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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원자력시설 갈등 네트워크가 어떠한 구조적 특성을 가지는가, 그리고 이러

한 구조적 특성에 따라 원자력시설 관련 갈등해결 방식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탐색하는 것이다.

원자력시설 갈등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

는 일반폐기물시설, 그리고 다른 성격을 가지는 행정시설 갈등관계 네트워크와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원자력시설의 갈등관계 구조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정리하면, 첫째, 상대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행위자가 포함되어 있으면서, 응집성이 높은 안정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행위

자간 갈등관계를 완화시키기가 어렵다. 둘째, 중앙-기초자치단체 간의 갈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과 주로 갈등관계를 가지는 지방정치인 주민 NGO 등은 서로 이해관계를 공유

하면서 연합을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셋째, 원자력과 관련한 갈등사례에서는 특정 행위

자 유형 간 삼각관계 및 양자관계가 갈등관계의 핵심적인 위치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원

자력 시설 갈등은 그 구조가 상대적으로 견고하기 때문에, 행위자 유형에 따른 원자력 시설에

대한 인식 및 이들 간 갈등관계 조합을 고려하여 중 장기적인 측면에서 갈등해결을 접근하고,

동일한 신념을 공유하는 갈등당사자 유형은 하나의 연합으로 고려하여 통합적인 갈등관리 방안

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효과적인 갈등관리를 위해서는 관리대상으로 특정 행위자만

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갈등관계를 가지는 조합(pair)간 관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이들 사

이에서 활발한 중재활동을 통해 전체적인 갈등구조를 완화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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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한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에너지 원천

으로서 일찍부터 원자력시설 정책에 있어 전향적이었으며, 2030년까지 80개의 원자로를 수

출하겠다는 계획을 바탕으로 원자력 관련 기술 및 시설 보급 세계 3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

(WNN, 2010). 이러한 정책지향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도 원자력 시설의 전략적 장점 

때문에 더욱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1).

그러나 원자력시설은 장점과 단점이 동전의 양면과 같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

다. 원자력시설과 관련된 정책가치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환경측면에

서 저탄소 에너지원(Sirin, 2010),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특히 안전성 측면에서 핵

안전(Schneider et al., 2013) 등 다양한 측면에서 원자력 시설이 이해된다. 즉 원자력시설을 

보는 사람에 따라, 온실가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성격이 강조되기도 하는 한

편, 아주 작은 방사성 물질의 유출도 매우 큰 문제를 발생시키는 측면이 강조되기도 한다. 

원자력시설은 이렇게 상반된 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원자력시설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시각

에 의해 이 시설에 대한 찬반 의견이 나뉘는 경향이 높다.

원자력관련 시설은 대표적인 비선호시설로서 공공재의 성격을 띠며, 부정적 외부효과를 

유발시켜 시설을 통해 주민들이 얻을 수 있는 비용과 편익이 비대칭적인 특징을 가지기 때

문에 시설의 입지 및 건설을 둘러싸고 많은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김근식, 2008). 그러

나 우리나라의 특성상 독일과 같이 원자력을 포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대안이다. 

원자력시설의 건설･운영은 그들 시설이 입지한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이해와 협조를 구하지 

못하면 지역사회의 커다란 갈등요소가 되기 때문에, 국가의 중추에너지원인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 사회적 수용성 등의 확보를 통하여 원자력시설과 관련된 갈등을 최소

화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적절한 대처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조경영 외, 2011). 

하지만 지금까지 극명한 시각 차이에 의한 갈등 해결 및 대처방식에 대한 연구는 대개 단

일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연구가 된 경향이 있다. 또한 방법론적 측면에서 질적자료를 중심

으로 하는 원자력시설 갈등원인, 갈등해결방안 등의 탐색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함의의 제공

에 있어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였던 다수의 원자력 시설관련 갈등사

례를 구조적 측면에서 접근함으로써, 원자력 시설 갈등의 구조적 특징은 무엇인가, 그리고 

1) 2035년까지 원자력 전력생산비중을 현재 26%에서 29%로 높일 계획을 가지고 6기의 원전 건설계획

이 잡혀있다(연합뉴스,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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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자력 시설 갈등의 구조적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이와 유사하거나 다른 성

격을 가지는 두 가지 사회간접자본-일반폐기물, 행정시설-과의 비교분석을 실시한다. 이러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원자력 시설 갈등구조의 특성을 더욱 선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적 특징파악을 위하여 본 연구는 갈등사례를 행위자와 행위자들 간 갈등 관계로 파악

하여, 이를 사회네트워크 분석기법을 통하여 분석한다. 

갈등은 특정 목적을 대상으로 행위자들이 이 목적에 대한 가치, 신념, 이해관계 등의 충

돌에 의한 이들 간 복잡한 관계에 의하여 구체화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갈등관계

를 구조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원자력 시설 정책의 특징

“원자력시설이란 발전용 원자로, 연구용 원자로, 핵연료 주기시설, 방사성폐기물의 저장･
처리･처분시설, 핵물질 사용시설”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방사능방재법 제2조 제2항), 사회

기반시설의 측면에서 보면 원자력발전소와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이 여기에 해당된다.

원자력시설이 가지는 일반적인 특징으로 방사능 물질의 광범위한 지역적･환경적 영향력

을 들 수 있다. 원자력발전소에서 다루는 핵연료 물질, 핵폐기물 등은 인체에 유해한 방사

선을 방출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건강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즉, 방사선을 방출하는 물질인 

우라늄, 라돈, 라듐 플루토늄 등은 인간의 뼈와 장기 등 인체조직에 축적되어 신장독성, 폐

암, 위암, 골육종, 백혈병 등을 유발하기에 위험하며, 따라서 국민들이 원자력시설에 대한 

인식은 매우 민감하다(김쾌희 외, 2012). 또한 방사성물질은 인간이 섭취하는 동･식물에 축

적되어 인체에 들어오기도 하며 공기 중이나 비, 바람 등을 타고도 빠르게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 즉 방사성 물질은 매우 다양한 경로로 광범위한 지역에 확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

자력 시설의 영향범위는 매우 넓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으며,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이 그 영향범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원자력 시설은 인간을 포함한 자연환경에 그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지리적 영향범위 역시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원자력시설은 환경에 대한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사후관리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원자로에서 사용되고 수명이 다 된 폐연료봉과 같은 방사능폐기물의 배출도 사후관리의 필

요성을 더 크게 하는 요소들이다. 최근 국내에서는 지난 2009년 월성1호기 폐연료봉 추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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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발생하여 방사능이 노출되기도 했으며(투데이에너지, 2014), 이때 누출된 방사능은 연

간 피폭한도의 1만 배에 이를 정도로 그 위험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폐연료봉은 강력한 

방사성 물질과 높은 잔열을 방출하며, 통상 5~7년 정도의 냉각과정을 거쳐야 안전수준에 도

달하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원자력시설 정책은 과학기술, 위험, 분배의 형평성, 정치경제 등 다양한 문제를 포괄하고 

있다. 즉, 원자력시설에 활용되는 기술은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과학적 지식을 포함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지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국민들은 원자력시설에 대한 

위험을 더욱 크게 인지하고 있으며, 비용과 편익의 불균형, 그리고 이 외에 국민들이 받아

들이는 경제적인 위험부담에 관한 인식을 정치적 행동을 통해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요구된

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책이 추진되는 경우 갈등을 부각시키는 주

요 원인이 된다. 또한 원자력정책의 시행에 있어서 님비현상을 보이는 해당지역의 주민들은 

정책결정자 및 전문가에 대한 신뢰가 붕괴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과의 협상 및 동

의를 얻기 위한 정치적 행동이 요구되기도 한다(조성경 외, 2002). 즉 원자력정책은 국민들

의 원자력시설에 대한 인식에 따라 정책시행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기

에, 정책지식 및 정책결정자의 정치적 능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노력을 수반하게 된다.

2. 원자력시설과 공공갈등

공공갈등이란 국가나 정부가 당사자가 되는 갈등을 말하는데,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광범

위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공공기관과 국민 또는 공공기관 상호간

의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이다(하혜영, 2007). 행정학에 있어서 갈등은 개인, 

집단, 조직 내부 그리고 이들 상호간에 나타나는 대립적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으며, 희

소성을 가진 자원을 획득하기 위한 다양한 경쟁적 집단사이의 분쟁을 의미한다. 갈등은 주

로 자원이 불균형하게 분배되는 메커니즘에 의해서 나타나게 된다(Simmel, 1955). 사회간접

자본과 같은 대형 국가적 사업에는 다양한 가치를 가지는 다수의 이해관계자간 상호작용에 

따라 갈등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공공갈등의 측면에서 원자력시설의 특징은 첫째, 기피시설(LULUs: locally unwanted land 

uses)이라는 것이다. 기피시설은 고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에게는 환경 

및 건강에 대한 비용을 부담시키는데 반하여 그 편익은 사회전체로 분산된다(Florini, 1982). 

즉, 원자력시설로 인하여 주민들이 얻는 편익과 이에 따르는 비용이 비대칭적이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둘째, 국민들이 다른 사회간접자본 시설들과는 다르게 원자력시설 자체를 커다란 위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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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받아들인다는 점이다. 원자력시설은 큰 재난과 죽음을 초래하는 위험으로 통제할 수 없

는 재난을 뜻하는 공포스럽고 두려운 위험, 그리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잘 알려지지 않

은 위험 등 두 가지 차원에서 일반 국민들에게 위험으로 인식되고 있으며(Flynn et al., 

2001), 이에 따라 원자력시설이 입지하게 될 지역의 주민들은 해당시설에 대하여 극도로 거

부하는 행태를 보이게 된다. 

셋째, 원자력 관련 기술에 대해 주민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기술적 안전성에 대

한 논란이 상존한다는 점이다. 원자력 기술은 비교적 새로운 기술에 속하며 그 영향이 즉각

적으로 나타나기 보다는, 장기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지발성이 더욱 강하기 때문에 원자력 

관련 기술은 통제가 불가능한 두려운 대상이 되는 것이다(조성경 외, 2002). 우리나라의 경

우도 다중방호(Multiple Levels of Protection)를 핵심으로 하는 심층방어 개념을 근거로 안정

성을 내세우는 등 기술공학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긴 하나 본질적으로 위험속성을 가

지고 있다. 즉 원자력시설은 그 안전성에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는 행위자들 간에도 이러한 논란을 바탕으로 갈등이 발생한다.

넷째, 원전시설에 대한 필요성과 불안감이 공존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원전시설의 딜레마 

상황은 원전시설의 또 다른 특징이다. 기후변화를 고려하면서 동시에 안정적 전기공급을 하

기 위해서 원전시설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불확실한 기술 및 정보(이에 대한 의심은 원전관

련 사고 발생으로 더욱 커짐) 때문에 원전시설은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 역시 매우 높기 때

문에, 둘 중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상호 기회비용이 너무 커지게 된다. 이에 따라 둘 중 

어느 것을 선택하여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원전시설 딜레마 상황이다2).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러한 딜레마 상황은, 원자력시설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주도하는 국가

주체의 대형사업으로 한수원의 부지선정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주민들 간의 극심한 대립상

황이 1990년대에 주로 나타났다. 한편 2000년대에 들어서는 여전히 딜레마가 존재하기는 하

지만, 지역주민들의 극렬한 시위나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에 대한 불순응은 나타나지 않는다

는 특징이 있다(김근식, 2008). 1990년대의 경우 시민운동이 활성화되고, 1979년 미국 TMI원

전사고, 1986년 구소련의 체르노빌 원전사고 등 해외에서 발생한 원전사고로 인해 원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면서 딜레마 현상이 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지

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의 범위가 확대됨과 동시에, 원

자력시설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국책사업이라는 점에서 중앙정부-지방정부의 수직적 갈등

이 나타나고 있다(김종석 외, 2008).

마지막으로, 원자력시설과 관련하여 행정학･정책학 분야의 기존 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2) 이는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원전은 불가피하지만(71.4%) 안전

하지 않다(58.9%)”(국민일보,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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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먼저, 단일사례를 대상으로 양적연구를 실시한 연구는 방폐장 시설을 대상으로 한 설

문조사 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연구(최진식, 2007)가 있었으며, 문헌자료 및 인터뷰자료

를 바탕으로 사회네트워크분석을 실시한 연구(채종헌, 2009)가 있었다. 반면 질적방법을 활

용한 연구는 단일사례연구와 비교사례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단일사례연구의 경우, 원자력

시설에 대한 입지갈등이 발생하는 갈등유발요인을 분석한 연구(김도희, 2001), 원자력시설 

관련 갈등 유형분류 연구(이민창, 2010), 입지갈등 당사자의 인식에 관한 연구(심준섭, 2011; 

심준섭 외, 2011; 김성수 외, 2011), 입지갈등이 발생한 이후 갈등해결방안에 관한 연구(최성

두, 2009; 이주연, 2012) 등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활용될 비교사례연구를 활용한 연구

는 일치법을 활용하여 갈등의 성격이 비슷한 시설을 비교･분석한 연구(정지범, 2010; 채경

석, 2010), 차이법을 활용하여 갈등의 성격이 다른 사례들을 비교･분석한 연구(김용철, 1998; 

박보식 외, 2012)등이 있다.

<표 1> 원자력시설 관련 갈등사례 연구한 선행연구

저자(연도) 대상사례 갈등원인 분야 분석방법

김도희(2001) 울산 원자력발전소 님비 원자력발전소 단일사례연구

김용철(1998)
전남도청 핌피 행정사법 및 국가안전시설 

비교사례연구
영광원자력발전소 님비 원자력발전소

최진식(2007) 경주시 방폐장 님비 폐기물처리시설 양적연구(설문조사)

채종헌(2009) 신원전 건설 님비 원자력발전소 양적연구(네트워크)

최성두(2009) 고리원자력발전소 님비 원자력발전소 단일사례연구

이민창(2010) 방폐장 님비 폐기물처리시설 다중사례연구

정지범(2010) 경주시방폐장 님비 폐기물처리시설 비교사례연구

채경석(2010) 경주시방폐장 님비 폐기물처리시설 비교사례연구

심준섭(2011) 고리원자력발전소 님비 원자력발전소 언어네트워크

심준섭 
외(2011)

고리원자력발전소 님비 원자력발전소 언어네트워크

이주연(2012) 삼척원자력발전소 님비 원자력발전소 단일사례연구

박보식 외 
(2012)

방사성폐기물입지선정 님비 폐기물처리시설

비교사례연구천안아산역 핌피 철도

시화호 정책개발과정 가치갈등 치수시설

이러한 기존연구들과 비교하여 본 연구는 네트워크 비교분석을 통한 갈등구조 패턴 탐색

이라는 점, 그리고 다수의 사례를 이용하여 다른 두 가지 유형의 사회간접자본과의 비교를 

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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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자력, 일반폐기물, 행정시설의 갈등유형 및 갈등구조 특성 

본 연구의 주요 분석대상은 원자력시설이지만, 이 시설의 갈등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다른 두 시설과의 비교분석을 실시한다. 이러한 비교분석에 앞서, 

기존연구에서 논의되었던 세 시설의 갈등에 대한 특성을 정리함으로써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가 기존 연구의 이론적 경향에 맞추어 어떠한 함의를 갖는가를 논의한다. 우선 아래의 

표는 지금까지 관련 연구들을 바탕으로 세 시설의 특성을 재정리한 것이다. 

<표 2> 원자력, 일반폐기물, 행정시설의 갈등(구조) 특성

원자력 시설 일반폐기물 시설 행정시설

갈
등
유
형
별 
특
징

갈등유형 님비 님비 핌피

갈등정도 가장 강함 중간 상대적으로 덜 강함

중앙정부개입 적극적 갈등이 있을 때만 개입 소극적

사업주체 중앙정부 지방정부(기초자치단체) 지방정부(광역정부)

사업주체(정부)의 갈등관리 못함 어느 정도 구축됨 어느 정도 구축됨

시간적 긴급성 높음 높음 낮음

지역주민 피해자 피해자 수혜자

이슈범위 전국적 광역적 국지적

정치적 성격 약 중 강

갈
등
구
조 
특
징

네트워크 구조 분산적 집중적 집중적

삼각구조 많이 나타남 적게 나타남 적게 나타남

갈등관리(정부-주민간 갈등관계) 어려움 어려움 덜 어려움

자기연결관계 특징 상대적으로 적음 자치단체간(사업주체간) 주민간 갈등 거의 없음

자료: 강문희 외(2008), 강인호 외(2005), 김도희(2001), 김영종(2005), 김용철(1998), 문태현(2007), 심준섭
(2011), 이시원(1995), 조승현 외(2012), 채종헌(2009), 최용선(2014), 홍성만 외(2006) 등 정리 재구성. 

먼저, 원자력시설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은 극단적으로 나뉘는 경향이 높다. 이는 앞

서 논의되었던 원자력시설의 특징인 필요와 안전의 딜레마 상황 때문이다. 이는 일반폐기물 

시설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원자력 시설에 있어서는 방사능에 대한 위험을 

넘어선 공포감 때문에 이러한 반대 의견이 훨씬 더 강하고, 이에 따라 갈등 해결이 훨씬 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동일한 비선호시설이라 하더라도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 위험시설로서 

입지갈등 발생요인이 과학적 지식의 불확실성에 따른 점(시설의 안정성, 관리운영 단계에서

의 사고의 위험성, 기술수준에 대한 신뢰성 결여, 제시된 대안에 대한 불확실성)과 가치이념

적 갈등 등이 주 갈등원인이 된다(김용철, 1998: 이중훈 외, 2007). 반면 쓰레기 매립장 등 

일반폐기물시설에 있어서는 기술적 불확실성 문제는 거의 없으며(최화식, 2012), 가장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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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각되는 가치는 경제적 가치(생활환경 오염물질 배출로 건강상의 피해와 부동산 가격의 하

락 등 경제적 손실)를 들 수 있다(김도희, 2001; 이중훈 외, 2007; 조경훈 외, 2013). 

또한 중앙정부의 개입을 보면 원자력 시설은 상당한 반면, 행정시설은 중앙정부의 개입이 

거의 없다(김용철, 1998). 이는 사회간접시설 갈등에 있어 정부 간 갈등, 특히 수직적 정부 

간 갈등이 매우 중요한 갈등임을 고려할 때(박치성 외, 2014), 중앙정부의 개입이 적은 행정

시설에서는 원자력 시설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갈등 정도가 낮을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이를 구조적 측면에서 보면, 첫째, 원자력시설의 경우, 기술 및 과학적 지시에 대한 불확

실성에 더하여 가치 경쟁(정부와 주민 간 찬성 대 반대)의 격화로 인하여 갈등 네트워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 분산적, 다른 말로 하면, 특정 행위자에게 집중되어 있지 않는 네

트워크 구조 특징을 가진다(김영종, 2005). 반면, 행정시설의 경우 대개 사업의 주체가 광역

정부인 경우가 많으며, 핌피시설로써 다른 두 가지 시설보다 시급성이 떨어지기 때문에(김

용철, 1998), 이러한 시설의 입지를 둘러싸고 이해관계자들이, 사업입지의 결정권을 가지는 

사업주체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갈등관계 구조를 구축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갈등 네트워크 구조는 사업주체를 중심으로 하는 집중적인 구조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일반폐기물시설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적극적 협력을 통한 광역설계 대안마련, 지역민의 참

여유도, 정보제공, 의사소통을 통한 신뢰구축 등 갈등관리 방법이 구축되어 왔기 때문에(채

경진 외 2011; 강문희, 2008; 이시원, 1995; 조경훈 외, 2013), 갈등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이해

관계자 간에 일어나기 보다는 소수의 주요 갈등당사자(예를 들면 기초자치단체 또는 지역주

민들)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대표적인 분배정책으로서의 사회간접시설

들인 행정시설과 일반폐기물의 경우, 네트워크 구조의 특징은 특정 행위자에 대한 네트워크 

집중도가 높고, 삼각관계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구조이며, 행위자 유형을 놓고 보면, 사업

주체인 정부와 수혜자 간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로 구성된다고 나타났다(최용선, 2014). 

이를 요약하면, 원자력시설은 상대적으로 낮은 네트워크 집중도, 상대적으로 많은 삼각관계

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다른 두 시설의 경우 집중도는 높으며, 삼각관계는 상대적

으로 적은 집중형 구조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본 연구의 주요 분석 대상인 원자력 시설에만 초점을 맞춘 최근 네트워크 분석 연

구에 따르면, ‘필요’의 프레임을 가지는 원자력 사업의 주체인 정부의 경우, ‘안전 또는 위

험’의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다른 이해관계자들과의 갈등 관계 관리가 매우 부실함을 지적

하고 있다(채종헌, 2009: 166; 심준섭, 2011). 이는 네트워크 내 주민과 정부 간 갈등관계가 

얼마나 존재하는가로 알 수 있다. 즉 원자력시설에 있어 다른 유형보다 정부와 주민 간 갈

등이 많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정부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 또는 반영하는데 어려움

을(주민의 경우도 마찬가지) 많이 겪는 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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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각 시설별로 시설의 갈등관계 특징으로 인한 자기연결관계에 있어 특이한 패턴이 

나타날 것이다. 먼저, 원자력 및 폐기물 시설은 님비시설이기 때문에 주민 간 갈등이 있는 

경우가 있으나(김용철, 1998; 채종헌, 2009), 핌피시설인 행정시설의 경우 주민들은 수혜자이

기 때문에, 주민간 갈등은 없다고 볼 수 있다. 

일반폐기물의 경우 원자력시설과 달리 해당지역의 피해(해소)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적

정한 보상체계 확립 및 시설개선 노력 등)만 이끌어내면 갈등이 해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

아진다는 측면(이중훈 외, 2007)에서 원자력 시설과의 차이가 있다. 즉 두 시설 모두 님비시

설로써 필요와 안전이라는 딜레마 상황이 있는 시설이지만, 일반폐기물은 상대적으로 그 피

해정도의 심각함이 덜하며, 광역적인 의미에서 인접지역에도 편익을 미치기 때문에(임정빈 

외, 2004) 주 갈등 당사자인 지방정부 들 간 입지선정을 둘러싼 기초자치단체들간 치열한 

갈등이 있다. 이에 따라 일반폐기물시설에서는 다른 시설보다 지방자치단체 간 자기연결관

계라는 구조가 더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Ⅲ. 연구설계

1. 비교연구 설계

본 연구는 원자력시설과 관련된 정책갈등 구조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 차이법과 일치

법을 응용하여 원자력 시설 갈등 패턴의 특징을 밝혀내고자 한다(남궁근, 2006: 219). 원자

력관련 시설에 있어 갈등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비교연구에서 주로 활용된 님비와 핌피의 구분(김용철, 1998; 박보식 외, 

2012 등)을 넘어서,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범주에 따라 원자력시설과 유사한 속성을 가지는 

시설 및 상이한 시설을 가지는 시설을 비교･분석하였다.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범주는 양지

청(2002)이 분류한 내용을 준용하여3), 주거환경정비시설 중 갈등이 많이 나타난 사례인 폐

기물시설과 행정사법 및 국가안전시설에서 일반 국민들의 민원을 주로 해결하는 국가행정

기관(이하 행정시설)을 비교대상 사례로 선정하였다. 이 세 종류의 시설은 사회간접자본의 

분류기준에서 서로 다른 범주에 속하는 시설이지만 원자력시설과 폐기물시설은 비슷하면서

3)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관한 분류는 학자마다 공급주체, 전달방법, 요금, 공간적 특성, 소비주체, 기능

적 분류 등의 다양한 분류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그 분류에 관해서도 활발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양지청(2002)은 협의･광의･최광의의 분류로 사회간접자본을 구분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다루는 

사회간접자본의 수가 적지 않기 때문에 최광의의 분류에서 중분류의 범주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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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일부 다른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원자력시설과 행정시설은 상이하면서도 일부 비슷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가정하고 있는 핵심적인 부분은, 각 시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속성에 따라 사례와 관련된 갈등관계는 그 구조가 다를 것으로 기대된

다는 점이다. 해당 시설이 가지는 속성은 갈등상황이 님비인지 핌피인지의 여부에 우선적으

로 영향이 있을 것이고, 같은 님비시설이라 하더라도 시설물에 따른 사회적 수용성

(acceptance)4)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사회적 수용성의 정도 및 변화에 따라서도 갈등관

계는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사회간접자본과 관련한 갈등구조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님비/핌

피라는 거시적 측면에서의 단순한 이분법적인 구분을 넘어서, 해당시설물이 가지는 미시적

인 속성에 따라 시설물을 범주화하고 그에 따르는 갈등구조의 차이를 파악하여 상황에 맞

는 갈등관리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논의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시설

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사회간접자본시설로서 일반폐기물시설을, 상호 다른 특성을 나타

내는 시설로서 행정시설 사례들5)을 비교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원자력시설과 유사 또는 상이한 시설을 선택하기 위해서 사회간접시설의 범주를 나타내

는 네 가지의 측면을 고려하였다. 첫째, 사회간접시설 계획단계에 있어 갈등을 유발하는 갈

등원인에 관한 변수이다. 갈등의 대표적인 두 가지 원인으로서 혐오 및 기피시설인 님비와 

선호시설인 핌피를 들 수 있다.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쓰레기처리장과 방사능 관련 시설은 

대표적인 기피시설이며, 이와 비교하여 행정시설은 지역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력으로 

인하여 선호시설로 볼 수 있다. 둘째, 환경에의 영향이다. 원자력시설이나 쓰레기소각장의 

경우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부정적)이 높은 편에 속하지만, 행정시설의 경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건설된 시설의 사후 운영 및 관리가 필요한 정도이다. 

원자력시설이나 폐기물시설은 사후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사후관리에 

자원이 계속 투입되어야 하지만, 행정시설의 경우, 일단 시설이 완공되고 나면 사후관리에 

투입되는 자금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기에 시설물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설물의 지역적 영향범위이다. 원자력시설은 서비스공급(전기)에 있어서  

전국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안전성의 측면에서는 지난 2011년 일본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고가 발생할 경우 매우 광범위한 지역에 영향력이 있다고 

4) 사회적 수용성은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에 의존할 수도 있고, 지방정부라는 미러(창문)을 통해 여과되

어 굴절되어 긍정적 혹은 부정적 방향으로 증폭되기도 한다. 원자력시설의 경우 주요 사업주체는 중

앙정부지만 지방정부를 통해 사회적 수용성이 변화할 수 있지만, 폐기물시설의 경우 주로 기초자치

단체가 직접적으로 사업을 주관하기 때문에 사회적 수용성은 일정하게 나타날 것이다(신윤창 외, 
2009).

5) 행정시설(이전)은 기존연구에서도 원자력시설과 상이한 특징을 가지는 비교 연구사례이었다(김용철,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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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소각장, 매립장은 원자력 시설만큼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광역적인 범위를 포

괄한다. 그러나 도청 등 행정시설의 경우 그 영향범위가 해당지역에 국한되어 나타난다. 

<표 3> 원자력시설과 유사 및 차이 사례: 세 가지 사회간접시설 특성 비교

사회간접시설 환경영향 갈등원인 사후관리필요성 시설영향범위 예

분석대상 원자력시설 높음 님비 높음 전국적 발전소, 방폐장

유사사례 폐기물시설 높음 님비 높음 광역적 쓰레기소각장

차이사례 행정시설 낮음 핌피 낮음 지역적 도청, 공사

세 시설 간 특성 논의를 정리한 <표 3>에서 나타나듯이, 원자력시설과 폐기물시설은 비

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시설의 영향범위가 원자력시설은 전국적이고 폐기물시설은 상대

적으로 협소하다는 특징을 제외하면, 환경에의 높은 영향력, 님비적 속성, 그리고 사후관리

의 필요성이 높다는 특성은 비슷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원자력시설과 행정시

설은 정반대의 특성들을 지니고 있는데, 행정시설은 원자력시설에 비해 국지적 지역이 영향

권에 들어있고, 환경에의 영향력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으며, 핌피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 

사후관리의 필요성 역시 원자력시설과는 다르게 상대적으로 낮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2. 자료수집

1) 대상사례 선정

본 연구는 다양한 원자력, 폐기물, 행정 관련 사회간접시설 갈등사례 중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회간접시설에만 국한하여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첫째, 1995년 이

후 발생하여 현재 갈등이 종료된 사회간접자본 시설관련 사례에 한정하였고6), 이 시기적 

범위 내의 사회간접자본 관련 모든 사례들 중, 실증연구를 할 만한 충분한 가치를 가지는 

사례들의 리스트를 파악하기 위해서 1995년-2012년 사이 행정학 및 정책학 학술지에서 연구

6) 지방자치제 이후로 시기적 범위를 설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여러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정책과

정에서 힘의 분배, 상호작용의 유형이라는 두 차원에 의해 네트워크 구조의 형태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구조의 차이를 설명할 때에는 관련 제도와 환경이 고려되어야 한다(Adam & Kriesi, 
2007). 우리나라는 1995년 본격적으로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인 법인

격을 부여받음으로 인해 중앙-지방정부 혹은 지방-지방정부 간의 관계에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지방

자치제도 이전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행정서비스나 개발정책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의 개입이나 조정을 

통해 중앙-지방정부 간의 정책갈등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었으나, 지방자치제도의 실시로 인해 국가의 

지방에 대한 강제적 관여가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중앙-지방간 이해관계에 따라서 해당 지역을 중심

으로 다양한 정책갈등이 발생되고 있다(권오철,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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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던 사례로 사례범위를 한정하였다. 즉 86개의 연구에서 총 68개 사례가 연구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는 이 중 분석대상인 원자력시설, 폐기물시설, 행정시설에 국한하여 14

개의 사례를 선정하였다. 이러한 선정범위를 제시한 이유로써, 이미 전문학술지에서 논의되

었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사례 자체가 행정학 및 정책학 연구 대상으로서 의미가 있다

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둘째, 첫 번째 단계에서 선정된 68개 사례를 대상으로, 공공, 민간, 비영리, 정치권 등 다

양한 측면의 이해관계자가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사례들로 그 대상을 한정하였다. 네트워크 

분석을 이용하는 본 연구의 목적상, 다양한 영역의 다수의 정책행위자들 간 복잡한 갈등관

계 패턴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너무 단순화되어 있는 사례는 분석대상에서 제

외하였다. 이러한 두 가지 기준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총 14개의 

사례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원자력시설 사례로 경주, 부안방폐장, 영광, 울진, 울산 원

자력발전소 등 5개, 남양주소각매립장, 경기동부권 자원회수시설, 영광, 진주, 청원쓰레기 매

립장 등 5개 쓰레기매립시설 사례, 경북, 전남, 충남도청 이전, LH공사이전 등 행정시설 사

례 4개 등이다. 

2) 분석대상으로서 네트워크의 범위 설정

(1) 네트워크 행위자 정의 및 측정

위에서 선정된 14개 갈등사례를 네트워크의 시각에서 분석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단

위(unit of analysis)는 개별 사례의 네트워크로 볼 수 있다. 네트워크분석을 수행함에 있어서 

네트워크의 범위설정, 즉 행위자를 어디까지 포함하는가는 개별 사례에 있어 모집단의 경계

를 규정하는 것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박치성, 2010). 

본 연구에 있어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행위자는 개별 사례에 등장하는 모든 이해당사자

가 된다. 거버넌스의 측면에서 가장 거시적인 수준에서 보면 네트워크 행위자는 크게 공공-

시장-사회영역으로 삼분된다. 이는 다시 중범위 수준에 있어 다양한 수준과 특성의 차이를 

가지는 행위자들로 구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공영역의 경우, 정부수준에 있어 중앙-광

역-기초자치단체, 기능에 따라 행정-입법-사법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사회영역에 있어서도 

사회운동단체(NGO), 민간전문가, 주민 등으로 그 특성이 다른 행위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나타나는 모든 행위자가 네트워크의 노드가 되는데, 이 행위자는 집합적 성격을 지

닌 모든 행위자를 포괄한다7). 이러한 중범위 수준의 네트워크 행위자는 다시 미시적 수준

7) 국회의원, 혹은 기초의원이나 기초･광역자치단체장의 경우 해당 지역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가지기 

때문에 단순히 한명의 개인으로 치부하기 보다는 갈등발생의 해당지역을 대표하는 집단적 성격을 가

진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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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행위자로 세분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중앙정부에 있어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

부, 환경부 등으로 구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먼저 거시적 범위에서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즉 3개의 

행위자가 가질 수 있는 갈등관계 패턴은 소수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반면 미시적 수준에서 

네트워크 구조를 파악하는 경우, 단일 사례분석에 있어서는 상당한 정책함의를 가져오지만, 

본 연구와 같이 다수의 사례를 이용한 패턴 발견이 목적이 되는 경우에는 중범위 수준에서

의 분석이 더 유리하다. 즉 미시적 행위자 수준에서는 개별 기관(행위자)의 역할을 파악하는

데 있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으나, 제도적 수준에서 중앙정부의 역할, 지방정부의 역할, 사

기업이 역할 등을 파악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서로 다른 네트워크의 비교에 있어서는 

같은 수준의 행위자간 비교가 필요한데, 미시적 수준에서보다 중범위 수준에서 서로 다른 

네트워크 간 행위자 유형이 통일됨으로써 비교가 용이해지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

구는 아래의 <표 4>에 나타나는 바와 같은 중범위 수준(갈등 이해관계자 유형)에서 네트워

크 분석을 위한 행위자를 규정한다. 

<표 4> 정책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이해당사자

거시적 
분류

중범위 분류 미시적 분류
분류 세부분류 분류 실제행위자(예시)

정부
영역

중앙정부(행정)
청와대 대통령, 청와대 부속기관 등 노무현대통령

중앙부처 개별 정부부처, 산하기관 등 국토해양부

지방정부(행정)
광역정부 17개 광역시, 도 서울특별시

기초자치단체 228개 시, 군, 구 경기평택시
조정기관(행정 및 

사법)
정부소속 위원회 특정 정부위원회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사법부 법원 등 대법원
중앙 정치(입법) 국회(중앙정당) 개별 정당, 국회의원, 국회 등 민주당
지방정치(입법) 지방의회 개별 지방의원, 지방의회 등 서울서초국회의원○○○

사회
영역

비영리단체 NGO 시민, 환경, 종교단체 참여연대

언론 및 
전문가집단

전문가집단 연구기관(교수), 연구원 등 국토연구원

언론
전국 및 지역 언론, 방송기관 

등
부산일보

일반주민 지역주민 특정 지역 주민 서울서초구주민
시장
영역

영리단체 민간사기업 특정 상공회의소, 사기업 등 부산상공회의소

자료수집은 미시적 수준에서 실시하고, 실제 네트워크 분석은 중범위 수준에서 실시한다. 

위의 표에 코딩의 예에 나타나듯이, 분석을 위한 네트워크 자료로 코딩을 할 때에는 고유명

사로써, 이해관계자를 명확히 구분하였다. 즉 행위자의 식별(identification)에 있어서, 사례에 

등장하는 구체적 명칭을 기준으로 하여 배타적인 집단으로 명확히 식별된 행위자만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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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한다8).

마지막으로, 사회 네트워크 분석이 다양한(다수의) 정책갈등 사례 간 비교연구에 적용된

다면 갈등 구조의 파악 및 더 나아가 일반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논의(채종헌, 2009)에 

따라 본 연구는 중범위 수준에서 갈등 네트워크 패턴을 발견하는 것이 목적이다9). 갈등 네

트워크의 구조적 패턴의 발견을 위해서는 본 연구는 미시적 개별 행위자를 상정하기보다는 

이보다 조금 더 일반화된 수준인 중범위 수준을 선택하였다. 이유는 세 개 다른 유형의 시

설간 비교를 하는데 있어 네트워크의 행위자의 수준을 동일하게 맞추어줌으로써 상호 비교

가 용이해지기 때문이다10).     

(2) 네트워크 관계 정의 및 측정

네트워크분석에 있어서 관계측정의 구성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명확한 관계정의 및 

조작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박치성, 2010). 본 연구에서 네트워크 관계로 보고자 하는 이해당

사자 간의 갈등은 단어 자체가 가지는 모호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수집자료별로 갈등관계의 

조작화로서 갈등의 범위를 결정하고 그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측정하였다11). 왜냐하면 

실제로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관계)을 정확히 반영하는 측정에 대한 범위가 내용타당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Prell, 2012). 

첫째, 연구논문자료에서 언급된 행위자가 갈등관계에 놓여있다고 직접적으로 기술된 경우

에만 한정하여 관계를 코딩하였다. 둘째, 행위자가 갈등상황에서 국가기관에 조정신청이나 

소를 제기한 경우이다. 여기서 국가기관이란 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사법부가 된다. 

8) 여기서 지역을 대표하는 개인과 지방자치단체 자체로서의 조직은 구분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

은 정당에 소속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자치단체가 정당에 소속되어 그 당의 당론을 따른다

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만약, A시와 B시가 갈등관계에 있고 A시의 시장 혹은 지역의원이 B시에 

직접 갈등양상을 표현했다면 A시의 의원과 A시의 시장은 각각 다른 노드로 봐야 한다(A시의 대표자

신분과 A시의 정치인 신분을 구분).

9) 네트워크 분석의 경우, 단기간에 통계분석을 통한 일반화에 충분할 만한 다수의 네트워크 사례구축

이 힘든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대게 단일 사례 또는 소수 사례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이 주를 이루

어 왔다. 그러나 1~2개의 네트워크 사례를 가지고는 특이한 패턴을 발견하였다고 논의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분석한 사례(네트워크)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특이한 사례일 가능성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적어도 10~20개 정도의 사례의 분석을 통한 패턴 발견은 단일 사례를 통한 구

조적 특성 분석보다는 조금 더 일반화 수준이 높은 분석결과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0) 그러나 반면 이러한 중범위 접근은 갈등당사자들의 관점, 인식, 행태가 어떻게 차이가 나고 그 차이

가 어떻게 관계구조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사례분석의 측면에서의 한계가 있다.

11) 갈등관계의 정의를 위와 같이 한정한 이유는 갈등관계를 너무 폭넓게 정의할 경우, 실제 네트워크

보다 더 연결이 잘 된 네트워크로 나타나게 되어 전체 네트워크 밀도의 편향된 결과로 귀결되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함이다(박치성,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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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신청을 제기한 경우는 상대측의 행위자와 의견 대립이나 분쟁이 존재하여 의견 차이를 

조율하여 해결점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조정신청 행위 자체가 갈등관계

(약한 의미의 갈등이라고 하더라도)가 존재하였다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다. 소를 제기

하는 것 역시 각각의 이해당사자 간의 이견으로 인해 제기하는 것이므로 조정신청과 일맥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언론보도에서 하나의 행위자가 본 사례와 관련

된 다른 행위자를 비난하거나 부정적 입장의 인터뷰 혹은 기사를 발행한 경우나, 그 외 본 

사례와 관련이 없지만 사례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제3의 행위자가 신문기사에서 다른 두 행

위자들의 관계를 갈등관계로 묘사한 경우이다. 넷째, 주민, NGO 등이 특정 대상을 상대로 

시위와 같은 부정적인 집합적 행위를 한 경우에서는 그 대상자에 대해서만 갈등관계를 가

진다고 상정한다. 본 연구에서 이해당사자간의 관계를 갈등관계로 조작화한 내용을 정리하

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5> 갈등관계 네트워크에서 관계의 정의

관 계 정 의 예 시

연구자료에 명시된 
갈등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에서 행위자 간에 갈등
이 발생하였다고 직접적으로 언급된 경우

○○시와 △△시의 갈등이 
발생한 사례임.

조정신청 및 
기소대상이 된 갈등

하나의 행위자가 갈등상황에서 국가기관에 조정
신청이나 소를 제기한 경우

○○시의 시민단체가 △△지
방법원에 ○○시를 고소함.

언론보도에 나타난 
갈등

언론보도에서 다른 행위자를 비난하거나, 제3의 
행위자가 신문기사에서 다른 두 행위자들의 관계
를 갈등관계로 묘사한 경우

○○시와 △△시는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임. 

민간측면의 집합적 
행동을 야기시킨 갈등

민간측면의 NGO가 정부를 상대로 시위와 같은 
부정적인 집합적 행위를 한 경우

○○환경단체가 △△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임.

3) 자료수집

자료 수집은 다양한 2차 자료를 바탕으로 실시하였다. 네트워크분석을 위해 수집해야 하

는 자료는 네트워크의 행위자에 관한 자료와 행위자 간의 관계에 대한 자료들이다. 자료수

집은 1) 해당 사례를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논문 및 정부보고서, 2) 해당 사례와 관련된 검색

어를 선정하여,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뉴스검색12)(http://news.naver.com), 3) 수집된 자료에 나

타난 행위자에 근거하여 이 행위자들과 관련된 웹사이트 및 정부기관 홈페이지의 보도자료 

12) 뉴스검색의 시간범위는 각 사례에 따라 갈등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사례별로 다르게 적용하였고, 신
문사의 경우 언론사를 미리 선정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사례별로 자세한 자료를 구득하기 위해서는 

해당지역의 지역언론사의 기사도 검색해야하기 때문에 사실상 전수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는 측정의 타당성과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제로, 정확한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네트

워크 구조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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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활용해 추가적인 수집을 통하여 진행되었다. 모든 자료수집이 완료된 이후에는 자료정

제과정을 거쳐 같은 대상을 서로 다르게 표현하는 것을 모두 수정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원자력시설 갈등 네트워크에 있어 다른 사회간접시설과 비교하여 특이

한 특성이 나타나는가를 탐색하는 것이다. 즉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공공, 시장, 사회 영역 간 어떠한 특이한 패턴이 있는가를 밝혀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

하여 본 연구는 정책이해관계자를 중범위 수준에서 13종류로 구분하였다. 

측정수준에서 행위자는 미시적 수준에서 되었기에, 이를 중범위 수준의 분석으로 전환하

기 위해서 <표 4>에서 제시한 13가지의 이해당사자를 기준으로 블록(block)13)을 형성하여 

이해당사자의 종류 사이에 나타난 갈등관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만을 고려하여 갈등관

계 네트워크(image matrix)를 재구성한다. 즉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관계 밀도를 고려하는 이

유는 실제 행위자 사이에 갈등관계가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갈등관계의 전체밀도나 다른 블

록간의 밀도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 실제 발생한 전체의 갈등관계를 고려할 때 갈등관계가 

거의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구성된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관계 네트워크에서 갈등관계의 구조적 특성을 파악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구조적 변수들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다. 

첫째, 본 연구와 같이 상대적으로 소수의 행위자를 대상으로 하는 네트워크 분석에 있어

서는 소시오그램(sociogram)을 통한 전반적 네트워크 구조 특성의 파악 및 비교가 가능하다. 

이는 아래의 그림에서 제시되는 네 가지 기본적인 네트워크 유형을 이용한다.

<그림 1> 공공갈등의 구조적 유형

별형 Y형 선형 순환형

집중구조 탈집중구조

* 그림에서 동그라미와 네모는 네트워크의 행위자를 의미하고, 선은 이들 간의 관계임. 네모로 표시된 행위
자는 가장 중심성이 높은 행위자를 나타냄. (자료: Borgatti et al., 2009: 893; 박치성, 2010 재인용)

13) 연결관계에 의한 블록모델링과는 달리, 노드의 속성에 기반한 인위적인 블록을 설정후, 전체밀도를 

기준으로 블록 간의 밀도와 비교하여 연결유무를 판단하여 이미지 매트릭스를 생성한다(Hanneman 
& Riddle,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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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별형 특징은 집중형 구조로서 연결, 사이중심성과 연결중심성이 높은 행위자가 동

일한 하나의 행위자이다. 또한 모든 중심성 집중도(centralization index)는 하나의 행위자에 

100%가 집중되어 있다. Y형의 특징은 특정 행위자가 별형과 비슷한 집중형 구조이지만, 별

형에서와 같이 중심성이 절대적으로 높은 하나의 행위자가 존재하지 않고 연결･사이중심성

이 높은 하나의 행위자(70% 정도)가 더 존재한다. 선형의 특징은 각 행위자의 연결･사이중

심성이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으며, 사이집중도는 가장 중심의 행위자에게 40% 집중되어 

있으나 양 극단의 행위자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체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편이다. 순

환형의 경우 가장 탈집중형 구조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역시 모든 행위자의 중심성은 동일

하게 나타나며, 중심화지수는 어느 행위자에게도 모여 있지 않고 0%의 값을 가진다. 요약하

면, 별형, Y형 네트워크는 집중형 또는 수직적 관계(집중)를 나타내는 반면, 순환형 네트워

크 구조에서는 상대적으로 행위자 간의 관계가 수평적(탈집중)이다. 

네트워크에 속해있는 행위자간 문제(갈등)해결에 있어 이러한 구조적 특성이 가지는 함의

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먼저 별형 네트워크와 Y형 네트워크는 문제해결의 시간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이다. 문제해결에 있어 별형과 Y형에서 빠른 문제해결을 얻은 이유는 

중심화성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혀졌으며(손동원, 2002: 6), 이를 다시 말하면 집중화성향

이 작아질수록, 그리고 관계의 순환이 발생할수록, 네트워크는 외부의 영향력으로부터 닫혀

진 구조(closed network)로 변화해나가며, 이에 따라 내부 행위자간 문제해결 및 외부의 중재

에 의한 문제해결이 어려워지게 된다. 

둘째, 전체 네트워크 수준에서의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규모(size), 집

중정도(centralization), 그리고 응집성(cohesiveness)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실시한다. 먼저 

네트워크의 규모를 비교하기 위해서 행위자수, 행위자당 평균 연결수, 네트워크 지름 및 평

균거리를 측정하였다. 여기서 행위자와 관계의 수가 많아지면, 행위자의 종류가 다양해진다

는 것을 의미한다. 또 다른 측면에서 네트워크가 수평적으로 분산된 정도에 따라 공간적 개

념의 크기를 나타내는 방식으로 네트워크 지름을 들 수 있다. 네트워크 지름은 네트워크에

서 가장 멀리 떨어진 두 행위자간 가장 가까운(geodesic) 거리로 측정된다.

집중도는 한 명의 행위자에게 전체 네트워크의 관계 또는 흐름이 얼마나 집중이 되는지

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으로서, 연결･사이 집중도를 사용한다. 여기서 연결집중도는 다양한 

종류의 이해관계자와의 갈등이 특정행위자에게 집중되어 있는지를 의미하며, 사이집중도는 

다양한 갈등관계에서 특정행위자가 갈등관계의 연결고리를 점유하고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사이집중도의 경우, 갈등관계를 연결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행위자중심 사이집중도와 갈등흐

름의 정도를 측정하는 흐름중심 사이집중도 두 가지를 제시한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갈

등관계 네트워크에서, 행위자 간 갈등은 특정 행위자에서 다른 행위자로 흘러가는 특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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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기 때문에, 갈등관계의 흐름에 있어 행위자 중심의 위치를 파악하는 행위자 사이중심성

(node betweenness centrality)도 중요하지만, 어느 흐름, 전체 네트워크에서 어떤 두 행위자 

간 갈등관계 자체가 중요한가를 파악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이를 위해 흐름 사이중심성

(flow betweenness centrality)을 이용한다. 마지막으로 구조적 응집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응집계수와 세 행위자 간 삼각관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다. 

응집계수(clustering coefficient index)는 특정 행위자(ego)에게 연결되어 있는 다른 행위자

간(alters) 관계가 얼마나 응집되어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으로써, 갈등네트워크에서 응집계수

가 높다는 것은 그 만큼 행위자 간 갈등관계의 정도가 복잡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트워크에 삼각연결관계(triad)가 있다는 것은 네트워크 구조에 있어 갈등관계의 순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는 행위자 간 갈등관계가 얽혀있는 정도가 높다는 것이며, 삼

각연결이 네트워크에 많이 존재할수록 네트워크의 구조가 상대적으로 더 폐쇄적인 것을 의

미한다(Borgatti et al., 2009). 즉, 하나의 행위자에게만 갈등이 집중된 별형 네트워크와는 달

리 네트워크가 상대적으로 열려있지 않은 폐쇄적인 구조로써, 삼각관계는 관계가 순환적이

기 때문에 두 행위자 간 관계 또는 한 명의 행위자를 관리하는 것과 비교하여 더 많은 노

력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삼각연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갈등의 해결이 어렵다.

반면, 삼각연결이 네트워크에 존재하지 않는 것은 갈등관계 네트워크가 열려있는(open) 

구조이며 갈등구조를 완화시키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대표적으로 별형 네트워크 구조에

서는 삼각관계는 나타나지 않고 한 명의 행위자에게 모든 관계가 양자간(dyadic) 관계로서 

집중되기 때문에, 갈등의 중심에 위치하는 하나의 행위자만을 대상으로 협상을 진행하거나 

설득을 하여, 이 행위자가 더 이상 갈등상황에 놓이지 않게 만들면(즉 이 행위자가 갈등 네

트워크에서 사라지면) 갈등 네트워크의 행위자들간 주요 갈등관계가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데 삼각연결이 많은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더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갈등관계의 네트워크에서 핵심위치를 차지하는 행위자와 주변부에서 갈등관계를 차

지하는 행위자를 구분하는 핵심 및 주변부 분석을 실시한다. 핵심 및 주변부 분석에서 갈등

관계의 핵심위치를 차지하는 행위자를 찾아내고, 주변부에 위치하는 행위자를 구분할 수 있

다면, 해당 행위자의 설득 혹은 해당 행위자와의 협상･협력을 통해 갈등상황을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핵심행위자들과 주변행위자가 가지는 갈등관계의 특이한 패턴(삼각관

계)을 찾아냄으로써 갈등상황의 해결을 위한 해답을 찾아낼 수도 있을 것이다.

넷째, 갈등관계를 가장 많이 갖는 행위자 유형, 흐름의 중개 또는 다리의 역할, 자기연결 

관계(reflexive tie) 측면 분석 등이 있다. 먼저 갈등관계를 가장 많이 가지는 행위자를 측정

하기 위해서 연결중심성(degree centrality)을 적용한다. 연결중심성이 높은 행위자는 다른 행

위자와 비교하여 갈등의 중심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갈등 흐름 사이중심성의 경우,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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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행위자 중심이 아니라 관계 중심으로 파악하는 것이다14). 정책문제에 따르는 행위자 

간의 갈등이 발생하면 갈등관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여러 유형의 행위자들 사이로 확산

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갈등관계를 일종의 흐름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갈등에 관한 연구가 갈등을 흐름으로 간주하여 분석했다는 점에서(조성배 외, 

2008; 고경훈 외, 2008; 김성연, 2008; 최창현 외, 2011; 김대현, 2012), 갈등은 흐름으로 보아

야 하며, 갈등흐름을 볼 때는 흐름 사이중심성을 분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같은 유형의 행위자 간 갈등관계 유뮤에 관한 것이다. 본 연구의 노드는 다수

의 개별 행위자들이 행위자 유형별로 묶이는 블록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블록으로 구성된 

노드 안의 행위자들 간, 즉 같은 유형의 행위자들 간 갈등관계가 높은 경우 자아노드에서 

자신으로 향하는 자기연결적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자기연결적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같

은 유형의 행위자들 간, 예를 들면 주민이라는 행위자 유형내에 속해 있는 다양한 종류의 

주민 간 갈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Ⅳ. 분석결과

1. 원자력시설 관련 갈등관계 네트워크 특성

1) 소시오그램을 통한 구조특성 분석

먼저 시각적인 측면에서 세 개의 사회간접자본시설 별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네트워크

의 구조가 있는지, 그리고 각 시설 간 구조의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14개 갈등 

네트워크를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소시오그램을 제시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14) 흐름사이중심성은 갈등관계 흐름에 초점을 맞추는 분석으로서, 특정한 두 행위자 유형 간의 관계

(pair)가 다른 양자관계와 비교하여 특별히 더 중요한 갈등관계임을 의미한다. 즉 전체네트워크의 갈

등흐름에 있어 이 두 행위자 간 관계에 갈등관계를 통과하여야만 다른 행위자 간 갈등이 발생된다

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네트워크 구조적 특성에 적용하여 보면, 별형 네트워크의 경우 특정 행위자

가 갈등의 매개에 있어 중심에 있을 수 있으나, 특정 두 개의 행위자 간 관계가 다른 행위자들 간

의 관계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따라서 별형 네트워크에서는 흐름사이중심성이 높은 두 

행위자 간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 나머지 세 개의 구조적  유형에 있어서는 적어도 하나 이

상의 관계가 다른 관계의 흐름에 꼭 필요한 관계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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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세 가지 사회간접시설 갈등관계 네트워크 소시오그램

원자력시설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시설

첫째, 다섯 개의 원자력시설 갈등네트워크의 경우, 별형 네트워크의 특징은 나타나지 않

고 대부분 순환형의 폐쇄된 네트워크(Borgatti et al., 2009)에, 다른 행위자들이 매달려 있는 

형태, 즉 몸통(순환형 구조)에 다리가 달려있는 ‘게(crab)’ 모양과 흡사한 구조를 보이고 있

다. 시설속성에 있어 원자력시설과 비슷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다섯 개 네트워크에서 공

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으로써, 하나의 행위자에 갈등관계가 집중되는 별형 네트워크의 구

조를 보이고 있다15). 즉, 원자력시설 갈등네트워크와 비교하여 갈등구조를 완화시키기가 상

대적으로 쉽다고 할 수 있다. 

원자력시설과 다른 속성을 나타내는 행정시설의 경우, 구조적 특성에 있어 폐기물시설과 

비슷하게 하나의 행위자가 중심에 있는 별형 네트워크의 구조를 보이고 있다16). 이 역시, 

열려 있는 구조를 가짐으로써 갈등구조를 완화시키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행정시설의 

경우 핌피적 원인에 의하여 갈등관계가 형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사업을 주도하

는 행위자에게 갈등관계가 집중되는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전체 네트워크 수준에서 원자력시설 갈등 네트워크 구조특성 분석

전체 네트워크 수준에서 세 가지 사회간접시설 간 갈등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의 유사

15) 정확하게는 두 개의 별형, 두 개의 Y형 하나의 별형과 순환형의 혼합으로 볼 수 있다. 

16) 정확하게는 세 개의 별형, 하나의 별형과 순환형의 혼합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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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또는 차이가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아래의 표와 같은 여러 가지 구조적 특성을 나

타내는 변수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6> 3개 사회간접시설 갈등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

네트워크 규모 집중도(centralization) 응집정도

행위자 평균연결 평균거리 지름 연결 노드사이 흐름사이 응집계수 삼각연결

원
자
력
시
설

경주시방폐장 7 2.57 1.57 2 66.67 68.33 75.83 0.74 3

부안 방폐장 9 3.33 1.69 3 37.50 34.37 29.43 0.33 5

영광원자력발전소 8 2.50 1.71 3 57.14 54.42 60.03 0.70 3

울산원자력발전소 8 2.25 1.89 3 44.90 67.35 74.60 0.33 1

울진원자력발전소 7 2.29 1.76 3 52.78 60.00 62.04 0.55 2

평균 7.80 2.59 1.73 2.8 51.81 56.89 60.38 0.54 2.8

표준편차 0.84 0.44 0.12 0.45 11.21 13.81 18.72 0.18 1.48

폐
기
물
처
리
시
설

경기동부권자원회수 4 1.50 1.5 2 66.67 100.00 100.00 0.00 0

남양주소각매립장 6 2.00 1.6 2 72.00 90.00 93.00 0.7 1

영광쓰레기매립장  5 1.60 1.8 3 43.80 70.83 70.83 0.00 0

진주쓰레기매립장 6 1.33 1.6 2 75.00 100.00 100.00 0.00 0

청원쓰레기매립장 5 1.60 1.8 3 43.80 70.83 70.83 0.00 0

평균 5.20 1.61 1.66 2.4 60.23 86.33 86.93 0.14 0.2

표준편차 0.84 0.25 0.13 0.55 15.34 14.73 14.97 0.31 0.45

행
정
시
설

LH공사본사이전 7 2.00 1.81 3 58.33 78.33 85.00 0.00 0

경북도청 유치 7 1.43 1.67 2 80.00 100.00 100.00 0.00 0

전남도청 이전 7 1.71 1.71 2 83.33 100.00 100.00 0.00 0

충남도청 이전 5 1.60 1.6 2 75.00 100.00 100.00 0.00 0

평균 6.50 1.69 1.70 2.25 74.17 94.58 96.25 0.00 0

표준편차 1.00 0.24 0.09 0.50 11.10 10.84 7.50 0.00 0

첫째, 기존 이론적 논의에서 논의된 것과 같이, 원자력시설 갈등 네트워크의 경우 다른 

시설보다 더 다양한 행위자 유형이 갈등관계를 가지며, 갈등의 정도(평균 갈등관계수)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7).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원자력 시설에 있어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다른 시설들과 비교하여 다양한 종류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며, 또한 이러한 이해관계자 간 

갈등관계가 더 많기 때문에 갈등관계 구조가 상대적으로 더 복잡하다는 것이다. 반면, 분산

이 된 정도를 볼 수 있는 지름과 평균거리 등의 경우, 원자력 시설이 다른 시설보다 약간 

17) 사례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일반화에 사용할 수는 없지만 평균비교를 하였을 때 원자력시설 갈등네

트워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많은 종류의 이해관계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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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분산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갈등이 특정 종류의 행위자에게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세 가

지 집중화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원자력시설 갈등 네트워크의 경우, 다른 두 시설과 비교

하여 연결집중도는 52로 상대적으로 낮아, 이들보다 직접적인 갈등관계가 적은 것으로 나타

났다. 사이집중도의 경우, 노드･흐름집중도 모두 현저히 낮은 값(56.9, 60.3)을 가지는데, 이

는 다른 두 시설에 비하여 특정행위자가 갈등관계의 연결고리(노드)가 되거나, 특정행위자와

의 갈등관계(흐름)가 특히 크고 중요하게 나타나지는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즉, 원자력시설

에 비하여 다른 두 시설의 갈등관계는 특히 중요한 갈등당사자가 존재하기에 이 특정행위

자에 집중한다면 갈등해결이 상대적으로 쉽다는 것이다. 

셋째, 갈등이 행위자 간 얼마나 응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또는 행위자 간 갈등구조가 

얼마나 열려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응집계수와 삼각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원자

력시설의 응집계수는 0.54로 다른 시설과 비교하여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원자력

시설 갈등네트워크의 경우 다양한 행위자 간 갈등관계가 상대적으로 더 응집적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다른 시설보다 갈등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삼각연결의 구조적 특성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원자력시설의 경우, 5개 모든 네트워크에 

삼각관계가 존재하며, 평균 3개 정도의 삼각관계가 있다. 반면 폐기물 시설과 행정시설의 

경우, 삼각관계를 가지는 사례가 단 한 개만 있고, 행정시설의 경우 삼각관계가 단 한 개도 

발견되지 않았다. 즉 거의 모든 갈등 관계가 쌍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갈등관계의 해소를 위해서 두 개의 이해관계자(종류) 간 갈등에, 즉 두 종류의 이해관계자의 

차이 또는 갈등에만 초점을 맞추면 되는 반면18), 원자력 시설의 경우 세 종류의 이해관계자

가 동시에 갈등관계에 얽혀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갈등해결에 있어 고려해야 할 변수 및 

관계의 복잡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요약하면, 원자력 시설 갈등이 다른 갈등관계와 비

교하여 해결이 더욱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3) 핵심 및 주변 행위자 분석

갈등관계 네트워크에서 핵심 및 주변부 분석결과와 삼각연결 관계를 분석한 내용을 정리

하면 아래의 <표 7>과 같다.

18) 공공시설의 경우 핌피적 속성이라는 특징을 지니기 때문에 님비시설 보다는 갈등의 중심행위자(시
행주체)를 중심으로 협상을 진행하거나 중재를 한다면 갈등상황을 해결하기가 쉽다는 구조적 특성

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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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3개 사회간접시설 갈등 네트워크 핵심 및 주변부 분석 결과 및 삼각관계 분석

사례 핵심* 주변 삼각관계

원
자
력
시
설

경주시방폐장
기초자치단체, 
중앙정부

광역정부, 지방정치인, 사기업, 
NGO, 주민

중앙정부-기초단체-지방정치인; 중
앙정부-기초단체-NGO; 기초단체-
지방정치인-NGO

부안방폐장
주민, 기초자치
단체, 중앙정부

광역정부, 중앙정치인, 지방정치인, 
NGO, 대통령, 언론

중앙정부-기초단체-지방정치인; 중
앙정부-기초단체-주민; 기초단체-주
민-중앙정치인; 기초단체-주민-대통
령; 주민-광역정부-중앙정치인

영광원자력
발전소

중앙정부, 기초
자치단체

광역정부, 중앙정치인, 지방정치인, 
사기업, NGO, 주민

중앙정부-기초단체-지방정치인; 중
앙정부-기초단체-주민; 중앙정부-기
초단체-NGO

울산원자력
발전소

기초자치단체, 
지방정치인, 중
앙정부

광역정부, 중앙정치인, NGO, 주민, 
언론

중앙정부-중앙정치인-지방정치인

울진원자력
발전소

중앙정부, 기초
자치단체, 주민

중앙정치인, 지방정치인, NGO, 전
문가집단

중앙정부-기초자치단체-지방정치인; 
중앙정부-기초자치단체-주민

폐
기
물
처
리
시
설

경기동부시설 기초자치단체 주민, 지방정치인, NGO -

남양주매립장 주민
기초자치단체, 지방정치인, 중앙정
부, 광역정부, 사기업

주민-기초자치단체-지방정치인

영광매립장 기초자치단체 광역정부, NGO, 주민, 조정위원회 -

진주매립장 주민
중앙정부, 광역정부, 중앙정치인, 
지방정치인, 기초단체

-

청원매립장 기초자치단체 지방정치인, 광역정부, NGO, 주민 -

행
정
시
설

LH공사 본사 광역정부
중앙정부, 대통령, 중앙정치인, 지
방정치인, NGO

-

경북도청 광역정부
중앙정부, 기초자치단체, 지방정치
인, NGO, 주민

-

전남도청 광역정부
기초단체, 중앙정치인, 지방정치인, 
사기업, NGO, 주민

-

충남도청 광역정부
기초단체, 중앙정치인, 지방정치인, 
주민

-

* 다른 행위자 유형과 비교하여 연결중심성이 매우 높은 행위자유형(연결중심성 1위)은 진하게 표시

첫째, 원자력시설의 갈등구조는 별형 구조가 아니라는 점은 핵심 및 주변부 분석을 통해

서도 나타난다. 보통 별형 네트워크에서는 중심에 존재하는 하나의 허브만이 전체구조에서 

핵심(core)에 위치하는 행위자로 나타나지만, 순환형에 가까운 네트워크 구조에서는 두 개 

이상의 행위자가 핵심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폐기물처리, 행정시설의 경우 갈등관계구조

가 별형 네트워크 구조에 가깝다19). 이는 핵심 및 주변분석 결과에 나타나듯이, 연결중심성

19) 폐기물시설은 원자력시설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협소한 지역적 영향력을 가지기 때문에, 주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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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른 행위자와 비교하여 매우 큰 핵심 행위자가 나타남으로서 다시 한 번 확인된다. 

행위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원자력시설의 경우 중앙 및 기초자치단체가 모든 사례에 있어 

핵심적 갈등이해관계자 유형으로 나타났고, 주민이 핵심인 경우는 둘, 정치인이 핵심인 경

우는 세 사례이다. 즉 원자력시설에서의 갈등은 정부간 수직적 갈등이 주요갈등 관계이며, 

이어서 주민 및 정치인이 핵심행위자로 나타난 것을 고려할 때, 원자력시설 관련 갈등은 정

치적 행동에 의해 갈등이 증폭되고 정치적인 방식으로 해결 또한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폐기물시설의 경우 핵심적 이해관계자 유형으로 기초자치단체인 경우가 3개, 지

역주민인 경우가 2개 사례로 나타났다. 행정시설의 경우 4개의 사례에 있어 갈등관계에 있

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이해관계자 유형으로 광역정부임이 나타났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원자력시설과 폐기물시설은 핵심에 광역정부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유사점을 가지지만, 행정

시설의 경우 광역정부가 갈등관계의 핵심에 있다는 것이다.

둘째, 삼각관계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원자력 시설의 경우 5개의 사례에서 

14개의 삼각관계가 도출되었는데, 가장 많은 빈도가 나타난 조합은 ‘중앙정부-기초자치단체-

지방정치인’으로 총 4번이 나타났다. 즉 삼각관계 구조는 갈등관리에 있어 양자간 또는 하

나의 행위자를 대상으로 관리하는 것보다 더 힘들기 때문에 갈등해결에 있어 관리대상으로

서, 상대적으로 더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원자력 시설에 있어서 이 

삼각관계는 중앙정부-지방정부의 수직적 정부관계, 정부-지방정치인의 정책(행정)-정치간 관

계가 복합적으로 뒤섞여 있는 관계로 볼 수 있기에 원자력시설 갈등해결에 있어  초점을 

맞추어야 할 구조이다. 특히 ‘중앙정부-지방정치인’ 및 ‘기초자치단체-지방정치인’의 갈등역

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지역의 정치인들이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중앙정부 및 기초자치단

체와 갈등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양자(兩者)관계(dyad)에 초점을 맞추어 세 시설의 유형 간 구조적 패턴의 차

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양자관계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 8>과 같다.

수준에서 지방정부들,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의 반발이 심한 님비현상의 특징으로 지역주민이 갈등

의 중심에 위치한다.



원자력시설 갈등 네트워크 구조 특성에 관한 연구: 폐기물시설 및 행정시설과 비교를 중심으로 189

<표 8> 3개 사회간접시설 갈등 네트워크의 양자관계 분석

사례 양자(dyad) 관계 주요양자관계 빈도

원
자
력
시
설

경주시방폐장
기초자치단체-광역정부; 기초자치단체-중앙정부; 기초자치단체-지방
정치인; 기초자치단체-사기업; 기초자치단체-주민; 기초자치단체
-NGO; 중앙정부-지방정치인; 중앙정부-NGO; 중앙정부-주민

기초자치단체-주민 
(5회)

기초자치단체-지방
정치인 (5회)

중앙정부-지방정치
인 (5회)

중앙정부-NGO (5회)
중앙정부-주민 (4회)
중앙정부-기초자치

단체(4회)

부안방폐장

기초단체-중앙정부; 기초단체-주민; 기초단체-지방정치인; 기초단체-
중앙정치인; 기초단체-대통령; 중앙정부-지방정치인; 중앙정부
-NGO; 중앙정부-주민; 광역정부-주민; 광역정부-지방정치인; 광역정
부-중앙정치인; 대통령-주민; 대통령-NGO; 주민-언론

영광원자력
발전소

기초자치단체-중앙정부; 기초단체-주민; 기초단체-NGO; 기초자치단
체-지방정치인;  기초자치단체-중앙정치인; 중앙정부-주민; 중앙정
부-NGO; 중앙정부-지방정치인; 중앙정부-광역정부; 중앙정부-사기
업

울산원자력
발전소

기초자치단체-주민; 기초자치단체-NGO; 기초자치단체-지방정치인; 
기초자치단체-광역정부; 기초자치단체-언론; 중앙정부-NGO; 중앙정
부-지방정치인; 중앙정부-중앙정치인; 중앙정치인-지방정치인

울진원자력
발전소

기초자치단체-중앙정부; 기초자치단체-주민; 기초자치단체-지방정치
인; 중앙정부-주민; 중앙정부-NGO; 중앙정부-지방정치인; 중앙정부-
중앙정치인; 주민-전문가

폐
기
물
처
리
시
설

경기회수시설 기초자치단체-주민; 기초자치단체-지방정치인; 기초자치단체-NGO

-

남양주매립장
주민-중앙정부; 주민-광역정부; 주민-기초단체; 주민-지방정치인; 주
민-사기업; 기초단체-지방정치인

영광매립장 
기초자치단체-광역정부; 기초자치단체-NGO; 기초자치단체-조정위
원회; 광역정부-주민

진주매립장 주민-중앙정부; 주민-중앙정치인; 주민-광역정부; 주민-지방정치인

청원매립장
기초자치단체-지방정치인; 기초자치단체-NGO; 기초자치단체-광역
정부; 주민-지방정치인

행
정
시
설

LH공사 본사
광역정부-중앙정부; 광역정부-NGO; 광역정부-대통령; 광역정부-중
앙정치인; 광역정부-언론; 지방정치인-대통령; 지방정치인-중앙정부

-
경북도청

광역정부-기초자치단체; 광역정부-주민; 광역정부-NGO; 광역정부-
지방정치인; 광역정부-중앙정부

전남도청
광역정부-기초단체; 광역정부-주민; 광역정부-NGO; 광역정부-지방
정치인; 광역정부-중앙정치인; 광역정부-사기업

충남도청
광역정부-기초자치단체; 광역정부-주민; 광역정부-지방정치인; 광역
정부-중앙정치인

먼저 원자력 시설에 있어 분석결과를 보면, 다섯 사례에서 공통적인 양자관계로써 기초자

치단체-주민, 기초자치단체-지방정치인, 중앙정부-NGO, 중앙정부-지방정치인 간의 갈등관계

가 나타났다. 또한 중앙정부-주민, 중앙정부-기초자치단체 간 갈등관계는 각각 4개로 나타났

다. 이는 정부 대 민간･지방정치인의 갈등구조로 정리될 수 있다. 즉 중앙정부 대 지방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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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NGO 간 갈등관계는 하향식 의사결정에 대한 불순응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인 반면, 기

초자치단체 대 지방정치인･주민 간 갈등관계는 지역주민의 입장을 옹호하는 지방정치인들

의 행태 때문에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20). 마지막으로 특이할 점으로 주민, NGO, 지방정치

인 간에는 갈등관계가 없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폐기물시설과 행정시설은 삼각관계가 거의 나타나지 않지만 양자관계에 있어 일정한 패

턴을 나타내고 있다. 폐기물시설의 경우, 모든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양자관계는 

존재하지 않았는데, 이는 핵심 행위자 유형이 일정하지 않게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된다. 또한 기초자치단체나 지역주민이 갈등관계의 중심에 위치하며, 중앙정부 및 정치인이 

상대적으로 적게 이해관계자 유형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 갈등의 수준은 시설의 영향

범위에 한정된 지역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행정시설의 경우 양자관계의 패

턴은 정부-정치인(10, 37%), 민간-정부(83%), 정부-정부(6, 22%), 기타(3, 11%)의 비율로 나타

나며, 정치적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21). 

삼각관계와 양자관계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먼저 원자력시설의 경우 중앙정부･기초자치단

체･지방정치인･주민･NGO 간의 복잡한 갈등관계가 핵심적인 부분을 이루는데, 중앙정부의 

하향식 의사결정으로 인해 다양한 종류의 이해관계자간 갈등관계가 형성된다. 기초자치단체

의 경우 중앙정부와 갈등을 일으킴과 동시에 정치인･민간분야와의 갈등관계도 형성하고 있

다. 하지만, 정치인･주민･NGO는 서로 갈등관계를 전혀 갖지 않는데, 이는 이들이 이해관계

를 서로 공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종의 옹호연합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4) 행위자 수준에서의 갈등관계 구조분석: 갈등관계의 흐름 및 자기연결관계     

        구조분석

(1) 사이중심성 분석결과

먼저 사이중심성 집중화지수를 보면 원자력시설의 경우 가장 높은 사례가 76%이며, 가장 

낮은 사례의 경우 29%에 그치고 있다. 반면 폐기물시설과 행정시설의 경우 가장 높은 사례

는 100%, 가장 낮은 사례가 73%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자력 시설에서 하

나의 행위자가 압도적으로 중심성이 높은 경우(2번째 높은 행위자보다 사이중심성이 3배 이

상 높은 경우)가 2개뿐인 반면, 다른 두 시설은 10개 사례 모두에서 사이중심성이 가장 높

20) 기초자치단체-주민 혹은 기초자치단체-지방정치인의 갈등관계는 나타나지만, 주민-지방정치인의 갈

등관계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지방정치인의 지역주민 입장 대변 또는 지역정치인들이 지역주민

의 표를 의식하여 정부와 갈등관계를 가지는 정치적인 행동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21) 실제로 대부분의 사례가 정치적인 공약에 의해 갈등상황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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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행위자 유형이 다른 행위자 유형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원자력시

설의 경우 갈등관계의 흐름에 있어 흐름을 매개하는 특정 행위자의 중요도가 다른 두 시설

과 비교하여 덜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해석하면, 행정시설의 경우 갈등관계 흐름의 중심에 있는 광역정부(4개중 4개 사례), 

폐기물시설의 경우 기초자치단체 및 주민들(5개 중 각 3개, 2개)에게 갈등관계 관리의 초점

을 맞춘다면, 상대적으로 갈등의 해결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원자력시설의 

경우 다른 두 시설과 비교하여 갈등관계 흐름의 중심에 있는 행위자 유형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의 행위자들도 동시에 고려하여야 갈등관계의 해소가 가능하다. 

<표 9> 5개 사회간접시설 갈등관계 흐름 주요 행위자 분석결과

사례
집중화
지수

사이중심성이 높은 연결
(강한 갈등관계)*

사이중심성이 높은 행위자
(갈등의 중심행위자)**

원
자
력
시
설

경주시 방폐장 75.83% 중앙정부-기초자치단체(4) 기초자치단체(80), 중앙정부(20)

부안 방폐장 29.43%
주민-기초자치단체(5), 

중앙정부-기초자치단체(4)
주민(40.2), 중앙정부(22.1), 

기초자치단체(15.2)

영광원자력
발전소

60.03% 중앙정부-기초자치단체(4) 중앙정부(66.7), 기초자치단체(42.9)

울산원자력
발전소

74.60%
중앙정부-지방정치인(3), 

중앙정부-기초자치단체(2)
기초단체(80.2). 지방정치인(14.3), 

중앙정부(14.3)

울진원자력
발전소

62.04% 중앙정부-기초자치단체(3) 중앙정부(70), 주민(35.6)

폐
기
물
시
설

경기동부회수
시설

100% - 기초자치단체(100)

남양주소각
매립장

93% 지방정치인-기초자치단체-주민(2) 주민(95)

영광쓰레기
매립장 

70.83% - 기초자치단체(83.333)

진주쓰레기
매립장 

100% - 주민(100)

청원쓰레기
매립장 

70.83% - 기초자치단체(83.333)

행
정
시
설

LH공사 
본사이전

85% - 광역정부(90)

경북도청 유치 100% - 광역정부(100)

전남도청 이전 100% - 광역정부(100)

충남도청 이전 100% - 광역정부(100)

* 갈등 네트워크에서 가장 약한 갈등관계와 비교하였을 때, 약한 관계 기준, 강한관계의 갈등(흐름사이중심
성)이 가지는 비율을 의미함. 4의 경우, 강한 갈등관계가 가장 약한 관계의 4배인 것을 의미.

** 전체의 갈등관계의 연결에서 특정행위자가 행위자들 사이에서 갈등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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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흐름사이중심성이 높은 쌍(pair) 관계를 보면, 원자력시설의 경우 흐름사이중심성이 

높게 나타나는 행위자 유형간 관계가 다수인 반면, 다른 두 시설에 있어서는 단 하나만 나

타나고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 원자력시설에 있어서는 특정 두 개의 이해관계자 유형 간 

관계의 관리(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간 관계) 중요성이 있는 반면, 폐기물과 행정시설에 있

어서는 관계관리보다는 특정 행위자를 대상으로 갈등관리가 더 유효할 것이라는 점이다. 

요약하면, 원자력시설 네트워크 갈등관계에 있어서 핵심적인 행위자가 한명이 아닌 다수

이며, 갈등관계가 상대적으로 높은 관계 역시 하나가 아니므로 다른 시설유형과 비교하여 

갈등상황의 해결이 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원자력시설과 폐기물시설은 기피시설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데, 갈등관계에 지역주민이 주요 행위자로써, 사이중심성이 높은 위치

에 포함되어 있다는 유사점을 가진다. 하지만 행정시설의 경우 수혜자인 지역주민이 갈등관

계에서 사이중심성이 높은 핵심적인 위치에 있지는 않다는 차이점을 가진다.

(2) 자기연결관계 분석 결과

갈등관계 네트워크에 나타나는 자기연결관계, 즉 같은 행위자 유형끼리의 갈등관계를 살

펴보면, 원자력시설의 경우 모든 사례에서 허브의 역할을 하는 행위자에 있어서 자기연결관

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허브 외, 자기연결관계가 나타난 경우는 민간지역주민 및 정

치인들 사이에서 자신들끼리의 갈등관계이다.

다른 시설들과 비교하여 보면, 첫째, 원자력 시설의 경우 같은 유형의 행위자 간 갈등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즉 이해관계자 유형별로 옹호집단이 형성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 폐기물과 행정시설의 경우 같은 유형 간의 갈등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22). 

이렇듯 같은 유형간에 갈등이 더 높다는 것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자신들의 유형과 

관계없이 더 많은 이합집산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같은 님비시설이지만 

원자력시설보다는 폐기물 있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해관계자들 간 이합집산이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23).  

22) 폐기물 시설의 경우 3개, 행정시설의 경우 4개의 사례에서 허브에서 자기연결관계가 나타났다.

23) 그러나 본 연구는 원자력 시설 갈등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을 찾아내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기

에, 갈등의 동태적인 측면(예를 들면 이해관계자의 이합집산에 따른 구조적 특성 변화)이 연구의 분

석에서 제외되었다. 더욱 타당성있는 연구결과를 위하여 이는 향후 미래 연구에서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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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3개 시설별 자기연결관계

계 원자력시설 폐기물시설 행정시설

허브 6 -
기초자치단체(3), 

주민(1)
광역정부(2)

허브 외 9
중앙정치인(1), 지방정치인(1), 

주민(1)
지방정치인(2), 

주민(1)
지방정치인(1), NGO(1), 

언론(1)

계 15 3 7 5

* 괄호안의 숫자는 사례에서 나타난 행위자 유형별 자기연결관계 숫자

둘째, 기존 연구의 논의와 마찬가지로, 님비 속성을 보이는 폐기물시설과 원자력 시설에 

있어서는 주민 간 갈등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주민들의 입장에 있어 핌피시설인 

행정시설의 경우 주민들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으나, 님비시설인 폐기물과 원자력 시설에 

있어서는 이를 반대하는, 그리고 찬성하는 집단(보상 등의 이유로)으로 주민이 분리되어 주

민 간 갈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원자력시설과 폐기물시설에 있어 자기연결관계가 나타난 행위자 유형은 각각 3개씩

에 그친 반면, 행정시설의 경우 4종류의 행위자 유형에 있어 자기연결관계가 있다는 차이가 

나타났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원자력시설의 경우 주변부의 행위자들이 자신들끼리 갈등

관계를 가지지만 이는 전체적인 갈등관계에서 큰 의미를 갖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폐

기물시설에서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허브로 나타나는 기초자치단체 간 갈등이 나타나는

데, 이는 정부 대 정부 갈등이 나타나는 전형적인 님비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행정시

설의 경우에도 허브로 나타난 광역정부들 간의 갈등이 주로 나타났다. 이는 광역정부간 선

호시설을 유치하려는 핌피현상으로 인한 갈등의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폐기

물시설과 행정시설은 전형적인 님비･핌피 시설로서 폐기물시설은 같은 유형 간에 시설물을 

떠넘기기 위한 갈등이 나타나고, 행정시설은 정부 간에 시설을 서로 가져가려는 갈등이 나

타난다. 하지만 원자력시설은 주민 간 갈등이 나타나긴 하지만 주변부에 위치하고 있기에 

전체 갈등관계에 있어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13가지 종류의 이해관계자 유형 중, 3가지 시설 모두에서 자기연결관계가 나

타나는 행위자 유형은 지방 정치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간접자본을 포함한 정책갈등 연

구에 있어 정치인을 갈등관계 이해당사자로서 분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나 최근

의 사회간접자본 갈등관계 연구의 결과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정치인들이 정책갈등 관계

에서 상당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나타났다(박치성･정창호, 2014). 특히 지방정치인들은 자신

들의 지역에서 정치적 입지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관여도가 높으

며, 이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려는 측면에서, 시설의 종류와 관계없이 정

치인들 간의 갈등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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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토론 및 정책제언

1. 기존 연구 결과와 비교분석 및 함의

첫째, 기존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원자력 시설이 다른 시설보다 더 갈등관리가 어렵다는 

것이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사업주체인 정부와 주민 간의 갈등관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파

악함으로써 사업주체인 정부가 갈등관리를 얼마나 잘 하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다.

<표 11> 갈등관리의 어려움 정도

　 원자력 시설 폐기물 시설 행정시설

정부-주민 갈등관계수 11 (2.2개) 7 (1.4개) 3 (0.75개)

*괄호안은 1사례당 갈등관계수

위 표에 나타나듯이, 원자력시설에서 가장 많은 정부-주민 간 갈등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고(사례 당 2개가 넘는 정부-주민 간 갈등관계), 폐기물 시설의 경우 1 사례당 1.4개이

었고, 행정시설의 경우 1 사례당 1개도 채 되지 않는 정부-주민 간 갈등(0.75개)이 있다고 

나타났다. 즉 원자력 시설에 있어서는 정부가 주민의 이해관계를 담아내지 못하기에 정부와 

주민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채종헌, 2009). 

둘째, 세 가지 유형 모두 사회간접시설이지만, 기존연구에서 사회간접시설 네트워크의 특

징과 유사함을 보이는 것은 행정시설과 일반폐기물 시설이었다. 즉 네트워크 집중도가 높으

면서, 상대적으로 삼각관계가 없는 분배정책 네트워크 유형(최용선, 2014)에 행정시설과 일

반폐기물 시설은 부합되는 반면, 원자력 시설은 오히려 규제정책 네트워크에서 나타나는 구

조적 특성에 더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일반적으로 사회간접시설은 분배정책의 일환으로 간주되고 있지만, 시

설 유형에 따라 실제로는 오히려 다른 정책유형(규제)에 가까운 정책이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최근 원자력, 유전･생명공학과 같은 미지의 과학발달 분야는 국민에게 큰 위

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는 국민의 보호를 위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법적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이상윤･윤홍주, 2015). 이러한 측면에서 원자력 시

설은 분배정책이라기 보다 오히려 사회규제정책에 더 가까운 정책네트워크 구조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사회간접시설 갈등에 있어 중앙정부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다. 중앙정부는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데 있어 세 가지 시설에 있어 다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즉 사업주체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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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의 경우) 또는 갈등 조정자로서(모든 시설종류의 경우) 사회간접시설 갈등 네트

워크에서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

서 중앙정부는 다른 어떤 행위자보다 전체 갈등 네트워크의 갈등관계의 재구조화를 통한 

갈등해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행정 및 일반폐기물시설 갈등당사자로서 중앙정부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일반폐기물에 있어서는 5개 사례 중 2개에서만, 행정시설에 있어서는 4건 

중 2개에서만 중앙정부가 갈등당사자로 나타나며, 이 4개 모두에서 중심이 아닌 외곽에 위

치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원자력시설에 있어서는 중앙정부가 다른 수준의 정부 및 

지역주민, NGO등과 직접적으로 갈등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앙정부가 갈등당사자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 갈등해결이 상대적으로 더 용이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행정 및 일반폐기물시설), 원자력시설의 경우 중앙정부는 비록 사업주체

이지만 갈등의 당사자로 나서서 다른 행위자, 특히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지금

까지의 모습의 변화를 통하여 갈등구조의 해소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

를 들면, 지금까지의 주민의 수용성만을 높이려는 모습을 넘어서, 중앙정부 역시 주민들 의

견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는 방식으로서 갈등해결로 나아간다면, 중앙정부가 더 이상 갈등당

사자가 아닌 중립적인 게임의 규칙을 만드는 행위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 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원자력 시설이 다른 두 시설과 비교하여 특이한 갈등관계 패턴을 나타냄을 밝

혀내었다24). 즉 원자력 시설 갈등관계에 있어서 다른 시설과 달리 삼각관계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흐름 사이 중심성이 높은 관계가 상당히 많이 존재하는 등 갈등관계가 상대적으

로 견고하다고 볼 수 있다. 네트워크의 시각적 특성에서 살펴보면, 행정 및 폐기물시설은 

주로 별형 네트워크 구조로서 갈등관계가 집중된 행위자 유형만(주로 기초자치단체, 광역정

부, 주민)을 주 대상으로 갈등관리를 한다면 갈등 당사자간 갈등관계가 사라지게 됨으로써, 

갈등구조가 쉽게 완화될 수 있는 반면, 원자력 시설의 경우 특정 행위자 유형의 갈등관리만

으로는 전체 네트워크의 갈등구조를 완화시키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원자력 시설 갈등관계의 세부적인 구조를 파악하여 이에 적합한 갈등해결을 위한 정책제언

을 하고자 한다. 

원자력 시설에 있어 주요한 갈등 당사자 유형을 다시 한 번 정리하기 위해서 다섯 개 사

례에서 모두 출현한 당사자 유형만을 정리하였더니, 중앙정부, 기초자치단체, 지방정치인, 

24) 세 종류 시설 네트워크 구조의 비교분석 정리는 부록 1을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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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NGO 등 다섯 개의 갈등 당사자 유형이 5번 출현하였다. 즉 이들은 원자력시설 갈등

에 있어 반드시 나타나는 갈등 당사자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25). 

이 다섯 행위자를 중심으로 갈등관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주민, NGO, 지방정치인 

간 갈등관계는 전혀 없는 반면, 이들이 갈등관계를 가지는 대상은 주로 중앙정부, 기초자치

단체, 중앙정치인으로 한정되는 경향이 있다(원자력 시설 소시오그램 참조). 여기서 주민, 

NGO, 지방정치인은 이해관계를 공유하면서 일종의 옹호연합으로 구성된다고 해석할 수 있

으며26), 지방정치인은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지방정치인은 모든 다섯 개의 사례에 있어 중앙, 지방정부와 갈등관계를 가지는 반면, 다른 

유형과는 갈등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둘째, 중앙-지방정부 행위자유형이 핵심부에 나타나고, 

이들간 매우 강한 흐름중심성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삼각관계의 측면에서, 중앙정

부-기초자치단체-지방정치인으로 구성된 삼각관계가 4개의 사례에 나타나고 있고, 중앙-기초

-주민간은 3개, 중앙-기초-NGO 2개 등으로, 이들 간 갈등관계 구조가 상당히 견고한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양자관계 갈등을 정리하면, 기초자치단체-주민, 기초자치단체-지방정

치인, 중앙정부-NGO, 중앙정부-지방정치인 간의 갈등관계는 5개, 중앙정부-주민, 중앙정부-

기초자치단체 간 갈등관계 4개로 나타났다. 즉 이것은 정부 대 민간의 갈등 구조가 존재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논의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은 삼각관계로 재구성될 수 있다. 

<그림 3> 원자력 시설의 주요 갈등관계 및 연합관계 구조

25) 청와대 중앙정부 광역정부 기초자치단체 중앙정치 지방정치 위원회 사법부 NGO 전문가 언론 주민 기업

출현빈도 1 5 4 5 4 5 0 0 5 1 2 5 2

26) 반면 폐기물의 경우 지방정치인과 주민간의 갈등이 상당히 많으며, 행정시설의 경우 대부분의 사례

에 있어 광역정부가 중심이 되는 별형 네트워크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들 간 갈등관계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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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원자력 시설 갈등 네트워크의 구조를 중심으로 정책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활한 갈등해결을 위하여 두 단계에 걸친 갈등관계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갈등관계가 더 강한 것은 앞서 분석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수직적 정부(중앙-기

초자치단체) 간 갈등이다. 따라서 이 두 행위자 유형 간 갈등관계에 대한 중재가 우선적으

로 처리되어야 할 대상이며, 이후 중앙정부-주민･NGO･지방정치인 연합, 기초자치단체-주민･
NGO･지방정치인 연합 간 관계에 대한 갈등관계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갈등관리에 있어 주민, 지역정치인, NGO의 경우, 이들을 개별적으로 고려하기보다 

같은 이해관계를 가지는 연합으로서 인식하여 이들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다. 기존연구에서는 대부분 주민들만을 대상으로 주민의 정책수용성 내지 주

민인식 등을 중심으로 원자력시설 갈등에 대하여 접근하였다(최진식, 2007; 심준섭, 2011; 

김성수 외, 2011; 조경영 외, 2011). 물론 주민들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갈등관리 대상이

지만, 주민들만을 대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이들과 같은 이해관계를 가지는 다른 두 유

형을 동시에 고려하는 갈등관리 방법이 갈등해결에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셋째, 원자력시설에서 갈등관계 네트워크는 거의 모든 유형의 이해관계자가 갈등관계에 

놓여있으며. 이들 간 삼각관계가 많이 나타나 응집성이 높으며, 갈등정도가 상대적으로 강

한 행위자 및 관계가 다수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자력

시설과 관련된 갈등관계 네트워크는 갈등관계를 완화시키기 어려운, 견고한 구조를 가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갈등해결을 위해 장기간의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요약하면, 원자력 시설 갈등 네트워크에서는 갈등정도가 강한 관계(흐름 사이중심성)가 

다수 나타나는 동시에, 지역수준의 행위자 유형인 지방정치인･주민･NGO 등이 연합을 형성

하여 정부와 갈등관계에 놓여있다. 따라서 원자력시설 갈등해결을 위한 갈등관리방안을 고

려함에 있어서 특정 유형의 행위자(허브)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서로 연합을 이루고 있는 

행위자들을 연합으로 인식하여 공통적으로 대응하며, 강한 갈등관계를 가지는 행위자의 쌍

을 함께 관리하는, 즉 이들 관계를 중재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Ⅵ. 결 론

최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 시설에 대한 논의가 전보다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본 연구는 국내에서 발생한 원자력시설 관련 갈등사례를 구조적 측면에서 비

교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탐색하는 것이 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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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자력시설의 갈등관계 구조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종류의 행위자가 포함되어 있고, 

이들 간의 삼각관계가 다수 나타나며, 응집성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즉 갈등관계가 특정행위자 혹은 특정관계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갈등이 다수의 행위

자 사이에서 골고루 발생하고 있는 안정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갈등관계를 완화시

키기가 어렵다. 따라서 원자력시설과 관련한 갈등사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행위자의 

인식 및 이들 간의 갈등관계 조합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원자력 시설 갈등관계에서 중앙-기초자치단체 간의 갈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

고, 이들과 주로 갈등관계를 가지는 지방정치인･주민･NGO 등은 서로 간 갈등 없이, 오히려 

연합을 이룬다고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갈등관계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들 행위자 유형

을 따로 관리하기 보다는, 이들을 동일한 신념을 공유하는 하나의 연합으로 고려하여 통합

적인 갈등관리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연합을 구성하고 있는 지방정치인의 

경우, 민간측면 보다는 정부와의 접근성이 좋으며, 민간분야의 행위자와 신념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서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원자력과 관련한 갈등사례에서는 특정 행위자 유형 간의 독특한 갈등관계패턴(삼각

관계 및 양자관계)이 나타나며. 이러한 삼각관계 및 양자관계가 갈등관계의 핵심에 위치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특징에 따라서 갈등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갈등네

트워크의 핵심에 위치하는 패턴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데, 특정행위자를 상대로 설

득･중재활동을 하는 전략보다는 주요 갈등 흐름이 이루어지는 관계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갈등구조를 완화시키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즉, 기본적으로 삼각관계와 양자관계 모두 

강한 갈등관계의 쌍(pair)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갈등관리를 위해서는 관리대

상으로 특정 행위자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갈등관계를 가지는 조합(pair)을 우선적으로 고

려하여 이들 사이에서 활발한 중재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 있어서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갈등사례 수의 부족이다. 본 연구에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의 갈등사례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는데 본 연구와 관련된 갈등사례가 부

족하여 분석결과에 대한 외적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자료구득의 

어려움이다. 본 연구에서 선정된 원자력시설 이외의 사례들은 전국적으로 이슈화되지 않고 

상대적으로 좁은 범위에서 갈등이 발생한 사례들이다. 이에 따라 해당 사례들과 관련된 자

료는 지역언론에 상당히 국한되어 있어 사례와 관련된 모든 사건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하였다. 향후에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더욱 광범위한 사례에 대한 자료를 수집 또는 

다른 나라의 원자력 사례와의 비교연구 등을 통하여 본 연구의 원자력 시설 갈등네트워크 

패턴의 일반화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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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세 종류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구조적 특성 비교

구분 원자력시설(A) 일반폐기물시설(B) 행정시설(C)

시각적
특성

소시오
그램

특징 crab network star(Y) star(Y)

내용 시각화된 구조의 형태  ≠≃

거시적
특성

네트워크
규모

특징 행위자평균=7.8, 평균연결수=2.59 행위자평균=5.2, 평균연결수=1.6 행위자평균=6.4, 평균연결수=1.68

내용  평균 행위자 및 연결수  ≻≻

집중도
특징

연결집중도=51.8, 근접집중도=64.7, 
사이집중도=60.3

연결집중도=60.2, 근접집중도=84.1, 
사이집중도=86.9

연결집중도=70.5, 근접집중도=89.1, 
사이집중도=93.4

내용 갈등이 특정행위자에 집중된 정도(centralization)  ≪≺

응집정도
특징 응집계수=0.54, triad평균=2.8 응집계수=0.14, triad평균=0.2 응집계수=0, triad평균=0

내용 갈등관계구조가 전체적으로 응집된 정도  ≫≻

미시적
특성1

핵심/주
변

특징 둘 이상의 핵심행위자 존재(정부) 단일 핵심행위자(정부3, 주민2) 단일의 핵심행위자(모두 정부)

내용 핵심행위자의 수 ≠  , 핵심행위자에 광역정부의 유무 ≠

삼각관계
(triad)

특징
각 사례당 평균 3개의 삼각관계가 
나타남

하나의 사례에서만 삼각관계가 나
타남

삼각관계 전혀 나타나지 않음

내용 삼각관계의 수  ≫≃

양자관계
(dyad)

특징
중앙정부-기초자치단체 수직적 갈등
관계

지역수준의 수평적 갈등관계 광역-기초자치단체 수직적 갈등관계

내용 갈등관계 양상  ≃≠

미시적
특성2

흐름사이
중심성

특징
특정관계의 흐름중심성이 최소3~최
대5배의 강한 갈등관계를 가짐(주로 
중앙-기초자치단체)

특정관계의 흐름중심성이 큰 관계
는 거의 나타나지 않음

특정관계의 흐름중심성이 큰 관계
는 전혀 나타나지 않음

내용 흐름사이중심성이 큰 관계  ≫≃

노드사이
중심성

특징
사이중심성이 높은 행위자가 둘 이
상으로 나타남

사이중심성이 높은 행위자는 단일
행위자임

사이중심성이 높은 행위자는 단일
행위자임

내용 사이중심성이 높은 행위자의 수  ≠ 

자기연결
관계

특징
허브가 없음/ 주변부에서 낮은 비율
로  자기연결관계가 나타남 /자기연
결이 나타난 행위자는 3종류

허브가 존재/ 허브에서 자기연결관
계가 나타나는 비율이 높음/ 자기
연결이 나타난 행위자는 3종류

허브가 존재/ 허브에서 자기연결관
계가 나타나는 비율이 높음 자기연
결이 나타난 행위자는 5종류

내용 허브의 유무 및 허브에서의 자기연결관계 ≠≃
모든 종류의 시설에서 지방정치인 간의 갈등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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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ploring the Structural Properties of Conflict Networks in 

Nuclear Facilities by Comparing Waste Disposal and 

Administrative Facilities

Chisung Park & Chiweon Chung

This research aims to identify the structural properties of conflict networks among 
various types of policy stakeholders who are embedded in the conflict network related 
to the case of nuclear facility installation using social network analysis. Conflict 
networks of waste disposal facilities and administrative facilities were compared to 
clarify the structural properties of nuclear facility-related conflict networks. The 
properties of nuclear facilities-related conflict networks determined as a result of 
analysis follow. First, the conflict networks not only embed relatively more and more 
diverse types of actors than other facilities, but also showed a stable network structure 
that is considerably cohesive so that it is difficult to resolve conflicts among 
stakeholders. Second, the conflicts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were the 
strongest ties, and local residents/local politicians/NGOs shared the same or similar 
interests and opinions toward nuclear facilities, in direct conflict with those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Third, there were distinctive patterns of conflict relations among 
certain types of actors in the nuclear facilities, which formed triads and dyadic 
structures located in core positions of the conflict networks. 

【Keywords: nuclear facility, conflict network, conflict management, social network

analysi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