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학 사학

경 향평가  내용상 하 에 한 

사 심사 

― 미  가 경 책 (NEPA)  참  ―

2016   8월

울 학  학원

학과 경  공

고  



경 향평가  내용상 하 에 한 

사 심사 

― 미  가 경 책 (NEPA)  참  ―

지도 수    식

  학 사학  함

2016   4월

울 학  학원

학과 경  공

고  

고  사학  함

2016  6월

  원                    ( )

  원                   ( )

       원                   ( )



 

법원에 제기되는 많은 환경 련 소송에서 빠지지 않는 주장 하나가

해당 사업에 한 환경 향평가의 내용이 부실하므로 사업에 한 승인

등 처분이 법하다는 것이다. 이에 한 법원은 입장은 재 명확하

다. 환경 향평가의‘ 차’가 제 로 진행되었다면, 환경 향평가의‘내용’

상 부실이 있다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 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닌 이상 승인 등 처분에 재량권 일탈ㆍ

남용의 법이 있는지 여부를 단하는 하나의 요소로 됨에 그친다는 것

이다.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환경 향평가의 내용상 부실로 인한 처

분의 법성 주장은 모든 사안에서 환경 향평가에 일부 부실한 이 있

다 하더라도 환경 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가 아

니라는 동일한 이유로 기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재 환경 향평가에 한 사법심사의 문제 은 환경 향평가의 내용

상 부실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의 내용상 부실이 환경 향평가제도를 둔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부실인지, 어느 정도의 부실이 처분

에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법이 인정될 정도의 부실인지에 하여 구체

례가 생성되어 집 되지 아니한 채, 환경 향평가의 부실로 인한

처분의 법성 주장이 그 자체로 기각되는 사태에 있다고 본다. 다시 말

해, 법원이 해석론을 제시하 으나 실제 사안을 통해 그 해석론이 구체

화되는 정상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해석론 자체가 문제제기를 막아버

리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내용상 하자가 있는 환경 향평가에 근거한 처분

의 법성을 단함에 있어 환경 향평가제도를 처음 도입한 미국 법원

의 환경 향평가에 한 사법심사와의 비교를 통해 법원이 제시한 해

석론의 타당성을 살펴보고, 구체 사례를 검토하여 내용이 부실한 환경

향평가의 법성 단기 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로 인해 환경 향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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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정성이 차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실체 인 측면에서도 확보

됨으로써 환경 향평가법의 입법취지를 실질 으로 구 하도록 일조함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주요어 : 환경 향평가, 사법심사, 국가환경정책법 (NEPA), 부실, 하자, 

처분, 취소

학 번 : 9927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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序 論

1  연  목

환경에 한 국민들의 심도가 높아지면서 환경에 향을 미치는

규모 사업에 하여 환경상 이익을 근거로 한 법 분쟁이 늘어나고 있

다. 법원에 제기되는 이러한 유형의 환경 련 소송에서 빠지지 않는 주

장 하나가 해당 사업에 한 환경 향평가의 내용이 부실1)하므로 사

업에 한 승인 등 처분이 법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장이 반복되

는 것은 외견상으로는 당해 환경 향평가가 계 법령이 요구하는 주민

의견 수렴 차, 환경부장 과의 의 차를 거쳐 문제없이 행해진 것으

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제 작성된 환경 향평가서를 살펴보면 잘못된 내

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수 의 검토가 이루지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업이 실시되는 지역의

인근 주민들이 환경 향평가서가 제 로 작성되었다면 당해 사업에 한

승인처분이 내려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부실한 환경 향평가

서에 기 한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환경 향평가와 련된 일

반 인 환경소송의 모습이다.

환경 향평가의 내용을 문제삼는 이러한 주장에 한 법원은 입장은

재 명확하다. 환경 향평가의‘ 차’가 제 로 진행되었다면, 환경 향

평가의‘내용’상 부실이 있다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 향평가제

도를 둔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닌 이상 승인 등 처분에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법이 있는지 여부를 단하는 하나의 요소로 됨

에 그친다는 것이다.2)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환경 향평가의 내용상 부실로 인한 처분의

 1) 부실의 의미에 하여는 본 논고에서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2) 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2073 결, 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

330 원합의체 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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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성 주장은 모든 사안에서 환경 향평가에 일부 부실한 이 있다 하

더라도 환경 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가 아니라는

동일한 이유로 기각되고 있는 실정이고3), 나아가 환경 향평가의 내용상

부실로 인하여 사업승인처분에 재량권 일탈ㆍ남용이 있는지 여부에 한

단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하다.4) 이에 해 학계에서는 법원이

환경 향평가의 정성에 해 매우 소극 인 심사태도를 취함으로써 재

실무에서 환경 향평가의 정성 여부가 극 으로 다투어지지 않는

다는 비 이 이어지고 있다.5)

재 환경 향평가에 한 사법심사의 문제 은 환경 향평가의 내용

상 부실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의 내용상 부실이 환경 향평가제도를 둔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부실인지, 어느 정도의 부실이 처분

에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법이 인정될 정도의 부실인지에 하여 구체

례가 생성되어 집 되지 아니한 채, 환경 향평가의 부실로 인한

처분의 법성 주장이 그 자체로 기각되는 사태에 있다고 본다. 다시 말

해, 법원이 해석론을 제시하 으나 실제 사안을 통해 그 해석론이 구체

화되는 정상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해석론 자체가 문제제기를 막아버

리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법원 스스로 환경 향평가에 한 사법

심사를 피해가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이상, 법원은 구체

사안에서 당해 환경 향평가의 내용상 부실이 인정되는지, 인정된다면

그 부실의 정도가 과연 환경 향평가의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는 정도

에 이르 는지 여부에 하여 순차 으로 단함으로써 환경 향평가의

 3) 환경 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처분이 무효라는 례를 제외하고, 자

가 검색한 범  내에서 환경 향평가의 부실을 이유로 처분의 법성을 바로 인

정한 례는 없었다.

 4)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한 단이 없는 이유는 원고 측의 명확한 주장이 없어서

라고 추측해 본다. 드물게 4 강 소송  낙동강 사건에서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에 한 단이 이루어졌다(부산고법 2012. 2. 10. 선고 2011 228 결).

 5) 박태 ㆍ정남순, 환경 향평가의 정성에 한 행 사법심사 기 의 비  

검토와 안 고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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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부실을 구체화하는 노력을 계속하여

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 은 내용이 부실한 환경 향평가에 근거한 처분

의 법성을 단함에 있어 법원이 제시한 해석론의 타당성을 살펴보

고, 해석론을 용하는데 도움이 될 단기 을 구체 사례를 통해

모색하고자 함에 있다. 

2  연  과 

제1장에서는 환경 향평가의 하자에 한 직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나라에 환경 향평가제도가 도입되어 변천된 연 과 함께 행

환경 향평가법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 다. 이를 기 로 환경 향평가의

하자에 한 학계의 기존 논의와 함께 환경 향평가의 하자에 한 사법

심사의 특수성을 살펴본 뒤 례를 통한 법원의 구체 인 사법심사의 모

습을 개 하고 학계의 비 을 정리하 다. 

제2장에서는 환경 향평가의 내용상 부실에 한 사법심사의 문제 을

본격 으로 논하기 해 환경 향평가의 부실의 개념을 정리하 다. 이

를 해 행 환경 향평가법령의 구체 인 내용을 검토하 고, 환경

향평가의 내용상 부실을 유형화하여 향후 논의의 기 로 삼았다. 

제3장에서는 비교법 방법론을 도입하여 국가환경정책법의 제정으로

환경 향평가제도를 처음 도입한 미국의 경우 환경 향평가에 한 사법

심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하여 구체 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

해 환경 향평가서의 정성에 한 사법심사는 엄격히 하되, 환경 향

평가서가 제 로 작성되었다면 그 이후 행정청의 결정에 하여는 실체

심사를 자제하는 미국 법원의 태도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의미를 찾아

보았다.

제4장에서는 환경 향평가의 하자에 한 법원의 해석론의 타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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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고, 구체 사례를 통해 내용이 부실한 환경 향평가에 한 사법

심사의 단기 을 제시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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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 향평가  하 에 한 사 심사 

1  경 향평가 도  연

Ⅰ. 경 향평가 도  도 과 과 

산업 명을 거치면서 인구의 속한 증가, 도시화, 고도의 산업화 등에

따른 부산물로 자연훼손과 환경오염의 문제가 야기되었고, 제2차 세계

이후의 량생산ㆍ 량소비 시 를 거치면서 인류는 심각한 환경 기

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60년, 70년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발 을 통

한 고도성장은 에 지ㆍ지하자원ㆍ삼림ㆍ야생동물 등 천연자원을 과도하

게 이용하여 자연자원의 고갈과 환경오염 물질의 배출을 가속화 하 다. 

이에 따라 자연훼손과 환경오염이 도처에서 발생되고 사회 문제로

두하자 환경에 한 사 배려의 요구가 선진국을 심으로 강력하게 제

기되었다. 이러한 사회 분 기 속에서 국가가 개발정책을 실행함에 있

어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향을 사 에 평가하고 환경을 배려하기

한 환경정책이 요구되었고, 개발과 환경보 의 조화를 도모하는 방안

을 객 으로 제시하고 이를 토 로 개발정책이 정하게 조정될 수 있

도록 하는 사회 차로서 환경 향평가제도가 자리잡게 되었다.6)

환경 향평가제도는 1969년 미국의 국가환경정책법에 처음으로 도입되

어 1970년 시행된 이후 캐나다(1973년), 호주(1974년), 서독(1975년), 랑

스(1976년) 등 선진국을 시작으로 하여 개발도상국에 이르기까지 리

도입되었다. 환경 향평가제도는 행정지도, 임규칙, 법령 등 다양한 형

태로 존재하는데7), 그 구체 모습으로는 환경에 한 법률에서 환경

향평가의 일반 차를 규정하는 방식(우리나라, 일본8), 미국, 캐나다, 

 6) 함태성, 환경 향평가제도에 한 공법  연구, 경희 학교 박사학 논문(2002), 

13-15면.

 7) 박균성ㆍ함태성, 환경법, 박 사, 2015, 2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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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도시계획, 건축법 등의 개별법에서 환경 향평가의 일반 차를

규정하는 방식( 국, 이스라엘, 노르웨이), 두가지 방식을 혼합하는 방

식(덴마크, 뉴질랜드), 법률에 의하지 않고 행정지도에 의하여 실시하는

방식(나이지리아, 네팔)이 있다.9) 

유럽연합이 1985년 환경 향평가에 한 이사회지침을 채택하여 가맹

국들에게 환경에 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 에 일정한 환경 향평가

를 시행할 것과 환경 향평가제도의 도입을 요구하여 환경 향평가제도

가 정비된 것을 비롯하여 재 아시아ㆍ 남미ㆍ아 리카 국가를 포함한

100여 개 국가가 환경 향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Ⅱ. 우리나라 경 향평가 도  변천

1. 경보

우리나라는 1977년 제정된 환경보 법 제5조에 “도시의 개발, 산업입

지의 조성, 에 지 개발 등 환경보 에 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자 하는 자는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계획에 하여 미리

보건사회부장 과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에 따라 환경 향평가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그에 한 구체 인 내용이

모두 시행령에 임되었음에도 시행령은 이를 다시 시행규칙에 임하

고, 동법 시행규칙은 작성요령에 하여 아무런 규정을 작성하지 아니하

여 환경 향평가제도는 시행되지 못하 다. 

이후 1981년에 환경 향평가서 작성 등에 한 규정이 제정ㆍ고시됨으

로써 환경 향평가제도가 본격 으로 시행되면서 10개 분야에 한 환경

 8) 일본은 행정지도에 의해 환경 향평가를 하다가 1997년 6월 독자 인 환경 향

평가법이 제정되었다. 

 9) 김승열ㆍ임규홍,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한 향평가제도의 개선방안, 법제개

선연구 4집(200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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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평가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1986년 환경보 법의 개정으로 상사업

이 총 11개 분야 33개 사업으로 확 되었다.10) 

2. 경 책 본  

1990년 환경정책기본법 제정과 더불어 환경보 법에 근거를 두었던 환

경 향평가제도가 환경정책기본법으로 이 되면서 환경 향평가에 한

규정도 폭 보완ㆍ강화되었다.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환경 향평가서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과 환경 향평가의 사후 리제도를 신설되었고, 평

가 의내용에 한 이의신청,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른 재 의 차가 도

입되었다. 상사업도 총 15개 분야 47개 단 사업으로 확 되었다. 

3. 1993  경 향평가

1993년 6월 환경 향평가법이 단일법으로 제정되면서 환경 향평가에

한 정의가 이루어지고(제2조 제1호) 환경 향평가 상사업이 법률 제4

조에 명확히 규정되었다. 설명회 의무화를 통해 주민참여 차의 실질

보장을 꾀하고 평가서 작성의 내실화와 함께 사후 리와 승인기 의

의 책임을 강화하 다. 

4. 경ㆍ 통ㆍ재해 등에 한 향평가

2001. 1. 1.부터 시행된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한 향평가법(이하

‘통합환경평가법’)은 환경 향평가제도를 심으로 교통 향평가, 인구

향평가 재해 향평가제도를 통합하여 평가 차를 통일하고 향평가

서 작성을 단일화하 다. 

10) 한의정 외, 환경 향평가와 의사결정지원체계, 국립환경연구원, 1996, 10면, 채우

석, 환경 향평가 제도에 한 법  연구, 환경법연구 27권(2005), 2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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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08  경 향평가  

통합환경 향평가법은 여러 평가제도가 법률개정의 취지에 맞게 통합

운 되지 못하고 종래의 문제 을 그 로 안고 있다는 지 을 받았고, 

그에 따라 2008년 3월 다시 환경 향평가제도만을 규정하는 부개정이

이루어졌고11), 법제명도 환경 향평가법으로 변경되었다. 

6. 2011  경 향평가

2011. 7. 21. 환경정책기본법의 부개정에 맞추어 환경 향평가법의

부개정이 이루어졌다. 이 에는 환경에 향을 미치는 행정계획과 소

규모 개발사업에 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 환경성검토를 실시

하고 규모 개발사업에 하여는 환경 향평가법에 따른 환경 향평가

를 실시하 는데 이원화되어 있는 환경 향평가제도를 하나의 법률에 규

정하여 평가 차를 합리 으로 개선하고, 환경 향평가제도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 다.12)

동법은 2015. 1. 20. 사후환경 향조사를 강화하고 환경 향평가서의

작성 행을 수행하는 환경 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도록 하

는 내용의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다.13) 이하 행 환경 향평가법이라 함

은 2015. 1. 20. 개정된 법을 의미한다.

11) 정부,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 한 환경 향평가법 부개정 법률안(2007. 6. 7.)

의 제안이유 참조.
12) 기존 사 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 향평가제도의 문제 과 통합에 한 자세한 

논의는 김홍균, 사 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 향평가제도의 통합, 스티스(2008. 

8.) 참조.
13) 2016. 5. 29. 법률 제14232호로 략환경 향평가 상계획의 주기  갱신  

복평가 방지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그 시행일이 

2017. 5. 30.으로 아직 시행 이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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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 경 향평가  주  내용

Ⅰ. 경 향평가  

1. 략 경 향평가

략환경 향평가는 국토환경에 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을 수립

ㆍ시행함에 있어 계획의 기단계에서 계획의 정성, 규모의 타당성, 주

변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미치는 향을 사 에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친화 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이는 종래의 환경정책기

본법상의 행정계획에 한 사 환경성검토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

환경성검토제도가 지니고 있는 기능이 소 ‘ 략환경평가(SEA: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14)’와 유사하다는 에서 용어를 략환경 향

평가라고 하 다.15) 환경 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 략환경 향평가’를 “환경에 향을 미치는 상 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

경보 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안의 설정ㆍ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 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략환경 향평가의 시기는 해당 계획을 수립ㆍ 확정하기 까지이고, 

환경 향평가법 시행령은 상 계획별로 의요청 시기를 구체 으로 정

하고 있다(제7조 제2항, 별표 2). 략환경 향평가는 평가서 안의 작

성제출, 주민의견수렴, 환경부장 에 한 의요청, 환경부장 의 검토

14) 략환경평가는 정책(정책(Policy), 계획(Plan), 로그램(Program)에 하여 환경

 향을 사 에 검토하고 이를 토 로 환경  측면을 고려한 정책이나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의견이나 안을 제시하는 제도이다. EU, 일본 등에서 사업실

시단계에서의 환경 향평가가 주류를 이루었던 시기 이후, 1990년 후부터 

략환경평가의 도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송 일 외 4, 사 환경성검토제도의 

개선방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02. 12.), 26면.
15) 박균성ㆍ함태성, 앞의 책, 2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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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내용 통보, 재 의의 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2. 경 향평가 

“환경 향평가”란 환경에 향을 미치는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

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는 결정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

는 향을 미리 조사ㆍ 측ㆍ평가하여 해로운 환경 향을 피하거나 제거

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제2호). 

환경 향평가는 주로 실시계획의 인가 의 단계에서(구체 인 의요

청 시기는 시행령 별표3 참조) 환경에 미치는 향을 검토한다는 에서

행정계획 단계에서 환경 향을 검토하는 략환경 향평가와 구별된다. 

환경 향평가는 평가서 안의 작성제출, 주민의 의견수렴, 평가서의 제

출 환경부장 에 한 의요청, 환경부장 의 보완 검토, 의내

용 통보, 재 의의 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3. 규 경 향평가

“소규모 환경 향평가”란 환경보 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亂開發)

이 우려되어 계획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

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향을 미리 조사ㆍ 측ㆍ평가하여 환경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제3호). 소규모환경 향평가는

종래 사 환경성검토 상 하나 던 소규모 개발사업을 평가의 상

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을 고려하여 주민의견 수렴, 사후환경 향조

사, 재 의, 재평가 차 등이 생략되어 있다.

Ⅱ. 경 향평가  시행  주체

1. 시행  주체에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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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향평가를 가 시행하고 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할 것인가는 나라

마다 정하는 내용이 다른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를 들어

미국은 연방행정기 이 작성주체이지만 일본은 사업자가 주체이다. 

평가서의 작성을 사업자가 하도록 하는 경우, 비용부담의 측면에서는

사업을 하려는 자가 스스로의 비용을 부담하여 환경 향평가를 한다는

에서 합리 이고, 사업의 내용을 가장 잘 악하고 있는 사업자 스스

로 환경 향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장 이 있으나, 평가서의

부실작성 등 향평가의 객 성ㆍ공정성을 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반면, 행정기 을 평가서의 작성주체로 하는 경우,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

여 래될 환경 향에 하여 국가 등 행정기 이 직 환경 향을 평가

한 뒤 사업 승인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는 에서 장 이 있으나, 당해

사업에 한 구체 정보나 문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인력확보나 재정

의 측면에서 부담이 크다고 할 것이다. 

2. 경 향평가  규 내용

략환경 향평가는 해당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 의 장이 략환

경 향평가를 실시하고 략환경 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법 제9

조, 제16조). 

반면, 환경 향평가의 경우에는 환경 향평가 상사업을 하려는 자, 

즉 사업자가 환경 향평가를 실시하고 환경 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

다(법 제22조, 제27조). 소규모환경 향평가의 경우에도 사업자가 환경

향평가를 실시하고 환경 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법 제43조, 제44

조).

다만, 환경 향평가법은 보다 문 인 평가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법

에 따라 등록한 환경 향평가업자로 하여 환경 향평가서의 작성을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제53조).



12

Ⅲ. 경 향평가  상사업

1. 상사업  하는 

환경 향평가 상사업을 정하는 방법으로는 ① 상사업을 미리 정하

지 않고 스크리닝(screening)16) 과정을 통해서 결정하는 방법, ② 상사

업을 미리 법령에 정하여 운 하는 방법, ③ 양자의 충형으로 일정한

범 의 사업은 법에 규정을 하고 그 외에는 스크리닝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17)

첫 번째 방법은 주로 미국 캐나다 등 구체 타당성을 요시하는

례법주의 국가에서 채택하는 방법으로 평가 상을 포 으로 규정하

고 각 행 별로 구체 인 환경 향을 사 심사하여 평가 상 여부를 결

정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 방법은 우리나라에서 채택하는 방법으로 법령에서 환경 향평

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명확히 규정하여 법 안정성과 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 이 있으나, 사업의 특수성을 제 로 반 할 수 없

어 구체 타당성을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 도 있다.

세 번째 방법은 일본, 네델란드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법령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하여는 의무 으로 환경 향평가를 받도록

하면서도 스크리닝 과정과 같은 사 심사를 통해 평가 상 여부를 결정

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2. 경 향평가 에  상사업

법 제9조 제1항은 략환경 향평가의 상으로 ① 도시의 개발에

16) 환경 향평가의 기단계에서 환경 향평가 상사업을 결정하는 차로서, 사업

의 특성, 규모 는 지역특성을 고려, 환경에 미치는 향의 정도를 악하여 환

경 향평가의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차이다. 
17) 박균성ㆍ함태성, 앞의 책, 28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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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계획, ② 산업입지 산업단지의 조성에 한 계획, ③ 에 지 개발

에 한 계획, ④ 항만의 건설에 한 계획, ⑤ 도로의 건설에 한 계

획, ⑥ 수자원의 개발에 한 계획, ⑦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

설에 한 계획, ⑧ 공항의 건설에 한 계획, ⑨ 하천의 이용 개발에

한 계획, ⑩ 개간 공유수면의 매립에 한 계획, ⑪ 단지의 개

발에 한 계획, ⑫ 산지의 개발에 한 계획, ⑬ 특정 지역의 개발에

한 계획, ⑭ 체육시설의 설치에 한 계획, ⑮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에

한 계획, ⑯ 국방ㆍ군사 시설의 설치에 한 계획, ⑰ 토석ㆍ모래ㆍ자

갈ㆍ 물 등의 채취에 한 계획, ⑱ 환경에 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에 한 계획을 들고 있다. 략환경 향

평가 상계획의 구체 인 종류는 환경 향평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이 구체 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 제22조는 환경 향평가 상사업으로 ① 도시의 개발사업, ② 산업

입지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③ 에 지 개발사업, ④ 항만의 건설사업, 

⑤ 도로의 건설사업, ⑥ 수자원의 개발사업, ⑦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

다)의 건설사업, ⑧ 공항의 건설사업, ⑨ 하천의 이용 개발 사업, ⑩

개간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⑪ 단지의 개발사업, ⑫ 산지의 개발

사업, ⑬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⑭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⑮ 폐기물 처

리시설의 설치사업, ⑯ 국방ㆍ군사 시설의 설치사업, ⑰ 토석ㆍ모래ㆍ자

갈ㆍ 물 등의 채취사업, ⑱ 환경에 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통령령으

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을 각 규정하면서 구체 인 종류나 범 등은

통령령에 임하고 있다. 

법 제43조는 소규모 환경 향평가의 상으로 ① 보 이 필요한 지역

과 난개발이 우려되어 환경보 을 고려한 계획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

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보 용도지역”이라 한다)에서 시

행되는 개발사업, ② 환경 향평가 상사업의 종류 범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으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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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 향평가  하 에 한 원  심사

Ⅰ. 경 향평가에 한 사 심사  특수

1. 경 향평가 체  처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향을 미리 조사ㆍ 측ㆍ평가하여 해로운

환경 향을 피하거나 제거 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환경

향평가는 환경 향평가의 상이 되는 사업의 실시를 한 승인처분의

차로서의 성질을 가질 뿐 그 자체로서는 처분, 즉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 으로

향을 미치는 행 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환경 향평가 자체

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항고소송의 상이 될 수 없다.18) 이

는 략환경 향평가를 제외한 나머지 환경 향평가의 실시 작성 주

체가 행정청이 아닌 사업자라는 에 일부 기인하기도 하겠지만, 주된

이유는 당해 사업의 실시가 환경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고 이에 한

안 등을 마련하여 행정청의 단 자료로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 으로 향을 미치는 행 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하여는 환경 향평가가 이루어지는 시 과 승인 등 처분이 내

려지는 시 사이의 간격이 있고, 다시 처분의 취소소송에 상당한 시간

이 소요되는 을 감안하면 환경 향평가 자체를 취소소송의 상으로

볼 수 있도록 입법 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19)

2. 경 향평가에 한 처  통한 간  심사

환경 향평가는 기본 으로 환경 향평가의 상이 되는 사업에 한

18) 김홍균, 환경법, 제3 , 165면.
19) 이비안, 하자있는 환경 향평가의 효력, 공법학연구 17(2016. 2), 2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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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행 의 차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그리고 환경 향평가 자체는 처

분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환경 향평가에 한 사법심사는 환경 향평

가 그 자체가 아니라 환경 향평가에 근거한 행정청의 승인 등 처분을

상으로 간 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데에 그 특수성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승인 등 처분은 체로 환경 향평가와 그 의를 비롯한

련 차를 모두 거친 이후에 발하여지는 것이고, 처분의 취소를 구하

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사업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아서 사정 결

을 받기 쉽다는 에서 환경 향평가에 한 엄격한 사법심사를 하는 데

에 사실상의 장애가 되고 있다.20) 다만, 행정계획의 수립 단계에서 실시

되는 략환경 향평가의 경우에는 략환경 향평가의 하자를 이유로

처분성이 인정되는 행정계획, 를 들어 국토계획법상 도시ㆍ군 리계획

의 법성에 한 사법심사를 미리 받을 수 있다는 에서 차이가 있고, 

사법심사의 시 을 앞당길 수 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재량행 에 한 사 심사

환경 향평가를 필요로 하는 행정청의 승인 등 처분은 부분의 그 법

성격이 재량행 일 뿐만 아니라 규모 국책사업과 같이 정부의 정책

단에 기 한 처분인 경우가 많다. 재량행 에 한 사법심사에 있

어 법원은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 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독자의 결

론을 도출함이 없이 해당 행 에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있는지 여부만

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여부에 한 심사는 사

실오인, 비례ㆍ평등의 원칙 배 등을 그 단 상으로 한다는 단기

을 제시하고 있다.21) 그러나 새만 소송이나 4 강 소송에서 보았듯

이 실제에 있어 법원이 여러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규모 국책사업에

한 행정청의 단에 하여 면 심사를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20) 조홍식, 환경구제법 소고, 환경법연구 21권, 1999, 151면.
21) 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1466 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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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밖에 없다는 에서 환경 향평가평가에 한 사법심사를 어떤 방법으

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가 함께 문제된다.

4. 처  사 차  경 향평가  하

이와 같이 략환경 향평가 는 환경 향평가에 근거한 행정계획

는 사업의 승인 등 처분의 법성을 심사하면서 환경 향평가의 하자를

단하는 구조에서는, 환경 향평가가 당해 처분의 사 차에 해당한다

는 을 주목하여야 한다. 이러한 을 강조하면 당해 처분에 요구되는

사 차인 환경 향평가에 존재하는 하자는 그 하자가 차상 하자인지

내용상 하자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당해 처분의 법성을 단함에 있어

서는 차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22) 

다만, 환경 향평가의 하자가 처분의 차상 하자로 수렴된다고 하더

라도 환경 향평가의 모든 하자가 하자의 내용이나 경 을 고려하지 않

고 곧바로 처분의 법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아래에서는 환경

향평가의 하자의 태양에 한 기존 논의를 살펴보기로 한다. 

Ⅱ. 경 향평가  하 에 한  

1. 경 향평가  하  

재 학계에서 논의되는 환경 향평가의 하자는 환경 향평가의 미실

시를 제외하면 크게 실체상 하자와 차상 하자로 구분할 수 있으나, 승

인기 이 환경부장 의 의의견을 무시하는 경우와 엄격하게 구별된다

고 보기 어려운 유형도 있다. 

환경 향평가의 실체상 하자는 환경 향평가의 련 차는 모두 거쳤

음에도 환경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되어 제출되고 그 부실이 의과정에

22) 박균성ㆍ함태성, 앞의 책 3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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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보완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23) 구체 인 로는 환경 향평가서가 허

는 부실하게 작성되거나 승인장 이 환경부장 과의 의내용을 무

시하고 해당사업을 승인한 경우가 논의되고 있다.24)

차상 하자는 환경 향평가의 실행 차를 반한 것을 말한다. 구체

으로는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 재수렴 차(법 제25조, 제26조), 

환경 향평가서의 의ㆍ재 의ㆍ변경 의 차(법 제27조, 제32조, 제33

조), 사후환경 향조사 차(제36조), 재평가 차(제41조) 등이 락되거

나 제 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문제된다. 

2. 하 는 경 향평가에 한 처  

가. 실체상 하자

학설은 체로 환경 향평가가 부실하게 됨으로써 승인기 이 사업계

획승인 여부의 단에 있어 요한 고려사항을 고려하지 못하게 되어 최

종 의사결정에 향을 미친 경우에는 당해 환경 향평가의 부실은 처분

의 법사유가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25) 환경부장 이 환경 향평

가에 한 검토를 하 다는 것만으로 환경 향평가에 한 법원의 통제

가 포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나아가 환경 향평가서의 거

짓 는 부실작성이 형사벌 행정벌로써 규제됨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물인 환경 향평가 자체 그에 터잡은 사업승인처분은 법하지 않다

고 보는 것은 모순이며, 상사업의 승인처분을 취소하는데 따르는 사회

부담을 고려한 것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26)

한, 승인기 의 장이 환경부장 의 부동의 의의견을 무시하거나

23) 박균성ㆍ함태성, 앞의 책, 326면, 송동수, 환경 향평가의 하자와 사법심사, 환경

법연구 제34권 제3호(2012. 11.), 59면.
24) 김홍균, 앞의 책, 167면.
25) 박균성ㆍ함태성, 앞의 책, 330면, 김홍균, 앞의 책, 171면.
26) 송동수, 앞의 논문, 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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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내용을 제 로 반 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업을 승인한 경우에도 환

경 향평가제도를 둔 입법목 , 취지와 사업자와 승인기 의 장에게

의내용을 반 하도록 의무화한 련 규정(법 제30조 제1항)에 비추어 그

승인처분은 법하다고 보고 있다.27)

나. 차상 하자

환경 향평가의 차규정의 수는 내용의 정성을 담보함으로써 환

경피해의 사 방 내지 최소화를 가능하게 하므로 그 차가 갖는 요

성을 쉽게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제에서 차에 한 규정을 반한 경

우 당해 차의 요도를 고려하여 승인 등 처분의 법성이 극 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다수의 견해이다.28) 다만, 차상 하자가 경미

한 경우에는 승인 등 처분의 취소사유가 되지 않고, 그 차상 하자가

한 경우에 한하여 독자 취소사유가 된다고 보는 입장도 있다.29) 

Ⅲ. 경 향평가  하 에 한  개

1.  리

법원은 하자있는 환경 향평가를 기 로 이루어진 상사업에 한

처분의 법 여부를 단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해석론을 제시하고 있다

( 법원 2001. 6. 29. 선고 99두9902 결, 법원 2004. 12. 9. 선고 2003

두12073 결 등)

환경 향평가를 거쳐야 할 상 사업에 하여 그러한 환경 향평가를

27) 김홍균, 앞의 책, 168면, 송동수, 앞의 논문, 64면, 박균성ㆍ함태성, 앞의 책, 334

면(다만, 이를 차상 하자로 악하고 있다)
28) 김홍균, 앞의 책, 173면, 송동수, 같은 논문, 67면, 석인선, 환경 향평가 차상 

주민참여, 환경법연구, 제30권 2호(2008), 465면.
29) 박균성ㆍ함태성, 앞의 책, 3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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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지 아니하 음에도 승인 등 처분을 하 다면 그 처분은 법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차를 거쳤다면, 비록 그 환경 향평가의 내용이

다소 부실하다 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 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환경 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

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 아닌 이상 그 부실은 당해 승인 등 처분에 재량

권 일탈ㆍ남용의 법이 있는지 여부를 단하는 하나의 요소로 됨에 그

칠 뿐, 그 부실로 인하여 당연히 당해 승인 등 처분이 법하게 되는 것

이 아니다.

그러므로 구 환경 향평가법에 따라 환경 향평가를 거쳐야 할 상사

업에 하여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법원으로서는 먼 ➀ 환경 향평가

법에 따라 환경 향평가 차가 제 로 진행되었는지 여부와 ➁ 환경 향

평가 차가 제 로 진행되었다면 환경 향평가서를 기 로 환경 향평가

의 내용이 부실한지 여부를 따져야 할 것이고, ➂ 만약 환경 향평가의

내용이 부실하다면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 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

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환경 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인지 여부, ➃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 향평가제도를 둔 입

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실로 인

하여 당해 처분에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법이 있는지 여부 등을 심리하

여 그 결과에 따라 당해 처분의 법 여부를 단하여야 한다.

법원은 와 같이 환경 향평가의 하자를 심사함에 있어 차 측

면과 내용 측면을 구분한 뒤 서로 상이한 심사기 으로 단하고 있다

고 할 것인바, 그 구체 인 사례는 아래와 같다.

2. 하  별 단 

가. 환경 향평가의 미실시

법원은 환경 향평가를 거쳐야 할 상사업에 하여 환경 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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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거치지 아니하 음에도 불구하고 승인처분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이

러한 승인처분의 하자는 법규의 요한 부분을 반한 한 것이고 객

으로도 명백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승인처분이 당연 무

효라고 단하 다. 

“환경 향평가를 거쳐야 할 상사업에 하여 환경 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 음에도 불구하고 승인 등 처분이 이루어진다면, 

사 에 환경 향평가를 함에 있어 평가 상지역 주민들의 의견

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토 로 하여 환경부장 과의 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 시키는 것 자체가 원천 으로 쇄되는바, 

이 게 되면 환경 괴를 미연에 방지하고 쾌 한 환경을 유지ㆍ

조성하기 하여 환경 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래할 뿐만 아니라 환경 향평가 상지역 안

의 주민들의 직 이고 개별 인 이익을 근본 으로 침해하게

되므로, 이러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법규의 요한 부분을 반한

한 것이고 객 으로도 명백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

다. 이러한 취지에서 원심이 환경 향평가를 거쳐야 할 상사업

인 이 사건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하여 사업자가 주민의 생존

에 직결되는 상수원문제 등에 한 환경 향평가를 실시하지 않

았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 과의 의 없이 사업실시계획을

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단한 제1심 결

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행정

행 의 당연무효에 한 법리를 오해한 법이 없다.”30)

다만, 환경 향평가 등을 거쳐야 하는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

경 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하자는 하지만 그 하자가 객 으로 명

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취소사유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30) 법원 2006. 6. 30. 선고 2005두14363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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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국토의 계획 이용에 한 법률 제6조, 제36조 제1항에

서 규정한 세부용도지역에 따라 사 환경성검토 의 상이 되

는 사업계획면 이 달리 규정되어 있는바,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제출한 개발사업시행 승인신청서에는 이 사건 개발사업 부지가

6,418㎡로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개발사업 부지의 세부용도지역

지정에 따라 사 환경성검토 의 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었음

에도,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개발사업 부지에 하여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 고, 이러한 경우 피고로서는 이

사건 개발사업 부지의 이용실태 특성, 장래의 토지이용방향

등에 한 구체 조사 이에 기 한 평가 작업을 거쳐 이 사

건 개발사업 부지가 어떠한 세부용도지역의 개념 정의에 부합하

는지 여부를 가린 다음 이를 토 로 사 환경성검토 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법리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에 비로소 이

사건 법원 결에 의하여 선언되는 것이므로, 설령 피고가 법의

해석을 잘못한 나머지 이 사건 개발사업이 사 환경성검토 의

상이 아니라고 보고 그 차를 생략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

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형상 객 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존재하는 와 같은 하자만으

로는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제로 원고들의 주 청구를

인용한 원심 결에는 행정처분의 무효에 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에 향을 미친 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31) 

나. 주민의견수렴 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송 선 경과 정지 주민들에 하여 환경 향평가법에 규정

된 공람ㆍ공고, 주민설명회 등 주민 의견수렴 차를 거치지 아니한 송

31) 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2825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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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건설사업승인처분의 법성이 문제된 사안에서, 승인처분 주민의견

수렴 차를 락한 구간 부분은 법하다고 단하 다. 

“원심은 피고참가인이 작성한 안은 그 기재내용에 비추어 제

1안에 한 환경 향평가일 뿐 제2안에 해서까지 환경 향평

가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안을 공람시키고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 것만으로는 제2안에 해서까지 공람ㆍ공고

주민설명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를 보완하거나 노

선변경의 검토를 한 일동면 주민들에 한 주민설명회도 이루

어진 바 없으며, 그 외 제2안의 경과지 주변 환경 향

책사항 등에 해서는 포천시 일동면 주민들에 하여 구 환경

ㆍ교통ㆍ재해 등에 한 향 평가법(2008. 3. 28. 법률 제9037호

“환경 향평가법”으로 법률 제명이 변경되고 부 개정되기

의 것, 이하 “구 환경 향평가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구

원개발 진법(2008. 12. 31. 법률 제9813호로 개정되기 의

것) 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 차가 이루어진 바 없었는

바, 와 같이 공람ㆍ공고, 주민설명회 등 주민 의견수렴 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피고의 사업계획승인 처분은 포

천시 일동면 주민들에 하여 의견수렴 차를 락한 시 구간

에 한 부분에 있어 법하다고 단하 다. 련 법리와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와 같은 원심의 단은 정당하다고 수

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구 환경 향평가법 제6조

제1항 등의 주민 의견 수렴 차에 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반, 심리미진 등의 법이 없다.”32)

다. 처분청이 환경부장 의 의의견에 반하는 처분을 한 경우

32) 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두22832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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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국립공원 리청이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과 련하

여 그 시설물기본설계 변경승인처분을 함에 있어서 환경부장 의 환경

향평가에 한 의견에 반하는 처분을 한 것이 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환경부장 과의 의를 거친 이상 그 처분이 법하지 않다고

단하 다. 

“원심은 그 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

건 당 처분 후 내무부장 이 피고와 환경 향평가 의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오ㆍ폐수 방류시 하천의 수질악화가 상되고, 

불소가 다량 함유된 오ㆍ폐수 방류로 인하여 하류에서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곤란을 래하며, 농경지의 농업용

수 피해와 지의 기능 하가 우려된다는 , 방류수량을 감소

하고, 오수정화처리수질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참가인의

환경 향 감방안을 검토하여 보아도 하천의 수질오염을 염려하

는 하류주민의 의견수렴을 한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

어 있지 않다는 , 역삼투방식으로 오ㆍ폐수 수질을 BOD 1ppm 

이하로 처리하는 것은 기술상 가능하나 동 처리방식을 집단시설

지구의 오ㆍ폐수 처리시설에 용할 경우 안정 인 처리 가능성

이 낮고 리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등의 의견을 회신하 는

데, 그 이후 내무부장 이 이 사건 당 처분의 내용보다 시설물

과 방류수량을 축소하고 방류수질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참가인

의 기본설계변경승인신청이 피고와의 의내용을 반 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변경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인

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환경 향평가 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에 한 부정 인 의견을 회신하 음에도, 내무부장

이 환경 해발생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변경

처분을 한 것은 환경 향평가 의내용을 제 로 반 하지 않은

것으로서 자연공원법령 환경 향평가법령에 배한 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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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그 결과 이 사건 변경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시설지구의 개발 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침해를

래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변경처분은 법하다고

단하고 있다. 

그런데 내무부장 이 이 사건 변경처분을 함에 있어서 피고와

의 의를 거친 이상, 환경 향평가서의 내용이 환경 향평가제

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심히 부실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내무부장 이 피고의 환경 향평가

에 한 의견에 반하는 처분을 하 다고 하여 그 처분이 법하

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사업에 한 부정

인 의견을 회신하 음에도 내무부장 이 이 사건 변경처분을 한

것은 환경 향평가 의내용을 제 로 반 하지 않은 것으로서

자연공원법령 환경 향평가법령에 배한 하자가 있다는 취

지의 원심 단 부분은 그 설시과정이 다소 하지 않다고 보

인다.”33) 

라. 사 공사시행 지 규정을 반한 경우

법원은 환경 향평가 차가 완료되기 에 공사시행을 지한 환경

향평가법을 반한 처분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에서, 환경 향평가제도

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사업자가 사 공사 시행 지규정을 반하 다고

하여 승인기 의 장이 한 사업계획에 한 승인 등 처분까지 당연히

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단하 다. 

“환경 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은, 승인 등을 받아야 하

는 사업자는 사업계획 등에 한 승인 등을 받기 에 승인기

33) 법원 2001. 7. 27. 선고 99두2970 결, 2001. 7. 27. 선고 99두5092 결도 

같은 취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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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장에게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제16조 제1항), 사업자는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ㆍ재 의 차 는

제2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 등의 변경

차가 끝나기 에 환경 향평가 상사업에 한 공사를 시행

하여서는 아니 되며(제28조 제1항 본문), 승인기 의 장은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제1항을 반하여 공사를 시행한 때

에는 해당 사업의 부 는 일부에 하여 공사 지명령을 하

여야 한다(제28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한 법은 이러한 규

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한 벌칙으로서, 제28조 제3항을 반

하여 공사 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는 5천만 원 이하의 벌 (제51조 제1호)에, 제28조 제1항을 반

하여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ㆍ재 의 차

를 끝내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는

1천만 원 이하의 벌 (제52조 제2항 제2호)에 각 처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규정들의 내용, 형식 체계에 비추어 보면, 법 제28조 제

1항 본문이 환경 향평가 차가 완료되기 에 공사시행을 지

하고, 법 제51조 제1호 제52조 제2항 제2호가 이와 련된

반행 에 하여 형사처벌을 하도록 한 것은 환경 향평가의 결

과에 따라 사업계획 등에 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러한 사

업계획 등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여 당해 사업으로 인한

해로운 환경 향을 피하거나 이고자 하는 환경 향평가제도의

목 을 달성하기 한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업자가 이러한 사 공사시행 지규정을 반하 다

고 하여 승인기 의 장이 한 사업계획 등에 한 승인 등의 처

분까지 당연히 법하게 된다고는 볼 수 없다.”34)

34) 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1006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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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환경 향평가의 내용이 부실한 경우

법원은 환경 향평가서의 내용상 부실이 문제된 다음의 사례들에서

모두 환경 향평가 평가항목의 락, 평가방식의 잘못 등의 부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의 부실을 들어 환경 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

과 다름없는 정도에 이르 다고 볼 수는 없다고 단하 다. 

(1) 양수발 소 사건35) 

환경 향평가 녹지자연도의 등 평가와 희귀식물의 서식분포에

한 조사를 잘못한 것이 문제된 사안에서 원심은‘이와 같은 잘못이 있다

고 하더라도 그 후 환경부장 과의 의를 거친 이상 이 사건 승인처분

이 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단하 고, 법원은 원심의 시는

그와 같은 환경 향평가의 부실 정도가 환경 향평가제도를 둔 입법취지

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환경 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가 아닌 이상이라는 취지로 이해된다고 선해하면서 와 같

은 하자로 인하여 승인처분이 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단하 다. 

(2) 경부고속철도 정비창사건36)

환경 향평가에 사업입지 련 안검토가 락되고 침해피해 방지를

한 구체 인 계획이 없다는 사실이 문제된 사안에서 법원은 사업입

지 련 안 검토를 하지 않았다거나 침수피해 방지를 한 구체 인

계획이 없다는 은 법에서 규정하는 환경 향평가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을 고려할 때, 원고들의 주장 로

그것이 다소 미흡하다 하더라도 그 부실정도가 환경 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환경 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

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고 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

35) 법원 1988. 9. 22. 선고 97 19571 결.
36) 법원 2001. 6. 29. 선고 99두9902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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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원심을 그 로 수 하 다.

(3) 원 사건37)

법원은 환경 향평가에 원자력발 소 3ㆍ4 호기의 추가가동을

제로 한 환경 향에 한 평가가 락되어 있으나 3ㆍ4 호기의 추

가가동으로 인한 해양수질 해양생태계의 향은 원자력발 소 1

ㆍ2 호기 가동시와 비슷한 수 으로 보이고，온배수 향 감방안에

하여는 참가인이 최 에 제시한 방류제설치안이 최종 인 온배수 향

감 책의 일부로 채태된 둥을 고려하면，환경 향평가서의 내용이 다

소 부실하다 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라고 할 수 없음을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을 수 하 다. 

(4) 새만 사건38)

법원은 환경 향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수질 측시 내부 간척지

에 발생하는 오염부하량을 참작하지 않고 유역 내 인구 축산폐수 배

출량 등을 게 추정하여 수질 측을 하기는 하 지만, 그 담수호 내

부의 양식장은 오염 요인이 많다는 이유로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이

바 는 등 환경 향평가 당시에 발생한 하자를 그 후에 보완하 고, 환

경 향평가서의 생태계 해양환경에 한 환경 향의 감방안이나 수

질에 한 환경 향의 감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환경 향

평가가 부실하고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 향평가 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여서 환경 향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을 수 하 다. 

37) 법원 2002. 5. 31. 선고 2000두5975 결.
38) 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원합의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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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강정마을 사건39)

원심은 사 환경성검토 단계에서 사업입지 련 안을 자세히 검토하

지 않았고, 계획 정성에 한 내용이 락되었으며, 환경 향평가단계

에서 멸종 기종의 존재를 락하는 등 환경 향평가에 다소 미흡한 부

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 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만큼 심하여 환경 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라고 볼 수는 없다고 단하 고, 법원은 이를 그

로 수 하 다. 

(6) 4 강(한강) 사건40)

원심은, 피고 서울지방국토 리청장이 이 사건 환경 향평가를 하면서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여주군, 양평군 등 지방자치단체, 사단법인

환경 향평가 회, 주민들의 검토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을 체로 반

하고 있고, 기환경(기상, 기질), 수환경(수질, 수리ㆍ수문), 토지환

경(토지이용, 토양, 지형ㆍ지질), 자연생태환경(동ㆍ식물상, 자연환경자

산), 생활환경(친환경 자원순환, 소음ㆍ진동, 락ㆍ경 )별로 환경에

미치는 향을 분석ㆍ기술하고 그에 한 세부 인 감 책 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한강유역환경청장의 수질, 수리ㆍ수문, 토지이용, 동ㆍ

식물상 항목에 한 17개의 최종 의내용을 반 하여 보완서가 작성되

는 등 내용 보완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환경 향평가가 3개월여 만에 이루어져 그 내용이 일부 부실하다 하더라

도,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 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

을 정도이어서 환경 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단하 고, 법원은 이를 그 로 수 하 다. 

39) 법원 2012. 7. 5. 선고 2011두19239 결.
40) 법원 2015. 12. 10. 선고 2011두32515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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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에 한 학계  평가

1. 경 향평가  미실시  차상 하 에 하여

환경 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사업승인처분이 무효라고

한 법원 2006. 6. 30. 선고 2005두14363 결에 하여는 환경 향평가

법의 목 과 환경 향평가제도를 둔 취지 등에 비추어 하자가 ㆍ명

백하므로 법원의 시가 타당하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이다.41) 

반면, 결에 하여 환경 향평가의 미실시 역시 환경 향평가의

부실(不實)과 마찬가지로 실체 처분에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법이 있

는지 여부를 단하는 하나의 요소로 근하여야 함에도 부실시를 당연

무효사유로 단하여 하자의 치유가능성을 배제하는 결과가 되었다는

에서 문제를 지 하는 견해도 있다.42)

2. 처 청  경  견에 하는 처  한 경우

다수의 학설은 례가 환경부장 의 검토의견에 해 면 으로 구속

력을 부인하면서 의를 거치기만 하면 법하지 않다고 본 것은 부당하

다는 입장이다.43) 법원이 환경부장 과의 의를 단순한 의로만 보

는 것은 사업자나 승인기 의 장은 의내용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내

용을 해당 사업계획에 반 하기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행 환경 향평가법 제30조 제1항에 합치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환경피해 방이라는 환경 향평가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

41) 박균성ㆍ함태성, 앞의 책, 326면, 김홍균, 환경 향평가와 사법심사, 법조 제573

호, 한국법조 회(2004) 14-21면.
42) 김 권, 환경 향평가가 결여된 행정행 의 효력에 한 소고, 스티스 제114

호, 한국법학원(2009. 12.) 363-383면.
43) 박균성, 환경 향평가와 사업계획승인에 한 연구, 환경법연구 제35권 제2호

(2013. 8.), 243면, 김홍균, 앞의 책, 1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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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하여는 환경 향평가법상 의의 의미는 최소한 의기 인

환경부장 에게 환경 향평가 상사업을 시행하기 해 동의를 구하라

는 의미이며, 나아가 의의 처분성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44)

3. 경 향평가  내용상 실에 하여

다수의 학설은 법원이 환경 향평가의 내용상 부실의 정도가 환경

향평가제도를 둔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환경 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인 경우에 한하여 환경 향평가의

하자가 사업계획승인처분의 독자 인 법사유가 된다고 본 것이라면 이

러한 입장은 무 엄격한 것이라는 입장45)이다. 한, 환경 향평가의 부

실정도가 약한 경우에는 사업승인처분의 하자를 다투어 법성을 인정받

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지게 되므로, 이는 환경부장 이 검토하 다는 이

유로 더 이상 사법심사가 필요없다는 사법부의 심사포기선언과 다름없다

는 것이다.46) 한 환경부장 과의 의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환경

향평가의 허 ㆍ부실작성의 하자문제를 소홀히 하는 것은 오히려 형식

이고 편 인 평가만을 조장하고, 환경 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

는 것이 근본 으로 어렵게 한다고 지 한다.47)

나아가 법원이 환경 향평가의 정성 여부를 환경 향평가제도의

근거법률인 환경 향평가법이라는 틀이 아니라 재량권 일탈ㆍ남용이라는

재량행 에 한 일반 사법심사 틀 내에서 다룸으로써 내용상 하자가

법성 단에서 차지하는 비 이 극히 낮다고 할 수 있고, 이처럼 법원

이 향평가의 정성에 하여 매우 소극 인 심사태도를 취하여 재

44) 이순자, 환경 향평가법상 의에 한 고찰, 환경법연구 제34권 제3호(2012), 95

면.
45) 박균성ㆍ함태성, 앞의 책 329면, 김홍균 앞의 책, 170면.
46) 송동수, 앞의 논문, 62면.
47) 김홍균, 앞의 책, 176면, 김홍균, 사 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 향평가제도의 통

합, 스티스 105호(2008. 8.), 2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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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평가의 정성 여부가 극 으로 다투어지지 않고 있다고 본

다. 법원이 이와 같이 평가의 정성 여부에 한 사법심사의 법 를 극

도로 제한함으로써 환경 향평가법의 집행책임은 사실상 으로 행정

부에 지워져 있고, 행정부가 환경 향평가법을 부 정하게 집행한 것에

해 법원에서 이를 제거, 치유할 기회는 극도로 수축되어 있는데 이는

법의 온 하고 실효성 있는 집행이라는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고 비 한다.48) 

법원이 새만 사건에서 환경 향평가의 부실을 인정하면서도 그로

인한 처분의 법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환경 향

평가서가 작성된 이상 ‘환경 향평가서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될

여지는 없다고 보이고, 나아가 표피 으로는 재량권 일탈ㆍ남용 심사 가

능성을 남겨놓았으나, 이를 인정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워 소극 심리

를 하고 있음을 지 하기도 한다.49) 

이와 같이 내용이 부실한 환경 향평가에 한 법원의 태도에 하여

학계의 비 수 가 상당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내용이 부

실한 환경 향평가에 한 사법심사에 논의를 한정하여 살펴보기로 한

다. 

48) 박태 ㆍ정남순, 앞의 논문.
49) 이비안, 앞의 논문, 272-27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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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 향평가  내용상 실  미

1   

앞서 살펴보았듯이 학설에서는 내용이 부실한 환경 향평가에 기 한

처분의 법성에 한 법원의 태도에 하여 많은 비 을 하고 있다. 

그런데 법원은 례에서 환경 향평가의 내용이 부실한 경우라는 표

을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환경 향평가의 내용이 부실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하여는 명확한 정의를 하고 있지 아니하다. 기존 학설의

논의에서도 그에 한 상세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환경 향평가의 내용이 부실하다는 평가를 하기 해서는 먼 환경

향평가에는 무엇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제되어야 한다. 

그래야 당해 환경 향평가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이러한 내용이

락되어 는 그 내용이 부실하여 환경 향평가의 내용이 부실하다는 평

가를 내릴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법원의 태도에 한 당

부를 논하기 에 환경 향평가제도의 기능 환경 향평가법령의 규정

내용을 검토하여 환경 향평가의 내용상 부실이 무엇을 의미하고, 그 구

체 유형은 어떠한 모습인지에 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경 향평가  검

Ⅰ. 경 향평가 도  능50)

1. 보 공  사결 지원 능

환경 향평가를 통하여 얻어진 정보는 의견수렴 차 등을 통하여 개발

50) 함태성, 앞의 논문, 18-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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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시행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계자와 지역주민 등에게 제공되

고, 사업의 실행이 한지 부 한지를 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

며, 이러한 정보는 사업자에게도 제공된다. 환경 향평가 과정을 통하여

얻어진 정보는 당해 개발사업의 정책결정자에게도 제공되고, 그 결과 당

해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향의 정도와 사 배려의 사항을 정책의

결정시에 반 시킬 수 있게 된다.

2. 합 능

환경 향평가 차의 흐름 속에는 환경 련정보의 제공과 제공된 정보

에 한 의견제출의 차가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각 국의 환경 향평

가제도에서 필수 인 차로 고려되어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당해

사업의 시행에 앞서 환경 향평가 상지역 안의 주민에게 당해 사업이

그 지역의 환경에 미칠 향 등에 하여 설명하고 주민의 의견을 청취

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주민의 의견을 반 하고, 그럼으로써 주민과의

이해를 조정하여 일정한 방향으로 합의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 

물론 공공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함으로써 반드시 효율성이

제고되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어떤 형태의 주민참여도 완 한 주민의사

의 합의를 얻는 것은 거의 불가능다고 할 것이나,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부여된 주민 등 이해 계자들이 문제의식이 충분히 공유되었다고 여기는

것만으로도 정부기 과 그 의사결정에 한 신뢰감을 높일 수 있다.51)

3. 도 능

환경 향평가제도는 일정한 기 의 수를 요구하면서 그 기 을 유지

하고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정하기도 하고, 복수의 안 에

서 환경 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51) 석인선, 앞의 논문, 4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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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통하여 환경 향평가제도는 사업계획이 보다 환경보 에 합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4. 경 리 능

환경 향평가제도는 환경 향평가과정, 의사결정과정, 환경 리 등을

축으로 하나의 순환체계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행정주체는

환경 향평가제도를 규제제도와 연 지어서 환경 리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개발사업의 책정ㆍ시행이 인ㆍ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

우 당해 사업 등에 하여 환경 향평가의 결과를 인ㆍ허가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이 그 이다. 이 경우 환경 향평가제도는 규제 인 기능을

하는 것이 된다. 

Ⅱ.  규

1. 목   규

환경 향평가법 제1조는 “환경 향평가”란 환경에 향을 미치는 실시

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는 결정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향을 미리 조사ㆍ 측ㆍ평가하여 해로운

환경 향을 피하거나 제거 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환경에 향을 미치는 계획 는 사업을 수립ㆍ시

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향을 미리 측ㆍ평가하

고 환경보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 이고 지속가능한 발 과

건강하고 쾌 한 국민생활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 으로 규정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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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 향평가  내용  규

환경 향평가법은 환경 향평가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법에서

명시하지 않은 채 환경 향평가서의 작성방법, 의 요청시기 제출방

법 등은 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12조, 제27조). 이에

따라 시행령은 환경 향평가서에 포함될 내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가. 략환경 향평가

략환경 향평가에는 환경 향평가법 제11조 제1항 는 제3항에 따

른 략환경 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조치 내용,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검토내용, 시행령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략환경 향평가서 안에 한 주민, 계 행정기 의 의견

이에 한 반 여부(개발기본계획만 해당한다) 부록이 포함되어야

한다(시행령 제21조).

이때 시행령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란 략환경 향평가서 안

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①요약문, ➁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③개발

기본계획 입지(구체 인 입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한 안, 

④ 략환경 향평가 상지역, ⑤ 개발기본계획의 정성, ⑥ 입지의 타

당성(구체 인 입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⑦ 환경 향평가 의회 심

의내용, ⑧ 제10조제2항에 따른 주민 등의 제출의견에 한 검토 내용을

의미한다. 

한 시행령의 임에 따른 환경부 고시인 ｢환경 향평가서등 작성

에 한 규정｣(이하 ‘작성규정’이라 한다)은 환경 향평가의 작성방법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략환경 향평가서의 경우에는 결정된 평가항

목ㆍ범 등에 따라 상계획의 시행이 정한지, 상계획의 입지가 타

당한지에 한 사항을 심으로 작성하고, 그 안은 계획을 시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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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을 경우(No Action)를 포함하여 2개 이상으로 하되 각각의 장단 을

객 을 기술하고, 최종 을 이행할 안에 하여 그 선정사유를 명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9조) 

나. 환경 향평가

환경 향평가에는 환경 향평가법 제24조 제1항 는 제2항에 따른 환

경 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조치 내용,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따

른 주민 등의 의견 검토내용, 시행령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환경

향평가서 안에 한 주민, 계 행정기 의 의견 이에 한 사업자

의 검토의견 부록이 포함되어야 한다(시행령 제46조).

이때 시행령 제34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이란 략환경 향평가서 안

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①요약문, ➁ 사업의 개요, ③ 환경 향평가

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평가항목별 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범

그 주변 지역에 한 환경 황, ④ 법 제18조에 따라 략환경 향평가

에 한 의를 거친 경우 그 의 내용의 반 여부, ⑤ 환경 향평가

의 결과(환경 향평가항목별 조사ㆍ 측 평가의 결과, 환경보 을

한 조치, 불가피한 환경 향 이에 한 책, 안 설정 평가, 종

합평가 결론, 사후환경 향조사 계획)를 의미한다. 

한 작성규정은 환경 향평가의 작성방법을 상세히 규정하면서, 환경

향평가서의 경우에는 결정된 평가 항목ㆍ범 등에 따라 상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상되는 주민의 생활환경 환경오염 피해, 자연생태

환경에 한 향 등에 한 사항을 심으로 작성하되, 평가서 안에

제시하는 안은 가능한 둘 이상을 비교하여 그 장ㆍ단 을 객 으로

기술하고, 최종 으로 사업시행 시 이행할 안과 그 선정 사유를 명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9조) 

작성규정에서 요구하는 환경 향평가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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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문

2. 환경 향평가 상사업의 개요

3. 지역 개황

4. 환경 향평가 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평가 항목별 향을 받

게 되는 지역의 범 그 주변 지역에 한 환경 황

5. 환경 향평가항목 등의 결정 내용 조치 내용

6. 주민 계 행정기 의 의견 수렴 결과 검토 내용

7. 평가 항목별 환경 황 조사, 환경 향 측 평가의 결과

8. 환경에 미치는 향의 감 방안(환경 보 을 한 조치)

9. 불가피한 환경 향 이에 한 책

10. 주민의 생활환경, 재산상의 환경오염 피해 책

11. 안 설정 평가

12. 종합 평가 결론

13. 사후환경 향조사 계획

14. 략환경 향평가 의 내용의 반 여부( 략환경 향평가

의를 거친 경우에만 해당한다)

15. 부록

 가. 환경 향평가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인 사항

 나. 사업 련 상 계획 계 법령

 다. 용어 해설

 라. 평가서 작성 시 인용 문헌 참고 자료 등

3. 경 향평가  거짓 또는 실   규

가. 환경 향평가법의 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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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3. 7. 법률 제5302호로 개정된 환경 향평가법은 처음으로 환경

향평가서를 허 로 작성한 자에 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 다.52) 이후, 

통합환경평가법에서 사업자의 평가 행자의 수사항으로 ‘평가서등의

작성의 기 가 되는 자료를 허 로 작성하지 아니할 것’이 명시되었고

(제10조), 평가서등을 허 로 작성하거나 고의 는 한 과실로 평가

서 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평가 행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면서(제12조), 평가서를 허 로 작성한 자에 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는 2천만 원 이하의 벌 형을(제40조), 환경 향의 조사결과를 부실하

게 작성한 평가 행자에 하여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제42조)이 신설되었다. 한, 평가서 등을 허 로 작성하거나

고의 는 한 과실로 평가서 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평가 행자

등록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 다.

행 환경 향평가법은 기존의 규정을 강화하여 환경 향평가를 하려

는 자의 수사항으로 환경 향평가서와 그 작성의 기 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면서(제53조 제5항

제2호), 환경 향평가업자에게도 같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56조 제1

항 제2호). 나아가 이를 어긴 경우, 거짓 작성은 2년 이하의 징역 는 2

천만 원 이하의 벌 (제74조 제1항 제4호)에, 부실 작성은 2천만 원 이하

의 과태료에 처하고(제76조 제2항 제3호), 환경 향평가업자의 등록을 취

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58조 1항 8호).

나. 환경 향평가법 시행규칙의 단기

환경 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3조는 환경 향평가서의 거짓 는 부실

52)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는 500만원 

이하의 벌 에 처한다.

1. 평가서를 허 로 작성한 자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행자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환경 향평가 행

업무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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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 향평가서등의 거짓 작성에 한 단기

가. 황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환경 향이 은 것으

로 인지되도록 하는 경우

1) 환경 황을 조사하지 않거나 일부만 조사하고도 환경 황을

정하게 조사한 것으로 환경 향평가서등에 제시한 경우

2) ｢자연환경보 법｣제34조에 따른 생태ㆍ자연도, 같은 법 시행

령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녹지등 등 국가기 공

공기 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인용한 경우

나. 경사분석, 동ㆍ식물 조사자료 등 황조사 자료를 고의로 사실

과 다르게 작성하여 환경 향이 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한

경우

다. 환경 향평가서등의 황조사 작성 등에 참여하지 않았음

에도 참여한 것으로 거짓 작성한 경우

2. 환경 향평가서등의 부실 작성에 한 단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거나 소홀히 하여 환경

향평가서등의 검토ㆍ 의기 이 하게 검토하기 어렵게 하거나

환경 향평가서등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역주민과 계기 의 의견제출 황과 그 반 여부 등을

작성 단기 을 [별표2]에서 아래와 같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기

은 2008. 12. 31. 환경부령 제316호로 부개정된 환경 향평가법 시행

규칙에 신설된 규정으로, 개정이유에서 법률의 임에 따라 평가서등의

거짓 는 부실 작성의 기 을 정할 필요에 따라 신설되었음을 밝히고

있다.53) 

53)  기 은 2006년 환경 향평가제도 개선 포럼을 통하여 그 기틀을 마련한 것으

로서 당시 30여명의 환경 향평가 문가의 논의를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 수 외 4, 환경갈등 방을 한 환경평가제도 개선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

구원(2012. 4.), 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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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한 경우

나.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사 공사 는 해당 사업을 한 벌목

공사를 하 음에도 이에 해 환경 향평가서등의 황자료에

제시하지 않은 경우

다. 략환경 향평가를 거친 경우 략환경 향평가의 의내용, 

환경 향평가 의회 심의결과 략환경 향평가서 는 환

경 향평가서 안에 한 검토의견을 반 하지 않으면서 그

사실과 이유를 락한 경우

라. 환경 향평가등의 상지역 안에 자연환경보 지역, 생태ㆍ경

보 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 책지역,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 백두 간보호지역, 특정도

서 등 환경보 을 해 계 법령ㆍ조례 등에 의해 지정된 지

역ㆍ지구ㆍ구역 등이 있는 사실을 락한 경우

마. 환경 향평가서등에서 인용하고 있는 문헌 등에 제시된 멸종

기야생동ㆍ식물 천연기념물 등에 한 환경 향 조사를

락한 경우

바. 제21조 제2항, 제46조, 제60조에 따른 평가서 작성방법에 따라

문헌조사 탐문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멸종 기야생동ㆍ식물

천연기념물 등을 락한 경우

사. 환경 향조사가 시행된 지 는 지역에서 의기 의 장이

선정한 2명 이상의 련 문가가 통상 인 주의로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멸종 기야생동ㆍ식물 천연기념물 등을

락한 경우

아. 학교, 종합병원, 노인 문병원, 공공도서 , 보육시설, 공동주택, 

취수ㆍ정수장, 문화재, 박물 미술 등 환경변화에 민감한

시설물을 락한 경우

자. 공장ㆍ공항ㆍ도로ㆍ철도 등 환경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시설



41

물 하수종말ㆍ분뇨ㆍ음식물ㆍ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 시

설을 락한 경우

차. 그 밖에 환경 향평가 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평가 항목ㆍ범

등을 특별한 사유 없이 락한 경우

시행규칙에 따르면, 환경 향평가서의 거짓작성은 체로 환경 향

평가의 기 가 되는 황자료를 조사하지 않고도 조사한 것으로 기재하

거나, 고의 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부실작성은

환경 향평가서에 포함되는 주민 의견제출, 의내용을 락하거나 련

문가의 통상 인 주의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지역개황조사54) 자료

등을 락한 경우를 의미한다.55) 

54) 환경 향평가서 작성 등에 한 규정

제18조(지역개황조사) 사업자는 환경 향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해당 사업지역 

 주변지역의 환경상황을 악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

함하여 지역개황조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평가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1. 사업지역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2. 환경보 을 목 으로 하는 법령ㆍ조례 등에 의해 지정된 지역(자연환경보

지역, 생태ㆍ경 보 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 책지역, 자연공

원, 습지보호지역, 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 백두 간 등) 지정 황

3. 해당지역 환경기 , 녹지자연도, 생태ㆍ자연도, 지역별 오염총량기  등 환

경규제내용  환경보 에 한 사항

4. 멸종 기  보호 야생 동ㆍ식물 서식 황  철새도래 황

5. 공장ㆍ공항ㆍ도로ㆍ철도 등 환경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주요시설물

6. 취수장ㆍ정수장, 문화재, 천연기념물, 역사ㆍ문화 으로 보 가치가 있는 건

조물ㆍ유  등 보호를 요하는 시설물 

7. 하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 시설

8. 어업권 황(임해도시지역  해양에서 시행되는 사업에 한함)

9. 주변 교통 상황  교통시설 확충계획

10. 교육시설, 병원 등 공공시설 황

11. 기타 사업지역의 환경상황을 악할 수 있는 사항 등
55) 2008. 12. 31. 환경부령 제316호로 부개정된 환경 향평가법 시행규칙의 개

정이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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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 향평가  내용상 실  

Ⅰ. 내용상 실  개

환경 향평가법이 환경 향평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법

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채 이를 시행령에 임하고 있는 탓

에 시행령과 환경부 고시인 작성규정이 여러 조항에 걸쳐 환경 향평가

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그

런데 시행령과 작성규정의 규정들이 정한 환경 향평가서에 포함될

내용들에는 환경 향평가서의 형식 , 차 요건과 실체 요건이 혼

재되어 있어 환경 향평가에 꼭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추론하기가 쉽

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 향평가제도의 정보제공 의사결정

지원기능과 환경에 미치는 향을 미리 측ㆍ평가하고 환경보 방안 등

을 마련하는 환경 향평가법의 목 에 주목하여 환경 향평가서에 반드

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추론해 보면, ① 당해 사업이 환경에 미칠

향에 한 조사 측( 략환경 향평가의 경우에는 정책계획의

정성 는 입지의 타당성 측면에서), ② 당해 사업에 한 안( 략환경

향평가의 경우에는 입지의 타당성을 심으로 하되 계획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를 포함), ③ 부정 향을 여나갈 감방안이 환경 향평

가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라 할 것이다. 

그 다면, 환경 향평가의 내용상 부실이란 환경 향평가법 시행규칙

이 평가서의 거짓 부실로 규정하고 있는 환경 향평가의 기 가 되는

자료(지역개황조사, 환경 황조사)의 거짓이나 락을 포함하는 의

개념으로, 환경 향평가법령이 환경 향평가서에 반드시 포함될 것으로

정한 ①, ②, ③의 내용이 부 는 일부 락되어 있거나 그에

한 검토가 제 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를 뜻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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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내용상 실  체  

환경 향평가의 내용상 부실의 구체 유형으로는 ① 환경 향평가의

기 가 되는 자료(지역개황조사, 환경 황조사)를 고의 으로 사실과 다

르게 작성한 경우, ② 환경 향평가의 기 가 되는 자료(지역개황조사, 

환경 황조사)에 락이 있는 경우, ③ 환경 향에 한 측ㆍ평가가

제 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④ 안이나 부정 환경 향의 감방안

에 한 검토가 락되거나 제 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존재한다. 

만약, 내용상 부실의 개념을 환경 향평가의 허 작성과 구별되는 의

의 개념으로 악할 경우에는 ①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만이 내용상 부실

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 다면 와 같은 내용의 환경 향평가의 내용상 부실이 확인된 경

우, 그에 따른 법률효과가 무엇인지 문제된다. 이에 하여 법원이 내

용이 부실한 환경 향평가에 근거한 처분의 경우 당해 환경 향평가가

환경 향평가제도의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심히 부실한 경

우에만 처분의 법사유로, 그 지 않은 경우에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

단 사유 하나로 단하여 사실상 환경 향평가의 내용상 부실을 처

분의 독자 법사유로 보지 않고 있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이하에서는 법원이 제시한 법리의 타당성에 한 논의를 계속하기

하여 환경 향평가제도를 처음 도입한 미국에서는 환경 향평가에

한 사법심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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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  가 경 책 상 경 향평가에 

한 사 심사

1  가 경 책 과 경 향평가

Ⅰ. 경 향평가  근거규

1969년에 제정된 미국 국가환경정책법(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 NEPA)은 인간과 자연이 생산 인 조화 속에서 생존하면서 세

와 미래세 의 사회ㆍ경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유

지하는 것이 연방정부의 정책이라고 선언하 다.56) 그리고 모든 연방정

부의 행정청에게 인간환경의 질에 요한 향을 미치는 주요한 연방행

에 한 제안을 함에 있어서는 상세한(detailed)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

하도록 하 는데57), 이 상세한 내용의 보고서가 바로 환경 향평가서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 EIS)를 의미한다.

한 국가환경정책법에 근거하여 환경문제에 한 반 인 조언을 하

기 해 설립된 환경질 원회(Council on Environmental Quality : CEQ)는

통령의 직속기 으로서 환경 향평가서의 작성방법과 내용에 하여

상세한 규칙58)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법원은 국가환경정책법

의 해석과 련하여 환경질 원회의 규칙과 유권해석을 존 하고 있다. 

56) 42 U.S.C.A. §4331 ; NEPA §101. 
57) 42 U.S.C.A. §4332 ; NEPA §102(2)(c) - all agencies of the Federal 

Government shall include in every recommendation or report on proposals for 

legislation and other major Federal actions significantly affecting the quality of 

the human environment, a detailed statement by the responsible official. 
58) 40 C.F.R.(Code of Federal Regulations) §1500-§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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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목

국가환경정책법은 행정청으로 하여 주요한 제안을 함에 있어 환경

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에 미칠 향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행정 으

로 하여 당해 사업으로 인한 환경 결과에 해 엄격히 살피도록 하

고, 의사결정자와 시민에게 환경 결과에 한 정보를 제공하는 두 가

지 목 을 달성하고자 한다.59) 즉, 환경 향평가서의 작성을 통해 행정기

주민이나 환경보 단체에게 요한 환경정보를 제공하고, 환경

향평가서의 작성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반 시키는 것이다. 환경 향평가

서 안에 한 검토를 행하는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이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에 하여는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FOIA)에 근거한 규칙60)이 제정되어 있어 정보공개를

한 제도 뒷받침이 되고 있다.61)

그러나 다른 한편, 연방 행정청으로 하여 환경 향평가서를 작성하

도록 한 국가환경정책법은 행정청으로 하여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

하도록 하면서도62) NIMBY(not in my back yard)에 이용되어 공공이익의

실 을 지연시킨다는 비 을 받기도 한다.63) 

59) 40 C.F.R. § 1502.1., Robertson v. Methow valley citizen council, 490 U.S. 

332(1989)
60) 40 C.F.R. §2.100
61) 채우석, 환경 향평가제도에 한 법  연구, 환경법연구 제27권 4호(2005), 292

면, 박정훈, 미국의 환경정보공개제도, 그리고 그 평가와 시사, 환경법연구 34권 

3호(2012)
62) 환경 문가 회(National Association of Environmental Professionals, NAEP)에 따

르면, 통상 환경 향평가서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평균 1675일로 4.6년

이 걸리며 매년 34.2일씩 증가하고 있고, 환경 향평가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은 최  6만 달러부터 최  8500만 달러로 평균 평균 660만 달러에 달하다고 

한다. 이비안, 앞의 논문, 275면.
63) J. B. Ruhl, Practice and Policy of Environmental law(2008), Foundation Press, 

4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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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격

1969년 국가환경정책법이 제정된 이래, 미국 학계에서는 국가환경정책

법을 행정청이 결정을 내리기 에 환경 향에 하여 정확한 정보를 바

탕으로 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는 의미의 차법 규정으로 볼 것인지, 

실제 환경 향에 한 고려를 우선할 것을 요구하는 실체법 규정으로

볼 것인지에 하여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이에 하여 미 연방 법원은 국가환경정책법을 본질 으로 차 인

(essentially procedural)인 법률로 선언하면서 국가환경정책법은 행정청이

환경에 한 향을 미치는 연방행 에 한 제안을 함에 있어 행정청

에게 환경 향평가서를 작성할 차 인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이에

나아가 실질 인 결정을 함에 있어 환경 요인을 요하게 배려하거나

우선하여 고려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실체 인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는

아니하다고 보았다. 연방 법원의 이러한 태도는 Vermont Yankee Power 

Corp. v. NRDC 결을 시 로 이후 수차례에 걸쳐 확인되었다. 자세한

논의는 이하 법원의 사법심사 부분에서 상술한다.

2  경 향평가  차

Ⅰ. 경 향평가   차

1. 경평가 (EA)  

행정청은 자신들이 제안하는 행 (이하 ‘해당 사업’이라 한다)가 (1) 연

방의(federal), (2) 주요하고(major), (3) 환경에 요한 향을 미치는

(significant environmental impact) 행 인 경우에는 환경 향평가서를 작성

하여 하는바, 해당 사업이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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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환경 향평가서를 작성하고, 그 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한 개략 인 내용과 함께 환경에 미칠 향을 조사한 환경평가서

(Environmental Assessment : EA)를 비하여야 한다. 환경평가서는 환경

향평가서보다 간략하고 덜 공식 인 문서로 환경평가서의 작성 차도

공개된다. 여기에는 제안된 사업을 설명하고 안에 한 개략 인 검토

를 포함하여 연방정부가 정식 환경 향평가서의 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

를 단하기 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2. 경 향평가   여  결

행정청은 환경평가서(EA)의 도움을 받아 환경 향평가서(EIS)를 작

성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환경 향평가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않

다는 결론을 내린 경우에는 그에 한 보고서(Finding of No Significant 

Impact : FONSI)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문서는 환경평가서에 기 한 짧

은 문서로 여기에서 환경 향평가서가 불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근거를 제시하게 된다.64) 연방정부가 일단 FONSI를 작성하면 국가환경

정책법에 따른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게 된다. 

환경 향평가서의 작성에는 많은 시간 비용이 요구되기 때문에 행정

청의 입장에서는 환경 향평가서를 작성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요한 의미를 갖고,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결정에 따라 환경 향평가

서의 작성 차에 참여하여 의견진술을 하거나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기

회가 부여되는지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역시 요하다고 할 수 있다.

3. 경 향평가 (EIS) 

가. 평가의 범 설정(Scoping)

연방 행정청이 환경 향평가서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리면, 이

64) 40 C.F.R. §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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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공지(Notice of Intent)하고, 당해 사업에서 문제되는 요 쟁 들에

하여 환경 향평가가 이루어질 범 를 정하는 작업(Scoping)이 진행된다. 

만약 복수의 행정청이 환경 향평가서에 여할 경우 주무기 (lead 

agency)이 정해지며, 다른 행정청은 력기 (cooperating agencies)이 된다.

스코핑은 향평가의 공간 ㆍ시간 범 결정을 공개 차로 행하는

것으로, 행정청은 그 정책결정의 기단계에서 계획의 향 체안의

범 를 조사하고, 요한 문제에 해 포 인 계획을 비해야 한다.65) 

행정청은 스코핑에 들어가기 에 연방 보에 의향통지(notice of intent)

를 공표하고, 거기에서 스코핑의 개요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환

경질 원회의 규칙은 환경 향평가서의 범 에 하여 스코핑을 행할 때

행정청은 3가지 종류의 행 , 3가지 종류의 체안, 3가지 종류의 향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66) 

첫째 '행 '에서는 련행 (Connected actions), 행 (Cumulative 

actions), 유사행 (Similar actions)들에 한 고려를 해야 한다. 련행

에는 ① 환경 향평가서를 요구하는 다른 행 를 자동 으로 유발하는

행 , ② 다른 행 가 이 에 는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행할 수

없거나 시행되지 않는 행 , ③ 규모 행 의 비독립 인 구성부분으로

써 그 정당성을 해서는 규모의 행 에 의존하는 행 등이 포함된

다. 행 는 제안된 다른 행 와 함께 고려해 보았을 때 으

로 한 향을 미치기 때문에 같은 환경 향평가서에서 검토되어야

하는 행 를 말한다. 유사행 란 합리 으로 측 가능한 는 제안된

다른 행 와 함께 고려해 보았을 때 공통된 시기 는 지형 등과 같이

그들의 환경 향을 함께 평가할 수 있는 기 를 제공하는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행 이다. 따라서 NEPA 차를 회피할 목 으로 련행

이자 행 로 볼 수 있는 규모 사업을 소규모로 나 는 ‘토막치

기(Segmentation)’와 같은 편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65) 40 C.F.R. §1501.7(scoping process) 
66) 40 C.F.R. §1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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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 체안'은 행 를 하지 않는 안(No action alternative), 다른 합리

선택안(Other reasonable courses of actions), 감방안(Mitigation 

measures)에 한 고려를 해야 한다. 그리고 셋째 ' 향'은 직 (Direct) 

향, 간 (Indirect) 향, (Cumulative) 향을 고려하여 한다.

나. 안의 작성

주무기 (lead agency)은 해당 사업의 설명, 해당 사업의 안 검토, 환

경에 한 부정 향을 상쇄하기 하여 필요한 조치, 사업 안이

환경에 미치는 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 향평가서 안(Draft 

EIS)을 작성하야야 한다.

다. 의견수렴

EIS 안에는 공공의 의견제시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며, EIS 안을

열람하는 45일 동안 시민들의 의견서를 받는다. 한 행정청은 환경보호

청을 포함한 계행정기 에 송부하고 환경 향에 하여 조기

문지식을 갖는 다른 기 으로부터 의견을 받은 의견제시 차(Comment 

Period)를 거쳐야 한다.67) 공청회를 개최할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사항

이다. 

라. 최종 환경 향평가서 작성

와 같은 의견수렴을 거쳐 환경 향평가서의 최종안(Final EIS)이 작

성된다. FEIS는 최 30일간 공 에 열람되고, 일반의 의견이 구해질 수

있다. 이후 행정청은 종국 인 의사결정을 한다. 이때 행정청은 공 이

제시한 의견을 검토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러한 의견을 반 하

67) 40 C.F.R.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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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EIS 안을 수정하여야 한다. 

4. 결 (Record of Decision)  

해당 사업에 해 최종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동안의 조치에 하여

요약하고, 결정시 행정기 이 고려한 요소, 고려된 안 환경 으로

바람직한 안의 설명, 채택된 감조치 왜 환경 으로 바람직한

안들과 감책들이 채택되지 않았는지 설명하는 결정서(Record of 

decision)가 작성된다.68)

5. 보충  경 향평가 (Supplemental EIS) 

환경질 원회의 규칙에 의하면, 환경 문제와 련되어 해당 사업이 실

질 으로 변경되거나 요한 새로운(significant new) 상황이나 정보가 확

인된 경우에는 보충 보고서(Supplemental EIS)를 작성하여야 한다.69) 다

만, 이러한 보충 환경 향평가서는 연방의 주요한 행 가 진행되고 있

을 것을 제로 요구되고, 연방의 행 가 계속 이 아닌 경우에는 보충

환경 향평가서(SEIS)가 요구되지 않는다.70) 

Ⅱ. 경 향평가 에 한 행  검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은 환경문제만을 담당

하는 통령 직속의 독립규제기 으로 환경오염에 한 공법 규제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환경보호청은 주무기 의 국가환경정책법 이행

노력에 력하여 가능한 한 기에 환경보호청에 공식 으로 제출된 모

68) 42 U.S.C.A. §4332 (a) 
69) 40 C.F.R. §1502. 9(c)(1)
70) Norton v Southern Utah Wilderness Alliance, 542 U.S. 55(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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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환경 향평가서의 안을 평가하고, 제기될 수 있는 한 환경문제

의 해결을 해 주무기 과의 조정을 통해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환경보호청은 청정 기법(Clean Air Act, CAA) 

제309조71)에 근거하여 NEPA에 의해 환경 향평가서를 작성해야 하는

법률안, 규정 혹은 연방의 주요사업에 한 환경 향평가서에 하여 검

토와 의견제시를 하여야 한다.72) 환경 향평가서 안에 한 검토 결과

제안된 사업이 공공의 건강, 복지, 환경의 질 측면에서 부 합한 것으로

결정되면, 환경보호청은 그러한 결정을 공표하고 그와 같은 사실을 환경

질 원회에 고지하여야 한다.73) 

이러한 경우 연방 행정청이 국가환경정책법 규정을 수하는지 여부를

검토, 평가하는 환경질 원회는 당해 환경 향평가서 안을 심사하고

자문과 통령 보고 등을 통해 주무기 과 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해

노력을 하게 된다.74) 

3  경 향평가  내용

Ⅰ.  규  

환경질 원회의 규칙에 따르면, 행정청은 요한 환경문제와 그 안

71) 청정 기법 제309조 (a) 기 장은 이 법에 따라 허가된 사항으로 인한 는 아

래에 기재된 사항으로 인한 환경 향에 하여 검토하거나 기술하여야 한다.

(1) 연방부처ㆍ청에서 제안하는 법률안(legislation)

(2) 연방정부의 새로운 공공건설사업과 국가환경정책법이 용되는 연방의 행

(action)

(3) 연방부처ㆍ청에서 제안하는 규정(regulation) 
72) 김민배, 미국의 환경심사와 사법심사, 토지공법연구 제14집(2001), 264면.
73) 40 C.F.R. §1504. 1.
74) 김원주, 환경 향평가에 한 법제 연구, 한국환경법학의 어제ㆍ오늘ㆍ내일; 문

연 김원주 교수 정년기념 논문집(2000), 151면.



52

에 하여 간결하고 명확하며 환경분석을 통한 증거로 뒷받침되는 환경

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환경 향평가서는 백과사 식 나열이

아니라 분석 이어야 하며, 환경 향의 요도에 따라 논의가 분배되어

야 한다.75) 

국가환경정책법은 환경 향평가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으로 ① 당

해 사업이 환경에 미칠 향, ② 그 사업이 실시되는 경우에 불가피한

모든 환경상의 악 향, ③ 당해 사업에 한 안, ④ 인간이 환경을 단

기 으로 이용하는 경우와 환경을 유지 개선하는 경우 장기 인 생산

성의 계를 규정하고 있는바76), 그 구체 내용에 하여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Ⅱ. 주  내용

1. 경 향 

환경 향평가서에는 당해 사업이 직 , 간 , 으로 주변 환

경에 미칠 향이 논의되어야 하고, 이에 나아가 당해 사업의 안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직 , 간 , 인 향 한 기재되고 논의

되어야 한다.77) 국가환경정책법 제102조에 규정된 인간환경(human 

environmental)이란 자연환경에 국한되는 개념이 아니라 이를 포함한 사

회ㆍ경제 환경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행정청은 당해 사업으로 인해 발

75) 40 C.F.R. §1502.1., 40 C.F.R. §1502.2
76) 국가환경정책법 제102조 C항의 원문은 아래와 같다.

(i) the environmental impact of the proposed action,

(ii) any adverse environmental effects which cannot be avoided should the 

proposal be implemented,

(iii) alternatives to the proposed action,

(iv)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short-term uses of man's environment and the 

maintenance and enhancement of long-term productivity
77) 40 C.F.R. §1502.16 : Environmental consequ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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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할 환경 향을 완 히 악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이를 측할 의무

가 있다.

2. 안(Alternative) 시

환경 향평가서에는 당해 사업에 한 안들이 제시되고 비교되어야

한다. 환경질 회의 규칙에는 안이 환경 향평가의 가장 요한 부

분으로 시되어 있다.78) 행정청은 의사결정자와 들에게 선택을

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쟁 을 정리하고 사업에 한 안들을 비

교하여야 하는바, 당해 행정청의 할이 아니더라도 모든 합리 인 안

에 하여 엄격히 검토하고 객 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만약 고려 가

능한 안의 수가 무 많은 경우 행정청은 합리 인 수로 이를 제한할

수 있지만, 안의 선택은 체 스펙트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안에는 일반 으로 당해 사업을 포함해 행정청이 아무런 행

를 하지 않는 안(no-action alternative), 당해 사업 이외의 방법으로 당

정된 행정청의 목 을 달성할 수 있는 안(primary alternatives), 당해 사

업을 실시 장소나 방법을 달리하여 실행하는 안(secondary alternatives)이

포함된다. 이때 아무런 행 를 하지 않는 안이 요한데 이는 행정청

이 제안된 행 에 한 수정이 아니라 아무런 행 를 하지 않음으로써

환경에 미치는 부정 향을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다는 을 진지하게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행정청은 이러한 안 에 선호되는 안을 밝히고, 어떠한 안을

채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는데, 부분의 경우

당해 사업 이외의 방법으로 당 정된 행정청의 목 을 달성할 수 있

는 안은 실행가능성이 없다거나 주된 목 을 달성하기에 부 합하다는

이유로 거부되고 있다.

78) 40 C.F.R. §1502.14 : Alternatives including the proposed action. This section is 

the heart of the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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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 안(Mitigation) 시

환경 향평가서에는 당해 사업으로 인한 부정 환경 향을 경감하는

조치도 논의되어야 하는바, 환경에 한 결과가 공평하게 평가될 수 있

을 정도로 상세한 감방안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환경 향평가서는 완

성된 것이라 볼 수 없다.79) 

환경질 원회의 규칙80)에 따르면, 감방안이란 일정행 의 부 는

일부를 하지 않음으로서 악 향을 회피하는 경우, 행 그 실시의 정

도를 제한하여 악 향을 감소시키는 경우, 피해를 받은 환경을 회복시킴

으로써 향을 제거하는 경우, 행 가 존속하는 동안 보호책을 강구하여

향을 받는 기간을 이는 경우, 체 물질이나 환경으로 체 혹은

보완하여 향을 체하는 경우 등이다. 

이러한 감방안은 법 으로 강제될 수 있거나 산이 뒷받침되거나

최종 으로 완성될 형태일 필요는 없고, 당해 사업 자체를 직 으로

변형하는 형태가 아니라 당해 사업으로 인한 부정 환경 향을 상쇄시

키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를 들어 A 지역

의 습지를 개발하는 사업에 있어, B 지역을 습지로 변경하는 형태의

감방안도 논의 가능하다.81)

4  경 향평가에 한 사 심사

법원은 행정청이 환경 향평가서를 작성하지 않기로 한 결정, 환경 향

평가서를 작성한 경우 그 내용의 정성,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어난

차 반에 하여 사법심사를 할 수 있다. 그에 따른 일반 인 구제수단은

79) City of Carmel-By-the-Sea v.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123 F.3d 1142, 

1154 (9th Cir.1997)
80) 40 C.F.R. §1508.20
81) Friends of the Earth v. Hintz, 800 F.2d 822(9th Cir.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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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국가환경정책법상의 규정을 모두 수할 때까지 당해 사업의

지를 명하는 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Ⅰ. 경 향평가   건에 한 사 심사

1. 가지 건

국가환경정책법이 그 요건을 ‘연방의(federal)’ ‘주요하고(major)’ ‘환경

에 요한 향을 미치는(significant environmental impact)’ 행 라는 추상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사안에서도 당해 사업이 ‘연방

의’ ‘주요하고’ ‘환경에 요한 향을 미치는’ 행 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문제된다. 연방의 할은 매우 범 하게 인정되고 주요한지 여부에

하여는 인 기 이 없으므로, 세가지 요건 에서 ‘연방의’‘주

요한’ 행 보다는 ‘환경에 요한 향을 미치는’ 행 인지 여부가 주로

문제가 되고 있다. 

2. ‘ 경에 한 한 향’에 한 단

가. 환경에 한 향인지 여부

무엇을 ‘환경’에 한 향으로 보느냐에 있어서, 연방 법원은 국가환

경정책법 제102조가 의미하는 인간환경(human environmental)이 자연환경

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나 어떠한 향이 환경에 한 향으로 평가받기

해서는 물리 환경의 변화와 상당한 인과 계가 있어야 한다고 단

하 다.82) 

82) Metropolitan Edison Co. v. People Against Nuclear Energy, 460 U.S. 766 (1983)

“we think the context of the statute shows that Congress was talking about the 

physical environment-the world around us, so to speak. NEPA was designed to 

promote human welfare by alerting governmental actors to the effect of their 



56

국가환경정책법은 재의 물리 조치의 직 효과, 그리고 구체화

될 가능성이 있는 미래의 험에 따른 효과에 하여 고려할 것을 요구

한다. 그러나 이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험이 래할 수 있는 심리

효과에 하여 고려할 것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연방 법원은

Metropolitan Edison Co. v. People Against Nuclear Energy 사건에서, 새로

운 교도소 는 기타의 공공시설의 건설과 련된 사건들에 있어서 실

되지 아니한 범죄의 험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에게 미치는 정신건강상

의 해는 당해 시설의 운 으로부터 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국가환경

정책법의 용을 받을 수 없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심리 효과는 물리

조치와 한 인과 계가 있을 때에 환경에 한 향이 될 수 있다

는 것이다.83) 

나. 요한 향인지 여부

환경에 한 향이 ‘ 요한’ 향인지 여부에 하여, 환경질 원회는

사회 맥락과 향의 심각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84), 

향의 심각성을 단함에 있어서는 ① 정 부정 효과의 양면, 

② 공 의 건강 안 이 향을 받게 되는 정도, ③ 해당 행 로부터

향을 받을 수 있는 지리 공간의 특성, ④ 해당 행 로 인한 환경

향이 일으킬 논쟁의 정도, ⑤ 향의 불확실성과 내포한 독특한 험성

의 정도, ⑥ 장래에 있을 행 의 요성을 고려함에 있어 선례를 형성할

proposed actions on the physical environment.”

“Our understanding of the congressional concerns that led to the enactment of 

NEPA suggests that the terms ‘environmental effect’ and ‘environmental impact’ 

in § 102 be read to include a requirement of a reasonably clos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a change in the physical environment and the effect at 

issue.” 
83) Roger W. Findley, Daniel A. Farber, Environmental law in a nutshell(2014), 

pp.34-35.
84) 40 C.F.R. §1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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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의 정도, ⑦ 이 행 에서 비롯한 향이 다른 활동에서 비롯한

향과 결부될 경우에 으로 향을 래하는지 여부, ⑧ 해당 행

가 과학 , 역사 는 문화 으로 한 장소들에 향을 미칠 수 있

는 정도, ⑨ 해당 행 가 멸종 기종에 불리한 향을 미치는 정도, ⑩

해당 행 가 환경을 보호하기 하여 고안된 법령을 하는지 여부 등

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에 한 요한 향인

지 여부를 단하는 것은 규정에 따르더라도 쉽지 아니한 일로서, 결

국 개별 사안에 따른 법원의 단 역으로 남아 있다고 보인다. 

3. 단

가. 일반론

결국, 환경 향평가서의 작성 여부에 한 법원의 단은 앞서의 요건

을 충족하지 못하여 환경 향평가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행정청

이 단이 한지 여부로 귀결되는바, 법원은 “자의성(arbitrary and 

capricious)” 기 을 용하여 이를 단하고 있다. 즉, 환경 향평가의 목

은 행정청으로 하여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주요한 환경 향에 하

여 고려할 의무를 부과하고, 행정청이 그러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하

여 정책결정에 있어 환경 향을 진지하게 고려하도록 하는데 있을 뿐, 

행정청으로 하여 환경에 한 염려를 다른 고려사항들보다 우선할 것

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85) 따라서 환경 향평가서를 작성하

지 않기로 결정한 행정청의 단은 그 결정이 자의 거나 재량권을 남용

한 경우에만 번복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행정청이 그와 같은 결정을

하기 에 당해 행 로 인한 환경 향에 하여 엄격하게 살펴보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므로 이에 한 사법심사가 형식 인 것은 아니라

85) Baltimore Gas & Electric Co. v.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462 U.S. 

87(1983) 이와 같은 태도는 이후 연방 법원의 례에서 수차례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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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았다.86) 

나. 련 례

연방 법원은 Baltimore Gas & Electric Co. v.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사건에서 국가환경정책법의 상이 되는 행정청의 결정은 행정

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상의 자의성(arbitrary and capricious) 

기 이 용된다고 하면서, 핵쓰 기의 매립이 가지는 장기 험이 존

재하지 않는다고 본 핵규제 원회의 결정은 국가환경정책법이 요구하는

환경 향을 고려하고 정보를 공개하 으므로 국가환경정책법을 수하

다고 보아 핵발 소허가정책을 지지하 다.87) 행정청이 환경 향평가를

비하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청이 특정사업에서 환경 향이 요하지 않

다고 결론을 내림에 있어 자의와 변덕에 의해 단한 것이 아닌 한 법

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하나의 표 인 연방 법원 례인 Marsh v. Oregon Natural 

Resources Council 사건88)에 하여 본다. 사안에서는 기존의 환경

향평가 이후에 새로 제시된 정보로 인하여 Elk Creek Dam 인근하천의

어류 개체군에 한 보충 환경 향평가서(SEIS)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쟁 이 되었다. 법원은 미육군 공병 가 보충 환경 향평가

서를 비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한 사법 단은 그 결정이 자의

인지 아닌지를 기 으로 하여야 하는데, 건설이 하천 하류를 혼탁하게

하고 낚시에 악 향을 미칠 것이라는 내용의 문서들이 보충 환경 향

평가서를 작성해야 할 정도로 믿을만하거나 새로운 요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미육군 공병 의 결정은 신 한 과학 분석에 따라 이루어

86) Sierra Club v. Peterson, 717 F.2d 1409(D.C.Cir, 1983)
87) Baltimore Gas & Electric Co. v.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462 U.S. 

87(1983) 
88) Marsh v. Oregon Natural Resources Council, 490 U.S. 360(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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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으므로 자의 이지 않다고 단하 다. 

Marsh 결은 하 심 사들은 행정청의 결정에 하여 공정하고 주의

깊은 심사를 통해 행정청이 합리 인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에 하여 스

스로 납득이 되지 않는 한 행정청의 결정을 자동 으로 존 하여서는 아

니된다고 하 다. 한편 결은 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

우에 행정청은(법원이 보기에 반 의견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더라도) 

자격을 갖춘 내부 문가의 의견에 따를 수 있다고 시하 다. 법원은

행정청의 결정을 지지하기 에 기록을 자세히 살피겠다는 것이므로 자

의성 기 의 용으로 인하여 행정청의 결정에 한 엄격하고 신 한 검

토가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89) 

Ⅱ. 경 향평가  내용에 한 사 심사

환경 향평가서의 내용에 한 사법심사는 환경 향평가서의 내용이

국가환경정책법(NEPA)과 환경질 원회의 규칙(C.F.R)에 따라 정하게

작성되었는지에 한 심사를 의미한다. 법원은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

이 합리성의 기 (Rule of reason)에 따라 환경 향평가서에 당해 사업으

로 발생가능한 한 환경 향들과 그에 한 안들에 하여 합리

이고 철 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살피고 있다.90)

1. 경 향에 한 충 한 검 가 루어 는지 여

가. 일반론

국가환경정책법은 행정청으로 하여 해당 행 로 인한 환경 향을 엄

격히 살피고(hard look), 그에 한 상세한(detailed) 환경 향평가서를 작

89) Daniel A. Farber, Environmental law in a nutshell(2014), pp.36-38. 
90) Kern v. U.S. Bureau of Land Management, 284 F.3d 1062(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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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91) 따라서 행정청이 환경 향평가서를 작성하

는 경우 환경 향에 한 분석 범 는 문제되는 사업에 따른 한 분

석이여야 하고, 합리 인 범 내에서 연기됨 없이 바로 이루어져야 한

다. 다만, 행정청의 환경 향 분석은 모든 가능한 세부사항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역시 합리 인 범 내에서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행정청의 행 로 인한 환경 향은 종종 과학 정보의 부족으

로 인하여 확실하지 않다. 환경질 원회의 규칙에 의하면 해당 행정청은

인간환경에 미치는 한 악 향을 평가할 때 련 정보에 공백이 있거

나 그로 인하여 환경 향이 과학 으로 불확실할 때에는 정보의 부족

불확실성을 명확히 밝 야 한다.92) 

나. 련 례

Sierra Club v. United States Army Corps of Engineers 사건에서 연방고

속도로국(The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 FHWA)은 맨하탄을 가로

질러 허드슨강 연안에 건설될 고속도로의 신설을 지원하기로 결정하

고, 육군공병 (U.S. Army Corps of Engineers)는 이 사건 공사구역매립을

허가하 다. 이에 EPA, 해양수산청(The National Marine Fisheries Service), 

어족 야생동물보호청(The Fish and Wildlife Service)은 이의를 제기하

다. 즉 FHWA가 작성한 EIS가 최근의 정보에 근거하지 않고 시기가

지난 정보에 근거하여 사건 고속도로가 허드슨 강의 어족자원에 피해

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단하여 소를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조

사에 의하면 EIS에서 일종의 ‘생물학 폐기장(biological wastelands)’이라

고 간주한 수역에서 과거보다 훨씬 많은 어족자원이 서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FHWA와 미육군공병 는 추가 으로 보충 (supplemental) EIS를

작성하지는 않기로 했다. 이에 원고는 사업허가에 이의를 제기하 고, 1

91) Marsh v. Oregon Natural Resources Council, 490 U.S. 360(1989) 
92) C.F.R. 1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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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에서 원고가 승소하자 피고는 항소 하 다. 이 사건에서 행정기 이

부 한 정보에 근거했거나 혹은 합리 으로 분석하지 않았거나, 타당

한 정보를 무시했을 때 이러한 행정기 이 작성한 EIS는 부 하여

NEPA에 반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 되었다. 이에 해, 항소법원은

환경 향평가서가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는 합리성을 기

으로 평가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의 환경 향평가서는 어족자원에 한

향평가가 불충분하여 합리 인 평가를 할 수 없어 부 정하므로 국가

환경정책법에 반된다고 단하 다.93) 

Kern v. U.S. Bureau of Land Management 사건에서 법원은 미국토지

리국이 환경 향평가서를 작성하면서 삼나무의 뿌리진균에 한 문제

이 명백히 견됨에도 이에 한 별도의 과학 검토 없이 기존의 가이

드라인을 연계해 놓기만 한 것은 환경 향에 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없어 환경 향평가서가 부 정(inadequate)하다고 시하

다.94) 

한편, 과학 방법론에 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합리성의

원칙에 따라 단하고 있다. Sierra Club v. Marita 사건에서 법원은 환경

단체가 삼림청을 상 로 목재허가 도로 건설 사업에 한 환경 향평

가서가 생물다양성에 한 과학 방법론을 잘못 용하여 련 법규를

반하 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행정청은 환경 향평가서를 작성함에 있

어 그것이 비합리 이지 않는 한 과학 방법론을 선택할 재량을 갖는다

고 단하 다.95) 

2. 안  충  검 었는지 여

93) Sierra Club v. United States Army Corps of Engineers, 702 F. 2d 1011(2d Cir. 

1983)
94) Kern v. U.S. Bureau of Land Management, 284 F.3d 1062(2002), Pacific Rivers 

Council v. U.S. Forest Service, 689 F.3d 1012(2012)
95) Sierra Club v. Marita, 46 F.3d 606(7th Cir.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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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반론

환경질 원회의 규정이 명시하고 있듯이 환경 향평가서의 핵심은

안의 검토라 할 것인데96), 실제 여러 사안에서 행정청이 합리 인 안

들을 모두 고려하 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법원은 행정청이 실행불가능

하거나 실험 인 기술까지 모두 고려할 필요는 없지만, 그 안이 당해

행정청의 권한 범 내에 있는지 여부와 련 없이 모든 합리 인 안

들을 상세하게 검토하여야 한다고 단하고 있다.97) 한 그 안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안이 채택되지 않았는지 설명하여야 한다. 기존에는 환경

에의 악 향에 한 정보가 부족하여 안의 검토가 어려운 경우에 행정

청은 ‘최악의 경우 분석(worst case analysis)’이 요구되었으나, 환경질 원

회의 규칙이 개정되면서 규정이 폐지되었다. 

법원은 안에 한 검토가 제 로 이루어졌는지에 하여도 합리 인

사람의 에서 그 안이 상세한 검토를 요할 만큼 충분히 요한지

여부를 단하는 합리성 기 (rule of reason)을 용하고 있다.98) 이에

한 구체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나. 련 례

환경 향평가서에 어떠한 안이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한 표 인

96) 40 C.F.R. §1502.14 : This section is the heart of the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97)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NRDC) v. Morton, 58 F.2d 827(D.C. Cir. 

1972) 
98) NRDC v. Morton, 58 F.2d 827(D.C. Cir. 1972), Vermont Yankee Nuclear Power 

Corp. v. NRDC, 435 U.S. 519(1978), Dubois v. Department of Agriculture, 102 

F.3d. 1273(1st Cir. 1996), New Mexico ex rel. Richardson v. Bureau of Land 

Management., 565 F.3d 683(10th Ci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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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는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NRDC) v. Morton 사건99)이다. 

미 내무성이 닉슨 통령의 에 지 정책의 일환으로 루지애나 동부의 침

수지 80 tracts에 하여 가스 석유 시추를 한 임 를 시도하자 원

고인 환경보호 회가 내무성을 상 로 국가환경정책법에 따를 것을 요구

한 사안이다. 원고는 내무성이 환경 향평가를 하면서 오일쿼터의 완화

등 에 지 문제에 한 다양한 안들을 검토하지 않았음을 지 하면서

당해 사업의 환경 향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안검토는 반드시 필요하

다고 주장하 다. 임 지역은 미국에서 가장 거 한 하구와 습지에

인 한 지역으로, 만약 앞바다에서 실질 으로 기름이 유출될 경우, 생태

계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 인정되는 상황이었다. D.C.항소법원은 합

리성의 기 으로 볼 때, 자신의 할 안에 해당하는 안의 검토만이 가

능하다는 내무성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내무성은 자신의 할에

한정됨 없이 연방 정부의 할이 미치는 범 내의 모든 합리 인 안

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시하 다. 한 환경 향평가서에는 합리 인

안들이 환경에 미칠 향에 해서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시

하 다. 결국, 법원은 연방 입법이나 행정조치를 통해 에 지 수요를 충

족시킬 수 있는 다른 안들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경보호 회

의 지명령(injunction) 신청을 인용하 다. 

Morton 사건의 합리성 기 은 범 한 안의 검토를 요구하기 때문

에 그에 따르는 경우 상행 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모든 문제 들이

비교가능한 형태로 취합되어 단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장 이 있

고, 최 한 많은 안들을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 제시안 는 행

정청 제시안의 장단 을 비교 단하게 하여 경제, 기술 측면 뿐 아니

라 환경 인 측면에서도 최 의 안이 선택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

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100)

99) NRDC v. Morton, 458 F.2d 827(D.C. Cir. 1972)
100) 이비안, 환경 향평가제도에서 안의 검토 필요성: 합리  안과 부작  안, 

환경법 연구 제32권 1호(2010), 38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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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연방 법원은 Vermont Yankee Nuclear Power Corp. v. NRDC 

결101)에서 Morton 결의 합리성 기 (Rule of Reason)을 그 로 사용하

면서도 합리 안의 범 를 실행가능성이 안으로 한정하고자 하

다.102) 사건은 원자력 발 소를 설치하려는 원고에 한 원자력규제

원회(NRC)의 허가와 련하여 원자로의 건설이 주변환경에 미칠 향

에 하여 작성된 환경 향평가서가 에 지보 과 련된 안을 제 로

검토하지 아니한 결함이 있는지 여부가 쟁 이 된 사안이다. 연방 법원

은 합리 인 안이 무엇인지에 하여는 직 정의하지는 아니한 채 환

경 향평가서의 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안도 있다고 하면서 가능한

모든 안이 환경 향평가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국가환경정책법

의 규정에 따른 환경 향평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국가환경

정책법은 행정기 으로 하여 환경 향평가서를 작성하면서 모든 가능

한 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향평가서 작성 당시

를 기 으로 행정기 이 실행가능한(feasible) 한 안을 연구, 개발

하여 그 타당성을 심의하도록 요구한다고 해석하면서 원자력발 소의

안으로 에 지 약 책을 마련할 것이 요구되지는 않는다고 단하

다. 환경 향평가 당시 실 가능성에 한 정보가 부족한 안까지 고려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103)

Dubois v. Department of Agriculture 사건104)의 경우, Loon Mountain 

Recreation Corporation이 운 하던 White Mountain National Forest에 치

한 스키리조트는 스키장시설을 확 하기 하여 삼림청에 확장허가를 신

청하 고, 삼림청은 환경 향평가서를 작성하고 6가지 안을 검토한 뒤

이를 허가하 다. 이에 시민들은 삼림청을 상 로 허가를 취소해 달

라는 소송을 제기하 는데 원고들의 주된 청구원인은 삼림청이 스키장

101) Vermont Yankee Nuclear Power Corp. v. NRDC, 435 U.S. 519(1978)
102) 이비안, 같은 논문, 385면.
103) Jason J. Czarnezki, Defining the project Purpose under NEPA, The University 

of Chicago Law Review(2003)
104) Dubois v. Department of Agriculture, 102 F.3d. 1273(1st Cir.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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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허가를 하면서 작성한 환경 향평가서에는 모든 합리 인 안들이

검토되지 아니하여 국가환경정책법의 규정에 반된다는 내용이었다. 이

에 하여 지방법원에서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항소법

원은 1심 결을 기하고 삼림청이 작성한 환경 향평가서는 천연 호수

의 물을 을 제조하는데 이용하는 신 인공 인 수지를 만드는 안

을 검토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합리 인 안을 검토하여야 한다는 국가

환경정책법의 규정을 반하 다고 시하 다. 

3. 감 안에 한 검 가 루어 는지 

가. 일반론

부정 환경 향에 한 감방안은 환경에 한 결과가 공평하게 평

가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하여야 하므로 형식 인 묘사에 그치는 검토는

국가환경정책법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환경

향평가서에 경감조치의 논의를 요구하는 것은 행정청으로 하여 경감조

치를 공식 으로 채택하거나 실행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이 법원의 태도이다.

나. 련 례

Neighbors of Cuddy Mountain v. United States Forest Service 사안105)에

서 환경단체는 삼림청이 국유림에서의 목재 벌목과 매 허가를 허가하

면서 작성한 환경 향평가서는 국가환경정책법에 반된다고 주장하

다. 

법원은 삼림청이 벌목으로 인한 퇴 물의 증가로 주변하천에 서식하는

105) Neighbors of Cuddy Mountain v. United States Forest Service, 137 F.3d 

1372(9th Cir.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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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redband trout)에게 부정 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서식지의 퇴 물 증가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 감방안을 마련하지 아

니한 채 벌목이 결국 하천 생태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추상 으로 기

재한 것은 감방안의 미비로 인한 국가환경정책법 반이라고 단하

다. 결 당시 당해 국유림에서의 벌목은 이미 상당부분 진행 이었

는데 법원은 국가환경정책법에 부합하는 환경 향평가가 이루어질 때까

지 향후의 벌목을 지하 다. 

Robertson v. Methow valley citizen council 사안106)에서 원고는 국유림

에서의 스키리조트 건설허가에 있어 환경 향평가가 유해한 환경 향에

한 완화조치를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하여 부 하다고 주장하 다. 

연방 법원은 원칙 으로 환경 향평가에 있어 부정 환경 향의

감방안에 한 합리 이고 완 한(reasonably complete) 검토가 필요하고, 

그와 같은 검토가 락된다면 국가정책법의 의무부가 (action-forcing) 기

능이 약화된다고 보면서도, 행정청이 그와 같은 감조치를 직 실행하

거나 실행에 한 계획을 세울 것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시하

다. 이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원심을 기하 다.

Ⅲ. 행 청  결 에 한 사 심사 

다음으로, 법원이 환경 향평가서의 검토 이후에 내려진 행정청의 최

종 결정에 하여 실체 인 사법심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바, 이는 당해 사업을 시행할 경우 환경에 막 한 피해를 것이 환경

향평가서에 의해 명백하게 밝 진 상황에서 행정청이 사업을 강행하는

경우, 법원이 국가환경정책법을 이유로 행정청의 결정을 실질 으로 번

복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이에 한 항소법원의 태도는 나뉘어져 있었는데, 다수 견해는 국가환

106) Robertson v. Methow valley citizen council, 490 U.S. 332(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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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책법은 명백히 행정청에 환경 가치에 의한 실체 한계를 부여하

으므로 만약 그 한계를 벗어난 결정을 하는 경우 법원이 사법 단을

통해 실체 단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연방 법원은

Strycker’s Bay Neighborhood Council, Inc. v. Karlen 사건에서 연방항소법

원의 결을 기하면서 행정청이 국가환경정책법의 차에 따른 이후에

어떠한 결정을 내렸다면, 법원이 할 수 있는 일은 단지 행정청이 환경

결과들을 고려하 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고, 행정청이 재량의 범

내에서 선택한 결정에 하여 참견할 수 없다고 시하 다.107) 

이러한 법원의 태도는 Robertson v. Methow valley citizen council 사

건108)에서 그 로 이어지는데, 사건은 삼림청이 국유림에 스키리조트

의 건설을 허가하자 원고가 환경 향평가서의 완화조치가 미흡함을 이유

로 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 연방 법원은 국가환경정책법에서 요구하는

감방안의 검토는 연방의 할 밖에 있는 감방안까지 강구해서 실행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님을 이유로 항소심의 결정을 기하 다. 

한, 국가환경정책법은 행정청에 환경 결과를 고려한 뒤 단할 것을

요구할 뿐 이에 나아가 어떠한 실체 의무를 부여한 것이 아니므로 행

정청의 의사결정이 국가환경정책법 상의 차를 수하 을 경우에는 그

결정이 명하지 않다고 (unwise) 하더라도 NEPA를 반한 것이 아니라

고 시하 다. 

나아가 “당해 사업으로 인한 부정 인 환경 향이 하게 평가되었

다면 행정청이 그러한 환경 희생보다 다른 가치를 우선하는 결정을 내

린다고 하더라도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여 제약받지 않는다. 만약 삼림

청이 국가환경정책법의 차 인 제조건을 모두 따른 이후에 Sandy 

Butte에 스키장을 설치하여 발생하는 이익이 이 사건 특별사용허가를 정

당화한다고 결론을 내렸다면, 그로 인해 사슴의 15%, 50%, 아니 100%가

모두 죽는다고 하더라도 환경정책기본법을 반한 것이 아니다”라는

107) Strycker’s Bay Neighborhood Council, Inc. v. Karlen, 444 U.S. 223(1980)
108) Robertson v. Methow valley citizen council, 490 U.S. 332(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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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를 함으로써 국가환경정책법상의 규정들은 특정한 환경친화 결론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차를 수하도록 규정한 것이라는 을

명확히 하 다. 

이와 같은 연방 법원의 입장은‘ 차가 정하면 실체도 정하기 마

련’이라는 에서 삼권분립에 근거하여 행정재량에 한 사법심사를

자제하는 미국 사법부의 통 인 태도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에 한 학설의 입장은 법원이 국가환경정책법에 구 된 국회의 환경

존 의 의도를 무시하고 실체 단을 회피하는 것은 제102조의 문언에

비추어 정당하지 못하다고 비 하거나,109) 국가환경정책법을 실체법 ㆍ

차법 성격 모두를 지닌 것으로 해석하여 행정기 의 의사결정에

한 실체법 심사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110) 그러나 국가환

경정책법을 순수하게 차 인 규정으로 악하는 연방 법원의 태도에

는 재까지 변함이 없다. 

Ⅳ. 가 경 책   연 원  결 

1. 연 원  결 결과 

1969년 국가환경정책법이 제정된 이후 재까지 연방 법원에서 국가

환경정책법과 련하여 본안 단을 한 사안은 아래 표와 같이 총 17건

으로 모두 정부와 사업자측이 승소하 다.111)

109) Daniel A. Farber, Environmental law in a nutshell, p.54.
110) Jason J. Czarnezki, Revisiting the tense relationship between the U.S. Supreme 

Court, Administrative Procedure and the NEPA, Stanford Environmental Law 

Journal(2006), Vol 25, p.3, James T. B. Tripp & Nathan G. Alley, Streamlining 

NEPA's Environmental Review Process:Suggestions for Agency Reform, 12 

N.Y.U. Environmental Law Journal p. 74(2003) 
111) 아래 언 된 사건  상당수는 이미 앞에서 그 사안과 구체  시에 하여 

살펴보았으나 일목요연한 정리를 하여 선고된 순서에 따라 다시 결요지를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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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결정 

비율
관련 판결요지

1 U.S. v. SCRAP (1973) 6-2

국가환경정책법에서 추구하는 정책과 목적

은 다른 연방행정청에 적법하게 부여된 정

책과 목적에 부수하는 것으로 다른 법령을 

폐지할 의도를 함축적으로도 가지고 있지 

않다. 

2
Aberdeen & Rockfish 

RR v. SCRAP (1975)
7-1

환경 향평가는 당해 행정청이 환경에 향

을 미치는 행위를 공개적으로 제안하고 청

문회를 실행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3

Flint Ridge 

Development Co. v. 

Scenic Rivers 

Association of OK 

(1976)

8-0

국가환경정책법에서 추구하는 정책과 목적

은 다른 연방행정청에 적법하게 부여된 정

책과 목적에 부수하는 것으로 다른 법령을 

폐지할 의도를 함축적으로도 가지고 있지 

않다. 

4
Kleppe v. Sierra Club 

(1976)
7-2

환경 향평가서는 입법과 연방의 주요한 행

위를 위한 제안에 관한 모든 건의나 보고에 

대하여 요구되지만, 특정 제안을 고려하거

나 형성하는 단계에서는 요구되지 않는다. 

5

Vermont Yankee 

Nuclear Power Corp. 

v.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1978)

7-0

환경 향평가서의 대안은 당해 행정기관이 

실현가능한 범위 내에 있어야 하고, 법원은 

행정청이 국가환경정책법상의 절차적 요건

을 충족하는 한 행정청의 판단을 대신하여

서는 아니된다.

6
Andrus v. Sierra Club 

(1979)
9-0

환경 향평가서는 입법과 연방의 주요한 행

위를 위한 제안에 있어 요구될 뿐 예산삭감

의 경우에는 요구되지 않는다. 

7

Strycker's Bay 

Neighborhood 

Council,

Inc. v. Karlen (1980)

8-1

행정청이 결정을 함에 있어 환경 향을 고

려한 이상 국가환경정책법은 환경에 대한 

염려가 다른 고려사항보다 우위에 놓일 것

을 요구하지 않는다. 

8

Weinberger v. 

Catholic Action of 

Hawaii (1981)

9-0

정보공개대상에서 제외되는 핵무기의 저장

과 관련한 가정적 환경 향평가의 작성은 

요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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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Metropolitan Edison 

v. People Against 

Nuclear Energy (1983)

9-0

국가환경정책법은 연방의 행위로 인한 모든 

향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 환경(physical environment)상의 변

화와 합리적으로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는 

향에 대한 평가를 요구한다.

10

Baltimore Gas & 

Electric Co. v.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1983)

8-0

국가환경정책법은 환경에 대한 염려가 다른 

고려사항보다 우위에 놓일 것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행정청이 전문적 판단을 통해 환

경 향평서를 작성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에는 그 판단이 자의적(arbitrary or 

capricious)이지 않는 한 존중하여야 한다. 

11

Robertson v. Methow 

Valley Citizens 

Council (1989)

9-0

국가환경정책법이 행정청으로 하여금 저감

방안을 직접 실행하거나 실행할 계획을 세

울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12

Marsh v. Oregon 

Natural Resources 

Council (1989)

9-0

전문가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할 경우, 

행정청은 추가 환경 향평가서(SEIS)의 작성

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자신에

게 소속된 전문가의 의견을 따를 수 있다. 

13

Robertson v. Seattle 

Audubon Society 

(1992)

9-0

하급심에서는 추가환경 향평가서 작성 여

부가 문제되었으나 상고심에선 문제되지 아

니함

14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v. 

Public

Citizen (2004)

9-0

환경평가서(EA)는 행정청이 통제할 수 없는 

결과까지 고려하여 환경 향평가서를 작성

할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15

Norton v. Southern 

Utah Wilderness 

Alliance (2004)

9-0

연방의 주요한 행위가 더 이상 계속되지 않

는 경우에는 보충적 환경 향평가서(SEIS)가 

요구되지 않는다. 

16

Winter v.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2008)

5-4

국가환경정책법은 행정청에게 특정한 결론

을 낼 것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으

로 하여금 정책결정을 함에 있어 환경에 미

칠 향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아 신

중하게 고려할 절차적 요건을 부담시킬 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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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Monsanto Co. v. 

Geertson Seed Farms 

(2010)

7-1

행정청은 경우에 따라 환경 향평가서가 완

전히 준비되기 전에도 조치를 취할 수 있

다. 

연방 법원에서의 주된 쟁 은 당해 사안에서 환경 향평가서 는 보

충 환경 향평가서가 요구되는지, 환경 향평가서에 어떠한 안이나

감방안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국가환경정책법 는 환경질 원회의 규

칙들이 행정청에 련 규정을 차 으로 수할 것을 요구하는데서 나

아가 환경에 한 고려를 우선할 것까지 요구하는지, 당해 사업에 한

지명령이 타당한지 등이었다. 이에 하여 연방 법원은 행정청이

련 규정에 따라 합리 인 범 에서 안과 감방안이 포함된 환경 향

평가서를 작성할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실 가능성이 없는 안이나 감

방안의 실행까지 검토할 필요는 없다고 시하 고, 행정청의 문 인

단을 존 하는 입장에서 추가보고서 작성이 필요한지 여부를 단하

으며, 국가환경정책법이 행정청에 요구하는 것은 련 차에 따라 환경

향에 한 정보를 제공받은 뒤 신 히 단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일

뿐 환경 향을 우선하여 고려할 실체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님을 명

확히 하 다.

2. 연 원  태도에 한 미  학계  

국가환경정책법 련 사건들이 연방 법원에서 모두 정부와 사업자측

의 승리로 끝나자, 많은 학자들은 환경법과 환경보호론자에 한 연방

법원의 의(hostility)가 결을 통해 드러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연방

법원이 국가환경정책법의 실체 규범력을 부인한 을 주로 비 하고

있다.112) 연방 법원은 가장 최근의 Monsanto Co. v. Geertson Seed Farms 

112) Donald N. Zillman & Peggy Gentles, NEPA’ Evolution: The Decline of 

Substantive Review, 20 Environmental Law 505, 506 (1990) (describing the 

“Court's almost invariable hostility to the ‘environmentalist’position”in NE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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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에서도 환경보호론자의 손을 들어 유 자조작작물인 알팔 의 재배

지 가처분을 인용한 원심을 기하 는데, 이에 한 학계의 반응은

상한 결과라는 것이었다.113)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환경보호론자의 완벽한 패배와 달리 결의 구

체 면면을 살펴보면, 그와 같이 일방 인 패배로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

다는 반론도 있다.114) 해군이 수 음 탐지기를 이용하여 군사훈련을 하

는 것이 해양 포유류에게 해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Winter v.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사건에서 정부는 환경 향평가가 불필요하다는

기존의 주장을 철회하고 환경 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함으로써 군사훈

련의 공익상 필요를 인정받아 지명령을 취소하는 결을 받아 내었는

데, 이와 같이 정부가 승소를 이끌어내기 해서 상당한 양보를 한 경우

가 많다는 것이다. 한, Robertson v. Methow Valley Citizens Council 사건

과 같이 감방안에 한 상세한 논의가 환경 향평가서에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한다는 시가 제시되는 등 요한 성과가 있었다는 과 그로 인

해 국가환경정책법이 여 히 행정청의 정책 결정에 심 한 향을 미치

는 환경법규로서 기능하고 있는 실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나아가 와 같은 정부의 승리는 국가환경정책법과 환경질 원회의 규

칙에서 요구하는 차들이 모든 사안에서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

로 충실히 이행되었다는 사실에 기반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견해도 있다. 즉, 연방 법원에서 정부가 승소한 것은 정부와 산업계가

당해 사안에서 련 규정에 따라 정하게 환경 향평가서를 작성하고, 

cases), Richard E. Levy & Robert L. Glicksman, Judicial Activism and Restraint 

in the Supreme Court's Environmental Law Decisions, 42 VAND. L. REV. 343, 

346–7 (1989) (characterizing Supreme Court precedent, including NEPA cases, 

as evidencing the Court's hostility toward environmental-protection law). Daniel 

A. Farber, Is the Supreme Court Irrelevant? Reflections on the Judicial Role in 

Environmental Law, 81, Minn. L. REV, 547(1997)
113) Richard Lazarus, 앞의 논문, 1525.
114) Richard Lazarus, 앞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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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와 주민들의 의견수렴 차 등을 제 로 진행하 기 때문으로, 만

약 행정청이 국가환경정책법에 의한 차 요건(procedural requirements)

에 한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은 사안이 있었다면 법원은 환경단체의

편을 들었으리라 상된다는 것이다.115) 

Ⅴ. 경 향평가 에 한 사 심사  한 변

1970년 에 연간 약 2000건의 환경 향평가서가 작성되고, 환경단체가

연방 행정청을 상 로 제기한 환경소송에서 환경단체가 승소하는 경우가

늘어나자 국가환경정책법은 환경법 분야의 권리장 으로까지 칭해지게

되었다. 이후 연방 법원에서 환경단체의 승소 결이 기되면서 국가환

경정책법이 행정청에 실체법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차법 규정

이라는 이 명확해지는 하 으나 국가환경정책법이 미국 사회에 미친

향을 매우 크다. 행정청은 환경 향평가서를 제 로 작성하지 않을 경

우 당해 사업이 단될 기에 처하게 되는 까닭에 환경 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사안의 경우에는 스스로 무리한 사업 추진을 포기하고 있다.116) 

그리고 많은 경우, 행정청은 작성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환

경 향평가서의 작성을 피하기 해 환경에 미치는 부정 향을 이

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수정한다. 이로 인해 연방행정청이 작성하는 환

경 향평가서의 수는 1970년 의 연간 약 2000여건에서 계속 으로 감

소하여 2000년 에는 연간 약 500건으로 감소되었다.117)

환경에 요한 향을 미치는 연방행정청의 행 를 함에 있어 행정청

스스로 환경 향에 하여 고려한 뒤 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시민에게

115) Zachary Green, 앞의 논문.
116) 실제 소송이 제기된 많은 사안에서 행정청이 사업 계획을 철회한다고 한다. 

Daniel A. Farber, 앞의 책, 55면.
117) 2004년 기 으로, 연방행정청이 작성한 환경 향평가서는 약 600건이고, 국가환

경정책법과 련한 연방법원의 사건 수는 156건이며, 이 에서 11건에 하여 

지명령이 인용되었다. Environmental law, Steven Ferrey, 9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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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향에 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국가환경정책법의 두가지 목 은 환

경소송에서 환경론자들이 승소하는지 여부와 무 하게 달성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5  미  원  시사

Ⅰ. 미  경 향평가에 한 사 심사  특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미국은 환경 향평가서의 작성 주체가 사업을 제

안하는 연방 행정청이고, 환경 향평가서 자체를 심사 상으로 한 사법

심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특징이 있다. 이에 따라 미국 법원은 당해 사업

에 환경 향평가서의 작성이 요구되는지 여부, 환경 향평가서를 작성한

경우 그 내용이 국가환경정책법의 련 규정에 따라 정하게 작성된 것

인지 여부에 하여 구체 으로 단하고 있다. 

다만, 행정청이 련 규정을 수하여 정하게 작성된 환경 향평가

서에 따라 환경 향을 고려하여 어떠한 결정을 내린 경우에는 그 결정의

옳고 그름에 하여 실체 단을 하지 않고 있다. 즉, 차규정을 수

한 이상 행정청이 환경 향평가서의 내용을 고려하여 내린 결정은 행정

청의 재량 단에 한 사법심사 기 인 쉐 론 원칙(Chevron Doctrine)118)

118) Clean Air Act에서 정하고 있는 고정오염원(stationary source)의 개념을 ‘bubble 

concept'로 이해할 수 있는지에 한 행정법규의 해석이 문제된 Chevron U.S.A 

Inc. v.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Inc(1984) 결에서 선언된 법원의 

행정재량에 한 사법심사기 이다. 구체 인 내용은, 먼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쟁 에 하여 의회가 직 으로 입장을 밝히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 의회의 의

도(intent)가 명백한 경우에는 명시 으로 표시된 의회의 의사가 충분히 실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다음으로 의회의 의사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해당 사건의 본안에 하여 직  단할 것이 아니라 행정청의 법률해석이 합리

인 것으로서 허용될 수 있는(permissible) 범  내의 해석인지 여부만 단하고 

만약 그 다면 행정청의 법률해석의 결과를 존 하는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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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용되는 역이 되고, 그 결과 법원은 행정청의 단을 존 하는 결

론에 이르게 된다.119) 

와 같은 사법심사를 통해 미국 법원은 환경 향평가서의 작성을 요하

는 행 임에도 환경 향평가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청에 환경

향평가서의 작성을 명하고, 환경 향평가서가 작성되기는 하 으나 합

리성의 기 에 비추어 환경조사, 안이나 경감방안의 마련이 제 로 되

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정한 환경 향평가서가 마련되기 까지 사업

진행의 지를 명하는 방식으로 환경 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Ⅱ. 우리나라  경 향평가에 한 사 심사에 어 시사

미국 법원은 환경 향평가제도를 온 히 차 제도로 이해하면서도

환경 향평가서의 내용이 정한지 여부에 하여 단하되, 환경 향평

가서의 내용이 정한 경우에는 행정청이 내린 구체 결정의 당부에

하여는 실체 단을 하지 않는다. 반면, 우리 법원은 내용이 부실한 환

경 향평가에 근거하여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도 그러한 하자를 사실상

처분의 독자 인 법사유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처분의 재량권 일탈

ㆍ남용 여부를 단하는 과정에서 환경 향평가의 하자를 고려하여 단

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새만 사건이나 4 강 사건에서 보았듯이 범 한 정치

ㆍ정책 재량이 인정되는 규모 건설사업에 한 행정청의 결정에

하여 사법부가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을 면 으로 심사하여 결론을 내

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환경소송에서 처분의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는 공익과 공익 는 공익과 사익 간의 이익형량의 문제로 귀결되는

이다. 

이에 한 상세한 논의는 허성욱, 행정재량에 한 사법심사기 에 한 소고- 

미국 행정법상 쉐 론 원칙과 해석규범의 기능과 상호 계를 심으로- 참고, 공

법연구 제41집 제3호(2013. 2.)
119) 이비안, 하자있는 환경 향평가의 효력, 공법학연구 17(2016. 2), 28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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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법원이 가진 비례원칙이라는 기존의 재량행 단기 120)으로 복잡

다단한 정책 결정의 법성을 단하는 것이 쉽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한 법원이 행하는 환경이익과 개발이익 사이의 비교형량이 행정청이

행한 비교형량에 비하여 확실하게 더 정확하거나 타당하다고 자신을 갖

기도 어렵다.121) 

실제로 새만 사건에서 법원은 공공사업의 경제성 분석에 있어서는

경제성 평가 당시의 공공사업의 투자분석이론이나 재정학 는 경제학

이론 등에 따라 그 분야의 문가들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분석 담

당 문가의 견해 차이에 따라 분석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

공투자분석 문가들이 이견을 고려하여 편익과 비용 일부 항목을 포

함시키거나 제외시키는 등의 여러 가지의 경우를 조합하여 각종 시나리

오를 만들어 일정한 원칙에 따라 경제성을 분석하 다면, 시나리오의

설정 자체나 시나리오의 부가 합리성을 결여하 음을 입증하지 아

니하는 한 그 어느 한 시나리오에 포함된 특정 일부 항목이 편익이나

비용에 잘못 산입되었다거나 그 평가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지 하여 사업

체에 하여 경제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올바른 탄핵방법이 될 수

없다고 하 다. 이 결에서의 이러한 언 은 정치 ㆍ정책 재량이 인

정되는 공공사업에 한 심사방법에 있어서 법원이 행정청의 문

단을 존 하여 그 단과정의 합리성에 하여 심사하겠다는 뜻으로 이

해된다.122) 

나아가, 환경권과 련된 소송에서 법원이 행정청을 신하여 정책결

정을 면 으로 심사하는 것은 권력분립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

다. 환경권과 련된 소송에서는 환경의 보 을 통한 국민의 복리증진이

라는 공익과 국토와 산업의 개발로 인한 공익, 인근 주민의 환경상 이익

120) 행정청의 재량에 한 사법심사기 에 하여는 이 창, 환경소송에서 행정청의 

재량에 한 사법심사의 방법과 한계, 사법논집 제49집(2009) 참조.
121) 이비안, 앞의 논문, 289면.
122) 임 호, 새만 사건 결의 주요 쟁 , 정의로운 사법: 이용훈 법원장 재임기

념, 사법발 재단(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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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사업자측의 재산상ㆍ사업상 이익이 복잡하게 얽 있고, 이러한 이익

사이의 형량을 요구하는 환경소송은 하나의 정답을 도출하기 어려운

립ㆍ상충하는 가치 사이의 조정문제(coordination problem)이다.123) 그리고

이러한 조정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방향으로든 해결책(‘매듭’)의 마련이

요한데, 민주주의는 조정문제의 매듭을 민주 정통성이 큰 정치부분

에 맡겼다고 보이기 때문이다.124) 그리고 행정 료의 재량 결정 한

민주 결정과정의 연장선상, 즉 국민→의회→행정 료로 이어지는 민주

정통성의 계보를 잇고 있다는 에서 행정부의 재량 단에 한 사법

부의 존 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이는 미국 연방 법원이 행정재량에

한 사법심사를 함에 있어 취하고 있는 기본 인 태도이기도 하다. 

그러나 범 한 재량이 인정되는 정책 ㆍ 문기술 단에 한 사

법심사에 와 같은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사법심사를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환경 가치에 한 재인식으로 인하여 행정청의 요한 정책

단에 하여 환경 에서의 검토를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요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각종 정책결정을 함에 앞서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사 견제장치들은 제 로 수되었을 경우 행정청의

단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수되지 않았을 경우 사법통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에서 그 역할이 요하다고 할 것이다. 환경 향평가제도가

바로 그와 같은 사 차로서 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125) 

따라서 내용이 부실한 환경 향평가에 한 사법심사를 함에 있어서도

행정청의 구체 인 결정인 처분의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를 단하면서

환경 향평가의 하자를 하나의 요소로 고려하는 방식보다는 미국 법원과

같이 차 통제의 측면에서 행정청이 련 법령에 따라 정하게 작성

된 환경 향평가서에 기 하여 정책 단을 내릴 기회를 부여받았는지

123) 조홍식, 환경법의 해석과 자유민주주의, 서울 학교 법학 제51권 제1호(2010년), 

262-267면 참조.
124) 조홍식, 물경시정치, 서울 학교 법학, 제49권 제3호(2008년), 114-120면 참조.
125) 이유 , 2012년 한국사회의 환경쟁 과 법원의 사법 단:사 강 정비사업 련 

행정소송을 심으로, 환경법연구 제35권 제1호(2013), 1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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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에 주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즉, 행정청이 법령이 요구

하는 수 의 환경 향평가서를 제출받지 못하여 환경 향에 한 고려를

제 로 하지 못한 채 처분을 내린 경우에는 이를 당해 처분의 차 하

자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한 구체 논의는 다음 장에서 계

속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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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용  실한 경 향평가  근거한 

처   단

1   해  타당  검

Ⅰ. 경 향평가  미실시한 경우

환경 향평가는 그 자체로는 처분성이 없어 항고소송의 상이 될 수

없으므로 환경 향평가의 하자는 환경 향평가에 근거한 사업계획승인처

분의 법성을 단하는 과정에서 간 으로 사법심사의 상이 된다. 

그런데 환경 향평가는 사업계획승인처분의 차에 해당하므로 환경 향

평가의 하자는 그 내용이 차상 하자이든 내용상 하자이든 원칙 으로

후행 승인처분의 차상 하자로 수렴된다고 할 것이다.126)

따라서 환경 향평가가 요구되는 사업을 승인함에 있어 환경 향평가

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승인처분을 하 다면 그 승인처분은 당해 처분

에 직 으로 요구되는 필수 인 차를 온 히 락한 한 하자로

인해 곧바로 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환경 향평가를 거쳐야 하는

지가 명백한지 여부에 따라서 처분이 당연 무효인지 아니면 취소사유에

불과한지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이와 동일한 단을 하고 있는 례

는 환경 향평가의 미실시 자체를 승인처분의 한 하자로 인정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

Ⅱ. 경 향평가  실시한 경우

환경 향평가를 실시하기는 하 는데, 환경 향평가법이 요구하는 주

민의견수렴 차를 제 로 거치지 아니하 거나 환경 향평가법령이 요구

126) 박균성, 앞의 책, 3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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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환경 향평가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락된 환경 향평가서

가 작성된 경우에도 승인처분이 곧바로 법해지는 여부는 단정 으로

단하기 어렵다. 처분과 련된 모든 차상 하자가 곧바로 처분의

법성으로 연결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때에는 환경 향평가법의

입법취지 환경 향평가제도의 기능, 구체 인 규정 내용, 하자의 경

과 사후 치유 여부 등을 종합 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먼 환경 향평가법의 입법취지는 환경에 향을 미치는 계획 는

사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향을 미

리 측ㆍ평가하고 환경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 환경 이고 지속가

능한 발 과 건강하고 쾌 한 국민생활을 도모하고자 함이다. 그리고 환

경 향평가는 승인기 인 행정청이 환경 향평가의 상이 되는 사업계

획의 승인여부를 단함에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의사결정을 지

원하고 사업계획이 보다 환경보 에 합한 방법으로 나아가도록 유도하

는 기능을 갖는다. 따라서 환경 향평가를 실시하 더라도 환경 향에

한 측과 보 방안 마련이 제 로 되지 않아 행정청이 승인여부를

단함에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 다고 단되는 경우에는, 환

경 향평가제도의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할 것이므로, 이

에 근거한 승인처분은 차상 하자로 인해 법하다고 보아야 한다.127) 

그런데 환경 향평가법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그 상사업의 범 와

환경 향평가 의회의 심의에 의한 구체 인 평가항목ㆍ범 의 결정, 환

경 향평가서 안에 한 주민의견 수렴, 환경 향평가서의 의 등의

차에 하여는 법률에서 직 규정하고 있는 반면, 환경 향평가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에 하여는 시행령에서 간략히 규정하면서 상세한

내용을 환경부 고시인 작성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 환경

향평가서에 포함되는 내용은 환경 향평가 의회의 심의를 통한 환경

향평가항목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공람ㆍ공고, 주민설명

회와 같은 주민의견 수렴 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경 향평가법

127) 례는 차상 하자를 독립된 취소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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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직 반한 것이 바로 확인되어 승인처분의 법성을 인정하기 용이

한 반면 환경 향평가의 내용상 하자는 이러한 하자의 존재 여부를 악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특이 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환경 향평가 하자를 차상 하자와 내용상 하자로 구별하여 단하는

것은 나름 유용하고, 차상 하자의 경우에는 내용상 하자에 비하여 처

분의 법성을 인정하기 용이한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이다.

물론 차상 하자의 경우도 구체 으로 살펴보면 그 단이 항상 명확

한 것은 아니다. 경미한 하자의 경우에는 그로 인해 항상 처분이 법해

진다고 단언하기 어렵고, 하자가 사후에 치유될 수도 있으며, 다음의 사

안과 같이 형식 으로는 주민의견 수렴 차를 거치긴 하 으나 실질 인

주민의견 수렴 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어 차상 하자를 인정함이 상당

한 경우도 있다. 

법원은 환경 향평가서 안에서 송 선 경과지에 한 두 개의

안 제1안을 최 안으로 보아 제1안에 한 공람ㆍ공고 주민설명회

가 이루어졌으나 실제 결정은 제2안으로 이루어진 사안에서, 피고 참가

인이 작성한 환경 향평가서 안은 제1안에 한 환경 향평가일 뿐 제

2안에 해서까지 환경 향평가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안을 공람시키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것만으로는 제2안에 해서까지

공람ㆍ공고 주민설명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음을 이유로 와

같은 공람ㆍ공고, 주민설명회 등 주민의견수렴 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피고의 사업계획승인 처분은 포천시 일동면 주민들에 하여

의견수렴 차를 락한 시 구간에 있어서는 법하다고 단하

다.128)

한편, 환경 향평가의 내용상 하자에 하여는, 환경 향평가법이 규정

한 차에 따른 환경 향평가가 이루어진 이상 실체 인 내용의 정당성

한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내용상 하자는 처분의 독자 법사

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 한 가능하다. 그러나 환경 향평가제도가

128) 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두22832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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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사업의 실시로 인한 환경 향에 한 정보를 주민과 사업자에게 제공

하고 그에 한 의견을 수렴한 뒤 환경보 방안을 마련하고, 상 사업

이 행정청의 승인 등 처분을 필요로 하는 경우 행정청의 단을 한 자

료가 된다는 에서 환경 향평가의 내용상 하자의 의미를 그와 같이 축

소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나아가, 환경 향평가법 시행령과 작성규칙이

환경 향평가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 으로 정하고 있고, 환경

향평가법이 허 는 부실한 환경 향평가를 한 자에게 과태료 는

형사처벌을 하도록 직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 향평가법 시행규칙이

허 ㆍ부실작성의 구체 인 기 에 하여 정하고 있는 에 비추어 보

아서도 그러하다. 

특히, 환경 향평가서를 허 로 작성한 자에 한 벌칙 조항이 1997. 

3. 7. 법률 제5302호로 개정된 환경 향평가법에 도입된 이후 환경 향평

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징역형 는 벌 형이, 부실하게 작성

한 경우에는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계속 으로 처벌규칙이 강화된 것

은 환경 향평가법의 입법자들이 행정청에게“허 는 부실한 환경 향

평가에 기 하여 승인 등 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

로 해석함이 타당하다.129)

따라서 법원은 ① 환경 향평가의 기 가 되는 자료(지역개황조사, 환

경 황조사)를 고의 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② 환경 향평가

의 기 가 되는 자료(지역개황조사, 환경 황조사)에 락이 있는 경우, 

③ 환경 향에 한 측ㆍ평가가 제 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④

안이나 부정 환경 향의 감방안에 한 검토가 락되거나 제 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와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환경 향

평가제도를 둔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만연

129) 법률해석의 방법으로는 문리해석, 논리 ㆍ체계  해석, 역사  해석, 목  해

석이 있고, 법률해석방법의 우열에 하여는 심헌섭, 합리  법학방법론-분석  

에서, 법문사(2001), 214면 참조, 윤용희, 환경 향평가의 내용상 하자에 

한 사법심사의 방법, 스티스, 2012년, 29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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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원고의 주장을 배척할 것이 아니라 와 같은 하자가 환경 향에

한 측과 보 방안 마련이 제 로 되지 않아 행정청이 승인여부를 단

함에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정도에 이르 는지 여부를 구체

으로 논증하여야 할 것이다. 환경 향평가법이 환경 향평가서를 허

작성한 자에 하여 징역형과 벌 형을, 부실작성한 자에 하여 벌 형

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에 비추어 보면, ①, ②의 경우에는

법성의 인정이 더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130)

Ⅲ. 결

결국, 법원이 환경 향평가 자체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와 실시한 경

우를 구별하고, 환경 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 이를 차상 측면과 내용

상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피는 태도는 온당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환

경 향평가의 미실시의 경우에 그 명백성 여부에 따라 처분의 무효 는

취소사유로, 주민의견 수렴 차를 락한 경우에 처분의 독자 법사

유로 보는 태도 한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법원은 환경 향평가의 내용상 하자는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

향평가제도를 둔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만 처분의

취소사유로 보고 있는바, 내용상 하자를 그 부실에 정도에 무 하게 처

분의 취소사유로 볼 수는 없다는 에서 례의 기본 입장은 수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내용상 하자의 구체 인 태양 에 어느 경우가 과

연 환경 향평가제도를 둔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인지에 한

아무런 기 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에서 문제가 있다. 

법원이 환경 향평가가 이루어진 이상 환경 향평가의 내용상 부실

은 사실상 법 으로 문제삼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한 것이 아니한 환경

향평가의 내용상 부실의 여러 사안 에 어느 정도의 부실이 환경 향평

130) 김홍균, 앞의 책, 170면, 허 작성의 경우에 그 처분의 법성이 비교  쉽게 

인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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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제도를 둔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인지에 한 논의는 계속되

어야 한다. 이에 한 일률 인 기 을 제시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미

국 법원이 환경 향평가제도를 순수하게 차법 규정으로 이해하면서

도 환경 향에 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안에 검토가 부

실한 경우에“합리성의 원칙”에 따라 사법심사를 한 사례들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 제기되는 많은 환경소송의 구체 인 사

안을 통해 법원이 당해 환경 향평가에 어떠한 내용상 부실이 인정되는

지, 그 부실의 정도가 계 법령에 반되는지, 그로 인하여 행정청이 사

업의 승인여부를 단함에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 다고 볼

수 있는지에 하여 면 히 심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므로, 향

후 실무가 향 인 입장에서 구체 단에 나아가길 기 해 본다. 

이하에서는 어느 경우가 당해 처분의 법성이 인정되는 환경 향평가

의 내용상 하자가 될 수 있는지 즉, 환경 향평가제도를 둔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인지에 하여 구체 사례를 로 들어 살펴보기로

한다. 

2  별  검

Ⅰ. 경 향평가  가 는 료에 거짓 또는 누락  거나 

경 향  ㆍ평가가 실한 경우

1.  

환경 향평가법은 환경 향의 측ㆍ평가를 통한 정보제공 환경보

방안 마련이라는 환경 향평가의 목 을 달성하기 해서는 환경보

방안 그 안은 과학 으로 조사ㆍ 측된 결과를 근거로 하여 경제

ㆍ기술 으로 실행할 수 있는 범 에서 마련할 것을 환경 향평가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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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제4조 제2호). 나아가 환경 향평가법 시행규

칙 제23조는 환경 향평가의 기 가 되는 자료(지역개황조사, 환경 황

조사)의 거짓 는 부실 작성에 한 단기 을 제시하고 있고, 환경

향평가법은 환경 향평가의 기 가 되는 자료를 고의 으로 허 로 작성

한 때에는 사업자와 평가 행사는 2년 이하의 징역 는 2천만 원 이하

의 벌 에 처하고(제74조 제1항 제4호), 환경 향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

한 때에는 사업자와 평가 행사는 2년 이하의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있다(제76조 제2항 제3호). 

이와 같은 환경 향평가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환경 향에 한

과학 인 조사ㆍ 측은 환경 향평가의 가장 기본이 된다고 할 것이므

로, 환경 향평가의 기 가 되는 자료의 거짓 는 부실이 하고 치

유되지 아니하여 결과 으로 계획의 수립이나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

경 향에 한 조사ㆍ 측이 왜곡되거나 제 로 이루어지지 못하 다고

단되는 경우에는 환경 향평가의 부실의 정도가 환경 향평가의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 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

우에는 당해 승인처분의 법사유가 된다고 이 상당하다. 

2. 체  사

가. 새만 사건

새만 사건에서 사법심사의 상이 된 처분은 1991. 10. 17. 구 공수법

제4조에 기한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과 같은 해 11. 13. 농 근 화 진법

제96조 구 공수법 제9조의2에 기한 새만 사업 시행인가처분으로

각 처분의 무효여부를 단하는 과정에서 환경 향평가의 하자 여부가

문제되었다. 이에 하여 법원은 “새만 간척종합개발사업은 … 구 환

경정책기본법 제26조의 환경 향평가 상사업에 해당한다. … 농림부장

은 환경 향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수질 측시 내부 간척지에 발생



86

하는 오염부하량을 참작하지 않고 유역 내 인구 축산폐수 배출량 등

을 게 추정하여 수질 측을 하기는 하 지만, 그 담수호 내부의 양

식장은 오염요인이 많다는 이유로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이 바 는

등 환경 향평가 당시에 발생한 하자를 그 후에 보완하 고, 환경 향평

가서의 생태계 해양환경에 한 환경 향의 감방안이나 수질에

한 환경 향의 감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환경 향평가가

부실하고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 향평가 제도를 둔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여서 환경 향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시하 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례는 환경

향평가의 상임이 명백함에도 환경 향평가를 미실시한 경우를 당해

처분의 당연무효 사유로 보고 있다. 그런데 새만 사건은 환경 향평가

가 실시된 사안이므로 환경 향평가의 하자가 하다고 하더라고 처분

의 무효가 인정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례는 환경 향평가 당시의 하자가 그 후에 보완되었다고

인정하고 있어 하자의 치유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치유의 상이 되는

하자는 차법상의 하자(형식의 하자 포함)뿐만 아니라 실체법상(내용상)

의 하자도 포함하지만 하자의 치유가 주로 인정되는 것은 차와 형식의

하자의 경우이다. 법원은 하자있는 행정행 에 있어서 하자의 치유는

행정행 의 성질이나 법치주의의 에서 볼 때, 원칙 으로는 허용될

수 없으나 행정행 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 안정성을 보

호하기 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 내에서 구

체 인 사정에 따라 외 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한다.131) 법원이

사례에서 환경 향평가의 하자가 사후 보완을 통해 치유될 수 있다고 본

것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으나, 환경 향평가의 하자가 기본 으로 처

분의 차상 하자가 된다는 에서 행정청의 최종 결정 이 에 환경 향

평가의 부실한 부분이 보완되었다면 하자의 치유를 인정할 수 있다고 생

각한다.

131) 법원 1991. 5. 28. 선고 90 1359 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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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4 강(한강) 사건

국토해양부 등에서 발표한‘4 강 살리기 마스터 랜’에 따른‘한강 살리

기 사업’구간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한강 부분 사업실시계획승인처

분에 한 효력정지를 신청한 4 강(한강) 집행정지 사건에서 다수의견

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효력정지 요건인 ‘회복하

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으로 보상할 수 없

는 손해로서 이는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내지는 보상으로는 사

회 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는 참고 견

디기가 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고 시하면

서, 환경 향평가 상지역 근 지역에 거주하거나 소유권 기타 권리

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권 기타 권

리를 수용당하고 이로 인하여 정착지를 떠나 타지로 이주를 해야 하며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고 팔당지역의 유기농업이 사실상 해체

될 기에 처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손해는 으로 보상할 수

있는 손해일 뿐 아니라, 사회 념상 보상으로는 참고 견디기가 어렵

거나 히 곤란한 경우의 유ㆍ무형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고 단한 원심을 수 하 다.132) 

이에 반하여 반 의견은 환경 향평가서에서 보를 설치할 경우 유속이

느려져 유기오염원이 리되지 아니하면 부 양화가 래될 우려가 있다

고 하면서도 최신 3차원 수리ㆍ수질모형인 EFDC(Environmental Fluid 

Dynamics Code)를 사용하여 수질변화를 측한 결과, 하수처리시설ㆍ마

132) 환경소송의 집행정지에 있어‘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미를 다수의견과 같이 

악하는 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자연이 

한번 괴되고 나면  수 으로 돌아오는 것이 사실상 어렵거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 집행정지를 통해 사업을 정지할 경우 사정 결에 한 부담

감 없이 처분의 법성 여부를 단할 수 있다는 에서 환경에 한 심각한 피

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향 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

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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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하수도ㆍ산업폐수처리시설ㆍ가축분뇨처리시설의 신ㆍ증설, 하수 거의

정비, 하수ㆍ폐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 강화, 총인 처리시설 설치 등

수질개선 책을 용하면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오히려 수질이 개선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고 있으나, 수리ㆍ수질모형을 구체 으로

어떻게 용하 는지는 밝히지 아니하여 그 수질변화 측의 당부를 검

증할 수 없는 , 4 강 사업은 4 강 주변에서의 각종 개발사업과 그에

필연 으로 수반하는 오염부하량의 증가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있는

, 부 향화가 우려되는데도 련 항목이 완화 는 결여되어 있는 하

천 생활환경 기 을 남한강 구역에 일률 으로 용하는 것을 수질을

보 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

업의 시행으로 수질이 오염될 것이라고 우려할 만한 사유가 지 아니한

데도, 이 사건 환경 향평가서에서는 그와 같은 우려를 해소할 만한 근

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수질이 개선될 것이

라고 측하고 있어, 이 사건 환경 향평가서 수질 부분은 부실하다

고 볼 여지가 많다고 보았다. 나아가 이 사건 하천공사시행계획 등을 결

정하는 과정에서 련이익을 정당하게 교량하지 아니한 탓에 수질오염이

발생할 경우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지역 인근에

거주하거나 한강을 상수원으로 삼는 재항고인들의 생명이나 건강이 침해

될 것이고, 이러한 피해는 으로 보상할 수 없는 , 일단 수질이 오

염되는 등 자연환경이 훼손되면 이를 회복하기가 극히 어려울 것으로 보

이는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하천공사시행계획 등의 효

력을 정지함이 타당하다고 보았다.133) 

이후 본안인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소송에서는 집행정지 사건의 반 의

견에서 언 한 환경 향평가 수질 부분의 부실에 한 진지한 검토

없이 이 사건 환경 향평가가 3개월여 만에 이루어져 그 내용이 일부 부

실하다 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 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단하여 환경 향평가의

133) 집행정지 사건에 한 자세한 분석  평가는 이유 , 앞의 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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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이 인정되지는 않았다.134) 그러나 집행정지 사건의 반 의견이 환경

향평가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환경 향의 측에 하여 극 으

로 내용을 검토하여 부실 여부를 단한 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만약 본안에서도 사업의 시행으로 수질이 오염될 것이라고 우려

할 만한 사유가 지 아니한데도 수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측한 부분이

잘못이라고 인정되었다면, 이와 같은 하자는 바로 환경 향평가제도를

둔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가 되어 처분의 법사유가

134) 법원 2015. 12. 10. 선고 2011두32515 결

원심은, (가) 이 사건 환경 향평가의 경 , 이 사건 환경 향평가서의 개요, 

지 조사  수질 측 등에 한 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나) 피고 서울지방

국토 리청장이 이 사건 환경 향평가를 하면서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여주

군, 양평군 등 지방자치단체, 사단법인 환경 향평가 회, 주민들의 검토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을 체로 반 하고 있고, 기환경(기상, 기질), 수환경(수질, 

수리ㆍ수문), 토지환경(토지이용, 토양, 지형ㆍ지질), 자연생태환경(동ㆍ식물상, 자

연환경자산), 생활환경(친환경  자원순환, 소음ㆍ진동, 락ㆍ경 )별로 환경에 

미치는 향을 분석ㆍ기술하고 그에 한 세부 인 감 책  안을 마련하

고 있으며, 한강유역환경청장의 수질, 수리ㆍ수문, 토지이용, 동ㆍ식물상 항목에 

한 17개의 최종 의내용을 반 하여 보완서가 작성되는 등 내용 보완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는 등의 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다) 이 사건 환경 향평가가 

3개월여 만에 이루어져 그 내용이 일부 부실하다 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 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환경 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단하 다. 그

리고 원심은 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 서울지방국토 리청장이 이미 이 

사건 환경 향평가를 마쳤으므로, 한강살리기 3, 4, 6공구에 한 각 실시계획승

인처분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시행하게 된 참가인이 별도로 환경 향평

가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할 수 없다고 단하 다.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

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 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

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의 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 결 이유

를 앞에서 본 법리와 구 환경 향평가법(2011. 7. 21. 법률 제10892호로 부 개

정되기 의 것) 제25조 제1항 등 계 법령의 규정 내용  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와 같은 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환경 향평가 차  주민의견 진술권 등 환경 향평가법에 한 법리를 오해하

는 등의 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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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Ⅱ. 당해 사업에 한 안검 가 루어지지 않  경우 

1. 

략환경 향평가서 안에는 개발기본계획 입지(구체 인 입지가

있는 경우)에 한 안이 포함되어야 하고(환경 향평가법 시행령 제11

조 제3호), 작성규정은 략환경 향평가서의 경우에는 결정된 평가항목

ㆍ범 등에 따라 상계획의 시행이 정한지, 상계획의 입지가 타당

한지에 한 사항을 심으로 작성하고, 그 안은 계획을 시행하지 않

을 경우(No Action)를 포함하여 2개 이상으로 하되 각각의 장단 을 객

을 기술하고, 최종 으로 이행할 안에 하여 그 선정사유를 명시

하여야 한다고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제19조). 

한편, 환경 향평가법 시행령 제34조는 제1항 제6호는 환경 향평가서

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안설정 평가를 규정하고 있다. 

이때의 안이란 해당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향을

감 는 방지할 수 있는 모든 합리 인 방안으로서 규모, 지구 경계, 토

지이용계획, 시기, 공법, 기타의 감방안 등 조건이 다른 여러 가지 안

을 말한다. 단, 략환경 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사업의 경우에는 입지를

안으로 둘 수 있다(작성규정 제2조 제5호). 나아가 작성규정은 환경

향평가서 안에 제시하는 안은 가능한 둘 이상을 비교하여 그 장ㆍ단

을 객 으로 기술하고, 최종 으로 사업시행시 이행할 안과 그 선

정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9조 제2항). 

각 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략환경 향평가 환

경 향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그 안을 설정하여 이를 분석ㆍ평가하여야

하며, 특히 략환경 향평가에서는 사업지역의 치와 사업규모 등은

물론 사업계획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No Action)를 포함한 안을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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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안에 한 규정의 실효성을 강

화하기 해서는 향후 시행령에 안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좀 더 자

세히 규정하거나 작성규정에 한 직 임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

다.135)

앞서 살핀바와 같이 미국의 국가환경정책법은 안의 검토를 환경 향

평가서의 핵심으로 악하고 있다.136) 따라서 미국 법원은 행정청이 실

행 불가능하거나 실험 인 기술까지 모두 고려할 필요는 없지만, 그

안이 당해 행정청의 권한 범 내에 있는지 여부와 련 없이 모든 합리

인 안들을 상세하게 검토하여야 한다고 단하고 있다.137) 한 그

안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안이 채택되지 않았는지 설명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환경 향의 측ㆍ평가를 통한 정보제공 환경

보 방안 마련이라는 환경 향평가의 목 을 달성하기 해서는 안의

검토가 환경 향평가의 핵심 내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환

경 향평가 과정에서 법령에서 요구하는 수 으로 안을 검토하지 아니

하 거나 형식 으로만 검토하는 등 한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환경 향평가는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는 정도의 하자가 인정된

다고 보아 승인처분의 법사유가 된다고 이 상당하다. 

2. 체  사

가. 경부고속철도 사건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으로부터 경부고속철도 서울차량기지 정비창 건

135) 이비안, 환경 향평가제도에서 안의 검토 필요성, 392면.
136) 40 C.F.R. §1502.14 This section is the heart of the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137)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NRDC) v. Morton, 58 F.2d 827(D.C. Cir.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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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사업에 한 환경 향평가를 의뢰받은 회사가 그 평가에서 사업입지

련 안 검토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된 경부고속철도 사건에서 법원

은, 환경 향평가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들의 주장 로 사업입지에 한 안검토

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부실정도가 환경 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환경 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

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고 단한 원심의 결론을 수 하 다.

살피건 , 구 환경 향평가법(1997. 3. 7. 법률 제5302호로 개정 의

것) 시행령에는 사업입지에 한 검토가 환경 향평가의 안에 포

함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결이

부당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략환경 향평가서 안에 개발기본계

획 입지(구체 인 입지가 있는 경우)에 한 안이 포함될 것을 요

구하는 행 환경 향평가법령 하에서는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즉, 철도

의 건설에 한 계획은 략환경 향평가의 상이므로 먼 략환경

향평가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138), 략환경 향평가는 입지가

타당한지 여부를 심으로 작성되어야 하므로, 입지에 한 안을 검토

하지 않은 환경 향평가서는 행정청에게 계 법령이 요구하는 수 의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여 략환경 향평가의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라고 이 상당하다. 결국, 당해 처분은 이러한 차 하자로 인해

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한강 집행정지사건

한강 집행정지사건에서 반 의견139)은 사 환경성검토 환경 향평

가 과정에서 안을 설정하고 이를 분석 평가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사

업에 한 환경 향평가서에서는 보의 구조 제체(提體) 형식, 수로

138) 환경 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별표2]
139) 법  박시환, 법  김지형, 법  이홍훈, 법  수안의 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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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탈면 경사, 어도의 형식에 하여만 안을 검토하고 있을 뿐 달리

상 방들이 이 사건 사업을 계획ㆍ시행하는 과정에서 보 설치와 설 외

에는 물 확보와 수해 방 등의 목 을 달성할 수 있는 타당한 안이 없

는지, 보의 개수와 보 설의 치ㆍ규모 등에 하여도 타당한 안

이 없는지 등을 구체 으로 검토하지 아니하 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시하 다. 

반면, 본안인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소송140)에서 원심은 환경 향평가

서가 그 안으로, 보 구조 형식은 치수안정성 확보를 해 홍수시 충분

한 유수소통능력을 갖도록 수리조건을 고려하여 면가동보 복합형

보를 설치하도록 계획하고, 보 제체 형식은 기능 특성과 잘 부합되고

재료원 구득여건, 제체의 안정성, 수 변동에 유리한 콘크리트 형식을 선

정하며, 수로의 비탈면경사는 수생태 환경 측면, 추이 기능 하천

의 근성을 고려한 결과 1:5 경사가 가장 유리하고, 어도의 형식으로

소상 어류가 휴식을 취하면서 소상 가능한 계단식 어도, 수로식 어도, 아

이스하버식 어도 구간이 혼합된 자연수로 형태의 어도를 계획하는 방안

이 제시되어 있다고 인정하면서, 이 사건 환경 향평가가 환경 향에

한 세부 인 감 책 안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3개월여 만에 이루

어져 그 내용이 일부 부실하다 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 향평

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환경 향평가를 하

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단하

다. 법원 한 원심의 단을 그 로 수 하여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

하 다. 

그러나 와 같은 본안소송에서의 단은 집행정지 사건에서 문제된

안의 부실문제 즉, 보 설치와 설 외에는 물 확보와 수해 방 등의

목 을 달성할 수 있는 타당한 안이 없는지, 보의 개수와 보 설

의 치ㆍ규모 등에 하여도 타당한 안이 없는지 등에 한 아무런

구체 검토 없이 막연히 안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환경 향평가제도를

140) 2015. 12. 10. 선고 2011두32515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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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니라고만 단하고 있다는 에

서 문제가 있어 보인다.

하천공사시행계획 당시의 구 환경 향평가법(2008. 3. 28. 법률 제

9037호로 부개정된 것)과 달리 행 환경 향평가법령에 따르면, 

한강에 한 하천공사시행계획은 그 이 에 하천법에 따른 하천기본

계획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데 하천의 이용 개발에 한 계획은

략환경 향평가의 상에 해당된다.141) 그리고 략환경 향평가에 있

어서의 안 검토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계획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No Action)를 포함하여 2개 이상으로 하되 각각의 장단 을 객 으로

기술하고, 최종 으로 이행할 안에 하여 그 선정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므로, 보 설치와 설 외에는 물 확보와 수해 방 등의 목 을 달성할

수 있는 타당한 안이 없는지, 보의 개수와 보 설의 치ㆍ규모

등에 하여도 다른 안이 없는지 등을 구체 으로 검토하지 아니한

환경 향평가는 내용상 하자가 인정되고, 이러한 하자는 안의 요성

에 비추어 볼 때 환경 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을 정도의

하자라고 볼 여지가 크다고 할 것이다. 

Ⅲ. 당해 사업  한  경 향에 한 감 안에 한 검 가 

 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1. 

환경 향평가법 시행령은 환경 향평가서의 안에 환경보 을 한

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4조 제1항 제6호) 한, 작

성규정에 의하면, “ 감”이란 환경에 미치는 향을 제거ㆍ감소ㆍ완화시

키는 것을 뜻하고(제2조 제5호), 감방안은 환경 황 향의 측ㆍ

분석ㆍ평가 등의 내용을 토 로 합리 이고 구체 인 내용으로 수립되어

141) 환경 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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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며, 일반 인 학문 ㆍ기술 내용을 열거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2

조 제1항). 한 환경 향평가서등에 제시하는 감방안에 하여는 가

능한 둘 이상의 안을 비교하여 그 장ㆍ단 을 객 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최종 으로 사업 시행 시 이행할 감방안을 선정ㆍ제시하되, 그

선정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제12조 제2항). 나아가 사업의 성격상 략

환경 향평가 상 계획 수립기 는 사업자와 감 책의 이행주체가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사 에 그 감방안에 하여 양자가 의한 후

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하고(제12조 제3항), 해당 계획 사업시행으로 인하

여 발생될 것으로 상되는 환경 향 실 으로 그 감이 곤란한

내용에 하여는 평가항목별로 구분하여 분석ㆍ기재하여야 한다(제13조)

미국 법원은 부정 환경 향에 한 감방안은 환경에 한 결과가

공평하게 평가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하여야 하므로 형식 인 묘사에 그

치는 검토는 국가환경정책법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환경 향평가서에 경감조치의 논의를 요구하는 것은 행정청으로

하여 경감조치를 공식 으로 채택하거나 실행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142)

와 같은 규정 내용에 비추어보면, 환경 감방안은 충분히 검토되어

야 하고, 환경 감방안이 제시되지 않거나 지극히 형식 인 경우는

처분의 취소사유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143) 감방안의 검토가 충분한지

여부를 단함에 있어서는 앞서 살핀 환경 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한

규정이 기본 고려사항이 될 것이다.144)

2. 체  사

경부고속철도사건에서 원고들은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침수피해가

142) Robertson v. Methow valley citizen council, 490 U.S. 332(1989)
143) 박균성ㆍ함태성, 환경법, 332면.
144) 박태 ㆍ정남순, 환경 향평가의 정성에 한 행 사법심사 기 의 비  

검토와 안고찰, 환경법과 정책 제6권(20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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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됨에도 피해방지를 한 구체 계획을 세우지 않은 환경 향평가에는

법하다고 주장하 다. 법원은 환경 향평가서에 우수 배수방안은 고

양시와 의할 계획이고, 실시 계획 공사시 최 한 반 하여 침수피

해를 최 한 억제할 계획이라고만 하 을 뿐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구체

인 계획에 하여 언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부실정도가 환경

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환경 향평가

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고 단하여 원고

들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수 하 다.

행 환경 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한 규정이 사업의 성격상 략환

경 향평가 상 계획 수립기 는 사업자와 감 책의 이행주체가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사 에 그 감방안에 하여 양자가 의한 후

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에 비추어 볼 때, 상되

는 환경 향에 침수피해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우수 배수방안은 고양시와

의할 계획이고, 실시 계획 공사시 최 한 반 하여 침수피해를 최

한 억제할 계획이라고 한 감방안은 계법령에 따라 작성된 환경

향평가서에 해당하지 못한다고 볼 가능성이 높다.

3  결

내용이 부실한 환경 향평가에 한 사법심사에 있어 법원은 환경

향평가를 거친 처분의 법성을 단하면서 환경 향평가의 하자를 검토

한다는 제에 서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이에 한 구체 사법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거의 모든 환경소송에서 내용이 부실하다고

하더라도 환경 향평가가 환경 향평가제도의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

을 정도로 부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같은 이유로 원고측의 주장이 기

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용이 부실한 환경 향평가에 한 사법심사가 실질 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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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지기 해서는 구체 인 사안마다 그 내용이 기 조사의 허 는

부실로 인하여 환경 향에 한 측ㆍ평가가 왜곡되거나 부실한 경우, 

필요한 안이나 감방안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형식 으로만 검

토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고, 그러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환경 향 측, 평가 환경보 방안 마련이라는 환경 향평가의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극 으로 단하여

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구체 , 실질 검토와 단을 통해 환경 향평

가의 내용상 부실을 이유로 처분을 취소한 사례가 생성되고 꾸 히 립

되어야 환경 향평가제도가 실효성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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結 論

실무와 학계에서 내용이 부실한 환경 향평가의 정성에 한 엄격한

사법심사를 요구하고 있고 환경 향평가법도 환경 향평가서의 거짓과

부실에 해 형사처벌과 과태료를 규정하고 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

정되어 왔으므로, 내용이 부실한 환경 향평가에 한 사법심사를 재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환경 향평가제도를 최 로 도입한 미국의 경우, 환경 향평가제도를

순수한 차 에서 악하면서도 환경 향평가서의 정성 즉, 환

경 향에 한 검토가 제 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안이나 감방안에

한 검토가 부실한지 여부에 하여는 엄격히 살피면서 부 정한 환경

향평가서에 근거한 연방의 행 에 하여는 지명령을 인용하는 방법

으로 극 인 사법심사를 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우리 법원은 환경 향평가의 ‘내용’상 부실이 있다하더라

도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 향평가제도를 둔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닌 이상 승인 등 처분에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법이 있는지

여부를 단하는 하나의 요소로 됨에 그친다는 법리를 제시하고 있다. 

새만 사건이나 4 강 사건에 보았듯이 문성이 인정되는 행정청의 재

량 단에 하여 사법부가 행정청을 신하여 면 으로 단하는 것은

문성의 측면성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권력분립 차원에서 바

람직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환경 향평가의 내용상 하자에

한 사법심사에 있어, 환경 향평가의 내용상 부실을 재량권의 일탈ㆍ남

용의 한 요소로 보아 법원이 이익형량의 타당성을 직 심사하는 방식보

다는 재량행 에 한 차 통제의 에서 환경 향평가의 내용상

부실을 일정한 요건하에서 처분의 차 법사유로 인정하는 것이 환

경 향평가제도의 입법취지를 살리는 해석론이 되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법원은 구체 인 사안마다 주장되는 환경 향평가의 부실의

내용을 살펴서 ① 환경 향평가의 기 가 되는 자료(지역개황조사,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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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조사)를 고의 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② 환경 향평가의

기 가 되는 자료(지역개황조사, 환경 황조사)에 락이 있는 경우, ③

환경 향에 한 측ㆍ평가가 제 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④ 안이

나 부정 환경 향의 감방안에 한 검토가 락되거나 제 로 이루

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환경 향평가제도를 둔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

을 정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만연히 원고의 주장을 배척할 것이 아니라

와 같은 하자가 환경 향에 한 측과 보 방안 마련이 제 로 되지

않아 행정청이 승인여부를 단함에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정도에 이르 는지 여부를 구체 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그 결과

기 조사의 허 는 부실로 인하여 환경 향에 한 측·평가가 왜곡

된 경우, 필요한 안이나 감방안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형식

으로만 검토되는 등 환경 향평가의 내용상 부실이 한 경우에는 환

경 향 측, 평가 환경보 방안 마련이라는 환경 향평가의 입법취

지를 달성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처분의 차상 법사유가 된다고

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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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Judical Review on Substantive Deficiency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 comparing NEPA of the United States -

Eun seol Ko 

In a great deal of litigation in environmental cases, the plaintiffs claimed 

that the agency's decision of the case in question should be canceled 

becaus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hereinafter referred to as “EIA”) 

failed to adequately predict or examine the impact on the environment or 

that the Alternatives and the measures to be taken in such EIA to reduce 

the impact on the environment were insufficient. But, the Supreme Courts of 

Korea states that, unless the degree of inadequacy amounts to a level that 

fails to achieve the legislative purpose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hereinafter referred to as “EIAA”) and, therefore, constitutes a level EIA 

had not been conducted at all, the substantive deficiency will be taken into 

consideration as a elements in determining whether there is an abuse of 

discretion with reference to the decision of agency. In other words, in the 

judical review on agency discretion, courts of Korea defer the agency's 

decision and are unlikely to review cases concerning EIA positively. So, this 

dissertation is intended to examine what the appropriate method for judical 

review on substantive deficiency of ElA is.

Part Ⅰ reviews and analyses the environmental cases concerning E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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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ecially focusing on substantive deficiency of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hereinafter referred to as “EIS”) according to EIAA and describes 

problems of judical review of EIA of Korea. Based on this study, Part Ⅱ

tries to define what must be contained in EIS and the meaning of 

substantive deficiency of EIA. Part Ⅲ introduces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hereinafter referred to as “NEPA”) of the United States, which 

requires an EIS when an agency has made a report on a proposal for a 

major federal action with a substantial environmental impact and compares 

the judical review on EIS of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ates. It 

suggests what courts of Korea could learn from the judical review of the 

U.S. court. Part Ⅳ goes on to explore what the appropriate method for 

judical review on substantive deficiency of ElA is and concludes that the 

judical review on the adequacy of EIS should be strengthened in terms of 

procedural requirements.

Key word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IA),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NEPA), Judical Review, Substantive 

Deficiency, Procedural requirements.

Student Number : 99275-506


	序論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제1장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에 대한 사법심사 
	제1절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연혁
	Ⅰ.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과정과 현황
	Ⅱ.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변천

	제2절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의 주요 내용
	Ⅰ. 환경영향평가의 구분
	Ⅱ. 환경영향평가서의 시행 및 작성주체
	Ⅲ.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제3절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에 대한 법원의 심사
	Ⅰ.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사법심사의 특수성
	Ⅱ.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에 관한 기존 논의
	Ⅲ.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에 관한 판례 개관
	Ⅳ. 판례에 대한 학계의 평가


	제2장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상 부실의 의미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환경영향평가법령의 검토
	Ⅰ.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기능
	Ⅱ. 관련 규정

	제3절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상 부실의 유형화

	제3장 미국 국가환경정책법상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사법심사
	제1절 국가환경정책법과 환경영향평가
	제2절 환경영향평가의 절차
	Ⅰ.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절차
	Ⅱ.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행정기관의 검토

	제3절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Ⅰ. 관련 규정 
	Ⅱ. 주요 내용

	제4절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사법심사
	Ⅰ.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요건에 관한 사법심사
	Ⅱ.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에 대한 사법심사
	Ⅲ. 행정청의 결정에 대한 사법심사 
	Ⅳ. 국가환경정책법 관련 연방대법원의 판결 
	Ⅴ.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사법심사로 인한 변화

	제5절 미국 법원으로부터의 시사점
	Ⅰ. 미국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사법심사의 특수성
	Ⅱ.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사법심사에 있어 시사점


	제4장 내용이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의 근거한 처분의 위법성 판단기준
	제1절 판례 해석론의 타당성 검토
	Ⅰ. 환경영향평가를 미실시한 경우
	Ⅱ.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Ⅲ. 소결

	제2절 유형별 위법성 검토
	Ⅰ. 환경영향평가의 기초가 되는 자료에 거짓 또는 누락이 있거나 환경영향의 예측ㆍ평가가   부실한 경우
	Ⅱ. 당해 사업에 대한 대안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Ⅲ. 당해 사업으로 인한 부정적 환경영향에 대한 저감방안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제3절 소결론

	結論 
	참고 문헌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