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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논문은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국립환경과학원이 지중 송전선로

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측정하여 그것의 위험 여부에 대해 상반된 결론

을 내리기까지 다양한 표준들을 어떻게 동원했는지를 분석하였다. 지중

송전선로 위험 논쟁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국립환경과학원의 전자파

세기 측정 결과는 각각 150.6 mG와 1.3 m로 약 150배의 차이를 보였다.

이에 대해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측정된 전자파 세기가 어린이 백혈병 발

병률을 높이는 세기의 수백 배에 해당하는 우려스러운 것이라고 본 반

면, 국립환경과학원은 측정된 수치가 일상생활 수준이므로 안심해도 된

다고 밝혔다.

본 논문은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국립환경과학원이 ‘측정’을 통해

데이터를 산출하고 이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표준들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를 분석했다. 양측은 상이한 측정 장소, 측정 기기, 측정 높이에 기초하

여 측정을 실행했기 때문에, 전자파를 측정한 수치는 ‘객관적’일 것이라

는 기대와 달리 차이가 큰 측정값을 내놓게 되었다. 이에 더해 양측은

측정치를 토대로 ‘전자파 위험의 지형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측정의 가

이드라인인 IEC62110, 발암물질 그룹 2B라는 국제암연구소의 분류, 전자

파 인체보호기준과 같은 표준들을 상이한 방식으로 동원하였다. 이를 통

해 본 논문은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국립환경과학원이 똑같은 측정치를 가

지고도 전자파 지형의 높이를 상이하게 재현해냈을 것이며, 똑같은 높이

를 가지는 전자파 지형이 위험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상반된 결론을 내

렸을 것이란 점을 보였다.

나아가 본 논문은 표준이 양측의 상이한 실행들을 이어주는 동

시에 구분 짓는 역할을 수행했음을 보였다. 먼저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국

립환경과학원이 사용한 EMDEX2를 대여하여 측정에 활용함으로써 자신

들의 측정값이 유효한 것임을 보여주었으며, IEC62110에 명시된 3점에

지표를 더한 4점 측정을 통해 어린이를 고려하고자 노력했다. 여기서

EMDEX 2와 IEC62110과 같은 표준은 양측의 실행을 이어주는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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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한 것이다. 동시에 표준은 양측의 실행을 구분 짓고 강화하는 역할

을 수행했다. IEC62110에 따라 측정의 대푯값을 산출하는 상이한 방식,

발암물질 그룹 2B로 분류된 전자파의 발암성에 대한 상반된 해석, 전자

파 인체보호기준의 적절성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은 양측이 생산한 전자

파 위험의 지형도 사이 경계를 뚜렷이 구분하고 다시 강화한 것이다.

본 논문은 이렇게 뚜렷이 구분된 경계를 극복하기 위해 환경보

건시민센터가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그 자체를 논쟁의 대상으로 만드는

모습에 주목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지중 송전선로 위험 논쟁에서 어

린이의 몸에 주목함으로써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의 적절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유치원과 같은 민감 지역에서 어린이의

몸을 고려한 4점 측정을 진행하고, 3∼4 mG의 전자파에 대한 장기 노출

이 어린이 백혈병의 발병률을 증가시킨다는 역학 연구를 강조했다. 이를

통해 환경보건시민센터는 833 mG가 단기 노출에 대한 자극 영향을 근

거로 한 기준이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비판할 수 있었다. 이는 기존의

ICNIRP, WHO,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한전의 833 mG를 중심으로 한

세계에 균열을 가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본 논문은 표준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연결

짓기와 구분 짓기의 동역학 속에서 어린이의 몸과 이를 둘러싼 전자파

지형의 위험성이 상이하게 구성되었음을 보였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어

린이의 몸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관련 표준들을 동원함으로써 지중 송

전선로 전자파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반면 국립환경과학원은 다른 일상

공간의 전자파 지형과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의 전자파 지형에 대해서도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양측은 지중 송전선로 전자파가

일상 공간에 편재해 있는 상황에서 전자파 위험의 의미를 상이하게 구성

함으로써, ‘안전하게 관리되는 일상 공간/통제되지 않는 위험한 공간’ 사

이의 경계를 문제시하거나 지켜내고자 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주요어 : 전자파, 송전선로 지중화, 표준, 위험의 지형도, 어린이의 몸

학 번 : 2015-20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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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송전선로 지중화(地中化)는 전력을 수송하는 송전선을 땅 속에

매설하는 방식을 뜻한다(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2015). 1929년 서울시

아현동과 순화동 사이에 22 kV의 송전선이 최초로 매설된 이후 송전선

로의 지중화율1)은 점차 높아져, 2016년 10월 기준 지중화율의 전국 평균

은 11.3 %로 나타나고 있다(김세일, 1988; 오마이뉴스, 2016). 송전선을

지중화하는 것은 여러 이유로 각광을 받아왔다. 먼저 송전선이 땅 속에

묻혀 있으면 가공(架空) 송전선2)보다 자연 재해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

다. 또한 전선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보다 더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고압 송전탑을 건설하는 것보다

송전선을 지중화하는 것이 전자파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여

겨지기 때문에, 송전선로 지중화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거부감도 상

대적으로 적은 편이다(김학준, 2015; 뉴시스, 2016). 실제로 송전탑 건설

을 둘러싸고 첨예한 갈등이 빚어진 밀양 지역의 주민들이나 환경보건시

민센터3)와 같은 시민단체들 역시 송전선로 지중화를 고압 송전탑 건설

의 대안으로 제시해왔다. 송전선로를 땅 속에 묻으면 ‘경관 공해’와 ‘전자

파 공해’가 모두 해결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서동희, 2016; 환경보

건시민센터, 2013).4)

1) 송전선을 지상 송전선과 지중 송전선으로 나누었을 때, 전체 송전선 중에서 지중화된

송전선의 비율을 지중화율이라고 표현했다(오마이뉴스, 2016; 환경보건시민센터,

2013).

2) 가공 전선이란 “나무나 콘크리트, 철 따위로 만든 구조물을 높이 세워 가설한 전선”

을 뜻한다. (네이버 국어사전, “가공 전선”,

http://krdic.naver.com/search.nhn?query=%EA%B0%80%EA%B3%B5%20%EC%A0%

84%EC%84%A0&kind=all).

3) 2010년 10월 창립된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전자파 문제뿐만 아니라 석면이나 가습기 살

균제 등 다양한 환경보건 이슈들에 대해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기자회견을 여

는 등 활발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단체로 환경운동연합의 협력기관이기도 하다(환경

보건시민센터 공식홈페이지, http://eco-health.org/; 환경운동연합 공식홈페이지

http://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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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송전선로 지중화는 ‘도농 차별’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졌다. 전국의 고압 송전선로 지중화율을 보

면 2016년 10월 기준 서울의 경우 89.4%로 월등히 높은 반면, 강원도나

경상북도의 경우에는 각각 0.8%, 0.9%로 1%도 되지 않는 실정이다(오마

이뉴스, 2016).5) 이에 송전탑 건설로 갈등을 빚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

나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같은 환경단체들은 송전선로 지중화율에서 뚜렷

이 드러나는 지역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지방에 송전탑을

무리하게 건설하기보다는 송전선로 지중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환

경보건시민센터, 2013; 경향신문, 2013).6) 이에 대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논란이 일고 있는 지역의 송전선로 지중화에는 지나치게 높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을 들어 지중화 요구를 거부하면서, 송전선로 지중

화를 둘러싼 논쟁은 주로 환경 정의(environmental justice)에 대한 문제

로 다루어져 왔다.7) 송전선로 지중화에 높은 비용이 든다는 것을 이유로

4) 밀양 지역의 주민들은 송전선로 지중화를 고압 송전탑 건설의 대안으로 제시해왔으

며, 밀양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의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들 역시 송전선로 지중화

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서동희, 2016; 김학준, 2015). 환경보건시민센터도 고압 송

전탑은 위압적인 모습으로 ‘경관 공해’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어린이 백혈병 발병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킨다고 알려진 수준인 3∼4 mG를 훨씬 상회하는 세기의 전자파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전자파 공해’를 일으킨다고 주장했다. 이에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전자파 차폐시설을 갖춘 고압 송전선로 지중화가 현실적 대안”이라는 입장을 보여

왔다(환경보건시민센터, 2013, p. 15).

5) 경북(0.8%), 강원(0.9%), 충남(1.3%), 충북(2.5%), 경남(2.5%)순으로 송전선로 지중화

율이 낮았으며, 서울(89.4%), 인천(66.7%), 부산(45%) 순으로 지중화율이 높게 나타났

다(오마이뉴스, 2016). 환경보건시민센터 역시 2013년 기준 서울과 지방의 지중화율을

비교한 표를 제시하면서 송전선로 지중화가 주로 대도시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했다(환경보건시민센터, 2013).

6) 경향신문도 전국 송전탑 지중화율을 도표로 제시하며 “송전탑, 서울서 멀수록 많아…

‘초고압’도 지방·농촌만 설치”, “대도시는 지중화, 지방은 송전탑”과 같은 부제와 함께

송전탑 지중화율에서 드러나는 도농 차별을 비판적으로 보도하였다 (경향신문, 2013).

7) 밀양의 주민들이 송전선로 지중화를 요구했을 때 한전에서는 지중화가 “천문학적 비

용”이 드는 작업이라고 설명하며 “주민들의 요구안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조선비즈, 2013). 김학준도 송전선로를 지중화하는 일은 가공 송

전선을 설치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약 6∼10배의 막대한 비용이 든다고 설명한다(김

학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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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는 주로 고압 송전탑을 세운다는 점, 송전탑 건설로 인해 이익을

얻는 것은 주로 대도시의 주민들인 반면 지역의 주민들은 송전탑 건설로

인한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점 등은 전형적인 환경 (부)정의

(environmental (in)justice)의 문제로 여겨진 것이다(엄은희, 2012; 환경

보건시민센터, 2013; 이화연, 윤순진, 2013; 서동희, 2016).

하지만 2014년 7월 한 초등학교 과학 교사가 환경보건시민센터

에 제보한 내용을 계기로, 송전선로 지중화에 대한 논쟁은 새로운 국면

을 맞이하게 된다. 제보의 주된 내용은 ‘고압 송전탑 주변뿐만 아니라 지

중 송전선로 구간에서도 전자파가 10 mG8) 정도로 측정됐다’는 것이었다

(민승현, 2016). 이에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014년 8월∼10월에 걸쳐 서울

시내 지중 송전선로 7개 구간의 전자파 세기를 측정했는데, 그 결과는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것이었다. 국회의사당 정문 앞

인도에서 71.3 mG, 강북의 한 유치원 옆벽에서 150.6 mG로 측정되는

등, 지중 송전선로 구간의 전자파 세기가 “어린이 백혈병 발병률을 높이

는 3∼4 mG”를 훨씬 웃도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환경보건시민센

터, 2014, p. 1). 이는 송전선로 지중화가 전자파 공해를 줄이고 환경 정

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해법으로서 고압 송전탑을 건설하는 것의 대안

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하는 것이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측정결과를 토대로 2014년 10월에 열린 환

경부 국정감사에서 지중 송전선로 구간의 전자파 현황에 대해 체계적으

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환경부의 지시로 국립환경과

학원9) 역시 지중 송전선로 전자파 실태조사에 나섰다. 국립환경과학원은

8) 전하의 이동인 전류에 의해 발생하는 자기장의 세기는 “단위면적을 수직으로 지나는

자기력선의 수”로 파악한다(현춘수, 2010). 여기서 자기장의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로

테슬러(T)나 가우스(G)를 사용하는데, 10,000 가우스(G)는 1 테슬러(T)와 같다(WHO,

2007). 본 논문에 주로 쓰이는 단위인 밀리가우스(mG)의 경우에는 1 mG가 0.1 μT

(마이크로테슬러)와 같다.

9) 환경부 산하 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은 1978년 설립된 보건사회부 국립환경연구소의

후신으로 “환경부 환경정책 및 주요 환경오염방지 사업에 대한 연구 지원 활동”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공식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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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중 송전선로 주변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전자파 노출 현황을 조사하

여, 측정 결과 전자파 세기의 평균이 1.3 mG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립

환경과학원은 이 정도의 전자파 노출은 “일상생활 수준(0∼4 mG)”이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고 밝혔다(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2015, p. 1). 이

러한 측정 결과는 지중 송전선로 근처 유치원에서 전자파 세기가 150.6

mG로 위험한 수준임이 드러났다는 것을 강조했던 환경보건시민센터의

결론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것이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국립환경과학

원 양측은 지중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우리의 일상 공간에 얼

마만큼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것이 위험한지 아닌지에 대해 상반된

결론을 내린 것이다.

본 논문은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국립환경과학원 각각이 일상 공

간의 지중 송전선로 전자파에 대한 지식을 생산함에 있어 전자파를 측정

하고 그 결과를 해석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다른 모습을 보였는지

를 살펴보고자 한다. 양측은 모두 지중 송전선로 전자파를 측정했지만

어느 곳에서, 어떤 기기로, 어느 높이에서 측정을 수행할지를 두고 서로

다른 모습을 보였다. 예를 들어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신뢰할 만한 것으로 여겨지는 측정 기기나 전자파 측정의 국제 가이드라

인 등을 상이한 방식으로 활용했다. 나아가 측정된 전자파 수치가 얼마

나 위험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도 이들은 같은 표준을 제각기

다른 방식으로 동원했다. 양측은 발암물질 그룹 분류나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과 같은 표준들을 바탕으로 일상 공간의 지중 송전선로 전자파 위험

에 대해 정반대의 결론을 이끌어낸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다양한 표준

들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주목하면서 지중 송전선로 전자파에 대

한 지식이 상이하게 구성되는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지중 송전선로 전자파에 대한 지식이 생산될 때 다양한 표준들

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그러한 표준들은 어떤 변수들을 주요하게 고려

하거나 혹은 배제하는 것이었는지 등을 검토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http://www.nier.go.kr/NIER/kor/in/nier-in-0201.do?menuNo=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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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지중 송전선로 전자파에 관한 지식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본

논문이 다루고 있는 지중 송전선로 전자파 논쟁에서는 환경보건시민센터

가 어린이를 주요한 변수로 고려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표준을 새

로운 방식으로 활용하거나 표준 그 자체가 더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문

제를 제기하는 모습이 뚜렷이 드러난다. 일상 공간의 지중 송전선로 전

자파를 어떻게 하면 더 잘 표상(representation)하고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상이한 관심과 태도가 양측이 표준을 동원하는 방식에 고스란히 녹

아있는 것이다.

전자파 위험을 둘러싼 갈등 사례를 환경 정의의 문제로 접근한

기존의 논의들은 환경 정의의 여러 차원 중에서 절차적 정의를 이야기할

때, 이해당사자들의 민주적 참여와 의사 결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를 이해당사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활발하게 공유하는 것이 중

요하다고 주장한다(이화연, 윤순진, 2013; 서동희, 2016). 본 논문은 관련

정보의 활발한 공유와 공개를 논의하기에 앞서,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국

립환경과학원 각각의 지식 주장들이 어떤 가정과 전제를 바탕으로 기존

의 표준들을 동원하여 구성되었는지를 살핌으로써 지중 송전선로 전자파

를 둘러싼 논쟁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은

지중 송전선로 전자파에 대한 지식이 생산되는 과정에 관여하는 여러 요

소들, 예컨대 전자파 위험이 가지는 불확실성에 대한 서로 다른 생각이

나 시민참여에 대한 입장 차이 등을 드러내준다. 이는 앞으로 전자파 위

험과 그것의 규제를 둘러싼 논쟁에서 어떤 요소를 더 주요하게 고려하는

지식 생산이 필요할지를 가늠해보는 밑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서 중요하다 하겠다.

이에 본 논문의 3절에서는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지중 송전선로

전자파를 측정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이후 국립환경과학원이 대응 조사에

나서는 모습을 통해 지중 송전선로 전자파를 둘러싼 위험 논쟁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알아본다. 특히 주거지역이나 어린이집과 같은 일상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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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지중 송전선로 전자파 노출 현황을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지도로, 국

립환경과학원은 표로 제시하면서 내린 상이한 결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4절에서는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국립환경과학원의 전자파 측정값이 차이

를 보이게 된 이유를 검토하기 위해 양측의 측정을 측정 장소, 측정 기

기, 측정 높이의 측면에서 분석한다. 각각이 측정 과정에서 표준을 상이

한 방식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살펴봄으로써, 측정된 전자파 수치의 이면

에 놓여 있는 여러 상이한 실행들을 드러내 보이고자 한다. 5절에서는

측정된 전자파 수치가 위험한 수준인지 아닌지를 두고 환경보건시민센터

와 국립환경과학원이 다양한 표준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동원하여 정반

대의 결론을 이끌어내는 과정을 살펴본다. 특히 국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측정값들을 평균하는 것이 위험을 표상하는 적절한 방식인지, 전자파가

‘발암물질 그룹 2B’로 분류된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단기 노출을

근거로 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은 과연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을 살펴보면서 표준 그 자체가 논쟁의 대상이 되는 상황에 주목한

다. 이처럼 본 논문은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국립환경과학원 양측이 전자

파를 직접 측정하고 그 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표준들을 어떻

게 활용하였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지중 송전선로 전자파에 대해 상이한

지식이 구성되는 과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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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배경

2.1. 선행연구 검토

본 논문이 다루고 있는 지중 송전선로뿐만 아니라 휴대전화나

전자레인지와 같은 가전제품, 고압 송전탑 등 다양한 발생원에서 나오는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은 여전히 논쟁 중에 있다. 이에 대한 선행 연구들

을 살펴보기에 앞서 전자파라는 용어에 대해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

가 있다. 흔히 쓰이는 전자파라는 용어는 전자기파(electromagnetic

wave)와 같은 뜻으로 쓰인다. 전자기파란 정지한 전하에 의해 발생하는

전기장(electric field)과 이동하는 전하에 의해 발생하는 자기장(magnetic

field)이 결합하여 파동과 같이 전파되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전자기

파는 주파수에 따라 감마선,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마이크로파,

라디오파 등으로 나뉜다.10) 이 중에서 주파수가 높은 고주파는 열적 작

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즉 인체 조직의 온도를 상승시키기 때문에 인체

에 유해하다는 것에 대해 합의가 존재한다. 하지만 “극저주파(3 KHz 이

하)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때의 비열적 유해성11)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

의 여지가 많은 실정”이다(김덕원·유창용, 1999, p. 10; [표 5] 참고). 특

히 전자파 위험에 대한 국내외의 여러 논쟁들에서는 극저주파 전기장보

다 극저주파 자기장의 인체 유해성이 논쟁의 중심에 서 있다(세계보건기

구, 2007; 정준식 외, 2014).

극저주파 자기장의 인체 유해성을 둘러싼 논쟁은 1979년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수행된 역학 연구가 고압 송전선에서 발생하는 극

10)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공식홈페이지의 “전자파란?”을 참조하였다.

http://emf.kca.kr/html/elecBusiness/business.do?menuCd=FM0801

11) 비열적 유해성이란 “세포에서의 각종 이온농도의 변화, 면역 세포수의 변화, 멜라토

닌을 포함한 각종 호르몬 분비의 변화, 혈액성분의 변화, 심박수 및 뇌파 등의 변화”

를 일컫는다(김덕원·유창용, 1999,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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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주파 자기장과 어린이 백혈병의 발병률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

론을 내 놓으면서 촉발되었다(Wertheimer & Leeper, 1979). 이후 연구자

들은 극저주파 자기장에 대한 노출과 백혈병, 뇌종양, 암과 같은 질병의

발병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연구해왔다. 하지만 전자파는 그 발생

원이 다양하고 도처에 널려 있으며 인체가 전자파에 노출되어도 그것을

감지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전자파 노출 평가(exposure assessment)

를 기초로 한 역학 연구가 어려운 실정이다(Albom et al., 2001). 이에

역학 연구를 통해 극저주파 자기장에 대한 노출과 어린이 백혈병의 발병

사이에 상관관계가 드러나도, 그것이 자기장 노출과 백혈병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연구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다(Ahlbom et al., 2001; 전인수, 2003; Kheifets & Shimkhada,

2005).

극저주파 자기장의 인체 영향에 대해 수행된 방대한 역학 연구

들을 리뷰한 몇몇 연구자들은 역학 연구의 방법론이 가지는 한계, 예컨

대 선택 편향(selection bias)12)과 같은 것들을 지적하면서, 기존의 연구

들로는 전자파 노출과 질병 사이의 상관관계를 확신하기 어렵다고 지적

했다. 노출 평가를 상당한 정도로 개선하고 고노출 그룹(high-exposure

group)13)을 찾아내지 못하는 한 비슷한 역학 연구로는 새로운 통찰을

얻기 어렵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Ahlbom et al., 2001; Kheifets &

Shimkhada, 2005). 이처럼 역학 연구의 방법론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

지는 가운데, 몇몇 연구자들은 사전주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14)

12) 선택 편향 혹은 표본선정편파란 “실험 전에 이미 집단 간에 차이가 있어서 실험결과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실험처치를 가한 후에 두 집단의 결과

변수(혹은 종속변인)의 수준을 측정하여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 “실험처치 이전에 두

집단이 동질적이라는 증거가 없다면 결과변수의 차이를 실험처치에 의한 것이라고만

단정을 짓기 어려움”을 뜻한다(김동일, 2004).

13) Kheifets & Shimkhada는 어린이 백혈병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3∼4 mG 이상

의 전자파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집단은 드물기 때문에, 전자파 노출과 어린이 백혈병

발병 사이의 상관관계를 탐구하는 역학 연구에는 어려움이 있다(Kheifets &

Shimkhada,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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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들면서 전자파 노출과 질병 발병에 대한 역학 연구가 적극적으로 이

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2∼4 mG 이상의 자기장만으로도 인체에 유

해할 수 있다는 연구가 있는 이상, 현대인들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스며

들어 있는 전자파 위험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어야 하며 전자파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Maisch & Rapley, 1998; 전인수, 2003).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에 대한 논의가 좀처럼 합의에 이르지 못

하고 있는 가운데 전자파와 관련한 이슈들을 사회학적으로 접근하는 연

구들 역시 각기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 예를 들어 전자파 위험은 기

술 관료나 전문가들에 의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종류의 위험인

지, 전자파에 대한 대중들의 우려는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에 대한 과장

된 유언비어에서 비롯하는 것인지, 전자파 위험에 대한 바람직한 거버넌

스 형태는 어떠해야 하는지 등을 두고 연구자들은 상이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Wiedemann & Schutz, 2005; Wiedemann et al., 2006; Burgess,

2002; 2004; Mitchell & Cambrosio, 1997; Stilgoe, 2007; Soneryd, 2007).

본 논문은 이 연구들이 전자파 위험의 본질을 어떻게 전제하고 있느냐에

따라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나뉜다고 보았다. 하나는 전자파 위험의 실

재(reality)가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다는 입장이며, 다른 하나는 전자

파 위험 그 자체가 구성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러한 구분은 전자파 관

련 논쟁을 다룬 사회학 연구들을 ‘위험 프레임워크의 사회적 증폭(social

amplification of risk framework, 이하 SARF)’과 ‘과학기술학의 인류학

적 분파(anthropological branch of science & technology studies)’의 접

근으로 나눈 Hom et al.의 분석과도 상통한다(Hom et al., 2011).

먼저 위험에 대한 객관주의의 입장은 SARF의 전제와 맞닿아 있

14) 전자파 위험 논쟁에서 사전주의 원칙이란 “과학적으로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해서,

전자파 노출을 예방하는 조치들을 중단시켜서는 안 된다. (과학적으로 확실한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인체에 유해할 것이라고 짐작되는 수준 이하로 전자파 노출을 줄일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치들을 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뜻한다(Maisch & Rapley,

1998,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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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980년대 후반 이후 만들어진 이론적 프레임워크인 SARF에 따르면

위험 그 자체는 객관적으로 우리의 외부에 실재하는 어떤 것으로서 사회

적 맥락으로부터 독립적이지만, 주관적인 대중의 인식에 의해 그 위험성

이 사회적으로 증폭되거나 희석된다(Renn, 1991; Kasperson, 1992;

Burns et al., 1993; Kasperson & Kasperson, 1996; Hom et al., 2011).

이러한 입장을 취하는 연구들은 “위해(hazard)와 관련된 사건이 심리적,

사회적, 제도적, 문화적 과정과 상호작용하면서, 어떻게 대중의 위험 인

식이나 위험 행동(risk behavior)을 증대시키거나 완화시키는지”를 살펴

보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는다(Renn et al., 1992, p. 157; Hom et al.,

2011에서 재인용). 전문가들에 의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위험의

실체가 사회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대중의 주관적인 판단과 결합하게

되면서, 실제보다 더 위험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거나 덜 위험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전자파 위험에 대해 객관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학자들은

Burgess, Wiedemann & Schutz, Wiedemann et al.이 대표적이다

(Burgess, 2002; 2004; Wiedemann & Schutz, 2005; Wiedemann et al.,

2006). Burgess는 휴대전화 기지국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

하다는 어떤 명확한 증거도 없다고 말하면서 전자파 위험이 “상상의 위

험(phantom risk)”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Burgess, 2002, p. 178). 상상

의 위험인 전자파가 대중들 사이에서 커다란 위협으로 증폭되는 이유는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사람들, 이를 전달하고 이용하는 미디어와 정치인

들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Burgess는 사전주의 원칙에 입각한 정책이

오히려 대중들로 하여금 전자파가 위험한 것이라고 여기게 만든다고 지

적한다(Burgess, 2002; 2004; Linders, 2005). Wiedemann & Schutz,

Wiedemann et al.도 전자파에 대한 대중의 우려는 이성적 사실이 아니

라 직관이나 감정에 기초한 것이라 본다. 나아가 이들은 양적연구를 통

해 전자파 위험에 대한 사전주의 원칙의 적용이 실제로는 오히려 대중의

걱정을 유발하고, 위험 인식을 증폭시키며, 신뢰를 낮췄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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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주의 원칙에 입각해 과학적 불확실성을 드러내고 관련 정보를 공개

하는 것이 실제로는 아무런 긍정적인 결과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이하 WHO) 역시 사전주의

원칙을 제한적으로만 고려할 것을 요청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전자파 위

험 관련 정책 입안자들은 사전주의 원칙의 적용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

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Wiedemann & Schutz, 2005;

Wiedemann et al., 2006).

반면 ‘과학기술학의 인류학적 분파’의 입장을 취하는 연구들은

위험에 대한 “구성주의적 전제(constructivist premise)”를 바탕으로 한다

(Hom et al., 2011, p. 319). 이는 위험 그 자체가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가치들에 영향을 받아 공-구성(co-construction)되며, 또한 그렇게 구성

된 위험이 또 다시 과학, 정치, 문화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다.

이렇게 구성주의에 입각하여 위험을 바라보는 연구들은 “어떤 것이 적절

한 과학인지에 대한 선험적 가정들을 피하고자 노력하는 연구”를 수행하

며, “이미 정당하고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여겨져 온 과학의 영향”

을 분석하고자 한다(Wynne, 1995, 375; Hom et al., 2011에서 재인용).

이는 위험 그 자체는 객관적으로 실재하지만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인지

만이 편향되는 것이라는 SARF의 입장과 상반된 것이다. 대표적으로

Wynne은 위험을 이해하는 전문가들의 방식 그 자체에 이미 녹아있는

가치나 편향을 지적하면서, 전문가들의 입장이 객관을 대표한다거나 객

관과 비객관을 나눌 수 있다는 식의 주장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Wynne, 1992; 2001; 2002). Jasanoff 역시 위험을 평가하거나 위험과 관

련한 결정을 내릴 때 어떤 방식이 합당한지를 두고 국가별로 다른 ‘시민

인식론(civic epistemology)’이 존재한다고 보았다(Jasanoff, 1986; 1995;

2005). Latour나 Callon et al.도 위험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위험의 실

재 그 자체가 인간, 비인간, 기술, 정치, 문화 등 다양한 요소로 이루어진

복잡한 그물망 속에서 구성되는 것임을 보여주었다(Latour, 2004; Callon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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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chell & Cambrosio, Stilgoe, Soneryd는 ‘과학기술학의 인류학

적 분파’와 마찬가지로 전자파 위험에 대해 구성주의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Mitchell & Cambrosio, 1997; Stilgoe, 2007; Soneryd, 2007). 개인들

이 직접 전자파 측정 기기를 가지고 생활 속의 전자파를 측정하는 현상

을 분석한 Mitchell & Cambrosio는 그러한 현상이 일상 공간의 전자파

오염을 표상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았다. 전자파 위험 논쟁

속에서 ‘몸들(bodies)’과 ‘환경들(environments)’ 사이의 경계는 “불분명하

고, 서로 침투가 가능하며, 시시각각 변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전자파를

측정하는 활동은 그 경계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

이다(Mitchell & Cambrosio, 1997, p. 223).15) Mitchell & Cambrosio가

변화하는 불분명한 경계들 속에서 전자파 위험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

지에 주목했다면, Soneryd와 Stilgoe는 전자파 위험의 구성성을 전제로

하여 전자파 위험을 인식하는 대중 역시 전문가/대중의 이분법으로 볼

수 있는 고정적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Soneryd, 2007; Stilgoe,

2007). Soneryd는 스웨덴에서 제 3세대 휴대전화 송신기와 ‘전자파 과민

성’ 현상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쟁을 살펴보고 있으며, Stilgoe는 휴대전

화와 기지국의 전자파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영국의 사례를 분석

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과학적 고려(scientific concern)와 대중적 고려

(public concern)가 뚜렷이 구분되는 것이 아님을 지적하면서, 대중의 우

려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해석적 유연성(interpretative flexibility)에

15) Latour는 근대 세계가 번역(translation)을 통해 끊임없이 혼종(hybrid)을 생산하면서

도, 동시에 혼종들을 자연/사회와 같은 이분법에 근거하여 계속해서 정화

(purification)하여 자연이나 사회 중 한 쪽 그룹에 귀속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고 주장한다(Latour, 1993). Mitchell & Cambrosio는 Latour와 마찬가지로, 전자파 위

험 논쟁에서 전자파 위험에 대한 혼종적인 표상들이 끊임없이 생산되는 모습뿐만 아

니라, 그렇게 생산된 표상들이 기존의 몸/환경, 자연/문화, 기술/사회와 같은 경계들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자연 세계나

인체에도 이미 ‘자연적인(natural)’ 전자파가 존재하기 때문에, ‘인공적인’ 전자파가 더

해졌을 때 몸과 환경의 경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Mitchell &

Cambrosio,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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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려 있고 전문가에 대한 신뢰와도 연결되어 있는 역동적인 것이라고 강

조한다(Soneryd, 2007; Stilgoe, 2007).

지중 송전선로를 둘러싼 위험 논쟁은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국립

환경과학원이 일상 공간의 지중 송전선로 전자파에 대해 전혀 다른 결론

을 내리면서 촉발되었다. 양측의 상이한 결론에 대한 분석을 담은 본 논

문은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국립환경과학원 중 어느 한 쪽이 전자파 위험

을 실제보다 더 과장하거나 축소했다는 식의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오히려 지중 송전선로 전자파에 대한 지식

이 상이하게 구성되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양측이 어떤 문제의식이나

가치를 바탕으로 한 실행에 기초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국립환경과학원 각각이 지중 송전선로 전자파의 실

재를 상반되게 구성하기까지 지중 송전선로 전자파를 측정하고 그 결과

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표준들을 어떻게 동원하고 있는지를 분석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학의 인류학적 분파’에 속하는 연구들

과 마찬가지로 전자파 위험의 실재 그 자체가 측정 기기와 같은 기술,

측정의 가이드라인이나 전자파 인체보호기준과 같은 표준, 환경보건시민

센터와 국립환경과학원 사이의 정치 등 다양한 요소로 이루어진 그물망

속에서 혼종적으로 구성되고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위하

여 다음 절에서는 위험이 가지는 다양한 차원의 불확실성에 대한 논의들

을 바탕으로, ‘전자파 위험의 지형도’라는 개념을 살펴본다. 그리고 전자

파 위험 지형을 상이하게 파악하는 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표준의

양가적 역할과 전자파 위험의 ‘혼종성(hybridity)’에 대한 이론적 논의들

을 살펴보고자 한다.

2.2. 이론적 배경

위험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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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중심의 기술관료적 거버넌스를 주장하는 연구들은 위험이 가지는 다

양한 차원의 불확실성을 적절하게 다루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예

를 들어 Funtowicz & Ravetz는 ‘탈정상과학(post-normal science)’에 대

한 논의에서 현대의 위험이 지닌 불확실성은 기존의 정상과학에서 마주

하던 계산 가능한 위험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지적한 대표적인

학자들이다(Funtowicz & Ravetz, 1993). 이들은 불확실성이 기술적

(technical), 방법론적(methodological), 인식론적(epistemological) 차원을

지닌다고 설명한다. 여기서 기술적 불확실성이란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에서의 불확실성으로, 측정의 오차에서 비롯되는 부정확성”을 뜻하며, 방

법론적 불확실성은 “위험정보를 분석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 모델, 분석

자 등”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말한다(김은성, 2009, p 9). 인식론적 불확실

성은 “사회적 집단의 문제틀의 차이에 따라, 과학에 대한 인식 차이가

발생함으로써 생산되는 불확실성”과, “인간의 지식이 아무리 증가하더라

도, 그 지식은 모든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는 없으며, 피할 수 없는 절대

적 한계가 있다는 윤리적 태도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뜻한다(김은성,

2009, p. 10). 이렇게 다양한 차원의 불확실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보면,

정량적 분석을 통해 위험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면 불확실성이 해결될 것

이라 보는 연구들은 위험이 가지는 기술적 불확실성에만 주목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Craye et al. 2005; 김은성, 2009; 현재환, 홍성욱,

2012).

Aven & Renn 역시 위험을 다룰 때에는 복잡성(complexity)의

정도, 불확실성과 모호성(uncertainty and ambiguity)의 정도를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Aven & Renn, 2010). 여기서 복잡성이란 위

험 문제를 발생시키는 요인과 그 효과가 다중으로 얽혀있어 인과 관계를

구별하거나 정량화하는 것이 어려움을 뜻한다. 불확실성은 정보의 부족,

맥락의 변화, 부정확한 측정 방법 등으로 인해 위험의 발생과 그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어려움을 의미한다. 모호성은 여러 관점마다 위험의 의미

나 우선순위의 문제가 다르다는 것을 뜻한다(Aven & Renn, 2010).16)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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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게 위험이나 불확실성의 여러 차원들을 구분하는 논의들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그러한 구분들이 고정적이거나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은성, 2009). 위험에 대한 대부분의 사례에서 기술적, 방법론적, 인식

론적 불확실성, 혹은 복잡성, 불확실성과 모호성은 중첩되어 나타나기 때

문이다. 위험의 다양한 차원이 중복성을 가진다는 점은 유럽위원회

(European Commission)의 2001년 보고서에 나오는 위험 유형 분류에서

도 잘 드러난다(Stirling, 2001).17)

이렇게 위험 문제에 다양한 차원의 불확실성(혹은 복잡성 및 불

확실성과 모호성)이 중첩된다는 통찰은 그러한 위험 문제를 더 잘 해결

하기 위해 확장된 공동체(extended community) 혹은 위험 거버넌스 프

레임워크(risk governance framework)가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Funtowicz & Ravetz, 1993; Renn, 2008). Funtowicz & Ravetz는 탈정

상과학의 주체가 관련 이해집단과 시민들을 아우르는 ‘확장된 공동체

(extended community)’가 되어야 하며, 과학적 사실이 사실과 가치의 구

분을 넘어서서 ‘확장된 사실(extended fact)’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Functowicz & Ravetz, 1993). Renn 역시 국제위험거버넌스회의

(International Risk Governance Council, IRGC)의 위험 거버넌스 프레임

워크를 바탕으로 위험 예비 평가(risk pre-assessment), 위험 감정(risk

appraisal), 위험 특성 결정 및 평가(risk characterization & evaluation),

위험 관리(risk management),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위

험 커뮤니케이션(risk communication)으로 이루어진 위험 거버넌스(risk

governance) 모델을 제시했다(Renn, 2008; IRGC, 2007). 이를 통해 Renn

16) Aven & Renn와 Funtowicz & Ravetz의 분류는 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전자의 복잡

성은 후자의 방법론적 불확실성과, 전자의 불확실성과 모호성은 후자의 인식론적 불

확실성과 상통한다.

17) 유럽위원회는 발생 확률(probability of occurrence), 피해의 정도(extent of damage),

평가의 정확성(certainty of assessment), 편재성(ubiquity), 지속성(persistency), 가역

성(reversibility), 지체 효과(delay effect, 잠복기의 정도), 정치적 동원의 가능성

(potential of mobilization)을 기준으로 위험을 평가하면서, 각각의 차원이 중첩되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Stirling,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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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위험 문제를 다룰 때 지식과 가치가 뒤얽히는 다면적인 과정에서 다

양한 행위자를 아우를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Renn, 2008).

이와 같은 주장은 위험과 관련된 과학 지식의 생산을 구성주의

적 관점에서 분석하면서 ‘시민과학(citizen science)’에 주목한 연구들과도

맞닿아 있다(Irwin, 1995). 시민들의 지식과 경험, 지켜져야 할 가치에 대

한 우선순위가 위험에 대한 과학 지식의 구성이나 정책 결정에 기여한

사례를 살펴보는 연구들은 모두 위험의 방법론적, 인식론적 불확실성과

복잡성, 모호성 등을 잘 드러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위험에 대한 지식을 생산하고 위험에 대처해나감에 있어 한 가지 방식이

나 관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드러내주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Epstein의 연구는 에이즈 활동가들이 신약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중맹

검을 활용한 임상시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모습을 잘 보여준다. 에

이즈 활동가들은 치료가 절실한 에이즈 환자들 중 치료군에게는 신약을

주고 대조군에게는 위약을 주는 맹검법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

았으며, 나아가 환자들이 실제로 서로 약을 바꾸어 먹기 때문에 정확한

시험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Epstein은 에이즈 활동가들

이 에이즈 환자라는 처지에서만 얻을 수 있는 지식과 ‘시민 전문성(lay

expertise)’을 바탕으로 임상 시험에 대한 전문성을 쌓으면서 어떻게 전

문가들의 신뢰를 획득했는지, 나아가 전문가들과 협업하면서 새로운 임

상 시험법을 제안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약물병용요법(combination

therapy)의 개발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살피고 있다(Epstein, 1995;

1996). Brown 역시 우번 시에서 일어난 시민들의 활동을 ‘대중 역학

(popular epidemiology)’이라는 개념으로 포착하고 있는데, 여기서 대중

역학이란 “시민들이 과학 자료와 정보를 모으고, 지식과 전문가 자원이

어떻게 이용되어야 할지를 정함으로써 질병의 역학을 이해하려는 활동”

이다(Brown, 1992, p. 267). 우번 시의 시민들은 어린이 백혈병 발병률이

높은 곳에 독성 폐기물에 오염된 것으로 추정된 식수원이 있었음을 지적

하면서 어린이 백혈병 발병 원인에 대한 연구가 수행될 수 있도록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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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와 행정가들에게 압력을 넣었다(Brown, 1992; 1993). 이처럼 Epstein과

Brown의 연구는 시민들이 전문가의 표준적인 실행 방식에 의문을 제기

하거나 특정한 연구가 수행되도록 압력을 가하는 등 과학 지식의 생산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모습을 살피고 있다.

Wynne은 Funtowicz & Ravetz가 제시한 것처럼 특정 위험 문제

가 속하는 영역을 ‘응용과학(applied science), 기술적 자문(technical

consultancy), 탈정상과학’과 같이 독립적인 영역으로 구분하는 것은 불

가능하다고 지적하면서 미결정성(indeterminancy)이 위험 문제의 모든

차원에 내재되어 있음을 강조한다(Wynne, 1992; Funtowicz & Ravetz,

1993). 이를 바탕으로 Wynne은 영국 컴브리아 지역의 방사능 오염에 대

한 사례연구에서 전문가들의 지식이 어떤 한계를 드러냈는지 살피면서

그러한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목양농들의 ‘시민지(lay knowledge)’에 주

목했다. 방사능 수준이 곧 낮아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결론은 알칼리

진흙질 토양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해당 지역의 산성 토단질 토양에는

잘 들어맞지 않았고, 양을 울타리에 가두고 진행된 전문가들의 실험은

실제 목양의 조건과 맞지 않았다. 또한 어떤 것을 변수로 보느냐에 따라

위험의 정도는 아주 다르게 파악되었다. 예를 들어 식물이 토양에 묻힌

물리적 깊이를 재느냐, 혹은 식물이 세슘을 얼마나 흡수했는지 그 화학

적 유동성을 따져보느냐에 따라 방사능 위험은 다르게 측정되었다. 위험

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방식 자체에 이미 어떤 것을 변수로 볼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Wynne은 많은 과학자들이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면서, 목양농의 시민지가 전문가들의 지식이

포착하지 못하는 다른 변수들을 더 잘 고려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Wynne, 1992; 1996).

지금까지 살펴본 Epstein, Brown, Wynne의 연구는 시민들이 과

학 지식의 생산이나 정책의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통해 위

험의 방법론적, 인식론적 불확실성을 잘 보여주었다. 위험을 평가하는 방

식이 유일하지 않고, 위험 문제에 있어 행위자들마다 우선시하는 가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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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지중 송전선로 전자파 위험 논쟁에서도 마

찬가지로 드러난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전자파를 어

떻게 측정해야 하는지, 측정한 전자파를 어떻게 표현할지, 측정된 전자파

수준은 위험한 것인지 아닌지, 어떤 곳의 전자파 문제 해결에 우선순위

를 두어야 하는지 등 다양한 문제에서 서로 다른 모습을 보였다. 이에

본 논문은 ‘전자파 지형’ 혹은 ‘전자파 위험 지형도’라는 개념을 통해 환

경보건시민센터와 국립환경과학원이 전자파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해석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전자파 위험의 실재를 상이하게 구성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전자파 지형이나 전자파 위험 지형도라는 개념

은 Mitchell & Cambrosio의 논의에서 착안하였다. Mitchell &

Cambrosio는 개인들이 측정기기로 전자파를 측정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위험의 지형(the invisible topography of risk)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보

았다. 전자파 측정은 일상적인 공간을 전자파의 세기에 따라 “역동적인

경사로, 골짜기, 봉우리 등으로 이루어진 복잡한” 공간으로 바라보게 만

들었다는 것이다(Mitchell & Cambrosio, 1997, p. 246). 이렇게 “전자파

‘세기’를 측정하고, 전자파 ‘노출 정도’를 수량화하고, 전자파 ‘위험’을 계

산”하는 과정 속에서 전자파는 일종의 “환경오염(environmental

pollution)”이 되었다(Mitchell & Cambrosio, 1997, p. 221). 본 논문 역시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국립환경과학원이 일상 공간의 전자파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측정함으로써 전자파 위험의 지형도를 상이하게 생산해낸 것으

로 보고자 한다.

측정한 전자파 지형을 재현함에 있어 국립환경과학원과 환경보

건시민센터 각각의 방식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Lynch,

Wood, Fortun의 논의를 바탕으로 분석하고자 한다(Lynch, 1990; Wood,

Fels, 1992; Fortun, 2012). Lynch는 과학 서적에서 표나 그래프 등을 통

해 탐구하고자 하는 물체나 대상을 수치로 표현하는 것을 두고 ‘수치화

(mathematization)’라고 일컬었다. 그는 이러한 수치화가 탐구하고자 하

는 대상을 본질적으로 수적인(mathematical) 것으로 여기게 만든다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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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한다(Lynch, 1990). 전자파 세기를 숫자로 제시함으로써 수적으로 파

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Mitchell & Cambrosio

가 지적하듯 전자파 지형을 수치로 재현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수치가 아니라 전자파 발생원을 중심으로 여러 개의

선을 그린다든지 하는 방식으로도 전자파 지형의 높낮이를 표현할 수 있

기 때문이다(Mitchell & Cambrosio, 1997). 흥미로운 것은 지중 송전선

로 위험 논쟁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국립환경과학원은 모두 전자파 지

형을 수치로 표현하고는 있지만, 수치화된 자료는 ‘객관적’일 것이라는

일반적인 기대와는 달리 차이가 큰 수치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Porter, 1995).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전자파 지형 그 자체를

상이하게 파악했을 뿐만 아니라, 측정된 전자파 지형을 어떻게 재현할지

의 측면에서도 다른 모습을 보였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지명과 건물명

이 모두 드러나 있는 지도에 측정값을 직접 표기한 반면, 국립환경과학

원은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의 측정값인지를 따로 명시하지 않고 번호나

알파벳만을 매겨 구분하면서 측정 결과를 표로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지도에는 지도를 제작하는 사람의 가정(assumption)이나

관습(conventions)이 포함된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국립환경과학원의 상이한 재현 방식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Fortun

의 논의를 참고하여 분석하고자 한다(Wood, Fels, 1992; Fortun, 2012).

Fortun은 미국의 환경정보공개시스템인 스코어카드(Scorecard)에 공개되

어 있는 수많은 정보들을 그린피스(Greenpeace)나 위액트(WeAct)와 같

은 시민단체들이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주목하고 있다. Fortun에 따르

면 여러 시민단체들은 스코어카드에 흩어져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그들의

의도에 따라 새롭게 재배열하여 지도를 제작했다. 예를 들면 천식의 발

병률과 실외 대기 오염의 정도를 함께 표기하는 식으로 지도를 새롭게

만들어낸 것이다. 이처럼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모아 재시각화

(revisualization)하는 일은 정보가 흩어져 있을 때에는 보이지 않던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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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드러내주었다. 시민단체들은 위험의 재시각화를 통해 환경 위험

이 지역마다 고르지 않게 배분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환경정의

(environmental justice)의 문제를 제기했고, 시민들의 공동 행동

(collaborative action)을 이끌어내는 원천으로 삼았다(Fortun, 2012). 이

러한 논의에 기반을 두고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국립환경과학원의 상이한

전자파 위험 지형도에는 어떠한 의도나 관심이 내포되어 있는지를 살펴

보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본 논문은 전자파 위험의 지형도가 생산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친 다양한 표준들에 주목한다. 본 논문에서는 국립환경과학원

의 자계 예측 프로그램, 권위 있는 측정 기기, 측정의 가이드라인, 발암

물질 그룹 분류, 전자파 인체보호기준과 같은 다양한 대상들을 모두 표

준으로 보았다. 이들은 모두 전자파 지형의 높낮이나 그 특징을 파악하

는 데에 근거나 기준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이다. 전자파 지형을 어떻게

측정할지의 문제에서부터 측정한 지형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지의 문제

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표준들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쳤다. 환경보건시

민센터와 국립환경과학원의 측정 속에서 표준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를 포착함에 있어 본 논문은 Ottinger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Ottinger는

미국 루이지애나의 쉘(Shell) 화학 공장 근처의 시민들이 직접 대기를 포

집하여 대기질을 모니터링한 사례에서 표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주

목하고 있다. 그녀에 따르면 표준은 전문가와 시민들의 실행을 이어주는

역할(boundary-bridging function)을 수행하는 한 편, 전문가와 시민의

과학 사이의 경계를 유지하고 다시 강화하는 기능(boundary-policing

function)을 하기도 했다(Ottinger, 2010).

예를 들어 시민들은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대기 성분 분석법인

“TO-15”을 똑같이 가져다 씀으로써 시민들의 문제제기나 우려가 과장된

것이라는 식으로 무시되지 않도록 노력했다(Ottinger, 2010, p. 253).

TO-15과 같은 표준은 전문가와 시민들의 대기 포집과 성분 분석이라는

실행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루이지애나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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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준과 같은 표준은 전문가들의 시민의 과학 사이의 경계를 구분 짓

는 역할을 수행했다. 루이지애나 대기환경기준은 대기오염 물질의 장기

간 평균 농도에 대한 표준이기 때문에, 단기간 고농도 현상(short-term

spike)에 대한 시민들의 문제제기를 어렵게 했던 것이다(Ottinger, 2010).

지중 송전선로 전자파 위험 논쟁에서도 IEC62110이라는 전자파 측정의

가이드라인, 발암물질 그룹 2B와 같은 국제암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이하 IARC)의 표준적 분류, 한국의 전

자파 인체보호기준과 같은 다양한 표준들은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국립환

경과학원의 실행을 이어주고 또 구분 짓는 역할을 수행했다. 주목할 만

한 것은 이 과정에서 표준이 적극적인 “개입의 장소(site of

intervention)”로 활용되었다는 점이다(Ottinger, 2010, p. 244). 일례로 전

자파 인체 보호기준이 전자파에 대한 단기 노출을 근거로 한 기준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은 표준 그 자체를 논쟁의 대상으로 삼아

기존의 전자파 위험 관리 방식에 제동을 걸고자 한 것이었다. 이처럼 전

자파 위험 지형도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국립환경과

학원 각각이 다양한 표준들을 어떻게 동원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전자파 위험의 지형도와 전자파 위험의 실재 그 자체가 상이하게 구성되

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논문은 지중 송전선로 전자파 위험이 가

지는 혼종성을 드러낸다. Mitchell & Cambrosio는 우리의 일상 공간에

편재해 있는 전자파 위험18)이 정치, 법, 종교, 기술 등으로 이루어진 그

18) Mitchell & Cambrosio는 전자파라는 위험이 가지는 특성이 Douglas가 위험으로 본

것들과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Douglas는 “중요한 분류들의 경계를 위반하거나

혼란하게 만들어서, 기존의 분류에 의해 구성된 몸, 관계, 행위들을 위협하는 결과를

낳는 것”을 “오염”, 즉 위험이라고 보고 있다(Mitchell & Cambrosio, 1997, p. 225;

Douglas, 1966).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위험은 어떤 것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를 벗

어났을 때 발생한다. 하지만 Mitchell & Cambrosio는 전자파의 경우에는 그러한 설

명이 적용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전자파가 원래 있어야 하는 곳이 어디인지, 그것의

위협이 무엇인지가 정확하지 않을 뿐더러, 전자파는 원래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아

서 문제라기보다 애초에 한 개 이상의 장소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Mitche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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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망 속에서 자연/문화, 자연/사회와 같은 기존의 경계를 위협하는 ‘혼종’

으로 구성된다고 지적한다(Mitchell & Cambrosio, 1997; Latour, 1993).

지중 송전선로 위험 논쟁에서도 전자파 위험은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국립

환경과학원이라는 행위자들 사이의 정치, TM-192와 EMDEX 2와 같은

전자파 측정기기, IEC62110, 발암물질 그룹 2B, 전자파 인체보호기준과

같은 다양한 표준 등으로 이루어진 그물망 속에서 구성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구성된 전자파 위험은 자연/사회와 같은 경계뿐만 아니라 안전하

다고 여겨온 일상 공간과 그렇지 않은 공간 사이의 경계 역시도 문제시

하는 것이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전기로 빛을 밝히거나 가전제품을 쓰는 것은 오랫동안 “진보

(progress), 안전(safety), 통제(control), 그리고 근대성(modernity)”과 같

은 뜻으로 여겨져 왔으며, 현대 사회 대부분의 공간들은 이미 많은 부분

을 전기에 의존하고 있다(Mitchell & Cambrosio, 1997, p. 222). 지중 송

전선로 역시 마찬가지로 서울 시내 곳곳에서 전력 수송을 맡고 있다. 이

러한 상황에서 만약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주장대로 어린이집이나 주거지

역 근처의 지중 송전선로 전자파가 위험한 것이라면, 이는 ‘안전하게 관

리되는 공간/통제되지 않는 위험한 공간’의 경계가 위협받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대로 국립환경과학원의 주장처럼 지중 송전선로 전자파 세기

가 일상생활 수준으로 낮아 우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면, 이는 안전하

게 관리되는 공간/통제되지 않는 위험한 공간 사이의 경계를 다시금 지

켜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3절에서는 환경보건시민센터의 문제 제

기와 국립환경과학원의 대응 조사를 중심으로 지중 송전선로 위험 논쟁

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검토하면서, 전자파가 안전한 일상 공간과 그

렇지 않은 공간 사이의 경계를 문제시하는 것으로 상이하게 구성되기까

지 여러 행위자들 사이의 역학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Cambrosio, 1997). 지중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역시 원래 있어야 할 곳에 있

지 않아서라기보다 우리의 일상 공간에 편재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의 위협이

무엇인지 아직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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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중 송전선로 위험 논쟁의 전개

3.1. 환경보건시민센터의 문제 제기

송전선로 지중화를 고압 송전탑 건설의 대안으로 제시해온 환경

보건시민센터가 직접 지중화 송전선로 구간의 전자파를 측정하게 된 것

에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의 과학 담당 교사이자 환경보건시민센터의 회

원이었던 민승현 씨19)의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민승현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 근처에는 학생들과 주민들이 자주 찾는 공원이 있었다.

그 곳에는 고압 송전선이 지상에서 지중으로 들어가는 곳이 있었는데,

마침 그 근처에 조그마한 도서관이 생길 예정이라는 소식이 들려왔다.

평소 환경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민승현 교사는 많은 학생들이

왕래하게 될 도서관 근처의 전자파 세기가 과연 안전한 수준인지 의문을

품게 되었다. 이에 그는 인터넷에서 TM-19220)라는 자기장 측정기기를

구입하여 직접 그 세기를 측정해 보았다고 한다. 그 결과 지상의 고압

송전선로 아래에서뿐만 아니라 송전선이 지중화 된 곳에서도 자기장의

세기가 10 mG 정도로 측정되었다. 민승현 교사는 10 mG라는 측정값이

“애들을 데려가기에 괜찮은 수치”인지 의문을 갖게 되었고 2014년 7월

이러한 측정 결과를 환경보건시민센터에 제보하였다. 이를 계기로 환경

보건시민센터 역시 이전까지는 의심하지 않았던 지중 송전선로 전자파의

안전성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되었다(최예용, 2015; 민승현, 2016).

먼저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국내 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구간에서

전자파를 측정한 경우가 있는지를 찾아보았으나 공식적인 전례가 없다는

19) 최예용 소장의 설명에 따르면 민승현 교사는 “환경문제에 관심 많고 핵 문제에 관심

많은 과학 담당 교사”로서 환경보건시민센터의 회원이기도 하다. 민승현 교사는 본인

의 실명을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였으나, 학교명을 명시하는 것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였기 때문에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20) TM-192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4.2 절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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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환경보건시민센터는 민승현 교사로부터 기증

받은 TM-192를 가지고 수차례의 비공식 측정을 진행했다고 한다. 이러

한 비공식 측정의 결과 지상의 고압 송전선로 아래에서보다 지중 송전선

로 위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환경보건시민

센터는 측정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를 찾기 위해 장하나 의원실을

통해 한전에 문의한 결과, 서울 시내의 지중 송전선은 대체로 2 m 안팎

의 깊이로 묻혀 있으며 전자파 차폐 시설이 따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미디어스, 2014).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지상 수

십 미터에 위에 위치해 있던 고압 송전선로가 지하 2 m 안팎으로 가까

워졌을 뿐만 아니라 전자파 차폐 기능이 거의 없는 흙에 묻혔기 때문에,

지중화 구간에서 전자파 세기가 더 높게 나타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저희가 직접 측정을 몇 군데 해 봤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높았어요.

오히려 지상보다 훨씬 더 높았어요. 알고 보니까 지상은 짧게는 50

∼60 미터, 높게는 70∼80 미터 되니까… (그런데 전자파 세기는) 거

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지상에 있는 선하(송전선로 바로 아래)에

서 많으면 10∼20 mG (정도로 측정이 됐어요). 그것도 높은 거죠.

그런데 지중구간으로 가면 100∼200 mG로 나오고… 엄청나게 높았

어요. 그래서 한전에 물어보고 여기저기 물어봤죠. 문제의식이 두 가

지 있었죠. 하나는 ‘얼마나 깊이 묻는 거냐,’ 또 하나는 ‘전자파 차폐

시설을 하는 거냐.’ 저는 전자파 차폐 시설을 당연히 하는 것으로 생

각했죠. 그런데 2 미터 안팎밖에 안 묻고, 전자파 차폐 시설을 전혀

안한다는 거에요. 그러면 이게 원리상 7∼80 미터에서 2 미터로 훨

씬 더 가깝게 오는 거니까 당연히 전자파는 높게 (측정)되는 거고.

그리고 흙이라는 것이 전자파를 차폐하는 기능이 전혀 없게 되는…

그렇게 되는 거죠(최예용,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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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가공 송전선로와 지중 송전선로 전자파 지형 비교

지상 철탑을 기반으로 한 가공 송전선로보다 지중 송전선로 구간의 전자파 세기가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전자파 지형도이다(환경보건시민센터, 2014).

이후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EMDEX 2를,

한전 전기연구원으로부터 NARDA를 대여하여 TM-192 까지 총 세 개

의 기기21)를 활용하여 장하나 의원실과 함께 측정을 진행했다. 환경보건

시민센터는 서울 시내 152개 지중화 구간에 대한 한전의 자료를 토대로,

21) EMDEX2, NARDA, TM-192와 같은 측정기기에 대해서는 4.2 절을, 3∼4 mG라는

기준은 5.3 절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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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서 주거지역이나 학교, 강남의 대로나 주민산책로 등에 인접한 7

개 구간을 선정하였다. 여기서 7개 구간은 송전선의 전압이 154 kV인

곳 6개, 345 kV인 곳 1개로,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러한 구간들에 대해

2014년 8월∼10월 동안 총 10 번 정도 측정을 진행했다고 한다. 측정 결

과 국회 정문 앞 인도가 71.3 mG, 노원구 한 유치원 옆이 150.6 mG로

측정되는 등 전자파 세기가 환경보건시민센터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3∼

4 mG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측정을 진

행한 서울 시내 7개 구간의 전자파 세기를 지도에 표시하였다([그림 1]

참고).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지표, 0.5 m, 1.0

m, 1.5 m, 2 m, 3 m 등 경우에 따라 다양한 높이에서 측정된 전자파 세

기를 지도 위에 그대로 표시하였다. 측정한 모든 값들의 평균을 내기보

다는 어느 높이에서건 해당 높이에서의 측정값을 그대로 제시한 것이다.

모든 지도에는 지도를 만드는 사람의 편향이 반영된다는 점에서, 이는

전자파 세기의 최댓값을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구

간의 전자파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Wood, Fels, 1992). 특히 [그림 1]에서 전자파 세기가 지상의 고압

송전탑 아래에서 11∼16 mG, 지중화 송전선로 구간 근처에서 44.19∼

150.6 mG로 측정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고압 송전탑 아래에서보

다 지중 송전선로 구간에서 훨씬 더 높은 세기의 전자파가 측정되었다는

것은, 그간 고압 송전탑의 전자파 공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송전

선로 지중화를 내세워 온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입장을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그림 2]는 아파트 단지 내부나 놀이터 등지에서 측정된 전

자파 세기를 담고 있다. 이는 주거지역과 같은 일상공간의 전자파 지형

을 드러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3∼4 mG 이상

의 전자파에 대한 장기 노출이 위험하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피력하고 있

는데, 이를 감안하면 [그림 1]과 [그림 2]는 모두 우려스러운 수준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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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일상 공간의 전자파 지형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아파트 단지(왼쪽)나 구청 및 아파트 놀이터 등(오른쪽)

주거지역이 밀집된 곳을 지나는 지중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주목했다(환경보건시민센터, 2014)

자파 지형이라 할 수 있다. 고압 송전탑 아래에서보다 지중 송전선로 구

간 위에서 3∼4 mG를 훌쩍 뛰어넘는 전자파가 측정되었고, 아파트 단지

내부나 놀이터 의자 등에서도 3∼4 mG 보다 높은 세기를 가지는 전자

파 지형이 확인되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입장에서 우려스러운 수준이

라고 할 수 있는 전자파 지형은 나머지 6개 구간에서도 비슷하게 드러났

다(환경보건시민센터, 2014).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측정을 통해 우리의 일

상공간은 전자파 세기에 따라 다양한 골짜기와 봉우리를 갖는 것으로 재

구성된 것이다. 이러한 지형도들은 환경보건시민센터의 3∼4 mG라는 기

준을 토대로 보면 많은 서울 시민들, 특히 해당 지역의 어린이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우려스러운 수준의 전자파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처럼 지도의 형태로 재시각화된 지중 송전선로 전자파

에 대한 정보는 측정 지역마다 전자파 위험이 어떻게 분배되어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었으며, 나아가 해당 지역 시민들의 공동 행동을 불러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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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 잠재력을 가지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Fortun, 2012). 실제로 환경

보건시민센터의 측정과 지속적인 문제 제기는 [그림 1]의 노원구 지역

주민들의 공동 행동을 이끌어냈다.22)

3.2. 국립환경과학원의 대응 조사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생산한 전자파 위험 지형도에서 가장 문제

가 된 것은 유치원, 어린이 보호구간, 학교 등과 같은 민감 시설에서 3∼

4 mG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의 전자파가 측정되었다는 것이었다. 환경보

건시민센터와 함께 측정을 도운 장하나 전 국회의원23)은 이러한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2014년 11월에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지중 송전선

로의 전자파 노출 현황을 환경부가 나서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

다.

장하나 의원: …지중화 송전선로인데도, 저희 국회 앞도 180 mG가

나와서 저도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이렇게 서울 등 대도심인데

100mG 이상의 이런 전자파 핫스팟(hotspot)이 실제로 존재를 했고

요, 한두 군데가 아닌 걸 확인했고 알려 드렸는데 지중화 송전선로

22) “노원골 고압송전선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의 네이버 카페를 기반으

로 노원구 주민들은 노원구청, 서울시, 한전 등 다양한 기관에 고압송전선 전자파 문

제의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노원골 고압송전선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

http://cafe.naver.com/nowwon).

23) 장하나 전 국회의원은 지난 19대 국회 때 활동한 의원으로, 꾸준히 고압 송전탑 문

제의 해결을 촉구해 왔다. 그리고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

는데, 이는 전자파의 위해성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및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

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었다. 2014년 1월 21일에 발의된 이 법안은 관계 부처

의 반대로 인해 계류되었으며 이후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전자파로부터 영유아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2015년 6월 26일에 장하나 의원이 발의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

안” 역시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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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자파 노출 현황까지도 더불어 조사를 해야지만이, 특히 그중

에 민감시설들, 어린이집 아니면 노인요양시설 등등 이런 데는 특

히 얼마나 걱정스럽겠습니까? (중략)

환경부장관 윤성규: 전자파와 관련해서는 지중선 쪽은 저희들이 조

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전자파가 발암요인이냐 이런 부

분은 제가 작년에 독일의 조사를 한번 보니까, 한 7～8년 조사한

것 같습니다,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결론은 불명확하다는 결

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단순 역학조사가 아니고요, 아주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했는데도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국

회사무처, 2014a).

이 대화에서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장하나 의원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구간의 전자파 세기를 조사하겠다고 약속하면서도

전자파의 발암성 자체는 상당히 불명확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는 지중

송전선로 전자파 지형이 어떻게 측정되든 그 해석을 둘러싸고 앞으로 첨

예한 논쟁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미리 암시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후 환경부의 지시를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은 지중 송전선로 주

변 어린이집의 전자파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보도자료로 발표하였다. 보

도자료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은 2015년 6월부터 9월까지 서울 지역

전체 6697 개의 어린이집 중에서 지중 송전선의 영향권에 놓여있는 131

개의 어린이집의 전자파 세기를 측정했다. 측정 결과 조사지점에서 전자

파 세기의 평균은 1.3 mG로 “일상생활 수준(0∼4 mG)”이었다(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2015, p. 1). 그리고 예외적으로 5개의 어린이집이 일상

생활 수준보다 다소 높은 전자파 세기를 보였는데, 그 이유는 해당 어린

이집이 지중 송전선로와 변전소, 배전선 등과 거리가 가깝기 때문이었다

([표 1] 참고).

하지만 국립환경과학원은 이 역시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의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인 833 mG에 비하면 이들 측정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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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 결과

지중 송전선 주변 어린이집의 전자파 노출 현황이

정리되어 있다(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2015)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이다(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2015). 뿐만

아니라 국립환경과학원은 수도권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 노출되는 전자파

의 세기가 평균 5 mG, 가전제품을 이용할 경우 노출되는 전자파 세기가

평균 9.1 mG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지중 송전선로 주변 어린이집의 전

자파 세기가 일상생활 수준임을 일관되게 강조했다(환경부, 국립환경과

학원, 2015). 이는 어린이들이 우려스러운 수준의 전자파에 노출되고 있

음을 암시했던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측정 결과와는 대조적인 것이었다.

흥미로운 것은 국립환경과학원이 앞선 환경보건시민센터와는 상

당히 다른 방식으로 전자파 지형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보건시

민센터는 구체적인 지명과 장소를 모두 파악할 수 있는 지도 위에 측정

값을 표시한 반면, 국립환경과학원은 전자파 세기의 측정값을 표로 정리

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립환경과학원은 측정을 수행한 장소가 구체적으

로 어느 지점인지, 어느 지역의 어떤 어린이집을 조사한 것인지를 밝히

지 않고 있다([표 1], [표 2] 참고). 측정 장소들에는 번호나 알파벳만이

매겨져 있고, 측정 지점 역시 “어린이집 앞 또는 내부 등”과 같이 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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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제시되고 있다(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2015, p. 1; 국립환경과학

원, 2015a). 이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측정 장소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면 해당 어린이집들의 운영에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조사 지

점을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

2015a). 이처럼 국립환경과학원이 구체적인 측정 지점이나 지역과의 연

관을 없애는 방식으로 측정 결과를 제시한 것은, 구체적인 지점의 전자

파 지형을 제시한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지형도와는 상당히 대조적이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전자파 지형을 수치, 즉 숫자로 파악함으로

써 전자파 지형이 본질적으로 수적인 것처럼 여기게 한다는 점에서 공통

적이다. 전자파를 측정할 때 그 세기를 숫자로 파악하고 표현한다는 것

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로 들릴 수 있지만, Mitchell & Cambrosio가

지적하듯이 전자파 지형을 수치로 표시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인 것은

아니다. 수치가 아니라 전자파 발생원을 중심으로 여러 개의 선을 그린

도식과 같은 것으로도 전자파 지형의 높낮이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Mitchell & Cambrosio, 1997). 이에 다음 절에서는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국립환경과학원이 측정을 통해 전자파 위험 지형을 수치화하는 과정을

보다 자세히 검토한다. 측정 장소와 측정 기기, 측정 높이의 측면에서 양

측의 측정이 어떻게 달랐는지를 따져봄으로써, 차이가 큰 수치 자료를

생산하기까지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국립환경과학원 각각이 어떤 상이한

관심과 실행에 기초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수

치화된 자료가 ‘객관적’일 것이라는 일반적인 기대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라 하겠다(Porter,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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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자파 지형의 ‘측정’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아파트 단지와 같은 주거

지역, 학교나 어린이집과 같은 민감 시설 등 일상 공간의 지중 송전선로

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측정’했다. 측정된 전자파 수치는 전자파 오염

의 정도를 표상하는 자료로서 제시되었는데, [그림 1], [표 1]의 150.6

mG, 1.3 mG라는 측정값의 간극이 잘 보여주듯 양측이 제시한 수치의

차이는 매우 컸다. 이에 본 절에서는 측정값의 차이가 나타나게 된 이유

를 살펴보기 위하여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국립환경과학원 각각의 측정을

보다 자세히 검토하고자 한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국립환경과학원의 측

정이 측정 장소, 측정 기기, 측정 높이의 측면에서 어떻게 달랐으며 다양

한 표준들은 양측의 실행 사이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각각이 산출한 측정값의 이면에 놓여 있는 여러 상이한 실행들을 드러내

보이고자 한다.

4.1. 민감 지역의 선정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측정 장소를 선정하는 것

에서부터 다른 모습을 보였다.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지중 송전선로 전자

파를 측정하여 문제를 제기한 것을 계기로 국립환경과학원이 대응 측정

에 나서게 된 것이었지만, 양측이 측정을 수행한 장소는 달랐던 것이다.

먼저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장하나 의원실을 통해 한전으로부터 자료를 받

아 서울 시내에 고압 송전선로가 지중화된 구간을 파악했다. 서울 시내

전체 152개 구간의 지중 송전선은 대체로 도로를 따라 매설된 경우가 많

았는데, 그 중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사이를 지나

는 지중화구간, 주택과 고속도로 인접구간, 강남의 대로에 설치된 지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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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전자파 측정 구간

주거지역, 학교, 어린이집과 같은 민감 지역을 중심으로

측정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2014)

구간, 주민산책로 및 학교와 어린이집이 인접한 지중화구간, 지상과 지중

화 구간이 혼재된 구간, 국회 앞 등 다양한 조건의 지중화 구간”으로 7

곳을 선정하였다(환경보건시민센터, 2014; [그림 3] 참고). 152개 구간을

모두 조사하기보다는, 지중 송전선로 전자파가 일상 공간에 얼마만큼 영

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장소들을 골라낸 것이다.

이렇게 선정한 7개 구간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송전선이 묻힌

경로를 그대로 따라 가면서 송전선로 바로 위 지점에서 전자파를 측정했

다. 특히 이 과정에서 어린이집이나 학교와 같은 민감 시설, 아파트 등

주거지, 사람들이 많이 머무르는 버스 정류장과 같은 곳 주변으로 송전

선이 지나가는 경우를 유심히 살펴보았다(환경보건시민센터, 2014; 최예

용, 2015). 그 결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국회의사당 앞, 목동, 양평동, 상

계동 등 전자파가 매우 높은 ‘지중화 전자파 핫스팟 지역’이 확인”되었다

고 주장하면서, 강북의 한 유치원 A의 경우에는 그 옆을 지나는 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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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선로로 인해 전자파의 세기가 150.6 mG로 나타나기도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환경보건시민센터, 2014, p. 1). 이는 “주거지역, 학교와 유치원

등 민감 지역과 지중화 전자파 핫스팟 지역”의 지중 송전선로에 우선적

으로 전자파 차폐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환경보건

시민센터, 2014, p. 17).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측정을 도운 장하나 전 국회

의원 역시 어린이집과 같은 민감 시설 주변에 전자파 세기가 100 mG를

넘는 전자파 핫스팟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중 송전선로 전자파에

대한 노출 현황을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

다([그림 1] 참고; 국회사무처, 2014a).

장하나 의원의 지적을 받아들인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에 전

자파 대응 측정을 지시했고, 국립환경과학원은 지중 송전선로 전자파의

영향권에 놓인 어린이집 131개소를 대응 조사를 위한 측정 장소로 선정

했다(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2015; 국립환경과학원, 2015a). 국립환경과

학원은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장하나 전 의원이 측정을 수행한 지중 송전

선로 7개 구간에 대해 조사를 벌이기보다는, 민감 시설인 어린이집에 대

한 문제제기에 초점을 맞추어 대응한 것이다. 여기서 국립환경과학원이

측정을 진행할 어린이집 131개소를 선정하게 된 과정에는 한전의 도움이

컸다. 서울 시내 전체 6687개 어린이집에 대하여 “지중 송전선으로부터

어린이집까지의 이격 거리를 분석(3∼4288 m)”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전

은 자계 예측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실시했다. 한전 이태호

차장은 독일 나르다(Narda)에서 만든 자계 예측 프로그램인 EFC-400LF

에 지중 송전선로의 매설 깊이, 상배열, 부하량 등을 입력한 결과 4 mG

의 전자파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리로 12 m를 계산해 낼 수 있었다

고 설명했다(이태호, 2016).

12 m라는 결과에 대해 이태호 차장은 그것이 “가혹한 환경에서

시뮬레이션 한 결과”임을 지적했다. 지중 송전선로 전자파에 대한 보다

철저한 조사를 위해 4 mG의 전자파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리를 좀

더 넓게 잡은 것이며, 대개 “(지중 송전선로가 매설된) 깊이 및 부하량에



- 35 -

[그림 4] 국립환경과학원의 측정 대상 어린이집 선정 과정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2015))

따라 다르지만 지중 송전선로 전자파는 선로 직상에서 대략적으로 7∼

8m 정도 떨어지면 4mG 이하”가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한전의 입장에

서는 이미 엄격한 기준이라 할 수 있는 12 m에 약 4배를 한 50 m를 기

준으로 하여, 국립환경과학원은 지중 송전선이 매설된 지점으로부터 50

m 이내에 위치한 어린이집 131개소를 골라냈다([그림 4] 참고;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2015). 국립환경과학원의 측정 과정에 한전이 적극적으

로 협력했으며, 국립환경과학원과 한전의 입장에서는 50 m라는 기준이

상당히 철저한 조사를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

다.

하지만 국립환경과학원은 구체적으로 어느 지점에서 측정을 진

행했는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측정을 수행한 장소가 구체적으로 공개

되면 어린이집의 영업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국립환경과

학원 관계자, 2015a). 국립환경과학원이 131개 지점의 전자파를 측정하여

표로 정리한 자료를 살펴보아도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에서 측정을 했는

지에 대한 정보는 찾을 수 없다. 측정 장소들에는 1번부터 131번까지 번

호가 매겨져 있고, 하나의 어린이집에 대해 한 개의 측정값만이 정리되

어 있을 뿐이다([표 2] 참고). 또 측정 지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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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131개 어린이집의 전자파 노출 현황

각 어린이집별로 한 개의 측정값이 제시되어 있다(국립환경과학원, 2015b)24)

기보다는 “부지경계 또는 실내”에서 측정을 진행했다고만 명시하고 있

다. 이에 더해 국립환경과학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중 송전선로 바로

위 지점의 평균 전자파 세기는 11.3 mG(0.1∼165.5 mG)”라고 짤막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이 역시 어떤 지역과 장소에서 측정된 것인지 밝히지

않고 있어 정확한 분석은 어려운 상황이다(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2015, p. 2). 이는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측정값을 지도 위에 표기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의 어느 장소에서 측정이 이루어진 것인지 알 수

있게 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에 언론은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가 대체로 “어린이집 내부가

아닌 어린이집 벽 같은 외부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그러

한 조사로는 어린이집의 어린이들이 실제로 얼마만큼의 전자파에 노출되

는지 제대로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SBS, 2015). 국립환경과학원의 대

응 조사 이후 환경보건시민센터는 150.6 mG의 전자파에 노출되는 것으

24) 국립환경과학원은 조사 지점의 고압 송전선이 어떤 공법으로 지중화 된 것인지, 어

느 정도의 깊이로 묻혀 있는지 알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이는 한전으로부

터 제공 받은 정보였으며,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알 수 없는 정보였다(이태호, 2016).

국립환경과학원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동원할 수 있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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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노원구 유치원 전자파 측정 사진

노원구 주민 간담회를 위해 최예용 소장이 만든 자료에 실린 사진이다(최예용, 2016)

로 드러났던 노원구의 한 유치원의 전자파 노출 현황에 대해 전격적으로

측정에 나섰다. 이 때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어린이들이 실제로 머무르는

유치원의 내부나 외부의 놀이시설과 같은 지점에서 측정을 수행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실생활 속에서 노출되는 전자파 세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

악하고자 했다([그림 5] 참고). 또한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측정된 결과를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공유하면서 최근까지도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지역

구의 국회의원들에게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25) 환경

보건시민센터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어린이들이 생활하는 민감 시설이라는

같은 장소에서 측정을 진행할 때에도, 측정 지점을 선택하는 것에서부터

측정 결과를 공유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상이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의 문제제기를 계기로 국립환경과학원의 대응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양측은 모두 지중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측정하였으나, 지중 송전선로 전자파 위험이 일상 공간에 얼마만큼 영향

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민감 지역’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25) 네이버 카페 “노원골 고압송전선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

http://cafe.naver.com/now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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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하였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서울 시내 지중 송전선로 구간 중에서

송전선로가 어린이집이나 학교와 같은 민감 시설이나 주거지역을 지나는

경우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국립환경과학원 역시 어린이집의 전자파 노

출 현황을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으나, 지중 송전선로에서 발생

하는 전자파의 영향권에 놓인 어린이집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EFC-400LF라는 자계 예측 프로그램을 활용한 한전의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양측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측정 장소를 선정하는 과정은 전자파

위험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곳이 어디인지, 혹은 전자파에

대한 지나친 우려가 가장 먼저 해소되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에 대한 서

로 다른 생각을 고스란히 드러내준다.

4.2. 신뢰할 만한 측정기의 활용

지중 송전선로의 전자파를 측정하는 데에는 TM-192, EMDEX

2, EHP-50C와 같은 기기들이 쓰였다. 이 기기들은 모두 극저주파 자기

장의 세기를 수치로 변환하여 보여주기 때문에,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국

립환경과학원이 일상 공간의 전자파 지형을 수치 자료로 표상하는 것의

기반이 되었다([그림 6] 참고).26) 흥미로운 것은 이 기기들의 가격이 상

당히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먼저 TM-192는 대만의 텐마스(Tenmars

Electronics)27)에서 나온 기기로 가격은 약 20 만 원 정도이다. EMDEX

2는 미국전력연구소(Electronic Power Research Institute, EPRI)28)에서

26) 따라서 이 기기들로 측정한 것은 엄밀히 말하자면 전자파가 아니라 자기장의 세기이

지만, 논문에서는 전자파로 통칭하였다.

27) Tenmars Electronics는 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한 국제 규격(ISO-9001)의 인증을 획

득했으며 각종 시험기기와 측정기기를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다(TM-192

ELECTRONICS 공식 홈페이지,

http://www.TM-192.com/webls-en-us/msg/msg2.html).

28) 미국전력연구소는 공익에 맞는 전력 발전, 전력 수송, 전력 이용에 대한 연구 개발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독립적인 비영리 기구이다(미국전력연구소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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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환경보건시민센터가 활용한 세 측정기기의 모습(환경보건시민센터, 2014)

개발된 것으로 가격은 약 500 만 원 정도이다. EHP-50C는 독일의 나르

다(Narda Safety Test Solutions)29)에서 생산된 기기로 가격은 약 2500

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30)

이러한 기기들 중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수차례의 비공식 측

정에 주로 활용한 기기는 처음 지중 송전선로 전자파 문제를 제기했던

민승현 교사가 기증한 TM-192였다. TM-192는 전자레인지 등 가전제품

이나 송전선에서 발생하는 극저주파 전자기장을 측정할 수 있는 휴대용

측정기인데31), 최예용 소장은 인터뷰에서 이러한 TM-192의 신뢰성에

대해 한전 측 관계자가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었다고 밝혔다. 휴대용 측

http://www.epri.com/About-Us/Pages/Our-Business.aspx).

29) Narda Safety Test Solutions는 라디오파 시험 및 안전, 전자파 적합성 등과 관련한

측정 기기나 관련 프로브 및 안테나 등을 판매하는 회사이다(Narda Safety Solutions

공식 홈페이지, https://www.narda-sts.com/en/company/about-narda/)

30) TM-192는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반면 EMDEX 2나 EHP-50C의 경우에

는 계측기를 판매하는 중간 업체에 견적을 문의해야 정확한 가격을 알 수 있다. 기기

의 대략적인 가격에 대한 정보는 한국전력공사 이태호 차장과의 서면 인터뷰를 참고

하였다(이태호, 2016).

31) TM-192 공식 홈페이지 (http://TM-192.com/webls-en-us/TM-192TM-192D.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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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세 기기의 측정값에 큰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는 표

(환경보건시민센터, 2014)

정기인 TM-192는 너무 저렴했기 때문에, 국립환경과학원이 보유한

EMDEX 2나 한전 전기연구원이 보유한 EHP-50C와 달리 정확성이 떨

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것이다32).

이에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국회 앞 인도에서 이루어진 공식 측정

에서 국립환경과학원과 한전으로부터 EMDEX 2와 EHP-50C를 대여하

여, TM-192까지 모두 세 가지 기기를 사용했다. 측정된 값의 측정값을

표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그림 6], [표 3] 참고). [표 3]를 보면 한 측정

지점에 대한 세 기기의 측정값이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거나, 오히려

EMDEX 2, EHP-50C의 측정값이 더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TM-192의 측정 능력에 전혀 문제가 없음을 시사하는 결

과였다. 국회 앞 인도에서의 측정 이후 나머지 구간에서도 환경보건시민

센터는 TM-192 뿐만 아니라 EMDEX 2도 활용하여 측정을 진행했다.

EMDEX 2는 TM-192로 측정한 값의 신뢰성을 담보해주는 기기로 활용

된 것이다. 최예용 소장은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술회했다.

32) 한편 한전의 다른 관계자인 이태호 차장의 경우에는 측정 기기의 종류와 가격에 대

한 질문에 대해 “계측기들 간의 오차는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전자파(자계) 측정결

과는 거의 동일”하다고 말했다(이태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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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쪽 관계자를 불렀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측정기가 싸구려고

후진 거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네들은 뭐 가지고

하는데?’(라고) 물었더니 EMDEX 2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저희가 장

하나 의원실 통해서 빌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쓰는 15 만 원짜리

Tenmars(TM-192)하고, 그 쪽이 말하는, 1500 (만원)인지 4∼500 (만

원)인지 모르겠어요. 꽤 비싸요. 우리가 살 수 있는 돈은 아니었어요.

여튼, (두 기기를 가지고 측정을) 해 보니까, 데이터의 차이는 약간 나

는데, 전반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보고서에 둘 다 표기를

했던 겁니다. ‘봐라, 저렴한 기기라고는 하는데, (이게) 신뢰하기 어려

운 데이터냐, 당신들이 한 거랑 거의 비슷하다.’ 어떤 경우에는 그 쪽

것이 더 높아요. 뭐 이런 식으로, 저희 측정기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최예용, 2015).

반면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보건시민센터와 달리 어떤 측정 기

기를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보도자료에 따로 언급을 하지 않았다(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2015). 다만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의 통화에서 국립환

경과학원의 측정이 EMDEX 2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국립환경과

학원 관계자, 2015b)33). TM-192가 신뢰할 만한 기기임을 보이기 위해

다른 기기들을 활용해야 했던 환경보건시민센터와는 대조적으로, 국립환

경과학원이 사용한 EMDEX 2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아무도 의문을 제기

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EMDEX 2가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비싼 기기인 만큼 권위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33) 한전 이태호 차장은 “한전에서는 중소기업개발과제로 한국 업체인 EMF-SAFETY

와 공동 개발한 MEGPOS를 주로 사용하며… (중략) 서울 어린이집 전자파 측정당시

한전 및 전기연구원에서 제공한 장비는 MEGPOS 및 EMDEX2”라고 밝혔다(이태호,

2016). 하지만 직접 측정을 수행한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EMDEX 2만을 사용했다

고 언급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도 국립환경과학원이 사용한 측정기기로 EMDEX 2

만을 명시하였다(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 201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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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전력설비 전자파 관련 논문에서 측정 장비로 주로 사용

하는 것이 EMDEX 2”라는 한전 이태호 차장의 설명 역시 EMDEX 2의

신뢰성에 대해 따로 언급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을 잘 보여준다(이태호,

2016).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같은 시민단체의 측정 기기가 과연 신뢰할

만한 것인지를 두고 한전과 같은 국가 기관의 전문가들이 의문을 제기하

는 상황은 시민들이 직접 환경오염을 측정했던 다른 사례들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문혜준의 연구는 월계동 아스팔트 방사능 논

쟁에서 전문가들이 시민들의 방사능 계측기를 두고 그것이 ‘휴대용 측정

기’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는 모습을 잘 보여준다(문혜준,

2014).34) Ottinger의 연구에서도 규제 기관의 전문가들은 시민들이 대기

오염의 정도를 측정할 때 사용했던 양동이(bucket)를 샘플링 기구로서

신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전문가들은 대기 샘플이 모이는 버킷 안

의 봉투(Tedlar bags) 자체가 애초부터 오염된 것일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면서, 시민들의 대기 샘플이 실제의 대기를 제대로 반영하거나

대표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Ottinger, 2010). 환경보건시민센터의

TM-192 역시도 비교적 값싼 휴대용 측정기였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전

자파 오염의 정도를 제대로 표상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기기인지 의심

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지중 송전선로 위험 논쟁에서 국립환경과학원은 약 500 만 원

상당의 EMDEX 2를 가지고 있었던 반면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약 20 만

원 상당의 TM-192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은 국가 기관과 시민 단체

사이에 존재하는 자원의 불균형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대체로 이러한 불

34) 문혜준의 연구에는 방사능 계측기에 대한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 대립이 잘 그려져

있다. 시민들은 전문가들이 활용한 계측기가 감마선만 측정할 수 있는 것에 비해 자

신들의 계측기는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을 모두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임을 강조한

반면, 전문가들은 시민들의 측정기가 “휴대용 측정기”로서 한계가 있으며 실제로 알

파선과 베타선량을 측정하려면 현장 조사가 아닌 다른 “굉장히 복잡한 절차”가 필요

하다고 지적한다(문혜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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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은 환경 규제에 관한 지식 생산에 있어 국가 기관이 더 유리한 위치

를 점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35).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환경보건

시민센터는 그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한전이나 국립환경과학원이 사용하

는 측정 기기를 함께 활용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한전과 국립환경과학

원이 사용하는 기기를 측정에 똑같이 활용함으로써,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그들의 측정값을 타당하고 유효한 것으로 만든 것이다. 여기서 EMDEX

2는 ‘신뢰할 만한 측정기’로서 표준의 역할을 수행했다. EMDEX 2는 환

경보건시민센터의 측정값이 국립환경과학원의 측정값과 마찬가지로 공식

적으로 유효한 것임을 담보해주면서 양측의 실행을 이어주는 역할을 수

행한 것이다.

4.3. 측정 높이의 추가를 통한 국제 표준의 보완

기존의 표준을 각자의 의도나 관심에 맞게 활용하는 모습은 환

경보건시민센터의 ‘4점 측정’에서도 잘 드러난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지

중 송전선로 구간의 전자파를 측정할 때 지표로부터 0 m, 0.5 m, 1.0 m,

1.5 m 지상이라는 네 가지 높이에서 기본적으로 측정을 진행했다. 그리

고 예외적으로 2.0 m, 3.0 m 지상(유치원 옆 벽) 등 전자파 세기가 높게

나타나는 지점을 찾아 측정을 진행했다. 여기서 환경보건시민센터가 모

든 구간에서 기본적으로 수행한 4점 측정은 전문가들의 3점 측정(0.5 m,

1.0 m, 1.5 m 지상)에서 착안한 것으로, 3점 측정에다가 지표를 기본적

인 측정 높이로 추가한 것이었다.

35) Ottinger는 시민들에 비해 전문가들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나 재정적, 기술적 자원이

훨씬 더 풍부하기 때문에, “대기 오염에 대한 표준화 된 모니터링”에 더 유리하며, 따

라서 규제의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잘 보장된다고 보았다(Ottinger,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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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4점 측정을 위해 제작한 비품의 모습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어린이를 고려한 4점 측정을 위해 직접 비품을 제작했다37)

…저희는 크게 두 가지, 지표하고 어린이, 어린이가 중요하다고 봤

죠. (중략) (한전 측 관계자 말에 따르면) 이런 거 측정할 때 하는

게, 지표는 안하고, 0.5 m, 1.0 m 1.5 m를 한다는 거에요. 그렇게 해

가지고 평균을 낸대요. 하지만 우리는 지표도 하겠다(고 했죠). 지표

가 훨씬 높거든요. (중략) 그래서 저희는 지표까지 이렇게 같이 해

서, 그 쪽에서 말하는 0. 5 m, 1.0 m, 1.5m 이렇게 (측정)했던 거고

요…(최예용, 2015)

지표의 전자파 세기를 포함한 환경보건시민센터의 4점 측정은 유치원에

서는 어린이들이 낮잠을 자는 등 눕는 일이 잦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라 할 수 있다.36)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러한 4점 측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

36) 월계동 아스팔트 방사능 논쟁을 다룬 문혜준의 연구에서도 전문가들은 성인 신체를

기준으로 지상 1.0 m에서 공간방사선량을 측정한 반면, 시민들은 어린이 신체 등을

고려하여 더 다양한 높이에서 측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문혜준, 2014).

37) 최예용 소장과의 인터뷰에서 직접 찍은 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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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그림 7]과 같은 비품을 만들기도 했다. 해당 비품은 민승현 교사가

자주 애용하는 한 공방의 기술자가 제작한 것이라고 한다. [그림 7]의 왼

쪽 사진은 0 m 지상에서, 가운데 사진은 1.5 m 지상에서 전자파를 측정

할 경우의 모습이며, 오른쪽 사진은 비품 전체를 접은 모습으로 해당 비

품을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예용 소장은 지중 송

전선로 전자파와 관련한 지식 생산에 있어 초등학교 과학 교사와 공방의

기술자 등 다양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환경보건시민

센터의 측정을 시민 과학의 한 사례로 자평하기도 했다(최예용 2015).

환경보건시민센터가 4점 측정을 고안하는 것의 밑바탕이 된 전

문가들의 3점 측정은 IEC 62110이라는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으로, 국립

환경과학원은 어린이집의 전자파를 측정할 때 3점 측정을 실시했다(환경

부, 국립환경과학원, 2015). IEC 62110은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국제전기기술위원회) 아래에 있는 TC

106(Technical Committee 106)이 2009년에 국제 표준으로 발간한 것으

로, 송전선의 전자기장에 대한 인체 노출량을 측정하는 방법을 담은 가

이드라인이다.38) 돈을 내고 구입해야 하는 이 가이드라인은 전자기장의

정도가 비교적 균일할 때에는 1점 측정(single-point measurement, 지표

로부터 1m 위)을, 균일하지 않을 때에는 3점 측정(three-point

measurement, 지표로부터 0.5 m, 1.0 m, 1.5 m 위)을 기본적인 절차로

제시한다. 특히 지중 송전선의 전자파는 1.0 m 지상에서 측정하되, 전자

기장이 최대치를 보이는 곳에서는 3점 측정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고 있

다.

나아가 IEC62110은 사람이 누울 가능성이 있는 장소의 경우 3점

측정에 머무르지 않고 나아가 5점 측정을 제시하고 있다([그림 8] 참고).

IEC62110은 사람이 바닥에 누울 가능성이 있는 공간에서는 먼저 0.2 m

지상에서 자기장이 최댓값을 보이는 곳(P1)을 찾아낸 다음, 그 지점을

38) IEC 아래의 TC 106은 “전자파에 대한 인체노출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

법을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위원회이다(국립전파연구원, 2012,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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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IEC62110에 제시된 5점 측정39)

중심으로 반지름이 0.5 m인 원의 둘레를 따라 두 번째 최댓값을 보이는

지점(P2)을 찾아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후 두 번째 최댓값을 보이는

지점의 대칭점(P3)을 찾고, P1, P2, P3를 지나는 선과 직각이면서 P1을

지나는 선과 원이 만나는 두 지점(P4, P5)를 찾는다. 여기서 IEC62110은

P1, P2, P3, P4, P5에서의 측정값들 중에서 큰 순서대로 세 개의 측정값

을 골라 그 값들을 평균한 것이 해당 공간의 전자파 노출값이라고 정의

한다. 이렇게 IEC62110이라는 국제 표준도 전자파 지형에 놓인 몸이 누

울 가능성을 이미 고려하고 있다는 점은 기존의 3점 측정에 지표에서의

측정을 더한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작업이 더욱 의미 있는 것임을 시사한

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국립환경과학원의 측정

을 측정 장소, 측정 기기, 측정 높이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먼저 환경

보건시민센터가 EFC-400LF와 같은 자계 예측 프로그램이나 EMDEX 2

와 같은 측정기, 돈을 주고 구입해야 하는 IEC62110을 보유할 수 없었다

는 것은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국립환경과학원 사이에 자원의 불균형이 존

재했음을 드러내준다. 하지만 이러한 불균형에 굴하지 않고 환경보건시

39) 5점 측정에 대한 IEC62110의 그림을 변용한 것이다(IEC, 2009,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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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센터는 EMDEX 2라는 ‘신뢰할 만한 측정기’를 활용하여 시민들의 측

정값이 부정확한 것이 아니며 공식적으로 유효한 것임을 보여주었다. 또

한 측정 높이를 설정함에 있어 바닥에 눕는 일이 잦은 어린이를 적극적

으로 고려하기 위해 IEC62110에 명시된 3점 측정을 밑바탕으로 4점 측

정을 고안하였다. 여기서 EMDEX 2와 IEC62110의 3점 측정은 전문가와

시민들의 측정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이렇게 환경보건

시민센터와 국립환경과학원 양측은 지중 송전선로 전자파를 측정하는 과

정에서 각자의 관심이나 의도에 맞게 여러 표준들을 상이한 방식으로 동

원하였다. 다음 절에서는 이렇게 측정한 전자파 지형이 어떤 의미를 갖

는 것인지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국립환경과학원이

여러 표준들을 어떻게 동원하며 전자파 위험의 지형도를 구성하고 있는

지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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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험 지형도의 상이한 구성과 표준

측정을 통해 파악해낸 전자파 지형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여러 표준을 동원

했다. 한 지점의 전자파 세기를 대표하는 값을 어떻게 산출해야 하는지

를 제시한 국제 가이드라인으로서 IEC62110, 발암물질 그룹 2B와 같은

IARC의 표준적 분류, 그리고 한국의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이 바로 그것

이다. 본 절에서는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국립환경과학원 각각이 측정한

전자파 지형을 위험의 지형도로 구성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종류의 표준

들을 어떻게 동원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은 환경보

건시민센터와 국립환경과학원이 설사 똑같은 높낮이의 전자파 지형을 측

정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위험한지 아닌지를 두고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

을 것이란 점을 추측하게 해준다.

5.1. IEC 62110과 측정의 대푯값: 평균값과 최댓값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국립환경과학원은 한 지점의 전자파 세기의

대푯값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산출하였다. 먼저 국립환경과학원은 한 지

점에서 3점 측정을 실시한 뒤 그것을 평균한 값을 해당 지점의 대푯값으

로 보았다. 즉 0.5 m, 1.0 m, 1.5 m에서 전자파 세기를 측정하여 그것을

평균한 것인데, 이는 IEC62110에 제시된 방법과 일치한다. 국립환경과학

원은 전자파 측정에 대한 국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푯값을 산출한 것이

다. 한 지점의 세 가지 높이에서 측정된 전자파 세기뿐만 아니라 여러

측정 지점들의 전자파 세기에 대해서도 국립환경과학원은 평균값을 대푯

값으로 보는 일관된 방식을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립환경과학원은

131개 지점의 대푯값을 가지고 산출한 산술 평균인 1.3 mG를 “서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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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전체 6697곳 어린이집 전자파 세기”를 대표할 수 있는 값으로 제시했

으며, 지중 송전선로 바로 위 지점의 전자파 세기를 대표할 수 있는 값

역시 측정한 값들의 평균인 11.3 mG으로 보고 있다(환경부, 국립환경과

학원, 2015, p. 1). 국립환경과학원은 측정을 진행하는 곳이 어린이집이든

지중 송전선로 바로 위이든 관계없이 평균값을 대푯값으로 보는 일관된

방식을 통해 일상 공간의 전자파 지형을 균질화하고 있는 것이다. 전자

파 측정의 국제 표준에 따라 평균을 내는 이러한 방식은 국립환경과학원

의 전자파 위험 지형도를 완만한 경사를 가지는 것으로 만들었다. 어린

이집과 지중 송전선로 바로 위 지점의 전자파 세기의 산술 평균은 각각

1.3 mG, 11.3 mG이었는데, 이는 각각의 경우 전자파 세기의 최댓값인

9.2 mG나 165.5 mG를 제시할 때보다 전자파 지형의 높이를 훨씬 더 낮

게 그려내는 것이었다.

반면 환경보건시민센터는 평균을 내기보다는 전자파 세기의 최

댓값을 그대로 보여주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4.2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TM-192, EMDEX 2, EHP-50C의 측정값이 비슷했음을 보여주기 위해

국회의사당 앞 인도 구간에서 0.5 m, 1.0 m, 1.5 m 측정값의 산술 평균

을 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측정 결과를 담은 지

도에는 한 지점에서 측정된 전자파 세기의 최댓값이 표기되어 있다. 측

정을 진행한 4점 중 어느 높이에서든 전자파 세기가 가장 큰 경우의 값

을 중심으로 전자파 위험의 지형도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그림 1],

[그림 2] 참고). 국립환경과학원처럼 측정한 모든 높이에서의 평균값을

제시하기보다는 어느 높이에서든 전자파 세기가 가장 높은 곳의 값을 그

대로 표기함으로써,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일상 공간의 전자파 지형이 훨

씬 더 높은 높이를 가지는 것으로 그려내고 있다. 이는 측정값을 평균하

는 것으로는 지중 송전선로 전자파 위험을 제대로 드러낼 수 없다는 환

경보건시민센터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국립환경과학원

의 보고서에 대한 재검증이 필요하다는 최예용 소장의 언급에서도 고스

란히 드러났다. 최예용 소장은 평균값으로는 전자파 위험에 노출되는 정



- 50 -

도를 제대로 드러낼 수 없으며, 어떤 것이든 평균을 내면 최댓값이 지워

짐으로써 위험의 정도를 제대로 알 수 없게 한다고 주장했다.40)

평균값과 최댓값 중 어느 것이 대푯값이 되어야 하느냐를 둘러

싼 논쟁은 환경오염의 측정에 대한 다른 사례들에서도 잘 드러난다. 예

를 들어 Ottinger는 평균값과 최댓값 중 어느 것이 특정 장소의 대기 오

염 정도를 더 잘 대표하는지를 두고 전문가들과 시민들 사이에 벌어지는

논쟁을 잘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대기 오염의 정도를 8시간 평균이나 24

시간 평균으로 산출한 반면, 시민활동가들은 단기간 고농도 현상을 강조

했다. 장시간 동안 공기를 포집하면 상대적으로 깨끗한 공기가 섞여 들

어가 단기간 고농도 현상을 파악할 수 없게 하는데, 시민들은 단기간 고

농도 현상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주민들의 건강이 분명 위협받

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Ottinger, 2010). 미세먼지 오염에 대한 한국의

연구들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엿볼 수 있다. 미세먼지 농도의 24시간 평

균과 연평균에 주목하는 전문가들이 있는 반면, 단기간 고농도 미세먼지

노출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백성옥, 구윤서, 2008).

지중 송전선로 전자파 위험 논쟁에서도 어떤 것이 전자파 위험

을 더 잘 표상하는지를 두고 평균값을 산출하는 국립환경과학원의 방식

과 최댓값을 그대로 적는 환경보건시민센터의 방식이 충돌하고 있다. 환

경보건시민센터가 유치원 옆벽에서 측정한 전자파의 최댓값인 150.6 mG

와 국립환경과학원이 모든 조사 지점에서의 전자파 세기를 평균한 1.3

mG라는 수치의 간극은 이러한 방식의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내준다. 측

정값들을 평균하도록 하고 있는 IEC62110은 대푯값을 산출하는 방식에

있어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국립환경과학원의 실행을 뚜렷이 구분 짓는 역

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설사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국립환경과

학원이 똑같은 지점과 높이에서 측정을 수행하여 똑같은 측정값을 얻었

40) “…0.5 m(로 쭉 측정)해가지고 평균내면, 모든 데이터는 평균내면 싹 이렇게 양쪽 최

댓값이 사라지는 거니까… (국립환경과학원이 1.3 mG라는 값을 어떻게 산출한 것인

지 따져볼 필요가 있죠)”(최예용,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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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할지라도, 해당 지점의 전자파 위험을 대표하는 값을 서로 다른 방식

으로 산출하여 상이한 전자파 지형도를 구성했을 것이라는 점을 암시하

는 것이라 하겠다.

5.2. 발암물질그룹 2B 분류와 전자파의 발암성

전자파 지형의 높이를 어떻게 산출할 것인지를 두고 의견을 달

리한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전자파 자체가 애초부터 인

체에 유해한 물질인지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에 대한 인식적 차이는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발

암물질 그룹 2B’로 분류된 것의 의미를 양측이 어떻게 바라보는지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WHO 산하 IARC는 물질의 발암성에 대한 연구 증거

들의 강도에 따라 여러 물질들을 그룹 1, 그룹 2A, 그룹 2B, 그룹 3, 그

룹 4로 나누고 있다. 그룹 1에는 인간에게 암을 유발하는(carcinogenic

to humans) 물질들, 그룹 2A에는 인간에게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probably carcinogenic to humans) 물질들, 그룹 2B에는 인간에게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possibly carcinogenic to

humans) 물질들, 그룹 3에는 인간에게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

류할 수 없는(not classifiable as to its carcinogenicity to humans) 물질

들, 그룹 4에는 인간에게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없는(probably not

carcinogenic to humans) 물질들이 분류되어 있다(IARC, 2006)41).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전리방사선 X선, 전리방사선 방사성핵종,

41) ‘인간에게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인간에게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과 같은 표현은 모두 필자가 번역한 것인데, 지중 송전선로 전자파 위험 논쟁

에서는 ‘probably carcinogenic to humans’, ‘possibly carcinogenic to humans’를 어떻

게 번역하느냐 자체가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의 51

∼52쪽에 나오는 것처럼 이를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 발암물질 그룹 2A, 2B가 가

지는 의미가 다르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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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저주파 전자기장, 라디오파 전자기장” 등이 발암물질 그룹 2B로 분류

된 것에 대해 “거의 모든 주파수대의 전자파가 발암 관련성이 있다”고

설명한다(환경보건시민센터, 2014, p. 4). 그리고 발암물질 그룹 2B 분류

에 속한 것들은 발암물질이 맞으나 다만 증거가 불충분할 뿐이므로 최대

한 노출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희 환경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룹 2B라는 건 조심해야 된다,

이왕이면 노출되지 말아야 한다, 라고 보는 거고. 저 쪽은, 그러니까

정부나 한전이나 이런 쪽은 (전자파가 발암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

니라고 아예 인식을 해요 그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다, 다만 조심하

자는 취지의... (중략) 이미 그룹 2B를 해석하는 데에 있어서 확 차

이가 나는 겁니다. 저희는 거의 뭐 발암물질인데 다만 증거가 불충

분하고, 그래서 그룹 1과 2가(그룹 2A와 2B가) 어느 정도 다르다 뿐

이지 저희는 암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접근하는 반면에, 저 쪽은

아니라고 아예 생각해요 (최예용, 2015).

환경보건시민센터는 발암물질 그룹 2B에 속한 물질들이 비록 증거가 불

충분할지라도 2A에 속한 물질들과 마찬가지로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

다는 점을 IARC에서 인정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반면 IARC의 분류에 대해 많은 전문가42)들은 그룹 2A와 2B 사

이의 차이를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

연구원의 주최로 2016년 6월에 열린 제 3회 전자파 안전포럼에서도 전문

가 발표를 맡은 김남 교수와 홍승철 교수43)는 모두 그룹 2A와 2B의 의

42) 어떤 것을 전문성으로 볼 것이며 누구를 전문가라고 부를지의 문제 역시 논쟁적인

주제라 할 수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국립환경과학원이나 한전의 관계자, 관련 분야

전공자 및 연구자들을 전문가로 통칭하였다. 전문성이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맥락의

영향을 받아 구성되는 것임을 보여주는 논의들로 Wynne, Brown, Jasanoff 등의 논의

를 참고하라(Wynne, 1996; Brown, 1992; 1997; Jasanoff, 1986; 2005).

43) 전자파의 인체 영향에 대해 김남 교수는 공학적 전문가, 홍승철 교수는 보건학적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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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probably carcinogenic to

humans’인 그룹 2A와 ‘possibly carcinogenic to humans’인 그룹 2B에서

‘probably’와 ‘possibly’의 뉘앙스 차이를 인지해야 한다는 것이다.44)

Probably는 (중략) 십중팔구 정도로 보는 거죠. (중략) Possibly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랜만에 길에서 우연히 초등학교 동창을 만

났을 때 ‘야 우리 언제 다음에 또 만나면 밥이나 한 끼 먹자’라고 할

때 정도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죠.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그

가능성은 실질적으로 좀 낮은 경우. 이럴 때 우리가 보통 possibly라

는 표현, 즉 그룹 2B를 쓰거든요.45)

IARC은 발암물질 그룹 분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한

전문(preamble)에서 그룹 2A와 그룹 2B에 속한 물질들의 발암성에 대한

증거 강도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적고 있다(IARC, 2006). “인간에 대

한 발암성에 있어 제한적인 증거(limited evidence)와 실험동물에 대한

발암성에 있어 충분한 증거(sufficient evidence)가 있는 경우”, 혹은 “인

간에 대한 발암성에 있어 부족한 증거(inadequate evidence)와 실험동물

에 대한 발암성에 있어 충분한 증거가 있고, 발암이 특정 기작

(mechanism)에 영향을 받는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는데 인체 내에서도

그러한 기작이 작동하는 경우”는 그룹 2A로 분류된다(IARC, 2006, p.

22). “인간에 대한 발암성에 있어 제한적인 증거와 실험동물에 대한 발

암성에 있어 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혹은 “인간에 대한 발암성에

있어 증거가 부족하나 실험동물에 대한 발암성에 있어 충분한 증거가 있

는 경우”, 혹은 “인간에 대한 발암성에 있어 증거가 부족하고 실험동물

에 대한 발암성에 있어 덜 충분한 증거가 있는데, 이들 증거들이 모두

문가로서 제 3차 전자파 안전 포럼에서 전문가 발제를 맡았다.

44) 김남 교수 역시 인터뷰에서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김남, 2016).

45) 2016년 6월 23일 열린 제 3차 전자파 안전포럼에서 인제대학교 홍승철 교수의 발언

이다(국립전파연구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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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기작에 대한 자료나 다른 관련 자료에서 나온 증거를 뒷받침할 때”

등은 그룹 2B로 분류된다(IARC, 2006, p. 23).46)

하지만 발암물질 그룹 2B의 의미에 대한 논의는 증거 강도의 차

이에 대한 것보다는 같은 그룹에 포함된 물질들이 어떤 것인가를 중심으

로 이루어져 왔다. 예를 들어 발암물질 그룹 2B에는 납, DDT와 같은 물

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김치와 같은 야채절임 역시 포함되어 있었으

며, 커피 역시도 2016년 6월 전까지는 발암물질 그룹 2B로 분류되고 있

었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식품인 김치나 커피가 발암물질 그룹

2B에 분류되어 있다는 것은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전자파의 발암성을 주

장하는 데에 큰 장벽으로 작동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

는 IARC의 발암물질 그룹별 증거 강도에 대한 논의를 펼치기보다는, 또

다시 발암물질 그룹 1에 햇빛과 같은 물질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방식

으로 대응했다. 과학기술의 위해성 평가 대상에 전자파를 포함시켜야 한

다는 주장을 담은 장하나 의원의 법안을 두고 벌어지는 논쟁에서도 증거

강도에 대한 논의보다는 같은 그룹에 어떤 물질이 있는지가 발암물질 그

룹 2B에 대한 논쟁을 장악해왔음이 잘 드러난다.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 나정균: …저희가 유독물 기준이라든가 이런

46) IARC은 인체에 대한 발암성과 실험동물에 대한 발암성에 있어 “충분한 증거”, “제한

적 증거”, “부족한 증거”를 구분하고 있다(IARC, 2006, p. 19-21). 이 중 그룹 2A와

2B와 관련된 증거 강도에 대한 설명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특정 물질이 인체에 암

을 유발시킨다는 “제한적인 증거”란 “물질에 대한 노출과 암 발병 사이의 인과 관계

를 연구자 집단이 믿을 만한 것으로 여기고 있으나, 우연, 편향, 교란 등을 여전히 배

제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한다. 실험동물에 대한 발암성에 있어 “충분한 증거”란 “물

질과 악성 종양의 발생 혹은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이 결합된 형태의 발생 사이의 인

과 관계가 (a)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종류의 동물들에서 혹은 (b) 한 가지 종에 대해

다른 시기 혹은 다른 연구실 혹은 다른 프로토콜을 토대로 하여 두 개 혹은 그 이상

의 독립적인 연구를 통해 확립되었을 때” 등을 뜻한다. 인체에 대한 발암성에 있어

“부족한 증거”란 물질에 대한 노출과 암 발병 사이의 인과 관계의 존재 여부를 판단

하기에는 기존의 연구가 그 질이나 일관성, 통계적 검증력이 불충분하거나, 인체에 암

을 유발시킨다는 데이터가 전혀 없는 경우“를 뜻한다(IARC, 2006,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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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할 때는 2A까지를 하고 있습니다. 2B라고 하는 것은 커피의

발암성하고 비슷한 그런 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2B라고 해서 저

희가 발암성이라든가 이렇게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우원식 의원: 2B에 납도 있고 그래요. 커피도 있지만 납도 있다고

요… (중략)

장하나 의원: …지금 여기서 결정하는 게 송전선로 같은 게 사람들

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나 이것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고 조심시키자, 위해성 평가를 하자, 아주 기초단계를

도입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마당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반대한다

는 것은 정부도 정말 국민들을 어떻게 납득시키는지 모르겠고요…

(중략)

우원식 위원: 아니, IARC에서 2B로 해서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

로 규정하고 있는…

김용남 위원: 쌀도 많이 먹으면 암 걸려요(국회사무처, 2014b).

전자파가 발암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쪽과 기준 이하의 전

자파는 안전하다는 쪽은 발암물질 그룹 2B에 대해 논쟁을 벌이면서 발

암물질 그룹 2B의 의미를 각자의 입장에 맞게 전유하고자 노력했다. 발

암물질 그룹 2B라는 표준적 분류는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국립환경과학원

사이의 구분을 뚜렷이 하는 것이면서도, 언제나 논쟁이 촉발될 수 있는

장소로 기능한 것이다. 발암물질 그룹 2B에 대한 논쟁은 전자파 지형이

얼마만큼의 높낮이를 가지느냐를 논의하기에 앞서, 전자파 자체가 발암

가능성을 가지는 위험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지중

송전선로 전자파 위험의 지형도를 구성하는 과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

다. 전자파 지형이 아무리 높은 높이를 가지는 것으로 측정된다고 할지

라도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물질이라면 그것은 위험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전자파 위험

지형도는 발암성을 가진 물질이 일상 공간에 높은 수준으로 편재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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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 국립환경과학원이 측정한 어린이

집의 전자파 지형은 그 높이가 높지도 않을 뿐더러, 애초에 전자파 자체

가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지적한 것만큼 위험하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

에 우려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5.3.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국립환경과학원 각각이 측정을 통해 파악한

전자파 지형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판단하는 데에 가장 큰 영향을 미

친 것은 바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이었다. 한국의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은 2000년 12월에 처음으로 고시된 것인데, 이는 국제비전리복사방호위

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n Non-Ionizing Radiation Protection,

이하 ICNIRP)가 1998년 0Hz 이상 ∼ 300 GHz의 전자기장에 대해 내

놓은 기준을 따른 것이었다.47) 이러한 기준은 당시 미국전기전자학회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IEEE), 미국국가표준

협회(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ANSI), 미연방통신위원회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s, FCC), 유럽전기기술표준위원회

(European Committee for Electrotechnical Standardization, CENELEC)

와 같은 다른 단체들에서 내놓은 기준들 중에서 가장 엄격한 것이었다

(김영표, 2001; 김남, 2016). 또한 ICNIRP은 1996년부터 전 세계 54개국

이 참여한 WHO의 전자기장프로젝트(Electric and Magnetic Field

Project) 결론을 바탕으로 2010년 인체보호기준을 2000 mG로 완화했다.

때문에 한전은 “WHO의 가이드라인인 2000 mG도 안전한데, 우리나라에

서 정한 기준은 833 mG라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변

지민, 2014; [표 4] 참고).

47) 50 Hz의 극저주파 자기장에 대한 ICNIRP의 인체보호기준은 1000 mG이다(김남,

2016; 이태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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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자계(μT) 60 Hz

비고일반

인
직업인

1. WHO 83.3 416.7
공식문건 발표

(2007. 6. 18)

2. ICNIRP
83.3 416.7 1988년 기준

200 1000 2010년 개정값

3. IEEE 200 2710

4. 유럽연합(EU) 904 416.7 ICNIRP 준용

5. 영국 83.3 416.7 ICNIRP 준용

6. 미국(연방) 기준 없음

7. 일본 200(2011) 2010년 개정치 준용

8. 캐나다 83.3 기준 없음

9. 독일 83.3 - ICNIRP 준용

10. 프랑스 83.3 - ICNIRP 준용

12. 남아프리카공화국 83.3 - ICNIRP 준용

13. 대한민국 83.3 - ICNIRP 준용

14. 이탈리아 83.3 주의치 10, 목표치 3

15. 스위스 83.3 (1) 학교, 병원 등 시설

16. 네덜란드 83.3 (0.4) 신설되는 전력 설비

17. 스웨덴/뉴질랜드/호주 83.3 (저감 권고) ‘현명한 회피’

[표 4] 국가별 자계 인체보호기준48)

국립환경과학원은 정부 부처 소속 연구기관으로서 한전과 마찬

가지로 833 mG를 인체보호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지중 송전선로의

전자파 역시 833 mG를 넘지 않는 한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는 입장이

다(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2015). 국립환경과학원이 조사한 어린이집의

전자파 세기 중 최댓값은 9.2 mG였고 지중 송전선로 바로 위 지점에서

의 최댓값 역시 165.5 mG였는데, 이들 수치는 833 mG라는 기준에 비하

면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환경보건시

48) 박인표의 연구에 실린 표에서 전계에 대한 기준을 빼고 재구성한 표이다(박인표,

2016). ICNIRP은 2010년 자계 노출에 대한 인체보호기준을 1000 mG로 완화하였으나

한국을 비롯하여 많은 나라들이 여전히 833 mG를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탈리아, 스위스, 네덜란드, 스웨덴, 뉴질랜드, 호주와 같은 국가에서는 833 mG

를 기준으로 삼으면서도 목표치를 설정하거나, 특정 시설의 경우 사람들이 노출되는

전자파 세기를 규제하는 등 사전주의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박인표,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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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센터가 측정한 어린이집 주변 전자파 세기의 최댓값인 150.6 mG 역시

그리 위험한 수치라고 보기는 어렵다. 833 mG라는 인체보호기준에 따르

면 환경보건시민센터가 그려낸 전자파 위험의 지형도는 우려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은 환경보건시민센

터가 일상 공간의 지중 송전선로 전자파 위험을 강조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표준으로서, 국립환경과학원과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실행 사이의 경

계를 뚜렷이 유지하고 다시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겠다.

반면 환경보건시민센터는 ‘3∼4 mG 이상의 전자파는 위험하다’

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환경보건시민센터, 2013; 2014). ‘3∼4 mG’라는

기준은 IARC에서 극저주파 전자기장을 발암물질 그룹 2B로 지정할 때

근거로 든 역학 연구들과 그러한 연구들을 모아서 종합 평가(pooled

analysis)한 것들을 참고한 것이다(Wertheimer & Leeper, 1979; Ahlbom

et al., 2000; Greenland et al., 2000; 환경보건시민센터, 2014). 환경보건

시민센터는 1979년 Wertheimer & Leeper가 처음으로 고압 송전선로 전

자파에 대한 노출이 어린이 백혈병의 발병률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킨다고

결론을 내린 이후 많은 연구들이 이를 뒷받침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여

러 연구들을 리뷰하여 결론을 내린 Ahlbom et al.과 Greenland et al.의

연구를 인용하면서, 3 mG 이상의 전자파에 대한 노출과 4 mG 이상의

전자파에 대한 노출이 어린이 백혈병 발병 위험도를 각각 1.7배, 2배 높

인다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했다(환경보건시민센터, 2014; Ahlbom et

al., 2000; Greenland et al., 2000). 이탈리아, 스위스, 네덜란드, 스웨덴

등 일부 국가들은 사전주의의 원칙에 입각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네덜란드의 경우 새로운 송전선을 설치할 때 주민들이 4 mG 이상의 전

자파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점은 833 mG 이하의 전자파가 안

전하다고 볼 수 없다는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듯 보

인다(환경보건시민센터, 2013; 2014; 변지민, 2014; 박인표, 2016).

하지만 이에 대해 한전 이태호 차장은 네덜란드의 4 mG라는 기

준은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것이라기보다는 “정치적 결정”에 의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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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고 지적했다. 네덜란드의 기준은 지중 송전선로에는 적용되는 기준

이 아닐 뿐더러 네덜란드 역시 ICNIRP 기준에 따라 1000 mG를 기준으

로 삼고 있지만49) “가공송전선로(철탑) 건설시 사람이 하루 18시간 이상

머무르는 특정 시설(유치원, 학교 등)에만 선별적으로 4 mG를 적용”하

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명확한 근거 없이 정치적 결정에 따라

세운 이 기준은 오히려 네덜란드 국민들의 전자파 노출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시켜 4 mG보다 더 낮추라는 요구까지도 나오는 등 혼란을 빚고 있

다는 것이 이태호 차장의 평가였다(이태호, 2016).

명확한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지 않은 ‘정치적 결정’이 폐해를 낳

고 있다는 의견과는 대조적으로,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전자

파 인체보호기준과 같이 규제를 위한 과학적 기준들은 애초부터 “그 당

시의 사회적 합의와 기술적 합의”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라는 입장을 보

였다(최예용, 2015).50) 이러한 입장을 바탕으로 최예용 소장은 833 mG라

는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역시 단기 노출을 근거로 한 기준일 뿐이라고

지적하면서, 833 mG 이하의 전자파라도 장기 노출이 가져오는 인체 영

향을 따져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어린이집의 전자파 노출 현황을

평가할 때 단기 노출을 근거로 한 833 mG라는 기준을 기반으로 평가하

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3∼4 mG의 전자파에 대한 장기노출이 어린이

백혈병 발병률을 증가시킨다는 역학연구들을 고려하면 국립환경과학원의

9.2 mG라는 수치도 안심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강조했다(SBS, 2015).

네덜란드에서 선별적으로 4 mG의 전자파 노출 제한치를 적용하는 곳도

유치원과 학교와 같은 민감 시설이라는 점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49) 네덜란드는 50 Hz의 주파수를 쓰고 있기 때문에 833 mG가 아닌 1000 mG를 기준으

로 하고 있는 것이다(이태호, 2016; 김남, 2016).

50)“…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가 833(mG)을 국가 기준으로 잡고 있어요. 그게 그러면

건강에 영향이 없는 거냐?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중략) 과학적 기준이라는 게 다

관리 기준이고, 행정 기준이고... (중략) 어떤 기준도 다 점차로 시간이 가면서 내려갑

니다. 강화됩니다. 그렇다면 10년 전 기준과, 지금 기준과 2-3배 차이가 났다면, 10년

전에는 문제가 없었고 지금은 문제가 있단 얘기냐? 결국은 문제가 있었죠. 다만 그

때 당시의 사회적 합의와 기술적 합의 이런 거였다는 거죠…”(최예용,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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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전자파의 인체 영향52)

전자파의 직접 영향은 열적 영향, 자극 영향, 비열 영향으로 나뉜다.

833 mG라는 인체보호기준은 인체가 자계에 1초간 단기로 노출

되어 전류가 유도되었을 때 자극을 느끼는 수치의 50분의 1을 한 값이다

(ICNIRP, 1998)51) 전문가들은 자극 영향을 가져오는 전자파 세기에 50

배의 “안전율(safety factor)”을 적용한 833 mG는 충분히 엄격한 기준이

라고 평가한다(김남, 2016; 이태호, 2016). “체온이 상승하여 세포나 조직

의 기능에 영향”을 주는 열적 작용과 달리, “주파수가 낮고 강한 전자파

에 노출되었을 때 인체에 유도된 전류가 신경이나 근육을 자극하는” 자

극 작용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이 확실히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

극 영향을 불러일으키는 세기의 50분의 1을 한 기준은 전문가들의 입장

에서는 충분히 합리적인 인체보호기준인 것이다([표 5] 참고).

국립환경과학원과 한전은 무엇보다도 극저주파 자기장에 대한

장기 노출로 인한 비열적 영향의 인체 유해성이 확실히 밝혀진 바가 없

다는 입장이다. 이는 WHO의 보고서 322번(Fact Sheet No.322)에 담긴

내용과도 궤를 같이한다. WHO의 보고서 322번은 “극저주파 자기장 노

출과 어린이 백혈병 간의 연관성이 있다는 증거가 미약하여 장기 노출과

51) 1998년 발행된 ICNIRP의 가이드라인에 실린 “Table 7”에 따르면 한국은 60 Hz를

쓰기 때문에 83.3 μT, 즉 833 mG라는 인체보호기준을 얻을 수 있다(ICNIRP, 1998,

p. 511). ICNIRP은 자계에 단기로 노출되었을 때 인체가 자극을 받은 수치의 10분의

1을 한 값을 직업인 기준으로, 여기에 다시 5분의 1을 한 값을 일반인 기준으로 삼고

있다(ICNIRP, 1998, p. 509).

52) 국립전파연구원 “생활 속 전자파” 공식홈페이지, “전자파의 인체 영향”

http://www.rra.go.kr/emf/wrongfact/knowing/index02.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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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한 자기장 노출 저감의 건강에 대한 이득이 불분명”하다고 밝히고

있다(세계보건기구, 2007, p. 4).53) 나아가 이 보고서는 “적합한 노출 저

감 대책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지만, 자의적으로 낮은 자기장 노출 제한

치를 적용하는 정책은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세계보건기구,

2007, p. 5). 극저주파 자기장에 대한 ICNIRP의 인체보호기준이 WHO의

전자기장프로젝트의 결과를 토대로 2010년 2000 mG까지 완화된 상황에

서, 3∼4 mG 이상의 전자기장 노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환경

보건시민센터의 입장이 국립환경과학원과 한전의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합리적 근거를 결여한 것으로 여겨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다.

하지만 국립환경과학원과 한전 관계자들의 주장이 의존하고 있

는 WHO의 전자기장프로젝트와 ICNIRP에 대한 Mercer의 연구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Mercer는 WHO의 전자기장프로젝트가가 “전자파 과학,

안전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국제적으로 통일하려는 목적 하에 어떤 전략

을 사용했는지를 검토했다(Mercer, 2016, p. 88). 이를 통해 전자기장프로

젝트는 단순히 과학적 지식을 생산한 것만이 아니라 정치적이고 인식적

인 측면에서 “전자기장프로젝트/ICNIRP의 세계(the EMF

Project/ICNIRP World)”를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Mercer, 2016, p.

101). WHO의 전자기장프로젝트는 전자파의 비열적 영향에 대해 더 많

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ICNIRP에

기초하지 않은 과학적, 정책적 관점은 모두 급이 낮은 것으로 여기면서

그들 스스로를 전자파 논쟁의 ‘의무통과점(Obligatory Point of Passage)’

으로 만들었다(Latour, 1987). 전자파 위험 논쟁의 네트워크에서는

ICNIRP이라는 의무통과점을 거쳐야만 하고, 그 과정에서 대부분의 행위

자들은 ICNIRP의 인체보호기준이나 정책적 관점에 기울게 된다는 것이

53) WHO Fact Sheet No.322는 역학 연구의 “선택 편향(Selection Bias)”와 같은 방법론

적 문제가 역학 연구의 증거를 약화시킨다고 서술하고 있다. 앞서 선행연구들을 검토

하는 부분에서 살펴보았듯이, 역학 연구의 방법론에 대한 논쟁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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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Mercer, 2016).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어린이의 몸에 주목함으

로써 833 mG라는 인체보호기준 그 자체를 논쟁의 대상으로 만들고자

노력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유치원에서 어린이의 몸을 고려한 4점 측

정을 진행했으며, 3∼4 mG의 전자파에 대한 장기 노출이 다름 아닌 어

린이 백혈병의 발병률을 증가시킨다는 역학 연구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

를 바탕으로 환경보건시민센터는 833 mG 이하의 전자파라 하더라도 그

것에 대한 장기 노출이 어린이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연구될 필요가 있

다고 지적한다(환경보건시민센터, 2014). 전자파 위험 문제에 있어 이렇

게 어린이의 몸에 주목하는 입장은 그동안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을 연구

해온 학자들의 관심과도 상통하는 측면이 있었다. 일례로 학자들은 2009

년∼2016년 총 16개 국가가 참여하는 가운데 휴대폰 전자파가 어린이나

청소년의 중추 신경계에 암을 유발시키는지를 “모비키즈 연구

(Mobi-Kids Study)” 프로젝트를 통해 대대적으로 연구해왔다(권종화,

2015, p. 4). 2015년 6월 29일 열린 제 1회 전자파 안전 포럼에서도 한

전문가는 어린이들의 경우 뇌가 성장 중이고 그 크기가 성인보다 더 작

기 때문에 성인과 같은 정도의 전자파에 노출되더라도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54)

ICNIRP 역시 어린이의 몸은 성인에 비해 전자파 노출에 대해

대체로 더 높은 민감성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파수가 높을수록

남성, 여성, 어린이가 보이는 민감성의 정도가 크게 달랐음을 강조하면

서, ICNIRP은 전자파 노출에 대한 열적 영향, 자극 영향, 간접 영향의

측면에서 어린이의 역치(threshold)가 성인과 얼마나 다르게 나타났는지

에 관심을 기울였다(ICNIRP, 1998, p. 497, 503, 507; [표 5] 참고). 흥미

로운 것은 ICNIRP이 성인의 몸과 상이한 역치를 보이는 어린이의 몸에

54) 2015년 6월 29일 열린 제 1회 전자파 안전포럼에서 단국대학교 권호장 교수는 성인

에 비해 뇌가 작은 어린이들은 전자파를 어른들보다 더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휴대전

화 전자파와 같은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가 필요하며 모비키즈 연구의 결과

를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국립전파연구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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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하면서도, Mercer가 지적한 것처럼 전자파의 비열적 영향에 대해서

는 다루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에 대한 환경보건시민센터의 비판은 ICNIRP, WHO, 환경부, 국립환

경과학원, 한전이 떠받치고 있는 833 mG 중심의 세계에 균열을 가하고

자 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나아가 전자파에 대한 장기 노출의 비열적

영향을 더 연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국립환경과학원이 지중

송전선로 전자파 위험의 지형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IEC62110, 발암물

질 그룹 2B, 전자파 인체보호기준과 같은 표준들을 어떻게 동원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논문은 양측이 똑같은 측정치를 가

지고도 전자파 지형의 높이를 상이하게 재현해냈을 것이며, 똑같은 높이

를 가지는 전자파 지형이 위험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상반된 결론을 내

렸을 것이란 점을 보였다. 5절에서 검토한 여러 표준들은 환경보건시민

센터와 국립환경과학원의 실행 사이에서 그 경계를 뚜렷이 구분하고 다

시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본 논문은 이렇게 뚜렷이 구분된 경

계를 극복하기 위해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그 자체를

논쟁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모습에 주목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어

린이의 몸을 중심으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의 적절성에 대해 의문을 제

기함으로써 기존의 833 mG 중심의 세계에 균열을 가하고자 했다. 이는

전자파에 대한 장기 노출이 어린이에게 미치는 비열적 영향에 대한 관심

을 촉구한 것으로,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전자

파의 비열적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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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송전선로 지중화는 고압 송전탑을 건설했을 때 발생하는 경관

공해와 전자파 공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압 송전탑 건설의 대

안으로 제시되어 왔으며, 송전선로 지중화율에서 나타나는 뚜렷한 도농

격차를 해소한다는 환경 정의의 관점에서도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져 왔

다. 하지만 한 초등학교 과학 교사의 제보를 계기로 시작된 측정을 통해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고압 송전탑 아래에서보다 지중 송전선로 구간의 전

자파 세기가 더 높게 나타나며, 특히 아파트 단지나 유치원과 같은 일상

공간이 지중 송전선로 전자파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은 지중 송전선로 주변 어린이집의 전

자파 노출 정도를 측정한 결과, 일상생활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기 때문

에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맞섰다.

이에 본 논문은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국립환경과학원이 지중 송

전선로 전자파를 측정하여 그것의 위험 여부에 대해 상반된 결론을 내리

기까지 다양한 표준들을 어떻게 동원했는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본 논문

은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국립환경과학원이 측정을 통해 데이터를 산출하

고 이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표준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분석하였다.

양측은 상이한 측정 장소, 측정 기기, 측정 높이에 기초하여 측정을 수행

했기 때문에, 전자파 세기를 측정한 수치는 ‘객관적’일 것이라는 기대와

는 달리 차이가 큰 측정치를 내놓았다. 이에 더해 본 논문은 양측이 측

정치를 토대로 전자파 위험의 지형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IEC62110, 발

암물질 그룹 2B, 전자파 인체보호기준과 같은 표준들을 어떻게 활용했는

지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국립환경과

학원이 똑같은 측정치를 가지고도 전자파 지형의 높이를 상이하게 재현

해냈을 것이며, 똑같은 높이를 가지는 전자파 지형이 위험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상반된 결론을 내렸을 것이란 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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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본 논문은 표준이 양측의 상이한 실행들을 이어주는 동

시에 구분 짓는 역할을 수행했음을 보였다. 먼저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국

립환경과학원이 사용한 EMDEX2를 대여하여 측정에 활용함으로써 자신

들의 측정값이 유효한 것임을 보여주었으며, IEC62110에 명시된 3점에

지표를 더한 4점 측정을 통해 바닥에 눕는 일이 잦은 어린이를 고려하고

자 노력했다. 여기서 EMDEX 2와 IEC62110은 양측의 실행을 이어주는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동시에 표준은 양측의 실행 사이 경계를 구분 짓

고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IEC62110에 따라 측정의 대푯값을 산출하

는 상이한 방식, 발암물질 그룹 2B로 분류된 전자파의 발암성에 대한 상

반된 해석,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의 적절성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은 양

측이 생산한 전자파 위험의 지형도 사이 경계를 뚜렷이 구분하고 다시

강화한 것이다.

본 논문은 이렇게 뚜렷이 구분된 경계를 극복하기 위해 환경보

건시민센터가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그 자체를 논쟁의 대상으로 만드는

모습에 주목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지중 송전선로 위험 논쟁에서 어

린이의 몸에 주목함으로써 833 mG라는 인체보호기준의 적절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유치원에서 어린이의 몸을 고려한 4점 측정을 진행하

고, 3∼4 mG의 전자파에 대한 장기 노출이 어린이 백혈병의 발병률을

증가시킨다는 역학 연구를 강조하면서, 환경보건시민센터는 833 mG가

단기 노출에 대한 자극 영향을 근거로 한 기준이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어린이의 몸을 중심으로 지중 송전선로

위험을 표상함으로써 ICNIRP, WHO,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한전이 떠

받치고 있던 833 mG 중심의 세계에 균열을 가하고자 한 것이다. 이는

전자파에 대한 장기 노출이 어린이에게 미치는 비열적 영향에 대한 관심

을 촉구한 것으로,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이 전자

파의 비열적 영향은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

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본 논문은 표준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연결

짓기와 구분 짓기의 동역학 속에서 어린이의 몸과 이를 둘러싼 전자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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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의 위험성이 상이하게 구성되었음을 보였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어

린이의 몸을 주요하게 고려하며 관련 표준들을 동원함으로써 전자파 지

형의 위험성을 강조했지만, 국립환경과학원은 다른 일상 공간의 전자파

지형과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의 전자파 지형에 대해서도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지중 송전선로 전자파가 이미 일상 공간에 편재해 있

는 상황에서, 국립환경과학원은 ‘안전하게 관리되는 일상 공간/통제되지

않는 위험한 공간’ 사이의 경계를 지켜내고자 한 것이다. 반면 환경보건

시민센터가 구성해 낸 전자파 위험의 의미에 따르면 전자파 문제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89.4 %라는 높은 지중화율을 보이는 서울이 당면한 이

슈가 되는 것으로, 이는 송전선로 지중화율과 관련한 그간의 ‘도농차별’

논의를 완전히 역전시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의 문

제 제기는 특히 서울 지역의 ‘안전하게 관리되는 일상 공간/통제되지 않

는 위험한 공간’ 사이의 경계를 위협하는 것이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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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t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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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ontroversy over Standards and Risks of

EMF from Underground Transmission lines -

JooHui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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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examines how Asian Citizen’s Center for

Environment and Health(ACCEH) and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NIER) mobilize various standards in a

different way when measuring the EMF(electromagnetic field) from

underground transmission line and evaluating measured values. The

large gap between measurement results, one from ACCEH and the

other from NIER, which had a 150-fold difference, triggered the

controversy on risks from exposure to EMF. ACCEH argued that

their measured value was much higher than 3∼4 mG, the minimum

value, which was known to increase the incidence of child leukemia,

whereas NIER contended that the medium of measured values, which

was 1.3 mG, was below the acceptable standard of daily life

exposure, meaning there was no need to worry.

This paper analyzes how two different organizations, ACCEH

and NIER, utilized relevant standards in each measur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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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ly focusing on where it took place, which devices were used,

and how high the devices were held. Contrary to the expectation of

an ‘objective’ numerical data, different results were obtained

depending on which organization conducted the measurement. In

addition, this paper examines how ACCEH and NIER harnessed

various standards such as IEC62110, which is a guideline for EMF

measurement, IARC(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s

classification of ‘carcinogen group 2B’, and the EMF exposure limit in

Korea when they constructed different topographies of risk. This

paper suggests that ACCEH and NIER would present topographies of

EMF risk differently even when they achieve the same value since it

will be the result of data reproduction by each organization and

would also draw conflicting conclusions from the same topography.

Furthermore, this paper reveals ‘boundary-bridging function’

of standards between the practices of ACCEH and NIER when

constructing topography of EMF risk. ACCEH made use of EMDEX

2, NIER’s measuring instrument, to prove the validity of their

measured values. ACCEH also devised a four-point measurement by

adding the measurement at the ground surface to the pre-existing

three-point measurement standard, allowing ACCEH to put young

children’s physical body in consideration. Standards functioned as a

‘boundary-policing device’ as well. Different ways of producing a

representative value according to IEC62110, contradicting interpretation

on the meaning of carcinogen group 2B, clear difference on the

adequacy of EMF exposure limit of Korea reinforces the boundary

between ACCEH and NIER.

However, ACCEH went further to overcome the boundary by

making the exposure limit itself an object of controversy. It was

possible to problematize the adequacy of exposure limit since ACC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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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ed on a children’s exposure to EMF from underground

transmission lines. ACCEH conducted the four-point measurement at

a designated kindergarten. It also criticized the current exposure limit

of 833 mG, for it is only considering short-term exposure instead of

non-thermal effects of EMF exposure for a longer period time. This

led to the rupture of the world based on 833 mG, which was

supported by ICNIRP(International Commission on Non-Ionizing

Radiation Protection), WHO, Korean Ministry of Environment, NIER

and KEPCO(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Through the discussion, this paper presents how the

topographies of EMF risk, which surrounds the children’s physical

body, are constructed differently in the dynamics of standards. NIER

argued that daycare center’s topography of EMF risk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at of everyday space, while ACCEH

emphasized the high risk of EMF by focusing on a child’s exposure

to EMF when mobilizing relevant standards. In a situation where

EMF from underground transmission line is ubiquitous in everyday

spaces, such as kindergartens, elementary schools, and residential

areas, ACCEH and NIER constructed different meanings of EMF

risks. As a result, these two organizations were able to question or

secure the boundary between ‘managed and domesticated’ spaces and

‘uncontrolled and dangerous’ places.

keywords : EMF, underground transmission line, standard,

topography of risk, a child’s physical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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