으로 유치공모를 하지 않았음에도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이 나타나기 시작하

였다(한국경제, 2000.5.30).

2000년 유치공모가 시작되자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자치단체장과 지역주민들이 적극

적으로 유치의사를 밝히기 시작하였다(정주용, 2008a: 110). 조직체계의 재구성으로 인한 새

로운 아이디어의 제시, 경제적 보상의 획기적인 증액으로 인한 우호적인 여론의 형성, 그리

고 주민중심의 유치공모라는 절차적 민주성의 확장 등 다양한 정부의 자기조직화가 만들어

낸 긍정적인 변화였다. 그러나 여전히 반핵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활동은 입지정책을 무산

시키기에 충분하였다. 공모방식의 절차상 반핵 시민사회단체들은 유치의 가부를 결정할 지

역정치가들을 압박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지역정치가들은 대다수의 지역주민들이 찬성하지 않는 이상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유치에 찬성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방폐장 정책체제에는 찬성하는 주민들과 

반대하는 주민들 사이에 민-민 갈등이라는 새로운 양태의 복잡성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불

확실성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오랜만에 찾아온 우호적인 분위기를 그냥 넘길 수 없는 정부

는 방촉법과는 별도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을 개정하여 지원금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하

고 지방자치단체의 응모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였다. 

과거처럼 반대활동이 일방적으로 증폭되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부는 상황에 적합

한 제도(법)의 개정을 통해 우호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경제적 보상

만으로 변화를 꾀하였던 것은 실패하고 말았다. 반핵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에 공개질의서를 보내면서 압박하였고(최연홍, 2001: 23), 입지에 관심을 기울였던 

전북 고창군, 전남 진도군, 경남 하동군 등에서 군의회의 동의를 얻는데 실패하여 제5차 방

폐장 입지선정도 무산되고 말았다(고창신문, 2001.2.23; 서울신문, 2001.6.14).

제5차 방폐장 입지선정과정에서 정부는 적극적인 부분적 자기조직화를 통해 우호적인 상

황을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절차적인 민주성을 높일 수 있는 공모방식을 채택하는 자

기조직화의 노력을 취하였다. 물론 이러한 자기조직화는 지역주민과 지역정치가들의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면서 체제의 변화를 유도하는 양의 되먹임 현상을 만들어내는데 일조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반핵 시민사회단체가 만들어내는 음의 되먹임을 막지 못하면서 오

히려 찬성주민과 반대주민 간의 갈등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복잡성을 만들어냈다. 특히 반핵 



172 ｢행정논총｣ 제49권 제3호

시민사회단체는 지방의회를 정치적으로 압박하면서 음의 되먹임을 강화시켰고, 이것이 민-

민 갈등을 더욱 악화시키면서 복잡성을 증대시켰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반대주민을 의식한 

지방의회의 유치동의안 부결로 경로의존성은 지속될 수밖에 없었다. 

6) 제6차 입지선정과정(부안군 위도, 2002-2004): 시간적 압박으로 인한 정부의 부분적 

   자기조직화, 정책환경으로서 지방선거, 다른 정책체제를 활용한 부분적 자기조직화

제5차 방폐장 입지선정은 실패하였지만 많은 교훈을 남긴 것이었다. 비록 반핵 시민사회

단체가 지역정치가들을 압박하면서 최종적으로 유치공모에 응한 지역은 없었지만 경제적 

보상의 확대 및 제도적 보장이 지역주민들과 지역정치가들의 방폐장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유도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민-민 갈등이 벌어지기는 하였으나 외부세력에 의한 반대활동보

다는 지역 내부적으로 찬반논쟁을 벌이는 양상이어서 변화의 가능성이 높아진 듯하였다.  

변화를 위한 정부의 부분적 자기조직화가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기대가 높

아지자 정부는 입지선정방식을 변경하여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산업자원부

(구, 통상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전력산업구조개편으로 한국전력에서 분리)은 지방자치단

체장과 지방의회가 반핵 시민사회단체의 정치적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감안하여 입

지선정방식을 유치공모방식에서 사업자주도방식으로 변경하였다(인호석, 2005:45). 사업자주

도방식은 사업자가 우선 부지를 선정한 후 나중에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는 방안으로 유치

공모방식과는 절차적인 선후관계를 달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정책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절차적 민주성의 측면에

서 다소 퇴보한 방식이었다. 이는 입지선정 초기에 지역주민들을 배제시키는 방식이기 때문

에 지역주민들의 사후적인 반발을 예상해볼 수 있었고, 만일 부지조건이 기준에 충족할 경

우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들의 동의가 필요하여 제5차 입지선정과 같은 

정치적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였다. 그러나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정부당국은 

2002년부터 다시 입지선정 작업에 착수하기 시작하였다. 이미 1998년 제249차 원자력위원회

에서 2008년까지 중･저준위폐기물처분장을 건설하고, 2016년까지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

설을 건설할 것을 결정하여(정주용, 2008b: 113) 시간적 압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동안의 실패를 통해 많은 것을 학습함으로써 끊임없는 자기조직화를 시도하였

고, 이것이 변화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었지만 이미 설정된 시간적 제약은 실패를 통한 더 

나은 학습, 이를 바탕으로 한 발전된 자기조직화의 가능성을 약화시켰던 것이다. 당시의 상

황은 정책체제를 둘러싼 시간적 압력이라는 정책환경으로 정부가 이러한 환경에 적응하는 

자기조직화 과정에서 잘못된 선택이 나올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후 정부의 잘못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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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은 부안의 입지선정과정에서 대규모 주민반발이라는 강력한 반대활동을 초래하는 초기조

건에의 민감성으로 작동하였다고 볼 수 있다.   

방폐장 부지선정방식을 사업자주도방식으로 전환한 정부는 용역을 발주하여 후보지역을 

물색하였고, 그 결과 최종 4개 후보지를 도출하였다. 그러나 당시 도출된 4개 후보지역을 

곧바로 발표하지는 않았는데, 이는 선거이벤트가 지역정치가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인식한 결과였다. 실제로 2002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었고, 반핵 

시민사회단체들은 방폐장 유치를 찬성하는 지역정치인들에 대해 낙천･낙선운동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낙천･낙선운동은 반핵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역정치인들을 압박하여 

정부의 입지시도를 무산시켰던 제5차 입지선정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반대운동 전략을 

모색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반핵 시민사회단체들이 방폐장 반대운동에 참여하면서 

꾸준히 진화하고 있음을 인식케 만드는 것이었다.

이후 정부는 2003년 2월 제252차 원자력위원회의에서 의결을 바탕으로 전남 영광군 홍농

읍, 전북 고창군 해리면, 경북 울진군 근남면, 경북 영덕군 남정면 등 4개 지역을 입지조건

이 우수하다고 소개하면서 후보지역으로 확정･발표하였다(이데일리, 2003.2.4; 연합뉴스, 

2003.2.4).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발표에 언론매체들이 기술조건보다는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수용성에만 비중을 두었다고 비판하였다(월간조선, 2003.7). 실제로 이들 지역은 이미 원자

력 발전소가 가동 중인 지역과 그 인근 지역으로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내는데 유리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핵 시민사회단체의 정치적 압력을 극복하지 못한 4개 후보지역 자치단

체들이 후보지 굴착신고서를 접수하였다가 모두 반려하는 바람에 방폐장 입지선정은 다시 

무산되고 말았다(정주용, 2008b, 116).

사업자주도방식을 채택하였던 제6차 입지선정과정을 추진하고 있는 중에도 정부의 자기

조직화 노력은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당시 산업자원부는 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고 있던 양

성자가속기 사업을 방폐장 입지선정과 접목하였는데, 이는 지역주민들에게 더 많은 경제적 

혜택을 홍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즉, 사업자주도방식을 추진하면서도 대안

으로 다시 유치공모방식을 병행하고자 했던 것이었다. 이는 다른 정책체제와의 연계를 통한 

정부의 적극적인 자기조직화과정으로 볼 수 있고, 이를 통해 방폐장 입지선정에 긍정적 영

향을 미치고자 했던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정부는 제6차 입지선정이 진행 중이었던 2003년 4월 21일 과학기술부 등 10개 부처와 공

동담화문을 발표하고, 양성자가속기 사업과 연계된 획기적인 지원을 약속하였다. 여기에는 

방폐장 유치지역에 한국수력원자력(주) 본사를 이전한다는 계획과 함께 3,000억 원의 특별지

원금을 제공하고, 다른 부처의 지역사업을 방폐장 유치지역으로 집중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조성경, 2005; 한겨레, 2003.4.21). 또한 지역주민들의 방폐장에 대한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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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을 줄이고자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정식명칭을 ‘원전수거물관리센터’로 함께 밝혔다.  

사업자주도방식으로 전환하였던 제6차 입지선정이 난관에 부딪히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

의 담화문발표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것처럼 보였다. 전남 장흥군, 전남 영광군, 전북 

익산시, 전북 고창군, 경북 포항시 등 여러 자치단체들이 경제적 이익을 고려해 유치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서울신문, 2003.4.23; 4.25; 4.29). 특히 전남 장흥군은 재정자립도가 10.7%

로 전국에서 가장 낮아서 신청하였다고 밝혔기 때문에 막대한 경제적 혜택이 변화가능성을 

높이는 듯하였다. 이후 전라북도 지사가 유치성명서를 발표하였고, 전북지역 13개 대학 총

학생회와 부안군 주민들도 방폐장 유치에 찬성입장을 밝히면서(서울신문, 2003.6.7일자) 상

황은 매우 우호적으로 흘러갔다.

그러나 유치의사를 밝힌 지역들은 정부가 제시한 한국수력원자력(주) 본사이전과 3,000억 

원의 특별지원금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기 시작하였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 입장에서 경제적 혜택이 막대할지라도 결국 반핵 시민사회단체의 정치적 압력을 극복하

면서 지역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던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실제로 전북 

고창군, 전남 영광군, 장흥군 등의 지역정치인들은 이미 이전부터 방폐장 유치로 인한 경제

적 혜택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고, 반핵 시민사회단체들의 정치적 압력을 경험한 상황이어

서 정부지원에 대한 명문화를 요구하는 것은 이들도 함께 학습을 통해 공진화하고 있음을 

인식케 만드는 것이었다.

이후 경북 봉화군, 충남 보령시, 강원 삼척시 등에서 유치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이에 정부는 3,000억 원의 특별지원금 이외에 4,500~7,100억 원 규모의 중앙정부 지원사업과 

4,900억 원의 지역개발사업 등 총 2조 1,000억 원을 투자할 것임을 밝힘으로써 급격한 전환

을 유도하였다(서울신문, 2003.6.7). 경제적 지원의 다양성과 이로 인한 경제적 편익의 급증

이 지역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방폐장에 대한 수용성을 높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기 때문이다. 즉, 방폐장 정책체제에 가해지는 음의 되먹임을 줄이고, 양의 되먹임

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방폐장 입지의 성공을 기대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대대적인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치공모에 신청서를 제출한 지역

은 단 한곳도 없었다. 여전히 지역정치인들은 반핵 시민사회단체의 눈치를 살피느라 표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강원도 삼척시와 전북 부안군의 경우 지역주

민들이 찬성하는 분위기였으나 반핵 시민사회단체의 압력행사가 이어졌다. 이러한 가운데 

부안군수는 지방의회가 찬성하고 있었지만 반핵 시민사회단체와 유치지역 이외의 주민들이 

반대하여 지방의회에서 유치공모안을 부결하였다면서 단독으로 유치신청서를 제출하였고(한

국일보, 2003.7.16),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반대활동이 격화되기 시작하였다. 결국 절차

상 하자가 있는 유치신청서 제출로 인한 강력한 반대활동이 부안지역을 뒤덮으면서 ‘부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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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라는 오명을 얻었고, 정부와 반대세력 간의 타협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였으나 압도적인 

반대(91.8%)로 제6차 입지선정은 무산되고 말았다.

이러한 과정을 볼 때 시간적 압박은 다른 정책체제를 활용한 정부의 부분적인 자기조기

화를 강화시키는 계기로 작동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책환경으로서 지방선거는 정부

의 부분적인 자기조직화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강력한 것이었다. 반핵 시민사회단체가 정

책체제에 가하는 음의 되먹임은 요동을 통해 경로의존성을 강화시키기에 충분한 것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시간적 압박은 정부당국으로 하여금 부분적인 자기조직화를 강화시키

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사안을 받아들이도록 유

도함으로써 강력한 음의 되먹임을 만들어내고, 결국 강력한 경로의존성을 고착화시킴으로써 

또 다시 입지선정을 실패로 이끌었다고 해석해볼 수 있다.   

2. 제2단계 자기조직화과정 분석(제7차 입지선정, 2004.2-11)

1) 초기조건의 민감성과 양의 되먹임

부안에서 추진하였던 제7차 방폐장 입지선정이 극심한 주민반발로 무산되자 산업자원부 

장관은 TF조직으로 ‘원전사업지원단’을 출범시키면서 변화를 꾀하였다. 특히 산업자원부장

관은 원전사업지원단을 구성하면서 이전에 방폐장 입지정책을 다룬 경험이 없는 새로운 인

물들을 발탁함으로써 새로운 정책아이디어를 탐색하고자 하였다(주간동아, 2005년 509호: 

25). 또한 이 사업단은 이전까지 방폐장 사업을 전담하였던 원자력산업과를 확대･개편한 것

이었고, 개편과정에서 12명의 핵심인력을 충원하기도 하였다(정주용, 2008b: 121). 이는 방폐

장 정책체제를 구성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자기조직화로 산업자원부 내에서 방폐장 문제를 

핵심사업으로 다루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이러한 자기조직화 노력과 함께 주민투표방식으로 방폐장 입지를 결정할 것이라는 선정

방식의 자기조직화도 단행하였다. 부안사태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

책체제의 외부요소인 반핵 시민사회단체의 개입으로 극심한 주민반발을 일으켰다는 경험이 

방폐장 정책체제의 자기조직화를 유도한 것이었다. 특히 당시에는 다른 국책사업과 관련된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주민투표법이 국회에 상정돼 

있었다. 이 때문에 당시 부지선정방식의 자기조직화는 다른 정책체제들이 외부적인 정책환

경 조건으로 작동하여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전과는 획기적으로 구별되는 부지개념 및 제도적 자기조직화도 동시에 이루어졌다. 이

는 방폐장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후핵연료를 제외한 중･저준위

폐기물만을 대상으로 입지선정을 추진한다는 것으로(서울경제, 2005.1.24일자), 반핵 시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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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단체의 ‘위험성’이라는 반대논리를 약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었다. 여기에 그동안 지역정치

인들이 반핵 시민사회단체의 정치적 압력을 우려해 요구하였던 경제적 인센티브의 명문화

를 동시에 추진하였다. 정부는 중･저준위특별법을 제정하여 사용후핵연료를 분리하고, 이 

법에 특별지원금, 폐기물반입수수료, 한국수력원자력(주) 본사이전과 같은 경제적 인센티브

를 명시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새로운 조직에 새로운 인력을 기용하였던 정부의 자기조직화 과정은 급격한 변화

를 위한 초기조건에의 민감성으로 작용하면서 사용후핵연료를 분리한다는 부지개념의 변화

를 유도하였고, 이는 다시 주민들과 반핵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활동을 차단할 수 있는 중･
저준위특별법의 제정이라는 제도변화로 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물들은 주민투표법

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입지선정을 시도함으로써 지금까지 방폐장 정책체제의 자기조직화

를 경직화시켰던 대부분의 요소들을 동시에 수정하였다. 즉, 새로운 인물들은 주민들의 반

발을 막으면서 정책체제에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각각의 요소들을 순차적으로 수

정하였고, 여기에 정책환경을 고려한 자기조직화를 시도함으로써 양의 되먹임을 강화시켰다.

절차적인 측면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정부에 유치청원을 제출하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의견을 묻고, 유치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지방의회에 유치신

청서 제출안을 상정하고, 지방의회에서 안이 가결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부에 유치신청서

를 제출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또한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지역에서는 주민투표를 실시하

여 투표요건에 부합할 경우 방폐장 입지를 결정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절차는 방폐장 정

책체제 내부, 특히 지역에서 찬반의견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외부세력인 반핵 시민사회단체

의 개입을 막는데 우호적인 조건을 만든 것이었다.  

2) 요동의 발생과 변화가능성의 확대

방폐장 정책체제의 다양한 자기조직화과정을 통해 입지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에서 2005년 

3월 2일 중･저준위특별법의 국회통과는 다시 입지선정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였

다. 특별법의 통과는 지방재정의 열악성을 극복하지 못한 여러 지역이 방폐장 유치에 관심

을 기울이도록 유도하였기 때문이다. 먼저 포항시가 유치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서(경향

신문, 2005.3.5) 상대적으로 안정상태를 유지하고 있던 방폐장 정책체제에는 요동이 발생하

기 시작하였다. 그동안 방폐장 정책체제는 주민반발 및 반핵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으로 체

제의 불안정성이 높은 비평형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포항시의 관심은 방폐장 입지성공

이라는 새로운 질서와 구조를 만들어낼 가능성을 보여준 요동이었다.

포항시의 유치관심이 발표되자 곧바로 군산시가 유치가능성을 표명하면서(군산신문, 

2005.3.3일자) 요동을 통한 양의 되먹임은 확산되는 양상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요동은 유



정책체제의 복잡성과 자기조직화를 통한 정책변화, 그리고 급변: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입지정책을 중심으로 177

치공모방식을 채택한 이후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의식하여 여러 지역이 관심을 가졌던 것과 

동일한 양상으로 지방의회의 동의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유치신청서 제출로 이어질 수 있을

지 여전히 미지수였다. 여전히 유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존재하였고, 반핵 시민사회단체들

도 강력투쟁을 선언하면서 반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가 다양한 요소들을 변화시

킴으로써 부분적 자기조직화를 거듭하였다는 점과 이전과는 구별되는 중･저준위특별법의 

제정이라는 획기적 변화가 있었던 점은 다소간이나마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상황이었다.

찬성여론이 방폐장 정책체제에 양의 되먹임을 확산시키면서 변화를 유도하고 있었지만 

반대활동도 만만치 않았다(한겨레, 2005.3.9). 만일 반대여론이 급격하게 증가할 경우 입지선

정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과거와는 달리 찬성과 반대를 공개적으로 논의하

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면서(영광신문, 2005.3.11; 대구일보, 2005.3.11, 노컷뉴스, 2005.3.16; 

경향신문, 2005.3.25; 경주신문, 2005.4.29) 반대여론만이 일방적으로 증폭되는 현상은 발생하

지 않았다. 위험성이 낮은 중･저준위폐기물만을 반입하고, 막대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법률

로 보장한 만큼 무조건적으로 반대할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과거 방폐장 유치과정과 구별되는 양상도 나타났다. 과거 찬성여론이 공개적으로 확산되

지 못하였던 것과는 달리 당시에는 찬성여론도 반대여론과 마찬가지도 공개적으로 확산되

었기 때문이다. 이미 유치를 공개적으로 밝힌 지역에서 찬성여론이 공개적으로 확산되자 경

주시, 영덕군, 울진군, 고창군, 삼척시, 양양군, 영광군에서도 지역정치가들이 여론수렴과정

을 거쳐 유치의 가부를 결정하겠다고 나섰고, 이들은 공개적인 토론을 강조하였다. 막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앞에서 무조건적으로 반대할 수 없었던 지방재정의 열악성이 비교적 우호

적인 정책환경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방폐장 유치에 대해 여러 지역에서 공개적인 찬반논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변화를 유도하는 양의 되먹임 현상이 발생하였는데, 경주시의회가 회의를 열고 중･
저준위방폐장 유치(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정주용, 2008b: 158). 월성원자력발전소가 위

치한 경주시는 발전특성상 사용후핵연료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어서 지역주민들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까지 중･저준위방폐장 유치를 찬성하였고19), 이 때문에 경주시의회는 

반대여론의 정치적 압력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었다. 이러한 경주시의회의 결정은 

방폐장 유치과정에서 최초로 지방의회가 찬성한 것으로 양의 되먹임 현상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는 조건으로 작동하였다.

경주시의회의 결정은 유치를 희망하였던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쳤다. 상황은 달랐지만 

19) 2005년 3월 23일 경주시핵대책시민연대는 지자회견을 열고 원전과 고준위폐기물의 위험성에도 불구

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방폐장 유치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고, 그 대신 노후 원전과 고준위폐

기물의 안전성에 대한 정부대책을 촉구하였다(포항MBC뉴스, 200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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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 결정이 다른 지역들로 하여금 방폐장을 위험시설이 아닌 편익시설로 인식하도록 

유도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지역발전을 위한 별다른 대안이 없었던 지역정치가들에게 방폐

장이 가져다주는 경제적 인센티브는 빼앗길 수 없는 대상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

다. 이 때문에 경주시의회의 결정이후 포항시, 군산시, 영덕군의회도 방폐장 유치에 찬성하

면서 4개 지역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되었다(정주용, 2008b: 185). 결국 과거와 달리 찬

반여론이 공개적인 틀에서 논의되는 상황, 여기에 경주시의회의 유치결정은 방폐장 정책체

제를 새로운 상태로 이끌도록 유도하는 양의 되먹임 현상을 발생시키면서 변화의 가능성을 

한층 높이고 있었다. 

3) 경쟁을 통한 양의 되먹임 현상과 새로운 경로의존성 및 급변의 형성, 그리고 창발성

과거 반핵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대여론을 주도하면서 경로의존성 나타내고 있었으나 4개 

지역에서 경쟁구도가 형성되면서 이들은 반대활동을 거의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동

안 원자력에너지가 청정에너지의 이미지를 구축하였고, 별다른 사고 없이 안전하게 운영된 

덕에 이들의 운동논리는 약화되었고, 이 때문에 상당수의 반핵운동가들이 반핵활동을 포기

한 상태였다(2006년 12월, 반핵활동가 인터뷰).20) 이러한 상황에서 4개 지역이 유치전에 뛰

어들었기 때문에 모든 지역에서 반대활동을 주도할 조직도, 활동가도 없었다.

반핵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운동이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찬성여론은 더욱 확산되면서 

양의 되먹임 현상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상황은 과거 반대여론이 찬성여론을 일방적으로 제

압하면서 방폐장 입지정책이 실패하였던 것과 논리적으로는 유사하였지만 상황은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찬성여론이 양의 되먹임을 만들어내면서 반대활동을 무력화시켰기 때문이다. 

특히 경쟁구도가 형성된 만큼 방폐장을 유치하지 못하면 패배하는 것이나 다름없어서 지역

별로 찬성여론을 결집하는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는 유치전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만일 경쟁구도가 형성되지 못하였다면 찬성여론이 일방적으로 강화되는 양의 되먹임 현

상은 나타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비록 조직력이 약화되기는 하였지만 반핵 시민사회단체

들은 2004년 부안에서처럼 한곳에 반대활동을 집중시킬 여력은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2007

년 4월 6일, 반핵활동가 인터뷰).21) 그러나 경쟁구도의 형성으로 많은 지역에서 동시에 경

20) 반핵시민단체 관계자 최○○씨는 “그동안 이렇다할만한 원자력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적극적으로 위험을 알려도 주민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언급하면서 반핵운동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밝혔다. 특히 그는 "이미 상당수의 반핵활동가들이 대안에너지 공부를 하

기 위해 화동을 그만두었다“고 밝히기도 하였다(정주용, 2008b: 175; 179).

21) 환경운동연합의 안○○ 간사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서로 핵폐기장을 차지하려고 경쟁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이 때문에 반대활동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고 언급함으로써 주

민투표로 경쟁하는 방식이 아닌 한곳을 대상으로 입지선정을 시도할 경우 반핵 시민사회단체의 결



정책체제의 복잡성과 자기조직화를 통한 정책변화, 그리고 급변: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입지정책을 중심으로 179

쟁적으로 찬성여론이 확산되자 반핵 시민사회단체들은 한곳에 반대활동을 집중시킬 수가 

없었다. 이와 같이 경쟁구도의 형성은 반핵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개입을 차단하도록 만

들었고, 유치경쟁에 참여한 지역에서 찬성여론이 일방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만들어내면서 

방폐장 정책체제는 변화의 가능성을 높였다.

찬성여론의 확산이라는 양의 되먹임이 강화되면서 새로운 경로의존성도 나타나기 시작하

였다. 일단 유치전에 뛰어든 만큼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목표가 된 후보지역들이 주민투

표율을 채우고, 찬성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면서 찬성여론을 지속적으로 강

화･유지시켰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주시, 군산시, 포항시 등은 공무원들을 경쟁지역에 파견

하면서 상대측의 찬반활동을 실시간으로 체크하여 자기지역으로 전송하면서(내일신문, 2005. 

9.13) 찬성여론을 강화시키는데 주력하였다. 과거의 입지선정과정에서 반대여론이 고착되면

서 방폐장 입지선정정책이 실패하는 경로의존성을 나타냈다면 새로운 경로의존성은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찬성여론을 고착화시키고 있었다. 이처럼 경쟁구도의 형성과 양의 되먹임 

현상을 만들어내고, 양의 되먹임 현상은 새로운 경로의존성을 강화시킴으로써 방폐장 정책

체제의 새로운 자기조직화를 견인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방폐장 유치경쟁은 영호남 지역갈등과 같은 이슈들이 더해지면서 상대지역을 비방

하는 과열양상이 빚어졌고(내일신문, 2005.10.10; 경향신문, 2005.10.12),22) 유치후보지역 내부

적으로는 반대단체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막아서면서 급변을 유도하였다.23) 이러한 과정을 

거쳐 치러진 주민투표 결과는 아주 놀라운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선거에서 투표율

이 40~60% 사이였다면 당시의 주민투표율은 70%를 넘어섰고(경주시 70.8%, 군산시 70.2%, 

영덕군 80.2%, 포항시 47.7%), 찬성률은 90%에 육박하였기 때문이다(경주시, 89.5%, 군산시 

84.4%, 영덕군 79.3%, 포항시 67.5%). 또한 입지경쟁이 시작된 초기의 찬성률이 40~50%임을

(5월말: 경주시 44.6%, 포항시 39.9%, 영덕군, 51.3%, 군산시 47.4%) 감안한다면 경쟁구도 형

성이후 비교적 짧은 시간에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낸 것이었다. 

결국 방폐장 정책체제는 과거의 실패과정을 겪으면서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자기조직화

과정을 거쳤고, 이러한 자기조직화과정에 우호적인 정책환경이 결합되면서 급변을 만들어냈

다고 추론해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급변과정을 통해 방폐장 입지에 성공하였던 것은 복잡

집과 반대활동이 가능하였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하였다. 

22) 군산시는 ‘경북 들러리론’을 강조하였고, 경주시는 태권도공원을 전북에 빼앗겼지만 방폐장은 빼앗

길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상대를 자극하였고, 이는 해묵은 영호남 갈등론까지 들추어내면서 과열양

상을 빚어냈다.  

23) 경주시, 포항시, 영덕군에서는 반대단체의 활동을 막기 위해 찬성단체들이 거의 매일 집회장소를 선

점하기 위한 집회신고를 하였고(포항MBC뉴스, 2005.10.9), 군산시에서는 제2의 부안사태를 조장할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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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이론의 한 특징인 창발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방폐장 입지정책의 성공과정은 복잡계 

이론이 제시하는 대부분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한편 방폐장 정책체제의 자기조직

화과정이 길었던 것은 정책체제를 둘러싼 여러 참여자들이 체제와 환경에 적응하면서 공진

화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방폐장 정책체제의 급변이전의 상황은 급변이 가능한 조건

을 형성하는 역사적 과정으로 이해해볼 수 있다.

3. 방폐장 정책체제의 전체적인 자기조직화 과정

방폐장 정책체제는 끊임없는 실패를 통해 소규모의 부분적 자기조직화를 지속하였고, 이

러한 자기조직화의 과정을 통해 방폐장 입지선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요약하면 <그림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2> 방폐장 정책체제의 자기조직화 과정

방폐장 정책체제의 자기조직화

 정부의 
입지시도

에너지정책변화
정치체제민주화

홍보강화
조직개편

저준위분리
섬지역고려

주민반발로 
입지시도무산

반핵단체
본격참여

공개적 결정절차
지역개발 연계

주민과 합의방침

방촉법

인센티브 구체화
공개적 입지선정

지방자치실시

담당조직변화
사업자주도+
유치공모병행

발주지법

시간적 압력
사업자주도

양성자 가속기
한수원 본사이전
3,000억 + ɑ

타부처 사업연계

공진화

학습을 통한 오차수정/활동능력향상
(정부, 반핵단체, 주민, 지역정치인 등)

요동

초기조건의 민감성

새로운 인력의 기용

중･저준위특별법 제정 
유치청원에 의한 

주민투표

유치경쟁
경쟁구도

분기점

주민과 반핵단체의 반발로 인한 입지시도 무산

부안사태

지방의회부결

굴업도사태

안면도사태

경  로
의존성

창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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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정부당국은 방폐장 입지를 비밀리에 추진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경험하였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부는 주민들을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방폐장의 안전성을 

홍보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 지역주민들은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면서 정부와 협상하려고 하지만 반핵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활동은 정부의 노

력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면서 전국적으로 반핵운동의 확산이라는 부정적 결과를 만들어

냈다. 전체적인 방폐장 정책체제의 자기조직화 과정에서 볼 때, 지역주민과 반핵시민사회단

체의 반대활동은 1987년 6･29 선언 이후 정치체제의 민주화, 지역정치인에 대한 압력 등과 

상호작용하면서 방폐장 입지선정을 제약하는 경로의존성을 나타내었다고 파악된다.

반면, 방폐장 정책체제의 주요 구성요소 중 하나인 정부의 경우, 계속되는 방폐장 입지선

정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정책오차를 수정하려는 노력을 지속하였다. 

정부는 에너지 환경의 변화, 정치체제의 민주화, 지방자치제의 실시 등의 환경 변화에 적응

하고 지역주민과 반핵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를 수용하여 반대활동을 약화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하였다. 정부는 점진적이었지만 방폐장의 안전성에 대한 홍보활동의 강화, 추진체계(조

직체계)의 개편 및 새로운 인물의 기용, 부지개념의 변화, 입지선정과정의 공개성, 절차의 

민주성, 사업자주도방식과 유치공모방식 및 주민투표방식의 도입 또는 병행, 경제적 인센티

브의 제공(지역개발사업과의 연계, 방촉법,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 양성자가속기사업, 한수원 

본사 이전, 특별지원금, 다른 부처 사업 지원 등), 중･저준위 특별법(고준위폐기물의 분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방폐장 입지선정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입지선정 시도는 상대

적으로 평형상태를 이루고 있던 이전의 방폐장 정책체제에 변화를 초래하였는데, 이는 복잡

계 이론에서의 요동과 유사한 것이었다.

한편, 전술한 바와 같이 정부의 정책오차수정을 통한 지속적인 부분적 자기조직화 노력의 

결과 방폐장 정책체제에는 입지선정의 성공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서 정부는 조직개편(원전사업지원단) 및 새로운 인물을 기용하였는데, 이는 주민투표제도의 

도입 등 기존의 우호적인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방폐장 유치 신청, 중

저준위특별법 제정, 경쟁구도의 형성 등을 통해 요동을 강화시켰고 이후 경쟁구도의 형성은 

찬성여론의 일방적 확산 및 반대여론의 확산을 방지하는 양의 되먹임 과정을 통해 방폐장 

입지선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과정 및 결과는 어떤 사건

이 체제 내･외적 요인들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양의 되먹임 작용을 통하여 초기에는 예

상치 못하였던 엄청난 결과를 야기하는 초기조건에의 민감성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특히 경

쟁구도의 형성 이후 찬성여론의 일방적 확대 등으로 나타난 지역주민들의 정책수용성 강화 

및 방폐장 입지선정의 성공은 정책체제의 자기조직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급변 현상을 보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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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방폐장 입지선정 과정에서 지속적인 오차수정을 통한 정부의 부분적 자기조직화, 

이전 단계에서의 성공적인 반대활동을 학습하여 보다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지

역주민과 반핵 시민단체의 반대활동 등은 정부와 지역주민 및 반핵 시민단체의 공진화 과

정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방폐장 입지선정 정책의 성공은 에너지 환경의 변화, 

정치체제의 민주화, 지방자치제의 실시 등 외부 환경의 변화와 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방

폐장 정책체제 내 정부, 지역주민, 반핵 시민사회단체, 지역정치인 등의 상호작용으로 체제 

전체적인 수준에서 발현된 창발성으로 볼 수 있다.

Ⅳ. 연구의 결론 및 시사점

이 연구는 최근 복잡성, 무질서, 비평형성, 비선형성, 총체성 등이 강조됨에 따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되고 있는 복잡계 이론을 방폐장 입지정책에 적용하여 기존의 연구에서 

미흡하였던 부분들에 대한 보완적 설명을 시도하였다. 방폐장 입지정책에 관한 기존의 연구

들은 성공과 실패라는 결과에 영향을 미친 독립변수들을 찾아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외부적인 환경변화와 내부적인 정책변화 그리고 정책을 둘

러싼 이해당사자들과의 상호작용 등 정책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요소들의 상호작용 및 

정책체제와 환경의 상호작용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

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환경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동태적으로 변화하는 방폐장 정

책체제를 복잡적응계로 파악하고 자기조직화 및 급변 과정을 중심으로 종합･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방폐장 입지선정정책이 오랜 기

간 동안 실패를 거듭하였던 이유로는 정보제공과 홍보의 미흡, 참여제도의 미흡, 절차적 정

당성의 미흡, 형평성의 미흡, 보상제도의 미흡, 지역사회구성원들의 반대활동, 집행기관의 

낮은 신뢰성, 반핵 시민사회단체의 활동,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조미흡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복잡계 이론의 관점에서는 방폐장 정책체제의 경직된 자기조직화 과정을 지적할 수 

있다. 초기 방폐장 입지선정과정에서 중앙정부는 방폐장 입지정책을 비밀리에 추진하거나 

사업자 주도방식으로 추진하는 등 정부주도적인 성향을 나타내었다. 중앙정부는 입지예정지

역의 지방정부와 시민단체 및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기 보다

는 성급히 그리고 권위적으로 정책을 결정하였다. 지방정부, 지방의회, 지역주민, 반핵 시민

사회단체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집단행동을 하면서 강하게 반발하

였고, 이로 인해 커다란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초래되기도 하였다. 더욱이 정부를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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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장 정책체제에서는 단기적으로 과거 방폐장 정책의 형성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나 실패

요인들에 대한 긍정적 학습과 오차수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시행착오를 통한 학습의 축적과 오차수정이 이루어져 방폐장 정책체제의 자기조직화

와 급변이 나타날 수 있었으나, 학습과 오차수정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졌다면 실패에서 

성공으로의 전환이 보다 빨라졌을 것이다.

둘째, 방폐장 입지선정정책이 2005년에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요인으로는 비록 오랜 시

간이 걸렸지만 장기적으로 방폐장 정책체제가 과거의 실패과정을 겪으면서 지속적인 학습

과 오차수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성공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자기조직화 과정을 진

행하고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방폐장 입지선정정책이 실패하면서 방폐장 정책체제는 

지속적인 학습과 오차수정으로 입지선정과정의 공개성(개방성, 투명성), 절차의 민주성, 경제

적 이해관계의 충족(경제적 인센티브의 제공), 방폐장의 안전성에 대한 홍보, 중･저준위 특

별법(고준위폐기물의 분리), 경쟁구도의 형성 등을 통해 방폐장 입지선정의 성공가능성을 확

대시켰다. 이러한 자기조직화 과정에 우호적인 정책환경이 결합되면서 급변을 만들어냈다고 

추론해볼 수 있다.

셋째, 방폐장 입지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수용성이 급격하게 변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로 구분해볼 수 있다. 하나는 그동안 방폐장 정책체제가 끊임없는 자기조직화를 통해 성공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축적해왔다는 점이다. 실패를 겪으면서 무엇이 정책수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확인하였고, 이를 자기조직화에 반영한 결과로써 이론적으로 진화론적이고, 점

진주의적인 입장을 견지한다. 다른 하나는 새로운 인물들이 방폐장 정책체제의 실질적인 작

동을 주도함으로써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었고, 이것이 우호적인 정책환경과 결

합되면서 급격한 변화를 유도하였다. 특히 4개 지역이 경쟁구도를 형성하면서 찬반논쟁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고, 반핵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이 둔화되었던 것은 주민들의 방

폐장에 대한 수용성을 급격하게 변화시킨 요인이었다.

결국 이러한 연구결과는 방폐장 입지선정정책의 성공이 어느 특정한 집단 또는 특정한 

제도나 사건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라기보다는 외부 환경의 변화와 방폐장 정책체제가 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구성요소들 간 상호작용의 결과라는 측면을 부각시켜 준다. 즉, 방폐장 

입지정책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강조하였던 홍보미흡, 참여절차의 미흡, 부적절한 보상제도, 

집행기관에 대한 불신임 등은 정부의 지속적인 부분적 자기조직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수

정되었다. 그 결과 홍보활동의 강화, 주민투표제도의 도입, 다양한 경제적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 언론인 출신의 장관 임명, 중저준위특별법 등이 나타났다. 그러나 제6차까지의 입지선

정 과정에서는 이러한 긍정적 요인들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실패하였으며, 이러

한 긍정적 요인들 중 어느 하나의 특정 요인만이 이후 제7차 입지선정과정에서 방폐장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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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정의 성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도 수용하기는 어렵다.24) 본 연구는 방폐장 

입지선정의 성공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친 다양한 영향요인들이 어떻게 상호작용

하면서 방폐장 입지선정을 성공시켰는지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설명을 제공해 준다

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복잡계 이론에 의하면 국가정책은 특정 집단의 의도대로 결정되어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정책체제의 자기조직화 과정을 통해 형성되고 유지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가정책을 최

종적으로 결정하는 정부 역시 자신의 의도대로 정책을 결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정부는 

자신의 의도만이 반영된 정책을 형성하려 하기보다는 정책의 자기조직화 과정이 원활히 이

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복잡계의 자기조직화는 혼돈의 가장자리에서 활발하게 일어난다. 체제 혹은 조직이 혼돈

의 가장자리에 진입하면 사소한 요동일지라도 초기조건에의 민감성으로 인해 새로운 질서

를 창발적으로 발현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작은 비용으로 원활하게 정책이나 사회체

제를 변화시키려면 체제를 혼돈의 가장자리로 유도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정부는 정책체제의 복잡성을 통제하기보다는 적절한 수준으로 관리함으로써 정책 변동이나 

혁신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의미이다. 민주적 참여의 확대와 분권화 및 다양한 국지적 실험 

등 정책체제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은 정책체제의 복잡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자기조직화가 

원활히 이루어져 정책변동이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정부는 자기조직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정책체제의 다양성을 확보

하고 복잡성을 적절한 수준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다. 생태계의 경우 부분이 변화할 때 전체

로서 체제의 진화가 촉진된다. 정책체제의 경우에도 다양성을 확보하고 복잡성을 적절한 수

준으로 관리함으로써 부분의 변화가 촉진되며, 이로 인해 전체로서 정책체제의 공진화가 활

발해지면 자기조직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민주적 참여의 확대 및 

분권화와 더불어 국지적 실험은 부분의 변화를 촉진시켜 정책체제의 자기조직화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즉 다양성을 확보한 국지적 실험은 

성공적인 정책의 경우 모방과 학습을 통해 그리고 실패한 정책의 경우에도 시행착오와 경험

24) 중저준위특별법의 경우 제7차 입지선정과정에서 제정된 것이므로 제6차까지의 입지선정과정에서 나

타난 긍정적 요인에서는 제외되어야 한다. 그러나 제7차 입지선정과정에서 중저준위특별법이 제정

된 이후에도 반대여론은 만만치 않게 나타났으며, 이는 곧 지역주민과 반핵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로 

인한 입지선정정책의 무산이라는 경로의존성이 나타날 가능성도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시 방폐

장 유치에 관심을 기울였던 지역은 10개 지역이었으나 4개 지역만이 유치신청서를 제출하였다는 것

은 중저준위특별법이 모든 것을 설명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어느 정도 반증한다. 따라서 중저준위특

별법이 방폐장 입지선정정책의 성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성공 가능성을 확대시켰다는 주장은 

수용이 가능하나, 중저준위특별법의 제정만으로 방폐장 입지정책이 성공하였다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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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학습을 통해 지식의 증대와 혁신의 확산을 가능케 하며, 이는 정책오차의 수정을 원활하

게 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정책실패의 가능성 및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와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일

사례 연구로 인한 일반화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정책연구에 복잡계 이론의 적용가능성을 높

이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개별사례연구 및 개별사례간 비교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복잡계 이론을 적용하여 정책현상을 설명하였다고 하여 복잡계 이론만

이 정책이나 정책체제의 변화 또는 급변을 설명하는 유일한 설명구조라 주장하는 것은 아

니다. 정부가 다루는 대부분의 정책들은 복잡한 정책체제에서 결정되므로 복잡계 이론을 적

용하여 모든 정책 현상을 설명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그림 1>의 방

폐장 입지정책 분석의 틀은 모든 방폐장 입지정책 뿐만 아니라 다른 정책에도 적용이 가능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복잡계 이론의 보편적 적용가능성이 모든 정책 현상을 복잡계 

이론만으로 설명하고 또 그것이 가장 좋은 최선의 방법이며 유일한 방법임이 주장하는 것

은 아니다. 기존의 설명방식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적 설명구조로서 복잡계 이론의 적용가

능성을 제시하였을 뿐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특정한 일부 변수들만을 포함하는 선형적 설

명 모형이 현상을 완전하게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변수들간의 상대적 설명력을 

평가함으로써, 정책체제가 문제해결을 위한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반면, 

복잡계 이론은 환경과 체제의 역동적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기존의 선형적 설명모

형이 지닌 한계들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나, 정치한 설명에는 분명히 한계가 존재한다. 따

라서 현실의 정책결정자가 어떻게 희소한 자원을 할당해야 하는지, 어떤 문제에 역량을 집

중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처방적 지식을 제공하는 데에는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결국 정책연구에서 복잡계 이론이 적용가능성을 확대시키려면 보다 구체적이

고 정교한 연구도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분석단위의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범위를 너무 광범위하게 정의하여 정

부 내부의 상호작용에 대한 설명이 지나치게 단순화 되어 있다. 즉, 방폐장 정책체제 내의 

정부는 대통령과 행정 각 부처 및 위원회 등을 모두 포함하여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러한 이유로 정부의 원자력 관련 조직 구조의 변화를 대부분 정부의 부분적 자기조직화 노

력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들 중에는 정권교체 과정에서의 기관간 권력경쟁

의 산물일 경우도 있고 대통령의 정치적 결정에 의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만일 방폐장 정

책체제 내부의 정부를 방폐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처들만을 중심으로 정의하고 분석

을 하였다면 본 연구에서의 분석과는 달리 정부(방폐장 관련부처)의 부분적 자기조직화가 

아니라 외부 환경에 의한 정책체제의 변경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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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olicy System Complexity and Self-organization, and Radical 

Change of Public Acceptance: A Case Study of the Policy of 

Locating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ies in Korea

Ki-hyung Kim & Ju-yong Jung

This research analyzed the complexity of policy systems, change of policy, and 
radical change of policy acceptance through a case study of the policy of locating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ies in Korea. In particular, this study analyzed the case 
using complexity theory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previous studies. According to 
this analysis, this study determined some implications. First, repeated policy failure 
originated from inappropriate self-organization in the process of correcting errors. 
Second, although the cause of failure was related with inappropriate error correction 
from a short-term perspective, a long-term self-organizing process made the policy 
succeed in 2005. This means that gradual error correction strengthens the self- 
organizing process and the possibility of policy success. Third, a radical change of 
policy acceptance and policy success was made through the interaction of new ideas 
and a favorable policy environment. The formation of the competitive structure had 
the pros and cons of the policy debated openly. This affected the positive attitude of 
the public towards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ies by blocking participation of 
anti-nuclear groups.

【Key Words: Complexity Theory, Self-organization, Public Acceptance, Error Correc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