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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공공갈등 해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하고, 각 갈등상황에 적합한 갈등관리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 동안 갈등연구는 각 갈등상황에 효과적인 갈등관리 방안을 도출하지
못하였다. 공공갈등의 주요한 연구방법은 사례연구이다. 사례연구는 심층
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하지만, 일반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최근 갈등
DB를 구축하여 갈등해결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실증 분석한 연구도 진
행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다양한 변수
를 고려한 자료 축적이 어려워 비교적 단순한 관계를 보는데 그치고 있
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갈등해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해
시뮬레이션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 자료나 시간적 자원의 제약으로 인
해 분석할 수 없었던 환경조건들과 행위자 특성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할
수 있으며, 갈등 해결 최종상태 뿐 아니라 갈등이 진행되는 과정도 살펴
볼 수 있다. 특히 공공갈등 선행연구에서는 구체적인 갈등상황에 따른 적
합한 갈등해결방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시뮬레이션은 기존 연구 방
법론의 한계를 보완하고, 후속연구를 위한 선행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공공갈등 해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방
법으로 쓰레기통 모형을 적용하였다. 쓰레기통 모형은 조직화된 무질서상
태의 혼란스러운 의사결정 상황에 적합한 모형이다. 이 모형은 문제성 있
는 선호와 불명확한 기술, 유동적인 참여자 등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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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공갈등 상황의 갈등 해결 과정과 유사하다. 공공갈등 상황에서는 고
정적이지 않은 행위자들이 갈등 상황에 참여하고, 갈등상황에 이슈가 복
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갈등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선호와
갈등 해결을 위한 대안 등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공공갈등 해결 영향요인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 단계
는 세 단계로 진행된다. 첫 번째 연구단계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공공
갈등을 분석하기 이전에, 시뮬레이션이 현실상황에 정합한지 살펴보았다.
선행연구에서는 독단적인 조치나 사법적 판결과 같은 전통적 갈등관리방
식보다 협상, 조정 등 대체적 갈등관리방식이 갈등해결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첫 번째 연구단계에서는 시뮬레이션에서
도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는지 검토하였다. 두 번째 연구단계는 갈등해결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때 간과했던 주요 갈등 특성요인에 따라 유용
한 갈등관리방식을 도출하기 위해 갈등수준을 고려하였다. 갈등수준이 갈
등 해결률과 갈등지속기간에 영향을 미치는지 보고, 갈등수준에 따른 적
합한 갈등관리방식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마지막 연구단계에서는 시뮬
레이션에서 도출된 결과가 실제 사례와 부합하는지 공공갈등 사례를 통해
분석하였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연구단계 1>을 분석한 결과 당사자간 협상과 제3자
가 개입하여 조정하는 것이 갈등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
다. 기존 공공갈등 연구의 결론과 시뮬레이션에서 도출된 결과가 일치함
을 확인하였다. <연구단계 2>분석결과에 따르면, 갈등수준은 갈등해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갈등수준이 낮음, 보통, 높음일 경우
낮음과 보통, 높음 사이에는 각 갈등해결률에 차이가 있었으나, 보통과
높음 사이에는 각 갈등해결률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
구에서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공공갈등은 갈등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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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가 광범위하고, 갈등이슈도 복잡하기 때문에 일정수준 이상의 갈등수
준을 가진다. 그러므로 갈등 수준이 높다고 해서 협상과 조정의 효과성이
수준과 비례하여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갈등수준이 가장 높아 협
의가 어려울 경우 제3자가 개입하여 조정하면 효과적이다.
마지막 연구단계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한 결론이 현실과 부합하는지
영광 원자력 발전소 5, 6호기 사례와 경주 고속철도 노선 사례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영광 원전 사례는 경주보다 갈등이슈, 갈등당사자, 갈등 행태
등이 더 심각하였으나 감사원의 조정으로 인해 갈등이 해결되었고, 경주
의 노선갈등은 정부간 대화를 통해 갈등이 해결되었다.
본 연구의 이론적인 차원과 실증적인 차원에서 기여한 바는 다음과 같
다. 이론적인 차원에서는 첫째, 공공갈등 연구에 있어 시뮬레이션이라는
새로운 방법론으로 접근하고 있다. 방법론의 특성상 최종 갈등 해결 상태
와 더불어 갈등과정까지 지속적인 협상, 조정 과정을 관찰할 수 있기 때
문에, 시뮬레이션을 발전시키면 각 상황마다 적절한 갈등관리방식에 대해
시사할 수 있는 바가 클 것이다. 둘째, 공공갈등 연구를 쓰레기통 모형이
라는 비교적 신선한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실증
적인 차원에서의 함의는 첫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해결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간의 적합성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갈등수준이나 다른 갈등
환경, 갈등 특성적 요인에 적합한 갈등관리방안이 적용되어야함을 보여주
고 있다. 둘째, 갈등수준이 높을 경우에도 갈등의 종결을 위해 일방적으
로 해결하는 것 보다 공중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갈등의 특성
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고 시사하고 있다. 마지막으
로, 공공갈등은 시급히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보다 갈등을 관리하는 차원
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장 먼저 협상을 하고자 노력하고 그래
도 해결이 어려울 경우 제3자를 개입시켜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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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 목적
최근 한국사회는 이전에 없던 극심한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삼성경제
연구소(2010년 기준)에 따르면 한국 사회의 갈등 지수1)는 경제협력개발기
구(OECD)국가들 가운데 종교분쟁이 심한 터키를 제외하고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2). 5년 가까이 해법을 찾지 못하여 한전과 주민간의 충돌 사태까
지 발생한 밀양 송전탑 사태나 울산반구대 암각화 보존 문제로 문화재청
과 울산광역시가 10년 넘게 대립하는 등 정책집행에 불협화음을 내는 사
례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등에
의해 추진되는 공공정책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
면서 첨예하게 대립하여 정책이 지연되거나 표류하는 문제가 자주 발생하
고 있다. 정부와 정부사이에 혹은 정부와 민간 사이에 발생하는 공공갈등
은 개인이나 사조직 간의 갈등에 비해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공공갈등이 발생할 경우 수혜자와 피해자 등 연관된 많은 사람들이 혼란
을 겪게 되면서 경제적 비용 외에도 많은 사회적 부담(load)이 발생하게
된다.
공공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행정학 분야에서 지속적
으로 수행되고 있다. 공공갈등 연구들이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

1) 사회갈등지수 산출에는 소득불균형 정도, 민주주의 성숙도, 정부 정책의 효율성(정부
효과성)이 지표로 사용된다. 세계은행이 측정하는 ‘정부효과성지수’와 민주주의 성숙
도를 나타내는 ‘민주주의 지수’의 산술평균값으로 소득의 불균형 관련 지표인 ‘지
니계수’를 나눠 산출한다. 삼성경제연구소가 미국 하버드대 대니 로드릭 경제학 교수
의 ‘갈등의 경제모형’을 바탕으로 이 지수를 개발했다.
2) 2013. 08.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개최한 ‘제2차 국민 대통합 심포지엄’에서 박준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발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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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

연구들의

유형은

여전히

개별

사례지향연구(case-oriented

method)에 치우쳐져 있다(Ragin, 1989). 이러한 소수의 사례를 분석한 연
구들은, 사례를 깊이 있게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
례마다 특수성이 있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킴에 있어서 한계가 있
다. 최근에 그나마 다수의 공공갈등 사례들이 데이터베이스화 되면서 갈
등해결에 미치는 영향요인 등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도 수행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충분히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있지 않다.
최근 사회과학분야에서는 시뮬레이션 방법론을 통한 연구들에 대한 관
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데, Levitt(2004)에 따르면 시뮬레이션 방법론이
결정규칙과 상황의 특징, 행위자 특성 등의 조작화를 통하여 실제 현실에
서 가능한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이기 때문이다. 시뮬레이
션 방법론을 통해 경험적 연구에서는 사례나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검토
하기 어려운 환경조건들 및 행위자 특성, 다양한 통제변수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시간적⋅물적 자원의 한계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가상의
사례들을 검토해 볼 수 있고, 투입(input)과 산출(output)의 단순한 관계를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블랙박스 안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상세히 볼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갈등 해결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으로 쓰레기통 모형 시뮬레이션을 사용하였다. 쓰레기통 모형이 공공갈등
상황과 같은 복잡하고 역동적인 사례들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했
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공공갈등 해결 과정에서는 다양하고 고정적이지
않은 행위자들이 관여하며, 갈등 상황에 복잡한 이해관계와 가치체계에
얽혀 있어 참여자들이 자신의 선호와 합리적인 갈등해결 방안들을 알지
못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Cohen et al.(1972)이 가정한 조직화
된

무질서(organized

anarchy)

상태의

특징인

문제성

있는

선호

(problematic preference), 불명확한 기술(unclear technology), 유동적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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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fluid participant) 등의 조건과 유사하다. 따라서 연구에서는 우선 기존
공공갈등 연구들의 결과들을 분석하고, 이를 시뮬레이션의 결과와 비교하
여 공공갈등 해결 과정에서 쓰레기통 모형 시뮬레이션이 잘 적용될 수 있
는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선행하였다. 두 번째로는 다양한 환경조건 및
행위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초기조건들을 바꾸어 가며 시뮬레이션의 결과
를 살펴봄으로써 반대로 상황에 따른 적합한 갈등 해결요인을 찾아 제시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연구는 공공갈등이라는 복잡한 사회현상
에 대한 사전적 지식을 탐색하는 선행도구로써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본 연구의 시기적인 범위는 1995년부터 2006년 6월까지 발생되거나 해
결된 사례를 기준으로 한다.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것이 갈등해결 영향요
인이므로 갈등 상황이 일단락된 사례들을 선정한다.3) 연구는 갈등 상황
가운데 공공갈등 상황으로 범위를 제한한다. 공공갈등 사례 중에서도 기
업, 이익단체, 주민간 갈등 등 다양한 경우가 있지만 정부간 갈등, 정부와
주민간 갈등을 중심으로 연구 범위를 선정하였다. 지역적 연구의 범위는
우리나라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여러 분야에 걸친 갈등사례를 대상으
로 삼는다. 분석에 포함되는 대상 정책은 공공처리시설, 공공서비스 시설,
공공기반시설, 지역경제개발사업 등이며, 정부간에 발생되는 행정갈등은
제외한다.

3) 갈등 종결여부에 대한 최종시점은 2006년 9월 3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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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주체별 연구범위
갈등형태

관계

하위관계
중앙정부-광역지방정부

수직적 관계
정부간 갈등

중앙정부-기초지방정부
광역지방정부-기초지방정부

수평적 관계

광역지방정부-광역지방정부
기초지방정부-기초지방정부
중앙정부-주민

정부 주민간 갈등

정부 - 주민

광역지방정부-주민
기초지방정부-주민

2) 연구의 방법
본 논문은 공공갈등 해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문헌연구방법과 시뮬레이션방법을 활용한다. 우선 문헌연구를 통해 공공
갈등 선행연구에서 해결에 영향을 미쳤던 공통된 요인들을 도출하고, 주
요 요인들을 시뮬레이션으로 변환하여 시뮬레이션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시뮬레이션 방법이 현실 사례에 대해 어느 정도 정합성을 확보한 상태에
서 기존 연구의 한계로 지적되었던 차별적인 갈등관리방식에 대해 구체적
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우선 기존 공공갈등 연구들을 문헌분석
(literature review)한다. 공공갈등과 관련한 학술연구 논문, 연구보고서, 정
책보고서 등의 문헌들을 분석한다. 갈등연구 가운데 공공갈등 해결에 미
치는 영향 요인에 대한 연구들을 중심으로 보고, 개별 사례를 분석한 연
구보다 다수의 사례를 통해 영향요인을 분석한 연구를 더욱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공공갈등 연구에서 과거부터 최근까지 강조하는 연구주제나 방법론 등
연구경향을 살펴본다. 종합적으로 공공갈등 해결 영향요인들을 분석한 연
구들을 통해서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요인을 도출한다. 대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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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관리 방식(ADR), 제3자 개입에 의한 조정이나 중재, 당사자 간 협상,
주민들의 참여 각각의 효과에 대한 분석한 연구들을 중점적으로 보고 연
구의 한계와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둘째, 문헌연구(literature review)를 기반으로 갈등연구에서 도출한 주요
해결요인들을 시뮬레이션(simulation)한다. 사회과학 연구에서 시뮬레이션
은 주어진 조건하에서 현실과 동일한 반응을 하는 모델이나 장치를 이용
하여 현실을 표현하는 것이다. 시뮬레이션은 불확정한 조건 하에서 의사
결정에 일조하기 위하여 컴퓨터에 의하여 취급할 수 있는 수학적인 모델
을 이용하고, 사실과 가정에 기인하여 설정된 몇 가지 대안을 평가하기
위한 정량적인 기법으로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사용되어 왔다.
시뮬레이션은 실제로 모형을 만들어 하는 물리적 시뮬레이션과 수학적
모델을 컴퓨터상에서 다루는 논리적 시뮬레이션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
서 사용하는 것은 컴퓨터상에서 다루는 논리적 시뮬레이션 방법이다. 시
뮬레이션은 계량경제학의 한 분야이며, 여기에서는 대형 컴퓨터를 이용하
여 전쟁전략·기업전략·재고관리 등의 문제에 대해 어떤 가정 아래에서
수학적 모델을 설정하고 여러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시스템 또는 수단
을 발견한다. 수학적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모델의 기초가 되는 가정이
현실에 비하여 너무 엄밀하여 실제 상태를 충분히 모델에 반영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결점을 바로잡기 위해 컴퓨터에 의한 시뮬레이션
에서는 수학적 모델을 구성할 뿐 아니라 난수(亂數)를 발생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현실에 가까운 실험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4)
다양한 시뮬레이션 모형 가운데 Cohen et al.(1972)의 쓰레기통 모형
(Garbage Can Model)을 선택하였다. 공공갈등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쓰레기통 모형 시뮬레이션의 ‘조직화된 무질서’ 상황의 의사결
정규칙과 유사하므로, 쓰레기통모형 시뮬레이션 방법을 사용한다. 쓰레기
4) 두산백과사전(doopedia) 홈페이지(www.doopedia.co.kr) 참조. 검색일 : 2013년 10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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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모형 시뮬레이션을 구현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C언어(C++)를 사용하
였다. Cohen et al.(1972)은 포트란(FORTRAN)언어를 사용하였지만, 현재
잘 쓰이지 않는 언어이고, C언어가 현재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활용도도 높기 때문이다.
셋째, 마지막으로 사례연구를 통해 시뮬레이션 연구를 보완한다. 사례연
구(case study)는 독특한 특성을 가진 개인, 집단, 프로그램, 정책결정 등
사례를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의미한다(남궁근, 2004: 321). Lofland는
사례연구는 사람, 사건, 조직 과정 등을 실제 상황 속에서 연구하는 것이
며 그 과정은 ‘발견의 과정’을 포함한다고 본다. Yin은 사례연구를 실
험, 서베이, 기존자료분석, 역사적 방법과 구분되는 연구전략의 하나로 파
악한다. 그는 사례연구를 (1) 연구대상인 현상과 맥락 사이의 경계가 분명
하게 구분되지 않은 가운데, (2) 동시대의 현상을 실생활의 맥락에서, (3)
다양한 원천에서 나오는 증거를 사용하여 연구하는 경험적 연구라고 정의
를 내리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갈등상황 특성 상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의 실험실적 환경에서의 제시하는 조
건이 현실 공공갈등 사례의 환경적 맥락(environmental context)에도 정합
한지 살펴보기 위해서 사례연구를 한다.

연구의 진행단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의 문헌조사단
계로서 갈등해결에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식별하기 위해서 관련된 연구논
문과 석⋅박사학위 논문들을 중심으로 하여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공통적으로 공공갈등 해결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들을 식별하
고, 기존연구의 한계와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을 탐색하였다. 그 방법
의 일환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공통된 갈등해결 요인을 점검하고 시뮬레
이션 방법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두 번째 분석단계로서 갈등 상황
의 조건에 따라 적합한 갈등관리 방식을 찾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

- 6 -

출된 결론을 제시하였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제시된 가설이 공공갈등 사
례와 얼마나 부합하는지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공공갈등 해결
을 위한 이론과 정책적 시사점, 방법론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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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검토
1. 공공갈등의 이론적 논의
1) 공공갈등의 개념
갈등은 둘 이상의 개인, 집단, 조직 혹은 공동체 간에 제한된 혹은 상호
영향을 미치는 자원을 분배함에 있어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
한다(Rubin et al., 1994; Brickman, 1974; Plowman, 1995). 공공갈등은 갈
등 개념과 약간 차이가 있는 개념으로 공익을 목적으로 정부가 사업이나
정책을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을 의미한다.
행정학에서는 정책갈등을 “공익을 추구하는 정책의 전 과정을 통하여
목표가 양립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책과 관련된 행위주체들이 상호작용함
으로써 전개되는 역동적 상황”으로 정의한다. 행정학적 관점은 정책을
중심에 두고 그것을 둘러싼 외부적 변수와 갈등유발요소들을 검토하여 갈
등을 이론화한다. 정책결정에 내재한 가치 배분적 측면과 각 집단들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속성은 불가피하게 갈등을 내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서보경, 2006:10).
공공갈등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당사자인 갈
등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법령, 사업의 추진과
정에서 공공기관과 국민 또는 공공기관 상호간의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5a:39). 공공갈등에 대한 행정학 분야의 또 다른 개념규정에 따르면
“공공정책과 같이 공중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쟁점을 둘러싼 갈
등”을 의미한다(강영진, 2000:74). 또한 “공익을 추구하는 정책의 전 과
정을 통하여 목표가 양립불가능한 상황에서 정책과 관련된 행위주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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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하면서 전개되는 역동적인 과정”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전주
상, 2000:10).
이와 같은 공공갈등은 가족 갈등, 종교 갈등 등 다른 종류의 사회갈등
과 그 성격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갈등의 당사자로 포함
된다는 점과 정부정책을 둘러싸고 발생한다는 점, 그리고 대부분 엄청난
규모의 정부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다른 사회갈등과 차이가 있다(지속
가능발전위원회, 2005b:187).
공공갈등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의 다툼이 일반 공중에 영향
을 미치는 갈등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지역주민 등 일반 공중에 미치는
영향이 큰 갈등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국책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공공갈등에는 정부가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
자로 참여하게 된다(신은종, 2010:183).

2) 공공갈등의 특성
공공갈등을 위와 같이 정의할 때, 정부와 정부사이에 혹은 정부와 민간
사이에 발생하는 공공갈등은 개인이나 사조직 간의 갈등과 차별되는 몇
가지 특성이 있다.5)
첫째, 갈등 당사자가 다양하며 광범위하다. 공공갈등은 직접적 이해관계
를 갖는 집단이 크고 다양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간접적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들까지 합하면 당사자의 범위는 전체 국민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5a:40). 이로 인하여 갈등 당사자의 범위를 어디
까지로 할 것인지 명확하게 하기 어렵다.
둘째, 갈등의 원인이 복합적이다. 공공갈등의 갈등이슈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여 한 가지 원인으로 활동을 분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갈등

5) 하혜영(2007), 공공부문 갈등해결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학박사학위
논문, pp.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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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들이 단일 이슈로 구성되기보다는 다양한 하부 이슈가 포함되어 있으
며 이슈들 간에 상호 연결되어 있다(Pruitt & Carnevale, 1993:14). 한편에
서는 이익갈등이면서 또 다른 한편에서는 가치갈등이 일어나기도 한다.
또한 갈등 쟁점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이 각자 다를 수 있다.
셋째, 공익을 둘러싼 갈등 양상을 띠며, 편익과 비용의 불일치가 발생한
다(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5b:187-188). 공공갈등은 정부가 갈등의 당사자
가 되기 때문에 주로 국책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해당지역 주민만이 아니
라 국민 전체를 위한 사업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혐오시설 건설 문제, 댐
이나 고속도로 건설 문제 역시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의 속성을 지니는 공
공재(public goods)이다. 이러한 공공재에 대하여 지역별, 당사자별 입장이
달라지면서 갈등이 발생한다. 따라서 공공갈등의 경우, 창출되는 공익의
크기와 침해받는 사익의 크기 사이에 비교 기준을 잘 세워야 하며 침해받
는 사익에 대한 적정한 보상 문제가 항상 함께 대두된다(김은주, 2008:12
에서 재인용).
마지막으로 공공갈등은 갈등과정 중에 갈등 증폭(escalation)현상이 발생
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모든 갈등의 문제는 증폭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Kriesberg, 2003), 특히 공공갈등은 갈등증폭이 발생되면 갈등해결
이 어렵게 되고, 해결되더라도 그 과정상에 감정적으로나 비용과 시간적
으로 더 큰 손실을 발생하게 된다. 공공갈등은 갈등 문제가 언론과 시민
들의 관심증가로 인해 갑자기 위기(crisis)로 인식될 경우 갈등이 급속히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환경 관련 갈등은 처음에 소수의 전문
가들이 참여하다가, 시민이나 환경단체가 개입하면서 전국적으로 이슈가
확산되게 되는데, 이는 일부의 엘리트 문제가 아닌 사회적 위기로 인식될
수 있다(Slembeck, 19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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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갈등관리

(1) 갈등관리 의미와 필요성
공공갈등관리는 조직이나 사회, 국가 간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율하고
소모적인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통제하고 관리하는 접근방식이다. 갈등
관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갈등이 무절제하게 표출되는 것을 막고, 조직,
사회, 국가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다(강영진, 2001:16). 공공갈등관련
법률안에서는 갈등관리를 ‘공공기관이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
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1185호, 시행 2009.1.1.]).
공공갈등은 정부의 정책수립 및 집행, 법규 제정 등 정책 전 과정에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 상호간 혹은 공공기관과 국민 간에 상
호 양립 불가능한 가치, 목표, 수단 등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며 사회⋅경
제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정부나 공공기관은 정책추
진과정에 있어서 공공갈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역기능을 최소화하면서
도 정책추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갈등관리가 필요하다.
대개의 경우 공공갈등은 하나의 부처가 아닌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있
거나 여러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가 많아 그 해
결에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자원을 필요로 한다. 게다가 직면해
있는 문제의 성격상 불확실성이 높거나 모호하여 인식할 때 다양한 해석
이 되는 경우라면 그 해결에는 그 만큼의 더 큰 비용과 시간을 요구한다.
정부와 민간 그리고 중앙과 민간 그리고 중앙과 지방의 행정기관 간 갈
등이 적시에 적절한 조치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정책지연은 불가피하고
이 과정에서 정책의 거래비용은 매우 커진다. 특히 정책이 타이밍을 놓치
는 경우 정책 자체가 쓸모없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때 정책
대상 집단에도 커다란 피해를 줄 수 있다(홍성만 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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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에서 공공갈등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그 부정
적인 피해나 파급효과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 정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필요성
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2) 갈등관리방식6)
이처럼 갈등관리 방식은 전통적 관리방식과 대체적 관리방식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Susan&Kennedy, 2001). 전통적 방식으로는
독자적 관리방식과 사법적 판결방식이 있으며, 대체적 방식으로는 제3자
개입과 협상방식이 있다.
전통적 관리방식(conventional approaches for managing conflict)에서 첫
째, 독자적 관리방식(self-management strategy)은 우월한 권력을 소유하
고 있는 일방의 갈등당사자가 주도적으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의미한다(유해운 외, 1997:123). 독자적 관리방식은 일방적인 권력 행사,
회피, 지연, 무마 등이 있다. 일방적으로 권력을 행사(unilateral power
play)하는 경우, 일반적인 정책 집행과정에서 많은 갈등을 유발할 수 있
다. 회피(avoidance)는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보류하거나, 갈
등 당사자와 접촉을 피하는 방식으로 영구적인 해결방법이 되지 못한다
(이재규, 1998:173). 독자적 접근방식은 현실에서 정부가 갈등당사자들과의
협상에 실패하거나, 제3자 중재로도 실패할 경우에 이른바 밀어붙이기 식
의 집행으로 종결되는 사례를 들 수 있다.
둘째, 사법적 판결을 사용하여 갈등해결에 이르는 경우이다. 법정을 사
용할 경우 크게 두 가지 특징을 볼 수 있다. 법정 소송을 통해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와 반대로 부정적인 결과로 승자와 패자로 갈

6) 하혜영(2007), “공공부문 갈등해결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학박사
학위논문, pp. 5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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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경우이다. 법정을 사용해서 원만한 갈등해결을 유도할 수도 있지만,
법정사용은 갈등과정 중에서 시간과 비용 문제가 발생될 뿐만 아니라 법
정결과에 수용을 못해서 계속 상소 하는 과정에서 갈등당사자간의 불신과
반목을 안겨줄 수 있다(이달곤, 2005:320; 김준한, 1996:40).
대체적 관리방식(alternative approaches for managing conflict)은 전통적
방식에 대응한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소송절차에 의한 판결을 하지 않고,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이다(김경배, 2005). ‘대체적(alternative)’은 공공
적인 의미에 반대되는 사적(private)이라는 의미와 강제를 대신하는 자율
적(voluntary)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대체적 관리방식은 사법제도에 비해
대립적인 요소보다 협력적인 요소가 더 강하기 때문에 사회갈등 해소에
효과적이라고 여긴다(김종호, 2004:12-15). 갈등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갈등
을 자체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쌍방 모두가 승리하는 승-승(win-win) 결과
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최근에 대체적 관리방안에 대해 광범위하게 적
용되고 있는 추세이다(지속가능한발전위원회, 2005b:396).
제3자 개입에 의한 관리방식과 당사자 간의 협상에 의한 해결방식이 있
다. 첫째, 제3자 개입에 의한 갈등관리 방식으로, 조정(mediation)이나 중
재(arbitration)를 통해 갈등을 해결한다. 중재의 구체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⑴ 중앙정부가 개입하여 갈등을 조정하거나 상급기관으로 결정 권
한을 가지고 중재하는 경우이다. ⑵ 상급단체의 조정에 의한 해결로써 기
초자치단체들 간의 갈등일 경우, 상급기관으로 광역자치단체가 나서서 화
해를 촉진하는 경우이다. ⑶ 제 3자로 공식적인 분쟁위원회가 개입하여
해결로 유도하는 사례로, 중앙 및 지방 분쟁위원회, 중앙환경분쟁위원회
그리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중재로 해결된 사례들이다. ⑷ 시민단체가
제3자 역할을 하여 갈등해결을 유도하는 경우이다7). 조정은 중재와는 다
7) 한국사회에서 대안적 갈등관리 방식인 조정을 사용한 사례를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국립서울병원 현대화 사업을 위한 조정기제로 시나리오 워크샵이 사용되고, 울산
북구청 음식물 자원화 시설 설치를 위한 민관 분쟁의 조정을 위해 시민배심원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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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특성8)을 가지고 있다. 조정은 사적인 절차로 비공개로 주로 진행되며,
비밀이 유지됨을 원칙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협상처럼 미래지향적이다.
둘째, 당사자 간 협상(negotiation)에 의한 갈등관리 방식이다. 협상은 둘
이상의 집단이 사회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서로의 이해상반을 해결할
목적으로 토론하는 것이다(Pruitt & Carnevale, 1993: 1-2). 서로 다른 선
호와 입장을 지닌 당사자들이 제3자의 개입 없이 접촉함으로써 갈등을 해
결하는 방식이다. 협상은 갈등 당사자가 절차에서부터 결과까지 전 과정
을 통제한다. 갈등 이슈를 밝히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도 당사자가 해야
할 몫이다. 대부분 갈등에서 해결을 위한 당사자들 간에 협상을 시도하지
만, 갈등이 심하여 소통이 단절된 경우 협상은 어려워진다.
대체적 갈등관리 방식의 장점은 모든 당사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합의
를 더 공정하게, 더 효과적으로, 더 빨리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소
송으로 인한 비용과 시간의 절약 외에도 분야별 전문가 활용 가능성이 증
대하고 갈등 당사자들 간의 관계 개선, 당사자들이 회의방법 등의 절차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 등 변화하는 사회의 흐름에 부합하는 해결방식 등
을 장점으로 들고 있다. 과거의 갈등상황의 해결은 승패가 나뉘는 결과가
도출되었으나, 대체적 갈등 관리방식은 모두 이익을 얻는 승-승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활용되는가 하면, 한강수계 오염총량제 도입을 위해 규제협상
8) 김경배(2005), “한국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제도화 및 발전방안 연구”, 「산업경제연
구」, 18(1), pp. 256-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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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갈등관리방식
전통적 관리방식

구
분

독자적 방식

회피, 무시, 일
방적 행동, 강
용
제력 동원 등
내

대체적 관리방식

사법적 판결

제3자 개입

당사자간 협상

지방, 고등, 대
법원, 헌법소
원 등 법원판
결

제3자 개입
하여 화해⋅
촉진, 조정,
중재 등

당사자 협상, 민관협의
체 구성으로 공동해결방
식, 각종 행정협의체 활
용 등

자료 : 하혜영(2007)

시대 흐름에 따른 갈등관리방식의 변천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70
년대 초까지는 갈등 해결을 위한 직접 협상이 실패할 경우 대부분 법정의
판단에 의존하여 왔으나 1970년대 후반에 들어오면서 갈등이슈가 복잡해
지고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서 정부 관료들의 역할이
커지게 되었으며 점차 행정적 결정이 많이 이용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에 들어와서는 정보의 확산이 쉽고 빠르게 이루어짐과 동시에 민간이 참
여하는 범위가 넓어지기 시작하였다. 이런 경향을 반영하여 기존의 법정
이나 정부의 결정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대안적 갈등해소 방안(ADR)이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였다(박형서,

2004:

32).

즉,

민주화

이전에는

DAD(Decide-Announce-Defend)방식에 의한 정부주도의 권위적 접근이 가
능했으나, 민주화와 다원화가 진행되면서 탈권위주의적 해결방식의 일환
으로 ADR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표 3>

갈등관리 방식의 변천

시대구분

갈등해소 메커니즘

해소 기제

1970년대 이전

법정 해결 (판결)

전통적 대항적 방법

1970년대

행정결정

관료적, 기술적 방법

1980년대 이후

대안적 갈등해소 (ADR)

다양한 합의 도출방법

각각의 갈등관리 방식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비교해서 살펴보고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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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통적 관리전략으로 재판과 대체적 관리방식으로 협상, 조정, 중재의
주요 특징을 비교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각 갈등관리방식마다 당사자
개입이 필수요건인지, 제3자의 역할과 최종결과에 대한 결정권, 결과의
구속력 등 특징을 비교하였다.
당사자간 협상은 제3자가 개입하지 않는 갈등관리방식으로 제3자가 개
입하는 조정, 중재, 재판과는 구별된다. 조정과 중재는 제3자가 개입하고
당사자간 협의를 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조정에서는 갈등당사자가 대화를
통해 의견을 개진하면 제3자가 합의를 도출하는 촉진자로 역할만 한다.
중재를 할 때는 당사자간 합의를 도출하기보다 제3자가 의사결정자 역할
을 한다. 전통적 갈등관리방식인 재판은 입장 이해나 조정과는 달리 법리
를 통해 의견을 조정하고, 결정의 구속력이 높다.
<표 4> 대체적 갈등해결 방식의 특징
구분
절차개시
에서
당사자
합의
개입
제 범위
3
선정
자
역할
절차의
진행내용
결정
정형성

협상

조정

중재

재판

필수요건

필수요건/
예외

필수요건/
예외

불필요

이해/입장
조정

개입
민간/공사기관
쌍방합의
합의도출
(촉진자)
이해/입장
조정

개입
민간/공사기관
쌍방합의
일방적 결정
(의사결정자)
확인/이해
조정

개입
사법기관
사법기관
재판
(판결)
확인/법리
조정

없음

대개 없음

조금 있음

있음

증거자료,
증인 등

증거자료,
증인 등

구속적/예외
(법정보고서
필요)

구속적

옳고 그름
판단

옳고 그름
판단

불개입
-

결정 근거

쌍방 합의

결정
구속력

쌍방의 동의
필요

해결책

승-승 모색

제3자의
조언을
바탕으로
쌍방합의
쌍방의 동의
필요
(법정보고서
필요 없음)
승-승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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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이달곤(2005: 25), 사득환(1997)

<표 5>는 갈등관리수단의 강제성, 자율성, 만족도, 해결비용, 소요시간,
법적한계를 기준으로 분석한 표이다. 전통적 갈등관리방식인 재판으로 갈
수록 자율성이 낮아지고 강제성이 높아진다. 갈등해결 비용과 시간은 많
아지고, 그만큼 해결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질 수 있다. 그러나 공공
갈등의 경우 당사자간 직접 협상이나 조정이 어려울 수 있다. 예를 들어
환경분쟁을 살펴보면, 피해원인과 관련 있는 당사자가 다양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수는 다수로 확대되는 등 복잡한 양상을 띠기 때문에 피해
와 가해의 인과관계를 밝히고 위법인지 따지는 것이 어렵다. 시작부터 해
결까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며 피해당사자가 불리한 경우가 많고, 가해
자의 손해 배상능력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피해의 근원 또한 불명확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협상이나 조정이 어려울 수 있다(나규하, 2010:
14). 그러므로 다양한 갈등관리 방법 가운데 갈등상황에 따라 적합한 갈
등관리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분석기준

<표 5>

갈등해결수단의 분석

협 상

화 해

조 정

중 재

재 판

강제성

낮 다 ←――――――――――――――――→ 높 다

자율성

높 다 ←――――――――――――――――→ 낮 다

만족도

높 다 ←――――――――――――――――→ 낮 다

해결비용

저 렴 ←――――――――――――――――→ 과 다

소요시간

짧 다 ←――――――――――――――――→ 길 다

법적한계

낮 다 ←――――――――――――――――→ 높 다

자

료 : 박형서 외(2004: 34) 재인용

(3) 대안적 갈등관리제도 현황
우리나라의 갈등관리와 관련된 제도와 운영현황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조정기제로 국무회의, 관
계장관회의, 차관회의 등 다양한 회의가 있으며 당정협의회나 청와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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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실, 국무조정실 등이 있다(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4: 61-65). 그리고 대
안적 갈등관리제도로서 조정(調整)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구는 <표
6>과 같다. 각 분야별 갈등 조정기구가 있고, 그에 관련된 법규와 관련부
처가 있다.
공공갈등에서는 환경분쟁위원회가 조정⋅중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환
경분쟁위원회를 살펴보도록 한다. 중앙환경분쟁위원회는 정부의 정책이나
개발 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피해 갈등에 대한 조정 위원회로
1억원 초과의 환경피해로 인한 분쟁, 국가 또는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 2개 이상의 시⋅도 관할구역에 걸치는 분쟁 등을 조정한다.9) 지방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제외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다.

9) 중앙환경분쟁위원회 홈페이지 참조(edc.me.go.kr) 검색일 : 2013년 1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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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갈등조정기구 및 법규현황
구분

기구

관련법규

의료
환경

의료심사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위원회법
증권거래법
금융감독기구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
의료법
환경분쟁조정법

무역

대한상사중재원

중재법, 대외무역법시행령

언론

언론중재위원회

외교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

건설

노사정위원회

노동
노동위원회
증권분쟁조정위원회

금융

교육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행정
기관

노동부
증권거래소
금융감독원
보건복지부
환경부
산업자원부
대한상사중재원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건설교통부
교육인적자원부

시도교육분쟁조정위원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외교통상부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전자거래기본법

한국전자거래진흥원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

-

한국인터넷정보센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지방자치법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법

행정자치부

저작권분쟁심의조정위원회

저작권법

문화관광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위원회
반도체배치설계심의조정위
원회

소비자보호법
하도급거래공청회에
관한법률
방송법
반도체직접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법률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발명진흥법

특허청

선원노동위원회

선원법

해양수산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간갈등)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중앙기관-지방자치단체)

하도급분쟁조정위원회

기타

노사정위원회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
관한 법률
WTO정부조달협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규정

중앙교원지위향상위원회

정보
통신

관련부처

자료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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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
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방송위원회
특허청

대표적으로 행정 분야와 관련된 조정기구인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와, 중앙 및 지방분쟁위원회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행정협의조정위원회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을 해결하도록 2000년에 법제화 되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간에 의견의 불일치나 갈등이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지

방자치법은 협의⋅조정기구를 설립하여 이를 해결하도록 명문화하
고 있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제2롯데월드 건축 관련 갈등
(09.3.31) 등을 조정하였다.

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및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행정기관간 대체적 갈등관리(ADR) 제도
로서 행정부 산하기관에 직접 설치되어 있는 조정 기구이다. 광역
자치단체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고 있다.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기
초자치단체간 갈등을 조정하는 기제이다.
<표 7> 정부간 갈등 조정기구
유 형
중앙정부간 갈등
중앙-지방정부간 갈등

지방
정부
간
갈등

갈등 조정기구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갈등조정협의회
행정협의조정위원회

광역자치단체간 갈등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광역-기초자치단체간 갈등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기초자치단체간 갈등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자료 : 이선우⋅류도암(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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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관계장관회의
차관회의
부처간회의
거대부처
조정전담장관제
공동조사단
갈등관리연구기관
지정⋅운영

4) 공공갈등 해결 영향요인

(1) 갈등해결의 이론적 논의
공공갈등의 해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다. 공공갈등 해결 영
향요인에 대하여 주요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Deutsch(1973)은
갈등해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① 갈등과정, ② 이전의 상호관계,
③ 갈등의 본질(갈등규모, 이슈의 엄격성, 이슈의 중심성, 이슈의 수와 상
호의존성, 이슈의 지각), ④ 갈등당사자의 성격 ⑤ 성공에 대한 예측 ⑥
제3자 존재 등을 주장하고 있고, Quirk(1989)는 ① 이슈내용, ② 갈등구조,
③ 리더십, ④ 집단정치, ⑤ 정치적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Pruitt &
Carnevale (1993)은 갈등해결의 주요 요인으로

① 이슈구조, ② 전략과

전술, ③ 당사자의 행태, ④ 인지적 과정 ⑤ 사회규범, ⑥ 당사자간 관계
(권력, 신뢰) ⑦ 집단과정(내부협상), 제3자 존재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반
해, Ross & Ward (1995)는 ① 제도적 요인, ② 전략적 요인, ③ 심리적
장애 요인 등을 제시하고 있다.
Lewicki et al.(2003)은 ① 당사자, ② 이슈, ③ 사회체제, ④ 갈등과정
등을 주장하고 있고, Kriesberg(2003)도 마찬가지로 ① 참여집단, ② 이슈,
③ 사회체제, ④ 갈등과정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초기의 갈등해
결 영향 요인 연구는 갈등해결에 관련한 요인들을 나열하였다면, 최근 연
구는 여러 요인들을 묶어서 3~4개의 큰 요인별로 제시하는 경향이다. 위
에서 논의한 공공갈등의 해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다음 <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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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갈등해결관련 이론적 논의
연 구 자
Kriesberg(200

주요 영향요인
① 참여집단, ② 이슈③ 사회체제, ④ 갈등과정

3)
Lewicki et
al.(2003)
Pruitt &

① 이슈구조, ② 전략과 전술, ③ 당사자의 행태, ④ 인지적

Carnevale

과정 ⑤ 사회규범, ⑥ 당사자간 관계(권력, 신뢰) ⑦

(1993)
Ross & Ward
(1995)

집단과정(내부협상), 제3자 존재 등

① 당사자, ② 이슈, ③ 사회체제, ④ 갈등과정

① 제도적 요인, ② 전략적 요인, ③ 심리적 장애
① 갈등과정, ② 이전의 상호관계, ③ 갈등의 본질(갈등규모,

Deutsch
(1973)

Quirk (1989)

이슈의 엄격성, 이슈의 중심성, 이슈의 수와 상호의존성,
이슈의 지각), ④ 갈등당사자의 성격 ⑤ 성공에 대한 예측 ⑥
제3자
① 이슈내용, ② 갈등구조, ③ 리더십, ④ 집단정치, ⑤ 정치적

공통 요인

제도
① 갈등 이슈 특성, ② 당사자간 관계, ③ 갈등 과정, ④
사회체제

(2) 주요 영향요인
공공갈등 해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수하여 일반화시키기가 어
렵다. 갈등해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접근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연구
되어 왔다. 갈등해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중심적으로 살펴보
면 갈등 자체의 특성에서 갈등해결 영향요인을 찾는 연구와, 갈등을 과정
으로 보고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갈등관리로서 전략을 살펴본 연구, 그리
고 갈등의 환경적 요인을 찾은 연구 등으로 구분된다.

① 갈등자체의 특성 요인
첫 번째 접근방법은 갈등 그 자체에서 갈등해결의 영향요인을 찾는 것
이다. 갈등이슈의 성격이나 갈등당사자의 수나 힘의 관계와 같은 갈등당
사자의 특성이 갈등해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연구이다.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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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Deutsch, 1973; Quirk, 1989; Pruitt & Carnevale, 1993; Kreiesberg.
2003; Lewicki et al., 2003)를 보는 연구와 갈등 당사자(Deutsch, 1973;
Pruitt & Carnevale, 1993; Kreiesberg. 2003; Lewicki et al., 2003)를 보는
연구를 중심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많은 연구들이 이슈의 내용적 특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갈등이슈는 갈
등이슈의 수와 크기 같은 형식적 특성과 주요 쟁점이 되는 갈등사안이 무
엇인지

살펴보는

내용적

특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하혜영,

2007:37). 갈등상황에서 갈등이 되는 이슈들, 즉 논쟁점이 크기가 크고 많
아 복잡할 경우 갈등해결에 유리할 수도 있다. Wall & Callister(1995)에
따르면 이슈가 복잡할수록 때로는 여러 개의 하부 이슈로 분해되기 쉬우
며, 이것이 갈등 당사자가 교환을 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한다. 반면, 이
슈가 크고 많을수록 갈등문제를 더 악화시킨다는 연구도 다수 있다. 갈등
의 내용은 크게 이해관계 갈등(interest conflict)과 가치갈등(value conflict)
으로 나눌 수 있다(Kreiesberg, 2003). 이해관계 갈등은 한정된 자원에 따
라 원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을 때 발생하며, 가치갈등은 신
념, 종교, 문화, 가치관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으로 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
는 특징이 있다.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은 갈등 당사자의 대립되는 목적이나 수단을 추구
하는 상황이 전제하기 때문이다. 갈등당사자는 갈등과 관련 있는 이해관
계자로 주요한 일차적 당사자(primary parties)와 이차적 당사자(secondary
parties)로 구분할 수 있다. 일차적 당사자는 직접적으로 갈등에 개입되어
있는 참여자이고, 이차적 당사자는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지만 갈
등해결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당사자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주변
당사자(peripheral parties)는 갈등 해결 여부에 관심은 있지만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로 일반 대중이 속한다.
그리고 당사자 간의 관계를 보면 크게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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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할 수 있다. 수직적 갈등과 수평적 갈등은 당사자들 간 존재하는 권위
(authority)와 관련이 있다.10) 정부간 갈등일 경우 행정절차, 법적⋅관리적
측면에서 권위가 갈등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② 갈등의 과정 요인
두 번째 접근방법이 갈등을 과정(process)으로 인식하고, 갈등관리전략
의 종류와 사용여부(Pruitt & Carnevale , 1993; Ross & Ward, 1995)와 제
3자의 개입(Deutsch, 1973; Pruitt & Carnevale, 1993)에 관심을 갖는 연구
들이다. 공공갈등은 특히 과정적 변수로 갈등관리방식에 초점을 맞춘 연
구가 많았다. Pruitt & Rubin(1986)은 사회갈등을 다루는 방식을 경쟁, 양
보, 문제해결, 철회, 그리고 정지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면서, 갈등관리유
형의 차이가 갈등해결 결과를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한다. Ury et al.(1988)
는 갈등해결방법으로 권력 기반, 권리 기반, 이익 기반 접근 방법으로 구
분하고, 이익에 근거한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강
조하였다. Susan & Kennedy(2001)는 전통적방식과 대안적방식의 차이를
강조하는데, 전통적 방식보다 대안적방식의 갈등해결이 갈등을 완화시키
고, 해결에 긍정적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전통적 방식으로는 회피, 철
회, 순응과 같은 일방적 대응방식 또는 행정적 강제력 및 사법기관에 의
한 강제적 결정 등이 있고, 대안적 방식으로는 협상, 조정, 중재 등이 있
다.

③ 갈등의 환경 요인
마지막 접근방법은 갈등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이 갈등해결에 영향을 미

10) 갈등연구에서 힘의 균형을 논의할 때 권력(power)과 권위(authority)를 종종 사용하는
데, Weber는 권력을 본질적으로 개인의 개성과 연관된 것이라 하였고, 반면 권위는 사
회 위치 혹은 역할과 항상 연관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권위는 복종, 종속, 통제, 명력
등이 포함된다고 하였다(Dahrendorf, 1959: 16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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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다는 것이다. 공공갈등은 정치, 경제, 사회적인 요인들이 갈등해결에 영
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이 될 수 있다(Kreiesberg, 2003; Lewicki et al.,
2003). 경제적요인은 경제적 여건, 경제제도의 변화, 경제적 상황의 변화
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연구들이 진행되었다(가상준,
2010; 김학린, 2011). 정치적 요인은 정치제도, 정치리더십, 선거와 같은
정치적 사건 등이 고려될 수 있다(강성철, 2006: 184; 가상준, 2010). 사회
적 요인으로는 언론, 여론 등과 함께 시민단체의 개입에 대한 연구가 진
행되어 왔다(김동희, 2001: 171; 신동준 외, 2005).
공공갈등 해결 영향요인에 대한 주요 선행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갈등
해결에 중요한 요인은 첫째, 갈등이슈 그 자체의 특성이고, 둘째는 갈등
의 당사자들 간의 관계이고, 셋째는 갈등당사자들 간의 갈등과정(협상, 조
정, 전략 등)이고 마지막으로 갈등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환경적인 요인
으로서의 사회체제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이후 공공갈등 해결 실증연구에
서 알 수 있겠지만, 본 연구는 협상과 조정을 포함하는 갈등과정과 제3자
의 개입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2. 선행연구 검토
1) 공공갈등 연구 경향
공공갈등과 관련한 국내⋅외 연구들을 살펴보면 해외의 경우 1990년 이
후 학제간 연구에 힘입어 협상, 조정, 대체적 분쟁해결(ADR)의 연구분야
가 급속히 발전하였다. 특히 미국은 ADR제도가 1990년대 입법화되어 제
도의 효과와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O’Leary et al., 2005:182). 국내의
경우 1995년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공공갈등 연구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해외에서의 공공갈등 연구와는 달리 대체적 갈등관리와 관
련된 조정이나 중재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편이다. 아직까지 우리는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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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갈등관리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효과성 평가
보다는 제도의 개념, 현황분석 연구가 중심이 되고 있다. 국내에서 공공
갈등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전체 갈등관련 선행연구에서 주를 이루고 있는 영역으로, 개
별 공공갈등 사례분석을 통해 갈등해결 방안을 제안하는 연구이다. 황기
연⋅나태준(2005)과 권영규(2006), 강진용(2009)은 청계천복원사업 사례를
기초로 하여 갈등의 양상과 이론 등을 분석하여 공공갈등 관리의 방향과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민창⋅한종희⋅안병철(2005)은 비선호시설의
입지갈등 사례를 단체장 특성 원인변수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 있다.
장현주(2008)는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에 따른 문화재관람료 징수 관련 갈
등 사례를 분석하면서 갈등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두 번째는 다수의 갈등사례 분석을 통해서 갈등을 유형화, 일반화, 이론
화하는 연구이다. 예를 들어, 강성철⋅김상구(2004)는 지방정부들의 갈등
을 유형화하여 갈등의 요인과 해소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나태준(2005)은
국내⋅외 정부사업의 갈등사례를 분석하여 갈등의 유형화 및 갈등관리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하혜영⋅이달곤(2007)은 1995년부터 2006년 사이에
발생한 갈등사례 337건을 갈등의 내용별⋅주체별로 분석하고 있다. 가상
준 외(2009)은 1990년부터 2007년까지의 공공갈등 482건을 유형별로 정리
하고 있다.
세 번째는 공공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이
러한 연구들은 공공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기존의 전통적인 갈등관
리방식보다는 대안적인 갈등관리방식의 효과에 대해 논의한다. 하혜영
(2007)은 전통적 갈등관리방식과 대체적 갈등관리방식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다수의 공공갈등 사례를 분석하여 대체적 갈등관리방식의 효과를 검
증하였다. 채종헌⋅김재근(2009)은 갈등해결 방안에 있어 협력적 거버넌스
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갈등관리 방식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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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과 참여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갈등과 관련한 연구는 행정학과 정책학 분야에서 비교적 광범위하게 수
행되어왔다. 그러나 행정학 분야에서 갈등연구는 미시적 차원에서 갈등원
인에 대해 밝히거나 갈등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
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회가 겪는 다양한 갈등을 거시적 관점에서 조망하
는 연구는 미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즉 갈등연구의 방법론이 특정 사례
를 깊이 있게 다루는 연구에 치중되면서 갈등문제를 공공갈등차원에서 거
시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대안들을 제시하는 데는 한계를 보
이고 있다(이병량⋅김서용⋅전영평, 2008). 기존 연구들이 개별갈등 사례
분석, 갈등관리방식 및 갈등유형화에는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으나 중앙
정부의 효과적인 갈등관리방안, 갈등해결기제에 관한 연구에는 크게 기여
를 못하고 있다(임동진, 2011:298).
본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갈등관리 방안, 갈등 해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갈등 해결의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연구를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검토할 것이다. 특히 주요
한 변수들을 중심으로 한 연구들의 결과와 연구의 한계를 검토한 후, 이
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2) 갈등해결요인에 대한 실증연구
갈등해결에 대한 실증연구를 조사한 결과, 공공갈등의 성격에 따라 갈
등 해결 영향요인이 매우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
기 위해서 갈등해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와
갈등관리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종합적 접근
갈등해결 요인에 대한 종합적 접근방식으로 갈등해결에 미치는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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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들을 고려한 연구들이 있다. Bingham(1986)은 1974년부터 1984년까지
의 환경분쟁과 관련된 160개의 사례를 조사하여 갈등해결 요인을 분석하
고 있다. 이 연구에서 갈등해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당사자 관련요
인, 과정 및 맥락적 요인, 내용 관련 요인을 들고 있으며 그 가운데 환경
문제를 다루는 장소 특정적 분쟁에서 조정을 사용한 효과가 성공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가 반드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의 내용에 따라 변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국내연구로는 서울시의 3개 쓰레기처리장 건설 갈등사례를 기술
적인 사례연구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한 연구가 있다. 갈등정도와 갈등효과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갈등상황, 갈등이슈, 갈등관리전략, 제3자 개
입을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갈등초기에는 주민참여 절차가 중요하고, 갈
등관리 전략으로는 협상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전주상, 2000). 주재복
(2004)은 동강댐 건설과 새만금간척사업 갈등 사례에서 정부간 갈등을 분
석하였다. 갈등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책상황, 참여자, 조정기
제, 협력규칙을 변수로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는 제3자 조정기제와 협력
규칙이 상대적으로 영향이 크게 작용하였다. 주재복은 연구를 통해 대규
모 정부사업의 추진과정 중에 발생하는 정부간 갈등에서 제 3자에 의한
문제해결과 운영규칙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정곡취수장 설치
사례를 연구한 권경득(2004)도 제도적 요인을 강조하고 있으나 갈등의 원
인, 갈등 행위, 갈등 수준의 변화, 제3자 중재 등 다양한 원인을 함께 고
려하고 있다. 연구에서 갈등문제가 근본적으로 적대적일 경우, 제3자의
중재역할이 중요하다고 제시하였다. 그러나 그는 사례분석 결과, 제3자
중재가 일시적 갈등완화에 도움이 되었으나 장기적으로는 갈등 증폭의 원
인이 되기도 했음을 지적한다.
박형서(2004)는 공공시설 입지갈등에 관한 갈등원인, 갈등특징, 갈등전
개과정, 갈등에 대한 인식과 태도, 과거의 갈등해소 방법에 따른 영향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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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등 갈등관련 이론 및 여러 연구를 기초로 10개의 갈등가설을 세우고,
공공입지갈등 사례 3개를 통해 가설을 검증하였다.11) 갈등 정도, 갈등 형
태, 갈등 해소 및 관리와 관련있는 변수를 선정하여 갈등으로 인한 사회
적 파급영향, 지역발전 및 경제적 영향, 제도적 및 행정적인 영향과 같은
지표를 통해 분석⋅평가하였다. 그 결과 갈등해소 전략이나 기술이 강제
적이고 위압적일수록 갈등양상은 과격하게 되고 갈등 해소가 어렵다고 하
였으며, 갈등의 정도가 깊을수록 갈등관리가 힘들며, 갈등관리가 힘들수
록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제언하였다.
최근에 들어서야 공공갈등 해결 영향요인을 찾기 위해 다수의 사례를
양적인 방법으로 분석한 연구가 드물게 수행되고 있다. 하혜영(2007)은 공
공갈등의 해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식별하고, 이들의 효과를 실
증적으로 검증하는 연구를 하였다. 1995년부터 2006년 6월까지 우리나라
에서 발생한 공공갈등 사례를 통하여, 갈등해결과 영향요인간의 인과성을
보기 위해 다중로짓회귀분석(multinominal logit regression)을 하였다. 갈등
해결 영향요인은 갈등특성, 갈등관리, 그리고 갈등환경 세 요인을 선정하
고 각각의 하부요인을 세분화 하였다. 분석 결과, 갈등해결의 수준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군으로 갈등관리 요인이며, 그 가운데 갈등
관리 방식이 대체적 갈등관리방식을 선택하였을 때가 전통적 관리방식을
선택하였을 때 보다 갈등해결의 수준이 높았으며, 주민을 포한한 갈등에
서 주민참여의 수준이 소극적이다가 적극적인 참여로 변해 갈수록 해결수
준도 높게 나타났다.
김학린(2011)은 공공갈등해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적합성이
갈등해결 결과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갈등해결의 상황적합모델을
토대로 공공갈등의 특성과 환경적 요인 및 사례를 이용하여 종합적으로

11) 박형서 외(2004)는 영광 원자력 5,6호기 사례, 안면도 방사성 폐기장 사례, 그리고 경
주 고속철도 노선 사례 등 공공입지 갈등 사례 3개를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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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영향요인들은 갈등해결의 결과에 개별적으로 영향
을 미치며, 동시에 요인 간 적합관계도 갈등해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표 9> 종합적 접근을 통한 갈등해결 연구
연구자

주요 영향요인

결론

비고

Bingha
m
(1986)

① 갈등 당사자, ②
과정 및 맥락, ③ 갈
등 내용

갈등 과정에서 조정을
사용한 효과가 성공적

- 갈등의 내용에 따라
대체적 갈등관리의 효
과성이 달라질 수 있음

전주상
(2000)

① 갈등 상황, ② 갈
등 이슈, ③ 갈등 관
리 전략, ④ 제3자
개입

갈등 초기에 주민참여
절차가, 갈등 관리전략
으로 협상이 효과적

- 갈등의 정도와 정책
의 효과성은 역의 상
관관계를 가짐.

권경득
(2004)

① 갈등 원인, ② 갈
등 행위, ③ 갈등 수
준의 변화, ④ 제3
자 중재

갈등이 적대적일 경우
제3자 중재역할이 중요
함

- 제3자 중재가 일시적
갈등완화에 도움이 되
었으나
장기적으로는
갈등 증폭원인이 되기
도 함

박형서
(2004)

① 갈등 정도, ② 갈
등 해소 및 관리, ③
갈등 시설 및 주체

갈등 관리가 힘들수록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큼

- 갈등의 정도가 깊을
수록 갈등관리 또는
해소가 힘듬

하혜영
(2007)

① 갈등 특성, ② 갈
등 관리, ③ 갈등 환
경

갈등 관리요인 가운데
대체적 갈등관리방식과
주민참여 정도가 효과
적

김학린
(2011)

① 갈등 유형, ② 갈
등 관리, ③ 시민단
체 개입

갈등해결 영향요인간의
적합성도 해결 결과에
영향을 미침

- 모든 사례에서 대체
적 갈등관리가 효과적
인 것이 아님. 오히려
갈등을 악화시킬 수 있
음
- 갈등유형과 갈등관리
방식의 적합성이 특
히 큰 영향을 미침

주 :

영향요인에 밑줄 표시는 연구결과가 다른 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향이 크게 작용함
을 의미.

(2) 갈등관리 실증 연구
지금까지의 연구를 종합하면 공공갈등 해결요인을 찾는 연구에서 제3자
개입에 의한 조정, 협상과 같은 대체적 갈등관리방식이나 주민참여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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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이 갈등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이 많았다. 대체적 갈등
관리 방식의 성과나 주민참여에 대해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들을 제3자에
의한 조정, 협상, 주민참여로 구분하여 선행연구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한
다.

① 대체적 갈등관리 방식(ADR)
대체적 갈등관리방식(ADR)이 과거의 전통적 방법에 의한 갈등해결방식
보다 효과적이라는 연구들이 주로 국내보다 해외에서 주로 수행되어 왔
다. Rose & Suffling(2001)은 ADR이 조정에 효과적인지 보기 위해서 캐나
다 온타리오 지방 6개 토지 이용 분쟁사례의 문서내용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환경보호 측면에서 효과를 검증하였고 그
결과, 6개 중에서 5개가 조정으로 인해 갈등이 성공적으로 해결되었다.
O’Leary et al.(2001)도 마찬가지로 ADR 제도가 성공적이라고 결론을 내
리고 있다. 그는 미국에서 20년간 연방, 주, 지방정부, 공사조직, 시민을
대상으로 ADR의 성과를 평가하는 설문과 인터뷰를 통해 환경분쟁 해결에
서 ADR이 성공적이라고 주장한다. 단, ADR은 환경법집행을 담당하는 규
제기관으로 제도화가 되지 않으면 그 영향력이 미미하다고 지적한다.
Andrew(2001)는 미국의 메사츄세스와 캐나다 온타리오 지역의 폐기물 관
리 갈등 사례를 통하여 갈등상황의 특성이 ADR제도가 성공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는데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쓰레기 매립지, 폐기물, 위험시설
과 관련된 54개 갈등 사례는 협상(Negotiation), 조정(Mediation), 촉진
(Facilitation)을 사용한 것들 이다. Andrew는 ADR의 성공을 합의, 비용과
시간 절약, 지속기간, 참여자의 만족으로 측정하였고 갈등상황의 특성 17
가지를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 12가지가 유의미하다고 결론을 도출하였
다.
지금까지 주장과는 달리, ADR의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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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있다. Leach & Sabatier(2003)는 그동안의 연구가 제3자의 개입의
효과를 측정하는데 엄밀하게 측정하지 않았던 점을 비판하고, 이들의 효
과가 지나치게 과장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이 연구는 미국의 수역 협력
50개 사례를 분석하여 협상의 결과와 제3자로서 촉진자와 협력자의 개입
효과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인식되는 제3자
로서 촉진자와 협력자의 효과가 갈등성과에는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고 주장한다. 촉진자의 특성은 합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협력자는 인
적⋅사회적 자본에 영향을 미쳤다.
법원에서 조정과 같은 ADR과 재판방식이 갈등해결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서 연구가 진행되었다(Vidmar, 1984, Rosenberg & Folberg, 1994;
Wissler, 1995). Vidmar(1984)는 소액법정사건의 갈등 당사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조정방식이 재판보다 더 타협으로 잘 이끌었으며,
더 높은 순응률을 보여주었다고 분석하였다. Rosenberg & Folberg(1994)
는 지방법원을 대상으로 ADR 가운데 하나인 중립적 조기 평가절차(early
neutral evaluation)와 이 절차를 겪지 않은 사건을 비교하였다. ADR을 사
용한 사건이 소송보다는 참여자 만족도와 비용과 시간 절감 측면에서 효
과가 있었으나, 갈등 당사자의 특성에 따라서는 그 효과에 차이가 있었
다. Wissler(1995) 연구도 갈등 사건과 갈등자의 특징에 따라 당사자가 조
정이나 재판 중 어느 방식을 선택하는가는 차이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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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ADR과 조정 중심 갈등해결연구
대체적 갈등관리(ADR)
연구자
Rose&
Suffling
(2001)
O’Leary
et
al.(2001)

주요 영향요인

결론
캐나다 온타리오 지방 환경분쟁 사
례 6개 가운데 5개가 성공적으로 조
정됨.

ADR의 과정기준(12개)
결과 기준(6개)

ADR의 사용 여부

Andrew
(2001)

ADR 과정, 참여자수, 대표
자 유형 등(17개 요인)

Leach &
Sabatier
(2003)

①파트너십의 역사, ② 보
조기금, ③상호간의 신뢰,
④지역 리더십 ⑤이데올로
기 다양성, ⑥촉진자 특성,
⑦협력자 특성

미국 ADR 전문가 인터뷰와 설문 결
과 ADR 성과가 분쟁해결에 성공적
임.
미국, 캐나다 폐기물관리 갈등 사례
에서 17개 요인 중 12개가 통계적으
로 의미.
촉진자, 협력자 특성은 성공에 제한
적 영향. 상호 신뢰, 파트너십의 기
간은 성공에 큰 영향.

제3자 조정⋅중재
Talbot
(1983)
Buckle&T
homas-Bu
ckle
(1986)

Sipe
(1998)

조정 사용 여부

미국 6개 사례 중 3개 사례가 조정
성공

조정 사용 여부

미국 81개 분쟁사례에서 전반적으로
조정은 효과적임. 단, 조정자와 분쟁
당사자간 조정효과에 대한 견해차가
존재.

①관련자 특성(사적 혹은
공적 당사자), ②사례의 역
사(해결 기관), ③분쟁 참
여자 수, ④이슈의 수, ⑤
지역 환경부의 협상능력
(파워) 인지

미국 플로리다 환경부의 150개 환경
분쟁사례에서 갈등해결에 주 영향은
분쟁사용 여부, 사례의 역사, 파워인
식이 의미 있음.

② 제3자 개입에 의한 조정⋅중재
대체적 갈등관리 방식 중 주를 이루고 있는 제3자 개입의 조정에 관한
연구이다. 조정(mediation)이란 갈등과정에서 제3자가 개입하여 당사자 간
상호작용을 촉진하여 자율적인 해결에 이르도록 조력하는 행위를 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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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Kochan & Jick, 1978; Carnevale, 1986, 1992; Marceschal, 2005).
제3자의 조정에 의해서 공공갈등 문제가 더 잘 해결될 수 있다고 제언
하는 연구들이 있다. Talbot(1983)는 미국 내의 주요 공공 갈등사례 6개를
대상으로 조정이 갈등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
과, 3개 사례에서 조정이 갈등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환경갈
등 분야에 특히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하였다. 환경 분야의 갈등
에서 조정의 효과를 81개의 사례를 이용하여 경험적 연구를 통해서 검증
하고자 한 연구가 있다. Buckle & Thomas-Buckle(1986)은 인터뷰와 설문
을 통해 관련된 조정자와 분쟁당사자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갈등이 성공적으로 해결된 사례의 이해관계자들은 조정의 효과를 긍정적
으로 평가하였고, 조정이 실패한 경우라도 조정의 영향력에 대해 긍정적
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단, 조정자와 분쟁당사자간 조정효과에 대한 견
해차가 존재하였다.
조정의 사용여부와 조정의 효과를 단순하게 측정하기보다 다양한 변수
를 함께 고려한 연구가 있다. Sipe & Stiftel(1995)은 환경분쟁에서의 조정
이 갈등 해결에 효과가 있는지 19개의 플로리다 환경분쟁 사례를 분석하
여 설명하였다. 연구에서 조정이 사용된 분쟁의 경우 70% 이상이 해결되
었으므로 조정이 법정에 의한 소송, 판결보다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해결
정도는

해결률,

해결의

질,

참여자의

만족을

통해서

측정하였다.

Sipe(1998)는 환경분쟁사례에서 조정의 효과를 보다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
주요 영향요인으로 갈등발생 기간, 협상능력에 대한 인지와 조정사용 여
부, 참여자 수, 관련자 유형 등을 포함하고 있다. 1988년부터 1990년 동안
발생한 150개의 환경분쟁 사례를 분석한 연구 결과, 사례의 기간과 협상
능력(권력)에 대한 인지, 분쟁해결방법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정의 효과를 조절하는 변수를 고려한 연구도 있다. Marceschal(2005)은
계약분쟁에서 연방조정자의 입장으로 조정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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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탐색하였다. 갈등을 해결하고 합의를 도출하는데 조정자의 기술, 능
력, 협력 지향적 특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적대적인 관계는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신은종(2010)은 대체적 갈등관리방안으로서
의 조정이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있는가를 경험적으로 실증하는 연구를 하
였다. 1988년부터 2007년까지 523개의 공공갈등 사례를 분석하여 조정이
공공갈등 지속기간을 단축시킨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조정의 효
과성을 조절하는 요인으로 갈등수준, 분쟁성격, 제3자 개입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③ 당사자간 협상
대체적 갈등관리방식 중에서 당사자 간의 협상에 의한 갈등해결에 관한
연구이다. 협상은 “교환 또는 공동 이익의 실현에 관한 합의에 도달할
목적으로 상호작용 하는 의사결정 과정(decision process)”으로(Gulliver,
1979: 35), 어떤 공통된 문제에 대하여 서로간의 합의를 형성함으로써 서
로 상충되는 이익을 조정하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Mills, 1990: 21; 박호
숙, 1994: 28). 주로 협상요인과 갈등해결에 초점을 맞춘 정주용(2004)의
연구는 광명과 구로의 환경빅딜사례를 대상으로 하여 협상의 성공요인을
제시한다. 주요 요인으로 협상당사자, 협상내용, 협상절차, 협상전략을 선
정하였다. 연구 결과, 협상의 성공을 위해서 자원의 보유와 신뢰를 확보
할 수 있는 의사소통 기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비해 당사자
간의 균형유지는 혐오시설의 공동이용 협상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협상요인 외에도 다른 영향요인들도 고려한 하혜
수(2003)의 연구는 3개의 공공갈등 사례에서 정부간 협상의 해결요인을
분석한다. 협상의 유형과 전략(분배협상, 통합협상/입장협상, 원칙협상), 타
협의 규칙, 당사자 간 관계, 그리고 제도와 환경적 요인 등이 해결의 주요
영향요인으로 설정한다. 분석 결과, 분배적 협상에서 통합적 협상으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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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과 이슈의 분리 규칙의 활용, 전문적 자원 활용 등이 영향을 미쳤다.

3) 공공갈등 선행연구 종합과 비판적 검토
지금까지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 대체적 갈등관리 방식(ADR)이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Bingham, 1986; Andrew, 2001; O’Leary
et al., 2001; 하혜영, 2007)들과 제 3자의 조정에 의한 갈등관리가 해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는

연구(Talbot,

1983;

Buckle

&

Thomas-Buckle, 1986; Rose & Suffling, 2001; Sipe & Stiftel, 1995, Sipe,
1998; 신은종, 2010)들이 있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소송을 통한 갈등해결보다 대체적 갈등관리 방식
의 사용이 더욱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친다고 보았다. 그러나 1990년대 이
후에는 조정의 효과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의문이 제기되었고,
예를 들어 분쟁당사간의 갈등수준, 경직성, 갈등이슈의 성격에 따라 조정
의 효과가 달라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Marceschal, 2005). Leach
& Sabatier(2003)는 대체적 갈등관리방식의 효과가 갈등상황에 따라서 제
한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제3자로서 촉진자와 협력자의 개입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들이 갈등성과에 제한적으로 영향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실제
로, 제3자 개입이 실제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갈등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 분쟁위원회가 조정에 대한 결정을 내렸으나 갈등당사자들이 수용하
지 못하여 다시 법정다툼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12). 이런 맥락에서 갈등
조정방식의 효과가 지나치게 과장될 수 있다는 비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
어 왔다(Amy, 1990: 221; Binghm, 1986, O’Leary & Raines, 2001).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제3자 조정이나 협상과
12) 「서울 김포공항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주민소송」은 중앙환경분쟁조정
위의 재정결과에 대해 정부측이 수용불가하여 서울고법으로 간다(경향신문, 2005년 2월
1일자). 「경기 하남시 고속도로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이 재산 및 정신적 피해갈등」도
중앙환경분쟁위의 재정결과에 대해 도로공사가 불복하고 법정소송을 낸다. 이 결과로
주민배상은 제외하고, 방음벽만 설치하기로 결정된다(한국경제, 2002년 12월 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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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대체적 갈등관리방식과 주민참여가 갈등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고 주장한다. 다만 몇몇 선행연구에서 갈등 상황의 다양한 조건에 의
해 대체적 갈등관리방식도 제한적으로 해결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며,
각 갈등상황마다 더욱 적합한 갈등관리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Leach & Sabatier, 2003; Marceschal,
2005). 이와 같이 공공갈등 문제 해결을 위한 경험적 연구가 부족한 이유
는 공공갈등 사례들이 충분히 데이터베이스화 되지 않아서 연구를 할 수
있는 표본들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몇몇 학자들에 의해 다수의 갈등 사례를 축적하여 경험적 연구가 진행
되고 있으나, 갈등해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갈등 해결 간의 단순한
상관관계를 보는데 그치고 있다. 공공갈등의 경우 매우 다양한 변수들이
상호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변수간의 복합적인 관계를 고려해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갈등수준이나 성격, 제3자 개입 등의 요인이 조정
의 효과성을 조절한다는 연구와(신은종, 2010) 갈등유형, 갈등방식, 시민단
체개입이 갈등지속기간에 영향을 미치며, 변수간 적합성을 보는 연구(김
학린, 2011) 등 비교적 복합적인 변수간 관계를 보려는 시도가 있다. 그러
나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는 자료의 내용만 연구 가능하기 때문에 갈등
수준, 갈등당사자간 관계와 같이 객관화시키기 어려운 지표들은 누락되었
다. 갈등수준의 경우 연루된 단체나 이슈의 수 등 다양하게 측정될 수 있
으나 파악하기 쉬운 ‘시위참여자의 수’로만 일차적으로 측정되었기 때
문에 연구결과에 한계가 있다.
공공갈등 연구는 체계적인 통계자료나 데이터베이스 부족으로 인해 공
공갈등 문제 해결에 세부적인 지침을 제공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검증된 갈등관리 요인을 시뮬레이션으
로 재현해보고, 갈등 상황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갈등관리방식을 제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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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분석모형과 연구설계
1. 분석모형
1) 왜 시뮬레이션인가
사회과학 분야에서 시뮬레이션 방법의 활용은 제한적인 분야에서만 이
루어지고 있다. 그 가운데 조직이론이 일찍부터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
용한 접근에 영향을 받아왔다. Taylor(1911), Fayol(1949)의 과학적 관리가
대두되면서, 조직에서 개인의 활동을 구조화시킬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
다. 이를 기반으로 개인의 행동이 예측가능 해졌고, 과학적인 접근이 시
도되기 시작하였다. 초창기에는 싸이버네틱스 모형, 일반적 해석(general
analysis), 시스템 역학 연구(systems analysis-movement)(Ashby, 1956;
Beer, 1964; Heberstroh, 1965; Chorafas, 1965)가 수행되었고, 조직 형식화
에 관한 연구(Hage, 1965), 제한된 합리성에 관한 연구(Cyert & March,
1963), 사회적 행동과정 모형(Dutton & Stabucks, 1971; Abelson, 1968), 시
스템다이내믹스를 이용한 연구들(Forrester, 1968; Judson, 1993; Collins &
Mordit, 1992), Cohen et al.(1979)의 쓰레기통 모형 등이 있다.
사회과학 분야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 모형의 연구 접근방향은 네 가지
로 구분된다. 첫째, 구체적인 상황을 예측하기보다 일반적인 원칙, 과정
등을 설명하는 모형을 구성하는 접근방식이다. 실제 조직의 복잡한 특성
을 이상적으로 단순화 시키고, 통합시켜서 설명하는 접근 방식이다. 이러
한 접근방식은 매트릭스의 조작, 숫자의 열거방식, 몬테카를로 분석 등과
같은 기술을 사용하다. 이 방법은 사회학과 전통조직이론에 뿌리를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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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조직의 네트워크나 행위자들의 특성을 단순화한다. 이러한 현실
묘사⋅설명적 모형은 Cohen et al.(1979), Patrick(1974), Carley(1992),
Glance & Huberman(1994), Harrison & Carrol(1991) 등에 의해 연구가 수
행되었다. 두 번째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도구를 개발하는 접근방식이다.
이러한 도구들은 행위자 논리 개발, 자동적인 이론 증명기, 그래프를 이
용한 기술(Krackhardt, 1994)와 조직의 측정을 평가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프레임워크(Lin, 1994) 등이 있다. 세 번째는 인공 지능에 기여하는 접근
방식으로 원격감시나 방향을 지도해주는 것과 같은 특별히 유형화된 작업
을 수행한다. 이러한 모형은 이슈에 대한 소통, 조정, 계획, 문제해결 등
을 다룬다. 마지막으로 매우 구체화된 시뮬레이션 모형으로 조직의 움직
임을 다루는 접근방식이다. 이는 정책적 함의를 줄 수 있고, 조직 설계 등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다(Carley, 1994: 613).
사회과학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적용하여 연구했을 때 한계는 다음
과 같다. 모형에 포함되지 않은 세부사항, 입력하는 데이터, 연구에서 초
점을 맞춘 부분 등이 연구자에 의해 규정되므로 편의(bias)가 포함될 가능
성이 있으며, 단순화시킨 연구결과에 대해 해석할 때도 연구결과의 확장
성(scalability)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시뮬레이션 방법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사회과학에서 시뮬레이
션에 대한 활용이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방법론의 특성 때문이다. 시뮬레
이션은 결과를 중요시 여기는 다른 분석방법론과는 달리 결과가 도출되기
전까지 과정을 강조한다. 시뮬레이션은 고정화된 특성보다 동적인 갈등과
정을 설명하는데 적합하다. 또한 유동적인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행위
자 행동 변화와 상황의 변화를 볼 수 있다. 변화의 동태를 비교적 단기간
에 알려줄 수 있으며, 이슈의 변화를 포착할 수 있게 한다. 시뮬레이션 방
법이 점점 더 정교화되고 구체화되면서 다차원적인 문제를 이해하는데 도
움을 줄 수 있으며, 분석적인 예측이나 이상한 행동, 이상 징후의 추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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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기 위해 차선의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현실 상황의 복잡성을
단순화 시켜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의 배열에 따라 받는 영향을 분석
할 수 있다. 기존의 컴퓨터 모형이 아닌 이론들과 결합하여 이론과 방법
론을 풍성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다만, 시뮬레이션이 앞에서 본 것처럼
한계가 존재하므로, 다양한 실제 정책 과정과 연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입증될 필요가 있다.

2) 왜 쓰레기통 모형인가
Michael D. Cohen, James G. March, Johan P. Olsen은 1972년 구성원
사이의 응집성이 아주 약한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일 경우의 의사결정 모
형을 ‘쓰레기통 모형’이라고 명명하여 발표하였다. 모형의 핵심적인 특
성인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organized anarchy)는 문제성 있는 선호
(problematic preference), 불명확한 기술(unclear technology), 유동적 참여
자(fluid participation)일 때의 의사결정 상황을 설명한다. 문제성 있는 선
호란, 실제로 개인들은 자기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가를 모르고 참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즉 자기가 무엇을 선호하는지 모
르고 의사결정에 참여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들은 실제 결정 과정이 진
행됨에 따라 비로소 자신의 선호를 알게 된다는 것이다. 불명확한 기술에
서 ‘기술’이라는 것은 목표와 수단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를 의미한
다. 이러한 목표와 수단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은 조직
은 시행착오를 거침으로써 이를 파악한다. 결정자가 목표를 명확히 알더
라도 이를 실행할 구체적인 수단을 모를 수 있다는 것이다. 유동적인 참
여자는 매 주기 별로 참여자가 결정에 참여했다가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는 것이다. 문제의 성격에 따라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그렇지 않기도 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공갈등의 특성과 높은 불확실성과 문제해결 과정은 쓰레기통 모형에

- 40 -

서 전제하고 있는 조직화된 무질서 상황과 부합하므로 연결하여 생각할
수 있다. 첫째, 공공갈등의 특성 상 갈등 당사자가 다양하고 광범위하여
갈등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람의 범위를 구체화시키기 어렵다.
정책 참여자가 고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갈등이 여론이나 언론에 의
하여 증폭될 경우, 갈등해결을 위해 참여하는 행위자가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다.
둘째, 공공갈등은 하부 이슈가 상호 연관되어 있고, 갈등 쟁점에 대한
인식차이가 존재한다. 일방에서는 이해관계나 욕구의 충돌로 발생하는
‘이익갈등’이 면서도, 타방에서는 가치신념체계 또는 이념의 충돌로 인
해 발생하는 ‘가치갈등’일 수 있다. 예를 들면 갈등에 관련된 당사자가
신념체계와는 부합하지만, 이익이 되지 않는 경우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선호가 불분명할 수 있다.
셋째, 공공갈등의 원인은 복잡하게 얽혀있으므로, 갈등 당사자가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지 못할 수 있다. 최근 대두되는 공공갈등 가운데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정책문제의 경우, 어떤 대안이 적절한 해결방법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쓰레기통 모형에서 가정하는 의사결정 규칙
인 ‘조직화된 무질서’는 공공갈등 상황의 문제해결과정을 설명하는데
적합한 분석틀이 될 수 있다.

3)

쓰레기통 모형 시뮬레이션

쓰레기통 모형 시뮬레이션의 변수는 문제와 참여자의 회의 입장 시간
(entry time), 접근구조, 결정구조, 에너지 로드, 참여자 에너지 분배이다.
접근구조(Access)는 문제가 어떤 회의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   ,  
로 분류하고 있다.   은 분할되지 않은(unsegmented) 구조로 모든 문제가
모든 회의에 접근할 수 있다.   은 계층화된(hierarchical) 구조로 더 중요
한

문제는

더

중요한

회의에

접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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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는

전문화된

(specialized) 구조로 하나의 문제는 하나의 회의만 접근 가능하다. 결정
(Decision)구조는 참여자가 어떤 회의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접근구조와
마찬가지로 분할되지 않은 구조, 계층적인 구조, 전문화된 구조 등 간단
한 세 가지 대표적 조직구조로 분류하고 있다.
에너지 로드(load)는 문제해결에 요구되는 에너지로   (Net Energy
Load)가 0이면 로드가 가벼운 경우, 1일 경우 중간정도, 2일 경우는 로드
가 무거운 경우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입해야 하는 에너지 부담이 큰
경우이다. 참여자의 에너지 배분은   (Energy Distribution)이 0일 경우는
중요한 사람이 에너지를 적게 가지는 경우이며, 1인 경우는 모든 참여자
에게 동등한 에너지를 분배하는 경우이고, 2일 경우는 중요한 참여자가
에너지를 많이 가지는 경우이다.
이러한 네 가지 변수를 연결하는 시뮬레이션의 주요한 행동규칙이 있
다. 에너지추가(energy additivity assumption)규칙은 모든 참여자 에너지를
결정 계수(solution coefficient)를 반영한 후 합한 것이 문제 해결에 필요
한 에너지보다 같거나 클 경우 회의가 종결된다. 문제와 참여자는 순서와
구조에 의해 회의에 들어가고, 다음회의로 옮겨갈 때는 에너지 부족
(energy deficit)정도가 가장 적은 곳으로 들어간다. 즉, 문제해결에 필요한
에너지와 문제해결에 사용된 에너지의 차이가 가장 적은 회의로 들어간
다.

2. 연구설계
1) 연구단계
(1) 연구단계 1
연구의 첫 단계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주요한 공공갈등 해결요인을 도
출하고 쓰레기통모형 시뮬레이션으로 재현해 봄으로써, 시뮬레이션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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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을 설명할 수 있는지 타당성을 확인한다. 그동안 갈등관리 방식에 대한
논의는 전통적 갈등관리 방식보다 대체적 갈등관리 방식의 적용이 더욱
신속하고 낮은 비용으로 공공갈등을 해결 할 수 있고, 소송 제도를 통한
공공갈등은 지나친 시간 소요와 비용증가로 원만한 해결에 이를 수 없으
며, 조정과 협상의 옹호자들은 갈등당사자들이 정부의 독단적인 조치나
소송, 판결보다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조정이 더 나은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Susskind & Weinstein, 1980:
320-321; Amy, 1987: 35; Sipe & Stiftel, 1995:145).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공갈등 해결 영향요인은 정말 효과가
있는가? 이 연구는 선행연구의 논의에 기초하여 공공갈등 해결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쳤던 대체적 갈등관리방안이 전통적 갈등관리방안보다 효과
적인지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해

본다.

<표 11> 연구단계 1 : 주요 갈등해결 요인별 정리
독립변수

종속
변수

Bingham(1986), Rose&Suffling(2001), O’Leary et
al.(2001), Andrew(2001), Leach&Sabatier(2003), 전주상
(2000), 하혜영 (2007)

ADR
ADR
(대체
적갈등
관리)

제3자개
입
(조정⋅
중재)
당사자
간 협상

주민참여

연구자

갈등
해결

Talbot(1983), Buckle&Thomas-Buckle(1986), Sipe
Stiftel(1995), Sipe(198), Posthuman et al.(2002),
Marceschal(2005), 권경득(2004), 신은종(2010)
H.Cohen(1980), 이달곤(1995),
(2004), 하혜수(2003)

전주상(2000),

&

정주용

Layzer(2002), Irvin&Stansbury(2004), 지병문⋅지충남
(2002), 하혜영 (2007), 배수경(2011)

(2) 연구단계 2
연구단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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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1-1.
갈등수준이 높을수록 갈등해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1-2.
갈등수준이 높을 경우 효율적인 갈등관리방안은 무엇인가?

갈등 상황에 따라 적합한 갈등관리 방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구성하는 조건에 따라 유용한 갈등관리방식을 검토한다. 선행연구에서 공
공갈등의 경우 일반적으로 전통적 갈등관리보다 대체적 갈등관리가 갈등
해결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하였으나, 갈등수준이 높을 경우 효과가 제한
적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체적 갈등관리 방안인 조정과 협상의 효과가 갈등 정도에 따라 다르
게 나타날 수 있다. Kochan⋅Katz(1988), Depner et al.(1995) 등은 갈등강
도가 높을수록 조정의 성공률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갈등의 정도가 높
을수록 당사자들은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려는 경향을 보이며,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도 높기 때문이다(Posthuma et al, 2002:95). 갈등수준이 상대
적으로 낮을 경우에 조정의 성공률이 다소 높아질 수 있다(신은종,
2010:186). Kressel(2000)은 갈등이 오래 지속되고, 당사자들 간의 관계가
악화되었을 경우 큰 효력을 발휘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갈등 조정
은 갈등 수준이 일반적으로 중간 수준정도(moderate)에서 효과를 낼 가능
성이 높다고 한다. 갈등수준이 높을 경우(High level of conflict), 경직성이
나 적대감이 높아지므로 조정의 효과성은 낮아질 수 있다(Posthuma et al,
2002; Tilly & Zambrano, 1989).
마찬가지로 협상에서도 갈등 정도가 갈등해결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가 있다. 협상하는 상황에서 이해당사는 지역주민부터 지방정부, 지방자
치단체장 등 다양하다. 그러나 이해당사자 모두가 협상과정에 참여한다면
갈등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협상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냐
하면 이해당사자들은 자신들 이익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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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효율적 의사소통에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정주용, 2004: 201).
박형서(2004)는 갈등의 정도에 미치는 영향 요소를 갈등의 역사, 갈등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과 상황, 이슈의 종류, 갈등의 형태 등 매우 다양한 요
소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고 한다. 또한, 갈등의 정도가 갈등진행
과정에서 그리고 갈등의 사후에도 갈등환경, 당사자에 다방면에 걸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갈등의 정도가 높을수록 그 영향력은 심각하여 해
결을 더욱 어렵게 한다고 하였다.
정책의 규모가 커지면, 갈등범위가 넓어지고, 참여자도 많아져서 갈등해
결이 어려울 수 있다. 갈등이슈의 수가 늘어나면, 갈등해결을 위해 조정,
협상에 요구되는 시간이 늘어난다고 한다(Rubin & Brown, 1975: 145). 박
형서는 갈등이슈가 미치는 범위를 지역내, 지역간, 전국적 이슈로 구분하
고 있다. 지역내, 지역간 이슈일 때 보다 전국적 이슈일 경우, 갈등해결이
더욱 쉽지 않을 수 있다(박형서 외, 2004; 26). Deutsch(1973)는 갈등에 대
해, 갈등규모가 크면 소규모갈등보다 갈등발생이 더 쉽다고 한다(Deutsch,
1973; 369).

(3) 연구단계 3
<연구단계 2>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서로 다른 갈등상황 해결에 적
합한 갈등관리 방안을 모색하였다. 마지막 연구단계에서는 시뮬레이션 결
과가 현실을 설명할 수 있는지 사례연구를 통해 가능성을 확인한다.

2) 시뮬레이션 구성
쓰레기통 모형의 시뮬레이션은 Cohen et al.(1972)이 포트란(Fortran)언
어로 프로그래밍한 것을 C언어(C++)로 재현하여 적용한다. C언어를 선택
한 것은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다른 시스템과
접근성이 높고 빠른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쓰레기통 모형 시뮬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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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을 이용하기 위해서 우선 갈등해결 수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들
가운데 유의미한 변수들을 시뮬레이션의 변수와 규칙으로 변환해야 한다.

(1) 주요변수
① 갈등해결 효과
그동안 여러 학자들이 갈등해결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으나, 성공적
인 갈등해결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이 어렵다(Moore, 1996: 152). 갈등
의 결과는 일방⋅타방의 당사자와 외부의 관찰자 각자 시각에 따라서 서
로 다르게 정의하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갈등관리 방식의 공공갈등 해결
효과는

Kochan⋅Jick(1978),

Bingham(1986),

Buckle

&

Thomas-Buckle(1986) 그리고 Sipe & Stiftel(1995) 등의 연구에 기초하여
갈등해결을 측정하는 변수로 갈등지속기간과 갈등해결의 최종 결과를 활
용한다. Susskind & Cruikshank(1987)도 갈등 해결을 평가하기 위해서, 서
로 다른 갈등관리 방식을 이용했을 때와 비교한 시간적 효율성을 평가지
표에 포함하고 있다. 갈등지속기간은 대체적 갈등관리방식이 활용될 경우
갈등상황의 합리적 해결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를
나타내므로 공공갈등해결을 측정하는 추가변수로 사용한다.

② 갈등수준
갈등수준이 높다는 것은 갈등 상황이 다수의 참여자로 인해 갈등 상황
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 쟁점들이 얽혀있어 문제가 난해한 것을 의미한
다. 갈등수준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변수는 첫 번째, 갈등 상황을 해결
하기 위해 참여한 인원 규모이다. Andrew(2001)는 협상테이블에 앉는 참
여자의 수에 따라 갈등지속기간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사람들의
수가 적을수록 문제 상황은 더 단순해지고, 더 적은 이해나 선호가 만나
기에 문제 해결이 더 단순해질 수 있다(Schoenbrod, 1983; Harter, 1984).

- 46 -

정주용(2004)은 대규모 협상집단에서는 신뢰가 형성되기 어렵고, 생산적인
협상참여보다 유명인과의 교제에 의의를 두고 공식적 회의에 참석하여 발
언하는 경력을 쌓아 자신의 사회적 명예에 더욱 치중하는 이른바 ‘모임
의 귀찮은 존재들(meeting gadflies)’을 끌어들 일 수 있어 갈등수준이 더
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두 번째, 갈등상황에 연루된 단체의 규모이다. Tilly⋅Zambrano(1989)는
공공갈등에서의 갈등수준은 공공장소에 참여한 시위규모로 파악하고 있는
데, 참여단체의 규모가 증가할수록 갈등수준은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보
고 있다. 더 많은 단체가 갈등 상황에 관여하고 있을 경우 갈등 해결이
쉽지 않다는 연구가 있다(Susskind et al., 1987; Amy, 1990; O’Leary,
1995).
마지막으로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고려해야할 주요 이슈(issue)13)
들의 수를 파악한다. 갈등 상황에서 주요한 이슈들의 수가 많을수록 논쟁
적으로 변하고, 해결도 쉽지 않을 것이다(Baird et al., 1995, Sherman &
Simpson, 1996). 정리하면, 갈등의 정도가 높고 낮음을 기준으로 할 경우
기준지표로 갈등행위 참여자 수, 이해관계인(단체)의 수, 갈등상황 이슈의
개수 등이 분석지표가 된다. 박형서(2004)는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갈등이
슈가 다양화되고 수가 많아질수록 갈등 정도는 깊어지며, 갈등 이해당사
자(협상자)수가 많을수록 갈등의 해소가 어렵고, 갈등 이슈가 복잡하거나
이슈의 관련범위가 크면 갈등해소가 힘들다고 하였다.

(2) 시뮬레이션 조건
공공갈등은 갈등 당사자가 정부간, 정부와 주민간 갈등으로 한정짓고
갈등관리방식(ADR)과 주민참여의 수준이 해결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
13) 이슈(issue)에 대한 정의를 보면, 이슈는 사실, 가치, 정책에 있어서 상이성에 근거한
집단사이에서의 논쟁점이다(Hallahan, 2001). 이슈의 속성에 대한 연구자들은 이슈가 행
동을 일으키는 유인체로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안은주, 200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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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연구의 결과에 따라 갈등관리방식은 제3자 개입으로 조정이 일어날 경
우와 당사자 간 협의가 있을 경우, 독단적 조치 세 가지를 주요한 조건으
로 바꾸었다. 본 연구를 위한 시뮬레이션의 변수와 행동조건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행위자(Agent)
갈등 당사자 요인은 정부간 갈등과 정부-주민간 갈등으로 분류할 수 있
으므로, 공공갈등 상황에서 정부(A, B, C), 주민(a, b, c)이 기본 행위자가
된다. 하나의 회의에 행위자가 두 명 들어갈 수 있도록 제한하였으며, 행
위자간 매칭(matching)은 정부와 주민간 갈등(A-a, A-b, A-c/ B-a, B-b,
B-c/ C-a, C-b, C-c)과 정부간 갈등(A-B, A-C, B-C)이 있다.

② 에너지 로드(load)와 분배(distribution)
첫 번째 연구단계에서는 공공갈등 상황에서 해결해야할 에너지의 로드
는 무거울 수 있고, 가벼울 수 있으므로 무작위(random)로 반복적으로 시
뮬레이션을 사용하여 통계를 낸다. 두 번째 단계에서 에너지 로드는 무거
운 경우(Heavy,   ), 중간인 경우(Moderate,   ), 가벼운 경우(Light,   )
세 가지를 구분하여 분석한다. 참여자가 가지는 에너지의 분배는 정부가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질 경우(   )와 정부와 시민이 가지는 에너지가 동등
할 경우(   ), 정부가 가지는 에너지가 적을 경우(   ) 세 가지로 나누어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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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에너지 로드와 에너지 분배

Net Energy Load
:

 

- Moderate :

 

- Heavy

- Light

:

 

Energy Distribution
- 정부가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질 경우 :  
- 정부-시민 갖는 에너지 동등할 경우 :  
- 정부가 에너지를 더 적게 가질 경우 :  

③ 행동조건 : 접근구조(  )와 결정구조(  )
행위자들은 결정구조에 의해 움직이고, 문제는 접근구조에 의해 움직인
다. 접근구조(  )는 문제가 회의에 접근 가능한지를 나타낸 행렬로, 문제가
회의에 들어갈 수 있으면 1로 들어갈 수 없으면 0으로 표현하고 있다. 쓰
레기통 모형에서 회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문제가 공론의 장으로 떠
오르는 것을 의미한다. 쓰레기통 모형은 조직 내의 의사결정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한 회의에 해결해야할 많은 문제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이 공
공갈등 상황과 다르다. 특정 공공갈등 상황에서는 지배적인 하나의 문제
를 다루기 때문에 회의에 들어가는 문제가 고정적이므로, 시뮬레이션의
접근구조(Access

structure)는

문제와

회의

비율이

1:1인

전문화된

(specialized)접근구조로 가정한다.
결정구조(  )는 갈등당사자가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나타낸 행렬이
다. 접근구조 행렬과 마찬가지로 회의에 참석가능할 경우 1로 표현하였
고,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 0으로 표현하였다. 공공갈등상황은 참여
자는 유동적이고, 주민간 갈등은 공공갈등에서 배제하였기 때문에 행위자
의 참여를 정하는 결정구조(Decision structure)는 다음 행렬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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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접근구조와 결정구조

Access structure (     )

Decision Structure(     )

 











 

            





            

 


< 표14 >를 통해 참여자가 회의에 접근하는 구조를 상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공갈등은 정부와 주민 두 행위자들 갈등 가운데 정부-주
민간 갈등, 정부간 갈등을 다루기 때문에, 정부(A, B, C)와 주민(a, b, c)로
구분하였다. 회의  에서  는 정부와 주민이 들어갈 수 있는 갈등 회의
이고, 회의  ,  ,  는 정부간 갈등 회의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회
의  의 경우 정부 A와 시민 c가 접근할 수 있는 정부-시민간 갈등회의
이며,  의 경우 정부 B, C가 접근할 수 있는 정부간 갈등 회의이다.
<표 14> 결정구조

 







           

1
0
0
1
0
0

1
0
0
0
1
0

1
0
0
0
0
1

0
1
0
1
0
0

0
1
0
0
1
0

0
1
0
0
0
1

0
0
1
1
0
0

0
0
1
0
1
0

0
0
1
0
0
1

0
1
1
0
0
0

1
0
1
0
0
0

1
1
0
0
0
0

④ 측정방법

갈등이 해결된 방식은 다음과 같이 측정된다. 회의(  )에 들어올 경우
당사자인 두 행위자 만 있을 경우와 다른 행위자가 참여하여 에너지를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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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 3의 기관이 참여할 때, 당사자인 행위자(   ,  )
의 에너지 외에 추가적으로 투입된 에너지를 함께 합산한다. 주민들의 참
여는 주민들이 한 회의 장(  )에 동시에 같이 있었던 시간을 구한다. 한
회의장에 각자 있을 경우를 독자적인 해결을 시도했다고 보고, 행위자가
동시에 같이 있을 경우 협의를 하는 것으로 측정한다.

3) 시뮬레이션 설계
위의 행렬에서 제시한 결정구조와 접근구조 각각 한 가지, 문제 해결에
필요한 에너지 세 가지, 참여자들의 에너지 분포 세 가지 경우 등 총 9가
지 경우의 수에 대해서 1만번 정도 충분히 시뮬레이션을 한다. 행위자
수, 회의 수, 문제의 수는 Cohen et al.(1972)에서 처럼 1:2:2의 비율이고,
결정계수도 0.6을 그대로 이용한다. 사람의 에너지를 모두 투입해서 결정
계수를 곱한 값이 문제의 에너지 로드가 무거울 경우와 같게 하였다. 본
연구는 공공갈등 해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
에 어려운 갈등 문제도 해결될 정도로 충분한 회의(50 주기)를 열 수 있
도록 한다.
실제 공공갈등 상황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은 공공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회의에만 집중하고 있지 않다. 갈등상황을 겪고 있는 당사자들은 일상에
서 생겨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에너지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상
업무 회의를 추가적인 변수로 설정하였다. 일상업무에서 일어나는 문제해
결은 공공갈등 문제해결보다 어렵지 않으므로 에너지 로드는 비중을 작게
(1/4)설정하였다. 즉, 갈등기간 중 참여자는 갈등관련회의 12가지와 참여자
마다 일상업무회의 4가지를 무작위(random)로 참여하게 된다.
공공갈등 상황에서 제3자에 의한 조정⋅중재가 발생할 경우 문제상황에
대해 지식이 많은 전문가나 전문 조정위원들의 도움으로 인해 갈등 상황
해결이 보다 용이해진다. 시뮬레이션에서 제3자가 개입하여 조정⋅중재할

- 51 -

경우 두 참여자의 에너지 외에 추가적인 에너지가 더해지게 된다.
갈등관리방식에 대해 종합하면, 전통적 갈등관리방식은 갈등당사자가
서로 힘을 모으지 않고 일방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경우 독단적인 조치로
갈등상황을 종결시킨 것으로 설정하였다. 대체적인 갈등관리방식 가운데
당사자간 협상은 두 갈등당사자가 일반업무 회의가 아닌 갈등회의에서 서
로 힘을 모아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로 설정하였다. 제3자가 개입하는 경
우도 갈등회의에서 조정⋅중재가 일어나면 당사자의 에너지 외에 제3자의
에너지가 더해지는 방식으로 설정하였다.
<표 15> 시뮬레이션 변수설계
Parameters (변수)
기본적인 행위자 수 (  :A,B,C,a,b,c)
갈등회의 수 ( )
일상업무 회의 수
문제의 수 (  )
결정 계수 (solution coefficient)
회의가 열리는 주기의 수 (period)
회의가 열리는 순서의 수 (entry times)

Values (값)
6
12
4/ 
12
0.6
50
10,000

시뮬레이션의 변수 값은 기존의 쓰레기통모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공갈등 상황의 일반적인 특성은 반영하고자 하였다. 시뮬
레이션의 변수와 규칙은 공공갈등 DB의 개개의 사례를 시뮬레이션에 입
력한 것이 아니라 수백개의 사례를 통해 도출된 특성을 반영하여 설정하
였다. 문제와 회의 참여자 수의 비율과, 기본적인 행동규칙, 결정계수 등
은 기존 쓰레기통모형 시뮬레이션과 실제 공공갈등 해결 상황이 유사하다
고 판단하여 골격을 유지하였다. 접근구조와 결정구조의 행렬을 공공갈등
상황에 맞게 수정하였고, 갈등회의 외에 업무회의를 일종의 더미회의로
추가하였다. 쓰레기통모형은 회의가 열리는 순서(entry times)를 무작위로
설정하는데, 이에 따라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10,000번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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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시뮬레이션하였다.

4) 자료 출처 및 수집
연구 자료는 1995년부터 2006년 6월까지 10여 년간 발생된 337건의 정
부와 주민간, 정부간 갈등사례를 사용한다. 공공갈등 사례가 데이터베이
스화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라서 정부자료, 연구보고서, 신문기사, 학술지
등 최대한 다양한 출처를 통해 자료를 확보한다. 하혜영(2007)은 이 자료
를 이용하여 공공갈등 해결영향요인을 분석하였고, 본 연구는 337개의 사
례와 분석자료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의 변수 값을 설정한다.
<표 16> 연구의 분석자료
구 분
행정자치부⋅지방행정연구원⋅국토연구원 (1999) : 95-98년까지의 분쟁사례
중앙환경분쟁위원회 : 환경분쟁사례집 (1998-2005년까지 연도별)
정부
헌법재판소 쟁의심판 판결문
자료
행자부 발간자료 (자치행정백서, 국회감사 자료집, 갈등관련 내부 자료 문건)
환경부 자료 (폐기물 갈등 관련 사례보고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갈등 사례 연구보고서)
연구

삼성경제연구원 (국책사업 관련 연구보고서)

보고

국토개발원 (도로 및 공공사업 갈등 관련 연구보고서)

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합동연구 (2005년도 합동갈등연구 보고서 –총 4권)
대학발간 갈등관련 연구보고서

신문기사 검색 : 신문종합검색사이트(KINDS)를 이용하여 기사검색(중앙/지방지포함)
학술지 (갈등사례 관련 연구학술 논문들)
자료 : 하혜영(2007)

5) 자료분석방법
시뮬레이션 결과를 원자료(raw data)로 분석이 어렵기 때문에, 통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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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이용하였다.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갈등수준(El), 접근구조(A), 결정
구조(D), 에너지분배(Ed) 네가지 변수과 함께 해결되기까지 걸린 총시간
(T), 협상을 한 회의 수, 정부와 시민이 단독으로 갈등 문제를 해결한 회
의 수, 최종적으로 협상으로 해결된 경우, 정부와 시민 단독으로 해결한
경우가 일차적인 산출물(output)이 된다. 변수간 관계를 보기 위해서 문제
해결률(S), 협상비율(CT)등의 추가변수는 엑셀(EXCELL)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정리하였다.
정리된 시뮬레이션의 결과는 공공갈등 해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SPSS Statistics 21을 이용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하였
다. <연구단계 1>에서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각각 하나인 경우 인과관
계를 파악하고자 선형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단계 2>에서는 연구문제 2-1은 갈등수준을 상, 중, 하로 나누어 더
미변수화 시킨 후 선형회귀분석으로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독립변수는
갈등수준이고, 종속변수는 갈등해결에 걸린 시간과, 해결률 두 가지로 측
정하였다. 갈등수준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보기위해 ANOVA 분석을 하였
다. 연구문제 2-2에서는 우선 갈등수준에 따른 협상, 중재 각각의 해결률
을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갈등수준간 각각 해결률에도 차이가 있는
지 ANOVA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정⋅중재가 갈등수준과 해결률 사이의
관계에서 해결률을 조절하는 변수로 작용하는지 분석하였고, 마지막으로
갈등수준이 높을 경우 중재와 협상 가운데 더욱 적합한 갈등관리방식을
알아보기 위해 대응표본 t-test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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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공공갈등 시뮬레이션 분석을 위한 조사변수
구분
El

변수명
갈등수준

내용
문제 해결에 필요한 에너지 수준

A

접근구조

문제가 회의에 들어가는 구조행렬

D
Ed
Tn
Cn
Gn
Cnn
SCn
SCmn
SGn
SCnn
S

결정구조
에너지 배분
갈등해결 시간
협상회의 수
정부회의 수
시민회의 수
협상으로 해결된 경우
중재로 해결된 경우
정부가 해결한 경우
시민이 해결한 경우

참여자가 회의에 들어가는 구조행렬
참여자의 에너지 분배 정도
갈등문제를 해결하는데 걸린 총 시간
갈등기간 중 협상한 회의 수
갈등기간 중 정부만 들어간 회의 수
갈등기간 중 시민만 들어간 회의 수
최종상태에 협상으로 갈등 해결한 경우
최종상태에 중재로 갈등 해결한 경우
최종상태에 정부가 갈등 해결한 경우
최종상태에 시민이 갈등 해결한 경우

해결률

갈등기간 중 문제가 해결된 비율
갈등기간 중 협상이 진행된 비율

CT

협상 비율

SCSn
SCSmn

협상 해결률
중재 해결률

SCS2

협상 해결률(2)

SCSm2

중재 해결률(2)

해결된 문제 중 협상으로 해결된 비율
해결된 문제 중 중재로 해결된 비율
갈등수준이 높을 때 해결된 문제 중 협상으
로 해결된 비율
갈등수준이 높을 때 해결된 문제 중 중재로
해결된 비율

IV.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1. 시뮬레이션 결과분석
공공갈등해결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을 참고하여 시뮬레
이션을 하였다. 첫 번째 연구단계에서는 전통적 갈등관리방식보다 협상이
나 조정⋅중재와 같은 대체적 갈등관리방식이 갈등해결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지 검토하면서 기존 실증연구들과 시뮬레이션결과가 부합하는지
함께 살펴보았다. 다음 두 번째 연구단계에서는 갈등특성 가운데 갈등수
준에 따라 적합한 갈등관리방식이 무엇인지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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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단계 1
갈등분야에서 조정의 효과성에 대해 연구한 학자들은 대체적으로 갈등
관리와 해소에 조정이 효과적으로 작동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사례
연구나 실증분석을 통해서 입증된 제3자 개입의 조정⋅중재 효과가 시뮬
레이션의 결론과도 일치하는지 검토하였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갈등기간 중 제3자가 개입하여 조정⋅중재가 일
어난 회의 수가 갈등 해결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두
변수간 상관관계는 R=.766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갈등과정에서 협상을
한 회의 수가 갈등 해결률을 58.7%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두 변수간 관계는 t값이 12.266이고, 유의확률(p)은 .000으로서 갈등기간에
서 중재한 회의수가 갈등 해결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
다. 즉, 갈등과정에서 조정이나 중재가 많이 이루어질 경우 갈등 해결률
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뮬레이션의 결과는 제3자 개입에 의한 갈등관리가 효과적이었다는 기
존의 연구 결과들과 부합한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종합적으로 영향요
인을 분석한 연구(Bingham, 1986; 전주상, 2000; 권경득, 2004; 하혜영,
2007)에서 조정의 효과성을 언급하였으며, ADR 효과를 본 연구(Rose &
Suffling, 2001), 그리고 조정⋅중재효과를 본 연구 (Talbot, 1983; Bucle &
Thomas-Buckle, 1986)결과와도 유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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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조정에 따른 갈등 해결률
독립변수

갈등과정
조정
회의 수

종속변수
상수

표준
오차

β

t값

유의확률

통계량

-

43.757

.000

R=.766

.016

R2=.587
갈등
해결률

.033

.766

12.266

.000**

수정된 R2=.583
p=.000

대체적 갈등관리 가운데 제3자가 개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간
직접 협상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자 노력할 수 있다. 갈등은 갈등당사자
간에 가치관이나 이해관계가 어긋나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발생한
다. 이 때 가장 좋은 갈등 해결방안은 상호 이해를 위해 대화를 지속적으
로 이어나가면서 합의를 이루는 방식이다. 기존 갈등연구에서도 당사자간
협상이 갈등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갈등을 관리하는데 필수적이
라고 하였다. 당사자간 협상이 시뮬레이션에서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보았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갈등기간 중 협상이 일어난 회의 수가 갈등해결
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두 변수간 상관관계는 R=.775
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갈등과정에서 협상을 한 회의 수가 갈등 해결률
을 60.1%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두 변수간 관계는 t값이
12.635이고, 유의확률(p)은 .000으로서 갈등과정협상 회의수가 갈등 해결률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즉, 갈등과정에서 협상이 많이
이루어질 경우 갈등 해결률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당사자간 협상이 갈등해결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기존연
구 결과를 반영한다. 갈등해결에 종합적으로 접근한 연구(전주상, 2000;
하혜영, 2007) 뿐 아니라 ADR의 효과를 측정한 연구(O’Leary et al.,
2001; Andrew, 2001; Leach & Sabatier, 2003) 등과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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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연구단계1>에서는 공공갈등 연구결과와 시뮬레이션 결과를 비교하
여 정합성을 확인하였다. 다만 시뮬레이션 값을 통계적으로 엄밀하게 분
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표에서 제시된 숫자들을 해석할 때 유
의해야 한다.
<표 19> 협상에 따른 갈등해결률
독립변수

갈등과정
협상
회의 수

종속변수
상수

표준
오차
.152

β
-

유의확률
t값
37.829

통계량

(p)
.000

R=.775
R2=.601

갈등
해결률

.036

.775

12.635

.000**

수정된 R2=.597
p=.000

2) 연구단계 2
갈등 해결요인을 찾는 선행연구들의 경향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최대한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한 사례연구가 대부분이고, 소수의 실증연구
들이 행해지고 있다. 사례연구는 각 갈등과정과 해결에 영향을 복합적으
로 미치는 요인들을 제시하고 있고, 실증연구는 대체적 갈등관리방식이
전통적 갈등관리방식보다 갈등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사례연구는 결론을 일반화하는데 문제가 있
고, 실증연구들은 갈등해결과 관련된 요인들을 나열하거나 요인들의 영향
력을 개별적으로 검증하는 방식에 국한되어 왔다(임동진, 2010). 영향요인
간의 관계나 상호작용 등을 고려하여 갈등해결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세부적인 조건들을 분석하는 연구는 드물었다. <그림 1>의 상황적합모형
을 보면 갈등의 특성요인에서 갈등이슈의 성격이나 환경적 요인, 갈등관
리방식, 결과를 분석한 연구는 있지만 갈등수준이나 갈등당사자의 특성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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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함께 고려하지 못했다(김학린, 2011). 이는 사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
한 요인들이 연구에 이용될 수 있을 만큼 체계적으로 DB화 되어있지 않
기 때문이기도 하다.
<연구단계 2>는 갈등해결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때 간과했던 주요
갈등 특성요인에 따라 유용한 갈등관리방식을 도출하기 위해, 갈등수준을
고려하였다. 제3자가 개입하여 조정을 할 때, 당사자간 협상을 할 때 어
떠한 요건이 갖추어져야 효과적인지 살펴보았다.

연구문제 1-1. 갈등수준이 높을수록 갈등해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가?

갈등수준을 고려한 연구는 소수이지만, 그나마도 결론이 엇갈리고 있다.
사례를 분석하고 인터뷰를 통해 공공갈등을 연구한 박형서(2004)는 공공
갈등입지에서 갈등정도가 깊을수록 갈등관리 또는 해소가 힘들다고 하였
지만, 사례를 수집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한 신은종(2010)은 갈등수준이 분
쟁지속기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갈등수준이 갈등해결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갈등해결을
측정하는 지표로 갈등지속기간(T)과 갈등해결률(S)을 보았다. 갈등이 지속
되는 기간이 길어지고, 갈등해결률이 낮을 경우 갈등해결에 부정적이다.
갈등수준과 갈등지속기간 사이의 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더미변수인
갈등수준과 종속변수인 갈등지속기간과의 상관관계는 높게 나타났다
(R=.937). 또한 변수간 설명력도 87.8%로 높다고 할 수 있다. 갈등수준이
낮을 때 보다 중간일 때 갈등지속기간이 길어지고(14.325), 높을 때는 낮
음-중간 차이보다 두 배 가까이 갈등지속기간이 길어진다고 나타났다
(27.473). 통계수준 1%내에서 갈등수준에 따라 갈등이 지속되는 시간이 늘
어나서 갈등해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p=.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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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해결률과 갈등수준과의 상관관계는 갈등지속기간만큼은 아니지만
높게 나타났으며(R=.778), 변수간 설명력도 60.5%로 높았다. 갈등수준이
낮을 때 보다 중간정도일 때 갈등 해결률이 더 낮아졌으며(-4.339), 갈등
수준이 높을 때는 해결률이 현저히 낮아진다고 나타났다(-12.483). 분석
결과 갈등수준이 높아질수록 갈등 해결률은 낮아지고, 갈등지속기간은 길
어졌다. 갈등수준이 심화될수록 갈등해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나
타났다.
<표 20> 갈등수준에 따른 갈등해결
종속
변수

갈등
지속
기간

갈등
해결
률

표준
오차

β

t값

유의확률
(p)

(상수)
낮음

1899.
251

-

13.630

.000

중간

2685.
947

.564

14.325

.000

높음

2685.
947

1.082

27.473

.000

(상수)
낮음

.014

-

67.947

.000

중간

.020

-.307

-4.339

.000

높음

.020

-.884

-12.483

.000

독립변수

갈등
수준

갈등
수준

통계량

R=.937
R2=.878
수정된 R2=.876
p=.000

R=.778
R2=.605
수정된 R2=.597
p=.000

갈등수준 사이의 차이가 있는지 보기 위해 ANOVA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갈등수준과 갈등지속기간, 갈등 해결률은 유의확률 0.000수치를 보
여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 갈등수준이 높아질수록 평균도 높
아졌고, 갈등수준이 낮아질수록 평균도 낮아졌다.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
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검정(Scheffe) 분석을 실시한 결과 낮음, 중간, 높
음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갈등 해결률도 지속기간과 마찬가지로 사
후검정 결과 갈등수준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갈등 해결률은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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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기간과 반대로 갈등수준이 낮아질수록 갈등 해결률이 높아졌다.
<21> ANOVA 갈등수준간 차이검정
종속변수

갈등지속기간

갈등해결률

갈등수준

평균

표준편차

낮음

25886.63

6410.06

중간

64361.72

17043.55

높음

99677.86

7615.83

낮음

.9713

.0113

중간

.8836

.0611

높음

.7190

.1349

F값

유의확률
(p)

사후
검정

377.616

.000**

2>1>0

80.326

.000**

0>1>2

연구문제 1-2. 갈등수준이 높을 경우 효율적인 갈등관리방안은 무엇인
가?

지금까지 시뮬레이션 결과를 종합하면, <연구단계1>에서 협상과 중재는
갈등지속기간을 단축시키고, 해결률도 높이는 등 갈등해결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쳤다. <연구단계 2>의 연구문제 1-1.에서는 갈등수준에 따라 갈등
해결률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연구문제 1-2.에서는 갈등수
준갈등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갈등관리방식을 선택하기 위하여 갈등특성
가운데 ‘갈등수준’에 따라 각 해결방식에 의한 해결률을 살펴보았다.
독립변수는 갈등수준 3가지(낮음, 중간, 높음)이고, 종속변수인 각 해결률
은 해결된 것 들 가운데 협상⋅조정⋅전통적 방식으로 해결된 것으로 하
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갈등수준이 낮을 때는 갈등수준이 높을 때에
비해 협상과 조정을 통한 갈등 해결률이 높았고, 정부나 주민이 독단적으
로 결정을 내리는 전통적 방식을 통한 해결률은 낮게 나타났다.
특이한 것은 갈등 수준간 차이를 보기위해서 ANOVA분석을 한 결과,
각 세 가지의 해결률 모두 갈등수준이 낮을 때(0)와 중간(1), 높음(2)일 때
차이는 있지만 중간(1)일 때와 높음(2)일 때 는 비슷하거나 오히려 갈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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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이 중간일 때보다 높을 때 더 해결이 잘되는 등 두 집단간 차이가 유의
미하지 않았다. 갈등수준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계속해서 심각해져도
협상이나 조정효과가 리니어(linear)하게 줄어들지 않았다.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특정 갈등이 강하게 진행되면 될수록 공공의
갈등해결 메커니즘 보다는 당사자 중심의 전통적 갈등관리방법을 통해 갈
등을 해결하게 될 확률이 크다. 그러나 갈등수준이 중간보다 높을 경우
갈등수준 차이는 각 갈등관리방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정
부가 개입하는 공공갈등의 경우 일정수준 이상의 갈등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기 갈등수준의 상대적 차이는 협상이나 제3자 개입에 의한 조정⋅중재
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칠 만큼 유의미하지 않을 수 있다.
<표 22> 갈등수준에 따른 각각의 갈등해결률
종속변수

협상을 통한
해결률

조정을 통한
해결률

전통적
관리방식을
통한 해결률

표준
오차

β

t값

유의
확률
(p)

(상수)
낮음

.008

-

111.018

.000

중간

.011

-.542

-5.877

.000

높음

.011

-.603

-6.541

.000

(상수)
낮음

.007

-

130.475

.000

중간

.010

-.597

-6.236

.000

높음

.010

-.404

-4.226

.000

(상수)
낮음

.008

-

13.154

.000

중간

.011

.530

5.702

.000

높음

.011

.594

6.383

.000

독립변수

갈등
수준

갈등
수준

갈등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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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량

R=.575
R2=.331
수정된 R2=.318
p=.000
R=.528
R2=.278
수정된 R2=.265
p=.000
R=.565
R2=.319
수정된 R2=.306
p=.000

<23> ANOVA갈등수준간 차이검정
종속변수
협상을 통한
해결률

조정을 통한
해결률
전통적
방식을 통한
해결률

갈등수준

평균

표준편차

낮음

.894166

.055465

중간

.827222

.564477

높음

.819664

.027264

낮음

.924939

.054793

중간

.862417

.037281

높음

.882575

.032175

낮음

.1069

.05626

중간

.1725

.05659

높음

.1803

.02778

F값

유의확률
(p)

사후
검정

25.921

.000**

0>1,2

20.263

.000**

0>1,2

24.572

.000**

0>1,2

갈등수준과 해결률 관계에 있어 제3자가 개입한 조정효과가 해결률을
조절하는 변수로 작용 하는지 파악하였다. 3단계에서 유의확률변화량은
0.000으로 유의미하다고 나타났다. 갈등수준과 해결률을 보는 모형1은
16.9%, 갈등수준과 조정효과, 그리고 해결률을 본 모형 2는 30.5%, 마지막
3단계에서 갈등수준×조정조절변수인 상호작용항의 관계를 보면 36.2%로
유의 수준하에서 유의하게 증가한다고 나타났다. 즉 제3자가 개입하여 조
정 효과는 갈등수준과 해결률 간의 영향관계에서 조절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 갈등수준과 조정 조절효과
모
형

통계의 변화량
F변화 자유 자유
량
도1
도2

R
제곱

수정된
R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1 .411

.169

.165

.053227

.169

43.385

1

214

.000

2 .552

.305

.299

.048771

.137

41.898

1

213

.000

3 .601

.362

.353

.046860

.056

18.724

1

212

.000**

R

R제곱의
변화량

a. 예측값 : (상수), 갈등수준
b. 예측값 : (상수), 갈등수준, 조정

- 63 -

유의확률
F변화량

c. 예측값 : (상수), 갈등수준, 조정, 수준조절

연구문제 1-2. 에서는 갈등수준이 높을 경우 효과적인 갈등관리방안이
무엇인지 묻고 있다. 협상⋅조정효과를 보는 기존의 갈등연구에서는 협상
과 조정이 갈등을 해결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갈등상황이 복잡
하고 문제 수준이 심각할 경우 협상과 조정의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갈등 상황은 참여의 기회가 많아지면서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다양한
갈등이슈와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 첨예한 대립이 있는 공공갈등의 경
우 갈등의 파급 영향이 더욱 넓어지기 때문에 효과적인 공공갈등관리방안
이 더욱 중요해진다. 그러나 과거의 연구들은 갈등수준을 거의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갈등수준이 높을 때 적합한 갈등관리방식을 제안하지
못하였다.
<표 23>에서는 갈등수준이 보통일 때와 높을 때 협상과 중재 효과가 수
준에 비례하여 낮아지지 않았다. <표 25>에서는 갈등수준이 높을 경우 당
사자간 협상과 제3자 개입에 의한 조정 가운데 어떠한 갈등관리방식이 더
욱 갈등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비교 분석하였다. 대응표본 ttest로 분석한 결과 갈등수준이 높을 경우 중재 해결률은 8790으로 협상
해결률 8204보다 평균이 더 높았다. t값은 24.631로 ±1.96보다 크고, 유의
확률은 0.000으로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갈등수준이 높을 때 협상으로 갈등을 해결하기 보다 제3자가 개입하
여 조정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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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갈등수준 높을 때 중재⋅협상 비교 분석결과
대응표본 t-test
변수명

평균

표준편차

갈등수준 높을 경우
협상 해결률

8204

.02271

갈등수준 높을 경우
조정 해결률

8790

t값

p값

24.631

.000**

.02821

2. 시뮬레이션 결과와 사례 분석
1) 시뮬레이션 결과 종합
첫 번째 연구단계에서는 당사자간 협상과 제3자가 개입하여 조정하는
것 등 대체적 갈등관리방식을 사용할 경우 갈등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 이러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갈등 관련 선행연구들의
결론과 일치한다.
선행연구에서는 대체적 갈등관리방식이 전통적 갈등관리방식에 비해 갈
등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지만 갈등의 특성에 따라 갈등관리
방식이 효과가 없을 수도 있고, 오히려 갈등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
특히 갈등상황이 복잡하고 광범위하여 파급 효과가 큰 수준 높은 갈등의
경우 적합한 방법으로 서둘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문제
1-2.에서 갈등수준이 높을 경우 적합한 갈등관리방식을 검토하였다. 시뮬
레이션 해본 결과 갈등수준이 낮을 때보다 높을 때 당사자간 협상이나 제
3자에 의한 조정 효과가 감소하였다. 그러나 갈등수준에 비례하여 대체적
갈등관리방식의 효과가 줄어들지 않았다. 갈등수준이 일정수준(보통) 이상
이 되면 조정이나 협상효과에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다. 마지막으로, 대체
적 갈등관리방식 가운데 갈등수준이 심각할 경우에는 협상보다 제3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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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하여 조정하거나 중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나타났다. 문제 상
황이 심각할 때는 여러 갈등 이슈들이 복잡하게 얽혀있거나 상호 신뢰를
잃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협상이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화
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전문적인 제3자 심판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
려는 사회문화가 합의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세 번째 연구단계에서는 시뮬레이션에서 도출된 결론이 현실사례와 부
합한지 가능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대체적 갈등관리방식이 갈등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Rose & Suffling, 2001; O’Leary et al.,
2001; Andrew, 2001; 하혜영, 2007; 신은종, 2010)는 이미 수많은 사례로
검증되었으므로, 갈등수준을 고려한 연구문제 1-1.과 연구문제 1-2.의 결
과를 사례를 통해 분석하였다.

2) 사례 분석
사례를 선정하여 시뮬레이션의 결과가 현실을 설명할 수 있는지 가능성
을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사례는 영광 원자력발전소 건설 관련 갈등과 경
주의 고속철도 노선 선정 관련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각 사례는
갈등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를 통해 갈등정도의

심각성에 따라 분류하고,

앞서 시뮬레이션 결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
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갈등 사례 선정
갈등 사례를 수준별로 분류하는 것은 연구자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 갈등수준을 판단하는 근거에 보다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
개발연구원에서 실시한 갈등영향평가를 활용하였다.14) 갈등영향평가는 각

14) 박형서 외 (2004), 공공시설 입지갈등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연구, 「국토연구원
2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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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사례를 갈등이슈의 수, 갈등행위 참여자 규모, 관련된 단체 등으로
갈등수준을 분류하고 있다.
공공갈등 사례를 크게 시설 유치갈등과 시설 기피갈등으로 분류하고 대
표적인 갈등사례를 선정하였다. 이미 갈등이 해소되었으며 갈등 특성이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부고속철도 경주노선 사례를 유치시설 갈등
사례로 선정하였고, 영광원자력 5, 6호기 입지 갈등을 기피갈등 사례로
선정하였다.

(2) 갈등 사례 개관
영광 원전 5, 6호기 건설반대 갈등은 1993년 7월 원전 건설 관련 설명
회를 시작 하면서부터 시작되어 10월 영광군 원자력건설반대 위원회가 결
성되었다. 이후 약 2000여명의 주민이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건설반대
를 위한 다양한 갈등행동이 지속되었다. 건설반대가 진행되는 동안 한국
전력이 환경영향평가 이후 영광군에 건축허가 신청을 제출하였으며, 영광
군의 건축허가는 갈등상황을 증폭시켰다. 영광군은 주민들의 반대로 건축
허가를 취소하였다. 한국전력은 감사원에 감사요청을 하였고, 갈등은 주
민 정부간 갈등에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중앙정부와 주민갈등 으로 더
욱 복잡해졌다. 감사원은 허가취소결정이 불법적인 행정결정이라는 결론
을 내렸고, 주민들은 매일 항의 집회를 열고, 영광군의회도 20,000명의 건
설반대 서명을 중앙정부에 제출하였다.
이에 한국전력측은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어업보상, 지역
지원개발사업, 민간환경감시단 설치 등을 약속하는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설득에 주력하였다. 영광군이 요구조건을 수용하면서 1996년 9
월에 건축허가 취소를 다시 취소하면서 갈등이 안정되었다.
경부고속전철 기본계획은 노태우 대통령의 선거공약사업으로 1990년 계
획이 발표되었고, 1992년 노선이 잠정적으로 결정되었다. 역사고고학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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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문화재보호를 위해 고속철도 경주 통과를 반대하였고, 건설교통부
와 지역상공인은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찬성하였으며, 문화제육부
와 경주시민단체는 제3의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부산 및
서부경남 지역 주민들은 대구에서 부산으로 직행하는 직선 노선으로 변경
하자고 주장하면서, 노선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등장하였다.
1995년 역사관련 16개 학회에서 경주 문화유적 보존을 위해 고속전철
반대 입장을 정부에 건의하였고, 1996년 노선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 착수
하였다. 1997년 경주 외곽을 우회하는 노선이 채택되어 2001년 노선착공
에 들어갔으나 2003년 부상, 경남 지역 불교계와 환경단체에서 양산의 천
성산 및 부산의 금정산 생태계 파괴를 이유로 노선에 반대하였다. 이에
정부가 공사를 중단하고 노선재검토를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자 경주시의
회와 시민단체는 경주통과노선을 지키기 위해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
였다. 범경주시민추진위는 기존 노선 공사를 조속히 재개해 달라는 의견
서를 정부에 제출하였고, 정부가 최종 확정하면서 10월 31일 갈등이 일단
락되었다.

(3) 사례의 갈등 수준
영광의 원자력 발전소 갈등의 경우 갈등이슈는 건설반대와 환경문제에
서 건축허가 적법성 부분으로 확대 이동하였고, 중앙정부로 확대되면서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다. 즉 갈등이슈가 환경문제에서 보상, 행정문제 등
계속해서 발생하였다. 갈등당사자는 영광군, 고창군 주민, 한국전력에서
환경단체와 감사원이 개입하면서 갈등수준이 심화되었다. 갈등의 행태는
성명서, 시위집회, 서명운동, 공청회 등 적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일어났으
나 다만 일부 주민들의 불법시위와 주민간의 물리적 충돌이 뒤따랐다.
경주의 경우도 이슈가 문화재 보호라는 갈등이슈에서 노선문제라는 새
로운 갈등이슈가 생기면서 2가지 갈등이슈로 구성되어있다. 갈등참여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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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와 경주 주민에서 외부 문화단체들이 참여하면서 학술대회를
개최하거나 성명서를 제출하였다. 노선 반대를 위해 광화문에서 15,000여
명이 항의 시위를 하였고, 노선사수를 위해 5,000여명이 대규모 시민대회
에 참석하였다.
여러 가지 지표를 비교해본 결과 갈등 수준은 영광원자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경주의 경우, 갈등이슈의 수를 기준으로 볼 때 갈등수준이 낮
지도 않지만 크게 높은 것은 아니다. 갈등기간도 총 9년이지만 경주통과
노선은 이미 결정된 것이었고, 직접적인 갈등 기간은 2년 정도이다. 특히
주민들이 극렬히 반대하는 기피시설이 아니라 유치시설이었기 때문에 과
격성 참여규모를 따져보면 실제 갈등수준은 영광보다 낮다고 할 수 있다.

(4) 사례의 갈등관리방식
영광 원전은 정부와 주민간 직접 협상이 이루어졌고 이런 노력이 주민
들의 불신을 어느 정도 해소하였지만 갈등이 해결되기에는 부족하였다.
갈등 진행과정 초기에 사회단체가 제3자로 개입하였지만, 오히려 갈등상
황이 더욱 복잡해지는 결과를 가져왔고, 중앙정부 감사원의 개입이 갈등
해결에 결정적이었다. 즉 영광원전은 다양한 갈등관리방안이 갈등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제3자 개입이 갈등해결을 앞당겼다.
경주 고속철도 노선 사례는 중앙정부가 직접적인 협의와 대화를 하고자
하였고 문화재보호를 위해 대안을 제시하고 평화적인 결정을 유도하였다.
협상과 조정이라는 해소방법을 적절히 활용하여 대안을 양측에서 수용하
였다. 국무총리실이 부처간 조정을 위해 개입하였고, 외부 연구기관이 자
문을 위하여 참여하였다.
두 사례 모두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당사자간 협상을 하였고, 제3자가
개입하였다. 그러나 영광 원자력 발전소 사례는 갈등수준이 심각하여 협
상이 갈등해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다. 정부와 주민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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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 차이를 확인하고 서로가 가진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 정도로 그쳤
다. 당사자간 협상에서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해주고, 환경시설설치 및 환
경감시단을 구성해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주민들의 불신과 반감이 줄어들
었다. 갈등수준이 영광 원자력 발전소보다 낮은 경주 고속철도 노선 사례
는 중앙정부간 협상을 통해 최적 대안을 도출하였다.
오히려 영광 원전의 경우는 제3자인 중앙정부 감사원의 개입이 갈등해
결에 큰 영향을 미쳤다. 원전 1호기 때부터 환경과 보상에 대한 갈등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영광 인근 고창군민도 개입하는 등 갈등의수준이 높았
기 때문이다. 그나마 조정이 가능했던 이유는 주민건강과 안전, 피해보상
범위 등 여러 이슈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나뉘어졌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
해관계가 다른 주민들을 분리하여 조정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경주의 갈
등에서는 여러 역사학회들이 개입하였으나 이들이 거의 갈등당사자로 역
할을 하였으며, 실질적인 조정⋅중재의 도움을 주지는 못하였다. 문화체
육부와 건설교통부의 대립으로 갈등이 진행되자 총리실이 조정자 역할을
하였으나, 정부간 협상을 통해 갈등이 해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

(5) 종합적 분석
시뮬레이션의 결과에 대입하여 살펴보면, 갈등수준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협상과 조정이 갈등수준이 낮을 때 보다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시뮬레이션에서 갈등수준이 보통(1)일 경우와 높음(2)일
경우 협상과 중재 효과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갈등수준이 일
정수준 이상인 갈등상황에서는 협상과 중재 효과가 갈등수준에 비례하여
낮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연구 대상인 공공갈등은 다른 사회적 갈등에
비해 갈등 당사자가 다양하고 광범위하며, 갈등 원인이 복잡하다. 또한
갈등과정 중에 갈등 증폭현상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아서 갈등수준이 일정
수준을 넘는 갈등군일 가능성이 높다. 위의 두 공공갈등 사례에서도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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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이 결코 낮지 않았지만, 지속적인 협상과 중재의 노력이 갈등의 피해
가 커지지 않도록 하였으며 결국 갈등을 해결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와
사례를 종합하면, 갈등수준이 높아짐에 비례하여 조정과 협상의 효과가
미미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갈등수준이 높아서 협상과 중재가 쉽지
않더라도 직⋅간접적 피해자가 국민이 될 수 있는 공공갈등의 경우, 정부
의 독단적인 조치나 사법적 판결과 같은 전통적 관리방식보다도 지속적인
협상과 중재의 노력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갈등을 관리⋅해결하기 위해 협상과 중재를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면, 갈등수준이 높을 경우에는 어떠한 대체적 갈등관리 방법으로
조치를 취할 것인지 살펴보았다. 시뮬레이션 결과 갈등수준이 높을 때 협
상보다는 제3자에 의한 조정과 중재의 노력이 더 갈등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나타났다. 영광과 경주 사례에서도 갈등수준이 경
주보다 높았던 영광의 경우 협상보다는 감사원의 조정이 더 효과적이었
다. 경주의 사례에서도 총리실의 조정이 있었지만 정부간 협상이 많이 진
행된 상태였다. 그러나 두 사례 모두 조정과 협상 한가지의 갈등관리방식
을 고수한 것이 아니라 갈등 당사자간 대화가 필요할 경우 협상을 시도하
였고, 전문적인 지식이나 권한이 필요한 경우 조정을 하는 등 적시에 적
절한 조치를 취하고자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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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사례 비교분석
분석 지표

영광 원자력 5, 6호기
보상액/범위,

이슈의 수

원전건설반대, 환경피해
건축허가(3개)

당사자
(단체)
지속시간

주민, 영광군, 한국전력, 중앙정부,
환경단체 (5개집단)
1993-1996(1996. 1. 22- 1996. 9
17)

경주 고속철도 노선
문화재 훼손, 노선변경
(2개)
중앙정부, 사회단체, 지방정부,
주민(지역사회단체)
1994. 10-2003. 10(1994-1997)

갈등규모

연동원인원: 20만명
최대동원규모: 5000명

연동원인원:최대동원인원/지역:5000명서울

/행위양태

농성, 시설점거, 물리적 접촉,

및 전국: 15000명

성명서, 서명, 행정소송

시위, 성명, 학술회의, 청원대회

갈등상황

환경단체 및 인근 군민의 개입,

정치세력, 국무총리실, 부산 및

외부개입

중앙정부 감사원의 개입

서부경남, 전국사회단체

갈등수준

갈등정도 높음

갈등정도 보통

직접협상

주민피해보상,
환경시설설치 및 환경감시단 구성

중앙정부간 협상 조정
(최적대안 도출)

갈등해소
3자 개입

영광군 건축허가취소의 부당성에
대한 감사원의 결정

총리실의 부처간 조정

전통적갈등
관리(강제)

지방정부에 중앙행정력 동원

시민들의 항의시위,
공권력 동원 없음

자료 : 박형서 외(2004)

V. 결론
1. 연구 요약 및 함의
1) 연구의 요약
공공갈등과 관련하여 선행연구에서는 각 갈등상황에 효과적인 갈등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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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선행연구 방법으로 주로 사용된 사례연구
는 일반화의 한계가 있고,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다양한 변수를 고려
한 자료를 축적하기 어려워 연구가 활발하지 못했다. 이에 비해 시뮬레이
션은 환경 조건이나 행위자 특성과 같은 다양한 변수를 고려할 수 있고,
시간적⋅물적 자원에 한계가 없으며, 비교적 복잡한 관계까지 검토 가능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뮬레이션 방법이 공공갈등 연구에 적용될
수 있는지 가능성을 검토하고, 개별 갈등상황에 적합한 갈등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선행도구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공공갈등 해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방
법으로 쓰레기통(GCM) 모형을 적용하였다. 쓰레기통 모형은 유동적인 참
여(fluid participation)와 문제성 있는 선호(problematic preference), 불명확
한 기술(unclear technology)을 전제하고 있는데, 이는 공공갈등의 복잡하
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례에서 살펴보았듯
공공갈등은 갈등이슈가 커지면서 기존 갈등당사자 외에 다양한 이해관계
자가 갈등주체가 되기도 하고, 주요한 갈등당사자가 갈등공론의 장에서
사라지기도 하는 양상을 보였다. 두 사례에서 주민들의 의견은 뚜렷한 선
호를 보이지 않고 협상⋅조정에 따라 자주 바뀌었다. 마지막으로 공공갈
등을 일으킨 문제는 가치나 신뢰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얽혀있어 갈등을
해결하는 명확한 대안을 찾기 어려웠다. 이와 같이 쓰레기통 모형이 설명
하는 문제해결 과정이 공공갈등 해결과정과 부합하므로 쓰레기통모형의
시뮬레이션을 사용하여 갈등 해결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첫 번째 연구단계에서는 공공갈등 연구결과와 시뮬레이션 결과를 비교
하여 시뮬레이션의 정합성을 확인하였다. 시뮬레이션의 결과, 전통적 갈
등관리방식보다 협상이나 조정⋅중재와 같은 대체적 갈등관리방식이 갈등
해결에 효과적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공공갈등연구 결론과 일치하는
것이다.

- 73 -

두 번째 연구단계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서로 다른 갈등상황의 해
결에 적합한 갈등관리 방안을 모색하였다. 갈등상황을 갈등수준에 따라
구분하였고, 갈등수준이 갈등해결률과 갈등 지속기간을 분석하였다. 시뮬
레이션에 따르면, 갈등수준이 높을수록 갈등해결률은 낮아지고, 갈등 지
속기간은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수준에 따라 적합한 갈등관리방
식을 찾기 위해 협상으로 갈등이 해결된 비율과 조정⋅중재로 해결된 비
율을 각각 봤더니 흥미로운 결론이 도출되었다. 갈등수준이 낮을 경우(0)
와 보통(1), 높을 경우(2) 사이의 차이는 유의미 하였으나 보통(1)과 높음
(2)일 경우의 협상, 조정⋅중재 등으로 해결된 비율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다. 즉 갈등수준이 낮을 때는 협상과 조정⋅중재의 효과성이
크지만, 보통에서 그 이상이 되어도 협상과 조정의 효과성은 거의 낮아지
지 않는다. 두 번째 연구단계에서 마지막으로 갈등수준이 높을 때 효과적
인 갈등관리방식이 무엇인지 본 결과, 당사자간 협상보다 제3자가 개입하
여 조정⋅중재하는 것이라고 나타났다.
세 번째 연구단계에서는 영광 원자력 발전소와 경주 고속철도 노선 사
례를 통해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현실에 적용 가능한지 검토하였다. 경주
고속전철에 비해 갈등수준이 심각했던 영광 원자력 발전소 사례는 당사자
간 협상의 노력이 있었지만, 감사원의 조정으로 갈등이 해결되었다. 경주
고속전철 노선 사례의 경우는 총리실이 조정 노력을 하였으나, 정부간 협
상을 통해 최적 노선 대안을 도출하고 갈등을 해결하였다.

2) 이론적 함의
갈등현상을 연구하는 접근방법은 협상모형(정주용, 2004; 하혜수, 2003),
딜레마이론(김영종, 2006), 게임이론(김종석⋅강은숙, 2008), 문화이론(김서
용, 2005), 제도이론(주재복, 2001)등 다양하게 연구되어 왔다. 공공갈등은
특히 정책학의 주요한 연구 분야이지만 정책학 이론 가운데 쓰레기통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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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Garbage-can Model)을 적용하여 분석한 연구는 없었다. 쓰레기통 모형
은 조직 의사결정모형 중 하나로,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Organized

Anarchy)와 같이 혼란스러운 문제해결 상황을 묘사하는 이론이다. 본 연
구는 쓰레기통 모형이라는 비교적 신선한 분석틀을 이용하여 공공갈등을
분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게다 쓰레기통 모형은 주로 비유적인 모형
(verbal theory)으로 연구되어 왔고, 시뮬레이션 모형으로 연구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본 연구는 쓰레기통 모형 시뮬레이션의 활용 가능성을 환기
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시뮬레이션 방법은 사회과학 분야에서 흔한 연구방법론이 아
니다. 갈등 연구에서는 주로 이루어지는 연구방법은 사례연구(case study)
이다. 하나의 사례에 대해 심층적으로 파고드는 방법론을 사용하여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전반적인 요인들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사회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을 생산해야 하는 사회과학 연구의 목적
에 맞지 않게 사례연구는 ‘일반화의 한계’라는 문제가 있다. 최근 다수
의 갈등 사례 DB를 이용한 연구가 드물게 수행되었지만,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자료를 축적하기 어려워 원인변수와 결과변수의 단순한 관계를 측
정하는데 그치고 있다.
통계적으로 분석한 연구에서는 분석모형에서는 고려하고 있는 변수가
DB화되어 있지 않을 경우 연구에서 제외되었다. 갈등 상황을 갈등특성과
갈등과정, 갈등결과 세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 ‘상황적합모형’에
서도 ‘갈등수준’처럼 지표를 통해 변수화 시키기 어려운 요인들은 생략
하고 있다. 이는 실증연구에서 비교적 검토하기 쉬운 ‘갈등 유형’과 같
은 변수가 주로 연구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나마 갈등수준을 고려
하고 있는 두 연구는 상이한 방법론에 따라 엇갈린 결론이 도출되었다.
사례연구(박형서 외, 2004)에서는 갈등수준이 갈등 해결률에 영향을 미친
다고 하였으나, 통계적으로 분석한 연구(신은종, 2010)에서는 갈등수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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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뮬레이션이라는 새로운 방법론을 사용하여 갈
등해결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찾고자 하였다. 시뮬레이션은 시간적 자원
과 물적 자원의 한계가 없어 충분히 많은 가상의 사례를 검토해볼 수 있
다. 실증 연구에서 검토하기 어려운 환경조건이나 행위자 특성과도 같은
변수화 시키기 어려운 다양한 변수를 모형 내에 고려하여 살펴 볼 수 있
다. 시뮬레이션 방법의 특징은 통계적 연구방법과는 달리 결과보다 과정
을 중시하는 방법론이기 때문에 갈등 해결 과정까지 협상의 횟수, 총 회
의의 수, 정부가 관여한 수 등 한 번의 협상이 아닌 지속적인 협상⋅중재
과정을 고려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은 유동적인 갈등 상황의 변화 과정
관찰 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갈등해결에 시사할 수 있는 바가 클 것이다.
또한 상이한 연구방법론을 사용하여 서로 다른 연구결과가 나온 경우 시
뮬레이션 방법을 통해 갈등수준의 스펙트럼을 넓혀 연구 결과에 대한 설
명을 제공할 수 있다.
공공갈등 연구에서 시뮬레이션은 기존이론과 결합하여 이론과 방법론을
풍성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 본 연구는 방법론적 다양성을 추구하여 시
뮬레이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 작업이다. 시뮬레이션 방법은 컴
퓨터 상 모형이기 때문에 한계가 존재하지만, 발전시키면 갈등상황에 대
한 우리의 이해를 돕고 DB화하기 힘든 독특한 갈등상황, 특성에 대한 지
식,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복잡한 이슈에 대해 후속연구를 하는데 있
어서 사전적 정보를 탐색하는 도구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3) 정책적 함의
공공갈등 해결 영향요인을 시뮬레이션으로 분석해본 결과 정책적 함의
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협상과 조정⋅중재 등 대체적 갈등관리방식은 갈등지속기간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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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시키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이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대
체적 갈등관리방식은 갈등지속기간을 단축하고 사회적 비용을 낮출 수 있
는 기제로 기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적절
한 조합이 필요하다. 공공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갈등의 특성적 요인과 환
경적 요인, 갈등관리방식의 조합을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한다. 이는 갈등
특성, 환경적 요인과 갈등관리방식 등 공공갈등 해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이 서로 적합해야 함을 의미한다. 당사자간 협상을 수행하기 위한 요건
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협상을 통한 해결이 가능하고, 조정⋅중재하기 위
한 요건이 적합해야 갈등이 해결될 수 있다. 연구에서 다루었던 ‘갈등수
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갈등수준에 따라 갈등진행상황이 상이하게 진
행될 수 있기에 각각의 갈등 대처방안도 달라져야 한다.
셋째, 갈등수준이 높을 경우 갈등당사자간 경직성이 높아져 협상이 원
만하게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협상과 조정을 통한 갈등 해결률을 고
려하면, 갈등수준이 일정수준 이상을 넘어설 경우에는 갈등수준의 상대적
차이는 커다란 의미가 없으므로 대체적 갈등관리방식의 효과에 미치는 영
향을 제한된다. 공공갈등의 경우 대부분 갈등당사자가 광범위하고, 갈등
이슈도 복잡하기 때문에 일정수준 이상의 갈등수준을 가진다고 할 수 있
다. 그러므로 공공갈등 가운데 갈등수준이 높다고 판단하여 독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사법적 판결을 이용하여 갈등상황을 빨리 종식시키고
자 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이 아닐 수 있다. 오히려 공중에게 광범위한 영
향을 미치는 공공갈등의 특성상 갈등해결의 효율성만 따질 수 없고, 공익
과 갈등당사자간 만족도 등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합의를 이끌어 내는
과정이 더욱 중요해질 수 있다.
넷째, 갈등 수준이 심각할 경우 합리적인 토론의 장을 마련하기 힘들고,
불신이 깊어져 합의에 이르기 어려울 수 있다. 이 때 공공갈등을 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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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조정기구가 문제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갈등을 조정하
거나 중재할 수 있는 기구의 존재 유무와 역할 수행 여부는 공공갈등 분
야의 갈등관리에 있어서 특히 중요할 것이다. 조정은 협상보다는 갈등의
수준이 높을 경우에 당사자들이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조정은 본질적으
로 협상의 연장이기 때문에(Rodgers, 1986), 협상을 통한 합의를 시도하여
도 별 다른 진전이 없을 경우 사용하면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공갈등 관점에 대한 전환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갈등연구
는 갈등해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기 위한 연구에 집중해왔다. 본
연구도 갈등해결률을 종속변수로 하여 영향요인들을 분석하고 있다. 그러
나 시뮬레이션이라는 방법론의 특성상 원인과 결과의 단순한 관계 뿐 아
니라 협상⋅조정의 횟수 등 해결의 진행과정을 보여주면서, 갈등해결 최
종 상태보다 적절한 갈등관리방식의 개입을 통한 갈등 관리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공공갈등의 경우 완전한 갈등해소가 어려울 뿐 아니
라 시급한 갈등해결이 첫 번째 목표가 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공공갈등을 시급히 종결시켜야할 대상이 아닌 적절히
관리해야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 공공갈등이 미치는 부정적인
파급효과도 있지만, 갈등은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정부의 정책을 재검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정책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기능을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갈등의 민주적 관리 방식이 더욱 중요해지고,
갈등상황은 협상과 중재를 통해 차근차근 매듭을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나
아가야 한다.
시뮬레이션 결과 협상의 빈도가 많아질수록 갈등이 잘 해결되었다. 당
사자간 협상이 가장 좋은 갈등 해결 방법이 될 수 있고, 갈등 수준이 심
각한 경우는 제3자를 개입시켜 당사자간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이
다. 그래도 해결이 어려울 경우 사법적 판결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
직한 갈등해결이라 할 수 있다. 협상은 공통된 갈등 문제에 대해 상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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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해를 조정하고 상호 합의를 형성하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 서로의
입장을 양보해야 한다. 갈등당사자간 신뢰를 구축하고 협력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갈등관리방식과 같이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는 것 보다 대안을 제
시하면서 서로의 입장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서구에 비
해 제3의 심판자의 결정에 따르는 문화에 익숙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
체적 갈등관리(ADR) 제도는 당사자간 협상을 유도하고, 조정하여 문제를
해결하기에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공공갈등 관계자들은 갈등 관리의 수
동적인 수용자로 행동하기 보다 갈등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갈등 주체
간 협력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공공갈등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
다.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의 보완점
본 연구에서는 쓰레기통모형 시뮬레이션을 공공갈등 상황에 맞게 수정
하여 갈등 해결 영향요인을 찾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연구의 한계점이
발견되었다. 첫째, 컴퓨터 모형(computational model)을 사용하여 현실 상
황을 분석할 때 방법론에 대한 근본적인 한계점이다. 시뮬레이션은 현실
을 극도로 단순화시킨 모형으로, 현실의 갈등상황의 외부 효과나 복잡성
을 모두 반영할 수 없으며, 시뮬레이션 내에서 고려하지 않은 변수들의
효과를 설명할 수 없다.
둘째, 시뮬레이션 내에 고려한 변수는 연구자의 선택 편의(bias)가 개입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갈등수준이라는 변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갈등수준 외에 다른 더 중요한 변수를 간과하고 있을 수
있다. 변수 값이나 시뮬레이션 조건이가 규칙 설정 문제에 있어서도 연구
자의 편의가 개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쓰레기통 모형 시뮬
레이션의 행위규칙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고자 하였다.
셋째, 시뮬레이션 결과와 현실 사례를 비교할 때, 사례선정의 주관성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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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다. 연구자가 갈등 사례를 수준별로 분류할 경우, 시뮬레이션 연구
결과와 부합하는 사례를 선정할 수 있다. 따라서 국토연구원의 갈등영향
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례를 선정하여 주관성을 배제하고자 최대한 노력하
였다.
마지막으로 시뮬레이션의 확장성(scalability) 문제와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한 소개이다. 시뮬레이션방법은 연구결과를 해석할 때 이론이나 실증연
구와 함께 제시하는 등 상호보완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이처럼 본 연구
는 갈등사례에 대한 특징을 시뮬레이션의 조건과 규칙으로 전환하는 첫
시도인 만큼, 변수 값 설정과 행동규칙을 만드는데 부딪치는 한계점과 제
약이 있다. 시뮬레이션은 갈등연구에 적용하기 위한 기초 선행 작업이기
때문에 다양하고 독특한 변수들을 고려하지 못했다. 향후 연구에서는 제
시된 한계점들을 보완한 후속연구가 진행되어야 하겠다. 특히 공공갈등연
구에 시뮬레이션 방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뮬레이션에 추가적인 변수
를 고려하고 세부 규칙들을 재정비 하는 등 객관화⋅정교화 하는 작업이
후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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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f Public Conflicts' Managerial
Strategies through Simulations

Bong-kyung Cho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Recently,

severe

phenomenon

conflicts

becomes

hard

have
to

arisen
resolve

in

Korean

society.

the

conflicts

promoted

This
by

government in the public sector. It is more important to manage this
problem due to the fact that there are many people related to the
public conflict and this has a great influence on society. This research
aims to suggest managerial strategies for alleviating the public conflicts.
Previous research usually do not provide realistic methods to manage
each conflict situation. A main method used in these studies is case
study. The case study tends to be hardly generalized. It has statistically
been researched by collecting recent conflict cases, but little research
has been implemented yet. Furthermore, it is difficult to accumulate the
database including variables that we cannot recognize their complex
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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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simulation is used for the management of public conflict.
Simulation includes many variables which could not be analyzed due to
resource strategies into consideration. Additionally, it is available to
examine this process and the result of conflict. As Garbage Can Model
adopted in this paper is appropriate to decision making in 'organized
anarchy'. This model is based on the promise such as problematic
preference, unclear technology, and fluid participations, and it is similar
to the situation if public conflict.
This research analyzed managerial strategies for public conflict through
simulation model by designed three stages. In the first stage, I examined
whether simulation can be applied in reality or not. The results of public
conflict research are compared with the results of the simulation.
Through the second stage, I considered the level of conflict. Examining
the influence of conflict level on conflict resolution rate and conflict
duration, I tried to seek for what is the ideal method of conflict
management when the level of conflict is high. Finally, I analyze
whether simulation result accords with real situation through the cases.
Given investigation data using some methodologies, the level of conflict
influences the conflict resolution. What is interesting is when the level
set of conflict is three folders; low, middle, high. Even though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low level and middle one, and low one
and high one in each conflict resolution rate, there are few differences
between middle and high levels of conflicts. Based on the process, when
the level of conflict exceeds the standard degree, it can be difficul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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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greatly affected by adjustment and negotiation of conflict resolution
rate. When the level of conflict is high, the adjustment is slightly more
effective than the negotiation.
The theoretical implication of this research adopts a new method
-Simulation-, but also to apply of a new theory -Garbage Can Theory-,
in

conflict

studies.

The

political

implication

involves

that

conflict

managerial strategies should apply to the level of conflict, other conflict
situations, and conflict characteristic factors with suggestions in this
study. In addition, this research proposes the way of leading agreement
is crucial rather than seeking dogmatic actions to conclude conflict
although the level of conflict is high. Finally, this research tries to
approach the public conflict in the managerial level rather than efforts
to resolve the conflict.

Key words : public conflict, garbage can model, simulation, conflict
management, management strategy,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mediation, arbitration, negotiation, the third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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