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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환경연합의 문제의식1-1. 환경연합의 문제의식

골재 이슈 폭증 : 남북 경협 합의에 의한 한강 하구 , 거제도` 남
단 해사 채취, 남한강 여주 구간 골재 채취 계획, 대규모의 석산
개발 등

2004년 골재 수급안정 종합대책 평가 : 수급 안정 및 환경적
사회적 영향에 대한 대책의 추진 현황 파악

환경운동연합의 활동 방향 수립 : 전국에서 진행 중인 골재 채취
와 정부 정책에 대한 태도 마련, 골재 채취와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 방향 수립



1-2. 주요 평가 및 제안1-2. 주요 평가 및 제안

골재 수급 현황 자료의 타당성
: 골재 수요 추정, 공급 계획, 수급 전망 등

수요 관리 정책의 가능성(수요 조절 및 대체재 개발)

2004년 골재 수급 종합계획 실행평가와 제도 개선 방안

환경 피해 저감과 복원 대책

환경운동연합의 골재 정책 개선 관련 활동 방향모색



2-1. 골재 수급 현황 자료의 타당성2-1. 골재 수급 현황 자료의 타당성

골재 수요 추정 방법 : 건설 수주액(2005년 99.4조원) --> 레
미콘 출하 전망 --> 레미콘 제조용 골재 수요 전망 --> 전체
골재 수요량 추정 2.6억㎥(9쪽, 혹은 2.3억㎥, 12쪽) 

하지만 2005년 건설 경제 업무 편람에 의하면 2005년 골재채
취 허가실적은 1.36억㎥(431쪽), 채취(신고) 실적은 1.06억㎥
에 불과 함.  

골재 수요 추정 방법 : 건설 수주액(2005년 99.4조원) --> 레
미콘 출하 전망 --> 레미콘 제조용 골재 수요 전망 --> 전체
골재 수요량 추정 2.6억㎥(9쪽, 혹은 2.3억㎥, 12쪽) 

하지만 2005년 건설 경제 업무 편람에 의하면 2005년 골재채
취 허가실적은 1.36억㎥(431쪽), 채취(신고) 실적은 1.06억㎥
에 불과 함.  

즉 골재 수요 추정과 골재 채취 자료는 두 배 이상의 극단적인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
-이는 수요량 추정이 잘못됐거나, 채취량에 대한 보고가 잘 못
됐다는 것을 의미함

즉 골재 수요 추정과 골재 채취 자료는 두 배 이상의 극단적인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
-이는 수요량 추정이 잘못됐거나, 채취량에 대한 보고가 잘 못
됐다는 것을 의미함



2-2. 건교부 건설경제 업무 편람의 주요 통계 자료의 불일치2-2. 건교부 건설경제 업무 편람의 주요 통계 자료의 불일치

연도 수요 추정 허가량

2001 107,120

2002 137,591

2003 242,170 128,225

2004 268,940 154,261

2005 246,160 136,099

(2005년, 천㎥)

채취량

114,845

119,246

127,914

106,815

106,111



2-3. 건교부의 중장기 골재 수급 전망에 대한 평가2-3. 건교부의 중장기 골재 수급 전망에 대한 평가

정부의 3차 골재수급 기본계획에 의하면,  
2004년 수요량은 257,044천 ㎥, 2005년과 2006년 수요량은
260,429 천㎥, 2007년 257,822 천㎥, 2008년 257,834 천㎥
등이며, 오늘 발표자료에서도 약 2.6억㎥으로 예상

하지만 12쪽 2006년 수급계획에 의하면, 05년 246,157 천㎥
에서 232,663 천㎥으로 감소 됐으며, 주택보급율 100% 초과, 
지하철 등 주요 SOC 공사 마무리, 인구 및 가구수 증가율 둔하
에 따라 수요의 감소가 예상됨

비록 행정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의 건설 등이 새로
운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으나, 그 전망이 불투명함. 또한 재생
골재 사용의 활성화 공법 변화 등을 고려한다면 수요의 추정은
상당한 오류를 가진 것으로 보임.

정부의 3차 골재수급 기본계획에 의하면,  
2004년 수요량은 257,044천 ㎥, 2005년과 2006년 수요량은
260,429 천㎥, 2007년 257,822 천㎥, 2008년 257,834 천㎥
등이며, 오늘 발표자료에서도 약 2.6억㎥으로 예상

하지만 12쪽 2006년 수급계획에 의하면, 05년 246,157 천㎥
에서 232,663 천㎥으로 감소 됐으며, 주택보급율 100% 초과, 
지하철 등 주요 SOC 공사 마무리, 인구 및 가구수 증가율 둔하
에 따라 수요의 감소가 예상됨

비록 행정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의 건설 등이 새로
운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으나, 그 전망이 불투명함. 또한 재생
골재 사용의 활성화 공법 변화 등을 고려한다면 수요의 추정은
상당한 오류를 가진 것으로 보임.



2-4. 건교부의 골재 수급 정책에 평가2-4. 건교부의 골재 수급 정책에 평가

건교부의 골재 수급 통계 자료는 신뢰키 어려우며, 이를 바탕
으로 마련된 정책의 타당성이 의심됨.

건교부의 골재채취에 대한 감독이 미흡하며, 건설업체의 편의
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는 혐의가 있음. 

건교부의 수요추정은 부당하며, 골재 수급 파동 및 골재 부족
사태에 대한 우려는 과장되었음

골재 정책의 개혁과 건교부의 감독 책임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함

건교부의건교부의 골재골재 수급수급 통계통계 자료는자료는 신뢰키신뢰키 어려우며어려우며, , 이를이를 바탕바탕
으로으로 마련된마련된 정책의정책의 타당성이타당성이 의심됨의심됨..

건교부의건교부의 골재채취에골재채취에 대한대한 감독이감독이 미흡하며미흡하며, , 건설업체의건설업체의 편의편의
를를 위해위해 활동하고활동하고 있다는있다는 혐의가혐의가 있음있음. . 

건교부의건교부의 수요추정은수요추정은 부당하며부당하며, , 골재골재 수급수급 파동파동 및및 골재골재 부족부족
사태에사태에 대한대한 우려는우려는 과장되었음과장되었음

골재골재 정책의정책의 개혁과개혁과 건교부의건교부의 감독감독 책임에책임에 대한대한 철저한철저한 감사와감사와
대책대책 마련이마련이 필요함필요함



3. 골재 수요 관리의 가능성 점검3. 골재 수요 관리의 가능성 점검

인식 전환의 필요성 : 건교부의 발표처럼 골재는 부존지역이
제한되어 있고, 대체재가 결여 되어 있는 공공재적 성격의 천
연자재임. 따라서 그 수요를 관리하고 조절하는 것이 지속 가
능한 사회 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임

따라서 정부는 건설 사업 자체의 타당성에 대해 보다 엄격한
검토가 필요하며, 한정된 자원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공영관리), 이용에 대한 적정한 비용의 회수가 필요함(물, 에
너지 등은 공급 중심이 아니라 수요관리로 기조를 전환했음)

또한 골재 사용량의 저감을 위해, 건설 공법을 개선, 순환 골재
의 활용, 낭비적인 골재 이용에 대한 제재가 필요함.  

인식인식 전환의전환의 필요성필요성 : : 건교부의건교부의 발표처럼발표처럼 골재는골재는 부존지역이부존지역이
제한되어제한되어 있고있고, , 대체재가대체재가 결여결여 되어되어 있는있는 공공재적공공재적 성격의성격의 천천
연자재임연자재임. . 따라서따라서 그그 수요를수요를 관리하고관리하고 조절하는조절하는 것이것이 지속지속 가가
능한능한 사회사회 발전을발전을 위한위한 중요한중요한 요소임요소임

따라서따라서 정부는정부는 건설건설 사업사업 자체의자체의 타당성에타당성에 대해대해 보다보다 엄격한엄격한
검토가검토가 필요하며필요하며, , 한정된한정된 자원에자원에 대한대한 관리를관리를 대폭대폭 강화하고강화하고
((공영관리공영관리), ), 이용에이용에 대한대한 적정한적정한 비용의비용의 회수가회수가 필요함필요함((물물, , 에에
너지너지 등은등은 공급공급 중심이중심이 아니라아니라 수요관리로수요관리로 기조를기조를 전환했음전환했음))

또한또한 골재골재 사용량의사용량의 저감을저감을 위해위해, , 건설건설 공법을공법을 개선개선, , 순환순환 골재골재
의의 활용활용, , 낭비적인낭비적인 골재골재 이용에이용에 대한대한 제재가제재가 필요함필요함.  .  



3-1. 대체재 개발3-1. 대체재대체재 개발개발

국내 폐콘크리트 발생량은 연간 1,200만㎥ 규모이며, 이를 활
용하여 생산 가능한 순환 골재량은 자갈 580만㎥(5%), 모래
190만㎥(2%) 수준임. 

하지만 현재 사용량은 83%를 재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
고 있으며, 성토와 복토용를 제외한 건설 자재 이용율은 약
2.3% 430만톤 수준임. 이는 제도의 미비에 기인함

또한 폐 콘트리트 외에, 폐 코크스, 소각 하수 오니, 댐과 저수
지의 준설토 등을 검토해야 함. 

이런 과정은 부산신항, 광양, 마산, 울산 항만의 성토를 위한
거제 남단 해사 채취 계획 재검토 등을 가능하게 할 것임.

국내국내 폐콘크리트폐콘크리트 발생량은발생량은 연간연간 1,2001,200만㎥만㎥ 규모이며규모이며, , 이를이를 활활
용하여용하여 생산생산 가능한가능한 순환순환 골재량은골재량은 자갈자갈 580580만㎥만㎥(5%), (5%), 모래모래
190190만㎥만㎥(2%) (2%) 수준임수준임. . 

하지만하지만 현재현재 사용량은사용량은 83%83%를를 재활용하고재활용하고 있는있는 것으로것으로 파악되파악되
고고 있으며있으며, , 성토와성토와 복토용를복토용를 제외한제외한 건설건설 자재자재 이용율은이용율은 약약
2.3% 4302.3% 430만톤만톤 수준임수준임. . 이는이는 제도의제도의 미비에미비에 기인함기인함

또한또한 폐폐 콘트리트콘트리트 외에외에, , 폐폐 코크스코크스, , 소각소각 하수하수 오니오니, , 댐과댐과 저수저수
지의지의 준설토준설토 등을등을 검토해야검토해야 함함. . 

이런이런 과정은과정은 부산신항부산신항, , 광양광양, , 마산마산, , 울산울산 항만의항만의 성토를성토를 위한위한
거제거제 남단남단 해사해사 채취채취 계획계획 재검토재검토 등을등을 가능하게가능하게 할할 것임것임..



4. 환경 피해 저감 방안과 복원 대책4. 환경 피해 저감 방안과 복원 대책

2004년 파동 과정에서, 해사 채취의 과정에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의 도입이 약속됨.

하지만 조사 기간과 조사량 등이 현격히 부족하며, 자체 조사
보다는 외부 자료를 짜집기 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짐

또한 환경평가 과정에서의 지적 사항이 점검되지 않으며, 채취
과정에 대한 감독과 처벌이 부실하며, 사후모니터링도 형식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골재 단지의 지정과 대단위 개발에 따른 환경부하가 크지만, 
채취 과정의 환경부하 저감을 위한 노력 부족

20042004년년 파동파동 과정에서과정에서, , 해사해사 채취의채취의 과정에과정에 사전환경성검토와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의환경영향평가의 도입이도입이 약속됨약속됨..

하지만하지만 조사조사 기간과기간과 조사량조사량 등이등이 현격히현격히 부족하며부족하며, , 자체자체 조사조사
보다는보다는 외부외부 자료를자료를 짜집기짜집기 하는하는 경우가경우가 많아많아 실효성이실효성이 떨어짐떨어짐

또한또한 환경평가환경평가 과정에서의과정에서의 지적지적 사항이사항이 점검되지점검되지 않으며않으며, , 채취채취
과정에과정에 대한대한 감독과감독과 처벌이처벌이 부실하며부실하며, , 사후모니터링도사후모니터링도 형식적형식적
으로으로 이루어지고이루어지고 있음있음

골재골재 단지의단지의 지정과지정과 대단위대단위 개발에개발에 따른따른 환경부하가환경부하가 크지만크지만, , 
채취채취 과정의과정의 환경부하환경부하 저감을저감을 위한위한 노력노력 부족부족



5-1. 2004년 골재 수급 종합대책 실행 평가5-1. 2004년 골재 수급 종합대책 실행 평가

2004년 종합대책 개요 (2004. 5. 25. 국무회의 의결) 
- 주민지원대책 위해 점 사용료 인상(10% > 20-30%)
- 골재채취 단지 및 단지 관리자 지정 제도 도입
- 환경보호(채취 예정지 도입, 불법채취 감독, GPS 설치 등)
- 부처, 환경단체, 주민, 전문가 등으로 골재수급심의위 구성
- 재생골재 육성 위해 기술 지원

평가 : 골재단지 지정, 환경영향 평가 도입 외엔 추진 미흡. 
- 이는 골재 단지 지정을 통한 행정 편의를 도모하고, 형식적
인 환경영향평가를 통한 사회적 책임회피 외에, 골재 업자
들의 저항과 정책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음을 확인.      
또한 심의위원회는 구성의 의도 자체를 왜곡하고 있음

20042004년년 종합대책종합대책 개요개요 (2004. 5. 25. (2004. 5. 25. 국무회의국무회의 의결의결) ) 
-- 주민지원대책주민지원대책 위해위해 점점 사용료사용료 인상인상(10% > 20(10% > 20--30%)30%)
- 골재채취 단지 및 단지 관리자 지정 제도 도입
- 환경보호(채취 예정지 도입, 불법채취 감독, GPS 설치 등)
- 부처부처, , 환경단체환경단체, , 주민주민, , 전문가전문가 등으로등으로 골재수급심의위골재수급심의위 구성구성
-- 재생골재재생골재 육성육성 위해위해 기술기술 지원지원

평가평가 : : 골재단지골재단지 지정지정, , 환경영향환경영향 평가평가 도입도입 외엔외엔 추진추진 미흡미흡. . 
-- 이는이는 골재골재 단지단지 지정을지정을 통한통한 행정행정 편의를편의를 도모하고도모하고, , 형식적형식적
인인 환경영향평가를환경영향평가를 통한통한 사회적사회적 책임회피책임회피 외에외에, , 골재골재 업자업자
들의들의 저항과저항과 정책의정책의 개선을개선을 위한위한 노력이노력이 부족했음을부족했음을 확인확인.      .      
또한또한 심의위원회는심의위원회는 구성의구성의 의도의도 자체를자체를 왜곡하고왜곡하고 있음있음



5-2. 현 제도의 주요 내용5-2. 현 제도의 주요 내용

현 제도의 주요 내용
- 건교부가 골재 자원조사 및 골재수급 계획 수립
- 건교부 장관이 골재 채취 예정지 지정, 골재채취 허가, 골재
단지 및 관리자 지정 가능

- 부처와 업체 중심의 골재수급 심의위원회 운영

문제점
- 건설교통부에 대한 견제장치가 없음
-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등의 참여 공간 없음
- 수요 관리를 위한 유인과 제도가 없음
- 수요추정의 오류, 채취 과정에 대한 감독이 미비

현현 제도의제도의 주요주요 내용내용
-- 건교부가건교부가 골재골재 자원조사자원조사 및및 골재수급골재수급 계획계획 수립수립
-- 건교부건교부 장관이장관이 골재골재 채취채취 예정지예정지 지정지정, , 골재채취골재채취 허가허가, , 골재골재
단지단지 및및 관리자관리자 지정지정 가능가능

-- 부처와부처와 업체업체 중심의중심의 골재수급골재수급 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 운영운영

문제점문제점
-- 건설교통부에건설교통부에 대한대한 견제장치가견제장치가 없음없음
-- 지역주민과지역주민과 환경단체환경단체 등의등의 참여참여 공간공간 없음없음
-- 수요수요 관리를관리를 위한위한 유인과유인과 제도가제도가 없음없음
-- 수요추정의수요추정의 오류오류, , 채취채취 과정에과정에 대한대한 감독이감독이 미비미비



5-3. 제도의 개선 방안5-3. 제도의 개선 방안

1. 골재 정책 위원회 구성 (골재수급심의위원회 재편)
2. 골재 채취 감독 시스템 강화
: 현실에서 개선이 어려울 경우 공영제 확대 검토 필요
3. 환경영향 평가의 현실화 위한 대책 마련(4계절 조사, 조사
항목에 대한 철저한 검증)

4. 주민 피해 금액에 대한 적정 평가 및 보상
5. 재생 골재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6. 합리적인 수급 계획 수립을 위한 대책 마련
7. 점 사용료 대폭 인상을 통해 수요 관리

1. 1. 골재골재 정책정책 위원회위원회 구성구성 ((골재수급심의위원회골재수급심의위원회 재편재편))
2. 2. 골재골재 채취채취 감독감독 시스템시스템 강화강화
: : 현실에서현실에서 개선이개선이 어려울어려울 경우경우 공영제공영제 확대확대 검토검토 필요필요
3. 3. 환경영향환경영향 평가의평가의 현실화현실화 위한위한 대책대책 마련마련(4(4계절계절 조사조사, , 조사조사
항목에항목에 대한대한 철저한철저한 검증검증))

4. 4. 주민주민 피해피해 금액에금액에 대한대한 적정적정 평가평가 및및 보상보상
5. 5. 재생재생 골재골재 이용이용 활성화를활성화를 위한위한 지원지원
6. 6. 합리적인합리적인 수급수급 계획계획 수립을수립을 위한위한 대책대책 마련마련
7. 7. 점점 사용사용료 대폭 인상을 통해 수요 관리



6. 환경운동연합의 이후 활동 방향6. 환경운동연합의 이후 활동 방향

1. 환경연합은 정부의 골재 정책에 불투명하고 부당한 관행이
만연해 있으며, 수급 계획이 부실하다고 인식함. 

2. 따라서 각종 채취 계획이 그 자체로 환경과 지역공동체를
위협할 타당한 근거가 될 수 없음을 확인함.

3. 이에 이후 환경연합은 기존의 자료와 통계에 구애됨이 없이
현장에 대한 조사와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독자적인 수
급 예측을 내놓고자 함

4. 또한 시민들에게 골재 정책 내에 존재하는 여러 문제들을
파악하고 정리해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함

5. 나아가 골재 정책의 친환경적, 친사회적 개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활동할 계획임. 

1.1. 환경연합은환경연합은 정부의정부의 골재골재 정책에정책에 불투명하고불투명하고 부당한부당한 관행이관행이
만연해만연해 있으며있으며, , 수급수급 계획이계획이 부실하다고부실하다고 인식함인식함. . 

2.2. 따라서따라서 각종각종 채취채취 계획이계획이 그그 자체로자체로 환경과환경과 지역공동체를지역공동체를
위협할위협할 타당한타당한 근거가근거가 될될 수수 없음을없음을 확인함확인함..

3. 3. 이에이에 이후이후 환경연합은환경연합은 기존의기존의 자료와자료와 통계에통계에 구애됨이구애됨이 없이없이
현장에현장에 대한대한 조사와조사와 자료에자료에 대한대한 분석을분석을 통해통해 독자적인독자적인 수수
급급 예측을예측을 내놓고자내놓고자 함함

4. 4. 또한또한 시민들에게시민들에게 골재골재 정책정책 내에내에 존재하는존재하는 여러여러 문제들을문제들을
파악하고파악하고 정리해정리해 시민들과시민들과 공유하기공유하기 위해위해 노력하고자노력하고자 함함

5. 5. 나아가나아가 골재골재 정책의정책의 친환경적친환경적, , 친사회적친사회적 개혁을개혁을 위한위한 제도제도
개선을개선을 위해위해 활동할활동할 계획임계획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