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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지금까지 다수의 환경보건쟁점의 갈등연구은 행정학 정책학 사회학, , 

의 영역에서 이루어져왔다 갈등연구들은 많은 경우 필연적으로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지금까지 환경보건쟁점의 갈, 

등 논쟁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과학기술 지식은 그 일차적 분석대

상에 속하지 못했다 과학기술적 측면에서 갈등 논쟁을 분석하는 것은 . 

갈등연구에 대한 접근을 다각화하고 새로운 통찰을 제시할 것이다 이, . 

에 본 연구는 년 월 노원구 월계동 번지 주택가 도로 아스팔트2011 11 907

에서 방사성 물질 세슘 이 검출되면서 발생한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137

의 논쟁을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분석해 갈등의 해소에 영향을 미치는 , 

요소를 밝히는 데 그 목적을 둔다. 

과학기술 위험의 한 종류인 방사능의 위험성에 관해서는 오랜기간 축

적된 과학적 연구성과들이 있고 월계동 아스팔트 방사능 갈등의 당사자, 

들이 벌인 위험성 논쟁은 이 지식들을 근거로 한다 본 연구는 각종 문. 

헌자료 및 주요 갈등당사자들과의 면접을 토대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

후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는 생활 속 방사능 의 구성을 보였다 여기에는 ' ' . 

위험연구와 사회구성주의 프로그램의 과학기술학 연구성과들이 제시한 

과학적 지식의 불확실성으로 말미암은 과학기술 전문가주의에 대한 회의

가 바탕한다 과학기술 전문성에 대한 위협은 과학기술 지식생산과정과 . 

정책결정과정의 민주화에 대한 주장으로 이어졌고 과학기술학자들 간에 , 

전문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과학적 지식이 불확실한 갈등 사안에 . 

대해 사회적으로 그 해결이 요구되는 문제상황을 고민한 결과물로 콜린, 

스와 에반스같은 학자들은 전문성을 유형화했고 자사노프 윈 등의 학, , 

자들은 전문성의 사회문화적 맥락의존성을 강조했다 이 연구는 과학적 . 

지식의 불확실성을 안고 있는 갈등문제의 해결을 주제로 하고 전문성이 , 

맥락의존적으로 구성된다는 접근방식을 취한다.

생활 속 방사능 의 구성과정에는 방사능 위험성에 대한 역사 사회적 ' ' ‧
맥락 대중화된 방사능 계측기의 활용 언론과 정치 행정가의 역할이 있, , ‧
었다 저선량 방사능의 위험성은 방사능이 발견된 세기 말엽부터 논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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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왔고 현재에도 그에 대한 과학적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월계, . 

동 아스팔트 방사능 논쟁에는 이들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 지식

을 근거로 행위자들 간에 위험성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드러났다 월계. 

동에서 아스팔트 방사능이 검출된 것 또한 이러한 과학적 지식에 근거한 

것으로 휴대용 방사능 계측기의 활용이 대중화된 결과이기도 했다 환, . 

경운동연합 방사능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는 모임 차일드세이브 월계, ' ' , 

동 인근 주민들은 계측기를 통한 방사능 수치를 근거로 위험성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 등의 행위자들과 입장을 달리, 

했다 이렇게 검출된 아스팔트 방사능이 사회적으로 쟁점화되고 뒤이어 . , 

행정적 처리절차를 거치게 되는 데에는 언론과 정치 행정가의 역할이 중‧
요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에 대한 공포가 만연했던 사회. 

적 분위기에 언론은 월계동 아스팔트 방사능 검출을 보도하면서 그 공포

가 실재함을 증명했다 이 사건이 보도되자 서울시와 노원구청 및 관할 . , 

지역구 소속 정치가들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발표되기도 전

에 월계동의 방사능 아스팔트를 철거하기로 하는 등 주요 처리방안을 결

정 진행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에 직접 개입했다, . 

월계동 아스팔트 방사능 논쟁 과정에서 생활 속 방사능 은 후쿠시마 ' '

원전 사고발생 이전의 기준이었던 평균적인 성인신체뿐만 아니라 어린

이 작업인부 등 다양한 신체조건을 고려해 평가되어야 할 위험으로 구, 

성되었다 이는 방사능 위험평가에 대한 비전문가의 개입을 통해 지식생. 

산과정의 민주화를 보이는 환경갈등 사례로 이 연구는 후쿠시마 원전 , 

사고 이후 한국 사회의 방사능에 대한 인식 및 반핵활동 양상 변화의 한 

단면를 보여준다는 의의를 갖는다. 

…………………………………………………………………………………………
주요어 과학기술 위험 후쿠시마 원전사고 환경갈등 반핵운동 방사능 : , , , , 

계측기 시민과학 , 

학  번 : 2011-23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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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 

년 월 일 노2011 11 1 원구 월계동 주택가 도로 아스팔트에서 

인공방사능 세슘 이 검출됐다 이때는 같은 해 월에 발생한 137 . 3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방사능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을 다룬 소식이 

연일 보도되는 등 그 위험성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어 있던 

때였다 보통의 경우에는 인공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을 주거지역에서 . , 

발생한 이 사건은 이런 상황에서 세간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했다. 

언론이 이 사건을 보도하자 검출된 세슘 의 출처 규명이 요구되고137 , 

그 위험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생활 속 방사능의 위험성은 이런 의문들을 시작으로 일련의 과정을 ‘ '

거치면서 사회적 쟁점으로 자리잡았다 환경운동연합과 방사능으로부터 .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모임 차일드세이브 및 월계동 및 인근지역 “ ” 
주민들은 이 생활 속 방사능 에 대한 불안감으로 아스팔트 방사능에 ' '

대해 위험평가를 요구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밀조사를 통해 . 

아스팔트에서 세슘 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고 그로 인한 인체 위험은 137 , 

없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그 뒤로도 아스팔트 방사능 . 

위험성의 평가와 제반 문제들을 둘러싸고 이해관계자들 간에 빚어진 

갈등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1)

생활 속 방사능 은 방사성 동위원소가 발견되고 곧이어 방사능의 ' '

인체 위험성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한 세기 말엽부터 줄곧 19

사회적으로 쟁점화될 소지를 안고 있었으며 스리마일과 체르노빌 사고 , 

등 대형 사고를 거치면서 현재는 사회적 환경갈등문제로 자리 잡았다. 

1) 중앙일보 아스팔트 방사능 폐자재 섞인 아스콘 탓인 듯 년 월 일 , “ , ” 2011 11 5 . 

한http://living.jo ins.com/healthcare/article/Article.aspx?ctg=&total_id=6593280;; 
겨레 방사능 아스팔트 알고도 정부 개월째 방치했다 년 월 “ ‘ ’ , 9 ” 2011 11 3… 
일.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503936.html

한국원자력신문 정부 방사선 무해 환경단체 위험성 축소 년 월 , “ ‘ ’ VS ‘ ’” 2011 11
일4 . http://www.kn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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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환경갈등 은 그 원인인 환경악화의 피해가 광역적이고 ' ' "

지속적 일뿐 아니라 그 자체로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는 환경의 특성과 " , 

과학적으로 밝히기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 있고 정치적 사회적, " , , 

경제적 윤리적 종교적 문제들에 광범위하게 걸쳐있 기에 쉽게 , , "

정의되지 않는다.2)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갈등은 사회문제의  

일종이기에 즉각적 해결을 요구받게 되는데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 

과학적 지식의 확실성과 합의 용의성이 이런 환경갈등의 해소과정에 

중요하나 많은 경우의 환경갈등에서 과학적 지식은 불확실하고 합의 , 

용의성은 낮으므로 갈등당사자들 간에 사실 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 '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서휘석 환경정책평가연구원( , 1999; , ‧
2004).3) 

과학적 지식은 불확실하지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갈등당사자들이 , 

사실 에 대해 합의하는 데에는 여전히 관련 과학적 지식이 활용된다' ' . 

과학기술학자 콜린스와 에반스는 기술적 결정문제 를 정의함으로써 ' '

환경갈등문제와 같은 사회적 갈등의 해소과정에서 다루어지는 과학적 

지식에 대한 분석 가능성을 제시했다 기술적 결정문제 란 문제에 대한 . ‘ ’ , 

답을 제시해 줄 과학적 논의가 완결되기 이전에 사회정치적으로 그 

해결이 요구되는 문제들이다.4) 구체적으로 도로 아스팔트는 철거되어야  ‘

2) 국내 연구자들은 대체로 환경갈등을 현재 및 미래에 걸쳐 일정지역에서 인 "
간의 환경권을 침해하거나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사태를 둘러싸고 당사자간 

또는 관련 집단간 다툼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 로 정의하는 정회성"
을 따른다 정회성 지역 간 환경분쟁의 합리적 해소방안(1997:3) . , 1997. 『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3) 일례로 사례연구를 통해 환경갈등의 해결을 위해 과학적 조사에 대한 접근방 
식을 모색한 서휘석 은 갈등당사자들이 가진 과학적 전문성이 불균등하(1999)
기 때문에 갈등해결을 위해서는 제 의 중재자가 필요하며 이 중재자가 갈등3 , 

당사자들 모두의 합의에 의한 과학적 조사를 수행할 때 그 결과로 인해 갈등
을 해결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4) 기술적 결정문제는 과학기술학에서 전문성 논의를 이끈 콜린스와 에반스의  
년 논문에서 정의된 개념으로 원문에는 으로 2002 ‘technical decision-making’

표기되어 있다 콜린스와 에반스는 이 논문에서 영국 쇠고기를 먹어야 하는. 
지 화력발전보다 원자력 발전을 선호해야 하는지 교토의정서를 지지해야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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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인가 철거한다면 아스팔트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할 ?’, ‘
것인가 와 같이 단기간에 해결되어야 할 물음을 포괄하는 갈등의 ?’
해소는 과학적 검증을 통해 주택가 도로 아스팔트에서 검출된 세슘 ‘

은 위험한 것인가 위험하다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라는 137 ?’, ‘ ?’
물음들의 답을 제공하는 아스팔트 방사능 위험성 논란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콜린스와 에반스가 제시한 가능성에 의거해 노원구 월계동 

아스팔트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면서 발생한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생활 속 방사능 이 각 갈등당사자들의 , ' '

사실 및 위험에 대한 인식들이 충돌하면서 구성됨을 보인다 환경갈등의 . 

해결에 관한 연구들은 위에 약술한 바와 같이 갈등당사자들 간 사실 에 ' '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하나 그 사실 이 합의되는 과정은 , ' '

아직까지 다루지 않았다 과학기술 위험을 다루는 연구들의 경우 .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이 특정 사건에 대해 대중의 위험인식이 

분석되기는 했지만 사회적 갈등이 해결되는 과정에서 보이는 양상이 , 

관찰된 것은 아니었다 환경갈등과 위험인식을 다룬 연구들은 이런 . 

사실 혹은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위험인식을 블랙박스화함으로써 ' ' 

갈등의 해결에서 합의된 사실 을 밝히고 이러한 사실 이 합의되는 데 ' ' , ' '

영향을 미친 요소들을 분석할 수 없었다 구성주의적 관점에 의거한 . 

과학기술학 연구는 이들 연구들이 다루지 않았던 지식을 갈등의 

해소과정에서 추적함으로써 합의된 사실 과 그 구성요소를 ' '

확인시켜준다. 

는지 등 과학기술과 정치적 영역이 교차되는 지점에서 대중적으로 해결되어
야 할 쟁점화된 문제들이라고 설명한다 뒷받침(Collins and Evans, 2002: 236). 
되어야 하는 과학적 결과가 충분한 논의의 시간을 갖고 도출되기에 앞서 사

회 정치적으로 결단을 요구받는 이러한 결정문제에 대한 언급은 콜린스와 , 
에반스 이전부터 ‘expert decision-making’(Lynch, 2007), ‘environmental 
decision-making’(Cole and Foster, 2001), ‘environmental health 

등 각 연구에서 다루는 사안에 따라 다양한 decision-making’(Corburn, 2005)
용어로 언급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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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분석하는 갈등해소과정에서의 지식의 상은 콜린스와 

에반스 로 인해 과학기술학계 내에 촉발된 전문성에 대한 논의와 (2002)

오랫동안 다양한 연구 프로그램들을 거쳐 온 위험에 대한 대처와 

전문성의 관계에 관한 논의에 기반한다 불확실한 위험을 다루는 데에 . 

전통적인 방식으로 기술관료적 전문성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위험 

거버넌스 논의에서의 교훈은 이 연구에서도 재확인된다김은성( , 2009). 

도로 아스팔트 방사능의 위험성 평가를 둘러싼 논란과 갈등의 해소에 

기술관료적 전문성 외에 다양한 전문성의 관여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학지식의 생산에 국지적 지식이 관여할 수 있다는 주장의 . 

연구들은 과학기술적 결정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이러한 기술관료주의적 

전문성의 작용이 갖는 한계를 설명하고 그 대안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했다 한 예로 시민이 (Wynne, 1989; Epstein, 1997; Brown, 1993). ‘
스스로 발전시키고 제정한 과학형태인 시민과학은 이러한 국지적 ’
지식의 표준화된 대안적 과학활동이다 최근에는 시민과학의 (Irwin, 1995). 

효과적 작동을 위한 조건으로 입증을 위한 기준들과 표준화된 실행을 

중요한 요소로 꼽을 수 있다는 연구가 발표되기도 했다(Ottinger, 2013). 

월계동 아스팔트 방사능의 위험성을 다루는 이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방사능 위험성에 관한 기술관료적 전문성과 국지적 지식 시민과학의 , 

실행을 확인할 수 있다 월계동 아스팔트 방사능의 경우 검출된 세슘 . 

의 위험성 논란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아스팔트 철거여부가 137

결정되었고 이어서 아스팔트 폐기물의 분류 및 처리문제의 해결을 위해 , 

사회적 정치적으로 신속한 위험성 평가가 요구되었다 방사능의 위험성 . ㆍ

논란이 종식되기도 전에 아스팔트 철거결정이 이루어진 과정에서 방사능 

위험성에 관해 각 갈등당사자들에 의해 활용된 지식은 어떤 것들이며, 

논란과 갈등의 해소과정에서 어떤 양상을 보이는가 또 이러한 양상을 ? , 

구성하는 요소들은 무엇인가 과학기술 위험과 전문성의 관계를 논의한 ? 

연구들이 밝혀온 특징에 더해 한국 사회의 위험갈등 사례가 보여줄 수 

있는 특이성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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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언론 기사 공문서 연구자료 등의 문헌자료와 논란에 , , 

참여하고 갈등 관계에 놓인 주요 행위자들과의 인터뷰를 활용해 이런 

문제에 답을 하려고 시도했다 이에 년 현재 한국사회에서 방사능 . 2011

위험성은 성인신체에서 더 다양한 신체유형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었음을 보인다 여기에는 해외 원전사고로 인한 재앙의 간접적 . 

경험과 반핵운동의 동반효과로 인해 방사능 위험성에 관한 지식이 

중요해진 한국의 사회적 역사적 맥락과 비교적 대중화된 방사능 , ㆍ

계측기의 활용 언론과 정치 행정가의 역할이 주요했다 이런 분석을 , . ‧
통해 환경갈등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에 대한 위험인식, 

원전관련 전문가집단의 전문성에만 주목해 온 연구들의 한계를 넘어서 

방사능의 위험성에 대해 한국사회에서 관찰할 수 있는 전문성과 

위험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생활 속 방사능 에 대한 우려의 양상을 . ‘ '

수도권에서 직접 목격했다는 점에 기인해 본 연구는 사회운동의 

관점에서 반원전 반핵 탈핵의 목소리가 방사능 위험에 대한 우려를 , , 

매개로 원전지역 중심주의에서 탈피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기록물이기도 

하다.5)

5) 환경문제를 다루어오는 많은 학자들은 사회적 정의의 문제 혹은 불평등 문제 
의 거론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원자력 발전소나 핵폐기물처리장 같이 위해. 
시설로 인지된 시설물들은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건설되는 경

향이 있으며 이러한 시설물에 의해 발생한 피해의 범주도 해당 지역에 한정, 
되어 발생해왔다 한국의 상황에서도 이는 크게 다르지 않아 피해를 입은 . ,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문제해결에 대한 논의나 그에 따른 운동 등이 국지적

으로 전개되는 특성을 지닌 환경문제의 성격 상 지방에 국한되어 있었다 후. 
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거대사고는 그 사고지가 지방임에도 전국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온 여러 학자들은 

사회 정치적 영향력의 측면에서 중요 환경문제에 수도권 거주 인구의 관심, 
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왔다 일례로 윤순진 은 도시지역 거주자들. (2006a) “
은 원전지역이나 방폐장 후보지역 주민에 비해 반대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 

러한 경향은 전력을 훨씬 더 많이 소비하는 도시거주자들이 원자력을 통해 
공급되는 풍부한 전력소비의 편익을 누리면서 그로 인해 발생하는 원전의 사
고위험성이나 방폐물 처분의 위험성을 공유하지 않으려는 이중성이 두드러짐

을 알 수 있다 즉 반핵운동은 원전이 추가적으로 입지하는 지역주민운동의 . , 
차원을 벗어나 도시거주자들이 원전 중심적 전력체제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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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절은 위험의 불확실성을 보인 위험연구와 전문성의 2

구성성을 보인 과학기술학의 사회구성주의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전문성의 민주화를 주장한 이론적 작업과 콜린스와 에반스를 필두로 

이루어진 과학기술학자들의 전문성 논의를 살핀다 또 전문성을 다룬 . 

과학기술학의 사례연구들과 국내 환경갈등사례연구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이루어진 국내 위험연구의 동향 및 한계를 보일 것이다 절은 . 3

저선량 방사능 위험성에 관한 논의 및 과학적 연구의 흐름을 개괄하고 

국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방사능 위험성에 관한 지식적 근거를 

파악한다 또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전후한 사회적 맥락과 반핵운동의 . 

역사적 맥락에서는 이러한 지식이 어떻게 수용되어 왔는지도 살펴볼 

것이다 이를 배경으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 

위한 자발적 노력의 일환으로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를 통해 생활 속 

방사선량을 측정하고 국가방사선감시체계의 사각지대를 드러낸 일군의 

시민공동체가 부상하게 되는 시민사회의 반응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절은 이런 시민사회 반응의 한 예로 생활 속 방사능 위험성에 대해 4 ‘ ’ 
우려해 오던 사람들 중 한명인 늙은소투‘ ’6)가 월계동 주택가 도로 

아스팔트에서 방사능을 검출하면서 발생한 위험성 평가 논란과 

갈등상황을 다룬다 방사능이 처음 검출될 때부터 후처리에 대한 결정이 . 

이루어지기까지 방사능 위험성에 대해 다양한 인식을 갖춘 이해관계자들 

간에는 갈등의 해소를 위한 기술적 논의와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 이 .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 위험성에 관한 

지식의 작용과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드러내고 여기에서 

보이는 한국사회라는 국지적 특수성과 그 이유에 대해서 이해를 도모해 

볼 것이다.

전환을 위한 실천에 동참할 때 추진력을 얻게 된다 는 서술을 통해 이러한 .”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6) 늙은소투 는 인터넷 아이디로 익명을 요구한 면접자의 요구에 따라 아이디 ‘ ’
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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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2. 

과학기술 위험갈등해결과 전문성의 맥락의존성 2.1. 

과학기술 관련 위험이 야기하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다양한 관점의 연구프로그램을 거치면서 논의되었다 먼저 위험연구는 . 

년대부터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는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1960

위해 위험을 파악하려는 시도였다 위험연구 초기에는 관리와 대응의 . 

대상으로만 위험을 바라보곤 했는데 이런 초기의 관점은 위험에 관한 ,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위험에 대한 인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파악하려는 심리학적 접근방식의 연구와 인류학 사회학적 , 

접근이 더해져 위험을 사회적 구성물로 보는 시각까지 

다각화됐다박진희 위험의 유형화 양화를 통해 일반인들의 ( , 2013). , 

합리적인 판단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위험에 따른 사회적 갈등에 

대응하고자 시작되었던 위험연구는 확률은 낮지만 한 번 발생하면 

재난의 규모가 크고 사회적 파장이 심각한 위험을 설명하는 데에는 

취약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심리학적 접근방식의 . 

위험인식연구는 사회적 위험 수용성이 위험노출에 대한 자발성과 

보상정도에 비례한다는 성과를 보였다 이어서 위험인식의 증폭에는 . 

심리적 사회적 제도적 문화적 과정이 상호작용한다는 점을 강조한 , , , 

위험의 사회적 증폭 이론 은 위험을 다루는 데에 사회적이고 문화적 ‘ ’
맥락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시했다박희제 최종적으로( , 2004). , 

위험에 대한 사회학적 인류학적 접근방식의 연구들은 위험에 대한 , 

사회구성주의적 관점에 근거해서 위험인식의 형성에는 사회의 특정 , 

세계관과 규범 제도 정부기관이나 전문가에 대한 대중의 신뢰도가 , , 

영향을 미치며 위험소통에 문제가 발생하는 까닭은 집단적 특성에 따라 , 

사회집단들이 각기 다른 위험인식을 지니는 해석적 유연성이 작동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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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구성주의 프로그램은 년대 이후에 과학기술학에서 부상한 1970

프로그램이다 과학 지식을 설명하는 데 있어 사회적 조건을 포함한 . 

스트롱 프로그램의 연구들 실험과 과학적 실천에 주목해 과학자들의 , 

실제 작업과 그에 대한 묘사 간의 간극을 드러낸 연구들 인류학적 , 

탐구를 통해 실험실에서 연구업적의 기입과 과학적 사실이 생산이 

과학자들의 사회적 협상 산물임을 주장한 라투어와 울가의 연구로부터 

이후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에 입각한 다양한 연구들까지 과학기술학의 -

많은 연구들이 과학 지식이 사회적 맥락에서 형성된다는 과학기술의 

사회적 구성과 과학에 의한 사회의 구성성을 주장했다 홍성욱( , 1999). 

과학기술 지식의 구성성은 위험에 대한 전통적인 기술관료적 접근방식의 

한계를 드러내고 위험의 불확실성에 더해 위험이 야기하는 사회적 , 

갈등의 해소에 과학기술 지식의 생산자인 전문가들의 역할과 전문성에 

대한 숙고 및 탐구의 필요성을 상기시켰다 위험이 야기한 갈등의 . 

해소를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위험 평가의 과정이 필수적이고 여기에 

과학기술 지식의 적용 또한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전문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는 일찍이 새소워 가 철학적으로 (1993)

논의한 바 있다 그에 의하면 전문가의 사회적 역할에는 전통적으로 두 . 

가지 극단적인 관점이 있는데 하나는 전문가가 정치적 사회적으로 , , 

우월한 지위를 차지고 있어서 전문가의 조언과 결정이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전문가의 지위가 열등하기 때문에 , 

그들의 조언과 결정이 이득과 관계없이 무시된다는 관점이다 이러한 . 

극단적인 관점들 사이에 구성되는 것으로서 전문성을 바라보는 절충적인 

관점을 도입하면 전문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가능하다 구성된 . 

전문성은 지식 생산능력의 유무에 따라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권력이 

지식에 부여되고 이런 권력을 통해 참여적 민주주의의 실현가능성을 ,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함으로써 정치적이고 도덕적 이점을 강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은 전문성과 전문가에 대한 논의가 필연적으로 .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당위성을 제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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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생산 활동 및 그와 연관된 정책결정 과정의 민주화에 대한 

주장은 전통적으로 전문가들만의 영역이라고 여겨졌던 지식의 생산 

활동에 비전문가들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보인 사례연구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졌다 한 예로 (Brown, 1993; Epstein, 1996; Wynne, 1989). 

엡스틴 은 에이즈 운동이 한창이던 사회적 맥락에서 에이즈 치료제 (1996)

개발에 관심을 갖던 일군의 비전문가 공동체가 에이즈 환자 공동체와 

치료제 개발 연구자들을 적극적으로 매개하면서 에이즈 치료에 관한 

전문가들의 지식생산 활동에도 직접적으로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되었음을 

보였다 이후 다수의 과학기술학 연구들도 전문성이 사회 문화 정치적 . , , 

맥락에서 그 범주가 설정된다는 것을 주장했다(Jasanoff, 2005). 

이런 상황에서 년 2002 Social Studies of Science지에 발표된 논문을 

통해 콜린스와 에반스가 제시한 문제제기는 전문성의 본질에 관해 

과학기술학자들 간에 논쟁을 유발했다 콜린스와 에반스는 문제의 . 

해결책을 제시해 줄 과학기술적 지식이 생산되기 이전에 기술적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의 전문성을 논의했다 이들은 기술적 결정문제의 . 

해결에 작용하는 전문성을 기여적 전문성 상호작용적 전문성, , 

무 전문성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기술적 결정문제가 속하는 과학의 ( ) , 無

영역을 정상과학 골렘과학 역사적 과학 성찰적인 역사적 과학의 네 , , , 

가지로 분류해서 이런 과학의 상이한 성격에 따라 이들 전문성이 , 

기술적 문제해결에 다른 비율로 적용된다고 설명하였다(Collins and 

전문성의 본질에 대한 이러한 탐구 및 접근방식은 Evans, 2002). 

과학기술과 밀접한 정책적 결정을 내리는 데 기여하려는 목적의식이 

전제된 것이었다(Collins and Evans, 2003).7) 이러한 시도에 대한 비판은  

전문성이 경험과 기술의 축적 및 누적으로만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맥락에서 구성되는 것이며 콜린스와 에반스가 이러한 본질을 , 

7) 문제해결을 중심으로 전문성을 구분한 사례는 콜린스와 에반스 외에도 슈나 
이더 클라크와 일먼 의 연구가 있다(2000), (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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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각하고 있다는 점에 집중되었다(Jasanoff, 2003; Wynne, 2003; Rip, 

2003).8) 

새소워부터 전문가집단과 비전문가 공동체 간의 관계를 관찰한 윈, 

브라운 엡스틴의 초기 사례연구들 과학기술학자들의 여러 분석들이 , , 

보이듯이 전문성은 분명 맥락 의존적인 구성물이다 한편 윈 과 . (2003)

립 이 인정했듯이 콜린스와 에반스의 전문성에 대한 논의는 실제 (2003) , 

과학기술과 밀접한 결정의 문제에서 과학기술적 연구에 바탕한 해결책이 

마련되기 이전에 문제해결을 위해 이에 대한 정치적 결정이 빠르게 

일어난다는 지점에서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회의가 발생하며 이것이 

앞으로의 과학기술학 연구들이 고려할 문제의식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비록 이러한 문제의식은 과학기술과 연관된 정책적 결정을 . 

염두에 둔 좁은 범주의 것이지만 이는 과학기술과 (Jasanoff, 2003), 

관련된 어떤 형태의 의사결정문제로도 충분히 확장되어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사회적 문제의 해결에 초점을 맞춘 콜린스와 . 

에반스의 문제의식에 따라 저선량 방사능 위험성에 관한 갈등이 

해결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사결정과정을 관찰해 다양한 형태의 , 

8) 특히 자사노프 는 시민인식론 을 통해 전문가 및 전 , (2005) ‘ ’(civic epistemology)
문성으로 수용되는 지식의 범주화에 국가적 제도적 맥락이 작용함을 보였다 그. 

녀는 미국 독일 영국의 생명기술 정치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사회적 쟁점과 , , 

밀접하게 작용하는 과학적 명제의 합리성을 이해하는 데 과학기술을 포함한 문

화 정치적 영역 내에서 작용하는 실행 제도적 과정 등을 통한 대중적 앎의 방, , 

식이 중요한 요소로 관여함을 드러냈다 그 결과 과학적 명제와 그 합리성에 대. 

한 대중의 인식은 특정 문화적 맥락 위에 놓인 종합적인 믿음체계를 통해 과학

자와는 다르게 이루어졌다 그녀의 정의에 따르면 시민인식론 은 주어진 사회. ‘ ’ “
의 구성원들이 종합적인 선택의 기초로 활용되는 지식명제들을 시험하고 적절

히 사용하는 데에 작용하는 제도화된 실행들 을 말한다 이” (Jasanoff, 2005: 255). 

는 특정 문화 내에서 구성원들이 암묵적으로 발전시킨 앎의 방식으로 이를 통, 

해 구성원들은 그들의 삶을 정렬하는 명제들에 대한 합리성과 건전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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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위험성에 관한 지식이 상호의존하고 공동구성하는 사회 정치, , 

문화적 맥락을 함께 고려하고자 한다. 

선행연구 검토2.2. 

윈 엡스틴 브라운 의 사례 연구들 이후로도 (1989), (1996), (1993)

사회적으로 쟁점화된 과학기술적 문제들에 개입한 비전문가들의 

지식활동을 다루는 사례 연구들이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었다.9) 그 중의  

많은 연구들이 환경보건쟁점에서 행위자들 간의 지식 충돌을 주제로 이 

같은 연구들을 수행했다(Irwin, 1995; Tesh, 1999; 2000; Corburn, 2005; 

한 예로 테시 는 과일과 야채에 묻은 Ottinger, 2010; 2013). (1999; 2000)

고농도 살충제로 인해 미취학 아동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을 과학적 

방법으로 입증해낸 미국의 환경단체 자연방어위원회(Natural Resources 

에 대한 연구를 통해 환경 보건과 관련된 Defense Council, NRDC) ‧
쟁점에서는 시민과 전문가를 가치와 사실이라는 이분법으로 나눠서 

분석하는 방법보다 이들의 관계를 두 개의 다른 전문가 집단 간의 

논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 코번 은 물고기를 낚시해 . (2005)

먹는 식습관 문제 천식으로 인한 공기질 문제 어린이들의 납중독 문제, , , 

폐기물 소각장으로 인한 대기오염문제의 네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 뉴욕 

브루클린의 다문화 지역공동체가 당면한 환경보건쟁점을 해결하는 데에 

지역민들의 지식이 유용했음을 보이고 이때 활용된 지식을 거리의 '

과학 라고 불렀다 오팅어 는 석유정제공장지역 (street science)' . (2010; 2013)

9) 이들 연구들은 어윈이 시민들 스스로가 발전시키고 제정한 과학의 형태 로  “ ”
시민과학을 정의한 이후 매우 느슨하게 시민과학연구로 통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시민과학 연구들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시민과학을 (Irwin, 1995: xi). 
아직까지 잘 정립된 개념은 아니라고 보기도 한다(Ottinger, 2013; Clark and 

클라크와 일먼 은 Illman, 2001). (2001) ‘civic science’, ‘citizen science’, 
와 같은 용‘democratic science’, ‘civic environmentalism’, ‘people’s science’

어들이 학자들에 따라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어 옴을 지적했다. ‘civic 
와 의 두 용어의 의미를 구분한 클라크와 일먼을 따science’ ‘citizen science’

랐을 때 는 시민의 과학 으로 는 시민과학 으‘civic science’ ‘ ’ ‘citizen science’ ‘ ’
로 번역 구분해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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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주민들이 받는 대기오염 피해에 관한 쟁점들을 각각 비전문가들의 

기여를 강조하는 관점에서 연구했다. 

환경보건 관련 쟁점에 대한 사례연구들은 주제의 특성상 사회적 ‧
불평등과도 밀접한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과학기술적 전문성에 관한 

연구일 뿐 아니라 사회운동사에 관한 연구이기도 하다(Epstein, 1996; 

엡스틴 이 Cole and Foster, 2001; Corburn, 2005; Ottinger, 2013). (1996)

관찰했던 에이즈 치료 활동가들은 에이즈 치료 개발 지식에 관심을 가진 

에이즈 운동가들이었다 이들은 에이즈 치료제 개발 연구자들은 . 

아니었지만 에이즈 운동 활동으로 에이즈 환자들과 연구자들을 연계해 , 

치료제를 개발하는 지식활동에 비전문가들이 개입할 수 있게 했다. 

추가적인 예를 들어보면 콜과 포스터 는 지역 내 쓰레기 소각로 , (2001)

도입에 대한 풀뿌리 운동을 코번 과 오팅어 는 각각 , (2005) (2013)

대기오염에 관한 지역 주민들의 움직임을 다루었다 윤순진 도 . (2006b)

한국의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입지선정과정을 환경정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입지선정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함으로써 한국의 환경쟁점에서 사회운동활동의 한 

단면을 그렸다. 

최근의 일부 연구들은 환경보건쟁점을 환경정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데에서 더 나아가 시민과학 활동이 효과적이기 위한 조건을 탐구하기도 

했다 오팅어 는 루이지애나 주의 대기오염문제를 사례로 . (2010; 2013)

민속지적인 연구를 통해 이를 탐구했다 루이지애나 주에서 대기오염을 . 

다루는 활동가들과 주민들은 대기오염을 직접 측정하고 획득한 자료를 

바탕으로 그들과 대결관계에 있는 미 정부와 대기오염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지목되는 사측 전문가들을 상대로 대기 오염의 

유해성을 설득하는 모습을 보였다 설득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오팅어는 . 

이러한 시민과학 활동이 효과적이기 위한 조건으로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데 적용되는 기준들과 표준화된 실행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때 . 

활용되는 기준은 시민들이 제시한 대기오염수치를 정당하고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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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간주하게 하는 동시에 전문가들로 하여금 이를 부적절한 , 

자료라고 판단하고 기각하게 만드는 이중적인 역할을 하는 경계물로서 

기능한다 이런 논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시민과학이 . 

전문가활동에 개입함으로써 문제시 되는 부분은 기준의 설정문제이며, 

이런 기준의 설정은 정적인 것이 아니라 집단들 사이의 역학관계에 

의해서 규정되는 동적인 성격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언급한 환경보건쟁점의 연구들은 비전문가들에 의한 ‧
지식생산활동 및 연관 사회활동에의 개입이 갈등을 해결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이고 이것이 지식생산뿐만 아니라 정의의 

문제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이 . 

다루는 담론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과학 기술적 지식은 실행적 ‧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는 않았다 이는 원자력 발전이나 . 

방사능 같은 주제의 연구들에서도 다른 환경보건 문제과 다르지 않다. 

이 주제의 연구들에서 괄목할 사항은 특히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 위험성에 관한 사회적 인식은 급격하게 높아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나온 방사능의 위험과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위험인식 위험커뮤니케이션 안전 정책에 대한 것들에 , , 

집중돼있다 강윤재 박진희 김성진 김윤경 조성진( , 2012; , 2013; , 2012; , , 

윤경준 박방주 진상현 이런 연구들에서 2013; , 2012; , 2012; , 2012). 

방사능 위험성에 관한 연구들은 원전사고의 위험을 다루면서 

언급되었는데 이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에 이루어졌던 방사능에 , 

관한 위험인식과의 비교분석을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후쿠시마 . 

사고가 방사능 위험인식을 어떻게 바꾸었는가에 대한 직접적인 논의로는 

방사능 오염식품과 방사선 조사식품에 관해 미취학 아동을 자녀로 둔 

부모들의 위험인식을 조사한 것이 있다 양진희 박윤 이화연( , , , 2012). 

그렇지만 이런 연구들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 위험성을 

중심으로 발생한 사회적 갈등의 문제를 다루는 것들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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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저선량 방사능에 대한 다수의 

대중적 위험인식을 조사하는 연구와 달리 방사능 위험성으로 인한 , 

사회적 갈등의 문제를 방사능에 관한 지식을 중심으로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접근방식을 취함으로써 선행연구들이 보인 여러 

환경갈등사례를 바라보는 다른 관점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이에 이 . 

연구는 과학기술적 위험문제로 야기된 갈등의 해소에 영향을 준 

요소들을 탐구해 최근의 시민과학 사례가 보이는 비전문가들의 과학 

활동이 효과적이기 위한 조건들이 한국사회라는 국지적 상황에서도 

적용되는지 확인해볼 것이다. 

방사능 위험성에 관한 인식과 지식의 축적 3. 

근거로서의 과학적 지식 저선량 방사능 인체위험성에 관한 3.1. : 

연구

방사능의 위험은 와 자연 방사능이 발견되고 곧 우려의 대상이 x-ray

되었지만 방사능 위험성 평가에 관한 대중적이고 주요한 논란이 , 

활발해지고 저선량 방사능 위험에 관한 연구들이 축적되기 시작한 것은 

방사능에 대한 피해자가 급격히 늘어난 제 차 세계대전 2

이후였다 년 원자폭탄의 투하 이후에는 와 (Walker, 1989). 1945 x-ray

자연방사능 이외의 다양한 종류의 인공방사능으로 인한 피해까지 

나타나게 되었고 특히 년대 이후에는 핵발전 시설이 건설되면서 , 1950

저선량 방사선에 노출될 인구가 늘어났다 이런 새로운 상황들은 과거에 . 

존재하지 않았던 다양한 문제들을 불러 일으켰다.  

우선 가장 큰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것은 미국 소련 영국의 , , 

수소폭탄실험으로 인해 생긴 방사능 낙진이었다 년대 중반부터 . 1950

년대 초반에 이루어진 낙진논쟁은 핵실험이 국가안전보장에 이득이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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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논쟁과 맞물려 이루어졌다 핵실험으로 인한 . 

피해가 매해 명의 어른이나 명의 아이들의 희생과 맞먹는다는 40 110

결과의 보고는 과학자들이 방사능 낙진으로 인해 풀어야 하는 문제가 

주관적 평가와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문제라는 사실을 드러낸 것이었다. 

낙진으로 인한 방사능 위험성 논쟁은 미국방호위원회와 

국제방호위원회의 지침에 조정을 가져왔으며 년에 제한적 실험 , 1963 '

금지 조약 이 체결되면서 많은 의문점들이 (Limited Test Ban Treaty)'

해결되지 않은 채 소멸되었다. 

년대 초부터 년대 중반까지 낙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1950 60

방사능 위험성에 관한 논쟁은 년대 후반에서 년대 초반에 핵발전 1960 70

시설에 의한 방사능 위험성 논쟁으로 그 초점이 옮겨갔다 이때의 . 

쟁점은 핵시설에서 나오는 방사능 유출물에 대한 우려로 인한 것이었다. 

논쟁의 초점은 바뀌었지만 저선량 방사능의 인체 위험성은 그때는 물론 

지금까지도 줄곧 과학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쟁점이다 저선량 방사능 노출선량 지침을 놓고 (Semendeferi, 2008). 

핵과학자이자 의학 연구원이었던 존 고프만과 그의 동료 탬플린이 

미원자력위원회를 상대로 벌였던 논쟁은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다. 

안전한 방사능의 양에 대한 미원자력위원회의 지침이 너무 높다는 

고프만과 탬플린의 문제제기로 미국립아카데미는 전리방사능의 생물학적 

영향 보고서(Biological Effects of Ionizing Radiation Report, BEIR 

를 발간하게 되었고 이는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근거로 하는 Report) , 

보고서의 바탕이 되었다ICRP (Semendeferi, 2008). 

년 현재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조건우 방사선규제부장 단국대 2011 , 

의대 하미나 교수 동국대 의대 김익중 교수 등 이 분야에서 활동하는 , 

한국의 전문가들은 저선량 방사능 위험성에 관해 미국을 중심으로 약 

여 년간 축적된 과학적 연구 성과를 자신들의 판단의 근거로 삼고 50

있다 국내 전문가들이 주로 인용하는 보고서는 노출 방사선량과 그 . ICRP

위해성이 비례한다는 무역치선형 모델을 (Linear No Threshold, L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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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고 있다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의의 대상이지만 기존 피폭 에 . ‘ ’
부가적으로 일어나는 선량에 대한 관리기준은 더 보수적으로 설정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국가 공중보건 정책에서도 낮은 선량의 방사선의 , 

영향에 대해서 모형을 기본적으로 따르고 있다 서울특별시LNT ( , 2012: 9). 

년 생긴 방사선의학연구소의 병리학연구실에서도 병리학적 측면에서 1963

방사성동위원소 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했다는 기록이 

있지만 김성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따른다는 ( , 2012), ICRP 

전문가들의 견해에 비추어보았을 때 저선량 방사능의 인체 위험성을 

평가하는 데에 국내에서 이루어져오던 핵의학 연구 성과들이 공신력을 

가질 것으로 평가되지는 않는다 또 반핵운동을 지지하는 대안전문가 . 

김익중 교수가 저선량 방사능의 인체 위험성 평가의 근거를 다른 

전문가들과 공유한다는 점은 방사능 위험성에 대한 시민사회의 지식적 

원천도 전문가들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10)

 

한국 사회의 방사능 위험성 인식과 지식의 축적3.2. 

국내 핵의학 연구는 일찍부터 시작되었지만 방사능의 위험성에 관한 , 

인식은 방사능 피해자 혹은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이런 특성 때문에 한국 사회의 방사능 위험성에 , 

대한 인식은 더디게 진행되어 왔다 이런 특성을 원폭피해자들을 . 

주축으로 한 방사능 피해보상운동과 년대 말부터 진행된 1980

반핵운동에서 볼 수 있다 한국에 방사능 피해자가 등장하게 된 것은 . 

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폭의 피해자들 중 일부가 1945

한국 내로 거주지를 옮기면서부터이지만 처음부터 방사능 피해에 관한 ,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었다 피해자는 존재했지만 당시 . 

10) 동국대 의대 김익중 교수는 방사능 위험성에 관한 지식을 대중을 대상으로  
한 강연 동영상 각종 기고문 인터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시민사회에 전, , , 
달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환경운동연합 차일드 세이브 등 방사능 , , 

위험성에 관심을 둔 시민 공동체에서 김익중 교수가 자주 언급 인용됨을 쉽·
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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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피해자들에게 방사능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나 지식은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치바 는 오히려 몸에 나타나는 . (2003)

이상징후를 겪으면서도 방사능에 피폭되었다는 것을 숨겨야했던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쉽게 피해를 주장할 수도 없었다고 

진술한다 방사능 피폭의 영향이 전염된다는 소문이 퍼져 정상적인 . 

사회생활이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해방 후 발발한 한국전쟁과 년에 . 1961

들어선 군사정권도 원폭피해자들의 피해사실에 대해 알릴 여건을 마련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 

방사능 위험성에 관한 인식이 피해자들 사이에서 만들어진 계기는 

년대에 있었던 보상운동이라는 집단적 활동이었다 원폭으로 인한 1960 . 

방사능 피해자들에 관한 보상 문제가 거론되지 않은 채 년에 1965

한일협정이 체결되자 그에 반발한 원폭 피해자들이 집단적으로 

원폭피해자보상 요구운동을 전개했는데 이는 원폭피해자들이 방사능 , 

피폭으로 인한 신체적 피해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가능했다.11) 

원폭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요구운동과 활동은 방사능의 위험성을 

증명하는 지표로서 년대부터는 반핵운동가들의 지원을 받아가며 1980

현재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반핵과 반원전을 기치로 한 초기 . 

반핵운동 주체 중 한국교회여성연합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같은 

기독교 단체들은 종교를 근거로 해서 인도주의 박애주의 평화주의의 , , 

11) 원폭피해상황에 대한 개인적 차원의 건의는 한일협정 이전부터 년 곽귀 1962

훈씨 년 이종욱 오남련 부부와 같이 간헐적으로 있어왔다 진주, 1963 , ( , 2004; 
이치바 이후 한국원폭피해자협회 원폭 세환우회 태평양전쟁희생, 2003). ‘ ’, ‘ 2 ’, ‘
자유족회 등의 단체들로 집단적 원폭피해보상요구운동를 벌이기 시작했다’ . 

이들 협회에는 원폭의 직접 피해자들 외에 원폭 투하 이후 히로시마와 나가
사키에서 구호활동에 참여하는 등으로 인해 원폭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그의 
태아들까지 포함된다 한국원폭피해자협회는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투하 . , 

이후 원폭 피해자들 중 일본에서 한국으로 거주지를 옮긴 이들이 만 여2 3000
명 정도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그 중 여 명은 북한으로 거주지를 2000
옮겼다고 본다 한국원폭피해자협회( http://www.wonpok.or.kr/sub00.html 이치바 ; 

준코 한국의 히로시마 세기 백년의 분노 한국인원폭피해자들은 누, 2003. : 20 , 
구인가 이제수 역 역사비평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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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에서 피폭자 지원운동과 반핵 계몽 활동을 벌이고 핵무기의 

무서움을 주장했다박재묵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고 난 ( , 1998). 

년 현재도 원폭피해자들과 반핵운동 활동가들은 방사능 위험성에 2013

관한 연합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등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12)

그렇지만 방사능 위험성에 관한 인식과 지식의 확산 및 축적이 

한국의 반핵운동의 맥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해서 운동의 흐름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아니다 저선량 방사능의 피해가 장기적으로 나타나 .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도 여기에 한 몫을 하는데 원전지역 중 하나인 , 

울진지역 주민들의 환경의식과 이들의 반핵운동 참여를 독려하는 요인을 

분석한 문옥표 외 의 연구는 원전지역 주민들이 방사능 위험성에 (1996)

관한 인식과 지식을 획득하는 과정을 잘 설명해준다 이들에 따르면 . 

원전지역의 주민들이 주장하는 원자력 발전소의 피해 중 일부는 방사능 

누출에 의한 농작물이나 축산물의 피해 기형아나 각종 질병의 발생 , 

증가와 같은 장기적이고 증명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를 대상으로 한 피해보상운동이 장기화되고 지속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피해보상운동의 전개과정에서 주민들은 원자력 . “
발전 특히 방사능 피해에 관한 지식을 더욱 많이 획득하게 되고, , 

반핵의식도 높아지게 된다 그에 따라 원전지역 주민운동은 초기의 . 

단순한 피해보상운동에서 반핵운동으로 전환되는 양상을 띄게 

된다 문옥표 외 여기에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붕괴사건은 ( , 1996; 6-7).” 
이러한 방사능으로 인한 간접적이고 장기적인 피해에 대해 원전지역 

주민들의 주장을 입증해주는 것이었고 강화된 반핵의식을 바탕으로 , 

반핵운동을 펼치는 중요한 한 계기가 되었다.

12) 월계동 아스팔트 방사능 검출 사건이 벌어진 기간에는 단절적이던 이들의  
활동이 최근 들어 연대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년 월 일 원폭피해자. 2013 8 29 ‘
및자녀를위한특별법추진연대회의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보건시민센터’, ‘ ’, ‘ ’
가 공동주최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 실상과 방사능의 건강피해 토론회 가 “ ”
열린 것은 이러한 움직임의 방증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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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위험성에 관한 인식과 지식이 방사능 피해자들 및 

원전지역주민들 간에 축적되고 있었지만 피해자들이 방사능 피폭 사실을 

인정받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원폭피해자들의 경우 한국과 일본 . 

정부로부터 건강피해에 대한 물질적 보상은 얻어낼 수 있었으나 이를 , 

얻기 위해서는 피해보상요구운동의 일환으로 한국 일본 미국정부를 , , 

상대로 한 진정서 제출 소송 등을 해야만 했다 그렇지만 이런 보상이 , . 

온전한 형태라고 하기는 힘들었는데 그 이유는 원폭피해자와 그 , 

유가족들에게 열린 도일 건강치료의 기회는 자격조건이 까다롭고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들이 이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국가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방사능 피해자의 범주 

내로 들어오게 된 일부 원전 종사자들이나 원전지역주민들 또한 

원폭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피해사실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들이 보상요구를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 개인적 . 

차원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관인 원전을 상대로 법적 투쟁을 

감수해야 했기에 아무런 활동 없이 넘어가는 경우들도 보고되고 

있다 이현숙 국내에서 방사선관계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국가적 ( , 1992). 

차원의 체계적 관리가 년에서야 거론되고 시행되었다는 점 또한 1995

방사능 위험성에 대한 증명이나 방사능에 의한 피해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방증한다. 

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발생은 이렇게 년대부터 2011 1980

원전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확산되어오던 방사능 위험성에 관한 인식과 

지식의 범주를 전국단위로 넓히고 방사능 위험성에 관한 인지적 활동이 

두드러지게 전개되는 전환점이 되었다박진희 이는 더 큰 ( , 2013).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는 원전이 추가적으로 입지하는 지역주민운동의 “
차원을 벗어나 도시거주자들이 원전 중심적 전력체제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전환을 위한 실천에 동참 윤순진 할 필요성이 있다는 ( , 2006a)”
이전까지의 반핵운동의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한 것이기도 하다 특히 . 

일반인들의 직접적인 방사능 계측기 구매와 활용은 방사능 위험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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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인식과 지식이 활동으로 가시화되었다는 점에서 방사능 위험성과 

관련해서 두드러지는 사회적 변화로 볼 수 있다 반핵활동을 벌여 온 . 

환경운동연합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에 방사능 계측기를 보유해서 

원전 견학을 할 때 활용한 적이 있었지만 그 뒤로는 거의 쓰지 않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무렵에는 고장난 상태였음을 고려한다면 후쿠시마 , 

원전 사고 이후 보통 사람들이 새로운 계측기를 구입해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두드러진 변화라고 평가할 만하다 양이원영( , 2013; 

안재훈 이러한 변화로 시민들이 생활 속 방사선량을 측정할 수 , 2013). ‘ ’ 
있게 되자 본 연구에서 다루는 월계동 도로 아스팔트 방사능 검출뿐 , 

아니라 분유 접시꽂이 벽지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 , 

범주에서 방사능 검출이 확인되었고 이런 사건들이 사회적 주목을 

받았다 반핵활동가들 외에 방사능 계측기를 사용하는 일반인들의 . 

모임으로는 이 연구의 주요 행위자로 등장하는 방사능으로부터 ‘
아이들을 지키는 모임 차일드세이브 커뮤니티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 < > . 

김익중 동국대 의대교수와 같은 대항전문가들과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에서 출판한 보고서와 같은 과학적 연구 BEIR

성과부터 후쿠시마 원전 동태까지 그동안 축적된 방사능에 관한 각종 

공식적 비공식적 지식을 정보력의 근거로 활용한다, .13) 

13) 차일드 세이브의 전 회원이 휴대용 방사능 계측기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 
만 회원들 간에 휴대용 방사능 계측기의 종류 구입 사용기에 대해 논의하, , 
고 휴대용 계측기로 측정한 방사선량 수치를 올릴 수 있는 공간이 네이버 , 

카페에 개설된 온라인 커뮤니티에 마련되어 있다 휴대용 계측기에 대한 자. 
세한 정보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카페 커뮤니티의 성격 상 누군가가 게
시한 글에 여러 사람들이 댓글을 달며 의견을 교환하는 형식으로 공유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현재도 꾸준히 새로운 정보가 교환되고 있다 그러나 카페 .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활동한지 만 년이 넘어가는 년 현재 휴대용 계측2 2013
기에 관한 정보가 상당히 축적되고 회원들 간에 측정기 구입에 대한 논의가 , 

지속되자 카페 운영진이 휴대용 계측기 구입을 원하는 회원들을 위해 늙은소
투가 정리한 구입 관련 정보를 필독공지글로 게시하기에 이르렀다 년 . 2013 8
월 일에 공지사항으로 게시된 이 글을 참고로 이들이 공유하는 측정기에 25

대한 정보를 간단히 소개하자면 측정기는 장비영역별로 간단한 측정에 필요, 
한 개인선량 휴대용측정기 방사선 종류와 세기를 알 수 있는 핵종분석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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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일드세이브의 모든 회원들이 휴대용 방사능 계측기를 이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일같이 측정된 생활 속 방사선량은 커뮤니티가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 게시글로 공유되었고 회원들은 이런 정보를 , 

통해서 하루에 일상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방사선량의 수치나 기준을 

암묵적으로 공유했다 이들은 커뮤니티 내부에서 공유하는 암묵적인 . 

합의가 커뮤니티 외부에서도 통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렇게 형성된 국지적 지식을 통해 세상을 평가하는 일종의 

전문성까지 발휘하게 되었다 노원구 월계동에서 아스팔트 방사능을 . 

검출한 차일드세이브의 회원 늙은소투 도 휴대용 방사능 계측기로 “ ”
실측치를 측정하면서 그 생활 속 위험성을 스스로 가늠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방사능과 그 위험성 휴대용 계측기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 

갖추게 된 이들 중 하나였다. 

음식물 측정기 전문 분석장비로 측정기종류별로는 가이거 카운터 섬광측정, , , 
기 휴대용핵종분석장비 음식물측정기로 분류해 소개하고 있다 회원들이 구, , . 

입할 수 있는 측정기에 관한 정보만 정리해보면 주로 만원 대의 장, 100~500
비로 가이거 카운터를 사용한 개인선량 휴대용측정기가 주를 이루며 대표적, 
으로 인스펙터 시리즈 레드아이 시리즈 폴리마스터사 시리즈 라덱스 시리, , , 

즈가 언급되어 있다 회원들이 실생활에서 측정할 수 있는 것은 벽지 아스. , 
팔트 접시꽂이 등으로 이는 표면오염 검사용 측정기를 통해 측정이 가능하, 
고 공간선량 전용 측정기는 측정선량이 조금 낮게 잡히는 경향이 있고 감마, 

선만 표면오염검사 측정기는 베타선을 잘 측정하는 것으로 소개되었다 글 , . 
작성자는 방사능이 내는 알파 베타 감마 엑스레이 중성자 가지 선을 모, , , , 5
두 측정하는 기기는 없으며 개월 년 주기로 주기적인 교정작업 만원, 6 ~1 (10 ~ 

그 이상 을 해야 측정기의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한다 또 방사선 측) . , 
정기를 구입할 수 있는 업체로는 테크피아 유니테코 엔바이로가 있고 더 , , 
큰 메이저 업체들로 램텍 영인과학 등이 있으며 인터넷에서 손쉽게 검색이 , 

가능하다고 안내한다 차일드세이브 차일드세이브 재인용 늙은( , 2013a; , 2012 ). 
소투는 같은 날 인스펙터 시리즈를 기준으로 측정기 사용법을 안내하는 글을 
게시했는데 주요 내용은 간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사선에는 알파 베타, , , 

감마선이 있으며 이들 각 방사선 측정은 알루미늄 종이 등을 이용한 차폐방, 
법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이다 차일드세이브( , 2013b). 



22

아스팔트 방사능의 검출과 위험평가과정에서의 갈등4. 

휴대용 방사능 계측기 사용과 아스팔트 방사능 검출 4.1. 

노원구 월계동 번지 도로 아스팔트에서 늙은소투가 이상 방사선량 907

수치를 계측한 것은 저선량 방사선 위험성에 관해 축적된 과학적 

연구성과와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의해 제공된 준비된 우연 이었다‘ ’ .14) 

일상생활 속에 존재할지 모르는 방사능의 위험에서 스스로와 가족을 

보호하는 데 적극적인 늙은소투는 당시 어디를 가든 휴대용 방사능 

계측기를 휴대하고 있었다 차를 타고 월계동 번지 도로를 지나가던 . 907

길이었던 년 월 일에도 그는 휴대용 계측기를 가지고 있었다 차 2011 11 1 . 

안에 놓아두었던 계측기가 일정 선량 이상을 감지했다는 경고음을 내자, 

늙은 소투는 휴대용 계측기를 들고 도로를 수색하기 시작했다. 

맨홀뚜껑에서만 일정 선량 이상의 방사능이 감지되지 않는 것을 보고 

방사능이 도로 아스팔트에서 검출된다고 판단했다.15) 동영상으로 촬영된  

이 계측활동은 곧바로 차일드세이브 카페 게시물로 등록됐다 해당 . 

게시물을 확인한 당시 카페 매니저 전선경씨는 평소 방사능 위험성에 

14) 늙은소투는 차일드세이브 초기에 짧은 기간 동안 매니저를 맡기도 했었고 , 

커뮤니티 내에서 주로 휴대용 방사능 계측기에 관한 한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

었다 방사능 계측기에 관심을 갖는 많은 차일드세이브 회원들은 늙은소투에게 .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고 싶어했으며 늙은소투는 방사능 계측기에 관한 블로그, 

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차일드세이브에서 늙은소투 를 키워드로 검색해보면. ' ' , 

측정기 잘 아시는분께 여쭤볼께요 늙은소투님도 답변 달아주심 감 " . (

사하겠습니다.)(http://cafe.naver.com/save119/41249)", " 늙은 소투님 음식 

물 측정기 질문이요.( 와http://cafe.naver.com/save119/22095)" 같은 제목의 게시 

물들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방사선측정기를 구입하시려는 . , "

분들보세요 꼼꼼히정독하세요 라는 제목의 게시글은 늙은소투가 방사능 계측기!( )"

를 구입하고자 하는 회원들을 위해 작성한 안내글이다

(http://cafe.naver.com/save119/14518).
15) 늙은소투 차일드세이브 회원 월계동 도로 방사능 최초 측정자 이메일 서면  , , 

인터뷰 년 월 일, 2012 12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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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의견을 나누던 백철준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백철준씨는 . 

방사능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핵종분석기를 가지고 있었기에, 

전선경씨는 그에게 늙은소투가 검출한 방사능의 종류를 확인해줄 것을 

부탁했다.16) 현장에 나온 백철준 씨는 자신의 핵종분석기를 통해  

늙은소투가 검출한 월계동 번지의 도로 방사능이 인공방사능 세슘 907

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노원소방서에 신고했다137 .17)

늙은소투와 백철준 씨의 휴대용 방사능 계측기와 핵종분석기 사용은 

월계동 주택가 도로에서 인공방사능 세슘 을 검출하는 역할을 했을 137

뿐만 아니라 이 검출사실을 입증하고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계측기와 핵종분석기를 통해 늙은소투와 . 

백철준씨는 인공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을 법한 주택가 도로에서 

발견되었다는 판단과 그 방사선량 수치가 경고음을 울릴 정도였다는 

판단을 할 수 있었다 이는 이들이 노원소방서에 도로 아스팔트 방사능 . 

검출 사실을 신고하는 근거가 되었고 노원구 월계동 방사능 도로 검출 

건을 만들어냈다 이들의 신고로 마들주민회와 같은 월계동 및 인근 . 

지역주민들을 비롯해 서울시 노원구청 환경운동연합, ,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 건에 개입하게 되었으며 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들이 도로 아스팔트 방사능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 사건은 .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그 가능성만 언급 

되어오던 일상생활 범주에서의 방사능 노출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실례가 되었다. 

방사능 계측기를 통한 일반인들의 측정활동에 의해서 방사능 검출이 

확인된 월계동 번지 도로에는 신고 이후에 노원소방서907 , 

원자력안전기술원 등 여러 주체들에 의해 이루어진 방사능 측정 및 확인 

작업들이 여러 차례 추가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아스팔트 . 

16) 전선경 차일드 세이브 개설자 및 년 월 당시 매니저 년 월  2011 11 , 2012 12 7
일.

17) 백철준 월계동 도로 방사능 신고자 년 월 일 , 2012 12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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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의 위험성 주장을 제기한 환경운동연합과 차일드세이브 회원들과 

안전성 주장을 펼친 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들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서로 대립하며 갈등했다 원자력안전기술원 소속 전문가들과 . 

차일드세이브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은 모두 방사능 계측기라는 도구를 , 

사용해 방사선량 수치를 측정했지만 위험성 판단에 있어 각기 상반된 

결론을 내린 것이다. 

더 나아가 일반인들의 방사선량 측정 활동으로 인해 쟁점화 된 

아스팔트 방사능 위험성의 평가 문제는 아스팔트 방사능을 둘러싼 

갈등당사자들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한 정치 사회적 요구 및 이에 대한 , 

정치권의 대응을 불러 일으켰다 번지 이외에 다른 주택가 도로의 . 907

안전성을 우려하는 민원이 발생했고 아스팔트 방사능이 검출된 다음 날 

노원구청은 환경운동연합 차일드세이브 회원들과의 합동조사로 일정 , 

선량 이상의 도로 아스팔트 방사능을 두 군데 더 발견했다 또 . 

노원구청은 검출된 아스팔트 방사능 출처 규명에 대한 압력을 받고 해당 

도로의 시공업체를 추적하는 한편 노원구청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 

최종조사결과가 발표되기 이전에 아스팔트 방사능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아스팔트의 철거를 결정했다 서울시는 월 . 11

일 이루어진 박원순 서울시장의 월계동 방문 이후 월계동 주민들을 6

대상으로 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서울전역을 대상으로 도로 아스팔트 , 

방사능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도로 아스팔트 방사능이 검출됐을 . 

때부터 발생한 위험평가에 관한 지속적인 논란은 이러한 정치적 결정을 

이끌어 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결정이 이루어진 후 결정의 , 

행정적 집행 혹은 실행과정에서의 방향설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위험평가 논란 아스팔트 방사능의 측정과 수치4.2. : 

노원구청이 방사능이 검출된 도로 아스팔트를 철거하기로 결정하기는 

했지만 이런 결정이 내려지는 과정을 둘러싸고는 아스팔트 방사능에 , 

대해 상이한 위험평가와 논란이 있었다 세부적인 계산법에는 차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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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환경운동연합 차일드세이브는 측정치를 , 

연간피폭량으로 환산하여 아스팔트 방사능의 인체 위험성을 평가하였다. 

이 중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들의 측정을 

바탕으로 측정 수치를 피폭 시나리오에 대입하여 인체 위험성을 

판단했다 피폭 시나리오를 통한 분석은 도로 방사능에 피폭 가능한 .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시나리오에 따라 예상되는 일반인의 하루 동안의 

도로 체류 시간을 측정된 방사선량 수치와 곱한 뒤 일 년 단위의 

피폭량으로 환산해 그 최대값을 방사능 일반인 연간허용수치 와 1mSv

비교함으로써 위험성을 판단하는 방식이다.18)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도로  

방사능 피폭 시나리오로 도보이용 차량탑승 도로보수 도로에서의 , , , 

야외활동의 네 가지 상황을 설정해서 예상되는 일반인의 도로 체류 

시간을 계산했다 이 계산은 도로의 방사능으로 인한 피폭이 안전한 . 

범주에 속한다는 결론을 낳았는데 원자력안전기술원의 피폭시나리오에 ,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일반인들이 도로 아스팔트에 노출될 것이라 예상한 시간이 매일 ‘
시간 이라는 점 일 년 단위로 환산된 아스팔트 방사선량을 판단하기 1 ’ , 

위한 기준이 일반인 방사능 연간 허용치 가 아닌 연간 노출되는 (1mSv)

자연 방사선량률 약 이라는 점을 들어 아스팔트 방사능이 ( 3mSv)

안전하다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안전성 주장을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 , 

2011). 

환경운동연합과 차일드세이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처럼 

피폭시나리오를 설정하지는 않았지만 마찬가지로 늙은소투와 백철준 

18) 시버트 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등가선량 인체의 특정 조직 또 (Sv) (
는 장기에 미치는 방사선 영향 흡수선량 방사선가중치 특정 신체부위 에 , × , ‘ ’
한정하여 측정한 값 과 유효선량 인체 조직 및 장기별 각각의 조직가중치를 ) (

고려한 방사선 영향 조직등가선량 조직가중치 의 총합 전신 을 대상으로 , ( × ) , ‘ ’
측정한 값 의 표준 단위이다 방사성물질의 원자핵이 붕괴하면서 방출하는 ) . 
방사선에 인체가 노출되었을 때의 영향 정도를 나타낸다 시버. 1Sv(

트)=103 미리시버트mSv( )=106 마이크로시버트Sv( )=10μ 9 나노시버트 원자력안nSv( )(
전위원회, 201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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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에 의해 측정된 방사선량 수치를 연간 피폭량으로 환산하여 그 값을 

연간 허용량과 비교했다 연간단위로 환산된 피폭량이 달랐던 이유는 . 

측정된 도로 아스팔트 방사선량의 수치 값이 달랐기 때문이었다 이 . 

값이 달랐던 이유는 측정에 활용한 방사능 계측기의 기능이 달랐고, 

측정시 측정기와 방사선원 간의 거리가 달랐기 때문이었다 먼저 . 

원자력안전기술원 소속 전문가들이 사용한 방사능 계측기와 

차일드세이브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사용한 방사능 계측기는 감지할 , 

수 있는 방사선의 종류가 다른 것이었다 늙은소투 및 백철준 씨가 . 

사용한 방사능 계측기는 알파 베타 감마선을 측정할 수 있는 종류였고, , , 

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들이 활용한 계측기는 감마선을 측정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었다 늙은소투와 백철준 는 그들이 사용한 계측기가 알파. , 

베타선까지 감지할 수 있으므로 감마선만 측정할 수 있는 원자력기술원 

전문가들의 방사능 계측기에 비해 측정수치가 높게 나온다고 설명했다. 

측정한 측정기마다 계측에 차이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차일드 

세이브에서 측정한 측정기는 인스펙터 로 측정했으며 이 측정기는 EXP+

알파 베타 감마 측정 가능한 측정기입니다 일반적인 감마선만 측정되는 , , . 

측정기로 측정 시 지상 미터 기준으로 측정 원안위 원자력안전기술원1 ( [ ]) 

차일드세이브는 표면오염 측정기 인스펙터 로 표면 ( EXP+) 5~10cm 

높이에서 측정한 결과의 차이입니다 은 감마선과 베타선을 . CS137

방출하는데 원안위 측정기는 베타선은 감지 불가능기종입니다 고로 . 

마이크로시버트 가 추가 됩니다 감마선 베타선 대략 1.4 + 1.4~1.5 . ( + ) 2.8 　

마이크로 시버트~3

원안위 계측기 사의 측정기 감마선 비례계수관 방식 : Thermo FH40G ( )

프로브 장착시 알파 베타 감마 측정 가능하지만                       , , 

측정당시엔 감마선만 측정                

차일드 세이브 표면오염 측정기 알파 베타 : Inspector EXP+ ( , ,          

감마 가이거 디텍터 방식                )

세슘 은 감마선과 베타선 모두 방출 감마선 개 베타선 개137 ( 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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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은소투 이메일 서면 인터뷰 년 월 일                   ( , 2012 12 13 )

그 수치는 일단 간이 측정기가 많이 있고 원자력안전위가 측정기가 

있으니까 그 분들의 측정기에 따라서 다 서로 자기 측정치가 맞다고 

주장을 하겠죠 근데 대체적으로는 다 높게 나왔어요 근데 뭐 직접 쟀을 , , . 

때보다 더 낮게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건 이제 

감마선만 측정하는 감마방사선 측정기에요 그래서 좀 한계가 있겠죠, . ... 

네 감마만 측정하는 기계더라고요 원자력안전위에서는 그런 식으로 , 

해가지고 괜찮다 그 정도면 괜찮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 

거죠 월계동 방사능 검출 최초 신고자 백철준 씨 인터뷰 년 월 ( , 2012 12

일12 ).

한편 당시 도로 방사능을 측정했던 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 중 한 

사람인 최창일 연구원은 세슘 의 특성상 알파 베타선량은 공기 137 , 

중에서 대부분 차폐되기 때문에 감마선 측정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세슘 같은 경우에는 베타입자와 베타와 감마를 방출하는 핵종입니다137 . 

베타같은 경우에는 방사능 정작 표면으로 방출되는 방사능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 공기 중에서 차폐가 됩니다 일단 정확한 값을 측정하는 . 

것은 현장에서 사용하는 장비로는 좀 한계가 있고요 세슘 에서 주로 , 137

측정이 되는 것은 감마라고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알파나 , ... (

베타선량을 측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안한거죠 베타나 알파가 ) . 

중요했다면은 저희가 실제로 알파를 측정하려면은 굉장히 복잡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휴대용 측정기로 측정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 

현장에서는 알파나 베타가 잘 감지되지 않기 때문에 감마측정기로만 ( )

저희가 측정을 한거고 보다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 시료 농도분석까지 , , 

했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창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

방사선비상보안대책실 방재대책단 연구원 년 월 일, 2013 11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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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시 방사선원과 계측기 간의 거리도 논란의 한 요소가 되었다. 

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들은 방사선원과 계측기 간에 거리를 1m

설정하고 도로 아스팔트 방사능의 공간 방사선량률을 측정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발표한 최종조사결과는 이렇게 측정된 도로 

방사선량 수치를 근거로 한 것으로 도로 아스팔트 방사능은 안전한 

수준이라는 주장을 담고 있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이에 대해 ( , 2011). 

환경운동연합은 방사선원으로부터 떨어진 높이에서 이루어진 공간 1m 

방사선량의 측정은 도로 아스팔트 방사능이 안전한 수준이라는 것을 , 

입증하기 위해 방사선원으로부터 거리가 떨어질수록 방사선량률이 

감소하는 특성을 악용해 이루어진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 , 

반면에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최창일 연구원은 도로 위 에서 2011). 1m

공간방사선량률을 측정한 것은 도로 위에 성인이 서 있다고 가정했을 때 

방사능 외부 피폭에 가장 취약한 신체장기들이 집중된 복부를 기준으로 

도로 아스팔트까지의 거리를 설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 

전선경씨는 방사선량 측정시 방사선원으로부터 계측기의 거리가 

이상 떨어지게 되면 측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세슘 에 30cm 137

대한 이해와 방사선량 측정이 어린이들의 신체도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통해 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들의 공간방사선량 

측정방식을 재비판했다.

세슘 같은 경우에는 센티만 지나가도 측정이 안 되더라고요137 30 . 

센치가 모든 사물에서 센티를 넘어가면 측정이 안 된다고 30 .. 30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세슘이 그 측정기 그게 갈아서 우리가 기계 , , . 

속에 넣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시료를 그렇게 고순도 게르마늄 . 

그런데다가 넣는 게 아니잖아요 표면검사를 하는 거잖아요 표면 검사를 . , 

할 때 측정기를 들이댈 때 그거 세슘 인 경우에는 그거에 센티 137 ... 30

정도 됐을 때 잡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모든 것은 지금 어른 . 

기준으로 측정을 했는데요 그 원자력안전위원회는요 그 분들이 측정한 , . 

거 이상이며 애들은요 어린 아이들은 거의 무시를 한 측정방법이고1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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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아이가 방사능에 있어서는 가장 치명적인 건데 아이들을 포함시키지 

않은 그저 일반인 기준에서 일반인 정도의 기준에서 높이에서 재는 거는 

일본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제기가 됐었거든요 년 월 당시 ? (2011 11

차일드세이브 카페 매니저 전선경 씨 인터뷰 년 월 일, 2012 12 7 ). 

측정에 활용된 방사능 계측기의 기능과 방사선원과 계측기 간의 

거리의 차이는 아스팔트 방사능의 인체 위험성을 다르게 평가하는 데 

중요한 원인이 되었고 이러한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도로 아스팔트 , 

방사능의 측정 수치에 관한 갈등당사자들 간에 서로 다른 위험에 대한 

평가도 좁혀지지 않았다 다만 이렇게 서로 다른 의견들이 드러나면서 . 

방사능의 위험평가가 측정 수치에 의존적이며 이 수치가 방사능 

계측기와 측정 방식에 따라 가변적이라는 사실은 분명해졌다 전선경 . 

씨와 방사능 측정기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또 다른 차일드세이브 회원 

박정연 씨는 방사능 측정기를 통한 방사선 수치의 측정에 오류 가능성을 

지적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런 논란을 잠재우는 한 가지 방법으로 . 

같은 해 월에 일반인이 휴대용 방사능 계측기를 사용하여 이상 수치를 12

발견할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라는 내용의 생활주변 방사선 “
검출 시 처리 지침 을 공표했다” .19) 

이러한 차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일반인들의 휴대용 계측기가 ? 

휴대용이고 불안정했다는 이유를 들어서 아스팔트 방사능에 대한 위험성 

주장을 거짓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구체적인 측정 지점과 수치에서는 .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늙은소투와 백철준씨가 이상 방사선량 수치를 

19)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일상생활 주변에서 인공방사선이 검출되었을 때 신속 “
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보호
하고 환경을 보존하는 것 을 목적으로 이 지침을 마련하였다 지침의 내용에” . 
는 인공방사선 검출시 지방자치단체 소방서나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으로 , 

신고할 것 이상 검출된 경우 현장을 이탈할 것 안전기술원의 추가 , 100 Sv/h , μ
조사 후 정밀조사 여부를 판단할 것 관리청은 제거된 방사성물질을 보관하, 
기 위한 임시저장 장소와 건물을 마련할 것 등 생활 속 방사성물질이 발견되

었을 때 측정자 관리청 안전기술원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단계적으로 명, , 
시해두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 201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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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했다고 신고한 월계동 도로 아스팔트의 방사능 농도는 

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들이 정밀 조사한 결과 로 기준치 1.82~35.4Bq/g

이상으로 판명되었기 때문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10Bq/g ( , 2011a).20) 또  

위험성 주장의 일부 옹호자들의 말대로 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들 혹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성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논란이 된 방사선량 

측정방식을 고집했다고 단정 짓기도 어렵다 년 원자력청에서 . 1967

발간된 환경방사능 측정방법 에는 지표면 위에서 공간방사선량을 “ ” 1m 

측정하게 안내되어 있어 환경방사능 측정시 성인신체를 기준으로 지표면 

위에서 공간방사선량을 측정하는 방식은 오랫동안 환경방사능을 1m 

측정하는 관행적인 방식이었지 안전성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갑작스럽게 도입한 기준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원자력청 아스팔트 방사능의 위험성 평가는 방사능 ( , 1967). 

계측기를 사용해 측정된 방사선량 수치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측정에 

활용되는 계측기 계측기 사용방식 측정된 수치의 환산법에 따라 , , 

불확실성을 갖는다. 

위험평가방법과 언론보도 피폭시나리오와 주민역학조사4.3. : 

방사능 논란이 진행되면서 환경운동연합은 노원구 주민들의 공동체인 

마들주민회 차일드세이브와 함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영향조사를 , 

20) 베크렐 은 방사성물질이 방사선을 방출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국제단위로 (Bq) , 

베크렐 은 초 동안 개의 원자핵이 붕괴할 때 방출되는 방사능의 강도1 (Bq) 1 1
를 말한다 은 고체 물질 속에 포함되어 있는 방사능의 양을 말한다 앞. Bq/g . 
에서 계속해 언급되던 단위와는 다르게 은 아스팔트 속에 함유된 방mSv Bq/g

사능 양 즉 농도를 알려줄 뿐 해당 양의 방사능 세기가 인체에 어느 정도 , ,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는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년 . 2011
월 일 보도자료를 통해 방사능이 검출된 월계동 도로 아스팔트에 대한 정11 8

밀 조사과정과 측정 자료 및 결과를 자세히 발표했다 방사능이 검출되어 정. 
밀 조사의 대상이 된 도로는 총 세 군데의 월계동 도로 아스팔트였는데 아, 
스팔트 시료를 통해 분석된 방사능농도는 최초 발견지의 경우 22.4~29.1 

추가 두 군데 도로 아스팔트 방사능농도는 였다 원자력안Bq/g, 1.82~35.4Bq/g (
전위원회, 2011a). 



31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마들주민회 외 서울시는 하미나 단국대 ( , 2011). 

의대교수를 주축으로 연구팀을 꾸려 주민대상 건강역학조사를 실시했다. 

이 같은 결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최종분석결과가 발표되기 이전에 

서울시가 주민건강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내린 것이었다 서울시“ ” ( , 

총 명으로 꾸려진 단국대 산학협력팀에는 환경운동연합 간사가 2012). 15

산학협력팀 간사를 맡아 참여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서울시( , 2012; 

하미나, 2012).21) 월계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역학조사는 설문과  

원자력안전기술원의 방사선량 측정 수치 암등록자료 차자료 를 활용해 , (2 )

주민 개개인의 방사능 노출량 질병력 보고에 의한 상병현황 불안증상 , , 

및 스트레스 위험인식도 의료방사능 노출 경력 등을 조사해 도로 , , 

아스팔트 방사능에 피폭된 주민수와 그 정도를 파악했다.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약 개월 간 진행된 2011 12 22 2012 6 15 6

역학조사는 월 일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9 20 .22) 서울시에 보고된  

역학조사 최종보고서에는 방사선노출량 평가 차자료 분석결과 질병력 , 2 , 

21) 역학조사팀은 단국대학교 의대 하미나 교수를 총괄로 한림대학교 주영수 교 
수 임형준 교수 고려대학교 이원진 교수 인하대학교 황승식 교수 녹색병, , , , 

원 임상혁 소장 이윤근 박사 서울환경운동연합 이지언 활동가가 공동연구, , 
진으로 참여했고 한림대학교 김철주 유상철 안세진 녹색병원 한인임 단국, , , , , 
대학교 범은애 환경운동연합 김보영이 연구보조원으로 꾸려졌다 서울특별시, ( , 

설문조사의 표본설계는 한남대학교 이계오 교수가 맡았다 인하대 황2012). . 
승식 교수팀은 국립암센터 자료 등 차 자료로 월계동 주민들의 암발생률 등2
을 평가했고 한림대 주영수 교수팀은 주민들의 요구 위험인식도를 평가했, , 

다 고려대 이원진 교수팀은 주민들의 불안증상 및 스트레스를 분석했고 단. 
국대 팀은 주민들의 상병현황을 조사하고 개인별 방사능 노출량을 평가했다. 
녹색병원 이윤근 박사팀은 개인별 도로 방사능 피폭량을 산출했다 하미나 교(

수 인터뷰 년 월 일, 2012 10 19 ).
22) 역학조사종료시점과 역학조사결과 발표시점이 세 달여간 차이가 나는 데에  

여러 언론은 피폭된 주민들이 있다는 결과를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가 늑장대응을 했다고 비판했다 데일리안 이에 서울시는 주민들의 입( , 2012). 

장을 고려한 것이라고 대응했고 하미나 교수는 주민들이 역학조사결과 내용, 
에 크게 건강상 피해가 발견되지 않았고 발표된 이후 집값하락 등을 이유로 , 
역학조사결과발표에 대한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꺼려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

회를 하자는 의견이 제기되는 등 조사결과발표 장소선정을 조율하는 데에 시
일이 걸렸다고 했다 하미나 교수 인터뷰 년 월 일( , 2012 10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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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에 의한 상병현황 불안증상 및 스트레스 위험인식도와 향후 , , 

대첵에 대한 제언이 결과로 실려있다 방사선노출량 평가의 경우 전체 . 

피폭자 명에 평균 피폭기간은 년이었고 평균 누적피폭량은 5598 4.96 , 

였다 개인별 누적피폭량으로는 평균 에 명이0.393mSv . 5-10mSv 41 , 

이상에는 명이 해당했다 또 전체 피폭자 중 명이 연간 10mSv 61 . 87

를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역학조사결과 발표 이후 도로 1mSv . 

아스팔트 방사능 위험성 평가방식에 관한 논란의 구성에는 

역학조사결과를 보도한 언론이 큰 역할을 했다 발표된 역학조사결과를 . 

바탕으로 월계동 주민 명 방사선 기준치 초과 서울시 방사능 피폭 “ 87 ”, “ , 

주민 년간 관리 등의 제목을 내건 기사들이 보도되자 50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를 지난해 월 정부가 안전하다 고 발표한 “ 11 ‘ ’
것과 다른 결과 로 파악한 뒤에 원자력안전기술원의 피폭 시나리오를 ” , 

다시 옹호하고 역학조사방식을 비판했기 때문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 

도로 아스팔트 방사능에 대한 안전성이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확인된 것이며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조사는 보수적인 조건하에 , 

평가된 것이라고 기존의 입장을 옹호했다 역학조사에 대해서는 이는 . “
주민 설문조사에 따른 추정치이며 확정적인 결과치는 아 니라며 ”
일반인에 대한 피폭량 평가를 설문조사에 의해 추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
조사방법이 아니며 그 정확성에 대해 신뢰를 부여하기가 다소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 라고 밝혔다 또 주민이 설문에서 응답한 ” . “
노출기간과 통행시간을 가지고 연간피폭선량을 계산하였기 때문에 

원시자료의 통계적 객관성과 타당성에 대한 검증이 매우 중요 하며 ”
따라서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피폭량을 근거로 의미 있는 판단을 “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각계 , 

전문가의 검증을 거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 다고 ”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 2012). 

이런 보도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반응을 보면 방사능 위험성을 

평가하는 데 사용된 역학조사와 피폭 시나리오 분석은 서로 대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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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처럼 보이지만 방사능 위험평가를 놓고 원자력안전기술원 , 

전문가들과 역학조사팀 연구원들 간의 가시적인 대립은 없었다 그 . 

이유는 원자력안전기술원의 반박에 대해서 역학조사팀이 정면으로 

대응하지 않아서였는데 역학조사팀이 정면으로 대응을 하지 않은 , 

이유는 하미나 교수의 의견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다 하미나 . 

교수는 설문조사의 신뢰성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회의적인 태도에 

대해 설문도 우리가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제대로 만들면 굉장히 “
좋은 도구 라며 설문의 정확성 타당성 이런 것도 우리 역학분야에서는 ” “ , 

얼마든지 규명이 되고 증명이 될 수 있다고 응답했다 그녀는 이 ” . 

근거로 역학조사에서 활용된 설문조사법이 경험 많은 전문가의 자문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제시했다. 

저희가 역학조사를 하는데 월계동 주민이 전체가 한 만 천 정도돼요3 2 . …

그런데 우리가 만 천 명을 다 조사할 수는 없기 때문에 거시서 이제 3 22

표본을 잘 뽑아서 추축을 조사를 해야하는데 그 표본 설계를 해주신 , , 

교수님이 또 계세요 이계오 교수님이라고 그 분은 이제 한국 갤럽에 , . 

자문위원으로 계시면서 한남대학교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 

국민건강연구조사라든지 큰 국가단위의 조사 사업의 표본설계를 

담당하셨던 굉장히 경험이 많으신 분이세요 하미나 교수 인터뷰. ( , …

년 월 일2012 10 19 .)

역학조사 방법의 과학적 타당성은 설문조사법의 과학성에서만 

도출되는 것은 아니었다 하미나 교수는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조사결과와 . 

역학조사의 결과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따라서 이 둘이 다른 결과가 , 

아니며 이런 이유 때문에 대립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다른 점이 , . 

있다면 각 연구는 각각의 다른 전문가 집단이 방사능 피폭량을 조사한 

것뿐이라는 것이었다 특히 역학조사에서 개인별 방사능 피폭량을 . 

산출할 때 역학조사팀은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측정한 월계동 도로 

아스팔트 방사선량 수치를 가져다 썼으며 따라서 역학조사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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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원자력안전기술원의 방사선량 수치 자료는 

필수적이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원안위 원자력안전위원회 결과와 우리 결과가 다른거는 [ ] …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우리 원안위 값을 썼잖아요 우리는 역학조사를 , . . 

한거고 거기는 도로방사능을 측정한 거예요 서로 다른 거를 한거에요. . 

근데 역학조사는 도로 방사능 값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다른 전문영역에서 일을 한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 . 

원안위가 그거를 인제 국민들이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노출을 

받았는지를 궁금해하기 때문에 그거를 역학조사를 안하고 그거를 

얘기하려다 하다보니까 하루 시간 년을 가정을 한거다는거죠 또 그런 1 10 . 

말을 안할 수는 없지요 물어보는데 도로 방사능 미터 지점에서 , . 1

측정한게 얼마다 이런건 그게 뭐냐 사람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사람의 . , . 

입장에서 해석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도로를 한 사람이 하루에 한 . 

시간씩 그 도로에 십 년 동안 그 도로에서 머문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그 사람이 받는 양이 미리 시버트니까 그거는 연간 0.005

미리시버트에 비하면 현저히 낮다 에서 미리였다 그러니까 그게 1 . 0.5 0.6 , 

최대 니까 문제없다 그렇게 얘기한거죠 근데 거기서는 그게 0.5 , . 

최선이죠 거기서 할 수 있는 거는 역학조사를 하지 않고서 할 수 있는 . . 

최선의 답변이죠 하미나 교수 인터뷰 년 월 일. ( , 2012 10 19 .) …

역학조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도로 아스팔트 방사능 위험성에 관한 

여론은 소강국면에 들어섰다 역학조사를 총괄한 하미나 교수는 . 

서울시가 역학조사실시를 결정하고 개월 정도 지나자 도로 아스팔트 2, 3

방사능 검출로 격앙돼있던 주민들이 잠잠해져서 개월 만에 , 3-4

역학조사를 진행해달라는 서울시의 요청을 연장해서 역학조사를 개월에 7

걸쳐 진행할 수 있었다고 술회했다 월계동 도로 아스팔트 방사능 검출 . 

초기 노원구 주민들로 구성되어 년의 가량 활동을 이어온 22

풀뿌리시민단체 마들주민회가 환경운동연합과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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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서를 발표하는 등의 활동을 벌이다가 노원구청이 문제가 된 ,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이후 조치에 대해 관련한 공동대응기구가 꾸려진 “
것을 확인하고 활동을 접 은 것과도 같은 반응이었다 마들주민회” ( , 

2012).23) 이는 환경운동연합이 역학조사를 강력하게 주장한 데 기인해  

실시되었고 환경운동연합의 일부회원들이 역학조사팀에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역학조사가 대중적 신뢰를 어느 정도 확보한 상황에서 

진행되었다는 점 역학조사가 도로 아스팔트 방사능에 의한 피폭정도를 , 

개인별로 알아볼 수 있는 방법론적 특성을 지녔다는 점을 조사대상자인 

월계동 주민들이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24)

23) 마들주민회 대표 이지현씨가 언급한 공동대응기구는 민주당 폐아스콘 진상 
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언급한 것이다 마들주민회는 월계동 도로 아스팔트 방. 

사능 검출 이후 환경운동연합의 제의를 받아 이 사태에 대한 공동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수차례의 기자회견과 공동성명서 보도자료 발표 등 행정과 정치권( ) 
에 주민들의 요구를 요청하는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 한 예로 이런 과정에서 . 

노원구청은 마들공원 폐수영장에 임시보관 돼있던 아스팔트 폐기물을 노원구
청 내 부지로 이동했는데 이에 대해 일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과 일부 구, 18
의원들이 아스팔트를 손으로 걷어내는 퍼포먼스를 벌이며 반대했다 마들주‘ ’ . 

민회는 이를 주민들을 선동하고 피폭위험에 노출시켰다고 판단 환경울 사랑, 
하는 중랑천사람들 민주노동당노원위원회와 함께 공동성명서를 내어 대응했, 
다 이지현 씨에 따르면 이와 같은 마들주민회의 활동은 월 일 일 경에 . 11 8 ~25

이루어졌으며 노원구청에 의해 방사능이 검출된 아스팔트가 철거된 이후 임“
기응변식 대응이 아니라 좀 더 책임 있는 조치를 해달라 문제제기를 하였으
나 그 처리에 대해 국가기관이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구청에서는 ” “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답변을 들었 다고 했다 마들주민회는 이후 조치” . “
에 대해 국가기관의 책임 있는 협조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의견에 동의할 수
밖에 없었 다고 하며 일 민주당 김상희 의원을 위원장으로 노영민 조정식” 25 , 

의원 정봉주 우원식 이동섭 노원지역 민주당 지역위원장이 위원으로 참여, , , 
해 구성된 민주당 폐아스콘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지자 활동을 접었다 마들(
주민회 대표 이지현씨 인터뷰 년 월 일 노원구청 토목과 년 , 2012 12 28 .; , 2011

월 일 보도자료11 29 ).
24) 이러한 분위기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역학조사결과가 발표된 주민설명회의  

분위기를 설명해 준 하미나 교수 인터뷰 년 월 일 에 기초한 것이다(2012 10 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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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팔트 철거와 비산문제 정치행정가4.4. , 

도로 아스팔트 방사능이 검출되고 그에 대한 인체 위험성 평가가 

역학조사결과발표와 함께 마무리되는 사이 철거가 결정되었다 그렇지만 . 

옮겨진 아스팔트에 대해서 비산 가능성 논란이 제기되었다. 

환경운동연합과 차일드세이브 백철준씨 일부 주민들은 방사능이 , , 

검출된 아스팔트를 철거에 대한 노원구청의 빠른 결정을 환영했지만, 

아스팔트 방사능 비산 가능성을 문제로 제기했다 이들은 노원구청에는 . 

철거작업 인부들의 피폭방지를 고려한 조치와 비산먼지가 흩어지지 않게 

가림막을 설치하고 주민들에게 철거관련 사실을 알릴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도 도로 아스팔트 방사능의 위험평가에 

아스팔트 비산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가했다. 

일단 상식적으로요 철거하는 물질이 아스팔트 표층 한 십 센티가 그 , 

밑에 있는 아스콘이라 그래서 그 시멘트 덩어리 깔아논 거에서 주로 많이 

나왔어요 그 아스콘 두꺼운 아스콘이 그 방사능 물질이 섞여있는 그런 . 

아스콘이잖아요 근데 그거 철거할 때 어떻게 하냐면 저 철거할 때 . , 

에 가서 봤는데 그냥 그 포크레인을 드릴 포크레인을 이용해서 그 MBC , 

깨는 것으로 갖다가 깼다구요 그래가지고 그 먼지가 엄청 날렸어요. . 

그거 왜냐면 깰 때는 분쇄돼서 먼지가 많이 나잖아요 그 먼지가 나는 게 . 

뭐냐면 아스콘이 깨지면서 비산하는 먼지라고요 비산먼지 그래서 , , 

일어나는 먼지의 정체는 뭐냐면 아스콘에 작은 입자가 되겠죠 근데 그 , 

안에 세슘 이 들어 있을 수 있죠 당연하죠 그게 뭐 아스콘 아스팔트 137 , . 

한 곳에만 묻어난 게 아니고 아스콘 그 골목 세 개를 쭉 아주 골목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기 때문에 세슘 이 그것은 그렇죠 그게 어디 137 . 

들어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하면 그렇죠 골고루 분포가 돼있겠죠 그 , . ... 

먼지 하나도 안 마실 수 있나요 그 먼지가 집 베란다에 안 들어갈 수가 , 

있나요 그 먼지가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그 아스콘을 분쇄했을 때 , . … 

천막을 치고 그 안에서 계속 아스콘이 쪼개진 분쇄된 먼지를 

빨아들이면서 이렇게 안전하게 작업을 한 게 아니고 그냥 물도 안 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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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다다다다닥 깨가지고 그냥 먼지가 붕 뜰 정도로 했기 때문에 

아스콘이 비산된 거는 확실하죠 원안위는 그런 말을 하죠 그게 딱 . ... , 

붙어있으니까 굳어있으니까 괜찮다고 하는데 아니 그게 굳어있는걸 깬 

거에요 말하자면 그거를 분쇄를 해서 조각을 해서 차에다 실을 수가 , . 

있죠 안 그러면은 그 길 자체를 를 어떻게 통째로 줘요 깨야지 , 200m , 

싣죠 그 깬 조각들이 날린 것이 비산 먼지죠 세슘 먼지죠 백철준 . , 137 . (

씨 인터뷰 년 월 일, 2012 12 12 )

근데 일단 어 시민들이 세슘이 나오니까 일단은 공사하고 근데 공사할 … 

때도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세슘이 비산되는데 그거를 공사하면서 

아이들이 오고가는 그 아스팔트에서 거기가 몇 키로도 안돼요 

초등학교가 그리고 아이들이 돌아다니는 거라고 많은 노인들이나 . 

시민들이 오고가는 거리에서 안내도 없었구요 그리고 일하고 있는 , 

인부조차도 전혀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이런 일이 

지금 계속 노원구만 문제가 아니고요 마천동에서 또 세슘이 발견됐다는데 

마찬가지에요.25) 안내 조치가 없고 버스정류장 이런 쪽에서도  

25) 마천동 도로 아스팔트 방사능은 월계동 도로 아스팔트 방사능 검출 건으로 
부터 파생되어 발생한 건이었다 월계동 도로 아스팔트에서 방사능에 의한 . 
주민들과 사회적 불안감으로 인해 노원구청과 서울시는 아스팔트에서 발견된 

방사능의 출처에 나섰다 월계동 도로 아스팔트의 시공을 맡은 업체가 부도. 
난 것으로 판명되면서 아스팔트에서 검출된 방사능의 출처는 불분명해졌지만 
아스팔트 방사능에 대한 대중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대응으로 해당 아스

팔트가 년에 시공된 데 착안 서울시는 년 이후 서울시내에 시공된 2001 , 2001
아스팔트를 대상으로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서울시( , 

마천동 아스팔트 방사능은 이 전수조사 과정에서 발견되었으며 여기2012a). , 

서 검출된 방사선량은 최대 로 월계동 도로 아스팔트 공간방사선량 0.95 Svμ
보다 낮았으며 방사능농도도 기준치 이내인 으로 분석1.4 Sv , (10Bq/g) 4.7Bq/gμ

되었다 서울시 서울시 전수조사에 참여한 시민단체의 의견을 ( , 2012a; 2012b). 

받아들여 마천동 관할 지자체인 송파구청은 기준치 이하의 방사능이 검출되
었지만 해당 아스팔트를 철거하고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기준치 이하 농도의 . 
방사능을 함유한 마천동 도로 아스팔트 폐기물은 인천 수도권 매립지에 폐기

되기로 했으나 인천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이로 인해 마천동 도로 아스팔트 . 
폐기물이 매립된 곳으로 알려진 인천 수도권 매립지 제 매립장 블록을 조2 4F
사했으나 방사성 폐기물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결국 수사를 의뢰받은 서. 

울강서경찰서와 송파경찰서에 의해 마천동 아스팔트 폐기물 운반업체였던 서
울 주 가 인천 수도권 매립지 인근 주민들의 반발을 우려해 강서구에 소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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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됐다는데 년 월 당시 차일드세이브 카페 매니저 전선경 씨 (2011 11

인터뷰 년 월 일, 2012 12 7 )

철거과정에서의 도로 아스팔트 방사능 비산 가능성 논란은 

환경운동연합 차일드세이브 백철준씨 주민들과 원자력안전위원회 간에 , , , 

비산된 방사능의 위험성에 대한 이견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 

환경운동연합의 김혜정 원전비대위원장은 세슘 이 입자형태로 137

존재하며 반감기와 독성이 사라지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다는 근거로 

아스팔트 도로 방사능이 철거과정에서 비산먼지로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세슘 은요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인공핵종입니다-137 . . 

그러니까 핵분열을 통해서만 나오는 물질이에요 그리고 그 반감기가 . 

년이고 완전히 독성이 사라지는데 년이 걸리는데 이게 30 300

입자형태예요 가스형태가 아니고 그러니까 물이나 공기 중에 전부 . , 

존재할 수 있고 이게 뭐 예를 들면 그쪽이 지금 도로가인데 차량 마모에 

의해서 아스콘 먼지로 비산해서 얼마든지 주택가로 날아갈 수 있고 

벽이나 바닥에 쌓여서 실제로 우리에게 그런 투과력을 가지고 인체에 

피폭이 될 수 있는 그런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김혜정. ( , 

환경운동연합 원전비대위원장 년 월 일 라디오 손석희의 , 2012 11 9 MBC

시선집중)

조건우 원자력안전기술원 방사선 규제부장은 아스팔트 방사능의 비산 

가능성은 인정하지만 조사결과 그 인체 영향이 극히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네 말씀하신 바대로 이 세슘은 그 특성상 환경 중에서 물 또는 공기 , , 

중에 전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 아스콘 도로에 붙어 있는 . 

재한 폐기물업체의 보관장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그 소재가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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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슘은 아스콘에 고착돼 있는 상태이므로 저희들이 평가하기엔 비산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또 많은 . 

분들께서 걱정하시는 바를 해소하기 위해서 아스팔트 차량 마모에 의해 

세슘 이 아스콘 먼지와 함께 비산하고 그 먼지 중에 일부가 다시 -137

호흡을 통해서 우리 신체 내부로 들어가서 방사선량을 신체에 주는 

시나리오를 설정해서 선량평가도 수행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일반인의 . 

경우에는 최대 그리고 어린이나 유아의 경우에는 최대 0.15m , ㏜

로 나타났습니다 역시 이러한 값들은 매우 낮은 수준의 0.07m . ㏜

방사선량인 것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조건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 , 

방사선 규제부장 년 월 일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2012 11 11 MBC )

도로 아스팔트 방사능 비산 문제에 대한 논란은 환경운동연합과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주축으로 이루어졌지만 갈등의 해소는 제기된 

문제에 대한 피드백 과정에서 방사능 철거에 대한 행정처리를 맡은 

노원구청의 역할에 있었다 노원구청은 방사능이 검출된 도로 . 

아스팔트를 철거하겠다는 결정과 함께 공사현장에 통제장치를 설치하고 

공사 전 아파트 방송 등을 통해 공사현장 출입 제한 안내를 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26) 그러나 이러한 노원구청의 조치에 대해  

백철준씨를 비롯해 차일드세이브 환경운동연합은 위에서와 같이 , 

비산가능성을 우려하며 아스팔트 도로 철거 과정 중에 제대로 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노원구청은 . 

아스팔트를 파헤치는 방식이 아니라 여기에 금을 그어 잘라낸 후 

철거하는 방식으로 시정된 아스팔트 철거를 진행했다 문제를 제기한 . 

이들과 행정기관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이런 피드백을 수용해서 , 

아스팔트 철거 방식을 바꾼 행정기관의 결정은 환경운동연합 백철준씨, , 

차일드세이브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기술원 간에 발생한 , 

26) 노원구 방사능 노출된 월계동 개 도로 전면 재포장 아시아경제 년   “ , 2 ” , 2011

월 일자11 4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1110410223335897&nv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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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팔트 방사능 비산문제 갈등을 전소시켰다 노원구청의 이 같은 . 

행정적 결정이 아스팔트 방사능이 비산되는지에 관한 기술적 논의에 

해답을 제시한 것은 아니지만 아스팔트 방사능의 비산가능성으로 인해 

언급되던 위험성에 대해서는 그 위험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실행 

속에서 구체화함으로써 더 이상의 갈등진행을 막았기 때문이다.

 

아스팔트 폐기물 처리문제와 갈등의 불완전한 해소 4.5. 

월계동 도로 아스팔트 방사능 위험성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철거된 

폐기물의 처리방안이 결정되기까지 지속됐다 아스팔트 폐기물이 경주 .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장으로 이전된다는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년여 1

동안 아스팔트 폐기물 처리에 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노원구청 간의 

책임공방을 거쳐야 했다 노원구청은 출처를 알 수 없는 방사능 오염에 . 

대해 정부에 책임이 있으므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아스팔트 폐기물 

처리의 책임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는 그 발생자에게 책임이 있고 노원구청이 그에 

해당하므로 처리책임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폐기물 처리의 책임이 .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있다는 법령해석이 내려지기까지 아스팔트 폐기물은 

노원구 마들공원 폐수영장에 적재되어 있다가 주민들의 항의로 노원구청 

뒷편 공영주차장으로 옮겨졌다.27) 이 과정에서 상계동주민들과 당시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이 이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며 노원구청과 

27) 법제처는 도로법 제 조에 따른 도로의 포장재인 아스콘에 방사성물질 “ 15「 」
인 세슘이 혼입되어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하였으나 그 발생자가 불명확한 경
우 그 방사성 폐기물의 이동 저장 등의 처리 및 그 비용부담의 주체는 누구, ․
인지 라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질의요지에 도로법 제 조에 따른 도로?" " 15「 」
의 포장재인 아스콘에 방사성물질인 세슘이 혼입되어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하
였으나 그 발생자가 불명확한 경우 그 방사성 폐기물의 이동 저장 등의 처, ․
리 및 그 비용부담은 법령 규정만으로는 불명확하나 국가에서 이를 지는 것
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라는 회답을 했다 법제처 원자력안전위원회 ." ( , “ -
도로법 제 조에 따른 도로에서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처리 ) 15「

및 비용부담의 주체 도로법 제 조 등 관련 안건번호 회신일자 ( ) 67 )” 12-0241. 「
년 월 일2012 5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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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찰을 빚기도 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공영주차장에 적재된 아스팔트 . 

폐기물은 공릉동에 소재한 원자력연구원 부지로 옮길 계획도 

발표되었지만 공릉동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아스팔트 방사능 위험성으로 인해 발생한 갈등의 해소를 위한 마지막 

단계인 아스팔트 폐기물 처리 문제에서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른 

반대시위와 책임공방 외에도 기준치 이하의 폐기물 처리 지침이 없다는 

사실도 논쟁을 지속케 한 요소였다 현행법상 이상의 방사능이 . 10Bq/g 

함유된 폐기물에 한해 방사성 폐기물로 인정받게 되어있기 때문에 

환경운동연합은 미만의 방사능 농도를 함유한 아스팔트 폐기물도 10Bq/g 

위험 폐기물로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방사능 농도 미만의 . 10Bq/g 

아스팔트 폐기물 처리에 대한 명시적인 지침이 부재했기 때문에 이 

폐기물의 처리는 결국 원자력안전법의 법령해석을 거쳐 그 처리방안이 

만들어져야 했는데,28) 법제처는 법령해석을 통해서 이하의  10Bq/g 

폐아스콘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답만을 

내놓았다법제처( , 2012).

월계동에서 도로 아스팔트 방사능이 검출되면서 환경운동연합, 

차일드세이브 노원구 주민들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기술원 등의 , , ,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발생한 위험에 대한 갈등은 아스팔트 폐기물을 

경주로 이송하기로 최종 결정되면서 해소되었다 그러나 방사능 . 

28) 서울시의 건의에 따라 서울시 청소과 도로과 송파구 노원구 등의 관계자 , , , 

들이 참석한 관계 기관 대책회의가 개최되기에 이르렀다 서울시 이 ( , 2012). 
자리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철거된 아스팔트 폐기물은 안전하다 는 확인' '
을 해주었고 환경부는 이를 일반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했고 법제처는 세슘. "
의 농도가 베크렐 이하로 오염된 폐아스콘 도로 포(Cs-137SUP>1/SUP) 10Bq( )/g (

장 재료 이 폐기물관리법 제 조에 따라 적용 제외되는지 라는 질의요지) 3 ?"「 」

에 세슘 의 농도가 베크렐 이하로 검출된 폐아스" (Cs-137SUP>1/SUP) 10Bq( )/g 
콘은 폐기물관리법 제 조에 따른 적용 제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3 "「 」
라고 답했다 법제처 환경부 세슘이 베크렐 이하로 오염된 폐아스콘( . “ - 10Bq( )/g 

이 폐기물관리법 제 조에 따라 적용 제외되는지 폐기물관리법 제 조 3 ( 3「 」 「 」
등 관련 안건번호 회신일자 년 월 일)” 12-0624. 2012 11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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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이 문제가 되었던 도로 아스팔트 방사능 검출 건에서 아스팔트 

폐기물 처리 문제는 지역갈등의 불씨로도 기능하면서 불완전한 갈등의 

해소로 남았다 아스팔트 폐기물이 경주 중 저준위 방사성 . ·

폐기물처리장으로 이동된다는 소식에 경주 주민들이 반대시위를 벌였기 

때문이다.29) 이러한 경주 방폐장 인근 주민들의 반발은 년 월  2013 10

현재까지 노원구 월계동 아스팔트 폐기물 일부 및 추가로 방사능이 

발견되어 철거된 마천동 아스팔트 폐기물의 최종 처리를 지연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30) 

절 결론5 . 

년 현재 한국사회에서 저선량 방사능 위험성에 관한 전문적 2011

지식은 한국의 핵의학 연구가 년대부터 시작되었음에도 1950, 60

불구하고 이와는 별도로 미국을 중심으로 여 년간 축적되어 온 결과를 50

바탕으로 한다 한편 방사능에 대한 한국사회의 위험인식은 . 

원폭피해자들과 원전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서서히 진행되다가 

년대에 반핵운동과 연결되어 오랜 기간 점진적으로 확산되어 왔다1980 . 

년 월 일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주로 2011 3 11

통용되어오던 저선량 방사능의 위험성에 관한 지식을 단숨에 사회적 

29) 조선일보 하필이면 왜 지금 눈발속 월계동 폐아스팔트 운송논란 년  , “ ? ”, 2012
월 일자12 28 . 

30) 방사능 아스팔트 톤 도심 공터에 방치 년 월 일 한국건 SBS, “ 280 , ”, 2013 9 9 .; 

설신문 방치된 방사능폐기물 방치된 시민 건강 년 월 일 월계, “ , ”, 2013 10 19 . 
동에서 철거된 아스팔트 폐기물은 톤 중 톤 가량이 여전히 노원구청 400 280
뒤편 공영주차장에 적재되어 있고 마천동 폐기물은 강서구 중간 (SBS, 2013), 

폐기물 보관장에서 다시 송파구 내로 돌아와 문정동 서울시 도로과 창고에 
보관돼 현재까지 폐기 운송되길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한국건설신문· ( , 2013). 
이에 언론은 주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경주방“
폐장 인근 주민들과 협의를 서둘러 최대한 빨리 폐기물 전량을 이송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 다고 보도했다” (SBS,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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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지식으로 만들었다 이 사고로 생활 속 방사능에 대한 사회적 .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방사능에 민감한 아이들을 우려하여 휴대용 

방사능 계측기로 가족의 건강을 지키려는 차일드세이브의 등장과 같은 

사회적 움직임이 발생했다 일반인에 의한 휴대용 방사능 계측기의 . 

사용은 한국 반핵활동의 전개가 지식적 전환을 맞이했음을 증명한다. 

방사능 위험성에 대처하는 이러한 새로운 방식의 사회적 활동은 방사능 

위험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수반하며 노원구 월계동 주택가 도로 , 

아스팔트 방사능 검출과 같은 일상생활 속 방사능 검출 사건들을 

발생시켰다. 

월계동 도로 아스팔트 방사능 검출로 저선량 방사능 위험성을 

둘러싸고 발생한 사회적 갈등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 

위험성에 관한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지식이 표출되는 장이자 한국 

사회에서 통용되는 방사능 위험성에 관한 전문성의 무게중심이 

재조정되는 과정이었다 방사선량 측정방식을 대표적인 예로 성인신체를 . 

기준으로 방사능 위험성을 바라보던 관점에 의해 지표면 위 1m 

공간방사선량률을 측정하던 오랜 관행은 어린이들의 신체를 기준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또 방사능 물질을 함유한 아스팔트의 철거 및 . 

분류작업은 작업자들을 고려하여 방사능 비산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 건의되었다 갈등의 해소과정 전반에 걸친 실행의 . 

차원에서 더 많은 행위자들을 포괄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방사능 위험성을 

평가하도록 요구된 것이다 여기에 검출된 방사선량의 측정수치와 이 . 

수치를 기반으로 한 위험평가결과 및 위험평가방법론에 대한 논의와, 

방사능이 검출된 아스팔트 도로의 철거부터 폐기물처리장으로 옮겨갈 

결정이 나기까지 논쟁의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역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휴대용 방사능 계측기 사용과 지식 언론과 행정가의 역할이 , 

갈등의 해소에 결정적인 구성요소들로 작용했다 대중화된 휴대용 . 

방사능 계측기의 사용은 그동안의 시민과학 사례연구들이 밝힌 대로 

계측기라는 기계를 통해 일반인들이 표준화된 측정실행과 흡사한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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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을 가능하게 했다 이 연구의 사례에서는 이러한 실행과 그 결과를 . 

실행주체인 일부 비전문가들뿐만 아니라 갈등상황에 개입한 공무원, 

주민 등 다른 행위자들에 의해 부분적으로나마 형성된 신뢰가 

갈등해소에 기여했다 언론은 아스팔트 방사능 위험성 논의에 참여한 . 

행위자들의 입장 차이를 때로는 과장될 정도로 매우 첨예하게 드러내어 

위험인식의 확산과 증폭의 한 요소로 작용했다 이러한 언론의 역할은 . 

논의의 진행을 가속화시켜 결과적으로 갈등의 해소에 기여했다 논의가 . 

시작되고 이에 참여한 주민 시민들의 의견이 폐기물 후처리를 위한 , 

정치인들의 공동대응기구나 역학조사팀의 조성 그리고 아스팔트 해체 , 

결정과 그 해체 방식 등에 반영되었다는 점도 갈등해소에 기여했다. 

이런 참여적 형태의 노력이 갈등해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은 

주민과 시민의 참여를 통해서 행정을 이끌어간다는 목표를 지향하던 

년 당시 민주당 소속 김성환 노원구청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을 2011

필두로 한 행정지방자치단체의 정치적 입장과 조응하고 공명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를 통해 아스팔트 방사능의 위험평가에 갈등관계에 놓인 다양한 

주체들의 지식이 개입함을 보임으로써 콜린스와 에반스 가 정의한 (2002)

기술적 결정문제 가 실제 상황에서 벌어지는 양상을 경험적으로 관찰할 ' '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위험평가에 개입하는 지식들이 . 

역사적 사회적 맥락 하에서 축적되고 형성되어 왔다는 점을 보임으로써 ㆍ

콜린스와 에반스 의 기술적 결정문제에 활용되는 전문성의 (2002) ' '

유형화를 비판한 자사노프 윈 등을 지지한다 또 이 연구는 (2003), (2003) . 

위험평가에 다양한 지식이 개입할 수 있었던 데에는 오팅어 의 (2013)

사례에서와 같이 행위자들이 계측기를 활용함으로써 확보된 일종의 

표준화된 실행이 중요했음을 강조하면서도 표준화된 실행의 결과가 , 

시민과학의 실행자들뿐만 아니라 갈등해소과정의 모든 참여자들에게도 

수용되었기에 갈등의 해소에 기여할 수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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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nstruction of 'Radiation in everyday life’
science controversy on radiation detected at road asphalt in 

Wolgye-dong

Moon, Haejun

Program in History and Philosophy of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Most of studies on social conflict in environment and health issues 

are those in the disciplines of Public administration, Public policy, and 

Sociology. In many cases, studies on social conflict are committed to 

suggest resolutions, which so far the science and technology knowledge 

are not the primary subject to be analyzed although it plays a 

significant part of controversy, especially in the environment and health 

issues. Analyzing controversies on conflictual matters in aspects of 

science and technology diversifies research approach and will provide 

new insights. Therefore,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disclose 

influencial conditions to resolve conflict by analyzing controversy on 

risk of Cesium-137 detected at road asphalt in Wolgye-dong residential 

area, Nowon-gu, Seoul, November, 2011. 

The risk of ionizing radiation has been the subject of a number of 

scientific studies for a long time, and based on which participants of 

the conflict argued about the risk of detected radiation. This study 

shows the construction of 'radiation in everyday life' after Fukushima 

disaster in Korean society evidenced by relevant data and interviewing 

core participants. As the theoretical base of the study, there are 

accomplishments of science studies on risk and social constructivism 

program proved that scientific uncertainty on matters to be resol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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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ught skepticism about science and technology expertise. The threats 

on science and technology expertise worked positively to build and 

sustain arguments on democratization of knowledge and decision making 

processes. Considering on the matters of decision making with scientific 

uncertainty, some STS(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scholars like 

Collins and Evans categorized a few types of expertise, and others like 

Jasanoff and Wynne emphasized the dependence of expertise on social 

and cultural context. This study explores the subject of resolving 

conflicts on risks with scientific uncertainty with an approach that 

expertise depends on social and cultural context. 

Historical and social context, popularized use of radiation detector, 

and the role of politicians and administrators are the conditions for 

constructing 'radiation in everyday life.' Risk of low-level ionizing 

radiation has been studied since the end of 19th century, and enough 

number of scientific accomplishments is ready to be utilized as 

knowledge. Controversy on Wolgye-dong asphalt radiation contains 

diverse interpretations on risk assessment of each participants based on 

those scientific knowledge. Asphalt radiation was detected because of 

the use of the scientific knowledge, but to be further, also because of 

the popularized use of radiation detector. Korean Federation on 

Environmental Movement, Childsave(a community to protect children 

from ionizing radiation), and residents in Wolgye-dong and near could 

differ their opinion on risk assessment of asphalt radiation from that of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NSSC) and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KINS) with measured data from their own radiation 

detector. Mass media spoke out this issue to the public, and politicians 

and administrators played an important role to resolve the conflict by 

removing radiation detected asphalts and more. News from mass media 

convinced the public that the risk of radiation exists right next to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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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the public was still in fear of being exposed from radiation after 

Fukushima disaster occurred. Seoul City office, Nowon-gu office, and 

their politicians engaged directly in decision making process to resolve 

conflict even before the official announcement of investigation from 

NSSC and KINS was made. 

'Radiation in everyday life' had been constructed as the controversy 

on risk of Wolgye-dong asphalt radiation proceeded, and now it became 

risk to be assessed considering necessarily diverse body types including 

children and workers as criteria not as before Fukushima disaster 

occurred taking average adult body type only. The controversy on risk 

of radiation in Wolgey-dong is an environment conflict case showing 

democritization of knowledge making process with the engagement of 

non-experts on radiation risk assessment. This study shows changes in 

risk perception of radiation and anti-nuclear activity in Korean society 

as an influence of Fukushima disaster. 

…………………………………………………………………………………………
keywords : risk, Fukushima disaster, environmental conflict, anti-nuclear 

movement, radiation detector, citizen science.

Student Number : 2011-23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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