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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평가하
여 환경영향을 최소화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로 보전과 개발이 조
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일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
간 정보공유, 의견조율 등을 통해 환경갈등을 예방하고 해소해야 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이러한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환경갈등
해소에 기여 하였는가라는 의문에서 시작하였다.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
우선 선행연구를 조사 분석하여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환경갈등 해소 기
능 6가지와 환경갈등 메커니즘을 제시하였으며, 이 결과를 가지고 환경
영향평가 제도의 환경갈등 해소 기능이 갈등해소에 기여 하였는지 또는
못하였는지의 연구문제를 도출하였다.
연구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심층인터뷰 조사와 대표적인 환경갈등 해
소 사례 분석을 통해 시행하였다.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는 협의기관, 사
업자,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환경시민단체,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주민
으로 구성하였고 사례는 국무총리실 주관 갈등조정 민관협력 우수사례
중 대상을 수상한 바 있는 시화지구 개발사업을 선정 분석하였다.
그 결과 환경영향평가 제도와 제도 내 환경갈등 해소 기능이 요식적으
로 이루어져 환경갈등 해소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거나 미흡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연구 결과를 토대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환경갈등 해
소를 위한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제안 하였다.

개발로 인한 환경갈등은 일단 갈등이 발생되면 첨예화되고 장기화 되어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되는 환경
갈등을 해소하는데 규정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갈등해소 기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갈등해소 기능의 틀을 확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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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간 참여를 통한 상호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갈등해소의
큰 열쇠가 될 수 있다.
주요어 : 환경갈등, 환경영향평가, 갈등해소, 신뢰
학번 : 2018-26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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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8세기 말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은 수력, 목재 등 재사용이 가능한
에너지에서 화석연료로 에너지를 대체 시키면서 대량생산을 하는 공장
산업이 급속도로 증가하게 되었다. 공장지대는 도시로 성장하고 농촌인
구의 이주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소음 먼지 진동 등 유해한 조건
에서 인간의 삶은 각종 질병을 초래하게 되었다. 산업혁명 초기에 석탄
산업이 활발해 지면서 공장의 매연으로 폐질환 사망자가 증가한 것은 자
명한 일이다. 화석연료를 이용한 농기구의 발전과 비료 및 신품종 개발
은 단위 생산량을 증가시켰으며, 농부의 수가 급감하고 도시 인구의 급
증을 초래하였다. 식량은 풍부해 지고 의학의 발달로 수명이 연장되면서
인구증가가 가속되었다. 기계의 발명으로 대량생산기술이 가능하게 되면
서 고도 산업사회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고도 산업사회는 인간에
게 많은 물질적 풍요를 선물 하였으나, 높고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는 날
과 냇가에서 물고기와 함께 헤엄치는 아이들, 여유롭게 걸을 수 있는 녹
지를 점점 줄어들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시기의 차이만 있을 뿐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환경문
제는 공통적인 사항이다. 1960년대, 1970년대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 서
서히 환경문제가 대두되기 시작 하였으며, 1980년대 환경문제가 가시적
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1990년대, 2000년대 더욱 심각해지게 된다.
인구증가 측면에서 보면, 1960년 2,500만이던 것이 2000년 4,600만으로
40년 만에 거의 2배로 증가하였으며 인구증가에 따라 생활하수의 증가,
생활폐기물 문제, 에너지 사용량 증가에 따른 대기오염문제가 대두 되었
다. 도시화 측면에서 1960년에는 도시화율1)이 35% 이던 것이 2000년에

집

는 88%로 100명 중 88명이 도시에 살게 되었으며, 인구의 도시 중에
1) 도시화율 : 전체인구 대비 도시지역 인구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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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대도시 생활하수 문제, 생활폐기물 문제, 대기오염문제가 가중되었

당

다. 산업화 측면에서 1960년 1인

득

국민소 이 80달러도 안되던 것이

려 135배 증가하였으며, 농업 등 1차 산업에서 경
통신 운송업 등 3차 산업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2000년 10,800달러로 무
공업 중공업 등 2차

산업화는 산업폐수의 문제, 산업 폐기물 문제, 대기오염 문제 등을 유발
하고 가중시켰다.
인구증가, 도시화, 산업화로 인한 환경문제는 1960대 초부터 인지하기

처음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법이라 할 수 있는 공
해방지법이 제정되었다. 공해방지법은 제정 후 바로 시행되지 못하다가
1967년에야 시행규칙이 제정되고 법 시행을 위한 행정적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이 시기의 공해방지법은 산업을 우선시 하는 정책의 일환이었으
며, 공장이나 산업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원을 단편적으로 대처하는 인
식에서 비롯된 법으로 경제발전의 부산물 정도의 수준이었다. 환경문제
의 단편적 대처는 공장이나 산업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은 줄
일 수 있을지 모르나 산업시설의 증가에 따른 오염물질의 총량을 줄일
수 없었다. 이렇게 오염물질의 총량에 대한 고려 없이 환경문제를 파편
적이면서 사후적으로만 해결하는 방식으로는 환경문제를 해결 하는데 한
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이후에도 각종 환경문제가 부각되
게 되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77년 환경보전법을 마련하게
시작되어 1963년에

되었으며, 환경문제의 사전 예방적 수단이라 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
제도도 동

법에 최초로 명시되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은 증대되었고 사전 예방적 수단인 환경영향평가 제도
는 마련되었으나 환경문제는 더 커지게 되고, 개발로 인한 사업자와 수

혜자 그리고 개발로 인한 피해자 등 이해관계자 간 환경갈등은 점점 증
가하고 심화되어 갔다.
경부 고속철도 천성산 터널 공사,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설치, 설악산 케
이블카 설치, 성주 사드(THAAD)2) 기지 설치 사업 등은 사업 진행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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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관계자 간 갈등이 첨예화 되어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도 있었다.

란(2016)은 1998년부터 시작된 새만금 사업의 경우 준공이 될 때까
지 갈등이 끊이지 않았으며, 법정 소송과 공사 정지로 5천억원이 넘는
경제적 손실을 일으켰다고 기술하였다. 이와 같이 개발로 인한 환경갈등
은 일단 갈등이 발생되면 첨예화 되고 장기화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미연에 대책이 필요하다. 1977년 마련된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초기에 개발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 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이후
환경갈등 해소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제도 내 여러 기능을 도입하게 되었
다. 특히, 환경영향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갈등 해소 기능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한아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환경기술 발전에 따라 환경영향 최소화의 목적은

느 정도 성과를 달성하고 있으나 날로 커져만 가는 환경갈등을 해소하
는 데는 아직 의문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갈등 해소에 관한 여러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어

전문가, 이해관계자 인터뷰 및 사례를 통한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환경갈

떠

등을 해소에 기여 하였는지 기여하였다면 어 한 기능으로 환경갈등 해
소에 기여 하였는지 또는 기여하지 못하였다면

왜 못 하였는지를 분석한

없었다. 이에 이번 연구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환경갈등 해
소 기능에 대해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고, 추가적
사례는

으로 환경갈등을 해소한 사례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갈등 해소 기능을

교 고찰하여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갈등해소에 기여하였는지 분석해 보

비

고자 한다.

드(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2)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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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제 2 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이번 연구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환경갈등 해소에 기여한 기능에
대해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인터뷰와 사례를 통해 분석한다. 이에 따라,
연구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가 바라

본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환경갈등

해소 기능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환경갈등

교

해소 기능과 비 를 위한 대표 사례인 시화지구 개발사업도 연구 대상으
로 한다.

첫째,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환경갈등 해소 기능으로서 분석대상은 절차
적 엄격심사, 평가항목, 정보공개, 설명회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 사
후 관리, 전문 검토기구로 하며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2장 (이 론 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 토)에서 기술하였다.
<표1-1> 분석대상(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환경갈등 해소 기능)

분석대상
절차적 엄격심사
평가항목

내용

절차적 엄격심사
환경성
사회성, 경제성
평가항목 및 범위
정보공개
환경영향평가서
주민의견 수렴 반영 여부 공개
설명회 공청회 등 주민의견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으로 참여
수렴
설명회·공청회
협의내용 이행관리
사후관리
사후환경 영향 조사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전문가 검토
전문 검토기구
환경영향평가서 전문 검토 및 의견제시
출처 :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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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분야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로서<표
1-2>와 같다. 인터뷰 대상자가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
하고 이해관계자 입장을 대변하지 못할 경우 무응답과 왜곡된 답변으로
타당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어 협의기관, 사업자, 환경영향평가 대행
자, 환경시민단체 임직원의 인터뷰 대상자는 최대한 전문성과 이해관계
자의 특성을 모두 가질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제시하였다.
분석을 위한 인터뷰 대상자는 해

<표1-2> 환경갈등 해소 기능 평가 인터뷰 대상자 및 자격요건

인터뷰 대상자

자격 요건
비고
환경분야 공무원 20년 이상이고
협의기관
환경영향평가 업무 5년 이상인 자 또는
(환경부 공무원) 환경분야 공무원이고 환경영향평
가사 자격 취득자
개발사업 20년 이상 종사자 중
사업자
이상 환경영향평가 관련 실무 전문가 및
(공기업,시공사 5년
종사자 또는 공기업, 시공사 임직원 이해관계자
임직원)
으로 환경영향평가사 자격 취득자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업무 20년 이상 종사자
대행자(평가업 또는 환경영향평가사 자격 취득자
등록업체 임직원)
환경시민단체 10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경험이
있는 환경시민단체 임직원
임직원
환경영향평가 대상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이해관계자
주민 대표
지역 주민
출처 : 연구자 작성
둘째,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환경갈등 해소 기능과 비교할 사례 대상으
로는 시화지구 개발 사업을 선정하였다. 사례 대상으로 선정한 상세한

(

이유는 제5장 사례조사 분석)에 제시하였으며 시화지구 개발사업 중 시
화 방제조 물막이 공사와 시화

테크노벨리 사업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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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뉴스 등 미디어에서 환경영향평가와 연관된 소식이 자주 보도 되곤
한다. 이는 대부분 환경갈등과 관련된 소식이며 2017년에는 성주 사드
(THAAD) 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인지로 연일 미
디어에 보도 되었다. 이번 장의 제1절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연혁,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의의, 환경영향평가 절차, 환경영향평가 이해관계자
에 대해 살펴보고 제2절에서는 선행연구로 부터 환경갈등 메커니즘을 파
악하고 연구문제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신문,

제1절 이론적 배경
1.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연혁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1977년 제정된

「환경보전법」 제5조(사전협의)에

정부가 시행하는 개발과 관련된 사업으로 도시개발, 산업단지 조성, 에너

근

지 개발에 대한 환경적 사전 협의 거를 마련함으로

설

청

써 최초 도입되었고,

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
한 규정(환경청 고시 제8104호)」이 제정 고시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실
1980년 신 된 환경 에 의해 1981년 2
시되었다.

「환경보전법」이 이질적인 매체인 수질, 대기, 소음진동을
하나로 규정하고 있어 매체별 환경문제를 대처하기 곤란함에 따라 개별
법으로 분리하고, 헌법에 명시된 환경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 「환경
정책기본법」을 제정하여 환경관계 법률이 체계적으로 정립되도록 하였
다. 「환경정책기본법」 주된 내용으로 오염자 부담원칙, 무과실책임의
원칙 등 기본원칙과 동시에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규정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평가서와 관련하여 사업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야 하
며 환경부장관은 평가서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사후에 조사 관리하여야
1990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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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명시하였다.

「 ․교통․재해․인구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제정하
여 그동안 별도로 운영되던 환경, 교통, 재해, 인구 등 영향평가가 하나
의 제도적 틀 안에 운영되도록 하였다. 하지만, 서로 다른 제도가 통합
운영되어 과다한 시간, 비용, 인력 등이 소모되는 한계가 발생하였고, 환
2000년에는 환경

경영향평가가 정책수립 단계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다보니 이미 정책이 수

밖 없는 문제가 지적되었
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 6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정책 수립단계에서 환경성을 검토하는 전략환경평가 개념을 도입하였으
며, 2009년에는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
향평가법」으로 환원하였다. 또한 기존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평
가항목 및 범위를 사업자가 신청하고 승인기관이 검토하였으나 사업자는
평가에 대한 부담으로 승인기관은 업무 부담으로 평가항목 및 범위를 축
소하거나 기피하려는 문제점이 있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특성을 고
려한 평가항목 및 범위를 결정하는 절차 즉 스코핑(Scoping) 제도를 마
립된

후

환경에 부적

합

하더라도 개발할 수 에

련하였다.

존「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소규모 사업의 환경성검토,
행정계획의 평가와「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대규모 사업의 평가가 각
각의 법률에 의해 실시되도록 되어 있어 절차의 중복으로 협의기간이 장
기화되는 문제점이 제기되자 이를 개선할 목적으로「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통합 제정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구분하여 하나의 법에서 관리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각각 운영되던 환경성검토협의회, 환경영향평가계획서 심의위원회 및 이
의신청 심의위원회를 환경영향평가협의회로 통합하였다.
2012년에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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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환경영향평가법 제․개정 연혁(환경부, 2016)

처 :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제도 홍보물(2016)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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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의의

같이 수 차례 제․개정을 통해 변화되어온 환경영
향평가 제도는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해당사
업이 환경성 및 사회성 경제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사업계
획안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예측 평가
하고 환경보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개발사업 착공 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업자, 정책결정권자, 대상지역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정보제공 역할, 사업자와 승인권자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 간 갈
등을 조정하여 합의에 이르게 하는 합의형성 역할, 친환경적 개발을 유
도하는 역할, 환경영향평가를 절차상 거치지 않거나 내용상 부실하게 할
경우 사업취소, 공사중지, 미이행 제제 등 제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환경영향평가는 지속가능한 개발 및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
한 정보를 제공해 주거나 이를 유도하고 이해관계자 간 정보교류 및 참
여를 통해 합의를 형성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이번 연구와 관련하
여 이해관계자 간의 정보교류, 참여를 통한 신뢰 형성으로 환경갈등을
미연에 예방하거나 해소하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하겠다.
위에서 기술한 바와

3. 환경영향평가 절차

란 사전 배려 및 예방의 원칙에 배경을 둔 환경보전 수단의

환경영향평가

하나로 개발로 인한 환경적 위해요인을 사전에 조사, 예측, 평가하여 환경

강구하는 동시에 정보공개, 주민참여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로부터 합의를 이끌어 사회 갈등비용을 낮추기 위한
제도이다. 이러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절차를 살펴보면 <그림2-2>와 같
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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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 연구자 작성

<그림 2-2> 환경영향평가 절차

출

4. 환경영향평가 이해관계자
환경갈등은 개발로 인한 환경상의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

추구 특성에 따라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환경영향평
가의 이해관계자와 추구 특성은 <표 2-1>과 나타낼 수 있다. 협의기관은
승인기관으로 부터 협의 요청받은 평가서를 검토하는 기관으로 환경적 타
당성, 정확성을 중요시 한다. 사업자의 경우 최소 비용으로 최대 이익을
우 이해관계자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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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하여 경제성을 중요시 하며, 환경영향평가 대행자의 경우 평가를 직접
수행하므로 전문성, 수익창출을 위한 경제성, 사업자에게 환경영향평가를
수주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종속성의 특성을 가진다. 환경시민단체는 환경
보전을 추구하고, 주민의 경우 개발로 인한 피해의 배제 및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며, 승인기관은 개발사업의 최종 승인권자로 원만한 사업 추진을 도
모한다.
<표 2-1> 환경영향평가 이해관계자 특성

환경영향평가
추구내용
이해관계자
협의기관 환경오염에 대한 예방적 대안 제시
최소 비용으로 최대 이익 추구
사업자
환경영향평가 대행자에게 책임 전가
환경영향평가업 종사
환경영향평가 최소 비용으로 최대 이익 추구
대행자
사업자에게 향후 지속적 환경영향평가
대행 수주를 위해 의견 수용

특성
환경적 타당성,
정확성

환경시민단체 환경훼손 차단 추구
환경피해 배제
주민
경제적 이득, 참여범위 제한적,
전문성 부족
승인기관 원만한 사업 진행 추구

보전성

처 : 연구자 작성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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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 회피성
전문성,경제성,
종속성

배타성, 경제성
책임성

제2절 선행연구 및 연구문제
큼

환경영향평가에 관련된 연구는 환경영향평가 40년 역사만
가 진행되어

왔다.

격

취

법

원고적 ·사업 소·사 심사 등

법적인

많은 연구

측면의 연구,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역할·개선방안 등 제도적 측면의 연구, 환경영향평

태 공학적 측면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번 절에서는 환경갈등을 주 내용으로 다룬 선행 연구 중 환경갈등 해

가 항목의 적정평가 방안 등 생

소 역할을 기술한 자료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였고, 이로부터 환경갈등 메
커니즘과 연구문제를 도출하였다.

1. 환경갈등 메커니즘

(
란 현재 및 미래
에 걸쳐 일정지역에서 인간의 환경권을 침해하거나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사태를 둘러싸고 당사자 간 또는 관련 집단 간 다툼이 합의에 이르지 못
한 상태라고 기술한 바 있다. 환경갈등 정의에서 보듯이 환경갈등은 환
경문제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이며, 환경갈
등 해소는 환경문제를 매개로 갈등이 발생하였으나 이해관계자 간 합의
에 이른 상태라고 할 수 있겠다.
환경갈등의 원인으로는 김종호 외(2004)는 일반적으로 환경갈등이 환경
오염 내지 파괴를 둘러싼 이해관계자 간 입장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보고
경제적 이해관계와 가치의 차이가 이데올로기적 차원에서 대립되면 갈등
환경갈등의 정의 측면에서 정회성 1997)은 환경갈등이

이 야기된다고 기술하면서, 환경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갈등 주체들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가치가 대립되게 된 원인을 규명하고 갈등 주체들의

올

좁히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서휘석(1999)은 환경갈등의 원인으로 내포된 위험을 강조하였는데 미래
불확실성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예측이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이해관계자
이데 로기적

입장

차이를

간 갈등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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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이해갈등, ②가치갈등으로
구분하고 있고, 김종호 외(2004)는 ①이해관계갈등, ②가치관 갈등, ③사
실관계갈등, ④구조적 갈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하혜영 외 (2007)는 ①이
해관계갈등, ②가치갈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환경영향평
가 연구에서 다수 사용하고 있는 김종호 외(2004)의 이해관계갈등, 가치
갈등유형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4)는

관 갈등, 사실관계 갈등, 구조적 갈등으로 구분하여 참고하고자 한다.

란(2016)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환경갈등 해소 요인에 관하여 한아

환

경갈등 해소의 차이가 환경영향평가 신뢰여부에 있음을 기술하고 신뢰성

당

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평가의 민주성, 평가의 타 성에 주목하였다.

법

누

여기서 평가의 민주성은 과정의 적 성과 주민 참여의 정도로 나 었고

당

범위의 적정성과 협의의 충실성으로 구분 하여 이
들이 잘 작용한 경우 환경영향평가 신뢰성이 담보되어 환경갈등이 해소
된다고 보았다. 김보미(2014)는 설명회 공청회 등 주민참여제도, 평가 항
목·범위 결정 제도, 환경영향평가 초안과 본안 공개 등 정보공개, 환경영
향평가서 전문 검토기구의 전문성 등을 환경갈등 해소 요인으로 보았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에는 환경영향평가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공청
평가의 타 성은 평가

회에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협의내용 이행을 위해 협

후

의내용 사 관리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위에서 기술한 연구들의 환경갈등 정의, 원인, 유형, 해소 요인으로 부
터 환경갈등이 발생하여
하면

<그림

완화 해소되거나 증폭 지속되는 절차를 도식화

> 같이

2-3 과

환경갈등의 발생 해소 메커니즘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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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지역에서 계획 수립, 개발 등을 착수하게 되
면 환경 관련 이해관계자 즉 사업을 승인하는 승인기관, 사업 대상지역
의 보존을 주장하는 환경 시민단체, 개발에 따른 이익 및 피해를 주장하
는 대상지역 주민, 경제성과 능률성을 중요시하는 사업자, 개발로 인한
환경영향을 조사하는 평가대행자, 개발로 인한 환경영향을 검토 협의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는 협의기관이 나타나게 된다.

현

충

둘러싸고 갈
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러한 환경갈등은 원인에 따라 자원이나 권력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 경쟁으로 나타나는 이해관계 갈등, 종교나 신념에
따라 의견이 상충하는 가치관계 갈등, 특정 사건이나 보고서 사실여부
해석차이 등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 갈등, 법 제도 등 외부요소 분쟁
에 따른 구조적 갈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환경갈등을 해소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크게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의 민주성, 환경영향평가의 타당성으로 나누어 이
야기 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의 절차적 적합성, 정보공개에
따른 투명성, 주민참여 의견 수렴, 전문가 참여, 환경시민단체 참여는 민
주성에 기반한 갈등해소 세부요소이고 평가범위 적정성, 평가의 정확성,
협의절차 적정성, 협의내용 의견반영, 협의내용 사후관리 적정성은 타당
성에 기반한 갈등 해소 세부요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민주성, 타당성을
기반으로 이해관계자 간 신뢰관계를 형성하느냐에 따라 환경갈등이 지속
되기도 하고 해소되기도 한다.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그림 2-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환경갈등 해소를 위해 절차적 엄격심사, 평가항목, 정보
공개, 주민의견수렴, 사후관리, 전문적 검토기구 등 제도적 기능을 장착
이러한 이해관계자의 출 과 이해관계 상 은 환경 문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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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 환경갈등 발생 해소 메커니즘

처 : 연구자 작성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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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앞서 언급한 환경갈등 메커니즘과 다음에 기술될 선행연구에서 환경영향
평가 제도의 환경갈등 해소 기능에 관한 연구문제를 도출하였다.

외(2013)는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 보전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
하면서 사회적 합의 도출의 도구로 활용되는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역할
유병로

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여 진다고 주장하였

윤순진(2004)은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흔히 “이미 결정된 사업의 사후
정당화” 기제로 작동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하였고, 환경영향평가가 부실
하거나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환경갈등이 발생할 수 있
지만 역으로 환경갈등을 예방·완화·해소하는 장치로 환경영향평가를 활
용할 수도 있다고 주장 하였다. 홍준형(2010)은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
가 제도가 현실적으로 환경갈등의 조정이나 해소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
다.

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기술하였다.

합

위의 선행연구들을 종 해 볼

때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환경갈등 해소에

기여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연구문제 1 :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환경갈등 해소에 기여하였는가

?

다음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환경갈등 해소에 기여하였다면 환경영향

떠

평가 제도 내 어 한 기능이 환경갈등을 해소하였는지 또는 환경영향평
가 제도가 환경갈등 해소에 기여하지 못하였다면 환경영향평가 제도 내

떠

어 한 기능이 적정하지

않아 환경갈등 해소에 기여하지 못하였는지 자

료 및 선행연구를 통해 연구문제를 도출하였다.

홍준형(2017)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엄격심사의 원칙이 확립되지 않으
면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 노력, 그리고 결코 용이하지 않은 갈등을 겪
으면서도 환경영향평가가 자칫 일종의 요식절차나 사업자의 면죄부로 전
락하고 그 자체가 또 다른 갈등의 원인을 발생시키는 대단히 바람직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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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기술하였다.
연구문제 2-1 : 환경영향평가가 요식적 행위가 아

닌 절차적 엄격 심사가

이루어져 환경갈등 해소에 기여 하였을 것이다.
연구문제 3-1 : 환경영향평가가 요식적 행위로 이루어져 환경갈등 해소
에 기여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홍준형(2017)은 환경영향평가를 대상사업의 종류나 특성을 가리지 않고
일률적으로 모든 분야 모든 평가항목에 대해 실시하도록 할 경우 자칫
그 평가내용이 형식에 흐를 수 있다고 하며, 사실 종래의 실태를 보면
환경영향평가를 모든 범위에 걸쳐 산술적 평가로 일관함으로써 비용과
시간에 비해 부실한 평가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했다고 서술하였다. 이
상돈(2004)은 19건에 대한 대형국책 및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사회
성 경제성 항목을 분석하였는데, 대부분의 평가서가 사회성 경제성 항목

략

에 대한 작성규정을 무시하거나 간 히 기술하여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며 사회성 경제성 분야 평가 강화가 절
실하다고 주장 하였다. 윤순진(2004)은 환경성에만 주목하면서 사회성
경제성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기에 환경갈등이 유발된다고 주장

완

하면서 사회영향평가에 대한 보 이 이루어지지

않아

환경갈등 해소가

불투명하다고 기술하였다. 이들 연구들을 보면 환경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문제를 언급하고 있어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이 환경갈등 해소에 기여하
였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

연구문제 2-2 : 환경영향평가의 평가항목 환경성,사회성,경제성)이 적정
하여 환경갈등 해소에 기여 하였을 것이다.

(

연구문제 3-2 : 환경영향평가의 평가항목 환경성,사회성,경제성)이 적정
하지 못하여 환경갈등 해소에 기여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유병로

외(2013)는 「환경영향평가법」의 기본원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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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

제시하고 있

충분성, 이해 용이성을 강조한 것은 정보제공을 통한
갈등완화가 환경영향평가의 주요 목표가 되어 왔다고 기술하면서, 환경
갈등을 환경문제를 매개로 이해관계자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라고
본다면 결국 합의를 위한 의사결정의 판단 근거인 정보에 대한 신뢰 기
반 즉 정보 생산의 정확성, 정보 분배 및 전달의 형평성은 매우 중요하
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김한양 외(2011)는 수신자에게 의미가 있도
록 처리된 자료로써의 정보는 의사결정의 주요 요소이며 예로서 하수처
리장, 쓰레기 매립장과 같은 환경 기피시설의 입지갈등에서 가장 근본적
인 원인은 기피시설의 혐오정도와 위험정도의 평가가 서로 달라서 이해
관계자 간의 수용 태도에 영향을 주므로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공개로 갈
등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이들 연구들은 정확하고 투명하며 충
이 정보의 정확성,

분하고 균형 있는 정보공개가 환경갈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고 기술하
고 있다.
연구문제 2-3 : 환경영향평가 정보공개가 적정하여 환경갈등 해소에 기
여하였을 것이다.
연구문제 3-3 : 환경영향평가 정보공개가 적정하지 못하여 환경갈등 해
소에 기여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백 (
견수렴을 거쳐 검토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체제로의 개편이 환경갈등으
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환경영
향평가법」시행령 제38조(주민 등의 의견제출 방법 등)에 의하면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으로 부터 의견을 제출받거나 통보받은 경우에
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받
거나 통보받은 의견 및 공청회 개최 여부를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
환경 서 2009)에는 미리 주민, 전문가,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에게 의

며, 이 경우 그 의견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라고 명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홍준형(2017)은

렴

주관행정기관의 장에게 주민의견 수 의 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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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을 이유로 한 평가서 초안의 보완을 지시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평가
서 초안의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단순히 의견을 통지할 수 있도
록 한 데 대하여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고 기술하여 문제점이 있음을 시
사하고 있다. 또한, 홍준형(2010)은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 환경영향평
가 절차상 주민의견 수렴 이 상당히 형식적·소극적으로 운영되어 공허한
요식행위화 되어 있는 상태라고 지적하였다. 유헌석(2002)은 제도적 문
제로 참여 주민의 한정된 범위로는 효율적인 의견수렴이 이루어질 수 없
으며 개발에 따른 이해관계의 조정장치가 결여되어 있다고 하였고, 운영
상 문제로 주민참여가 주민 주체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 사업시행자들에

편의적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평가서 초안이나 설명회 자
료가 전문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기가 힘들
다고 지적하였다. 유병로 외(2013)은 정보 소통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등 주민참여 방법도 미국, 일본, EU등은 주무관청이 주관하지만 우리나
의해

라는 사업자가 주관한다고 하였다.
연구문제 2-4 : 환경영향평가

설명회, 공청회

렴

등 주민의견 수 이 적정

하여 환경갈등 해소에 기여하였을 것이다.
연구문제 3-4 : 환경영향평가

설명회, 공청회

렴

등 주민의견 수 이 형식

적으로 이루어져 환경갈등 해소에 기여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김종호 외(2004)는 모든 환경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는 없는 만큼, 사
후적으로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며, 대부
분의 환경갈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전문가들의 역할과 과학적 지식에
한계가 있을 때에는 절차적인 측면에서 불확실성을 감소시켜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환경영향평가 교육교재(2018, 국립환경인력개발
원)는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 확보, 급박한 상황변화 대처 및 환경영향
최소화, 환경영향평가의 적정성 판단을 위해 사후환경 관리제도를 실시
하고 있으나 사업자의 무관심, 사후관리 대행업자의 부실관리, 승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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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미진 등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현장 전문가의 사전 인터뷰 결과3) 사후관리가 허술하여

의 비 전문성 및 관리감
한, 이와 관련

민원 및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후

(

후

연구문제 2-5 : 환경영향평가 사 관리 협의내용 관리, 사 환경영향조
사)가 적정하여 환경갈등 해소에 기여하였을 것이다.

후

(

후

연구문제 3-5 : 환경영향평가 사 관리 협의내용 관리, 사 환경영향조
사)가 적정하지 못하여 환경갈등 해소에 기여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김보미(2014)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갈등예방 관련 요소로

써

전문

검

검토를 언급하고 있다.
연구문제 2-6 : 환경영향평가 전문 검토기구가 역할을 하여 환경갈등 해
토기구의 전문적

소에 기여하였을 것이다.
연구문제 3-6 : 환경영향평가 전문

검토기구가 역할을 하지 못하여 환경

갈등 해소에 기여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3. 선행연구 검토의 시사점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갈등에 관련된 연구는 우선 환경갈등의
원인 유형 해결요소와 관련된 연구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들
연구로 부터 환경영향평가 제도에서 환경갈등 메커니즘을 제시할 수 있
었다. 다음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환경갈등 해소 기능에 관련된 연구

써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적 엄격심사,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및 범위,
정보공개, 설명회·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 사후관리, 전문적 검토기구
로

에 관한 것으로 이들 연구로 부터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환경갈등 해소에

떠

기여 하였는가 기여 하였다면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어 한 기능이 기여

(

3) 사전 인터뷰 2018.11.10) : 감사원 환경분야 감사관,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대
상 사전 인터뷰시 진술한 내용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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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는가 아니면 환경갈등 해소에 기여하지 못하였는가 기여하지 못하였

떠

다면 어 한 기능이 기여하지 못하였는가의 연구문제를 도출할 수 있었다.
제3장에서는 이들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환경갈등 메커니즘과 연구문제

법 반영하여 연구방법을 설계하고 제4장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를 연구방 에

제도의 갈등해소 기능의 연구문제에 대해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인터뷰
를 실시하고 분석한다. 제5장에서는 환경갈등 해소의 대표적인 사례를

교 검토한다.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환경갈등 해소 기능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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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의 방법
제1절 연구문제
제2장에서는 선행연구로 부터 환경갈등 발생 해소 메커니즘을 제시하고
환경갈등 발생 해소 메커니즘 및 선행연구로 부터 연구문제를 도출하였

약

으며 이를 요 한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연구문제1)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환경갈등 해소에 기여하였는가?
(연구문제2)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환경갈등 해소에 기여 하였다면

떤 기능들이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어

?

환경갈등 해소에 기여하였는가

(연구문제3)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환경갈등 해소에 기여하지 못하였
다면 어떤 기능들이 환경갈등 해소에 기여하지 못하였는가?
(연구문제 2-1) 환경영향평가가 요식적 행위가 아닌 절차적 엄격심사가
이루어져 환경갈등 해소에 기여 하였을 것이다.

(연구문제

3-1) 환경영향평가가 요식적 행위로 이루어져 환경갈등

해소에 기여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연구문제

2-2) 환경영향평가의

평가항목(환경성,사회성,경제성)이

적정하여 환경갈등 해소에 기여하였을 것이다.

(연구문제

(

3-2) 환경영향평가의 평가항목 환경성,사회성,경제성)이

적정하지 못하여 환경갈등 해소에 기여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 22 -

(연구문제 2-3) 환경영향평가 정보공개가 적정하여 환경갈등 해소에
기여하였을 것이다.

(연구문제

3-3) 환경영향평가 정보공개가 적정하지 못하여 환경갈등

해소에 기여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연구문제

2-4) 환경영향평가

설명회,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이

적정하여 환경갈등 해소에 기여하였을 것이다.

(연구문제

3-4) 환경영향평가

설명회, 공청회

렴

등 주민의견 수 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환경갈등 해소에 기여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연구문제 2-5)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협의내용 관리, 사후환경영향
조사)가 적정하여 환경갈등 해소에 기여하였을 것이다.

(연구문제

후

(

후

3-5) 환경영향평가 사 관리 협의내용 관리, 사 환경영향

조사)가 적정하지 못하여 환경갈등 해소에 기여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연구문제 2-6) 환경영향평가 전문적 검토기구가 역할을 하여 환경갈등
해소에 기여하였을 것이다.

(연구문제 3-6) 환경영향평가 전문적 검토기구가 역할을 하지 못하여
환경갈등 해소에 기여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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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설계

<그림 3-1> 연구 설계

처 : 연구자 작성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절차적 엄격심사, 평가항목 결정제도, 정보공개 제도, 설명회 공청회 등
주민참여제도, 사후관리제도, 전문적 검토기구 등 환경갈등을 해소하는 6
가지 기능을 장착하고 있다. 이러한 6가지 기능의 적정한 작동 여부는
환경갈등 발생 해소 메커니즘에서 본 것처럼 평가의 민주성과 타당성을
출

확보할 수 있게 하고 이는 다시 이해관계자 간 신뢰관계를 형성하여 갈

완화·해소되게 할 수도 있다. 그림 <3-1>의 좌측 그림은 이를 압
축하여 도식화한 것이고, 이를 그림 <3-1>의 우측 그림처럼 인터뷰와
사례비교 두 가지 단계로 분석하고자 한다.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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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단계로, 6가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환경갈등 해소 기능이 환경
갈등 해소에 기여하였는지를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분석
한다. 인터뷰 대상자는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제정 개정하고 시행하는 환

즉 협의기관, 개발 사업을 계획 시행하는 사업자, 개발에 따른 환경
영향을 조사 분석 예측하여 환경오염 저감방안을 마련하는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환경보전을 지향하는 환경시민단체, 개발에 따른 환경 변화 영향
권 안에 거주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주민으로 구성한다. 인터뷰 대
경부

상자 선정은 연구자의 주관적인 선정을 배제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감사원, 환경부 소속으로 환경영
향평가 분야 감사를 실시한 경험이 있는 감사관의 추천, 환경시민단체
네트워크를 구성 운영중인 담당자 추천, <표1-2> 환경영향평가 해소기
능 평가 인터뷰 대상자 자격 요건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두번째 단계로, 환경영향평가 갈등 해소 기능과 환경갈등을 해소한 대
표적인 사례를 비교 분석한다. 사례 대상은 인터뷰 시 인터뷰 대상자가
제시한 갈등해소 사례, 최근 10년간 중앙일간지 지역종합지에서 환경갈
등으로 검색된 기사 296건, 환경갈등 해소 우수사례, 선행 연구에서 제시
한 갈등 사례를 종합 검토하여 한 개의 사례를 선정하였다. 이들 중 인
터뷰 대상자가 4회, 언론기사 4회, 국무총리실 주관 갈등조정 민관협력
대상 수상 사례, 갈등 해소 연구 논문에 다수 언급된 사례로 시화지구
하여

개발사업을 선정하였다.
위 두 가지 단계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갈등 해소 기능이 갈등

펴

론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해소에 기여 하였는지 살 보고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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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인터뷰 조사 분석
제1절 인터뷰 분석
1. 개관
앞서 환경갈등 발생 해소 메커니즘을 이론적으로 제시하였고, 환경영향
평가 제도에서 환경갈등 해소 기능이 갈등 해소에 기여하였는가의 연구
문제를 도출하였다. 이 장에서는 연구문제에 대해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제시한 견해를 정리하였다.

월 7일 부터 2018년 1월 24일 까지 이루어 졌고, 전
문가 및 이해관계자 당 최소 1회에서 최대 3회의 접촉을 통해 견해를 청
취하였다. 최초 인터뷰에서는 설문 내용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해 의견
을 청취하였으며 2회 차에는 정식 인터뷰를 진행하고 3회 차에 의문사항
을 재차 점검하는 형태로 진행하였다. 그리고 인터뷰를 보완하기 위해
면담 전에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에게 관련분야 경력 등 일반사항과 환경
영향평가 제도의 갈등 해소 기능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묻는 인터뷰
설문지를 이메일 또는 대면 배부하여 이에 대한 답을 구하였다. 동일인
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뷰와 설문이라는 두 가지 접근이 중첩적일 수
있지만, 결과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상호 보완적인 측면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설문으로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환경갈등 해소
기능에 관한 중요한 요소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구두로 질문
하였을 때에는 심도 있게 제시하여 상호 보완이 가능하였다.
이하에서는 인터뷰 대상자의 인터뷰 내용을 대상자별로 정리하고 의견
을 취합하여 연구문제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인터뷰는 2018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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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가 이해관계자 인터뷰
순서는 협의기관 담당자, 사업자, 환경영향
평가 대행자, 환경시민단체,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주민 순으로 구성하
인터뷰 대상자의 견해 기술

였다.

1) 협의기관
(1) 환경부 공무원 A1
A1는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와 환경관련 업무를 30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관련 사업 경험이 10회 이상이고 지방
유역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 담당 및 과장을 역임하면서 환경영향평가
설명회, 공청회, 협의회 등에 다수 참석하였다. 환경영향평가 관련 협의
기관 즉 환경부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고 전문적 견해를 청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인터뷰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A1를 면담한 결과,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환경갈등 해소 역할 또는 환
경갈등에 관한 정부 정책에 대해 적극적 지원 및 옹호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연구문제1의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환경갈등 해소에 기여하였는지에 대

크게 기여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정부가 제도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호소할 때가 없잖아
… 결국 약자의 입장에서는 공론의 장에 나오면서 전문가를 대동할 수도
있는 것이고 … 협의기관 승인기관 환경단체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 모
두 조금씩 양보를 해야만 사업이 가능하다. 갈등 해소로 볼 때 주민의견
수렴도 그렇고 이것보다 더 좋은 제도가 없지 … 사회적 합의라고 보는
데 그 합의가 상대가 100%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생각했던 것의 일
부분을 양보하는 합의이다.”

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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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격

연구문제 2-1, 3-1 차적 엄 심사)의 경우 환경영향평가가 요식적 행위가 아
니라 차를 수하여 환경갈등 해소에 게 기여하였다고
하였다.

절

준

크

답변

“절차를 하지 않으면 행정상 하자가 발생하는 거거든. 효력이 없어 지는
거거든 … 요식적 행위는 아니고 이해관계자가 사업에 참여한다는 의미
가 크기 때문에 요식적 행위 라기 보기 어려워…….”
연구문제 2-2, 3-2(평가항목)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평가항목에
대해 기여한 부분과 기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답변하면서 사회성 경
제성 항목은 한계가 있어 대안을 제시하였다.

“환경성은 충분히 했고 더 이상 할게 없어요. 사회성은 취약계층이라든
지 좀 검토를 하려고 하는데 … 실제적으로는 경제성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있고 … 앞으로는 주민들의 수용성을 적극적으로 검토중 … 예를
들어 태양광의 경우 마을에서 볼 때 경관 측면에서 보기 싫지만 주민이
마을 수익을 위해 모두 원한다면 그런 걸 감안해야 한다는 거지 … 사회
성 경제성은 환경영향평가에서 뽑아내기가 쉽지 않아. 환경영향평가서에
갈등해소를 위해 노력한 결과를 항목에 넣어야 한다는 거지. 그리고 환경
영향평가 원칙에 갈등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기입하여, 갈등 문제
를 넣어야 ……”

(

연구문제 2-3, 3-3 정보공개)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정보공개 정
도에 대해 정보 공개가 적정하여 갈등해소에

완

크게 기여하였다고 답변하

였고 일부 보 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4)을 조금 쉽게 해야 하긴 하지만
… 조금 관심이 있으면 다 구할 수 있다. 주민을 위해 요약서를 10여 쪽
이내로 하고 있고……”

스템(EIASS Env ronmental Impact Assessment

4)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
,
i
) : 환경영향평가서, 사업지역 정보 등 환경영향평가 관련 정보
를 인터 을 통해
서비 를 제공하는 시

Support System
넷
one Stop

스

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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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렴
견 수렴제도에 대해 갈등해소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답변 하였다.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20년 이상 흘러온 과정을 볼 때 교통 재해라든지
다른 것에 비해 거의 완벽한 제도이고 … 다른 것과 상대적 비교를 했을
때 제도상 가장 잘 되고 있지 않느냐 … 더 이상 발전할게 없을 정도로
… 물론 제도를 운영하면서 사업자 환경단체가 불만이 있기도 하는데 …
그래도 더 이상 개선할 것이 없을 것 같다.”
연구문제 2-5, 3-5(사후관리)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사후관리 제
도에 대해 갈등 해소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답변하였다.
“평가가 미리 예측을 하는 단계자나.. 완벽히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그
래서, 공사 착수해서 협의내용을 관리하고 환경영향을 조사하여 예측하지
못한 것에 대한 영향을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 갈등해소에 엄청 기여하
고 있는 거지 … 환경영향을 예측하지 못한 것이 발생된 것은 조치를 하
여야 한다는 협의조건이 있기 때문에 갈등해소에 기여하는 거지 … 보상
문제도 가능하고 제도적 장치가 다 마련되어 있다.”
연구문제 2-6, 3-6(전문 검토기구)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제도 내 전문
적 검토기구의 갈등해소 기여에 대해 갈등해소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답변
연구문제 2-4, 3-4 주민의견 수 )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주민의

하였다.

“갈등을 초래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사업을 못하
게 한다는 입장에서 그런 것이고, 일반 주민 입장에서는 아군이지 … 갈
등해소에 기여한다고 하는 것은 전문성 때문이다. 전문적으로 검증해 주
는 과정이 크고, 검증하다 보면 환경기준이나 법적기준을 달성하는 것이
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견 개진을 통해 해소한다.”
(2) 환경부 공무원 A2
A2는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와 환경관련 업무를 20년 이상 수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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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험

경 이 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관련 사업 경 이 10회 이상이고 국립

교육원에서 환경영향평가 강의를 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분야 기
술사급 자격증인 환경영향평가사를 보유하고 있어 전문가인 동시에 협의
기관 이해관계자이다. 환경영향평가 관련 협의기관 즉 환경부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고 전문적 견해를 청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인터뷰
환경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A2를 면담한 결과,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환경갈등 해소 역할 또는 환경
갈등에 관한 정부 정책에 대해 적극적 지원 및 옹호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연구문제1의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환경갈등 해소에 기여하였는지에 대

긍정적으로 답변 하였다.
연구문제 2-1, 3-1(절차적 엄격심사)의 경우 환경영향평가가 요식적 행
위가 아니라 절차법에 따라 절차를 준수하여 갈등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고 답변하였다.
“「환경영향평가법」은 절차법으로 민주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며, 개
발사업에서 주민 의견을 듣는 통로로써 갈등해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
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업자는 사업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환경영
향평가 협의를 통과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협의가 되어야 사업
승인이 나니까 사업 승인을 위한 절차로만 생각하고 그 이후는 등한시
하는 경향이 있죠.”
연구문제 2-2, 3-2(평가항목)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답변하였으나 사회성 항목은 한계가 있어
해서는 기여하였다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환경영향평가가 환경적 측면에서는 환경갈등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으
나, 사회성 경제성은 갈등해소에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사회영향평가 도입, 자연생태계 가치평가 방법을 도입하여
개발과 보존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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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문제 2-3, 3-3 정보공개)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정보공개 정
도에 대해 정보 공개가 적정하여 갈등해소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답변하면서 일부 보완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환경영향평가의 평가서 공개 등으로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정보
공개의 효과는 거두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주민이용 정도가 낮아
주민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홍보 등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연구문제 2-4, 3-4(주민의견 수렴)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주민의
견 수렴제도에 대해 제도가 갈등해소에 기여하였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하
였고 일부 보완 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설명회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는 절차적 측면에서 민주성을 확보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사업자가 주관하기 때문에 얼마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하게 만드느냐 하는 제
도 개선 마련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우편을 통해 홍보하여 참석률을 제
고 한다 던지 사업자가 참석하지 않고 평가대행업자만 참석한다던가 하
는 문제가 있고.. 공청회는 주민이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므
로 중립적인 제3의 기관에서 주관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연구문제 2-5, 3-5(사후관리)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사후관리 제
도에 대해 갈등해소에 기여하였다고 긍정적 부정적 입장을 보이지 않았
고 보통 수준이라고 답변하였다.
“사후관리가 중요하거든요. 평가시장 규모의 50% 이상이 사후관리 거든
요. 사후관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죠. 환경영향평가 협
의 전 까지는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협의 완료 이후에는 주민
참여가 낮다. 협의내용관리, 사후환경영향조사 분야에 까지 실질적인 주
민참여가 이루어 져 피드백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었으면 한다. 또한, 사
업자가 사업 승인 후에는 사후관리를 등한시 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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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
토기구의 갈등해소 기여에 대해 갈등해소에 기여하였다고 긍정적으로 답
변하면서 보완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전문 검토기구가 환경갈등을 해소하는 기능도 있죠.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전문
검토기관이 한곳인데, 전문 검토기구의 복수화가 필요 하죠.”
2) 사업자
(1) 공기업 임원 B1
B1은 공기업에서 소각시설, 매립시설 등 설계 및 공사 감독을 30년 이
상 수행 한 경험이 있다. 또한, 소각시설, 매립시설의 환경영향평가 업무
도 10건 이상 진행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용역 감독 관리, 설계
공사 감독 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다. 이런 과정에서 환경영향평
가 설명회, 공청회 등을 준비하거나 참석하여 발표한 경험이 다수이다.
사업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고 전문적 견해를 청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인터뷰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B1를 면담한 결과,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환경갈등 해소 역할 또는 환경
갈등에 관한 정부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갈등해소 기여
정도에 대해서는 기여하지 못한다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연구문제 2-6, 3-6 전문적

검토기구)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제도 내

연구문제1의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환경갈등 해소에 기여하였는지에 대
해서는 기여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답변

“글쎄요. 환경영향평가가 갈등해소에 기여했다고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제가 경험한 케이스로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 등을 봤을 때 갈등을 해소
하는데 부족하지 않나 싶고요. 대체로 설명회, 공청회 주민의견 수렴이
좀 잘 안되고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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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엄격심사)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준수
하려고 노력 하나 내실이 없어 환경갈등 해소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답변
연구문제 2-1, 3-1

하였다.

“대부분 정해진 절차대로 지키려고 하고 지키고 싶겠죠 … 내용을 들여
다보면 허점들이 많이 있어요. 사업 진행을 위해 평가 보고서 작성하는
건 아주 부수적인 일이고… 내용적으로 내실 있게 하기가 쉽지 않은 점
도 있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업을 시작해서 끝내기도 바쁜 입장이
고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것도 현실이고. 시골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대부분 잘 모르고 있고 … 노약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설명, 안내도
필요하죠.”
연구문제 2-2, 3-2(평가항목)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평가항목의
사회성 경제성 평가에 대해 갈등해소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답변하면서
보완점을 제시하였다.
“환경성은 어느 정도 평가가 된다고 봐지는데 사회성 경제성 평가는 거
의 미비하다고 봐야겠죠 … 인구 산업 항목은 그냥 현황을 기술하는 정
도고요. 영향을 평가 한다고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 사회적 약자를 위
한 영향평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 폐기물시설이 요
양병원 등 노약자 시설, 어린이 시설 등에 입지할 경우 대책이 있어야 된
다고 그렇게 봅니다. ”
연구문제 2-3, 3-3(정보공개)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정보공개 정
도에 대해 절차대로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보완할 사항이 있다고 답변하
였다.

“정보공개는 절차대로 이루어 지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정보공개 범위
측면에서 협의회 협의 내용, 설계내용, 설계변경 내용도 공개 하는게 바
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 시스템으로만 정보 공개가 되는데 대도시가
아닌 시골에서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컴퓨터도 잘 사용 안하고 … 시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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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복 센
겠 ”

마을회관이라 지 주민 지 터, 이장 등에게
도 대안이 될 수 있 고요.

(

알려주고 설명을 해주는 것

렴

연구문제 2-4, 3-4 주민의견 수 )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주민의

렴 제도에 대해 갈등해소에 기여하고 있지 못하다고 답변하면서 개

견 수

선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주민설명회 공청회 참석도 해보고 설명도 해 봤는데… 현실적으로 주민
들 입장에서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환경영향평가서
에는 설명회는 개최하였다. 공청회는 진행하려 했으나 주민 반대로 개최
못했다. 이렇게 적으면 끝나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형식이 되겠고 … 그
렇게 하면 법적인 절차는 다 밟았다 이겁니다. 사실 주민의견이나 내용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설명회 해 버리고 … 그러니깐, 설명회 공청회
가 아주 형식적인 거죠. 실질적으로 주민 의견 수렴을 하려면 반대 의견
있으면 어떻게 수용 한다 던지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안되고 있기 때
문에…주민의견이 반영되고 있는지 피드백이 필요하겠죠. 사업자는 환경
영향평가 대행업체에 맞겨 놓고 무관심해 버리고..절차대로 했다. 주민이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 … 환경갈등이나 민원이 심한 사업은
이해관계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 협의체를 구성해서 신뢰를 쌓아 가면
서 공사완료시 까지 주기적으로 만나 이야기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
가 시화호 사업도 참석 했었습니다. 시화호 사업이 협의회도 구성하고 그
나마 잘된 사업이고요.”
연구문제 2-5, 3-5(사후관리)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사후관리에
대해 갈등해소 기여에 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입장을 보이지 않았으나
대체로 문제점을 지적하여 갈등해소에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반응
을 보였다.

“제가 설계, 공사 현장 감독, 설명회, 공청회 다 해봤는데요. 공공사업의
경우 절차는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설계, 시공, 운영 이런 절차로 이루어
지는데, 계획 설계 단계에서 설명회 공청회가 잘 이루어지고 주민이 찬성
하는 사업인데도… 공사 시작해서 시공단계에서 민원인하고 심각한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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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
…

약

켜

이 생기는 경우도 있 니다. 주민들은 속을 지 라. 시공사는 사업비에
영이 안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예전
에 장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지
고 사업하는 경우도 많
어요. 지 은 조 나아 지만 아 도 원 대로 하지는 못하고 있고
공사하는데 어
이 많 .

반
았

현

금

연구문제 2-6,

려움

금

졌

뭔 모르
직 칙

죠”
3-6(전문 검토기구)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제도 내

기구의 갈등해소 기여에 대해 갈등해소에 기여하지 못하였다고

검토

답하였다.

“그분들은 원론적으로 검토해서 의견만 줄 뿐이지 … 갈등을 해소하는 하
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2) 공기업 팀장 B2
B2는 공기업에서 소각시설, 매립시설 등 설계 및 공사 감독을 20년 이
상 수행 한 경험이 있다. 또한, 소각시설의 환경영향평가 업무도 9건, 5
년 이상 진행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용역 감독, 공사감독, 협의내
용 이행관리, 사후환경 영향조사 통보서 작성 용역 감독 등의 업무를 수
행한 경험이 있다. 이런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설명회, 공청회, 협의회
등을 준비하거나 참석 발표한 경험이 다수이다.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
영향조사 팀장을 역임한 바 있다. 환경시민단체와 업무를 협의한 경험도
있어 사업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고 전문적 견해를 청취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되어 인터뷰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B2를 면담한 결과,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환경갈등 해소 역할 또는 환경
갈등에 관한 정부 정책에 대해 적극적 지원 및 옹호한다는 입장을 보였
으나, 갈등해소 기여 정도에 대해서는 강한 어조로 부정적으로 답변하였
다.
연구문제1의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환경갈등 해소에 기여하였는지에 대
해서는 기여하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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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엄격심사)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요식
적이어서 환경갈등 해소에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다.
“환경영향평가가 아주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환경영향평가는
갈등을 담는 그릇일 뿐입니다.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
죠.”
연구문제 2-2, 3-2(평가항목)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평가항목의
사회성 경제성 평가에 대해 전혀 갈등해소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다.
“환경영향평가가 사회성 경제성 항목은 없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국토
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폐기물촉진에관한법」에 의한 소각장 건설 등
은 환경성 검토의 경우 주민과의 경제적 협상을 우선시 하여 갈등을 해
소하죠. 그러다 보니 협상이 완료되고 승인이 되어 승인 전 갈등이 해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너무 일반 사항만 제시할 뿐입니
다.”
연구문제 2-3, 3-3(정보공개)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정보공개 정
연구문제 2-1, 3-1

도에 대해 정보 공개가 적정하지 못해 갈등해소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답변하면서 보완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환경영향평가의 평가서가 공개되고 있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핵심 내
용이나 민감 내용은 알리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기본계획 기본설계 단계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정작 중요한 실시설계에서
의 내용 미공개로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시설계 단
계에서의 환경영향평가 실시 및 공개가 적정합니다.”
연구문제 2-4, 3-4(주민의견 수렴)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주민의
견 수렴제도에 대해 갈등해소에 전혀 기여하고 있지 못하다고 답변하면
고

서 개선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주민설명회가 기본계획, 기본설계 단계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대다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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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
합
청

민이 무관심해요. 도심지역의 경우 계 단계부터 환경영향에 관심이 있으
나 시 지역은 대다수 주민이 무관심 니다. 사업자 이 하는 명회는
갈등해소가 어
니다. 주민 명회 공 회 등이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회
를 구성하여 계 부터 사 관리 지 지속적으로 주민 참여가 이루어지도
록 해야 니다.

외

없

설

렵습
설
획
후 까
합 ”
연구문제 2-5, 3-5(사후관리)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사후관리 제
도의 갈등해소 기여에 대해 긍정적 부정적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
“도심지와 비도심지의 차이가 있죠. 도심지의 경우 사전에 주민참여로 갈
등을 일부 예방하나 비 도심의 경우 착공 후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
습니다. 비 도심의 경우 사후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연구문제 2-6, 3-6(전문 검토기구)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제도 내 검토
기구의 갈등해소 기여에 대해 갈등해소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답변하였
다.

“단지 검토기관 일뿐 갈등해소 기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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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1)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연구소 상무 C1
C1은 석산개발, 풍력발전단지, 폐기물매립장, 소각시설 건설 사업 등의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20년 이상 수행 한 경험이 있다. 또한, 환경 분야
박사로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연구소 상무로 근무하고 있으며 환경영향
평가 협의회, 세미나에 다수 참석 발표한 경험이 있어 환경영향평가 대
행업체 입장을 대변할 수 있고 전문적 견해를 청취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되어 인터뷰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C1을 면담한 결과,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환경갈등 해소 역할 또는 환경
갈등에 관한 정부 정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변하였다.
연구문제1의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환경갈등 해소에 기여하였는지에 대
해서는 기여하지 못한다고 부정적으로

답변하였다.

(절차적 엄격심사)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요식
적이어서 갈등해소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다.
“형식적이고 기계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죠”
연구문제 2-2, 3-2(평가항목)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평가항목의
사회성 경제성 평가에 대해 전혀 갈등해소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답변하
연구문제 2-1, 3-1

였다.

“현재 환경영향평가 항목의 범위인 인구 주거 산업의 사회성 경제성은
없는 것이나 다름없죠. 그냥 일반사항만 적고 있다. 업체에는 사회성 경제
성 부분을 평가할 만한 기술 인력이 구성이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연구문제 2-3, 3-3(정보공개)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정보공개 정
도에 대해 정보 공개가 적정하지 못해 갈등해소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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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면서 보완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현재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에서 환경영향평가서를 공개
하고 있어 주민들이 직접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 없이도 정보를
확인하기에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 이용률이 낮아 주
민에게 실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연구문제 2-4, 3-4(주민의견 수렴)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주민의
견 수렴에 대해 갈등해소에 기여하고 있지 못하다고 답변하면서 개선방
고

안을 제시하였다.

“주민설명회 및 의견수렴에 있어서 주 당사자가 사업시행자와 주민 등이
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저감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보다
편입토지의 가격과 동의해 주었을 때 금전적 보상액에 대한 관심이 지대
하고, 사업 대상지와의 거리가 먼 주민들의 보상에 있어서 제외될 경우상
대적 박탈감 등으로 인한 불만 토로.. 이로 인한 막무가내 반대…사회 공
익적 사업의 경우에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거나 대책을 수립하
여 저감이 가능함에도 반대만을 주장하므로 환경영향평가의 예측과 저감
방안은 설명과 설득도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로 환경갈등 해결의 취지가
무색한 경우가 많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의 본연의 목적인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저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이후 승
인기관에서 사업자와 주민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허가 혹은 승인 전에
동의를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실제 주민들이 결정 권한이 있는 당
사자로 환경영향평가 수행 업체를 인정하지도 않는다.
연구문제 2-5, 3-5(사후관리)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사후관리 제
도에 대해 갈등해소에 기여 하였다고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조금 기여하고 있다. 비용을 들여 사후환경영향조사라도 함으로써 모니
터링이라도 하고 있으니 시민단체나 주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것이
다.”
연구문제 2-6, 3-6(전문적 검토기구)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제도 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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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적

검토기구의

갈등해소 기여에 대해 갈등해소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답하였다.
“너무 이론적으로 접근하시는 그런게 있다고 본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단
계에서 입지선정 적정 여부도 검토기구가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지방
환경청이 하고 있다고 본다.”
(2)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연구소 소장 C2
C2는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보성강 하천기본계획 수립, 내성천 중
류권역 하천기본계획 수립 사업 등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20년 이상 수행
한 경험이 있다. 또한, 환경영향평사로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연구소 소
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공청회, 설명회 세미나에
다수 참석 발표한 경험이 있어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입장을 대변할 수
있고 전문적 견해를 청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인터뷰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C2를 면담한 결과,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환경갈등 해소 역할 또는 환경
갈등에 관한 정부 정책에 대해 부정적, 비판적으로 답변하였다.
연구문제1의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환경갈등 해소에 기여 하였는지에 대
해서는 갈등을 해소한 측면과 못한 측면이 있으나 해소하지 못한 측면이
많다는

답변을 하였다.

“갈등을

양면이 있다. 갈등
뉴얼이 필요하다”

해소한 측면과 못한 측면
환경영향평가 제도 내 갈등관리 메

해소를 위해서는

(절차적 엄격심사)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요식
적이어서 갈등해소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답변하면서 개선할 사항을 제시
연구문제 2-1, 3-1

하였다.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이해관계자들에게 알려줘야죠. 주민과 이해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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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에 대한 설명 교육이 필요하다. 요식행위 측면이 많아요.”
연구문제 2-2, 3-2(평가항목)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평가항목의
사회성 경제성 평가에 대해 갈등해소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다.
“인구 주거 산업은 기초자료예요. 이 항목은 없어도 되요. 실무자로서 필
요도 없어요. 아주 요식적 이예요. 없는데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죠.”
연구문제 2-3, 3-3(정보공개)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정보공개 정
도에 대해 환경갈등 해소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답변하면서 보완할 사항
에게

을 제시하였다.

“문자서비스가 충분히 활용될 수 있거든요. 주민이 시스템에 접근을 해
야 되나요? 문자로 대상지역 주민에게 보내주면 되죠.”
연구문제 2-4, 3-4(주민의견 수렴)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주민의
견 수렴제도에 대해 갈등해소에 보통이라고 답변하였다.
“법정 절차는 잘 지켜지고 있으나 다소 형식적으고 소극적이다. 사업자가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연구문제 2-5, 3-5(사후관리)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사후관리 제
도에 대해 갈등해소에 기여하였다고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사후에 갈등은 적은 편이다. 일부 갈등이 표출되기도 하지만 … 전체적
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 내 갈등관리 메뉴얼이 필요하다.”
연구문제 2-6, 3-6(전문 검토기구)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제도 내 검토기구
의 갈등해소 기여에 대해 갈등해소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 하였다.
“매우 폐쇄적이어서 사업자에게 오히려 어려움, 갈등을 야기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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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경시민단체
(1) 환경시민단체 부설연구소 부소장 D1
D1는 환경시민단체에서 20년 이상 근무하면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지역 현안 사안을 수렴하고 직접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사업에 시민단
체 대표로 참여한 경험이 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세미나, 설
명회, 공청회,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등에 발표자, 토론자로 다수 참석하
여 환경시민단체 입장을 대변할 수 있고 전문적 견해를 청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인터뷰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D1을 면담한 결과,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환경갈등 해소 역할 또는 환경
갈등에 관한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적, 부정적으로 답변하였다.
연구문제1의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환경갈등 해소에 기여하였는지에 대
해서는 기여하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다.

“환경갈등에 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있으나 없으나 동일할 것이
다.”
연구문제 2-1, 3-1(절차적 엄격심사)의 경우 환경영향평가가 요식적이
어서 갈등해소에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다.
“요식적이다.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대법원에 가서도 이기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주민들이 소송을 해 달라고 돈을 모아 요청을 해도
패소할 확률이 높아 못해주고 있다.”
연구문제 2-2, 3-2(평가항목)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평가항목의
사회성 경제성 평가에 대해 갈등해소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 사업에 따른 정확한 사회 인문적 평가가 아니라
개발사업의 효과를 나타내 주는 지표로서만 작동하고 있는 정도…갈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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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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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

유발할 수 있는 해나 는 사 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하지 못
하고 있다고 생각이 다.

(

연구문제 2-3, 3-3 정보공개)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정보공개 정
도에 대해 정보공개가 적정하지 못해 갈등해소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답변하였다.
“자료 찾기가 어렵죠. 저희 같은 시민단체도 어려운데 주민이 서칭하기
는 더 어려워요.”
연구문제 2-4, 3-4(주민의견 수렴)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주민의
견 수렴제도에 대해 갈등해소에 기여하고 있지 못하다고 답변하면서 개
고

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환경영향평가가 요식적 행위라는 핵심이 여기에 있다고 저는 보는데 4대
강 사업 설명회 공청회 다 막았는데 막았다고 해도 한 걸로 치고 … 사
업의 개요 정도만 설명하는 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 설명회
공청회는 통보죠 통보 … 설명회 공청회가 아무런 피드백이 없다. 설명회
공청회 후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연구문제 2-5, 3-5(사후관리)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사후관리 제
도에 대해 갈등해소에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다.
“나무를 식재하라고 협의 의견이 나갔는데 확 뛰엄 뛰엄 몇 그루 심어져
있다. 이걸 어디 가서 애기해야 되는지 … 지자체 공무원도 자주 바뀌고..
지자체 공무원이 사업자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해야 한다.”
연구문제 2-6, 3-6(전문적 검토기구)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제도 내 검
토기구의 갈등해소 기여에 대해 갈등해소에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고 답
변하면서 개선방안을 제시 하였다.
“환경단체가 먼저 이슈화 하면 검토기관도 반려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슈화 해야 검토기관도 현장도 한번 갈거 두번 간다. 검토 기관의 협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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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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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많아 서면 리가 대다수.. 장에 가지 고 두루 실하게 나 수
에 어
환경부 치를 보기도 하고 환경부에서 주는 일도 수행해
야 하고
그래서 내가 립기관이 요 하다고 한 것이 그래서 그 다.
장에 가서 보고 구체적으로 해 야 한다.

밖 없 …
눈
…
독
필
랬
현
줘
”
(2) 환경시민단체 지역 국장 D2
D2는 환경시민단체에서 근무하면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지역 사업
을 환경운동 활동가로 10회 이상 관여하였으며, 직접 환경영향평가 관련
한 사업에 시민단체 대표로 활동한 경험이 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설명회, 공청회, 협의회 등에 토론자로 다수 참석하여 환경시민단
체 입장을 대변할 수 있고 전문적 견해를 청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
어 인터뷰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D2를 면담한 결과,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환경갈등 해소 역할 또는 환경
갈등에 관한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적, 부정적으로 답변하였다.
연구문제1의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환경갈등 해소에 기여하였는지에 대
해서는 기여하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다.

“국민의 쾌적한 삶의 질을 보장하는 건데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평가하고 협의를 보는 환경부 환경청이 전략 환경영향평가에서 권한이
주어져 있음에도 … 정부 기조에 따라 많이 흔들린다. 시민단체나 주민들
이 예측하는 상황을 가지 … 고 우려된다고 말하면 이건 예측치일 뿐이
다 라고 하고, 전문가들이 예측치 라고 애기하면 진리인양 받아들인다.”
연구문제 2-1, 3-1(절차적 엄격심사)의 경우 환경영향평가가 요식적이
어서 갈등해소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다.
“요식적이다 라는 말에 공감을 하는데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같은 경우
가 대표적인데, 90%이상이 서면이다. 저도 매양리나 함백산 관련 두 건만
대면으로 참석했다. 서면도 의례히 해야 될 말만 적는다. 현장을 가보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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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의견 없음 이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다.”
연구문제 2-2, 3-2(평가항목)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평가항목의
사회성 경제성 평가에 대해 전혀 갈등해소 기여하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다.
“지방자체단체(승인기관)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시 불편한 사람
을 뺄 수도 있고 … 돈 10만원 20만원 받고 전문가들도 현장에 가볼 엄
두도 안 나는 거죠. 어쨌든 다 요식행위 인거죠. 사회성 경제성 항목이 있
는지도 몰랐어요. 제가 많이 했는데 그게 있나 싶을 정도로……”
연구문제 2-3, 3-3(정보공개)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정보공개 정
도에 대해 정보 공개가 적정하지 못해 오히려 갈등을 증폭하기도 한다고
답변하면서 보완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자연환경 분야 환경영향평가서는 총체적으로 엉터리라고 봐야
될 거 같다 … 지금 환경영향평가서 40개 검토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것
이 없다.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를 통해 자료를 출력하는
데, 파일로 다운이 안 된다. 장별로 출력만 된다. 전체 파일로 다운로드
되어야 한다. 사적인 경로를 통해 받는 경우가 많다. 진행 중인 사항은 미
공개이고.. 정보공개 제도가 있어도 갈등 해소는커녕 갈등을 증폭하는 경
우가 많죠.
연구문제 2-4, 3-4(주민의견 수렴)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주민의
견 수렴제도에 대해 갈등해소에 기여하고 있지 못하다고 답변하면서 개
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설명회 공청회가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문제이다. 일간지
지역신문 하나씩 나오는데 알지 못한다. 오히려 찬성하시는 분만 설명회
공청회에 참석하여 찬성 한다고 말하는 거죠…공청회 2회 무산 시 생략
가능하게 되어 있고 … 설명회 공청회 시 주민의견을 제시해도 반영이
안 되었다 하여 벌칙 조항도 없다.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조정관 제도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협의회 같은 걸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만나서 애
기를 한다 던지 그런 걸 도입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주민설명회는 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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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이다. 이걸 거 으니 시 인기관)은 연히 인해야 되고 이
거다. 주민참여 자체만으로 기능이 부 하니 주민들이 결정할 수 있는 그
것이 요하다. 율성 과만 보지 말고 주민
등이 여 토
할 수 있었으면
다. 이해관계자 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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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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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겠
끼 싸운 ”
연구문제 2-5, 3-5(사후관리)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사후관리 제
도에 대해 갈등해소에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사후관리 누가 감시하라는 거야. 그냥 요식행위 인거야. 공사과정에서 누
가 감시를 할 거냐? 제대로 하려면 감시단을 둬야 하는 거지… 누가 지
켜보고 있어야지…그런 것이 없으니까 평가서가 나가면 끝나는 거지…
일례로 동탄 신도시 삵이 나왔는데 관리가 되지 않더라. 지자체 공무원이
감시를 해야 되는데 인력이나 이런 거 때문에 엄두가 나지 않는다. 소음
진동 감시하는 것도 안 된다.”
연구문제 2-6, 3-6(전문 검토기구)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제도 내 검토
기구의 갈등해소 기여에 대해 갈등해소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다.“
“그 분들도 책임질 수 없는 위치에 있다. 한계가 있다. 국책사업의 경우
더군다나 그렇다.”
5)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주민
(1)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E1
E1은 산업폐기물 매립장 조성 사업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주민
회의 주관, 환경영향평가 설명회 참석 등의 활동을 하여 주민의견을 대
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되 인터뷰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E1을 면담한 결과,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환경갈등 해소 역할 또는 환경
갈등에 관한 정부 정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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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1의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환경갈등 해소에 기여하였는지에 대
해서는 전

혀 기여하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다.

“환경영향평가서가 사업자의 의도대로 작성 되었으며, 주민의 의견은 참
고는 되나 내용 수정의 근거는 되지 못한다. ”
연구문제 2-1, 3-1(절차적 엄격심사)의 경우 환경영향평가가 요식적이
어서 갈등해소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다.
“형식직인 것에 가까운거 같아요”
연구문제 2-2, 3-2(평가항목)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평가항목의
사회성 경제성 평가에 대해 전혀 갈등해소 기여하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다.
“이주대책이나 보상대책을 이런 것이 없다. 경제 관련 평가 요소가 부족
하고 거의 없다. 예를 들어 매립장 옆에 원룸이 있는데 그에 대해 보상
대책은 전혀 없다.”
연구문제 2-3, 3-3(정보공개)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정보공개 정
도에 대해 정보 공개가 적정하지 못해 갈등해소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답변하였다.
“전혀 못한다고 보지는 못하지만 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후 승인기관에서
공유하는 경향이 있다. 승인기관이 사업자 편에 들어서 하는 경향이 있다.
시장한테 요구했더니 그때서 제공해 주더라고……”
연구문제 2-4, 3-4(주민의견 수렴)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주민의
견 수렴제도에 대해 갈등해소에 기여하고 있지 못하다고 답변하였다.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설명 후 의견 개진한 것에 대해서는 반영이 없고,
의견을 수렴 했다고 말하는 형식적 절차를 거쳤다는 결과 위주 설명회다.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간 것은 중요하지 않고.. 했다는 것에 관심이 있다.
내용은 없다. 환경 전문가 집단, 사업자, 주민대책위원회와 지속적이고 허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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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탄회한 소통이 시작부터

끝까지 지속되는 제도가 필요하다.”

( 후

후

연구문제 2-5, 3-5 사 관리)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사 관리 제

직 사업이 진행 중이라 답변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연구문제 2-6, 3-6(전문 검토기구)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제도 내 검토
기구의 갈등해소 기여에 대해 갈등해소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다.
(2)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E2
E2는 공공주택지구 지정 사업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환경영향평
가 설명회, 공청회에 참석하여 주민의견을 대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도에 대해 아

되 인터뷰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E2를 면담한 결과,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환경갈등 해소 역할 또는 환경
갈등에 관한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적으로 답변하였다.
연구문제1의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환경갈등 해소에 기여하였는지에 대

혀 기여하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다.
“오히려 갈등이 조장되었다…평가서 자체가 부실하게 되어 있어 갈등이
더 조장되었다.”
연구문제 2-1, 3-1(절차적 엄격심사)의 경우 환경영향평가가 요식적이
어서 갈등해소에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다.
“요식적 형식적 행위가 되었기 때문에 해소에 기여하지 못한 거예요. 요
식적 형식적 행위라고 보는 이유는 기존에도 이런 평가를 했을 것 아녜
요. 여러 지역에서 했을 텐데 먼저 한데 가서 물어보니 형식적으로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대로 해 보겠다고 했는데 … 그냥 사
업을 진행하기 위한 절차대로 가는 형식적인 행위로 이루어진 거예요. 갈
등해소에는 전혀 기여하지 못하는 거고요 ……”
해서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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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문제 2-2, 3-2 평가항목)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평가항목의
사회성 경제성 평가에 대해 전

혀 환경갈등 해소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답

변하면서 개선 의견을 제시 하였다.
“사회성 경제성은 전혀 안됩니다. 사업자가 이주 대책을 수립하고 이런
것들 … 정착률 등 작성 된 것이 전혀 허구라고 생각한다. 전략환경영향
평가 평가항목 결정시 대상지역 주민이 참여해서 사회성 항목 설정에 관
여하여야 한다.”
연구문제 2-3, 3-3(정보공개)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정보공개 정
도에 대해 정보 공개가 적정하지 못해 갈등해소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초안을 달라고 해서 안줘서. 무슨 소리냐. 공청회 하려면 자료를 줘야
지.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돌려주겠다는 조건으로 자료를 받았다. 이렇게
하려면 안하는 것이 나요. 갈등이 더 많이 생기는 거지… 이거 왜 자료를
안주는 거죠.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테(EIASS)에만 공개하는데 그걸
시골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연구문제 2-4, 3-4(주민의견 수렴)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주민의견
수렴제도에 대해 갈등해소에 전혀 기여하고 있지 못하다고 답변하였다.
“공청회를 1회 2회 3회 계속 하면서 주민 의견이 수렴 반영이 될 텐데
…1차 공청회 너무 부실해서 2차 공청회 개최 요구를 서명 받아 문서로
요청을 했는데 불가하다고 통보를 받았다. 요식과 형식만 있고 내용은 없
다.”
연구문제 2-5, 3-5(사후관리)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사후관리 제
도에 대해 갈등해소에 전혀 기여하고 있지 못하다고 답변하였다.
“이거 이것대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걸 관리하는 사람도 없지만… 공사
업자들만 있으니까 왜 이거 안 되냐고 따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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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링

려

입

어야지
니터 을 하 면 살던 주민이 해야 되는데 주민 출 도 문
제 는다. 주민을 출 하게 해 야 하는데 출 도 못하게 하는데요. 전
사 관리가 안된다고 야

삼
후

입
줘
입
혀
봐 죠……”
연구문제 2-6, 3-6(전문 검토기구)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제도 내 검토
기구의 갈등해소 기여에 대해 갈등해소에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고 답
변하였다.
“적어도 공청회 때 환경부 공무원이 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평가서 본안 때는 몰라도 초안 때는 안온다고 하더라고요. 환경부 가서
알아봤는데 안온다고 하더라고요. 전문 검토기관은 만난 적이 없으니깐
……”

제2절 인터뷰 결과에 대한 분석
앞에서 실시한 인터뷰를 종합하여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환경갈등 해소
기능에 대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별 의견을 비교 검토한 결과는 표
<4-1>과 같다.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견해를 쉽게 파악하고자 환경영향
평가 제도의 갈등 해소 기여에 관하여 전혀 기여하지 못하였다(--), 기
여하지 못하였다(-), 보통이다(0), 기여하였다(+), 대단히 기여하였다(++)
5단계로 등급화 하여 비교 검토하였다. 등급화는 인터뷰 전 설문지에 표
시하도록 하였으며 심층 인터뷰 시 견해를 다시 확인하여 최종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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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1> 환경갈등 해소기능 기여 평가에 대한 비교·검토
절차
기

능

(연구문제)
전문가,
이해관계자

갈등
해소
기여
(연구
문제
1)

적

평가

정보

엄격

항목

공개

심사

(연구
문제
2-2,
3-2)

(연구
문제
2-3,
3-3)

(연구
문제
2-1,
3-1)

주민
의견
수렴
(연구
문제
2-4,
3-4)

전문
사후
관리
(연구
문제
2-5,
3-5)

검토
기관
(연구
문제
2-6,
3-6)

A1

++

++

0

++

++

++

++

A2

+

+

+

+

+

0

+

B1

-

-

-

0

-

0

-

B2

-

--

--

-

--

0

-

C1

-

-

--

-

-

+

-

C2

-

-

-

-

0

+

-

D1

--

--

--

-

--

--

--

D2

-

-

--

-

-

--

-

E1

--

-

--

-

-

·

-

E2

--

--

--

--

--

--

--

협의기관

사업자

평가대행자

환경시민
단체

환경영향
평가대상
지역주민

※ “·”은 사업이 진행 중으로 사후관리에 대한 의견 제시 없음

처 : 연구자 작성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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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교 검토한 결과 협의기관은 대부분의 항목에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환경갈등 해소 기능의 갈등 해소 기여에 대해 갈등해소에 기여하였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하였으나,

사업자 평가대행업자 환경시민단체 대상지역

주민은 대체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환경갈등 해소 기능의 갈등 해소 기

판

여에 대해 기여하지 못하였다고 부정적이거나 비 적으로

1. 연구문제에 관한 분석

답변하였다.

절

이번 소 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갈등해소 기능에 관한 연구문제
에 대해 인터뷰 결과를 중심으로 차례대로 분석하였다.

1) 연구문제1(환경갈등 해소 기여 여부) 분석
(1) 환경갈등 해소기여 여부에 관한 인터뷰 결과 분석
협의기관 인터뷰 대상자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환경갈등 해소 기여에

반

관하여 전 적으로 갈등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협의기관

은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환경갈등 해소에 기여한 측면에 대해 민주적

절

론
경영향평가 제도의 절차적 장점 즉 민주성을 강조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차성,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공 의 장을 언급하면서 환
사업자 평가대행업자 환경시민단체 대상지역 주민은 환경영향평가 제도

판

의 환경갈등 해소 기능의 갈등 해소 기여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비 적으

답변하였다. 환경시민단체나 주민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있으
나 없으나 갈등해소에 영향이 없다고 답변 하거나 오히려 갈등을 악화시
키는 경우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비판적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사업자 중 한 인터뷰 대상자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는 갈등을 담는 그릇이
지 해소하는 그릇은 아니다 라는 견해를 보였다.
로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갈등 해소에 기여하였는지를 이러한 인터뷰 결과

합

를 종 하여 평가하면 협의기관

외

입장에서는 기여하였다고 인식하고 있고

협의기관을 제 한 사업자,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환경시민단체 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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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에서는 환경갈등 해소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
으로 이해 할 수 있다. 그런데, 협의기관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제
정·개정·시행하는 총괄기관임을 고려하면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환경갈등
주민

해소에 기여하지 못하였거나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2) 소결론
위 인터뷰 결과는

홍준형(2017)이

기술한 환경영향평가가 일종의 요식

절차로 그 자체가 또 다른 갈등의 원인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논거를 뒷
받침 할 수 있는 결과이며,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환경갈등 해소에 기여
하지 못하였거나 미흡한 점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2) 연구문제2-1, 3-1(절차적 엄격심사) 분석
(1) 절차적 엄격심사에 관한 인터뷰 결과 분석

협의기관 인터뷰 대상자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환경갈등 해소 기능 중

절차적 엄격심사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갈등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고 답
변하였다. 협의기관은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절차법에 따르고 주민이 제
도 안에 참여 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사업자 환경영향
평가대행업자 환경시민단체 대상지역 주민은 절차적 엄격심사에 대해 부
정적이거나 비판적으로 답변하였다.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환경시민단체
대상지역 주민의 경우 절차적 엄격심사에 관하여 아주 요식적, 형식적,
기계적이다 라고 강조하였다. 한 시민단체 인터뷰 대상자의 경우 심지어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해도 소송에서 패소하여 주민이 요청한 소송
을 진행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든 협의기관과 다른 이해관계자가 환경영향평가 제도

이렇게 제도를 만

절차적 엄격심사에 관하여 다른 시각으로 보는 이유는 협의기관은 환
경영향평가법이 절차법으로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고 바라보는 반면, 타
이해관계자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해도 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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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준수 하여도 갈등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내용은 없이
기계적, 요식적, 형식적으로 진행한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2) 소결론
환경영향평가가 대체로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되고 있다고 하나 실질적인
내용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홍준형(2017)이
기술한 환경영향평가의 요식행위화 논거를 재확인 할 수 있는 결과이다.
경우가 많고

3) 연구문제2-2, 3-2(평가항목) 분석
(1) 평가항목에 관한 인터뷰 결과 분석
협의기관 인터뷰 대상자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환경갈등 해소 기능 중

답변하였다. 협
의기관 인터뷰 대상자는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환경성은 잘 평가하고 있
으나 사회성 측면에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진술 하
평가항목에 관하여 갈등 해소에 기여하거나 보통이라고

였고 경제성은 미흡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사업자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판

환경시민단체 대상지역 주민은 평가항목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비 적으
로

답변하였다.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환경시민단체 대상지역 주민의 경

우 환경영향평가 항목인 사회성 경제성에 대해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하였다. 한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인터뷰 대상자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는 사회성 경제성 항목을 평가할 기술 인력도 가지고 있지 못하
다고 진술하였다.

특이한 점은 협의기관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사회성 경제성 평가

항목이 갈등해소 역할에 미흡하다는데 공통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노약자, 어린이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평가가 미흡하고 사회성 평가 세부항목이 일반적인 내용이어서 실
질적인 사회성 평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
다. 또한 경제성 평가도 일부 산업의 변화만 기술하는 정도로 피해에 대
것이다. 이는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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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제적 보상을 언급하고 있지

않아 아주 미흡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으

로 분석된다.

(2) 소결론
전반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사회성 경제성 평가 항목은 평가서를
작성하는 평가대행업자가 평가할 인력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세부 항목도 부실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협의기관을 포함한 모든 이해
관계자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사회성 경제성 평가항목이 미흡하다는데

취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해 보이며, 이는 이상돈(2004)이
기술한 환경영향평가 사회성 경제성 평가항목이 부실하여 강화가 필요하
다는 논거를 뒷받침 한다.
공통적 견해를

4) 연구문제2-3, 3-3(정보공개) 분석
(1) 정보공개에 관한 인터뷰 결과 분석

협의기관 인터뷰 대상자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환경갈등 해소 기능 중

답변하였다. 협의기관
인터뷰 대상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를 통한 정보공개
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누구나 관심이 있으면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사업자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환경시민
단체 대상지역 주민은 정보공개 적정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변하였다.
정보공개에 관하여 갈등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고

사업자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환경시민단체 대상지역 주민의 경우 환경영

본안, 사후영향조사서가 공개되고 있지만
여전히 정보를 감추려고 하고 공개 범위 측면에서도 환경영향평가 협의
회 자료, 설계자료 등이 없어 부족하다고 하였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정
보지원시스템(EIASS)를 활용한 정보 공개 측면에서는 시골에서 자료를
접근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 하면서 이해관계자 간 정보 수준의 불균형
이 있어 갈등을 증폭시키거나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강조
향평가서 초안, 환경영향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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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특이한 점은 협의기관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환경영향평가 제도
의 정보공개에 대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활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데 공통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정
보에 접근하기 어렵거나 활용이 낮은 계층에게 정보가 잘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되며 정보전달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된다.

(2) 소결론
유병로 외(2013)는

목표로 하고 있고 매우 중요하다고
볼

때

완

환경영향평가가 정보공개를 통한 갈등 화를 주요

양

강조하였다.

그러나, 인터뷰 결과로

환경영 평가가 정보공개를 하고 있으나 정보공개

범위, 접근성,

알 수 있으며, 유병로 외(2013)의 환경영향평
가 정보제공을 통한 갈등완화를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활용성이 미흡하다는 것을

5) 연구문제2-4, 3-4(주민의견 수렴) 분석
(1)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인터뷰 결과 분석

협의기관 인터뷰 대상자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환경갈등 해소 기능 중

렴

답변하였다. 협의
기관 인터뷰 대상자는 설명회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 절차는 민주성을
확보한 것이며 국내 다른 영향평가를 비교 하더라도 가장 잘 정비된 제
도임을 강조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사업자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환경시
민단체 대상지역 주민은 설명회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 제도에 대해
부정적 비판적으로 답변하였다. 사업자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환경시민단
체 대상지역 주민의 경우 설명회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이 대상지역
주민이나 시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할 권한을 가진 사업자마저도 참석하지
않고 아주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 하였다.
이렇게 제도를 만든 협의기관과 협의기관 이외의 다른 이해관계자가 환
주민의견 수 에 관하여 갈등해소에 기여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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렴 제도에 관하여 다른 시각으로 보는 이
유는 협의기관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설명회 공청회를 개최하고
경영향평가 제도의 주민의견 수

있고 이를 통해 민주성을 확보하고 있어 갈등해소에 기여하고 있다고 인

반면, 협의기관 이외의 다른 이해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요
식적, 형식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 주민의견 수렴 제도가 실질적
인 내용이 없기 때문이라고 진술할 정도로 실질적인 민주성을 담보하고
있지 못 한다고 인식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 소결론
위 인터뷰 결과로 볼 때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수렴 제도가 요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홍준형(2010)의 우리나라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형식적·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주민의견
수렴 제도가 좀 더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식한

6) 연구문제2-5, 3-5(사후관리) 분석
(1) 사후관리에 관한 인터뷰 결과 분석
협의기관 인터뷰 대상자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환경갈등 해소 기능 중

후
후관리까지 이루어 져야 한다는 답변을 하였다. 협의기관 인터뷰 대상자
는 환경영향평가는 미래의 불확실한 현상의 예측인데 사후관리를 통해
사 관리 제도에 관하여 갈등 해소에 대단히 기여 하였고 주민참여가 사

예측하지 못한 것에 대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는

강조하였다. 사업자 인터뷰 대상자의 경
우 사후관리 제도가 갈등해소 역할에 보통이라고 답변 하였으며, 도심지
역은 주민참여로 사후관리가 잘 되고 비 도심은 잘 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인터뷰 대상자의 경우 사후관
리 제도가 적정하여 환경갈등 해소에 기여하였다고 답변하였다. 환경영
향평가 대행자 인터뷰 대상자는 예산을 투입하여 공사 착공 후 사후환경
것으로 갈등 해소에 기여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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줘 갈등해소에 기
여한다고 강조하였다. 환경시민단체 평가대상 지역 주민의 경우 사후관
리 제도의 갈등해소 기여에 대해 비판적이거나 부정적으로 답변하였다.
환경시민단체 평가대상지역 주민의 경우 동·식물상 조사 및 관리가 허술
하다는 예를 보여주면서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모니터링 및 감시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
특이한 사항은 공사 착공 후에도 공사로 인한 환경 민원이 다수 발생한
다고 사업자, 환경시민단체, 대상지역 주민이 진술 하였고 앞선 선행연구
자료에서도 사후관리 문제점을 지적하였음에도 협의기관 이외에 환경영
향평가 대행자가 사후관리가 적정하여 갈등해소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하
였다는 점이다. 왜 이러한 답변이 나왔는지에 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사
후관리제도의 큰 축인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환경영향평가 대행자가 직접
시행하고 점검을 받아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에서의 답변임을 고려하면
영향조사라도 하고 있어 시민단체나 주민에게 신뢰를

이해가 가능하다.

(2) 소결론
후

비록 환경영향평가 대행자가 사 관리를 통한 갈등해소 기여에

긍정적인

직접 사후관리를 시행하는
사후관리를 통한 갈등해소가

평가를 하였으나 이는 환경영향평가 대행자가
주체로

써

평가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다소 미흡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 연구문제2-6, 3-6(전문적 검토기구) 분석
(1) 전문적 검토기구에 관한 인터뷰 결과 분석
협의기관 인터뷰 대상자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환경갈등 해소 기능 중

검토기구에 관하여 갈등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협
의기관 인터뷰 대상자는 검토기구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환경기준이나 법
적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 갈등해소에 기여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
전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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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사업자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환경시민단체 대상지역
주민은 전문적 검토기구에 관하여 갈등해소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답변하
다. 이와는

였다. 사업자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환경시민단체 대상지역 주민의 경우

검토기구는 단지 원칙적, 이론적 의견만 줄 뿐이지 갈등해소 기능은 없
다고 강조 하였다.
특이한 사항은 전문적 검토기구의 협의 의견이 사업자에게는 갈등을 촉
발할 수도 있다는 것과 대형 국책사업의 경우 검토기관이 의견을 주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정부추진 대형 국책사업에 적정
평가가 이루어 지지 않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이것을 <그림 2-3>의 환
경갈등 발생 해소 메커니즘의 협의기관과 검토기관의 추구 특성 측면에
서 살펴보면, 전문적 검토기구가 정확성과 타당성을 담보해야 하나 그렇
지 못할 경우 갈등을 촉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 소결론
김보미(2014)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갈등예방 관련 요소로써 전문적 검
토기구의 전문적 검토를 언급하고 있으나, 전문적 검토기구의 원칙적 이론
적 의견만으로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이해관계자 집단별 인식에 관한 분석
절

이번 소 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갈등해소 기능의 갈등 해소 기여

룹

떠 입장과 인식을 가지고 있

에 관하여 이해관계자들을 그 화 하여 어 한
는지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1) 협의기관 vs 타 이해관계자
입장에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갈등해소 기능에 관하여 종
합적으로 비교 검토한 결과, 협의기관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환경갈등
해소 기여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갈등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이해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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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협의기관을 제외한 다른 이해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제도
의 환경갈등 해소 기능의 갈등 해소 기여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으
이와는

로 인식하였다.

든 협의기관과 타 이해관계자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갈등해소 기여에 관하여 다른 시각으로 보는 이유는 협의기관은 절차적
제도와 절차의 준수를 중심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갈등해소 기능을
바라보는 반면, 타 이해관계자는 절차적 준수뿐만 아니라 각 기능들이
내용적으로 내실 있고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환경시민단체나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에 천연기념물이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서에 3회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없었으므로 없는 것으로 한다던가, 협의기관은 설명회 공청회를 실
시하였으니 법적 절차를 준수 하였다라고 말하고 협의기관 이외의 다른
이해관계자는 공론의 장이 되어야 하는데 주민의견 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고 반영도 되지 않아 아주 형식적으로 실행한다고 진술 하는 것이 그
이렇게 제도를 만

사례이다.
환경시민단체, 대상지역 주민뿐만이 아니라 사업자와 환경영향평가 대
행자 조차도 갈등을 해소하지 못한다고

답변하여 사업자와 환경영향평가

칫 환경영향평가가 사업승인을 위한 부수적 통과의례로 인
식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대행자에게 자

2) 환경시민단체, 대상 지역주민
<표4-1>에

보면 환경시민단체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주민은 환경

판
하고 있으며 인터뷰 시에도 유사하게 답변하였다. 이와 같이 공통적으로
부정적, 비판적 견해를 가지는 이유는 환경시민단체가 주민에게 환경영
갈등 해소 기능에 관하여 공통적으로 매우 부정적이고 비 적으로 인식

향평가에 대한 지식,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을 대신하여 활동하는 경향이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는 주민들이 환경시민단체에 정보 제공을 요
구하거나 소송을 대리해 줄 것을 요구 한다고 한 환경시민단체의 인터뷰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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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답변을 봐도 알 수 있다.

3) 사업자,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표4-1>에 보면 사업자와 환경영향평가 대행자가 환경갈등 해소 기능
에 관하여 다른 기능의 평가와 다르게 긍정적이거나 보통으로 인식하는
기능으로 사후관리가 있다. 이와 같이 사후관리에 관하여 부정적으로 답
변하지 않는 이유는 사업자가 평가대행업체에 사후관리 용역을 주는 계
약 관계에 있고 두 이해관계자 모두 사후관리를 공통적으로 시행 책임져
야 하는 입장임을 고려하면 이해가 되고 이러한 결과가 아주 특이한 현
상은 아니다.

3. 환경갈등 해소 중요 기능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인터뷰 시에는 환경영향평가 제도 갈등 해소 기

묻는 질문을 하였는데 대다수가 설명회 공청
회 등 주민의견 수렴 제도를 우선으로 답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민
의견 수렴제도가 요식화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거나 갈
등조정 협의체 도입, 집중토론 분과회의체 구성 운영, 갈등 조정관 도입,
공청회 시 중립적인 제3자 주관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능 중 가장 중요한 기능을

이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갈등 해소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기능이 주민
과의

접점에 있는 설명회,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제도이며 이 기능이

효
설계 하거나 다른 모델을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실 성 측면에서 미흡함으로 내실 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를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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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사례조사 분석
제1절 사례개관
1. 사례선정
담

환경갈등을 해소한 사례는 인터뷰에서 면 자가 제시한 갈등해소 사례,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사례, 최

(

근 10년간 환경갈등으로 검색한 언론기사

교 검토하여 가장 많이 언급된 한 개의 사례를 선정
하였다. 이들 중 인터뷰 대상자가 4회, 언론기사 4회, 갈등 발생 해소 연
구 논문에 다수 언급된 사례로 시화지구 개발사업을 선정하였다. 시화지
구 개발사업은 사업 초기에는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
으나 이후 환경영향평가를 엄격하게 실시하고 환경갈등 해소를 위해 별
도의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갈등을 완화한 사례로, 국무총리실 주관
사례 296건)에서 비

갈등조정 민관협력 우수사례 중 대상으로도 선정된 바 있다. 시화지구
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 제도만으로 환경갈등을 해소한 것은 아니지만,
시화지구 개발사업의 환경갈등 해소 과정이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갈등

교 분석할 수 있어 이번 연구의 조사 분석 대상으로

해소 기능과 상호 비
하고자 한다.

2. 사례개요
충

시화지구 개발사업은 환경보전과 국토개발이라는 이해가 상 하면서 이
해관계자 사이에 심한

충돌이

있었던 대표적 환경갈등 사례이다. 또한

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주민, 사업자, 전문가 등

모든 이해관계자

설 협의기구를 만들어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이기도 하다.
특히, 첨예하게 대립된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구성
운영된 시화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역할은 언론 및 인터뷰 대상자로
부터 갈등 해소의 구심점 역할을 하였다는 평가가 많았다.
가 참여하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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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화지구 개발사업 개요
(1) 지리적 위치
시화라는 명칭은 시화호 방조제 물막이 공사로 연결된 시흥시와 화성시
에서 첫 글자를 가져와 만든 명칭이다. 시화호는 서울의 남서쪽에 서울
중심부로 부터 약 38km, 인천으로부터 약 20㎞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
으로 시흥시, 안산시 남쪽으로는 화성시에 인접해 위치하고 있다. 공간적
으로 수도권에 인접해 있어 평택시흥 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 제2경
인 고속도로, 안산시흥 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제3경인 고속
도로 6개 노선이 이 지역을 통과하고 서울과 연결되는 안산선 전철이 운
행 중이다. 서울 인천 안양 수원·광명·과천 등 수도권 주요 도시와
50Km 내에 위치해 있으며, 이러한 공간적 여건으로 시화공단, 반월공단,
평택항을 연결하는 산업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시 흥

북측간석지
시 화 호
안 산
남측간석지

화 성

처 : 연구자 작성

<그림 5-1> 시화지구 공간적 위치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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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사업 목적 및 배경
설

시화지구 개발 사업은 1980년 초 중동지역 건 경기가

침체 되면서 건

설 산업이 위축되자 경제계가 유휴 장비 및 인력을 활용한 국내 경기 부
양을 건의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화지구 개발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1986)에 따르면 시화지구 개발 사업은 대단위 간척사업에
의한 국토확장으로 대규모 공업단지, 도시개발, 농업용지 조성 등 복합적
인 개발 사업을 시행하여 고부가가치성 산업육성으로 2000년대 선진 조
국의 건설과 함께 국제사회의 교역 증진 및 경제 발전을 비약시키는 산
업기지로서의 개발에 있으며, 또한 단기적으로 해외 유휴장비의 활용과
국내 경기활성화 및 신 건설 기술을 증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계획하게 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시화지구 개발 사
업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구하기 힘든 여의도 면적의 58배에 해당하는 간
석지를 매립하여 국토를 확장하고 매립된 토지의 개발로 인해 인근 지역
주민의 삶도 윤택해 질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시화
호 방조제 물막이 공사로 인해 시화호의 수질이 극도로 악화되고 수생태
계가 급격하게 변화되어 환경문제로 인한 사업 추진에 진통을 겪게 되었
다. 시화호 정책사례 보고서(2007)에 따르면 급격한 수질악화를 막기 위
한 대책의 일환으로 1998년부터 시작된 배수갑문 개방에 의해 대량의 외
해수가 유입 되면서 일부 수역에서는 수질 개선의 효과가 나타났으나,
시화호 전반의 수질 악화 이후 시화호 조성에 따른 오염문제와 관련하여
정부와 환경단체와의 갈등과 대립양상이 있었고, 정부가 시화지구 장기
종합계획안을 발표하면서 담수화가 아닌 해수화에 따른 본격적인 시화호
내 간석지 개발이 진행되어 졌다고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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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 추진 경위

<표5-1> 시화지구 개발사업 추진 경위

일자

내용

1975

농진공, 서남해안 간석지 개발계획 수립

1985

정부, 시화지구 매립 추진 계획 수립

1986

정부, 시화지구 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1987. 03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건교부→환경부)

1987. 06

건교부, 시화 물막이 공사 실시계획 승인 및 공사 착수

1987. 10

환경부, 시화 물막이 공사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작

1988. 09

환경부, 시화 물막이 공사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1994. 01

건교부, 시화 물막이 공사 완료(12.7km)

1995. 봄

소금 등 갯벌 퇴적물이 바람에 날림, 포도농사 피해

1996. 04

수자원공사, 시화호 물 4,000만 톤 방류

1996. 04

SBS TV, 시화호 수질악화 문제 언론 최초 보도, 시화호
물 방류 중단

1996. 06

환경부, 시화호 수질개선 대책회의, 방류 결정

1996. 06

환경시민단체 선상 시위, 시화호 방류 계획 무산

1996. 07
1996. 08

환경부, 시화호 수질개선 대책 발표 (2001년까지 총 4,993
억원 투입, 하수처리장 3개소, 배수로 등 건설 계획)
시화호 물고기 수십만 마리 폐사, 갈매기·오리도 죽은
채로 발견, 죽은 물고기를 먹은 영향으로 추정

1996. 겨울

포도나무 냉해, 영지버섯과 느타리버섯 피해 발생

1996. 12

정부, 시화지구를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

1997. 03

수자원공사, 시화방조제 배수갑문을 개방하여 해수 유입

1997. 07

환경부, 국회 제출 자료 시화호수질개선대책, 1년간
추진 불구 수질악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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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10

농림부, 2006년까지 간척지 1,500백만평 개발 계획 발표

1998. 06

건교부, 북측간석지 323만평 개발계획안(시화 멀티테크
노벨리 사업) 수립

1998. 12

농림부, 남측간석지 1,100만평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면허 취득

1999. 05

시화 남측 간척지에서 공룡 알 화석 발견

1999. 06

시화지구 개발 계획 제출(수자원공사→건교부)

2000. 03

문화재청, 공룡알 화석 발견지역 480만평을 천연기념물
제414호로 지정

2000. 07

환경부, 시화지역 악취배출 위반 28개 업체 적발

2000. 09

건교부, 시화지구 정책협의회 구성(건교부, 환경부, 해수
부, 농림부, 산자부, 경기도,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 한
국수자원공사, 농업기반공사 참여)

2001. 02

정부, 시화호 담수화 포기 발표, 해수호로 관리 확정

2001. 07

건교부, 시화지구 종합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착수

2001. 08

환경부, 남측간석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2001. 08

북측간석지(시화 멀티테크노벨리 사업) 개발 계획 고시
(317만평)

2001. 12

해수부, 시화호 특별관리 해역 종합관리계획 확정

2002. 01

지자체, 시화 멀티테크노벨리 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2002. 02

수자원공사, 시화 멀티테크노벨리 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주민설명회 개최

2002. 10

수자원공사, 시화 멀티테크노벨리 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환경부에 제출

2002. 12

환경부, 시화 멀티테크노벨리 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반려

2002. 12

시화호관리위원회, 시화지구 종합 계획(북측간석지, 남측
간석지 개발) 심의의결

2003. 09

경기도 의회, 북측간적지 개발 사업 반대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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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06

수자원공사, 시화 멀티테크노벨리 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환경부에 재 제출

2003. 10

환경부, 시화 멀티테크노벨리 사업 환경영향평가서 관계
기관 보완의견 반영하여 재작성 요청(환경부 → 건교부)

2003. 11

건교부, 시화 멀티테크노벨리 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

2003. 12

건교부, 시화지구 종합계획안 마련

2003. 12

희망을 주는 시화호 만들기 화성·시흥·안산 시민연대회의,
시화지구 종합 개발계획에 대해 ‘시화호를 두 번 죽이지
말라!’ 성명 발표

2004. 01

건교부, 시화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단독위원장 체제)

2004. 02

시화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분과회의 구성

2004. 06

주민, 악취실태 직접 조사(시화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시화환경기술개발센터와 함께 1,816개 대기배출업체 직접
방문해 전수조사)

2004. 09

시화호 관리위원회, 시화호 종합관리계획 개선 계획 확정

2004. 10

시화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시흥･안산지역 대기 개선
로드맵 최종 확정 발표

2005. 01

시화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동위원장 체제 출범 및
시화지구 개발방침 최종 확정

2005. 06

시화 멀티테크노벨리 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이후
7차에 걸쳐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진행

2006. 06

시화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시화
사업 면적 280만평으로 합의

2007. 08

건교부, 시화 멀티테크노벨리 사업 기공식(2020년 완공
예정)

2011. 11

남측간석지 송산그린시티 공사 착수(2030년 완공 예정)

처

멀티테크노벨

멀티테크노벨리

출 : 시화
리 사업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시화호 정책사례
보고서 2007)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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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발 사업 내용

<표 5-2> 시화지구 개발사업 내용
구분

내용
길이

물막이 공사

사업비

6,220억원

물막이 공사

1994.1월

(방조제)

시화멀티테크노벨리
(북측간선지)

사업면적

9.96㎢

총사업비

3조6,022억원

사업기간

2002년 ∼2020년

총면적
송산그린시티
(남측간석지)

처

출 : 한국수자원공사

12.7km

55.64㎢

총사업비

8조8,812억원

사업기간

2007년 ∼2030년

홈페이지

시화지구 개발 사업은 대단위 국토확장과 개발을 위하여

군

설

당시 시흥군과

화성 을 연결하는 시화 물막이 건 공사를 우선 시행하였다. 물막이 공

후 간석지에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하는 계획이
수립되었고, 1998년에는 북측 간석지에 첨단 복합단지 개발을 목적으로
시화 멀티테크노벨리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다. 2007년 8월 시화 멀티테
크노벨리 사업의 기공식이 진행되었으며 관광 레저도시, 생태도시, 수상
도시를 컨셉으로 하는 송산그린시티 사업은 2011년 공사를 착공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시화호 방조제 물막이 공사와 시화 멀티테크노벨리 사업
사에 따른 방조제 조성

을 중점으로 환경갈등에 관하여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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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사례분석
1. 갈등전개 과정
1) 갈등 발생
1994년 1월 시화호 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완료되고 수질이 악화되면서
시화지구 개발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시작되었다. 사업 추
진 경위에서도 보듯이 시화지구 개발사업의 첫 단계인 방조제 물막이 공
사 초기에는 환경영향평가가 절차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다. 방조제 물막
이 공사 시행 전 환경영향평가가 완료 되어야 함에도 공사가 착수된 이
후에 이루어 졌고, 그 결과 방조제 물막이 공사에 따른 환경영향에 대한
최소한의 사전 안전장치인 환경영향평가는 요식적 행위로 이루어졌을 뿐
이었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시화호 인근에서 생활하수와 공장폐수가
유입되면서 시화호 수질은 점점 더 악화 되고 1995년 봄에는 시화호 주
변 과수원에 포도농사 피해가 발생하였다.
2) 갈등 표면화
1996년 4월 21일 정부는 시화호 수질개선을 위해 시화호 담수 4,000만톤
을 방류하였다. 1996년 4월 25일 지상파 방송을 통해 시화호 수질오염
문제가 보도 되면서 시화호 수질오염 문제는 사회적 이슈로 부각 되었
고, 언론을 통해 부각되자 정부는 1996년 6월 20일 수질개선을 명분으로
오염된 시화호를 또 다시 바다에 방류하려 하였다.
3) 갈등 고조
1996년 6월 24일 환경 단체와 주민들은 시화호를 바다로 방류할 경우,
산업폐수로 오염된 시화호 물이 주변 해역을 오염시켜 수자원을 고갈시
킬 뿐이라고 반발하며 선상 시위까지 하는 등 정부와 대립하기 시작 하
였다. 1996년 7월 5일 정부는 4,993억원을 투입해 수질을 개선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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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6일

대책을 발표하였지만, 수질오염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며 1996년 8

십

패사하는 등 수질 오염 문제가 심각한 수
이런 중에도 정부는 또 다시 시화호 북측과 남측

시화호 물고기 수 만 마리가

준에 이르게

되었다.

획
화지구 개발계획에 대해 정부가 변경 안을 모색하다가 2001년 7월 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2003년 12월 최종 계획안을 마련 발표하자, 화성·시흥·
안산 시민연대(‘희망을 주는 시화호 만들기 화성·시흥·안산 시민연대’)는
시화호 방조제 물막이 공사 실패의 과오를 그대로 반복하는 환경 파괴적
졸속 행정으로, 해수유통으로 서서히 살아나고 있는 시화호를 두번 죽이
는 일이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정부와 극한 대립을 지속하였다.
4) 갈등 완화
지속 되던 갈등은 2004년 1월에 발족한 시화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틀 안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주민 등 이해 당사자가 모여
이견을 조율하면서 완화되기 시작하였다. 시화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는 건교부, 환경부 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지방의회 의
원, 주민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민관 협의체 성격을 가졌을 뿐
간석지 개발 계 을 결정하였고 시민단체는 더욱 발발하였다. 이러한 시

만 아니라 전문가가 참여하고 수질, 대기, 개발 분과위원회를 두어 중점

론
권자로 참여를 하게 되었고, 실질적인 논의는 협의체 내에서 의결된 사
항을 기준으로 하고 집행은 정부가 하는 상향식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시화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논의 과정에서 대표적인 의견대립이 수질
및 대기오염 문제로 수질 및 대기개선 로드맵의 작성 및 실행방안을 도
출하는 것이었다. 환경영향평가는 수질 및 대기개선 로드맵 작성 및 실
행방안을 합의하는데 역할을 하였고 환경영향평가를 기반으로 참여자간
지속적인 회의나 토론으로 합의를 이루어 낼 수 있었다.
토 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였다. 지역 시민단체도 정식적인 정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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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영향평가 제도 기능과 시화호 사례 비교
령 지속가능발전위원회(2005)는 공공갈등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상대방을 신뢰하지 못한다는데 있다고
기술하면서 절차상 문제 제기, 사업 추진자만이 정보를 독점하는 정보의
비대칭성, 주민참여 부재가 이해관계자 간 신뢰관계를 형성하지 못해 갈
등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환경갈등의 해소를 위
해서는 절차성, 정보공개, 주민참여를 통해 이해관계자 간 상호 신뢰관계
를 형성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앞서 환경갈등 메커니즘과 선행
연구를 통해 기술한 바와 같이, 이해관계자 신뢰성 확보를 위해 민주성
과 타당성을 기반으로 하는 6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번 소절에서는
대통

이러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환경갈등 해소의 6가지

떻

기능이 시화호 사례에서 어 게 이루어

졌는지 검토 한다. 비록 시화지

구 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 제도만으로 환경갈등을 해소한 것은 아니지
만,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갈등해소 기능과 시화지구 개발사업 환경갈등

완화 과정을 상호 비교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갈등해소 기능의
문제점이나 개선 사항을 분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1) 절차적 엄격심사

<표 5-3> 시화호 방조제 물막이 공사와 환경영향평가 일정

구분

시화
방조제
물막이
공사

사업 추진 일정
1987.06 : 시화호 방조제
물막이 공사 착수
1994.01 : 시화호 방조제
물막이 공사 완료

처 : 연구자 작성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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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일정

1987.10 :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작
1988.09 :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당시에는 환경영향
평가 절차가 철저히 무시되었다. 당시 환경보전법 (1977.12.31 제정,
1990.8.1 6 폐지)상 환경영향평가가 시화지구 물막이 공사 실시계획 수립
단계에서 협의가 완료되어 공사 착수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방
안을 마련했어야 했으나, 건교부는 이행을 조건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
가 완료되기 전인 1987년 6월 방조제 공사를 착공하였다. 1987년 10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시작으로 공사착공 후 1년 3개월 후인 1988년 9월
에서야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어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목적중의 하
나인 환경영향의 사전예방을 무색케 하였으며, 이에 따른 절차 또한 무
시되거나 요식적으로 이루어 졌다. 이는 주민과 환경단체에게 환경영향
평가 허위 부실 논란을 야기하게 하였으며 정부에 대한 신뢰 관계가 형
시화지구 개발사업 초기 시화호 방조제 물막이 공사

성되지 못해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환경영향평가법5)」에 의하면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 착공 전인 실
시계획 단계에서 완료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
가서 초안 작성,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고·공람, 주민설명회 개최, 협의
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시화호 방조제 물막이 공사와 대비하여 시화호 내

북측 간석지 시화 멀

티테크노벨리 사업의 경우 실시계획 단계에서 여러 차례의 환경영향에
대한 보완 끝에 2005년 6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었고 이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고·공람, 주
민설명회 개최, 협의가 규정된 절차대로 진행되었고 2007년 8월 공사를
착공하였다.

2) 평가항목
당

법

교

5) 시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 이 2001.1.1.일 자로 환경· 통·재해등에관
한영향평가 으로 경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재는 2009.1.1.일자로
환경영향평가 으로 환원되어 실시하고 있음.

법 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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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앞서 기술하였듯이 시화지구 개발사업 초기 시화호 방조제 물막이 공사
당시에는 시화호 방조제 물막이 공사 착공 후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져
환경영향평가는 요식행위화 되었고 그 결과 환경영향평가 범위 및 항목
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였다.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환경피
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영향을 조사하고 반영할 평가항목을 설정하도
록 정하고 있다.

멀티테크노벨리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서에 지형·지질, 동·실물
상, 수리·수문, 해양환경, 토지이용, 대기질, 수질, 토양, 폐기물, 소음·진
동, 악취, 경관 등 자연 및 생활환경뿐만 아니라 인구 및 주거, 산업, 교
통, 문화재 등 사회성 경제성 항목까지 광범위한 평가가 이루어져 반영
되었다. 이러한 항목 설정에 따른 환경영향 최소화 대책은 시화지구 지
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대립된 의견을 합의에 이르게 하
는 자료로 활용되었는데, 사회갈등연구소 홈페이지 상에 시화지구 지속
가능발전협의회 자료(2007)를 보면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해 시화 멀
티테크노벨리 사업의 사업규모를 당초 317만평에서 280만평으로 축소하
였다고 기술한 것이 그 사례라 하겠다.
시화

3) 정보공개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홍성만, 이종원(2009)은 시화지역 개발 문제를 다루기 위해
구성 운영한 시화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는 견해가 다른 정책행위
자와 사회집단의 참여자들이 서로 요구하는 정보를 무조건적으로 제공하
도록 하여 정보의 비대칭성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기술하면서, 이것은
상대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우월한 입장에 있던 정부위원과 열등한 입장
에 있던 민간위원 간에 진정성 있는 토론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상대방
에 대한 신뢰의 기초를 다지도록 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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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시민단체 대표로 참여했던 인사의 “서로 요청하는 정보에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다.”는 발언으로 볼 때 관련 자료의 제공 협조가
잘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이해관계자 간 정보 비대칭성 해
소 노력을 위해 자료를 민간 위원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였
다는 것은 다른 사례와 구별되는 특징이며 이해관계자 사이에 신뢰관계
를 회복하여 합의형성에 기여할 수 있었던 요인이었다.
다. 또한,

4) 설명회,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 개발 계획에 대하여 설명회 공청회를 개최
하여 해당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1987
년 개발사업 초기 시화호 방조제 물막이 공사 당시에는 대규모 건설 사
업을 시행할 때 설명회, 공청회를 열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반영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표5-4> 시화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의 개최 횟수
구분

분과회의

전

기타

계

체회의

개발계획

대기

수질생태

2004

12

8

9

10

2005

6

16

11

10

8

51

2006

4

14

7

11

19

55

2007

2

16

11

5

19

53

2008

1

15

8

7

2

33

2009

1

13

11

12

37

74

총계

26

82

57

55

85

305

처 : 시화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홈페이지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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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그러나, 시화호 방조제 물막이 공사와 대비하여 시화호

북측 간석지 시

멀티테크노벨리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2002년 2
월부터 2003년 5월 까지 주민설명회, 환경단체 설명회, 환경단체 간담회,
지방의회 설명 등 18차례의 주민,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
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또한, 2004년 1월 시화지구 지속가능발전협의
회를 발족하여 6년간 총 305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자 간 신뢰관
계를 형성하고 갈등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였다.
국민대통합위원회 공식 블로그에 시화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환경분야
분과위원회 위원장인 서정철(2016)의 인터뷰에 의하면 시화지구 지속가
능발전협의회는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다수결로 의결할 경
우 소수 의견이 정부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들러리가 될 수 있어 시민단
체의 요구로 만장일치 의결방법을 채택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만장일치제
도는 이해관계자 간 숙의· 토론·양보와 설득을 통해 회의의 횟수를 거듭
할수록 신뢰를 높이고 오히려 협의의 시간도 단축됨을 경험하였다고 진
술한 바 있다. 이러한 이해관계자간 갈등 해소의 장 마련과 합의 제도는
이해관계자 간 신뢰의 향상으로 갈등을 해소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
화

였다고 할 수 있다.

5) 사후관리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 사업 승인기관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협의기관과 협의한 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다. 환경영

후

향평가 이행여부 확인 부실 등 사 관리 미비는 공사 및

운영 중 환경훼

손, 환경오염 발생으로 주민과의 갈등으로 확산될 수 있는데, 인터뷰 내
용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승인기관 감독 공무원의 인력 부족으로 인해 사
후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시화 멀티테크노벨리 사업의 경우 합의내용의 이행관리를 위하여 「환
경영향평가법」에 명시된 이상으로 관리하였는데, 승인기관만이 이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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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확인 하던 것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주민대표, 시민단체, 전문가

모니터링하고 중대 사항 발생 시
공사 중지 조치 등을 하도록 하였다. 사후관리에서 승인기관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주민, 전문가가 참여하여 검토 및 점검을 시행한 것은 타 사업
사례와 대별되는 특징이다.
가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이행여부를

<그림 5-2> 시화 멀티테크노벨리 사업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요령

처 :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홈페이지

출

이러한 결과로 시화

멀티테크노벨리 사업은 사후관리의 투명성을 확보

하고 갈등을 사전 예방한 것이 인정되어 환경부가 주최한 환경영향평가

후

사 관리 우수사례로도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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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5> 사후관리 우수사례 선정 배경
사업명

시화 멀티테크노벨리 조성사업
m 사후관리의 주민ㆍ관계기관 참여로 투명성 확보 및 갈등해소
- 사후관리평가단 운영으로 사후관리 신뢰도 제고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전담반(퇴적토 모니터링, 수질개선 등) 운영
m 예측하지 못한 환경문제의 효과적인 대응조치
- 해양생태 전문가 자문단 구성으로 시화호 및 연안해역 파래발생에

선정
배경

대한 효과적 대응
- 순환골재 포설후 강알카리성 유출수 시화호 유입 대처
m 지역사회 의견을 반영한 환경 개선방안 추진
- 시화지속협의회 운영으로 친환경 개발방안 마련 등 갈등 관리
- 환경개선 로드맵 시행으로 시화지구 오염저감
- 대기 개선기금 운영을 통한 악취배출사업장 개선

처 : 한국수자원공사 홈페이지

출

6) 전문적 검토기구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 환경영향평가서 검토를 위하여 전문적 검
토기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필요시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정
하고 있다.

멀티테크노벨리 사업의 경우 전문적 검토기구인 한국환경정책평가
연구원의 검토를 받았으며, 추가적으로 시화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내
에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 환경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주민, 전문가, 지
자체, 시민단체로 구성된 대기분과와 수질생태분과를 운영하여 전문적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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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시화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도

처 :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홈페이지
시화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규정(2008.4.8, 국토교통부훈령 제
2008-43호)에 따르면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
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 또는 공무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
견을 들을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어 규정화도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대기 및 수질생태 분과에는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어느
누구라도 회의에 참석 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적 의견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려고 노력 하였다. 시화호 정책사례 보고서(2007)에는 시화호의
대기오염, 수질 오염과 관련하여 전문적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전문
가를 추가로 초빙하여 현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 이해를 높이려 노력하
출

였다고 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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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례분석

<표5-6> 환경영향평가 갈등 해소 기능과 시화 멀티테크노벨리 사업 비교
환경영향평가
기능

환경영향평가 규정상
실시 항목

시화 멀티테크노벨리
사업 실시 항목
- 환경영향환경영향평가서 초안

- 평가서 초안 작성,
절차적 엄격심사

작성,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회 등 의견 수렴,

공고·공람, 주민설명회 개최,

협의 실시

협의 등 절차 준수
- 착공 전 환경영향평가 완료
- 자연환경, 생활환경,

- 자연환경, 생활환경,
평가항목

사회·경제 환경을 평가
항목으로 설정

사회·경제 환경 평가를 실시
- 사회·경제 환경에서는 현행법상
인구·주거·산업 외에 교육·교통·
문화재 영향을 추가로 실시
- 평가서 초안 공개
- 시화지구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정보공개

- 평가서 초안 공개

주민·시민단체가 요구하는 모든
자료를 공개, 홈페이지를 통해
회의결과 공개
- 주민설명회, 환경단체 설명회,
환경단체 간담회, 지방의회

설명회,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

- 설명회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설명 등 18차례 의견 수렴
- 시화지구

지속가능발전협의

회를 구성·운영하여 305회의
회의 실시 및 만장일치 합의
사후관리

- 승인기관이 협의내용
이행점검

- 주민대표,지자체,시민단체,
전문가가 협의내용 이행 점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시화

전문적 검토기구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
원 검토

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조
직 내 대기분과, 수질생태분
과 전문적 검토

처 : 연구자 작성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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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사례분석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갈등해소 기능 6가지를 기 으로 환경

멀티테크노벨리 사업의 실행 내용을 비교하였으
며 결과는 <표5-6>과 같다.
영향평가 규정과 시화호

1) 절차적 엄격심사 측면 분석
절차적 엄격심사 측면에서는 시화 멀티테크노벨리 사업의 경우 환경영
향평가 제도에 정해진 법적 절차를 준수 하였다. 시화지구 개발사업 초
기 시화호 방조제 물막이 공사의 경우 환경영향평가가 공사 착공 후 환
경영향평가가 완료된 것과는 구별된다.

2) 평가항목 측면 분석

멀티테크노벨리 사업의 경우 환경성뿐만 아
니라 경제성 사회성도 영향을 검토하였는데 특이한 점은 현행 환경영향
평가제도에 규정된 경제성 사회성 평가 항목인 인구·주거·산업 외에 교
육·교통·문화재 영향을 추가로 실시 했다는 점이다.
평가항목 측면에서는 시화

3) 정보공개 측면 분석

정보공개 측면에서는 규정상 환경영향평가 초안만
되어 있으나, 시화

멀티테크노벨리

설명회시 제공하도록

사업의 경우 시화지구 지속가능발전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회의결과 공개하는 등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한 특징이 있다.
협의회의 주민·시민단체가 요구하는

4) 주민의견수렴 측면 분석
렴

주민의견 수

측면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제도 규정상 1회의

설명회를
주민설명

멀티테크노벨리 사업의 경우
회, 환경단체 설명회, 환경단체 간담회, 지방의회 설명 등 18차례의 의견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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렴

을 수 하였고, 시화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구성
회의 및 만장일치 제도를

운영하였다.

운영하여

305회의

5) 사후관리 측면 분석
후

승인기관이 합의내용을
이행 점검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시화 멀티테크노벨리 사업의 경우 승인
기관뿐만 아니라 주민대표, 시민단체, 지자체, 전문가가 합의내용을 모니
터링 및 점검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사 관리 측면에서는 환경영향평가제도 규정상

6) 전문적 검토기구 측면 분석
검
검 외 별

검
검

전문적 토기구 측면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제도 규정상 정해진 전문
토 기구 토 에 도의 대기분과, 수질생 분과 등 분과 전문적
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합 교

태

별

멀티테크노벨
별 추

합

종 비 하면 시화
리 사업은 6가지 기능을 규정에 적
하게 실시하거나 규정과 도로 가적인 조치를 시행한 것을
수 있
다. 이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갈등 해소 기능만으로 갈등을 해소하기에
미흡할 수 있다는 것을 증한다. 이를 간 하게 도식화 하면 표 5-7
과 으며 기능과 사례의 갈등해소 실시정도를 게
하고자 사례가
규정대로 시행한 경우 ), 사례가 규정보다 많이 시행한 경우 ), 사례
가 규정보다 적게 시행한 경우 ) 3단계로 등급화하여 표 하였다.

알

반

같

(=

략

(<

쉽 파악

현

<

(>

<표5-7>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규정상 실시정도와 사례의 실시정도 비교
기능
엄격심사

실시정도
환경영향평가 규정 = 사례

평가항목

환경영향평가 규정 < 사례

정보공개

환경영향평가 규정 < 사례

주민의견 수렴

환경영향평가 규정 < 사례

사후관리

환경영향평가 규정 < 사례

전문

검토기구

처 : 연구자 작성

환경영향평가 규정 < 사례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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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갈등 해소 성공요인을 환경영향평가 제도 갈등해소 기능 6가지 측면

펴

에서 살 보면

첫째,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절차적 규정을 준수한 것이다.

이는 시화지구 개발 사업 시작 초기 시화호 방조제 물막이 공사 단계에

착공 후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어 절차가 적합하게 이루어 지지
않은 것과는 구분된다. 둘째, 환경적 측면 외에 인구, 주거, 산업, 교육,
교통, 문화재 등 사회 경제성 항목도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에 포함하여
실시하였다는 점이다. 셋째, 주민 시민단체를 포함한 이해관계자가 요구
하는 모든 자료를 제공하여 이해관계자 간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 하였다
는 것이다. 넷째, 주민의 의견뿐만 아니라 환경단체, 지방의회 등 이해관
계자에게 설명회 공청회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별도의 협의기구를 구성
하여 이해관계자 간 협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 점이다. 특히, 시화지
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305차례 회의 등 지속적인 토론을 통해 만장일
치 합의를 이끌어 내었다. 다섯째, 합의사항에 대하여 주민, 지자체, 시민
단체, 전문가가 모니터링 및 점검을 하여 사후적 갈등을 사전에 예방한
점이다. 이는 기존 사후관리가 승인기관이 점검하였고 그것조차도 미진
했던 것과는 구별된다. 여섯째, 법에 정해진 전문 검토기구 외에 분과별
서 공사

위원회를 두어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사실관계의 오해에서 비

롯될 수 있는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였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첨예하게 대립되는 환경갈등을 해소하는데

정해진 환경영
향평가 제도의 갈등해소 기능만으로는 이해관계자 간 신뢰형성을 보하기
어
갈등을 해소하는데 미흡하거나 한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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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제1절 연구결과 요약

제6장결론

“

이번 연구는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환경갈등 해소에 기여 하였는가

?”

라는 의문에서 시작하였다.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 우선 선행연구를 조사
분석하여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환경갈등 해소 기능 6가지와 환경갈등 메
커니즘을 제시하였으며, 이 결과를 가지고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환경갈
등 해소 기능이 갈등 해소에 기여 하였는지 또는 못하였는지의 연구문제
를 도출하였다. 연구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심층 인터뷰 조사와 대표
적인 환경갈등 해소 사례인 시화지구 개발사업 분석을 통해 실시하였다.
그 결과 환경영향평가 제도와 제도 내 환경갈등 해소 기능들이 환경갈등
해소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거나 미흡하여 개선이

1. 인터뷰조사 분석 결과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문제1)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환경갈등 해소에 기여하였는가?
협의기관은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환경갈등 해소에 기여 하였다고 평가

외

하였으나 협의기관을 제 한 사업자, 평가대행자, 환경시민단체, 대상지
역 주민은 환경갈등 해소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평가하였다. 이렇게 상

반

된 평가를 하는 이유는 협의기관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갈등해소 기능

절차적으로 민주성을 담보하고 있어 갈등을 해소한다는 입장인 반면,
협의기관을 제외한 이해관계자는 실질적인 내용 없이 절차만 진행하는
것으로는 갈등을 해소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는 홍준형(2017)이 환경영향평가가 일종의 요식절차로 그 자체가 또
다른 갈등의 원인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논거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결과
이며, 협의기관이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제정·개정·시행하는 총괄 기관임
을 고려하면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환경갈등 해소에 기여하지 못하였거나
미흡한 점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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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2, 연구문제3)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환경갈등 해소에 기능

이 갈등 해소에 기여하였는가

?

첫째, 환경영향평가가 요식적 행위가 아닌 절차적 엄격심사가 이루어져
환경갈등 해소에 기여하였는가?
협의기관은 절차적 엄격심사가 환경갈등 해소에 기여 하였다고 평가하
였으나 협의기관을 제외한 사업자, 평가대행자, 환경시민단체, 대상지역
주민은 환경갈등 해소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평가하였다. 이렇게 환경영
향평가 제도를 시행하는 협의기관과 다른 이해관계자가 상이하게 평가하

법 절차법으로 그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고 인식한 반면, 다른 이해관계자는 절차를 준수하였다 하더라도 갈
등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내용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
하기 때문이다.
이는 환경영향평가가 대체로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되고 있다고 하나 실
질적인 내용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홍준형
(2017)의 환경영향평가의 요식행위화 논거를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결과다.
둘째, 환경영향평가의 평가항목이 적정하여 환경갈등 해소에 기여 하였는가?
는 이유는 협의기관은 환경영향평가 이

협의기관은 평가항목이 환경갈등 해소에 기여하였거나 보통이라고 평가

외

하였고 협의기관을 제 한 사업자, 평가대행자, 환경시민단체, 대상지역
주민은 환경갈등 해소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평가 하였다.이렇게 평가한
이유는 협의기관이 환경영향평가의 환경성 항목이 적정하다고 인식한

반면, 다른 이해관계자는 사회성 경제성 항목이 아주 미흡하다고 인식하
기 때문이다.
이는 환경영향평가가 대체로 환경성 평가항목 분야에서는 소기의 성과
를 이루었다고 하나, 협의기관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환경영향평

가 제도의 사회성 경제성 평가항목이 미흡하다는데 공통적 견해를
고 있어 사회성 경제성 분야는 부실하며 개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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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

필요한 것을 알 수 있게

돈(2004)의 환경영향평가 사회성
경제성 평가항목이 부실하여 강화가 필요하다는 논거를 뒷받침 한다.
셋째, 환경영향평가 정보공개가 적정하여 환경갈등 해소에 기여 하였는가?
하는 결과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이상

협의기관은 정보공개가 환경갈등 해소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으나 협

외

의기관을 제 한 사업자, 평가대행자, 환경시민단체, 대상지역 주민은 환
경갈등 해소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평가하였다. 이렇게 평가한 이유는 협

스템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서 접근이 용이하다고 판
단하는 반면, 다른 이해관계자는 시스템만으로는 정보접근과 활용이 매
우 곤란하고 공개범위도 부족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으로 볼 때 환경영양평가가 정보공개를 하고 있으나 정보공
개 범위, 접근성, 활용성이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유병로 외(2013)
가 주장하는 환경영향평가 정보공개를 통한 갈등완화 구현을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넷째, 환경영향평가 설명회,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이 적정하여
환경갈등 해소에 기여하였는가?
협의기관은 주민의견 수렴이 환경갈등 해소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으
나 협의기관을 제외한 사업자, 평가대행자, 환경시민단체, 대상지역 주민
의기관은 정보공개시

은 환경갈등 해소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평가하였다. 이렇게

평가하는

법과 규정에 따라 설명회 공청회를 개최하고 주민의
견을 수렴하여 민주적 절차를 거쳤다고 인식하는 반면, 다른 이해관계자
는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요식적, 형식적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
설명회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 절차에 내실이 없기 때문이라고 진술할
정도로 내용이 없는 주민의견 수렴 제도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는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를 개최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내용 없
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홍준형(2010)의 우리나라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형식적·소극적으로 운영되
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며, 주민의견 수렴 제도가 좀 더 실질적으로
이유는 협의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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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다섯째,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가 적정하여 환경갈등 해소에 기여하였는가?
협의기관, 평가대행자는 사후관리가 대체로 환경갈등 해소에 기여하였
다고 평가하였고, 사업자는 보통 수준으로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으며,
환경시민단체 대상지역 주민은 환경갈등 해소에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고
평가하였다. 이렇게 평가한 이유는 협의기관은 미래의 환경위해에 대한

창

강조하고 평가대행자는 사후환경영향조사 실
시로 주민 신뢰 확보를 강조한 반면, 환경시민단체와 주민은 사후관리
감시 등 운영이 부실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은 환경영향
평가 사후관리 제도의 한 축인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사업자와 평가대행자
가 직접 시행하고 부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입장을 고려하면 특이한
사항은 아니며, 현장에서는 사후관리가 다소 미흡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여섯째, 환경영향평가 전문적 검토기구가 역할을 하여 환경갈등 해소에
기여하였는가?
협의기관은 전문적 검토기구가 환경갈등 해소에 기여 하였다고 평가하
였으나 협의기관을 제외한 사업자, 평가대행자, 환경시민단체, 대상지역
제도적 안전 치의 성과를

주민은 환경갈등 해소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평가 하였다. 이렇게 평가하

검토를 통해 법적 기준을 달성할 수 있다
는 입장인 반면, 다른 이해관계자는 전문적 검토기구는 원론적, 이론적
의견을 제시할 뿐이지 갈등해소의 역할은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또
한, 사업자가 전문적 검토기구는 갈등을 촉발할 수도 있다는 의견과 환
경시민단체가 전문적 검토기구는 대형 국책사업의 경우 정부 산하기관으
는 이유는 협의기관은 전문적

로 의견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견해를 보여 실질적으로

려울 뿐더러, <그림 2-3>의
환경갈등 발생 해소 메커니즘에서 보듯이 전문적 검토기구가 정확성과
타당성을 담보해야 하나 그렇지 못할 경우 오히려 갈등을 촉발할 수 도
갈등 해소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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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의미한다.

추가적으로 이해관계자 집단별 인식에 관하여 분석하였는데, 우선 협의
기관과 다른 이해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환경갈등 해소 기여에

반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협의기관
은 절차적 준수를 통한 민주성을 담보한다고 인식하나 다른 이해관계자
는 그런 절차적 준수가 아주 요식적이다 라고 인식하는데 기인하며, 사
업자에게 자칫 환경영향평가가 사업승인을 위한 부수적 통과의례로 인식
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둘째, 환경시민단체와 대상지역 주민은 환경갈등
해소 기능에 관하여 공통적으로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대해 상 된 인식을 하고 있음을

있었다. 이것은 환경시민단체가 주민에게 지식,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을
대신하여 활동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보이며, 환경갈등 해소를 위해

서는 환경시민단체와의 협의가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사업자와 평가대행자가 다른 갈등 해소 기능 평가와 다르게 사후
관리 기능에 관해서는 공통적으로 부적정인 인식을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사업자와 평가대행자가 사후관리를 책임져야 하는 입장
에서의 답변으로 판단되며, 사업자와 평가대행자의 종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결과다.

2. 사례조사 분석 결과
준
정과 시화 멀티테크노벨리 사업 시행 내용을 비교 분석하였는데, 시화
멀티테크노벨리 사업은 6가지 기능을 규정에 적합하게 실시하거나 규정
과 별도로 추가적인 조치를 시행하였다. 이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환경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갈등해소 기능 6가지를 기 으로 환경영향평가 규

갈등 해소 기능만으로는 첨예하게 대립되는 환경갈등을 해소하기에 미흡
하거나 한계가 있음을

반증한다.

멀티테크노벨리 사업이 환경갈등을 해소할 수 있었던 성공 요인을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환경갈등 해소 기능 6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첫
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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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절차적

규정을

준수한

개발사업 초기 시화호 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공사

것이다. 이는 시화지구

착공 후 환경영향평가

완료되어 절차가 적합하게 이루어 지지 않아 갈등을 야기한 것과는
구분된다. 둘째, 환경적 측면 외에 인구, 주거, 산업, 교육, 교통, 문화재
등 사회 경제성 항목이 평가항목에 포함되어 실시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현행 환경영향평가가 인구, 주거, 산업의 사회성 경제성 항목만을 다루고
있는 것과 구분된다. 셋째, 주민 시민단체를 포함한 이해관계자가 요구하
는 모든 자료를 제공하여 이해관계자 간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 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당시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만 공개하
는 것과는 대별되는 특징이다. 넷째, 주민 의견뿐만 아니라 환경단체, 지
방의회 등 이해관계자에게 설명회 공청회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별도의
가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이해관계자 간 협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 점
이다.

론

특히,

시화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305차례 회의 등 지속적인

합의를 이끌어 낸 특징이 있다. 다섯째,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주민, 지자체, 시민단체, 전문가가 직접 모니터링 및 점검을
한 점이다. 이는 기존 사후관리가 승인기관이 점검하였고 그것조차도 미
진했던 것과는 구별되며 이를 통해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사전 예방할
수 있었다. 여섯째, 시화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조직 내 대기분과, 수
질생태분과를 운영 환경에 관한 전문적 검토가 이루어져 사실관계의 오
해에서 비롯될 수 있는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환경
영향평가 제도가 규정상 정부 산하기관 소속 전문적 검토기구의 검토만
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당 사업은 그것 외에 추가적 조치를 시행한
특징이 있다.
토 을 통해 만장일치

제2절 연구의 시사점
칠 수 있는 영향을 사전에 과학적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

으로 예측·평가해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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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과 개발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중요한 정책적 수단일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 간 정보공유·의견조율 등을 통해 환경갈등을 예방하
고 해소해야 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이러한 환경갈등에 관하여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심층 인
터뷰와 대표적인 환경갈등 해소 사례를 조사 분석 하였다. 인터뷰 결과
협의기관은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환경갈등 해소에 기여 하였다고 평가하

외

였으나 협의기관을 제 한 다른 이해관계자는 환경갈등 해소에 기여하지

런
정·시행하는 총괄 기관임을 고려하면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환경갈등 해
못한다고 평가하였다. 그 데, 협의기관이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제정·개
소에 기여하지 못하였거나 미흡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사례 분석에서도

설

재확인되어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 재 계 내지

새

운 모델 도입 등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개선 방향으로는 첫째, 인터뷰 대상자가 제안 하였듯이 연구결과에 나
타난 갈등해소의 실효성 문제를 보완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환경영향평가등의 기본원칙)에 “환경영향평가 시 갈등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노력한 결과를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기술 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추가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결과 갈등해소 기능에 미흡한 것
으로 나타난 사회성 평가에 관해서는, 개발사업 시 취약계층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적 불평등이 발생하고 이것이 곧
환경정의의 문제가 되어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회적 약자를 위
한 평가항목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설명회 공청회 등 주민참여를 통한
갈등 조정 장치가 실질적으로 미비하여 갈등해소에 한계가 있으므로, 갈
등 해결이 어려운 경우 이해관계자 모두가 참여하여 합의를 이룰 수 있
는 협의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연구결과 환경영향평가에 관
한 정보 전달이 아직도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으므로 더 많은 정보의 공
개와 정보 접근이 더 용이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할 필요가 있다.
환경영향평가 갈등해소에 가장 중요한 요소를 묻는 질문에 전문가 및
로

이해관계자는 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협의를 통한 신뢰형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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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는 사
례에서도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시화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실질적

운영으로 상호간 신뢰관계를 회복한 것이 가장 중요한 갈등 해소 성공요
인으로 분석되어 인터뷰 결과를 뒷받침하며, 한아란(2016)의 환경갈등
해소의 차이는 이해관계자 간 신뢰여부에 있다는 주장을 확인 할 수 있
었다.
개발로 인한 환경갈등은 일단 갈등이 발생되면 첨예화되고 장기화 되어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첨예하게 대립되는 환경갈등의
해소를 위해서는 정해진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갈등해소 기능만으로는 한
계가 있으 로 인터뷰, 사례조사 분석 결과와 이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갈등해소 기능의 틀을 확장하여 로 협의체 내 이해관계자 간 참여를
통한 상호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첨예하게 대립되는 환경갈등 해소 방안을 사례의 성공요인에 비 어 정

므

새 운

같

추

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제도적 측면에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형식적

강조하지 말고 틀을 확장하여 환경갈등 해소를 위해 협의를 할
수 있는 중재기구의 제도화 필요하다. 사례의 경우 시화지구 지속가능발
전협의회가 중재기구의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 둘째, 운영적 측면에서 기
존에 정부로부터의 하향식 의사결정체계가 아닌 대표성을 가진 이해관계
자가 합의하고 합의된 결과를 정부가 집행하는 상향식 의사결정체계 도
입이 필요하다. 사례의 경우 시화지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합의사항을
정부가 집행하는 상향식 의사결정체계와 만장일치 제도를 시행하여 이해
관계자간 협의와 양보를 통해 갈등을 해소할 수 있었다. 즉, 첨예하게 대
규정만을

립되는 환경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중재를 위한 협의기구가 구성되어야
하고 상향식 의사결정체계에서 이해관계자간 협의와

양보 통해 상호 신

뢰를 형성하는 것이 환경갈등 해소의 큰 열쇠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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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의 한계
이번 연구는 인터뷰와 사례조사를 통한 연구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한계를 포함하고 있다.
첫째. 인터뷰 대상자 선정은 연구자의 주관적인 선정을 배제하고 공정
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감사원, 환경부
소속으로 환경영향평가 분야 감사를 실시한 경험이 있는 감사관의 추천,
환경시민단체 네트워크 구성 운영 중인 담당자 추천을 통해 선정하였으
나, 무작위 추출에 의한 대상자 선정을 하지 못하였고 이해관계자인 승
인기관의 인터뷰를 하지 못한 점이 있다.

둘째, 한정된 인터뷰 대상자와 한 개의 사례로 질적이고 정성적인 분석
방법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 이론화나 검증에 한계를 보일 수 있
다. 또한, 시화지구 개발사업은 정부로서는 반드시 추진해야 할 국가적
과제로 추진되어 다른 사업에 일반화되기에는 제한적일 수 있다.
셋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지역적 특성에 따라 갈등 양상이
다를 수 있는데 이러한 영향은 고려되지 않았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연구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 하였는데, <표
4-1>에서 보듯이 이러한 방식은 무작위 다수 인원을 설문과 통계처리 방
식으로 진행하여 설문 대상자의 조합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의 갈등해소 기
여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는 문제를 해결 할 수도 있는 장점이 있었으
며, 우수 사례를 통한 재검증으로 연구의 객관성을 높이려고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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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형평가정보

<부 록>

※ 붙임1. 인터뷰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질문지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환경갈등 해소 기능
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이해관계
자이신 귀하의 의견을 구하는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즉, 아래 질문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환경갈등 해소
기능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구하는 자료로서, 환경영향
평가 제도가 환경갈등 해소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합니다.
모든 질문에는 옳고 그른 정답이 없으므로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응답하신 모든 내
용은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응답자의 개인
적인 사항이 절대 노출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질문 내용을 잘 읽으시고 모든 문항에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해주신 질문지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환경갈등 해
소 기능 분석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년 11월∼12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과정 -드림
연락처 : - E-mail: 지도교수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94 -

- 인터뷰 설문 내용 :
1) 개인 일반 사항
2)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환경갈등 해소 기여에 관한 사항
- 인터뷰 설문 대상자 : 환경영향평가 전문가, 이해관계자
- 인터뷰 설문 시기 : 2018.11 ∼ 2012.1
- 인터뷰 설문 방법 : 대면, 유선
Ⅰ. 일반사항

※ 동그라미 번호에만 표시하세요
문1) 귀하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이해관계자 해당사항은
무엇입니까?
① 공무원(환경부, 협의기관)

② 공기업, 사업자

③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임직원

④ 환경시민단체

⑤ 주민

⑥ 지자체(승인기관)

문2) 귀하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경력(환경분야 또는 유사분야
사업시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하여 진행한 경우도 해당됨)은
몇년 입니까?
① 5년 미만 ② 5년~10년 미만 ③ 10년~15년 미만
④15년~20년 미만

⑤ 2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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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3) 환경영향평가 관련 사업 경험(환경분야 또는 유사분야
사업시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하여 진행한 경우도 해당됨)은
몇회 입니까?
① 1회 ~ 3회 ② 4회 ~ 6회 ③ 7회 ~ 9회 ④ 10회 이상
문4) 귀하 또는 귀하가 속한 단체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환경
갈등 해소 역할 또는 환경갈등에 관한 정부 정책에 대해
어떠한 입장입니까?
① 비판적 ② 부정적 ③ 긍정적 ④ 적극적 지원 및 옹호
⑤ 기타의견(

)

문5) 귀하의 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갈등 관련 공청회, 설명회,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세미나 참석, 환경운동 등 경험은?

- 96 -

Ⅱ.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갈등해소 기여 관련

※ 동그라미 번호에만 표시하세요
문1)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환경갈등 해소에 기여하였다고
보십니까?
①(전혀 못한다) - ② - ③(중간) - ④ - ⑤(크게 기여한다)

문2) 환경영향평가제도가 환경갈등 해소에 기여하였다면
어떻게 어떠한 기능으로 기여하였는지 또는 기여하
지 못하였다면 왜 기여하지 못하였는지에 관한 질
문입니다. 아래사항 대해 번호에 표시 후 자유롭게
말씀하여 주십시요.
1-1) 환경영향평가가 요식적 행위가 아닌 절차를 준수하고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져 환경갈등 해소에 기여 하였다.
1-2) 환경영향평가가 요식적 형식적 행위로 이루어져 환
경갈등 해소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①(전혀 못한다) - ② - ③(중간) - ④ - ⑤(크게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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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환경영향평가가 환경성뿐만 아니라 사회성, 경제성까지
평가항목 및 범위가 적정하여 환경 갈등 해소에 기여하
였다.
2-2) 환경영향평가 경제성 사회성의 평가항목 및 범위가
적정하지 못하여 환경갈등을 해소하는데 기능을 수행
하지 못하고 있다.
①(전혀 못한다) - ② - ③(중간) - ④ - ⑤(크게 기여한다)

3-1)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환경영향
평가서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 공개가
적정하여 환경갈등 해소에 기여하였다.
3-2) 정보공개 제도의 공개범위, 공개정도가 적정하지 못하
여 환경갈등 해소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①(전혀 못한다) - ② - ③(중간) - ④ - ⑤(크게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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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설명회, 공청회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주민의견 수렴이 적정
하게 이루어져 환경갈등 해소에 기여하였다.
4-2) 환경영향평가 설명회,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이 형식
적이거나 절차를 거치지 않아 환경갈등 해소에 기여하
지 못하고 있다.
①(전혀 못한다) - ② - ③(중간) - ④ - ⑤(크게 기여한다)

5-1) 환경영향평가 완료 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
사후환경영향조사 등 공사 및 운영시 사후관리가 적
정하여 환경갈등 해소에 기여 하였다.
5-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관리, 사후환경영향조사가
공사 및 운영시 적정하게 반영되지 못하여 환경갈등 해소
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①(전혀 못한다) - ② - ③(중간) - ④ - ⑤(크게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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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환경영향평가 제도 내 검토기구(전문 검토기관)가 적정
역할을 하여 환경갈등 해소에 기여 하였다.
6-2) 환경영향평가 제도 내 전문 검토기구(전문 검토기관)가
적정하게 역할을 하지 못하여 환경갈등

해소에 기여 하

지 못하였다.
①(전혀 못한다) - ② - ③(중간) - ④ - ⑤(크게 기여한다)

문3) 환경영향평가제도가 환경갈등 해소에 기여하였다

면 기여한 사례와 어떻게 기여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요.(사업명)
(

)

문4) 환경영향평가제도가 환경갈등 해소에 기여하지 못

하였다면 기여하지 못한 사례와 기여하지 못한
이유를 말씀하여 주십시요.(사업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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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5)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환경갈등 해소 기여 기능 중

가장 중요한 요소 또는 중요하게 추가되어야 할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시) 현재는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설명회 공청회 협의회 등 주민참여제도가
중요하므로 개선 필요. 환경영향평가제도 내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여
갈등 사전예측 분석 평가 예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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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Environmental Conflict
Resolution Function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Lim Sung Jin
Public Enterprise Polic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Industrial Revolution, which began in England at the end of the
eighteenth century, accelerated population growth,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Population growth,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presented many material abundances to humans, but those also
decreased the days to see the high and clear skies and the children
swimming with fish in the stream, the leisurely walkable green space.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environmental issues were further
addressed, and environmental conflicts between stakeholders such as
developers, beneficiaries, and victims were gradually increasing and
deepening.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s an important policy
instrument that ensures harmony and balance between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as well as measures to minimize the environmental
impact by predicting and evaluating the impact of the development
project on the environment. It also plays a role in preventing and
resolving environmental conflicts through information sharing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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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rdination of opinions. This study began with the question of
whether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contributed to
the resolution of environmental conflicts.
The research was conducted through analysis of expert, stakeholder
interview and a conflict resolution case.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and the function of resolving environmental
conflicts in the system were not contributed to solving environmental
conflict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ome suggestions for
improvement of environmental conflict i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were presented.
Keywords : environmental conflic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conflict resolution, trust
Student Number : 2018-26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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