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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Fishkin 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사용후핵연료는 1983년에 방폐장 부지 선정 

공공갈등으로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30여 년에 걸쳐 해결되지 못

하고 있다. 2013년부터 609일간에 걸쳐 공론화가 시행되고 권고안이 도

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백지화되어 2020년말 현

재 기준 재검토위원회가 운영 중에 있다.

  기존의 공론화와 관련한 선행 연구들은 신고리 5·6호기 사례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연구들은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

한 공공갈등 측면에서 접근하거나 609일간의 공론화 기간에만 초점을 

두고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는 사용후핵연료가 국내에서 공공갈등으로 

시작된 이래 두 차례에 걸친 공론화에 이르기까지의 전 기간을 공론화기

구 출범 및 운영시기에 따라 단계별(갈등 1단계~갈등 3단계)로 구분하

여 공론화 시각에서 공공갈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사용후핵연료 공론

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이 존재하였는지 분석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성공

적인 공론화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본 연구에 목적

을 두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Fishkin이 제시한 4가지 공론화 성공조건인 “충분한 숙의과정, 정치적 

평등, 다수의 횡포 방지, 대중적 참여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으로

써 정책 결정에 있어 효과를 거두지 못했을 것이다”는 가설1과 Fishkin

의 이론만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설1이 제시한 영향

요인 이외에도 환경적 요인이 작용하였을 것이다”는 가설2를 설정하여 

이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사례 연구를 진행하였다.

  갈등 1단계는 사용후핵연료가 공공갈등 발생에서부터 공론화위원회 

준비까지이다. 사용후핵연료는 우리나라 최초의 상업용 원자로인 고리1

호기가 1978년에 상업가동을 시작한 이후, 1983년에 ‘방사성폐기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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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사업 대책위원회가 설립’하면서 국책사업이 시작되었다. 본 연구에서

는 전반적인 흐름을 분석하기 위해 1983년부터의 전개 과정을 다루되, 

중·저준위와 사용후핵연료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를 분리

하기로 정책방향을 수정한 2004년을 기점으로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단,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에 영향을 미친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2004년 이전

을 포함한다.

  갈등 2단계는 ‘사용후핵연료위원회’가 출범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약 20개월간 진행된 공론화 활동 내용과 권고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갈등 3단계는 ‘사용후핵연료위원회’가 최종 권고안을 제출하며 활동을 

종료한 이후부터 2019년에 출범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

회’의 운영 내용을 다루기로 한다. 재검토위원회는 본 연구 시점을 기준

으로 현재 진행 중임에 따라 2020년까지의 내용을 기준으로 분석하였

다. 

  갈등1단계는 공론화 방식을 채택한 배경과 공론화를 추진하기 위해 

기반을 마련하는 시기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 정치적 평등 요인을 제외

한 Fishkin의 성공조건을 대체로 충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갈등1

단계에서의 공론화 취지와는 달리 실제 운영 단계에서 미흡한 면이 상당

히 드러났다. 특히, 갈등3단계는 갈등2단계의 공론화위가 가진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재검토위를 진행한 것이었으나, 실제 재검토위의 운영 또

한 갈등2단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재검토

위가 공론화위보다 후퇴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이는 Fishkin 관점에서의 공론화 영향요인에 더해 환경적 요인이 본 

사례에 작용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갈등2단계의 공론화 실패를 당시 

정책환경의 측면에서 보면,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았다면 산

업부는 기존 입장대로 위원회 권고안을 수용하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용후핵연료는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었을 것이다. 공론화

가 사회적 합의 형성 차원보다는 ‘탈원전’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을 둘러싼 갈등을 정치적으로 타개하려는 전략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재검토위를 운영함으로써 공론화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하지 못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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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이를 종합하여 제3절 1.연구문제에서 설정한 연구가설에서 분석해 보

면, 연구가설1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는 공공갈등 기간 전반에 걸

쳐 충분한 숙의과정, 정치적 평등, 다수의 횡포 방지, 대중적 참여에 대

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으로써 정책 결정에 있어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영향요인 이외에도 연구가설2에 따라 환경적 

요인이 본 사례에 작용하였으며,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환경적 요인으

로 발견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사례를 갈등단계 시작부터 재검토위 

운영에 이르기까지 갈등 단계별로 구분하여 성공적인 공론화를 위한 영

향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사례연구의 특성상 일반화하기 어

렵고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라는 환경적 요인이 작용한 본 사례를 다른 

사례에 그대로 적용하기 힘들다는 한계를 가진다. 또한 본 연구는 문헌 

검토에 국한되었다는 점과 2020년 말 기준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 활동

이 종료되지 않은 만큼 본 사례의 성패를 명확하게 분석하기에 한계가 

따른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사례 연구를 통해 성공적인 공론화를 위

해서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공론화는 정책에의 

반영보다 운영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둘째, 공론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사용후핵연료 인식도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정부 정책과 맞물려 국민적 참여와 관심이 있어야 정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가능하고 공론화 과정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셋째, 정부로부터 독립된 공론화 전담 상설 기관이 필요하다. 공론

화를 진행하려면 장기간에 걸친 집중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요어 :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공공갈등, 에너지정책, 원자력발전소,

         Fishkin

학  번 : 2020-22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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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갈등(conflict)은 개인 간에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다양한 유형으로 존

재한다. 2021년 3월 통계청이 발표한 사회지표에 따르면, 한국은 지역, 

성별, 세대, 이념, 경제 등 여러 곳에서 갈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은 높은 수준의 경제적 비용을 초래함에 따라 경제적 

성장에 악영향을 미친다. 한국행정연구원이 2019년 발표한 ‘사회갈등지

수와 갈등비용 추정’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잠재적 갈등은 

OECD 포함 37개국 가운데 34위이며, 갈등관리역량도 32위를 차지한다. 

갈등지수는 1.025 수준을 보이는데, 이는 1위인 아이슬란드가 0.114, 3

위인 스웨덴은 0.210. 5위인 독일은 0.265 등 선진국들에 비해 차이가 

상당 수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갈등지수가 1표준편차(0.46) 감소하면 

GDP(국내총생산)가 7.4% 향상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의 

갈등지수가 스웨덴과 동일한 수준에 이르면 GDP(국내총생산)이 13% 올

라가는 것과 같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가 직면한 여러 유형의 갈등 중에서도 OECD 국가 중 한국사

회를 높은 갈등수준에 머무르게 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는 정부정책에 대한 ‘공공갈등’을 꼽을 수 있다(도정민, 2016). 정

부가 공익을 위해 추진하는 대형 공공사업이나 정책 수립 과정에서 공공

갈등이 종종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갈등이 발생하게 되면 공공사업이나 

정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표류하게 되며, 이는 높은 수준의 사회적 비

용을 발생시키게 되는 것이다(임동진, 2011).

  공공갈등은 대한민국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과거 우리나라의 왕조 시대와 피식민 통치 시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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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민주주의 공화국을 수립한 이후에도 오랜 기간 권위주의 정부로부

터 통치를 받아왔다. 이러한 정부 하에서는 개인이나 집단이 스스로가 

선호하는 바를 명확하게 표현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공공갈등의 수준이 

크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급격히 변화하는 민주주의를 겪으며 각자의 

잠재적 선호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공공갈등이 급격히 증가하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사회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공공갈등이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는 것

이다(정용덕, 2010). 이러한 측면에서 공공갈등은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으로, 합리적으로 관리하면 사회발전의 순

기능을 하게 되나 반대의 경우에는 천문학적인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김민석, 2013).

  공공갈등은 사회가 존재하는 한 끊임없이 발생한다. 공익을 목표로 공

공사업이나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려면 정부 주도로 공공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선제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과거에는 정부가 일방

적으로 명령하고 통제하는 방식으로 갈등관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공공갈등에 참여하여 논의하는 것으로 

갈등관리의 방식이 바뀌고 있다.

  오랜 기간 지역공동체와 정부가 공공갈등을 겪어온 사용후핵연료인 고

준위방폐장 입지 선정 사례를 보아도 당초 정부가 고수해온 명령적 하향

식은 갈등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지역공동체의 합의가 이루

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시설을 강제하게 되면 지역사회는 극심한 반

발을 하게 된다. 이와 반대로 시설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게 

되면 공동체의 반발을 없앨 뿐 아니라, 시설 수용에 대한 선택권을 가진 

공동체가 자율적인 판단 하에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유도하게 

된다. 즉, 지역사회의 반대를 일방적으로 억제하여 시설을 입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역공동체가 정부와 동반자적 위치에서 시설의 수용 여부

를 결정하는 것이 입지과정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다(이수장,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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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정책과정에서 공공갈등을 관리하기 위해 중요한 것으로 국민들을 

정책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임을 의미한다. 사회가 다원화

됨에 따라 어떠한 이슈에 대해 바라보는 시각이나 이해관계도 날이 갈수

록 복잡해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 변화로 인해 대의민주주의에서 

소수의 정치적 대표가 다수 시민의 의사를 형평성 있게 반영하여 정책 

결정을 내리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윤성이 외, 2018). 이러한 한계

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이성적인 

토론과 토의를 거쳐 합의를 이루어 가는 숙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가 최근 대의민주주의의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숙의민주주

의를 이루기 위해 시민배심원제(citizen juries), 합의회의(consensus 

conference), 공론조사(deliberative polls), 공론매핑(deliberative 

mapping), 국가 이슈 포럼(national issue forums), 시민 의회(citizen 

assemblies) 등 여러 공론 방식들이 제시된다. 

  이러한 공론화 방안들은 최근 들어 공공정책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으나, 공론화를 실제 활용한 사례에 대한 구체적 논의들은 협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5년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와 2017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등을 포함해 여러 차례의 공론화를 거쳤음에도 

이러한 사례들에 대한 행정학적·정책학적 논의는 아직 활발하게 이루어

지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공론화를 정책의사결정에 활용한 연구도 현재 

미진한 상황이다(김정인, 2018).

2. 연구의 목적

앞서 연구의 배경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공공갈등이 초래된다. 공공갈등을 초래하

는 요인으로는 정책 사안의 일반적 특성인 난제(wicked problems), 여

러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다양하고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 및 가치의 충

돌,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일반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 및 시민단체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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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확대 등을 꼽을 수 있다(강지선, 2019). 그 중에서도 원자력 발전을 

둘러싼 공공갈등은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상업 

가동을 시작한 1970년대 이래로 수십여 년에 걸쳐 이어져 왔다. 고효율·

저비용으로 경제성이 뛰어난 원자력 발전은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경제강국으로 도약하는 데에 필요한 안정적인 전력공급망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미국 스리마일 섬 원전(1979년), 소련 체르노빌 원전(1986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2011년)으로 이어진 3번의 원전 사고는 원자력의 

위험성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를 낳았다. 또한 우리나라는 2016년 5.8 

규모의 경주 지진과 2017년 5.4 규모의 포항 지진을 연달아 겪으며 원

전 밀집 지역인 이른바 ‘부·울·경’ 지역에서 일어난 지진이 원전 사고로 

이어질까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하였다.

  2017년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탈(脫)원전’으로 대표되는 에너지 전

환 정책을 내세워 원전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장려하는 

정책을 펼쳐 왔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 뚜렷한 대체 에너지가 없는 

현실에서 원자력 발전은 일정 기간 지속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친원

전’과 ‘탈원전’ 간 공공갈등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공공갈등을 공론화 방식으로 풀어 원자력 발전 정책에 반영하

고자 시도한 사례는 ‘신고리 5·6호기’와 ‘사용후핵연료’가 있다. 우리나라

가 법령에 근거해 ‘공론화위원회’라는 조직을 구성해 일반국민을 대상으

로 공론화를 본격적으로 실시한 경우는 현재 이 두 사례가 유일하다.

  신고리5·6호기 공론화 사례는 대체적으로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사용후핵연료 사례는 공론화가 정부정책의 정당화 수단으로 활

용된 대표적인 실패사례이다(정정화, 2018). 2017년에 시행한 신고리 

5·6호기 사례는 공론화위원회에서 ‘건설재개’를 권고하고 정부가 이 권

고를 받아들임에 따라 탈(脫)원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신고리 5·6호기 공

사를 재개하는 정책 결정을 내렸다. 이후 2018년에 신고리 공론화 사례

연구가 집중됨에 따라 이를 전후로 공론화 연구 또한 급증하였다.

  이에 반해 본 연구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사용후핵연료는 1983년부터 

현재까지 최장기 미해결 국책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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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에 비해 공론화 측면에서의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2013년부터 

609일간 시행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도한 대규모 공론화 사업이자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시행한 대한민국 최초의 공론화 결과라는 의의를 가지나, 

문재인 정부 이후 ‘탈(脫)원전’으로 대표되는 에너지 전환 정책과 공론화 

운영 방식의 문제로 2019년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위원회’가 

출범하여 2020년 현재 운영 중이다. 당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예산

과 시간을 과도하게 초과했다는 점에서 ‘정책실패’라 볼 수 있으며, 재처

리에 대한 결정과 영구처분시설의 부지확보에 관한 구체적인 결정을 확

정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정책표류’ 사례라 볼 수 있다.

한 차례 공론화를 거친 후 정권이 바뀌면서 현재 재검토 단계에 있는 

사용후핵연료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이후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고 

볼 수 있다.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에 공론화 방식을 활용하자

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론화의 공과(功過)에 대해 성급

한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될 것이나, 실제 정책결정에서 공론화를 적극적

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공론화가 한국 사회의 

중요한 화두로 등장한 것은 중요해 보인다(김정인, 2018).

이러한 추세에 따라 향후 정책 결정에서 공론화를 채택하는 경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사용후핵연료가 공

론화를 통해 성공적으로 정책 결정에 도달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공

론화가 확실하게 자리잡는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원자력 발전 정책을 비롯해 정부가 여러 정책을 진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공론화를 통해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례 

연구를 통해 그 영향요인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특히, 사용후핵연료가 

가지는 여러 함의를 고려해 보면, 이 공공갈등이 왜 장기간 해결되지 못

하고 있는지, 공론화위원회 운영 이후에도 왜 정책표류 상태에 있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공공갈등과 공론화 방식이 풀어가

야 할 방향에 대해 제시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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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609일간의 공론화 기간 뿐 

아니라 30여년간 공공갈등으로 진행되어 온 전체 기간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사용후핵연료 공론화가 가지는 특수성을 반영한 심층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사용후핵연료에 관한 연구는 공론화 자체에 초점을 맞

추거나 입지선정에 대한 공공갈등만을 다룬 편향적인 연구가 진행되었

다. 사용후핵연료 공공갈등 전체를 공론화의 시각에서 분석한 연구는 미

진하게 이루어져 왔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다른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연

구들과 뚜렷한 차별성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①사용후핵연료가 공공갈등 발생에서부터 어떠한 과정

을 거쳐 공론화 방식을 채택하게 되었는지, ②공론화위원회는 어떠한 방

식으로 운영되었는지, ③이후 재검토위원회가 왜 출범하게 되었는지 등 

공공갈등 기간 전반에 걸쳐 크게 3단계로 구분하며, 이를 공론화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중심으로 철저히 공론화의 시각에서 접근할 것이다.

  다만, 30여년 전체를 다루기에는 기간에 따른 내용이 방대할 뿐만 아

니라 당초에는 중·저준위 방폐장과 사용후핵연료인 고준위 방폐장을 동

시에 추진하여 내용이 혼재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저준위 방폐장 

입지 선정보다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의 관점에서 영향을 미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한다.

  이를 통해 사용후핵연료의 과거와 현재를 분석함으로써 성공적인 미래

로 나아가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나아가 향후 공공갈등의 해결방식

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론화에서 중요시 해야 할 점들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7 -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사례 분석을 통한 질적 연구를 채택

할 것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문헌 연구를 통해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공공갈등

과 공론화에 대한 개념을 정립한다.

  둘째, 본 연구의 논리적 객관성을 정립하고 사용후핵연료 공론화가 진

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영향 요인이 있음을 정립하기 위해 연구모형을 수

립하고 연구가설을 설정할 것이다.

  셋째, 사례연구의 방법을 통해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공공갈등 기간 

전반에 걸쳐 분석하고 가설을 검증할 것이다.

  이는 아래 [표1]의 내용으로 표현할 수 있다.

[표1] 연구의 방법 및 절차

1.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분석

- 선행연구를 통한 공공갈등의 개념, 특징, 유

형, 관리방식 정립

- 공론화의 개념 및 관련 이론 분석

- 사용후핵연료와 공론화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

2.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설정
- 연구모형의 설계 및 연구가설 수립

⇩

3. 사례연구 및

   공론화 영향요인

   연구

- 사용후핵연료의 이해

-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전개 과정을 3단계로 

구분하여 분석

-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영향요인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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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분석의 틀

제 1 절 공공갈등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공공갈등의 개념 및 특징

  공공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종종 공공갈등이 발생하게 되

는데, 주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정부가 편향적

으로 밀어붙이는 결정-공표-방어(Decide-Announce-Defend, DAD)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인한다. 공공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

본적으로 공공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

보해야 한다. 공공정책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잠재적으로 갈등을 일으

킬 수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회를 부여해

야 한다(장원경 외, 2018).

  우리나라는 중앙행정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책무 및 절

차 등을 규정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 능력을 향상시킴으

로써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7년 2월에「공공기관의 갈등 예방

과 해결에 관한 규정(약칭: 공공기관갈등예방규정)」을 제정·시행 중이

다. 본 규정에서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 및 추진

을 포함하여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데 있어서 생기는 이해관계자 간

의 충돌로 갈등을 정의한다.

  뿐만 아니라, 공공갈등에 대한 개념과 특징은 지금까지 많은 연구에 

의하여 다양하게 규정되어 왔으며, 선행연구들을 통해 공공갈등에 대한 

개념 및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선행연구에서 정의하는 공공갈등이란 정책의 영향을 받는 공공영역에

서 발생하는 갈등으로, 정책은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을 내포하고 있다. 

공공영역에서 공익을 추구하는 정책이 양립할 수 없는 목표를 가진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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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 간에 상호작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 공공갈등이다(김민석, 

2013).

  유재붕·주상현(2016) 연구에서의 공공갈등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공정책이나 법규제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간 상호 양립할 

수 없는 가치, 목표, 수단 등으로 발생하여 사회·경제적으로 심대한 영향

을 미쳐 정부의 개입 또는 관여가 필요한 갈등’으로, 공공정책을 수립·추

진하는 데 있어서 생겨나는 상호 주체간의 충돌이라고 할 수 있다.

  정용덕(2010)은 공공영역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물리적·제도적인 영역

을 넘어 ‘공공성(Publicness)’이라는 의미와 결합되는 특성이 존재하는 

경우 즉, 공적 또는 사적인 영역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해소되는 차원에

서 그 갈등이 공공성(Publicness)을 보인다면 이것 또한 공공갈등의 범

위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정정화(2018)는 공공갈등을 정부나 공공기관이 정책이나 공공사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당사자나 주민과의 갈등·대

립 현상으로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직·간접적으로 관여된 갈등으로 정의

한다.

  김경동·심익섭(2016)은 공공갈등은 공공행정과 정책을 둘러싸고, 개인

의 합리성을 바탕으로 개인과 집단 혹은 집단과 집단 사이에서 상반되는 

입장과 관점, 이익과 이해관계가 대립하여 충돌하는 상황으로 정의된다. 

공공갈등의 범위는 단지 공공성(Publicness)을 바탕으로 공공영역에만 

한정된다. 공공갈등의 특성은 정책 과정 전반에서 행위자들의 이익과 이

해관계에 의한 집단화와 집합행동 경향이 강하며, 복잡한 메커니즘과 상

호작용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한다.

  유재붕·주상현(2016)은 공공갈등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

째, 다양성과 복합성이다.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집단이 크고 다양할 뿐 

아니라 간접적 이해 관계자들끼리 연관되어 복합적인 양상을 띠고 있어 

갈등해결이 용이하지 않다. 둘째, 사회적 환경이 공공갈등을 증대시키는 

간접적 원인이 되고 있다. 환경보전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가치관이 기

존의 개발우선의 가치관과 충돌하면서 공공갈등이 증가하고 있고, 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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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사회에서 이해당사자 간의 합리적인 타협과 조정의 토대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사회적 요인도 공공갈등의 원인이자 특성으로 볼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선행연구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공공갈등이란 “당사자 

간 사적인 영역이 아닌 공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로서, 

불특정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갈등”이라 정의내릴 수 있다. 이러한 이

해관계의 충돌은 최근에 이를수록 더욱 복잡·다양해지기 때문에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갈등이 발생한 사후에는 적절한 해결점을 찾아가는 공

공갈등의 관리방식이 중요해짐을 알 수 있다.

2. 공공갈등의 관리방식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공갈등은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정책 전반에 있어서 중앙정부-중앙정부 간,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중앙

(지방)정부-국민 간에 목표, 가치, 수단 등이 서로를 동시에 충족할 수 

없어 생겨나는데,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 그간 정부는 

대규모의 국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상당한 수준의 공공갈등에 여러 차

례 부딪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2000년대 초반부터는 공공갈등을 사후

에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관리’ 측면에서의 접

근이 이루어지게 되었다(장원경 외, 2018). 따라서 정책과정에서 공공갈

등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

한 것이 공공갈등관리라 할 수 있다. 정부가 공공갈등으로 인한 역효과

나 부정적인 피해를 줄이는 동시에 순기능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공공갈

등관리를 적극적·체계적으로 해낼 필요가 있는 것이다(임동진, 2011).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공갈등을 둘러싸고 있는 이해관계자들의 추구하

는 가치는 상호 양립 가능성이 매우 낮다. 관계자의 수와 범위는 늘어나

고 있으며 추구하는 가치 역시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복잡해진 만

큼 갈등은 해결하기 어려워졌으며 과거의 갈등관리 방식으로 갈등해결은 

어려움이 많다(도정민,2016). 즉, 갈등을 예방하고 적정 수준으로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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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완화, 해소하는 전반적인 갈등의 효과적 관리는 매우 중요하나, 그

만큼 어려운 일이다.

  정부가 공공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식은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으며,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도정민(2016)은 ①전통적인 방법인 법률이나 갈등 관련 제도적 장치

를 통한 법적·제도적 접근 방법, ②소송절차에 의한 판결을 하지 않고서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인 대체적 분쟁 해결식(ADR) 접근 방법, ③보상

(reward)으로 대표되는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진행되는 갈등에 효과적인 

시장기제적 접근 방법, ④참여제도를 활용한 방식의 거버넌스적 접근인 

민주적 참여 접근 방법으로 구분하고 있다.

  정용덕(2010)은 공공갈등 해소방안을 갈등관계에 있는 이해관계자 간

에 협력을 이끌어내어 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와 그것을 

실제로 실현시킬 공공리더십에 중점을 두었다. 전통적 거버넌스 체계와 

지시적 리더십은 ‘국가’ 중심의 하향식 관료제라 할 수 있다. 즉, 사회부

문 또는 국가-사회 간에 공공갈등이 발생하게 되면 국가가 중심이 되어 

해결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강압적인 공권력으로 해결하는 방식

은 실정법에 따라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국민으로부터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가 점차 힘들어짐에 따라 ‘시장’, ‘설득’, ‘참여’에 의한 새로운 대안

적 거버넌스 체계와 리더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적용할 필요성이 증

대하고 있다.

  이수장(2008)은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이해당사자들 간의 합의 형

성을 이루는 방식으로 보았다. 합의 형성을 위한 세 가지 방법은 ①협력

과 학습의 과정으로서 합의를 파악하려는 것, ②합의 형성을 협상의 과

정으로 간주하려는 입장, ③합의를 설득과 의지 형성의 과정 등으로 구

분하였다.

  정정화(2018)는 공공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접근, 경제적·

보상적 접근, 대체적 분쟁해결방식(ADR), 주민투표 등 다양한 해결기제

가 활용되고 있으나, 최근의 공공갈등은 이해갈등과 가치갈등이 복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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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얽혀있는 등의 이유로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갈등해결이 요구된다고 

분석하면서 합의형성적 접근(consensus building approach)에 대해 다

루고 있다.

  다양한 갈등관리 방법들 중 하나인 참여적 의사결정(participative 

decision making; PDM)은 공유된 책임(shared responsibility)이라는 

핵심개념을 토대로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의사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숙의과정의 토론과 학습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 최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정정화, 2018).

  김정인(2018)은 Fishkin이 제시한 네 가지 의사결정 방안에 따라 참

여적 의사결정 특징을 의사결정 규칙(decision rule)과 선호형성의 방법

(mode of preference formation)의 기준으로 구분한다. Fishkin이 제시

한 두 가지 기준 중 의사결정 규칙(decision rule)은 다시 집합적

(aggregative) 의사결정 방안과 합의적(consensual) 의사결정 방안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전자는 다수결 원칙을 기반으로 하여 구성원들의 정치

적 평등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방안인 반면, 후자는 오랜 시간 동안 토론

과 토의를 통해 합의를 형성해 나가는 의사결정 방안이 된다. 또 다른 

기준인 선호형성의 방법(mode of preference formation)은 숙의

(deliberative)를 통한 방안과 있는 그대(raw)로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 

이 두가지 방안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러한 기준들에 따라 의사결정 유

형이 네 가지로 제시되는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구현되는 숙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는 최근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관점으로 부각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즉, 기존의 권위적·경제적 접근이나 대의민주

주의의 선호집합적(aggregation of preference) 방식은 한계에 봉착했

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사법적·행정적 해결방식이나 협상 또는 보상의 차

원을 넘어 소통과 신뢰에 기반한 합의형성(consensus building)의 중요

성이 부각되어 숙의민주주의가 공공갈등의 새로운 해결방식으로 떠오르

는 것이다(정정화,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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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shkin에 따르면, 숙의(deliberation)란 개개의 시민들이 논의되는 사

안과 관련한 다양한 주장들의 가치를 진지하게 따져보는 것이다. 숙의민

주주의도 대의민주주의와 마찬가지로 시민 모두가 의사결정의 자발적이

고 동등한 주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제1세대 숙의민주주의 연구자인 하버마스(Haberams)는 ‘공론의 장

(public sphere)’에서 모든 시민들이 사회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숙의하

고, 정부나 다른 이해관계자 집단과 소통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여기서 

공론(public opinion)이란 중론(majority opinion)이나 중론의 평균치인 

여론(public opinion)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공론의 장을 통해 숙의과정

을 거쳐 공공이 합의함으로써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한 의견을 의미한다. 

숙의민주주의의 핵심은 참여자들 간에 커뮤니케이션하는 방식인 숙의과

정에서 토의·논쟁하고 경청하여 학습한 결과로서 집합적 의사결정

(collective decision-making)을 향상시키는 것이다(강지선, 2019).

  숙의민주주의적 접근은 개인이나 집단의 이해관계와 가치관이 다원화

된 시대에 다양한 갈등당사자들의 자발적이고 포괄적인 참여와 민주적이

고 이성적인 토론을 통해 합의를 도출해 냄으로써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

고 의사결정의 정당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정정

화, 2018).

  대의 민주주의는 공공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이 간접적

으로 반영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공공정책에 

있어 공론화를 거치는 것은 ‘참여 민주주의’나 ‘숙의민주주의’를 향해 가

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한 서로 토론하고 숙의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사회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미리 방지하고 자율적으로 관리한

다는 데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언급되고 있다(장원경 외, 

2018).

  본 연구에서는 숙의민주주의 관점에서의 갈등관리 방식인 공론화를 사

용후핵연료 사례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공론화를 통해 어떻게 효과적인 

갈등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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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공론화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공론화의 개념

   사전적으로 공론(公論)이란 ‘여럿이 의논함’ 또는 ‘사회 대중의 공통

된 의견’으로, 공론화(公論化)란 ‘여럿이 의논하는 대상이 됨’으로 정의된

다. 이러한 정의로 미루어 볼 때, ‘여럿’이란 혼자 즉, 개인이 아닌 다수

라는 것을, ‘의논’이란 각자가 개인의 의견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 서로 

의견을 교환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에서는 공론화를 “특정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으로 정의한다. 우리나라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 제6

조 2, 제2항에서는 공론화를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 이

해관계인·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으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로 

정의한다. 이는 어떠한 공공정책이 야기하거나 야기시킬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민주적인 방식으로 

통해 공론을 만들어가는 것으로, 정책을 결정하기에 앞서 거치는 일종의 

의견수렴 절차라 할 수 있다(윤성이 외, 2018).

  공론은 때때로 여론(與論)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공론과 

여론의 영어 표현은 ‘public opinion’으로 유사하게 사용될 수 있으나, 

국민들의 선호를 단순집계하는 여론과는 달리 공론은 여러 사람들이 함

께 모여 주요 정책에 대해 숙의하고 이를 통해 의견을 형성하는 과정이

다. 즉, 공론과 여론이 국민들 다수의 의견을 나타낸다는 점에서는 공통

점을 지니나, 공론은 ‘다수가 모여 함께 논의하는 과정’을 강조하기 때문

에 ‘다수의 의견’을 의미하는 여론과는 달리 ‘다수가 숙의(deliberation)

하는 과정’으로도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김정인, 2018). 

  이러한 관점에서 Fishkin(2009)은 공론을 ‘정제된 여론(refined public 

opinion)’이라 정의하였다. 정제된 여론을 정책결정에 반영하는 공론화는 



- 15 -

‘특정한 이슈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일반시민, 전문가 등이 모여 숙의

와 학습으로 합의하여 정제된 의견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구체적으

로 정의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공론화는 시민들의 의견을 

대표하는 동시에 단순히 시민들의 의견을 합산 방식 즉 선호 집합적 의

사결정방식(예: 다수결)으로 반영해 오던 정책결정 과정의 한계를 보완

해 주는 방안이 되고 있다. 

  최근 인터넷 또는 사회연결망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

이 발달하여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개인적 견해를 공공연하게 표출할 수

단이 다양화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틀린 정보를 기반으로 한 괴담, 이

른바 ‘가짜 뉴스’가 급증하여 널리 확산됨에 따라 여론이 조작될 가능성

도 증가하고 있다. 오늘날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여론을 기반으로 한 정책결정은 국민의 민의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여론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국가 주요 정

책결정에 반영하는 것은 국민의 민의가 왜곡되어 반영되는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학습과 토론 즉 숙의를 통해 형성된 시민들의 

정제된 여론인 공론은 정부 정책결정에 있어 대표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집합적 합리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정책결정 방안

의 하나로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이다(김정인, 2018).

  이렇듯 ‘공론’은 모아진 의견이고, 공공 영역에서 여러 견해와 입장의 

차이가 있는 사안에 대해 논의하여 이견을 좁힘으로써 합의를 이루어 가

는 것이 ‘공론화(公論化)’다. 공론화는 대부분 국가나 공공기관이 어떠한 

정책이나 사업을 계획 또는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

거나 사후에 해결하기 위한 방식의 일환으로 채택한다. 또는 공공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있어서 대국민 수용성이나 만족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공론’은 조선왕조실록에 4,000번 이상 나오는 말이다. 유학자 최만리

가 임금에게 불교행사 참여를 못하게 하면서 “무릇 공론(公論)이란 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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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국가의 원기(元氣)이오매, 예로부터 하루라도 공론을 폐할 수 없었습

니다”라고 한다. 이는 공론을 어떠한 일을 추진하게 하는 동력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세종은 공론 형성에 뛰어났던 임금으로 유명하다. 세종은 합리

적이지 못한 세법을 개혁하고자 17년 동안 공론화를 진행한 적이 있을 

정도다. 그는 국가재정을 확충하되 백성의 고통을 줄이는 것에 공론화의 

목적을 두었다. 1단계로 전국 17만 여명의 백성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2단계는 관리에게 찬반의 이유와 효과적인 실행방안을 찾아 

보고하도록 하였다. 3단계는 토론을 거쳐 개혁의 반대자와 피해자를 설

득하여 찬성을 이끌어 내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전분6등과 연

분9등법이란 개혁 세법이 만들어졌다.

  통상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공론화는 시민이 참여하여 함께 숙의

한 후에 합의된 의견을 토대로 이해관계자의 목표, 전문가의 견해, 정부

의 철학이 합쳐져 공론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공론화는 이러한 측면에서 

숙의민주주의 개념과도 맥을 같이 한다. 공론화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형

성을 이루자는 것이 바로 숙의민주주의가 추구하는 목표이기 때문이다. 

숙의민주주의의 궁극적인 목표가 숙의를 통한 합의형성이라고 한다면, 

공론화는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의 하나라는 점에서 숙

의민주주의가 보다 광의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정정화, 2018).

2. 공론화의 이론

  오랜 기간 동안 행정학이나 정책학에서는 정책결정 과정에의 시민참여

를 강조해 왔다. 시민들의 의견을 정책결정에 반영하는 방법은 그들의 

의견을 있는 그대로 반영(raw public opinion)하거나, 또는 숙의에 참가

한 참여자들의 정제된 여론(refined public opinion)을 반영하는 방안으

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국민(주민)투표와 여론조사를 활용한 정책결정 

방안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숙의를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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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 공론화는 오늘날 정책결정의 방안으로 충분하게 연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시 말해, 숙의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공론

화 방안들이 논의되고 정책과정에 활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공론화가 무

엇인지, 공론화의 성공조건은 무엇인지 등에 관한 이론적 논의나 공론화

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관한 경험적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

고 있다(김정인, 2018).

  숙의민주주의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가치관의 대립상황에서 숙의를 통

한 개인적 선호의 변화가능성을 중시한다. 민주주의의 정당성이 다수결

에 의한 투표나 이해관계의 단순한 결집이 아니라 진정한 숙의

(authentic deliberation)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숙의민주주의의 작동조건으로 크게 참여, 숙의, 합의라는 세 가지 요

소를 꼽을 수 있다. 첫째, 숙의과정에 정책결정이나 해당 이슈와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핵심 이해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연령·성별·지역·계층 등 인구통계학적 관점에서 대표성도 확

보돼야 한다. 참여 범위의 포괄성 뿐만 아니라 참여의 다양성도 중요한 

요소로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숙의민주주의에서의 참여는 숙의과정에 

있어서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자들과 대표성을 가진 참여자들이 각자의 견

해를 밝힐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둘째, 올바른 숙의가 이루어지려면 토론에 참여하는 주체 간에 신뢰, 

상호존중과 공동체의식 등과 같은 시민성(civility)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Rawls(1997)는 공적 이성(public reason)을 갖춘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

들만이 공적인 사회문제에 대해 이성적 토론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에 도

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 Gutmann & Thompson(2002)은 숙의민주주의

는 정책 결정을 목표로 대표자를 포함한 자유롭고 동등한 시민들이 상호 

받아들일만하며 일반적으로 이해할만한 근거를 서로 제시하는 과정을 거

치면서 결정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또한 그 결정은 현재의 모

든 시민에게는 구속력이 있으나 미래에 다시 생각할 여지가 있음을 배제

하지는 않는다. Dryzek(2000)의 표현에 의하면 ‘전환적 힘

(transformation power)’이 작동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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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숙의과정 참여자들이 이러한 시민성을 갖추고 공적 토론에 참여하기

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숙의과정을 통해 시민성을 함양하는 계

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숙의민주주의가 합의를 전제로 하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

만, 참여자들 간의 이성적인 논증(reasoned argument)을 통해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갈등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합의’ 여부

는 숙의민주주의의 중요한 구성요소라고 할 수 있다. Strokes(1998)은 

숙의의 목표를 ‘의사소통 결과에 의한 선호의 내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

이라 밝히고 있다. Elster(1998)도 합의가 숙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정의한다. 숙의민주주의를 의사결정 수단의 하나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는 합의는 이성과 논증을 통한 공적 정당화라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룰 ‘공론화’는 숙의민주주의 개념의 확장성과 목표, 적

용방식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성공조건 또는 기본원칙에서는 그 맥을 같

이 한다. 공론화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형성을 이루자는 것이 바로 민주

주의가 추구하는 목표이기 때문이다. 숙의민주주의의 궁극적인 목표가 

숙의를 통한 합의형성이라고 한다면, 공론화는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의 하나라는 점에서 숙의민주주의가 보다 넓은 의미의 개

념이라고 할 수 있다.

  공론을 형성하는 과정인 공론화는 사회적 합의형성이라는 본질적 측면

보다는 소극적 또는 협의의 개념에서 정부정책의 정당성 확보 또는 사회

적 수용성 제고를 위해 활용되기도 한다. 공론화를 ‘높은 수준의 공론 

상태(the state of highly developed public opinion)’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으로 설명하는 Rosen(1992)에 의하면, 높은 차원의 공론은 “국민들

이 어떠한 이슈에 참여하여 다방면에서 쟁점을 고찰한 후에 선택가능한 

대안들을 도출하고, 그들이 택한 결과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

하기 때문에 조작된 공론도 있을 수 있고, 잘못된 공론도 있을 수 있다

는 것이다. 따라서 Rosen이 주장하는 높은 수준의 공론에 도달하기 위

해서는 공론화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절차설계와 기본원칙

(ground rule)의 확립이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정정화,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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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shkin(2009)은 공론화의 성공조건으로 참여자들의 충분한 숙의과정, 

정치적 평등, 다수의 횡포 방지(avoiding tyranny of the majority), 대

중적 참여(mass participation) 등 네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국민들이 정책과정에서 효과적으로 공공자문(public 

consultation)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충분한 숙의과

정이 존재해야 한다. 모든 국민은 자신들의 선호를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허용되는 시간’ 안에 해당 이슈에 대해 자신의 선호가 어떤 것인

가를 발견하고 타당한 것인가를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여기서 결정을 위해 허용되는 시간이란 통상적인 제약을 제외한다

면 하버마스가 말한 이상적 대화 상황(ideal speech situation)과 같은 

상태이다. 이상적 대화상황은 자유롭고 평등한 토의가 이루어지는 상황

으로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더 나은 주장에 근거해 도달한 합의에 의

해서만 규제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상적 대화상황은 관련성이 있다고 

제시되는 주장에 대해 누구나 원하는 대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김길수, 2018).

  진정한 숙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모든 참여자들에게 정확하고 충분

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며, 찬성과 반대의 논리가 균형 있게 제공되어

야 하고, 사회의 대표구성원들이 토론에 참여해야 하며, 논쟁에 대한 자

신의 선호를 밝히고, 평등한 논쟁과정을 거쳐야 한다.

  둘째, 공공자문시 정책과정 참여자들 사이에 정치적 평등이 이루어져

야 한다. 정치적 평등이란 ‘모든 사람’들의 선호가 ‘동등하게 고려(equal 

consideration)’ 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모든 사람이란 해당 정책 

혹은 사안과 관련된 모든 시민을 의미한다. 전 국민이 영향을 받는다면 

전 국민이 모든 사람에 해당된다. ‘동등한 고려’란 모든 사람들이 과거의 

투표 패턴 혹은 현재의 선호와는 관계없이 똑같은 투표권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정치적 평등이란 정책과 관련된 사람들의 선호가 동등하게 

고려되고 제기된 이슈에 대한 선호를 형성하는 기회가 동등하게 보장도

니 체제의 제도화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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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적 평등이 실현하려는 노력은 두 가지 측면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첫째는 형식적 조건으로 정책결정과정 자체가 평등한가 하는 것이다. 

즉, 모든 사람의 선호에 대해 동등한 가중치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 선호는 선거과정에서 후보나 정당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국민투

표에서 의제에 관한 것일 수도 있다. 둘째는 배경적 조건(background 

condition)으로 정책결정에 대한 평등한 참여가 보장되는가에 관한 것이

다. 한 예로 정치적 후견관행(practice of political clientalism)이 정착

되어 있는 경우 유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행사해야 할지에 대해 

심사숙고할 기회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김길수, 2018).

  셋째, 정책과정에서 효과적인 공공자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수의 

횡포를 방지해야 한다. 소수가 아닌 다수의 의견을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이 될 수 있지만, 무조건적으로 다수의 의견

만을 따를 경우 집단사고(group-thinking)와 같은 다수결의 횡포가 나타

날 수도 있다. 특히, 공론화 과정에서의 숙의는 소규모 그룹으로 나뉘어 

실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때로는 집단 내 획일성과 동질성 추구로 

인해 집단사고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등 정책결정의 왜곡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대중적 참여는 공론화 과정에서 선발된 참여자들이 전체 

집단의 적절한 견해나 목소리를 대표할 수 있는 포괄성을 가져야 한다. 

대표성 확보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각 계층의 표면적인 대표성뿐만 

아니라 각 계층 견해의 대표성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다. 단순히 성별, 

인종, 연령 등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관점에서 표본이 모집단에 비례해 

추출되었는가에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각 인구통계학적 계층에 따라 

선발된 멤버들이 각 계층의 견해를 대표하는가가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

가 있다(김정인, 2018).

  공론화의 확장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숙의민주주의의 차원에서 성공조

건을 분석한 Gutmann & Thompson(2004)은 결정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성의 교환(reason-giving process), 의사결정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의 접근가능성, 일정기간 구속력을 갖는 의사결정의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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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논의과정의 역동성 등 4가지를, 그리고 Weeks(2000)는 숙의

민주주의 이념이 제도화되기 위한 요건으로 충분한 토론 기회 제공, 정

보에 기반한 공적 판단(public judgement), 넓은 범위의 시민 참여 등 4

가지를 들고 있다(정정화, 2018).

3. 선행연구의 검토

  공론화와 사용후핵연료에 관한 각각의 연구는 다방면에 걸쳐 이루어져 

왔다. 공론화는 해외 사례나 신고리 5·6호기 사례를 통해 영향요인을 도

출한 연구가 많았으며, 사용후핵연료 사례는 공론화의 방식이나 과정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공론화의 영향요인 혹은 성공요인 측면에서 

신고리 5·6호기와 사용후핵연료를 비교한 사례는 있었으나, 사용후핵연

료 공론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한 연구는 신고리 5·6호기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바와 같이, 사용후핵연료의 

공공갈등 기간 전반을 공론화의 시각에서 접근한 선행연구는 전무함을 

알 수 있다.

  공론화의 영향요인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fishkin의 이론을 토대로 하되,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세부 

조건을 도출하고자 한다.

  김정인(2018)은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공론화 적용 가능성에 관한 연

구”에서는 이론적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공론화의 조건으로 공론화 참여

자들 간의 집합적 합리성, 국가적 특수성, 대표성을 도출하였다. 또한 해

외 공론조사 사례 47건을 실증 분석한 결과, 공론화 적용 가능성에 영향

을 주는 주요 요건으로 공론화의 대상이 되는 정책이슈의 대안선택 폭, 

대안 선택의 기준·방법, 최적대안의 선택유무를 도출하였다.

  김정인(2018)은 “공론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적용”에서 공론화의 

필요성과 성공조건을 밝히기 위해 Fishkin(2009)의 공론화와 숙의민주

주의에 대한 이론적 관점에서 일본의 에너지·환경 공론화 사례를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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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이를 통해 공론화가 성공을 거두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지지가 뒷

받침되고 참여자들의 대표성과 충분한 숙의가 확보되어야 함을 밝혀냈

다. 정책과정에서의 성공적인 공론화 조건으로는 포괄성(inclusion), 사

려 깊음(thoughtfulness), 숙의과정 이후 정책효과로 분석하였다.

  김길수는(2018)는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 사례연구”에서 민주주의

가 충분히 구현되기 위해 Fishkin이 주장한 세 가지 조건인 정치적 평

등, 비독재성, 숙의 관점에서 충족 여부를 검토하였다.

  전홍찬(2018)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의 운영 개선 방안”에서 

공론화위원회의 독립성·중립성, 기구의 한시성, “최종권고안” 제출, 제도

화 문제에 초점을 맞춰 공론화 경험을 가장 많이 축적해왔고 제도도 가

장 잘 정비한 프랑스 모델에서 시사점을 찾았다.

  정정화(2018)는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형성의 성공조건”에서 신

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활동을 참여

자의 대표성·포괄성, 운영주체의 중립성·자율성, 공론화과정의 숙의성·공

정성·소통성, 합의결과(권고안)의 성찰성·수용성 등 4가지 측면으로 분석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도출한 공론화의 성공

조건은 아래의 표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표2] 공론화의 성공조건(기본원칙)

구분 성공조건(기본원칙)

Weeks(2000)
시민의 광범위한 참여, 정보에 근거한 공적 판

단, 충분한 토론 기회의 제공

Gutmann&

Thompson(2004)

이성의 교환, 개방적 접근가능성, 의사결정의 

산출, 지속적인 논의과정의 역동성

Fishkin(2009)
참여자들의 충분한 숙의과정, 정치적 평등, 다

수의 횡포방지, 대중적 참여

스웨덴 알레말렌

정치박람회

참여의 개방성·포괄성,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 

합의결과의 지속성, 공론화과정의 숙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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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공조건(기본원칙)

영국 CoRWM

(8대 원칙)

윤리성(공정성·지속가능성), 참여의 포괄성, 전

문지식의 활용, 숙의성, 민주성(회의과정의 투

명한 공개 및 개방성), 통합성, 합의안의 실행

가능성, 공론화 추진기구의 독립성

윤경준·안형기

(2004)

참여주체의 포괄성, 참여주체의 균등성, 적극

적 참여분위기, 발언기회의 충분성, 정보제공

의 충분성

이민웅(2005)

공공문제에 대한 관심과 관련 정보 습득, 적절

한 참여의 규모와 대표성 유지, 공정한 토론절

차와 시민성 함양, 합의에 대한 사후과정 추적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T/F팀(2008)

민주성, 책임성, 도덕성, 진정성, 독립성, 숙의

성, 회귀성, 투명성

은재호(2009)

거버넌스의 구축, 참여의 자발성·포괄성·대표

성, 사실확인과 지속적인 정보공개, 토론의 충

분성, 합의안의 공정성과 신뢰성, 합의안의 실

현가능성, 이해관계자간 신뢰구축

정정화(2011a)

참여주체의 대표성, 참여범위의 포괄성, 심의

과정의 소통성, 심의절차의 공정성, 합의결과

의 성찰성, 합의결과의 지속성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2017a)

참여의 포괄성·대표성, 정보공개의 투명성·객관

성, 참여자의 평등성·성찰성, 숙의성, 공론화 

주관기구의 독립성·중립성

은재호(2017)
참여의 포괄성·대표성, 숙의의 평등성·성찰성, 

절차의 투명성·공정성

채종헌(2017)
투명성, 민주성, 독립성, 숙의성, 신뢰성, 실행

가능성

김정인(2017)
정부의 적극적인 지지, 참여자의 대표성, 

충분한 숙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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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론화의 영향요인

  앞서 선행연구 검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론화의 성공조건은 기준

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본 연구에서는 Fishkin

이 제시한 4가지 영향요인인 “참여자들의 충분한 숙의과정, 정치적 평

등, 다수의 횡보방지, 대중적 참여”로 구분하여 사용후핵연료 사례를 살

펴보고자 한다. 

  Fishkin은 신고리 5·6 공론화에서 채택한 공론조사(deliberative 

polling)를 착안하였다. 숙의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한 구체화된 형태가 공

론화라면, 공론조사는 공론화 방식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즉, 공론조사

와 공론화, 숙의민주주의는 포괄적으로 범위를 넓혀가며 맥을 같이 한

다. 본 연구는 공론조사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이를 착안한 Fishkin의 

관점을 이론적 토대로 삼아 실증 연구를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숙의민

주주의에 가까운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앞서 Fishkin이 제시한 공론화의 성공조건을 본 연구인 사용후핵연료 

사례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개념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참여자들의 충분한 숙의과정이다. 즉, 사려 깊음(thoughtfulnee)

이 존재하는 높은 수준(high quality)의 숙의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Felicetti(2017)는 ‘사려 깊음’을 진정성(authenticity)이라 명명하기도 

하였는데, 사려 깊은 숙의과정이 이루어졌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다섯 

가지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참가자들은 정책과 관련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②질적 균형(substantive balance) 차

원에서 토론과 토의 참여자 어느 한쪽의 의견이나 견해가 다른 참여자들

의 견해나 주장에 일방적인 영향을 줄 수 없도록 의견의 균형이 이루어

져야 한다. ③다양성(diversity) 차원에서 토론과 토의 참여자 어느 한쪽

의 의견이나 견해가 다른 참여자들의 견해나 주장에 일방적인 영향을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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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도록 의견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④양심·성실성

(conscientiousness) 차원에서 토론의 참여자들은 논쟁의 장점을 우선적

으로 고려해야 한다. ⑤동등한 고려(equal consideration) 차원에서 참

여자가 누구든 모든 참여자들의 논쟁은 차별없이 고려되어야 한다.

  한편, 인간의 합리성에 의하여 발현되는 선택과 행위들은 세상에서 발

생하는 모든 현상과 사건의 본질이 된다. Scott(2000)에 의하면, 인간의 

합리성이란 특정한 대상을 얻기 위하여 행동을 취하기 전에 기대되는 이

익과 효용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과 같은 사람들의 특성을 의미한다. 이 

특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개인은 자신이 실행할 수 있는 행위와 가능

성을 타진하고 행위와 결과와 그것의 개연성에 대하여 계산하며 평가한

다. 최종적으로, 합리적인 인간은 자신에게 유용한 것을 주관적으로 선

택하고, 이를 얻기 위해 최적화된 행위를 실현하게 된다. 따라서, 인간의 

합리성은 자신에게 유용한 것을 주관적으로 선택하고, 합리적 선택과 행

위는 개인적인 효용의 극대화(Utility Maximization)를 추구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합리적인 개인으로 구성된 집단은 합리성의 

총합으로 볼 수 있으며, 집단의 합리성과 집단행동은 합리적이고 효용이 

높은 결과물을 산출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김경동 외, 2016).

  이러한 진정성과 합리성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정책이슈와 관련된 중

요한 정보를 보유한 참여자들이 공론화를 통해 타인에게 이를 공개하고, 

타인 역시 숙의과정을 통해 그 정보의 진위와 중요성 등을 확인하고 학

습함으로써 공론화는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돕는 것이다. 이처럼 공론화

를 통한 참여자들의 정보교환은 상호 간의 합리적 기대(rational 

expectations)를 증진시키게 된다.

  다시 말해, 공론화는 정부 정책결정에 있어 숙의를 통한 집합적 합리

성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다. 공론화 참여자들이 숙의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집합적 합리성은 개인보다는 복수의 의사결정자들

이 상호 간 정보를 교환하면서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상호 토론 및 토의, 학습을 통한 숙의는 집합적 합리성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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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공론화 참여자들은 학습과 토론을 통한 상

호 정보교환을 바탕으로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을 형성시킬 

수 있다.

  집합적 합리성은 집단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한 구성원들의 

협력적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각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 또는 집단 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문제를 구성원들이 협

력해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집합적 합리성이다. 집합적 

합리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토론 과정에서 다양한 배경을 지닌 구성원

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지닌 구성원들의 

자신들만의 이익추구가 아니라, 집단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

력하는 과정이 중요시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집합적 합리성의 성격은 공론화에도 적용될 수 있다. 공론화는 

다양한 의견을 지닌 구성원들이 일정기간 동안의 숙의를 거쳐 공통된 문

제를 해결하는 과정이기에 집합적 합리성이 기반되어야 한다. 특히 구성

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하는 집합적 합리성은 공론 과정에서 다

양한 견해가 제시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들이 충족될 때 달성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숙의과정 속에서 정책과정 참여자들은 정책에 대한 자신들의 

성향 등에 변화를 이끌어내게 된다. 이는 단순히 정책에 대한 지지 변화

뿐만 아니라 가치관의 변화까지 포함한다. 충분한 숙의과정은 참여자들

의 가치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숙의과정을 통해 투표의사

의 변화(changes in voting intention)가 발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투

표행위는 충분한 정보가 주어지지 못한 채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반해 충분한 숙의가 이루어지면 낮은 정보 합리성(low information 

rationality)에서 높은 정보 합리성(high information rationality)으로 변

할 가능성이 증대되어 참여자들의 투표의사를 변화시킬 가능성이 커진

다. 또한 숙의과정을 통해 참여자들은 단순한 개인의 합리성이 아니라 

앞서 말한 집단의 합리성 또는 일관성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해냄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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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적 일관성의 변화(changes in collective consistence)를 초래할 수 

있다(김정인, 2018).

  둘째, 정치적 평등이다. 우선, 공정성(fairness)은 신뢰(trust)의 개념과 

맞닿아 있다. 신뢰는 규범만큼 강력한 규제를 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일단 상호 간에 신뢰가 생기게 되면 상대방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의

사결정은 억제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그로 인해 상대방의 행위를 예

기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통상 어떠한 행위자는 상대방의 행동을 예측할 

만큼의 정보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신뢰가 필요한 것이다. 신뢰는 획득한 

정보를 이용함으로써 상대방의 행동을 에측할 수 있게 만든다.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를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국민이 정부에 정책에 

대해 가지는 우호적인 기대감이나 심리적인지지”라고 정의할 수 있다. 

신뢰 관계를 형성함에 있어 공정성이 중요한 이유는 공정하게 게임을 유

도하고 관장하는 심판자 역할을 행하는 정부나 공공기관의 불공정한 행

위가 신뢰를 손상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간 지역

주민들은 공무원들이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이해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공무원들은 지역주민의 신뢰를 상실하여 

왔다.

  또한 절차적 공정성과 결과적 공정성에 대하여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과정에 참여하는 관계

자들이나 제도에 대하여 불신을 하게 된다. 일단 불신이 생겨나면 공공

갈등과 관계된 이해당사자들의 전반적인 태도 변화 없이 신뢰를 되찾는 

것은 극히 어렵다. 두려움과 불신으로 인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

어 이해관계자들은 공공정책에 따른 영향을 정당하게 평가하려 하지 않

고 비이성적인 요구를 하게 된다. 비이성적이라 충족될 수 없음에도 그

들의 요구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정책과는 반대로 나아가게 된다(이

수장, 2008). 주민과 환경단체들이 정책을 신뢰하면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 건설사업도 별다른 저항 없이 추진할 수 있지만, 반대로 신뢰하지 

않으면 집단시위나 소송에 휘말리는 등의 갈등이 발생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도정민,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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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듯 공정성 확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절차적 측면에서 정

당한 규칙을 정하는 것이다. 공정성을 정의로 내세운 미국의 철학자인 

존 롤스(John Rawls)는 1958년에 「공정으로서의 정의」라는 논문에서 

‘사회 정의에 대한 민주주의의 절차적 구성’을 공나하였다. 이는 절차의 

공정성을 강조한 것이다. 

  ‘공정한 절차는 어떻게 해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할까?’, ‘모든 행위자

가 같은 위치에서 ‘무지의 베일’을 쓰고 계약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

까?‘ 이러한 물음에 대해서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능력이나 태도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는 상황에 처해야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그래야만 자신이 그 중 가장 열악한 계층에 속할 수도 있다는 것

을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 적어도 가장 열악한 계층인 사회의 최소 

수혜자들에게 이득이 갈 수 있는 원칙을 만들고 절차를 세우는 것이 가

능해진다.

  롤스는 공정성의 절차를 확보하기 위해 ’무지의 베일‘이라는 가상의 

조건을 제시하였다. 롤스가 공정성을 위한 장치로 2가지 원칙을 고안하

였다. 첫째는 ’동등의 원칙‘이다. 이는 투표권처럼 개개인이 기본적인 정

치적·법적 자유를 누리는 데에 있어서 권리를 평등하게 가져야 한다. 둘

째는 사회적·경제적 차원에서의 ‘차등의 원칙’이다. 사회적·경제적 차원

의 불평등은 2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는 가장 불리한 여건에 

처한 사람인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득이 되어야 한다. 둘째는 이러

한 차등은 기회균등의 원칙하에 모든 사람에게 직책·지위가 개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기회가 동일하게 주어지면 평등하다고 생각하지만, 롤스는 기

회의 평등에 있어서는 신분제처럼 운이 과하게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그

렇기 때문에 롤스는 기회뿐만 아니라 결과에 있어서도 교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약자가 처한 불리함을 보정하려고 하는 차등 원칙은 자유 민주

주의 제도에서 제시할 수 있는 가장 평등한 원칙이다. 

  이를 Fishkin이 제시한 “정치적 평등”에 적용하자면, 존 롤스가 고안

한 ‘무지의 베일’처럼 모든 참가자들은 본인이 어떠한 정치적 태도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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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을 모른 상태라 간주하고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규칙을 

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 규칙이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조

금 더 유리하게 적용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차등의 원칙에 따라 어느 정

도 수준은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도출된 규칙들은 어떠한 정치

적 편향성도 없을 것이며, 정치적 선호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것이다. 또한 공론화 과정에서 정치적 선호에 상관없이 자유

로운 경쟁과 참여가 가능해질 것이다. 이렇게 절차적으로 정당성과 평등

성이 확보된다면 가령 결과가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친다 하더라도 그 결

과는 모두가 수긍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셋째, 다수의 횡포 방지이다. 소수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다수

의 횡포다.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의 이익을 강조하는 전체주의가 독선과 

독재로 유지된다면, 민주주의는 다양성의 토양에서 견제와 균형으로 성

장한다. 즉,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조건은 독재를 방지하는 것이다. 비독

재성이란 어떤 주체가 사회전체의 선호를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독재란 아무에게도 심각한 손해를 침해하지 않을 다른 정책을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있음에도 누군가에게 심각한 박탈(severe 

deprivation)을 강제하는 정책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대안이 

가능함에도 그러한 박탈을 초래하는 정책이 채택된다면 그것은 독재적이

라고 할 수 있다(김길수, 2018).

  오늘날의 독재는 통상 ‘다수’의 힘을 가진 세력의 다수결 원칙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한다. 다수결 원칙은 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중요한 기둥

인 동시에 약점으로 작용하기도 하는 것이다. 소수의 의견이 존중받지 

못하고, 철저히 무시되는 경우가 많다. 다수결 원칙은 민주주의의 최후

의 수단에 불과하며, 민주주의의 핵심은 각기 다른 생각들에 대한 폭넓

은 표현이 보장되고 다양성이 보장되는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국민이 주권자로서 자유로운 의사를 존중받

고, 소수의 의견이라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 영향

력을 끼칠 수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성립은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존중

이 전제되어야 하며, 그 사회의 다양성의 정도가 민주성의 척도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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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밖에 없음을 말해준다. 갈수록 현대사회가 복잡해지고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다양하게 얽히면서 소수의 입장을 고려하는 설득과 토론의 

숙의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숙의’라는 과정은 민주주의 본질에 부합한다. 숙의민

주주의는 논의사안에 대한 전원합의를 목표 혹은 전제로 하지 않으면서

도 시민간 다른 관점을 조율하고 이견을 교환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

서 상호존중과 신뢰라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천한다는 면에서 중요하다

(Gutmannn&Thompson, 2009).

  넷째, 대중적 참여이다. 대의민주주의는 시민의 정책과정 참여라는 면

에서 비(非)민주주의적이지만 민주주의의 실현 방식으로 오래 유지되어

온 이유는 다수의 시민이 많은 사안에 대해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판

단을 할 만큼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어느 정도 

수준의 정보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정보를 바탕으로 신뢰할 만한 일관성 

있는 의사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와 반대로 숙의민주주의는 전문

가를 통한 학습뿐만 아니라 관련 자료학습, 토론 및 지식공유를 통해 일

반시민들의 전문성을 높여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여 이러한 한계점을 극

복하는 데 기여한다.

  그렇기 때문에 숙의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것은 현재 논의 중인 사안이

나 제안된 정책변화의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고 관련된 내용을 일반 시민

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공유하는 것이다. 논의하는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소수의 전문가 혹은 정책결정자만 참여하는 숙의는 숙의민주주의가 아니

다. 즉, 시민들이 신뢰하는 전문가나 정책담당자가 정책결정을 하고 시

민들이 인정할만한 정책결정을 내어 놓더라도 소수전문가 중심의 숙의는 

시민참여 과정을 중시하는 숙의민주주의 관점에서는 정당성이 부족하다

(윤성이 외, 2018).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정책결정에 있어 공론화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대표성이 확보되어

야 한다. 모든 사회구성원들을 공론화에 참여시키는 데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기 때문에 선택된 일부 시민들만 공론화에 참여하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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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대표성이 저해될 수 있다. 공론화 참여자의 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

에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고, 따라서 일부 공론화 참

여자들의 의견이 정책과정에서 마치 모든 시민들의 의견인 양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공토론과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대표자를 

선정하는 과정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이루어져야 하며, 특정 

집단이나 단체가 과소 또는 과대하게 대표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

  공론화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책이슈의 포괄성이 높아야 한

다. 정책이슈의 포괄성이 높다는 것은 정책이슈가 특정 집단에만 적용되

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 집단에 고루 적용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다. 특정 집단에만 관계된 이슈는 숙의과정에서도 공론화 참여자들의 

집단 이익 강조를 초래해 원활한 토론과 학습, 즉 효과적인 숙의를 저해

할 수 있다. 숙의과정에서 자신의 집단에게만 우호적인 편향된 정보를 

선택하여 충분한 의견 교류와 상호 이해 없이 개인의 이기적인 선호만을 

표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되는 이슈들이 포

괄적이지 못하고, 지나치게 특정 집단에만 적용되는 이슈라면 오히려 특

정 집단의 의견만이 더욱 고착화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따

라서, 공론화 과정에서는 대표성 확보를 위해 정책 이슈의 포괄성도 검

토할 필요가 있다(김정인, 2018).

  한편, Fishkin이 제시한 네 가지 요인만으로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실패를 전부 설명하기에 부족함이 있다. 공공갈등으로서의 사용후핵연료

는 공론화 전후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어 오면서 여러 차례 정권의 변화

를 겪어 왔다. 원전 정책은 각 정권마다 에너지 정책에 따라 친원전에서 

탈원전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변화를 겪어왔고, 이로 인해 일관된 정책 

추진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 특히, 박근혜 정부 시절에 운영된 사용

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도출한 권고안을 이를 관장하던 산업통상자원

부가 대부분 수용하겠다고 발표하고 입법 예고까지 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탈원전 정책에 따라 이를 백지화시키고 재검토위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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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하여 원점으로 되돌아간 데에는 Fishkin이 제시한 요인만으로는 설

명이 어려운 부분이다. 이에 따라 외생적 변수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이

는 환경적 요인을 분석하여 새로운 영향요인을 도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

이다. 본 논문에서는 공론화 성패에 직접적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중점적으로 분석을 수행하도록 한다.

제 3 절 연구문제, 분석의 틀, 연구모형

1. 연구문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는 대한민국 최초로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한 대규

모 공론화 사업이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한 것 자체를 긍

정적으로 평가한 연구도 있는 반면에, 운영 방식의 과정이나 결과에 있

어서 많은 비판 또한 제기되었다. 특히 공론화위원회 해산 후에 환경운

동단체, 탈핵시민사회 등으로부터 많은 논란과 비판이 등장하였으며, 이

러한 여론을 배경으로 문재인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사실상 원

점에서 다시 추진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용후핵연료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공공갈등

을 해결하기 위한 공론화의 영향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나아가 성공

적인 공론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에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검

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연구문제와 연구가설을 제기해 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이 존재하는

가?

  <연구가설1>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는 공공갈등 기간 전반에 걸쳐 충분

한 숙의과정, 정치적 평등, 다수의 횡포 방지, 대중적 참여에 대한 요건

을 충족하지 못함으로써 정책 결정에 있어 효과를 거두지 못했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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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가설2> 위의 연구가설 1에서 제시한 영향요인 이외에도 환경적 

요인이 작용하였을 것이다.

  앞서 이론적 논의에서 살펴본 Fishkin이 제시한 네 가지의 공론화 성

공조건을 바탕으로 한 사례 분석과 사용후핵연료가 처한 환경에 따른 새

로운 영향요인을 도출하기 위한 분석을 바탕으로 위의 가설을 차례로 검

증해 나가고자 한다.

2. 분석의 틀과 연구모형

  앞서 설정한 연구가설의 검증을 위해 사용후핵연료가 공공갈등 발생부

터 공론화를 거쳐 재검토위원회 운영에 이르기까지 과정 전반을 공론화

기구 출범 및 운영시기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살펴볼 것이다.

  갈등 1단계는 사용후핵연료가 공공갈등 발생에서부터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하기 전까지의 준비 시기이다. 사용후핵연료는 우리나라 최초의 상

업용 원자로인 고리1호기가 1978년에 상업가동을 시작한 이후, 1983년

에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대책위원회가 설립’하면서 국책사업이 시작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흐름을 분석하기 위해 1983년부터의 

전개 과정을 다루되, 중·저준위와 사용후핵연료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를 분리하기로 정책방향을 수정한 2004년을 기점으로 중

점적으로 분석한다. 단,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에 영향을 미친 내용이 있

을 경우에는 2004년 이전을 포함한다.

  갈등 2단계는 ‘사용후핵연료위원회’가 출범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약 20개월간 진행된 공론화 활동 내용과 권고안에 대해 살펴본다.

  갈등 3단계는 ‘사용후핵연료위원회’가 최종 권고안을 제출하며 활동을 

종료한 이후부터 2019년에 출범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

회’의 운영 내용을 다루기로 한다. 재검토위원회는 본 연구 시점을 기준

으로 현재 진행 중임에 따라 2020년까지의 내용을 기준으로 분석한다.

  각각의 단계는 연구가설1에서 제기한 요인들을 중점으로 살펴볼 것이

며, 그 요인들은 다음과 같이 [표3]으로 구체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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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Fishkin 성공조건에 대한 조작적 정의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4]와 같이 본 연구의 모형을 제시

할 수 있다.

[표4] 연구모형

Fishkin

성공조건

선행연구 

영향요인
조작적 정의

충분한

숙의과정

진정성

합리성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 제공

균형있는 찬/반 논리 제공

사회 대표구성원들의 참여

논쟁에 대한 자신의 선호 밝힘

평등한 논쟁과정

합리적인 가치관 형성

숙의에 충분한 시간 제공

정치적

평등

공정성

평등성

평등한 정치적 선호 고려

정치적 선호에 대한 비차별

동일한 참여행위

공정한 정치적 경쟁

중립적인 언론의 역할

다수의

횡포 방지

비독재성

다양성

소수 의견 존중

집단사고 방지

대중적

참여

대표성

포괄성

무작위 추출로 참여자 선발

인구통계학적 다양성

각 계층의 견해 대표

다양한 의사소통채널 개발

불특정 다수 집단과 관계된 이슈

사용후핵연료 공공갈등의 공론화 전개 영향요인 도출

1단계

(2004~2012년)

공공갈등 발생부터

공론화 준비까지 - 충분한 숙의과정

- 정치적 평등

- 다수의 횡포 방지

- 대중적 참여

- 환경적 요인

2단계

(2013~2015년)

공론화위원회 출범

및 운영

3단계

(2016~2020년)

재검토위원회 발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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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사례 연구

제 1 절 사용후핵연료의 이해

1. 사용후핵연료의 개념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로에서 전기를 생산할 목적으로 물을 끓이기 위해 

3~5년간 사용하고 난 우라늄 연료를 말한다. 원자력위원회 고시는 사용

후핵연료를 반감기 20년 이상의 알파선을 방출하는 핵종으로 방사능 농

도 2,000Bq/g 이상 또는 열발생률 2kw/㎥ 이상의 물질로 규정하고 있

으며, 공론화위원회는 핵연료가 일정기간 원자로 내에서 연소하여 더 이

상 충분한 열을 생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핵연료로 교체하면서 

인출된 연료를 사용후핵연료로 정의하고 있다. 

  방사성폐기물은 열과 방사능의 준위에 따라 고준위, 중준위, 저준위, 

극저준위로 분류되며, 사용후핵연료는 3년 이상 태우고 난 후에도 엄청

난 열과 방사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10만년 이상 안전하게 관

리해야 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에 해당한다. 경주 방폐장에 처분하는 중

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한 작업복, 일회용 장갑·

덧신·신발 등 방사능 준위가 낮은 것이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우리

나라의 경우 사용후핵연료가 대부분이다.

  원자로에서 배출된 사용후핵연료는 고독성 핵종과 고발열 핵종을 포함

하고 있어 일정기간 동안 열안정화를 위한 냉각기간을 거쳐 재처리 또는 

영구처분 전까지 저장 및 관리가 필요하다. 즉, 원자력발전소에 근무하

는 작업자를 방사선으로부터 보호하고 열을 제거하기 위해 원전 안에 설

치 되어 있는 수조에서 5년 넘게 열과 방사능이 서서히 줄어들 때까지 

보관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를 통상 ‘임시저장’이라고 칭하

는데, 이는 법적용어가 아닌 관행상 용어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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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법에서 원자력발전소 내 저장시설을 운영에 필수 “관계시설”로 규정 

및 관리하고 있다.

  중간저장(Interim Storage)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원자로

의 연료로 사용된 핵연료물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핵분열시킨 핵연료

물질을 발생자로부터 인수하여 처리 또는 영구처분하기 전까지 일정기간 

안전하게 저장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임시저장과 중간저장시설의 구분은 

법률상 관리주체의 차이(한수원이 관리하는 경우 임시저장, 한국원자력

환경공단이 관리하는 경우 중간저장시설)와 인수검사시설의 유무라는 차

이가 있다. 하지만 인수검사시설은 인수한 사용후핵연료의 이상 유무를 

검사하는 시설로 사용후핵연료 저장방식 또는 저장시설과 기술적으로는 

무관한 시설이므로 실질적인 차이는 관리주체의 차이로 볼 수 있다.

  사용후핵연료는 방사능과 열량이 높아 일정기간 발전소내 임시저장 이

후에도 재처리 또는 직접처분 전까지 최대 50년의 저장관리 기간이 필

요하다. 이로 인해 원자력발전소 부지 안에 있는 저장시설에서 안전하게 

보관된 사용후핵연료는 열과 방사능이 감소한 이후 원자력발전소 부지 

밖에 위치한 중간저장시설로 이동하여 관리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중간저장을 거친 사용후핵연료는 국가 정책에 의해 직접 처분하기도 하

며, 재처리하여 처분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은 기

술수준, 국민적 공감대, 에너지 수급 정도, 대내외 정치외교 측면 등 나

라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영구처분(Final Disposal)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 제9호에 따르

면, 방사성폐기물을 회수할 의도 없이 인간의 생활권으로부터 영구히 격

리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과 인간이 사용후핵연료가 방출하는 상당 수준

의 열과 방사선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

하다. 영구처분 방식에는 대표적으로 심층처분, 해양처분, 우주처분, 빙

하처분 등이 있다. 이 중에서도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안전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심층처분 방식이 가장 적절하다고 권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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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후핵연료를 관리하는 방식은 세계적으로 큰 틀에서 두 가지로 구

분할 수 있다. 첫째는 직접처분 방식이다. 이는 사용후핵연료를 추가적

으로 사용하지 않고 폐기하는 것이다. 해당 방식의 목적은 원자력발전소

에서 나온 사용후핵연료를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는 처분시설이 필요하다. 둘째는 사용후핵연료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로

부터 성분들을 추출해 다시 사용하는 것이다. 사용후핵연료는 폐기물이

기도 하지만 쓰고 남은 우라늄과 플루토늄과 같은 유용한 물질이 포함되

어 있다. 해당 방식에서는 재처리 과정과 전용시설이 필요하며, 재처리

를 거치면서 폐기물을 감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부득이 중저

준위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이 배출되어 처분시설 또한 필요하다. 원전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나 연구용 원자로에서 배출되는 고

준위방사성폐기물도 있기 때문에 처분 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원자로에서 제거된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지 않

고 영구처분을 하는 직접처분 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프랑스, 일본, 중

국, 러시아, 영국은 사용후핵연료로부터 핵분열성물질을 추출하여 다시 

연료로 제작하여 원자로에 사용하는 재처리를 하고 있다. 미국과 독일은 

과거 재처리 정책을 택하였으나, 직접처분으로 정책을 변경한 국가들이

다. 이들 국가는 영구처분 또는 재처리를 하기 전까지 수십년 동안 중간

저장을 통해 사용후핵연료를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4년에 개정

된 ‘한미원자력협정’에 따라 우라늄을 농축하는 것과 사용후핵연료를 재

처리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2015년에 연구용으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만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을 뿐이다.

  이러한 이유로 사용후핵연료를 중간 저장하거나 직접 처분을 해야 하

나, 현재까지 중간 저장 시설 또는 직접 처분 시설을 확보하지 못한 상

태에 있다. 더욱이 중간 저장 시설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시저장

시설에 보관중인 사용후핵연료가 곧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심각한 공공갈등을 넘어서 조속히 해결해야 할 국

가적 과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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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후핵연료 저장 현황

  세게적으로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면서 사용후핵연료를 가지고 있는 

국가는 총 34개 국가1)이며, 현재 한국은 미국, 캐나다, 러시아, 일본, 프

랑스에 이어 처분해야 할 사용후핵연료를 많이 축적하고 있는 국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영구가동정지한 고리1호기(2017년 6월 18일)와 월

성1호기(2019년 12월 24일) 등 2개 호기와 현재 가동 중인 24기의 원

자로, 그리고 연구용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는 현재 각 원전 

부지 내에 임시로 저장하고 있다.

  현재 21기의 경수로형 원전에서 매년 약 420톤(약 20톤/기), 3기의 

중수로형 원전에서 약 270톤(약 90톤/기)의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한다. 

중수로형 원전은 농축되지 않은 천연우라늄을 사용하므로 경수로형 원전

보다 훨씬 많은 양의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하는데, 경·중수로에서 매년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는 약 690톤에 달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16년에 발표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

획에 따르면 원전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의 포화는 다음의 [표5]

와 같다.

[표5] 원전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의 포화

1) 원전 가동을 모두 정지한 이탈리아, 카자흐스탄, 리투아니아 등 3개 국가 포

함(연구용 원자로만 보유한 국가는 미포함)

구분
경수로 중수로

고리 한빛 한울 신월성 월성

현 저장량

(저장율)

5,612

(86.4%)

5,693

(63.1%)

4,855

(68.7%)

129

(12.3%)

408,797

(81.8%)

포화년도 2024년 2024년 2037년 2038년 2019년

최대 

저장량
6,469 9,017 7,066 1,046 499,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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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저장시설은 각 원전별로 고리와 한빛은 2024년, 한울은 2037년, 

신월성은 2038년에 포화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포화시점은 원

자력발전소의 가동일수가 바뀌거나 기술이 향상되는 등의 이유로 저장용

량과 발생량이 감소하면서 변경되기도 하며, 조밀저장대를 내부에 설치

하거나 동일한 부지 내에서 저장용량에 여유가 있는 임시저장시설로 이

동하여 보관하는 호기 간 이동으로 포화예상시점을 미뤄둔 상태이기도 

하다. 월성 원전의 경우 2016년 당시 2019년에 포화될 것으로 예측하

였으나, 2020년 6월말 기준 포화율이 97.6%로 2022년 3월에 포화될 

것으로 변경하여 예상된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와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는 

2020년 4월부터 월성원전 맥스터2) 증설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참여단 145명을 상대로 맥스터 추가 건설 여부를 최종 설문(3차)한 

결과 81.4%(118명)의 찬성을 얻음으로써 시민 공론화 결과에 따라 맥스

터 증설을 최종 확정하였다. 찬성 비율은 1차 조사에서 58.6%였으나, 3

주간 숙의 학습을 거치는 동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2020년 

10월에 경주시, 시의회, 산업통상자원부, 주민대표, 한국수력원자력 관계

자로 구성된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협의기구가 출범하여 2022년 3월 준

공을 목표로 후속 조치 중에 있다.

제 2 절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의 역사적 전개과정

  1978년 고리 1호기를 시작으로 발생해 원전 별로 임시저장시설에 보

관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문제는 정부가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대책위원회’를 설립하여 1983년에 논의를 시작하면서 공공갈등으로 점

화되었다. 1984년 10월 제211차 원자력위원회는 국내에서 발생한 방사

성폐기물을 육지처분, 중앙집중식 처분, 발생자 비용부담 원칙 등 방사

성폐기물 4대 원칙을 수립하고, ‘방사성폐기물 관리대책’을 심의·의결하

2) 원전에서 사용한 연료를 임시로 저장하는 콘크리트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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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 원칙을 기본으로 1986년 5월 원자력법을 제정하였으며, 1995

년까지 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장 건설을 목표로 중장기 방사성폐기물 종

합관리계획을 1988년 9월에 수립하였다.

  당초에는 중·저준위와 사용후핵연료인 고준위 폐기물에 대한 구분 없

이 방사성폐기물 처리 부지 선정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방사성폐기물의 

특성상 출발시점부터 후보지나 지정지역에서 빈번하게 공공갈등이 발생

하였다. 1991년 안면도 사태와 1995년 굴업도 사태를 겪은 후 1988년 

제249차 원자력위원회에서 2008년까지 중저준위방폐장을 건설하고 

2016년까지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을 건설하는 것으로 방폐장 건설 시

차를 이원화하되, 부지는 기존의 계획대로 동일한 부지라는 입장을 유지

하였다.

  2003년 민란 수준에 가까운 부안 사태를 겪은 후, 2004년 당시 노무

현 정부는 제253차 원자력위원회에서 중·저준위와 고준위 처분시설 부

지를 분리하고,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은 공론화를 통해 2016년까지 결

정하기로 정책방향을 수정하였다. 공공갈등의 발생으로 인해 정책 결정

을 무한정 미루는 것이 아니라 추진 가능한 정책 먼저 진행하기 위함이

었다. 또한,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시설 부지에는 향후에도 사용후핵연료 

시설을 건설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2016년까지 각 원전 부지 내에 임시

저장하고 향후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관리방안을 결정하기로 의결하였

다.

  변화된 정부정책에 대한 반응은 긍정적으로 나타나 경주, 포항, 영덕, 

군산 등 4개 지역에서 유치를 신청했을 뿐 아니라 부안이 재신청 하는 

등 경쟁적인 유치활동이 전개된다. 2005년 주민투표를 통해 89.5%의 

가장 높은 찬성률로 경주시가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다. 경주의 방폐장 

입지결정은 20년 가까이 표류한 방폐장 입지 정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한 것으로 평가된다.

  뒤이어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준비단계에 착수하여 2008년 당

시 이명박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에너지 산하 갈등관리전문위원

회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테스크포스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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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보고서’를 제출한다. 이 권고보고서에 기반하여 본격적인 사용후핵

연료 공론화를 추진하기에 앞서 2009년 12월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을 개

정하여 공론화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으며, 전문가 연구용역을 

통한 전문가 심층 검토와 정책포럼을 통한 각계 의견수렴을 거침으로써 

공론화를 위한 준비 과정을 거치게 된다.

  2012년 12월에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책 추진 계획(안)’이 통과되고, 

박근혜정부가 취임한 2013년에 공론화위원회가 공식 출범하였다. 609일 

간에 걸친 공론화 끝에 위원회는 2015년 10개 항목으로 구성된 ‘사용후

핵연료 관리에 대한 최종 권고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활동을 종료한다.

  이 권고안을 토대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원전소재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발로 법

률안은 백지화되었다. 박근혜정부의 사용후핵연료가 국민의 여론을 제대

로 수렴하지 못하고 졸속으로 사업자와 정부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는 비

판 여론을 배경으로,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2019년 5월에 

15명으로 구성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출범하여 

2020년 12월 기준으로 계속 운영 중에 있다.

제 3 절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의 갈등단계 및 공론화기구

  갈등1단계는 2004년에 중·저준위와 사용후핵연료 방폐장을 분리 추진

키로 정책방향을 수정한 이후 2005년에 중·저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을 

성공리에 마무리한 정부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준비단계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면서 시작된다. 2008년 국가에너지 산하 갈등관리전문위원회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테스크포스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위한 권고보

고서’를 제출하였다.

  본 권고보고서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의 기본원칙(PRESIDENT-rule)

으로 민주성(Participation), 책임성(Responsibility), 도덕성(Ethic), 진정

성(Sincerity), 독립성(Independence), 숙의성(Deliberation), 회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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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linearness), 투명성(Transparency) 등 8가지를 제시하였다. 또

한, 전문성과 특수성, 우리나라의 사회·문화 및 정치·외교적 조건에 맞추

어 공론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이 권고보고서에 기반하여 정부는 2009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

용후핵연료 공론화를 추진할 계획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공론화를 시작

하기에 앞서 공론화의 법적 근거를 만들고 전문가 그룹 중심의 사용후핵

연료 관리 대안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는 각계의 

의견에 따라 공론화 추진 방침을 바꾸었다.

  이로써, 2009년 12월에 방사성페기물관리법을 개정하여 사회적 공론

화 절차를 명시함으로써 공론화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6조2(공론화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은 공론화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기능 및 활동기한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였다. 위원은 사용후핵연료 관리 및 사회소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한다. 활동기한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제출한 권고안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원자력위

원회는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한편, 이명박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공론화를 무기한 연기

하고,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안에 대한 심층 검토를 위해 2009년 12월부

터 약 21개월간 원자력 및 방사성폐기물 분야 전문가의 연구용역을 수

행하여 국내·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및 기술개발 현황 분석,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의 포화시점 검증, 국내 사용후핵연료의 단

기·중기·장기 관리대안 등을 검토하였다.

  2011년 11월 24일에는 지식경제부가 각계 의견 수렴을 위해 ‘사용후

핵연료 정책포럼’을 구성하여 인문사회 및 과학기술계 전문가, 원전지역 

대표, 시민사회단체 등 총 23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2012

년 8월까지 운영되었다. 10개월간 이루어진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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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수립과 공론화를 위한 권고보고서’로 정부에 제출

하였다. 여기서 공론화위원회 구성, 공론화 논의대상, 2024년 이전까지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마련 등 공론화 추진방안 등을 제시하였으

며,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조속히 공

론화를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다.

  2012년 12월 20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원자력진흥위

원회에서 2013년 상반기에 정부로부터 독립된 민간자문기구인 공론화위

원회를 꾸려 공론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책 추

진 계획(안)’을 의결하였다. 여기서는 부지 선정을 위해 이듬해 4월 인

문·사회·공학 등 학계, 시민단체, 원전지역 대표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서 중간저장 방식과 운영기간, 부지선정 절차, 해당지역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하며, 2014년까지 토론회·설명회·공청회를 개최해 각계의 다

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부지 선정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정부는 이를 

반영해 부지 선정 절차와 투자방안이 포함된 ‘방사성폐기물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정한 것이다. 또한 2015년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사용후

핵연료를 중간저장하는 부지 선정 작업에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지역주민과 미래세대가 감수해야 하는 사회적 부담에 대해서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관리대책 수립방향을 제시

하였다.

  갈등 2단계는 공론화위원회가 출범 및 운영한 시기로, 박근혜 정부가 

취임한 2013년부터 공론화위원회 출범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면서 

시작된다. 공론화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공론화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지에 관한 여러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원자력계와 인문사회

계, 시민사회단체, 원전지역, 정치권 등 각 분야를 대상으로 50여 차례

에 걸쳐 간담회, 토론회, 설명회 등을 개최한다.

  이후 민간 중심의 공론화위원 추천위원회를 통해 인문사회 및 기술공

학분야 위원 7명을 공론화위원으로 선정한다. 5개 원전소재지역 지방자

치단체의 추천으로 원전지역을 대표하는 5명의 위원을 선정하였고, 시민

사회단체의 추천으로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하는 3명의 위원을 선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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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총 15명의 위원으로 2013년 10월 30일 공식 출범한 공론화위원회

는 2015년 6월 29일까지 609일(1년 8개월간) 동안 활동하게 된다. 산

업통상자원부는 위원회에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부지선정 절차, 지역 

지원 등을 포함한 권고안 제시를 요청하였다. 

  출범과 함께 공론화위원회는 향후 공론화의 일정을 제시하였다. 1단계

는 2014년 2월까지의 공론화 기반구축 단계로, 공론화 실행계획의 마련

과 공론화 방안 준비에 치중한다. 2단계는 2014년 10월까지의 공론화 

실행 단계로, 현황 파악 및 현안 도출과 의견수렴을 위한 공론화 실행에 

치중한다. 마지막 3단계는 2014년 말까지의 대정부 권고안 작성 및 제

출 단계이다. 이렇듯 당초에는 2014년 12월까지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공론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에 따라 활동 

기간이 2015년 6월까지 연장되었다.

  먼저 위원회는 공론화의 일정 제시와 함께 공론화의 대상 주제로 (1) 

현재 사용후핵연료는 어떻게, 누가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방식으로 언

제까지 가능한 것인가?, (2) 현재 저장용량 초과분을 언제까지, 누가, 어

떻게 관리할 것인가?, (3) 재활용 혹은 재처리의 필요성과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4) 최종처분은 누가,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5) 사용후핵

연료를 안전하게 관리하려면 어떻게, 누가,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

가? 등의 질문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간담회와 정기회의 등을 거쳐 공론화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실행계획’을 수

립하여 2014년 1월 29일에 산업부에 제출하였다. 여기서 공론화의 목적

을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용후핵연료 관

리방안 마련’으로 규정하였으며, 공론화의 기본원칙으로 책임성, 투명성, 

숙의성, 통합성, 회귀성 등 5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책임성은 세대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의견을 내는 것이다. 이 때 상대

방이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결과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부담한다. 투명성은 공론화 진행 사항과 관련 자료를 대외에 충분히 공

개하고 장벽 없는 정보 접근을 보장하는 것이다. 숙의성은 참여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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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적인 공론을 도출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학습과 토론에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여 깊이 생각하고 충분하게 논의해야 함을 의미한다. 통합성

은 논의 과정에서 기술공학적 측면과 함께 인문사회적, 법·제도적 측면 

등 동시에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회귀성은 논의 과정 중

에 있거나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중요한 문제점이 확인되면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논의해야 함을 의미한다.

  위원회는 이러한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20개월 동안 각계의 이해관계

자 및 국민들의 의견을 충실히 청취하려고 노력하였음을 강조한다. 본격

적인 공론화 단계로 위원회는 원전지역 지자체, 시민사회, 원자력계, 전

문가 검토그룹, 과학기술·인문사회계, 미래세대, 그리고 언론계를 대상으

로 간담회, (종합) 토론회, 라운드 테이블 등을 개최하여 직접 의견을 수

렴하였다. 또한 불특정 다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타운홀미팅, 공론화

위원회 홈페이지, SNS 등을 활용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

하였다. 또한 공론화 과정의 한 부분으로서 2015년 3월 28일~29일까지 

1박 2일 동안 19세 이상 일반인 175명을 대상으로, 향후 정부가 수립할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에 대한 ‘공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용후핵연료

에 대해 사전 자료학습, 그리고 공론조사 기간 동안 전문가 설명 및 질

의응답, 분임토의 등을 실시하여 최종적인 공론조사를 진행하였다.

[표6] 공론화위원회 주관 공론화 프로그램 수행 현황

구분 공론화프로그램 횟수 인원

원전지역 1. 지자체 방문간담회 12회 60명

시민사회

1. 에너지 시민연대 간담회

2.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간담회

3. 소비자단체 라운드테이블

4. 내일신문 지상 좌담회

5. 에너지정의행동 간담회

6. 환경운동연합 간담회

7. 한겨레신문 지상 좌담회

2회

1회

8회

1회

1회

1회

1회

7명

12명

290명

4명

1명

3명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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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계

1. 공론화 현안별 원자력학회 검토

2. 원자력계 토론회

3. 내일신문 지상 좌담회

4. 원자력산업계 간담회

5. 원자력계 전문가 간담회

4회

3회

1회

1회

1회

66명

43명

4명

24명

15명

전문가

검토그룹

1. 전문가검토그룹 간담회

2. 전문가검토그룹 회의

3. 전문가검토그룹 자문회의

2회

8회

5회

14명

73명

40명

과학기술/

인문사회계

1. 공론화위원회 자문단 간담회

2. 과학기술 전문가 간담회

3. 인문사회 전문가 간담회

4. 과학기술 전문가 토론회

5. 인문사회 관련학회 토론회

6. 과학기술계/인문사회계 공동토론회

7. 공론화위원 추천위원회 간담회

8. 사용후핵연료 정책포럼 간담회

1회

1회

1회

1회

1회

1회

1회

1회

7명

7명

7명

6명

6명

9명

4명

5명

미래세대
1. 대학언론 정담회

2. 대학생 토론회

1회

5회

62명

322명

언론계
1. 언론포럼

2. 산업부 출입기자단 해외시설 취재

3회

3회

31명

47명

국민/온라인

1. 서울지역 타운홀미팅

2. 주부블로거 정담회

3. SNS 온라인 시민기자단 운영

1회

1회

1회

40명

31명

12명

종합토론

1. 해외전문가 초청포럼

2. 공론화위원회 주관 종합토론회

3. 국회토론회

4. 문화일보 전문가 좌담회

5. 전자신문 전문가 좌담회

6. 한겨레 정책토론회

7. KBS 토론회

8. SBS 토론회

9. 부산 MBC 토론회

10. 과실연 제90차 오픈포럼

11. 국회의원 및 보좌관 면담

2회

2회

2회

1회

1회

2회

1회

1회

1회

1회

5회

260명

267명

546명

5명

5명

115명

40명

2명

4명

100명

3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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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2016)

  2013년 11월 18일에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고시(산업부 고시 제2013-163호)를 제정·고시하여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을 재정적·행정적으로 지원하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내에 원자력 유관

기관 관계자 30여 명으로 구성된 공론화지원단을 임시기구로 설치하기

도 하였다.

  공론화위원회의 활동보고서에 따르면 공론화위원회는 2014년 8월부터 

앞서 언급한 공론화 활동에 기반하여 대정부 권고안 작성을 준비하기 시

작하였는데, 이를 위해 먼저 일반 시민 대상 브레인 스토밍과 각계 전문

가 대상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경제적, 기술적, 사회적, 정치적, 환경

적 요인과 관련된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안 평가지표를 마련했다고 한다. 

위원회는 그 다음으로, 구상가능한 사용후핵연료 관리 과정을 임시저장

을 시작점으로 하고 영구처분을 종착점으로 하면서 중간단계로 중간저

장, 재처리를 변수로 한 24개의 잠재 시나리오 안으로 작성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최종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하게 되었다고 한다.

  약 20개월 동안 70억원 정도의 예산을 쓴 위원회는 2015년 6월 제1

차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최종 권고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활동이 

종료되었으며, 권고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용후핵연료

를 국가 책임하에 관리하고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원전 내 저장시설에 보관중인 사용후핵연료는 저장용량이 초과되기 

전에 안정적인 저장시설로 이송·저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인식도조사

및 공론조사

1. 국민 인식도 조사

2. 공론조사(여론조사 1회, 사전/사후

   공론조사 각 1회)

3회

1회
9,199명

2,496명

계 - 98회 14,32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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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부는 2051년까지 처분시설을 건설하여 운영해야 하며, 이를 위

해 2020년까지 지하연구소3) 부지 선정을 필요로 한다.

  4)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과 지하연구소가 들어서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안정적 경제기반 구축 지원4)이 필요하다.

  5) 2020년에 선정된 지하연구소 부지에 처분전보관시설을 건설하여 

처분전까지 보관할 수 있고, 불가피한 경우 각 원전안에 단기저장

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국제공동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마련

을 위한 국가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6) 원전 안에 단기저장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할 경우, 

‘사용후핵연료 보관비용’을 지불한다.

  7) 기술개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별 세부계획을 수립·실행하여

야 하며, 기술개발을 위한 통합적 시스템을 운영한다.

  8) 정부, 국민 등이 공사의 지분을 공유하고, 기술개발과 단계별 관리

를 책임지는 ‘사용후핵연료 기술·관리공사(가칭)’의 설립이 바람직

하다.

  9)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후핵연료 특별법(가칭)’을 조

속히 제정하고 필요할 경우 기존의 법령을 개정이 필요하다.

  10)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의

사결정 기구인 ‘사용후핵연료 관계장관회의(가칭)’와 실무추진단인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책 추진단(가칭)’을 구성·운영한다.    

  권고안은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며, 이러한 권고안을 정부

가 반영하여 수립할 국가정책이 기본계획이다. 사용후핵연료 권고안은 

법적 근거에 기반하여 수행한 ‘대한민국 최초의 공론화 결과’라는 의의

를 가지는 만큼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살펴본 권고안의 내

3) 지하연구소(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y, URL)는 사용후핵연료 영

구처분시설을 건설하기 전에 땅 속의 환경을 조사·시험 및 검증하고, 안전한 처

분시설을 설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연구시설

4) 주민참여 환경감시센터(가칭) 설치, 유관기관 유치, 처분지원 수수료, 도시개

발 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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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최대한으로 존중하겠다는 방침을 정한다. 2016년 7월에 ‘고준위방

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51년까지 약 56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영구처분시설을 건설·운영할 것을 목표로 한다.

  같은해 8월에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원전소재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발로 법률안은 

백지화되었다. 11월에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부지선정절차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이 또한 원전소재 

지역주민들과 환경운동단체, 탈핵시민사회 등 시민단체들로부터 공론화

에 대한 거센 비판이 제기되었다.

  갈등 3단계는 재검토위원회가 출범 및 운영한 시기로, 박근혜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가 국민의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하고 졸속으로 

사업자와 정부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는 비판 여론을 배경으로 안고 시작

되었다.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문

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60번 항목에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

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산업부-원안위)’ 중 세부 내용에서 ‘공론화를 

통해 사용후핵연료정책 재검토’를 명시하였다. 여기서 재검토 대상은 

2016년 7월에 발표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재검토를 위한 사전준비단계로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갈등소지를 최소화하고 활동결과에 대한 수용성

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2018년 5월 11일에 ‘고준위 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을 구성하였다. 원전지역, 환경단체, 원자력계, 갈등관리 전

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된 준비단은 재검토 목표, 재검토위원회 구성방

안, 재검토 의제 선정, 의견 수렴 방법 등 총 21차례 준비단 회의와 지

역간담회 2회를 개최하였다.

  2018년 11월 27일에 준비단은 이해관계자간 심층 논의와 협의 및 조

정을 거쳐 재검토 추진방식에 대한 대정부 건의서를 제출하였다. 이는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는 국민이 안심, 공감할 수 있는 관

리정책 마련을 위해 공정하게 재검토 진행, 둘째는 의제에 따라 의견수

렴 대상을 전국민, 지역주민, 전문가로 구분하여 진행, 셋째는 전국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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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렴을 먼저 시작하고, 지역 의견수렴을 추진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전 공론화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 임시저장 문제, 고준위방폐물 관리

원칙, 용어 혼란 등 논의 필요, 시민환경단체 불참, 최종 권고안이 어떤 

논의를 거쳐 어떻게 도출되었는지 불명확, 고준위방폐물의 최종처분 혹

은 재처리 후 재활용 여부가 불명확함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2019년 5월 15명으로 구성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

토위원회’가 출범하였으나, 잇따른 위원 집단 탈퇴와 정정화 재검토위 

위원장 사퇴로 2020년 12월 현재 기준 재검토위는 10명만 남아 있다. 

재검토위는 의견수렴을 위한 실행계획으로 전문가 의견수렴에 우선 착수

한 후에 전국 의견수렴과 지역 의견수렴을 순차적으로 실행할 계획을 세

우고, 2019년 11월 34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검토그룹을 운영하였다. 

2020년 3월에는 4개월 이상 진행된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에 대한 온라

인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본 결과를 기반으로 2020년 5월에는 중장기 정책 의견수렴을 본격 개

시하여 중장기 관리방안에 대한 전국 의견수렴에 직접 참여하는 ‘시민참

여단’을 최종 확정하고 본격적인 숙의 조사 과정에 착수하였다. 시민참

여단 의견수렴 의제를 ①영구처분 및 중간시설 저장시설 확보 관련 사

항, ②사용후핵연료 관리 원칙, ③사용후핵연료 정책 결정 체계, ④관리

시설 부지선정절차, ⑤관리시설지역 지원원칙 및 방식 등 5개로 설정하

였으며, 10월에 ‘사용후핵연료 중장기 관리방안 전국 의견수렴 결과’를 

발표하였다.

  앞선 2020년 4월에는 재검토위와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가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8월에는 ‘월성원전 지역 의견

수렴 결과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시민참여단 145명을 상대로 맥스터 추

가 건설 여부를 묻는 최종 설문에서는 81.4%의 찬성을 얻어 2022년 3

월 준공을 목표로 후속 조치 중이며, 재검토위 출범 이후 진행한 재검토 

의견수렴 결과를 전체적으로 총망라한 정책 권고안을 작성해 나갈 계획

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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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사용후핵연료 갈등의 공론화 영향요인 분석

제 1 절 갈등1단계 : 공공갈등 발생부터 공론화 준비까지

  1978년에 고리 1호기 상업 가동을 시작으로 사용후핵연료 관리 문제

를 논의해온 정부는 1995년 굴업도 사태를 겪으며 방사성폐기물 관리사

업을 전면 재검토하기에 이른다. 이를 통해 입지 추진에 있어 본 사업이 

국민과 함께 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추진하는 것과 자율유

치 신청방식 우선 추진으로 기본계획을 세워 국가 방사성폐기물 관리대

책을 확정짓게 된다. 이는 1986년부터 추진사례를 분석한 결과, 지역주

민의 합의없이 이루어지는 사업자 선정방식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고 판

단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의사를 존중하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의 사업

추진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2004년에 정부는 중·저준위와 고준위 방폐장을 분리 추진키로 정책 

방향을 수정하면서 고준위 방폐장은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 과

정을 거쳐 진행하기로 하였다. 정부가 방폐장 입지 선정으로 장기간에 

걸친 공공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DAD방식5)이 아닌 민주적 절차에 의한 

해결 방식에 공감하여 사용후핵연료 저장 시설 부지 선정은 “국민적 공

감대 아래”에서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정부의 명령적 하향식의 접

근방식으로는 훨씬 더 예민한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식 및 처분 시설 후

보지 결정을 결코 이끌어 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후 거

의 20년을 끌어오던 중·저준위 방폐장 입지 선정 문제도 주민투표에 의

해 경주로 결정났다. 

5) DAD(Decide-Announce-Defend)방식 : 기술적 판단으로 정부가 사전에 결

정(Decide)하고 이를 발표(Announce)한 후, 나중에 방어(Defend)하는 정부일

방의 정책집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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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지역공동체의 반대를 누르고 시설을 입지시키려고 시도하는 과정

이 아닌 시설의 수용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지역공동체가 동등한 동반자

가 될 수 있는 입지과정의 논리가 인정된 것이다. 그리고 사용후핵연료 

처리와 처분 방식을 결정하는 문제는 과학·기술적 측면뿐 아니라 사회·

경제적 측면, 정치·외교적 문제까지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

문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공무원, 정치인, 시민들 모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에는 사회적 

수용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전제 조건임을 인식한 것으로, 정책 논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케

하여 수용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안면도, 굴업도, 부안 등 지역주민들로부터 연이은 반발 사태를 

겪은 데에는 방폐장 부지 선정 사업을 두고 안전에 대한 우려뿐 아니라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작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중간저장 시설

을 건설한 후 동일 부지에 재처리 시설을 추가로 건설할 수 있고, 장기

적으로는 고준위폐기물처분장도 건설하려는 의도도 숨어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중간저장시설을 건설하려 할 때 유사한 이유를 가진 반대에 부딪

히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도출할 

필요가 있었으며, 이러한 연유로 공론화 방식을 채택하게 되었다.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의 법적 근거인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제6조의2)

에 따라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민간 자문기구로 설치하여 발

족하였다. 정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대신 위원회에 사용후핵

연료 관리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주기를 요청

한 것이다. 정부는 2013년 11월 18일에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고 공론화위원회의 기능, 구성, 활동

기한, 관련조직 등 공론화 활동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였다. 여기

에서 정부는 무엇보다도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서 객관적·중립적으

로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에 대한 공론화를 추진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공

론화위원회가 정부 간섭없이 자율적이고 공정하게 공론화를 추진한다는 

공론화의 대원칙을 공식화하였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원자력산업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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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목적하는 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론화를 주장할 경우 사용후핵연료 

저장공간 확충과 핵 확장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한 시나리오에 불과하다며 

반대하기도 하였다.

  정부와 국회는 정부에 독립적인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2013

년 4월부터 ‘추천위원회’ 조직에 착수하였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

기 위해 추천위원회는 정부, 여당, 야당에서 각각 3명씩 추천하여 구성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야당(민주당) 측이 공론화위원회 지

위 등 여러 사안에서 정부 측과 이견을 보여 추천을 거부함으로써 추천

위원회 구성은 7월 말이 되어서야 완료되었다.

  추천위원회에서는 인문사회·기술공학 분야 전문가인 위원 7명을 추천

하였으며, 원전지역 지자체 대표 5명, 환경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3명을 

추천하여 총 15명으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아울러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출범식에 앞서 열린 공론화위원들 사이의 사전 간담회에서 

서울대 사회학과 홍두승 교수가 선출되었다. 정부는 “투명하고 공정하

게” 구성된 공론화위원회가 사회적 합의 하에 원전소재 지역, 환경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여 우리나라 최초로 출범하는 역사적 의미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2013년 10월 30일 출범식 당일 시민단체 추천으로 선정된 윤

기돈 녹색연합 사무처장,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이 공론화위원회 

위원 구성 및 위원장의 자격 등을 문제 삼으면서 위원회 탈퇴를 선언하

였다. 두 명의 위원은 “공론화위원회가 핵연료 및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사회적 합의를 모아나가기 위한 다양하며 평등하고 합리적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기반하여 핵폐기물에 대한 객관적 정보의 사회적 공유와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시민참여, 지역 간 세대 간의 공평한 책임의식에 

기초한 관리방안을 모색할 것을 기대”하였으나, “공론화위원회 출범 하

루 전에야 확인된 위원회 구성 명단을 통해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배신당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그 근거로 당시 선임된 공론

화위원회 위원들 대부분이 산업부와 원자력산업계와의 연관성을 의심하

게 하는 인사들이라는 점을 들었다. 이들은 “현재 공론화위원회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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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김으로부터 벗어나 국민 의견을 모을 수 있다는 믿음을 주기에는 턱없

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시민사회 단체들에게 공론화위원회 위원 

후보들을 추천위원회에 추천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고, 비공식적

이기는 하지만 시민사회단체 추천 인사들을 상당수 공론화위원회 위원 

선임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당시 사용후핵연료 문제와 관련

하여 비교적 적극적으로 활동하던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고준위 핵폐기

물 공론화 시민사회네트워크’는 8명의 후보를 산업부에 추천하였다. 그

러나 공론화위원회 위원 명단은 출범일 직전까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출범 전날에야 공개된 위원 명단에 이들 8명 중 단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이렇게 구성된 공론화위원회 위원들이 정부로부터 독립하여 국민

들의 의견을 진정성 있게 수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위원회를 탈퇴한다고 선언한 것이다. 아울러 이들은 공론화위원

회 출범 당일 날 위원들 간의 첫 상견례 자리에서 호선된 위원장 선출과 

선정 자체의 비민주성과 일방성, 그리고 위원장으로 선출된 홍두승 교수

의 경주 방폐장 부지선정과정에서의 책임6) 등도 탈퇴의 이유로 내세웠

다.

  또한 환경단체들은 위원 구성에서 원전지역 대표가 당초 2명에서 5명

으로 늘어나 총 15명의 위원 중에서 1/3을 차지한 것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관리방식 등 정책적 차원의 공론화보다는 핵폐기물 처분장 부

지선정을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즉, 

공론화 과정에서 지역 이해관계를 과다 대표할 수 있고,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나 관리방식 등 정책적 논의보다는 원전지역 지자체에 대한 보상 

6) 홍 교수는 당시 부지선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환경단체들은 경주 방폐

장 부지 선정이 졸속으로 이루어지는 바람에 핵폐기물의 안전 관리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부지선정위원회 위

원들이 스스로의 독립성을 상실하고 산업부의 의도에 순응하는 꼭두각시 노릇

을 했기 때문이라고 발생한 것이라고 환경단체들은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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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을 우려한 것이다. 실제로 산업부는 처음에

는 15명의 위원 중 시민환경단체 추천위원의 수를 늘리고 지역위원의 

수는 2명으로 한정할 예정임을 누차 밝힌 바 있었지만, 갑작스럽게 지역

위원를 5명으로 늘린 것이었다. 이를 두고 ‘정부가 시민환경단체와 원전 

지역을 저울질하다가 막판에 시민환경단체를 버리고 지역을 택했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윤기돈 녹색연합 사무처장이 탈퇴 직후 ‘탈핵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공론화위원회 구성부터가 비밀주의에 가려져 공론화위원회 구성원을 출

범 하루 전날 인지하였고, 구성원의 의문에 대해 다른 구성원들이 해명

을 들을 통로가 없었다. 출범 당일 회의는 과연 이런 분위기와 방법으로 

공론을 모아갈 수 있을지조차 의문이 들 정도였다. 그래서 들어가지 않

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제 2 절 갈등2단계 : 공론화위원회

  오랜 준비 끝에 2013년 10월에 출범한 ‘사용후핵연료위원회’는 2014

년 11월 18일에 그간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도출된 의견에 기반하여 

지역지원방안 및 관리단계별 책임 주체, 영구처분과 처분 전 저장 계획 

등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에 담아야 할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의

제’를 발표한 후 정부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공론화 기간 중 6.4 지방선거와 세월호 사고 등 사회·정치적 

이슈 등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시민단체와 언론으로부터 공론화가 충

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를 수용한 정부는 국

민, 시민환경단체, 원전소재지역 주민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함으로써 숙

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론화 기간을 6개월 연장

하였다.

  총 20개월에 걸쳐 활동한 공론화위원회는 출범 당시 원전 소재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정부는 경주시, 울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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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울진군, 영광군 5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은 10명의 

인사들로 구성된 ‘원전소재지역 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원전 특위는 

원전소재지역의 의견 수렴을 위해 공론화위원회가 회부하는 안건에 대해 

검토하여 그 의견을 공론화위원회에 제출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그러나 공론화 의제를 중간저장방안에 초점을 둠으로써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을 포함한 원전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끌지는 못하였

다. 정부는 공론화 의제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

혔지만, 국가에너지위원회 산하 공론화 TF가 제시한 2008년 권고보고

서와 ‘사용후핵연료 정책포럼’이 2012년 발표한 대정부 권고사항 등은 

공론화의 핵심 의제는 중간저장방안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전문가검토

그룹이 2014년 8월에 위원회에 제출한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에 관한 

이슈 및 검토의견서’도 기존 원전 부지 내에 저장하는 것이 현실적이라

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공론화 의제는 중간저

장, 재처리, 영구처분, 신규 원전 확대 또는 탈핵 등 원자력정책 전반에 

대한 논의를 위해 의제의 제한이 없는 ‘열린 공론화’를 주장하였다. 

  이렇듯 일부 환경단체들은 공론화가 신규 원전건설과 중간저장시설 부

지선정을 위한 것이라며 위원회 참여 자체를 거부하고 별도의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반쪽짜리 공론화가 진행되었다. 위원회의 위원 수도 출범 

당시에는 15명이었으나, 출범 당일 시민사회단체 추천 인사였던 2명이 

사퇴 표명, 공론화 과정에서 1명, 권고안 제출을 앞두고 3명이 사퇴하면

서 최종적으로 9명만이 참여해 권고안을 제출하였다.

  전 국민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 2015년 6월말 10가

지 권고사항이 포함된 사용후핵연료 관리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하면서 

“지난 20개월 동안 공식회의 38회, 워크샵 4회, 원전소재지역 지자체장 

및 지방의회 간담회 10회, 국회 및 국회보좌관 방문설명회 5회, 토론회 

및 포럼 31회, 설문조사 3회, 공론조사 1회, 지상토론회 5회, 전문가검

토그룹 회의 15회, 운영소위원회 30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2만 

7천여 명이 의견을 나누었고, 온라인을 통해 35만여 명이 지혜를 모았

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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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공론화위원회는 다양한 사회집단들을 대상으로 공론화 관련 활

동을 실시하였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실행계획’에 따라 위원회는 설명

회 및 토론회, 타운홀 미팅, 공론조사, 여론조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 전문가, 원전소재지역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

고 참여를 유도하였다.

  특히 일반국민이 자유롭게 참여하여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온라인 

의견수렴센터’를 운영하였다. 미래세대인 대학생 의견 수렴을 위해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등 5개 광역도시를 순회하며, ‘지역별 대학생 토

론회’와 소비자 의견수렴을 위해 8차례에 걸쳐 ‘소비자단체대상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하였다.

  공론화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는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회

의록 등 공론화 관련 자료를 공개하였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옥외 전광판 광고, 지하철, KTX 등을 통

해 대국민 밀착 홍보를 시행했다.

  공론화 추진을 향한 정부의 관심을 확대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 하

에 산업부, 안전행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6개 부처가 참여하는 연석회

의와 범부처협의체를 5회 개최하였다. 또한 원전 지역주민의 공론화 참

여를 독려하기 위한 연석회의와 원전소재지역 특별위원회도 3차례 진행

하였다.

  그러나 공론화 과정에서 다양한 논의가 심층적으로 제기되는 숙의적 

토론보다는 전문가 중심의 제한된 의견수렴에 치중함으로써 일반시민과 

이해관계자의 광범위한 참여와 의견수렴이 미비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되

었다. 토론회는 미리 준비한 내용을 짧은 시간 안에 일방적으로 발표한 

후 몇 가지의 질의·응답을 거치는 형식적인 절차를 답습하였고, 이슈와 

쟁점을 한정하지 않아 여러 의견이 중구난방으로 제기되어 혼선을 야기

하는 등 진정한 의미의 공론화라기보다는 단순 토론회나 설명회에 그친 

행사들도 적지 않았다. 숙의적 논의라고 할 수 있는 참여적 의사결정방

법으로는 서울지역에서 한차례 개최된 타운홀 미팅과 공론조사가 전부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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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된 공론화 프로그램의 하나가 2014년 6월 

28일에 열린 서울지역 타운홀미팅이었는데, 이때 초청된 주제강연 연사

들은 공론화지원단 소속이거나 원자력 관련 연구원 박사, 공론화위원회 

대변인 등으로 국한되어 사용후핵연료 관리와 관련한 다양한 입장과 가

치를 대변하기 어려웠다. 

  또한 공론조사 진행 방식에서도 여러 문제가 제기되었다. 공론조사는 

전문 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를 통해 2015년 3월 28일~29일 제주

도를 제외한 전국의 19세 이상 남녀 2,321명을 개별면접으로 사용후핵

연료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다음, 이들을 대표하는 175명을 선발하여 

1박 2일(총 11시간) 동안 우정공무원교육원(천안)에서 실시하였다. 공론

조사에 초청된 전문가들도 원자력계 내부 또는 원전 친화적인 인사들로 

채워졌으며, 참여자의 대표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선정과정은 명

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공론조사 과정에서 참가자들에게 던진 핵심적인 질문들은 (1) 사용후

핵연료 관리시설의 소내 저장과 소외 저장 방식 관련 문제, (2) 관리시

설 입지 지역 주민 지원 방안, (3) 관리방안 평가 기준 설정 및 공론화

위원회가 마련한 2055년 최종처분장 권고안에 대한 인식 등이었다. 공

론조사는 오리엔테이션(20분), 전문가 설명(1시간 40분), 전문가간 토론

(1시간), 질의응답(1시간 10분), 분임토의(2시간 30분), 1~2차 설문조사

(20분) 등으로 구성되었다. 당시 공론조사는 시민단체 등이 단순 여론조

사가 아닌 공론조사의 실시가 필요함을 오랫동안 주장해 왔던 것을 공론

화위원회가 수용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공론의 확인 방법으로서 단순 여

론조사로 끝나지 않고 공론조사를 실시한 것은 진일보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먼저 공론조사의 토의 주제로 제시된 내용들이 중간저장 방식을 소내

로 할 것인가 소외로 할 것인가와 같이 지나치게 기술적인 것이어서 일

반 시민들이 숙의 대상으로 삼기에는 적절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다보니 초청된 전문가들 역시 논쟁적 사안에 대해 상이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원자력계 내부 인사 혹은 그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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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운 인사들로 채워졌다. 공론조사에 걸맞게 쟁점에 대해 다양한 입장과 

가치가 제시되고 그에 대해 시민들이 충분히 숙의할 여지가 주어지지 않

았던 것이다.

  공론조사의 진행 방식과 관련해서는 참가시민들의 토의 시간이 너무 

짧았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 역시 한참 동안 공개되지 않고 베일에 가려

져 있었다는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이는 공론화위원회 활동에 있어 정

치적 환경을 배제하는 일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론조사가 끝난 후

에 한동안 공론조사의 결과는 공론화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개략적인 스케

치 보고 정도만 제시되었다. 공론조사를 시행한 후에 그 결과가 3개월이 

지나도록 공개되지 않았는데, 이는 지난 1년 반 동안 위원회 활동에 주

요 환경단체들이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 온 상황에서 공론조사를 

공개하는 것에 위원회가 정치적 부담감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사회갈등 현안과 관련된 공론조사는 단순한 학술적 연

구조사로 그칠 수 없고, 그 자체가 정치적 성격을 가질 수 밖에 없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위원회가 공론화 활동으로 내세운 것 중에는 전문가검토

그룹 회의나 간담회, 산업부 출입기자단 해외시설 취재 지원 등과 같이 

공론화 활동이라고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활동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

었으며, 공론화 행사의 참가자들 중에는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기보다는 

시민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상품권 등의 금전적 유인책을 활용하는 

등 시민 참여가 아닌 동원에 초점을 맞추거나 대학생, 주부, 일반인 등

을 대상으로 한 토론회의 참여자 구성 방법이 불투명해 참여자 대표성이 

결여되었다. 시민사회나 언론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진 공론화 활동 중

의 일부에 대해서는 공론화위원회가 주관, 혹은 지원한다는 점을 명시적

으로 밝히지 않은 상태로 행사를 진행하는 편법을 쓰기도 했다.

  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회의록을 공개하였으나 안건당 평균 1~2

줄, 길게는 3~4줄에 불과했고, 회의 속기록은 발족 이후 공개하지 않았

으나 국정감사에서의 지적과 시민단체의 요구로 2013년 7월 25일 개최

된 제20차 회의록부터 공개하였다. 실무소위원회나 지역특별위원회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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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회의 참관도 허용되지 않아 투명성 원칙이 지켜지

지 않았다.

  한편, 공론화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안 평가지표 마련을 위해 

문헌 연구, 일반인 대상 브레인스토밍, 각계 전문가 대상 델파이 조사도 

실시하였다. 2014년 8월부터 문헌연구를 통해 관리대안 평가지표로 경

제적·기술적·사회적·정치적·환경적 요인을 도출하였고, 일반인 32명을 대

상으로 한 브레인스토밍에서는 안전성·신뢰성·미래비전·지역성·사회경제

성 등의 영역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가중치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원자

력 전문가 12명을 대상으로 한 델파이 조사는 문헌연구를 통해 이미 도

출한 5개 요인에 대한 우선 순위와 가중치 평가를 실시하였음을 밝혔다.

  같은해 12월에는 구상 가능한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식(임시저장, 중간

저장, 재처리/재활용 및 영구처분)을 주요 구성 요소로 하는 관리 방안 

시나리오들로 제시하고 공론화위원회 홈페이지의 온라인 의견수렴센터에 

등재하여 논의주제 토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권고안 

마련에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문제는 평가지표 마련과 

시나리오 작성 작업에 그 전에 수행된 수많은 공론화 활동 결과들이 어

떻게 반영되었는가 알 수 없으며, 어쨌든 마련된 평가지표와 시나리오들

이 실제 권고안 마련과정에 또한 어떻게 반영되었는가가 여전히 미지수

라는 점이다. 한 마디로 많은 예산을 들여 수행한 수많은 공론화 관련 

활동들이 실제 권고안 작성 과정에 잘 반영되었다고 믿을 근거는 거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 때문에 공론화 과정에서 40억원이 투입되었지만 ‘보여주기식’ 토론

회와 회의만 있었을 뿐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제기되

었으며, 권고안이 제출된 이후에도 공론화 과정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이어졌다. 2015년 6월 초에 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은 공론화위

원회 대변인을 맡던 위원에 의해 작성된 초안을 다른 위원들이 이틀 간

의 워크숍을 통해 검토한 다음에 확정한 것이었다. 이를 두고 위원들 사

이에 이 권고안 작성이 ‘급조’된 것이며, 이렇게 급하게 작성된 권고안을 

또한 하루만에 검토하고 확정하자는 데에 동의할 수 없다는 비판적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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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이 나오기도 했다. 공론화위원회가 실제로는 2~3명에 의해 끌려다니

고 있다는 불만과 비판은 위원회 내부로부터도 강력하게 제기되었다. 원

래 15명으로 출범한 위원회가 최종적으로 9명만 남게 된 데는 이러한 

이유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2014년 8월 22일에 있었던 공론화위원회 제22차 회의록에 의하면, 

중도에 사퇴한 한 의원은 “우리 공론화위원회가 도대체 공론화위원들 

13인의 의견을 공히 존중하고 있는 것인지, 세 분이 하시면 공론화위원

회가 하는 것으로 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저는 검토하고 의견을 전한 

바 없는데 그것이 저도 공론화위원회 일원으로서 공론화위원회의 부적절

한 그런 보도행위에 대해서 공히 지탄을 받는 거에 대해서 아주 불쾌하

게 생각합니다”라고 사퇴의 이유를 밝힌다. 또한 2015년 3월 6일 공론

화위원회 제33차 회의록에 의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대로 마음대로 하

는 것이 열심히 하는 것과 구별되지 않고, 방법이나 과정의 정당성을 무

시하고 오로지 언론이 다룰 자료를 만드는 것으로 공론위의 역할이 폄하

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러한 행보를 정당화하는 명분을 제공하는 역할

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언급되어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론화위원

회 활동에 비판적이던 환경단체들은 소수의 위원이 권고안을 만드는 과

정에 산업부의 입김이 상당히 작용했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이외에도 공론화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충분히 논의되

지 못했다는 비판, 공론화 과정에서 나타난 여론이 권고안 작성에 잘 반

영되지 못했고, 권고안 자체도 급조되었다는 비판, 공론화가 사용후핵연

료 문제에 국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는데 실패했다는 비판, 공론조사 결

과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비판 등이 있었다.

  최종 권고안에 공론화 활동 결과들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불만은 지역

으로부터도 제기되었다. 예컨대 사용후핵연료공론화 원전 특위 위원장은 

공론화위원회의 정책권고안 초안이 나왔을 때 2015년 6월 22일에 공론

화위원회 정례회의에 출석하여 “지난 20여개월 동안 국민과 원전소재지

역, 주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의견수렴 

결과,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권고안이 잘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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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전 소재지역 특별위원회의 의견임을 알려드리며...(중략)...기 제출한 

원전소재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 결과가 권고안에 잘 반영되어 있지 않

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지역의 의견을 권고안에 명기해 줄 것을 요청하

기도 하였다. 환경단체들도 숙의과정이 빠진 공론화의 문제점을 해소하

기 위해 공론조사, 합의회의, 시민패널 등 숙의민주주의 방식을 활용한 

공론화 실행계획을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가 발표한 권고안은 국민의 안전을 고려해 처분시설을 건설한다

는 것으로 이성적 논의과정을 거친 합의안의 도출이라기보다는 주로 전

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또한 당초 사용후핵연료 공

론화를 “국민적 공감대 아래”에서 추진하기로 한 취지와 달리, 대중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국민적 관심을 끄는 데에는 실패하였다. 2014년 

4월 위원회가 성인남녀 2,5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용후핵연료 국민

인식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위원회 인지도는 26%, 사용후핵연료 인

지도는 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응답자의 73%가 사용

후핵연료 관리현황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44%는 사용후핵연료가 ‘특정지역으로 운송해 지하 깊은 곳의 시설에 보

관’한다고 잘못 알고 있었다. ‘특정지역의 통합보관시설로 운송’하고 있

다거나 ‘화학 처리 후 재사용’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29% 이르렀다. 

미국에서 같은 내용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견주어 보면 관리현황을 잘

못 알고 있는 한국의 응답자 비율이 미국의 응답자 비율보다 12%포인

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는 위원회의 권고안을 대부분 수용해 

2016년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수립했고, 2016년 

11월에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절차 및 유치지역지원

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해 상임위에 계류 중이어서 당시 정부의 

수용성은 높았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과 연관지을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2013년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발생한 후쿠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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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폭발 사고와 2012년 국내 원전부품 시험성적서 위변조 사건으로 

원전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가 매우 낮아져 있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발표한 140대 국정 과제

에는 원전 정책과 사용후핵연료 방향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100번 

항목인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및 산업구조 선진화’에는 ‘에너지 수급 안

정화 기반 확충’을 주요 추진계획으로 설정하였는데, 이 중 원전 분야는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CO2 감축 등을 위해 원전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안

전을 최우선으로 운영·관리한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사용후핵연료 관리

를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2013년 4월에 발족하고 논의결과를 토대로 임

기내 중간저장시설 부지선정과 착공을 추진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

하였다.

  원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달래기 위해 탈원전 정책이 아닌 안전우

선주의에 입각한 신뢰구축 전략을 설정한 것이다. 수십여 년간 끌어온 

사용후핵연료 이슈의 법적인 토대가 마련된 만큼 예정된 수순대로 진행

함으로써 본인 임기 중 가시화된 성과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정

부의 의지에 따라 산업부는 공론화를 거쳐 △ 2018년까지 영구처분시설 

부지 확보 △ 2015년 통합형 중간저장시설 운영 △ 2053년 영구처분시

설 운영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하게 된 것이다.

제 3 절 갈등3단계 : 재검토위원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은 2016년 5.8 규모의 경주 지진과 

2017년 5.4 규모의 포항 지진을 연달아 겪으며 원전 밀집 지역인 이른

바 ‘부·울·경’ 지역에서 일어난 지진이 원전 사고로 이어질까에 대한 국

민들의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한 시기였다. 이러한 국민들의 우려를 잠재

우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로서 ‘탈원전 에너지 

정책’을 추진해 왔다. 2017년 10월 24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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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탈원전) 로드맵’에서는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재개하되 계획된 신

규원전 건설계획은 백지화하고, 노후 원전 역시 수명연장을 금지하여 단

계적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확정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60번 항목에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

한 에너지로 전환(산업부-원안위)’ 중 세부 내용에서 ‘공론화를 통해 사

용후핵연료정책 재검토’를 명시하였다. 여기서 재검토 대상은 2016년 7

월에 발표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의미한다.

  이는 이미 시행한 공론화와 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한 최종 권고안과 국

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을 없던 일로 하는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 산업통

상자원부는 탈원전이라는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기존 정책을 보완·변경

하는 과정이며, 과거 의견수렴이 부족했던 부분도 보완하여 정책을 추진

하려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갈등 2단계에서 운영한 공론화가 환경

단체·시민 계층을 대표하는 위원이 참여를 거부하는 등 일부 비민주적으

로 진행되어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과거 진행된 공론화가 의견 수렴이 부족했던 부분

을 보완하겠다고 밝힌다. 이는 권고안이 도출되었던 박근혜 정부 당시 

이를 존중하며 수용하겠다고 했던 산업부 입장과는 완전히 상반된 것이

다. 이로 인해 기존 권고안은 백지화되어 사실상 원점 상태로 되돌아가

게 된 것이다. 사회적 소통과 합의, 의견 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정책

이라는 원전 시설 주변 주민과 탈핵시민사회의 비판을 수용한 문재인 대

통령은 ‘사용후핵연료 정책 전면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세워 2019년 5

월에 재검토위원회를 출범한다. 

  재검토위는 전국민·지역 공론화 전 첫 의견수렴 절차를 위해 11월에 

전문가 34명으로 전문가 검토그룹을 구성했다. 사용후핵연료 발생량과 

포화전망, 기술 수준, 관리원칙, 정책 결정 체계 등에 대한 의견을 모으

는 것을 목적으로, 논의 결과는 향후 재검토위가 작성할 대정부 정책권

고안에 전문가 의견으로 포함되고 전국민과 지역 의견수렴과정에서 숙의

자료로 활용될 계획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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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검토위는 전국 및 원전소재 지역 의견수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4

개월에 걸쳐 전문가 의견수렴을 진행하였다. 2020년 3월 개최된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공개 토론회에서 재검토위는 공정하고 균형있는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도출을 위해 전문가 검토그룹을 원전지역, 원자력계, 위원

회(시민사회계 전문가 중심)가 추천한 33명으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결

과 공개토론회 패널도 세션별로 전문가 의견수렴 참여 참문가 2명, 과학

기술·인문사회계 전문가 2명, 시민사회계 인사 1명으로 구성하여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를 균형있게 검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과 결과 공개토론회에서도 전문가들이 상호존중 원칙하에서 자유롭

게 의견을 개진하고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였다. 그

간 총 14회에 걸친 분야별 회의와 3회 진행된 기술·정책분야 연석회의

와 더불어 일정상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서면의견 제출 기회를 

보장하여 전문가 의견수렴이 균형있고 심층적으로 진행되도록 하였다.

  재검토위는 전문가 검토그룹 의견수렴을 거쳐 2020년 5월에 전국 의

견수렴에 직접 참여하는 ‘시민참여단’을 최종 확정하였다. 4월 17일부터 

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가 진행한 무작위 유·무선 전화조사를 통해 총 2

만여명으로부터 의견수렴 참여 의사를 확인하였으며, 이후 연령·지역·성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반영하여 무작위 추출방식을 거쳐 최종 549명

을 선정하였다.

  이후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5월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온라인 숙

의학습 및 1·2차 종합토론회 등을 거쳐 8월에 최종 설문조사에 이르기

까지 3개월 가량 의견수렴을 진행하였다. 의견수렴은 시민참여단에게 

10주간의 숙의학습 기간을 제공하여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전반을 체

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총 4차례의 설문을 통해 숙의과정에 

따른 시민참여단의 입장 및 인식수준 변화를 살펴보았다. 시민참여단은 

숙의자료집과 전문가 발표가 공론화 과정에서 입장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시민참여단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다수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하기 위해 온라인 공개토론회 개최를 병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시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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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의 오리엔테이션 행사 뿐 아니라, 위원회 회의록, 전문가, 의견수렴 결

과 보고서 및 토론영상 등도 위원회 홈페이지에 모두 게재하여 국민들이 

공론조사 과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재검토위 또한 운영 과정에 있어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시작

부터 운영내용에 실망한 전문가들이 탈퇴하는 등 10여명의 전문가들이 

회의에 불참해 왔으며, 나머지 20여명 중 절반에 가까운 11명이 운영과

정을 지켜 본 후 약 2개월 만에 집단탈퇴를 선언하였다. 이들은 사용후

핵연료가 안고 있는 사회적 중량감과 복잡성을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 겉

핥기식 검토그룹 운영을 근거로 공론화를 밀어붙이려 한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전문가검토그룹 회의 결과가 2개월 동안 요식행위로 이뤄져 왔

을 뿐인데, 이를 근거로 정부가 공론화를 계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책 재검토는 없고, 정해진 수순에 따라 여론조사만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뒤바뀐 공론화 순서로 인한 지역갈등, 속기록 비공개 등 

운영상 문제가 얽혀 있다. 17차 회의에서는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의 의

견수렴범위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해당 안건에 대한 논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18차 회의에서는 회의장에 수십명의 참관인들을 수

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모두 비공개 통보했다. 또한 전국공론화 이후 지

역공론화를 실시한다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경주지역기구 우선 설치로 논

란이 불거졌다.

  이렇듯 반쪽짜리 공론화 절차가 강행되면서 시민사회와 정부, 인근 지

역주민 간 갈등의 골은 깊어져 집단지성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

는 ‘숙의민주주의’ 취지마저 사라졌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지역주민

과 탈핵시민사회는 재검토위가 박근혜 정부의 공론화 과정과 다를게 없

다는 반발이 극심했다. 사회적 소통과 합의,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약속한 ‘사용후핵연료 정책 전면 재검토’ 과정이 되레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후퇴했다는 주장이었다.

  정작 재검토위를 두고 지역주민과 탈핵시민사회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

지게 된 데에는 정부가 위원회를 원전 진흥 부처인 산업부 자문기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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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 것이 문제로 작용하였다. 재검토 작업의 주도권을 쥔 산업부는 위원 

15명 모두 중립적 인사로 구성했고 위원회 지원 조직도 한국원자력안전

재단,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로 채웠다.

  주민들과 탈핵시민사회 참여가 배제되면서 앞선 정부의 계획을 재검토

한다는 공약 취지가 무색해졌다. 이에 따라 탈핵시민사회 쪽 전문가들까

지 협조를 거부하면서 위원회는 균형 잡힌 숙의와 토론에 필요한 전문가 

패널을 제대로 구성하기 어렵게 됐다. 산업부가 중립적 인사로만 위원회

를 구성한 데는 주민과 탈핵시민사회의 참여를 생산적 결론을 내는 데 

걸림돌로 여기는 인식이 반영돼 있다.

  급기야 2019년 말에는 위원 15명 가운데 4명이 위원회 활동 방향에 

대한 이견으로 사퇴하였으며, 2020년 6월에는 재검토위원장이 사퇴하기

에 이른다. 전국민 의견 수렴이라는 취지와 달리 위원회 구성의 편향성, 

중립성 보장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위원회 핵심 이해당사자인 탈핵시민

사회계에서 위원회 구성의 구조적 한계와 원전 산업정책 주관부처인 산

업부에 대한 깊은 불신 등으로 위원회 운영 및 의견수렴과정 참여를 전

면적으로 거부해 파행을 거듭해 왔다. 산업부가 구성한 위원회로는 공정

한 의견 수렴이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 결과, 박근혜 정부의 ‘고준위방사

성페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국민, 원전 지역주민, 환경 단체 등 핵심 이

해관계자’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받았음에도 재검토위 또한 똑

같은 실수를 반복했다는 평에 직면하게 된다.

  

제 5 장 연구의 종합분석 및 결론

제 1 절 연구의 종합분석 및 연구의 한계

  정부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함에 있어 공공갈등에 대한 효과적 관리는 

사회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순기능을 하나, 정책이 장기간 표류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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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엄청난 사회적 혼란과 비용을 초래한다. 사용후핵연료는 1983년부터 

현재까지 해결되지 못한 국내 최장기 국책사업으로 진행되어 이로 인해 

사회가 치러야 할 비용은 가히 천문학적인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사용후핵연료가 국내에서 공공갈등으로 시작되어 현재 두 

차례에 걸친 공론화에 이르기까지의 전 기간을 공론화기구 출범 및 운영

시기에 따라 단계별(갈등 1단계~갈등 3단계)로 구분하여 공론화 시각에

서 공공갈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이 존재하였는지 분석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성공적인 공론화를 위

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본 연구에 목적을 두었다.

  첫째, 충분한 숙의과정에서 보면, 갈등 1단계에서는 1983년부터 오랜 

기간 갈등을 빚어왔던 방폐장 부지 선정을 두고 중·저준위와 사용후핵연

료를 분리 추진하기로 정책 방향을 수정하였다. 이는 공론화 방식으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한 이후에 사용후핵연료 방폐장에 대한 정책 결

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결정으로 중·저준위 방폐

장 선정을 둘러싼 공공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

라, 사용후핵연료 방폐장 또한 그간 행해져 왔던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

진 방식에서 벗어나 숙의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고자 하는 데에 의의가 

있었다. 

  공론화위원회가 출범·운영된 갈등 2단계에서는 6.4 지방선거 등 다른 

이슈들로 인해 공론화가 충분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각계의 우려를 받

아들여 당초 예정보다 기간을 6개월 연장하면서까지 최종 20개월에 걸

쳐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숙의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다양한 사회집단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고자 총 98회에 걸

쳐 14,328명이 참여하는 공론화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으나, 그 진행 방

식에 있어서는 여러 문제점을 낳았다. 특히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 제공

이 부족하였다. 공론화위원회는 다소 예민한 문제와 관련된 자료들에 대

해서는 투명한 공개 원칙을 거의 지키지 않았다. 투명성 결여 문제는 공

론화위원회가 2015년 3월 말에 조직한 공론조사와 관련하여 두드러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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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지나치게 기술적인 토의 주제로 일반 시민들의 숙의 대상으로 

삼기에는 부적절했으며, 토의 시간 자체도 너무나 짧았을 뿐만 아니라 

공론조사 결과도 한참 동안 비공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다. 사용후핵연

료 공론화에 대해 형식적이고 공론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합한 프

로그램이 많았다든지, 투명성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예를 들

어, [표6]의 공론화 프로그램 수행 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일회성으로 이루어지거나 참석인원이 1명인 경우도 있다. 공공토론 등 

공론화 활동이 숙의라기보다는 단순 토론회나 설명회 방식으로 진행되어 

진정성이 부족하였고 보여주기 식의 행사들이 많았다는 점을 알 수 있

다. 또한 예민한 문제와 관련된 자료에 대해서는 회의 자료의 부실공개

와 미공개 등으로 공론화위원회가 투명한 공개 원칙을 거의 지키지 않았

다는 점, 공론조사 결과 역시 종료 후 공개하는 과정이 투명하지 않았다

는 점 등이 과정상 문제로 제기되었다. 권고안이 제출된 이후 여러 비판

이 일면서 심지어는 공론화를 재점검하고 추가 공론화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까지 제기되었다. 애초에 공론화는 국민, 지역주민, 이해관계 당사자 

등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사표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목적인데, 공론화 결과를 집약한 권고안이 새로운 

논쟁의 출발점이 된다면 공론화는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셈이 된

다. 공론화위원회가 당초 공론화의 중요 원칙 중 하나로 투명성을 강조

했다는 점에서 비추어 볼 때 이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사용후핵연료가 국민의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하고 졸속으로 진행

되었다는 비판 여론을 배경으로 갈등 3단계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재검토

위원회를 출범 및 운영하였다. 재검토위는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갈등소지를 최소화하고 활동결과에 대한 수용성

을 높이고자 하였다. 그러나 운영내용에 실망한 전문가들이 집단 탈퇴를 

선언하였으며, 정책 재검토는 없고 정해진 수순에 따라 여론조사만 밀어

붙이고 있다는 지적에 직면하였다. 반쪽짜리 공론화 절차가 강행되면서 

숙의민주주의 취지는 사라지고 지역주민과 탈핵시민사회로부터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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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운영된 공론화위원회보다 후퇴했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사회 대

표구성원들이 참여하여 균형있는 찬반 논리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나, 운

영 과정에서 평등한 논쟁 과정이 보장되지 않았다.

  둘째, 정치적 평등에서 보면, 갈등 1단계에서는 초기 방폐장 입지 선

정 사업이 정치적 평등에 있어 앞서 이론적 논의에서 살펴본 정부의 일

방적인 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짐으로써 갈등이 심화되었다는 점에서 

공정성이 저해되었다. 그러나 이후 중·저준위와 고준위 처분시설을 분리

하여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사용후핵연료는 국민적 공감대 아래에서 추

진하기 위해 공론화 방식을 채택하였다는 점에서는 공정성을 다소 회복

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져 정부의 정책 수정 이후 중·저준위 처분 시설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으로 전환되어 경주시가 최종 부지로 선정되면서 공

공갈등이 약 20년 만에 해결되었다. 이는 갈등을 극복하고 적극적인 소

통으로 성공한 사례로 꼽힌다. 이를 위해 2009년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여 사회적 공론화 절차를 명시함으로써 공론화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여기에는 산업부 장관이 공론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를 두고 공론화위원회

와 재검토위 모두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에 있어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

다. 공론화위원회는 활동 종료 직후 발행한 활동 백서에서 “국민이 공감

할 수 있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을 만드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

고,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공론화를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잡고 완주”했다고 자평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원회 구

성과 기구의 독립성에 있어 많은 논란이 일었다.

  갈등 2단계에서는 공론화위원회 구성 문제에 있어 출범 당시 환경단

체가 주장한 것처럼 위원회가 정치적 평등에 있어 결여되었는지 여부는 

주관적 판단일 수 있다.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공론화위원회는 정

부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서 공론화를 주관하고, 공론화 결과를 토대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최종 권고안을 제시하기 위해 조직된 민간자문

기구였다. 그러나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 추천위원회가 정부와 국회(여

당과 야당)라는 극히 제한된 기관에서 추천한 소수 인사(7명)로 구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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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 정치적 선호를 고려

하는 것이 평등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든 대목이다. 또한 산업통상자

원부 장관이 공론화위원을 임명하게 위원회 자체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자문기관으로 발족한 것은 정부가 공론화 의제를 미리 정해놓고 이를 정

당화하는 수단으로 공론화를 활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공

정한 정치적 경쟁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정치적 평등에 있

어 공정성과 평등성에 있어 논란을 야기할 여지가 충분하다. 공론화를 

주관하는 기관이 공정성과 평등성을 충분히 만족시켜야 궁극적으로 공론

화 과정을 신뢰할 수 있고 공론화를 통해 도출된 권고사항이나 결론 등

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주민 수용성도 여기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공론조사 참여자들은 분임토의와 진행과정이 비교적 공정하

게 운영되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난 점에서 공정성은 일정 수준 확보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치적 평등의 문제는 정부가 위원회를 산업부 자문기구로 둔 

것이 근본적 원인이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갈

등 3단계 또한 크게 달라질 것이 없었다. 재검토위원회 역시 전국민 의

견 수렴이라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위원회 구성의 편향성, 중립성 보장

이 어려웠기 때문에 위원 집단 탈퇴와 재검토위원장 사퇴가 이어졌다. 

산업부가 구성한 위원회로는 공정한 의견 수렴이 불가능했던 것이었다. 

정치적 선호에 대해 차별받지 않고 동일한 참여행위가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된다.

  셋째, 다수의 횡포 방지에서 보면, 갈등 1단계에서 정부가 자율 유치 

공모로 변경하면서 방사성폐기물 부지를 둘러싼 지역주민의 인식이 우호

적으로 변모하는 등 사업 이해 저변 확대와 사실에 근거한 중앙언론의 

긍정적 보도로 시설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었다. 이로 

인해 환경단체가 방폐장 시설을 반대할 명분이 약화되었으며, 결과적으

로 갈등 초기 확보하지 못했던 비독재성을 일정 수준 극복한 것으로 분

석된다. 



- 72 -

  갈등 2단계에서는 위원회의 권고안이 전문가 검토의견의 수준을 벗어

나지 못하였고, 위원회 내부에서조차 “대변인을 맡던 위원이 작성한 초

안을 다른 위원들이 이틀 간의 워크숍을 통해 검토한 다음에 확정할 정

도로 ‘급조’된 권고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정도였다는 점에서 전문가 

중심의 집단사고에 의해 운영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갈등 3단계에서는 원전지역, 원자력계, 시민사회계가 추천한 전문가 

검토그룹을 구성하여 공정하고 균형있는 의견수렴 결과 도출을 위한 공

개 토론회 등을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집단 사고를 방지하고 소수의 의견

이 존중될 수 있도록 운영하기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분석된다.

  넷째, 대중적 참여에서 보면, 갈등 1단계에서 공론화 방식을 채택한 

것은 사용후핵연료는 더 이상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아닌 국민적 

공감대 아래에서 이루어져야 가능한 사안임을 인정한 것이다. 공론화에 

앞서 공론화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 공론화 절차를 명시한 것은 

주먹구구식 내지는 보여주기식 공론화가 아닌 대중적 참여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기반을 마련한 단계였다. 사용후핵연료를 과학·기술 특

정 분야에 한정한 이슈가 아닌 사회·경제, 정치·외교 등 불특정 다수 집

단과 관계된 이슈로 포괄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공무원, 정치인, 시

민들이 참여하여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것이었다.

  갈등 2단계에서 공론화위원회는 20개월 간의 공론화 과정에서 2만 7

천명이 참가하고 온라인으로 35만 명이 생각을 개진하는 등 수많은 사

람들이 공론화 과정에 참여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공론화위원회

는 공론화를 위한 행사들을 통해 “수렴한 의견과 생각의 공유, 치열한 

논의를 바탕으로” 정책권고안을 마련하였다고 주장한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위원회 활동이 주로 전문가 위주로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2014

년 8월 5일에 개최된 제1차 국회 토론회에서는 “위원회의 인적 구성은 

원전지역 주민대표와 전문가 중심으로 짜여져 국민적 다양성과 대표성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뒤이어 2014년 8월 20일에 진행된 국

회-시민사회 토론회에서도 “현재의 공론화는 2014년에 완료하고 위원



- 73 -

회를 재구성해 2단계 공론화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는 비판과 함께 “전

문가 중심의 공론화를 지양하고 미래세대인 청소년의 참여가 필요하다”

는 의견이 쏟아졌다. 또한 중요한 측면으로 환경단체들의 참여를 들 수 

있다. 최근 들어 환경단체와 같은 NGO가 공공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지

대한 것으로, 이들을 어떻게 공론화에 관여시키느냐가 갈등 해결의 성공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론화위원회는 환경단체 대

표가 탈퇴한 가운데 원전지역대표가 위원회의 1/3을 차지하고 전문가 

위주의 참여구조가 설계되어 위원회를 재구성해 공론화를 원점에서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시민단체·원전지역주민 등으로부터 위원회 

활동기간 내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대표성과 포괄성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공론화위원회 출범부터 권고안 이후에 이

르기까지 환경단체의 반발이 이어져왔고, 이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

책과 맞물려 공론화 내용을 백지화시키는 데에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공론화위원회가 수많은 예산을 쓰면서도 공론화와 관련하여 별다른 

실적이 없다는 정치권과 시민사회 일각으로부터의 비판에 직면한 나머지 

진정성에 기반을 둔 공론화 활동이 아니라 숫자 채우기 식, 보여주기 식

의 형식적인 행사들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환경단체로부터 제기되기

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보면 공론화위원회의 접근법은 한 마디

로 시민의 참여가 아니라 시민의 동원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갈등 3단계에서는 지역·성·연령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반영한 무작

위 추출방식으로 전국 의견수렴에 직접 참여하는 시민참여단을 선발하였

다. 이들을 대상으로 학습과 숙의 기간을 제공하고 여러 차례에 걸친 설

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용하고자 노력한 점에서 갈등 2단계에서 보인 

한계를 벗어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앞서 [표4]의 연구모형에서 제시한 영향요인을 [표3]의 Fishkin 

성공조건에 대한 조작적 정의에 따라 갈등 단계별로 분석하면 아래의 

[표7]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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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영향요인 요약 분석

영향요인
갈등단계별 분석 결과

단계 정도* 내용

충분한 

숙의과정

1 ○
합리적 가치관 형성 및 숙의를 통한 정책 

결정을 위해 공론화 방식 채택

2 △

충분한 시간 확보를 위한 공론화 기간 연장, 

다양한 사회집단 대상 및 프로그램 구성, 

형식적 운영 및 정확·충분한 정보 제공 부족

3 △
정책 재검토 부재 및 여론조사 강행으로 

전문가 집단탈퇴, 평등한 논쟁 미보장

정치적 

평등

1 ×
산업부 산하 설치 법적 근거 마련으로 기구의

독립성 논란 지속 야기

2 ×

정부·국회가 추천위원회 구성으로 평등한 

정치적 선호 고려 부재, 산업부 산하 기관

으로 공정한 정치적 경쟁 어려움

3 ×
산업부가 구성한 위원회 편향성 및 중립성 

보장 불가로 위원 집단탈퇴 및 위원장 사퇴

다수의

횡포방지

1 △
언론의 긍정보도 및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통한 환경단체 명분 약화로 비독재성 확보

2 ×
소수 위주의 운영회 운영과 급조된 권고안 

작성으로 전문가 중심의 집단사고 작용

3 △
각계가 추천한 전문가 검토그룹 구성으로 

집단사고 방지 노력

대중적

참여

1 ○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사회적 수용성 향상을

위한 공론화 방식 기반 마련

2 △

2만7천명 참가 및 35만명 온라인 의견 개진,

시민참여가 아닌 시민동원에 초점, 공론조사

참여자 대표성 불명확

3 △
인구통계학적 특성 반영 무작위 추출방식의 

시민참여단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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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향요인 충족 정도 - ○ : 충족, △ : 보통, × : 부족

    (단, 환경적 요인은 ○ : 작용, △ : 보통, × : 미작용)

  갈등1단계는 공론화 방식을 채택한 배경과 공론화를 추진하기 위해 

기반을 마련하는 시기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 정치적 평등 요인을 제외

한 Fishkin의 성공조건을 대체로 충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갈등1

단계에서의 취지와는 달리 실제 운영 과정에서 미흡한 면이 상당히 드러

났다. 특히, 갈등3단계는 갈등2단계의 공론화가 가진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재검토위를 진행한 것이었으나, 실제 재검토위의 운영 또한 갈등2

단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재검토위가 공론

화위보다 후퇴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이는 Fishkin 관점에서의 

공론화 영향요인에 더해 환경적 요인이 본 사례에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에너지 정책은 역대 정권을 거치며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특히, 원

전은 에너지로서 가지는 장단점이 분명함에 따라 친원전이냐, 탈원전이

냐에 대한 논의가 반복돼 왔다. 그러나 사용후핵연료 방폐장은 우리나라

가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반드시 필요로 하는 

시설임이 분명하다. 이에 따라 공공갈등 발생부터 공론화 준비까지의 시

기인 갈등 1단계는 환경적 요인이 작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시기 

정권들은 사용후핵연료 시설 건설에는 동의하여 공론화를 위한 준비를 

일관되게 진행해 왔기 때문이다. 친원전 정책의 박근혜 정권으로 대표되

는 갈등 2단계(공론화위원회 운영)와 탈원전 정책의 문재인 정권으로 대

표되는 갈등 3단계(재검토위원회 운영)에서 환경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

하였음을 앞선 분석을 통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환경적

요인

1 × 정권별로 공론화 준비를 일관성있게 진행

2 ○
박근혜정권의 친원전 정책과 권고안 내용을 

골자로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3 ○

박근혜대통령 탄핵과 문재인정권의 탈원전 

정책으로, 권고안 백지화 및 정책적 보완없이

강행된 재검토위 운영



- 76 -

  본 연구를 통해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사례에서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

이 환경적 요인으로 작용하여 공론화의 성패가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갈등2단계의 공론화 실패를 당시 정책환경의 측면에

서 보았을 때,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았다면 산업부는 기존 

입장대로 위원회 권고안을 수용하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용후핵연료는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었을 것이다. 공론화가 사회적 합

의 형성 차원보다는 ‘탈원전’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공약을 둘러싼 

갈등을 정치적으로 타개하려는 전략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재검토위를 운

영함으로써 공론화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는 노무현 정부 시절 중·저준위와 고준위 방폐장

을 분리하여 추진하기로 결정한 이래,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오랜 기

간 법적 토대를 충분히 마련한 후에 진행되었다. 수십여년에 걸쳐 진행

되온 공공갈등이 마침내 공론화를 거쳐 기본계획까지 마련한 상황에서 

재검토위를 운영할 만큼 법적·절차적 문제가 있었는지 냉정한 판단이 선

행되었어야 한다. 운영상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이에 따른 반발이 있다

는 것만으로 원점으로 되돌리기엔 사용후핵연료가 가진 역사성이 가볍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이전 공론화가 가진 문제점 중 하나로 문재인 정부는 의견 수렴

이 부족했다고 밝혔는데,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재검토위 준비단이 제출한 대정부 건

의서에서는 이전 공론화의 문제점 중 하나로 ‘시민환경단체 불참’을 지

적하였는데, 재검토위 역시 재검토위 역시 시민사회계의 심한 반발에 부

딪히고 있으며, 박근혜 정부 시절 지적되었던 운영상의 문제들을 여전히 

반복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여 제3절 1.연구문제에서 설정한 연구가설에서 분석해 보

면, 연구가설1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는 공공갈등 기간 전반에 걸

쳐 충분한 숙의과정, 정치적 평등, 다수의 횡포 방지, 대중적 참여에 대

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으로써 정책 결정에 있어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영향요인 이외에도 연구가설2에 따라 환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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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이 본 사례에 강하게 작용하였으며,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환경적 

요인으로 발견할 수 있었다.

제 2 절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1. 연구의 결론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여년 간 원자력발전을 가동해왔고 이와 함께 사

용후핵연료도 발생해왔다. 그동안 정치적 입장과 이해관계의 첨예한 대

립으로 논의의 진척이 더디었지만, 원자력 발전의 혜택을 향유한 현 세

대가 반드시 해결하여 미래 세대에게 안전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 사용

후핵연료 관리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로 해야만 하는 일이다. 사용

후핵연료 관리의 마지막 단계는 처분이기 때문이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는 대국민 최초 공론화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지

만, 이 때문에 운영상 미숙한 면이 많았음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여러면에서 성과를 거둔 점 또한 사실이다. 첫째, 방사성페기물 관리

법에 공론화 조항을 신설하여 본격적인 공론화 추진을 위한 기반 및 제

반사항을 마련한 후에 공론화를 추진했다는 점이다. 둘째, 장기간 이끌

어온 공공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DAD 방식에서 시민 참여 방식으로 정

부가 접근 방식을 수정하여 공론화위원회를 출범했다는 자체만으로도 긍

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셋째, 다양한 공론화 활동으로 많은 참여를 

이끌어내었다. 사용후핵연료 주제에 대한 공론조사를 실시하고 설문조

사, 토론회, 포럼 등에서 일반시민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하였으며, 온라인 홍보 및 의견 수렴을 실시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은 정부가 의도한 목적도 달

성하지 못하였고, 소요된 예산과 비용도 당초의 목표를 현저히 초과한 

상태지만, 구체적인 정책결정도 하지 못한 상태로 정책 자체가 표류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용후핵연료 정책은 실패라 할 수 있다. 이는 

앞서 분석한 Fishkin의 공론화 성공조건에 비추어 보아도 운영상 미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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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이 다소 있었다. 여기에 더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강하게 작용한 것

이 결국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실패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연구의 한계 및 정책점 시사점

  본 연구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사례를 갈등단계 시작부터 재검토위 

운영에 이르기까지 갈등 단계별로 구분하여 성공적인 공론화를 위한 영

향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사례연구의 특성상 일반화하기 어

렵고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라는 환경적 요인이 작용한 본 사례를 다른 

사례에 그대로 적용하기 힘들다는 한계를 가진다. 또한 본 연구는 문헌 

검토에 국한되었다는 점과 2020년 말 기준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 활동

이 종료되지 않은 만큼 본 사례의 성패를 명확하게 분석하기에 한계가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사례 연구를 통해 성공적인 공론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공론화는 정책에의 반영보다 운영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숙의(deliberation)란 개개의 시민들이 논의되는 사안과 관련한 다양한 

주장들의 가치를 진지하게 따져보는 것이다. 우리말에서 ‘숙의’는 공론으

로 해석되거나 이해되기도 하는데, 공론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이지 합의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숙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정

책결정은 정치적 정당성을 높이지만, 공론화를 거쳤다 해서 이는 반드시 

정책결정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 또한 아니다.

  그러나 과정에서 정당성을 얻어내지 못한다면 그 결과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대중들의 찬성을 이끌어낼 수 없다. 우리나라가 1978년 고리1

호기의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래 수십여년 원자력 발전을 해오면서 발생

한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할 시설이 필요한 것은 앞으로의 탈원전 정책과

는 별개로 필연적이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실시한 공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2055

년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대해 64.6%가 동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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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의 여러차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대국민 

71.4%, 지역주민 대상 69.7%, 국회의원 대상 58.8%, 원자력전문가 대

상 66.9%가 영구처분시설에 동의하였다. 이는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시

설에 대한 필요성에는 각계각층에서 공감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론화위원회가 도출한 권고사항도 대부분 현실적으로 타당하다

고 보여지며, 내용상으로는 크게 문제의 소지가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론화위원회가 사후에 많은 논란을 낳은 것은 권고안의 내용

상 문제라기보다 공론화 운영 절차 상에서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분석된

다. 결국 과정에서의 수용성 부재가 공론화 결과까지 부정하게 만든 것

이다. 특히 탈핵시민사회,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들은 원전 정책에 대해 

기본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취한다. 사용후핵연료 정책에 있어서도 필요

여부를 떠나 반대 의견을 내세울 수 밖에 없는 집단이다. 그러므로 이들

을 끌어안을 만한 절차적 정당성과 설득력을 가진다면 시민단체들도 그

들과 반대되는 결정에 대해서도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것을 우리는 신고

리 5·6호기 공론화 사례에서 보았다.

  특히,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는 ‘숙의 민주주의 1호’라 불렸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와 달리 찬반 결정을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만큼 성공

적인 공론화를 위해서는 숙의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앞서 연구에서 

살펴본 영향요인이 충족되지 않으면 과정에 대한 수용성이 낮아져 실패

로 기인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공론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사용후핵연료 

인식도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정부 정책과 맞물려 국민적 참여

와 관심이 있어야 정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가능하고 공론화 

과정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는 전문가 등 특정한 집단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공론화 과정에 정당성을 부여하기도 한다.

  2004년에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방식을 채택한 이래 15년 이상이 지

났다. 일반 국민들로부터 사용후핵연료 이슈가 잊혀진지 오래이며, 그에 

따라 이것이 공론화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희미해졌다고 볼 수 있

다. 국민적 관심을 얻기 위해서는 이것이 공론화 의제로서 왜 필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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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에 대한 공감대부터 형성하고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

하다. 그렇지 않으면 공론화는 ‘그들만의 리그’로 끝날 가능성이 농후하

다.

  셋째, 정부로부터 독립된 공론화 전담 상설 기관이 필요하다. 공론화

를 진행하려면 장기간에 걸친 집중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약 20개월 운영된 한시적 기구로 단기적·일시적 공론화

에 그쳐 공론화 활동 및 제출한 권고안에 대한 피드백이 결여되었다. 공

론화를 통해 얻은 노하우 및 경험이 이후에 시행되는 공론화 사업에 활

용되지 못한다는 측면도 있다. 

  또한, 공론화 전담 상설 기관의 부재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설치되

어 정치적 평등에 있어서도 많은 논란을 낳았다. 그러나 이는 애초에 정

치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라기보다 이를 전담할 기관이 부재한 탓

에 법적 근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설치하면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진다.

  정치적 평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위원회 구성은 편향

될 수 밖에 없어 다양성과 비독재성을 확보해야 하는 다수의 횡포 방지

도 어려울 수 밖에 없었다. 이는 연쇄적으로 충분한 숙의와 대중적 참여

를 방해한 것으로 보이며, 독립적인 기구 설립이 무엇보다 성공적인 공

론화에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사용후핵연료를 비롯해 향후 많은 

공공정책 분야에서 공론화를 통한 갈등 해결이 증가할 것을 예상하면 정

치적 중립을 지키고 전문성도 갖추기 위해 공론화 전담 상설 기관을 설

립할 필요가 있다.

  영국, 미국 등 선진국들은 기존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이 관련 부처

별로 방만하게 운영돼 신뢰감을 주지 못했다는 반성 아래 국가 차원의 

독립적 관리위원회를 설립하는 추세이다. 공론화위와 재검토위 모두 산

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구에서 활동하다 보니 독립적이고 체계화된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밖에 없었다. 

  앞서 분석한 공론화의 영향요인을 충족시키는 것 이외에도 이러한 제

반 조건들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결국 재검토위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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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피했던 기존 공론화의 실패를 반복할 수 밖에 없다. 이는 사용후핵연

료 뿐 아니라 향후 점차 증대될 것으로 보이는 공론화 방식의 정책 결정

에 있어서 중요한 점을 시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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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Influence Factors

of Spent Nuclear Fuel Public Debate

LEE SO RYANG

Department of Public Enterprise Polic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work seeks to analyze the factors that influenced spent 

fuel public discussion from the perspective of Fishkin theory. 

Spent nuclear fuel has not been resolved for more than 30 years, 

starting as a public conflict over the site selection of waste 

disposal sites in 1983. Although a public debate had been 

conducted and recommendations were derived throughout 609 

days from 2013, Moon Jae-in regime was scrapped after the 

launch and the Commission is in the running again. 

  Pre-existing public debate studies are mainly focused on 

Shin-Kori Units 5 and 6, and studies on spent nuclear fuel have 

been focused only on the 609-day public debate period or public 

conflict over the selection of waste disposal sites. This study 

aims to analyze public conflicts in terms of public discussion by 

dividing the entire period of spent nuclear fuel from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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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lict in Korea to two public discussions (conflict stage 1 to 

conflict stage 3). It is differentiated in that it aims at presenting 

directions for ultimately successful public debate by analyzing 

whether factors influencing the public debate of spent nuclear fuel 

existed.

  For the four successful public discussion conditions proposed by 

Fishkin, Hypothesis 1 and Fishkin's theory alone could not have been 

effective by not meeting the requirements for sufficient deliberation, 

political equality, prevention of tyranny, and public participation, the case 

study was conducted in a way of "environmental factors“.

  The first stage of the conflict is from the outbreak of public conflicts 

to preparations for a public discussion committee. After Korea's first 

commercial reactor, Gori 1, began commercial operation in 1978, the 

spent nuclear fuel project was established in 1983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Committee. This 

study deals with the development process from 1983 to analyze the 

overall flow, focusing on 2004 when the policy direction was revised to 

separate sites for high-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ies, 

medium- and low-level and spent nuclear fuels. Provided, That if there 

is any information that has affected the public discussion of spent 

nuclear fuel, it shall include the transfer of 2004.

  The second phase of the conflict looked at the contents and 

recommendations of public discussion activities that took place for about 

20 months from 2013 to 2015, when the "Spent Nuclear Fuel 

Committee" was launched.

  The third stage of the conflict will deal with the operation of the 

"Review Committee on Spent Fuel Management Policy," launched in 

2019, after the "Spent Fuel Committee" submitted its final 

recommendation and ended its activities. The Review Committee 

analyzed based on its current progress as of the time of this study, and 

based on the content unti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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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ven that the first stage of conflict was a time to lay the groundwork 

for public debate and to pursue public debate, it is analyzed that 

Fishkin's success conditions were largely met, excluding political equality 

factors. However, contrary to the purpose of the first phase of the 

conflict, the lack of the actual operation process was significantly 

revealed. In particular, the third stage of the conflict was conducted to 

compensate for the problems of the public discussion of the second 

stage of the conflict, but it can be seen that the actual operation of the 

review committee also did not deviate much from the second stage of 

the conflict. Rather, he faced criticism that the review committee 

retreated rather than the public debate committee. Nevertheless, if the 

remaining three stages of conflict are successfully concluded, this can 

be judged by the impact of environmental factors.

  This study found that in the case of spent nuclear fuel public debate, 

the success or failure of the government's energy policy could be 

affected by environmental factors. In terms of the policy 

environment, if Park Geun-hye regime had not been impeached, 

spent nuclear fuel could have been carried out as scheduled by 

accepting committee recommendations and following up on them. 

To the south, ‘nuclear phase-out policy’ rather than the level of 

the formation of a social consensus that Moon Jae-in conflict over 

the president's campaign pledge to political deadlock, a strategic 

review in terms of access to public opinion by running on the 

neutrality and independence of the collateral because he had not.

  In sum, the research hypothesis established in Section 3 Section 1 

suggests that spent nuclear fuel public discussion did not work in policy 

making by failing to meet the requirements for sufficient deliberation, 

political equality, prevention of tyranny, and public participation 

throughout the conflict. In addition to these factors, environmental 

factors were strongly influenced by the research theory 2, and 

"government energy policy" was derived as a new influence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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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impact factors for successful public 

discussion by dividing the cases of spent nuclear fuel into conflict 

stages from the beginning of the conflict stage to the operation of the 

review committee. However, due to the nature of the case study, it is 

difficult to generalize and the environmental factors of 'government 

energy policy' make it difficult to apply this case to other cases. In 

addition, the study is limited to literature reviews and, as of the end of 

2020, no spent nuclear fuel review committee activities have been 

terminated, there is a limit to clearly analyzing the success or failure of 

this case.

  Despite these limitations, the following implications can be 

derived for successful publicization through this case study: First, 

the operational process is more important than the reflection of 

policy for public debate. Second, it is necessary to form a public 

consensus on public debat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urvey on the awareness of spent nuclear fuel, public participation 

and interest should be in line with the government policies to 

create consensus on the need for policies and to move the public 

discussion process in the right direction. Thirdly, a permanent 

body dedicated to public debate independent of the Government is 

needed. In other words, an intensive review over a long period of 

time is needed to proceed with public deb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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