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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ing Radioactive Waste for the Long Term               

방사성폐기물의 장기적 관리 

We owe it to ourselves and to future generations to deal with radioactive waste in a safe 

and environmentally responsible manner. Technical solutions are needed, but also, 

continuing dialogue between technical and non-technical stakeholders to ensure that 

society will agree upon and uphold its preferred solutions. 

우리 세대는 자신과 미래세대를 위하여 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하게 

방사성폐기물을 관리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과 아울러, 

기술적/ 비기술적인 분야에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대화를 계속적으로 진행하여, 사회가 스스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해결책에 대한 합의와 지지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FSC 
Forum on Stakeholder Confidence  

이해관계자 신뢰에 관한 포럼(FSC) 

 

 

An international group of the Nuclear Energy Agency (NEA) 

A specialised agency of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경제협력기구(OECD)의 특임조직인 원자력기구(NEA)의 국제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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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C mandate & profile 
The Forum on Stakeholder Confidence (FSC) is first and foremost a learning organisation. The 

FSC is stimulating a new approach to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and decision making. 

Through the FSC, members improve themselves as responsive actors in the governance of 

radioactive waste, and their involvement is helping to promote a cultural change in their home 

organisations. 

The FSC was established by the NEA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Committee (RWMC) in 

the year 2000. It fosters learning about stakeholder dialogue and ways to develop shared 

confidence, consent and approval of management solutions. ≪Stakeholder≫ is defined as 

anyone with a role to play or an interest in the process of deciding about RW management. 

The FSC provides a setting for direct stakeholder exchange in an atmosphere of mutual respect 

and learning. The FSC is one of the rare contexts where technicians, civil servants and social 

scientists can interact. Together with local and national stakeholders, the FSC explores issues of 

interest, identifies best practice, and suggests recommendations. The FSC takes as a 

responsibility to mature its lessons in discussion and cooperation with those concerned, to 

validate its conclusions with the help of academic researchers, and to publish this learning for the 

record. 

Participating in this forum are government policy and regulatory officials,Ｒ&D specialists, 

implementers and industry representatives from 16 countries: Belgium, Canada, the Czech 

Republic, Denmark, Finland, France, Germany, Hungary, Italy, Japan, Norway, Spain, Sweden, 

Switzerland,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Together they explore means of ensuring an effective dialogue with the public, and consider 

ways to strengthen confidence in decision-making processes. 

 

FSC 개요 및 업무 

FSC는 무엇보다 학습조직으로서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의사결정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을 촉진한다. 회원들은 FSC 활동을 통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 담당자로서의 

능력을 강화하고 그들이 속한 조직의 문화 개선에도 기여한다. FSC는 2000년에 NEA의 

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RWMC)에 의해 설립되어 이해관계자와의 대화법과 관리방안에 

대한 신뢰감 공유 및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법에 대한 학습의 장을 조성해왔다.  여기서 

‘이해관계자’란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역할을 수행하거나 이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로 정의한다. FSC는 상호 존중과 상호학습의 분위기 속에서 직접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FSC는 기술자, 공무원, 사회과학자 등의 사람들이 

교류할 수 있는 드문 조직 중 하나이다. 지역 및 국내 이해관계자와 함께, FSC는 관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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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을 탐색하고, 모범사례를 찾아 권고안을 제시한다. FSC는 관계자와의 토론과 협력을 

통해 스스로의 학습내용을 발전시키고, 학계 연구자의 도움을 받아 그 결과를 확증하여 

공식적으로 발표한다. FSC는 16개국(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프랑스, 독일, 헝가리, 

이탈리아, 일본,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의 정책 결정기관, 안전규제 

당국, 연구개발 조직, 사업 실행주체 및 관련 업계 대표 등이 참여하고, 함께 대중과의 

효과적인 방법과 의사결정 과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을 찾고 있다. 

FSC activities 
FSC national workshops and community visits provide feedback about the factors that 

influence public confidence in the area of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On-site participants 

include the national waste management agency and safety authorities as well as representatives 

of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local communities, and the general public. Hosting the 

international learning group is appreciated by stakeholders as a means for dialogue and 

competence building. 

The FSC’s annual meetings in Paris include topical sessions and discussions to elaborate the 

ideas gained from the national workshops and deepen investigation. In addition to FSC members, 

participants typically include social scientists, academics, and local communities’ 

representatives. 

The FSC distills the lessons learnt from these activities and from desk studies and member 

questionnaires. It provides a pool of information to those with an interest in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or societal dialogue in the general area of technological decision-making. 

 

FSC의 활동 
FSC 의 국가별 워크숍 및 커뮤니티 방문은 방사성폐기물 관리 분야에서 공공 신뢰구축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이 행사에는 각 국의 실행주체 및 안전규제 

당국, NGO, 지방자치단체 등의 대표와 일반 대중이 참여하고, 국제적인 학습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이해관계자가 대화의 시간과 역량개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한편 

파리에서 개최되는 FSC 연례회의에는 토피컬 세션과 상기 국가별 워크숍에서 얻어진 

아이디어를 신중하게 검토하는 토론 등을 포함하고, 심도 깊은 연구를 수행한다. 

연례회의에는 회원뿐 아니라 사회과학자, 학계 및 지역주민 대표 등이 참석한다. 

 FSC 는 이러한 활동 및 연구, 회원의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얻은 교훈을 정리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 분야 또는 일반적인 기술적 의사결정 영역에서의 사회적 의사소통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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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C publications 
FSC studies and reports can be downloaded freely from the NEA web site at 

www.nea.fr/html/rwm/fsc.html 

l Learning and adapting to societal requirements 

l Stepwise approach to decision-making 

l Stakeholder involvement techniques 

l Public information, consultation and involvement 

l Regulators’ evolving role and image  

l Mental models approach to risk research 

l Media relations 

l Link between research, development and demonstration, and stakeholder confidence 

l Cultural and structural changes in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organizations 

l Fostering a durable relationship between a waste management facility and its host 

community 

l Stakeholder involvement in the decommissioning of nuclear facilities 

l Proceedings from all the FSC national workshops and community visits 

 

FSC 의 출판물 

 FSC 의 연구결과 및 보고서 등은 NEA 의 웹사이트에서 자유롭게 다운로드 할 수 있다. 

www.nea.fr/html/rwm/fsc.html 

l 사회적 요구의 인식과 적용 

l 단계적 의사결정과정 

l 이해관계자 참여를 위한 기술 

l 공적 정보 제공, 대중과의 협의, 대중의 참여 

l 규제당국의 역할과 이미지 변화 

l 위험연구의 지적 모델 접근 

l 미디어 대응 

l 연구・개발・실증과 이해관계자와의 신뢰구축의 연계성 

l 방사성폐기물 관리 조직의 문화적・구조적 변화 

l 폐기물 관리시설 및 지역자치단체와의 지속적인 관계 구축 

l 원자력 시설의 해체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l FSC의 국가별 워크숍 및 커뮤니티 방문 관련 공식 기록 

 

 



5 
 

International Feedback from a Local Perspective 
The FSC has held workshops in six countries and local communities therein according to its own 

well-tested approach. In each place, the host defines the principal themes for discussion in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FSC members learn from national presenters about the history 

and context of each case study and hear a broad range of stakeholder voices describe their 

position, actions and concerns.  

Sitting together in small groups for roundtable discussions, FSC members can ask questions of 

hosting stakeholders, understand better their point of view, and share experience from their own 

institutions and countries. Each table then gives feedback to the entire audience, and the main 

observations are published alongside the texts of stakeholder presentations. The FSC then 

elaborates further on the lessons to be learnt. 

 

지역적 관점에서의 국제적인 피드백 

FSC 는 지금까지 6 개국의 지역사회에서 검증된 접근방식에 따라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개최지역의 주최기관이 방사성폐기물 관리 분야의 주요 논의주제를 제시한다. 워크숍에서 

FSC 회원은 각각의 사례 연구의 경위와 배경에 대해 배우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대표로부터 

그들의 입장·행동 및 우려에 대해 청취한다. 

원탁토론을 위한 소그룹 회의에서 회원들은 이해관계자 관리에 대해 질의하고 그들의 

관점을 보다 잘 이해하며, 각 기관과 국가의 경험을 공유한다. 원탁토의의 결과는 참가자 

전원에게 피드백 되고 주요 논의사항은 이해관계자의 발표와 함께 간행된다. 최종적으로 

FSC 는 공유되어야 할 교훈을 정리한다. 

 

Factors of Confidence …  
The FSC has learnt that a number of factors contribute to shared stakeholder confidence that 

radioactive waste is managed safely, securely and in accordance with societal values and 

aspirations. These confidence factors, drawn from workshop discussion and reflection, can be 

arranged under the following themes. 

 

신뢰 요인 

지금까지 FSC활동에 의해 방사성폐기물이 사회적 가치관과 요구에 맞게 안전한 방법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신뢰를 이해관계자가 공유하기 위해서는 많은 요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워크숍 토론 및 고찰로부터 도출된 신뢰요인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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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ing to Decision-making Process 
A stepwise approach to decision-making is preferred, combining a technical and societal focus. It 

should take into account and empower the full range of stakeholders (government, industry, 

public), fostering their mutual learning. It should embrace ethical considerations concerning 

future generations, and the potential socio-economic impacts on facility hosts as well as health, 

safety and environmental concerns. A bottom-up, community-based methodology should allow 

early, significant participation of the public in analysis and deliberation alongside the experts. 

The site selection process should empower potential host, neighbouring and transit 

municipalities to negotiate a win/win solution. Voluntary processes that incorporate the right to 

veto can be especially effective. 

Regional development plans should be worked out with local, industry and national support. 

There should be cooperative efforts to rebuild trust between key players when there has been 

conflict, for example third-party facilitation when communication has broken down. 

 

의사결정 과정과 관련한 신뢰요인 

기술적·사회적 초점을 결합한 단계적 의사결정 과정이 선호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는 모든 

이해관계자(정부, 산업계, 대중)이 존중되고 그들이 함께 배우는 것이 장려된다. 또한 

미래세대에 대한 윤리적 고찰 및 시설이 지역자치단체에 미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영향 및 

건강, 안전, 환경 측면의 우려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하는 상향식 

방법론에 의해 대중이 전문가와 병행하여 분석 및 계획의 조기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다.  

부지선정 과정에서는 지역자치단체, 주변지역 자치단체, 반입 경로가 되는 지역자치단체에 

각각 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목표로 협상할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여기에 거부권 행사를 

인정한 자발적인 유치과정이 매우 유효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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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참여한 지역개발 계획이 필요하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주요 관계자 간의 

신뢰관계를 다시 구축하기 위해, 예를 들면 대화가 단절했을 때 제3자에 의한 원활화를 

도모하는 등의 협력방안이 필요하다. 

 

… Relating to Roles and Structures 
There should be a clear framework defining the role and rights of players. The financial 

responsibility for long-term waste management should be clear, and placed primarily on those 

who produce the waste. A driving role should be played by local communities. They should have 

an active role in developing and overseeing their own solutions with significant assistance from 

regulatory and decommissioning authorities and industry proponents. This includes planning and 

implementation when siting agreement is reached. It is useful to have local liaison groups near 

potential sites facilitating public information, education and consultation. 

 

역할과 구조에 대한 신뢰요인 

관계자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틀이 존재해야 한다. 장기적인 폐기물 관리에 

따른 경제적인 책임이 명확해야 하며 그 책임은 유일하게 폐기물 발생자가 지게 된다. 

주도권은 지역 커뮤니티가 쥐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 커뮤니티는 안전규제 당국 및 

주최측인 산업계의 강력한 지원을 받고, 그들 자신의 문제 해결책을 개발하고 감독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하며, 여기에는 부지 선정이 합의된 후 사업 계획 및 그 실시에 관한 

의사결정이 포함된다. 대중을 상대로 한 정보제공과 교육 및 상담 등을 전담하는 그룹이 

후보지 부근에 주재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 Relating to Actors’ Knowledge and Behaviour 
It is important that all stakeholders assume their responsibilities, and that local and national 

players work together towards a mutually agreed resolution. Trust in the national regulatory 

bodies is valuable. Dialogue across communities through federate associations, and dialogue 

established between local decision-makers and national agency managers, enhance programs. 

Solutions are more easily reached when local players are engaged to solve their problem and/or 

improve their community well being. Confidence is gained if a higher standard of living is 

observed in the host community through for example increased tourism and better connections 

with other regions and the capital. Local communities appreciate technical training to participate 

in environmental monitoring. Community familiarity with the nuclear industry and the knowledge 

of community members working in existing facilities and construction sites contribute to lo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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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idence. 

 

관계자의 지식과 행동에 대한 신뢰요인 

모든 이해관계자가 각각 책임을 지고 지역과 중앙의 관계자가 함께 합의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목표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국가 규제당국에 대한 신뢰는 

중요하다. 커뮤니티의 경계를 넘은 대화가 국가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과 지역의 

의사결정자 및 중앙기관의 담당자 사이의 대화가 확립되는 것 등에 의해 계획의 진전이 

기대된다. 지역 관계자가 문제해결에 참여하거나 혹은 지역 진흥에 관여할 경우 문제 

해결책은 쉽게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역의 관광이 진흥되거나 다른 지역과 

수도권과의 교통편이 개선되는 등에 따라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 지역사회에서 더욱 신뢰가 

조성될 수 있다. 지역사회는 환경 모니터링에 참여하기 위한 기술훈련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지역사회와 원자력 산업의 친밀성, 기존의 원자력 시설이나 건설현장 등에서 일하는 

지역 주민이 얻는 지식은 지역의 신뢰 조성에 기여한다. 

 

FSC national workshops 

 FSC 국가별 워크숍 

 

Finland 2001 2001년 핀란드  

Stepwise decision making with stakeholder involvement 

Case Study: The Government’s Decision in Principle on the final disposal facility for spent nuclear fuel in 

Eurajoki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의한 단계적 의사결정 

사례연구 : Eurajoki의 사용후핵연료 최종 처분시설에 대한 정부의 원칙 결정 절차 

 

Canada 2002 2002년 캐나다 

Social considerations and development opportunities 

Case Study 1: The clean-up of low-level radioactive contaminated lands in Port Hope 

Case Study 2: Federal legislation: The Nuclear Fuel Waste Act 

사회적인 고려와 개발의 기회 

사례연구 1 : Port Hope의 저준위 방사능 오염 토양 정화 

사례연구 2 : 핵연료 폐기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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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gium 2003 2003년 벨기에 

Interests, values and knowledge in managing risk 

Case Study: Local partnership methodology for the long-term management of low-level radioactive waste; 

its application in Fleurus-Farciennes, Mol and Dessel 

위험관리의 관심, 가치 및 지식 

사례연구 : 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장기관리에 관한 지역 협력 방법 및 Dessel지역으로의 

적용 

 

 
 

 

Germany 2004 2004년 독일 

Re-orientation of the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site selection strategy 

Case Study: The Gorleben high-level waste and spent nuclear fuel repository project and a new national 

site selection process 

방사성폐기물 처분지 선정 전략의 재검토 

사례연구 : Goreleben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계획과 부지 선정에 관한 

국가의 새로운 과정 

 

 
 

Spain 2005 2005년 스페인 

Stakeholder interactions between the local and national levels 

Case Study 1: National policy for central long-term storage of spent nuclear fuel 

Case Study 2: The decommissioning of the nuclear reactor Vandellós-I 

지역과 중앙 수준의 이해관계자의 교류 

사례연구 1 : 사용후핵연료의 집중 장기저장에 관한 국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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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구 2 : Vandellos-Ⅰ 원자로의 폐로 

 

 

 

Hungary 2006 2006년 헝가리 

Regional development and community support 

Case Study 1: The role of local public oversight and information associations. 

Case Study 2: Confidence aspects in the acceptance of the Bátaapáti repository 

지역개발과 커뮤니티 지원 

사례연구 1 : 모니터링 및 정보 제공을 실시하는 지방 공공단체의 역할 

사례연구 2 : Bataapati 처분장의 입지에 있어서 신뢰의 측면 

 

France 2009 2009년 프랑스 

Repositories and host regions: Envisaging the future together 

Case Study: Territorial development and local expectations for a potential repository in the 

Meuse/Haute-Marne 

처분장과 지역자치단체 

사례연구 1 : Meuse/Haute-Marne에 건설예정인 처분장의 토지개발과 지역의 기대 

 

If you have comments or questions on the work of the FSC, or would like to obtain FSC materials, 

please contact Claudio Pescatore at the Secretariat of the NEA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Committee: claudio.pescatore@oecd.org 

 

 

 

 

FSC활동에 관한 의견이나 질문, 자료의 청구는 ‘NEA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사무국 

claudio.pescatore@oecd.org’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August 2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