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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자력산업의침체과정에서한국은선진국으로부터원자력기술도입비용이낮은이점을이용하여원자로를국산화, 핵연료제조도국산
화하여원전건설이지속적으로추진되었고규제기관의인력규모도커지는과정을걸어왔다. 

2) 이를받쳐주고있는것은체르노빌이후20년동안지구상에큰원전사고가발생하지않았다는사실이다. 또 한번의대형사고가발생한
다면오늘날지구화, 정보화시대, 디지털시대의특성상그사회심리학적인충격은엄청날것이다. 20년전체르노빌사고는흑백사진으로
보도되었으나오늘날원전사고가일어난다면그것은실시간으로전세계에중계되어 9.11 테러생중계이상의충격을세계인들에게안겨
줄것이다. 

원자력안전성과규제의신개념

최광식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규제정책실 책임연구원

오늘날 지구상에서 원자력산업

에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과학 기술의 발전과 함께 정보 통

신 기술, 디지털 기술의 발달, 그리

고 민주 의식의 성숙, 환경이데올

로기의 발흥과 지구적인 환경 운

동을 하는 비정부기구들의 등장으

로 원자력산업은 국제적으로 대표

적인 위험 혐오 시설로 집중 공격

을 받았다. 

몇몇 나라들은 국민 합의로 원

자력산업 폐지를 결정하 고, 원자

력산업의 장기적 정체와 함께 유

능한 인력들이 빠져나가고, 규제

기관 역시 정체 혹은 위축되는 과

정을 밟아왔다1). 

그러나 근래 지구 온난화가 중

요한 지구적 의제로 등장하고 탄

산 가스의 배출 및 화석 연료의 사

용에 대한 규제가 현실화되면서

원자력의 르네상스에 대한 기대가

구체화되고 있다2). 

이러한 원자력의 부흥을 가능케

한 것은 원자력 시설 안전성이 지속

적으로 유지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원자력 안전에 관한

인식론 혹은 방법론은 어떻게 변

화해 왔는가? 또 그것들은 어떤 방

향으로 진화해 나가고 있는가? 

우리가 제기하는 의문은 이런

것들이다. 

사업자에게 가해지는 규제 요건

과 각종 규제 행위들은 그 실효성

을 거두고 있는가?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규제의

목적, 성과, 업무 방식 등은 적절하

며 국제적인 여건 변화를 잘 반

하고 있는가? 

사업자와 규제 기관에 가해지는

사회, 언론, 주민 등 주변의 각종

압력과 참여와 요구는 과연 안전

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

는 것인가? 

분석적이고 환원주의적 방법론

보다 통합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접

근, 학문 간의 통섭(consilience)

과 학제적 접근이 논의되고 있는

요즈음 트렌드를 반 하고 있는

가? 

다음 세대를 선도할 새로운 안

전 개념과 규제 방법론은 없는 것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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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높은계층의현상을더낮은계층의간단한원리로대체하여설명하려는사고방식이다.

인가?  

본고에서는 이런 관점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원자력 안전성의

확보 방법론을 검토하려 한다. 복

잡계 이론, 인지 이론 등 근래의 전

반적인 학문적 동향을 살펴보고,

시스템 다이나믹스에서 제안하고

있는 시스템 사고(system think-

ing) 등을 고려한 새로운 안전성

확보 방법론 혹은 개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전일주의의 등장과 복잡계

(complexity) 이론

철학적 사상적으로는 과거 학제

간 연구의 강조로부터 더 나아가

학문 간의 통합을 내용으로 하는

통섭(consilience)이 차세대를 주

도할 주요 이념으로 논의되고 있

으며, 또한 과거의 분석적이고 환

원주의3)적인 사고로부터 전일주의

(holism)로의 이행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복잡계 이론의 등장과 이

에 대한 관심의 증대, 그리고 시스

템 다이나믹스적인 접근도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성의 세분화로 인한 분업으

로 나누어졌던 분야들이 다시 융

합되고 있다. 

고전과학은 선형적인 인과 관

계, 환원주의(reductionism), 결

정론적 기계론적 세계관을 근간으

로 구축된 일종의 단순성의 과학

(science of simplicity)이다. 

세계는 거대한 기계이며 그 이

해를 위해서는 그것을 분해하여

구조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다시

종합하면 그 기계를 이해할 수 있

다는 것이 바로 기계적 세계관이

며 환원론적 인식의 핵심이다. 그

러나 근래의 복잡계 이론은‘부분

들을 합하면 전체가 되지 않는다’

고 주장한다. 

복잡성(complexity)이란 체계

혹은 시스템 속에서 상호 작용하

는 연관된 구성 요소들 간의 특성

들의 총합이다. 시스템의 복합성은

구성 요소들 간의 다양한 상호작

용으로 나타나는 현상, 즉 존재론

적 관점과 인간의 지각 혹은 인지

현상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이해

관계 목적성을 다원주의적 관점에

서 이해하는 인식론적 입장을 함

께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  

복잡성(complexity)은 비선형

성(nonlinearity)과 예측 불가능

성(unpredictability), 소산 구조

(dissipative structure)와 개방적

이고 반복 불가능한 비가역적 체

계(open and irreversible sys-

tem)의 특성, 환원주의로는 설명

되지 않는 전체주의(holism) 성격

을 가진다. 

그리고 이는 복합 체계로 나타

나며 출현적 속성(emergence)과

위계성(hierarchy)을 갖고 또한

다중적인 네트워크의 특성을 갖는

다. 

이는 또한 끊임없는 학습 과정

(continuous learning)으로 이해

되고 자기 조직화(self-organi-

zation) 특성과 복합 체계로서 목

적성 혹은 의도성(intentionality)

를 갖는다. 

이 복잡계는 운동하는 연속성과

비가역적인 시간의 흐름을 연구

대상으로 하므로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과학철학과 연구

방법론이 필요하다. 

즉 세상은 전체를 그대로 바라

보아야 하며, 구성 요소들의 상호

작용과 피드백 루프를 고려하여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이

해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2. 시스템 다이나믹스(system

dynamics)와 시스템 사고

(system thinking)

분분석석적적 사사고고((aannaallyyttiicc tthhiinnkk--

iinngg))는 대상 혹은 계통을 구성 요

소로 분할하여 이해하고 그리하여

전체를 이해한다. 

이 접근 방법에서 기본 가정은

‘계통은 정태적이고 요소들 간의

상호 작용은 중요하지 않으며, 이

계통에서 한 요소를 분리해내거나

주변환경의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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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만결정론적접근에서부터확률론적방법으로이행하면서종합적인(comprehensive) 안전성확보방법론이도입되었지만이는고장수목
에의하여한부품혹은계통의실패율을고려하여전체적인시스템의이용불능도와많은단선적인접근방법의조합이지 feedback loop를
고려한것은아니다. 

보태더라도 원래 계통의 본질적인

특성과 기능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시시스스템템 다다이이나나믹믹스스((ssyyss--

tteemm ddyynnaammiiccss))는 부분이나 개별

사건들보다 그 전체를 본다. 

계통의 각 부분 혹은 요소들이

어떻게 함께 작동하며 그 결과 시

간에 걸쳐 거동의 패턴에 향을

미치는지에 주목한다. 

기본 가정으로서‘계통은 움직

이고 변화하는 것이며 한 사건은

발생시 멀리 혹은 발생시로부터

한참 후에 다른 사건에 향을 준

다’고 본다. 

요소가 분리되거나 보태어질 경

우의 본성과 기능의 변화를 정의

하고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

은 그 계통 내에서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

다. 

시스템 사고는 시스템 다이나믹

스를 우리 일상 업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사고 체계에 도입

한 것으로서, 어떤 공통의 과정에

서 부분으로 작용하는 힘을 파악

하고 그 힘들의 상호 관계성을 분

석할 수 있는 방법, 기법, 원칙 등

을 총망라한 광범위한 지식 체계

를 말한다. 

3. 원자력 환경변화

체르노빌 사고 후 20년 간 교통

의 발달, 정보화 사회로의 진행, 디

지털 사회의 도래, 그리고 로벌

화와 시민 의식의 성숙, NGO의 발

흥 등과 원자력 안전 관련 의사 결

정 과정에의 주민들의 참여가 커

지고 있다. 

그 동안 큰 원자력 사고가 발생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전문가들

사이에는 앞으로는 큰 사고는 발

생하지 않거나 발생하더라도 외부

에 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암묵적인 낙관론이 지배하고 있다. 

이는 탄소세의 부과와 다른 현

실적 에너지 대안이 없다는 사실

에 기반을 두고 태동하고 있는 원

자력 르네상스에 대한 강한 기대

와 연결된다. 

사업자뿐 아니라 미국 등 선진

국에서도 NRC가 현실적인 보수성

(realistic conservatism)을 선언

하고 원자력 르네상스에 대비한

규제를 논의하고 있다. 

정부 규제 기관이 부과하는 안

전 규제 요건과 이를 준수하기 위

한 사업자의 노력, 그리고 사회에

서 주변으로부터 가해지는 이해

관계자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와

관심 등 지속적인 압력들은 안전

성과 관련한 활동들에 많은 향

을 미치고 있다. 

공공 부분의 성과 개념 도입, 대

중들의 압력과 활발한 관여, 규제

기관이 독점하고 있던 안전 정보

들을 쉽게 입수한 NGO들이 이들

을 이용하여 정부의 의사 결정 과

정에 개입하고 향력을 행사한다. 

수적으로 늘어난 다양한 미디어

들의 경쟁적 활동과 보도 환경들

은 사업자와 안전 규제 기관으로

하여금 과거의 업무 방식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만들었고, 처음에는 당

혹해했던 이들 기관들은 이제 이

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적응해가고

있다. 

규제 기관은 대중과의 커뮤니케

이션, 대중 신뢰 등의 문제에 직면

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고 공학

적 안전성 외에 안전에 대한 국민

안심을 제공하는 것을 안전 규제

정책의 방향으로 설정하기에 이르

다. 

결정론적 방법에서 확률론적 방

법의 도입이 20년 전부터 시작되

어 이에 근거한 위험도 정보 규제

의 이행이 구체화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는 앞에서 논한 서

구의 분석적이고 환원주의적인 사

고의 산물4) 이다. 

원자력안전성에 대한 정의가 가

장 종합적으로 잘 정리된 것은

원자력안전성에대한고찰

원자력안전성과규제의신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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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The achievement of proper operating conditions, prevention of accidents or mitigation of accident consequences, resulting in protec-
tion of workers, the public and the environment from undue radiation hazards. 

6) 인간마음의주특성은데카르트가이야기했듯이인지(앎 cogito)이다. 인지심리학에서사용하는 <인지>의개념은인지심리학의초기에는
비교적좁은의미의개념으로사용되어왔으나, 현재에일반적으로사용되는의미는상당히넓은범위를갖는다. 상식적으로생각하는마음
의 세 요소인 지(知), 정(情), 의(意) 가운데 지(知)라는 제한된 의미도 넘어서며, 또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고능력이나 지능 intelli-
gence이라는 개념도 넘어서는 의미로서 각종의 외적 환경적 정보 그리고 내적 정보를 수집, 저장, 해석, 이해, 산출, 활용하는 온갖 의식적,
하(下)의식적정보처리과정모두를지칭하는것이다. 우리의실제적인지는이미우리의뇌라는개인의울타리를넘어서우리를둘러싸고
있는사회와문화환경과인공물, 인공체계등에확장되어있는분산된인지, 분산된지(知), 확장된인지 distributed cognition, distributed
intelligence, extended cognition이다. 현 시점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넓은 의미의 <인지>의 개념은 <어떤 행위자 human or machine
agent에의한지식의생성, 활용generation, and intelligent use of knowledge>의전체활동이라는의미에가깝다. 

IAEA의 문서에서 발견된다. 

이에 의하면 원자력 안전이란

‘부당한 방사선 위해로부터 작업

자들, 대중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결

과를 가져오는 적절한 운전 조건

과 사고의 예방 혹은 사고 결과의

완화의 성취5)’이라고 정의된다. 

보통 안전성을 노심 용융 확률

(core melt frequency), 혹은 원

자력 시설에서의 연간 사망자 발

생 빈도 등으로 표시되는데, 이를

공학적 안전성이라고 부르기로 하

자. 

본고에서는 원자력 안전성의 새

로운 이해를 위하여 이를 복잡계

이론과 계통동역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기로 한다.

1. 원자력 안전의동태적특성

안전성은 시간에 따라 일정한

가? 안전성은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정태적인 값을 갖는가? 

안전성은‘리스크가 작은 상태’

라고 할 수 있다. 안전성의 정도 혹

은 안전 수준을 생각하면 어떤 시

설의 안전이란 것도 일정한 값을

유지한다기보다는 시간에 따라 그

리고 주변 여건에 따라 변화한다. 

어떤 시간 프레임에 따라 안전

성의 수준이 변화하는가? 

근래 원전 계통의 배열(con-

figuration)에 의하여 총리스크도

순간순간 변화하는 것으로 보는

순간 리스크(instantenous risk)

의 개념이 도입되고 있다. 

현재 PSA 결과는 평균 리스크

를 계산하여 제시하고 있지만, 수

시간 혹은 수 일 간 계통의 설비,

즉 비상디젤발전기나 밸브들의 고

장 혹은 운전 정지 등이 발생하

을 때 몇 시간 혹은 며칠 단위로 시

설의 리스크는 변화한다. 

계통의 기기, 예컨대 디젤발전

기 등의 불능 등 배열 상태에 따라

순간 리스크가 계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림 1>은 이를 보여주고 있으

며 이러한 개념에 근거한 리스크

모니터의 도입이 진행중이다. 

2. 원자력 안전의 인지적특성과

사회적안전성

‘존재는 인지된 것이다(To be

is to be perceived by means of

ideas ; esse ist percipi)’라는

철학 명제가 있다. 어떤 사물의 존

재 자체도 인간이 인지6)하여야 의

미가 있다.  

단순한 객관적인 사물의 존재

여부도 그럴진대, 인간의 인지와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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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지(cognition)와 perception의차이에대해서는명확하게규명하지는않았으나 risk perception 이라는말이사용되는예를볼때큰차이
는없으나perception이보다더감성적이고직관적인측면을포함하는것이라고본다. 

8) 개인의 효용(utility)은 보통 그가 가진 재산, 수입, 그리고 공공재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보고 이를 개인효용함수라고 한다. 사회후생(social
welfare)은개인들의각각의효용함수를사회구성원수n에대하여총합한것으로보며이를사회후생함수(social welfare function)라고
한다. 공공정책시행의목적은이사회후생함수를증가시키는것이다. 

9) 인지의오류에는기억의오류, 언어이해의오류, 판단의오류, 문제해결의오류, 의사결정의오류, 추리의오류, 대상지각의오류, 신념의
오류등이있다. 지역감정이나인종차별같은것도충분한정보를탐색하고공정하게평가하지않아서발생하는인지적오류이다. 첫인상
에크게 향을받는것,  처음에내린판단을확증하는방향으로만사고하는경향(확증적편향), 어떤물건을사기전에갈등을하다가사고
나서는행동을정당화하기위해서물건의좋은점만을생각하고부조화를해결하는것도일종의인지적오류이다. 매우중요한결정을충분
한 정보를 탐색하지 않고 머릿속에 쉽게 떠오르는 정보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 것도 오류이다. 사랑도 상대방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탐색해
서 내리는 결정이 아닌 상대방의 긍정적인 측면이나 주변 단서(외모)에 의한 과대한 추론이며 이 역시 인지적 오류의 결과이다. 우리의 일
상적인삶은인지적오류로점철되고이에의해굴러가는경우가많다. 모든일에논리적으로참인쪽으로사고를할경우시간이많이걸리
며 비용을 수반하고 그래서 유용하지 않다. 인간은 실용적으로 생각하는 쪽으로 마음이 진화한 결과 일부러 그런 오류를 범한다는 주장도
있다.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리

스크 혹은 안전을 논의할 수는 없

다. 

인지심리학에서는 사물은 감각

기관을 통하고 인지 과정을 거쳐

서 전기화학적인 신호로 뇌에 전

달되고 저장된다고 본다. 

형태와 색을 가진 사물도 이러

한 과정을 거치므로 원자력 안전

성이라는 개념도 인지 과정을 거친

것으로보는것이타당할것이다.

이러한 동태적 특성과 인지적

특성을 고려하여 원자력 안전성을

이해하여 보기로 하자. 

우리가 우리나라의 원전이 안전

한가 하는 논의는 엄 히 말하면

어느 시설 예를 들어 고리 원전, 혹

은 우리나라의 전체 원전, 하나로

원자로 시설 등 대상에 대하여 정

의하고 또한 그 시설이 어느 기간

동안의 안전성이라고 구체화하여

논하는 것이 타당하다. 

안전성이란 짧은 순간의 위험한

상황(near miss 등)이 발생하여

도 결과적으로 어떤 큰 사고로 발

전하지 않으면 그 순간을 포함한

어떤 시간 구간 동안의 안전성 수

준은 동일하다고 보는 평균적 안

전성을 생각하지만 사실은 순간순

간 안전성의 수준은 변화하고 있

다.  

우리의 관심과 논의의 대상이

되는 안전성은 개인들의 인지7) 과

정을 거친 개개인인 인인지지//체체감감 안안전전 함함

수수들의 사회적 총화이다. 

여기서 개개인들의 효용 함수를

경제학에서 정의하듯이 개개인의

안전 함수를 정의하기로 하자. 

개인 효용 함수가 사회에 대해

사사회회 후후생생 함함수수8)로 집적되듯이

개인 안전 함수를 사회적으로 합

하고 이의 평균값을 취하여 사회

적 인지/체감 안전성이라고 부를

수 있다. 

개인 안전 함수는 공학적인 안

전성, 개개인 구성원들의 안전에

대한 기본 성향, 사전 지식, 선입

견, 선호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 

물론 안전성에 높은 관심을 갖

고 행동하는 고관여자들이 안전에

대한 의사 결정 과정을 주도하므

로 전체 구성원들의 안전 함수를

산술적으로 합산하여 평균한 것이

사회적 안전성이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사회적 안전성은 사회 구성원

개인들의 인지 과정과 대중과 미

디어, NGO, 각종 이해관계자, 혹

은 행위자 집단의 원자력 관련 현

상들에 대한 인지 과정이 수반되

며, 이에는 필연적으로 인지 과정

의 오류9) 가 개재된다. 

사회적 안전성은 이들 행위자들

간의 상호 interaction과 그리고

사회적 통합 과정에 의하여 재구

성된 어떤 것이다. 일반적으로 원

자력 안전성이라고 할 때 그것은

그 사회에 존재하는 전 원자력 시

설들의 안전성 수준의 평균 혹은

원자력안전성과규제의신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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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과거관련종사자들은원자력안전은경제성과대립되는개념이며이둘은조화되어야한다든가안전성의강조가원전의경제성을해치지
않아야한다는주장을해왔다. 이에대한논의는체계적이고학문적인 역외에서사업자측불만의간헐적인표출의형태로이루어졌다.
사업자의 이러한 불만 표출은 때로 전략적이며 정치적이었다. 과거 이들은 국민 혹은 이해관계자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나 반대를 이해를
하지 못하 고 원자력 운 에 대한 규제 기관의 개입에 대해서도 충분한 안전성이 확보되고 있는데 과다한 규제 개입을 한다고 생각하
다. 과거에는원자력안전성이란개념은공학적인안전성에주목한것이며오늘날원자력안전성은공학적안전성과이에대한인지와사
회적통합과정을거친안전성이라고본다.  

11) 다음과같은가설들이다. (1) 규제기관은원자력안전이라는공익을목적으로일하지만사업자는이윤을추구하는것이일차적인목적이
므로 전력 사업자에게만 맡겨놓으면 국민 혹은 사회가 수용 가능한 수준의 원자력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다 (2) 정부가 원전 사업자의
원자력시설건설및운 행위에개입(인허가및운 허가발급및일상검사, 주기적검사등)하면안전성이확보(안전성의수용가능한
수준으로의향상및유지)되는데기여한다(3) 규제자원을위험도? 중요도가높은부분에집중하면규제효과성이향상되어보다안전성
향상에 관련이 있는 규제 활동에 집중되게 되어 종합적인 안전성의 향상에 기여한(RIR) (4) 국제적인 안전규범에 참여하여 이를 준수하
고 국제적인 안전 기준을 적용하면 우리의 원전 안전성이 향상될 것이며 주변국 혹은 다른 나라들의 원자력 시설로부터의 방사선 위험이
줄어들것이다(국제기준적용, Convention 가입등) (5) 규제기관의안전문화 initiative에의해사업자의안전문화가향상될수있으며,
즉사업자의조직문화가변화될수있으며이러한안전문화의향상은안전성의향상으로이어질것이다(미국의ROP의안전문화 initia-
tives) (6) 원자력시설의안전성을수용가능한수준으로확보하는데는현재로서규제이외의대안은없다 (7) 규제기관은사업자의전
체안전성관련행위를다감독하지않더라도샘플링검사만하더라도효과가있다(정기검사등주요부품에대한추출검사) (8) 규제당
국은 원자력 진흥 연구와 규제를 함께 하고 있지만 상업용 원자력 시설의 운 은 산자부가 맡고 있어 규제 업무 수행의 독립성에 향을
받지않고있다(현과기부체제) (9) 규제기관의규모가사업자보다작더라도규제활동만으로혹은규제기관의존재만으로도사업자는
안전성을준수하는행동을할것이며이는안전성을향상시킨다. 

총화이다. 

원전 같은 거대 중요 원자력 시

설의 경우 국가적인 원자력 안전

성에의 차지하는 분율(fraction)

이 클 것이고 동위원소 시설이나

연구로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다. 

이들을 사회 전체에 대하여 적

분하여 평균한 값이 사회적 안전

성이 될 수 있다. 

어떤 원자력 시설의 안전성은

시간에 따라 불변한 값이 아니므

로 사회적 안전성도 시간에 따라

불변한 값이 아니다. 

다만 실제 논의는 근사의 세계

에서 이루어지므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안전성은 장기간에 걸친

평균적인 사사회회적적 안안전전성성10) 이라고

할 수 있다.  

1. 규제의 가설

현재의 안전성 확보의 큰 틀은

사업자의 원전 운 에 정부가 규

제로 개입하는 형식이다. 규제는

전력 사업자의 전력 생산 활동에

대한 정부의 개입으로서 이를 통

하여 사회가 수용 가능한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가 원전 사업자의

원자력 시설 건설 및 운 행위에

개입(인허가 및 운 허가 발급 및

일상 검사 주기적 검사 등)하면 안

전성이 확보(안전성의 수용 가능

한 수준으로의 향상 및 유지)되는

데 기여한다는 가설을 포함하여

여러 가설11)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림 2>

원자력안전규제에대한성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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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예를들면어느호기에 2006년에 불시운전정지나사건이많이발생하 다고할때이는안전성능지표의저하로보고그대책으로원
인을찾기위한규제활동이이어진다. 또는그원전에집중하여강도높은검사활동을하는것이필요하다고결론내려지기도한다. 또교
육이필요하니금년에는의무적으로모든안전요원들이몇십시간이상의교육을받도록하자는제안이받아들여진다. 규제에는지식과
기술이필요하니안전연구를강화하여역량을높여야한다는주장역시누가반대할겨를도없이받아들여진다. 이것들은대표적인단선
적인사고방식들이다. 2006년한국의연구로인하나로에서여러가지사건사고가많이발생하 으므로규제기관이2007년에는연구로
의안전에규제를강화한다면이는규제를강화하면안전성이향상되고사고가감소한다는가정을하고있는것이다. 이는시스템사고와
비교할때단선적인사고라고할수있다. 

이중에서는 충분히 검증되지 않

은 부분도 있다. 

이러한 가설들은 오늘날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정책 수립이나 정

책 결정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규

제 기관이 취하는 태도이며 사고

방식이다. 

시스템 사고 관점에서 보면 이

는 단선적인 사고12)들이라고 할 수

있다. 

사업자가 보유한 원자력 시설의

운전 활동에 안전성을 위하여 규

제가 개입한다고 할 때 우리는 보

통 규제 업무 증가 → 사업자 안전

활동의 증가 → 안전 성능의 향상

→ 규제 업무 감소 라는 루프(균형

루프라고 함)를 상정하고 있다. 

즉 규제는 사업자의 안전활동을

증가시켜서 안전성이 향상될 것이

라고 생각한다. 과연 그러한 것일

까? 실제 규제로써 안전성이 증가

하는가? 

규제 업무의 증가란 예컨대 검

사 항목의 증가나 기존 규제 업무

에 부가하여 이루어지는 종합 특

별 안전 점검의 시행 등이다. 국방

부의 특검, 국회의 특별조사 등도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 이러한 규제 활동에 대

응하여야 하는 원전 운 자의 업

무는 증가하며 이러한 업무로 인

하여 일상적으로 처리하는 일의

처리가 지연되거나 소홀하게 된다.

보통 이러한 업무의 증가는 작업

자의 초과 근무나 다른 부서의 지

원으로 해결하지만 자원의 유한성

을 고려하면 이로 인해 음의 피드

백 루프가 존재할 수 있다. 

사업자의 운 기술 능력을 확

보를 위한 인적 자원의 확보는 원

전 인허가의 전제 조건이며 안전

운 에 필요한 조직, 부서의 구축

및 지원 조직을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인허가 이후 변동되는

사업자의 업무량을 고려한 인력의

확보에 대한 규제는 미약하 고,

특히 규제 활동의 증가에 따른 인

력의 고려는 크게 하지 않고 있다. 

새 규제 요건을 부과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증가하는 인력 수요

는 사업자 재량으로 증원 혹은 보

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정도 다. 

규제 업무량이 증가하면 현장

인력이 초과 근무나 혹은 다른 업

무를 줄이고서 대응하는데, 이 경

우 그들이 처리해야 할 업무량이

누적되면 미처리 업무량(backlog)

이 증가한다. 

인력은 제한되어 있는 까닭에

당장 규제 기관이 관심을 표시하

지 않고 있는 운 자의 기존 안전

관련 업무에서 인력을 빼어 해당

업무를 하게 된다. 이는 안전 성능

을 감소시키며 안전성이 저하하면

이를 탐지한 규제 기관이 다시 규

제를 강화한다. 이렇게 됨으로써

다시 규제 업무량이 증가한다. 

이는 강화 루프(re-enforcing

loop)로서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서 규제 업무는 더욱 더 증가하게

되고 안전성은 더욱 감소하는 강

화 루프가 형성된다. 

결국 앞에서 언급한 안전성 향

상분과 안전성 감소분이 종합적으

로 고려되어 시간 흐름에 따라 안

전성 수준이 변화하게 된다. 

그러므로 규제 행위로 인하여

안전성이 저하되는 루프가 존재할

수 있고 종합적으로 어느 시점에

서는 안전성이 저하될 수도 있다

는 것이다. 

2. 규제의효과성측정의어려움

규제는 안전성의 확보 혹은 향

상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을까?

원자력안전성과규제의신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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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란 단순히 안전성을 국민을

대신하여 확인하는 행위만으로 안

심을 제공하는 역할만 하는 것인

가? 아니면 규제 행위로서 안전성

의 향상도 이루는 것인가? 

국제적으로 고위 규제자들은 규

제를 사업자의 활동에 가치를 부

가(added value)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value를 부가

(add)한다는 말의 의미는 규제의

역할이 사업자가 창출한 어떤 가

치(value)에 부가적으로 어떤 가

치를 부가(add value)하는 역할만

을 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상호 작용이나 피드백 루

프를 고려하지 않는 단선적인 사

고 방식으로서 규제에 의하여

value를 저감될 수도 있음을 간과

한 것이라고 하겠다. 

규제의 비용 편익 분석에서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신규 규제 요

건을 부과할 때 안전성의 향상이

라는 편익이 발생하고 규제의 비

용을 정당화하는가를 분석하지만

많은 나라에서 이러한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규제의 성과와 효과성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고 규제 효과

성 지표의 개발도 추진되었으나

아직 뚜렷한 진전이 없는 상태이

다. 그러므로 현재의 규제 관행이

그냥 지속되고 있으며 다만 여러

나라에서 IRRT 등 외부의 국제 규

제 평가를 수용하여 문제점을 도

출하여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

고 있는 상태이다. 

규제 효과성의 향상 문제를 다

룰 방법론이 마땅한 것이 없는 것

이 현실이다.

3. 확률론적 방법론의한계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에 의하면

고장수목도에 의한 부품 및 계통

의 순차적인 고장, 실패 sequence

에 의한 어떤 결과값으로 나타나

는 확률로 리스크가 표시된다. 

지금까지 20여년 동안 이 방법

론이 사용 개발되고 있고 이를 근

거로 위험도 정보규제도 일부 시

행되고 있지만, 이 확률론적 방법

론은 복잡한 시스템에서 피드백

루프의 존재와 그 향에 대한 고

려가 없고 안전성에 대한 규제의

기여 혹은 성과가 불명확하다. 

이를 근거로 추진되어온 위험도

정보 규제는 규제 자원을 리스크

의 중요도에 따라 차등 배분 혹은

우선 배분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를 근거로 하여 위험도 정보

규제가 추진되고 있으나 이는 위

험도 정보가 안전 목표를 충족할

경우 심층 방호 원칙을 준수할 필

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한

다. 

그리고 이 위험도 정보를 활용

하여 종합적으로 누군가가 의사

결정을 하여야 하는 문제, 사업자

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

일관성 있는 의사 결정 기준을 수

립하는 문제 등이 과제로 남아 있

다.

그러나 이 방법론은 규제 행위

가 사업자의 안전 행위에 미치는

향과 실제 안전성에의 기여도에

대한 평가 및 고려가 없고 규제 행

위에 의하여 사업자의 유한한 자

원의 사용 우선 순위가 변화하는

것에 대한 고려를 하고 있지 않다. 

강화되는 규제 행위는 사업자의

다른 안전성 관련 행위를 축소시

킬 수 있고 이는 안전성 저하로 연

결되는 피드백 루프가 있으나, 규

제 기관은 사업자의 조직이나 자

원에 대하여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규제 요건을 부과하기는

하지만 이는 규제행위가 사업자에

미치는 향을 구체적으로 고려한

것은 아니다.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방법론은

결론적으로 요소, 계통을 분석하여

종합적인 안전성을 확인한다는 환

원주의적 approach인 것이다. 

4. 안전에대한규제기관의책임

IAEA 문서에는 원자력 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1차적 혹은 궁극적

책임(prime responsibility)은 사

업자에게 있으며 규제 기관의 규

제에 의하여 그 책임이 감면되지

아니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실제 원자력 시설의 직접 운전

자는 사업자이며 규제 기관은 원

자력 시설 내의 어떤 장치도 직접

조작하지 못하므로 그런 측면에서

안전에 대한 1차적인 혹은 궁극적

인 책임이 사업자에게 있다는 말

은 타당하다.  

우선 사고의 피해에 대하여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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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기관은 이를 보상하는 등의 책

임을 지지 않는다. 현재의 체제하

에서는 사업자가 손해배상법에 의

하여 배상하는 것이다. 

규제 기관의 책임으로는 안전

목표와 기준을 설정하고 안전을

감시하며 시정 조치토록 한다고

되어 있다.  

1차적 책임 혹은 궁극적인 책임

이 사업자에게 있다는 말은 규제

기관에게도 안전에 대한 책임이

일부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규제기관에는 어떤 그

리고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것

일까? 

현재는 설계, 건설, 운전 단계에

서 심사, 검사 등 규제 기관의 개입

활동으로 공학적 안전성이 허용

한도 내임을 국민을 대신하여 확

인하는 것이 규제의 기능으로 이

해되고 있다. 

그리고 필요시 해당 기술 기준

혹은 안전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

할 경우 시정 조치를 하도록 강제

함으로써 해당 부품, 계통의 안전

성능을 제고토록 조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자력 시설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1차적인 책임이 사업

자에게 있다는 말에도 불구하고

규제 기관은 사회로부터 국민으로

부터 책임 추궁과 문책 등의 조치

를 당하게 된다. 

시스템 사고에 의하면 규제 기

관이 직접 원자력 시설에 접촉을

하지는 못할지라도 행위자로서

상호 접촉을 하게 되며 안전성에

향을 미치게 되므로 규제 업무

수행체계를 잘못 설계하거나 시행

할 경우 이는 안전성의 저하까지

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그에 상응

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

즉 시스템 사고에 의하면 규제 기

관은 사업자보다 약하기는 하지만

안전성에 대하여 공동 책임자인

것이다. 

1. 인지 개념과 피드백 루프의

고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안전성

을 수많은 구성 요소들과 행위자

들의 상호 작용을 통해 구성 요소

하나하나의 특성과 다른‘새로운

현상과 질서’가 나타나는 복잡계

시스템의 개념과 방법론을 도입하

여 새로운 안전성 모델을 생각해

보기로 하자. 

사업자와 규제 기관이 설계 심

사, 인허가 단계서부터 상호

interaction하는, 음의 혹은 양의

피드백 루프가 있는 complex

system으로 인식하여 모델을 설

정한다. 

규제는 사업자의 창출 가치에

추가로 무조건적으로 안전이라는

가치를 부가(added value)하는

것이 아니다. 

이를 확장하면 언론, 주민, NGO

등도 사업자와 상호 작용하므로

음의 피드백 루프와 양의 피드백

루프가 개재되며, 따라서 안전성이

란 각종 이해 집단이 관여하여 사

회가 수용 가능한 안전성(인지 안

전성)을 이룩해가는 동태적 과정

이다. 

여기서 안전성 혹은 안전 수준

을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으로 보

고 일 주 단위로는 순간 배열에 따

라 순간 리스크가 변화하며 앞에

서 논의한 여러 이해 관계자들에

의한 피드백 루프들에 따라 월.년

단위로 변화하는 것으로 설정한다.

이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그림 4>

와 같다. 

이는 종래의 분석적, 환원주의

적인 PSA 방법론을 보완, 대신할

새로운 인식론이며 이는 또한 안

전에 대해 전체 구성 요소들의 상

호 작용에 의한 동태적 현상 전체

를 보는 Holistic한 approach이기

도 하다. 

새로운안전성모델

<그림 3>

원자력안전성과규제의신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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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규제 당국이 안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안전성에의 기여자, 공헌자를 발굴, 포상하는 제도는 미시적인 수준으로 보면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데합리적인행동이다. 그러나이러한포상제도는단선적인사고의발로이다. 안전성의정의, 안전성에의기여를명확히판별할수없다는
관점에서 또한 전력 회사의 모든 업무가 직간접적으로 안전과 연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시상 제도는 실제 안전성 향상과는 무관
하게 전력 생산에 공헌한 사람에게 돌려가며 주는 상이 될 수 있다. 안전성을 오히려 무시하고 어붙인 사람이 정치적 고려로 안전에 대
한기여를했다고큰상을받는것을보게된다면이상의권위는훼손된다. 사업자의자원의유한성을고려한다면이러한시상제도는안
전성을저해하는결과를낳을수도있는것이다. 원자력시설에서의사고발생등을대할때그사건을보는대신기저에깔려있는구조를
이해하는것이필요하다. 

또한 중요한 것은 정책 결정에

서 논의되는 안전성이란 사회 구

성원 개개인들의 인지 과정을 거

쳐 사회적으로 구성된 사회적 안

전성이다. 

이러한 시스템 사고의 관점과

Holistic한 approach가 어느 정도

실제 적용 가능할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이나, 안전성에의 규제 기관

및 다른 요소들의 동태적 향,

feedback loop에 대한 고려 등에

대한 연구와 이의 적용 가능성 연

구 등은 향후 우리가 관심을 기울

여야 할 분야이다13). 

이는 사업자의 재원, 조직, 문화

에 대한 규제 기관의 개입이나 역

할을 규명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따

라서 복잡계 이론의 도입을 논의

하고 있는 여러 분야 전문가들과

의 이 분야에서 공동 연구 등을 수

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리고 국

제 원자력계에도 이런 방법론의

도입을 고려하도록 제안하는 것도

필요하다. 

2. 규제에의 시스템사고적용

규제 수요, 즉 운전중인 원전이

늘어나면 당연히 규제수 요가 증

가하므로 인력을 더 뽑아야 한다

는 논리는 규제 인력이 늘어나면

안전성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가정

을 전제로 하고 있다. 

과연 그런가? 물론 규제 기관의

규모의 증가는 국민들에게 심리적

인 안심을 주는 데 기여하고 체감

안전성의 증진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므로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피

드백 루프가 존재한다. 

그러나 새로운 규제 요원에 의

한 시행 착오, 미숙한 업무 처리 등

의 발생 등도 있을 수 있고, 이들에

대한 교육에 기존 인력이 투입되

면서 규제 인력이 줄어드는 루프

도 존재하므로 실제 규제 효과성

이 어느 시점부터 향상될지는 예

측하지 못한다. 이런 것들은 소위

시스템적 사고를 필요로 한다. 

여기서 피드백 루프의 존재를

생각하면 규제 행위가 항상 안전

성 향상이라는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지금까지 규제가

어떤 방식으로 시행되어 왔는지,

피드백 루프가 없는지에 대한 검

토 및 규제 정책의 입안과 시행 과

정에서 정책 부작용을 초래하는

루프의 존재를 미리 고려하는 일

이 필요하다 실례로 범죄 건수가

늘어나서 경찰을 증원하면 단기간

에는 범죄자 검거 수가 증가하지

만 이로 인하여 교도소의 죄수 수

용 능력이 포화되는 현상이 일어

난다. 이는 죄수의 가석방률 기준

을 완화시켜 가석방자 수가 증가

하고 이는 사회에 범죄를 증가시

<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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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실례로 범죄 건수가 늘어나서 경찰을 증원하면 단기간에는 범죄자 검거 수가 증가하지만 이로 인하여 교도소의 죄수 수용 능력이 포화되
는현상이일어난다. 이는죄수의가석방률기준을완화시켜가석방자수가증가하고이는사회에범죄를증가시키는결과를초래한다. 원
자력 안전성에 대한 교육을 하라는 지시에 의하여 전 직원이 안전 문화 교육을 받을 때 직원들의 시간이 유한하므로 교육 시간 때문에 일
상적인 안전성 확인 활동이 소홀해질 수 있고 그것은 단기적으로 원자력 시설의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규제 기관이 전력 사업자에 대한
특안전점검을계획, 시행할때, 수검사업자들의인력이유한하며그것이단기적인안전성활동을소홀히할수도있음을인식하고자원
에대한근본적인대응책도함께고려하는것이필요하다.

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원자력 안전

성에 대한 교육을 하라는 지시에 의

하여 전 직원이 안전 문화 교육을

받을 때 직원들의 시간이 유한하므

로 교육 시간 때문에 일상적인 안전

성 확인 활동이 소홀해질 수 있고

그것은 단기적으로 원자력 시설의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규제 기관

이 전력 사업자에 대한 특 안전 점

검을 계획, 시행할 때, 수검 사업자

들의 인력이 유한하며 그것이 단기

적인 안전성 활동을 소홀히 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자원에 대한 근본

적인 대응책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14).

예를 들면 어느 원전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므로 그 원전에 대해

특별 종합 점검을 해야 한다는 식

의 결론은 규제 혹은 검사를 집중

적으로 하면 안전성이 향상될 것

이라는 단선적인 접근이다. 

그러므로 특별 안전 점검을 어

떤 원전에 나가는 경우 그 수검에

필요한 추가 소요 인력을 예측하

여 이를 본부에서 한시적으로 지

원하도록 하는 체제, 그리고 이를

위하여 본부에서 상시 지원팀을

구성 운 하는 방안이나 다른 원

전으로부터의 인력 지원 방안 등

을 생각할 수 있다.  

이는 규제 대상 호기가 늘어나

니까 규제 인력을 증원하여야 한

다거나, 안전에 대한 교육을 증가

시켜야 안전성이 향상된다거나, 안

전에 대한 연구를 하면 안전 규제

역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단선적인

논리에서 벗어나 이를 적용하기

전에 유한한 자원을 체계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이는

<그림 5>

원자력안전성과규제의신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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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과 관련된 정책의 부작용과

실패를 미리 막을 수 있는 수단으

로 작용할 수 있다.  

3. 정책 지렛대의발견

정책 지렛대(policy leverage)

란 제한된 정책 자원을(예산, 시

간, 규제, 인력 등) 조금만 투입하

면 커다란 정책 효과를 생산할 수

있는 정책 개입 지점(policy in-

terruption point)을 의미한다.  

정책 지렛대는 이와 같이 조그

마한 노력을 들여서 시스템 전체

가 커다란 역동성을 발휘하도록

만들 수 있는 변수 혹은 변수와 변

수간의 관계이다. 

아직까지 시스템 다이나믹스 학

자들은 정책 지렛대를 손쉽게 발

견할 수 있는 공식을 만들지는 못

하 는데, 오랜 경험과 직관을 통

해서 정책 지렛대를 발견하는 것

이 일반적이다. 

다만 정책 지렛대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는 민감도 분석

(sensitivity analysis), 지배적 피

드백 루프 분석(dominant feed-

back loop analysis)에 관한 도구

를 제공해 준다. 

원자력 안전 정책에 있어서 정책

지렛대는 무엇인가를 찾는 것은 쉽

지 않다. 어떤 부분에 정부가 개입

하여 양의 피드백 루프 중에서 선

순환으로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지

점을 찾는 것이 규제이며 그것이

규제 효과성의 제고와 연결된다. 

예로써 일상적인 검사 등의 규제

활동보다는 안전 문화에 대한 평가

와 보상 등이 이의 향상을 위한 정

책 지렛대가 될 수도 있다. 

앞으로 이러한 정책 지렛대를 찾

는 것에 규제 기관 연구의 역점을

둘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곧 규제

효과성을 획득하는 것이기 때문이

다. 사실 규제 연구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근래 일부 분야 혹은 국가에서

인적 요인, 안전 문화 등을 고려하

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이를 규제 프

로그램에 반 하는 것은 미흡하다.

그것은 이를 실제로 반 한다는 원

칙론에는 누구나 긍정할 수 있지만

세부적인 방법론에 들어가면 그것

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수단이 현재

로서는 마땅히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스템 사고를 통하여 기

존 규제 행위 외에 사업자의 문화와

운 에대한관여도고려할수있다.

본고에서 지금까지 리스크 혹은

그 대치되는 개념으로서의 원자력

안전성을 단기적으로는(시간 -

일 차원) 계통 배열(configura-

tion) 등에 의한 순간적으로 변화

하는 리스크 모니터(확률론적 안

전성 평가에 근거한) 개념의 안전

성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또한 장

기적(수 개월 - 수 년)으로는 사

맺음말

<그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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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이미 WANO에 의한 사업자가 연대와 네트워크의 구성과 CNRA, WENRA, INRA 등을 통한 규제기관 간의 network, IAEA를 통한 사고
고장정보의교환과상호검토(peer review)에의하여 IAEA의아시아원자력안전네트워크구성등은이러한망제안전성확보체계구축의
한예이다.  

업자, 규제자 및 이해 관계자들의

여러 행위자들의 링크 혹은 상호

관계와 양과 음의 피드백 루프의

존재에 의해 시간에 따라 변화하

는 안전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모델을 제시하 다. 그리고 원자력

안전성을 공학적 안전성에서 인지

안전성 나아가서 사회적으로 구성

된 사회적 안전성의 개념으로 보

는 시각을 제시하 다. 

원자력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실제적으로 어떤 방법이 사용될

것인가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종래의 확률론적 안전성 접근 방

법, 그리고 리스크 정보 기반 안전

규제를 진행하고 있는 오늘날 20

여년 간 지배해 오던 접근 방법을

복잡계 이론적인 접근, 전일주의적

접근을 사용하여 수정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아이디어와 제안이 원자력

안전성 혹은 안전성 확보 방법론

에 관한 새로운 통합 이론 혹은 다

음 세대를 이끌고 갈 제3의 방법론

인지는 불명확하지만 적어도 그

가능성과 해결책은 제시하고 있다

고 본다. 

이미 국제적으로도 global

nuclear safety 혹은 international

nuclear safety는 지구상의 각국의

사업자와 규제 기관들의 상호 네트

워크15)에 의한 망제안전성(inter-

network nuclear safety) 확보 방

법론으로 진화하고 있다. 

참여에 의한 리스크 거버넌스

(risk governance)도 안전성에 대

한 다른 행위자들과의 링크의 규명

에대한필요성을보여주고있다.

원자력 안전성이란 사업자가 일

차적으로 확보하는 책임을 가지며

다른 행위자들은 그에 관심을 기

울이고 압력을 가하기만 하면 안

전성이 향상되는 것이 아니다. 

규제 기관, 주민, NGO, 미디어

들의 상호 네트워크에 의하여 이

루어지는 것으로 사고의 틀을 바

꾸는 것이 필요하다. 

규제 기관의 관여가 안전성의

향상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저하를 초래하는 루프도

존재한다는 인식을 가지는 것도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업자, 규제자, 이해

관계자들간의 관계가 중요하고 그

관계에 주목하여야 한다. 이 관계

는 이들 간의 커뮤니케이션과 정

치적인 향력 행사 등으로 나타

난다. 

그뿐 아니라 주민, NGO, 미디어

들의 새로운 행위자들도 이제는

원자력 안전성에 관한 한 자신들

이 직접적인 행위자들이라는 인식

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방관만 하고 있다가 공격적으로

관여하는 행위 자체가 실제 원자

력 안전성의 향상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 즉 그들의 행위

가 안전성에 종합적으로 향을

미친다는 것과 때로는 압력과 간

섭과 참여가 어느 일정한 시간

역에서는 오히려 안전성의 저하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안면도, 굴업도, 부안의 방사성

폐기물처분장 사업 추진이 좌절된

것이 이러한 주민과 NGO, 그리고

언론이라는 행위자와의 관계에 소

홀한 것이라면, 경주 지역에서의

성공은 공학적 접근으로부터 사회

과학적 접근으로 이행한 결과요,

달리 말하면 여러 행위자들과의

관계 지향적 접근과 네트워크 강

화의 성과라고 할 것이다. 

원자력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규

제 기관과 사업자 그리고 NGO, 언

론, 주민 등 행위자들간의 link의 중

요성과 이들 간의 피드백 루프를 통

하여 안전성이 장기적으로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는 개념은, 원전의 기

기 부품들의 고장에 따라 순간적으

로 그 리스크가 변화 혹은 맥동한다

는 개념과 함께 21세기를 이끌어갈

새로운 안전성의 이해와 이의 확보

를 위한 제도 설계의 신패러다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choi@kins.re.kr)

(본고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자력안전성과규제의신개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