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논총(제47권1호)

숙의거버넌스와 합의형성 제도설계:
시화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1)

<目

홍 성 만*･이 종 원**

次>

Ⅰ. 서 론
Ⅱ. 숙의거버넌스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Ⅲ. 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의 숙의거버넌스 분석
Ⅳ. 결 론

<요

약>

본 연구는 시화호 개발과정에서 운영된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일종의
숙의기제로 파악하여,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합의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숙의
거버넌스(deliberative governance) 모델을 탐색하고 효과적인 제도 설계를 위한
함의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개발과 보존의 이슈를 둘러싸고 이해
당사자간 첨예한 갈등의 경험과 학습을 통해 합의형성 기제를 제도화해 나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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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해 나가는가 하는 가에 큰 그림을 제시해 주었고, 향후 개발과 보존 논리
가 부딪치는 풀기 어려운 갈등 문제(wicked problem)에서 정책이해당사자들이
합의형성에 효과적으로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거버넌스가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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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본 논문은 시화호 개발 사례를 대상으로 숙의거버넌스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
해서 정책과정을 재해석하고, 나아가 이상적인 정책추진의 방법론을 제공하고자
하는 바램에서 작성하였다. 시화호 개발과정에서는 정부영역과 민간영역의 여러
집단 구성원들이 크게 개발 대 보존의 입장에 서서 팽팽히 대립하기도 하였고,
전례 없는 장기간의 합리적 토론과 협의를 벌여나가기도 하였다. 시화호 개발을
둘러싼 이해당사자들은 단순히 수동적인 존재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
식으로 자신들의 이해를 투입하며 대응하였고, 시행착오를 거쳐 궁극에는 공동
으로 현안을 풀어가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열띤 논의와 학습을 통해 합의를
도출해 나갔다. 갯벌이었던 시화호는 초기 개발논리에 치우친 사업추진 속에 담
수호로 전환되기도 하였고, 생태계의 파괴 등의 그 부작용으로 다시 해수호로
전환되는 변화를 겪기도 하였다. 시화호개발을 둘러싼 논의과정에서는 개발의
참여 주역도 보존의 참여 주역도 하나의 입장만을 고집하지 않았다. 개발과 보
존의 이슈를 둘러싸고 이해당사자간 첨예한 갈등, 그리고 학습을 통해 합의형성
기제를 제도화해 나갔다는 점에서 유사한 갈등을 경험하였으나 그러하지 못했던
새만금사업이나 동강댐개발사업의 경험과 차별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
한 몇몇의 주목할 만한 특징들이 새로운 정책추진 방법론 모색의 계기이다.
개발중심의 관점에서 정책이 추진되던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심각한 갈등이
없었지만 정책기획과정에서 고려하지 못했던 정책오류가 드러나면서 지역에서
치열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져 이로 인해 혹독한 갈등을 경험하였다. 이후 갈등과
정에서 협의체를 구성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새로운 접근이 시도되었는데, 시
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협의기구에서는 시화호개발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이슈들을 공동으로 풀어가기 위한 진지하고 열띤 토론이 있었고, 하위쟁점별로
점진적으로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방식으로 합의형성을 지향하였다. 그 결과 수
질개선로드맵의 작성, 대기개선로드맵의 작성, 시화MTV개발계획에 대한 합의안
의 마련 등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시화호 개발을 둘러싼 갈등과정에서 나
타난 이러한 변화는 Susskind(1994)가 지적한 온정주의모델 방식에서 갈등모형을
거쳐 합의형성모델로 이행하는 정책추진 상의 변화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으로 판단된다. 합의형성 모델에서는 당사자 간 참여와 심도있는 토론이 전개된
다는 점에서 숙의(deliberation)를 통한 문제해결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문제의식은 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도대체 어떻게 운
영되었기에 시화호 개발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하여 의미있는 합의를 도
출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시화호 개발과정에서는 정부 정책의 많은 문제
점이 드러났고, 그 오차수정을 거치며 정책을 발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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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개선을 관찰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운영에서
숙의방식이 활용된 것으로 설정하고,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합의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숙의거버넌스(deliberative governance) 모델을 탐색하고 효과적인 제도 설
계를 위한 함의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규모 국책사업은 그 영향과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특히 신중한 추진이 요구되는데, 본 연구는 이러한 시점
에서 대규모 국책사업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다루어져야 할지에 대한 나름대
로의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
본 연구는 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운영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한 사례
연구로서, 2004년 1월에 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운영되기 전까지의 갈등
과정보다는 본 협의회의 구성 시점을 전후로 하여 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가 어떻게 운영되었는가를 중심으로 숙의거버넌스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고자 한
다. 합의형성이라는 관점에서 정책이해당사자 간의 협의기구의 성격, 운영규칙,
토론 및 협의방식, 학습 및 대안창출방식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다룬다. 연구를
위한 자료는 국내외의 문헌자료와 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회의록, 관계
자와의 인터뷰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분석은 먼저, 거버넌스와 숙의에 대한 논의를 통해 숙의거버넌스 모형을 정립
하고, 둘째, 이를 토대로 시화호개발과정에서 정책이해당사자들 간에 운영한 시
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운영과정의 특징을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시화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운영과정 분석결과를 토대로 효과적 합의형성을 위한 함
의를 제시한다.

Ⅱ. 숙의거버넌스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1. 숙의거버넌스의 조건

현대 사회에서의 복잡한 정책문제는 과거와 같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결정
및 정책주도에 의해서 해결되지 않는다. 대규모의 중요한 국책사업의 경우에는
참여 확대를 통한 거버넌스적 문제해결이 더 없이 중요한 방식이 되고 있다. 거
버넌스 연구는 그 개념의 모호성과 다의성에도 불구하고 행정학을 중심으로 정
치학, 사회학 등 인접 사회과학분야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거
버넌스 개념 및 이론 관련 연구(김정렬, 2000; 이명석, 2002; 김정렬･김시윤,
2003; 배유일, 2003; 최성욱, 2004; 유재원･소순창, 2005; 이종원, 2005; 이명석,
2006)에서 거버넌스 작동 실제에 관한 연구(강창현, 2002; 이종원, 2002; 전영평,
2003; 배응환, 2003; 이미홍, 2003; 홍성만, 2004; 이곤수･최원삼･전영평, 2005;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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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세･이경호･김철, 2005; 김시윤･김정렬･사득환, 2005; 유재원･홍성만, 2005, 박희
봉, 2006; 유재원･나찬영, 2008)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구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기존 연구들의 거버넌스 개념이나 특성의 기술에서 그 수준이나 강조점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가 있으나 거버넌스란 신뢰와 협력적 참여에 바탕을 둔 네트
워크를 통한 공동의 문제해결방식(Rhodes, 1997; Stoker, 1998; Rhodes, 2000;
Pierre & Peters, 2000; Goss, 2001; Leach & Percy-Smith, 2001; 유재원･홍성만,
2005)이라는 핵심 특성에 대하여는 상당한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듯하다.
이해당사자의 참여는 거버넌스에서 특히 중요한 요소로 보여진다. 참여민주주
의의 이상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거버넌스의 기초가 됨은 여러 논문에서
언급되었다(이종원, 2002; 주성수, 2004). 거버넌스 지향의 문제해결이 단순히 관
점과 접근법의 재정비가 아니라 분명히 형태화되고, 제도화되는 양상으로 발전
하려면 그러한 새로운 흐름이 생기기전에 이해당사자간의 토의구조 혹은 숙의
(熟議)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거버넌스가 문제에 대한 이해당사자간 네트워
크에 기반한 관리라는 것이 강조된다고 할 때 그 문제를 풀어가는 논의구조, 토
의구조가 곧 숙의의 과정이고, 그런 점에서 숙의과정은 거버넌스의 일환이 되며,
'숙의거버넌스'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논의를 하
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당사자 간 협의행태 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정책에서 절차적 과정의
훼손은 많은 경우 정부와 정책의 불신감을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흔히 숙의과정(deliberation process)은 각자의 단순한 생각의 표현과 단순한 집
합이 아니라, 충분한 설득을 통하여 생각이 합치되거나, 어떠한 합의점에 도달하
지 못하더라도 설득하고, 설득당하는 관계 속에서 결정이나 결정주체의 정통성
에 대한 신뢰(trust)가 형성되는 대화과정이기 때문에 단순한 토론(debate)이나 논
쟁(argumentation)과 달리 보다 고차원적이면서 이상적인 개념이다(Connor &
Oppenheimer, 1993; 임성호, 2004). 숙의민주주의자들은 자유민주주의의 대안으로
서 숙의민주주의가 이성적인 논변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이상적인 상황속에서
자유롭게 토론을 통해서 대안을 모색하면 더 나은 대안탐색이 될 것이라고 주장
한다(정원규, 2005). 숙의는 의사소통에 참여하는 행위자간 견해의 일치를 추구하
면서 일정한 양식이나 이성을 통한 대화와 논의 과정이 강조된다. Burkhalter &
Kelshaw(2002)는 공중 숙의(public deliberation)를 참여자 간 균등한 의사소통을 통
해 정보와 의견을 심도 있게 평가하며, 참여자간 의견 차이를 교환하는 대화라
고 정의한다. 숙의과정은 의사소통행위를 통해 갈등상황을 해결하고 논쟁여지가
있는 문제의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으로, 숙의이론가들은 갈등해결이 숙
의에서 가장 우선 목표이고 숙의는 대화, 토론, 논쟁, 연설 등과 같은 의사소통
행위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한다(Bohman, 1996; Muhlberger, 2000; Pear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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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rce, 2001; Stewart, 1978; 류성진･고흥석, 2007 재인용). 이러한 기존의 논의에
근거할 때 숙의는 특정의 의사소통방식으로 현안에 공동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행위자간 이견에 대한 갈등의 여지를 좁혀나가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정치이론적 관점에서 숙의과정을 중시하는 학자들 가운데에서도 숙의과
정을 정치체제나 사회체제의 모든 수준에서 모든 행위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의사소통과정으로 이해하는 관점도 있고(Habermas, 1984, 1987; Cohen, 1989), 숙
의과정을 단지 의회과정으로만 해석하는 관점도 있다(Elster, 1980; March &
Olsen, 1996; Hibbing & Theiss-Morse, 2001). 어떠한 관점에서 접근하든 상호이해
와 협력으로 나아가고, 갈등을 해소하고, 문제해결의 선순환구조로 나아가게 하
는 일정한 거버넌스 구조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숙의과정이 필요하고, 그러한 틀
과 논의구조를 일컫는 ‘숙의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숙의거버
넌스는 집단수준에서 갈등적 성격을 띤 문제에서 이견의 일치를 추구하는 특정
한 의사소통 방식인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숙의거버넌스란 이해당사자가 포괄적으
로 참여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장을 통해 정보와 지식을 축적하며 심도 있는 논
의가 가능한 절차와 토론구조 하에 현안 갈등문제의 공동해결을 추구하는 문제
해결양식으로 보고자 한다. 집합적 문제해결양식으로서 바람직한 거버넌스의 작
동, 즉 공동체가 직면한 문제해결과정에 '숙의'라는 소통방식이 결합됨으로써 문
제해결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시민의 의사에 반하는 정부의 일방통행적 정책추진은 이미 많은 환경갈등사
례에서 경험하였듯이, 정부불신을 증가시킨다. 그래서 갈등의 성격을 띤 문제해
결에서는 이해중립적인 집단을 포함하여 이해당사자들의 광범한 참여를 허용하
여 이성적인 토론과 심사숙고의 과정이 필요하며1), 숙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한다. 류성진･고흥석(2007)은 숙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의사소통과정에서 이성적인 논쟁이 허용되고(Gamson,
1992; Gutmann & Thompson, 1996; Habermas, 1984, 1989), 정보, 지식에 의한 이
견의 조정성이 있어야 하며(Bohman, 1996),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의견의 제시와
주장이 가능한 호혜성이 있어야 하며(Gutmann & Thompson, 1996), 참여하는 토
론자 간 상호적 존중이 있어야 하며(Gutmann & Thompson, 1996), 의사소통 내용
에 대한 이해(Pearce & Pearce, 2001)가 이루어져야 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논의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공공정책문제해결 과정에서 본 연구가
지향하는 숙의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
1) 일부 학자들은 숙의민주주의를 참여민주주의와 구분하기도 한다. 참여민주주의가 주민
투표, 주민제안, 주민소환과 같은 대의제에 대한 보완장치들을 개발하였다면, 숙의민
주주의는 정부기관과 국민간의 지속적인 대화와 심사숙고를 제도화하도록 권고한다
(주성수, 2005: 148; 정원규,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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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충족이 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첫째, 외부 비판의 허용을 내재화할 수 있는
공개적 토론구조가 필요하다. 토론과정을 공개하는 것은 내부에서의 건설적인
비판뿐만 아니라 토론내용과 형식에 대한 외부의 피드백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
다. 즉, 토론당사자들의 자기객관화의 기회를 높인다. 특히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공공정책문제의 경우 외부로부터의 피드백뿐만 아니라 외부의 관심 증대는
보다 신중하고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대안창출의 기회를 높일 수 있고, 외부로부터의 정보제공의 양도 높일
수 있다.
둘째, 이해당사자들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공동의 이해가 걸린 문제, 특
히 갈등상황에 놓인 공공정책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이해당사자의 참여는 필수
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것은 이질적인 집단의 입장과 이해는 다양하며, 따라
서 토의과정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쟁점을 비롯하여 다양한 논점 제기가 가능하
여 보다 신중한 다차원의 논의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안 해결을 위한
토론에 관련 이해당사자들은 가능한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숙의여지를 높
일 수 있다. 합리적인 대표체계를 갖춘 경우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는 의견
제시와 토론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특히 이해당사자들이 동등한 수준에서 즉,
의사개진에서 형평성이 확보되는 경우 그 공평성에 대한 인식은 합리적 토론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특정 이해당사자가 배제된 논의에서 도출된 결론은 그
렇지 않은 경우보다 그것의 수용성은 낮을 수 있다.
셋째, 토론은 중립성을 띨 수 있도록 중립적 토론구조가 필요하다. 현안 해결
을 위한 논의와 토론에서 중립적 협의체의 존재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경계
를 초월하여 논의되도록 조장해 줌으로써 특정 입장에 고착되는 것을 줄여 주어
토론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준다. 중립적 토론기제의 형성은 이질적인
구성원 간 상호인식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준다. 상호인식의
차이를 확인하는 것은 나와 상대방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 수 있도록 해주며, 이
것은 단순히 인식의 차이에 대한 확인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현안을 공유하
며 논의하게 함으로써 문제해결 중심적으로 현안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 이
경우 일방의 자기논리와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논의에 대한 견제를 가능하게 하
며, 사고의 융합가능성도 높고 창발적 사고의 가능성도 높여 보다 심도 있는 논
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다. ‘심사숙고의 구조’가 마련되어 있어야 숙
의가 작동한다(주성수, 2004)는 점을 상기할 때 이러한 중립적 토론구조는 숙의
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정책의 영역에서 중립적 토론기제는 민관이 공존하며
균형감 있게 혼합되어 토론될 수 있는 협의체의 운영을 의미한다.
넷째, 의사결정을 위한 운영규칙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안 논의와 토론에서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운영 규칙의 마련은 논의의 틀과 형식을 일관성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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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시켜 줄 수 있다. 토론 현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전될 수 있도록 하고, 논
의가 즉흥적이거나 자의적인 형태로 나아가는 것을 막아주고 이성적 토론을 촉
진시켜 숙의로 유도하고 토론의 효과성을 높여 줄 수 있다. 논의의 당사자들에
게 토론의 내적 합리성을 유지하여 숙의가능성을 높이도록 할 수 있다.
다섯째, 토론당사자 간 정보를 공유하고 학습이 가능한 기제가 마련되어야 한
다. 이것은 현안에 대한 논의와 토론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증가시키고 나아가
새로운 쟁점이나 이슈들에 대한 이견의 조정가능성을 높여준다. 논의를 위한 정
보의 양이 증가할수록 보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논의가 가능할 수 있다. 새로운
이슈나 하위쟁점에 대하여 포럼이나 세미나 등의 활용과 같이 지속적으로 추가
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학습기제의 내재화는 새로운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고, 정보의 양도 높이고 논의 당사자들에 정보를 축적시켜 숙의 토론 가능
성을 높일 수 있다.
요컨대, 공공정책논의에서 숙의거버넌스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논의의 당사자
간에 열린 토론이 가능해야하며, 정책이해당사자가 가능한 모두 참여할 수 있어
야 하며, 이해당사자들이 자기 이해에서 매몰되지 않도록 중립적인 토론이 가능
해야 하며, 이성적인 논쟁이 가능하도록 정책이해당사자 간에 공유된 의사운영
규칙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논의 당사자 간 정보에 대한 상호공유와 학습이
가능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논의과정에서 기존의 정보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보
가 창출되고 공유되고 상호호혜성과 이견의 조정을 촉진시킬 수 있다.

2. 연구의 분석틀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은 중앙정
부부처,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관련 전문가, 지역의 NGO 등의 정책이해당사
자들의 광범위한 참여 속에서 이루어졌고, 이들 간 비교적 장기간의 열린 토론
을 통해 현안문제의 공동해결을 추구하였다는 점에서 숙의거버넌스 관점에서 조
망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숙의거버넌스라는 관점에서 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
회의 운영과정에 대한 분석은 다음의 <그림 1>과 같은 도식화를 통해서 시도하
는데, 주요 분석은 첫째, 이해당사자의 참여 성격, 둘째, 토론구조의 성격, 셋째,
이해당사자 토론참여의 구조, 넷째, 의사결정의 규칙, 다섯째, 토론자간 정보소통
방식 등의 변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즉, 본 연구에서 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
의회의 운영은 공개적 토론구조의 성격을 띠었는지, 이해당사자들은 포괄적인
참여가 이루어졌는지, 토론에 참여하는 당사자 간에는 정보공유와 지속적 학습
을 위한 기제가 마련되어 있었는지, 토론을 통한 의사형성을 위한 의사결정 운
영규칙은 존재하였는지, 그리고 민과 간의 혼합적 형태의 의사결정구조를 갖추
었는지 등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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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의민주주의 이론에서는 숙의거버넌스가 작동하면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이
해당사자 간에 상호신뢰가 형성되고 뿐만 아니라 정책이해당사자 간에 상호학습
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한다(Bohman 1996: 401). 당사자 간에 상호신뢰와 상호학
습이 촉진될 때 합의형성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숙의에 기반한 상호신뢰
와 상호학습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형성된 합의는 일시적이거나 계산된 합리성
에 바탕을 둔 합의형성과는 다르다는 차별성을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숙의거버넌스 작동에 대한 변수를 중심으로 이를 확인
하고 이들이 이해당사자 간 상호신뢰나 상호학습의 촉진에 기여하였는가를 분석
한다. 상호신뢰와 상호학습을 통해 나타난 합의형성의 경험은 역으로 상호신뢰
와 상호학습의 기회를 증가시키고 결국에는 숙의거버넌스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논리의 제시도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는 시화지구지속발전협의회의 구조와 운영과정의 분석을 통하여 숙의
거버넌스의 구조적 특징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숙의거버넌스가
작동하여 이해당사자간의 상호신뢰와 학습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발견하려고 한
다. 협의회 구조와 운영에서 그러한 요소들의 발견은 숙의거버넌스로 볼 수 있
는 일종의 징표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 숙의거버넌스에서 합의형성과정 분석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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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의 숙의거버넌스 분석
1. 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구성 개요
시화호 개발과정에서는 시화호담수화에 따른 인근 지역의 수질과 대기오염문
제와 생태계의 파괴문제, 오염책임을 둘러싼 관련기관간의 논란, 그 책임규명을
위한 감사원의 감사와 관련자의 문책, 국정감사라는 제도적 공간을 통한 시화호
오염에 대한 정치권의 책임규명 등의 많은 정책오차와 이의 수정을 위한 제도적
조치들이 따랐다. 적절한 수질오염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로 1994년 시화지
구 2호 방조제 물막이 공사를 완료한 후 시화호의 수질은 공단폐수와 오수유입,
생활하수와 농축산 폐수 유입으로 심각하게 오염되었다.
오염의 심각성을 인지한 지역의 환경단체는 적극적으로 시화호의 오염문제를
제기 하였다. 시민사회에서는 지역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시화호살리기 심포지엄
과 워크샵 등을 개최하였고, 나아가 시민환경단체들은 ‘죽음의 시화호를 희망의
시화호로’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역단체 연대기구의 성격을 지닌 ‘시화호시민
연대회의’2)를 구성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갔다. 이들은 시화호이용계획의 대
안으로 ‘시화호시민안’을 작성하는 등 시화호의 오염문제에 보다 조직적으로 대
처해 나갔다.
물고기 집단폐사의 발생을 계기로 감사원에서는 시화담수호 사업에 대한 감
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한국수자원공사 본부장 등 14명이 문책을 당하기도
하였다.3)심각한 수질오염으로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두 차례에 걸친 감사와 당
시 국회 국정감사를 기회로 정치권에서 시화호 수질문제가 거론되면서 사업을
추진해온 건교부와 농림부는 시화호 오염의 책임문제 등으로 곤궁에 빠졌다. 시
화호 오염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서 시화호의 물을 외해
로 방류하는 결정을 하고 시화호의 해수유통이 시행된 이후 해양수산부가 관리
주관부처가 되었다. 해양수산부는 범 정부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2000년 2월에 시화호 및 인천연안을 특별관리 시범해역으로 지정하고,
2000년 9월에는 시화지구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였다.4)
이후 2001년 2월에 정부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2002년까지 종합계획수
립을 확정한다는 목표로 연구용역(1년)을 실시하였으나 부처 간의 이견의 노출5).
2) 시화호시민연대회의에는 안산, 시흥, 화성, 오산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이 참여하였는데,
안산경실련, 안산그린스카우트, 안산YMCA, 안산YWCA, 안산환경운동연합, 시흥
YMCA, 시흥환경운동연합, 오산화성환경운동연합 등이 참여하였다.
3) ‘시화호 및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추진실태’에 관한 감사원 감사(1998.4.27)임.
4) 시화지구정책협의회는 건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경기도, 시흥
시, 안산시, 화성시, 한국수자원공사, 농업기반공사 등이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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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늦어져 용역결과는 2003년에 나왔고, 건교부와 수자원공사는 이 결과를 가지
고 ‘시화지구 장기발전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2003.12.12)하였다.
그러나 ‘시화호시민연대회의’는 공청회에서 발표된 ‘시화지구 장기발전계획안’
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그 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지역시민환경단체는 시
화호 오염 현안관련 오염조사, 대기개선토론회, 무단방류저지 및 감시활동 등의
적극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장기발전계획안에 대한 이들의
반대 목소리는 무시만 할 수 없는 것이었다. ‘시화호시민연대회의’는 정부가 작
성한 시화호 종합이용계획안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건교부 신도시기획단
장은 작성된 안을 밀어붙이기보다 다음날 당시 안이 확정된 정부안이 아니며 지
역시민단체와 시민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안을 만들겠다는 의견을 표명하기에 이
르렀다.
이를 계기로 ‘시화호시민연대회의’는 2003년 12월 28일 신도시기획단장에게
세 가지의 전제조건을 제시하며 시화호의 난맥상을 풀기위해서 협의체 구성을
통해 최적 안을 만들 것을 제안하였는데, 그것은 첫째 민간시민단체 전문가를
받아서 참여시킬 것, 둘째, 논의결과는 대중에 공개할 것, 셋째, 다수결이 아닌
합의제로 운영할 것이었다(최승범･홍성만, 2004)6). 이에 대하여 건교부는 긍정적
검토를 하여 수용하였고7), 그 결과 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구성되기에
이른다.
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는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의 직･간접적인 이해당
사자 및 전문가를 중심으로 2004년 1월부터 세 분과로 구성하여 전체회의와 분
과회의를 개최하며 매월 2회 이상의 회의를 개최하며 2008년 12월까지 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하여 지속적으로 운영되었다. 협의회에서의 토의구조는 개발계획분
과, 대기분과, 수질생태분과 등 세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의 <그림 2>와
같이(박태순･홍성만, 2007 재구성), 분과위원회별 토의의제와 쟁점사안에 대하여
분과위원회별 점진적으로 합의하여 전체회의에서 최종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방
식으로 구성되었다. 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장과 세 개의 각 분과위원
회별 분과위원장을 두고 분과위원회별 간사를 두도록 하였다.

5) 2001년 장기종합계획에 참여한 연구기관은 이해당사자인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연구기관이었다(국토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
발원, 경기개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6) 이 내용은 연구자가 2004년 10월에 당시 시화호시민연대회의 사무국장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이다.
7) 건설교통부에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에는 당시 신도기기획단장의 결단이 크게
작용하였다는 것을 시민사회단체 대표로 참여한 인사의 비공식적 포럼에서의 발표(2007
년 사회갈등연구소 주최)와 질의응답과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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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참여영역과 토론구조

이하에서는 숙의거버넌스라는 측면에서 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나
타난 주요 특성을 분석하도록 한다.

2. 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에서 나타난 숙의거버넌스 분석
1) 정책 이해당사자의 포괄적 참여
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는 현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이해당사자들의
포괄적 참여가 이루어졌고, 포괄적 참여에 바탕을 둔 논의와 토론이 전개되었다.
<그림 3>의 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구성현황에서 보듯이, 중앙정부부처,
지방정부, 공공기관, 지방의회, 전문가, 환경사회단체 등의 행위자들이 폭넓은 참
여가 이루어졌다. 이질적 성격의 참여자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견해가 제시될 수 있고 다양한 이견들이 접합점을 찾기 위해 더 치열한 노력들
이 전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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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월에 16에 구성된 1기 단독위원장체제 하의 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
의회에 참여한 위원은 먼저, 정부부문의 행위자들은 건교부, 환경부, 산자부, 해
양수산부 등 관련 정부부처소속의 공무원과 경기도･안산시･시흥시･화성시 등 관
련 지방자치자체 소속의 공무원들로서 중앙정부의 관련부서의 과장이나 담당관
및 팀장이 참여하였으며 지방정부의 경우 관련 국장이나 소장들이 참여하였다.
둘째, 공공기관의 경우 시화호환경연구소나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과 같은 관련 공공기관의 팀장이나 사업처장 등이 참여하였다. 셋째, 지방의회
의 경우 안산시, 시흥시, 화성시의 관현 지역의회의원이 참여하였다.8)넷째, 환경
사회단체에서는 시화호시민연대, 시흥환경운동연합, 화성환경운동연합, 화성연안
문화연대, 화성YMCA, 안산경실연, 안산녹색소비자연대 등의 시민단체의 사무국
장이나 사무총장이 참여하였다. 마지막으로 민간부문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였는
데, 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 해양연구원, 대학교수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였다. 이
렇게 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는 다양한 영역의 이해당사자들이 포괄적으
로 참여하였는데, 그만큼 시화호의 개발을 둘러싼 쟁점이나 이해들이 복잡하였
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해준다.
그리고 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는 개발계획분과, 수질생태분과, 대기분
과 등 3개 분과를 두고 각 분과위원장은 환경NGO와 민간부문에서 선출하였는
데, 이것은 분과위원장의 위상을 고려할 때 본 위원회의 구성자체가 사전에 어
떠한 결과를 상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최승범･홍성만, 2004).
이점을 근거로 볼 때 협의회에서는 직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열
린 토론과 대안탐색이 가능하였다고 판단된다. 관련 이해당사자의 포괄적 참여
는 다양한 입장들이 개진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만큼 견해충돌의 가능성도 많고,
나름대로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정보와 논리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깊이 있는 토론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결과적으
로 참여위원들의 숙의토론을 제고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8) 관련된 안산시, 시흥시, 화성시 소속의 지역의회의원의 참여는 지역주민의 동의하에
참여한 것은 아니지만 지역의회의원이 지역주민에 의해서 선출되었다는 점에서 본다
면 지역주민의 입장을 상당부분 반영할 수 있는 참여구조라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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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참여위원의 영역

2) 민관 혼합의 중립적 공동협의기제 형성
2004년 초기 협의회구성은 앞의 <그림 3>에서 보듯이, 정부부문 16명과 민간
부문 16명, 그리고 위원장을 포함 33명으로 구성되었다. 2005년의 경우 공무원
(13명)과, 공공기관(4명)의 참여위원은 17명이었고 민간부문은 시의원을 포함하여
17명으로 총 34명이었다9). 협의회에 참여인원은 세부적으로 일부 조정이 있긴
하였지만 이후 이와 같은 인적 균형은 꾸준히 유지되었다. 시화지역지속가능발
전협의회라는 협의체는 기본적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중 어느 한 부문의 독
주가 용인되지 않는 균형된 중립적 협의기제로 작동되고 운영되었다. 즉, 시화호
의 개발과 보존이라는 상충성이 있는 정책문제의 해결을 위한 민간부문과 공공
부문이 함께 섞여서 토론할 수 있는 의사소통 네트워크 장은 중립적인 토론기제
였다. 현안에 정책 이해당사자들이 동등한 수준에서 참여하여 논의할 수 있어
의사개진의 형평성이 확보될 수 있었다.
인적 구성에서 민관 균형성의 확보는 앞서 논의처럼 시민단체의 요구가 반영
된 결과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 통합적 소통구조
는 공공부문의 독주가능성에 대한 민간부문의 불신을 해소시켜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민과 관간 이러한 참여비중은 일방의 독주를 견
9) 이외에도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 4명은 고문으로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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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할 수 있도록 논의를 이끌어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제기된
많은 주장들을 비교적 건설적인 입장에서 바라보고, 다루고 논의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다.
또한 2005년 1월 28일부터는 초기에 건설교통부 신도기기획단장이 위원장을
맡는 단독위원장체제로부터 정부와 민간부분에서 대표를 맡는 2인의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하였는데, 이것은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실질적으로 그 운영과
협의에서 민관 중립 형태를 지향하며 운영되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즉, 공동위원장체제에서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간의 중립성이 더 확보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2005년 전체회의 위원 현황을 보면(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
회, 2005.1.28), 공동위원장 2인(건설교통부, 시흥환경운동연합), 공무원과 공공기
관의 위원 16명(공무원 12명, 공공기관 4명), 시의회의원을 포함한 민간부문 16
명으로 총 34명이었고, 이외에도 고문으로 지역의 국회의원 4명이 참여함으로써
총 38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참여구조는 비교적 꾸준히 유지되었는데, 장기간 협의회의 참여인원
구성비율의 기본이 깨지지 않고 유지된 것은 유사한 형태의 민관협의체 운영의
역사에서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04년 구성이후 협의회 참여자에
미시적 변화가 있기는 하였지만 2008년 4월까지 지속되었다. 다만 최근 시화지
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국토해양부 훈령(제2008-43호, 2008.4.30)에 따라 공식기
구로 발족하였는데, 분과조직이 3분과 체제에서 2분과 1특별위원회로 바뀌었지
만 국토해양부와 시민ㆍ환경단체간 공동위원장체제에는 변함없이 유지되었다.
무엇보다도 다양한 분야의 행위자들이 구성 비율에서 비교적 균형감 있게 참여
하도록 구성되었다는 점은 숙의거버넌스의 작동이라는 차원에서 고무적인 것으
로 평가할 수 있다.

3) 이해당사자 합의지향의 의사결정운영규칙 마련
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운영은 의사결정규칙의 마련하에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운영세칙을 보면, 제1조(목적)에는 “시
화지역에 대한 대기 및 수질문제와 시화지구 장기종합계획 등에 대한 의견수렴
등을 위하여 민관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참여자의 합의로 규정을 제정한다.”고 밝히고 있어, 규칙의 제정
자체가 합의로 마련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기본적인 원칙으로서 시화호 개발을
둘러싼 쟁점사항은 “최대한 합의를 원칙으로 하고 토론･설득･타협의 원칙을 지
켜 나가기로 하였다.”는 점은 특히 주목할 만한 내용이다. 이것은 과반수나 수적
우위에 근거한 협의체내의 의사결정을 지양한 것이다. 합의에 토대를 둔 결정이
아니라 과반수 혹은 의석수의 3분의 2와 같이 의석수 기준에 의한 결정은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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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의 신속성을 기할 수는 있을지언정 현안 논의의 숙의가능성을 보장하지는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협의회에 참여한 위원들은 합의원칙을 고수하였으며 이러한 원칙의 고수는
소위 ‘마라톤협상’, 즉 이견을 가진 행위자들이 이견을 좁힐 때 까지 끊임없이
논리, 근거를 제시하며 서로 설득하려는 협상을 가능하게 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서 2004년 11월 12일과 13일에 걸친 회의를 통해서 시화호 남측간석지 개발방안
에 대한 논의, 시화호 북측간석지(317만평) 개발방안 논의, 안산 시흥지역 대기
개선 특별대책 집행방안 제시, 각 기관별 대기개선 특별대책 로드맵 운영체계
구축방안 논의 등 1박 2일에 걸친 장기간의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외에도 2005
년 6월 17일과 18일 에 1박 2일간 남측간석지 개발관련 집중토론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마라톤협상은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가능하게 하였다.
그리고 협의회에 참여하는 위원의 자격을 명시하여 논의의 전문성을 충족시
키려는 노력이 있었다. 중앙정부부처소속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화
성시 및 안산시･시흥시에 소재하는 시민환경단체(시화호주변지역시민환경단체)
회원으로서 도시계획, 수질･생태, 대기 등 환경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와 같이 참여자자격이 명시하였다. 나아가 협의회를 2008년 12월 31일까지 운영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2004년 1월 기준으로 만 5년의 기간이라는 점에서
이것은 논의에 참여하는 이해당사자들이 단순한 일회적 참여가 아니라 상시적
반복적 참여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었다.
또한 회의는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체회의와 분과회의를 두고 운영되도
록 하였는데, “협의회와 협의회 내 구성된 분과위는 매월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고 운영세칙에서 명시(시화지역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운영세칙, 2005.3.25)하고 있었는데, 회의록의 검토 결과,10) 그 간의 주요
회의개최 규모는 2004년의 경우 전체회의 12회 포함 38회, 2005년의 경우 43회,
2006년의 경우 38회 등으로 비교적 충실하게 지켜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때로는
필요에 따라 전체회의와 분과회의가 동시에 개최되기도 하였는데, 이것은 해당
시기에 중요 이슈나 쟁점이 되었던 사안을 핵심적으로 다루어나갔기 때문인 것
으로 판단된다. 전체회의와 분과회의의 운영에 대한 규칙의 마련은 논의를 보다
10) 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의 자료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의 자료집만
도 300-500페이지 분량으로 10권이 있고, 회의결과 자료집은 1,000페이지 분량의 3권
이 있는 등 모든 회의내용에 대한 충실한 정리가 이루어졌다. 구체적의 회의는 2004
년도의 경우 전체회의 12회 외에, 26회의 분과회의(개발계획분과회의: 8회, 대기분과
회의: 9, 수질생태분과회의: 9)가 개최되었고, 2005년도의 경우 전체회의 6회 외에, 37
회의 분과회의(개발계획분과회의: 16회, 대기분과회의: 11, 수질생태분과회의: 10)가
개최되었으며, 2006년도의 경우 전체회의 4회 외에, 34회의 분과회의(개발계획분과회
의: 16회, 대기분과회의: 7, 수질생태분과회의: 11)가 개최되었다(시화지역지속가능발
전협의회 회의록 검토, 2004-2006).

36 ∙ 행정논총(제47권1호)

체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였고 개최된 회의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였다.

4) 토론내용 및 협의결과의 공개와 협의회 내에서의 점검
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토론은 회의결과를 외부에 알리는 공개적 형
태를 띠고 있었다. 회의운영과 관련한 협의회의 운영세칙을 보면 “회의를 개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로부터 3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주제
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 또는 시화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홈페이지에 고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세칙, 2005.3.25)하고 있
다. 초기에 협의회의 회의에 대한 참관은 대부분 누구에게나 허용되었고, 회의결
과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다. 홈페이지에는 협의체 운영 및 시화지구의 환
경현황, 알림마당, 토론광장을 마련하여 누구든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
다. 협의회 토론과정에 대한 방청이나 그 토론 결과의 공개는 이해당사자 자신
들 주장의 합리성 제고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결과 토론의 내
적 합리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전체회의뿐만 아니라 세 개의 분과위원회의 회의에서도 회의가 개최될
때는 지난회의 결과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진 후 회의가 진행되었으며, 차기회의
에서 다룰 의제를 미리 제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한 예를 들면, 2005년 12
월 28일 대기분과회의에서는 대기배출업체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문제가 논
의되고, 차기회의 의제가 제시되었는데, 차기회의의제로는 첫째, 대기개선대책
로드맵 운영체계 구축대안 선정, 둘째, 대기개선기금운영위원회 활동현황, 셋째,
기관별 환경관련 개선기금현황 보고, 넷째, 주민모니터링사업 관련 지자체 의견
제시, 다섯째, 대기개선기금(약 250억원)출연계획 등(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자료집, 2005.12-2006.3)을 선정하였다. 이처럼 회의 전에 지난 회의결과 확인과
차기 의제를 미리 제시하는 것은 위원회 위원들의 현안에 대한 맥락과 이해수준
을 높여 보다 합리적인 토론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었다.
공개적인 토론구조는 외부의 의견투입의 여지를 제공함으로써 토론당사자들
의 보다 신중한 논의를 유도하고 촉진시켜 깊이 있는 논의를 이루어질 수 있도
록 하는데 기여한다. 즉, 외부로부터의 비판을 제도화함으로써 보다 신중한 논의
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회의에 관심있는 공중의 참관이 허용되고 회의결
과가 외부에 공개된다는 점은 무책임한 발언을 최소화하고 보다 객관성이 있는
주장이나 논거의 제시를 가능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다.

5) 정보비대칭의 해소노력과 정보 탐색적 학습기제의 존재
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는 현안논의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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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였고, 시화호의 개발계획, 대기 및 수질의 오염, 생태계의 보존 등과 관
련하여 불명확했거나 잘 모르던 내용 혹은 새로운 내용에 대하여 공동의 협의를
통해 제3의 객관적인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는 형태로 현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
기 위한 노력이 활발하였다.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
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시화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세칙, 2005.3.25)는 운영지침의 내
용을 비교적 충실하게 따랐던 것이다. 당시 시민단체 대표로 참여했던 인사의
“서로 요청하는 정보에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다.”는 발언이나, 2004년 3월 12일
개발계획분과회의에서 시민사회단체 측의 ‘시화장기종합계획 연구보고서 원본
제공 협조 요구’에 대하여 정부위원 측의 관련 자료의 제공 협조가 이루어졌던
점들은 이를 잘 보여주는 예들이다. 협의회 내에서 정보는 시민단체측이 정부
측에 자료를 요청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청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
공하였다는 점은 타 사례와 구별되는 특징이었다.
또한 협의회에서는 합의를 통해 프로젝트 발주를 통한 사실 조사 활동
(fact-finding)과 외부전문가의 초청 세미나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이것은 협의회에 참여한 논의당사자의 정보의 양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나아가
차후에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이었다. 사실조사는 정
보의 산출과 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확인에 중요한 공헌을 하며 이해당사자간 상
호학습과 신뢰를 제고시키는데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었다. 시화지역지
속가능발전협의회 회의자료집(2004, 2005, 2006)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이를 구
체적으로 살펴보면, 2004년 3월 26일 전체회의에서 시화호와 유사한 해외 환경
복원사례조사방안을 연구한다는데 합의하고, 그 실태조사를 수행하였고, 2004년
12월 17일에는 친환경적인 골프장 조성방안과 관련하여 그 가능성 판단을 위해
국내외 사례조사의 추진에 합의하고 실행하기도 하였다. 이밖에도 생태네트워크
기본조사 연구과제(2004.10.1), 지역주민 임상검사(2004.9.10), 대기배출업체 전수
조사(매년 1회), 해외선진지 환경관리 및 도시개발 사례조사(2005.2.25), 남측간석
지 주변지역 문화재 지표조사(2005.4.8) 등도 합의 하에 조사활동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협의회에서는 공동학습을 실시하여 현안에 대한 숙의를 추구하였다.
시화지구에서 쟁점이 되는 현안을 중심으로 공동학습주제를 선정하고 실행하였
는데, 그러한 예로서는 인구 및 테마별 수요예측방법론에 대한 공동학습(2005.
5.13), 인구밀도(순밀도, 총밀도)개념 및 산정방안 공동학습(2005.7.15), 시화반월
공단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방지대책 공동학습(2005.9.28), 계획요소별 자원순환
형 생태도시 사례(2005.1026) 공동학습, 갈등해결방안 및 사례(2005.12.16) 공동학
습 등 시화호 문제해결을 위한 위원들 간 수 차례의 공동학습이 이루어졌다. 이

38 ∙ 행정논총(제47권1호)

들 주제는 참여위원들의 동의하에 미리 선정하였고, 공동학습과정에서 초빙된
외부전문가와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루어짐으로써 참여위원들은 소속
기관의 입장을 떠나 현안을 보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였다(박태순･홍성
만, 2007). 현안의 논의에서 외부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초빙하고 새로운 주제에
대해 발표를 시킴으로써 협의회 구성원 간 정보비대칭 현상을 해소할 뿐만 아니
라 정부 측과 시민사회 간 정보능력의 격차를 줄임으로써 논의의 형평성 확보를
가능하게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운영에서는 이렇게 정보공유와 꾸준히 학습을 추
구하는 방식이 내재화되어 있었다. 상호구성원 간에 존재할 수 있는 정보의 비
대칭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으며 이러한 것은 당사자 간의 신뢰를 높
이는데 기여하였고 합의형성에 기여할 수 있었던 요인이었다.

3. 시화호 개발에서의 숙의거버넌스의 성과
1) 정책참여자 간 상호신뢰의 제고
시화호 개발 문제를 다루기 위해 구성하여 운영한 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
회에서 숙의는 이해당사자 간에 상호신뢰를 증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견해
를 달리하는 정책행위자와 사회집단의 참여자들은 서로 요구하는 정보를 무조건
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여 정보의 비대칭성을 극복할 수 있었다. 이것은 상대적으
로 여러 측면에서 우월한 입장에 있던 정부위원과 열등한 입장에 있던 민간부문
참여위원 간에 진정성 있는 토론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상대방에 대한 신뢰의
기초를 다지도록 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상호신뢰를 증진시킨 단 적인
예로서는 정부 측 인사가 위원장을 맡는 단독위원장체제로 운영되었던 협의회의
운영이 1년간의 운영 후 정부 측 인사와 민간부문의 인사가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는 공동위원장체제로 운영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 시
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과정에서 상호신뢰가 구축되지 않았다면 이러한
진전된 형태로의 운영상의 변화가 나타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나아가 2008년
4월 30일에는 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국토해양부 훈령 하의 공식적 기구
로 제도화시켜 그 위상을 달리하였다. 동등수준의 역할의 인정은 상호신뢰가 형
성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논의의 진정성은 상호신뢰를
높였고, 합의형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 상호신뢰의 형
성과 제고는 진지한 대안창출시도를 촉진하였고, 궁극적으로 합의형성의 촉진에
기여하였다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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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참여자 간 상호학습의 촉진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협의회에서는 사실조사활동(생태네트워크기본조사, 지
역주민 임상검사, 문화재지표조사 등)이나 세미나 형태의 공동학습(인구･테마별
수요예측방법론, 인구밀도개념 및 산정방안, 계획요소별 자원순환형 생태도시 사
례 등)이 활발하였으며,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이러한 다양한
학습지향적 행동은 현안 이해와 상호학습을 촉진시켰다. 즉, 협의회에서는 현안
으로 떠오르는 새로운 주제에 대하여는 세미나 형태의 공동학습을 실시하여 구
성원들의 현안에 대한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지식을 계속 넓힐 수 있었고, 그에
따라 학습능력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점차 제고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세미
나 학습주제의 선택은 정부 측의 참여위원과 시민단체 참여위원들 간의 동의하
에 미리 선정하였기 때문에 이질적 행위자들 간에 상호수용성을 높일 수 있었
다. 새로운 쟁점에 대하여는 이러한 세미나의 개최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발주를
통해 사실정보를 새롭게 공유할 수 있었으며 지식의 축적도 지속될 수 있었는
데, 이 역시 참여자들의 학습을 촉진시켰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숙의거버넌스의
작동은 협의회 내에 정보의 축적과 정보공유를 증가시켰다는 점이며, 이것은 상
호학습을 촉진시키었으며 토론당사자간 합의형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었
다고 판단된다.

3) 쟁점사안에 대한 합의도출
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운영을 통해서 나타난 가장 구체적인 성과로
들 수 있는 것은 이질적인 참여자간에 핵심적인 쟁점사안이었던 문제들에 대하
여 합의를 도출하였다는 점이다. 그것을 살펴보면, 먼저, 수질개선로드맵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점차적으로 실행방안에 대하여 합의를 형성해 나갔다는 점이
다. 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참여기관들은 시화지역 수질･생태
환경 개선대책로드맵(간선수로 수질개선대책 추진,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체 전수
조사, 공단 오염물질 유입방지시설 설치, 주요 하천의 생태하천 조성, 오염 지질
토 개선, 인공습지 기능강화 및 시설개선 등)을 마련하는데 궁극적으로 합의를
이루었다. 수질개선로드맵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지방정부 간에도 그
비용분담을 놓고 첨예하게 갈등을 이루었던 사안이었고, 그 방식에서도 정부부
문과 민간부문 위원들 간에 이견이 컸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커다란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마찬가지로 대기개선로드맵(대기오염의 근원적인 악취저감대책, 공단환
경 개선방안, 오염원 지도단속 강화, 대기환경 모니터링 및 연구사업 추진, 대기
개선대책 로드맵 운영체계 구축 등) 역시 합의를 도출하고, 그 실행방안을 구체
적으로 모색하였다는 점도 커다란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안산 시흥지역의 대

40 ∙ 행정논총(제47권1호)

기환경개선을 위해 시화공단 녹화사업과 산업폐기물 소각시설 공영화를 비롯해
7,124억원이 소요되는 비용을 한국수자원공사, 경기도, 안산시, 시흥시 등의 이해
당사자가 역할분담을 하며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로드맵 마련에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이 역시 수질개선로드맵의 합의와 마찬가지로 큰 성과로 평가할 수 있
다. 대기개선로드맵에 대한 합의에 이어 구체적으로 대기개선특별대책로드맵 운
영방안(대기개선기금 관리주체, 대기개선기금 추가출연, 대기개선대책 로드맵 운
영체계 구축용역 등)을 세부적으로 마련해 나갔다. 2006년 12월 26일의 협의회
전체회의에서는 구체적으로 합의된 대기개선로드맵에 따라 대기개선특별대책 로
드맵 시행주체를 결정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이미 의결된 로드맵 운영체계 구성
절차에 따른 기능분담형 조직을 로드맵 운영체계로 상정하여 세부구성 방안을
마련해 나갔다.
마지막으로,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의 참여구성원 간 기나긴 대화와 토
론을 통해 시화MTV(Multi-Techno Valley)개발 사업에 대한 합의점을 이끌어냈다
는 점도 고무적인 것으로 평가된다.11)이것은 협의회에서 추진한 시화MTV 개발
규모에 대한 검증용역결과를 수용한다는데 합의를 하고 검증용역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수용한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시화MTV개발은 원래 317만
평으로 계획이었던 것이 280만평 조성 계획으로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시행해 들
어가기로 합의하였다(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07)는 점이다. 다만 최근에 이
를 둘러싸고 외부에서 다시 논란이 재연되고 있지만 이것이 협의회 운영을 통한
성과라는 점을 무색케 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점은 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의 운영을 통해 구체적으로 합의를 도출해낸 값진 성과들이라 할 수 있다.

Ⅳ. 결 론
모든 정책이 앞에서 지적한 숙의거버넌스에 기반한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그러한 방식으로 추진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숙의거버넌스가 가지는 의미는 단순히 민과 관이 함께 정책문제의 해결을 시
11) 시화MTV는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서 2001년 8월 개발계획 고시(317만평)이 이루어졌
고, 이후 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논의과정 속에서 2004년 12월 교통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었으며(317만평), 2005년 6월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었고(317만
평), 2006년 2월 개발규모 검증용역이 완료되었으며(280만평), 2006년 6월 최종적으로
개발규모에 대한 잠정합의(280만평)를 도출하였다. 2006년 7월 20일의 전체회의에서
는 시화MTV 개발규모 합의관련 합의사항 이행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주로
TF-team을 구성하여 사업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체회의 회의록, 2006.7.20).

숙의거버넌스와 합의형성 제도설계: 시화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 41

도했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민과 관이 어떠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가 하는 가에 큰 그림을 제시해 주었고, 향후 정책추진 방식에 나
름대로 의미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는 점이다. 개발과 보존 논리가 부딪치는
풀기 어려운 갈등 문제(wicked problem)에서 정책이해당사자들이 합의형성에 효
과적으로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거버넌스가 작동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본보기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정책을 둘러싼 행위자 및 이해당사
자간 개발과 보존과 같이 양립하기 어려운 가치와 목표를 앞에 두고서도 어떻게
그 간격을 좁혀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효과적인 방법론을 제공해주고 있다. 숙
의거버넌스는 거버넌스의 특징에 숙의라는 것이 추가된 것이지만 정책영역에서
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래가능성을 보여주며, 무엇보다도 이러한 숙의거버넌스
의 경험은 정책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깊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것을 요약하면, 정책을 둘러싼 이해당사자들의 포괄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 속에서 공개적인 토론이 가능해야 하며, 합리적인 토론을 위한 의사결
정에 관한 운영규칙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이질적인 참여자인 민과 관의 혼
합적 토론이 가능해야 하며, 그리고 현안에 대한 모든 정보가 토론에 참여하는
논의당사자간 공유되고 쟁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학습기제가 내재화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숙의거버넌스가 작동될 수
있고 이때 이해당사자간 상호신뢰의 증진과 상호학습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그
것을 통해 현안에 대한 합의형성의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토
대로 한 합의형성의 경험은 선순환적으로 상호신뢰와 상호학습을 촉진하고 숙의
거버넌스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중요한 발견점이라 할 수 있
다. 무엇보다도 정책행위자 간 상호학습뿐만 아니라 정책영역과 사회영역 간 상
호학습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설계와 숙의기제의 조성이 중요하다.
정책과정에 숙의거버넌스라고 하는 새로운 접근방법의 발견과 이를 하나의
틀로 제시했다는 점은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진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본 논문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론과 접근이 다른 성격을 가진 정책에 얼마나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아직 미지의 영역으로 남겨 놓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이것은 연구자의 향후 과제로 남겨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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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liberative Governance for Consensus Building
and Institutional Design
Sung Man Hong･Jong Won Lee
This study deals with the policy case of the Shihwa Lake Development Project as
an exemplary case of a public policy conflict between development and conservation.
It not only tries to explore a model of deliberative governance that helps to establish
consensus building in the large-scale national policymaking process but also aims to
suggest implications for effective institutional design. The Shihwa Lake development
project was pretty similar to the cases of the Saemangeum development project and
Dong River Dam project in that it underwent a sharp conflict over the issues of
development and conservation between the interested parties. However, it separates
itself from the two cases in that it transformed the conflict into consensus-building
through experience and organizational learning. The significance of deliberative
governance comes from the fact that it showed a general outline of how citizens and
government can solve a policy problem, not from the simple fact that both tried to
solve the policy problem together, and deliberative governance also gives important
implications for how governance mechanisms should operate effectively to reach
consensus-building to solve the wicked problems caused by conflicts between
development and conservation values. Deliberative governance is a sort of governance
colored with deliberation but opens the possibility of birth of a new policy paradigm.
It has much value in the context of policy development as well.
【Key words: deliberative governance, consensus-building, sustainable development
committee, Shihwa Lak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