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서 론

환경 향평가제도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정

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환경 향평가제도는 지난

20년 동안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도모하는 유일

한 수단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 왔지만 운 과정

환경 향평가의 역할 및 범위 재정립 방안연구

김 선 희
국토연구원

A Study on Reforming the Roles and Scope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Kim, Sun-Hee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

Abstrac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IA) was first formally established in the Korea in 1981.

Subsequently there has been a rapid growth in EIA activity, and over one hundred fifty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s are now published in Korea each year. Although EIA now

has almost 20 years of history in the Korea, elsewhere the development of roles and practice is

more recent. Development is moving apace in many countries, including the Japan and the EU

Member States. 

Such progress has not been without its problems, and a number of the current issues in EIA-

scope of the assessment, the relative roles, the quality of assessment and monitoring and

auditing after decision, and so on- are highlighted. So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form the

EIA roles and process, in extending the scope of activity, and assessing effectiveness. This article

suggested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project assessment, widening the scope: stre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and extending EIA to project design process, environmental

monitoring and feedback system.

Key word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coping and Screening,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Design Process, Monitoring and Feedback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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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긍정적,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고, 시대

변화에 맞는 발전적 방향정립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환경 향평가를 도입했

던 1981년 당시 1인당 GNP는 1,592달러로서 환경

향평가를 도입했던 상황과 오늘날의 변화된 경

제·사회여건 등은 환경 향평가제도의 기능과

범위 재정립을 요구한다. 

지난 1999년 11월에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차원에서 논의되었던 각종 향평가제도의 통

합방안이‘통합 향평가법(환경·교통·재해 등

에 관한 향평가법)’으로 법제화되었고, 2001년

1월부터는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난개발

등이 사회문제화되면서 사업추진 정책 및 계획단

계에서의 사전환경성 검토의 강화(환경정책기본

법 11조, 시행령 3조, 3의 2)로 환경 향평가와의

역할 및 절차조정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최근들

어 SOC의 확충 등으로 개발압력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환경을 고려하는 개발에 대한

국민요청 증대 등으로 환경과 조화된 지속가능한

개발의 필요성이 범부처적으로 형성되면서 조직

과 정책 등을 정비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환경 향평가의 역할, 내

용과 절차 등을 zero-base에서 구조조정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환경 향

평가는 구조적으로 의사결정수단으로 작동할 수

없다. 따라서 사전환경성 평가 강화 등 별도의 예

방적인 환경성 평가 및 사회합의형성시스템을 구

축할 수 있는 수단마련이 요구된다. 이때 환경

향평가는 본래의 목적인 환경 향 최소화를 위한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예측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항목, 내용, 방법 등에 융통성을 부여해야

한다. 환경 향평가의 절차는 사업승인기관에 환

경 향평가를 검토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하고

평가기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다자간 개방형

절차 마련이 요구된다. 중앙부처, 사업시행자, 평

가원, 대행업체 등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여

환경 향평가 목적 달성을 위한 상호 시너지효과

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환경 향평가

의 구조개혁을 통해서만이 환경 향평가의 공정

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고, 환경 향평가의

목적과 기능이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다. 

II. 환경 향평가제도 운 상의 문제점

환경 향평가 운 과정에서 겪는 혼돈과 부작

용의 근본원인은 환경 향평가제도 도입과정에서

원래목적과 구조, 절차, 내용이 왜곡·절충적으로

변질되어 운 되어 온 데 기인한다. 국가 경제사

회수준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제반 토대를 마련한

뒤 도입한 일본과는 달리 1인당 GNP 1,592달러수

준인 1981년에 서둘러 제도를 도입하여 개발부서

와 20여년동안 대립적인 관계를 형성해 오면서

실질적인 환경관리수단으로 정착되지 못하 다고

평가할 수 있다.

환경 향평가는 환경가치를 고려하는 의사결정

수단으로 작동하기에 구조적인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환경가치’에

대한 기대와 요청은 증대하고 있어 새만금간척사

업, 월댐사업 등과 같이 환경 향평가가 완료

된 사업도 사업타당성 및 시행여부를 문제삼는

사례가 증대하는 등 환경 향평가 결과를 둘러싼

혼선과 부작용이 증대하고 있다. 월 다목적댐

재평가의 경우, 용수수요 과다추계 평가, 홍수안

전성 평가 및 생태계, 문화가치 평가 등이 포함되

어 있으며, 새만금지구사업 환경 향 재평가의

경우는 환경 향 평가, 수질보전대책평가 외에

갯벌의 가치, 식량안보의 가치, 수질개선편익 등

경제성 평가까지 포함하고 있어, 현행 과학자·

기술자 중심의 환경 향평가 운 체계로는 새롭

게 요구되는 정책단계에서의 사업의 입지나 규모

의 환경성을 평가할 수 있는 의사결정수단으로

작동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환경의 가치’는 과

학과 기술로 측정될수 없으며, 생태계, 문화역사,



경제분야 등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적인 합의형성

을 토대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미 매립·개간사업, 공항건설사업, 항만

건설사업, 하천공사, 댐·하구언 건설사업, 저수지

건설사업 등 7개사업은 환경 향평가 시기를 기

본계획단계로 조정(1998. 12)하고 있으나 사업의

환경성 평가를 통한 의사결정수단으로 작동하기

엔 절차상 무리가 따르고, 기술적으로 규모 및 입

지평가에 한계를 수반하고 있다.

모든 건설공정이 환경 향평가협의에 연계되어

있으나 협의기간 장기화로 공사착수 지연, 시간,

경비, 인력의 비효율적 요소가 발생하고 있다. 환

경 향평가 협의기간이 설계기간과 불일치되어

있고, 내용이 구체화되어 있지 못해 예산, 설계

및 공정 등에 반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도로사

업사례의 경우, 설계가 상당부분 진행된 상태에

서 환경 향평가협의시 도로 노선변경, 휴게소

및 I.C위치변경 등의 보완을 요구해 설계, 예산반

등이 곤란하다. 또한 환경 향평가에서 제시

하는 저감방안이 사업의 공정이나, 규모 등을 정

확히 이해하지 못한채 지나치게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 이상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거나 품셈화

되어 있지 않아, 실시설계나 공사중에 반 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따라서 환경 향평가 협의절차 및 기준의 대대

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협의기준, 지침없이 평가

자의 인식에 따라 보완사항이 달라 사업설계 및

공사추진에 많은 혼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

다. 도로사업의 경우, 터널화, 교량화 보완에 대한

내용이 사업별로 서로 상이하고(표 1참조), 평균

협의기간도 도로사업의 경우 17.33개월, 댐사업의

경우 33개월로 장기화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표 2 참조). 또한 협의내용이 사업의 지형적 특

성이나 자연조건, 건설사업특성 등을 충분히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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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도로건설사업과 댐건설사업에 대한 환경 향평가 협의기간

구 분 협의기간(개월)
평 균 최 단 최장

도로건설사업 17.33
10 24

(안중-음성간 고속도로) ( 동고속도로확장사업)

댐건설사업 33
17 65

( 양댐) (임하댐)

주: 도로사업의 경우 1993∼1998년사이에 이루어졌던 10개의 고속도로건설사업을 대상으로, 댐건설사업의 경우, 1985∼
1998년사이에 있었던 8개 다목적댐건설사업을 대상으로 한 것임

자료: 한국수자원공사(1999), 댐건설제도 개선연구
환경부(1998), 내부자료 재정리

구 분
협의기간(개월)

평 균 최 단 최 장

표 1.  도로사업에 대한 환경 향평가협의시 터널화, 교량화 보완기준

구 분 보완기준
교량화 터널화

서울외곽선(지도∼벽제) 성토고 7m이상 절토고 20m이상
동해선(동해∼주문진) - 절토고 15m이상
광주시 우회도로 성토고 10m이상 절토고 50m이상
대구∼포항선 성토고 6m이상 절토고 30m이상

자료: 한국도로공사(1998), 내부자료 재정리

구 분
보완기준

교량화 터널화



려하지 못한채 무리한 대안- 지하수 향조사, 사

면안정성 검토, 노선변경, 터널·교량화 변경, 사

면옹벽처리, 댐상류 환경기초시설 설치 의무화

등-을 요구하고 있어, 저감대책의 신뢰성과 이행

력을 저하시키고 있다. 특히 환경 향평가 협의

결과 수립된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 에 소요되

는 비용이 실질적으로 설계에 반 되거나 사후관

리비용을 확보하지 못해 공사시 협의내용 이행도

근본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다. 

신뢰받는 환경 향평가서 작성을 위한 비용 현

실화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환경 향평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평가로 작성경비가 사업규모

와 관계없이 총사업비의 0.005%∼0.1%으로 평가

서 부실작성이 조장되고 있다. OECD에서는 평가

서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사업비의

0.2%이상을 확보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III. 환경 향평가 개선방안

1. 사전환경성 평가 강화 방안

사업이 결정된 후 환경 향평가단계에서의 사

업의 백지화, 타당성 전면재검토 등의 부작용과

낭비적 요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

전환경성 평가가 강화되어야 한다. 최근 환경정책

기본법 개정(제 11조 2, 3항, 1999. 12. 31)과 시행령

개정(제 3조, 2000. 8)을 통해 사전환경성 검토 강

화를 위한 제반 협의대상과 방법, 구비서류 등이

마련되고 있지만 대규모 공공건설사업의 환경성

을 평가하기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사전환경성평가에 대한 요구와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미국의‘사전환경성평가

(Screening)’나 EU국가의‘전략적 환경성평가

(SEA: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일본

건설성의‘대규모 공공사업에 대한 사전평가절

차’등으로 발전시켜 사업의 규모나 입지적 타당

성 검토를 통한 추진여부를 예산과 연계하는 사

회협의형성체계를 형성하는 방안모색이 요구된다. 

따라서 우선 환경정책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행중인 사전환경성 검토절차 및 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타당성조사 단계에서 사업

의 입지 및 규모 등을 환경성 측면에서 평가하도

록 한다. 현재 건설기술관리법 제 38조 6항에 타

당성조사·계획단계에서 사전환경성 조사·검토

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조사항목 및 기준, 방법 등

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체계 구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때 사전환

경성 평가는 사업의 입지 및 규모 등 전략적 차

원에서의 환경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하고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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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환경 향평가서 작성비용 비교

구 분 대표비교 사례

사 업 명 공주-서해안 연결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도로건설사업
도로연장 (km) 139 14.4

평가비용비율(%)
0.005 0.086

(5,000만원) (6,443만원)

사 업 명 월댐 대곡댐

댐건설사업
유역면적 (km2) 2,267 67

평가비용비율(%)
0.01 0.07

(6,000만원) (8,700만원)

자료: 건설교통부(2000), 건설환경정책의 발전방향과 추진전략 연구

구 분 대표비교 사례



향평가는 대상 규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협

의절차는 기술적 대안모색 차원으로 간소화할 필

요가 있다. 그리고 사전환경경성 평가와 환경

향평가의 범위 및 대상은 사업과 이해관계를 갖

는 다양한 주체들의 개방형 다자간 협의를 통해

융통성있게 조정해야 할 것이다. 

2. 환경 향평가 대상규모 및 평가항목의
개선

환경 향평가 대상규모는 사전환경성평가에서

사업시행이 결정된 사업으로 하고, 평가대상범위

는 대상입지 환경특성에 따라 융통성있게 사전환

경성평가와 연계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외국

의 경우, 도로사업의 환경 향평가 대상사업범위

를 캐나다의 경우 50km, 국의 경우 10km이상

의 사업으로 하되 환경보전상 중요지역이 향권

내(100m 이내)에 있는 사업은 1km로 신축성있게

조정하고 있다.

환경 향평가 대상항목은 해당사업에 설계요소

(design process)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구체

적으로 평가항목과 내용을 지침화할 필요가 있

다. 이때 평가지침서는 사업소관부서와 환경부

공동으로 공사공정별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3. 환경 향평가서 작성 및 절차 개선

환경 향평가서 작성은 향예측 및 저감방안

제시 등 용도중심으로 전환하여 이해관계에 있는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유도할 것을 제안

한다. 즉 댐개발사업의 경우, 자연환경, 환경오염

등을 평면적으로 예측하여 이의 저감대책을 제시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각종 환경변화가 용수이

용, 홍수방지, 문화재 보호, 어업활동, 농업활동,

레크레이션활동 등에 미치는 향과 대안을 제시

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주

민공청회는 사업주무부서 주관으로 사업계획단계

에서 개최토록 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문제와

대안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와 협력을 유도하는

것이 환경 향평가의 효율적 운 에 바람직할 것

으로 판단된다. 

현재 환경 향평가서의 평균분량이 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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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사전환경성 평가 운 (안)

구 분 사전환경성평가 시행(안)

대상사업 통합 향평가 대상사업+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사전협의대상사업

평가시기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시

평가항목
지형지질, 동식물, 문화재, 주변환경보전지역에 미치는 향 등을 고려하여 입지(노선) 및 규모, 사
업시행 등의 적정성 평가

평가 및 평가: 건교부(사전환경성 평가 대행기관)
협의기관 협의: 환경부(한국환경정책·평가원)

- 사전환경성 평가와 환경 향평가의 범위 및 대상은 환경부와 협의하여 융통성있게 조정
※ 사전환경성 평가는 사업의 입지 및 규모 등 전략적 차원에서 평가

(향후 지침개발)하고 환경 향평가는 대상 규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협의절차는 기술적
대안모색 차원으로 간소화

전제조건
- 사전환경성 평가시 환경 향평가유무 판단
※ 미국의 스크리닝과 스코핑(screening & scoping) 제도 및 일본의 환경 향평가법, 대규모 공공

사업에 대한 사전평가절차(1995) 등 참고
- 사업추진여부 및 예산과의 연계는 민관합동의 사회합의형성체계를 통해 결정

구 분 사전환경성평가 시행(안)



사업사례의 경우, 본평가서 970쪽, 부록 610쪽, 보

완서 460쪽, 재보완서 490쪽 등 2,530쪽에 달하고

있어 문서작성중심의 평가서 작성에 치중하고 있

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환경 향평가

서 작성에 있어서 요약편은 좀더 구체적으로 양

을 늘려 작성하고, 본보고서 분량은 실질적인 내

용중심으로 현재의 1/3수준∼1/2수준으로 대폭

축소하여 환경 향평가서의 융통성과 내실화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4. 사업승인기관에서의 인식전환과 추진기
반 구축

환경 향평가의 효율적인 운 과 소기의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종 개발사업 소관부서

스스로 환경 향평가를 환경관리수단으로 적극적

으로 운 하려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건설교통

부에서는 1999년‘새천년 친환경건설선언’을 통

해 건설환경과 등 전담조직을 신설정비하고‘건

설환경정책 추진기반구축 및 중장기기본계획 수

립’등을 통해 환경 향평가를 건설공정으로 디

자인요소화(Design Process)하여 설계 및 현장관

리 등에 체계적으로 반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관사업의 환경 향평가 협의와 관련된 사업별

환경 향평가 협의기준 및 기술지침(Technical

Guideline) 등을 제정하여 계획 및 실시설계 등에

반 토록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환경요소 반 에

따른 소요비용은 품셈화·표준화 작업과 연계하

여 환경 향평가 작성경비를 총사업비의 0.1%∼

1%수준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5. 사후환경관리의 내실화 도모

환경 향평가를 건설환경관리수단으로 정착시

키기 위해서는 협의내용이 사업결정 및 계획·설

계·공사·유지관리단계로 상시환류(feedback)되

어 실질적으로 실시설계 등에 반 되고, 사후환

경관리 등에서도 철저히 준수되도록 해야 한다.

동일 향지역내 사후환경관리는 건설현장간의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조사항목·빈도 등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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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환경 향평가 개선안 개념도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환경 향평가 협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공사·시공

유지·관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환경 향평가 협의

공사·시공

유지·관리

기 존 개선안



하여 현재의 경직된 운 을 개선하고, 신뢰성있

는 상시 모니터링 및 감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환경친화적 건설현장 인증제 도입 등

을 통해 사후환경관리에 대한 인센티브를 보장해

주는 방안도 모색해 볼수 있다. 

IV. 결론 및 제언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한 사전환경성 협의제도

가 강화되어 운 되고 있고, 2001년 1월부터 환

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통합 향평가법이 시

행에 들어가게 되면서 기존의 환경 향평가제도

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규제개혁차원에서 이루어진 초기의 통합 향평

가의 논의와는 달리 교통, 재해, 인구 향평가별

로 각 부처에서 기술적인 대안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환경 향평가도

기술적, 과학적 환경관리수단으로 평가기능과 범

위를 재정립해야 한다. 그리고 사업초기단계의

환경성 확보를 위한 사전예방기능의 수행은 사전

환경성 검토 수단의 강화로 보완된 만큼, 사전환

경성 검토와 환경 향평가가 연계와 역할분담 등

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제하에 본 논문에서는 사전환경성 평

가의 강화, 환경 향평가 대상규모 및 평가항목

의 조정, 환경 향평가서 작성 및 절차 개선, 사

업승인기관에서의 인식전환과 추진기반 구축, 사

후환경관리의 내실화 도모 등의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사전환경성 평가 강화를 위해서 우선 환

경정책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행중인

사전환경성 검토절차 및 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

하고, 타당성조사 단계에서 사업의 입지 및 규모

등을 환경성 측면에서 평가하도록 사전환경성 조

사·검토를 의무화하여 평가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환경 향평가 대상규모는 사전환경성

평가에서 사업시행이 결정된 사업으로 하고, 평

가대상범위는 대상입지 환경특성에 따라 융통성

있게 사전환경성평가와 연계해서 조정하도록 한

다. 셋째, 환경 향평가서 작성은 향예측 및 저

감방안 제시 등 용도중심으로 전환하여 이해관계

에 있는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유도하

고, 평가서 분량은 실질적인 내용중심으로 현재

의 1/3수준∼1/2수준으로 대폭 축소하여 환경

향평가서의 융통성과 내실화를 강화하도록 한다.

넷째, 환경 향평가의 효율적인 운 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종 개발사업 소관부

서 스스로 환경 향평가를 환경관리수단으로 적

극적으로 운 하려는 인식전환이 필요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별 환경 향평가 협의기준 및 기술지

침(Technical Guideline) 등을 제정하여 계획 및 실

시설계 등에 반 토록 하고, 환경 향평가 작성

경비를 총사업비의 0.1%∼1%수준으로 현실화하

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그리고 마지막

으로 협의내용이 사업결정 및 계획·설계·공

사·유지관리단계로 상시환류(feedback)될수 있

도록 사후 모니터링 및 감사체계를 확보토록 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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