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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과학기술학(STS)은 2000년대 이후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

여하는 과학기술정책의 형성과정에 관심을 가져왔다. 이런 현

상을 지칭하는 ‘참여적 전환’(participatory turn) 논의는 기술

의 초창기에 시민사회의 참여를 강조하는 ‘상류지대 참

여’(upstream engagement) 논의로 발전했다. 이 논문은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2000년 초반부터 2020년 전후까지 미국과

한국에서 나노기술 위험 거버넌스가 형성되어 온 과정을 비교

연구를 통해 살펴봤다. 양국간 비교의 관점은 사전주의적 제

도, 사전주의적 실천, 시민사회의 참여 및 나노물질 규제 거버

넌스 측면으로 구분했다. 미국과 한국은 나노기술 관련 정책과

사안들의 많은 부분에서 유사성을 공유하면서도 국가별 맥락

에 따른 차별성을 보였다.

2000년대 초반에 수립된 미국의 국가나노기술계획(National

Nanotechnology Initiative)과 한국의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은

각각 국가경쟁력의 ‘유지’와 ‘제고’라는 유사한 목적 하에 추진

됐다. 미국과 한국은 이 계획들의 수립 이후 나노기술연구개발

관련 법률도 제정했는데, 양국은 공통적으로 ‘사전주의적 활동’

에 대한 근거 조항을 법률에 포함했다. 미국은 합의회의와 같

은 시민참여적 사전주의 활동을, 한국은 시민참여가 명시되지

않은 기술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했다. 양국에서 정부 주도로 추

진한 나노기술 대상의 사전주의적 활동은 시민참여가 최소화

된 전문가 중심적인 것이었으나, 양국의 STS 연구자들은 연구

과제를 통해 합의회의, 시민모니터링 방식 등 다양한 시민참여

실험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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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기술과 관련한 잠재적인 위험성 논쟁의 경우, 2000년대

초반의 ‘그레이 구’ 논쟁으로부터, 자외선 차단제로 사용된 나

노물질의 위험성 논쟁, ‘은나노 세탁기’의 위해성 논쟁 등이 존

재했다. 미국과 한국은 같은 사안을 두고도 논쟁의 양상이 다

르게 진행됐는데, 예컨대 ‘은나노 세탁기’ 사안의 경우 미국에

서는 세탁 폐수에 포함된 은나노 물질의 생태계 환경 위해성

이, 한국에서는 은나노 물질의 항균성과 살균성에 관한 실재

여부가 논쟁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미국과 한국에서 나노물질의 잠재적인 위험성에 대한 관리

는 환경보건안전(Environmental, Health, and Safety) 측면에

서 환경부처인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과 환경부가 주도했다. 양국은 나노물질을 화학물질 차원

으로 관리하기 위해 화학물질 관련 법과 살생물제 관련 법의

제·개정을 시도했다. 하지만 미국은 결과적으로 관련 법제의

제·개정 없이 EPA의 행정지침을 통해 나노물질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추진한 반면에, 한국은 화학물질등록평가법과 생활화

학제품안전법의 제·개정을 통해 환경부가 나노물질을 규제하

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각국 정부가 나노물질 규제정책을 본격적으로 도입한 계기

는, 미국의 경우 시민사회가 ‘은나노 세탁기’의 생태계 환경 위

해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나노물질 규제청원을 한 것이었으며,

한국에서는 시민사회가 ‘가습기 살균제’의 인체 위해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독성화학물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을 요구한

것이었다. 양국 정부가 나노기술(나노물질) 규제 시 적용한 원

칙은 서로 달랐다. 미국은 ‘책임성 있는 개발’과 ‘최선의 가용

한 과학적 증거’를 원칙으로 했으며, 한국은 암묵적으로 사전

주의 원칙과 유럽연합의 화학물질 규제 기준(REACH)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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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준을 적용하려 노력했다.

이 논문을 통해 나노기술의 초창기인 ‘상류지대’에서 이뤄진

기술영향평가 등의 사전주의적 활동에서 시민참여는 제한적이

었으나, 나노물질이 제품화된 단계인 ‘하류지대’에서 시민사회

의 자발적인 참여가 정부의 관련 정책에 유의미한 변화를 이

끌어 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나노기술정책 추진과

정에서 논의가 발전되어온 ‘책임성 있는 연구와 혁신’ 측면에

서 볼 때, 나노기술 연구계와 산업계는 시민사회와 더 소통하

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STS 분야는 과학기술과

시민사회간 교량적 역할을 통해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

주요어 : 나노기술, 나노위험, 거버넌스, 시민참여, 기술영향평가,

나노물질 규제

학 번 : 2007-30759



- iv -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제 2 절 논문의 구조 ·····························································8

제 3 절 연구의 방법과 의의 ··············································19

제 2 장 선행연구 분석 ············································26

제 1 절 나노기술의 역사 연구 ··········································26

제 2 절 나노기술의 ELSI 연구 ·········································36

제 3 절 나노기술의 거버넌스 연구 ··································43

제 4 절 소결 ············································································50

제 3 장 나노기술정책의 수립과 초기 위험 논쟁 ···· 52

제 1 절 미국의 국가나노기술계획 수립 ·························53

제 2 절 한국의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 수립 ·················68

제 3 절 나노기술정책 도입기의 위험 논쟁 ···················79

제 4 절 소결 ············································································92

제 4 장 나노기술 관련 사전주의적 제도 ···········95

제 1 절 기술영향평가와 합의회의의 역사 ·····················96

제 2 절 미국의 나노기술 합의회의 제도 ·······················110

제 3 절 한국의 나노기술 영향평가 제도 ·······················123

제 4 절 소결 ············································································137



- v -

제 5 장 나노기술 관련 사전주의적 실천 ··········139

제 1 절 미국의 나노기술 영향평가 사례 ·······················140

제 2 절 미국의 나노기술 합의회의 실험 ·······················153

제 3 절 한국의 나노기술 영향평가 사례 ·······················172

제 4 절 한국의 나노기술 시민참여 실험 ·······················189

제 5 절 소결 ············································································208

제 6 장 나노위험 논쟁과 시민사회의 참여 ····· 212

제 1 절 미국의 나노위험 논쟁 ··········································213

제 2 절 미국의 나노위험 관련 시민참여 사례 ·············229

제 3 절 한국의 나노위험 논쟁 ··········································244

제 4 절 한국의 나노위험 관련 시민참여 사례 ·············257

제 5 절 소결 ············································································270

제 7 장 나노위험 거버넌스와 나노물질 규제 ·····273

제 1 절 미국 연방정부의 나노위험 거버넌스 ···············274

제 2 절 미국 환경보호청의 나노물질 규제정책 ···········286

제 3 절 한국 정부의 나노위험 거버넌스 ·······················301

제 4 절 한국 환경부의 나노물질 규제정책 ···················316

제 5 절 소결 ············································································334

제 8 장 결론 ······························································337

제 1 절 미국과 한국의 유사성과 차별성 ·······················337

제 2 절 ‘책임성 있는 연구와 혁신’ 측면의 함의 ·········343

제 3 절 정부 거버넌스 측면의 함의 ································349

제 4 절 시민사회 참여와 실천 측면의 함의 ·················353



- vi -

참고문헌 ········································································360

Abstract ········································································398



- vii -

표 목 차

[표 1-1] 국내법에서의 나노 관련 정의 조항 ······················· 10

[표 1-2] 인터뷰 대상자 현황 ··················································· 20

[표 3-1] NNI의 기관별 예산 현황 ········································· 54

[표 3-2] NNI의 5개 포트폴리오 투자 계획 ························· 55

[표 3-3] 나노기술력 평가 결과(WTEC) ······························· 72

[표 4-1] 나노기술영향평가 조항 수정 전후 비교표 ··········· 131

[표 4-2] 법 조항별 기술영향평가 내용 비교 ······················· 133

[표 5-1] ‘NNI 대중참여 워크숍’ 프로그램 내용 ·················· 146

[표 5-2] 2008년 시민기술포럼 패널리스트 설문결과 ········· 163

[표 5-3] 2005년과 2008년의 매디슨 합의회의 비교 ··········· 165

[표 5-4] NBIT 융합기술의 세부 구분 ··································· 173

[표 5-5] 나노기술 영향분석 MAP의 주요 내용 ················· 184

[표 5-6] 나노기술 시민자문회의 프로그램 내용 ················· 191

[표 5-7] 나노기술 시민자문회의 참석자 설문결과 ············· 193

[표 5-8] 미국의 합의회의와 한국의 시민자문회의 비교 ··· 198

[표 6-1] 나노기술 우려사안 관련 2004년 설문결과 ··········· 218

[표 6-2] ICTA 청원서 부록 내용 예시(삼성세탁기) ·········· 226

[표 7-1] 나노안전 관련 부처별 업무현황(2018년 기준) ···· 315

[표 7-2] 환경부로 이관되는 위해우려제품 15종 현황 ······· 320

[표 8-1] 미국과 한국의 나노기술 관련 비교표 ··················· 338



- viii -

그 림 목 차

[그림 6-1] 은나노 발생기 장착 세탁기의 특허 내용 ········· 245

[그림 6-2] 은이온과 은나노 및 은콜로이드 비교 ··············· 246

[그림 6-3] 나노은(Ag+) 함유 가습기살균제 유사제품 ···· 263

[그림 7-1] 미국 나노기술 관련 거버넌스 체계 ··················· 275

[그림 7-2] 제1차 나노안전관리 종합계획(안) 추진과제 ···· 309

[그림 7-3] 제4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의 추진과제 ········· 311

[그림 7-4] 국가나노기술지도의 기술영역 변화 추이 ········· 314



- 1 -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과학기술학(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STS) 분야의 연구

자들은 그동안 과학기술과 사회의 관계에 대하여, 과학기술의 사회

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으로부터 과학기술과 사회의 상호 소통은 물

론, 과학기술과 사회의 상호구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의 연구

를 수행해왔다. 때로는 과학기술과 사회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과학기술학자들은 서로 격렬하게 논쟁하곤 했다. 예

컨대 STS의 전통적인 사회구성주의 학자들은 과학기술이 사회적으

로 구성된 것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지만, 행위자-네트워크이론

(actor-network theory, ANT) 계열의 학자들은 사회구성주의가 과

학기술과 사회를 이분법적으로 보고 있는 전제 자체에 비판적인 시

각을 견지한다(Pickering, 1992). 하지만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STS 학자들은 과학기술정책이 다양한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는 데에는 큰 이견을 보이지 않는다.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STS의 논의에서는 시민의 역할이 강조되어왔다. 물론 이 지점에서

도 소위 ‘전문성 논쟁’ 등을 거치면서, 과학기술 관련 논쟁에 참여하

는 시민의 역할과 그 역할에 대한 기대 수준은 STS 학자들마다 다

양하게 보여주었다. 일례로 규범적인(normative) 입장을 취하는

STS 학자들은 과학기술 관련 논의에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시민의 역할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는 학자들

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시민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Wynne,

1996; 2003; Epstein, 1995; Collins & Evans, 2002; Jasanoff, 2003;

Rip, 2003). 이 지점에서 ANT 학자들은 소위 하이브리드(hybrid)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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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을 통해 시민뿐 아니라 인공물을 포함한 다양한 행위자의 대변자

들이 참여하는 과학기술정책을 강조하기도 한다(Callon et al., 2009).

이 논문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실제로 과학기술정책 현장에서는 시민

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화가 진행되어 왔다.

2000년대 STS 분야에서 나타난 중요한 변화로서, 과학기술 관련

논쟁에 시민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강조하는 소위

‘참여적 전환’(participatory turn)에 대하여, 현재환과 홍성욱은 다양

한 인식론적 기원을 살펴보고, 이런 다양한 인식론적 기원으로부터

파생된 상이한 입장이 위험 거버넌스 모델에 대해서는 어떻게 달리

반영되었는지를 보여주었다. 저자들은 선행연구에서 2000년대 이후

STS의 ‘참여적 전환’이 사회구성주의, 상대주의 프로그램, ANT, 비

판과학 등의 서로 다른 지적 전통에서 비롯했으며, 이런 지적 다양

성은 STS 내에서 활발한 내부 논쟁을 통해 이론적 틀을 정교화하

는 등의 순기능을 해왔다고 평가한다(현재환 & 홍성욱, 2012). 이들

은 후속연구에서 이런 참여적 전환에 대한 상이한 지적 전통들이

‘위험분석’이나 ‘사전주의 원칙’과 같은 위험 거버넌스에 대한 입장에

도 다르게 반영되었다고 보았다. 이런 관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STS에서 위험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는 정치적 결정 단계뿐 아니라

기술적 평가 단계에서도 시민들의 참여가 확장되는 방향으로 이뤄

져 왔으며, 정치적 단계와 기술적 단계라는 두 단계 간의 질적인 구

분도 점점 모호해지고 있다고 저자들은 진단하였다(현재환 & 홍성

욱, 2015).

‘콜링리지의 딜레마’(Collingridge’s dilemma)는 기술이 구체화된

모습으로 발전하기 전에는 사전에 해당기술의 파급효과를 예측하기

어려우며, 기술의 파급효과를 알게되었을 때에는 이미 기술이 비가

역적인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거나 차단할 수 없게

된다는 딜레마를 가리킨다(Collingridge, 1981). 일반적으로 콜링리지

의 딜레마에서 언급된 ‘기술이 개발되기 전 단계’는 상류지대

(upstream)로, ‘기술이 개발되어 구체화된 단계’는 하류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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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stream)로 표현한다.1) 이 딜레마는 기술영향평가와 같은 ‘사

전주의적 활동’2)과 상류지대의 시민참여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 차

원에서 인용되기도 하지만, 이런 사전주의적 활동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도 언급돼왔다. 과학기술 관련 논쟁에서

시민 참여의 역할과 중요성에 관한 논의는 주로 과학기술 연구방향

이나 관련 정책이 형성되는 초창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논

의는 소위 ‘상류지대 참여’(upstream engagement) 혹은 ‘상류지대

대중 참여’(upstream public engagement)라는 명칭의 주제 하에 연

구가 진행되었다. 『과학기술 커뮤니케이션 백과사전』에서 영국 카

디프대학의 티 로저스-하이든(Tee Rogers-Hayden)은 ‘상류지대 참

여’에 대한 주제에 대하여, 신생기술에 대하여 대중과 이해관계자들

이 함께 대화에 참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종의 경구

(catchphrase)로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ogers-Hayden,

2010). ‘상류지대 참여’ 혹은 ‘상류지대 대중 참여’를 강조하는 연구

는 주로 영국의 학자들에 의해 이뤄졌는데, 영국에서 발생한 광우병

사건과 유전자 변형 작물의 위험 논쟁 등의 경험을 토대로 신흥기

술(emerging technology)의 연구개발의 초기 단계인 상류지대에서부

1) 학자마다 ‘upstream’을 다른 의미로도 사용하는데, 일례로 브뤼노 라투르
(Bruno Latour)는 그의 책 『실행 중의 과학』(Science in Action)에서 논증
과정 측면으로 ‘upstream’과 ‘downstream’ 표현을 사용했다. 라투르는 전제
로부터 결론에 이르는 ‘순행적인’ 논증 과정을 ‘downstream’으로, 결론으로
부터 전제로 거슬러 올라가는 ‘역행적인’ 것을 ‘upstream’으로 표현했다
(Latour, 1987). 이 논문에서는 ‘upstream’을 어떤 정책의 초기 단계나 기술
개발의 초기 단계를 지칭하는 ‘상류지대’로, ‘downstream’은 해당 정책의 결
과나 기술개발의 결과물인 제품 이후 단계를 의미하는 ‘하류지대’의 의미로
사용한다.

2) 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사전주의’는 영어의 ‘precaution’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는 연구자에 따라 사전예방, 사전배려, 예방 등의 의미로도 번역되고 있으
나, 동어반복과 유사 의미간 혼동을 방지하는 측면을 강조한 선행연구들(하
대청, 2010; 현재환 & 홍성욱, 2015)의 취지를 고려하여 이 논문에서는 ‘사
전주의’로 번역하여 사용한다. 이런 맥락에서 이 논문은 기술영향평가, ELSI
연구 등과 같이 어떤 기술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거나 정책적으로 추진되기
이전에 다양한 측면을 평가하여 살펴보는 활동들을 ‘사전주의적 활동’으로
지칭하여 사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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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시민 참여의 필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이다(Wilsdon & Willis,

2004; Macnaghten, Kearns & Wynne, 2005; Rogers-Hayden &

Pidgeon, 2007; Pidgeon & Rogers-Hayden, 2007; Mohr, 2007;

Rogers-Hayden & Pidgeon, 2008; Tait, 2009; Corner, Pidgeon &

Parkhill, 2012). 영국 학자들의 연구뿐 아니라 ‘상류지대 참여’를 주

제로 한 다른 연구들은 신흥기술로서 대부분 나노기술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해왔다(Joly & Kaufmann, 2008; Kurath & Gisler,

2009; Murhpy, 2009; Sylvester, Abbott & Marchant, 2009;

Delgado, Kjølberg & Wickson, 2011; Krabbenborg & Mulder,

2015; Wang, 2016; Boholm & Larsson, 2019). 이들의 연구는 나노

기술 분야의 ‘상류지대 참여’를 하버마스의 이론(Habermas, 1992)

측면으로 해석한 것에서부터(Wang, 2016), ‘상류지대 참여’ 시각이

선형적인 혁신모델에 근거한 것임을 비판하면서 행위자-네트워크이

론(ANT)의 접근방식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거나(Joly & Kaufmann,

2008), 이런 ‘상류지대 참여’ 논의를 통해 STS 학자들이 이론 연구

뿐만 아니라 직접 현실에 참여하는 도전적인 상황에 직면했다고 평

가하기도 했다(Delgado, Kjølberg & Wickson, 2011).

이 논문은 STS에서 2000년대 이후 중요하게 논의되어 온 ‘참여적

전환’과 ‘상류지대 참여’가 미국과 한국의 나노기술 분야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 이뤄졌으며, 이런 참여과정이 실제 정

책에는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비교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선행연구

의 기술 지대 구분에 따라, 나노기술의 상류지대는 나노기술에 대한

정책이나 연구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전에 그 방향을 모색하

거나 기획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으며, 하류지대는 나노기술을 적용

한 나노제품이 상용화된 단계라고 볼 수 있다. 기술영향평가는 특정

기술의 정책이나 연구개발의 방향성을 사전에 다각도로 평가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상류지대의 활동이며, 기술이 적용된 제품에 대해

위해성을 평가하고 규제를 논의하는 과정은 하류지대의 활동인 것

이다. 본 논문은 이런 구분을 바탕으로 나노기술 정책 초창기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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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대로, 나노기술이 적용된 제품과 물질에 대한 규제단계를 하류

지대로 보고, 각 시기별로 이뤄진 행위자들의 활동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STS 연구자인 실라 자사노프(Shiela Jasanoff)는 미국, 영국, 독일

의 생명공학정책을 비교 연구한 결과에서, 각 국가가 처한 역사 문

화적인 맥락에 따라 생명공학정책이 다르게 형성되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Jasanoff, 2005). 자사노프는 이에 더 나아가 김상현과 함께

원자력기술 정책에 관한 사회의 인식과 정책의 차이에 관하여 미국

과 한국의 사례를 비교하여 연구한 바 있는데, 이들은 이런 차이를

‘사회기술적 상상’(sociotechnical imaginaries)이란 개념을 사용하여

해석했다(Jasanoff & Kim, 2009; 2013). 이들이 제안한 ‘사회기술적

상상’ 개념은 “국가 특유의 과학기술적 프로젝트의 설계와 실현과정

에서 투영된 사회적 삶과 사회적 질서가 집단적 상상으로 나타난

형태”를 의미한다(Jasanoff & Kim, 2009: 120). 저자들은 각국의 달

리 형성된 ‘사회기술적 상상’에 의해 미국은 ‘평화를 위한 원자력’을

모토로 한 원자력기술 정책이, 한국은 ‘발전을 위한 원자력’을 추구

하는 방향으로 국가적 차원의 원자력기술 정책이 추진되었다고 주

장했다. 즉 미국은 1945년의 히로시마 원자폭탄, 쓰리마일섬 사고,

유카산 방사성폐기물 프로젝트 등을 거치면서 원자력의 공포 및 방

사성을 ‘억제하는’(containing) 미국의 사회기술적 상상이 형성되었던

반면, 역설적으로 한국은 해방을 맞이하게 된 결정적 이유 중 하나

인 원자폭탄이 기술적 자립의 상징으로 인식되었고, 이승만 정부 이

후 박정희 정부를 거치면서 원자력기술이 국가발전을 위한 기술적

도구라는 사회기술적 상상이 형성되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Jasanoff & Kim, 2009). 자사노프와 김상현의 미국과 한국의 과학

기술정책 비교 연구는 선행연구로서 비교방법론으 적용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가 존재한다. 하지만 그들이 주장한 ‘사회기술적 상상’이

란 개념을 미국과 한국의 나노기술 관련 비교 연구에 그대로 적용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양국에서 모두 비슷한 시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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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기술 연구개발정책이 국가차원의 정책으로 수립되어 추진되기

는 했지만, 양국 모두 나노기술정책 추진과정에서 강력한 국가비전

을 제시하거나 국가차원의 자원 동원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은

아니었으며, 나노기술의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고 행위주체마다 각기

달리 인식되었기 때문에, 사회집단적으로 특정하게 상상된 나노기술

의 형태가 존재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국가차원의 나노기술정책이 거의 동시에 추진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한국은 각기 다른 정책적 배경에 처했기 때문에, 나노기술정

책 추진과정에서 사회적 측면의 고려 방식이 서로 달랐다. 미국에서

는 인간게놈계획(Human Genome Project, 이후 HGP로 약칭)에서

이미 제도화되었던 ELSI(Ethical, Legal, and Social Implications)3)

연구 프로그램의 철학이 나노기술정책에도 반영되었지만, HGP에서

수행됐던 ELSI 방식과는 다소 다른 방식으로 제도화되었다. 미국은

HGP에서 전체 예산의 5%를 넘지 않는 선에서 ELSI 연구를 의무화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노기술정책에서는 그런 의무비율을 별도로 책

정하지 않았다. 미국의 「나노기술연구개발법」은 나노기술에 대한

사회적 함의 연구를 수행할 것을 명시하여 ELSI의 기본 철학은 계

승했다고 볼 수 있으나, 그 방법으로 시민패널, 합의회의(consensus

conference)와 같은 시민 참여적 방식을 명시함으로써 기존의 ELSI

연구만을 제도화했던 HGP보다는 ‘참여적 전환’의 측면에서 진일보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미국과 비슷한 시기에 국가차원의 나노기술

정책을 추진한 한국은 오히려 미국보다 먼저 나노기술 연구개발 관

련 법을 제정했다. 「나노기술개발촉진법」으로 명명된 한국의 나노

기술연구개발법은 나노기술에 대한 ELSI 측면의 연구를 강조하고

있으며, 정부로 하여금 나노기술에 대한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할 것

을 의무화하였다. 한국 정부와 국회는 과학기술정책을 추진하는 과

3) 대문자 약자인 ELSI는 함의(implications) 대신 이슈(issues)로 쓰이기도 하
며, 유럽에서는 이 대신에 측면(aspects)이 사용되어 ELSA가 더 일반적으로
통용된다. 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ELSI는 광의로서 이 세 가지를 모두 포괄
하는 의미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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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기술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이미 2001년에 「과학기

술기본법」을 제정할 때 반영한 바 있으며, 이런 기술영향평가 조항

은 나노기술연구개발법 내용에도 유사하게 반영되었다.

이와 같이 미국과 한국은 나노기술연구개발법에 나노기술에 관한

사회적 측면의 사전주의적인 연구나 참여 활동을 보장했으며, 이는

각각 합의회의와 기술영향평가라는 방식으로 제도화되었다. 이 논문

의 본문에서는 합의회의와 기술영향평가 제도가 형성된 역사적 배

경을 살펴보고, 이런 제도적 배경 하에서 미국과 한국에서 각각 실

행된 ‘실험’ 측면의 합의회의와 기술영향평가 사례들을 살펴볼 것이

다. 여기서 언급하는 ‘실험’은 연구자 주도로 이뤄진 연구적 차원의

실험뿐 아니라, 정부 등 공식적인 기관에서 이뤄진 ‘정책적 실험’도

포함한다. 정부 기관 등에서 수행한 프로그램 활동들을 굳이 ‘실험’

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실제로 ELSI 프로그램 등을 실시한 주체들

이 스스로 ‘실험’으로 인식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McEwen et al.,

2014), 정부 기관들이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하면서 매번 방법론이 달

라졌기 때문이다(KISTEP, 2004; 2005; 국가나노기술정책센터, 2014;

2015a; 2015b; 2015c; 2019). ELSI 연구나 기술영향평가 결과가 실제

정책에는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던 점도 이런 프로그램 활동들

이 제도적으로 정착된 정책이라기보다는 여전히 실험적인 차원으로

추진된 한계로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과 한국에서 시민사회가 보여준 나노기술의 잠재적인 위험에

대한 인식도 이 논문의 비교 연구 대상에 포함된다. 이 논문의 해당

본문 내용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미국에서는 시민사회가 환경보

건안전(Environmental, Health, and Safety, EHS) 전반에 걸친 위험

이슈에 관심을 가졌지만, 한국보다는 상대적으로 환경 문제에 더 위

험 논의가 집중되었던 경향을 보일 것이다. 일례로 2006년에 ‘은나

노 세탁기’ 사안이 발생한 이후 시민단체 등이 미국 환경보호청

(EPA)에 은나노 규제 청원을 제기한 사유 중 대부분은 은나노 물질

의 환경에 대한 위해성 우려 때문이었다. 미국과 달리 한국의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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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는 나노기술과 관련한 위험 논의에서 환경 문제보다는 인체 건

강에 대한 위해성 문제에 더 집중한 것을 보일 것이다. 특히 이 논

문은 한국의 법제상에서 나노물질이 규제되기 시작한 결정적 계기

가 ‘가습기 살균제 사고’ 때문이었으며, 나노물질 규제조항이 포함된

법률들도 직·간접적으로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방지하고자 하

는 목적이었음을 강조한다. 이 논문은 이렇게 미국과 한국에서 각기

다른 배경하에서 마련된 제도를 바탕으로 실제로 실행된 사례들과

함께 시민사회가 주도한 참여 사례들을 살펴보고, 이런 과정을 통해

나노기술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규제정책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보일 것이다. 이를 통해 미국과 한국의 나노기술 분야에서 ‘참여적

전환’ 측면에서의 ‘상류지대 참여’가 어떤 의의와 한계를 보였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제 2 절 논문의 구조

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나노기술’(nanotechnology)은 문헌 상에서

다양하게 정의된다. 문맥에 따라서는 ‘나노기술’과 함께 ‘나노물

질’(nanomaterials)과 ‘나노입자’(nanoparticle)가 유사하게 혼용되기

도 한다. 나노기술 관련 문헌뿐 아니라 본 연구를 위해 수행한 인터

뷰에서도 자주 언급되었던 것 중 하나는 나노기술에 대한 정의가

다양하고 모호하다는 것이었다. 일례로 한 연구는 나노물질과 나노

입자에 대해 36가지 정의가 존재한다고 제시한 바 있으며(Bohom &

Arvidsson, 2016), 국가별, 문헌별로 다른 나노물질의 정의 14가지를

크기, 용해성, 응집도, 분포도, 가공성 여부, 새로운 특성 등의 기준

에 따라 비교 평가한 연구도 존재한다(Boverhof et al., 2015). 이렇

게 다양한 나노기술 관련 정의들 가운데, 이 논문은 미국과 한국에

서 발간된 정부의 공식문서에서 사용한 정의를 중심으로 관련 사안

들을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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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로 나노기술을 국가차원의 정책으로 공식화한 미국은 2000년

국가나노기술계획(NNI)의 정의 부분에서, 나노기술을 “원자간 또는

분자 수준의 작업을 가능하게 하고, 근본적으로 새로운 분자 조직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하면서, 1에서 100 나노미터(nm) 크기에서

이뤄지는 중요한 변화에 초점을 맞춘다고 기술했다(NSTC, 2000:

15). 한국 정부가 2001년에 수립한 「나노기술 종합발전 계획」도

NNI와 유사하게 나노기술을 “물질을 나노크기의 수준에서 조작·분

석하고 이를 제어할 수 있는 과학과 기술을 지칭”하는 것으로 정의

하였으며, “물질을 나노미터(10-9m) 크기인 원자·분자수준에서 현상

을 규명하고, 구조 및 구성요소를 조작·제어하는 기술”이라고 부연

설명하였다(과학기술부 외, 2001: 2).

미국과 한국의 공식문서에서는 나노물질(nanomaterials)을 자연적

으로 발생하는 나노수준의 물질을 포함하지 않는 ‘가공된 나노수준

의 물질’(engineered nanoscale materials)로 지칭한다. 미국 연방정

부는 NNI와 관련하여 나노물질에 관한 환경보건안전(EHS) 관련 연

구수요를 정리한 문건에서, 나노물질을 가공된 나노수준의 물질로

한정하면서 “적어도 한 차원이 약 1에서 100 나노미터 크기인 의도

적으로 가공하거나 합성한 독특한 성질을 지닌 물질”로 정의했다

(NSTC, 2006: 2). 나노물질에 대한 관리와 규제는 유럽 국가들이 상

대적으로 적극적인 편인데, 유럽연합(EU)은 유럽화학물질청

(European Chemicals Agency, ECHA)의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평

가, 승인 및 규제를 포괄하는, 소위 ‘REACH’ 제도(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하에서 나

노물질을 관리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11년에 화학물질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면서, 나노

물질의 범위에 가공된 물질뿐 아니라 자연적이거나 부수적으로 얻

어진 물질까지 포괄하면서, 적어도 한 차원이 1에서 100 나노미터인

입자가 50% 이상인 물질을 나노물질로 정의했다. 아울러 동 위원회

는 외형적으로 한 차원이 1 나노미터 이하인 풀러린(fullerenes),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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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핀 플레이크(graphene flakes) 및 단일벽 탄소나노튜브(single

wall carbon nanotubes)도 나노물질의 범주에 포함시켰다.4) 한국은

나노기술정책을 추진하는 2000년대 초반에 나노기술을 미국의 NNI

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의했지만, 2010년대에는 유럽의 제도를 차

용하여 나노물질을 정의했다. 2020년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한국에서

제정된 법제상의 나노기술과 나노물질에 대한 정의 규정은 아래와

같다.

[표 1-1] 국내법에서의 나노 관련 정의 조항

4) https://ec.europa.eu/environment/chemicals/nanotech/faq/definition_en.htm
(최종 검색일: 2020.11.6.).

법률명 정의
조항 조문 내용 제·개

정일

나노기술

개발촉진

법

제2조

(정의)

1. "나노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기술을 말

한다.

가. 물질을 나노미터 크기의 범주에서 조작

ㆍ분석하고 이를 제어함으로써 새롭거나 개

선된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특성을 나

타내는 소재ㆍ소자(素子) 또는 시스템(이하

"소재등"이라 한다)을 만들어 내는 과학기

술

나. 소재등을 나노미터 크기의 범주에서 미

세하게 가공하는 과학기술

2002.

12.16

화학물질

통계조사

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8. "나노물질"이란 3차원의 외형치수 중 최

소 1차원 이상이 나노크기(1～100 나노미

터)인 1차 입자 또는 비표면적이 60㎡/㎤

이상인 의도적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2014 .

12.31

화학물질

의 등록

및 평가

제2조

(정의)

7. "나노물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가. 3차원의 외형치수 중 최소 1차원의 크

2017 .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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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제·개정일’은 법의 제정이나 개정을 통해 해당 정의조항이 반영된

날짜를 의미함

‘나노기술’과 ‘나노물질’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종 공식 문

건과 법제 상에서 정의되고 있는 것과 달리, ‘나노입자’에 대해서 정

의한 문헌은 상대적으로 드물다. 그나마 국제표준화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가 나노기술과

관련하여 용어들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면서 정의하고 있는데,

ISO는 2008년과 2012년에 나노입자(nanoparticle)를 “외형적으로 나

노크기의 3차원 형태를 가진 나노물체(nano-object)”로 정의했다.5)

최근에는 유럽이 REACH 체계 하에서 나노물질을 ‘나노형

태’(nanoform)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기도 한다(ECHA, 2019).

이상과 같이 나노기술, 나노물질, 나노입자가 문헌에 따라 각각

5) https://www.iso.org/obp/ui/#iso:std:iso:ts:12901:-1:ed-1:v1:en (최종 검색일:
2020.11.6.).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가 1나노미터에서 100나노미터인 입자의

개수가 50퍼센트 이상 분포하는 물질

나. 3차원의 외형치수 중 최소 1차원의 크

기가 1나노미터 이하인 풀러렌(fullerene),

그래핀 플레이크(graphene flake) 또는 단일

벽 탄소나노튜브

생활화학

제품 및

살생물제

의

안전관리

에 관한

법률

제3조

(정의)

10. "나노물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가. 3차원의 외형치수 중 최소 1차원의 크

기가 1나노미터에서 100나노미터인 입자의

개수가 50퍼센트 이상 분포하는 물질

나. 3차원의 외형치수 중 최소 1차원의 크

기가 1나노미터 이하인 풀러렌(fullerene),

그래핀 플레이크(graphene flake) 또는 단일

벽 탄소나노튜브

2018 .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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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정의되어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이 세 가지가 혼용

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 논문에서도 인용하는 문헌과 인터뷰

등의 맥락에 따라 이 세 가지를 혼용할 것이다. 즉 이 논문에서 논

의할 대상인 나노기술정책은 나노물질 관련 정책을 포함하며, 나노

기술 규제와 나노물질 규제는 유사한 의미로 사용할 것이다. 아울러

이 논문에서 언급하는 ‘나노위험’은 나노기술, 나노물질 및 나노입자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보건안전(EHS) 측면의 잠재적 위

험을 포괄하며, 맥락에 따라 ‘나노기술 위험’ 혹은 ‘나노물질 위험’이

나 ‘나노입자 위험’ 등으로 달리 표현할 것이다.

이 논문은 기본적으로 미국과 한국의 나노기술 관련 사안들을 비

교하는 형식을 띤다. 일반적으로 비교연구를 하는 이유는, 특정 대

상만을 연구했을 경우에 비하여 다른 대상과 비교를 통해 그 대상

이 지닌 보편성과 특수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한 자사노프는 『자연에 대한 설계』(Designs on Nature)에서

생물공학(biotechnology) 분야의 새로운 발전이 영국, 독일 및 미국

에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논의되어 정책에 반영되었는지를 비교 분

석하였다. 그녀는 과학기술정책 관련 비교연구가 단순히 최선 사례

(best practice)를 도출하기 위한 기술적 도구가 되기보다는, 궁극적

으로 과학과 정치의 상호작용(interaction)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도구로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과, 비교 대상들이 흥미로운 차

이점을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성격이 다른 동시에 변수들이 통제

될 수 있을 정도로 유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측면에서 자사

노프는 영국, 독일 및 미국을 비교 대상으로 삼고, 이들의 상이한

정치 문화(political culture)를 배경으로 생물공학이 수용되고 규제되

는 과정을 비교 분석한 것이다(Jasanoff, 2005).

이와 같은 자사노프의 연구를 참고한다면, 이 논문에서 비교 분석

하려는 대상인 미국과 한국이 과연 ‘유사성과 차별성’ 기준에서 적

절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양국의 정치체

제를 비교하면, 미국과 한국은 대통령제로 유사하나 미국에는 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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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가 존재하며, 한국에는 단원제로서 국회

가 존재한다. 양국 모두 대통령 중심 체제하에서 행정부가 국가정책

을 주도적으로 추진한다는 측면에서는 유사하지만, 나노기술정책과

관련하여 양국의 입법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비교하는 것은 충분

히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기술정책 측면을 보면, 한국

은 지난 20세기에 미국 등 선진 산업국가들의 기술발전 궤적을 모

방하고 응용하는 이른바 ‘추격(catching-up) 체제’ 전략을 추진해왔

다. 그러나, 나노기술의 경우 미국이 2000년에 NNI를 수립하자마자

한국도 2001년에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거의 유사한

시기부터 국가 차원의 기술개발 경쟁을 시작했다. 이는 21세기에 들

어 한국이 추격체제를 벗어나 선진산업국가들과 동일선 상에서 경

쟁하는 ‘탈추격(post catching-up) 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에 들어서

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지점이다.6) 실제로 미국에서 NNI를 수

립할 당시 미국의 주요 인사들은 미국의 주요 경쟁국가들 중 하나

로 한국을 지목하기도 했다. 게다가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한

‘은나노 세탁기’는 미국에서 나노물질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 논의를

촉발시키고 나노물질에 대한 규제정책이 형성되는 데 상당히 중요

한 영향을 미쳤다. 이런 측면들을 고려할 때 미국과 한국을 대상으

로 나노기술 관련 정책을 비교하는 것은 ‘유사성과 차별성’ 차원뿐

만 아니라, 자사노프가 비교연구를 통해 궁극적으로 살펴보려고 했

던 과학과 정치의 ‘상호관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6) 한국의 과학기술정책 분야 연구자들은 2000년대 이후 ‘탈추격’에 관한 논의
를 진행 중이다. ‘탈추격’은 기존의 ‘추격형’, ‘모방형’ 기술정책 패러다임과는
다른 의미에서 사용된 것인데, 이를 설명하기 위해 진화론과 제도주의, 발전
론, 시스템 전환이론 등이 이론적 자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황혜란 외,
2012). ‘탈추격’을 강조해온 연구자들은 선진국에 대한 모방이 더 이상 용이
하지 않고 후발국가들의 추격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필요한 새로운 접근임
을 강조하고 있으며, 기존 추격체제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시스템 혁신
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정재용, 2015; 정재용·황혜란, 2013; 송위진 외,
2006; 송위진, 2016). 이 논문은 한국의 나노기술정책이 기존의 추격체제에
서 탈추격체제로 이행하는 과정 중에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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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비교연구 구조 하에서 이 논문의 각 장에서 다룰 내

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다음 장인 제2장은 이 논문의 주제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분석한다. 제2장에서는 나노기술의 역사, 나노기

술 ELSI, 나노기술 거버넌스에 관한 선행연구로 구분하여 살펴볼

것이다. 나노기술의 역사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표준 역

사’(standard story)의 관점에 따르면 나노기술 발전의 궤적은 1959

년 물리학자 파인만(Richard Feynman)이 캘리포니아 공대에서 ‘바

닥에는 풍부한 공간이 있다’(There’s Plenty of Room at the

Bottom)는 주제로 발표한 강연에서 미래의 ‘나노기술’ 비전을 제시

한 것으로부터 2000년 NNI 정책의 추진으로 이 이어진다. 해당 절

에서는 이런 ‘표준 역사’에 대한 비판과 한계를 제시할 예정이다. 아

울러 이 장에서는 미국과 한국에서 그간 논의되어 온 나노기술

ELSI 연구와 거버넌스에 관한 선행연구를 요약하여 제시할 것이다.

나노기술 거버넌스 논의는 거스턴(David H. Guston) 등이 발전시킨

‘예견적 거버넌스’(anticipatory governance) 개념을 포함하여 신흥기

술에 대한 거버넌스로서 최근 부상한 ‘예비적 거버넌스’(tentative

governance)의 개념을 소개할 것이다. 그리고 나노기술의 규제 거버

넌스와 관련하여 환경분야에서 논의되어 온 나노물질 규제에 대한

선행연구도 같이 언급할 예정이다.

선행연구 분석에 이어 제3장에서는 미국과 한국이 국가차원의 나

노기술정책을 수립한 과정을 살펴본다. 특히 이 장은 미국과 한국의

나노기술정책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두 국가가 상호 경쟁적으로 비

교하면서 상호영향을 주고받는 부분에 주목한다. 이 논문의 해당 절

에서 미국과 한국이 자국의 나노기술 수준을 다른 국가들과 비교

평가하기 위해 어떤 방법론을 사용했는지, 그리고 이런 기술수준 비

교가 어떤 함의를 지녔는지도 보일 것이다. 미국과 한국의 나노기술

정책에서 또 다른 ‘유사성과 차별성’을 보이는 부분은 ‘융합’이다. 미

국의 나노기술정책은 나노기술을 기반으로 생명공학기술, 정보기술,

인지과학을 융합하는 NBIC(Nano–Bio-Information-Cognitive)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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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강조했다. 한국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나노기술(NT)-생명공

학기술(BT)-정보기술(IT)의 융합기술인 NBIT 융합기술이 제시되었

다. 미국의 NBIC 융합정책은 궁극적으로 ‘인간능력 향상’(human

enhancement)을 추구했지만, 한국의 NBIT 융합정책에서는 ‘무병장

수’를 꾀하기도 했다. 제5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미국의 NBIC

융합기술과 한국의 NBIT 융합기술은 각각 미국의 합의회의와 한국

의 기술영향평가의 주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런 측면들은 미국과

한국의 나노기술정책이 ‘유사성과 차별성’을 보이는 흥미로운 지점

이기도 하다. 아울러 제3장의 마지막 절에서는 초기 나노기술정책

형성과정에서 미국과 한국에서 나노기술의 불확실한 위험성에 대해

어떻게 논의되었는지도 살펴볼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2001년에 컴퓨

터학자인 빌 조이(Bill Joy)가 『와이어드』(Wired)지에 기고한 “미

래는 어째서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가?”라는 글로부터 촉발된 나

노기술 위험 논쟁을 다룰 것이다. 특히 ‘그레이 구’(Gray Goo)로 대

변되는 미래 나노기술의 잠재적인 위험이 미국과 한국에서 각각 어

떻게 받아들여지고 논의되었는지를 비교하여 살펴볼 것이다.

제4장은 미국과 한국에서 나노기술과 관련한 사전주의적 제도가

형성되고 법제화된 과정을 다룬다. 제1절에서는 과학기술정책에서

사전주의적 제도의 주요 방식으로 언급되는 기술영향평가제도와 합

의회의제도의 역사적 기원을 살펴보면서, 현재 유럽지역에서 활발하

게 수행되고 있는 기술영향평가와 합의회의가 모두 미국에서 비롯

한 제도임을 보일 것이다. 이어지는 절들에서는 2000년대 초반에 수

립된 미국과 한국의 나노기술 연구개발법안에 각각 합의회의와 기

술영향평가 조항이 명문화된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미국의 나노기

술 연구개발법에서는 합의회의 방식이 명문화되었는데, 이는 기존의

HGP 연구에서 수행된 ELSI 프로그램의 한계에 따른 참여적 측면

의 대안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한국의 나노기술 연구개발법에서는 기

술영향평가 실시가 명문화되었는데, 한국에서 개별 기술에 관한 연

구개발 관련 법제에서 기술영향평가 조항이 명문화된 것은 전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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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했다. 나노기술 연구개발법에 기술영향평가가 명문화된 배경에는

동법이 제정되기 직전인 2001년에 「과학기술기본법」이 기술영향

평가 조항을 포함하여 제정되었던 것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했다. 이

장에서는 미국과 한국에서 각각 합의회의와 기술영향평가가 제도화

되는 과정에서 STS를 포함한 인문사회과학자들과 시민단체의 적극

적인 참여가 있었다는 점도 강조할 것이다.

제5장은 미국과 한국에서 각각 나노기술 연구개발법에 의해 수행

된 ‘실천’ 차원으로서 기술영향평가와 ‘시민참여 실험’ 사례를 살펴볼

것이다. 미국의 기술영향평가는 기술영향평가국(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 OTA) 폐지 이후 관련 기능을 담당하는

정부회계감사원(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와

의회조사처(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RS)의 보고서를 중심

으로 분석할 것이다. 한국은 정부 산하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ISTEP)과 국가나노기술정책센터가 주관한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살펴볼 것이다. 미국과 한국에서 수행된 기술영향평가는 대체로 전

문가 의견 중심으로 추진되었는제, 이는 STS에서 논의되어 온 ‘구

성적 기술영향평가’나 ‘참여적 기술영향평가’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

음을 보일 것이다. 연구자 주도의 ‘참여 실험’으로는, 미국의 경우

2005년 위스콘신 매디슨 지역의 합의회의와 2008년 미국 전역 대상

의 합의회의 사례를 살펴볼 것이다. 한국의 경우에는 2009년 시민자

문회의, 2010년 나노제품 시민모니터링, 2012년 나노안전 이해당사

자 포럼 사례를 분석할 것이다. 미국과 한국의 ‘시민참여 실험’ 사례

들을 통해 나노기술의 ‘상류지대 참여’ 측면의 의의와 한계를 논할

것이다. 특히 한국의 ‘시민참여 실험’은 미국의 합의회의 사례와 비

교할 때 다양한 방법론을 시도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존재하며,

‘하류지대 시민참여’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다.

제6장은 미국과 한국에서 진행됐던 나노위험 논쟁들과 함께, 이와

관련한 시민사회의 참여 사례를 살펴볼 것이다. 미국과 한국에서

‘은나노 위험’에 관한 논쟁은 공통적으로 존재했지만, 실제 양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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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거졌던 논쟁의 내용과 진행방향은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였다. 미

국의 경우 2000년대 초반부터 시민단체들은 ‘자외선 차단제’ 등에

사용된 나노물질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미국 식

품의약청(FDA)에 규제 청원을 했다. 한국에서 수출된 ‘은나노 세탁

기’로 촉발된 은나노 관련 위험논쟁이 진행된 이후에는, 시민단체들

이 환경보호청(EPA)에 은나노 사용에 대한 규제 청원을 하기도 했

다. 이 장에서는 미국 시민단체들의 은나노 규제 청원 과정에서 시

민단체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직접 작성하여 EPA에 제출한 1,400

여 개 의견들을 일일이 분석하여 그 함의를 제시할 것이다. 한국에

서도 나노위험 이슈는 존재했지만,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외선

차단제’나 ‘은나노 세탁기’ 관련 논쟁은 미미한 수준이었으며, 오히려

‘은나노 모래’에 대한 위험 논쟁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다. 한국

에서는 나노물질에 대한 위험 인식이 독성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

인식과 중첩되어 나타났는데, 이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통해 극

대화되었음을 보일 것이다. 환경보건분야 시민단체들과 가습기 살균

제 피해자들은 가습기 살균제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 요구에 그치지

않고 재발방지 대책 차원으로 화학물질 규제법제를 제정할 것을 강

력히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시민단체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나노독성물질이 발생시킨 재난”으로 표현하면서 가습기 살균제로

사용된 독성 화학물질을 나노물질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도 보일

것이다.

제7장은 미국과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나노위험 관련 거버넌스

체계와 나노물질 규제정책을 다룬다. 미국과 한국이 처한 사회적,

정책적 환경이 달랐던 만큼, 나노기술에 대한 거버넌스와 규제정책

도 서로 다른 방식으로 형성되었다. 미국은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나

노기술에 대한 규제정책이 ‘과학적 근거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책

임성있는 나노기술 개발’ 방향과 부합해야 하는 것으로 원칙을 세웠

다. 환경보건안전(EHS) 측면의 나노위험과 관련하여 나노물질에 대

한 규제정책은 EPA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EPA가 나노물질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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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GAO, CRS 등의 의회기관과 시민단체들

은 규제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왔다. 이 과정에서 EPA는

화학물질 관련 규제 근거법(살충살균살서제법(FIFRA), 독성화학물

질법(TSCA) 등)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규제법제를 제정하기보다는

기존의 법체계 내에서 법조항의 유권해석과 행정규칙 발동 등을 통

한 방식으로 나노물질을 규제하고 있음을 보일 것이다. 한국에서는

2011년에 ‘제1차 나노 안전관리 종합계획’이 수립된 직후부터 나노

위험과 관련한 환경부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환경부가 나노물질을

포함한 화학물질 규제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게 된 결정적 계기

는 앞에서 언급한 ‘가습기 살균제 사고’였다. 환경부는 유럽의

REACH 제도를 벤치마칭하면서 화학물질의 관리 법제 등을 제·개

정하는 방식으로 규제정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나노물질은 규

제대상 화학물질에 포함되었다. 아울러 이 장에서는 환경부의 화학

물질 규제제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이

해당사자가 어떻게 참여했는지도 살펴볼 것이다.

이 논문의 결론에 해당하는 제8장에서는, 제2장에서부터 제7장에

이르기까지 살펴본 국가 나노기술정책의 수립과정, 사전주의적 제

도, 실천, 참여 및 규제정책에 이르기까지 미국과 한국에서 추진되

었던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비교하여 함의를 논의할 것이

다. 특히 제1장 서론의 연구배경에서 언급했던 문제의식 측면에서,

2000년대 들어서 STS에서 중요한 주제로 논의되어 온 ‘참여적 전

환’과 ‘상류지대 참여’가 미국과 한국의 나노기술 분야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양국간 나노위험에 대한 인식과 거버넌스의

차이에 대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논할 것이다. 아울러

이런 과정에서 나타난 사전주의적 활동의 역할과 한계, STS 분야의

역할과 한계 등에 대해서도 평가하려고 한다.7)

7) 미국을 비롯한 외국 학계에서 STS는 대체로 광의적으로 사용되어 과학기술
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을 포괄하는 경우가 많다. STS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는 학회인 4S(Society for Social Studies of Science)를 보더라도,
STS와 관련하여 경계구분에 배타적이라기보다는 포용적이다. 일례로 이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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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방법과 의의

이 연구는 전반적으로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기초로 하며, 출판

된 문헌에서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맥락을 구성하기 위해서 각종

회의록과 인터뷰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을 주요 연구방법론으

로 한다. 인터뷰 대상은 나노기술 연구자, 관계부처 공무원, 정책 수

립과정 참여자, 대학교수, 시민단체 활동가, 해당 사안에 참여한 시

민 등을 포함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해당 사안에 직접 참여

한 인물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나노기술 위험 거버넌스가 형성되는

과정을 맥락적으로 해석하고, 문헌 상에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을 보완적으로 보여줄 것이다. 인터뷰 대상자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익명 표기를 원한 인터뷰 대상자들은 영어 알파벳으로 표기

했다.

문의 제4장에서 중요하게 언급될 랭던 위너(Langdon Winner)는 기술철학자
또는 정치학자로 인식되기도 하는데, 4S는 STS 분야에 특별히 기여한 공로
를 기리고자 매년 수여하는 버날(J. D. Bernal) 상 수상자로서 2020년에 그
를 선정했다. 외국에서 STS가 광의적, 포용적으로 해석되는 것과 달리, 한
국에서 STS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다. STS의 경계와
관련한 선행연구에서는 STS와 과학사와의 접점(홍성욱, 2005), STS와 과학
철학의 관계(이상욱, 2005) 등을 논했으나, 이 경계설정 작업은 여전히 논쟁
적이다. 하지만 연구정책적 측면에서는 STS가 포괄적인 상위 개념으로 분
류되기도 한다. 일례로 한국의 공식적인 최대 연구지원기관인 한국연구재단
은 연구과제 선정·평가,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 등을 목적으로 활용 중인 ‘학
술연구분야분류표’에 중분류로서 ‘과학기술학’(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을 설정하고 있다. 이 중분류의 하위단계인 소분류 연구분야에는 과
학기술사, 과학기술철학, 과학기술사회학, 과학기술정책학, 과학기술행정학,
과학기술경영학, 과학기술언론학, 과학기술인류학, 과학기술과문학, 과학기술
과음악, 과학기술과미술, 과학기술과법, 과학기술과종교, 기타과학기술학이
포함돼있다(한국연구재단 학술연구분야분류표, 2016. 2월 기준). 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STS는 ‘과학기술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연구’
로 정의하며, 글로벌 학회인 4S의 접근방식과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분야 분
류기준을 수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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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인터뷰 대상자 현황

연
번

이름
직업(비고
당시)

인터뷰 날짜 비고

1 한재각
시민과학
센터 간사

2020.9.29.
(대면 인터뷰)

2000년
『녹색평론』에 빌
조이 글 관련 논평,
법제상 기술영향평가
조항 반영 참여

2 조아라
고려대
박사과정

2020.10.6.
(전화 인터뷰)

2009년 시민자문회의
기획

3 A 시민
2020.5.24.

(이메일 인터뷰)
2009년 시민자문회의

참석

4 현택환
서울대
교수

2020.10.29.
(대면 인터뷰)

2009년 시민자문회의
발제, 나노기술
연구자

5 이영희
가톨릭대
교수

2020.9.11.
(대면 인터뷰)

2009년 시민자문회의
발제, 시민과학센터

대표

6 권복규
이화여대
교수

2020.9.23.
(전화 인터뷰)

2010년 나노기술
ELSI 연구책임자

7 이중원
서울시립
대 교수

2020.9.29.
(대면 인터뷰)

2010년 나노제품
시민모니터링, 2012년
나노안전 이해당사자

포럼 기획,
나노 ELSI 연구 등

8 김훈기
서울대
교수

2020.6.18.
(이메일 인터뷰)

2010년 나노제품
시민모니터링 기획

9 신지원 시민
2020.8.24.

(전화 인터뷰)
2010년 나노제품
시민모니터링 참여

10 이인옥 시민

1차) 2020.8.26.
(이메일 인터뷰)
2차) 2020.8.27.
(전화 인터뷰)

2010년 나노제품
시민모니터링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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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윤 명
소비자
시민모임
국장

2020.10.14.
(전화 인터뷰)

2012년 나노안전
이해당사자 포럼 참석

12 고도현
시민환경
연구소
연구원

2020.8.28.
(전화 인터뷰)

2012년 나노안전
이해당사자 포럼 참석

13 최예용
환경보건
시민센터
소장

2020.9.9.
(대면 인터뷰)

가습기살균제 관련
시민사회 참여 활동

14 안종주
한겨레
신문 기자

2020.9.29.
(이메일 인터뷰)

가습기살균제 관련
시민사회 참여 활동

15 B
나노기술
정책
관계자

2020.9.18.
(대면 인터뷰)

나노기술정책
수립과정 참여

16 C
환경부
관계자

2020.8.25.
(전화 인터뷰)

화학물질 관련 정책

17 D
환경부
관계자

2020.9.11.
(전화 인터뷰)

화학물질 관련 정책

18 E
환경부
관계자

1차) 2020.8.28.
(전화 인터뷰)
2차) 2020.9.25.
(대면 인터뷰)

화학물질 관련 정책

19 F
환경부
관계자

2020.9.25.
(대면 인터뷰)

화학물질 관련 정책

20 G
환경부
관계자

2020.10.19.
(전화 인터뷰)

화학물질 관련 정책

21 H
국회
관계자

2020.9.11.
(전화 인터뷰)

화학물질 관련 법제
입법과정 참여

22

다니엘 리
클라인만
(Daniel Lee
Kleinman)

위스콘신-
매디슨대
학 교수

1차) 2020.8.31.
(이메일 인터뷰)
2차) 2020.9.3.
(이메일 인터뷰)

2005년 나노기술
합의회의 기획

23

데이비드
거스턴
(David H.
Guston)

애리조나
주립대학
교수

2020.8.31.
(이메일 인터뷰)

2008년 나노기술
합의회의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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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나노기술과 관련하여 행위자들을 다양하게 인식하

는데, 특히 입법부의 행위자들을 중요하게 강조한다. 자사노프는 미

국의 규제과학에서 법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는데, 정

부기관에 의해 이뤄진 규제정책이 개별기업에 의해 제소된 후 법원

에서 위험평가가 다시 판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Jasanoff,

1997). 나노기술과 같은 신흥기술의 경우 규제정책은 제품 등록 의

무 부과 등과 같은 약한 수준의 규제정책이 시행되곤 한다. 따라서

상용제품에 대한 규제정책에서와 같은 기업에 의한 제소가 이뤄지

기까지는 상당한 시기가 지나야 하는데, 이는 규제정책이 해당 기술

의 발전과 성숙도에 따라 이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

에서 이 논문에서는 사후적인 판단이 이뤄지는 법원보다도 사전적

으로 계획이 수립되는 행정부의 역할과 함께, 입법 등을 통해 제도

화가 이뤄지는 입법부의 역할을 중요하게 인식한다. 게다가 의회의

입법공간은 정치적 지향점을 달리하는 의원들뿐 아니라, 행정부 관

계자, 입법공무원, 시민단체, 전문가집단, 이익단체 등 다양한 행위자

가 참여하고 활동하는 공간이다. 입법공간은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행위자들이 다양한 논쟁과 토론을 거쳐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고 법

률안이 최종 확정되는 공간이며, 이런 입법과정은 제도화의 기반이

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의회에서의 과학기술정책은 과학기

술 자체의 논리만이 아닌, 대학과 산업, 군사문제, 대외정책, 민주적

사회 등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으며, 환경규제와 같은 기술규제도 입

법화를 통해 이뤄진다(Dickson, 1984), 일례로 빔버(Bruce Bimber)

는 미국 의회에서 기술영향평가국(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 OTA)의 부침과정을 서술한 책에서 의회내에서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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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치가 지식과 정치적 고려의 교차점에서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

서 이뤄진 것을 보여주었다(Bimber, 1996). 이 논문은 양국에서 이

뤄진 나노기술정책의 추진과정에서부터 사전주의적 활동의 제도화

및 나노물질의 규제정책에 이르는 제 과정에 이르기까지 의회 공간

에서 나타난 논의과정, 즉 상임위원회에서 개최한 청문회, 의원들의

입법과정, 입법지원기관의 보고서 내용 등을 중요하게 인식한다. 행

정부 차원의 나노기술정책과 관련해서도, 나노기술 연구개발을 주도

하는 부처뿐 아니라 나노물질을 규제하는 부처들을 포함하여 연관

된 다양한 기관들의 정책들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서 나노기술

관련 거버넌스 체계가 단일화되어 있지 않고 사안별로 다양한 기관

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다는 것을 보일 것이다. 아울러 이 논문에서는

나노기술 영향평가의 주체도 확장하여 살펴볼 것인데, 미국의 경우

OTA 폐지 이후 기술영향평가 기능을 일부 수행하고 있는 GAO,

CRS를 기술영향평가의 주체로 인식한다. 한국의 경우 기존 문헌에

서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만을 공식적인 기술영향평가

의 주체로 인식했으나, 이 논문에서는 실제로 나노기술 영향평가와

ELSI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국가나노기술정책센터’도 기술영향평가

의 주체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이런 부분들 역시 선행연구와 비교

할 때 이 논문이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이 논문에서 보여주는 미국과 한국의 비교연구를 통해 각 국가가

처한 정책적 배경과 서로 다른 정책 추진방식을 이해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한다. 미국과 한국은 거의 유사한 시기에 나노기술개발정

책을 수립하고, 나노기술연구개발법을 제정했다. 사전주의적 활동의

배경이 되는 제도적 측면에서는 미국은 합의회의 방식이, 한국에서

는 기술영향평가 방식이 마련되었다. STS 연구자들이 주도한 참여

적 실험 측면에서는, 미국은 합의회의 방식의 실험이 이뤄진 반면

에, 한국에서는 시민자문회의와 시민모니터링 방식이 시도되었다.

미국과 한국 모두 정부 주도로 수행된 시민참여적 방식의 사례는

찾기 어려웠다. 흥미로운 지점은 실제 시민의 참여 사례 부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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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한국 모두 엄밀한 의미의 나노물질이 아닌 유사 나노물질과

관련한 사안이 계기가 되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이 이뤄졌

다. 미국의 경우 ‘은나노 세탁기’ 사안을 계기로 나노물질에 대한 규

제 논의가 본격화되었으며, 한국의 경우에는 나노입자 수준으로 분

무되는 가습기 살균제 물질의 독성문제가 부각되어 나노물질의 규

제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되었다. 미국과 한국에서 나노물질 규제

정책이 본격적으로 마련된 계기로서 미국의 은나노 세탁기 사안과

한국의 가습기 살균제 사안을 비교 분석한 점도 선행연구와 비교했

을 때 이 논문의 독창적인 부분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나노기술 거버넌스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보면, 정책의 상류지대

또는 하류지대 중 어느 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다. 예컨

대 기술영향평가, 합의회의 등 사전주의적 활동에 대한 연구는 대체

로 정책의 상류지대에 속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실제 나노기술에 대

한 규제정책에 대한 연구는 정책의 하류지대에 초점을 맞춰서 규제

내용이나 규제체계를 중심으로 기술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논

문은 나노기술정책의 상류에서 하류지대까지 이르는 전체적인 차원

으로 조망하고자 한다. 나노기술정책의 전체 흐름을 조망함으로써

얻는 이점 중 하나는, 상류지대에서 이뤄진 사전주의적 활동이 실제

하류지대에서 구체화되는 규제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사례를 통해, 상류지대의 참여

적 실험이 하류지대의 규제정책에 대한 참여활동에까지 영향을 미

쳤음을 보일 것이다. 한국의 경우는 상류와 하류지대의 참여가 단절

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하류지대에서 새로운 행위자가 등장함으로써

상류지대에서와 전혀 다른 방식의 참여 활동이 이뤄졌다는 것을 보

일 것이다. 이렇게 나노기술정책의 흐름 전체를 조망하면서 의의와

한계를 논하는 방식도 이 논문의 학술적인 독창성 측면에서 평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이 논문을 통해 나노기술 위험 거버넌스 형성과정에서

STS 분야 연구자들의 역할과 한계도 보이려고 한다. 미국과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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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S 분야 연구자들이 기술영향평가, ‘시민참여 실험’ 등 사전주의적

활동 단계에서 유의미한 역할을 했으나, 실제 나노물질 규제정책이

형성되는 ‘실천’ 단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이들의 역할에 한계가 나타

났음을 보일 것이다. ‘실천’ 단계에서는 미국과 한국 모두 STS 분야

등의 연구자들보다는 조직화된 시민단체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했

다. 이런 현실을 바탕으로, 이 논문은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시민참

여 활동의 의의와 한계를 인식하고, 참여 활동의 방향성과 대안을

모색하는 데에도 일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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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선행연구 분석

이 장에서는 이 논문의 주제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를 분석한다. 먼

저 이 논문에서 다루는 나노기술이 어떤 과정을 거쳐 발전해왔는지

를 역사적 흐름에 따라 살펴볼 것이다. 제1절에서는 나노기술의 역

사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정책 보고서나 대중 서적에서 소개되는 ‘표

준 역사’(standard story)의 내용과 한계 및 그에 대한 비판도 같이

언급할 것이다. 그 다음 절에서는 나노기술에 대한 사회적 측면의

연구인 ELSI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볼 것이다. 이 절에서는 나노

기술의 ELSI 연구가 인간게놈프로젝트(HGP)의 ELSI 연구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것과, 기존 ELSI 연구의 한계에 대한 대안으

로 후기 ELSI(post-ELSI) 연구가 논의되는 등 ELSI 연구가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음을 보일 것이다. 제3절에서는 나노기술과 관련한

거버넌스 연구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나노기술 거버넌스 측면에

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예견적 거버넌스’(anticipatory governance)

개념이 많이 논의되었는데, 최근에는 예견적 거버넌스를 포함한 ‘예

비적 거버넌스’(tentative governance)가 신흥기술에 대한 거버넌스

차원으로 논의되고 있음을 소개할 것이다. 아울러 나노물질에 대한

규제 거버넌스 측면으로 진행된 선행연구들도 같이 분석할 것이다.

제1절에서 다루는 나노기술 역사는 주로 해외 문헌을 바탕으로 분

석하지만, 나머지 절들은 미국과 한국에서 이뤄진 선행연구들을 같

이 언급할 것이다.

제 1 절 나노기술의 역사 연구

나노기술이라는 용어가 폭넓게 사용되기 이전에는 이와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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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용어들이 사용되었는데, 최형섭과 모디(Cyrus C.M. Mody)

는 1950년대 후반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나노기술과 관련한 용어

의 수사적 전략(rhetorical strategy)의 계보를 잘 보여주었다. 이 연

구에 의하면 1950년대만 하더라도 과학기술자들은 ‘atomic

electronics’, ‘angstronics’와 같은 용어를 사용했고, 1958년에 미국

공군과 웨스팅하우스(Westinghouse)가 사용한 ‘분자 전자공

학’(molecular electronics)이라는 용어는 1950년대 중반부터 폰 히펠

(Arthur R. von Hippel)이 사용하였던 ‘분자 공학’(moleculuar

engineering)이란 용어와 병행하여 사용되었다. 하지만 이후에 이 용

어들은 서로 부침을 겪었다. 그러다 1970년대 후반부터 미국 해군연

구소(Naval Research Laboratory)의 카터(Forrest L. Carter)가 ‘분

자 전자공학’이란 용어를 다시 사용하기 시작했다. 1974년에 타니구

치(Norio Taniguchi)가 처음 나노기술이란 용어를 사용하였지만,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분자 전자공학’을 연구하는 그룹은 ‘나노’

라는 용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2000년대 이후

미국의 NNI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점차 나노기술이란 용어가 광범

위하게 사용되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나노기술이라는 용어를 사용

한 연구그룹들은 연구비 수령, 논문 출판, 언론 노출 등의 측면에서

많은 혜택을 얻게 되었다(Choi & Mody, 2009).

미국에서 나노기술정책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국립과학재단

(National Science Foundation, NSF)의 로코(Mihail C. Roco)와 베

인브리지(William Sims Bainbridge)를 비롯한 나노기술정책 관계자

들에 의해 작성된 것들이 많다. 일례로 나노기술정책의 정책결정과

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로코는 1998년에 나노기술 관련 국가연

구프로그램에 관한 논문(Roco, 1998)을 쓴 이래 2020년 12월까지 단

독저자 또는 공저자로 187편에 이르는 논문과 북챕터, 단행본 등을

발간했다. 로코가 주저자 혹은 공저자로 작성한 논문은 대체로 나노

기술정책과 NSF의 역할, 국가나노기술계획 관련 평가, 나노기술의

미래비전 및 나노기술 관련 이슈 등8)으로서, 이런 논문들은 기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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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을 통해 산업발전을 꾀하려 하는 전형적인 기술관료적 입장에서

나노기술정책을 설명하고 제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의 나노기

술정책에 대한 연구 역시 주로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종

사하는 정책연구자들이 작성한 보고서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연구는 풍부한 정보를 담고 있지만 비판적이거나 분석적이지 못한

한계가 있다.

STS의 방법론을 이용해서 나노기술정책의 역사를 분석한 연구도

있다. STS 학자인 신시아 셀린(Cynthia Selin)은 나노기술의 발전과

정을 행위자-네트워크이론(ANT) 방식으로 해석하였는데, 그녀는 나

노기술이 본격적으로 부상하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나노기술에 대한

기대와 전망이 이후의 단계에서 변화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즉 나

노기술의 기대와 전망이 비전으로서 기입(inscription)되고 프로그램

으로 수행되는 과정에서, 이런 기대와 전망이 추종되고, 저항을 받

으면서, 수정되기도 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나노기술의 다

른 문헌들과 유사한 방식으로 파인만과 드렉슬러(K. Eric Drexler)

및 NNI 등을 언급하였다. 나노기술의 발전과정에서 드렉슬러는 무

척 중요한 인물인데, 정작 핵심 과학기술자 공동체에서는 나노기술

의 대변인 역할을 한 드렉슬러를 공학자가 아닌 과학소설(SF)을 쓴

미래학자로 취급했다. 『사이언티픽 아메리칸』(Scientific

American), 『사이언스』(Science), 『네이처』(Nature) 등은 그를

비판하는 논문들이 다수 실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그녀는 과학기술

자 그룹과 드렉슬러 그룹이 이런 간극을 좁혀가는 과정을 번역

(translation)의 과정으로 해석했다. 드렉슬러는 새로운 실험 연구,

컴퓨터 시뮬레이션, 그래픽 재현 등을 활용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과

학적으로 입증하고자 했고, 2003년에 쓴 논문에서는 자신의 나노기

술 비전이 파인만이 제시한 비전의 연장선 상에 있다고 주장하기도

8) 로코에 대한 연구결과물 개수 산정은 Google Scholar에서 검색한 결과를 토
대로 했다.
https://scholar.google.co.kr/citations?hl=ko&user=kUlas10AAAAJ&view_op=
list_works&sortby=pubdate (최종 검색일: 2020.12.3.).

https://scholar.google.co.kr/citations?hl=ko&user=kUlas10AAAAJ&view_op=list_works&sortby=pubdate
https://scholar.google.co.kr/citations?hl=ko&user=kUlas10AAAAJ&view_op=list_works&sortby=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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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드렉슬러의 비전은 온전하게 번역되었다기보다는, 수용되고

재협상되었다. 셀린이 재구성한 나노기술의 역사는 기존의 문헌에서

등장하는 역사와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ANT 시각으로 접근하고

해석했다는 것에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나노기술을 소개하는 관련 문헌을 살펴보면, 셀린과 같이 소위 나

노기술의 ‘표준역사’(standard story)에 충실하게 선형적인 방식으로

연구업적들을 기술하는 경우가 많다. ‘표준역사’라는 표현을 처음 사

용한 베어드와 슈(Baird & Shew, 2004)9)에 따르면, 이런 나노기술

역사서술 방식은 미국 연방정부의 국가나노기술계획(NNI) 등과 같

은 정부발간물 등에서 나타난 것이었다. 이런 방식으로 서술된 나노

기술의 역사는 꽤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는데, 이런 표준역사는 물리

학자 파인만(Richard Feynman)이 1959년의 강연에서 나노크기 수

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서 시작한다.

파인만의 강연에서 처음 언급된 나노기술의 비전은 1981년 독일의

물리학자 비니그(Gerd Binnig)와 스위스의 물리학자 로러(Heinrich

Rohrer)에 의한 주사터널링현미경(Scanning Tunneling Microscopy,

STM)의 발명을 통해 본격적인 연구로 발전했고, 드렉슬러와 같은

나노기술의 전도사가 등장하면서 대중적으로 확산되었으며, 1990년

에는 IBM 소속 연구자였던 아이글러(Donald Eigler)와 슈바이처

(Erhard Schweizer)가 STM으로 제논(xenon) 원자들을 조작하여

IBM 글자들을 형상화하면서 그 가능성을 보여주었고10), 2000년에

9) 베어드와 슈는 ‘표준역사’를 옹호하기보다는 이런 시각을 비판적으로 검토하
기 위해 언급한 것이었다. 과학기술사가인 맥크레이는 ‘표준역사’와 비슷한
의미를 지칭하기 위해 ‘창조역사’(creation story)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
다(McCray, 2005). 벤소드-뱅상도 ‘표준역사’(a standard history)란 표현을
사용했는데, 그는 파인만이라는 ‘영웅’으로부터 드렉슬러에 이르는 나노기술
의 역사에 반도체 분야의 ‘무어의 법칙’(Gordon Moore’s law)를 포함시킨
것이 특기할 만하다(Bensaude-Vencent, 2007).

10) 맥크레이(M. Patrick McCray)는 IBM 연구자들이 STM을 통해 제논 원자
로 IBM 로고 모양을 만든 것에서, 갈릴레오가 목성을 관찰하면서 발견한
별들에 대해 그의 후원자의 이름을 따서 “메디치 별”(Medichi Stars)로 명
명한 사례를 떠올릴 수 있다고 한다(McCray, 2013: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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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국가나노기술계획(National Nanotechnology Initiative,

NNI)이 수립되어 새천년을 여는 거대한 프로젝트로 이어졌다는 것

이 표준적인 서술이다.

나노기술의 표준역사에서 1959년의 파인만 강연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 강연은 표준역사의 단초를 제공할 뿐만 아니

라, 이후에 등장하는 나노기술과 관련된 여러 내러티브(narratives)

와도 연결되기 때문이다. 먼저 1959년 파인만 강연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파인만은 1959년에 미국 패서디나

(Pasadena)에서 미국물리학회(American Physical Society) 회원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했는데, 이 강연은 오늘날 나노수준으로 일컬어질

수 있는 매우 작은 수준(a small scale)을 주제로 한 것이었다. 여기

서 그는 주기도문(the Lord’s Prayer)을 핀 머리에 새길 수 있다고

예시하면서, 브리태니카 백과사전 24권 전체의 내용을 25,000배 축

소하여 핀 머리에 새기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뿐만 아

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책의 정보를 한변이 1/200 인치인 입방

체에 적어넣을 수 있으며, 이런 의미에서 “바닥에는 풍부한 공간이

있다”(So there is plenty of room at the bottom!)라고 언급하였다.

이밖에도 그는 이 강연에서 전자현미경의 개선, 컴퓨터의 소형화 및

인체 내 투입 가능한 의료용 기계 등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부여했

다(Feynman, 1960). 1959년 강연에 포함된 파인만의 선지자적인 비

유와 예시는 후대에 클린턴(Bill Clinton) 대통령과 같은 정치가 등

에 의해 유사한 방식으로 변형되어 사용되었다.

하지만 파인만에서 시작하는 표준역사 서술방식은 여러 가지 측

면에서 비판에 직면하였다. 먼저 나노기술사를 연구해 온 투미

(Christopher Toumey)는 이런 나노기술의 ‘정통’ 역사에 대해 회의

적이다. 투미는 ‘표준역사’의 전제와도 같은 파인만의 1959년

“Plenty of Room" 강연에 대한 역사적 의의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

했다. 그는 파인만의 강연이 과연 연구자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영

향을 미쳤는지, 더 나아가서 파인만을 나노기술의 창시자로 자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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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 논하였다. 그는 자신의 논

증을 뒷받침하기 위해 “Plenty of Room"을 인용한 문헌들에 대한

정성적, 정량적 분석은 물론, 주사터널링 현미경(STM)과 원자현미

경(Atomic Force Microscopy, AFM)을 발명한 연구자들은 물론 파

인만의 아들(Carl Feynman)에 대한 인터뷰를 수행하기도 했다. 이

런 논증을 통해 투미가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앞서 언급한 표준

역사와 달리, 파인만의 “Plenty of Room" 강연 이후 연구자들은 이

에 대해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투미의 인용색인 분석 결과에

따르면, “Plenty of Room"에 대한 인용은 1960년대에 총 3회, 1970

년대는 총 4회에 불과하였다. 그나마도 당시에는 현재의 나노기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고, 파인만의 ‘예측’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가

능성이 언급되는 정도였다.

파인만의 강연이 나노기술과 관련하여 대중에 노출되기 시작한

시기는 1980년대에 들어서였다. 대중적으로 나노기술의 산파 역할을

한 드렉슬러(K. Eric Drexler)는 파인만의 “Plenty of Room" 강연을

나노기술과 적극적으로 연결시켰다. 그의 대중서인 『창조의 엔진』

(Engines of Creation, 1986) 이전인 1981년 “Molecular

Engineering" 논문에서도 그는 “Plenty of Room"을 첫 문장에 인용

한 바 있다. 1990년대 초반에 들어서야 파인만의 “Plenty of Room"

에 대한 학술적 인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이는 아이글러와 슈

바이처가 제논 원자를 조작하여 IBM을 형상화한 실험 직후 『사이

언스』(Science)지 1991년 11월호에 파인만에 대한 특집 이슈가 실

린 이후부터다. 투미의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STM을 발명한 공로

로 1986년에 노벨상을 받은 비니그와 로러는 물론, 제논 원자로

IBM을 형상화한 아이글러, AFM을 발명한 퀘이트(Calvin Quate)

등은 파인만으로부터 직접적인 영감을 받지 않았다고 술회했다. 파

인만의 아들인 칼 파인만도 투미와의 인터뷰에서 파인만의 “Plenty

of Room" 강연 이후 아무도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았으며, 심

지어 강연에서 전자현미경의 미래를 전망한 파인만조차도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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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M과 “Plenty of Room"의 관련성에 대해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Toumey, 2005; 2008; 2009). 투미는 이상과 같은 분

석을 통해 표준역사에 대한 비판적인 해석을 제시하면서, 나노기술

이라는 신생 연구분야에서 연구자들이 자신들의 학문적 기반을 정

당화하기 위해 파인만이라는 거장의 내러티브를 재발견하여 계보화

한 것임을 주장했다.

‘표준역사’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베어드와 슈는 STM과 전자현미

경을 비교하면서 나노기술의 표준역사 서술과 연구현장에서의 인식

간에 서로 차이가 있음을 지적했다. 표준역사에서는 원자를 인위적

으로 조작하게 된 계기를 마련한 도구로서 STM의 역할을 강조했는

데, 정작 표준역사에서 계보화하여 나노기술의 창시자로 묘사된 파

인만은 전자현미경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기 때문이다(Baird &

Shew, 2004). 1959년 강연에서 파인만은 전자현미경의 해상도

(resolution)가 더욱 개선될 것으로 예견했지만, 파인만이 예견한 것

에 비해서 전자현미경의 파급력 자체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특

히 생명과학 분야에서는 전자현미경에서 발생하는 전자입자가 시료

를 손상시키는 경우가 많아서 연구에 지장을 초래했다. 파인만은 물

리학자로서 전자현미경의 해상도 문제를 중심으로 논했지만, 물리학

과 생명과학 분야는 전자현미경과 관련한 관심사안이 서로 달랐던

것이다(Segal, 2009). 베어드와 슈에 의하면, 전자현미경과 비교할

때 STM은 여섯 가지 측면에서 상대적인 약점이 존재했다. (1) 구조

적으로 견고하지 않고, (2) 작동하기 쉽지 않으며, (3) 작업처리량이

높지 않고, (4) 용도가 제한적이고, (5) 산출물의 해독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6) 산출물이 ‘사실’(fact)이라기보다는 ‘인공물’(artifact)에

가깝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비록 STM을 통해 IBM 형상화와 같은

상징적인 성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노수준을 연구하는 연구자

들은 이런 약점들 때문에 STM보다는 전자현미경을 더 선호했다.

따라서 베어드와 슈는 나노기술의 표준역사에서 중요하게 강조하는

STM이라는 도구적 존재가 실제보다 과대평가되었고, 정작 전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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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경은 과소평가되었다고 본 것이다(Baird & Shew, 2004).11)

도구가 아니라 새로운 물질의 발견과 발명에 초점을 맞추면 나노

기술의 역사에 대한 대안적인 접근과 해석이 가능하다. STM의 발

명이나 제논 원자의 IBM 형상화가 이뤄진 비슷한 시기에 구 모양

의 탄소 분자 형태인 C60가 발견되었다. 파인만이나 드렉슬러의 비

전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미국의 NNI나 한국의 나노기술종합

개발계획 등 국가차원에서 추진하는 나노기술정책의 궁극적 목적이

나노기술의 상용화에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런 나노기

술의 상용화 측면에서 중요한 연구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는 탄소나

노튜브(carbon nanotube), 그래핀(graphene) 등의 연구에 선행된 C60

의 발견은 나노기술의 역사에서 중요하다. ‘벅키볼’(buckyball)로 표

현되는 C60와 탄소나노튜브 및 그래핀은 동일한 구조를 기반으로 한

다. 정육각형 형태로 이뤄진 탄소 구조를 기반으로 탄소 원자 60개

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분자형태가 C60인 벅키볼이고, 원통형으로 구

성한 것이 탄소나노튜브이며, 평면체로 쌓은 것이 그래핀인 것이다

(Geim & Novoselov, 2007).

탄소 원자 60개로 만들어진 구형체를 처음 발견한 크로토(Harold

W. Kroto)와 스몰리(Richard E. Smalley) 등은 1985년에 그들의 논

문을 네이처(Nature)에 게재하였다(Kroto et al., 1985). 흥미로운 사

실은 이들의 논문 제목에 그들이 발견한 탄소 원자 60개로 이뤄진

분자구조물의 이름을 “벅민스터풀러린”(Buckminsterfullerene)이라고

명명한 것인데, 이 명칭은 당대에 미국의 건축가로 유명한 풀러

(Richard Buckminster Fuller)의 이름을 딴 것이었다. 흥미롭게도,

C60의 발견 전후과정은 물론 1996년에 스웨덴 왕립과학아카데미가

11) 모디(Cyrus Mody)는 베어드와 슈와는 다소 다른 방식으로 STM 개발과정
을 분석하였는데, 그는 나노기술을 상징하는 첫 이미지가 대학교가 아닌
IBM에서 만들어진 것이 나노기술의 ‘포스트-아카데미’(post-academy)의 성
격을 잘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그는 탐침 현미경(probe microscopy)의 발전
사를 대학과 산업체 간 상호연결 고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특히 대학
연구자들이 산업계와 연계하여 STM의 개발과 사업화에 큰 족적을 남겼다
고 한다(Mody,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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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화학상을 스몰리 등에게 수여하는 과정에서도 소위 나노기술의

표준역사에 수없이 등장하는 파인만의 이름은 전혀 언급되지 않는

다. 앞에서 언급한 투미의 인용분석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실제로

과학논문에서 파인만의 1959년 강연내용이 본격적으로 언급되기 시

작한 것은 『사이언스』(Science)지에 제논으로 IBM을 형상화한 논

문이 출판된 1991년 이후부터였던 것을 고려하면, 스몰리 등의 논문

이 발표된 1985년에 화학자 연구그룹 내에서 물리학자인 파인만의

강연내용이 중요하게 공유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12) 그리고

1980년대는 물론이거니와 노벨화학상이 스몰리 등에게 수여된 1990

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C60를 탄소나노튜브나 그래핀 등으로 응

용하는 연구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전이었고 이들이 ‘나노기술’

이라는 명목으로 상용화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스몰리 등의 연구

그룹은 자신들의 연구가 ‘나노기술’ 영역에 포함된다고 인식하지 않

았을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13)

2010년대에 이르러 나노기술 연구와 파인만의 비전을 연계하는

시도가 다시 등장하였다. 2016년에 소비지(Jean-Pierre Sauvage), 스

토다트(James Fraser Stoddart) 및 페링가(Bernard L. Feringa)는

각자 분자기계를 설계하고 합성한 연구의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화

학상을 수상하였다. 이들의 두드러진 업적은 ‘분자 모터’(molecular

motors)를 만든 것이었는데, 특히 페링가의 1999년 연구업적은 분자

모터를 이용한 ‘나노자동차’(nanocar)의 구조를 만들어 보인 것에 있

었다. 흥미로운 점은 스웨덴 과학아카데미가 이들에 대한 2016년 노

12) 심지어 스몰리는 2001년에 『사이언티픽 아메리칸』(Scientific American)
에 기고한 글을 통해 파인만의 1959년 강연 제목을 인용하면서, “하지만 그
곳에는 그렇게 많은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다”(“But there’s not that much
room.”)고 하면서 파인만의 견해에 부정적인 견해를 표현하기까지 했다
(Smalley, 2001b: 77).

13) 스몰리는 한 인터뷰에서 C60 연구를 했던 당시에는 나노기술이란 용어를
몰랐으며, 자신의 연구를 ‘초음속 빔 레이저 증착 클러스터’(supersonic
beam laser vaporization cluster) 연구로 지칭했었다고 회고한 적이 있다
(Davis-Floyd & Cox,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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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화학상 수상 취지와 연구내용을 기재한 보고서에서 이들의 성과

가 파인만이 1959년에 보여주고 고취했던 분자기계의 비전을 가시

화시킨 것으로 평가한 것이다(The Royal Swedish Academy of

Sciences, 2016). 앞에서 살펴본 나노기술의 표준역사에 관한 논의에

서 나노기술이라는 신생 학문분야가 과학적 업적들을 파인만이라는

거장과 연관시키려는 노력을 언급한 바와 같이, 나노모터와 나노자

동차의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시도가 다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C60의 발견에서부터 이를 토대로 한

탄소나노튜브, 그래핀과 같은 나노물질은 물론 나노자동차에 이르기

까지 나노기술은 점점 상용화에 가까운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하지

만 이런 나노물질이 동물이나 인체에 흡입될 경우 잠재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기 시작했고, 2005년에는 이

런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나노독성학(nanotoxicology)와 같은 새로운

연구의 수행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Oberdörster

et al., 2005). 나노기술의 표준역사 서술방식에서는 이런 나노기술이

나 나노물질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 논의가 충분하게 반영되어 있지

않았는데, 주로 이와 같은 서술방식이 기술의 발전과정이나 기술의

지향목표에 충실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나노기술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했던 2000년대 초반부터 나노기술에 대한 잠재적 위

험성 논의는 존재했지만, 아직 나노기술이 초기단계에 머물렀을 뿐

아니라 미래 성장동력으로서의 기대가 더 컸기 때문에 위험 논의는

부각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나노기술의 표준역사 서술방식은 나

노기술의 연구 흐름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목적에서는 강점일 수 있

지만, 다른 유사한 역사서술방식과 같이 휘그주의식의 오류를 범할

수 있고, 지나치게 선형적으로 역사를 인식하거나, 스토리텔링에 치

중한 나머지 특정사안에 대한 과소평가 또는 과대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 게다가 나노기술의 역사와 더불어 논의되어 온 나노기술의 잠

재적 위험과 관련한 부분은 대부분 생략되고 있다는 것이 한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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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될 수 있다.

제 2 절 나노기술의 ELSI 연구

과학기술정책에서 사회적 측면의 연구가 본격적으로 제도화된 것

은 미국에서 1990년대 초반 인간게놈프로젝트(Human Genome

Project, HGP)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프로젝트와 관련한 윤리적,

법적, 사회적 함의 연구(Ethical, Legal, Social Implications, ELSI)가

의무화된 것을 시초로 볼 수 있다. 당시 ELSI 연구에 대해서 HGP

전체 예산의 3～5%를 편성하는 등의 측면에서 과학기술정책에 인문

사회과학 연구가 제도화된 것은 매우 파격적인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를 계기로 STS를 비롯한 인문사회과학분야 연구자들은

ELSI 연구에 다수 참여했으나, HGP가 마무리되는 시기에 이뤄진

ELSI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의견이 분분했다. 그럼에도 ELSI 프

로그램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이뤄져왔다. 자사노프

(Shiela Jasanoff)도 20세기말에 추진된 HGP의 ELSI 연구가 과학기

술에 대한 문화 연구의 새로운 차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Jasanoff, 2010). HGP를 주관한 미국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 of Health, NIH) 산하 국립인간게놈연구소(National

Human Genome Research Institute, NHGR)이 ELSI 프로그램에 대

해 자체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1990년에 1.57백만 달러에 불과했던

ELSI 프로그램 지원 예산이 2011년에는 2천5백만 달러에 이를 정도

로 양적인 성장을 보였다.14)

나노기술 분야의 ELSI 연구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14) 이 글에서 ELSI 프로그램을 “진행중인 실험”이라고 표현한 것을 특기할
만하다. ELSI 프로그램이 20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서 작성한 것을 고려할
때, 게다가 연방정부 기관에서 작성한 글임을 고려할 때, 이런 “실험” 표현
은 연방정부 종사자들의 ELSI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McEwen et 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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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나노기술 ELSI 연구는 주로 2007년부터 출간된 『나노윤리

학』(Nanoethics)이라는 학술지에 발표되어 왔으며, 이 학술지가 나

노기술 관련 ELSI 연구 결과들의 학술적인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

그간의 나노기술 ELSI 연구를 분석하고 한계와 대안을 논의한 논문

으로는 슘페르트 등의 연구(Shumpert et al., 2014)를 들 수 있다.

그들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발표된 나노기술 ELSI 관련 논문 91

개를 분석한 결과 나노기술 ELSI 연구자들이 대체로 자주 언급한

주제로는 ELSI의 역할, 인식, 형평, 거버넌스, 작업 위험성, 건강, 위

험, 구조, 동학, 지식재산권, 환경, 알 수 없는 효과, 인간 증진, 법적,

프라이버시, 교육 등임을 보였다. 저자들은 나노기술 ELSI 연구자들

이 이처럼 다양한 사회적 관심사안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서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적용 가능한 방식으로 실제 나노기술 연구자들과 소

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국에서 나노기술 ELSI 연구의 수행은 국립과학재단(NSF)에서

연구비 지원을 통해 ‘사회 속의 나노기술센터’(Center for

Nanotechnology in Society, CNS)가 설립된 애리조나 주립대학

(ASU), 산타바바라 캘리포니아 대학(UCSB), 사우스 캐롤라이나 대

학(USC)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Hamlett et al., 2008; Cobb, 2011;

Philbrick & Barandiaran, 2009; Hays at al., 2013). 이 밖에도 위스

콘신-매디슨 대학의 연구진 등은 나노기술 관련 ELSI 활동 사례에

대한 논문을 주로 발표했다(Kleinman et al, 2007; Powell et al.,

2008; Kleinman et al., 2011; Powell et al., 2011a; Delborne et al.,

2011, Powell et al., 2011b; Anderson et al., 2012; Delborn et al.,

2012). 이들의 논문은 대체로 2008년에 실시한 나노기술 시민기술포

럼(National Citizens’ Technology Forum, NCTF)을 주제로 한 것이

었는데, 연구진은 대체로 NCTF 사례를 통해 나노기술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합의회의 방식과 시

민참여의 한계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

은 제5장의 해당 절에서 다시 기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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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나노기술의 사회적 함의에 대해 분석한 이영희 교수는

2000년대 초반부터 나노기술의 장밋빛 전망과 함께 나노기술에 대

한 부정적인 전망도 많이 제기되고 있음을 알리며 주의를 환기시켰

다. 그는 미국과 유럽 등에서 기술영향평가, ELSI 등을 통해 진행되

고 있는 나노기술의 사회문화적 쟁점들에 대한 연구들을 소개하고,

특히 나노기술의 환경, 인체, 그리고 사회 관련 쟁점에 대해 기술했

다. 그는 그럼에도 나노기술 관련 사회적 함의에 대한 연구가 거의

수행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정부가 기술영향평가를 수행할 때

시민단체와 일반 시민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것과 ‘예방원칙’에 입각하여 나노기술의 안

전성이 확실하게 입증될 때까지 나노기술의 상품화를 중지시킬 것

을 제안했다(이영희, 2004).

이은경 교수는 한국의 나노기술정책에 대한 한계를 비판하면서

ELSI에 관한 부분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논문에서 그녀는 한국이

미국의 2000년 NNI의 논리와 정책을 빠르게 수용하여 발전시켰으

나, 두 가지 측면에서 차이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먼저 NNI에서는

나노기술의 기초연구에 30% 이상의 예산을 배정하였지만 한국은 직

접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계획을 세웠으며,

NNI에서 ELSI 프로그램과 교육훈련의 범주를 설정한 것과 달리 한

국은 ELSI에 대한 고려가 없이 전문인력 양성 위주로 계획을 수립

하였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녀는 한국에서 나노기술이 국가차원의

기술개발계획으로 수립되는 과정에서 정부와 언론의 역할이 지배적

이었으며, 미래 첨단기술로서의 나노기술 이미지가 확산하는 가운데

나노기술의 사회문화적인 함의와 잠재적 위험에 관한 논의가 부족

했을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대응도 상대적으로 미약했음을 한계

로 지적했다(이은경, 2007).

한국에서 나노기술 ELSI 프로그램 연구와 관련해서는 윤정로

(2001), 이상욱(2006), 김문조(2009), 권복규(2010), 이중원(2012,

2016) 등을 들 수 있다. 주로 생명윤리 분야의 ELSI 연구를 수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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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원의 윤정로 교수는 2001년 논문에서 나노기술 분야에

도 광범위하게 ELSI 프로그램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윤정로, 2001). 한양대의 이상욱 교수는 2006년에는 나노기술의 윤

리적 쟁점을 분석하고 정책방안을 제안했다(이상욱, 2006). 고려대

김문조 교수는 2009년에 시민자문회의 방식을 적용하여 나노기술에

대한 사회적 함의 연구를 시민참여적 방식의 실험을 통해 수행했다.

이는 합의회의와 유사한 방식으로 나노기술에 대한 시민 참여적 방

식으로 ELSI 연구를 수행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화여대 권복규

교수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주한 기획연구 과제로 ‘국가나노기술

전략수립연구’를 수행했는데, 이에 대한 부제로서 나노기술의 ELSI

연구가 포함되어 있었다. 권복규 교수는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나

노기술의 ELSI 측면을 연구했다(권복규, 2010). 나노기술의 ELSI 연

구와 관련해서 서울시립대의 이중원 교수는 개별 연구와 함께 정부

부처의 ‘나노기술소재사업단’에서 수행하는 ELSI 관련 활동에 참여

를 병행했다. 특히 이중원 교수는 김훈기 교수와 함께 2010년에 ‘나

노제품 소비자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는데(이중원, 2012),

이는 한국에서 나노기술의 ELSI 측면에서 구체적인 제품을 대상으

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김문조(2009)와

이중원(2012)의 연구 사례는 제5장의 해당 절에서 상세히 기술할 예

정이다. 이밖에 정부부문의 연구로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ISTEP)이 주관하여 수행한 기술영향평가 보고서가 있으며

(KISTEP, 2003; KISTEP, 2005; KISTEP, 2006), 나노기술 ELSI와

관련하여 국가나노기술정책센터에서 발간한 보고서(국가나노기술정

책센터, 2015) 등이 존재한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국가나노기

술정책센터는 정부부문의 기관으로서 전문가 중심적, 기술 중심적

시각의 나노기술 ELSI 연구를 수행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STS 분

야에서 이상욱 교수와 이중원 교수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국

가나노기술정책센터에서 주관하는 나노기술 영향평가와 ELSI 연구

등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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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나노기술 ELSI 연구와 활동은 그다지 활발하게 이뤄졌

다고 보기 어렵다. ELSI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생명과학기술 분야

에서는 비교적 활발하게 이뤄졌다. 이 분야의 ELSI 사례로는 ‘바이

오이종장기개발사업단’, ‘세포응용사업단’, ‘차세대 맞춤형 유전체 사

업단’ 등의 ELSI 활동과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의 ELSI 활동 등을

예로 들 수 있다(국가나노기술정책센터, 2015). 이는 미국의 HGP에

서 ELSI 연구가 처음 도입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노소재기술개발 프론티어 사업단’에서 ELSI 연구에 참여했던 이

중원은 이 사업단에서 처음으로 ELSI 프로그램을 추진했다는 의의

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이 종료됨과 동시에 ELSI 프로그램도 끝

나는 “단기성/일회성의 한계와 안전성을 중심으로 한 좁은 영역의

ELSI 논의에 그치는 한계”가 존재했다고 지적했다(이중원, 2016:

25). 이 논문의 해당 절에서도 다시 언급하겠지만, 한국의 ELSI 활

동은 근거 법률에 의해 정부의 연구 발주 방식으로 수행된 활동으

로서 연속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시민사회의 참여가 충분히 반

영되지 않았던 한계가 존재한다.

최근에는 ELSI 프로그램에 대한 대안으로서 ‘ELSI 2.0’이나 ‘후기

ELSI(post-ELSI)’를 제안하는 학자들도 등장했다. 카이에 등(Jane

Kaye et al., 2012)은 ‘유전체학(genomics)과 사회를 위한 ELSI 2.0’

이라는 논문에서 현행 ELSI 프로그램은 국가별로 연구자 중심의 접

근방식(investigator-initiated approaches)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음

을 지적했다. 그들은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하기 위한 ‘ELSI 2.0 이

니셔티브’를 제안했는데, 그 내용은 글로벌 협력(global

collaborations)이 핵심이다. ELSI 2.0을 주창한 이들은 글로벌 협력

을 통한 ELSI 연구를 통해 ELSI 프로그램이 더욱 조정가능하고, 사

회적 필요에 반응할 수 있으며, 글로벌 수준의 지식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Kaye et al., 2012). 최근에는 ELSI 2.0보

다는 ‘후기 ELSI(post-ELSI)’가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post-ELSI’

라는 표현은 래비노우(Paul Rabinow)와 베넷(Gaymon Bennett)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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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처음 언급되었다. 그들은 생명과학과 인간과학 및 윤리학

이 서로 협력할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이런 협력적인 방식의 윤리학

을 ‘후기 ELSI’ 윤리학이라고 표현했다(Rabinow & Bennett, 2009).

후기 ELSI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인데, 아직 이에 대한 개

념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머 등(Andrew S. Balmer et al.,

2016)은 후기 ELSI에서 학제간 협력의 중요성과 이에 필요한 규칙

을 제시하였다.

후기 ELSI 논의에 대해 유럽의 연구자들은 라투르(Bruno Latour)

를 연상시키는 “우리는 ELSI 연구자였던 적이 없었다”는 다소 도발

적인 제목의 논문에서 후기 ELSI가 지향하는 바가 실제로는 ELSI

프로그램이 당초에 지향했던 바와 큰 차이가 없음을 지적하였다

(Myskja et al., 2014). 저자들은 ELSI 프로그램은 초창기부터 다원

주의적으로 다학제간 다양한 방법론을 추구했으며, 최근에는 참여지

향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왔다는 점 등을 들어 후기 ELSI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바가 이미 ELSI 프로그램에 속한 것임을 강조하였다.

ELSI 2.0과 후기 ELSI를 주장하는 연구자들뿐 아니라 후기 ELSI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연구자들도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최근 들

어 ELSI 연구에서 협력과 참여적 방식이 적극 강조되고 있다는 것

이다. 이는 ELSI의 역사와는 독립적으로 발전해온 기술영향평가

(technology assessment)의 철학과 일맥상통하는데, 네덜란드의

STS 학자들이 제시한 구성적 기술영향평가(constructive technology

assessment)와 미국의 STS 학자들이 제안한 실시간 기술영향평가

(real-time technology assessment) 등에서도 참여적 방법론이 강조

되어왔기 때문이다(Guston & Sarewitz, 2002).

한국에서 ELSI 연구는 제대로 수행되지 못한 측면이 존재한다.

이는 비단 나노기술 분야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후기

ELSI 연구에 대해 논의를 한 우태민과 박범순은 합성생물학에서 비

롯한 후기 ELSI 논쟁을 소개하면서, 한국에서 합성생물학에 관한

사회과학 연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던 것을 “수행되지 않은 사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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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undone social science)으로 이해하고, 한국에서의 ELSI연구도

“충분히 수행되지 못한 사회과학”으로 남아있다고 보았다. 즉 그들

이 보기에 한국에서는 후기 ELSI는커녕 ELSI 연구 자체도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 했다고 평가한 것이다(우태민 & 박범순, 2014). 한

국에서는 위의 논문을 제외하고는 후기 ELSI를 직접적으로 언급하

는 연구논문은 찾기 어렵다. 이는 위의 저자들이 평가한 바와 같이

한국에서 ELSI 연구가 활성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후기 ELSI를 논

하는 것의 타당성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후기 ELSI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최근 연구혁신

정책 논의에서 중요한 주제로 부상한 “책임성 있는 연구와 혁

신”(responsible research and innovation, RRI) 개념이 기존의 기술

영향평가나 ELSI 연구의 전통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

다. 박희제와 성지은(2018)은 RRI 개념이 유럽의 제8차 EU 프레임

워크 프로그램(Horizon 2020) 정책 추진과정에서 강조된 연구혁신전

략의 일환, 기술영향평가나 ELSI 프로그램과 같이 신기술에 대한

거버넌스를 제도화하려는 노력 등에서 파생되었다고 보았다. 이들에

따르면, 기존의 기술영향평가가 기술의 상용화단계에서 부정적인 영

향을 최소화하려는 기술규제의 성격으로 수행된 것이라면, RRI는

연구 추진단계에서부터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연구혁신의 생

산적인 면을 강화하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은 미국의 나노기술정책의 전략목표 중 하나인 “책임있는 개

발”(responsible development)과 이와 관련하여 STS 학자들로부터

제시된 “예견적 거버넌스”(anticipatory governance) 개념을 RRI 개

념의 한 뿌리로 보기도 했다. 아울러 저자들은 한국에서는 RRI를

명시화하지는 않았지만 이와 유사한 방식의 연구가 간헐적으로 추

진되어 왔으며, RRI가 한국의 연구혁신정책 차원에서 적용될 수 있

는 잠재력은 충분하다고 보았다(박희제 & 성지은, 2018). 이런 측면

에서 나노기술과 관련한 거버넌스에 대해서도 미국과 한국에서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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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다음 절에서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제 3 절 나노기술의 거버넌스 연구

그간 신흥기술에 관한 거버넌스에 대하여 다수의 연구가 수행되

어왔지만, 나노기술과 관련한 전체적인 측면의 거버넌스 연구

(Guston & Sarewitz, 2002; Barben et al., 2008; Kurath, 2009;

Guston, 2010; McCarthy & Kelty, 2010; Rip & Voß, 2013; Kica &

Bowman, 2013; Guston, 2014; Kuhlmann et al., 2019; Fisher, 2019)

와 함께 구체적인 규제 거버넌스 연구(Paddock, 2010; Philbrick,

2010; Bosso, 2010)가 병행되어 왔다. 특히 미국 연구자들의 나노기

술 관련 거버넌스 연구는 거스턴(David H. Guston)을 중심으로 한

‘예견적 거버넌스’(anticipatory governance)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

루었다. 거스턴은 새러위츠와 2002년에 ‘실시간 기술영향평

가’(real-time technology assessment, RTTA)에 대한 개념을 소개

했는데, 이들은 사회과학 분야와 자연과학 및 공학 분야를 연계하는

방식으로서 RTTA를 제안했던 것이었다. 그들의 RTTA는 기존의

ELSI 프로그램이 실제 과학기술정책이나 연구개발정책 과정에 제대

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한계에 대한 대안의 모색으로부터 나온 것이

었다. RTTA는 ‘분석적 사례연구’, ‘연구프로그램 연계작업’, ‘의사소

통과 조기경보’, ‘기술영향평가와 선택’ 등의 단계를 통해 보다 구성

적이고 성찰적인 측면으로 과학기술의 혁신을 추구하는 방식이었는

데(Guston & Sarewitz, 2002), RTTA는 기술영향평가 자체가 기술

을 구성하는 것을 전제하고 의도한다는 측면에서, 그 성격상 네덜란

드에서 주창된 ‘구성적 기술영향평가’(constructive technology

assessment)의 미국 버전으로도 이해될 수 있었다. 그리고 RTTA는

NSF가 지원하는 ‘사회 속의 나노기술센터’ 중 하나인 CNS-ASU(애

리조나 주립대학교)의 주된 방법론으로 채택되고 응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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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ston, 2014).

거스턴과 새러위츠가 제안한 RTTA는 바벤(Daniel Barben), 피셔

(Erik Fisher), 셀린(Cythia Selin)과 거스턴이 2008년에 소개한 ‘예

견적 거버넌스’ 개념에도 일부 반영되었다. 바벤 등이 소개한 ‘예견

적 거버넌스’는 예측(foresight), 참여(engagement), 통합(integration)

이 통합된 거버넌스 방식이다(Barben et al., 2008). 이는 예측과 대

중참여 및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통합을 통하여 연구 역량과 사회

적 역량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예견적 거버넌스 방식은 일

종의 앙상블(ensemble)로서 복수의 활동들이 통합된 것으로, RTTA

에 비해 더욱 포괄적이고 성찰적인 방식이며 CNS-ASU의 핵심 전

략으로 채택되었다(Guston, 2014). ‘예견적 거버넌스’라는 표현은

STS 분야에서는 거스턴과 새러위츠가 처음 사용하였으나(Guston

& Sarewitz, 2002: 96), 이 용어에 대한 기원을 ‘예견적 정

부’(anticipatory government)의 개념에서도 찾을 수 있다(Guston,

2014). ‘예견적 정부’ 개념은 ‘정부 혁신’을 주제로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치료보다는 예방’을 기치로 삼고 예방적 조치를 강조하는

맥락에서 정부의 예측과 전략적 기획 활동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

을 주요 내용으로 했던 것이었다(Osborne & Gaebler, 1993). ‘예견

적 거버넌스’에 비판은 주로 (1) 나노기술 중심이라는 것과, (2) 시

민참여 중심이라는 것, 그리고 (3) 테크노사이언스(technoscience)

중심이라는 것으로 집중되었는데, 이런 비판에 대해 거스턴은 이들

이 ‘예견적 거버넌스’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반박하면

서, 사회과학으로부터 ‘책임있는 혁신’(responsible innovation)을 이

끌어 내기 위한 차원으로 이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Guston, 2014).

물론 신흥기술에 대한 거버넌스 연구는 ‘예견적 거버넌스’로 일원

화된 것은 아니며, 다양한 개념이 연구되어왔다. 일례로 2019년

『리서치 팔러시』(Research Policy)는 특집호를 통해 신흥 과학기

술(emerging science and technology)에 대한 “예비적 거버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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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tentative governance)15)에 대한 논문들을 게재했다. 이 특집호

에 대한 서설적 성격의 논문에서 쿨만(Stefan Kuhlmann) 등은 공적

및 사적 영역의 개입이 역동적인 절차로서 설계될 때 단정적

(assertive)이고 반복적(persistent)이라기보다는 신중하고(prudent)

사전적(preliminary)인 성격을 띠는 거버넌스가 ‘예비적’(tentative)이

라고 설명했다. ‘예비적 거버넌스’는 최종적인 대상을 규정하는 대신

에 탐색(probing)하고 학습(learning)하는 공간을 모색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쿨만 등은 ‘예비적 거버넌스’로 포괄될 수 있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거버넌스 개념이 존재한다고 예시하였다. 이런 예시에는

‘예견적 거버넌스’를 포함하여, ‘성찰적(reflexive) 거버넌스’, ‘적응적

(adaptive) 거버넌스’, ‘실험적(experimentalist) 거버넌스’, ‘탐색적

(explorative) 거버넌스’, ‘분배적(distributive) 거버넌스’, ‘혼합적

(mixed) 거버넌스’ 등이 포함된다(Kuhlmann et al., 2019). 이 특집

호에서 피셔(Erik Fisher)는 미국의 나노기술정책 사례를 예시하면

서 2000년대 초반 신흥기술에 대한 ‘예비적 거버넌스’의 모습을 보

여주었다. 그에 따르면, 당시 미국의 나노기술 프로그램의 경우 정

책결정가들이 사회기술적인 통합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실험적, 예견적 방식이 ‘예비적 거버넌스’의 실천적 사례가

될 수 있었다. 그는 이런 ‘예비적 거버넌스’의 성격이 궁극적으로 ‘책

임있는 혁신’의 주된 모습이 되었다고 주장했다(Fisher, 2019).

이상에서 살펴본 거버넌스 논의는 나노기술 일반에 관한 것이라

고 볼 수 있다. 나노기술의 규제에 관한 거버넌스 연구는 개별 나노

기술에 관한 규제 거버넌스 연구(Philbrick, 2010)와 환경분야의 규

제 거버넌스 연구(Paddock, 2010; Bosso (ed.), 2010)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필브릭(Mark Philbrick)은 탄소 나노튜브의 경우 잠재적

위험성을 고려하여 전통적 방식의 위험분석에 의한 정책적 접근이

15) ‘tentative governance’가 ‘잠정적인’의 의미와 함께, 다음 단계에 대한 미래
대비적인 성격으로서의 거버넌스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두 가지 의미를 포괄하는 ‘예비적(豫備的) 거버넌스’로 번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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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생애주기 분석(life-cycle analysis)에 의한 예견적 거버넌스 방

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Philbrick, 2010). 패독(LeRoy

Paddock)은 나노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나노제품이 시장에서

확산하면서 기존의 환경규제법 체계가 이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

는 현실에 대한 대안으로 통합적인 나노기술 거버넌스 체계를 제안

했다. 그는 적응적(adaptive) 규제, 정보 제공, 대중 참여, 기업 책임

등이 더욱 강화된 나노기술 거버넌스 체계를 주장했다(Paddock,

2010). 노스웨스턴대학의 보쏘(Christopher J. Bosso) 등도 환경분야

의 규제정책에 대하여 논하였다. 그들은 환경분야 규제기관의 역량

이 나노기술의 발전속도를 따라가지 못 할 뿐만 아니라, 구글과 페

이스북 등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일반 시민들의 높아진 정보 수요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21세기의 나노

기술 규제 거버넌스에서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정보 접근을 더욱

수월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Bosso & Kay, 2010).

한국의 나노기술 규제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STS 분야에서는 김

은성(2013)과 유상운(2013)의 연구가 유의미하다. 김은성은 한국의

나노기술 위험정책을 규제법, 연성법, 참여 거버넌스 등 세 가지 접

근방식으로 분석했다. 이들 세 가지 방식으로 종합 분석한 결과, 김

은성은 한국에서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가시적인 나노기술 위험정책

은 없다고 결론짓고 있다. 이에 따라 그는 한국의 위험거버넌스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선시장 스크리닝’(pre-market screening),

나노물질 의무등록제 조기 실시, 나노물질 안전관리 관련 자율 행동

강령을 강제하는 방안 마련과 지속적인 이행관리, ‘실시간 기술영향

평가’ 추진 등을 제안했다. 특히 그가 미국 CNS-ASU에서 추진해

온 ‘실시간 기술영향평가’ 추진을 주장한 것은 기존의 기술영향평가,

ELSI 연구, 환경·보건·안전(environmental, health, and safety, EHS)

연구가 각각 독립적으로 이뤄지면서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되지

못한 한계를 인식한 것에서 비롯한 것이었다(김은성, 2013). 나노기

술에 대한 규제정책이 형성되는 과정과 관련하여 유상운(2013)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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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 한국에서 은나노 세탁기 관련 논쟁으로 촉발된 은나노 규제정

책에 대해 분석했다. 유상운은 이 논문에서 특히 미국의 은나노 관

련 규제정책이 형성되는 단계에서 은이온과 은나노 간의 경계와 정

의가 변화하고 재구성되는 과정을 거쳤다고 주장한다. 그는 은나노

와 관련한 위험인식이 미국과 한국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났음을 보

여주었는데, 세탁세제에 대한 인식 비교를 토대로 미국에서는 환경

에 대한 위해성이 강조된 것에 비해 한국에서는 인체에 대한 위해

성이 더 강조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 논문에 의하면, 미국과 한국

모두 은이온과 은나노 관련 논쟁이 벌어진 초기에는 두 물질에 대

한 경계와 정의가 구분되었으나, 양국에서 각기 정부 차원의 규제정

책이 형성되는 단계에서는 은이온이 은나노의 범주에 포함되기에

이르렀다(유상운, 2013).

한국에서 나노기술 안전 거버넌스 관련 연구로는 주로 나노기술

안전관리 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홍용석, 2010; 윤태

현, 2012; 김선아 외, 2013; 이중원, 2016; 양성익, 2016). 이들의 연

구는 나노안전과 관련한 발전방향과 로드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가 2011년에 「제1차 나노 안전관리 종합계획(안)」을 수립하면

서 이들의 연구는 나노안전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이정표 역할을 하기도 했다. 특히 이들의 연구는 환경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는데, 실제로 나노기술에 대한 규

제정책이 환경부를 중심으로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연구는

한국의 나노기술 규제정책에 대한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지점과

맞닿아 있다.

위와 같은 규제정책 체계에 관한 연구를 제외하면, 나노기술의 규

제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규제법적 측면으로 접근한 연구들이 다수

를 차지한다(지광석 & 하정철, 2012; 김선이 & 이창규, 2012; 조용

진 & 손경한, 2015; 이천무 & 윤종민, 2016; 한민지 & 송동수,

2017; 박종원, 2018; 경정운 & 한승환, 2018a; 2018b). 기술의 위험은

제품의 위험으로 직결되고, 이는 제품의 소비자와 관련된 위험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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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지광석·하정철(2012)은

나노기술의 불확실한 위험과 소비자의 안전 문제에 관하여 고찰했

다. 저자들은 미국 우드로윌슨센터(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에서 관리하는 제품 목록을 통한 나노 관련 제

품의 국제 유통 현황과 한국의 온·오프라인 시장에서 유통되는 나노

관련 제품을 비교 분석하고, 미국을 비롯한 유럽과 한국 등의 나노

안전정책 현황을 비교 분석했다. 이 논문에서 저자들은 소비자의 안

전을 위하여 사전예방적 접근, 나노기술에 대한 다각적인 영향 고

려, 나노제품의 유통실태 모니터링 강화, 국제적 차원에 조화하는

규제 장치 도입 및 나노제품 표시제도 도입 등을 주장했다. 김선이

와 이창규도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에 의해

나노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나노물질 표시제도의 도입을 주장했

다(김선이 & 이창규, 2012).

조용진과 손경한(2015)은 나노기술의 위험성에 대한 국내외 영향

평가 연구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노기술 관련 위험을 규율

할 수 있는 관련법제의 한계를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저자

들은 나노물질과 나노제품의 안전에 대해 사전주의원칙16)과 표시제

등을 구체화하는 법제가 시급하다고 주장하면서, 가칭 「나노기술의

개발과 안전에 관한 법률」의 제정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논문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나노기술의 관

점에서 보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가습기 살균제의 특성을 나노기

술 측면에서 사전에 고려했더라면, 즉 나노입자 또는 그에 준하는

입자의 흡입독성을 인식하여 법적인 규율이 존재했더라면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았다(조용진·손경한, 2015).

이런 논의는 살생물제에 관한 규제법안으로 구체화되었다. 한민지

와 송동수(2017)는 살균제나 살충제와 같은 살생물제에 대한 안전관

16) 불확실한 위험에 대해 예방적으로 대안을 강구하는 접근방식에 대해 전공
분야별로 다른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 인용한 선행연구들은 ‘사
전주의의 원칙’, ‘사전배려의 원칙’, ‘사전예방원칙’ 등을 사용하고 있으나, 표
현방식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내용은 대동소이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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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목적으로 2017년 8월 국회에 제출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

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화학제품안전법(안))과 관련하여

유럽연합의 선행 법제를 분석한 후, 한국의 관련법제 입법방향을 지

속가능성과 사전주의 원칙의 측면에서 제시했다. 한민지와 송동수는

유럽연합의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

Restriction of Chemicals)와 BPR(The Biocidal Product Regulation)

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는데, 전자는 한국의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학물질등록평가법)과 유사하며 후자는 상기 ‘화

학제품안전법(안)’과 유사한 구조이다. 특히 사전주의 원칙에 입각한

BPR은 나노물질을 살생물제의 규제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을

특기할 만하다(한민지 & 송동수, 2017). 박종원(2018)도 한민지와 송

동수(2017)가 논의한 쟁점의 연장선 상에서 살생물제에 대한 입법방

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박종원은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 가습기 살

균제 사건과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인식에서 2013년

에 제정되었음을 상기시키면서, 살생물제의 안전관리를 위한 ‘화학

제품안전법(안)’의 의의와 한계를 상세히 분석했다. 그는 동 법안이

나노물질의 리스크까지 고려한다는 점을 예시하면서, 이 법안이 유

럽연합의 BPR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은 이 법안이 사전주의원칙을

기초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박종원, 2018).

경정원과 한승환(2018a; 2018b)은 유럽과 한국의 나노물질 규제정책

을 비교하면서 한국의 나노물질 관련 규정이 유럽연합과 같이 대상

별, 목적별로 달리 규제범위를 정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한 것

에 대해 비판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STS에서 논의되었던 나노기술정

책 관련 연구뿐 아니라, 소비자학, 법학과 같은 다른 학문분야에서

논의된 것도 포함하고 있다. 이들은 각각 연구자가 속한 분과학문의

특성에 따라 나노기술과 관련한 위험을 바라보는 시각과 규제정책

에 대한 접근방식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STS가

주로 나노기술에 대한 사전적 영향과 사회적 측면의 함의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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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하였다면, 법학자들은 사전주의원칙에 따라 나노기술로 파생된

나노물질 규제정책에 대해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STS의 ELSI 연구와 기술영향평가의 사전주의원칙이 사전적인 영향

논의를 통해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철학을 공유한다고 본

다면, STS에서 논의한 결과가 규제법제를 통해 현실화되는 과정 측

면으로 전체적인 맥락에서 선행연구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제 4 절 소결

이상에서 살펴 본 선행연구들을 통해, 나노기술에 대한 ‘표준 역

사’ 서술방식이 직관적으로 나노기술에 관한 비전과 주요 연구 업적

등을 인식하는 데에는 유용하지만, 지나치게 역사적 사실들을 단순

화하고 파인만이라는 인물의 비전에 사후적으로 연결시키는 측면이

강하다는 한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표준 역사’ 서술방식은

나노기술이 발전해온 과정에서 논의된 다양한 관점과 맥락, 예컨대

다음 장에서 살펴볼 ‘그레이 구’(Gray Goo) 논쟁 등이 잘 보이지 않

는다는 한계 역시 지적될 수 있다. 나노기술의 ELSI 연구는 인간게

놈프로젝트(HGP)에서 수행된 ELSI 프로그램의 전통이 나노기술 연

구분야에서도 반영된 측면이 강하나, ELSI 연구에서 나타난 두 문

화(two cultures) 간 소통의 한계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후기 ELSI(post-ELSI) 논의도 등장하였지만,

이 논의조차도 기존의 ELSI와 크게 차별적이지 않다는 비판에 직면

했다. 한국의 경우 나노기술에 대한 ELSI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게

수행됐다. 이는 한국적 상황에서 ELSI 연구가 가진 본질적인 문제

점에 기인한다고도 볼 수 있다. 한국에서 ELSI 연구는 넓은 의미의

기술영향평가 차원으로 수행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나노기술 ELSI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들은 손에 꼽을 정도인데, 이들조차도 EL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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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대해 회의적인 한계를 인식하고 있었다(권복규 인터뷰,

2020.9.23.; 이중원 인터뷰, 2020.9.29.)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4장 나

노기술 관련 사전주의적 제도 부분에서 다시 언급할 예정이다. 다음

으로 살펴본 나노기술 거버넌스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예견적 거

버넌스’와 함께 최근 부상한 ‘예비적 거버넌스’의 개념을 살펴보았다.

나노기술과 같은 신흥기술의 경우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

고 사전적인 성격의 예비적인 거버넌스 방식이 다양하게 모색되고

있었다. 이런 예비적인 거버넌스의 특징은 탐색하고 학습하는 공간

을 모색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책임있는 혁신’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이 논문의 해당 장과 절에서 살펴보겠지만, 미국과 한국의 나노기

술 영향평가 등 사전주의적 활동들은 그간 자주 인용돼 온 ‘예견적

거버넌스’의 세 가지 특징인 예측, 참여, 통합의 관점을 적용할 때,

‘참여’와 ‘통합’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는 한

계가 존재한다. 양국에서 수행된 기술영향평가 등의 활동이 유동적

이고, 탐색적이며, 실험적 측면이 강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활

동을 ‘예견적 거버넌스’보다는 ‘예비적 거버넌스’ 차원으로 설명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현실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한다. 앞으로 각 장

에서 살펴보겠지만, 나노기술의 상류지대에서 이뤄진 나노위험 거버

넌스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다양한 행위자가 상호 복잡하게 얽

힌 가운데 불안정한 체계의 양상을 띠었다. 이런 불안정한 상황에서

도 행위자들은 미래의 불확실한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다양한 활동

들을 수행했으며, 그 틈새로 일부나마 연구자 주도의 탐색과 시민의

학습공간이 마련되기도 했다. 이는 이 장에서 살펴본 ‘예비적 거버

넌스’의 성격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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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나노기술정책의 수립과 초기 위험

논쟁

이 장은 미국과 한국이 2000년대 초반에 추진한 국가차원의 나노

기술정책 내용과 그 배경을 살펴보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아

울러 국가 나노기술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할 무렵에 논의되었던 나

노기술의 잠재적인 위험성에 관한 논쟁도 함께 다룰 것이다. 미국의

국가나노기술계획(NNI)과 한국의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은 각각

2000년과 2001년에 수립되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추진되기 시작했

다. 해당 절에서 다시 살펴보겠지만, 미국과 한국이 나노기술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 중에서 ‘국가 경쟁력 강화’에 대한 정책적 의지는

공통적으로 강조된 부분이다. 미국은 ‘국가 경쟁력 유지’를 목표로,

한국의 ‘국가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나노기술정책을 추진했기 때문

이다. 미국과 한국은 나노기술정책을 추진하면서 명시적으로 상대국

가의 나노기술 수준을 언급하면서 국가간 기술경쟁 양상을 보이기

도 했다. 양국은 나노기술정책의 일환으로 나노기술을 기반으로 한

융합기술정책도 마련했는데, 양국은 공통적으로 생명공학(BT)과 정

보기술(IT)을 포함한 나노융합기술 연구개발정책을 추진했다. 양국

의 나노융합기술은 제5장에서 다룰 미국의 합의회의와 한국의 기술

영향평가의 주제로 선정되어 논의되기도 했다. 이 장의 마지막 절에

서는 국가나노기술정책이 추진된 도입기에 논의되었던 나노기술의

잠재적인 위험성 관련 논쟁을 다룰 것이다. 이 절에서 다루는 위험

논쟁은 빌 조이(Bill Joy)의 2000년 기고문을 통해 널리 알려진 ‘그

레이 구’(Gray Goo)로 대변되는 나노기술의 잠재적인 위험성에 관

한 것으로, 미국과 한국에서 이 논쟁이 각각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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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미국의 국가나노기술계획 수립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국가차원의 나노기술 연구개발정책이 추진

된 것은 일차적으로 2000년에 연방정부 차원으로 수립된 국가나노

기술계획(NNI)을 기점으로 볼 수 있다. NNI는 2001 회계연도부터 5

년에 걸쳐 예산을 투입하는 다부처간 연구개발사업 계획

(interagency R&D initiative)인데, 2001년 첫해에는 전년대비 2억 2

천 5백만 달러가 증가한 예산이 투입되어 83%가 증액된 495백만 달

러였다. 이런 통계는 NNI 수립 직전연도에 지원했던 나노기술 관련

예산을 기준으로 비교한 것이다. NNI에서 다루는 나노기술은 1에서

100 나노미터 크기 범위에 있는 물질과 체계를 대상으로 한다. NNI

본문 내용 중에는 파인만이 1959년 강연에서 보여준 비전을 기점으

로 하여, 1980년대에 개발된 주사터널링현미경(STM), 원자현미경

등의 장치들이 나노구조의 측정과 조작을 가능하게 한 ‘눈’(eyes)과

‘손가락’(fingers)의 역할을 통해 나노기술이 본격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한다. 이는 앞 절에서 살펴본 소위 ‘표준

역사’적인 서술방식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다. NNI의 추진과 관련하

여 2000년 2월 21일 미국의 클린턴(Bill Clinton) 대통령은 캘리포니

아 공과대학(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 동 계획을 언

급하면서 아래와 같이 연설한 바 있다.

새로운 국가나노기술계획(NNI)에 지원하는 예산은 5억 달러이며,

… 원자와 분자 수준에서 사물을 조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

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봅시다. 작은 한 조각의 무게로 강철의

열 배나 강한 물질 … 의회 도서관에 있는 모든 정보를 줄여서 각

설탕 크기의 장치에 입력하고 … 암 종양을 세포 수준에 있을 때

발견하는 등. 우리 연구목표의 일부는 약 20년 안에 달성될 수 있

지만, 이것이 바로 연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입니다(NS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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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11).

위의 연설 내용 중에서 “각설탕 크기에 미국 의회 도서관 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는 클린턴 대통령의 수사적 표현은, 작은 공간에 다

량의 지식과 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1959년에 파인만이

“핀 머리에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내용을 입력할 수 있다”고 한 수사

적 표현의 새로운 버전으로 평가할 만하다. 이를 통해 클린턴 대통

령이 수립한 NNI는 파인만의 비전을 계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NNI의 명목으로 지원되는 예산의 약 70%는 대학에 기반한 연구

에 투자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나노기술 분야의 점증하는 인력 수요

에 대비한 것이었다. NNI 하에서 주요 기관별 예산 증액 현황은 아

래의 표와 같다.

[표 3-1] NNI의 기관별 예산 현황

(단위: 백만달러)

기관 2000회계년도 2001회계년도 증가율

국립과학재단(NSF) 97 217 124%

국방부(DoD) 70 110 57%

에너지부(DoE) 58 94 66%

항공우주국(NASA) 5 20 300%

상무부(DoC) 8 18 125%

국립보건원(NIH) 32 36 13%

계 270 495 83%

(출처: NSTC, 2000: 11)

아울러 NNI의 투자 포트폴리오는 크게 5개 분야로 구성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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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연구(fundamental research), (2) 거대한 도전 연구(grand

challenges), (3) 우수 연구센터와 네트워크(centers and networks of

excellence), (4) 연구 기반 조성(research infrastructure), (5) ELSI

및 관련인력(ethical, legal, and social implications and workforce)

등이다. 5개 분야에 대한 포트폴리오 투자 계획은 아래의 표와 같은

데, 이를 통해 ‘기초연구’와 ‘위대한 도전 연구’에 대한 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3-2] NNI의 5개 포트폴리오 투자 계획

(단위: 백만달러)

구분
기초
연구

위대한
도전
연구

우수
연구센터
와

네트워크

연구
기반
조성

ELSI 및
관련인력

계

2000

회계년도
87 71 47 50 15 270

2001

회계년도
170 140 77 80 28 495

(출처: NSTC, 2000: 13)

NNI에서 ‘위대한 도전 연구’로 명명한 연구분야들은 (1) “설계에

의한” 나노구조화 물질-더 강하고, 가볍고, 단단하고, 자기회복이 가

능하고, 안전한(nanostuructured materials “by design”-stronger,

lighter, harder, self-repairing, and safer), (2) 나노 전자공학, 광전

자학 및 자기학(nano-electronics, optoelectronics and magnetics),

(3) 진전된 보건의료, 치료 및 진단(advanced healthcare,

therapeutics and diagnostics), (4) 환경 개선을 위한 나노수준의 프

로세스(nanoscale processes for environmental improvement), (5)

효율적인 에너지 전환과 저장(efficient energy conversion and

storage), (7) 마이크로우주선 탐사와 산업화(microcraft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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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oration and industrialization), (8) 전염병과 생물학적 위협을 추

적하기 위한 바이오-나노센서 장치(bio-nanosensor devices for

communicable disease and biological threat detection), (9) 경제적

이고 안전한 교통을 위한 응용(application to economical and safe

transportation, (10)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 등이다(NSTC,

2000). 이와 같은 미국 연방정부의 나노기술에 대한 미래 전망과 연

구개발 방향은 드렉슬러가 언급한 ‘분자조립기계’와 같은 도전적이

고 급진적인 연구보다는 기존에 수행해왔던 연구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경향임을 파악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나노기술정책이 미국에서 연방정부 차원으로 2000년

부터 본격 추진된 배경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과학기술정책 추진 배경에는 경제와

안보 문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한 가지 배경으로 들 수 있다.

1980년대 이후 급부상한 일본과 유럽의 경제적 경쟁구조와 함께, 소

련과의 냉전체제가 이런 정책적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21세기의 첫 연방정부 차원의 대규모 과학기술정책인 나노기술정책

에서도 이와 유사하면서도 다소 다른 정책적 배경이 존재했다. 나노

기술 지지자들은 나노기술 개발계획에 의회에서 예산을 투입하도록

유럽과 일본과의 경쟁을 강조하면서, 한국과 같은 신흥 경쟁국가들

도 언급하기 시작했다. 아울러 나노기술 지지그룹은 NNI 추진을 통

해 새로운 과학기술자 세대를 고용할 기회를 마련하고, 기존의 소수

거대 국가 실험실에 대한 투자보다는 일반 연구자들에 대한 연구지

원을 확대시킬 수 있음을 강조했다. 예컨대 초대형 초전도 입자가속

기(superconducting supercollider) 프로젝트와 달리 NNI는 단일 프

로젝트나 특정 연구분야 혹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냉전 이후 안보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지만,

NNI 수립 이후 2001년 9월 11일에 발생한 테러는 탈냉전(post-cold

war) 체제에서 대 테러리즘을 위한 연구개발정책의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는 배경이 되기도 했다(McCray,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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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20세기 후반부터 일본과 유럽 등의 급속한 발전과 추격에

따라 자국의 기술수준을 꾸준히 외국과 비교해왔다. 미국은 일본의

기술과 제품의 발전 정도를 자국과 비교 평가하기 위해 이미 1984

년에 일본기술평가센터(Japanese Technology Evaluation Center,

JTEC)를 설립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거의 모든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우위를 차지하였으나, 구 소련은 여전히 무기

개발 분야에서 미국을 포함한 서방세력의 견제 대상이 되었다. 예외

적으로 소련을 제외하고는 외국의 기술발전 상황에 대해 관심을 기

울이지 않았던 미국은, 대일 무역적자가 첨단기술 분야 제품에서 두

드러지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일본의 기술발전을 자국과 비교 평가

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 것이었다(Elkus, 2009). JTEC는 메릴랜드

의 로욜라 대학에 설립되어 주된 지원기관인 NSF를 포함하여

DARPA(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NASA(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DOE(Department of Energy) 등 정부기관의 지원을 받았다. JTEC

의 기술평가는 평가대상 기술 분야 당 산업계, 학계, 관계로부터 선

정된 6명 내외의 전문가들로 패널을 구성하고, 약 한달 여 간 문헌

조사를 한 후에 일본 주요 연구실에 대한 방문조사 등을 수행하면

서 약 6개월간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평가

대상은 주로 일본의 주요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현황과 장래 10년

이내의 예측을 반영한 것이었다(Dresselhaus et al., 1989). 이후

JTEC은 세계기술평가센터(World Technology Evaluation Center,

WTEC)로 전환되어 메릴랜드 로욜라대학의 ITRI(International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에 하부조직으로 설치되었다.

WTEC은 1997년 8월 21일 러시아에서 개최한 나노물질과 나노구조

워크숍의 결과를 토대로 기술평가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Holdridge, 1997). 이 기술평가 보고서는 미국의 나노물질/나노구조/

나노도구 기술과 응용에 대한 기술수준을 평가하고, 다른 국가들의

활동을 비교하는 기준선(baseline)을 개발하며, 현행 미국의 기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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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상을 요약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듬해인 1998년에 WTEC은

나노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의 기술수준을 평가한 보고서를 연이어

발간하였다(Siegel et al., 1997). 이후에도 WTEC은 나노기술과 관

련하여 NSF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다양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는데,

「나노과학과 나노기술의 사회적 함의」(2001), 「인간 수행능력 향

상을 위한 기술의 융합-나노기술, 생명공학, 정보기술 및 인지과

학」(2002), 「2020년 사회적 수요를 향한 나노기술 연구방향」

(2010), 「지식, 기술 및 사회의 융합-NBIC 융합을 넘어서」(2013)

등을 그 사례로 들 수 있다.

NNI가 추진되었던 당시 미국의 주요 인사들이 인식했던 국가경쟁

체제의 모습은 나노기술연구개발법을 제정하기 위해 의회에서 개최

한 청문회에서 언급된 발언들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

다. 2003년 3월 19일에 미국 하원 과학위원회(Committee on

Science)가 개최한 청문회에는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the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OSTP)의 부실장인 러셀(Richard

M. Russell), IBM 연구부문(IBM Research Division) 물리과학실장

인 타이스(Thomas N. Theis), 오크 릿지 국립연구소(Oak Ridge

National Laboratory, ORNL)의 물리과학 부소장인 로베르토(James

Roberto), 코넬 대학교의 나노바이오기술센터(the

Nanobiotechnology Center at Cornell University) 공동소장인 배트

(Carl A. Batt), JP 모건 파트너스(JP Morgan Partners)에서 나노기

술 투자를 담당하는 상주이사 마티(Alan Marty) 등이 참석했다. 이

청문회가 초청한 증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요청된 질문은 현재 미국

의 나노기술 수준, 나노기술을 통한 경제성장 잠재력, 나노기술 관

련 학제간 연구와 교육 방향 등이었다. 당시 청문회에 참석한 의원

들은 나노기술 연구개발법안을 상정한 이유로 일본, 유럽연합, 한국

등 외국과의 기술경쟁을 거론하면서 초당파적인 나노기술 연구개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이 청문회에 참여한 대부분의

증인들도 미국이 국가 간 경쟁 상황에 놓여있음을 공통적으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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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NNI 정책을 비롯하여 초당파적 나노기술 연구개발 법안에

대한 필요성 또한 인식하고 동의하였다(US House, 2003b).

미국 상원 상업과학교통위원회도 나노기술 연구개발법안 심의를

위하여 2003년 5월 1일에 청문회를 개최하였다. 이 청문회에는 해군

연구국(the Office of Naval Research)의 과학분야 책임 대행인 머

데이(James Murday) 박사, 하원 주최 공청회에도 참석한 바 있는

오크 리지 국립연구소(ORNL)의 로베르토(James Roberto) 박사, 국

가나노기술조정국(National Nanotechnology Coordination Office,

NNCO)의 티그(Clayton Teague) 소장, 사우스 캐롤라이나 대학교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철학과의 베어드(Davis Baird) 교수,

포틀랜드 주립대학교(Portland State University) 나노과학기술센터

소장인 지아오(Jun Jiao), 루나 이노베이션(Luna Innovations)의 대

표인 머피(Kent Murphy), 지벡스(Zyvex Corporation) 대표인 폰 에

르 2세(James Von Ehr II) 등이 증인으로 참석하였다. 청문회를 진

행한 알렌(George Allen) 상원의원은 청문회의 개최 배경을 설명하

면서, 나노기술 연구개발 측면에서 일본, 유럽연합, 러시아, 한국 등

과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을 언급하는 것과 함께, 나노기술 혁명을

미국이 지속적으로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청문회에 참석한

증인들 중에서 루나 이노베이션의 머피 박사는 「베이-돌 법」

(Bayh-Dole Act)이 대학의 연구 발전에 큰 공헌을 했지만 이제 이

를 지속하기 위한 다른 것이 필요하다면서 나노기술 연구개발법안

이 이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며, 지벡스의 폰 에르 2세는

사업가의 입장에서 나노기술의 기술이전과 사업화의 중요성과 연관

하여 동 입법안의 의의를 강조하였다. 이들의 발언에 이어 와이든

(Wyden) 상원의원도 「베이-돌 법」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

하면서, 더 이상 이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대학 연구의 사업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만족하지 못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고 강조하였다. 즉 더 이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베이-돌 법」

대신에 새로운 법안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나노기술 연구개발법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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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이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이다(US Senate, 2003).

이상과 같이 미국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학의 기술이전 사업

화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나노기술 연구개발법 제정

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대두된 것이었다.17)

미국의 대학에서 기술이전 사업화는 1980년에 제정된 「베이-돌

법」을 계기로 활성화되었는데, 이 법의 시행 이후 대학에서 수행되

는 연구가 순수한 학문적인 목적의(academic) 연구가 아닌 상업화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적 목적지향의 연구로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이

는 전후 부시(Vannevar Bush)가 주창한 ‘사회적 협약’의 전통, 즉

정부는 연구비를 지원하되 대학의 자유로운 기초연구를 보장하는

기조에 변화가 발생한 것이기도 했다. 이런 대학연구의 변화 기조는

‘포스트-아카데미 과학(post-academic science)’(Ziman, 2000) 혹은 '

새로운 물결(new wave)'(Mowery, 2011) 등으로 표현되기도 했다.

대학에서의 나노기술 연구는 이런 변화기조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

였다. 예컨대 1980년 「베이-돌 법」 제정 이후 대학에서 주사터널

링현미경(STM)과 관련된 특허 등록건수는 비약적으로 증가했으며,

대학의 STM 연구결과가 산업체로 기술이전되는 과정에서 대학 연

구자들이 직접 나노기술 관련 산업체들과 연계되었고, 이에 따라 나

노기술 산업도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2000년

에 추진된 NNI와 2003년에 제정된 「21세기 나노기술연구개발법」

(21st Century Nano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Act)은

이런 대학연구의 변화가 더욱 가속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17) 이런 의견은 미국 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일례로 2011년 7월 14일
에 미국 상원의 상업, 과학 및 교통 위원회(Committee on Commerce,
Science, and Transportation) 산하 과학 우주 소위원회(Subcommittee on
Science and Space)가 미국의 나노기술 투자를 주제로 개최한 청문회에서도
증인으로 참석한 센트럴 플로리다 대학의 오닐(Thomas O’Neal) 박사는 미
국이 나노기술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독일, 한국
이 주된 행위자로서 경쟁무대에 진입하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미국의 나노
기술 경쟁우위를 위해 대학의 기술이전 사업화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US Senate,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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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인용한 NNI가 수립되었던 해에 편성된 예산을 보면, 전체

예산의 43.8%가 국립과학재단(NSF)에 배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NNI 수립 전후 미국 연방정부의 나노기술 추진에 있어 중심적

인 역할을 한 기관은 NSF였는데, 나노기술 관련 연구비 예산은 대

체로 NSF를 통해 대학 등에 지원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NSF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은 과제 중 초록에 “nanotechnology”가

명시된 것은 1989년의 공학부문 과제가 최초였다. 1996년부터 2015

년까지 20년 동안 NSF의 연구과제(awarded grants) 중 연구초록에

“nanotechnology”가 포함된 과제는 4,233개에 이르렀다. 이 중

51.6%는 공학부문(Directorate for Engineering)에서 받은 것이고, 그

밖에 29.8%는 수학물리과학, 5.5%는 컴퓨터과학, 2.8%는 생물학,

2.0%는 사회행동과학, 0.6%는 지구과학 부문에 해당하였다

(Bainbridge & Roco, 2016). 게다가 공화당 의원이자 하원의장으로

서 정치적인 영향력이 상당했던 깅리치(Newt Gingrich)도 NSF의

예산 증액에 적극적이었다. 그는 정치적 성향에서 대척점에 있었던

클린턴 행정부와 반목했음에도 불구하고, NNI 추진에 있어서는 초

당파적으로 협력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정계를 은퇴한 이

후에도 나노기술에 대해 대표적인 지지자로서 인식되었는데, 그는

한 보고서에서 NSF의 예산이 세 배 더 증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기도 했다(Gingrich, 2002).

나노기술정책과 관련하여 NSF의 역할은 단순히 연구비 지원기관

차원에 그치지 않았는데, NSF의 디렉터들은 나노기술정책 추진과정

에 깊숙이 관여하면서 주요 행위자로 부상하였다.18) 특히 NSF의 행

위자들 중 로코(Mihail C. Roco)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NSF의 디렉터로 근무하면서 나노기술 워킹그룹(working group)을

1996년 11월부터 운영했으며, 2000년에 NNI가 연방정부의 정책으로

18) NSF의 학문분과별로 디렉터는 연구과제 지원여부에 대한 심의 등의 권한
을 갖고 있다. 일례로 STS 분야 연구자인 해켓(Eward J. Hackett)은 1996
년부터 2년 6개월간 NSF에서 STS 프로그램 디렉터로 근무한 경험을 소개
하기도 했다(Hackett,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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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되는 데 적지않은 공헌을 하였다. 에드워즈(Steven A.

Edwards, 2006)에 따르면, NNI 수립 직전에 로코는 가까스로 대통

령 경제자문단과 약속을 잡았으며, 단 10분의 주제발표 기회가 주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정책결정그룹을 설득할 수 있었다고

한다. 물론 NNI 수립과정에 로코라는 개인의 역할도 어느 정도 존

재했겠지만, 2000년은 클린턴 대통령의 2기 임기가 거의 남지 않은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침 이 시기에 미국 재정이 흑자를 기록하

였기 때문에, 당시 행정부가 남는 재원에 대한 투자처를 모색하고

있었다는 절묘한 타이밍도 무시할 수 없었다(Edwards, 2006).

로코는 당시 미국의 주요 정책결정그룹이 과학기술정책 추진 시

고려한 주요 사안들, 즉 기술경쟁 우위과 경제성장이란 목표를 잘

활용하였다. NNI 수립 이듬해인 2001년에 로코 등이 발간한 미국

과학재단(NSF)의 보고서는 2015년까지 나노기술과 관련한 시장이

연 1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세부 시장별로는 제

조업 분야가 연 3,400억 달러, 전자제품 분야가 연 3,000억 달러, 의

약품 분야가 연 1,800억 달러, 화학공장 분야가 연 1,000억 달러, 교

통 분야가 연 700억 달러, 지속가능성 분야가 연 1,000억 달러인 것

으로 예측되었다. 이와 같은 나노기술 시장 예측은 “2015년까지 1조

달러”라는 간결한 목표와 상징으로 부각되었다(NSF, 2001). NNI가

수립되어 추진된 지 10년 후 로코는 자신의 논문(Roco, 2011)을 통

해서 NNI가 성공적으로 추진되었음을 보여주었는데, 특히 자신이

주장했던 ‘1조 달러’의 비전이 결코 허황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지지하기 위해서 유럽, 미국, 일본에서 수행된 시장예측 결과와 자

신의 예측을 비교하는 전략을 사용하였다. 실제로 기술시장 분석 전

문기업인 럭스 리서치(Lux Research)는 2015년 보고서에서 당시의

나노기술 시장에 대하여 분석한 바 있는데, 나노기술의 가치사슬

(value chain)을 나노물질(nanomaterials), 나노중간물

(nanointermediates), 나노기반제품(nano-enabled products)으로 구

분하여 각각 시장규모를 추정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2015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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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시장 수익규모가 총 1조 달러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Lux Research, 2015). 이는 결과적으로 볼 때 NNI 추진 당

시 로코가 예측한 나노기술시장 규모가 현실적으로 거의 실현되었

다고 볼 수 있는 지점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NNI 추진 당시

나노기술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예측에 부

합하게 산정된 것이라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Berger, 2007). 예

컨대 반도체 칩은 기존에는 반도체 산업으로 분류되었으나, 반도체

칩이 나노수준으로 생산되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나노기술 산업에

포함된 것을 언급할 수 있다. 즉 예측 당시에 포함되지 않았던 시장

이 사후적으로 편입되어 결과적으로 시장규모가 확대된 효과가 나

타난 사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장규모 예측과 추

정 대상이 불명확하다는 점은 이런 시장예측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의 동원전략 측면에서 로코의 ‘1조 달

러’라는 비전은 확실히 눈길을 끄는 것이었고 결과적으로 성공했다

고 평가된 전략으로 인식되었다.

2000년에 NNI가 성공적으로 수립되어 추진된 이후, 로코는 또 다

른 NSF의 디렉터였던 베인브리지(William Sims Bainbridge)와 함

께 기술융합전략을 마련하였다. 이는 「인간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의 융합-나노기술, 생명공학, 정보기술 및 인지과학」(2002) 보

고서에서 구체화되었는데, 이 보고서는 NSF의 연구비(NSF Grant

CTS-0128860)를 지원받아 진행되었던 2001년 12월의 워크숍을 토

대로 앞에서 언급한 세계기술평가센터(WTEC)에서 작성한 것이다.

여기서 나노기술, 생명공학, 정보기술 및 인지과학의 융합을 각각의

앞글자를 따서 ‘NBIC 융합’이라고 표현하였다. 2002년 NBIC 보고서

에서 로코와 베인브리지는 “융합기술의 급속한 진전은 인간의 수행

능력과 국가의 생산력 모두를 증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

다”고 하면서, NBIC 융합이 인간의 정신적, 육체적 및 사회적 역량

을 본질적으로 증진시킴으로써 여러 도전적인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다룰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벤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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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상(Bernadette Bensaude-Vencent)은 나노기술의 비전이 논의되

었던 초창기부터, 즉 파인만이 1959년에 나노기술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강연했을 당시부터 나노기술은 생명과학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2000년대 초반 당시 일컬어지던 “바이오

는 나노다”(bio is nano)라는 말에는 나노기술과 생명공학의 융합이

이미 뿌리깊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었다고 해석했다

(Bensaude-Vencent, 2004). 아울러 벤소드-뱅상은 생명과 정보를 기

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보는 드렉슬러의 기계론적 사고관이 나

노기술이 생명공학, 정보기술 및 인지과학과 융합하는 현상의 철학

적 기반이 되었다고 보기도 했다(Bensaude-Vencent, 2007).

로코와 베인브리지가 주창한 NBIC 융합정책 이후로 NBIC라는

단어는 나노기술을 포함한 새로운 융합학문 분야로서 인식되기 시

작했으며, 융합의 상징으로 일컬어졌다. NBIC는 비단 미국뿐 아니

라 유럽, 한국, 일본, 중국 등지로 확산되어 전세계적으로 나노기술

과 나노기술에 기반한 융합분야의 붐을 형성하였던 것이다. 에드워

즈는 만약 NBIC 보고서가 드렉셀러의 포사이트 연구소(Foresight

Institute)에서 발간되었더라면 그 다지 많은 관심을 받지 못 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는 로코와 베인브리지가 속한 조직, 즉 NSF

에 대한 공신력이 나노기술과 NBIC 융합기술의 발전에 많은 영향

을 미쳤다고 본 것이다(Edwards, 2006).

하지만 로코와 베인브리지의 NBIC 기술융합정책에 대해서는 다

양한 시각이 존재해 왔다. NBIC 보고서의 한 섹션인 ‘인간의 건강

과 육체적 역량 증진’ 부분에 참여했던 캐나다 캘거리대학교의 의과

대학 교수인 월브링(Gregor Wolbring)은 ‘과학기술과 3D(disease,

disability, defect)’라는 독립 장을 작성하였다(Wolbring, 2002). 월브

링은 NBIC 보고서 출간 이후 성찰적인 시각으로 NBIC 보고서의

기획의도에 대해 분석한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는 NBIC 융합

전략이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매우 클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임에도

일반 대중으로부터 관심을 덜 받았던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



- 65 -

장하였다. 나노기술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데, 원자 분자로부터

제품을 생산하는 것(manufacturing something from atomic

molecules), 나노수준에서의 과학기술(nanoscale technology,

nanoscale sciences) 및 나노봇(nanobots), 나노복제기

(nanoreplicators), 그레이 구(Gray Goo) 등과 같은 의미로도 지칭되

었다. 윌브링은 NBIC 워크숍 기획자들이 이런 복수의 정의 중에서

나노기술을 ‘나노수준에서의 과학기술’에 전략적으로 초점을 맞추었

으며, 결과적으로 이런 전략은 2000년 초반 ‘그레이 구’와 같은 나노

기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비켜갈 수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Wolbring, 2008). 특히 이런 전략은 거의 모든 생명체 활동에 관한

연구를 포괄할 수 있었는데, ‘나노’라는 우산 하에 인간에 대한 연구

나 의학분야까지도 효과적으로 포함시키게 되었다. 실제로 ‘나노의

학’(nanomedicine)이라는 용어는 이 워크숍 이후에 미국 국립보건원

(NIH), 유럽과학재단(European Science Foundation), 유럽위원회 산

하 과학과 신생 기술의 윤리 그룹 등(the European Group on

Ethics in Science and New Technologies to the European

Commission) 등에서 공식적으로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

윌브링은 NBIC 융합에 대해서 다른 분과학문이 아닌 BIC 융합에

특정한 것도 동 워크숍 기획자들의 전략에 바탕한 것이었다고 주장

했다. 화학이나 재료과학 등이야말로 나노기술과 매우 밀접한 분야

임에도 나노기술 기반의 기술융합에 포함하지 않은 까닭은 화학이

나 재료과학이 강조됨에 따라 부상할 수도 있는 안전과 위험성 이

슈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월브링은 NBIC 워

크숍 기획자들이 BIC, 즉 생명기술, 정보기술 및 인지기술 등에 나

노기술 융합분야로 한정한 것은 이들이 인간의 일상 삶에 매우 밀

접하게 연관된 기술일 뿐만 아니라, 생명기술과 인지기술이 인간의

본질적인 욕망에 가까운 ‘인간 수행능력의 증진’(human

performance enhancement)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었기 때문이었다고

주장한다. 즉 NBIC 보고서 기획자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1) 정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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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이나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NBIC 기술이 중요하게 인식되도록 하

고, (2) 미국과 미국 시민들의 웰빙(well-being)에 필수적인 것으로

NBIC 기술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며, (3) BIC와 나노융합이 그

러한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고, (4) 그 목적이 공적 개입의 역사

(history of interventions)에서 비롯한 것이어야 하며, (5) 그와 동시

에 일반 대중의 반대는 덜 직면하게 하는 것이어야 했다. 아울러 당

시 미국이 국가적으로 직면했던 유럽과 일본 등과의 대외적인 경쟁

분위기에 편승하여, NBIC 보고서에서는 “경쟁력”(competitiveness)

과 가까운 의미의 단어인 “생산성”(productivity)이 60회 이상, “효율

성”(efficiency)이 54회 등장하였다. 윌브링은 이와 같은 목적에 부합

하는 모든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 수행능력의 증

진’이었다고 강조한다. 이런 배경 하에서, 전반적으로 NBIC 보고서

는 ‘트랜스휴머니즘’적인 차별적 능력주의(transhumanized version

of ableism)에 기반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극대화하였기 때문에 일반

대중의 부정적인 반응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월브링은 주장하였

다.

『국제화학철학저널』(HYLE: International Journal for

Philosophy of Chemistry)의 편집인으로 활동하는 슈머(Joachim

Schummer)도 ‘융합’(convergence)라는 용어가 어떠한 대상도 기술

하거나 예측하지도 않는 수사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NBIC 융합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했다. 더 나아가 슈만은 미국의

나노기술정책이 나노융합(nano-convergence)에서 NBIC 융합

(NBIC-convergence)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융합’이라는 수사의 사용

으로 공공의 논쟁으로부터 피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슈머

는 이런 사안은 STS에 도전적인 과제라고도 언급했다. 즉 기술관료

들의 주장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 그들의 메시지에 대한 비판적 검

토, 그들이 제시하는 미래상에 대한 다각적인 측면의 이해가 필수적

인데, 그 역할을 STS 분야에서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Schumme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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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코는 최근에 2000년 이후 그간의 나노기술 발전사와 향후 2030

년까지의 미래상을 제시한 글을 출간하기도 했다. 이 글에서 로코는

나노기술의 발전단계를 세 단계로 구분하였는데, 1단계의 기초

(component basics) 단계에서 2단계의 시스템 통합(system

integration) 단계를 거쳐 3단계에서는 기술 분산(technology

divergence)의 시기가 도래한다는 것이다. 로코의 나노기술 발전단

계 중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NBIC를 통한 융합이 과도기적인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융합단계를 거쳐 분화의 과정으로 발전한다는

것이다. 분화의 단계에서는 혁신의 과정을 거쳐 스핀오프(spin-off)

를 통해 새로운 전문성, 분과학문, 기술 플랫폼, 사업분야 등이 창출

된다고 그는 내다보았다(Roco, 2018). 나노수준에서의 기초연구로부

터 나노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 발전을 꾀하는 이와 같은 그

의 아이디어는 ‘변형된 선형모델’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미국에서 나노기술정책이 추진된 과정을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미국은 1980년대부터 과학기술 연구분야에 변화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1980년에 시행된 「베이-돌 법」은 그동안 대학

에서 수행되어 온 과학기술 연구의 성격이 기초연구로부터 특허 등

의 지식재산권 취득을 통한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추구하는 응용개

발연구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대학 연구 성격

의 변화는 소위 ‘포스트-아카데미’(post-academy)적 성격을 가진 것

으로 이해되었다. 1980년대 들어 일본, 유럽 등과 기술경쟁체제에

들어서게 된 미국 연방정부는 냉전 구조의 해체 이후 탈냉전

(post-cold war) 체제 하에서 비전통적인 방식의 안보경쟁인 기술경

쟁은 더욱 가속화하였으며, 1990년대 이후에는 기존의 일본, 유럽뿐

아니라 중국, 한국과 같은 신흥국가들도 미국의 경쟁대상 국가에 포

함되었다.

이런 배경 하에서 미국은 새천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국가 과학기

술정책 추진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성장동력으로 삼

아 경제성장을 꾀하고자 하였다. 이런 상황적 배경은 당시 NSF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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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터였던 로코와 같은 기술관료들이 추진한 나노기술 개발방향과

이해관계가 맞물렸고, 파인만이라는 물리학 거장의 예견을 실현하는

미래기술로서 계보화함으로써 연방정부 차원의 나노기술정책이 본

격적으로 수립되고 추진될 수 있었다. 나노기술정책을 수립하고 추

진하는 주요 행위자의 일원이었던 NSF의 기술관료들은 나노기술을

융합기술정책의 근간으로 이해했으며, 나노기술을 기반으로 생명공

학기술, 정보통신기술 및 인지과학과 융합을 꾀하는 소위 NBIC 융

합기술정책을 마련하기까지 했다. NBIC 융합기술정책은 연방정부의

공식적인 기술개발정책이라기보다는 NSF의 주요 기술관료들에 의

한 기술개발 이니셔티브적인 성격이 강했다. 하지만 NBIC 융합기술

정책이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인간능력 향상’(human

enhancement)이었는데, 이는 ‘트랜스휴머니즘’(trans-humanism)과

‘포스트휴머니즘’(post-humanism) 차원으로도 이해될 수 있는 부분

이었다.19) 추후 제5장 제2절에서 다루겠지만, 이런 인간능력 향상을

위한 나노기술융합정책은 시민 합의회의의 주제로 선정되어 논의되

기에 이르렀다.

제 2 절 한국의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 수립

앞 절에서 미국 나노기술정책의 배경으로 다양한 후기적(post-)

성격들을 살펴보았다. 즉 1980년부터 미국의 대학에서 기술이전 사

업화가 활성화되면서 대학 연구의 성격이 ‘포스트-아카데

19) NBIC 융합기술은 트랜스휴머니즘과 포스트휴머니즘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
으며, 트랜스휴머니즘의 궁극적 목표는 인간능력을 향상시키는 기술을 통해
포스트휴먼으로 진화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시각이 존재한다(이원봉, 2018).
홍성욱 교수는 트랜스휴머니즘의 지적 기원을 다윈의 진화론으로 보았으며,
‘인간을 초월한 인간’을 지향하는 트랜스휴머니즘에는 정복적인 인간중심주
의가 내포되어 있다고 본다. 그에 따르면, 포스트휴머니즘은 오히려 인간중
심주의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인간과 환경, 인간과 인공지능
등이 상호의존하고 공존하는 사고관을 강조한다(홍성욱,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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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post-academy)의 성격으로 변화되고 있었다는 점, 탈냉전

(post-cold war) 체제에 들어 미국이 일본, 유럽 및 한국과 같은 신

흥국가들과 기술경쟁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점 등으로 2000년에 국

가나노기술계획(NNI)가 수립되어 추진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로

코와 같은 국립과학재단(NSF)의 기술관료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

행했고, 이들은 NNI에 이은 NBIC 융합기술정책 또한 마련했는데,

NBIC 융합기술정책은 인간능력 향상의 문제를 다룸으로써 ‘포스트

휴머니즘’(post-humanism)의 새로운 세상을 여는 것으로도 해석되

었다.

한국의 경우 2000년대 이전까지는 대체로 과학기술 분야에서 후

발국의 위치에 있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특히 신흥기술은

대체로 미국과 같은 선발국에서 이뤄진 연구결과나 관련 사안들이

그대로 한국에 수입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 한

국은 기존의 기술 후발국가적인 면모에서 탈피하여, 선진국과 대등

하게 경쟁하는 체제에 들어서기 시작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나

노기술이다. 2000년에 미국에서 NNI가 수립된지 바로 이듬해인

2001년에 한국 정부는 이와 유사한 국가나노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하

였으며, 그 다음 해인 2002년에는 이 계획의 법적 기반이 되는 나노

기술 연구개발법을 마련하여 오히려 미국보다 1년 먼저 빠르게 관

련 법을 제정하였다. 나노기술개발계획의 목표도 수 년 내에 세계 5

위의 기술수준을 달성하고자 했다. 한국에서 추진된 나노기술정책의

내용을 보면 대체로 미국의 관련 정책 내용을 수용하는 형국이었지

만, 한국적 상황이 반영되어 미국의 정책과는 다소 다른 방식으로

추진되기도 했다. 일례로 한국의 나노기술융합정책인 NBIT 정책은

명칭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NBIC 정책과는 내용적으로 다

른 것이었다.

한국에서 2000년대 초반에 나노기술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전에 나노기술이 어떻게 소개되고 있었는지, 그 소개 내용은 어떤

것이었는지부터 살펴보겠다. 나노기술은 한국에 알려지기 시작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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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미래기술이나 첨단기술로서 인식되고 있었는데, 때로는 과학소

설(SF) 차원의 기술로 인식될 때도 있었다. 예컨대 1981년 2월 2일

「동아일보」의 한 기사는 ‘자동화된 고도산업사회’ 자체를 나노기

술(나노 테크놀로지)로 일컬으면서 ‘고도정밀성’을 이 기술의 핵심

내용으로 강조했다(김충근, 1981.2.2.). 이는 나노기술을 정보기술 측

면으로 이해한 측면이 강했다. 이후 1989년까지만 하더라도 나노기

술은 ‘나노단위 초정밀기술’, ‘나노단위 초정밀 가공 및 측정기술’ 등

과 같이 표현되었다. 1991년에는 현원복 과학저널리스트가 「경향신

문」에 기고한 글을 통해 ‘나노테크놀로지’를 ‘극미소기술’로서 언급

하면서 ‘극미소 기계’라는 표현도 사용했다. 흥미로운 사실은 현원복

이 이 기고문에서 ‘스마트 알약’이라 불리는 ‘극미소 로봇’이 인체의

혈관과 소화기관 속을 지나면서 온도를 측정하고, 막힌 곳을 뚫고,

암세포를 파괴하는 일이 가능하게 될 것이며, 먼 미래에 마이크로

조립 로봇이 완성되면 무엇이든지 조립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그는 이런 ‘극미소기계공학’은 2015년경에 당시의 ‘마이크로

전자공학’ 못지않은 큰 변화를 맞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현원복,

1991.1.9.). 이와 같이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나노기술은 ‘미

래기술’의 이미지가 강했으며, 나노기술을 지칭하는 용어조차 통일

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나노기술에 대

해 구체적인 소개가 이뤄지기 시작했다. 일례로 서울대학교 물리학

과의 국양 교수는 ‘나노 차원에서의 과학’이란 표제의 글에서 ‘나노

과학’ 분야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 글에서 그는 “연구대상의 크기가

0.1 마이크론보다 작고, 0.1 나노미터보다 큰 원자들의 조합체를 물

리, 화학, 생물학적으로 분석 이해하고, 이들을 조작하려고 하는 연

구 분야”를 ‘나노과학’이라고 불렀고, 이 분야의 연구가 1980년부터

시작되었다고 소개하였다. 그는 1981년에 IBM 연구소의 로러와 비

니그가 주사터널링현미경(STM)을 이용한 실험방식을 통해 물질 표

면의 원자 구조를 관측하고 조작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특히 강조하

였다(국양,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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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사의 관점에서 볼 때, 나노기술은 2000년대 이후 한국 정

부 주도의 기술개발 특징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전 시기까지의

한국 기술시스템이 전형적인 선진국 추격형(catching-up)이었다면,

2000년 이후부터 경쟁형 시스템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나노기술의

경우 미국과 불과 1년 차이로 발 빠르게 국가차원의 종합발전계획

을 수립하여 기술개발을 추진했다. 2001년 7월에 부처공동으로 수립

한 「나노기술 종합발전 계획」에는 과학기술부, 재정경제부, 교육

인적자원부, 국방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

경부, 건설교통부,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등이 참여했는데, 총괄 조

정부처인 국무조정실과 기획예산처를 제외하면 R&D 관련 부처는

거의 모두 참여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이 계획의 서두에는 “2000.

12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회의시 대통령께서 국가적 차원의 나노기술

개발을 추진토록 지시”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나노기술종합발

전계획이 당시 대통령의 중점사업으로 추진되었음을 알 수 있는 대

목이다. 서론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이 계획에서 나노기술은 “물질

을 나노크기의 수준에서 조작·분석하고 이를 제어할 수 있는 과학과

기술”이자, “물질을 나노미터(10-9m) 크기인 원자·분자수준에서 현

상을 규명하고, 구조 및 구성요소를 조작·제어하는 기술”로 정의하

였다.

동 발전계획에서 나노기술의 연구영역(기술분류)으로는 나노공정

(nano-processing), 나노구조(nano-structuring), 나노기능

(nano-functions), 나노부품 및 시스템(nano-components &

systems), 나노기반(nano-infrastructures)로 구분되었다. 특기할 만

한 내용은 나노기술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시되어 있

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부품의 초소형화 등으로 경제를 견인하고,

고효율 태양 에너지 변환 등으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며, 인간의

생명연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기존

의 표준화, 측정 및 도량형 개념체계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점과

‘역효과’로서 가공할 무기의 출현이 가능해진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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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에 수립한 제1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의 목표는 한국이

2010년까지 세계 5위 수준의 기술경쟁력을 갖추는 것이었다.

2001년 국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나노정책에 대한 국회의원

들의 본격적인 질의가 있었다. 9월 10일 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

회 국정감사에서 김진재 위원은 10년간 1조 5,000억원을 투입하는

거대사업인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이 불과 4개월만에 수립되었다는

사실이 대통령 지시에 의한 ‘졸속 추진’을 의미한다며 지적을 하였

다. 아울러 그는 과기부와 산자부가 2001년 2월 같은 시기에 유사한

나노기술개발계획을 발표하는 등 부처간 중복투자와 영역경쟁 등으

로 문제점이 예상된다고 지적하였다. 이런 지적에 대하여 당시 과학

기술부 장관이었던 김영환은 동 계획이 “산학연 전문가 25인이 5개

월동안 작업하면서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 관계부처 의견수렴, 공

청회 개최 등 필요한 과정을 모두 거쳐” 만든 범부처적 종합계획임

을 강조했다(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001: 55). 이 국정감사에

서 한 위원이 제기한 한국의 나노기술 분야 기술수준에 대한 서면

질의에 대하여 과학기술부는 2000년에 미국 세계기술평가센터

(WTEC)에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아래와 같이 기술수준 비교 결

과를 제시하였다. 여기서 과학기술부는 한국의 전반적인 나노기술

기술력은 미국의 약 25% 수준이라고 답변하였는데, 나노기술 국가

별 수준비교는 「나노기술 종합발전 계획」(2001.7)의 내용과 동일

했다.

[표 3-3] 나노기술력 평가 결과(WTEC)

구분
나노구조
체 합성

바이오
나노

대
표면적
소재

나노소자
벌크

나노소재
합계

미국 32 29 33 37 33 164

일본 34 28 25 34 30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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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001: 59)

WTEC에서 분석한 위 표의 결과를 살펴보면, 각 항목별로 기재된

숫자는 조사 당시까지의 논문과 특허 등록 수를 의미한다. 이 표에

기재된 숫자를 근거로 과학기술부는 바이오나노 분야와 대 표면적

소재 분야의 기술수준이 “상당히 낙후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국

의 전반적인 나노기술 수준을 약 25%라고 판단한 근거는 다름아닌

미국의 논문과 특허 등록 수인 164를 한국의 해당 숫자인 42와 비

교하여 산출된 25.6%에 기인한다. 이 숫자는 나노기술정책에 한국의

기술수준으로 환원되면서 나노기술 발전정도를 가늠케하는 표지석

역할을 하였다.

한국은 후발산업국가로서 선진국과 부단없이 비교하고 벤치마팅

하면서 추격(catching-up)전략을 구사해왔다. 한국의 기술수준평가

결과물은 항상 선진국과의 상대적인 비교를 포함하고 있는데, 예컨

대 “나노기술이 미국에 비하여 25% 수준이다”라는 결과가 전형적이

다. 한국에서 기술수준평가를 주관한 기관은 KIST 부설 과학기술정

책연구평가센터(CSTP)였는데, 동 센터가 1987년에 설치된 이후

1993년에는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STEPI)로 개편되면서, 동 연구

소가 기술수준평가 업무를 전담했다. 이후 1999년에 연구소는

STEPI와 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P)으로 분리되면서, 과학기술기

본법에 따라 KISTEP이 기술수준평가와 기술영향평가를 전담하기

시작했다. 1999년 이전에는 기술에 대한 다양한 측면으로 분석자료

를 검토하는 방식이었으나, KISTEP에서는 초창기부터 델파이조사

방식을 통한 기술수준평가를 수행했다. 미국과 달리 패널 토론 방식

이 아닌 델파이조사를 통해서 최종 결과를 다른 국가와 상대비교하

는 방식(예, 미국의 85%)으로 굳어졌고, 이 부분이 미국과 명확하게

EU 33 27 30 27 32 149

한국 10 6 6 10 10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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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되는 지점이다.20) 미국의 WTEC에서 분석한 국가별 나노기술

수준비교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은 20세기 후반부터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미국에서 주요 비교대상이 되어왔고, 한국과의 기술수

준 비교는 미국의 관련 정책 수립에 참고가 되었다. 이에 그치지 않

고, 미국에서 분석한 WTEC의 국가별 나노기술 수준 비교자료는 한

국의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에 그대로 활용되어 “미국의 25% 수준”

이라는 문구가 첨가되었다. 이는 미국과 한국의 나노기술정책 네트

워크가 상호간 영향관계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지점이

기도 하다.

기술수준 분석에 의하면 2001년에 수립한 제1기 나노기술종합발

전계획에는 당시 우리나라의 나노기술은 최고 선진국인 미국에 비

해 25% 수준이 불과했다. 하지만 5년 후에 제2기 종합계획이 시작

할 때에 이루어진 분석은 우리의 기술수준이 66%로 괄목한 성장을

이루었고, 제3기 종합계획(2010)에는 2008년 기준으로 75%에 이른

것으로 보고했다. 2000년에서 2005년까지 불과 5년만에 기술수준이

41%p 상승했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미국을

기준으로 한 상대비교 방식에서 비롯한 것으로, 미국의 기술변화 속

도보다 우리나라의 기술변화 속도가 훨씬 클 경우 가능하다. 이런

현상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기술수준을 추정하는 방법론

상의 문제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공식 문건을 작성하는 정책결정

20) 델파이조사의 속성은 전문가에 대한 설문조사로서 정성적이지만, 결과는
숫자로 표기되어 정량적인 효과를 나타낸다. 기술수준평가를 델파이조사로
대체하게 된 이유로 가장 유력한 것은, 초기에 STEPI에서 기술예측조사를
하는 과정 중에 기술수준 항목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최근까
지도 KISTEP 기술예측센터에서 예측조사와 수준평가를 같이 진행하고 있
기 때문에, 방법론 공유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게다가 델파이조
사는 결과가 숫자로써 비교 가능하기 때문에, 해외 국가와 한국 간 기술수
준을 비교하고자 하는 정책당국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우리나라
기술 전 분야에 대해서는 수준평가를 KISTEP에서 수행하지만, 나노기술에
대해서 최근까지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서 주관하였고, KISTI
는 델파이방식 외에 기관의 특성을 살려서 데이터 분석(논문, 특허 등)을 통
한 기술수준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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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의 희망과 의지가 최종적으로 채택되고 반영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21)

2002년 10월에 정부가 제출한 「나노기술개발촉진법안」에 대해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일차적으로 긍정적인 반응

을 보였지만 내용 상으로는 다소 비판적인 의견도 제시하였다. 먼저

이상희 위원은 2002년 10월 28일에 개최한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미

국과 한국의 나노기술 변화속도가 현격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연구

개발체제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이상희 위원은 정부가 나노기술센터를 지정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사회의 필요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인정하지만, 정부

주도로 센터를 지정하는 것이 연구조직의 자율성과 유동성을 제한

하는 측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이에 비하여 박

상희 위원은 더욱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는데, 특히 과학기술부가 기

술분야마다 개별법을 만드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국

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002b).

위의 9월 28일 회의 이후 이틀 뒤인 9월 30일에 개최한 상임위원

회 회의는 「나노기술개발촉진법안」을 비롯한 세 개의 법률안 심

사를 위한 공청회로 진행되었다. 나노기술개발입법의 필요성을 발표

하는 진술인으로는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의 오준근 교수와 테라급

나노소자사업단의 이조원 사업단장이 초청되었다. 오준근 교수는 미

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이 나노기술개발 관련 입법을 추진 중이라

는 점을 언급하면서, 한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나노기술개

발 지원입법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이조원 사

업단장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나노기술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는

21) 나노기술의 세부 분야별로 기술수준을 비교하면 다른 설명이 가능하다. 예
컨대 나노소자의 상용화 분야에서는 한국이 이미 2000년대 초반에 세계 최
고수준에 이르렀다. 25%라는 기술수준은 상용화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논문과 특허의 숫자만 비교했기 때문에 산업현장에서 인식하는 자체적인 기
술수준보다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나노기술정책 관계자 B 인터
뷰, 20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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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나노기술이 “모든 과학과 기술을 통합하는 기술”이라고 언급하

면서 한국은 물론 세계가 직면한 경제, 사회 및 환경 문제들을 해결

할 수 있는 기술임을 역설하였다. 이 밖에 이조원 단장은 2029년에

‘나노로봇’이 상용화되고, 2050년 이후에는 냉동인간이 소생될 수 있

다는 미래예측도 소개하고, 미국 상원에서 나노기술촉진법을 만장일

치로 통과시킨 배경에 한국, 일본 및 유럽에 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는 점도 언급하였다. 이 공청회에서도 박상희 위원은 동 법안

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이어갔다. 박상희 위원은 앞에서 언급한

것과 유사한 내용으로 나노기술개발 입법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

했다. 결과적으로는 정부가 제출한 나노기술개발촉진법안은 거의 원

안에 가깝게 통과하여 법으로 제정되었지만, 입법과정에서 이런 다

양한 논의가 존재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미국에서 NNI가 추진된 직후에 NBIC 융합정책이 마련된 것처럼,

한국에서도 나노기술을 중심으로한 기술융합정책으로 NBIT 융합정

책이 소개되었다. 한국의 NBIT 융합정책은 글자로만 보면 미국의

NBIC 융합정책과 비슷하지만 한국의 NBIT는 나노기술(NT), 생명

공학기술(BT) 및 정보기술(IT)의 융합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미국의

NBIC에 포함됐던 인지과학기술(cognitive technology, CT)은 포함

되지 않았던 것이었다. 한국의 정부 차원에서 ‘NBIT 융합기술’이라

는 명목으로 별도의 발전계획을 수립한 것은 아니지만, 이 용어는

2003년 정부에서 발간한 보고서에서 공식적으로 언급되었다. 2003년

정부 보고서에 의하면 NBIT 융합기술은 “나노 수준의 물질제어를

바탕으로 바이오기술, 정보기술을 전혀 새로운 형태의 기술로 발현

시키고, 이들 기술 상호간의 작용 과정에서 파생되는 기술변화가 궁

극적으로 사회·문화 패러다임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첨단·신생 기술

들”로 정의되었다(과학기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04: 30). 당

시에 왜 IT와 BT만이 나노기술과 융합대상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정

책적 배경측면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일례로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

수립 당시 김영환 과학기술부 장관이 「주간동아」와의 인터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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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BT, NT 순으로 이들이 한국의 성장엔진이 될 신기술이라고 예

상한 것도 이에 대한 배경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김현미,

2001.8.23.). 하지만 한국의 NBIT 융합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

도 존재한다. 동국대학교 기계공학과의 곽문규 교수는 한국의 NBIT

융합정책은 정작 ‘융합’을 추진하지 못하고 단순히 3개 분야의 독자

적인 기술 개발을 함께 수행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융합기술로 수렴

(converging)하지 못하고 평행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하

였다. 그는 한국의 NBIT 융합정책은 미국의 NBIC 융합정책에서

NT, BT 및 IT의 머리 역할을 하는 인지과학 분야가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목표와 방향이 모호한 프로젝트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

려를 표하였다(곽문규, 2006: 33-34).

한국 정부가 나노기술과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융합정책을 수립하

게 된 것은 2008년에 「국가나노기술지도」를 작성하면서 그 계기

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008년 4월에 교육과학기술부는 「국

가나노기술지도」를 수립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에 심

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국가나노기술지도는 「나노기술개발촉진법」

과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수립된 것으로, 나노기술 분야의 기술개

발전략 수립과 연구개발 투자방향 설정 등에 활용하기 위해 작성되

었다. 국가나노기술지도는 언뜻 보기에는 나노융합기술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어보일 수 있으나, 기술지도의 내용을 보면 나노융합기술

에 대한 비전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국가나노기술

지도의 비전은 (1) 2020년 선진 3개국 수준의 기술경쟁력 확보, (2)

타 기술과의 연계 및 융합을 통한 신기술 선점, (3) 안전하고 풍요

로운 사회 실현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나노기술지도는 비전과 목

표와 함께 ‘나노기술 시나리오’도 예시하였는데, 나노기술 연구개발

의 궁극적인 지향점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흥미롭다. 특히 “원자/

분자 레벨에서 개인/국가 품격 향상”, “무병장수 풍요로운 삶” 등과

같은 문구는 다른 기술계획에서 보기 어려운 표현이 이 시나리오에

포함된 문구였다. 이 부분은 미국의 NBIC 융합기술정책의 비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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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측면으로 비교할 수 있지만, 미국의 NBIC 융합기술정책과

달리 인지과학기술과 관련된 분야는 여기서도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국가나노기술지도를 수립한 지 얼마 지나지 않

은 2008년 12월에 지식경제부와 공동으로 「나노융합산업 발전전략

(안)」을 수립하였고, 이듬해인 2009년 3월에는 동 전략(안)을 국가

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상정하였다. 동 전략의

수립 배경으로는 제2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06～’15)에서

“2015년 나노기술 선진 3개국 기술경쟁력 확보”라는 비전이 제시된

것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산업화 전략 및 추진동력 확보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게다가 기술의 융복합화에 따른 신산업 창출과 함

께 당시 이명박 정부의 핵심정책인 녹색성장 정책 기조에 따라 융

합기술인 녹색기술과 자연스럽게 연계되어 나노융합기술의 중요성

이 부각된 것이었다. 이런 배경은 나노융합산업 발전전략의 비전이

“2015년까지 나노융합산업 3대 강국 도략”으로 설정되고, 3대 목표

로서 (1) 세계 나노융합산업 시장 15% 점유(2천3백억불 수준), (2)

나노기술 전문기업 500개, 글로벌 중핵기업 10개 육성, (3) 30개 이

상 세계 최고 나노융합기술 확보 및 혁신제품 창출로 귀결되었다.

국가나노기술지도에서는 기술 중심의 융합전략이 부각되었다면, 나

노융합산업 발전전략에서는 산업 육성 측면의 융합전략이 강조되었

다고 할 수 있다. 동 전략에서는 ‘나노융합산업’을 “나노기술을 기존

기술에 접목하여 기존제품을 개선·혁신(Nano-enabled)하거나 전혀

새로운 나노기능에 의존(Nano-dominated)하는 제품을 창출하는 산

업”으로 정의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 2009: 2). 2009년의

나노융합산업 발전전략에서는 2000년대 초반에 논의되었던 NBIC

융합이나 NBIT 융합과 같은 개념과 표현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았

다. 이 발전전략에서 제시하고 있는 5대 전략분야는 ①나노일렉트로

닉스, ②나노소재, ③나노공정 및 측정장비, ④에너지·환경, ⑤바이

오·메이컬 등이다. 굳이 기존의 NBIT 융합과 같은 방식으로 설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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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면, 기존의 NT, IT, BT에 더하여 ET(환경기술)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발전전략의 부제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신성장동

력 확충 및 녹색성장 견인을 위한” 전략으로서, 당시 정부가 중점정

책으로 추진하던 녹색성장정책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에서는 연방정부의 나노기술정책

수립 이후 NSF의 디렉터들을 중심으로 NBIC 융합정책이 비교적

지속적으로 논의되었던 반면에, 한국에서는 이와 유사한 개념의

NBIT 융합정책이 단기간 등장하였으나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융합

기술정책으로까지 유지되지는 못 했다. 게다가 미국의 NBIC 융합기

술에서 중시되었던 인지과학기술이 제외된 한국의 NBIT 융합정책

은 미국의 융합정책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었다. 2000년대 후반에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수립되어 추진된 나노융합정책은 나노기술을

기반으로 한 인접산업의 육성계획에 가까웠다. 그리고 미국의 NBIC

융합정책은 트랜스휴머니즘(trans-humanism)과 맞물려 논의가 되기

도 했으나, 한국의 나노기술 융합정책에서는 이와 유사한 논의가 구

체화되지 않았다. 한국의 나노기술 융합정책 추진과정에서 정부가

의도하였건 의도하지 않았던간에 인지과학 분야가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NBIC 융합이 추구한 목표가 ‘인간능력 향상’이었

던 것과 같이, 한국의 국가나노기술지도가 제시한 목표 중 하나가

‘무병장수’였다는 점은 궁극적으로 양국의 나노기술정책이 추구하는

바가 다소 유사했다고 볼 수 있는 지점이었다.

제 3 절 나노기술정책 도입기의 위험 논쟁

이 절에서는 나노기술정책 도입기인 2000년대 초반에 등장했던

소위 ‘그레이 구’(Gray Goo) 논쟁을 중심으로 당시의 나노기술 위험

논쟁을 살펴볼 것이다. ‘그레이 구’ 위험 논쟁을 본격적으로 살펴보

기 전에, 이에 대한 개념이 언급된 드렉슬러의 나노기술에 대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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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에 대해 먼저 약술하고자 한다. 드렉슬러는 1986년에 나노기술에

관한 대중서적으로 저술한 『창조의 엔진 : 나노기술의 미래』

(Engines of Creation: The Coming Era of Nanotechnology)에서

나노기술이 미래에 적용 가능한 분야로서 분자복제, 인공지능, 우주

산업, 질병치료, 수명연장 등 다양한 분야를 제시하였다. 이 중에서

그가 강조한 ‘분자조립기계’(assembler)는 스스로 복제하면서 물질을

만들 수 있는 나노수준의 기계인데, 그는 이런 분자조립기계가 스스

로 복제하면서 회색빛 점액질인 ‘그레이 구’가 마치 바이러스처럼

지구를 뒤덮을 가능성도 있다고 예측했다. 아울러 그는 이런 분자조

립기계가 군사적 대치국면에 사용될 경우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다

(Drexler, 1986).

2000년 2월에 NNI가 수립된 이후 불과 2개월이 지난 4월에 빌 조

이(Bill Joy)는 “왜 미래는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가”라는 글을

『와이어드』(Wired)에 발표했다. 이 글의 주된 내용은 나노기술을

포함한 신기술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이었다. 이 글의 디

스토피아적인 내용 못지 않게, 저자인 빌 조이가 컴퓨터과학자로서

당시 미국의 대표적인 컴퓨터기업인 ‘선 마이크로시스템스’(Sun

Microsystems)의 대표였으며, 그가 불과 3년 전에 클린턴 행정부의

‘대통령 정보기술 자문위원회’(Presidential Information Advisory

Committee)의 공동의장으로 활동했던 사실 때문에 세간에 더욱 화

제가 되었다. 아울러 과학소설가 마이클 크라이튼은 2002년에 나노

기술로 만들어진 나노로봇을 소재로 디스토피아적인 미래를 그린

『먹이』(Prey)를 발간하여 나노기술의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

을 묘사하기도 했다. 이 절에서는 조이의 글이 촉발한 나노기술의

잠재적 위험성 논쟁을 중심으로 기술하려 한다.

조이는 기고문에서 20세기 후반에 부상한 신흥기술들인 유전공학,

나노기술, 로봇공학에 대한 미래를 예측하면서, 이 기술들의 오·남용

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절멸의 위기에 처할 수도 있음을 경고했다.

그에 따르면, 로봇공학의 발전은 결국 인간과 로봇 간 종 차원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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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으로 귀결되는 것이 불가피하며 결국 인간이 로봇으로 대체될 가

능성이 존재한다. 유전공학의 경우에는, 살충제 사용을 줄이면서 식

량을 증산한다는 당초의 약속과 달리 유전자조작을 통해 종의 질서

를 흔들고 있으며, 인간복제와 같은 기술로 말미암아 인류의 윤리

적, 도덕적 문제를 야기했다. 조이는 나노기술이 파인만과 드렉슬러

의 구상대로 진행되기보다는 군사적인 혹은 파괴적인 용도로 전용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는데, 특히 분자조립기계가 자기복제됨에

따라 자칫 지구를 순식간에 회색빛 먼지로 뒤덮을 수 있다고 경고

했다. 조이는 이렇게 회색빛 먼지로 뒤덮이는 디스토피아적 상황을

‘그레이 구’(Gray Goo)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드렉슬러가 자신의 저

서에서 이미 언급했던 것을 인용한 것이다. 조이는 이런 파괴적인

자기복제의 힘이 가져올 인류의 암울한 종말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Joy, 2000).

연방정부의 정보기술 관련 정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컴퓨터과

학자가 과학기술의 미래에 대해 암울한 전망을 했기 때문에, 조이의

글은 매우 파급효과가 컸다. 특히 조이가 언급한 나노기술은 불과

연방정부가 2개월 전에 대대적으로 국가차원의 기술개발정책을 수

립한 직후였기 때문에, 다른 기술보다도 나노기술과 관련된 분야에

서 직접적인 반응들을 보였다. 조이의 글에 대한 공식적인 반응은

나노기술정책을 추진하던 국립과학재단(NSF)의 2001년 3월에 발간

된 보고서를 통해서였다. 「나노과학과 나노기술의 사회적 함의」를

표제로 한 이 보고서는 미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의 기술위

원회 산하 나노 과학, 공학, 기술 소위원회(Subcommittee on

Nanoscale Science, Engineering, and Technology)가 2000년 9월 29

일과 29일 양일에 걸쳐 개최한 전문가 워크샵 결과를 정리한 것이

다. 이 보고서에는 37명의 전문가가 나노기술과 관련한 주제에 대해

각자 글을 작성했는데, 이들 중 4명이 조이의 글을 직·간접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진술했다.

IBM의 은퇴 과학자인 암스트롱(J. A. Armstrong)은 “나노기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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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함의: 왜 미래는 우리를 필요로 하나”라는 표제로 글을 작성

했는데, 제목에서부터 조이 글의 제목 “왜 미래는 우리를 필요로 하

지 않는가”에 대비되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는 조이의 글을 직접 인

용하지는 않았으나 글의 말미에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그러므로, 미래는 우리를 필요로 한다. 우리는 유연하고 합리적일

수 있으며 뜻밖의 일과 의도치 않은 결과들에 대해 대응할 수 있

다. 경이롭고 새로운 기회에 대응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말이

다. (만약 어떤 이들과 같이, 나노기계로 가득한 로봇의 미래가 우

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당신이 염려한다면, 당신에게 우디 앨

런의 비디오 슬리퍼22)를 비디오가게에서 빌려보고 나서 당신의 균

형감각을 되찾을 것을 제안한다!)(Armstrong, 2001: 30).

제록스 팔로 알토 연구센터에 근무하던 브라운(J.S. Brown)과 캘

리포니아대학 버클리 캠퍼스의 두기드(P. Duguid)는 “사회를 빼놓지

마시오: 빌 조이에 대한 응답”라는 제목으로 글을 작성했는데, 이 글

은 제목에서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듯이 조이 글에 대한 반박문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이들은 조이가 기술 중심의 편협한 시각에 빠

져서 ‘터널 시야’(tunnel vision)의 오류를 범했다고 진단한다. 기술

의 발전에 따른 사회의 대응이나 반작용 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

문이다. 하지만 이들이 조이의 경고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아니

며, 이들이 궁극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기술을 형성하고 기술의 방향

을 바꾸는 ‘사회적 요인’의 중요성이다. 이들의 시각에서 볼 때 기술

과 사회는 공진화하는 것이며, 조이의 나노기술에 대한 암울한 경고

는 필연적으로 새로운 사회적 형태, 조직, 제도 등을 필요로 한다.

22) 영화감독이자 극작가인 우디 앨런(Woody Allen)이 1973년에 제작한 영화
‘슬리퍼’(Sleeper)는 SF 코미디물로서 주인공이 냉동인간이 되었다가 200년
후 깨어나 겪는 에피소드들이 주된 줄거리를 이루고 있었다.
http://www.woodyallenpages.com/films/sleeper/ (최종 검색일: 2020.10.30.).
이 영화를 통해 제작자는 기계로 가득한 미래 세계에서 인간이 지닌 사랑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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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측면에서 볼 때, 조이의 디스토피아적 미래는 기술과 공진화하

는 사회의 역할을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었

다(Brown & Duguid, 2001).

이 보고서에서 미국 해군 연구소 퇴역자인 톨즈(W.M. Tolles)는

국가안보 측면에서 나노기술을 논하였다. 톨즈는 나노기술의 발전이

군사안보 역량을 증진시키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는데, ‘몽상가들’(visionaries)의 나노기술에 대한 상상이 이런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조이의 아이디어들이 열역

학 법칙과 같은 과학적 원리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절하

지 않은 맥락에서 비롯한 것임을 비판하였다. 아울러 그는 과학자

사회의 책임있고 사려깊은 용어 사용과 함께 언론 매체에도 인용

보도에 주의할 것을 촉구했다.(Tolles, 2001).

위의 세 명이 조이의 글을 비판적인 입장에서 접근한 것에 비하

여, 애질런트 테크놀로지즈(Agilent Technologies)의 나디(B.A.

Nardi)는 양측의 입장을 다소 절충하는 시각을 보였다. 나디는 ‘나노

기술의 문화생태학’이라는 제목의 글을 썼는데, 그는 나노기술과 사

회 간 상호의존적 관계를 강조하기 위해 생태학적 은유를 사용하였

다. 나디는 20세기 초에 사회가 선택했던 내연기관의 사용이 예기치

않은 현재의 공기오염과 같은 문제를 발생시켰듯이, 나노기술이 장

래에 어떤 위험을 초래할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20세기 초 당시 전기자동차라는 대안이 존재했음을 지적하면서, 만

약 그때부터 전기자동차가 상용화되었더라면 현재 교통체계로 인한

공기오염 문제는 훨씬 덜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나

디는 같은 보고서에서 조이를 비판한 브라운과 두기드의 글(Brown

& Duguid, 2001)을 인용하면서 기술과 사회의 공진화(co-evolution)

를 강조했는데, 그는 브라운과 두기드가 강조한 공진화는 대체로 사

후반응적(reactive) 성격임에 비해 자신이 언급하는 공진화는 사전대

응적(proactive)인 것임을 강조했다. 이런 맥락에서 나디의 글은 조

이의 나노기술에 대한 우려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라기보다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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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우려와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 어떻게 사전적으로 사회가 대응해

야 할지에 대해 더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을 함축하였다(Nardi,

2001).

이 보고서에는 탄소 원자 60개로 이뤄진 C60의 발견으로 1996년에

노벨화학상을 수상한 스몰리의 글도 포함되어 있었다. 스몰리는 “나

노기술, 교육 및 나노봇에 대한 공포”라는 제목의 짧은 글을 작성했

는데, 그는 조이의 글을 직접 인용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스몰리는

그의 글에서 2000년에 ‘나노봇’이라는 자기복제 로봇의 악몽이 도사

리고 있다고 표현하면서, 몽상가들에 의해 제시된 나노봇의 악몽으

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스몰리는 나노봇이 과학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학생들에게 실제로 화학과 생물학

과 같은 과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교육에 힘써야 한다고 역설했다

(Smalley, 2001a). 그는 비록 조이의 글을 직접 인용하지는 않았지

만, 조이의 글로 인해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나노봇과 그레이

구의 문제에 비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NSF의 이 보고서 출간 이후 2001년 9월에는 『사이언티픽 아메

리칸』(Scientific American)에서 기획한 나노기술 특집호에 나노기

술 관련 전문가들이 기고를 했는데, 여기에서도 스몰리는 “화학, 사

랑, 그리고 나노봇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자기복제하는

나노로봇이 물리적으로 실현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스몰리는

일명 “뚱뚱하고 끈적이는 손가락”(fat and sticky fingers) 비유를 들

면서, 자기복제 분자조립기계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나노수준에서 분

자들에 대해 정교하고 정확한 작업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를 수행하

기 위한 장치와 도구들이 원자들에 비해 클 뿐만 아니라 서로 끌어

당기는 힘 때문에 자기복제 분자조립기계는 과학적으로 실현 가능

하지 않다고 주장했다(Smalley, 2001b).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에는 하버드대학교 화학과 교수인 와이

트사이즈(George M. Whitesides)의 글도 포함되었는데, 그도 역시

자기복제하는 분자조립기계들이 ‘그레이 구’와 같이 지구를 뒤덮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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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회의적으로 전망했다. 와이트사이즈는 분자조립기계가 에너

지를 얻는 방법과, 이 기계에 정보를 저장하고 사용하는 방식에 대

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는 ‘예측가능한 미래’(foreseeable

future)에 우리가 ‘그레이 구’에 대해 가져야 할 공포는 존재하지 않

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Whitesides, 2001).

2001년 9월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에서 스몰리와 와이트사이즈

가 공개적으로 나노봇과 ‘그레이 구’를 비판한 이후, 논쟁의 양상은

‘그레이 구’ 상황의 원인에 대한 과학적인 실현가능성을 주제로 진

행되었다. 구체적으로는, ‘그레이 구’ 상황은 드렉슬러가 주창한 분자

조립기계의 자기복제성에서 비롯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후에 진행된

논쟁의 성격은 자기복제가 가능한 분자조립기계가 과연 과학적으로

실현 가능한가에 대하여 초점이 맞춰졌다. 이 논쟁은 나노봇의 아이

디어를 주창한 드렉슬러와 이를 과학적으로 비판한 스몰리의 지면

논쟁으로 진행되었다. 2001년 9월 『사이언티픽 아메리칸』 특집기

사 게재 이후, 드렉슬러와 그의 동료들은 같은 해에 그들의 분자제

조연구소(Institute for Molecular Manufacturing) 웹사이트에 스몰

리에 대한 반박문을 게시했고, 드렉슬러는 다시 2003년 4월에 그가

만든 포사이트 연구소(Foresight Institute)에 스몰리에 대한 공개 반

박문을 게시했다(Drexler et al., 2001a; 2001b). 이후 미국화학회

(American Chemical Society)가 발간하는 『화학&공학 뉴스』 편집

인의 제안으로 2003년 12월 특집으로 드렉슬러와 스몰리의 공개 논

쟁이 기획되었다(American Chemical Society, 2003). 이 논쟁에서도

스몰리는 앞에서 언급한 ‘스몰리의 손가락’(Smalley’s fingers) 비유

를 통해 드렉슬러의 분자조립기계 아이디어가 과학적으로 실현 불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Smalley, 2003a; 2003b). 하지만 드렉슬러는

스몰리가 생각하는 화학의 차원을 넘어서 ‘시스템 공학’(system

engineering) 차원에서 분자조립기계를 이해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Drexler, 2003a; 2003b).23) 이 논쟁을 통해 드렉슬러와 스몰리 간

23) ‘드렉슬러-스몰리 논쟁’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이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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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의 합의점은 형성되지 않았으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뉴욕타임즈

(The New York Times)와 같은 언론매체에서도 이 논쟁이 소개되

면서(Chang, 2003.9.9.), 나노기술에 대한 대중적인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04년 6월 『네이처』(Nature)지도 지면을 통해 ‘그레이 구’가

나노기술 분야에 미친 영향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 지면 내용은 ‘그

레이 구’가 얼마나 나노기술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져왔는지,

그리고 나노기술 연구자들이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등을 포함하였다. 여기에는 드렉슬러에

대한 인터뷰 내용도 포함됐는데, 그가 다시 『창조의 엔진』을 쓴다

면 ‘그레이 구’를 언급하지 않겠다고 한 점을 주목할 만하다. 아울러

그는 그 책에 분자조립기계의 자기복제 가능성에 대한 내용 대신에

나노수준의 제품 제조에 대해 더 강조할 것이라고도 인터뷰에 답했

다(Giles, 2004). 그의 이런 답변을 고려하지 않고도, 드렉슬러의 분

자조립기계에 대한 아이디어가 조이의 글을 통해 ‘그레이 구’ 논쟁

으로 비화되었고, 이런 논쟁을 통해 나노기술정책의 도입기에 나노

기술의 잠재적인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에서 ‘그레이 구’ 논쟁이 미국에서와 같은 유사한 수준으로 진

행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조이의 글과 메시지는 한국의 지식

인 사회에도 소개되어 그에 대한 논평 등이 제시되었다. 1991년에

창간된 이후 환경, 생태학 등을 주제로 진보적 입장을 취해왔던 격

월간지 『녹색평론』의 편집자는 2000년 4월에 조이의 글이 발표된

후 같은 해 11월～12월호에 조이의 글을 번역하여 전문을 게재하였

다. 조이의 글을 소개하며 편집인은 다음과 같이 기획의도를 설명했

였다. 두 과학자 간의 공약불가능 측면(Bueno, 2004), 분과학문 문화의 차이
측면(Bensaude-Vincent, 2007), 북미 과학자들의 연구시각(Broadhead &
Howard, 2011), 경계작업 측면(Kaiser, 2006), 과학자와 미디어의 상호 포섭
측면(Kaplan & Radin, 2011), 위험인식과 자원동원 측면(김병수, 2020)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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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류의 절멸은 아닐지라도 인간다운 세계를 근원적으로 파괴할지

도 모르는 이 끔찍한 재앙을 앞에 두고 이런 차원의 문제에 대해

서는 철저히 무책임하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한국의

언론, 문화 풍토에서 그래도 기술사회의 심화, 확대에 고뇌를 느끼

고 있는 사람들이 다소나마 갈증을 푸는데 도움이 되고자 우리는

이 글의 전문을 옮겨 실으면서, 동시에 이에 대한 몇몇 분들의 논

평을 얻어 싣는다(녹색평론, 2000: 84).

『녹색평론』은 조이의 글 전문 번역문에 이어서 각계에서 활동

하는 열 명의 짧은 논평을 실었다. 논평은 박이문(시몬스대학 명예

교수, 철학), 이필렬(방송통신대 교수, 과학사·화학), 유소림(시인, 내

일신문 편집위원), 조환규(부산대 교수, 정보컴퓨터공학), 박은정(이

화여대 교수, 법학), 최성각(작가, 풀꽃세상을위한모임 사무처장), 조

우석(중앙일보 기자), 조약골(국제 아나키스트 동맹 회원), 조홍섭(한

겨레신문 기자), 한재각(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간사)의 순으로 게재

됐다. 이들의 논평은 대체로 조이의 글에 동조하는 입장을 보였다.

『녹색평론』에 실린 논평들 중에서 몇몇은 과학기술 규제와 전문

성의 문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 필요성을 주장하는 내용을 포함했

던 것에 주목할 만하다. 예컨대 박은정 교수는 고도로 분화하는 전

문성의 문제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전문성 영역을 넘어

선 사회적 차원의 과학기술 규제를 논의하였다. 그녀는 빌 조이의

글을 통해서 “과학연구의 자유를 질식시키지 않으면서도 그 위험성

을 적절히 규제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불가능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박은정, 2000: 126). 박은

정 교수가 전문성의 경계를 언급한 것에 한층 더 나아가, 조홍섭 기

자는 과학기술 관련 이슈에 대한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 언급하였

다. 그는 한국사회를 ‘과학지상주의’에 경도되었다고 진단했으며, 기

술발전의 주체가 민간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개입 여



- 88 -

지를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한 예시로 그는 핵발전에 대한

시민사회의 저지 사례와 유전공학의 남용에 대한 반대운동을 언급

하기도 했다(조홍섭, 2000: 129-130). 조홍섭 기자가 시민사회의 개

입 여지를 전망했다면, 국제 아나키스트 동맹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조약골은 과학기술 이슈에 적극적인 시민참여가 필요하다고 역설하

기도 했다. 그는 “과학기술 지식의 독점과 엘리트주의를 막기 위해

모든 시민과 민중들이 상시적이고 직접적인 감시자로 나서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에 전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조약골, 2000: 128). 한재각 간사는 “머리는 뛰어나되

상식이 없는” 전문가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시민과학자’의 존

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조이의 글이 ‘시민과학자의 몫’

일부를 행한 것으로 평가했다(한재각, 2000: 130).

『녹색평론』의 조이에 대한 내용은 당시 큰 반향을 일으키진 않

은 것으로 보인다. 주요 일간지 중 문화일보는 2000년 11월 22일자

보도에서 북리뷰 코너에서 이 기사를 소개했는데, “조이의 글은 불

과 30여년 후인 2030년 경에 이뤄질 지능로봇과 인간의 생존경쟁이

인간에게는 역유토피아가 될 것이란 놀라운 진단을 하고 있다”고 언

급했다(문화일보, 2000)24). 한국의 언론사들은 조이의 글이 발표된

시점에서 이를 인용하는 기사들을 작성했으나, 나노기술보다는 인터

넷기술을 주제로 언급했다. 일례로 경향신문은 2000년 3월 14일자

기사에서 “인터넷 기술 급속 발전 인류 종말 초래할수도”라는 표제

로 조이의 글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는 조이의 글이 비록 나노기술,

유전공학, 로봇공학 등을 주제로 했음에도, 그가 선 마이크로시스템

창업자이자 컴퓨터과학자로 잘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조이의 글과 ‘그레이 구’ 문제는 『녹색평론』 이후로 한동안 언급

되지 않았다가, 2004년 6월 『창비웹진』의 글에서 다시 인용되었

24)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0112201031930080002 (최
종 검색일: 202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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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글은 시민과학센터 간사로 활동해 온 김명진이 “나노기술, 꿈

인가 악몽인가?”라는 표제로 작성한 것이었다.25) 이 글에서 그는 드

렉슬러의 나노봇 시나리오와 조이의 2000년 글뿐만 아니라, 2003년

『네이처』의 특집기사 및 북미지역의 시민단체인 The ETC

Group(The Action Group on Erosion, Technology and

Concentration의 약자, 이하 ETC Group으로 통칭함)의 2003년 보고

서(The Big Down)를 언급하면서 나노기술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나노기술의 도입 초기에 한국에서는

이에 대한 부정적인 혹은 비판적인 논의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런

배경으로 당시 언론매체 등에서 나노기술을 ‘미래기술’ 또는 ‘첨단기

술’로서 긍정적인 측면 위주로 부각되었던 동시에, 아직 초기단계의

기술이다 보니 다른 기술에 비해 시급하고도 구체적인 쟁점이 형성

되지 않았던 것을 들 수 있다. 즉 나노기술이 당시 대중에게 현실적

으로 인식되지도 않았지만, 그로 인해 비판적인 시각이 덜 형성되었

기 때문이었다(이은경, 2007). 또한 2000년대 초반 한국의 언론인이

나 과학기술자들은 나노기술이나 ‘그레이 구’와 같은 잠재적인 위험

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나노기술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시급성과 현실성의 인식 문제

는 앞에서 언급한 『녹색평론』의 논평에서도 언급되었다. 논평자

중 한 명인 조홍섭 한겨레신문 기자는 조이가 언급한 미래의 시점

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나노기술보다 오히려 지구온난

화, 생물다양성 파괴, 신종 병원체의 등장이 더 위협적인 것으로 보

았다(조홍섭, 2000: 129). 2000년대 초반 당시 다른 연구자들도 나노

기술의 잠재적 위험성을 매우 먼 미래의 시점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일례로 2001년 7월 13일에 국회 미래전략특별위원회는 ‘국

가발전전략 개발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는데, 여기에 토론자로

초청된 포항공과대학교 임경순 교수는 나노기술 정책에 대한 의견

25) https://www.changbi.com/archives/1335?cat=294 (최종 검색일: 202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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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피력하는 도중에 나노기술의 복제 시스템이 악용될 것을 우려하

는 신문기사에 대하여 “기술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걱정하

는 것은 기우”라고 언급했다(국회 미래전략특별위원회, 2001:

10-23). 그는 비록 드렉슬러나 조이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

가 예시한 ‘스스로 복제하는 나노 로봇’ 등은 드렉슬러의 아이디어

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런 아이디어와 가능성이 먼 미래

에서나 논의 가능한 사안이라고 생각한 듯하며, 이런 먼 미래의 사

안을 마치 가까운 미래에 도래할 우려로 부각시키는 언론매체의 행

태 자체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인 것이었다.

임경순 교수와 달리 드렉슬러를 직접 언급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표현한 사례도 존재한다. 탄소나노튜브 연구결과를 『네이처』

(Nature)에 기고하는 등 국내에서 손꼽히는 나노기술 연구자 중 한

명으로 일컬어졌던 서울대학교 임지순 교수는 2002년 8월 14일 같

은 대학 철학과의 조인래 교수와의 인터뷰에서 드렉슬러가 공상적

인 이야기를 너무 남발한다고 비판하면서도 먼 미래 시점에서의 실

현 가능성에 대한 여지를 두었다.

적어도 앞으로 2-3세대 내에서는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너무 지나치게 나아갔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

것을 이루는 방법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과학적으로 절대 불가

능하지 않다고 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들을 오도하는 것이 있

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떤 것은 함부로 결론 내리기 쉽지 않은 것

이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 것이라 생각했는데, 할 수 있게 되는 것

들도 있거든요(조인래, 2002: 99-100).

나노기술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임지순 교

수 역시 나노기술의 잠재적인 위험성은 매우 먼 미래의 시점에서나

논의가 가능한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나노기술 관련 논문 인용

도를 기준으로 2020년 노벨화학상 후보자로 선정26)되기도 했던 서

울대의 현택환 교수는 임지순 교수보다 더 강한 입장을 보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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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2000년대 초반의 ‘그레이 구’ 논쟁과 관련

하여 아래와 같이 조이와 드렉슬러를 강하게 비판했다.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많은 선의의 피해가

있어요. 지구를 멸망시키는,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공상과학은,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사이언티스트가 아니고, 어

쨌든 초창기에 NNI를 하는 데 아마 공헌한 걸로 기억나는데, 저

는 전혀 존경하지도 않고, 그 사람을 사이언티스트라고 생각하지

도 않고, 그런 사람의 말을 믿어선 안 돼요. (중략) 대중들한테 나

노과학이 발전하기도 전에 태동하는 단계에서 굉장히 공포감을 조

성하기 때문에, GMO와 비슷하게, 저는 거기에 전혀 동의하지 않

아요(현택환 인터뷰, 2020.10.29.).

이상에서 살펴본 조홍섭 기자, 임경순 교수, 임지순 교수, 현택환

교수의 드렉슬러나 조이의 글에 대한 입장은 한국 지식인사회의 의

견을 대표하지는 않지만, 한국의 언론계나 과학기술계의 주요 인사

들이 ‘그레이 구’와 같은 나노기술의 위험성 논의를 어떻게 받아들

이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으로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한국

의 언론계와 연구계 전반의 인식도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

이라고 판단된다. 대체로 한국에서는 ‘그레이 구’와 같은 나노기술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

다고 볼 수 있다. 그나마 ‘자기조립기계’의 개발 가능성 자체를 부정

하지는 않았던 사람도, 그런 상황은 매우 먼 미래시점에나 가능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때문에 조이의 글 자체가 지녔던 함의에

비해서 한국의 언론계와 과학기술계에서 큰 반향을 보이지는 않았

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녹색평론』 에 논평을 기고했던 한재각

박사는 한국에서 ‘그레이 구’를 포함한 나노기술 관련 논쟁이 지속

하지 못한 원인 중 하나로 당시 나노기술에 대한 개념과 정의가 모

26) https://clarivate.com/webofsciencegroup/citation-laureates/chemistry/ (최
종 검색일: 20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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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논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논쟁 대상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인데, GMO와 같은 논쟁과 비교했

을 때 나노기술은 상대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럼에

도 당시 ‘그레이 구’ 논쟁은 한국 사회에서 신기술의 부정적인 영향

을 경고하는 상징적인 의미로서 인식되고 있었다는 것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었다(한재각 인터뷰, 2020.9.29.).

제 4 절 소결

미국과 한국의 나노기술정책은 서로 다른 맥락에서 비슷한 시기

에 추진되었다. 미국은 이른바 후기적(post-) 상황이 맞물려 있었는

데, 탈냉전(post-cold war), 포스트아카데미(post-academy), 포스트

휴머니즘(post-humanism) 등이 나노기술 추진 시기와 맞물려 논의

되고 있었다. 한국은 새천년을 맞이하여 기존의 추격체제에서 벗어

나기 위한 국가차원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필요로 했다. 하지만 양국

은 ‘국가 경쟁력’이라는 동일한 주제어를 배경으로 나노기술정책을

수립했는데, 미국은 글로벌 국가 경쟁체제하에서 ‘국가 경쟁력 유지’

를 목표로 하였으며, 한국은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나노기술정

책을 수립했다. 즉 한국과 미국 양국 모두 나노기술을 21세기의 새

로운 글로벌 경쟁체제 하에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신성

장동력으로 인식했던 것이다. 비록 처한 상황은 달랐지만, 미국과

한국은 서로 상대를 경쟁 대상으로 인식하면서 기술발전전략을 수

립하였다. 일례로 미국의 세계기술평가센터(WTEC)에서 분석한 나

노기술 수준 비교분석 결과는 미국의 기술개발정책뿐 아니라 한국

의 기술개발정책에서도 인용되었다. 비록 나노기술정책 추진 배경에

는 유사한 논리가 존재했지만, 미국과 한국의 나노기술정책은 그 내

용면에서 상이했다. 미국은 상대적으로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 비중

이 높았지만, 한국은 나노기술의 응용개발 연구 중심으로 투자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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뤄졌다. 그리고 미국의 나노융합기술정책은 인지과학기술이 포함된

NBIC 융합이었던 것에 비해, 한국에서는 당시 국가 중점기술이었던

6T 중 IT, BT, NT만이 포함된 NBIT 융합이었던 것을 보면, 한국

의 기술정책은 매우 현실적이고 실용주의적으로 추진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미국은 ‘인간능력 향상’(human enhancement)

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국은 ‘무병장수’ 등을 목표로 나노융합기술

정책을 추진했던 점에서는 다소 유사성과 차별성을 보였다.

국가차원의 나노기술개발계획이 수립되었던 2000년에 조이의 기

고문을 계기로 확산된 ‘그레이 구’ 논쟁은 다분히 추상적이었으며,

그에 대한 실현가능성 여부도 먼 미래에나 가늠할 수 있는 내용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미국에서는 이 사안을 학계와 정책

결정 그룹에서 진지하게 논의하였으나, 한국에서는 그나마 2000년

연말에 『녹색평론』 이 논쟁을 상세하게 소개하는 것에 그치면서

일부 지식인사회에서나 관심을 가졌다. 미국의 나노기술 연구자나

정책결정 그룹이 ‘그레이 구’ 논쟁에 민감하게 반응한 배경 중 하나

는 GMO에 대한 경험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미국에서

GMO가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전부터 GMO에 관한 잠재적인 위험성

논쟁이 GMO의 연구개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했다는 인식이 존

재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5년 5월에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나

노기술에 관한 규제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참

석한 인텔 디렉터 하퍼(Stephen F. Harper)는 미국과 유럽에서

GMO에 대한 과도한 우려가 GMO 기술의 발전은 물론 상업적 잠재

력을 심각하게 저해했음을 지적하면서, 나노기술의 경우 이를 타산

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US Senate, 2005: 34-40).

미국의 상황과 비교할 때, 한국의 연구계와 정책결정그룹은 GMO

논쟁을 심각하게 경험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자기조립기계’나 ‘그

레이 구’가 당시 직면한 현실과는 거리가 먼 사안으로 인식했기 때

문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레이 구’ 위험 논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사실은, 이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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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ETC

Group 정도가 ‘그레이 구’를 인용하면서 나노기술의 잠재적인 위험

성을 경고하기는 했지만, 이들이 논쟁 과정에 깊이 관여한 것은 아

니었다. ‘그레이 구’ 논쟁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이나 참여가 보

이지 않는 것은 미국과 한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었다. 이

는 서론에서 제기된 문제인 ‘상류지대 참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

게 된다. ‘상류지대 참여’의 의의가 어떤 기술이 본격적으로 연구개

발 단계에 이르기 전에 사전에 그 연구방향성을 논하는 데 참여하

는 것인데, 나노기술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논하고 방향성을 모색하

는 ‘그레이 구’ 논쟁에 시민사회의 참여가 거의 보이지 않았기 때문

이다. GMO의 잠재적 위험 논쟁이 실제로 연구개발 초창기인 ‘상류

지대’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나노기술에 있어서

‘그레이 구’ 논쟁은 ‘상류지대 참여’와 거리가 멀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해석으로는, 나노기술에 대한 정의와 개념이 여전히 모호

했기 때문이며, ‘실재’하거나 적어도 ‘가시화될 수 있는’ 위험성이 부

재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제시할 수 있다. 시민단체나 일반 시민과

같은 참여 주체의 입장에서는, ‘손에 잡히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이

나 먼 미래시점에서나 발생할 수도 있는 사안에 대해 참여할 수 있

는 폭은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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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나노기술 관련 사전주의적 제도

앞 장에서 나노기술 연구개발의 역사와 함께 나노기술이 국가 차

원의 기술개발 정책 차원으로 수립되어 추진된 배경을 미국과 한국

이 처했던 정책적 맥락에서 살펴보았다. 서론에서도 언급한 바 있는

‘참여적 전환’(participatory turn), ‘참여적 거버넌스’(participatory

governance), ‘예견적 거버넌스’(anticipatory governance) 등과 관련

하여 함께 논의되는 과학기술 대상의 방법론은 대표적으로 기술영

향평가(technology assessment) 제도를 들 수 있다. 기술영향평가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사회·문화·윤리·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는데27), 이는 새로 부

상하는 기술, 초기 단계 수준의 기술에 대해서 장래 발생할 수 있는

파급효과를 사전에 분석, 검토,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파급효과를 분석, 검토, 평가하는 범주를 좁게는

기술적 측면에서부터 넓게는 사회적, 윤리적, 경제적 측면 등으로

확대할 수 있다. 이런 광의의 기술영향평가는 기술의 윤리적, 법적,

사회적 함의(ELSI) 연구를 포괄하는데, 실제로 다수의 학자들이 문

헌에서 기술영향평가와 ELSI를 유사한 맥락에서 기술한다. 시민사

회의 참여와 역할을 전제로 하는 합의회의(consensus conference)도

기술영향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론 중의 하나로 논의된다. 합의

회의와 기술영향평가를 같은 비교 선상에서 논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할 수 있지만, 합의회의는 단순히 하나의 방법론 차원을

떠나 과학기술정책의 참여적 거버넌스를 실현하기 위한 상징적인

제도로 인식되어왔다. 특히 미국에서는 나노기술과 관련하여 ‘기술

영향평가’보다는 ‘합의회의’가 더 중요하게 논의되었고, 합의회의가

나노기술 관련 법제에 명시적으로 포함되기에 이르렀다. 이런 배경

27) 「과학기술기본법」 제14조의 기술영향평가에 관한 정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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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려하여 이 장에서는 기술영향평가와 합의회의를 제도적 측면

에서 다루려 한다. 이 장에서는 기술영향평가와 합의회의 제도의 기

원을 살펴볼 것인데, 두 제도 모두 미국에서 처음 도입된 것이었다.

그렇지만 이 제도들은 정작 그 발원지인 미국보다는 유럽에서 더

발전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해당 절에서 상세히 살펴보겠지만,

미국은 나노기술정책을 추진하면서 합의회의 방식을 제도화했고, 한

국은 기술영향평가 방식을 제도화한 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제 1 절 기술영향평가와 합의회의의 역사

기술영향평가의 제도적 기원은 미국에서 시작했다. 1972년에 미국

의회는 산하조직으로 기술영향평가국(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 OTA)을 설치하였는데, 이는 그 명칭에 명시되어 있듯

이 기술에 대한 평가를 주요 기능으로 한 기관이었다. OTA는

「1972년 기술영향평가법」(Technology Assessment Act of 1972,

Public Law 92-484)에 따라, 새로운 기술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유익하고 유해한 효과에 대하여 중립적이고 경쟁력 있는 평가결과

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동법에서 명시한 OTA의

주요 기능은 특정 기술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기술의 파급효과를 확

인하고 예측하여 최종 연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었다(Public

Law 92-484, October 13, 1972, Sec. 3, (c).).

당시 OTA와 같은 기관의 설립을 강력하게 지지했던 하원의원 다

다리오(Emillio Daddario)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는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최대화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

로 기대하였다. OTA 설립 논의의 배경에는 이런 영향력있는 의원

의 강력한 지지와 함께, ‘기술영향평가 운동’이 대두되고 있었던 시

대적 흐름도 언급할 수 있다. 기술영향평가 운동은 합리적 사고와

미래예측 방법론의 결합을 통해서 기술의 파급효과를 예견하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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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활용을 더 나은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OTA 설립 논의가 이뤄지기 전인 1960년대는 기술에 대

한 사회적 측면의 논의가 대두된 시기였다. 베트남전에 사용되는 전

쟁기술에 대한 반대를 비롯하여, 카슨(Rachel Carson)의 ‘침묵의

봄’(Silent Spring) 등을 통한 과학기술의 오남용에 대한 염려와 논

의가 미국 사회 내에서 확산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배경 하에

1974년에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OTA는 당시 의회의 입법지원

조직인 입법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RS)과 회계검

사원(General Accounting Office, GAO)28) 중 GAO에 상대적으로 가

까운 기능을 수행할 것이 기대되었다. 이는 사실에 근거한 자료, 데

이터, 이슈 정리 등을 수행하는 CRS와 유사한 기능보다는, 전문가

의 판단에 근거한 ‘평가’를 제공하는 기능이 더 강조되었기 때문이

었다(Bimber, 1996).

그 내용과 수행방식은 다르지만 사회적 측면을 포함한 기술의 다

양한 함의를 연구한다는 측면에서 ELSI를 기술영향평가의 연장선에

서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 이미 언급했듯이, ELSI 프로그램은 미국

에서 1988년부터 시작된 인간게놈프로젝트(HGP)의 일환으로 1990년

부터 공식 가동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노벨상을 수상했던 왓슨

(James Watson)이 국립보건원(NIH) 산하 인간게놈연구단의 단장으

로 임명된 이후 취임 기자회견에서 ELSI 프로그램의 추진을 발표하

면서 이 프로그램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윤정로, 2001). 하지

만 ELSI 프로그램의 추진과정을 분석한 한나(Kathi E. Hanna)에 의

하면, 왓슨이 ELSI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는 발표를 하기 이전부터

이미 미국 행정부와 의회는 인간 유전체 연구에 대한 법적, 윤리적,

경제적 측면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해오고 있었다

28) 1921년에 설립된 회계검사원(General Accounting Office, GAO)은 정부 예
산 집행을 모니터링하는 의회 산하 지원조직으로서 2004년에 기능을 확대하
여 명칭을 정부회계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으로
변경했다. https://www.gao.gov/about/what-gao-is/history/ (최종 검색일:
20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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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na, 1995). 여기서 언급한 의회는 다름아닌 OTA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OTA의 기여로는 당시 OTA에서 1987년에 발간

한 보고서 중 ‘생명공학의 새로운 발전: 인체 조직과 세포의 소유

권’(New Developments in Biotechnology: Ownership of Human

Tissues and Cells)을 꼽을 수 있다. 이 보고서를 보면 ELSI 프로그

램이 공식화되기 이전인 1987년에 이미 OTA가 대상기술에 대한 윤

리적, 법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의 연구를 수행했음을 알 수 있다.

이 보고서는 당시 생명공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현안사안으로 떠

오르거나 떠오를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다양하게 접근하면서 이들

을 논하는 방식을 취했다. 구체적으로는 인체 조직에 관한 권리와

관련하여 법적 측면의 고려사항을 논하였는데, 여기서는 특허권의

문제와 거래의 문제 등이 논의되었다. 그리고 사전 동의와 공개

(informed consent and disclosure)의 문제가 논의되었으며, 인체 조

직의 기증과 교환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거래비용과 같은 경제

적 측면은 물론, 인체 조직의 상업적 이용에서 수반될 수 있는 윤리

적 측면의 문제들이 논의되었다(OTA, 1987). 이 보고서는 다른 정

부 보고서에서 보기 어려운 대목이 존재하였는데, ‘정책 현안과 의

회가 취할 조치 방안’(policy issues and options for congressional

action)이란 별도 절에서 정책 현안별로 의회가 취할 수 있는 선택

지들을 제시하였다. 예컨대 “인체 조직과 세포의 상업화가 연방정부

에 의해 허용되어야 하는가?”라는 정책 현안에 대하여 ‘대안1’은 아

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 ‘대안2’는 인체 조직과 세포 기증자에게

기증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위임하는 것, ‘대안3’은 인체

조직과 세포에 대한 매매를 금지하는 국가조직이식법 제정 이후 규

정을 시행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이는 OTA의 설립목적 자체가

의회의 입법지원기관으로서 의회의 활동을 보좌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영된 절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OTA는 전문가 중

심적인 접근방식으로 입법지원조직이라는 기관의 특성에 부합하도

록 기술영향평가를 수행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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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에 설치된 OTA는 20여 년 가까이 활동하였으나, 공화당이

주도한 ‘예산 정치’(budget politics)의 희생양으로 1996 회계연도의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 하고 1995년 9월 30일에 폐쇄되었다.

OTA는 존속기간 중 약 400여 보고서를 발간하였는데, 보고서들은

대부분 과학기술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국제무역 경쟁력, 직업교육

등과 같은 사안도 일부 다루었다.29) OTA는 이해관계자들을 패널이

나 보고서 초안의 검토자로 활용하는 등 대상 기술의 분석 및 평가

과정에 광범위한 참여를 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으로까지

그 참여 대상을 확대하려는 노력은 거의 없었다. 비록 기술영향평가

모델이 OTA에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OTA 방식은 전문가 중심

의 평가 방식이었기 때문에 참여적 평가방식과는 거리가 멀었다.

OTA에서 시작된 기술영향평가가 유럽에서는 참여적인 방식이 강조

되는 기술영향평가 방식으로 발전한 것을 보면30), 기술영향평가의

개념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재구성되고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이처럼 기술영향평가의 개념이 고정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OTA가 설치된 후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도 기술영향평가 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었다. 게다가 시민참여 방식까지는 아니었지만

의회의 속성상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청취하면서 검토단계

를 거쳤기 때문에, 한 주제에 대한 보고서가 발간되기까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었다(김병윤, 2003).

이런 한계에 따라 이 모델은 점차 연구자와 실무자들에 의해 대

중 참여 방식의 기술영향평가(participatory technology assessment)

로 진화해 왔다. OTA의 폐지 이후, 미국의 STS 학자들은 참여적

29) 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 Archive, https://ota.fas.org/otareports/
(최종 검색일 : 2020.10.30.).

30) 유럽에서는 각 국가별로 의회를 중심으로 기술영향평가 전담부서(또는 기
관)에서 기술영향평가를 수행 중이다. 이들은 유럽의회 기술영향평가
(European Parliamentary Technology Assessment, EPTA) 네트워크를 구
성하여 매년 총회를 열고 각국의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 중 덴마크, 네덜란드 등이 수행하는 기술영향평가는 시민참여적 방
식으로 잘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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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의 기술영향평가 방식을 논의하였다. 참여적 기술영향평가 방식

은 유럽의 립(Arie Rip) 등이 강조해 온 ‘구성적 기술영향평

가’(constructive technology assessment), 거스턴(David Guston) 등

의 ‘실시간 기술영향평가’(real-time technology assessment) 등으로

나타났다. 구성적 기술영향평가는 기술의 사회적 구성 측면에서, 더

이상 새로운 기술이 암흑상자(black box)로서 사회에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닌,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사회 일원과 공동으로 구성하

며 만들어가는 개념이다. 구성적 기술영향평가와 개념적으로는 유사

하지만, 실시간 기술영향평가는 지식창출과정(knowledge-creation

process)에 초점을 맞추며, 대중의 신생 기술에 대한 지식과 인식

변화과정을 조사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과학적 방법론을 활용하고,

시나리오 분석과 함께 역사적 작업을 결합시키는 등의 특징을 갖는

다(Guston, 2003).

기술영향평가를 넓은 의미의 측면으로 접근하는 시각에서는, 참여

적 방식의 시민배심원제(citizens’ jury), 합의회의(consensus

conference) 등을 기술영향평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이영희, 2011). 시민참여 방식의 방법론 중 많이 연구되고, 자

주 활용되는 방법인 합의회의 모델은 덴마크 기술위원회(Danish

Board of Technology, DBT)에서 1987년에 처음 도입한 방식으로

시민들이 숙의과정을 거쳐 사회적으로 논쟁적인 과학기술 이슈에

대하여 의견을 제안하는 방식이다. 덴마크에서 수행된 합의회의 모

델의 기원도 역시 미국에서 찾을 수 있는데, 1977년에 미국 국립보

건원(Nation Institutes of Health, NIH)에서 유방암 검사(Breast

Cancer Screening)와 관련한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합의도

출회의’(consensus development conference)가 시초가 되었다

(Guston, 1999). NIH에서 합의도출회의를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당

시 의료기술 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976년

미국 뉴욕주의 상원의원인 재비츠(Jacob K. Javits)는 NIH 원장에게

광범위한 의료기술의 확산으로 인한 비용과 그에 대한 우려를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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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표명하였고, 상원 보건위원회(Subcommittee on Health) 위원장

을 다년간 역임했던 매사추세츠주의 케네디(Edward Kennedy) 상원

의원은 생명의료기술 연구에 대한 과학적 평가와 검토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제안하였다. 이런 대외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NIH

는 이듬해인 1997년에 생명의료 관련 연구결과를 의학과 공중보건

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이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의료연

구성과활용실(Office of Medical Applications of Research, OMAR)

을 신설하였다. 의료연구성과활용실(OMAR)은 의료기술의 안전과

효과성을 확인하고 평가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으로서 ‘합의도출회

의’를 도입하였다(Jørgensen, 1995).

여기서는 NIH에서 수행한 합의도출회의 중에서 ‘유방암 검사’라는

공통의 주제로 1977년에 실시한 회의와 20년 후인 1997년에 실시한

회의 내용을 비교하여 분석하려고 한다. 이런 비교 분석을 통해

NIH의 합의도출회의 모델의 성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

다. 먼저, NIH OMAR는 1977년 9월 14일부터 16일에 걸쳐 최초로

유방암 검사에 대한 합의도출회의를 실시하였다. 이 합의도출회의는

총 16명의 패널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이 패널은 11명의 의학 교수

와 변호사, 교수 등 5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16명의 패널은 3일

간 관련된 문헌을 검토하고, 전문가, 협회, 유방암발견프로젝트

(Breast Cancer Detection Demonstration Projects, BCDDP) 책임자,

대중의 일원 등으로부터 증언을 청취하였다. 이들이 합의도출회의에

서 논의한 주제는 아래와 같이 총 6가지였다(NIH, 1977).

1. 유방암의 조기 발견이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시킨다는

증거가 존재하는가? 어느 가용한 검사 방식 혹은 혼합 방식이

조기 발견에 가장 효과적인가?

2. 유방암의 조기 발견을 위해 가용한 검사 방식 각각에 대한 위

험은 무엇인가?

3. 잠재적인 위험과 유익은 유방암 발견 방식과 피검 환자의 연령

에 따라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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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만약 전술한 질문들의 일부나 전체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이 가

능하지 않다면, 적절한 답변을 제공하기 위해 어떠한 데이터가

생성되어야 하는가?

5. 암발견 프로젝트의 구현을 위한 실질적, 윤리적 고려는 무엇이

며, 유방암발견프로젝트(BCDDP)가 이런 고려에 어떻게 부합하

는가?

6. 합의도출 패널이 유방암 검사의 유형과 빈도와 누가 검사를 해

야하는지에 대해 제안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위의 논의 주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5번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주제가 의학적인 전문성을 요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비전문가가 참

여할 여지는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NIH가 처음 실시한 합의도

출회의 모델은 덴마크 등 다른 국가로 확산되어 제각기 다른 모습

의 합의회의 모델로 정착하였지만, NIH의 합의도출회의 모델도 햇

수를 거듭하면서 초기의 모습과 다른 방식으로 진화하였다. 예컨대

1977년의 합의도출회의에서 논의된 주제였던 유방암 검사 문제에

대하여 20년이 지난 1997년에 NIH는 유사한 주제로 합의도출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이 합의도출회의는 형식면에서 1977년의 합의도출회

의와 다소 달랐다.

NIH는 1997년 1월 21일부터 23일까지 ‘40세에서 49세 여성을 대

상으로 한 유방암 검사’를 주제로 합의도출회의를 실시하였다. 이

회의의 최종 보고서에서는 서두에 NIH의 합의도출회의에 대하여 간

략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의료연구성과활용실(OMAR)이 주관하는 NIH 합의도출 프로그램

은 미국 의학계 특유의 기술영향평가 절차이며, 3일간의 합의회의

마지막 날에 합의문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합의

문은 신중하고도 면밀한 데이터 기반 현행 과학의 종합으로서, 현

행 동료평가에 의한 의학 문헌의 포괄적인 검토와 일련의 최신 과

학 발표물 및 대중의 증언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이 합의문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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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과학 분야를 증진시키고 명확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며, 중요

하고 유용한 공중보건 메시지를 제공한다(NIH, 1997)31).

NIH의 1997년 유방암 검사에 대한 합의도출회의의 패널은 총 12

명의 종양학, 방사선학, 산과학, 부인과의학, 노인병학, 공중보건, 역

학 등을 대표하면서 특정 주장을 지지하지 않는 전문가로 구성되었

으며, 환자 대표도 이에 포함되었다. 아울러 패널에게 각 전문분야

의 데이터를 발표하는 32명의 전문가와 함께, 1,100명의 일반 청중

도 공개 포럼에 참석하였다. 패널의 합의문은 사전에 정의된 질문들

에 답변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공개된 포럼에서 발표

된 과학적 증거와 과학 문헌을 기반으로 한 결론을 발전시켰다. 패

널의 논의를 위하여 사전에 정의된 5개의 질문은 아래와 같았다.

1. 물리적 검사 유무와 함께 유방조영술(mammography)로 유방암

검사를 받은 40세에서 49세 여성은 사망률에 감소가 존재하는

가? 그 유익은 얼마나 큰가? 이런 변화는 연령별로 어떻게 다

른가?

2. 40세에서 49세 여성이 유방조영술로 검사를 받게 되면, 그리고

물리적 검사와 함께 받으면 어떠한 위험이 있는가? 그 위험은

얼마나 큰가? 이런 변화는 연령별로 어떻게 다른가?

3. 다른 유익은 존재하는가? 만일 있다면, 그 유익은 무엇인가? 그

유익은 연령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

4. 유방암 검사의 유익과 위험은 유방암의 위험 요인으로 알려진

것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는가?

5. 미래 연구의 방향은 무엇인가?(NIH, 1997)

위와 같이 사전에 정의된 5개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최종적으로 합

의하는 과정에서, 패널은 합의문 초안을 전문가는 물론 일반 청중에

31) https://consensus.nih.gov/1997/1997BreastCancerScreening103html.htm (최
종 검색일: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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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의견을 듣기 위하여 회람하였으며, 충돌하는 제안들을 해소하고

수정된 합의문을 회의 마지막 날에 발표하였다. 그리고 회의가 끝난

3～4주 후에 소수의견(minority report)을 포함하여 최종 합의문을

작성하였다. 소수의견으로서 일부 패널 구성원은 40대 여성에게 유

방암 검사로 인하여 사망률이 감소했다고 볼 수 있는 통계적인 유

의성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패널은 건강한 40대 여성에게 유

방조영술을 통한 정기적인 유방암 검사를 권유하는 것으로 최종 합

의문을 작성하였으며, 여성들이 의학적 조언의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NIH, 1997).

유방암 검사라는 동일한 주제로 1977년과 1997년에 실시한 NIH의

합의도출회의를 비교하면 NIH 합의회의 모델의 특성과 변화를 파악

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 NIH의 합의회의 모델은 패널 구성이 전문

가 위주로 이뤄졌다는 것이 특징이다. 유방암 검사 합의도출회의 사

례를 보면, 사안과 관련된 광범위한 분야의 전문가로 패널을 구성하

되 가급적 특정 주장을 지지하지 않는 이들로 구성하려 노력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NIH 합의회의 모델은 초창기부터 3일간의 집중 회

의를 통하여 각종 과학적 문헌과 증거 및 데이터를 토대로 사전에

정의된 문제들에 합의된 답변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

런데 1997년의 합의도출회의 사례를 보면, 비록 소수이지만 패널에

환자 대표가 포함되어 패널 구성방식에 변화가 일어났고, 공개 포럼

에 1,000여 명이 넘는 일반 청중이 참여하는 등 합의도출 과정에 대

중의 참여가 양적, 질적으로 향상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비록

대중의 참여가 어느 정도 허용되었을지언정, 본질적으로 NIH의 합

의회의 모델은 전문가 중심의 합의도출과정이라고 볼 수 있었다.

NIH는 1977년에 처음 실시한 이후 거의 매년 특정 주제에 대한

합의도출회의를 진행해 오다가, 2013년 3월에 실시한 임신성 당뇨병

(Gestational Diabetes Mellitus) 진단법에 대한 합의도출회의를 마지

막으로 더 이상 이를 주관하지 않았다. 이후 NIH의 질병예방실(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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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 of Disease Prevention, ODP)은 공식적으로 합의도출회의의

종료를 선언하면서, ODP는 1979년 이래로 160여 건 이상의 합의도

출회의를 통해서 의료 이슈에 대한 편향되지 않고 증거에 기반한

평가를 수행해 왔다고 자평하였다. 아울러 NIH의 합의도출회의 결

과는 연구자, 정책결정가, 보건의료 공급자, 환자 및 일반 대중에게

유용한 결과를 제공하였으며, 이 모델은 다른 국가들에 전파되어 발

전하였다고 첨언하였다. 초창기 합의도출회의는 소수 몇 기관이 증

거에 기반한 검토 결과를 제공하는 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제는

다른 연방 정부기관, 학술 기관, 민간 기구 등에서 이런 기능을 수

행하고 있으므로 NIH 모델의 소임은 다했다고 ODP는 평가하였

다.32)

NIH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합의도출회의 모델은 1980년대 초반부

터 스웨덴과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유럽 각국으로 전파되었다. 미국

의 합의도출회의 초기 모델에서 영향을 받은 덴마크는 의료에서 과

학기술로 이슈 범위를 확장하고 일반 시민까지 참여 범위를 넓혀서

덴마크의 독특한 합의회의 모델을 발전시켰다(Jørgensen, 1995).

1985년에 덴마크 의회에 설치된 덴마크 기술위원회(DBT)는 기술영

향평가를 수행하면서 다양한 방법론을 적용하였는데, 이 가운데에는

합의회의 방식도 포함되었다. DBT에서 수행한 합의회의 모델은 전

문가 패널과 일반 시민 패널로 구성되는데, 두 개의 패널 중 학습과

토론 및 숙의 과정을 거친 후 최종 결론을 도출하는 패널은 전문가

패널이 아닌 일반 시민 패널이다. DBT의 합의회의를 통해 일반 시

민 패널에서 도출된 결론은 덴마크 의회에서 관련 기술에 대해 관

심을 가진 의원이나 이해관계자들에게 특정 기술에 대한 일반 시민

의 관점과 태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덴마크의 합의회의

모델은 특히 일반 시민 패널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모집, 선별, 구성,

운영, 합의 도출 등의 문제가 매우 중요하며, 이와 같은 다양한 고

려사항 때문에 기술영향평가 모델 중에서도 상당히 복잡한 방법론

32) https://consensus.nih.gov/ (최종 검색일 : 2018.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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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식된다(Grundahl, 1995).

DBT는 1987년부터 기술영향평가의 도구로서 합의회의 모델을 적

용하였다. DBT가 도입한 합의회의 모델은 시민참여 방식이 강조된

것이었는데, 이는 덴마크 의회가 미국의 OTA 방식과는 다른 방식

으로 기술영향평가를 수행할 것을 DBT에 요구했기 때문이었다. 시

민참여 방식이 강조된 합의회의 모델은 덴마크의 정치적 전통 측면

에서도 설명이 가능한데, ‘국민의 계몽’(people’s enlightenment)을 추

구하는 덴마크 특유의 정치문화가 기술에 대해서도 토론과 평가를

활성화하고자 했던 것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DBT가 주관한 합의회

의 결과는 덴마크 의회의 기술 관련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쳤다.

일례로 덴마크 의회는 1987년에 DBT의 유전자 기술에 대한 첫 합

의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생명기술 연구개발 프로젝트(1987-1990)에

동물 유전자 기술에 대한 자금 지원을 제외하기로 결정하였고, 1989

년의 방사선조사 식품(food irradiation)에 대한 합의회의 결과를 반

영하여 건조된 양념류 외에는 식품에 대한 방사선조사를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뿐만 아니라 특정 기술에 대한 대중과 언론의 관

심을 제고하고 공론화를 자연스럽게 유도하여, 일반 시민들이 기술

의 복잡한 이슈들을 인식하고 논의하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측면에

서 DBT의 합의회의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Klüver, 1995).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에서 처음 시작된 기술영향평가

와 합의도출회의는 덴마크에서 시민참여 중심의 합의회의 모델로

발전되어 다른 국가로 확산되었다. 역설적으로 미국은 1990년대 후

반에 들어서 미국을 기원으로 하는 덴마크의 합의회의 모델을 역수

입하는 상황을 맞게 되었다. 미국에서는 1997년 4월에 “전기통신과

미래 민주주의”(Telecommunications and the Future of

Democracy)를 주제로 시민이 참여하는 첫 덴마크 방식의 합의회의

가 개최되었던 것이다. 이 합의회의는 터프츠대학교(Tufts

University)의 공공조사와 국제시민의식 교육 프로그램(Education

for Public Inquiry and International Citizenship program, EPI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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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카 연구소(Loka Institute) 등 다양한 기관에 소속한 12명이 주관

하였으며, 합의회의 추진에 사용한 총 예산은 약 60,000～64,000달러

였다.33) 총 64,000달러의 예산 중에서 NSF에서 받은 소액과제 연구

비도 약 25% 가량 포함되어 있었다. 이 NSF 소액과제는 비영리단

체로서 기술에 대한 시민 참여를 모토로 하는 로카 연구소(Loka

Institute)의 설립자 스클러브(Richard Sclove) 박사가 연구책임을 맡

았으며, 1997년 1월부터 12월까지 수행하여 총 15,000달러를 지원받

았다.34)

1997년 합의회의를 기획한 조직위원회는 학계, 활동가, 언론, 후원

그룹 등 1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여러 가지 가능한 주제들 중에서

‘전기통신’(telecommunications) 이슈가 합의회의의 대상 이슈로 최

종 선정되었다. 전기통신 이슈가 선정된 이유는 당시 관련 법안

(Telecommunications Reform Act of 1996)에 대한 제안이 필요하기

도 했지만, 무엇보다 언론매체에서 가장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였기

때문이다. 패널리스트를 구성하기 위해서 전화번호부를 활용한 무작

위 연락, 학생들의 참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 차례의 단계를 거쳐

서 최종적으로 15명을 선정하였다. 패널리스트 각각은 식대, 교통비

및 사례금으로 일당 100달러를 총 7일에 걸쳐 지급받았다. 최종 선

33) 로카 연구소의 스클러브(Richard Sclove)는 유럽에서 추진하는 합의회의의
예산이 보통 100,000～200,000달러에 이르며,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합의회
의를 실시할 경우에 적어도 300,000～500,000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
다. Richard Sclove, “Telecommunications and the Future of Democracy:
Preliminary report of the US first consensus conference”(출처:
http://pubs.iied.org/pdfs/G01292.pdf, 최종 검색일: 2018.1.22.). 참고로 스클러
브는 1997년 합의회의의 총 예산을 약 60,000달러라고 표기한 반면, 거스턴
은 약 64,000달러라고 하였다. 예산 규모의 차이는 합의회의 이후 사후적으
로 지출된 금액의 포함여부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례로 거스턴
은 합의회의 이후 패널 보고서의 배포과정에서 받은 벤턴재단(The Benton
Foundation of Washington, D.C.)의 지원 부분도 포함하였다(Guston, 1999:
477).

34) NSF #9703472, “Small Grant for Exploratory Research:
Telecommunications and the Future of Democracy”,
https://www.nsf.gov/awardsearch/showAward?AWD_ID=9703472&Historic
alAwards=false(최종 검색일: 2008.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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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시민 패널은 성별 기준으로는 남성 7명, 여성 8명으로, 연령

기준으로는 14세～35세, 35세～49세, 50세 이상에서 각 구간별로 5

명씩, 인종 기준으로는 백인이 10명, 흑인이 4명, 기타 1명으로, 학력

기준으로는 고졸 3명, 대재 이하 3명, 대졸 9명이, 지리적 측면으로

는 도심 8명, 교외 7명으로, 컴퓨터 사용능력 기준으로는 전문가 1

명, 약간의 지식 보유 8명, 무 경험자 6명으로 구성되었다. 패널리스

트들은 1997년 4월 2일에서 4일까지 진행된 합의회의를 통해 최종

합의문을 도출하였는데, 이 합의문은 전기통신과 관련하여 4가지 범

주(정책결정, 컨텐츠와 표준, 보편적 서비스, 교육과 기술)에 대하여

패널의 최종 합의의견을 정리하였다(Guston, 1999).

패널리스트의 합의문을 보면, ‘정책결정’ 부문에서 그들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의 위한 정부”라는 미국의 설립 비전으로 회귀할

것을 환기하면서, 전기통신 관련 정책결정 과정에 시민과 정부의 상

호소통은 물론 시민의 관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컨텐츠와 표

준’ 부문에서 패널은 인터넷의 컨텐츠와 표준이 정부, 책임있는 기

업, 지식과 책임이 있는 시민 등 세 분야의 협업을 토대로 마련되어

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보편적 서비스’ 부분에서, 패널은

시민과 연결된 인터넷과 새로 부상하는 상호작용 기술이 민주주의

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자명하다고 하면서, 인터넷과 같은 전기통

신기술의 구현과정에서 보편적인 접속보다는 보편적인 서비스가 더

욱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교육과 기술’ 부분에서 패널은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이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 정보의 접근은 민주주의의

초석”이라고 강조하면서, 학교 교육과정에서 컴퓨터 기술의 적절한

활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에서 패널은

“결론적으로, 기술은 우리에게 도구들을 제공하며, 우리는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 기술 자체는 사회적 책임이

있는 민주시민을 발전시키지 못 한다, 사람들과 사회가 하는 것이

다”라는 문장으로 합의문을 마무리지었다.35)

35) US Telecommunications and Future of Democracy Statement,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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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합의회의 사례를 연구했던 거스턴은, 합의회의가 유럽에서

의회 주도로 이뤄지는 방식과 같이 공식적인 성격을 띠지 않는 한

합의결과의 직접적인 파급효과는 얻기 어렵다고 보았다. 그리고 시

민들의 합의 보고서는 초점이 광범위할 뿐 아니라 적시성도 떨어진

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적시성의 문제는 비단 1997년 합의회의만의

문제는 아니었는데, 1995년에 폐지된 OTA의 경우에도 보고서의 적

시성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거스턴은 적시

성의 문제와 함께, 최종 보고서 작성 시간을 충분히 부여하여 시민

패널이 보고서 내용을 충실히 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

하였다(Guston, 1999).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생 기술에 대한 사전적인 평가를

근본적인 목적으로 도입된 기술영향평가는 1972년에 미국 의회에

신설된 OTA를 통해 제도화되었다. OTA의 기술영향평가는 전문가

중심으로 기술을 분석하고 평가, 예측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1979년부터 NIH에서 실시한 합의도출회의는 이런 기술영향평가의

연장선 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 합의도출회의 방식은 보건의료

분야에 한정한 주제에 대하여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패널이 2박 3

일간 관련 이슈를 분석, 검토하여 패널 내에서 최종 합의를 도출하

는 것으로 OTA의 방식과 마찬가지로 전문가 중심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미국의 기술영향평가와 합의도출회의 모델은 유럽

국가에 전파되면서, 본래 미국의 기원을 벗어나 유럽의 방식으로 진

화하였다. 유럽에서는 시민 참여형 기술영향평가 방식이 대두되었

고, 그 방법론의 하나로서 덴마크에서 발전시킨 합의회의 모델이 부

상하였다. 덴마크의 합의회의 모델은 미국과 같이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이 아닌 일반 시민만으로 구성된 별도의 패널이 해당 이슈를

검토, 분석하고 숙의를 거친 후 최종 합의문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정착되었다.

역설적으로 미국에서는 1990년대 후반에 덴마크의 합의회의 모델

http://www.loka.org/USResults.html (최종 검색일: 20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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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역수입하여 미국의 상황에 부합하는 합의회의 모델을 모색하기

에 이르렀다. 20세기 중반까지 미국은 연방제 국가로서 전문성과 효

율성을 추구하는 기술관료주의적 접근방식의 과학기술정책이 효과

적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었다. 하지만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 사회에서 주요 이슈로 부상한 유전자변형식품(GMO) 문제에

대한 대중적 관심과 부정적 인식은 정책결정자들에게 신생 기술의

대중적 수용이라는 문제를 각인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게다가

1989년부터 추진된 인간게놈프로젝트(HGP)에 법적, 윤리적, 사회적

측면의 연구(ELSI)가 1991년부터 의무화되면서, 기술의 사회적 측면

에 대한 중요성과 인식 또한 제고되었다. 이런 1990년대 미국 사회

의 상황은 기존의 기술관료주의적 전문성 기반의 과학기술정책이

더 이상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

미하는 것이었다.

제 2 절 미국의 나노기술 합의회의 제도

이 절에서는 미국의 나노기술 관련 입법과정에서 나노기술의 윤

리적, 법적, 사회적 측면의 함의(ELSI) 연구와 합의회의가 도입되어

제도화된 과정을 살펴본다. 미국 연방정부에 의해서 2000년에 국가

나노기술계획(NNI)이 수립됨에 따라 기술개발이 본격 추진되었지만,

나노기술의 연구개발이 제도적인 근거를 갖고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의회를 통한 근거법률 입법과정이 필요했다. 이

런 배경 하에서, 미국의 하원에는 볼러트와 혼다(Boehlert &

Honda) 하원의원이 발의한 「나노기술연구개발법안」

(Nano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Act of 2003, H.R.

766)이 상정됐고(US House, 2003a), 상원에는 와이든과 앨런

(Wyden & Allen) 상원의원이 발의한 「21세기 나노기술 연구개발

법안」(21st Century Nano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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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S. 189) 등 명칭과 내용이 다소 다른 법안들이 상정되었다(US

Senate, 2003).

먼저 미국 하원 과학위원회(Committee on Science)는 「나노기술

연구개발법안」(H.R. 766)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2003년 3월 19일과

4월 9일에 청문회를 개최하였다. 이 중 4월에 개최된 청문회의 주제

는 ‘나노기술의 사회적 함의’(The Societal Implications of

Nanotechnology)였는데, 여기서는 주로 나노기술의 미래와 사회적

측면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논의 대상인 「H.R.

766」 법안 중 나노기술의 사회적 측면에 관한 내용은 제3절 국가

나노기술 연구개발 프로그램(Sec. 3 National Nano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Program) 본문에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었다.

나노기술과 관련된 사회적 및 윤리적 측면을 확인하는 연구 프로

그램을 수립하고, 이와 같은 연구는 반드시 나노기술 연구개발 프

로그램에 가능한 한 연계되어야 한다(US House, 2003c: 8).

이 청문회에는 커즈와일 테크놀로지(Kurzweil Technologies, Inc.)

의 대표인 커즈와일(Ray Kurzweil), 라이스 대학교의 생명환경나노

기술센터(the Center for Biological and Environmental

Nanotechnology)의 콜빈(Vicki Colvin) 소장, 랜슬리어 공과대학

(Rensselaer Polytechnic Institute)의 과학기술학과 교수인 위너

(Langdon Winner), 드렉슬러와 함께 포사이트 연구소(Foresight

Institute)를 설립한 피터슨(Christine Peterson) 대표 등이 증인으로

참석하여 발언하였다. 이들에게 질의된 주요 질문은 다음과 같았다

(US House, 2003c: 3)..

1. 현재 사용되고 잠재적으로 응용될 나노기술에 관한 고려사항들

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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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떻게 기술개발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가?

3. 어떻게 사회적 및 윤리적 고려사항들에 대한 연구와 토론이 연

구개발 과정, 특히 연방정부가 연구비를 지원한 과제들에 결합

될 수 있을 것인가?

먼저 미래학자로도 잘 알려진 커즈와일은 당시 나노기술과 관련

하여 부정적인 측면의 문제로 대두되었던 자가복제(self-replicating)

‘그레이 구’(Gray Goo)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혔는데, 인류는 이

와 같은 문제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감과 동시에 여러 가지

도전적인 문제들에 부딪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예컨대 불

과 몇 십년 전까지만 해도 비생물체로 자기복제를 하는 컴퓨터 바

이러스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언급하면서, 어느 누구도 컴퓨터 바이

러스의 해악과 위험성 때문에 인터넷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

장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전자변형식품(GMO) 이슈에

서 반기술적(anti-technology) 입장이 논쟁에서 우위를 차지했던 것

과 같은 방식의 지나친 우려는, 나노기술이 가져올 위험과 혜택에

대한 균형있는 시각을 견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역

설하였다(US House, 2003c: 17-18).

다음으로 라이스 대학의 콜빈 소장은 소위 “와우 지수”(wow

index)라는 은유적인 표현을 소개하면서, 현재 나노기술은 높은 수

준의 와우 지수에 해당한다고 하였다.36) 나노기술을 통해 얻게 될

여러 가지 기술적 혜택에 대한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기대 수준이

높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모든 새로운 기술은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때 “와우”에서 “웩”(yuck)의 수준으로 급격히 기대 수준이 낮아지게

되는데, 이에 대해 유전자변형 식품 산업을 예로 들었다. 이와 같은

‘와우-웩’의 경로를 밟지 않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사회적

36) 콜빈은 신기술이 대중에게 높은 기대와 인기를 얻는 시기를 ‘와우’(wow)
로, 반대로 기술에 대한 기대수준이 낮아지거나 실망하게 되는 시기를
‘웩’(yuck)으로 표현하면서, 기술에 대한 기대수준의 부침이 시기별로 달라
진다는 의미로 ‘와우 지수’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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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의 연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며, 실례로 인간게놈프로젝트

(HGP)의 예산에서 의무적으로 최소 3% 배정되어 사회적 측면의 연

구가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대중의 반대가 최소화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37) 아울러 콜빈 소장은 나노기술 분야에서는 소설 속의 보

이지 않는 나노로봇 때문에 웩 지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

회의 입법과정을 통해 나노기술에 대한 사회적 측면의 연구가 제도

적으로 지원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하였다. 하지만 그녀는 사회적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 자체의 어려움도 언급하였는데, 제대로 된 연

구를 위해서는 미래를 예측하고 어떤 예측 결과가 의미있는지에 대

해서도 판별하고 그 결과를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과학과 환경

과학 등 다양한 전공자들의 협업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녀

는 이를 위해서 인간게놈프로젝트(HGP)에서와 같이 5%의 예산을

나노기술의 사회적 연구를 위해 투자해야 하며, 이런 투자는 나노기

술이 대중의 강한 지지를 바탕으로 책임있게 개발되는 것을 고려한

다면 작은 비용에 불과할 것이라고 자신의 발언을 마무리하였다(US

House, 2003c: 49-50).

콜빈 소장에 이어서 위너 교수는 유럽연합의 국가들이 현재 미국

의 유전자변형 식품을 수입하지 않는 상황을 예시하면서, 이런 상황

은 신흥 기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사회적, 정치적 및 문화적 맥락

의 광범위한 차원으로 더 개방적이고 철저하며 솔직하게 제공하는

데 실패했음을 시사했다. 그는 “어떻게 사회적 및 윤리적 고려사항

들에 대한 연구와 토론이 연구개발 과정, 특히 연방정부가 연구비를

지원한 과제들에 결합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답변으로, 나노기

술에 대한 사회적 및 윤리적 차원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의 필요성

37) 립(Arie Rip)은 그의 논문에서 콜빈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그녀가 GMO에
대해 단순한 선입견을 가졌다는 것과 기술에 대한 반대나 우려를 ‘장애
물’(roadblocks)로 인식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런 ‘와우-웩’ 사이
클은 ‘하이프-실망’(hype-disappointment)의 패턴으로서 가트너 그룹
(Gartner Group)의 ‘하이프 사이클’(hype cycle)과 유사한 것으로 보았다
(Rip,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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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함께 재정적 또는 기관의 성격에 구애받지 않는 연구진이 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위너는 새로운 직업군을 창출하는 소

위 「나노윤리학자 완전 고용법」(the Nanoethicist Full

Employment Act)과 같은 법의 통과를 제안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나노기술의 궁극적인 이해관계자인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더욱 필

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위너는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 시민들을 법정

에서 배심원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소집하여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

주장을 경험한 후 정책 제안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시민참여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아울러 NSF에서 지원하는 연구 프로

젝트 중 이와 같은 시민패널 방식의 실험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

다는 것도 소개하면서, 이런 성과를 의회에서 동법의 입법과정에 연

계시킬 것을 제안하였다(US House, 2003c: 55-57).

마지막으로 포사이트 연구소의 피터슨 소장은 나노기술에 대한

정의를 두 가지로 내리면서 그녀의 발언을 시작하였다. 피터슨이 정

의한 나노기술은 먼저 마이크로기술(microtechnology)보다 훨씬 더

작은 수준의 기술과 나노물질을 총칭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장기

적인 적용의 관점으로서 분자수준에서 근본적으로 새로운 분자 조

직과 구조를 창출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예컨대 첫 번째

정의는 콜빈이 다루는 것인 반면, 두 번째 정의는 커즈와일이 다루

었던 주제라는 것이라고 그녀는 설명했다. 피터슨은 나노기술이 가

져올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교육 등의 대비는 물론, 심각한

남용과 테러리즘 등에 사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특정한 시각에 편향되지 않은 연구자들로 하여

금 기본적인 기술적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입법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US House, 2003c: 63-64).

청문회에 초청된 증인들의 개별 발언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과 의견 개진이 있었다. 주된 질의는

현 시점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나노기술의 문제가 무엇인가에

관한 것이었고, 이에 대한 답변은 단기적으로는 나노기술의 사전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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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성에 대한 연구비 지원의 필요성과 장기적으로는 자기복제 기계

(self-replicating machine)에 대한 우려의 타당성 문제로 수렴되었

다. 대체로 커즈와일, 콜빈, 피터슨은 나노기술의 과학기술적 가능성

에 대해 신뢰를 보이면서, 나노기술에 대한 연구비 지원의 확대를

주장하고 자기복제 기계에 대하여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일

관하였다. 커즈와일 등은 나노기술에 관한 사회적 측면의 연구가 필

요하다는 데에는 동의하였으나, 사회과학자나 일반 대중의 참여 위

주로 진행되는 연구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이들은 기

술적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고,

과학기술자들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같이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위너는 일관적으로 커즈와일 등의 이런 인식에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예컨대 커즈와일이 컴퓨터 바이러스 때문에 인터넷을 사용

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비유로 나노기술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

려는 것에 대해서, 컴퓨터 바이러스는 특정한 계에서만 영향을 미치

지만 나노물질은 인체와 생명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안이 전

혀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과학기술자만이 아닌 시민들의 참

여를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하였다. 실제 나노기술을 연구하

는 콜빈 등은 과학자의 입장에서 사회과학자나 윤리학자가 내리는

나노기술의 함의나 일반 대중이 참여하는 숙의 방식에 대해서 회의

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위너는 과학자들이 나노기술에 대한 지식과

작동 방식을 알려줄 수는 있을지언정, 실제 나노기술을 사용하게 될

일반 시민이 나노기술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인식할지에 대해

서는 알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위너는 마지막 발언을 통해서 시민

패널(citizens panel)의 역할과 가능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명시적으

로 합의회의(consensus conference) 방식을 제안하였다(US House,

2003c: 93).

위너는 자신이 운영하는 웹로그인 ‘테크노폴리스’(Technopolis)38)

38) 위너의 웹로그인 테크노폴리스(Technopolis)는 위너가 미국 하원 청문회에
참석했던 해인 2003년 4월 1일에 개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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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하원에서 주최한 나노기술 연구개발법안 청문회 참석 전인 2003

년 4월 3일에 동 청문회에 증인으로 초대된 사실을 언급했다. 이 글

에서 그는 법안 내용과 청문회 취지, 증인 명단, 주요 질문 목록 등

을 공유하였다(Winner, 2003a). 청문회 다음날인 4월 10일에 위너는

자신이 전날 청문회에서 증언한 내용을 블로그에 요약하여 소개하

기도 했다. 이 글에서 위너는 자신이 기술영향평가 방법 중 하나로

시민패널을 제안했다고 강조하였다(Winner, 2003b). 4월 11일에는

위너가 “나노기술 우선, 윤리는 나중에?”란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 글에서 위너는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노기술 윤리를 연

구하는 지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소개했다. 그 지인은 나노기술 개

발자에게 나노기술 분야에 특유한 윤리문제가 있는지 상의했는데,

나노기술 개발자는 “아니, 우리는 여전히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 윤

리는 나중에 올거야”라고 말했다며, 나노기술 윤리를 연구하는 위너

의 지인은 바로 이 부분이 문제가 아닐까 생각했다는 것이었다

(Winner, 2003c). 동 청문회 개최 이후 5월 9일에 작성한 글에서는

위너 자신이 청문회에서 시민참여 방식으로 시민패널 방식을 제안

한 것과 이 부분이 법안에 잘 반영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도 했

다(Winner, 2003d). 이상과 같은 위너의 웹로그 글들을 통해 위너가

동 청문회 참석 전부터 많은 준비를 했고, 자신이 제안한 시민패널

방식에 대해 매우 중요하게 인식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위너 자신의 인식과 함께, 그가 로카 연구소(The Loka

Institute) 소장 자격으로 이 청문회에 참석한 것에서도 그가 시민패

널 방식을 제안한 배경을 찾을 수 있다.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

이 로카 연구소의 창립자였던 스클러브는 시민패널 방식의 합의회

의를 1997년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개최한 바 있다. 로카 연구소는

첫 합의회의 개최 이후 지속적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시민참여의 실

천으로서 합의회의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켜왔기 때문이다.

하원과 상원에서 각각 발의한 두 개의 나노기술 연구개발법안은

(http://technopolis.blogspot.com 참조, 최종 검색일: 20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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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적으로 NNI로 촉발된 나노기술의 연구개발 정책을 법제화하여

국립과학재단(NSF), 에너지부(DOE), 환경보호청(EPA), 국립표준기

술연구소(NIST) 등 정부기관 간 참여와 2004회계연도부터 2006회계

연도까지 예산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했다. 효과적인 나노기

술 연구개발정책의 조정을 위하여 국가나노기술조정국(NNCO)에 상

응하는 역할을 위임하면서, 나노기술의 윤리적, 법적 및 사회적 함

의에 대한 연구(ELSI)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CRS, 2003). 양원에

서 상정한 두 법안은 최종적으로 양원의 조문 수정 절차를 거쳐서

상원이 발의한 「21세기 나노기술 연구개발법」(21st Century

Nano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Act)이 최종적으로

2003년 12월 3일에 제정되었다. 동법은 제1절 법안의 약칭(Short

Title), 제2절 국가 나노기술 프로그램(National Nanotechnology

Program), 제3절 프로그램 조정(Program Coordination), 제4절 자문

위원회(Advisory Panel), 제5절 국가 나노기술 프로그램의 3년 주기

외부 검토(Triennial External Review of the National

Nanotechnology Program), 제6절 예산책정 승인(Authorization of

Appropriations), 제7절 상무부 프로그램(Department of Commerce

Programs), 제8절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Programs), 제9

절 부가적인 센터들(Additional Centers), 제10절 정의(Definitions)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 법에서 나노기술정책의 주요 내용이 담긴

제2절 국가 나노기술 프로그램 부분에는 (a) 프로그램의 개요, (b)

프로그램 활동, (c) 프로그램 관리, (d) 연간 보고서 등으로 구성되

어 있다. 이 중에서 (b) 프로그램 활동 부분은 11개 항에 걸쳐 나노

기술 프로그램이 수행해야 할 내용에 대해 제시하였다. 동법에서 특

기할 만한 것은 (b) 프로그램 활동의 제10항은 나노기술의 사회적

측면의 연구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점이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0) 나노기술의 개발 동안 고려되는 윤리적, 법적, 환경적 및 기

타 적절한 사회적 사안들-인간의 능력을 초월하여 인간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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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을 증진시키거나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것에 대한 나노기술

의 잠재적 사용을 포함-을 아래의 각호에 의하여 확보함.

(A) 나노기술과 관련된 윤리적, 법적, 환경적 및 기타 적절한 사회

적 사안들을 밝히는 연구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그러한 연구

결과들이 널리 보급되는 것을 확보

(B) (4)항39)에 의해 설립되는 센터에 사회적, 윤리적 및 환경적 사

안을 다루는 학제간 나노기술 연구 센터를 포함하여 설립 요

구

(C) 가능한 한 나노기술 연구개발과 함께 사회적, 윤리적 및 환경

적 사안의 연구를 결합하고, 전 미국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

한 나노기술 발전을 확보

(D) 제3절40)에 의해 설립되는 국가나노기술조정국(NNCO)을 통해,

시민패널(citizens’ panels), 합의회의(consensus conferences)

및 교육적 행사 등과 같은 작동기제를 통한 정기적이고 지속

적인 공중 토론(public discussions) 회합에 의하여 프로그램

에 결합을 위한 공중의 참여(public input)과 외부 확대

(outreach)를 준비41)

기술에 대한 윤리적, 법적 및 사회적 측면(ELSI)의 연구를 법제화

한 것은 1993년 6월에 제정된 「1993년 국립보건원 재건법」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Revitalization Act of 1993)을 기원으

로 한다. 이 법은 NIH의 기능을 확대 위임하면서 인간게놈연구센터

(National Center for Human Genome Research)의 설치근거를 마련

하였는데, 인간게놈프로젝트(HGP) 추진 시 윤리적, 법적(특허 이슈

포함) 연구에 최소한 5%의 예산을 책정하도록 명문화하였다.42)

39) 동법 제2절 중 (b) 프로그램 활동 내용 중 (4)항은 성과기반으로 다학제적
인 나노기술 연구 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40) 동법 제3절은 프로그램 조정에 관한 것으로 국가나노기술조정국(NNCO)의
설립과 NNCO의 역할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41) Public Law 108-153(Dec. 3, 2003), Section 2. National Nanotechnology
Program, (b) Program Activities, (10)항.

42) Public Law 103-43(June 10, 1993), 107 Stat. 181, Section 1521. Purpose
of Cente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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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I 연구를 선언적으로 명문화하는 것도 이례적이었지만, 예산 책

정의 최소 범위까지 명시한 것은 유례가 거의 없는 사항이었다.

2003년에 제정된 「21세기 나노기술 연구개발법」에서도 ELSI 연구

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구체적인 방식까지 제시되었으나, 「1993년

국립보건원 재건법」과 같이 최소 5%와 같은 예산 책정 기준은 명

시되지 않았다. 이는 당초에 셔먼과 벨(Sherman & Bell) 하원의원

이 공동으로 제시한 법안 수정안에는 전체 예산 책정액 중 적어도

5%는 나노기술의 사회적 및 윤리적 연구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문구

를 포함했으나, 이 수정안이 전체회의에서 구두 표결에 의해 무산되

었기 때문이다(US House, 2003b: 12).

「21세기 나노기술 연구개발법」은 ELSI 측면의 연구를 강조하였

지만, 법조항에서는 시민패널, 합의회의 등과 같은 참여적 토론 방

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인간게놈프로젝트 연구에 적

용하던 ELSI 연구 방식과는 분명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

으로 선언적인 문구를 명시하는 법조항의 성격을 고려할 때 이례적

인 부분이다.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한 의견수렴 방식인 시민

패널, 합의회의 등과 같은 방법론이 대두된 배경은, 학자들의 이론

적, 추론적 연구가 중심이 되었던 ELSI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ELSI가 특정 주제에 대해 광범위한 연

구와 학자들 간의 토론을 가능하게 하였지만, 정작 그 주제에 대한

정책을 형성, 개발하고 실현하는 과정에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

다는 한계에 대한 대안이었던 것이다.

피셔(Erik Fisher)는 ELSI 연구가 실제 정책에 반영하기 어려운

이유로 ‘콜링리지 딜레마’를 언급하기도 하였다(Fisher, 2005). 애스

턴 대학에서 기술정책을 가르치던 데이비드 콜링리지(David

Collingridge) 교수는 그의 저서 『기술의 사회적 통제』(The Social

Control of Technology)에서 특정 기술이 가져오게 될 파급효과는

미리 예측하기 어려우며 실제로 기술이 실제 적용되었을 때에나 알

수 있지만, 이런 파급효과를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기술적 적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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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역적인 단계에 접어들어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예방하거나 차단

하기 어렵게 되는 딜레마적 상황을 제시하였다(Collingridge, 1980).

‘콜링리지 딜레마’는 이와 같은 딜레마적 상황을 의미한다. 이상의

정황으로 볼 때, 하원 위원회는 그간 10여 년 동안 진행되었던

ELSI 연구의 한계를 인식하여, 다소 발산적이고 추상적인 ELSI 연

구 방식 대신에 시민패널과 합의회의와 같은 직접적인 의견수렴 방

식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소 5% 예산 책정 방식

도 ELSI와 연계된 것이었기 때문에, 기존의 ELSI와는 차별화된 사

회적 측면의 연구를 추구하고자 했던 하원 위원회가 「21세기 나노

기술 연구개발법」에서는 최소 예산 책정 범위를 명시하지 않았다

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 편으로는,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하원에서 개최한 공

청회에서 시민패널의 역할과 합의회의 방식을 강조한 위너 교수의

증언이 최종 법안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있다. 당시 위너 교수

는 과학기술 분야의 시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시민단체인

로카 연구소(Loka Institute)의 소장을 역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와 같은 사실은 공청회 이후 로카 연구소의 홈페이지 등에서 강조

되어 왔다. 로카 연구소는 1997년에 미국의 첫 합의회의를 주관하는

등 합의회의 방식의 시민참여에 이미 전문성과 경험을 겸비한 단체

였으며, 나노기술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중 하

나였다. 위너의 공청회 참석과 별도로, 로카 연구소는 2003년 7월

10일에 상원(Sherwood Boehlert 등 8명), 하원(Sherwood Boehlert

등 2명), 정부(John H. Marburger III) 및 언론(Science Magazine,

The New York Times, The Washington Post)에 입법청원 편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은 주로 시민패널과 같은 방식의 시민참여 확대,

ELSI 연구의 강화 등이 포함되었다(Loka Institute, 2003).

시민 패널과 합의회의가 법조항에 최종적으로 반영되는 과정에서

로카 연구소의 입법청원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공청회 과정에서 위너가 일관적으로 시민 패널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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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 방식을 주장하였고, 위너가 소속한 로카 연구소가 공식적으

로 관계 의원들에게 이 방식의 도입을 위한 입법청원을 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그들의 요구사항과 유사한 내용이 법조항에 실제로 반

영되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의원들 간에 기존의 ELSI 방식의 한계에 대한 인식

이 공유되고 있었고, 보다 직접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

는 방안을 모색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위너의 증

언과 로카 연구소의 입법청원은 양원의 의원들로 하여금 시민 패널

과 합의회의의 도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고려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 장에서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기술영향평가

의 제도적 기원이 미국 기술영향평가국(OTA)의 활동에서 비롯되었

음을 앞 절에서 살펴보았다. 미국에서 OTA가 1995년에 폐지된 이

후, 일반 연구자들과 달리 연방정부나 의회는 기술영향평가라는 용

어를 공식적으로는 잘 사용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OTA의

폐지가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비롯한 측면이

컸기 때문에, 미국에서 기술영향평가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대신에 미

국의 공식적 기관들은 기술의 윤리적, 법적, 사회적 함의 연구

(ELSI)나 시민패널, 합의회의와 구체적인 시민참여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비록 기술영향평가라는 용어가 직접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이

절에서는 ELSI, 시민패널, 합의회의 등은 궁극적으로 기술영향평가

가 추구하는 방향과 부합하며 미국의 나노기술과 관련한 사전주의

적 제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2000년에 수립된 NNI는 21세기 밀레니엄 프로젝트라는 별칭에 걸

맞게 연방정부 차원의 거대한 프로젝트로 추진되었는데, 연방정부에

서 NNI를 추진하는 정책결정 그룹은 여전히 기술관료주의적인 전문

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대신 사회적 수용성에 대한 부분은 부족했

다. NNI와 NBIC 기술융합전략은 사회적 수용성 대신에 학제간 융

합 연구를 강조하면서 사회과학적 측면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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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방향성을 유지하는 정도였다. 연방정부와 마찬가지로 양원 의회

는 NNI에 따른 정부기관들에 예산 투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

하여 ‘나노기술연구개발법안’을 상정하였다. 입법과정에서 양원이 개

최한 공청회에서도 나타났듯이, 나노기술연구개발법안에 대한 인식

은 제각기 처한 상황에 따라 달랐다. 일부 의원들은 1980년에 제정

한 「베이-돌법」의 연장선 측면으로 대학 등의 연구개발에 새로운

전환 계기를 마련하는 법안의 성격으로 이해했고, 이런 계기는 궁극

적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 직면해 왔던 유럽연합, 일본, 한국 등의

극심한 경쟁에서 미국의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목적에 부합하

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미국의 경쟁력 확보 필요성과 함께

1990년대 미국의 사회적 분위기는 유전자변형식품(GMO) 논쟁, 인

간게놈프로젝트(HGP) 등으로 신생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었다. 이런 시대적 환경 변화는 나노기

술연구개발법안에 나노기술에 대한 사회적 측면의 연구를 명시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계기가 되었다. 피셔와 마하잔(Roop L. Mahajan)

도 「21세기 나노기술 연구개발법」이 글로벌 기술경쟁 전략과 사

회적 수용 전략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으로 조항이 구성된 것을

이 법의 주요 특징으로 평가했다(Fisher & Mahajan, 2006). 물론 이

런 시도는 이미 1993년 NIH 재건법에서 인간게놈연구센터 설치 근

거를 마련하면서 ELSI 연구에 최소 5%의 예산을 책정하도록 하는

조항에서 나타난 바 있다. 하지만 나노기술연구개발법에서는 ELSI

측면의 연구를 명시하되 예산 책정 범위는 제외하였다. 비록 예산

책정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나노기술연구개발법에서 의무적인

ELSI의 방법론으로서 시민 패널과 합의회의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열거한 점은 매우 진일보한 측면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

이다. 기존의 ELSI 연구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발산적 사고

를 통하여 사회적 측면의 함의를 부각하는 것으로 진행되었으며, 이

런 방식은 기존의 미국적인 OTA의 기술영향평가, NIH의 합의도출

회의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전문가 중심이라고 볼 수 있다. 시민 패



- 123 -

널과 합의회의 방식을 명시한 나노기술연구개발법은 기존 전문가

중심의 기술관료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시

민 참여형 과학기술정책이 추진되는 계기를 형성한 제도화의 측면

에서 의미가 있었다. 그리고 이 시민 참여형 조항이 신설되는 과정

에서 STS 분야 위너 교수의 증언, 로카 연구소의 입법청원 등이 중

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다.

제 3 절 한국의 나노기술 영향평가 제도

한국에서 기술영향평가의 제도화는 2001년에 제정된 「과학기술

기본법」에 기술영향평가가 명시되어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수행

된 것을 기점으로 볼 수 있다. 물론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정

부의 기술영향평가 실시 이전에도 개별 연구자와 시민단체 등에 의

해 비공식적 차원의 기술영향평가가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결과의

파급효과나 정책 반영도 측면에서 볼 때 정부에 의한 제도화는 그

자체로서 의의가 있다. 기술영향평가가 제도화되기 이전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과학원의 이진주 교수는 1979년에 “기술

의 장기평가(Technology Assessment)에 관한 방법론적 고찰”이란

논문에서 기술평가를 기술단기평가(technology evaluation)와 기술장

기평가(technology assessment)로 구분한 바 있다. 이 논문에서 이

진주는 기술장기평가(technology assessment)를 “대상기술의 사회

적, 문화적, 정치적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하는 것으로 핵심

기술의 2차적, 경우에 따라서는 3차적 혹은 그 이상의 영향을 장기

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이진주, 1979: 23). 그는

이 논문에서 해외의 관련 사례를 소개하면서 미국의 OTA를 예시하

기도 했다. 이진주의 연구 이후 기술영향평가 관련 연구는 1990년대

에 들어서야 본격화되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AIST) 부설 과학

기술정책관리연구소(STEPI)의 김환석과 이영희는 1994년도 정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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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미국, 유럽, 일본 등의 기술영향평가제도를 소개하고 우리나

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그들은 1990년대 들어 정부가

대대적인 기술 드라이브정책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환

경영향평가만을 실시하고 있는 점을 비판하면서, 기술영향평가를 체

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전문기구의 설립을 제안했다. 아울러

그들은 기술영향평가를 과학기술정책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국

민적 수용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이해하면서, 기술영향평가

기구는 객관성과 독립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기술영향평가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방법론

개발이 무척 중요하며, 학제간 공동연구에 기반한 방법론 개발과 사

업의 수행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술영향평가 전문

기구의 설립을 위해서 체계적인 준비단계가 필요하며, 과학기술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소 수준에서 일단 관련 연구를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주장하였다(김환석 & 이영희, 1994).

과학기술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이 수행한 1999년

도 정책연구 보고서(김인호 외, 1999)에서는 기술영향평가를 환경영

향평가, 기술예측, 기술수요조사, 기술수준평가, 기술현황분석 등의

활동보다 상위분야로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논의가 전개되었다. 이

보고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면서, 본격적인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예비단

계로서 정부주도의 시범적 기술영향평가를 제안하였다. 영향평가 추

진시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세부적인 부분까지 언급한 것을 보

면 실무적인 시각에 무척 충실하였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중범위

이하의 기술이나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할 경우 시행초

기부터 연구자, 정부부처 및 민간의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시켰다.

고려대의 염재호 교수는 기술영향평가가 주목받게 된 배경으로

의도하지 않게 과학기술로 인한 사회적 측면의 결과가 심각한 문제

로 대두된 것을 들면서, 기술영향평가의 실시 방향을 크게 평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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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평가주체 및 평가내용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그는 기술영향평

가의 방법으로는 미시적 차원의 관리적 효율성을 위한 과정평가보

다는 사회적인 측면으로 끼칠 영향이나 윤리적 차원의 문제까지 거

시적인 차원으로 평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평가의 주체로는 기술개

발의 사회적 영향이 증대되는 관점에서 볼 때 주무부처나 전문가집

단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집단에 의해 중층적으로 이루어지

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평가의 내용으로는 미

래 기술개발의 사전 확인과 개발 목표 설정, 기술개발이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 파악과 나타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사전 평가,

그리고 인간의 본성과 사회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포함되어

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염재호, 2000).

이은경은 2001년 연구에서 주로 유럽의 참여 기술영향평가제도를

소개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참여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제안

하였다. 유럽의 참여 기술영향평가는 미국 의회의 기술영향평가국

(OTA)에서 전문가들이 주로 수행한 고전적 방식에 비하여, 시의성

을 강조하고 다양한 집단들이 참여하는 방식이다. 그녀는 우리나라

에서 유럽과 같은 참여형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 제도적 정착이 중요하며, 전문가 양성 및 평가결과의 정책적

반영도가 낮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참여의

전통과 제도적 기반이 약한 우리나라에서는 충분한 사전 기획과 장

기적인 관점에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대적으로 영

향 범위가 적은 국소적인 문제나 지역적인 문제를 대상으로 하여

‘참여’의 능력을 높이고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하였다(이

은경, 2001). 2003년에는 김병윤이 기술영향평가에 관한 개념을 역사

적 접근방식으로 해석하여, 미국 OTA의 설립으로부터 유럽의 기술

영향평가에 이르는 제과정을 분석하기도 했다(김병윤, 2003).

이런 이론적 연구들과 별도로 시민사회는 이미 제도화가 되기 이

전에 기술영향평가를 세 차례 진행한 바 있는데, 유네스코 한국위원

회가 1998년에 “유전자조작 식품의 안전과 생명윤리”라는 주제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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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 합의회의와 1999년에 “생명복제기술”을 주제로 합의회의, 그리

고 시민과학센터가 “원자력 중심의 전력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합의회의를 들 수 있다. 이 세 가지 합의회의는 “과학기

술의 민주화”를 목표로 한 시민단체 주도의 참여형 기술영향평가였

으며, 비제도적이고 비공식적인 활동이었다. 이영희는 이와 같은 비

공식적 기술영향평가로서의 합의회의는 실제적인 정책영향력 측면

에서 볼 때 사회적 통제력 확보에는 실패했다고 평가하였다(이영희,

2007).

제도적으로는 2001년 제정된 「과학기술기본법」 제14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23조가 기술영향평가에 대하여 처음으로 명시했다.

「과학기술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기술영향평가는 정부가 “새로

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사회․문화․윤리․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아울러 동 조항은 정부

는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의 성

격도 띠고 있었다. 시행령 제23조는 기술영향평가의 범위와 절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먼저 제1항은 기술영향평

가의 대상으로 “미래의 신기술 및 기술적․경제적․사회적 영향과

파급효과 등이 큰 기술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술”로 한정했다. 제2항은 기술영향평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1) 당해 기술이 가져올 국민생활의 편익증

진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2) 새로운 과학기술이 가

져올 경제․사회․문화․윤리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3) 당해

기술이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동법에 따르면 기술영향평가는 과학기술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한

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실시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소관

분야에 대한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기술영향평가를 실시

할 경우에는 민간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의 참여를 확대하고 일반국

민의 의견을 모아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과학기술부장관은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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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평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소관 분야의 국가연구

개발사업에 대한 연구기획에 반영하거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렇게 2001년 「과학기술기본법」에 기술영향평가 관련 조항이

반영되기까지 기술영향평가의 제도화를 위한 공식적, 비공식적인 활

동들이 존재했다. 과학기술부가 과학기술기본법안을 2000년 5월에

입법예고한 이후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연합’, ‘장애우권

익문제연구소’,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환

경과공해연구회’, ‘환경운동연합’ 총 7개 시민단체가 동 법안에 대한

공동의견서를 제출했다(한재각, 2000). 7개 시민단체들의 제안은 (1)

‘제6장 시민참여 및 공익적 연구개발의 지원’ 조항 신설, (2) 국가과

학기술위원회 및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의 민주성 및 독립성 확보, (3)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육성, (4) 여성 과학

기술인 관련 조항, (5) 초·중등 단계의 STS교육 및 이공계 대학(원)

의 과학윤리 교육 도입, (6) 공적 기금으로 수행된 연구개발 결과의

공공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에서도 ‘시민참여’를 강조한

첫 번째 제안사항은 “과학기술정책에 시민참여 원칙을 도입해야 한

다”, “기술영향평가제도의 도입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공익적

연구개발을 지원해야 한다”와 같은 세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

다. 과학기술정책에서 시민참여 원칙을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은 출

연연구기관들의 이사회에 일정 비율의 시민이나 시민사회단체의 대

표가 참가하도록 명시해야 한다는 예시로 구체화하였다. 기술영향평

가제도에 관한 제안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제14조(기술영향 및 기술수준의 평가)의 제1항의 기술영향평가와

이와 관련된 내용을 독립시켜 제6장에서 독립된 조항으로 신설하

고 시민참여 방안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며(예, 합의회의, 시나리

오 워크숍 등), 제15조에서 다루고 있는 기술영향평가의 담당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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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를 연구개발의 추진 부처 및 기관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것을 위한 한가지 방안으로서 국

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 혹은 국회 산하에 기술영향평가기구를 설

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또한 ‘기술영향평가법(가칭)’으로

개별입법하여 기술영향평가 실행 기관, 방법 및 결과의 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법으로 정하여야 한다(한재각, 2000: 106).

「과학기술기본법」 제정과정에 참여했던 시민단체들 중 시민과

학센터는 주로 STS 연구자들로 구성된 단체였다. 이 단체는 1997년

11월 22일에 ‘참여연대 과학기술민주화를위한모임’(과민모)이라는 명

칭으로 처음 출범하여 1999년에 ‘시민과학센터’로 개칭하였으며,

2017년부로 활동을 종료한 상태이다. ‘과민모’ 출범 당시 김환석, 이

영희, 김상현, 한재각 등이 초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시민과학

센터(과민모 시기 포함)는 그간 월례토론회, 기관지 『다른 과학』

및 소식지 『시민과학』 발간은 물론, 과학기술 주요 이슈에 대한

성명서 발표, 합의회의 개최 등을 통해 과학기술 분야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했다. 특히 1998년에는 합의회의(유전자 조작 식품의 안전과

생명윤리)를 개최하였는데, 이 합의회의가 국내의 첫 합의회의 사례

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있었다(참여연대 과학기술민주화를위한

모임, 1999).43) 시민과학센터는 과학기술법 제정과정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데, 시민과학센터의 당시 활동은 다음과 같다.

2000.05.10. 과학기술기본법(안)에 대한 논평 발표

2000.05.30. 과학기술기본법(안)에 시민단체 공동 대응 준비 보도자

료 발표

2000.06.08. 과학기술기본법(안)에 관한 의견서 제출

2000.06.16. 과학기술기본법(안) 관련 과학기술부와 시민사회단체

43) 이영희 등 STS 학자들에 의해 1990년대 중후반에 국내에 처음 소개되고
시도된 합의회의는 이후 다른 분야로 널리 확산되었으며, 정부 주도의 공론
화위원회 등의 주요 방법론으로도 차용되기에 이르렀다(이영희 인터뷰,
20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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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개최

2000.06.19. 과학기술기본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 의견서

발표

2000.10.10. 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기본법(안) 개악 규탄 입장 발표

2000.12.06. 과학기술기본법에 시민참여 공익적 연구개발 조항 삽

입 요구 성명 발표44)

시민과학센터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위에서 언급한 공동의견서

제출뿐 아니라, 토론회 개최는 물론 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

원들과의 정책 간담회 등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과학기술기본

법 제정과정에 관여하였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들의 제안사항이 그

대로 법안에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시민단체들의 공동의견

제출 등의 방식으로 과학기술 관련 법안의 입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것 자체에 의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과민모 창립

시기부터 시민과학센터 활동을 하면서 소장직도 역임했던 이영희

가톨릭대 교수는 시민과학센터가 시기별로 집중한 사안(생명윤리활

동 등)은 달랐지만, 2000년 전후에는 과학기술기본법에 기술영향평

가 제도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했으며, 이런 시민과학센터의

노력은 정부의 기술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 등 소기의 성

과를 얻었다고 평가했다(이영희 인터뷰, 2020.9.11.).

정부의 과학기술기본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국회과학기술정

보통신위원회 전하성 수석전문위원은 동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

서 기술영향평가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동 법안 검토보고서에

서 수석전문위원은 생명공학(BT)과 정보통신기술(IT) 등 신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과학기술이 사회·윤리·환경 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

면서 기술영향평가의 필요성이 증대된다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기술

영향평가의 주체와 참여자에 대해서 “과학기술정책의 민주성 확보를

위해서는 평가과정에 기술전문가 이외에도 관련 기업가, 경제·사회

44) 시민과학센터 홈페이지 중 <센터활동> 참조.
http://cdst.jinbo.net/contents/about_02.html# (최종 검색일: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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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단체들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시행령등

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의견을 제시했다(국회과학기술정보통

신위원회, 2000: 15-16).

2001년에 제정된 「과학기술기본법」에 기술영향평가가 명시되면

서, 정부는 기술영향평가를 공식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를 마련하였다. 과학기술기본법에 반영된 기술영향평가의 기본 철학

과 내용은 나노기술 관련 입법과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특정기술 관

련 입법 사례도 많지 않거니와, 특정기술에 대해 영향평가를 법안에

명시한 사례는 나노기술의 경우가 유일하다. 게다가 2001년 과학기

술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2009년

4월 제정)과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2016년 12월 제정) 입법

과정에서 기술영향평가가 반영된 시기를 고려하면, 2002년에 나노기

술 관련 입법안에 기술영향평가가 포함된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다.

정부는 2001년의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 수립과 병행하여 2002년

10월 4일에는 정부입법 방식으로 「나노기술개발촉진법안」을 국회

에 제출했다. 동 법안은 “21세기 신산업혁명을 주도할 성장동력으로

부상되고 있는 나노기술에 관한 개념과 정책방향을 정립하고, 나노

기술종합발전계획을 지속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

치를 마련하는 등 나노기술의 육성․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나노기술 선진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토대를 마

련하려는 것임”을 제안이유에서 밝혔다. 법안의 주요골자에 따르면,

과학기술부장관 등과 정부는, (1) 나노기술의 발전목표, 나노기술 투

자확대, 학제적 협동연구 촉진, 나노기술연구기반 확충 등을 포함하

는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하고, (2) 나노기술분야의 종합

적인 기술지도를 작성하여 핵심개발 대상기술의 도출 등 나노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이를 반영하도록 하며, (3) 민간의 나노기술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강구하고 나노기술인력양

성계획 및 시책 등을 수립하고, (4) 산업계·학계·연구계가 공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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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할 수 있는 나노팹센터를 구축하고 나노기술전문연구소를 지정

하며, (5) 나노기술 관련 기술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측정표준체계를

확립하며, (6) 나노기술분야기술집약기업 육성을 위한 나노기술연구

단지의 조성을 지원하고, (7) 나노기술의 발전과 산업화가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인 부작용 및 사회․윤리적인 영향 등을 미리 평가하

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었다(「나노기술개발촉진

법안」 정부 발의안, 2002. 10).

정부의 「나노기술개발촉진법안」의 내용 중에서 나노기술에 대

한 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포함되었는데, 동 조항에 대해 과

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최민수 전문위원은 나노기술 개발과정에서

환경적, 사회적, 윤리적인 영향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이나 해결해야

될 이슈들을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통하여 예측·규명하고 사전 대응

책을 강구토록 정부에 의무를 부여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검토의

견을 제시하면서, 동 조항의 문구를 아래와 같이 「과학기술기본

법」의 기술영향평가 규정 내용과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수정 제안

하였다(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002a: 20).

[표 4-1] 나노기술영향평가 조항 수정 전후 비교표

위와 같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

회의 심사보고서에도 그대로 인용되었으며, 당 위원회의 의결과 법

나노기술개발촉진법안
(정부 원안)

나노기술개발촉진법안
(전문위원 수정안)

제17조(나노기술 영향평가)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나

노기술의 발전과 산업화가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인 부작용 및 사회

적·윤리적인 영향 등을 미리 평가

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

야 한다.

제19조(나노기술 영향평가)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나

노기술의 발전과 산업화가 경제·사

회·문화·윤리 및 환경에 미치는 영

향 등을 미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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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법위원회의 자구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2002년 11월 12

일에 최종 의결되었다.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법으로 규정한

법률은 과학기술기본법을 제외할 때 현재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이 유일하다.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법률은 다수 있지만,

대부분은 기술영향평가가 아닌 환경영향평가와 유사한 것이기 때문

이다. 「나노기술개발촉진법」이 국회에서 제정된 이후, 정부는 후

속적으로 대통령령인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을 2003년 6월

25일에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정부는 이 시행령에서 나노기술 영향

평가에 대한 범위와 절차를 별도 조항으로 규정하였다.45) 이 시행령

의 제17조 제2항 제3호에서 “나노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영

향 및 그 방지방안”이 명시되었는데, 이는 당초 정부 입법안에서

“환경에 미치는 부작용 및 사회적·윤리적인 영향”이란 문구와 일맥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비록 국회 상임위에서 문구가 수정되어 ‘부

작용’이란 문구가 삭제되었지만, 시행령을 통해 ‘부정적 영향’이라는

문구를 다시 포함시켜서 정부의 원안에서 의도했던 나노기술 영향

평가의 의미를 살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지점인 것이다.

기술영향평가가 조항에 명시된 법으로는 2020년 기준으로 「과학

45) 제17조 (나노기술 영향평가의 범위 및 절차) ① 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19
조의 규정에 따른 나노기술 영향평가를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
의하여 시행계획을 세우고, 나노기술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나노기술 영향평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나노기술의 발전과 산업화가 국민생활의 편익증진 및 관련산업의 발
전에 미치는 영향

2. 나노기술의 발전과 산업화가 국가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3. 나노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 및 그 방지방안
③ 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나노기술 영향평가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나노기술 영향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소
관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계획에 반영하거나 나노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추진하
여야 한다.

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소관분야에 대한 나노기술 영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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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본법」, 「나노기술개발촉진법」,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

성법」,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등 4개뿐이다. 기술영향평가

조항은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처음 명시되어 다른 법들의 입법과정에

서 채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례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안에

대해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석영환 전문위원은 검토보

고서에서 “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를 통하여 경제․사회․문

화․환경 등 사회의 전반적인 영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의 긍정적인 측면은 활성화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으며, 「과학기술기본법」·「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등

다른 법률에서도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

법사항으로 보임”으로 판단하면서 동 조항에 대해 별 이견을 제시하

지 않았다(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6: 24). 하지만 아래

의 비교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각 법에서 규정한 기술영향평가

조항이 의미하는 바가 다소 다르다.

[표 4-2] 법 조항별 기술영향평가 내용 비교

법 조항 기술영향평가 관련 내용

「과학기술기본법」

제14조(기술영향 및

기술수준의 평가)

(2001.1.16. 제정)

정부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사회·

문화·윤리·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이하 “기술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

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제19조(나노기술

영향평가)

(2002.12.16. 제정)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나노기

술의 발전과 산업화가 경제·사회·문화·윤리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미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새로운 농림수산식품과

학기술의 발전이 농림수산업 및 식품산업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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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비교표를 보면, 「과학기술기본법」과 「나노기술개발촉진

법」에서 명시한 기술영향평가는 기술이 경제·사회·문화·윤리·환경

등 다방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하지만 농

림수산식품과학기술과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에서는 기술영향평가

가 해당 기술의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효과에 대한 사전

평가 성격으로 규정되고 있다. 게다가 기술영향평가 결과에 대해

「과학기술기본법」과 「나노기술개발촉진법」은 정부에 정책반영

의무를 부과한 것에 비해, 다른 두 법은 정책반영 여부에 관하여 재

량권을 부여하였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네 법 공통적으

로 기술영향평가의 방식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합의회

의와 같은 시민참여 방식 역시 제시되지 않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2년의 나노기술 개발 관련 입법과

정에서 나노기술 영향평가가 명시적으로 반영된 것에 비하여, 불과

1년 전에 정부가 수립한 2001년의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에서는 이

런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 계획은 나노기술에 대한 사회적 함

의의 연구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미국의 NNI

가 나노기술에 관한 사회적·윤리적·법적·경제적 측면 등의 사회적

연계 연구에 대한 예산을 14백만불(NNI 전체 예산 423백만불 중)

편성했다는 내용도 동 계획 본문 내용이 아닌 부록의 표에 부분적

으로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나노기술 종합발전 계획」, 2001: 51).

제16조(기술영향 및

기술수준의 평가)

(2009. 4. 1. 제정)

경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사전평가(이하

이 조에서 “기술영향평가”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5조(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

(2016.12.27. 제정)

해양수산부장관은 새로운 해양수산과학기술이

해양수산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효

과 등에 대하여 사전에 기술영향평가를 실시

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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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에 수립된 ‘나노종합발전계획(안)(2006～2015)’에서는 이와 같

은 기조에 변화가 생겼다. 즉 제2기 계획안에서는 ‘인력 및 제도 부

문’에 “지속적 발전과 사회적 합의를 위한 나노기술 영향평가”라는

내용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관한 내용으로는, “나노기술 영향

평가 센터를 지정하여 나노기술의 사회·경제적 영향평가를 실시하

고, 나노기술의 건강·안전·환경·생태 등에 대한 연구를 실시”할 것이

동 계획에 포함되었다. 하지만 동 계획안의 후반부에 각 부처별 추

진내용을 정리한 표에서는 과기부를 주관부처로 “나노기술영향평가

센터 지정(필요시)”라고 표기되었는데, ‘필요시’라는 표기는 당시 정

부에서 이 사안에 대해 필수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지

는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재정경제부 외, 2005: 46-49; 54). 이후

2010년 12월에 정부에서 수립한 제3기 계획안에서는 ‘나노기술 연구

개발의 사회적·윤리적 책무성 강화’가 5대 추진전략에 포함되었다.

이 추진전략은 ‘나노 EHS 관련 기반 구축’, ‘나노물질 물성측정 및

안전성평가 원천기술 확보’, ‘정보네트워크 구축 및 EHS 국제연구

참여’로 구성되었다. 이 중 첫 번째 기반 구축 내용에 “‘나노기술영

향평가’를 통해 나노기술의 발전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 수립”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영향평

가 결과는 나노기술 관련 제품의 생산과정에 환류과정을 거쳐 반영

할 수 있는 피드백 과정을 개발토록 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외,

2010: 19). 이상과 같이,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이 초기에는 사회적

영향 연구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었으나, 제2기와 제3기를 거치면서

나노기술영향평가에 대해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변화 방향은 주로 나노기술의

EHS 관련 영향평가로 구체화되었다.

기술영향평가의 실시 주체 문제는 지속적으로 논란의 중심에 존

재해왔다. 평가에 대한 비판들의 핵심은 정부주도에서 비롯한 문제

점을 지적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기술영향평가의 발전방향 모

색은 실시 주체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와 크게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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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주도의 방식으로 제도화가 이뤄졌

으나, 해외 사례를 보면 의회가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폐지되기 전까지 미국의 OTA도 의회 산하조직이었고, 프랑스, 독

일, 영국 등도 의회 산하조직이 기술영향평가를 수행한다(권성훈,

2014). 기술영향평가의 본질적인 목적이 평가결과의 실제적인 정책

반영이라고 할 때, 예산심의와 입법 기능이 있고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국회가 기술영향평가를 주도하는 것이 이상적일 수 있다. 이와

같은 제안은 의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기술영향평가가 추구하

는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인 기술의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한 것이다. 실시 주체의 문제는

기술영향평가가 제도화된 이후에도 연구자들이 기대했던 방향으로

활성화하지 못 한 원인으로도 지목될 수 있다. 나노기술 영향평가의

주체는 「나노기술개발촉진법」에 ‘정부’로 명시되어 있지만, 이는

해석에 따라 정부 부처 또는 정부 부처가 지정한 기관이 될 수 있

다.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지만, 나노기술 영향평가는 한국과학기술

기획평가원(KISTEP)과 국가나노기술정책센터 두 곳에서 수행했다.

나노기술 영향평가에 ELSI 연구까지 포함할 경우 나노기술사업단,

한국연구재단 등도 이를 주관하거나 발주한 기관에 포함된다. 이는

법에 명시된 ‘정부’의 해석이 상황에 따라 달리 해석되었기 때문이

라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2001년 「과학기술기본법」에

기술영향평가 실시 조항이 반영되면서, 이듬해에 제정된 2002년

「나노기술개발촉진법」에서도 나노기술에 대한 영향평가 조항이

포함되었다. 이런 기술영향평가 조항의 반영은 당시 과학기술정책의

국제적 논의 추세인 ELSI 철학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지만, 이전

부터 김환석, 이영희, 이은경 등 STS 학자들의 연구와 STS 연구자

들이 주축이 된 ‘시민과학센터’와 같은 시민단체가 기술영향평가제

도의 도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등의 적극적인 참여활동

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나노기술정책 추진과정에서 정부계획 문



- 137 -

건에 시민패널과 같은 시민 참여형 기술영향평가 방식도 제시되었

으나, 지속적이고 일관적으로 이런 입장이 유지된 것은 아니었다.

다른 기술정책이나 관련 법제에 비하여 나노기술정책은 상대적으로

정책 추진단계상 초기에 기술영향평가가 명시되어 제도화의 토대를

닦았지만, 그 과정에서 충분한 숙의과정은 보이지 않았다.

제 4 절 소결

나노기술의 사전주의적 제도로서 기술영향평가와 합의회의 활동

은 모두 미국에 기원을 두고 있는 제도였지만, 미국에서 시작한 초

기 OTA의 기술영향평가와 국립보건원(NIH)의 합의도출회의 방식

은 전문가 중심적인 경향이 강했다. 미국에서 시작한 두 제도는 유

럽에서 시민사회의 참여가 강조된 방식으로 활성화되었으며, 역설적

으로 시민 참여방식으로 진화된 유럽의 합의회의 방식이 다시 미국

으로 전파되었다. 미국에는 20세기 후반의 대형 연구프로젝트였던

인간게놈프로젝트(HGP) 추진 당시 도입했던 ELSI 연구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2000년의 NNI 추진 이후 2003년 「나노기술연구개발법」

제정과정에서 기존에 연구자 중심으로 수행된 ELSI 프로그램 방식

을 벗어나 시민패널과 합의회의 방식 등이 법조항에 명시되면서 시

민사회의 참여방식이 제도화되었다.

한국은 2001년에 「과학기술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기술영향평

가’가 제도적으로 도입되었고, 2002년 「나노기술개발특별법」 제정

시에도 ‘나노기술 영향평가’ 조항이 명문화되었다. 비록 합의회의와

기술영향평가라는 다소 다른 방식으로 나노기술에 대한 사전주의적

활동이 제도화되었지만, 미국과 한국에서 공통적으로 STS 분야의

연구자와 시민단체가 이 제도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국에서는 의회 청문회와 입법 청원 과정에서

기술철학자인 위너(Langdon Winner)와 그가 속했던 시민단체인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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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연구소(Loka Institute) 등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한국에서는

「과학기술기본법」 제정 전후에 STS 학자들과 시민과학센터 등이

기술영향평가 법조항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 비록 이들이

「나노기술개발촉진법」에 나노기술 영향평가 조항이 반영되는 데

직접적인 기여를 한 것은 아니었으나, 「과학기술기본법」의 기술영

향평가 조항이 「나노기술개발촉진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

을 고려하면, 이들의 노력이 나노기술 영향평가 조항의 명문화 과정

에도 간접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나노기술의 연구개발 초창기에 등장한 ‘그레이 구’ 위험 논쟁에서

는 시민사회의 참여가 거의 없었지만, 이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나노기술의 사전주의적 활동이 제도화되는 과정에서는 시민사회의

참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미국과 한국에서 나노기술에 관한 합의

회의와 기술영향평가가 관련 법제상에 제도적으로 명시되는 과정에

서 STS 분야 연구자와 관련 시민단체들이 직접 참여하여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했던 것이다. 다만 참여 주체는 일부 연구자와 연구자

중심의 시민단체에 머물렀으며, 일반 시민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

다는 점이 미국과 한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한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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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나노기술 관련 사전주의적 실천

이 장에서는 미국과 한국에서 수행된 나노기술 관련 사전주의적

실천 사례들을 살펴볼 것이다.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여기에서 언급

하는 ‘실험’은 연구자 주도의 실험뿐 아니라 정부의 공식기관에서

수행한 ‘정책적 실험’도 포함한다. 우선 양국의 ‘정책적 실험’ 부분은

나노기술에 관한 ELSI 연구와 기술영향평가 사례를 중심으로 제1절

과 제3절에서 각각 살펴볼 것이다. 양국 모두 ELSI 연구는 정부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미국 국립과학재단(NSF)나 한국연구재단과 같

은 기관의 연구비 지원 하에 일반 연구자들이 참여하여 윤리적, 법

적, 사회적 함의를 도출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미국의 경우

기술영향평가국(OTA)의 폐지 이후 기술영향평가 기능을 수행하는

의회조사처(CRS)와 정부회계감사원(GAO)의 관련 보고서를 중심으

로 살펴보며, 한국은 정부 부처의 산하기관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

원(KISTEP)과 국가나노기술정책센터에서 수행한 나노기술 영향평

가와 ELSI 연구 사례들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연구자 주도로 이뤄진 ‘실험’은 미국과 한국의 사례들을 각각 제2

절과 제4절에서 다룬다. 제2절에서는 2005년에 미국 위스콘신주 매

디슨 지역에서 개최된 ‘나노기술 합의회의’와 2008년에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추진된 ‘시민기술포럼’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미

국의 두 사례는 합의회의 방식으로 실시됐다는 것과 STS 학자들이

주도했다는 점을 공통점으로 한다. 제4절에서 소개할 한국 사례에서

는 방법론상에서 다양한 실험이 시도되었다. 해당 절에서는 2009년

에 개최된 ‘시민자문회의’가 합의회의 방식을 벗어나 독일의 ‘플래닝

셀’(planning cell) 방식을 실험적으로 적용한 내용과, 2010년에 시도

된 나노제품 시민모니터링 방식의 시민참여 실험과 함께 2012년의

‘나노안전 이해당사자 포럼’ 등을 살펴볼 것이다. 아울러 한국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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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들도 STS 연구자들이 주축이 되었던 점에서 미국과 비교하여 실

험주체 측면에서 유사했다.

제 1 절 미국의 나노기술 영향평가 사례

미국에서 기술영향평가를 공식적으로 담당하던 기술영향평가국

(OTA)은 1995년에 폐지되었다. OTA의 폐지에 따라 특정 기술에

대한 검토 및 영향평가와 관련한 업무는 의회조사국(CRS)과 정부회

계감사원(GAO)이 수행하고 있다. 이들이 발간하는 보고서는 특정

기술에 대한 사회적 영향과 함의 등을 포함하는 기술영향평가 측면

의 보고서뿐만 아니라 해당 기술정책에 대한 검토보고서도 다수 포

함된다. 이 절에서는 CRS와 GAO가 발간한 나노기술 관련 보고서

중 예견적, 사전적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나노기술정책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 보고서, 즉 기술영향평가의 성격에 부합하는 보고서

들을 소개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이들이 발간한 나노기술 관련 보고

서 중 검토보고서 성격으로 EPA, FDA와 같은 특정 정부 부서의

정책에 관한 보고서들은 제7장의 나노위험 거버넌스와 관련한 절에

서 별도로 언급할 것이다. 의회 기관들이 발간한 보고서 외에도 미

국 연방정부가 주체가 되어 실시한 활동 중 기술영향평가나 윤리적,

법적, 사회적 함의(ELSI) 연구와 관련이 있는 내용도 이 절에서 다

루려는 대상에 포함된다.

미국 국립과학재단(NSF)은 국가나노기술계획(NNI)이 수립된 지

일년 후인 2001년 3월에 「나노과학과 나노기술의 사회적 함의」를

표제로 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 국가과학기술위원

회(NSTC)의 나노과학·공학·기술 소위원회(NSET)가 2000년 9월에

개최한 전문가 워크샵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NSF, 2002). 이미 제3

장 제3절에서 나노기술정책 도입기의 ‘그레이 구’ 논쟁을 살펴보면

서, 이 보고서에 기재된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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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비록 나노기술에 대한 기술영향평가나 ELSI 연구를 공

식적으로 표명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에서 나노기술정책을 추진하는

주요 부서인 NSF가 주도하여 나노기술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기술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게다가 이 보고서가 다룬 나노기술의

다양한 측면은 윤리, 교육, 문화, 법, 사회, 경제, 환경, 의료, 안보 등

을 포괄하기 때문에, 이 절은 이 NSF 보고서를 나노기술에 대한

ELSI 보고서의 범주에 포함한다.

NSF 보고서는 NNI를 개관하고 나노기술 개발의 목표를 언급한

후 각 부문별로 나노기술을 접근하여 함의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작

성되었다. 동 보고서는 워크샵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의 권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나노기술의 사회적 및 경

제적 연구에 대한 지원을 높은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특히 나노

기술 연구개발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개방성, 공개성 및 대중참

여가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국가나노기술조정국(NNCO)은 나노기

술의 잠재적 파급효과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하며, 대중

을 관여시킬 수 있는 업무체계(mechanism)를 수립해야 한다. 이런

업무체계는 나노기술 연구자뿐 아니라 사회과학자, 민간부문 및 대

중으로부터 환류되는 것이어야 한다. 셋째, 나노기술의 과학기술적

및 사회적 파급효과와 함의를 단기(3～5년), 중기(5～20년), 장기(20

년 이상)의 관점에서 평가하기 위한 지식 기반과 제도적 인프라를

창출해야 한다. 이는 시스템적 접근, 생애주기 분석, 실시간 모니터

링과 평가 등을 통합하는 학제간 연구를 포함해야 한다. 넷째, 나노

과학과 나노기술 분야에 종사하기 위한 새로운 과학자와 근로자 세

대를 교육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한 교육 커리큘럼과 프로그램의 설

계는 나노수준의 개념, 사회적 함의와 윤리적 감수성, 사회과학자

및 경제학자 양성, 학제간 접근 방식, 산업계와 교육계의 파트너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섯째, 나노과학과 나노기술 분야의 전문가

들이 참여하는 포럼 및 교육 행사들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 이런 제

안들과 함께 동 보고서는 각 부문(학계, 민간영역, 정부 연구소,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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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지원기관, 전문가 사회)을 대상으로 별도의 제안사항을 첨언했

다. 이 중 연구비 지원기관에 대한 제언사항은 다음과 같았다. 즉

나노기술의 사회적 함의 연구를 위해 나노기술 연구자와 사회과학

자들을 지원할 것, 국가나노기술조정국(NNCO) 또는 자문그룹이 나

노기술의 사회적 함의를 평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장기적인 기초연구와 단기적인 기술개발을 적절하게 조

정하여 지원할 것, NNCO와 정보기술 및 생명공학 분야간 대화의

장을 구축할 것 등이었다(NSF, 2002: 16-19).

위와 같은 총론적인 서술 외에도 NSF 보고서는 나노기술의 사회

적 함의에 관하여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기재했다. 이 장

은 개관, 경제적·정치적 함의, 과학·교육의 함의, 의학·환경·우주탐사

및 국가안보의 함의, 사회적·윤리적·법적 및 문화적 함의46) 순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 ELSI 연구 성격인 마지막 절에 기재된 전문가들

의 의견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MIT 경영대학원의 캐롤(J.S. Carroll)은 “나노기술의 사회적 함의를

평가하기 위한 사회과학 연구방법론”이란 글에서 나노기술이 가져올

파급효과와 함의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도 불확실하다는 것

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NSF, 2002: 188-193). “나노기술의 윤

리적 이슈”를 작성한 일리노이 기술연구소(Illinois Institute of

Technology)의 웨일(V. Weil)은 윤리적 측면을 연구하는 목적을 두

가지로 설명했다. 그가 언급한 첫 번째 목적은 예방가능한 위해, 갈

등 및 인간관계 이슈 등과 같은 윤리적 문제를 예견하는 것이다. 두

번째 목적은 기술분야와 정책분야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이뤄지

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윤리적 이슈와 책임성에 관한 감수성을 증진

시키는 것이다(NSF, 2002: 193-198). 퍼듀 대학의 톰슨(P.B.

46) 이 보고서의 목차 부분에는 ‘사회적·윤리적·법적 및 문화적 함의’로 기재되
었지만, 정작 해당 절의 표제는 ‘사회적·윤리적·법적, 국제 및 국가 안보적
함의’로 기재되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NSF, 2002: 188). 하지만 해당 절의
내용은 ‘‘사회적·윤리적·법적’ 측면의 함의 측면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내용상 큰 혼란을 주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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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mson)은 “나노기술의 사회적 수용”에서 ‘기술의 사회적 수용’을

측정하기 위한 설명변수로는 지리적, 경제적, 심리-사회적, 정서적,

인지적, 기술행정적, 정치적 변수 등이 존재하며, 규범적 혹은 유사-

규범적 설명변수로는 종교적, 문화적, 윤리적 수용성 등이 존재한다

고 제시하였다. 하지만 그는 기술이 사회적으로 수용된다는 것 자체

가 여러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달리 인식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재

생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과학자와 공학자가 컨퍼런스, 워크샵,

세미나 등을 통해 사회과학자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면서 참

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NSF, 2002: 198-202).

코츠앤재럿사(Coates & Jarratt, Inc.)의 스미스(Richard H. Smith)는

“나노기술의 사회적, 윤리적 및 법적 함의”를 통해 나노기술의 사회

적, 윤리적 및 법적 측면의 함의를 단기(3～5년), 중기(5～15년), 장

기(20년 이상)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스미스는 나노기술의 사회

적, 윤리적 및 법적 측면의 함의에 관한 만족스러운 이해를 위해서

는 다학제적 접근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연구

책임자들로 구성된 연구과제를 통해 모든 참여자가 돌아가면서 연

구를 발표하고, 다른 참여자도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방식을 제안했

다(NSF, 2002: 203-211). 나노젠(Nanogen)의 헬러(M.J. Heller)는

“나노기술의 사회적 함의”에서 과학기술자와 비전문가 간 나노기술

에 대한 인식을 비교한 내용을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과학기술자

들은 대체로 나노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보다는 전반적인 편익

이 훨씬 더 클 것으로 인식했다. 과학기술자들은 나노기술에 대한

과도한 장밋빛 전망이 오히려 대중으로부터 이 기술에 대한 신뢰성

을 저하시킬 것으로 우려했다. 비전문가 그룹은 대체로 나노기술의

실제 내용과 응용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으나, 나노

기술이 가져올 미래의 편익이 클 것으로 생각했다. 나노기술이 가져

올 위험은 원자력 발전이나 화학물질로 인한 사안과 같은 다른 기

술들과 마찬가지로 기술 자체의 문제가 아닌 기술의 부주의한 사용

이나 의도치 않은 부작용에서 비롯할 것으로 우려했다(NSF,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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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217).

헬러는 나노기술의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 보고서에서 프린스턴대학의

테너(Edward Tenner)는 이를 별도의 주제로 한 글을 썼다. 테너의

시각은 기존의 나노기술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예측과는 다른 관점

에서 기술한 점에서 별도로 살펴볼 만하다. 그는 “나노기술과 비의

도적인 결과들”을 표제로 한 글에서 다섯 가지 사안을 구분하여 다

음과 같이 예측했다. 첫째, 전문가들은 적어도 어떤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는 심각하게 잘못된 판단을 할 것이다. 테너는 이런 예측의

근거로 과거 저명한 학자들이 예측한 미래가 현실에서는 다르게 진

행된 사례를 제시했다. 예컨대 켈빈 경(Lord Kelvin)은 공기보다 무

거운(heavier-than-air) 항공기는 불가능하다고 예측했으며, 폰 노이

만(John von Neumann)은 1980년까지 원자력 에너지 기술이 고도화

되어 마치 계량기없는 공기(unmetered air)와 같이 공짜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는 사례들이 인용되었다. 둘째, 재앙적인

위험보다는 장기적으로 축적된 문제들이 훨씬 더 큰 문제가 될 것

이다. 테너는 이와 같은 예측에 대하여 파국적인 원자력 관련 사고

보다는 수십만년동안 치명적인 영향이 지속되는 핵폐기물의 문제와

프레온 냉각제(Freon coolant)가 냉장고의 폭발을 방지하게 된 대신

에 서서히 오존층을 파괴하게 된 사례 등을 예시했다. 따라서 그는

나노기술의 경우에서도 ‘그레이 구’와 같은 파국적인 사건은 현실적

으로 발생하기 어렵지만, 오히려 나노물질의 사용이 과거 DDT와

유사한 방식으로 생물학적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셋

째, 나노기술을 조직하고 관리하는 것은 딜레마적 상황을 만들게 될

것이다. 테너에 따르면, 나노기술의 발달은 원자력 산업에 내재된

위험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나노기술을 통제하기 위

한 별도의 노력을 필요로 하게 된다. 아울러 그는 관료적 통제방식

이 미국에서는 주 단위와 지역 단위까지 확산되고 있으나, 통제자의

선택과 관리라는 새로운 문제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넷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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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할 경우에도 실패 사례와 마찬가지로 비용이 수반될 것이다. 테

너는 의료기술의 발달이 오히려 수명연장으로 인하여 의료비 지출

을 더 증가시킨다는 예를 들면서 기술의 역설적인 효과를 부각하였

다. 나노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컴퓨터산업에서 프로세싱 속도와 저

장능력은 향상되겠지만, 이를 위한 새로운 프로그래밍 도구와 시간

이 투여되는 것이 수반될 것이라고 그는 예측했다. 다섯째, 인류는

아마도 나노기술의 위대한 혜택을 상상하지 않았을 수 있으며, 이는

그러한 혜택이 지나치게 기술적인 평이함이거나 있을 법하지 않은

사건의 연속에서 비롯한 것일 수 있다. 테너는 재봉틀(sewing

machine)이 다른 고급기술들보다 더 생활수준을 향상시켰음을 상기

시키고, 자기테이프 발명이 담배회사의 금 바인더 연구에서 비롯했

다는 사례 등을 언급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그는 나노기술의 경우에

도 의도치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나노기

술 연구자들이 보통 사람들과 다른 전문가들이 그들의 연구에 참여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NSF, 2002: 241-246).

2000년 국가나노기술계획(NNI) 수립과 2003년 나노기술연구개발

법 제정 이후, 미국 연방정부는 비록 기술영향평가 활동과 같은 공

식적인 수행 의무는 없었지만 관련 정부기관들은 자체적인 워크숍,

토론회 등을 개최하기도 했으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나

합의회의와 같은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학 등에 자금을 지원

하기도 했다. 나노기술과 관련한 의견수렴 방식은 주로 설문조사,

워크숍과 같은 방법론이 주로 활용되었으며, 이와 같은 의견수렴 활

동들은 연방정부 기관이 직접 수행하거나 국립과학재단(NSF)과 같

은 기관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NSF의 지

원으로 수행된 나노기술 관련 설문조사로서 대표적인 사례는 2001

년도의 3,90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Survey2001’(Bainbridge,

2002), 2004년의 1,536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설문조사(Cobb &

Macoubre, 2004) 및 152명에 대한 숙의후 설문조사(Macoubrie,

2006)를 예로 들 수 있다. 2004년의 두 사례에 대해서는 제6장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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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위험 논쟁에 관한 절에서 다시 언급할 것이다.

위와 같은 설문조사 방식 외에 정부기관이 수행한 나노기술 정책

과 관련한 대중의 의견수렴 활동은 2006년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버지니아 알링턴(Arlington, VA)에서 개최된 NNI 워크숍 사례를 들

수 있다. 2006년 5월에 개최된 ‘NNI 대중참여 워크숍’은 미국 국가

과학기술위원회(NSTC)의 기술위원회(Committee on Technology)

산하 나노과학공학기술(the Nanoscale Science, Engineering and

Technology, NSET) 소위원회와 환경보호청(EPA)의 후원 하에, 국

가나노기술조정국(NNCO)47)이 국제대중참여연합(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Public Participation, IAP2)48) 및 미국대화숙의연합

(National Coalition for Dialogue & Deliberation, NCDD)49)과 협력

하여 개최한 것이었다(Cate Alexander et al., 2012). 이 워크숍에는

약 175명이 참석했는데, 참석자들은 비정부조직, 정부기관, 상업계,

언론계, 학계 및 일반 시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이 워크숍은 시

간대별로 전문가의 발표와 패널 토론이 교차하는 방식으로 프로그

램이 구성되었는데, 상세 프로그램 내용은 아래와 같았다.

[표 5-1] ‘NNI 대중참여 워크숍’ 프로그램 내용

47) 국가나노기술조정국(NNCO)는 국가나노기술계획(NNI) 추진과 관련된 20개
의 연방정부 기관들의 정책을 조정하는 기구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NSTC) 산하 나노과학·공학·기술 소위원회(NEST Subcommittee)에 대한
기술적, 행정적 지원을 한다. https://www.nano.gov/about-nni/nnco (최종
검색일: 2020.9.24.).

48) 국제대중참여연합(IAP2)는 대중참여 분야의 실무자와 연구자들이 조직한
글로벌 단체이다(Cate Alexander et al., 2012: 4).

49) 미국대화숙의연합(National Coalition for Dialogue & Deliberation, NCDD)
은 선정된 주제에 대한 대화와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로서, 이 분야 실무자, 연구자, 행정가 등 다양한 직업인들로
구성되었다. https://ncdd.org/ (최종 검색일: 2020.9.24.).

일정 프로그램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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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 2006. 5. 30(화)>

08:00 등록 및 조식

08:30-09:10 나노기술 입문

09:10-09:30 환영식 및 오리엔테이션

09:30-10:45 패널 1. 왜 대중참여인가?
전문가 3인의
주제발표 및
질의응답

10:45-12:15
집단토론 A:

대중참여를 통해 추구해야 할 성과는
무엇인가?

6개 집단으로
구분

12:15-13:30 오찬 강연

13:30-14:00 집단토론 A 결과 보고

14:00-15:15 패널 2. 대중참여 기획하기
전문가 3인의
주제발표 및
질의응답

15:15-15:30 휴식

15:30-17:00
집단토론 B:

나노기술 관련 대중참여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6개 집단으로
구분

17:00-17:30 집단토론 B 결과 보고

17:30-19:30 환영 만찬

<2일차 : 2006. 5. 31(수)>

08:00 조식

08:30-09:30 패널 3. 과학기술에 대중의 참여시키기
전문가 4인의
주제발표 및
질의응답

09:30-10:45 ‘참여의 실제’ 발표
전문가 6인의
발표

10:45-11:00 휴식

11:00-13:45 오찬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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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ate Alexander et al., 2012: Appendix A. 내용을 재구성함)

위의 워크숍 프로그램 내용은 매우 빡빡하게 구성되었는데, 이는

제한된 시간 내에 가급적 많은 내용을 포함시키려는 주최측의 의도

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 워크숍의 주제가 ‘대중참여’인 것을

고려할 때, 워크숍 프로그램의 성격은 대중의 참여 자체에 중점을

두었다기보다는, ‘대중참여’라는 주제에 관심을 가진 전문가들이 모

여 서로 주제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성격에 더 가까웠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이들의 주된 관심사는 “대중을 어떻게 과학기술에 참여시킬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이 워크숍 결과보고서에는 대중참

여가 그 당위성에 비추어 실제로 실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에 대해서

도 기술하고 있는데, 비용적인 측면을 언급한 것을 주목할 만하다.

보고서에 의하면, 1,000명 이상이 참석하는 ‘타운 홀 미팅’(town hall

meeting)의 경우 약 1백만 달러의 경비가 소요된다. 비교적 소규모

인 합의회의 패널의 경우에도 전국적으로 시민 대표자 표본을 통해

참석자를 모집해야 하기 때문에, 이 역시도 비용이 적지 않게 수반

된다고 언급되었다(Cate Alexander et al., 2012: 28).

이상과 같은 사례 외에 미국 연방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나노기술

과 관련하여 사회적 함의 측면의 기술영향평가를 수행한 사례는 찾

기 어렵다. 한편 미국의 NNI측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함께

2012년 3월에 워싱턴 D.C.에서 나노기술의 경제적 영향 평가에 관한

13:15-15:15
집단토론 C:

나노기술 관련 대중참여를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

6개 집단으로
구분

15:15-15:30 휴식

15:30-16:30 집단토론 C 결과 보고
집단별

10분씩 발표

16:30-16:50 참석자의 소감 발표

16:50-17:00 행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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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심포지엄을 미국과학진흥협회(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AAAS)의 주관으로 개최하였는데, 이는

나노기술의 경제적 측면에 국한하여 영향평가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은 나노기술의 파급효과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에 공감했는데, 이를 위한 나노기술 관련 정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나노기술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측정하려면 나노기술과

나노제품 등에 대한 정의와 분류체계뿐 아니라 이에 따른 데이터

수집이 필요한데, 이런 정의와 분류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포지엄 참석자들은 이와 같은 정의와 분류 문제

뿐 아니라 다른 현실적인 문제들도 제기하였다. 나노기술의 속성상

범용성과 융합성을 띠기 때문에 영향을 측정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

한다는 점, 나노기술 관련 데이터가 다양해서 실제 활용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점, 기업비밀에 속하는 나노기술 관련 정보와 데이터는

얻기가 어렵다는 점 등이 제기되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나노기술

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one

size fits all)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에 공감했다

(OECD & NNI, 2013).

이 심포지엄 참석자들은 대부분 경제적 관점이나 방법론적 측면

에서 나노기술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논의했는데, 독특하게도 미시간

대학교의 바우먼(Diana Bowman) 교수는 나노기술의 규제 관점에서

현황을 진단하고 정책 방향을 제안하였다. 바우먼 교수는 나노기술

과 관련한 규제가 크기(size) 기반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

하면서, 나노기술과 나노물질이 다양하게 정의되고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크기가 아닌 다른 성질이 규제에 있어서 더 중요할 수 있다

고 주장했다. 그녀는 크기 정의를 포함한 엄격한 규제로부터 좀 더

유연하고 수용가능한 범주의 규제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유연하고 수용가능한 규제정책은 기술 특성에 따른 규제가 아닌 원

칙 기반의 규제정책이어야 한다는 것이 그녀의 주장이었다. 그녀는

기업 입장에서 규제정책은 반드시 회피 대상이 아니며, 오히려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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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향후 5년에서 10년간의 명확한 진

로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를 원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그녀는 개별 국가 차원의 규제정책뿐만 아니라, 글로벌 관점에서도

OECD,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유엔식

량농업기구(FAO)와 같은 국제기관들을 통해 표준을 정하고, 데이터

를 수집하고 우선순위와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등의 노력을 병행하

는 것이 중요하다는 제안을 덧붙이기도 했다(OECD & NNI, 2013:

38-39).

AAAS가 주관한 위의 심포지엄 보고서에도 언급되었지만, 국가가

나노기술에 투자하는 목적은 다양하다. 공중보건과 환경문제와 같은

사회적 이슈를 다루고, 산업 경쟁력과 경제성장을 지원하며, 기초연

구를 통한 지식을 증진하고, 신기술과 제품의 사업화를 촉진하는 등

의 목적이 이에 해당한다(OECD & NNI, 2013: 7). 미국의 경우 이

와 같은 목적을 포괄하여 나노기술 정책을 추진하였지만, 앞서 제3

장에서 국가 나노기술정책의 추진 배경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

경쟁체제에서 국가 경쟁력 측면이 많이 강조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국가 경쟁력 측면의 강조는 GAO 보고서에도 반영되었는데,

GAO가 2014년에 발간한 보고서는 나노기술과 국가 경쟁력 등의 측

면에 초점을 맞추어 나노기술의 함의를 분석하였다.

2014년 1월의 GAO 보고서는 “나노제조: 부상과 미국의 경쟁력,

환경과 인간건강에 대한 함의”를 주제로 2013년 7월에 GAO가 개최

한 포럼 결과를 정리한 것이었다(GAO, 2014a). 이 보고서는 동년 5

월에 요약 버전(a capsule version)으로 발간되었고(GAO, 2014b),

주요 내용은 재작성되어 5월 20일에 미국 하원 과학, 우주 및 기술

위원회(Committee on Science, Space, and Technology) 산하 연구·

기술 소위원회(Subcommittee on Research and Technology)에 제출

되었다(GAO, 2014c). 2013년 7월에는 미국 의회의 요청을 받아

GAO의 원장(Comptroller General of the U.S.)인 도다로(Gene L.

Dodaro)의 소집으로 28명의 다양한 나노기술 전문가가 참석하는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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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을 개최했는데, 이들 중에는 NSF 디렉터인 로코(Mihail C. Roco)

와 라이스대학의 콜빈(Vicki L. Colvin) 박사도 포함되어 있었다. 포

럼 참석자들은 다음과 같은 10가지 의견을 제시했다. 첫째, 나노제

조(nanomanufacturing)는 미래의 거대한 물결(megatrend) 중 하나

이다. 둘째, 나노제조는 범용기술(general purpose technology)의 성

격을 띠고 있다. 셋째, 미국은 나노기술 연구개발을 주도하는 것으

로 보이나 글로벌 차원의 경쟁에 직면해 있다. 넷째, 나노-혁신은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을 창안하는 것과 새로운 제조 프로세스를 고

안하는 것을 동시에 의미한다. 다섯째, 자금지원의 간극50)은 기술

및 제품, 그리고 제조 프로세스에 대한 미국의 나노-혁신 노력을 약

화시킬 것이다. 여섯째, 미국에서 나노제조가 확산되는 데에 있어

잠재적인 장벽은, 반도체 패키징과 같이 이미 해외로 이전되거나 리

튬이온 전지 산업와 같이 미국에서 경쟁력을 상실된 핵심 산업으로

부터 비롯된다. 일곱째, 미국은 전세계적인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경쟁에 직면했음에도 나노제조에 대한 비전이 부족하다.

여덟째, 경제적 혁신정책, 중간단계의 자금지원 강화, 나노제조 관련

전략 수립 등과 같은 다양한 접근방법이 미국의 나노제조 경쟁력을

제고할 것이다. 아홉째, 복수의 접근방식이 통합된 프레임웍

(framework)이 환경보건안전(EHS)의 함의를 평가하고 다루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열째, 여러 체계가 통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노

기술 관련 각종 표준에 대한 개발 노력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열

가지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포럼 참석자들은 미국이 나노제조 연구

를 목표로 한 나노기술 연구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하며, 미국

경쟁력에 대한 도전과제들과 함께 환경보건안전(EHS)과 같은 다른

50) 자금지원의 간극은 정부연구소나 대학에서 수행되는 기초연구 단계로부터
민간영역에서 이뤄지는 제품 개발단계에 이르는 제조-혁신 프로세스 전과정
에서, 기초연구와 제품 개발단계를 연결하는 중간단계에 대한 자금 지원이
매우 부족한 상황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죽음의 계곡’(Valley of
Death)이나 ‘사라진 중간’(Missing Middle)으로 표현되기도 한다(GAO,
2014b: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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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들도 다뤄야 한다고 제안했다(GAO, 2014b). 하원 연구·기

술 소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에서 GAO는 이런 도전과제들에 대응

하여 세 가지 정책대안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즉 미국의 혁신을

뒷받침하고 있는 각종 정책들을 검토하고 개선할 것, 미국의 자금지

원 간극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민간 부문간 파트너십을 지원할 것,

나노제조 분야에서의 미국의 경쟁력을 달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비

전과 전략을 수립할 것이었다(GAO, 2014c).

이와 같이 미국이 인식하는 국가 경쟁력에 대한 중요성은 CRS가

2016년 9월에 발간한 나노기술 평가 보고서(Nanotechnology: A

Policy Primer)에서도 나타났다(CRS, 2016). 이 보고서는 나노기술

과 NNI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함께 미국의 경쟁력, 환경보건안전

(EHS) 함의, 나노제조, 대중의 태도와 이해 등 4가지 주요 이슈를

다뤘다. CRS는 미국의 경쟁력 이슈에서 다른 이슈에 비하여 3～4배

이상 지면을 할애하여, 경쟁력 이슈에 대한 중요성을 암묵적으로 강

조하였다. 통상적으로 성숙한 기술과 산업은 수익, 시장점유율, 국제

무역 통계 등을 토대로 국가 경쟁력을 평가할 수 있지만,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나노기술에 대해서는 미국 연방정부가 아직까지 그와

같은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았음을 CRS는 지적하였다. 그나마

측정가능한 데이터는 나노기술 관련 논문, 특허, 연구개발 투자 데

이터인데, 이들도 미국의 경쟁력을 측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했

다.51) CRS는 이런 한계를 인정하면서, 과학기술 분야의 리더십이

상업적 리더십이나 국가 경쟁력의 결과로 반드시 이어지지는 않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먼저, 나노기술 관련 기초연구는

실용적인 상업적 응용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기초연구

결과는 다른 경쟁자들도 활용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미국 기

업은 실제로는 다른 국가에서 제품을 생산할 수 있으며, 미국 기업

51) CRS 보고서에서 분석한 결과 2011년에서 2013년까지의 기간 동안 나노기
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액와 특허 등록수는 미국이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
으나, 논문 출판수에서는 유럽연합(28개국 총계), 중국에 이어 3위 수준으로
나타났다(CRS, 201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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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지식재산권이 외국 경쟁 기업들에 의해 취득될 수도 있다. 미

국에서 교육받은 외국인 학생들은 본국으로 귀환하여 연구를 하거

나 새로운 사업을 창출할 수 있다. 게다가 미국의 나노기술정책이

다른 국가보다 더 규제적이거나 덜 매력적일 수도 있으며, 총합된

국가 데이터는 나노기술의 각 분야별로 각 국가들이 글로벌 리더십

을 구축한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CRS, 2016: 12). 이

보고서는 결론 부분에서 나노기술이 가져올 편익이 기대됨에도 불

구하고 여러 장애물이 존재하며, 의회가 이런 문제들을 다루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고서에서 의회가 다뤄야

할 문제들에는 환경보건안전(EHS) 이슈, 윤리적, 법적, 사회적 함의

(ELSI), 대중의 이해 등이 언급되었다(CRS, 2016: 23).

제 2 절 미국의 나노기술 합의회의 실험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3년에 미국에서 제정된 「21세기

나노기술 연구개발법」은 나노기술에 대한 사회적 측면의 연구 프

로그램에는 합의회의(consensus conference)와 같은 시민참여모델을

명시했다. 미국 연방정부 소속 기관들은 이와 같은 시민참여 방식의

나노기술 관련 프로그램을 직접 수행하지는 않았다. 앞 절에서 언급

한 것처럼, 일반적인 설문조사 방식이 아닌 일반 시민이 실제로 현

장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한 것은 그나마 2007년 1월의 공중 회의

정도를 들 수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연방정부와 같은 공공 부문에

서 나노기술정책 추진 시 합의회의와 같은 시민참여모델을 적극적

으로 활용하지 않은 것과 달리, STS 분야에서는 연구자 주도로 합

의회의와 같은 방식의 실험 연구가 수 차례 수행됐다. 물론 이런 연

구들은 국립과학재단(NSF)이 연구비를 지원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 절에서 살펴볼 미국의 나노기술 시민참여 실험 연구들은 비록

연구부문에서 독자적으로 수행된 것이기는 하지만, 국가기관인 NSF

가 공식 지원하여 수행된 것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정책실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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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절에서는 나노기술과 관련하여 수

행된 2005년과 2008년의 합의회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에서 개최한 최초의 나노기술에 관한 합의회의는 2005년 4월

에 위스콘신주의 매디슨에서 개최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Kleinman & Powell, 2010: 116-117). 여기서 합의회의는 1980년대

중반부터 덴마크에서 실험적으로 도입되어 온 방식으로서, 12명에서

15명에 이르는 시민들을 한 그룹으로 구성하여 3일 내외의 토론을

거쳐 보고서를 발표하도록 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2005년 나노기술

합의회의를 기획한 연구팀은 당시만 하더라도 합의회의를 조직하고

이끄는 데 유용한 문헌이 별로 없었다고 상기했다. 당시 이 연구팀

을 이끌었던 클라인만(Daniel Lee Kleinman) 교수는 필자와의 인터

뷰에서 대상기술로서 나노기술을 선택한 이유로 당시 나노기술이

주된 뉴스거리였으며, 그와 함께 작업했던 박사후과정생이 위스콘신

대학의 나노기술 센터 소속이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가 방법론

상으로 합의회의를 채용한 이유는, 그가 미국에서 합의회의를 성공

적으로 이끈 로카 연구소(Loka Institute)의 스클러브(Richard

Sclove)의 작업에 매료되어 합의회의 관련 문헌을 다수 읽었기 때문

이었다. 아울러 클라인만은 합의회의 사례들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더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수정할 수 있는 사안이 있었는지 여

부 등에 대해 더 배우고 싶었다고 진술했다(Kleinman 인터뷰,

2020.8.29.). 연구팀은 합의회의의 목적을 과학기술 관련 의사결정 과

정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제고하고 장벽을 낮추기 위함이라고 강조

했다. 아울러 그들이 합의회의를 기획한 입장에서 중요하게 고려한

요인들은, 참여자의 다양성, 숙의과정의 질적 측면, 시민 참여자에

대한 위임, 정책과 공중토론에의 영향력 등이었다. 이 합의회의는

부분적으로 위스콘신-매디슨 대학의 나노공학센터(the Nanoscale

Science and Engineering Center at the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를 통해 NSF가 지원한 연구비를 바탕으로 추

진되었다. 연구팀은 합의회의의 패널 참여자로서 웹사이트 등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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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신청한 시민들 중 13명을 최종 선정하였으며, 6명의 여성과 7명

의 남성으로 구성했다. 이 중 10명은 연간 소득 47,000달러 이하였

으며, 2명은 그 이상이었다. 연령대는 19세부터 60대 후반까지 고르

게 분포되었고, 인종별로는 10명이 백인이었고, 3명은 각각 이란계

열, 라틴계열, 흑인계열이었다. 학력별로는 2명이 고등학교 졸업, 2

명은 단기대학 재학, 7명은 대학교 졸업, 2명은 석사학위를 취득한

상태였다. 참여자의 직업도 다양했으며, 가족 구성방식도 독립, 혼인,

학부형, 은퇴자 등으로 고루 분포되었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 성향

도 다양하게 분포되었다. 하지만 연구팀 스스로는 패널 구성방식이

위스콘신주 매디슨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전적으로 반영하지는 않았

음을 인정하였다. 연구팀은 합의회의 전에 나노기술 관련 참고자료

들을 준비하여 사전에 패널 참여자들에게 읽어보도록 하였다. 이 자

료들은 연구팀이 직접 작성한 것은 아니었고, 주로 연방정부 자료,

과학잡지, 시민단체 자료 등이 포함되었는데, 정치적으로 균형을 맞

추려 노력했다고 연구팀은 진술했다(Kleinman et al., 2007).

2005년 매디슨의 나노기술 합의회의는 3주에 걸쳐 주말에 실시하

였다. 첫 세션은 패널 참여자들에 대한 세션 안내 이후 전체 패널을

3그룹으로 다시 소그룹화하여 각 소그룹별로 간사(facilitator)의 진

행 하에 나노기술에 대한 편익과 우려사항들을 자유롭게 토론한 후,

다시 전체 패널 참여자들이 모여 토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첫

세션에서 논의한 중심 주제는 두 번째 세션에서 발표할 전문가들에

게 질문할 문항들을 만드는 것이었다. 패널 참여자들은 총 8개 분야

의 질문사항들을 만들었는데, 철학적인 질문(예시-“질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질병을 치유해야 하는가?”)으로부터 매우 구체적

인 질문(예시-“위스콘신대에서 개발 중인 나노기술은 무엇이며, 어

떻게 연구비를 지원받았는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었다.

두 번째 세션은 일반 청중에게 공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시민

패널은 첫 세션에서 만들어진 질문사항들을 전문가 패널에 질의하

고 전문가들은 이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30명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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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된 일반 청중은 이런 과정을 경청하였다. 두 번째 세션에 초청된

전문가들은 화학자, 나노물질 공학자, 공공정책 분석가, 윤리학자 등

이었다. 마지막 세션인 세 번째 세션에서는 다시 소그룹별로 두 번

째 세션에서 논의된 결과를 토의한 후, 전체 시민패널이 모여서 최

종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합의회의 결과는 위스콘신 주정부

청사에서 기자회견를 통해 공표되었다(Kleinman et al., 2007).

이 합의회의 보고서는 크게 ‘보건 및 안전 관련 규제’, ‘매체보도

및 정보 이용가능성’, ‘관련 정부기구의 설치’, ‘연구 및 연구비 지원’,

‘군사 및 감시 문제’, ‘대중 참여’ 등으로 구분하여 시민 패널들의 의

견을 제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제안된 사안 중 주요 내용을 소개

하면 다음과 같다. 즉, 규제적 목적을 위해서는 “명확하고 정확한 나

노기술 정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 나노기술정책 개발과정에 시민

참여를 위해 지역, 주정부, 연방정부 수준의 효과적인 운영체계(예,

시민 포럼 등)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 민간기업에 의한 나노물질의

안전과 독성 검사 결과에 일반 대중의 접근을 허용할 것, 그리고 나

노기술이 무기개발 등에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 등이었다(Citizen

Panelists, 2005).

위스콘신 스테이트 저널(Wisconsin State Journal)과 같은 지역언

론매체는 이 나노기술 합의회의에 대해 보도한 바 있는데, 해당 기

사를 작성한 스타인(Jason Stein) 기자는 합의회의에 참여했던 비크

(Gail Vick)라는 시민을 인터뷰한 결과를 중심으로 나노기술에 대한

현황과 시민들의 반응을 기술하는 방식으로 기사를 작성했다. 비크

는 손자를 둔 52세 여성으로서 암치료를 받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합의회의 참여를 통해, 시민들이 나노기술에 대해 거의 모를 뿐 아

니라 정부가 어떻게 이 기술을 규제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잘 모른

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인터뷰에서 답했다. 이 기사의 말미에서

기자는 그녀가 말한 “그것은 행정에 관한 것이고, 규제에 관한 것이

며, 윤리에 관한 것이다. 본질적으로 기술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는

의견과 함께 사람들이 이에 대해 토론할 수 있도록 주제를 부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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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야 한다고 덧붙인 주장을 인용하며 기사를 마무리했다(Stein,

2005.8.30.).

이 합의회의 연구팀은 합의회의에 참여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인

터뷰를 실시하기도 했다. 연구팀에서 준비한 11개의 설문문항 중에

‘나노기술’이 포함된 것은 2개에 불과한데, 실제로 나노기술에 특정

하여 질문한 것은 한 개밖에 없었다.52) 이는 이 합의회의를 주도한

연구팀이 ‘나노기술’보다는 ‘합의회의’ 자체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

음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즉 연구진이 합의회의 모델을 기획

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합의회의에 적합한 주제로서 나노기술을

채택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실험적인 측면과 비록

연방정부의 공식적인 수행이 아니었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2005년

에 매디슨에서 개최한 나노기술 합의회의는 미국에서 「21세기 나

노기술 연구개발법」이 2003년에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기획되고

시도되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었다. 아울러 연구팀의 기획 자체

에는 위와 같은 연구목적 측면의 한계가 존재했지만, 나노기술 합의

회의를 통해 시민패널이 도출한 결론은 나름대로 유의미했다고 판

단된다. 위에서 예시한 합의회의 보고서에서 시민패널이 제안한 내

용들을 보면, 나노기술에 대한 규제정책을 시행하기 앞서 명확한 정

의를 내려야 하고, 향후 관련된 안전성 연구결과에 접근성을 제고해

52) 설문문항은 다음과 같았다. (1) 매디슨 나노기술 합의회의에 참여하신 이유
는 무엇입니까?; (2) 참여를 통해 얻거나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3) 합의
회의 과정에서 과학자들로부터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 과정에서 과학에
대한 인식이 바뀌셨습니까?; (4) 합의회의 과정에서 과학기술적 의사결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5) 이번 경험을 통해
자신이 시민으로서 과학기술 이슈에 효과적인 역량이 있음을 느꼈습니까?;
(6) 합의회의 중에서 어느 과정이 가장 유용했습니까?; (7) 합의회의 중에서
어느 과정에서 가장 실망스럽거나 문제점을 발견했습니까? 만약 다른 합의
회의를 기획한다면 무엇을 바꾸시겠습니까?; (8) 다른 합의회의에도 참석할
의향이 있습니까?; (9) 나노기술 연구개발 이슈에 다른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방식의 시민참여에 대해 관심이 있
습니까?; (10) 합의보고서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떠한 종류의 영향입니까?; (11) 합의보고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Powell & Kleinman, 2008: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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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는 것 등은 정책적으로도 의미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합의회의를 통해 시민들의 나노기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나노기술정책에 대한 참여의사를 고취했다는 측면에서도

의의가 존재했다. 다음 장에서 절을 달리하여 다시 언급하겠지만,

2005년 나노기술 합의회의에 참여한 시민들이 나노카페(Nano

Cafés) 활동, ‘나노기술 시민연합’(Citizens Coalition on

Nanotechnology, CCoN) 결성 및 활동, ‘나노기술시민참여기

구’(Nanotechnology Citizen Engagement Organization, NanoCEO)

결성 및 활동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위스콘신주와 연방정부의 나노

기술정책에 참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부분도 문헌 상에 잘

드러나지 않은 실질적인 2005년 나노기술 합의회의의 의의라고 평

가할 수 있다.

2005년 나노기술 합의회의 이후에 2008년 3월에는 ‘나노기술과 인

간능력 향상’(nanotechnologies and human enhancement)을 주제로

한 미국 전역의 시민기술포럼(National Citizens’ Technology

Forum, NCTF)이란 명칭의 합의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합의회의는

NSF가 나노기술과 사회 연구를 위한 거점으로서 연구비를 지원하

는 애리조나 주립대학의 나노기술센터(The Center for

Nanotechnology in Society at Arizona State University,

CNS-ASU)가 주도하여, 10여 년의 시민기술포럼 운영경험이 있는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의 연구

진과 협동연구로 진행한 것이다(Hamlett et al., 2008). 2008년 시민

기술포럼을 기획했던 거스턴은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당시에 합의회

의 방식을 선택한 이유로 합의회의가 덴마크에서 개발된 숙의 방식

으로서 기대됐으며, 게다가 자신이 이미 미국에서 덴마크식 모델의

최초 합의회의 사례를 연구했기 때문이었다고 진술했다. 거스턴과

같이 이 포럼을 기획한 햄릿(Patrick Hamlett)과 코브(Micheal D.

Cobb)는 기존에 인터넷 기반의 합의회의(“keyboard to keyboard”)

를 운영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세 명은 이 포럼을 통해 미국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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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을 대상으로 서로 다른 그룹 간 동시적 혹은 비동시적인 상호작

용을 할 수 있는 포맷을 설계했다. 포럼의 주제로 ‘나노기술과 인간

능력 향상’을 선택한 이유는 센터 내에서 그들의 관심주제이기도 했

지만, 「나노기술 연구개발법」에서 초인류 지능(supra-human

intelligence)와 같은 이슈가 관심사안으로 명시되었기 때문이기도

했다고 진술했다(Guston 인터뷰, 2020.8.31.). 연구진은 합의회의를

기획하면서 미국을 북동부지역(뉴햄프셔대학, 더럼), 남부지역(조지

아공대, 애틀란타), 북중서부지역(위스콘신대, 매디슨), 산간지역(콜

로라도 공업대학, 골든), 남서지역(애리조나 주립대학, 템피), 서부해

안지역(캘리포니아대학, 버클리) 등 6개 권역으로 구분하였다. 이렇

게 구분된 권역에서 전체 신청자 중 총 74명의 시민을 패널리스트

로 선발하여 시민기술포럼을 진행하였다. 각 지역별로 선발된 패널

리스트는 2주 동안 대면(face-to-face) 회의와 인터넷

(keyboard-to-keyboard) 커뮤니케이션 활동에 참여하였으며, 이에

대한 수당으로 1인당 500달러가 지급되었다. 합의회의 주최측은 패

널리스트에게 첫 대면 회의 시 61쪽 분량의 나노기술과 인간능력

향상 관련 참고자료를 배포하여 학습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다시 모

여 2차 대면 회의를 거쳐 최종 합의문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이 시

민기술포럼에서도 숙의 전후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패널리스트의

태도변화 등을 파악하였다(Hamlett et al., 2008: 4-7).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6개 지역에서 실시된 시민기술포럼 합의회

의를 통해 주최측에 의해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민들

은 그들의 삶을 형성하는 기술에 대한 정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보를 공유받고, 숙의하며, 참여하기를 갈망한다는 것이다. 둘째, 시

민들은 새로운 기술에 대해 때때로 유보적인 입장을 취함에도 불구

하고, 과학기술적 창의성과 혁신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한 지지를

보인다는 것이다. 셋째, 시민들은 새로운 기술에 대해 믿을 만하고,

정파적이지 않은 정보에 지속적으로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

한다. 넷째, 시민들은 새로운 기술로 인해 미칠 수 있는 영향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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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일상생활에서 정치경제 분야까지 매우 넓게 인식한다. 다섯째,

이 합의회의에 참여한 패널리스트는 교육받고 사려깊은 시민들로서

이들의 의견을 정부나 민간의 의사결정자들은 심사숙고하여 주의깊

게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Hamlett et al., 2008: 11).

시민기술포럼을 주관한 연구자들이 종합한 결론은 위와 같지만, 6

개 지역별로 도출된 합의문은 각각의 특색을 보였는데, 각 지역별로

도출된 최종 합의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북동부지

역은 더럼(Durham)에 위치한 뉴햄프셔 대학교(the University of

New Hampshire)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패널리스트 12명은 간결

하게 평결문(finding) 8개를 작성하고 각각의 평결문에 대해 1～6개

의 건의사항(recommendation)을 첨언하는 방식으로 최종 합의문을

작성하였다. 이 합의문에서 언급된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교

정치료(remediation)와 증진(enhancement)의 구분이 매우 주관적이

란 점, 독점적인 정보(proprietary information)의 문제점, NBIC 기술

들을 심의하거나 규제하기 위한 현행 제도의 미비점, NBIC의 발

전을 추동할 시장 인센티브의 역할, NBIC에 대한 윤리적 관점의 고

려 필요성, NBIC 제품이나 치료법에 대한 공정한 접근성의 문제,

NBIC에 대한 공공기금의 투자 문제, NBIC 기술에 대한 최악의 시

나리오 관련 토론의 필요성 등이 제시되었다(Hays et al., 2013:

302-305).

남부지역은 애틀란타(Atlanta)에 위치한 조지아 공과대학(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애틀란타의 시민

기술포럼은 13명의 패널리스트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의 최종 합의문

은 개요를 작성한 도입부문에 이어 “이런 신흥 기술들이 인류 전체

에 어떻게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인지? 누가 무엇을 할 건지를 누가

결정하고, 어떤 목적으로, 왜 하는지?”를 포함한 주요 질문 10가지를

제시하고, 5가지 분야별(규제, 정책, 장기간 효력, 불평등, 공공 정보)

건의사항을 함께, NBIC 기술에 대한 공공자금의 조달과 함께 개인

의 기부 기회도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였다(Hays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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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302).

북중서부지역은 매디슨(Madison)의 위스콘신 대학교(the

University of Wisconsin)를 거점으로 14명의 시민이 참여하였다.

이들의 최종 합의문은 서론, 경과, 목적, 정책 건의사항의 순서로 구

성하여 비교적 정형화된 형식을 띠었다. 정책 건의사항은 자금지원

의 책무성, 개인사생활 보호권 사안, 윤리적 사안, 안전/시험 사안,

건강 보험, 식품의약청(FDA), 교육 등 7가지로 구성하여 제시하였

다. 매디슨 지역의 최종 합의문에서 정부기관 중 단독으로 FDA를

명시한 것이 특기할 만하다. FDA 관련 건의사항의 내용은 대체로,

FDA에 나노기술 및 NBIC 기술에 대한 관할권을 위임하고, 특히 나

노독성(nano-toxicity) 연구에 상위의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등을 통

해 NBIC 기술에 대한 규제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도록 하는 것

이었다(Hays et al., 2013: 306-309).

산간지역을 대표하는 콜로라도 공업대학(the Colorado School of

Mines)이 있는 골든(Golden)에서는 다음과 같이 최종 합의문이 도

출되었다. 14명의 패널리스트는 서론과 증진, 교육, 주제의 세 부분

에 대한 의견을 미국 의회에 대한 공개서한 형식으로 작성하였다.53)

골든 지역의 최종 합의문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교육 부문에서 나

노기술과 관련한 이슈와 정책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NSF에서 매년 시민포럼에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과

국제적으로 정부기관, 비정부기구, 산업계 및 시민 등이 서로 모이

는 나노기술 회담을 개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규제 부문에서

는 새롭게 진보하는 기술들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를 위해서는 현행

FDA와 EPA 등의 규제기구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하면서, 새로운

규제기구인 가칭 ‘인간능력 향상 규제청’(Human Enhancement

Regulatory Agency)을 신설할 것을 건의한 점이다(Hays et al.,

53) 이 공개서한은 “Open Letter to Honorable Senators Wayne Allard and
Ken Salazar and Representatives Degette, Lamborn, Musgrave,
Perlmutter, Salazar, Tancredo, and Udall, 2008”의 제목으로 작성되었다
(Hays et al., 2013: 295-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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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295-298).

남서지역은 템피(Tempe)에 있는 애리조나 주립대학교(Arizona

State University)에서 진행되었다. 템피 지역의 패널리스트 14명은

서론을 시작으로 사회경제, 안전, 인간 정체성, 정부, 환경, 개발 이

슈, 건강, 규제 부문 및 결론 순으로 최종 합의문을 작성하였다. 패

널리스트는 합의문의 내용 중 ‘인간 정체성’에 대한 부분에서, 비록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긴 했지만 인간능력 향상 기술이 ‘죽

음’(mortality)의 의미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였

다. 이들의 최종 합의문은 다른 지역과 달리 진술문의 상당수가 ‘우

려한다’(concern)는 서술어로 마무리되었는데, 건의문 성격의 문장은

찾기 어렵다는 것이 특징이다. 최종 합의문에서 명시적인 건의사항

은 결론 부분에서 발견되는데, 정부가 전지구적인 차원으로 협력해

야 한다는 것과 새로운 규제와 조사를 위해 시민, 자연과학자, 사회

과학자, 윤리학자, 과학철학자, 정부 관료 등이 참여하는 초당파적인

위원회를 창설할 것을 제안한 것이었다(Hays et al., 2013: 285-289).

마지막으로 서부해안지역은 캘리포니아 대학교(University of

California)가 있는 버클리(Berkeley)에서 진행되었다. 이 지역에서

참여한 11명의 패널리스트가 작성한 최종 합의문은 서론과 구체적

인 건의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의사항은 (1) 지원자금의 배분,

(2) 규제의 집행, (3) 잠재적 위험과 혜택의 공표, (4) 융합기술을 사

용한 새로운 제품의 검사와 승인, (5) 공공 교육 등 4가지 사안이다.

그리고 각각 사안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정책결정 과정, 환경측면

의 고려, 개인사생활 보호문제, 공공복리와 안전, 대안과 예방 등의

관점을 적용하여 기술하였다. 개인사생활 보호문제와 관련하여 패널

리스트는 CIA, FBI, 국토안보부(Homeland Security) 등의 연방, 주

정부 및 지방정부 기관이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NBIC 기반

의 기술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였다(Hays et

al., 2013: 289-295).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민기술포럼에 참여한 패널리스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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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숙의과정 전후에 설문조사에 임하였다. 시민기술포럼을 기

획한 연구자들은 이들의 전후 응답 비교를 통해 패널리스트의 태도

변화와 학습 과정 등을 비교 분석할 수 있었다. 이들의 설문조사 전

후 응답 결과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5-2] 2008년 시민기술포럼 패널리스트 설문결과

구분 숙의 전 숙의 후

인간능력 향상으로 인한 혜택이 이로 인한 위험을

상회할 것이라는 확신
82% 66%

대부분의 과학자는 인간능력 향상의 혜택이

위험보다 크다고 확신
92% 96%

인간능력 향상 소요비용이 과다하면, 정부는 이에

대한 접근을 보증해야 함
57% 63%

개인은 직접 자신의 돈으로 인간능력 향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함
74% 55%

NBIC 기술에 대한 우려가 존재 65% 80%

NBIC 기술이 희망적임 98% 98%

평균 가구는 인간능력 향상을 추구할 여유가 없을

것에 대한 우려
63% 76%

패널리스트가 속한 가구는 인간능력 향상에 대한

여유가 없음을 우려
48% 60%

인간능력 향상에 대한 비용은 (보험회사가 아닌)

개인의 책임임
14% 32%

인간의 자연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기술은 회피해야

함
39%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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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amlett et al., 2008: 8-9 내용을 표로 정리)

위의 숙의과정 전후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이 시민기술포럼에 참

여했던 패널리스트들은 대체로 숙의과정을 통해 인간능력 향상을

위한 NBIC 기술로 인한 위험의 인식과 우려가 다소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패널리스트들은 숙의과정을 통해 NBIC 기술이 가

져올 혜택을 일반 시민들이 경제적 제약조건 때문에 받지 못 할 수

도 있을 것을 우려하면서도, 인간능력 향상에 소요되는 비용은 개개

인의 책임이라는 입장을 유지하였다. 인간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에

정부의 공공자금 투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숙의과정을 통해 다소

약해졌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이와 같은 입장 변화는 시장에서

필요한 기술의 연구는 산업계에서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이 반영되

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08년 시민기술포럼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 햄릿, 코브와 거

스턴 등은 동 포럼 결과를 주제로 논문을 쓰기도 했다. 이들 중 코

브는 시민기술포럼 결과에 대한 함의에 대해 NSF의 로코(Mihail

Roco)가 편집인으로 활동하는 『나노입자연구저널』(Journal of

Nanoparticle Research)에 게재하기도 했다. 코브는 구조화된 숙의

과정을 통해 적정한 정보에 기반한 시민의견이 제시될 수 있었고,

시민의 선호가 유의미하게 전환될 수 있었으며, 참여자들 간 신뢰와

효율성도 증진시킬 수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하지만 적정하나 정보

에 기반한 시민의견의 도출이라는 목적에서 비춰볼 때, 합의회의가

다른 방식에 비해 더 선호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했다.

아울러 자원 집중적인 합의회의 방식보다 자원이 덜 투여되는 다른

방식에 대해서도 향후 체계적인 비교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Cobb, 2011).

버클리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을 거점으로 진행된 시민기술포럼

인간능력 향상 연구에 정부의 투자 필요성

- 호응도 척도, 1(최저)～11(최고) -
7.3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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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관했던 연구자들은 미국 전역에서 실시된 시민기술포럼의 한

가지 핵심은 정부 기관으로 하여금 일반 대중에게 더 나은 과학기

술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필요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보았다. 이들

은 버클리 지역의 시민기술포럼에 참여한 시민들이 NBIC 기술들의

상업화 자체에 대한 것보다는 그에 대한 규제 시스템의 적절성과

역량에 대해 보다 더 관심을 보였다고 평가하였다(Philbrick &

Barandiaran, 2009). 시민기술포럼 사례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경

험을 토대로 클라인만, 파월(Maria Powell), 콜린(Mathilde Colin),

델본(Jason Delborne), 앤더슨(Ashley Anderson) 등은 서로 주저자

와 교신저자를 번갈아 가면서 학술지에 여러 논문을 게재했다. 비록

논문마다 저자 구성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각 논문이 도출하는 결

론과 주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논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

다.

매디슨에 있는 위스콘신 대학을 거점으로 한 시민기술포럼에 참

여했던 클라인만 등(Kleinman, Delborne & Anderson)은 2005년과

2008년 두 차례의 나노기술 관련 합의회의 사례를 비교하면서 방법

론적인 측면으로 시민들의 참여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다(Kleinman

et al., 2011).

[표 5-3] 2005년과 2008년의 매디슨 합의회의 비교

구분 2005년 합의회의 2008년 시민기술포럼

숙의 주제 나노기술 일반
NBIC 융합기술과
인간능력 향상

운영 예산 약 5,500달러 약 20,000달러

패널 인원 13명 14명

패널수당/인 - 50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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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leinman et al., 2011: 235(Table 2)에 추가 내용 편집)

특히 이들은 시민 참여를 제한 요인이자 이에 대한 유인과 보상

으로서 ‘시간과 금전’의 측면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참여에

대한 목적이 제각각 다를 수 있지만, 시간을 할애하여 온라인과 오

프라인에서 구조화된 토론에 장시간 몰입하는 것은 일반 시민 입장

에서 쉽지 않기 때문이다. 더불어 합의회의 주관자들이 의도하는 시

민패널 참석자의 ‘백지 상태’(blank slate, tabula rasa)는 실제로는

실현하기 매우 어려운 이론적 상황임을 지적하였다.

‘백지 상태’의 시민이라는 이상적 고려는 이들의 다른 논문에서 더

욱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 파월 등은 ‘상상된’(imagined) 일반 시민

에 대한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들의 논문은 숙

의 민주주의에 대한 연구자 파킨슨(John Parkinson)의 “전형적인 개

인(typical individual)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공허한 개

념일 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통계학의 대표성이라는 잘못된 생각에

근거한다”는 진술을 인용하면서 시작한다(Powell et al., 2011a: 38).

저자들은 우선 보통 시민(ordinary citizens)에 대한 기존의 선입견

이

슈

구

분

정보 접근 정부의 촉진 의무 정부의 촉진 의무

규제 예견적, 사전주의적 예견적, 사전주의적

사생활 보호 표현되고, 보호되어야 함 표현되고, 보호되어야 함

시민 참여 정책생산 과정에서
제도화 -

중등교육 - 교사 및 고등학생
교육과정에 포함

군사적 사용 회피 의무 -

건강 보험 - 지급 표시 명백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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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내러티브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일반 시민은 그들의 입장

을 더 쉽게 바꾸는가?”, “일반 시민은 그릇된 의사결정을 하기 쉬운

가?” 등과 같은 문제에 있어서, 저자들은 일반 시민의 의사결정에

대해 그렇게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리고 더 본질적으로는,

‘일반’ 시민과 ‘옳은’ 의사결정에 대해 전문가들이 어떻게 정의를 내

리는지에 대해서도 성찰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저

자들은 2008년 시민기술포럼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동 포럼에

참여했던 시민들이 일반적이고 대표성을 띤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비록 인구통계학적 접근방식에 따라 참여 시민을 모집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구성된 패널들은 미국의 전체 인구분포

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저소득층, 저교육층, 소수집단, 정치적 보수층

등을 고르게 포함하지 않았다.54) 게다가 참여 시민들은 미국의 일반

대중에 비해 NBIC 융합기술의 개념에 대해 상대적으로 잘 알고 있

었다. 이렇게 예기치 않은 결과가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 저자들은

시민기술포럼이 대부분 대학을 근거로 한 도시를 중심으로 구성되

고 운영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시민기술포럼에 참여한 시민들이

포럼을 통해 그들의 의견을 바꿨는가에 대한 문제에서는, 정량적인

통계는 참여 전후를 비교했을 때 의견의 변화가 나타났다고는 볼

수 있었지만, 참여 시민들의 의견과 감정 변화는 매우 복합적인 것

이어서 그들의 의견이 단순히 어느 방향성을 띠면서 변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저자들은 강조했다. 이 지점에서 저자들이 주목

한 것은 ‘관계 변수’(relational factor)인데, 시민들은 포럼 참여기간

54) 2008년 시민기술포럼에 참여를 신청한 시민들 중 최종적으로 패널리스트로
선발된 시민들은 일부 항목에서 미국 전체의 인구통계학적 분포와 다소 거
리가 있었다. 먼저 패널리스트들의 학력 분포는 대졸 이하가 29%, 대졸
31%, 대학원 이상 31%이고, 지지정당 분포를 보면 민주당이 44%, 공화당이
9%였고, 인종별로는 백인 65%, 흑인 15%, 아시아계 6%, 히스패닉 6%, 미
국 원주민 2%로 나타났다. 패널리스트의 분포를 보면 파월 등(Powell et
al., 2011)이 지적한 대로 저학력층, 공화당 지지자, 히스패닉 계열이 상대적
으로 덜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패널리스트의 인구통계학적 분포는 햄릿 등
(Hamlett et al., 2008: 14)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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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전문가, 주최측, 다른 참석자 등과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주고

받는 정보를 통해 그들 자신의 관점을 형성해 나갔다는 것이었다

(Powell et al., 2011a).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8년 시민기술포럼에서는 온라인 토

론과정(keyboard to keyboard, K2K)이 대면 패널토론(face to face,

F2F)에 앞서 수행되었다. 델본 등은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졌던 참여

시민들의 토론과정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등

을 활용한 컴퓨터 매개방식의 의사소통(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CMC)에 관한 문헌들은 참여자들의 열의도(degree

of enthusiasm)가 매우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델본 등

이 분석한 결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시민기술포럼 사례에서 인터넷

토론세션은 오히려 참여자의 자율성을 제한하였고 결과적으로 시민

의 자발적인 참여도를 제고하는 데 실패하였다. 논문의 저자들은 이

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게 된 원인으로, 시민에게 익숙하지 않은 소

프트웨어의 디자인, 실시간으로 동시에 토론 참여가 어려웠던 점,

그리고 주관자의 전략 문제 등을 지적하였다. 특히 간사(facilitator)

의 전략 부분을 예로 들면, 참여 시민들은 자연재해와 같은 환경 문

제와 관련한 NBIC 융합기술의 이슈를 논의하다가도 해당 이슈가

포럼의 주제(나노기술과 인간능력 향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간사

의 의견에 직면하는 경우도 있었다. 저자들은 향후 인터넷 토론과정

을 합의회의에 포함시킬 때는 시민 친화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설계

하는 것은 물론, 간사의 역할에 대해 정교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

언하였다. 궁극적으로 숙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대면 토론이 반드

시 필요하다는 것도 첨언하였다(Delborne et al., 2011).

파월 등은 델본 등의 논문(Delborne et al., 2011)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2008년 시민기술포럼을 주관한 연구자들이 NBIC 융합기술 문

제를 다루면서 왜 ‘환경 보건과 안전’(environmental health and

safety) 이슈는 포함시키지 않았는지 문제를 제기하였다. 파월 등은

이런 문제에 대해 당시 주관한 연구자들에게 전자메일로 질의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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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지만 답변을 받지 못 하였다고 한다. 비록 명확한 사유는 파악할

수 없었지만 파월 등은 이런 문제가 주최측의 기획과 설정에서 비

롯한 것이라고 추정한다. 즉 그들이 ‘환경 보건과 안전’ 이슈를 제외

하게 된 것은 주최측이 시민기술포럼을 상류지대(upstream)에서의

참여로 설정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환경 보건과 이슈’는 NBIC 융합

기술의 개발 이후 단계인 하류지대(downstream)에서 논의 가능한

참여의 문제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파월 등은 이

문제가 함축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했다. 먼저, 이런 방법론적인 이

슈의 집중은 참여 시민들로 하여금 숙의를 촉진하기보다는 강제한

다는 인식을 갖게 하였다. 다음으로, 주최측은 포럼 참여자들이 수

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주고 받는 방식의 숙의’(give-and-take of

deliberation)에 숙달되도록 시도하였음에도, 오히려 이를 제한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주고 받는 방식에 따라 참여 시민들이 환경 보건

과 안전 이슈도 논의 대상에 포함시키자고 거듭 제안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주최자들이 이를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환경 보건과

안전 이슈는 NBIC 융합기술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도출될 가능

성이 높을 것이라는 정치적 고려가 작용했다고 파월 등은 주장한다.

아울러 이 문제는 권력의 비대칭적인 구조를 여실히 보여준다. 즉

숙의과정에서 온라인 진행자, 현장 진행자 및 참여 시민 간 권력의

비대칭성과 이슈 설정의 경직성 등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마지막으

로 파월 등은 그들이 만든 용어인 “적극적 수동성”(active passivity)

으로 참여 시민들의 숙의과정이 제한적이었음을 보여준다(Powell et

al., 2011b: 35). 참여 시민들은 시민기술포럼이 일종의 연구과제로

진행되는 실험적 성격임을 잘 알고 있었고, 이와 같은 인식은 그들

의 숙의가 적극성이나 위임된 권한의 성격을 띠는 데 제한적인 역

할을 했다(Powell et al., 2011b).

앞에서 언급한 논문들은 대체로 시민이 수동적으로 정보를 취한

다는 잘못된 인식 혹은 상상에 대해 지적하였다. 이런 문제의식과

일맥상통하게 앤더슨 등(Anderson, Delborne & Kleinman)은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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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포럼에 참여했던 시민들이 포럼 주관자들이 설정한 틀에 구속

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추구하는 측면을 강조하여 보여주었

다. 일반적으로 합의회의의 틀은 주최측이 제공한 정보를 학습한 이

후 토론을 통해 합의과정을 거치게 된다. 하지만 앤더슨 등이 관찰

한 바에 의하면, 시민기술포럼에 참여한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전문

가뿐 아니라 동료 패널리스트, 온라인 검색, 미디어 등으로부터 정

보를 습득하고 취합하였다. 참여 시민들은 이런 자발적인 정보추구

행위를 통해 추상적인 이슈를 구체화할 수 있었고, 공동체의식을 형

성할 수 있었으며, 더 복잡한 이슈에 대한 탐색도 가능했고, 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자체적인 평가도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참여 시민

들의 정보추구행위는 이와 같은 외관적인 순기능뿐 아니라 정보편

차에 의한 새로운 정보 비대칭성의 문제가 패널리스트 사이에서 나

타나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저자들은 향후 합의회의를 기획하고 수

행하는 주관자는 참여 시민들에게 연구자로서 그들 스스로 정보 수

집, 분류, 공유, 분석 등과 같은 역할을 위임할 필요성을 제안했다

(Anderson et al., 2012).

앞에서 살펴 본 논문들에서 보여 준 핵심 이슈들을 종합하여 델

본과 슈나이더는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금전적인 인센티브

가 참여자의 수와 다양성을 제고할 수는 있을지라도 오히려 이것으

로 인해 대표성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인

터넷 기반의 시민 숙의과정은 지역적으로 광범위하게 분포된 참여

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에도, 이에 따른 상충관계와 부작용을 주의깊게 살펴봐야 한다. 셋

째, 온라인 숙의과정에서 토론 주관자는 참여자들의 접근 가능성과

관련 정보의 추가 검색 가능성 등의 문제에 대해 더욱 주의깊게 관

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었다(Delborne & Schneider, 2012).

이상과 같이 시민기술포럼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 연구자들은

대체로 합의회의에 관한 방법론, 운영방식, 결과에 대한 함의 등에

관심을 보였다. 한 편으로는 시민기술포럼에 관한 이들의 연구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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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주도의 기술융합정책을 정당화하는 측면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예컨대 NBIC 기술융합전략을 기획한 NSF의 디렉터인 베인브리지

와 로코는, 『나노입자연구저널』(Journal of Nanoparticle

Research)에 ‘나노기술로 촉발된 과학기술융합’이라는 주제로 게재

한 논문에서 기술융합이 가져올 사회적 함의에 대한 사례연구의 하

나로 ‘시민과학기술’(citizen science and technology)을 소개하였다.

그들은 시민과학기술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일반

인이 참여하는 다양한 방식을 예시하였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그들이 2008년 시민기술포럼에 대한 클라인만 등(2009)과

콥(2011)의 논문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기술융합에 대한 일반 시민들

의 의견이 기존의 기술영향평가(technology assessment)와 다른 방

향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표현한 것이다. 저자들은 기존의 기술영향

평가에 대해, “사회과학자들”이 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의도하지 않

은 부정적인 결과와 같은 기술혁신에 대한 인간적 측면의 효과를

연구하는 것으로 표현하였다. 하지만 그들은 클라인만 등의 논문 사

례를 언급하면서, 기술융합이 오늘날에는 훨씬 더 잠재적으로 낙관

론적인 관점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술진보의 성과에 대한 사회-기술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단초가 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Bainbridge &

Roco, 2016).

위와 같은 연구들의 의의와 한계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 합의회의

에 참여한 시민의 입장에서 그들이 어떻게 융합기술정책 이슈에 대

해 생각하고 판단했는지에 대해서는 심층연구가 부족한 점은 본질

적인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2005년 나

노기술 합의회의에서 참여했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노기술 관련

시민단체를 조직하고, 연방정부에서 실시하는 나노기술 관련 의견

수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비록 대학 연구팀의 실험적인 성격으로 시도되었던 합의회의였지만,

이 실험에 참여했던 시민들이 이를 계기로 직접 나노기술 정책과정

에 참여하였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실험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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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고 볼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이다.

제 3 절 한국의 나노기술 영향평가 사례

한국의 경우 나노기술의 상류지대에서 이뤄진 사전주의적 활동이

라 언급할 수 있는 것은 나노기술을 대상으로 수행된 기술영향평가,

윤리적, 법적, 사회적 함의(ELSI) 연구, 시민참여회의 등을 들 수 있

다. 「과학기술기본법」을 근거로 기술영향평가를 수행하는

KISTEP이 초기에 나노기술 영향평가를 수행했으나, 국가나노기술

정책센터가 설치된 이후에는 동 센터가 「나노기술개발촉진법」에

따라 영향평가를 추진했다. ELSI 연구의 경우 동 센터가 자체적으

로 수행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정부 연구비 발주에 의해 대학의

연구자가 수행했다. 시민참여회의도 연구비 지원에 의한 대학 연구

자 주도의 실험적 연구 방식으로 수행됐다. 이 세 가지 활동은 행위

주체, 근거, 활동내용 등에서 각기 다르지만, 넓은 의미에서의 기술

영향평가 활동으로 볼 수 있다. 나노기술 ELSI 연구는 주로 한국연

구재단과 나노기술연구단의 연구과제 발주 형식으로 이뤄졌다. 나노

기술 초기에 이뤄진 연구재단 발주의 ELSI 연구(권복규, 2010)는 기

존의 ELSI 방식과 같이 문헌조사, 전문가 의견 및 설문조사 등으로

이뤄졌지만, 나노기술연구단의 연구과제로 수행된 ELSI 연구들은

다양한 방법론을 통해 수행됐다. 이 절에서는 KISTEP과 국가나노

기술정책센터 등이 주관한 기술영향평가와 ELSI 연구 사례를 살펴

보고, 다음 절에서 연구자 주도로 이뤄진 시민참여회의 사례들을 살

펴볼 것이다.

2001년 「과학기술기본법」에 기술영향평가 조항이 명시된 이후

정부주도의 기술영향평가는 2003년에 처음으로 시범 사업이 실시되

었다(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04). 기술영향평가의 대상기술로는 “나

노기술(NT), 바이오기술(BT) 및 정보기술(IT) 등이 상호 유기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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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융합하여 전혀 새로운 형태와 가능성으로 발현되는 기술”로서 이

른바 ‘NBIT 융합기술’로 설정하였다. 한국의 NBIT 융합정책은 나노

기술(NT), 생명공학기술(BT) 및 정보기술(IT)의 앞 영문자를 조합

해서 만든 융합기술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당시 정부는 여섯 가지

중점 기술분야를 이른바 6T로 명명하여 개발정책을 추진하고 있었

다. 여기서 6T는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IT), 생명공학

기술(Bio Technology, BT), 나노기술(Nano Technology, NT), 환경

공학기술(Environment Technology, ET), 우주항공기술(Space

Technology, ST), 문화콘텐츠기술(Culture Technology, CT)의 여섯

분야를 일컫는 것이었다. 6T 중 CT는 미국의 NBIC에 비견되는 인

지과학기술(Cognitive Technology)이 아닌 문화기술임이 특기할 만

하다. 제21대 과학기술부 장관(2001.3.26.～2002.1.28.)을 역임한 김영

환 전 장관은 한 인터뷰에서 장관 재임 당시 6T 발전계획을 기획할

당시 IT와 BT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던 상황을 회고하기도 했다(박

영아 편, 2015: 187-188). 당시 한국 정부는 6T 가운데 NT, BT, IT

를 NBIT 융합기술로 묶은 것이었다. 제2장에서 미국의 NBIC 융합

정책과 한국의 NBIT 융합정책 간 차이점은 이미 살펴본 바 있다.

NBIT 융합기술이라는 용어는 정부의 다른 공식 기술정책이나 기본

계획 등이 아닌 2003년 기술영향평가 보고서에서 처음 언급된 것이

었다. 보고서에 의하면, NBIT 융합기술은 기술별 융합분야에 따라

NBT, NIT, BIT로 세분되었는데, 당시 정부에서 구분한 세부기술분

야와 대표 기술 및 제품은 아래의 표와 같았다.

[표 5-4] NBIT 융합기술의 세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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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기술분야 대표 기술 및 제품

NBT

나노바이오칩/센서
나노바이오센서, DNA칩, 단백질칩,

Lab-on-a-chip 등

나노바이오소재 생체모방 나노소재, 기능성 나노소재 등

나노생물학
바이오/화학 센서, 광바이오시스템,

생체나노머신 등

NIT

정보처리분야 양자컴퓨터, 나노전지 등

정보전송분야
나노복합 광통신용 광소자, 실리콘

나노점의 전광소재/소자 원천기술제품 등

정보저장분야 테라급 초고밀도 자기 정보저장 매체 등

정보표시분야
차세대 리소그라피 원천기술, MEMS

기술제품 등

BIT

바이오인포메틱스

DNA해석 소프트웨어, 단백질해석

소프트웨어,

바이오 DB 마이닝 등

바이오맴스
초고밀도 집적회로, 초소형 기어, 초미세

기계구조물 등

(출처: 과학기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04: 31)

NBIT 융합기술이 공식적인 한국 정부의 기술개발정책으로 수립

되지는 않았으나, 기술영향평가의 대상기술로서 선정된 사유에 대해

서는 위에서 언급한 당시의 6T 추진정책에서 비롯한 것이라는 해석

이 가능하다. 당시의 회의록을 보면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은 미래

기술로서 자료제공이 가능할 수준으로 이미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기술이어야 하고, 국민적인 이목을 주목시킬 수 있는 이슈화에 부합

해야 했다. 하지만 당시 NBIT 융합기술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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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성 없이 위원회 내에서 토론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컨

대 ‘과학기술전문분과위원회’는 BT를 중심으로 한 NBIT 융합기술

에 초점을 두고 있었던 반면, ‘사회문화전문분과위원회’에서는 나노

기반 융합기술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이승룡, 2017).

이 기술영향평가 시범 사업에서는 45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결

과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미국 OTA가 수행한 방

식의 전문가 중심적 기술영향평가 방식으로 사업이 수행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시민단체와 같은 다양한 분야의 주체들이 참여하지

않음에 따라, 동 기술영향평가 결과 보고서에서는 기술영향평가의

운영측면에서 “일반국민, 시민단체, 연구자 등 이해집단의 실질적 참

여를 통해 영향평가의 속성인 양면성에 대한 사회적 함의 도출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제언사항에 포함되어 있을 정도였다. 이 기술영

향평가 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NBIT 융합기술 연구에 대한 지

원과정과 연구결과의 실용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윤리적 문제를 강

조했다는 점이다. 이는 연구개발과정에서 연구자가 지켜야 할 윤리,

연구지원 주체가 지켜야 할 윤리, 연구결과 실용화 단계에서 지켜야

할 윤리로 구분되었다. 먼저 연구자가 지켜야 할 윤리로는 기술의

잠재적 위험성을 공개하고, 연구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객관성과 공

개성을 확보할 것을 주문하는 동시에, 연구자의 직업윤리

(professional ethics) 교육의 필요성도 강조되었다. 연구지원 주체가

지켜야 할 윤리로는 정부주도 사업 추진 시 정부예산 집행의 책임

성과 연구주제 선정과정의 투명성이 요구되었다. 아울러 민간주도

사업 추진 시에도 정부주도에 못지 않은 투명성이 요구되며, 부정적

인 연구결과에 대해서도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서는 강조

하였다. 연구결과 실용화 단계에서는 지적소유권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와 함께 연구결과의 비평화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억제해

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NBIT 융합기술이 일상

화될 미래시점에서 ‘인간+사이보그’에 대한 윤리적 책임 문제와 자

기복제성 및 나노수준의 자연선택과정에 대한 대응도 주문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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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는 사실이다(KISTEP, 2004: 126-135).

비록 시범사업이긴 했지만, 기술영향평가라는 방식으로 수행된 첫

시도였다는 점에서 이 시범사업에 대하여 기대와 함께 우려가 공존

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 시범사업에 대해서 2003년 12월 시민과학센

터는 매우 강한 어조로 비판하였다. 당시 필진은 「프레시안」에 기

고한 글을 통해, 기술영향평가의 중립성과 객관성 문제, 주제 선정

의 문제, 시민사회와 소통의 문제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매우 실망적

이었다고 정부를 비판하였다. 첫 번째 중립성과 객관성의 문제에서

시민과학센터는 기술영향평가 결과가 과기부와 한국과학기술평가원

(KISTEP)의 의도대로 변질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아울러 기술

영향평가의 주체 문제는 이미 우려된 사안이었으며 현실화되고 있

다고 비판하였다. 시민과학센터는 기술영향평가의 주제 선정과정에

도 문제를 제기하였다. 한국보다 먼저 기술영향평가를 수행해온 외

국의 사례와 비교할 때, NBIT 융합기술은 당초 기술영향평가의 의

도와 목적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으며, 기술적 모호성으로 평가 자체

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웠다고 비판하였다. 마지막으로 동 센터는

동 기술영향평가가 시민사회와 소통하려는 노력도 거의 기울이지

않았음을 비판하였다. 게다가 일반 시민의 참여는 말할 것도 없이

실제 기술영향평가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 중 시민사회와 관련된 사

람은 극소수였음을 지적하였다(시민과학인 그룹, 2003.12.16.). 시민

과학센터 필진의 위와 같은 비판은 기술영향평가가 제도적으로 도

입된 이후 처음으로 이를 수행하는 부처와 전문기관이 기술영향평

가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물론 위와 같은 비판과 함께, 처음 시도된 기술영향평가에 대하여

나름의 의의를 발견하고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려는 입장도 존

재했다. 당시 산업기술평가원 이사장을 역임하고 있었던 이장무 서

울대 교수는 기술영향평가 위원장으로 참여한 경험을 토대로 「조

선일보」에 관련 내용으로 시론을 기고하였다. 시론 내용을 보면 기

술영향평가 보고서에서 언급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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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을 상대로 주요 일간지에 기술영향평가제도를 소개하고 그 실

시결과를 알리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었다(이장무, 2004.12.26.). 이와

같은 다소 중립적인 기술영향평가에 대한 칼럼에 비하여, 당시 한국

과학기술인연합 운영위원으로 활동했던 박상욱 박사는 정부의 기술

영향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비판적인 시각의 칼럼을 「전자신문」에

기고했다. 특히 박상욱 박사가 지적했던 것은 기술영향평가 참여자

들의 반과학적 혹은 비과학적인 인식 부분이었다. 이 때문에 향후

기술영향평가와 같은 정부의 공식적인 과학기술정책 관련 활동에

과학기술인의 참여가 더욱 진작되어야 한다고 그는 주장하였다. 이

는 과학기술 현장에 있는 과학기술인들이 정작 과학기술정책 관련

현장에서는 참여가 부족한 ‘역설적인’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박상욱, 2004.10.1.). 박상욱 박사는 이후 숭실대와 서울대

교수로 부임하면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국가나노기술정책센

터가 주관한 기술영향평가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다.

한국 정부는 2003년에 NBIT 융합기술을 대상으로 기술영향평가

시범 사업을 실시한 이후, 2004년 10월부터 시작하여 2005년 12월에

이르기까지 본격적인 기술영향평가 사업을 실시했다(국가과학기술위

원회, 2005a). 대상기술은 “무선주파수를 이용하여 식별정보가 입력

된 초소형 반도체를 지닌 물체나 사람 등을 판독, 추적,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인 비접촉 무선인식기술(RFID)이 선정되었다. 2005년도

기술영향평가의 추진방향은 “시민단체 등의 참여폭을 확대하고 기술

영향평가 전과정을 공개함으로써 균형된 시각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수렴 과정이 포함되었다.

2003년도 시범 사업이 전문가 위주로 진행되었던 것에 비교할 때,

2005년도 사업은 참여형 기술영향평가를 명시적으로 지향하였던 것

이다. 보고서 내용을 볼 때 독특한 점은, 해당기술의 산업․ 경제적

파급효과에서는 주로 시장규모의 확대와 생산성 및 부가가치의 증

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사회·문화·환경보건·윤리적 파

급효과에서는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을 구분하여 기술한 것을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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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정책제언에서는 해당 기술의 영향평가 결과가 정책에 반영

되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며 향후 ELSI적 연구를 강화할 것 등

이 제시되었다. 2005년에는 RFID에 대한 기술영향평가 외에 나노기

술에 대한 기술영향평가도 별도로 정부기관에 의해 수행되었다(국가

과학기술위원회, 2005b). 나노기술에 대한 기술영향평가가 별도로 수

행된 이유는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제19조에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나노기술의 발전과 산업화가 경제·사회·문화·윤리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미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기 때문이다. 나노기술의 기술영향평가 제

도화 과정은 앞 장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다.

2005년도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인 나노기술은 “물질을 나노미터

크기의 범주에서 조작․분석하고 이를 제어함으로써 새롭거나 개선

된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소재․소자 또는 시

스템을 만들어내는 과학기술”로 정의되었다. 2005년도 나노기술 영

향평가에서 언급된 사회·문화적 측면의 영향평가 결과를 보면 다음

과 같다. 먼저 건강과 환경 측면에서, 나노입자의 특성 상 인체 침

투, 흡입 및 흡수뿐 아니라 인체 조직내 이동, 축적, 부유성 등의 가

능성이 높으므로 생산 및 연구 현장에서 안전성문제가 우려된다고

지적하였다. 사회·윤리의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나노기술에 의해

이익과 손해 차이가 발생하는 나노격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나

노기술로 인한 기기의 소형화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증대하며, 시

민사회의 나노기술 저항에 따른 나노기술 및 평가의 신뢰구축 문제

가 대두될 것으로 내다봤다. 나노기술 영향평가 보고서에서 종합적

인 정책제언은 산업·경제적 관점과 사회·문화적 관점의 두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산업·경제적 정책제언으로는 나노기술개발 총

괄 조정 및 지원 체제를 구축할 것과 나노기술개발 적정 투자규모

유지 및 장기투자시스템과 효율적인 평가시스템을 구축할 것이 포

함되었다. 마지막으로 사회·문화적 정책제언으로는 기반연구로서 나

노기술의 안전성 연구, 사회문화적 연구, 대중의 이해 연구, 대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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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 채널 확보, 나노기술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

치 마련 등이 포함되었다(과학기술부 & KISTEP, 2005).

2005년 나노기술 영향평가를 추진하면서 주최측은 동년 10월 12

일에 공청회를 실시하기도 했는데, 이 공청회에서 지정 패널과 참여

한 시민들의 의견은 크게 세 가지로 종합되었다. 먼저 공청회 참여

자들은 “나노기술 관련 국가연구개발 사업비를 확대”하고, “일정 비

율의 독성 및 안전성 연구를 수행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관한 세

부내용으로는, ‘나노물질의 안전성, 유해성 및 독성 등 나노기술의

기반 연구를 위해 나노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일정 부분을 연

구비로 지원’,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된 나노입자가 일으키는 천식, 폐

질환, 폐암 등에 관한 연구 지원’, ‘본 업무를 객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침 및 가이드라인 제정의 필요성’이 제안내용에 포함되었

다.55) 다음으로, 나노기술의 다양한 측면을 대국민 대상으로 홍보할

것이 제안되었다. 여기에는 ‘국립중앙과학관 및 대전과학관 등의 상

설 전시를 통해 나노기술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상시 홍보’하고, ‘초·

중·고등 교과서에 균형 잡힌 나노과학기술의 소개’와 함께 ‘과학기자

들의 주기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체적으로 제안되었다. 마지막으

로 기술영향평가의 상시실시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 제안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독립적인 기술영향평가 기구를 설치하여 기술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수립하고 세계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결성하며, 일반 시민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개방형

기술영향평가’를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이에 포함되었다(과학기술

부 & KISTEP, 2005: 166-167).

2005년의 나노기술 영향평가에서는 공청회 참석 외에는 시민들의

다른 참여나 역할이 보이지 않지만, 대신에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10～50대 남녀 500명에 대한 인터넷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아울러

55) 최근의 나노기술정책 추세는 나노물질을 자연상태의 물질이 아닌 나노수준
의 가공된(engineered) 물질로 정의하고 있으나, 2005년 당시 공청회 참석자
들이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된 나노입자”까지도 연구지원 대상에 포함할 것
을 제안한 것은 특기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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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영향평가의 전과정을 공개하고자 하는 취지로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도 했다.56) 인터넷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의 71%가 나노기술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나노기술의 위험성에

관한 설문에서는 7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는데, 0점(매우 위험하

다)으로부터 4점(보통이다)을 거쳐 7점(매우 안전하다)까지 척도가

구성되었다. 응답자들의 척도 평균은 5.19였는데, 4점에 23.6%, 5점

에 24.2%, 6점에 33.4%가 응답했으며, 매우 안전한 정도인 7점에도

12.4%가 응답했다. ‘나노기술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라는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83.8%가 나노기술이 향후 미칠 영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예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인 답변을 선택한

응답자들은 이에 대한 이유로 ① 생활을 윤택하게 함, ② 현재 기술

의 한계를 극복한 첨단 분야, ③ 인간 생명 연장 및 의학의 발전,

④ 타분야의 적용 및 파급의 가능성, ⑤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경제

및 국가 경쟁력 향상 등의 순서로 선택하였다. 이에 반하여 응답자

의 15.4%는 ‘그저 그런 영향을 보일 것이다’, 0.8%는 ‘부정적인 영향

을 보일 것이다’로 응답하였다. 나노기술이 부정적인 영향을 보일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이에 대한 이유로 ① 기술의 안전성 미흡,

② 상당한 투자액 필요, ③ 과학발전의 양면성에 따른 피해 예상 등

의 순으로 선택하였다(과학기술부 & KISTEP, 2005: 166-177).

이와 같이 살펴 본 2003년의 NBIT 영향평가와 2005년 나노기술

영향평가는 KISTEP에서 주관하여 수행되었으나, 이후에는

KISTEP의 주관 하에 별도의 나노기술 관련 영향평가가 수행되지

않았다.57) 정부에서 추진한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 차원에

56) 2005년도 기술영향평가와 관련하여 KISTEP이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는
http://www.takorea.or.kr였는데, 해당 평가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폐쇄
되었다. 사이트의 명칭을 보면 기술영향평가를 위한 전담 사이트의 목적으
로 개설한 것처럼 보임에도 단기간의 이용에 그쳤던 것이다.

57) 2001년 「과학기술기본법」 제정시 기술영향평가 조항이 포함된 이후,
KISTEP이 초창기에 수행한 기술영향평가는 전문가 중심적인 방식으로 수
행됐다. 이후 십여 년간 기술영향평가를 수행하면서 KISTEP은 나름의 시민
참여 방식인 ‘시민포럼’과 인터넷 설문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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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테라급나노소자개발사업단’은 2006년 4월부터 2008년 3월까지 2

년간 ‘나노기술 개발에 관한 윤리적, 법적, 사회적 영향에 대한 연구’

를 수행했다. 이조원 단장이 책임을 맡은 이 연구는 스위스의

IRGC(International Risk Governance Coucil)과 국제공동연구를 수

행한 점에서 다른 유사한 성격의 연구와 차별되었으며, “식품 및 화

장품 분야 나노기술 응용의 위험 통제”를 부제로 하여 나노기술 전

반이 아닌 식품과 화장품 분야에 한정한 영향연구를 수행했다. 이

연구는 주로 국내외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수행했는데, 나노물질의

위험성에 관한 연구가 아직 부족하다는 것과 이런 정보의 부족과

지체가 공공기관, 업계 및 NGO 간 신뢰 상실로 이어졌다고 진단했

다(이조원, 2009).

2009년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한국연구재단을 통해 ‘국가나노기술

전략수립연구’과제의 세부과제로 발주한 ‘나노기술의 윤리적, 법적,

사회적 영향 연구’를 이화여대의 권복규 교수가 수행하였다(권복규,

2010). 이 연구에서는 국민을 대상으로 나노 ELSI 쟁점에 대한 인식

조사를 포함하였는데, 이 조사는 한국의 20대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학력별 유의할당표본 추출법을 적용하여 총

500명을 표집하여 2009년 12월 한달간 전화설문을 실시한 것이었다.

권복규 연구팀은 설문조사의 내용을 크게 네 가지로 구성했는데, 이

는 ‘나노기술에 대한 인지 여부’, ‘나노기술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인지’, ‘각 (잠재적)위험성에 대한 심각성 인식 정도’, ‘나노기술과 관

련된 규제에 대한 의견’ 등으로 구분되었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

답자의 78.4%가 나노기술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2005년

KISTEP의 기술영향평가 당시 설문조사 결과였던 71%의 인지도에

서 다소 상승한 것이었다. 나노기술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계속 발

전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64%가 동의하였으며, 나노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인체 유해성 고려에 관한 질문에서는 57%가 고려하

지 않는 것으로 응답했다. 나노기술이 미칠 부정적 영향과 관련한

질문에서는, 먼저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서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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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범죄 및 테러에 악용될 가능성에 대해서 48%가, 사회적 차별 가

능성에 대해서는 34%가,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유해 여부에 대해서

는 58%가 각각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나노기술과 관련한 규제에 대

해서는 ‘철저한 검사와 규제’(80%), ‘정보의 제공과 공개’(72%), ‘사

전에 국민의사 반영 필요’(68%) 순으로 응답자들이 동의하였다(권복

규, 2010: 104-119). 이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나노기술이 향후

사회적 차별을 가져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의

심각성을 보인 것이 특기할 만하다. 2005년에 실시한 KISTEP의 설

문조사와 비교할 때, 2009년의 설문조사는 나노기술의 부정적 영향

에 대한 구체적인 설문과 규제정책의 방향에 관한 설문 등을 포함

했다는 측면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권복규 연구팀은 일반 국민에 대한 인식조사 외에 나노기술 연구

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도 실시했다. 다만 설문조사의 응답자가

20명에 불과했기 때문에 일반화하기 어렵지만, 나노기술 연구자들이

ELSI 활동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로서 의

의가 존재한다. 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나노기술 연구자들은

프라이버시 침해와 같은 문제보다는 환경파괴 등 안전성 관련 문제

에 더 우려하고 있었다(권복규, 2010: 120-128). 권복규 연구팀은 실

효성 있는 나노기술 ELSI 활동을 위하여 ‘나노 ELSI 사업단’을 독

립 법인으로 설립하여 부처간, 연구기관간 나노 ELSI 연구를 총괄

하게 할 것과 ‘나노 ELSI연구센터’ 설립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권복

규, 2010: 147-150). 이와 같은 ELSI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 연

구의 책임자였던 권복규 교수는 ELSI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다. 그는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나노기술 ELSI 연구를 긍

정적으로 회고하지 않았는데, 그 주된 이유는 과학계와 법학, 윤리

학, 사회학 각 학계간 대화가 단절된 상태에서 각자 그들만의 입장

만 강조하였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일부에서는 과학소설(SF)적인 나

노기술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었다고 그는 술회했다. 그는 이런 배

경에서 수행되는 ELSI 연구는 효과가 없으며, ELSI 연구가 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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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도입된 학문적 유행 차원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비판했다(권복규

인터뷰, 2020.9.23.).

2010년부터 정부는 별도의 ‘국가나노기술정책센터’를 지정하여 정

부의 나노기술 관련 정책을 지원하도록 했다. 권복규의 연구는 나노

기술의 ELSI 연구로서도 의의가 있었지만, 정부가 ‘국가나노기술정

책센터’를 설치하는 데 참고자료로서 기여했다고도 볼 수 있다.

2010년 8월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을 센

터로 지정하였으며, 2017년 7월에는 재료연구소를 센터로 변경 지정

하였다. 동 센터는 나노기술 관련 정책 기획 및 연구와, 나노기술

관련 정보수집과 분석은 물론, 나노기술 관련 홍보와 네트워크 구축

등을 수행해왔다. 구체적으로는 국가나노기술 종합발전계획 수립,

동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국가나노기술지도 수립

등을 지원하고, 나노기술 관련 논문과 특허 동향분석, 나노기술 연

감, 이슈페이퍼, 심층분석 보고서 및 웹진 등을 발간하는 것이 센터

의 역할에 포함된다.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제19조에 명시된 나노

기술 영향평가의 수행도 동 센터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명시되었

다.58) 그동안 국가나노기술정책센터에서 나노기술 영향평가와 관련

하여 자체 수행한 연구결과로는, 「나노기술 경제적 영향 평가」

(2014), 「나노기술의 영향 평가 연구-사회, 환경, 문화, 건강, 안전

을 중심으로-」(2015), 「나노기술 부정적 영향 연구」(2015), 「나

노기술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소비자 인식 패턴 분석 연구」(2015),

「한국에서 나노기술의 사회적 수용 제고를 위한 ELSI 정책 연구」

(2015), 「수소경제에 미치는 나노기술 영향평가」(2019) 등이 있다.

「나노기술 경제적 영향 평가」(2014)는 나노기술 관련 산업(반도

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에서 수집된 시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DEFRA(The UK Defra comparative methodology model)라는 방법

58) 국가나노기술정책센터 홈페이지 내용 참조.
https://www.nnpc.re.kr/bbs/content.php?co_id=06_05 (최종 검색일:
20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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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을 적용하여 나노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산출한 것이다. 이 보고서

는 결론 부분에서 기술영향평가와 관련하여 “나노기술의 개발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평가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

산업현황에 적합한 새로운 나노기술의 경제적 가치 평가 방법론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배성훈 외, 2014a: 142). 일반적

으로 기술영향평가가 기술이 경제·사회·문화·윤리·환경 등 다방면에

미치는 사회적 함의 연구로서 인식되는 것을 고려하면, 이 보고서는

나노기술의 영향을 경제적 부문에 한정하여 기술적 방법론으로 경

제적 가치를 정량적으로 산출하였다는 점에서 접근방식이 기존의

기술영향평가 방법론과 구별된다. 국가나노기술정책센터의 이런 경

향은 다음 해인 2015년에 수행한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확인된다.

「나노기술의 영향 평가 연구-사회, 환경, 문화, 건강, 안전을 중심

으로-」(2015) 보고서 내용을 보면 당시 나노기술정책센터 연구팀이

기술영향평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보여준다. 이 보고서는

기존의 연구들이 “기술에 의해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서

술구조를 보였으며, 나노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부정적인 측면에 초

점을 맞춰왔다고 그 한계를 지적했다(배성훈 외, 2015b: 150). 연구

팀은 기존 기술영향평가에 대한 대안으로써 시스템 다이내믹스

(system dynamics)와 같은 방법론을 활용하여 소위 ‘나노기술 영향

분석 MAP’을 작성하여 사회(S), 환경(E), 문화(C), 건강(H), 안전(S)

각 분야별로 나노기술의 혜택사항을 제시하였다. 일례로 기존의 나

노기술 영향평가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던 사회분야와 안전분야

에서 나노기술 영향 분석 MAP은 아래과 같은 세부내용으로 구성되

었다.

[표 5-5] 나노기술 영향분석 MAP의 주요 내용

대분류 중분류 혜택(Benefit)

사회(S) 생산 생산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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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배성훈 외, 2015b: 151)

위와 같은 나노기술정책센터 연구팀의 나노기술 영향평가에 대한

인식은 후속 연구에서도 지속적으로 반영되었다. 2015년의 다른 연

구인 「나노기술 부정적 영향 연구」(2015)의 표제에서도 상징적으

로 나타나 있듯이, 해당 연구에서는 별도로 나노기술의 ‘부정적 영

향’만을 중점적으로 분석했다. 이 보고서에서 정의한 바에 의하면,

연구팀은 나노기술의 환경보건안전(EHS) 연구와 윤리적·법적·사회

적 함의(ELSI) 연구를 나노기술의 부정적인 측면의 연구로 인식하

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아울러 동 보고서는 나노기술의 EHS와

유사하게 ELSI에 대해서도, “나노기술의 ELSI 측면에서의 부정적

영향은 나노기술의 발전이 사회에 가져올 영향을 윤리적, 법적, 사

회문화적 측면에서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의미

한다”고 기술하였다(배성훈 외, 2015a: 4-6). 흥미로운 사실은 위의

보고서들과 같은 해에 발간된 나노기술정책센터의 다른 보고서에서

는 나노기술 ELSI에 대해 다른 관점으로 접근했다는 것이다. 나노

기술정책센터의 「한국에서 나노기술의 사회적 수용 제고를 위한

ELSI 정책 연구」(2015) 보고서는 국내외 나노기술 ELSI 연구의 현

황을 분석하고 향후 한국에서 나노기술 ELSI 연구에 관한 추진방향

을 제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위에서 인용한 정의와는 다른 방식

으로, ELSI가 기존의 사회과학이나 STS 분야에서 논의되었던 측면

과 유사하게 정의하였다. 해당 연구팀은 ELSI를 “협의의 ELSI”와

제품
용량증가, 속도향상, 기능강화, 수명연장, 안전성

향상

국방 국방력 향상

안전(S)

개인안전 인체보호, 위생개선, 보호기능 향상

사회안전
범죄예방

시설물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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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의의 ELSI”로 구분했는데, 협의의 ELSI의 예로 기술영향평가를

들었으며, 광의의 ELSI는 기술영향평가와 같은 협의의 ELSI를 통해

발굴된 이슈들을 “과학기술의 진행단계에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정의했다. 이와 같은 협의와 광의의 ELSI 측면

에서 해당 연구팀은 정책 제언사항에서, 향후 정부는 “단지 부정적

인 영향에 대한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대응과 같은 “협의의 ELSI”에

머물지 않고, 기술혁신이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보다 능동적인 “광의의 ELSI” 관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

다”고 제시하였다(강상규 외, 2015: 74).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

면, 나노기술의 ELSI에 대한 정의 부분에서는 나노기술정책센터 연

구팀 내부에서 서로 다른 접근방식을 취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하지

만 연구팀이 협의의 ELSI 사례로 제시한 기술영향평가를 부정적인

영향을 중심으로 한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활동으로 묘사한 부분을

보면, 전반적으로 이들의 기술영향평가에 대한 인식은 대동소이했다

고 볼 수 있다.

2017년에 나노기술정책센터가 재료연구소로 이관·변경된 이후에는

2019년에 「수소경제에 미치는 나노기술 영향평가」라는 표제로 나

노기술 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동 영향평가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본격적인 영향평가에 앞서 대상기술 선정위원회의 논의59)를 거쳤으

며, 대상기술로 선정된 “수소경제에 미치는 나노기술”에 대한 환경

적 영향평가, 사회적 영향평가, 경제적 영향평가를 실시했다. 이 보

고서에 사용된 영향평가 방법론은 주로 문헌연구와 전문가 분석이

었으며, 경제적 영향평가의 경우에는 산업연관분석 방법론이 적용되

었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대상기술의 범위가 거시적임에 따라

구체적으로 사회,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과 이슈 파악에 어렵다는

59) 2018년 10월 10일 국가나노기술정책센터에서 개최한 ‘대상기술선정위원회’
회의는 영향평가 대상기술 후보로 ① 수소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나노기술,
② 나노촉매 기반의 깨끗한 생활환경, ③ 초고효율 분산 독립전원 시스템
등 세 가지를 도출했으며, 최종적으로 “수소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나노기
술”로 대상기술을 선정했다(국가나노기술정책센터, 201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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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와, 경제적 영향평가에서도 전문가 의견에 의존한 방법론 상의

한계를 스스로 평가했다. 아울러 나노물질의 안전성에 대한 검증과

규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필요성을 인정했다(국가나노기술정책센

터, 2019). 2019년 나노기술정책센터의 영향평가는 KISTEP에서 적

용하고 있는 대상기술 선정위원회 절차를 따랐지만, 이 영향평가에

서도 ‘시민사회의 참여’는 보이지 않는다. 여전히 나노기술정책센터

에서 전문가 중심적인 영향평가가 시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01년 「과학기술기본법」에 명시된 이후 KISTEP에서 실시하는

기술영향평가는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도 실시 햇수가 증가함에 따

라 전문가 주도형에서 시민참여형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KISTEP이 주관하는 기술영향평가는 2006년도 이후

로 대상기술선정위원회에서 대상기술을 선정하고 있으며, 점진적으

로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기술영향평가가 시민참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화한 과정을 보면 2006년도에 처음으로 시민평가방식을

도입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자원한 시민을 대상으로 공개포럼을 개

최하였고, 2008년도에는 시민평가 자체의 독립적 운영과 시민 참여

확대를 유도하고자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민배심원회의 형태로 추

진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진화과정 속에서 실질적으로 기술영향

평가가 참여적으로 이뤄어졌는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이영희 교수는 기술영향평가의 제도화에 따른 긍정적인 함의에도

불구하고 정부 주도로 형식적인 절차 위주로 진행되면서 심지어 ‘졸

속’으로 이루어진 부분도 있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이영희, 2007).

심지어 나노기술에 대한 기술영향평가는 기술영향평가가 시행되는

초기에 이뤄진 이후 이와 같은 방법론의 진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2010년 이후부터는 정부에서 국가나노기술정책센터를 지정함에

따라 나노기술 영향평가의 주체도 KISTEP이 아닌 동 정책센터로

변화하였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 정책센터의 연구

진은 기존의 기술영향평가나 ELSI 활동을 기술의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는 측면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이들이 추구하고자 했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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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기술의 영향평가 방식은 시스템 다이내믹스와 같은 매우 기술적

인(technical) 방식이었으며, 그들 자신은 이를 나노기술의 긍정적인

영향을 분석하는 새로운 방법론으로 인식하기까지 했다. 이런 나노

기술정책센터의 기술영향평가에 대한 몰이해와 기술적인 접근방식

이 가능했던 배경은 구조적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나노기술 연

구개발을 주도하는 정부 부처는 가급적 나노기술의 긍정적 영향을

부각시키고 부정적인 영향은 최소화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 속

성을 가진 부처가 지정한 나노기술정책센터는 부처의 나노기술 개

발방향과 취지를 잘 수행하도록 임무가 설정되었다. 게다가 센터장

직은 한동안 과학기술부처 공무원 출신으로 임명되었다. 제1대 센터

장인 김창우 소장은 과학기술부에서 원자력안전과장, 우주기술심의

관 등을 거친 공무원 출신이었으며, 제2대 센터장인 김재신 소장도

부처에서 연구환경안전과장 등을 역임한 공무원 출신이었다. 2017년

부터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재료연구소로 센터가 이관되었

는데, 이때부터는 재료연구소 내부 인사(제3대 한유동, 제4대 임창

동)가 센터장을 역임하고 있다. 부처 공무원 출신 센터장이나 정부

출연연구소에서 기술개발 연구를 수행해 온 연구자 출신 센터장은

정부부처의 개발중심적인 기술관료적 접근방식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과 같은 구조적 한계는, 과학기술기

본법에서 기술영향평가 조항에 대한 시민단체의 의견에서 이미 대

두되고 경고된 바와 부합하며, 기술영향평가의 주체가 부처의 이해

관계에 종속될 경우 나타나게 될 우려가 이미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나노기술정책 추진과정에 참여했던 익명의 관계자

는 국가나노기술정책센터 초기에 소장으로 과학기술부 국장급 공무

원이 임명되었던 것에 대해 나노기술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과학기

술부와 긴밀하게 협조가 이뤄질 수 있었던 것이 장점이었다고 회고

했다. 과학기술부 관료 출신이라고 해서 기술개발 중심의 사고를 가

진 것은 아니었는데, 초대 김창우 소장의 경우 원자력안전과장을 역

임하면서 기술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체득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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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이 있었다. 김창우 소장의 원자력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 경험은

2011년에 나노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과학기술부가 수립하는 과정에

서 국가나노기술정책센터가 주도적인 지원 역할을 하는 기반이 되

었다고 한다. 아울러 이 익명의 관계자는 국가나노기술정책센터가

수행한 기술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주기적으로 나노기술 영향평가를

수행하기에는 변화하는 내용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안

으로 주요 지표와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다고

답변했다(나노기술정책 관계자 B 인터뷰, 2020.9.18.).

제 4 절 한국의 나노기술 시민참여 실험

한국의 STS 연구자들은 2009년과 2010년 및 2012년에 나노기술

을 주제로 한 시민참여 방식의 실험들을 수행한 바 있다. 이 절에서

는 이 사례들을 한국의 나노기술정책과 관련하여 STS 연구자들이

직접 수행한 사전주의적 실험 사례로서 인식하고 그 의의와 한계를

논하려 한다. 2009년 한국과학창의재단 과학문화지원사업에서 2천만

원을 지원받아 수행된 과제의 일환으로 실시된 ‘나노기술 시민자문

회의’ 사례는, 고려대학교의 김문조 교수가 연구책임을 맡아 2009년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에 걸쳐 수행한 것이다(김문조, 2009). 이 사

업의 결과보고서에서 연구진은 ‘시민자문회의’가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된 시민참여방식임을 강조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시민자문회

의는 “제한된 시간(대략 4,5일간) 동안, 사전에 주어진 공공적 과제

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주민등록명부에서 무작위로 선발된

20-25명의 시민집단이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대안적 시민

참여모델”이라고 설명하였다(김문조, 2009: 3). 이 보고서에서 사용

한 시민자문회의는 독일의 디넬(Peter C. Dienel) 교수가 창안한 플

래닝 셀(planning cell)을 지칭한 것이다.

플래닝 셀은 ‘시민자문회의’, ‘시민자문위원회’ 등으로 해석되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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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고 있다. 디넬에 의하면, 이 회의 방식은 1972년에 독일 슈벨름

(schwelm)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1999년까지 39개 지역에서 155회

이상 시도되어 수십만 명이 이 방식에 참여하여, 갈등이 첨예한 이

슈에 대해 조정하고 합의하는 데 효과적이었으며, 이후 또 다른 시

민참여 방식인 시민 배심원제(citizens’ juries)의 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다고 한다. 플래닝 셀은 대체로 무작위로 선정된 25명의 시민

을 대상으로 제한된 시간 동안 특정 이슈에 대한 학습과 논의를 마

친 후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기본방식으로 한다(Dienel, 1999; 박

희봉, 2010). 이 과제의 기획부터 실행 및 사후보고 단계까지 전과정

에 참여했던 조아라 박사는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많은 시도가

이뤄졌던 합의회의 방식이 아닌 플래닝 셀 방식을 도입한 배경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시민참여 모델은 합의회의뿐 아니라 다양한 방

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과 다른 방식을 추구하였다고 답변했다.

그녀는 해당 과제를 대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교육적 성격의

프로그램으로 기획했기 때문에, 합의회의와 같이 찬반 토론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보다는 나노기술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들

을 수 있는 행사가 더 적합한 기획 방향이었다고 회고했다(조아라

인터뷰, 2020.10.6.).

고려대 STS 연구팀이 수행한 나노기술 시민자문회의는 2009년 8

월 18일(화)부터 8월 21일(금)까지 4일에 걸쳐 “지속가능한 나노기

술 발전”을 주제로 일반시민 4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참여 신

청은 2009년 7월 1일부터 8월 17일까지 유선전화와 웹사이트

(club.daum.net/stsacademy)를 통해 접수했으며, 참가비 명목으로

신청자로부터 각자 1만원을 받았다. 웹사이트를 통해 이 실험연구에

신청한 참여자들은 60명 정도였으나 40명으로 제한하였다. 연구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전체 참여자들의 성별 비율은 남성 52%, 여성

48%였으며, 연령별로는 20대 88%, 30대 4%, 40대 4%, 50대 4%였

고, 직업별로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 84%, 회사원 4%, 인턴연구원

4%, 주부 4%, 교사 4%로 나타났다. 참여자 중 이공계 대학생 및



- 191 -

대학원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는데, 이에 대해 주최측은 논의 주

제가 나노기술에 관한 것이어서 아무래도 이공계 대학생 이상의 참

여도가 높았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참여를 신청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방송국의 다큐멘터리 작가(당시 38세)와 중학교 교사(당시 30

세)도 포함됐다.

나노기술 시민자문회의는 총 4일에 걸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

다. 1일차에는 오리엔테이션에 이어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이호성

박사가 “나노 세계로의 초대”를 주제로, 서울시립대 철학과의 이중

원 교수가 “나노윤리”를 강연했다. 1일차에서는 전문가 강연 사이에

소그룹모임와 나노기술에 대한 이미지를 꼴라주화하는 시간도 할애

되었다. 2일차에서는 나노메디컬 유경화 소장의 “의료 속 나노기술”,

가톨릭대 사회학과 이영희 교수의 “나노기술 거버넌스”, 고려대 과

학기술학연구소 김동광 교수의 “나노기술과 위험”의 전문가 강연이

있었으며, 소그룹 모임 시간도 역시 강연 사이에 포함되었다. 3일차

에는 오전과 오후에 걸쳐 소그룹 모임으로만 편성되었다. 4일차에서

는 오전에 서울대 현택환 교수의 “나노기술의 현재와 미래” 강연에

이어, 시민자문회의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거쳐 전체 발표

와 평가로 마무리되었다. 이 행사의 전체 프로그램은 아래의 표와

같았다.

[표 5-6] 나노기술 시민자문회의 프로그램 내용

일시 시간 내용

첫째날

8월18일(화)

10:00-10:10
STS 아카데미 환영식

개회사: 김문조(고려대 교수)

10:10-10:30 시민자문회의 전체 오리엔테이션

10:30-11:30

전문가 강연 1 “나노 세계로의 초대”

이호성(한국표준과학연구원

미래융합기술연구부장)



- 192 -

(출처: 김문조, 2009: 12)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 사후 설문조사를 보면 회의 참여

이후 나노기술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

컨대 사후 설문조사에서 “지속가능한 나노기술 발전에 대한 가치관

11:40-12:30 워킹 그룹별 꼴라주 작업

13:30-14:30 꼴라주 전체 발표

14:40-15:40
전문가 강의 2 “나노윤리”

이중원(서울시립대 철학과 교수)

15:50-17:00 시민자문회의 소그룹 모임

둘째날

8월19일(수)

10:00-11:00
전문가 강의 3 “의료 속 나노기술”

유경화(나노메디컬 국가핵심연구센터 소장)

11:00-12:00
전문가 강의 4 “나노기술 거버넌스”

이영희(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13:30-16:00 시민자문회의 소그룹 모임

16:00-17:00
전문가 강연 5 “나노기술과 위험”

김동광(고려대 과학기술학연구소 연구교수)

셋째날

8월20일(목)

10:00-12:00 시민자문회의 소그룹 모임

13:30-17:00 시민자문회의 소그룹 모임

넷째날

8월21일(금)

10:00-11:00
전문가 강연 6 “나노기술의 현재와 미래”

현택환(서울대 교수)

11:00-15:00 시민자문회의 보고서 작성

15:00-17:00 시민자문회의보고서 전체 발표 및 평가

17:00-19:00 STS 아카데미의 밤, 수료증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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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에 관한 질문에 대해 “그렇다”가 30.3%, “매우 그렇다”가

27.3%로 응답되어 참여자 57.6% 이상이 나노기술에 대한 가치관 변

화를 인정했다. “나노기술 제품에 관한 생각 전환”에 관한 질문에서

도 참여자들은 “그렇다”가 30.3%, “매우 그렇다”가 18.2%로 응답하

여 48.5% 이상이 나노기술 제품에 대해서도 가치관의 변화를 느꼈

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응답자들이 응답한 “나노기술에 대한 가치

관 변화”와 “나노기술 제품에 대한 생각 전환”이 구체적으로 어떤한

방향의 변화와 전환이었는지는 이 연구보고서에서 명확하게 제시되

지는 않았다. 참여자 다수는 과학기술정책에 시민참여가 필요하다는

데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에 대한 사전 설

문조사에서 “나노기술 발전에 시민참여 필요성”에 대해 69.7% 이상

이 필요성(5점 척도에서 4점 이상)을 인정했고, 사후 설문조사에서

는 “과학기술 관련 문제에 대한 시민참여모델 도입 강화 필요성”에

대하여 75.7%가, “과학기술정책에 시민자문회의 모델 적용 타당성”

에 대해서는 69.7%가,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시민참여 필요성”에 대

해 63.6%가 필요성을 긍정(5점 척도에서 4점 이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전 설문조사에서 이미 나노기술 발전에서 시민참여의 필

요성에 대한 인식이 이미 높았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이런 인

식이 어느 정도 높은 시민들이 이런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

기 때문이라고 행사 주최측은 해석하였다. 이 행사 전후의 설문조사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5-7] 나노기술 시민자문회의 참석자 설문결과

응답
척도

과학기술 관련
문제에 대한

시민참여모델 도입
강화 필요성

과학기술정책에
시민자문회의 모델
적용 타당성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시민참여
필요성

0 0 0 0
1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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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척도 : 0(전혀 그렇지 않다) < 1 < 2 < 3 < 4 < 5(매우 그렇다)

(출처 : 김문조(2009)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구성)

참여자들은 4개의 소그룹으로 나뉘어서 나노기술에 관한 학습과

토론을 실시했으며, 각 소그룹별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표하는 시

간을 가졌다. 소그룹에 주어진 토론 주제는 다음의 다섯 가지였다.

즉 “나노기술이란 무엇입니까?”, “나노기술이 주는 혜택은 무엇이라

고 생각하십니까?”, “나노기술의 위험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

니까?”, “윤리적 관점에서 나노기술은 어떻게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

하십니까?”, “나노기술의 시민참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성, 방식, 내용 등)?” 등을 주제로 했다(김문조, 2009: 30). 흥미

로운 점은 사후 설문조사 문항 중 “나노기술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가치관이나 태도에 변화 시기”에 관한 설문에 대하여 평균

10% 내외를 득한 강사들에 의한 개별 강연보다 ‘소그룹 토론’이

32.7%라는 높은 응답 비율을 득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개별 강연보

다도 참석자들 간에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논의되는 과정을 통해

그들 스스로 나노기술이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가치관이나 인

식이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이 행

사의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소그룹 토론에서 나노기술과 관련한 다

양한 주제가 논의되었는데, 예컨대 나노기술과 삶의 질, 불평등 문

제, 지식의 차이, 사회적 파장과 위험성 등이 논의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참여자들은 소그룹 토론 과정에서 미국의 2007년 시민기술

포럼 주제였던 ‘인간능력 향상’(human enhancement)의 문제를 포함

한 철학적인 문제도 논의하는 등 매우 심층적인 토론이 진행되었음

을 짐작케 한다(김문조, 2009: 38).

2 6.1% 9.1% 6.1%
3 18.2% 21.2% 30.3%
4 30.3% 51.5% 45.4%
5 45.4% 18.2% 18.2%
계 1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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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사의 소그룹에서 특정 주제에서는 서로 다른 측면의 의견이

팽팽하게 제시되기도 했는데, 일례로 한 소그룹에서는 “나노가 정보

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나?”는 문제의 사안에 대하여 2명은 “정보

제공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있는 기술이 될 수 있다. 정보의 불균형

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다른 2명은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나머지 2명은 “정보제공에 대한 제한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은 다양하다. 나노기술에 국한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상반된 주장을 견지했다고 한다. 그리고 같은 소그룹은 역시 “나노

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사안에 대하여 3명이 “환경에

도움이 된다. 기름이 바다에 유출된 경우 나노기술을 활용해서 수거

할 수 있는 기술도 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친 반면에 다른 3명은 “예상하기 어렵다. 불확실

성에 대한 통제를 생각해야 한다. 상용화된 이후에 문제를 해결하기

는 어렵다. 상용화 이전에 안전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다소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김문조, 2009: 77-78).

한 소그룹은 나노를 주제로 다양한 행위주체(나노, 의사, 철학자,

공학자, 시민 등)들이 등장하는 역할극을 통해 보고서를 대체하기도

했는데, 주최측은 최종 보고서의 형식에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

었다. 이는 정형화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시민자문단에게 부담

을 갖게 할 것으로 주최측이 우려했기 때문이다. 다른 소그룹은 나

노기술이 살상무기로 사용될 수 있으며 생태계를 파괴할 수도 있고,

나노기술을 직접 다루는 연구원의 안전에 위협요인이 될 수도 있음

을 지적했다. 이를 바탕으로 동 소그룹은 나노기술의 위험성 측면을

고려할 때, 전문가들만의 논의가 아닌 일반 시민참여를 통한 각종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 소그룹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시민이 참여하는 정책위원회, 연구결과 인증

제도, 시민참여 인증마크 등도 제안했다. 비록 나노기술에 대한 ‘규

제’의 필요성이나 ‘규제정책’과 같은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으나, 그

의미상으로 나노기술에 대한 광의의 규제방향을 제안한 것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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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할 수 있다(김문조, 2009: 38).

이 행사를 기획한 고려대 STS 연구팀은 자체적으로 동 행사를

평가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파급효과가 존재했다고 강조했다. 먼저,

참여자들로 하여금 ‘과학기술과 사회’의 관계를 이해하고 널리 알리

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다음으로, 다양한 전공적 배경을 가진 참

여자들이 동일한 주제에 대해 토론을 하면서 인문사회분야와 이공

계분야 간 소위 “두 문화”(two cultures) 현상을 극복하는 계기로

평가했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참여자들 간에 의사소통

을 활성화했다고 자체적으로 진단했다. 특히 연구팀은 다양한 분야

간 의사소통이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은 STS를 통해 가능하다고 보

았는데, 이는 STS가 근본적으로 다양성과 간학문적 속성을 가진 학

문분야로서 통합적이고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봤기 때문이다(김문조, 2009: 42). 실제로 시민자문회의에 참여했던

시민 A씨는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이 회의에 과학기술 정책 관련

행사의 “분위기가 어떤지 알아보고 싶어서” 참여했다고 밝히면서 당

시 자신의 참여도는 “소극적”이었다고 회고했다. 하지만 A씨는 과학

기술 관련 이슈와 정책에 시민의 참여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매스

컴을 통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필요”하고, “교육기관을 통해 학생들

의 인식개선도 필요”하며, “과학기술정책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영

향을 미치는지도 많이 알려져야” 한다고 인터뷰에 응답하는 등 시민

참여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시민 A 인터뷰, 2020.5.24.).

이 프로그램에서 나노기술의 잠재적인 위험성이나 부정적인 측면

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논의되었던 것과 달리, 나노기술에 대한 규제

정책의 필요성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

았다.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다. 우선 이 회의

를 주도한 연구팀의 주요 관심사안이 나노기술정책의 구체적인 방

향성에 있지 않고 나노기술정책 수립과정에서의 ‘시민참여’에 더 무

게중심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의 2005년 위스콘신-메디

슨에서 수행되었던 나노기술 합의회의에서 연구진이 기획한 설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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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에 대해서 논한 바와 같이, 연구진이 나노기술 자체보다는 시민참

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는 점에서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2009년이라는 시점을 고려할 때, 즉 나노기술

에 대한 개발 이슈가 아직 지배적인 시기였기 때문에 규제에 대한

논의는 아직 본격적으로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도 들 수 있다. 마지

막으로 이 사업을 발주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사업취지가 “국민의

과학문화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과학문화사업의 추진주체와 역

량강화” 자체에 목적을 둔 것이었기 때문에, 나노기술에 대한 규제

방향까지 논하는 것은 사업취지를 벗어나는 것으로 연구진에서 인

식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 실험연구는 대학에서 자발적으로 나노기술을 주제로 시민참여

방식으로 시도한 것으로, 기존의 정부 부문(정부 산하기관 포함)에

서 주도한 기술영향평가 등과는 다른 방식이었다. 기존의 기술영향

평가가 전문가 주도형과 시민참여형을 혼합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던

것에 비해, 고려대학교 STS 학자들이 시도한 것은 전형적인 시민참

여방식으로서 그 시도 자체에 유의미한 정책적 함의가 존재한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연구진을 통해 이 사례가 논문 등으로 정리되

어 발표되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비록 규모는 달랐지

만, 미국의 2008년 시민기술포럼 사례의 경우에는 참여자들이 각자

다양한 관점으로 연구논문을 작성하여 연구결과를 널리 알렸음을

비교할 때 더더욱 그렇다.

미국에서 NSF에서 제도적으로 나노기술에 관한 사회적 함의 연

구에 대해 비교적 큰 규모로 연구과제들을 지원했던 반면에, 한국에

서는 이와 같은 연구 기회가 상대적으로 거의 없었다. 2009년 시민

자문회의의 경우도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한 중대형 규모의 연구과제

가 아닌, 한국창의재단이 지원한 연구과제로서 2천만원이라는 비교

적 소액과제였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사정을 전반적으로 고

려할 때, 한국의 2009년 시민자문회의 사례는 미국의 2005년 매디슨

의 나노기술 합의회의 사례와 비교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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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 미국의 합의회의와 한국의 시민자문회의 비교

위의 비교 표를 보면, 예산 규모, 참여 시민, 수당 지급여부, 회의

방식, 회의 공개여부, 언론 보도 등의 기준으로 각 사례가 다소 다

르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민자문회의를 기획했던 조아라

박사는 해외의 다른 합의회의 사례가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비

교하여, 당시 시민자문회의에 참석을 신청한 시민들에게 등록비(1만

원)를 받았던 부분이 생소하다는 필자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
미국의

2005년 합의회의
한국의

2009년 시민자문회의

논의 주제 나노기술 일반 나노기술 일반

예산 규모 약 5,500달러 2,000만원

연구비

지원처
NSF(대학 경유) 한국창의재단

참여 시민 13명 40명

패널 거주지
미국 위스콘신주 매디슨

지역
서울 및 인근 지역

패널수당/인 주최측 수당 미지급 주최측 접수(신청비 1만원)

회의 방식
합의회의

(consensus conference)
플래닝 셀(planning cell)

회의

공개여부

일부 공개

(시민-전문가 패널 논의시)
비공개

언론보도 사후 보도 사전 보도

기자회견

여부
실시 미실시

사후

연구논문
2건 1건(결과보고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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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였다. 그녀는 연구팀의 입장에서는 당초에 등록비가 참석자들

로 하여금 참석의지를 보이도록 하기 위한 유인책 차원이었으나, 결

과적으로 불참자가 거의 없이 끝까지 행사가 진행된 것을 볼 때, 참

석수당을 지급하거나 등록비를 받는 것 자체는 크게 비교의 의미가

없어 보인다고 평가하였다(조아라 인터뷰, 2020.10.6.).

앞 절의 2005년 미국 매디슨의 나노기술 합의회의 사례에서 지역

언론매체에서 동 행사를 기사화한 것을 인용한 바 있다. 2009년 한

국 사례에서는 시민자문회의에 관한 내용이 언론에 총 6건이 보도

되었다. 하지만 6건의 언론보도가 모두 행사 개최 이전에 행사 개최

를 알리는 성격이었으며, 시민자문회의 개최 이후 행사결과에 대한

후속보도는 전혀 없었다는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그나마 시민

과학센터에서 발행한 『시민과학』 2009년 9월/10월호에 행사결과

보고 형식으로 요약 보고된 것이 유일하다(조아라, 2009).

2009년 이후에는 시민자문회의는 물론, 합의회의와 같은 시민참여

중심의 나노기술 회의방식이 별도로 기획되지 않았다. 다음 해인

2010년에는 기존의 합의회의나 시민자문회의 방식이 아닌 나노제품

시민 모니터링이 추진되었는데, 이는 교육과학기술부가 2008년부터

추진한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의 세부사업으로 수행된 ‘나노

소재기술개발사업’ 중에서 2008년 4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수행된

‘나노소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조 및 활용 기준 확립과 사회적

영향 연구’라는 세부과제의 일환으로 수행된 것이었다. 이 세부과제

는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단 서상희 단장의 연구책임 하에 총 4억 7

천만원의 규모로 수행되었으며, 서울시립대학교(연구책임자: 이중원)

와 나노기술연구협의회(연구책임자: 이상근)에 연구를 각각 위탁한

것이었다(이중원, 2012).

이 과제에서 이중원 연구팀은 기존의 합의회의와 시민자문회의

방식이 아닌 모니터링 기법을 도입하여 새로운 시민참여 모델을 발

굴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 정의한 모니터링은 “소비자가 직접

상품과 서비스를 평가,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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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제도”를 의미하는 것이었으며, 모니터링을 통한 의의로는 시민

들이 직접 기업에 나노제품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는 점, 정

부에 대해 관련 정책 수립과 집행을 촉구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나노기술과 같은 첨단기술 영역에 시민이 참여하는 모델을 발굴할

수 있다는 것 등을 제시하였다. 이는 소비자의 다양한 권리들 가운

데 ‘의견을 반영할 권리’를 행사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

를 갖는다고 연구팀은 강조하였다(이중원, 2012: 152-155).

이중원 연구팀은 2009년 11월 20일에 ‘나노기술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시민참여방안 워크숍’을 개최하여 참석한 전문가들로부터 소비

자 모니터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였고, 동년 12월 중순부터 약 2주

간 모니터링 요원을 모집하였다. 모니터링 모집은 ‘전국여성과학기

술인지원센터’를 통해 모집 공고를 냈으며, 그 결과 서울과 부산에

거주하는 30～40대의 이공계 대학 출신 여성 22명(기혼 18명, 미혼

4명)이 모집되었다. 모니터링 요원이 확정된 이후에 연구팀은 2010

년 1월 12일과 13일 서울과 부산에서 같은 내용의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고, 나노기술 인식에 대한 사전 설문조사와 나노제품에 대한

균형잡힌 강의를 약 1시간 병행하였다. 교육 이후 모니터링 요원들

은 2010년 1월 18일부터 2월 11일까지 4주간 제공받은 나노제품 조

사표를 완성하여 제출했으며, 이후 사후 설문조사와 간담회가 실시

되었다(이중원, 2012: 155-156). 이들에게 제공된 조사표는 ‘나노 소

개 문구’ 등 10가지 항목들에 대한 조사결과를 기입하도록 되어 있

었다.60)

60) 나노제품 모니터링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았다. 1. 나노라는 말이 어느 부분
에 포함돼 있는가?; 2. 나노라는 말의 의미가 설명돼 있는가. 있다면 어떻
게?; 3. 나노기술이 제품에 어떻게 적용됐는지(기술적 방법)가 설명돼 있는
가. 있다면 어떻게?; 4. 나노기술이 적용되어 제품이 기능적으로 더 뛰어나
다는 표현이나 설명이 있는가?; 5. 과장이나 잘못된 지식전달은 없는가?; 6.
나노제품이 인체 및 환경에 끼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해성에 대해 언급이나
설명이 있는가. 있다면 어떻게?(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설명 등); 7. 나노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설명이 있는가?(안전성 입증 혹은 인증 획득 등) 있
다면 어떻게?; 8. 나노제품의 가격은 일반제품의 평균 가격과 비교해 볼 때
적정한가?; 9. 조사한 나노제품에 대해 어떤 점이 주로 우려되는가?; 10.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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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대상 제품들은 당시에 이미 일상생활에서 사용되고 있

었던 총 167개의 나노제품이었는데, 여기에는 화장품, 가전제품, 건

축재, 섬유, 장난감, 세면도구, 식품, 주방용품, 세제, 운동기구, 탈취

제 등이 포함되었다. 가전제품으로 분류된 제품으로는 공기청정기,

냉장고, 가습기, 청소기, 세탁기, 세척기, 비데, 믹서기, 음식물처리기,

정수기,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전기면도기, 전기장판 등이 있었다.

모니터링 요원들이 각 제품에 대해 검토하여 조사표에 기재한 내용

중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잠재적 위험에 대한 의견’에 관한 몇 가지

답변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공기청정기의 경우는 “음이온이 발생

해 호흡기로 들어가면 어디까지 침투하며 각 기관에 어떤 영향을

줄지”, 청소기는 “필터를 거쳐 빠져나온 공기에 나노입자가 함께 날

려오지 않을지” 등의 의견이 모니터링 요원들에 의해 작성되었다(이

중원, 2012: 165-167). 은나노와 관련하여 ‘과장이나 잘못된 설명 사

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되었다.

공기청정기: ‘은나노 시스템, 새집증후군의 원인제거’라고 돼 있는

데, 이를 설명하는 자료 없음

냉장고: ‘은나노 코팅으로 음식의 신선도와 위생성이 향상’이라고

돼 있고, 대장균이 24시간 지난 후 모두 사라진 사진과 시

들었던 레몬이 다시 싱싱해진 사진이 게재됐는데, 은나노

코팅이 사진처럼 시들었던 야채와 과일을 다시 싱싱하게 할

수 있는지 의문

식품: 밀폐용기에 대한 설명에서 ‘일반 세균 수는 15만 마리 이상

이고, 나노실버의 경우 장염, 비브리오균, O-157 등에 균수

가 똑같이 10만 마리’라고 돼 있는 부분이 불신감을 준다

주방용품: 은나노의 항균력 테스트 결과가 나와 있는데 어디에서

했는지 내용 없음

건축재: ‘인체 유익한 나노은 성분에서 발산되는 음이온과 원적외

선이 유해균에 대한 항균, 살균 작용’이라고 하는데, 나노은

사한 나노제품에 대한 소비자로서의 종합 의견? (이중원, 2012: 189-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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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에서 원적외선이 나오는지 의문(이중원, 2012: 164)

다음으로 시민 모니터링단은 은나노가 함유된 제품에 대하여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잠재적 위험에 대한 의견’으로 아래와 같이 제시하

였다.

가습기: 공기 중으로 분무되는 수증기에 은 나노분말이 미세하게

라도 함께 분무돼 호흡기로 바로 들어오면 인체에 해가 되

지 않을까

세척기: 은의 미세한 입자를 배출해 세척된 과일이나 야채를 먹었

을 때 부작용 우려

장난감: 아이들이 입으로 가져가기 쉬운데, 은나노가 아이 인체에

들어갔을 때 위해성

세제: 세탁물에 지속적으로 은나노 입자가 묻어날 것이고, 세탁물

을 통해 피부 속으로 흡수될 것이라 생각

비데: 은나노 입자를 섞어 수지나 노즐을 만들었다면 나노입자가

빠져나올 가능성이 적어 사용하는 동안 인간에게 해를 미칠

것 같지 않으나 오래 사용 후 버릴 경우(묻거나 태우거나)

나노입자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어 환경에는 나쁜 영향을 미

칠 가능성

음식물처리기: 은나노 코팅된 바스켓에 담긴 음식물 쓰레기를 수

거해서 퇴비로 사용했을 경우 땅에 흡수돼 어떤 작용을 할

지

믹서기: 자주 세척하고 수세미와 마찰도 많은데 코팅이 벗겨져 하

수와 함께 은나노 입자가 유출되거나 음식을 믹서하는 과정

에서 음식 속으로 나노입자가 들어갈 가능성

섬유: 타월실에 은나노 입자가 들어있다면, 피부에 직접 닿고, 물

과 세제와 함께 사용하는 목욕 제품인데, 물속이나 피부 속

에 침투할 수 있지 않을까 우려됨(이중원, 2012: 166-167)

위의 은나노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모니터링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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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들이 제기한 의문이 상당히 논리적일 뿐 아니라, 합리적인

방식으로 문제제기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의 문제제기에

대하여 제조사로부터 설명이나 해명이 후속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제기된 문제에 대해 심층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이 모니터링

실험의 한계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시민들이 실제 나노제품의 사용

자 혹은 소비자로서 직접 제품 설명서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더

나아가 이 제품들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서 이 모니터링은 매우 의미있는 실험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

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시민 모니터링의 의견 중에는 가습기로 분

무되는 은나노 물질에 대한 위해성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제시되었

다는 점이다. 비록 사후적인 측면이지만 2011년 말부터 의문의 폐질

환과 가습기 살균제 간의 인과관계가 규명되기 시작한 것을 고려하

면, 이 모니터링이 이뤄진 2010년 초에 이와 같은 시민 모니터링단

의 문제 제기가 본격적으로 대두되지 않았던 것이 매우 아쉬운 지

점이다. 당시 나노제품 모니터링 요원으로 활동한 신지원씨는 필자

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시민 모니터링단 내부에서 공기청정기 등으

로부터 미세입자가 배출되는 것이 인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이 존재했다”고 회고했다. 그녀는 여성과학기술인지원

센터(WISET)에서 주관하는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 과정을 이수했

으며, 시민 모니터링 요원으로 활동하기 전에는 국가나노기술정책센

터에서 ‘나노 애널리스트’라는 이름으로 시민기자단과 비슷한 역할

을 하기도 했다. 그녀는 나노제품 모니터링 참여 당시 “대상기술이

비록 첨단기술일지라도 주부, 시민의 입장에서 달리 보자는 생각으

로 이 일에 임했다”고 술회했다(신지원 인터뷰, 2020.8.24.).

이 나노제품 모니터링 이후 당시 모니터 요원 중 신지원, 이인옥

두 명은 대표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들은 나노제품 모니터링 후

소감을 바탕으로 기업과 정부에 제언사항을 보고서에 기재하였다.

이들은 제언사항에서 기업에 대해서는 ① 제품설명서를 자세하고

정확하게 만들 것, ② 인증서의 내용을 정확히 표기할 것을 주문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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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정부에 대해서는 ① 나노 제품인지 아닌지를 표기하도록 의무화

하여야 한다는 것과, ② 나노 전문 인증기관을 정해야 하며, 나노물

질 안전성에 대한 인증 마크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③ 제품 설명

에 의무적으로 표기를 해야 할 사항들을 정해야 한다는 것을 제언

했다(이중원, 2012: 171-176). 이 결과 보고서에서는 요원들이 나노

제품 모니터링 과정에서 느낀 점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특히 ‘은나

노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었다.

조사한 제품 중 화장품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제품의 나노기술은

‘은나노 기술’이다. 이미 언론을 통해 우리나라 대기업의 은나노

세탁기가 미국에서 수입을 거부당한 적이 있다고 보도됐고 은나노

입자가 인체에 위험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보도된 바도 있는데

(2009년 8월 24일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흰쥐에 은나노 입자

를 90일 동안 공기로 흡입시키고 부검한 결과 암수 모두 폐에서

폐포염이나 염증성 세포덩어리가 발견되는 ‘육아종성 부위’ 등 폐

조직 이상이 발견되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가습기, 공기

청정기, 주방용품 심지어 유아용품에까지 거의 모든 제품에 은나

노 기술이 사용되었다는 것이 놀라웠다. (중략) 은나노의 항균작용

이 유익한 균이나 인체정상세포, 생태계(은나노 코팅 바스켓 음식

물 처리기)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되며, 특히 나노 입자가 직접 호

흡기로 침투 할 수 있는 제품은 인체 안전성이 우려된다.(스팀청

소기, 공기청정기, 스프레이 페인트, 새집증후군 스팀분사제품, 가

습기, 파우더 화장품 등)(이중원, 2012: 173).

이 모니터링단의 일원으로서 보고서 작성에도 참여했던 이인옥씨는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본인이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WISET)의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 과정을 이수했으며, 시민모니터링 참여 이

전에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관한 블로그 기자로 활동한 적도 있

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녀는 본인이 이공계 출신이기 때문에 과

학기술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었지만, 일반 주부들은 이공계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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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아닐 경우 “과학에 관한 부분은 머리가 아파서 보지 않는 경향

이 강하다”고 언급했다. 그녀는 당시 나노제품 모니터링단에서 “확

률로만 위험을 접근하는 방식에 한계가 있음”을 공감했다고 하면서,

“같은 환경이라도 아토피 발현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얘기

를 하기도 했다고 기억했다. 모니터링 대상 제품 중 은나노 물질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이미 당시에도 음이온이 기관지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널리 알려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기청정기 등

에서 배출되는 물질에 대한 경각심이 당시 존재했다”고 답변했다(이

인옥 인터뷰, 2020.8.27.).

나노제품 모니터링 기획에 참여했던 서울대의 김훈기 교수는 연

구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이 논문에서 김훈기는 이 사례

를 통해 “나노기술과 제품에 대한 시민의 인식과 태도가 조사방법의

설계에 따라 다르게 표출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자체 평가했

다. 이는 이전의 시민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가 대체로 나노기

술과 제품에 대해 낙관적이거나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다는 것과 상

반되는 것이었다. 김훈기는 이 사례의 한계점으로 첫째, 모니터링

요원들이 ‘국내 이공계 출신 여성(주부)’을 대표하는 집단이 아니었

다는 점, 둘째, 모니터링이 해당 제품의 설명서에만 국한된 것이었

다는 점, 셋째, 전문성의 한계로 설명서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었

다는 점 등을 인정했다. 이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김훈기는 나

노기술과 제품에 대한 새로운 방식의 시민참여 모델을 발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김훈기, 2010). 김훈기 교수는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나노제품 시민모니터링 연구과제 참여 경험에 관

한 저자의 질문에 대하여, 시민모니터링 요원으로 참여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공부를 해가면서 참여하는 등의 적극성을 가지고 있었

음을 강조했고, “시민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표현의 측면에서 잠재

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김훈기 인터뷰, 2020.6.18.).

이중원 연구팀은 나노소재기술개발프런티어사업단 과제의 일환으

로 참여적 방법론 차원의 ‘나노안전 이해당사자 포럼’을 기획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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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연구팀에 의하면, 나노안전 이해당사자 포럼은 “통합적인 나노

안전관리 체계의 구축과 실천 과정에 나노기술의 이해당사자들을

참여시키려는 나노 안전 거버넌스의 실천들 중 하나”이며, 포럼을

통해 나노기술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 간의 의견을 확인하고, 나노

안전관리 체계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책임 및 역할을 확인하며, 나노

기술 안전 관련 정책네트워크 구축은 물론 이해당사자들의 숙의에

기반한 실효적인 정책 제언을 목적으로 했다(나노소재기술개발프런

티어사업단, 2012: 1). 2012년 3월 2일에는 연구팀의 주관으로 한국

과학기술연구원 회의실에서 ‘나노안전 이해당사자 포럼’을 실제로

개최했는데, 이 포럼의 기획과정에서 이중원, 김훈기, 박상욱(숭실

대), 김병윤(서강대) 4명은 3개월간 6차례에 걸쳐 사전모임을 진행하

였다. 연구팀이 3월 2일에 개최한 포럼에는 소비자 3명, 산업계 2명,

연구계 3명, 정부측 3명 등 총 11명이 참석하였다. 소비자 그룹으로

는 ‘소비자시민모임’의 정책국장 윤명,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원 고도현, 나노시민 모니터링 요원으로 활동한 신지원 등 3명

이 참석했으며, 소비자 그룹에 대해서는 사전모임을 통해 나노안전

과 관련한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이중원, 2012: 238-242).

3월 2일에 3시간에 걸쳐 진행된 이 포럼에서, 각 이해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첫째, 나노물질의 안전성 평가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기관들 간 소통이 필요하다. 둘째, 나노

제품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 입장에서 쉽게 제공되어야 한다. 셋째,

나노제품 표시제와 안전인증 프로그램이 정부 주도로 이뤄져야 한

다. 넷째, 정부 부처간 통합적인 나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상과

같은 네 가지 사안에 대해 거시적인 방향에서 합의했지만, 이해당사

자들은 각기 다른 시각을 보이기도 했다. 소비자 그룹은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은나노 세탁기에서 세탁한 아동복을 아이가 2년 동안

입으로 빨아먹었을 때, 아이에게 노출되는 은나노의 양을 묻는다”면

서 한국에서도 이런 질문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

해당사자 포럼에 언론 부문도 참여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업



- 207 -

측에서는 2008년경에 인증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

으나, 정부는 인증 프로그램 대신 인증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플

랫폼 구축에 집중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기업 측은 “가습기 살균

제가 문제가 되어 사람이 죽었는데도 정부기구에서 책임지는 사람

은 없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미 기존의 화학물질 관리체계가 혼

란스러운 측면이 많다”고 발언하면서 정부에 대해 불신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연구자 그룹은 OECD, ISO 등의 국제기준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모습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나노제품의 기

준으로 100나노미터 이하의 크기가 적용되는데, 예컨대 나노제품 규

제에 해당하지 않는 150나노미터 물질의 속성이 100나노미터와 크

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다(이중원, 2012, 242-247).

이상과 같이 나노기술 정책 추진 등과 관련하여 시민이 직접 참

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된 한국의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이 사례들은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나노기술 관련 법제에 기술영향평가가 명

시되어 제도화의 기반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노기술 영향평

가는 정부와 시행기관의 이해와 의지 부족으로 인하여 시민참여 방

식으로는 수행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 연구팀이 자체적으

로 수행한 나노기술에 대한 시민참여 실험들은 상당히 의미있는 시

도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09년 김문조 연구팀이 수행한 시민자문

회의는 나노기술에 대한 한국 최초의 시민참여 실험이었으며, 이중

원 연구팀은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시도하여 2010년에 나노제품 모

니터링을, 2012년에 나노안전 이해당사자 포럼을 수행했다. 이중원

교수는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기존의 기술영향평가, 합의회의 등은

나노기술의 초기단계에서 초보적인, 시행착오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참여하는 시민의 나노기술 문해력(literacy)도 낮은 수준이었다는 것

에 한계가 존재했다고 언급했다. 이중원 교수는 이와 같은 한계가

발생하게 된 배경 중 하나로 기술영향평가 등이 나노기술에 투자하

는 단계에서 수행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를 극복하

고자 2010년과 2012년 연구에서 나노기술 초기단계가 아닌 실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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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제품에 대해 논의하면서 보다 구체적인 함의를 도출하고자 노력

했다고 한다. 그는 제품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시민, 관료, 제

조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고 실제로 의미있는 의

견이 도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나노기술발전 종합계

획 수립 등을 위한 정부 부처 회의에 참석하여 지속적으로 기술보

다 제품 중심의 논의를 할 것을 제안했으나, 정부 부처에서 수용되

지 않았다고 나노기술정책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이중원 인터

뷰, 2020.9.29.).

제 5 절 소결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과 한국에서 나노기술 관련 사

전주의적 활동이 제도적으로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전

주의적 활동 과정에서 이뤄진 시민참여 사례들은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았다. 미국의 경우에는 나노기술정책 추진 시 연방정부에

서 직접 시민패널과 합의회의를 수행한 사례를 찾기 어려웠다. 미국

연방정부는 직·간접적인 지원을 통해서 시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활동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거나 워크숍 또는 공중 회의(public

meeting)를 개최하는 수준에 그쳤다. 한국의 경우에는 법조항에 근

거하여 정부측 기관들이 나노기술 영향평가를 수 차례 수행하였으

나, 시민이 참여한 부분은 설문조사와 공청회 정도에 한정되었다.

나노기술정책 추진을 위해 정부가 지정 설치한 국가나노기술정책센

터는 기술영향평가를 기술의 부정적인 영향을 파악하는 정도로 이

해하면서, 경제적 파급효과와 시뮬레이션 방식의 연구를 기술영향평

가의 “새로운” 방법론으로 도입하기도 했다. 이는 과학기술기본법에

기술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STS 연구자와 시민단체들

이 우려했던 문제, 즉 연구개발을 주도하는 부처 산하의 기관이 기

술영향평가를 주도할 경우 연구개발의 관점에서 이를 수행하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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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현실화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참여적 전환’ 측면에서

평가한다면, ‘정책적 실험’은 성공적이지 못했던 것이다.

‘정책적 실험’에 비하여 ‘연구적 실험’은 ‘참여적 전환’의 취지와 부

합하는 방향으로 수행되었다. 미국에서 2005년과 2008년에 STS 학

자들에 의해 추진된 나노기술 합의회의 사례들과, 한국에서 STS 학

자들에 의해 추진된 2009년의 나노기술 시민자문회의와 2010년 나

노제품 시민모니터링 및 2012년 이해당사자 포럼은 전반적으로 ‘참

여적 전환’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즉 나노기술에

관한 시민들의 학습, 이해, 비판 및 대안 제시 등의 활동 측면에서

가능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의 사례들은 공

통적으로 이와 같은 ‘연구적 실험’의 결과가 실제로 나노기술 관련

정책에 반영되지 못 했던 것을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각 사례를

기획했던 연구자들은 실험적 연구의 결과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

영하려는 노력을 그다지 기울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실험 사례들은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시

도를 추구했다는 측면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한국의 실험적 연구 사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다른 함의는 ‘하류

지대 참여’의 가능성에 관한 것이다. 2009년 시민자문회의와 2010년

시민모니터링의 두 가지 사례를 놓고 비교한다면, 전자의 경우 나노

기술의 전반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한 점에서 ‘상류지대’에서 이뤄진

시민참여 사례였고, 후자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나노제품을 대상으로

한 평가였던 점에서 나노기술의 ‘하류지대’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

다. 본문에서 이미 살펴봤듯이, ‘하류지대’에 해당하는 시민 모니터링

사례에서 상대적으로 더 구체적인 시민들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

는 나노기술의 일반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구한 2009년의 시민자

문회의 결과가 구체적인 나노제품에 대한 세부 항목별 의견을 묻는

2010년 시민모니터링 사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추상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이상의 사례를 통해, 나노

기술의 초기 발전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추상적으로 논의가 진행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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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시민의 의견과 함의

를 얻기 위해서는 실제 사용되는 제품과 같이 구체적인 대상을 설

정하고, 이와 함께 시민들이 논의할 내용도 세분화되어야 한다는 점

을 교훈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하류지대

참여’가 ‘참여의 질과 효과’ 측면에서 더 유의미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 장에서 미국과 한국의 사전주의적 활동으로 기술영향평가를

살펴보았는데, 본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실 미국은 명시적으로

‘기술영향평가’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기술영향평가는 한국

에서 제도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공식적인 사전주의적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에서 기술영향평가의 의의와 실효성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최문정 외, 2019). 기술영향평가와 같은 사전주

의적 활동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에 대한 화두는 기술영

향평가의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할 수 있다. 이는

기술영향평가에 대한 시각과 기대가 보는 주체마다 달랐기 때문이

다. 그간 학계에서는 기술영향평가를 과학기술의 민주화 측면으로

접근하여 시민참여의 필요성에 중점을 두었던 반면에, 정부나 산업

계는 기술규제에 선행하는 ‘조기경보’ 측면을 중요하게 인식했기 때

문이다. 이와 같이 행위주체별로 서로 다른 이해와 기대를 갖고 있

음에도, 가장 유의미한 변화는 기술영향평가 결과의 ‘정책적 의사결

정력’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는 것이 제시된다(서지영, 2019).

KISTEP은 자체 연구를 통해 기술영향평가의 활용도를 조사한 바

있는데, 정책고객(579명) 응답자의 33.0%가 기술영향평가를 활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들은 연구개발사업 기획, 정책 입안,

기술동향분석 등에 주로 활용한 것으로 답변했다. 시민참여 측면에

서는, KISTEP 내부 연구진은 시민패널 15명 내외로 운영되는 ‘시민

포럼’의 효과에 대해 시민의 기술수용성 제고 측면에서는 제한적이

었던 것으로 자체적으로 평가했다(최문정 외, 2019). 국가나노기술정

책센터가 주관하고 있는 나노기술 영향평가의 경우 아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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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EP의 ‘시민포럼’ 방식은 도입하지 않았지만, 2018년부터 2019

년까지 수행한 ‘수소경제에 미치는 나노기술 영향평가’에서는

KISTEP의 영향평가 대상기술 선정 방식을 도입했다(국가나노기술

정책센터, 2019). 이는 향후 KISTEP이 축적한 기술영향평가의 경험

과 지식이 동 센터에도 전파되어 적용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

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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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나노위험 논쟁과 시민사회의 참여

제5장에서 살펴본 ‘실험’은 정책적 차원과 연구적 차원에서 이뤄

진 것이었다. 이는 비전, 계획, 방향, 주제 설정 등 실재하지 않는 상

황에 대한 제한적인 참여 과정이었기 때문에 ‘실험’으로 표현한 것

이었다. 이 장에서 다루는 내용은 ‘실험’이 아닌 ‘실재’를 다룬다. 즉

실제로 부각된 나노위험 논쟁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하여 실제로 시

민사회가 참여한 사례들을 살펴볼 것이다. 미국과 한국에서 나노위

험 논쟁의 주제로 부각된 것은 ‘은나노’로 인한 잠재적인 위험성 문

제였다. 제1절과 제3절에서 자세하게 논의하겠지만, 미국과 한국에

서 각각 논의된 은나노 위험 논쟁은 그 대상과 내용면에서 달랐다.

같은 사안을 두고서도 논의 내용이 달랐는데, 소위 ‘은나노 세탁기’

는 미국에서 본격적인 나노위험 논쟁이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으나,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그 논쟁의 강도가 약했음을 해당 절에서 보

일 것이다. 아울러 양국 간 나노위험 논쟁의 차이점과 관련하여, 미

국에서는 ‘은나노 세탁기’로 인한 위험 논쟁의 주된 논지가 ‘은나노

세탁기’를 통해 하천에 살충제 성격의 나노물질이 방류되어 환경에

위해를 가한다는 것이었으나, 한국에서는 이 세탁기가 광고하는 바

와 같이 실제로 ‘항균 및 살균 성능’을 갖추었는지가 주된 관심사안

이었음을 보일 것이다.

나노위험과 관련하여 제2절에서는 미국의 시민사회가 EPA에 은

나노물질 규제 청원을 하는 과정에 참여한 1,400여 개에 이르는 개

별 등록 의견을 상세히 분석할 것이다. 이들의 의견 분석을 통해 주

요 단체와 일반 시민들이 은나노 규제와 관련하여 가진 생각과 주

장을 살펴보려고 한다. 제4절은 한국의 나노위험과 관련한 시민사회

의 실천 사례로서 ‘가습기 살균제 사고’ 사례를 살펴볼 것이다. 나노

위험과 ‘가습기 살균제 사고’는 일견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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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국의 일부 시민사회 구성원들은 가습기 살균제로 사용된

독성 화학물질이 가습기를 통해 분무되어 에어로졸 형태로 변화한

것을 ‘나노입자’로 이해하였고, 이들은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나노

독성물질이 발생시킨 재난”으로 정의하기까지 했다. 더 중요한 사실

은,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계기로 화학물질을 관리하고 규제하는

법제들이 제·개정되었으며, 이 법제들은 나노물질에 대한 규제조항

을 포함하고 있었다. 해당 절에서는 한국의 시민사회가 ‘가습기 살

균제 사고’에 대응하면서 언론과 정부 및 국회의 주의를 환기시켰

고, 피해 구제 차원을 넘어선 참사의 재발방지 대책 차원으로 새로

운 화학물질관리체계를 수립할 것을 요구한 과정을 보이려 한다.

제 1 절 미국의 나노위험 논쟁

나노기술과 관련한 STS 연구에 천착해 온 네덜란드 트웬테대학

의 립(Arie Rip)은 나노기술의 진화 과정을 살펴본 논문에서 나노기

술에 대한 기대와 비전은 나라와 지역마다 상이하게 나타났음을 보

여주었다. 미국의 경우, 나노기술은 제3차 산업혁명과 인간능력 향

상(human enhancement)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유럽(EU)의 경우에

는 EU 6차 프레임웍 프로그램(Framework Programme) 등에서 나

타났듯이, 이목을 끄는 혁명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대신에 제품을 더

작고 강하게 만들 수 있음을 강조했다. 그의 논문에서 언급된 한 조

사 결과에 따르면, ‘그레이 구’(Gray Goo)나 크라이튼의 소설 ‘프레

이’(Prey) 등에 대한 인터넷 상의 염려는 대중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는, 나노기술 행위자, 다른 내부자 혹은 논평가(commentator) 등이

대중의 반응을 염려한 것에서 비롯한 것이었다. 오히려 크라이튼의

소설은 사람들로 하여금 나노기술에 대해 부정적이기보다는 흥미와

긍정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은 일반적으로

수동적일 뿐 아니라 공포에 순응적이라는 가정이 존재하며, 이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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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나노과학기술자들로 하여금 대중이 ‘나노공포’(nano-phobia)를

느낄지도 모른다는 ‘나노공포에 대한 공포증’(nanophobia-phobia)으

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런 현상은 이미 1970년대와 80년대에 화학에

대한 ‘화학공포’(chemo-phobia)와 ‘화학공포에 대한 공

포’(chemophobia-phobia)가 나타난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실제로

대중은 화학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화학자

들보다 더 부정적이라고 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런 이면에는 화

학자들 자신의 화학에 대한 불안정성(insecurity)이 화학공포에 대한

공포를 야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화학자의 직업으로서 신뢰가

이 문제의 이면에 내재해 있었다는 것이다(Rip, 2006).

미국에서 나노기술과 관련한 잠재적 위험 문제는 주로 시민단체

와 전문 연구자들을 통해 논의되기 시작했다. 북미지역에서 활동하

는 시민단체인 ETC Group은 나노기술이 초래할 위험성에 대해

2000년대 초반부터 경고해왔다. ETC Group은 2002년 『코뮤니케』

(Communiqué) 5/6월호에서 나노기술을 통해 만들어진 입자들

(nanotech particles)이 생명체 세포에 투과될 뿐 아니라 동물 장기

에 축적된다는 연구결과를 소개하면서(Brown, 2002.3.15.), 이런 연

구결과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의 규제기관이 나노기술에 대하여 관

리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ETC Group, 2002).

이듬해인 2003년에 ETC Group은 「빅 다운」(The Big Down)이라

는 표제의 보고서에서 나노기술이 궁극적으로는 원자수준에서 조작

하고 제품을 만드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나노기술 대신에 ‘원자

기술’(atomtechnology)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원자기술은 신흥기술

들이 나노수준으로 융합되고 있는 현상을 총칭하기 위해 ETC

Group에서 만든 용어로서, 당시 국립과학재단(NSF)의 로코(Mihail

Roco)와 베인브리지(William Sims Bainbridge)가 언급한

NBIC(nanotech, biotech, informatics, and cognitive science), 조이

(Bill Joy)가 언급한 GNR(genetics, nanotechnology and robotics)

기술들에 대응하는 개념이었다. 이 보고서에서 ETC Group은 신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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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들에 대해 사회부문에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며,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부문에 권한이 위임되어야 한다고 평

가했다(ETC Group, 2003).

ETC Group의 상기 두 보고서에서 언급한 나노기술의 잠재적 위

험성 관련 연구결과는 라이스대학(Rice University)의 나노기술생명

환경센터(Center for Biological, and Environmental

Nanotechnology, CBEN)에서 근무하는 위스너(Mark Wiesner) 박사

와 콜빈(Vicki Colvin) 박사의 생체 내 나노물질의 효과에 관한 실

험 결과였다. 그들의 실험결과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2002년 3

월에 ‘나노기술: 환경적 우군 혹은 적’이란 주제로 워싱턴 D.C.에서

약 15명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개최한 회의에서 언급된 것이었다. 위

스너 박사는 실험실 동물의 간에 대한 실험을 통해 나노물질이 생

체 조직에 축적될 수 있으며, 박테리아와 같은 존재를 통해 먹이사

슬을 통해 전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콜빈 박사는 나노물질이 생

체 세포 내에서 다른 물질과는 다른 특성을 보이며, 세포수준에서

나노물질이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알려진 바

가 없다고 밝혔다(Brown, 2002.3.15.).

위와 같은 위스너와 콜빈 박사의 연구 외에도 초미세입자

(ultrafine particles)의 실험 동물 조직 내 전이 및 세포반응 등에 대

한 연구는 2000년 초반에 다수 진행되고 있었다. 당시 연구자들이

실험한 초미세입자들의 크기는 대체로 100 nm 이하였기 때문에, 이

들의 연구는 나노 독성 연구로 발전하는 양상을 보였다. 일례로 나

노 독성과 관련한 연구로는 미국 로체스터대학의 오베르되스터

(Günter Oberdörster) 박사가 많이 인용되었다. 바이오동역학

(biokinetics)이 전공인 그는 2002년에 실험용 쥐를 대상으로 초미세

탄소 입자에 노출하는 실험(Oberdörster et al., 2002)을 포함하여 이

와 유사한 실험을 다수 수행했다. 그는 그간의 실험 연구를 기반으

로 2005년에는 초미세입자 연구로부터 ‘나노독성학’(nanotoxicology)

분야가 신생 분야로서 진화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념비적인 논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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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 논문에서 오베르되스터 등은 인류가 자연

적 기원이 아닌 인위적 기원의 나노수준 입자(nanosized particles,

NSPs < 100nm)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지는 가운데, 나노수준 입

자(NSPs)의 인체 투과 및 흡입 등에 의한 작용에 대한 연구의 필요

성이 점증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나노독성학이라는 새로운 분야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아울러 저자들은 나노독성학이 가공

나노물질에 대한 적절한 위험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성학, 재

료과학, 의학, 분자생물학, 생물정보학 등의 학제간 연구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Oberdörster et al., 2005).61)

이와 같은 나노독성학 연구가 진행되면서, 나노물질이 사용된 제

품에 관한 잠재적 위험 논의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예

컨대 2006년에는 국제 환경단체인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

h)62)에서 「나노물질, 자외선 차단제 및 화장품: 작은 성분, 큰 위

험」이란 표제의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지구의 벗 호주팀과 미국팀

이 공동으로 작성한 이 보고서는 화장품과 개인 생활용품에 사용되

는 나노물질의 잠재적인 위해성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관련

제품의 상업화 이전에 충분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

다(Friends of the Earth, 2006). 지구의 벗은 나노물질과 자외선 차

단제에 관하여 2009년에 다시 간략한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이때는

국제기술영향평가센터(International Center for Technology

Assessment, ICTA), 소비자연합(Consumers Union)과 공동 명의로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지구의 벗 등이 가공 나노물질이 자외선 차

단제 등에 사용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여덟 가지 이유를 밝혔다.

그것은 첫째, 나노물질이 다른 전통적인 크기의 화합물과 다르기 때

문이고, 둘째, 나노물질은 취약한 기관과 세포 조직에 더 쉽게 접근

61) 오베르되스터 등의 2005년 나노독성학 논문은 2020년 10월초 기준으로
7,760회 인용되었다(구글 검색 결과, 2020.10.3.)

62) 지구의 벗은 1971년 창설된 국제 환경단체로서 한국의 환경운동연합은
2020년에 지구의 벗 한국지부로 가입하여 활동 중이다.
http://kfem.or.kr/?page_id=42 (최종 검색일: 20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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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할 뿐 아니라, 셋째, 어떤 나노물질은 피부를 투과할 수 있다는

증거가 점증하고 있으며, 넷째, 선임 과학자들이 나노물질 제품의

시장 출시 이전에 사전 위험성 검사를 요구하고 있고, 다섯째, 다음

세대에 잠재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으며, 여섯째, 작업자들이 나노

물질 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일곱째, 자외선 차단제와 화장품에 포

함된 나노물질이 장기적으로 피부 손상을 유발할 수 있을 뿐 아니

라, 여덟째, 소비자는 나노물질을 통하지 않고서도 매우 효과적으로

해로운 태양광선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구의 벗은 이 보고

서에서 관련 제품들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할 것과, 투명성에 기초한 라벨링, 환경보건안전 연구의 강화, 나노

물질의 전체 생애주기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Friends

of the Earth, 2009).

이렇게 2000년대 초반부터 ETC Group 등 시민단체로부터 제기되

는 나노위험은 각종 매체를 통해 시민들 사이에서도 회자되기 시작

했다. 미국 연방정부 입장에서도 나노위험에 관한 시민들의 인식에

관하여 확인할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이런 배경 하에 국립과학재

단(NSF)은 2004년에 나노기술에 관한 시민들의 인식을 조사 연구하

기 위해 2개의 연구과제를 지원하였다. 이 인식조사의 설문문항에는

나노위험을 포함한 나노기술 전반에 관한 인식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NSF가 지원한 과제 중 하나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학(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의 코브(Micheal D. Cobb)와 맥

쿠브리(Jane Macoubrie) 박사가 수행한 것으로, 미국 전역의 1,536

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설문을 통해 미국인들의 나노기술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것이다. 코브와 맥쿠브리는 이 조사에 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논문에서 이 조사의 방법론, 평가척도, 조사결과 및 함

의 등을 상세히 밝혔다. 이 전화조사에서 응답자에게 질문한 것은,

(1) 과학의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견해, (2) 나노기술에 대한 인식도,

(3) 나노기술의 잠재적 혜택과 위험 간 비교, (4) 나노기술의 잠재적

혜택 우선순위, (5) 나노기술의 잠재적 위험 우선순위, (6) 나노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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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산업계 노력에 대한 신뢰도, (7) 기

타 나노기술에 대한 이해도 등이었다. 전화설문조사의 주요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16.4%만이 나노기술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

다고 응답했고, 21.9%가 나노기술의 잠재적 위험이 혜택보다 크다고

생각했으며, 60.4%가 산업계 리더들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

답했다(Cobb & Macoubrie, 2004).

2004년에 NSF가 지원했던 다른 과제는 맥쿠브리 박사가 연구책

임을 맡아 수행한 것인데, 이는 앞의 전화설문조사 방식에 비하여

시민들의 참여도를 더 제고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 과제는 미국

의 세 지역(미니애폴리스주 세인트폴,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 노스

캐롤라이나주 랠리-더럼)별로 각각 실험적 이슈 그룹(experimental

issue groups, EIGs)으로서 4그룹을 구성하여 조사를 수행한 것이

다. 각 그룹별로 15명씩 참여하는 것으로 당초 기획되었으나, 불참

자들로 인해 1그룹당 인원은 9명에서 15명으로 구성되어 최종적으

로 152명이 참여했다. 각 그룹별 참여자들은 정해진 90분 동안 나노

기술에 대한 우려사항에 대해 각자 숙고하는 시간을 가진 후 나노

기술의 우려와 편익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토의 후에는 15개 항

목으로 구성된 설문문항에 각자가 응답하는 방식으로 설문조사가

진행됐다. 각 그룹의 참여자들은 개인별로 4개 한도 내에서 자유롭

게 나노기술에 관한 우려사안들을 제시했는데, 개인별로 제시된 총

377개의 사안들을 최다빈출순으로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았다.

[표 6-1] 나노기술 우려사안 관련 2004년 설문결과

나노기술 관련 우려사안 빈출수 %

군사적 사용 및 ‘악의적 사용’ 64 17

장기간 건강에 미치는 영향 56 15



- 219 -

(출처 : Macoubrie, 2006: 227)

위의 표에 의하면, 이 조사에서 참여자들이 응답한 우려사안들 중

나노기술의 군사적 이용, 건강에 미치는 영향,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이 상위수준으로 언급되었다. 이들 중 ‘장기간 건강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으로는, ‘나노물질로 만든 물감, 화장품, 의

복에 대한 장기적인 위험’, ‘먹이사슬의 파괴’, ‘혈우병과 같은 혈류

부작용 초래’, ‘면역체계에 영향’, ‘신종 바이러스 출현’, ‘체내축적

(bioaccumulation)’, ‘유전자 구조 변화’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환

경에 미치는 영향(environmental ‘footprint’)에 관해서는, ‘새로운 환

경오염원’, ‘예기치 않은 상호작용’,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 ‘나노쓰

레기’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전반적으로 이 조사의 응답자들

은 나노기술의 위험관리에 대하여 낮은 신뢰도를 보였다. 전체의

62%가 정부의 신뢰도를 낮게 응답했으며, 응답자의 학력수준이 높

환경적 발자국(environmental footprint) 48 13

경로(trajectory)에 대한 통제가능성 39 10

사회적 발자국(social footprint) 36 9

자유와 프라이버시권의 잠재적 상실 25 7

규제자의 통제권 상실 22 6

다른 우선순위들에 대한 자금 지원 박탈 21 6

드렉슬러의 ‘분자제조’(molecular manufacturing)

가능성
20 5

자연의 이용과 영향 관련 윤리학 16 4

고립된 과학자와 규제자 15 4

책임있는 통제 15 4

계 377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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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가 더 낮았다.63) 이와 같은 나노기술의 위

험에 대한 인식에서 젠더 차이(gender differences)는 그다지 나타나

지 않았는데, 이는 다른 선행연구에서 나타나는 것과는 다른 부분이

었다(Macoubrie, 2006: 224). 예컨대 내셔널 지오그래픽(National

Geographic Society)과 NSF가 후원하여 인터넷을 통해 실시됐던

2001년의 나노기술 설문조사(Survey2001) 결과를 분석한 논문에서

NSF 디렉터인 베인브리지는 이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논문을 발

표한 바 있다. 그는 이 설문조사의 응답자 대부분은 나노기술이 가

져올 긍정적 측면에 대해 더 수긍하고 있었고, 조이(Bill Joy)와 같

은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은 비교적 소수(9.0%)에 불과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나노기술의 군사적 응용에 관한 사안에서는 젠더 차

이가 존재했는데, 이에 대하여 베인브리지는 군사 이슈에 대한 성별

태도의 차이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에 염두를 두면서 이를 향후 연구

주제로 유보하였다(Bainbridge, 2002).

2005년 5월부터 6월에는 미국 우드로윌슨센터(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의 신흥 나노기술 프로젝트

(Project on Emerging Nanotechnologies) 연구팀이 나노기술에 대한

정보를 접한 일반 대중의 인식과 정부의 신뢰에 대한 조사를 별도

로 수행한 바 있다. 이 프로젝트는 퓨 자선신탁(The Pew

Charitable Trusts)의 기금을 수탁받아 윌슨센터가 수행한 것인데,

이 과제도 앞서 2004년의 두 설문조사 연구를 수행했던 맥쿠브리

박사가 책임을 맡았다. 이 조사연구에서도 맥쿠브리는 미국의 서부

(워싱턴주 스포캔), 남부(텍사스주 댈러스), 동부(오하이오주 클리블

랜드) 세 곳에서 일반인 총 177명을 12개 그룹으로 구성하여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자들은 사전 설문조사에 응답한 후

나노기술 관련 자료들을 학습하였으며, 학습시간이 종료된 이후 이

63) 이는 2004년에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전화설문조사(Cobb & Macoubrie,
2004)에서 나타났던 산업계 리더들에 대한 응답자의 낮은 신뢰도(60%)와 유
사하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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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설문조사에 다시 응답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나노

기술이 초래할 위험과 편익 간 비교에 대한 조사항목에서는, ‘편익

이 위험을 상회할 것’이란 문항에 응답한 이들이 사전조사에서

15.8%였으나, 학습과정 이후 사후조사에서는 40.7%로 대폭 상승했

다. ‘나노기술 제품이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되기 전까지 금지되어야

하는가’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금지조치가 과도한 것이라고 답변한

응답자가 사전조사에서는 35.6%였으나 사후조사에서는 75.7%로 증

가했다. 규제기관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는, EPA를 대상으로 한

사전조사에서 긍정적인(‘긍정’과 ‘매우 긍정’을 합함) 답변은 31.1%였

으나, 사후조사에서는 45.2%로 신뢰도가 높아졌다. 이렇게 규제기관

에 대한 신뢰도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은 다른 규제기관에 대해서도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예컨대 식품의약청(FDA)에 대해서도

31.1%에서 42.9%로 신뢰도가 증가했다. 산업계의 자발적인 규제가

충분한가에 대한 질문(사후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5.4%가 산업계의

자발적인 규제를 넘어서는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질

문에서 10.7%만이 산업계의 자발적인 규제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Macoubrie, 2005).

이와 같은 시민들의 나노기술 위험과 규제에 대한 인식과 별도로,

구체적으로 위험성 논의의 대상이 된 나노물질은 주로 나노이산화

티타늄(nano-TiO2)과 나노은(nano-Ag)이다. 먼저 나노이산화티타늄

을 살펴보면, 이는 2000년대 초반부터 ETC Group 등이 자외선 차

단제에 사용되는 나노물질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 경고한 것과도

관련이 있다. 이산화티타늄은 주로 음용수의 비소제거제(arsenic

removal)나 피부 자외선 차단제(sunscreen)에 사용되기 때문이다

(EPA, 2010). ETC Group과 같은 환경단체가 자외선 차단제의 나노

물질에 대해 잠재적 위험성을 경고한 것에 비해 나노기술 전문지나

과학잡지는 나노물질의 위험성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일

례로 나노기술 관련 정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나노베르크』

(Nonowerk)는 2006년 3월 기사에서 자외선 차단제에 함유된 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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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연(ZnO)과 이산화티타늄에 대한 안전성 논란을 소개하면서, 역설

적으로 자외선 차단제를 통해 가장 흔한 암인 피부암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Garber & Berger, 2006). 미국의 과학잡지 『사이

언티픽 아메리칸』은 2007년 8월에 자외선 차단제의 잠재적 위험성

에 대한 논란을 소개하는 기사를 보도했는데, 기사의 논조는 자외선

차단제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지나치다는 입장을 보였다(Biello,

2007). 하지만 동 매체는 2년이 지나지 않은 2009년 3월에는 자외선

차단제에 함유된 나노입자(nanoparticles)가 미생물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최신 연구결과를 소개하는 기사를 보도하기도 했다

(Cimitile, 2009). 학계에서는 자외선 차단제에 사용되는 나노이산화

티타늄과 나노산화아연(ZnO)이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잠재적인 위

험이 없다는 연구결과(Nohynek et al., 2008) 등이 발표되었다. 전반

적으로 자외선 차단제에 사용되는 나노물질의 잠재적 위험성을 부

정하는 입장에서는, 자외선 차단제 사용에 따른 잠재적 위험보다 차

단제 사용으로 얻을 수 있는 피부암의 위험으로부터의 피부보호 편

익이 더 클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Biello, 2007; Nohynek et al.,

2008; 소비자시민모임, 2016a).

제4장과 제5장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미국에서 나노기술 관련 입법

과정 등에서 비중있는 역할을 해온 국제기술영향평가센터(ICTA)는

2006년 5월 16일에 지구의 벗, 그린피스, ETC Group, Clean

Production Action, Center for Environmental Health, Our Bodies

Ourselves(혹은 Boston Women’s Health Book Collective), Silicon

Valley Toxics Coalition 등과 같이 FDA에 대하여 자외선 차단제에

사용하는 가공 나노물질에 대한 규제 청원을 제기하였다. ICTA 등

의 규제 청원 내용은 나노물질 제품 일반에 관한 사항과 자외선 차

단제의 나노물질에 관한 사항 두 가지로 구분되었다. 먼저 ICTA 등

은 나노물질 제품 일반에 관하여, (1) FDA 규제대상으로서 ‘나노기

술’, ‘나노물질’ 및 ‘가공 나노입자’(engineered nanoparticle)에 대한

정의를 포함할 것, (2) FDA의 규제가 적용되는 제품에 포함된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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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입자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을 발표할 것, (3) 나노물질을 새로

운 물질로 다루는 것을 포함하는 등 나노물질 제품을 관리하는 새

로운 FDA 규제정책을 제정할 것, (4) 인체 건강과 환경에 대한 나

노물질 제품의 환경영향평가(Programmatic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를 포함하여 FDA의 규제는 국가환경정책법(Natoinal

Environmental Policy Act)에 부합해야 할 것 등을 청원했다. 이들

단체는 나노물질 자외선 차단제 제품과 관련해서는, (1) 자외선 차

단제에 사용되는 산화아연과 이산화티타늄 가공 나노입자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고 다룰 수 있도록 최종의 일반의약품

(Over-the-Counter) 행정기록을 재공개할 것, (2) 가공 나노입자들

이 함유된 자외선 차단제를 ‘신규 의약품’으로 다루기 위해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일반의약품 모노그래프를 개정할 것, (3) 산화아연과

이산화티타늄 가공 나노입자가 함유된 자외선 차단제 의약제품에

대해 FDA에서 나노기술 규제안이 마련될 때까지 제조를 중지토록

공표할 것, (4) 이산화티타늄이나 산화아연 가공 나노입자가 함유된

자외선 차단제가 신규 의약품으로서 FDA에서 최종 승인이 이뤄질

때까지 이들 제품을 회수(recall)할 것을 청원했다(ICTA et al.,

2006: 1-4).

2006년 5월 16일에 이뤄진 ICTA 등의 나노물질 규제 청원에 대

하여 FDA는 약 6년 후인 2012년 4월 20일에 공식답변을 했는데,

FDA는 그들이 제기한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서는 장기간의 연구를 필요로 했다고 설명했다. FDA는 이 답변서에

서 ICTA 등이 제기한 모든 청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FDA는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일반의약품 모노그래프를 재공개했으

며, 이에 관련한 공식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ICTA 등을 초청하겠

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ICTA 등이 제기한 문제들이 불충분한 연구

와 정보에 기반한 만큼 FDA는 나노물질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규

제적 접근방식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겠다고 밝혔다(FDA, 2012).

다음으로 나노물질의 위험성 논의의 대상이 된 것은 나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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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o-Ag, nanoscale Ag, nanoscale silver, nano-silver, silver

nano, etc.)이다. 나노은 혹은 은나노는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

전후에 나노물질의 위험성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논의된 대상이기

도 하다. 이하에서는 미국에서 나노물질에 대한 위험성 논의를 본격

적으로 촉발시킨 계기가 된 소위 ‘은나노 세탁기’ 사안과 관련한 논

쟁을 살펴보려고 한다. 한국의 삼성전자는 2003년부터 ‘은나노 세탁

기’를 미국에 수출하기 시작했다. ‘SilverCareTM Washing Machine’

이라는 제품 명으로 판매된 이 제품은 미국 내 세탁기 시장에서 점

차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었다. 이 세탁기는 세탁기 내부에 은이온

발생기를 장착한 제품으로, 세탁 시 은이온이 세탁물에 혼합되어 살

균효과가 우수하다는 점을 홍보한 것이었다. 실제로는 은이온임에도

불구하고, 제품 홍보 초기에는 이를 은나노로 표현하였기 때문에,

‘은나노 세탁기’로 불린 것이었다. 삼성전자는 2006년 11월에 EPA로

부터 세탁기와 관련한 환경위해성 여부 검증에 대한 자료 제출 요

구를 받았는데, 이를 기점으로 미국에서는 소위 ‘은나노 논쟁’이 본

격화되었다. 세탁기에서 발생한 은이온이 세탁물과 함께 방류되어

생태환경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던 것이다. 삼

성전자 미국지사는 2007년 1월 17일 EPA의 살충제 프로그램국

(Office of Pesticide Program)에 서한을 보냈는데, 이는 EPA가

2006년 12월 6일에 공표한 ‘이온발생장치에 대한 EPA의 입장’에 대

하여 자사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함이었다. 이 서한에서 삼성전자는

EPA가 이온 발생장치를 살충살균살서제법(Federal Insecticide,

Fungicide, and Rodenticide Act, FIFRA)에 근거한 살충제로 규정하

는 것과 관련하여 EPA가 보다 신축적으로 동 방침을 적용할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삼성 은나노 세탁기의 핵심은 새로운 기술이 아

니며, 가공된 나노입자를 혼합시키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

한 논거로, 이온 발생기가 이미 수 십 년간 시장에서 유통된 것이며

은의 항균효과는 이미 기원전 시대로부터 잘 알려져온 것이라는 점

을 근거로 제시하였다(Samsung Electronics, 2007).64) 하지만 E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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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삼성전자의 이런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후 2007년

9월 21일에는 ‘살충제 등록; 이온발생장치에 관한 설명’(Pesticide

Registration; Clarification for Ion-Generating Equipment)이란 제목

의 공지를 공보에 게재하여 이온발생장치가 포함된 세탁기에

FIFRA에 의한 살충제에 준하는 규정을 적용할 것이라고 예고했

다.65)

EPA가 삼성전자 세탁기에 대한 규제 방침을 정한 이후, 시민사회

일각에서 ‘은나노’에 대한 위험과 규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

다. 은나노 사안에 있어서도 ICTA는 로카연구소(Loka Institute),

The Center for Food Safety(CFS), Beyond Pesticides, 지구의 벗,

그린피스, ETC Group, Center for Environmental Health(CEH),

Silicon Valley Toxics Coalition(SVTC), Institute for Agriculture

and Trade Policy(IATP), Clean Production Action(CPA), Food &

Water Watch, The Center for the Study of Responsive

Law(CSRL), 소비자연합 등과 같이 총 13개 시민단체의 명의로

2008년 5월 1일에 EPA를 대상으로 규제 청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당시 제조되고 있는 은나노 제품들이 비록 전통적인 농업용 살충제

는 아니지만, 미생물과 같은 해로운 존재들을 죽이는 물질이기 때문

에 이들 제품이 FIFRA의 살충제 정의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면서 다

음의 6개 사항을 EPA에 요구하였다(ICTA, 2008: 1-8). 즉 (1)은나

노를 살충제로 분류하고 은나노 제품을 살충제로 등록하도록 할 것,

(2)은나노를 등록이 필요한 새로운 살충제임을 확정할 것, (3)은나노

의 인간 건강과 환경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분석할 것, (4)은나노

제품군이 EPA의 FIFRA 승인 없이 불법 판매될 경우에 대한 규제

조치를 시행할 것, (5)어떤 은나노 살충제 등록이 승인되었을 때, 은

64) 미국 규제포털에 등록된 안건번호 EPA-HQ-OPP-2008-0650-1319(George
Kimbrell, International Center for Technology Assessment, 2009.1.13.)의
첨부문서 중 하나로서 삼성전자에서 EPA로 보낸 서한문 사본 참조.

65) https://www.govinfo.gov/content/pkg/FR-2007-09-21/html/E7-18591.htm
(최종 검색일: 20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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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 제품군에 대한 FIFRA의 살충제에 대한 필수조건을 구체적으

로 적용하거나 수정할 것, (6)은나노 살충제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

독을 위해 다른 EPA의 FIFRA 조치를 취할 것 등이었다. 이들의

규제 청원서는 은나노 제품들의 원산지 국가들을 미국, 영국, 한국,

일본, 대만, 중국, 뉴질랜드, 독일 순으로 열거하였는데, 이들 중 한

국이 세 번째로 명시된 것이 주목할 만하다(ICTA, 2008: 15). 이 청

원서의 부록은 은나노 제품에 대한 물품명세로 구성되었는데, 제품

명과 원산지 국가 및 광고문구 등을 명시하고 있다(ICTA, 2008:

Appendix 1-60). 부록에 포함된 삼성전자의 은나노 세탁기의 경우

아래와 같이 물품명세 양식이 구성되었다.

[표 6-2] ICTA 청원서 부록 내용 예시(삼성세탁기)

(출처: ICTA, 2008: 43)

제품 제품유형 기업 원산지 웹사이트 광고문구

삼성세탁기

(모델

C1235A)

세탁기 삼성 필리핀

http://sa

msung.c

om/ph/pr

oducts/w

ashingm

achine/dr

um/c123

5a.asp?p

age=Spe

cification

s

“첨단 미래 기기로

서 전지구적으로 인

식되는 삼성은, 당

신의 의류를 살균하

는 Silver Wash 기

술을 통합하여 5.2

kg 드럼형 세탁기

Silver Nano.

C1235A를 개발했습

니다. 이 세탁기의

99.99% 살균력과

지속적인 항균성은

당신의 청결 개념을

재정의할 것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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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청원서에서 명시된 제품유형과 원산지를 보면, 제시된 제품 목록

중 한국산 은나노 제품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한국

산 제품은 미국 시장에서 36.5%의 점유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미

국 32.1%, 중국 14.2%, 대만 6.6%, 영국3.6% 등의 순으로 점유율이

나타났다. 한국산 제품 중 가장 많은 제품종류는 ‘개인위생용품’이며,

한국산으로 분류된 제품들 중 21%를 차지했다.

ICTA 등 청원인들은 청원서에서 청원에 이르게 된 경과를 간략

하게 소개하였는데, 경과 설명에서 상당 부분의 지면을 할애한 것은

삼성세탁기(Silver Care)로 촉발되는 환경 위해의 우려와 이에 대한

각종 단체의 문제 제기 및 EPA에서 대응한 그간의 경과에 대한 것

이었다. 시민단체인 National Association of Clean Water

Agencies(NACWA)와 Tri-TAC는 2006년 초에 이미 EPA에 보낸

요구 서한을 통해 삼성세탁기가 배출하는 은이온이 하수체계에 부

작용을 끼칠 수 있으므로 삼성세탁기측에 세탁 사이클 부피와 은이

온 농도에 관한 데이터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

의 요구 서한에 대해 EPA는 수 주일 내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초기

답변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답변이 지연되었다(ICTA et al., 2008:

20-21). 2015년 3월이 되어서야 EPA는 ICTA 등이 제기한 규제 청

원 건에 대해 공식답변을 하였는데, 이 답변서에서 EPA는 2012년

FDA가 ICTA 등에 대해 자외선 차단제 등의 규제 청원에 관한답변

방식과 유사하게 답변했다. 즉 EPA는 ICTA 등이 제기한 문제점들

에 대하여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제기한

규제 청원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청원 내용을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ICTA 등이 제출한 청원에 대하

여 사안별로 EPA가 보인 공식입장과 이후 추진한 나노물질 관련

규제정책은 다음 장에서 상세하게 살펴볼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사회의 나노위험 인식은 인체와

환경에 대한 잠재적인 위해성과 관련되었지만, 대체로 환경적인 측

면의 위험을 강조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미국사회에서 환경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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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차지하는 중요성에 관한 역사적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1892년에 시에라클럽(Sierra Club)이 창설된 이후 미국의 환경운동

은 100년이 넘는 역사를 거치면서 다양한 시민단체의 주도와 시민

들의 참여로 환경보호와 관련한 법들이 제정되고 관련 정책들이 추

진되는 기제로 작용해왔다(오경택, 1999; 지속가능경영원, 2006). 이

처럼 오랜 참여와 활동 역사는 미국 사회에서 환경 이슈에 대한 관

심과 인식을 제고시켰다고 볼 수 있다. 1963년에는 레이첼 카슨

(Rachel Carson)의 『침묵의 봄』(Silent Spring) 출간 이후, 농업

부문에서 살충제 사용이라는 화학적 관리(chemical control)에서 천

적 등을 활용하는 생물학적 관리(biological control)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도 했다(Merchant, 2002: 178). 미국의 환

경운동사에서 기념비적인 사건은 1969년에 「국가환경정책법」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이 제정된 것이었는데, 동법에

서 “인간이 살아가는 자연환경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활동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었기 때문이다(심

인보, 2013: 439).

이런 미국 사회의 환경에 대한 인식은 정치 부문에서 다뤄야 할

이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일례로 2017년 1월에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Pew Rearch Center)에서 수행한 1,502명의 성인에 대

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새로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가

다뤄야 할 이슈의 순위에 대한 문항에서 응답자의 55%가 ‘환경’ 이

슈를 선택했다. 우선순위가 높게 나온 이슈는 테러리즘(76%), 경제

(73%), 교육(69%), 직업(68%), 보건서비스 비용(66%) 등이었으며,

전체 21개 이슈 중 환경 이슈는 11번째였다.66) 같은 방식으로 2019

년 1월에 1,505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에서는 환경

(56%) 이슈가 전체 18개 이슈 중 8번째로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나

66)
https://www.pewresearch.org/politics/2017/01/24/after-seismic-political-shif
t-modest-changes-in-publics-policy-agenda/ (최종 검색일: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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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했다.67)

이미 제시한 바와 같이, 나노물질과 관련한 규제 청원에 참여했던

단체들 중 로카 연구소와 ICTA와 같은 과학기술 일반을 대상으로

한 참여단체를 제외하면 그린피스, 지구의 벗, ETC Group, Food &

Water Watch 등 환경부문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시민단

체들이 참여했다. 미국의 나노물질과 관련한 위험 논쟁에서 환경적

인 측면이 강조된 것은, 이와 같이 주요 행위자였던 시민단체들의

관심사안이 환경 관련 이슈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제 2 절 미국의 나노위험 관련 시민참여 사례

이 절에서는 미국 시민들이 나노위험 사안에 직접 참여한 사례를

살펴볼 것이다. 이 절에서 살펴보는 시민참여 방식은 시민 개개인의

이름으로 직접 참여한 것도 있지만, 시민단체가 동조하는 시민들을

대표하여 단체 명의로 참여한 것도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시민단체

명의로 등록된 의견을 제외할 때, 순수하게 일반 시민 개인이 참여

한 내용을 분석하면 오히려 은나노 물질 규제에 반대하는 경우가

규제에 찬성하는 의견보다 많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앞 장에서 살펴

봤던 2005년 나노기술 합의회의에 참여했던 시민들이 2007년에 연

방정부에서 주최한 나노기술 환경보건안전 관련 공중 회의에 이어

2009년 EPA의 은나노 물질 규제 청원 건 및 2011년에 위스콘신 주

의회 나노기술 관련 입법안 의견 제출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당시 위스콘신-매디슨

대학 연구진의 합의회의 실험이 시민들에게 나노기술정책에 본격적

67)
https://www.pewresearch.org/politics/2019/01/24/publics-2019-priorities-eco
nomy-health-care-education-and-security-all-near-top-of-list/ (최종 검색
일: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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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참여하는 긍정적인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007년 1월 4일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의 기술위원회

(Committee on Technology) 산하 나노과학공학기술(NSET) 소위원

회를 대신하여 국가나노기술조정국(NNCO)는 공중 회의(public

meeting)를 개최했다. 2006년 9월에 NSET 소위원회가 「가공 나노

물질에 관한 환경, 건강 및 안전 연구 수요」(Environmental,

Health, and Safety Research Needs for Engineered Nanoscale

Materials)라는 표제의 보고서를 발간하였는데, 동 소위원회는 이

보고서와 관련하여 공중의 의견을 수렴하여 나노물질 관련 연구의

우선순위 및 가이드라인을 만드는데 참고하고자 이 공중 회의를 개

최한 것이다. 이 공중 회의에는 약 150명이 참석하였으며, 산업계,

학계, 비정부조직(NGO), 위험평가 전문 컨설팅조직 등에서 15명의

전문가가 각 사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 후 참석자들이 의견을 개

진하는 방식으로 회의가 진행되었다68). 이 공중 회의에서 의견을 개

진한 사람들은 나노기술 관련 전문가로부터 시민단체 관계자 및 일

반 시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참여자들은 각자 준비한 자료를 참

고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1월 31일까지 서면으로 추가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이 공중 회의에 참여했던 일반 시민 중

잔디(Lynette Jandi)라는 한 시민은 “소비자안전청”(Consumer

Safety Administration) 같은 기관을 만드는 것을 제안하면서, “나노

물질을 사용하는 게 안전하다는 확신을 갖게” 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69)

이와 같이 일반 시민들도 이 공중 회의에 참여하여 의견을 발표

하는 등의 성과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이 공중 회의에서는 시민단

체의 역할이 두드러졌다. 앞 장에서 나노기술의 시민참여적 사전주

의 활동을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로카 연구소와 함께 왕성한 활동을

68) https://www.nano.gov/node/667. (최종 검색일: 2020.5.8.).
69) “Public: Lynette Jandi, To NNCO I am an ordinary citizen”에서 인용(파
일 제목으로 미루어 보아 2007.1.24.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됨).
https://www.nano.gov/node/667 (최종 검색일: 20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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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던 시민단체로 국제기술영향평가센터(ICTA)를 언급한 바 있는데,

이 공중 회의에서도 ICTA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였

다. 이 단체는 명칭에서 드러나듯이 기술에 대한 시민 참여를 모토

로 활동하며, 기술영향평가의 철학을 견지해 왔다. ICTA는 2006년

5월에 미국 식품의약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에 나

노물질에 관한 청원을 제기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했다. ICTA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킴브렐(George Kimbrell)은 ICTA가 2006년 5월

에 미국 식품의약청(FDA)을 대상으로 소비자 제품에 포함된 나노

물질에 대해 법적 청원(legal petition)을 제기했음을 상기시키면서,

이 청원이 나노기술과 관련한 인체 건강과 환경 위험에 관한 최초

의 법적 조치였음을 강조했다. 킴브렐은 의견 개진을 통해서 환경보

건안전(EHS) 부문에서 세 가지 연구분야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

다고 주장했는데, 그것은 ‘나노물질 제조 근로자와 작업장의 보건과

안전’, ‘나노물질 소비자 제품 관련 공중보건과 안전’, ‘나노물질의 환

경영향’이었다.70)

ICTA는 1월31일까지 제출하도록 한 서면 의견 기회도 적극적으

로 활용하였다. ICTA는 미국 노동총연맹 산업별 조합회의

(American Federation of Labor and 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s, AFL-CIO), 미국 철강노조연합(United Steelworkers

of America), 과학부대(Sciencecorps)와 같은 단체와 추가 의견을 작

성하여 제출했다. 이 추가의견에서 제안한 나노물질 관련 연구의 우

선순위는 ICTA가 1월 4일에 제시한 연구분야 세 가지와 동일했지

만, 당시 의견보다 부연설명을 더 상세하게 진술했다. 이 추가의견

에는 ‘은나노물질’과 관련한 사안도 포함되었는데, 세탁기에서 배출

하는 “은 이온”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이 세탁기를 미국

의 「살충·살균·살서제관리법」(FIFRA)에 의해 EPA가 규제해야 한

70) “Public: George Kimbrell, Comments of George A Kimbrell, Staff
Attoney, The International Center for Technology Assessment”.
https://www.nano.gov/node/667 (최종 검색일: 20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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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도 언급하고 있었다.71)

ICTA는 2007년 1월 공중회의에 참여하던 시기에, 지구의 벗

(Friends of the Earth)과 공동으로 ‘나노기술 비정부기구 전략 회

담’(Nanotechnology NGO Strategy Summit)을 개최하기도 했다. 이

회담은 나노기술에 대한 감독과 평가에 관한 것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최되었는데, 북미지역에서 노동, 환경, 안전, 여성, 시민,

정책 등을 주제로 활동하는 다양한 시민단체가 이 회담에 참여하였

다. 이들은 이 회담을 기점으로 공동작업을 통해 ‘나노기술과 나노

물질에 관한 감독 원칙’(Principles for the Oversight of

Nanotechnologies and Nanomatrials)을 6개월에 걸쳐 정교화하였다.

이 원칙이 수립된 이후에 6개 대륙에서 70개의 기관이 서명하여 이

원칙의 실행에 동참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Kimbrell, 2009: 707).

이 ‘원칙’은 여덟 가지 세부 원칙, 즉 (1) 사전주의적 기초, (2) 의무

적인 나노관련 규제, (3) 대중과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4) 환경 보

호, (5) 투명성, (6) 대중 참여, (7) 확장적 파급효과 포함, (8) 제조

자 책임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NanoAction, 2007). 이후 2008년 6

월 16일에 ICTA는 로카 연구소, 지구의 벗, 유기농 소비자 연합

(The Organic Consumers Association), 공조법률연구센터(The

Center for the Study of Responsive Law) 등과 공동으로 ‘나노액션

그룹’(nanoaction group)이란 명의로 2003년에 제정된 「21세기 나

노기술 연구개발법」의 개정안을 제안하는 입법청원을 하기도 했다.

나노액션 그룹이 상원 상업과학교통위원회에 제안한 법률 개정안은

다음의 네 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1) 자금지원과 연구의 투명성,

(2) 사전예방적이고 대중적인 접근방식의 평가, (3) 연구의 광범위한

파급효과 포함, (4) 진행과정 중 의미있는 대중 참여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이들은 장기적인 나노기술 혁명에 대한 과학적 평가

71) “Public: Kimbrell, Kojola, Ortlieb, and Burns for CTA, AFL-CIO, United
Steelworkers and Sciencecorps”. https://www.nano.gov/node/667 (최종 검
색일: 20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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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대중의 숙의적인 대화를 위하여 나노기술의 상업화를 일시적으

로 정지할 것과 예산의 40%를 환경보건서비스(Environmental

Health Service)와 사회적 차원의 활동(Societal Dimensions

activities)에 배정할 것을 제안하였다.72) 비록 동법의 개정안은 반영

되지 않았지만, 시민단체가 지속적으로 나노기술 사안에 대해 지속

적인 관심을 갖고 입법과정을 모니터링하면서 실질적으로 참여했다

는 측면에서 의의가 존재한다.

ICTA 외에도 다른 시민단체들이 2007년 1월 공중 회의에 참여하

여 의견을 개진했는데, 특히 환경단체인 환경 방위(Environmental

Defense)는 1월 31일까지 제출한 서면의견서에서 ‘정보의 가

치’(value of information) 측면에서 나노물질의 EHS 관련 공공 데

이터베이스를 구축할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73) 이밖에 동물보호

단체인 PETA(People for the Ethical Treatment of Animals)74), ‘나

노기술 시민연합’(Citizens Coalition on Nanotechnology, CCoN) 등

이 참여했다. CCoN을 대표하여 존슨(Kirsten Johnson)은 그의 의

견서에서 먼저 환경보건과 안전 분야의 우선순위로 ‘식품의 안전’,

‘식품이 아닌 신체에 접촉하는 제품(화장품, 의약품, 섬유 등)의 안

전’, ‘환경에의 배출’, ‘작업장 안전’을 제시했다. 이어서 그는 ‘소비자

보호 기구’(consumer protection bodies)의 설치를 제안했고, 의사소

통과 시민참여를 위한 연구 우선순위로서 ‘정보의 가용성 및 소통’

과 ‘대중의 관여’를 제시하고, 연구비 지원에 있어서는 나노물질과

나노제품에 대한 위험평가가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연구비 예산이 인간의 삶을 증진시키는 데 더 사용되어야 하

72) Joint NGO Comments Cover Letter on NNI Amendments Bill, June 16,
2008. http://www.loka.org/documents/nanolettersenate.pdf (최종 검색일 :
2018.4.26.).

73) https://www.nano.gov/node/667, “Public: Cal Baier-Anderson,
Environmental Defense Comments on NNI EHS Research Needs”. (최종
검색일: 2020.5.8.).

74) https://www.nano.gov/node/667, “Smantha Dozier, People for the Ethical
Treatment of Animals”. (최종 검색일: 20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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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전쟁의 도구로 쓰이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마

무리하였다.75)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CCoN이 위스콘신 매디슨 지역에서

개최됐던 나노기술 합의회의에 참석했던 일반 시민들이 주축이 되

어 만든 시민단체라는 것이다. 이들은 2005년 나노기술 합의회의 참

여 이후, 위스콘신-매디슨 대학의 과학공학센터 교수진과 같이 나노

카페(Nano Cafés)를 만들어 나노기술 관련 이슈에 대한 교육과 토

론의 장을 마련했으며, 더 나아가 CCoN이라는 시민단체까지 결성하

여 적극적인 활동을 하게 된 것이었다. CCoN의 다른 참여자였던 밀

러(Larry Miller)는 존슨의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2005년 4월 24일

에 위스콘신주 매디슨에서 개최됐던 나노기술 합의회의 최종 보고

서(Report of the Madison Area Citizen Consensus Conference on

Nanotechnology)를 공중 회의에 추가로 제출하기도 했다.76) 당시

공중회의에 참여했던 밀러의 의견, 즉 “2005년의 매디슨 시민 합의

회의의 제안 이후로 그다지 변한 게 없다”는 발언과 “시민들이 나노

기술 개발에 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가 필요하다”

는 그의 주장은 각종 미디어에 인용되기도 했는데, 이는 CCoN이 배

포한 보도자료에 근거한 것이었다(CCoN, 2007).77) 앞 장에서 미국

에서 대학 연구진에 의해 수행된 나노기술 합의회의 실험에 대해

살펴봤듯이, 미국 연방정부의 공중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

견을 개진한 CCoN의 배경에는 일반 시민이 나노기술 합의회의에

참여한 경험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CCoN의

전후 활동 경과 및 이후의 활동 등에 대해서는 이 절의 마지막 부

75) https://www.nano.gov/node/667, “Kirsten Johnson, Citizens Coalition on
Nanotechnology, NNCO_CCON10_2.doc”. (최종 검색일: 2020.5.8.).

76) https://www.nano.gov/node/667, “Larry Miller, Citizens Coalition on
Nanotechnology, Consensus Conference Report”. (최종 검색일: 2020.5.8.).

77) http://www.nanocafes.org/submit_your_comments/NNCO_2007_01 (최종
검색일: 2020.9.27.). 동 보도자료를 인용한 미디어는 ‘Responsible
Technology Blog’, ‘Dietram A. Scheufele’s NanoPublic Blog’, ‘NanoWerk’,
‘Nano, Bio, Info, Cogno, Synthetic bio, NBICS blog’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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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에서 다시 언급할 것이다.

앞 장에서 언급한 ‘은나노 세탁기’ 관련 논쟁에서 ICTA 등이 발

의한 규제 청원서를 접수한 이후, EPA는 이에 대한 공중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연방정부 공보(Federal Register)에 2008년 11월 19일에

게재하여 한 차례 의견접수 기한 연장을 거쳐 2009년 3월 20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등록받았다. 일반 시민이나 단체는 ‘규제포

털’(Regulations.gov)을 통해 그들의 의견을 등록할 수 있는데, 이

규제 포털은 미국 연방정부의 규제와 관련 문서들의 정보를 열람하

거나 일반인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제작한 인터넷 포털이다.

이 포털은 2002년 전자정부 프로젝트(E-Government project)로서

만들어진 전자 규정제정 프로그램(eRulemaking Program) 관리부서

에서 운영 중이며, 이는 EPA가 관리하고 있다.

은나노 규제 청원에 대한 EPA의 의견수렴에 대하여 2008년 11월

부터 2009년 3월까지 규제포털에 등록된 의견은 총 1,403개였다.78)

이 답변 중 은나노에 관한 규제에 찬성한 의견은 50개에 불과했다.

물론 찬성의견과 반대의견 양측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중복적, 반복

적으로 의견이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등록하는 것이 찬성과 반대

양측에게 모두 열려있다고 가정할 때, 1400여 개의 의견 중 50개 의

견만이 규제에 찬성하는 의견이었다는 점은 규제에 반대하는 개인

이 매우 많았음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비록 규제에

찬성하는 의견이 50개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보면 결과

가 달라진다. 여기에는 Center for Food Safety와 International

Center for Technology Assessment가 3,859명의 시민으로부터 접수

78) EPA가 의견을 접수받았던 안건명은 ‘나노수준의 은 제품을 살충제로 규제
토록 EPA에 규정 제정을 요구하는 청원’(Petition for Rulemaking
Requesting EPA Regulate Nanoscale Silver Prodects as Pesticides)이었으
며, 안건번호는 ‘EPA-HG-OPP-2008-0650’이었다. 이하 각주에서 개별 등록
의견은 ‘EPA-HQ-OPP-2008-0650-XXXX’ 형식의 등록번호와 등록일자를
출처로서 명기했다.



- 236 -

한 규제 찬성 동의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규제포

털에 등록된 의견 수 자체만 보면, 규제 반대 의견이 많았지만 내용

까지 포함하여 고려하면 훨씬 많은 수의 시민들이 규제를 찬성한

것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것이다. ICTA 등이 접수하여 등록한 3,859

명의 시민 의견은 동일양식에 서명한 사람의 주소와 이름을 기재한

방식으로 작성되었다.79)

이런 시민단체의 의견은 대부분 EPA가 은나노 관련 물질에 대한

규제에 찬성하였으며, 더욱 강력한 규제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시민단체의 의견과 별도로 일반 시민들도 개인자격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였는데, 개별 시민들의 의견은 대체로 본인이

일상생활에서 체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 많았다. 예컨대 한

시민은 삼성세탁기를 구입하여 경험한 것을 토대로 의견을 작성했

는데, 이 시민은 삼성세탁기가 은나노기술로 이뤄졌다는 것과 환경

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도 부족하다는 것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심지어 그는 이런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 세탁기를 사지

않았을 것이고, 실제로 해당 의견을 작성할 당시에는 더 이상 그 세

탁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우리가 하천체계에 완전히

규제되지 않은 은나노물질을 흘려보냈다는 것에 소름이 끼쳤다”고

자신의 입장을 기재했다80)

청원인이 주장한 EPA의 은나노 규제를 반대하는 입장도 결코 적

지 않았음은 앞에서 이미 언급하였다. 규제에 대한 반대 논거로 제

시된 것에는 여러 가지가 존재했지만, 그 중에서도 ‘선택의 자

유’(freedom of choice)를 주장하면서 규제를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

를 차지하였다. 은나노 제품은 말할 것도 없이, 시민의 입장에서 어

79) EPA-HQ-OPP-2008-0650-1379(2009.1.4.);
EPA-HQ-OPP-2008-0650-1380(2009.3.9.);
EPA-HQ-OPP-2008-0650-1381(2009.3.3.);
EPA-HQ-OPP-2008-0650-1382(20091.12.);
EPA-HQ-OPP-2008-0650-1383(2009.3.19.) 등 참조.

80) EPA-HQ-OPP-2008-0650-0004(익명, 200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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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제품을 사용하느냐는 전적으로 미국에서 기본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는 선택의 자유 측면에서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아래

의 의견은 복수의 등록자를 통해 같은 글이 중복적으로 42회 등록

된 것이었다.

저는 EPA가 Center for Technology Assessment와 Friends of

the Earth 같은 환경단체들이 은나노물질을 ‘살충제’로 규제해야

한다는 청원을 기각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은의 작은 입자가 환경

에 어떤 해를 끼친다는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청원은 명백

히 취할 점이 없습니다. 그렇게 취약한 근거로 EPA에 의해 또 하

나의 새로운 규제가 부과되어서는 안 되며, 이것은 환경주의자들

입장에서의 추측과 과장에 불과할 뿐입니다. 특히 어떤 내용이건

간에 은 콜로이드 식이보조제를 살충제로 규제화하는 것을 시도하

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EPA의 관할권 밖일 뿐 아니라 널리

인식되는 모든 미국민들 건강의 자유에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81)

은나노 규제에 반대하는 어떤 시민들은 물, 땅콩버터, 설탕, 수은,

소금, 옥수수 시럽, 화학조미료(MSG), 인공감미료(artificial sugar)

등을 예로 들면서, 이들과 같이 지나치게 섭취할 경우 우리 몸에 유

해하다면 왜 은나노 물질과 같이 규제하지 않는가 하고 반문하기도

하였다.82) 하지만 규제에 반대하는 의견의 다수는 식이보조제인 은

콜로이드(Colloidal Silver) 제품을 수년 간 복용한 사람들이 작성하

였다. 이들 의견의 주된 논조는 은 콜로이드를 복용하면 병원에 의

지하지 않고 저렴하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으며, 수 년 간 복용했음

에도 건강에 부작용이 없다는 것이었다. 즉 “자신의 몸이 증거”라는

81) EPA-HQ-OPP-2008-0650-1110(C. Reeves Jr, 2009.1.14.)를 포함한 42인의
등록 의견.

82) EPA-HQ-OPP-2008-0650-0816(R. Bartos, 2009.1.13.);
EPA-HQ-OPP-2008-0650-0304(Chris Cotner, 2009.2.25.);
EPA-HQ-OPP-2008-0650-0491(익명, 2009.2.3.);
EPA-HQ-OPP-2008-0650-1053(익명, 2009.3.18.)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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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었다. 이들은 동 청원의 배후에는 저렴한 은 콜로이드 사용을

방해하려는 거대 제약회사 카르텔이 있다는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하였다.83)

이런 개별 시민들의 의견과 별개로 나노기술과 관련한 각종 협회,

단체들도 적극적으로 EPA의 규제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다. 예

컨대 은나노 규제에 반대하는 의견을 등록한 단체들 중에는 미국화

학협회(American Chemistry Council), 나노기술산업협회

(Nanotechnology Industries Association), 나노산업협회

(NanoBusiness Alliance) 등이 있었다. 미국화학협회는 ICTA 등이

청원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나노기술 관련 화학업체로 구성된 나

노기술패널(The Nanotechnology Panel)을 구성하였으며, 동 패널에

서 논의된 결과를 청원에 대한 협회의 의견으로 제출하였다. 미국화

학협회가 제출한 의견은 결론적으로 EPA가 ICTA의 청원을 거부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었다. 그 근거로 미국화학협회는 EPA가 FIFRA

하의 적법한 관할범위 내에서 은나노에 관한 규제를 수행하고 있으

며, 이 때문에 ICTA 등이 요구하는 광범위한 은나노 살충제 규제

시행은 불필요할 뿐 아니라 부적절하기까지 하다는 의견을 제시하

였다. 아울러 청원서 부록에 제시된 제품목록에 대한 청원인의 주장

에 대해서도 EPA의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재촉하였

다.84) 나노기술산업협회 역시 EPA가 별도의 규제정책을 수립할 필

83) 규제에 반대하는 의견들은 ICTA 등의 청원 내용과 동 청원의 수용을 고려
중인 EPA에 대해 부정적인 표현들을 사용하였다. 예컨대 허위의(untrue),
분별없는(unwise), 어리석은(stupid), 농담하는(kidding), 어리석은
(ridiculous), 미친(crazy), 터무니없는(absurd), 미친 짓(madness), 멍청한
(idiotic), 언어도단인(outrageous), 무책임한(irresponsible), 범죄의(criminal),
스캔들(scandal), 사악한 엘리트이자 사기꾼이고 거짓말쟁이(evil elite,
crooks and liars), 쓰레기 과학(junk science), 관료주의적 간섭(bureaucratic
meddling), 불편한 진실(an inconvenient truth), 사형선고(death sentence),
대학살(genocide) 등과 같은 부정적이고 극단적인 표현이 규제반대 진영에
서 EPA의 행태를 비판하면서 사용되었다.

84) EPA-HQ-OPP-2008-0650-1363(2009.1.12.);
EPA-HQ-OPP-2008-0650-1364(2009.1.13.), William Gulledge, American
Chemistry Council, 중복하여 등록하였으며 패널보고서를 첨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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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는데, 모든 은나노가 살충제의 정의에 부합하

는 것도 아닐 뿐 아니라 모든 나노살충제가 “새로운” 살충제인 것도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현행 FIFRA와 EPA의 정책

은 적절한 범위 내에서 은나노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

도의 추가 규제는 불필요하다는 것이 나노기술산업협회의 의견이었

다.85)

아울러 은나노 규제를 반대하는 의견 중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시

민단체의 단체 서명 편지(form letters)의 문제점을 비판한 의견도

있었다. 이 의견은 어피니티 제약회사(Affinity Pharmaceuticals)의

포스(Steven Foss)라는 사람이 작성한 것으로, 청원인 중 하나인

CFS가 시민들에게 보낸 대량메일 내용을 인용하면서 한 문장마다

자신의 반박의견을 기재하기도 했다. 다음은 그가 작성한 의견 중

일부분이다.

EPA는 이들 4,000통의 “공통양식” 편지를 접수하기 전에 아래 내

용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정부조직인 CFS와 ICTA는 전자

메일과 웹사이트를 통해 대량의 클릭과 발송으로 편지를 생산하였

습니다. 이들 “편지”의 서명자들은 잘못된 정보, 정보 누락 및 기

만에 의해 이끌려진 것이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여기 CFS가 전

체메일로 발송한 2009년 2월 24일자 메일이 있습니다.86)

이렇게 공개적인 1,403개의 의견이 등록되었지만, EPA는 정작 의

견 접수 마감 후 5년이 지나도록 공식적인 답변을 발표하지 않았다.

당초 청원을 제기한 ICTA 등은 2014년 12월 16일에 EPA가 청원에

American Chemistry Council, “Re: Petition for Rulemaking by
International Center for Technology Assessment et al.; Registration of
Nanoscale Silver Products Under FIFRA: Docket Number
EPA-HQ-OPP-2008-0650,” pp. 1-6.

85) EPA-HQ-OPP-2008-0650-1297(Beveridge & Diamond, P.C.,
Nanotechnology Industries Association, 2009.3.26.).

86) EPA-HQ-OPP-2008-0650-1007(Steven Foss, Affinity Pharmaceuticals,
LLC., 200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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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동 기관에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EPA는 동 청원에 대한 공중의 의견을 분석하고 반

영하여 2015년 3월 19일에 최종적으로 공식 답변서를 발표하였는데,

EPA의 공식 답변서에는 본 청원 및 소송 건과 관련한 답변임을 명

시하였다(EPA, 2015). 동 답변서에서 EPA는 1,500개가 넘는 공중의

의견을 접수했다고 밝혔는데, 이 중 상당수의 의견은 편지쓰기 캠페

인(a letter-writing campaign) 차원으로 제출된 것으로서 같은 양식

의 편지를 복사한 것이었다고 언급했다. EPA에 따르면, 접수된 의

견의 주류는 ICTA 등의 청원 내용과 유사하게 나노수준의 은이 환

경과 공중 보건에 가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에 대하여 우려를 표

시하였다. 물론 청원 내용과 반대되는 의견도 상당 부분 존재했는

데, 이들은 은이 자연적으로 생긴다는 점, 나노수준의 은이 위험하

다는 실증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다. 청원

에 대해 반대하는 측면에서는, 정부의 간섭이 최소화되어야 하며,

개인이 자신의 신체에 대해 행하는 선택권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주

장도 제기되었다. 또 다른 규제 반대 의견으로는, 청원에서 제기된

내용은 “인공적”(artificial)이라는 것인데, 나노 형태의 은은 환경 속

으로 되돌아 갈 때 정상 상태(normal state)로 돌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이 청원을 계기로 EPA가 마련한 은나노 물질 규제정책에

대해서는 다음 장의 제2절에서 상세하게 살펴볼 것이다.

이 장에서 살펴본 은나노 규제 관련 논쟁은 학계나 언론 상에서

논의된 것과는 그 성격을 달리 한다. 이는 미국 연방정부가 은나노

의 규제 사안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일반 시민들이 공개적으로 등

록한 의견을 토대로 하는데, 1,400여 개에 이르는 각 의견은 독립적

이고 산발적이어서 ‘논쟁’으로 보기에 어려운 점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대체로 등록된 의견은 은나노 규제 찬성과 반대로

명백하게 나뉘었으며, 모든 등록 의견이 공개됨에 따라 어느 한쪽의

의견이 상당하게 등록되면 다른 쪽의 의견이 이에 맞서듯이 등록되

는 등 상호 간에 상대 의견을 경쟁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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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게다가 일부 익명으로 작성된 의견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의

견이 자신의 이름 또는 단체명을 명시하고 있어 등록 의견에 대한

진지성과 책임성 측면에서도 결코 가볍지 않았다. 이들의 ‘논쟁’으로

부터 파악할 수 있었던 사실은, 시민들이 각자의 경험에 근거하여

은나노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 판단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의 이름으로 등록된 의견을 제외할 때, 일반 시민 개개인이 등록한

의견을 분석하면 오히려 은나노 물질 규제에 반대하는 경우가 규제

에 찬성하는 의견보다 많았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흥미로운 사실

은 대체로 은나노 규제를 찬성하는 이들은 은나노가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 측면을 강조했고, 규제를 반대하는 이들은 은나노가

인체 건강에 유익한 측면을 강조했다는 점이다.

은나노 관련 청원 사례에서 주목할 만한 또 다른 사실은 이 절의

서두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2005년 나노기술 합의회의에 참여했던

시민들이 2007년에 나노기술 환경보건안전 관련 공중 회의에 이어

2009년 은나노 물질 규제 청원 건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이

다. 이들은 Nanotechnology Citizen Engagement

Organization(NanoCEO) 명의로 2005년 위스콘신에서 나노기술 합

의회의에 참여했던 경험과 당시 시민들의 합의 보고서 내용 및

2008년에 NanoCEO로 단체명을 변경한 것 등을 의견서에 작성하였

다. 이 의견서에서 이들은 은나노 함유 소비자 제품에 대해 자체 조

사를 한 결과 상당량의 은이 조사한 제품들로부터 침출되었다고 언

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2005년과 2007년의 합의회의에서 가공된 나

노물질과 관련하여 환경보건안전(EHS) 관련 이슈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할 것과 의미있고 진정성 있는 시민이 이와

같은 이슈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정부기관이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당시까지 공중이 참여할 수 있는 의미있는 기

회는 거의 없었다고 의견서에 언급했다.87)

87) EPA-HQ-OPP-2008-0650-1304(2009.3.26.);
EPA-HQ-OPP-2008-0650-1372(2009.3.27.), Kirsten Johnson,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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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NanoCEO라는 시민단체의 연혁과 주요 활동내용에 대해 상세

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5년 나노기술 합의회의에 참여한 13명

시민들의 직업은 바텐더, 대학생, 엔지니어, 교사, 교장 은퇴자, 사업

은퇴자, 보험설계사 등 다양했다. 이들 중 영어교사였던 존슨

(Kirsten Johnson) 등은 이 합의회의 이후 위스콘신-매디슨 대학 연

구팀과 나노카페(Nano Cafés)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나노

카페는 나노기술 관련 주제에 대하여 시민들과 자유롭게 토론하는

모임을 마련했는데, 2005년 10월에 ‘과학카페’(Science Cafés)란 이름

으로 토론모임을 개최한 이후, 2006년 1월까지 동 명칭을 사용하여

제2회 과학카페를 개최하였다. 2006년 7월부터는 ‘나노카페’로 모임

명칭을 변경하여 2007년 3월까지 총 4회에 걸쳐 ‘나노카페’ 모임을

개최하였다. 2007년 5월에는 ‘나노펍’(NanoPub)이란 명칭으로 펍에

서 모임을 개최하기도 했는데, 이 때 주최측은 우드로윌슨 연구소에

서 나노기술을 연구하는 수석과학자 메이나드(Andrew Maynard)

박사를 초청하여 나노기술의 연구개발 현황, 나노기술의 잠재적인

편익과 위험 및 나노기술 규제와 시민참여 등을 주제로 시민들과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했다.88)

이들의 활동은 이에 그치지 않았는데, 2007년 1월에는 ‘나노기술

시민연합’(Citizens Coalition on Nanotechnology, CCoN)이란 단체

명의로 국가나노기술조정국(NNCO)이 개최한 공중 회의(public

meeting)에서 나노기술의 환경보건안전(EHS)와 관련하여 연구의 우

선순위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2005년 합의회의 보고서

를 별도 의견으로 제출한 이는 2005년 합의회의에 참여했던 교장

은퇴자인 밀러(Larry Miller)였다. 이 절의 앞부분에서 NNCO가 주

Nanotechnology Citizen Engagement Organization, 중복하여 등록. 의견
작성자는 Kirsten Johnson(President), Erin Loiselle(Vice President),
Morgan Sharpe( Treasurer), Cassandra Garcia(Secretary), Mathilde
Colin(Outreach & Engagement Coordinator), James Powell(Administrator),
Maria Powell(Research Director) 등 7명이다.

88) http://www.nanocafes.org/?q=past_events (최종 검색일: 20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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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 공중회의에 참석한 밀러의 소회 등을 담은 보도자료 역시

CCoN에서 작성하여 배포한 것이었다. 2007년 1월 공중회의 이후에

도 이들은 나노기술 관련 참여 활동을 지속하였는데, 2008년에는

‘나노기술시민참여기구’(Nanotechnology Citizen Engagement

Organization, NanoCEO)이란 명칭으로 단체를 재조직하여 2008년

말 미국 EPA가 주도한 ‘은나노 제품에 대한 살충제 규제 청원’에

대해 동 단체 명의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NanoCEO 초기 단계에서

는 존슨이 계속 회장직을 맡았고, 2005년 합의회의 참석 당시 몬테

소리 교사였던 로이젤(Erin Loiselle)이 부회장을 맡았다. 2010년대

들어서 NanoCEO 활동은 ‘중서부환경정의기구’(Midwest

Environmental Justice Organization, MEJO)에서도 활동가로 참여하

는 파월(Maria C. Powell) 박사가 주도하였다. 파월 박사는

NanoCEO와 MEJO 두 단체의 명의로 위스콘신주에서 추진하는 ‘나

노기술 정보허브 및 나노기술 위원회 구성’ 관련 법안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를 했다.89) 2012년 이후 NanoCEO의 활

동은 더 이상 보이지 않으며, 최근에는 파월 박사도 MEJO 중심으

로 환경문제와 관련한 활동만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필자와의 인터

뷰에서 파월 박사는 본인이 프랑스 출신 인턴 콜린(Mathilde

Detcheverry Colin)과 함께 나노카페(Nano Cafés)와 나노기술 시민

연합(Citizens Coalition on Nanotechnology, CCoN)을 창립했다고

밝혔다. 당시에는 국립과학재단(NSF)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는데, 이

는 위스콘신대학의 나노기술공학센터(Nanotechnology Science &

Engineering Center, NSEC) 과제의 일부였다고 한다. 하지만 NSEC

를 포함한 대학측으로부터 점점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

기 때문에, 파월 박사와 콜린은 다른 시민들과 함께 NanoCEO를 대

학에서 독립하여 창설했다. 파월 박사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은 자원

봉사자였다. 나노기술의 시민참여라는 어려운 업무를 하는 과정에

89) https://legis.wisconsin.gov/lc/committees/study/2010/NANO/index.html (최
종 검색일: 20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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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단체의 모든 구성원은 지쳐갔고 그들의

노력은 점점 흐지부지되었다. 결국 콜린은 본국인 프랑스로 떠났고,

그들이 운영하던 웹사이트마저도 유지비를 마련하지 못해 얼마 못

가서 폐쇄하게 되었다고 파월 박사는 답변했다(Maria Powell 인터

뷰, 2020.9.30.). 파월 박사를 중심으로 한 NanoCEO 등의 자발적인

시민단체가 나노기술정책에 적극적인 참여를 했던 점은 유의미한

사례로 평가될 수 있지만, 그와 동시에 이는 외부의 지원 없이 시민

운동을 지속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일임을 알 수 있

는 사례이기도 하다.

제 3 절 한국의 나노위험 논쟁

한국에서의 나노위험 논쟁은 미국에서 논의되었던 것과 마찬가지

로 나노이산화티타늄, 은나노 등 나노물질이 사용된 제품의 잠재적

위험성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한국에서 전개된 나노위험

논쟁의 양상은 미국에서 진행된 사안을 비교할 때, 행위주체, 논의

주제 등의 측면에서 달랐다. 이 절에서는 한국에서 전개되었던 자외

선 차단제, 은나노 세탁기, 은나노 모래, 은나노 독성연구 사안 등을

살펴볼 것이다. 이들 주제에 대해서는 기사의 형식으로 언론상에서

논의되기도 하였지만, 이 절에서는 언론기사 인용보다는 주요 행위

주체들의 직접적인 활동에 더 주목하여 살펴볼 것이다.

먼저 미국 사례에서 논의된 바 있는 은나노의 위험성과 관련하여

한국에서 진행되었던 논의를 살펴보겠다. 이 장의 제1절에서 언급했

듯이 미국의 은나노 논쟁은 한국의 삼성전자가 미국으로 수출한

‘SilverCareTM Washing Machine’이라는 세탁기로부터 촉발되었다.

삼성전자는 2003년에 소위 ‘은나노 세탁기’라 불리는 이 세탁기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국내에 출시하였으며, 이 제품은 이후 미국

에 수출되기에 이른 것이었다. 당시 삼성전자 연구소에서 책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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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으로 근무 중이던 양혜순 박사는 ‘전기분해를 이용한 은나노 살균

방식의 세탁기’에 관한 연구논문에서 자사가 개발한 ‘은나노 살균방

식’ 세탁기의 작동원리에 대하여 학계에 보고한 바 있다. 이 논문에

서 연구진은 (1) 인체에 접촉했을 때 안전한 물질이며 농도 또한 안

전 수준일 것, (2) 환경 측면에서 환경친화적일 것, (3) 전기를 이용

한 자동시스템이 가능할 것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방법으

로 “전기분해를 이용한 은 콜로이드 발생장치”를 고안했다고 밝혔

다. 이 연구에서 생성된 은 콜로이드 크기는 약 20nm에서 100nm

사이에서 다양한 크기의 콜로이드가 존재한다는 것도 언급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에서 본 장치가 “세탁기의 살균 장치로서 매우

획기적”이라고 평가하였다(양혜순, 2004: 3-12). 삼성전자가 이와 관

련된 특허를 복수로 출원하였고, 제품에 따라 사용되는 특허기술이

각기 다를 수 있으나, 이 특허는 아래의 그림에서 예시한 특허와 대

동소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래의 특허 그림에서 왼쪽 부분에 있는

15번 장치가 은이온 발생장치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왼쪽 부분

은 오른쪽 세탁기 전체에서 10번 부분을 확대한 것이다.

[그림 6-1] 은이온 발생기 장착 세탁기의 특허 내용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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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양혜순 논문에서는 은나노, 은이온, 은콜로이드 등이 혼합적

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은나노는 100nm이하의 크기를

지칭하지만, 은콜로이드는 상대적으로 더 크기의 범위가 넓으며, 은

이온은 은나노보다 더 작은 크기로 0.1nm 이하의 크기로 측정된다.

아래의 그림은 이 세 가지의 크기를 도식적으로 비교한 것이다.

(출처: Luoma, 2008: 11)

[그림 6-2] 은이온과 은나노 및 은콜로이드 비교

양혜순의 논문에서는 ‘은이온’ 발생기라고 명확하게 설명되어있음

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측은 이를 장착한 세탁기를 ‘은나노 세탁

기’라는 명칭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하였다. 이에 대해 서강대 이덕환

교수는 「세계일보」 칼럼을 통해 기업들이 제품에 사용했던 ‘은나

노’라는 용어가 근거없이 그들의 마케팅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지적

하기도 했다. 기업들이 살균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은의 이미지에

“첨단 냄새가 물씬 풍기는 ‘나노’라는 과학용어를 앞세워” 광고를 했

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은 원자가 전자를 잃어버리고 양전하를

90) 특허명: 「Washing machine provided with silver solution supply devic
e」, 출원번호: US 2007/0271967 A1, 발명인: 이영수. 이 특허는 삼성전자가
2003.12.9.에 미국에 출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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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게 된 ‘은 이온’은 화학적으로 ‘은나노’와 공통점이 거의 없다고 하

면서, 이와 같이 잘못된 마케팅 전략은 미래성장동력인 나노기술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덕환, 2009.9.16.). 유상운도

한국과 미국에서 삼성의 은나노 세탁기를 둘러싸고 진행되었던 은

이온과 은나노 논쟁을 분석하였는데, EPA가 2006년에는 은이온을

은나노의 범주에 포함시켜 규제정책을 추진했지만 2007년에는 은이

온과 은나노 물질을 분리하여 은이온 물질을 규제 대상으로 한정했

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유상운, 2013).

한국 기업이 생산한 ‘은나노 세탁기’가 미국 내에서 나노물질에 대

한 환경 및 건강 위해성 논쟁을 촉발하고 나노물질에 대한 연방정

부 차원의 규제정책을 수립하게 된 계기로 작용한 것에 비하면, 정

작 동 제품의 생산 본거지인 한국에서는 미국 내에서 진행된 논쟁

에 필적할 만한 논의가 발견되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은나노가 건강

과 환경에 위해성이 있는가 여부보다는 실제로 은나노의 항균성이

존재하는가에 대해 더 논의가 집중되었다. 그리고 이런 이슈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여한 기관은 환경부나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아닌 한국

소비자보호원이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은나노에 대한 시험은

2004년 전기냉장고에 대한 제품시험을 하면서 시작하였다. 당시 국

내 가전3사가 공통적으로 광고하였던 “나노실버에 의한 항균·살균성

능”을 검증했던 것이다. 동 시험 결과 소비자보호원은 업체들이 주

장하던 항균·살균 효과가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가전 3

사들도 이런 지적에 동의하였음을 밝혔다(한국소비자보호원, 2004).

소비자보호원은 2005년 은나노에 의한 살균효과가 강조된 삼성세탁

기를 포함한 시중의 드럼세탁기에 대해서도 시험 결과를 발표하였

다. 소비자보호원은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과 공동으로 시중 드럼세

탁기 4개 제품에 대해 품질성능과 살균(제균)기능 등을 시험하였는

데, 시험 결과 삼성세탁기의 경우 은나노 기능을 작동했을 때와 작

동하지 않았을 때 살균력에 있어 유의할 만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고 발표했다. 소비자보호원은 살균력 시험방식을 두 가지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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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는데, 세제 없이 물만으로 세탁한 경우와 세제 세탁을 한 경우로

구분하였다. 이 시험에서 4개 제조사의 세탁기 모두가 두 가지 시험

방식에서 세균이 99.9% 이상 제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은나노 기능

이 있는 삼성세탁기의 경우에도 은나노 기능을 작동하건 하지 않건

동일한 수준으로 제균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보호원,

2005). 당시 「서울신문」이 당시 소비자보호원장과 행한 인터뷰 기

사보도를 보면, 원장이 드럼세탁기 비교시험 결과 발표내용에 대해

매우 고무되었음을 알 수 있다(강충식, 2005.12.30.).

한국에서 삼성세탁기의 은나노 기능에 대한 시험결과가 도출되어

논의되었던 2005년 당시, 오베르되스터 등의 논문(Oberdörster et

al., 2005)에서 ‘나노독성학’이 언급된 이후 나노독성에 관한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었다. 한국의 연구자들도 나노독성 연구 추세에 동참

하고 있었고, 때로는 세계 최초라고 평가되는 연구결과를 얻기도 했

다. 2005년에 맹승희와 유일재는 “나노 독성의 개념 및 나노입자에

대한 위해성 평가의 필요성”이란 표제의 논문에서 외국의 나노 독성

관련 선행연구(Keryling et al., 2002; Oberdörster et al., 2005 등)를

소개하면서, 정부가 나노기술 연구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증가시

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노입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과 투

자는 미약함을 지적하였다. 이에 정부차원의 나노입자 안전성과 관

련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맹승희·유일재, 2005). 2007년

초에는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유일재 박사팀이 세계 최초로 은

나노 입자의 동물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유일재 박사팀은 28일간의

실험용 생쥐에 대한 은나노입자의 흡입독성 연구

(Twenty-Eight-Day Inhalation Toxicity Study of Silver

Nanoparticles in Sprague-Dawley Rats) 결과를 국제학술지

(Inhalation Toxicology)에 발표했다. 이 논문의 결과는 기준보다 은

나노입자 100배 농도인 실험환경에서 생쥐들이 이상현상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었다(Jun Ho Ji et al., 2007). 하지만 유일재 박사는

은나노입자의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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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취지로 언론에 인터뷰를 했다(중앙선데이, 2007.4.30.). 이 연구

를 계기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은나노의 흡입독성에 대한 연구

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후 호서대로 옮긴 유일재 박사는 2013년

에는 실험용 생쥐를 대상으로 세포별 은나노입자의 체내지속성 연

구(Biopersistence of silver nanoparticles in tissues from Sprague

–Dawley rats) 결과를 다른 국제학술지(Particle and F ibre

Toxicology)에 발표했다. 이 논문에 의하면, 10나노미터와 25나노미

터로 크기가 다른 은나노물질을 흰쥐에 경구 투여했고, 이 은나노물

질들은 크기와 상관없이 4개월 기간 동안 대부분의 세포 내에서 제

거되었으나, 뇌와 고환에서는 나노물질이 쉽게 제거되지 않았다(Ji

Hyun Lee et al., 2013). 이 논문을 통해 은나노물질이 크기에 상관

없이 동일한 속성이 나타난다는 함의가 제시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은나노물질에 규제기준이 물질의 크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필요

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은나노물질의 독성 연구에 대한 전문성을 토대로 유일재 교수는

OECD 제조나노물질작업반(Working Party on Manufactured

Nanomaterials, WPMN)에 참여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수행했다. 이

후 유일재 교수는 2011년 말 옥시레킷벤키저(옥시)로부터 「가습기

살균제의 노출평가 시험 및 흡입독성시험」 연구용역을 수행하기도

했는데, 향후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한 결과 유

일재 교수가 옥시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연구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판단했다(참여연대, 2016; 환경보건시민센터, 2017). 비록 이 연구용

역은 좋지 않은 결과로 나타났지만, 은나노 물질에 대한 동물실험

결과를 세계 최초로 알린 유일재 교수가 가습기 살균제의 흡입독성

연구에도 관여했다는 사실은 나노물질의 독성 연구와 가습기 살균

제의 독성 연구 간 접점이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습기 살균

제 사고를 계기로 한 시민사회의 참여과정에 관해서는 다음 절에서

상세히 살펴볼 것이다.

위와 같은 나노독성 연구와 별도로 한국 사회에서 진행된 나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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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관련 논쟁은 2009년 당시의 ‘은나노 모래’ 논쟁을 들 수 있다. ‘은

나노 모래’, 즉 은나노가 코팅된 모래는 놀이터 등에서 어린이들이

직접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은나노 모래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하여

자치단체 의회와 학부모 및 시민단체의 관심이 높았다. 하지만 이들

의 논의과정을 보면 쟁점이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례로 서울

시의회 상임위원회인 교육문화위원회에서 2009년 4월 29일에 성무

원 위원은 서울시 동부교육장에 대한 질의에서 은나노 모래를 “건강

에 좋은 모래”로 암시하면서, 이 모래가 “병원균이 오염되지 않는

다”는 측면에서 일선 학교에 설치를 권장할 것을 제안했다(서울특별

시의회, 2009a).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유희숙 위원도 2009년 5월 1일

회의 시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에게 어린이공원에 대한 문제점을 질

의하는 과정에서, 상상어린이공원에 “은나노 모래를 갖다놔서 아이

들이 집어먹어도 전혀 건강상 해가 없는” 것으로 언급하였다(서울특

별시의회, 2009b). 당시 위원들은 은나노의 살균성 측면에 대하여 긍

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은나노 모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위원들과는 반대로,

서울시의회의 양준욱 위원은 상임위원회 회의 시 은나노 모래에 대

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다. 그는 2009년 9월 1일 환경수자원

위원회에서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을 상대로 은나노가 폐 및 간, 심장

조직에 유독할 수 있다는 당시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연구 결

과를 인용하면서, 놀이터에 은나노 모래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처

방안을 질의했다. 이 질의에 대하여 서울시의 안승일 국장은 한국생

활환경연구원의 은나노 시험은 “은나노 분진을 일부러 만들어서 시

험용 쥐 코에다 대고 며칠 동안 투입을 한 것”으로 흡입에 의한 반

응 실험이었다고 설명하면서, 상상어린이공원에 사용한 은나노를 코

팅한 은나노 모래는 실험 결과 분쇄기로 갈아서 놓았을 경우에도

모래에서 은나노 코팅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주장

했다. 안승일 국장은 연이은 질의응답에서 은나노 제품들이 미국

FDA의 시험 검증을 받은 것임을 강조하면서 인체에 해롭지 않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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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차 주장하였다(서울특별시의회, 2009c) 양준욱 위원은 같은 해 12

월에도 같은 위원회에서 안승일 국장에게 상상어린이공원에 은나노

모래를 아직도 사용하는지를 질의했고, 안승일 국장은 은나노 모래

가 아닌 강 모래를 사용한다고 답변하면서 아래와 같이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은나노 모래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그 유해성에 대해서 국가공

인기관에 시험도 다하고 해서 안전하다는 판명을 받고 사용을 했

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일부가 은나노에 대한 유해성에 대해서

과장되게 언론플레이를 하고 그래서 그것이 시민들한테 어떤 걱정

을 자꾸 끼쳐드리는 것 같아서 그것을 은나노가 굉장히 안전하다

고는 저희는 믿고 있지만 그런 걱정을 굳이 끼쳐드리면서까지 이

렇게, 은나노가 좀 비싸기는 비쌉니다, 일반 모래보다. 그렇지만

저희는 그만한 안전성이 있고 또 살균역할까지 하는 정도의 기능

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값을 한다 생각해서 썼었는데 그런 걱정들을

하시는 분들 때문에 지금 잠시 멈추고 있습니다. 좀 더 여론의 추

이를 봐서 은나노 모래를 계속 써야 할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서울특별시의회, 2009d).

서울시의회의 은나노 모래에 대한 질의답변 이후 서울시 자치구

들은 더 이상 은나노 모래의 사용을 확산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

다. 하지만 이미 서울시 상상어린이공원 내 놀이터에 이미 설치된

은나노 모래가 전수 교체되었는지, 여전히 은나노 모래가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는 불분명한 상황이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 부설 시민

환경연구소는 자체적으로 서울시 상상어린이공원 내 놀이터의 모래

에 대하여 은나노 성분을 조사한 바 있다. 동 연구소 연구진은 2011

년 6월 기준으로 지정된 서울시의 상상어린이 공원 304개소 중에서

6개 자치구(강남구, 관악구, 광진구, 동작구, 서초구, 은평구)를 조사

대상 자치구로 선정했다. 연구진은 자치구 선정 후 은나노 모래가

시공되기 시작한 2009년을 기준으로 준공일이 각각 2009년,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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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인 놀이터 9곳을 선정하여 2012년 2월 8일과 3월 7일에 모래

샘플을 채취했다. 모래 샘플은 놀이터별로 각각 표층과 10㎝ 깊이

심층으로 구분하여 채취되었으며, 채취된 모래 샘플에 대한 성분분

석은 서울대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NICEM)에 조사분석을 의뢰했

다. NICEM에서 수행한 모래 샘플 성분분석 결과 모두 은나노 성분

이 검출되지 않았다(서울대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 2012; 시민환경연

구소 미발간 보고서). 상상어린이 공원 모래에서 은나노 성분이 검

출되지 않은 이유는, 앞에서 서울시의회 질의에서 담당 국장이 답변

한 바와 같이 은나노 모래가 전수 교체되었을 가능성과 시공된 은

나노 모래에 실제로는 은나노 물질이 없었을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 그에 대한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은나노 모래에 대한 시의회에

서의 질의답변 과정과 시민단체의 분석조사 사례는 2009년부터

2012년에 은나노 모래에 대한 잠재적 위험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었

는지, 시민사회는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한 단면으로

서 의의가 있다.

당시 시민환경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재직 중에 은나노 모래에

대한 보고서(미발간)를 기획하고 작성했던 고도현 (현)시민과학연구

소장은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본인이 ‘지구의 벗’에서 발간한 자외선

차단제의 안전성에 관한 보고서를 접한 후에 처음으로 은나노의 안

전성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고 답변했다. 서울대 농생명과

학공동기기원에 성분분석을 의뢰했던 상상어린이공원 놀이터에서

은나노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이후, 시민환경연구소에서 기획했던

보고서를 발간하지 않기로 결정한 배경은, 성분분석 결과 은나노 모

래에서 은나노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판명났다는 보고서의 결과

가 당초의 본의와 다르게 은나노 모래에 은나노가 왜 없는지를 지

적하는 상황으로 전개되어, 역설적으로 동 연구소가 은나노 모래를

지지하는 것으로 오인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고도현 인터뷰,

2020.8.28.). 참고로 고도현 소장은 앞 장에서 소개한 2012년 3월에

개최했던 ‘나노안전 이해당사자 포럼’의 소비자 그룹에 참석했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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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0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나노위

험과 관련해서는 은나노 물질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 논의가 진행되

었으나, 2010년 전후부터는 나노물질 전반에 관한 위험성으로 논의

대상이 바뀌기 시작했다. 2010년 12월에는 ‘자원순환사회연대’에서

“나노물질이 포함된 생활용품 대상 소비자 정보제공 및 유해성 인식

여부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자원순환사회연대, 2010). 이 조사는

크게 제품에 대한 조사와 시민에 대한 설문조사 두 가지로 이뤄져

있었다. 먼저 제품에 대한 조사는, 연구팀이 2010년 6월 21일부터

28일까지 유통매장과 인터넷쇼핑몰에서 5가지의 제품군(화장품류,

세제류, 장난감 및 유아용품류, 생활용품류, 가전제품류)을 선정한

후, ‘나노’로 표시되어 홍보되고 있는 제품들을 각 제품군별로 30개

내외를 선정하여 총 155개 제품에 대해 나노물질 포함여부에 대한

설명, 유해성 언급 등이 명시되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제품에 대

한 조사결과를 보면, 먼저 전체 155개 조사대상 제품 중 약 71%가

나노제품으로서 효능과 효과를 긍정적으로 설명하였으나, 2% 미만

의 제품이 나노제품으로서 주의사항이나 유해가능성에 대해 설명하

고 있었다. 오히려 조사대상 제품의 37%는 제품에 대한 설명이 잘

못된 지식에 바탕하거나 과장된 것으로 의심되기도 했다. 그리고 제

품에 사용한 나노물질과 관련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은 전체 조사

대상의 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자원순환사회연대, 2010:

162-163).

자원순환연대는 별도의 리서치기관에 의뢰하여 일반 시민을 대상

으로 나노물질 유해성 인식조사를 실시했는데, 이는 2010년 10월 26

일부터 10월 30일까지 서울과 전국 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

상 성인 남녀 730명을 대상으로 전화인터뷰(computer assisted

telephone interview) 방식을 적용한 것이었다. 인식조사 결과를 보

면 다음과 같다. 나노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응

답자는 전체의 20.5%에 불과했고, 이들이 사용한 제품은 치약·칫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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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가 43.4%, 화장품이 42.0%, 세탁기 19.3%, 옥매트 18.0%, 비누류

15.3% 순으로 나타났다. 나노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68.0%는 나노물질 포함 사실을 알고 구입했다. 구입

한 제품에서 나노물질의 효과성이 제대로 설명되었는지에 대한 설

문에서는 72.0%가 ‘설명서만 봐서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그리

고 나노물질이 포함된 제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에서

는 ‘모름/무응답’ 32.1%, ‘영향이 많을 것이다’ 29.2%, ‘영향이 없을

것이다’ 20.1%, ‘직접 먹지만 않는다면 영향이 없을 것이다’ 19.6%

순으로 응답되었다(자원순환사회연대, 2010: 164-175).

한국에서 논의된 자외선 차단제 사안은 2010년대 중반에서야 등

장하기 시작했다. 미국에서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 이전까지 시

민단체를 중심으로 나노물질이 함유된 자외선 차단제의 잠재적 위

험성이 논의되었던 것을 비교하면 비교적 늦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언론기관을 제외할 때, 한국 내에서 자외선 차단제와 관련한

잠재적인 위험성 문제를 제기한 단체는 ‘소비자시민모임’이다. 국내

에서 소비자운동을 하는 단체는 다양한데, 한국사회에서 국제적인

시각과 전문성을 갖고 소비자운동을 전개하고자 1983년에 창립된

사단법인 소비자시민모임(소시모)은 창립 첫해부터 국제소비자기구

(Consumers International)의 통신 회원으로 출발하여, 현재는 국제

소비자연구검사기구(ICRT) 회원이자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협의지위

NGO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91) 소시모는 소비자정보지를 표

방하면서 2004년 10월에 『소비자리포트』를 창간한 이후 현재까지

1년에 10호 내외로 발간하고 있는데, 각 호에는 소비자 관점의 주요

이슈가 간결하게 요약되고 있다. 소시모는 『소비자리포트』를 통해

자외선 차단제 이슈와 관련하여 2016년에 2건, 2018년에 1건의 기사

를 발행했다. 『소비자리포트』 2016년 4월호는 ‘자외선(UV) 차단-

91) 사단법인 소비자시민모임 웹사이트
(http://www.consumerskorea.org/about/introduce) 참조 (최종 검색일: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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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 차단제에만 의존할 수 없어’ 표제의 기사에서 자외선 차단제

에 함유된 나노입자의 위험성에 대해 소개하였다. 이 기사는 자외선

차단제에 대하여 “내분비계를 교란하는 화학물질이나 나노입자가 포

함되어 있어 소비자의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

다”면서, 이는 나노입자가 “그 자체의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

고 언급했다. 그러나 “피부에 이상이 없는 한 자외선 차단제의 나노

입자가 피부 바깥 층 밑을 침투할 수 있다는 근거를 찾아낼 수 없

었다”고 부연하고 있었다(소비자시민모임, 2016a: 20). 상기 기사 게

재 이후 『소비자리포트』는 2개월 후인 6월호에서 ‘화장품 속 화학

물질’에 관한 기사에서 각종 화장품 성분에 대해 잠재적 위험성을

설명하였다. ‘나노입자’ 부분에서 동 리포트는 “일부 미네랄 메이크

업 제품과 자외선 차단제에서 발견되는 티타늄디옥사이드나 징크옥

사이드에 나노입자가 함유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나노입자가 피

부를 통해 신체에 흡수되는지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없다”는 것과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현재까지 밝혀진 바가 없다”

는 평가를 덧붙였다(소비자시민모임, 2016b: 17-18). 위의 2016년 2

개의 기사 이후로 『소비자리포트』는 2018년 5월호에서 다시 자외

선 차단제와 관련한 위험성을 언급하였다. 이 기사에서는 선스프레

이에 대해 별도로 설명을 하였는데, 선스프레이가 나노입자 형태의

이산화티타늄과 산화아연을 함유할 수 있는데, 이산화티타늄은 흡입

시 암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고 하면서 세계보건기구(WHO)를 인용

했다. 2016년의 두 기사는 각각 호주의 『Choice』 2015년 9월호와

2016년 4월호를 출처로 하였으며, 2018년 기사는 미국의

『Consumer Reports』 2017년 7월호를 출처로 한 것이었다.

소시모의 『소비자리포트』에 게재되었던 기사들을 통해 두 가지

를 유추해 볼 수 있는데, 먼저 한국에서 논의되는 자외선 차단제 관

련 위험성은 미국, 호주 등 해외에서 수입되고 소개된 것이라는 점

이다. 다음으로는, 자외선 차단제 관련 위험성 논의가 한국만의 맥

락에서 비롯하기보다는 국제사회의 소비자 운동 측면에서 공유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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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한국에서 자외

선 차단제와 관련한 논의는 사회적인 이슈 차원으로까지 확대되지

는 않았는데,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소시모의 윤명 사무총장은 소시

모가 나노제품에 대한 소비자운동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이유에 대

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스스로 나노제품이라고 표방하는 제품

자체가 별로 없었으며, 소비자의 경우에도 본인이 나노제품을 사용

한다는 인식이 그다지 존재하지 않았다. 게다가 나노입자의 크기나

정의 부분도 불명확한 상황에서 나노제품으로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소시모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제품은

출시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며, 화장품과 같은 제품은

식약처를 통해 안전성 연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

시했다고 한다(윤명 인터뷰, 2020.10.14.). 참고로 그녀도 2012년 3월

에 이중원 교수가 연구책임자를 맡아 기획했던 ‘나노안전 이해당사

자 포럼’에 참석한 소비자 그룹 일원 중 한 명이기도 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에서 나노위험 논쟁은 주로 인체

의 건강과 관련된 것이었으며, 미국에서 관심을 가진 환경적 차원의

문제의식은 잘 보이지 않았다. 이런 차이점 역시 미국과 다른 한국

적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미국에 비하여 한국의

환경운동은 1980년대부터 시작하여 비교적 역사가 짧은 편이다.92)

하지만 비록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환경단체들은 대기환

경, 수질환경, 생태보전, 에너지, 기후변화, 생활환경 등 다양한 분야

에서 참여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환경에 대한 인식은

비교적 최근에야 높아지기 시작했는데, 일례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

구원이 전국 성인 3,0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 국민환경의식조

사’에서 환경문제에 대하여 ‘관심이 있다’고 전체의 74.2%가 응답했

다. 이는 직전년도인 2017년 조사결과인 54.4%에 비해 크게 상승한

92) ‘공해반대시민운동협의회’, ‘공해추방운동청년협의회’가 1988년 통합하여 출
범한 ‘공해추방운동연합’을 뿌리로 하는 환경운동연합은 동 단체를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환경단체로 소개하고 있다. http://kfem.or.kr/?page_id=8 (최종
검색일: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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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었다(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9: 5). 이와 같이 한국사회에

서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은 점차 높아졌지만, 정치사회적인 이

슈 중에서는 환경이슈가 우선순위로 나타나지 않았다. 예컨대 2017

년 4월에 더불어민주당이 발간한 대선공약집을 보면, 당이 제시한

‘4대 비전 12대 약속’ 중에 환경 이슈는 11번째 약속인 ‘지속가능하

고 성평등한 대한민국’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 11번째 약속은 젠더

이슈와 환경 이슈가 같이 합쳐져 있는 것이었으며, 환경 이슈마저도

에너지정책과 연관된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보다 앞선 순위인 10번

째 약속인 ‘생활안전 강화’에서는 먹거리 안전 및 ‘인체위해물질과

제품에 대한 통합 관리’를 제시하고 있었다(더불어민주당, 2017). 대

선 공약이 국민의 관심사안을 바탕으로 만들어지고, 국민이 해당 정

당에 투표하도록 유인하는 기제임을 고려할 때, 대선 공약에 포함된

환경 이슈의 우선순위와 반영된 공약 내용을 보면, 한국사회에서 환

경 이슈가 차지하는 정치사회적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고 볼 수 있다. 이 장의 제1절 말미에 인용한 바와 같이, 비슷한 시

기인 2017년 초에 미국에서 퓨 리서치 센터가 새로 취임한 트럼프

정부가 다룰 이슈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환경 이슈에 우선순위를 부여한 것에 비교했을 때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 미국과 한국에서 나노위험에 대해 접근하는 방식이 다소 달

랐던 배경 중에는 이런 정치사회적 인식의 차이도 존재했다고 볼

수 있다.

제 4 절 한국의 나노위험 관련 시민참여 사례

이 절에서는 한국에서 일어났던 나노위험 관련 시민참여 사례로

서 ‘가습기 살균제 사고’ 사례를 다룰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관련 피해시민과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 노력을

통해 국가적 사안으로 부각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이들의 노력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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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국회에서 동 사안에 대해 국정조사가 이뤄지고 관련 피해자 구

제법이 제정되는 등 구체적인 결과가 가시화되었다. 그리고 이 과정

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포함된 은나노 물질에 대한 위험성 문제도

제기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가습기 살균제

사안이 나노입자의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 사안이 독성나노물질의 문제로 전환되었다는 점이다.

주지하다시피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한국에서 발생한 “세계 최초

의 바이오사이드(biocide) 참사”로 공공연히 일컬어져왔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나노기술 혹은 나노물질은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어

보이나, 가습기 살균제로 사용되는 물질 중 은나노 성분이 포함된

경우가 있었다. 이하의 내용은 한국에서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

과 그와 관련되어 진행된 논의 가운데 은나노 물질에 관한 위험성

이 어떻게 포함되어 있었으며, 시민사회는 동 사안에 어떻게 대응하

고 참여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습기 살균제는 실내의 습도 유지를 위한 가습기 사용 과정에서

가습용 물에 대한 소독을 위해 사용된 살균제를 의미한다. 가습기

살균제는 1994년 11월 16일 ㈜유공이 최초로 개발하여 광고와 판매

를 시작한 것을 계기로 시장에 출시되었다.93) ‘가습기 메이트’라 명

명된 이 제품의 출시는 1994년 11월 16일자 「매일경제」에서 확인

할 수 있는데, 당시 기사 내용을 보면 이 살균제는 “가습기의 물에

첨가하면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세균을 완전 살균할 수 있는 특성

을 지니고” 있으며, 이 살균제의 효력은 약 15일 이상 지속되고 “독

93) 언론보도 등에서 ㈜유공의 ‘가습기 메이트’가 세계 최초로 제작된 것으로
대대적으로 홍보되었다고 알려졌으나, 동 제품을 ‘세계 최초’라고 명시적으
로 작성한 기업홍보자료는 찾기 어렵다. 아마도 ‘세계 최초’라는 표현은 가
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 수년간 조사해온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최예용 등이
쓴 논문을 근거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논문에서 저자들은 1994년
11월 16일에 보도된 가습기살균제에 대해 “세계 다른 나라에서 생활제품으
로써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아직까지 보고되지 않고 있어 이 내
용은 세계 최초일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의견을 제시하였다(최예용 외,
20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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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험 결과 인체에 전혀 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음을 강조했다

(이채열, 1994.11.16.). ㈜유공이 국내에 최초로 1993년 1월 12일에

출원한 가습기 살균제로 사용된 제품의 특허명은 “소비자용 살균조

성물”이며, 노승권과 이재환이 공동 발명자로 등록되었다. 이 특허내

용의 ‘요약’ 부분에는 제품의 성분과 용도에 대하여 간략하게 기술

되어 있는데, 이는 “이소티아졸리논계 화합물 등이 0.01%-5%가 알

콜계 용매 또는 물을 용매로 하여 녹아있고 이것을 용도에 따라 에

어로졸, 스프레이 또는 농축된 액체형태로 만든 살균제에 대한 것”

임을 밝혔다.94)

1994년말에 가습기 살균제가 시장에 출시된 이후 원인미상 폐질

환의 인과관계가 2011년에 밝혀지기까지 15년 이상 이 제품이 시장

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었다. 원인미상의 폐질환자가 병원에 입원하

고 있었지만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던 가운데, 2011년 4월 25

일 서울아산병원에서 폐질환 환자 7명에 대하여 질병관리본부에 신

고 및 역학조사를 요청한 것을 계기로, 같은 해에 질병관리본부에서

본격적인 역학조사와 동물실험을 착수하였다. 동년 8월 31일 질병관

리본부는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가습기 살균제와 원인미상

폐손상 간 최종 인과관계가 확인될 때까지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출시를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같은 날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가습

기 살균제품과 유사 제품명을 공개하고 제품회수 조치 실시하라”는

제목의 긴급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 성명서는 문제가 된 가습기 살

균제에 대한 종류와 제품명의 공개 및 제품의 긴급 회수를 주장하

는 한편, 이를 계기로 화학물질 안전관리 제도를 근본적으로 수정해

야 한다는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이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성

명서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관한 시민사회의 첫 반응이라고 평가

된다(이철재 & 구도완, 2000). 이를 계기로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최

예용 활동가를 중심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

94) 공개번호: 특1993-0016017(소비자용 살균조성물, 출원일자: 1993.1.12.) 공개
특허공보, p.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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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행했다. 2011년 9월 8일에는 자체적으로 가습기 살균제의 판매

실태를 조사한 결과보고서를 공개하였는데, 이 보고서에는 (1) 가습

기 살균제 피해자가 정부 발표보다 훨씬 많다는 것, (2) 전국각지에

판매되는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 강제리콜해야 한다는 것, (3) 7종류

의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상품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것 등이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조사보고서 발표 이후에도 피해 사례 신고접수

를 받아 자체적으로 피해상황을 정리하면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특징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이슈화 작업을 병행했다. 이뿐 아니라

주요 정부기관 앞에서 일인시위, 제조사 형사고발, 피해사진 전시회

는 물론 인터넷신문 「프레시안」에 총 26회의 기사를 연재하면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전국적으로 알렸다.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와 동물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

부는 2011년 11월 11일 가습기 살균제 6종에 대하여 강제수거 명령

을 발동하였고, 12월 30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가습기 살균제

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여 가습기 살균제 생산 및 판매 시 안전성

을 입증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조치하였다. 「가습기 살균제 건

강피해 사건 백서」에 의하면, 가습기 살균제인 ‘옥시싹싹 가습기

당번’은 12년간 453만개가 판매되어 51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2000

년대 중반경부터 2011년까지 옥시싹싹을 비롯하여 세퓨 등 수립 제

품과 롯데 와이즐렉 등 대형마트에서 PB(private brand) 상품 등으

로 약 20여 종의 가습기 살균제가 연간 약 60만 개 판매된 것으로

추산되었다(폐손상조사위원회, 2014).

국회환경노동위원회는 2013년 7월 12일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관련법’ 공청회를 개최했는데, 이 공청회에는 박종원 법제연구원 실

장, 백도명 서울대 환경보건학과 교수, 이은기 서강대 로스쿨 교수,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나정균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 강

찬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모임 대표 등이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했

다.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최예용 소장은 그간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결과를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이 사안은 본질적으로 “제조회사(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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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제품생산 실패)와 행정당국(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실패) 모두

책임이 있는 사건”으로 전제하였으며, “화학물질과 제품안전관리 제

도를 뜯어고쳐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국회환경노동위원회, 2013c: 51-64). 가습기 살

균제 피해자모임 대표인 강찬호도 피해자들의 처절한 피해 상황을

예시하면서 피해자모임의 요구사항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그는 “제2

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재앙이 오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울

것을 주문하였다(국회환경노동위원회, 2013c: 75-82).

이후 2013년 8월에는 경제장관회의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의료·장례비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였고, 2016년 7월부터 2017

년 2월까지는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 실시 및 「가습기살균제 피

해구제법」95)을 제정하는 등 국가적인 차원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

해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더불어민주당 & 환경부,

2018: 4).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은 당초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의 이정미, 이언주, 홍영표, 서영교, 한정애, 김삼화, 우원식 위원 각

자가 법률안을 제출하였으나 이들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안으로써

대안 법안을 마련한 것이었다. 대안의 제안사유에 의하면, “2016년

11월 8일 기준 총 5,117명이 정부기관에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

환 등 피해를 신고했고, 그 중 사망자는 1,064명에 이르렀음”을 명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16년 7월 7일부터 10월 4일까지 ‘가

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

한 국정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별도로 정부차원의 후속적인 안전관

리가 이뤄지지 않고 기업들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인식

하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와 지속가능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자 동 법안이 제정된 것이었다(국회환경노동위원

95) 동법의 제1조(목적)에는 “이 법은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
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약칭: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시행 2017.8.9.] [법률 제14566호, 2017.2.8.,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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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2017a).

환경보건시민센터 운영위원이자 「한겨레신문」 기자였던 안종주

는 「프레시안」 연재 기사 중 아래와 같이 은나노 살균제를 언급

하기도 했다.

피해자 가족 가운데는 살균제 때문에 심각한 피해를 받았다고 생

각하면서도 여전히 세균 죽이기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어

떤 이들은 은나노 살균제가 화학살균제와는 완전 다를 것으로 보

고, 즉 안전할 것으로 보고 가습기에 사용하고 있었다. 어떤 이들

은 살균력을 지닌 천연물질 농축액을 가습기 물에 타서 사용하고

있었다. 세균에 대한 두려움을 원초적 본능처럼 느끼는 이들이 많

다는 사실이 정말 안타깝다(안종주, 2014.3.4.).

안종주 기자는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본인이 2013년에 전국을 다니

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정 환경조사를 하면서 “한 가정에서 자그

마한 병에 들어 있는 은나노용액(스포이드 형태)을 한두 방울 가습

기에 넣어 사용하는 곳이 있었다”고 기억했다. 안종주 기자의 말에

따르면, 당시 가습기 살균제와 별도로 은나노 가습기도 존재했는데,

이는 당시 삼성, 엘지, 쿠첸 등 대여섯 업체가 만들어 판매한 제품

으로 가습기에 은나노살균필터가 장착된 것이었다. 하지만 이들 제

품에 대해서 2012년 2월 식약청이 은나노항균(살균)필터도 가습기살

균제와 같은 용도로 보고 판매중단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안종주

인터뷰, 2020.9.13.).

이와 같은 은나노 살균제의 존재는 실제 가습기살균제 피해접수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 및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은 공동으

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를 접수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였는데, 2015

년 12월의 ‘3차 피해신고 추가’ 보고서에서는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가습기살균제 유사제품으로 은나노 성분이 함유된 제품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표하였다. ‘가습기보충액’이라는 이 제품은 ‘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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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보충액’으로 표기되어 ‘감기예방, 환경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홍보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 제품이 살균기능이 있다고 적혀 있

으며 가습기 물통에 액상의 동 제품을 넗어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가습기살균제 또는 가습기세정제로 분류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보고서는 아울러 동 제품에 대한 성분분석과 동물실험을 실시하고,

제품의 판매경로와 판매규모 및 피해신고 접수, 그리고 유사 동종

제품의 존재여부 등을 실시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환경보건시민센

터 외, 2015: 5-6).

(출처 : 환경보건시민센터 외(2015), p. 5)

[그림 6-3] 나노은(Ag+) 함유 가습기살균제 유사제품

하지만 위의 ‘한방 가습기 보충액’은 제보자가 환경보건시민센터

에 보낸 사진만 존재하는데, 당시 제보자는 산모시절에 이 제품을

약국에서 구입했으며 매우 심한 기침증상을 겪다가 조기 출산해야

했다고 밝혔다. 2020년 9월 당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서 상

임 부위원장으로서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조사하고 있었던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전 소장은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한방 가습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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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액’은 시민 제보자가 사진을 찍어 센터측에 전송하였지만 시료를

확보하지는 못했으며, 이에 따라 동 제품에 대한 성분 분석도 이뤄

지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그는 이 제품이 엄밀히 말하자면

가습기 살균제가 아닌 ‘가습기 보충제’인 것으로 판단했고, 당시 은

나노 물질로 만들어진 가습기 살균제는 없었다고 기억하였다(최예용

인터뷰, 2020.9.9.). 이후 한국방송통신대 연구팀은 2019년에 가습기

살균제 제품 성분 등 시험 분석 연구를 수행했는데, 연구팀은 한국

에서 가습기살균제로 사용된 제품 40종의 목록을 작성했다. 이 목록

에는 ‘한방 가습기 보충액’ 외에도 ‘웰버스’란 회사에서 제조한 ‘에어

가드 리퀴드’라는 제품에도 다른 성분들과 함께 ‘은나노’가 표기되어

있었다. 하지만 ‘한방 가습기 보충액’은 시료가 존재하지 않아 성분

을 분석할 수 없었고, ‘에어가드 리퀴드’는 성분 표시와 달리 별도의

은나노 성분 검출 결과가 존재하지 않았다(박동욱, 2020).

환경보건시민센터는 피해자 개개인, 피해자 모임, 질병관리본부,

한국환경보건학회, 국회의원, 언론사 등과 다방면으로 소통하면서

가습기 살균제 이슈를 공식화하고, 결국 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

해자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이밖에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하여 주도적으로 활동한 단체로는 환경

운동연합, 녹색소비자연대 및 여성환경연대 등 다른 시민단체들도

각종 관련 시위나 기자회견에 동참하였다(폐손상조사위원회, 2014:

113-128). 이들의 활동과 주장은 대체로 진상 규명, 책임 소재, 피해

구제 및 재발방지대책 등의 내용으로 이뤄졌다. 일례로 2016년 6월

20일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는 가습기 살균제의 대표

제품격인 옥시제품 불매운동과 함께 피해자 결의문을 담은 성명서

를 발표했는데, 이 성명서에서 이들은 관련 기업의 퇴출, 책임자 처

벌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으로서 관련 법 제·개정을 주장하였다(가습

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 환경보건시민센터, 2016). 이상과 같

이 시민단체, 언론, 학계 등 다양한 참여자들의 노력 결과, 국회는

2016년 7월 6일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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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하였으며, 동년 10월 국정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종합적인

정부의 책임에 대해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과 제도 수준의 미흡에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한 측면이 있다”고 명시

하였다(국정조사특별위원회, 2016: 439-440).

국회의 국정조사 결과에서 정부 부처간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

뤄지지 않았음을 지적한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서울대학교 홍성욱

교수도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관한 분석 논문에서 정부의 관료제

특성에 초점을 맞춘 바 있다. 그는 가습기 살균제로 사용된 물질 중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및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MIT) 등 세

가지의 독성이 사전에 문제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료제

특유의 부처 중심 관할권 문제로 각종 규제법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졌다고 분석하였다(홍성욱, 2018). 이런 세 가지 독성 물질 외에도

가습기 살균제의 주요 성분에는 에틸알코올과 앞에서 언급한 은나

노도 포함되어 있었다(보건복지부, 2014: 45).

가습기 살균제 사건 초기에는 살균제 물질 중 은나노가 언급되기

는 했지만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2018년부터는 가습기 살

균제가 나노물질과 결부되어 언급되기 시작하였다. 일례로 2018년 8

월 31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단체협의회’는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

최한 ‘2018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대회’에서 정부 등에 각성을 촉구

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는데, 이들의 요구사항 중에는 “가습기 살균제

나노물질에 노출돼 발생한 모든 관련 질환을 공식적인 가습기 살균

제 건강 피해로 인정할 것과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사망하거나 건

강상 피해를 입은 모든 이들을 정부구제 대상자로 인정할 것”이 포

함되었다(남정호, 2018.8.31.). 이후 2018년 12월 7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관련 시민단체들96)은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96) 가습기살균제 3·4단계 폐섬유화와 폐렴(간질성 폐질환) 사망자
유족피해자모임(대표 김미란),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너나우리’(대표
이은영) 등으로 구성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연합(이하 가피연, 공동대표
김미란, 이은영)과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하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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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회원들의 손편지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이들 중 촛불계승연대

의 상임대표인 송운학은 “단계와 기준을 폐지하고 기저질환 피해자

들을 포함해 사망자 가족은 물론 가습기살균제가 발생시킨 독성나

노물질에 노출돼 전신면역력 저하, 심혈관계 부전 등이 나타났거나

심지어는 유전, 발암, 뇌, 생식능력저하 등이 우려되는 모든 피해자

들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

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나노독성물질

이 발생시킨 재난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망자와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이성교, 2018.12.7.).

가습기 살균제 자체를 나노물질로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지는 않

았지만, 이와 같이 가습기 살균제를 독성 나노물질로 보는 것이 급

작스러운 이슈 전환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가습기 살균제의 입자

는 나노수준의 크기로 측정될 수 있음이 이미 많이 알려졌기 때문

에, 가습기 살균제가 나노수준 입자로 배출된다는 인식은 어찌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즉 가습기 살균제로 분무되는 입자가 나노

입자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복수의 연구결과도 이

와 같은 인식을 확고히 하는 데 순기능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일례

로 2011년에 질병관리본부의 위탁으로 흡입독성연구센터에서 수행

된 ‘가습기를 통한 가습기살균제 입자발생 실험’에서, 시험 대상 제

품에 따른 노출 평가 결과에서 “100nm(나노미터) 이하인 나노 크기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입자가 발생함을 확인”했으며,

노출 환경에 따른 노출 평가 결과에서는 “소형챔버에서의 결과와 동

일하게 100nm 이하 범위에서 입자가 발생 및 노출되고 있음”을 확

인했다(국정조사특별위원회, 2016: 129). 2014년에 서울대학교 보건

대학원에서 수행한 ‘가습기로 분무된 독성물질 흡입에 의한 폐손상

송운학),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상임회장 김선홍), 독성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자 모임, 한국환경시민단체협의회,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민생·사법적폐 근절행동 등이다. (베이비타임즈, 2018.12.7.)
http://www.baby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710 (최종
검색일: 2019.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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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연구’에서도, 연구진은 가습기 살균제가 첨가된 가습기에서 분

무된 에어로졸의 입자 크기가 평균 지름 30～80nm에 해당하여 평균

100nm 이하의 입자가 형성된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서울대 보건

대학원, 2014: 2). 따라서 가습기에서 분무된 독성물질이 나노수준의

입자 형태를 띠는 것이 널리 알려진 상황에서, 이와 같은 물질을

‘나노독성물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과도한

논리의 비약이 아닌 것이다. 물론 엄밀히 구분한다면, 나노물질은

인공적으로 제조된 나노수준의 물질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에, 나노수준으로 존재하는 모든 물질을 나노물질이라고 표현하는

것에는 무리가 따른다.

특기할 만한 사실은 연구자들에게도 이와 비슷한 인식이 존재했

다는 점이다. 2014년의 「국제신문」 칼럼에서 동아대학교의 화학과

김정균 교수는 나노제품의 생산이 점증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

할 수밖에 없는 쓰레기와 폐기물에 대해 우려를 표하였다. 김정균

교수는 중국발 미세먼지에 포함된 중금속 산화물의 나노입자들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임을 언급하면서, 나

노물질을 생산하는 산업의 쓰레기와 폐기물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

했다. 나노물질 생산량의 약 10%가 실제 제품화되는 경우, 나노물질

제품의 10배가 나노폐기물로 발생하며, 나노물질 제품 또한 사용 후

폐기 시점이 되면 나노폐기물에 포함된다면서 그는 나노물질의 위

험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2011년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호흡기

질환이 나노입자의 영향임을 상기시키면서 나노폐기물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를 주문했다(김정균, 2014.4.15). 조용진과 손경한은 한국의

나노기술 관련 법제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2015년의 연구논문

에서 나노기술의 사회적 영향평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현실에

서 예방적인 정책이 수행되지 않았음을 비판한 바 있다. 여기에서도

저자들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나노기술의 사회적 영향평가가 제

대로 수행되지 않은 사례로 예시했다. 그들은 “가습기 살균제의 특

성을 나노기술의 관점에서 보았다면 사전에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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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돌이켜 짐작해 볼 수 있다”고 하면서, “가습기 살균제와 같

은 물질이 나노입자 또는 그에 준하는 입자로 만들어져서 피부접촉

이 아닌 인체흡입이 되면 사전에 합리적인 의심에 따라 흡입독성이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했어야” 했다고 지적하였다(조용진 & 손경한,

2015: 296-297). 물론 이와 같은 논의들은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성

이 확인된 상황에서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조건

부적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일반 시

민뿐 아니라 연구자들 또한 가습기 살균제의 특성을 나노물질의 측

면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측면에서는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제3절의 말미에서도 언급했듯이, 미국에서 환경 사안에 대한 관심

이 높았던 것에 비하여 한국에서는 인체 건강에 대한 관심과 우려

가 높았는데,97) 특히 나노수준의 입자들이 인체에 흡입되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해성에 대한 위험인식이 높았다고 볼 수 있다. 이

는 2010년대 이후 한국 사회에서 발생한 주요 위험 관련 사안들과

연관하여 논의할 수 있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2010년대 이후 한국

사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고는 일반 시민들의 독성 화학물질에 대

한 경각심을 일깨웠고, 이에 따라 인체에 흡입된 미세입자 형태의

독성물질이 초래할 위험성에 대한 우려는 커졌다. 게다가 초미세먼

지로 인한 인체 건강에 대한 염려 문제도 2010년대 이후 한국 사회

에서 흔히 접하게 된 잠재적 위험 사안 중 하나이다(김용표, 2017;

97)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0」에 따르면, 한국 국민의 기대수
명은 82.7년으로 OECD국가의 평균(80.7년)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며, 건강
위험요인으로 일컬어지는 15세 이상 인구 중 ‘과체중 및 비만 비율’은
34.3%로서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에 반하여 15
세 이상 인구 중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32.%로서 OECD 국
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는데, 반대로 미국은 87.9%로서 OECD 국
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순위를 보였다(보건복지부, 2020). 다른 나라에 비해
기대수명이 높고 제반 의료환경이 상대적으로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이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낮게 나
오는 현상을 두고 이를 언론에서는 ‘건강염려증’(김소민, 2020.7.22.)으로 표
현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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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이런 위험인식의 공통점은 초미세입자 형태의 독성물질이 인

체에 흡입되는 것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했다는 데 있다. 가습기 살

균제 피해자 단체가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본질을 “나노독성물질이

발생시킨 재난”으로 재정의한 것도 이와 같은 인식과 무관하지 않았

다. 한국 사회에서 나노수준의 입자, 나노수준의 물질, 나노물질, 미

세입자, 초미세입자 등은 정도의 차이는 있었을지언정 거의 유사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런 인식과정에서 과학적인 크기와 정의에

대한 문제는 부차적이거나 전문가들의 소관 문제였으며, 일반 시민

들의 입장에서는 그와 같은 다양한 입자의 종류가 ‘눈에는 보이지

않는 작은 형태의 입자’의 다른 표현들에 지나지 않았고, 실생활에

서 직접 느끼는 잠재적 위험이 더 중요했다고 볼 수 있다.

2016년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전국 성인남녀 1,782명을 대

상으로 2차에 걸쳐 실시한 온라인 조사 결과(1차 및 2차 공통 응답

자 564명의 결과)를 보면 위와 같은 맥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먼저 14개 잠재적 위험의 발생 가능성을 설문한 문항을 보면, 여기

에는 수해, 교통사고, 유해식품섭취, 광우병, 메르스, 치매, 노후불안,

황사 및 미세먼지, 성인병, 원전사고, 기후변화, 수질오염, 녹조가 포

함되었다. 이 설문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는 ‘황사 및 미세먼지’, ‘생

활화학제품’, ‘성인병’ 등의 순으로 응답되었으며, 2차 조사에서는 ‘황

사 및 미세먼지’, ‘성인병’, ‘기후변화’, ‘생활화학제품’ 순으로 나타났

다. 다음으로, 잠재적인 위험에 대한 두려움을 묻는 설문에서 1차

조사 결과는 ‘황사 및 미세먼지’, ‘생활화학제품’, ‘치매’, ‘교통사고’,

‘노후불안’ 순으로 80% 이상이 응답했으며, 2차 조사에서는 ‘교통사

고’, ‘노후불안’, ‘치매’, ‘황사 및 미세먼지’, ‘성인병’ 순으로 80% 이상

의 응답을 얻었다. 위험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묻는 설문에서는, 1

차 조사 결과 ‘생활화학제품’, ‘원전사고’, ‘유해식품 섭취’, ‘녹조’ 순

으로 90% 이상이 응답했으며, 2차 조사 결과에서도 ‘생활화학제품’

과 ‘녹조’ 순으로 90% 이상이 응답했다(한혜진, 2016: 56-68). 이런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미세먼지와 화학물질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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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한

국에서 나타난 나노위험 인식의 배경에는 한국인 특유의 건강 문제

에 관한 우려와 함께 초미세입자와 화학물질에 대한 인식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었다고 볼 수 있다.

제 5 절 소결

이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과 한국에서 시민사회가 보여준

나노위험 인식은 다소 차이를 보였다. 미국에서는 시민사회가 환경

보건안전(EHS) 전반에 걸친 이슈에 관심을 가졌지만, 대체로 환경

문제에 나노위험 이슈가 집중되었던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국

과 달리 한국의 시민사회는 나노위험과 관련하여 환경 문제보다는

인체 건강에 대한 위해성 문제에 더 집중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런 양국 시민사회 간 위험인식의 차이는 소위 ‘은나노 세탁기’ 사안

에서도 나타났다. 미국에서 ‘은나노 세탁기’는 환경 문제로 인식되었

다. 동 세탁기에서 배출하는 은이온 혹은 은나노 물질은 하수로 배

출되어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것으로 우려되었고, 이런 측면에

서 ‘은나노 세탁기’는 ‘살충제’ 성격으로 재정의되었던 것이다. 하지

만 한국의 ‘은나노 세탁기’ 사안에서는 환경 문제가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 한국에서는 인체 건강에 유익하도록 설계된 ‘은나노 세탁기’

의 본래 의도된 기능, 즉 세탁물에 대한 은나노의 항균 및 살균 효

과가 과연 실재하는지 여부가 동 세탁기에 대한 논쟁의 핵심으로

부상했던 것이다.

미국의 은나노 규제 청원 과정에서 다양한 단체와 시민들이 각자

의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 과정에서 참여한 단체들의 면면을 살펴보

면서 흥미로운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규제 청원을 주도한 단

체인 ICTA 외에도 다양한 시민단체가 이 청원과정에 참여했는데,

그 중의 한 단체인 NanoCEO(Nanotechnology Citizen Eng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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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는 제5장에서 살펴본 2005년 위스콘신주 매디슨지역의

나노기술 합의회의에 참여했던 시민들이 구성한 시민단체였다. 이들

은 2007년에 개최된 나노기술 환경보건안전 관련 공중 회의(Public

Meeting)에 이어 2009년 은나노 물질 규제 청원 건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국의 경우 나노기술의 ‘상류지대’

에서 이뤄진 ‘실험’에 참여한 시민들이 실제 ‘정책 현장’에서도 적극

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은 일견 ‘참여적 전환’ 측면에서 성공적이었다

고 평가할 수 있는 사례인 것이다. 나노물질의 잠재적 위험성 논의

는 충분한 과학적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류지대’적

성격이 강하지만, 연구개발 단계가 아닌 상용화가 이뤄진 이후의 나

노물질과 제품에 대한 규제를 논의하는 측면에서는 이를 ‘하류지대’

의 논의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사례는 ‘상류지대’에서 이

뤄진 실험적 참여가 ‘하류지대’에서의 참여적 실천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함의를 보여준다.

한국의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계기로 나타난 화학물질 규제에 관

한 시민사회의 참여는 초기에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주도로 시작되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모임 등을 포함한 다양한 시민단체들로 참여

주체가 확장되었다. 미국에서는 나노기술정책이 추진되는 초창기부

터 활동해온 단체들이 나노물질 규제 청원과정에서도 연속적인 참

여 활동을 하는 것에 비하여, 한국의 ‘가습기 살균제 사고’ 이후 나

타난 시민사회의 참여 활동은 이전과 단절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는

한국에서 나노기술과 관련한 주제에 특정하여 활동을 지속해온 단

체가 없었기 때문이며,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특성상 피해자가 특

정되면서 참여 주체와 운동 방향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었기 때문이

기도 하다.

미국의 은나노물질 규제 청원 사례는 시민사회의 참여가 어떤 방

향성이나 일관성을 가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규제 청

원과정에 참여한 단체와 개인의 1,400여 의견을 분석한 결과, 은나

노 규제를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은나노 규제를 반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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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도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이며, 이들도 나름대로 근거를

기반으로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다. 게다가 규제에 대한 반대의견을

냈던 미국화학협회(American Chemistry Council), 나노기술산업협회

(Nanotechnology Industries Association), 나노산업협회

(NanoBusiness Alliance) 등은 전문가 단체로서 그들의 논리가 규제

찬성론자에 비해 근거가 부족하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이런 문제는

시민사회의 ‘참여’에 대하여 본질적인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기도 하

다. 시민사회의 참여에 대해 ‘결과’보다는 ‘과정’ 자체에 더 의의를

두는 것이 STS에서 논의해온 ‘참여적 전환’이 추구하는 가치와 부

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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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나노위험 거버넌스와 나노물질 규제

이 장에서는 나노위험에 대한 미국과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거버

넌스 체계에 대해 살펴보고, 각국의 공식적인 거버넌스 체계하에서

규제부처가 나노물질에 대한 규제정책을 추진해온 과정을 비교해

볼 것이다. 미국과 한국 모두 나노위험 거버넌스는 일원화되었다기

보다는 사안에 따라 복수의 정부 기관들이 대응하는 방식으로 형성

되어오면서 체계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양국의 의회 등

다양한 행위주체들이 정부의 환경보건안전 이슈와 관련한 나노위험

거버넌스 체계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도 보이려 한다. 미국은 한국과

비교했을 때,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나노기술을 포함한 신흥기술에

대한 규제방침을 일원화하려는 모습을 보였고, 상대적으로 정부부처

간 업무와 책임 소재가 잘 구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나노 안전관리 정책의 주관 부처가 변경되거나 조정되기도 하

고, 범부처 계획인 나노안전관리 종합계획의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대한 보고 여부 등의 문제가 혼선을 보이면서 불안정한 상황이었음

을 보이려 한다.

나노위험 거버넌스 체계에서 미국과 한국은 모두 환경부처가 주

된 규제부처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나노물질에 대한 규제방식에 있

어서는 각자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였는데, 미국은 나노물질 규제 근

거인 독성화학물질법(TSCA)과 살충살균살서제(FIFRA)의 법조항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지 않고 EPA가 자체 지침을 제·

개정하면서 나노물질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한국의 경우는

미국의 TSCA와 FIFRA에 각각 대비되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

한 법률」을 제·개정하여 나노물질을 포함한 화학물질과 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등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제3절과 제4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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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미국과 한국의 환경부처가 나노물질 규제정책을 추진하면서 시

민사회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를 살펴볼 것이다.

제 1 절 미국 연방정부의 나노위험 거버넌스

미국의 국가나노기술계획(NNI)은 근본적으로 연방정부에서 추진

하는 다부처 계획이기 때문에, NNI에 관계된 연방정부 기관과 조직

은 다양하다. NNI의 운영과 관련하여 공식적인 거버넌스 체계의 정

점에는 대통령실이 있으나, 대통령 자문기구인 과학기술자문위원회

(PCAST), 과학기술정책실(OSTP)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

등이 의사결정단계의 상위수준에 존재한다. NSTC 산하의 나노과

학·공학·기술 소위원회(NSET)는 나노기술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사

안에 대해 관여하며, 연방정부 기관과 조직 간 조정업무는 국가나노

기술조정국(NNCO)에서 담당한다. 미국 연방정부 내 나노기술 관련

거버넌스 체계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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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STC, 2004: 26)

[그림 7-1] 미국 나노기술 관련 거버넌스 체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에서 의회 내 기술영향평가국

(OTA)이 폐지된 이후 의회에서 기술영향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

고 있는 정부회계감사원(GAO)과 의회조사국(CRS)은 위와 같은 연

방정부의 공식적인 나노기술 거버넌스 체계에 포함되지 않지만, 삼

권분립에 기초한 의회의 견제 구조 하에서 공식적인 거버넌스에 못

지 않은 영향력을 미쳐왔다. 이 절에서는 위와 같은 공식적인 거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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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스 체계와 맞물려 의회 기관들의 검토보고서가 어떻게 작성되었

는지, 그리고 이들의 검토의견과 제안사항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CRS는 국가나노기술계획(NNI) 추진 초창기인 2003년에 NNI에

관한 보고서(Manipulating Molecules: The National

Nanotechnology Initiative)를 발간한 바 있다. 이 보고서에서 CRS

는 NNI와 연방정부의 역할을 나노과학과 공학에 관한 기반연구, 거

대도전 연구, 연구센터 및 네트워크, 연구 인프라 구축, 윤리적·법

적·사회적 함의(ELSI) 측면으로 구분하여 약술하였다. 이 보고서는

의회에서의 쟁점사항에 관하여 NNI 관련 조정업무와 우선순위 설

정, 하원과 상원의 NNI 관련 입법, 도전적인 학제간 연구, 나노기술

관련 환경과 보건 우려 사안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이 사안들 중

‘나노기술 관련 환경과 보건 우려 사안’에서는 앞 장의 나노위험 논

쟁 부분에서 언급한 라이스대학의 위스너 박사와 콜빈 박사의 나노

물질의 잠재적인 위험성 관련 발언내용이 인용되기도 했다. 이 CRS

보고서는 나노기술과 관련한 환경과 보건의 우려 문제를 의회 차원

에서 다뤄야 한다고 제언하였다(CRS, 2003).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는 신흥기술에 관한 미국과 유럽간 규제 협

력을 주제로 2005년 5월 11일에 청문회를 개최했다(US Senate,

2005). 이 청문회를 진행한 알렌(George Allen) 상원의원은 이 청문

회 이전부터 「21세기 나노기술연구개발법」(the 21st Century

Nano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Act)을 발의하는 등 나

노기술에 대해 깊이 관여한 인물이었다. 그는 이 청문회를 개최한

취지에 대해, 나노기술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과 함께 불필요

한 관료적 규제로 나노기술의 연구와 혁신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을 동시에 언급했다. 이 청문회에는 인텔(Intel Corporation),

IBM, 휴렛팩커드(Hewlett-Packard), 필립스(Philips Electronics), 미

국정보기술협회(Information Technology Association of America)

등 주로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부문 종사자들이 증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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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초대되었다. 증인들 중 인텔에서 디렉터로 근무하던 하퍼

(Stephen F. Harper)는 나노기술에 대해 환경보건안전(EHS) 문제

등 다양한 이슈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나노기술이 유전자변형체

(genetically-modified organisms, GMOs)의 선례를 따르지 않기를

바란다고 진술했다. 이는 미국과 유럽에서 GMO에 대한 과도한 우

려가 이 기술에 대한 발전은 물론 GMO의 상업적인 잠재력을 저해

했기 때문이며, 따라서 GMO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황금거위’

를 죽이는 우를 반복하지 않도록 나노기술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지양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그는 환경보호청(EPA)이 독성물질관리

법(the Toxic Substances Control Act, TSCA)에 따라 나노기술에

대한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과 유럽의 화학물질의 등록, 평

가, 승인 및 규제(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 관련 지침(Directive)이 입법과

정에 있음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이는 합리적인 규제는 건전한 과학

과 신뢰할 만한 과학연구로부터 얻은 데이터의 축적에 기반해야 한

다는 점에서 나노물질에 대한 규제가 시기상조하다는 것을 강조하

기 위해서였다(US Senate, 2005: 34-40).

미국 상원에서 위와 같이 청문회를 개최한 시기에 하원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나노기술을 주제로 한 청문회를 개최했다. 하원 과학위

원회가 2005년 6월 29일에 ‘나노기술의 현재 위치’를 주제로 개최한

청문회는 2003년에 「21세기 나노기술연구개발법」의 제정 이후 미

국의 나노기술 투자 현황, 투자의 적절성, 사회적 관심과 잠재적 위

험에 대한 대응 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여기에는 럭

스 리서치(Lux Research), 나노산업협회(Nanobusiness Alliance), 모

토롤라(Motorola) 등 주로 산업계 인사들이 증인으로 참여했다(US

House, 2005a). 증인으로 참석한 럭스 리서치의 노단(Matthew M.

Nordan) 부사장은 탄소나노튜브 전계방출 디스플레이(carbon

nanotube field emission display)의 전체 특허 70개 중에서 미국은

단지 12개를 보유한 반면에, 한국은 22개를 일본은 20개를 보유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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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적하면서 미국이 나노기술 분야의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서

는 나노기술을 둘러싼 환경보건안전 이슈에 대한 규제의 불확실성

이 제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노물질이 반드시 EPA의

TSCA가 적용되어 나노물질 등록이 의무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의

문을 제기했으며, 연구를 통해 모든 사실이 밝혀지기까지는 확고한

규제가 시행되지 않기를 희망한다는 산업계의 입장을 전했다(US

House, 2005a).

이어서 미국 하원의 과학위원회는 2005년 11월 17일에 ‘나노기술

의 환경과 안전에 관한 영향: 어떤 연구가 필요한가?’를 주제로 청

문회를 개최했는데, 이 청문회에는 국가나노기술조정국(National

Nanotechnology Coordination Office), 럭스 리서치(Lux Research),

듀퐁사(DuPont Central Research and Development), 우드로윌슨센

터(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등에서 증

인으로 참석했다(US House, 2005b). 이 청문회에서 고든(Bart

Gordon) 하원의원은 EHS 이슈에 관한 예산이 NNI 전체 예산 11억

달러 중 4천만 달러만이 편성되었고, 그 중의 대부분은 NSF가 집행

하면서 정작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할 EPA에는 단지 4백만 달러

가 편성되었음을 지적하였다(US House, 2005b: 16). 우드로윌슨센터

의 디렉터인 리제스키(David Rejeski)는 나노기술의 위험에 대한 국

제 공동연구를 제안했는데, 기존의 인간게놈프로젝트(HGP)와 유사

한 방식으로 전세계에 걸쳐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국제나노위험분석

프로젝트’(International Nanorisk Characterization Project)를 추진할

때가 됐다는 것이었다. 아울러 그는 미국 연방정부에 대하여 나노기

술과 관련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가칭 ‘나노바로미

터’(NanoBarometer)를 만들어서, 최소 3,000명 이상의 시민과 리더

들이 참여하는 타운미팅(town meeting), 시민포럼 등을 개최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US House, 2005b).

2005년 11월에 하원의 청문회에서 나노기술의 환경보건안전 이슈

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논의된 이후, NNI를 총괄하는 미국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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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위원회(NSTC)의 나노과학·공학·기술 소위원회(NSET)는

2006년 9월에 ‘제조나노물질에 대한 환경보건안전 연구의 수

요’(Environmental, Health, and Safety Research Needs for

Engineered Nanoscale Materials)를 표제로 한 보고서를 발간하였

다. 이 보고서는 연방정부가 가공된 나노물질과 관련한 EHS 연구와

정보 수요를 식별하기 위해 작성되었는데, 향후 연방정부는 물론 산

업체도 이 보고서를 관련 연구의 정보와 위험관리 등의 지침으로

사용하는 것도 의도되었다(NSTC, 2006). 2007년 8월에는 NSET의

나노기술환경보건함의작업반(Nanotechnology Environmental and

Health Implications Working Group) 주관으로 제조나노물질에 대

한 환경보건안전 연구 수요의 우선순위(Prioritization of

Environmental, Health, and Safety Research Needs for

Engineered Nanoscale Materials)를 발표했는데, 이는 공중의 의견

을 수렴하기 위해 만든 중간 보고서(interim document) 성격을 띠었

다(NSTC, 2007). 이 중간 보고서를 토대로 공중의 의견을 수렴한

NSET는 2008년 2월에 나노기술 관련 환경보건안전 연구 전략(NNI

Strategy for Nanotechnology-Related Environmental, Health, and

Safety Research)을 발표하였다. 이 전략안은 나노기술의 환경보건

안전과 관련하여 다섯 개의 연구분야로 구분하고 각 분야별로 총괄

조정 역할을 하는 연방정부기관을 지정했다. 즉 도구, 도량형 및 분

석방법론 연구분야는 국립표준기술연구원(NIST)이, 나노물질과 인

간건강 연구분야는 국립보건원(NIH)이, 나노물질과 환경 연구분야는

EPA가, 인간과 환경 노출평가 연구분야는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NIOSH)이, 위험관리 방법론 연구분야는 FDA와 EPA가 총괄조정

하도록 지정하였다(NSTC, 2008).

2011년에는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나노기술을 포함한 신흥기술 전

반에 대한 규제방향에 대한 기본 방향이 수립되었다. 오바마 대통령

은 ‘행정명령 13563’(Executive Order 13563, January 18, 2011)을 통

해 “규제체계는 공중보건, 복지, 안전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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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는 경제성장, 혁신, 경쟁력 및 직업창출을 촉진하는 가운데 수

반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반드시 최선의 가용한 과학에 근거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원칙을 천명하였다(U.S. White House, 2011a).

이후 2011년 3월 11일에 예산관리실(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 미국통상대표부(USTR), 과학기술정책실(OSTP) 및

주요 부처 장관과 기관장들은 합의 각서(Memorandum for the

Heads of Executive Departments and Agencies)를 작성했는데, 이

는 신흥기술에 대한 규제와 감독에 관한 원칙(Policy Principles for

the U.S. Decision-Making Concerning Regulation and Oversight

of Applications of Nanotechnology and Nanomaterials)을 주제로

한 것이었다. 이 각서에서 백악관의 신흥기술 기관간 정책조정위원

회(The White House Emerging Technologies Interagency Policy

Coordination Committee, ETIPC)는 ‘행정명령 13563’(Executive

Order 13563)에 의거하여 신흥기술에 대한 감독 정책에 대한 가이

드라인을 제시했다. 이 가이드라인의 요지는 신흥기술에 대한 규제

와 감독은 안전, 건강, 환경의 보호와 같은 정당한 목적에 의한 것

이어야 하며, 규제와 감독이 혁신을 저해한다든지, 신기술에 대한

오해를 발생시키거나, 무역장벽을 초래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

다. 특히 규제와 감독 조치는 최선의 가용한 과학적 증거(the best

available scientific evidence)에 의해야 하며,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를 통해 이뤄져야 하고, 새로운 증거와 학습에 의한 신축적인 대응

이 확보되어야 하며, 위험평가와 위험관리가 별도로 구분되어 이뤄

져야 하고, 국제협력 측면에서 관련된 데이터가 공유되고 개발되어

야 한다는 등의 조건들이 제시되었다(U.S. White House, 2011b).

2011년 6월 11일에는 3월 11일 각서에 합의했던 동일 기관장들이

모여서 나노기술에 관하여 더욱 구체적인 합의 각서를 작성했다. 이

는 부처 내 주요기관의 신흥기술에 대한 규제와 감독에 관한 원칙

을 바탕으로 나노기술에 국한하여 한층 더 구체적인 규제와 감독에

관한 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이 합의각서에서 서명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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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001년 이후 2011년까지 약 140억 달러가 투자된 NNI의 주요 목

적이 “책임성 있는 나노기술 개발”(the responsible development of

nanotechnology)98)이라고 명시하면서, 관련된 위험을 이해하고 관리

하는 가운데 나노기술을 통한 편익의 극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

다. 이런 취지에서 이 각서는 나노기술의 환경보건안전 부문 관련

예산이 2006 회계연도 3천7백7십만 달러에서 2012 회계연도에는 1

억2천3백5십만 달러로 대폭 증가했다는 점도 부연했는데, 이는 6년

동안 227.6%에 해당하는 예산 증가율을 보인 것이다. 이 각서에서도

나노기술 위험에 관한 접근과 규제 및 위험관리는 최선의 가용한

과학에 근거해야 함을 일관적으로 강조했다(US White House,

2011c).

위와 같이 연방정부 차원의 거버넌스 체계에서 나노기술에 대한

환경보건안전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과 규제방향 등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의회에서도 GAO와 CRS가 관련 이슈에 대하여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다(GAO, 2008a; GAO, 2008b; GAO,

2012a; CRS, 2011). 먼저 GAO는 2008년 3월에 발간한 보고서에서

EHS 관련 연구에 투자되는 예산은 37.7백만 달러로서 2006 회계연

도를 기준으로 나노기술 연구에 투입되는 연방정부 예산 1.3조 달러

의 약 3%에 해당한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EHS 관련 연구라고 NNI

측에서 분류하여 제공한 연구과제들을 분석한 결과, GAO는 EHS

연구로 분류된 연구의 약 18%에 해당하는 22개 과제가 근본적으로

EHS 관련 나노기술 위험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는 것을 밝혀냈다.

98) 립(Arie Rip)은 ‘책임성 있는 연구와 혁신’(Responsible Research and
Innovation, RRI)에 관한 논문에서 RRI를 사회적 혁신(social innovation)으
로 이해했는데, RRI의 개념이나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되어
왔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그는 RRI에 관한 담론과 행위가 이뤄지는 주된 분
야로 나노기술 분야를 제시했으며, 미국에서 NNI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강
조한 ‘책임성 있는 나노기술 개발’(the responsible development of
nanotechnology)도 RRI의 논의 범주로 포함하였다. 아울러 그는 인간게놈프
로젝트(HGP)의 ELSI 연구를 ‘책임성 있는 나노기술’의 효시로 보았으며, 이
는 ‘책임성 있는 합성생물학’(responsible synthetic biology) 등으로 확산되
고 있다고 언급했다(Rip,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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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2개 과제들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20개 과제는 NSF에서 관

리한 과제들이었는데, 주로 나노기술을 이용하여 토양이나 수질 오

염을 경감시키는 등 환경문제를 개선하는 과제들이 이에 포함되었

다. 나노기술의 EHS 연구는 나노기술이 미칠 수 있는 환경, 보건

및 안전 측면의 위험요소를 연구하는 것인데, 나노기술을 사용한 환

경문제 해결방안을 연구하는 과제들이 EHS 연구로 분류되었던 것

이다. GAO는 이와 같이 분류상의 오류가 발생하게 된 배경으로

NNI 관련 연방정부 25개 기관을 총괄 조정하는 거버넌스 체계에서

EHS 연구에 관한 명확한 지침이 전달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GAO는 이 검토보고서의 초안을 NNI 관련 기관들에 사전 회람했는

데,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은 GAO의 의견에 전반적으로 동

의했고 향후 나노과학·공학·기술 소위원회(NSET) 회의에서 이 문제

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보냈다(GAO, 2008a). GAO는 위와 같은 3

월 검토보고서에 이어 4월에도 같은 내용을 정리하여 미국 상원 상

업·과학·교통 위원회(Committee on Commerce, Science, and

Transportation) 산하 과학·기술·혁신 소위원회(Subcommittee on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에 제출했다(GAO, 2008b).

GAO는 2012년 검토보고서에서도 2008년 검토보고서와 유사하게

EHS 관련 연구현황 데이터 취합 및 보고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

다. 2012년 보고서에 의하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EHS 분야 연

구에 대한 투자는 약 38백만 달러에서 약 9천만 달러까지 증가했으

며, 2010년을 기준으로 할 때 나노기술 전체 투자액의 약 5% 수준

까지 상승한 것이었다. 하지만 GAO는 2010년도에 EHS 연구로 분

류된 과제의 약 18%가 분류기준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GAO

가 지적한 과제들은 2008년에 이미 지적한 바와 유사하게 나노기술

을 사용하여 환경오염을 저감하는 연구과제 등이었다. 아울러 GAO

는 각 기관에서 제출한 나노기술 예산 관련 데이터는 서로 비교하

기 어려울 정도로 정합성이 떨어지기도 했을 뿐 아니라, NNI에서

예산 관련 데이터를 업데이트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G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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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a).

이상과 같이 GAO는 2008년과 2012년에 NNI의 환경보건안전 연

구현황 데이터의 부정합성을 지적했지만, NNI측은 나름대로 2007년

과 2008년에 나노기술 환경보건안전 관련 연구전략을 수립한 데에

이어 2011년 10월에도 환경보건안전 연구 전략을 재수립하고 있었

다. 2011년의 연구전략은 2008년에 수립한 전략에 비해서 한 분야가

더 늘어난 여섯 분야의 전략을 수립했다. 2011년 연구전략의 여섯

분야는 다음과 같다: (1) 나노물질 측정 인프라, (2) 인간 노출 측정,

(3) 인간 건강, (4) 환경, (5) 위험평가와 위험관리 방법론, (6) 정보

과학(informatics), 모델링 및 나노기술의 윤리적, 법적, 사회적 함의

(ELSI) 연구. 여기에서 나노기술의 ELSI 연구는 독립된 연구분야라

기보다는 나노기술 EHS 전체를 포괄하는 프로세스 측면에서 포함

된 것이 주목할 만한 점이다(NSTC, 2011). 이후 2014년 6월에

NSTC는 2011년에 수립한 연구전략에 대한 중간검토 보고서를 발간

하기도 했다. 이 중간검토 보고서에서 나노기술 환경보건 함의

(Nanotechnology Environmental and Health Implications, NEHI)

작업반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나노기술에 대한

규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광범위한 EHS의 지식기반을 마련

함에 있어 산업계, 연구계, 일반 대중 등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식견과 전문성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NSTC,

2014).

앞서 언급한 GAO 외에 CRS도 2011년에 나노기술과 환경보건안

전 이슈에 관한 검토보고서에서 나노기술의 규제와 관련하여 연방

정부 기관들의 역할을 개관한 바 있다. 먼저 EPA에 대해서는 연구

기능과 규제기능이 동시에 부여되어 있음이 강조되었다. 이런 측면

에서 CRS는 EPA가 나노물질에 대한 독성 연구, 위험평가 등을 지

원해야 하며, EHS 이슈와 관련하여 연방정부의 다른 기관들과 조정

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나노기술 규제와 관련하여 국제표준화

기구(ISO), OECD 등과 같은 국제기관들과의 작업에도 참여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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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강조했다. EPA의 나노물질 규제와 관련하여 근거가 되는 법률

은 대기오염방지법(Clean Air Act), 수질오염방지법(Clean Water

Act), 연방 살충살균살서제법(Federal Insecticide, Fungicide, and

Rodenticide Act), 독성물질관리법(Toxic Substances Control Act)

등이 예시되었다(CRS, 2011: 31-32). 다음으로 CRS는 FDA가 화장

품, 의료기기, 음식, 약품, 생물학적 제품 등에 관한 규제기관이지만,

FDA가 제품에 적용된 기술이 아닌 법에 명시된 제품분류에 따라

규제를 하기 때문에, 나노기술에 대해서는 규제를 고려하지 않고 있

다고 언급했다(CRS, 2011: 32-33). 규제기관은 아니지만 국립보건원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산하 국립환경보건과학연구소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Health Science, NIEHS)는

EHS 관련 연구를 통해 나노물질을 규제하는 기관들을 지원할 것으

로 CRS는 예상했다. 특히 CRS는 NIEHS의 국립독성프로그램

(National Toxicology Program)이 나노물질에 대한 독성연구를 통

해 다른 연방정부 기관들이 나노물질 규제정책 수립시 과학적 근거

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다(CRS, 2011: 33-34). 미국 노동부 산하

산업안건보건청(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OSHA)은 산업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시키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한다. CRS는 OSHA도 이 보고서 작성 당시인 2011년

까지 나노기술과 관련한 규제를 시행하지는 않았지만, 국립산업안전

보건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NIOSH)과 함께 나노물질과 관련한 새로운 위험관리 접근방식을 고

려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CRS, 2011: 34).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CPSC)는 소비자 제품과

관련하여 비합리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상해나 사망의 위험으로부

터 공중을 보호하는 기관인데, CPSC가 수행하는 업무의 근거법률인

소비자제품안전법(Consumer Product Safety Act)과 연방유해물질법

(Federal Hazardous Substances Act)은 시장 출시 이전에는 제품의

등록과 승인을 의무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CPSC가 제품이 상업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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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통되기 전에는 해당 제품의 위험성에 대해 평가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제시되었다(CRS, 2011: 34-35).

CRS는 이듬해인 2014년 12월에 NNI 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보고

서(The National Nanotechnology Initiative: Overview,

Reauthorization, and Appropriations Issues)를 발간하기도 했다.

이 보고서는 대통령 과학기술자문위원회(President’s Council of

Advisors on Science and Technology, PCAST)와 국립연구위원회

(National Research Council, NRC)가 NNI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를

소개하였다. 이들이 평가한 결과 중 몇 가지 선택된 사안들은 다음

과 같았다: (1) NNI 프로그램 관리, (2) 예산지원, (3) 미국의 기술

적, 산업적 리더십, (4) 기술사업화, (5) 표준, (6)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틀과 데이터 수집, (7) 산업현장의 교육훈련, (8) 환경보건안전

관련 이슈, (9) 사회적 함의 등. 이 사안들 중에서 ‘환경보건안전 관

련 이슈’ 부분에서는 이해관계자들이 나노기술에 대해 양날의 검

(two-edged sword) 측면에서 나노수준의 입자가 인간이나 동물 신

체에 흡입되어 축적되는 등으로 인한 잠재적 위해성과, 나노기술을

통해 환경보건안전 관련 이슈를 해결할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아울러 이해관계자들은 전반적

으로 일반 공중이 나노제품의 안전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고, 정

확하고 효과적인 위험평가 및 위험관리 등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

했다고 언급했다(CRS, 2014).

위에서 언급한 2011년 CRS 보고서에서 제시되었듯이 연방정부

기관들은 소관 업무의 관할범위에 따라 나노물질의 EHS와 관련하

여 새로운 역할이 주어지고 있었다. CRS와 GAO는 EPA뿐만 아니

라 다른 연방정부 기관들을 특정한 검토보고서도 작성했는데, 예컨

대 2012년에는 CRS에서 화장품과 생활용품에 사용되는 나노물질에

대한 FDA의 규제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했다(CRS, 2012). 아울러

GAO는 2012년부터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의 업무와 관련하

여 나노물질 사용 제품에 관한 위험과 안전 문제가 동 위원회에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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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도전과제가 되고 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GAO, 2012b; GAO,

2014a; GAO, 2014b). 이에 CPSC는 NNI와 공동작업을 통해 2016년

에 제품 속의 가공 나노물질에 대한 노출측정에 관한 워크숍 결과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이 워크숍은 2015년 6월 7일부터 버지니

아주 알링턴에서 이틀에 걸쳐 나노물질의 EHS를 주제로 개최된 것

이었다. 이 워크숍에서는 나노물질의 생애주기(life cycle)에 따른 정

량적 노출 측정방법, 모델링 등이 논의되었는데, 효과적인 방법론

개발을 위해 공동연구와 지식공유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이 워

크숍 참석자들 간에 공유되었다(CPSC, 2016).

이상과 같이 미국 연방정부의 나노기술 위험과 관련한 환경보건

안전 거버넌스 체계는 대통령실을 주축으로 연방정부의 각 부처 조

직이 조직 속성과 부합하는 업무 위주로 관할하고 있었다. GAO도

2008년과 2012년에 지적했듯이, 각 부처의 나노기술의 환경보건안전

관련 연구 데이터는 명확한 지침이 없이 취합되기도 했다. 연방정부

내 다양한 부처와 기관들이 나노기술의 환경보건안전 이슈와 연관

되었지만, 이들의 전반적인 정책기조는 2011년에 대통령실 주도로

관련 기관장들이 모여 합의한 바와 같이 ‘책임성 있는 나노기술 개

발’을 기본 목표로 하는 것이었으며, 나노기술 위험에 관한 접근과

규제 및 위험관리는 ‘최선의 가용한 과학’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이

었다. 이와 같은 정책환경 하에서 나노물질의 규제와 관련하여 다른

부처에 비해 EPA의 역할은 점차 커졌다. 다음 절에서는 이와 같은

EPA의 나노물질 규제정책 형성과정에 대하여 살펴 볼 것이다.

제 2 절 미국 환경보호청의 나노물질 규제정책

2000년 2월에 미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 NSTC)의 기술위원회(Committee on

Technology, CoT) 산하 나노과학, 공학및 기술 부처간 작업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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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agency Working Group on Nanoscience, Engineering and

Technology, IWGN)이 국가나노기술계획(NNI)을 백악관에 제출할

당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기술위원회(CoT)에 참여한 18개 기관

중에는 환경보호청(EPA)도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NNI를 실무적

으로 기획한 기술위원회 산하 부처간 실무작업반(IWGN)에는 환경

보호청(EPA) 소속 인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EPA 소속 인사가

실무작업반에서 배제된 배경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실제로

는 NNI에서 EPA와 관련된 부분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으로 추

정할 수 있다. NNI에서 EPA의 업무와 연관된 부분은 나노기술이

환경적 측면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기술로 언급된 것이었는데,

‘오염물질의 측정, 제어 및 복원’(measurement, control, and

remediation of contaminants) 분야의 명시적 기대와 함께 대기, 하

천 및 토양에서 나노물질의 측정 및 복원과 관련한 사업이 추가될

가능성 정도였다. 대부분의 나노기술 관련 사업계획은 국방부

(DOD), 에너지부(DOE), 국립보건원(NIH) 및 국립과학재단(NSF)

등에 투자하는 것이었고, EPA는 동 투자계획의 대상에 명시적으로

도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다(NSTC, 2000). 이런 측면은 NNI가 연방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범부처적 연구개발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EPA가 NNI로부터 크게 영향받거나 이를 고려할 만한 유인이 적었

다는 것을 암시하는 부분이다. NNI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EPA는 이

와 같이 부처 속성상 기술의 개발 주체라기보다는 나노기술 규제의

주체로서 점점 인식되고 부각되어왔다.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나노물질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 논

의가 증대함에 따라, EPA는 2005년 5월에 나노물질을 주제로 한 회

의를 개최하고 자발적인 프로그램 실시를 모색할 예정임을 공지를

통해 알렸다. 이 EPA의 공지에 대하여 환경단체인 환경방어

(Environmental Defense)와 미국화학협회(American Chemistry

Council)는 공동으로 나노기술 패널을 조직하여 EPA에 그들의 의견

을 일곱 개의 항목으로 간추려 제시했다. 그들이 제시한 의견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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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

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나노물질에 대한 규제절차의 공개성과 투명

성 확보 필요성, 나노물질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다

양한 이해관계자를 모두 포함하는 대화체의 필요성, 나노기술의 건

강과 환경에 대한 함의 연구에 대한 투자 확대의 필요성, 나노물질

관련 용어, 시험 절차 등을 표준화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 나

노물질 규제에 있어 기존 규제제도 적용의 적절성이나 수정적용 여

부의 고려 필요성 등이 주요 의견에 포함되었다(Environmental

Defense & American Chemistry Council, 2005).

앞 절에서 언급한 2005년 11월 하원의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럭스 리서치의 노던(Mattew M. Nordan) 연구부문 부사장은 같은

해 6월의 청문회에서 증언한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나노기술 규제

에 대한 모호성(ambiguity)이 제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탄소나노튜브의 경우 이 물질이 “새로운 화학물질”인지 “기승인된

탄소물질로 구성된 형태”인지 판단을 내리기 쉽지 않으며, 이에 따

라 독성물질관리법(TSCA)의 적용여부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그는 연방정부에 “국가나노기술독성학계획”(National

Nanotechnology Toxicology Initiative, NNTI)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US House, 2005b: 28-42).

EPA가 나노물질을 규제하는 근거로서 주로 언급되는 TSCA는

1976년에 시행되어 EPA에 새롭거나 현존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규

제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법이다. 이 법은 공업용 화학물질에 관한

관리법으로서 선구적인 입법 사례로 한동안 인식되어 왔는데, 유럽

의 2006년 REACH법이 이 법의 영향을 받았으며 동법의 단점을 보

완하는 방향으로 제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윤권순, 2016: 75).

TSCA 관련 조항에 의하면, EPA가 어떤 화학물질에 대하여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화학물질명, 시험 데이터, 독성과 노출에 관한 모델

등의 정보에 기반해야 한다. 하지만 정작 EPA는 나노물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TSCA의 법조항 적용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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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워싱턴포스트지(The Washington Post)는

EPA의 오염 및 독성 방지국의 화학통제부서장 윌리스(Jim Wilis)가

말한 “명백하게도 독성물질관리법(TSCA)은 나노수준의 물질을 위

해 명시적으로 설계되지 않았다”는 진술을 인용하기도 했다

(Eilperin, 2005.10.23.).

2006년 8월 미국 상원이 TSCA와 EPA의 화학물질관리프로그램

을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했는데, EPA 방제살충제독성물질국(Office

of Prevention, Pesticides and Toxic Substances)의 걸리포드(James

B. Gulliford) 국장은 동법과 관련하여 EPA의 나노기술에 대한 입장

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그는 나노기술 연구가 아직 초기단계에 있

기 때문에 나노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

한 연구가 당시까지는 많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EPA가 신

흥기술인 나노기술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감

독체계를 수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PA가 TSCA에 따라 신규 화

학물질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해당 화학물질이 가공이나 상용화 이

전에 안전성 검토를 위해 EPA에 제출되어야 하는데, 이런 목적으로

EPA는 나노물질 스튜어드십 프로그램(Nanoscale Materials

Stewardship Program, NMSP)을 발전시켜 나노물질에 대한 데이터

와 정보를 업체들로부터 제공받을 계획이 언급되기도 했다(US

Senate, 2006: 33-34).

2007년 7월 12일 EPA는 연방공보를 통해 나노물질 스튜어드십

프로그램(NMSP)과 TSCA 체계에서 목록화된 나노물질 현황에 관

하여 공중의 의견을 구하였다. 이 연방공보에서 EPA는 TSCA가 새

롭거나 현존하는 화학물질이 제조, 가공, 사용 및 처분되는 과정에

서 인간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비합리적인 위험을 예방하도록 하는

관할권을 EPA에 부여했다고 배경을 설명하였다. 여기서 언급한 나

노수준의 물질은 약 1～100 나노미터(nm)의 차원들로 이루어진 구

조물로 지칭되었다(EPA, 2007: 38083-38085). NMSP는 EPA 산하의

오염방지·독성실(Office of Pollution Prevention and Toxics)이 운영



- 290 -

했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 EPA는 나노물질 관련 데이터와 정보를

생산업자, 수입업자, 가공업자, 사용자 등으로부터 수집하여 나노물

질 위험관리와 규제정책 등을 수립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려

했다. 미국의 TSCA에 따라 운영된 NMSP는 2005년 1월에 열린 첫

회의로부터 시작되어 2010년 1월까지 지속할 것을 목표로 운영되었

는데, 2009년 1월에는 이 프로그램의 중간보고서가 발간되기도 했

다. 이 중간보고서에서 EPA는 NMSP를 통해 자발적으로 업체들로

부터 제공받은 나노물질 데이터를 다른 데이터베이스(Nanowerk

Nanomaterials Database와 the Wilson Center Project on Emerging

Nanotechnologies)에서 별도로 구축한 나노물질 데이터와 비교하였

다. 그 비교 결과 당시 현존하는 나노물질 200개 중 91개는 상업용

으로 제조된 것이었는데, 91개 중 28개 물질이 NMSP를 통해 확보

된 것이었으며, 28개 중 15개만이 상업용도이고 나머지 13개는 연구

개발용도였다(EPA, 2009). 이 중간보고서는 비록 나노물질에 대한

업체들의 자발적인 정보 제공에 의한 결과임을 고려하더라도, 당시

타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는 나노물질들의 50%에도 못 미치는 수준

의 나노물질 정보가 자발적으로 제공되었다는 점을 NMSP의 한계

로 기술했다.

이 절의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EPA는 나노기술의 가능한 혜택을

연구개발하는 데에 관심을 가질 뿐 아니라, 이와 동시에 인간 건강

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나노물질에 대한 노출로부터 발생가능한

위험을 이해하고 다뤄야 하는 책무성도 지녔다. EPA는 이렇게 상충

되는 입장을 2007년에 발간한 『나노기술 백서』(Nanotechnology

White Paper)에도 반영하여 기술했는데, 이 백서에는 나노기술을

통한 혜택은 물론, 나노물질에 대한 위험평가 및 나노물질의 책임성

있는 개발과 이와 관련한 EPA의 연구수요 등이 포함됐다(EPA,

2007). 이 백서에서는 ‘나노물질’(nanomaterials)을 나노수준의 물질

(nanoscale materials)과 나노수준 물질을 포함한 제품(products

containing nanoscale materials)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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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여기서 나노물질은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나노물

질’(intentionally produced nanomaterials)을 의미했는데, 이는 비의

도적 혹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나노수준의 물질은 포함하지 않는 것

이었다. 이런 측면에서 이 백서는 나노물질을 네 가지 형태, 즉 (1)

탄소기반 물질(carbon-based materials). (2) 금속기반 물질

(metal-based materials), (3) 덴드리머(dendrimers), (4) 복합재료

(composites) 등으로 구분했다.99) 아울러 이 백서는 EPA에게 나노

기술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미국의 국내외적 맥락을 들어 설명하고

있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나노기술이 EPA에 중요한 이유에 대하여

나노기술이 환경 오염원에 대한 측정, 감시, 관리, 저감 등의 활동에

유용한 기술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라고 이 백

서는 설명했다. 아울러 나노물질이 생명체의 세포를 통과할 수 있는

성질 자체가 표적약물전달(targeted drug delivery)이나 질병치료 등

에 유익할 수 있는 기대와 동시에, 나노물질의 흡입이나 노출 등으

로 인한 인체 건강과 생태계 상의 우려가 공존하고 있음을 명시했

다. EPA는 나노기술의 유익에 대한 기대와 환경 위해성에 대한 우

려는 과학적인 이해에 근거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이와 같은 과학적

기반의 정보 제공 역할이 EPA의 기능과 밀접하다고 보았다(EPA,

2007).

나노물질 규제와 밀접한 TSCA가 1976년 제정 이후 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현실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동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일례로 미국 하원 에

너지상업위원회(the Committee on Energy and Commerce)의 환경

99) 이 백서에 따르면 ‘탄소기반 물질’은 대부분 탄소로 구성된 물질로서 풀러
린(fullerene)이나 나노튜브(nanotube)의 형태를 갖는 나노물질을 의미하고,
‘금속기반 물질’은 양자점(quantum dots), 나노금(nanogold), 나노은
(nanosilver), 금속산화물(metal oxides) 등을 포함하는 나노물질을 의미하며,
‘덴드리머’는 나뭇가지 형태의 단위구조로부터 만들어진 나노크기의 고분자
(polymer)로서 촉매작용과 약물전달(drug delivery)에 유용하며, ‘복합재료’
는 나노입자들에 다른 나노입자들이나 더 큰 구조의 물질과 결합하여 만든
나노물질을 의미한다(EPA, 2007: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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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위원회(The Subcommittee on Environment and the

Economy)는 하원이 발의한 ‘독성물질관리법 현대화 법안’(the

TSCA Modernization Act)과 관련하여 2015년 4월 14일에 청문회를

개최하였다. 이 청문회에는 EPA를 비롯하여, 미국화학협회

(American Chemistry Council), 자동차제조업동맹(Alliance of

Automobile Manufacturers), 화학제품제조업자회원협회(Society of

Chemical Manufactures & Affiliates) 및 ‘더 안전한 화학제품, 건강

한 가족’(Safer Chemicals, Healthy Families, SCHF)100) 등에서 증

인으로 참여했다. 이 청문회에서는 나노물질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는 않았지만, 그간 논의되어온 화학물질의 관리와 관련하여 EPA에

얼마나 권한을 위임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집중 논의되었다. ‘더 안

전한 화학제품, 건강한 가족’의 캠페인 디렉터 이그레하(Andy

Igrejas)는 시민단체의 입장에서 EPA에 더 화학물질에 대한 감독

권한과 책무을 부여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US House, 2015).

EPA가 나노물질의 규제와 관련한 근거 법률은 TSCA 외에 살충

살균살서제법(FIFRA)도 있는데, 이는 이미 살펴본 ‘은나노 세탁기’

사안과도 관련되어 있었다. 앞 장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EPA는 국

제기술영향평가센터(ICTA) 등이 발의한 은나노 관련 규제 청원서를

접수한 이후 2008년말부터 2009년 3월말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규제

포털’(Regulations.gov)을 통해 접수하였지만, 한동안 이에 대한 공

식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가 2015년 3월이 되어서야 공식답변을 발

표하였다. 그간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던 EPA가 약 6년 만

에 늦게나마 공식답변을 하게 된 배경은 일차적으로 2014년 12월에

본 청원 당사자인 ICTA 등이 답변을 촉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기 때

문이다. 하지만 EPA의 의견표명 공백기 동안에는 의회 기관인 정부

회계감사원(GAO)이 살충제를 포함한 나노물질 규제 문제를 지속적

100) SCHF는 2009년에 설립된 시민단체로서 독성 화학물질에 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것을 주요 활동으로 하고 있다. https://saferchemicals.org/about/
(최종 검색일: 20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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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제기하면서 EPA에게 관련 조치를 촉구했던 사실도 EPA가

2015년에 공식답변을 하게 된 배경으로 고려할 수 있다.

일례로 2010년에 GAO가 미국 상원의 환경공무위원회(the Senate

Committee on Environment and Public Works)에 제출한 나노물질

규제 현황 검토보고서는 부제(“나노물질은 상업활동에서 널리 사용

되나, EPA는 위험 규제의 도전에 직면했다”)에서 나타나 있듯이,

EPA의 나노물질 규제 필요성을 함축적으로 제시했다(GAO, 2010).

GAO에 의하면, 2010년 보고서 작성 당시 8개 산업 부문, 즉 자동

차, 방위·항공우주, 전자·컴퓨터, 에너지·환경, 식품·농업, 주택·건설,

의료·제약, 생활용품·화장품 및 기타 소비재 등에서 이미 폭넓게 나

노물질이 사용되고 있었다. 이 보고서는 나노물질이 탄소기반 물질

(carbon-based materials), 금속기반 물질(metal-based materials),

덴드리머(dendrimers) 및 복합재료(composties) 등 네 종류의 형태

로 사용되고 있다면서 2007년 EPA의 『나노기술 백서』를 인용하

기도 했다. GAO는 신규 나노물질의 일부는 규제가 되고 있지만 다

수는 규제를 받지 않고 시장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EPA

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하였다.

우선 나노물질에 대하여 뚜렷한 신규 사용기준(Significant New

Use Rule, SNUR) 발간 계획을 세워 이행할 것, 다음으로 FIFRA

살충제 등록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신청자들이 살충제에 포함된

나노물질 성분을 식별하는 것을 필수조건으로 하도록 할 것, 그리고

기 등록된 살충제와 등록 중에 있는 살충제에 포함된 나노수준의

성분을 명백히 밝힐 계획을 이행할 것 등이었다. 이런 세 가지 제안

사항과 더불어 GAO는 EPA의 법적 권한에 근거하여 나노물질에 대

한 각종 정보를 수집할 것을 추가로 제언하기도 했다(GAO, 2010:

50).

EPA는 GAO의 이와 같은 제안사항을 대체로 수용하면서 관련 규

제정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GAO에 공문으로

회답했다. GAO 보고서는 EPA가 의사표시한 회신 공문을 보고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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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으로 제시하여, EPA의 나노물질 규제정책 이행에 대한 기대가

능성을 높였다. EPA가 공문을 통해 GAO의 제안사항에 대해 답변

한 사항은 다음과 같았다. 먼저 나노물질에 대한 신규 사용기준

(SNUR) 발간에 대한 GAO의 제안사항에 대해서, EPA는 SNUR 발

간을 지속할 것이며 현존 화학물질로서의 나노물질에 대한 SNUR에

대해서는 2010년 12월까지 마칠 예정이라고 회답했다. 다음으로

FIFRA 살충제 등록 규정 개정건에 대해서는, EPA도 GAO 의견에

동의하며 산업체가 살충제 등록 시 나노물질 성분 함유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식별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기 등록 살충제에

포함된 나노물질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는 제언사항에 대해서도

EPA는 이에 동의하며 관련 작업을 수행 중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나노물질에 대한 정보수집 부분도 EPA는 GAO의 제안에 동의하며

관련 작업이 진행 중에 있음을 밝혔다(GAO, 2010: 55-57).

이와 같이 시민단체는 물론 의회 기관까지 복수의 주체로부터 요

구에 직면했던 EPA는 결국 2015년 3월에 ICTA 등이 제기한 청원

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답변을 한 것이다. 이 답변서에서 EPA는 (1)

은나노를 살충제로 분류하고 은나노 제품을 살충제로 등록을 요하

는 것, (2) 은나노를 등록을 요하는 새로운 살충제로 결정하는 것,

(3) EPA의 법적 의무에 따라 은나노의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잠재적 위험 분석, (4) EPA의 FIFRA 승인 없이 불법적으로 판매된

은나노 제품군에 대한 규제, (5) 은나노 살충제 등록 승인 시 EPA

의 은나노 살충제에 대해 적절한 모든 살충제 필요사항 적용, (6)

은나노 살충제에 대한 적절한 단속을 위해 필요한 다른 EPA

FIFRA에 의한 행위 등에 대하여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각 사안에

대한 EPA의 답변 내용이다.

먼저, 은나노를 살충제로 분류하고 은나노 제품을 살충제로 등록

을 요하는 것에 대한 답변에서 EPA는 청원 내용에 대해 일부의 내

용에 대해서만 승인하는 취지로 기재했다. 특히 이 사안에 대해서

는, FIFRA와 EPA 규정에서 정함에 따라 나노수준의 은을 함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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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이 살충제 용도로 제작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FIFRA 체계상의

살충제로 다뤄야 한다는 청원인의 주장을 EPA가 승인한다고 하였

다. 즉 모든 은나노 제품을 살충제로 다뤄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

이지 않고, 오로지 살충제 용도의 은나노 제품에 대해서만 FIFRA의

살충제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 사안에서 EPA는 “은나노는

살충제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모든 은나노 성분 혹은 은나노를 함

유한 제품을 살충제로 분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답변하

였다(EPA, 2015: 6-8).

두 번째로 은나노를 등록을 요하는 새로운 살충제로 결정하는 문

제에 대해서, EPA는 FIFRA의 과학자문패널(Scientific Advisory

Panel, SAP)의 의견, 즉 은나노 물질이 일반 상태의 은에 비해 독성

을 가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서는 추가적인 데이터가 필요할 것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새로운 은

나노 성분이 함유된 대부분의 살충제 제품에 대해 FIFRA의 관할범

위에 두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도 EPA는 동의한다

는 입장을 밝혔다(EPA, 2015: 8-11).

세 번째인 FIFRA 등이 규정한 EPA의 법적 의무에 따라 은나노

로 인한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분석하는 문제

에 대해서는, EPA는 기존 판례(Merrell v. Thomas, 807 F. 2d 776,

9th Cir. 1986)를 예로 들면서, EPA가 FIFRA에 의해 제품에 대한

등록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국가환경정책법(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NEPA)이 적용되지는 않으므로, EPA가

NEPA 상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아울러 멸종위기종보호법(Endangered Species Act, ESA)과

관련하여, EPA는 은나노 성분이 포함된 새로운 살충제의 등록과 관

련하여 ESA에 의한 멸종위기종 보호 의무를 고려할 것이라고 하였

다. 식품품질보호법(Food Quality Protection Act, FQPA) 상의 안전

기준과 관련해서는, EPA는 특히 태아와 어린이에 대한 안전기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청원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EPA,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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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네 번째로 EPA의 FIFRA 승인 없이 불법적으로 판매된 은나노

제품군에 대한 규제에 대하여, EPA는 등록되지 않은 살충제가 미국

내에서 판매 또는 유통되었을 경우 별도의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는

청원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은나노 제품이 모두 살충

제라는 결론에 이르게 할 만한 사실적인 기반을 EPA가 가지지 않

았으며, 그렇기 때문에 은나노 제품이 불법적으로 판매되거나 유통

되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없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법적 기반이 EPA에 없다는 것에 기인한 것이었다. 하지만 EPA는

집행권한 행사에 대한 최선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이를 고려하

여 결정할 것이라고 하였다(EPA, 2015: 14).

다섯 번째로 EPA는 청원인의 은나노 살충제 제품은 반드시 EPA

승인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살충제에는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한 경고나 주의 문구가

필요하며, FIFRA의 조항에 의거하여 이런 경고나 주의 문구가 없는

경우에는 부정표시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EPA는 강조하였다. 다음으

로, EPA는 제품 등록자에게 등록 이후에도 역효과와 관련한 고지를

요구해야 한다는 청원인의 주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답변하였다.

EPA는 현행 FIFRA 조항에 따라 행정부는 기등록된 살충제에 대한

등록행위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데이터를 결정하고

요구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하지만 EPA는 공중의 이익을 목적으

로 영업기밀(confidential business information, CBI)를 공개해야 한

다는 청원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기업의 영업기밀까지 공

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사를 표하였다(EPA, 2015: 15-18).

여섯 번째로 EPA는 은나노 살충제 분류가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적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은나노 성분의

등록 신청과 관련하여 그러한 평가나 분류의 필요성을 구체화하지

는 않았다고 하였다. 이런 입장의 연장선 상에서 EPA는 은나노 살

충제에 대한 특별 검토 절차(a Special Review process)를 검토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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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않으며, 은과 은나노 성분을 함유한 살충제는 등록 절차에서 검

토될 것이라고 하였다. 나노 관련 데이터 제출과 관련하여서는, 앞

서 추가 자료 제출 사안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EPA는 제조사에 데이터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은나노 장치에

대한 규제 건에 대해서 EPA는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지만, 장치

와 살충제를 구분하여 인식하였다. EPA는 삼성세탁기(Silvercare)를

예로 들면서 이온발생기가 살충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삼성세

탁기의 경우 FIFRA의 법적해석에 따라 장치가 아닌 살충제로 고려

된다고 하였다(EPA, 2015: 18-22).

결과적으로 EPA가 공식 답변서에서 보인 입장은 EPA가 FIFRA

규정을 개정할 필요성까지는 인식하지 않았으며, 당시의 제도 내에

서도 충분히 은나노에 대한 규제가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비록 삼성

세탁기 사례에서는 이온발생기를 살충제 성격으로서 명시적으로 인

정하여 FIFRA 규정에 의한 규제사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하였지만,

여전히 EPA의 입장은 은나노의 잠재적 위해성 자체에 대해서는 과

학적 사실이 밝혀질 때까지는 인정여부와 사전 혹은 사후 조치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대체로 EPA는 은나노물질과 관련

하여 FIFRA 규정 해석이나 규제 적용은 원론적인 수준으로 답변하

였음을 알 수 있다.

EPA의 나노물질 규제와 관련하여 FIFRA뿐 아니라 TSCA의 개

정 논의도 비슷한 시기에 진행되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TSCA에 대한 개정 움직임은 2006년에 유럽에서 제정된 REACH법

을 벤치마킹하자는 일부의 요구도 반영된 것이었는데, 유럽의

REACH법은 화학제품의 안정성 입증책임을 제조업자에 부담시키고

있으며, 화학물질의 잠재적 위험성과 관련한 정보를 접근가능하도록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REACH법은 이런 제조업체의 책

임을 기존물질이나 신규물질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부과하고 있었다

(윤권순, 2016). 물론 이와 같은 TSCA 개정 움직임에 대하여 산업

계는 반대 입장을 고수한 반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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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EPA에 더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는 입장을 보였다. 2005

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TSCA의 개정 노력은 마침내 2016년 6월

22일에 「21세기를 향한 프랭크 R. 로텐버그 화학안전법」(the

Frank R. Lautenberg Chemical Safety for the 21st Century Act)

이 제정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로텐버그 화학안전법」은 EPA로

하여금 기존의 화학물질을 명백하고 강제적인 기한에 따라 평가하

도록 하고, 위험 기반의 화학물질 평가를 수행하도록 하며, 화학물

질 관련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고, 이 새로운 법에 따른 책무

성을 이행하기 위하여 EPA에 안정적인 예산지원을 하도록 했다.101)

하지만 기존의 TSCA와 마찬가지로 「로텐버그 화학안전법」 또한

나노물질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와 같은

한계로 EPA는 동법에 근거하되 별도의 규칙과 명령을 수립하여 나

노물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이호용, 2018).

이런 측면에서 EPA는 2017년 1월 12일에 화학물질이 나노수준으

로 제조되거나 가공될 경우 해당 사업자는 EPA에 해당 물질의 구

체적인 화학적 정보, 생산량, 제조 및 가공 방식, 노출과 확산 정보,

환경 및 보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보고해야 한다는 원칙을 공표하

였다(EPA, 2017a: 3641-3655). 이후 5월 16일에 EPA는 이 원칙을

‘화학물질이 나노수준의 물질로 제조 혹은 가공될 경우 보고방식에

관한 가이드라인 초안’(Draft Guidance for Reporting of Chemical

Subsatances When Manufactured or Processed as Nanoscale

Materials; Notice of Availability and Request for Comment)이라

명명하여 연방공보에 게재하고 공중으로부터 이에 관한 의견을 수

렴하였다(EPA, 2017b: 22452-22453).

이에 관하여 연방 규제포털에는 87개의 의견이 등록되었는데, 나

노기술 관련 산업체 등은 EPA의 규제에 반대하는 취지의 의견을

101) Assessing and Managing Chemicals under TSCA-The Frank R.
Lautenberg Chemical Safety for the 21st Century Act, EPA 홈페이지,
https://www.epa.gov/assessing-and-managing-chemicals-under-tsca/frank
-r-lautenberg-chemical-safety-21st-century-act (최종 검색일: 20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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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등록했다. 이 중에는 나노기술과 나노물질 관련 정책에 적극적

으로 의견을 개진해 온 미국화학협회(American Chemistry Council,

ACC)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의견은 미국화학협회의 나노기술 패널

이 대표로 작성한 것인데, 패널의 의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

저 무엇보다도, EPA가 하려는 정보 수집(information collection)에

대한 의도를 더 구체화하고 명확히 하여 피규제집단으로 하여금 그

의무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패널은 주장했다.

동 패널은 EPA에 두 단계에 의한 정보수집(a two-step information

collection) 방식을 제안하였다. 이는 1단계에서 나노물질 제조업자들

이 정해진 양식에 따라 상업적 목적으로 나노수준의 형태로 사용되

는 화학물질과 그 생산량을 보고하면, 2단계에서는 EPA가 취합된

정보 중 우려할 만한 사안들에 대해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두 단계로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

로 현행 원칙으로 한번에 모든 정보를 보고하도록 한다면, 중복적이

고 불필요한 보고 사례가 많아질 것을 패널은 우려하였다. 패널은

북미지역의 공조체계도 강조하였는데, 미국과 캐나다의 나노물질 관

련 정보 수집 체계가 서로 부합되게 협조되지 않으면 관련 산업계

에 큰 부담을 안겨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기존에 이미 시행되

고 있는 화학데이터보고원칙(Chemical Data Reporting Rule, CDR)

과 나노물질 정보 수집이 서로 중복적으로 겹치지 않기 위해서는

적어도 CDR이 끝나기 전인 2017년 9월 30일 이전에는 나노물질 정

보 수집 시행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동 패널은

나노물질 자발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나노물질 스튜어

드 프로그램(NMSP)은 비록 EPA가 회의적으로 자체 평가했지만,

실제로는 성공적인 프로그램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이 제도를 잘 활

용할 것을 제안했다.102)

102) American Chemistry Council, “Re: Chemical Substances When
Manufactured or Processed as Nanoscale Materials; TSCA Reporting and
Recordkeeping Requriements (EPA-HQ-OPPT-2010-0572),
EPA-HQ-OPPT-2010-0572-0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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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기술정책이 형성되던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온

국제기술영향평가센터(ICTA)와 식품안전센터(Center for Food

Safety)103), 생물다양성센터(Center for Biological Diversity)104), 농

업무역정책연구소(Institute for Agriculture and Trade Policy,

IATP)105)는 EPA 계획안에 대해 공동의견을 제출했다. 그들의 의견

은 EPA의 원칙이 모호하지 않은 정의에 입각하고, 더 자주 보고되

며, 의미있는 시험이 이뤄지고, 공개적으로 접근가능한 데이터베이

스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그들은 “모든 나

노수준의 화학물질을 ‘새로운 화학물질’로 정의해야 한다”, “나노물

질에 노출된 작업장의 위치가 공개적으로 가용한 정보여야 한다”,

나노점토, 나노필름, 나노산화아연이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어선 안

된다“, ”영업비밀을 사유로 한 기업측 주장은 제한적이어야 한다“

등과 같은 13가지 사항을 반영할 것을 EPA에 요구하였다. 아울러

동 시민단체들은 TSCA가 나노물질 안전을 전적으로 보증하는 방식

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106)

EPA는 산업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접수하였지만 2017년 1월에

세운 원칙을 고수하였으며, 동 나노물질 정보 수집 원칙은 2017년 8

https://www.regulations.gov/document?D=EPA-HQ-OPPT-2010-0572-0187
(최종 검색일: 2020.5.10.).

103) 식품안전센터(CFS)는 국제기술영향평가센터(ICTA)의 자매단체격으로 이
해할 수 있다. 앤드류 킴브렐(Andrew Kimbrell)은 비영리 및 초당파적인 운
동단체로서 1994년에 ICTA를 1997년에 CFS를 설립했는데, 전자가 주로 신
흥기술에 대한 이슈를 다루고 후자는 주로 식품안전 관련 이슈를 다룬다.

104) 생물다양성센터는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 보호 활동을 하는 비영리조직으
로 1989년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https://www.biologicaldiversity.org/about/story/ (최종 검색일: 2020.11.8.).

105) IATP는 1987년에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국제무역체제하에서 지속가능한
농업, 공정 무역, 환경 및 농민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한 연구와 사회운동을
병행하고 있다. https://www.iatp.org/about (최종 검색일: 2020.11.8.).

106) ICTA, Center for Food Safety, Center for Biological Diversity, Institute
for Agriculture and Trade Policy, “Attention: Docket ID No.
EPA-HQ-OPPT-2010-0572,” August 5, 2015.
EPA-HQ-OPPT-2010-0572-0123,
https://www.regulations.gov/document?D=EPA-HQ-OPPT-2010-0572-0123
(최종 검색일: 20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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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4일을 효력 기준일로 적용하여 시행 중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EPA의 나노물질 규제방향이 전개된 과정을 볼 때, EPA는 새로운

입법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규제조항을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TSCA 등 법체계 내에서 해석과 운용을 유연하게 하면서 규제정책

을 펴고 있는 점을 특징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PA의 나

노물질에 대한 규제정책은 해당 사안이 발생할 경우 규제포털을 통

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앞 절의 은나노 규제 사안에 대한

논쟁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듯이, 일반 시민들을 포함하여 시민단체

들은 각 사안마다 나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대응을 해오

고 있다. 하지만 사안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시민들의 참여방식과

내용이 다르다는 점도 살펴볼 수 있었다. 앞 장에서 살펴본 은나노

규제 사안에서는 일반 시민들이 각자 개인의 경험에 근거하여 의견

을 개진하였는데, 이들은 은나노 식품보조제 복용 경험이나 은나노

세탁기 사용 경험 등을 토대로 자신의 의견을 진솔하게 개진하였다.

하지만 이 절에서 살펴본 나노물질 규제단계에서는 시민단체의 참

여는 지속적으로 이뤄졌지만 일반 시민들의 참여는 그다지 눈에 띄

지 않는다. 은나노 규제 사안은 개인적 차원에서 인식되고 이해관계

도 존재할 수 있었지만, 나노물질 규제 사안은 개인보다는 화학물질

제조업체나 관련 산업계와 더 밀접한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기

업이나 산업 수준에 미치는 규제의 사안에 있어서는 일반 시민보다

조직된 시민단체의 역할이 더 중요하게 작용했음을 보여준다.

제 3 절 한국 정부의 나노위험 거버넌스

이 절에서는 한국에서 나노위험과 관련한 정부의 공식적인 거버

넌스가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앞 장에서 한국에서는

미국에서와 같이 ‘은나노 세탁기’를 계기로 한 은나노의 잠재적 위

해성 관련 논쟁이 벌어지지 않았으며, 은나노의 위해성보다는 살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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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의 실재 여부에 더 초점이 맞춰졌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럼에도

미국에서 촉발된 은나노 논쟁은 한국의 국회에서 진행한 국정감사

등에서 인용되었는데,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 간 질의응답 내용을

보면 한국에서 주요 정책 행위자들이 은나노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

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2007년 10월 국회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

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안홍준 위원은 이규용 환경부장관

에게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은나노 세탁기에 대한 규제 움직임을

언급하면서 한국의 나노물질 안전대책에 대해 질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이규용 환경부장관은 국제적으로 안전성에 대한 연구가 시

작단계임을 언급하면서, 한국정부도 OECD 제조 나노물질 작업반에

참여하고 있으며, 유해성 평가 관련 연구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관

계부처들과 정책협의회를 구성 중이라고 답변했다. 안 위원은 이 외

에도 환경부 장관에게 미국의 나노기술 관련 ELSI 연구 투자 현황

을 언급하면서 이 부분도 환경부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국회환경노동위원회, 2007: 56-57).

이로부터 2년 후인 2009년 국회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대상 국

정감사에서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나노물질의 안전에 대한 우려사

안이 논의되기도 했다. 이화수 위원은 나노기술을 산업적으로 매우

유망한 기술로서 인식하는 동시에 위해성 또한 큰 것으로 인식하면

서, 이만의 환경부장관에게 나노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연구 추진 의

사에 대해 질의하였다. 이만의 장관은 이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에서, 환경부가 OECD에서 추진하는 제조나노물질 안전성 지원사업

에 참여해서 은나노를 포함한 5개 나노물질에 대한 독성 시험법 등

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국회환경노동위원회, 2009a: 20). 같은

국정감사 기간 중 다른 날에 환경노동위원회 박준선 위원은 은나노

와 같은 나노입자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나노입자나 나노물질에

대한 규제의 존재 유무에 대한 질의와 함께, 은나노 세탁기, 은나노

제품, 은나노 젖병 등 제품들에 대한 안전기준을 관계부처와 협조해

서 조속히 마련할 것을 이만의 장관에게 주문하였다(국회환경노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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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 2009b: 19-20).

환경노동위원회의 박준선 위원은 환경부장관에게 지식경제부와

같은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나노제품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

을 주문했지만, 정작 지식경제부 등을 소관부처로 하는 국회지식경

제위원회는 환경노동위원회와는 다른 접근방식으로 기술개발의 필

요성이나 기술개발을 통한 경제성장 등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식경제위원회에서는 기술의 위험이나 안전성 문제도 경제적 이해

관계를 고려하여 논의하였다. 예컨대 2011년 지식경제위원회의 지식

경제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종혁 위원은 아래와 같이 나노기술의 안전관리 사안에 대해서 한

국이 세계시장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빨리 만들

어서 규제기준을 선점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국회지식경제위원회,

2011: 69). 하지만 지식경제위원회 내에서도 나노기술의 안전문제에

대하여 서로 다르게 접근하는 경우도 있었다. 예컨대 이영애 위원은

2009년 지식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소속 위원회의 다른 위원

들과 달리, 미국 EPA의 은나노 규제 움직임을 언급하면서 나노기술

의 위험성과 이에 대한 분석자료 공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국회

지식경제위원회, 2009: 49-50). 이영애 위원은 2009년에는 지식경제

위원회 소속이었지만 2010년에는 환경노동위원회로 소속이 변경되

었다. 이 위원은 2010년 환경부를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도 나

노물질의 유해성 문제를 강조하면서 환경부의 안전관리에 관한 대

책 마련을 주문하였다. 이 위원은 미국의 독성물질관리법(TSCA)를

예시하면서 이 법이 나노물질을 신규 화학물질로 보고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하면서, EPA가 2006년에는 은나노를 유사 살충제

로 판정하여 삼성전자의 은나노 세탁기에 대한 수출을 규제한 사례

를 언급했다. 아울러 이 위원은 나노물질관리에 관한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한국도 나노물질관리제도를 도입할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주문하기도 했다(국회환경노동위원회, 2010: 35-36) 이상에서 살펴

본 국회의 지식경제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뿐 아니라 보건복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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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에서도 은나노 제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2010년 보건복

지위원회에서 윤석용 위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대상으로 시중

에 유통되고 있는 ‘은나노치약’의 허가여부를 질의하면서, 식약청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질책하기도 했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2010: 10).

제19대 국회에 들어선 이후 2013년 국정감사에서도 나노물질의

안전성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었다. 10월 28일 환경노동위원회의 국

정감사에서 이완영 위원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나노물질의 안전

성에 대한 연구 현황을 질의하였다. 특기할 만한 점은 이 위원은 세

간에서 나노물질을 “신이 내린 물질”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사실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오히려 “폐암·진폐증, 불치성

질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재앙”으로 보고 있었다는 점이다(국회환경

노동위원회, 2013d: 55-56).107) 10월 31일 국정감사에서 나노기술 연

구개발정책을 주관하는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질의에서도 나노기

술의 안전관리에 관한 부분이 논의되었는데, 여기서는 탄소나노튜브

를 “21세기 최대의 산재”라고 표현하는 위원도 있었을 정도로 나노

물질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3: 92-93).

정부 기관 중에서 은나노 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소비자 보호 측

면에서 관리하는 기관으로 한국소비자원108)을 들 수 있다. 앞 장에

107) 2013년 10월 28일 이완영 위원의 국정감사 발언내용을 주제로 한 언론 보
도가 있었다. 「환경미디어」는 이날 보도된 기사에서 영국 에든버러대학
연구팀이 다층벽탄화수소에 실험용 쥐를 노출시킨 결과 석면으로 인한 진폐
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를 발표한 것을 소개하고, 미국 국립과학
원(National Academy of Sciences, NAS)가 나노물질의 위험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보고서를 발간했다는 소식도 인용했
다. 이 기사에서는 이완영 의원이 석면으로 인해 폐암, 진폐증 등의 불치성
질환이 발병했음을 언급하면서, 나노물질에 대한 안전성 검증이 이뤄질 때
까지 위험이 노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인용했다. 이
기사의 내용으로 추정컨대, 이완영 위원은 나노물질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석면 사례와 유사하게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http://www.ecomedia.co.kr/news/newsview.php?ncode=1065577674387618 참
조 (최종 검색일: 20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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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살펴봤듯이, ‘은나노 세탁기’ 관련 이슈에 대해 관여한 기관도

당시 환경부나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아닌 한국소비자원이었다. 2006

년 4월 소비자원은 시험검사소 식품미생물팀에서 당시 시중에 유통

되고 있던 ‘은나노 젖병’에 대한 항균효과 시험을 실시하였다. 시험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이 시험은 젖먹이 아기들이 질병에 취약하기

때문에 은나노 항균효과를 광고하면서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에 판

매되고 있는 은나노 젖병에 대해 소비자 관점에서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시되었다(한국소비자보호원, 2006: 1). 소비자 관점에서는

은나노 젖병의 항균효과 검증과 함께 동 제품의 인체 안전성 문제

도 제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원이 항균효과 검증만을 시

험 대상에 한정한 것에 주목할 만하다. 제품의 위해에 대한 검증문

제가 소비자원의 관할범위에 속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위해성 문

제보다 항균성 여부가 당시에는 더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앞 장에서 살펴 본 ‘은나노 세탁기’에 대한 소비자원의 검

증도 은나노의 살균효과 여부에 관한 것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소비

자원의 접근방식은 일관적이기까지 하다.109) 동 시험의 결과보고서

에 의하면, 은나노 젖병의 플라스틱 재료 및 젖병 자체의 항균성은

미약하거나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보호원, 2006: 9).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원 시험대상 16개 사업자에

대하여, 객관적인 근거를 갖추지 않은 채 99% 이상의 항균력과 탈

108) ‘한국소비자보호원’은 1987년 7월 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
었다.

109) 201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나노기술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은 그리 높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존재한다. 실제로 2001년 1월 1일부
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국내 언론에서 나노기술의 위험에 대한 보도경향
을 분석한 논문에 의하면, 대부분의 나노기술 관련 언론보도는 경제적 성과
를 취급하는 경향이 강했으며 전체의 6.6%만이 나노기술 관련 위험을 보도
했다고 한다. 이와 같은 나노기술 위험 관련 보도 중에서 대다수는 ‘건강위
험’(59.9%)에 대한 기사였으며, 주로 발암위험성을 지닌 나노물질이 제품에
함유되었다는 내용이나 나노입자의 흡입이 건강위험을 일으킬 수 있다는 등
의 내용이었다(송해룡 & 조항민,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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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력 및 식품 보존기간을 증가시켜준다는 허위·과장의 표시를 한 것

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07).

소비자원은 2011년 11월에는 「나노제품의 안전성 및 유통실태

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이 보고서 저자인 지광석은, 나노기술

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 논의는 점증하는 가운데 나노제

품의 무분별한 확산이 이뤄지고 있으며, 확산되는 제품은 나노표시

의 정확성과 적정성이 미흡할 뿐 아니라, 정부의 위험관리 수준 또

한 미흡한 것으로 진단했다. 그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사전예방

적 접근으로 안전성 규명 후 제품을 상용화(no data, no market)하

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나노제품에 대한 유통실태를 파악하고 모니

터링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제기준과 조화롭게 규제장치를 정비할

것을 제안하고, 나노제품에 대한 표시제도를 시급히 도입할 것을 주

장했다(지광석, 2011).

소비자원은 2017년 12월 보도자료에서도 나노 식품 및 화장품에

대한 안전관리와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 보도자료에서, 소비자원은 안전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나노’ 문구

가 기재된 나노제품이 국내 3대 오픈마켓(11번가, 옥션, G마켓)에서

약 4만～6만여 제품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 제도의

미비로 나노 식품 및 화장품에 대한 안전성 관련 자료가 제대로 갖

춰지지 않았음을 인식한 가운데, 소비자원은 향후 유통 중인 제품

목록화와 안전성 평가·표시제도 의무화 등을 관계부처에 요청할 계

획임을 밝혔다. 이 보도자료는 나노입자의 독성에 대한 최근 연구결

과를 소개하는 동시에, 유럽의 관련 규제 내용을 소개하면서 국내

차원의 나노제품에 대한 새로운 안전관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한국소비자원, 2017).

소비자원의 사례 외에도, 정부의 각 부처는 부처의 입장에 따라

나노물질에 대한 정책연구 위탁, 동향조사 등을 통해 부처 자체적인

나노위험 관련 대응 정책을 준비하고 있었다. 예컨대 지식경제부의

소속기관인 기술표준원은 2009년 기술보고서에서 나노기술의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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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관련하여 각국의 규제동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는

데, 동 보고서는 나노물질 안전성과 관련하여 국제표준화 활동에 적

극 참여하고 나노제품 인증제도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9년 당시 지식경제부는 이미 나노제품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센

터구축을 기획하고 있었다(기술표준원, 2009). 2011년에는 지식경제

부가 부처 차원으로 ‘나노제품 안전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도 했는

데, 이 계획의 부제(“나노융합산업 촉진을 위한”)에서도 나타나 있듯

이 “나노관련 규제를 역이용한 시장선점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동

계획의 주된 목적이었다(지식경제부, 2011).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주

로 나노물질에 관한 표시 가이드라인(2011), 안전성평가 가이드라인

(2007, 2012) 등을 제정하였으며, 2015년에는 정책연구과제로 나노기

술응용제품 등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 위탁발주를 하기도 했다. 이

위탁연구의 연구책임자였던 세종대학교의 임수정 교수는 제품군에

따른 나노물질의 정의를 세분화할 것, 나노 안전기술 연구회를 설립

추진할 것, 나노안전성 평가기술 관련 연구사업 세미나를 개최할

것, 나노제품 개발 산업체와 정기 간담회를 개최할 것 등을 제안했

다(임수정, 2015).

이와 같은 개별 부처의 정책 마련 외에, 정부는 범부처적인 나노

위험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도 했다. 이미 살펴봤던 ‘나노기술종합발

전계획’이 대표적인 범부처 종합계획인데, 정부는 ‘나노 안전관리’에

대해서도 부처 공동의 계획을 수립했던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 지

식경제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용노동부 및 환경부는 공동으로 ‘제1

차 나노 안전관리 종합계획(안)’을 수립하여 2011년 10월 20일에 국

가과학기술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했다(교육과학기술부 외, 2011). 동

계획안은 2007년 3월부터 교육과학기술부 등 상기 부처 소속 연구

기관으로 구성된 ‘나노물질 안전성 정책협의회’ 운영을 통해 범부처

차원의 나노물질 안전관리 종합계획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토대

로 추진된 것이다.110) 이를 통해 관계 부처들은 ‘범부처 나노 안전관

110) 제5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학기술부에서 원자력안전과장을 역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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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종합계획’을 준비하여 관계부처 회의, 전문가 포럼, 워크숍 및 국

가과학기술위원회 전문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동 계획안이 2011년

10월에 최종 상정된 것이다. 이 계획안은 “나노물질의 잠재적 위해

성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생태계를 보호하고, 나노기술 및 관련산업

발전 지원”을 위해 수립된 것으로, 국제적으로는 나노 안전관리가

주요 이슈로 부상하는 가운데 국내적으로는 국민의 약 30%가 나노

안전성에 대한 영향을 우려한다는 국민인식도 조사결과 등으로 정

부차원의 체계적인 나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정부에서 인식하였

기 때문이다. 동 계획안은 소위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을 목적으

로 한 것이었다. 한편으로는 국민의 건강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나노 안전관리 정책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EU 등 해외 주

요 국가들의 나노기술과 나노물질에 대한 규제 움직임에 대한 산업

적 측면의 대응 정책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계획안을 보면, “나노물

질 및 제품·기술에 대한 환경·보건·안전(EHS) 분야의 규제 확대는

우리나라 제품 수출시 “무역 장벽” 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하

고 있었다. 궁극적으로 동 계획안은 한국 산업계의 나노분야 “선제

적·능동적 대응”을 통해, 향후 “OECD, ISO 사업에 참여하여 국제적

시험지침 및 표준 선점을 통한 우리 나노제품의 세계 나노시장 진

출 확대”를 기대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외, 2011: 1-4). 이 계획안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964억원의 총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으

로 수립되었으며, 중점 추진분야와 세부 추진과제는 아래의 그림과

같았다.

국가나노기술정책센터 김창우 초대 소장이 나노기술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적극적으로 나노 안전관리 종합계획의 필요성을 강조
했으며, 이에 따라 동 계획을 수립하는 데 교육과학기술부가 주도하게 된
것이다(나노기술정책 관계자 B 인터뷰, 20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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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교육과학기술부 외, 2011: 9)

[그림 7-2] 제1차 나노안전관리 종합계획(안) 추진과제

상기 중점 추진분야 중 ‘3. 나노 안전관리 제도화 도입 기반 마련’

은 ‘3-1. 나노기술 연구윤리 지침 및 안전관리 방안 마련’, ‘3-2. 나

노제품 안전관리 체계 마련’, ‘3-3. 나노물질 안전관리 지침 및 제도

화 도입 추진’을 세부과제로 포함하였다. 이 중 3-1 세부과제에 관

한 내용은, 해외의 나노기술 윤리와 ELSI 연구가 진행 중임을 제시

하면서, 향후 국내적으로 (1) 나노기술 안전관리를 위한 전략을 수

립하고 연구윤리 지침을 마련하며, (2) 관련 기술 분야의 다양한 전

문가 및 시민 참여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3) 나노 안전 연구센터를

지정·운영하겠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시민이 참여하는 영향평가를

실시한다는 것이 특기할 만하다. 이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경제·사회·환경·윤리 등 다양한 사회 측면의 나노기술 영향 예

측 및 파급효과 분석, 법·제도 및 연구개발 관련 정책제언 도출”과

“나노기술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전달받은 뒤 참여시민 패널 간,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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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과 전문가 사이의 토론 및 고찰과정을 거치는 영향평가 실시”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정책제언 도출 과정에는 나노기술 전문

가와 정부부처 관계자뿐 아니라 인문과학·사회과학 전문가는 물론

시민사회 활동가 등이 참여 대상으로 명시됐으며, 대중참여 모델로

는 합의회의와 나노배심원 제도가 예시되었다. 그리고 이 3-1 세부

과제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명시되었다. 제1차 나

노 안전관리 종합계획에 이와 같이 시민사회 참여방식의 대중참여

모델이 포함된 것은 종합계획(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전문

가가 참여하여 제시한 의견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당초 계획안에

는 이 세부과제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명시되었음

에도 실제로는 이행되지 않았다. 당시 정책에 참여했던 관계자의 말

에 따르면, 동 계획안이 발표된 이후 나노 안전관리 부문은 환경부

에서 전담하는 것으로 교육과학기술부와 환경부 간 국장급 회의에

서 업무조정이 이뤄졌기 때문이다(나노기술정책 관계자 B 인터뷰,

2020.9.18.). 이를 통해 당시까지만 해도 나노기술에 대한 안전관리나

규제 부분을 어느 부처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지 구체화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정부가 수립한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이나 나노 안전관

리 종합계획에 나노기술 관련 영향평가가 명시되기 시작했고, 특히

나노 안전관리 종합계획에는 합의회의나 나노배심원제도와 같은 시

민참여형 모델이 제시되기도 했다. 그리고 이런 영향평가나 시민참

여형 모델은 주로 나노기술의 EHS 분야, 즉 환경, 건강 및 안전분

야에서 수행되는 것으로 종합계획안에 반영되고 있었다. 이런 추세

는 2016년에 정부가 수립한 ‘제4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에서도 유

지되었다(교육부 외, 2016). 하지만 제3기 종합계획과 비교해 볼 때,

나노기술 영향평가에 대한 언급은 최소화 수준으로 유지되는 정도

였다. 제4기 종합계획에서 추진할 ‘3대 전략과 12개 과제’ 중에서 ‘나

노혁신 기반 확충’ 전략에는 ‘나노안전 관리체계 확보’ 과제가 포함

되었는데, 이 과제를 구성하는 ‘나노 안전관리 제도화 기반 구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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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나노물질·제품 전주기 안전관리 방안 마련, 나노 안전성

및 나노기술 영향평가 실시,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 등 추

진” 정도로 언급만 되었을 뿐이다.

(출처: 교육부 외, 2016: 15)

[그림 7-3] 제4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의 추진과제

아울러 제4기 종합계획의 말미에는 제3기 종합계획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는 붙임 자료가 포함되었는데, 이 자료에서 ‘나노기술 연구개

발의 사회적·윤리적 책무성 강화’ 과제에 대한 성과로 “범부처 나노

안전 정책 및 정보공유 체계 구축을 통해 대응 방안 마련”과 “나노

물질 물성측정 및 안전성평가 원천기술 확보 및 국제 나노 EHS 활

동을 통해 공동연구추진(EU NANOREG 참여)”를 제시하였다. 제3

기 종합계획의 추진계획에서 명시했던 나노기술 영향평가와 관련한

실적은 이 성과분석 자료에서 보이지 않는다(교육부 외, 2016: 60).

제1차 나노안전관리 종합계획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 계

획이었기 때문에,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나노안전관리 정책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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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제2차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

이 교육과학기술부와 환경부 간 업무조정에 따라 제2차 나노안전관

리 종합계획부터는 환경부 주도로 추진했다. 정부 부처들은 「나노

기술개발촉진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범부처 종합

계획인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에 따라 매년 나노기술발전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111) 2017년 3월에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안건에 상정

보고된 2017년도 시행계획에 따르면, “범부처 「제2차 나노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17.2)을 통한 나노안전관리 체계 확보”라고 명시되

어 있었다(교육부 외, 2017: 3). 하지만 환경부 주도로 마련되었다는

제2차 나노안전관리 종합계획은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상정되지 않

았으며, 환경부 등 어느 부처의 공식 사이트에도 공지되거나 보도자

료로 소개되지도 않았다. 그나마 일반인이 제2차 종합계획을 개관할

수 있는 방법은 국립환경과학원이 운영하는 ‘나노안전성정보시스템’

에 소개되어 있는 동 계획의 개요를 통해서다.112) 제2차 나노안전관

리 종합계획은 핵심 추진과제로서 ‘나노 안전관리 기술 개발·표준

화’, ‘나노 안전성평가 및 실효성있는 관리제도 구축’, ‘지속적인 나노

안전 파트너십 형성’의 세 가지를 중심으로 5년간 44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목표로 수립되었다. 제2차 종합계획은 “화평법 시행

으로 나노물질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명시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각 부처별로 마련된 나노물질·제품 관련 안전지침들

을 예시했다.113) 동 계획은 나노 안전관리의 제도화가 어려운 이유

111)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야 하며,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해의 시행계획과 지난해의 추진 실적을 종합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3
조(시행계획의 수립)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
적인 기한과 방법 등을 명시하고 있다. 참고로 과학기술 관련 주요 안건을
심의하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기능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개정에
따라 2018년 4월 17일자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통합되어 운용 중이다.

112)
http://nano.nier.go.kr/nano/simple/simplepage.do?mnuid=02&submnuid=03&
viewKey=content.nanoinfo02030202 (최종 검색일: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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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노물질의 정의가 국제적으로 통일되지 않은 상황에서 안전관

리 대상을 확정하기 어려우며, 아직 선행조사와 연구가 진행 중인

단계에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기도 했다(관계부처 합동(비공개),

2017: 25). 제2차 종합계획이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상정되지도 않고

공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환경부 관계자는 나노안전관리 종합

계획이 법에 근거하여 수립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한 사유로 환경부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동 계획안을 상

정할 법적 근거와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부처별로 계획을 취합하는

정도에 그쳤고,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어려

운 구조였다. 게다가 나노물질의 안전성과 관련된 연구결과 등의 정

보가 부처간 제대로 공유되지 않는 점도 나노안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중 하나였다(환경부 관계자 G 인터뷰,

2020.10.19.). 이는 나노안전관리에 대한 거버넌스 체계가 제대로 정

착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실제로 나노기술과 관련한

정책의 법적 근거는 「나노기술개발촉진법」이 유일한데, 이 법에

명시된 종합발전계획에는 ‘나노안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동법의 주관 부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기 때문에

동 부처가 아닌 부처에서는 나노기술 관련 계획을 수립하기가 어려

워진다. 계획 수립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는 나노기

술정책 관계자에 대한 인터뷰에서도 확인된 사안이다(나노기술정책

관계자 B 인터뷰, 2020.9.18.).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 외에 범부처 차원으로 수립된 정부계획은

‘국가나노기술지도’를 들 수 있다. 나노기술지도는 2008년에 교육과

학기술부 단독으로 작성된 이후, 2014년에 미래창조과학부 등 8개

부처가 공동으로 ‘제2기 국가나노기술지도’를 수립했으며, 2018년에

는 교육부 등 10개 부처가 공동으로 ‘제3기 국가나노기술지도’를 수

113) 나노물질 제조·취급 근로자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고용부), 나노제품
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산업부), 나노물질 함유 화장품 표시 등에 관한 가
이드라인, 나노기술 응용 식품 업계자율 안전성평가 가이드라인(식약처) 등
이 예시되었다(관계부처 합동(비공개), 201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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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하였다. 제2차 나노안전관리 종합계획은 법적 근거상의 문제로 국

가과학기술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지만, 제2기와 제3기 국

가나노기술지도는 「나노기술개발촉진법」을 근거로 작성된 것이었

다. 2018년에 작성된 제3기 국가나노기술지도는 네 가지 실행방안을

‘미래기술 실현을 위한 연구개발’, ‘6대 나노팹 기능 고도화’, ‘나노전

문일자리 창출’, ‘지속가능한 나노안전망 구축’으로 구성하였다. 여기

서 나노안전 관련 부문이 주요 기술지도에 포함된 것을 주목할 만

하다. 이는 2014년에 수립한 제2기 국가나노기술지도부터 나노안전

부문이 반영된 이후 점차 그 영역이 중요해졌음을 보여주는 지점이

기도 하다. 아래 그림은 국가나노기술지도가 다루는 영역이 점차 확

대되어 온 것을 시각화한 것이다.

(출처: 교육부 외, 2018: 14)

[그림 7-4] 국가나노기술지도의 기술영역 변화 추이

제3기 국가나노기술지도의 나노안전 관련 부문에서는 국내 나노물

질이 2011년에 32.2천톤에서 2015년에 587.8천톤으로 약 18배 증가

한 현황을 예시하면서, 국내 나노물질 관리 법령으로는 「화학물질

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을 명시하였다. 아울러

관련 법령 부분에서는, 화평법 관련 조항에서 당초 3년마다 등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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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화학물질을 지정하는 것이 1톤 이상 모든 화학물질을 유해성과

유통량 등에 따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도록 개정되었음을

밝혔다. 그리고 나노물질 및 나노물질을 포함하는 제품의 전주기 안

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생산부문에서는

‘근로자를 위한 안전한 제조환경 조성’, 소비부문에서는 ‘스마트 컨슈

머를 위한 나노안전 정보망 구축’, 마지막 단계인 ‘폐기부문’에서는

‘나노제품의 안전한 폐기’를 목표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제시

했다(교육부 외, 2018: 28-29). 제3기 국가나노기술지도의 부록은 나

노안전 관련 부처별 업무 현황을 아래의 표와 같이 제시했다.

[표 7-1] 나노안전 관련 부처별 업무현황(2018년 기준)

소관부처 부처별 역할 법률명 비고

환경부

(총괄)

나노물질

(화학물질)

안전관리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나노물질

유해성평가

유해성 평가

대상 물질에

나노물질 포함

화학물질관리법 직접적인

나노물질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으나,

유해성,

안전기준 등에

따라 관리

가능

산업통상

자원부

나노제품(공산품)

안전관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식품의약품

안전처

화장품, 식의약품

내 나노물질

안전관리

화장품법, 약사법,

식품위생법

고용노동부

나노물질 작업장

노출관리

(유해/위험물질)

산업안전보건법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나노안전 관련

기술개발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출처: 교육부 외, 2018: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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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나노위험과 관련하여 정부의 공식적

인 나노안전관리 거버넌스 체계는 부처별 속성에 따라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나노안전관리 종합계획’이 제1차에서는 교육

과학기술부의 주도로 수립되었으나, 제2차 종합계획부터는 환경부의

주관으로 작성되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부처간

정보 공유도 원활하지 않아 실효성 있는 종합계획 차원으로 수립되

고 있지 않은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록 정부는 부처간 합동

으로 ‘국가나노기술지도’와 같은 범부처 계획을 수립하여 주기적으

로 총괄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이를 이행하

는 부처 차원에서는 정작 부처간 협조와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뤄

지지 않아, 나노안전 관련 정책이 부처별로 분절적인 방식으로 수행

되고 있었던 것이다.

제 4 절 한국 환경부의 나노물질 규제정책

제3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나노위험에 관한 거버넌스는 복수의

정부 부처들이 관여하면서, 한 동안 명확하게 부처간 역할과 업무가

조정되지 않았던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서야, 정부 부처간 조정을 통해 환경부를 중심으로 한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안전관리 체계가 확립될 수 있었다. 이 절에

서는 나노물질을 포함한 화학물질 규제정책을 주관하는 환경부의

관련 정책 수립 과정과 배경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부처간 업무

가 조정되기 이전에도, 즉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인과관계가 밝혀지

기 이전부터, 실제로는 환경부가 부처 자체적으로 나노물질에 대한

규제정책을 준비하고 있었다. 2008년 11월 환경부의 당시 보도자료

를 보면, 환경부는 OECD 제조나노물질작업반(Working Party on

Manufactured Nanomaterials)에 적극적으로 참여 중이며, “앞으로도

환경부는 사전예방의 원칙에 의거하여 나노물질의 잠재적 위해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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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하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국민건강 및 환경보호는 물론 국내

나노기술 및 산업의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지

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환경부, 2008). 그 이듬해인

2009년 12월에는 환경부가 자체적으로 나노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워크샵을 개최하면서, “나노물질의 잠재적 위해성으로 인한 국제 환

경규제 움직임이 점차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환경부의 이번 워크

샵은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국내 나노물질 안전관리 정책 추진의

계기를 마련하고, 국내 나노산업 발전의 촉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환경부, 2009).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제6차 OECD

제조나노물질 작업반회의에서 은나노 안전성시험 지원사업 대상 물

질로 한국에서 생산되는 은나노물질이 선정됐다고 알렸다. 한국의

은나노물질이 OECD 제조나노물질 안전성 시험 지원사업의 대상물

질로 선정된 것에 대해 환경과학원은 “우리나라에서 제조되는 은나

노 물질에 대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안전성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에 의의를 부여했으며, 국내 기업의 은나노 물질

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통해 향후 시장개척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2009).

2010년 이전에는 환경부가 개별 부처 차원으로 OECD와 같은 국

제기구와 국제협력을 통해 나노물질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2010년부터는 환경부가 단독이 아닌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나노 안전성에 관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2010년 10월에 환경부는 소속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과 공동으로 “나

노 안전성 연구부처간 협력 제고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는데, 이

워크숍에는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국회입

법조사처뿐 아니라 학계와 산업계에서도 전문가가 참석하여 나노물

질 관련 안전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소식에 대한 보도자료에서 환

경부는 해당 워크숍이 ‘나노물질 안전성 정책협의회’와 ‘나노 위해성

전문가협의회’의 합의에 의해 개최한 것임을 밝혔다(환경부, 2010).



- 318 -

아울러 환경부는 소속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을 통해 나노물질 안

전관리를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 왔다. 2009년에 국립환경과학

원은 「나노물질 환경노출도 평가 및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구축」

연구(김영훈, 2009)를 시작으로, 「나노물질 안전성확보를 위한 중장

기 로드맵작성」(윤태현, 2012), 「나노 안전성 조사연구 사업평가

및 방향수립」(배옥남, 2014), 「나노물질 함유 제품 노출평가를 위

한 기반구축 연구」(이병태, 2014), 「나노안전 제도화 기반구축

(NaNoREG)을 위한 대응체계 마련 연구」(양성익, 2016) 등을 외부

기관에 위탁하였다. 해당 과제를 수탁하여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가

속한 기관은 광운대, 한양대, 광주과학기술원, 한양대, 경희대 등 국

내 대학과 환경독성보건학회 등이었다. 아울러 국립환경과학원은 기

관 차원으로 2018년에 「나노안전성연구(2007-2016)」를 발간하여

당시 10년간의 나노안전성 관련 연구 현황을 종합분석하기도 했다.

환경부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도 연구과제를 위탁하여 나노

물질 안전관리 관련 정책연구를 의뢰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 환경부의 의뢰를 받아 수행한 과제는 「나노물질 안전관리 중기

계획 이행방안 마련 연구」(홍용석, 2012)였는데, 동 연구원은 환경

부의 과제 의뢰와 별도로 「나노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환경·사

회안전망 구축방안 연구」(홍용석, 2010), 「나노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화 방안」(홍용석, 2011) 등의 연구를 자체적으로 수행하

기도 했다. 이 중에서 환경부가 의뢰하여 2012년에 수행된 「나노물

질 안전관리 중기계획 이행방안 마련 연구」에서 제안된 내용은 다

음과 같다. 우선, 동 보고서의 연구진은 나노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나노 정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산업계

등과의 이해관계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나노물질 안전

관리 제도화 방안으로는, 기존의 법률 외에 ‘신규나노물질관리법’을

제정하여 나노물질과 나노제품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

했다(홍용석, 2012). 사후적으로 볼 때, 현재까지 이들 연구에서 제

안된 내용이 그대로 정책에 반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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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연구들이 정부 부처가 나노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전체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존재한

다.

2010년 전후 국회를 포함한 각계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논의가 점증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환경부는 한국판 ‘신화학물질관리

제도’(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로 평가받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

한 법률」(안)(이하 화평법)을 마련하였다. 이 법안은 국내에서 화학

물질 정보의 등록·평가를 통해 화학물질에 대한 전주기적 관리체계

를 마련하여, 국민과 생태계에 대한 화학물질의 영향을 사전에 예방

하고 국제 화학물질 규제에 대응하여 산업계의 경쟁력을 강화시키

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다. 환경부는 이 법안을 2011년

2월 25일에 입법예고하면서, 보도자료를 통해 이 법안이 화학물질의

위해로부터 ‘사전예방’적 차원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임을 수 차례

강조했다(환경부, 2011a). 이 법안의 입법예고 기간 중인 3월 29일에

환경부는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이 기업설명회를

통해 환경부는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기업의 부담을 최소

화하는 동시에 화학산업의 경쟁력도 제고할 수 있는 화학물질 관리

제도의 틀을 마련하고자 했다(환경부, 2011b). 이밖에도 환경부는 6

월 27일에 산업계, 전문가, 시민단체, 일반 국민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하였고(환경부, 2011c), 9월 22일에

는 동법과 관련하여 환경부와 산업계간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 간담회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석유화학공업

협회 등 산업계의 주요 인사가 참여하여 화평법에 따른 제도 도입

시기, 규제수준 등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가 이뤄졌다(환경부,

2011d).

환경부는 부처 속성상 기술개발이나 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부처

가 아닌 규제부처였기 때문에, 나노물질을 포함한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방안을 오랜 기간 준비하고 있었다.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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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도 부처별로 의견이

다른 데다가 산업계의 강한 반대에 부딪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

기간에 마무리될 사안이 아니었다. 환경부가 화학물질 규제의 모델

로 삼은 유럽연합이 2008년 6월부터 시행한 ‘신화학물질관리제

도’(REACH)는 유럽 내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화

학물질에 대해서 유럽화학물질청에 등록·평가·허가 및 제한을 받도

록 하는 것이었다. 환경부는 유럽의 REACH 시행 이전부터 대응방

안 마련을 위해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정보를 공유하려 노력했

다. 이는 REACH 제도 발효 이후 국내기업의 유럽에 대한 화학물질

관련 수출과정에서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114) 하지만

규제대상 물질이나 제품별로 소관 부처가 달리 규정되어 있었는데,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계기로 ‘관리사각지대’가 드러나게 되었다. 이

에 정부는 관계차관회의를 2012년 11월에 개최하여 생활화학제품

관리업무를 화평법이 시행되는 2015년 1월 이후부터 산업부에서 환

경부로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동 관계차관회의 결과에 따라 산업부

가 관리해온 세정제 등 일반 생활화학제품 8종과, 신규 관리 품목으

로서 일반 생활화학제품 4종, 살생물제품 3종 등 7종을 포함하여 총

15종의 위해우려제품을 환경부가 관리하게 되었다(국회 국정조사특

별위원회, 2016).

[표 7-2] 환경부로 이관되는 위해우려제품 15종 현황

114) 소재선과 김재경은 유럽의 REACH를 중심으로 한 화학물질 관리 법체계
에 대한 비평 논문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향후 관련 법체계 정비 시 나노물
질에 대한 개념과 정의를 2011년 10월 18일자 유럽연합위원회의 나노물질
정의규정을 고려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유럽연합의 동 권고안에 따르면,
“나노물질은 자연적으로 내지 일정한 절차에서 우연적 내지 의도적으로 생
산되어지는 물질로서, 결합되지 않은 상태(응집 내지 퇴적 포함)에서의 입자
중 최소한 50% 이상은 그 크기가 1-100nm의 범주에 있는 물질을 의미하
며, 구조상의 부피 기준으로는 부피당 표면적의 비율이 60㎡/㎤이상인 경우
나노물질의 정의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소재선 & 김대
경, 2013: 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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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이관 품목(8종) 신규 관리 품목(7종)

일반 생활화학제품(8종) 일반 생활화학제품(4종) 살생물제품(3종)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접착제, 코팅제,

방향제, 탈취제

문신용염료, 방청제,

김서림 방지제, 물체

탈·염색제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출처: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016: 200)

입법예고를 거쳐 2012년 9월 28일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화평

법안은 심상정 의원이 별도로 2013년 4월 8일에 대표발의한 「화학

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법률안과 동시에 국회환

경노동위원회에 2013년 4월 15일 전체회의에 회부되어 제안설명, 검

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쳤다. 이어서 다음날인 4월 16일에 동 위원

회는 이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는데, 여기에는 삼성정밀

화학,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환경보건시민센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소속 전문가들이 주제발표를 하였다. 이

공청회에 참여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류재천 박사는 화학물질의

유익성과 유해성이라는 양면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시각에서 대체로

중립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는 가칭 “화학물질 안전국(센터)”의

설치를 주장하기도 했는데, 이 조직이 관리하는 물질에는 ‘나노물질’

도 포함시키고 있었다(국회환경노동위원회, 2013b: 15). 앞 장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안과 관련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환경보건시

민센터의 최예용 소장은 공청회 의견서에서 화평법안을 “제2의 가습

기살균제 사건과 같은 바이오사이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지?”의 관점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이는 구체

적으로는 등록대상 예외조항인 ‘1톤 미만’의 문제 등에 대해서 제2

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발생가능성을 기준으로 질문에 답해봐야 한

다는 것이었다(국회환경노동위원회, 2013a: 29).

동 공청회 개최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이후, 환경노동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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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건의 법률안 대신에 위원회에서 마련하는

대안으로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법률

안 대안을 본회의에 제안하기로 결정하였고, 동 대안법률은 2013년

4월 24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 및 의결을 거쳐 본회

의를 통과했다(국회환경노동위원회, 2013b).115)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심상정 의원 대표 발의안(2013.4.8.)은 동법의 ‘제안이유’에서

EU의 REACH 도입 이후 화학물질 위험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것과 함께, “2011년 국내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발

생으로 화학물질 관리강화의 필요성”을 명시하였다는 점이다. 가습

기 살균제에 대한 명시적 표현은 화평법 정부입법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대안으로 최종 제정된 법률안에서도 이와 같은 표현

은 명시되지 않았다. 화평법 제정 이후 환경부는 2014년 12월 9일에

화평법 시행령을 공포했다. 통상적으로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서 상

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집행하는 하위법이다. 화평법 시행령은 화

평법에서 규정한 내용과 절차 등을 구체화하여 시행하는 것을 목적

으로 제정되었다. 특기할 만한 사실은, 2014년에 환경부에서 제정한

화평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유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학

115)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법률안 대안의 주요 내
용은 다음과 같았다(국회환경노동위원회, 2013b). (1)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
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사용·판매하는 사업자는 환경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의 용도 및 그 양 등을 매년 보고하도록 함;
(2) 기존화학물질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대상 기존 화학
물질로 지정·고시하도록 함; (3) 등록대상 기존 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하려는 자 또는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미리 등록하도록 함; (4) 화학물질을 연간 100톤 이상 제조·수입
하려는 자는 위해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되, 법 시행 후 5년 뒤에
는 연간 10톤 이상 제조·수입하려는 자로 확대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적
용하도록 함; (5) 등록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를 하도록 하고, 유
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유독물로 지정·고시하도록 함; (6) 위해성
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을 허가물질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7)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을 제한물질·금지물질로 지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8) 화학물질의 정보를 서로 제공하도록 함; 위해우려 제품
의 신고, 위해성평가, 안전·표시기준 규정, 판매 금지 등 위해 우려 제품의
관리를 하도록 함.



- 323 -

물질의 종류에 나노물질을 명시한 점이다.116) 상위법인 화평법에는

나노물질이 명시되지 않았으며, 이는 동법의 개정시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화평법이 우여곡절 끝에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각계

로부터 비판에 직면하였다. 심지어는 미국으로부터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미국은 한국의 화평법 제정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우려를 표했으며, 이와 같은 미국의 입장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

에서 매년 발간하는 국가별 보고서에서 2015년부터 아래와 같이 공

식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했다.

2013년 한국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했다. 이 법은 화학물질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로 하여금 등록 및

연례 보고 의무를 부과한다. 2014년 2월 18일 한국의 환경부는

2015년 1월 1일 시행되는 규제사항들의 초안을 공표했다. 등록 및

보고 의무와 함께, 특히 고비용은 물론 민감한 기업정보의 잠재적

인 공개가 우려된다. 환경부와 동 부처 산하 국립환경과학원(동법

의 기술적 사항을 관리하는)은 데이터 제출 및 위해성 시험과 같

은 내용이 포함된 12개 공지사항 초안을 공표했는데, 이해관계자

116)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12.9, 제정) 제16
조(유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법 제19조제1항에서 “국제
기구에서 유해성을 평가하는 화학물질 중 우리나라가 평가하기로 한 화학물
질 등 유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화학물질을 말한다.
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서 유해성을 평가하는 화학물
질 중 우리나라가 평가하기로 한 화학물질

2. 국제협약 이행을 위한 화학물질
3.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연간 10톤 이하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4. 제13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
5.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방법을 개발하
기 위한 화학물질

6.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7.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이 제조하는 화
학물질

8. 나노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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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단 20일 동안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짧은 의견제시 기

간과 2015년 시행일까지의 시일이 촉박한 점 및 투명성 제고를 고

려하여, 미국은 한국이 이 법령을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위원

회(WTO TBT Committee)에 통보하고 시행일 이전에 추가적인

의견제시 기간을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2015년에 미국은 전개상

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한국의 관계당국들과 적절하게 관여할

것이다(USTR, 2019: 318-319).

하지만 무역대표부의 보고서가 작성되었던 2015년 시점에는 미국은

이미 독성물질관리법(TSCA)과 환경보호청(EPA)의 자체 지침을 통

해 이와 유사한 제도를 준비하거나 시행 중이었다. 정작 자국의 환

경부처는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면서, 타 국가인 한국

의 화학물질 관리 관련 법률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비판적인 의견

을 제시하는 미국의 양면적인 태도는 역설적인 것이었다.

맥락적으로 해석하자면, 미국의 화평법에 대한 우려는 오히려 국

내 산업계의 이해관계와 부합하는 것이었다. 화평법 제정 이후 한국

의 산업계는 지속적으로 동법으로 인한 규제로 발생할 어려움을 호

소했다. 일례로 2015년 8월 27일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화

평법 대상기업의 91%가 생산활동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제목의 보

도자료를 배포하였다. 대한상의는 화평법 적용기업 302개사를 대상

으로 동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애로사항을 조사했는데, 91.4%가 영

향이 크다고 응답했다고 보도한 것이다. 이들은 화학물질 보고의무

준수에 어려움을 호소했으며, 무엇보다 화학물질 등록의무가 기업에

가장 큰 부담이 된다고 대한상의의 조사에 응답했다(대한상공회의

소, 2015). 2017년 4월 10일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화평법 개정안

에 대한 정책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동 협회는 화평법

적용으로 인하여 기업들이 과도한 등록비용 부담 문제 등을 안고

있다는 경영계의 의견을 제출한 것이었다. 협회가 제출한 경영계 의

견은 첫째 기업들의 등록비용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 마련, 둘째 제품 사용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유출되는 물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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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등록대상에서 제외 허용, 셋째 제출자료의 범위에

GLP(Good Laboratory Practice, 우수실험실운영기준) 기관의 시험결

과만이 아닌 논문, 보고서 등 자료도 인정, 넷째 위해우려물질의 범

위는 최소한으로 설정 허용, 다섯째 화학물질 정보전달 의무는 정부

에 등록이 완료된 물질에 한해 적용할 것 등이었다(한국경영자총협

회, 2017). 이밖에도 신문의 기고, 기사, 논문 등을 통해 화평법에 따

른 기업의 애로사항이 다수 표출되었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화평법만으로는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유사한 사건을 예방하기에

어렵다는 의견도 대두되었다. 2016년 5월 「주간경향」은 “‘가습기에

놀란 가슴’ 나노물질은 안전한가요?”라는 제목의 포커스 기사를 통

해 해외 주요 선진국가들에 비해 한국은 아직 나노물질에 대한 등

록제도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김태훈 기자는

이 기사에서 나노물질의 인체 위해성이 아직 입증되지 않은 상황임

을 언급하면서, “가습기 살균제가 에어로졸 상태로 공기 중에 분무

되었기 때문에 허파와 같은 호흡기에 집중적인 해를 입힌 것처럼

나노물질 역시 눈에 보이지 않는 입자들이 쉽게 퍼져나갈 수 있다”

는 우려가 존재한다고 밝혔다(김태훈, 2016.5.17.).

2016년 6월 3일 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대 국회의 당

면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이종현 EH R&C 환경보건

안전연구소장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현재의 화평법으로도 재발을

방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은나노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 그

는 “가령 은나노 입자 같은 경우 살균력이 강력한 반면 흡입 독성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다”면서 “그러나 지금 은나노 제품을 가습기 살

균제에 사용하는 걸 막을 수 있는 규정은 없다”고 주장했다(서어리,

2016.6.3.). 위의 토론회에 이어 개최된 2016년 6월 27일 국회환경노

동위원회의 환경부를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위원은

은나노 성분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예로 들면서 유해화학물질

에 대한 대책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환경부 장관에게 질의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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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2007년에 있었던 것 예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홈케어라고 하는

곳에서 가습기클린업이라고 하는 제품을 만들어서 검사 신청한 겁

니다. 이것 결국 KC제품 인증받은 건데요. 여기 보면 잘 안 보이

시겠지만 제가 빨간 줄 씌워진 것 읽어 드리겠습니다. ‘살균효과

및 가정에서 숲속 향을 즐길 수 있다, 피톤치드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은나노 성분을 함유해서 기존 가습기세정제보다

살균력을 배가한다’, 마치 은나노 성분이 살균제인 것처럼 말을 하

고 있어요. 실제로 거기 포함되어 있는 PHMG나 PGH에 대한 아

무런 언급이 없습니다(국회환경노동위원회, 2016: 38-40).

2016년 7월 13일에는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한국환경회의’ 세 단체가 국회

도서관에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전문가 500인 기자

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되고 있음

에도 여전히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규는 충

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제2의 가습기 살균

제를 막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사람과 환경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화학물질 제도개선방안 6가지”를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첫

째, 모든 화학물질의 독성정보와 용도정보는 사전에 파악되어야 한

다. 둘째, 모든 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 정보를 소비자가 알아야

한다. 셋째, 발암물질 등 고독성물질은 제조/수입/사용을 줄여야 한

다. 넷째, 독성물질은 독성의 수준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다섯째,

안전에 대한 결정권은 노동자/소비자/주민에게 있어야 한다. 여섯째,

화학물질에 대한 완전한 알권리를 실현해야 한다.117) 이와 같은 요

117)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감시네트워
크·한국환경회의, “우리는 사람의 생명과 환경의 건강을 지키는 법률을 요구
한다-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전문가 기자회견”, 2016.7.13. 이
기자회견문에는 산업보건학회 113명, 직업건강간호학회 7명, 직업환경의학회
60명, 환경독성보건학회 25명, 의사(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98명, 한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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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사항과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연 시민단체들은 화평법 등을 개정

할 것을 주장하였다. 일례로 유통량이 1톤 이상 되는 모든 기존화학

물질 및 0.1톤 이상 되는 신규화학물질은 모두 등록되도록 화평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요구사항도 기자회견문에 병기되

어 있었다. 이와 같이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포함하여 독성물질이나

발암물질 등의 문제에 천착해온 시민단체들은 당시 화평법 조항으

로는 제2의 참사를 방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화평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데에 대하여 이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봤듯이, 화평법은 산업계는 물론 시민사회로부터도

비판을 받았다. 이에 정부는 화평법과 별도로 살생물제에 대한 규제

를 강화하는 법안을 만드는 데 착수했다. 당시 살생물제법안을 마련

하는 과정에 참여했던 환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살생물제법안

을 마련할 때 시간이 촉박하여 관계자들은 별도의 외부 연구용역

없이 관련 외국법률 전문을 참고하면서 전문가 자문을 병행하는 방

식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살생물제법안 마련을 위해 주로

참고한 외국법률은 유럽의 살생물제규제법(Biocidal Products

Regulation, BPR)이었는데, 유럽의 BPR은 나노물질 규제를 포함하

여 미국에 비해 더 촘촘하게 법조항이 구성되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환경부는 추후 나노물질에 대한 규제까지 염두에 두고 살생물제법

안을 마련했다(환경부 관계자 C 인터뷰, 2020.8.25.).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환경부는 2017년 8월 16일 국회에 「생

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살생물제법안)

제정안을 제출했다. 그간 살펴본 나노물질이나 화학물질 관련 논의

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둣이, 살생물제법안에 대해서도 찬성과 반대

의견 양측이 팽팽하게 긴장관계를 보였다. 살생물제법안의 입법예고

기간 중 일반 시민들이 등록한 의견은 총 183건이었는데, 이는 모두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33명, 치과의사(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36
명, 약사(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113명, 보건의료활동가 4명 등 500명의
전문가 명단이 포함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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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이었다. 내용을 살펴보면 반대의견에 대한

사유는 기재하지 않고 반대의사만 표시한 것이 대부분이다.118) 환경

부 관계자들과의 인터뷰 결과에 의하면, 법률안 제·개정 단계에 시

민이 참여하는 방식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시이며, 주로 기업

과 시민단체(NGO)에서 입법예고 법안에 대해 의견을 낸다. 환경부

입장에서는 서로 상충되는 의견들 가운데, 경제, 비용편익 등 다방

면을 고려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업입장에 배치되는 방향으로 법안

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환경부 관계자 C 인터뷰,

2020.8.25.). 더 나아가 환경부의 나노안전관리 정책의 주요 대상은

일반 시민이 아닌 산업체라고 보는 입장도 있었다(환경부 관계자 F

인터뷰, 2020.9.25.).

환경부의 살생물제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국회환경노동위원

회는 2017년 9월 25일 살생물제법안, 「화학제품관리법률」 제정 및

화평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 공청회 자료의 첫장에

는 ‘공청회 개최 계획’이란 제목 하에 목적, 일시 및 장소, 진술인 명

단의 순으로 내용이 작성되어 있었다. 이 중 ‘목적’ 부분에서는 “제2

의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성이 입

118) 그나마 반대사유가 기재된 의견들을 인용하면 다음와 같다. 즉 “화학물질
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세부사항을 분리하여 규정하면 될 것
을 법률자체를 분리하여 규정하게 되면 향후 변경시 관련 법률은 전부 개정
해야 하는 행정낭비가 되므로 반대합니다”, “절대반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세부사항의 규정만 대폭 축소하여 하위법제에서
보완하면 될 일 아닙니까?”, “지나친 규제로 사업주 도산이 줄을 이을 것
임”, “하나의 법률아래 세부사항은 시행령으로 분리하면 되는데 일일이 분
리입법을 하는것은 과잉 입법이며 행정부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법안입니
다”,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그동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여 오던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사항
을 이 법으로 옮겨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하는 등 생활화학제
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세부사항을 분리하여 규정하면 될 것을 법률자
체를 분리하여 규정하게 되면 향후 변경시 관련 법률은 전부 개정해야 하는
행정낭비가 되므로 반대합니다” 등이 반대의견으로 제시되었다. 국회의안정
보시스템에 2017.8.25.부터 8.27.까지 등록된 의견 총 183건 중 선별함.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ARC_S1R7Q0J8L1A6O1L
5N2I0Q5P7Z6S9P0 (최종 검색일: 2019.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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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된 살생물제만 시장유통을 허용하는 살생물제 사전승인제도 도입

과 국내 유통 중인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

한 법률 제·개정안 논의”라고 명시되어 있었다(국회환경노동위원회,

2017c: 1). 정부가 2017년 8월 16일에 제출한 살생물제법안은 국회환

경노동위원회에서 다른 의원들의 법안과 같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위원회의 대안법률안으로 최종 제정되었다. 2018년 2월 28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제안이유’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명시하면서 살균

제, 살충제 등의 살생물제에 관한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생활화

학제품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기존 화평법에서 규정

했던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사항을 동법으로 옮기기 위한 것임을 밝

혔다. 법률에 대한 약칭도 ‘살생물제법’에서 ‘화학제품안전법’으로 변

경되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2017년에 정부에서 제출한 살생물제법안에

“나노물질”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이다. 동 법안의 정의 조항(제3조)은

“나노물질”에 관하여 “3차원의 외형치수 중 최소 1차원의 크기가 1

나노미터에서 100나노미터인 입자의 개수가 50퍼센트 이상 분포하

는 물질”, 또는 “3차원의 외형치수 중 최소 1차원의 크기가 1나노미

터 이하인 풀러렌(fullerene), 그래핀 플레이크(graphene flake) 또는

단일벽 탄소나노튜브”로 정의하였다. 이런 나노물질의 정의는 유럽

의 BPR에서 정의하는 내용과 거의 유사한데,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환경부가 동법을 마련할 때 유럽의 BPR를 준용하는 방

향으로 법조항을 구성했기 때문이다(환경부 관계자 C 인터뷰,

2020.8.25.). 정부가 제출한 살생물제법안에 대해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의 전문위원은 「나노기술개발촉진법」에서도 별도로 나노물질의

정의를 두지 않는 등 “나노물질에 대해서 법률에 정의를 두고 있는

사례는 찾기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나노물질의 위험

성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일부 물질의 경우 위험성이

있다는 논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관련 정의를 신설하고 동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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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안에 포함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을 동법안 관련 검토

보고서와 심사보고서에 반영하였다(국회환경노동위원회, 2017b:

26-27; 국회환경노동위원회, 2018: 20-21).

국회에서 화학제품안전법 제정 이후 한국의 국내법에서 나노 관

련 정의가 명시된 것은 나노기술개발촉진법,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 화학제품안전법 등 세 개의 법에 이르는데, 화학제품안

전법에서 정의된 나노물질이 가장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다.119) 이런

개념 정의에 대하여 일부 학자들은 유럽연합의 경우 물질별, 산업분

야별, 규제목적별로 나노기술 산업분야에 대한 규제범위를 수립하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의 화평법과 화학제품안전법에서 규정한 나노물

질의 개념적 정의가 동일하게 적용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이들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살생물제에 대한 규제에 초점을 둔

것은 “근시안”적이라면서, 화평법 시행령에서는 나노물질을

“1-100nm 이상의 크기를 갖는 화학물질”로 개정하여 중복규제에 인

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것을 주장하였다(경정운 &한승환, 2018).

화학제품안전법은 나노물질에 대한 정의조항뿐 아니라 나노물질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예컨대 제21조(제품승

인의 신청 등)는 살생물제품으로 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자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품승인 신청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살생물제

품에 나노물질이 의도적으로 함유된 경우에는 해당 나노물질의 명

칭, 사용 목적 및 용도” 자료를 갖추어 신청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사업자가 살생물제품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27조(살생물제품

의 표시 등)에 따라 해당제품의 겉면에 구매자가 알아보기 쉽게 관

련 정보를 표시하여야 하는데, “나노물질이 의도적으로 함유된 경우

119)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조항에서
‘나노물질’을 정의하고 있는데, 정의 내용은 화학제품안전법의 나노물질 정
의 내용과 정확하게 같다. 나노물질 정의 내용이 추가 반영되어 시행령이
개정된 때(2017.12.26.)는 화학제품안전법이 제정된 때(2018.2.28.)와 시기상
거의 같았다. 두 법을 담당하는 부처가 공통적으로 환경부였기 때문에, 나노
물질 정의내용도 서로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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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물질의 명칭, 사용 목적 및 용도”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살생물처리제품에 대해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사업자에게 나노물질

관련 정보 표시 의무를 부과하였다.

나노물질에 대한 규제가 법체계상으로는 화평법에서 이뤄져야 함

에도 불구하고 화학제품안전법에서 명시된 것에 대해서는 접근방식

에 따라 다른 해석이 존재할 수 있다. 화학제품안전법의 입법과정을

경험한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동법안이 논의되었던 당시 나노물질

도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인식이 존재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제

품 생산자도 인식하지 못할 수 있는 나노물질에 대해 등록 규제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화평법 개정을 통해 나노물질에 관한 등록규제를 하는 것은 시기상

조라는 분위기가 존재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화학제

품안전법에서는 ‘의도적’으로 생산한 나노물질에 대해서만 ‘표시 규

제’하는 수준으로 규제조항이 포함된 것이라고 그는 진술하였다(국

회 관계자 H 인터뷰, 2020.9.11.). 환경부 관계자는 다소 다른 해석을

했다. 그는 화평법은 화학물질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나노물질은 화

평법을 통해 규제되는 것이 맞고, 나노제품은 화평법의 대상에 포함

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제품법에서 다루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

다. 그의 논리에 따르면, 나노물질이 포함된 제품, 즉 나노물질 살생

물제에 대해서는 화학제품안전법에서 규제를 하는 게 법리상 맞는

것이었다. 비록 화평법이라는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화평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나노물질 등록이 진행 중이며, 등록 시에

유해성자료, 물성자료 등을 제출하게 되어있어 이미 화학물질로서

규제가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환경부 관계자 E 인터뷰,

2020.9.25.). 다른 환경부 관계자도 법 체계상으로는 법률과 시행령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나노물질 규제라는 실행 측면에서는 규제조

항이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만 존재하여도 현실적으로 큰 차이가 없

다는 입장을 보였다(환경부 관계자 H 인터뷰, 2020.9.11.)

화학제품안전법의 제정 이후 국회는 동법과 화평법 일부 조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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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개정하였다.120) 이 법률들에 대한 입법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산업계의 규제완화 요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이에 대한 시

민단체의 반대의견도 지속되고 있다. 2019년 8월 들어 일본이 주요

물질에 대해 수출규제를 시행함에 따라 한국의 소재·부품 산업이 어

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동년 8월 22일에 한국경영자총협회(경

총)은 정부를 대상으로 ‘화학물질 규제 개선 건의과제’ 27건을 정부

에 제출하였다. 2013년에 화평법이 통과하자마자 한 차례, 2017년에

이어 다시 세 번째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한 경총은 이 건의과제에

서 연구개발을 저해하는 규제의 개선, 선진국에 비해 과도한 규제의

완화, 중복 또는 유사제도의 통합, 불투명 또는 불합리 기준 개선,

기타 획일적인 법기준의 적용 문제 및 제도 이행 관련 애로사항 등

을 제시하였다. 이 중에서 특히 화평법과 관련하여 한국의 신규화학

물질 등록기준은 연간 100kg로서 일본의 연간 1톤, 유럽연합의 연간

1톤, 미국의 연간 10톤에 비해 규제가 강하기 때문에 신규물질의 등

록기준을 연간 1톤 이상으로 완화할 것을 건의하였다(한국경영자총

협회, 2019). 경제계를 중심으로 이와 같은 화학물질 관련 규제완화

요구 움직임이 논의되자, 경총의 건의서가 발표되기 사흘 전인 8월

20일 가습기살균제참사네트워크, 발암물질없는 사회만들기 국민운

동, 한국환경회의,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들은

경제계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제 완화 논의를 비판하였는

데, 이상진 민주노총 노동안전위원장은 “더 많은 노동자를 안전사각

지대에 내몰고 유해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이윤을 위해 위험에 노출

된 화학물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삼성전자 노동자 백혈병 문제를 다시 떠올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김시연, 2019.8.20.).121)

120) 화학제품안전법은 2018년 제정 이후 2020년 3월에 일부 조항이 개정되었
으며, 화평법은 2018년 2월 개정 이후 같은 해 9월에 재개정되었다.

121)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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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의 경제상황 관련 경제계의 건의에 이어, 2020년 초부

터 전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한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확산되자,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은

2020년 3월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긴급제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 긴급제언에는 15대 분

야 54개 과제에 대한 건의사항이 담겨 있었는데, 54개 건의사항 목

록 중 네 번째로 “규제비용 증가로 화학물질 취급하는 국내 산업 타

격 우려-화평법 상 화학물질 등록기간 1년씩 유예” 사항이 이에 포

함되었다(전국경제인연합, 2020). 이에 대하여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

네트워크는 2020년 4월 2일에 성명서(“코로나19 틈타 ‘가습기살균제

참사 재발 방지법’ 흔들려는 경제단체 규탄한다”)를 발표하였다(가습

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2020). 전경련과 경총이 ‘코로나19’ 상황

을 핑계로 화학물질 안전관리법제들을 흔들고 있다고 하면서, 전국

네트워크는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이들을 비판하고 규탄하는 성명서

를 낸 것이다. 여기에서도 전국네트워크가 규탄 성명서에서 화평법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법제들을 “가습기살균제 참사 재발 방지법”이

라고 표현하였는데, 이런 시각은 환경보건 관련 시민단체들에서 공

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화평법에 이어 화학제품안전법 제정으로 환경부는 나노물질의

규제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환경부는 나노물질 안전관리 및 규제와 관련

하여 별도의 법체계를 마련하기보다는 ‘화학물질 관리’라는 틀에서

나노물질을 관리하려는 노력을 추진해왔다.122) 환경부가 EU의

REACH 제도 등을 벤치마킹하여 나노물질을 포함한 화학물질 관리

및 규제체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고는 시

민사회와 국회 등이 화학물질 관리체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

563576 (최종 검색일: 2020.5.14.).
122) 환경부가 나노물질을 관리하는 별도의 법률을 마련하기에는 나노물질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은 등 기반이 부족했던 이유도 존재한다(환경부 관계자
C 인터뷰, 20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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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시민사회와 국회 등의 독성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수립 요구는, 결과적으로 환경부가 준비하고 의도했던

나노물질에 대한 관리 및 규제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게 관련 법제

가 제·개정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시민사회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 이후 적극적으로 환경부의 화학

물질 관리체계에 개입하고 참여했는데, 이들의 입장도 나노물질 자

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화학물질이라는 보다 큰 범주에서 관리 및

규제체계에 관심을 가진 결과였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시민사회

입장에서 화평법과 화학제품안전법 등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 재발

방지법’의 차원에서 이해되고 개입할 대상이었다. 그리고 경총이나

전경련의 정책건의서 등에서 나타났듯이, 산업계에서는 화평법이나

화학제품안전법이 기업의 경제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규제체계 그

자체로 인식되었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라는 사안의 무거움으로 인

하여 산업계는 화평법과 화학제품안전법 제정 당시 큰 목소리를 내

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일본의 무역장벽이나 코로나19 상황과 같

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동 법제의 규제를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화평법과 화학제품안전법 등 화학물질 규제

법제가 제정되는 데 주요 행위자 역할을 해온 시민사회는 산업계의

요구에 즉각 반박 의견을 제시하는 등 팽팽한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123)

제 5 절 소결

이 장에서는 미국과 한국에서 환경보건안전 측면의 나노위험 거

버넌스가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형성되었고, 규제 주관부처가 어떤

123) 그간 은나노 세탁기, 가습기 살균제 등 화학 관련 글을 기고해온 서강대
의 이덕환 교수도 최근 신문 칼럼을 통해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시험을 강
제하는 화평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덕환, 2020.12.8.). 이에 대
해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반대의견을 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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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나노물질 규제정책을 추진해왔는지를 살펴보았다. 미국과

한국은 모두 유사하게 환경부처인 EPA와 환경부가 나노위험 거버

넌스 체계하에서 나노물질 규제정책을 주도하고 있었다. 양국의 차

이점은 이미 언급한 규제법제의 신설 유무 외에도 나노물질 규제정

책의 기본 원칙에 있었다. 미국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나노기술을 포

함한 신흥기술에 대한 규제 원칙을 수립하여, 가급적 그 원칙의 범

위 내에서 규제정책을 수립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미국 연방정부가 수립한 나노기술 규제의 기본 원칙은 ‘책임성 있

는 나노기술 개발’(responsible development of nanotechnology)과

‘최선의 가용한 과학적 증거’(the best available scientific evidence)

로 요약할 수 있다. 본문에서도 언급했지만, 미국의 ‘책임성 있는 나

노기술 개발’ 원칙은 STS에서 최근 논의되어온 사회적 혁신 차원의

‘책임성 있는 연구와 혁신’(responsible research and innovation,

RRI)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EPA는 ICTA 등의 시민단체가 2008년

에 제기한 은나노 물질 규제 청원에 대하여 2015년이 되어서야 공

식적으로 답변을 하였는데, EPA의 답변이 지연된 사유는 명확하지

않지만, 적어도 최선의 가용한 과학적 증거를 확보하여 규제정책에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미국이 이와 같은 자체 원칙과 기준을 마련한 것에 비하여 한국

은 이렇다 할 원칙과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

만 환경부를 포함한 정부부처들은 암묵적으로 ‘사전주의 원칙’을 표

방해왔으며, 아울러 ‘글로벌 수준’과 ‘국제사회 동향’을 기준으로 나

노물질 규제정책을 추진해왔다고 볼 수 있다. 일례로 나노물질 규제

정책을 준비해오면서 환경부는 OECD의 가이드라인을 최대한 따르

는 동시에, 유럽연합의 REACH 제도 등을 벤치마킹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왔다. 실제로 화평법 시행령과 화학제품안전법에 나노물질 관

련 정의조항을 반영할 때, 환경부는 REACH에서 규정하고 있는 나

노물질의 정의를 거의 그대로 차용했다.

앞 장에서 미국의 은나노물질 규제 청원 당시 다양한 단체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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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이 규제와 관련한 찬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했던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한국에서 화평법이 제·개정되는 과정에서도 각계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모임 등의 시민단

체는 화평법 등을 ‘가습기 살균제 참사 재발 방지법’으로 표현하면

서 화학물질 규제를 강하게 주장한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 등은 이를 과도한 규제로 지적하면서 완화

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게다가 미국의 무역대표부까지 매년

연차 보고서 발간을 통해 한국의 화평법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등 다양한 행위주체가 환경부의 거버넌스 체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시민사회의 참여 활동 측면에서 미국과 한국의 나노위험 거버넌

스와 나노물질 규제정책을 비교하면, 양국 모두 시민사회의 적극적

인 참여가 나노물질 규제정책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

다. 하지만 본문의 해당 내용에서 살펴봤듯이, EPA나 환경부가 시

민사회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아니었으며, 이들은 규제부처

로서 자체적인 원칙과 방향을 가지고 나노물질에 관한 규제정책을

마련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환경부는 OECD의 나노물질

규제 관련 작업반 활동을 충실히 하면서 국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환경부는 유럽의 REACH 등을 벤치마킹한 나노물질 규제방

안을 마련하고 있었지만, 이를 명시적인 방식으로 본격적인 추진을

하지는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고’가 발생하여 시

민사회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게 된 것은 환경부의

입장에서 나노물질 규제정책을 본격화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었다. 이를 정책학 분야에서 자주 인용되는 킹던(John Kingdon)의

표현 방식을 적용해보면, ‘정책의 창’(window of policy)이 열리게

된 것이다(Kingdon, 2003). 이 ‘정책의 창’을 활용하여 환경부는 화

학물질과 화학제품에 관한 관리 법제의 제·개정 작업을 하면서 이해

관계집단의 큰 저항 없이 ‘나노물질’에 관한 규제조항을 포함시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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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결론

제 1 절 미국과 한국의 유사성과 차별성

서론 부분에서 비교연구를 하는 목적이 비교 대상과의 비교를 통

해 연구대상이 가진 보편성과 특수성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것임

을 언급했다. 국가간 비교연구를 수행해 온 자사노프는 과학기술정

책의 비교연구가 기술적인 도구로서 사용되기보다는, 궁극적으로

‘과학과 정치’의 상호작용을 심층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도구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Jasanoff, 2005). 이런 측면에서 이 논문은

미국과 한국간 비교연구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한국

의 나노기술 위험 거버넌스가 형성되어 온 과정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자사노프의 ‘과학과 정치’라는 프레

임을 적용하자면, 나노기술의 잠재적 위험을 둘러싼 과학과 정치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보이기 위한 것도 이 논문의 궁극적인 목적에

포함된다. 이 절에서는 미국과 한국 사례의 유사성과 차별성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하고자 한다.

2000년대 전후부터 STS에서 강조되어 온 '참여적 전환'과 시민의

‘상류지대 참여’ 등과 관련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논문은 2000

년 전후부터 20여 년에 걸쳐 국가 차원의 기술정책으로 발전해온

나노기술의 거버넌스 형성과정을 살펴봤다. 이 글은 특히 미국과 한

국에서 나노기술 위험 거버넌스가 형성되어온 과정에 초점을 맞췄

다. 구체적으로는, 나노기술과 관련한 사전주의적 제도의 형성에서

부터, 정부기관과 연구자가 수행한 사전주의적 활동과 시민참여 실

험, 나노위험에 대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실천 및 정부에 의한 규제

정책에 이르는 제 과정을 살펴보았다. 논문의 각 장에서 살펴본 내



- 338 -

용을 바탕으로 미국과 한국의 상황을 비교하여 정리하면 아래의 표

와 같다.

[표 8-1] 미국과 한국의 나노기술 관련 비교표

구분 미국 한국

국가 정치체제
대통령제, 양원제(상원,

하원)
대통령제, 단원제(국회)

국가나노기술정책
2000년

국가나노기술계획(NNI)

2001년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

국가나노정책

수립배경
국가경쟁력 유지 국가경쟁력 제고

나노융합기술

(목표)

NBIC

융합기술(인간능력

향상)

NBIT

융합기술(무병장수 등)

‘그레이 구’ 논쟁
지식인사회,

정책결정그룹
일부 지식인사회

시민참여적

사전주의 활동

입법화 주도 단체

로카 연구소, ICTA 등 시민과학센터

나노기술관련

법제

「21세기

나노기술연구개발법」(2

003)

「나노기술개발촉진법」

(2002)

나노기술법제 상

사전주의적 조항

ELSI, 시민패널,

합의회의 등
기술영향평가, ELSI 등

나노기술 ELSI

연구 주관기관
국립과학재단(NSF)

한국연구재단(NRF),

국가나노기술정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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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기술

영향평가 주체

의회

정부회계감사원(GAO),

의회조사처(CRS)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국가나노기술정책센터

나노기술

시민참여 실험

2005년 위스콘신-매디슨

회의

2008년 시민기술포럼

(NCTF) 등

2009년 시민자문회의

2010년 나노제품

시민모니터링

2012년 나노안전

이해당사자 포럼 등

나노위험 논쟁
자외선 차단제,

은나노 세탁기 등

은나노 모래,

은나노 가습기 살균제

등

은나노 세탁기

관련 쟁점

폐수 방류시 하천

생태계 위해성

세탁물의 항균·살균

기능성

나노물질 규제

관련

결정적 계기 사안

2006년 은나노 세탁기

사안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안

나노물질 규제

관련

주요 참여단체

ICTA, 지구의 벗, ETC

Group, 그린피스 등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

트워크 등

나노기술

규제원칙

책임성 있는 나노기술

개발,

최선의 가용한 과학적

증거

사전주의 원칙,

국제적 기준(OECD, EU

등) 적용

나노물질

규제부처
환경보호청(EPA) 등 환경부 등

나노물질

규제근거

독성물질관리법(TSCA),

살충살균살서제법

(FIFRA)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나노물질

규제방법
사전 등록 등

사전 등록, 위해성 심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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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기술의 역사를 다시 살펴보면, 국가적인 연구개발정책이 수립

됐던 2000년대 초기만 하더라도 나노기술의 발전방향과 비전이 다

양하게 논의되고 있었다. ‘자기복제 분자조립기계’의 실현가능성을

두고 드렉슬러와 스몰리가 수차례 논쟁을 하기도 했고, ‘인간능력

향상’을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NBIC 융합기술이 논의되었으며, 이밖

에 인류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나노기술을 통해 해결할 수 있

을 것으로 내다봤던 것이다. 약 20년이 흐른 2020년 시점에서는 기

존 비전의 단계별 실현 방안에 대한 논의보다는, 나노물질 규제정책

에 대한 대응방안이 당면과제로서 나노기술 현장에서 더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다. 2000년 무렵에는 지나치게 과학소설(SF) 차원으로

나노기술의 미래가 논의되었던 반면, 2020년에 이르러서는 나노기술

의 무한한 가능성보다는 나노물질의 잠재적 위험성에 따른 규제 논

의가 대두되고 있다.

위의 표에서도 나타냈듯이, 미국과 한국은 나노기술정책 측면에

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유사하게 공유한다. 양국은 외관상 유사한

모습을 보였으나, 제도, 정책, 이슈, 논쟁, 행위자 등에 대한 구체적

인 비교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물론 이런 차이점은 ‘다름’을 전

제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유사성에 가까운 차별성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는 해당 사안의 본질이나 성격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양국간 유사성과 차별성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치체제의 경우 양국은 대통령 중심 체

제로 유사하나, 미국의 입법부는 양원제인 반면 한국은 단원제 체제

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양국의 정치 체제는 대통령의 강한 리더십

하에서 유사한 목적으로 국가차원의 나노기술정책이 수립되고, 유사

한 시기에 나노기술연구개발법도 제정됐다. 양국의 나노기술연구개

발법은 ELSI 연구와 같은 사전주의적 활동의 근거 조항을 포함했으

나, 미국은 시민패널과 합의회의 등의 시민참여 방식을 명시한 반면

에, 한국은 시민참여 방식이 명시되지 않은 기술영향평가 제도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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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했다. 양국 정부에 의해 이뤄진 사전주의적 실천 방식은 대체로

전문가 중심적인 ELSI 연구나 기술영향평가 방식이었다. 양국 모두

시민참여 방식에 의한 사전주의적 실천은 정부 주도가 아닌 연구자

주도로 연구과제를 통해 수행된 실험적 차원의 것이었다. 물론 이런

연구과제들도 정부가 발주한 연구비를 재원으로 했다는 점에서는

정부의 간접적인 지원 하에 수행된 시민참여 방식의 연구였다고 볼

여지는 존재한다. 그럼에도 정부가 직접 주관하여 실시한 것과 정부

가 연구비 지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수행한 실험적 차원의 연구는

행위의 무게감과 공식성 등의 측면에서 분명히 구분된다. 즉 나노기

술정책 추진 초창기인 상류지대에서 미국과 한국의 정부가 수행한

나노기술 관련 사전주의적 활동은 시민참여 방식과는 거리가 멀었

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나노기술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대응방식은 미국과 한국

에서 다르게 나타났다. 나노기술의 잠재적 위험성 논의는 2000년대

초반 '그레이 구'와 같은 추상적인 대상의 논쟁으로부터, 자외선 차

단제, 은나노 물질 및 나노 독성물질 등으로 더 구체적이고 일상생

활에 사용되는 물질로 논쟁의 대상이 변화했다. 2010년 전후부터 미

국과 한국에서 나노위험과 관련한 논쟁이 본격적으로 등장했는데,

미국에서는 자외선 차단제로 사용된 나노물질의 위해성 논쟁과 '은

나노 세탁기'로 촉발된 은나노 물질 관련 논쟁이, 한국에서는 은나

노 모래와 ‘가습기 살균제’ 논쟁이 대두되었다. 한국에서도 미국과

같이 은나노 세탁기에 관한 논쟁이 존재했지만, 위험 인식과 논쟁의

성격 자체가 미국과 다른 양상으로 진행됐다. 미국에서는 은나노 세

탁기로부터 방류된 나노물질이 하천 생태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

는 위험 인식에서 관련 논쟁이 진행됐지만, 한국에서는 은나노 세탁

기에 항균 및 살균 기능이 실재하는지 여부가 관련 논쟁의 주된 대

상이었다. 일반화의 오류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이 논문을 통해

은나노 관련 위험 논쟁에서 미국은 상대적으로 환경 문제에 더 관

심을 가졌고 한국은 인체 건강 문제에 더 집중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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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국에서는 나노물질의 독성에 관한 잠재적 위험성과 함께, 나

노입자 자체의 극소한 크기와 관련한 잠재적 위험성 논의가 중첩적

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이런 나노물질과 나노입자의

'독성'과 '크기'에 기반한 위험 인식은 '가습기 살균제 사고' 발생

이후 시민사회의 참여와 실천으로 이어졌는데, 시민사회의 일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나노독성물질이 발생시킨 재난'으로 재정의

하기도 했다.

나노기술에 대한 규제과정에 대해서도 양국은 유사한 모습을 보

였으나, 구체적인 정책대응에서는 다소 다른 모습을 보였다. 미국과

한국은 모두 환경보건안전(EHS) 측면에서 나노물질을 화학물질의

연장선 상에서 규정하고 관리하는 중이다. 양국 모두 나노물질에 대

한 규제는 환경부처(EPA, 환경부)가 주도했다. 미국과 한국에서 나

노물질을 직·간접적으로 규제하는 법제 또한 화학물질관리법과 살생

물제법으로 유사했다. 즉 화학물질관리법으로서 미국의 독성화학물

질법(TSCA)과 한국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률」(화평법)이 나노물질을 관리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살생물제법

으로서 미국의 살충살균살서제법(FIFRA)과 한국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이 나노물질

을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TSCA와 FIFRA 법체

계는 법조항에서 나노물질을 직접 명시하고 있지 않은 반면에, 한국

의 화평법과 화학제품안전법 체계에서는 나노물질을 직접 정의하고

명시했다는 점이 다르다. 나노기술에 대한 규제 기준과 원칙에서도

양국은 다른 모습을 보였다. 미국은 ‘책임성 있는 개발’과 ‘최선의 가

용한 과학적 증거’를 나노기술에 대한 규제의 원칙으로 삼았던 반

면, 한국은 암묵적으로 사전주의 원칙을 중심으로 국제적으로 수립

되는 기준을 적용해왔다. 이런 원칙과 기준은 미국과 한국의 나노물

질 규제 관련 법체계가 다른 양상으로 제·개정된 배경 중 하나로 이

해될 수 있다. 즉 미국의 TSCA, FIFRA의 법조항에서 나노물질에

대해 구체적인 명시가 되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로, 나노물질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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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성에 대해 최선의 가용한 과학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

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사전주의적 원칙과 국제적인 기

준을 중요시하였기 때문에, 아직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위험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나노물질에 대한 등록과 위해성 심사 제

도를 도입한 것이며, 이 과정에서 유럽연합의 REACH 체제에 따른

규제방식을 벤치마킹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양국간의 유사성과 차별성을 바탕으로, 후속되는

절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비교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함의를

‘책임성 있는 연구와 혁신’(RRI) 측면, 시민사회의 참여와 실천 측면,

거버넌스의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 절의 서두에서

밝혔듯이, 이하에서 제시하는 함의는 주로 미국과의 비교 연구를 통

해 한국의 상황을 더 잘 이해하려는 이 논문의 궁극적인 목적을 고

려하여 한국 상황에 대한 함의와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제 2 절 ‘책임성 있는 연구와 혁신’ 측면의 함의

제7장 제1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은 국가나노기술계획

(NNI)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책임성 있는 나노기술 개발’(the

responsible development of nanotechnology)을 연구개발 투자의 주

요 목적 중 하나로 했다. 미국 정부는 국가나노기술계획 공식 인터

넷 사이트(http://www.nano.gov)에서 ‘책임성 있는 개발’이 나노물질

에 대한 환경보건안전(EHS) 측면의 함의와 나노기술의 ELSI 측면

의 함의를 포함한다고 밝히고 있다.124) 미국이 나노기술정책을 추진

하는 과정에서 마련한 ‘책임성 있는 연구개발’의 원칙은 ‘책임성 있

는 연구와 혁신’(responsible research and innovation, RRI)으로 재

124) https://www.nano.gov/you/environmental-health-safety (최종 검색일:
20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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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립되어 나노기술뿐 아니라 기술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원칙으로도 널리 확산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 절에서

는 ‘책임성 있는 연구와 혁신’ 측면의 함의를 미국뿐 아니라 한국에

대해서도 공통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연구와 혁신’의 행위주체는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나, 이 절에서는 나노기술을 직접 연구개발

하고 제품화하는 연구계와 산업계 종사자로 한정하여 ‘연구와 혁신’

의 행위주체를 범주화한다.

미국에서 나노기술 연구자와 산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RRI 측면

에서 어떤 인식과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한 사례를 찾기는

어렵다. 하지만 제6장 제2절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은나노 물질 관

련 청원 당시 미국화학협회(American Chemistry Council), 나노기술

산업협회(Nanotechnology Industries Association), 나노산업협회

(NanoBusiness Alliance) 등 연구계와 산업계의 의견은 대체로 나노

물질의 잠재적 위험성이 과장되었으며 이에 대한 규제가 부적절하

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011년에 미국 나노연구자 444명이 응답한

한 설문조사에서는 연구자의 나노기술에 대한 위험인식이 높을수록

정치적 참여에 대한 인식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중의 목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진술에 동의하는 연구자일수록 연구

자의 정치적 참여에도 적극적인 성향을 보였다(김영재, 2019). 이 설

문조사 결과는 RRI 측면에서 연구자의 인식과 변화를 직접적으로

보여주지는 않지만, 나노기술 연구자들이 지닌 나노기술에 대한 위

험과 대중참여에 대한 인식간 경향성을 보여준 것에 의의가 있다.

이런 경향성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위에서 언급한 나노물질의 잠재

적인 위험성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미국의 연구계와 산

업계의 주류 행위자들은 대중참여에 대하여 소극적인 경향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추론을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근거는 찾을 수

없지만, 미국에서 나노기술연구개발법에 시민참여 방식의 사전주의

적 활동이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에 근거한 공식적

인 활동들이 많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 추론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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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한국에서도 나노기술 연구계와 산업계의 인식과 변화에 관한 조

사 사례는 찾기 어렵다. 간접적으로나마 한국에서 나노기술 관련 전

문가들의 나노기술 위험에 관한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데, 이를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7년에 일반인 599명과 나노기술 전문가 165

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일반인의 74.1%는 나노기술

의 위해성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던 반면, 전문가의 74.2%는 나노

기술의 위해성을 인식하고 있었다(이정진 외, 2008). 2009년에는 나

노기술 ELSI 연구 과정에서 나노기술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가 수행됐는데, “자신들의 연구를 적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야 한다”는 설문에

95%가 찬성했으며, “나노기술 연구자는 개별적, 자발적으로 자기규

제를 할 수 있다”에 40%만이 수긍했지만, “나노기술과 관련한 윤리

적 문제에 관심이 많다”에 70%가 동의했다. 아울러 나노기술의

ELSI 연구가 향후 지속적으로 연구돼야 할 필요성에 대해 85%가

동의했다(권복규, 2010). 환경부가 2011년에 나노 관련 전문가 200명

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의 36%만 나노

기술(물질)이 안전하다고 응답했고, 나노제품 설명서에 대해 45%만

이 신뢰한다고 응답했다. 당시만 하더라도 전문가들조차 나노기술에

대한 안전성에 회의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전문가들은

나노 안전관리 정책추진 우선순위로 ‘안전관리를 위한 종합대책 수

립’을 30%, ‘안전성평가 기반 구축’을 29%의 가중치 순으로 응답했

다. 나노기술(물질)이 불안한 이유에 대해 대상자의 64%는 ‘안전성

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에, 30%는 ‘예상치 못한 영향이 있다’로

응답했다(환경부, 2011e).

국가나노기술정책센터는 2013년에 ‘나노코리아 2013’에 참석한 성

인 55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응답자 중 연구원(공

공 및 민간부문과 대학 포함)이 154명, 기업체의 엔지니어가 83명,

학생이 125명, 기업체 등의 관리자 48명 등이었다. 이 조사가 ‘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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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행사에 참여한 대상임을 고려할 때, 설문에 응답한 이들은

나노기술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종사자라고 추정이 가능하다. 이

들의 설문 응답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응답자들은 나노기술의

인체 위해 가능성에 대해 34%가, 생활과 환경에 위험 초래 가능성

에 대해 37%가, 나노제품에 대한 정부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73%

가, 나노제품 생산기업의 자율적인 규제와 관리 필요성에 대해 71%

가 수긍했다(배성훈 외, 2014b). 설문 응답자들이 나노기술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서는 30%대의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는

데, 이는 나노기술 관련 직·간접적인 종사자의 특성상 나노기술의

잠재적인 위해 가능성을 당시까지 과학적으로 밝혀진 내용을 바탕

으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기적, 연속적, 일관적으로 나노기술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인식

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상기의 조사결과들을 토대로 연구자의 인식

변화를 논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다. 비록 조사대상과 범위는 달랐

지만, 조사시점별로 시간적 추이에 따라 나노기술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성을 인식하는 응답자들은 각각 74.2%, 64%, 60%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반적으로 나노기술 관련 연구자 혹은 직·간접적

인 종사자들은 나노기술(물질)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보여준다. 2009년에는 나노기술 연구자들

의 40%만이 자발적으로 자기규제를 할 수 있다고 응답한 것에 비하

여, 2013년에는 나노기술 관련 연구자 및 종사자들의 71%가 기업의

자율적인 규제와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나노기술 개발 초기에는 정부 주도의 규제가 효과적일 수 있지만,

관련 연구와 산업이 성숙기에 들어서는 단계부터는 정부의 규제뿐

아닌 업계의 자율적인 규제와 관리도 같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과학기술부처와 산업자원부처의 지원을 받는 ‘나노기술연구협의

회’와 ‘나노융합산업연구조합’ 등은 나노기술 연구계와 관련 산업계

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행위자 역할을 했다. 이들의 나노기술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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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나 ELSI 연구 등 사전주의적 활동에 관한 인식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하지만 정황적으로 이들은 이런 사전주의적 활동

들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2005년 12

월에 「국민일보」가 주최한 나노기술 전문가 좌담회에서 언급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조원 과학기술부 테라급 나노소자개발 사업

단장, 김창경 한양대 나노통합과학기술연구단장, 이영희 성균관대

성균나노과학기술원장, 한상록 나노산업기술연구조합 사무국장 등이

참석한 이 좌담회에서 사회를 맡은 박종구 KIST 나노재료연구센터

장은 “세계적으로 나노기술 영향 평가가 활발한 이유도 나노기술이

미치게 될 영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라고 발언

하면서도 2003년과 2005년에 대대적으로 이뤄졌던 나노기술 영향평

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나노기술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만 논의

를 진행했다(이기수, 2005.12.5.). 나노기술 개발 초창기에는 ‘개발’ 중

심의 정부의 입장과 맞물려 산업계의 영향력이 강할 수밖에 없었는

데, 이런 상황에서 산업계는 나노기술의 잠재적인 위험을 논의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강조하는 사전주의적 활동들에 대해 굳이 큰 관심

을 가질 필요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2010년대 중반부터 나노안전관리 이슈가 본격적으로 부상하면서,

나노기술 산업부문도 이에 대한 동향을 예의주시하기 시작했다. 이

들의 주된 관심은 나노기술 규제에 관한 글로벌 동향이었는데, 유럽

연합 등의 나노기술 규제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제품의 수출

에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함이었다. 이 시기 정부의 입장도 산업계

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당시 정부가 추진하던 나노안전관

리 정책의 목적은 시민이나 소비자 보호보다는 산업계의 수출 보호

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례로 2015년에 미래창조과

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공동으로 나노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나

노안전 대응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이는 유럽의 나노안전 규제

동향에 따른 산업부문의 대응방안을 설명하는 자리였다(미래창조과

학부·산업통상자원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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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기조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계기로 한 화평법 등의 제·개

정 과정을 겪으면서 일대 전환을 가져왔다. 정부는 시민사회와 정치

계의 강력한 요구로 화학물질 규제정책을 기존보다 강하게 마련하

게 되었다. 화학산업 관련 단체 행위자들은 가습기 살균제 사고가

갖는 엄중함으로 인하여 독성화학물질 규제정책이 형성되는 동안

반대의 주장을 강하게 할 수 없었다. 나노산업 부문은 화학산업에

포함되어 규제 논의가 진행됐기 때문에, 나노산업 부문만의 독자적

인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구조였고, 이는 정부가 나노산업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화평법 시행령에서 나노물질을 위해성 심사 대상

으로 규정하는 결과에 이르렀다.

하지만 화평법의 규정으로 나노물질을 포함한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시험 및 등록 등의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지면서, 제7장 제4

절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2017년부터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

인연합 등 산업계를 대변하는 단체들은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

했다. 대체로 그들의 반대논리는 관련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지나친 규제는 중국과 같은 국가간 경쟁체제에서 저해되는 요인으

로 작용할 것이라는 논리였다. 화학 관련 연구단체들도 이에 가세하

기 시작했는데, 2020년 11월 27에는 대한화학회, 한국화학공학회, 한

국고분자학회, 한국공업화학회, 한국화학관련학회연합회 등이 “소재·

화학산업을 살려줄 화평법·화관법이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간 은나노 세탁기, 가습기 살균제 등 화학 관

련 글을 언론에 기고해온 서강대의 이덕환 교수도 이 토론회의 개

회사에서 “안전은 시설·기술·투자에 의해 지켜지는 것이고 환경부에

정보를 등록한다고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다”는 의견을 밝혔다(정윤

주, 2020.11.27.). 아울러 그는 같은 해 12월의 「한국경제」 칼럼을

통해서도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시험을 강제하는 화평법 등을 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덕환, 2020.12.8.).

이상과 같은 사례들을 통해 미국과 한국의 나노기술 관련 연구계

와 산업계는 나노기술의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 정부와 시민사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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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른 인식을 갖고 있으며, 위험 예방에 대한 접근방식도 달리 하

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책임성 있는 연구와 혁신’을 기술의 사

회적인 책임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미국과 한국의 나

노기술 연구계와 산업계는 잠재적인 위험 사안과 관련하여 시민사

회와 소통하려는 모습은 잘 보이지 않으며, 정부의 일괄적인 규제보

다는 업계의 자율적인 접근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책임성

있는 연구와 혁신’이라는 당초 취지가 ‘사회적 책임’과 ‘혁신 활동’이

라는 다소 이질적인 두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 것임을 고려하면, 이

런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실제 연구와 산업 현장에

서는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보여준다.

제 3 절 정부 거버넌스 측면의 함의

신흥기술인 나노기술에 대한 거버넌스는 미국과 한국 모두 ‘만들

어져가는’ 양상을 보여왔다. 특히 나노위험 거버넌스가 형성되는 과

정에서는 정부,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행위자는 각기 다

른 위험인식에 따른 활동을 하고 있었다. 미국과 한국은 공통적으로

2010년 전후에 들어 환경부처가 나노위험 거버넌스의 중심부처로

자리잡는 모습을 보였다. 양국에서 환경부처가 나노위험 거버넌스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게 된 계기는 환경보건 이슈의 발생이었다. 미국

의 경우 2006년 소위 ‘은나노 세탁기’로 촉발한 나노물질의 생태계

환경 위해성 논의가, 한국의 경우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계

기로 한 독성화학물질의 인체 위해성 논의가 본격적으로 대두되면

서 양국의 환경부처가 이 사안들에 관여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양국에서는 화학물질 관련 법제와 살생물제 관련 법

제를 제·개정하는 방향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미국에서는 TSCA와 FIFRA의 개정을 통해 나노물질에 대한 규

제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지만, 최종적으로는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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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대한 별도의 개정작업 없이 EPA의 지침을 통해 나노물질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결정되었다. 즉 의도적으로 제조되는 나노물질에

대하여 해당 사업체는 나노물질의 화학정보, 생산량, 제조방법, 노출

정보, 환경보건 영향 등을 미리 EPA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에 비하

여 한국은 화평법과 화학제품안전법의 제·개정 작업을 통해 법체계

에 규제 근거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음을 제7장에서 살펴봤다.

한국에서 이와 같은 법체계의 제·개정작업과 별도로, 환경부는

2010년 전후부터 나노물질의 잠재적 위험성을 논의하는 OECD 작업

반에 참여하는 등, 국제사회의 나노물질 규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초기 나노기술 거버넌스가 과학기술부처

중심으로 구조화된 상황에서는 환경부가 나노물질의 잠재적인 위험

과 관련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인과관계가 2011년부터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화학물

질 안전관리 부처로서 환경부의 역할이 강조되기 시작했고, 이런

‘정책의 창’(window of policy)이 열리면서 환경부는 2017년에 나노

물질 규제가 포함된 살생물제 규제법안(화학제품안전법)을 국회에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환경부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

시행령에 화학제품안전법과 동일한 나노물질 정의조항을 포함시키

고 나노물질에 대한 위해성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

였다.

독특한 점은 화평법 체계에서는 법률이 아닌 시행령 상에만 나노

물질에 관한 규정을 두었고, 화학제품안전법 체계에서는 법률에 직

접 나노물질 관련 규정을 두었다는 점이다. 법률의 제·개정 사항은

국회에서 여야 정치세력간 토론과 타협이 전제되지만, 대통령령인

시행령은 이런 복잡한 논쟁의 과정이 없이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게 제·개정이 가능하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이 된 화학제품안전법은 전국민적 관심사안이었기 때

문에 살생물제에 포함된 나노물질을 규제하는 것에 대해 별다른 이

견이 대두되기 어려웠다. 하지만 화평법은 일반적인 화학물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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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적용되는 법제로서 나노물질을 법률 수준에서 규제하려면 관련

산업계와 정부부처 및 정치세력에 대한 설득과 타협 과정이 필수적

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지난한 과정이 불필요한 시행령

상에만 나노물질 위해성 심사 규정을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두 법

률 체계의 시행규칙 상에는 2020년을 기준으로 아직 별도의 나노물

질 관련 규정을 추가하지 않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필자와의 인터뷰

에서 국립환경과학원이 물성시험지침서를 공고했고, 표준시험지침서

고시도 일부 했지만, 화평법 시행규칙은 개정작업 중에 있다고 언급

했다(환경부 관계자 E 인터뷰, 2020.9.25.). 법제상으로 나노물질에

대한 규제 근거는 마련했지만, 실제 나노물질 규제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기반은 후속작업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

다.

2010년대 초중반까지는 과학기술부처가 나노안전 이슈에 대해서

도 적극적으로 관여했다. 2011년에 수립된 ‘제1차 나노안전관리 종

합계획’은 범부처 계획이었지만, 과학기술부처의 주도로 추진된 것

이었다. 제1차 나노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이후 부처간 업무조정을

통해 나노안전관리 분야는 과학기술부처에서 환경부로 주관부처가

변경되었으나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일례로, 2017년 환경부 주관

하에 수립된 제2차 나노안전관리 종합계획은 제1차 종합계획과 달

리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상정 및 심의되지 않았으며, 심지어 일반

에 공개되지도 않았다. 나노안전정책을 주도해야 하는 환경부의 경

우, 대통령령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화학물질정책과장

의 27개 업무 중 24번째로 “24. 나노물질의 위해성 평가 등 안전관

리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나, 정작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

지에는 부서업무나 담당자의 업무범위에 나노물질에 관한 업무가

명시돼 있지 않다. 환경부가 주관한 ‘제2차 나노안전관리 종합계획’

이 공개도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2021년 이후 5년의 계획을 담

을 ‘제3차 나노안전관리 종합계획’ 역시 공개여부가 불확실하다. 나

노기술과 관련한 유일한 법제인 「나노기술개발촉진법」에도 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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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에 대한 조항은 여전히 부재한 상태이다.125) 2020년 12월에는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개정되어 가습기 살균제 사고에 대한 조

사 부분이 삭제되고, 세월호 침몰사고에 관한 조사만 연장되었다.

그간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거버넌스의 동력이 가습기 살균

제 사고를 계기로 한 경각심에서 비롯했음을 고려할 때, 이런 법 개

정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거버넌스 측면에서 추진동력에 변화를 초

래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런 잠정적이고 불안정한 모습을 고려할

때, 한국의 나노위험 거버넌스는 여전히 ‘예비적’인 성격을 띠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나노기술 거버넌스 형성과정에서 STS 분야는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일례로 ‘시민과학센터’는 2002년

「나노기술개발촉진법」 나노기술 영향평가 조항의 기원이 되는

2001년 「과학기술기본법」의 제정 당시 실효성 있는 기술영향평가

가 추진되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했다. 아울러 센터 회원들은 2003년

NBIT 융합기술에 대한 기술영향평가에 대해 언론매체에 비판적인

글을 기고했다. 비록 센터 차원에서 나노기술과 관련한 공식적인 활

동을 하진 않았지만, 센터 소속 STS 연구자들은 개별적으로 나노기

술 관련 비평논문들을 게재하기도 했다.126) 2009년에는 고려대학교

125) 2011년의 ‘제1차 나노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이후 당시 김을동 의원은
대표발의안을 통해 「나노기술개발촉진법」 개정법률안을 준비하기도 했는
데, 이는 나노안전 관련 조항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것이었다.
이 개정안은 정부가 수립하는 5년 주기 ‘나노기술종합개발계획’에 나노안전
분야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2019년에
도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동법 개정안에 나노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
는 조항을 추가하려 했지만, 이 법안도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126) STS 연구계에서 시민참여 관련 플랫폼 역할을 해온 시민과학센터는 2017
년에 20주년 기념식을 마치고 해산했다. 동 센터는 2000년대 초중반 생명윤
리 사안 참여, 세 차례의 합의회의(1998년 유전자조작식품, 1999년 생명복제
기술, 2004년 전력정책) 개최 및 정기 소식지 발간 등 다양한 활동을 했지
만, 센터 차원에서 나노기술에 대해 참여한 활동은 찾기 어렵다. STS 연구
계 내에서는 지난 20년의 센터 활동에 대해 “새로운 문제제기를 하는 역량
은 뛰어났지만 자신의 성과를 조직강화로 연결하는 역량은 다소 부족했다”
는 평가가 존재한다(김지연, 2018). 센터의 임원으로 활동했던 이영희 교수
는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센터의 활동에 대해 ‘운동성’보다는 ‘연구자 중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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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속한 STS 연구자들이 한국창의재단 과제를 통해 ‘나노기술 시민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제5장 제4절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그간 적

용해오던 합의회의 방식에서 벗어나 플래닝 셀 방식을 적용하여 시

민참여 실험을 수행했던 것이다. 나노기술 분야에 특화해서 지속적

으로 연구와 참여 활동을 병행하는 STS 연구자는 많지 않은데, 이

는 아직 한국의 STS 연구계를 구성하는 연구자의 폭과 관심범위가

넓지 않은 것에 기인한다. 그럼에도 이 논문의 본문에서 언급된 과

학철학, 과학정책 등 전공의 STS 연구자들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주

도한 나노기술 관련 기술영향평가, ELSI 연구 및 관련된 활동에 꾸

준히 참여했고, 학술지나 언론매체에 관련 글도 기고해왔다. 이들의

나노기술 관련 활동은 STS 연구계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

와도 상호영향을 주고 받았다고 볼 수 있다. 거시적 측면에서 볼

때, 나노위험 거버넌스 형성과정에서 STS 연구계의 유의미한 노력

과 참여가 존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과학기술과 사회의 소

통 측면에서 향후 다른 사안에도 STS의 역할에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제 4 절 시민사회 참여와 실천 측면의 함의

시민사회의 참여와 실천 측면에서 살펴보면, 나노기술정책이 국가

정책으로 도입된 2000년 초반부터 나노물질 규제정책이 구체화된

2020년 전후까지 미국과 한국은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인다. 미국에서

는 2000년대 초반 「나노기술연구개발법」 제정 당시부터 로카연구

소를 중심으로 시민참여 방식을 법에 명기할 것을 주장했으며, 결과

적으로 이들의 주장은 수용되었다. 이후 나노위험 논쟁과 나노물질

이 강했다고 회고했다. 아울러 그는 환경운동단체와 같은 다른 시민단체와
달리 시민과학센터는 STS의 특성상 운동의 기반이 되는 ‘현장’이 없었기 때
문에 담론 투쟁 중심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었다는 한계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영희 인터뷰, 20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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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청원 과정에서는 국제기술영향평가센터(ICTA) 등 주요 단체가

주도적으로 이슈를 환기하고 시민의 참여를 독려하였으며, 관련 정

부부처에 적극적으로 규제 청원을 제기하는 방식 등의 활동을 보였

다. 이들이 FDA와 EPA 등에 제기한 나노물질 규제 청원은 미국

연방정부의 나노물질 규제정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

다. 제5장과 제6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스콘신-메디슨 대학의

STS 연구자들이 실험적으로 추진했던 2005년의 나노기술 합의회의

를 계기로 결성된 시민단체인 NanoCEO는 2010년대 초반까지 연방

정부의 나노기술 관련 정책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는

‘상류지대’에서의 참여 실험이 실제 시민의 참여와 실천으로 연결된

점에서 주목할 만한 사례였다.

실제로 나노기술정책에 반영된 시민사회의 실천 사례는 미국의

나노물질 사용에 대한 규제 청원과 한국의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계기로 한 화학물질 규제 관련 활동 사례를 들 수 있다. 양국의 사

례가 의미하는 바는, 상류지대에서 이뤄지는 시민사회의 참여활동은

매우 제한적이지만, 제품수준이나 규제문제를 다루는 하류지대에서

는 시민사회의 참여활동이 더 구체적으로, 유의미하게 이뤄질 수 있

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상류지대에서 참여하는 시민은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보통시민(lay people)으로 인식되지만, 제품수준

이나 규제문제 단계에서 참여하는 시민은 제품의 최종 소비자이며

고객으로서 이해관계자가 아닌 이해당사자로서 그 참여의 성격과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에서 2010년에 실험

적으로 수행되었던 ‘나노제품 시민모니터링’ 방식은 제품단계에서

설정된 시민참여 방식으로서 그 의의를 평가할 수 있다. 그간 STS

에서 논의되어 온 ‘참여적 전환’이 보다 더 의미있게 논의되기 위해

서는, 참여의 주체인 ‘시민’에 ‘소비자’의 개념을 포괄하고, 참여대상

도 ‘만들어지고 있는’ 과학기술로부터 ‘만들어진’ 과학기술 관련 제품

과 정책에까지 확대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 살펴본 한국의 시민사회의 참여 사례가 가습기 살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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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사고라는 극적인 사건을 계기로 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는 그간

화학물질에 관련하여 시민사회가 축적한 지식과 경험 및 네트워크

가 없었다면 쉽게 성취될 수 없는 것이었다. 그간의 화학물질 관련

시민운동의 역사를 보면, 1980년대 초반 한국공해문제연구소의 활동

으로 시작하여 1988년 원진레이온 이황화탄소 직업병 사건, 1991년

낙동강페놀방류 사건 등을 거치면서 시민단체의 화학물질에 대한

관심과 참여활동은 증가해왔다. 2008년에는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BANKO)가 결성되었는데, BANKO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안종주 기자, 최예용 활동가 등은 가습기

살균제 사고와 관련해서도 환경보건시민센터 운영진으로서 적극적

인 참여활동을 했다. 이들의 다양한 화학물질 관련 시민운동 경험과

환경보건학과 같은 전문성을 토대로 한 다년간 축적된 전문역량은

국내외 네트워크 동원, 사회적 이슈 제기, 입법과정 참여 및 사법적

문제제기 등을 통해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계기로 한 화학물질의

규제 거버넌스 형성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했던 것이다. 한겨레 기자

출신인 안종주 박사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 이후 언론매체와 저서

등을 통해 나노물질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환기했다. 그는

한때 ‘기적의 물질’, ‘마법의 섬유’로 불렸던 석면과 나노물질을 유비

적인 방법으로 비교했으며, 특히 석면과 탄소나노튜브가 유사한 형

태를 지닌다는 점도 강조했다(안종주, 2016).

가습기 살균제 사고 이후 시민단체들은 공동으로 화학물질 관련

사회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7장 제4절에서 언급했듯이,

2016년 7월에는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한국환경회의’ 세 단체가 국회도서관에

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전문가 500인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회견에는 산업보건학회, 직업건강간호학회, 직업환경의학

회, 환경독성보건학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

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보건의

료활동가 등 500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환경보건 관련 전문성을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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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정부의 화학물질 정책에 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일반 시민들도 최근 석면, 라돈, 미세먼지 등과 같은 발암물

질에 대한 정보를 자주 접하면서, 화학물질에 대한 인식수준과 자발

적인 참여도가 높아졌다는 것도 나노위험 거버넌스의 형성과정에서

중요하게 언급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예컨대 ‘차일드 세이브’는 2011

년에 네이버 카페를 통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단체인데, 이

단체 회원들은 자발적으로 방사능 측정을 통해 아스팔트가 방사능

에 오염된 것을 밝혀내기도 했다(김지연, 2018). 차일드 세이브는 현

재 방사능 오염 문제뿐 아니라 ‘생활 속 발암물질’ 등에 대해서도 관

심을 갖고 활동범위를 넓혀가며 활동 중이다.

한국의 거시적 배경으로서 정치적인 지형 변화도 화학물질과 관

련하여 시민사회의 참여도가 높아지고, 이에 따른 가시적인 결과가

도출된 것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2016년 중반 이후 여소야대의

정치지형이 형성되면서, 당시 야당의 진보적인 정치적 입장은 기존

보수정권의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정책기조로부터 변화를 이끄

는 계기의 배경이 되었다. 실제로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가습기살

균제 피해구제법 제정, 화학제품안전법의 제정, 화평법의 개정 등이

2016년 중반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2017년말에는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통과함에 따라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고와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조사하게 됐다.

이런 정치사회적 변화도 시민사회의 참여 활동에 긍정적인 요인으

로 작용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나노물질을 포함한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정책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화학물질과 관련한 시민단체의 역할이 컸던 것에 비하여,

정작 나노기술이나 나노물질을 주된 대상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한

시민단체는 찾기 어렵다. 이에 대한 이유로는, 나노기술에 대한 이

슈와 논점에 대한 배경지식이 부족했고 기존의 사회운동 분야와 연

결고리가 부족했던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2000년대 이후 한

국의 사회운동은 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한 실천이 강조되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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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한재각 인터뷰, 2020.9.29). 이는 나노기술에 대한 사전

주의적 활동을 포함한 시민의 나노기술 문해력(literacy)과 대중이해

(public understanding)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던 것에 기인

한다고도 볼 수 있다.

제도화된 사전주의적 활동으로서 나노기술 영향평가는 그간 전문

가 의견 중심으로 진행됐다. 나노기술 영향평가에서 시민참여 방식

은 설문조사를 위주로 한 것이었는데, 향후에는 기존의 방식으로 벗

어나 시민사회의 역량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일

례로 KISTEP에서 일반 기술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영향평가에서 그

간 축적해온 ‘시민포럼’의 가치와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고, 시민사회

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장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방법론

적으로는 시민포럼 방식 외에 시민사회가 발전시켜온 합의회의, 시

민자문회의, 시민배심원제 등의 방식과 함께, 본 논문에서 살펴본

사례와 같이 제품 모니터링 방식이나, 기술의 이해당사자 포럼 개최

등을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시민참여 과정

이 형식적이거나 요식적이어서는 안되고, 실질적인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그들의 의견이 피드백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필

자와 인터뷰를 한 시민들은 기존에 정부가 주관한 사전주의적 활동

들이 대부분 ‘시민참여’보다는 구색을 맞추기 위한 ‘시민동원’에 가까

운 것이었다고 비판하였다. 사전주의적 활동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공공부문에서는 이 점을 성찰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한국에서 나노기술 자체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시민참여가 거의 없었으며, 나노기술과 관련한 시민사회의 경험과

역량이 축적될 기회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결과적

으로 화학제품안전법과 화평법 시행령에 나노물질에 대한 규제조항

이 포함되는 과정에서 나노기술 분야의 입장이 거의 고려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나노물질에 대한 규제는 일반 독성화학

물질에 대한 규제 기준을 적용한 것이며, 이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을 계기로 독성화학물질에 관한 경험과 역량이 축적된 시민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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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참여와 화학물질 규제기관인 환경부의 입법작업에 의한

결과였기 때문이다. 만약 나노기술에 특화된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존재했더라면, 적어도 현행과 같이 「나노기술개발촉진법」에 ‘나

노안전’ 관련 조항이 반영되지 않은 채로 불안정하게 나노위험 거버

넌스가 유지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나노기술 분야와 시

민사회 간 교량적 역할을 하는 행위주체가 필요한 것이다. 독성화학

물질 관련 분야에서는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최예용 활동

가(환경보건학 박사), 안종주 기자(환경보건학 박사) 등이 해당 전문

분야와 시민사회를 넘나들면서 소통 창구 역할을 했다.127) 이와 같

이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이들이 적극적으로 전문가 사회와 시

민사회 간 연결고리 역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한 환경부 관계자도 나노기술 관련 회의체에 교수를 참

석시키는 이유가 “교수라는 직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민과 다리

(bridge)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환경부

관계자 F 인터뷰, 2020.9.25.).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기

술의 위험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자는 본연의 연구에만 몰

입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구결과가 미칠 잠재적 위험과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고, 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이다. 과학기술자의 ‘책임성 있는 연구와 혁신’(RRI) 역량이 제고되

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과학기술과 사회’라는 주제에 특

화해온 STS의 교육 프로그램이 이공계 학부 및 대학원에서 정식

교육과정으로 채택되고 확산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STS 전

공자 양성과정에서도 STS 전공자들이 졸업 후 자신이 선택한 과학

기술분야에서 전문가사회와 시민사회 간 상호소통할 수 있는 역할

127) 이들과 같은 역할을 국내 문헌에서는 ‘학자운동가’(강연실, 2018), ‘전환적
전문가’(박진영·구도완, 2020)로 표현하기도 했다. STS의 전문성에 관한 논
의의 연장선 상에서 콜린스(Harry Collins)가 언급한 ‘기여전문가’와 ‘상호작
용전문가’의 구분을 기준으로 할 때(홍성욱, 2020), 전문분야의 학술적 활동
에 직접적으로 기여가 가능한 ‘기여전문가’와 전문분야의 연구내용을 이해하
고 외부와 소통이 가능한 ‘상호작용전문가’의 경계에 위치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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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역량을 배양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미국과 한국의 나노기술 사례를 통해, 기술의 상

류지대에서 해당 기술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시민사회

와 충분히 소통하는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책임성 있는 연구와 혁

신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함의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런 함의는 향후 다른 신흥기술 사례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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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parative Research on Nanotechnology Risk

Governan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 Institutions, Practices, Engagements, and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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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STS) has concerned science

and technology policies participated by various stakeholders since

2000s. This ‘participatory turn’ has been discussed with the issue

of ‘upstream engagement’ that insists civil society’s participation

in the early phase of technology. From the perspective of these

discussions, this paper describes the process of shaping

nanotechnology risk governance in the U.S. and Korea with a

comparative study from 2000 to 2020. Viewpoints of comparisons

of the paper are precautionary institutions, precautionary

practices, civil society’s engagement and nanomaterials

regulations. The U.S. and Korea shared much similarities but

also have differences in their own contexts.

Both the National Nanotechnology Initiative of the U.S.

and the National Nanotechnology Development Plan of Korea

were commonly established for maintaining and enhancing

national competitiveness in the early 2000s. After establishing

those similar plans, two nations made nanotechnology R&D laws

including provisions for precautionary activities as follow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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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introduced participatory institutions such as citizen panel and

consensus conference in the nanotechnology R&D law, and Korea

did the institution of technology assessment in the law.

According to the laws, two nations conducted precautionary

practices based on experts’ opinions rather than by public

engagement. Instead, STS researchers in both nations conducted

participatory experimentations as precautionary practices with

consensus conferences, planning cells, citizens’ product

monitoring, and so on through research projects funded by public

sector.

Regarding potential risk controversies of nanotechnology,

there have been various issues such as ‘Gray Goo’, sunscreen,

nanosilver washing machine, and so on since the early 2000s.

Each of two nations had different perspectives even in the same

issue. For example, the U.S. civil society focused on

environmental hazards on river ecosystem from the nanosilver

washing machine. Unlikely, the reality of anti-bacterial effect of

the washing machine was the most important issue in Korea.

In the U.S. and Korea, the government department of

environment commonly took the role of controlling potential risk

of nanomaterials in terms of environmental, health, and safety

(EHS). Both nations tried to legislate new laws or revise existing

laws relating to chemical substances and biocides to manage

chemical materials including nanomaterials. As a result, the U.S.

authority decided to manage those materials through introducing

administrative rules without revising Toxic Substances Control

Act (TSCA) and Federal Insecticide, Fungicide, and Rodenticide

(FIFRA) nor legislating new laws. Contrariwise, Korea enacted

new laws such as Act on Registration, Evaluation, etc.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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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icals and Safety of Household Chemical Products and

Biocidal Products Act to control nanomaterials.

Civil society’s engagement on the environmental risk

issue of ‘nanosilver washing machine’ in the U.S. and on health

risk issue of ‘humidifier disinfectant’ in Korea was the common

momentum of introducing regulations on nanomaterials in two

nations. Each nation kept its own principles in the process of

regulations on nanomaterials. The U.S. principles were

‘responsible development’ and ‘the best available scientific

evidence’, and Korean principles were implicit ‘precautionary

principle’ and international standards such as the EU’s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

Although public engagement in the upstream phase of

nanotechnology was restricted in two nations, public engagement

in the downstream phase of regulations on nanomaterials was so

meaningful to change government policies. However, from the

perspective of ‘responsible research and innovation’ (RRI) that

has been importantly discussed in the process of conducting

nanotechnology policies, researchers and industrialists in

nanotechnology need to communicate more with civil society. In

terms of communications among them, STS researchers are

expected to take a role of bridge between technoscientific field

and society.

keywords : nanotechnology, risk governance, responsible

research and innovation, technology assessment,

upstream engagement, nanomaterials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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