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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은 언제나 논쟁의 심에 서 있다. 논란거리  하나는 시민이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채 

원자력운 이 익명에 가깝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원자력에 해서는 

찬반 논쟁이 뜨겁고, 특히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는 반 론이 커지고 있어 무분별한 

원자력사용은 견제되고 있으므로 무 걱정할 것은 아니다. 부분의 사람들은 원칙론 인 입장이

고 립 이다. 민주주의와 원자력의 이용은 불가분의 계이면서도 다루기 힘든 주제이다. 
많은 사회  문제에 해 국민 분열과 립을 경험했던 랑스는 어느 하나의 인 명제

에 구속되기보다는 어렵지만 여러 입장 사이에서 공론을 거쳐 합의에 도달함으로써 안문제를 

해결하는 통을 만들어왔다. 원자력 문제에서 사회에 필수불가결한 최소의 합의에 이르기 해서

는 상호 경청하고 진정한 공론의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이해 계자들의 참여와 의를 통해 집

단 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의 총체를 의미하는 거버 스가 바람직한 해법이다. 랑스의 원

자력발 의 역사는 그 사례를 잘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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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990년  이후 랑스에서는 공공정책의 성공을 해 거버 스가 필요하다는 인

식이 확 되어왔고 이제는 보편화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리스어(kubernan, 

 * 원 학교 법학과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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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와 라틴어(gubernare, 규칙 만들기)로까지 기원이 올라가는 용어 거버 스

(governance)는 비록 이거나 보편 인 정의는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지만, 

정부(government)나 통치(governing)를 넘어 시민사회 행 자들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 범 가 넓 지고 있으며 거버 스의 다양한 개념들은 공통의 사회  목 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네트워크의 역할에 을 맞추고 있다.1) 거버 스 개념은 정

치상황의 변화와 정부 ㆍ 국가  네트워크의 형성 등의 향으로 그 사용이 

확산되어 왔고 상이한 분야에서 독자 으로 형성되었다.2) 궁극 으로 거버 스 이

론도 제도에 심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제도주의 인 에서의 거버 스는 규

칙의 제정ㆍ 용ㆍ집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고, 민주  정통성과 민주

 책임성을 핵심개념으로 한다.3) 랑스에서 거버 스(gouvernance)는 공 인 사

항 는 공무(affaires publiques)에서 ‘참여에 의한(participative)’ 는 ‘ 화에 의한

(dialogique)’ 일의 추진4)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소통에 의한 정책

결정이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다. 종 의 료에 의한 일방  정책생산에서 

의 참여에 의한 공동생산(coproduction)으로 흐름이 바 어가는 과정에 있다. 

과학분야에서도 참여(participation du public)와 기술민주주의(démocratie technique)

에 의한 과학의 거버 스(gouvernance des sciences)가 일정 부분 한계에도 불구하

고 부각되고 있다.5) 소   다른 근 성6)인 험을 생산하는  산업사회에서

는 그 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고, 특히 지구 인 재앙(catastrophe 

globale)을 한꺼번에 불러올 험성7)을 안고 있는 원자력 분야에서는 거버 스에 

의한 정책의 결정과 집행  통제 과정이 갖고 있는 의미가 남다르다 할 수 있다. 

원자력에 지의 선택은 에 지 공 의 안정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한 목 을 

가지고 있다.8) 주지하다시피 원자력은 자원의 고갈가능성이 낮아 석유나 석탄 같

은 화석연료에 비해 향후 지속 으로 이용할 수 있고, 은 원료 투입으로 많은 

 1) Anne Matte Kjaer, 이유진 역, 거버 스 , 오름, 2007, 13-14면.
 2) Anne Matte Kjaer, 의 책, 17면.
 3) Anne Matte Kjaer, 의 책, 22-28면.
 4) Sezin Topçu, La France nucléaire, Seuil, 2013, p. 26.
 5) Ibid.
 6) Ulrich Beck, 홍성태 역, 험사회 , 새물결, 2006, 40면.
 7) 원자력 사고는 로 지속될뿐만 아니라 지리 으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

는 사람들마 도 그 험 상에 포함된다는 특징이 있다. Ulrich Beck, 의 책, 56면.
 8) Guillaume de Rubercy, Le démantèlement des installations nucléaires en Europe, 

L'Harmattan, 2009, p 18 et s. 랑스가 원자력을 선택한 것은 경제안보(défense 
économique)를 한 정치  결정(décision politique)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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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지를 생산할 수 있어 경제 이며, 온실가스(gaz à effet de serre) 배출량도 

히 기 때문에9) 이른바 환경친화 개발(écodéveloppement)에 부응하는 장 을 

지니고 있다. 반면 원자력은 그 사용에 따른 험성(risques de l'utilisatioin)을 안고 

있다. 굳이 핵무기의 험성10)을 로 들지 않더라도 평화  이용11)(utilisation 

pacifique)에서도 여러 험 요소가 상존하고 있다. 쟁이 아닌 사고(accident)의 

험성이 바로 그 표 인 것이며 1986년 체르노빌 원  사고가 형 인 이

다. 원자력을 이용한 산업화 즉, 원자력산업화(industrialisation nucléaire)에 따른 잠

재 인 험이 실화될 가능성(확률)과 그 향이 원자력리스크12)(risque 

nucléaire)이고, 이것을 제 로 리하는 것이 건이다. 

원자력산업화  가장 우리 삶에 향을 주는 것이 원자력발 13)(électronucléaire)

이다. 원자력발 소와 같은 원자력시설(installation nucléaire)과 련한 모든 단계14)

에서 사고를 방지하고 그 여 를 최소화하는 제반 조치들을 총칭하여 원자력안

(sûreté nucléaire)이라 하는데15), 이것이 원자력의 운용을 둘러싼 책임을 규정하는 

 9) 력량 단 인 KWh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비교하면, 석탄이 991g으로 가장 많고, 석

유가 782g, 천연가스는 549g이며 원자력은 10g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익환, 원자력을 

말하다 , 문화사, 2012, 30면.
10) 원자력발 의 연료인 우라늄은 사용 후 재처리과정을 거쳐 루토늄을 추출하여 핵무기

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에서 큰 요소이다. 쟁은 아니지만 원자력시설의 괴를 

노리는 테러 역시 이다.  
11) 1954년 국제원자력기구(IAEA) 창설로 군사  이용이 아닌 원자력발  등 평화  이용의 

길이 열렸다.
12) 리스크는 잠재  험과 비교하는 의미에서 실  험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잠재  

험에 해서는 그것이 실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실  험인 리스크는 그것을 완

화함으로써 안 을 도모할 수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리스크는 잠재  험이 존재하는 

한 제로가 될 수는 없고 언제나 존재할 수밖에 없다. 佐藤一男, 심기보 역, 원자력안

의 논리 , 한솜미디어, 2006, 24-53면.
13) 우라늄의 원자핵이 성자를 흡수하면 원자핵이 쪼개지는 것을 핵분열이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에 지와 함께 2개 이상의 성자가 나오고, 이것이 다시 다른 원자핵과 

부딪  재차 핵분열을 하는 일련의 계속  핵분열 과정인 핵분열 연쇄반응을 거치는 동

안 핵분열 후에 발생하는 원자핵의 무게 차이, 즉 질량결손만큼 에 지가 발생한다는 

아인슈타인의 ‘질량-에 지 등가원리(E=mc2)에 의한 력생산방식이다. 원자력발 은 우

라늄이 핵분열할 때 나오는 열에 지로 물을 끓여 증기를 만들고 그 증기의 힘으로 터

빈과 그것에 연결된 발 기를 돌려 기를 만든다. 그리고 핵분열 연쇄반응의 양과 속도

를 조 하는 장치가 원자로이다. 1954년 6월 소련에서 세계 최 의 원 인 오 닌스크가 

가동되었고, 1956년 국의 콜더홀 1호기가 상업운 을 개시하면서 본격 인 원자력발

의 시 가 열렸다. 심기보, 원자력의 유혹 , 한솜미디어, 2007, 129면 이하 참조.
14) 원자력시설의 구상, 건설, 가동, 지, 해체  핵물질의 이동 등 원자력시설의 생성과 

소멸에 이르는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과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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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념의 출발 이 된다. 이러한 원자력안 을 해 세계 차원의 그리고 유럽 

차원의 국제규범16)이 존재하고 국가별로 수용 여부와 방식을 선택하여 시행하고 

있다.17) 랑스 역시 국제규범의 틀 안에서 원자력안 을 기하기 한 정책을 추

진하고 있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해 노력하고 있다. 이 에서는 랑스18)의 원

자력발 의 황과 제도  그 운 을 둘러싼 거버 스를 알아보고, 우리에게 유

용한 시사 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Ⅱ. 프랑스에서의 원자력발전의 중요성

랑스는 1945년 10월 18일자 오르도낭스19)(ordonnance)에 의해 원자력에 지

원회(Commissariat à l'Energie Atomique, 이하 “CEA”라 한다)를 창설하여 원자력

에 지개발 로그램에 착수하 다.20) 제1차 오일쇼크의 향으로 에 지정책이 

원자력 심으로 환(nucléarisation)되면서 1973년 이후 원자력발

(électronucléaire) 로그램은 가속화21)되어 랑스는 오늘날 국내 력의 80% 가

량을 원자력발 에 의존하기에 이르 다.22) 그리고 이 정책을 추진하는 양  축은 

앞서 언 한 CEA23)와 랑스 력공사(EDF : Électricité de France) 다. 원자력발

15) Guillaume de Rubercy, Le démantèlement des installations nucléaires en Europe, p 26. 
여기에는 시설의 통상  운 에서 근로자들이 방사능에 노출되지 않게 하는 기술  조

치와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를 최 화하는 기술  조치들도 포함된다. 이를 통해 원자력

발 소에 따른 잠재  험이 실화하는 것을 방지하고 실  험인 리스크는 완화

함으로써 원자력안 을 도모하는 것이 된다.
16) 1994년 원자력안 약(Convention sur la sureté nucléaire)이 표 이다.
17)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  사고를 계기로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18) 랑스는 원자력발 소 해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세계 5개국 의 하나이다. 서균렬, 세

계 원 해체 황과 망 , 원자력문화, 2014, 5, 6면.
19) Ordonnance n°45-2563 du 18 octobre 1945 INSTITUANT UN COMMISSARIAT A 

L'ENERGIE ATOMIQUE.
20) 이것은 Charles de Gaulle이 경제  목 과 군사  목 을 동시에 추구하기 해 략

으로 원자력에 지 개발을 추진한 것이다. 홍기원, “원자력의 험 리에 한 최근 

랑스 정치계의 쟁 ”, 경제규제와 법 , 제4권 제2호, 2011, 94면.
21) 1974년에는 면  원자력에 지 채택(tout électrique-tout nucléaire)를 채택하기에 이르

다. S. Topçu, op. cit., p. 37.
22) 2011년 3월 기 으로 랑스는 미국에 이어 원 부지 수(19), 가동 원자로기수(58), 원  

발 량(390,000 GWh)에서 세계 2 이다. 김명자, 원자력 딜 마 , 사이언스북스, 2011, 
26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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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한 에 지생산증 는 량소비사회라는 사회 상과 랑스 경제의 성장과 

함께 에 지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으로서 각 을 받았다. 그리고 

랑스의 원자력 기술은 기에는 국과 미국의 기술을 수입했으나 국가의 장기 원

자력 건설계획에 따라 표  모델을 지속 으로 개선해 그때마다 복제 설계와 건설

을 추진해 나가면서 독자  기술을 개발, 좁은 공간에 이동 동선을 최 화하는 치

한 설계를 하는 단계까지 이르 다.24) 2001년의 구조조정으로 기존의 Framtome, 

Cogema, Technicatome을 통합해서 다국  복합 기업 AREVA를 출범시켜 원자로

에서부터 사용 후 핵연료 처리까지 핵주기 과정에 걸쳐 문화된 기술력을 확보

하고 있다. 이런 튼튼한 기  에서 유럽에서 가장 값싸게 기를 생산하는 국가

가 고, 도쿄 의정서에 의한 이산화탄소 감축 의무에서도 한결 자유로운 편이

다.25) 한편 원자력발 이 가져다  발 (發展)은 그 결과로서 리스크의 일반화

(généralisation des risques)를 유발하 다. 폐기물(déchets)의 처리가 가장 큰 문제임

을 두말할 나  없다. 1975년에는 폐기물을 쌓아놓는 방식으로 합한 유리화

(vitirification)와 방사능(radioactivité)을 감하는 수단으로서 변환(transmutation) 원

자력폐기물의 처리에 있어 유용한 수단인 것처럼 홍보되기도 했으나, 1976년 이후

에는 재처리(retraitement) 기술과 증식로(surgénération)에 의해 용해시키는 방법이 

강구되고 추진되었다.26)  원자력 이용에 치러야 하는 비용은 에 지생산에 소

요된다기보다는 안 비용(cou ̂ts de la sécurité)이 되어갔다. 

랑스 역시 국제규범과의 계 속에서 원자력안 을 한 국내법을 운용하고 

있다.27) 원자력안 의 상인 원자력시설이 거치는 단계는 마치 생물체의 생애처

럼 하나의 주기(cycle)을 의미하게 된다. 이  원자력시설이 마지막으로 거치는 것

이 원자력시설 해체(démantèlement des installations nucléaires) 단계이다. 다른 산

업시설에도 있는 문제이긴 하나 원자력시설의 경우는 그 해체로 인해  다른 원

자력리스크를 유발할 가능성28)이 크기 때문에 인류의 건강과 환경을 해 특별한 

23) 원자력연구개발과 안 리 업무를 총 하 다. 처음에는 군사  임무에서 출발하 다가 

군수산업 그리고 나 에는 에 지정책으로 범 를 넓히고 사항을 변경하 다. 1973
년 이후 원자력시설의 안 성 감독은 앙원자력시설청(Service centrale de la sû̂reté des 
installations nucléaires)에서 맡게 되었다.

24) 이익환, 앞의 책, 29면.
25) 김명자, 앞의 책, 275면.
26) Sezin Topçu, op. cit., p. 52.
27) 랑스 원자력안  련 법제의 개요에 해서는 김지 , “ 랑스 원자력안 법제의 

황과 과제”, 환경법연구 , 제35권 제3호, 2013, 176면 이하 참조.
28) 원자력발 소는 건설 당시 설계수명이 다하면 재가동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받고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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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29) 우리에게는 멀지 않은 장래에 연속해서 착

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Ⅲ. 거버넌스와 안전정책 

1. 거버넌스의 개념

권 주의 시 가 지나고 민주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 수평 ㆍ개방  분권

의 인식이 자리잡으면서 국가와 사회의 여러 부문에서 각 주체 상호간 력이 강

조되고 있다. 과거의 일방통행식 하달만으로는 더 이상 시스템을 운 할 수 없기 

때문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력을 통해 문제를 풀

어 나가는 문제해결  근을 해야 한다는 것이 시 의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흔히 회자되는 것이 거버 스(governance) 개념인데, 치(協治), 

국정 리(國政管理) 등으로 번역되기도 하나, 정확한 의미 달이 되지 않기 때문

에 그냥 ‘거버 스’로 부르는 것이 보통이다. 우리나라에서 1990년  이후 사회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다양한 이해 계집단들 사이에 자발 으로 형성되면서 자율

으로 규제되는 네트워크를 포섭하는 개념30)으로서 등장한 이 ‘거버 스’란 용어

는 기존의 권 주의  어감을 주는 ‘통치’나 ‘정부’와는 달리 뭔가 새롭고 개

인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활용 빈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 된다.31)

동이 불가능하다고 단되면 구폐쇄가 결정되고 그 다음은 해체의 과정을 거쳐야 한

다. 해체는 원자로 노심(爐心)에서 핵연료를 제거하여 5년의 냉각기간을 거치면서 최종 

해체허가를 얻은 후 방사능 등의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제염작업(decontamination)과 단 

 철거작업을 완료하고 후속작업인 방사성폐기물의 방폐장처분까지 마무리하면 끝난다. 
이러한 20년 정도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발생하는 방사성 폐기물과 방사능이 리스크 유

발 요소이다. 방사성 폐기물의 종류는 방사능이 높고 낮음에 따라 고 , , 
로 분류된다.  폐기물은 지표 는 천층(淺層)에 처분하고 고  폐기물은 지하 

수백미터의 심지층(深地層)에 처분한다. 이에 한 자세한 설명은 심기보, 원자력의 유

혹 , 235면 이하 참조. 
29) 원자력발 소를 해체한다는 것은 건물, 기계설비, 발 부산물  사용원료 등을 폐기물로

써 안 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가정이나 일반 공장의 폐기물과는 

차원이 다른, 고도의 기술과 차를 요구하는 작업으로 법의 개입을 필요로 한다.
30) 이문수, “통치, 통치성, 거버 스 그리고 개인의 자유”, 한국거버 스학회보 , 제16권 제

3호, 2009, 73면. 
31) 그 다고 해서 통치나 정부와 완 히 구별되는 립  개념으로만 보기는 힘들다. 민주

주의와 시민 사회가 성숙해감에 따라 권  정부에 의하여 이루어지던 정책결정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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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거버 스’의 어원은 다스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어 kuberna ̂n인

데32), 지 과 같은 의미로는 세 랑스에서 주재 소의 지휘권을 가리키는 말

(gouvernance)에서 유래하 고, 그것이 국에서 건 주의 권력을 가리키는 의미

로 변화되었다.33) 그리고 랑스에서는 다시 령지의 총독의 권한을 지칭하 고, 

국에서는 20세기 들어 사람과 자원을 리하는 시스템을 의미하게 되었다.34)

거버 스는 인즈  복지국가로부터의 탈국민화와 탈국가화, 국제화와 정보화의 

심화, 국가개입의 감소와 분권성 등을 개념요소35)로 삼고, ‘공통의 문제’를 리의 

상으로 잡고 있는, 결국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한 사회  조정의 메커니즘

이라는 의미로 요약할 수 있다.36) 그리고 좁은 의미에서는 네트워크의 리로, 넓

은 의미에서는 공공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는 규칙을 리하는 범 한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37) 사회의 조직은 복잡하기 때문에 서로 력해야 할 필요가 많다. 

어떤 목 을 해 개별 인 부분들이 력해야 하는 시스템은 여러 형태의 거버

스를 갖게 되고 인간사회는 개 공동 목 의 달성을 해 거버 스 시스템을 필

요로 하게 된다.38) 이 거버 스에는 사람들이 공동의 결정을 내리고 시행하기 

해 사용하는 시스템이 포함된다.39) 따라서 거버 스 시스템은 복잡하고 다양할 수

밖에 없다. 좋은 거버 스에 한 정의를 내리는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고 어쩌면 

무의미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시도해본다면 인권을 보호하고, 합의에 의해 리되

며, 지속가능하고 문화된 거버 스라고 할 수 있다.40) 특히 지속가능성은 환경 

 생태문제와 연결되는 요한 요소이다. 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한 거버

스에서는 (주로 생태학 분야에서) 지식인이 아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행동으로 

업과 시민을 포함하는 다른 이해 계자들의 참여하에 이루어지는 과정을 거버 스라고 

한다면 오히려 보완 인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김흥회, “21세기를 규정하는 사회

과학의 주요 개념들”, 한국균형발 연구 , 제2권 제3호, 2011, 111면.
32) Salvatore Maugeri, Gouvernance(s), DUNOD, 2014, p. 13.
33) Philippe Moreau-Defarges, LA GOUVERNANCE, puf, 2003, p. 5.
34) 오승규, “ 랑스 신경제규제법”, 최신외국법제정보  2008-5, 법제연구원, 88면.
35) 권 설, “변화하는 헌법과 거버 스”, 연세 공공거버 스와 법 , 제3권 제1호, 2012,  

141면.
36) 권 설, 의 논문, 142면.
37) Anne Matte Kjaer, 이유진 역, 거버 스 , 76면.
38) WORLD WATCH INSTITUTE, 이종욱 외 옮김, 지속가능성을 한 거버 스 , 환경재

단 도요새, 2014, 65면. 
39) 의 책, 66면.
40) 같은 책, 68-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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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겨야 하고 개인  행동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를 이용한 거버 스를 구

해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41) 성공하면 지속가능한 성장이, 실패 시 환경 기

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2. 안전 분야에서의 공공정책

(1) 정책분야

안 에 한 공공정책(politiaues publiques de sécurité)은 “그 목표가 범죄 상으

로 인해 래된 다양한 형태의 불안 해소를 해, 공공의 안 을 한 기 과 사

회  규제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회, 기업 등의) 공ㆍ사 력체를 동원

하여, 실질 인 해법을 제시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된, 합법 인 공공당국에 의

해 발하여진 일 성 있는 여러 결정들과 조치들의 종합”42)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안 에 한 수단도 통일성(homogénéité)이 아닌 다양성(diversité)을 보이고 있다.

불안을 가져오는 (menace)의 요인은 험43)(risque)인데, 랑스의 논의는 리

스크에 한 평가(évaluation)와 리44)(gestion), 방(prévention)을 상으로 하고 

있다. 리스크의 종류는 자연 리스크(risque naturel)와 산업 리스크(risque industriel)

로 나 어진다. 주로 건강 련 문제를 다루고 있는 리스크 논의는 기술  문제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며 제도  사항에 해서는 비 이 상 으로 낮다.45)

제도  의미에서 다루는 안 의 문제는 공공의 안 (sécurité publique)이다. 공공

정책의 상으로서의 안  역시 공공의 안 이고, 공공의 안 을 하는 요인46)

은 범죄(délinquance)의 험이다. 이러한 험으로부터 보호받는 자유47)가 개인안

보(sécurité personnel)이며 이를 한 표 인 정책수단이 경찰48)(police)이다. 환경 

41) 같은 책, 113-118면.
42) François Dieu, Politiques publiques de sécurité, L'Harmattan, 1999, p. 29.
43) 험을 가리키는 말로 ‘danger’가 있는데, 이는 잠재 인 의미로 사용되고, risque는 실  

가능성의 의미로 사용된다. 
44) 이에 해서는 Pierre Périlhon, La gestion des risque, demos, 2007 참조.
45) 이에 해서는 La Documentation française, L'État face aux risques, 2006 참조. 
46) 이에 해서는 Philippe Robert, “Une généalogie de l'insécurité contemporaine”, L'État 

face à la délinquance de sécurité, ESPRIT, n° 290, 2002, p. 35 이하 참조.
47) 박한규, “지구화 시 에 있어서 안보 개념의 다차원  분석 : 인간안보를 심으로”, 국

제지역연구 , 제11권 제3호, 2007, 993면.
48) 그리고 경찰이 제공하는 치안서비스는 공공서비스(service public)의 일종이다. 이와 련

해서는 은재호, “공공성 개념 연구 - ‘ 랑스식 공공서비스’ 개념을 심으로”, 한국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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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서 공공의 안 을 지키는 활동은 특별경찰로서의 환경경찰에 해당한다.  

(2) 정책수립 

안 에 한 문제를 인식하여 제기하고 확인하는 의제설정(mise sur agenda) 단

계에서는 정치 의제에 안 문제를 포함시키고 이에 특유한 일련의 활동을 획정하

고, 불안(insécurité)과 범죄(délinquance)에 처하기 한 일반 (générales) 혹은 분

야별(sectorielles) 조치들을 규정한다.

안 에 한 방침과 계획에 한 1995년 1월 21일자 법률(Loi d'orientation et de 

programmation relative à la sécurité)이 그 표 인 이다. 이 법은 불안에 처

하기 한 의지와 총 인 정책을 천명하면서, 그에 한 기본방침과 권한을 명

백히 하 다. 한 이 법은 공  활동(action publique)의 조정에 있어서 道政

(administration préfectorale)의 역할을 강화하 고, 몇몇 활동49)들에서의 안  개념

을 통합하 다. 

그 다음이 문제해결을 한 행동의 구상(élaboration d'action) 단계이다. 여기서 

구체  모델이 제시된다. 랑스 모델은 방(prévention), 진압(répression), 연

(solidarité)를 유기 으로 연결하는 사회  방(prévention sociale)에 을 두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계약의 형태로 발 해 왔다.50) 소외된 구역과 계층의 생

활여건을 개선하는 도시정책(politique de la ville)을 통해 사회 내에서 범죄를 방

하자는 것이었는데, 2000년  들어서는 국식의 상황에 따른 방(prévention 

situationnelle) 논리가 많이 수용되어 지역 주도로 트 쉽을 형성하여 리스크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리자 (managérialiste) 모델이 자리잡았고, 민간경비가 활성화

되었다.51) 하지만 성과 주이다 보니 만족할 만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 도시정

책은 심에서 멀어지고 부유층이 스스로 다른 계층과 차별화시키는 자기격리

버 스학회보 , 제15권 제3호, 2008, p. 213 이하 참조; 한 경찰서비스는 공공서비스의 

공 유형 에서 공공부문에서 서비스를 직  공 하는 공공 공 형에 해당한다. 안병철 

외, “공공서비스의 역사  변천과 특성 - 우리나라의 공공서비스 법제에 한 내용분석 

-”, 한국거버 스학회보 , 제16권 제2호, 2009, 291면.
49) 를 들어, 도시계획(urbanisme)과 건축(construction), 가옥의 경비(gardinnage)와 감시

(surveillance) 등과 같이 유사해 보이는 부문에서 사용되는 ‘안 (sécurité) 개념을 통일하

다. 
50) Sophie Body-Gendrot et al., “Les politiques publiques locales relatives aux insécurités 

conte,poraines”, CRIMPREV, n° 34, 2009, p. 2. 
51)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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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ségrégation) 상이 나타났으며, 방보다는 오히려 진압에 을 두는 결과

가 되어 버린 문제가 있다.

Ⅳ. 원자력 안전을 위한 거버넌스 

1. 원자력 안전을 위한 장치

우선 기술  장치로서 다 방호장치가 있다. 이것은 원자력발 에서 시설의 안

을 확보하는 가장 요한 개념으로 안 책을 여러 단계로 구축하는 것을 말한

다.52) 여기에는 원자로와 다른 주요 설비를 덮는 콘크리트 구조물인 격납 건물, 융

해 험이 발생한 경우 량의 냉각수를 투입하여 노심을 식히는 비상 노심 냉각 

시스템 등이 있다.53) 이 게 단계별로 기술  방어막을 구축하는 것만으로는 근본

이고 항시 인 책이 될 수 없고, 제도 인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법  장치로서 원자력 안 법제는 원자력시설의 기술  안 성 담보와 원자력발

소 이용의 결정에서 투명성 확보라는 양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54)고 보면 된

다. 원자력시설의 설치와 이용에 해서는 환경법 (Code de l’environnement)의 

용을 받는다.55) 환경법 의 용을 받게 됨에 따라 원자력안 에 해 환경법의 

제(諸)원칙56)이 용되는데, 그  참여의 원칙(principe de participation)이 거버

스와 연결된다. 

원자력안 을 한 법  장치는 체르노빌 사고가 있은 지 9년이 지나 시행된 이

른바 Barnier법57)이 본격 인 시작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환경문제에 한 의

52) 심기보, 앞의 책, 146면.
53) Charles Perrow, 김태훈 옮김, 무엇이 재앙을 만드는가? , 알에이치코리아, 2013, 65-67

면.
54) 김지 , 앞의 논문, 171면.
55) 일명 loi Grenelle Ⅱ라고 불리는 ‘환경을 한 국가  책무에 한 2010년 7월 12일자 

법률(Loi n° 2010-788 du 12 juillet 2010 portant engagement national pour l'environnement)
에 따라 수권을 받은 정부는 2012년 오르도낭스(Ordonnance n° 2012-6 du 5 janvier 
2012 modifiant les livres Ier et V du code de l'environnement)를 제정하여 기존에 산재

했던 법률들을 환경법 에 통합하 다. 이로써 원자력기본시설에 한 규정, 공공에 

한 정보제공정책과 투명성  원자력 련 활동에서의 책임성 련 조항들이 동일한 하

나의 법 으로 편입됨으로써 일 성 있는 법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56) 사 방의 원칙, 원인자부담의 원칙, 사 배려의 원칙, 참여의 원칙, 정당성의 원칙, 최

화의 원칙, 제한성의 원칙, 원자력사업자의 일차책임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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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역할에 한 근본 인 논의가 개되어 우선순 를 시스템의 투명성

(transparence) 확보에 두고 입법을 추진하여 2006년에 일명 TSN법이라고 불리우는 

‘원자력의 투명성과 안 에 한 법률’58)이 제정되었다. 이 법을 간단히 표 하자

면 원자력에 한 시민의 정보제공청구권을 리 인정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원자력 련 국가정책에 한 정보에 해 시민의 근성(accessibilité)을 높이

는 제도  장치이고 자발  조를 유도함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이는 참여민주

주의(démocratie participative)의 확 를 반 한 것이기도 하다.59) 결국 이것은 에

지 정책은 시민의 참여와 찰이라는 일종의 정치 시스템의 역이라는 의미가 되

고 공론에 부쳐서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여기서 에 지 

특히 원자력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거버 스의 요성이 부각되는 것이다.

원자력안 법제의 용 상이 되는 기본원자력시설은 원자력시설에 한 1963년 

12월 11일자 데크 60)(décret)가 규정하고 있는 ‘원자로, 입자가속기, 방사성 물질 

제조공장, 방사성 물질 장ㆍ사용시설’ 4종류이다. 이러한 원자력시설의 건설과 

해체는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다(환경법  L. 593-7조, L. 593-25조). 

원자력시설 정책 련 기 을 살펴보면, 원자력시설에 한 경찰권을 보유하고 

있는 정부 내에서는 환경지속발 에 지부(Ministère de l'Ecologie, du Développement 

durable et de l'Énergie)가 원자력시설에 한 정책 수행에 있어 요한 역할을 한

다. 

환경부는 다른 부처와의 조 하에 원자력안 에 한 정책을 추진한다. 특히 

산업과 보건을 담당하는 부처와 합동으로 원자력안 방사선방호총국(Direction 

Générale de la Sûreté Nucléaire et de la Radioprotection, 이하 “DGSNR”)을 장

한다. 보건 담당 장 도 원자력시설 련 요한 역할을 하는데, 특히 공 보건고

등 원회61)(Haut Conseil de la santé publique)와 연계하여 련 업무를 수행한다. 

행정부 외에 의회소속기 인 과학기술선택평가의회사무국(Office Parlementaire 

57) Loi n° 95-101 du 2 février 1995 relative au renforcement de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58) Loi n° 2006-686 du 13 juin 2006 relative à la transparence et à la sécurité en matière 
nucléaire. 

59) Olivier Guézou(dir.), Droit public et nucléaire, BRUYLANT, 2013, p. 156.
60) Décret n°63-1228 du 11 décembre 1963 RELATIF AUX INSTALLATIONS 

NUCLEAIRES. 
61) 종 의 공 생고등 원회(Conseil Supérieur d'Hygiène Publique)가 2004년 법률 개정으

로 2006년에 폐지되고, 기존의 공 보건고등 원회(Haut Comité de la santé publique)에 

통폐합되었고 약간의 명칭 변경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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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aluation des Choix Scientifiques et Technologiques, 이하 “OPECST”)도 이에 

한 업무를 한다. 1983년 7월 8일자 법률(n° 83-609)에 의해 설립된 OPECST는 

과학기술  성격의 정책선택의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그 결정을 명확히 하는 임

무를 진다. 이를 해 정보를 수집하고 연구 로그램을 실행하여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결과보고서는 의회에 제출되어 입법활동과 산심의에 활용된다.

OPECST가 다룬 문제들 에서 원자력시설의 해체와 방사성 폐기물은 주요한 

문제 고, 여기에서 발간된 보고서들은 련 분야의 입법의 계기62)가 되었다. 비록 

직  정책을 입안하거나 집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증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정

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 으로 일련의 정책정보 흐름

에서 빠질 수 없는 상을 가졌다.

인ㆍ허가 등 규제를 담당하는 행정청을 살펴보면, 1973년 이래로 독립행정기

인 원자력안 기구(Autorité de Su ̂reté Nucléaire, 이하 “ASN”)가 국가기 의 지

63)에서 원자력시설의 안 을 감독한다. 오랜 논의를 거쳐 2002년 2월 22일자 데

크 (décret n° 2002-255)에 의한 DGSNR 창설은 원자력안  통제 시스템 개편의 

획기 인 기가 되었다. ASN은 앙행정기구로 DGSNR을 두고, 지방행정기구로 

국가지방행정기 들(services déconcentrés de l'Etat)을 보유하고 있다. DGSNR 내에

는 9개의 하부조직64)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하나가 원자력시설 해체를 소 업

무로 하고 있다. DGSNR 내에는 여러 개의 원자력안 방호과(Division de la Su ̂
reté Nucléaire et de la Radioprotection, 이하 “DSNR”)이 있어서 각 지역단 에서 

권역별 산업연구환경청(Direction Régionale de l'Industrie, de la Recherche et de 

62) 1990년 핵폐기물 리에 한 Bataille 보고서가 방사성 폐기물 리 연구에 한 1991
년 12월 30일자 법률의 모태가 된 것이 표 인 이다. 

63) 2006년 ‘원자력의 투명성과 안 에 한 법률’에 의해 독립행정청(autorité administrative 
indépendante)의 지 를 취득하 다.

64) 9개의 sous-direction. 번역하면 부국(副局)이 가장 근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없는 생소한 

용어라서 랑스에서 사용하는 약칭인 SD로 표 하고자 한다. 9개의 SD 목록은 다음과 

같다.
SD1 : 연료의 주기와 방사성물질의 운송

SD2 : 동력 원자로

SD3 : 연구용 원자력시설, 해체, 오염된 기지, 방사성 폐기물

SD4 : 감사, 교육, 긴 상황, 환경

SD5 : 고압 원자력 설비

SD6 : 국제 계

SD7 : 보건, 리방사

SD8 : 산업활동, 연구활동

SD9 : 방사선학활동, 생체의학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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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nvironnement, 이하 “DRIRE”)의 권한으로 원자력시설 감독 업무를 시행한다. 

DSNR은 원자력시설의 운 자들이 신청한 시설 설립, 변경 는 가동 단 허가심

사에도 각 구역별로 참여한다.

ASN은 원자력시설의 안 과 방호를 한 기술  규제를 입안하고 그 시행을 감독

한다. 규제정책의 목표는 험물질이 인간의 몸에 닿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를 해 

ASN은 원자력시설과 방사능 배출 시설의 허가과정을 심사하고, 시설운 자들이 명령

을 잘 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원자력시설 운  련 모든 사건 추이를 통

제한다.65) 2002년 2월 22일자 데크 66)에 의해 창설된 ｢방사능방호  원자력안 연

구원｣(Institut de Radioprotection et de Sûreté Nucléaire, 이하 “IRSN”)이 감정(expertise)

과 연구(recherche) 기능을 수행하며 행정청의 정책수립과 집행을 돕고 있다. IRSN은 

원자력시설의 보안에 한 개선방안과 원자력시설 운 자가 제출한 서류의 감정을 

함으로써 행정을 지원하는데, 독립 으로 수행함으로써 객 성을 높이고 있다.67) 

원자력의 투명성 확보를 한 조직으로는 지역 내의 원자력시설과 련한 활동

이 인간과 환경에 미치는 향과 원자력안   방사선방호에서의 일반 인 조사, 

정보수집, 력의 의무를 담당하는 ‘지역정보 원회(commission locales 

d’information, CLI)’와 원자력활동과 련한 험과 공공보건, 환경, 원자력안  상

에서 원자력활동의 향에 하여 정보제공, 력  논의를 하는 기 인 ‘원자력

안 의 투명성과 정보를 한 고등 원회(Haut Comité pour la transparence et 

l’information sur la sécurité nucléaire, HCTISN)’가 있다. 특히 후자는 원자력안  

련 정보 근68)에 한 모든 문제에 여하며 투명성보장 조치를 제안할 수 있

다.

2. 원자력 거버넌스의 중요성 

원자력은 고도의 기술 공학이지만, 동시에 그 어느 분야보다도 사회  수용성이 

65) G. de Rubercy, op. cit., p. 88.
66) Décret n° 2002-254 du 22 février 2002 relatif à l'Institut de radioprotection et de sûreté 

nucléaire.
67) G.de Rubercy, op. cit., p. 89.
68) 원자력활동에 한 정보 근권에 한 구체  기술로서는 Laurence Chabanne-Pouzynin, 

“L’APPRÉHENSION PAR LES OPÉRATEURS DE LA BONNE DÉMOCRATIE EN 
MATIÈRE DE NUCLÉAIRE”, DROIT NUCLÉAIRE - Démocratie et nucléaire, PUAM, 
2013, p. 149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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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인 분야로서 기술  문제를 지식으로만 풀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무엇보다도 

신뢰를 얻어내야 하는 분야이다. 최고 가치라 할 수 있는 신뢰를 얻기 해서는 

소통과 합의 도출을 한 새로운 메커니즘 고안해서, 진솔한 자세로 과거의 원자

력 정책을 돌아보고, 해외 성공 사례를 살펴보고, 단기 으로는 국민의 방사능 

에 한 불안을 해소하는 노력에서부터 원 의 안 성을 검해 그 안 성을 확

실하게 이해시키는 등의 설명을 충분히 하고,  토론하고 해나가는 과정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69) 우리사회가 매번 논란에 휩싸이고 갈등을 겪

고 있는 사용 후 핵연료 처리에 한 바람직한 거버 스의 를 랑스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랑스는 사용 후 핵연료 리 주체로 국가와 원 을 가동한 사업자

를 지정하고, 국가는 최종 단계 정책을 결정하고 비용은 원  사업자가 부담하도

록 책임을 배분하 다. 책임의 제3자 양도를 원칙 으로 하면서 자국 내 시설에

서 사용 후 핵연료를 량 재처리하고 있다. 랑스도 고  방사성 폐기물의 처

리를 둘러싸고 갈등이 심하 다. 처음에 일방  추진을 하다가 혹독한 사회  비

용을 지불하고 나서 지역 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방식

으로 련법을 제정하 다. 정책결정과정에서는 국가공공토론 원회70)(Commission 

nationale du débat public, CNPD)라는 독립 인 원회를 구성해 공론화를 거친다. 

의회는 그 결과를 새로운 입법에 반 해 사용 후 핵연료 정책을 장기  차원에서 

풀도록 기틀을 마련했다. 정부는 국민 홍보의 투명성을 해 정책 결정에 주민 

참여와 토론을 극 활용하고, 인터넷 웹사이트, 편지, CD-ROM, 잡지 등의 모든 

매체를 통해 국민에게 이해시키는 사업을 개하고 있다. 주민 토론은 사회  비

용을 이기 해 갈등이 발생하기  기 단계에 실시하고, 충분한 기간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돋보인다.

랑스도 처음부터 원자력 거버 스가 잘 형성된 것은 아니었다. 상업  원자력 

이용이 활성화되기 에는 반 (反戰)운동의 일환으로서 반핵(antinucléaire) 운동이 

격렬하게 일어났었다. 원자력발 이 본격화된 1970년  이후는 NIMBY 상으로서 

원 설치 반 운동이 거세게 일어났었고, 과학자들 사이에도 의견 립이 심하 다. 

정부도 처음에는 다스린다는 통치 는 지배(gouvernement)의 에서 근하여 

신속한 건설을 추진하다가 반 운동의 규모나 지속성 등을 보고 치(gouvernance)

로 입장을 변경하지 않을 수 없었다. 거버 스 역시 기에는 원 건설지역에 경

69) 김명자, 앞의 책, 21면.
70) 이 원회는 비상시에 한 사안에 해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보통의 사안은 

지역정보 원회와 원자력안 의 투명성과 정보를 한 고등 원회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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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혜택을 제공하는 경제  근법으로 추진하 다.71) 그러다가 력생산자인 

EDF가 자체 으로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방송을 통해 홍보하는 식으로 정보

제공의 근법을 취하기 시작하 다.72) 이 방식이 제도화된 것은 1981년에 CLI가 

여러 지역에 설치되면서부터이다. 체르노빌 사건 이후 높아진 투명성강화의 요구를 

반 하기 하여 일련의 입법조치들이 이어졌고 참여민주주의 확 로 이것이 보편

화되었고, 이제 원자력민주주의 단계로까지 발 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시행착오를 별도로 거칠 필요 없이 공공분야의 갈등 리 방안에서 

축 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알차게 제도화할 수 있으리라 기 한다.

3. 바람직한 원자력 거버넌스의 방향

원자력 거버 스를 형성하기 해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하지만, 그  가장 

요한 것으로 규제기 의 독립성을 꼽을 수 있겠다. 원자력 안 규제는 원자력 진

흥 기능과 독립시켜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 이유는 지극히 당연하다. 원자력

처럼 안 이 생명인 산업에서 안 을 규제하는 기 은 안 에 이 될 수도 있

는 이해 계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 지 못하다면, 기득권과 이권에 

얽  력 사업자의 이익을 우선하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고, 원 의 안 이 

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제 기 은 원자력 리의 강력하고 효과 이며 신뢰할 수 있는 안  규제 체

계를 해 몇 가지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정당성과 독립성에 기반을 둔 기

술  규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규제 당국’이라야 하고, 원자력과 방사성 물질의 

개발과 이용에 련된 기 으로부터 규제 당국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국

민 신뢰를 한 규제 결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원

자력 안  규제는 주요 원칙을 독립성, 공개성, 명확성, 효율성, 신뢰성으로 규정해

야 한다.73)

71) Sezin Topçu, op. cit., p. 100.
72) Sezin Topçu, op. cit., p. 103.
73) 김명자, 앞의 책, 3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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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 시사점

편리하고도 험한 원자력. 원자력발 소에서 생산되는 기를 마음 놓고 쓰면

서 내가 사는 지역에 원자력발 소가 들어선다면 반 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모순

된 심리이다. 필요성에 해 인정하더라도 구체  정책에 해서는 상황에 따라 

입장을 달리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는 원자력

발 에 한 정책 결정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기술 , 사회  공론화를 거

쳐 합의를 이루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사회  합의 도출

의 과정과 차에 한 기본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이 요하다. 사용 후 핵연료 

리는 가장 민감한 기술 공학 , 사회 가치  이슈를 다루는 문제이므로 문가 

그룹 간의 합의와 공감  형성으로 과학  근거를 도출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사

회  의사 결정 과정의 민주성, 합리성, 효율성을 극 화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

끌어내야 할 것이다. 원자력 정책의 당사자들은 명실상부하게 국민과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상의 기술을 발휘해야 한다. 그것은 하드웨어의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는 소 트웨어의 기술이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정직성과 투명성은 기본이 

되어야 한다. 원자력계가 다른 문가 그룹과 시민 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

고, 그들에게 원  산업의 실상을 있는 그 로 모니터링하고 검할 수 있는 기회

를 부여한다면 명목상의 거버 스가 아닌 실천  거버 스가 실 될 수 있을 것이

다. 신뢰구축을 통해 반 자들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하고 그 게 되면 반 자들도 

안제시로 입장을 바꾸리라 기 한다. 우리나라 원 의 안  기 과 체제를 비롯

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사회  수용성을 더욱 충실히 반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

다. 특히 요한 것은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의 본질에 한 정확한 이해와 소통

이 요하다는 것이다. 각각 다른 입장에서 평행선을 그리다 보면, 문제의 본질을 

빗겨나 합리  결론은 요원해질 것이다. 과거의 방사성 폐기물 리 정책이 표류

했던 경험에 비추어, 그 의사 결정 과정은 정부 주도가 아니라 민간 주도의 기구

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사회  논의 구조를 통해 보다 체계 이고 

폭넓게 여론을 수렴하고 난제를 풀어 가기 해서는 독립 이고 신뢰를 받는 메커

니즘의 구축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원 의 건설과 운 은 물론 사용 후 핵연료 

리에서도 사회  수용성 확보가 열쇠다. 그리고 사회  수용성에서는 ‘안 ’이 열

쇠다. 국제  수 의 안  기 이 법규로 명문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기 을 반

드시 지킨다는 신뢰를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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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정책에 한 사회  불신을 극복하고 합의를 이끌어내기 해서는 거버

스 체제에 의해 문성과 사회  수용성을 목시켜야 한다. 국정 의제의 

에서는 사회  수용성의 가장 요한 주제는 국민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간 

리 시설의 지역 , 사회  수용성이 요하다는 에 비추어, 지역 주민이 가장 

요한 이해 당사자가 된다. 따라서 지역 차원의 거버 스와 국가 차원의 거버

스를 포함하는 거버 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지역 사회의 의구심과 불신

을 달래기 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원자력주기

에 맞춘 장기  안목에 바탕을 두고 국민의 신뢰와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요

하다. 정책 논의의 사회  신뢰를 높이기 해서는 랑스처럼 국민  합의기구를 

설치하여 공론을 이끌어가게 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러한 기구 운 의 

차와 과정은 독립성과 립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하고 장기 인 근이 필요하다. 

합리 인 의견 수렴 구조를 구축해, 여론을 히 반 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되어야 한다. 특히 다양한 갈등 해결 기법을 비교 연구해서 한 운  방식을 

찾아내야 한다. 이러한 형태의 사회  공론화의 목 은 최선의 정책 생산을 해 

립과 갈등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를 동력화하는 데 있다. 결국 사용 후 핵연료 

정책에 한 사회  의와 합의는 문성과 특수성 그리고 우리 나라의 사회 문

화 , 정치 외교  상황을 고려해 민주성, 책임성, 도덕성, 진정성, 독립성, 투명성

을 기 으로 삼아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원칙과 차를 거친 정책 결정은 

정책의 타당성, 차의 투명성, 기술의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정당성을 부여받게 

될 것이다. 그에 따라 정책 추진에 따른 사회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간 오랜 세월 동안 시행착오를 빚었던 사용 후 핵연료의 리라는 난제를 사회

 의에 의해 풀어낼 수 있다면 우리의 사회  상 능력의 진 을 확인하고, 

사회 갈등을 해소하는 좋은 모델을 만들어 내는 계기가 될 것이다.

투고일자 2014.12.12, 심사일자 2015.02.23, 게재확정일자 201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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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ésumé>

Gouvernance de l’Énergie nucléaire en France et ses implications
(Nuclear Power Governance in French and its Implications)

Oh, Seung-Gyu*

1)

La nucléaire est en débat. L’unanimité est toujours suspecte, car elle signifie le 

plus souvent que ou bien les citoyens sont mal informés. Mais, concernant le 

nucléaire, et de ce point de vue, il n’y a guère de souci à se faire : le débat est 

plus que vif entre les partisans et les opposants au nucléaire. les opposants s’étant 

durcies notamment après les accidents de Tchernobyl et de Fukushima.

De nombreuses personnes ont un point de vue a priori, une position “de 

principe” et sont insensibles à toute argumentation. C’est dire que le thème de la 

démocratie et du nucléaire, indispensable, est redoutable à traiter. 

Si les positions sont tranchées, opposées, irréconciliables, sur un problème donné 

- et la France a donné l’illustration d’un tel fossé au sein de la population à 

propos de plusieurs problèmes sociaux - alors la démocratie est menacée 

également, car si elle repose sur un absolu, la valeur mê̂me de la démocratie et 

de ce qu’elle implique, elle suppose, pour pouvoir fonctionner, que des compromis 

soient établis entre les différentes positions. Comment, pour s’en tenir au nucléaire, 

parvenir à établir un véritable débat, avec une écoute réciproque, pour déboucher 

sur un “consensus” minimum indispensable à la société ? La bonne gouvernance 

est une bonne résolution : la totalité du processus des décisions prises 

collectivement après les participations et les concertations les porteurs d’intér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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