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본 논문은 필자의 2017년 석사학위논문(“전자파 위험 지형도의 상이한 구성-지중 송전선로 

논쟁과 표준”)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학위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언제나 커다란 도움을 

주신 이두갑 교수님, 홍성욱 교수님, 임종태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논문을 수정하는 데에 꼼꼼한 도움을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서울대학교 협동과정 과학사 및 과학철학 박사과정  전자우편: joohuikim@snu.ac.kr

일반연구논문

전자파 위험 지형도의 상이한 구성: 

지중 송전선로 위험 논쟁을 중심으로■

김주희*



120 과학기술학연구 제19권 제3호 119-166(2019)

일상 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전자파. 그중에서도 송전선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위험성은 고압 송전탑이 건설될 때마다 여러 차례 논란이 되었는데, 이때 대안

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송전선을 땅속에 묻는 송전선로 지중화(地中化)였다. 하지만 2014년 

서울의 한 초등학교 과학 교사가 지중 송전선로 구간의 전자파 측정 결과를 환경보건

시민센터에 제보하면서, 송전선로 지중화에 대한 논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송전탑보다 지중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더 세고, 따라서 더 유해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이후 지중 송전선로 전자파의 위험성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쟁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국립환경과학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파 위험의 지형을 서로 다르게 

재현해냈다. 이에 본 논문은 양측이 전자파를 측정할 때 측정 지점, 측정기기, 측정 높이의 

측면에서 어떤 차이를 보였으며, 나아가 측정값의 의미를 해석하고 그것을 지도나 표로 

재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종류의 표준들(인체보호기준, 측정의 국제 가이드라인, 발암물질 그룹 

분류)을 어떻게 동원했는지를 살펴본다. 서울의 지중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두고 

벌어진 이와 같은 위험 논쟁은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전자파 장기 노출의 비열적 영향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었으며, 송전선로 지중화가 과연 전자파 문제의 해결책인

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게 하는 것이었다. 나아가 이는 송전선로 지중화율이 약 90%에 

육박하는 서울이라는 공간이 안전하게 관리되는 일상 공간인지, 통제되지 않는 위험한 공간

인지에 대해 상충되는 대답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했다.

주제어❘전자파, 송전선로 지중화, 측정, 표준, 위험의 지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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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들어가며

“보상을 바라지 않는다. 지중화(地中化)1)를 원한다.”

송전탑 건설을 둘러싸고 첨예한 갈등이 빚어졌던 2013년, 양 

765 kV 송전탑 반 위원회는 한국전력(이하 한전)의 보상안에 해 

이와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중앙일보, 2013. 5. 2). 양의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경제적 보상이 아니라, 송전선로 지중화를 

통해 지금껏 살아왔던 곳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임을 피력한 

것이다. 이처럼 고압 송전탑 건설을 반 하는 지역의 주민들과 시

민단체는 송전선로 지중화를 송전탑 건설의 안으로 제시해왔다

(한겨레, 2013. 10. 13; 환경보건시민센터, 2013). 송전선을 땅에 묻으면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더 안전하고, 높이 솟은 송전탑이 경관을 

해치는 일도 없으며, 고압 송전탑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1) 지중화(地中化)는 전력을 수송하는 송전선을 땅속에 묻어 설치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한국

에서는 1929년 서울시 아현동과 순화동 사이에 22 kV의 송전선을 매설한 것이 최초의 지중화 

사례이다(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2015; 김세일, 1988), 이후 지중화율은 점차 높아졌으며, 2018

년 7월 기준 지중화율의 전국 평균은 12%이다(위성곤, 2018. 9. 21). 여기서 지중화율이란 지

상 송전선과 지중 송전선을 모두 합한 전체 송전선 중에서 지중 송전선의 비율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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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 송전선로 지중화율이 강원도나 경상북도의 경우 약 

1%인 반면, 서울의 경우에는 약 90%에 달한다는 사실 역시 도농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지중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힘을 

실어주었다. 하지만 지중화에 드는 비용이 높다는 이유로 지역 주

민들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송전선로 지중화에 

한 논쟁은 주로 환경 정의(environmental justice)에 한 문제로 다루

어져 왔다. 서울과는 달리 지방에서는 경제적 이유를 들어 주로 

고압 송전탑을 세운다는 점, 송전탑 건설에 따른 이익은 주로 

도시의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 송전탑 건설에 따른 “경관 공

해”와 “전자파 공해”를 감수해야 하는 쪽은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라는 점은 전형적인 환경 (부)정의(environmental (in)justice)의 문제로 

여겨졌다(환경보건시민센터, 2013: 1-2; 엄은희, 2012; 이화연·윤순진, 

2013; 서동희, 2016).  

그러나 이러한 논쟁은 2014년 7월 한 초등학교 과학 교사가 

환경보건시민센터에 제보한 내용을 계기로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제보의 내용은 “고압 송전탑 주변뿐만 아니라 지

중 송전선로 구간에서도 전자파가 10mG 정도로 측정됐다”는 것

이었다(민승현, 2016). 이에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014년 8∼10월에 

걸쳐 서울 시내 지중 송전선로 구간에서 전자파를 측정했고, 그 

결과 전자파 세기가 “어린이 백혈병 발병률을 높이는 3∼4mG”를 

훨씬 웃도는 곳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환경보건시민센터, 2014: 1). 

예를 들어 지중 송전선로가 지나는 국회의사당 정문 앞 인도에서

는 전자파의 세기가 71.3mG, 강북의 한 유치원 옆벽에서는 

150.6mG로 측정된 것이다. 

이러한 측정 결과는 2014년 10월에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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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화제가 되었고, 지중 송전선로 전자파에 해서 체계적인 조사

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환경부의 지시로 조

사를 맡게 된 국립환경과학원은 지중 송전선로 주변의 어린이집

을 상으로 전자파를 측정했는데, 흥미롭게도 환경보건시민센터

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결론을 내렸다. 전체 측정값의 평균이 “일

상생활 수준(0∼4mG)”에 해당하는 1.3mG이므로 안심해도 된다는 

것이었다(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2015: 1). 서울 시내의 지중 송전선

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세기는 어느 정도인지, 그것이 위험한 

것인지 아닌지에 해 두 가지의 전혀 다른 설명이 제시된 것이다.

본 논문은 지중 송전선로 전자파를 측정하고 그것의 위험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국립환경과학원 각

각에 의해 어떻게 다르게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한다. 서울 시내 지

중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한 각각의 지식 주장이 어

떤 가정과 전제를 바탕으로 생산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

이다. 특히 양측이 전자파와 관련된 표준들을 어떤 방식으로 동원

했는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지중 송전선로 전자파에 한 지식이 

만들어질 때 기존의 표준들이 어떻게 활용되었으며, 그러한 표준

들은 무엇을 주요하게 고려하거나 배제하는 것이었는지를 따져보

는 작업은, 양측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

게 해주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먼저 2절에서는 “전자파 위험 지형도”의 구성과 

관련한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을 검토한다. 3절에서는 환경보건

시민센터의 문제 제기와 국립환경과학원의 응 조사 속에서 전

자파의 지형이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재현되었는지를 살펴본다. 4

절에서는 양측의 측정을 측정 장소, 측정기기, 측정 높이를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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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살펴봄으로써 측정값의 이면에 놓인 실행들과 표준의 상호

작용을 검토한다. 5절에서는 측정된 전자파 수치가 위험한 수준인

지 아닌지에 해 판단을 내릴 때, 양측이 기존의 표준들을 어떻

게 활용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처럼 본 논문은 전자파 관련 

표준들이 다양하게 동원되는 양상에 주목함으로써, 전자파를 측정

하는 과정과 그 측정값의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이고자 한다. 나아가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국립환경

과학원 각각이 그려낸 전자파 지형도는 ‘안전하게 관리되는 공간/

통제되지 않는 위험한 공간’ 사이의 경계를 문제시하거나 지켜내

고자 한 것임을 보일 것이다.

2.구성주의의 입장에서 본 전자파 

– 위험의 지형도, 표준, 진보의 아이러니

다양한 발생원에서 나오는 전자파2) 중에서 송전선이나 휴 폰, 

전자레인지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극저주파로, 비열적 작용3)

을 일으킨다. 고주파의 열적 작용(인체 조직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작

2) 흔히 쓰이는 전자파라는 용어는 전자기파(electromagnetic wave)와 같은 뜻으로 쓰인다. 전자

기파란 정지한 전하에 의해 발생하는 전기장(electric field)과 이동하는 전하에 의해 발생하는 

자기장(magnetic field)이 결합하여 파동과 같이 전파되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전자기파는 주

파수에 따라 감마선,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마이크로파, 라디오파 등으로 나뉜다(한

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자파란?」).

3) 비열적 작용이란 “세포에서의 각종 이온 농도의 변화, 면역 세포수의 변화, 멜라토닌을 포

함한 각종 호르몬 분비의 변화, 혈액 성분의 변화, 심박수 및 뇌파 등의 변화”를 일컫는다(김

덕원·유창용, 199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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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은 인체에 유해하다는 합의가 존재하는 반면, 극저주파의 비열

적 작용이 인체에 유해한지의 여부는 여전히 논쟁 중이다. 특히 

극저주파 전기장보다 극저주파 자기장의 인체 유해성이 전자파 

위험 논쟁의 중심에 서 있다(세계보건기구, 2007; 정준식 외, 2014). 

극저주파 자기장의 유해성에 한 논쟁은 1979년 미국 콜로라도 

주 덴버에서 수행된 역학 연구가 극저주파 자기장과 어린이 백혈

병의 발병률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촉발되

었다(Wertheimer & Leeper, 1979). 이후 많은 연구자들은 극저주파 자

기장에 한 노출과 백혈병, 뇌종양, 암과 같은 질병의 발병이나 

악화 사이의 관계를 연구했다. 하지만 전자파는 발생원이 다양하

고, 인체가 전자파에 노출되어도 그것을 감지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노출 평가(exposure assessment)를 기초로 한 역학 연구가 어려

운 실정이다(Ahlbom et al., 2001). 극저주파 자기장에 한 노출과 

특정 질병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것이 자기장 노출과 질병의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시사하는 것

인지에 해서는 연구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Ahlbom et al., 2001; 전인수, 2003; Kheifets & Shimkhada, 2005).

전자파 위험 논쟁을 다룬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들도 전자파 

위험에 해 각기 다른 접근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크게 두 가지

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전자파 위험의 실재(reality)가 객관

적으로 파악될 수 있다는 입장(Burgess, 2002; 2004; Wiedemann & 

Schutz, 2005; Wiedemann et al., 2006)이며, 다른 하나는 전자파 위험 

그 자체가 구성된다고 보는 입장(Mitchell & Cambrosio, 1997; Stilgoe, 

2005; Stilgoe, 2007; Soneryd, 2007; Hom et al., 2009)이다.(Hom et al., 

2011; 김주희, 2017) 본 논문은 두 가지 입장 중 구성주의적 관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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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각하여,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국립환경과학원이 지중 송전선로 

전자파 위험의 실재를 상이하게 구성해 나가는 과정을 검토하고

자 한다. 본 논문은 어느 한쪽이 전자파 위험을 실제보다 더 과장

하거나 축소했다는 식의 판단을 내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보다

는, 지중 송전선로 전자파에 한 지식이 상이하게 구성되는 과정

을 면 하게 분석함으로써, 양측이 어떤 문제의식이나 가치를 바

탕으로 한 실행에 기초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전자파를 측정하고 그것의 위험 수준을 판단하는 과정이 각자의 

문제의식을 토 로 긴 하게 연결되어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본 논문의 분석은,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위험인 방사능이나 

석면을 규제 기관 바깥의 행위자들이 자신들의 관심사를 바탕으

로 직접 측정했던 국내 사례에 한 분석과도 궤를 같이 한다(문

혜준, 2014; 강연실, 2018).

본 논문의 주요한 개념인 “전자파 지형” 혹은 “전자파 위험

의 지형도”는 미첼과 캠브로시오(1997)의 논의에서 착안하 다. 미

첼과 캠브로시오는 개인들이 측정기기로 전자파를 측정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위험의 지형(the invisible topography of risk)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전자파를 측정하는 작업은 일상생활이 이루어지

는 공간들을 전자파 세기에 따라 “역동적인 경사로, 골짜기, 봉우

리 등으로 이루어진 복잡한” 공간으로 바라보게 만들었다는 것이

다(Mitchell & Cambrosio, 1997: 246). 이렇게 “전자파 ‘세기’를 측정하

고, 전자파 ‘노출 정도’를 수량화하고, 전자파 ‘위험’을 계산”하는 

과정 속에서 전자파는 일종의 “환경오염(environmental pollution)”이 

되었다(Mitchell & Cambrosio, 1997: 221). 본 논문 역시 환경보건시민

센터와 국립환경과학원이 서울 시내 지중 송전선로 전자파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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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다른 방식으로 측정함으로써 전자파 위험의 지형도를 상이하

게 구성해낸 것으로 보고자 한다.

나아가 미첼과 캠브로시오는 전자파를 측정하는 것이 일상 

공간의 전자파 오염을 표상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았

다. 전자파 위험 논쟁 속에서 몸들(bodies)과 환경들(environments) 사

이의 경계는 “불분명하고, 서로 침투가 가능하며, 시시각각 변하

는” 모습을 보이는데, 전자파를 측정하는 활동은 그 경계를 유지

하고 관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Mitchell & Cambrosio, 

1997: 223). 본 논문에서도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국립환경과학원의 

측정 속에서 서울이라는 공간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되었는지에 주

목하고자 한다.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측정은 지중화율이 90%에 달

하는 서울이 오히려 지중 송전선로 문제의 핵심 당사자임을 시사

하는 것으로, 그간의 도농차별 논의를 완전히 역전시키는 것이었

다. 반면 국립환경과학원의 측정은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주장을 반

박하면서 서울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공간임을 다시금 강조

하는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본 논문은 전자파 위험의 지형도가 생산되는 과

정에 향을 미친 다양한 표준들에 주목한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

파의 세기를 측정하고 그것의 위험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사용된 

다양한 기준과 근거, 분류, 가이드라인과 같은 것들을 모두 “표준”

으로 보았다. 다양한 표준들이 양측의 측정에서 어떻게 작동했는

지를 포착하는 데에는 오팅어(2010)의 연구를 참고하 다. 오팅어

는 미국 루이지애나의 쉘(Shell) 화학 공장 근처의 시민들이 직접 

기를 포집하여 기질을 감시한 사례에서 표준의 역할에 주목

하고 있다. 그녀는 표준이라는 것이 전문가와 시민들의 실행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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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주는 역할(boundary-bridging function)을 수행하는 한편, 전문가와 시

민의 과학 사이의 경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기능(boundary-policing 

function)을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Ottinger, 2010). 나아가 오팅어는 

표준 그 자체의 적절성에 한 논쟁 속에서, 표준이 적극적인 “개입

의 장소(site of intervention)”로 활용되었다는 점에 주목했다(Ottinger, 

2010: 244). 본 논문에서도 다양한 표준들이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국립환경과학원의 실행을 어떻게 이어주고 동시에 구분 짓고 있

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더해 표준 그 자체를 논쟁의 상

으로 만드는 것이 어떤 식으로 기존의 전자파 위험 관리 방식에 

비판을 가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우리의 일상 공간에 편재해 있는 전자파는 눈에 보이지 않

으며, 즉각적인 피해를 일으키지 않는다. 이는 지중 송전선로 전

자파 위험의 실재가 어떤 것이며, 그것이 과연 위험한지에 한 

논쟁을 더욱 어렵게 한다. 머피(2006)는 새집증후군(sick building 

syndrome)이 어떻게 하나의 실재하는 질병으로서 그 존재를 인정받

게 되었는지를 살핀 연구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화학 물질들이 

감지할 수 없는(imperceptible) 것에서 감지할 수 있는(perceptible) 것으

로 변화한 과정을 추적한다. 여기서 머피는 “인지 가능성의 레짐

(regime of perceptibility)”, 즉 세계를 특정한 방식으로 지각하거나/지

각하지 않는 분과적·인식론적 전통의 표적인 사례로, 독성학

(toxicology)과 중 역학(popular epidemiology)이 새집증후군이라는 이

슈를 두고 어떻게 충돌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Murphy, 2006: 10).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국립환경과학원의 경우에는 인지 가능성의 

레짐 그 자체가 달랐다기보다는, 유사한 인지 가능성의 레짐 속에

서 다양한 표준들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활용함으로써 상반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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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을 이끌어 내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나아가 머피는 산업화 이후 문명과 진보, 편리함의 상징으

로 여겨진 신식 건물들에서 새집증후군이 발생했다는 것의 아이

러니를 지적했는데, 이와 같은 아이러니는 지중 송전선로 전자파 

논쟁에서도 뚜렷이 드러난다. 새집증후군을 둘러싼 논쟁에서 신식 

건물들은 이제 더 이상 전후(postwar) 산업화에 따른 물질적 성공과 

편안함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병든 건물(sick building)로 여겨지

게 되었다(Murphy, 2006). 전기 역시 “진보(progress), 안전(safety), 통제

(control), 그리고 근 성(modernity)”을 상징하는 것이었으나, 전자파 

위험 논쟁에서는 전자파라는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주범이 된 

것이다(Mitchell & Cambrosio, 1997: 222). 지중 송전선로가 서울 시내 

곳곳에서 전력 수송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환경보건시민센

터의 주장 로 지중 송전선로 전자파가 위험한 것이라면, 지방에 

비해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여겨져 온 서울의 시민들은 

오히려 전자파 문제의 주요한 당사자가 된다. 환경 부정의가 “천

천히 가하는 폭력(slow violence)”의 상은 주로 사회적 취약 계층인 

것으로 여겨지고, 송전선로 지중화율 문제에서도 도농차별이 강조

됐던 것을 감안한다면, 이는 또 하나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다

(Nixon, 2011).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아이러니를 내포한 채, 환경보

건시민센터의 전자파 측정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이에 한 국

립환경과학원의 응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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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서울 시내 지중 송전선로 전자파를 둘러싼 

위험 논쟁의 전개

1) 환경보건시민센터의 문제 제기 – 지도로 그려낸 위험 수준의 전자파

고압 송전탑 건설의 안으로 송전선로 지중화를 주장했던 환경

보건시민센터가 지중 송전선로 전자파의 안전성에 해 의문을 

품게 된 데에는 서울 소재 한 초등학교의 과학 교사이자 환경보

건시민센터의 회원이었던 민승현씨의 제보가 있었다. 그가 근무하

는 학교 근처 공원에는 고압 송전선이 지상에서 지중으로 들어가

는 구간이 있는데, 바로 그곳에 조그마한 도서관이 생길 예정이라

는 소식을 민승현 교사도 전해 듣게 된 것이다. 이에 민승현 교사

는 많은 학생들이 왕래하게 될 도서관 근처의 전자파가 안전한 

수준일지 궁금해졌고, 인터넷에서 TM-192라는 자기장 측정기기를 

구입하여 직접 그 세기를 측정해 보았다. 그 결과 고압 송전선로 

아래에서뿐만 아니라 지중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구간에서도 자기

장의 세기가 10mG 정도로 측정되었다. 10mG 수준의 전자파가 

“애들을 데려가기에 괜찮은 수치”인지 의문이 든 민승현 교사는 

2014년 7월 이와 같은 측정 결과를 환경보건시민센터에 제보하

다(최예용, 2015; 민승현, 2016).

이에 환경보건시민센터는 민승현 교사에게 기증 받은 

TM-192를 가지고 수차례의 비공식 측정을 진행하 다. 그 결과 

지상의 고압송전선로 아래에서보다 지중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구

간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상 적으로 더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해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장하나 전 국회의원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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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한전에 문의를 한 결과, 서울 시내의 지중 송전선은 체로 

2m 안팎의 깊이로 묻혀 있으며 전자파 차폐 시설이 따로 되어 있

지 않다는 답변을 얻을 수 있었다(미디어스, 2014. 10. 16). 환경보건

시민센터의 최예용 소장은 고압 송전선이 지상 수십 미터 위에 

있을 때보다 지하 2m 안팎으로 가까워진 것이고, 전자파를 차폐

하는 기능이 전혀 없는 흙에 묻혔기 때문에, 지중 송전선로 구간

의 전자파 세기가 더 높게 나타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

다고 설명했다.4)

이후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EMDEX 

2를, 한전 전기연구원으로부터 NARDA를 여하여 TM-192 까지 

총 세 개의 기기를 가지고 장하나 전 국회의원실과 함께 공식 측

정을 진행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서울 시내 152개 지중화 구간 

중에서 주거지역이나 학교, 강남의 로나 주민 산책로 등에 인접

한 7개 구간5)을 선정하여 2014년 8∼10월 동안 총 10차례에 걸쳐 

측정을 진행했다. 그 결과 국회 정문 앞 인도에서 측정된 전자파 

세기는 71.3mG, 노원구 소재의 유치원 옆벽에서 측정된 세기는 

150.6mG 다. 이는 환경보건시민센터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3∼

4) “저희가 직접 측정을 몇 군데 해 봤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높았어요. 오히려 지상보다 훨씬 

더 높았어요. 알고 보니까 지상은 짧게는 50∼60 미터, 높게는 70∼80 미터 되니까… (그런데 

전자파 세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지상에 있는 선하(송전선로 바로 아래)에서 많으

면 10∼20mG (정도로 측정이 됐어요). 그것도 높은 거죠. 그런데 지중구간으로 가면 100∼

200mG로 나오고… 엄청나게 높았어요. 그래서 한전에 물어보고 여기저기 물어봤죠. 문제의식

이 두 가지 있었죠. 하나는 ‘얼마나 깊이 묻는 거냐,’ 또 하나는 ‘전자파 차폐 시설을 하는 거

냐.’ 저는 전자파 차폐 시설을 당연히 하는 것으로 생각했죠. 그런데 2 미터 안팎밖에 안 묻

고, 전자파 차폐 시설을 전혀 안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원리상 7∼80 미터에서 2 미터로 

훨씬 더 가깝게 오는 거니까 당연히 전자파는 높게 (측정)되는 거고. 그리고 흙이라는 것이 

전자파를 차폐하는 기능이 전혀 없게 되는… 그렇게 되는 거죠.” (최예용, 2015)

5) 송전선의 전압이 154kV인 곳이 6곳, 345kV인 곳이 1곳이었다.



132 과학기술학연구 제19권 제3호 119-166(2019)

4mG를 훨씬 웃도는 것이었다. 이러한 측정 결과를 환경보건시민

센터는 <그림 1>과 같이 지도로 제시하 다.

<그림 1> 가공 송전선로와 지중 송전선로의 전자파 지형을 비교할 수 있는 지도

지상 철탑을 기반으로 한 가공 송전선로보다 지중 송전선로 구간의 전자파 세기가 

훨씬 더 높음을 알 수 있다(환경보건시민센터, 2014: 12).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환경보건시민센터는 다양한 높

이(지표, 0.5m, 1.0m, 1.5m, 2m, 3m 등)에서 측정된 전자파의 세기를 

지도에 그 로 표시하 다. 어느 높이에서건 해당 높이에서 측정

된 수치를 그 로 지도에 표시한 것은, 전자파 세기의 최댓값을 

제시함으로써 지중 송전선로 전자파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자 



전자파 위험 지형도의 상이한 구성: 지중 송전선로 위험 논쟁을 중심으로 133

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지도에 검은 선으로 표시된 지

상 구간에서보다 빨간 선으로 표시된 지중 구간에서 전자파 세기

가 훨씬 더 높은 곳이 있었음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3∼4mG 이

상의 전자파에 한 장기 노출은 위험하기 때문에, 송전탑을 건설

하는 신 송전선로를 지중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환경보건시

민센터의 입장을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림 2> 일상 공간의 전자파 지형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아파트 단지(왼쪽)나 구청 및 아파트 놀이터(오른쪽) 등 주거

지역을 지나는 지중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주목했다(환경보건시민센

터, 2014: 10-11). 

3∼4mG 이상의 전자파는 지중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아파

트 단지 내부나 놀이터와 같은 일상 공간에서도 곳곳에서 측정되

었다(<그림 2>). 이러한 측정 결과는 서울의 시민들, 특히 어린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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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상생활 속에서 우려스러운 수준의 전자파에 노출되고 있음

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지도의 형태로 새롭게 구성된 지중 

송전선로 전자파에 한 정보는 전자파 위험이 어떻게 분배되어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주민들의 공

동 행동을 불러일으킬 잠재력을 가지는 것이기도 했다(Fortun, 

2012).6) 실제로 <그림 1>과 같은 측정 결과는 노원구 지역 주민들

의 공동 행동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7)

2) 국립환경과학원의 대응 조사 - 표로 정리된 일상생활 수준의 전자파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전자파 지형도에서 가장 논란이 된 것은 바

로 유치원이나 어린이 보호지역, 학교와 같은 “민감 시설”에서 3

∼4mG를 훨씬 웃도는 세기의 전자파가 측정되었다는 것이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함께 측정을 도운 장하나 전 국회의원8)은 이

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4년 11월에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

6) 포춘(2012)은 천식의 발병률과 기오염을 지도에 함께 표기하는 식으로 흩어진 정보를 모

아 재시각화(revisualization)하게 되면, 환경 위험이 어떻게 분배되어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시

민들이 공동 행동(collaborative action)을 이끌어내는 원천이 된다고 보았다(Fortun, 2012).

7) 노원구 주민들은 2016년 “노원골 고압송전선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의 네이

버 카페를 중심으로 노원구청, 서울시, 한전 등 다양한 기관에 고압송전선 전자파 문제의 해

결을 촉구하 다(“노원골 고압송전선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 http://cafe.naver.com/nowwon). 

8) 장하나 전 국회의원은 19  국회 때 활동한 의원으로, 꾸준히 고압 송전탑 문제의 해결을 

촉구해 왔다. 장 전 의원은 임기 중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 는데, 이는 

전자파의 위해성에 한 체계적인 조사·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었다(장하나 외 10인, 2014). 2014년 1월 21일에 발의된 이 법안은 관계 부처의 반 로 

인해 계류되었으며 이후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전자파로부터 ·유아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2015년 6월 26일에 장하나 의원이 발의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임기 만료로 폐기되

었다(장하나 외 11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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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지중 송전선로의 전자파 노출 현황을 환경부가 나서서 조사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당시 환경부 장관 윤성규는 지

중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현황을 조사하겠다고 약속하

면서도 전자파의 발암성 자체는 상당히 불명확하다는 점을 강조

했다(국회사무처, 2014a). 이는 추후에 전자파 지형이 어떻게 측정되

든, 그것이 위험한지 아닌지의 여부를 둘러싸고 첨예한 논쟁이 있

을 것임을 미리 암시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후 환경부의 지시를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은 2015년 6월부

터 9월까지 서울 지역 전체 6697개의 어린이집 중에서 지중 송전

선의 향권에 놓여있는 131개의 어린이집의 전자파 세기를 측정

하여 보도자료로 발표했다. 측정 결과 전체 조사지점에서 전자파 

세기의 평균은 1.3mG로 “일상생활 수준(0∼4mG)”이었다(환경부·국

립환경과학원, 2015: 1). 5개의 어린이집에서 다소 높은 세기의 전자

파가 측정되긴 했지만, 이는 해당 어린이집들이 지중 송전선로나 

변전소, 배전선과 거리가 가깝기 때문이었다(<그림 3>). 하지만 이 

역시도 국내의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인 833mG에 비하면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국립환경

과학원의 입장이었다. 수도권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 노출되는 전

자파의 세기가 평균 5mG, 가전제품을 이용할 경우 노출되는 전자

파 세기가 평균 9.1mG라는 점을 감안해 보아도, 지중 송전선로 

주변 어린이집의 전자파 세기는 일상생활 수준에 불과한 것이었

기 때문이다(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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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 결과를 정리한 표

지중 송전선로 주변에 위치한 어린이집의 전자파 노출 실태를 정리한 표. 전자파가 

0∼4mG 보다 높게 측정된 곳에 해서는 전자파 발생원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 곳인지에 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2015: 3). 

국립환경과학원은 이와 같은 측정 결과를 표로 제시하 다

(<그림 3>).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실제 조사 지점을 파악하기 쉬운 

지도 위에 직접 측정값을 표시한 반면, 국립환경과학원은 구체적

으로 어느 지점에서 측정을 수행한 것인지 밝히고 있지 않다. 측

정 장소에는 번호나 알파벳이 매겨져 있고, 측정 지점 역시 “어린

이집 앞 또는 내부 등”과 같이 두루뭉술하게 제시되고 있는 것이

다(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2015: 1).9) 특정한 측정값이 어느 곳에서 

9) 이에 해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측정 장소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면 해당 어린이집들의 

운 에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조사 지점을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국립환경

과학원 관계자, 201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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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어진 것인지 알 수 없게 측정 결과를 제시한 것은, 환경보건시

민센터가 구체적인 지점의 전자파 지형을 제시했던 것과는 조

적이다.

하지만 양측은 모두 전자파를 수치, 즉 숫자로 파악함으로

써 전자파 지형을 본질적으로 수적인 것처럼 여기고 있다는 점에

서는 공통적이다.10) 전자파의 세기를 숫자로 파악하고 표현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로 들릴 수 있지만, 미첼과 캠브로시오

가 지적하듯 전자파 지형을 수치로 이해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

인 것은 아니다. 전자파 발생원을 중심으로 전자파의 세기에 따라 

등고선을 그려 전자파 지형을 표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Mitchell 

& Cambrosio, 1997). 다음 절에서는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국립환경과

학원이 전자파 지형에 해 차이가 큰 수치 자료를 생산하기까지 

어떤 상이한 관심과 실행이 있었는지를 측정 장소와 측정기기, 측

정 높이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숫자로 표현된 지식은 

객관적일 것이라는 일반적인 기 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다. 

수치화된 지식은 논쟁을 안정시키기보다는(Porter, 1995), 계속해서 

다른 숫자들과 경쟁하고 충돌하는 모습을 보 다.11) 

10) 린치(1990)는 과학 서적에서 연구 상을 표나 그래프 등을 통해 수치로 표현하는 것을 

수치화(mathematization)라고 일컬었으며, 수치화는 연구 상을 본질적으로 수적인(mathematical) 

것으로 여기게 한다고 지적했다(Lynch, 1990).

11) 포터(1995)는 지식이 수량화를 통해 국소적인 지역이나 공동체의 범위를 벗어나는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수량화를 “원거리 기술(technology of distance)”이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Porter, 1995: ix). 하지만 포터가 분석한 사례에서 수량화된 지식이 사람들의 활동을 조정하고 

논쟁을 안정화시켰던 것과는 다르게,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차이가 큰 수치 

자료를 제시하 고, 논쟁은 심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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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전자파 지형의 측정

1) 민감 지역의 선정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장하나 전 국회의원실의 문제 제기를 계기로 

국립환경과학원이 응 측정에 나섰던 것임에도, 양측이 측정을 

수행한 구체적인 장소는 달랐다. 서울의 일상 공간에 지중 송전선

로 전자파가 얼마나 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민감 

지역”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선정했기 때문이다. 먼저 환경보건시

민센터는 한전에서 받은 자료를 토 로 서울 시내 전체 총 152개

의 송전선로 지중화 구간 중에서 일상생활 공간과 겹치는 곳을 

중심으로 총 7개의 구간을 선정하 다(<그림 4>). 해당 구간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송전선이 묻힌 경로를 따라 측정을 진행했고, 

특히 어린이집, 학교, 아파트, 버스정류장 등 민감시설이나 주거지

역의 전자파 노출 현황을 유심히 살펴보았다(환경보건시민센터, 

2014; 최예용, 2015). 

반면 환경부의 지시를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보건시민

센터가 조사한 7개 구간이 아니라, 민감 시설인 어린이집에 초점

을 두고 응 조사에 임했다(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2015; 국립환경과

학원, 2015a). 여기서 조사 상으로 131개의 어린이집을 추려내는 

데에는 한전의 도움이 있었다. 한전은 서울 시내 전체 6687개 어

린이집이 지중 송전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 거리(3∼

4288m)를 분석한 뒤, 독일 나르다(Narda)의 자계 예측 프로그램인 

EFC-400LF에 송전선로의 매설 깊이, 상배열, 부하량 등을 입력하

고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4mG의 전자파가 향을 미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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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측정 구간(왼쪽)과 

국립환경과학원의측정 장소 선정 방식(오른쪽)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주거지역, 학교, 어린이집과 같은 민감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한 반면, 국립환경과학원은 지중 송전선로 주변의 어린이집만을 상으로 하여 

측정을 수행했다(환경보건시민센터, 2014: 7;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201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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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는 12m임을 계산해냈다. 한전 관계자는 12m라는 결과값이 

“가혹한 환경에서 시뮬레이션 한 결과”이며, 개의 경우 “(지중 

송전선로가 매설된) 깊이 및 부하량에 따라 다르지만 지중 송전선

로 전자파는 선로 직상에서 략적으로 7∼8m 정도 떨어지면 

4mG 이하”가 된다고 설명했다(이태호, 2016). 즉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미 엄격한 기준에 해당하는 12m에 약 4배를 한 50m를 기준으

로, 송전선으로부터 50m 이내에 위치한 어린이집 131개소를 골라

낸 것이다(<그림 4>;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2015). 국립환경과학원과 

한전의 입장에서 50m라는 기준은 상당히 철저한 조사를 펼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 131개 어린이집의 전자파 노출 현황(국립환경과학원, 2015b: 1, 5) 

각 어린이집 별로 한 개의 측정값이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국립환경과학원은 측정 장소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는 해당 어린이집의 업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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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었다(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 2015a). 이에 측정 장소에는 1번

부터 131번까지 번호가 매겨져 있고, 각각 하나의 측정값만이 제

시되어 있다(<그림 5>). 측정 지점 역시 “부지경계 또는 실내”라고

만 명시되어 있는데, 언론에서는 이와 같은 국립환경과학원의 조

사가 체로 “어린이집 내부가 아닌 어린이집 벽 같은 외부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조사로는 전자파 노출 현

황을 제 로 알기 어렵다고 주장했다(SBS, 2015. 11. 26). 국립환경

과학원의 조사 결과 발표 이후 환경보건시민센터는 150.6mG의 전

자파가 측정된 노원구의 유치원에 직접 찾아가 전자파를 측정했

다. 이때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어린이들이 실제로 머무르는 유치원

의 내부나 외부의 놀이시설과 같은 지점에서 측정을 수행함으로

써 어린이들이 실생활 속에서 노출되는 전자파 세기가 어느 정도

인지를 파악하고자 했다(최예용, 2016). 양측이 민감 지역을 선정하

는 상이한 방식은 전자파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혹은 전자파에 한 지나친 우려가 가장 먼저 해소되어

야 할 곳이 어디인지에 한 각각의 생각을 고스란히 드러내준다.

2) 신뢰할 만한 측정기의 활용

지중 송전선로의 전자파를 측정하는 데에는 TM-192, EMDEX 2, 

EHP-50C와 같이 극저주파 자기장의 세기를 수치로 변환하여 보

여주는 기기들이 쓰 다.12) 이중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수차례의 비

공식 측정에 주로 활용한 기기는 민승현 교사가 기증한 TM-192

12) 따라서 이 기기들로 측정한 것은 엄 히 말하자면 전자파가 아니라 자기장의 세기이지만, 

논문에서는 전자파로 통칭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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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3) TM-192는 전자레인지 등 가전제품이나 송전선에서 발생

하는 극저주파 전자기장을 측정할 수 있는 휴 용 측정기인데, 최

예용소장은 인터뷰에서 이러한 TM-192의 신뢰성에 해 한전 측 

관계자가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었다고 밝혔다. 휴 용 측정기인 

TM-192는 너무 저렴했기 때문에, 국립환경과학원이 보유한 

EMDEX 2나 한전 전기연구원이 보유한 EHP-50C와 달리 정확성

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최예용, 2015). 이에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국회 앞 인도에서 이루어진 공식 측정에서 

국립환경과학원과 한전으로부터 EMDEX 2와 EHP-50C를 여하

여, TM-192까지 모두 세 가지 기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값을 표로 

정리하여 제시하 다. <그림 6>을 보면 똑같은 측정 지점에 한 

세 기기의 측정값은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EMDEX 2, 

EHP-50C의 측정값이 더 높게 나타나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 이

는 TM-192가 다른 고가의 기기들보다 전자파 세기를 오히려 과

소평가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 다.

13) 먼저 TM-192는 만의 텐마스(Tenmars Electronics)에서 나온 기기로 가격은 약 20만 원 정

도이다. EMDEX 2는 미국전력연구소(Electronic Power Research Institute, EPRI)에서 개발된 것으

로 가격은 약 500만 원 정도이다. EHP-50C는 독일의 나르다(Narda Safety Test Solutions)에서 

생산된 기기로 가격은 약 2500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 TM-192는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반면 EMDEX 2나 EHP-50C의 경우에는 계측기를 판매하는 중간 업체에 견적을 문의

해야 정확한 가격을 알 수 있다. 기기의 략적인 가격에 한 정보는 한전 관계자와의 서면 

인터뷰를 참고하 다(이태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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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세 기기의 측정값에 큰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는 표

(환경보건시민센터, 2014: 8) 

반면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보건시민센터와 달리 어떤 측정 

기기를 사용했는지에 해서 보도자료에 따로 언급을 하지 않았

다(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2015). 다만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의 통

화에서 국립환경과학원의 측정이 EMDEX 2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 2015b)14). TM-192가 신뢰할 만한 

기기임을 보이기 위해 다른 기기들을 동원해야 했던 것과는 조

적으로, 국립환경과학원이 사용한 EMDEX 2의 정확성에 해서는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는 EMDEX 2가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고가의 기기인 만큼 권위를 지니고 있

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전 세계적으로 전력설비 전

14) 한전 이태호 차장은 “한전에서는 중소기업개발과제로 한국 업체인 EMF-SAFETY와 공동 

개발한 MEGPOS를 주로 사용하며… (중략) 서울 어린이집 전자파 측정당시 한전 및 전기연구

원에서 제공한 장비는 MEGPOS 및 EMDEX2”라고 밝혔다(이태호, 2016). 하지만 직접 측정을 

수행한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EMDEX 2만을 사용했다고 언급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도 

국립환경과학원이 사용한 측정기기로 EMDEX 2만을 명시하 다(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 

201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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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파 관련 논문에서 측정 장비로 주로 사용하는 것이 EMDEX 2”

라는 한전 관계자의 설명 역시 EMDEX 2의 신뢰성에 해 따로 

언급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을 잘 보여준다(이태호, 2016).15) 국립환

경과학원이 약 500만 원 상당의 EMDEX 2를 가지고 있었던 반면,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약 20만 원 상당의 TM-192를 보유하고 있었

다는 것은 국가 기관과 시민단체 사이에 존재하는 자원의 불균형

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자원의 불균형은 개 지식 생산에 

있어 국가 기관이 더 유리한 위치를 점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지

만,16) 환경보건시민센터는 EMDEX 2를 함께 활용하여 그들의 측

정값을 신뢰할 만한 것으로 만들었다. EMDEX 2라는 신뢰할 만한 

측정기는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측정값이 국립환경과학원의 측정값

과 마찬가지로 유효한 것임을 담보해주면서 양측의 실행을 이어

주는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3) 측정 높이의 다양화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기본적으로 지표로부터 0m, 0.5m, 1.0m, 1.5m 

15) 시민단체의 측정 기기가 과연 신뢰할 만한 것인지에 한 논란은 다른 사례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월계동 아스팔트 방사능 논쟁에서도 전문가들은 시민들의 방사능 

계측기가 휴 용 측정기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문혜준, 2014). 미국 쉘 화학 공

장 근처의 시민들은 기를 포집할 때 양동이(bucket)를 사용했는데, 오팅어는 규제기관의 전

문가들이 양동이를 샘플링 기구로서 신뢰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Ottinger, 2010). 전문가들은 

기 샘플이 모이는 양동이 안의 봉투(Tedlar bags)가 애초부터 오염된 것일 수 있다는 점 등

을 이유로, 시민들의 기 샘플이 실제의 기를 제 로 반 하거나 표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Ottinger, 2010).

16) 오팅어는 전문가들이 시민들에 비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나 재정적, 기술적 자원이 훨씬 

더 풍부하므로, 표준적 방식의 기 오염 감시에 더 유리하고, 따라서 규제 결정 과정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잘 보장받는다고 보았다(Ottinger,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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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이라는 네 가지 높이에서 전자파를 측정하고, 예외적으로 

2.0m, 3.0m 지상(유치원 옆 벽) 등 전자파 세기가 높게 나타나는 지

점에서도 측정을 진행했다. 여기서 환경보건시민센터가 모든 구간

에서 기본적으로 수행한 4점 측정은 전문가들의 3점 측정(0.5m, 

1.0m, 1.5m 지상)에서 착안한 것으로, 3점 측정에 지표(0m)를 추가

한 것이었다(최예용, 2015). 지표의 전자파 세기를 포함한 환경보건

시민센터의 4점 측정은 유치원에서는 어린이들이 낮잠을 자는 등 

눕는 일이 잦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17) 

전문가들의 3점 측정은 IEC 62110이라는 가이드라인에 따

른 것으로, 국립환경과학원 역시 어린이집의 전자파를 측정할 때 

3점 측정을 실시했다(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2015). IEC62110은 국제

전기기술위원회(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EC) 아래에 있

는 기술위원회 106(Technical Committee 106, TC 106)이 2009년에 국

제 표준으로 발간한 것으로, 송전선의 전자기장에 한 인체 노출

량을 측정하는 방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이다.18) 이 가이드라인은 

전자기장의 정도가 비교적 균일할 때에는 1점 측정(single-point 

measurement, 지표로부터 1m 위)을, 균일하지 않을 때에는 3점 측정

(three-point measurement, 지표로부터 0.5m, 1.0m, 1.5m 위)을 기본적인 

절차로 제시한다. 특히 지중 송전선의 전자파는 1.0m 지상에서 측

정하되, 전자기장이 최 치를 보이는 곳에서는 3점 측정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3점 측정은 IEC62110에 

17) 월계동 아스팔트 방사능 논쟁에서도 전문가들은 성인 신체를 기준으로 지상 1.0m에서 공

간방사선량을 측정한 반면, 시민들은 어린이 신체 등을 고려하여 더 다양한 높이에서 측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문혜준, 2014). 

18) IEC 아래의 TC 106은 “전자파에 한 인체노출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위원회이다(국립전파연구원, 20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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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합하는 측정이었던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IEC62110이 사람이 

누울 가능성이 있는 장소의 경우, 0.2m 지상의 5개 지점에서 측정

을 수행하는 방법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그림 7>).

<그림 7> 0.2m 높이 5개 지점의 측정 방법에 대한 IEC62110의 그림

(IEC, 2009: 14에 실린 그림을 저자가 변용함).19)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유치원의 어린이들이 누울 가능성을 고

려하여 매번 지표에서도 측정을 수행한 것은, 인체가 누울 가능성

을 고려하고 있는 IEC62110의 취지와 오히려 더 잘 부합하는 것

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19) 사람이 바닥에 누울 가능성이 있는 공간에서는 먼저 0.2m 지상에서 자기장이 최댓값을 

보이는 곳(P1)을 찾아낸 다음, 그 지점을 중심으로 반지름이 0.5m인 원의 둘레를 따라 두 번

째 최댓값을 보이는 지점(P2)을 찾아낸다. 이후 두 번째 최댓값을 보이는 지점의 칭점(P3)을 

찾고, P1, P2, P3를 지나는 선과 직각이면서 P1을 지나는 선과 원이 만나는 두 지점(P4, P5)를 

찾는다. IEC62110은 P1, P2, P3, P4, P5에서의 측정값들 중에서 큰 순서 로 세 개의 측정값을 

골라, 그 값들을 평균한 것을 해당 공간의 전자파 노출값으로 본다(IEC,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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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전자파 위험 지형도의 구성

1) 평균값과 최댓값의 충돌

한 지점에서 측정된 전자파 세기의 푯값은 어떻게 구해야 할까? 

국립환경과학원은 산술평균을 푯값으로 보았다. 예를 들어 특정 

지점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세기의 푯값은 3점 측정(0.5m, 1.0m, 

1.5m)을 실시하여 얻은 값들을 평균한 값이었다. 이는 전자파 측

정의 국제 가이드라인인 IEC62110에 제시된 방법과 일치한다. 또

한 국립환경과학원은 여러 측정 지점들을 한꺼번에 표할 수 있

는 값 역시, 각 측정 지점들의 푯값을 평균한 값이라고 보았다. 

예를 들어 국립환경과학원은 131개 지점의 푯값의 산술평균인 

1.3mG를 “서울 지역 전체 6697곳 어린이집 전자파 세기”를 표

할 수 있는 값으로 제시하 으며, 지중 송전선로 바로 위 지점의 

전자파 세기를 표할 수 있는 값 역시 측정값들의 산술평균인 

11.3mG로 보았다(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2015: 1). 어린이집과 지중 

송전선로 바로 위 지점에서 측정된 전자파 세기의 최댓값이 각각 

9.2mG, 165.5mG 음을 감안하면, 평균값을 제시하는 것은 전자파 

지형의 높이를 훨씬 더 낮게 재현하는 것이었다. 

반면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최댓값을 푯값으로 제시하고 있

다. 어느 높이에서 측정된 값이든 전자파 세기가 가장 큰 경우의 

값을 중심으로 전자파 위험의 지형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

는 측정값을 평균하는 것으로는 전자파 위험을 제 로 드러낼 수 

없다는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생각이 반 된 것이다. 최예용 소장은 

국립환경과학원의 보고서에 한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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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평균값으로는 전자파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를 제 로 드러낼 

수 없고, 어떤 것이든 평균을 내면 최댓값이 지워짐으로써 위험의 

정도를 제 로 알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20) 환경보건시민센터

가 유치원 옆벽에서 측정한 전자파의 최댓값인 150.6mG와 국립환

경과학원이 131개 어린이집에서 측정한 값들의 산술평균인 1.3mG

라는 두 수치의 간극은 평균값과 최댓값 중 어떤 것이 전자파 위

험을 더 잘 표상하는지에 한 양측의 입장 차이를 극명하게 드

러내준다. 나아가 이는 양측이 동일한 지점과 높이에서 측정을 수

행하여 동일한 측정값을 얻게 되어도, 전자파 지형을 서로 다르게 

재현해냈을 것이라는 점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21)

2) 발암물질그룹 2B의 의미

전자파의 세기가 얼마나 되는지를 논의하기에 앞서, 환경보건시민

센터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전자파 그 자체가 과연 인체에 유해한 

것인지에 해서도 서로 다른 입장을 보 다. 이와 같은 인식적 

차이는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발암물질 그룹 2B”로 

분류된 것을 양측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지에서 확연하게 드러

난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이하 WHO) 산하 국제

20) “…0.5m(로 쭉 측정)해가지고 평균 내면, 모든 데이터는 평균 내면 싹 이렇게 양쪽 최댓값

이 사라지는 거니까… (국립환경과학원이 1.3mG라는 값을 어떻게 산출한 것인지 따져볼 필요

가 있죠)”(최예용, 2015).

21) 환경오염의 측정에 있어 평균값과 최댓값 중 무엇이 푯값이냐에 한 논쟁은 전자파뿐

만 아니라 다른 여러 사례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미세먼지에 한 국내 연구

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엿볼 수 있다. 미세먼지 농도의 24시간 평균과 연평균에 주목하는 전문

가들이 있는 반면, 단기간 고농도 미세먼지 노출에 한 책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백성옥·구윤서,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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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는 특정 물질

의 발암성을 연구 증거들의 강도에 따라 그룹 1, 그룹 2A, 그룹 

2B, 그룹 3, 그룹 4로 나누고 있다. 그룹 1에는 인간에게 암을 유

발하는(carcinogenic to humans) 물질들, 그룹 2A에는 인간에게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probably carcinogenic to humans) 물질들, 그룹 

2B에는 인간에게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

(possibly carcinogenic to humans) 물질들, 그룹 3에는 인간에게 암을 유

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류할 수 없는(not classifiable as to its 

carcinogenicity to humans) 물질들, 그룹 4에는 인간에게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없는(probably not carcinogenic to humans) 물질들이 분류되어 

있다(IARC, 2006).22)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전리방사선 X선, 전리방사선 방사성핵

종, 극저주파 전자기장, 라디오파 전자기장” 등이 발암물질 그룹 

2B로 분류된 것에 해 “거의 모든 주파수 의 전자파가 발암 관

련성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환경보건시민센터, 2014: 4). 발암물

질 그룹 2B라는 것은 발암물질이 맞지만 증거가 불충분할 뿐이므

로, 최 한 노출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최예용, 2015). 반면 

IARC의 분류에 해 국내의 여러 전문가23)들은 그룹 2A와 2B의 

22) “인간에게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인간에게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과 같은 표현은 각각 “probably carcinogenic to humans”, “possibly carcinogenic to humans”를 

번역한 것인데, 이를 어떻게 번역하느냐 자체가 지중 송전선로 전자파 논쟁에서 이슈가 되었

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23) 어떤 것을 전문성으로 볼 것이며 누구를 전문가라고 부를지의 문제 역시 논쟁적인 주제

라 할 수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국립환경과학원이나 한전의 관계자, 관련 분야 전공자 및 연

구자들을 전문가로 통칭하 다. 전문성이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맥락의 향을 받아 구성되

는 것임을 보여주는 논의들로 윈, 브라운, 재서노프의 논의를 참고하라(Wynne, 1996; Brown, 

1992; 1997; Jasanoff, 198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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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

연구원의 주최로 2016년 6월에 열린 제 3회 전자파 안전포럼에서

도 전문가 발표를 맡은 김남 교수와 홍승철 교수24)는 모두 

“probably”와 “possibly”의 뉘앙스 차이에 유의하여 그룹 2A와 2B의 

의미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룹 2A를 설명하는 데

에 쓰인 “probably”는 십중팔구 정도의 상당히 높은 확률을 말하는 

부사인 반면, 그룹 2B를 설명하는 데에 쓰인 “possibly”는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그 가능성은 실질적으로 좀 낮은 경우”를 일

컫는 부사라는 것이다.25)

IARC은 발암물질 그룹 분류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를 

설명한 전문(preamble)에서 그룹 2A와 그룹 2B에 속한 물질들의 발

암성에 한 증거 강도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상세히 적고 있

다(IARC, 2006).26) 하지만 발암물질 그룹 2B 분류에 한 논쟁은 

24) 전자파의 인체 향에 해 김남 교수는 공학적 전문가, 홍승철 교수는 보건학적 전문가

로서 제 3차 전자파 안전 포럼에서 전문가 발제를 맡았다.

25) “Probably는 (중략) 십중팔구 정도로 보는 거죠. (중략) Possibly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랜만에 길에서 우연히 초등학교 동창을 만났을 때 ‘야 우리 언제 다음에 또 만나면 밥이나 

한 끼 먹자’라고 할 때 정도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죠.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그 가능

성은 실질적으로 좀 낮은 경우. 이럴 때 우리가 보통 possibly라는 표현, 즉 그룹 2B를 쓰거든

요.” 2016년 6월 23일 열린 제 3차 전자파 안전포럼에서 인제 학교 홍승철 교수의 발언이다

(국립전파연구원, 2016).

26) “인간에 한 발암성에 있어 제한적인 증거(limited evidence)와 실험동물에 한 발암성에 

있어 충분한 증거(sufficient evidence)가 있는 경우”, 혹은 “인간에 한 발암성에 있어 부족한 

증거(inadequate evidence)와 실험동물에 한 발암성에 있어 충분한 증거가 있고, 발암이 특정 

기작(mechanism)에 향을 받는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는데 인체 내에서도 그러한 기작이 작동

하는 경우”는 그룹 2A로 분류된다(IARC, 2006: 22). “인간에 한 발암성에 있어 제한적인 증

거와 실험동물에 한 발암성에 있어 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혹은 “인간에 한 발암

성에 있어 증거가 부족하나 실험동물에 한 발암성에 있어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혹은 

“인간에 한 발암성에 있어 증거가 부족하고 실험동물에 한 발암성에 있어 덜 충분한 증

거가 있는데, 증거들이 모두 어떤 기작에 한 자료나 다른 관련 자료에서 나온 증거를 뒷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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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강도의 차이에 한 것보다는, 같은 그룹에 포함된 물질이 

어떤 것인지를 중심으로 제자리를 맴돌았다. 예를 들어 발암물질 

그룹 2B에 납, DDT뿐만 아니라 김치와 같은 야채 절임도 포함되

어 있으며, 2016년 6월 전까지는 커피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

은, 전자파의 발암성을 강조하는 데에 장벽으로 작동했다. 이에 

환경보건시민센터는 IARC의 발암물질 그룹별 증거 강도에 해 

논의하기보다는, 또다시 발암물질 그룹 1에 햇빛도 포함된다는 것

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응했다(환경보건시민센터, 2014). 과학기술

의 위해성 평가 상에 전자파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장하나 의원의 법안을 두고 벌어지는 논쟁에서도, 그룹 2B에 어

떤 물질이 있는지가 논쟁을 장악해왔음을 알 수 있다.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 나정균: …저희가 유독물 기준이라든가 이

런 것을 할 때는 2A까지를 하고 있습니다. 2B라고 하는 것은 커피

의 발암성하고 비슷한 그런 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2B라고 해서 

저희가 발암성이라든가 이렇게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우원식 의원: 2B에 납도 있고 그래요. 커피도 있지만 납도 있다고

요… (중략)
 

장하나 의원: …지금 여기서 결정하는 게 송전선로 같은 게 사람

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나 이것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고 조심시키자, 위해성 평가를 하자, 아주 기초단계를 

도입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마당입니다… (중략)

침할 때” 등은 그룹 2B로 분류된다(IARC, 2006: 23). 인체와 실험동물에 한 발암성에 있어 

“충분한 증거”, “제한적 증거”, “부족한 증거”의 정의는 IARC(2006)과 김주희(2017)를 참고하라

(IARC, 2006: 19-21; 김주희, 2017: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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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위원: 아니, IARC에서 2B로 해서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

로 규정하고 있는…

 
김용남 위원: 쌀도 많이 먹으면 암 걸려요(국회사무처, 2014b).

이처럼 발암 물질 그룹 2B라는 분류는 언제든지 논쟁이 촉

발될 수 있는 장소로 기능했으며, 전자파 지형의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에 큰 향을 미쳤다. 전자파 지형이 아무리 높은 높이를 가

지는 것으로 측정된다고 할지라도,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

다면, 그것은 위험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3)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의 적절성

측정을 통해 파악한 전자파 지형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판단하는 

데에 가장 큰 향을 미친 것은 바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이었다. 

한국의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은 2000년 12월에 처음으로 고시된 

것으로, 국제비전리복사방호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n 

Non-Ionizing Radiation Protection, 이하 ICNIRP)가 1998년에 내놓은 기

준을 따른 것이다. 60 Hz의 극저주파 자기장에 한 833mG라는 

ICNIRP의 기준은 당시 다른 단체들에서 내놓은 기준들 중 가장 

엄격한 것이었다(김 표, 2001; 김남, 2016). 이후 ICNIRP은 1996년부

터 전 세계 54개 국가가 참여한 WHO의 전자기장프로젝트(Electric 

and Magnetic Field Project)의 결론을 바탕으로 2010년 인체보호기준

을 2000mG로 완화했다. 이에 한전은 “WHO의 가이드라인인 

2000mG도 안전한데, 우리나라에서 정한 기준은 833mG라 전혀 문

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변지민, 2014). 833mG라는 인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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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기준은 인체가 자계에 1초간 단기로 노출되어 전류가 유도되

었을 때 자극을 느끼는 수치의 50분의 1을 한 값이다(ICNIRP, 

1998).27) 전문가들은 자극 향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도 확실히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극 향을 가져오는 전자파 세기에 50

배의 “안전율(safety factor)”을 적용한 833mG라는 인체보호기준은 충

분히 엄격한 것이라고 평가한다(김남, 2016; 이태호, 2016; <그림 8>).

<그림 8> 전자파의 인체 영향을 정리한 표

(국립전파연구원 “생활 속의 전자파” 홈페이지, 「전자파의 인체 향」 

https://www.rra.go.kr/emf/wrongfact/knowing/index02.jsp 

833mG라는 인체보호기준은 자극 향을 가져오는 전자파 세기에 50분의 1을 한 값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정부 부처 소속 연구기관으로서 한전과 

마찬가지로 833mG를 인체보호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지중 

송전선로의 전자파 역시 833mG를 넘지 않는 한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2015). 

반면 환경보건시민센터는 3∼4mG 이상의 전자파는 위험하

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피력하고 있다(환경보건시민센터, 2013; 2014). 

여기서 “3∼4mG”라는 기준은 IARC에서 극저주파 전자기장을 발

암물질 그룹 2B로 지정할 때 근거로 든 역학 연구들과 그러한 연

27) 1998년 발행된 ICNIRP의 가이드라인에 실린 “Table 7”에 따르면 한국은 60Hz를 쓰기 때

문에 83.3μT, 즉 833mG라는 인체보호기준을 얻을 수 있다(ICNIRP, 1998: 511). ICNIRP은 자

계에 단기로 노출되었을 때 인체가 자극을 받은 수치의 10분의 1을 한 값을 직업인 기준으로, 

여기에 다시 5분의 1을 한 값을 일반인 기준으로 삼고 있다(ICNIRP, 1998: 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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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을 모아서 종합 평가(pooled analysis)한 것들을 참고한 것이다

(Wertheimer & Leeper, 1979; Ahlbom et al., 2000; Greenland et al., 2000; 환

경보건시민센터, 2014). 환경보건시민센터는 3∼4mG의 전자파에 

한 장기 노출이 어린이 백혈병 발병률을 증가시킨다는 역학 연구

들을 근거로 들면서, 833mG 이하의 전자파라도 안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833mG라는 현행 인체보호기준은 인체가 1초간 자

계에 노출되었을 때 받는 자극 향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833mG 이하의 전자파라도 장기 노출

이 이루어진다면 인체에 유해할 수 있고, 따라서 국립환경과학원

이 내놓은 9.2mG라는 수치도 안심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

다(SBS, 2015. 11. 26; 환경보건시민센터,2014).28) 

이에 해 국립환경과학원과 한전은 극저주파 자기장의 비

열적 향이 인체에 유해한 것인지 아직 확실히 밝혀진 바가 없

다는 입장이다. 이와 같은 입장은 WHO의 보고서 322번(Fact Sheet 

No.322)에 담긴 내용과도 궤를 같이한다. 이 보고서는 “극저주파 

자기장 노출과 어린이 백혈병 간의 연관성이 있다는 증거가 미약

하여 장기 노출과 관련한 자기장 노출 저감의 건강에 한 이득

이 불분명”하므로, “자의적으로 낮은 자기장 노출 제한치를 적용

하는 정책은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세계보건기구, 2007: 

4-5). 여기서 국립환경과학원과 한전의 관계자들이 의존하고 있는 

WHO와 ICNIRP에 한 머서의 연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8) 부분의 국가들은 ICNIRP 기준을 준용하고 있지만, 스위스, 벨기에, 네덜란드 등의 국가

들은 사전주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에 입각하여 민감 지역에 해서는 전자파 노출 기

준을 더 엄격하게 설정하고 있다. 특히 네덜란드에서는 송전선로가 유치원이나 학교와 같은 

민감 시설을 지나는 경우, 인체의 전자파 노출값이 4mG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변지민, 

2014;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미래전파공학연구소, 2015; 김주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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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cer, 2002; 2016). 머서는 WHO의 전자기장 프로젝트가 “전자파 

과학, 안전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국제적으로 통일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단순히 과학적 지식만을 생산한 것이 아니라 “전자기장 

프로젝트/ICNIRP의 세계(the EMF Project/ICNIRP World)”를 만든 것

이라고 주장했다(Mercer, 2016: 88, 101). 이렇게 만들어진 세계는 전

자파의 비열적 향에 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ICNIRP에 기초하지 않은 관점을 모

두 급이 낮은 것으로 여김으로써, 그들의 세계를 논쟁의 의무통과

점(obligatory point of passage)’으로 만들었다(Latour, 1987; Mercer, 2016).

이렇게 본다면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에 

한 비판은 WHO, ICNIRP,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한전이 떠

받치고 있는 833mG 중심의 세계에 균열을 가하고자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취약 그룹에 해당하는 어린이 집

단에 주목하여, 833mG 이하의 전자파라 하더라도 그것에 한 장

기 노출이 인체에 미치는 향이 더 연구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

해왔다(환경보건시민센터, 2014). 물론 ICNIRP 역시 전자파 노출에 

한 열적 향, 자극 향, 간접 향의 측면에서 어린이의 역치

(threshold)가 성인과 얼마나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관심을 기울 다

(ICNIRP, 1998: 407, 503, 507). 하지만 ICNIRP은 성인과는 다른 역치

를 보이는 어린이 집단에 주목하면서도, 머서의 지적처럼 비열적 

향에 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다. 이런 점에서 환경보건시민센

터가 833mG라는 인체보호기준 그 자체를 논쟁의 상으로 만들

어 전자파 장기 노출의 비열적 향을 더 연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던 것은, 그동안 수행되지 않은 과학(undone science)이 수행

되어야 함을 촉구한 것이라 할 수 있다(Frickel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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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나가며

2016년 3월, 노원구청은 지중 송전선로 전자파 논쟁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노원구 소재 유치원 옆 벽에 0.5mm 짜리 규소 강

판을 스무 겹으로 세운 차단막을 설치하 다. 이는 “전자파 향

으로부터 상시 노출되는 유치원의 특수성과 지역 주민들의 다수

민원 발생으로 한전측에서 입회하여 긴급하게 시험적으로 시행

한” 것이었다.29) 노원구의 주민들로 구성된 “상계동 고압송전선 

전자파 문제해결을 위한 주민 책위원회(이하 책위)”에서는 이와 

같은 전자파 저감 공사를 주민들의 문제 제기가 낳은 주요 성과

로 보면서도, 지중 송전선로를 더 깊게 매설하고 더 입체적인 차

폐 시설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책위, 2016; 최예용, 

2016). 무작정 지중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 로 된 지중화를 하

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는, 경기도 부천시 상동과 인천시 삼산

동 일 에 345kV 송전선을 매설하는 것을 두고 최근까지 이어지

고 있는 논쟁에서도 비슷하게 드러나고 있다. 해당 지역의 주민들

은 송전선을 주거 지역으로부터 우회하여 매설하거나 지하 40∼

55m의 깊이로 매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부천경제신문, 2019. 

10. 17; 인천투데이, 2019. 10. 19). 송전선로 지중화를 고압 송전탑 건

설의 안으로 이야기할 때, 매설 깊이나 차폐 시설에 해서는 

별다른 논란이 불거지지 않았던 2014년 이전과는 상황이 사뭇 달

라진 것이다.

29) 해당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책위원회에서 제기한 민원에 해 노원구청이 내놓은 답변

의 일부이다. (「한전 및 노원 구청의 민원 답변서」, “노원골 고압송전선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 작성자: 명태, 작성일:  2016. 6. 19, https://cafe.naver.com/nowwon/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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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송전선로 지중화가 전자파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의 원인일 수 있다는 생각은, 환경보건시민센터가 그

동안 측정되지 않았던 지중 송전선로 전자파를 지도 위에 그려냄

으로써 만들어질 수 있었다.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재현해 낸 서울

의 전자파 지형은 높은 봉우리를 가지는 위험한 것이었던 반면, 

국립환경과학원이 포착해 낸 지형은 다른 일상 공간의 전자파 지

형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었다. 본 논문은 이렇게 상이한 위험

의 지형도가 구성되기까지, 전자파를 측정하고 그것을 지도나 표

로 재현하는 과정에서 양측이 각각의 문제의식에 부합하는 방식

으로 기존의 여러 표준들을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와 같은 분석은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국립환경과학원이 동일한 전

자파를 측정하더라도 서로 다른 측정값을 내놓을 것이며, 설사 똑

같은 측정값이 나오더라도 그것이 위험한 수준인지 아닌지에 해 

상반된 결론을 내렸을 것이란 점을 시사한다. 이는 전자파를 측정

하는 과정과 그 측정값의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전자파 지형을 재현하는 과정에서 표준은 양측에 의해 다양

한 방식으로 동원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논쟁의 장소로 

기능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그 자체의 적절성에 해 의문을 제기했다.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은 인체가 전자파에 단기 노출되었을 때 받게 되는 자극 

향을 기준으로 설정된 것이므로, 전자파에 한 장기 노출이 가져

오는 비열적 향에 해서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는 주장이었다. 이와 같은 목소리는 전자파의 인체 유해

성에 한 기존의 연구들이 전자파의 열적 향이나 자극 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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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에 치중되어 있으며, 비열적 향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

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그동안 수

행되지 않은 과학에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킴으로써, 송전선로 

지중화가 전자파 문제의 원인일 수도 있다는 인식을 만들어낸 것

이다. 나아가 이러한 시도는 전자파 논쟁의 주요 행위자들이 만들

어 놓은 기존 세계에 균열을 내는 것이기도 했다.

 이처럼 수행되지 않은 과학에 관심을 촉구하고 기존의 행

위자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에 균열을 가한 결과로 얻어진 서울 

지중선로 전자파 위험의 지형도는, 송전선로 지중화를 둘러싼 기

존의 논의들을 완전히 뒤집을 잠재력을 가지는 것이기도 했다. 비

용 문제를 이유로 지방에는 송전선로 지중화 신 고압 송전탑을 

건설한다는 점에서, 지방의 송전선로 지중화율이 1% 에 그치고 

있다는 것은 한국 사회의 도농차별을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것으

로 이해되어 왔다. 하지만 환경보건시민센터가 그려낸 위험의 지

형도가 시사하는 것처럼 만약 지중 송전선로 전자파가 위험한 것

이라면, 90% 이상의 송전선이 지하에 매립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

했을 때 서울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전자파 문제의 핵심 당사

자가 된다. 이런 점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의 문제 제기는 특히 서

울 지역에 있어 안전하게 관리되는 일상 공간/통제되지 않는 위험

한 공간 사이의 경계를 위협하는 것이었던 반면, 국립환경과학원

은 그 경계를 다시금 지켜내고자 했던 것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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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ng Topographies of EMF Risks from Underground 
Power Lines
JooHui Kim

ABSTRACT

The risk of electromagnetic field(EMF) from power lines has been heavily 

disputed whenever high-voltage power line towers were built in South Korea. 

Local communities and civic groups had regarded burying the lines in the 

ground as an alternative to building power line towers. In 2014, however, 

when an elementary school science teacher reported the results of EMF 

measurements over the underground power lines to the Asian Citizens' Center 

for Environment and Health (ACCEH), the risk controversy over underground 

power lines took a whole new turn. The level of EMF from underground power 

lines turned out to be higher, and therefore more harmful than that from 

power line towers. In the debates that took place from then on over the 

EMF risk, ACCEH and NIER(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presented 

conflicting topographies of EMF risk. This paper examines measuring 

practices of ACCEH and NIER by analyzing the measuring sites, measuring 

devices, and measuring heights chosen by each organization. This paper 

further examines how ACCEH and NIER mobilized various standards(EMF 

exposure limit, measurement guideline, categorization of carcinogens) differently. This 

controversy on the EMF from underground power lines of Seoul has raised 

concerns on the non-thermal effects of EMF in the long-term exposure and 

has led people to question whether burying the power lines is the safe 

alternative to building power line towers. Furthermore, this suggests 

conflicting answers on whether Seoul, where 90 % of transmission lines were 

already buried, is a safely managed place or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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