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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글

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에 대한 국가의 정책 결정에 대해 지역 주민들

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민족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국가와 지역은 

지배와 피지배의 구도 속에 존재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역이 항상 국가 

지배에 대해 순응하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사실은 정책의 집행과

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대항하거나 저항하는 모습을 통해서 나타난다. 

지역은 국가에 대한 대항권력의 지위를 지니고 있으며, 양자 간 상호작

용과 긴장 그리고 균형에 의해 국가와 지역 사이의 관계가 정해질 수 

있다.

한편 지역은 국가에 대해 단일한 입장에 있지도 않다. 국가의 정책이 

미치는 향은 지역 주민에게 동일하지 않으며, 따라서 지역 주민들은 

*  이 연구는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4-002-A00013)

** 전주대학교 교양학부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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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상이한 반응과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상이한 반응은 종종 지역 주민간의 대립과 반목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즉, 국가의 정책이 지역 주민을 분열시키기도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지역

주민들은 국가에 대항하고 저항하기보다 자신과 다른 입장에 있는 지역 

주민을 대립의 주체로 인식하여 주민들 사이에서는 심각한 대립 양상이 

나타나는 반면 국가는 면죄부를 받게 되는 양상이 되기도 한다. 

이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국가의 정책은 위도를 대상으로 한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1) 건립이다. 여러 차례의 타당성 조사와 건립 시

도 끝에 정부는 2003년에 부안군의 신청을 받아 위도에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을 건립하기로 결정하 다. 그러나 이 결정에 대해 부안군 주민

들은 반대 의견을 표시하 으며, 전면적인 반대 운동을 전개하 다2). 정

작 당사자인 위도 주민들은 유치 신청서에 서명을 하 지만 부안군민들

의 거센 반대 운동과 국가의 일관성 없는 정책 추진으로 찬성과 반대 

어느 입장도 공개적으로 지지하지 못하는 입장이 되었다. 위도에 ‘방사

능 폐기물 처리장’을 세우기로 한 정책 결정은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었

고 부안군은 이 논쟁 속에서 2년의 세월을 보내야 했다.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 유치와 관련한 논의에서는 과학주의와 환경

주의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곽일천 1992 참고). 과학주의는 ‘지속적 

경제성장주의’와 결부되어 있다. 즉,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핵

1) ‘핵 폐기물 처리장’이라는 용어는 정치성을 가지고 있다. 국가는 공식적으로 ‘원전 수

거물 관리센터’라고 하고 있지만 반핵 단체들은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방폐장)’ 또는 

‘핵 폐기물 처리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핵’ 또는 ‘방사능’이라는 용어는 핵의 위

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원전 수거물이라는 용어는 그것의 경제성과 불가피성을 내포

하고 있다. 따라서 어느 용어를 사용하는가는 이미 정치성을 담보하게 된다. 이 글에

서는 특별한 인용이 없는 한 ‘방폐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 용어는 반핵 

단체가 사용하는 용어이기는 하지만 유치를 찬성하는 주민들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용어의 사용이 필자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혀둔다.

2) 이 논문에서 부안군과 위도는 대립된 지역 개념으로 표현된다. 위도(면)는 부안군에 

속해 있지만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을 두고 위도 주민들은 찬성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위도면을 제외한 부안군 주민들은 반대하는 경향을 보여 두 지역이 심각한 의견 대립

을 보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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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의 사용이 불가피하며, 핵에너지를 사용하는 한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의 건립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과학주의는 방사능 폐기물의 

안정성을 강조함으로써 비록 위도에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이 건립된다

고 하더라도 방사능 피폭과 같은 직접적 피해는 거의 무시해도 좋을 정

도라면서 그 안전성을 강조한다(김길중․이상일 1998). 반면 환경주의는 

핵과 관련된 주제들은 항상 안전의 문제를 제기한다고 주장한다. 즉, 그 

확률은 낮다고 하더라도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이 만일의 경우 인간에

게 재해에 가까운 피해를 줄 수 있다면서 그것은 명백한 환경 위협 요소

가 된다고 주장한다(노진철 2004 참고). 또한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의 

건립은 수백 년에 걸친 방사능의 잠복성 때문에 후세대의 환경에 매우 

심각한 향을 끼칠 수 있다고 인식한다.

위도에 방폐장을 세우기로 한 정책과 그에 대한 부안군민의 저항에 

대한 논의는 몇 가지 유형으로 정리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핵 담론

과 민주주의에 대한 것이다(홍성태 2004, 차성수․민은주 2006). 이 유형

은 방폐장 입지 선정에서 민주적 절차가 결여되었으며 그것이 국가와 

지역 주민들 사이에 갈등을 야기하게 되었다고 인식한다. 두 번째 유형

은 반핵운동의 관점에서 위도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다. 부안의 반핵운동

은 국가 지배에 대한 저항으로서 주민 자치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평가되기도 하며(이시재 2005), 역으로 반핵 담론이 협소화 되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윤순진 2005). 세 번째 유형은 위험에 대한 

갈등으로 위도 문제를 보는 것이다(노진철 2004). 이 유형에 의하면 부안 

문제는 방폐장의 위험에 대해 정책 결정자와 지역 주민 그리고 위도 주

민이 서로 다른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과 관련한 이러한 논쟁은 문제를 인식하는 

외부적 관점이다.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과 관련된 무수한 논쟁과 담론

에서 정작 위도 지역 주민들의 담론은 생략되어 있다. 위도 사람들은 

‘비싼 값에 위도를 산업자원부에 팔기로 한 사람(홍성태 2004:226)’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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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에 이르는 보상금을 기대하여 핵의 위험에 대한 인식 없이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 유치를 찬성하는 사람들로 인식되고 있으며, 부안 사람

들은 부안 지역의 발전에는 대안도 없으면서 무책임하게 반대만 하는 

사람들로 인식되고 있을 뿐 지역 주민들이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 유치

에 동의한 이유나 그것을 반대하는 문화적 맥락, 그리고 국가와 지역 

사이의 대결 구도를 바라보는 이들의 입장은 충분히 고려되고 있지 못하

다. 다시 말하면 내부자적 관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논쟁은 

이해의 토대를 마련하지 못하고 어느 한편의 승리와 다른 한 편의 명백

한 패배를 지향하는 승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 연구는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 건립이라고 하는 국가 정책에 대

해 지역 주민의 인식과 대응방안을 밝히는 것을 목적하고 있다. 이는 

과학주의와 환경주의3)로 대변되는 외부적 관점에 대해 지역 주민의 담

론이라는 내부적 관점을 취하는 것이다. 내부적 관점에 대한 이해는 국

가 정책의 시행을 권력과 대항권력 사이의 상호작용이라는 관점에서 이

해하는 것이다. 국가는 국가의 권력에 기초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지역에 시행하고자 한다. 이 정책 결정과 시행은 지역 주민들에 의해 

간파되며 재해석되어 대항권력을 형성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지식, 담

론 그리고 권력 등의 개념이 중요하게 작용하게 된다(Banerjee 2000 참

고). 국가의 정책 결정에 대해 부안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의 입장에 따라 

어떤 다양한 재해석을 하게 되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국가와 지역 사회 

사이의 권력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이 논문의 중심 주제이다. 

이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은 2004년 11월부터 2005년 8월 사이에 

이루어졌다4). 이 기간 중 7차례에 걸쳐 위도와 부안읍을 단기 방문하

3) 일반적으로 환경주의는 보다 나은 삶의 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환경주의는 제3세계에서도 나타나는 보편화된 운동이

다. 환경의 문제는 전지구적으로 보편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문제인식도 보편화되고 

있다(Lundy 1999 참고).

4) 시간적으로 이 연구는 2005년 8월까지로 한정한다. 2005년 8월 이후, 즉 방폐장 후보

지가 경주로 결정된 것과 2006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결과는 이 연구 주제와 관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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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방학 기간 중에 2주일씩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 후보로 정해진 

위도의 치도리를 현지연구 하 다. 자료 수집 및 현지 연구 기간 동안 

주요 제보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를 하 고, 시위와 행사에는 참

여관찰을 하 다. 

2. 위도와 치도리의 사회경제적 상황

위도는 변산반도의 서쪽 끝인 격포에서 서쪽으로 14.4km 떨어져 위

치해 있으며, 광 원자력발전소까지는 21km, 부안읍과는 53km 정도 

떨어져 있다.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위도는 늘 정치적

으로 주변적 위치에 있었다. 조선시대까지 위도는 전라남도 지도군에 

속해 있었으나 일제 시대에는 행정 구역 개편으로 전남 광군으로 편입

되었다가 1963년 행정 구역 개편에 의해 전라북도 부안군으로 편입되었

다. 위도 사람들은 1963년의 행정 개편을 당시 전라북도에 속한 금산군

을 충청남도에 넘기는 대신 전라남도에 속해 있던 위도를 전라북도에 

넘겨준 일종의 정치적 거래로 인식하고 있다.

위도는 지정학적으로 서해안의 중심에 위치해 있어서 조선시대에는 

군사적 요충 역할을 하기도 하 다. 군사시설로 인해 위도는 군인들을 

부양하는 암묵적 의무를 가지게 되었다. 위도의 앞바다는 조기잡이로 

유명한 칠산 어장의 중심이기도 하 다. 조기잡이가 성행하던 시기 위도

에는 파시가 형성되기도 하 으며 경제적으로 매우 활성화 되어 있었다.

가지고 있지만 추후의 과제로 남긴다. 방폐장 탈락이 지역 사회에 미친 향은 새로

운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주제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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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위도의 개념도

치도리

방폐장 후보지

치도리

방폐장 후보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도는 고슴도치 모양을 하고 있으

며, 산악 지형이기도 하다. 위도의 총 면적은 1414ha이지만 이 중 1075ha

가 임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경지면적이 매우 좁으며5) 주민의 주 생업

은 어로, 양식, 채집 등의 방법으로 바다 자원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전통

적으로 위도는 칠산 바다를 배경으로 한 어업이 주 생업이었으나 해수 

5) 위도의 농경지는 총 162ha이며 이 중 밭이 148ha이다. 그러나 이 밭도 대부분 산을 

개간한 것으로서 현재는 지목만 밭으로 되어 있을 뿐 경작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

다. 밭에서 농사를 하기에는 주민들의 연령이 너무 많아 노동력 구조상 경작이 거의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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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의 상승과 해저 퇴적물의 증가로 어장은 점차 고갈되고 있으며 잡히

는 어종도 변화하고 있다. 어장이 고갈되면서 어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관광 낚시로 전업을 하 지만 이것도 1993년에 일어난 서해 페리호 참

사6) 이후 급속히 침체되었다(박혜준 1999:20). 현재 주민들은 갯벌을 이

용한 양식과 채취, 소규모 관광 낚시, 민박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위도의 어선 보유 실태는 <표1>과 같다.

<표1> 어선 보유 현황

1톤 미만 1-5톤 5-10톤 10톤 이상 계 비고

74 107 113 3 297척 6개 어촌계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도 주민이 보유한 대부분의 어선은 

그 규모가 10톤 미만으로서 규모가 세하다. 특히 1톤 미만은 대부분 

FRP선으로서 양식장에서나 작업을 할 수 있는 규모에 불과하다.

2003년 10월 기준 위도의 인구는 706가구 1961명이다. 이는 부안군 

전체의 2%에 해당되는 수치이다. 그러나 이는 주민등록상의 수치이며 

실제 거주 인구는 1,000명이 안 되는 실정이다7). 위도의 인구는 점차 

감소 추세이며 극심하게 노령화되어 있다.

이 연구를 위해 참여관찰을 한 마을은 치도리이다. 치도리는 위도의 

남동쪽 해안에 위치해 있으며 대리와 함께 위도를 대표하는 마을이다. 

핵폐기물처리장의 후보지도 치도리에 위치하고 있었다. 치도리는 해안

선이 길고 물이 좋아 일찍부터 주민들이 거주하 다고 한다. 마을 앞이 

갯벌이어서 어선이 정박하기에는 불리하 지만 이곳에서 파시가 성립할 

수 있었던 것도 식수 사정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6) 1993년 10월 10일에 일어난 이 참사로 362명의 승선 인원 중 292명이 사망하 다. 승

객은 대부분 낚시 관광객이었으나 사망자 중에는 위도 주민도 58명 포함되어 있어서 

위도 역사상 최대의 참사로 기억되고 있다(양규태 2002 : 140-185 참고).

7) 주민투표를 기준으로 위도의 유권자는 800명 정도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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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까지만 하여도 치도리는 120세대, 500명 정도가 거주하는 

큰 마을이었으나 현재는 65가구, 112명이 거주하는 수준으로 마을 규모

가 축소되었다. 마을의 인구를 연령대별로 구성해보면 <표2>와 같다.

<표2> 치도리의 인구 구성

0-9 10-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79 80이상 계

남 0 0 1 6 2  9 20  8  2  48

여 0 0 0 1 0 18 19 16 10  64

계 0 0 1 7 2 27 39 24 12 112

치도리의 인구는 남녀의 성비 불균형과 인구의 노령화로 특징지어진

다. 그리고 이 두 가지 특징은 상호연관 되어 있다. 인구의 고령화는 60

대 인구가 가장 많고 40대 이하는 10명에 불과할 정도로 심각하다. 인구

가 고령화 되면서 평균 수명의 차이로 여자의 수가 남자의 수에 비해 

더 많아지게 되었다. 70대 이상에서 여초현상이 심해지는 것이 이를 방

증한다. 65세대를 가구형태별로 살펴보면 <표3>과 같다.

<표3> 가구 형태

가구형태 1인 가구 부부 가구 편부모-자녀 편부모-부부 부부-자녀 계

가구수 29 27 5 2 2 65

가구형태별로 보면 1인 가구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는 부부 가구가 

많다. 부부 가구는 대부분 자녀를 출가시킨 노부부들이다. 편부모-자녀 

가구는 자녀가 장애가 있어서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이며, 편부

모-부부 가구는 노부부가 더 나이 많은 부모를 모시고 있는 경우이다. 

결국 자녀를 출산함으로써 인구 재생산이 가능한 가구는 부부-자녀 가구

로서 65 가구 중 2가구에 불과하다. 이는 현재 치도리에 살고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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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마을에 거주하는 마지막 세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치도

리만의 사정이 아니며 위도의 일반적인 사정이기도 하다. 

치도리 사람들의 주 생계방식은 바지락 양식과 자연산 굴 채취이다. 

바지락 양식은 어촌계에서 주관하며 주민들은 채취량에 따라 일정 금액

을 할당받는다. 바지락은 초여름부터 가을까지 채취한다. 자연산 굴은 

찬바람이 나기 시작하는 늦가을부터 이른 봄까지 한다. 마을 앞의 갯벌

에는 자갈과 바위로 구성된 지역이 있고 이곳에서 자연산 굴이 서식한

다. 두 가지 모두 노동력 의존적인 생업이다. 그러니 주민들의 경제적 

소득 격차는 크지 않으며 평등하지만 가난한 경제 상태에 있다.

위도 주민들의 이러한 경제 상태는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 입지 선정

이라는 국가의 정책 결정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대응방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더 이상 위도에서 후손들이 살지 않을 것이며 

자신들이 마지막 세대가 될 것이라는 예상과 경제적 빈곤함 때문에 위도 

주민들은 핵폐기물 처리장 유치를 하나의 기회로 인식하 던 것이다. 

3. 방폐장 논쟁의 전개 과정

방폐장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것은 국가의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원자력 발전소 내부의 매립시설이 포화상태에 

도달하게 되면서 1986년부터 정부는 방폐장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 다. 

울진, 덕 등을 대상으로 시작된 방폐장 후보지 선정 작업은 1990년 

안면도, 1994년 굴업도를 대상으로 추진하 으나 주민의 반대와 지질 

구조상의 문제로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방폐장 시설의 필요성은 증가하여 대안을 모색해야

만 하던 정부는 2003년 방폐장 유치 신청을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았

다. 지방자치단체는 방폐장 유치를 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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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 지만 부안군수는 2003년 7월 15일에 열릴 군의회를 하루 앞두고 

7월 14일 위도를 후보지로 한 유치 신청서를 전국에서 유일하게 산업자

원부에 제출하 다.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기 이전부터 방폐장 유치를 반대해 오던 반핵 

단체들은 ‘핵폐기물 백지화 핵발전소 추방 범부안군민대책위원회(이하 

반핵 대책위)’를 결성하고 즉각 자녀의 등교 거부, 촛불시위8) 등을 수단

으로 한 반대 투쟁을 시작하 다. 방폐장 후보지 선정에 조급함을 보인 

산업자원부는 7월 24일 위도를 최종 후보지로 공식 발표하고 반대를 위

한 시위를 물리적으로 진압하기 시작하 다. 부안읍을 비롯한 부안군 일

대는 격한 시위와 진압 그리고 성명전으로 치안이 마비될 지경이 되었다.

한편 위도에서는 위도발전협의회가 조직되었다. 이 조직은 위도에 

방폐장 유치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치도리에 사무실을 두고 

주민들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개하 다. 이에 대응하여 반대 측에서는 

‘위도지킴이’라는 조직을 결성하 다. 찬성을 하는 측과 반대를 하는 측

은 상호비방과 대립을 서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9월 내소사를 방문한 

부안군수가 반대 측으로부터 집단 구타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 다. 

이 사건은 지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집단 구타에 직접 가담한 

자들이 구속되는 결과를 초래하 다. 부안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는 

2003년 12월 10일 위도에 대한 방폐장 추진을 잠정 보류하기로 결정하

다. 

방폐장 추진이 보류되자 부안군에서는 2003년 12월 22일 ‘(사)범부

안군 국책사업 유치 추진 연맹(이하 국추련)’이 민간조직으로 결성되었

다. 이 조직은 ‘(주)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재정적 후원을 받아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시작하 다. 즉, 국추련은 찬성을 하는 핵

심 인물과 중도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원자력 연구소, 원

자력 발전소 등을 견학하게 함으로써 방폐장의 안전성을 홍보하 다.

8) 촛불 시위는 2004년 1월 24일까지 183일간 계속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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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월 29일 정부는 주민투표법을 공포하고 방폐장 유치를 위하

여 주민의 의사를 반 하는 절차를 마련하 다. 그리고 이 주민투표법에 

근거하여 후보지 유치 선정을 공고하 다. 반핵 대책위에서는 부안군민

을 대상으로 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월 24일 

소위 ‘사적 주민투표’를 실시하 다. 그러나 이 투표는 국추련이나 위도

발전 협의회로부터 반대와 비난 그리고 물리적 제지를 받기도 하 다. 

결국 반대하는 사람이 다수인 부안군에서는 투표가 진행되었으나 찬성

하는 사람이 많은 위도9)에서는 투표가 진행되지 못하 다.

부안군에서 방폐장을 두고 논란이 극심해지면서 산업자원부는 새로

운 방폐장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전국의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

으로 후보지를 다시 공모하 다. 5월 31일에 마감한 예비신청에서는 7개 

시군 10개 읍면이 신청하 으나 9월 15일에 마감한 본 신청에는 한 지역

도 신청하지 않았다. 9월 16일 산업자원부 장관은 새로운 원전 수거물 

처리 방안을 수립한 후 방폐장 사업을 재추진하겠다고 발표하고 사업 

추진을 잠정 중단하 다. 

이 발표에 대하여 반대 측은 이제 위도의 방폐장 추진은 끝이 났다고 

판단하 으나 찬성측은 가능한 후보지는 위도 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국

추련과 위도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홍보 활동을 계속 하 다. 그러나 

한수원은 정부의 발표 이후 방폐장 후보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시작

하 고 11월 10일 상주하던 직원들을 모두 서울로 철수시켰다. 한수원의 

지원이 끊어진 이후 찬성 측은 성금을 모금하면서 정부에 대하여 유치를 

계속 촉구하 다. 그러나 정부는 12월 17일 총리실 산하의 원자력위원회

를 소집하여 중․저준위 폐기장과 고준위 폐기장을 분리하여 사업을 추

9) 방폐장에 대한 찬반은 지역적 편향성을 보 다. 위도 주민들은 대부분 방폐장에 찬성

하는 입장인 반면 부안군민들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방폐장 논쟁은 지역 대립 

구도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방폐장과 관련하여 부안군민과 위도 주민은 대립된 집단

이며 부안군민이라고 할 때는 위도 주민과 대리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에서 ‘부안군민’이란 용어를 ‘위도 주민을 제외한 부안군민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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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한다고 발표하고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하 다. 이 발표

에 대해 반핵 대책위는 이제 부안은 방폐장으로부터 벗어났다고 선언하

고 2005년 2월 14일10) 반핵 대책위를 해체하 다. 그러나 찬성측은 원점

에서 검토한다는 것이 부안을 배제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홍보 

활동을 계속 하 다.

새롭게 시작된 유치 신청서 접수는 2005년 8월 31일까지 마감하기로 

되어 있었다. 새로운 유치 신청 절차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

치단체장이 신청을 하고 그 이후 주민투표11)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다. 

부안군수는 의지를 가지고 유치 신청을 하고자 하 으나 부안군 의회는 

찬성과 반대가 동수를 이루어 가결을 하지 못하 다. 결국 군수가 군의

회 의장의 직인이 찍히지 않은 신청서를 접수하 으나 산업자원부에서 

접수를 거부하여 최종 접수를 하지 못하 다. 이로써 2년 2개월 동안 

위도와 부안군을 논쟁 속으로 몰아넣었던 방폐장 유치는 완전히 부안군

을 떠나게 되었다.

4. ‘부안 논쟁’의 쟁점

1) 방폐장과 지식
방폐장 유치를 두고 일어난 부안군의 논쟁은 매우 복잡한 구도로 

구성되어 있다. 외견상 ‘부안 논쟁’12)은 방폐장 유치를 두고 찬성 측과 

10) 이 날은 소위 ‘사적’ 주민투표 1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11) 주민투표는 부안 논쟁에서 주요한 주제이다. 2003년 군수가 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유치신청을 하 다면서 반대측은 소위 ‘사적’ 주민투표로 주민의 의사를 조사하 다. 

그러나 이 투표는 찬성측의 반대로 그 의미가 퇴색되었다. 이후 주민투표법이 제정되

었고, 국추련의 홍보활동으로 찬성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찬성 측에서 오히려 

주민투표에 자신을 보 다. 찬성측은 새로운 절차에 의해 신청을 하고 주민투표로 결

정을 보자는 입장이었으나 신청 자체가 무산되면서 주민투표도 할 수 없게 되었다.

12) 방폐장 유치와 관련된 논쟁에 대한 공식 명칭은 없다. 언론에서는 종종 이를 ‘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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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측이 대결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부안 논쟁에는 대결의 구도, 

상이한 관점의 문제, 지식의 문제, 권력의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방폐장 유치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논쟁점은 방폐장이 얼마나 위

험한가 하는 문제 다. 반핵 단체들은 방폐장이 방사능을 유출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무뇌아(無腦兒)가 출산될 수도 있다고 하면서 방폐장의 

위험성을 주장하 다. 성명서에는 중․저준위 폐기물이라도 하더라도 

그 독성이 없어지기까지 수십 년에서 300년까지 걸리며, 이 경우에도 

용기가 부식될 수 있어 그 위험이 상존한다고 하 다. 반면 찬성 측에서

는 원전에 비하면 방폐장은 그 위험성이 전무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 다. 위도에서 불과 21km 떨어진 지점에 광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데 방폐장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는 논리를 가지고 있었다.

환경 문제와 관련하여 과학적 지식은 위험을 인지하는 전제조건이지

만 대부분의 경우 위험은 감각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정보에 의해 편향적으로 인지된다(Berglund 2001:322). 과학적 지식은 환

경 문제의 위험을 객관적으로 밝혀줄 것으로 기대되지만 논쟁의 당사자

들은 선택적으로 지식을 수용함으로써 서로 다른 과학적 지식을 가지게 

된다. 즉, 서로 다른 지식이 선택적으로 수용되며 이는 환경과 관련된 

지식이 사회적 과정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환경의 위험과 관련하여서는 

서로 상반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각기 과학적인 지식으로 무장하여 

서로 다른 논리를 전개하는 것은 바로 이 역의 지식이 사회적 과정으

로서의 지식이기 때문이다.

부안 논쟁에서 방폐장과 관련된 지식은 반대되는 입장에서 모두 자

기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것이 위험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

람들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일어난 원전사고와 원자력 발전소 건립 중단

사태’라고 하기도 하 다. 이는 2003년 유치 신청 후 부안에서 극심한 소요가 일어난 

상태를 지칭하는 용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이를 ‘부안 논쟁’이라고 하고자 한다. 이

는 2년 2개월의 시간 동안 부안의 방폐장 문제는 무수한 논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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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례를 예로 들어 핵의 위험성을 주장한다(반핵대책위 2004. 1. 14 

성명서). 반면 방폐장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원자력 연구소의 연구 결

과가 방폐장의 안정성을 과학적으로 보여주었으며 서울대에 방폐장을 

유치할 수도 있다는 서울대 교수들의 성명서가 방폐장의 안전성을 입증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어떤 정보가 주어지느냐 하는 것이 방폐장과 관련된 지식을 구성하

기 때문에 유치를 찬성하는 국추련에서는 주민들 견학에 주력하 다. 

원자력 연구소, 원자력 발전소 등을 방문하게 되면 원자력이 얼마나 안

전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그래서 얼마나 안전한지에 대한 정보만 제공된

다. 견학을 다녀온 사람들은 그곳에서 팜플렛, 소책자, 비디오테이프, 컴

팩트 디스크 등에 담긴 선택적 지식을 지역 사회에 홍보하기도 하며 선

택된 지식의 전달자 역할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일반 주민의 입장에서

는 누구와 어울리느냐 하는 것이 어떤 입장을 가지게 되느냐의 문제와 

연결되게 되며, 이는 다시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어울리게 

하는 효과를 가지게 한다. 

이들의 지식은 외부사회와의 관계에 의해서 그 정당성을 확보하게 

된다. 반대를 하는 사람들은 전국적인 환경 단체들과 연결되어 있다. 이

들은 방폐장이 부안군 위도면에 설치되는 것이어서 지역 사람들이 찬성 

또는 반대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만 환경 문제는 전국적인 사안이

기 때문에 지역의 의견이나 결정보다 전국적인 차원의 의사결정이 더 

중요하다면서 자신들은 전국적인 환경 단체와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정

보나 판단이 빠르고 정확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찬성하는 사람들은 한수

원이 제공하는 소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정보와 지식에 의존해 있다. 

이들은 부안군 사람들의 반대 자체를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반대를 하려

면 오히려 위도에서 더 가까운 고창 사람들이 해야지 부안 사람들이 적

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한다. ‘방사능 피해도 행정

구역을 따라 가느냐’는 이들의 주장은 한수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논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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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민투표를 할 때에도 부안군민이 투표할 것이 아니라 방폐장 후보

지인 위도를 중심으로 반경 몇km까지 사는 주민이 투표해야 한다는 논

리도 같은 맥락에 있는 주장이다.

방폐장에 대한 찬반 논쟁은 지식 간 경쟁의 구도를 가지고 있다. 그

러나 이 경쟁은 어느 지식이 옳고 그른지 승부가 나기 힘든 측면을 가지

고 있다. 찬성하는 측이나 반대하는 측 모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이 옳고 정당한 지식이라고 생각한다. 이 과정에서 방폐장에 대한 외부

인들의 관점과 시각이 내부 구성원들에게 전이되며 이 외부적 관점과 

지식은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 자신이 가진 지

식만 옳은 지식이라고 믿기 때문에 논쟁은 조절되기 힘든 구도를 가지고 

있다.

2) ‘핵 위험’의 관점과 ‘주민 삶’의 관점
방폐장에 대한 의견에서 위도 주민들은 90%이상이 찬성을 하는 입

장인 반면 부안군민들은 80% 이상이 반대를 하는 입장에 있다. 이들이 

서로 다른 지식을 가지고 대립된 견해를 보이는 것은 지식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부안 논쟁을 보는 관점의 문제이기도 하다. 환경 문제를 인식하

는 관점은 환경 문제 그 자체와 사회적 정의, 주민의 삶 등을 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한다(Zhouri 2004).

방폐장에 반대하는 측은 ‘핵 위험’의 관점에서 부안 논쟁을 바라보고 

있다. 이들은 방폐장이 핵 폐기물을 처리하는 곳이며, 핵은 본질적으로 

매우 위험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위험한 핵은 부안군 내에 반입되

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핵과 관련된 시설은 점진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발표한 성명서에는 ‘저준위 중준위 핵

폐기물은 그 독성이 사라지는 데 수십 년에서 300년까지 걸리고, 고준위 

핵폐기물은 그 독성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데 2만4000년이 걸린다고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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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이러한 핵폐기물은 일정한 자리를 정해 불침번 서듯 사람이 철저

하게 관리하여 독성이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두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물질을 담는 용기는 오래두면 상하게 되어 방사능이 유

출되기 마련입니다.’라고 되어 있어 핵이 위험하다는 인식을 담고 있다.

‘핵 위험’의 관점에 있는 사람들은 연령상 상대적으로 젊은 계층이

다. 이들은 부안에서 살아야 할 시간이 많이 남아 있고 핵으로 인한 피해

에 대해 민감하다. 또한 자녀를 교육시키는 입장이기 때문에 부안을 후

손들에게 물려 주여야 할 공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들은 방

폐장으로 인한 피해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기에는 아직 남은 세월이 

많다고 생각한다.

종교계 인사들은 대표적으로 ‘핵 위험’의 관점에 있다. 반핵단체의 

핵심 인물들은 종교계의 대표자들이기도 하다. 부안 성당의 주임신부, 

내소사의 방장, 원불교 교무 등이 반핵 운동의 핵심에 있어서 이들 종교 

단체의 신자들도 반핵 운동에 앞장서 있다(이시재 2005:124). 또한 ‘핵 

위험’의 관점에 있는 사람들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농

업 생산물의 가격은 ‘핵 위험’으로부터 부정적 향을 받는다고 인식한

다. 

이들이 발표한 성명서에는 ‘핵 위험’이 핵심 개념으로 자리하고 있

다. 핵의 위험성과 부정적인 향이 소개되고 이런 위험한 것을 부안에 

유치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내용이 성명서의 중심 되는 내용

이다. ‘핵 위험’의 관점에서 보면 방폐장은 절대 설치되어서는 안 되는 

시설물이다. 핵으로 인해 모든 것이 오염되고 파괴될 위험이 있기 때문

이다. 따라서 방폐장이 핵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고 방폐장은 ‘핵폐기물 처리장’이라는 용어로 표현하여야 한

다고 주장한다. 핵과 관련된 방폐장을 막기 위해서라면 시위는 물론이고 

자녀들의 등교 거부, 군수에 대한 집단 폭행, 분신 등도 가능하고 정당하

다고 생각한다. 이런 맥락에서 이들은 비단 방폐장 문제 뿐 아니라 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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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발전소와 같은 시설도 반대한다. 환경은 자연 그대로 보존되어야 한다

는 점이 이들의 기본적인 생각이다.

이에 비해 방폐장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주민 삶’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위도 주민들의 생활과 생존이다. 자연

을 보호하는 것이 주민들의 삶을 피폐한 상태로 두거나 발전 없는 상태

로 두는 것이라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이들의 인식이다. 위도의 사회경

제적 상황은 절망적이기 때문에 방폐장 건립은 이러한 절망적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인식이다. 이들

은 방폐장 건설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좋고, 그것이 안 되면 일자리라

도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주민들의 삶과 생존이 핵이나 환경

의 문제보다 우선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은 방폐장 유치에 긍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 위도 주민 중 한 명의 발언은 이러한 인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처음에는 방폐장이 오면 현금 보상이 있을 줄 알았다. 그러나 이제 그런 생

각은 안 한다. 방폐장이 오면 그래도 토지는 수용될 것 아닌가? 여기 토지는 자

식들에게도 애물단지다. 물려주면 농사지을 것도 아니고 그냥 버려두지도 못할 

것이고..(중략) 방폐장 와서 수용해 주면 그 돈으로 빚 정리하고 자식들 집 사는 

데 좀 도와주면 마지막으로 좋은 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방폐장에서 청소

하는 일이라도 생기면 더 좋고...”

‘주민 삶’의 관점에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노인층이다. 이들은 

자신들을 위도에 사는 마지막 세대라고 인식한다. 더 이상 살 수 없는 

지역, 아무도 살지 않는 곳에 방폐장을 설치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인식한다. 더 중요한 문제는 현재 위도의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인간답게 살 권리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관점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위도 주민들이다.

위도 주민들의 경제적 상황은 매우 열악하다. 치도리는 위도에서는 

가장 살만한 곳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생계 수단이 마땅하지 않다.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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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굴의 경우 부부가 하루 종일 작업을 하면 6만 원 정도의 벌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마을 전체적으로 생산량이 적어 개인별로 출하를 한다. 

즉, 판매는 전적으로 육지에 있는 자녀나 친지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한

다. 아무리 많이 굴을 까도 판매할 방법이 없으면 생산은 무의미하다. 

바지락의 경우 20kg 한 자루를 캐면 15,000원 정도 받는다. 이것도 하루 

3개 정도 할 수는 있으나 일 년에 작업 하는 날이 20일이 못된다. 2년 

전까지는 김 양식을 하 으나 김 양식에 필수적인 염산을 환경 문제 때

문에 조달할 수 없어서 현재는 양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현재의 

위도 주민들은 경제적으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위도 주민들에게 방폐장은 하나의 기회가 된다고 인식된다. 

직접 보상은 없다 하더라도 토지가 수용될 경우 토지 보상은 받을 수 

있을 것이며, 방폐장에서도 임노동은 필요로 할 터이니 고용의 기회라도 

생기지 않겠느냐는 것이 ‘주민 삶’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

이다.

‘핵 위험’의 관점에서는 투쟁의 대상이 국가이다. 방폐장을 위도에 

설치하겠다는 주체는 국가이며, 따라서 핵의 위험성을 근거로 한 투쟁의 

대상도 국가이다. ‘핵 위험’의 관점에서 시위는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국가의 대행자 역할을 한 군수와 한수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주민 삶’의 관점에서는 투쟁의 대상이 ‘핵 위험’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핵 위험’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주민 삶’의 

관점을 가지지 않아 위도 주민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이 

이들의 투쟁 내용이다. 이들은 이미 방폐장 부지는 위도로 정해진 상태

이기 때문에 부안 사람들이 반대만 하지 않으면 방폐장은 위도에 오게 

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비판과 비난이 방폐장 반대 측을 향하고 있다. 

‘핵 위험’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군청이나 국회의사당 앞에서 자발적

인 시위를 하 지만 ‘주민 삶’의 관점에 있는 사람들은 ‘핵 위험’의 관점

을 가진 사람들의 행동에 반응적으로 시위를 할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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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논쟁은 상이한 관점의 대립에 기인하고 있다.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논리가 다르고 정당성의 기준이 다르다. 그리고 절충점을 찾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 두 관점은 서로 다른 목표를 향하고 있다는 점이 

논쟁을 가열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3) ‘주민 삶’의 관점과 보상의 전통
부안 논쟁을 분석하는 다른 하나의 축은 보상과 관련된 전통이다. 

부안군에는 두 차례의 중요한 보상이 있었다. 하나는 광 원자력 발전

소 건설로 인한 피해 보상이며, 다른 하나는 새만금 간척 사업으로 인한 

피해 보상이다. 그러나 이 보상은 위도주민과 부안군민에게 차별적으로 

행해졌다.

광 원자력 발전소는 위도에서 21km 떨어져 있다. 발전소를 건설할 

당시 원전은 원전에서 나오는 온수가 해양생태계를 변화시키며 따라서 

어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보상을 실시하 다. 이 

때 원전은 원전의 온폐수13)를 방수하는 폐관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17.5km까지 보상을 하 다. 이 기준에 의해 광과 고창 그리고 부안의 

남부 해안 지대는 보상을 받았으나 위도는 보상을 받지 못하 다. 이에 

대해 위도 사람들은 강력하게 반발하 다. 원전의 폐관은 북쪽을 향하고 

있어서 폐관의 남쪽과 북쪽의 향 범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반경 

17.5km라는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실제적으로 향을 받는 

위도가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이 반발의 논리 다14). 실제 

위도 어민들은 위도 인근의 해수 온도 상승을 실감한다고 한다. 원전을 

건설한 이후 위도 일대에서 잡히는 어종이 변하 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

13) 원전의 발전기를 식힌 후 배출되는 고온의 바닷물을 말한다. 

14) 위도가 원전으로부터 21km 떨어져 있지만 위도 주민들이 어로작업을 하는 구간은 

21km 안쪽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원전은 어로활동 지역이 아니라 거주 지역을 

기준으로 삼아 실제적인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위도 어민들은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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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전까지 위도는 조기와 같은 한대성 어종이 잡혔으나 원전 건설 

이후 아귀와 같은 난대성 어종이 많이 잡힌다는 것이다. 어종은 지역과 

결부됨으로써 가격을 형성하게 되는데 위도에서는 아귀와 같은 어종이 

아무리 잡혀봐야 시장에서 제 가격을 받을 수 없어 실제 어민들은 심각

한 타격을 입었고 그 이후 어장이 거의 폐쇄되다시피 하 다. 또한 보상 

범위 17.5km는 원전 1호기가 건설되던 당시에 정해진 기준이었다. 현재

는 광에 5호기까지 건설되었다. 그러나 보상의 범위는 여전히 17.5km

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위도에서는 원전 보상을 촉구하는 

모임이 결성되었다.

두 번째 보상은 15년 전부터 시작된 새만금 간척으로 인한 보상이다. 

새만금 간척으로 인한 보상은 1,2,3차에 나누어 진행되었다. 이 보상은 

간척 사업으로 갯벌이 없어지게 된 변산과 격포15) 일대 주민들을 주 대

상으로 하 다. 갯벌이 없어진다는 것은 명시적인 피해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도는 보상에서 제외되었다. 위도의 갯벌은 피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위도 주민들은 새만금 간척으로 토사가 축적되

어 어업에 피해가 발생하 다고 보상을 요구하 으나 농업기반공사는 

이를 거부하 다. 새만금 간척이 갯벌을 훼손한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에 

대해 간척을 주관하는 농업기반공사는 간척을 하면 바깥에 새로운 갯벌

이 형성된다는 논리를 펴면서도 새만금 제방 바깥에 위치한 위도 일대에 

토사가 쌓인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았다. 위도 주민들은 거대한 제방으로 

인한 조류 흐름의 변화 때문에 위도 일대 바다의 수심이 낮아졌다고 주

장하 으나 그 주장은 인정받지 못하 다.

이러한 두 가지 피해에 대처하기 위하여 위도 주민 180명은 ‘새만금 

․ 원전 보상금 대책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 다. 이 위원회는 

선주 20만원, 양식하는 사람 10만원, 그리고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가구

15) 변산과 격포는 부안군에 속한 면이다. 변산은 새만금 사업의 대상지역이며 격포는 위

도로 향하는 여객선이 운항하는 거점이다. 이 두 지역에서 방폐장을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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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5만원의 회비를 납부하여 결성되었다. 위원회는 보상을 받기 위하여 

활동하 으나 그 성과는 크지 않았다. 원전은 끝까지 보상이 불가능하다

고 하 고, 농업기반공사는 선주들에게 더 이상의 보상 요구와 이의 제

기를 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쓰는 조건으로 격포 어민들이 받은 보상의 

10% 정도를 보상하 다. 양식을 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보상도 받지 못

하 다.

위원회 활동이 1년 정도 큰 성과 없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방폐장 

부지 선정 사업이 시작되었다. 방폐장을 유치하는 지역에 2-3억 원씩 

현금 보상도 가능하다는 말이 나오기도 하 다. 위원회는 방폐장을 유치

하게 되면 보상과 관련된 모든 문제가 일시에 해결된다고 판단하고 조직

을 방폐장 유치를 위한 ‘위도발전협의회’로 개편하 다.

위도 주민들은 원전과 새만금으로 피해 보상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격포와 변산 사람들이 방폐장에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고 인식

하고 있다. 이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적극적으로 반대하면 자기들도 보상

을 받을 수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실제로 위도 주민들

은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도 보상해 준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바로 찬성

으로 돌아설 것이다’고 하면서 변산과 격포 사람들의 반대 이유를 설명

하고 있다. 보상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적 정책과 시설의 건립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피해와 그에 대한 

보상은 방폐장 문제에도 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피해를 당했지만 

보상을 받지 못하 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나간 모든 보상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방폐장 유치에 적극 찬성하고 있고, 보상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정책에 대한 반대가 보상을 가능하게 한다는 

생각으로 방폐장 유치에 적극 반대한다는 설명이 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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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안 논쟁과 지역 정치
부안 논쟁은 일견 보기에 환경 문제인 것 같지만 지역 정치와도 매우 

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반핵 대책위에서 발표한 성명서는 초기에는 

주제가 반핵이었지만 점차 지역 정치적 문제로 전환되었다. 즉, 핵의 위

험성에 기초한 방폐장 반대는 핵의 위험성에 대한 대항 진리가 나오면서 

설득력이 약해지고 대신 절차상의 문제로 방폐장을 반대하기 시작하

다. 반핵 대책위가 제기하는 절차상의 문제는 부안군수가 군의회의 정당

한 의결 과정 없이 방폐장 유치를 신청하 다는 것이다. 이렇게 군수의 

독단과 ‘비민주적인’ 유치 신청이 부안 논쟁을 촉발한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부안군수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

다. 초기의 반핵 논리는 핵의 위험성이었으나 점차 군수의 퇴진으로 논

점이 전환된 것이다. 

이러한 논점의 전환은 위도가 점차 방폐장의 후보지에서 멀어진 것

과 연관성을 갖는다. 위도에 방폐장을 건설하는 결정이 번복되고 다른 

지역이 후보지로 거론되면서 반핵 대책위는 투쟁 이후의 투쟁을 준비하

기 시작하 다. 즉 반핵대책위원회는 2005년 2월 14일 반핵 투쟁의 승리

를 선언하면서 반핵대책위원회를 해체하고 이후부터는 2006년 지방선

거를 새로운 쟁점으로 삼기 시작하 다. 반핵대책위원회 해체 이후에 

나온 성명서에는 2006년 지방선거가 논점으로 나타나기 시작하 다.

“혹시나 감언이설로 군민들을 꼬드길 수 있다고 판단하거나 이 상태로 버텨

서 2006년 지방선거를 꿈꾼다면 크나큰 착각이고 정신병자적 망상이다. (중략) 

부안에서의 2006년 선거는 부안 항쟁의 연장선상에서 치러질 것이기에 부안 

항쟁의 성과를 군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의무가 실현되는 첫 번째 장이 될 것

이다. (중략) 이렇게 뜻 깊은 의미를 가진 성스러운 선거에서 김종규의 그 더러

운 이름이 거론되도록 군민이 놔두겠는가?” 

(2005. 5. 10. 핵 종규 없는 부안 평화세상을 만드는 사람들)

이 성명서에서 보듯 방폐장 반대 측은 현 군수의 퇴진과 2006년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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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서의 승리를 준비하고 있었다. 반대 측에는 이미 전 군수, 군의원 

후보자, 도의원 희망자 등 많은 지방 정치인들이 합류하 으며 이들은 

저마다 선출직 직책을 노리고 있었다. 

현 군수의 퇴진 요구를 위도 주민들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이들은 현 군수가 부안에 인맥이 없어서 부안의 유력자들로부터 괄시를 

받고 있다고 인식한다. 현 군수는 위도 초등학교를 졸업 한 후 전주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을 나온 사람이다. 따라서 부안읍에서는 

학맥이 전혀 없고 따라서 부안읍의 유력자들과 인맥을 형성하지 못하

다. 이러한 약점이 현 군수를 어렵게 하고 있고 부안의 유력자들은 현 군수

를 낙마시키고 그 자리를 자신들이 차지하려고 한다고 인식된 것이다.

부안 논쟁이 장기화 되면서 부안에서는 주민의 화합과 치유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요구되기 시작하 다. 이는 찬성 측이나 반대 측 모두 

요구하고 있다. 2년의 세월 동안 부안 논쟁으로 부안군민은 모두 고통을 

받았으며 주민 갈등도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갈등과 분열은 정부의 

무모한 정책 집행 때문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치유할 책임

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치유책의 실시 시점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인다. 방폐장 유치

를 찬성하 던 측에서는 이미 부안군민의 고통이 현실화되었기 때문에 

즉각적인 치유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 군수는 부안의 발전을 위하

여 방폐장 논쟁의 중심에 섰던 만큼 이제 방폐장이 물 건너간 마당이라

면 부안 발전을 위한 가시적인 보상이 대안으로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하

고 있다. 반면 반대 측에서는 그 시기를 현 군수 임기 도중에는 해서 

안 된다는 입장이다. 현 군수 임기 도중에 치유책을 실시하게 되면 그것

이 현 군수의 공적으로 인식되고 그러면 2006년 지방선거에서 현 군수가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다음 지방선거

가 실시될 때까지는 치유책이 유보되고 다음 군수 재임 시기에 치유책이 

실시되어 그것이 부안 논쟁에 대한 승리의 보상으로 주어져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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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이다.

부안 논쟁으로 주민들이 고통을 당하 고 주민들의 분열과 갈등이 

치유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의하지만 그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는 첨

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이 대립은 지역 정치를 떠나서는 이해될 수 

없다. ‘핵 위험’의 관점과 ‘주민 삶’의 관점에서 시작된 부안 논쟁은 점차 

지방 정치의 역으로 그 성격이 변해가고 있다.

5. ‘부안 논쟁’이 지역 사회에 미친 영향

부안 논쟁은 지역 사회에 다양한 측면의 향을 미쳤다. 가장 먼저 

부안과 위도는 새로운 대립 구도를 만들었다. 이 대립의 구도에는 모든 

사람이 관여되어 있으며 누구나 명시적으로 알고 있고 또 대립을 노골적

으로 표현한다는 특성을 가진다. 방폐장을 찬성하는 것과 반대하는 것 

어느 한 편에 모든 지역 주민을 서게 함으로써 이 대립은 분명하고 가시

적이고 명백한 것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역 사회 내의 모든 사회관계는 이 대립 구도에 의해 재배열 된다. 

부안에서는 시위가 있을 때마다 반핵 대책위에서 노란 잠바나 티셔츠를 

입도록 하 다. 이는 옷을 통해 경계를 구분하는 것으로서 우리 편과 

상대편을 명확히 구분하게 한다. 식당, 매점 등 상가에는 노란 바탕에 

해골과 X자를 그린 깃발을 달게 함으로써 반핵의 입장에 있음을 표시하

게 하 다. 이 깃발을 달지 않은 가게는 반핵에 반대하는 것으로 간주되

었다. 

위도는 ‘위도발전협의회’와 ‘위도지킴이’ 조직으로 양분되었다. 어느 

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중립지대는 매우 좁다. 누구나 자기의 입장을 드

러내도록 강요받았으며 이는 조사자도 예외가 아니었다.

위도에서는 소수자인 반대파가 동창회와 친목계에서 퇴출되었다.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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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퇴출시킨 것은 아니지만 다수의 찬성자들 사이에 있기에는 심리적

으로 너무 힘들게 되었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초상이 나면 모든 마을

사람들이 조문을 하 지만 이제는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만 조문을 

하고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조문조차 하지 않는다. 마을에서 인간

관계가 비교적 좋았던 반대파의 어느 인물은 찬성파의 행사에 참가했다

가 모멸적인 언사를 들어야 했다. 한편 격포로 배를 타고 나갔던 위도 

주민들은 방폐장을 찬성하는 인간이라는 이유로 격포사람들로부터 자동

차에 돌팔매질을 당하기도 하 다. 주민들의 표현대로 ‘다른 일로 주민

들이 싸우면 화해가 되는데 이 일로 틀어진 사람들은 화해도 되지 않는’ 

현상이 만들어졌다.

부안 논쟁은 위도의 경제에도 부정적인 향을 미쳤다. 서해 페리호 

참사 이후 쇠퇴 하기는 하 으나 관광 낚시는 여전히 위도의 중요한 산

업이었다. 부안 논쟁 이전까지 위도의 관광 낚시는 격포의 낚시점과 공

생관계에 있었다. 격포의 낚시점에서는 낚시 손님을 위도의 선주에게 

소개해 주어 낚시 산업이 가능하 던 것이다. 그러나 격포가 방폐장에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하면서 위도와 격포 사이의 공생관계가 단절되었

다. 격포의 낚시점은 더 이상 위도의 낚시 배를 소개하지 않고 위도의 

선주들은 격포를 통해 오는 손님들은 받지 않게 되었다. 낚시 손님이 줄어

들면서 위도의 선주들은 공동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개발하여 직접 손님

을 모으는 대안을 마련하 으나 과거에 비해 손님은 크게 줄어들었다.

방폐장 유치가 불가능해 진 이후 주민들은 ‘방폐장 문제로 지난 2년

간 부안이나 위도나 잠만 잤다’고 표현하고 있다. 방폐장 유치와 반대를 

하느라 아무 일도 못하 고, 지역 내 조직들은 아무 활동도 하지 못하

다. 2년 내내 방폐장 문제에 매달리다 보니 어느 순간 방폐장은 날아가고 

시간만 훌쩍 지나가 버린 것이다. 방폐장 유치 신청이 거부된 직후 위도

를 방문하 을 때 주민들은 그저 ‘멍 하다’고만 표현하 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싸웠는지,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도 떠오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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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공허함과 허탈함이 주민들을 지배하고 있었다.

반대 측 사람들도 마찬가지 다. 원하던 방폐장 거부는 이루었지만 

그래서 얻은 것이 무엇인지는 모호하기만 하다는 것이었다. 정부의 주민 

치유책과 2006년 지방 선거가 앞으로의 과제이지만 그것은 주민들에게

는 너무 먼 주제 다. 싸움에서 이긴 것 같기는 하지만 전리품은 없고 

상처만 남은 상황을 받아들이기에 아직도 시간이 더 필요한 것이다16).

6. 맺음말

방폐장 후보지 선정과 관련한 국가의 정책은 위도를 후보지로 결정

하 지만 많은 논란 속에 결국 그 결정이 포기되고 다른 지역을 후보지

로 선정하 다. 이 과정에서 방폐장 유치를 반대하는 측과 이 반대에 

반대하여 유치를 촉구하는 측은 상호 대립과 갈등의 양상을 보 다. 국

가의 정책 결정이 국가와 주민 사이에 단선적인 대립 구도를 보인 것이 

아니라 국가와 주민, 그리고 주민과 주민사이에 이중적 대립 구도를 만

들었다. 위도의 방폐장은 중단되었으나 주민 사이의 대립 구도는 진행형

이다.

부안 논쟁은 단순히 방폐장을 수용할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의 문제

가 아니다. 이 논쟁에는 사회적 과정으로서의 지식 문제, ‘핵 위험’ 중심

의 관점과 ‘주민 삶’ 중심의 관점의 대립, 부안 지역에서 수십 년간 진행

되어온 보상의 전통과 그에 대한 이해, 그리고 지역 정치 등의 문제가 

16) 이후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고 주민투표 득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에 방폐

장을 설립하기로 하 다. 2005년 11월 2일에 실시된 주민투표 결과 경주가 89.5%의 

찬성으로 선정되고 부안에 인접한 군산은 84.4%의 찬성률을 보 다(방폐장 입지 선정

과 관련한 환경 정의 문제는 윤순진(2006)을 참고할 것). 군산의 높은 찬성률은 부안

군민에게 자신들의 투쟁이 승리한 투쟁이라는 확신을 의심하게 만드는 계기를 제공하

다. 이후에 나타난 부안군민과 위도 주민들의 반응과 대응, 그리고 지역 사회가 받

은 향은 별도의 논의를 필요로 하는 주제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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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재되어 있다. 이 중층적이고 상호 연관된 주제들이 부안 논쟁을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만들었다. 오히려 지역 내에 잠재되어 있던 이러한 주

제의 문제들이 방폐장 부지 선정이라는 국가의 정책을 계기로 표면화되

고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부안 논쟁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후보지 선정은 취소되었지만 주민 

통합과 치유를 위한 국가의 역할이 지역에서 요구되고 있고 이를 집행하

는 시기와 과정은 또 다른 논란의 주제로 남아있다. 2006년 지방 선거는 

이와 결부된 중요한 정치적 이슈 다. 반대 측은 지방선거를 승리의 최

종 성과물로 생각하는 반면 찬성 측은 사실상의 주민 투표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부안 논쟁이 ‘핵 위험’과 ‘주민 삶’에서 출발하 지만 

점차 정치적 이슈로 전환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부안 논쟁은 단순한 환경 

운동이나 지역 발전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성에 대한 총체적 논쟁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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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Concepts>: Environmentalism, Wido, Buan,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Nuclear

People's Response to Policy Making

for Radioactive Waste Disposal

Kim, Chang Min*

17)

This study aim s to describe the process of debate on radioactive w aste  

m anagem ent in  W ido and to present an analysis of som e of the social and  

p olitical d im en sion s o f a  en v iron m en talism .

R ad ioactiv e w aste m an ag em en t h as been  one of the m ain  issu e of  

environm ent m ovem ents in K orea. G overnm ents of K orea decided to build  

rad ioactiv e w aste installations in  W id o. B u t B u an  cou n ty  p eop le op p osed  

the decision violently . So, opinion about radioactive w aste installations has  

been  d iv ided  betw een  W id o an d  Bu an  C ou n ty .

This d ispu te is not sim p le p roblem  to  accep t or op p ose to  rad ioactive  

w aste installations. This d isp ute contains know led ge as social process, the  

ten sion  betw een  'nu clear' an d  'p eop le ' p ersp ectives, the trad ition  of  

com p ensation  in  B u an  cou n ty , and  local lev el p olitics. 

I u n d erstan d  the B u an  d isp u te as a  d iscu rsiv e fie ld  w h ere d ifferent  

p ersp ectives en gage an d  com p ete. It is an  arena of tension  that in v olv es  

p ow er relation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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