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는 환경의 세기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인류는 다양한 환경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 사막화 등 지구환경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여러 환경문제

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커다란 제약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을 최 한 확보하고 지

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환경분야 종사자는 물론 전 국민의 환경보전에 한 실질적 참

여와 적극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1992년 ‘한국환경기술개발원’으로 설립되어 1997년 ‘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으로 확 ․개편된 이후, 1999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치운영및육성에 

관한법률’의 제정에 의해 경제사회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환경과 관련된 정책․기술의 연구․개발과 환경영향평가서의 전문적 

검토를 수행하는 환경분야 유일의 국책연구기관으로서 환경문제의 예방과 해결이라는 목표 아래 

지난 10여년 동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간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연구결과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사회적 책무를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능한 모든 연구자료와 결과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연구성과물의 활용을 극 화하고 비판적 의견 및 정책 건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합니다.

금번에 발간하는 연차보고서는 2003년 한해동안 우리 연구원의 연구활동 및 성과를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내어놓은 것입니다. 연차보고서에서는 2004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요 기본연구사업과 2003년에 완료된 기본연구 및 수탁연구를 공개 가능한 범위내에서 정리 

하여 소개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학술교류, 교육홍보 등 연구원에서 지난 한해동안 수행된 

활동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을 찾고자 하시는 독자께서는 연구원의 홈페이지 

(http:// www.kei.re.kr)에서 제공하고 있는 연구보고서 원문서비스 등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연차보고서가 환경에 관심 있는 분들을 포함한 많은 분들께 유용한 자료가 되기를 바라며 

매년 연차보고서의 질적 개선뿐만 아니라 더 많은 수요자에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연구 

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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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 장   윤  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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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지역의 황사 피해 분석 및 피해저감을 위한 
지역협력방안 Ⅱ

정회성․추장민 국가전략연구

연구배경 및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심해지고 있는 황사피해를 정량적으로 산출하고, 황사피해 최소화를 

위한 국내와 지역차원의 관리 책을 설계함으로써 동북아지역 차원의 협력방안 도출에 두고 있

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1차 년도에는 동북아 황사현상을 개념화하여 중국, 몽골, 북한, 일

본 등 동북아 4개 국가의 황사현상과 피해현황을 개괄하였다. 그리고 건강, 산업, 교통(항공운

송), 교육 등 4개 분야에서 나타난 우리나라의 황사피해현황에 한 자료수집 및 기초조사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1차 년도의 연구조사를 통해 파악한 황사피해의 실제현황을 토 로 2차 년

도에서의 연구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은 황사피해

를 분야별로 피해유형을 범주화하고, 각 분야별로 피해비용 추정모형을 통해 황사로 인한 사회경

제적 피해비용을 종합적으로 추정하고자 한다. 두 번째는 사회경제적 피해비용 추정결과에 근거

하여 황사 예․경보 및 위해성 정보 시스템 등 황사피해저감을 위한 국내의 통합관리 책과 북

한을 포함한 동북아지역의 황사피해저감 협력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내용
2차 년도의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첫 번째, 황사피해추정 부분. 후생경제학

적 측면에서 환경비용/환경편익 추정이론에 한 고찰을 통해, 황사의 영향과 피해 특징에 근거

한 피해비용 혹은 회피비용 추정기법의 적용․적합성을 검토하고 추정모형을 선택할 것이다. 선

택된 추정모형을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1차 년도와 마찬가지로 건강과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피해비용을 추정하고자 한다. 건강피해에 해서는 기오염자료(PM10 등), 기상자료, 상병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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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표 등 관련자료를 분석하여 질병비용모형에 의한 황사의 건강피해로 인한 직접적인 질병

비용 및 간접적인 소득손실 비용을 추정하고자 한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통해 회피행위모형에 근

거하여 가계의 방어적 지출 등 황사피해를 회피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추정할 것이다. 황사의 산

업에 한 영향과 경제적 비용에 해서는 각 피해산업에서 표적으로 피해저감 조치를 취해온 

기업체를 표본으로 주요 피해산업에서 발생한 황사피해의 경제적 비용을 정량적으로 추정할 계

획이다.

두 번째 황사피해 응책 평가. 국내․외적으로 실시해온 황사피해방지 응책의 추진현황에 

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먼저 국내에서 시행중인 황사모니터링 시스템, 황사 예․경보제 

시스템, 황사 응 부처별 업무분장 및 주요시책 등 황사 책 현황을 조사할 것이다. 또한 동북아 

지역차원에서 진행되어온 양자간 혹은 다자간 방식의 정부간 협력, 국제기구 차원의 협력 및 민

간차원의 협력현황에 한 조사․분석도 진행된다. 그리고 이러한 황사피해저감을 위해 국내․외

적으로 추진되어온 책에 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한계와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세 번째, 황사피해 저감정책의 발전방향. 황사 모니터링 및 예․경보 시스템, 황사피해저감 관

리 책 등 분야별 국내 저감 책 개선 및 강화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동북아지역 환경협

력의 현황 및 특징, 주요 쟁점과 장애 요인 등 황사피해저감 지역협력의 현실적인 조건과 전망에 

한 분석에 근거하여, 황사문제와 관련한 이해당사자의 수요에 부합하는 황사피해 저감 지역협

력방안과 그 구체적 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도출․제시할 것이다. 

분야별 피해추정 모형 개발

각 분야의 피해추정

사회경제적 손익분석

2 차년도

제1분야

황사피해추정

황사예․경보 시스템(국내/지역)

황사위해성정보 시스템(국내/지역)

황사피해 저감관리 책(국내/지역)

황사(사막화)방지 지역협력방안

제2분야

저감 책

<주요 연구범위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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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2차 년도의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성과가 기 된다. 첫째,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발

생하고 있는 황사의 피해유형과 사회경제적 피해를 정량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연구결과를 정책과 

관련투자의 방향과 계획 수립에 있어서 과학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둘째, 현재 시행중인 황

사모니터링 시스템과 황사 예․경보제 등 국내․외 황사피해 관리시스템과 지역협력방안에 관한 

정책 안을 제시함으로서 구체적인 책 수립의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셋째, 황사피해

저감을 위한 동북아지역 국가간의 협의과정에서 우리나라의 협상력과 설득력을 제고하는데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우리나라의 피해현황을 국제적으로 홍보하여 국제사회의 관심을 유도

하고 동북아지역의 황사피해저감 분야에 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이끌어내는데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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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 위해 외래종의 통합관리 방안 연구

방상원 국가전략연구

연구배경 및 목적
세계화와 무역활동 증가에 따른 국가간 인적․물적 교류가 확 됨에 따라, ｢생태계위해외래 

종｣의 유입으로 인한 생태적 안정성 훼손과 경제적 손실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정책수립의 상

이 되어오고 있다.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은 ｢생태계위해외래종｣에 의한 자연생태계 파괴에 따

른 경제적 손실이 전 세계적으로 매년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미국도 외

래종으로 인해 입는 농작물, 용수공급, 생물서식지의 피해가 연간 1,400억 달러인 것으로 추정하

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들어 외래종의 유입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환경적, 경제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로 유입된 외래식물종의 숫자는 1980년에 

110여종이었으나, 2002년에 이르러 총 281종으로 증가하였고, 1996년 이후 5년간 추가로 유입

된 외래식물종은 58종으로 전체 외래식물종의 22%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유입

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가 하나의 정책적 이슈가 되었으나, 법제적이고 제도적인 기제마련이 미비

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태계위해성평가제도와 통합관리시스템구축을 통해 사전예

방과 사후관리를 정책적으로 마련해야 함이 각 국에서 인식되어 연구․추진되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생태계위해외래종을 지정․관리하는 제도가 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으

나, 기 유입된 외래종에 한 사후적 관리를 그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어, ｢생태계위해외래종｣
의 유입을 근원적으로 방지하는 예방적 관리에는 미흡한 상황이다. 동식물의 수입과 관련하여서

도 식물방역법, 검역법 등에 근거하여 전염병 예방 등의 목적으로 방역․방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수준으로, 생태계 위해성 관점에서의 관리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Ⅰ. 2004년 주요연구사업   9

본 연구에서는 외래종의 유입에 따른 생태계 훼손 및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예

방적 관리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고, 외래종생태계위해성평가(Ecological Risk Assessment of 

Alien Species) 제도의 도입 및 생태계위해외래종 통합관리 네트워크의 구축 등 사전 예방적 정

책방안을 도출하여 정책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내용
본 연구는 ｢생태계위해외래종｣ 유입의 예방과 통합적 사후관리체계를 도출하기 위하여, 국내

외 외래종의 종류, 특성, 분포지역, 생태계 영향, 유입경로 등의 조사와 국내 외래종의 피해 유형

별(개체, 서식지, 생태계) 사례조사를 통해 국내의 ｢생태계위해외래종｣의 현황을 파악할 것이다. 

이러한 현황파악을 기초로 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태계위해외래종의 지정 및 관리를 담당하

고 있는 자연환경보전법과, 수출입 및 검역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수출입 관련 방(검)역 상의 문

제점을 파악하고자 하며, 부처별 관련기관의 역할 및 책임과 개선점을 도출할 것이다.

｢생태계위해외래종｣의 통합관리 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 사전예방적 관리체계 구축 방안

의 일환으로써 유효할 것으로 보이는 ｢외래종생태계위해성평가｣ 제도 및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기법 및 정보교환을 위한 국가 생태계위해외래종 통합관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방안을 다룰 것이다. 

생태계위해외래종의 위해성 관리제도의 도입 및 통합관리 데이터베이스의 도입과 이를 이용한 

일반국민의 외래종 교육․홍보․인식 제고 방안을 연구한다. 

끝으로, 자연환경보전법 상의 사전 예방적 관리수단 도입 문제 및 수출입 관련 방(검)역법상의 

생태계위해외래종 관리제도의 접목방안 검토 등을 통하여, 통합적 관리 제도를 설정하고 본 연구

에서 제안하는 ｢생태계위해외래종 통합관리 네트워크 모식도｣ 및 ｢사전 예방적 관리제도 모식 

도｣를 점검 보완함으로써 정책 및 법제의 마련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기대효과
금번 연구과제의 가장 주목할 기 효과는 생태계위해외래종에 한 사전 예방적 관리체계의 

구축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부터 나온다. 기제의 마련과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생태계

위해가능외래종의 비의도적 유입의 최소화와 의도적 유입의 최 한 관리를 위한 정책 마련 및 

후속 연구에 기폭제가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받고 있지 못

한 생태계위해외래종에 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외래종에 의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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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태계의 파괴 및 경제적 손실방지, 국내 고유토착종의 유전자원 및 생물자원의 보존, 관련 

정부기관간의 외래종관리 협조체계 구축, 그리고 외래종에 한 국민 홍보․교육 및 관심을 고

양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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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하구역 관리 방안

이창희 국가전략연구

연구배경 및 목적
하구는 육상과 해양의 전이지역(轉移地域)으로 야생생물의 서식․양육․산란지로 생태적 보고

이며 홍수 및 해일피해 저감 등의 자연재해방지기능, 빼어난 경관이 가지는 심미적 가치, 위락 

및 휴식장소의 제공, 해상운송 및 산업의 적지로서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하구의 기능과 가치가 인식되기도 전에 주요하구는 이미 하구언 건설 또는 매립 등으로 크게 훼

손(금강․낙동강․영산강 하구)되었으며, 현재 진행되는 새만금 사업으로 만경강․동진강 하구는 

사라질 위기에 있고, 그나마 남아있는 자연하구(한강, 섬진강 하구)는 골재채취, 과다한 취수에 

따른 염해(鹽害) 문제가 제기되는 등 하구환경의 훼손․파괴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새만금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명확하게 표출되고 있듯이 하구환경관리는 여전히 문제발

생 후 해결을 지향하는 사후 책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하구관리를 위한 관리

체제가 미비하여 하구환경의 훼손은 향후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구습지는 현재 최

 985㎢로 추정되는데 2011년에는 30%의 하구습지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이러한 문제의

식을 바탕으로 참여정부는 ‘환경․경제가 조화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가정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환경부문)’ 직접적으로는 ‘하구역에 한 체계적인 관리체제 구축을(농림․해양부문)’ 

선공약으로 제시하였다. 하구환경은 50여개의 개별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나 어느 법에서도 

‘하구’라는 정의조차 언급되고 있지 않으며 관리체제의 분화, 특히 육상-해양환경관리의 기계적

인 분화로 인해 육해 전이수역인 하구역은 관리의 사각지 에 위치하고 있다.

선진 외국의 경우, 하구가 가지는 환경적 가치를 보전하고 다양한 하구이용을 통해 풍요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관리전략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하구에 한 통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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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예: 미국의 국가하구프로그램, 하구복원프로그램과 하구연구․

보존프로그램, 영국의 템즈하구프로그램, 캐나다의 프레이져하구프로그램, 호주의 더웬트하구프

로그램 등).

지금까지 추진되었던 개발일변도의 하구정책을 극복하고 사후 책 수준의 수동적 환경관리가 

노출했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구가 가지는 고유의 가치와 기능을 유지하고 다양한 하

구이용을 담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전략과 더불어 실질적인 관리방안의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여건을 감안할 때 지금까지 추진되었던 개발일변도의 하구개발정책에서 탈피하

는 동시에 사후 책 수준의 수동적 환경관리가 노출했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구가 가

지는 고유의 가치와 기능을 유지함과 동시에 다양한 하구이용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구 유형별

로 지속가능한 발전전략 및 환경관리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요 하구역의 고유한 환경가치․기능을 보전하면서 다양하고 지속적인 이용을 지원하는 

국가차원의 지속가능한 하구역 발전전략 및 환경관리방안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내용
연구 상 하구는 한강, 안성천․삽교천, 금강, 만경강․동진강, 영산강, 탐진강, 섬진강, 낙동

강, 태화강, 형산강, 가화천, 영덕오십천, 삼척오십천, 강릉남 천, 양양남 천으로 하고 3차 년도

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연구내용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매년 독립된 연구결과를 얻

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표 1>.

<표 1> 연차별 연구목표

연  도 연    구    목    표

1차(’04년)
하구현황 기초조사, 하구 평가지표 및 하구역 경계설정, 하구관리유형 분류 및 

유형별 관리전략 수립 

2차(’05년) 유형별 환경관리권역 및 관리기본방향 설정, 환경관리권역별 관리방안수립

3차(’06년) 하구환경가치추정, 하구환경관리체제개발, 하구환경관리마스터플랜 

기초현황은 PSR(Pressure, State, Response) 분석이 가능하도록 해당분야의 현황․압력․

응으로 구분하여 조사하며<표 2>, 환경 분야의 경우 하구가 위치하는 지역 학 및 지역연구소와

의 협동연구를 통해 기존의 조사․연구 자료를 최 한으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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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하구환경조사에 사용될 PSR지표의 예

구  분 세    부    지    표

압력지표

(P)

• 인구 증가율

• 인구밀도

• 지․공장용지 비율

• 지․공장용지 증가율

• 오염물질부하량

• 개발계획

• 매립면적

• 산업단지

• 해양폐기물 발생량

• 외래생물종 유입

• 관광객수

• 어획강도

상태지표

(S)

• 하천수질(BOD, TN, TP)

• 해양수질(COD, TN, TP)

• 중금속(해수, 담수, 퇴적물, 저서생물, 

야생동식물) 

• 유해화학물질(해수, 담수, 퇴적물, 

저서생물, 야생동식물) 

• 보호생물종 서식현황

• 서식지다양성, 면적, 상태

• 생물종다양성

• 지형경관

• 어업자원량

• 어업생산량(담수, 해수)

• 수산물식품안전성

• 농업생산량

• 지역내총생산(RGDP)

• 소득 및 고용

• 자연재해(피해인구, 재산피해)

응지표

(R)

• 하수처리율

• 환경기초시설

• 보호지역지정

• 보호생물종 지정

• 조사연구

• 물관리 책

• 자원관리 책(e.g.종묘방류)

• 생태계관리 책

• 재해방지 책

• 이해당사자 인식 및 참여 정도

PSR 분석체계에 따라 연구 상이 되는 13개 하구를 관리유형별로 구분하고 유형별 지속 가능

한 발전 전략을 제시코자 하며, 하구유형별로 표적 하구에 해서는 환경관리권역 설정 및 관

리권역별 관리의 기본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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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복원

보호

금강

양양남 천

태화강
형산강 안성 삽교천

영산강

동진강

만경강

낙동강

섬진강

1급지방하천 3개소

가화천

한강

<그림 1> 하구 관리유형별 분류 예 (이창희 등, 2001)

KEI를 주관으로 경제사회연구회의 해양․수산, 토지이용, 농업분야의 정책연구기관이 공동연

구기관으로 참여하되 환경부문 기초조사의 경우 해당 하구에 근접하여 상 적으로 많은 자료와 

연구경험을 확보하고 있는 지역 학과 공동연구를 수행한다<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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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구 지속가능 발전전략 수립

총괄：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환  경

•동식물
•서식지
•식  물
•폐기물
•경  관

KEI 및
지역기관

  

해양․수산

•해양/연안
•환경
•항만/물류
•매  립
•수산업

해양수산
개 발 원

  

토지․교통

•지역개발
•단지조성
•교  통
•용도지정
•용수이용

국  토
연구원

  

농  업

•하구언
•농  업
•축  산
•용수이용

농촌경제
연 구 원

  

사회․문화

•재  해
•관  광
•역  사
•문화재
•풍  물

KEI 및
협동기관

    

자문위원회

•전문가
•관련부처
•공무원
•NGO
•기타

하구환경관리 마스터 플랜

KEI 및 관련 정책연구소

<그림 2> 연구과제 추진체계

기대효과
분화된 관리체제로 인해 아직까지 체계적인 하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정부에게 지속

가능 발전에 기초한 실질적인 하구관리방안을 제공하고, 다양하고 풍요로운 하구환경 조성을 통

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하구관리를 위한 지역의 참여와 관리역량을 강화하며, 하구역의 환경

친화적 개발과 이용을 유도함으로써 매체별 사후 책이 가지는 단점을 극복하고 예방적․통합적 

환경관리의 전형적인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2. KEI 기획연구
주요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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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화․세계화 시대의 지역환경관리의 과제와
정책방안 연구

이창훈 KEI 기획연구

연구배경 및 목적
지역환경관리에 한 연구는 1995년 지방자치의 본격적인 실시를 맞이하여 중앙과 지방간의 

역할분담에 한 연구가 다수 수행된 바 있고, 민선자치단체장 이후에는 환경규제행정의 변화에 

한 진단과 중앙과 지방간의 환경기능 역할분담에 관한 연구가 함께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외

적으로는 세계화의 진전으로 지역경제가 취약해 지고, 내적으로는 지방분권화의 분위기에 함께 

지역환경관리 여건이 크게 변모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특히 2002년 배

출업소 지도단속권한의 지방이양, 4 강 특별법의 제정,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의 WSSD 회의 등 

국내․외적인 환경관리여건의 변화와 함께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 보다 강조되고 있는 지역분권

화와 지역균형개발 및 주민참여 등을 고려한 지역환경관리체계 구축에 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

다시피하다. 

본 연구는 지방화․세계화라는 국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처하여 지역의 실정에 

맞는 환경관리체계 정립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가능하게하고 

궁극적으로는 친환경적이며 경쟁력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육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지역환경관리를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파악하여 지역환경관리의 주체인 지방자

치단체를 지자체의 행정조직 및 지역주민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방체제인 이 지자체가 자신

의 환경(세계, 중앙정부, 다른 지자체)과 맺는 끊임없는 상호작용이 본 연구의 핵심요소인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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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으로는 국제환경 협력 및 응, 중앙과 지방간 환경기능의 역할분담과 환경예산의 배분, 그

리고 지역간 환경협력 및 갈등관리가 주요 내용을 이룬다. 이를 기반으로 지방연구원들과 공동연

구를 추진하여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를 행정계층별․지역특성별로 나누고, 지역환경관리의 

조직체계와 수단에서 각각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를 비교․분석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관리체

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기대효과
본 연구의 기 효과로는 첫째, 환경친화적인 지역개발과 효과적인 환경관리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하여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지원하고, 둘째, 지방화․세계화의 진전이 초래

하는 환경정책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지역의 환경친화적 발전을 저해하는 장애요소를 발견하여 

정책개선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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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토지이용구조 변화와 환경 영향

김광임 KEI 기획연구

연구배경 및 목적
농산물시장개방이후 휴경 면적의 증가, 농지전용, 도시화의 가속화 등으로 농촌의 토지이용구

조가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농업용수 이용이나 자연경관의 변화 등 환경적 영향을 

분석하고 환경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농산물시장의 개방이후 농업구조는 급속도로 변화할 

것이며, 시장개방이후 쌀 가격 하락 등으로 논농사의 감소는 물론 축산물이나 기타 농업부문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와 같은 농업부문의 변화는 농지이용패턴의 변화를 초래할 것이

며, 농지이용패턴의 변화는 곧 국내 토지이용패턴의 변화로 연결될 것이다. 도시화에 한 수요

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여건에서 유휴 농지는 도시용 토지로 변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농

업구조의 변화가 환경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논과 밭 경작 면적 변화를 통해 자연환경의 변화, 농

업용수 이용, 생활오염발생 형태 등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예를 들어 조건불리지역 등에서 휴

경 면적이 증가할 경우 자연경관에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도시 주변의 농지에 해

서는 지 등으로 전용하려는 압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기존 농지가 제공하는 正(+) 

또는 負(-)의 환경적 영향에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농업구조 변화에 따라 농촌토지이용구조 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환경영향을 파악하고 예측하여 미래 환경정책 변화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내용
본 연구의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농지 이용 구조를 파악하여 전국 및 광역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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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토지 이용 현황을 보고 농업지역은 농업 진흥지역과 진흥외 지역의 논 및 밭 면적 변화 추

이를 살펴본다. 둘째, 농지 이용구조 변화와 그에 따른 환경 영향을 분석한다. 사례지역을 농업

진흥지역, 도농복합지역, 조건불리지역(환경민감지역) 등 세 곳 정도로 나누어 표적인 사례지

역을 정하고, 이들 지역의 토지이용구조 변화가 가져오는 환경적 영향을 파악한다. 그리고 농촌

의 도시화로 인한 생활 환경적 영향을 파악한다. 농촌지역이 도시지역으로(특히 도농복합지역) 

변화하면서 나타나는 환경오염의 형태가 농업적인 성격에서 도시적 성격으로 변화할 것이다. 이

것은 생활 오염원의 증가 등으로 나타날 것이므로 이들의 영향 정도를 파악한다. 또한 농촌의 도

시화로 인한 자연 경관 영향을 파악한다. 도농복합지역이나 조건불리지역, 농업진흥외지역은 농

지가 도시용지로 전용될 것으로 보이며, 이럴 경우 농촌지역이 가지고 있는 녹지 또는 여가공간

이 감소하면서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그리고 논농사의 감소로 인한 농업용수 소비 

영향을 파악한다. 셋째, 농지이용 구조변화와 환경관리 방향을 제시한다. 여기에서 예상할 수 있

는 주요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농촌 자연경관 유지를 위한 정책 방향과 농촌지역의 녹지, 자

연경관을 유지할 수 있는 자연경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언한다. 또한 농업용

수 관리방안에 한 정책 방향도 제시한다. 그리고 농촌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국토 이용계획 방

향을 제시한다. 농촌지역의 도시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농지의 도시지역으로 개발

시 도로면적을 최소화하고 기오염을 최소화하는 국토이용 전략 등과 같은 환경친화적인 국토

이용계획 차원에서 정책 방향을 도출한다. 다음으로 환경친화농업 방향에 한 합의 도출 등 농

업부문내 환경관리 방향을 도출한다. 

연구방법은 사례지역에 한 현지 조사와 문헌조사, 외국 사례 조사, 외부 전문가 자문 및 환

경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토록 한다. 농업분야 및 국토이용 계획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환

경분야, 국토관리 및 농업 분야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구로 진행한다. 데이터 계량 분석

은 농촌지역 중 일부 지역을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농업경지용도별 면적, 농업용수 소비량 

등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연구를 실시한다. 

기대효과
본 연구는 농지 이용 구조 변화에 따른 환경 수요 변화를 파악하고 환경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유도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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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매체통합관리를 위한 유해화학물질의 다매체 
환경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 다매체 거동모델의 
활용을 중심으로
신용승 KEI 기획연구

연구배경 및 목적
20세기 환경정책은 기, 수질, 토양, 폐기물 등 매체별 관리에 초점을 맞추었고 주로 화학적 

환경기준에 의존하여 관리정책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관리체계는 초기 환경오염을 관리하기 위해 

불가피하였으나, 21세기의 새로운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 

이에 미국 등 선진국은 급격한 산업화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띄는 환경오염 문제를 효과적으

로 해결하기 위해 통합환경관리체계 구축을 21세기 주요 환경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우

리나라의 경우 환경부의 ꡔ환경백서(2001년)ꡕ에서 21세기 환경정책의 방향으로 ① 환경친화적 

경제 사회체계 구축, ② 사전예방정책, ③ 통합환경관리정책, ④ 수요관리정책, ⑤ 시민참여의 환

경정책, ⑥ 지구환경보전 정책과 남북환경협력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국내에서 통합환경관리정책의 효과적인 도입 및 시행을 위해서는 우선 그간 매체별로 단절되

어 있던 환경기준에 해 매체통합적 관리의 관점에서 검토가 가장 기초적이고도 시급한 과제이

다. 선진국에서는 각기 환경에 맞는 다매체거동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유해화학물질의 매체통합적 

관리에 적극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수행되어 온 유해화학물질의 다매체환경거동연구는 실측을 통한 환경중의 

유해물질의 거동해석과 다매체거동이론에 기초한 다매체 거동예측모델을 개발하는데 초점이 맞

추어져 왔다. 그러나 개발된 모델을 활용한 환경관리정책의 평가에 적용된 사례는 미흡한 실정으

로 본 연구가 다매체거동모델의 활용분야를 넓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1세기 환경관리의 정책기조인 통합환경관리의 국내 도입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기존의 매체별 환경기준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유해화학물질의 매체통합적 관리를 위한 

다매체거동모델 활용방안 및 다매체 환경기준 설정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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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첫째 선진국의 유해화학물질 매체통합관리 현황을 고찰하고, 둘째 국내외 환경

기준설정 현황을 조사함으로써 국내 환경기준 설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셋

째 유해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 및 환경기준 설정에 있어 다매체 거동모델의 활용사례를 조사하

고자 한다. 넷째 환경부의 위해우려물질 목록중에서 사례 상 유해화학물질을 선정하고 기존에 

국내에서 개발된 다매체거동모델(EDCSeoul, POPsMe 등) 가운데 연구목적의 부합성 및 자료확

보의 용이성 등을 감안하여 적합한 모델을 선정하고, 이에 필요한 입력자료 및 기초자료를 수집

함으로써 모델링을 수행하고 모델링 결과를 기존의 매체별 환경기준과 비교․분석함으로써 현행 

환경기준의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매체통합적 관리를 위한 다

매체환경기준 설정의 필요성 및 설정방안, 다매체환경기준 설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목록 도출, 

매체통합적인 환경기준 설정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ㆍ기술적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내용에 해 국내외 문헌조사 및 인터넷을 통해 관련자료를 수집하고, 기존의 국

내에서 개발된 다매체거동모델(예를들면, EDCSeoul)을 이용한 모델링을 통해 사례연구 상 유

해화학물질에 한 기존의 매체별 환경기준의 타당성(또는 모순성)을 검토하고 다매체환경기준설

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내에서 기존의 개발된 모델을 이용함으로써 선행연구에서 확

보된 입력자료 및 측정결과들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편, 다매체거동모델 적용연구에 

해서는 국내․외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의 다매체 거동연구분야에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서

울 학교 환경 학원(이동수 교수)과 학연협동연구로 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다.

기대효과
본 연구성과는 매체별로 설정된 국내 환경기준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뿐만 아니라 환경부

의 21세기 환경정책의 기본방향인 통합환경관리정책의 국내도입기반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또한, 기 추진중인 여타의 다매체거동연구사업 결과

물의 활용방안 제시 및 상호 연계적, 보완적 연구의 계기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궁극

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위해성에 기초한 유해화학물질 관리정책수립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3. 현안정책연구
주요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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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 고용 - 환경오염방지투자를 중심으로

황석준 현안정책연구

연구배경 및 목적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민간기업의 투자 및 경상지출은 기업가의 측면에서 볼 때 기업의 

생산비를 증 시켜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환경경제학자들도 과

연 정부가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증 시킬 때 산업을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는지에 

해 의문을 가져왔다. 이러한 논의들은 해외부문에서 1970년  이래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으

나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정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추정한 구체적인 논의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본 연구는 정부의 환경정책(특히, 환경오염방지시설 측면에서의 환경투자규모 및 운용비용)이 

산업별로 일자리 창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분석하고 민간과 공공산업 각 부문간의 고

용창출관계를 이용, 환경을 보호하고 고용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적절한 정부의 정책을 찾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국내 경제 사정의 둔화로 인한 실업문제와 국제시장에서의 경쟁

심화로 환경문제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는 현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환경

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과거 정부의 환경정책에 따른 기업의 

응이 일자리창출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의 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고 기업의 응도 산업

별로 일자리창출에 다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환경보호와 일자리창출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산업별 환경지출에 한 고용의 효과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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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
본 연구는 크게 두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부문은 환경정책에 따른 산업별 노동수요

함수를 추정하여 환경정책이 노동수요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 가를 분석하는 부문이다. 이 부문

에서 단일 노동수요함수(reduced form equation)는 산업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는데 환

경정책과 노동수요를 이어주는 가교로서 환경오염방지지출 중 투자지출이 산업의 총 투자 중 차

지하는 비중과 경상지출이 산업별 주요생산비에 차지하는 비중을 이용하였다. 

특히 환경정책은 정부의 직접적인 환경정책에 주목하였는데 이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오염매체

를 관리하는 경우와 민간부문에 자율적으로 맡긴 오염매체관리에 한 감시 감독을 강화하는 경

우를 통해 어떠한 방식의 정부정책이 고용에 바람직한 영향을 주는지를 계측하려 하였다. 또한 

각 산업군에 따라, 시기(IMF를 중심으로)에 따른 정책의 효과에 해서도 검증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첫 번째 부문은 부문균형의 관점에서 정부의 환경정책이 노동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를 검증하는데 비중을 두고 있다.

두 번째 부문은 좀 더 일반균형적인 관점에서 각 산업이 환경정책에 따라 영향을 받는 노동수

요 뿐만 아니라 이에 한 여타 산업간의 파급효과에 관해 분석할 예정이다. 특히 환경산업이라 

불리는 산업과 여타 산업간의 관계를 통해 노동수요의 파급효과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 지에 

해 산업연관표를 통해 알아볼 계획이다. 

이러한 실증적인 연구 외에도 환경정책의 고용효과에 한 해외에서의 사례를 정리함으로써 

환경보호를 위한 정책과 고용증 를 위해 해외에서는 어떠한 경험을 해왔고 이 두 가지 정책목

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을 취해왔는가에 해 알아볼 생각이다.

기대효과
본 연구를 통해 환경정책과 고용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긍정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특히 공공과 민간 부문 또는 민간과 민간 부문간의 고용확 와 환경보호를 위

한 환경정책과 산업정책간의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 된다. 또한 산출, 환경보호와 고용 간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연구의 사회간접자본이라 할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이 밖에도 향후 산업의 집중과 환경관리, 정부의 정책(특히, 보

조금지급과 같은)이 어떻게 기업의 투자성격을 좌우하는가, 즉, 정부의 어떠한 보조금이 기업으

로 하여금 단지 현생산공정의 확 가 아닌 환경친화적인 생산공정을 개발, 체, 운용 등 오염 

예방적 관리차원에서의 환경정책과 같은 부문에 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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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갈등 유형 및 해결방안 연구

김종호․이창훈 현안정책연구

연구배경 및 목적
참여정부가 선정한 24개 사회갈등 중 7개 사항이 환경분야일 정도로 환경갈등의 정도가 사회 

전체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갈등은 변화의 동인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갈등의 격렬한 전개과정은 사회적으로 커다란 비용을 초래하고 있어 갈등의 적절

한 관리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과거 권위주의 체제하에서는 갈등이 표출되는 것을 국가권력을 

통해 억압할 수 있었지만, 민주화가 진전된 오늘날의 상황에서는 이런 강제적인 갈등해결방식이 

더 이상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권위주의 체제를 거치는 동안 갈등의 전개 및 

해결과정에 한 사회적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따라서 바람직한 갈등해결메커니즘의 정착은 

아직 요원한 실정이다. 

국토환경의 보전, 지속가능성의 총론에 해서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로부터 폭넓은 공감 를 

얻을 수 있지만 구체적인 실천을 위한 의사결정과정에서 많은 논란과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 것

이 환경갈등의 핵심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환경갈등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토환경의 보전,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갈등의 특성과 해결방안에 하여 이해당사자, 더 

나아가 사회구성원들로부터 자발적 동의에 기초한 합의형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의사결정기제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협력적 합의형성의 거시

적 틀 내에서 환경갈등에 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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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
본 연구는 크게 문헌연구와 사례연구, 두가지 연구방법을 통해 진행되는데, 우선 문헌연구를 

통해 환경갈등 관련 기존연구 및 이론을 검토하며, 특히 갈등해소를 위하여 의사결정분야에서 제

시하고 있는 협상이론, 갈등분석, 협상모델들에 해 중점 검토한다. 이러한 이론적 연구에 기초

하여 사례연구부분에서는 국내와 해외의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심층 분석하여 기존 갈등해결과

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책시사점을 도출한 뒤에 환경갈등의 조정 및 사전예방을 위한 정책

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기대효과
본 연구의 기 효과로는 환경갈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환경정책 및 기타 국가정책의 효율성과 

실행가능성을 제고시키고, 발생한 환경갈등의 경우에는 연구결과를 조정 및 합의 형성의 기초자

료로 활용함으로써 갈등격화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Ⅱ2003년 연구사업
 1. 물환경
 2. 대기환경
 3. 폐기물 관리
 4. 토양오염 관리
 5. 위해성 관리
 6. 국토환경
 7. 기후변화
 8. 환경무역협상
 9. 동북아 및 남북환경협력
10. 환경영향평가
11. 중장기 환경정책
12. 지방자치단체 환경관리
13. 환경‧경제‧사회 통합 분석
14. 환경산업



1. 물 환 경
연 구 사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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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관리 효율화를 위한 불투수면 지표
개발과 적용 Ⅰ

최지용 기본연구

연구배경 및 목적
토지이용행위가 각 사업별로 개별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기존의 물관리 책으로는 유역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한 처가 미흡하여, 유역 전체의 수순환 장해를 초래하고 있다. 실제 팔당 유

역의 광주, 용인과 같은 지역은 난개발로 도시의 수순환에 심각한 영향을 경험하였으나 제도적으

로 이를 관리할 정책수단이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유역의 도시화와 각종 개발행위에 따라 불투

수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수질악화, 홍수심화, 건천화 등 유

역의 물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토지이용형태 중 물의 순환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를 유역관리지표로 활용하여 도시적 토지이용으로 야기되는 물 순환 교란을 유형화하여 규명하

고, 유역환경과 토지이용계획과의 연계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유역관리에 도입해야 할 시점이다.

유역관리지표로는 도시적 토지이용, 인구밀도, 단위면적당 건축물 수 등 다양한 지표가 활용 

가능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불투수면에 해 검토하고자 한다. 불투수면은 유역의 건전성 파악과 

미래의 하천 수질과 생태계 건전성을 예측하고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임이 밝혀지고 있다. 또한, 

개별사업의 활동을 유역규모에서 축적된 영향과 관련시킴으로서 건전한 수순환구축과 효과적인 

유역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지표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불투수율과 유역의 수환경 사이의 설득력 있는 상호관계 도출 및 이를 통한 유역의 관리방안 

제시는 유역관리에 있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유역 관리에 있어서 요구되고 있

는 도시유역의 환경친화적 관리지표 제공, 도시하천의 회복사업과 하수관거 정비지표 제시, 비점

오염원의 효율적 관리지표 제시, 오염총량관리 시행에 있어 오염원 할당 근거 등에 활용할 수 있

는 지표로서 유역의 불투수면의 적용성을 검토하고 이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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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
유역관리 지표로는 불투수면, 인구밀도, 주택밀도, 도시적 토지이용 등이 있으며, 이 중에서 유

역관리 방법으로써 활용하기 가장 적합한 것은 불투수면 지표이다. 불투수면은 유역관리지표로서

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불투수면을 감소시켜 투수율을 높이는 다양한 유역관리기법의 도입을 통

해 불투수면 관리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유역관리에 있어 가장 적합한 지표가 될 수 있다. 불투

수면은 두 개의 주요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우리가 살아가고, 일하고, 쇼핑하는 공간인 

지붕(rooftops)과 이 지붕들을 연결해주는 교통체계(transport system)이다. 부분의 도시에서

는 교통체계에 의한 불투수 면적이 지붕(주택, 건물)으로 인한 불투수면 면적을 초과하고 있다. 

예를 들면, 실제 한강유역에서 측정된 단독, 아파트, 상업지역의 부지에서의 교통관련 불투수면

은 전체 불투수면 면적의 63~70%를 구성하고 있다. 

불투수면이 하천으로의 유출량, 수온, 수질, 하천형태, 생물적 다양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입증되었다. 불투수면 비율이 증가할수록 이에 비례하여 지표유출량은 증

가하고, 지하침투량이 감소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더 낮은 기저유량을 초래하고, 이는 하천의 건천

화로 이어지게 된다. 토질 및 경사 인자가 지표유출에 큰 영향을 주는 평지를 제외하고는, 유출

계수는 불투수면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500㎡ 주차장(유출계수: Rv=0.95)에서 생성된 총유출량

은 개발되지 않은 초지(Rv=0.06)에서 생성된 유출량의 약 16배정도 된다. 또한 하천은 유량이 

증가하면 이를 수용하기 위하여 하천의 단면적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반응하는 것이 자연적인 

현상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하천의 둑(측면)과 바닥을 침식하는 두 가지 현상을 병행하면서 이

루어진다. 이처럼 하천의 하상이 불안정한 단계에서는 하천지형의 침식 및 이로 인한 생물 서식

지 교란이 발생하게 된다.

불투수면이 증가하면 수질에도 영향을 주는데, 불투수면 위에는 기로부터 침하되었거나 차

량으로부터 유출되었거나 또는 기타 발생원에 의한 오염물질이 축적되어 있어, 강우시에는 이러

한 오염물질이 지표강우 유출수에 의해 세수되어 유하된다. 

불투수면과 수온의 관계를 살펴보면, 하천의 수온은 국부적인 기 온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

다. 여름철 동안 도시유역에서 하천 수온의 상승은 초지나 산림지 유역보다 상승 폭이 크며, 수

온이 유역의 불투수면 비율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다. 

불투수면이 증가함에 따라 수생태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투수면

의 증가는 수서 곤충군과 어류의 다양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종 구성에 변화를 초래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사례연구로써 경안천, 탄천, 중랑천, 안양천, 북한강 본류지역 등 5개 하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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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 지점에서의 수질 분석자료와 토지이용 자료를 이용하여 하천의 질과 불투수면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하천의 수온과 불투수면의 회귀분석결과 F=48.88 (p=0.0001)이고, R2=0.83, CV= 

6.010였다. 불투수면의 계수는 0.76832으로 불투수면의 비율 증가는 하천의 수온에 양(+)의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BOD와 불투수면의 회귀분석결과 F=86.54 (p=0.0001)이고, 

R2=0.80, CV= 34.47였다. 불투수면의 계수는 0.34638으로 불투수면의 비율 증가는 BOD에 양

(+)의 영향을 미친다. COD의 경우도 불투수면의 회귀분석의 결과 F=46.82 (p=0.0001)이고, 

R2=0.8240, CV=27.48430 였으며, 불투수면의 계수는 0.35936으로 불투수면의 비율증가는 

COD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N과 불투수면의 회귀분석 결과 F=28.352 

(p=0.0001) 역시 R2=0.7393, CV=0.7132 였으며, 불투수면의 계수는 0.35008으로 불투수면의 

비율증가는 T-N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SS와 불투수면의 회귀분

석의 결과 F=23.76 (p=0.0001)이고, R2=0.5308, CV=50.517 로, 불투수면의 비율 증가와 SS의 

증가는 거의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회귀분석의 결과 불투수면의 증가는 하천수온, BOD, COD, TN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하천의 수질은 유역의 불투수면 현황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유역의 

크기에 따라 그 영향의 정도가 달라진다. 특히 집수구역(Catchment), 단위유역(Subwatershed)과 

같이 비교적 규모가 작은 유역을 관찰하였을 때 그 영향을 뚜렷하게 볼 수 있다. 따라서 소규모

의 유역에서 불투수면에 한 관리는 중요하다.

불투수면 비율에 근거한 하천유역의 분류에서, 상 적으로 낮은 불투수면의 비율(10~15%)에

서조차도 불투수면은 하천의 질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생태계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한다. 그

동안의 관련연구 부분의 문헌에서 볼 수 있듯이, 일단 불투수면 비율이 25%를 넘게 되면 수

로의 안정성, 수질, 생물학적 다양성 측면에서 생태적으로 지탱이 불가능한 하천이 된다. 이는 

하천의 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유역관리, 즉, 유역의 토지이용 관리가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주

며, 하천의 질을 보호하는 기법으로써 불투수면 지표를 유역관리 계획에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을 

뜻한다. 

주요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하천의 수온과 수질 상태는 불투수면을 비롯하여, 인구밀도, 주택밀도, 도로의 밀도, 합리식, 

분리식의 하수관거 여부, 우수처리시설 운영 여부 등 많은 변수에 의한 복합적인 결과물이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에서 불투수면에 주목하는 이유는 유역관리에 있어서 토지이용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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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와의 연계 관리, 통합관리 측면에서 볼 때 “불투수면”은 의미 있는 주제이며, 동시에 인구나 

주택보다 유역계획에서 접근하기 용이한 주제라는 점이다.

회귀분석의 결과 불투수면의 비율에 따라 하천수온 및 BOD, COD, TN이 유의한 변화를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천의 수질은 유역의 토지이용 및 피복 현황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유역의 크기에 따라 그 영향의 정도가 달라진다. 따라서, 소규모 유역의 관리에서 

유역의 토지이용 관리는 중요하며, 수변지역의 관리 역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효율적인 유역관리 방법 중 하나는 수체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토지의 이용 상태를 알아내

고, 토지위에서 일어나는 개발의 유형 및 수준을 조정하는 것이다. 토지이용계획은 하천의 상태

를 평가하는 것과 그 상태를 유지하거나 복원하는 전략을 포함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민감하지 

않은 지역에 개발을 집중시키고 유역에서 불투수면의 양과 위치를 조절하는 것을 포함한다. 즉, 

덜 민감한, 이미 인위적인 요소가 지배적인 지역을 개발하고 민감한 지역은 부분적으로 혹은 전

적으로 미래의 개발로부터 제외되도록 한다. 

한편 도시계획이나 토지이용계획의 용도지역제에 있어서 건축물의 경우는 단위 면적당 허용 

가능한 건폐율이나 주거밀도를 규제하나 교통관련 시설은 불투수면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한 고려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유역의 수질 및 수량관리 측면에

서 교통관련 시설에서의 불투수면 저감 방안이 필요하다. 

수환경 관리를 위해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에서 이용할 수 있는 수환경지표 마련은 시급하

다. 여기서는 그러한 수환경 지표로서 불투수면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2개년 연구의 1차년의 

연구로서 연구의 상당부분을 외국의 불투수면에 한 연구자료 검토를 통한 불투수면 지표의 유

용성, 수환경 지표와의 관계, 산정방법에 할애하였다. 사례 연구로써는 국내의 토지이용자료와 

수질자료 분석을 통해 불투수면의 증가에 따른 수질영향을 간접적으로 추론해 보았다. 이번 1차

년도의 연구를 토 로 2차년도 연구에서는 불투수면 지표를 구체적으로 유역관리에 적용하는 방

안 등에 해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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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발전에 따른 토지이용규제 개선
- 폐수 무방류 시스템을 중심으로

최지용 기본연구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60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경제성장정책과 함께 산업구조의 근 화, 인구

의 도시집중, 공업단지의 개발에 따라 환경문제가 본격적으로 두되었다. 당시는 절 빈곤의 탈

피가 국가의 최우선적 과제였기 때문에 환경문제는 돌아볼 겨를이 없었고, 1963년 ｢공해방지법｣
이 제정되었으나 이 법은 외자도입을 위한 구색 갖추기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70년  들어와 

환경문제가 부각되자 1977년 ｢환경보전법｣이 제정되어 환경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인 틀은 

갖추어졌으나 개발 우선시 였던 만큼 환경규제는 제 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후 제5공화국 

헌법에서 처음으로 ｢환경권｣이 천명되었고 제6공화국 헌법에서는 환경권 조항을 보다 구체화함

으로써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지향하게 되었다. 1990년 환경청이 환경처로 승격되고 종

래 단일법 체계였던 환경보전법은 환경정책기본법과 자연환경보전법, 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

보전법 등 개별법으로 분법화 되었다. 그 후에도 지하생활공기질관리, 습지보전, 환경기술개발및

지원 등에 관한 환경입법이 꾸준히 추진되었고, 특히 최근에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

원등에관한법률과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등 4 강 관리법이 제정되어 시행되

고 있다.

이와 같이 환경관리를 위한 중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다양한 규제수단이 도입되었다. 구체적으

로는 중장기 환경보전 종합계획 등 환경보전을 위한 각종 행정계획의 수립․시행, 환경기준설정 

및 배출규제, 상수원보호구역 등 토지이용규제, 배출부과금 등 경제적 규제수단의 도입, 기술지

원 등 행정지도, 자율관리협약과 생산자책임제도, 환경정보공개제도 나아가서는 환경교육, 기술

지원, 금융ּ세제상의 지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환경관리 수단이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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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신규 화학물질의 지속적인 개발과 사용으로 인해 이들 물질에 한 즉각적인 환경영향

을 규명하여 처할 수 없는 현실에서 볼 때, 상수원 등 민감지역에서의 예방 책은 중요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환경기술의 발달로 오염물질의 완벽한 관리가 가능한 경우는 이들 물질을 취

급하는 업종에 한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장해를 주는 규제행위는 완화해 줄 필요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환경기술발전에 따른 토지이용 규제 문제를 상호 연계 분석하여 정책 

결정자의 판단에 도움을 주고자, 환경기술발전에 한 환경규제제도 중 예방 책의 주요 수단인 

토지이용규제를 분석하고 기술발전에 따른 환경규제제도 발전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사례연구

로는 무방류 시스템의 도입에 따른 팔당유역에서의 환경규제 효율화 문제를 고찰하였다. 

연구내용
환경문제는 생산, 소비, 개발 과정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오염 범위가 광범위하고 복

잡할 수 있으며, 또한 오염원인과 그 결과사이에는 상당한 시차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또한 신물질 개발과 함께 새로운 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이들의 환경영향은 신속히 파악되지 않은 것이 많다. 한편 과학기술 

및 환경기술의 발달로 오염에 의한 인과관계 규명과 오염물질의 처리가 고도화됨에 따라 환경규

제에 한 경제성 및 형평성의 문제도 두되고 있다. 이와 같이 환경문제의 발생과 해결방법은 

복잡한 사회문제 및 과학기술의 발전과 긴밀한 연관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토지이용규제를 비롯한 각종 환경규제 및 관리에 관한 정책 결정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

항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예방 책이 최우선이어야 한다. 현재 각종 오염물질과 더불어 다이옥신 등 인체에 유

해한 신규화학물질 등의 환경으로의 배출이 증가하고 있지만, 인체 또는 환경에 한 이러한 물

질의 유해성을 평가하고 검증하는 일이나 배출원의 오염물질 상태를 정확하게 산출하고 이를 측

정하여 규제하는 것은 단히 어려운 일이다. 또한 오염물질이 다량 배출되어 인체와 환경에 치

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측정할 과학적 지식과 도구들이 없으면 적절한 규

제를 할 수 없다. 그러나 모든 오염물질의 영향을 규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

에 토지이용규제를 통하여 상수원 등 민감지역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입지를 사전에 금지

하는 오염예방 정책 및 이를 달성하는 수단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함이 바람직하다.

둘째, 환경기술발전 수준의 고려이다. 환경기준이나 배출허용기준의 설정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가변적이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처리기술이 향상되는 경우나 인체의 유해성이 밝혀지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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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등에는 지속적으로 관리수준을 강화하거나 신규물질을 추가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환경규제

의 수준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항상 변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

서 환경기술의 발달에 따라 오염물질을 완벽히 처리하는 경우는 경제적인 규제 상에서 완화조

치가 필요할 수 있다. 이는 환경기술의 발전과 경제활동의 경쟁력 강화란 목적을 동시에 이룰 수 

있다.

셋째는 환경과 경제의 상생이다. 환경문제는 모든 경제활동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필연적

으로 경제정책에 개입하게 된다. 기업은 환경규제를 강화할 경우 오염방지시설에 한 투자를 늘

려야 하고 이는 제품의 원가를 상승시켜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민의 입

장에서는 정부가 환경규제를 느슨하게 하여 기업이 오염방지의무를 소홀히 한다면 오염으로 직

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것이므로 규제를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환경규제의 

잣 는 각종 정책들 특히 경제개발정책과 필연성을 갖게 된다. 우리나라는 개발논리가 사회의 지

배이념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오염현상에도 불구하고 환경규제는 언제나 개발논리의 저

항에 부딪치게 마련이다. 이제는 정책결정에 있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자의 일방적

인 사고에서 상호 고려하는 지속가능성에 원칙을 두어야 한다. 

넷째는 환경관리수단의 확 이다. 환경문제의 원인과 영향이 다양화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이

를 관리하는 수단도 다양화되어야 한다. 과거는 분뇨처리가 문제가 될 경우에는 분뇨처리장만 건

설하면 되었으나 이제는 도시하수 처리장이나 산업폐수 처리장만으로는 완벽하지 못하고 발생자, 

처리자, 관리자 등이 모두 환경관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예컨  수질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

력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소비하고 버리는 국민, 이를 처리하고 관리해야할 정부나 자치단

체 모두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모든 분야에 한 환경문제를 일일이 규율한다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다행히도 최근 들어 자율환경관리제도 등 환경관리협약제도가 발전

하고 환경정보를 공개하여 자율감시 내지 주민감시기능을 확 , 시민 홍보 강화, 환경보전활동 

유도 등 다양한 환경관리체계를 모색하고 있다. 이와 같이 환경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는 환경문제의 다양성을 염두하고 접근하여야 하며 환경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환경관리수

단, 경제적 유인수단, 자발적인 환경관리협약, 정보공개 등 새로운 수단들이 적절히 보완되어야 

한다.

주요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오염원인과 그 결과사이에는 상당한 시차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의 인과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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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기가 어렵고, 신물질 개발과 함께 새로운 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이들의 

환경영향은 신속히 파악되지 않은 것이 많다. 한편 과학기술 및 환경기술의 발달로 오염에 의한 

인과관계 규명과 오염물질의 처리가 고도화됨에 따라 환경규제에 한 경제성 및 형평성의 문제

도 두되고 있다. 이처럼 오염물질이 증가하는 복잡한 상황 속에서 과학기술이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 적 상황과 과학적 기술발전을 모두 고려하여 환경문제와 관련된 정책을 결정

함이 합리적이다. 

환경기술발달에 따른 토지이용규제의 경우 토지규제의 정도와 오염물질의 유해성을 동시에 고

려할 필요가 있다. 토지이용의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특별 책지역 1권역, 2권역, 권역외 등으로 

나누어 접근하되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 책지역과 같은 경우는 어떠한 경우라도 사고 

등을 비해 입지제한 정책은 지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권역외의 경우는 환경기술의 발달에 따른 

환경규제에 한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도 오염물질의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3등급으로 분류하여 유해성 1등급과 2등급(유해성 상 과 중)은 권역외라도 입지제한을 해

야 한다. 그러나 위해도 3등급의 경우, 완전무방류라면 무조건 입지를 제한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경제성을 고려하여 입지에 해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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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우수환경정책 연구․홍보 Ⅰ
- 4대강 유역 통합관리체계의 구축

최지용 기본연구

한국정부는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유역관리체제를 구축하였다. 1998년에는 “팔당호 

등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관리특별종합 책”을 수립하였고, 1999년에는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어서 1999년에는 

“낙동강수계물관리종합 책”, 2000년에는 “금강수계물관리종합 책”과 “영산강수계물관리종합

책”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2002년 초에는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3 강 물관리종합 책의 추

진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3개의 특별법, 즉, 낙동강수계, 금강수계, 영산강․섬진강수계물

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2년 7월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

와같이 한국은 주요 4 강 책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법적인 뒷받침을 바탕으로 유역통합관리

체계가 구축되었다. 4 강 유역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주요정책으로는 오염총량관리제도, 수변

구역지정 및 관리, 물이용부담금제도 및 수계관리기금제도, 상수원지역주민지원제도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도입되어 정착되고 있는 한국의 유역통합관리구축체계 현황과 성과를 소

개하였다.

한국은 4 강 책수립을 통해 ｢유역관리체제(watershed management system)｣로의 전환을 

이루게 되었다. 즉, 상․하류간의 상호이익과 화와 합의에 기초하여 유역을 관리하는 유역관리 

지도원리가 확립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유역구성원들의 실질적 참여기회를 확 하고, 수계관리위

원회를 설치하여 분권적 공동 의사결정체제를 구축함과 동시에 수계관리기금을 이용하여 유역 

파트너쉽을 구축하는 등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물환경개선체제를 구축하였다. 아울러 수

변구역, 토지매수, 오염총량제, 주민지원, 물이용부담금 등 광역적 유역관리를 위한 효과적 유역

관리 정책수단을 도입하였다. 이들 새로운 제도는 기존의 수질환경보전법 등에 의한 특별 책지

역, 배출허용기준, 배출부과금제도, 상수원보호구역 지원제도 등의 미비점을 보완하면서 상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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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되어 운영되고 있다. 

유역관리체계의 성공여부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협조 및 정부의 적극적인 실천

에 달려있다. 유역관리는 참여와 협력과 실천을 통해 지속가능한 유역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으로 

참여와 협력 그리고 스스로 실천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유역구성원들의 자

기 유역에 한 주인의식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주민, 시민단체, 산업체, 전문가 

등 구성원들이 언제나 참여하여 유역의 물 문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기 유역을 제 로 

알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등의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 유

역별로 지자체, 지역주민, 산업체,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여 물환경을 개선 할 수 있는 세부적관

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유역구성원 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지역의 환

경문제를 스스로 인지하여 창의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노력이 절실할 때이다. 환경문제는 지역의 

당사자들이 관심을 갖고 해결책을 찾아나갈 때 비로소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이 나온다. 물관리여

건이 열악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이 없이는 물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자치단체의 노력과 자기지역의 물문제는 스스로 해

결하겠다는 주민 및 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노력이 어우러질 때 진정한 유역공동체가 건설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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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유역 수질보전계획 수립기법 개발

최지용 수탁연구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유역의 수질, 수량 및 생태측면에서 문제점에 직면

하게 되었으며, 점점 고갈되는 수자원을 유역 수준에서 관리할 때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1998년 한강물관리종합 책을 시작으로 1999년 낙동강 책, 2000년에는 

금강 책과 영산강 책을 수립하였고 전국의 주요한 상수원지역에 하여 유역별 목표수질 설

정 등 규모 유역에 한 체계적인 수질보전 책을 수립하여 유역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방향은 

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유역의 수질보전계획은 상․하류간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이

끌어내지 못할 경우 4 강 책에서 제시한 유역별 수질목표달성은 어려울 것이다. 이에 유역환

경청, 지자체 등의 중소유역별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의 참여

와 협력을 토 로 실천행동이 수반되도록 중소유역단위의 수질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유역계획은 주로 홍수방지와 수자원의 보호라는 목표 위주로 추진되어 왔다. 국

내․외의 경험에서 볼 때 과거의 유역계획이 지역의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아직 장기간에 걸친 유역 개발에 의한 누적된 환경영향을 측정 가능할 만큼 연구

가 진행되지 못하였고, 많은 유역 계획 및 연구는 종종 “계획을 위한 계획서”에 그치는 등 실행

되지 않고 사장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유역계획이 이와 같이 사장되지 않고 지역 주

민이 관심을 가지고 실행할 수 있는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한 지침서 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나 유

역환경은 다양하므로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관리목표도 상이할 수 있다. 그 예로 상수원 유역은 

상수원의 보호 측면에서 유역관리가 강조되는 반면, 하구지역의 경우 생태계 보호 또는 경제적인 

하구 이용이 강조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유역관리를 추진하는 환경목표는 다양하지만, 상당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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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역관리 방법과 기술은 모든 유역에서 적용 가능하다. 

본 보고서는 유역계획에 해 기 시행한 선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각 지역의 중소유역계획에

서 지역의 물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역계획 작성을 위한 지침을 제시하였다. 

연구내용
유역은 다양한 단위로 구분할 수 있다. 효율적인 유역관리 단위는 지역주민의 이해증진과 참

여를 통한 유역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유역 및 단위유역 단위가 가장 현실적이다. 각 

소유역은 개별적인 유역관리 목표를 가지고 있는 많은 단위유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유역 계획

은 전체적으로 소유역의 유역관리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개별 단위유역 내에서 관리 방안을 

적용하는 포괄적인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중심이 되는 2개의 관리 단위는 소유역과 단위유역이다. 소유역은 수로를 따라 

특정한 지점으로 물흐름에 기여하는 토지 영역으로 정의된다. 소유역은 단위유역으로 불리는 작

은 지리적인 단위로 나누어진다. 단위유역은 일반적으로 2개의 2차 하천이 합류하는 지점으로 

배수되는 영역을 포함하여 2.5~25 평방 킬로에 달하는 배수구역을 가지고 있다. 거의 부분 3

차 하천 경계 내에 포함된다. 관리 단위의 크기는 지리적인 지역, 경사면 및 토양의 기능 및 도

시화 수준에 따라 다양하지만, 이러한 일반적인 정의는 소유역 내에 포함된 개별 단위유역의 경

계를 정의하는데 도움을 준다. 

불투수면과 단위유역의 환경질과의 관계는 하천과 기타 단위유역 수준에서 수자원의 현재 및 

미래의 수질을 연구하는 단순 모델에 근거하여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소유역 내에서 개별적인 

단위유역 계획을 개발하기 위해서 모델을 사용하기 이전에, 모델의 한계 및 가정을 이해하는 것

이 중요하다. 단순모델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약 10%의 불투수면을 지닌 단위유역에서도 민감한 

하천 구성요소가 손실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심각한 수준의 손상은 약 25~30%의 불투수면에

서 나타났으며, 하천의 질을 나타내는 모든 지표는 일관되게 악화된 상태를 나타낸다(수생태계 

다양성 감소, 수질 및 서식지 감소). 기존 연구를 종합하면, 불투수면과 하천 환경질에 기초하여 

단순한 도시 하천 분류계획을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단순한 분류 시스템은 불투수면의 

비율에 따라 하천을 민감한 하천, 악 영향을 받는 하천, 그리고 생태계 건강성을 유지할 수 없는 

하천 등 3개의 범주로 구분하고 있다. 

단위유역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유역관리지표, 토지이용계획, 토지 보존, 완충녹지, 단지

계획, 침식 및 퇴적물 관리, 우수 유출수 관리, 오폐수 관리 등이 있다. 유역관리지표는 유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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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정도와 적정 관리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지표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토지이용계획은 개발 및 

불투수면의 양 및 위치를 결정하고 적정한 토지용도 관리 기술에 한 선택에 관련되기 때문에 

유역관리에서 매우 중요한 방법이다. 토지 보존은 단위유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존되어야 하는 

토지의 종류를 결정하는 선택과 관련된다. 수변완충지는 하천, 하천해안선, 습지의 원상태를 어

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한 선택에 관련되며 인간의 개입으로부터 보존과 관련된 내용이다. 단지

계획은 지역 하천의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적은 불투수면을 지닌 개별적인 개발계획을 고안하

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침식 및 퇴적물의 관리는 빗물이 많은 양의 퇴적물을 근처 수로로 이동

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책을 다룬다. 우수유출수 관리(BMPs)는 단위유역 내에서 빗물의 

관리를 언제, 어떻게, 어디로 처리해야 하는가에 한 선택과 관련되며, 어떠한 관리기법의 조합

이 단위유역 및 소유역 목표를 충족시킬 수 있는가와 관련된다. 오폐수 처리는 하수시스템과 우

수시스템에 한 불법적 연결 및 가정 및 산업에서 발생하는 오염 감소 등을 어떻게 통제할 것

인가에 한 선택과 연관되어 있다. 이상의 유역관리 방법은 각 개별 단위유역의 특성에 따라 융

통성있게 적용될 수 있다. 

주요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중․소유역 수질보전계획수립이란 유역관리방법을 어떻게, 어디에 적용할 것인가에 한 틀을 

만드는 것으로 중․소유역 수질보전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에 하여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유역수질보전계획의 수립과 집행은 유역의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참여자를 

결정하는 유역관리 기반구축에서부터 시작하여 유역계획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까지 8단계를 

따른다. 여기서는 6단계에 하여 적었다.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는 계획 완결후의 실행 및 보완

에 해당된다. 

첫 번째 단계에서 소유역 관리자는 소유역 및 단위유역의 유역관리 기반구축을 위해서 가능한 

정보와 지도를 수집한다. 유역관리 기반구축에는 모니터링 데이터와 지도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소유역 지역사회의 특징분석, 참여자 구분, 지역 프로그램평가 등도 포함한다. 유역관리 기반구

축을 위한 이러한 분석은 소유역 계획을 수립하는 토 를 제공한다. 유역관리 기반구축을 구성하

는 6가지 과제는 소유역 및 단위유역 경계 결정, 가능한 참여자 구분, 기존 불투수면 측정, 과거 

모니터링 데이터 수집, 기존의 도면화된 자원 평가, 유역관리 능력 검토 등이 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중․소유역 관리 조직을 구성한다. 가장 효과적인 소유역 관리조직을 구

성하는 것은 소유역 관리자가 직면하는 가장 어려운 결정 중 하나이다. 성공적인 소유역 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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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 번째는 예산확보이다. 소유역 관리자가 직면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기존의 

예산 한계 내에서 소유역 및 단위유역 계획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관리자는 소

유역 및 단위유역 계획을 위한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 4 강 물이용부담금을 활용하는 방안 등

을 검토해볼 수 있다.

네 번째는 토지이용 변화 예측이다, 소유역 관리자는 기존 지구설정 및 마스터 플랜과 같은 

사용 가능한 토지용도계획 정보에 기초하여 미래의 불투수면을 예측해야 한다. 불투수면 보호

는 소유역 관리자가 수자원이 현재 상황에서 악화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만약 분석에 의해 불투수면이 단위유역 환경질의 저하를 일으킬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다면, 소유역 관리자는 불투수면을 다른 단위유역으로 이동시키거나 혹은 개발 제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섯 번째는 소유역 관리 목표 결정이다. 본 단계에서, 소유역 관리자는 어떠한 목표가 적절한

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선행 4단계에서 획득한 정보를 평가한다. 소유역 계획에서 목표의 설정은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좋은 목표의 설정이란 광범위한 유역 및 소유역에서 필요한 좀더 구체적

인 목표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는 개별 단위유역에 맞도록 더욱 구체적인 단계로 환원

되어야 한다. 

여섯 번째는 소유역 계획 개발이다. 단위유역 계획은 마지막 단계에서 설정된 목표에 도달하

기 위한 일종의 자세한 설계도라고 할 수 있다. 전형적인 계획은 수정된 지구설정, BMP 규정, 

제안된 BMP 위치, 제안된 신규 프로그램의 설명, 계획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직원 및 예산에 

한 예측, 하천 완충지 넓이, 모니터링 규약 등을 포함한다. 소유역 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4가

지 과제는 소유역 지표 선택, 필요한 소유역 및 단위유역에 한 분석 시행, 단위유역 및 수로 

관리 지도 준비, 기타 단위유역관리 도구 활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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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평가

송영일 수탁연구

연구배경
본 연구는 한강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주민지원사업의 추진결과에 

한 평가를 실시하고, 동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사업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자 하는 것이며, 아울러 주민지원사업제도 전반에 한 충분한 검토 및 분석으로 현행 주민지원

사업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본 사업이 효율적이고 한강법 제정취지에도 적합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제도개선 등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주민지원사업제

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주민지원사업 추진결과에 한 평가는 사업평가에 한 개괄적인 이론적 검토와 아울러 평가

지표에 한 자료를 각 관리청에 요청하여 사업평가를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동시

에 2000년도 주민지원사업 추진결과에 한 평가에서 도출된 평가방법의 개선방안을 일부 적

용하여 추가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주민지원사업 추진결과에 한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내용
주민지원사업의 추진결과에 한 평가를 간략히 요약하면, 잘된점으로 사업수립계획 수립지침

에서 정한 바 로 주민의견수렴이 원활하였고, 일부 관리청은 주민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

하여 전담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며, 일부관리청에서는 주민지원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일회성 소규모사업을 지양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향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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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장기적인 사업을 추진하려는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으며, 주

민들의 주민지원사업에 한 의식개혁을 유도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인 주민지원사업관련 홍보

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미흡한 점으로는 주민지원사업비 배분방법이 마을별 배분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마을단위로 사

업계획에 한 의사결정을 행사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소규모사업이 지나치게 많고 이로 인해 사

업건수가 지나치게 과다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건축․토목 등의 주민지원사업을 타부서에 의존

함으로써 사업의 추진이 지난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주민지원사업 전담인력의 잦은 교체로 교

체된 전담자가 주민지원사업을 충분히 파악할 동안 행정력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우

려되었다.

개선할 점으로는 추진사업에 한 지도․점검을 보다 철저히 할 수 있으며, 주문에 한 홍보

활동을 강화할 수 있으며, 홍보로 인한 주민의 의식개혁을 통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주민지원사

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전담인력을 확충하는 것이며, 과

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담당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인센티브 부여에 한 논의가 필요

한 시점으로 판단되며, 또한 주민지원사업의 실효성 제고방안의 핵심사안중의 하나가 장기적인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주민지원

사업을 보다 효율적인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복지개선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식개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

주요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한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해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주민지원 상자 인정기준에 한 명

확한 유권해석,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절차에 있어 사업계획수립지 주민의견 수렴방법을 조례로 정

할 경우 방향성 제시, 주민지원사업 변경절차의 간소화 방안 구체적 제시, 일반지원사업으로 설

치한 시설에 한 운영비 지원을 위한 운영비 지원시설의 기준과 운영비 지원 범위에 한 명확

한 규정, 육영사업중 장학기금의 적립․운영에 있어 투명한 기금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

는 방안의 제시 등이 있었다.

주민지원사업의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으로는 단기적이고 단편적인 사업계획의 수립에

서 탈피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으며, 

관리청이 주도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할 필요

가 있었으며, 현재 주민지원사업의 업무중 가장 까다롭고 과다한 업무량의 증가를 초래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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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적되고 있는 상자 선정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상자 선정기준에 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인센티브 부여방안으로는 재정적 인센티브와 행정적 인센티브로 분류될 수 있다. 재정적 인센

티브는 주민지원사업평가 결과를 토 로 우수 관리청에 재정적 보조를 강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수관리청에 하여 주민지원사업비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과 주민지원사업 관리비를 지

원하여 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유도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우수관리청을 상으로 담

당공무원 또는 주민의 편익시설을 지원하는 방법, 수계위가 우수관리청에 하여 주민지원사업의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주민지원사업의 프라모델을 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행정적 인센티브는 공무원 개인에 한 보상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우수관리청에 한 

특전을 부여하는 방안과 담당공무원에 해서 개인별로 금전적 포상과 현물포상을 실시하는 방

안 및 선진외국의 해외연수기회를 부여하는 방안, 인사상의 특혜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2001년도 주민지원사업 추진결과에 한 설문은 총 9개 문항으로 주민들의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에 한 인지정도, 주민지원사업에 한 체감정도, 지원형태, 담당공무원들의 업무

수행 노력, 주민지원사업의 실시현황 파악정도, 주민지원사업에 한 만족도 등을 조사하고자 하

였다. 설문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의 부분이 하류지역에서 물이

용부담금을 부과하고 그 기금으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의 부분이 주민지원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체감하고 있다.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들은 합리적인 주민지원사업의 지원형태 중 전체응답자의 28%가 직접적인 지원, 28%는 수

질개선이 가능한 오염물질 정화사업을 희망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20%가 소득증 사업, 17%

가 복지증진사업, 7%가 육영사업 순이었다. 주민지원사업 추진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담당공무원들이 원활한 주민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지원사업에 한 해당주민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1년도 주민지원사업 추진결과에 한 평가는 ｢2000․2001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

업 평가지침｣을 근거로 수행되었으며, 주민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관점에서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주민지원사업의 수범사례를 발굴하여 주민지원사업의 향후 추진방향의 간접적인 지표를 삼도록 

하였으며, 담당공무원에 한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인센티브제 도입방안에 해서도 논의하였

다. 주민지원사업에 한 주민설문을 실시하고 지역주민의 주민지원사업에 한 견해와 인식을 

파악하고 이를 제도개선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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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지원사업의 평가는 결국 사업성과에 한 평가이기에 앞서, 평가를 통해 도출되는 문제점

들을 토 로 팔당특별 책의 수립취지인 상하류 공영전략을 보다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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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유역수변녹지대 조성 방안 및 적용우선순위 
산정

최지용 수탁연구

연구배경 및 목적 
본 기획과제에서는 4 강 유역에서 수변녹지 조성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과학적인 기법의 방법

론을 제시하고 일반적인 조성방안의 소개를 목표로 하였다. 먼저 조성우선순위 설정의 경우, 규

모결정 모델을 소개하되 유역 우선순위 설정에 초점을 맞추었다. 구체적인 모델 개발에는 기초 

자료 이외에도 단기간에 입력자료를 마련할 수 없는 항목들이 많이 관련되어 있으므로 당해 년

도에는 어떠한 흐름을 통해 모델이 도출되는지, 그 윤곽을 제시함으로써 차후 수질개선을 목적으

로 한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기점을 만들었다. 

조성방안에 해서는 일반적인 조성방안, 수질개선을 위한 수변지역에서의 시설설치, 수질보전

과 활용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조성 방안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당해연도에는 ‘어디에’, ‘어

떻게’ 수변녹지를 조성하는가라는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에 접근하였다. 단, 제한된 시간과 기초 

자료 등의 문제로 본 연구는 방향의 제시 및 소개에 만족해야 했다. 그러나 수변구역에 한 체

계적인 연구가 전무한 국내에서 이러한 방향제시는 의의가 있다고 사료되며, 따라서 본 연구는 

토지매입을 통한 수변녹지 조성 사업의 초입에 있는 4 강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수질 개선을 도

모할 수 있는 기틀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연구내용
현재 법적으로는 수변녹지를 조성하여 4 강의 수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시행방안이 마련되었

지만 아직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한 상태이다. 일례로 최근들어 4 강에서 매입우선순위를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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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설정하기는 하였으나, 광범위한 매입가능지역에서 수질개선 기여도의 검증 없이 산발적으

로 이루어져 매입이 수질개선으로 직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 소개할 수변녹지 조성우선순위 시스템은 이러한 현실에서 4 강의 ‘어디를’ 매입

하여야 수질개선을 극 화시킬 수 있는지에 한 기법을 소개를 하고, 적용할 수 있는 몇가지 조

성방안을 소개함으로써 매입 후 ‘어떻게’ 수변녹지를 조성할 것인가의 문제도 개괄적으로나마 다

루었다. 

이 문제에 본격적으로 접근하기 전에 살펴본 국외의 선례들은 수변녹지 조성 및 우선순위 설

정에 한 세계적인 동향을 살피고 국내에서 수변녹지의 향후 방향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수변지역의 조성은 오염기여도, 수리․수문, 지형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조성우선순위에 따라 

조성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RBPS는 어느 한 요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중 요인들

을 가중치에 맞게 반영하는 효과적인 툴로서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적용이 가

능할 것이다. 또한 주어진 관점에서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조합하느냐는 시나리오들에서 볼 수 있

듯이 그 상황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여기에 단순종합가중치를 이용할 수도 있고, 꼭 보호가 필

요하다고 사료되는 우선순위지수를 찾아서 그 이상의 지수를 가지는 곳만을 매입할 수 있고, 원

하는 면적에 따라 토지매입을 조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경제적인 요인으로는 지가를 선정하였는

데 좁은 지역으로 토지매각의사를 포함한 소유자의 정보가 포함된 속성정보가 구축이 가능할 경

우, 지가와 더불어 더욱 현실적인 토지매입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소개한 공간

의사결정기법은 요인의 중요성을 도출해서 해당 필지의 우선순위를 정량화하는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할 뿐 아니라 공간적 상태를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고 지역의 특정 요구사항을 포괄하는 

융통성까지 겸비하는 툴로써 앞으로 수변지역내 토지의 관리 우선순위 산정 등에 폭넓은 활용이 

가능하다.

조성방안으로 조성 원칙 및 조성시 고려사항, 일반적인 녹지와 습지의 조성 방안을 포함하였

고, 이에 더해 수질개선을 위한 부가적인 시설의 설치를 다루고, 이러한 수변지역을 활용하면서 

보호할 수 있는 단계 및 시설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므로써 향후 조성 시의 원칙 및 구체적인 

지침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현재 토지 매수를 통한 4 강 수변녹지 조성 사업은 초기 실행 단계로, 신빙성 있고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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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뒷받침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있다. 본 과제는 관련 사항에 한 연구가 미천한 국내 

현실에서 행정집행 시 필요한 요구사항을 적절히 반영하였으며, 사업이 활발해질수록 더 심도있

는 연구를 가속화시키기 위한 기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기획과제에 이어서 실제 도입될 수 있는 구체적인 상용화 단계까지 연구를 진행시키기 위

해 필요한 향후 계획을 다음 중점영역에 간단히 요약하였다. 과제에서 다룬 3가지 중점 영역인 

수변녹지의 수질개선기능, 조성우선순위의 설정, 적정 조성방안에 더해서 유형분류의 분야를 추

가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수변지역의 유형분류의 경우,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적 한계로 다루

지 못한 영역으로서 실제 행정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수질개선기능과 축을 이루어 필수적으

로 연구되어야 할 부분이다. 가능한 경우, 타당성 검증 영역까지 고려할 수 있는데, 타당성 검증

은 수변녹지 조성의 실효성 여부 뿐 아니라 그 정도를 알려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효과를 

어떻게 정량화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본 연구의 또다른 기여도 중 하나는 각 유역관리청에 분

산되어 있거나 아직 자료가 올라와있지 않은 항목별 배점기준표를 포함하여, 수변구역 지정, 토

지매수 상 지역 등 4 강 유역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기술하였기 때문에 한눈에 국내 4 강의 

수변녹지 및 토지매수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수변녹지의 수질 개선 기능 분석에서는 우선 수질 오염의 원인이 되는 비점오염원을 항

목별로 다루어서 무엇을 제어해야 하는지 그 실체를 총괄적으로 파악하였고, 수변녹지의 오염원 

제거효율을 고찰한 후, 녹지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고찰해 두 가지 방안의 기초적

인 토 를 마련하였으므로 이 자료를 기초로 새로운 자료를 보완하는 방법을 사용한다면 불필요

한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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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의 환경부하오염원별 관리방안 연구

최지용 수탁연구

연구배경 및 목적 
1980년  후반부터 농업부문에서 “지속가능한 농업(sustainable agriculture)” 개념이 도입되

면서 환경보전측면 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측면의 농촌, 농업인 문제의 중요성이 동시에 

강조되고 있으며, 1992년 6월 리우선언 및 그 세부 추진계획인 의제21의 채택으로 모든 참여국

이 농업정책을 환경측면에서 재조명하고 지속적 농업 및 농촌 개발에 관한 사항을 실천토록 하

고 있다. OECD에서는 농업환경지표에 해 2004년 초에 종합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며, 각 국

의 농업환경정책을 평가해 농업환경정책과 무역과의 연계논의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 

국가들은 유기농업 육성목표를 크게 확 하고 있으며, 2005년까지 전체 농산물의 5~10%, 2010

년까지 10~20%를 목표로 설정하여 책을 강구하고 있다.

그 동안 우리 농업은 증산시책 추진으로 국민의 식량문제 해결에는 크게 기여하였으나, 농약

과 화학비료 과다사용으로 농업용수가 오염되는 등 농업환경 오염이 증가하였고 지속가능한 농

업생산이 위협을 받게 되었다. 최근 국민 경제가 발전하여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소비자들은 고

품질 안전농산물을 희망하고 있으며 친환경농산물에 한 소비자의 인식이 크게 전환되어, 비록 

가격이 일반농산물에 비해 비싸다 하여도 건강과 환경보전을 고려하여 유기농산물 등 친환경농

산물을 소비하려는 경향이 차츰 증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생산의 극 화라는 관행농업의 상업주의적 관점을 넘어서서 소비자를 생각하고 

농업 환경보전과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농업인에게는 머무르고 싶은 농촌, 도시민에게는 다시 

찾고 싶은 농촌건설을 위해 친환경농업 실천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친환경농업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환경영향의 종합적인 조사․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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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로 환경오염부하 저감을 위한 실제적인 전략 수립과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으

며, 농업오염원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농업 비점오염원에 한 정량화와 농업비점오염원 저

감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내용
공공수역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은 크게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점

오염원은 주로 가정하수와 공장폐수에 의해 발생되며, 비교적 일정한 지점에서 일정한 양이 지

속적으로 발생되어 강우시나 비강우시 배출량에 큰 변동이 없는 특성을 가진다. 이에 비해 비

점오염원은 도시, 농지, 산지 등에서 불특정하게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장소 또는 지역을 의미

하며, 비점오염물질 발생은 강수를 통해 지표유출수로 유출되거나 직접 수계로 유입되는 특성

을 지닌다.

관행농법과 친환경농법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한 결과, 비료 사용량의 경우, 2003년 산

계리에서 논 10a당 인산 사용량이 가장 큰 감소를 나타낸 것을 볼 수가 있으며 전체적으로 모든 

비료에 해서 감소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친환경농법을 시행함으로써 비료의 사용량을 

감소시킬 수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비료에 의해서 발생되는 영양물질의 과다투입을 줄임으로써 

인근 수계 및 주변 환경에 좋은 결과를 나타냄을 알 수가 있다. 또한 비료 구입비의 감소와 같은 

경제적인 면을 고려할 때도 이점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물다양성 측면에서 보면, 친환경농업 시범마을에 한 생태계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서 옥

천과 양평지역에서 수행된 시험포장에서 처리별로 수서 무척추동물의 개체수를 조사한 결과와 

친환경시범마을과 인근마을의 수서 무척추동물의 개체수를 비교한 결과, 시험구 처리별 수서곤

충, 환형동물, 패류, 감각류 등의 수서 무척추동물의 개체수는 농가 관행구 100에 하여 토양검

정시비구 293, 토양검정과 개량제 혼용구 276, 무비구 90으로 토양검정시비구에서 가장 많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토양검정에 의한 적정시비로 토양양분의 유출방지와 더불어 농경지내 생물상

까지도 유지시키는 결과를 나타냄을 알 수가 있었다. 이와 함께 친환경 지역에서의 생물다양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시범마을과 인근 일반농가 마을 전체를 상으로 수서생물을 조사한 결과 수서 

무척추 동물의 종 개체수는 시범마을중 옥천지역이 4,171마리/6ℓ, 양평지역이 540 마리/6이며 

일반농가 지역은 옥천지역이 1,723마리/6, 양평지역이 122마리/6ℓ로 양평지역에 비하여 옥천지

역에서 개체수가 많았다. 또한 전체의 평균 개체수를 보면 친환경농업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을 

100으로 볼 때 인근마을은 34로 INM과 IPM을 실천하는 시범마을에서 생물종이 다양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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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양오염의 경우, 청성면 산계리 논 토양속에 함유된 중금속 농도를 조사하였다. 토양측정은 

3-4월 사이에 측정되었으며 2002년 친환경 농법이 시행되기 전과 2003년 시행된 후의 토양속 

중금속 함량은 많은 차이를 보이며 납의 경우와 구리는 급격한 농도의 감소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비소를 제외한 모든 항목의 금속들이 감소됨을 볼 수가 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관행농법에서 사용되었던 농약과 비료의 양을 줄인 것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이와 함

께 1999년에 조사된 우리나라 논토양의 중금속 평균함량과 산계리의 토양 함량을 비교해보면 

친환경농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납의 농도가 전국평균치보다 높게나와 농약 또는 비료에 포함된 

납성분이 토양 일부에 잔류되었던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그러나 2003년 친환경농법이 시행된 

후 납성분의 함량이 매우 낮아짐을 볼 수가 있으며 전항목에서 전국평균보다 낮은 결과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제시한 우려기준과 책기준을 모두 만족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농업활동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적으로 농작물과 축산물의 생산활동에 의해 발생하며, 

이러한 활동은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의 모든 형태로 나타나지만 규모 축산을 제외하고는 

부분 비점오염원으로 나타난다. 농작물의 생산에 의한 환경에의 영향은 농작물의 경작시 발생

하는 표토의 교란, 식생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농작물을 심고 농작물이 뿌리를 내리기까지 토

양방치, 토양개량을 위해 비료나 가축배설물 등의 토층 상부 살포, 살충제 살포, 관개용수의 공

급, 강우에 의한 토양의 유실 등이 있으며, 축산에 의한 환경에의 악영향은 부적절한 방법에 의

한 가축배설물 처리, 식생을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하는 방목, 하천인근에서의 가축방목 및 사육 

등이 있다.

농업 생산이 점차 집약화되고 생산성의 향상을 위한 비료 및 농약의 과다 사용으로 인해 농작

물의 오염뿐만 아니라 토양 및 수질오염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화학 비료의 과도한 사용 및 산

성우 등의 영향으로 토양이 산성화되어 토양 중 영양염의 유출이 가속화되고, 토양미생물이 사멸

하여 토양 및 인근 수계의 오염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주요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농촌마을에서의 오염부하 관리방안은 유지관리측면과 구조개선 측면으로 나누었다.

유지관리측면에서는 첫째 정화조내 고형물의 축적과 부유고형물, 질소, BOD의 정화조내로의 

유입부하를 감소시키기 위해 주방쓰레기의 하수거로의 유입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한



Ⅱ. 2003년 연구사업   59

다. 두 번째는 정화조 청소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유기용매나 파리박멸을 위해 사용하는 각종 농

약류 등 화학약품을 투입하지 않는다. 셋째는 정화조시스템의 부적절한 사용에 따른 많은 문제는 

운영과 관리에 한 사용자의 인식부족에서 기인될 수 있다. 따라서 세 주를 위한 교육과 설치

자에 한 훈련은 오염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다. 교육은 불필요한 화학물 투입금지, 인제재 사용

금지와 같은 발생원 저감 책을 포함하는 BMP시스템의 일부로서 시행될 때 가장 효과적이다.

구조개선방안으로는 첫째 탈질시스템 사용이다. 기존의 정화조가 적절하게 기능을 하고 있다

고 해도 질소제거에는 효과적이지 않다. 질소가 오염문제인 지역에서는 기존의 재래식 시스템은 

호기성, 혐기성 분해공정과 효과적인 연계를 통해 질소가 제거되도록 수정되어야 한다. 두 번째

는 부유수초 시스템의 이용이다. 부레옥잠이나 Water Hyacinth Eichornia Crassipes가 이 시스

템에서의 사용을 위해 폭넓게 연구되어 왔다. 이들의 주요 장점은 조밀한 뿌리체계와 빠른 성장

속도이다. 주요 제한특성은 추위에 민감하므로 우리나라의 경우 하절기에만 사용될 수 있다는 것

이다. 외국의 경우 Pennyworts(Hydrocotyle Umbellata)같은 추위에 보다 저항력을 가지고 있

는 종류에 한 연구도 수행되고 있다. 이들 시스템은 효과적인 이차 폐수처리시설로 영양물질을 

제거할 수 있다. 수중식물처리시스템은 고도폐수처리의 역할을 수행하는 BMP시스템의 한 부분

으로서 가장 효과적이다. 세 번째는 현장내 폐수 관리 프로그램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노후화되고 

부적합한 시스템을 보수하고 수리해야 한다. 일반적인 수리는 현장내 시스템을 새로운 유입부와 

유출부로 수정하는 것과, 체배수영역을 조성하는 것 또는 기타 안적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 외에도 토양흡수층의 교환, Mound(Fill) Systems 의 이용, 모래여과시설, 인공습지

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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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원 변화 예측 및 분석

이병국 수탁연구

연구배경
한강특별 책 이후 5년간의 수질개선 효과를 그 간의 오염원변화 및 토지이용 변화, 유량변화 

등과 상호 연계․분석하여 목표수질 달성가능성을 평가하고, 필요시 목표수질 재설정 및 보완

책 강구 등 정책적 안 제시를 위한 한강특별 책의 중간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와 관

련하여 1998년 한강특별 책 수립 당시에 고려치 못한 수도권 상수원지역 교통망 확충, 토지이

용변화 등에 따른 오염부하의 증가로 목표수질 달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오

염원 변화에 한 정밀 분석 및 예측을 하게 되었다. 

연구내용
이 연구는 한강특별 책의 영향권역에 있어서의 환경여건 변화 전망, 권역별 오염원 종류별 

변화를 예측, 오염원 변화에 따른 오염부하량 예측, 그리고 한강수계 수질보전을 위한 토지이용

방안 설정이 주요 연구내용이다. 연구 상지역은 한강특별 책의 공간범위인 잠실수중보 상류에 

속하는 지역인 강원도, 충청북도, 경기도중 한강수계에 속하는 지역이다. 오염원 변화 추이를 분

석하기 위한 자료는 1998년부터 2002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예측은 2010년까지로 하

였다.

유역의 환경 여건은 자연환경, 인문․사회환경, 환경기초시설 현황, 계획 환경의 여건 변화 등

의 유역의 환경현황과 국내외 환경여건의 변화, 사회경제부문의 변화, 물환경관리 여건의 변화 

등의 환경여건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권역별 오염원종류별 변화는 인구, 폐수배출업소, 축산,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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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토지이용에 한 과거 추이를 근거로 장래 변화량을 예측하였다. 오염원 변화에 따른 부하량

은 오염원종류별로 생활계, 산업계, 축산계, 양식계, 토지계에 한 발생원, 발생부하량, 배출부하

량을 예측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강수계의 수질보전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급속한 토지이용 변화

를 줄이기 위한 적정 토지이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한강 책지역에는 수질보전을 위한 입지규제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며 특별 책에 의해 수변

구역이 도입되었으나, 각종 인구와 산업시설의 입지를 규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간 연평균 4%가 넘는 인구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팔당호특별 책지역의 7개 시군중에

서도 남양주시, 광주시, 용인시 등 팔당호 인접지역의 인구는 5%를 상회하는데 이는 교통망의 

확충으로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지역에서는 토지이용규제

와 개발제한이 엄격하나, 지목별 토지중 지의 면적비율이 가장 높은 용인시의 경우 4%에 달

하고 있다.

환경여건은 국제적으로는 환경이 국제적인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요소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쾌적한 수환경에 한 수요와 안전한 상수원에 한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

다. 수도권 일 에서는 난개발에 한 반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친환경적 발전 이념과 개

발에 한 수요가 충돌하고 있다. 특히 한강수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압력이 가중되는 반

면에 오염총량제의 시행은 주저하고 있으며, 비점오염원에 한 구체적인 관리방안은 없는 상태

이다.

오염원별 변화를 예측하기 위하여 팔당호특별 책지역 7개 시군을 포함하여 35개 시군구의 

415개 읍면동의 인구를 추정하였다. 특히 팔당호특별 책지역 7개 시군을 포함한 인근 9개 지역

에 해서는 인구의 사회적 이동이 큰 지역임을 감안하여 도시개발 계획 등을 정밀조사하여 인

구추정에 반영하였다. 추정방법은 1단계로 인구조성법을 이용하여 시군단위 인구를 추정하고, 2

단계로 인구증감에 영향을 주는 지역별 도시특성과 개발계획을 고려하여 1단계 추정결과를 보정

하고, 3단계로 읍면동별로 2002년말을 기준으로 읍면동별 분포에 따라 예측하되 중점관리지역에 

해서는 도시개발계획을 분석하여 재보정하였다.

폐수배출업소는 상지역에서의 폐수배출업소수의 연평균 증가율을 이용하여 장래를 추정하였

다. 그러나 경기도는 수도권에 한 각종 규제가 가해지는 지역임을 감안하여 전국 추세보다는 

경기도의 변화추세를 반영하였다. 또한 경기도의 중점관리 지역에 해서는 경기도 지역의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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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과 정책변수를 고려하여 예측치를 보정하였다. 

축산두수는 1997년 이후 소를 제외한 나머지 축종은 증가하고, 축산가구수는 줄어들고 있다. 

농림부의 축산법 개정에 따라 축산업등록제가 2006년까지 시행되게 되면 환경적으로는 축산폐

수 관리의 효율성이 증 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영세 축산농가는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축

산업의 예측은 각 도별 축종별 과거 추세를 분석하여 연평균 증가율을 장래에 적용하였다. 양식

에 해서는 내수면어업은 1995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경쟁력도 약화되고 있다. 양식의 

경우 자료의 불일치가 심하여 기본적으로 1997년의 양식업 자료와 2001년의 양식업 자료를 이

용하여 연평균 증가율을 산정한 후 2001년 자료를 기준으로 장래 양식장수를 전망하였다.

토지이용변화는 과거의 지목별 토지이용변화율을 이용하여 장래 토지이용 변화를 전망하였다. 

또한 인구의 증가지역에서는 인구증가가 토지이용 변화를 발생시킨다는 것을 전제로 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이를 반영하였다.

오염원 변화에 따른 부하량은 한강오염총량관리지침과 그동안 개선된 부하량계산법에 의하여 

산정하였다. 생활계 오염원인 인구는 2002년에 377만명, 2005년에는 400만명으로 증가될 것으

로 전망되며 하수처리인구는 2002년에 280만명에서 2005년에는 333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하수량은 2002년 1390천톤/일에서 2005년에는 1490천톤/일로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되며 발생부하량은 2002년에 BOD 210톤/일에서 2005년에는 BOD 222톤/일로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활계배출부하량은 2002년 BOD 75톤/일에서 2005년에는 BOD 39톤/일

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계 폐수발생량은 2002년에 336천톤/일에서 2005년에는 341천톤/일로 증가하고 폐수배출

량은 2002년에 113천톤/일에서 2005년에는 119천톤/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계발생

부하량은 2002년 BOD 269톤/일에서 2005년에는 BOD 276톤/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배

출부하량은 2002년 5.2톤/일에서 2005년에는 5.5톤/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축산계 부하량은 한우가 2002년 183천두에서 2005년 166천두로 감소하고, 젖소는 2002년 

72.1천두에서 2005년 71.7천두로 감소하나, 돼지는 2002년 1440천두에서 2005년에는 1596천

두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축산계발생부하량은 2002년 BOD 368톤/일에서 2005

년에는 381톤/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배출부하량은 2002년 BOD 35.2톤/일에서 2005년

에는 34.5톤/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식계는 가두리, 유수실 및 기타 모두 양식면적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발생부하량은 2002년에 BOD 5.6톤/일에서 2005년에는 3.3

톤/일로 감소하고 배출부하량은 2002년에 BOD 4톤/일에서 2005년에는 2.3톤/일로 감소할 것으

로 전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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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계 오염부하량에 영향을 크게 주는 지면적은 2002년 626㎢에서 2005년에는 635㎢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발생부하량은 2002년 BOD 78.6톤/일에서 2005년에는 79.4톤/일로 증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강특별 책지역에는 각종 토지이용규제가 가해지고 있으나 지역의 개발수요가 높아 오염부

하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에 있어서 친환경적인 면이 

고려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토계획에서 환경보전부문을 보강하고, 환경에 한 

영향을 고려한 지역, 지구 지정이 필요하며, 현재 시행중인 일반법과 특별법들을 정비하여 환경

친화적인 국토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한강특별 책의 수립당시와 그동안의 오염원변화를 분석하여 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보완방안으로 활용될 것이다. 이와 같이 장기적인 책을 중간에 점검함으로써 막

한 재원이 소요되는 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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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수 관리체계개선 연구

최지용 수탁연구

연구배경 및 목적
산업폐수에 의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배출허용기준 위주의 

농도 규제, 토지이용규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등의 제도를 통해 관리를 하고 있으나 신규 오

염원의 증가, 유해물질의 사용증가, 토지이용규제의 한계 등으로 산업폐수 관리에 한 국민의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현행 관리체계는 업종별 특성, 방류수계의 수질현황, 유해물질 사용

증가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획일적 기준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농도 중심의 규제에서 총량규제

로 전환함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에 한 관리방법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고, 각종 화학물질의 개발

과 사용증가에 따라 유해물질에 한 관리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급변하는 국내의 물관리 상황변화에 효과적으로 처하기 위해 국내 산업폐수 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및 운영, 배출시설 허가제도,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관리, 폐하수 종말처리구역내 배출업소관리 등에 한 제도개선 방안 및 구체적 추진계

획을 정립하여 실제 적용 가능한 국내 산업폐수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산업의 배출허용기준에 한 체계적인 검토를 통해 배출허용기준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국내 배출허가제도 문제점 및 외국허가제도의 장단점을 검토하여 새로운 

배출허가제도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현재 또는 장래 주요 문제로 두될 산업폐수관리를 위해 

폐수종말 처리구역 내 개별업소 및 산업페수 종말처리장 운영․관리 연계 분석을 통해 폐수 종

말처리구역내 배출업소 관리 개선에 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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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
급변하는 국내의 물관리 상황 변화에 효과적으로 응하기 위해서 국내 산업폐수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및 운영, 배출시설 허가제도,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

설 관리, 폐하수 종말처리구역내 배출업소관리 등에 한 제도개선 방안 및 구체적 추진계획을 

정립하여 실제 적용 가능한 국내 산업폐수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국내외 산업의 배출허용기준 체계 검토와 그 문제점 및 장단점 분석을 통하여 배출허

가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배출허용기준 체계 개선 방안에서는 폐수배출허용기준 운영개

선 방안, 배출허용기준 항목확  및 조정방안, 지도․점검 체계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배

출시설 허가제도 개선에서는 총량관리제의 시행 등에 따른 수질관리 정책의 발전과 기존 허가제

도의 효율화를 위해 사전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조건부로 허가할 수 있는 체계 도입 추진 등 

업종별로 차별화된 배출허용기준 체계 등을 검토하였다. 최근 도입된 오염총량관리제로 인하여, 

폐수배출 허용기준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은 수계별로 차등화 되어야 하며, 또한 폐

수처리 및 운영기술의 발달에 따라 전반적인 산업폐수 관리 체계가 유연하게 변화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배출시설 허가제도 개선방안과 수질관리에 민감한 특별 책지역,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에 한하여 무방류시설의 도입, 허가시 허가 유효기간 및 허가조건 부여, 허가 및 갱신시 기

술검토의 의무화, 업종별, 규모별, 수계별 배출허용기준의 차별화등에 한 방안도 검토하였다. 

또한 배출시설 허가제도에서의 문제점에 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현행 허가제도의 문제

점으로는 첫째, 인허가시 담당기관의 구성인력과 전문성이 크게 부족하여, 형식적인 인허가 과정

이 이루어지는 점이며, 둘째, 외국의 경우와 달리 허가조건이 없는 점이며, 셋째, 업종별, 규모별, 

수계별로 차별화된 배출허용기준이 없다는 점 등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질

관리에 민감한 특별 책지역,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에 한하여 무방류시설의 도입, 허가시 허가 

유효기간 및 허가조건 부여, 허가 및 갱신시 기술검토의 의무화, 업종별, 규모별, 수계별 배출허

용기준의 차별화등에 한 검토 및 규정이 필요하다.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체계 개선에서는 크게 3분야로 나누어 검토하였으며, 첫째는 유해물질 

항목선정 방법 및 동 물질에 한 배출허용기준 설정 방법을 제시하는 방안이다. 두 번째 부문은 

생태독성을 이용한 산업폐수 관리체계 도입시 현행 체계와의 위상 검토 부문과 특정수질유해물

질과 사전예방적 토지이용규제와의 관계 재정립 분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독성 수준에 따라 

토지이용규제 차별화 방안 등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의 무방류시스템 입지 허용과 관련된 사항

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공단 폐수종말처리장내 폐수배출업소 관리개선 방안에서는 오염물질

의 이중 처리, 처리구역내 폐수배출시설에 한 지도․단속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에 한 해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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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을 제시하였으며,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배출업소 지도단속 업무의 운영기관 위탁 방안, 수질관

리의 일원화를 통해 이중 처리에 의한 비효율성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지난 20여년간 산업폐수가 집중적으로 관리되어, 타 점오염원에 비하여 어느 정도 안정된 관

리가 진행되어왔다. 최근에는 오염총량관리제 도입으로 폐수배출 허용기준이 점차 강화되고, 수

계별로도 차등화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관리체계는 각 산업시설에서 배출

되는 지역별․수계별 수질목표와 연계되어 오염물질의 항목 및 기준치가 설정되어 관리되어야한

다. 특정수질유해물질 항목 수 비교에서도 선진국에 비하여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규제 적

용 상 항목을 확 해야 한다. 

배출시설 허가제도도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허가제도개선을 상수원지역 등 수질 민감지역

에 국한할 것인지, 아니면 전지역으로 확 할 것인지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

행제도는 민감지역외의 경우는 배출허용기준만 준수하면 되나,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으로 업종

별, 규모별, 수계별 차등화가 필연적이므로, 앞으로는 전지역으로의 확 시행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폐수처리 시설의 진단 및 신기술 도입이 기업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처리시설 운영비 절감, 처리수질 개선, 물 재이용, 환경기술인의 운영기술 제고 등

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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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 평가기법 비교분석

공성용 수탁연구

연구배경
현재 국내에서는 수처리 시설에 막 한 비용이 투입되고 있으나 환경보전을 위한 비용 효과적

인 적절한 기술이 현장에 적용되지 못함으로써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폐수배출시설의 경

우, 배출오염물질 및 폐수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사 업종별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국내에서

는 배출시설의 입지와 폐수발생량 규모에 따라 허용기준을 설정,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폐수배출시설의 관리체계를 업종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산업시설별로 업종별 주요 배출물질, 

오염물질별 처리기술의 확보와 이에 근거한 배출허용기준의 재설정 등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환

경기술의 발전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허가를 갱신할 수 있는 허가제도의 도입도 요구된다. 이러

한 표적인 관리체계로 BAT(Best Available Technology) 제도를 들 수 있으며, BAT 제도는 

이용가능한 최고의 기술을 사용하여 오염을 예방하고 미래세 의 경제활동을 위한 환경 margin

을 확보하고자 외국에서 도입, 운영되고 있는 제도이다.

실제로 부분의 OECD 국가는 기술이 허락하는 한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는 정책 즉, 오

염예방의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고 있는데, 배출시설과 관련하여서는 BAT 제도가 보편화되어 있

다. 이러한 동향은 최근의 스톡홀름 협약(POPs 협약) 등 국제협약에서 보다 가시적으로 나타나

고 있는데, 이 협약은 국제사회가 자국의 환경보전을 위해서 제3국의 특정 산업의 관리에 BAT 

제도를 도입하도록 관여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BAT 제도에 한 국내외의 관심증가와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에 

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관련 자료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BAT 제도의 

국내 도입을 위해서는 BAT 제도 자체에 한 이해와 외국의 사례에 한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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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또한 국내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일이 중요하다. 

BAT 제도와 정책방향에 한 논의와 함께 어떤 기술을 BAT로 결정할 것인가 하는 것도 실무

적으로 아주 중요한데, 그 이유는 환경보전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엄격한 환경기준에 한 사

회적 동의와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본 과제는 외국의 BAT 제도 및 BAT 평가기법을 조사․분석하여 국내 폐수배출시설에 적용

가능한 BAT 평가지침(안)을 도출해내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내용 및 주요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유럽과 미국을 상으로 BAT 제도 및 평가기법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

내 실정에 적합하도록 BAT 평가지침(안)을 제시하였다. BAT 평가지침(안)은 폐수배출시설에 일

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작성되었지만, 외국의 사례연구는 제지․펄프 제조시설, 2차금속산업

(알루미늄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시설), 농약 제조시설, 도료․인쇄잉크 제조시설 등 4개 업

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으며, 특히 각국에서의 이들 업종의 배출허용기준을 분석함으로써 유해

오염물질 처리기술수준을 평가하였다. 보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 외국의 BAT 적용사례 조사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BAT 관련 법률과 제도의 적용사례 조사 및 시사점 도출

□ 외국의 BAT 평가기법 조사

BAT 평가를 위한 기술 평가방법, BAT 선정시 고려항목 및 선정절차 등을 조사,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지침서(안) 작성

□ BAT 조사․평가 지침서(안) 제시

외국의 BAT 조사․평가체계 조사자료, 국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국내 실정에 적합한 BAT 

조사․평가지침서(안) 작성

□ 조사대상업종의 유해오염물질 처리기술 수준 평가

4개 업종 폐수중 유해물질 처리와 관련된 외국의 처리기술 수준, 공정별 처리효율, 관련 비용

자료 및 유해물질의 공정별 처리효율 조사

BAT 제도의 목적은 기술의 발전을 배출시설 관리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기술이 허락하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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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배출을 최 한 억제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BAT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

해서는 배출시설의 허가제도 및 체계적인 분류가 먼저 정비되어야할 뿐만 아니라 이와 함께 광

범위한 자료의 수집이 필요하다. 특정업종에 한 공정의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현장의 운전 

실적치를 포함한 기술수준에 한 다양하고 깊이 있는 기술자료가 확보되어야 한다. 이러한 자료

를 바탕으로 비용에 한 분석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도도입에 한 정부의 확고한 의

지가 먼저 선행되어야만 BAT 제도의 도입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환경보

전의 사회적 비중을 감안할 때 BAT 제도의 도입은 피할 수 없는 추세이므로 제도의 시행에 앞

서 기술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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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고려한 다목적댐의 가치추정에 관한 연구

여준호 기본연구

연구배경 및 목적 
건설교통부는 2002년 9월 6일 낙동강, 남한강 등 홍수에 취약한 하천유역 수방 책의 일환으

로 낙동강 유역 5개, 남한강과 임진강 각각 1개 등 7개 신규댐 건설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으

나 댐 건설에 따르는 환경적 문제점 등으로 댐 건설에 반 하는 사회적 여론이 두되고 있어 

다목적댐의 환경적․사회적 가치와 비용에 한 정확한 추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또한 다목

적댐 건설에 따르는 현재와 미래의 환경피해가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이에 한 비용은 제 로 

고려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와 미래의 환경비용 항목조사나 산정방법에 한 연구가 매우 

중요하다. 실제 타당성 조사에서 다목적댐 비용산정은 경제비용과 재무비용만을 고려하고 환경비

용에 한 비용산정 항목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일예로 한국수자원공사(1998)의 "수자원개발의 

경제성 분석모델 개발"에서도 비용항목으로는 다목적댐 건설비용인 경제비용과 재무비용만을 고

려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개발연구원(1999)은 추정하기가 어렵더라도 환경적인 피해나 편익과 

관련된 항목도 경제성 분석에 포함되어야하며 이는 타당성조사 단계에서 엄밀히 추정되어야 할 

내용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존 댐 연구에 있어서 편익산정 방법은 현재와 미래 50년 동안 발생할 예상편익을 고려하고 

있는 반면, 비용부문은 현재의 환경피해 비용만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댐 건설 당시에 예상되

었던 환경피해 정도와 댐 건설 후 실제 나타나는 환경피해 정도가 차이를 보이는 사례들이 발생

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 예상되는 환경피해에 한 고려도 추가되어야 한다. 

댐 건설 편익산정 개선방안은 이미 한국수자원공사(1998)의 “수자원개발의 경제성 분석모델 

개발”에서 자세한 연구가 되어있다. 이 연구는 편익산정 개선방안으로 수질개선편익과 레크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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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편익 등의 환경편익도 포함시켜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고, 그러한 환경편익을 추정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조건부가치평가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이나 여행비용법(Travel 

Cost Method) 등의 비시장재화 가치평가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국토개발연구원(1995)의 “댐 

건설에 따른 경제성 분석기법 연구”라는 보고서에서도 댐 건설 편익산정 기법의 개선점으로 환

경편익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추정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댐 건설 편

익산정 개선방안은 한국수자원공사나 국토개발연구원 등에서 이미 깊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으나 

댐 건설 비용산정 개선방안은 아직 국내 연구가 미미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들을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국내외 댐 건설과 관련된 

환경피해 사례를 조사하여 향후 항목 선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며 둘째, 댐 건설로 인한 현재

와 미래의 환경피해 항목조사와 피해항목에 한 비용산정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셋째, 다목적

댐 건설사업에 있어서 개선된 비용산정 계량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신뢰성 있는 타당성 분석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정확한 타당성 분석 결과는 정부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동시

에 환경보전에 도움을 줄 것이다. 넷째, 정부가 추진 예정인 신규댐 건설의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타당성조사에 본 연구결과가 참고될 수 있도록 하며, 다섯째, 이미 경제성분석이 실시된 다목적

댐 중 하나를 선정하여 환경피해 항목이 추가된 새로운 비용․편익분석결과를 도출해 봄으로써 

기존의 결과와 비교를 하는 것이다.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첫째, 국내외 댐 건설과 관련된 환경피해 사례를 조사하여 향후 항목 선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댐 건설로 인한 현재와 미래의 환경피해 항목조사와 피해항목

에 한 비용산정방법을 제시하였고 셋째, 다목적댐 건설사업에 있어서 개선된 비용산정 계량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신뢰성 있는 타당성 분석을 수행하는데 참고자료로서 활용가치가 있으며 

넷째, 이미 경제성분석이 실시된 다목적댐 중 소양강 다목적댐을 사례로 선정하여 표적인 환경

피해 항목인 수질악화피해에 한 계량화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사회․환경과 관련된 피해비용연구로 제한하였는데, 그 이유는 기존의 데이터

로 계량화가 가능한 편익과 비용분석에 한 연구는 이미 많이 진행되어왔을 뿐 아니라 한국수

자원공사나 건설교통부에서 분석방법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환경편익에 관한 연구도 

한국수자원공사와 국토개발연구원의 보고서에 이미 깊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본 연구

에서는 제외하고, 다만 사회․환경피해비용에 한 연구가 아직 국내외적으로 미미하고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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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2장에서는 다목적댐 건설의 필요성과 문제점을 살펴보았고 한국의 댐 건설 현황에 한 설명

을 제공하였다. 3장에서는 다목적댐 경제성분석 방법의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외 댐 관련 연구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사례를 통하여 기존의 다목적댐 경제성 분석 방법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해서 논의해 보았다. 

4장에서는 국내외 댐 건설과 관련된 환경피해 사례를 조사하여 환경․사회적 피해항목 조사와 

피해항목에 한 비용산정방법을 제시하였다. 댐 건설로 인한 환경피해에 해 국내․외 사례들

을 정리해본 결과 수몰피해와 기상변화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았으며, 생태계파괴, 수질악화피해 

등도 많이 나타났다. 항목별 비용 추정방법에서 수몰로 인한 피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교통

불편피해, 댐 방류수 피해 등에 관한 산정법이 제시되었으며, 기타 계량화가 어려운 항목으로는 

수질악화피해, 유원지 및 문화재 수몰 피해, 야생생태계 파괴 및 생물다양성 감소 등에 한 피

해들이 있었는데 이들에 해 적용 가능한 비시장재화 가치평가법들도 제시되었다.

제 5장에서는 기존에 비용과 편익에 한 계량화 자료를 갖고 있는 소양강 다목적댐을 분석

상으로 선정하여, 최승업(2001)이 계량화가 어렵다고 지적한 항목 중 수질오염피해에 한 계량

화를 실시하였다. 소양강 다목적댐의 건설당시에는 연간 약 28억원의 총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

로 조사되었으나, 최승업(2001)의 연구에 따르면 용수공급, 홍수조절편익, 발전편익으로 연간 약 

400~500억원의 사회적 총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량화가 어려운 편익항목인 레

크레이션편익 등을 고려한다면 사회적 총 편익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용항목에 한 계

량화도 이루어졌는데, 수몰피해, 기상변화피해 등을 종합한 결과 연간 약 701~973억원의 비용

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실시한 소양호 수질악화 피해액으로 도출된 약 

50억원의 금액을 합산할 경우 연간 751~1,023억원의 사회적 총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본 연구에서 일례로 소양호에 한 수질악화 피해액을 추정하였지만 시간적․비용적 제약

으로 인해 환경편익이나 다른 환경피해항목들에 해서는 가치추정을 시도하지 못하였다.

주요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최승업(2001)이 실시한 소양강 다목적댐 사례연구의 한계는, 댐 건설후 추가적인 피해항목들

에 한 계량화는 많이 이루어졌으나 추가적인 편익항목, 즉, 레크레이션 편익, 한강하구의 바닷

물 역류현상 방지, 수도권재해(가뭄, 홍수 등)의 안정화 등에 해서 계량화가 이루어지지 않았

기 때문에 정확한 비용․편익분석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계량화가 어렵다고 지적한 환경피해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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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들에 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중 하나인 수질오염피해에 한 항목만 추가하여도 

연간 약 50억원의 추가적인 비용이 든다는 것이 본 조사에서 밝혀졌다.

만일 소양강 다목적댐 건설 후의 보다 정확한, 즉 환경편익이나 비용을 고려한 B/C분석을 위

해서는 추가적인 편익항목들에 해서 계량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와 함께 유원지 

및 빙상장 소멸로 인한 레크레이션 기회박탈피해 등에 한 가치추정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다른 환경편익항목들과 피해항목들에 한 가치 추정과 새로운 B/C 분석은 추후과제로 남긴다.

계량화가 어렵다고 지적하는 부분의 환경편익이나 환경비용 항목들은 시장가격이 없을 뿐 

아니라 체재를 이용해서 략적인 가치를 추정할 수도 없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제약이 많지만 비시장재화 가치평가법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제약 하에서 만

일 댐 건설에 한 경제성 분석을 하고자 할 때 이미 다른 사례에서 계량화된 환경편익 항목이

나 환경피해 항목은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물론 지역이나 시점의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지

만 시간적․비용적 제약 하에서는 다른 사례의 추정액에 조사 상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개략적인 추정액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본 연구에서 추정한 소양강 다목적댐 건설에 따르는 수질악화 피해

액은 댐건설에 한 예비타당성조사나 환경영향평가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이미 경제성 분석이 실시된 소양강 다목적댐을 사례로 하여 댐건설 당

시의 비용․편익분석 결과와 소양호 수질악화 피해비용이 추가되었을 시의 비용․편익분석 결과

를 비교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 댐 건설 당시와 본 연구의 B/C ratio가 상당한 차이를 보였

다. 물론 이 결과는 건설당시의 편익과 비용에 단지 수질악화피해비용만을 추가한 B/C ratio 이

기 때문에 객관적일 수는 없으나 수질악화피해항목 하나만 추가되더라도 경제적 타당성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만일, 하류수질개선편익, 레크레이션편익 등의 편익항목과, 

물놀이 및 빙상장 이용 기회박탈 등의 피해항목이 계량화되어 2003년 현재가치의 비용과 편익

항목에 추가된다면 보다 객관적인 비용․편익분석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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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댐 관리를 위한 사례 연구

최지용 기본연구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에서 그동안의 댐건설 및 관리는 용수의 양적 확보를 통한 산업 경제의 발전, 홍수로

부터의 피해경감과 사회적 손실방지에 주안점을 둔 이․치수 기능측면이 많이 강조되었다. 규

모 댐건설 이후 나타난 현실적 문제는 첫째, 규모의 인공호수로 인하여 주변지역의 기상변화

(기온차, 습도, 일조량, 안개일수 등)와 생태계의 변화로 주민건강과 농작물의 수확에 영향을 준

다는 것과 둘째, 수몰민과 수몰지의 발생으로 인구감소와 지역경제력의 위축을 가져오고 셋째, 

상류 및 주변지역에 한 각종의 제한조치로 재산권 행사의 제한 내지 침해가 발생한다는 것이

다. 넷째는 댐건설로 인한 편익은 댐 하류민에게만 돌아가고 댐 주변 지역민들에게는 각종 제한 

조치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을 받아도 이에 합당한 책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진국 열에 

진입하게 된 90년 부터 수자원 개발사업은 국민의 삶의 질과 연계된 환경적 기능이 중요시되면

서 새로운 사회적 이슈로 두되기 시작하였다. 현재는 수자원 전체에 한 환경용량의 건전성 

확보에까지 이르게 되어 수자원 확보를 위한 다목적댐건설과 관리에 있어서 환경적인 고려는 당

연한 시 적 흐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처럼 이․치수기능이 고려된 기존댐 또한 환경친화

형 기능으로 폭 개선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됨에 따라 환경 친화적인 다목적댐 관리에 한 

체계적인 연구가 중요한 시점에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댐건설 후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환경생태적으로 건전한 방향으

로 댐을 관리하고자 하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부분의 댐은 80년  이전 환경영

향평가가 실시되기 전에 건설되었고, 이 당시는 환경에 한 고려가 부족하였다. 이와 같이 기 

개발되어 운영중인 댐의 경우 다양한 환경복원 및 생태복원 기법을 적용하여 비환경적인 요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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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하여 관리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댐이 생태계를 파괴하는 사업이 아닌 새로운 생태계를 창조하고 복원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

록 자연복원 시스템을 도입하고, 자연은 무한재가 아니라 유한재라는 인식을 갖고 국토의 환경용

량을 고려한 자연 생태적 측면을 고려하여 댐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연환경과 생태계보전 및 인간정주 환경의 보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자연친

화적인 댐관리방안을 구체적인 사례연구를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기존댐의 환경친화적 운영을 위해 유역통합관리(integrated watershed 

management) 개념 도입, 지역공동체와 생태계를 상위로 하는 수자원 관리, 환경생태학적, 공공

친화적 친수성제고, 공공․정부․지자체 등 이해관계자의 조화모색, 사회구성원들의 동의와 자발

적 참여 유도 방법을 모색하였다. 또한 댐 상류유역의 산지관리와 하천관리의 여러 가지 방안들

을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환경친화적 설계 지침을 구체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기존 댐 관리와 신규 

댐건설시 댐 및 주변유역, 댐관련 부속구조물을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건설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지 모범 모델을 제시하였다. 

수자원관리에 한 공공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과 역할이 커지면서 기존의 관리정책에 한 

전환 필요성이 확산되고 있다. 이수․치수 위주의 수자원 개발․정책에 한 지역정서의 악화로 

신규 수자원 개발정책시 시행차질이 발생하는 등 환경친화적 물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댐 주변지역의 관광자원화 및 친수공간 조성 등을 추진하여 지역에 기여하고, 아울러 댐

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댐주변 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2002년 다목적댐에 해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추진절차 등 투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ꡔ기
존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시행기준ꡕ이 수립․시행중이고 이를 바탕으로 안동․섬진강․소양강댐 

주변 종합환경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그리고 2003년에는 친수공간, 체육공원, 

인공습지 등 환경친화적 시설물 개발사업 시행 및 관리규정도 마련하였다. 댐주변지역 환경친화

적 관리 관련, 관광객 Walk tour 체험코스 조성, 댐정상-댐법면도로-댐진입도로에 꽃길을 조성

하여 도보로 관광하면서 댐시설물을 견학할 수 있는 tour 코스 조성, 수계에서 자생하는 고유어

종 및 우리나라 토속어종을 전시하는 수족관 건립, 댐하류 광장 및 시민휴식공간, 댐하류 수중보 

인근 종합시민공원 조성 등 댐별 특성화 사업(sysmbol)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댐상류 오염부하 저감 및 저수지 수질개선 방안으로 유역내 점오염원․비점오염원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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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적인 관리 책과 호소내의 수질개선방안을 연구․조사하여, 궁극적으로 댐․저수지의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방향에서 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하수처리율 제고, 고도처리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효율 제고를 통한 오염부하 저감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또 유역의 점

오염원부하 저감을 위한 유역외 하수배제 및 유도 등에 해 기존댐의 적용성 검토 및 관련기관

과 협의,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한 축사 및 기초시설 관리의 홍보 및 관련기관과의 공동조사 검

토, 부유물처리시설 개선 및 처리방안의 현실성․효율성 강구가 필요하다. 또 공기부상조류제거, 

심층폭기에 의한 저층수 수질․흑수 책 수립 등 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한 연구․시범사업을 지

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저수지 목표수질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함이 바

람직하다. 목표수질관리는 물관리종합 책,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용역, 상수원 종합 책 등에서 

제시하는 실질 관리목표수질 채택하여 오염요소 관리 및 지천별 허용기준 설정지표로 활용토록 

한다. 우선 상 다목적댐(총14개댐)중 오염도가 비교적 높은 소양, 청, 안동, 섬진강댐(총4개

댐)을 우선으로 추진함이 바람직하다.

댐건설 후 서식환경변화로 인한 수중생태보전과 어족보호를 위해 지역사회 및 NGO등과 연계

하여 치어방류사업을 추진중이나, 생태․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적인 개발측면에서 철저한 생

태환경조사와 그에 따른 생태복원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생태현황조사는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생태복원은 시초 단계로 많은 경비와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국가적인 사업으

로 추진함이 바람직하다. 기초조사 및 연구사업으로 댐 주변지역 생태환경조사는 댐 관리자가 지

속적으로 실시함이 바람직하고 다목적댐 치어방류 및 모니터링, 운영매뉴얼 등을 정비하여 치어

방류는 생태계에 영향이 없고 량생산이 가능한 토종어종과 경제성을 고려 회유가 가능한 어종, 

종 다양성 확보와 격감위기에 처한 육식어류(쏘가리, 꺽지)를 상으로 지속적으로 시행함이 바

람직하다. 

생활환경 개선 등 정비사업을 국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개선방안으

로 적극적인 개발과 보전 책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도모 측면에서 댐 주변지역에 보전을 전제

로 한 댐주변지역 종합환경개선사업 시행, 댐의 기능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한

다. 환경친화적인 주변지역 정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댐에 한 지역의 부정적 정서 완화로 댐운

영 조기 정상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친환경적 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는 댐주변 및 하류하천 

정비, 저수지 주변지역 친수환경조성, 환경 및 생태 보전․복원 등이 있다. 

기존댐 시설개량, 지역주민편의시설등 자체 투자를 위해서는 우선 시설 개량, 개선에 한 자

체 투자 근거 확보 및 규모 확  노력이 필요하다. 다목적댐 수탁관리자로서 댐법 제36조에 의

거, 시설의 수선․유지에 필요한 투자는 가능하나 규모 시설의 개량․개선에 필요한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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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가 미약하다. 따라서 우선 수자원공사는 자체투자를 통한 댐시설 개량․개선 투자기반 조성 

후 치수, 안전시설 등 명백한 국고투자 상은 댐관리권자인 국가에서 투자토록 지속적으로 요청

하는 등 치수, 안전 시설 등에 한 국고 시행논리 정립 및 지속 요청이 필요하다. 댐 시설물 개

방 및 주민 편의시설 확충과 댐 유역내 환경기초시설등 주변지역 환경정비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주요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본 연구에서는 국내 댐의 친환경적 관리를 위하여 국내 현황과 해외 사례 등을 중심으로 환경

적 측면뿐 아니라 사회, 경제적인 측면을 포함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자연환경의 여건상 

수자원 확보가 극히 불리한 우리나라의 경우 현실적으로 댐건설 이외의 신규 수자원 확보가 어

려운 실정이지만, 현재 댐건설에 따른 환경단체들의 환경파괴 주장과 규모 수몰이주민 발생, 

댐 주변지역 개발제한 등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반 로 댐건설에 한 반  여론이 확산되어 있

는 것이 현실이다. 더군다나 그동안의 이수 및 치수 기능 중심의 다목적댐 건설이 지역경제의 낙

후성을 초래하였고 환경파괴 주요인으로 지적받고 있음을 고려할 때 관리중인 댐에 해서도 적

극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방안 시행과 자연환경 복원사업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

해 환경용량 범위 내에서 시행하는 레크레이션시설 설치, 레져사업, 생태복원사업 등은 댐 건설

로 피해의식을 지닌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삶의 수단으로서 경제적 자립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

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댐을 친환경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연환경의 회복과 복원을 기반으로 주변지역의 사회, 

문화, 경제상황과 연계하여야 가시적인 효과를 기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환경의 복원 사업과 

친수환경 활성화 사업의 균형, 철저한 계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생태복원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추진순서는 댐 주변지역에 한 체계적인 생태 환경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자연환경보전과 동식물 보호 등을 위하여 보존․재생의 가치가 있는 생물종류와 복원 

적정 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연이 지닌 회복력을 이용하여 자연을 복원․보전함으로

써 서식 생물종의 은신처 기능과 분산(확산) 및 이동통로로서의 기능은 물론 휴식과 레크레이션

의 공간 확보, 환경교육의 실험지역 및 지역 생태계 연구 상지로서의 역할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자연환경을 되찾기 위한 이러한 생태복원사업은 유무형의 다목적 효

과를 거둘 수 있다. 교육적 측면에서 보면 교실에서의 교육이 아닌 실질적인 살아있는 환경교육

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사회적 측면에서도 지역사회 주민에게 휴식, 교육, 사교의 기회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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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게 된다. 경제적 측면 또한 생활의 질을 높임으로써 환경적 우월성에 따른 경제적 이익 발생

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생태관광 상품화하여 집중 육성할 경우 지역 경제 도약의 계

기가 될 수 있다. 또한, 생태학적 측면에서도 조성지역이 생물의 서식장소로 이용되고 수환경의 

지표 및 환경 모니터링의 역할을 수행하는 계기가 되는 등 그 활용성이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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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최지용 수탁연구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지난 40여년 동안의 경제성장과 도시화 및 산업화로 인해 물 부족과 수질오염, 수

생태계 교란 등의 여러 가지 물 문제들을 겪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한 해결

책으로 물관리 정책의 기본철학 정립, 유역단위의 물관리체제, 지하수 및 상하수도의 관리체제의 

개선, 비효율적인 관리체계 및 물관리 법제에서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동안 물의 개발과 이용에 한 철학과 윤리의 부재 및 생태를 고려하지 않은 인간위주의 물

이용으로 수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상당수의 동식물은 멸종의 위기에 처해있다. 이와 같

이 인류의 생존 및 생태계의 보존문제까지 심각하게 두되고 있는 물 문제의 해결방안은 단순

히 수요와 공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인 규정, 기술적인 지원 및 재원조달 방안만으로

는 한계가 있으며, 물에 한 의식 제고 즉, 물 윤리에 한 국민의 올바른 인식정립이 우선적으

로 필요하다.

효율적인 물자원의 관리를 위해서는 유역의 토지이용, 식생, 수질, 유량 등의 구성요소를 모두 

고려하는 유역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물자원은 각 행정구역에 속한 것이 아닌 

유역의 주민을 포함한 생태 구성 전체의 자원이라는 인식이 공유되어야 한다. 

또한 상수도사업 운영이 부분 지방공기업의 형태로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공공조직의 경직

성과 소규모 운영단위에 따른 비효율성 등으로 인해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물관리 법제상의 문제점 중 하나는 하천법이 하천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용물 중 하

나로 관리하려는 행정법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하천법의 공물법으로서의 성격은 하천

법과 도로법과의 차이점을 그다지 느끼지 못하게 하며, 더 나아가 하천이 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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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물은 식수 및 용수로서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점, 물이 오염될 수 있다는 점 등에 한 근본

적인 인식의 결여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천법이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문제점에 하여

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의 제시가 요구된다.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첫째 물관리 정책의 기본 철학이 되는 수윤리를 정립하기 위해 환경윤리에 

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수윤리를 제시하였다. 물에 한 인식은 공급과 

수요를 좀더 균형된 관계에 이르게 하는 단순히 기술적인 해결 문제만이 아니라 유한하고 취약

한 자원에 한 태도의 문제, 더 나아가 생명체의 상징에 한 태도의 문제로 확 되어야 한다. 

물에 한 인식(수 윤리)은 “물이 없이는 생명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물을 하나의 생명의 근원”

으로 인식하고 물에 한 윤리를 “생명의 원천인 물을 인간을 포함한 전 생태계가 공유할 수 있

도록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하자”로 정립함이 바람직하다.

물관리 기본원칙은 경제의 원칙(principle of economy), 공평의 원칙(principle of equity), 보

존의 원칙(principle of conservation), 그리고 생태의 원칙(principle of ecology)에 입각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들은 이제까지 풍부재 및 자유재로 인식하여 온 물이 희귀재인 동시에 경제재, 

사회재, 환경재, 그리고 생태재의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재인식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유역관리 체제 도입이다.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유역관리체

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전략 및 구체적인 방안을 포함한 전환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유역관리체제로의 도입 및 구성, 관리체제의 체계화 유역관리체제로의 전환, 유역관리의 

시행이라는 단계적 접근법이 적합하다. 

셋째, 지하수관리체제의 개선방안은 법령간 연계 및 통합이 필요하다. 특히 개별법이 가지는 

동질성의 내용과 일관성의 실현이 필요하고 절차상 용이한 부분에 해서는 관련 법령들을 정비

해야 한다. 지하수 보호를 위해 지하수에 한 공수개념의 도입, 광역 지하수 보호 책 수립, 국

지적 지하수 보호 책, 지하수 수질기준 개선안 및 기준 초과시 조치 방안, 지하수역별 오염 실

태에 한 체계적인 조사방안이 필요하다. 

네 번째 상하수도 사업체계 조정은 수자원관리와 연계된 문제들, 즉 수자원의 배분과 외부효

과 문제에 한 합리적인 조정의 방향과 상하수도 사업의 경영효율화 추구를 위한 통합 재편성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상하수도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업 전문화의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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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우리나라의 물 환경계획은 신경제5개년계획 또는 국토 종합개발계획 등과의 유기적 관

련 아래 실천되고 있으나 계획의 법제화가 부족하다. 물에 관한 계획들은 물론 별도의 수권법규

가 없더라도 환경정책기본법에 의거한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수립, 추진될 수 있다. 그러

나 환경정책기본법에서도 수자원, 수량, 수질의 개념 및 상호관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환경, 개발, 물의 3자가 통합된 일관성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방향제시가 불확실하다. 따라

서 수질과 수량의 불가분관계를 인식하고 균형있는 국토개발계획의 일환으로 다루어야 한다. 

여섯째 물 환경에 관한 전반적인 규범체계를 물 환경법이라 지칭할 수 있지만, 물 환경법은 

아직 미완의 법체계이며 “물의 보존 및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환경법의 일부로 다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앞으로 물 환경법 마련에서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의 권한 및 책임의 분배, 오염의 통제, 위험 및 과학적 불확실성의 관리, 독극물질의 통제, 자연

보호구역 내지 생태계의 보전 등이다. 

수 관리에 있어서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 물에 한 가치관의 변화, 지방자치제의 실시 등으

로 인한 물 관리체계 및 법제 정비와 같은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와 같이 수량관리, 

수질관리, 재해관리가 분리되어 있는 관리 체계하에서는 부처간의 수 관리 업무에 있어서 더욱 

일관성 있고 상호보완적인 연계를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다원화된 수자원개발 및 관리체계로 인

한 제 문제와 수 관련 주체 및 지자체간의 이해상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비한 법 등을 정비, 

개선함으로써 수자원 관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최 화하고, 물을 둘러싼 관련기관 및 지자체간

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조정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 

주요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그동안 효율적인 물자원 관리를 위해 통합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이 수년간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물자원 관리는 분화된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수량과 수질의 통합관

리는 정책과정에서의 분화된 정책결정, 온건한 정책입안, 단기적인 성과위주의 정책 등으로 인해 

구체화되지 못해왔다. 특히 여러 부서에 분산된 물 관련 정책의 결정을 통합하려는 노력이 미온

적이었다.

물 관리정책의 조정을 위하여 수질개선기획단이 설치되고 나름 로 역할을 하고 있으나, 각 

부서별 물 관련 계획이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있지는 않다. 또한 실제 집행을 담당하는 지자체의 

경우에도 도시계획과 상하수도 계획, 수질관리계획 등이 연계되지 않거나, 관리상 사각지 가 발

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에 비해 관리체제가 비교적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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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는 정책결정이 소관부처에 분산되었기 때문이다. 물 자원

을 포함한 자연자원의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와 같은 분화된 관리체제 하에서는 부

단한 정책조율 및 업무협조가 선결과제이다.

또한 정책의 실행에 따른 위험성과 반발을 피하기 위해 긴박한 현안 문제를 제외하고는 부

분의 정책이 온건하게 결정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이는 기존의 물 자원 관리체제 및 관리방식

이 개선이 필요함에도 보수적으로 기존의 관행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적

으로 지적되고 있는 공공정책의 특성과 같이 물 자원 정책도 물 자원 이용에 한 근본적인 해

결이 아닌 일시적 완화 또는 회피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효율적인 물 관리 정책결정을 위해서는 관련부처, 관련기관, 이해당사자간의 협의 및 업무조정

의 강화를 통하여 의사결정과정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한강유역관리위원회’ 등의 수계별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책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각 

구성원의 이해를 유역단위로 조망해 볼 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원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2. 대기환경
연 구 사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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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대기유해물질의 관리 개선 방안

공성용 기본연구

연구배경 및 목적
저농도로 존재하여도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학물질을 ｢ 기환경보전법｣에서는 특

정 기유해물질로 정의하고, 이러한 물질에 관해서는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도 화학물질을 포함한 기유해물질(HAPs)에 해서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데, 예

를 들면 미국 EPA는 1990년 Clean Air Act에서 기유해물질 관리원칙을 “기술우선주의원칙

(technology-first, then risk)”으로 전환하고 이후 배출원 별로 세부 규제수단을 계속 제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 1997년 ｢ 기오염방지법｣을 개정하여 HAPs 관리를 본격적으

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을 상으로 기 중 유해물질 농도를 측정하여 책을 마련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화학물질배출량 조사사업(TRI)을 1999년부터 

시작하여 화학물질의 배출량을 파악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배출원 관리수단에는 큰 변화가 없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기유해물질의 보다 엄격한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제3차 환경보전 중

기종합계획”에 기보전국의 중점추진과제로 HAPs의 관리 강화를 명시하고 있으며 현재 “ 기

유해물질관리기본계획”을 준비중에 있다. 

HAPs로 인한 주민의 건강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들 물질에 한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기환경보전법에서도 위해성이 큰 특정 기유해물질의 배출원 허가제를 도입하는 등

과 같은 관리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 관리 수준은 미흡한 형편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유해 기오염물질의 주 배출원인 사업장의 관리 방안을 도출하고자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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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
본 과제의 주요 연구내용은 유해물질의 기 중 농도자료의 분석과 외국과의 비교, 화학물질

배출량 현황 파악, 외국사례의 비교, 분석을 통한 국내 정책의 평가, 사업장 관리개선방안 등으

로 이루어져 있다. 사업장 관리개선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관리의 기본원칙, 특정 기유해

물질의 확 지정방안, 우선관리시설의 선정 방안 및 관리기준 설정방향, 그리고 기타 제도의 개

선방향 등이다. 

본 보고서는 1장. 서론, 2장. 국내 기질 및 기유해물질 배출량 현황, 3장. 국내 사업장 관

리현황과 문제점, 4장. 외국의 HAPs 관리정책 및 시사점, 5장. 사업장 관리개선 방안, 제6장 맺

음말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연구결과
특정 기유해물질 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현재의 관리 체계는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 등 이동오염원을 제외한 사업장 배출시설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염두

에 두고 현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도출한 후, 향후 사업장 배출시설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배출시설의 관리방안에는 허가제도의 강화, 배출원별 특성을 고려한 관리기준의 설정 등 실제 

시행시 현실적으로 부담이 적지 않은 방안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현재의 관리 수단이나 수준

을 고려할 때 현재의 관리체계를 유지하면서 보완하는 방안보다는 특정 기유해물질의 지정확

와 상시설의 선정, 그리고 BAT에 근거한 관리기준의 설정과 주기적인 허가체계로의 전환 등 

새로운 관리체계가 보다 법 취지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새로운 관리체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정물질이나 구체적인 관리기준을 제시하기보다는 관리의 기본원

칙과 관리기준의 설정방안 등을 제시하였으며, 관리 상 사업장의 선정방법과 함께 하나의 사례로

써 미국 33개 urban-HAPs와 국내 특정 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중 우선관리 상 시설을 

제안하였다. 또한 허가제도와 관련하여 일부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하였다.

한편, 효과적인 그리고 실질적인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해서는 사업장 관리뿐만 아니라 자동차 

오염원에 한 관리도 매우 중요하므로 여기에 한 실태 파악과 책 마련도 중요하다. 이와 더

불어 정부가 병행해야 할 중요 과제로는 기질 모니터링과 건강 위해도 평가, 배출원 조사사업 

등이 있다. 기질 모니터링은 배출원 조사사업과 더불어 정책 목표 수립과 정책효과의 검증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규제의 당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Ⅱ. 2003년 연구사업   87

자동차 운행시 터널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저감방안

강영현 기본연구

연구배경 및 목적
급격한 산업화와 공업화를 경험한 우리나라는 국민에게 경제적 풍요로움을 가져왔으나 반

급부로 환경오염의 재앙을 동반하였다. 산업화와 공업화는 도시지역으로의 인구 집중현상을 초

래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주변의 환경을 급속히 파괴하

여 왔다.

1990년  이후 자동차로 인한 기오염문제가 하나의 사회문제로 두되기 시작하였으며, 올

림픽이나 월드컵 등 규모 국제행사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점으로 두되기도 하였다. 또

한, 국내외 연구에서 기오염에 의한 높은 사망률과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

졌다.

기오염도 현황자료에 따르면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납 등 1차오염물질은 연료전환 정책 

등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하여 현저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오

존 등 2차 오염물질의 오염도는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기오염물질은 부분 화석연료의 연소에 의하여 기 중으로 유입되는데, 그 주요 배출원으

로는 자동차, 발전, 난방 및 산업시설 등이 있다. 현재, 차량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기오염물

질의 배출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특히 인구 집중이 심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도시 지역에서 그 정도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동차의 폭발적 증가에 따라 도로의 

건설도 함께 진행되고 있는데 2020년까지 전국도로연장을 200,000km까지 확 할 예정으로 있

으며, 이는 현재 환경영향평가 상사업 중 40%가 도로건설사업이 차지함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근래들어 환경친화적 개발을 유도하는 정책에 따라 도로건설사업에서 규모 절토나 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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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터널의 건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터널의 건설은 규모 절토를 

피할 수 있으며, 생태축 단절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생태계 보호 측면에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

다. 그러나, 기오염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터널 내부에서 다수의 차량에 의해 배출된 오염물질

이 터널의 출구를 통하여 집중적으로 배출되므로 인하여 터널 출구 주변 지역에 국지적으로 고

농도 오염에 의한 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가 협소하며, 전 국토의 70%

가 산지로 구성되어 있어 터널 주변지역에 주거지 등이 산재한 경우 그 영향이 매우 크게 나타

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기오염의 측면에서 터널의 관리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현재 터

널 건설시 설치되고 있는 기오염물질에 한 저감방안은 부분 터널 내부에 초점이 맞추어져 

환기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저감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도 터널내부의 운전자 시야확보차원

에서 먼지저감시설이 설치된 경우가 소수 있으나 이산화질소와 같은 가스상 물질에 한 오염물

질 저감시설의 설치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터널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배출량 산정기법과 영향예측기법, 그리고 

저감시설에 한 고찰을 통하여 현재 가장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연구

를 수행하였다. 

연구내용
본 연구는 크게 세가지(자동차 배출계수, 터널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영향 예측기법, 오염물

질 저감방안)로 구성된다.

1) 자동차 배출계수

현재 자동차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배출량 산정에 이용되는 배출계수는 1990년도에 발

표된 자료로서 1980년  운행차를 상으로 한 배출계수이며, 이는 과 예측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1990년 발표된 자동차 배출계수와 미국, 유럽, 일본 등에

서 발표된 자동차 배출계수, 그리고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등에 한 비교․분석을 수행하여 가장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배출계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외국의 배출계수는 배출

허용기준이 우리나라와 상이하고 노후차량의 비율, 도로 조건, 운전자 습관 등이 우리나라와 차

이를 나타냄으로 인해 1990년 배출계수를 신하여 사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짧게는 5년, 길게는 20년 후의 영향예측을 수행하는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자동차 배출허

용기준을 배출계수로 적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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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향 예측기법

터널 출구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영향 예측기법 중 가장 중요한 사항은 터널 출구에서의 

배출특성을 고려했는지의 여부라 할 수 있다. 터널 출구에서는 터널환기와 교통 흐름에 의한 터

널 토출풍속이 존재하며, 이에 한 고려 여부에 따라 터널 주변 지역에서의 영향 정도가 달라지

게 되며, 터널 출구에 근접할수록 그 영향정도가 커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향예측 기법

들이 얼마만큼 터널 출구의 배출특성을 잘 고려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일본에서 개발된 분류/등가배출강도모델이 터널 출구의 배출특성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분류/등가 배출강도 모델은 확산계수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터널 출구로부터 수백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그 적용이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예측지점이 터널출구로부터의 거리가 200m이내일 경우에는 분류/등가배출강도모델을 

사용하고 200m 이상일 경우에는 가장 일반적인 기확산모델인 ISC3 모델(volume source)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예측 방법이라는 결론을 도출해냈다. 

3) 저감방안

터널에서 오염물질은 유량이 크고 저농도라는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기오염저감시

설과는 차이를 갖는 저감시설이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입자상오염물질의 처리 시설인 전기집진기

가 설치된 사례가 있으나 가스상 오염물질에 한 저감시설의 설치 사례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일본과 유럽을 중심으로 터널에서 가동 중인 저감시설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

집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된 자료를 최 한 객관화하고자 시공성, 경제성, 효율성 등으로 구분하

여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가장 합리적인 저감설비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

과, 처리 상물질이 단일 물질이 아닌 NOx, CO, SO2, HC 등 여러 가스상 오염물질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역시 고효율로 처리할 수 있으며, 시공비와 유지․관리비

가 상 적으로 저렴한 토양처리설비가 합리적인 저감시설이라는 결론을 얻었으나, 터널 출구부근

에 여유 부지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타 설비를 이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주요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조사․연구된 자료를 수집․분석하며, 여러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현

재 시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최적의 터널출구로부터의 기오염물질 저감방안을 도출하고자 연

구를 수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90   2003 연차보고서

1) 현재 이용가능한 여러 배출계수들 중 미국, 일본, 유럽에서의 배출계수는 기술수준, 배출허

용기준 등의 차이, 도로 주행 상태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직접 적용하기에는 문제점이 클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최단 2~3년후, 최장 15~20년 후에 운행되는 자동차로부터 배출

량을 고려할 때, 배출허용기준을 사용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것으로 판단된다. 배출허용

기준 역시 년도별로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설정할 

것인가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0년부터 2002년 6월까지의 제작

차 배출허용기준을 터널에서 기오염물질 배출계수로 이용할 것을 제안한다.

2) 현재 이용되고 있는 터널 배출오염물질의 영향예측 기질 모델 중 터널 배출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하는 모델은 일본의 분류모델과 등가배출강도 모델이나 실제 적용할 경우 터널과의 

이격거리가 멀어질수록 예측값이 비상식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터널출

구에서의 영향예측을 위해 개발된 분류모델 및 거리에 따른 보정을 위해 추가된 등가강도

모델 중에서 등가배출강도모델의 수평․수직확산계수가 거리에 따라 비정상적으로 커짐으

로 인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에 따라 분류모델의 적용한계거리인 200m를 포함하는 거

리까지만 적용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분류/등가배출강도 모델 전문가와의 인터뷰 및 

실험 자료에서도 터널출구에서 200m 이내의 지역에서 정확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터널과 이격거리가 충분히 먼경우를 제외하고 터널 인접지역(~200m)에서는 

이 모델들을 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터널로부터 충분한 거리가 이격된 경우, 

터널출구 특성 등을 고려하여 ISCST 모델의 적용이 가능하며, 배출원 type의 결정이 매우 

중요한 인자로 작용한다. 현재 환경영향평가에서 사용되는 Point source로 고려할 수 있으

며, 이 밖에 터널 출구에서의 배출량을 Volume source로써 고려할 수 있다. 동일조건에서 

두 오염원 형태에 한 비교․분석한 결과, point source의 경우 불안정한 기안정도에서 

고농도를 나타내는 등 일반 굴뚝에서의 오염물질 거동 특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

며, Volume source의 경우 터널 인접지역에서 고농도를 나타내는 결과로 분석되었다. 따

라서, 터널 출구로부터 200m 이상 이격된 거리에서는 Volume source로 설정하여 

ISCST3 모델을 이용하는 것이 분석결과와 터널 출구 배출특성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사

료된다.

3) 터널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조사․분석하여 본 연구목

적인 합리적 저감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각 설비별로 수집․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분석을 수행한 결과, 본 연구에서는 토양정화설비를 최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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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었다. 처리 상오염물질이 단일 물질이 아니라 질소산화물은 물

론이고 일산화탄소, 아황산가스, 탄화수소류 등을 처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미세먼지 역시 

고효율로 처리함으로써 타 설비와 달리 전기집진기 등의 미세먼지 처리를 위한 전처리장치

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한, 경제적으로 시공비와 유지․관리비가 타 설비에 비하여 저렴

하여 경제적이라 할 수 있으며, 설비의 내구성이 반 영구적이기 때문에 매우 우수한 것으

로 판단된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토양정화설비가 터널 출구에서의 오염물질 처리를 위하

여 가장 합리적인 저감설비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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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기질개선 특별대책에 대한 경제성 평가

강광규 수탁연구

연구배경 및 필요성
현재 수도권의 체감오염도 및 기질은 매우 악화되어 있다. 특히 서울의 경우 미세먼지

(PM10)는 선진국 주요 도시에 비해 1.7~3.5배, 이산화질소(NO2)는 1.2~1.7배 수준에 이르고 

있다. 빈번한 스모그 발생으로 인하여 서울의 시정거리(10.9㎞)(2000년)는 공업도시인 울산(16

㎞)보다 나쁘다. 기오염으로 생활의 질이 저하된 결과 2000년 현재 수도권 지역의 기오염으

로 인한 사회적 피해비용은 연간 10조 8천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수도권의 기질 악화는 무엇보다도 국토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서 생산활동과 소비활

동의 많은 부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수도권은 향후 '00년~'12년간 전국 인구 증가

율은 연평균 0.51%보다 높은 0.83%로 전망되고 있으며, 총에너지 수요도 매년 3.2%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결과 예고되어 있는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및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강화를 목표 로 추진

한다 해도 현재 상태보다 오염물질 배출량은 증가하고, 이에 따라 기질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보다 기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려면, 오염배출원

의 증가에 실질적으로 처할 수 있는 특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용량을 고려하여 사업장 등에 한 총량삭감 의무부여, 총량범위 내에서 

각종 개발사업 허용 등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특별 책을 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저공해 자동차 

보급을 의무화하고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획기적 저감 책 추진하고, 사업장에는 배출허

용총량관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자체별로 기관리를 할 것이 아니라 수도권내 오염

물질의 상호이동과 영향을 고려하여 수도권을 하나의 단위로 하는 통일된 광역관리체계로 전환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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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책사업에 대한 경제성 평가
이러한 배경하에 추진예정인 특별 책의 20개 개별 프로그램에 하여 프로그램 추진에 직접

적으로 투입되는 비용과 발생되는 편익만을 상으로 경제성을 평가한 결과를 요약 정리하면 다

음과 같은 바, 기오염의 사회적 비용으로 UNEP과 EC중 어느 자료를 사용하든 경제성 평가결

과가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난다. 즉, 경제성 확보 여부의 관점에서만 보면, 두 분석결과가 청소

차 저공해화 프로그램, 도장시설에 한 관리강화, 수성도료의 이용 확  등 3개 프로그램에서만 

차이날 뿐 나머지 프로그램에서는 일치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전기하이브리드차 보급과 전기자동차 보급 프로그램의 경우 경제성이 나쁘게 나온 것은 당연

한 귀결이다. 초기 시설구입비가 굉장히 비쌀 뿐만 아니라 보급량도 작기 때문이다. 가스차 보급 

프로그램의 경우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한 주된 이유는 LPG의 상 가격이 경유에 비해 높기 때

문이다. 그런데, 이 모든 프로그램의 경우 보급량이 증가하여 상용화되거나 연료가격이 환경친화

적으로 개편될 경우 경제성은 상당히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각각의 프로그램 시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생산 및 고용 유발효과, 수출증  효과 등 

간접효과까지를 고려한다면 모든 프로그램의 경제성은 제시된 것보다 더 개선될 수 있으며, 따라

서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한 프로그램도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반전될 수 있다. 

따라서, 특별 책의 20개 프로그램에 해서는 직접적․현상적인 경제성 평가결과에 크게 구

애됨이 없이 정상적․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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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 평가 결과 요약>

각종 책

기오염 사회적 비용
UNEP자료 적용한 경우

기오염 사회적 비용
EC자료 적용한 경우

NPV(백만원) B/C비율 NPV(백만원) B/C비율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1) 일반제작차 1,420,085 2.70 1,601,458 2.92

  2) 건설기계 399,168 4.05 735,439 6.63

  3) 이륜차 473,933 2.62 -232,877 0.21

저공해자동차 보급

  4) 전기하이브리드차 -338,245 0.65 -322,337 0.67

  5) 전기자동차 -172,589 0.59 -174,992 0.59

  6) 청소차 저공해화 프로그램 -21 1.00 28,346 2.11

  7) 가스차 보급 -17,454 0.56 -7,546 0.81

운행차 정기검사 강화

  8) 정기검사제도 1,113,548 1.38 2,925,749 2.01

  9) 자동차 연료품질 개선 612,488 1.40 519,097 1.34

 10) 사업장 총량관리 2,312,218 4.09 11,773,209 16.75

면오염원 관리

 11) 도장시설 관리강화 781,628 3.06 -46,358 0.88

 12) 수성도료 이용확 805,490 1,521.39 230,598 436.26

 13) 금속세정시설VOC관리강화 340,191 3.07 -19,884 0.88

 14) 주유소 Stage Ⅱ 적용 93,409 3.81 3,100 1.09

 15) 아스팔트 포장방법 개선 144,958 ∞ 41,567 ∞

 16) 가정용 유기용제 사용감소 196,376 ∞ 56,311 ∞

 17) 산업공정황산화물배출관리 75,803 21.24 465,126 125.19

 18) 소각시설 관리 강화 485,953 3.01 456,082 2.89

환경친화적 에너지관리

 19) 지역난방 보급확 394,209 ∞ 573,238 ∞

 20) 청정연료 및 저황유 보급확 53,662 1.27 1,287,364 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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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조달 방안
재원조달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5가지 안을 검토하였다. 즉,

안 1：자동차 연료에 환경세를 부과하기 이전까지는 한시적으로 현재 부과되고 있는 교통세

(수송용 휘발유 및 경유)와 특소세(수송용 LPG)의 일부를 특별 책사업의 재원으로 

확보하는 방안

안 2：자동차 연료에 환경세를 부과하기 이전까지는 한시적으로 현재 경유차에만 부과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을 휘발유 및 가스 차량까지 확  부과하여 그 재원을 특별 책

사업의 재원으로 확보하는 방안

안 3：자동차 연료에 환경세를 부과하기 이전까지는 한시적으로 새로 등록되는 경유승용차

(RV차량 포함)에 가칭 신차부담금을 부과하여 그 재원을 특별 책사업의 재원으로 

확보하는 방안

안 4：2004년 초부터 자동차 연료소비가 초래하는 기오염의 사회적 비용에 근거하여 모

든 자동차 연료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그 재원을 특별 책사업의 재원으로 

확보하는 방안

안 5：2004년 초부터 자동차 연료소비가 초래하는 기오염의 사회적 비용에 근거하여 모

든 자동차 연료에 환경세를 부과하고, 그 재원을 특별 책사업의 재원으로 확보하는 

방안

안별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살펴 본 결과에 의하면 안별 우선순위는 안5, 안4, 안3, 

안1, 안2 순으로 평가될 수 있다. 안5의 경우 조세저항만 극복할 수 있다면 안정적 세수

확보, 환경친화적 에너지소비구조 전환, 저공해 자동차 보급 촉진 등 여러 가지면에서 가장 바람

직한 안으로 평가된다. 안4는 세목이 환경개선부담금일 뿐 결과적인 내용은 안5와 동일하

다. 다만 세계적인 추세가 부담금을 줄이고 단일세로 통합하는 방향임을 감안하여, 부담금을 확

적용하는 안4가 안5보다 우선순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에너지가격에 환경세 기능을 보강하는 제2차 에너지가격개편이 조기에 실현되기 어렵다고 한

다면, 경유차 과도보급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고 정책수단 활용에도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는 안3이 다음 우선순위로 고려될 수 있다. 

부처합의시 제1차 에너지가격구조 개편안 유지가 강조될 경우 다음 우선순위로는 안1을 선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특소세(교통세)중 일부가 환경개선특별회계로 전입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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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며, 경유승용차 보급에 한 비책을 추가로 보완하는 것이 필

요하다.

최후 방안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모든 자동차에 확  부과하는 안2를 고려할 수 있으나, 준

조세 및 보유세 인상에 한 부담이 따른다. 그러나, 이러한 안도 2006년까지의 한시적 조치

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조세저항 대처 방안
수도권 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특별 책 추진이 필요하고, 특별 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

원이 필요하며, 이를 사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부담지울 경우 조세저항을 직면하는 것은 불가피하

다. 지금까지는 내부화되지 않던 기오염의 사회적 비용이 오염자에게 완전 내부화되어 생산 및 

소비 구조가 환경친화적으로 정착되기까지는 여러 과도기적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바, 이러한 

폐해를 최소화하고 특별 책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견될 수 

있는 다양한 계층의 조세저항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보조적인 수단의 강구

가 필요하다. 

첫째, 초래되는 기오염의 사회적 비용에 근거하여 환경세를 부과하되, 기질을 개선하는 노

력 및 행위에 해서는 환경세의 일부를 돌려주는 환경세 환불제도를 병행해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환불제도는 환경세가 부과되고 있는 유럽국가에서 실시되고 있는 중이다. 이 

경우 환경세 부과로 기오염이 줄어들고 환경기술개발 투자가 증 되어 수출증 에도 기여하는 

이중의 이득(double dividend)을 볼 수 있다.

둘째, 기오염 저감노력에 하여 다양하고 충분한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기오염의 

사회적 비용이 완전내부화되지 않을 경우 기오염 저감 노력은 그러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

는 사회적 편익을 발생시키고, 이에 근거하여 정부가 기오염 저감노력에 하여 지원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도 타당하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지원책에 한정하지 말고 좀 더 적극

적으로 다양한 지원책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환경세를 부과하는 신 세수중립의 원칙하에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방향으

로 조세체계를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세저항이 우려된다고 하여 특정사업자 또는 개인 소비

자의 부담을 감면하는 것은 환경세 부과 취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환경세는 원칙 로 부과하되 비용 증가분은 사회적으로 이로운 행위, 예를 들

어, 기오염 저감시설 투자 증 에 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이중배당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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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에도 바람직하다. 

넷째, 재원조달 방안으로 안2를 선택하는 경우 사업자에 한 비용 감면 방안을 강구할 필

요가 있다. 안2를 선택할 경우 경유차에 한 환경개선부담금이 현재 평균보다 2배 이상 인상

되고 LPG차에 한 부담금이 신설됨에 따라, 비록 부담금 수준이 그리 높지 않을 수 있다고 하

더라도, 운수사업자 및 영세사업자의 반발이 예상된다. 그런데, 경유차환경위원회의 합의안에 따

르면 제1차 에너지가격개편안에 비해 경유의 상 가격은 인상되고 LPG 상 가격은 인하된다. 

따라서,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LPG 택시에 해서는 부담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

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러나, 경유차에 해서는 부담금을 현재보다 인상하는 것이 이러한 추세

변화에도 부응한다. 다만, 화물운수 및 영세사업자의 경우 법인세를 감면하거나 자동차세를 감면

하거나 또는 환경개선부담금 세수를 재원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중소형 버스 및 트럭으로 사업을 하는 영세사업자에 해서는 LPG차로 개조하도

록 권장한다. 특별 책중 ‘가스차 보급’ 또는 ‘가스차로의 개조’ 사업에 의하면 LPG차로 개조시 

개조비용의 50%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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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사용규제의 보완 발전방안 연구

강만옥 수탁연구

연구배경
연료사용으로 인한 기오염을 저감하기 위해 1981년부터 저황유 사용의무제도 등 연료규제

를 도입․시행 중에 있다. 지금까지의 연료사용규제 추진현황을 보면 ’81년 저황유 사용의무, 

’85년 고체연료 사용금지, ’88년부터는 청정연료 사용의무제도를 도입하였다. 이후 저황유기준을 

강화하고 고체연료 사용금지 지역, 저황유․청정연료 사용 상 시설 및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

하고 있다. 

그러나 상공회의소, 경제5단체, 개별기업 등은 연료사용규제제도의 완화 내지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에는 기환경기준과 배출허용기준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황함유 기준제도, 고체연료 사용금지제도, 청정연료 사용의무제도 등의 연료사용규제가 별도로 

존재함에 따라 산업계에 중복적인 규제와 추가적인 비용부담으로 인해 국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최근 논의되고 있는 수도권 기질개선 특별 책에 따라 시행될 예정인 기총량규

제와 함께 연료규제가 시행될 경우, 산업계의 중복규제 주장은 불가피 할 것이란 주장도 있다. 

이와 같은 여건 변화에 따라 총량규제와 연료사용규제의 상호보완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술적인 측면에서 볼 때 과거에는 탈황․탈질 시설 보급이 전무하였으나, 최

근 청정연료 수준의 저감기술 보급이 확 되고 있는 실정이고 TMS 보급의 확 로 오염배출 모

니터링 여건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중복규제 성격을 지닌 연료사용규제에 해 제도적인 개선책

을 제시할 시점이라고 사료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현행 기정책은 기환경기준과 배출허용기준, 연료사용규제 및 배출부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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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오염자가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시장가격에 내부화시키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기환경기준 및 기배출허용기준, 총량규

제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지역별 혹은 기업규모별로 연료사용규제제도를 보완책으로 

사용하고 있고, 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시장가격에 내부화시키기 위해 환경세

를 도입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므로 향후 우리나라의 기정책은 총량규제 도입과 기술발전 등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산업계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연료 선택권을 확 하기 위한 탄력

적인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연료규제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선진국의 관련정책을 벤치마킹하

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국내 환경여

건, 연료규제 도입 배경 및 필요성, 기질 개선효과, 외국사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연료

규제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또한 기오염 처리기술 및 시설보급, TMS 보급 등 기술적 여건변

화에 따른 연료규제의 개선방안 마련과 수도권 총량규제와 연료규제의 연계방안을 검토하여 합

리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연구내용
본 연구는 국내 연료사용규제의 시행 동기, 현황, 변천과정, 효과 등을 분석하고, 외국사례, 업

계의 개선요구, 연료규제 관련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연료사용규제의 보완 발전 방안을 제시하

고 있다. 

첫 번째로 황함유기준제도, 고체연료사용금지제도, 청정연료 사용의무제도의 시행 동기와 목

적, 그 동안의 변천과정 등 현황, 에너지 가격 및 과세체계 현황과 기오염의 사회적 비용 현황

을 정리하고, 두 번째로 연료사용규제의 성과평가를 위해 도입 시부터 현재까지 기개선 효과 

등을 통계자료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세 번째로 연료사용규제 제도상의 문제점과 가격 및 과

세체계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연료규제의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산업계의 개선요구 사항과 수도

권 총량규제, 환경기술 수준 여건의 변화에 따른 연료사용규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네 번째로 

일본과 미국의 연료사용규제와 기정책 동향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와 유사한 연료규제 도입사례

의 세부내용 찾아 비교 평가하고 연료사용규제가 없는 국가의 경우 어떠한 정책 안을 사용하는

지에 하여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서술한 외국사례, 산업계의 개선요구, 수도권총량규제

와의 연계방안, 연료규제 관련 여건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연료사용규

제 제도의 합리적 개선 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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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사용규제의 주요연구결과
연료사용규제의 변천이 각 지역별 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의 기여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우

리나라의 주요 도시인 서울, 구, 부산, 인천을 상으로 선별하고, 상 연료는 난방, 산업, 

발전 부문에 사용되는 석탄, 중유, LNG를 선정하였다. 분석 상 기오염 물질은 연료사용규제

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오염물질인 SO₂만을 상으로 한다.

상지역의 연료사용량과 SO₂배출량을 보면, 먼저 서울지역의 SO₂배출량은 주로 고체연료

의 사용금지와 청정연료로의 전환에 따른 난방부문의 오염 배출량 개선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

다. 2001년 현재 서울지역의 SO₂배출량은 11,094톤이나 추정배출량은 155,834톤으로 나타났

다. 이처럼 서울지역의 SO₂배출량이 10배 이상 감소한 가장 큰 원인은 청정연료 사용의무제도

로 인한 난방부문에서의 연료전환 때문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 서울지역의 연료 사용

량을 보면 계속 감소하다가 갑자기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는 경유와 휘발유 등 다른 에너지

의 사용과 수송부문이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부산지역의 SO₂배출량의 감소는 LNG사

용에 의한 난방부문에서의 배출량 감소와 황함유기준에 따라 저황유로 연료전환을 했기 때문이

다. 부산지역의 해당연료(중유, 석탄, LNG)의 발전부문 소비 감소 및 SO₂배출량 감소로 인하여 

2001년 현재 SO₂배출량은 5,540톤 이지만 1990년 비 2001년 추정량은 33,965에 달하고 

SO₂의 배출저감량은 6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구지역의 경우 난방부문의 LNG전환 뿐만 아니

라 도시의 특성상 난방부문보다 산업부문의 연료사용량이 많으므로 산업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중유를 황함유기준제도에 맞는 저황유의 사용을 통해 오염배출량을 감소시키고 있는 것으

로 추정된다. 2001년 현재 구지역의 SO₂실제배출량은 8,464톤이고, 1990년 비 2001년 추

정배출량은 40,340톤으로 나타났다. 즉 추정배출량은 실제배출량의 5배에 달하고 있다. 마지막

으로 인천지역은 발전연료에 비중이 큰 도시이다. 이에 따라 오염배출량의 감소 원인은 발전부문

의 중유가 LNG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란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연료의 전환은 청정연료 사

용의무에 따른 전환이었고, 청정연료사용의무로 인하여 발전부문에서 상당량의 SO₂배출량이 감

소 한 것을 알 수 있다. 2001년 현재 인천지역의 SO₂실제배출량은 5,779톤이고, 추정배출량은 

100,745톤으로 무려 17배가 넘는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연료사용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료사용규제의 합리적인 개선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연료사용규제 제도상의 보완방안 방안이다. 이를 위해 먼저 연료선택 제약에 따른 

연료수급 문제의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즉 해당 사업장이 일정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환경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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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청정연료외 타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청정연료외 사용승인제도를 도입해야한

다. 그리고 현행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충족시키고, 배출실태가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에 

의하여 상시 감시되는 것이 보장되거나 TMS의 설치를 통하여 관리․감독이 가능할 경우 등으로 

설정한다. 또한 각 오염물질의 가중치에 따라 저황유나 고체연료가 LNG보다 좋은 평가를 받았을 

경우에 한하여 연료 체를 인정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 다음으로 지역적 특성과 신

규․기존사업장에 따른 융통성 있는 제도적 구분이 필요하다. 즉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연료사용규

제 실시와 신규사업장과 기존사업장의 연료사용규제 차별화 등의 제도적 구분이 필요하다. 마지

막으로 정책결합을 통한 연료사용규제의 보안발전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배출허용기준과 

연료사용규제와의 연계방안을 고려하고 오염배출량의 철저한 감시가 가능한 형 오염원에 하

여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지킬 경우 연료사용규제의 면제 승인을 해 줄 수 있다. 이를 위해 연

료사용규제의 면제 승인 조건을 위한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에 한 조항이 마련 되어야한다.

두 번째는 가격 및 세제정책의 개선방안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에너지 가격에는 기오염에 

한 사회적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게다가 중유의 경우는 특소세 9원/ℓ, LNG는 특소세 40

원/㎥으로 공해를 적게 유발하는 연료에 특소세를 과중하게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기술개발 투자유인, LNG수급, LNG와 중유의 상 가격 등을 고려한 합리적 가격조절이 필요하

다. 또한 환경세는 열량세 및 탄소세에 근거한 에너지세와는 전혀 중복되지 않는 독립된 조세로 

인식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세도입에 따른 조세체계 전환으로서 산업 및 상업 부문에 

한 법인세의 감면 확 를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 비록 세수중립적(revenue neutral)이라 할

지라도 사회 전체의 후생은 증가될 수 있다. 즉, 바람직하지 않은 기오염의 피해는 줄어드는 

반면 바람직한 생산활동은 촉진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로는 총량규제 실시에 따른 연료사용규제 제도의 개선방안 모색이다. 이를 위해 총량규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장의 통제․관리를 위하여 연료사용규제가 필요하다. 즉, 1-3

종 사업장의 경우 TMS를 설치하여 관리 감독이 가능하지만, 4-5종 사업장의 경우 통제․관리

가 어렵다. 우리나라의 경우 총량삭감 상 사업장은 기배출부과금 및 연료의 황함량 기준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며, 할당받은 배출총량 중 일정부분은 매매 또는 거래할 수 있는 ｢배
출권거래제｣ 도입 근거를 마련(안 제15조, 제16조)하고 있다. 하지만 연료사용규제 중 황함량 기

준만이 예외규정으로 되어 있고, 총량규제 상과 연료사용규제 상을 규모에 따라 명확하게 구

분하고 있지는 않은 실정이다. 또한 2001년 당시 전체 39,874개 사업장 중 4~5종 사업장의 수

는 36,931개나 됨을 알 수 있고, 이처럼 많은 수의 소규모 사업장을 통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일본과 같이 총량규제와 연료사용규제가 연계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3. 폐기물 관리
연 구 사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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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우수환경정책 연구․홍보 Ⅱ
- 한국의 쓰레기 종량제：제도의 특징과 성과

김광임 기본연구

연구배경 및 목적
1995년 1월 1일 쓰레기종량제가 도입된 이후 모든 가정과 소규모 사업장의 생활쓰레기 배출

자는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재활용품을 제외한 쓰레기를 배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생활폐기

물 발생량의 감량과 함께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이 크게 증가했다. 종량제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하

면 쓰레기 배출자로 하여금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한 인센티브를 제공한 점이라고 하겠다. 

과거 생활쓰레기 수거업무는 행정서비스의 표적인 것으로 인식되었고, 비용은 일반적으로 

정액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환경 정책도구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가

격제도의 도입이 90년 에 이루어지면서, 국내에서 쓰레기 종량제가 도입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1995년 도입된 쓰레기 종량제의 주요 내용과 성과를 소개하고, 경제적 인센

티브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내용
종량제의 목적은 쓰레기 배출자에게 배출량에 기초하여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쓰레기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이고 재활용품목은 무상으로 수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활용가능 품목

의 분리배출을 촉진하기 위한 경제적 유인수단이다. 과거 정액부과방식에서 쓰레기 배출량에 비

례하여 요금을 부과하는 체계로 전환한 것이다.

국민 각자가 실제 배출하는 쓰레기양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담하게 하여 국민 스스로가 쓰

레기 배출을 줄이도록 하기 위하여 원인자부담제도인 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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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가 적용되는 폐기물은 생활쓰레기와 사업장 일반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

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가 가능한 폐기물이다. 적용 상이 

되는 배출원은 원칙적으로 가정과 소형사업장 등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곳이며 1일 300kg 이

상 배출하는 형유통매장은 적용이 제외되며 자체적으로 처리한다.

종량제봉투에 버리지 않는 쓰레기는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 형폐기물, 농어촌쓰레기 등

이다. 형폐기물은 냉장고등 가전제품, 가구 등을 포함하며, 재활용품은 종류별로 신문서적 등 

종이류, 금속캔, 유리병, 고철, 플라스틱 등 4-5종으로 분류하고 지역에 적합한 분리수거 방식을 

택한다.

종량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쓰레기를 배출하는 수단으로 용기나 봉투가 이용되는데 국내에서는 

용기 신 봉투를 사용하고 있다. 한국은 인구밀도가 높고 주거양식은 아파트나 다가구주택이 많

으며 단독주택지역도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고 집 앞에 도로가 면해 있어서 쓰레기용기를 집 앞

에 둘 장소가 없다. 따라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수단으로 용기 신 종량제봉투를 채택하고 있다. 

종량제봉투의 재질은 처리시설의 종류나 주민의 사용편리성, 환경적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자

치단체에서 결정한다. 즉 탄산칼슘함유 봉투는 소각시설 지역에서, 생분해성수지함유 봉투는 퇴

비화용 음식쓰레기전용 봉투에 우선 적용한다. 봉투의 색상은 일반용은 반투명 흰색, 공공용은 

엷은 청색으로 구분하여 혼합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음식쓰레기전용봉투는 투명하게 하여 

재활용 물질이 투입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쓰레기 줄이기에 노력한다.

종량제봉투의 크기는 지자체 실정에 맞게 제작하며 일반용봉투는 2, 5, 10, 20, 30, 50, 75, 

100리터로 구분되며, 공공용봉투는 30, 50, 100리터,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1, 2, 3, 5 리터

이다.

생활쓰레기 중 재활용가능품의 배출요령과 수거 및 처리방식을 세부지침으로 정하고 있다. 재

활용가능품은 쓰레기처리수수료가 면제(종량제 봉투 사용면제)되므로 개별 가정 등에서 소량으로 

배출되는 재활용가능품은 무상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주민단체, 재활용협의회 등에서 분리수거하

여 간이보관장, 집하선별장에 직접 가져오는 경우에는 재활용제품과 교환하거나 유상 매입한다. 

단독주택지역은 분리배출 형태를 단순화하여 품목을 2-3종으로 분류하여 배출하도록 하고, 공

동주택은 5종 분류하되, 수거인력 및 장비가 부족하여 품목별로 분리수집하지 못하고 재활용가

능품을 일괄 수거하는 지역은 주민에게 종이류, 기타 재활용가능품 등으로 2-3종 분리 배출하도

록 함으로써 혼합 수거한다. 

공동주택지역은 분리수거용기(분리수집․보관시설)를 설치하여 이곳에 재활용가능품을 배출토

록 하되, 분리수거용기의 관리가 안되는 지역(단독주택지역 등)은 분리수거용기의 설치를 지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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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주민과의 직접 면을 통한 문전 수거 등의 방안을 택한다.

재활용가능품 수거방법은 지역여건에 따라 주민과의 직접 면을 통한 문전수거, 분리수거용기

를 통한 수거, 일정시간  지정장소에 사전 배출케 한 후 수거 등의 방법을 택하고, 재활용가능

품 배출량이 증가 할 때는 수거일 확 , 수거시간 (주간 수거)를 조정한다. 

쓰레기수거체계가 미흡하고 인구 밀도가 낮아 쓰레기 분리배출 및 수거가 적정하게 이루어지

지 않는 농촌지역에 하여는 “마을단위 종량제”를 실시한다. 농촌지역에서의 쓰레기 불법 소각

이나 방치를 최소화하기 위해 2002년 7월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즉 농촌지역 중 가구수가 

50호 미만이고 차량 진입이 어려운 지역은 생활쓰레기 관리 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이들 지

역을 가능한 마을단위종량제 상지역으로 추가하고, 군지역에 해서도 지자체장이 판단하여 마

을단위종량제 상지역으로 포함할 수 있다. 

쓰레기 및 재활용품 공동 수거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수집 운반을 하되 수수료는 주민들에

게 쓰레기배출량에 비례하여 부과한다. 쓰레기 불법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쓰레기 수거함 관리자

를 지정하고 주민 자율감시반을 운영하고 있다. 쓰레기 공동 수거시 생활쓰레기 이외의 농촌폐비

닐, 농약빈병, 재활용품 등은 별도의 분리수거체계를 구축한다. 농어촌지역에서 발생된 농기계 

폐윤활유는 마을단위, 개인별 폐유수집통에 수집토록 하고 자치단체에서 수거하여 농기계수리센

타, 재활용업체에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공원, 유원지, 관광지, 등산로, 경기장, 해수욕장 등 공공지역은 공공지역쓰레기종량제를 실시

한다. 입장료가 없거나 입장료에 청소비가 포함되지 않은 공공지역은 배출자가 종량제봉투를 직

접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고 청소비가 입장료에 포함된 공공지역은 입장료 징수 후 종량제봉

투를 지급하거나 시설관리자가 수거 처리한다. 특히 등산로 유원지에는 형 쓰레기통 및 재활용

품 분리수거함을 설치한다.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지 않는 공공지역에 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

청장이 이용객들에게 발생 쓰레기를 되가져가게 하고 부득이한 경우 형쓰레기통 및 재활용품

배출용기를 이용객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게 한다.

종량제 봉투 판매량은 1995년 1,589,964천장에서 2001년 988,770천장으로 6년 동안 37.8%

가 감소되어 연평균 약 6% 씩 감소했다. 연도별 판매량을 보면 1996년 1,192,770천장, 98년 

913,344 천장으로 종량제 시행 초기인 3년 동안 가장 많이 감소했으며(3년 기간동안 43% 감소) 

이는 곧 종량제라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영향이 초기에 크게 나타난 것을 의미한다. 시

도별로 봉투 판매량을 보면 제주, 부산, 구, 인천시가 50%이상 감소하여 많은 감소율을 보이

며, 경기도가 25.5%로 가장 적게 감소한 지역이다.

종량제봉투의 크기별 판매실적을 보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종량제 봉투는 20리터이며,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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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의 전국 봉투판매실적을 보면 20리터 봉투가 가장 많이 판매되었다. 소형 종량제봉투와 형 

종량제봉투의 이용현황을 보면 전국 판매 실적중 20리터 이하 소형봉투가 76.7%, 50~100리터 

형 봉투가 23.3%를 차지한다. 광역시․도별 종량제 봉투 판매실적을 보면 경기도와 강원도가 

특히 형 종량제봉투(50리터 이상) 사용이 많으며, 충청남북도, 전리북도, 경상북도, 전, 울산, 

서울시 모두 전국 평균인 23%를 초과한다. 형 종량제봉투 사용이 가장 적은 곳은 부산시

(7.3%)이다. 

쓰레기종량제와 함께 생활쓰레기 감량과 재활용품 증가에 도움이 된 정책은 재활용품 품목의 

확 ,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의무 강화, 유통마켓에서 1회용비닐봉투 유상 판매, 1회 용기사용 규

제 등이 있다. 

음식물쓰레기자원화는 1996년 수도권매립지에서 “매립지 주민위원회”로부터 음식물쓰레기 반

입 제한 사건이 있은 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종합 책이 1996년 12월 5

일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범정부차원의 추진체계가 마련되고 1997년부터 

생활쓰레기중 음식물쓰레기를 분리배출하고 이를 자원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처음에는 형 음식

점이나 집단급식소 등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자를 중심으로 시작하여 연차별로 일반 가정에까지 

상을 확 하였다. 시군구는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차량을 이용해 수거하여 퇴비 또는 사료 등

으로 자원화하고 있다. 

1회용비닐봉투 유상판매는 형 유통매장에서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입할 때 물건을 담아주는 

1회용비닐봉투 사용량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이를 줄이기 위해 비닐봉투를 유상으로 판매하도

록 (장당 20~50원)하고 있다. 소비자들에게 장바구니 사용을 유도하고 있다.

1회용품 사용 규제는 폐기물 발생의 사전 예방차원에서 1회용품 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

하기 위한 것이다. 음식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주로 사용되는 1회용 컵, 1회용 도시락용기 등 

거의 부분의 1회용품은 처리가 곤란한 합성수지 재질로 되어 있어서 사회문제화 된지 오래다. 

그래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1999년부터 정부의 1회용품 사용규제제도가 시행되었고 사

회적 운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게 되었다. 

주요 연구결과 
1995년 종량제 실시이후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1994년 58,118톤/일에서 1995년 47,774톤/일

로 17.8% 감소했다. 1998년도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1997년보다 6.9% 감소한 44,583톤/일이고, 

2001년도 발생량은 48,499톤/일로서 2000년보다 4.4% 증가하였다. 종량제 시행초기인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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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는 감소율이 높고 그 이후는 다소 증가했지만 큰 변화 없는 상태이다. 1994년~2001년 7년 

동안 생활 쓰레기 발생량은 16.6% 감소하여 연평균 감소율은 2.4%이다.

1인당 발생량은 1994년 1.33kg/일/인에서 1995년 1.06kg/인/일, 1996년 1.10kg/일/인, 1998

년 0.96kg/일/인로 감소하였으며 1998년 이후 2000년 0.98kg/일/인, 2001년 1.01 kg/일/인 으

로 다소 증가하고 있다.

재활용품 발생량은 1994년 8,927톤/일에서 1995년 11,306톤/일로 전년 비 27% 증가했고, 

재활용율은 1994년 15.4%에서 1995년 23.7%로 크게 증가했다. 1994년~2001년 7년간 재활용

품 발생량은 총 11,995톤/일이 순 증가하여 1994년 발생량 비 134%나 증가했다. 재활용율은 

연평균 3.96% 증가했다. 

품목별 재활용현황은 유리류가 70%로 가장 많고 금속류가 48.7%, 종이류가 34.3%, 플라스틱

류 21.6%의 순이다.

자치단체들은 생활쓰레기 관리 비용을 주민들에게 판매한 종량제봉투 수입으로 충당하게 됨에 

따라 경제적 인식이 확 되고, 재활용품을 수거 후 원료물질로 판매함에 따른 수입을 최 화하는 

데 관심도 늘었다. 그리고 그동안 청소업무를 기피하던 일선청소담당공무원들이 종량제 실시로 

쓰레기처리에 한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주민불편해소 및 청소

행정서비스 향상측면에서 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쓰레기관리행정의 선진

화를 이루는 계기가 되고 있다. 특히 쓰레기수거방식의 전환과 쓰레기 감량에 따른 잉여인력과 

장비를 재활용품 수집ㆍ운반분야에 투입하는 등 재활용품 수거행정을 개선하고 있고 1회용품 및 

과 포장 등 사전예방차원의 쓰레기 감량추진에 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종량제시행 7년간의 자료를 이용하여 종량제봉투 가격이 갖는 경제적 인센티브효과를 분석하

기 위해 사용한 자료는 1995년~2001년 동안의 광역시도별 생활폐기물발생량 연간 자료, 시도

별 평균 종량제봉투가격, 연간 재활용품발생량 데이터이다. 

종량제봉투 가격의 경제적 인센티브 역할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별 생활폐기물 발생량과 재활

용품 발생량 자료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한 결과 봉투가격이 클수록 생활폐기물 발생이 감소하

고(-), 재활용품 발생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활쓰레기는 일상생활에서 필수적

으로 발생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봉투가격이 제품시장에서와 같은 효과를 갖는 것은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하겠다. 또한 광역시도별로 종량제봉투의 크기별 판매 비율과 봉투 가격 변수와의 상관

성을 회귀 분석한 결과 봉투가격이 형봉투 구입에 負(-)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종량제 봉투 가격이 높은 시도일수록 형 봉투 구입비율이 적고, 봉투 가격이 낮은 지역은 형 

봉투 구입비율이 높다. 종량제봉투 가격이 비싼 지역은 형 종량제봉투 구입비용이 상 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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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비싼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곧 종량제봉투 구입비용이 소비자들에게 부담

을 주는 경제적 인센티브로 작용하는 것이다. 

종량제가 1995년에 도입된 이후 8년이 경과하고 9년째가 되고 있으며, 종량제봉투가격이 경

제적 인센티브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에 한 인센티

브로 중요한 기능을 했다. 그 결과 재활용율이 1994년 15.7%, 1995년 23.7%에서 2001년에 

43%에 달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금까지와 같이 재활용을 급격하게 촉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추가적으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현행 정책을 세부적으로 다시 설계하는 것이 필

요하다.

기대효과
생활폐기물의 재활용과 감량을 촉진하기 위해 1995년 도입된 쓰레기종량제의 주요 내용과 그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종량제가 생활쓰레기 배출 패턴이나 국민적 인식 그리고 재활용 촉진 등

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겠다. 종량제의 실시 후 농촌지역에서 불법투기로 인한 문제점, 

재활용의 어려움 등에 한 지적도 있었지만, 소비자와 생산자의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전반

적으로 성공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환경정책에 있어서 경제적 인센티브 효과를 크게 보여준 

우수한 사례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중요한 생활폐기물 관리 수단 중 하나로 활용되었던 종량제봉투가격에 해서도 종

량제봉투가격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배출원을 소형 사업장과 가정부문을 구분하여 봉

투가격을 차별화하고, 봉투크기별로도 가격을 차별화하는 등 쓰레기 배출에 있어서 가격기능이 

좀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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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김광임 수탁연구

연구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첫째, “폐기물”의 사후처리(재활용 및 매립․소각) 위주인 현행 폐기물 관련법을 자

원순환형 폐기물관리정책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폐기물 관련법의 노후화 문

제가 두되고 있다. 즉, 생활폐기물, 음식물쓰레기, 사업장폐기물, 건설․지정폐기물 등 모든 폐

기물의 처리 관련사항들이 폐기물관리법에 누적되어 규정되어 있다. 셋째, 폐기물관련 법령간 

상범위 경계 및 유기적 연계가 미흡하다. 재활용 관련사항이 폐기물관리법과 재활용촉진법에 나

누어 규정되어 정책혼선이 유발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목적은 현행 폐기물관리제도의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폐기물 관련법

령을 사전예방적․자원순환형 폐기물관리 정책 방향에 부합되도록 개편하고 복잡한 법체계를 단

순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내용
폐기물관련 법․제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그것을 외국의 폐기물관련 법, 제도와 비교해 본다. 

특히 EU 등 선진국의 폐기물관련 제도 및 사례 조사와 선진국의 폐기물 관련 법령 조사 및 검

토를 위주로 외국의 폐기물관련 법과 제도를 살펴 볼 것이다. 다음으로 폐기물관리제도 개선방안

은 폐기물관리제도의 실시 현황과 문제점을 개괄적으로 파악․평가한 후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

안하는 것이다. 둘째, 폐기물관련법체계의 개선방안 도출은 현행 폐기물 관련법령을 사전예방

적․자원순환형 폐기물관리 정책 방향에 부합되도록 개편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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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결과

1) 폐기물관리제도 개선방안

폐기물관리제도 개선방안은 폐기물예방정책의 강화, 재활용제도의 개선, 생산자 및 사업장관리

제도의 개선으로 별할 수 있다. 

  ○ 폐기물예방정책의 강화

폐기물 예방정책의 강화는 전기전자제품의 재질과 구조개선 정책의 강화, 환경디자인정책의 

도입, LCA 기법의 개발과 적용, 청정생산기술의 도입과 확산 등이 있다. 

첫째, 전기․전자 제품의 재질구조 개선 강화이다. 현재 국내에서 제품의 재질이나 구조 개선

을 유도하는 정책이 가전제품에 해 실시되고 있으나 권고 형태로 실효성이 높지 않아서 이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전기․전자장비 내부에는 소량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폐전

기․전자장비를 분해할 때 소량 유해물질을 분리 회수할 의무와 체계도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Design for Environment(DfE)의 도입이다. 제품의 디자인은 상품경쟁력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제품디자인은 사용되는 자원의 종류와 제조과정을 결정하기 때문에 환경에 큰 영향

을 미친다. DfE의 이행으로 제품 전주기의 단축, 비용절감, 제품재질의 개선, 제도적 규제의 완

화, 미래에 미치는 악영향 감소, 시장위치의 개선, 환경친화적 생산 공정의 개선 등과 같은 효과

를 볼 수 있다. 

셋째, LCA 기법의 개발ㆍ적용이다. 폐기물에 관련된 발생, 유통, 처리단계의 전과정을 관리하

고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LCA기법의 개발이 절실하다.

넷째, 청정생산 및 청정기술의 개발ㆍ보급이다. 폐기물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생산단계

에서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공정개발과 기술개발이 필요하고, 이를 사업체로 하여금 도입하게 유

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 폐기물 재활용제도의 개선 

첫째, 다량배출자가 아닌 중소형 상가를 포함하는 상업부문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에 해 

재활용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상업부문의 생활쓰레기에 해서는 종량제봉

투크기나 봉투가격의 변경 등이 필요하다.

둘째, 사업장 중 공장에 해당되는 산업체에서 발생되는 배출시설계폐기물과 생활계폐기물류의 

재활용 의무를 강화하고 재활용의 질을 높이도록 한다.

셋째, 쓰레기종량제와 관련하여 생활쓰레기 수거/처리 구역의 광역화, 타지자체와의 공동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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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의 마련, 종량제봉투가격체계 개선, 재활용품 선별의 기계화와 보관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

넷째, 음식물쓰레기자원화 개선과 관련하여 자원화방법의 다양화, 기술개발지원, 배출원 특성

별로 차별적인 자원화 방법 적용과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 생산자 및 사업장 규제제도 개선

첫째, 1회용품 규제의 효율성을 점검한다. 둘째, 포장폐기물 발생억제와 관련해서는 규제의 효

과성 점검과 함께 다양한 정책 수단의 혼합, 감량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제조자나 유통업체를 

상으로 이루어지는 규제 제도 외에 자발적으로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정책수단

이 함께 도입된다면 비용 효과적일 것이다. 셋째, 통합폐기물관리방안을 마련한다. 폐기물의 발

생부터 처리까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방안의 구축이 필요하다. 

  ○ 폐기물관련 기타 제도 정비 방안

벌칙규정의 개선,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와 처리업자의 공동 책임 강화, 폐기물 분류체계를 개

선한다. 

2) 폐기물관리법체계 개선방안

  ○ 자원순환법 도입방안

자원순환법체계의 도입방안은 단기적으로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 재활용법을 체하

는 자원순환법 도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원순환법률의 장별 내용은 정책의 주제별로 구분

하는 방안과 주요 폐기물류를 중심으로 나누는 방안이 있다. 

우선 1안은 정책 주제별로 구분하여 구성하는 방안이다. 자원의 순환을 촉진하는 정책의 주제

별로 구성하는 방안은 폐기물의 발생예방, 수거운반, 재질과 구조 개선, 감량, 재활용 또는 재이

용에 관한 내용이다. 실제 폐기물을 자원으로 보고 처음 발생된 곳으로 다시 환류시키는 것이 자

원순환의 기본 이념이기 때문에 순환 법의 정책내용은 발생 예방, 수거, 자원화를 모두 포함하는 

내용이 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2안은 주요 폐기물류별로 구분하여 구성하는 방안이다. 물질순환

의 상이 되는 주요 폐기물류를 중심으로 장을 구분하는 방법이며, 주요 폐기물류는 포장폐기

물, 전기전자폐기물, 음식폐기물, 건설폐기물에 관한 장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폐기물류의 특성에 

맞는 정책내용을 포함하게 되며, 포장폐기물류의 경우는 감량계획, 생산자책임이나 제품책임, 분

리배출표시에 관한 사항; 전기전자폐기물류는 재질이나 구조개선, 생산자책임, 소량유해물질의 

분리 및 순환; 음식폐기물류는 수거운반, 발생예방정책, 자원화 방법과 기술; 건설폐기물류는 생

산자나 건설업계의 책임 분담, 발생 예방, 재이용과 재활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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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법 도입방안 중 두 가지 안을 비교하면 1안보다는 2안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1안은 정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발생예방과 폐자원의 순환을 중심으로 구분했는데, 유사성이 있

는 정책의 내용들이 함께 정리되어 있는 장점은 있으나 상 폐기물류가 정책에 따라 달라 정책

의 수요자(정책의 실제 집행 상자)에게는 내용 파악이 어렵다. 2안은 주요 폐기물류를 중심으

로 장을 구분하고 있어서 정책의 내용파악이 용이하다. 단지, 2안의 단점은 주요 폐기물류로 선

정되는 않은 폐기물로서 자원순환법에 의해 규율을 받는 품목이 있을 경우 적용조항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의 예방과 순환에 

관한 일반 조항을 1장 총칙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 폐기물관련법을 주요 폐기물류를 중심으로 분법화하는 방안

재활용이나 감량, 발생억제와 관련하여 중점 관리 상인 폐기물류를 상으로 개별 법안을 입

법하고 다른 폐기물의 관리는 폐기물관리법에 두는 방안이다. 

중점 관리 상 폐기물류는 포장폐기물류, 건설폐기물, 음식물폐기물, 전기전자폐기물을 들 수 

있다. 이처럼 주요 품목에 한 개별 법안을 입법하는 경우는 폐기물관리법에 전체 법률을 총괄

하고 자원화의 개념과 기본원칙을 포함하는 새로운 장을 추가하여, 각 법률 간의 관계, 폐기물 

자원화의 원칙, 개념 정의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폐기물관리법의 명칭이 변

경되어야 한다. 

그리고 각 자원화법률의 상 폐기물류인 포장폐기물, 전기전자폐기물, 건설폐기물, 포장폐기

물의 처리기준이나 방법, 재활용공제조합설립, 방치폐기물의 처리와 이행보증, 재활용산업 육성 

등에 관한 사항들은 폐기물관리법으로 이동시킨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기물의 처리방식, 

처리기준, 처리시설, 수거운반 및 처리업체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포장폐기물의 자원화 법률에서는 1회용품과 포장폐기물의 발생 예방이나 재활용에 관한 사항

을 포함하며, 건설폐기물 자원화법률에는 재활용, 발생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처리와 관련

한 사항은 폐기물관리법을 준용한다. 음식물폐기물 자원화법률에는 발생예방과 재활용을 장으로 

구분하되, 발생예방에는 감량의무사업장제도, 협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재활용에는 

재활용방법, 적용 상범위, 수거 운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전기전자폐기물 자원화법률도 

발생예방과 재활용 장을 구분하고, 발생예방에는 제품의 재질과 구조개선, 소량유해물질의 분리

와 순환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고, 재활용에는 생산자책임제도, 분리수거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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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 법체계 정비 방안

현행 법체계의 틀을 그 로 유지하더라도 개별법간에 서로 상충되는 부분을 정리하고 개념정

의를 정비해야 한다. 특히 폐기물 발생 방지와 재활용과 관련하여 혼용되고 있는 용어인 감량, 

예방, 자원화, 재활용 등의 다양한 개념에 한 정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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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골재의 생산유통기지 건설운영 및 품질검사 방안

이희선 수탁연구

연구배경 및 목적
연간 약 4천만톤이 발생하고 있는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자재는 허가를 받아 10

㎝ 미만 크기로 잘게 부숴 지정된 장소에 매립하거나 도로공사때 성토재 등으로 다시 사용하도

록 되어 있으나 도로변 계곡, 농지 등에 불법매립 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되는 경향이 있고, 영세

한 폐기물처리업체의 부도로 인한 방치폐기물의 증가로 환경오염 및 국민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건설폐기물이 재활용된다 하더라도 부분의 건설폐기물은 성토․매립용으로 이용되고, 도로

기층제나 콘크리트용 골재 등의 고부가가치가 높은 재생골재로의 재활용 실적이 낮다. 재생골재

의 품질향상 및 수요처 확보를 위해서는 처리시설별 사업장부지 확보 및 처리시설의 기준강화가 

필요한데, 이 경우 영세 중간처리 업체는 도산의 가능성이 크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에서 고

품질 재생골재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유통기지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재생골재의 안정적인 수요․공급을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고품질의 재생골재를 생산할 수 없는 

영세 중간처리업체들을 상으로 업체들의 집단화 개념인 재생골재 생산유통기지를 건설하고, 운

영방안을 모색함과 아울러 생산된 재생골재의 품질검사 기능을 수행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다. 또한 생산유통기지 설치를 위한 설치비를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재생골재 생산유통기지 건설

시 필요한 재원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각 업체들에게 지원되는 방안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봄으로써 각 업체들이 생산유통기지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나타

내 보았다.

영세한 중간처리업체들이 생산유통기지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건설폐기물의 불법처

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재건축의 증가와 건설경기의 활성화에 따라 점점 고갈되어 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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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골재자원을 체함으로써 골재채취에 따른 자연녹지 훼손 및 수질오염 절감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업체들이 생산하는 재생골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여 도로 기층제 등의 

폭넓은 수요증진을 유도하고, 생산된 재생골재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부족한 천연자원을 체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경제사회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향하고 있

는 새천년 국가환경비전의 폐기물부문 추진전략 중 폐기물 최소화, 자원화를 확립하기 위해 여러 

폐기물 중 발생량 자체는 많으면서 환경적 측면의 유해성은 높지 않아 재활용 가능성이 다른 폐

기물보다 월등히 높은 건설폐기물을 선택하여 건설폐기물 생산유통기지 건설운영 및 품질검사 

방안을 연구하여 국가 정책에 부합하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구축에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내용 및 주요 연구결과
최근 들어 재건축 등으로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은 증가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폐

기물 중 약 45%가 건설폐기물이며,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이므로 매립지 부족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반면에 천연골재의 사용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몇 년 후에는 천연골재의 수

급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를 처리하는 중간처리업체들은 부분이 영세하여 적정

처리가 어려워 방치폐기물을 발생시킬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처리시설의 기준을 강화

할 경우 많은 업체들이 도산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건설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를 상으로 재생골재 생산․유통기지를 건설․운영할 필

요가 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재생골재 생산․유통기지의 성격상 조성주체는 환

경부가 되고, 기지조성의 실무사항 및 관리, 운영은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환경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생골재 생산유통기지는 1일 처리능력 1000톤, 2001년 처리실적 20만톤 이하의 전국 97개 

업체를 상으로 하였으며, 업체들의 분포를 고려하여 전국에 28개 업체를 설치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생산유통기지의 거리, 인접지역의 생산유통기지 설치 등을 고려하여 약 22개 정도의 

업체를 선정하여 설치할 예정이다. 

재생골재 생산유통기지에 도입될 기술은 재생 굵은 골재 2종(재생콘크리트 2급)의 기준을 만

족시킬 수 있는 기술로서 신기술 및 실용신안을 얻지 않은 업체의 기술을 기준으로 선정하였으

며, 이는 3단계 파쇄시설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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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되는 총 비용은 부지매입비, 기지조성공사비, 지원시설공사비, 기계시설비, 건축공사비, 기

타 부 시설경비가 포함되는데 약 22개의 생산유통기지를 설치할 경우 약 4,180억원 정도가 소

요된다. 

연차별 설치계획은 총 10년으로 설정하였으며, 각 권역별로 시범지역을 1개소씩 선정하여 운

영한 후 여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한 후 이를 토 로 설치하는 방안으로 결정하였다. 시

범지역은 지역별 건설폐기물 발생량을 고려하여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지역에서 

1개소씩 선정하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생골재 생산유통기지는 정부주도에 의해 사업시행을 하는 것이 재원확보나 자금운영 등을 

용이하게 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생산유통기지 조성사업의 사업시행

자를 정부로 하고, 사업시행업무를 한국자원재생공사에 위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사료

된다.

재생골재의 품질향상방안으로는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철저한 품질검사를 시행한 후 품질인증

을 실시함으로써 제품에 한 공신력을 확보하도록 하여 재생골재의 수요처를 확보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이러한 생산유통기지를 설치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원

의 이용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재활용 단지’라는 용어를 ‘재활용 집단’이나 ‘순환골재 

생산기지’ 등과 같은 용어로 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생골재라는 용어에 한 거부감을 줄이

기 위해 재생골재라는 용어도 ‘건설순환골재’ 등의 용어로 체할 필요가 있다.

기대효과
첫 번째로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업체는 표적인 NIMBY시설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어 시설

의 설치 및 확장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처럼 입지의 어려움을 겪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를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춘 생산유통기지에 집단화함으로서 NIMBY현상을 감소시킬 수 있다.

두 번째로 향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허가기준을 강화할 경우, 부분의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체는 영세하여 허가기준에 부응하지 못하고 도산이나 폐업이 예견되는 바, 생산유통기지에

서 다단계의 우수시설을 설치한 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서 투자비용절감과 수익성 

증 의 효과를 기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품질인증을 통한 재생골재의 외 신인도 확보가 가능해질 수 있다. 재생골재는 품

질에 한 신뢰도 부족으로 건설현장에서 사용을 기피하여왔으나, 생산유통기지에서 공동으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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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된 재생골재에 하여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엄격한 품질검사를 통한 품질인증을 함으로서 

외적으로 재생골재의 품질에 한 신뢰도 확보가 가능해지는 효과가 있다.

네 번째로 방치폐기물 감소 효과를 기 할 수 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서는 급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집중함으로서 생산된 재생골재는 일부 매립․성토용을 제외하면 품질의 저

하로 인하여 부분 사용되지 못하고 적치되어 환경미관을 해치고 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적절

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일부 야산이나 계곡에 무단 투기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생산유통기지를 

건설 운영함으로서, 재생골재의 품질확보에 따른 원활한 공급으로 적치된 폐기물을 감소함으로서 

방치폐기물의 감소효과를 기 할 수 있다.

다섯 번째로 매립지 수명 연장의 효과를 기 할 수 있다. 건설폐기물은 부피가 크기 때문에 

이를 매립할 경우 부지가 많이 소요된다. 수도권 매립지의 경우 반입되는 폐기물의 비율을 보면 

2001년부터 건설폐기물의 반입 비율이 생활폐기물의 반입비율보다 많아졌다. 2001년 통계를 보

면 건설폐기물이 2,908천톤으로 생활폐기물 2,687천톤보다 221천톤이 많게 반입되었으며, 이는 

매립지의 수명 단축에 절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처럼 급증하는 건설폐기물을 생산유통기지에서 

효율적으로 처리할 경우 매립지 수명 연장의 효과를 기 할 수 있다.

여섯 번째로 천연골재의 체효과를 기 할 수 있다. 건설현장에 필수적인 골재는 재건축 등

이 증가함에 따라 골재의 수요량도 또한 급증함으로써 머지 않아 골재품귀현상이 예상되고 있다. 

생산유통기지에서 생산된 재생골재는 연간 골재사용량(1,700만톤~2,380만톤)의 5~7%에 달하는 

도로기층재 등으로 활용되어 천연골재를 체할 수 있게 된다.

일곱 번째로 환경오염방지와 자연환경보전 효과를 기 할 수 있다. 천연골재의 생산을 위하여 

석산을 파괴하고, 산림과 하천을 훼손하게 되며, 이는 자연치유 능력을 상실케 함으로써 자연재

해를 유발하게 되고 환경재앙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생산유통기지의 건설 운영은 천연골재의 

채취를 감소함으로서 자연환경 보존과 환경오염방지의 효과를 기 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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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분석 및 평가에 의한 산업폐기물 자원화 
촉진을 위한 지원정책방안 연구

이희선 수탁연구

연구배경 및 목적
산업의 선진화와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만

약 이러한 폐기물이 환경에 배출되어 그 로 방치될 경우 수질과 토양오염, 그리고 기오염과 

악취 등으로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폐기물을 소각처리하는 경우 기오염 등의 2

차오염이 우려되며, 매립처리는 제한된 토지와 수질 및 토양오염 등의 2차오염을 야기시킬 위험

이 크지만 발생된 폐기물을 적절히 회수하여 처리하면 자원으로 재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폐기물

의 자원화는 사회전체의 폐기물 처리비용의 절감과 생산업체에 한 자원절약 효과라는 이중의 

효과를 가지게 된다. 점점 환경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이의 처리에 한 사회적 비용은 증

가하게 되고, 자원고갈현상이 심화되어감에 따라 재활용자원에 한 수요증가가 일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폐기물의 자원화는 수익성이 증 되고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참여도 증 되어 산업

폐기물의 자원화산업은 성장하여 기간산업으로 자리를 잡아갈 수 있을 것이다.

산업폐기물 자원화를 극 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와 경제여건에 따라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이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폐기물 재활용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하는 당사자들의 관심분야와 지원방향에 한 수요조사가 

필요하다. 당사자들은 정부, 공공기관, 업체 등을 망라하여 이들이 느끼는 애로점들을 분석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정부에서는 폐기물의 관리를 위하여 기존의 처리위주의 방식에서 자원순환형 사회를 구

축하기 위하여 산업폐기물 각 품목별로 재활용을 활성화 내지 촉진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이해하고 보다 발전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개선된 방안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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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하여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를 시행하는 선진국의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

여 장단점을 이해함으로써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에 한 기초자료 분석이 필

요하다.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과 제도를 현실에 맞게 그리고 보다 합

리적으로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폐기물 재활용 관련법을 분석하여 선진외국의 관

련법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는 현실에 부합되도록 

관련 항목을 수정해나가야 한다. 

위와 같은 문제들을 먼저 경험한 선진외국 및 국제기구(UNEP, OECD)에서는 이에 해 많

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중이므로 이로부터 본 제도들의 동향을 파악

하고 흐름을 같이하는 것이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

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산업폐기물의 자원화를 가로막는 요인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구체적이고 체계적

인 조사와 분석을 하고 이와 더불어 재활용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 방면에서의 정책방안을 제안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산업

폐기물 자원화의 애로요인 및 활성화 저해요소를 분석하고 기술적, 제도적, 경제적인 측면 및 사

회적인 측면에서의 구체적인 정책지원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내용 및 주요 연구결과
가. 설문조사 및 세미나를 활용한 산업폐기물 자원화 저해 요인 분석

전반적인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첫째, 폐기물의 회수․운반체계가 마련되어야 하고, 둘

째 보조금 지급으로 재생원료 및 재생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제고되어야 하며, 셋째 생산자책임자

에 의한 재활용품 회수 의무화가 추진되어야 하고, 넷째 재생기술이 향상되어야 하고, 마지막으

로 공공구매 등 재활용제품의 구매력이 향상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부문의 지원책으로는 폐기물 

허가제와 신고제를 새로운 제도 하에 통합시켜야 하되 그 기준을 완화시키며, 단속적발위주의 관

리감독업무를 기술지도위주의 관리감독업무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나. 기존의 법률 및 시험방법의 update화

첫 번째로 산업폐기물 자원화 관련 법률의 비교․분석이 이루어졌다. 현재는 사업장의 사업주

에게 사적으로 처리비용을 물림으로써 폐기물 감량화를 유도하려는 목적이었으나 재활용 촉진에 

한 아무런 유인방안이 없어 실적이 미비한 상태이므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처리하는 주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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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이 필요하다. 또한 사업장폐기물 관리에 있어 지방환경청과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되고 있어 

이중적인 지도 단속, 관리의 공백 상태 발생, 관리상 혼선 야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며, 이를 위

해서 사업장폐기물을 충실하게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조직편제, 인력편성, 전문성 등을 확보하

는 것이 필요하다.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지원업무 역할과 권한을 이양받아, 지방자치단체는 지도, 

단속과 지원의 구체적인 업무를, 그리고 중앙정부는 이 업무에 한 감사, 지원 등의 포괄적, 계

획적 기능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역할 및 책무규정이 필요하다.

다. 품목별 EPR적용

품목별 EPR적용 방안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적으로 EPR수행을 위한 인프라시장 구축이 필요

하다. 폐기물 유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생활계 및 산업폐기물배출자에 해서 사업장 분리

배출 체계화 및 소비자예치금 확 , 쓰레기 종량제 수수료 인상, 산업체간 폐기물정보 및 교환시

스템 확립, 자체재활용촉진 유인책 부여, 배출허용기준 철저 적용 및 집행을 적용함으로써 시장

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재활용 기술시장의 경우 재활용 기술자에게는 기술개발 재정지원 및 

재활용기술의 상용화 방안을, 원료생산자의 경우는 자원고갈세 도입으로 신규원료 가격 상승이나 

정부보조금지원으로 인해 재생원료가격을 인하하는 등 재활용 기술개발의 동기를 마련해 주고, 

제품생산자에 해서는 재생원료 사용에 해서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환경친화적 제

품설계 등을 유도해야 한다. 재활용품 판매시장의 경우 제품유통판매자는 포장규제, 포장폐기물 

수거함 설치, 품질상승, 제품가격 인하, 다양한 용도 개발 및 녹색공공구매 등을 통한 수요처 확

에 해 노력하고, 제품구매사용자는 폐기물저감제품이나 재활용 용이제품을 우선 선택하고 녹

색구매의식을 고취해야 한다. 

품목별 적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폐플라스틱의 경우 분리배출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아 재

활용 시장이 매우 취약하고, 국내 재활용의 현실에서 볼때 다양한 재질별 분류, 선별이 용이치 

않아 수집․운반․1차선별 단계에서 타 품목에 비해 경제성이 낮아 민간업자들이 수거를 기피하

는 경향이 있다. 폐플라스틱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는 유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활용단지의 조성 

등으로 재활용 사업을 위한 입지선정과 인․허가 문제 해결, 지자체의 운영비 보조 및 세제감면

을 통한 재활용 사업체의 운영비용 절감 마련, 자동선별기계의 개발 및 도입을 통한 선별기술 향

상, 입찰계약 방식의 전환 및 재활용가능 폐자원 및 재생원료의 비축제도 운영을 통한 가격 안정

화 정책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고, 재생원료 및 재활용제품 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생원료를 사용

하는 제조업체에 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신규원료 사용에 해서는 환경세 적용, 공공우

선구매의 의무화를 통한 안정적인 수요처 확 , 재활용 제품의 품질향상과 더불어 가치 정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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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정보 제공, 홍보, 교육을 통한 일반 소비자의 구매력 향상방안 및 환경친화적인 제품설계(산

업표준화법에서 심의회의 구성부터 인증기관의 지정에 이르기까지 환경친화적인 제품의 기준과 

요건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표준화를 분리배출과 연계하는 등의 동맥산업 부문

의 재활용 유인정책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폐PC와 관련하여 효과적인 EPR 적용을 위해서는 정보 및 관리체계 구축(기초통계 

및 非 제도권 유통부분 양성화, 본체와 모니터의 차별적 관리방안 모색 등)이 필요하고, 사적 경

제성이 떨어지는 CRT의 재활용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확 에 관해 

고려해 보고 , 재생용품 사용(특히 CRT) 의무화하는 등 여러 정책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 폐전지 부분이다. 폐전지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는 생산자가 주 책임자가 되는 전

지 수거 조합을 결성하되, 구성된 생산자 기구는 회원들간의 비용분담과 자치단체, 정부의 지원

으로 운영비용을 조달하여 전국적인 회수체계를 구성해야 한다. 여기에서 수집된 전지는 운반이 

용이하도록 관련 법 조항 개선을 통한 유통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네 번째로 폐타이어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생산자 기구에서 비제도권 수

거업체에 처리비용을 지불함으로써 배출자가 수거업체에 수거처리비를 지불하지 않도록 하여 비

제도권 유통량을 제도권으로 흡수할수 있어야 한다. 또한 폐타이어의 열이용 우선방침이 바뀌기 

위해서는 시멘트 소성로 보조연료로 이용될 수 있는 폐합성수지 연료화 기술개발등을 통한 책

이 우선시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기대효과
첫 번째로 정부의 정책계획 수립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즉 폐기물 관리정책 및 폐기물 

자원화산업정책에 이용할 수 있고, OECD와 바젤협약에 따른 폐기물의 국제적 규제에 비하도

록 지침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로 폐기물 자원화 기술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서 생산되는 재생

품이 고부가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기술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세 번째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생산품의 안정적인 원료가 되도록 이용함으로서 생산활동에 있

어 보다 안정적으로 원료를 공급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이룰 수 있다.

네 번째로 폐기물의 자원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제도의 마련으로 폐기물 자원화산업을 활

성화하여 이에 따른 고용의 증 를 이룰 수 있다.



4. 토양오염의 관리
연 구 사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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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지역의 관리 및 복원방안 Ⅱ

박용하 기본연구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에서 토양오염에 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  이후이다. 이 

시기부터 휴․폐광된 금속광산, 불량매립지, 산업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의한 토양오

염, 유류누출에 의한 토양오염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토양이 오염되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토양오염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995년에 “토양환경보전법”이 제정되었다. 동

법이 제정된 이후, 오염토양 발견 및 복원에 한 사례들이 꾸준히 늘어나 오늘날 수십건 이상의 

크고 작은 규모의 토양오염복원사업이 수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실시된 표적인 오염토양복원사

업으로는 부산 문현동 등의 군부 이전지역, 화선키메탈(주) 회사 부지 등의 폐기물매립에 의한 

토양오염지역, 경기도 의왕시 한진화학 주변지역 등의 유류오염부지, 울산의 온산공단지역 등의 

중금속 오염부지 등 다양하다. 이러한 복원사업을 실시할 때 조사 및 지정, 복원, 해제 등에 관

한 개략적인 절차는 법, 지침 등이 마련되어 있으나, 시행단계에서 이러한 절차에 한 세부 절

차 및 처리 방법이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로 인하여 정책 추진시 법의 집행자

와 토양오염지역의 책임자 등간에 갈등 요인이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2001년도 개정된 토양환

경보전법에서는 토양오염에 한 책임, 조사 및 복원 등에 관한 법을 강화하였다. 따라서 토양오

염지역의 관리 및 복원에 따른 실행상의 문제를 사전에 예견하고 충분히 준비하지 않는다면 이

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는 심화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토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국내법의 강화에 따라 오염지역의 관리 및 복원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제도 시행상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에 한 해결방안 및 개선방안을 도

출하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나라 및 선진외국에서 토양이 오염되고 복원된 또는 복



128   2003 연차보고서

원과정에 있는 지역에 한 법․제도를 비교․검토하였다. 따라서 선진외국에 한 사례연구의 

경우 2002년(1차년도)에는 토양오염지역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미국의 법, 제도를 중점적으로 

파악하였으며, 2003년(2차년도)에는 독일, 영국, 네덜란드 등 토양오염의 복원이 수행되고 있는 

유럽국가들의 법, 제도 및 토양오염지역의 복원사례를 1차년도 결과와 함께 종합적으로 분석하

였다. 

연구내용
우리나라 토양오염지역의 복원 및 관리 사례를 고려할 때, 토양오염지역의 관리 및 복원에 관

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토양오염지역의 책임에 한 세부규정이 미흡하

다. 둘째, 토양오염 관련법간의 관계가 미흡하다. 오염된 토양의 처리는 오염토양을 어떻게 간주

하는가에 따라서 또는 토양오염의 상 지역에 따라서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광산보안

법 등이 상충될 수 있다. 셋째, 오염지역의 조사 및 복원단계에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장치

가 미흡하다. 향후 우리나라의 토양오염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러

한 문제점은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일 것이다.

European Environmental Agency의 분석자료를 기초로 하여 유럽연합 18개 회원국가들 중에

서 우리나라 토양오염지역의 복원 및 관리 분야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영국, 네덜란드, 독일, 덴

마크의 토양환경보전정책을 분석하였다. 이들 국가의 특성(인문․사회적 특성, 토양보호정책 추

진의 배경, 토양오염현황), 주요 법률, 토양오염부지의 복원 및 관리 책임기관, 오염부지의 등록 

및 목록, 토양질 기준, 위해성평가 및 위해성관리, 오염부지의 복원, 오염토양의 재활용, 지역사

회의 역할, 책임 및 재원 분야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이들 국가와 본 연구의 1차년도에 

수행한 미국의 법, 제도 등을 함께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첫째, 본 연구 상으로 분석한 나라들은 토양의 개념과 오염토양의 정의를 기본법률에서 규

정하고 있으며, 각국의 환경, 역사 및 사회적인 배경에 따라 정의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제시되는 토양오염물질 이외의 물질로 토양오염지역을 판단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토양오염지역의 관리 및 복원정책은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셋째, 토양오염지역 

복원의 책임 및 복원이익의 환수 등에 관한 유럽국가들의 정책은 우리나라가 고려할 사항이 많

다는 것이다. 특히 토양오염에 해 무과실 책임을 적용하는 기준시점을 두고 있는 것과 토양오

염원인자간의 책임부담 순서 및 결정절차에 관한 유럽 국가들의 정책은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으로 사료된다. 또한 독일의 가액조정금제도와 같이 오염원인자부담원칙을 적용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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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수혜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토양복원사업으로 편익을 수혜 받는 사람에게 비용을 상환 받

는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고려해 볼만한 제도이다. 넷째, 토양오염지역의 체계화된 Data Base 

(DB)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국과 유럽국가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토양오염지역의 DB체계

와 토양오염지역 자료 공개방법은 이러한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한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제공

하고 있다. 다섯째, 오염토양의 재활용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덴마크에서는 오염토양 

재활용에 관한 지침서를 개발, 행정적 제도 도입, 분류를 위한 부지 확보, 토양시장을 활성화하

고 있으며, 오염토양 처분에 한 세금부과를 고려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여섯째, 토양오염정화에 관해 토양오염원인자에 의한 자발적 복원정책의 확  가능성이다. 일곱

째, 도시개발계획과 연계된 토양오염지역의 복원의 고려이다. 영국, 독일 등의 유럽국가에서 추

진하고 있는 도시의 지역개발과 토양오염의 복원을 연계시키는 법과 제도는 향후 우리나라의 정

책을 추진함에 있어 중요한 방향을 제공하고 있다. 여덟째, 토양오염지역의 복원에 관한 지역사

회의 참여이다.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 토양오염부지의 복원 및 관리에 지역주민을 포함시켜 

이해당사자들간의 갈등 및 분쟁을 최소화하는 법, 제도, 국가 복원프로그램 등은 토양오염지역을 

복원하고 관리할 때 지역주민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 지역 사회적인 불만이 

야기될 수 있는 우리나라에 주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아홉째, 재원조달방안이다. 본 연구

에서 분석한 미국과 모든 유럽국가들에서는 토양오염부지의 복원을 위한 재원 또는 오염원인자

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등에 해서 운용할 수 있는 기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토

양오염부지의 복원 및 관리를 위한 국가의 재원과 기금이 없다. 

토양오염지역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국내외 문제점과 미국과 유럽 국가의 추진정책 분석을 

통하여 정책방안을 도출하였다. 토양환경보전 정책의 목표는 '쾌적한 토양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공생할 수 있는 터전을 조성'으로 설정하였다. 정책추진 원칙으로 다음 4가지를 

도출하였다. i) 토양오염지역의 관리 및 복원은 지하수 오염방지와 오염된 지하수의 복원정책과 

연계되어야 한다. ii) 토양오염지역의 관리 및 복원은 반드시 인체 및 환경위해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iii) 토양오염지역의 관리 및 복원은 오염지역 특이적인 위해성 평가와 연계되어야 한다. 

iv) 토양오염지역의 관리 및 복원방법은 법, 제도적, 기술적으로 달성 가능해야 한다. 

정책개선방안으로는 i) 토양오염지역의 복원체계 구축, ii) 토양오염 책임배분체계의 구축, iii) 

토양오염지역의 DB화, iv) 토양오염지역의 자발적 복원제도의 확 , v) 지역사회의 참여 활성화, 

vi) 특별회계를 통한 토양오염지역의 복원기금 조성에 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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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결과 및 평가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토양오염지역의 관리 및 복원에 한 정책방안은 미완성의 결론이

다. 이러한 정책방안은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여건이 모의 실행단계에서 계획(안)에 feedback되

면서 구체적이고 현실감이 높아질 것이다. 또한 토양오염지역의 복원책임 배분방법으로 본 연구

에서 제안하고 있는 토양오염의 발생시기에 따른 무과실 책임의 적용방법 등에 한 경제적, 사

회적, 법리적인 측면에서의 연구가 미흡하였다. 따라서 본 정책방안은 제안하고 있는 정책방안에 

한 경제적, 사회적, 법리적인 측면에서의 추가적인 연구, 정책(안)의 소규모적인 시행과 지속적

인 수정을 통해 구체성과 현실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내용과 도출된 결과는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본다. 우선 토양

오염지역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정책 이행시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도출한 것이다. 그리고 이

러한 문제에 해서 미국, 주요 유럽국가의 법․제도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

였으며, 이러한 국가들의 법․제도가 이행되고 있는 현장을 검토함으로써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이행 방법을 파악한 것이다. 이러한 선진외국의 법․제도와 현장의 사례연구는 우리나라의 문제

점을 해결하기 위한 현실감 있는 시사점으로 도출되었으며, 이러한 결과가 우리의 정책추진 목

표, 원칙, 방향과 전략 및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의 토양

오염지역을 조사, 복원, 해제에 따른 법, 제도, 기술적인 해결 방안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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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유류저장탱크의 관리 강화 방안

김미정 기본연구

연구배경
지하유류저장탱크에 의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이 종종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 국내에는 관련법

과 담당인력이 부족하여 실질적인 책이 부족한 형편이다. 오래 전에 지하에 매설되어 그동안 

부식환경에 노출되어 왔던 수많은 강철재 저장탱크는 매우 높은 누유 발생의 가능성을 안고 있

다. 한편,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해 전국의 주유소가 정기적으로 토양오염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

해 시행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어 실질적으로 누유발생 및 토양오염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는 현행 지하유류저장탱크 관리가 지하유류저장탱크 누유에 의한 토양 및 지하수의 오

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

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하여 지정되고 관리되는 특정토양오염유발

시설 중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중 주유소를 연구 상으로 하였으며, 국내에서 탱크가 제작, 

설치, 관리, 그리고 용도폐지되는 전 과정에 관련한 규정 및 제도를 고찰하였다. 

연구내용
지하유류저장탱크관리의 현황 및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파악되었다.

첫째, 지하유류저장탱크의 현행 시설기준은 미국 및 다수의 EC회원국가들과 동소이하게 부

식 및 산화방지시설, 누유감지 시설, 넘침 및 흘림방지 시설에 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만 세

부적인 내용은 이들 국가에 비하여 미흡하다. i) 우리나라는 누유감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

을 뿐 모니터링 실시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으며, 누유감지 시설은 물론 탱크 및 배관에 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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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 한 규정이 없다. 외국 선진국가들이 secondary containment와 누유감지 모니터링 중 한

가지 이상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미흡한 기준을 

두고 있다. ii) 배관의 부식 및 접합부분에 의한 누유가 가장 빈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

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배관에 관한 규정이 매우 부족하다. iii) 이미 설치된 기존의 지하유

류저장탱크에 적용할 수 있는 개선조치 등의 규정이 없다.

둘째, 토양환경보전법상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토양오염검사는 검사방법 자체가 지니고 

있는 한계로 인하여 지하유류저장탱크의 누유 등에 의한 토양오염 예방에 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셋째, 탱크가 제 로 제작되고 설치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법이나 제도가 미흡하다. 탱

크 매설시에 실시하는 탱크안전성능시험이 탱크의 결함 및 하자를 확인하는 유일한 검사이자 동

시에 시공 중에 실시되는 유일한 현장감독에 해당한다.

넷째, 2002년도에 환경부와 5  정유회사간에 체결한 자발적 협약의 내용 및 정유회사의 이

행을 점검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지 않다. 한편, 자영주유소 및 수입석

유를 판매하는 소수의 주유소의 지하유류저장탱크 관리는 자체역량이 상 적으로 부족한 실정이

나 이에 한 책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이상 지적된 현행 지하유류저장탱크 관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향을 크게 4가지로 

제안하였다. 첫째, 현행 오염방지조치 등 시설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다. 둘째, 지하유류저장탱크의 

제작에서부터 설치까지 과정에 관련된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다. 셋째, 주유소가 지하유류저장탱

크로 인한 오염위험을 제 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넷째, 지하유류저장탱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기타 개선방안들이다.

각 개선방향에 따른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오염방지조치 등 시설기준 강화 - 신규시설의 시설기준을 강화하고, 기존시설에 한 개

선조치를 수립하여야 하며, 토양오염검사를 탱크 및 배관 검사로 체한다.

둘째, 탱크제작 및 시공 관리강화 - 최근에 실시되기 시작한 형식승인시험을 의무화하거나 기

타 방법을 통하여 탱크품질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또한, 지하유류저장탱크의 올바른 설치 

및 유지․관리도 오염방지 향상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시공감독을 현재보다 훨씬 강화한다.

셋째, 주유소의 오염위험관리 향상을 위한 제도 마련 - 현재 실시중인 환경부와 정유회사간의 

자발적협약의 내용 및 정유회사의 협약 이행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한다. 

한편, 자영주유소의 토양오염위험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유회사에 의한 주유소관리, 그리고 

정부(또는 지자체)와 비직영주유소간의 자발적 협약 등을 포함하여 가능한 방안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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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기타 관리강화 방향 - i) 담당부처의 상호협조 및 관련법령의 상호보완이 필요하다. 소

방기관이 시설의 허가, 감독, 검사 등의 실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환경부는 소방법상 환경오염 

측면에서 미비한 점을 토양환경보전법에서 보완하며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식의 공조가 바람직

하다. ii) 주유소 소유․운영자에 한 토양오염관리 교육이 필요하다. iii) 현황자료의 구축이 필

요하다. 지하유류저장탱크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하기 위해서는 전국의 지하유류저장시

설의 누유감지 및 방지시설의 설치유무와 시설운용 현황을 즉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

는 것이 우선이다.

주요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현행 지하유류저장탱크 관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존시설에 한 개선조치를 

수립하여야 하며, 현행 토양오염검사를 탱크 및 배관 검사로 체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

난다. 아울러 저장탱크의 올바른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탱크제작 및 설치 사업자에 한 

관리 및 사업시공감독을 현재보다 훨씬 강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실시중인 환경부와 정

유회사간의 자발적협약의 내용 및 정유회사의 협약 이행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

로 수립하며, 자영주유소의 토양오염위험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유회사에 의한 주유소관리, 

그리고 정부(또는 지자체)와 비직영주유소간의 자발적 협약 등을 포함하여 가능한 방안을 수립하

여야 한다. 

한편 지하유류저장탱크 관리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소방기관이 

시설의 허가, 감독, 검사 등의 실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환경부는 소방법상 환경오염 측면에서 미

비한 점을 토양환경보전법에서 보완하며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식의 공조와, 전국의 지하유류저

장시설의 누유감지 및 방지시설의 설치유무와 시설운용 현황을 즉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제도가 지하유류저장탱크 시설로 인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지 못하

고 있다는 점은 토양환경보전법이 주유소를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로 지정하여 관리를 시작한 이

후로 그동안 산학연 전문가 및 정책 관계자들에 의해 인식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

도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구체적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던 연구는 문헌상으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하유류저장탱크의 제작에서부터 용도폐기에 이르기까지 

적용되는 법령 및 제도를 전반적으로 고찰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개선방안

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이와 관련한 정책연구 및 결정에 일조 할 것이라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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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과 이동성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방안

정승우 기본연구

연구배경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에 미치는 해

로운 영향을 예측 분석하여 이에 한 책을 강구하므로서 개발로 인한 환경적인 피해를 최소

화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환경영향평가의 생활환경분야 중 하나인 토양분야는 근래 중요성이 

두되면서 환경영향평가에서의 비중이 높아가고 있다. 토양은 사업이 시행되는 부지를 구성하는 

매체로서 한번 오염이 되면 쉽게 복원되지 않고, 과거의 토지이용형태에 따라 현재 토양환경이 

결정될 뿐만 아니라 개발사업 후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환경매체라는 점에서 다른 평가

항목과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토양은 인위적으로 만들어 질 수 없는 유한한 자원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토양은 한번 오염되

거나 제거되면 원래상태로 복구가 거의 불가능하고, 어느 정도 복원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

력을 필요로 한다. 수질오염, 기오염 및 폐기물 문제 등은 오염 발생원으로부터 오염물질의 배

출 중단 및 저감 등을 통하여 각 매체의 오염을 단 시간 내 어느 정도 개선시킬 수 있지만 토양

오염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토양은 과거의 토지이용형태에 따라 현재의 토양 상태가 결정되

고, 한번 오염된 토양의 상태는 계속 유지될 수 있다. 또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그 오염상태가 

더욱 누적되어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으므로 환경영향평가과정 중 토양환경의 현황조사 뿐 아

니라 영향예측과 방지 책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 

과거에 한번 오염된 토양은 현재 뿐 아니라 미래에도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된다. 토양오염은 

그 자체에만 그치지 않고 지하수 오염, 지표수 오염, 공기오염 등의 2차 오염을 야기하여 인체 

및 생태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과정 중 이러한 2차 오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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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영향을 파악하고 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발사업 전, 개발 상 부지의 토양환경에 한 올바른 파악과 개발사업 후, 운영중 발생할 

수 있는 토양오염의 예측과 방지 책 수립은 환경영향평가의 주요내용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이 환경영향평가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현재 단편적인 토양조사로만 현황파악이 이루어지

고 있는 현실에서 사업지구 전반에 걸친 토양환경은 제 로 파악되고 있지 않으며, 토양오염 예

측 및 저감․방지 책 등은 거의 수행되지 않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에

서 사용될 수 있는 예측 기법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점도 있겠지만 토양환경의 중요성에 한 

인식 부족도 어느 정도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내용
본 연구는 토양부문 환경영향평가에 한 첫 번째 연구로서, 환경영향평가 과정 중 토양분야

의 역할과 중요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환경영향평가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세부적

인 연구목적은 첫째, 토양환경이 미칠 수 있는 인체, 환경 및 사회영향에 해 조사․제시함으로

서 개발사업에서 토양환경의 중요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둘째, 환경영향평가서 토양분야 작성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합리적인 환경영향평가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셋째, 토

양오염에 의한 주변환경의 2차 오염과 인체에 한 위해성을 고려하는 환경영향평가 기법개발을 

위한 기본 개념과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
□ 토양 환경영향평가 현황분석 

2003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 검토를 위해 접수된 환경영향평가서 분석결과, 토양

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는 개발사업은 3개 사업으로 나타났다. 이 중 2개 사업은 댐 관련 사업으

로 사업지역이 광범위하여 사업지역 내 토양오염지역을 포함하였다. 그러나 현재 부분의 환경

영향평가 토양현황조사는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에 한 2-3개 지점의 토양조사가 전부이다. 광

범위한 사업지역에 비해 토양현황조사는 매우 미미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실제 오염

토양은 보고된 사례보다 더 많을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환경영향평가시 토양현황조사의 문제점은 오염지역과 관계없는 토양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오염의 개연성을 파악하기 위한 충분한 자료조사가 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환경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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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환경영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규정｣의 토양항목 작성방법에 제시된 ‘토양오염물질의 주요 발생

원 현황을 조사’에 관한 사항은 거의 시행되고 있지 않다. 환경영향평가서 토양현황조사의 유일

한 사항은 사업지역내 단편적인 토양조사결과가 전부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환경영향평가 상

사업의 사업구역이 비교적 단위 면적이고 지역 내 다양한 토양오염원이 자리할 수 있지만 

부분의 환경영향평가는 일률 단편적으로 토양오염의 개연성이 적은 논, 밭 및 임야지역에 한 

토양조사만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토양오염원을 중심으로 한 현황파악과 토양오염 가능성 예측

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한 형식적인 토양조사에 그치고 있다.

토양은 과거 토지이용형태에 따라 현재의 토양현황이 결정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현재 

또는 과거의 토지이용상황 파악이 매우 중요한 평가사항이다. 예를 들어, 오염의 개연성이 높은 

지역중의 하나인 제조공장의 경우 직접적인 토양조사이외에도 과거 또는 현재의 자료 조사(환경

관리현황, 위반사항 등)에 따른 토양오염가능성 파악이 매우 중요하지만, 사업지구 내 존재하는 

제조공장의 갯수만이 조사되고 있으며, 해당공장 산업유형조차도 제시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부분의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환경영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규정｣에 제시된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토양현황조사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하더라

도 공사시 발견될 수 있는 오염지역에 한 예측 및 책수립이 되어야 하지만 부분 이루어지

지 않고 있다. 현재 영향예측과 책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공사장비 운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폐유발생량 예측이 유일한 사항이다. 개발사업후 운영중 토양환경에 관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에 해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토양현황조사 및 영향예측․ 책이 환경영향평가에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에는 많

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토양환경에 한 인식 부족과 토양 환경영향평가에 한 개념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근래 댐 관련 환경영향평가를 중심으로 토양환경의 평가에 한 보다 많은 관심이 기

울여지기 시작하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근래 두 개의 댐 관련 환경영향평가(한탄강댐과 화

북댐)는 모든 환경영향평가기법들이 동원된 만큼 앞으로 토양환경영향평가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고,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토양오염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공감 가 형성되었

고 건설사업에 있어 토양오염의 중요성과 역할을 잘 보여준 사례들이었다. 그렇지만 토양오염물

질의 이동성평가와 이동경로에 따른 저감 책 수립 등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본안에서 충분

히 다루어지지 못하고 보완서 등에서 뒤늦게 다루어진 것은 아쉬운 점이었다.

□ 합리적인 토양부문 환경영향평가 방안

본 연구에서는 합리적인 토양부문 환경영향평가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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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등에관한규정｣의 토양항목 작성방법 (1)현황, (2)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3)저감방안, (4)

사후환경영향조사에 준하여 구성되었으나 중요평가사항을 중심으로 실제적인 절차를 도시하였다. 

토양환경현황조사시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현황파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절차를 고려하였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을 ‘개발사업중 토양오염가능성 예측’, ‘운영중 토양오염가능성 예측’, 

‘운영 중 토양오염에 의한 환경영향예측’ 으로 세분하여 실질적인 절차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저

감방안과 사후환경영향조사에 해서도 각 영향예측과 연계하여 어느 부분에서 저감방안과 사후

영향조사계획이 수립되어져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안하고자 하였다. 

현재, 토양조사지점이 적으므로 인해 사업지역의 정확한 토양현황파악이 불가능하지만 그렇다

고 토양조사 지점을 단순히 늘리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적절치 못한 안이다. 본 연구에서는 토

양오염의 개연성이 높은 지역을 먼저 선정하고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오염확인이 꼭 필요한 지

점들에 해서만 토양현황조사를 벌이는 접근방안을 제시하였다. 환경영향평가과정 중 불필요한 

토양조사 지점 선정은 지양하고 오염원을 중심으로 꼭 필요한 토양조사를 벌이는 토양현황조사

계획 수립이 절실히 필요하다. 사업지역내 토양환경현황의 정확한 파악은 사업에 한 입지의 타

당성 및 개발사업의 타당성까지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 될 수 있을 만큼 중요하게 작

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적으로 ‘개발사업중 토양오염발생가능성’, ‘운영중 토양오염발생 가능성’으

로 구분하였고 공간적으로는 ‘토양오염발생후 미칠 수 있는 환경영향예측’으로 모두 3가지 경우

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토양오염 예측 결과에 비추어 영향을 받게 되는 수용체 중심의 토양 및 

지하수에 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을 제안하였다.

□ 우리나라 주요 토양오염물질

우리나라의 표적인 토양오염물질을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부 토양오염 측정망(실태조사)과 

지하수 측정망 운영결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 두 측정망 결과는 오염에 있어 서로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나 국가 측정망 운영계획에 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지하수 측정망 운영결과는 공업지역 및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염소계 유기용매(TCE, PCE)오염

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TCE, PCE 등은 현재 동물실험결과 발암물질로 판명된 오염물질

로서 지하수가 이들 물질로 오염되어 있다는 것은 토양 및 지하수층 어디인가 오염원이 되는 비

수용성액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렇지만 환경부 토양실태조사 결과 TCE로 오염

된 지역은 1개 지역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지하토양내 이동성을 가진 TCE, PCE, 유류 등의 

오염물질에 해서는 이들의 오염현황을 제 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가측정

망 운영계획의 개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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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한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는 토양 및 지하수 측정망 운영계획은 서로 연계되어 지상의 토

양오염원을 색출하고 정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하토양내 이동성을 

지닌 염소계 유기용매에 해서는 지하수 수질측정 결과로부터 비수용성액체의 존재를 파악한 

후 지하수 수리 및 수질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토양오염 가능지역을 선별한 후 집중적인 토양조

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CE, PCE 등은 지하수 오염물질 및 휘발성유기물질로서 

오염지역의 토양, 지하수, 공기를 모두 오염시킬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여러 경로를 통해 

인체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 

기대효과
본 연구는 환경영향평가 토양환경분야에 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한 합리적인 평가방

안을 제시하고자 한 것으로서 현재 모호하게만 제시되어 있는 ｢환경영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규

정｣의 항목들에 해 기본 개념을 정립하고 구체적인 절차를 제시함으로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자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그리고 현재 환경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환경부 토양오염 측정망

(실태조사)과 지하수 수질측정망 운영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유기오염물질에 해서는 두 측정망 

결과는 오염에 있어 서로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므로 앞으로 국가 측정망 운영계획에 한 재검

토를 해야 한다는 제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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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이용 용도별 토양오염기준 및 복원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박용하 수탁연구

연구배경 및 목적 
토양환경보전정책의 목표는 i) 토양오염물질에 의해 노출되는 인체 및 환경위해성을 사전에 방

지하고, ii) 오염된 토양부지에서 오염물질에 의한 위해성을 인체 및 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저감

시키는 것이다. 토양이 오염된 부지는 다양한 토양의 기능을 저해함으로써 장래 국토 이용의 효

율적인 활용에 큰 장애가 될 뿐 아니라 일단 오염된 토양은 원상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오

염토양을 적극 색출하고, 오염된 토양은 토지의 현재 및 미래의 이용 목적에 적합한 복원목표를 

설정하여, 이에 따라 복원해야 한다. 이러한 토양환경보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떠한 토양

을 오염된 토양으로 하는 가에 한 계량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토양질 기준은 전국 토지를 오염가능성을 기준으로 ‘가’, ‘나’ 지역으로 구분

하여 토양오염우려기준 및 토양오염 책기준을 정하고 있어 기준의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음이 

다수 지적되어 왔다. 또한 현행 규정상 토양복원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토양복원시 오염도

를 어디까지 낮추어야 되는지 불명확하다. 따라서 국내 토양질의 관리 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어린이 놀이터, 주거지, 전․답, 공장용지 등 토지이용 목적에 따라 토양질 기준을 세분화함으로

써 기준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며, 토지이용 목적에 적합한 토양복원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어린이 놀이터, 주거지, 전․답, 공장용지 등 토지이용 목적에 따라 토양질 

기준을 제공하고, 토양의 이용목적에 적합한 토양복원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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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먼저 우리나라 토양질기준과 복원기준의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해, 토양질 기준

이 갖는 공통적이며 근본적인 문제점을 i) 오염물질 형태에 따라 인체 및 환경에 나타나는 위해

성이 다르나 이를 기준에 반영하기 어려우며, ii) 토양오염물질의 노출경로를 밝히는 것이 단히 

어렵고, 다양하나 이러한 다양한 요소를 기준에 반영하기 어려우며, iii) 사람과 상생물에 따라 

오염물질에 한 반응이 다르며, iv)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기준으로 제시되는 수치는 오염을 결정

하는 절 적인 수치가 될 수 없다는 4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토양오염기준 

및 복원기준만이 갖는 특수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토양오염우려기준 및 토

양오염 책기준에서 제시되고 있는 오염물질의 토양오염판단기준은 외국의 자료를 수집․분석하

여 우리의 토양오염기준을 설정한 것으로써 우리의 인체 및 환경독성평가에 의한 농도기준이 아

니다. 둘째, 토양오염물질의 종류와 범위가 협소하다. 셋째, 토지이용구분이 ‘가’, ‘나’ 2가지로 획

일화되어 세분화가 필요하다. 넷째, 중금속 물질 등의 분석방법이 유럽, 미국 등 부분의 선진

외국과 다르다. 다섯째, 우리나라 토양환경보전법에는 토양복원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러

한 문제점은 토양복원사업에서 제기된 바 있으며, 합리적인 토양질 기준이 설정되지 않는 한 지

속적으로 제기될 것이다. 

외국의 토양질기준 및 복원기준에 관한 사례연구에서는 미주와 유럽 등 여러국가들의 일반현

황과 토양오염현황을 분석하였다. EEA 회원국 18개국의 입법체계에 해서는 개략적으로 분석

하였으며, 각국의 개략적인 경제․사회적 여건과 토양오염현황 및 토양오염방지에 한 입버체계 

및 제도, 접근가능한 자료 등을 고려하여 미국(연방, 매사추세츠, 뉴저지, 메릴랜드, 텍사스, 캘리

포니아주), 캐나다, 영국,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호주, 스웨덴 등을 주요 연구 상 국가로 선정

하였으며, ISO 토양질기준에 한 자료를 포함하였다. 각국의 사례연구를 종합분석하여 i) 세계

적으로 토양의 이용 목적에 적합한 토양질이 보전, 유지, 복원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추진되

고 있으며, ii) 연구 상 선진국가에서는 토양오염방지정책은 지하수오염방지정책과 함께 추진하

고 있으며, iii) 미국(100개 이상), 네덜란드(74개 이상), 캐나다(100개 이상)에 비해 우리나라의 

｢토양환경보전법｣에서 다루고 있는 토양오염물질의 범위가 협소하며, iv) 우리나라의 토양오염물

질의 토양질 기준과 복원기준에는 국가토양에서의 오염물질 배경농도, 토양오염물질의 이동 경로 

등에 따른 인체독성자료, 국내환경조건 등을 근거로 하여 마련해야 하며, v) 토양오염지역의 선

별 및 복원기준의 마련시에는 각 기준이 지녀야 할 개념을 정립하고, 적정한 용어를 선택하며, 

각 기준에는 반드시 토양질 기준의 한계성(공통적인 문제와 우리나라 고유의 문제 등)을 고려해

야 해야 하며, vi) 토양오염지역의 복원기준은 국가별로 그 나라의 복원기술, 경제, 관련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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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의 형평성의 문제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vii) 토양오염지역의 복원기간 시한이 정해진 국가

가 있으나 부분의 국가에서 오염지역의 복원이 시작한 이후 복원이 종료되어야 할 제한시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viii) 일부 국가(네덜란드, 독일, 미국 뉴저지)에서 오염된 토양의 적극적

인 재활용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토양오염기준 및 복원기준의 문제점과 외국 사례연구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5가지 토양오염기준과 복원기준 설정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향후 우리나라에서 추진해야 할 토양질 기준 및 복원기준 마련을 위한 원칙으로 i) 지하

수 오염방지와 연계된 토양질기준 및 복원기준의 마련, ii) 인체 및 환경위해성이 고려된 토양질 

기준과 복원기준 마련, iii) 오염지역의 복원은 오염지역 특이적인 위해성평가와의 연계, iv) 토양

오염지역의 복원기준은 법, 제도적, 기술적으로 달성 가능성 고려 등을 제안하였다. 

둘째, 토지의 이용용도구분을 토양오염으로 인해 영향 받는 정도에 따라 3가지로 구분하여, 어

린이놀이터, 주거지, 학교 운동장 등 가장민감한 지역을 ‘제1지역’, 농업용지, 주차장, 하천, 공원 

및 유원지 등의 중간지역을 ‘제2지역’, 공장용지, 도로, 철도용지 등 덜민감한 지역을 ‘제3지역’으

로 구분하고, 각 세부 용도는 지적법에 의한 토지이용용도를 이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셋째, 새로 제안하는 토양질 기준에서 토양오염기준은 사람의 건강, 재산 및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오염물질의 농도로서, 오염부지 복원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기준으

로 복원기준으로도 사용된다. 토양오염 책기준은 인근 사람이나 동식물 등의 생태계에 위해를 

입힐 수 있는 오염물질의 농도로서, 이 기준을 초과하는 부지의 토양오염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처리하는 개념으로, 토양오염기준의 3배에서 설정되었다.

｢토양환경보전법｣에서 

토양이 오염되어 있다

고 인정되지 않은 오

염물질의 농도

｢토양환경보전법｣에서 토양이 오염된 것으로 인정되

어 해당 지역에서 오염물질의 정화 등 추가적인 조

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오염물질의 농도

특별한 책이 요구되는 

토양오염물질의 농도

오염물질

농도 ‘0’
토양오염기준 토양오염 책기준

농도

높음

<제안하는 토양오염기준과 토양오염 책기준의 도식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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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제안하고 있는 토양질기준은 토양오염공정시험법상의 토양샘플링방법을 이용하

고, 토양오염물질의 분석방법으로는 Cr6+를 제외한 중금속은 왕수용해법, Cr6+은 알칼리분해

법, 그 외의 오염물질에 해서는 기존의 토양오염공정시험법상의 분석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적

용하여 제안하였다<표>. 

<각 물질별 토양오염기준과 책기준의 제안 (단위, mg/kg)>

오 염 물 질
토양오염기준 토양오염 책기준

1지역 2지역 3지역 1지역 2지역 3지역
구 리 500 2,000 1,500 6,000
카 드 뮴 10 60 30 180
납 200 400 1,000 600 1,200 3,000
6 가 크 롬 2 20 100 6 60 300
비 소 10 30 200 30 90 600
아 연 300 1,000 900 3,000
니 켈 40 100 900 120 300 2,700
수 은 10 20 50 30 60 150
불 소 500 1,500 1,500 4,500
유 기 인 화 합 물 10 30 - -
P C B 0.4 1.0 30 1.2 3.0 90
시 안 3 120 9 360
페 놀 4 20 12 60

유류

BTEX

벤 젠 1 10 3 30
톨 루 엔 50 500 150 1,500
에 틸 벤 젠 100 400 300 1,200
자 일 렌 25 100 75 300

T  P  H - 2,000 - 5,000

PAH
PAH 총량 40 80 120 240

Benzo(a)Pyrene 0.7 1.4 2.1 4.2
T    C    E 4 8 40 12 24 120
P    C    E 2 4 24 6 12 72

- 1지역：지적법 지목의 유원지중 어린이놀이터, (垈)중 주거지, 하천 변의 위락시설, 체육용지, 학

교용지중 학교의 운동장 등 토양오염물질에 인체의 직접 접촉 빈도 등이 많은 토지 이용 

지역

- 2지역：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답․ ․과수원․목장용지․임야․학교용지․주차장․하천․수

도용지․공원․유원지․종교용지 및 사적지인 지역

- 3지역：지적법에 의한 공장용지․도로․철도용지 및 잡종지인 지역

- 토지의 이용 용도가 중복되는 지역에 해서는 상위 지역으로 간주한다.

넷째, 토양질 기준과 위해성평가의 연계 방안으로 i) (1안) 토양오염기준과 토양오염 책기준 



Ⅱ. 2003년 연구사업   143

사이의 토양오염물질 농도에 하여 위해성평가 수행, ii) (2안) 토양오염기준의 몇 %를 초과한 

경우에 한해 위해성 평가 수행, iii) (3안) 토양오염기준 이상의 모든 토양오염물질에 해 위해

성평가 수행, iv) (4안) 광산지역 등 특정지역에 한해서 위해성평가 수행 등 4가지 안을 독립적

으로 또는 연계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중에서 제1안을 중심으로 제4안과 병행 추진하

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제안하였다. 

다섯째, 새로운 토양오염기준(복원기준, 안)의 한계 및 극복방안으로 i) 우리나라 토양환경 조

건에서 각 오염물질의 인체 및 환경위해성을 고려한 토양오염기준의 장기적인 재조명의 필요성, 

ii) 제안하는 오염물질의 우리나라 배경농도에 한 토지 이용 용도 확인의 필요성, iii) 토지 이

용 용도별로 토양오염기준을 달리 설정할 경우 토지 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 추가적인 규

제 필요성, iv) 토양오염지역의 위해성 평가방법의 도출, v) 추가적인 토양오염물질에 한 고려

의 필요성 등이 제시되었다. 

주요 연구결과 및 평가
우리나라의 경우 적절한 토양질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1990년 초반 이후 지속적인 노력이 이

루어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양환경보전법에 제시되어 있는 토양오염 책기준과 우려기준

의 적절성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i) 토양오염의 기준들이 지니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와 ii) 우리

나라의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토양오염 책기준과 우려기준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

지 않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충분하지는 않으나 이러한 문제점에 해서 논의하였으며, 합

리적인 토양오염기준이 제안될 수 있도록 다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토양질 기준은 완성단계의 제안이 아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토

양질기준은 우리나라와 미국, 유럽국가 등의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우리의 여건을 고려한 것으

로, 좀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토양

질 기준은 그 타당성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가장 합리적인 토양질 기준은 우리의 토양에 문

제가 될 수 있는 I) 토양오염물질을 선택하고, ii) 이들 물질에 해 인체 및 환경위해성을 수행

하여 위해를 입히는 농도를 과학적으로 선정하고, iii) 이러한 농도에 한 복원 및 관리 등의 기

술적인 추가 작업이 무리없이 시행될 수 있는 가에 한 검토, iv) 이러한 농도와 오염지역의 복

원 등이 경제적, 사회적, 법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가에 한 검토 등이 이루어지고, 다양한 계층

의 의견이 수렴됨으로써 완성될 수 있다. 금번 연구에서는 이러한 과정과 항목의 일부만을 다룬 

것으로 토양질에 한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제안하고 있는 기준의 현실성과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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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미흡한 부분이 있으며, 이에 한 지속적인 추가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는 토양질에 한 국내외 문제점을 검토하고 우

리나라에서 합리적인 토양질 설정에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접근방법을 제시한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 이후에 I) 

토양오염물질에 한 인체 및 환경위해성평가, ii) 토양오염물질에 한 우리나라 배경농도 조사, 

iii) 토지이용용도별 토양질기준과 법적인 책임분배문제의 관계 설정문제, iv) 토양오염지역에 

한 위해성평가방법 개발, v) 추가적인 토양오염물질에 한 고려 등에 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

문가에 의해 향후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위해성 관리
연 구 사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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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위해정보전달체계 구축

박정규 기본연구

연구배경 및 목적
산업화에 따라 화학물질의 사용이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위해성의 발생가능

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전세계적으로 1980년 부터 화학물질로 인한 위해성 관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1992년의 리우선언을 계기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존의 매체별 환경정책이 위해

성에 기초한 통합적 환경정책(Risk-based Integrated Environment Management)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특히 리우선언의 ꡔ의제 21 제 19장ꡕ에서는 위해성평가(risk assessment)와 위해정보전

달(risk communication, 이하 RC)을 통한 위해성 관리를 강조하고 있다. 기존의 위해성 관리는 

위해성 평가를 통한 과학적 정보에만 근거하여 정책이 수립되었으나, 점차 일반 시민들의 위해성

에 한 관심이 증 되고 국민의 알권리를 주장하게 되면서 정부나 사업자가 독점하고 있던 정

보를 시민들과 공유하게 되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 따라서 미국은 이미 

위해성 관리체계를 RC의 개념이 포함된 새로운 관리체계로 전환한 바 있으며, OECD 등은 회원

국의 RC를 촉진시키기 위해 지침서를 발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아직 위해성 관리의 초기 단계로, 화학물질 중심의 관리에서 위해성에 기초

한 관리체계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이다. 그러다 보니 주로 위해성 평가의 기반구축에만 많은 노

력을 기울이고 있어 위해성 관리체계가 제 로 구축되지 않은 실정이며, RC는 그 개념조차 국내

에 소개된 바 없다. 이에 본 과제에서는 환경적 위해성 중에서 화학물질로 인한 위해성에 초점을 

맞추어 RC에 한 사회과학적 이론을 살펴보고 국내외 RC 시행현황을 진단하여 향후 화학물질 

관리체계내에 RC를 도입하기 위해 시급히 추진하여야 할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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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
위해정보전달체계는 위해성 관리와 함께 시작되었지만 그 의미는 시 에 따라 변천하여 왔다. 

초기의 RC는 주로 과학적 또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단순히 정보를 생산․가공하여 제공하는 일

방적인 정보전달인데 비해, 최근에는 여러 이해당사자들간의 위해성정보격차(risk information 

gap)를 최소화하기 위해 심리적, 문화적 및 사회학적인 접근을 시도하여 단순한 정보의 전달에

서 정보를 통한 설득단계, 그 후 상호간의 의사소통 및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단계로 발전되어 

왔다. 화학물질의 위해성 관리측면에서의 RC란 “이해당사자간에 인체건강 및 환경 위해성에 관

한 정보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환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고, ① 인체건강 및 환경위해성의 

정도, ② 인체건강 및 환경 위해성의 의의 및 의미, ③ 인체건강 및 환경위해성의 관리 및 규제

를 목적으로 한 결정사항, 행동계획 및 방침 등에 해서 이해당사자간에 서로 정보를 전달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RC 도입의 필요성이 국제적으로 인식된 계기는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의 리우선언이며, 도입의 주요 원인으로는 ① 위해성의 다양화, ② 위

해성 관리수단 및 저감노력의 다변화, ③ 위해성에 한 국민인식 향상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 

④ 위해성에 한 불확실성을 들 수 있다. 이에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에서는 위해성 관리정책에 

RC를 도입하고 여러 관련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기술지원을 위한 TOSC 프로그

램, 사회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옴부즈맨/중재자 프로그램, 환경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EMPACT 프로그램 등 여러 정책이 개발되어 있다. 일본의 RC는 화학물질의 배

출량조사제도인 PRTR과 함께 시작되어 부분의 정책이 RC와 관련되어 있는데, 주요 정책으로

는 화학물질에 한 정보를 제공하고 설명할 수 있는 조언자제도와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

렴을 위한 화학물질 원탁회의가 있다.

현재까지 발간된 RC에 관한 주요 지침으로는 OECD의 ꡔOECD Guidance Document on Risk 

Communication for Chemical Risk Managementꡕ, 미국 EPA의 ꡔConsidering in Risk 

Communication: A Digest of Risk Communication as a Risk Management Toolꡕ, 일본 환경

성의 ꡔ화학물질에 한 위해정보전달체계 매뉴얼(지자체)ꡕ가 있다. OECD의 지침은 RC에 한 

원칙적인 이론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고, 미국의 지침은 전문가를 위한 실용서의 성격이 강하고 

일본의 지침서는 주로 지자체의 공무원을 상으로 하고 있다. 한편 RC에 한 사례는 매우 다

양한데, 이는 모든 환경정책이 궁극적으로 위해성을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환경과 

관련된 부분의 사례에 RC가 포함되어 있고 이 중 표적인 사례를 본문에 수록하였다.

이와 같은 선진국의 위해정보전달 현황 및 사례를 살펴본 결과, 초기의 RC는 주로 위해정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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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한된 정보제공프로그램으로 진행되다가 최근에는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주민참여프로그

램으로 확 되고 있다. 또한 자발적인 환경규제 수단으로 RC를 활용하고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

보다는 지역사회에서의 RC를 주로 권고하고 있다. 한편 효과적인 위해정보전달과 이해당사자간

의 화를 유도하기 위해 위해정보전달자(communicator) 또는 중재자(coordinator)의 역할을 강

조하여 이들을 육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정보를 쉽게 전달하기 위한 다양한 기

법들이 개발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 화학물질 관리분야뿐 아니라 환경 전반에 걸쳐 RC의 개념조차 소

개되지 않은 실정이라, RC의 현황을 파악하여 외국과 비교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다만 위해성 

관리현황과 위해정보 제공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한 국민의 인식을 확인해 봄으로써 국내 RC

에 한 진단 및 필요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우선 위해성 관리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주로 화학물질 관리에 치중하고 있어 화학물질

로 인한 위해성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단지 1990년  후반부터 위해성 관

리를 위한 기반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빠른 시일내에 선진국과 같은 위해성 관리체

계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화학물질은 전 생애 즉, 생산부터 폐기의 모든 단계에서 적정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국내 화학물질 관리체계는 새로운 화학물질이 개발되거나 수입되

어 경제활동에 이용되기 전 단계인 시장진입단계, 경제활동에 실제 이용되는 시장유통단계, 환경

에 배출되는 배출단계 등 3단계로 구축되어 있으나, 위해성에 기초한 관리정책은 거의 없는 실

정이다. 

위해성 정보제공 현황을 살펴보면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위해성 정보는 주로 환경부 홈페이지

에서 제공되고 있는데, 환경부의 “환경통계자료실” 사이트에는 환경부의 정기간행물, 측정망자

료, 국가환경기술정보센터, 국립공원현황, 기환경정보 공개시스템, 사이버 정수장, 재활용 통계, 

환경위해성 Web-GIS 서비스시스템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해당하는 자료를 올려놓았다. 그러나 

이와 같이 정보를 제공하는 틀은 구축되었다 할지라도, 실제 제공되는 위해성 관련정보는 선진국

에 비해 그 양과 수준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한편 위해성 정보에 한 국민인식을 살펴보면, 국민의 다수가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위해성

과 그 피해가 심각하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위해성 저감의 주체가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임을 인

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위해성에 한 적절한 정보의 부재와 정부의 국민 홍보의 미흡으로 위

해성 저감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정보부재는 평

택소각장과 여수 바스프사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국내 위해정보전달체계에 한 여러 현황을 통해 ① 위해성 관리체계의 부재,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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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 정보의 부족, ③ 위해성 정보에 한 국민의 불신감 팽배, ④ 위해정보전달 수단의 부족, 

⑤ 지역사회의 갈등에 한 중앙정부의 역할 미흡이라는 문제점을 확인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

한 정책방향을 도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본 과제의 주요 연구결과로 우리나라의 위해성 관리체계내에 RC를 도입하기 위해 다음과 같

은 정책방향을 제안하였다.

첫째, 기초자료 생산 및 표준화 단계에서 신규 및 기존화학물질의 심사결과를 downstream 

user에게 전달하여 적정한 취급을 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둘째,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관심있는 위해성 정보(또는 위해우려물질)에 해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여, 관리 차원의 위해우려물질과 이해당사자들이 관심있어 하는 위해우려물질을 모

두 고려하여 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셋째, 유해성, 유통량, 배출량 등 화학물질 관련 기초자료와 위해성 평가를 통한 위해성 정보

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넷째, 위해성 평가뿐 아니라 사회경제성 평가도 함께 실시하여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영향을 

모두 고려한 위해성 관리정책이 수립되도록 한다. 

다섯째, 위해성 관리정책을 최종 결정하기 전에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는 참여기회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8위(경제규모 12위)의 화학물질 생산 및 소비국으로, 화학물질의 위해성 관

리는 환경오염 피해의 저감뿐 아니라 국가산업의 경쟁력 유지(예, EU의 REACH1))를 위하여 반

드시 필요하다. 또한 내분비계장애물질(일명 환경호르몬)과 소각로의 다이옥신 문제 등으로 인해 

위해성에 한 국민들의 우려와 관련 정책에 한 불신감이 매우 높은 실정이라 위해성 관리를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켜야 함은 자명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투명한 

정책수립을 위해 필수적인 RC를 위해성 관리체계 내에 도입하는 것이 요구된다. 본 연구결과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국내 위해성 관리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 EU의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of Chemicals) 제도란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및 허가 제도를 강화하여 EU시장내로의 위해한 화학물질의 반입을 억제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REACH 제도가 시행될 경우(2005년 예상) 국내 1,000여개 업체에서 10억불의 수출 차질이 예상되고 

향후 EU로 수출되는 제품의 원료까지 감안한다면 엄청난 파급효과가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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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 선진화를 위한 조직체계 개선방안

구도완 수탁연구

연구배경
21세기 환경정책의 패러다임은 기, 수질, 토양 등 매체별 환경관리에서 예방적이고 통합적

인 환경관리로 패러다임이 전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환경관리의 정책기조를 매체별 환경관

리에서 화학물질, 환경보건 등 위해성에 기초한 통합환경관리체제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두

되고 있다. 유해 화학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을 평가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

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1992년 리우 환경회의 이후 화학물질의 안전관리가 주요 의제로 논의되고 있다. 

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 의무를 부과하는 PIC협약(로테르담 협약), 잔류성유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한 POPs협약(스톡홀름 협약) 등이 체결되고 머지 않아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외부환경 속에서 우리나라는 화학물질의 생산, 수입, 유통 측면에서 세계 10위 이내의 

국가로 성장했다.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수는 2001년 기준으로 약 3만7천여 종에 

이르고 매년 300종 이상의 신규 화학물질이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화학산업도 급속히 발전하여 

1970년 비 1998년 화학산업 매출액은 전세계적으로 8.8배 증가한 반면, 우리나라는 110배로 

증가하여 447억 달러에 이르러 세계 8위의 화학물질 생산국으로 성장했다. 1998년 기준으로 국

내총생산 비 화학산업 매출액은 약 8.7%로서 벨기에/룩셈부르크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

었다.

국내외 환경의 변화에 따라 화학물질 관리를 선진화해야 할 행정수요가 높아가고 있으나 현재 

화학물질 관리 기능은 독성 검사, 유독물 안전관리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위해성 

평가, 국제협약에 의한 의무사항 이행 등 신규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응하기 어려운 형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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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학물질관리 선진화를 위해서는 조직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히 요구되

고 있다.

연구내용
선진외국에서는 적극적인 화학물질 관리정책을 추진하면서 포괄적이면서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갖고 있다. 미국 EPA는 본부인원 7,000여명 중 화학물질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이 1,800여

명으로 전체인원의 26%에 이른다. 미국은 예방․농약․유독물질실과 폐기물․비상 책실 등 2

개 실과 연구개발국 산하 6개 연구소가 화학물질 정책수립․관리와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일본에서 화학물질 관리의 핵심부서는 환경성 종합환경정책국 내 환경보건부(54명, 정책기획

과, 환경보건안전과)이다. 이 조직에서 공해에 따른 건강피해 원인의 과학적 규명, 특수질병에 

한 심사 및 책, 공해건강피해 보상 등에 과한 법률 집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EU에서는 유럽 화학물질국을 중심으로 신화학물질정책을 수행하고 있고, EU 화학물질청 신설

을 추진하고 있다. OECD 환경국에는 전체 인원 100명 가운데 32명이 환경보건안전과에 소속되

어 화학물질관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화학물질은 7개 부처 14개 법률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제

조, 유통, 사용 및 폐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을 최소하기 위하여 위해성 평가와 관

리정책을 수립․추진한다. 노동부는 화학물질의 취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작업장 근로자에 

한 안전관리 정책을 추진한다. 산업자원부는 산업보호와 육성을 위해 화학산업 관련 신소재 기

술 개발지원, 공산품 물질관리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청)는 의약품, 

화장품, 식품류에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관리를 담당한다. 농림부는 농약, 사료, 비료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을 관리하고 행정자치부는 위험물, 화약류 등을, 소방청은 인화성과 폭발성이 있는 화학

물질을 위험물로 관리한다. 

국내외적인 환경행정 수요에 적절하게 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화학물질 관리 정책 

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화학물질 관리 선진화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 

평가, 위해성에 한 의사소통 및 정보공유, 유해 화학물질의 위해성 관리 체계 강화 등을 통해 

위해성에 기반한 통합 환경관리체제(Risk-based Integrated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를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매체별 화학물질 관리 강화와 다매체 화학물질의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 화학물질의 



Ⅱ. 2003년 연구사업   153

미래 정책방향은 매체별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하면서, 다매체 화학물질의 통합적 관리가 이루어

지도록 정책과 제도, 조직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화학물질의 환경, 안전, 보건 관리를 강화하고 정부부처간 연계를 효율화하는 것이 필요

하다. 현재에는 환경보건 등 국민 복지를 위한 핵심적인 기능이 사각지 로 남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부조직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간 협조와 조정이 효

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처간 연계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국제사회의 화학물질관리 체계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PIC 협약, POPs 협약 

등 화학물질 관련 국제협약이 발효될 것에 비하여 화학물질관리를 선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국제표준화학물질분류․표시제도(Globally Harmonized System: GHS), 내분비계장애물질, 

EU의 REACH 제도 등이 진행되면서 국제규범에 따라 화학물질관리 정책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

지고 있다. 

주요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화학물질 관리는 매우 전문적이고 복잡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중앙정부, 관련 연구기관, 지방

자치단체, 기업 등 모든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다. 첫째로 화학

물질의 위해성 평가 및 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환경부, 국립환경연구원 

등의 조직 강화가 필요하다.

환경부의 조직은 장기적으로 미국 EPA과 유사하게 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 위해성 소통, 위

해성 관리, 환경보건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본과 같이 경제

산업성, 환경성 등으로 분절된 체제로 관리될 경우, 부처간 조정과 협조체계가 원활하게 이루어

지지 않으면 부처간 행정비용의 상승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기 힘들기 때문이다.

개선방안을 고려해 보면, 먼저 장기방안으로는 미국 EPA의 예방․농약․유독물질실(Office of 

Prevention, Pesticides, and Toxic Substances: OPPTS)처럼 화학물질안전실을 만들고 오염예

방심의관과 위해성관리심의관을 두어 사전예방과 사후관리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여기에는 화학물질정책과, 오염예방과, 화학물질안전과(이상 오염예방심의관 산하)와 위해

성관리과, 환경보건과, 화학물질정보과(이상 위해성관리심의관 산하) 등이 신설․강화될 것이다.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조직 개선이 필요하나 이러한 개편이 어려

울 경우 단기적으로 화학물질안전국(가칭)을 신설하고 화학물질정책과, 환경보건과, 화학물질안전

과 3과체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할 경우 환경부 외부에 연구 및 지원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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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화학물질/제품심사센터, 위해성평가센터, 위해성관리센터 등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연구조직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립환경연

구원 위해성연구부를 “환경보건안전연구부”로 변경하고 인원과 조직을 보강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지방환경청의 화학물질관리 행정 수요가 매우 많으나, 현재 지방청에서는 환경관리과(경인

청에서는 폐기물관리과)에서 1명의 직원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폐수처리업 지도․점검,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점검 등의 업무와 겸하여 화학물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화학물질관리과를 신설하여 화학물질 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로 화학물질관리를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환경 위해성과 인체 위해성을 유기적으로 연관하

여 통합관리할 수 있는 정부부처간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현재 환경부, 노동부, 농림부, 산

자부 등이 관리하고 있는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

하다. 부처간 사업별 및 전체 ｢화학물질관리 범정부 정책조정협의회｣(가칭)를 구성하여 유기적인 

화학물질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유해 화학물질관리 기능을 효율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화학물질관리를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유해 화학물질관리에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과 인력을 투

입해야 할 것이다. 1차적으로 관내 지도․점검을 보다 철저히 하고 위반업소에 한 홍보, 교육, 

지도활동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지속가능한 화학산업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화학물질관리를 선진화하기 위해서

는 화학물질과 제품의 생산과 유통을 담당하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선진외국에서는 그린 화학, 지속가능한 화학 등의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중

소기업에 한 기술․교육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기업은 자발적으로 기업의 

협회 등을 강화하여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정부, 시민단체 등의 파트너십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

하다. 저오염물질 기술, 제품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도 있을 것이

다. 또한 연구개발 네트웍크를 구성하여 지속가능한 화학산업의 기반을 확장할 수도 있다. 협회 

등과 정부의 파트너십의 바탕 위에서 자발적 협약을 맺을 수 있다. 

이 연구는 화학물질조직을 선진화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하였다.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는 2004년에 폐기물자원국에 있던 화학물질과를 확 하여 환경정책실 안에 환경보건정책

과, 화학물질안전과, 유해물질과를 신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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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O의 위해성저감을 위한 기획 및 관리기술 개발

박용하 수탁연구

연구배경
생명공학기술은 21세기 국가의 경제성장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핵심기술로 전망되고 있으며, 

1980년  중반 이후 국내․외에서 농․축․수산물의 생산성 증 와 생산물의 질적향상과 관련

된 농학, 식물병리학, 식품학, 보건학, 의료과학, 환경오염처리 부분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폭 넓

게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생명공학기술의 산물인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LMOs)가 창

출, 생산․유통됨에 따라 이로 인한 인체 및 환경위해성 문제가 국내․외에서 제기되고 있다. 개

발되어진 LMO는 현재의 과학으로는 생명체에 한 완전한 이해와 예측이 불가능함으로 인한 잠

재적 인체위해성을 가지며, 자연에 도입됨으로써 생태계를 연결하는 토착생물체를 파괴하거나 생

태계를 파괴할 수 있는 잠재적 환경위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OECD와 Agbiotec, ISB, ISAAA(2002)등의 자료에 의하면 1986년 이후 2003년까지 17년간 

11,951건 이상의 환경방출실험이 수행되었으며, 최근 6년간 유전자변형작물 재배의 비율은 매년 

1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2003년, 전체 유전자변형작물의 재배면적은 67.7백

만 헥타르, 재배국가는 18개 국가였으며, 개발도상국가에서 재배하는 비율이 점차적으로 증가하

는 추세인데, 18개의 재배국가 중 11개의 국가가 개발도상국가였다. 이렇게 유전자변형작물의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국내․외에서 LMO가 급속히 개발되고 있음을 볼 때, 국내외 LMO의 환경

방출 건수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종류와 수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LMO의 개발과 재배․유통이 증가하면서 생명공학을 이용한 LMO의 국가 간 이동시 사전통보

절차, LMO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위험성 평가, 유전자원 보유국에 한 이익배분 등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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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논의가 국제적으로 있었으며, 그 결과로 2001년 1월 바이오안전성의정서가 채택되었다. 

2003년 6월 11일, 50번째 국가가 비준을 완료함으로써 9월 11일부터 공식적인 효력이 발생될 

예정이며, 우리나라는 2004년도에는 비준서를 기탁할 예정으로 조만간 의정서 관련 국내법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이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LMOs의 국가간 이동과 연구개발 및 사용을 관리․규제할 수 있는 제도와 과

학적 기술의 개발이 어느 때보다 절박하며, 수입되어지거나 국내에서 개발․생산되어진 LMO, 

이를 이용한 제품에 한 안전성평가 및 모니터링 기술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하겠다. 특히, 환경

위해성평가에 있어서 그 기술수준이 선진국 비 20~30% 정도에 불과하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이에 한 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현재 사용되고 있는 유전자변형기술이나 위해성평가기술 등

은 재연성과 효용성면에서 문제되는 점이 없지 않다. 인프라의 구축에 있어서도 환경위해성평가

를 위한 기반시설을 마련해야 하며, 인체 및 환경위해성평가분야의 전문인력의 육성이 있어야 한

다. 환경안전성을 확보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생태 전반에 한 자료의 축적이 중요하며, 이들

을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 1999년 이후 이미 많은 LMO가 국내에 수입․유통

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초래되어진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

가생명공학산업의 육성에 있어서도 LMO의 위해성을 평가하고 심사하는 기술의 개발은 선행되어

야할 필수적인 연구분야이다. 이를 위하여 과학기술부에서는 2002년부터 국책사업인 ‘생명공학

안전성평가기술개발 사업’을 추진․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3차년도 연구단계에 있다.

3차년도 과제의 목적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국내 LMO의 인체 및 환경위해성 심사체계의 효

율성 확보, LMO의 인체 및 환경위해성 기술개발 진도평가, 지속적인 LMO의 인체 및 환경위해

성 평가기술개발 방향의 도출, 시험연구용 LMO 관련 안전관리 정책의 개발, LMO 위해성평가 

정보수집체계 구축 및 첨단자료 제공이다. 시험연구용 LMO의 안전관리 정책의 개발에는 지난해

부터 수행하고 있는 ‘시험연구용LMO의취급및관리지침’의 개발과 더불어 시험연구용 LMO의 안

전관리계획의 개발이 포함되며, 이를 위한 기초조사로, 시험연구용 LMO의 수출입현황 파악과 

현재 개발․생산․폐기되는 LMO의 현황파악 등이 수행될 예정이다.

연구내용
본 연구의 내용 및 범위는 크게 5개 분야로 구분된다.

첫째, 바이오안전성의정서가 2003년 9월 11일에 발효됨에 따라 국내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과학기술부는 시험․연구용 LMO에 한 안전관리 업무를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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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게 되었는 바, 시험․연구용 LMO의 수출입 현황과 실험실 내 LMO의 개발․생산․폐기 현

황을 설문을 통해 조사․분석하여 이를 토 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또한, 지난 

2003년도에 연속하여 ‘시험․연구용유전자변형생물체의취급및관리지침(안)’을 합리적이고 통용성 

있는 지침(안)으로 개발하고자 한다.

둘째, 자체진도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 생명공학안전성평가기술개발연구에서 수행되는 모든 

과제에 한 연구실적 및 진도 점검을 객관적이며 전문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연구수행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 효율적인 연구사업의 수행을 도모하게 하는 것이다.

셋째, 현재 개발되고 있거나, 개발완료되어 상품화가 된 LMO의 현황과 향후 상품화가 예상되

는 LMO작물의 국내외 개발동향, 국내 유통 LMO의 현황을 수집․분석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

어, 현재 인체 및 환경위해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LMO의 사례 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토 로, 

위해가능성이 있는 LMO에 한 평가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것이다. 또한 현재 국

내․외에서 시행되고 있는 인체 및 환경위해성 평가기술에 관해 조사․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생명공학안전성평가기술개발사업에서 개발되는 기술들과의 중복을 배제하는 등의 효율적인 평가

기술개발의 수행을 도모하고자 한다. 최종적으로 상기의 조사․분석 결과와 LMO 개발현황 및 

새로운 LMO 개발기술 동향과 진도평가단의 전문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생명공학안전성평

가기술개발연구의 차기년도 평가기법 개발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넷째, 1단계(1, 2차년도 과제)에서 도출되어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거나, 시

행 준비중인 국내 LMO의 인체 및 환경위해성 심사 체계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다섯째, LMO의 위해성 평가에 관한 첨단기술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야외방출데이터 사이트의 

검색 엔진 업그레이드, 경로 확인 및 구조 분석, 변경된 소스 사이트로의 업데이트 엔진 업그레

이드, 스케줄러 및 데이터베이스의 업그레이드 및 튜닝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및 각 필드

의 재조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업그레이드 스케줄러를 통한 업데이트의 신뢰도 향상, 데이터 

베이스 튜닝 및 검색엔진 업그레이드를 통한 데이터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기대효과
본과제를 수행함으로써 기 되어지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생명공학기술 및 산업발전의 균형적 발전(Win-Win전략)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심사제도의 효율성 확보, 정보수집체계 구축, 국제 LMO 개발현황 및 개발기술 동향정보, 

LMO안전성평가기술 현황정보 등과 개발기술 방향제시와 진도점검 및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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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개발과제(2, 3, 4세부과제)의 효율적인 연구수행을 지원하고 연구사업전반의 시너지 효과를 증

시킬 수 있다. 셋째, 주요 선전국의 관련 제도를 철저히 사전에 분석함으로써 향후 야기될 수 

있는 무역마찰을 차단할 수 있으며, 넷째 국내 LMO의 인체 및 환경위해성 심사체계 구축 및 효

율성을 극 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국내 LMO의 인체 및 환경위해성평가 방법 및 제도

의 통용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며, 여섯째, 인체 및 자연환경, 농업환경, 해양환경과 관련하여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발효에 따른 국내 LMO의 위해성평가 기반 마련 및 심사기술을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일곱째,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과학기술부 소관 LMO 안전관리 정책수립을 지원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생물다양성협약 및 바이오안전성의정서에 한 향후 우리나라의 입장 정립에 활

용할 수 있으며, 국내 LMO 심사체계의 효율성과 통용성을 확보시킬 수 있는 정책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LMO의 잠재적 위해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하고, 자연생태

환경의 오염과 파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효율적 법제화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LMO를 

현  생명공학기술의 유익한 산물로서 국내 생명공학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국가지원제도 

구축의 기본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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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고철흙에 의해 반입될 수 있는 외래식물종의 
환경위해성 연구

방상원 수탁연구

연구배경
1970년  이후부터 경제고도성장기를 시작하여 최근의 세계화시 까지 국가간 인적․물적자

원의 교류 증가로 인해, 국내의 자연생태계를 교란(攪亂)하고, 국가경제에 큰 손실을 입히는 생

태계외래종(生態系外來種) 문제가 점차 심화되어가고 있다.

국내 생태계로 유입(流入)된 외래식물종(外來植物種)의 수는 1980년 110여종에 머물던 것이 

20년 만에 그 2배 이상인 266종으로 증가하였고, 특히 1996년 이후 최근 5년 간 새로 유입된 

외래식물종은 전체종의 22%인 58종을 차지하고 있어, 외래종의 유입속도(流入速度)가 점차 가속

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생태계 및 경제적 피해 또한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생태계외래종이란 “외국에서 유입된 이주종(Immigrant Species)으로 국내 생태계에서 자생하거

나 토착한 적이 없는 비자생종(Non-Native Species) 또는 비토착종(Non-Indigenous Species)”

이다. 이들 외래종 중 몇 종은 국내의 자연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위해(危害)를 끼치는 

생태계위해외래종(Invasive Alien Species)으로,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 제18호는 “生態系危害外

來動․植物이라 함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도입되어 國內 生態系의 균형유지에 危害를 가져

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動․植物로서 大統1令이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특별히 관리하고 

있다. 2002년 11월 현재까지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 지정된 생태계위해외래종은 총 10종으로, 

동물종(動物種) 4개종(황소개구리, 파랑볼우럭, 큰입배스, 붉은귀거북)과 식물종(植物種) 6개종(단

풍잎돼지풀, 돼지풀, 서양등골나물, 털물참새피, 물참새피, 도깨비가지)이 있다.

생태계외래종에 의한 국내 피해사례(被害事3)의 하나로는 ‘솔잎혹파리’를 들 수 있다. 알에서 

깬 솔잎혹파리의 유충은 솔잎 기부에 들어가 벌레혹(蟲)을 만들어 소나무를 고사(枯死)시키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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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연림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나무산림을 파괴(破壞)하고 있다. 따라서 솔잎혹파리의 

방제(防除)를 위해 정부는 500여 억원 이상의 국가예산을 매년 투입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완전

히 퇴치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오히려 국내 생태계에서 토착화(土着化)되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강력한 잡초성(雜草性)의 돼지풀과 단풍잎돼지풀이 생태계위해외래식물종으로 지정

되었다. 돼지풀은 북미에서 유입된 국화과의 외래식물종으로 주택가, 산의 능선, 계곡, 휴경지 등 

어느 곳이건 양지가 바른 토양에서 왕성하게 생장(生長)하는 강력한 잡초성을 띠고 있어 타 식물

종들이 비집고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큰 집단(集團)을 형성한다. 단풍잎돼지풀은 다른 식물보다 

더 큰 키로 성장하여 주변 생태계 식물의 생육(生育)을 방해하고 결국에는 주변 생태계의 식물을 

고사(枯死)시키는 매우 위해한 식물종이다. 그러나 이 풀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손으로 일

일이 뿌리째 뽑아 건조시킨 후, 폐기하는 방법 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소요되는 인적, 경제적 비

용이 막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미 이들 잡초는 국내 생태계에 광범위하게 확산․토착화되어 

국내 생태계로부터 완전 퇴치하려는 시도 자체도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 다.

자연생태계를 교란, 파괴하고, 막 한 경제적 손실을 입히는 생태계위해외래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는 자연환경보전법(제39조, 제40조)과 식물방역법(제7조)을 제정하

였으며, 생태계위해 동․식물이 국내로 유입되고 자연생태계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

력을 기울이고 있다.

흙은 그 양이 비록 소량일지라도 인간, 가축, 농작물 그리고 자연생태계에 위해를 끼칠 수 있

는 병원성(病源性) 또는 해충성(害蟲性) 동물, 식물, 미생물종이 서식(棲息)할 수 있는 보금자리

이다. 따라서 거의 모든 국가들은 외래 흙이 자국내로 반입되거나 이동되는 것을 철저히 금지(禁

止)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식물방역법상 수입금지품목으로 지정되어 국내로의 반입(搬入)이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국내 철강업계의 국제 경쟁력 우위확보를 위해 외국으로부터 저가의 고철(古鐵)이 다

량 수입되고 있고, 이들 고철에 묻은 외래흙도 불가피하게 국내로 반입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

지면서, 국립식물검역소는 ‘고철수입 시 반입되는 흙에 한 처리지침(검역 51192-388, 2001. 

5. 3)’을 하달하여 고철과 함께 반입되는 외래흙에 한 철저한 처리를 지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고철의 수입량이 우리나라 비해 미미하여 수입고철흙에 한 별도의 처리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미국은 수입고철흙을 일반폐기물로 간주하여 매립처리를 하고 있다. 

수입고철 반입 외래흙은 주로 수출국(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에서 고철을 수집, 수송할 

때와 야적장(野積場)에 일정기간 보관하다 화물선으로 선적(船積)할 시에 고철에 묻어서 함께 반

입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외래흙의 반입량은 수입고철 무게 당 약 0.1% 무게의 



Ⅱ. 2003년 연구사업   161

흙이 반입된다. 따라서 고철을 수입하는 일부 철강회사는 국립식물검역소의 ‘고철수입 시 반입되

는 흙에 한 처리지침(검역 51192-388, 2001. 5. 3)’과 ‘고철수입 시 반입되는 흙에 한 MB 

훈증방법 통보(소독 51192-406, 2001. 12. 22)’에 따라 고철 흙을 따로 모아 메틸브로마이드

(Methyl Bromide, MB) 훈증소독을 실시하고, 훈증 소독된 외래흙은 다시 관리형 폐기물매립장

으로 이송하여 최종적으로 매립(埋立)하고 있다.

국립식물검역소의 지침(指針)은 주로 인간, 가축, 농작물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병원성 또는 

해충성 동물, 식물, 미생물종에 한 방역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지침이며, 수입고철흙과 함께 

유입될 수 있는 생태계위해외래식물종 관리를 위한 방역(防疫)의 목적을 따로 구분하지 않았으

나, 포괄적인 개념으로 생태계위해외래식물종의 관리목적도 포함시키는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는 이미 수행된 바 있는 ‘메틸브로마이드에 의한 수입고철흙 소독효과 조사연구’(한성

찬 2001)와는 별도로 환경적인 측면에서 수입고철흙을 조사하는 연구로서 1) 수입고철흙에 의해 

반입될 수 있는 외래식물종의 잠재적인 환경위해성(環境危害性) 유무를 조사하고, 2) 만약 수입

고철흙의 환경위해성이 발견될 시에는, 국립식물검역소의 ‘고철수입 시 반입되는 흙에 한 처리

지침’에 따른 처리방법 중 ‘고철수입 시 반입되는 흙에 한 MB 훈증방법(소독 51192-406, 

2001. 12. 22)’이 생태계위해외래식물종 관리목적에 부합하고 효과적인 지를 환경위해성 측면에

서 조사․검증하고, 3) 검증결과가 비효과적일 경우, 수입고철흙에 한 새로운 처리방법 및 관

리제도를 도출하여 있을 수 있는 생태계위해외래종에 의한 국내 자연생태계의 파괴를 미연에 방

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연구내용
흙은 인간, 가축, 농작물, 그리고 자연생태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생물종들이 서식(棲息)할 

수 있는 보금자리이다. 따라서 모든 국가들은 외래흙의 자국내 반입과 이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식물방역법상 수입금지품목으로 국내로의 반입이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국내 철강업계에서 외국의 고철(古鐵)을 다량 수입하면서, 고철에 묻은 외래흙도 불가피하게 국

내로 반입되고 있어, 국립식물검역소는 ‘고철수입 시 반입되는 흙에 한 처리지침(2001. 5. 3)’

을 하달하여, 수입고철흙에 한 철저한 방역을 지시한 바 있다. 고철을 수입하는 일부 철강회사

는 국립식물검역소의 ‘고철수입 시 반입되는 흙에 한 MB 훈증방법 통보(소독 51192-406, 

2001. 12. 22)’에 따라, 반입된 고철흙을 따로 모아 메틸브로마이드(Methyl Bromide, MB) 훈증

소독을 실시하고, 훈증소독된 외래흙을 다시 폐기물매립장으로 이송하여 최종적으로 매립(埋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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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수입고철흙의 생태계위해식물종에 한 환경위해성을 조사하는 것이 목적이며, 세

부적인 연구목표로는 1) 수입고철흙에 의해 반입될 수 있는 외래식물종의 잠재적인 환경위해성 

유무의 조사와 2) 만약 수입고철흙의 환경위해성이 발견될 시, 국립식물검역소의 ‘고철수입 시 

반입되는 흙에 한 MB 훈증방법 통보(소독 51192-406, 2001. 12. 22)’가 생태계위해외래식물

종 관리에 적합하고 효과적인 지를 환경위해성 측면에서 조사․검증하는 것과 3) 검증결과가 비

효과적일 경우, 수입고철흙에 한 새로운 생태계위해식물종 관리제도를 도출하는 것에 있다.

수입고철과 함께 유입되는 토양의 물리․화학적인 성질 규명을 위해, 물리(物理)․화학(化學)

적인 성질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조사하였고, 시료에 포함되어진 중금속의 함량 또한 조사하였

다. INI와 동국제강이 미국과 러시아로부터 수입한 고철과 함께 반입된 수입고철흙을 지역별(미

국, 우크라이나, 러시아), 시기별(7월, 8월), 그리고 MB훈증무처리구와 훈증처리구로 분류하고, 

각각의 흙으로부터 약 2㎏의 시료를 골고루 채취하였다. MB 훈증처리는 국립식물검역소의 ‘고철

수입 시 반입되는 흙에 한 MB 훈증방법 통보(소독 51192-406, 2001. 12. 22)(부록 7)’에 따

라 현장에서 실시되었다. 채취된 토양시료는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 펼쳐놓은 상태로 풍건(風乾)

시켰다. 풍건시킨 토양시료는 2㎜의 표준체(10mesh)로 체걸음하고, 이 때 뭉친 흙덩이는 고무망

치로 분쇄하였다. 각 토양시료로부터 약 200g을 취하고 사분법에 의해 균일하게 혼합하여 분석

용 시료로 사용하였다.

또한 수입고철흙에 섞여서 반입될 수 있는 외래식물종자의 종류와 수를 조사하고, 확인된 종

자가 생태계위해외래식물종으로 판명되었을 시에 수입고철흙에 한 현행 국립식물검역소의 ‘고

철수입 시 반입되는 흙에 한 MB 훈증방법 통보(소독 51192-406, 2001. 12. 22)’에 따른 훈

증처리가 생태계위해외래식물종의 관리에 해서도 적합한 지를 검정하는 조사를 수행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조사시료를 균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풍건한 후, 직경 5㎜의 고철조각과 흙덩이 및 

돌을 제거하고 남은 정선된 흙으로 모든 조사를 수행하였다. 

1차 2002년 7월 15일에 채취 2차 2002년 8월 29일에 채취 정확한 조사를 위한 조구

미국라이나 1차고철흙 무처리

미국라이나 1차고철흙 MB처리

우크라이나 1차고철흙 무처리

우크라이나 1차고철흙 MB처리

러시아이나 1차고철흙 무처리

러시아이나 1차고철흙 MB처리

미국라이나 2차고철흙 무처리

미국라이나 2차고철흙 MB처리 

우크라이나 2차고철흙 무처리

우크라이나 2차고철흙 MB처리

밭  표  토

밭  작  토

논  작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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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준비되어진 시료는 각각 ① 포장(圃場)의 자연조건에서 발아시험, ② BED 발아시험, 

③ 토양속의 잡초종자의 선별(選別)과 식별(識別), ③ 실험실에서 토양 내 잡초종자 발아시험의 

상이 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각 매립지에 발생하는 초종(草種) 현장조사를 수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
채취된 수입고철흙의 물리적 성질을 조사한 결과, 1차 도착시료 6개는 경식토(輕埴土)와 사질

식양토(砂質埴壤土)이었으며, 2차 도착시료 4개는 식양토(埴壤土)로, 토양 구성 입자의 평균 비율

은 우리나라의 산지의 평균비율과 유사하였으나 우리나라에서의 밭토양이나 논토양의 경우와 비

교하면 점토의 비율은 유사하였지만 모래와 미사의 비율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취된 수입고철흙의 화학적 성질 조사결과, 토양의 pH는 전체적으로 8.28~9.02 사이로 우리

나라의 논, 밭, 산보다 높은 알칼리성이었고, 전질소(全窒素) 농도는 일반적인 경작지토양의 농도

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효인산 농도는 우리나라 경작지토양의 평균치보다 낮았으나, 치환

성 양이온(Ca, K, Mg, Na)의 농도는 우리나라 토양의 평균치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채취된 수입고철흙의 중금속 농도를 조사한 결과, 환경적으로 유해한 비소(As), 크롬(Cr), 납

(Pb) 등의 중금속 원소는 검출되지 않았고, 중금속 원소별 평균농도(ppm)는 알루미뮴(Al), 카드

뮴(Cd), 구리(Cu), 철(Fe), 망간(Mn), 니켈(Ni), 아연(Zn)이 각각 0.24, 0.22, 0.91, 0.20, 73.13, 

0.93, 6.05 등으로 나타났다. 카드뮴은 환경부의 토양측정망(土壤測定網)에서 조사된 국내 토양

의 농도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전국평균과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구리는 전국평균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을 보여, 채취된 수입고철흙의 물리․화학적 성질은 환경적인 측면에서 우려할 수

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립식물검역소의 ‘고철수입 시 반입되는 흙에 한 MB 훈증방법 통보(소독 51192- 

406, 2001. 12. 22)’의 MB훈증처리가 생태계위해외래식물종에 하여 효과가 있는지를 검정하

기 위해, 수입고철흙에 섞여서 반입될 수 있는 외래식물종자의 종류와 수를 조사하고, 여러 조건

에서의 발아시험을 수행하였다. 

포장(圃場)의 자연조건에서 발아시험 결과, 1차 도착시료 중에서 러시아 고철흙 무처리(③) 시

료에서 8개의 참깨가 발아하였으나, 동일한 러시아 고철흙을 MB처리한 시료(③-1)에서는 어떠

한 종자도 발아하지 않았다. 이는 러시아 고철흙에 섞여서 들어온 참깨에 있어 MB훈증처리가 

효과적이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1차 도착시료 중 기타 다른 나라의 고철흙 무처리 또는 MB

처리시료는 치상 후 70일까지 어떠한 식물종자도 발아되지 않았으며, 2차 도착 4개 시료의 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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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에서도 치상 후 34일까지 잡초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BED에서 발아시험 결과, 1차 도착시료 중 러시아 고철흙 무처리(③) 시료에서 포장의 자연조

건에서 발아시험 결과와 같이 BOX당 3, 2, 3, 5개의 참깨가 발아하였다. 그러나, 동일한 러시아 

고철흙을 MB처리한 시료(③-1)와 기타 다른 나라의 고철흙 무처리 또는 MB처리시료에서는 치

상 후 50일까지 어떠한 종자도 발아하지 않았다. 미국 2차고철흙 무처리(④) 시료에서 1개의 까

마중과 우크라이나 2차고철흙 무처리(⑤) 시료에서 1개의 털비름이 발아하였으나, 동일한 흙을 

MB처리한 시료에서는 치상 후 34일까지 잡초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한편, 같은 조건의 조

구인 밭작토의 BED에서는 가는털비름 4개, 금방동사니 7개, 깨풀 9개, 돌피 36개, 미국개기장 

11개 등 총 12개 초종의 197개 잡초종자가 발생하여, 포장의 자연조건에서 발아시험 결과에서 

본 것과 같이, 수입흙 시료에 한 MB훈증처리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척후 정선된 토양속의 잡초종자의 선별(選別)과 식별(識別)조사 결과, 1차 도착 시료 중 미

국 무처리 시료에서 매듭풀 2개, 미국 MB처리시료에서 털비름 2개, 우크라이나 무처리에서 털

비름 2개, 우크라이나 MB처리시료에서 까마중 2개, 러시아 무처리에서 참깨 5개, 러시아 무처리

에서 참깨 4개가 식별되었고, 2차 도착 시료 중 미국 무처리 시료에서 까마중 2개만 식별되었을 

뿐, 미국의 MB처리 시료나 우크라이나의 무처리 및 MB처리시료에서는 어떠한 종자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금번에 채취된 수입고철흙 속에는 국가에 따라서 몇몇 잡초종자가 소수 존재하거

나, 존재하고 있지 않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며, 몇몇 발견된 종자들도 원형을 잃을 정도로 훼손

(毁損)되어 발아의 가능성이 없었다. 또한, 1, 2차에 걸쳐 채취된 수입고철흙에 한 선별 및 식

별조사 결과 생태계위해외래식물종자는 동일 흙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수입고철흙이 야적된 곳과 MB처리된 수입고철흙을 매립한 곳에서 발생하는 초종(草種)을 조

사한 결과, 인천부두 고철하역장, 동국제강 고철야적장, 충남 당진군의 원광매립지, 경기 화성군

의 우원매립지, 경남 양산의 원광매립지, 경북포항의 썬그린매립지 등의 고철흙 야적장 및 매립

지에서 발생되는 잡초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의 조사결과와 고찰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금번에 채취된 3개국의 수입고철흙의 토양 구성 입자의 평균 비율은 우리나라의 산지의 

평균비율과 유사하고, 전질소(全窒素) 농도도 일반적인 경작지토양의 농도와 유사하며, 유효인산 

농도는 우리나라 경작지토양의 평균치보다 낮았으나, 치환성 양이온의 농도는 우리나라 토양의 

평균치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며, 환경적으로 유해한 비소, 크롬, 납 등의 중금속 원소는 불검출되

었고, 카드뮴은 우리나라 전국 토양평균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고, 이들 수입고철흙이 관리형 매

립지에 최종적으로 매립 처리됨으로써, 수입고철흙의 물리․화학적 성질은 환경적인 측면에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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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할 수준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1) 포장(圃場)의 자연조건의 발아시험 결과, 1차 도착시료 중 러시아 고철흙 무처리 시

료에서 참깨종자가 발아하였으나, 동일한 러시아 고철흙을 MB처리한 시료에서는 어떠한 종자도 

발아하지 않았고, 다른 나라의 고철흙 무처리 또는 MB처리시료와 모든 2차 도착시료의 고철흙

에서는 치상 후 상당기간 어떠한 잡초종자도 발생되지 않은 점, 2) BED에서 발아시험 결과, 1차 

도착 러시아 고철흙 무처리 시료에서 총 13개의 참깨가, 2차 도착 미국 고철흙 무처리 시료에서 

1개의 까마중이, 2차 도착 우크라이나 고철흙 무처리 시료에서 1개의 털비름이 각각 발아하였으

나, 잡초가 발생했던 동일한 고철흙을 MB처리한 시료들과 기타 고철흙 시료에서는 치상 후 상

당기간동안 어떠한 종자도 발아되지 않은 점, 3) 세척후 정선된 토양속의 잡초종자를 선별하고 

식별한 결과, 1, 2차 도착 시료 중 6개의 시료에서 매듭풀, 털비름, 까마중, 참깨 등의 일부 소수

의 종자가 식별되었으나, 발견된 종자가 원형을 잃을 정도로 훼손되어 발아의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 4) 수입고철흙이 야적된 곳과 MB처리된 수입고철흙이 매립된 곳의 초종을 조사한 결과, 어

떠한 잡초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에, 금번에 조사된 3개국의 수입

고철흙에는 소수의 잡초종자가 존재하였나 이들 흙을 MB훈증처리한 결과 잡초종자의 발아를 억

제시켰고, 채취된 고철흙에 한 선별조사를 통해 이들 흙에는 생태계위해외래식물종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수입고철흙이 생태계위해외래식물종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

며, 현행 국립식물검역소의 ‘고철수입 시 반입되는 흙에 한 MB 훈증방법 통보(소독 51192- 

406, 2001. 12. 22)’에 따른 MB훈증소독 처리 및 관리형 매립지에 최종 매립하는 방법은 상기

의 조사결과를 볼 때 생태계위해외래식물종의 관리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대효과
본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국내 관리체계 상 사각지 에 놓여있는 수입고철 외래흙에 한 생

태계위해외래식물종의 환경위해성을 조사하고 현행 관리제도 상의 미비점을 파악하여 외래흙에 

한 종합적인 생태계 위해외래종 관리강화 방안을 도출하게 되었다. 이를 통하여 외래종에 의한 

국내 자연생태계의 파괴 및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국내 고유생물자원의 보전 효과를 기 할 

수 있다.



6. 국토환경
연 구 사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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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구역 환경보전전략 및 통합환경관리방안 수립
- 한강하구역을 중심으로

이창희 기본연구

연구배경
하구는 육상과 해양의 전이지역으로 야생생물의 서식․양육․산란지로서의 생태적 가치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방지기능, 심미적 기능, 사회․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나 우리나라 부분

의 하구는 하구언 건설 또는 매립 등으로 크게 파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하구가 가지는 고

유한 가치와 기능을 유지함과 동시에 다양한 하구이용을 담보할 수 있도록, 또한 사후 책 위주

의 관리에서 벗어나 하구의 고유한 환경가치와 기능을 보전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의 개념에 

기초한 정부차원의 종합 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정학적 요인에 의

해 지금까지 자연환경이 비교적 잘 보존되었으나 최근 남북긴장완화와 접경지역개발이 가시화됨

에 따라 훼손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한강하구를 중심으로 하구의 환경보전전략(1차년) 및 통

합 환경관리방안(2차년)을 수립하고자 하였으며 2003년도 보고서는 한강하구를 상으로 하구환

경관리에 있어서 새로운 시각과 보전전략을 보여준다. 

연구내용
한강하구의 환경현황, 한강하구 유역의 사회․문화적 스트레스, 한강하구 환경보전을 위한 관

리현황의 파악을 위해 기존의 조사․연구자료를 취합하였다. 그리고 PSR 분석법을 방법론으로 

택하여 하구환경에 관련된 제반 요소들을 상태-압력- 응으로 구분하여 정성적인 분석을 수행하

였다.

한강하구의 환경상태는 비교적 자연적 경관이 잘 보존되어 수변식생과 모래톱 등이 적절히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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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 하구의 전형적인 경관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강하구에는 총 356.431㎢의 광활한 습지가 

분포하여 국제적인 보호종인 재두루미, 노랑부리백로 및 저어새를 포함하여 20종의 천연기념물

과 7종의 멸종위기종의 채식지 및 휴식처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주변의 육상지역은 다양

한 장구밥나무, 범부채, 고란초 등의 특이식물이 분포하고 노루발풀, 매화노루발의 군락지가 형

성되어 있다. 또한 한강하구는 담수와 해수가 교차하는 수역으로 황복, 참게, 뱀장어 등 수산자

원의 보고인 동시에 오두산 전망  및 판문점과 같은 안보관광 자원과 연관하여 수도권시민의 

휴식처 및 관광지로서 사회․경제적인 가치도 지니고 있다.

한강하구에는 약 천오백만 명의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데 과거 5년간 지면적의 4.7% 

증가 및 폐수배출시설의 49.1% 증가가 반영하듯이 토지이용의 고도화와 산업시설의 하구집중으

로 인해 하구수질은 부영양화 상태가 되었으며, 기형 어류의 빈번한 출현, 하구퇴적물의 오염, 

강우쓰레기로 인한 생활환경 및 수산자원의 질 저하 등과 같이 지역개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수질환경 문제가 발견되고 있다. 또한 최근의 교량 및 도로 건설, 골재채취 등의 지역개발 및 수

변의 과도한 이용으로 인한 서식지 파괴, 하천제방과 철책으로 인한 수역-육상 생태계 통로의 

차단, 신곡수중보 건설에 따른 환경변화 등 한강하구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환경현안도 제기되

고 있다.

현재 한강하구의 환경관리는 난개발의 방지를 위한 토지용도지정, 개별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각종 보호․보전지역 지정, 군

사시설보호구역에 따른 오염원 입지제한, 공공처리시설 확충 등 분야별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강하구에 한 환경관리개념의 부재, 분화된 환경관리체제로 인한 관리영역의 분

산 및 통합관리체제의 미비, 하구관리를 위한 지식기반의 취약 등 환경관리체제 상의 여러 문제

로 인해 한강하구 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환경보전전략은 아직까지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접경지역개발계획의 시행, 김포․파주 신도시의 개발, 광역교통망의 확충, 개성공단의 개

발 등 남북화해에 따른 DMZ 일원의 개발, 생태-안보 관광수요의 증가와 같이 향후 예견되는 개

발압력을 고려할 때 한강하구 환경보전을 위한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책의 수립이 요구되는 시

점이다. 그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강하구 환경 및 이용현황 조사, 한강하구 환경

현안 및 관리상의 문제점 파악, SWOT에 기초한 관리여건 분석 및 하구환경관리를 위한 국내외 

사례를 토 로 한강하구 환경관리전략을 제시하였다. 



Ⅱ. 2003년 연구사업   171

주요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한강하구 환경관리전략은 기본원칙, 부문별 관리목표와 정책 혹은 책이라는 형식으로 제안

되었으며, 먼저 ‘다양함과 생명력이 넘치는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서의 한강하구’라는 환경관리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기본원칙으로 지속발전가능성, 동반자적 협력, 생태계 중심 

및 통합적 접근이라는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런 원칙에 근거하여 환경관리를 위한 추진전략으로

서 한강하구 환경관리에 있어 예방적 책의 수립 및 이행, 지역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역할 확

, 한강하구 환경관리체제의 개발, 지식기반 확충을 위한 환경기초조사․연구․모니터링 계획의 

수립 및 이행, 가시적이며 실질적인 환경보호구역의 설정, 통합적 관점에서 하구환경관리와 연관

된 부문별 관리전략의 수립, 한강하구 생태계 복원방안의 추진 및 한강하구환경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 등이 제시되었다. 

또한 토지․교통, 자연환경, 수질환경, 경관․관광 및 수산자원 등의 5개 부문별로 환경현안 

및 관리상의 문제점을 요약하고 추진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는 관리목표와 적용 가능한 정책 또

는 책을 제시하였다. 부문별로 표적인 제안을 보면 토지․교통부문은 환경관리권역의 설정을 

통한 계획 후 개발 추진, 접경지역개발계획의 엄격한 운영 및 토지이용의 구체화를, 자연환경부

문은 자연환경조사․모니터링 계획․시행, 하구생태계보전지역 및 자연유보지역지정을, 수질환경

부문은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하구지역 적용, 신곡수중보 사후영향평가 및 유해화학물질 노출경

로 조사 등을, 경관․관광부문은 중점관리지역에 한 자연경관관리지역지정 및 자연경관관리계

획의 수립을, 수산자원부문은 수산관리체제의 개선 및 수산물 자원파악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이러한 추진전략 및 책을 실질적인 한강하구 환경관리에 적용하기 위한 한강하구 환경관리

정책의 기본구상을 한강하구의 관리경계 설정, 환경관리권역의 설정을 통한 관리 및 한강하구 환

경관리체제의 정비로 크게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한강하구의 관리경계는 외국의 하구경계 

설정사례와 한강하구의 자연적인 유역경계, 물리화학적 특성, 자연자원 관리의 필요성, 현실적인 

관리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잠실수중보 하류로부터 강화군과 옹진군의 행정경계’까지로 

정의하였다. 특별히 한강하구 중 자연환경관리나 환경친화적인 지역개발의 필요성 측면에서 집중

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신곡수중보 하류의 수변 양안 1000m를 포함하는 지역은 ‘한강하구 중점

관리지역’으로 설정하였다.

한강하구의 친환경적인 이용을 유도하고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환경관리를 위해 한강

하구를 환경관리권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것을 제안하였다. 환경관리권역의 구분은 DMZ일원의 

환경관리기본방향과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 정부의 ‘국토환경성평가기준’에 따라 크게 한강하구를 

5등급으로 구분하고 환경관리의 측면에서 개발이 제한되는 보전지역(평가기준 1등급 및 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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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인 개발이 부분적으로 허용되는 개선지역(3등급) 및 도시화 지역이나 이미 환경훼손

이 심각한 복원지역(4등급, 5등급)으로 설정하였다. 행위제한을 포함한 관리권역이 가지는 구체

적인 의미는 실제 상세한 현지조사 후 규정되어야 하는 문제이지만 이 구분에 따르면 보전지역

이 전체 한강하구 면적의 57.7%인 1,656㎢에 달해 적어도 향후 한강하구의 무분별한 개발을 제

어할 수 있는 하나의 실질적인 방안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다음으로 한강하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한강하구 환경관리체제의 정비방안을 제

시하였다. 한강하구라는 공간단위의 관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한강하구환경관리종합계획(가칭)’

의 수립 및 시행과 이러한 하구환경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및 집행을 담당할 ‘한강하구환경관리위

원회(가칭)’가 설치될 필요가 있다. 매체별로 분화된 현행 환경법 체계가 가지는 한계를 고려한

다면 단기적으로는 ‘한강하구환경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가칭)’의 특별법을, 장기적으로는 우리나

라 환경법의 전면적인 정비의 일환으로 ‘유역관리법(가칭)’을 제정함으로 하구환경관리체제를 법

제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지역차원에서는 한강하구환경관리를 위한 민관군 환경관

리협력체제의 구축을 추진할 수 있다. 여기에는 생물다양성관리계약제도의 강화, 지역생태계 교

육 및 인식제고 프로그램의 개발, 지역사회협력체계에 바탕을 둔 체계적 자연보호 활동을 전개, 

자연환경조사와 모니터링에 지역의 환경NGO나 군 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등의 현실적인 하구환

경관리 방안들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실질적인 한강하구의 관리를 위해서는 취약한 지식기반의 확충과 더불어 지속가능발전의 차원

에서 관리 책의 실효성 평가가 필요하다. 한강하구가 가지는 지정학적인 특성, 부문별 환경관리

의 현안 및 문제점과 향후 우리나라의 다른 하구 조사연구와의 연관성을 고려한다면 한강하구 

지식기반의 토 를 갖추기 위해서는 적어도 환경기초조사를 포함하여 향후 5년간 약 80억원의 

조사․연구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강하구의 현황과 관리 책의 실효성을 지속발전의 차원에서 평가하기 위해서 

현황, 압력, 응지표를 포함한 총 37개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도출하였다. 물론 이 지표는 상태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본 연구의 지속가능성 평가에 적용하지 못했지만 제안된 조사․연구계획

에 따라 자료가 수집된다면 한강하구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으로 유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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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일원의 환경보전 기본방안

전성우 기본연구

연구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DMZ 일원의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그동안 DMZ 일원에 한 많은 연

구가 있었지만 연구의 내용이 단편적이었거나 구체적이지 못하여 연구의 내용을 실효성있는 정

책 안으로 활용하기에는 미흡하였다. 특히 환경보전방안들이 공간화되지 못함에 따라 개발계획

과 개발행위로 인한 자연환경의 훼손에 효과적으로 처하지 못하였고, 보전할 지역에 해서도 

제 로 보전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왔다. 따라서 DMZ 일원의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개발행위를 통제할 수 있으면서도, 보전할 지

역에 해서는 확실히 보전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구체적이며, 동시에 공간화된 환경보전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요청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 본 연구에서는 DMZ일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환경보전방

안을 수립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내용
본 연구는 DMZ일원에 한 역사적, 환경적, 국토환경계획적 측면에서 다양한 자료와 접근이 

요구됨에 따라, 문헌조사를 통한 이론연구와 현장조사를 통한 실증연구, 설문조사를 통한 인식파

악, 각종 환경정보를 활용한 공간계획연구를 병행하였다.

문헌조사의 경우 그동안 DMZ 일원을 상으로 하여 발표된 단행본, 보고서, 논문, 세미나자료 

등을 참고한다. 지난 수십 년간 DMZ 일원에 한 각종 조사 및 계획에 한 보고서와 논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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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발표되어 있으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하고 본 연구에 방향 설정 및 이론적 체계

를 정립하는데 사용하였다.

DMZ 일원에 한 의식조사를 위하여 전문가를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을 상으로 설문조사와 병행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연구에 반영하였다.

현장조사는 DMZ 일원에 해당하는 시․군을 방문하여 지역이 지니는 생태적 가치와 특성을 

파악하며, 지역 전문가와의 면담을 통해 지역의 문제점과 정책방안 도출을 위한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을 파악한다.

각 단계별․방법별로 정리된 내용을 종합하기 위하여 각종 전문가 자문회의와 세미나를 통해 

의견을 수정․보완하였으며, DMZ 일원의 관리범위 설정과 관리권역 구분을 위해 생태․자연도, 

녹지자연도, 토지피복지도, 배수구역도 등 환경지리정보를 최 한 활용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론에 따라 진행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DMZ 일원이 지니는 의미를 명확히 하고 DMZ 일원이 왜 보전되어야 하는가를 제시하

였다. DMZ 일원은 남북분단과 냉전 이데올로기의 상징으로 아직도 남북한간에 군사적 긴장이 

남아있는 곳이지만, 향후 세계적인 생태․평화지역으로 탈바꿈될 지역이라는 데에 그 의미가 있

다. 또한 우수한 생물다양성, 특이한 자연생태계 등 높은 생태적 가치로 인해 보전의 필요성이 

높은 곳이다. 따라서 더 이상의 자연환경훼손을 방지하고, 환경보전을 통한 지속가능발전을 실현

하기 위해 친환경적 국토관리가 필요하다. 

둘째, 환경관리를 위한 DMZ 일원에 하여 정책동향과 환경여건을 파악하고, 관리범위를 설

정하였다. 여기에는 최근 생태․자연도 작성 시 사용한 생태조사권역의 소권역과 수자원공사가 

제작한 표준유역도의 유역권을 접경지역지원법상의 접경지역과 중첩하여 생물지리적 관점이 포

함된 환경관리범위를 설정하였다.

셋째, DMZ 일원에 한 합리적인 정책방안 도출을 위해 전문가와 지역 공무원에게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다. 실시한 결과 DMZ일원에 한 관리실태와 방안에 하여 여러 가지 시사점을 얻

을 수 있었다.

넷째, DMZ 일원의 환경보전전략으로 공간환경지도의 작성을 통한 환경계획의 기본틀 수립, 

관리권역별 차등관리, 환경정책으로 발생한 공간적 불공정한 분배효과의 시정, 소극적 규제정책

에서 적극적 보전정책으로, 이해당사자간 역할분담과 협력체제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권

역별 차등관리란 1등급지역은 최우선 보전지역으로 원칙적으로 일체의 개발을 불허하고, 2등급

지역은 개발을 불허하지만 소규모 친환경적 개발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며, 3등급지역은 엄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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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평가와 선 친환경적 계획에 의한 후개발을 허용하며, 4등급지역은 친환경적 개발을 허용

하지만 3등급보다는 보다 완화된 규제를 받으며, 5등급지역은 기 개발지역으로 친환경적 관리와 

환경복원을 통해 지역의 환경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다섯째, DMZ 일원에 하여 국토환경성을 평가하고 이를 등급별로 구분하여 환경관리권역을 

설정하였다. 국토환경성평가에는 환경부의 ‘국토환경성평가항목 및 기준’을 적용하였다. 관리권역

별 등급의 분석결과 전체 관리범위 7,718.76㎢에서 절 적 보전이 요구되는 핵심지역인 1등급지

역은 55.51%인 4,284.85㎢, 보전이 요구되는 완충지역인 2등급지역은 23.45%인 1,809.76㎢, 

친환경적 개발이 요구되는 전이지역 중 3등급지역은 8.20%인 632.98㎢, 전이지역 중 4등급지역

은 2.41%인 186.27㎢, 기 개발지역인 5등급지역은 5.09%인 393.00㎢, 등급외지역은 5.34%인 

411.90㎢로 나타났다. 여기서 등급외지역은 자료의 부족으로 토지의 환경성을 평가할 수 없는 

지역을 말한다.

여섯째, 권역별 환경보전에 포함될 부문별 환경보전방향을 제시하였다. 각 부문은 자연자원, 

토지이용, 산업활동, 관광활동, 군사활동 등이다. 자연자원의 관리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자연생태

계 보전, 자연생태계조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 습지생태계 보전, 취약 및 훼손생태계 복원 등의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토지이용은 계획적인 토지이용 관리를 통한 난개발 방지, 개발사업 

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권역별 차등적인 토지이용방안이 필요하다. 산업활동은 고품질

경제 또는 우량경제활동(Quality Economies: 환경적으로 건전하면서도 지역사회의 활성화와 지

역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경제활동)의 육성이 요구된다. 관광활동은 지속가능관광의 지향과 벌꿀

통개발방식(기존 도시 및 취락지역을 중점개발+단위관광지의 숙박시설 최소화+거점지역과 단위

관광지의 교통연계)이 이루어져야 한다. 군사활동은 군(軍)의 환경보전활동 계속적 추진, 군 관할

구역 내의 정밀생태계조사,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의 작전성 검토시 환경성검토 병행 실시, 민․

관․군의 협력체제 구축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곱째,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방안으로 법령의 정비, 지역주민 보상 및 지원, 민관협력체제 구

축, 국제적 보호구역의 활용 등을 제시하였다. 법령의 정비는 현행법의 개선과 향후 DMZ 및 민

통선이북지역을 상으로 하는 ｢DMZ일원의지속가능한관리를위한국제협약｣의 체결과 ｢DMZ일원

지속가능관리법｣의 제정을 제시하였다. 지역주민에 한 보상 및 지원방안으로는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가치가 있는 토지에 해서는 토지매수제를, 영농행위 등 친환경적 행위가 가능한 지역에 

해서는 생물다양성관리계약 등 자발적협약을, 친환경적 개발 및 이용이 필요한 지역에 해서

는 이를 유도하기 위한 간접적 지원방식을 제안하였다. 민관협력체제 구축에서는 정부부문과 지

역주민간의 신뢰회복을 통한 갈등해소와 합의형성을 강조하였다. 민관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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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간 적절한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민관협력체제는 중앙정부차원에서 환경부에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비무장지 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하고, 지방정부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지역(합의)회

의’ 구성과 장기적으로는 ‘지방의제 21’의 수립을 제안하였다. 국제적 보호구역 제도의 활용은 

먼저 국내 법․제도적으로 DMZ 일원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 공동으로 유

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Biosphere Reserve)의 지정을 추진하여야 함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생

물권보전지역의 핵심지역이나 핵심지역과 연결된 주요 생태계를 세계유산지역(World Heritage 

Site)으로 지정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이들 지역 간 중복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람사지역

(Ramsar Site)으로 지정이 가능한 지역에 해서는 생물권보전지역과 연계하거나 또는 단독으로 

람사지역으로 지정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기대효과 및 제안
DMZ 일원은 우리나라 분단의 상징이나, 향후 평화․생태지역으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다. 따라서 이 지역에 한 지속가능한 보전․이용방안의 도출을 위해 국

가적 역량을 집중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여러 정보와 설문조사 및 수차례

의 전문가 세미나 등을 통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된 연구결과를 제시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DMZ 일원의 국토환경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국토환경성평가항목 및 기준’을 적용하였으

나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모든 항목을 적용하지 못하였다. 이는 제시하고 있는 주제도중 일부 항

목만 제작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민통선이북지역의 경우 국토환경성을 평가할 주제도가 

없어 등급외지역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둘째, 국토환경성평가결과 도출된 5등급분류에 한 정확성의 검토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적용

가능한 항목의 주제도를 가지고 등급을 분류하였으나 원시자료 자체가 제작시기 등의 문제로 현

장자료와 상이할 수 있고, 도출된 국토환경성평가지도에 해서도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하지 못

하였다.

셋째, 등급별․권역별 관리방안 제시가 충분치 못하였다. 권역별로 보전의 기본방향 및 각 부

문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였으나, 현지 주민 및 지방정부와의 의견조율이 부족하였다.

넷째, 북한지역에 한 연구가 부족하였다. DMZ 일원의 환경보전은 남한의 일방에 의한 노력

만으로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고 북한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북한지역

의 환경 및 북한과의 환경협력에 한 연구가 부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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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향후 과제가 필요하다.

첫째, 모든 평가항목에 한 정확한 주제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체계적인 조사와 

주기적인 자료 최신화가 필요하다. 또한 최신 고해상도 인공위성영상자료 등 고급자료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평가항목의 추가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기상(기후), 바람, 자연환경 및 경관의 훼손정도, 

야생동물의 이동경로 등에 한 평가항목 및 기준의 정립이 요구된다. 그리고 비오톱지도가 작성

되어야 한다.

셋째,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지역은 이

를 조정하여야 한다. 현장조사가 어려운 경우 최신 고해상도 인공위성영상자료를 이용해야 한다.

넷째, 관리권역별 차등적인 관리방안의 미흡한 부분에 해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의 면

밀한 연구를 거쳐 보완하여야 하며, 이를 해당지역주민과 함께 토론하여 확정하는 절차가 필요

하다.

다섯째, 북한 접경지역에 한 환경현황과 남북접경지역에 한 환경협력 및 교류에 한 심

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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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할 생태계우수지역 관리를 위한 지역사회협력 
모델의 개발

방상원 기본연구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국토의 총면적 99,000㎢의 6%에 해당하는 6,000㎢를 군이 관할하고 있으며, 이 

지역의 부분은 자연생태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조수보호구역 등의 생태계우수지역이다. 이러

한 다양한 생태계특성은 습지, 원시자연림, 갯벌, 생물종다양지, 철새도래지, 희귀종서식지, 경관

우수지 등을 포함하며 이들 군 관할 생태계우수지역은 접경지역으로부터 후방지역에까지 널리 

산재하고 있다.

이러한 군 관할 생태계우수지역의 파괴는 우리나라 자연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부 의 생활환경을 악화시키고, 지역주민과 환경보호단체와의 마찰을 유발할 수 있으

므로, 군은 사용자로서 공공용지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가능하게 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인식 하에, 군은 자연생태계의 보전과 환경안보의 차원에서 군 관할지역내의 생태계우수

지역을 지역주민과 해당관청 및 군이 상호 협력하여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협력모델을 개

발 시행하고자 하였다.

군 관할 생태계우수지역 관리를 위한 지역사회협력 모델의 개발은 이들 지역이 자연생태계보

전지역, 습지보전지역 및 희귀동식물서식처 등으로 생태계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을 체계적

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 해당관청 및 군이 상호간 이해의 폭을 넓혀 

지역환경보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연구

가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표는 보전가치가 높은 군 관할의 생태계우수지역을 민관군이 상호협력하여 

보호할 수 있는 지역사회협력 모델을 개발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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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
사례지역 연구를 통해 도출된 현행 관리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그리고 지역사회협력모델의 필

요 요소들과 미국, 독일 등의 선진국 사례연구에서 도출된 시사점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포괄

적으로 적용 가능한 ‘군 관할 생태계우수지역 관리를 위한 지역사회협력모델’을 개발하고 이와 

함께 각 이해당사자간의 주체별 역할을 제시하였다. 

국내 생태계우수지역의 관리제도 및 현황을 알기 위하여, 약 10여개 이상의 관련법 및 제도를 

분석하고 생태계보전지역, 습지보전지역, 생태계변화관찰지역, 특정도서 등 생태계 우수지역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군 관할 생태계 우수지역 관리제도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군환경관리규정, 군환경보전지침, 

육군 환경보전규정, 육군 군환경실무지침서, 해군 환경관리규정, 공군 환경보전규정과 같은 관련

규정을 살펴보고, DMZ일원과 이남 지역으로 나누어 군 관할 생태계우수지역의 현황을 살펴보았

다. 오․폐수 처리시설 확충․개선, 자연정화활동, 야생동물보호활동, 밀렵감시활동과 같은 관리

활동사례를 연구하였다. 

미국과 독일의 군 관할 생태계 우수지역 관리제도를 관련법, 관련 정책, 예산, 환경 보전 프로

그램 및 보전 사례들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우리나라의 군 관할 생태계우수지역 사례연구로 강화

와 서산지역을 중심으로 일반현황과 생태계우수지역 관리현황을 본 후 각각 지역사회협력모델을 

개발하였다. 

위의 연구 내용들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사회 주체간 신뢰와 협력을 구축하는 지역사회협력모

델을 구축하고 활용방안 및 정책제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
군은 국방안보 임무와 더불어 환경안보를 위해 지역환경을 보전하고 지역 주민과의 협력을 도

모해야 한다. 특히, 군 관할 생태계우수지역의 보전은 해당 지역의 주변에서 직접적으로 거주하

며 생활하고 있는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와 민․관․군간의 상호 협력이 요구된다. 이

러한 협력은 상호간의 신뢰를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지역사회협력체계는 군이 필요로 하는 환경전문지식과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통로가 되고 지

역주민은 군의 협조를 통해 지역 생태계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생태안보관광 등을 통한 지역경제

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과 군의 가교 역할 및 활동의 주관자로서 

지역의 생태계를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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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할 생태계우수지역 또한 관련 환경법령과 군의 군환경관리규정, 군환경보전지침 및 각 

군별 환경보전규정(해군의 경우, 환경관리규정)에 따라 계획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사

례연구로 현재 군이 군 관할 생태계우수지역의 관리를 위한 자연환경 관리계획의 수립, 자연환경

조사, 상급부 의 세부 관리지침 및 관리감독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 게다가 관할 생태계우수지

역을 직접적으로 관할하는 사단과 그 예하부 의 경우 관리계획과 세부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체

계적인 자연환경 보전 활동을 하고 있지 못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군은 상급부 에서부터 하

급부 까지 자연환경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환경관리계

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군 지휘관에 한 환경인식 제고 프로그램과 군 장

병의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미국방성의 통합자연자원관리계획, 지휘관환경관리지침서, 지휘관생물다양성지침서, 미육군의 

통합훈련지역관리 프로그램, 주한미군의 우리나라 주둔지역에 한 자연환경조사와 휴 용 간이 

야생동식물 도감의 병영 내 배포 등은 우리나라의 군도 도입해야 할 제도이며 과제이다.

이와 함께, 상호협력을 위한 신뢰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본 연구의 지역사회협력모

델은 ⑴ 지역사회 주체간 신뢰 향상 및 협력체계의 구축 ⑵ 지역 자연환경조사 ⑶ 지역 자연환

경 관리계획 수립 ⑷ 지역 자연환경 보전활동 ⑸ 생태계우수지역에 한 교육 및 홍보 ⑹ 친환

경적인 자연환경 활용방안 마련 등의 사항들을 모든 관련 주체간의 협력 을 바탕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또한 현행 관리체제에 한 개선․보완 사항으로 ⑴ 생태계우수지역의 합리적인 지정 및 사후

관리 강화 ⑵ 군 관할 생태계우수지역의 자연환경 조사 실시 ⑶ 군부  자연환경보전 관리 능력

의 배양 ⑷ 군의 적극적인 자연환경관리 의지 지향 ⑸ 군 지휘관 및 장병의 환경인식 제고 ⑹ 

관련 중앙기관의 적극적인 협조 ⑺ 민․관․군 환경협의체로의 확  및 기능강화 ⑻ 생태문화안

보관광 및 교육관의 설치 등을 정책 제안으로 제시하였다.

기대효과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자연생태계보전지역, 습지보전지역 및 희귀동식물서식처 등으로 보

전가치가 매우 높은 군 관할 생태계우수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고, 도

출된 협력모델 및 정책제안은 군의 환경보전계획 수립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개발

된 모델의 시행을 통하여 지역주민과 해당관청 및 군간에 상호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와 

기타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환경보전을 위한 협력체계의 시발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 한다. 또

한 상호협력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각각의 역할설정 및 지역사회협력모델은 활용과 정책 제안에 

한 분기점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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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환경보전계획 수립 연구

전성우 수탁연구

연구배경 및 목적
금세기 들어 환경과 경제가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개발”이 국제적 규범으로 정착되고, 국내적

으로도 안정적인 경제발전과 쾌적한 환경을 바탕으로 한 “삶의 질 향상”이 당면과제로 두하였

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공급과 효율중심의 고도 압축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무분별한 토지이용규

제 완화, 사전예방기능 미흡으로 난개발․생태계 파괴 등 국토훼손 및 환경오염 문제가 누적되어 

우리 삶의 지속성이 위협받고 있다. 따라서 국토의 난개발 및 환경훼손을 억제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환경-경제-개발｣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

하다.

국토환경을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환경정보를 바탕으로 환경성을 평

가하고 그 결과에 알맞게 용도를 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국토환경에 한 다

양한 정보를 쉽게 알기 어렵고, 안다고 하더라도 환경성에 한 객관적 판단기준이 미흡하기 때

문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문제의 사전예측이 곤란하여, 환경은 환경 로 훼손하면서 경제

개발도 어렵게 하고, 또한 ｢개발과 보전｣의 갈등 요인이 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향후 수립될 국가환경종합계획의 한 부문인 국토환경보전

부문의 장기적인 비전과 계획방향을 도출함으로써 동 계획의 수립․집행에 사전 비하고, 국토

환경에 한 종합적인 정보와 환경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국토

환경성평가지도｣를 작성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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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
본 과제는 국토환경보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로, “개발과 조화된 국토환경보전체계 구

축”, “환경친화적 개발 유도․지원”, “국토환경보전정책의 추진기반 강화”라는 세 가지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목표별 추진과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발과 조화된 국토환경보전체계 구축

이 부분에서는 “국토환경성평가 및 평가지도 작성”, “국토환경지표 개발”, “지역특성을 고려한 

국토환경보전 방안 마련”을 세 가지의 추진과제로 설정하였으며, 세 가지 추진과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토환경성평가 및 평가지도 작성”에서는 “국토환경성평가 체계 마련”, “국토환경성평

가 등급별 보전과 이용에 관한 기준 마련”, “국토환경성평가 결과의 활용방안 마련”, “국토환경

성평가의 지도화방안”을 세부 추진방안으로 설정하였다.

둘째, “국토환경지표 개발”에서는 “국토환경지표의 개념 정립”, “국토환경지표의 항목 설정”, 

“국토환경지표의 활용방안 마련”을 세부 추진방안으로 설정하였다.

셋째 “지역특성을 고려한 국토환경관리방안 마련”에서는 “지역별 국토환경보전의 기본방향 및 

전략 수립”, “지역별 중요 환경보전요소 도출 및 보전방안”을 세부 추진방안으로 설정하였다.

□ 환경친화적 개발 유도･지원

이 부분에서는 “환경친화적 계획기법 개발․보급”,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보완․발전”, “환경

영향평가제도의 효과성․효율성 제고”의 세 가지의 추진과제를 설정하였으며, 세 가지 추진과제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친환경적 계획기법 개발․보급”에서는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에 한 “환경친화적 계획

기법 개발”, “개발된 환경친화적 계획기법의 활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환경성평가 지침과 

계획기법의 연계강화”를 세부 추진방안으로 설정하였다.

둘째, “사전환경성검토제도 정착․발전”에서는 “전략환경평가제도 도입”, “사전환경성검토제도

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차별성․연계성 강화”, “사전환경성검토의 경제성․효율성 확보”, “사전

환경성검토제도의 전문성․과학성 제고”,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근거 규정 일원화, 검토 상 범위 

확  등의 제도적 개선”을 세부 추진방안으로 설정하였다.

셋째, “환경영향평가제도 보완․발전”에서는 “스크리닝 및 스코핑제도 도입”, “환경영향의 예

측․평가를 위한 기법 개발”, “주민참여 확 ”, “사후환경평가제도 개선”을 세부 추진방안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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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환경보전정책의 추진기반 강화

이부분에서는 “국토환경현황조사 체계 구축”, “국토환경정보망 구축․운영”, “국토환경보전 전

문인력 육성․지원” 세 가지를 추진과제로 설정하였으며, 세 가지 추진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

과 같다.

첫째, “국토환경 현황조사”에서는 “국토환경조사 항목 및 조사방법 설정”, “전국단위 조사와 

자치단체 단위 조사의 연계방안 마련”, “국토환경조사체계의 마련‘을 세부 추진방안으로 설정하

였다.

둘째, “국토환경정보망 구축․운영”에서는 “국토환경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 및 

기본방향 설정”, “국토환경정보를 생산․수집․관리하기 위한 정보망 구축”, “구축된 정보망의 

효과적인 활용”을 세부 추진방안으로 설정하였다.

셋째, “국토환경보전 전문인력 육성․지원”에서는 “환경성평가 행업체의 위상제고 및 전문

성 향상”, “국토환경보전 인력의 교육 강화”, “국토환경분야 전문 연구기관 육성”을 세부 추진방

안으로 설정하였다.

위와 같은 추진과제별 내용에 따라 진행되는 국토환경보전계획은 지자체 단위에서 수립될 도

시계획 등 관련 공간계획과 상호 조화․연계될 수 있는 체계로 수립되어야 하며 두 계획의 연계

방안을 모색해야 하여야 한다. 특히, 지자체 단위에서 수립되는 국토환경보전계획은 해당 지역의 

공간적 특성을 반영해야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국토환경 훼손의 억제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이미 훼손된 국토환경의 복원개념까지 포함하여야 한다.

위에서 설정한 세 가지 목표중 “개발과 조화된 국토환경보전체계 구축”의 국토환경성평가 및 

등급도 작성은 본 연구의 중점추진과제로 국토환경성평가의 개념, 작성방법론 및 활용방법론에 

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국토환경성평가는 “환경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통해 국토환경을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

기 위하여 토지가 지닌 물리적, 환경적 가치를 과학적으로 평가하여 보전적성의 등급을 구획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의에 따라 “국토를 친환경적․계획적으로 보전, 개발, 

이용하기 위하여 환경적가치(환경성)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작성한 지도”를 국토환경성평가도라

고 한다.

상지역에 해 국토환경성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평가항목, 등급, 방법론이 설정되어야 한다. 

평가항목은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전용도지역 등의 법제적 항목(56개항목)과 자연자산의 개념을 

포함하는 환경․생태적항목(11개항목)을 델파이기법에 의한 전문가조사, 수차례의 전문가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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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내부연구진 토론을 거쳐 설정하였다.

평가등급은 ｢보전｣, ｢완충｣, ｢개발｣의 3가지 지역으로 구분하되, 다른 평가와의 연계 및 활용

의 극 화를 위하여 3개 지역 사이에 전이의 개념으로 2개 지역을 추가하여 아래와 같이 5개 등

급으로 구분하였다.

보전지역 완충지역 개발지역

절 보전

(1등급)

상 보전

(2등급)

완 충

(3등급)

소극적 개발

(4등급)

적극적 개발

(5등급)

환경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환경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적절히 반영․평가되도

록 항목간 등가중치와 최소지표법에 의해 평가도를 작성하였다. 이를 위해 67개 평가항목에 해

당하는 각각의 주제도를 30m 격자형 자료로 구축하여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시범적으로 수도권지역에 해 국토환경성평가도를 제작하였으며, 평가․제작

된 결과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최신의 고해상도 위성영상과 지목별분류에 의한 면적, 국토

이용계획에 의한 면적과 비교․검증을 수행하였다. 검증결과 보전이 필요한 1, 2등급 지역의 

부분은 개발제한구역, 팔당상류수계 자연보전권역, 도시계획상 녹지지역, 산림지역 등이 중복지

정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개발가능한 5등급지역(14.3%)은 기개발된 면적(7.3%, 도시계획상 주

거․상업․공업지역 지정면적 857.9㎢)의 2배와 비슷하며, 계획적 개발가능 상인 3, 4등급

(29.8%)까지를 고려할 때 개발수요에 한 용지공급에 적정한 결과를 보였다. 

5개평가 등급은 ｢보전｣, ｢완충｣, ｢개발｣의 개념에 따라 등급화된 지역으로 다음과 같은 관리기

준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등 급 관    리    기    준

1 등 급  최우선 보전지역으로 원칙적으로 개발 비 상지

2 등 급  보전을 우선하되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소규모의 개발은 부분 허용

3 등 급  개발과 보전의 완충지역으로 계획적인 개발 수용

4 등 급  개발수요의 관리를 전제로 친환경적인 개발 유도

5 등 급  체계적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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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환경성평가의 효율적인 추진 및 적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에 

아래와 같은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중앙정부

- 전문연구용역 실시에 기초한 표준화된 국토환경성평가기준 및 작성방법론 수립

- 국가차원의 국토환경성평가도 제작 및 보급

-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한 지역별 국토환경성평가도 검토 및 인증

- 국토환경성평가도를 전국적으로 제작하기 위한 기초자료의 수집 및 보급

- 국토환경성평가 결과에 기반을 둔 정책수립지원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

지 자 체

- 중앙정부에서 작성한 국토환경성평가도의 지역차원의 한계점 파악 및 보완

- 지역차원의 특성을 반영한 국토환경성평가도 제작 및 활용

- 국토환경성평가도 제작을 위한 기초자료의 정비

기대효과 및 제안
본 연구를 통해 수립된 국토환경보전계획 및 국토환경성평가도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관리를 

위해 필요한 수단으로 본 계획 및 평가도를 활용한다면, 보전과 개발의 양  축을 사전에 조율하

고, 계획적인 보전 및 이용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국토환경성평가를 효율적으로 구축․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야 한다.

첫째, 지역환경성평가 추진 및 각종 행정계획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국토환경성평가를 기초자

치단체의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1：5,000축척 이하의 정밀도를 가

지는 ｢지역환경성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지역환경성평가｣를 기반으로 한 지역별 환경보전

계획을 수립하고 이 내용이 다른 행정계획에 포함되도록 법제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국토환경관련 정보의 수집․구축․관리를 위한 “국토환경정보센터”를 구축하여 관리와 

지원을 전담하여야 한다. 특히 국토환경성평가결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국토환경정보센터”내

에 국토환경성평가지도 홍보․보급을 위한 조직 및 정보망이 반드시 조직되어야 한다.

셋째, 지역특성을 고려한 평가단위 세분화 및 새로운 개념의 도입을 위한 평가방법 개선연구

의 추진이 필요하다.

넷째, 국가차원의 중․장기계획에 환경을 고려한 계획을 도입하기 위하여 매5년 주기의 국토

환경성평가를 추진하여야 하며, 이와 연계하여 국토환경성평가 결과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후속

연구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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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계획기법 및 운용방안 개발에 관한 연구

유헌석 수탁연구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 나라는 지난 반세기 동안 성장위주의 지속적이며 급속한 경제성장 및 개발을 이루어 왔

다. 그러나 짧은 기간 동안에 이루어낸 이러한 성장은 환경적으로는 많은 부하의 집중을 초래하

고 있으며 또한 우리 나라는 국토전체에 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간계획의 부재와 환경성이 

담보되지 못한 각종 개발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심각한 국토 환경의 훼손 및 환경오염을 초래하

고 있다. 

이렇게 그 동안의 물질적 풍요로움의 추구와 경제발전으로 인해 발생된 국토환경의 훼손과 환

경오염 문제는 우리세 는 물론이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 후손의 삶의 질을 위협하고 있으

며, 이러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최근에는 미래세 에 까지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개발’ 즉, ‘환

경친화적 개발’의 필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국토 환경의 훼손 및 난개발 방지와 증가하는 환경 및 국토개발 수요에 체계적으로 

응하기 위해 ｢선환경계획 - 후개발계획｣ 등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관리 방안에 한 논의가 활

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계획 수립과 사업시행 과정에서 이를 뒷받

침하는 전 방위적인 환경성 구현을 위한 기준과 계획기법이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토지이용 등 환경친화적 계획기법을 개발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각을 바탕

으로 환경친화성 지표 개발, 입지선정기준과 방법, 계획(사업)의 유형 및 입지적 특성을 고려한 

계획 또는 사업별 환경친화적 계획기준과 기법 등의 연구를 통하여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건

전한 계획수립을 유도․지원함으로써 물리적 개발계획과 생태적 환경계획이 통합될 수 있도록 

하고, 환경성검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향을 설정하여 계획입안자가 각종 개발계획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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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함에 있어서 보다 빠른 단계에서 환경으로의 영향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수혜자의 어메니티를 

고려할 수 있는 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함이 본 연구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연구내용 및 방법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국내외 기존연구의 고찰과 환경친화 관련 어휘의 정립 

및 사전환경성검토 상사업의 고찰 등을 통하여 환경친화적 계획의 이해를 정립하였다. 

본 연구에 따르면 환경친화란 주변의 계(系, system)와 그에 속해 있는 주체가 상호간의 관계 

속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방향으로 화합됨을 의미한다. 즉, 인간을 둘러싼 생태계로서의 

역할과 더불어 그 속에서 균형을 유지함으로서 안정된 미래발전을 꾀한다는 미래지향적인 개념

이며, 지금까지 환경개념이 적용된 개발은 환경 책형, 환경보전형, 환경창조형 접근방식이 전개

되어 왔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국내에서 보편적이고 빈번한 개발계획 또는 사업의 유형으로 도

출된 사업에 하여 각각의 환경친화적 관점에서의 개별정의를 다음과 같이 정립하였다.

우선 환경친화형 택지개발은 거시적으로는 지구환경을 보전하는 관점에서 에너지, 자원, 폐기

물 등의 한정된 지구자원을 고려하고, 또한 중시적으로는 단지 주변 자연환경과 친밀하고 아름답

게 조화를 이루게 하며, 미시적으로는 거주자가 생활속에서 자연과 동화되어 체험하는 건강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택 및 단지개발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또한 하천․소하천에 한 환경친화적 정비계획은 이들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데 있어서 자연

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이수 및 치수의 능력을 고려함과 동시에 하천환경의 보전, 재생 및 복원

을 이룰 수 있는 자연친화적 하천정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친화적 도로건설은 도로를 계획하고 설계하는데 있어서 자연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훼손

된 자연을 원래의 자연생태에 가깝게 복구함으로써 주위 환경과 조화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도로

에 의해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이 파괴되지 않고, 지역전체로 볼 때 일체감을 갖도록 하는 것을 주

된 방향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연구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환경부 및 지방환경관리청에서 주로 협의 요

청되는 계획을 조사․분석하여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분야를 선정하며, 각 연구분야별

로 계획수립 현황 및 환경적 문제점과 협의의견 등을 조사․분석하였으며 이를 토 로 입지유형

별(시가지, 산지․구릉지, 평지(농경지포함), 하천․호소, 연안․도서), 계획추진단계별(입지․토

지이용, 공사․시공, 이용관리)로 환경친화적 계획수립을 위한 적정 지표항목을 설정하고, 이러한 

지표설정에 따른 검토기준 및 계획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렇게 각 연구분야별로 설정된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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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공통항목을 선정하여 환경친화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1차적으로 환경친화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과 국내의 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진행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파이럿 연구를 통하여 중점 연구분야를 선정하였으며, 각 연구분야별로 

전담연구진을 구성하여 진행하였으며, 또한 현재 관련 분야의 전문성 있는 실무진을 중심으로 자

문위원단을 구성하여 수 차례의 자문회의와 토론회를 개최하여 연구과정 및 결과에 한 재검토 

및 수정․보완 등을 통하여 실제 적용 및 운용 등에 한 현실성을 높였다.

주요 연구결과 및 평가
본 연구에서는 개발유형을 도시계획과 관광계획, 소하천 정비계획 등의 행정계획과 택지개발

과 골프장개발, 온천개발, 석산개발, 도로사업 등의 개발사업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행정계획 혹

은 개발사업에 해 입지유형별(시가지, 산지․구릉지, 평지(농경지포함), 하천․호소, 연안․도

서), 계획추진단계별(입지․토지이용, 공사․시공, 이용관리)로 환경친화적 계획수립을 위한 적정 

지표항목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지표설정에 따른 검토기준 및 계획방법을 제시하며, 또한 이렇게 

각 연구분야별로 설정된 지표에 해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공통항목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범주별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도시계획 분야에 해서는 인간과 자연의 공존, 생태적 계획원리의 반영, 환경오염의 최소화, 

물질순환체계의 유지, 도시 어메니티(amenity)의 형성 등 5가지 기본시각에 입각하여 검토항목

과 검토수준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도시계획에 한 환경성평가 분야는 크게 ① 계획의 지향체

계, ② 도시계획 입안사유, ③ 계획여건 분석 및 전회계획 모니터링, ④ 기본구상 또는 공간구조 

구상, ⑤ 부문별계획, ⑥ 집행계획으로 6개 분야에 걸쳐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도시계획의 부

문별계획에 한 평가는 환경에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는 ① 토지이용계획, ② 교통계획, ③ 공원

녹지계획, ④ 환경보전계획, ⑤ 경관계획의 5개 부문계획을 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에 도시계획에 한 각 평가분야별로 검토항목 및 요소, 그리고 검토기준을 제시하였다 

택지개발 분야는 평가지표 개발은 5가지 입지유형 중에서 크게 ‘시가지’, ‘산지․구릉지’, ‘평지

(농경지)’ 등 3가지 지역 입지유형별로 평가항목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적용단계는 택지개

발의 개발과정(지구지정 및 계획수립, 공사 및 이용 등) 및 환경성 평가단계(사전환경성 및 환경

영향평가 등) 특성상 크게 ‘입지단계’, ‘토지이용단계’, ‘공사 및 이용단계’ 등의 3단계로 구분하여 

적정 지표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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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개발계획 분야는 이론적 고찰을 통해 관광개발이 정책관련 성격의 행정계획과 실제 물리

적 개발이 이루어지는 개발계획의 행정계획 두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항목을 개발하였다. 관광개

발기본계획 또는 권역별관광계획과 같이 정책적인 성격을 같는 관광계획에 한 평가항목은 4개 

부문에서 총 14개의 평가항목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실제 물리적인 개발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개발관련 성격의 관광개발계획에 한 평가항목으로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부문에서 

12개의 항목과 24개의 중항목, 그리고 49개의 세부평가항목을 도출하였다.

골프장개발계획에 한 지표개발은 관광지와 마찬가지로 관련법규, 선행연구, 환경성평가사례 

및 협의의견 분석을 통하여 예비평가항목을 도출하고 이에 한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통하여 

항목을 선정하였다. 그 결과 환경친화적 골프장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평가항목으로 자연환경, 생

활환경, 사회경제환경부문에서 14개의 항목과 31개의 중항목, 그리고 70개의 세부평가항목을 

도출하였다.

온천개발 분야는 평가항목을 8개 분야(수리․수문 및 수질, 경관, 토지이용, 동식물상, 토양, 

지형지질, 해양환경, 생활환경)에서 28개의 항목을 도출하였으며, 평가항목 중 온천수공급계획, 

주변지하수에 한 영향, 적정양수량 유지, 적정개발면적, 폐열 방류수 온도에 관한 규제 등의 

산정기준을 제시하였다.

석산개발 분야는 개발입지 선정시 환경적․생태적 보호가치가 있는 지역, 개발에 따른 경관훼

손 및 인근 지역에의 환경적 영향이 우려되는 지역 등 환경적․인문적․문화적 입지기준을 기초

로 석산개발의 입지를 우선적으로 규제하고 개발에 가능한 지역을 선정하여 석산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입지선정단계에서 최 한 규제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개발지는 자연 및 생

태부문에서 10개, 경관부문에서 7개, 생활환경부문에서 3개 그리고 생태환경복원부문에서 9의 

항목을 선정하였다.

하천정비계획에 해서는 인간의 간섭을 최소화한 원자연 상태의 하천 환경을 근거로 한 보전

적 가치에 중점을 두었으며 지형․지질, 동식물, 자연친화적 하천정비, 수리․수문, 토지이용, 

기, 수질, 폐기물, 소음․진동 등의 9개의 항목과 27개의 중항목, 그리고 52개의 세부평가항목

을 선정하였다.

도로건설 분야는 크게 3단계(노선선정단계, 공사․시공단계, 및 이용관리단계)로 구분하여 평

가항목을 선정하였으며, 노선선정 단계의 경우는 사업의 타당성과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자연환경

의 보전적 측면과 생활환경 피해에 한 사항과 공사단계에서는 환경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사장 관리 및 공사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저감 책에 한 사항을 중심으로 지표

를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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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한 결과를 토 로 환경정책도 사후에 그 저감계획 또는 책을 제시하는 소극적 전략에서 

탈피하고, 건설계획에 병행 또는 선행하여 환경보전 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이른바 계획에 

한 환경성 실현 전략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에는 각각의 개발계획과 개발사업 등에 관

한 환경성평가지표와 방법을 바탕으로 국토계획의 일선 행정업무 및 계획용역업무에 바로 적용

하여 계획수립자 스스로 혹은 제3자가 계획의 환경적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

이 마련되어 환경친화적 계획을 위한 실천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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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위성영상자료를 이용한 토지피복지도 구축 Ⅳ

전성우 수탁연구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들어 빈번하게 발생하는 환경오염 현상은 강이나 호소 등에 축척되었던 오염물질이 기상 

등 자연현상과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장기적이고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는 그동안 환경정책이 점오염원의 관리에만 집중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한 비점오염원이 

자연계에 축척되어 인위적․자연적 원인에 의하여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여겨진다. 

이러한 오염현상의 변화에 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정량화․정성화하는 새로운 방법의 도입이 필요하며, 기존의 단순한 정보처리와는 차별화된 종합

적이고 신속․정확한 분석체제로의 변환이 필요하다. 즉, 圖表나 報告書 등 문자위주의 재래식 

정보를 위성사진, 토지피복지도, 생태자연도 등 공간개념의 정보로 바꾸어야 하며, 이러한 배경

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종합환경정보체계인 원격탐사 및 지리정보시스템의 도입

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의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인공위성자료를 이용한 토지피복지도(Land Cover Map)를 작성하여 비점오염원 산정, 

사전환경성 조사, 환경영향평가, 수변구역 설정 등 주요 환경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둘째, 국토환경보전, 자연보전, 기보전, 수질보전 등에 한 토지피복지도의 다양한 활용을 통

하여 합리적인 환경정책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셋째, 토지피복분류정보는 지표면의 정보를 항목화

하여 제시하므로 전문지식 없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일반 사용자에게 국토환경정보에 한 접

근성을 용이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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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
미국이나 유럽연합국가 등 선진국에서는 토지피복분류작업이 활성화되어 환경정책의 입안 및 

환경연구에 널리 활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전 국토를 상으로 수치지도화 된 토지피복자료

가 전무한 실정이었다. 이에 토지피복지도 구축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연차별 추진내역은 다

음과 같다.

1998년 시범사업으로 남한 지역에 한 분류 토지피복지도를 구축하여 우리나라의 토지 상

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국 일원에 215지점의 지상기준점을 선정하여 영상 보정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0년에 수행된 2차 사업에서는 분류 항목을 보다 세분화하여 환경행정에 필요한 정보를 

보다 정량적으로 추출할 수 있도록, 관계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거쳐 중분류 23개 항목, 세분류 

48개 항목의 피복 분류 항목을 선정하였다. 5m 공간해상도의 IRS영상을 사용하여 수도권 지역

에 한 중분류 토지피복지도를 구축하였다. 또한 분류 분류 항목에 따른 6곳의 사례지역에 

한 48개 항목의 세분류 토지피복지도를 제작하였으며, 필요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제작지침을 작성하였다. 이러한 모든 구축 자료를 일반 국민들이 인터넷상에서 

직접 접할 수 있도록 환경지리정보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림 1> 한반도 위성사진 <그림 2> 분류 토지피복지도 <그림 3> 중분류 토지피복지도

2002년에 수행된 3차 사업에서는 비도심지와 도심지역의 사용 영상을 구분하여 도심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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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건물, 도로 등 도심지의 특성을 반영하여 분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IKONOS 영상을 사

용하였다. 그동안의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분류 체계의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제작지침을 

작성하여 과학적인 작업 공정 진행과 정확한 피복 분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경안천 유역을 상으로 수질모델링을 실시하여 피복분류 결과의 정확도와 다양한 활용 가능성

을 제시하였다.

<표 1> 토지피복지도 분류코드 및 색상표준

분류(7항목) 중분류(23항목)
색상코드

R G B 비고

시가화/

건조지역
100

주 거 지 역 110 254 230 194
공 업 지 역 120 192 132 132
상 업 지 역 130 237 131 184
위 락 시 설 지 역 140 246 113 138
교 통 지 역 150 247  65  42
공 공 시 설 지 역 160 246 177  18

농업지역 200

논 210 255 255 191
밭 220 247 249 102

하 우 스 재 배 지 230 223 220 115
과 수 원 240 184 177  44
기 타 재 배 지 250 184 145  18

산림지역 300
활 엽 수 림 310  51 102  51
침 엽 수 림 320  51 160  44
혼 효 림 330  10  79  64

초  지 400
자 연 초 지 410 161 213 148
골 프 장 420 135 185  35
기 타 초 지 430  96 126  51

습  지 500
내 륙 습 지 510 153 116 153
연 안 습 지 520 180 167 208

나  지 600
채 광 지 역 610  10  80 134
기 타 나 지 620 193 219 236

수  역 700
내 륙 수 710 103 198 221
해 양 수 720  94 107 176

2003년 수행된 4차 사업에서는 2002년 촬영이 시작된 2.5m 공간해상도의 SPOT영상을 사용

하여 영상의 균질성을 확보하였으며, 자료의 보안성이라는 특성에 의해 일반에게 공개할 수 없는 

자료는 환경부 내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인트라넷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하여 환경행정의 선진화, 

과학화를 도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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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인터넷서비스시스템 초기화면

   

<그림5> 인트라넷 서비스 시스템 초기화면

기대효과 및 제안
인공위성자료를 이용한 토지피복분류는 광범위한 지역을 단시간에 적은 인원으로 분석할 수 

있어 경제적이며, 주기적으로 갱신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GIS분야에서 활용하는 수치주제도제작 

및 DB구축이 간단하여 정확한 자료에 근거한 정책결정이나 사업계획수립 등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공간구조계획 및 권역계획 등 국토공간구조의 실태를 파악하고 변화추이를 

조사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토지피복정보는 지표면의 현황 정보를 제공하여, 피복변화의 시계열 

분석이 가능하며, 국토공간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지도로서 기존 지형도 

보다 과학적․객관적이다. 따라서 토지피복정보는 지표면 정보를 항목화하여 제시하므로 전문지

식 없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반 사용자 중심의 지도로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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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훼손실태 조사 연구 Ⅰ

전성우 수탁연구

연구배경 및 목적
지난해부터 이루어진 시민단체와 연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백두 간을 관통하는 도로가 평

균 7.88㎞마다 1개소씩 개설되어 있으며, 12개소에 이르는 채광 및 폐광지역은 규모 산림벌채

뿐 아니라 백두 간의 지형자체를 바꾸어 놓고 있어 산림생태계의 교란과 영구적 훼손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이는 한반도에서 야생동식물 서식지가 점차 사라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야생

동물이 살지 못하는 곳에서는 인간도 살 수 없다는 점에서 우리 스스로 삶의 터전을 상실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백두 간은 우리 국토의 상징이면서, 풍부하고 다양한 생물의 서식지인 국토환경의 거점이었

다. 뿐만 아니라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의 천연림과 원시림이 부분으로 기정화와 녹색댐의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한민족 5천년 역사의 삶의 터전으로서 정신문화의 근원지이며, 생활영

역과 생활양식의 기반이었다. 그러나, 자연과의 공존을 고려하지 않은 인간중심의 개발계획은 

규모 사업들을 유도함으로써, 백두 간의 생태적 연결성을 떨어뜨리는 한편, 끊이지 않고 이어진 

하나의 능선체계로 인식되어 온 백두 간의 개념을 퇴색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90년  들어서면서 민족정서의 뿌리이자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가는 핵심생태축으로서

의 백두 간에 한 개념과 그 실체가 알려지면서 백두 간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구체화

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책이 필요해졌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과거에 수행된 국토개발 계획 및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훼손된 실태를 정확

히 파악하여 1, 2차 연구를 통해 수립된 관리범위 및 방안을 검토․보완하고, 주변 환경영향조사 

및 복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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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
‘백두 간’이라는 개념은 고려시 (10세기) 도선(道詵)의 “옥룡기(玉m記)”에서 처음 표현되었

으며, 1402년 권근의 “혼일강리역 국도지도(混一彊理歷代國都地圖)”와 1861년 김정호의 “ 동

여지도(大東輿地圖)”에 선명하게 표시되었다. 이와 같은 개념은 1760년 이익의 “성호사설(星湖僿

說)”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으며, 1780년 여암 신경준의 “산경표(山經表)”에 의해 1 간(大幹), 1

정간(正幹), 13정맥(正脈)으로 체계화 되었다.

백두 간은 우리 민족 고유의 지리인식체계로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계곡이나 강을 건너지 않

고 산줄기로만 지리산까지 한줄기로 이어져 우리나라 지형의 중심 뼈 가 되며, 한반도의 남북을 

가로지르는 약 1,400km의 기본 산줄기를 지칭한다. 본 연구의 상지는 백두 간의 남쪽 부분

인 향로봉에서 지리산까지로 종축으로는 도상거리 약 680㎞ 정도가 되며, 행정구역상으로는 6개 

도와 12개 시, 20개 군에 걸쳐 있다. 구체적인 범위는 앞서 실행된 연구를 통해 마련된 관리구

역(핵심, 완충, 전이지역)을 중심으로 한다.

훼손실태 조사를 위해 Landsat TM, ETM+ 영상과 IRS-1D영상을 융합하여 기초자료로 사용

하였으며, 훼손항목체계는 환경부 중분류 토지피복지도 분류체계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전체 

관리구역에 하여 속성분류를 실시한 결과, 백두 간 내 개발형태는 주거지역, 교통지역, 산림

지역, 채광지역 등의 20개 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에서는 산림지역이 가장 넓게 분포하고 있으나 전이구역에서는 지난 수년

간 논과 밭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오면서 논과 밭이 산림지역보다 넓은 면적으로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리조트나 스키장과 같은 위락시설지역은 수려한 경관을 포함하기 위해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을 중심으로 발달하였으며, 핵심구역은 이들 지역이 들어서기 위한 제반시설의 요구로 

도로의 비율이 다른 두 지역에 비하여 높음을 알 수 있다.

실질적인 조사 상지역인 훼손유형별 발생건수는 12,552건이며, 이들 지역의 전체면적은 

335.6㎢에 해당된다. 조정작업을 통해 발생건수와 내부속성 면적의 변화가 있었지만 유형별 발

생건수의 우위는 크게 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밭과 논이 전구역에 걸쳐 가장 많이 발생하였

으며, 주거지역과 교통지역, 과수원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표 2>는 앞서 제시된 훼손유형에 하여 각 도별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재분류한 내용으로, 

훼손유형의 발생건수와 면적에 하여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지역은 경상북도이며, 그 

다음으로 강원도와 충청북도 등이 높은 발생빈도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논과 밭 등의 농업지역

은 경상북도 지역에 편중되어 있으며, 교통지역은 강원도, 주거지역은 경상북도, 채광지역은 강

원도와 충청북도 지역에서 높은 비중을 보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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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관리범위지역 내 속성별 발생건수 및 산출면적 (단위：㎢, %)

구  분

총    계 핵심구역 완충구역 전이구역

발생건수 면  적 발생건수 면  적 발생건수 면  적 발생건수 면  적

건수 비율 면적 비율 건수 비율 면적 비율 건수 비율 면적 비율 건수 비율 면적 비율

합  계 27,201 100 4,386.0 100 6,657 100 2,258.0 100 9,625 100 1168.0 100 10,919 100 960.0 100

주 거 지 역 1,314 4.8 14.1 0.3 153 2.3 1.2 0.1 483 5.0 4.4 0.4 678 6.2 8.4 0.9

공 업 지 역 37 0.1 0.7 0.0 4 0.1 0.0 0.0 13 0.1 0.2 0.0 20 0.2 0.5 0.1

상 업 지 역 101 0.4 1.3 0.0 23 0.3 0.3 0.0 40 0.4 0.5 0.0 38 0.3 0.5 0.1

위락시설지역 12 0.0 0.3 0.0 5 0.1 0.0 0.0 2 0.0 0.0 0.0 5 0.0 0.2 0.0

교 통 지 역 1,043 3.8 12.1 0.3 215 3.2 3.1 0.1 386 4.0 4.2 0.4 442 4.0 4.8 0.5

공공시설지역 214 0.8 2.0 0.0 49 0.7 0.6 0.0 80 0.8 0.9 0.1 85 0.8 0.5 0.1

논 2,551 9.4 94.9 2.2 388 5.8 8.6 0.4 877 9.1 26.2 2.2 1,286 11.8 60.1 6.3

밭 4,822 17.7 139.2 3.2 727 10.9 19.3 0.9 1,748 18.2 55.8 4.8 2,347 21.5 64.1 6.7

하우스재배지 18 0.1 0.2 0.0 1 0.0 0.0 0.0 9 0.1 0.1 0.0 8 0.1 0.1 0.0

과 수 원 827 3.0 13.7 0.3 119 1.8 2.6 0.1 214 2.2 3.5 0.3 494 4.5 7.6 0.8

기 타 재 배 지 329 1.2 22.7 0.5 55 0.8 6.8 0.3 130 1.4 8.5 0.7 144 1.3 7.3 0.8

활 엽 수 림 2,971 10.9 2,066.9 47.1 906 13.6 1,473.4 65.3 1,089 11.3 372.2 31.9 976 8.9 221.3 23.1

침 엽 수 림 6,694 24.6 972.6 22.2 2148 32.3 235.4 10.4 2,378 24.7 365.1 31.3 2,168 19.9 372.1 38.8

혼 효 림 4,105 15.1 963.8 22.0 1460 21.9 492.4 21.8 1,368 14.2 290.0 24.8 1,277 11.7 181.3 18.9

자 연 초 지 293 1.1 8.4 0.2 34 0.5 1.0 0.0 104 1.1 2.0 0.2 155 1.4 5.4 0.6

기 타 초 지 536 2.0 15.9 0.4 112 1.7 3.0 0.1 178 1.8 7.6 0.7 246 2.3 5.3 0.6

내 륙 습 지 169 0.6 2.6 0.1 33 0.5 0.5 0.0 59 0.6 0.8 0.1 77 0.7 1.2 0.1

채 광 지 역 75 0.3 7.3 0.2 17 0.3 0.5 0.0 41 0.4 6.2 0.5 17 0.2 0.7 0.1

기 타 나 지 675 2.5 41.0 0.9 138 2.1 8.0 0.4 265 2.8 17.0 1.5 272 2.5 16.0 1.7

내 륙 수 415 1.5 6.2 0.1 70 1.1 1.1 0.0 161 1.7 2.6 0.2 184 1.7 2.4 0.3

<표 2> 도별 훼손유형 발생건수 및 산출면적 (단위：㎢, %)

구  분
강 원 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건수 면적 비율 건수 면적 비율 건수 면적 비율 건수 면적 비율 건수 면적 비율 건수 면적 비율

합  계 2,766 101.1 100 2,118 42.6 100 1,768 49.4 100 115 2.5 100 5,003 111.4 100 782 28.6 100

주 거 지 역 335 2.4 2.4 216 2.2 5.1 188 2.9 5.9 7 0.1 2.6 480 5.3 4.8 88 1.2 4.3

공 업 지 역 19 0.5 0.5 3 0.0 0.1 4 0.1 0.1 0 0.0 0.0 11 0.1 0.1 0 0.0 0.0

상 업 지 역 41 0.6 0.5 12 0.3 0.7 13 0.1 0.2 5 0.1 3.6 24 0.2 0.2 6 0.0 0.1

위 락 시 설 12 0.3 0.3 0 0.0 0.0 0 0.0 0.0 0 0.0 0.0 0 0.0 0.0 0 0.0 0.0

교 통 지 역 386 4.5 4.4 99 1.1 2.5 202 1.9 3.9 12 0.4 16.0 256 3.2 2.9 88 1.1 3.7

공 공 시 설 78 0.9 0.9 33 0.3 0.8 16 0.2 0.3 6 0.1 2.5 65 0.4 0.3 16 0.2 0.7

논 193 5.7 5.6 503 13.7 32.3 447 20.8 42.2 26 0.6 25.9 1,205 42.2 37.9 177 11.8 41.2

밭 1,161 48.6 48.1 836 18.9 44.4 585 16.0 32.4 36 0.7 28.8 1,923 43.5 39.1 281 11.5 40.1

하우스재배지 5 0.0 0.0 7 0.0 0.1 4 0.1 0.2 0 0.0 0.0 1 0.0 0.0 1 0.0 0.0

과 수 원 12 0.1 0.1 151 2.0 4.8 38 0.8 1.6 6 0.1 4.5 600 10.3 9.3 20 0.3 1.1

기 타 재 배 지 94 20.8 20.6 57 0.3 0.7 68 0.6 1.1 1 0.0 0.3 94 0.7 0.6 15 0.3 1.1

기 타 초 지 149 6.9 6.8 79 1.2 2.7 118 4.6 9.3 1 0.0 0.5 154 2.7 2.4 33 0.6 2.2

채 광 지 역 40 6.0 5.9 14 0.5 1.1 4 0.1 0.3 0 0.0 0.0 13 0.5 0.5 4 0.2 0.9

기 타 나 지 241 3.9 3.8 108 2.0 4.7 81 1.2 2.4 15 0.4 15.2 177 2.2 2.0 53 1.3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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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 간 내 개발사업은 사업규모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일단 시행되면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모든 개발유형이 영향조사 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조사는 백두 간 전 관리구

역에 걸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구역별로 그 내용을 달리한다. 구체적인 조사범위는 유

형분류를 통해 도출된 20개의 유형 가운데 산림지역(활엽수림, 침엽수림, 혼효림)과 자연초지, 

내륙습지, 내륙수의 6개 유형을 제외한 14개 유형에 하여 실시한다.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은 20개 분류유형 가운데 산림지역(활엽수림, 침엽수림, 혼효림)과 자연초

지, 내륙습지, 내륙수 등의 자연지역을 제외한 14개 훼손유형에 하여 전수조사하며, 전이구역

은 산림지역(활엽수림, 침엽수림, 혼효림)과 자연초지, 내륙습지, 내륙수 등의 자연지역과 논, 밭, 

하우스재배지, 과수원, 기타재배지 등의 농업지역을 제외한 9개 훼손유형별로 우선순위에 따라 

선별하여 조사한다.

여러 가지 개발행위에 따라서 다양하게 발생된 훼손지에 하여 복원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첫

째 어떠한 특정범위의 녹화목적에 얽매이지 않고 황폐화된 지구환경의 복원으로 연결될 수 있는 

넓고 깊은 시야의 가치관을 기본으로 간직하고 지역생태환경과 조화되도록 하는 것이 복원의 본

질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하고, 둘째 상지역의 현재의 자연환경(훼손되기 이전에 존

재했던 것을 포함)이 어떠한 요인과의 상호작용 등을 거쳐서 형성되어 있는가 하는 자연형성의 

매카니즘을 분석하고 해명하여야 자연형성의 각 단계에서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여러 가지 식

물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유도해 줄 수가 있다.

훼손지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연환경의 수직적인 훼손정도에 따른 평가가 있어야 한다. 

훼손이라는 것이 식물의 소멸인지, 토양층의 상실인지 아니면 식물 및 토양을 포함한 지형이 파

괴된 것인지에 한 조사가 이루어진 후 그에 따르는 복원목표 및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 단순한 

식생의 소멸이라면 식재 및 파종등의 방법에 의한 식생복원을 하여야 하며 식물의 생육기반인 

토양이 상실되었다면 토양에 한 복원이 먼저 이루어져야한다. 또한 지형이 파괴되었다면 원래

의 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한 조사가 이루어진 후 복원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자연환경에 한 수직적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첫째, 원지형과 유사한 형태로 복원해야 한다. 둘째, 식생침입이 가능한 적정한 경사로 조성해

야 한다. 셋째, 생태계의 기반인 토양을 복원해야 한다. 넷째, 지역자생종자를 사용하여 자연식물

군락을 재생․창조하여야 한다. 다섯째, 자연에서 식물이 천이되는 과정으로 식물군락을 재생하

여야 한다. 여섯째, 다양하고 풍부한 식물종의 사용으로 종다양성을 유도하여야 한다. 일곱째 목

본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산림화를 유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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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및 제안
본 연구의 결과로 제시한 여러 정보들은 관련 종사자로 하여금 향후 제도적 개선 및 법제화 

방안과 연계한 백두 간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인공위성자료를 이용한 훼손실태조사를 

통하여 개발추세 및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을 파악함으로써, 백두 간의 환경보전, 관리범위 및 

방안에 한 합리적인 환경정책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백두 간의 핵심구역은 어느 정도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완충구역 및 전이구역과 인접

하고 있어 지속적인 변화에 한 관리가 요구되며, 훼손지역의 변화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주기

적인 조사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띠라서 위성영상과 참조자료의 작성주기 및 정부의 국토계

획 수립주기를 감안하여 매 5년을 조사주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주기적인 조사를 

통해 전반적인 개발지역의 훼손정도와 유형파악이 가능하며, 이를 활용해 적절한 관리 및 지원정

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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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내 삭도의 허용 여부 및 타당성 조사․연구

정회성 수탁연구

연구배경
지방화 시 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탐방객의 편의 제공을 명분으

로 자연공원내에 삭도(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지역개발의 수단으로 

관광개발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자치단체와 삭도 개발론자들은 자연 친화적인 삭도 설치는 

탐방객들의 등산 등을 통한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탐방객들의 안전에도 유익하며 낙후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한 환경보호론자들은 삭도의 설치와 운영이 자연환경을 크게 훼

손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삭도건설에 반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자

연공원내에 삭도를 설치하는 것은 보존할 가치가 있는 자연자원의 훼손과 생태계․경관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며, 보전위주로 관리되어야 할 자연공원이 삭도 건설과 운영으로 개발지향적인 

방향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고 한다. 현행 삭도 건설 사업의 관리운영체계도 크게 미흡하여 자연

공원내에서의 삭도 건설을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한다. 

이에 자연공원의 보전을 위해서는 삭도 건설과 운영이 절  수용되어서는 안될 것인가의 여부

를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ㆍ평가하여 삭도에 한 논란을 종식시킬 필요가 제기되었

다. 그리고 만일 일정한 조건 하에서 제한적으로 삭도 건설이 허용될 수 있다고 평가된다면 삭도 

건설 허용가능지역의 조건과 삭도 설치와 운영의 기준 및 조건을 제시하여 자연공원 관리의 효

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인식되었다.

이에 본 연구의 현재 논란의 상이 되고 있는 자연공원내의 삭도 건설과 운영의 환경생태학

적인 타당성을 평가하는데 제1차적인 목적이 있다. 그리고 삭도의 설치와 운영을 자연공원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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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하여도 된다고 평가될 경우 삭도의 설치 및 운영을 환경친화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제2차적인 목적으로 한다.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각종 문헌 및 전문가 면담 조사를 통해서 삭도 건설 운영 실태와 삭도 건설의 

기술 현황을 분석 평가하고 자연공원내의 삭도 건설지역에 한 국내의 사례를 토 로 환경적, 

사회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삭도의 공사․시공 및 운영에 따라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및 분야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나 기점 및 종점의 설치가 가장 많은 생태적인 영향을 주

며 타워설치도 부분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삭도 건설이 초래할 지형․지질적, 생태적, 경관 생태적, 사회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개발된 지표를 활용하여 삭도 건설 기술 현황, 삭도의 유형을 고려한 자

연공원내의 삭도 건설 및 운영의 환경생태적 타당성을 평가하였다. 교통수단별 이용 및 운행에 

따른 E.F(Ecological Footprint) 비교, 교통수단별 운행시의 환경영향을 살펴본 결과 삭도는 하

나의 개발행위로 설치지역에 환경생태파괴를 수반하나 도로 등 다른 여타의 수송수단에 비해서

는 자연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수송수단으로는 환경적으로 크게 유리하다고 나타났다. 특히 구간

이 급경사지역이고 토양의 점도가 극히 약하여 사소한 답압에도 크게 침식이 일어나는 반면, 종

점부의 토질은 암반지형일 때 다른 구간의 답압관리 안이 용이하지 않는 경우에는 삭도가 유

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편적인 경우에는 등산객의 접근이 생 적으로 어려운 생태적으로 보다 취약한 상층

부에 압력이 집중된다는 점에서 완벽한 탐방통제 장치가 사전에 구축되지 않는다면 위험성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삭도의 유용성은 주어진 상황과 조건 그리고 삭도를 이용한 탐

방객의 관리여부에 따라 크게 달리 나타날 것이므로 자연공원에서의 삭도를 부정할 필요는 없으

나 자연공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한된 조건 하에서 환경효과가 극 화되도록 신중하게 설치여

부를 결정하여 활용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어 삭도 건설이 허용될 수 있는 지역의 자연적인 조건과 환경 친화적인 삭도 건설 지침 및 

제도적 장치를 제시하여 향후 정책운영의 기준으로 삼도록 하였으며, 환경상의 위해를 최소화 하

고 자연공원 탐방객의 이용편의를 극 화하는 삭도 건설의 기술적, 제도적, 법적인 과제를 각종 

문헌과 현장 조사를 통해서 도출하고 제시하였다. 그리고 자연환경의 기능과 가치 그리고 자연공

원제도의 재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자연공원내 삭도 건설 운영의기본원칙을 제시하였다. 또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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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공원에 삭도 설치계획․건설․운영의 정책방향은 공원관리계획과 연계하여 구상해야 하며 삭

도 건설의 환경성을 제고하기 위해 삭도사업 환경관리 협약 및 환경감시관의 활용을 제안하였다. 

자연공원 지역내의 용도지역을 자원성 평가를 토 로 재조정하고 용도지역별 수용시설 등을 재

조정하며 자연공원 지역내의 핵심자원지역을 국공유화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삭도는 환경생태적인 관점에서 안전하고 우월성이 있는 공원관리시설이라고 할 수는 결코 없

다. 활용하는 방법에 따라 흉기가 되기도 하고 이기가 되기도 하는 자연공원 탐방객 수송기술의 

하나에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는 사회의 수준과 조심성이다. 이러한 관점

에서 삭도의 활용을 위해서는 자연공원에서의 삭도의 입지요건과 시설조건을 판명하고 운영시의 

유의하여야 할 점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해당 자연공원의 핵심에 해당하

는 동․식물 생태, 경관, 토양․지질, 문화유산 등의 자원은 철저히 보전하되 이들 자원으로부터

의 혜택을 두루 누릴 수 있는 방안으로 여타 공원관리시설과 함께 삭도 설치 여부나 운영방식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요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자연공원에 삭도를 건설할 경우에 찬반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외국에

서도 매우 치열하고 빈번하다. 초기의 삭도는 환경적으로 문제가 많았다. 수많은 국가들이 자연

공원에 삭도나 궤도열차를 건설하고 있으나 당시엔 환경에 한 배려가 없었던 시기에 건설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환경의식이 높아지면서 삭도건설에 한 반 가 심화되자 삭도 건설과 운

영이 보다 신중하게 되었다. 현재의 삭도 기술이나 운영방식은 과거에 비해 환경상의 피해를 현

저하게 줄일 수 있는 수준이다. 비록 이러한 시공기술이 적지 않는 비용을 필요로 하겠지만 세심

한 배려를 한다면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삭도도 자연과 조화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역시 해당 지역의 경관과 생태자원에 한 철저한 보전과 유지관리가 전

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자연공원에서의 삭도의 입지요건과 시설조건을 판명하고 운

영시의 유의하여야 할 점을 면밀하게 제시하여 향후 자연공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하였다. 해당 자연공원의 핵심에 해당하는 동․식물 생태, 경관, 토양․지질, 문화유산 등의 자원

은 철저히 보전하되 이들 자원으로부터의 혜택을 두루 누릴 수 있는 삭도 설치 여부나 운영방식

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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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공원탐방객 특성은 정상정복 위주의 등산행위가 주를 이루고 있어 향후에도 

등산로 및 탐방로 폐쇄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자연생태계 보전 및 훼손의 최소

화를 추구하는 국립공원 내의 핵심보전지구에서는 삭도 등의 규모 이용시설의 설치보다는 자

연휴식년제, 입산허가제 등으로 입산을 점차 억제하면서 훼손된 등산로를 중심으로 목재데크시

설 등을 조성하여 탐방객의 효율적 탐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그 

이외의 지역에 해서는 자연친화적인 이용을 위한 삭도의 설치가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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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건설추진을 위한 기본구상 연구

최지용 수탁연구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지난 30년간 빠른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공업화, 도시화가 일어난 결과 계획적, 균

형적 국토개발보다는 무분별한 개발과 도시확 로 인하여 토지의 불균형을 초래하였다. 지금까지

의 도시개발은 많은 구성요소를 포함한 유기체로서의 도시를 단편적이며 개별적인 시각에서 다

루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이제 고도의 기술로도 제어하지 못할 수준의 오염부하로 인해 

우리의 건강과 삶의 질이 위협받고 있다. 

현재 도시 인구는 지난 40년간 5.6배 증가하였고 50만 이상의 도시가 1960년에 3개에서 

2000년에는 17개로 증가하였다. 또한 전체인구의 약 84%에 해당하는 약 3,800만명이 도시에 

밀집하여 살고 있으며 그 중 45%정도는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다. 이러한 인구 집중현상으로 지

역간 성장 및 개발 불균형이 나타났으며 국토환경이 훼손되고 환경의 질이 악화되는 결과가 초

래되었다. 이에 환경오염을 방지하며 쾌적한 도시생활환경 창출을 위해 기존의 도시계획개념을 

생태도시계획개념으로 전환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기존의 도시형태를 환경친화적인 

생태도시 형태로 재구성하기 위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시 적 흐름을 고려할 때 수도권을 중심으로 나타난 중앙집권적 구조 및 지방낙후로 

인한 지역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제안하고 있는 신행정수도의 계획은 기존의 개발계

획이 아닌 환경을 충분히 고려한 환경친화적인 생태도시계획을 지향하여야 한다. 특히 도시생태

계의 다양성과 순환성, 자립성, 안정성을 지닌 환경과 공생하는 도시로 조성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신행정수도의 건설 추진을 위한 기본구상으로, 생태도시계획을 목표로 각 부문별 검토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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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
신행정수도의 생태도시화를 위하여 중점적으로 조성하고 계획하여야 하는 부문으로 토지이용

부문, 자연생태계 부문, 수환경 부문, 도시쾌적성-여가부문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각 부문에

서 신행정수도의 생태도시화를 위한 목표달성 및 과제해결 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적용 상, 계

획단계, 시행주체, 계획기간, 지원형태 항목으로 구분하여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신행정수도의 

상지역이 결정되고 상지역의 면밀한 현황조사와 함께 각 부문별 사업 및 계획의 적용가능성

을 타진하고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각 부문의 개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토지이용부문에서는 신행정수도의 생태도시화를 위한 목표달성 및 과제해결 방안을 검토

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과 관련된 도시현황조사를 바탕으로 도심․부도심․지구중심지역 등의 개

발 및 정비사업, 신시가지 개발사업, 토지이용상의 관계규정 등을 검토하였다. 이 분석을 통하여 

적용 상, 현재의 기술정도, 행정적․사회적 여건에 따른 사업가능성을 연차적으로 모색할 수 있

다. 이는 행정수도 건설 상이 되는 도시의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살리며 생태도시화를 위하여 

이에 적합한 시책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 자연생태계부문으로, 행정정수도의 생태도시화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도시내

의 생물다양성 증진을 목표로 자연생태계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다. 계획의 내용은 크게 도시내 

자연생태계의 보존, 자연생태계의 다양성 추구, 풍요로운 녹지공간의 창출, 종합적인 녹화기술의 

적용으로 분류하여 검토하였다. 도시내의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전지역 및 녹지보전지

구를 지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지정된 보전녹지에 하여는 공유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한 도시개발행위 등을 합리적으로 규제함으로써 농경지나 그 밖의 야생동물서식처가 될 수 있는 

공간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밖에 그린네트워크 구축 및 에코브릿지 조성을 통한 자연생태

계의 다양성을 추구하며 분구원, 생태공원 등 풍요로운 녹지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공간을 

구성하는 계획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도심의 토지이용이 고도화, 복합화 함에 따라 이

를 극복할 수 있는 지붕녹화, 벽면녹화, 옥상녹화 등을 통하여 다양한 녹화기술을 적용함으로써 

도시내 자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효율적인 방안으로 기존에 보전녹지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 해 보전의 가치가 높은 지역을 상으로 연차별 공유화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에 

옮기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주체가 되어 신

행정수도 건설 지역에 한 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계획은 상지역의 경제적 

상황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반상황을 고려한 중장기 계획이 되어야 한다.

세 번째 수환경부문에서는 신행정수도의 생태도시화를 위한 수환경계획과 관련하여 수자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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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를 절감하는 한편 이용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이용 또는 절약을 도모할 수 있는 계획이 바람

직하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우수의 저류․침투시설을 설치, 중수도 시스템 및 자연정화하수처

리장 등의 건설과 더불어 생활면에서도 절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며 재처리수를 이용하여 소

하천을 조성하거나 도시내의 하천을 자연형으로 조성하므로서 도시민에게 쾌적한 수변환경을 창

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우수저류․침투시설이나 투수성포장계획은 새로운 행정수도 건설로 

조성될 신시가지 개발시 적극적인 도입을 유도하며 기존시가지에 해서도 재정비사업 상지를 

중심으로 점차적으로 도입한다. 이러한 계획은 도시기본계획상에서 볼 때 지역 및 단지계획 차원

에서 접근 가능하며 또한 개별적인 건축계획에 있어서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설치지역에 한 

기준작성과 융자나 세제지원과 같은 경제적 혜택도 고려되어야 하며 공공지역에 해서는 지방

자치단체가, 사유지역에 해서는 기업이나 시민이 주체가 되어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네 번째 도시쾌적성-여가공간부문은 도시쾌적성부문의 계획은 앞에서 언급되었던 자연생태계

나 수환경부문의 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도시공원의 정비사업이나 맑은 물 흐르는 

하천조성 사업 등은 자연경관을 창출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시민의 여가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이며, 동시에 도시쾌적성을 증진시킨다. 또한 지역의 역사적 공간이나 건축물들을 정비․보

전하면서 지역성을 살리도록 한다. 특히 역사적, 문화적 경관 계획은 신시가지 계획시 보전 상

을 분명히 설정한 후 새로운 문화공간의 창출이란 개념하에 접근하고 기존시가지에 해서는 

정비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계획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계획 수

립시 중․단기계획으로 그에 해당하는 지침작성 및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지원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주요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신행정수도의 도시계획 기본목표는 자연과의 공생 및 어메니티의 창출, 환경부하 저감, 쾌적한 

도시공간의 확보 및 정비, 도시경관의 창출이다.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고 주민생활의 편

리를 주면서 생태적으로 건전하며 환경을 고려한 도시로 조성하도록 하기 위하여 단기적 목표와 

장기적 목표를 구분하여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환경생태를 고려한 생태도시 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항목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자연과 공생 및 어메니티의 창출 도모 

양호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환경부하를 저감시킬 수 있고, 자연과의 공생 및 어메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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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창출을 도모한 높은 질의 양호한 도시환경을 창출하도록 한다. 도시환경에서 자연과 공생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양호한 녹지 및 하천, 호수 등의 수환경을 보전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한 지역에는 녹화를 추진한다. 특히 신도시 주변의 광역적인 생태계를 보전하여 “물과 초록

의 연결통로”로 이어져 광역의 ｢자연의＜환＞｣이 조성되도록 한다. 

2) 환경부하저감

도시활동에 의한 환경부하의 “제로(zero emission)”를 목표로 하여 에너지, 자원, 수자원, 교

통 등의 각 분야에서 “최첨단의 환경부하 저감시스템”을 도입한다. 특히 새로운 행정수도의 건설

은 체계적인 도로망정비를 통하여 자동차 주행성 향상시켜 원활한 이동과 더불어 환경부하저감

을 도모하고, 교통수단의 분담 등 자동차이용의 적정화 등을 추진한다. 

3) 쾌적도시공간 등의 정비･확보

도시내 충분한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여 자연적인 환경의 창출 등 쾌적한 도시공간을 확보한

다. 바람통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 배치시 자연지형 지세, 계절별 풍향, 교통축, 화학연료 

소비 특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4) 특색있는 도시경관의 창출

그 지역의 특색있는 역사적 유산, 역사적 환경, 문화적 환경을 도시기능과 조화되도록 하고, 

건물디자인, 시내의 번화가, 도로 등에서 개성 있는 시가지를 계획한다. 



208   2003 연차보고서

신행정수도 입지선정 및 평가기준 연구

김지영․박창석 수탁연구

연구배경 및 목적
2003년 출범한 참여정부는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와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 ’를 주

요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그 핵심은 수도권과 지방이 서로 소모적인 립에서 벗어나, 상

생발전하는 분권형 국토공간구조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신행정수도의 건설은 이러한 분권형 국토

공간구조 구축의 선도적 역할을 한다. 국가의 핵심기능을 수도권에서 분리하여 이전시킴으로써 

만성적인 수도권 집중문제를 완화시키고 분권화의 획기적 전기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신행정수도를 건설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일은 신행정수도의 후보지를 어디에 어떠한 과정

을 통해서 선정할 것인가에 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국내․외의 경험을 통하여 알 수 있듯

이, 수도를 이전하는 것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중 한 결정이다. 특히 후보지 선정

과정에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립되는 경우가 많아,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것은 신행정수도의 건설과정에 무엇보다 중요하다. 

신행정수도 입지선정을 위한 기준은 행정수도 이전 목표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

다. 신행정수도건설은 국가균형발전의 전기를 마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입지조건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 동시에 국가수도로서의 기능을 원

활히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현 수도인 서울과의 관계를 비롯하여 타지역과의 유기적

인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위치에 신행정수도가 입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21세기 한국의 모

범도시를 건설할 수 있는 자연환경적ㆍ인문사회적 요건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입지선정단계부

터 생태계가 지닌 특성을 고려해야 도시건설시 자연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도시를 건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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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연구의 성격상 다양한 전문가 집단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하여 3개 국책연

구기관(국토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교통개발연구원), 충청권 3개 시도연구기관 및 1개 

관련학회( 한지리학회)로 이루어진 신행정수도 연구단을 구성하여 연구를 추진하였다. 구체적으

로 국토연구원이 중심이 되어 본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우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행정수

도 입지의 환경적 특성, 환경부문의 입지선정 및 평가기준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환경정책․평가

연구원이 수행한 환경부문의 입지선정 및 평가기준을 독립적으로 구성하기보다는 이러한 환경부

문을 포함한 전체적인 연구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수도입지에 한 이론적 검토와 입지기준 작성 단계를 포괄하

는데, 구체적으로 입지기준과 관련된 연구내용을 중심으로 요약, 작성하였다.

연구내용
광범위한 국토공간상에서 신도시개발 또는 특정 목적의 규모 시설 건립을 위한 최적의 입지

를 찾는 과정은 복합적인 의사결정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복합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체계적으로 

종합화하는 방법으로 계층적 또는 단계적 의사결정 방법이 널리 사용되어 왔다. 일본, 브라질, 

백지계획(국내) 등 국내․외 수도입지선정사례에서도 이러한 계층적, 단계적 입지선정과정을 채

택한 예를 찾아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신행정수도의 입지선정과정은 의사결정의 편리성과 운영가능성, 국내․외 사례를 

감안하여 3단계를 설정하였다. 즉, 행정수도 입지가 가능한 지역으로서 입지범역을 설정하고, 

다음으로 입지범역 내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이 적합한 지역을 상으로 입지선정기준을 적용하여 

후보지군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후보지군을 비교․평가한 후 최적 후보지

를 선정한다. 

1) 입지범역 설정기준

구체적으로 입지범역은 충청권입지의 공감 를 형성하기위해 전국을 상으로 입지타당성을 

검토하는 단계이며, 국가균형발전 목표 달성의 가능성, 국가 통합의 상징성 달성 여부, 국토의 

중심성, 자족성 확보를 위한 서울과의 거리 유지 및 전국과의 접근성 확보, 자연재해로부터의 안

전성 등을 고려하게 된다. 특히, 신행정수도 입지선정의 원리에 비추어 객관화, 정량화가 가능한 

지표로서 충청권이 우위를 갖는 요소는 중심성과 기능성(접근성)이라고 할 수 있다. 충청권은 국

토의 중심에 위치하여 국토의 물리적․심리적 중심으로 발전잠재력의 지방확산이 용이하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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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구체적으로 시․군․구별 중심점을 면적중심점, 인구중심점, 산업중심점으로 계산한 결

과, 3개의 중심점이 모두 충청권에 입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토의 중심점은 모두 충청권에 존

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충청권은 접근성이 양호하여 정치․행정의 수

위도시로서 네트워크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기 유리하다. 전국 각 도(道)간 최단 통행시간에 근거

한 총 통행시간 분석에 의하면 1996년 기준 충북과 충남이 전국으로 가는 총통행시간이 가장 

적은 지역이며, 이것은 2010년까지 계획된 고속도로가 모두 개통되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충청권은 지역간 상생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한 유

리한 위치적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신행정수도 건설목표인 국가균형발전효과를 극 화하는데 가

장 바람직한 지역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2) 입지선정기준

신행정수도의 후보지 도출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충청권을 상으로 입지조건을 분

석하는 단계이다. 구체적으로 입지조건 분석을 위해서는 수도입지 및 건설목표 등을 고려하여 합

목적성, 개발가능성, 보전필요성의 세 가지 기본항목이 도출하였다. 합목적성은 신행정수도 건설

의 목적에 부합하는 지역을 도출하기 위한 기준이며, 개발가능성은 물리적으로 개발이 용이한 지

역을 도출하고, 보전필요성은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가 최소화될 수 있는 지형적․생태적 조건을 

탐색하기 위한 기준이다. 

구체적으로 합목적성 기준에 합당한 지표로서 신행정수도와 수도권과의 연담화 방지를 위한 

물리적 이격거리인 서울로부터의 거리와, 국토의 공간적․심리적 중심으로서의 역할수행을 위해 

국토중심점(인구 및 면적중심점)으로부터의 거리를 선정하였다. 합목적성 분석은 이 두 지표를 

중첩하여 충청권 입지범역에서 입지가 부적합한 지역을 찾아내는 역할을 하게 된다. 즉, 서울로

부터 거리(3등급), 인구중심점으로부터 거리(5등급), 면적중심점으로부터 거리(4등급)를 등급화한 

도면을 일 일로 중첩하여 입지부적합지역을 우선 배제하는 방법으로 서울에서 80km이내, 국토

중심점에서 120km 외곽부를 포함하는 일정 등급이상 지역을 제척한다.

개발가능성 항목은 신도시건설에 요구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가능한 공간을 도출하기 위한 

기준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가능성 분석을 통하여 평탄지 및 구릉지 등의 절․성토가 용이한 

지역을 탐색하고, 이와 더불어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지역, 기존도시와 일정거리 이격된 지역, 

각종 개별법상의 규제로부터 벗어난 지역을 선별하는 지표를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존 개발

사업 및 최적입지선정과 관련된 사례에 한 검토를 통해, 개발가능성 항목에 채택된 지표는 표

고, 경사도, 재해 및 지반안전성, 토지피복, 제외지역의 5개 항목이다. 제외지역의 경우 자연공원, 

군용항공기지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이나 기존시가지(인구 30만 이상 시가지：시가화구역경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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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5km 이격, 인구 30만 이하 시․읍단위 시가지：시가화구역 경계로부터 2km 이격, 100만

평 이상의 규모산업단지), 해안선에서 20km이내지역 등이 해당된다.

다음으로 신행정수도를 환경친화적으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입지단계에서부터 상지의 생태계 

흐름을 고려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생태계 기능의 기반이 되는 물질순

환과 에너지 흐름을 기초로 하여 생태계의 상호작용 및 경관특성을 고려한 보전필요성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생태적 안정성, 생물서식환경 그리고 생태계 순환성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생태적 안전성을 위해서는 ① 산림내부면적, ② 하천유역의 환경성을, 생물서식환경을 

위해서는 ① 생물다양성, ② 식생층위 구조, ③ 식생활력도, ④ 유효토심을, 생태계순환성을 위해

서는 ① 유출량, ② 태양에너지 입출력량을 분석하였다. 

신행정수도를 위한 개발가능지를 도출하는 과정은 우선 합목적성 분석에서의 수도권과의 인접

지역 및 국토중심점과의 원거리 지역을 입지 상지역에서 제외시키고, 개발가능성 분석에서의 토

지이용규제지역 등 제외지역으로 제시된 지표를 적용하여 역시 입지 상지역에서 제외시킨다. 위 

두 항목을 중첩하여 입지부적합지역을 도출하고 이를 제외한 지역을 입지적합지역으로 설정한다. 

다음으로 개발가능성 분석과 보전필요성 분석 결과를 중첩하여 종합점수도면을 작성한다. 이 종

합점수도면은 개발가능성과 보전필요성의 측면에서 어느 지역이 개발이 용이하며 보전가치가 낮

은 지역인지를 점수화한 도면이다. 이 도면을 기준으로 개발이 용이한 개발가능지를 중심으로 신

행정수도 도시구상에서 제시하는 도시규모(2,300만평정도) 안에 개발가능지(1,200만평~1,500만

평정도)를 확보할 수 있는 상지들을 모색하고 후보지들을 설정하도록 한다. 

3) 평가기준

앞서 설정한 입지선정기준에 의해 도출된 후보지군을 상으로 후보지간의 우열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항목 선정 및 평가항목의 가중를 설정하는 단계이다. 다수의 후보지를 비교․평가하는 

방법에는 전체 후보지군에 한 1회 평가를 토 로 최종후보지를 결정하는 ‘단일평가방식’과 첫 

번째 평가를 통해 상위의 다수 후보지를 가려내고 다시 2차 평가를 통해 최종후보지를 결정하는 

‘단계별 평가방식’의 두 가지가 존재한다. 일본, 브라질, 백지계획 등 수도입지선정과 관련된 국

내외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체로 이 두 가지 중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두 가지 평가방식은 각기 다른 장․단점이 존재하나, 본 연구는 입지범역이 이미 충청권으로 

좁혀져 있고, 다단계로 평가할 경우 각 단계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간의 갈등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단일평가방식을 채택하도록 한다.

본 연구의 평가항목은 2단계, 즉 기본평가항목과 세부평가항목으로 구성한다. 이러한 방식은 

백지계획 및 일본 국회 등 이전사례에서도 사용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평가항목을 일반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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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전문가의 의견을 동시에 수렴할 수 있는 통로로 이용하였다. 즉, 기본평가항목들에 해서는 

국민적 공감 를 수렴하고 국민들의 견해를 집약하기 위해 일반국민들을 상으로 한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다. 세부평가항목은 해당분야 전문가의 견해를 반영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기본평가항목은 신행정수도가 갖추어야 할 기초적인 필요조건을 중심으로 구성하

였다. 신행정수도는 국가의 중추행정기능을 소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특수성을 지니면서 동시에 

쾌적한 삶의 터전이어야 한다는 일반적인 도시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기본평가항목

은 수도로서의 특수성과 일반 도시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항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기본평가항목은 우선적으로 국내․외의 사례와 충청지역 현재 여건을 고려하여 기본적으로 고

려되어야 할 항목을 설정한 후, 이를 관계기관, 전문가 및 자문위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1차 

선정된 항목에 한 국민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였다. 이상의 협의과정을 거쳐 최

종적으로 확정된 기본평가항목은 ① 국가균형발전효과, ② 국내외에서의 접근성, ③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④ 삶의 터전으로서 자연조건, ⑤ 도시개발비용 및 경제성의 5개 항목이다. 

세부평가항목은 각 기본평가항목을 적절히 표할 수 있는 항목이다. 즉, ‘국내외에서의 접근

성’ 항목의 경우 이 접근성을 표할 수 있는 구체화된 항목을 세부평가항목으로 설정하게 된다. 

이 세부평가항목은 기본평가항목에 비하여 더욱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는 것을 원칙으

로 하였다. 세부평가항목의 구성은 관련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는 세부평가항목에 한 목록을 작

성하여 이를 검증하는 귀납적 방식과 기본평가항목의 내용으로부터 유추하는 연역적 방식을 함

께 사용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기본평가항목별로 3~5개씩 세부평가항목이 결정되

었다. 세부평가항목별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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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평가항목의 구성

기본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주 요 내 용

국가균형

발전효과

1-1 경제 및 산업 파급효과

1-2 인구분산효과

1-3 수도권 연담화 방지효과

1-4 주변도시와 연계발전효과

1-5 국민통합 효과

권역별 신행정수도 건설이 미치는 파급효과

수도권 인구분산과 지방인구유입방지 정도

수도권과의 연담화 방지 가능성 정도

충청권 내 균형발전 및 주변도시와 기능분담

전국적, 충청권내 지리적 중립성

국내외에서의

접근성

2-1 도로 접근성

2-2 철도 접근성

2-3 공항 접근성

전국으로부터 도로를 이용한 접근성

전국으로부터 철도를 이용한 접근성

공항을 이용한 외국과 연계의 편리성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3-1 생태계 보전

3-2 수질영향

3-3 기질영향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생태계 훼손 가능성 

신행정수도 건설이 장래 수질에 미치는 영향

신행정수도 건설이 장래 기질에 미치는 영향

삶의

터전으로서

자연조건

4-1 지형의 안전성

4-2 경관 

4-3 배산임수

4-4 자연환경의 양호성

4-5 도시유지관리의 효율성

풍수해가능성 등을 고려한 지형적 환경적 안전성

후보지 내외의 경관우수성

전통적 입지관과의 부합여부

쾌적한 자연환경 보유여부

효율적이고 기능적인 토지이용의 가능성 여부

도시개발비용

및 경제성

5-1 토지매입비용

5-2 기개발지

5-3 광역기반시설 건설비용

5-4 사업추진의 용이성

토지수용의 경제적 비용

효율적인 도시개발을 저해하는 기개발지의 크기

경제적인 광역기반시설 구축 가능성

사업추진의 용이성 정도

마지막으로 기본평가항목에 한 가중치 설정은 일반국민을 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이 때 시기상의 편이를 제어하기 위해 2개월의 간격을 두고 두 차례 실시한 설문조

사 결과를 평균하였다. 제1차 일반국민 설문조사는 전국민을 상으로 성별/연령별/거주지별 인

구비례로 2,000명을 무작위 표본추출하여(신뢰도：95±2.19%), 2003년 10월 29일~30일에 실

시하였으며, 제2차 조사는 동일한 방법으로 동년 12월 20일~21일에 실시하였다. 이러한 국민설

문조사의 결과에 기초한 기본평가항목별 가중치는 ① 국가균형발전 효과(35.95), ② 국내외에서

의 접근성(24.01), ③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19.84), ④ 삶의 터전으로서 자연조건(10.20), ⑤ 

도시개발비용 및 경제성(10.00) 순으로 부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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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과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입지 및 평가기준에 한 연구는 신행정수도의 입지를 결정하기 위한 

원칙을 제시한 것이므로 실제 후보지를 선정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한 실천과정이 남아있다. 구체

적으로 올해 신행정수도 추진위원회의 주도하에 평가위원회와 평가지원단을 구성하고 신행정수

도 후보지의 선정 및 평가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신행정수도 입지를 결정하는 과정을 수행할 

예정이다. 



7. 기후변화
연 구 사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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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추진동향 및 전망
(Domestic Greenhouse Gas Emissions TradingSchemes)
김용건 기본연구

연구배경
선진국에 한 양적 감축의무 부과와 국제 배출권 거래제도의 도입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교

토의정서의 채택은 국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의 출범을 예고하고 있으며, 각국 정부는 이에 

응하기 위한 국내정책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덴마크와 영국 등 일부 선진국은 이미 국가 차원

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2005년부터 역내 모든 국가가 참

여하는 강제적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의 도입을 결정한 바 있다. 일본, 캐나다 등 비유럽 

선진국에서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도입을 적극 추진중이며, 교토의정서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주정부와 민간기업의 자율적인 배출권 거래제 도입이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미

국 의회는 강제적인 감축목표 설정과 전국적인 배출권 거래제도의 도입을 전통적인 기관리정

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상으로 아직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고 있음에 따라 정

량적인 감축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선발 개도국으로서 향후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

의무 협상시 의무부담국가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고, 국제적인 배출권 시장의 확  과정에서 국내 

응역량의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특수한 여건하에서 국내적인 온실

가스 배출권 시장의 설계에 한 기본원칙과 세부 설계방안에 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내용
본 연구는 교토의정서에 명시되어 있는 국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와 함께 상호 호환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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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능한 청정개발체제 및 공동이행 사업의 크레딧 거래와 관련하여 최근까지의 협상결과를 분

석하였다. 그리고 전국적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영국의 사례의 특징과 시

사점을 분석하였으며, 2005년부터 시행예정인 유럽연합의 역내 배출권 거래제도에 해서도 지

금까지의 진행경과와 향후 전망을 분석하였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와 밀접하게 연계

되어 진행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발전크레딧 제도의 사례로서 덴마크의 최근 관련 동향을 정리

하였다.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캐나다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추진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전망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00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영국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는 자발적 참여에 기초한 인센티

브 경매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배출권 거래제도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된다. 인센티브 경매하에서 개별 기업은 향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입찰하게 되

며, 정부는 기업별로 제시된 온실가스 감축 스케쥴(삭감톤당 인센티브 지급수준별로 제시되는 삭

감목표 스케쥴)을 토 로 주어진 재원의 인센티브를 배분하게 된다. 이처럼 자율적인 참여를 토

로 배출권(삭감목표)을 배분하는 절차는 강제적 참여를 전제로 하는 기존의 총량규제 및 배출

권 거래제도의 본격적인 시행 이전에 시범사업단계에서의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

만 삭감목표의 배분을 위해 필요한 기준배출량의 설정 등 방법론상의 측면에서 자연발생 잉여배

출권의 과도한 공급이 우려되는 등 문제점 또한 적지 않다는 점이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유럽연합 전역에서 2005년부터 시행예정인 EU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는 중단기적으로 국

제적인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EU 가입이 추진되고 있는 동구권 

국가의 참여를 전제로 할 때 25개국에 달하는 유럽 국가의 기업들간에 배출권 거래가 이루어진

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처럼 거 한 유럽 시장이 출범하게 되면 일본, 캐나다 등 

다른 국가에서 추진중인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노력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미 이들 비유럽 국가들과 유럽의 역내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과의 연계가 모색되고 있으며, 향

후 통합된 국제 배출권 시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주요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영국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는 강제적인 배출권 거래제도의 도입 이전단계에서 자발적인 

인센티브에 기초한 배출권 시장의 조성이 가능하다는 현실적 사례를 보여줌으로서 향후 인센티

브 경매방식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또한 EU에서 추진중인 역내 배출권 거

래제도는 당분간 국제적인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물론 아직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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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배출권 할당방법에 하여 국가간 조정과 EU 차원의 승인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EU의 배출

권 시장과의 연계를 위한 비EU국가들의 노력도 보다 강화되고 있다. 비록 미국과 호주의 교토의

정서 불참과 러시아의 비준 지연이 장기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세계적인 온실가스 규제와 

이에 따른 국제 배출권 시장의 출범은 돌이킬 수 없는 세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평가된다.

본 연구는 급변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의 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토 로 앞으로의 전망과 

함께 우리나라에 적용가능한 배출권 거래제도의 설계방향을 제시하였다. 아직 국가적인 양적 온

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초기 단계에서는 강제적인 참여에 기

초한 총량규제 방식 보다는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는 인센티브 경매방식의 적용이 바람직하다

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배출권 거래제도 설계방향은 정부 차원에서 추진중인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시범사업의 시행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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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집약도 목표설정 및 배출권 거래제도와의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김용건 수탁연구

연구배경 및 목적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에 한 국제적 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 미국의 반 와 러

시아의 비준 지연에도 불구하고 교토의정서의 발효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교토의정서의 

발효가능성과 별도로 유럽과 일본, 캐나다 등 미국과 호주를 제외한 부분의 선진국은 온실가스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교토의정서를 반 하는 미국 내에서도 주정부 단위로 온실가스 규제를 확

하고 있으며, 국회에서의 논쟁도 가열되고 있다. 이는 교토의정서의 발효 여부에 관계없이 국

제적인 온실가스 규제는 계속 강화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비록 교토의정서상에서 감축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의무 협상에서 가장 높은 의무부담 압력에 직면할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의

무의 결정 이전에 다양한 의무부담 방식과 수준에 한 연구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국가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배출권 거래제도의 설계도 늦추어져서는 안된다.

본 연구에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한 형태인 집약도 목표의 도입 타당성과 함께 배출권 거

래제도와의 연계방안을 분석하였다. 온실가스 집약도 목표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높은 경제성

장율과 함께 미래 전망의 불확실성이 높은 경제시스템에서 고정량 목표방식에 비하여 의무불이

행 위험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자연발생 잉여배출권(Hot Air)의 발생을 줄임으로서 환경적 효과

성을 높일 수 있는 바람직한 안으로 평가된다. 또한 다양한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의무 할당 

시나리오 분석결과에 있어서 온실가스 집약도에 기초한 할당방식의 경우가 우리나라에 있어서 

감축의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온실가스 집약도 목표의 수립․이행은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이라는 두가지 목적을 균형있게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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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함으로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정책목표의 이행에 유용한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으로 판단된다.

주요 연구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온실가스 집약도 목표는 과거 아르헨티나 정부에 의해서 개도국의 감축의무 부담방식의 하나

로서 제시된 바 있으며, 미국의 청정 기정책센타(CCAP), 세계자원연구소(WRI) 등 다수의 연구

기관에서도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최근에는 교토의정서 참여를 거부한 미국의 부시 행정부에

서 교토의정서를 체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안적 형태로서 제시된 바 있다.

온실가스 집약도 목표가 고정량 목표방식에 비해 의무불이행의 위험과 자연발생 잉여배출권

의 발생 위험을 감소시켜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 예측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이 충분

히 제거되는 것은 아니다. 미래 전망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을 추가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중 집약도 목표(dual intensity targets)의 도입을 통해 국가별 목표를 보다 유연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즉, 집약도 목표를 단일 수준이 아닌 상한(준수 목표)과 하한(인센티브 목표)으로 

이루어진 구간 목표치로 정하고, 정해진 구간 내에서는 벌칙과 인센티브 없이 불확실성을 고려

한 완충구간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준수목표 미달성시에는 배출권 구입 또는 벌칙 부과가 필요

하며, 인센티브 목표 초과달성시에는 배출권 판매 혹은 보조금 지급을 통해 의무이행의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

이중 집약도 목표방식은 상한과 하한의 조정을 통해서 감축의무에 한 구속력이 없는 인센티

브 방식, 기존의 고정 목표방식 등 다양한 감축의무 형태를 포괄하는 일반화된 목표설정방식으로

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목표설정방식의 유연성은 국가간 협상에서 이해관계의 조정을 통한 

타협의 가능성을 넓힌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한 안으로 판단된다.

배출권 거래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온실가스 집약도 방식의 적용이 고정목표방식에 비해 추

가적으로 복잡한 제도의 설계를 필요로 한다는 점은 확실하다. 하지만 환경적 효과성과 경제적 

효율성이란 측면에서 볼 때 고정목표 방식보다 우월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도 매우 크다. 즉, 

국가별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목표방식의 적용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감축목표 설정과 이행을 

유도함은 물론, 의무불이행 위험과 자연발생 잉여배출권의 예방을 통해 환경적 효과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모두 높일 수 있다.

온실가스 집약도 목표방식하에서의 배출권 할당과 거래허용 및 정산방식은 다양한 형태가 검

토될 수 있다. 입증후 거래방식이나 이행기간 후 거래방식을 통해 사후적인 거래만을 허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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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고, 이행기간예치제나 구매국 책임방식 등을 통해 사전적인 거래를 허용할 수도 있다. 사후

적인 거래방식의 경우에도 선물․옵션 등 다양한 계약과 거래는 사전적으로 가능함으로 현  자

본․금융시장의 장점이 충분히 발휘된다면 시장의 효율성에 큰 장애는 없을 것이라 판단된다. 

단, 온실가스 집약도 목표를 채택하는 경제주체(국가 혹은 기업)와 고정량 목표를 채택하는 경제

주체가 공존하는 거래시장의 경우 영국의 예에서와 같이 Gateway 메카니즘을 통해 집약도 목표

를 적용받는 부문에서 고정량 목표를 적용받는 부분으로서 순 이전량이 ‘0’보다 작도록 유지함으

로써 고정량 목표 적용 주체를 우 하는 것은 바람직한 안으로 평가된다. 즉, 경제주체의 상황

에 따라 집약도 목표 적용의 정당성이 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가능한 한 고정량 목표로의 전환

을 유도함으로써 환경관리목표를 보다 확실히 설정․이행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나가는 것

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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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 환경부문 종합계획 수립

한화진 수탁연구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기후변화협약 응을 위하여 중앙정부의 부처간 협의체 형태로 구성된 1992년의 

지구환경관계장관회의, 1998년의 기후변화협약 범정부 책기구, 그리고 2001년의 기후변화협약

책위원회로 체제를 발전시켜오고 있으며 상향식과정을 거쳐 책을 수립․이행해 오고 있다. 

현행 ‘기후변화협약 책위원회’는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기후변화 또는 기후변화협약 응을 위한 

구체적인 책을 수립한다기보다는 부처별 또는 책반별로 수립된 책을 종합적으로 조정 및 

협의의 기능만을 담당하는 체제로 운영된다고 볼 수 있다. 1999년부터 3년단위로 만들어진 국가

종합 책상의 과제는 분류간, 그리고 각 부처별 소관 책과의 연계성이 다소 부족하고 나열식이

어서 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감축 책은 주로 섹타별 온실가스 배출량의 비중을 고려하여 비

중이 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각 섹타별 온실가스 배출 저감의 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책을 수립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배출비중이 큰 산업부문의 CO2 배출에 초점

이 맞춰지고 배출저감의 효과면에서 볼 때도 부정적인 측면이 발생하게 된다.

지금까지의 종합 책은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 수립한 것이며 저감 이행의 주체인 지방의 참

여 및 연계는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즉, 중앙정부 및 일부 전문가 중심의 기후변화 책 추진으

로 기후변화문제의 심각성에 한 사회전반의 인식이 부족할 수 밖에 없었다. 미시적이며 실질적

인 온실가스 배출저감 주체로서 자치단체, 민간인의 역할과 의무 및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은 부

족하다는 것이다. 지자체 자체내에서도 다른 업무와 비교해 우선순위에서 뒤진다는 측면에서 온

실가스 배출자료 체계의 구축 및 이를 통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지

자체에서 기후변화 응 책을 수립할 추진체제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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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종합 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범정부 응 책의 내용이 정비되고 부처별 역할이 분담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문의 과제가 상 적으로 많이 포함되어 추진되고 있으나 여전히 지자

체, 지역주민의 기후변화 책유도 부족, 정부 부처간의 상호 이해와 협조 부족, 온실가스 통계 

구축 부문별 개선 미흡, 기후변화 응의 큰 축인 영향평가․적응 책의 과제 추진 미흡, 그리고 

환경부서내 주요 환경정책의 반영 및 활용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

에 한 환경부서 실국별 인식고취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체제 마련 등이 부족한 실

정이다.

선진 외국의 경우에는 정부부처간, 지자체간 협력을 기반으로 기후변화에 해 종합적이고 거

시적인 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추진의 방향과 목표 또한 뚜렷하게 설정되어 있다. 최근에는 기

후변화 응이 친환경적 청정에너지 기술개발로 인한 일자리 창출, 비즈니스 창출이라는 차원에

서 화석연료 사용 저감을 유도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선도하는 등 경제, 환

경, 에너지 3E를 같은 잣 로 놓고 있다. 외국의 지역사회는 지역센타의 설립, ICLEI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목록을 작성하고 저감 행동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 이행해 오

고 있다.

연구내용 및 주요 연구결과
우선 기후변화를 21세기의 패러다임인 지속가능발전에 근거한 국가 체제로 구성하는 전 단계

로서 본 연구에서는 환경부문의 범주를 재정립하고 환경부문의 책을 강화하여 추진할 것을 제

안하였다. 환경부문의 범주에는 기보전․폐기물 처리 등 환경보전 관련시책 강화를 통해 온실

가스 배출저감을 유도할 수 있는 분야로서 환경부에서 주관하여 수립, 이행할 경우 정책이행에 

상승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분야를 기본적으로 포함시켰다. 또한 기후변화문제가 온실가스에 의

해 유발되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문제로 출발한 점을 고려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에의 영

향 평가 및 이의 적응(adaptation) 방안 수립도 환경부문에서 다루어질 주요 과제로 포함시켰다. 

특히 환경친화적 소비패턴 정착, 친환경적 교통수요관리, 친환경적 기업경영 등 수요자 중심의 

환경정책은 기후변화 책과 연계되며 이러한 부분은 범국민적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효과

를 기 하기 어렵다. 따라서 환경정책의 교육․홍보를 통한 인식 증진은 기후변화 응에도 기여

할 수 있어 환경부문의 주요 범주에 포함된다. 아울러 지방차원에서 시민, 기업, 지자체간 파트

너쉽에 의한 현장에서의 자원절약 활동 등 온실가스 감축 참여 및 실천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기후변화 책이 환경부문에서 다루어질 주요한 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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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문 과제를 실제 수립, 이행하는데 있어 환경부서내 담당 실국 각과의 연계와 협력방안

이 선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환경부내 관련 부서가 참여하고 해당 연구기관의 인력과 기능을 

최 한 활용할 수 있는 (가칭) “기후변화 응 책팀(Task Force：TF)”을 공식적으로 구성, 운

영하여 정기적으로 평가, 분석하는 체제의 마련을 제안한다. 현행 환경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책팀으로 본 연구에서는 환경부문 책 총괄팀, 국가 영향 평가 및 적응전략 수립팀, 

분야별 저감 책팀( 기․교통팀, 폐기물팀, 수질분야팀), 책지원팀으로 구분하였다. 환경부문 

기후변화 체제 구성․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현행 정책연구사업비의 일부를 활용토록 하고 TF에

서는 ‘기후변화 응 기본전략 수립’ 과제를 정기적으로 수행한다.

환경기초시설 온실가스 저감 책의 환경부문 기존 책은 계속 추진하되 환경부서에서 역점을 

두어 추진할 책을 개선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타 부처와의 업무분장 및 온실가스 저감의 효과

면에서 볼때 환경부문 핵심 책은 ① 국민 인식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책, ②지역사회의 기후

변화 책, ③영향 평가 및 적응 책, 그리고 ④ 기․교통부문 온실가스 책이라 판단된다. 이

러한 기후변화 응 책은 장기적으로 꾸준히 추진될 필요가 있다. 국민 인식증진은 지역사회

의 기후변화 응과 연계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국민의 다양한 계층을 겨

냥한 교육, 홍보 방법과 자료 제작의 차별화를 통해 실제 참여를 확 하는 방안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의 인식제고와 주체적 참여 확 를 위해서는 1)지방의제 21 활성화, ICLEI 활동

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 2)지역차원의 기후변화 책 추진기반 구축을 위해 (가칭) 

“기후변화 응 지역센터” 형식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기후변화가 한

반도의 자연 및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사회 각 분

야별 변화를 예측하여 이를 토 로 적응전략을 수립하여 명실공히 총체적인 기후변화 응 프로

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절  필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기후변

화 응 종합 책에서 ‘기후변화 영향 평가 및 적응 책 분야’를 환경부문의 주요 과제로 별도로 

예산을 마련하여 정부의 중․장기 계획으로 집중 추진하거나 또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차세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에 포함시켜 공공기반 성격의 연구를 확 ․강화하는 방안으로 장기계획

하에 추진하도록 한다. 기오염물질의 주요 배출원인 산업, 가정․상업, 수송의 에너지 섹타 부

문은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와 공통의 배출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 사용 배출원에서의 온

실가스 저감 책은 기오염물질 저감과도 연계된다.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위해 환경부문의 

기, 교통부문 책에서 앞으로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분야는 우선 기오염물질과 함께 주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에 한 통계자료 구축과 이에 필요한 시스템 개발 등이다. 또한 기, 교

통 책 이행시 다양한 정책수단을 개발, 이행하는 것도 중요하다. 즉, 직접규제, 자발적 협약,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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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세 등의 경제적 유인제도, 정보 outreach 등의 형태를 활용하도록 하며 각 책별로 온실가스 

저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예를 들어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연료품질 기준 강화시 기

오염물질 저감이외에 이산화탄소, 온실가스는 어느 정도 저감되는지를 D/B 화하여 공개하도록 

한다.

앞으로 국제사회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에 한 온실가스 감축의무 참여방안 등

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정량화할 수 있는 부문별 

범위 선정 및 역할 분담, 체제 강화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온실가스 저감 잠재력 평가가 심도 있

게 이루어져야 한다. 즉, 과연 부문별로 또는 더 나아가 국가 전체에서 어느 정도 온실가스를 줄

일 수 있는 것인지 우선 파악이 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산업발전 증가율 등을 감안

하여 기준이 되는 감축 목표연도가 설정될 수 있다. 현실을 반영한 국내 온실가스 저감 정책 및 

조치를 추진하고 이를 기초로 적정한 의무부담방안 도출 및 국제사회에서의 협상력을 극 화하

기 위해서는 국가 배출통계가 조속히 구축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배출통계 산정에 필요한 ‘기초

통계’ 구축에도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연료사용량을 기초로 한 현행 온실가스 배출원

별 배출량 산정방법을 실제 배출원별 배출특성을 고려한 산정방법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

며 아울러 환경기초시설에서의 배출량 자료 및 자동차 등 수송부문에서의 배출량 자료에 한 

개선과 검증작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저감 잠재력 분석이 이루어진 후에는 부처별 업무 분장도 현행 에너지, 폐기물 등 부문

별 배출량에 중점을 둔 업무분장이 아닌 정책 추진결과에 의한 실제 온실가스 저감량을 중심으

로 한 업무분장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리우회의 이후 10년이 지났고 에너지의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면서 환경문제는 계속 심각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기후변화 응과 관련하여 국가기본전략 마련이 부족하다는 것은 아직까지

도 이에 한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문제를 환

경, 경제, 사회 전반의 피부에 와 닿는 문제로 인식하기 위해서 그리고 환경정책의 통합적인 추

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지자체, 국민들의 역할 규정, 부처간 업무조정 등이 담긴 (가칭) “지구

온난화방지 책법” 또는 “기후변화 응 책법”을 제정․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후변화 응을 위한 과제를 추진하는데는 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이나 실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은 결국 여러 가지 편익으로 되돌아 온다는 차원

에서 ‘no-regrets policy’라는 마인드 전환이 필요하다. 

앞으로 기후변화 응 예산은 탄소세, 환경세 등의 세제를 도입하여 확보하는 방안이 적극 검

토되어야 하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유류가격 조정에 따라 확보되는 세입의 일부를 기보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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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종합적인 전략 차원에서 기후변화 응 과제 추진에 충당하는 방법도 고려한다. 특히 현재 진

행중인 차세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의 범주에 공공기반 성격의 사업과 예산을 폭 확 하고 환

경부문 기후변화 응 과제를 별도로 분류하여 국가 기본전략 마련에 필요한 연구와 정책사업을 

장기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가 요구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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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프로그램 마련
-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피해 가능성 조사 및 피해
- 저감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조승헌 수탁연구

연구배경 및 목적
기후변화 응을 위한 정부간 협약(Intergovernmental Pannel on Climate Change, IPCC)에 

의하면, 지구의 기온은 과거 백년간 0.6℃ 상승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향후 100년간 1.4℃에

서 5.8℃가 더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기온 상승은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 

농도의 증가 때문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각종 지구적인 변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기후변화

는 지구의 곳곳에서 기온상승, 해수면 상승, 홍수나 가뭄 등 강수량의 변화, 각종 자연재해의 증

가, 생태계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는 사람들의 생활과 나

아가 건강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최근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국제적으

로 보고 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직접적 건강 피해로는 기온 상승이나 홍수 및 가뭄 등 재해로 인한 사망과 

상해의 증가를 생각할 수 있다. 간접적 영향으로는 기오염물질의 생성조건을 변화시키거나 질

병의 원인이 되는 세균이나 매개곤충의 생태적 조건을 변화시켜 관련 질병이 증가할 수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문제는 특히 환경적, 또는 보건학적 평등성에 있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문제의 원인은 부유한 국가에 의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저소득국가 국민들이 큰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저개발국가들은 기후변화에 처할 수 있는 적응능력이 낮고, 재정

의 부족, 시설과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자연재해나 공중보건 문제에 더 취약하기 마련이다. 

선진국에서는 심장질환이나 암과 같이 비전염성질병이 주를 이루고 있어 사망원인의 절반 이

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전 세계적으로 전염성질병은 아직도 주요한 질병이며 전체 사망자의 1/3

을 차지하고 있다. 물, 식품, 매개 숙주에 의한 전염성질병의 많은 종류가 기후에 민감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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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저개발 국가의 경우 기후변화로 인한 보건문제가 더 심각할 수 있다. 

이처럼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건강상태의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키는 측면이 강하다. 그러나 

최근 사스문제에서 볼 수 있듯이 지구화가 촉진된 현 에는 부유한 국가의 국민들도 무역, 여행, 

이주 증가로 인하여 세계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문

제는 세계 공동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많은 학문적 노력에 의해 거주지역, 연령, 건강관리기관

에 한 접근의 용이성, 공공보건시스템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기후변화는 어떤 형태로든 건

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최근 100년 동안 평균기온 상승폭은 1.5℃로 전 세계적인 평균 기온 상승폭인 

0.6℃보다 더 큰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아울러 기후변화와 관련된 여러 생태계의 변화가 나타나

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기후변화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악영향이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

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이나 응방안과 관련하여 건강차원에

서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정책적으로도 관심의 상이 되지 못해 왔다.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에서도 향후 지구적인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예측, 응하

기 위해서는 현재 국내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의 발생 양상을 조사, 평가할 필요가 있다.

연구내용
본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피해에 한 국제적 응노력과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국내에

서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의 발생 가능성을 확인하며 이에 한 응방안 수립에 필요한 기

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범위는 다음과 같다.

▣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피해에 한 국제적 응노력 파악

▣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피해에 한 국제적 연구내용 파악

▣ 한반도의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의 잠재적 가능성 평가

▣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피해 평가와 응방안 수립을 위한 정책방향 제안

주요 연구결과
① 우리나라에서도 도시 지역에서 기온과 사망률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여름철에 기온상

승에 따라 사망률이 증가하는 현상이 확인되었다. 또한 2003년도 유럽지역에서 발생한 혹

서로 인하여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것과 같이 국내에서도 1994년 유례없는 더위로 7-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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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두 달 동안 서울에서만 전년도의 같은 기간에 비하여 사망자가 988명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시에서 년 평균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가 최근에 략 400명임을 고려

해볼 때, 혹서 발생에 따른 인명피해가 예상외로 매우 클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① 서울의 경우 최근 10년 동안 고온현상을 보이는 날의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10

년간 일최고기온이 30℃ 이상인 날의 발생빈도가 1991년 33회에서 2000년 53회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중 35℃이상인 매우 높은 고온이 발생하는 경우도 1994년의 15회

를 포함하여 1996년 이후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7.8월 평균 일최고기온이 

일평균 사망자수와 높은 상관관계(r=0.9)를 나타내고 있음을 고려할 때 고온으로 인한 인

명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책수립과 이를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② 기상재해와 관련 국내에서 피해규모가 가장 컸던 20  중요 자연재해의 발생추이를 보면, 

90년  이후가 4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80년 가 40%를 차지하고 있다. 특징적인 

현상으로 국내의 경우 최근 10년간 재해 발생시 호우 또는 태풍의 지속기간이 1990년  

초반(1991년부터 1995년)은 평균 2.5일 이었으나, 1996년 이후는 평균 4.2일로 장기화됨

에 따라 피해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195건의 기

상재해로 1,541명의 사망자(실종자 포함)가 발생하여 연평균 154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

났다. 폭풍이 72건으로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기상재해로 나타났고, 다음은 호우로 64건을 

기록하였다. 발생 재해별 사망자수의 경우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한 태풍으로 인한 사망

자수가 발생건당 21.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호우로 인한 사망자로 평균 12.6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③ 기온, 강우 및 강설, 구름, 습도, 풍속, 풍향 등 전체 날씨 패턴은 기오염의 발생, 확산, 

이동 등에 영향을 미치며 기 중의 화학 반응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기 중 오존농도

가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① 일최고기온이 25℃ 이하인 날들의 평균 최고오존농도는 30.0ppb로 나타났고, 35℃ 이상인 

날들의 경우에는 평균 최고오존농도가 57.1ppb로 략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1994년 여름철과 같이 장기간의 혹서발생 기간 동안의 서울지역의 최고 오존 농도의 

평균은 63.8ppb로 과거 3년간 같은 기간동안의 평균 농도인 34.1ppb와 비교하여 2배 정

도 높았다. 해마다 오존 오염도의 증가추세에도 오염물질 발생의 증가뿐 아니라 기온상승

의 영향도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오존농도 상승으로 인한 건강피해의 증가도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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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간접적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① 서울시의 1998년부터 2002년 기간동안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화분의 농도는 수목류, 

목초류, 잡초류, 곰팡이 모두 연도별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④ 기후온난화와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일부 전염성질병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에

서 관리되고 있는 법정 전염병 중 기후변화와 관련성이 낮은 부분의 법정전염병은 유행

성 이하선염을 제외하고 부분 감소추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IPCC 보고서 등 

국제연구를 통해 기후변화와의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모기나 쥐와 같은 매

개동물에 의한 질병이나 수인성 질병들인 말라리아, 세균성이질, 산증후군출혈열, 렙토스피

라증, 발진열, 뎅기열, 리슈마니아증, 비브리오 패혈증 등은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90년  10년 동안 기후변화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는 전염병 중 말라리

아 환자가 총 13,91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세균성 이질, 쯔쯔가무시증의 순이

었다. 2001년의 경우는 쯔쯔가무시증이 1년 동안 2,638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자수를 기록

하였고, 다음이 말라리아, 세균성이질의 순이었다. 

⑤ 기후시스템은 단기적으로 회복이나 조절이 불가능한 만큼, 변화하고 있는 기후에 환경이 

적응할 수 있는 적응전략의 수립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특히 지역별 또는 인구집단별 조사

를 통해 민감집단 및 취약집단을 파악하고 이에 한 집중적 관리방안을 수립하거나 예측

모델을 개발하여 사전예보, 사후 비책을 미리 교육하는 것 등은 막 한 투자비용 없이 가

장 효율적으로 기후변화 문제에 처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예상보다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이 다양한 분야에서 일관성 있게 나타나고 

있고 그러한 영향의 크기 역시 예상보다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올해 매미와 같은 한번

의 태풍으로 인해 막 한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런 자연재해는 비책에 따라 그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 마찬가지로 다른 분야의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 역시 체계적으로 

응하면 많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기후변화로 인한 직․간접 영향의 인과관계를 확실하게 규명하고 변화를 지속적

으로 감시하며 국가적인 적응방안을 수립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한 관련 연구의 수행과 자료

의 관리 등은 정책적으로 매우 시급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8. 환경무역협상
연 구 사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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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환경친화성 제고방안

강상인 기본연구

연구배경 및 목적
환경과 무역연계에 관한 통합적 접근은 무역자유화가 지방(local), 국가(national), 지역

(regional), 지구(global) 환경에 어떠한 파급효과를 가져오는가 또는 환경정책 및 규제가 국제무

역 특히 개도국 및 최빈국의 선진국 시장접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인가에 관한 의문에서 출

발하며, 환경과 무역의 연계문제를 다루는 국제통상협상의 주요 쟁점을 구성한다.

지난 2003년 9월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제5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도하개발

아젠다(DDA) 무역자유화협상과 관련된 주요 쟁점에 한 중간평가는 예상된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다자간 무역자유화 협상에 상당한 난항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다자간 자유

무역협상의 중요한 보완수단으로 인식되어온 양자 혹은 지역국가간의 자유무역협정(FTA)에 

한 관심이 크게 두되고 있다.

지역,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은 상품 혹은 서비스부문의 교역자유화는 물론 직접투자, 무역원활

화, 인력이동 등 보다 심화된 교역장벽제거를 통해 협정 당사국간의 경제통합정도를 높일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각 국이 독자적인 국내 환경정책목표달성을 위해 설정한 환경규제 기준 

및 정책의 차이는 종종 국가 간 교역에 상당한 실질적 교역장벽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환경규범, 규제기준 및 환경정책협력의 강화를 통한 교역장벽해소는 주요한 지역자유무역

협정의 구성요소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협상 혹은 환경부문을 담당하는 정부부처를 

중심으로 진행중인 자유무역협정 논의과정에서 적절한 환경성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국가간 교역확  및 경제통합의 진전은 당사국 국가경제의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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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자원이용의 변화에 따라 상당한 환경파급효과를 유발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자원고갈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환경파급효과를 정확히 예측

하고 부정적 환경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안을 모색하며,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비용 효과

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환경기술 혹은 환경정책부문의 협력수요를 발굴하는 정성 및 정량적 

분석체계수립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이에 따라 자유무역협정과 환경이슈에 한 이상의 개괄적 논의와 자유무역협정 확

정책에 한 우리나라의 적극적 응입장을 고려할 때, 자유무역협정의 환경파급효과에 한 

정성 및 정량분석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정태적 분석모형을 개발․활용토록 함으로써 향후 정부

가 추진할 자유무역협정의 부정적인 환경파급효과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자유무역협정의 환경친

화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적절한 응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

였다.

연구내용
자유무역협정의 환경성 평가는 무역협상과 함께 시작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평가에는 협상의 

초기단계에서 예측 가능한 환경성 평가결과와 함께 협정이 가져올 부정적인 환경효과에 한 

응조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 실무자가 자유무역협정의 협상과정

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단계별 협상을 통해 진행되는 자유무역협정의 각 협상단계를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얻어지는 협상정보를 환경영향평가에 통합하는 장점을 가져다 준다.

최근 관심을 모으는 전략적 환경영향평가를 무역자유화의 환경성 평가에 적용할 경우, 충분한 

정보를 구비한 협상자,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등 다양한 관리기관의 참여, 전문가, 환경관련 

NGOs, 시민과 경영단체의 참여가 특히 중요해진다. 환경적 측면의 정보를 공유한 전문가, 환경

단체, 시민, 경영단체 등과 다양한 영역의 참여는 이들이 가진 양자무역 및 환경과 관련된 정보

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며, 평가의 각 단계에서 일반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을 제공한다.

자유무역협정의 환경성 평가는 경제성 평가와 연계되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유무역

협정에 따른 무역자유화가 재화와 서비스의 교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관세의 철폐나 저

감은 물론 비관세장벽의 감소를 의미하며, 무역자유화의 환경영향 또한 이러한 경제적 교역여건

의 변화로 인한 무역흐름의 변화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환경성 평가와 경제성 평가는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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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자유화의 환경영향에 한 정량적 분석절차는 먼저,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제거 혹은 감

축으로 인한 생산활동의 변화와 재화 및 서비스 교역량의 변화를 파악하고, 다음으로 생산활동의 

변화에 따라 재화와 서비스의 소비가 증가한 경우 예상되는 환경적 위험에 한 평가를 진행하

며, 마지막으로 환경적 위험을 저감하는 충분한 정책 안에 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순서로 구성

된다.

무역협정형태의 무역자유화는 분석에 사용된 모형의 경제변수들을 통해 표현될 수 있으며, 이

들 경제변수들의 상호관계에 한 정량분석을 통해 환경․경제적 파급효과가 계량화된다. 따라서 

교역당사국간의 자유교역에 따른 환경파급효과 추정작업에는 먼저 교역에 따른 재화와 용역의 

흐름은 교역당사국의 비교우위구조에 의해 결정되고 교역방향에 따라 당사국내 산업생산구조의 

변화가 유발되는 경제적 분석이 선행된다.

이어 이 같은 생산활동의 변화에 따른 환경적 외부성(externality)을 추정하는데, 생산구조의 

변화가 유발하는 환경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산업별 환경오염유발강도에 한 추정이 선행되고 

이는 국내경제를 상으로 특정 산업의 생산활동과 관련된 환경적 외부효과를 검증하는 작업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유무역협정의 환경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추정하기 위한 분석모형으

로 세계무역분석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미국과 호주의 연구팀이 구축한 GTAP-CGE 모형을 이

용하였다.

한․일의 교역구조를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의 일 수출은 경･중공업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데 반해 수입은 중공업 및 형 장비산업 등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외교

역에서 일본에 한 수출비중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수입은 지속적으로 유지 및 확 되고, 

특정부문에 편중되어 있어서 심각한 무역불균형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한․일 FTA 모형을 통해 자유무역의 기부문 환경오염유발효과를 분석해 본 결과, 한․일 

자유무역협정의 환경오염유발효과는 거시경제적 파급효과에 비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과정에서 양국의 교역구조가 상이하고, 환경오염물질의 배출량에서도 산업별로 차이가 있으며, 

잠재적 오염처리비용 또한 오염물질별, 산업별로 다르므로 자유무역의 환경오염유발효과 예측에 

상당한 주의가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자유무역은 당사국의 교역조건 및 산업구조 변화여부에 

따라 특정 산업에 환경오염을 편중시킬 수 있으며, 환경오염비용부담에 있어서도 상당한 산업별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완전경쟁모형을 가정하여 정태비교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규모의 경제 및 자본

축적효과 등은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기준년의 기술수준에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였으며, 모형에 

적용한 환경오염유발모듈은 경제적 효과와 외생적으로 결합된 형태이다. 따라서 경제부문과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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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피드백 및 성장효과를 파악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으며, 또한 통계자료 및 산업분류상의 제약

으로 모든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지 못하고 주요 기오염물질에 한정하

여 분석하였다.

이 같은 제약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자유무역협정의 환경파급효과를 추정하는데 있어 다지

역 다재화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산업별 경제적 파급효과에 연계된 환경파급효과를 정량분석

하고, 단위 환경오염처리비용을 토 로 환경오염 유발효과의 경제적 추가비용을 추정하였다는 성

과를 얻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일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의 환경파급효과를 다룸에 있

어 일본의 환경파급효과 부문은 고려하지 않았으며, 이에 한 분석은 모형의 보완에 관한 연구

와 함께 다음 과제로 남겨두었다.

주요 연구결과
무역자유화의 환경파급효과를 검토하는데 있어서 무역과 환경에 한 통합적 접근을 장려하는 

OECD등 국제기구들의 권고가 나온 이래로 다양한 조사연구 및 분석기법이 소개되었고, 본 연구

원에서도 평가사례에 한 비교검토 및 조사연구를 지속해 왔으며, 지난 7월에는 DDA 무역자유

화 협상시나리오에 따른 경제구조변화 및 환경파급효과를 정량분석하는 작업을 실시한 바 있다.

WTO 차원의 협정과 양자 혹은 지역단위의 FTA는 상 및 시기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

다. 즉 장기적인 협상절차를 통해 많은 국가의 이해관계 수렴을 요하는 다자 및 뉴라운드 협상과 

달리 FTA는 양국의 공동연구를 거쳐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교섭논의 후 체결될 가능성이 있어 

그 파급효과가 급속히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동북아 및 아․태지역의 

무역자유화 논의는 기존 북미협정 등과 달리 무역자유화의 환경파급효과에 한 고려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의 환경성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자유무역 협정에 따른 환경파급효과를 분석한 첫 연구에 해당한다.

본 연구는 FTA의 경제효과와 환경파급효과를 동시에 비교한 첫 정량분석시도였다는 점, 그리

고 산업별, 오염물질별 오염배출계수 및 단위오염처리비용의 차이를 고려한 가운데 전체적인 환

경오염파급효과와 관련 환경오염 비용을 추정하는 방법론을 구축했다는 것이 주요한 연구성과로 

꼽힐 수 있다.

향후 더욱 정교하고 객관적인 정량분석을 위해 앞서 밝힌 자체적 보완사항 외에 현재 공동작

업으로 진행중인 환경경제통합계정 구축작업이 필수적이다. 환경경제통합계정은 경제부문과 환경

을 포괄한 상호연관관계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자료가 구축될수록 파급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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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예측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적인 개선사항과 함께 앞으로 진행되는 FTA의 교섭상

황에 따른 다양한 협상시나리오별 분석이 이루어져 자유무역협정의 환경파급효과와 관련된 정책

응을 위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제공될 수 있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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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시장개방의 환경영향과 정책제언

김광임 기본연구

연구배경 및 목적
우루과이라운드협상(UR) 및 WTO 협상 등 국제 무역자유화 추세에 따라 국내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면서 국내 쌀이나 축산물은 가격경쟁력이 크게 떨어져 생산량과 생산액이 급감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이는 논 농업 생산의 감소와 논 면적의 감소로 연결될 것으로 본다.

논이나 밭 면적의 감소는 농촌지역 토지이용 구조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농촌지역 토지이

용구조의 변화는 곧 자연환경이나 녹지의 변화 등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농업생

산활동의 축소가 환경 관리 측면에 가져오는 긍적적 영향은 농업 생산이 줄어들면서 오염물질의 

배출이 감소하고 환경 부하나 관리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산물 시장 개방이후 환경적 측면의 기회와 위협 요인을 파악하고 정

책 제언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농업분야의 선행연구는 농산물 시장개방과 관련된 국제 협상에 

한 연구가 부분은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농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연구내용
우루과이라운드협상(UR) 및 WTO/DDA 협상 등 국제 무역자유화 추세에 따라 농산물 시장 개

방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농산물의 무역 거래량이 증가할 것이지만 국제경쟁력이 낮은 

국내 농업에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WTO/DDA협상과 2004년 쌀재협상에서 

시장개방이 확 되면 국내 농업생산 중 쌀 농사 부문은 가격경쟁력이 크게 떨어져 생산량과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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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액이 급감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이는 쌀산업의 위축과 논 면적의 감소로 연결될 것으로 

본다.

농산물시장 개방에 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후 전국적으로 논면적 변화 추이를 보면 

1993년부터 2002년까지 10여년 동안 12.3% 감소했으며, 광역시도별로는 서울, 전, 경기, 경

남지역이 26~35% 수준의 높은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논 면적의 연간 변화율을 보면 1994~ 

1996년 동안 각각 전년 비 2.4%, 4.8%, 2.5% 감소하여 3년간 감소율이 가장 높다. 밭 경지면

적은 10여년 동안(1993~2000년) 전국적으로 4.3% 감소했으며 광주가 22.3%로 가장 많이 감소

한 지역이다. 밭면적은 1996년 이후 해마다 1% 수준에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밭면적 감소율

은 시도별로 보면 광주 22.3%, 충남 13.8%, 경남 12.7%, 전 11.2%, 강원 9.7%, 경기 9.6%

의 순으로 시도별로 논, 밭면적 감소율이 높은 지역은 전, 경기, 경남지역이다. 농산물 시장 개

방이후 농업부문의 변화는 농업인구와 농가수 감소, 농지면적 감소, 농업소득 감소 등이다. 이에 

따른 환경오염문제는 농약과 비료 소비량 감소, 농업용수 소비량 감소, 폐기물발생량, 토지이용

변화와 도시화 증가로 요약할 수 있다. 

주요 연구결과
농촌지역의 표오염물질 변수를 선택해서 농업변수와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

음과 같다. 

1) 비료 소비와 상관성

농업부문에서 비료 소비량이 1990년  후반 감소하고 있는 데 이와 같은 추세에 농산물시장

개방과 농가수, 논면적, 밭면적의 감소 등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료소비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논 면적이나 밭 면적은 비료 소비 감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고, 신뢰성도 떨어졌다. 반면에 농가수의 영향은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둘째, 시장개방 변수는 통계적 신뢰도가 낮았다. 

즉, 농산물 시장개방 자체가 비료소비의 감소에 중요한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비료소비량은 논농사나 밭농사 면적 감소 그리고 시장개방에 의해 크게 영향받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우리의 상식적인 판단, 즉 농업생산감소가 비료소비를 줄이고 농업활

동으로 인한 수질오염부하를 줄일 것이라는 판단을 지지하지 못한다. 농업생산이 감소해도 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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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는 상 적으로 줄지 않고, 수질오염에 한 부하도 크게 줄지 않을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2) 폐기물 발생과의 상관성

농업활동의 축소에 따른 폐기물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 논면적이나 밭면적 감소와 

폐기물 발생간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밭면적이나 논면적, 논ㆍ밭면적이 생활폐기물 발생량에 

正(+)의 관계를 가지며 통계적 유의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밭면적이 논면적보다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나 밭농사활동이 농촌쓰레기 발생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3) 도시화에 미치는 영향

도시화 정도에 미치는 논면적, 농가 수, 시간변수 등의 영향을 분석하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도시화율 증가 효과를 제외하더라도 논면적이나 농가 수의 감소는 도시화율 증가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면적이나 농가 수 변수의 사인이 負(-)를 나타내고 이들 변수의 신뢰도가 높아 논면적이나 

농가 수가 감소하면서 도시화율은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농촌지역 논 면적의 

감소를 통해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농가 수의 감소도 

도시화율을 증가시키는 변수로 신뢰도가 높아 농촌지역 가구수의 감소는 곧 도시 가구로 전환되

는 것을 알 수 있다.

농가 수, 논 면적이 도시화율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볼 때 농업생산활동으로 인한 오염

이 도시 생활형 오염으로 형태가 바뀌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경지 면적에 미치는 영향

농산물 시장개방이 1995년 UR 협상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므로 농업생산과 토지이용패

턴에는 1996년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이고 1996년 이후를 개방효과를 보기위한 더미변

수로 처리했다. 그리고 시간변수는 시간의 변화에 따른 농경지면적 변화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추가했다. 

시장개방 더미변수가 논 면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사인이 負(-)로서 10%수준에서 신뢰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밭 면적 변화는 시장개방 더미변수의 영향이 통계적 신뢰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산물 시장개방은 밭면적 보다는 논 면적이 큰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농산물 시장개방이 논면적 감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때 환경적 측면에서의 

직접적인 영향은 농업용수 소비량 감소, 농촌자연경관이 변화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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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위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환경 정책적 의미와 기 효과를 제언 하면 다음과 같다. 

1) 오염물질 발생과 관리 측면의 환경 정책 방안

첫째, 농업부문 비점오염원으로 인한 수질오염 책 수립 시에 농업 발전전망과 농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반영해야 한다. 즉, 논농사로 인한 오염보다는 밭농사로 인한 오염물질의 발생과 관

리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밭농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오염물질 배출 현황에 한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환경친화농업을 육성하면서 비료와 농약소비를 감소시키고 유기농법의 

사용을 확 하고 있는데, 이는 수질오염부하 측면에서 부유물질이나 BOD 부하는 증가하는 것으

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

둘째,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지역별 시설 수요에 한 재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향후 축산업 

발전전망을 고려하여 시설 수요가 추정되어야 한다. 특히 수도권 인근 지역이나 도농복합지역중 

도시형 토지이용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는 축산업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변화가 축

산폐수나 생활하수 처리시설수요에 반영되어야 한다.

셋째,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과거에는 농촌형(농업활동)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이 주요 이슈였으

나, 도시 근교 농촌이나 도농 복합지역은 도시형 오염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이에 한 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2) 자원이용측면의 환경 정책 방안

첫째, 농업용수 소비 수요를 재검토하고 시설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농업용수의 소비가 현재

보다는 크게 감소할 것으로 생각되며 현재 농업용수 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저수지나 지하수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수요가 감소되는 지역에 한 파악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지하수 소비

수요도 줄 것으로 보이는데, 논농사의 감소로 사용되던 지하수 공이 그 로 방치되거나 허술하게 

관리되지 않도록 책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도시화에 따른 환경친화적 농촌 토지이용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농산물시장 개방과 함

께 많은 농지가 타 용도로 개발되는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그런데 농지의 타 용도 전환은 상당

한 개발 이익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농촌 자연경관의 파괴, 녹지면적의 감소, 농촌의 

자연경관의 훼손에 따른 무형의 가치인 어매니티 감소, 환경 파괴가 우려된다. 농촌 토지이용계

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농경지 또는 농업활동이 주는 환경적 가치를 감안하여 토지이용계획이 수

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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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친환경 농업 정책과 환경정책의 연계성 강화

첫째, 경제적 수익성 위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농업생산활동이 경제적 수익성과 환경적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의사결정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둘째, 농업생산에 있어서 환경비용이 무시되어 왔는데, 환경비용을 농업생산비용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농림부에서 친환경 농업육성 책으로 농약이나 화학비료의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농산

물 생산을 촉진하는 것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친환경농업의 개념과 범위를 확 하는 것이 필

요하다. 즉 생태보전형 농업 활동, 농업 활동과 토양 보전이나 자연환경보전정책과 연계한 농업

활동을 장려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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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개발아젠다 환경 파급효과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강상인 수탁연구

연구배경 및 목적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sation) 제4차 각료회

의는 21세기의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를 정립하기 위한 다자통상협상의 공식의제로 도하개발아젠

다(Doha Development Agenda)를 채택하였다. 지난 1998년 5월 제네바에서 열린 제2차 WTO

각료회의에서 그동안 뉴라운드(New Round)로 불려온 UR 후속 다자통상협상에 관한 논의를 개

시한 지 3년 반만의 일이다.

이번 협상은 몇 가지 측면에서 전후 브레튼우즈체제에서 진행된 모두 8차례의 무역협상과 다

른 성격을 갖고 있다. 이전 협상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철폐, 통상규범, 서비스, 지적재산권, 

통상분쟁해결절차 등과 같은 자유무역의 확 를 다룬데 반해 이번 협상은 환경, 공중보건, 개도

국 빈곤, 지속가능 발전 문제와 같은 전통적인 통상영역 밖의 문제들을 협상의제로 설정하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그간의 협상을 통해 무역장벽을 제거하고 교역증 를 통한 세계경제 성장을 

이룩한 것은 사실이나, 자원 고갈, 부의 편재, 환경 및 위생여건의 악화 문제 등은 여전히 해결

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으며, 이들이 다시 세계경제의 지속성장을 저해하는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는데 한 국제사회의 공동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국제적 공감

의 이면에는 여전히 국가적 이해타산에 따른 회원국간 이견과 갈등이 존재한다. 특히 환경의제

에 한 협상여부를 둘러 싼 선진국과 개도국의 립, 심지어 선진국 내부의 이견은 지난 뉴라운

드 출범을 목표로 했던 1999년의 제3차 WTO각료회의를 무산시킬 정도로 심각한 양상을 보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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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은 관세를 비롯한 비관세장벽의 감축을 포함하는 새로운 무역규범의 수립

뿐만 아니라 환경협정(MEA)과 WTO 자유무역규범의 관계, 환경상품 및 서비스시장 개방, 환경

정책과 통상정책의 상호효과에 한 검토, 생물다양성 보호 및 환경목적의 라벨링 등과 같은 환

경․무역 연계문제에 한 새로운 규범형성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외 지향적인 고도성장의 

정점에선 우리나라의 환경통상정책에 상당한 방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본고는 도하개발아젠다로 불리는 WTO 제4차 각료회의 각료선언 제6조에 강조된 바에 따라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에 따른 무역 자유화가 국내 환경오염 배출량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

고, 자유무역 확 를 통한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환경정책 측면의 시사점

을 도출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연구내용
본 보고서에서는 먼저 도하개발아젠다의 환경의제 논의동향을 살펴보고, 응연구의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환경의제는 크게 WTO내 무역환경위원회(CTE)가 총괄하는 협상의제와 CTE정례회

의에서 논의되는 검토의제로 나뉘어 진다. 협상의제의 논의 상은 첫째, WTO와 MEAs 간 관

계정립 논의에 한 의제와 둘째, 쟁점사항인 추가적 관세인하 상이 될 환경친화상품 포함여부 

등에 한 환경상품협상, 셋째 교역상 국에 해 시장개방요구서 작성을 진행하고 있는 환경서

비스 협상 등이 있다. 검토의제로 논의되는 것은 첫째 환경규제조치의 시장접근 제약효과 및 무

역왜곡조치제거의 환경효과에 한 논의와 둘째, TRIPS 협정의 환경측면에 한 논의, 셋째 우

리나라의 공산품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되는 환경목적의 라벨링에 한 논의 등이 있다. 이

러한 도하개발아젠다의 환경협상 논의동향에 해 본 보고서에서는 무역자유화의 환경성평가에 

관한 1차 연구결과를 토 로, 정량분석 모형을 이용한 도하라운드의 환경파급효과 예측연구 필

요성을 제기한다. 구체적 연구주제 선정과 관련해서는 도하개발아젠다 전문 제6조에 강조된 무

역자유화의 환경성에 관한 회원국의 자발적 평가노력과 무역환경위원회에서 다뤄 온 무역자유화

의 환경파급 효과에 관한 “의제 6-b: 무역왜곡조치 제거의 환경편익”, 도하개발아젠다 제32조에 

명시된 무역왜곡조치 제거의 무역, 환경, 성장효과에 한 검토의제 1이 고려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불변시장점유율분석(CMSA: Constant Market Share Analysis)을 통해 한국과 

주요 수출국간의 경쟁력효과를 살펴보았으며, 국제무역과 관련하여 오염물질의 총량적 파급효과

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CGE모형을 이용하였다. 

CMSA분석결과 우리나라는 경쟁력효과가 가장 컸고 기타 상품구성 및 시장효과도 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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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 반면, 미국, 일본, 중국의 경우 시장구성효과가, ASEAN의 경우 상품구성효과가 음(-)의 

효과를 보였다. 중국은 상품구성효과도 음(-)의 값이나, 경쟁력 우위를 바탕으로 가장 높은 성장

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CGE모형을 이용한 정량분석을 위해 우선 기존의 연구결과를 활용한 무역자유화의 환경효과를 

측정해 보았다. 도하협상에서 예상되는 기존의 6가지 관세인하 시나리오를 적용해 경제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최낙균(KIEP, 2000)의 연구를 활용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협

상 시나리오 2(스위스식 공식적용방식1)와 5(미국방식)가 다른 시나리오에 비해 가장 큰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적 파급효과를 제조업 부문별로 분해하고 여

기에 제조업 부문별․매체별( 기, 수질, 폐기물) 오염유발계수와 오염단위당 처리비용을 적용하

여 시나리오별로 추정한 결과 무역자유화 시나리오별로 서로 다른 환경파급효과가 나타나며, 각 

시나리오의 매체별 파급효과도 상 적인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즉, 소득증가 효과가 큰 

협상시나리오 일수록 그 환경적 비용도 커지나, 그 역관계는 일관성을 갖지 않음을 알 수 있으

며, 이는 각 무역자유화 시나리오가 경제전체의 생산량은 물론 산업별 생산구조를 변화시키기 때

문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환경적 비효율성은 시나리오 2와 같이 소득증  효과가 작으면서 단위 

소득증가 당 환경오염유발 탄력성이 높은 협상시나리오를 식별할 수 있다. 시나리오 4(EU방식)

의 경우 환경적 관점에서는 가장 선호될 수 있으나, 협상에 따른 소득증가도 가장 작게 나타난다

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연산일반균형 모형에 기초한 자유무역의 환경오염 

유발효과에 한 분석이 환경성을 고려한 외협상 시나리오의 우선 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유

용한 정량분석 지표를 제공한다는 점을 확인해 준다.

위의 시나리오별 분석과 함께 본 연구에서는 경제구조의 특성을 반영하는 CGE모형을 적용하

여 정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완전경쟁하에 관세와 수출보조금을 인하하는 경우(pc_DDA), 불

완전경쟁하에 인하하는 경우(ic_DDA), 불완전경쟁과 저축율이 일정할 때(ic_CA1_DDA), 불완전 

경쟁이고 저축율이 내생적일때(ic_CA2_DDA) 등으로 나누어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경제적 

파급효과는 완전경쟁일 경우 가장 변화가 적었으며, 자본축적을 내생화한 경우 그 변화폭과 성장

에서 효과가 컸다. 그러나 석탄, 자동차 및 부문품 등의 산업에서는 다른 모형들과 상이한 결과

를 나타냈으며, 선박, 항공기 및 수송장비의 경우 불완전 경쟁일 경우 산출이 가장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동차 및 부문품 산업은 완전경쟁하에서 우리나라의 주요 무역흑자 산업

이고 생산량도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불완전 경쟁과 저축률을 내생화한 모형에

서는 상당한 무역적자 및 수입 산업으로 전환되었다. 반면 기타국, 특히 일본의 자동차 및 부문

품 산업과 선박 항공기 및 수송장비 산업은 완전경쟁의 경우보다 상당히 큰 폭으로 생산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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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H: 2.99%→54.71%, OTN: 5.85%→139.97%)하였다. 완전경쟁구조에서 우리나라 및 EU의 

생산증가 산업이 불완전 경쟁구조에서 생산 감소로 나타났고, 기타국도 생산감소를 보였다. 자동

차 및 부문품 산업은 국내재와 수입재간 체 탄력성이 높으므로 국내가격이 상 적으로 증가할 

경우 상당한 수입재로의 체가 이루어진다. 불완전 경쟁구조에서 가격은 규모가 큰 산업이 비용 

효율적이므로 우리나라 산업에 비해 비교우위인 경우, 규모가 큰 경우 등은 상 가격 하락으로 

수입증가가 예상된다. 일본의 산업구조에서 자동차 및 부품산업, 수송장비 산업이 상 적으로 특

화되어 있으며 규모 산업의 비용 효율적인 측면이 반영되어 무역자유화의 효과가 상당한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산업부문은 불완전경쟁과 완전경쟁의 경우를 빼고는 

모형간 차이가 심하지 않으며, 다만 전체적인 성장규모가 완전경쟁보다 여타 모형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살펴봐도 완전경쟁하의 모형보다 불완전 경쟁하의 자본축적모형

(ic_CA2_DDA)이 변화폭이 크며 산업별 파급효과도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본 모형은 환경파급효과를 기오염물질로 한정하여 추정하였다. 부분의 모형에서 배출량 

변화보다 환경비용의 증가율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는 오염물질 배출계수가 큰 산업

의 생산증가율보다 단위환경비용이 큰 산업의 생산이 더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표9에서 우리나라는 섬유산업의 생산이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상 적으로 농림 수산업 및 비철

금속제품의 산업은 적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매체별 오염물질 단위처리비용은 섬유산업에 비해 

농림수산업이 크며, 특히 비철금속의 Nox 단위처리비용은 섬유 및 의복산업의 약 4배정도 크기 

때문에 처리비용증가효과가 배출량보다 크게 나타났다. 또한 Nox의 환경비용 변화는 여타 물질 

및 모형변화와 조금씩 결과를 달리하고 있는데 불완전 경쟁이며 자본축적을 외생화, 내생화 시킨 

모형일 때 오히려 배출량보다 비용증가효과가 작게 나타났다. Nox의 단위처리비용은 석탄, 비철

금속제품, 전기․전자제품, 농림수산, 식료품, 섬유 및 의복 순인데, 처리비용이 가장 높은 석탄

은 절 적 산출액이 타 산업에 비해 턱없이 적고, 배출계수가 높은 전력의 생산액 절 치증가가 

여타 고 처리비용 산업에 비해 컸으므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 끝으로 모형별 총 환경비용변

화를 살펴보면, 불완전경쟁하에 자본축적 모형이 DDA협상 결과 가장 높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 경제모형의 예측과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DDA 협상시 경제적 

성과가 클수록 환경비용도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경제구조적 분석에

서 나타나듯이 불완전경쟁을 가정한 모형의 경우 우리나라는 규모의 모수(Scale parameters)가 

큰 산업의 성장이 타국과 비교해 크게 나타났고 이러한 산업은 에너지 산업 등 단위처리비용이 

큰 산업이다. 석탄, 원유 등 규모의 모수가 가장 큰 에너지원은 국내생산이 상 적으로 거의 미

미한 편이라 환경비용 증가에 기여도가 높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수입원자재가 투입되는 여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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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산업(철강, 자동차, 전력, 화학 등)부문은 배출량 증가와 함께 비용도 증가하는 등 산업간 

환경비용의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결론
본고의 연구주제와 직접 관련하여 2001년 11월로 예정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뉴라운드

를 출범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WTO 일반이사회 및 산하 위원회를 중심으로 집중되던 

2000년에서 2001년에 이르는 시기에 뉴라운드로 초래될 자유무역의 확 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기초한 환경 응정책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자유무역을 통한 경제

성장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달성하는데 필수적 요소로 등장한 무역자유화의 환경성 평가기법과 

관련 연구사례에 한 조사연구가 진행되었다.

무역자유화의 환경성 평가에 관한 OECD, UNEP 등에서의 국제 논의동향과 환경성 분석기법

에 한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한 동 연구에서는, 미국, 인도, 중국 등 무역자유화의 환경성 평가

사례에 한 비교분석과 우리나라 외 교역구조 환경친화성에 한 시계열 검토가 이루어졌으

며, 후속 연구과제로 UR에 이어 진행될 무역자유화협상과 양자 및 지역적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가져 올 환경파급 효과에 한 조사분석 기법에 한 조사분석과 실증연구 사례에 한 

비교검토 결과를 토 로 우리나라를 상으로 일반연산균형모형(CGE)을 이용한 무역자유화의 

환경성 평가작업과 무역자유화의 환경성 평가제 도입방안 마련 등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무역자유화의 환경성 평가에 관한 1차 연구결과를 토 로 우리나라를 상으로 일

반연산균형모형(CGE)을 이용한 무역자유화의 환경성 평가작업이며, 도하개발아젠다(DDA) 전문 

제6조에 강조된 자유무역의 환경파급 효과에 한 개별국가 차원의 평가노력과 환경관련 검토의

제 1에 해당하는 무역왜곡조치 제거의 환경적 편익에 한 논의가 오는 9월 개최될 칸쿤 각료회

의를 계기로 협상차원으로 발전할 가능성에 비한 선제적 조사연구로 볼 수 있다.

연구주제 선정에는 도하개발아젠다 전문 제6조에 강조된 무역자유화의 환경성에 관한 회원국 

자발적 평가노력과 무역환경위원회에서 다뤄 온 무역자유화의 환경파급 효과에 관한 “의제 6-b: 

무역왜곡조치 제거의 환경편익”, 도하개발아젠다 제32조에 명시된 무역왜곡조치 제거의 무역, 환

경, 성장효과에 한 검토의제 1이 고려되었다.

본고에 이용된 정량분석 방법의 수용은 그동안 도하개발아젠다의 환경파급효과에 한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의 정량적 연구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 정부의 외 협상 및 국내 이행 

책 수립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였으며, 일반균형이론을 배경으로 한 정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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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모형을 이용하여 도하라운드의 환경파급효과를 추정하고 그 환경 정책적 함의를 검토해 보는 

것을 주된 연구내용으로 설정하였다. 일반균형이론에 기초한 정량분석 모형을 택한 분석방법론은 

지난 1999년 자유무역의 환경성평가 기법에 관한 OECD 워크샵에서 자유무역의 확 가 국가경

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데 특히 유용한 분석방법론으로 부각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GTAP DB를 활용한 CGE모형을 구축하여 무역자유화의 환경파급효과를 측정

하였다. 모형구축에 앞서 무역자유화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측정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환경파급

효과를 시산해 보았다. 그 결과 무역협상 시나리오별 경제적 효과와 비교해 환경효과는 협상 시

나리오별 산업별로 차이가 나타났고 그 이유로 오염물질 배출구조(배출계수) 및 오염물질별 처리

비용 구조가 산업별로 상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에 적용한 환경모듈은 경제모형의 결과를 활용하여 외생적으로 결합된 형태이다. 즉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산업분류와 부합되도록 오염물질 배출계수 및 처리비용을 재 추정하였고, 무역

자유화의 효과로부터 도출된 국내산업의 생산액 변화에 따른 배출량과 처리비용을 예측해보았다. 

본 연구에 활용한 CGE모형은 기존의 완전균형모형과 규모의 경제를 반영하기 위한 불완전 경제

모형, 그리고 저축률을 내생화한 자본축적 모형이다. 시뮬레이션 결과 불완전 경쟁 및 자본축적

을 내생화할 경우 기존의 완전경제를 가정한 모형에 비해 경제적 성장이 컸으며, 그에 따른 환경

파급효과도 크게 나타났다. 또한 오염매체별, 산업별 비용 변화가 상이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CGE모형은 무역자유화로 인한 환경파급효과 추정을 연계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며, 향후 예상 DDA시나리오를 적용하여 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계산해 볼 수 있

음을 알 수 있다. 본 모형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모든 환경효과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경제부문과

의 내생적 연관관계가 고려되지 않았으므로 유연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산업별 전체적

인 비용예측을 하여 정량적 가이드를 제공할 수 있으며 아래의 사항들을 보완해 나간다면 향후 

협상 책에의 활용 및 환경예산수요 예측에 정량적 토 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기존의 환경오염물질 처리비용 자료를 활용한 비용계산의 어려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시범편제의 처리비용 결과는 상이한 산업별로 통폐합되어 있는데 산업부문

을 점차 확 시켜 추정해 갈 필요가 있다. 또한 오염매체 별로도 각기 다른 추정방법이 존재하므

로, 보다 정확한 배출량 추정방법을 모형에 추가하여 세부오염물질에 정확한 추정을 할 필요가 

있다. 본 모형에서 활용한 배출계수 자료를 업데이트 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하는데 좀

더 I-O산업에 적합하도록 세분화할 필요가 있으며, 환경오염과 관련이 깊은 에너지 관련산업의 

배출계수를 추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더하여 배출계수는 기술수준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새로운 기술발전을 고려하여 재 추정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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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의 경제모형은 불완전 경쟁인 경우와 자본축적을 내생화하여 각기 파급효과를 측정해 보

았다. 그러나 DDA예상 협상 시나리오 활용이 미미하였고 경제모형별 시뮬레이션에 치중하였기

에 앞으로 무역협상 전개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 적용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료의 한계성 등으로 환경과 경제부문의 상호연관관계를 내생화 하지 못한 점은 환경파

급효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검토하기 위해 앞으로 꾸준히 연구되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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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도하개발아젠다 환경서비스시장 양허방안 연구

강상인 수탁연구

연구배경 및 목적
2000년 1월 이후 우르과이라운드 후속 협상일정(Built In Agenda)에 따라 환경서비스 시장의 

추가적 개방에 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2001년 11월 말 개최된 WTO 제4차 각료회의에 이

어 2002년 3월 제네바에서 열린 무역환경위원회(CTE) 특별회의는 도하개발아젠다의 환경관련 

협상의제로 두된 환경상품 및 환경서비스 시장개방에 한 협상을 DDA 상의 소관 협상그룹인 

시장접근협상그룹과 서비스협상그룹에 일임한다는데 합의하였으며, 계속된 서비스 협상을 통해 

각국의 협상제안서의 제출과, 그에 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협상일정에 따라 2003년 3월로 예정된 시장개방제안서 작성과 제출된 시장

개방요구서에 한 분석이 필요하며, 제출된 시장개방요구서를 중심으로 전개될 양자 및 다자간 

환경서비스 협상 책 수립․시행을 위한 조사연구가 절실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WTO 도하

개발아젠다 협상 관련 우리나라에 한 환경서비스시장 개방요구서를 분석하고 정부의 응입장

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연구내용
보고서는 크게 우리나라가 접수한 양허요청서 내용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환경분야에 한 

내․외적 여건을 검토해 보았다. 우리나라는 2002년 12월 현재 24개국으로부터 양허요청서를 

접수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서비스 전분야에 적용되는 수평적 제한사항에 있어서 주식취득, 토지취득, 최저 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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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지사설립제한 등 주로 기존 우리 양허표에 나타난 제한 사항 철폐를 요구하였으며, 인력이동

(M4) 분야에서의 양허 확 도 포함되었다. 다음으로 사업서비스 부문에서는 전문직 서비스 중 

법률 분야에서 다수 국가가 본국법, 제3국법, 국제법 분야의 개방이 요구되었으며, 회계, 세무, 

건축사 등 기타 전문직을 포함하여, R&D, 부동산, 컴퓨터, 경영컨설팅, 시험ㆍ분석,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서비스 개방이 포함되었다.

개별 서비스 분야에 한 개방요구에 있어서, 보건․의료 서비스의 경우에는 중국으로부터 한

방 및 치과를 포함한 전 분야에서 개방이 요구되었으며, 특히, 한방에 해서는 교육분야에 한 

개방이 병행 요구되었다. 시청각 서비스 부문에서는 스크린쿼터와 연계되어 국내적으로 민감한 

영화상영(projection) 분야의 개방 요구가 눈길을 끌었고, 교육 서비스에 해서는 다수 국가가 

고등교육 이상의 분야에서 개방을 요구하였으나, 일부 국가는 중등교육 분야까지의 양허 상 확

를 요구하였다. 기타 건설, 환경, 관광, 유통, 통신 서비스 부문에서도 기존 양허표 상의 양허

상을 확 할 것과 관련 제한의 철폐에 한 요구가 있었다. 농․어․임업관련 서비스 부분에서

는 뉴질랜드와 놀웨이 등이 동 분야에 연관된 서비스 개방이 요구되었으며, 금융 서비스 부문에

서는 양허 상 확  및 기존 제한 철폐를 포함하여 우리나라에서 유지되고 있는 다수의 건전성 

규제 조치의 철폐 또는 완화에 한 요구가 제기되었다. 이 외에도 미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로부

터 에너지 서비스 부문에서 에너지원에 구별 없이 전반적인 공급경로(supply chain)를 포괄하는 

개방 요구가 있었으며, 우편․송달 서비스, 해운, 육운, 항공 등 모든 운송분야를 포함하는 서비

스 부문의 개방이 요구되었다.

시장여건 별, 업종별 협상 상 환경서비스분야에 한 국내여건을 살펴본 결과 G-7 환경공학

기술개발사업 등의 정책을 바탕으로 최근 현저하게 향상된 독자적 국내기술개발 성과에도 불구

하고 전반적인 국내 환경기술수준이 여전히 선진국의 30~70%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러나 1996

년 현재 약4,530억 달러의 세계전체 시장규모 중 87%이상을 차지하는 선진국 시장의 안정화로 

점차 그 성장추세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연평균 10%이상의 고속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개도국 시

장의 등장은 환경선진국들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전체 환경산업의 24%를 환경제품 및 

설비시장이 차지하고, 50%이상을 차지하는 환경서비스시장의 절반 이상이 고형폐기물관리와 수

처리서비스 등으로 구성된 세계환경시장에서 추가적 시장개방이라는 환경 통상여건의 개선은 사

후오염관리 서비스 부문에 상 적인 우위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를 수출국 입장에 서게 하는데 

유리한 요인이 된다 하겠다. 해외 선진기술의 도입은 원천 및 요소기술의 자체개발 문제를 야기

하며 외국기술의존도를 심화시킬 우려를 내포한 것이지만, 선진국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환경

R&D투자예산의 부족을 보완할 수 있는 유용한 안이 될 수 있다. 결국, 일부 후처리부문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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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한 부분의 환경산업에서 국내기술 수준이 선진국에 비하여 상당히 낙후되어 있고 부분의 

개도국 환경시장이 급속한 성장을 시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환경서비스산업부문의 추가적

인 자유화는 선진 환경기술을 보다 용이하게 흡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간 내수부문에 치중

한 국내 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는 계기를 제공해줄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다 적극적인 입장에

서 추가적인 시장개방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본 보고서의 검토결과,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현재위치가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중간자적 입

장에 서있다는 현실을 확인해 준다. 선진국 환경시장에 해서는 개도국 입장에, 개도국 시장에 

해서는 선진국의 입장에 서게되는 이러한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위치는 환경서비스 시장개방에 

관한 국제협상에 한 단일한 입장 정립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환

경규제 수준이 선진국 수준에 이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후오염처리부문에 있어서는 상당한 기

술 수준이 확보되어 있다는 점은 추가적인 시장개방이 가져올 국내시장 잠식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예상을 가능케 하며, 비록 선진국 환경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에 있어 우리나라가 상 적으

로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환경오염의 사후처리 부문에 관한 국내 환경산업의  선진

국진출 전망은 밝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나, 환경기술수준에 있어서 상 적 열위에 있는 개도국 

시장에 한 진출 가능성에 해서는 이들 지역의 환경시장이 미성숙 단계로 성장잠재력이 높다

는 점을 고려할 때 그 가능성은 높다 할 것이다. 이러한 판단은 환경서비스 시장개방 협상에 

한 우리나라의 기본입장을 보다 적극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3단계 환경서비스 협상의 일부인 환경서비스 시장개방을 위한 1차 제안서 작성을 목적으로 진

행된 본 연구의 검토를 바탕으로 협상을 위한 관련업종별 1차 국내 환경서비스 시장개방 제안서

(안)를 작성한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994년 UR 당시의 개방수준에 비해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외국계 법인의 지사 또는 지점 

설립에 관한 mode 3 규제의 상당 부분이 개방된 상태로 산업폐수처리 서비스의 공급자수 25개 

제한을 폐지할 수 있다. 다음으로 생활계 폐수(생활오수․분뇨․축산폐수, 하수)처리, 생활폐기물

처리, 음용수 처리․공급, 위생 및 유사서비스, 자연생태계 및 경관보호, 중수도와 같은 공공서비

스 성격이 짙은 서비스부문에 해서는 1차 제안서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

단되었다.

즉 산업폐수처리 서비스 분야에 한정하여 개방하되 mode 1(국경간 공급)과 같이 수질환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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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법 및 동법 시행령(제50조) 폐수처리업 등록시 실험실, 보관시설을 갖추어야하는 경우는 개방

이 어려우며, 수질환경보전법 제43조 개정(허가제→등록제, ’97)에 따라 UR 개방 당시 시장접근

제한 사항인 총서비스 공급자수 제한(mode 3)은 이미 폐지된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반면, 생활오수․분뇨처리, 축산폐수, 생활하수 처리 서비스는 영리차원의 민간서비스로 볼 수 

없는 부분이 있으므로 1차 제안서에서 배제하며, 중수도 서비스의 경우는 관련 국내법령이 개발

중이고, 아직 시장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방을 유보하는 것이며, 음용수 처리․공급 

서비스는 EU, 일본만 환경(핵심)서비스로 개방을 요구한 상황을 감안, 추후 협상동향에 따라 개

방여부를 결정함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산업폐기물처리 서비스 관련 mode 3(경제적 수요심사 및 영업구역 제한)에 있어, 경제적 수요

심사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영업구역 제한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 개정으로 폐지되었으므로 새 

양허표에서 삭제함이 바람직하고, 생활폐기물처리는 기본적으로 지자체가 공급하는 서비스로 양

허 제외 분야이고, 위탁․ 행처리의 경우 처리자의 법적 성격이 불명확하므로 1차 제안서를 포

함시키지 않는 것이 좋다.

다음으로 공공서비스에 해당하는 위생 및 거리청소서비스의 경우에도 개방유보가 바람직하다. 

기타 환경서비스에 해당하는 배기가스 정화 및 소음저감 서비스의 ｢건설분야 제외｣ 제한단서

는 UR당시 1996년부터 건설서비스를 전면 개방하기로 약속했음을 고려할 때 현 양허표에서 삭

제될 수 있다. 최근 신규 서비스부문으로 부각되고 있는 토양오염과 폐수의 복원과 정화 서비스

는 합작형태로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서비스를 공급(mode 3)할 경우에 한해서 개방이 가능하다. 

이는 국내 관련 업종에 한 법령이 준비중에 있고, 국내 시장여건의 미성숙 및 낮은 기술수준을 

고려, 기술습득을 위한 컨소시엄 형태를 조건으로한 제한적 개방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

다. 다음으로 자연 및 경관보호 서비스는 국립공원관리 등 여전히 공공서비스 영역으로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서비스이므로 개방 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처리함이 마땅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부문별 검토결과의 차이와 1차 양허제안서(안)의 차이는 협상진상의 유연한 처 

여지 확보를 위한 것이며, 우리나라의 최종 양허제안서와 다를 수 있음을 밝히며, 환경서비스 시

장개방 문제를 교역자유화가 가져오는 국내산업의 해외 진출에 관련된 경제적 이해득실의 관점

보다는 앞선 선진국 환경기술의 국내유입이 가져올 국내 환경산업의 선진화에 따른 환경보호 효

율성 증진, 학습효과에 따른 자체기술 개발의 가능성, 경쟁력 있는 자체기술 보유에 따른 개도국 

시장에서의  선진국 경쟁력 강화 효과 등 보다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의 협상 처입장 마

련이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9. 동북아 및
9. 남북환경협력

연 구 사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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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지역의 황사 피해 분석 및 피해저감을 위한 
지역 협력방안 Ⅰ

정회성․추장민 기본연구

연구배경 및 목적
1990년  후반 이후 황사의 장거리 이동량 및 강하량의 증가로 기중의 황사먼지농도가 높

아지고 발생빈도와 지속시간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에서 황사의 영향과 피해가 확 되고 있다. 

2002년에는 3월 20일에 발생한 강력한 황사로 서울지역 PM10농도가 1,470㎍/㎥/일까지 상승

하여 국내선 항공기가 결항되고 초등학교가 휴교하는 등 재난수준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본 연구

의 목적은 최근 심해지고 있는 황사피해를 정량적으로 산출하고, 황사피해 최소화를 위한 국내와 

지역차원의 관리 책을 설계함으로써 동북아지역 차원의 협력방안을 도출하는데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동북아 황사현상을 개념화하여 중국, 몽골, 북한, 일본 등 동북

아 4개 국가의 황사현상과 피해현황을 개괄하였다. 그리고 건강, 산업, 교통(항공운송), 교육 등 

4개 분야에서 나타난 우리나라의 황사피해현황에 한 자료수집 및 기초조사 분석결과를 제시하

였다.

연구내용
제2장에서는 황사현상의 정의와 유형, 중국과 몽골의 사막화 확 추이 및 구조적 원인, 황사의 

물리화학적 특성 및 발생․영향메커니즘에 따른 황사의 피해범위 및 피해양상의 유형화 등을 분

석하였다. 아시아의 먼지로 불리는 황사는 발생 및 영향메커니즘의 차이에 따라 각 국가에서 사

진폭(沙塵暴, Dust and Sand Storm, DSS), 양사(揚沙, Blowing Sand, BS), 부진(浮塵, Floating 

Dust, FD), 매(霾, Dust Haze, DZ), 황사, 고사(高砂, 상층먼지) 등 다양한 명칭으로 정의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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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되고 있다.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고 있는 황사의 근원은 바로 중국과 몽골의 사막화 확

에서 찾아진다. 중국의 사막화토지 면적은 국토면적의 27.93%에 해당하는 267.4만㎢에 달하며, 

1990년  후반 들어 매년 평균 3,436㎢가 모래사막으로 변하고 있다. 몽골지역에서도 지난 40

년간 목초지의 전반적인 퇴화로 사막화가 확 되어 3만8천㏊의 초지가 모래사막으로 변하였다. 

중국과 몽골의 사막화 지역의 공간적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인간의 사회경제활동으로 야기된 인

위적인 요인과 가뭄 등 자연적인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 중국 서북부의 농목축 교차지역과 몽

골 남부의 고비지역에서 가장 급속하게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다. 

황사의 물리화학적 특성 및 발생․영향메커니즘에 따라 지리적으로 상이한 피해양상에 근거하

여 동북아지역의 각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황사의 피해범위 및 피해양상을 유형화하였다. 중국

과 몽골 등지의 황사발생지에서의 황사피해 범위는 모래먼지폭풍 및 먼지의 기중 물리적 작용

에 의해 일차적으로 발생하는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 생태 및 인공시설의 파괴 등 ‘재난형’ 피

해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황사의 이동경로인 중국의 동부 및 북부, 한반도 및 일본의 경우는 황

사의 모래먼지 및 이에 포함된 중금속, 미생물 등에 의한 기환경악화, 지표면에의 침적으로 발

생하는 화학적 작용에 의한 생태영향, 기중의 부유먼지와 다른 기오염물질의 화학작용의 영

향 등에 의한 2차 피해가 발생한다. 2차 피해범위는 미세먼지에 의한 시정장애, 호흡기질환, 제

품불량률 증가 등 건강, 산업, 교통, 농업 및 기타 일상활동장애 등을 들 수 있다.

제3장에서는 1990년  이후 황사의 빈도 및 강도의 심화로 중국, 몽골, 북한, 일본 등 동북아 

4개 관련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황사피해현황 및 방지 책을 조사․분석하였다. 중국과 몽골

은 모래먼지폭풍(DSS)의 발생지로서 강력한 모래먼지폭풍의 물리적 작용에 의하여 인명과 재산

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거의 매년 황사 ‘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1990년  중반이

후 사막화 확 추이에 동반하여 DSS 발생횟수와 강력한 DSS의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1950년에서 현재까지 DSS 주요발생지역은 신장위구르자치주 등 서부지역에서 내몽고, 화북 및 

동북지역으로 점차 확 되는 공간적 변화추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1990년  이후 중국의 농목

축 교차지 인 내몽고, 화북 및 동북부 지역에서 DSS가 빈발하고 있다. 황사의 장거리이동 메커

니즘 및 경로를 분석하면, 중국의 내몽고와 화북지역 등 농목축 교차지 에서 사막화로 인한 모

래먼지의 량발생이 바로 황사의 한반도 유입량을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1990년  후반이

후 우리나라에서 황사빈도 및 강도가 심화되게 된 주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중국에서는 매년 DSS의 발생지에서 ‘물리적 작용’에 의한 재난형 피해가 발생하여 인명과 가

축 및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공식적인 통계자료에 따르면 1949년에서 2002년까지 

DSS로 인하여 721명의 인명이 사망/실종 또는 부상당했으며 722,161㏊의 농경지가 매몰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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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입는 등 막 한 피해를 입었다. 또한 DSS이동 경로에 있는 중국의 동부와 북부지역에서

는 기먼지오염의 증가로 인하여 건강, 교통, 산업 등에서 피해를 입고 있다. DSS로 인해 중국

은 매년 5.76~19.8억 인민폐에 달하는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

다. 중국정부는 황사 응 정책을 사막화 방지를 위한 퇴경환림(退耕還林) 정책을 시행하고, 황사

피해저감을 위해 중국환경보호국과 기상국이 황사모니터링 네트워크를 건설하여 예․경보 시스

템을 운영중이다. 

몽골에서는 1960년 와 비교하여 최근 몇 년간 DSS발생 빈도수가 4배 증가하였는데, 특히 

몽골 남부 고비사막의 부분 지역에서 연평균 20~30회가 발생하고 있다. 2001년 4월, 5일간 

지속된 DSS로 인하여 몽골 전체면적의 88.7%에 해당하는 지역이 황사의 영향을 받아 23명이 

사망하고 18만5천72마리의 가축이 피해를 당하는 등 직접적인 경제손실이 800만US$ 이상으로 

집계되었다. 몽골정부는 1994년 UN사막화방지협약에 가입하여 토지퇴화와 사막화방지를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실시하고 있으나, 황사 관측망 건설, 예․경보 시스템 운영 등 황사피해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는 거의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지역에서도 1980년  이후 황사발생 빈도와 강도가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북한은 중국과 몽골에서 발생하는 황사먼지의 10-30%가 북한지역에 유입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2002년 3월 21일에서 22일 사이에 평양 등지에서 측정된 하루평균 기중의 황사먼지

량 규모가 1㎢당 4.5~5.1톤에 달한 것으로 관측보도하였다. 이로 인하여 기먼지농도가 증가하

여 호흡기질환 등에 걸린 환자가 급증하고 농작물에 피해도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북한정부

는 TV와 언론매체 등을 통해 황사현황 및 방지 책에 한 선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북한의 

경제사정으로 황사관측소 건설 및 모니터링 네트워크 구축 등 황사피해저감에 필요한 실질적인 

투자를 동반한 구체적인 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에도 2000년 이후 황사의 발생회수가 급증하여 일본의 123개 관측소에서 관측된 

총 황사발생일수는 2002년에 1,000일을 초과하였다. 최근 일본에서 기중 부유물질(SPM) 농

도가 3년째 악화되고 있는데, 황사발생빈도와 강도로 인한 황사먼지 강하량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황사 응과 관련하여 일본정부와 관련 연구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책은 황사발생 및 장거리이동연구와 황사경보제도의 실시, 사막화 방지를 위한 엔차관 제공 

등이 있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황사현황, 황사 응 및 황사피해 연구동향과 한계를 

분석 평가하였다. 황사는 중국의 서북부 지역과 몽골 남부의 고비사막 지역에서 발생하여 이동경

로에 있는 중국의 내몽고, 화북의 사막화지역에서 모래먼지를 량으로 흡수․강화하여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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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입되는 발생 메커니즘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2001년 황사발생횟수와 발생일수가 각각 7회

와 27일로 관측되는 등 1990년  후반 들어 황사발생 빈도수가 급증하는 추이를 보였다. 또한 

2002년 3월 22일 일부 지역에서 PM10의 시간 최고 농도가 2000㎍/㎥를 초과하는 등 황사의 

강도(强度)면에서도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황사 발생지로부터 수천㎢ 떨어진 이동경로에 위

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황사영향의 범위와 양상은 주로 먼지농도, 중금

속 오염 및 미생물 개체군 등 기오염 분야에서 일차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황사피해는 황사

에 포함된 미세먼지, 중금속 및 미생물의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반응과 영향에 의한 건강, 산

업, 생활 및 생태분야에서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황사에 한 응은 황사피해에 한 연구와 황사피해방지를 위한 책 등 크게 

두 개의 분야로 별된다. 황사피해에 한 기존연구는 주로 미세먼지 입자가 건강에 미치는 독

성영향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정밀산업, 농업, 교통 등 분야의 피해양상과 피해규모

에 한 추정은 이제 시작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다음으로 황사피해방지를 위한 응은 

정부가 주도하여 황사 예․경보 시스템의 강화 등 국내차원의 황사피해 방지 응조치와 사막화 

방지 조립사업, 한중 양국간의 황사 조기 모니터링 네트워크 설치 및 데이터 교환 등 황사발원지 

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차원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연구기관과 민간차원에서의 황사 

및 사막화 연구사업과 사막화 방지 조림 사업도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제5장에서는 황사의 사회경제적 피해를 정량적으로 추정하고 국내외 응책 연구를 위한 기초

현황조사로서 건강, 산업, 교통(항공운송), 교육 등 4개 분야의 피해현황을 상으로 사실조사와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전국의료기관의 진료실적 데이터를 이용하여 2001년과 2002년에 발생한 황사사례를 

상으로 황사로 인한 기중 PM10의 농도의 급격한 증가에 민감할 것으로 추정되는 질환(호흡기

계, 심혈관, 안과, 이비인후과)의 진료환자수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중 PM10 일별 농

도의 급격한 상승에 동반하여 진료환자수가 급격히 증가하지 않았지만, 황사 시에 황사발생전의 

비황사 시기보다 호흡기계와 이비인후과의 질환에서는 진료환자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의 3월의 황사발생 사례(3월 18일~23일) 경우, 전국적으로 황사발생전의 비황사시(3월 

10일~16일)보다 호흡기계 진료환자는 4.9%, 이비인후과 진료환자는 7.2%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났다. 서울지역을 살펴보면, 호흡기계 진료환자는 약 5.5%, 이비인후과 진료환자수는 7.6% 증가

하였다. 

같은 시기에 서울지역에서 발생한 호흡기계 질환 및 천식 진료환자수의 연령별 변화추이를 통

해 황사로 인한 연령별 인체반응과 건강피해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장기의 아동과 청소년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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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4~18세)의 호흡기계 질환 진료환자수가 황사발생시기(3월 18일~23일)에 황사발생전(3월 11

일~16일)과 황사발생후(3월 25일~30일)의 비황사 시기보다 더 많이 발생하였다. 이는 황사시기 

호흡기계 질환에서 아동과 청소년 연령층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 적으로 황사에 민감하게 반

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진료환자수의 변화를 통해서 분석한 황사의 건강피해 결과에 해서 다음과 같은 해석을 잠정

적으로 내릴 수 있다. PM10의 급격한 농도 증가에 상응하여 관련 진료환자수가 급격히 증가하

지 않은 이유는, 첫째, 황사먼지 중에서 PM2.5 입자 구성비중이 50% 미만인 점 등 인위적으로 

배출되는 기먼지물질에서 일반적으로 보여주는 PM10 이하 먼지의 인체 위해성보다는 높지 않

은 물리화학적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황사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 조치 

및 가계와 개인들의 방어적 행동도 적지 않게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황사피해 영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정밀산업분야를 중심으로 반도체, 전

자 등 11개 업종의 총 492개 기업체에 한 설문조사 및 4개 기업체의 사례조사를 병행하여 실

시하였다. 응답에 한 분석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기업체 중에서 조선업체는 100%, 전자업

체 70.6%, 반도체업체 60% 등 전체의 56.6% 업체가 황사로 인하여 생산활동에 영향과 피해를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황사피해 방지를 위한 투자실시 및 투자계획 여부에 있어서는 

전체 응답 기업체의 26.2%와 17.2%만이 긍정적인 답변을 하여 황사피해와 영향에 한 인식정

도는 높지만, 피해방지 책의 시급성이나 중요도에 있어서는 인식정도가 높지 않았다. 

산업분야의 황사피해유형에 있어서는, 생산제품의 불량률의 증가가 31.5%로 가장 높게 나타났

고, 다음으로는 기존설비의 유지관리비용의 추가지출(26.1%), 조업중단에 따른 조업일수의 증가

(8.2%), 매출 손실(8.2%), 신규시설 및 공정설치(2.7%) 등으로 응답하였다. 황사발생시기에 생산

제품 불량률 증가 등으로 매출액 손실 혹은 추가 생산비용의 증가 등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업종은 주로 반도체, 전자 업종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들 업종은 여타 업종에 

비해 황사피해 책의 실시에 있어서 상 적으로 적극적인 응답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점은 황

사의 산업피해 방지 책은 전자,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준다.

교통(항공운송)분야의 피해는 국내선을 운항하는 김포 등 8개 공항을 상으로 2002년 황사발

생시기에 황사로 인하여 발생한 항공기 결항사태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2002년 황사로 인한 

시정악화로 총 102편의 국내선 항공기가 결항했으며, 결항으로 항공운송산업(항공사, 공항운영업

체, 항공기 취급업체)가 입은 직접적인 매출손실은 약 5억8천만원으로, 항공기 1편 결항 시 매출

손실은 약 5백6십7만원으로 추정되었다. 

마지막으로 2002년 황사시기 각급 학교의 휴업 및 단축수업 상황에 한 조사를 통하여 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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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한 교육분야의 피해현황에 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교육부문의 공식적인 통계결과를 토

로 황사로 인하여 휴업 혹은 단축수업을 실시한 학교수를 횟수로 집계했을 때, 전국적으로 유치

원 1,694개교, 초등학교 3,717개교, 중학교 24개교 등 총 5,435개교가 총 5,436회의 휴업 혹은 

단축수업을 실시하였다. 이로 인한 수업결손 총 시간은 11,325,240시간으로 추정되었다. 

제6장은 1차 년도의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2차 년도 연구주제인 황사의 사회경제적 피해추정 

및 황사피해 저감을 위한 지역협력방안 연구의 기본구상을 간략히 정리하였다.

연구성과
본 연구의 성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황사현상의 정의와 분류, 그리고 황사의 

물리화학적 특성 및 발생과 영향 메커니즘에 기초하여 동북아 각 국가에서 지리적 위치와 환경

상황에서 따라 다르게 직면하고 있는 주요피해분야와 피해양상을 유형화하여, 황사현상에 한 

정확한 인식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둘째, 몽골남부의 고비사막 지역과 중국 서북부의 

농목축 교차지 의 사막화 확 가 우리나라에서 최근 악화되고 있는 황사현상의 구조적 원인중

의 하나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향후 황사피해 저감을 위한 국제협력의 지역선택에 근거로서 활

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 몽골, 북한, 일본 등 5개 국가의 황사피해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동북아지역의 황사발생 및 피해현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였다. 넷째, 건

강, 산업, 교통(항공), 교육분야의 황사피해에 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각 분야에서 실제 발생

하고 있는 황사피해의 실상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황사의 사회경제적 피해추정 및 종합적인 

평가를 통한 국내저감 책 및 지역협력방안의 수립에 필요한 객관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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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남북 경협사업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정회성 기본연구

연구배경 및 목적
남북한이 50여년 이상을 서로 단절된 상태에서 지낸 결과 하나의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는 한

반도의 생태계를 단절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고, 단절된 교통축 및 국토축은 균형적인 국토발전을 

저해하였으며 또한 남북 모두 공히 개발로 인한 자연훼손을 경험하였다. 북한의 극심한 경제난을 

고려하면 남북간의 환경협력은 당분간 경제협력을 중심축으로 진행될 예정인데 이러한 경제위주

의 성장정책은 한반도의 환경에 심 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남북간 경제협력은 남측의 측면에서 보면 중간기술의 노동집약적인 산업을 북한지역으로 이전

시켜 산업구조를 조정하는 기능을, 북한의 입장에서는 낙후된 비효율적이고 자원 낭비적인 생산

기술을 체하고 주민의 취업기회 확 로 소득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남북경협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문제를 고려함으로써 경협사업

이 환경친화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추진방안을 살펴보았다. 즉, 환경친화적인 경협이 이루어지

기 위해서 요구되는 각종 제도적인 정비방안을 우선 검토하였다. 또한 구체적인 경협사업을 공단

개발사업, 도로․철도 건설사업, 관광지개발사업, 에너지공급사업, 농림업 개발사업 등의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유형화된 각각의 사업에 한 환경친화적 추진방안의 모색을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내용
남북경제협력은 남한정부에 의한 7.7선언과 1990년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의 제정으로 실



266   2003 연차보고서

질적인 남북교류가 시작되었으며, 2003년 12월 말 현재까지 55건의 경제협력 사업자 승인과 27

건의 경제협력사업 승인이 이루어진 바 있다. 교통, 통신, 해운분야에서의 교류는 남북간 교역물

자 수송, 금강산 관광, 경수로 인력수송을 위해 4개 항로의 정기선이 운항 중이다. 한편, 남북 교

역규모는 2001년에는 전년 비 5.2% 감소하였던데 반해, 2002년 기준으로 6억 4천백만 달러규

모로 전년 비 59.3%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3년에 들어서는 8.5% 감소하였다.

남북간의 경제개발협력이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추진되지 않을 경우에는 골치 아픈 남한의 공

해산업을 북한으로 이전하게 되는 등 적절한 환경관리가 수반되지 않는 각종 개발협력사업은 향

후 남북 모두에게 엄청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북 경제협력이 환경친

화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사업선정에서부터 그 운영과정까지 장기적인 경제

협력 사업의 선정과 수행을 환경친화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북한이 경제개발과정에서 기존의 환경문제를 치유하면서 환경친화적인 경제 및 국토개발을 이

루어나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북한내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첫째, 환경친화적인 산업개발과 국토개발을 추구해야 한다. 자체 자본과 기술이 극히 취약하므

로 외국자본과 기술의 유입시에는 환경파괴적인 성격의 것을 원천 봉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주의 체제의 문제점인 자원이용의 저효율을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시장기

제를 활용하여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경제위기 극복은 물론 환경문제 해결에도 필수

적이므로 환경자원의 시장화 전략이 필요하다.

셋째, 정책결정자와 주민의 환경의식을 제고하여야 한다. 환경보전에 한 교육을 통해 전국민

의 실천사업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의 일상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을 전제로 할 때 전반적인 경제효율 향상과 환경문제해결을 위한 남북경제협력의 

환경친화적 추진방안이 모색가능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관점을 포함해서 본 연구에서는 남북간의 환경친화적 경제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방

안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남북간의 환경협력의 추진방안, 그리고 사업유형별 접근 방향에 해서 

고찰하였다. 

남북경협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1) 경의선 등 철도․도로 연결사업, 2) 개성공단 등 공단사업, 

3) 금강산 등 관광지 개발사업, 4) KEDO 등 에너지 개발사업, 5) 농림업 분야 협력 등이 추진

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 유형별로 추진상황과 문제점 및 개선점을 포함한 환경영향을 분석하였

다. 각 유형별 사업에 해서는 그 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선정

하고 평가하는 체계를 제언하였다. 

도로․철도 등 교통체계 구축사업에서는 남북한 교통체계 통합에 비하여 종합적인 교통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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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남북한 교통망 연결시 비무장지 에 한 생태환경영향의 최소화 

및 북한 내부 관통도로나 철도에 따르는 환경문제를 고려하여 환경영향이 적은 철도위주의 협력

을 제언하였다. 공업단지 조성과 운영의 경우에는 공단개발과정에서의 환경영향과 공단이 조성된 

후 운영되는 과정에서의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역선정 장치의 필요성과 이에 따른 산업

생태학에 기초를 둔 생태공단 개발방식을 제시하였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단기적 협력과 중장기

적 협력으로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과 중장기적으로 북한 에너지 믹스의 환경적합적 다원화 도모, 

에너지설비의 현 화, 환경친화적 에너지수입 인프라 확충에 해 제언하였다. 관광지 및 위락시

설 개발사업을 건전하게 유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공간계획 수립을 통한 개발축의 설정 및 

기능검토와 환경친화적 개발방법의 도입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농림업 분야에서는 산림복

구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장기적인 계획하의 재정을 확보 및 지원토록 제안하였다.

최근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남북경협사업 중 경의선과 금강산 육로 연결에 해서 민관합동조

사단이 구성되어 환경성을 검토하는 등 사업의 환경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 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환경친화적 경협을 위한 제도정비와 남북환경협력의 활

성화를 위한 핵심과제로는 경제협력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구축과 운영, 환경모범기업에 

한 북사업 진출우선권 부여, 환경차관의 공여등을 통하여 환경친화적 남북경제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남북간 환경정책분야 협력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

구 및 동북아 환경문제 등 쉬운 문제에서부터 점차적으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상도 민간, 정

부, 국제기구 등 다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하겠다. 

제 4장에서는 체제 전환국의 경제성장과 환경문제에 한 사례를 연구하였는데 상 국가로는 

통일 독일, 동유럽 국가, 중국 그리고 베트남으로 선정하였다. 이들 각각의 나라들의 환경문제 

및 환경정책을 분석하고 그 결과와 한계점을 검토하였다. 특히 동․서독이 교류협력을 추진하면

서 경제협력이라는 이름으로 서독의 공해산업과 유해폐기물 등을 동독으로 이전시켜 결국에는 

막 한 통일 환경비용을 지출하였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로서 남북 경제협력의 환경친화적 

추진에 한 시사점이 크다.

주요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남북간의 경제협력은 위기에 처한 북한경제를 복구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의 기초를 마련함과 

동시에 이렇게 모색된 환경친화적 추진방안으로 유도함으로서, 남북이 공히 경제 및 환경 분야에

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승자가 될 것으로 기 된다.



268   2003 연차보고서

남북환경포럼

정회성 기본연구

연구배경 및 목적
남북환경포럼은 남북환경연구와 관련된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과 논의의 장 확 , 정보교류의 

활성화와 공동연구에 한 기반조성 등을 목적으로 2001년 8월부터 환경부․통일부․한국환경

정책․평가연구원(KEI) 공동으로 구성하여 운영되어 왔다. 남북환경문제 연구에 있어서는 북한 

환경에 한 정보 및 자료부족, 전문가 부족 및 연구역량의 분산 등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으며, ｢남북환경포럼｣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정기적으로 한자리에 모여 정보 및 자료를 교환

하고 각자의 주장을 상호 검증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함으로서 북한환경연구에 관한 문제

점을 보완하고, 전문가 네트워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것이다.

2003년도에는 남북관계가 다소 상반된 모습을 보이면서 전개되어 왔다. 북한의 핵개발 및 보

유 문제와 결부되어 정치․외교적으로는 불안정하면서도 내적으로는 남북경제협력이 활성화되

어 남북연결도로의 완성, 개성공단 착공, 금강산 육로관광의 개시 등 남북간 경제협력이 꾸준한 

진전을 보여온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2003년도 남북환경포럼은 남북간 경제협력의 환

경친화성 제고를 핵심주제로 삼고, 경제협력에 따른 환경영향의 극소화, 더 나아가서는 경제협력

을 환경관리의 적극적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해 논의하고 검토하여 왔다. 남북간의 경제

개발협력에 있어서 적절한 환경관리가 수반되지 않는 사업들은 향후 남북 모두에게 엄청난 부담

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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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
2003년도 남북환경포럼은 구체적 사업과의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해 포럼위원이 2003년도 

KEI 기본과제의 공동연구자로 참여하여 KEI 기본과제인 ｢환경친화적 남북경협사업 추진방향｣과 

｢DMZ일원의 환경보전 기본방안｣을 수행하였다. 또한, 2003년도 남북환경포럼에서는 북한 조류

전문가(일본 조선  정종렬교수) 및 북한과 직접 경제교류를 하는 주체인 현 아산(주) 등 다양

한 분야의 북한 경제개발과 관련된 산․학․연․관․NGOs의 전문가들과 정보교류를 통해 북한

에 한 이해와 관심을 촉진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2003년도 남북환경포럼 주제 및 발표자>

 1. 환경친화적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임완근)

 2. 남북한 환경협력：경협을 토 로 한 실천방안의 모색(남상민)

 3. 제 4세  중국 지도부 등장과 한반도 정책 - 북핵문제를 둘러싼 동향(추장민)

 4. 조류보호를 통한 남북교류 및 멸종위기종 저어새 보호활동(정종렬)

 5. KEDO와 남북환경협력 현황(이상돈)

 6. 개성공단 개발에 따른 한강하구 및 경기도 연안 환경보전을 위한 남북한 공동연구(오재경)

 7. 평화의 숲 활동을 중심으로 한 남북한 산림환경분야 협력(조민성)

 8. 북한의 관광개발 확 와 환경보존 방안(박기홍)

 9. 현 아산의 북사업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김윤규)

10. 2003년도 북한의 환경정책 실태 및 평가(손기웅)

2002~2003년에는 남북간 경제협력의 추진방향을 점검해 볼 수 있는 변화가 많이 이루어졌

다. 현실적으로 북한은 근년 경제부문별로 시장경제적 요소를 도입하여 경제회복과 경제정상화를 

추구하고 있다. 

첫째로, 북한은 경제관리개선조치와 종합시장 도입을 통한 각종 경제개혁조치를 실시하였다. 

둘째, 북한은 북핵파문 속에서도 외자유치를 위해 신의주, 금강산, 개성지구를 특구로 지정하

는 등 외개방조치의 추진과 금강산 육로관광허용 등 남북경협을 유지하려는 당국의 강한 의지

를 보여주었다. 

셋째, 이를 토 로 남북간의 경제협력을 위한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개혁과 개방 도입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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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가 당면한 과제는 특히 식량, 에너지, 외화 부족으로 나타나, 내부적으로 경제성장의 

동력이 고갈된 상태의 북한에 있어서 경제정상화를 위해서는 남북경협사업의 지속적인 확 와 

일본, 중국 등 주변국의 지지가 필수불가결한 상태이다. 

한편, 외적인 변화로서의 중국의 권력이동 또한 남북간 협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새로운 

중국 공산당 제4세  지도부는 미국 등 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한 평화적인 국제환경 조성 및 

주변국과의 협력강화를 통한 우호적이고 안정적인 주변환경 유지를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시장경제체제 유지를 기본목표로 하고 있어 북한의 외개방을 적극 권고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

는 한편, 북한 핵문제를 기회로 한반도에 한 자신의 입김을 최 화 시키려 하는 영향력문제가 

있게 된다. 

이러한 사실들을 감안할 때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은 당분간 경제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경제협력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

도록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상기 주제 발표와 토의 과정을 통한 남북환

경포럼 위원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주요연구 결과 및 기대효과
지난 3년간 남북환경포럼의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2001년에는 남북환경협력 추진의 기본방향, 

남북 에너지와 환경협력 방안, 남북 생태통합 및 국토․토지 공동관리방안, 북한의 지하자원법제 

등 총 9개의 주제에 해, 2002년에는 남북환경공동체의 의의와 추진방향, 남북 경제협력의 활

성화와 환경분야 응방향, 북한의 물 관리와 환경협력 전망, 개성공단 건설과 남북환경협력 등 

총 11개 주제에 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를 토 로 2003년도에서는 남북경제협력이 지속가

능한 방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 모색을 위한 주제발표와 토의가 이루어졌고, 이러한 논의

내용의 자료집을 발간하게 되었다. 

2004년도 남북환경포럼은 남북한 전지역의 국토, 자연자원 현황 및 관리보전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운영될 계획이며, 앞으로도 북한환경에 한 전문가 네트워크화, 정보교류 활성화와 남

북환경협력의 중요성에 한 인식 제고의 역할을 수행하고, 남북환경협력의 활성화에 한 실효

성 있는 안을 도출․제시하게 될 것이다.



10. 환경영향평가
연 구 사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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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환경평가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송영일 수탁연구

연구배경
사전협의제도는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검토로 크게 구분되는데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경우 

1980년  도입 이후 20년 이상 실시되어온 결과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발전과 환경보전이라는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해 왔다고 볼 수 있으나 현재까지도 제도 시행에 따른 실효성이 문제시되

고 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가 개발사업에 한 입지 및 규모의 변경, 사업의 취소 등과 같은 사

업 관련 전반적인 부분에 한 검토가 아닌 제안된 사업의 실시로 인한 환경적인 영향을 저감하

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왔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사전예방이라는 환경영향평가의 고유기능

이 제 로 수행되지 못하였고 결국 규모 공공건설사업이 개발 사업 도중 중단되거나 백지화되

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한계점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한계성 극복을 위하여 사전환경성검토제도가 시행 중에 있는데 동 

제도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계획 수립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여 환경적으

로 지속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행정계획 또는 개발계획에 한 환경성을 검토하고 계획수립과정에 참여하여 당해 계획의 환경

적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는 당초의 선계획후개발의 체계를 

제 로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사전환경성검토제도 상범위가 협소하고, 환경

영향평가제도와의 차별성을 구현하는데 미숙하였으며,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약한데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개발계획 및 행정계획에 한 사전환

경성검토 협의근거는 부분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협의결과에 한 이행방안도 제 로 마

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 시행에 따른 실효성 확보가 의문시되고 있다. 또한 협의 상범위에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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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도 포함되어 있어 환경영향평가제도와 동일한 사전협의제도로 인식되는 등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 시행취지가 반감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국토 난개발 예방 및 개발과 보전을 통합한 국토환경관리를 위하여 사전환경성검토제

도를 전략환경평가체제로 확 ․발전시켜 각종 계획의 상위단계부터 환경성을 검토하는 전략환

경평가제도의 도입을 적극 고려하여야 할 시점이다.

전략환경평가는 기존의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문제점인 상위행정과 하위행정계획간의 연계성 

부족을 해결하고, 상위행정계획에서부터 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한 친환경적인 행정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줄 것으로 기 되고 있다. 또, 전략환경평가는 개발관련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부처 

또는 개발자가 스스로 환경적인 고려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하위행정계획(개발을 직접적으

로 유발하는 행정계획)에 해 환경적 검토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되며, 이를 통해 개발과 환경보존이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운용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외의 전략환경

평가제도 운용실태를 파악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전략환경평가 도입 및 시행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연구내용
본 보고서에서는 전략환경평가의 도입방안으로 전략환경평가 도입 방향 설정, 전략환경평가 

상범위 설정, 전략환경평가 시행방안등을 제시하였다.

우선 전략환경평가 도입 방향 설정으로는, 외국의 전략환경평가제도와 유사한 개념으로 국내

에 사전환경성검토제도가 운영 중에 있으므로 원리 및 이론에 입각한 전략환경평가제도를 도입

하기보다는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확 ․개선을 통한 전략환경평가제도의 시행방안을 강구할 필

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확 시행, 사전환경성검토제도 상 재정

비,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의 역할 설정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둘째 전략환경평가 상범위 설정은 개발관련법 또는 환경영향평가 상 사업 관련법을 기초로 

하여 개발관련행정계획을 도출. 도출된 개발관련 행정계획은 전략환경평가 상범위 판단기준에 

따라 스크리닝을 거쳐 전략환경평가 상 행정계획을 선정하였다. 또한 선정된 행정계획을 최상

위행정계획, 개발을 전제하지는 않으나 개발과 연계되는 상위행정계획, 개발을 전제한 행정계획 

등으로 분류하여 행정계획의 특성에 부합하는 전략환경평가가 실시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

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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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검토를 통해 도출된 122개 개발관련 행정계획의 전략환경평가 실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

해 판단기준을 설정하고, 개발관련 행정계획 중 전략환경평가 상을 선별하였으며, 이를 통해 

도출된 전략환경평가 상 행정계획은 107개였다.

행정계획을 그룹별로 구분하는 기준을 설정하여 상․하위 행정계획으로 분류하는 것이 행정계

획의 특성을 고려한 전략환경평가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연구되었으며 1 

Group은 최상위행정계획, 2 Group은 개발을 전제하지는 않았지만 개발과 연계되는 행정계획, 3 

Group은 개발을 전제한 행정계획, 4 Group은 상위행정계획과 연계되지 않는 규모 개발사업들

을 포함하도록 분류하였다.

셋째, 전략환경평가 시행방안은 제 1 Group은 계획수립기관에서 전략환경평가를 주관하며, 협

의기관의 의견에 하여 주관기관은 당해 계획의 목표 달성범위 및 타 정책과 위배되지 않는 범

위 내에서 타 부처 의견 수렴하며, 제 2 Group은 계획수립기관이 전략환경평가를 수행토록 하되 

평가결과에 한 협의 또는 심의를 포함한 전반적인 평가의 진행은 승인기관이 진행하도록 하였

다. 제 3, 4 Group은 평가서 작성과 같은 실무적인 사항은 계획수립기관이 담당하되 이후 단계

인 개발사업 단계에서 동 사업의 승인을 결정하는 승인기관 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담당하는 

환경부에서 평가를 주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넷째, 주민의견수렴 방안은 제 1, 2 Group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전문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며 다만, 관계법령에 당해 계획 수립시 주민의견 수렴을 필요로 하는 행정계획이거나 전문

위원회(전문가위원회) 등이 계획의 특성상 주민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계획에 

해서는 주민의견수렴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제 3, 4 Group은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며 

다만, 주민의 의견수렴과정에서 정보공개 등으로 인해 지가의 상승, 투기조장 등의 문제 등을 유

발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회의 의견수렴으로 

체하는 방안을 고려하였다.

다섯째 협의방안은 제 1 Group은 계획수립기관 요청 → 환경부 의견 제출 → 의견 반영 여부 

통보, 제 2 Group은 승인기관 의견 요청 → 환경부 의견 제출 → 의견반영여부 통보 및 미반영

시 사유 통보 → 필요시 환경부의 의견 재제출, 제 3, 4 Group은 현재의 사전환경성검토체계 유

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사전협의제도의 보다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개발사업 시행 단계에서 실시되는 환경영향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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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정책, 계획 등의 수립단계까지 확 할 필요가 있다. 

전략환경평가란 세부적인 개별 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정책, 계획 수립단계에서 환경에 미

치는 영향을 미리 고려하는 환경평가제도로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환경 관련 

사회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안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동시에 동 제도의 도입을 위한 사

회적인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전략환경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해외 각국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한계점 극복을 

위하여 동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운용 형태에는 서로 차이가 있다. 이는 각 국가별로 서로 상

이한 사회․문화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토  위에 전략환경평가를 통하여 추구하

고자 하는 목적이 당해 국가의 실정에 부합하도록 제도가 운용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즉, 

전략환경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이를 하나의 정형화된 제도로서 인식하기보다는 

정책, 계획 등의 수립시 의사결정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전략환경평가의 개

념을 기존의 의사결정과정에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전략환경평가제도와 유사한 개념으로 사전환경성

검토제도가 시행 중에 있으므로 동 제도의 법적․제도적 문제점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국내 실정에 적합한 전략환경

평가제도의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사전협의제도의 문제점 

도출, 전략환경평가제도 도입의 필요성 등에 한 연구를 수행하고, 기존의 사전환경성검토제도

의 개선을 통한 전략환경평가제도의 도입방안 등을 제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국내 실정에 맞고 

동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는 전략환경평가의 시행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보고서에서 국내실정에 맞는 전략환경평가의 도입을 위한 방안에 한 연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토 로 전략환경평가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고, 환경적 가치가 급변하는 현시점에서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보다 개선된 사전협의제도에 해 제언하였다. 전략환경평가

의 도입은 관련부처의 많은 협의와 법률의 개정 또는 법률의 신설이 필요한 사안이며, 적극적인 

노력 없이는 동 제도의 도입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사전협의제도의 한계와 

그동안 노출되었던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개발에 있어 친환경적인 의사결정을 지

원하고, 더 나아가 개발자가 스스로 환경적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줄 것으로 기 되는 전

략환경평가의 도입이 절실한 현시점에서, 국내 실정에 맞는 전략환경평가의 도입을 위해 환경부

는 물론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가 요구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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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항목․범위획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주현수 수탁연구

연구배경 및 목적
스코핑은 환경영향평가 초기단계에서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여 

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을 선정하는 절차로서, 환경영향평가

의 전문성 및 신뢰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분야의 평가로 인한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스코핑제도는 미국, 일본 등 20여개 국가에서 도입, 시행중에 있으며 스코핑제도를 새롭게 도

입하거나 운영중인 스코핑제도를 강화하는 국가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각 국가에

서는 ‘사업초기에 주요 환경이슈를 결정’한다는 스코핑의 전반적 틀을 유지하면서 국가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스코핑 세부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에 스코핑을 위한 절차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스코핑 

기능을 일부 갖고 있는 유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스코핑 유사제도로서 가장 표적이라 할 수 

있는 중점평가제도를 비롯해서 합동조사단, 도로노선 사전협의,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지침 등이 

운영되고 있으나 완전한 형태의 스코핑제도라 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중점평가제도의 23개 

환경영향평가항목은 각 항목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스코핑의 기능을 발휘하기에는 무리가 있

으며, 도로노선 사전협의제도는 여러 환경영향요소 중 하나인 노선에만 한정하여 시행되는 스코

핑제도라 할 수 있다. 그 외의 다른 규정들도 스코핑의 역할을 제 로 수행하기에는 추가적인 제

도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2004년 시행예정인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개정법률안에서는 환경영향평가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기존의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스코핑제도를 추가로 도입할 예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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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국내에 도입될 스코핑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스코핑 운영방식에 

따른 효과와 문제점을 국내의 현실 및 외국의 제도운영현황 등을 고려하여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제도의 운영방안 및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내용 및 주요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스코핑제도의 국내 운영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운영중인 스코핑

제도 및 환경영향인자 선정방법 운영현황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 및 인터넷조사를 실시

하였으며,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 외국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공무원에게 이메일 인터뷰도 실

시하였다.

국내외의 스코핑 운영현황 조사결과 등을 토 로 스코핑 운영방식에 따른 장․단점이 분석되

었으며 이와 함께 전문가 자문회의 및 서면자문 등을 병행하여 스코핑제도의 운영방안 및 방향

이 도출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스코핑을 위한 도구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환경영향인자 선정방법이 

개발되었다. ｢환경영향평가서작성규정(환경부)｣ 및 ｢환경영향평가서검토편람(환경부)｣의 주요 내

용을 토 로 체크리스트 초안을 작성하고 광운 학교 환경 학원과 환경기술인회 및 환경정책평

가연구원의 평가서 검토위원의 자문, 외국의 환경영향인자 선정방법 분석 등을 통해 17개 사업 

및 3개 지역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완성되었다.

사업별 체크리스트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1의 사업분류를 따라 

17개 사업으로 구분, 작성되었다. 체크리스트에서는 각각의 사업유형별로 평가항목․범위획정시 

검토해야할 사항들을 23개 환경영향평가 항목별로 먼저 분류한 후 각 항목별 검토사항들을 현황

조사,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사후조사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으며, 전체 체크리스트는 총 177개의 

세부검토사항들로 이루어져 있다.

환경영향평가서작성규정 등을 비롯한 기존의 자료들은 사업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부족

한 측면이 있으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업별 특성이 고려된 평가항목․범위획정 체크리스트

와 더불어 사업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도 함께 작성되었다. 지역적 특성은 사

전환경성검토 업무편람(환경부, 2000)의 개발사업분야와 입지 및 토지이용행위 관련사항(특별

책지역 및 규제지역)을 기초로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 ‘수질 및 지하수의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역’, ‘ 기질의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으로 분류하였으며, 3개의 각 지역특성별 평가항

목․범위획정 체크리스트가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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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생태학적 환경영향평가기법에 관한 연구

정흥락 기본연구

연구배경 및 목적
경관생태학(Landscape ecology)은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환

경평가 중 생태계를 정량화하여 올바른 환경계획 및 정책 수립에 반영시키는 새로운 생태환경이

론이며 또한 연구방법론이다. 다양한 단위생태계들로 형성된 토지 모자이크(경관)에서 각 생태계

간의 물리적, 생물학적 상호작용은 그 경관을 구성하는 생태계의 공간적 구조와 배치에 의하여 

결정된다. 경관생태학적 연구는 숲 혹은 하천 등 단위생태계뿐 아니라 농촌, 산촌, 도시, 연안 등 

인간시스템을 포함한 다양한 자연생태계가 모자이크처럼 연결된 환경의 공간적 평가와 계획을 

포함한다. 또한 생물서식지 및 생태계 보존, 국토 환경자원과 토지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

며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생태계의 창출을 위한 연구에도 관여하고 있다. 이미 

전세계적으로 자연 환경에 미치는 인간의 활동이 자연 생태계의 파괴 및 생물다양성의 변화에 

영향을 주게 되면서 인간활동과 자연 교란이 연계된 경관시스템의 시․공간적 변화에 따른 생물

서식지 단편화과정과 생태계 연결성 복원에 관한 연구가 여러 유형의 생태계를 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경관생태학에 한 이론적 연구는 최근에 부각되어 국제적으로도 많은 관

심과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인간과 자연을 연결시켜준다는 측면과 토지변형이나 단

편화에 따른 생태계의 역동성을 강조하여 환경보전과 계획 및 지속가능한 토지이용정책에 현실

적인 안을 제공함으로써 각광을 받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순수생태학에 바탕을 둔 실용적이

고 종합과학적인 경관생태학을 각종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 적용시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환경영향평가에서 동․식물상 항목의 보다 발전적인 평가방안으로서 

최근 부각되고 있는 경관생태학적 이론을 도입하기 위한 개념적 접근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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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
본 연구의 내용은 우선, 경관생태학의 이론적 배경과 학문적 연구성과에 한 기본적인 지식

을 정리함으로써 동․식물상 분야의 환경영향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도출해 내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국내외의 각종 관련 연구현황을 소개하여 본 연구의 필요성을 개진하였다. 

또한, 기존의 환경영향평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본 연구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토 로서 동일한 지역의 경관생태학적인 평가결과를 비교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서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경관생태학적 관점의 동․식물상 평가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

으며, 개발사업에서 생태계 평가의 중요성과 경관생태학적 평가방안의 개념적 접근을 결론에서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범위는 경관생태학적 환경영향평가의 도입배경 및 필요성, 동․식물상 평가에 한 

보다 종합적이고,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발전방안을 모색, 그리고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

으로 하였다. 이를 위한 사례지역의 분석은 사업의 빈도가 높고, 주로 자연환경의 질이 낮아 개

발압력이 높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도로사업은 모든 사업에서 

발생빈도가 가장 높고, 택지지구와 단지조성 등은 주로 구릉지 나 저지 에서 시행되므로 자연

성은 비교적 낮은 지역들이 많은 편이다. 이와 같은 사업들은 그 특성상 생태계의 단절로 인하여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큰 편이며, 구릉지 나 저지 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도 상

적으로 자연환경이 빈약한 지역이므로 보다 친환경적인 사업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곳이다. 

주요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본 연구는 환경영향평가중 동․식물상 분야의 발전방안으로서 경관생태학적 평가기법에 한 

개념적 접근을 시도하였으며, 경관생태학적인 환경영향평가의 중요성과 경관생태학적인 관점에서

의 동․식물상 조사방법, 영향예측, 저감방안에 한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현행 환경영향평가에서 동․식물상 항목평가의 특성과 문제점, 경관생태학의 이론적 

배경과 연구동향, 경관생태학적 평가기법의 적용방안 검토, 사례지역의 경관생태학적 특성 분석, 

동․식물상 항목의 경관생태학적 평가기법 제안이다. 

현행 환경영향평가에서 동․식물상 항목의 평가특성과 문제점 분석에서는 현황조사의 내용이 

다양한 분류군을 포함하고 생물상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 서식지에 

한 분석은 미흡한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경관생태학적 평가기법의 적용방안에서는 경관생

태학적 이론들 가운데서 환경영향평가에 실제로 응용될 수 있는 내용들을 도출하였다. 사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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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분석에서는 생명산업단지와 도로사업의 2건에 한 현지답사와 기존의 평가서를 토 로 생물

서식공간의 구분과 경관생태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현행환경영향평가 기

법과 비교하여 현재의 여건에서 동․식물상 항목에 한 경관생태학적 평가의 개념적 접근방안

을 제시하였다.

경관생태학적 평가기법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으로서 현황조사는 먼저 사업특성이나 지역에 

따라 중요 분류군을 설정하고, 생태계유형별 혹은 서식지 중심으로 생물서식공간을 구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사례지역조사를 통하여 생물서식공간의 구분은 지형도 등의 각종 기초자료와 1

차적인 현지조사 결과를 토 로 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한 구체적인 기법은 향

후 연구되어야 할 부분으로 남겨두었다. 생물서식공간의 구분과 조사자료의 비교․분석 결과는 

조사지역내의 생태계 유형이나 서식지 별로 보전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으며,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과 저감 책을 이러한 정보를 토 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

하였다. 생태계나 서식지의 연결성 확보는 생태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며, 경관생태네

트워크의 구상(그림)은 입지의 적합성 판단과 함께 가장 근본적인 저감 책의 수립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핵심적인 사항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지침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정책적인 제안을 하였다. 즉, ① 지역생태계의 공간적 구조의 현황 파악, ② 주요 생물서식

공간을 구분하고 현황조사, 영향예측, 저감방안 수립, ③ 경관생태네트워크의 구축 등이다. 그러

나 이번 연구는 경관생태학적 이론을 토 로 보다 발전적인 환경영향평가기법을 개발하기 위한 

개념적 접근이며, 앞으로 이에 한 보다 구체적인 분석기법이 연구되어야 할 것임을 마지막에 

제안하였다. 

이번 연구결과는 환경영향평가에 경관생태학적인 기법을 도입함으로써 향후 사업시행으로 인

하여 생태계에 미치는 환경영향의 기능적인 측면을 보다 과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 된다. 특히, 생물종은 물론 서식지 중심의 경관생태학적 환경영향평가는 지역생태계

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보다 과학적인 기법으로 평가된다. 또한, 지역생태계의 구조와 기

능을 분석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예측한다는 점에서 환경영향평가 보다 앞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사전환경성검토나 전략환경평가에서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환경부의 

국토환경보전을 위한 각종 정책수립시에도 지역생태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법을 제

공함으로써 개발부처와의 협의시 보다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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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흐름의 물리적인 요인과 생물서식공간을 고려한 경관생태네트워크 계획의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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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분야 환경영향 예측내용과 사후환경 조사결과의 
비교․분석

최상기 기본연구

연구배경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에서 예측된 내용이 각종 사업의 공사

중 또는 이용시 실제 현황과 일치하는지 검토하고, 개선해야 될 상과 원인을 도출하는 것이 매

우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운영시 환경관리 등이 각각 서로 다른 기관에서 

수행되고 있어서 평가내용의 사후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영향평가에 한 

전반적인 검증은 거의 수행되고 있지 않으며, 일부 하천의 수질이 심하게 악화될 경우 세부적인 

조사나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평가된 내용이 실제 현장 운영시 적절하게 반영되기 위

해서는 환경영향 평가내용과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시설의 환경관리실태 등을 비교․분석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수질분야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사업지구 주변 하천과 지하수의 수질을 측정․분석

하고, 절․성토 지역에서의 토사유출량 예측과 저감방안(가배수로와 침사지), 오․폐수 발생량 

예측과 수질오염 저감시설(현장사무소 오수처리시설, 터널폐수처리시설, 하․폐수처리시설 등) 

설치계획을 예측․평가하여 제시하고 있다.

위와같이 예측․평가 되었던 내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공사중 실시되는 사후환

경영향조사계획이 구체적으로 실효성있게 수립되어야 하며, 공사중 변화된 주변 환경의 조사와 

각종 수질오염 저감시설의 저감효과에 한 검토를 통하여 평가방법을 개선해야 하다.

우리원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수질분야와 관련하여 



284   2003 연차보고서

1차년도(2002년)에는 공사시 토사유출량 예측방법, 오수 발생량 예측방법 등의 개선방안에 하

여 연구하였다. 2차년도(2003년)에는 예측내용과 현장에 적용된 예측결과(저감방안과 저감효과)

를 비교․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평가방법과 저감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본 연구에서는 평가내용과 사후환경영향조사를 비교․분석하여 수질 예측․평가방법과 사후환

경영향조사의 개선방안을 도출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공사중인 사업장을 상으로 주변 하천 현

황, 토사유출 및 수질오염 저감시설의 설치․운영 상태를 현장조사하고, 수질 조사시기 및 측정

위치, 가배수로 및 침사지 위치와 용량, 수처리시설의 용량과 처리효과 등을 분석․평가 등을 분

석․평가할 계획이다.

연구내용
환경영향평가 상사업은 도로건설, 도시개발, 항만건설, 관광단지, 산업단지, 철도개발, 체육

시설, 토석채취, 폐기물, 에너지개발, 국방군사, 매립개간, 공항건설, 산지개발, 하천이용, 특정개

발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1997년부터 2002년까지 협의를 거친 환경영향평가 건수를 년도별로 

파악하여 사업건수가 많은 상사업을 조사하였다. 

년도별 환경영향평가 건수를 보면, 도로건설이 28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 환경영향평가 

건수 중 38.8%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도시개발로 121건, 16.3%를 차지하였다. 도시개발

사업으로는 택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

는 도로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을 상으로 조사․분석하였다. 

평가내용을 분석하기 위하여 도로건설 30건, 택지개발사업 20건, 산업단지조성사업 7건의 환

경영향평가서를 조사하였으며, 평가내용과 사후조사결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도로건설사업과 택지

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총 20여건을 상으로 평가서와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를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를 토 로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질예측 평가방법과 사후환경영

향 조사방법의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월 1회 이상 다양한 조사지점을 상으로 최소한 1

년 이상 지속적인 수질과 주변 오염원을 현장에서 직접 조사․분석하고 이를 검증하는 것이 필

요하므로 최소한 2년 이상의 오랜 연구기간과 전문적인 조사․분석을 위한 많은 예산이 소요된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질의 직접적인 현장 조사․분석은 실시할 수 없었으며, 평가서와 사후

환경영향 조사결과 보고서에 제시된 비교․분석과 이에 한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하였다. 하지

만 본 연구에서의 비교․분석 결과에 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환경영향평가 행업체, 건설사업 시공업체 등의 여러 자료를 취합하여 분석하였으며, 각 분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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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방법과 사후환경조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상사업별 수질분야 중점항목으로 공사시 우수유출량, 토사유출량, 터널폐수발생량, 공사장오

수발생량 등이 있으며, 운영시 고속도로 휴게소 오수발생량의 영향예측, 택지 및 산업단지의 

오․하수발생량과 폐수발생량 예측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질분야 중점항목별 개선방안을 도출

하였으며, 이를 토 로 상사업별 평가서 작성방법 개선안과 작성사례를 제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수질분야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사업지구 주변 하천과 지하수의 수질을 측정․분석

하고, 절․성토 지역에서의 토사유출량 예측과 저감방안(가배수로와 침사지), 오․폐수 발생량 

예측과 수질오염 저감시설(현장사무소 오수처리시설, 터널폐수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설치계획을 예측․평가하여 제시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에서 예측된 내용이 각종 사업의 공사

중 또는 이용시 실제 현황과 일치하는지 검토하고, 개선해야 될 상과 원인을 도출하는 것이 매

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수질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정도와 환경영향평가 예측방법에 한 타당

성 여부, 협의내용 적용가능성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공사중인 사업장을 상으로 현지조사

를 실시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과 현지조사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평가내용과 사후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용수 및 하․폐수 발생량 예측방법의 다양성과 비현실성, 수질오염 저감방

법과 저감효과의 실효성 미흡, 사후조사결과와 사후관리의 비합리성, 하천 수질관리의 미흡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질분야 항목별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수질 조사기간 및 시기, 조사위치, 조사항목 등이 부적합하게 설정되며, 유량과 유속에 한 

조사가 미흡하다.

○예측된 침사지 용량이 비현실적으로 크고, 교량 공사시 토사유출량 예측, 저감 책, 사후관

리가 연계성 없이 수행되고 있다.

○터널폐수 발생량 원단위의 범위차이가 매우 크고, 터널폐수 예측량과 실제 발생량에 비하여 

처리시설 용량은 매우 적게 설치운영되고 있다.

○오수처리수가 방류되는 하천에 한 수질관리가 미흡하며, 오수처리시설 설치위치, 수질 측

정지점, 측정시기 등에 한 계획과 관리가 소홀하다.

○하․폐수 발생 예측량과 실제 발생량과 많은 차이가 있으며, 사업지구 주변 오염원과 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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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부하에 한 조사와 평가가 미흡하다. 또한 평가시기와 산업단지 입주시기 및 입주율에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측된 폐수 발생량을 기준으로 사후관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사후환경 조사비용의 부족, 사후환경 및 협의내용 관리인력 부족, 협의내용 미이행에 한 

조치 미흡과 형평성 결여, 사전공사 방지 책 미흡 등으로 인하여 협의내용이행을 철저히 

수행하도록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환경영향평가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평가된 내용이 실제 현장 운영시 적절하게 반영되기 위

해서는 공사중 실시되는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이 구체적으로 실효성있게 수립되어야 하며, 공사

중 변화된 주변 환경의 조사와 각종 수질오염 저감시설의 저감효과에 한 검토를 통하여 평가

방법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평가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세부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평가내용과 사후조사결과를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사후관리방법을 개선 

또는 전환해야 한다.

○현장 적용이 가능하도록 침사지 용량을 계획하고, 재해에 한 책은 별도로 예측하여 저

감 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개별 시설물이 설치되는 공사기간 중 수질 유지목

표농도를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터널폐수 발생량 원단위의 적정범위와 적용방법을 개선하고, 터널폐수 처리수가 방류되는 

하천에 한 수질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공사시 현장 여건에 따라 처리계획(시설용량 

등)의 변경을 용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수질 영향예측, T-N 및 T-P 관리, 저류조 설치, 처리수 재이용 등 휴게소 발생오수에 

한 수질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산업단지의 경우 입주시기를 고려한 단계별 처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입주현황에 따라 협

의내용 변경을 용이하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수질모델을 이용한 예측 및 사후관리

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단순혼합식과 수질모델링 적용기준, 수질모델을 적용하기 

위한 세부 수행방안에 하여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사후환경 조사비용의 현실화, 사후관리 예산확  및 인력확충, 사전공사 관리규정 강화 및 

과징금 부과. 사후환경 전담기관의 제도화 등의 개선뿐만 아니라, 사후관리 조사계획과 관

리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사후환경영향조사는 개발사업 공사전 예측되었던 하천 수질의 유지여부와 수질분야 저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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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상적인 설치․운영을 확인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공사시 수질환경의 단순 확인․조

사뿐만 아니라 평가내용과 사후환경을 비교․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측방법의 타당성을 검토

하여 평가방법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으며, 개발계획의 실효성 있는 사전검토, 사후관리의 효

율성 증  등 하천의 효과적인 수질관리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평가내용과 사후환경을 효과적으로 비교․분석하기 위한 수질분야 사후조사계

획(안)을 작성하였으며, 협의내용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질관련 각종 시설물 설치와 관련

하여 실시설계 및 예산서와 비교․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 

수질분야 영향평가와 사후관리의 근본적인 목적이 하천의 수질관리에 있는 것을 고려하면 현

재의 관리체계를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하천의 수질관리와 수질분야 시설물의 관리를 구분

하여 관리주체를 다르게 하는 것이다. 

수질관련 시설물에 한 실시설계 및 예산서를 별도로 작성할 경우, 이에 한 이행여부와 변

경관리 등은 환경뿐만 아니라 토목․설계 등의 전문지식이 요구될 것이다. 이에 수질관련 시설물

의 관리는 시공자와 견제관계가 있는 별도 감리업체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

하여 감리업체에 환경기술인력을 의무적으로 수용하도록 하거나, 별도의 환경감리업체나 사후관

리 전담기관을 운용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수질관련 시설물과 분리하여 수질관리를 할 경우 수계중심의 수질 관리방법을 강화해야 한다. 

수질분야 환경영향평가와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목적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하천의 수질오염

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하천에 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수질의 조사․분석과 평가계획

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개별 개발사업에 한 수질 영향평가와 사후관리가 아니라 면적

을 상으로 한 수계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장기적으로 중․소의 하천에 한 수질모델링

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계중심의 수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하천의 수질 유지목표농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

다. 환경부에서는 한강, 낙동강 등 5 강에 한 수질 총량오염관리를 계획하고 있는 바, 이와 연

계하여 중소규모의 모든 수계에 해서 수계별․위치별 유지목표농도를 설정하여 하천의 수질 관

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모든 수계에 해서 수질 총량오염관리계획을 수행하면서 

수질모델링에 한 관리방법과 관리체계(관리주체 등)에 해서도 세부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단기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평가방법과 사후조사계획,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개선

이 필요한 수계중심의 수질관리를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나, 하천 수질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

해서는 가시적이고 단기적인 계획보다는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계획을 우선적으로 수립하여 지속

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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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 유동 및 부유사 확산의 예측기법 개선에
관한 연구

조광우 기본연구

연구배경 
우리나라 연안역은 오염물질의 증 , 갯벌 및 사빈 등의 연안 생태계에 한 무분별한 훼손 

등으로 인하여 연안 적조 발생 증가, 수산자원의 감소, 자연 해양 경관 훼손과 같은 연안 환경 

악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연안역을 따라 인구 및 사회기반시설이 증가함에 따

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사업 중 해양관련 사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사업 규모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연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에 

한 기존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는 해수 유동 및 부유사 확산 예측의 전반적

인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합리적인 해양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친환경적인 사업 계획 유도

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내용
이를 위하여 연안역의 유동 및 부유사 현상을 조사하였으며, 기존 환경영향평가서를 상으로 

유동 및 부유사 영향평가의 현황 및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하여 미국 및 일

본의 환경영향평가에 한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토 로 유동 및 부유사 개선방향을 제시

하였으며 동시에 현행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규정에 한 개정을 시도하였다. 또한 정책제언을 통

하여 연안역의 유동 현상을 체계적으로 관리 통합할 수 있는 기구 및 조직의 필요성에 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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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연안역에서 나타나는 주요 유동 및 부유사 현상을 토 로 하여 기존 15건의 해양관련사업 환

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유동 및 부유사 영향평가에 많은 결점이 파악되었다. 유동의 경우 

조류를 제외한 파동류, 밀도류, 취송류, 해류 등에 하여 관측 및 예측이 전혀 고려되고 있지 

못하였다. 조류의 경우에도 유동 관측을 통한 검증은 매우 부족하였으며 부분 조석 자료를 통

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기존의 보고서를 토 로 영향예측시 현장조사, 모델 구성, 검증 

및 예측의 과정에서 현장조사 및 검증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해양관련사업의 영향평가의 

신뢰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경향은 부유사 영향 예측에서도 유사하게 나

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 로 우리나라 연안역의 각종 사업에 따른 주요 영향예측(즉 사빈

침식, 수질오염)은 신뢰도가 낮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런 결과들이 이미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 기존 영향평가서의 문제점을 정량화하기 위하여 동해, 남해, 서해에 하여 조류, 

취송류 및 파동류 모델을 구성하여 이들 유동을 분석한 결과 조류 외에도 취송류 및 파동류를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송류 및 파동류는 그 역학 특성상 부분의 

사업이 일어나는 연안에 집중되어(coastally trapped) 나타나는 것으로 모사되어 해양영향평가시 

이들 유동을 고려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미국 및 일본의 영

향평가서 검토 결과 연안에 특정 사업으로 인한 유동 영향 예측의 제 과정에 하여 즉, 관측을 

통한 사업 상 해역의 계절별 유동장 파악, 사업의 중요 영향 및 관측 유동장을 토 로 예측 모

델 구성, 예측 모델 결과와 관측자료와의 비교 검증, 사업으로 인한 영향 예측의 과정이 합리적

으로 수행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미국의 경우 관측 계획도 사전에 사업 상 해역의 유

동장 특성을 파악하여 논리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사업 상해역에 하여 격

자망 형태로 합리적인 관측을 수행하였다. 모델의 검증도 미국의 경우 정량적으로 일본의 경우 

시각적으로 검증과정을 거치고 있어 모델의 예측 신뢰도를 제고하고 있다. 미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연안역의 유동은 시공간적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1년 계절 관측으로도 상 해

역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기존의 계절관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들 국가의 영향평가는 그 신뢰도가 우리나라의 경우보다 훨

씬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영향평가서를 분석 검토한 결과 파악된 우리나라 영향평가서의 문제점, 

외국의 사례 및 기존의 평가 경험을 토 로 유동 및 부유사 예측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

나라 현행 해양관련 영향평가의 가장 취약점으로 나타난 사업 상 해역의 유동 및 부유사 관측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관측정점 선정, 관측시기 및 관측 방법에 한 개괄적인 개선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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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사업 상해역의 사전에 철저한 시공간적인 관측계획 수립을 강

조하였으며 계절별 장기 관측 및 적절한 수평 및 연직 관측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관측방

법의 개선을 위하여 기존의 정점 해류계 중심의 관측 방법에 추가하여 새롭고 다양한 관측 방

법을 소개하여 유동 관측 방법의 다양화를 시도하고자 하였다. 또한 유동 및 부유사 예측에 있

어 모델 구성, 검증 및 예측의 과정 중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들 개선 방향을 토 로 

현행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지침의 개정안을 구상하여 기존지침보다 좀더 구체적인 지침서를 도

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연안역에서 시행하는 각종 해양관련사업의 영향예측을 위한 유동장 조

사에 한 현행 평가제도의 구조적인 문제 즉, 평가비용의 한계, 전문 인력의 부족, 해양 관측의 

현실적인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국가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방안

은 연안역의 유동 정보를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확보하여 영향평가 등의 다양한 수요에 제공하

기 위해서는 먼저 1) 기존에 다양한 기관(영향평가업체 포함)에 의하여 관측된 자료를 수집 정리 

작업이 필요하며, 2) 유동의 구동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기상자료의 관측과 더불어 연안 유동 관

측망을 설정하여 주기적인 관측 및 실시간 모니터링 관측이 요구되며, 3) 다양한 자료 및 예측 

모델의 결합(자료 동화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 연안역의 실시간 유동 재현 및 계절별 해류도 산

출이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위에서 제시한 3가지 업무를 주관할 수 있는 정부조직의 구성과 예

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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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가치가 있는 지형․지질의 대상 설정에 관한 연구

이수재 기본연구

연구배경 및 목적
현재의 인간은 500만년 전에 지구상에 출현한 이후 지구의 모습을 크게 변모시켜왔다. 우주에

서 한 줌의 차가운 무생명의 암석덩어리로 사라질 때까지 지구는 그 독특한 변화를 지구에 흔적

으로 남겨 놓을 것이다. 다행히 생명이 나타나기 전의 무생명의 역사와 생명이 나타난 이후의 지

구에서 자연환경에 반응한 생명체의 흔적은 지구의 암석에 고스란히 남겨져 있다. 이 연구는 아

무리 사소한 지구의 물질이라도 과거 지구환경 변화의 단서를 해독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

을 인식하고, 이를 보존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지구의 생성은 우리 인간의 탄생 기반을 제공하였으며, 지구의 미래는 바로 우리 후손의 미래

이다. 특히 지구의 표면은 우리가 삶을 직접 영위하는 환경이다. 이 환경은 다양하며, 현재와 비

교해 볼 때 과거와도 다르고 미래에는 더욱 더 달라진다. 미래의 지구환경은 우리의 의지가 전달

되는 것이다. 인간은 문화와 문명의 소중함을 알고서 고고문화를 보존하려는 각별한 노력을 한

다. 마찬가지로 그 사상의 지평을 지구의 역사에까지 확 하여야 한다. 우리는 광 한 시공간적 

변화의 기록물인 이 지구 자체를 잘 보존할 의무가 있다.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의 사소한 행위

가 이 지구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지 철저히 자각하여야 한다. 특히 자연환경 중 지구물질 자

체는 재생할 수 없는 상이므로 어떠한 형태의 개발행위에서도 소중한 자연유산의 유일성과 독

특성을 존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현재 국내외적으로 지구 자체를 보전하려는 노력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각 

개인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국내외의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지질의 관리를 위한 정책적 및 제도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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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지질의 효과적인 보전방안을 강구해 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자연환경의 기반이 되는 지형․지질에 한 의미를 찾아보고, 지구의 모든 생명체

의 서식처인 지형․지질에 한 깊은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다. 또한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지질

의 조사방법․선정기준․보전방안 등을 도출하여 우리와 우리의 후손이 안전하고 완전한 지질유

산을 향유하는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였다. 부가적으로 연구 결과를 각종 환경평가에 활용하여 연

구의 효용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출발점은 환경영향평가제도이다. 이 제도에 의해 작성되는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자

연환경 분야의 지형․지질 항목에 관한 연구가 미진하여 그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시

작되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지형․지질 항목에는 여러 개의 평가 상이 있으나, 자연환경을 조

사하여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지질의 존재여부를 파악하고, 존재시에 적극적인 보호 및 관리방

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의 주요목적은 그 동안 환경영향평가에서 비

교적 소홀히 다루어져 왔던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지질에 한 확실한 개념을 정립하고, 향후 

우리나라에서 자연환경 관리정책을 시행 혹은 재수립할 때, 지형․지질이 단순한 조사요건이 아

닌 필수요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각종 개발사업시 사전조사의 강화방안

과 사업의 시행시 나타나는 각종 지형․지질 중 보전가치가 높은 것을 판별하는 기준을 설정하

고 이에 따른 보존 상의 선정기준을 마련하였다.

연구내용
이 보고서는 전부 7개의 장으로 구분하여 작성되었다. 

제1장 서론

지구환경의 변화를 다룰 때에는 지질시 를 포함하여야 한다는 이론적 배경 및 시 적 필요성

을 제시하였다. 인간의 탄생과 진화는 지구의 생성과 진화와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자연환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물분야뿐만 아니라 생물이 거주하는 서식처인 무생물 환경인 지형․지질에 

한 인식제고의 당위성을 논의하였다. 

제2장 지형․지질의 개념과 다양성

지형․지질의 일반적인 개념과 인간의 활동으로 지형은 훼손이 되지만, 지질 정보는 증가하는 

현상을 다루었다.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지형이 훼손되는 것을 우려하는 시각을 달리해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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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우리는 새로이 나타나는 귀중한 지형․지질정보를 활용하여 자연환경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것이다.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지질의 개념을 전달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발견되는 사례를 

일부 논의하였다. 한편, 이 장에서는 한반도의 지형 및 지질 다양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각종 자

료를 취합하여 개략적인 다양성 항목의 추출을 시도하였다. 한반도의 지형을 분석할 때 지체구조

의 이해와 추가 연구가 필요함을 논의하였다. 한반도 지형의 다양성은 일본보다 적지만 다양한 

지질시 에 따른 암석분포와 화성 및 변성작용 등으로 지질다양성은 더 높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제3장 국내의 지형․지질 유산의 관리현황

자연환경보전법, 문화재보호법 또는 자연공원법에서 지형․지질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고, 보전

가치가 있는 지형․지질의 개념을 ‘자연경관적․생태적․학술적․문화적․역사적․사회적․예술

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지형․지질의 가치축을 자연과학적 가치와 사회적 가

치로 구분하고 이들이 혼합되어 존재함을 제시한 것이다. 이 장에서는 ‘전국자연환경조사’에서 

지형․지질의 변천과 조사 상을 다루었다.

제4장 외국의 지형․지질 유산 관리현황

외국의 지형․지질의 보전 및 관리정책을 살펴보았다. 유엔의 세계유산협약에 의한 자연유산

(natural heritage) 중에 지형․지질을 보존․관리하기 위한 자연유산의 등록조건 및 판별기준, 

우리나라의 자연유산 잠정목록, 지구공원(Geopark) 계획을 살펴보았다. 

유럽연합은 지형․지질에 하여 지형․지질 유산(geo(morpho)logical heritage)이라는 용어

를 사용하고, ProGeo라는 전문가집단의 도움을 받아 지질명소(geosite)를 지정하고 운영하고 있

다. UNESCO와 유럽연합은 현재 ProGeo와 함께 geoconservation(지구보전), geotope(지오토

프), geosite(지질명소), geological and geomorphological heritage(지형․지질 유산), Earth 

heritage(지구유산) 등의 용어의 통합과 각종 보존․관리의 실행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지형․지질에 하여 National Nature Reserve(국가자연보전지역) 및 Site of Special 

Scientific Interest(과학적 특별흥미지역) 등 가장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영국

의 현황을 알아보고, 시사점을 파악하였다. 화석은 지구의 진화사를 밝혀주는 가장 귀중한 정보

이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미국의 입법 추진 현황 및 국립공원국의 화석관리지침

을 살펴보았다.

제5장 지형․지질 유산 관리정책의 문제점

이 장에서는 전국자연환경조사에서 지형․지질은 ‘지형’ 분야 밖에 없으며, 지형분야 조차도 

‘지형경관’으로만 조사되므로 문제점이 있음을 제기하였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에서 고생물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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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화석에 한 인식과 조사 및 보존의 정도가 미약함을 논의하였다. 한편 보전등급을 정하기 위

한 지형․지질의 판별기준이 생물분야와 다르며, 국제적인 분류기준과도 맞지 않으므로 이의 개

선이 필요함을 논의하였다.

제6장 지형․지질 유산 관리정책의 개선방안

지형․지질 유산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지형․지질 유산의 가치축 설정, 환경영향평가에서 반

영할 사항, 화석자원에 한 조사 및 평가 방법, 지형․지질 유산의 조사 및 활용 방안에 하여 

제안을 하였다. 국내의 지형․지질 유산의 조사 및 관리가 미흡하므로, 향후 조사의 필요성, 조

사 상의 선정 방법, 조사방법, 판별기준의 적용방안, 선정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형․지질 유산의 조사계획을 각 분약의 전문가들이 ‘지형․지질유산전문위

원회’를 조직하여 활동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지형․지질 조사결과는 정부의 자연환경관리 및 

학술적․교육적․관광적 활용이 가능함을 제시하였다.

제7장 정책 제언 및 맺음말

국내의 지형․지질 유산을 보전 관리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책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과 자연환경보전법 등을 개정하거나 신규법인 ‘지

형․지질유산보전법’(안)을 추진하고, 조속히 시행하여야 함을 제안하였다. 외국의 지형․지질 유

산의 관리현황을 국내의 정책입안자 및 관련 연구자 등에게 상세히 소개하였다. 국내외의 지형․

지질 유산에 한 기초 조사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주요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이 연구는 지형․지질 유산의 개념을 정립하는 한편, 이를 보전․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

과 같이 제시하였다.

지형․지질 다양성을 조사․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자연환경보전법, 문화재보호법 등)의 개

정이나 신규법(지형․지질유산보전법 등)의 추진이 필요하다. 

지형․지질 유산에 한 보호관리정책에 한 국제적인 추세의 파악과 조사․보호 활동에 적

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국내의 지형․지질 유산을 효과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해서는 상설 전문기구나 전문위원회

(지형․지질유산전문위원회 등)의 구성과 운영이 필요하다.

지형․지질 유산에 한 과학적 가치를 부여하기 위한 판별기준을 세계적, 국제적, 국가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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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적 차원에서 설정하여야 한다.

지형․지질 유산에 한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과학적 가치 이외에 사회적 가치의 척도를 부

여하여야 한다.

지형․지질 유산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그 가치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접근권리가 보장되어야 한

다. 이를 위해서 적정한 행동지침을 분야별(특이지형, 화석, 화산, 해안지형 등)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환경영형평가제도에서 지형․지질 유산에 관한 사항은 새로운 시각으로 재정립되어야 한

다. 이를 위해서는 항목별 평가기준의 설정과 함께 자연환경과 사회․문화적 가치에 한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지형․지질 유산은 각계의 관련 전문가에 의한 장기간의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므로, 국가적인 

차원의 조사․보호계획이 수립․시행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지형․지질 유산에 한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따라서 국내의 지

형․지질 유산에 한 전반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국토환경성평가

지도나 생태자연도에는 지형, 지질, 토양 등 분야의 자료가 구체적으로 수록되어야 그 지도의 총

체성과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지질유산의 선정 및 판별기준에 따른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은 분

야에서 적절히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제도적 활용

생태자연도의 보완자료,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보완자료, 환경영향평가 참고자료, 사전환경성

검토 참고자료, 기타 입지관련 계획의 참고자료

학술적․교육․관광적 이용

연구 활동, 교육․홍보, 건전한 이용(관광, 탐방), 국제적 관련 자료와의 연계

이 중에서 제도적 활용측면은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동안 환경영향평가의 지형․

지질 항목에는 ‘지형․지질 다양성’이라는 개념의 적용이 없었다. 생물다양성이 유지되려면 지질

다양성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향후 각종 환경평가에서는 ‘지질다양성’을 평가하고 그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전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지형․지질 유산에 한 개념을 설정하고,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의 조사․보전을 위

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한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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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운영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권영한 기본연구

연구배경 및 목적
골프는 아직 중화가 안 된 레저운동이지만 최근 골프를 즐기는 인구수가 늘어 골프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두되고 있다. 2003년 6월 현재 골프장수 또는 예정부지는, 운영

중인 골프장수가 165개소,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공사 중이거나 미착공한 골프장수가 96개소, 

현재 평가(검토) 진행 중인 골프장수가 22개소 등 총 283개소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가장 

많은 숫자(117,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용인시의 경우 경기도 골프장 수의 약 22%(26개소)로

서 가장 많고, 다음이 여주군으로 14개소, 안성시가 10개소, 광주시와 포천군이 각각 9개소로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골프장은 수도권과 도시 주변에 밀집되어 있으며 이는 이

용하는 인구수와 접근성의 요인이 가장 큰 이유일 수 있다. 

골프장이 수도권과 도시에 밀집할 경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가중될 수 있다. 이러한 영

향은 도시 자체에서 발생하는 영향과 더불어 누적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누구도 예

측하지 못하는 사이에 인위적인 간섭이 생태계의 자연성을 변화시키도록 가해질 수 있다. 우리 

나라의 토지는 산지가 약 67% 차지하고 있으며 농경지 개발이 제한되어 골프장 입지로서 산지

를 선택해 왔다. 그러나 산지의 입지는 능선과 계곡이 교차로 연계되어 있으며 부분 급경사를 

이루고 있고 생태계가 전반적으로 양호하므로 골프장 개발에 적당하지 않은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골프장 공사시 과도한 지형훼손에 따른 동식물의 서식지 훼손뿐 아니라 골프장 조

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영향이 계곡의 수려한 생태계에 집중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골프장

은 계곡을 중심으로 능선으로 위요된 지역에 흔히 조성되어 왔다. 골프장 건설시 용수문제를 해

결하고 토공량의 균형을 맞추기에 적절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계곡의 수계는 하류 하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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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되어 있으므로 연결성이 단절되거나 훼손될 경우 수계의 서식지 제한성과 생태계 연결성의 

특성을 고려할 때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의 파급이 상당히 클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점에 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2002년도에 “골프장 건설에 따른 환

경영향 및 평가방안”이란 제목으로 정책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골프장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수

계의 저서성무척추동물의 분포현황과 이들의 군집에 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하류역 수생태계의 

경우는 골프장으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골프장을 통과한 수계

나 유입수의 영향을 받은 수계가 합류되는 하류역은 유기물 등에 의한 부정적인 영향을 수생태

계에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현안정책과제연구의 목적은 2002년 1차 연구결과를 재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며, 지난 연구

에서 미흡한 내용을 보완하여 보다 충실한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 1) 봄철 

재조사를 통하여 기 조사된 결과의 반복성 확인, 2) 조사지점을 지역별, 골프장 조성 시기별로 

추가로 선정하여 누적적인 영향을 확인, 3) 조사지점에 수질검사를 추가하여 조사결과에 한 환

경을 분석, 4) 골프장의 원형보존지역의 가치 및 기타 자연환경영향(식생, 동물상 등)을 조사 분

석하므로 골프장 운영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한 실질적인 자료를 제공하려고 하였다.

연구내용
골프장 조성 및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정도인지 논란을 구체적인 자료

를 통하여 증명하고자 2002년에 이어 수행한 2003년 과제의 결과를 제시하였다. 금년 과제의 

목표는 첫째, 골프장 운영으로 인하여 육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위

하여 지표종인 저서성무척추동물의 현황을 반복 조사 분석하는 것이고, 둘째, 골프장 내 육상생

태계를 조사 분석하여 골프장 조성 및 운영시 책과 입지에 한 정책적인 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조사 상이었던 골프장들이 경기도의 산지에 위치하여 산림과 수계에 미치는 영향에 

해서 주로 언급하였기 때문에 본 과제에서 제시된 자료가 전국의 골프장에 모두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부분 골프장들이 산지에 위치하므로 영향의 정도 및 경향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2년 자료와의 비교에서 금년에 조사된 3개 골프장에서 종수 및 개체수가 C2와 Cc를 제외

하고 작년에 비해 더 많았다. 각 분류군 별로는 유기물에 내성인 파리목이 높은 개체수현존량을 

보였고 조사시기에 따라 출현종 및 출현종수, 그리고 개체수현존량에 있어 다소의 차이를 보였으

나 생물군집의 기능적 측면은 두 번의 조사에서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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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으로부터 배출수의 영향을 조사정점간에 비교해 보았을 때 저서성무척추동물은 배출수

의 영향에 따라 grouping이 가능하였다. 방태천과 같은 청정수계에서 서식하는 종류와 비슷한 

그룹은 골프장 A의 조구와 원형보전지역의 수계의 정점, 골프장 B의 상류, 골프장 C의 조구 

등 골프장 유출수에 영향을 받지 않은 지점들에서 조사된 군집들이다. 반면 금년 추가조사를 위

해 선정한 골프장 D, E, F, H의 배출구와 골프장 C의 유출지역에서 조사된 종들은 오염수계인 

경안천에서 서식하는 종들과 비슷한 그룹들이었다. 흥미있는 결과는 어느 그룹에도 속하지 않는 

골프장 A의 배출지역, 골프장 B의 배출지역, 골프장 C의 배출지역에서 하류로 이격된 지역, 골

프장 G의 배출지역의 경우 오염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서 서식하는 종들이 우점하였다. 오염의 

정도가 더 악화되기 전에 책을 수립하면 생태계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골프장 운영시 방류되는 오염물질에 의해 영향을 받은 수계의 생태계를 조사해 본 결과 2002

년과 2003년 모두 방류구 주변의 수질(유기물이 저서에 축척됨)을 청정상태에서 오염된 상태로 

악화시키고, 거기에 서식하는 저서성무척추동물의 종 구성과 우점종, 다양도, 서식지 등에 누적

적인 영향을 미쳐 저서생물에 한 생태환경을 부정적으로 변질시켰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 계곡의 수계를 이용하여 골프장을 개발할 경우 하류의 수질뿐 아니라 하천생태계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청정지역의 경우 그 영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판

단된다.

이와 같이 골프장 배출수의 영향으로 골프장 하류의 수계에는 오염수계지표종이 우점하게 된

다. 골프장 배출수의 영향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될 경우 수계의 생태계를 변화시키고 서식하는 

종류, 종의 분포, 밀도, 군집의 형태를 단순화시킨다. 이와 같은 변화의 원인이 골프장에서 배출

되는 유기물일 가능성이 크다. 조사된 저서동물이 유기물에 영향을 받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자료의 분석을 통해 유기물의 영향이라고 판단하였다. 실제 수질 조사자료에서는 유기물의 량이 

보통 하천에 비해 많이 나온 정점들이 있었으나 수질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미량의 양이라도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줄 경우에 민감한 종들은 사라지거나, 그런 환경에 적응

한 종들만 살아남게 된다.

골프장 조성 후 운영시 육상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수림의 제거에 따른 영양분의 손실, 

토양환경의 변화, 외부 침입종의 영향, 원형보존지역의 생태적 측면에서 역할, 절토 사면의 복

원녹화가 적절하지 않고, 야간경기에 의한 동물의 서식환경 훼손, 잔디에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

여 곤충 등의 서식지를 제거하였으며, 생태계의 공동화와 단편화를 유도할 수 있다. 곤충류의 경

우 원래 골프코스 조성 이전의 서식지에서 종이 116종 채집되었으나 골프장이 조성되므로 인하

여 종 풍부도가 20% 정도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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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의 상관은 골프장의 원형보존지역의 면적과 관계가 있는 것보다 식생이 분포하는 서식지

에 따라 다름을 알 수 있다. 골프장 조성시 원형보존지역을 가급적 충분히 확보하여 주변의 생태

계와 비슷하게 유지하고 운영시 인위적인 간섭으로부터 종의 다양성도 유지하도록 계획하는 것

이 환경친화적인 골프장 조성을 위해 바람직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산지에 입지하는 골프장은 구조적으로 수계의 발원지 또는 집수역에 조성되어 

1) 하천의 생태계를 단절하고, 2) 골프장의 배출수에 의해 하류의 하천을 오염시켜 3) 하천에 

서식하는 생물의 서식지를 변하게 하고, 4) 이러한 상황이 오래 동안 지속될 경우 오염에 내성

인 종들만 생존하게 하여 종의 구성을 단순하게 만들어 5) 자연적으로 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도달한다.

이와 같은 심각한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계의 생태계가 청정한 곳이나 양호한 수계의 

발원지에는 골프장의 건설을 지양해야 한다. 계곡에 입지한 골프장은 예외없이 하류의 생태계 구

조를 변하게 하며 이전에 서식했던 종들이 사라지거나 단순화된다. 골프장이 밀집할 경우 산림생

태계와 하천생태계를 심각하게 단절하거나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특정지역에 골프장의 

입지는 바람직하지 않다.

산지에 골프장이 입지할 경우 생태계를 고려한 골프장이 조성되도록 설계하고 건설해야 한다. 

골프장 내의 수계는 집수역을 포함하여 일부라도 원형보존 상태로 남겨서 조성 후 생태계가 회

복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골프장 하류의 생물 서식지와 생태계 전반에 영향이 없도록 최선의 

책을 수립하고, 코스로부터 수계(하천, pond 등)로 오염물질의 유입을 방지하도록 buffer strip과 

초기우수저류지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아울러 골프장 내 원형보존지역

을 중앙의 서식지가 교란되지 않을 정도로 넓게 확보하고, 훼손된 지역을 복원하여 서식공간을 

확보하는 등 외부의 생태계와 연결되도록 조성할 필요가 있다. 

주요 연구결과와 평가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첫째, 기존에 간과되어온 골프장 배출수의 유기물 영향이 골프장 하류

의 생태계를 교란한다는 증거를 제시하였으며 영향을 저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고찰하였

다. 저서성무척추동물은 배출수의 영향에 따라3그룹으로 구분되었다. 방태천과 같은 청정수계에

서 서식하는 종류와 비슷한 그룹(골프장 유출수에 영향을 받지 않은 지점들에서 조사된 군집들)

과 오염수계인 경안천에서 서식하는 종들과 비슷한 그룹들(골프장 D, E, F, H의 배출구와 골프

장 C의 유출지역에서 조사된 종들), 그리고 어느 그룹에도 속하지 않는 오염이 진행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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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서식하는 종들(골프장 A의 배출지역, 골프장 B의 배출지역, 골프장 C의 배출지역에서 

하류로 이격된 지역, 골프장 G의 배출지역 등)로 구분되었다. 둘째, 골프장 조성은 기존의 자연

생태계와 종의 분포를 교란한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토양환경의 훼손, 종 다양성의 감소, 서식

환경의 훼손, 생태계의 연결성 단절 등으로 인위적인 간섭을 집중적으로 받는 지역의 생태계로 

변화되었다. 셋째, 식생의 상관은 골프장의 원형보존지역의 면적과 관계가 있는 것보다 식생이 

분포하는 서식지에 따라 다르며 동물상의 종 다양성은 면적과 관계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원형

보존지역에 한 생태적 가치에 한 연구는 단기간 조사에 의한 것이므로 연차적인 연구가 필

요하다. 그러나 원형보존지역을 충분히 확보하여 주변의 생태계와 비슷하게 유지할 경우 골프장 

내에 다양한 종들의 서식을 유도할 수 있고 이는 환경친화적인 골프장 조성을 위해 바람직할 것

이다. 넷째, 골프장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서 입지의 선정이 가장 중

요하다(특히 골프장이 특정지역에 밀집할 경우 생태계의 단절과 주변의 생태계에 미치는 누적적

인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한국 지형의 생태계를 고려하여 설계와 공

사에 생태계의 개념을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운영시 골프장 운영자의 관리가 중요한데 골프장의 

운영기간과 상관없이 관리자에 따라 심각한 영향을 저감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골프장에서 배출되는 유기물의 영향에 의해서 하천의 생태계가 훼손될 수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한 최초의 연구보고서로 가치가 있으며, 골프장 운영에 따라 발생할 수 있

는 영향에 한 책을 제시하고, 골프장에서 배출되는 유기물에 한 영향을 조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정책적인 책이 필요함을 입증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는 골프장의 입지선정과 생태계를 고려한 설계에 따라 골

프장이 조성될 경우 인위적인 간섭을 집중적으로 받는 골프장 같은 경관에서도 조경의 아름다움

과 함께 자연생태계의 신비함을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질 것이다. 운영시 가장 중요한 것은 

골프장 운영자의 환경관리에 한 의지이다. 운영기간에 관계없이 골프장에 따라 생태계에 미치

는 영향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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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환경영향평가비교연구-골프장사례를 중심으로
(Comparative Study on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China - in case of golf courses)
최재용 기본연구

연구배경 
1960년  이후부터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하여 많은 개발행위가 이루어져 왔으며 그에 따라 

개발과 환경적 결과와의 관계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러한 관계에 있어 

환경적요소가 의사결정단계에서부터 고려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져 왔으나 우리나

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이에 한 응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왔다. 특히, 동북

아시아 지역에서의 환경문제가 날로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중국의 환경

영향평가 제도는 최근에 이르러서야 제도적 틀을 갖추었다. 

한국과 중국은 90년 에 국교를 수립한 이후 지속적인 교류와 교역의 확 로 인해 많은 분야

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현재 환경적으로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다. 또한, 최근 들어 두

만강유역의 환경보전, 황사방지, 황해 환경보전 등 환경 측면에 있어서의 연구 교류와 협력도 증

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과 중국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규 및 제도를 비교하는 본 연구는 양국

의 환경보호를 위한 제도적 틀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의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의 목적은 중국의 연변조선족자치주 환경보호연구소와의 공동연구를 통하여 한국과 중국의 골프

장을 사례로 양국간 환경영향평가를 비교하는데 있으며, 이러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함으로써 

두 국가간의 환경영향평가에 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향후 국경을 통과하는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여 양국의 환경협력을 발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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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 
본 연구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하여 진행되었는데, 첫째로 우리나라와 중국의 환경영향평가

를 제도적 차원에서 비교하였으며, 둘째로, 양국가간의 골프장 조성사업에 한 환경영향평가 과

정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비교하였다. 

우선, 양국의 환경영향평가는 1980년 부터 시작하였으나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1990년

라 할 수 있다. 한국은 1993년 환경영향평가법이 발효되고, 1999년 12월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통합영향평가법이 제정되었다. 중국의 경우 과거 환경보전법에 의해 시행되어온 환경영향평

가가 독립법으로 2002년 제정되어 2003년 9월 발효되었다. 현재 중국의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스

크리닝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 상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정도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서, 환경영향평가보고표, 환경보호관리등기표 등 3가지 분류에 따라 평가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통합영향평가법에 의해 17분야 64개 

상사업이 환경영향 상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중국은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이 환경영향

평가서에 반영되어 작성되도록 하고 있으며, 주민 참여는 2002년 제정된 법에 이르러서야 처음

으로 규정되었다. 

둘째, 한국과 중국의 골프장 조성사업에 한 환경영향평가의 작성, 검토, 협의된 내용, 이행

여부 등에 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였다. 골프장의 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한 법적근거는 

한국의 경우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규정”(1997), 중국의 경우 국가환경보호총

국의 “건설환경영향평가제도관련문제수행의통지”(1999)에 있다. 본 연구를 위한 사례 상지역

은 한국의 경우 충북 동광 Country Club이며, 중국은 연길의 해란강 골프 리조트가 상지로 

선정되었다. 양국의 상지역은 기후 현황을 제외하고 부분 환경적 여건이 유사한 특징을 보

이고 있다.

각 골프장에 한 평가서 작성은 한국은 장안환경, 중국은 연변조선족자치주환경보호연구소가 

담당하는 등 정부의 허가를 득한 행업체가 작성하고 있으며, 협의기관 역시 한국은 원주지방환

경청, 중국은 길림성 환경보호국 등 정부기관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평가서의 검토과정은 양국 

모두 유사한 과정을 따르고 있으나 운영면에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경우 평가

서 초안, 본안, 1․2․3차 보완서가 협의를 위해 작성된 반면, 중국은 강(大綱) -한국에서의 

초안과 유사- 과 평가서가 사업의 비준을 위해 작성되었다. 또한, 평가서 준비기간과 협의과정은 

체로 한국이 중국 보다 오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서 항목을 살펴보면, 한국의 평가서는 단순한 목록체계를 갖고 있으면서도 중점평가항목

은 8개(지형․지질, 동․식물상, 토지이용, 수질, 토양, 소음․진동, 위락․경관, 교통) 로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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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항목을 다루어야 하지만 실제로 환경적 상황을 반영하여 작성되기보다는 피상적이고 형식

적인 측면이 없지 않았다. 반면 중국의 평가서는 한국과 반 로 중점평가 항목으로 3개 항목(지

하수, 지표수, 생태계)에 해서 평가하고 있다. 또한, 현황조사 부분에서는 중국이 생태계 평가

를 위해 비교적 선진적인 평가방법인 경관생태학적 기법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아직 특

별한 기법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채 상세하고 구체적인 현황 기록에만 머무르고 있다. 

저감 책의 경우, 한국은 공정에서 발생하는 영향을 기존의 정형화된 형식에 따라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있는데 비해 중국은 현실을 반영하여 영향을 예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인 방

법들이 너무 이론적이거나 구체적이지 못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골프장 조성 이후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서는 한국의 평가서는 수질, 생태계 훼손 등

을 제기한 반면 중국은 도로사면 훼손, 경관, 수질, 수문, 수생태계 등의 문제를 제시하였다. 마

지막으로 주민의견의 수렴과정에 있어서는 한국은 초안을 통해 주민공청회와 설명회를 실시하였

으며, 중국은 지역 주민을 상으로 설문조사 방법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본 연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주요결과가 도출되었다. 우선 공통적인 것은 국가에서 승인 받

은 업체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정부기관이 환경영향평가서 협의기관이 된다는 점이다. 반면 차이

점은 첫째, 평가서의 검토․심의가 한국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라는 전문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중국은 환경보호국에서 선정한 전문가 집단이 수행한다는 점이다. 둘째, 협

의․심의 절차에 있어 한국은 초안과 평가서 검토 후 보완서 작성의 반복 절차를 거친 후 평가

서 협의과정을 거치는데 반해 중국은 강과 평가서 심의 후 평가서를 비준하고 있다 셋째, 작성

기간 및 협의 절차의 소요시간에 있어 한국은 작성기간이 길고 협의 시간이 비교적 긴 반면, 중

국은 작성기간 및 심의 기간이 비교적 짧은 편이다. 넷째, 작성방법에 있어 한국은 초안, 평가서, 

보완서, 중국은 강, 평가서 체계를 따른다. 다섯째, 목록과 내용에 있어 한국은 간단한 목록으

로 취급항목이 다양하며 내용은 체계와 형식에 중점을 두는 반면, 중국은 복잡한 목록으로 취급

항목이 단순하며 내용은 실제의 상황을 반영하려는 의도가 있으나 원론적인 경향이 있다. 여섯

째, 현황조사에 있어 한국은 항목(특히 생태계)의 조사범위와 시기, 횟수 등이 비교적 구체적이

나 중국은 조사범위가 비교적 덜 구체적인 반면, 경관생태학적 기법 등 최신 평가기법을 활용하

고 있다. 일곱째, 골프장 조성 후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으로서 한국은 수질, 수생태계, 육상생태

계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중국은 도로법면 유실, 건축물의 경관영향, 수질, 수리․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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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수생태계를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주민의견의 수렴방법에 있어서 한국은 주민공람과 설

명회를, 중국은 설문조사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양국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발전과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환경영향평가에 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즉, 환경영향평

가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환경분쟁의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는 등 아직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중 인식이 부족하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는 엄연히 의사결정을 위한 조언과정이지 의사결정의 

최종 결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한 중인식 전환의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한국의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상사업이 17개 분야의 62개사업으로 제한되어 있어 환경적 영향이 발생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상사업에서 제외될 소지가 있으며, 소규모 개발사업들이 여러개 인접하여 

개발될 경우 법적으로 제어할 수 없다는 허점이 있다. 따라서, 평가 상사업 결정의 유연성을 높

이기 위해서는 중국과 같이 스크리닝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셋째, 환경에 한 미래예측의 정

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환경파악을 위한 환경정보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즉, 환경영향평가 

수행 과정에서 축적된 지식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실제 지역에 적

용 가능한 기술과 방법들을 개발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환경영향평가의 토 를 구축 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국가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통합영향평가시스템의 실제적 운영이 필요하

다. 현재, 통합환경영향평가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환경, 교통, 자연재해, 인구 등의 영향평가 과정과 운영에 있어 실질적인 통합이 이루어

진다면 비용절감 및 전문성 제고의 효과를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 참여 과정

의 개선이 요구된다. 현재 한국과 중국의 주민 참여 방식인 공청회와 설문조사 등은 실질적인 참

여라기보다 이해당사자의 논쟁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일방향 커뮤니케이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

다. 따라서, 환경문제의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새로운 주민참여방식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기 효과는 한․중 환경영향평가에 한 이해와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통해 양국의 

장점을 살려 각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 및 운영방식을 상호 발전시킬 수 있다는 데 있다. 또한, 

월경성 개발 사업과 관련된 환경영향평가의 표준화 작업의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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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인 도로설계기법 연구
- 환경친화적인 도로노선선정 기법개발

최진석 수탁연구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산지가 많고 인구밀도는 매우 높아 외국에 비해 국토이용여건이 매우 열악한 수준

이며, 최근까지 우리나라는 경제개발 우선 정책에 의해 환경의 가치를 정당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도로건설 분야에서 많은 환경적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로건설사업은 전체 환경영향평가사업의 약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단일 사업으로는 전

체 개발사업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도로건설에 따른 자연환경훼손으로 

인한 민원의 급증과 건설기술자의 개발논리와 환경기술자의 보전논리간 의견차이가 지 하여 협

의기간의 지연 등 경제적 손실이 발생되고 있다.

21세기, 환경의 시 를 맞아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추구하는 친환경적 개발이라는 새로운 패

러다임이 등장함으로써 도로건설사업에 있어서도 친환경적 도로건설이 요구되고 있다.

1999년 6월 건설교통부의 ｢새천년의 친환경적건설선언｣이 발표되어 환경친화적인 건설사업의 

중요성이 두되었다. 도로건설사업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바, 지

역의 환경용량을 감안하여 환경친화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한정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는 도로의 지속적인 확충은 불가피하나 자연환경 훼손

문제와 관련한 민원의 급증과 관련기관 등의 사업협의 지연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도로사업에 한 환경영향의 과학적인 분석과 책 마련이 시급하다.

“도로정비기본계획(1998~2011)”의 도로정비 목표와 도로개발 지표에도 환경친화적인 도로건

설과 관리체계를 확립하도록 되어 있다.

“환경친화적도로건설요령(1998)”에서 환경도로의 개요를 제시하였으나, 환경친화적 도로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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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서는 지역 특성과 생태계를 연계하는 구체적인 설계제원이 필요하다.

이에, 환경친화적 도로건설의 개념을 정립하고, 도로건설에 활용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도로설

계기법을 구축하고자 한다.

연구내용
□ 도로노선 선정과 환경영향평가

도로에 한 환경영향평가가 20여 년 이상 실행되면서 도로의 기능, 입지지역의 특성 등에 따

른 다양한 도로사업의 유형에 해 보편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자연 및 생활환경 분야에서의 

현황조사와 영향예측, 저감방안 등에 관한 기법 및 평가지표 등에 해 연구와 경험이 축적되어 

왔다. 도로사업에 한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되어 있는 각각의 평가항목 의견에 한 분석은 도

로사업에 한 노선 전반적인 환경적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중요하며, 특히,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의견을 토 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한 평가항목에서 제시되어 있는 노선선정과 관련이 있

는 평가지표 및 기준을 도출하고 분석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 도로노선 관련 평가항목 및 주요 내용

도로사업에 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분석한 결과 노선관련 의견은 일부 항목에서 제시되고 있

지만 주로 현황조사와 영향예측, 저감방안에 관한 내용이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환경영향

평가는 부분 공사시․운영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영향을 예측하고 이에 한 저감방안의 

수립에 중점을 두어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사전예방적 차원보다는 사후처리로 환경영향평

가가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환경영향평가의 단계가 노선이 결정된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어 노선선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점도 원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도로 노선이 국가적으로 혹은 지

역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거나 심각한 환경적 문제가 야기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

시적인 노선변경은 다소 있지만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노선변경에 한 요구는 없으며, 저감방안

의 수립 측면에서 의견이 주로 제시되어 왔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에 계획된 노선 이외에 새로운 노선으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환경적 측면에서 노선

변경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충분히 보상할 수 있을 만큼 가치가 있어야 하지만 특별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가치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우며, 경제적․사회적 

여건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노선의 변경 등에 관한 적극적인 의견이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

서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된 각 항목에 한 의견은 노선선정에 관련된 의견은 그리 많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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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생활환경분야는 저감방안의 수립이 자연환경보다 비교적 용이하며 그 효과 또한 인정

되고 있기 때문에 노선과 관련된 의견은 적으며 부분 현황조사와 영향예측, 저감방안 수립에 

국한되어 있다.

- 지형․지질

- 지형․지질 항목에서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시 제시된 주요 내용은 부분 지형․지질의 보전

가치 유무와 안정성, 지형훼손의 과도한 발생의 방지 등에 관한 것으로 이에 한 현황조사

와 저감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다. 노선과 관련한 의견은 특이지형 및 학술적 가치가 있는 

지형․지질의 보전과, 규모 절토에 다른 지형훼손의 방지, 폐갱도 등에 의한 붕괴가능성에 

따른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 동․식물

- 동․식물 항목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용도지역과 녹지자

연도 8등급 이상 등의 반드시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녹지축이나 생태축 등 생태계의 연결성

이나 도로로 인해 훼손되기 쉬운 서식처나 단절되기 쉬운 이동로 등에 관한 내용이 제시되

었다. 노선과 관련한 주요 의견은 습지보전을 위한 노선우회, 법정보호종과 멸종위기 동･식
물의 보호를 위한 노선변경, 양호한 임상의 보전,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보전방안 등이 있다.

- 수리․수문

- 수리․수문과 관련된 의견은 주로 저감방안 위주였으며 주요 내용은 소하천의 보전이나 교

량설치계획, 지하수영향에 따른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토사유출 방지 등이 있다. 

- 토지이용

- 토지이용 항목에서는 토지이용의 효율성이나 도로로 인한 지역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

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노선선정과 관련된 의견은 기존도로의 활용방안, 다른 노선 안의 

선정 및 검토, 생활환경저하에 따른 노선변경 등이 있다. 

- 기질

- 기질 항목은 도로의 운영시․공사시 및 터널 등 시설물 설치시 야기되는 기질의 영향 

및 저감방안에 한 것이 주요 내용이며 노선과 관련하여서는 운영시 기질 환경기준의 만

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 수질

- 수질항목은 노선과 관련된 의견은 없으며 도로건설에 따라 수반되는 골재채취나 교량공사, 

토취장 개발, 터널공사시 토사유출이나 오염물 처리에 관한 저감방안이 주요 의견으로 제시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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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진동

- 소음․진동 또한 기질과 같이 공사시 및 운영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발요인에 한 

저감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위락․경관

- 위락․경관은 공사시 야기되는 규모 절토에 따른 주변 경관과의 부조화, 이질감과 성토시 

야기되는 조망의 훼손, 차폐감 등에 관한 영향을 주로 검토하고 있다. 노선선정과 관련해서

는 마을과 인접한 지역에서의 고성토 구간의 지양, 장 사면 발생지역의 최소화 등이 제시

되고 있다.

□ 도로노선 관련 평가항목 및 주요내용

노선협의는 환경영향평가의 제도적 한계점을 극복하고 노선선정 과정에서 환경적 측면을 검토

하여 실시설계 단계에서 노선의 취소나 변경과 같은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서를 분석한 결과와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에 관한 의견이 많이 줄었지만 일

반적으로 비슷한 유형의 평가항목과 내용으로 분석되었다. 

노선선정 단계와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가항목 및 의견이 비슷하게 제시된 

데에는 노선협의가 비교적 최근에 실시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노선협의서 작성상에 있어 환경

영향에 한 내용이 자료가 없거나 작성자 임의 로 만들어진 검토서가 제출되어 검토자체가 불

가능한 경우가 많아, 노선을 결정하기보다는 노선결정을 위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부분임

을 고려할 때 협의서의 분석은 내용적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노선협의서를 검토함에 있어서도 환경영향평가와는 다른 노선선정 과정에 적용할 수 있

는 평가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기보다는 환경영향평가 검토의 연장선상에서 검토를 하였기 

때문에 유사한 평가항목 및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03년 들어서면서 노선선정

과정에서 환경성검토를 하기 위해 필요한 현황자료 목록이나 기준 정립에 한 정립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연구가 진행중에 있음을 고려할 때 앞으로의 사전협의는 본래의 목적 로 효율적으

로 운영될 것으로 기 한다.

2002년 사전협의서 분석을 통한 노선 선정 혹은 변경과 관련하여 제시된 평가항목은 지형․

지질, 동․식물, 수리․수문, 토지이용, 기질 등의 항목이며, 타 항목은 현황자료 제시나 저감

방안의 수립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 지형․지질

- 지형․지질 항목은 환경영향평가서의 노선관련 의견과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노선하부의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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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도 붕괴가능성에 관한 의견과, 절토구간 최소화 노선선정, 특이지형 및 학술적 가치가 있

는 지형지질의 보전방안 등이 주요 의견으로 제시되고 있다.

- 동․식물

- 동․식물 항목에서는 천연기념물 보호 책과 습지지역을 훼손하지 않도록 노선 변경의 요

구, 포유류 및 조류 보호지에서의 이격거리 확보를 위한 노선 변경 등이 노선관련 의견으로 

제시되었다. 

- 수리․수문

- 수리․수문 항목은 다양한 안 중에서 하천과 이격거리, 제방설치 유무 등을 통하여 노선

을 비교하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토지이용

- 토지이용 항목에서는 기존도로의 활용방안과 유량농지(농업진흥지역 등)의 잠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선선정 및 노선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 기질

- 기질 항목에서는 운영시 기질의 영향권 내에 있는 마을에서의 충분한 이격을 요구하는 

것과 기질 영향 저감을 위한 노선선정을 요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건교부가 보유하고 있는 도로설계편람 내용과 KEI가 보유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분석 및 현실적용을 비교하여 환경친화적 도로설계의 필요성에 동감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현실적 접근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항목별로 합당한 안을 제시하였던 연

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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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시 부유토사의 거동특성에 관한 연구 Ⅳ

맹준호 수탁연구

연구배경 및 목적
국내 경제가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연안역에 한 이용도가 점차 증가하게 되며, 이로 인해 

해면의 매립, 항로 및 박지의 준설, 방파제 및 안벽 축조와 같은 항만공사가 더불어 증가되고 있

다. 그러나 이러한 연안역의 개발로 인해 해양오염이 날로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한 관심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항만공사를 시행함으로 인해 해양환경에 미치는 주요 오염원은 공사중에 발생하는 부유토사이

다. 이러한 부유토사가 주변해역으로 확산되어 해양생태계에 피해를 발생시킨다. 이와 같은 영향

은 부유토사의 발생정도에 따라 국부적으로 차이를 나타내며, 발생정도 또한 공사의 종류, 방법, 

규모, 주변의 지형 및 해수유동의 변화폭 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또한 부유토사가 생물의 

생태에 미치는 영향은 부유토사의 정도 및 계속시간, 해양생물 및 해역환경의 특성에 따라 상이

하여 현재 이에 한 완전한 해명이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이러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파악하고 저감방안을 수립하기 위

한 목적으로 공사시행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 환경영향평가는 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부유토

사가 어느 정도 확산되는가를 예측하기 위하여 수치모형실험을 실시하고 예측결과를 토 로 저

감방안을 수립토록 한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의 결과는 현장조사를 통한 실측치와 다르게 나타

나는 경우가 확인되고 있어 현지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를 신뢰하지 않게 되고 환경영향평가시에

도 이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영향예측시 최악의 조건으로 예측을 하며 이를 근거로 저감 책

을 마련한다. 

또한 부유토사로 인한 환경피해를 저감시키기 위한 주요 책으로 오염원 주변에 오탁방지막을 



Ⅱ. 2003년 연구사업   311

설치하는 것이 방안이다. 그러나 많은 예산을 들여 공사시 오탁방지막을 일률적으로 설치하고 있

으나, 오탁방지막의 효과는 현장조건 및 공사의 종류 그리고 기상상태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

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에 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지지 못하였다. 즉 효율적

인 저감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영향예측에 근거하여야 하나, 현재 수치모형실험을 통

한 영향예측의 방안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저감방안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항만공사시 발생하는 부유토사로 인한 영향을 효율적으로 저감시키기 

위해 항만공사의 현장에 한 실측조사를 통해 부유토사의 발생거동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

구는 항만공사시 발생되는 부유토사의 거동에 한 4차년도 연구로 항만공사의 각 공종별 및 공

사강도별로 부유토사의 거동에 해 조사를 시행하였다.

연구내용 및 결과
항만공사는 장기간에 걸쳐 수행되며, 공정 또한 다양하여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서만이 정확한 부유토사의 거동에 해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4차년도 연구

사업으로 항만공사 중 일반적으로 많이 수행하는 연약지반개량(Sand Compaction Pile)공사와 

펌프준설선을 이용한 준설공사시의 부유토사의 발생거동 및 오탁방지막의 효과에 해 공사강도 

및 공사시기별로 조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사 상으로 한 공종으로는 연약지반개량(SCP)공사 및 펌프준설공사로 연약지반

개량(SCP)공사시의 경우 부유토사는 조류의 주흐름방향의 직각 방향의 경우 약 150m 이상까지 

고농도의 부유토사가 확산됨을 확인하였다. 한편 펌프준설공사시 부유토사는 전류시의 경우 표층

에서 100m이상, 저층에서 200m이상 확산되며, 낙조시의 경우 약 300m이상 확산되는 것을 확

인하였다. 즉 펌프준설공사의 경우 그랩준설공사와 비교해 부유토사의 발생이 적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오탁방지막의 효과에 해 공사강도별로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오탁방지막에 의해 탁

도농도가 급격히 낮아져 오탁방지막이 탁월한 효과를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즉 오탁방지막의 

효과를 백분율(％)로 분석한 결과 SCP공사시의 경우 공사강도가 가장 높았던 시기에는 약 56%

의 저감효과를 나타냈으며, 공사강도가 가장 낮았던 시기에는 31%의 저감효과를 나타냈다. 또한 

펌프준설공사시의 경우는 49%의 저감효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세 지역에 한 조사결과 세 지

역 모두 조사지역, 조사시기 및 조사정점이 서로 상이하여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나 오탁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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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은 공사강도에 따라 그 효과가 상이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일반적으로 항만공사시 발생하는 부유토사를 저감하기 위해 오탁방지막을 설치하며, 오탁방지

막에 의한 부유토사의 저감효과가 50%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지로 오탁방지막의 저

감효과가 50%인 경우는 매우 드물다. 즉, 오탁방지막을 설치한 항만공사 현장을 상으로 오탁

방지막의 유지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오탁방지막의 유지관리가 제 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이 

매우 드물었으며, 오탁방지막에 한 유지관리를 제 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오탁

방지막의 막체길이가 수심에 비해 너무 짧아(2~4m) 부유토사가 저층으로 확산되는 경우 이를 

저감시키지 못하고 있다. 또한 오탁방지막의 설치지점의 문제점으로 인해 부유토사의 확산을 제

로 저감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본 지역의 경우 오탁방지막이 탁월한 효과를 나타낸 것은 오탁방지막의 설치지점의 수

심이 2m로 매우 낮은 지역으로 오탁방지막의 막체 또한 2m로 저층까지 설치한 것에 기인하며 

아울러 오탁방지막에 한 유지관리가 제 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오탁방지막의 설치지점 및 막체길이의 선정 그리고 오탁방지막에 한 

지속적인 유지관리는 부유토사의 확산을 저감시키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

단된다.

기대효과
항만공사를 시행함으로 인해 해양환경에 미치는 주요 오염원은 공사중에 발생하는 부유토사이

다. 그러나 부유토사의 발생정도는 공사의 종류, 방법, 규모, 주변의 지형 및 해수유동의 변화폭 

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지금까지 항만공사시 실지로 부유토사가 어느 정도 그리고 

어떻게 거동하는지에 해 조사를 시행한 예가 없어 부유토사로 인한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방

안 또한 막연한 예측을 토 로 수립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항만공사시 발생하는 부유토사

로 인한 영향을 효율적으로 저감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부유토사의 발생거동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항만공사시 발생하는 부유토사로 인한 환경영향을 저감시킬 수 있는 효율

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으며, 부유토사의 확산을 저감하기 위해 

설치하는 오탁방지막의 효과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해양사업과 관련된 환

경영향평가시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부유토사로 인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

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1. 중장기 환경정책
연 구 사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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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연구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

구도완 기본연구

연구배경
21세기 국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환경정책연구사업의 중장기 계획수립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

다. 국가환경보전종합계획(10년)과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5년) 등 중장기계획이 수립․시행중이

나 국가적인 환경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정책연구사업의 중장기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

은 형편이다. 또한 환경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국립환경연구원, 기타 유관기관 등이 

환경정책 관련 연구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기존 연구사업에 한 평가, 미래 환경문제에 한 

전망, 향후 정책연구 로드맵 등이 미흡한 실정이다.

정책환경을 보면 첫째, 주5일 근무제 도입, 소득 증  등으로 쾌적한 환경과 높은 삶의 질에 

한 국민요구가 증 하고 있다. 국민들의 환경에 한 요구가 증 하는 상황 속에서 국가의 환

경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둘째, 지식정보화, 

산업구조 변화, 지역 균형발전 등 변화하는 사회변화에 따른 정책연구 수요 예측이 필요하다. 셋

째, 경제의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동북아 시 , 자유무역협정, 환경과 무역 연계, 기

후변화협약 등 국제관계 관련 환경관련 정책 연구 수요가 커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환경관련 국

제협약, OECD 활동 및 WSSD 후속조치 등에 한 연구가 필요한 형편이다.

연구내용
먼저 국내 환경정책연구사업 현황을 살펴보았다. 국내 환경정책과 관련된 연구는 학, 연구소 

등에서 장기간에 걸쳐 폭 넓게 진행되어 왔으나, 이 연구에서는 환경부, 국립환경연구원, K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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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유관기관 등에서 수행해 온 최근 약 5년간(1990년  후반 이후)의 정책연구사업의 현황

을 분석하고 문제점 등을 분석했다.

다음으로 OECD, 미국, 일본, 독일, 네덜란드 등 해외 환경정책 연구사업 동향을 조사했다. 환

경 선진국들의 환경정책연구 경험을 벤치마킹하기 위하여 환경관련 전략계획 분석 및 중장기 정

책연구 동향을 주로 조사했다.

향후 5년간의 정책연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중기적인 사회경제적, 환경적 변화에 한 

예측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환경문제 현황 및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른 환경여건 변화를 예

측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전망했다.

환경정책연구사업은 국민의 세금 등으로 수행되는 사업이므로 최종 수요자인 국민의 환경정책

에 한 수요(needs)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의 수요를 모두 파악하기가 어려우므로 이 

보고서에서는 전문적인 판단을 위해 매개 역할을 하는 전문가, 정책입안자, 비정부조직(NGO) 등

의 정책연구 수요를 조사하였다. 설문조사 등을 통해 연구과제 수요 및 제안 조사․분석․정책입

안자(환경부 및 관련부처),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요구사항 및 과제 수요를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환경정책 연구비전 및 추진전략과 중점과제 및 세부과제를 도출하였다. 국․내외 

조사․분석 결과와 연구과제 수요조사 결과, 향후 전망 등을 토 로 환경정책연구사업 추진 비

전, 계획의 목적과 목표 등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분야별 연구사업목표, 중점과제 및 세부과

제를 도출하였다. 또한 사업추진을 위한 5개년 환경정책연구 로드맵(Environmental Policy 

Research Road Map)을 작성하였다.

주요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환경정책연구사업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문제중심, 사후 

응 중심 연구에서 구조적 원인 분석 및 사전 예방 중심 연구로 전환한다. 단기적인 현안 중심

의 연구는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나 환경정책의 중장기적인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다. 따라서 정책연구사업의 중․장기 연구과제 비중을 확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단기․현안

과제 중심의 과제추진에서 탈피하여 역점과제 및 중․장기 핵심과제의 비중을 확 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환경정책 연구사업의 추진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고 연차별 조사연구 추진계획(road 

map)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둘째, 정확한 기초통계와 정보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적인 환경정책의 효율화

를 위해서는 정확한 기초통계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폐기물, 화학물질, 수질오염물질 등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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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노출량 통계 작성과 모니터링을 위한 정책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매체통합적 연구를 확 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료생산이나 폐기물로 환경에 배출된 오염

물질은 여러 매체로 이동하며 환경을 오염시키고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매체 관리와 함께 매체통합적 환경관리의 이론, 방법론, 제도 등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위해성 관리, 위해성 정보교류, 화학물질 관리, 화학제품관리, 환경보건정책, 통합

환경관리정책 등에 한 연구가 중요하다.

넷째, 경제와 환경의 통합을 통한 경제사회구조 전환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경제성장과 환

경악화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경제정책과 환경정책의 통합을 위한 정책연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환경친화적 세제개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조정 방안, 지속가능한 생

산과 소비, 지속가능한 교통 등 구조적인 전환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환경부의 “환경정책연구사업 5개년계획(2004~2008)”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되어 향후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연구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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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환경종합계획 기본틀 마련

정회성 수탁연구

연구배경 및 목적
｢국가환경종합계획(2006~2015년) 수립 추진계획｣에 따라 국가환경종합계획 기본 틀을 마련

하기 위한 1차년도 연구사업을 추진한다. 본 연구에서는 개정된 환경정책기본법에 반영된 국가

환경종합계획의 기본 골격을 마련하고 국가환경종합계획과 지역별 계획과의 연계방안을 강구하

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의 내용은 수립․추진 중인 환경계획에 한 종합 분석, 다른 분

야의 국가계획 중 환경관련 계획 분석, 외국의 국가 환경계획 수립․추진실태 조사 분석, 국가

환경종합계획의 기본틀 마련 등을 포함한다. 연구의 방법은 ‘국가환경종합계획 수립 추진계획’

에 따라 구성된 T/F팀과의 정기적인 회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구사업에 반영하는 방식으

로 진행한다.

연구내용
본 연구의 현황분석에는 종합계획 및 분야별계획을 관련 법, 계획기간 및 수립년도 등으로 구

분하여 정리하였다. 환경관련 종합계획을 분석한 결과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과 환경보전중기종합

계획, 종합계획과 분야별계획간 위계 및 관계가 제 로 설정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환경보전장기

종합계획에서는 오염 매체별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책들이 계획의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어 계획 내용이 공간화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환경계획에서 다루어지는 자연환경보

전의 상은 환경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다. 또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전국수도

종합계획 및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전국자연보전계획과 습지보전계획 등과 같이 동일하거나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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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내용들이 각기 다른 계획에서 중복되어 다루어지고 있다. 환경종합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

용들이 분야별 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종합계획과 분야별 계획간의 연계성 확보

와 함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수단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

타 분야 국가계획 중 환경관련 계획을 계획목표, 기간, 환경관련 내용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

다. 타 분야 국가계획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국가계획의 목표 및 전략이 개발과 환경의 조화 

또는 환경보전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환경문제를 소극적으로 고려한 정

도의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환경보전을 위한 실질적인 수단 제시는 미흡하였다. 각 국가계획에

서는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등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환경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나, 지

속가능한 또는 환경친화적 발전에 한 해석이 미흡하거나 계획마다 다르게 이해되어지고 있다. 

국가환경종합계획과 타 분야 국가계획간의 우선성이 상충될 우려가 있으며 국가환경종합계획 수

립 시에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환경계획의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외국의 국가환경계획 수립․추진실태를 분석한 결과 리우 지구정상회담 이후 세계 각국

의 환경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자리잡게 된 지속가능한 발전에 한 시각이 확 되고 있다. 각 국

의 환경정책의 목표 및 전략에 지속가능한 발전의 이념이 적극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국가환경종

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지속가능한 발전의 이념을 넓게 해석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국가

환경종합계획은 환경가치와 경제 등 다른 국익가치와의 실천적 조화를 꾀하면서 동시에 세 간 

형평과 사회적 형평을 확보함으로써 환경과 개발을 통합시킬 수 있는 목표와 전략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이 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 연구결과 및 기본틀 구축 방안
개정된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기존의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을 국가환경종합계획으로 명칭을 

바꾸고, 계획에 자연환경보전․국토환경보전․ 기환경보전․수질환경보전․폐기물관리 등을 포

함하도록 하여 국가환경보전계획이 국가의 환경에 관한 기본계획이 되도록 하고 있다. 국가환경

종합계획은 환경정책의 기본방향과 다른 개별적인 환경계획에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환경정책

기본법에 의해 수립되는 종합계획으로서 중기계획과 분야별 계획의 상위계획으로서 기능하게 된

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은 행정계획과 개발계획의 수립․시행으로 인한 자연환경․생활환경 등 환

경의 훼손과 오염을 예방하고, 친환경적 개발을 유도․지원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정책계획이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은 지방의 국가환경보전계획 수립,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계획 수립, 사전 환경

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등의 지침을 제공하며, 계획의 시간적 범위는 계획수립 이후 10년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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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우리나라 전지역을 상으로 한다.

계획의 기본이념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 많은 문헌에서 다양하게 제시되

고 있지만 크게 환경적 지속가능성, 사회적 지속가능성, 경제적 지속가능성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이념은 공생의 원칙, 조화의 원칙, 번영의 원칙, 형평의 원칙 및 참여의 

원칙으로 신할 수 있다. 

국가환경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실천방안으로 환경영향권역 설정을 통한 권역별 환경관리를 제

안한다. 환경문제의 일반적인 특성 중의 하나는 환경오염현상의 부분이 특정한 공간을 중심으

로 발생한다는 것으로 합리적인 환경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권역별 환경

계획이 수립되어져야 한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권역을 구분한다는 것은 동질적인 

환경요소를 가지고 있는 지역들을 파악․구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환경영향권역의 구분 

기준은 동질적인 환경요소로, 환경요소는 크게 자연환경적 요소, 생활환경적 요소, 사회․경제적 

환경요소로 구분될 수 있다. 이러한 각각의 환경요소를 개별적으로 도면화하고, 이를 중첩시켜서 

하나의 도면에 나타내면 동질적인 환경요소를 가지고 있는 지리적 실체를 찾아낼 수 있다. 

또한, 국가환경종합계획과 지역환경보전계획과의 연계를 고려한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체계는 

개정된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국가환경종합계획 - 시․도 환경보전계획 - 시․군․구 환경보

전계획” 체계로 이루어진다. 지역환경보전계획은 국가환경종합계획의 목표인 “자연스러운 생활의 

터전”, “활력넘치는 지속가능한 생명공동체”, “환경을 지키는 경제, 경제를 살리는 환경”, “공정

한 환경이용, 함께하는 환경보전”을 지역적 차원에서 구현할 수 있는 내용으로 계획을 제시하도

록 한다. 광역자치단체인 광역시와 도,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는 생활권 규모 및 사회․경

제․환경적 특성이 각기 다르므로 환경보전계획 또한 지역적 특성에 맞게 수립되어야 한다.

국가환경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효율적 추진체계로 1차년도 연구사업 결과를 토 로 국가환경

종합계획의 세부내용 및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정부부처 및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국가환경종

합계획 수립 추진단’을 구성하고 총괄기획단, 연구단, 자문단, 행정지원팀 등을 운영하도록 한다. 

연구팀에서는 연구포럼 운영 및 분야별 계획안 마련 등을 통해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시안을 마련

하고, 총괄기획팀은 연구결과를 토 로 계획안을 총괄 조정하며, 자문팀은 자문회의 및 토론회 

등을 통해 연구과정에 참여한다. 마련된 시안을 토 로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각계의 의

견을 수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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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오염된 물,

더렵혀진 공기

강토에 넘치는

쓰레기

국토난개발에

의한 자연환경의

훼손

경제따로,

환경따로

환경보전의식의

미흡

 ⇩

계획의

이념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우리 모두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과 행복을 보장하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사회적으로 정의로우며 경제적으로는 효율적인 사회

 

계획의

원칙
⇦
․인간과 자연의 공생

․개발과 보전의 조화

․환경과 경제의 상생

․현세 와 미래세 의 형평

․민주적인 참여

계획의

기조

안전하고

자연미

넘치는 환경

지속가능하고

활력있는

자연생태

자연자원

기반의 온전한

보전과 관리

환경을 지키는

경제, 경제를

살리는 환경

모두 함께

하는 과학적인

환경관리

두루 혜택이

가는 환경

정의사회

지구ㆍ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선도

⇩ ⇩ ⇩ ⇩ ⇩ ⇩ ⇩

계획의

목표

-청정하늘 

만들기

-안전하고 

맛있는 물 

공급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 만들기

-효율적인 

환경기초 

시설의 관리

-국가생물자

원의 생물 

다양성 

유지 강화

-생물서식 

공간의 보전

-살아 숨쉬는 

토양생태 

보전과 복원

-보전과 

개발을 조화 

시키는 국토 

관리

-깨끗하고 

살아있는 

하천생태 

만들기

-안전한 

지하수관리

-환경자원 

이용의 지속 

가능성 제고

-자원으로 

재순환하는 

폐기물 관리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체계의 

구축

-환경기술과 

산업의 

육성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환경관리

-산업별 

환경관리체

계 구축

-환경정책의 

조정기능의 

강화

-환경이용자

의 자율과 

책임에 

의한 환경 

관리

-환경교육과 

훈련의 

강화

-지역사회 

환경정책 

강화하기

-환경책임과 

피해구조 

제도의 

강화

-건강위해성 

평가와 

환경보전 

관리의 

강화

-화학물질 

안전관리의 

강화

-지속가능성 

지표의 

개발과 

운용

-지구생태계 

보전사업의 

추진

-지구환경보

전 협력 

체계의 강화

-동북아지역 

환경협력의 

강화

-개도국과의 

환경교역의 

확

-남북 환경 

협력사업 

추진

<국가환경종합계획의 기조와 목표>



12. 지방자치단체
12. 환경관리

연 구 사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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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시범지자체 발전방안 연구

변병설 수탁연구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1991년 지방의회의 구성, 1995년 자치단체장의 직선을 계기로 하여 지

난 10여 년간 지속적인 발전을 해 왔다. 지방자치제는 지자체 실정에 맞는 행정을 할 수 있고 

지역주민의 능동적인 참여가 활성화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지방자치제의 정착이 진행됨에 따라 지역환경문제에 처하는 지자체의 모습도 향상되고 있으

나 아직은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난개발로 인한 생태계 파괴 등 지자체의 무분별

한 지역개발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친화적인 지역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자체의 환경관리능

력 향상 및 지방행정의 환경친화성 제고가 시급한 실정이다.

지자체에서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의제 21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자체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제 21 이행상황 평가, 

지자체 환경관리성과 평가, 지속가능한 도시 상 평가 등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지속가

능성에 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평가와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환경부는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보전시책의 체계적․효율적 추진을 통하여 지역환경은 물론 전

국적인 환경개선을 도모하고자 1991년부터 환경관리시범지자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준비부족과 환경부 및 중앙정부의 지원이 미약하여 성공적으로 운영

되지 못하고 있으며, 2002년부터 기존의 5개 시범지자체 지정이 만료됨에 따라 제도에 한 전

면적인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환경관리시범지자체 지정제도에 한 전면적인 재검토 

및 제도개선을 통해 지자체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환경친화적 지방행정 확산을 위한 제도적

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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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 지속가능세계정상회의(WSSD)는 지방자치단체에게 1992년 리우 UN

환경개발회의(UNCED) 이후 추진해 온 지방의제 21의 이행을 평가하고 향후 실천할 지방행동 

21을 제안하였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지방의제 21의 수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WSSD 이후 지방정부는 생태적으로 효율적인 도시의 건설이라

는 과제를 부여받았다. 이러한 흐름은 생태도시 또는 지속가능한 도시의 조성이라는 것으로 초점

이 모아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개별도시 차원에서 생태도시 건설을 시도하였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최근 도시나 지자체 차원이 아닌 마을단위로 친환경적 마을조성 사업이 관련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이러한 사업은 소규모 마을단위로 한다는 것과, 생태적으

로 양호한 지역을 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지자체 전체의 환경개선을 목표로 하는 친환경적 도

시건설과는 거리가 있다.

도시나 지자체 차원에서 친환경적 도시건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환경부의 환경관리시범지자

체와 건교부의 생태시범도시 제도이다. 건교부의 생태시범도시는 제도의 역사가 짧아 현재까지 

1곳만이 지정(전남 남악신도시)되어 있으나 아직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지는 못하고 있다. 환

경부의 환경관리시범지자체는 1991년 환경모범도시로 출발하여 2003년 현재까지 9개의 환경관

리시범지자체가 지정되어 운영되어왔다.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지정되었던 5개 환경관리시범지자체의 운영성과를 분석해 본 결과 

어느 정도 제도의 성과가 있었으나 예산지원 등 재정지원 체계 미(未)정립, 정책추진 부서와 지

원부서간의 협조체계 부족, 환경관리시범지자체의 개념과 시범사업의 불명확, 시범지자체 사업추

진기반의 취약, 행정․기술․홍보 등의 지원부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운영성과 분석을 통해 도출된 과제는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의 구축, 확고한 추진체

계의 구축(정책의 추진부서와 이를 둘러싼 지원부서 및 관련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와의 협

조․지원체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정기준과 평가기준의 마련, 환경관리시범지자체의 성격 

명확화, 시범사업의 합리적인 선정과 지속적인 관리의 강화, 지자체의 집행능력의 향상, 평가 및 

기타 지원체계 강화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관리시범지자체의 개념을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

하여 유기적 복합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자연생태계의 원리인 자립성․안정성․순환성․다양성에 

입각하여 자연과 인간의 공존․공생을 이루어 가는 지자체로서 환경부에 의하여 지정되어 시범

사업을 실시하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로 정의하였다. 환경관리시범지자체의 객관적이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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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선정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에 한 설문조사와 전문가의 회의를 거쳐 평가지표(안)를 확정

하였다. 평가지표는 지자체의 환경관리기반을 평가하는 것과 시범사업계획서를 상으로 하는 시

범사업계획 평가로 나누어진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환경관리기반 분야 평가는 물관리, 기관리, 폐기물관리, 환경정책 

및 교육, 자연생태관리의 5개 분야에 각각 10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지표에 지역적 특성

을 반영하기 위하여 각 부문에 하여 도시형, 농촌형, 도농통합형 평가지표를 각각 다르게 작성

하고, 부문별로는 도시형, 농촌형, 도농통합형에서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공통지표와 개별지

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개별지표로 구분된다. 시범사업계획 분야 평가는 도시형, 농촌형, 도농통

합형 구분없이 하나의 평가지표로 되어 있으며 시범사업의 추진준비 및 실현가능성, 사업목표 및 

내용타당성의 2개 분야로 되어 있다. 각 분야는 8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8개의 평가

지표가 존재한다.

평가방법은 환경관리기반 분야는 5개 부문별 각각 10점씩 총 50점으로 하되, 지자체가 신청

한 부문의 가중치(2배)를 포함하여 총 60점, 시범사업계획 분야는 2개 부문별 각각 25점씩 총 

50점으로 종합점수를 110점 만점으로 하여 평가토록 한다.

평가총점

(110점)
=

환경관리기반 분야

(60점= 50점+가중치10점)
+

시범사업계획 분야

(50점)

<그림 1> 평가지표별 평가배점 확정(안)

환경관리시범지자체의 지정은 환경부의 환경관리시범지자체 공모와 지정을 원하는 지자체의 

자율적인 신청에 의한 방식을 취한다. 시범지자체는 기존의 환경관리기반이나 실적이 우수할 뿐

만 아니라 향후 환경관리개선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자 하는 지자체(환경관리기반․실적과 

향후 사업계획서를 동시에 평가), 환경의 악화가 일어나고 있거나 일어날 가능성이 명확하게 예

상되는 지자체로서 시범사업으로 인하여 환경개선효과가 높게 나타날 수 있는 지자체가 우선적

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 시범 지자체의 지정절차는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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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추진방침 수립 및 공고 ꀹ • 각 시․도와 시․군에 홍보
환경부장관(환경정책국)

ꀻ
인터넷에 의한 환경관리기반 평가 참여와 지정을

희망하는 부문에 한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ꀹ • 지정을 희망하는 기초자치단체만 참여

시․군․구

ꀻ
시범지자체 지정을 신청한 관할 시․군․구에 한

1차 심사(선심권 부여) ꀹ
•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에서 1차적인 심

사를 한 후 환경부에 추천할 기초자치

단체 선정시․도 광역자치단체

ꀻ
시범지자체심사위원회 구성

ꀹ
• 환경부차관, 환경부 본부 실․국장, 유

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관련 중앙부

처 관계자, 학계․연구원․NGO 등의 

관계전문가, 언론관계자 등으로 구성환경부장관

ꀻ
시․도 광역자치단체에서 추천한 지자체에 한

2차 심사 ꀹ
• 추천된 지자체의 환경관리기반에 한 

증빙서류 검토 및 사업계획서에 한 

검토

• 현지실태조사시범지자체심사위원회

ꀻ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범지자체 선정

ꀹ
• 환경부 각 실국의 사업에 한 지원․

협조 검토, 관련 중앙부처의 지원․협조 

검토,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의 의견, 

신청한 지자체의 부문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부문별 시범지자체 선정
시범지자체심사위원회

ꀻ
심사결과의 통보 및 시범지자체 지정 ꀹ • 지원계획의 통보

환경부장관(환경정책국)

ꀻ
시범사업의 추진 ꀹ • 사업계획에 따른 시범사업의 실행

시․군․구(환경관리시범지자체)

<그림 2> 환경관리시범지자체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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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지자체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첫째, 재정지원의 경우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방안으로 지방재정조정제도에 의한 국고보조

금․지방교부세․지방양여금과 융자 등 금융지원제도, 환경개선부담금, 4 강 수계관리기금, 생

태계보전협력금 등을 검토한다. 둘째, 행정지원은 시․군․구 환경보전계획의 수립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셋째, 기술지원은 시범사업 실행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집행․관리에 

필요한 기술제공 및 전문인력 파견을 검토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시범사업 지원․자

문팀｣을 운영한다. 넷째, 홍보지원은 시범지자체에 관련된 홍보물 및 홍보책자 발간과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를 실시토록 한다. 또한 우수시범지자체, 우수시범사업, 시범사업 추진 유공자

에 해서 환경부장관의 표창 및 시상을 실시토록 하고 모범사례집을 발간한다.

이러한 시범지자체의 평가는 중간평가와 최종평가로 구분한다. 중간평가는 사업이 진행된 2년

차가 되는 해에 실시하고 최종평가는 시범지자체 지정이 완료되는 시점에 실시한다. 중간평가의 

결과 시범지자체가 시범사업의 집행에 하여 고의적으로 지연하거나 사업을 집행할 의사가 없

는 경우 1차적으로 사업의 성실한 이행을 지도․권고하며, 1차적인 지도․권고에도 불구하고 사

업이 제 로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시범지자체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범사업을 철회하거나 

시범지자체 지정 자체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한다. 중간 및 최종평가 결과 우수시범지자체, 우수시

범사업, 시범사업 추진 유공자에 하여 환경부장관 표창 및 시상을 실시토록 한다.

기대효과 및 제안
환경관리시범지자체의 궁극적 목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여 자연과 인

간이 상생(相生)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극 화시키는 데 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는 데는 

사회․경제․환경․공간부문의 지속성을 동시에 고려하고 통합하여 추구하여야 하나 현재 우리

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어려운 점이 많다. 또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취

약한 환경관리기반과 열악한 환경현황을 고려해 볼 때 우선적으로 환경문제의 해결이 시급하고 

중요하다. 따라서 환경관리시범지자체는 우선 생태적 지속성의 관점에서 시범사업(물관리, 기

관리, 폐기물관리, 환경정책 및 교육, 자연생태관리 분야)을 추진하면서 이와 관련된 사회․경

제․공간부문의 계획을 고려하고 반영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자체의 생태도시화

는 단계적이고 점진적 전략에 기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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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환경생태보전종합계획

정회성 수탁연구

연구배경
지방화 시 의 주역으로 지방정부가 떠오르게 되면서 지역개발이 지방자치단체의 핵심에 서게 

되었다. 초기의 지역개발이 산업시설의 유치 등으로 단기적인 수익은 가능하였으나 장기적인 지

역발전 측면에서는 지역에 악영향을 끼친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후 사회가 정보화․복잡화되면

서 인간중시의 사고가 도래되고 환경에 한 관심이 증 되면서 지방의 환경은 경쟁력 있는 지

역의 발전요건으로 각광받게 되었다. 때문에 최근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지

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바탕으로서 환경보전

계획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

본 연구는 충청남도 금산군의 환경생태보전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크고 작은 산으

로 둘러싸인 금산군은 남한의 중앙부에 위치해 있으면서 그간 개발의 물줄기에서 소외되어 매우 

양호한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는 곳이다. 

금산군은 수려한 자연환경을 중심으로 널리 알려진 인삼의 종주지로서 가치를 인정받는 지역

이다. 금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재 금산의 모습에 한 총체적인 접근을 토

로 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군민 및 NGO단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계획상의 정책과 사업

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잘 합의된 환경보전종합계획이 수립되도록 하였다. 

연구내용
본 연구는 금산군의 비전을 수립하기 위해 현황 특성과 이를 바탕으로 한 지속가능성을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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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지속가능성을 진단하기 위해서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하였으며 그 결과 환경성이 

가장 양호한 지역은 남이면, 환경성이 가장 낮은 지역은 금성면과 금산읍으로 나타났다. 또한 

EF(Ecological Footprint) 분석을 통해 금산군과 충남, 전국의 총토지 수요량을 비교한 결과 금

산지역이 비교적 수용능력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경제 특성 및 환경문제배경, 기환경, 수질오염, 폐기물, 토양환경, 산업환경분야의 부문

별 환경현황의 특성 및 문제점,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금산군 환경문제의 배경은 인구의 꾸준

한 감소 및 핵가족화 현상으로 가구수의 증가와 더불어, 금산읍으로의 인구편중현상이 환경문제

의 원인이 됨을 밝혀내었다. 그리고 기부문에서 현재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1차 산업이 주

를 이루고 있어 맑은 공기를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에너지 소비량이 급증하고 있고, 기오염물

질 배출량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수질오염부문에서는 BOD를 기준으로 하면 충남에

서 가장 깨끗한 곳으로 선정되었으나, 2001년에 비해 20%의 업소 증가가 있었던 금산읍, 금성

면, 복수면에 한 산업폐수 배출시설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물분야에서는 폐기물 

발생 형태 분석 결과 인구수와 밭의 면적이 생활폐기물 발생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생활계 폐기물 발생량의 지속적 감소,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의 2000년까지 증가 후 감소, 배

출시설계 폐기물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었다. 토양환경관리부문에서는 산업용 화학물질과 농업

용 화학물질의 배출 및 사용현황, 일부 중금속에 한 오염현황은 전국 평균에 비해 매우 낮으나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등 국제적 유해화학물질(농약류 및 

산업용 화학물질)에 한 응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3개의 산업단지가 입지한 금

산군은 개별입지에 따른 환경오염이 유발되고 있으므로 산업환경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계획적 

입지를 통한 생태산업단지 개념 도입 및 친환경 업체의 클러스터화를 지향해야 할 것으로 나타

났다.

자연환경의 보전을 바탕으로 합리적 이용을 위해 자연환경분야를 중점적으로 진단 관리하고 

수자원 분야 및 경관생태자원, 산림자원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다. 특히 

산림자원의 경우 금산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1000개의 자연공원 조성사업의 확 를 

통해 전 지역의 공원화를 이루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경관관리를 위해 금산군의 표경관 

설정 후 유형별 보전방향 및 정비방향을(자연경관, 하천축경관, 도로축경관, 조망축경관, 역사경

관, 주거지경관, 상업지경관) 제안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자연환경과 경제의 상생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생태환경자원의 실태를 파악하였고, 친환경농업 및 친환경 지연산업, 자연환경의 상품화, 

권역별 환경자원 발전전략 구상을 통해 환경을 보전하면서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제

시하였다. 국제적으로는 FTA, 중국 및 칠레 등의 농산물 개방 압력 및 저개발 국가들의 위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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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면해 있으므로 밭작물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농업의 적극 추진, 부가가치가 높은 농산품의 생산 

촉진 및 약용작물 재배지역의 환경 홍보로 그린투어리즘(녹색여가체험마을 조성), 자연생태공원 

등 체험․체류형의 지속가능한 관광 확 를 제안하였다. 자연환경의 상품화 전략으로 환경자원 

및 어메니티를 개발하고 컨텐츠 발굴과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권역별로 녹색문화 시범

마을을 선정하여 네트워크를 구상하였다. 그리고 녹색정보센터로서의 면사무소의 기능의 확 도 

제안하였다. 

금산군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의식조사와 더불어 환경관련 

행정 및 재정, 주요 군정시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였다. 금산군 지역 주민들의 환경에 한 관

심과 환경의식은 높은 편이나 실생활 속에서의 실천수준은 높지 않고, 환경문제 및 관련 정책에 

해 일반 주민들과 청소년들간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친환경적인 군정

시책과 함께 지역주민과 기업, 시민사회단체, 금산군이 상호연계로 학습과정을 통해 자연환경을 

잘 가꾸도록 하는 주민동원방안을 마련하여 상호협력발전을 이루도록 하였다. 환경관련 행정 및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행정제도의 정비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자체재원의 확충방안도 제안하

였다. 또한 지속적인 군정시책을 펴나가기 위해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방법과 절차, 

상, 주체, 지표를 설정하고 끊임없는 환류를 통해 더 나은 금산군으로 발전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금산군의 자연환경은 비교적 보전이 잘 되어 있고 주민의 환경의식 또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생태 자원 역시 다른 지역에 비해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를 바탕으로 금산군환경생태보전계획의 비전 및 추진전략을 4개의 분야(산업 및 경제활동, 생태

자원 보전 및 지역발전, 환경관리, 지속가능한 발전)에 걸쳐 수립하고, 환경지표 및 사회․경제지

표, 제도지표로 나누어 핵심지표와 목표를 설정하였다. 

자연환경자원이 지역발전과 상호 공생하게 하기 위해 환경자원을 보전하기 위한 전략을 먼저 

수립하고 환경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구상도를 만들어 제시하였다. 이는 무엇보다도 자연환경의 

보전이 우선이며 이를 통한 지역발전 및 경제 활성화는 잘 보전된 환경으로부터 부차적으로 얻

을 수 있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금산군의 환경자원 개발구상도는 한반도 중원의 녹색

문화 발원지로 가기 위해 하드웨어 기반조성 및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해 전국 환경생태체험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청정 농업 및 쾌적하고 건강한 미래 삶터, 생명의 땅 미래의 땅 금산을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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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였다. 또한 환경관련 행정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방안과 자체 재원 확충방

안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군정시책에 해 지속적인 환류를 통한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범

위, 주체, 방법 및 과정을 제안해 주었다.

지방자치제도의 실시 이후 지역발전전략과 환경문제와의 상충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

러나 금산의 경우는 환경자원의 보호를 통해 보다 나은 미래를 구축해나가는 지역으로서 지역주

민 및 관계기관들의 높은 환경의식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예견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

하고 있는 각종 시책들이 올바르게 시행될 수 있다면 금산군이 지속가능한 미래의 환경생태 고

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13. 환경․경제․사회
13. 통합 분석

연 구 사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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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한 지역 생태
- 경제 모형개발 Ⅱ

정회성 기본연구

연구배경
환경정책이란 환경이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에 처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려는 인위적인 노력이

다. 이러한 환경정책은 환경과학적인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수립․집행된다. 그러므로 실효성 

있는 환경정책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환경과학적 지식과 정보가 필수적이다. 환경과학이란 인간

과 여타 생물종이 주변의 무생물 환경 및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를 탐구하는 학문으로 

연구 상이 가지는 본질적인 특성으로 인해 불확실성의 문제를 지니고 있다.

이로 인해 종래의 환경정책 연구는 인간계와 생태계간의 상호작용에 해 다소 직관적인 예단

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자연과학적인 연구는 생태계 그 자체에 한 연구로, 사회과

학적인 접근은 인간계의 경제활동에 초점을 둔 방식을 취해 생태계와 경제계를 통합적으로 고려

하여, 이들간의 동적인 관계에 집중한 정책연구는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다. 환경문제가 심화되면

서 1990년  초반부터 인구에 회자되기 시작한 지속 가능한 개발 또는 발전(ESSD)도 지속 가능

한 발전의 기본이 인간과 자연간의 상호작용관계의 개선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밝혀주는 방법론

의 개발은 상 적으로 부진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에 한 안적인 방법론으로 생태-경제 통합체계 동태모형의 적용 가

능성을 분석하고 시범적인 모형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다. 

생태-경제 통합모형은 수학적으로 엄정한 계량모형을 구축하기보다는 생태계와 경제계간의 연

계구조를 분석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하여 정책적인 시사점을 찾고자 하는 특징이 있다. 즉, 계

수의 엄정한 측정에 몰입하기보다는 지속가능성을 유지해 주는 구조를 파악하고 외부의 충격에 

이러한 구조가 유지되는 지의 여부를 밝혀서 특정지역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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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환경관리를 위해 생태계의 작동원리를 반영한 특정지역 환경의 수용용량을 고려한 생

태-경제 통합모형 개발에 한 연구는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 일부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방법으

로 추진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2년간의 연구기간을 설정하여 추진되었다. 제1차 년도에는 지금까지 발달해온 환경

-경제 통합모형의 개발 방법론을 평가 분석해 보고 체계동태학적인 접근방법을 이용한 생태-경

제 통합모형화의 방법론과 절차 등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제2차년도인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에 적용 가능한 생태-경제 통합모형 개발의 방법론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생태계와 

경제계의 작동원리와 모형화 구조 등을 탐구하고 이를 토 로 체계동태학적인 생태-경제 통합 

모형을 개발하여 정책적인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내용
2개년 연속사업으로 수행된 본 연구의 제1차 년도(2002년)에는 기존의 환경-경제 모형 연구

에 하여 이론적으로 평가해 보고 체계동태학적인 방법론에 의한 생태-경제 통합모형의 특성과 

우리나라에의 적용가능성을 타진하여 그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 즉 인간과 환경에 한 근본

적인 의문에서 지속가능성에 한 논의와 기존의 환경-경제 통합 모형화의 방법론 등을 검토하

였다. 그리고 이를 토 로 생태-경제 통합 체계동태 모형의 의의와 필요성 그리고 구조 등에 

해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체계동태학 방법론이 향후 넓게는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좁게는 

개개의 환경관리 안의 적합성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안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러

한 방법론이 계량경제학적인 방법론 등 기존의 방법론과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된다면 크게 유익

할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이같은 제1차년도 연구성과를 토 로 제2차년도 연구는 출발된다. 

우선 본 연구는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살펴 보려는 지금까지의 다양한 연구들을 검토하였다. 

특히 지속가능성 지표개발과 환경용량 평가, 그리고 체계분석법을 이용한 모의실험 모형을 개발

하여 지속가능성을 분석하려는 연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생태계와 경제계를 통합하

여 체계동태 모형으로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적인 이론과 모형들에 해 고찰한 뒤 생태계

와 경제계를 통합하여 국가와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생태-경제 통합 기초모형을 개발하

였다. 생태계와 경제계를 통합한 모형은 이들 양 체계의 구조와 기능에 합당해야 하고 이들간의 

상호작용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들 양 체계의 구조와 기능에 한 검토 그리고 이들 간의 

상호작용을 모형화하는 방법에 한 검토가 이루어지며, 여기서 개발되는 모형에서는 생태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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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과 경제계의 발달을 하나의 모형으로 통합하는 구조를 제시하였다. 

개발된 생태-경제 통합체계의 이론모형의 골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을 진단하는 

생태-경제 통합 시범모형을 개발하여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우리

나라의 생태-경제 체계의 구조와 특징을 경제활동부문, 생산요소와 자원부문, 환경과 생태부문, 

사회발달부문으로 나누어서 분석하여 체계동태모형의 초기값을 구하고, 우리나라의 생태-경제 

체계의 지속가능성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인에 한 기초 시나리오를 설계하고 각각의 효과를 

분석․평가하였다.

정책시나리오에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시나리오-현상태 유지의 경우, 생산투자와 환경투자비

중 조정의 경우, 교육투자 등 사회적 생산 효율 증 의 경우, 환경정책목표 관리의 경우-를 살펴

보았다.

첫째, 현재의 생산 및 소비체계 등을 유지할 경우 일정시점을 지나서면 노동투입량의 감소로 

인하여 일정 부분 성장한 후에 정체상태로 접어들 것이며 이에 따라 소비와 투자, 자본형성도 정

체상태를 보일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민생산량과 투자의 증 에 따른 용지수요로 농지와 산

지 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둘째, 생산투자와 환경투자의 비중을 조정할 경우 환경투자를 20%로 상향 조정하였을 경우에

는 경제는 여전히 성장을 거듭하다가 정체상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미있는 현상의 하나

는 생산적 투자가 적어지면서 수질의 자정능력 감소가 완만하게 이루어지나 기의 자정능력은 

꾸준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여전히 생산적 투자는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질오염

을 정화시켜주는 농지의 면적은 감소하나 기오염을 정화해주는 산림은 산림의 생산성 증 를 

위한 투자의 증 로 단위면적당의 임목 축적량의 증 가 산지면적의 감소에 따른 영향을 능가하

기 때문으로 보인다. 

셋째, 사회발달로 인한 생산효율 향상의 경우 환경질의 개선이나 사회발전 등은 생산함수에 

있어서 계수의 변화나 요소투입의 승수 변화로 나타날 것이다. 사회발달로 생산함수의 계수가 증

가하는 상황을 가정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기술발전효과와 같은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단

순히 생산적 효율만 증 시킬 경우 경제규모의 확 에 따라 기, 수질오염 물질의 배출량이 급

증하여 궁극에는 환경오염의 심화로 인한 사망률 증 , 자본침식량의 증  등으로 생산활동의 위

축을 초래한다. 사회전체의 효율 향상은 환경오염과 자원고갈의 시기만을 늦출 뿐 근본적인 해결

책이 되지는 않는다는 점도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자원 및 환경이용 구조에 한 근본적인 개혁

이 없이는 장기적인 지속 가능한 사회를 이룰 수 없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환경목표의 설정과 관리 안을 모색하는 경우에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340   2003 연차보고서

사회발전 투자, 교육개선 투자, 환경개선투자 등을 통해서 사회의 전반적인 자원이용 효율을 개

선하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나 투자의 방향 조정이 요구됨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기오염의 심

화가 환경질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기오염에 한 투자 배분율을 높이고 

기오염물질 처리기술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함을 시사하였다. 고도의 경제성장을 꾸준히 유지하

고자 할 경우 환경질 악화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본 연구는 국가 및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새로운 방법론을 개척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시도되었다. 연구사업의 제1차 년도에는 생태계와 경제계의 체계구조와 기능을 살펴보고 기존의 

환경-경제 또는 생태-경제 통합 모형화의 방법론을 비교 분석하여 체계분석적인 접근방법이 흥

미있는 접근방법임을 알 수 있었다. 제2차년도의 연구인 본 연구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생태계

와 경제계를 통합하여 지역 또는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진단하는 방법론을 탐구하였다. 이를 위하

여 본 연구에서는 국가와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진단하기 위한 선행연구결과를 환경용량의 시각

에서의 접근, 지속가능성 지표개발시도, 그리고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한 체계분석법 등의 접근방

법과 사례들을 검토하였다. 그리하여 체계동태학적인 접근이 역시 기존의 방법론의 결함을 보완

해 줄 수 있는 유용한 접근방법임을 알 수 있었다.

환경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하는데 있어서 특히 기존에 전혀 다른 별개의 체계로 인식하여 독자

적인 연구가 진행되어 왔던 생태계와 경제계의 통합화가 강조되고 있는 현재와 같은 시점에서 

본 연구는 향후 생태계와 경제계를 통합하여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정책연구의 새로운 방법론

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시안적으로 개발하였던 모형을 보완한다면 명실상부한 한국의 지속가능성을 

진단하는 생태-경제 통합모형으로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향후 토지부분과 자원

이용부문을 확 한 우리나라의 생산함수를 도출하여 모형을 확 하여야 한다. 그리고 토지이용도 

도시용지, 농업용지, 산림용지 등으로 세분화하여 자연자원관리와 환경관리가 통합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환경오염부문도 기, 수질, 폐기물 등이 모두 고려된 모형으로 확장하고 가능하다면 

업종별 배출상황이 고려되는 모형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인구모형도 인구의 연령구조를 구체적

으로 모형화 하여 활용한다면 보다 설명력이 높은 모형으로 발전될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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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환경예산의 발전방안 연구 
- 예산편성 및 운영체계를 중심으로

강만옥 기본연구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그 동안의 압축적인 경제성장에 따라 공기오염, 물의 오염, 난개발 그리고 자연환

경 파괴 등 국민의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되었다. 이러한 오염된 국토환경을 치유하고 국민들에게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제공하고자 그동안 상당한 재정투자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그 동안의 환경예산의 편성 및 운용방안에 한 문제점 검토와 환경투자지출에 한 

재정효율성 평가 등이 제 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수질보전, 상하수도, 폐기

물관리 등에 해 보조, 양여, 융자지원 등이 각 사업별로 무원칙적으로 배분되고 있는 실정으로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미래의 환경수요에 한 

재정수요 추정과 관련예산의 확보 등에 한 연구가 미비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가 어

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1990년 부터 본격적으로 지출한 환경부문의 세출내역을 재정지출의 효율성

과 예산제도의 신축성 측면에서 재평가하고, 향후 지속가능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환경예산의 편

성 및 운용체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예산의 편성 및 운용측면

에서의 분석을 통해 현행 환경예산의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였으며, 다음으로 환경예산의 궁극적 

목적인 환경개선 효과를 검토하기 위해 수질부문의 재정투자성과를 평가하였다. 또한 국민들의 

쾌적한 환경에 한 욕구증 로 인해 환경관련 예산의 지속적인 증액이 요구되는바, 우리나라 환

경예산의 적정규모를 추정하고 관련세입의 확충 방안도 아울러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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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예산의 편성 및 운용상 문제점
예산의 회계별 구조분석을 통해 볼 때, 현행 환경예산이 갖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첫째, 환경예

산조달의 복잡성을 지적할 수 있다. 현행 환경관련 예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등으로 

복잡하게 나뉘어져 있어 세출예산의 운영과 집행상의 비효율성이 나타난다. 둘째, 환특세입의 불

안정성을 들 수 있다. 환특회계의 주요 자체세입원인 각종 부과금의 징수액이 감소추세를 나타내

어 향후 환특세입의 불안정성이 문제로 두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환특재원의 30~40%가 일

반회계 전입금으로 되어 있어 환특재원의 비독립성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유사한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여기에서는 통합재정 측면에서 환경부소관 기금인 4 강 수계관리기금에 한 

운용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4 강 수계관리기금의 2003년도 운용규모는 총 5,312억 

8,000만원으로 환경부소관예산의 약 38%에 해당하는 규모로써 향후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

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들 수계관리기금의 경우에는 해당수계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치단체장들

로 구성된 수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계획․집행되고 있는 이유로 사업시행주체와 기금운용주체

의 불일치문제로 인한 경영개선 및 사업운영, 자산운용측면에서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다.

재정투자의 수질개선 영향분석
수질개선의 경우, 연도별 강수량이 하천수질개선에 미치는 효과가 수질개선을 위한 기초시설

투자 보다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수량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100㎜당 약 0.06~ 

0.07ppm정도의 수질개선효과를 나타냈다. 기초시설투자의 수질개선효과는 1억원당 략 0.00002 

ppm정도의 수질개선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질 0.1ppm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약 

4,682억원의 비용이 소요됨을 의미한다. 이 추정금액은 본 연구에서는 시설투자비용만을 고려하

여 도출된 것이므로, 환경기초시설의 특성상 개보수비용을 포함한 운영비가 시설투자비용 보다 

더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실제 소요비용은 훨씬 더 클 것이다. 

기초시설투자의 수질개선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비점오염원에 한 체계적인 관리 및 투

자, 오염총량관리제, 수질측정망 등 수질현황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기반시설확충 및 제도개

편 등 수환경관리에 한 종합적 관리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앙 및 지방정부

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위탁관리 및 민자유치 방안 역시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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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예산규모의 적정성 평가
환경예산규모의 리변수인 공공부문의 환경지출규모와 경제규모(GDP)를 통해 환경부문의 예

산규모에 한 적정성을 평가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를 고려한 환경지

출액 적정규모와 실질 지출액을 보면, 1997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는 환경예산이 매년 약 

3,000억원 정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거 10년간(1992~2001)의 실질 환경지출액과 추정

된 적정환경지출과의 누적적인 차이는 약 2조 8,676억원 정도로 나타났다. 

향후 안정적인 환경관련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환경예산을 OECD국가 평균수준인 GDP 비 

약 1% 정도로 확 하고 관련세입의 확충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OECD 한국환경보고서(1997)에

서도 우리나라의 환경관련 부담금 및 부과금의 부과요율이 낮아 오염물질 저감유인이라는 당초의 

정책목표 달성이 미흡함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부과요율의 인상을 통하여 오염자부담원

칙을 강화하고 미수납액의 징수율을 제고하여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자체세입을 확충하여야 할 것

이다. 또한 수도요금의 현실화 등 수익자부담원칙의 강화를 통해 환경재원의 증 를 도모할 필요

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교통세 및 자동차 관련세제 등 기존세제를 환경친화적으로 개편

하여 환경오염을 저감하고, 새로운 환경세 부과를 통해 늘어나는 환경재원을 조달할 필요가 있다. 

주요 제도개선 과제
환경분야 예산편성 및 운용방식의 개선을 위해서는 첫째, 지금까지의 단년도, 점증주의 형태의 

예산편성방식을 사업의 신축성 및 재정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년도, 분야별 재원방식으로 전

환할 필요가 있다. 둘째, 환경관련 예산의 낭비와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의 비목

단순화와 통합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지출우선순위에 따른 예산의 신축적 집행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환경부 소관예산의 부분이 지자체를 통해 집행되고 있으므로 지자체의 환경

재정투자 확 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융자금리의 현실화와 보조율의 차등적용 그리고 단계적인 

융자사업의 국고보조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

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과부족을 최소화하고 이러한 과부족과 예산편성의 연계방법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환경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성과중심의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먼저, 현재 추진중

인 환경투자사업 및 향후의 투자사업에 한 모니터링과 사후평가체계를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투입위주로 환경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성과측정 및 책임성 측면에서 취약한 경향이 있으므

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성과중심의 재정운영 시스템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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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의 확산에 따른 유통산업의 구조 변화와
환경 영향

최진석 기본연구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에서 정보통신산업이 급격히 성장하는 가운데 정보통신기술에 근거한 사회․경제적 

변화가 급격히 진전되고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정보통신기반에 근거한 ‘전자유통(혹은 전자상거

래)’의 확산은 유통산업 내부의 구조적 변화를 넘어 사회․경제적으로 새로운 사고를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1995년 TV홈쇼핑, 1996년 인터넷쇼핑몰의 등장과 함께 국내 유통산업은 시장지배구

조와 시장규모 면에서 많은 변화를 겪었다. 특히 진입비용이 비교적 적게드는 인터넷쇼핑몰의 경

우에는 사업체가 급증하였으며 TV홈쇼핑의 경우 TV관련 기술의 발전과 함께 위성TV를 활용하

는 등 기술발전에 의해 전자유통이 다양화되고 확 되는 경향을 뚜렷이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

은 현상은 최근 휴 폰, 휴 용 컴퓨터(PDA : personal digital assistants) 등의 빠른 보급에 따

른 M-Commerce의 상용화를 앞당기고 있다.

본 연구는 유통산업에서의 전자상거래 비중이 변함에 따라 환경측면에서 우리 사회가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다시 말해 전자상거래의 확산이 가져올 소

비 및 생산, 수송의 변화 등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연구내용
업계의 예측에 따르면 현재 국내 소매시장의 약 4%를 차지하고 있는 새로운 유통방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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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에 즈음하여 약 8%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전통시장과 할인

점, 백화점, 편의점 등이 분점하고 있는 국내 유통시장 중 백화점과 전통시장의 비중은 점차 줄

고 이를 전자유통이 빠르게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신뢰성과 소비자 보호 차원에

서 약점을 보이던 전자유통이 새로운 정보통신 시스템기술의 상용화로 인해 급격히 안정화될 것

으로 보여 시장에서의 비중이 보다 급격히 성장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외국에서도 전자유통의 

비중이 2005년을 전후하여 소매시장의 5~7%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는 연구보고가 있다.

이와 같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전자유통은 환경측면에서 어떠한 시사점을 갖는 것일까? 외국 

연구사례에서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전자유통은 우선 교통수요의 변화를 유발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가 직접 매장을 찾는 전통적 유통과는 달리 전자유통은 주문과 결재가 모두 정보통신 기반 

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쇼핑을 목적으로 하는 교통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

도 상품의 배송을 위한 택배수요는 추가적으로 발생하지만 지역을 묶어 배송되는 배송시스템의 

특성상 전자유통의 교통과 관련된 환경비용은 상당부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도 

2003년을 기준으로 수도권의 형 유통매장과 전자유통의 환경비용을 비교한 결과 매출액을 기

준으로 발생되는 교통환경비용이 전자유통의 경우 전통적 유통방식에 비해 약 1/4로 분석되었다.

반면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았던 전자유통의 확산과 포장관련 폐기물 발생 증가는 

뚜렷한 증거를 찾아낼 수 없었다. 이는 국내 폐기물 관련 제도들의 실효성이 크게 증가한 결과로 

볼 수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 전자유통의 성장을 폐기물 발생의 확 로 해석할 수 있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교통과 관련된 환경비용과 함께 전자유통의 환경 시사점이 분명한 분야는 토지이용 분야로 분

석되었다. 다시 말해 전자유통 업체들에 한 전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표적 전자유통 

기업과 전통적 유통기업의 토지이용과 매출액을 비교하여 전자유통 기업이 토지활용 측면에서 

상 적으로 높은 효율성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자유통 기업의 단위 ㎡당 매출액은 전통

적 유통기업에 비해 최  30배, 최소 5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요 연구결과
연구의 내용에서 본 바와 같이 1조원의 매출액을 이루는데 발생되는 교통부문의 환경비용이 

전통적 매장의 경우는 2,181만원/일(휴일)과 1,856만원/일(평일)로 추정되었고 전자유통의 경우

에는 같은 매출액 달성을 위해 약 494만원/일(평일, 휴일 평균)의 환경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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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유통매장과 전자유통의 교통환경비용 비교>

유통매장(할인점, 백화점) 전  자  유  통 비    고

평 일

(백만원/일)

주 말

(백만원/일)

매출규모

(조원/연)

전자유통

(백만원/일)

매출규모

(조원/연)

657 772 35.4 43 8.7 환경비용/일

1,856 2,181 494 환경비용/매출액(조)

자료：2003년도 교통영향평가 요청서를 기반으로 작성

이와 같은 전자유통의 교통부문 환경비용이 낮게 추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유통이 환경친

화적 유통방식으로 단정할 수 있는 근거가 뚜렷하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전자유통에

서의 비환경적 요인들 - 예를 들면 역물류(Reverse Logistics)의 존재와 시간․공간적 제약이 

따르지 않는 전자유통의 과소비 혹은 충동소비 조장 등 - 이 아직 분석하기 어려운 형편이기 때

문이며 이를 조사․분석하고자 하는 업계 및 정부의 관심 역시 부족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의 국내외 연구 및 본 연구를 중심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 것은 이들 연구들을 통해 환경과 전자유통의 환경영향을 정량화 할 수

는 없었으나 그 연결고리들을 찾는데는 나름의 성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먼저 전자유통의 수․배송을 전문 물류업체가 맡고 있다는 점은 전자유통의 교통환경 장점을 

배가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다시 말해 전문물류업체가 보유자동차를 저공해 또는 무공해 차

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책을 강구할 수 있다. 또 전자유통 기업들의 자발적인 환경친화

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것도 구상이 가능하다. 특히 역물류 발생에 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

도록 공동물류관리를 위한 인프라 지원 등은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본다. 마지막으로 전자

유통 기업이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상품정보에 환경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도록 적절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부분 불특정 다수를 상으로 정보가 전달되는 전자유통의 특성

상 기업들의 환경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의지는 상당히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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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제통합계정 개발 및 녹색 GDP 작성 Ⅰ

강상인․김종호 수탁연구

연구배경 및 목적
1992년 세계환경개발회의(일명 ‘리우회의’) 이후 지구촌의 많은 국가들에 있어서 지속가능발

전(sustainable development)은 지구촌의 당면 과제로 등장하였다. 그런데 지속가능발전을 달

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와 환경 나아가 사회적 측면을 통합할 수 있는 정책평가수단이 필요하다. 

환경선진국들은 이미 1980년 부터 환경과 경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정책평가수단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 그러한 정책평가수단 중에서 표적인 것이 바로 환경계정

(environmental accounts)이다.

국민계정이 주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과 소비에만 초점을 둠으로써 경제활동에 따른 환경

파급효과를 고려하지 못한 반면, 환경계정은 경제와 환경 사이의 상호 작용과 경제활동에 따른 

환경파급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의 달성을 위한 중요한 정책평가수단의 역할을 수행

한다.

환경계정의 중요성에 한 인식이 퍼져가면서 국민계정체계(SNA: System of National 

Accounts)의 경우처럼 표준화된 환경계정체계를 만들려는 시도들이 등장하였는데, 이러한 시도

를 표하는 것이 UN이 주도하고 있는 환경경제통합계정(SEEA: System of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ccounts)이다. 환경경제통합계정은 1993년 UN이 국민계정과는 

별도로 환경과 경제 사이의 상호 작용을 물리적․화폐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환경계정을 

작성하여 기존 국민계정의 위성계정(satellite accounts) 형태로 활용할 것을 권고한 데서 비롯되

었다.

환경경제통합계정은 경제활동에 따른 산업별 환경부하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적 노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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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분석함으로써 자연자원을 포함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관리하기 위한 평가지표들

을 제공해준다. 나아가 정량적 분석모형과 결합될 경우 환경정책의 기본방향 및 우선순위를 결정

하며 정책의 유효성 및 효율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통계 기반을 제공해준다. 또한 경제

활동으로 인한 자원고갈(depletion) 및 환경악화(degradation)에 한 화폐가치평가를 통해 이른

바 “녹색GDP”를 추산하는 것이 가능하다. “녹색GDP”는 경제활동만을 상으로 하는 기존의 

GDP와 달리 경제활동의 환경파급효과를 포괄하는 거시총계지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  중반부터 환경경제통합계정에 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어, 몇 

차례에 걸쳐 환경경제통합계정 시범편제 작업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본

격적인 계정 작성 작업이라기보다는 연구 차원의 작업에 머물러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환경경제통합계정 작성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1년에 환경부는 환경경제통합계

정 개발을 위한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동 계획에서는 2010년까지 환경경제통합계정의 완

성을 목표로 세 단계로 구분하여 작업 일정이 수립되었다. 

- 1단계(2001~2003년) : 시범편제 및 계정 개발

- 2단계(2004~2007년) : 물적 계정 작업 

- 3단계(2008~2010년) : 화폐 계정 작업

본 연구는 1단계의 2차년도 작업의 성과물이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환경계정 작성과 관련

된 국제동향을 분석하고 환경경제통합계정을 작성하기 위한 국내 통계자료 현황을 파악하여 실

제적인 계정 작업 계획(중기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연구범위 및 내용
환경경제통합계정의 작성은 수많은 기초통계자료의 구축을 필요로 하며, 이로 인해 환경경제

통합계정의 완성을 위해서는 오랜 시간에 걸친 지속적인 작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장

기적인 작업의 출발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의 상황을 점검해 봄으로써 환경경제통합

계정 작성을 위한 전체적인 방향을 정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이를 위해 환경계정 작성 및 환경통계 수집과 관련된 국제적 동향에 한 분석, 환경경제통합

계정의 세부 계정별 구조에 한 분석, 그리고 국내 통계현황에 한 검토 등의 작업이 필요하

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세부 계정별 작성 방안이 도출될 수 있다. 

본 보고서의 제Ⅱ장 환경경제통합계정과 환경통계 부분에서는 환경계정 및 환경통계와 관련된 

국제동향을 분석한다. 1절에서는 환경계정이 제기된 맥락, 환경계정의 종류, 환경계정 작성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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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등을 분석한다. 2절에서는 환경경제통합계정에 해 해설한다. 여기서는 국민계정과 환경경

제통합계정의 관계, 환경경제통합계정 작성을 위한 두 가지 지침서(SEEA 1993과 SEEA 2000)

에 한 분석, 이른바 “녹색GDP”의 의미 및 작성절차 등을 설명한다. 3절에서는 OECD 환경통

계를 중심으로 국내 환경통계 현황을 점검한다. 여기서는 국내 환경통계와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

점도 제시한다. 

제Ⅲ장에서는 환경경제통합계정의 가장 중요한 세부 계정인 환경오염물질배출계정과 관련된 문

제들을 검토한다. 1절에서는 환경투입산출표(또는 물적투입산출표) 및 환경오염물질배출계정의 범

위 및 구조에 해 살펴본다. 2절, 3절, 4절에서는 각각 수질, 기, 폐기물 배출계정의 작성 문

제를 검토한다. 여기서는 각 분야별로 계정 작성과 관련된 쟁점, 계정 작성을 위한 국내 통계현

황, 계정 작성 해외사례 등을 검토한 후 분야별로 계정 작성 방안을 제시한다. 5절에서는 수질, 

기, 폐기물 세 분야를 총괄하여 환경오염물질배출계정 작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제시한다.

제Ⅳ장에서는 환경보호지출계정과 관련된 문제들을 검토한다. 1절에서는 환경보호지출계정의 

범위와 구조에 해 살펴본다. 여기서는 SEEA 2000의 환경보호지출계정, OECD의 환경오염방

지(PAC)지출 통계 및 환경보호 지출 및 수입(EPER) 통계, 유럽통계국의 SERIEE체계 등을 비

교․분석한다. 그리고 환경보호지출계정 작성 해외사례를 살펴본다. 2절에서는 환경보호지출계정 

작성을 위한 필요통계자료 및 국내 통계현황을 살펴본다. 3절에서는 환경보호지출계정 작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제시한다. 

제Ⅴ장에서는 환경자산계정과 관련된 문제들을 검토한다. 1절에서는 국민계정체계(SNA)와 

SEEA의 자산 개념을 비교․설명한다. 2절에서는 자연자원, 토지․지표수, 생태계로 구성되어 있

는 SEEA 환경자산에 해 세부 자산별로 그 의미를 검토한다. 3절에서는 환경자산과 관련된 기

존의 국내외 지표 및 통계 개발 현황, 환경자산계정 작성 국내 연구 현황 등을 살펴본다. 4절에

서는 환경자산계정 작성을 위한 국내 통계자료 현황을 점검한다. 5절에서는 SEEA 환경자산계정 

체계 및 국내 통계자료 현황에 한 분석에 근거하여 환경자산계정 작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제시한다.

결론
본 연구의 주된 목표는 환경경제통합계정 작성토 를 구축하기 위해 SEEA의 계정구조를 분석

하고 국내 통계현황을 점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Ⅱ장에서는 환경계정 및 환경통계와 관련된 

국제동향을 분석하였으며, 제Ⅲ장부터 제Ⅴ장까지는 환경경제통합계정을 구성하는 세부계정들의 

구조 및 계정작성과 관련된 국내 통계현황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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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Ⅱ장>

환경계정은 지속가능발전의 달성을 위한 중요한 정책평가수단이다. 환경계정의 종류로는 물적 

환경계정과 화폐적 환경계정이 있는데, 전자를 표하는 것이 NAMEA이며 후자를 표하는 것

이 환경경제통합계정(SEEA)이다. 프랑스의 자연유산계정, 독일의 물질플로우계정 및 물적투입산

출표, 네덜란드의 NAMEA 등은 환경계정 작업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현재 UN을 중

심으로 환경경제통합계정 작성을 위한 국제표준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며, 확정

된 계정 작성 지침서가 곧 출간될 예정이다. 

환경경제통합계정은 국민계정의 위성계정 형태로 작성된다. 환경경제통합계정은 환경투입산출

표(또는 물적투입산출표), 환경보호지출계정, 환경자산계정이라는 세 가지 세부 계정으로 구성된

다. 그리고 물적플로우에 한 화폐가치평가 및 이에 근거한 환경조정 거시총계지표의 산출이 

SEEA를 구성하는 또 하나의 요소이다. 이른바 “녹색GDP”는 NDP에서 환경비용을 차감하여 도

출되는데, SEEA 2000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환경조정(고갈조정, 환경조정, 피해조정 등) 거시총

계지표가 제시되고 있다. 

환경통계는 환경계정 작성의 토 가 되는 것이다. OECD는 국가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표준화

된 조사표를 만들어 회원국들에게 통계자료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OECD 환경통계는 기, 내

수, 폐기물, 소음, 토지, 야생생물, 산림, 해양, 환경오염방지지출(2002년부터 환경보호 지출 및 

수입) 등 9개 분야로 구분된다. 현재 국내의 OECD 환경통계 작성 수준은 30% 정도로, 경제나 

인구 분야 통계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국내 환경통계의 문제점으로는 기초통계의 절 적 

부족, 환경과 경제 사이의 연계성 불충분, 통계자료의 낮은 신뢰도, 체계적인 관리의 부재 등을 

들 수 있다. 

<제Ⅲ장>

경제와 환경 사이의 물적플로우를 분석하는 것이 물적플로우계정이다. 물적플로우계정은 네 

가지 물적플로우(자연자원, 생태계투입, 제품, 잔폐물)의 기원과 귀착지를 구분하여 계정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물적플로우계정은 물적공급사용표나 물적투입산출표의 형태로 제시될 수 있다. 

네 가지 물적플로우 중 잔폐물(residuals) 유량을 상으로 하는 것이 환경오염물질배출계정이

다. 환경오염물질배출계정은 수질, 기, 폐기물로 구분된다.

수질배출계정의 작성을 위해서는 환경에서 경제로 유입되는 물의 흐름, 경제에서 환경으로 방

류되는 물의 흐름, 그리고 처리시설간의 물의 흐름 각각에 한 세분화된 자료가 필요하다. 계정 

작성을 위한 주요 통계자료로는 환경통계연감,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통계, 공장폐수의발생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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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하수도통계, 상수도통계 등이 있는데, 이러한 자료들은 수질배출계정을 작성하기에는 매우 

불충분하다. 이보다는 수질오염총량관리와 연계된 ‘전국오염원조사’의 자료를 이용해서 수질배출

계정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계정 작성 상 물질의 범위(BOD, SS, TN, TP 등)를 

점차적으로 확 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기배출계정의 작성을 위해서는 고정배출원과 이동배출원에 한 업종별 분류 자료가 필요하

다. 하지만 환경통계연감, 기환경연보, 기배출실태조사, 에너지총조사 등과 같은 기존의 통계

자료에서는 업종별 구분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자료들보다는 2004년까지 5개

년 계획으로 추진 중인 ‘ 기보전정책수립지원시스템’에서 구축하고 있는 배출량 자료를 활용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계정 작성 상 물질의 범위도 일반 기오염물질(SOx, NOx, PM, 

CO, HC 등)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VOCs와 특정 기유해물질(HAPs)로 확 해 가는 것이 필

요하다. 

폐기물배출계정의 작성을 위해서는 우선 총잔폐물(gross residual)과 순잔폐물(net residual)

을 개념적으로 구분해야 한다. 현재 국내 통계현황 및 정책적 필요성, 폐기물 분야 환경계정 작

성의 국제적 동향 등을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는 총잔폐물을 중심으로 폐기물배출계정을 작성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폐기물 분야 주요 통계자료로는 전국/지정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과 전국폐기

물통계조사 등이 있다. 전자는 업종별 통계정리가 안 되고 있다는 단점이, 후자는 5년마다 한 번

씩 실시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전국/지정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실적보고 및 

통계자료 정리 시 업종분류에 따른 보고 및 정리 작업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수질, 기, 폐기물 분야를 종합한 환경오염물질배출계정의 작성을 위해서는 세 분야의 기준연

도 및 산업분류체계를 통일해야 한다. 특히 산업분류의 경우 통계수집의 측면에서는 표준산업분

류를 따르는 것이 편리하지만, 투입산출분석 및 환경경제통합모형 작업을 위해 산업분류를 세분

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환경경제통합계정의 완성 및 “녹색GDP”의 추산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물적계정의 작성과 병행하여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악화에 한 화폐가치 평가기법을 연구

할 필요가 있다. 

<제Ⅳ장>

환경보호지출계정은 반응지표에 상응하는 것으로 환경보호활동과 관련된 경제주체들의 실제적

인 지출을 상으로 한다. 환경보호지출계정에는 SEEA 2000의 환경보호지출계정 외에 OECD의 

환경보호 지출 및 수입(EPER), 유럽통계국의 SERIEE가 있다. 세 종류 모두 환경보호 활동 및 

지출에 한 국제적 분류체계인 CEPA에 근거하여 환경보호활동을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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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A 2000의 환경보호지출계정은 환경보호 공급사용표, 국민지출표, 자금조달표, 순비용부담

표 등 4개의 세부 계정표로 구성된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환경보호 공급사용표인데 이는 

공급표와 사용표를 결합한 것이다. 공급표는 누가 어느 만큼의 환경제품(=환경보호서비스+연

관․개조제품)을 공급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사용표는 공급된 환경제품이 누구에 의해 어떻

게 사용되는지를 보여준다. 환경보호 공급사용표의 작성을 위해서는 전문생산자(specialist 

producers)와 비전문생산자의 구분, 연관 및 개조 제품에 한 구분과 더불어 중간투입 및 부가

가치(공급표), 중간소비 및 최종소비(사용표)의 구분이 필요하다.

EPER 통계는 환경오염방지(PAC)지출 통계를 확 ․발전시킨 것으로, 환경오염방지지출 통계

에 비해 자연보호지출의 기본항목 편입, 경상지출 범주를 내부경상지출 범주로 체, 수입 항목

의 추가, 환경보호서비스를 주요활동으로 하는 특화생산자(specialized producers)의 별도 분리 

등이 특징이다. EPER 통계는 복식부기원리에 따라 기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행자기준에 따라 

평가될 수도 있고 자금조달기준에 따라 평가될 수도 있다. 

SERIEE는 유럽통계국이 1994년에 개발한 계정체계인데, SEEA 2000의 환경보호지출계정체

계의 확립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SERIEE는 EPER뿐만 아니라 SEEA 2000의 환경보호지출계

정보다 더 포괄적이고 체계적이다. SERIEE의 계정표들은 5개로 구성되는데, SEEA 2000의 환

경보호지출계정에 비해 더 복잡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틀은 거의 동일하다. 현재 환경보호지출

계정을 작성하고 있는 부분의 국가들은 SERIEE를 표준으로 삼고 있다. 

환경보호지출계정의 작성을 위해서는 정부활동, 특화기업, 부수활동, 가계, 청정제품 등과 관련

된 여러 종류의 통계자료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5년부터 한국은행이 매년 작성하고 

있는 환경오염방지지출 통계와 2001년부터 환경부․통계청이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환경산업

체현황조사가 주요한 자료원이다. 그 외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건설업통계조사보고서, 서비스업

통계보고서 등을 추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특화생산자와 관련된 통계자료가 매우 불충

분하다. 

환경보호지출계정의 작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필요통계자료의 확보이다. 따라서 중기적

으로 필요통계자료의 확보 및 통계의 신뢰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 계정을 작성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계자료의 신뢰성이 어느 정도 확보된다면, SERIEE식 계정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환경오염물질배출계정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제Ⅴ장>

SEEA의 환경자산은 공간적(spatial), 양적(quantitative) 그리고 질적(qualitative) 형태로 나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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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를 반영하여 SEEA에서는 자산을 양적인 특성을 갖는 자연자원, 면적인 특성을 갖는 토

지 및 지표수, 질적인 특성을 갖는 생태계로 구분한다. SEEA의 자산계정은 개별 자산별로 개시

스톡, 거래에 따른 변화, 환경적 출현, 환경적 소멸, 기타 변화, 마감스톡 등을 구분하여 기록하

도록 되어 있다. 

자연자원은 다시 광물 및 에너지 자원, 토양자원, 수자원, 생물자원으로 구분된다. 이 중 광물 

및 에너지 자원과 수자원에 해서는 가용한 통계자료가 존재하는 반면, 토양자원의 경우에는 관

련 자료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한편 입목자원, 농작물자원, 수산자원, 동물자원으로 구성되는 생

물자원의 경우에는 인간이 경작, 양식 또는 사육하는 생물자원에 한 통계자료는 갖추어져 있으

나, 비경작, 비양식 또는 비사육되는 생물자원에 한 통계자료는 별로 없다. 

토지 및 지표수는 건물 및 구조물로 덮인 토지, 농지 및 관련 지표수, 입목지 및 관련 지표수

로 구분된다. 토지 및 지표수 분야의 통계자료로는 주로 토지피복지도와 지적통계연보를 이용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매우 불충분한 상태이다. 한편 생태계에 한 계정은 지표/지수를 활용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경자산계정은 매우 포괄적인 만큼 단계적으로 작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중

기적으로는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상 적으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자연자원계정의 작성에 비

중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세부 자연자산별로 화폐가치 평가기법에 한 연구를 병

행해야 할 것이다. 한편 환경자산은 포괄 범위가 매우 넓은 만큼 환경자산계정의 작성을 위해서

는 관련 부처들의 협조가 절 적이다. 

환경경제통합계정 개발 10개년 계획의 관점에서 볼 때 1단계(2001~2003) 작업이 갖는 의의

는 ① 우리의 현황파악 ② 단계적 목표설정 ③ 설정된 목표의 구체적인 수행방안 수립 등에 있

다. 본 연구는 주로 ①과 ②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즉, 환경계정 작성과 관련된 국내외 동향에 

한 분석 및 국내 통계 현황에 한 점검을 통해 우리의 현황을 파악하고 환경경제통합계정 작

성을 위한 전체적인 방향과 단계적 목표를 설정하였다. 차기년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미흡했

던 ③ 부문에 초점을 둠으로써 10개년 계획의 1단계를 마무리지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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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방안 개발에 
관한 연구

정회성 수탁연구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환경권리에 한 국민적 욕구가 증가하면서 개발과 보전으로 인한 세 간, 지역간, 계층

간 립과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환경정책 추진의 주요 정책과제로 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환

경재의 보전과 이동에 따른 정의논쟁을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를 하는 국내․외 사

례를 분석하여 환경적 혜택과 책임의 지역간․계층간․세 간 형평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및 정책방안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내용
먼저 제2장에서는 환경문제와 환경정의에 한 이론적인 논의에 해 고찰하고 환경정의론의 

발달과정, 논의구조, 발생원인 등에 한 이론적인 논점을 정리하였다. 환경정의는 환경위해성과 

관련된 편익과 비용배분의 불균형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사회 정의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다. 따라

서 환경정의는 자연자원을 다른 이용자의 필요는 물론 현세 와 미래세 의 수요를 고려하여 공

평한 방식으로 할당하고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환경피해 및 환경개선을 위한 비용부담의 

역진성, 환경정책 의사결정에서 영향력의 불균형에 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환경문제에 

관한 한 사회 내 약자뿐만 아니라 국가간 불평등, 세 간 불평등까지 포괄하여 다뤄져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환경정의 문제에 한 접근방식은 크게 인간만을 상으로 하는 인간중심주의적 사고와 자연

적인 객체를 상으로 하는 자연중심적 사고로 나뉘어진다. 인간중심주의적 사고에서 출발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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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으로는 남북문제, 차별적 공동책임이론, 지속가능한 개발, 공공신탁이론, 사회생태주의, 생태여

성주의, 환경인종차별주의, 탈도-힉스기준 등이 있고, 자연중심적 사고에서 출발한 이론으로는 

네오폴드 토지윤리론, 심연생태주의, 동물해방론, 동물권 이론, 생명경애사상 등이 있다.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환경정의개념은 인간중심주의적 사고에서 출발한다. 공리주의

는 인간만이 근원적인 가치의 주체가 되며 자연은 수단적 가치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하는 철저

한 인간중심주의적인 가치관으로서 인간의 행복을 모든 정의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공리주의의 

전통을 이어받은 경제학에서 ‘정의’는 환경재의 이용에 따른 사회적인 후생을 극 화하는 것이 

선(善)이라고 간주함으로써 사회적으로는 최 의 편익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그 사회의 구성

원간의 순편익과 순비용의 배분에서 차이가 현저할 때 정의문제가 두될 수밖에 없는 논리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사회정의론적 입장에서의 환경정의에 한 접근방식을 살펴보면, 

우선 생태사회론에서는 환경부정의는 특정한 사회제도나 관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

에 사회부정의를 환경문제의 원인으로 간주한다. 생태사회론은 다시 지배-피지배구조를 보는 관

점에 따라 사회생태주의와 생태여성주의로 구분된다. 반면 생태정의론적인 입장은 정의가 적용되

어야 하는 상으로 인간은 물론 자연환경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자연중심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생태정의론은 모든 생물은 본연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생물중심주의와 생명체

와 여타 생물 구성요소 그리고 무생물 구성요소간의 상호작용관계를 중시하며, 야생상태의 보전

을 중시하는 생태중심주의로 나뉘어진다.

환경정의에 관한 이론에서 다루는 환경불공평 문제의 발생에는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며 그에 

한 해석과 해결방안도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불공평 발생원인에 한 티보(C.Tiebout)

의 지방공공재모델, Baumol등의 순수공공재 모델, Coase등의 외부성 최소화모델의 해석방법과 

내용을 소개하였다.

환경질을 지방 공공재로 간주하는 티보의 모델에서 환경질은 특정한 지역공간에서 제공되는 

혜택의 범위가 특정지역에 한정된 일종의 지방공공재로 간주된다. 개인들은 소득 등의 경제적 여

건을 감안하여 선호하는 환경질을 가진 주거위치를 선택하게 된다고 본다. 이 논점은 빈부격차의 

차이와는 상관없이 누구나 환경질에 해 동등한 권리를 갖지만, 저소득층은 소득불평등에 의해 

동등한 권리를 향유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환경부정의 문제가 두된다고 보고 있다. 환경질을 순

수 공공재로 간주하는 Baumol-Oates모델에 따르면, 환경재는 저소득층에게는 요구수준보다 과

잉 공급되고, 고소득층에게는 과소 공급되는 현상으로 불공평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고소득층의 경우 원하는 환경질 수준보다 더 낮게 공급받는 것보다 저소득층이 원하는 환경질 

수준보다 높게 공급받는 것에 해 지불을 강요받는 것이 더 불공평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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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Coase는 쓰레기 매립시설이나 공장과 같은 위험시설은 환경외부성이 최소화되는 지역에 

배치되어야 한다는 외부성 최소화모델을 제시하였다. 이 이론에 따르면 위험시설의 설치지불비

용, 사회적 저항 등 면에서 고소득층 거주지역보다 저소득층 거주지역에 입지하는 것이 비용․효

과적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으로 편향되는 것을 합리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저소득층에 한 환경불공평 문제가 두되게 된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에 나타나고 있는 환경정의 문제에 한 논의동향과 정책분야별 환경부

정의 논쟁의 표적 사례로서 환경보전을 위한 토지이용규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와 운영, 그리

고 산업시설의 운영에 따른 환경정의에 관한 논란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에서 환경정의에 한 

논의와 관심은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의 환경운동의 발전과 함께 시작되었다. 1990년 중반이후 환

경정의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는데, 주로 폐기물처리장의 설

치․운영에 따른 분쟁, 광역수계 상․하류간 수질보전 비용분담에 관한 지역갈등, 개발제한구역

의 해제 및 생태계보전지역의 지정 등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정책 갈등 등 환경정책추진에 따른 

분쟁이 심화되면서 환경정의 논란도 함께 활발해 진 것이다. 그러나 환경부정의와 환경불평등의 

현황, 조사분석, 환경정책의 불평등 효과분석 등에 기초한 구체적 정책수단에 한 논의는 아직 

걸음마단계이다. 

먼저 토지이용규제에 한 환경부정의는 환경정책 집행과정에서 특정 집단이 부담하는 비용을 

적절하게 사회적으로 배분하지 못함으로써 두되었다. 정책의 수혜-피해자간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 기본적으로 불균형한 경우가 많아 비용배분 실패는 사회불평등 구조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그 표적 사례로서 개발제한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생태계 보전지역에 관

한 논쟁이 있다. 다음으로 환경혐오시설 입지에 따른 환경부정의 문제는 우선, 편익은 사회구성원 

전체가 누리지만 비용은 입지지역주민만 부담하게 된다는 문제제기에서 출발한다. 환경혐오시설

은 주로 사회경제적으로 주변부 집단이 위치한 곳에 입지하게 되는데, 혐오시설 주변 주민들은 

잠재적 개발이익을 박탈당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주변부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이는 

주변지역의 환경피해를 초래하고, 환경혐오시설의 입지선정과 시설운영 과정에서 지역주민이 배

제된다는 점이 문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시설의 환경부정의문제는 산업공단에서 환경정책

과 관리가 적절히 집행되지 못한데서 발생한다. 공단은 공간을 오염시키고 훼손하여 모든 세 와 

다른 생물종의 서식 공간을 축소시키며, 그 표적 사례로 온산공단, 여천공단의 경우가 있다.

또한 제4장에서는 미국, 일본, OECD(유럽국가), 중국 등 주요국가에서의 환경정의 논란과 정

책적 응에 해 살펴보았다. 먼저 미국의 경우, 환경보호처 주관 하에 1992년부터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과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 환경보호처의 환경정의 실현사업은 주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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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강화와 환경정의문제 평가기법개발 사업으로서, 오염예방 프로그램과 환경정의사업의 연계사

업, 지역주민/민간단체의 자발적 프로그램 소액지원기금 사업 등 세 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OECD와 유럽회원국들은 환경관련정책의 분배효과(Distributive effects)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환경 공평성(environmental equity) 문제를 다루고 있다. 유럽의 경우, 1990년 에는 환경개선

효과와 경제적 효과를 상호 연계하여 환경세 등 환경정책의 경제적 수단을 도입함으로써 소득 

역진적 영향을 효과적으로 보완/상쇄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 후반이후에는 

세제전반에 한 녹색세제 개혁(green tax reforms)이 진행되면서 환경정책의 분배효과에 관한 

논의도 녹색세제개혁의 전반으로 확 되었다. 21세기에 진입하면서 분배효과를 사회적 이슈와 

연계하여 사회경제적 계층 간의 환경형평성을 제고하는 통합정책(Integrated Policies)을 각 국

의 주요 정책과제로 채택하고 있다. OECD국가들은 분배효과 완화조치로서 에너지 부문과 오염

배출 억제를 위한 환경관련세제를 도입하여 발생하는 세입은 일반회계에 편입시켜 근로 소득세, 

법인세 혹은 사회보장분담금 경감 등으로 보상해 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OECD와 

유럽회원국들은 환경정의에 관한 한 이미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소득 역진적 분배 완화조치의 선

택에 해 주요논의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경우는 환경정책에 있어 경제적 유인제도와 분배효과 논의가 진행중이다. 개혁개방정

책의 실시와 시장화 체제전환과 함께 중국은 오염배출부과금징수제(排汚收費制度)를 최초로 실시

하였는데 이는 중국환경정책발전의 초기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90년  초반이후부터 비로소 시

장경제체제에 맞는 일련의 환경관리제도 개혁에 한 수요가 제기되었으며, 환경오염배출부과금 

등 환경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경제적 수단의 분배 효과에 한 논의가 촉발되기 시작하였다. 다

음으로 일본의 경우, 환경정의는 공해 피해에 한 주민운동으로부터 촉발되어 4  공해병사건, 

폐기물 처리 문제, 님비문제, 원자력시설 정비사업과 운영 등에서 제기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1993년에 제정된 일본의 환경기본법은 상 적으로 환경파괴나 악화에 관련된 오염자-피해자간

의 책임, 비용부담의 구조가 명확하지 않다. 최근 폐기물처리와 재활용관련법 등 일부 환경관련

법에서 각 주체간의 공평성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 등 비용부담구조를 명확히 하는 추세로 나

아가고 있다.

환경정의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우리나라 및 외국의 사례를 검토한 바탕 위에 제5장에서 환경

부정의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와 추진방안을 분야별로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았다. 한 국

가 내에서 환경정의 구현 또는 환경 부정의의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는 크게 사회적 인식과 제도

적인 측면, 정책이 결정되는 절차적인 측면, 정책수단의 선택과 운영 측면 등 세가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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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환경부정의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들 간에 

지구환경은 인간은 물론 모든 생물종의 생존기반이라는 새로운 토지윤리관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제도적인 측면에서 토지에 한 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리하고 국토의 환

경용량을 보전하면서 국토이용 효율의 극 화를 도모할 수 있는 국토이용정책을 수립하여야 하

며, 환경권을 담보할 수 있는 토지이용규제정책, 즉 자연공원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정책의 

강화, 생태계 보전지역의 지정, 보호 동물 및 식생종의 확  등 자연환경정책의 강화가 필요하

다. 또한 공공정책의 분배효과 평가제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정책의 수립과 집행으로 인해 부정

적인 분배효과가 현저할 경우, 이에 한 교정장치로서 정책자문위원회의 성격을 갖는 ｢공공정책

분배효과조사위원회(가칭)｣의 설치운영, 환경오염과 자연훼손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 도입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세 간, 종간 환경권의 형평을 담보할 수 있는 토지이용규

제를 통한 자연환경정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정책결정의 절차적인 측면에서는 정책 및 사업결정의 절차와 과정의 합리화가 필요하다. 정책 

및 사업의 지속가능성 평가는 환경오염이나 자연훼손의 사후 복원 가능여부를 우선적인 기준으

로 삼아야 할 것이며, 환경부정의의 논란이 될 수 있는 상사업에 관해서는 각종 보상기제를 이

용하여 환경자원 이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편익을 공평하게 배분될 수 있게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의 정책과정에 있어서는 주민의 참여를 확 하여 주민참여형 환경영향평가나 지역

사회기반 연구개발 등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정책수단의 선택과 운영 측면에서는 환경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 제고에 주의를 기

울여야 할 것이다. 우선, 국민 모두에게 기초적인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한 출발점으로서 환경기

준을 강화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에 한 사전예방의 원칙이 강조되

어야 할 것이며 이는 세 간 형평성과 종간 형평성의 확보에 특히 유효한 정책방안이다. 두 번째

로 환경정의의 구현을 위해서는 생태-효율성 높은 자원이용과 환경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

이다. 이는 희소한 환경자원으로 국민복지를 극 화하기 위해서는 환경정의의 기준에 반하지 않

으면서도 최소의 사회적 비용으로 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 안을 강구하여야 함을 의미

한다. 마지막으로 환경정보의 관리 및 공개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 각종 환경과학관련 자료의 

부정확성, 불확실성, 환경정보의 부족 등의 문제는 환경부정의의 해소를 위해서도 장애가 된다. 

따라서 환경정보의 공개를 활성화하여야 하며 과학적인 합리성에 입각한 정책분석과 평가가 이

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결론으로서 연구결과에 한 요약과 함께 향후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환경정의에 한 논란은 사회․경제적 약자의 환경위험에 한 과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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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에서 출발하였다. 환경정의 논쟁은 본질적으로는 경제가치에 우선을 둔 산업사회의 두와 

도시적 생활양식으로의 변화가 초래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환경정의

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기초적인 환경향유권에 한 강한 존중에서 그 실마리

를 찾아야 한다. 또한 지구환경의 구성원중 하나인 인간으로서 지구생태계의 항구적인 보전에 

한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도 정의적인 시각에서 인간이외의 자연개체에 해서도 일정한 배려

를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환경정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환경권의 관점에서 권리의 주체를 

파악하고 그 주체가 누려야 할 응분의 몫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실현을 

위해서 투명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절차를 확립해야 함과 동시에 환경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

될 수 있는 경제체계의 확립과 환경정책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연구성과
본 연구의 성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국내에서 부분적으로 진행되어온 환경정

의 개념, 환경정의의 주요 이론적 접근방식 및 논의구조, 그리고 환경적 공평성 문제의 발생원인

에 한 논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둘째,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에서 나타나고 있는 환경정의

의 논란과 사회적 갈등에 한 현황을 파악하여 환경부정의의 저감을 위한 관련 정책이 요청되

는 분야를 제시하였다. 셋째, 각국가의 환경정의 논의, 정책사례 경험 및 시사점을 파악하여 우

리나라의 관련정책을 추진하는데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환경부정의의 저

감을 위한 접근방법, 정책과제와 추진방안을 영역별로 제시함으로서 향후 관련 정책을 입안하는

데 하나의 지침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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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지표의 지수화 연구

정영근 기본연구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SD)에 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면서 이를 계량

화하는 지표 및 지수 개발에 한 관심도 함께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지속가능발전을 계량화하

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지속가능발전은 사회․환경․경제부문의 여러 요소들과 복잡하게 연

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세  뿐만 아니라 미래세 의 여러 영향을 포괄하여 수용하는 개념

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는 환경 의사결정과정은 경제적, 생태적, 사회

적 상태와 여건 등 다양한 자료를 필요로 한다. 일반적으로 경제 성장이나 산업화에 한 통계자

료는 잘 정비되고 갖추어져 있으나 환경 상태나 환경의 생태적 발전에 관한 자료는 상당히 부족

한 것이 현실이다. 

환경 분야에서의 지수화(Indexation) 작업은 다양하게 추진되어 왔지만, 아직까지 경제 분야에

서처럼 보편화 된 방법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특히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평가할 수 있는 표

준화 된 지수 체계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일반 중이 널리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간략하고 집약화 된 지속가능발전지수

(Sustainable Development Index: SDI)를 개발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지속가능발전지수가 정

책 당국이 환경적․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때, 인간 활동에 관한 필요 정보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지속가능성 실태 파악에도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또 지속가능발전지수를 

통하여 중요한 사회․환경․경제 요소를 개관할 수 있으므로 각 분야를 독립적으로 접근하기보

다는 총체적으로 접근하여 장기적으로 정책 개발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지수 체계를 구축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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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지수 개발은 정책 입안자나 일반 국민에게 지속가능발전에 한 통합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국가 발전을 평가하고 촉진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개발 또는 개발 중에 있는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각 부문별 인자를 

통합하여 국가 지속가능발전정책을 수립할 뿐만 아니라 국제비교를 위해서도 필요한 지속가능발

전지수의 작성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우리나라에 적용하여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지수를 도출

하고, 이를 기초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내용
지속가능발전지표(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SDIs)를 지수화 하기 위해서는 각 

부문별 지표를 선정한 다음 각 부문의 지표별 가중치를 계산하여 부문지수를 산정하는 단계와 

사회․환경․경제 등의 부문별 중요도를 계산하여 각 부문지수를 통합함으로써 종합지수를 도출

하는 단계로 나누어진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발전지수 작성을 위한 방법론을 통하여, 국가지속가능발전 상태를 종합적

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본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지속가능발전 상태의 전반적인 추이를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종합적인 지속가능발전지수 작성을 위해서 사용되는 접근 방식을 다음의 2가지 방

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번째 방식은 다양한 통계자료 중에서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표할 수 있는 각각의 지속가

능발전지표를 선정하여 바로 이들을 통합하는 방식이다. 

두번째 방식은 선정한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이용하여 먼저 부문별 지속가능발전지수를 작성하

고, 작성된 부문별 지수를 바탕으로 하여 종합적인 지속가능발전지수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본 

연구에서는 후자의 방식에 따라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기존의 문헌 연구를 통한 지수개발 현황을 소개하였다. 기존의 지수개발

과정을 일반종합지수, 환경종합지수, 환경부문지수로 분류하여 지금까지 해외의 각 기관에서 작

성하고 있는 지수에 한 연구 결과를 유형별로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그 다음에는 지속가능발전

지수를 작성하는 방법에 해서 간략히 정리하였다. 먼저 각 부문지수에 한 함수유형에 해서 

정리하였고, 그 다음으로 추정된 부문지수를 통합하는 방법, 즉 종합지수의 함수유형에 해서 

설명하였다. 그리고 부문별 가중치를 산정하기 위하여 Saaty(1980)에 의해 제안된 계층분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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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tical Hierarchy Process: AHP)을 사용하기 위한 방법과 그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그리고 종합지수를 도출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는 부문별 지속가능발전지표들을 제시

하였다. 먼저 UN과 OECD의 지표 선정 기준을 제시하여 지속가능발전을 가장 적절하게 나타낼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선별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지표에 한 

선행 연구라고 할 수 있는 정영근(2001)의 연구에 근거하여 UNCSD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기준

으로 국내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지표를 선정하였다. 각각 사회, 환경, 경제, 제도 부문으로 분류

하여 총 53개 지표를 선정하고 이를 지속가능발전지수를 추정하기 위한 지표로 설정하였다. 그

리고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지수를 추정하였다. 먼저 각 부문별 지표들에 해서 가중치를 도

출한 다음 사회, 환경, 경제, 제도 부문의 각 부문별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가중치 산정 이후 먼

저 각 부문지수를 추정하였으며, 추정된 부문지수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지수

를 작성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지속가능발전지수를 바탕으로 하여 정책적 시사점 및 제언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연구결과와 평가
본 연구 결과, 첫째, 우리나라는 사회부문과 제도부문이 지속가능발전에 순응하는 방향으로 발

전하고 있는데 반해서, 환경과 경제부문에서는 지속가능발전에 역행하고 있는데, 특히 경제․환

경적 요인의 악화( 기 오염, 폐기물 분야 등)는 지수하락의 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와 제도부문의 상승은 몇몇 지수의 상승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제

도 부문에서는 정보부문 지표(PC 통신 가입자수)의 영향력이 매우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전체 

지수 상승에서 정보가 누락되기 쉬운 지표별 지속가능발전 상의 하락요인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정책결정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즉, 사회부문에서는 사회형평 측면을 고려

해야 하며, 제도부문에서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문제에 한 정책 당국의 심각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작성한 부문지수를 통합하여 지속가능발전지수를 산정한 결과, 1990년 이후 우리나라

의 지속가능성은 1990년 104.7에서 시작하여 점차 하락하다가 1997년 이후 다시 완만하게 상

승하고 있는 완만한 U자 형태의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지속가능발전지수

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는 지속가능발전 측면에서 점차 긍정적인 추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분적으로 경제부문과 환경부문의 지속가능발전에 역행하는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부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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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부문의 긍정적인 추세로 인해 전체적으로는 뚜렷한 상승추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둘째, 지속가능발전지수의 상승추세가 특정 부문 및 특정 변수의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

되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하락하거나 보합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는 부문에 한 세심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특히 경제활동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환경 악화요인을 제거하고 지속

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한 노력 등 전체적인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배려

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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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SD 이행계획 환경분야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정영근 수탁연구

연구배경 및 목적
21세기를 맞이하여 인류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바로 지속가능한 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이 가능할 것인지에 한 문제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2002년 9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되었던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WSSD)는 인류에 경제성장, 환경보전, 사회복지의 조화를 추구하

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고, 각 국가가 이를 21세기 국가발전전략의 기본방향으로 채택하

도록 권장함으로써 경제, 환경, 사회정책의 기본지침을 제공하였다. 또 21세기 새로운 지구촌 발

전방안으로 WSSD에서는 정치적 실천의지를 표명한 “요하네스버그 선언문(The Johannesburg 

Declarat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과 ‘의제 21’의 구체적 실천계획인 “이행계획(Plan 

of Implementation)”이 채택되었다. WSSD 이행계획은 총 10개 장(chapter)에 걸쳐 지속가능발

전의 3  축인 경제․환경․사회분야에서 빈곤퇴치, 소비․생산, 자연자원 보전․관리, 이행수단 

등 향후 10-20년에 걸쳐 국가․지역․국제적 차원에서 달성해야 할 지속가능발전 이행방안을 

규정한 것이다.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 전략은 삶의 질이 높은 복지사회 추구를 위하여 경제･사회분야의 모든 

정책에 환경비용을 적절하게 반영하면서 환경친화적인 고려를 각 분야별 계획에서 의사결정 기

준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WSSD 결과물들은 향후 유엔총회․산하위원회 회의, 관련 협약 

당사국 총회 등에서 국제적 규범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환경분야 파급영향분석에 

이은 이에 한 응방안 연구가 요구된다 할 수 있다. 

WSSD ‘이행계획’이 포괄하고 있는 환경관련분야는 지속가능발전이 환경 각 분야에서 서로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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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었기 때문에 광범위하다. WSSD ‘이행계

획’ 중 환경분야에 미칠 수 있는 의제의 영향을 효율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이행계획’에서의 

환경분야를 크게 수자원 분야, 에너지 분야, 폐기물 분야, 자연자원 분야, 화학물질 안전관리 분

야 그리고 지속가능한 소비 분야 등 총 6개 분야로 구분하여 각 분야별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내용
‘의제 21’의 구체적인 실천과제인 WSSD ‘이행계획’이 포괄하고 있는 범위는 상당히 광범위하

다. 이는 지속가능발전이 환경․경제․사회 분야 등 각 분야에서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었기 때문이다. ‘이행계획’은 인구문제와 빈곤 등 사회․경제적인 

문제들과 해양, 기, 육지, 생물다양성 등 각종 부문 이슈들 그리고 국제환경관련 조직, 법체제 

및 재원, 기술이전을 포함한 이행방안 등 복잡한 이슈를 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WSSD 전개과정에서의 논의동향과 각 사안에 한 국내현황을 근거로 하여, 

WSSD의 최종 결과물인 ‘이행계획’으로부터 환경분야에 한 파급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환

경분야 응방안과 ‘이행계획’에 한 국민 인식 제고 등 지속가능발전의 이행기반을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이행계획’과 관련한 환경분야의 파급영향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화학물질 

안전관리 등 이행계획의 목표연도 설정이 두드러진 상황에 해서 목표달성을 위해 국제적으로 

다양한 조치를 예상하고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 관련법의 경우 중․장기 관리계획 수립을 요

구하고, 마찬가지로 수질, 기, 토양, 폐기물 등 각 부문별 현 국내상황에 한 분석을 하고자 

한다. 또 국내 상황에 한 분석에 이어서 이행계획에서 도출된 목표달성을 위하여 취해질 국제

적인 조치 내용 및 파급영향에 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행계획’의 후속 환경분야에 한 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미 수행한 국내외 

상황분석을 토 로 이행계획의 목표연도를 충족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 및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특히 추진중에 있는 기본계획에서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점을 중점적으로 발굴하고 다

음 단계의 각 부문별 계획 수립시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외에도 UN등이 주

관하고 있는 각종 국제협상 및 논의과정에서 우리나라가 견지해야 할 입장을 제시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자적 입장에 있는 우리나라가 제안할 세부 이슈를 발굴하고 이

를 토 로 회의 참가 전략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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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결과와 평가
본 연구에서는 WSSD의 최종결과물인 ‘이행계획’ 중에서 환경분야에 한 영향분석 및 국내 

응방안을 모색해보았다. 

‘의제 21’의 구체적인 실천과제인 WSSD ‘이행계획’이 포괄하고 있는 범위는 상당히 광범위한

데, 인구문제 및 빈곤 등 사회경제적인 문제들과 해양, 기, 육지, 생물다양성 등 각종 부문 이

슈들 그리고 국제환경관련 조직, 법체제 및 재원, 기술이전을 포함한 이행방안 등 복잡한 이슈를 

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WSSD 전개과정에서의 논의동향과 각 사안에 한 국내현황을 근거로 하여, 

WSSD의 최종 결과물인 ‘이행계획’으로부터 환경분야에 한 파급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환

경분야 응방안과 ‘이행계획’에 한 국민 인식 제고 등 지속가능발전의 이행기반을 확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이행계획’과 관련한 환경분야의 파급영향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수자원, 

에너지, 폐기물, 자연자원, 화학물질 안전관리, 지속가능한 소비 등 총 6개 분야로 분류하여 ‘이

행계획’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이에 따른 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이행계획’의 후속 환경

분야에 한 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미 수행한 국내외 상황분석을 토 로 이행계획의 목

표연도를 충족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 및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특히 추진중에 있는 기본

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점을 중점적으로 발굴하고 다음 단계의 각 부문별 계획 수립시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UN등이 주관하고 있는 각종 국제협상 및 논의과정

에서 우리나라가 견지해야 할 입장을 제시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자적 입

장에 있는 우리나라가 제안할 세부 이슈를 발굴하고 이를 토 로 회의 참가 전략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민 인식증진 등 지속가능발전 파트너십 제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WSSD 후속 지

속가능발전 논의에 있어 NGO, 산업계 등 주요그룹의 참여도를 높이고, 일반 국민들에 하여 

지속적으로 지속가능발전에 한 인식제고 방안을 제시하였다. WSSD 준비과정에서 많은 참가국

들이 1992년 UNCED 이후 지속가능발전 추진은 각국 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져 그 이행성과가 

미진하였다고 평가되는 바, 향후 국내 지속가능발전 논의에 있어 NGO 등 주요그룹 참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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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SD 이행계획에 대한 국가대응전략 연구

정영근 수탁연구

연구배경 및 목적
2002년 남아공의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세계환경정상회의(WSSD)에서는 경제성장, 환경보

전, 사회복지를 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는 각 국가의 21세기 국가발전

전략의 기본방향과 정책의 기본지침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WSSD 이행계획과 관련하여 국가발전전략의 기본방향과 정책측면에서 검토되

어야 할 사항을 점검하고 경제사회 각 부문별 중장기 응전략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내용
본 연구를 위해서 WSSD 이행계획상의 목표달성과 국내의 현실을 비교 분석하였다. 비교 분석

을 하는데 있어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산업, NGO, 여성 등 5개 분야로 구분하여 WSSD 이행계

획 관련 후속과제와 이에 따른 파트너십 이니셔티브를 제시하였다. 

먼저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이행계획 관련 후속과제로서 빈곤퇴치, 지속가능하지 못한 소비 및 

생산패턴의 변화, 경제사회발전 자연자원기반 보호 및 관리, 세계화시  지속가능한 발전, 건강

과 지속가능발전, 그리고 이행수단,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 틀에 해서 분석하였다. 그리

고 지속가능발전과 WSSD 파트너십 제고를 위해 지구환경부문 파트너십, 정부부문의 파트너십, 

지방정부와의 파트너십, 지역주민과 NGO와의 파트너십에 해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WSSD 이행계획을 위한 지방정부의 추진과제로서 지방정부의 

녹색구매,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 구축, 기후변화 방지 책,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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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개발, 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강화, 서울행동 21의 수립 및 실천을 제시하

였다.

세 번째로 산업 부문에 해서는 선진국의 지속가능한 산업 발전 논의를 위해서 영국, 미국, 

캐나다의 논의 동향과 국내의 논의 동향에 해서 제시하였다. 그리고 산업부문에 한 WSSD 

관련 추진 전략과 과제로서 산업별 지속가능발전지수 개발 및 적용, SCM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생태경제적 효율성 제고, 지속가능활동 정보의 자발적 공개, 연료전지 개발을 통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자원, 생태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폐기물 방지 및 최소화에 해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NGO 부문에 해서는 먼저 NGO의 역할을 제시하였는데, 정부와 기업에 한 지속가

능발전 추진을 촉구하고 지속가능발전 계획에 참여하도록 하며, 지속가능발전 실천을 위한 파트

너십 형성과 감시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정부 정책에 한 평가와 국민 홍보와 여론 조성,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교환,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국내외 논의 동향 파악과 

국제사회에 국내 현황을 소개하는 역할을 제시하였다. 

또한 NGO와 관련한 이행계획 관련 후속과제로서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개도국과 선진국 

및 정부와 주요 사회집단간의 협력,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패턴 증진을 위한 민간부문의 노력, 

수자원에 한 정부와 국제기구의 인식증진과 재정확보를 위한 시민사회의 기여, 재난관리에 있

어 비정부 기구의 역할,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 참여를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 남

남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 및 주요 사회단체의 협력 강화, 기존 재정 메카니즘의 이용을 통

한 개도국 지원에 선진국의 민간재단과 시민사회의 역할, 개도국의 교육시설확충을 위한 시민사

회의 재정동원 노력, UNDP의 능력배양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청소년을 포함한 시민사회 능력 강

화 추진, 의제 21 이행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부와 비정부와의 협력, 

청소년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 마련과 재정지원 방안에 해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여성계 부문에 해서는 WSSD 이행을 위한 추진전략 과제로서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완전한 참여를 보장하고, 성주류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며, 여성의 빈곤화와 양

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여성의 건강과 농업문제에 있어서의 여성문제, 그리고 교육부문에 있어서

의 평등에 해서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와 평가
본 연구를 통하여 WSSD 이행계획에 관한 국민의 인식증진과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파트

너십 제고방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WSSD 후속 지속가능발전 논의에 있어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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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산업계, 여성계 등 주요 그룹의 참여도를 높이고, 일반국민들에 하여 지속적으로 지속가

능발전에 한 인식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논의 중인 WSSD 후속 총괄기관의 주도하에 진행될 ‘지속가능발전 국가실천계획’의 수립

에 활용되며, UN 등을 통하여 진행될 각종 국제회의 참가 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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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지속성지수(ESI) 논의동향 및 개선방향

정영근 수탁연구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에 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면서 이를 계량화

하는 지표나 지수개발에 한 관심도 함께 고조되고 있다. 1992년 리우정상회의 이후 많은 환경

관련 정책들이 지속성(sustainability) 추구라는 명분하에 만들어 졌으나 이에 한 성과를 분석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측정 도구(tool)는 아직 다양하게 개발되지 못한 상황이다. 지표나 지수를 

이용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전망하는 것은 경제 분야 등에서는 자주 사용되고 있으나, 지속가능발

전을 계량화하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다. 이는 지속가능발전이 환경․사회․경제부문의 여러 요소

들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현세 뿐 아니라 

미래세 의 여러 영향을 포괄하여 수용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성취하기 위한 계획의 원활한 실행을 위해서는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지

수 개발이 선행되어 현 사회의 지속가능발전 정도와 진행되고 있는 방향, 추진상의 문제점 등에 

한 평가가 필요하다. 

이에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은 환경부하 경감 등 5개 분야 20개 지표, 

68개 변수를 사용하여 각 국가별 환경지속성지수(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dex: ESI)를 

도출하였다. ESI는 환경자원, 환경부하, 미래 환경여건 등을 보여주는 종합지수로서 환경요인뿐

만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요소를 포함하여 현재 상황과 미래 처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

는 지수이다. 2001년과 2002년의 전세계 100여개국을 상으로 한 ESI 순위 발표에서 우리나

라는 최하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ESI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환경개선 

노력이 국제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결과에 한 심도 있는 원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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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책 마련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이에 WEF측의 평가방법에 한 국내외 관계자의 이해도모 및 향후 적정 지수개발과 질적 향

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ESI 국제워크숍을 개최하고 WEF의 ESI에 한 심층연구를 토 로 우리

나라 관련 지수의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ESI 국제워크숍을 통하여 국내외 논의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경지속가

능성지수의 체계적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서의 지속가능발전의 제약요인을 파악하고 환경지속

가능성지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내용
본 연구는 ESI에 한 국내외 관계자의 이해를 도모하고 국가별 상황을 고려한 지수 평가와 

적절한 지수모형 개발 등에 한 논의를 위해 국제워크숍을 개최하고 논의결과를 토 로 우리나

라 ESI의 개선방향을 도출하고 우리나라 ESI 평가결과에 한 단계별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 상의 제약요인을 파악하고 ESI를 향상시키기 위한 장단기 과제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을 서술하고 연구의 범위와 내용을 정리하였다. 그 다음

으로 WEF의 ESI 개발과정과 발표된 지수를 설명하고 그 한계와 활용범위에 해 서술하였으며 

아울러 ESI의 구성체계와 추정방법을 고찰하였다. 특히 지속가능발전이나 지속성에 한 개념적 

설명보다는 ESI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정책에서 활용될 수 있는 범위를 

세 가지로 제시하고 ESI의 구성체계와 추정방법을 가능한 쉽게 정리하여 환경분야의 다양한 관

련자들이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그리고 국가별, 분야별, 지표별, 변수별로 ESI를 단계적으로 분석하고 각 단계별로 구체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는데, ESI 보고서의 광범위한 분석을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ESI 구

성체계와 같은 분류방식을 사용하여 단계별로 순위현황 및 특징을 제시하고 평가결과에 한 분

석을 통하여 단계별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ESI의 추계상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에 

한 개선과제를 단기적 추진과제와 장기적 추진과제로 제시하였으며 아울러 WEF의 ESI 발표에 

한 응방안에 하여 고찰하였다. 이를 토 로 기초 입력자료, 선정기준, 기초통계자료 통합

방법, 환경지속성 개념의 범주로 접근해 ESI와 관련된 문제점을 고찰하고 개선과제를 정책 중심

으로 제시하였다. 



372   2003 연차보고서

주요 연구결과와 평가
ESI는 환경지속성에 한 자료 위주의 분석으로 국가별 환경지속성에 한 비교와 평가를 위

한 토 를 마련하기 위해 개발되었고 나아가 전략적 정책결정 및 바람직한 장기적 결과도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SI의 산정자료인 68개 변수에 한 142개국의 행렬자료(matric data)는 

다차원적인(multidimensional) 환경데이터베이스를 나타내고 있고 특히 온라인상에서 제공되고 

있는 상호공유형태의 자료는 매우 효과적인 정책결정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자

료를 통해 각 국가의 환경적 장점 및 단점을 비교분석하여 벤치마킹을 위한 사회활동 성과파악, 

목표설정, 현황 및 변화추적 등이 가능하다. ESI와 환경자료는 정부차원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고 정부는 중요한 환경자원의 보호현황, 바람직한 오염억제 정책수립, 다른 지역에서 성공

한 전략에 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다보스보고서의 ESI 추정방법은 지표 선택의 적절성, 통합방법에 한 신뢰성 검증의 어려움 

및 변수의 주관성 개입 등과 같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환경문제가 심각하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고 향후 환경정책 추진의 방향설정에 활용할 수 있다. ESI연구는 기존의 

연구를 발전시키는 진행 중에 있는 연구로서 지수의 연속성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환경부존

자원이 열악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단기간 내에 개선을 기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ESI

는 사회, 경제, 환경 부문을 다양하게 고려한 지수이므로 환경부 뿐 아니라 외교, 경제, 사회 부

처 모두가 관심을 갖고 처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여 진다. 

ESI 산정에 참여한 연구진은 환경지속성지수의 향상은 단순히 경제성장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

라 정부․지자체․민간부문․개인 등 모든 경제주체의 노력이 결집될 때 비로소 성취될 수 있고, 

근본적이고도 장기적인 종합 책 수립 등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  이후 청정연료 보급, 물관리 특별 책 등 환경개선노력을 꾸준히 강화해 

오고 있으나, 이러한 환경질 개선효과는 단기간에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므로 장기적인 정책수

립이 요구되며 특히, 국가정책 수립시 지속가능한 발전 지향적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특히 환경성과지수 중 기후변화 책의 경우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에너지 기술혁신, 

생산 및 소비패턴의 변화 등 보다 적극적인 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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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에 따른 국내 통계 
발전방향 연구

정영근 수탁연구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에 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면서 이를 계량화

하는 지표개발에 한 관심도 함께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지속가능발전을 계량화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지속가능발전은 환경․사회․경제부문의 여러 요소들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을 뿐

만 아니라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현세 뿐 아니라 미래세 의 여러 영향을 포괄하

여 수용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계획된 목표를 성취하고 부문별 원활한 실행을 위해서는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이 선행되어 현 사회의 지속가능발전 정도와 진행되고 있는 방향, 추

진상의 문제점을 진단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관계기관별로 여러 가지 지표들을 개발하여 정책 성과평가 및 정책수립에 활용하

고 있으나, 지속가능발전 차원에서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에 한 연구는 UN에서 제시한 

지속가능발전지표(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SDIs) 구성체계에 기초한 ‘국가지속가

능발전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환경부, 2001)와 ‘정책분야별 지속가능발전전략’(지속가능발

전위원회, 2002)에 포함된 부문별 지속가능성평가지표 외에 아직까지 활발하게 전개되지 않고 

있다. 

특히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에서 개발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지표는 UN에서 제시하는 방법과는 달리 여러 종류의 지표를 다양하게 포함하고 있

으나 이에 한 심도 있는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속가능발전지표가 

국가적 특수성을 반영하면서 UN, OECD 등 국제적 기준에 적합하게 개발되기 위해서는 체계화

된 통계의 생산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OECD에서 개발되거나 개발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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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지속가능발전지표에 한 분석과 국내의 분야별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현황에 한 파악을 

통하여 국내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OECD의 기준과 원칙에 적합하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국내 

통계지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연구내용
1992년에 개최된 리우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다양한 실천수단 가운데 하나로 이를 평

가할 수 있는 지표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유엔 지속가능발전위원회(United 

Nations Committee on Sustainable Development: UNCSD)는 ‘의제 21(Agenda 21)’에 기초

한 국가 이행보고서에 통계자료와 함께 지표를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지표에 

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강조되면서 1996년 UNCSD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국제사회의 지

속가능발전 정도를 비교․평가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지표 시안을 발표한 이래 EU 등 유럽국

가를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 시행 중에 있으며 OECD, WTO 등 국제기구도 업무활

동의 성과평가를 목적으로 여러 가지 지표를 이미 개발 또는 추진 중에 있다.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과 관련하여 지표정보의 정확도와 질을 결정하는 기초 통계

자료의 부족과 통계체계 등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지표의 개발 자체에 있

어서 통계가 그 근간을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구축된 지표가 나타내는 신뢰성은 그 지

표의 통계질이 얼마나 보장되는가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국제적으로도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선

정과 개발 원칙에 있어서 가장 큰 제약요인으로 제시되는 것이 각 국가의 통계체계의 상이성과 

통계자료의 낮은 신뢰성 등이다. 

우리나라는 통계의 중요성에 한 인식 부족과 합리적인 통계체계 구축의 어려움으로 인해 국

내 통계 발전은 OECD 회원국 중에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내 지속가

능발전 관련 통계체계에 한 검토와 OECD가 제시하는 지속가능발전지표와의 비교를 통해 우

리나라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을 위한 통계발전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OECD에서 다차원적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 관련 지표 조합들

을 연결해서 분석하기 위하여 핵심지표(core indicators), 기조지표(key indicators), 부문지표

(sectoral indicators), 연계차단지표(decoupling indicators)를 연구 상 범위로 설정하였다.

국내 부문별 지속가능발전지표는 OECD의 부문지표와 연계하여 접근하였으나 에너지 및 관광

부문 등에 한 지속가능발전지표 연구는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OECD 지속가능

발전관련 지표에 한 분석을 통하여 국내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을 위한 통계의 발전방향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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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를 위해서 기존에 정립된 지속가능발전을 계량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지

표에 해 논의하였다. 지속가능발전을 측정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개발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선정기준과 행태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상인 OECD 지속가능발

전관련 지표를 분석하였다. OECD의 지속가능발전관련 지표 중 핵심지표․기조지표․부문지표․

연계차단지표에 해 각 지표의 목적과 특징, 구성과 전망을 제시하고 각 지표 목록에 한 세부

설명을 추가하였다. 

그 다음으로 OECD 지표개발에 한 국내의 지표개발현황을 각 부문별로 분석하였다. 농업․

해양수산․산림․국토관리․교통․산업발전․유해화학물질 부문에 한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의 국내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한 틀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OECD 지속가능발

전지표에 한 분석과 국내 부문별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을 위한 통계체계에 한 분석을 바탕

으로 국내 통계체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는데, 국내 통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도출하고, 지속가

능발전지표 개발을 위한 국내통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와 평가
지속가능발전지표는 기존의 상태를 비교하고 계획을 수립할 때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

한 것으로, 정책 목표를 체계화하고 현 상태의 평가와 장래 변화의 예측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

해 줄 수 있다. 즉 국가 구성요소의 세 가지 중심축인 환경, 경제, 그리고 사회 요소 가운데 

표성이 있는 일부를 개관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확보하여 지속가능발전

을 위한 현재의 상황을 평가하는 수단이다. 따라서 지속가능발전지표는 통계적 방법으로 방 한 

양의 정보를 단순화하고 계량화함으로서 환경상태의 일반적인 추이를 파악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와 같은 지속가능발전지표 발전방향에 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비전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이

라는 국가적 비전을 확립하고 이를 실현 가능한 구체적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초통계의 정비 및 개발이 요구된다. 즉 지속가능발전정책과 연계된 기초통계의 개발이 

필요하다. 향후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성과를 비교하려면 이에 적합한 지표가 갖추어져야 하므로 

우선순위에 따라 기초통계의 정비 및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셋째, 지표 작성체계의 검토가 필요하다. 효과적으로 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지표체계의 유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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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개발된 지표가 일관되게 지표이용자들에게 쉽게 충족시켜줄 수 있고 이해를 증진시켜주고, 부

족한 부문이나 부족한 지표에 하여 정비 및 개발을 촉진하며, 효과적이고 일관되게 정보수집과 

부문간 통합을 가능케 하는 데 있다. 

넷째, 지속가능성과 연결된 환경의 가치를 공통의 화폐단위로 계량화함으로써 개별 자본자산

과 지표를 서로 통합하여 종합적인 정책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장기과제로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지수로의 통합이 필요하다. 

끝으로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서 공통기준에 위한 평가와 해석기법이 제시

되어야 하며 환경․경제․사회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모형화 작업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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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지표(SDIs)에 관한 아․태지역 
논의동향과 발전방향

정영근 수탁연구

연구배경 및 목적
아․태지역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모두 포함된 지역이므로 국가별 지속가능발전지표(SDIs)

를 분석하여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발전지표(SDIs) 개발에 

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발전지표에 한 지역차원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향후, 아․태지역 연구의 

기초 토 를 마련하는 동시에 우리나라 관련 지표 및 지수 개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환경지속성지수(ESI) 보고서 작성 책임자인 미국 콜럼비아 의 

Marc Levy교수를 비롯하여 중국, 일본, 만,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총 8개국 연구자

가 연구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지표에 한 논의 동향과 향후 발전방향에 

하여 모색하였는데, 특히 SDIs를 개발하고 적용하는데 있어서 제약 및 장애요인과 국가 단위의 

SDIs 논의 동향, 그리고 SDIs 개발 방법론을 향상시키는 방안 등에 해서 논의하였다.

특히 환경지속성지수(ESI) 등 국제적으로 발표되는 각종 지속가능발전지표․지수 개발동향의 

정보공유, 국가․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지표․지수화방법론 등의 연구 활동에 한 이해 및 개

선방안이 논의되었다. 

그리고 아․태지역내 SDIs개발 선두국가로서 우리나라 개발지표가 지역내 표준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향후 지속가능발전지표를 통해 국가간 환경성과를 체계적으로 비교․분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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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
Marc Levy(콜롬비아 학)는 환경지속성지수(ESI)를 집계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을 제시하였으며, 그 안으로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와 같은 지수체계로 개

발시킬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정영근(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OECD 지속가능발전지

표 관련 핵심지표, 기조지표, 부문지표, 연계차단지표 등에 한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기초통

계 관련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Chin-Shou Juju Wang(National Tsing Hua 

University)은 UN 회원국이 아닌 타이완의 경우,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연구지원에 따라 개발되

고 있는 타이완 지속가능발전지표에 하여 세계화 및 지방화를 동시에 고려한 연구 결과를 제시

하였으며, Qi Wang(중국 Peking University)은 물질순환모형을 이용하여 지속가능발전지수의 이

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이에 한 실증분석 결과를 개발경제모형에 적용하여 정책적 함의를 제시

하였다. 

한편, 국가 단위의 지속가능발전지표(SDIs) 논의동향으로서 Rex Victor O Cruz(필리핀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Los Banos)는 국토가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 필리핀의 경우 국토

의 70% 이상이 수변 구역으로 분류되고 있어, 특히 물과 관련하여 수변 구역에 적용가능한 지속

가능발전지표 개발에 해서 설명하였으며, Joy J. Pereira(말레이시아 Institute for Environment 

and Development)는 말레이시아 국가 차원에서 개발 중에 있는 지속가능발전지표 관련 지표나 

지수 체계를 사회, 경제, 환경 분야와 관련하여 다양하게 설명하고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

발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지표(SDIs) 개발방법론 향상방안과 관련하여 Yohei 

Harashima(일본 Takushoku University)는 지방 차원에서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적용하

기 위하여 “지방의제 21”과 연계하여 ‘가나가와현’의 경우를 예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SDIs 후

보지표를 제시하였으며 Ooi Giok Ling(싱가포르 Institute of Policy Studies)은 싱가포르와 같

은 도시국가에 하여 국가 단위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그 로 적용하는데 따른 문제점을 지적

하고 도시국가나 도시에 적용 가능한 지속가능발전지표 체계를 제시하였다. 

2004년도 환경지속성지수(ESI)에 해, 현재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국가별 순위 

발표 등에 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으며, 연구진에서는 ESI 도출에 있어 문제

점 등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보다 개선된 ESI 도출 방법이 정착된 이후 발표를 원하고 

있으나 세계경제포럼(WEF)에서는 진행 중인 연구결과에 하여 지속적인 발표가 필요하다고 강

조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연구진이 함께 참여하여 ESI를 연구하는 방법에 하여 동의하고 

가능한 우리나라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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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결과와 평가
본 연구는 2002년에 논의된 환경지속성지수 및 각국의 지속가능발전지표 관련 논의동향에서 

발전하여 아․태 지역의 여러 국가에서 최근에 시행하고 있고 검토 중에 있는 지속가능발전지표

에 관한 전반적인 상황에 해서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아․태 지역의 전문가의 견해들을 정리

하여 최종 결과보고서에 포함하고, 아울러 국가지속가능발전 전략 수립․이행 등 WSSD 후속 지

속가능발전 성과평가를 위한 적정 지표 개발 및 활용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SDIs에 

한 지역차원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동북아 지역 연구의 기초 토 를 마련하며, 향후 국제 지

속가능발전의 방향설정 및 추진과제 선정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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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속가능 발전전략 기본구상 연구

정회성 수탁연구

연구배경 및 목적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 평가 및 지속가능발전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

의 국가지속가능발전에 한 과거 진단과 향후 도전 부문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나

라는 급격한 자연파괴와 환경오염의 진행을 초래한 20세기 경제ㆍ사회 및 환경정책에 있어서 지

속가능성의 이념에 한 개념이 부족하고 추진체계가 피상적이다. 즉, 개발과 성장 우선의 가치

관 확산과 생태윤리 부재, 경제와 환경시스템의 통합실패, 자율과 참여가 배제된 정책 집행, 사

후적이고 개별적인 환경관리, 공급확 의 고비용-저효율의 경제구조, 국제적 파트너십에 한 책

임과 노력의 결여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위해, 국가 지속가능발전전략의 비전과 목표, 추진원칙, 그리고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함

이 필요하다. 국가발전의 비전으로 환경적으로는 건전하고 지탱가능하며, 사회적으로는 정의롭고 

우애로우며, 경제적으로는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삶의 질 높은 복지국가로 제시하고, 국가발전

의 목표를 쾌적하고 지탱 가능한 국토환경, 공평하고 민주적인 복지사회, 활력있고 효율적인 일

류경제를 목표로 설정한다. 추진원칙은 환경용량과 산업생태의 원칙, 사전예방과 정책통합의 원

칙, 사회정의와 복지우선의 원칙, 경제효율과 안정배려의 원칙, 역할분담과 책임이행의 원칙, 국

제적 참여와 협력의 원칙 등으로 설정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 과제로는 첫째, 재생산형 순환적 자원이용체계의 확립이다. 

농지, 산지, 해양 등 생태계 보전과 여기에서 생존하는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이용을 도

모하며 1차산업의 진흥을 추구한다. 둘째, 고생태-효율의 산업경제 체계의 확립이다. 국가사회의 

생산 및 소비구조 전체를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바꾸어 생태효율(eco-efficiency)이 높은 사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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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한다. 셋째, 지속가능한 국토이용과 교통체계의 확립이다. 지역의 환경용량을 배려한 국토공

간기능의 합리적인 배분과 환경친화적이고 효율적인 교통망의 구축으로 국토의 환경용량을 보전

하면서 국토이용의 효율은 극 화한다. 넷째, 정의로운 복지사회를 추구한다. 모든 국민의 의․

식․주 그리고 보건위생에 있어서 기초수요가 완전하게 충족되며 성별, 연령 등에 차이가 없고 

세 간의 정의와 형평성이 보장되는 복지사회를 구축한다. 다섯째, 산업생태원리에 입각한 예방

적인 환경관리이다. 산업생태학적인 원리가 적용되는 통합적인 환경오염 예방과 통제로 효율적이

고 효과적인 환경관리를 지향한다. 여섯째, 투명하고 민주적인 환경정책 거버넌스 구축이다. 지

속가능 발전을 위해 정부․기업․지역사회 등 모든 사회부문의 참여와 합의를 통한 정책목표를 

수립 및 제시하고 실천한다.

연구내용
본 연구는 지속가능성 진단과 발전전략과 기본구상을 부문별로 제시하고 있다. 농업부문의 기

본구상과 전략은 농업생산의 지속성유지, 수익성 증 와 함께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확 하며 농

업정책과 환경정책의 통합적 접근이다. 주요 정책과제와 추진방안은 친환경 직접지불제 강화, 친

환경농산물 인증제도 및 그린마케팅, 오염자 부담원칙 도입 등으로 생태효율성의 극 화를 제시

한다. 또한, 농업의 환경적 지속가능성 강화, 효율성 제고, 지속가능한 농업의 제도적, 지식 토

형성, 선도인력 및 정보네트워크 육성, 녹색 경영체 육성 등의 정책을 추구한다.

산림부문의 기본구상과 전략은 산림생태계 보전 및 관리강화를 통해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구조 유도 및 산림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며, 산림의 사회적 기능을 제고한

다. 주요 정책과제와 추진방안은 산림보전의 기본축과 골격 형성 정책으로 백두 간을 한반도 산

림생태계의 기능축으로 보전ㆍ관리하고, 비무장지 를 합리적으로 보전ㆍ관리한다. 자연 생태계 

보전지역, 야생동물보호구역 제도를 도입하고, 생물다양성의 현지외 보전을 강화한다. 또한, 산림

정책과 타 환경정책의 연계를 위해 산촌의 녹색공간 거주 환경조성,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탄

소흡수기능 및 녹색댐 기능을 제고하도록 한다.

해양․수산부문의 기본구상과 전략은 생태적 건강성이 유지되고 생명력이 넘치는 풍요의 바다, 

해양수산자원의 재생력과 부가가치 창출이 극 화되는 사회경제 공동체를 실현하고, 해양수산 수

요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이다. 주요 정책과제와 추진방안은 연안해역 환경질 개

선ㆍ관리를 통해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육상ㆍ해양 기인 환경오염물질 유입량을 저감하고, 해양 

생태계 및 해양환경 총량관리제 실시, 연안습지 등 보전해역 확  등의 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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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생산체계 구축, 청정수산물 인증시스템 도입 및 총어획허용량, 자율어업관

리, 어장 휴식년제의 조기 정착 등 사회경제적 여건을 개선한다.

경제ㆍ산업부문의 기본구상과 전략은 자원순환형 산업ㆍ경제사회를 구축하여 경제와 산업의 

생태-효율을 제고하며 산업 그린화와 외부비용의 내부화를 촉진한다. 주요 정책과제와 추진방

안은 신기술로의 산업구조 전환, 자원순환형 공단을 조성하고, 기존산업에 IT, BT, NT 등 신기

술의 적용으로 생태-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속가능 경영을 도입․확산한다. 녹색구매활동

의 활성화와 서비스 경제화로 자원순환형 경제사회를 유도하며 자원 수요의 감소와 생산성 향

상을 위한 Factor 4 운동을 전개한다. 또한, 공급망관리 및 금융산업을 이용한 환경경영을 유

도 보급하고, 업종별 오염물질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기업의 자율환

경관리를 확 한다.

국토ㆍ도시부문의 기본구상과 전략은 국토개발과 환경보전의 통합성 그리고 공공성 및 생태효

율성을 제고하며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기능을 강화하여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고, 지방의 적극적 

육성을 통한 국토균형발전을 추진한다. 주요 정책과제와 추진방안은 행정구역별 종합적 토지이용

계획 수립 및 단계적 개발을 확 하며 계획적 국토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토지의 절약적 이용과 

자원절약형 공간구조를 형성한다. 그리고, 개발권양도제도 등의 도입으로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통한 토지이용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한반도 통합생태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의 통합을 통해 균형있는 국토골격의 형성과 지역경쟁력을 고도화한다.

교통부문의 기본구상과 전략은 인간중심의 안전하고 환경을 우선하는 교통체계 구축을 골격으

로 중교통중심 체계를 확립하고 교통약자를 보호하며 교통수요를 감소시키고 환경친화적 교통

체계를 확립한다. 주요 정책과제와 추진방안은 교통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토지이용계획

과 교통계획을 연계하여 도시개발계획에서 교통계획을 우선 검토하고, 중교통의 네트워크화로 

이용체계를 개선하며 중교통 산업을 육성하여 환경친화적 교통체계를 확립한다. 

환경관리 부문의 기본구상과 전략은 환경ㆍ경제ㆍ사회 통합형 정책, 생태학적 원리를 존중하

는 유연한 정책, 개방형 및 협력형 환경행정을 추진하고, 정의롭고 공평한 환경비용분담으로 선

진형의 환경관리체계를 확립한다. 주요 정책과제와 추진방안은 전략환경평가제도 도입, 사전지속

가능성 검토의 강화, 환경규제정책의 효율화와 개발과 보전의 정책적 통합을 통해 정부정책의 환

경친화성을 제고한다. 또한, 수도권 기정책의 실효성 확보와 기후변화협약 책 중장기계획의 수

립, 물수급의 사회적 합의와 수요ㆍ공급관리, 체에너지 기반조성을 추진하며, 화학물질의 안전

한 관리체계와 자원순환형 폐기물관리를 통한 환경행정체계를 선진화한다.

사회ㆍ복지부문의 기본구상과 전략은 자연자원과 생태계의 한계를 인식하고 공평하고 민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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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지속가능한 사회의 건설이다. 주요 정책과제와 추진방안은 저소득층 빈곤문제를 해결하며 

여성의 삶의 질과 양성평등을 고양하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기반의 구축과 통합적, 예방적 

국민건강 증진체계 구축으로 어린이 및 국민건강을 개선하며 고령화사회에 비한 합리적인 인

력정책과 안전한 노후생활을 위한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주요 연구결과 및 발전방향 제시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 및 지원제도의 진단과 발전방향의 진단과 기본구상, 발전과 정책방향

으로 제시한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본구상으로 새로운 거버넌스로서 녹색 거버넌스의 구현을 통해 경제적

으로 효율적이며,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지속가능발전’을 이루며, 이를 통해 

녹색국가의 이념의 실현을 제시한다.

발전과제와 정책방안은 조직부문에서는 녹색 거버넌스의 일환으로 PCSD와 LCSD의 구축, 환

경각료회의구성을 통해 중앙과 지방의 관리역량을 강화하며, 시민사회단체의 역할강화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체계의 도입을 통해 국가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한다. 예산부문에서는 쾌적한 삶의 질

을 위한 환경예산의 우선순위 확보와 각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관리예산을 확 하고, 환경

친화적 조세제도를 통해 지속가능발전 지향의 예산제도를 구축한다. 교육 및 인적교류부문에서는 

정책의 통합성과 효율성을 위해 부처간, 민간과 공공분야간의 인적교류를 제도적으로 확 시키

고, 학교와 사회 환경교육제도의 개선을 통해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정착시킨다. 법, 제도부문에서 

사회전반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법률을 제정, 관련된 법제를 정비하고 파트너십을 

통한 거버넌스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평가부문에서 지속가능성 평가조직을 구축

하고 평가방법, 지표 등을 개발해 국정 전반에 한 지속가능발전 이행평가를 추진하며 정책결정

에 반영한다.



14. 환경산업
연 구 사 업



Ⅱ. 2003년 연구사업   387

환경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 상하수도 산업을 중심으로 

문현주 기본연구

연구배경
물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의 생명의 원천이며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

소이다. 상수공급과 하수처리서비스는 이러한 물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본적 서비스로, 도시화, 산업화, 인구의 증가 및 생활수준의 향상과 함께 양․질적인 요구가 

더욱 증 되고 있다.

우리나라 상하수도산업은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산업으로 상하수도사업 운영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공공부문 운영에 있어서의 비효율적인 요소로 인해 적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

고 있으며, 공공운영에 따른 산업정책의 부재로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되지 못하고 있는 문

제점이 있다. 

또한, WTO의 서비스시장 개방논의, ISO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하수도서비스 표준화, 다국적 

물기업들의 활동이 두드러지는 세계 물시장의 추세 등, 상하수도서비스 관련 외적 여건은 우리

나라 상하수도산업의 응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 운영되어온 우리나라 상하수도산업은 산업현황에 한 파악도 제 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잠재적 사업자, 사업영역, 경쟁상태 등 산업에 한 기초적인 고찰도 미비한 실정

이며, 상하수도산업에 한 정책은 공공사업에 한 정책으로만 존재하여, 산업을 효율화하고 부

가가치를 제고하고자 하는 산업정책은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기존의 정책논의에서도 국내 

상하수도사업의 환경, 최근 격화되고 있는 세계 물시장에서의 다국적 기업의 활동과 경쟁 등 

내외적 여건에 한 인식과 이에 비한 국내 수도사업자의 경쟁력 측면은 충분히 고려되지 못

하고 있다. 



388   2003 연차보고서

상하수도산업은 세계적인 산업이자 성장산업으로서, 상하수도산업의 육성은 효율적인 상하수

도 서비스 공급의 도모 뿐 아니라 앞으로 경쟁력 있는 환경산업으로서 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예

측된다. 더욱이 최근 논의되고 있는 상하수도사업의 구조개편과 민간부문 참여 등 전문화는 상하

수도산업정책의 정비가 수반되어야 하며, 국내 상하수도산업의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좋은 기

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효율적인 상하수도서비스 공급뿐 아니라 경쟁력 있는 상하수도산업의 육성을 위한 과

제로 우선, 상하수도산업에 한 산업현황의 파악과 과제도출, 그리고 상하수도 서비스 부문을 

공공부문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관점에 국한되어서가 아니라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수자원의 이용 및 관리체계와 연계하여 합리적인 공급시스템

을 갖추도록 함과 더불어, 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을 도모하기 위한 적정 산업정책의 정비가 필요

하다 하겠다. 

본 연구는 상하수도산업의 구조적 현황 및 문제점 파악과, 그에 근거하여 상하수도산업의 효

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 및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의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산업정책의 정비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내용 및 주요 연구결과
우리나라 상하수도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산업으로 상하수도사업 운영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공공부문 운영에 있어서의 비효율적인 요소로 인해 적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

고 있다.

상수도사업은 공공조직의 경직성과 소규모 운영단위에 따른 비효율성 등으로 인해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나타내고 있으며, 경영효율성, 조직․인력, 공급관리 측면 등에서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 또한 상수도 서비스 공급의 지역적 격차(지역적 환경차이에 따른 수량, 수질 등 서비스 수

준 및 비용 격차), 규모의 경제 미실현, 사업구역내 수원확보의 어려움과 타지역 물자원 활용시 

비용부담 등 제반사항 합의도출 어려움 등도 구조적 문제점으로 두된다. 안적인 광역상수의 

공급도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또 다른 지역적 상수공급 환경 차이를 가져오고 있으며, 지역간 물

배분의 문제로 인한 갈등이 표면화,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간 계획조정체계 부재로 인한 비효

율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하수도사업 역시 경영체계 및 경영효율성 측면, 재정운영 측면, 조직․인력 측면 등 하수도사

업 운영상의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으며, 구조적 문제점으로, 시설사업 추진의 지역적 불균형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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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위해 지자체간에 필요한 협조 및 조정체계의 부재로 사업추진의 효

과성․경제성 달성이 어려운 문제, 지역간 외부효과의 문제 등도 해결이 필요한 어려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하수도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공급해 오면서, 실제적으로 지자체 행정

업무의 일부와 같이 수행되어 전문사업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면이 있으며, 또한 생산자와 규제자

가 동일한 구조로, 적정한 경제적․환경적 규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경

쟁에 의한 효율성 제고도 어려운 구조이다. 시설확장과 준공공재적 성격에 한 고려가 지금까지 

상하수도사업 운영의 중심 주제이었고, 상하수도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산업정책적 

고려는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서만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상하수도 서비스 특성에 따른 적정 서비스공급체계 및 산업적 구조에 한 정책, 공급

의 체계에 따른 적정 기구적 구조(Institutional Framework)와 관리구조(Governance Structure) 

정비 문제, 적정한 규제 및 경쟁정책의 구축 면에서 미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상하수도서비스 공급을 도모하기 위한 방향으

로, i) 사업규모를 합리화하고, 물자원 관리와 효율적으로 연계하도록 하는 사업체계의 구조적 조

정, ii) 사업과 규제를 분리․전문화하고, 합리적 기구적 구조를 구축하는 기구적 조정, iii) 사업

에 한 관리구조적 체계의 정비 및 경쟁촉진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상하수도산업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과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의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산업정책적 과제의 도출 및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물시장의 성장, 물산업의 세계적인 구조 등 세계적인 물시장의 추세와, 환경서비스시장

개방 논의, 상하수도서비스 국제 표준화의 진행 등 물산업의 외적 동향에 해 살펴보고, 국내 

상하수도 부문에서의 현황과 변화추세를 살펴봄으로써 물산업의 내외적 여건을 파악해 보았다. 

물시장의 성장률은 전체 시장의 8%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물시장은 총체적으로 환경시

장, 지역 혹은 기술관련 부문에서 가장 큰 이익 잠재성, 혁신 잠재성, 그리고 중규모 기업에 

한 기회를 지닌 가장 큰 시장으로 파악된다. 물산업은 세계적인 선도적 물기업의 집중화 현상과 

다국적 기업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는 한편, 민영화의 도입, 국제무역과 외국 직접투자에 의한 

개방이 증가되고 있는 개도국 시장은 물시장 급성장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개

도국 시장에 자국에서 환경부문에 한 공동투자의 경험을 살려 기술과 서비스 능력을 획득한 

개도국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많은 실례는 우리나라 산업에도 시사점을 준다.

또한, WTO의 뉴라운드 (도하개발아젠다) 환경서비스 관련 협상 진행에 따른 상하수도서비스

를 포함한 환경서비스 시장개방 전망, ISO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하수도서비스에 한 국제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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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작업 등은 i) 우리나라 상하수도서비스 산업을 포함한 환경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ii) 환경서

비스시장의 해외 환경산업체 진출 문제, iii) 해외 환경서비스 시장에의 진출 문제 등을 부각시

킨다.

한편, 국내 상하수도산업은 정부기능의 민간이전 확 , 산업의 외개방 확  등 거시경제적 

환경의 변화와, 물산업의 구조적 비효율성에 한 산업구조 및 관리체계 변화의 필요성 및 산업

경쟁력 개념의 두 등으로 사업의 광역화 등 산업구조 조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민간부문 

참여정책, 공사화 논의 등 사업전문화 방향의 추진도 시작되고 있다.

상하수도산업의 효율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제로, ① 상하수도사업체계의 구조적 조정방

안, ② 산업관리구조의 구축 및 민간참여체계의 정비, ③ 합리적 서비스 공급을 위한 비용부담 

합리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사업체계의 구조적 조정의 방향은 i) 규모의 경제성을 갖는 네트워크 사업의 특성 하에서 사업

이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모 및 범위로 조정, ii) 물자원의 이용과 보전에 있

어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자원의 배분과 외부효과 문제에 한 합리적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자연적 제약요인과 기술적 수용가능성을 고려한 조정, 그리고 iii) 상하수도사업의 효

율성 제고를 위한 경쟁구조 설정과 관리체계 구축이 용이한 방향으로의 통합․재편성이다. 이를 

기준으로 사업의 지리적 조정 (광역화) 안과 수직적 범위조정 안을 제시하였다.

상하수도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구적 구조로의 개편방향은, 사업과 사업에 한 

규제의 분리 및 전문화이다. 현재의 구조적인 비효율의 주요 요인중 하나인 사업과 규제가 동일 

주체인 지자체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구조 (혹은 사업에 한 규제가 미비한 구조)에서, 사업

을 규제의 주체로부터 분리하고, 사업자의 전문화를 추구할 뿐 아니라 그러한 전문화된 사업자에 

한 규제도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조화하는 방향이다. 전문화된 (광역)사업조직의 

구성방안으로는 지자체 연합조직 구성방안과 독립적 광역상하수도사업조직 구성방안을 제시하고 

장단점을 분석하였다. 관리조직 구성방안으로는 상하수도사업의 자원․환경적 측면에 한 관리

와 경제적 측면에 한 관리를 위한 조직 안을 제시하였다.

상하수도산업에 한 합리적인 관리체계는 상하수도서비스의 재화적, 시장적 특성과 생산성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서비스 공급을 기본으로 하며, 서비스 생산의 경제적 효율성 측면뿐 아

니라, 수자원의 합리적인 이용과 관리라는 목적에서 파생된 산업으로서 총체적인 적정관리체계 

내에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측면 및 수자원 이용과 관리에 한 외부효과의 조정 및 지역간 

조화의 측면, 인간생활과 산업활동에 필수적인 공익재화로서의 정책적인 고려 (보편적 서비스, 

빈곤층에 한 고려 등)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측면이 고려되도록 하였다. 관리체계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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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크게 서비스공급 성과의 관리와 경쟁촉진 구조로 나누어 제안하였는데, 성과관리구조에는 가

격 및 품질 규제, 투자통제 등이 포함되며, 경쟁의 촉진을 위한 구조, 그리고 공공정책목적과의 

연계, 규제목적간의 연계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상하수도사업 전문화 및 효율성 제고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민간부문 참여체계에 해, 

민간부문 참여 하에서 상하수도사업 관리를 위한 체계 설정, 민간부문 참여 추진체계 및 절차 합

리화, 민간참여제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추진조직, 민간부문 참여를 포함한 상하수도사업 합리

화 조정 추진전략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비용부담 합리화 방안으로 서비스 공급에 한 비용 부담의 수준, 지역적 차별구조, 사용자 집

단별 차별구조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논의된 상하수도산업 효율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시행을 위한 전략으로, i) 합리적 

구조조정의 추진전략으로 수평적 구조개편의 추진과 기구적 구조조정의 추진을 위한 전략, ii) 사

업합리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 구축 전략, iii) 해외자본과 운영능력 활용 방안, iv) 마지

막으로 우리나라 상하수도산업의 해외진출을 고려한 전략과 지원 프로그램 구축에 해 제시하

였다. 

기대효과 및 향후과제
본 연구는 상하수도산업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상하수도산업의 구조적 현황 및 문제점 파

악, 상하수도산업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 및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의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산업정책의 정비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계적인 물산업의 동향과 WTO, ISO 등 논의에 한 분석

은 이에 한 우리나라 물산업의 응전략과 산업육성정책 구축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문제점들의 해결과 제안된 과제와 방안들의 효과적 시행을 위해서는 앞으

로 보다 세밀한 시행방안으로 구체화하고, 관련된 많은 이해당사자들의 이해와 수용성을 제고하

기 위한 과정과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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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컨설팅 산업의 육성발전 전략방안 연구

최진석 수탁연구

연구배경 및 목적
1990년  이후 환경산업은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으나, 환경컨설팅산업 부분은 업체수, 시장규

모 등에 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부 차원에서 현황파악 및 관리,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었

다. 정부는 향후 국내외 환경시장의 급신장에 비한 환경컨설팅 산업의 육성 필요성과 전문인력 

양성 요구 증  등에 처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환경컨설팅산업에 한 현황조사 및 실태분

석을 토 로 환경컨설팅산업의 업무 범위 설정 및 정부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연구내용
환경컨설팅은 복잡․다양한 환경문제들을 고도의 전문성 및 경험을 근거로 검토함으로써 비용

을 감소시키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등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유익한 분야이다. 이런 이유로 

해외에서는 오래 전부터 환경컨설팅에 한 관심이 높아, 유수한 환경컨설팅 전문가들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환경컨설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런 현상은 환경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졌다. 국내에서는 최근에야 환경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

으나 환경컨설팅의 실체에 한 정보나 조사․분석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평가의 법제화, 환경에 관심을 가진 일부 기업들의 환경경영 시스

템 도입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국내에서도 환경컨설팅 산업이 태동하기 시작했다. 환경기술과 관

련된 오염처리 및 복원 등에 관한 기술분야 컨설팅이나 각종 계․측정 사업 등 환경기술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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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전문화된 환경컨설팅이 국내에서 등장하고 있다.

환경컨설팅은 ‘환경과 연관된 일련의 조언 및 지원’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환경컨설팅은 환경

문제의 발생부터 해결과정까지 일련의 환경이슈와 관련된 모든 자문 및 상담을 일컫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전문성의 시각에서 보면, 환경분야의 경험적 전문성(기술력)과 이를 경제적 가

치로 전환시킬 수 있는 경영컨설팅의 혼합을 환경컨설팅으로 보고 있다.

산업적 관점에서의 환경컨설팅은 기업과 국가의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켜 경제시스템 전반의 외

부비용 감소와 환경자원의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환경컨설팅은 환경산업의 출발

점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지식기반사업으로의 성격이 강하다. 이런 환경컨설팅의 특수성은 환경컨

설팅을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하고 미래 발전을 정책적으로 도모하는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국내 환경컨설팅의 시장규모는 국내 환경산업의 1% 미만으로 추정되는데, 그 결과 기

업들이 영세하고 시장이 불안정하여 장기적인 기술개발이나 인력양성 등 미래 발전을 위한 여건

이 조성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다만 미래 국내 환경컨설팅 시장의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되고 내수 시장이 안정화될 경우 동남아 등 해외진출 역시 가능할 것으로 보여 미래 사업기회의 

전반적인 확 가 예상된다.

환경컨설팅은 환경산업의 출발점, 즉 기획, 설계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게다가 

부분의 컨설팅이 그러하듯 환경컨설팅 역시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술 혹은 기

획의 다양한 응용이 가능하며 이때 응용된 기술 및 기획은 해당 분야의 다양성 확보에 기여하게 

된다. 다시 말해 환경컨설팅산업의 발전은 환경산업의 비용절감을 가져오는 것 외에도 컨설팅 과

정에서 조사․분석된 내용과 결과를 통해 환경신기술 혹은 응용기법의 개발을 가능토록 도와 환

경관련 기술의 진보와 기술(기법)의 응용을 크게 앞당기는 효과를 기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효

과는 결국 환경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크게 높여 국가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유도하고 기술력 확

보에 따른 수입감소 및 해외 진출 역시 가능케 한다.

해외 환경컨설팅 기업들에 한 분석과정을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환경컨설팅 산업의 육성 

및 발전은 정부의 환경관련 법규 및 제도 운용방식과 밀접히 관련이 있었다. 다시 말해 환경문제

에 한 허용기준이 상 적으로 명확하고 기준적용에 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면 전문성에 기

초한 환경컨설팅의 시장은 확 될 수 있다.

또 사회전반에 걸쳐 환경에 한 인식이 높아진다면 환경피해에 한 손실을 보는 시각이 달

라져 환경자원에 한 가치를 높게 평가하게 된다. 이 경우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도의 

전문성을 지닌 컨설팅은 사회적 요구가 될 것이다. 소비자 차원에서도 환경보존에 한 관심이 

높아진다면 기업이나 제품의 환경성과 혹은 환경성적에 한 관심이 높아지므로 환경경영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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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컨설팅을 포함한 환경컨설팅의 역할이 증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환경컨설팅 기업분석 결과 외국에서 찾을 수 있는 전문성에 기초한 종합환경컨설팅 기업

을 찾을 수 없었다. 그 이유는 국내 시장규모의 절  부족과 전문인력 수급의 어려움 그리고 일

련의 제도적 장애 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들 문제요인들을 심도 있게 점

검하고 해결 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했다. 

환경컨설팅산업 육성발전의 전략구상에 앞서 정책목표를 어떻게 설정하여야 하는가에 한 비

전제시가 필요하였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일반적인 산업정책과는 달리 환경컨설팅산업의 육성발

전 정책은 환경정책적 측면, 환경산업적 측면 및 경제적 측면을 종합하는 정책목표를 가져야 한

다는 것이다. 즉, 환경정책목표의 달성, 환경산업의 성장․발전 및 경제적 성과를 모두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전략이 구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환경컨설팅 산업분류의 범위를 단순한 환경컨

설팅이 아닌 기술과 경영 및 경제를 통합하는 종합 환경(기술)컨설팅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

은 분류는 현재의 일부 환경컨설팅이 지나치게 부분적이어서 환경컨설팅에 의한 환경정책목표의 

달성, 환경산업발전 촉진,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

므로 환경컨설팅과 관련된 모든 정책은 국내 환경컨설팅 기업의 규모나 전문사업분야가 확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환경컨설팅 기업의 사업규모나 범위에 한 정책적 관심은 최종적으로 소위 ‘환경컨설팅 사업

자’ 등록을 목표한 것이지만 현재의 시장여건 및 제도적 틀 등에서 현실화하기에는 적지 않은 정

책적 부담이 되고 있다. 결국 환경컨설팅을 둘러싼 제반 현실적 문제들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단

계적인 정책접근이 시도되어야 한다.

주요 연구결과
- 국내 환경컨설팅 시장여건, 기업현황을 중심으로 환경 및 경제성과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환경컨설팅의 산업화 촉진과 환경컨설팅 산업의 육성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다음과 같이 전

략을 구상

- 접근 방법은 가급적 시장상황을 급변시키지 않고 자발적인 기업들의 변화 및 적응 유도

￭ ‘환경컨설팅’의 분류, 각종 법률에 명문화는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할 사항으로 보인다. 현행 

제도상 환경컨설팅에 한 명문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육성발전의 근거를 가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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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본 연구를 통해 환경컨설팅과 환경기술과의 중요한 연결고리를 인정하였기 때문에 환

경컨설팅의 명문화는 ꡔ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ꡕ이 가장 합당할 것이다.

￭ 환경기준의 명확화, 적용의 보편화는 정부의 환경정책에 한 의지 및 기준을 다시 한 번 

확인시키는 작업일 것이다. 경제 및 사회적 상황변화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환경기

준과 기준적용의 예외인정 등은 환경컨설팅 뿐만 아니라 환경산업 전반의 안정화를 어렵게 

한다. 그러므로 보편적인 환경기준을 정하고 적용에 한 정부의 의지를 끈임 없이 표명하

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정부의 태도는 시장수요를 안정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 환경산업발전 내용 중 환경컨설팅의 포함․세부분류의 필요성은 환경컨설팅이 환경산업의 

전반부에 위치하는 특성에서 기인한다. 다시 말해 보다 큰 틀인 환경산업에 한 발전전략 

안에서 환경컨설팅 분야가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 환경컨설팅 산업 육성발전의 최종적 정책목표는 복합성(환경성과 및 경제성과)에 특징이 있

다. 기존의 일반적 산업정책들이 경제적 성과를 목표로 추진되는데 반해 환경컨설팅 산업은 

환경정책목표, 즉 환경오염의 관리 및 예방에도 기여해야만 한다.

￭ 환경컨설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환경기술전문인력의 인증 및 관리가 이루

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현행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의 환경기술인력관리제도를 넘어 기술력

의 인증 및 재인증을 포함, 교육, 정보 등을 통합하는 전문인력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 환경컨설팅의 사업구분 및 지정은 현행 제도 내에서 수용하기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

에 단기적으로는 정부 차원에서 우수 환경컨설팅 기업을 발굴․지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환경부 장관이 직접 우수 기업을 표창하고 환경부 홈페이지를 통해 우수 환경컨설팅 기업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 국내 환경컨설팅 기업의 영세성 및 시장불안정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으로 종합 환

경컨설팅 기업화를 유도하기 위해 전문 환경컨설팅 기업의 연합․합병이 전반적인 효율성 

증 에 긍정적일 수 있다. 특히 기술력의 응용과 환경기술의 가치제고 등을 목적으로 환경

기술과 환경경영 및 관리 등의 사업의 연합은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

므로 정부차원에서 이를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다.

￭ 국내 환경컨설팅 기업의 해외 진출을 모색하기 위해서 향후 국가 환경계획에 환경컨설팅 기

업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외 진출의 근거는 부분 국내 경험(경력)을 토

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 국내 환경컨설팅 기업의 해외사업 참여를 정부차원에서 지원 혹은 보

증하는 등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Ⅲ환  경  평  가
1. 환경영향평가

2. 사전환경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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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서의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검토업무를 수행하고, 환경영향평가에 의한 환경오염 

사전예방적 효과를 증 시키기 위해 평가 상사업에 한 현지조사실시, 해외환경영향평가 

사례의 연구, 환경영향평가 기법개발 등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다.

□ 환경영향평가 검토업무 추진현황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2001. 1) 제19조 3항에 의거 환경에 중 한 영향을 미

치는 국가정책․계획 및 개발사업 등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그에 

한 저감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을 지원하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자연, 생활, 사

회․경제부문 등 23개 평가항목으로 분류하여 연 200여 사업에 하여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검

토수행

<2003년도 사업별 접수현황>

구    분 접수건수 백분율(%) 구    분 접수건수 백분율(%)

공 항 건 설  2  1 매립및개간   1   1

관 광 단 지 12  6 산 업 단 지   9   5

국 방 군 사  3  2 산 지 개 발   1   1

도 로 건 설 73 37 수자원개발   1   1

도 시 개 발 30 15 에너지개발   6   3

철 도 건 설 11  6 폐기물처리   1   1

체 육 시 설 14  7 항 만 공 사  12   6

토 석 채 취 22 11 총 계 198 100

※ 2003년도 사업별 총 접수건수는 198건이며, 전체사업중 도로사업이 37%(73건), 도시개발 15% 

(30건), 토석채취 11%(22건), 기타37%(73건)순이며, KEI의 평가서 검토기간 2002년(41일), 

2003년(36일) 및 보완횟수도 2002년(1.4회), 2003년(1.2회)로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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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영향평가관련 연구 업무
환경영향평가관련 제도 개선 및 검토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활동을 통하여 전문적이고 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가. 제도개선 연구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기능 및 위상을 재정립하고 평가제도의 객관성․전문성강화 및 사후관리 

개선을 위해 제도개선을 통하여 평가 상사업 범위 , 협의시기 및 작성규정 등 제도적 문제점 개

선을 통해

2003년도에는 정책, 계획, 프로그램이 환경에 미칠 수 있는 환경영향을 사전에 평가하여 반영

하거나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환경평가 및 스코핑제도 도입과 관련 제도의 보완 및 개선을 

위해 연구과제 수행 (2003)

<연도별 연구과제 현황>

연  도 과       제       명

1999년
• 각종영향평가제도 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사업의 환경성 검토기준

2000년 • 전략환경영향평가기법 개발 및 중점평가 도입연구

2001년
•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평가절차

•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확보를 위한 평가절차 개선 방안 연구

2002년

• 환경영향의 합리적 예측 평가를 위한 기법 연구

•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포럼운영

•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개선방안

• 자연경관관리정책에 관한 연구

2003년

• 전략환경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 신행정수도 입지선정 및 평가기준 연구

•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확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 생태자연도 활용에 있어 식생보전등급 적용방안 연구

나. 평가기법개발 연구

주요항목별 평가서 작성시 기본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일반적인 평가기법과 항목별 환경영향 

예측기법과 사업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작성지침연구 수행을 토 로(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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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에는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3개분야중 항목(분야)별 기존 연구상황 등

을 고려하여 중점연구 사항을 선정하고(수질, 해양, 토양, 지형지질, 동식물, 기) 이에 한 사

업유형별 평가기준 및 기법 연구 수행(2003년)

<연도별 연구과제 현황>

연  도 과       제       명

1999년 •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위한 환경평가 기준

2000년
• 경관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 단지내 도로 교통소음예측 및 개선에 관한 연구

2001년

• 사전환경성 평가체계 구축

• 보전관리지역 등의 지정기준 및 협의방안에 관한 연구

• 주요정책 및 계획의 사전검토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연구

• 보전관리지역등의 지정기준 및 환경성검토방안에 관한 연구

2003년

• 계획기법개발에 관한 연구

• 골프장 운영에 따른 환경영향 및 평가방안

• 단지 조성사업의 환경성 검토에 관한 연구

• 토양오염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과 이동성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방안

• 운행시 터널에서 발생되는 기오염물질의 저감방안

• 환경영향평가기법에 관한 연구

• 보존가치 지형․지질의 상설정에 관한 연구

• 해수 유동 및 부유사 확산의 예측기법 개선에 관한 연구

• 수질분야 환경영향 예측내용과 사후환경 조사결과의 비교․분석

• 주택단지 및 택지등 도시개발시 도로소음저감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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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전환경성 검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전환경성 검토업무 수행을 통하여 계획입안 및 입지 선정 등과 

같은 초기단계에서부터 환경의 적정관리 및 보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가.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정책기본법 개정(2000. 8)에 의거 환경에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이나 개발계획 수립․시행

함에 있어 당해 계획을 최초로 입안하거나 수립하는 초기단계에서 환경적 측면에서 그 계획 및 

개발 상 입지의 타당성, 개발구상 및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 장래 당해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사전에 검토․분석하여 최적의 환경보전 책이 당해 계획 등에 반영․시행되도록 함

으로써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이루고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유도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여 사전예방효과를 극 화하며 환경친화적인 합리적 안을 제시코자 

전문적 검토수행

<사전환경성검토서 접수현황>

구    분 2002년 2003년

사 업 건 수 575 440

※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3년부터는 환경영향평

가서와 연계된 사업위주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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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로노선 사전협의서 검토
도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노선변경 등 근본적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여 사업자

와 협의기관과의 논란이 되어왔는바, 도로건설로 인한 자연생태계 훼손 여부 및 주거, 교통, 토

지이용 등 영향평가시 최적의 노선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안을 제시하여 보다 환경친화적 도로

건설에 기여

<도로노선 사전협의서 접수현황>

구    분 2002년 2003년

사 업 건 수 50 95



Ⅳ학 술 교 류
1. 국제교류

2. 국내․외 세미나

3. 연구포럼



Ⅳ. 학술교류   407

1. 국제교류

□ 일본 지구환경전략연구소(Institute for Global Environmental Strategies)
일본 지구환경전략연구소(IGES)와 본 연구원은 2003년 3월 환경과 관련된 상호관심분야에 

한 협력을 위하여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으며, ‘동북아 지속가능한 발전지표 개발 및 비교연

구’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동북아를 포함한 아시아지역에서의 국가 실정에 적합한 지속가능발전지표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SDIs)를 개발하고 아시아지역 국가별 SDIs 비교연구를 

통하여 지역내 지속가능발전 전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수행되고 있다. 또한, 최근 아시아권 도

시 지역에서 규모의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아시아의 

지속가능한 도시개발과 난개발 해결방안’이라는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공동으로 2회 개최한 바 

있다.

□ UNEP 에너지환경협력센터(Collaborating Centre on Energy and Environment)
UNEP 에너지환경협력센타와 본 연구원은 2003년 5월 기후변화, 에너지, 환경, 지속가능발전 

등 상호 관심분야에 한 협동연구 및 연구성과물 교환, 인력교류를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온실가스 총량관리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추진되고 있는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하

여 국제동향 및 향후 전망을 분석함으로서 국내 및 국제 배출권거래제도 도입 방향에 한 시사점

을 도출하고자 2003년에 UNEP에너지환경협력센터와 ‘Domestic Greenhouse Gas Emission 

Trading Schemes’를 공동으로 수행하였다.

□ UNEP 경제무역국(Economic and Trade Branch)
UNEP 경제무역국과 본 연구원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한 공동연구 추진, 연구기관 네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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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 구축 및 교육프로그램 개설을 위해 2003년 7월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를 토 로 양

기관의 주관하에 전 세계 륙별 환경연구기관 및 아시아지역 환경연구기관 회의(1st Meeting 

of the Network of 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가 2004년 3월 UNEP 제8차 특별

총회의 부 행사로 개최된 바 있다. 

□ 독일 KIST 유럽연구소
KIST 유럽연구소와 본 연구원은 환경기술 정보교환 및 연구인력 상호교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2003년 10월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2004년에 양 기관은 ‘실내공기질 관리제도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및 ‘유럽의 선진환경기술 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으

며 상호인력교류를 추진할 계획이다.

□ 중국 연변대학교
중국 연변 학교와 본 연구원은 연구인력 교환 및 기술정보의 교환, 공동연구 추진을 위해 

2003년 12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동북아지역에서의 한국과 중국의 환경협력을 위한 첫 단

계로서 환경관련법령, 특히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법규 및 제도에 한 비교연구를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Comparative Study on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China - in case of golf courses’ 연구과제를 2003년에 수행한 

바 있다.

□ 필리핀 Lichel Technologies, inc.
우리나라의 통합적유역관리 경험을 토 로 필리핀 Laguna de Bay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적용이 가능한 수질관리정책(총량관리) 및 수단(배출부과금 및 총량초과부과금등의 경제적 유인수

단)을 개발하여 해당유역의 관리를 담당하는 LLDA(Laguna de Lake Development Authority)에 

제공하기 위해 월드뱅크의 재원으로 필리핀의 관련기관과 공동으로 ‘PHILIPPINES- Integrated 

Watershed Management for Laguna de Bay’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유역

관리의 경험을 후발국가에 전달하여 국가 위상제고에 기여하고, 우리나라 환경산업이 필리핀에 진

출할 수 있는 여건 형성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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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PRCEE(Policy Research Center for Environment and Economy of State 
Environmental Protection Administration)

중국의 WTO가입, 10차 국가환경보호 5개년 계획과 개방경제로의 전환과정에서 중소기업

(SMEs)이 급격히 증가하고 다양한 환경문제를 유발하고 있으며, 중국의 중소기업 환경경영 및 

정부차원의 정책이 초보적 수준으로 앞선 산업발전단계를 거쳤으며, 산업환경정책 추진의 경험을 

지닌 한국의 경험과 지식을 benchmarking하여 환경관리 문제 응 필요가 있음. 이에 월드뱅크

의 지원하에 한국의 best practices를 공유함으로써 중국에 있어 중소기업에 의해 배출되는 오

염의 문제를 다루고, 중소기업 및 공단환경관리 개선을 위한 정부 환경정책체계 강화하기 위해 

중국 환경부 및 지방정부 등과 공동으로 ‘Environment Management of SMEs and Industrial 

Zones in china’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 공단 및 중소기업의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우리나라 환경컨설팅 산업의 진출기반 마련할 것으로 기 된다.

그 외 World Bank와 수행하는 지식협력사업의 총괄관리와 환경부와 World Bank와의 공동창

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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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세미나

□ 아시아의 지속가능한 도시개발과 난개발 해결을 위한 공동워크숍

❖일시：2003년 3월 11일~3월 12일, 09:00~18:00

❖장소：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01호 회의실, 서울타워호텔

❖주최：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일본 지구환경전략연구소(IGES)

본 워크숍은 아시아의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각 국의 도시환경계획 사례를 살

펴봄으로써 난개발의 해결방안을 강구하고자 개최되었다. 워크숍에는 한국과 일본을 비롯하여 중

국, 태국, UN 등에서 3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주요 의제로 ｢난개발로 이루어지는 아

시아 거 도시의 환경적 도전｣과 ｢아시아에서의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에 한 정책방향제시｣ 등

이 논의되었다. 

본 워크숍에서는 지속가능한 도시환경관리의 전망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도시환경서비스

의 급증하는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관망해오고 있는 잠재적 환경의 

부담들을 제한하는 환경적 주변도시공간의 구조물을 창조하거나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이 주요하

게 부각된 바 있다. 

□ 지속가능한 물 이용을 위한 심포지엄

❖일시：2003년 4월 24일(목), 09:00~18:00

❖장소：서울코엑스 컨퍼런스룸(401호, 321호)

❖주최：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한국수자원공사

금번 심포지엄에서는 2003년 세계 물의 해 기념으로 세계 물의 현황과 지속가능한 물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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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한국의 물 현황과 21세기를 위한 과제라는 기조하에 진행되었다. 특히 각 주제별로 사회 

각계의 전문가들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는데 물 수요관리와 오염예방과 홍수재해와 물관리라는 두

가지의 주제하에서 진행된 토론에서는 우리나라의 물환경관리정책의 반성과 전망 그리고 한국의 

홍수재해와 치수방재 책이라는 주요 사항에 해서 심도있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행에 따른 국․내외 동향 및 폐기물 품목별 지원정책 방안에 관한 
국제워크숍

❖일시：2003년 6월 27일(금), 09:00~18:00

❖장소：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

❖주최：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산업폐기물 재활용기술개발사업단

본 국제워크숍은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폐기물관리제도인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한 

고찰로써 생산자가 중심이 되어 폐기물을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제도에 해 실질적인 접근을 위

해 개최되었다. 특히 정책과제인 “조사, 분석 및 평가에 의한 산업폐기물 자원화 촉진을 위한 지

원정책 방안연구”로부터 얻은 연구결과와 국내․외 각계 각층의 논의를 통한 의견교환을 바탕으

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정책방향 및 개선방안을 통해 재활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금번 워크숍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하여 전반적인 생산자책임재

활용제도의 동향 및 시행방안을 모색하였으며, 각 품목별(폐플라스틱, 폐전지, 폐PC, 폐타이어) 

재활용 촉진 지원방안에 한 토의하였다. 

□ 토양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심포지움

❖일시：2003년 10월 15일(수), 09:00~17:30

❖장소：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강당

❖주최：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관리공단, 한환경공학회,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토양환경보전정책 및 기술발전의 국내 현안 이슈에 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 및 

심층 논의를 통해 국내 토양 환경정책 및 기술발전에 기여를 위한 목적으로 심포지엄이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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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다. 금번 심포지엄에서는 토양환경정책 및 기술개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국내․외 전문가

의 주제발표 및 이에 한 심층 논의가 진행되었다. 특히 토양환경보전에 관한 국내 현안에 한 

이슈를 크게 2개의 그룹으로 편성하여 국내․외 토양환경보전에 한 정책과 토양오염지역의 복

원 기술이라는 정책과 기술에 한 접근을 가졌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었다. 

본 심포지엄을 통해 토양환경보전정책 및 기술개발에 한 문제점과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토

양환경정책 및 기술개발에 한 국내 전문가의 역량을 제고하였고 토양환경보전에 관한 관련기

관 및 학회와의 협력체계를 마련하였다.

□ OECD의 환경전략과 화학물질 관리전망에 대한 국제세미나

❖일시：2003년 4월 24일(목), 09:00~18:00

❖장소：서울코엑스 컨퍼런스룸(401호, 321호)

❖주최：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한국수자원공사

OECD 환경전략 및 화학물질 관리정책의 최근 추진현황과 향후 전망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세미나에서는 환경전략 분야와 화학물질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우

선 환경전략분야에서는 환경전략의 수립배경과 각 국의 이행현황을 파악하고 특히 우리나라의 

환경전략 이행현황 및 다른 회원국과와의 환경전략에 한 비교․분석을 토론하였다. 또한 화학

물질분야에서는 MAD, GHS 등 최근 OECD가 화학물질분야에서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한 토의 및 향후 우리나라가 추진해야 할 사항에 해 구체적인 방향을 도출하였다. 

□ 지속가능발전지표(SDIs)에 관한 아․태지역 논의동향과 발전방향을 위한 국제워크숍

❖일시：2003년 11월 12일(목)~11월 13일(금), 09:30~18:00

❖장소：올림픽 파크텔 4층 백합홀회의실

❖주최：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아․태지역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모두 포함된 지역이므로 국가별 SDIs를 분석하여 문제점

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SDIs를 개발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

초자료 수집․분석 방법론에 한 개선방안 및 국가간 공동 연구방안 등을 논의하고 인적․물적 



Ⅳ. 학술교류   413

자원부족, 기술적․제도적 역량부족 등 SDI 개발․적용에 있어 각 국가차원의 제약 및 장애 요

인을 파악하고 이를 극복할 장기비전을 재조명하기 위해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금번 국제워크숍

에서는 아․태지역의 저명한 학자들의 주제발표와 함께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이를 바

탕으로 SDIs에 한 지역차원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향후, 아․태지역 연구의 기초 토 를 마

련하는 동시에 우리나라 관련 지표 및 지수 개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 2003년 한국환경정책학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일시：2003년 2월 21일(금), 13:00~17:00

❖장소：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강당

❖주최：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번 정기총회 및 학술 회의 주요사항으로는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삶의 질에 한 욕구가 증

하면서 국내․외적으로 환경에 한 관심이 극 화됨으로 환경정책과 환경관리에 한 연구영

역의 확 에 한 인식을 같이함과 동시에 전략적 환경정책에 한 연구고찰이 필요함을 인식하

였다. 본 총회와 학술 회에서는 환경정책 강화에 따른 업종별 환경혁신 도입분석과 기오염개

선의 사회적 편익추정 그리고 계층분석법을 이용한 환경성과 정보지표 개발이라는 주제발표와 

함께 전략적인 환경평가와 환경정책 그리고 환경관리의 현재와 미래를 분석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다양한 주제 하에서 다방면의 전문가들에 의한 토론은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이 나아

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 환경경제통합계정(“녹색 GDP”)개발을 위한 워크샵

❖일시：2003년 3월 14일(금), 14:00~17:00

❖장소：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주최：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선진국들은 1990년  초반부터 환경과 경제를 통합하는 계정체계 개발에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왔으며 가까운 일본과 만 등에서도 독자적인 “녹색 GDP”추계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UN통계국에서도 환경경제통합계정 작성을 위한 국제적 표준 권고안을 작성하고 그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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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 하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 이래 KEI등을 중심으

로 학술연구 차원의 연구성과들을 축척해 왔으며 정부차원에서는 환경부가 2001년부터 환경과 

경제의 통합을 위한 ECO-2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환경경제통합계정 개발과 ‘녹색 GDP’작성”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본 워크숍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환경경제통합계정 개발과 

‘녹색 GDP’작성”사업의 2차년도(2002년)작성성과를 설명하고 관련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다. 특히 환경정책 비용편익분석 지침서 개발과 환경오염물질 배출계정작성 

방안, 환경보호지출계정 작성방안, 환경자산 계정작성방안과 지속가능발전과 환경경제통합계정에 

한 세부적인 연구실적을 발표하고 그에 한 심도있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과 경제의 통합, 환경계정 및 환경통계 개발에 한 관심이 

증폭되고 또한 다양한 방법론의 제시를 통한 환경경제통합계정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계

기가 되었다.

□ 환경기술발전에 따른 토지이용규제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일시：2003년 3월 26일(수), 14:00~17:00

❖장소：한국환경정채․평가연구원 강당

❖주최：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는 그동안 환경과 경제의 상생을 위한 정책방안 도출과제로 “환

경기술발전에 따른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토지이용의 구체

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을 시도하고자 본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환경기술 발

전에 따라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등 폐수 무방류 처리시설 등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지역”이라도 환경과 경제의 상생을 위해 토지이용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금번 정책토론회에서는 환경기술발전에 따른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 등을 제시

하고자 제도개선이 사전 예방적 입지제한 정책에 미치는 파급효과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해 다양한 측면으로 접근을 시도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특히 학계, 시민환경단체, 산업계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연구결과에 한 지정토론을 가졌으며, 

방청객의 질의 토론을 포함시켜 환경기술발전에 한 다양한 의견수렴 및 정책방향을 다각도로 

모색하는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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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정책의 분배효과에 관한 정책토론회

❖일시：2003년 5월 28일(수), 14:00~18:00

❖장소：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강당

❖주최：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정의시민연 , 한국환경정책학회

지속 가능한 사회건설을 위한 정책과제로 국내․외 관심을 끌고 있는 주제 중 하나가 환경관

련 정책의 분배효과이므로 이에 한 심층적인 정책토론을 통하여 효율적인 분배정책을 논의하

고자 본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는 환경정책으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이나 부정의의 발생을 방지하여 환경적으로 정의로운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발전이 전제가 되기에 환경적으로 정의로운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계층의 관계성에 따라 상이하게 발생되는 환경부정의 현상을 완화시키는데 목

적을 가진 토론회로 진행되었다.

본 토론회에서는 환경정의 및 환경정책의 분배효과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논의하여 환경정의

가 충만한 사회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환경정책의 발전을 유도하고자 정책토론회를 진행하였다. 

토론회 주제는 두 개의 주제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하나는 환경정의와 환경정책의 분배효과에 

관한 이론과 동향이었으며 나머지 하나는 환경정책 분배효과의 정책사례이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다양한 사회분야에서 환경정책에 한 지 한 관심이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토론과 참여

를 통해 환경에 한 이론이 실제적인 현실적 접근을 시도하는데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환경정책의 분배효과 논쟁과 정책적 응, 환경정의의 철학적 논의와 정책적 

함의, 환경정의 운동의 동향과 과제 등의 환경정책에 한 이론과 그에 한 실질적 활동에 한 

사항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설치와 운영에 따른 분배효과와 정책방향, 자연환경보

전 정책에 다른 분배효과와 정책과제, 연안개발의 분배적 측면과 응방안이라는 측면에서 분배

의 효과적인 정책사례를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접근방법을 본 토론회를 통해 근접해 질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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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컨설팅산업 육성발전 전략구상을 위한 공청회

❖일시：2003년 6월 3일(화), 15:00~18:00

❖장소：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강당

❖주최：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본 공청회는 환경컨설팅산업의 육성발전 구체적인 전략에 한 결과를 발표함과 동시에 환경

산업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행사가 진행되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환경산업이 추진하고 있는 컨설팅의 육성발전에 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전략에 한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그동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진행했었던 컨설팅방안

에 해 검토하고 각 해당 업체들로부터 그에 한 의견을 받는 자리로 이루어졌다.

□ 그린투어리즘과 생활환경정비에 관한 새국토연구협의회 공동개최 세미나

❖일시：2003년 7월 10일(목), 13:30~18:00

❖장소：농업기반공사 본사교육원

❖주최：새국토연구협의회

농촌에 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창출하며 우리 고유문화를 보전하는 것 

등에 한 농촌의 공익적인 가치를 인정하여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고 더 나아가 농촌관광을 통

한 관광분야의 특수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세미나가 개최되었다. 

본 세미나에서는 농촌관광의 활성화를 통한 침체된 농촌 되살리기를 모색함과 동시에 낙후되

었던 농촌환경을 개발하여 전통성과 현 성을 조화롭게 이룩하고자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토

론의 초점을 맞추었다.

금번 세미나에서는 총 4개의 주제를 가지고 주제발표 및 토론을 가졌다. 그린투어리즘과 생활

환경정비에 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실질적인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과제들

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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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환경분야 정책토론회

❖일시：2003년 6월 24일(화), 14:30~17:00

❖장소：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강당

❖주최：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환경부, 기획예산처

본 정책토론회에서는 환경분야 재정투자 성과평가 및 향후 재정운용방향과 환경분야 내․외 

여건변화에 따른 응전략에 해서 집중적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번 토론회는 재정운용성에 

한 미시적․거시적인 방향성을 집중 조명했으며, 내․외적인 환경변화에 한 적응방안에 해

서 토론이 진행되었다.

특히 본 토론회에서는 환경부문의 여건변화와 전망, 환경부문의 현황 및 문제점 지적 그리고 

경제․사회․환경에 한 패러다임의 전환 및 사회전체의 지속가능한 측면을 모색하고 환경과 

경제의 통합실현을 구현하는데 초점으로 토론이 이루어졌다. 환경에 한 거시적인 현상황을 분

석․파악하고 그에 해 야기되고 있는 비효율적인 환경자원의 사용과 기초생활환경개선의 미비, 

환경과 경제의 통합추진의 미흡 그리고 국제환경협력의 소극적인 처방안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에 한 추진과제로 경제․사회․환경에 한 실질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하고 사회전체

의 지속가능성에 한 추구,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 환경과 경제의 통합실현 그리고 

국제 환경협력에 능동적으로 처할 수 있는 방안을 본 토론회에서 심도있게 모색하였다.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심사제도 구축 및 안정성 평가기술개발 워크숍

❖일시：2003년 7월 14일(월), 15:00~17:30

❖장소：서울교육문화회관 별관 남강 C홀

❖주최：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과학기술부

바이오안정성의정서의 국제적 발효가 임박한 시점에서 KEI를 포함한 여러 연구기관이 공동 참

여하여 2년간 수행한 과기부의 국책사업인 “생명공학 안정성 평가기술개발사업”의 1, 2차년도 

연구결과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본 워크숍에서는 각 국의 유전자 변형생물체의 심사제도 비교분석과 국내 제도 구축방안 및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에 한 결과발표와 자유토의가 진행되었다. 이번 워크숍은 LMO개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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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국내․외 동향을 분석하고 각 국의 LMO 심사제도 및 체계의 비교분석과 국내 심사제도 구축

에 해 논의를 가졌다. 또한 안전성 평가기술개발 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에 해서 발표가 이루

어졌다. 또한 심사제도 및 평가기술 개발에 한 자유토론이 이루어졌다.

□ 울릉지역의 환경친화적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일시：2003년 7월 18일(금), 14:00~18:00

❖장소：울릉군청 회의실

❖주최：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울릉해상국립공원 지정연구”와 관련하여 울릉지역의 환경친화적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는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주제발표로는 환경친화적 울릉지역의 발전방향

과 울릉지역 생태․환경자원의 현황 및 보전방안 그리고 국립공원 지정과 환경친화적 발전에 

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특히 국립공원에 관련된 토론에서는 국립공원 관리정책과 운영실태 그리

고 국립공원 지정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발표하여 울릉지역이 나아가야 

할 국립공원 정책방향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발판으로 마련되었다. 

그리고 종합토론에서는 “울릉도․독도지역의 국립공원 지정 타당성”과 그에 한 고찰을 하여 

효율적인 정책제시를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 및 정책방향을 구체적으로 제공한 토론이었다.

□ 터널공사시 수리수문학적 변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

❖일시：2003년 7월 29일(화), 10:00

❖장소：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01호 회의실

❖주최：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터널공사로 인하여 환경사회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처하고자 터널공사

시 수리수문학적 변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본 토론회에서는 터널 굴착시 직접적 환경영향을 받는 측면인 천공에 따른 버럭처리와 사토, 

터널 입출구부의 사면 발생 및 식생훼손, 발파시 작업환경 불량, 발파시 소음진동으로 인한 건출

물 손상과 각종 민원 발생, 운영시 터널 입출구부의 기오염과 소음, 지하수 수위의 변화와 터

널 폐수발생과 처리에 한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이에 한 환경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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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공원 삭도정책에 관한 공청회

❖일시：2003년 8월 26일(화), 15:00~17:30

❖장소：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강당

❖주최：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자연공원에서의 삭도설치에 관한 두 개의 의견 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삭도설치를 통한 지

역발전과 관광진흥을 도모하자는 의견과 자연환경 파괴를 야기할 수 있는 삭도설치의 반 가 그

것이다. 이에 한 심각한 립해소를 위해 “자연공원내 삭도의 허용여부 및 타당성 조사․연구”

에 관련된 공청회가 이루어졌다. 본 공청회는 우리사회에서 자연공원 지역에서의 삭도설치 및 운

영에 관해 심각한 의견 립을 해소하며 이에 한 정책적 방향성을 살펴보고자 조사․연구한 결

과를 공청회를 통해 제시하였다. 공청회를 통한 삭도설치에 관한 결론은 삭도가 환경생태적인 관

점에서 단순하게 안전하고 우월성이 있는 공원관리시설로는 볼 수 없다라는 점이다. 특히 자연공

원에서의 삭도의 입지조건과 시설조건을 판명하고 운영시의 유의할 점에 해서 집중적인 조명

을 통하여 공원관리시설과 함께 삭도설치 여부나 운영방식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제시하

였다. 

□ 전략환경평가제도 도입을 통한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 방안

❖일시：2003년 8월 27일(수), 14:00~17:00

❖장소：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01호 회의실

❖주최：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본 세미나에서는 기존의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전략환경평가제도

의 도입을 통해 더 나은 환경영향평가를 지향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특히 네덜란드의 전략환

경평가제도의 운용현황 및 평가와 추진사례를 검토하였으며, 그에 한 법체계를 분석하여 한국

에 적합한 전략환경평가제도를 구축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네덜란드의 전략환경평가제도의 사전타당성 검토단계에서 보고서를 작성하

고 작성과정에 의견을 수렴하고 안을 비교․검토하는 등의 포괄적인 환경평가제도를 분석하였

다. 또한 네덜란드라는 국가의 환경에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경제․사회․문화적인 면까지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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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하는 측면을 통해 한국의 전략환경평가제도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네덜란드의 전략환경평가제도는 개발주체에서 책임을 지며 그 결과가 번복되거나 

문제시 된 사례가 없다는 점과 만일 결정에 하여 동의하지 않거나 수행절차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할 경우에는 법원에서 소송을 통하여 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특징을 벤치마킹을 통하

여 한국의 전략환경평가제도에 적용시키는 것을 검토하였다.

□ 환경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일시：2003년 10월 29일(수), 13:00~18:00

❖장소：세종문화회관 본관 4층 소회의실

❖주최：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환경정책학회

참여정부 들어 새롭게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정부혁신,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동북아경제중

심국가건설, 신행정수도건설사업들과 소득 2만달러 시 를 열기 위한 경제․사회분야의 다양한 

변화가 예상되며, 이와 관련하여 환경관련 사회갈등이 다양하게 표출되면서 환경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역할, 사회합의 형성체제 마련이 요구되면서 이에 한 구체적인 정책토론을 제시하

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지방화․세계화시 의 환경정책 비젼과 전략방안을 제시하고 참여정부의 환경정책 현안 과제

와 책에 해서 주제발표 및 토의를 가졌다. 주제발표는 환경정책에 한 비젼제시와 그에 따

른 전략을 소개하고 각 부분별 정책방향을 정비 및 제시를 하여 실질적인 환경정책의 실용성을 

극 화하는데 그 목적을 둔 정책토론회였다.

본 토론회에서는 지방분권화 시 의 환경정책 비젼과 전략 그리고 참여정부의 환경정책 현안 

과제와 책을 주제로 토론회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지방분권화 시 의 환경정책에 해서는 세

계화와 발맞추어 환경정책에 한 구체적인 전략정책을 제시함과 동시에 국민소득의 향상과 더

불어 필요한 정책적인 측면의 모색이 이루어졌다. 또한 개발사업의 환경분쟁 예방과 정책결정체

계 정비방안을 통하여 국가균형발전에 맞는 적절한 환경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건설에 따른 환경정책의 실리적 방향을 제시하는 토론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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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토론회

❖일시：2003년 10월 31일(금), 14:00~18:00

❖장소：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강당

❖주최：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환경경제학회, 매일경제신문

날로 심각해지는 수도권 기질 개선을 위해서 그에 한 정책방향 제시를 위한 토론회를 가

졌으며 이 토론회에서는 갈수록 악화되어 가는 수도권 지역의 기오염은 기존의 사안별 응방

식에서 보다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응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의 몇가지 정책 안은 많은 미비

점을 지니고 있기에 이에 한 제도보완 정책과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정책 안 모색을 위해 본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토론회에서는 특히 정부와 시민단체가 추진해 오고 있는 교통세, 환경세, 기오염 총량규

제, 배출권거래제도 등 여러 가지 정책 안에 해서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각 정책별 상호작용

에 한 종합적인 검토와 아울러 정부와 시민사회간의 상호이해 및 의견수렴을 가졌다.

기존의 정책들에 한 심도있는 분석과 발전에 한 방향성 제시를 통해 종합적인 기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계기를 이번 토론회를 통해 얻을 수 있었으며, 우리나라의 수도권 기정책의 전반

적인 방향성을 파악하는데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 환경영향평가제도 질적 향상방안 마련을 위한 종합토의

❖일시：2003년 11월 7일(금), 10:00~18:00

❖장소：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01호․326호 회의실

❖주최：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최근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에 해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정확한 실태 및 원인분석을 

통하여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의 질적 향상방안 마련을 위하여 종합토의를 열었다. 

본 토의에서는 지방청 및 KEI에서 평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분야과 검토분야의 개선방안과 사후관리분야 개선방안에 해서 집중 논의

를 가졌다. 금번 토의를 통하여 제도운영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문제제기 내용을 분석 및 기

존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문제점에 한 개선효과가 실질적으로 개선이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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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보완 필요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평가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각 과제별로 구체

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여 제도 및 해당 법안과 법령의 개선가능을 유도하였다.

□ 쾌적한 생활공간, 지속가능한 국토를 위한 새국토연구협의회 성과발표회

❖일시：2003년 12월 1일(월), 10:00~18:00

❖장소：교육문화회관(양재동)

❖주최：새국토협의회

우리 국토관리의 원칙인 “삶의 질 향상과 보다 나은 미래의 설계”를 위해 시민단체와 국책연

구기관 그리고 전문학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 및 협의를 진행해 온 사업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회의 주제는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도시와 농촌의 생활공간개선,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국가토지계획 변화와 응방안 그리고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계획으로 하여 주제발표 및 토의를 

하였다. 각 주제별로 도시와 그린투어리즘 그리고 농촌생활환경 개선방안, 자원절약형 국토발전 

방안, 지속가능한 국토개발 지표, 농촌지역 토지의 계획적 보전과 개발 및 동북아시 의 토지계

획 등 그 동안의 연구결과에 한 분석과 진행방향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발표회 자리였다. 본 발표회를 통해 한국의 지리학적 측면에서의 쾌적한 생활공

간을 구성하는 계획 수립의 가시적 목표 수립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계획 수립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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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포럼

□ 환경정책포럼

가. 추진배경

- ’99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국무조정실 경제사회연구회로 소관이 변경되면서 환경

부와의 공식적인 채널이 없어짐

- 사안에 따라 업무협의를 하고 있으나 기관 차원의 긴밀한 업무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하여 토지이용, 산업, 에너지, 농업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부 주요정책도 환경친화적으로 전환되도록 하여야 하나 타 부처 정책정보 수집 및 이해

의 폭의 넗히는 데 한계가 있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이나 안 제시단계까지

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환경부와의 단순 정책협의회 보다는 포럼형태로 운영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

한 각 분야별 정책방향 및 새로운 환경이슈에 응하기 위한 환경정책 개발에 한 논의 

필요

나. 인적구성

- 공동위원장(2인)：환경부 환경정책국장, KEI 부원장

- 위 원(17인)：환경부 및 KEI 관계자(17인)

․환경부(10인)：정책총괄과장, 환경경제과장, 국토환경보전과장, 환경평가과장, 자연정책과

장, 기정책과장, 수질정책과장, 수도정책과장, 폐기물정책과장, 해외협력

담당관

․KEI(7인)：연구기획조정실장, 정책연구부장, 환경영향평가부장, 정책총괄팀장, 환경경제

팀장, 환경관리팀장, 지구환경연구센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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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운영체계

- 매월 1회(마지막째 주 목요일) 포럼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월별 논의과제와 연구자를 정

하여 논의과제와 현안정책과제 등을 발표하고 토의

라. 추진현황

구 분 일  시 주제 및 발표자

제1차 2003. 5. 7 • 2004년도 환경정책 연구사업

제2차 2003. 6.26
• 환경계획과 국토계획의 연계방안(국토연구원 최영국 박사)

• 청계천 복원에 따른 환경영향 분석 평가(KEI 김지영 박사)

제3차 2003. 7.24
• 기정책과 에너지정책의 통합방안(환경부 안문수 기정책과장)

• 기오염저감을 위한 에너지 관련세제의 개편방안(KEI 강만옥 박사)

제4차 2003. 8.18

• 백두 간 보전 책 추진현황 및 계획(환경부 박희정 자연정책과장)

• 백두 간 이용 실태와 정책 이슈(KEI 전성우 박사)

• 자연공원 삭도정책의 추진방안(KEI 정회성 박사) 

제5차 2003.10.15 • 환경정책연구사업 5개년 계획 수립(KEI 구도완 박사)

제6차 2003.11.25
• 환경영향평가제도 질적 향상방안(환경부 강형신 환경평가과장)

• 골프장 조성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KEI 권영한 박사)

마. 향후일정

- 환경부와의 정기적인 환경정책 협의를 통해 새로운 변화와 수요에 응하는 환경정책 추

진 방향 논의, 현안과제에 한 협력 방안 모색 및 우리원 연구과제 발굴 등을 논의체로 

발전시킬 예정

□ 토양환경포럼

가. 추진배경

- 1990년  초반 이후 토양오염지역의 조사 및 복원에 관한 정책 방안 및 기술개발에 관한 

다양한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의 토양보전정책 및 기술 발전에 기여하여 오고 있음. 1995

년도에는 토양환경보전법이 제정되어 토양오염방지에 관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마련되기 

시작하였고, 이후 동법의 개정을 통하여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2002년부터는 

토양오염에 한 책임이 더욱 강화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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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양오염지역의 조사절차, 토양오염의 확인, 오염지역의 지정 및 복원, 

해제 절차에 따른 경험이 미흡하여 정책 집행상의 다양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음. 개략

적인 절차는 법, 지침 등에 마련되어 있으나 이러한 절차의 시행단계에서 필요한 세부절

차가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토양측정망과 토양오염유발시설의 토양오염조사 및 누출조사 등에 의한 현 조사체계로는 

토양오염의 실태파악이 어려움. 또한 토양오염지역을 파악하기 위한 토양오염 특성상 오

염물질의 종류, 부지의 특성 등에 한 정확한 사전 지식과 경험이 미흡함

- 토양․지하수의 적정관리를 위해서는 연계 또는 통합관리가 되어야 하나 별개의 법으로 

각각 관리되고 있어 토양보전정책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어려움. 폐기물이나 

매립지에 관련된 법령 등과의 상호 보완 및 공조도 필요함

- 토양오염지역에 해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오염부지 복원의 목적인 인간 또는 

생태적인 위해성 저감에 한 고려가 미흡함. 오염부지 복원을 위한 오염물질의 분해 및 

거동특성, on-line 현장분석기술, 복원의 진행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오염물질 모니터링 

조사기술 등 복원을 위한 인력, 기술, 시설 및 재원이 미흡함

-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적인 접근과 기술개발이 요

구되고 있음. 이에 본 포럼은 토양환경정책 및 기술개발에 한 전문가 및 정책담당자의 

심층 논의를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러한 

토양환경정책 및 기술개발에 관한 평가 및 안 제시의 과정을 통하여 국내 전문가의 역

량 제고도 이루어질 것으로 기 됨

나. 인적구성

- 정기참석자(16명)：김미정(KEI), 김태승(국립환경연구원), 남경필(서울 ), 박상열(김&장 

법률사무소), 박용하(KEI), 박응렬(환경부), 박종겸(국립환경연구원), 방

상원(KEI), 설석진(환경부), 옥선경(환경부), 이수재(KEI), 이양희(KEI), 

이재영(서울시립 ), 정승우(KEI), 최상일(광운 ), 황상일(KEI)

- 외부 참석자(11명)：김영화(환경부), 배범환(경원 ), 배장영(주, 오이코스), 안윤주(서울  

BK21 사업단), 이광규(주, 오이코스), 이석호(주, 오이코스), 이철효

(주, 오이코스), 장용철(충남 ), 정남일(주, 엘지칼텍스), 조종수(주, 

이엔쓰리), 조중래(주, 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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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운영체계

- 본 포럼은 월 1회 개최하도록 하고 주제발표 및 질의토론으로 진행됨. 포럼의 발표 및 논

의주제는 주제발표 및 논의 과정 중에 도출되는 현안 토양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현안 이

슈를 상으로 포럼을 운영하면서 결정함. 수 명으로 구성된 포럼 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 

발표 및 논의주제 및 이에 따라 초빙할 관련 외부인사를 선정하도록 함

- 토양환경정책과 기술개발에 관한 현안 문제와 안에 관한 발표, 이에 해 심층 논의를 

통하여 정부의 추진정책 및 기술개발에 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한 안을 제시함

을 목표로 함. 아울러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데에 참고 및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을 최 한 다룰 수 있도록 함

- 포럼 참여자는 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부, 국립환경연구원의 토양보전에 관련된 전문인

력과 학계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나, 참여를 원할 경우 누구든지 참석할 수 있는 개

방형을 기본으로 함

- 한편 포럼의 운영기간은 금년 3월부터 연말까지를 상으로 하고, 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

원에서 주관하여 운영하기로 함. 금년도 운영결과를 분석하여 차기 년도 운영 여부를 결

정하도록 함

라. 추진현황

구 분 일  시 주제 및 발표자

제1차 2003. 3.25 • 토양환경보전법 개정 방향(박응렬 과장, 환경부 토양보전과)

제2차 2003. 4.22
• 복원감리제도와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역할

 (설석진 서기관, 환경부 토양보전과)

제3차 2003. 5.27
• 위해성에 근거한 오염토양 복원전략

 (남경필 교수, 서울  지구환경시스템 공학부)

제4차 2003. 6.24
• 한탄강댐 환경영향평가 토양부문 평가사항

 (정승우 박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제5차 2003. 8.26 • 국내 복원사례 및 제도개선 방안 I(이철효 박사, (주)오이코스)

제6차 2003. 9.18 • 국내 복원사례 및 제도개선 방안 Ⅱ(이철효 박사, (주)오이코스)

제7차 2003.10.22 • MTBE의 오염현황과 위해성(안윤주 박사, 서울  BK21 사업단)

제8차 2003.11.19
• 건축폐기물 매립지 침출수의 특성과 환경적 영향

 (장용철 교수, 충남  환경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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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향후일정

- 2004년 토양환경포럼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운영할 계획임

․토양오염우려지역 (산업단지 등) 토양/지하수오염 종합관리, 미군/한국군 부지 이전에 따

른 토양/지하수 종합관리, 토양환경정보시스템 구축 및 관리, 토양유실 관리를 위한 정책

안, 토양 위해성평가 지침 마련, 토양/지하수 통합관리방안

□ 남북환경포럼

가. 추진배경

- 연구역량의 집중 및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한 교류 필요

․환경문제의 다양성 및 전문성으로 인해 각계각층의 전문가간 교류 필요

․제한된 남북한 교류 및 정보의 한계를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극복함으로써 연구역량 발

전 계기 마련

- 남북 환경에 한 내외적 중심 연구기관 및 Focal Point 필요

- 남북교류협력과정에서 남북협력사업과 환경협력의 실질적인 조화를 위한 연구 필요

․실질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개발사업위주의 남북경제협력사업에서 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남북환경협력 필요

․서로 다른 발전단계에 있는 남북한의 환경관리 경험교류 및 남한의 환경관리 기술 및 경

험의 공유

․한반도 전체 차원에서 단일화된 국토 및 환경관리 필요

나. 인적구성

- 자연환경분과 12인

․윤양수(국토연구원, 분과위원장), 김영훈(농촌경제연구원), 박동균(동북아산림포럼 사무처

장), 최주영( 진  교수), 목영규(국립공원관리공단 부장), 손요한(고려  교수), 한상훈

(환경정보연구센타), 엄서호(경기  교수), 이승민(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원), 

박용하(KEI 연구위원), 변병설(KEI 책임연구원), 정흥락(KEI 책임연구원)

- 산업경제분과 13인

․정회성(KEI 연구위원, 분과위원장) 이상은(아주  교수), 김종환(LG환경연구원 선임연구

원), 최계운(인천  교수), 김경술(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연규(교통개발연구원), 

김정인(중앙  교수), 홍순직(현 경제연구원), 양동범(해양연구원), 강광규(KEI 연구위

원), 이창희(KEI 연구위원), 강상목(KEI 책임연구원), 추장민(KEI 초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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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및 제도분과 12인

․손기웅(통일연구원 기획실장, 분과위원장), 김창규(한국전통문화학교 교수), 남상민(한양

학교 교수), 박양호(국토연구원), 김정수(환경운동연합), 서재철(녹색연합), 김현수( 진

 교수), 김용학(토지공사 택지사업본부장), 권영한(KEI 연구위원), 신원우(환경부 정책

총괄과장), 김찬우(외교통상부 과장), 김진구(통일부 인권환경팀장)

다. 운영체계

- 자연환경분과 12인, 산업경제분과 13인, 정책제도분과 12인 등 총 37인으로 구성된 3개 

분과 위원이 공동으로 회의를 진행함으로써 포럼위원들의 다양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

고, 각분과간의 협력가능분야을 모색하도록 함

라. 추진현황

구 분 일  시 주제 및 발표자

제1차 2003. 4.30

• 환경친화적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방안

 (임완근 원장, (사) 남북경제협력진흥원)

• 2003년 사업논의(강광규 박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제2차 2003. 6.25

• 남북한 환경협력：경협을 토 로 한 실천방안의 모색

 (남상민 교수, 한양 )

• 제 4세  중국 지도부 등장과 한반도 정책-북핵문제를 둘러싼 동향

 (추장민 박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제3차 2003. 7.23
• 조류보호를 통한 남북교류 및 멸종위기종 저어새보호활동

 (정종렬 교수)

제4차 2003. 9.24

• KEDO 와 남북환경협력 현황(이상돈 교수, 이화여 )

• 개성공단 개발에 따른 한강하구 및 경기도 연안환경 보전을 위한 

남북한 공동연구(오재경 교수, 인하 )

제5차 2003.11.26

• 평화의 숲 활동을 중심으로 한 남북한 산림환경분야협력

 (조민성, 사무국장, 평화의 숲)

• 북한의 관광개발 확 와 환경보존 방안

 (박기홍 박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제6차 2003.12.18

• 현 아산의 북사업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

 (김윤규 사장, 현 아산)

• 2003년도 북한의 환경정책 실태 및 평가

 (손기웅 박사, 통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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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향후일정

- 2004년도 남북환경포럼은 북한지역의 산림복구지원을 포함한, 국토, 자연자원 현황 및 관

리보전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운영

․한국정부의 ｢북한 산림복구 지원사업｣ 종합계획 수립, 북한의 유형별 토지 및 자연자원 

분포현황 조사․분석, 북한의 국토관리정책 현황 조사․분석, 북한의 도시발전 연혁, 도시계

획정책 및 도시환경 조사․분석, 북한의 산업단지 현황 및 조성정책 조사․분석, 북한의 농

지개발 및 이용현황 조사․분석, 북한의 각급 자연공원 현황 및 관리실태 조사․분석, 북한

지역 국토 및 자연환경 관리보전의 선결과제 제시, 북한지역의 국토 및 자연환경 관리보

전을 위한 남북한 협력 방안 제시 등

□ 새국토연구협의회

가. 추진배경

- 2000년 국토 및 환경관련 연구기관, 학회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ꡔ국토는 우리 겨레가 

영원히 살아가야 할, 하나밖에 없는 터전이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다함께 힘을 모

아 국토를 아름답고 깨끗하고 건강하게 보전해야한다. 사람과 자연이 하나로 이루어지는 

국토, 세계로 힘차게 뻗어나가는 경쟁력 있는 국토로 가꾸어 사람들이 어느 곳에서든 쾌

적하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어야 한다.ꡕ는 국토헌장을 채택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안을 공동으로 연구하고 토론하는 자리로 활용 중임

나. 인적 구성

- 상임공동 표：연구기관 기관장 1인, 시민단체 표 1인, 학회 표 1인

․홍  철(인천  총장), 윤서성(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원제무( 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 

한양  교수)

- 새국토연구협의회 참여기관(17개)

․시민단체：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연구소：국토연구원, 농업기반공사 농어촌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주공 주택도시연구원, 

토공 토지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학회： 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한지리학회, 한국농촌계획학회, 한국지역학회, 한국환경

정책학회

- 사무국：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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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추진현황

- 공동세미나 개최

․그린투어리즘과 연계한 농촌생활환경 정비방안(농업기반공사 농어촌연구원, ’03. 7)

․남북접경지역의 환경보전(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03. 10)

․농촌토지 계획 및 이용 제도의 문제와 개선방향(한국농촌경제연구원, ’03. 10)

․자원절약적 국토발전방안(국토연구원, ’03. 11)

- 성과발표회 개최 “쾌적한 생활공간, 지속가능한 국토”(2003. 12. 1)

라. 향후 일정

- 2004년도에는 “토지소유 및 이용의 공익성 회복”을 주제로 포럼, 공동연구 및 협력연구

사업을 계획하고, 참여기관 확  및 주제의 다양화에 주력하고 있음

□ 목요오찬포럼

가. 추진배경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모든 연구원들에게 환경정책 이슈에 관한 상호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새로운 환경정책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연구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현안 사회이슈에 관한 주제 토론을 통해 사회문제와 환경문제의 연결고리를 찾아 분야별

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원의 특성인 다양한 전공분야의 접근과 정책 안

을 유도함 

※ 연구원내 연구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각 연구자들의 업무부담이 증

가일로에 있음. 따라서 연구자간의 상호 토론 및 정보교류 현재의 사회이슈에 관한 아이

디어 교환의 기회가 줄고 있음 

※ 따라서, 자유로운 의견교환을 통하여 연구의 공감 형성을 통한 연구자들 간의 협력기반 

증진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사회이슈와 연관된 환경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으로서 원내 연구자들 간의 사업의 진행내

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정보 및 아이디어 교환의 기회가 필요하다는 것이 연구자들의 

전반적인 의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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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진현황

구 분 일  시 주제 및 발표자

제1차 2003. 5.15
• 황사문제해결을 위한 동북아 협력체 모색(명지 학교 정서용)

• 백두고원의 지질 및 생태현황：북한현장답사기(KEI 이영준)

제2차 2003. 5.29 • 남극의 국제정책 동향(해양연구원 김예동)

제3차 2003. 7. 3 • 관광정보와 지속가능성(세종 학교 조용현)

제4차 2003. 7.10 • 신행정수도의 건설방향(신행정수도 건설추진기획단 박상규)

제5차 2003. 7.2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환경보전(서경 학교 이승주)

제6차 2003. 8.14
• 기구협약에 비한 삼림생태계 CO2흡수력측정기법개발

 (일본 국립환경연구소 이미선) 

제7차 2003. 9.25
• 서울시 지역균형발전방안 -뉴타운 계획을 중심으로

 (서울시청 진희선)

제8차 2003.10. 9
• 자유무역협정 왜 누구와 어떻게 체결해야 하는가?

 (한양 학교 김종걸)

제9차 2003.11.13 •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입법과정과 현황(KEI 이병국)

제10차 2003.11.20 • 인공위성영상자료를 이용한 토지피복도 구축(KEI 전성우)

제11차 2003.11.27 • 하수처리와 CO2문제의 동시해결방안(안동 학교 이건주)

제12차 2003.12.19 • 국가환경종합계획 기본틀 마련(KEI 정회성)

다. 기 효과

- 새로운 연구 분야 및 방향 도출, 다양한 전공의 연구자간의 연구협력 및 공동연구 촉진, 

수행중인 연구에 관한 자문 기능, 연구자들의 연구의욕 고취 및 연구자들 간의 상호협력 

증진 

- 신규과제 발굴, 연구사업 추진에 관한 자유로운 의견 교환의 장, 연구사업 추진관련 문제

점 개선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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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이버환경정책교육원

사이버환경정책교육원은 국가환경보전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환경교육과 환경문제에 한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환경교육의 필요성이 증 됨에 따라 21세기 환경행정 및 환경산업 

부분을 선도할 고급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하고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교육목표
- 증가하는 환경 수요에 비한 고급 환경전문가 양성

- 평생교육 개념의 환경교육과정 운영

- 당면한 환경문제의 올바른 인식 및 이를 통해 각종 환경정책 수립 방법 습득

-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한 올바른 이해 및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기법 습득

□ 연혁
- 1999. 10. 사이버환경정책교육원 구축 

정보통신부의 “국가 정보화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환경부 주관하에 이화여 와 한국환경

정책평가연구원에서 사업 수행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전문인력과 지식을 사회교육에 활용

하기 위하여 사업에 참여)

- 2000. 10. 사이버환경정책교육원 수요자 설문조사 실시 

- 2000. 11. 사이버환경정책교육원 운영기반 마련

- 2000. 11. 사이버환경정책교육원 공무원 교육기관 인증 추진 

- 2001.  3. 사이버환경정책교육원 1기 운영 

- 2001.  5. 사이버환경정책교육원 2기 운영 

- 2001.  9. 사이버환경정책교육원 3기 운영 

- 2001. 11. 사이버환경정책교육원 4기 운영 

- 2001. 12. 사이버환경정책교육원 멀티미디어 컨텐츠 개발 및 플랫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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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4. 사이버환경정책교육원 1기 운영 

- 2002.  6. 사이버환경정책교육원 2기 운영 

- 2002.  8. 사이버환경정책 학원 추진

- 2002.  8. 사이버환경정책교육원 3기 운영 

- 2002. 11. 사이버환경정책교육원 4기 운영 

- 2002. 12. 사이버환경정책교육원 멀티미디어 콘텐츠 개발 

- 2003.  3. 사이버환경정책교육원 1기 운영 

- 2003.  6. 사이버환경정책교육원 2기 운영 

- 2003.  8. 사이버환경정책교육원 멀티미디어 콘텐츠 개발 

- 2003.  9. 사이버환경정책교육원 3기 학기제 시범운영

□ 교육원의 특징
- 최고의 교수진에 의한 전문교육 | 환경정책수립 및 환경영향평가 분야 최고 전문가들로 구

성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진에 의한 이론 및 실무에 한 전문교육 실시

- 수요자 중심의 교육 | 학습자의 시간에 맞춘 탄력적인 학습, 지리적인 독립성, 학습자 중심 

정보기술(Information Techonology), 국제화(다민족 교육), 스스로 배움(SELF-STUDY)

- 열린 교육 | 접근기회의 개방(Open access), 상호작용의 기회개방(Open interaction), 정보

활용 형태의 개방(Open pace)

- 다양한 교육과정 | 평생교육차원의 일반교육, 전문가 육성을 위한 학원수준의 고급교육, 

산업체 담당자를 위한 위탁교육

□ 교육실적
(단위：명)

년  도
기           수

계
1 2 3 4

2001 329 213 208  97 1,847

2002 131 235 238 395 1,999

2003 294 132 618주1) 1,044

총          계 2,885

주1) 학기제(16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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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소개

과 정 명 주 요 교 과 과 정

환경정책과정

• 국토이용 및 자연환경, 지구환경문제

• 환경계획과 관리, 환경정책의 경제성 평가

• 위해성 평가 및 관리

• 도시환경계획론

• 환경정보과 환경정책

• 환경경제개론

환경영향평가과정

• 환경영향평가 개론, 환경영향평가제도

• 전략평가론, 사전환경성 검토

• 수질환경영향평가

• 기환경영향평가

• 환경생태학 개론, 생태계영향평가

• 지형지질환경영향평가

• 소음진동환경영향평가

• 해양환경영향평가

사회환경과정

• 우리나라의 환경동향 및 정책방안

• 지속가능한 개발과 정책방안

• 환경오염과 국민생활

• 환경윤리와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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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정책연구

다양화․복잡화되고 있는 환경문제에 응하기 위해 광범위한 분야에 있어서 보다 깊이 

있는 학술연구에 뒷받침되고자 미래지향적인 정책비전과 현실 적합성 높은 구체적 정책 안 

제시에 기여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연구논문을 엄선하여 발간하고 있다.

□ 환경정책연구(학술지) 발간현황

구 분 제          목

제2권

제1호

[2003. 6

발간]

 • 한국 환경정책의 발달동인：정책의 창문은 어떻게 열렸는가?

  (서울  이정전 교수, KEI 정회성 박사)

 • 무방류시스템 도입에 따른 환경규제효율화 방안(KEI 최지용 박사)

 • 농업용 폐비닐의 농가처리 및 수거제도 개선방안(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강창용 박사)

 • Selecting the Best Soil Particle-Size Distribution Model for Korean Soils

  (KEI 황상일 박사)

 • Environmental Assessment of Contaminated Soils around Abandoned Mines 

using The Current Soil Quality Standards

  (ISTS 안주성 박사, 광주과학기술원 김경웅 박사)

 • 바이오안전성의정서에서의 책임복구체제에 관한 법적 고찰(경희 학교 이재협 교수)

제2권

제2호

[2003.12

발간]

 • The Environmental Implication of Metropolitan Expansion in Asian Cities：The 

Role of Planning Practices toward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in Asia

  (일본 지구환경전략연구소 권창기 박사)

 •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한 전략과 추진과제(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창길 박사)

 • 동북아시아지역의 다국 간 CDM프로젝트에 한 검토 -한국 참가에 따른 거래비용 

삭감효과(일본 케이오 학 정우종, 나카노 사토시)

 • Bioconversion of Dairy Processing Waste into Value-Added Chemicals

  (미국 톨렌도 학교 김동식)

 • Comparison of Environmental Economic Performance In South Korea and 

Germany(통계청 최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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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포럼

범지구적으로 환경문제가 주요 관심사로 두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 환경관련 동향 및 

정보를 정확히 분석하고, 그 결과를 사회의 Opinion Leader등에게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알려 환경문제에 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시킴으로써 국민 홍보와 교육에 기여하고 있다.

□ 환경포럼 발간현황

구    분 제          목

제7권 제 1호

(통권82호)

 • 서비스산업의 성장과 생활폐기물 관리 강화

  (KEI 김광임 박사)

제7권 제 2호

(통권83호)

 • 종량제봉투가격이 쓰레기 배출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제언

  (KEI 김광임 박사)

제7권 제 3호

(통권84호)

 • 전자파의 건강 위해성과 외국의 관리동향

  (KEI 전인수 박사)

제7권 제 4호

(통권85호)

 •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발상의 전환

  (KEI 최준규 박사)

제7권 제 5호

(통권86호)

 •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관리의 실효성 제고방안

  (KEI 최준규 박사, 주용준, 강영현)

제7권 제 6호

(통권87호)

 • 폐자동차 재활용의 국제동향

  (KEI 전인수 박사)

제7권 제 7호

(통권88호)

 • 두만강유역 환경보전사업(TumenNET)과 동북아 환경협력

  (KEI 최재용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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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부서 소개

□ 정책연구부

구  분 주    요    업    무

정책총괄팀

• 국가 및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연구

• 환경관리계획 수립 및 환경정책 성과 평가

• 환경부문 국책과제에 한 기획․조정 및 평가

환경경제팀

• 환경재의 가치 및 환경정책의 경제성 평가 기법 개발과 적용

• 환경 관리의 경제적 수단과 환경재정 연구

• 환경정책과 관리기법의 연구․개발 및 환경정책의 성과평가

• 환경과 경제의 통합 연구

• 기업환경경영 및 산업환경정책연구

• 환경기술개발 및 청정생산․소비체제 확산을 위한 연구

환경관리팀

• 자연생태계․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관리 방안 연구

• 수질, 기, 폐기물, 자연환경 관리정책 연구

• 비점오염원, 유역관리, 오염총량관리, 수변구역 관리방안 연구

• 토양․지하수의 보전․관리 및 복원 방안 연구

• 환경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 및 기법 개발․연구

지구환경

연구센타

• 기후변화협약관련 응방안 연구 및 정책 안 제시

• 장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정책 및 수단도출

• 무역과 환경에 관한 정책 및 외교 응방안 연구

• 동북아 및 다자간 쌍무적 환경협력에 관한 연구

• 국제기구의 환경관련 논의 및 협상 등의 분석 및 관련 정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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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영향평가부

주     요     업     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이념의 중추적 수단인 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성 검토, 도로노선 사전협의와 관련된 검토업무와 연구 수행

• 환경영향평가서의 전문적 검토

• 환경영향재평가의 실시

• 사전환경성 검토

• 평가기법의 개발․보급

•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관한 사항

•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전문인력의 육성 등

• 도로사업 사전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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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진 현황

□ 주요 운영진

원장

President

윤서성

Yoon, Suh Sung

법학박사

Ph.D., Law

성균관

Sung Kyun Kwan 

University, Korea

환경법

Environmental 

Law

ssyoon@kei.re.kr

부원장

Vice President

김시헌

Kim, Sie Heon

환경학석사

M.A. 

Environmental 

Studies

미국 듀크  

환경 학원

Duke University, 

U.S.A.

환경관리프로그램

Environmental 

Management

ksheon@kei.re.kr

연구기획조정실장

Director of 

Research Planning 

& Coordination 

Div.

장기복

Chang, Ki-Bok

경영과학박사

Ph.D., 

Management 

Science

한국과학기술원

KAIST, Korea

산업조직

Industrial 

Organization

kbchang@kei.re.kr

정책연구부장

Director of Policy 

Research Div.

최지용

Choi, Ji Yong

공학박사

Ph.D., Engineering

한국과학기술원

KAIST, Korea

환경공학

Water Quality 

Modeling

jychoi@kei.re.kr

환경영향평가부장

Director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Div.

송영일

Song, Young-il

공학박사

Ph.D., Engineering

미국 폴리테크닉

Polytechnic 

University, 

U.S.A.

환경공학

Environmental 

Engineering

yisong@k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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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연구부

연구위원

Research Fellow

한화진

Han, Wha Jin

이학박사

Ph.D,. Science

미국 UCLA

UCLA, U.S.A.

기화학

Atmospheric 

Chemistry

wjhan@kei.re.kr 

연구위원

Research Fellow

강광규

Kang, Kwang Kyu

경제학박사

Ph.D., Economics

미국 뉴욕 주립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Stony 

Brook, U.S.A.

산업조직

Industrial 

Organization

kwkang@kei.re.kr

연구위원

Research Fellow

강만옥

Kang, Man-ok

경제학박사

Ph.D., Economics

독일 뮌헨

Munich 

University, 

Germany

재정학

Public Economics
manok@kei.re.kr

연구위원

Research Fellow

강상인

Kang, Sang In

경제학박사

Ph.D., Economics

프랑스 파리 1

Universite Paris 

Ⅰ, France

국제경제

International 

Economics

sikang@kei.re.kr

연구위원

Research Fellow

김광임

Kim, Kwang-yim

경제학박사

Ph.D., Economics

미국

텍사스 A&M

Texas A&M 

University, U.S.A.

자원경제

Environmental 

Economics

kykim@kei.re.kr

연구위원

Research Fellow

김용건

Kim, Yong Gun

경영과학박사

Ph.D., 

Management 

Science

한국과학기술원

KAIST, Korea

경영과학

Management 

Science

ygkim@kei.re.kr

연구위원

Research Fellow

공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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