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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다자개발은행이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서 당면한

대내외적인 환경·사회 심사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를 어떻게 극복하여

나아가고 있는지 근거이론을 바탕으로 분석해보는 것이다. 다자개발은행

의 환경·사회 심사는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 요건

이며,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이 미래에도 반복될 수 있기에, 이 같은 상황

에서 다자개발은행들이 환경·사회 심사를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고찰해

보는 것은 전 지구적인 생태적, 사회적 가치의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여러 다자개발은행 중 아시아개발은행(ADB)을 중심으로 진

행하였다. ADB의 환경·사회심사 전문가 18명을 심층 면접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스트라우스와 코빈의 근거이론을 적용하여 인터뷰 내용에

대하여 개방코딩, 축코딩 그리고 선택코딩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83개의

개념, 22개의 하위범주, 9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패러다임 모형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과적, 맥락적, 중재적

조건은 현장 활동의 제한, 갑작스러운 재택근무와 부적합한 근무환경, 비

효율적이고 비효과적인 원격 의사소통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조건들로

인하여 부적절한 심사 성과를 마주해야 하는 것이 중심현상으로 확인되

었다. 중심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작용/상호작용 전략으로는 첫 번째, 재

택 및 원격 근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 두 번째, 사업

의 위험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전략적 심사 접근법을 적용한 것, 세 번째,

현장 활동 및 접촉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적 심사 방안을 찾은 것,

네 번째, 현장의 가용 인력을 활용하여 최소한의 필수적인 현장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결국 인터뷰 참여자들은 ADB의

환경·사회 기준에 부합하는 심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연구 결과를 핵

심 범주화 하면 “반복적 답습에서 개방적 변화로의 전환을 통한 위기극

복 과정”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뉴노말 그리고 잠재적인 팬데믹에 사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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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우선 코로나 19로 인하여 새롭게 도입된 환경·사회 심사 방법을 유지

하고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환경·사회 심사의 중요성에 대한

모든 사업 참여자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내부적 운영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현장에서 활동 가능한 환경·사회 인력의 확보를 위해 보다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한편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 번째, 연구의 대상이

ADB로 한정되었던 점이다. 두 번째, 미래의 팬데믹 대응은 기술의 발전

으로 근본적으로 매우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세 번째, 본 연구는 주제

분석에 한정되어, 이를 통하여 어떠한 이론적 가설이나 토대를 정립하기

에는 부족했다. 네 번째, 다양한 근거이론 중 하나인 스트라우스와 코빈

의 패러다임 모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한계점에

도 불구하고 다자개발은행의 환경·사회 심사는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 요건으로 전 지구적인 환경 보전 및 사회적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임을 감안할 때, 팬데믹과 같은 제한적 상황에서

다자개발은행들이 환경·사회 심사를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고찰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주요어 : 다자개발은행, 환경·사회 심사, 세이프가드, 지속가능한 발

전, 코로나 19, 근거이론

학 번 : 2014-24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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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1987년 환경과 개발을 위한 세계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Development, WCED)의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능력에 지장을 주지 않고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

(Sustainable development is development that meets the needs of the

present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future generations to

meet their own needs)”로 정의하였다. 이후 1992년 리우 유엔환경개발

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CED)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세계 환경정책의 기본 규범으로 채

택하였다(sustainabledevelopment.un.org).

2000년, UN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2015년까지 달성되어야 하

는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를 제시하였

다. 이후 새천년개발목표의 한계를 보완하여 2015년, UN은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새로운 지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수립하였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인류의

보편적 문제(빈곤, 질병, 교육, 성평등, 난민, 분쟁 등), 지구환경 문제(기

후변화, 에너지, 환경오염, 물, 생물다양성 등), 경제·사회 문제(기술, 주

거, 노사, 고용, 생산소비, 사회구조, 법, 대내외경제 등)를 아우르며 17가

지 주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있다(sdgs.un.org/goals).

이처럼 국제사회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목표들이 수립되고 점

차 강화되면서 각 국가 및 기관들이 추진하는 개발사업도 경제적 이익

창출이라는 일차적 목적에 더하여 환경 보호 및 사회 발전이라는 공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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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목표를 내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대규모 개발 사업의 기획 단계부

터 건설 및 운영 시 예상되는 환경·사회 영향들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저

감 방안을 수립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보통 대규모 개발

사업의 막대한 사업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다자개발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MDB)의 참여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개발

도상국에서는 이들을 통한 자금 조달이 필수적이다. 다자개발은행이란

경제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다수의 국가들이 참여

하여 설립한 은행으로, 대표적으로 세계은행(World Bank)이 있으며, 이

들은 개발도상국에 저금리로 금융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

자개발은행들은 “개발사업의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인류

및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인 요인을 정의, 방지, 최소화

하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를 중요한 의사결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장치

(환경부, 2015)”인 환경·사회 심사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다. 환경·

사회 심사 기준은 세이프가드 정책, 환경·사회 프레임워크, 환경·사회 성

과기준, 통합 세이프가드 시스템 등 기관별로 지칭하는 명칭은 상이하지

만 본질은 환경·사회 심사를 위한 규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다자개발은

행들은 대규모 사업의 금융지원 선결 조건으로서 환경·사회 심사

(environmental and social due diligence)를 수행하여 사업이 야기할 수

있는 환경·사회 영향을 파악하여 저감하고 있다.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다자개발은행이

환경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90년 전후인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

이러한 관심의 결과로 여러 환경·사회 규정들이 제정되면서, 금융기관들

은 성장과 발전이라는 과거의 목표에서 벗어나 새로운 금융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먼저 세계은행이 환경·사회 세이프가드 정책

(Safeguard Policies)을 제정하고 시행하면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담당하

였다. 세계은행은 1980년 말부터 지원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시행을

목적으로 은행운영지침(Bank Operation Directives)을 수립하고 이를 세

이프가드 정책으로 발전시켰다. 세계은행의 세이프가드 정책은 1986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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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1998년에 걸쳐 10개1)의 환경·사회 주제별로 제정되었으며, 이후 2016년

개정 시 환경·사회 프레임워크(Environmental and Social Framework,

ESF)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또한 세계은행그룹(World Bank Group,

WBG)2) 산하 민간부문의 금융투자를 담당하는 국제금융공사

(International Finance Cooperation, IFC)는 2006년 환경 및 사회적 지속

가능성을 위한 성과기준(Performance Standards on Environmental &

Social Sustainability)을 수립하였다. 국제금융공사의 성과기준은 지속가

능한 개발을 위한 총 8개의 항목3)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합적 리스크

관리 접근법으로 사용된다. 또한 세계은행 그룹은 구체적인 기준치 및

저감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다소 기술적인(technical) 환경, 건강, 안전을

위한 가이드라인(Environmental, Health, and Safety Guideline, EHS

Guideline)을 마련하였는데, 이는 거의 대부분의 국제금융기관에서 벤치

마킹하고 있다.

세계은행그룹 이외에도 각 대륙의 발전을 위해서 설립된 다자개발은

행에서도 세이프가드 기준을 마련하여 환경 사회 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은 환경, 비

자발적 이주, 토착민을 위한 세이프가드 정책(Safeguard Policy

Statement, 2009)을 마련하여 사업심사에 적용하고 있다. 2022년 6월 기준

유효한 주요 다자개발은행의 환경·사회 규정을 <표 1>에 제시하였다.

1) 환경·사회 위험성 및 영향평가와 관리; 노동 및 근로조건;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오염 

방지; 지역 보건, 안전, 보안; 토지;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물 자연 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토착민; 문화유산; 금융중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및 정보 공개

2) 세계은행(World Bank)이라는 이름으로 보다 잘 알려진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과 국제개발협회(IDA,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및 국제금융공사(IFC), 국제투자보증기구

(MIGA,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ICSID,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를 통합하여 세계은행그

룹(World Bank Group)으로 지칭함.

3) 환경사회 위험성 및 영향평가와 관리; 노동 및 근로조건;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오염

방지; 지역 보건, 안전, 보안; 토지 수용 및 비자발적 이주;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물

자연 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토착민 그리고 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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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개발은행 환경·사회 규정 제정 현행

World 

Bank 

Group

World Bank

Ÿ Environmental and Social 

Framework
2016 2016

Ÿ Safeguard Policies 
1980

-1990년대

1999

-2015
International 

Financial 

Corporation

Ÿ Performance Standards 2006 2012

Ÿ Environmental, Health, and 

Safety Guidelines
2007

2007

-2016

Asian Development 

Bank, ADB
Ÿ Safeguard Policy Statement

1990

-2000년대
2009

African Development 

Bank, AfDB
Ÿ Integrated Safeguard System 1990년대 2013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EBRD

Ÿ Environmental and Social Policy 1991 2019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DB

Ÿ Environmental and Safeguards 

Compliance Policy

Ÿ Involuntary Resettlement 

Operational Policy 

Ÿ Operational Policy on 

Indigenous Peoples 

Ÿ Disaster Risk Management 

Policy

Ÿ Operational Policy on Gender 

Equality in Development 

1990년대
1998

-2010

European Investment 

Bank, EIB 

Ÿ Environmental and Social 

Standards
1996 2018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 

Ÿ Environmental and Social 

Framework 
2016

2019 

-2021

New Development 

Bank, NDB

Ÿ Environment and Social 

Framework
2016 2016

Islamic Development 

Bank, IsDB 

Ÿ Environmental and Social 

Safeguards Policy
2020 2020

출처: 각 다자개발은행 홈페이지 (2022년 6월 기준)

<표 1> 다자개발은행의 환경·사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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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개발은행들은 금융지원을 신청하는 정부 및 사업주에게 위험 사

업의 환경·사회 영향평가 보고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

으며, 이를 환경·사회 규정에 의거하여 평가한다. 평가 결과가 적용 기준

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 추가 조사 및 저감 방안의 마련을 요구하며,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잔존 영향이 심각한 경우 금융지원 자체를 철

회하기도 한다. 환경·사회 심사는 대규모 개발사업 승인의 선결 조건이

며,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은 승인의 단계로 진행할 수 없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이하 코로나 19)는 2019년 12월 중국 우한

에서 처음 발생한 뒤 전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호흡기 감염질환

이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서는 2020년 1

월 30일 코로나 19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였으며,

2020년 3월 11일 이를 팬데믹(범유행성전염병)으로 분류하였다(WHO,

2020). 코로나 19는 다자개발은행의 사업 준비, 승인 및 실행에 전반적으

로 커다란 영향을 가져왔다. 우선 직장이 봉쇄되고 갑작스럽게 전면 재

택근무로 전환되었다. 국제 항공 여객은 물론 각국의 지역 봉쇄

(lockdown) 조치로 국내에서의 이동도 제한됨에 따라, 사업 담당자의 현

장 방문 및 주민 면담 등의 진행이 중단되거나 무기한 연기되었다. 특히

오지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외지인의 방문 및 유입으로 인한 코로나

19 전파의 가능성 때문에 지역주민들에 의해 아예 지역 내 진입을 금지

당하거나 면담이 거부되기도 하였다.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각국

정부의 봉쇄 조치에 따라 이미 많은 사업들이 환경·사회 심사 이외의 이

유로 불가피하게 지연되거나 취소되었지만, 적절한 코로나 19 대응을 위

해서 필수적인 전기 보급 등 기본 인프라 사업마저도, 환경·사회 심사의

어려움으로 지연 혹은 중단되면서 개발도상국의 코로나 19 대응을 더욱

어렵게 하였다.

따라서 다자개발은행들은 코로나 19로 인하여 당면한 대내외적 환

경·사회 심사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현장 방문 및 영향 주민 면담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표준적 방법(standard method)으로 실행해 왔던 기존의

환경·사회 심사를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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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팬데믹 상황으로 인하여 다자개발은행이 당면한 환

경·사회 심사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고찰하

여 보는 것이다. 다자개발은행의 금융규모는 2018년 기준 719억불(U$

71.9 billion)로 이는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를 위한 공적개발

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의 약 40%를 차지한다

(www.oecd-ilibrary.org). 또한, 다자개발은행 외 공적개발원조 기관과

국제금융기구의 대부분이 다자개발은행의 환경·사회 심사 기준과 기법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이처럼 다자개발은행은 개발도상국의 주요한 투자

주체이자 타 원조 및 금융기관의 모델이 되고 있어, 이들이 진행하는 환

경·사회 심사는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 요건이며,

이를 적절히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손실과 같은

전 지구적인 환경 문제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할 수 있다. 코로나와 같

은 팬데믹이 미래에도 반복될 수 있기에, 이러한 상황에서 다자개발은행

들이 환경·사회 심사를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고찰해 보는 것은 개발도

상국은 물론 전 지구적인 생태적, 사회적 가치의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 19 상황 극복을 위한 다자개발은행의 다양

한 노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자개발은행의 규정이 요구하는 수준의 환경·사회적 가치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코로나 19 상황에 맞게 규정을 적용하려면 많은 고민과 노력

이 필요하다. 제한적인 상황에서 가능한 심사 범위 및 한계를 파악하고,

현 규정의 틀 안에서 유연한 적용이 가능한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또한,

IT 기술 등을 사용하여 현장 방문을 최소화하면서 최대한 정확한 환경·

사회 심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대안적 방법(alternative method)이 무

엇인지에 대한 연구 조사가 필요하다. 이 같은 대안적 방법들이 현장에

서의 활동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현장 방문 이전 선행 조사의

구체성 및 정확성을 높여 현장에서의 활동을 최소화하거나 일부는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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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다자개발은행 중 팬데믹으로 인한 환경·사회

심사의 어려움을 어떻게 저감 혹은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주제 분석

을 위해서, 지리적, 정서적으로 가까우며, 급격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

는 아시아 및 퍼시픽 지역을 통할하는 아시아개발은행을 중심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코로나 19 이전 2019년 기준 아시아 및 퍼시픽 지역의

GDP 성장률은 5.2%(www.adb.org)로 세계 GDP 성장률 2.6%

(www.worldbank.org)의 두 배 수준으로 이 지역의 발전 속도는 세계

평균을 크게 상회한다. 또한, 지원 대상 국가 간 소득수준이 크게 차이가

나며, 시행되는 사업의 스펙트럼 또한 넓다. 때문에 인프라 개발부터 사

회 복지에 이르는 다양한 종류, 특성 및 규모의 사업들이 당면한 문제를

포괄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시아개발은행의 환경·사회 기준을 살펴보고 전문가

와의 면접을 통하여 코로나 19로 인한 환경·사회 심사의 어려움, 극복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 근거이론을 바탕으로 탐구하고자 한다. 비록 본 연

구의 대상은 아시아개발은행으로 국한되지만, 연구 결과가 기타 다자개

발은행 및 다양한 국제금융기구의 사업 심사에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또한, 다자개발은행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지만 보안 등의 문제로 물

리적 접근이 어려운 분쟁지역의 사업 심사 및 지원에도 활용될 수 있기

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전 세계에서 빈곤퇴치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다자개발은행의 환경·사회 심사에 대해서 보다 많은 사람

들이 관심을 갖고 연구 주제로 다룰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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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논의의 배경과 문헌고찰

1. 아시아개발은행의 환경·사회 심사

아시아개발은행은(이하 ADB) 아시아, 퍼시픽 지역의 경제성장과 경

제협력을 증진하고, 지역 내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ADB는 수혜국의 빈곤퇴치를 목표로 지속적인 자금, 기술자

문,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1966년 31개의 창설멤버(member

country)로부터 시작해 2022년 8월 기준 68개의 국가가 멤버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ADB의 창설멤버이며, 2021년 12월 31일 기준 총 납입

자본금(paid in capital subscription)은 374.26백만불(U$ 374.26 million)

이고, ADB 특별기금(special fund)에는 786.21백만불을 출연하고 있다

(www.adb.org). ADB는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인 경인고속도로 건설

에 68백만불의 차관을 제공했으며, 70년대 안동댐과 인천항만, 낙동강 유

역 개발 등의 대규모 사회간접시설 건설공사도 지원하였다. 우리나라는

1988년 무역수지 흑자 증가로 수혜국에서 원조국으로 지위가 바뀌었지만

1997년 말 외환위기 당시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패키지의 일환으로 ADB에서 37억불의 금융지원을 받기도 했다(한

겨레, 2007).

ADB의 환경·사회 심사 규정인 「세이프가드 정책(ADB Safeguard

Policy Statement, 2009)」은 과거 비자발적 이주정책(Involuntary

Resettlement Policy, 1995), 원주민 정책(Policy on Indigenous Peoples,

1998) 그리고 환경정책(Environment Policy, 2002)을 바탕으로 수립되었

다. 이 정책들을 실행하면서 얻은 교훈, 시장에서 통용되는 새로운 모범

적인 사례(best practice)를 반영하기 위해 2004년 개정을 시작하여, 2009

년 현 세이프가드 정책이 이사회로부터 승인되었고, 2010년 1월부터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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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사업에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2009년 정책 개정을 위한 의견 수

렴 중이며, 2023년까지 개정을 완료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세이

프가드 정책은 공통적용기준(overarching statement)과 환경, 비자발적

이주, 원주민의 세 분야에 대한 원칙(policy principles)으로 구성되어 있

다. 또한 정책 이행 방안(policy delivery process), 심사 참여자의 역할과

책임(roles and responsibilities) 등을 포함하고 있다. 붙임에는 심사 주

제별로 상세한 정책요구사항(policy requirements)이 제시되어 있다. 이

에 더하여「세이프가드 정책 운영매뉴얼(Operation Manual Bank

Policies, 2013)」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며, 모범사례 등을 담은 핸드북

과 가이드라인이 있어 규정의 적용 시 함께 참고할 수 있다. ADB의「세

이프가드 정책」및「세이프가드 정책 운영 매뉴얼」의 주요 구성은 <그

림 1>과 같으며, 정책 및 운영 매뉴얼 전문은 ADB 홈페이지에 공개되

어 있다.

<그림 1> ADB 세이프가드 정책 및 운영 매뉴얼 구성

ADB = Asian Development Bank, Env=Environment, IR=Involuntary resettlement, IP 
= indigenous people

출처: ADB Safeguards Operational Review (2013), 저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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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가드 정책 운영 매뉴얼에 제시된 환경·사회 심사 절차를 살펴

보면, 우선 사업이 환경, 비자발적 이주, 이주민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과 영향을 바탕으로 사업을 A, B, C 세 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한다.

다만 금융중개기관(financial intermediary, FI)4)을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

의 경우 A, B, C가 아닌 FI라는 카테고리로 분류한다. 그리고 사업의 위

험이 중증도 이상으로 A 혹은 B로 분류된 사업에 대해서는 차주에게 환

경·사회 심사를 진행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보통 개발도상국

차주의 역량에는 한계가 있어 ADB는 환경·사회 보고서 작성을 위한 전

과정을 지원하는데, 기술적 자문은 물론 필요한 컨설턴트 등도 제공한다.

차주가 보고서 초안을 제출하면, ADB는 이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차

주에게 전달하며, 차주는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사회 보고서를 수

정하여 다시 제출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ADB 전문가들의 현장 방문 및

검증이 함께 진행된다. 제출된 보고서가 검토결과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ADB는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환경·사회 심사 결과를 요

약하여 사업 심사 보고서(report and recommendation of the President,

이하 RRP)에 포함한다. 이와 함께 차주와 맺게 될 금융계약서에 필요한

환경·사회 조항을 포함하게 된다. 만약, 심사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검토와 수정의 과정을 반복하며, 필요시 현장 검증을 추가로 실시한다.

이후 RRP 및 관련 문서들은 ADB 내 타 부서들의 전문가 확인을 거

치며, 확인 결과는 차주에게 전달되고, 차주는 이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다시 수정하여 제출한다. 제출된 내용이 적절한 경우 이는 ADB 총재 및

이사회 승인을 위한 RRP에 반영된다. 이사회 승인 이후에 최신의 환경·

사회 보고서는 ADB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계약이 체결되고 그 효력이

발생하면 사업의 모니터링이 진행된다. 사업 진행시에 차주는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ADB는 보고서를 검토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

관련 내용을 검증한다. 모니터링 보고서의 최종본은 홈페이지에 공개한

다. 관련 내용은 <그림 2>에 요약되어 있다.

4) ADB에서 중앙은행, 정부기관 등 중개기관에게 금융을 제공하고 이들을 통해서 시중

은행 또는 일반인에게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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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ADB의 환경·사회 심사 절차

E&S = Environmental and social, EIA =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IEE = 
Initial environmental examination, EARF = Environmental assessment and review 
framework, RP = Resettlement plan, RF = Resettlement framework, IPP = 
Indigenous peoples plan, IPPF = Indigenous peoples planning framework, ESMS = 
Environmental and social management system 

출처: ADB Safeguards Operational Review(2013), 저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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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시아개발은행의 코로나 19 대응

ADB는 세계보건기구의 팬데믹 선언 이후 「코로나 19 에 대한 종합

적인 대응방안 (ADB’s Comprehensive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2020)」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였다. 이는 팬데믹 상황에서,

신속하고 원활하게 필요한 자원을 배분하고, 아시아·태평양 개발도상국

들의 대응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중 세이프가드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원활한 무역을 위해 개발도

상국 은행들에게 자금이나 보증을 제공하기 위한 무역금융(Trade

Finance Program, TFP)의 경우 환경·사회 위험이 거의 없는 카테고리

C 사업에 국한하여 지원하도록 하였다. 또한, 코로나 19로 인한 직접적

인 영향을 저감하거나 부수적으로 야기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하게 자금 지원을 하는 경우로서, ADB에서 정한 특별한 기준을 만

족하는 일부 사업의 경우 패스트트랙(fast-track business process) 지원

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물론 이 경우에도 ADB 환경·사회 심사 규정인

세이프가드 정책은 기존대로 적용해야 한다.

다만, ADB 세이프가드 정책에서는 긴박하게 응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에 한하여 특별하게 적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Safeguard

Requirement 4에 제시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통상적으로 요구되

는 환경·사회 심사 보고서를 작성할 수 없는 응급지원 사업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승인 이전 환경·사회 프레임워크(framework)를 마련하고, 이

를 바탕으로 승인한 후 세부 계획은 추후 사업 진행시 수립하는 것을 허

용한다. 프레임워크에는 사업의 목적, 적용되는 세이프가드 항목 및 요구

사항, 사업의 주요 요소들로 인해 예견되는 일반적인 영향, 하부 사업을

스크리닝 하고 평가하기 위한 세부 지침, 세이프가드 이행을 위한 예산,

조직 구성, 조직의 역량, 모니터링 및 보고 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프레임워크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사업 정보 공개 및 주민 공청회는

여전히 필요하다. 또한, 프레임워크는 사업의 위험이 매우 크거나 복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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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고, 단순히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사업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함은 물

론, 엄격한 내부 논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현금성 지원이나 단순물자

제공이 아닌, 일반적인 인프라 사업의 경우에는 그 적용을 정당화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송배전, 도로, 도시 기반 시설들은 팬데믹 대응을 위한

필수 인프라지만 응급지원 대상이 되거나 프레임워크 접근법으로 승인하

기가 힘들어 기존의 세이프가드 정책의 원칙을 모두 만족하도록 환경·사

회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3. 대안적 기술

다자개발은행들이 환경·사회 심사 기준을 수립한 1990년대 이후, 세계

보건기구는 현재까지 총 2회의 팬데믹을 선언하였다. 2009년 신종플루

(H1N1 influenza)와 금번 코로나 19 사태이다. 2009년 신종플루의 경우

코로나 19에 비해서 그 규모나 영향력이 제한적으로, 코로나 19와 같이

2년여의 세계적인 이동 제한과 같은 문제를 야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팬

데믹 상황에서 환경·사회 심사의 어려움을 연구한 선행 연구 자료를 찾

아볼 수 없었다. 다만 팬데믹 상황 하에서 환경·사회 심사에 유용하게

활용해 볼 수 있는 드론과 같은 무인비행기(Unmanned aerial vehicle,

UAV) 기술에 대한 선행 연구 자료를 참고하여 보았다.

드론이 여러 분야에서 점차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학계 및 민간에서 드론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드론은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서의 활동을 가능하

게 하며, 노동비용을 경감하고, 유인비행선에서 필요한 각종 에너지 소모

를 줄인다. 드론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전조사, 경과파악, 재고관리, 유

지보수에 사용될 수 있으며, 농업에서는 토양의 성분, 작물의 생장, 비료

및 농약의 살포, 가축의 관찰 등에 이용될 수 있다. 교통과 관련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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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배송 등 다양한 활용방안이 연구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재해

로 인한 영향평가 및 모니터링, 광산의 개발을 위한 탐사, 보안을 위한

촬영에도 사용이 가능하다(Otto at el, 2018).

최근에는 환경·사회 분야에서 드론을 활용하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인적이 드문 광활한 지역에서 드론은 대기

오염을 효과적으로 탐지할 수 있다(Alvear at el, 2017). 더 나아가 오염

감지 센서를 탑재하여 CO2, CH4, PM, NO2, VOCs, 오존과 같은 대기오

염물질을 모니터링 하고, 감지한 오염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

는 즉각적인 저감 방안을 실행하는 것도 가능하다(Godall at el, 2020).

또한, 해저 드론을 통해 고래의 이동을 확인하고 위험 지역 접근을 제한

하여 고래 사냥을 사전에 방지하기도 하는(Harts, 2019) 등 생태계 보존

에도 드론이 이용된다. 열대우림에서의 불법 화전 및 벌채 감시에도 이

용할 수 있고, 사회 심사 분야에서는 원주민 보호에 드론이 사용되고 있

으며, 원주민 거주지 침해 등을 드론으로 감시하고 그 결과를 소송에 이

용하기도 한다(www.frontiersinecology.org).

이처럼 드론 촬영 및 활용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으며, 이를

환경·사회 심사에도 점차 활용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드

론의 운영을 위한 국제적인 조약이 부재한 상황에서 각 국가별로 관련한

법령 및 기준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개발도상국에서 체계적인 규

정의 수립 및 관련 기술의 도입을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을지,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 등이 문제일 것으로 예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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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 19로 인한 환경·사회 영향평가의 한계를 이

해하고 및 이를 어떻게 극복하여 나가는가에 대하여 분석하여 보는 것이

다. 앞서 언급하였듯 코로나 19는 최근 2년 기간 동안 발생하여 유사 주

제로 진행한 선행 연구를 찾기 어려움을 감한할 때, 현장 전문가들의 참

여를 바탕으로 한 질적인 연구 접근법, 그 중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근거이론은 실증적

인 조사에서 이론을 생성하는 질적 연구 방법으로, “현장에서 존재하는

연구 현상으로부터 귀납적으로 유도된 이론(Strauss & Corbin, 1998)”이

다. 특정 집단이나 특정한 사회현상에 대해 알려진 사실이 거의 없거나

기존 집단이나 현상에 대해 새로운 이해를 얻기 위해서 실제 분야를 탐

색하는 연구 방법으로, “참여자들이 제공하는 자료에 근거해 이론을 도

출하며, 다른 연구방법론을 통해서 포착하기 어려운 개인 및 조직의 사

회적, 심리적, 구조적 현상을 파악하는 데 유용(정승혜, 2015)”하다.

우선 초기 현장 관찰의 일환으로 다양한 국제금융기구의 사업 담당자

들이 코로나 19로 인한 사업 심사의 어려움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또한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 독일의 Federal Ministry of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BMZ)와 KfW Development Bank가 공동

주최한 2021 Virtual Conference on Fragile Contexts, Digitalization,

Remote Management, Monitoring & Verification(2021. 1. 19∼21)에 참

석하였다. 동 회의에는 세계은행, ADB 등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금융기

구가 발표에 참여하여 코로나 19 및 분쟁지역 확대로 인한 사업 심사의

어려움 및 관련한 극복 노력을 공유하였다. 회의 참석자들은 코로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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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한 가장 큰 문제점으로 현장 접근 제한 및 영향 주민과의 접촉 불

가를 꼽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위성 자료, 드론 등을 활용하여 원격

심사를 진행하거나, 사업지역 내 전문가를 양성하여 심사에 도움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였다. 또한, 비대면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효과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용 방안 등이 소개되었다.

이후 ADB 서남아시아부서의 환경·사회 심사 담당자들의 집단토의에

참여하였다. 1차(2021. 3. 10) 토의에서는 심사 담당자들이 코로나 19로

인해 당면한 문제들과 영향평가 및 모니터링을 위한 IT 기반 데이터베

이스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2차(2021. 8. 26) 토의에서는 사

업지역 접근 불가시 간접적 자료수집 방법에 대하여 정보를 공유하였으

며, 마지막으로 3차(2021. 11. 24) 토의에서는 코로나 이후 증가하고 있는

환경·사회 민원과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이를 다뤄야 할지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서 ADB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환

경·사회 심사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전문가들의 실제 경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 ADB 환

경·사회심사 전문가 개개인을 1:1로 심층면접(individual in-depth

interview)하면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의도적 목적 표집(purpose

sampling) 방법으로 초기 10명의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이후 인터뷰 과

정에서 언급된 전문가들 중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람들을 추가 모집하는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을 진행하였으

며, 인터뷰 과정에서 더 이상 새로운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 이론적 포화

(theoretical saturation)에 이를 때까지 지속적으로 참여자를 확보하였다.

질적 연구에서는 전형적으로 5∼25명의 면접이 필요하며, 표본수가 30명

이상일시 양적인 연구로 간주될 수 있음(Creswell, 2016)을 고려하여 최

대 20명을 넘어가지 않도록 하였다.

참여자 선정의 기준은 환경·사회 심사에 총 10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

로, ADB 재직기간은 3년 이상이며, 코로나 19 기간인 2020년 1월∼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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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별 나이 분야 업무
경력(년)

ADB재직 
기간(년)

면접일자
(년-월-일)

면접
시간(분)

A 여 40대 환경 24 9 2022-03-23 75

B 남 40대 사회 16 3 2022-03-23 105

C 여 50대 환경 11 7 2022-03-30 72

D 남 50대 환경/사회 26 15 2022-03-30 64

E 여 40대 환경 25 7 2022-03-31 30

F 여 50대 사회 19 5 2022-04-01 57

G 여 50대 사회 24 14 2022-04-01 60

H 남 40대 사회 22 14 2022-04-01 80

I 남 50대 환경 25 13 2022-04-04 60

J 여 40대 사회 13 6 2022-04-06 63

년 12월 중 인프라 개발 사업의 환경·사회 심사를 담당하였던 전문가로

제한하였다. 참여자 선정 과정은 상기의 조건에 부합하는 환경·사회 담

당자들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연구의 목적, 연구 주제, 절차 등을 안내

후,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타진한 18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평균 나이는 49세, 업무경력은 21년, ADB 재직기간은 9

년 이었으며, 이들의 인구학적 정보는 <표 2>와 같다. 연구 과정에서 자

발적인 연구 참여, 익명성 유지, 사업 비밀보장(이미 공개된 정보에 한하

여 언급가능)의 윤리 원칙과 원하지 않는 사항에 대한 답변의 거부가 가

능함을 설명하였다. 또한 녹화에 대한 동의를 구했으며, 언제든지 인터뷰

를 중단할 수 있음을 공지하여 연구 참여자를 최대한 존중하고자 하였

다. 일부 연구 참여자는 정확한 나이를 언급하기를 거부하였으며, 논문에

도 30대, 40대, 50대로 표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연구와 관련한 녹

음파일 및 녹취 전사본 등 모든 관련 자료는 비밀번호가 지정된 클라우

드에 보관하였으며, 2022년 8월 이후 폐기하도록 설정하였다.

<표 2> 연구 참여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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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별 나이 분야 업무
경력(년)

ADB재직 
기간(년)

면접일자
(년-월-일)

면접
시간(분)

K 남 50대 사회 11 10 2022-04-06 67

L 여 40대 환경 19 12 2022-04-07 59

M 여 50대 사회 34 16 2022-04-13 72

N 여 40대 사회 26 4 2022-04-13 82

O 여 30대 사회 10 4 2022-04-20 60

P 남 40대 환경/사회 17 3 2022-04-21 51

Q 남 50대 환경 39 15 2022-04-25 70

R 여 40대 사회 16 11 2022-04-28 57

자료는 2022년 3월부터 4월까지 참여자의 심층 면접을 통해 수집하였

는데, 반구조화(semi-structured) 질문을 바탕으로 다양한 개념과 범주를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코로나 19 시기의 어려움 및 물리적인 거리로 인

하여 모든 참여자와의 면접은 MS Teams를 이용한 화상회의로 진행되

었다. 면접 진행 이전 참여자들에게 <표 3>에 제시되어 있는 핵심질문

을 보내어 인터뷰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여, 인터뷰가 좀 더 원활

하게 진행되도록 하였으며, 필요시 관련된 추가 질문을 형성해 나갔다.

면접은 참여자의 사전 동의하에 녹화하였으며 최소 30분5)에서 최대 1시

간 45분이고 평균 66분 정도 진행되었다. 추가적인 응답자가 이전 응답

자가 제공한 답변과 비교하여 핵심적인 질문에 대한 새로운 답변을 제시

하지 않는 시점까지 면접을 진행하여 면접을 통한 체계 분석의 완성도를

높였다. 본 연구에서는 16명에 대한 면접을 진행한 시점부터 새로운 답

변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해당 시점에서 인터뷰 일정이 잡혀있던 추가 2

명에 대한 인터뷰도 완료하였다.

5) 60분 이하로 인터뷰가 진행된 참여자는 1명으로, 해당 참여자는 인터뷰 이전 핵심질

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하였으며, 이에 실제 면접에서는 관련된 확

인 및 일부 추가 질의만이 필요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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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Have you faced any challenges due to COVID 19 in conducting due 
diligence and monitoring? If yes, what kind of challenges and what 
was your first feeling and reaction?

Ÿ How could you overcome the challenges? Please elaborate details. 

Ÿ If you use some tools or methods, please specify. Do you think the 
tools and methods still be valuable or useful even after getting back 
to normal?

Ÿ Have you sought any waiver (i.e. postponing consultations and etc.) 
under the circumstance? Has it been given to the projects by 
approving authority? If yes, please elaborate details.

<표 3> 핵심질문

2. 자료분석

근거이론은 글레이저(Glaser)와 스트라우스(Strauss)가 질적 분석의

전략이라는 부제를 달고 출간한 「근거 이론의 발견(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1967)」에서 유래한다. 이후 글레이저와 스트라우스

는 각자 조금 다른 방향으로 근거이론을 발전시켜 나갔다. 글레이저와

스트라우스 둘 다 이론창출 과정에서 코딩(자료로부터 개념을 추출해 내

는 과정), 지속적 비교, 질문, 이론적 표집, 메모를 다룬다. 또한 자료를

수집하고, 코딩하고, 비교하고 범주화하고, 이론적 표집을 하고 핵심범주

를 발전시키고, 이론을 창출하는 연구과정도 동일하다. 그러나 이들 과정

이 실제로 어떻게 수행되는지에 대하서는 차이가 크다(김인숙, 2011).

글레이저와 스트라우스의 근거이론은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지만 특

히 코딩 절차에서 차이가 있다. 글레이저의 코딩과정은 실체적 코딩

(substantive coding)과 이론적 코딩(theoretical coding) 이라는 두 개의

절차로 나뉜다. 실체적 코딩은 다시 두 개의 하위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개방코딩(open coding)과 선택코딩(selective coding)이다. 이에 비해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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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우스는 개방코딩, 패러다임 모형을 바탕으로 한 축코딩(axial

coding), 선택코딩이라는 3단계로 나누고 있고, 이들은 서로 다른 목적

달성을 목표로 한다(김인숙, 2011).

이 둘의 코딩과정은 시점과 그에 따른 논리적 순서에 차이가 있다.

글레이저의 코딩은 쪼개서 선택하고(실체적 코딩의 개방코딩과 선택코

딩), 이어 연관 짓고 통합한다(이론적 코딩). 반면에 스트라우스의 코딩

은 쪼개고(개방코딩), 연관 짓고 통합하며(축코딩), 이어 선택하고 통합

한다(김인숙, 2011). 글레이저와 스트라우스 논쟁의 가장 핵심에 축코딩

이 있다. 글레이저는 축코딩이 자신이 제안한 18개의 코딩군(18 coding

families) 중 6c6)의 변형 혹은 모방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이동성 &

김영천 2012). 스트라우스는 근거이론 구성을 위해 패러다임 모형을 사

용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자연스런 사고과정을 거치도록 해줌으

로써 연구자가 실재세계의 복잡성과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게 도와준다

고 주장하였다(김인숙, 2011).

핵심범주(core category)는 근거이론 창출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론

을 통합시키고 밀도 있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글레이저와 스트라우스

모두 근거이론 형성에서 핵심범주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그러나 핵심범

주를 찾고, 이를 이론으로 통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 했다.

글레이저는 핵심범주는 먼저 주제를 찾고, 가능한 다른 많은 범주들과

그들의 속성들과 관련될 수 있는 설명력 있는 범주를 찾아야 하며, 다른

범주들을 전체로 통합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반면, 스트라우스는

핵심범주가 출현하기 전에 축코딩과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보았으며, 통합은 축코딩과 다르지 않으며, 고도의 추상화 수준을 요한다

고 말했다. 그는 글레이저와는 달리 핵심범주를 선택하고 이론에 통합하

는 과정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스토리의 윤곽

을 적어보고, 개념화하고 도표와 메모를 사용하는 등 일련의 기법과 과

6) Causes:원인, Contexts:맥락, Conditions:조건, Consequences:결과, Covariances:공변인,

Contingencies:우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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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또한 초심자의 경우 핵심범주 하나를 택해 다

른 범주와 연결하는 것을 제안하였다(김인숙, 2011).

글레이저와 스트라우스 모두 자신들의 저작이 근거이론 산출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근거이론만이 아닌 주제 분석이나 개념개

발을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이는 곧 글레이저의 방

법이건 스트라우스의 방법이건 근거이론 방법이 실질적인 근거이론을 넘

어서 보다 폭 넓게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스트라우스는 주제 분석

이나 개념개발에만 관심이 있는 경우 축코딩 이후의 절차를 중단해도 된

다고 했고, 글레이저도 자신의 저작이 근거 이론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

이상의 가치를 갖으며, 따라서 주제 분석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고 하였

다(김인숙, 2011).

글레이저와 스트라우스 이 두 사람의 서로 다른 접근 중 누구의 것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연구 주제와 질문에 대한 최상의 접근이 무엇인지

에 근거해야 한다. 국내 연구에서는 스트라우스의 근거이론이 주로 사용

되고 있는데(김인숙 2011, 이동성 & 김영천 2012), 여러 비판들에도 불

구하고 신참자에게는 축코딩을 포함한 스트라우스의 패러다임 모형의 사

용이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데 편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이 근거이론을 바탕으로 한 연구자의 첫 논문임을 감안할 때,

수집한 자료는 신참자에게 보다 용이한 스트라우스와 코빈(Cobin)의 근

거이론을 바탕으로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의 3단계 코딩 과정을 거

쳐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어떠한 가설을 제시하거나 이론화하기 보다는

근거이론을 바탕으로 “코로나 19에 대한 대응”이라는 주제에 대한 분석

을 실시하였다.

자료의 신뢰도 및 엄격성 유지를 위해서는 Lincoln & Guba(1985)가

제시한 네 가지 기준을 적용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자 2명에게 분석한

연구 자료의 사실적 가치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다. 피드백을 토대로 주

제의 적절성과 범주화된 개념의 적절성을 확인하였다. 둘째, 적용가능성

을 검토하기 위해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세계은행 환경·사회 심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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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명, 수출입은행 전문가 1명과 본 연구결과에 대하여 토론하였으며,

모두 코로나 19로 인한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 공감하였고 유사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셋째,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코드 추출 및 범주

화시 이들을 지속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방법을 반복하였다. 넷째, 기존의

편견으로부터 해방되어 중립적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료수집 및 분

석시 반성적인(reflective) 과정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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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결과

1. 개방코딩

면접을 통해서 ADB의 환경·사회 심사 담당자들이 코로나 19로 인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

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개방코딩이란 자료에서 개념을 확인하고

개념들의 속성과 차원을 발견하는 분석과정으로, 개방코딩을 통하여 코

로나19 상황에서 마주한 환경·사회 심사의 어려움과 극복방안을 개념화

하고 범주화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최종적인 결과로서 83개의 개념,

22개의 하위범주, 9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우선 범주를 중심으로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움을 살펴보면 첫째, 각

국의 국경 폐쇄 및 지역 봉쇄로 현장 방문 및 관련한 업무의 진행이 제

한되었다. 특히 영향을 받는 환경·사회 심사 항목은 공청회 개최 및 참

여, 정보공개, 영향 주민의 고충 처리, 현장 확인 및 데이터 수집, 보상금

지급을 위한 서류 확인 및 보상금 배분, 모니터링 분야이다. 둘째, 준비

되지 않은 갑작스러운 재택근무로의 전환 및 원격업무 도입으로 전문가

들은 익숙하지 않은 근무환경에 놓이게 되었다. 셋째, 모든 인적 교류 및

의사 교환이 원격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원활한 소통이 어려워졌으며, 소

통의 질도 저하되었다. 넷째, 이러한 혼란 속에서 심사의 진행의 어려워

지고, 지연이 발생하였으며, 부적절한 성과를 마주하게 되었다.

인터뷰에 참여한 모든 전문가들은 코로나 19에도 불구하고 환경·사회

심사 규정인 세이프가드 정책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원칙을 타

협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하였다. 다만, 정책에서 언급하지 않는 관행

(practice)적 부분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었

다. 또한, 참여자들은 정책의 적용을 면제하기 보다는 일하는 방식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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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Concept, 83개)

하위범주
(Subcategory, 22개)

범주
(Category, 9개)

패러다임요소
(Stage)

Inability to travel

Being restricted 
from field work

Being  
restricted from 
field level due 
diligence

Causal 
condition

Restrictions on site 
inspection

Constraints on field data 
collection

Constraints on information 
verification

Restrictions of visual 
monitoring

Inability to distribute 
compensation

Limitation in organizing 
public consultation

Having barriers in 
stakeholder 
engagement

Limitation in information 
disclosure and distribution

Taking longer time for 
coordination

꿔 심사를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하

였다. 이처럼 환경·사회 심사 정책의 적용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속되어

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서 인터뷰 참여자들은 코로나 19로 인한 환경·사

회 심사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설명하였다. 범주를

중심으로 개념들을 살펴보면 첫째, 익숙하지 않은 원격 재택근무에 적응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둘째,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심사를

위해서 사업별 위험에 기반을 둔 전략적인 접근법을 채택하였다. 셋째,

현장에서 머무는 시간 및 영향주민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적

심사 방안을 강구하였다. 넷째, 이러한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필수적

으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현장 활동은 지속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처럼

일하는 방식을 바꿔 팬데믹 상황 하에서도 환경·사회 심사 정책에서 요

구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심사를 지속할 수 있게 되었다.

<표 4>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움과 극복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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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Concept, 83개)

하위범주
(Subcategory, 22개)

범주
(Category, 9개)

패러다임요소
(Stage)

Having increased 
grievances

Hard to address grievances

Site closure

Facing poor field 
conditions

Construction stop

Absence of project staff

No proper internet 
connection

Lack of qualified local 
consultants

Having a shortage 
of qualified local 
human resources

Heavy reliance on several 
local consultants

Budget limitation

IT concerns Being in an 
unfamiliar work 
from home set-up

Being in an 
unfriendly work 
environment

Contextual 
condition

Limitation in printing and 
increased monitor hours

Social isolation

Feeling uneasiness

Pressure to deliver

Pressure for domestic work 
(e.g. house chores)

Agitation by work alarm 
and family noise 
simultaneously

Series and layers of 
meetings Having increased 

workload and 
limited resourcesAdditional administrative 

work (e.g. contract 
variation)

Lack of interaction with 
colleagues and 
borrowers/clients

Having poor 
communication

Having 
insufficient and 
inefficient 
communication　

Intervening 
condition

Time difference between 
duty stations

Long lead time for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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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Concept, 83개)

하위범주
(Subcategory, 22개)

범주
(Category, 9개)

패러다임요소
(Stage)

Need more coordination

Hard to read between 
lines virtually

Having 
communication 
vacuum

Misunderstanding caused 
by only virtual 
communication

Hard to build trust and 
robust relationship

Delays in processing and 
implementation (including 
corrective action)

Being delayed and 
making slow 
progress

Leading to 
poor and 
inadequate 
performance

Central 
phenomenon　

Non compliance due to 
delays

Lack of site specific 
information

Being lack of 
quality assurance

Unsure about reliability of 
submitted information

Poor reporting

Low level of confidence 
and comfort

Enhancing IT operation
Improving technical 
aspects of work 
environment

Making  effort 
to familiarize 
with working 
virtually at 
home

Action/ 
Interaction

Providing IT equipment 
support

Awareness campaign on 
respectful work 
environment Giving more focus 

on maintaining 
wellness

Programs for mental and 
physical health

Diversifying communication 
methods

Fostering  
interaction and 
communication

Streamlining 
communication channel for 
borrowers/clients

Encouraging more casual 
communication with 
project parties and 
colleag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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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Concept, 83개)

하위범주
(Subcategory, 22개)

범주
(Category, 9개)

패러다임요소
(Stage)

Developing guidance note 
on safeguard compliance

Re-calibrating due 
diligence method 
and timeline

Taking 
risk-based 
strategic 
approaches 
and adaptive 
mechanisms for 
safeguard  
assessment

Risk screening and rating 
based on project impact 
and local capacity

Differentiating approaches 
for due diligence

Adjusting timeline of 
safeguard activity (e.g. 
shifting data collection and 
verification schedule)

Allowing to use alternative 
measures

Deviation from standard 
practices

Making procedural 
adjustment

Getting information 
whenever available in any 
form rather than updating 
entire reports all again

Defining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each 
project party more clearly

Providing strong 
motivation factor (e.g. 
imposing financial penalty 
or  granting an award) to 
borrowers/clients for timely 
implementation

Clear documentation of 
adaptive measures taken 
and follow-up activities 
needed

One-on-one or small 
group consultations

Exploring alternative 
consultation 
measures

Arranging virtual 
consultations

Delegating ADB's 
representation to 
consultants

Introducing drone and 
high resolution video 
inspection

Utilizing IT 
technology

Reducing need 
for travel and 
field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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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Concept, 83개)

하위범주
(Subcategory, 22개)

범주
(Category, 9개)

패러다임요소
(Stage)

Geo-tagging pictures

IT based survey method 
(e.g. time stamp, barcode 
scan, tablet PC)

Telephonic data collection

GIS based mapping and 
data layering

AI based ecology modeling 

IT based data management 
system

Using social media for 
consultation and 
information dissemination

Developing apps for 
performance monitoring 
and tracking

Simplifying survey 
questionnaire

Simplifying survey 
tools and methodsDeveloping standardized 

procedure, manual, tool 
and template

Allocating more financial 
resources

Securing more 
national human 
resources to 
continue safeguard 
due diligence

Endeavoring to 
continue 
essential field 
level study and 
verification

Increasing input of existing 
national consultants or 
engage with new ones

Seeking support from 
regional offices

Arranging third party 
monitoring using local 
resources

Providing training to 
consultants through virtual 
measures

Procuring personal 
protection equipment(PPE) 
for field work

Providing support 
to prepare and 
adopt safety 
protoc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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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Concept, 83개)

하위범주
(Subcategory, 22개)

범주
(Category, 9개)

패러다임요소
(Stage)

Preparing additional health 
and safety plans for 
borrowers/clients

Preparing a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for 
borrowers/clients  against 
COVID 19

Having an idea which 
project can go which 
cannot Continuing due 

diligence for 
eligible projects　

Learning how 
to meet policy 
principles by 
changing way 
of working

Consequences

Lesson learned how to 
proceed under the 
limitations

Searching for creative 
solution

Being open to new 
and alternative 
techniquesLess skeptical, less 

conservative but more 
open and adventurous

2. 축코딩

축코딩은 개방코딩을 통해 도출한 개념, 하위범주 및 범주들의 관련

성을 분석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모으는 과정으로 범주와 하위범주를 연

관 지음으로써 이루어진다. 스트라우스와 코빈이 제시한 패러다임 모형

을 바탕으로 실시한 축코딩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코로나 19로 인하

여 야기된 부족하고 부적절한 심사 성과가 중심 현상이며, 중심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인과적 조건이고, 인과적 조건이 중심 현상에 미치

는 영향을 변화시키는 조건이 맥락적 조건이다. 중재적 조건은 작용/상

호작용 전략에 영향을 미치며, 이를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작용/상호작용은 중심 현상을 조절하고 대처하는 의도적인 행동이며, 결

과는 작용/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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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움과 극복방안 패러다임 모형

1) 인과적 조건

인과적 조건은 중심현상이 출현하게 되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본 연

구에 참여했던 모든 전문가들은 코로나 19로 인한 국경 폐쇄 및 지역 봉

쇄로 인한 현장 활동의 제한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언급하였다. 현장 활

동이 제한되면서 사업 지역 확인 및 점검, 현장 데이터 수집 및 검증,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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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보상비용 분배 등이 힘들었다고 토로하였다. 특히, 사업 심사 및 진행

시 민원이 들어오거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를 조정하고 해결하는데 보

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한다. 또한, 진행 중인 사업의 경우 건설이

중단되고, 현장이 폐쇄 혹은 방치되는 사례들도 발생했으며, 이에 모니터

링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다고 한

다. 코로나 19가 조금 누그러져 국가 내 지역 봉쇄가 완화되면서 부터는

해당국에 상주하는 컨설턴트들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유능

한 컨설턴트들을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다고

이야기 하였다.

Yes, definitely COVID 19 severly constrained site visit, inspection,

supervision, filed data collection, and consultation. Inability to conduct

face to face consultation was a big problem. (Participant B)

The main challenges are site verification, identification of

site-specific risks, stakeholder engagement, and information disclosure.

(Participant C)

Due to reliance on and high demand for local consultants, there

was a shortage of qualified experts. It had been a persistent issue

even before COVID 19 and now really worse. (Participant G)

2) 맥락적 조건

맥락적 조건은 인과적 조건이 중심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코로나 19로 인하여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원격

재택근무로 전환되면서 업무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맥락적

조건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초기에는 근무 시스템에 에러가 발생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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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이 원활하지 못하는 등의 IT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또한, 코로나 19

로 자녀들도 집에 머무르면서 재택근무 초기에는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

웠다고 언급하였다. 업무량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원격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몇 차례에 걸친 사전 협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았으

며, 참여자 중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한 경우 미팅을 다시 해야 했기 때

문이었다고 한다. 컨설턴트 및 고객들의 계약 변경이 필요한 사례들이

많아지면서 이는 자연스럽게 행정업무의 증가로 이어졌다. 이는 코로나

19로 담당자들이 심사 자체의 어려움은 물론 비호의적인 업무 환경에 노

출되어 이중고를 겪었음을 나타낸다.

The group working system did not work well, so we should do

the work again in an old way, exchanging the document back and

forth. (Participant E)

When we suddenly started the work from home, I – guess

majority of other staff as well - was not ready. Kids kept calling my

attention for their remote learning and alarms from my calendar and

e-mail agitated me at the same time. (Participant H)

3) 중심현상

중심현상은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한 문제가 무엇이며, 무슨 일이 일

어나고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로 19로 인하여 야기

된 여러 조건 및 상황 속에서 부족한 성과를 마주해야 하는 것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우선 사업을 심사하고 진행하는데 어느 정도의

지연은 피할 수 없었다고 했다. 특히 델타변이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

던 시기에는 국가 내에서도 이동이 제한되어 현장에서의 심사를 진행하

는 것이 아예 불가능 하였다고 한다. 만약 사업 진행에 문제가 있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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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방안(corrective action plan)을 실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활동

제한이 계약불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도 있어서 더욱 난감하였다

고 했다. 모두가 최선을 다하더라도 확고한 현장 정보를 획득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으며, 특히 담당자가 자료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없는 어려

움이 있었음을 토로하였다.

When the developing countries were hardest hit by the Delta

wave, nothing could be done. Even some of the national consultants

were infected and not able to work for a while. Also, delays in

implementation of corrective actions might cause some

non-compliance issues. (Participants F)

It is necessary to have robust field data to prepare good quality

reports. The challenges described above have resulted in increased

risks of inadequate safeguard assessments. (Participant D)

4) 중재적 조건

중재적 조건은 중심현상의 강도를 변화시키며, 이를 통해 작용/상호작

용 전략을 촉진하거나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 코로나 19로 인해 모든 의

사소통이 원격으로 이루어지면서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인 소통이 이루

어졌고, 이는 심사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편,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작용/상호작용의 효과도 저감시켰다. 따라서 비효율적, 비효과적 소

통을 중재적 조건으로 정의할 수 있다. ADB는 물론 차주와 고객들도 모

두 재택근무로 전환하면서 사무실에 집중되어 있던 인력이 분산되어 서

로 다른 시간대에 위치하게 되면서 커뮤니케이션에 평소보다 오랜 시간

이 소요되었고, 또한, 상대방이 말하는 의도를 파악하거나 행간을 읽기가

어려워져 서로 오해하는 경우도 빈번해졌다고 한다. 특히 새로운 차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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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소위 앞면을 트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를 모두

화상으로 하려니 돈독한 관계를 형성하기가 어려웠다고 이야기하였다.

Before COVID 19, I used to receive responses to my mail within

the day, but now it takes much more. Colleagues and clients are not

in the office but scattered all around the world and their official

working hours are also different. (Participant M).

One of the major purposes of our mission(business trip) is to

make acquaintance and form a relationship. In the absence of this

process, it is really hard to pave a way to trust and robust

relationship. (Participant A)

5) 작용/상호작용 전략

작용/상호작용은 중심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취하는 행동이나 전략이

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작용/상호작용의 첫 번째는 원격 재택시 기술적

인 문제가 없도록 IT 시스템과 운영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 것

이다.

이와 더불어 직원들이 겪는 심리적인 어려움과 관련하여 상호 존중하

는 직장 문화 캠페인을 벌이면서 채근하지 않기, 서로 다른 업무시간 배

려하기 등을 장려하였으며, 타운홀 미팅과 워크샵을 주기적으로 개최하

여 직원들이 필요한 정보를 수월히 습득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

였다고 한다. 또한,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다양화하고 사업별 그룹 대화방

생성을 통해 사업 당사자들이 이해를 같이하고 지속적으로 대화를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하되,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일하여 효과적인 의사소통

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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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was difficult for the first few months, but the situation was

eased up when IT operations got improved and relevant department

provided necessary support. (Participant N)

ADB undertook necessary activities to provide precise information

and lessen stress under the situation. It cannot resolve all issues, but

now I know how to adapt and endure at least. (Participant J)

Now we also commonly use social media like Viber and What’s

app to keep conversation and make everybody on the same page.

Somehow we feel it is easy to chat at the apps than through official

mails, so responses are faster. (Participant O)

두 번째는 코로나 19 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방안 (ADB’s

Comprehensive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2020)」등 조직

차원에서 필요한 가이드라인과 인스트럭션을 제공한 것이다. 특히, 코로

나 19 상황에서 세이프가드 준수를 위한 가이던스 노트(비공개 내부자

료)를 배포하여, 환경·사회 심사 전문가들이 세이프가드 정책에 부합하는

일관성 있는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도모하였다. 가이던스 노트에 따라

ADB는 사업별 심사지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새로운 스크리닝 기법

을 도입하고 전략적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사업의 위험이 매우

커 강도 높은 심사가 필요하거나, 사업 지역에 인력을 전혀 투입할 수

없는 경우는 사업의 진행을 중단하게 하였고, 사업의 위험이 제한적이며,

사업 지역에 인력의 투입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업을 지속하도록 하는 등

위험 및 가용 자원에 기반을 둔 전략적인 접근을 취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계속 진행하던 사업들도 현장의 상황에 맞게 사업 심사일정을 조

정하고, 전통적인 심사기법(영향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자료수집)에서 벗

어나 대안적인 방법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허용하였다. 그리고 모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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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참여자들의 역할과 책임을 확실히 정의하고, 심사의 절차, 채택한 심

사 기법, 추후 필요한 심사 활동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록하여 향후

혼란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다.

특히, 가장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던 공청회와 관련해서는 기존과 같

은 대규모 공청회가 불가하므로 1:1 면담 형식 혹은 해당국 정부에서 허

용하는 인원수까지 모이는 소규모 공청회로 대체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공청회에 참여하거나, 컨설턴트를

대리 참석하게 한 후 기록을 통해서 관련내용을 확인하였다.

We adopted additional layer of screening to decide which project

should stop and wait and which project could go and continue. Kind

of taking strategic approaches subject to the risks. (Participant L)

We recalibrated project due diligence method and timeline. We

needed to change cause only sticking to the standard method would

lead us to nowhere. Also, tried to take the easiest way as much as

possible. (Participant I)

Arranging a big public hearing with many people was not

possible. To meet the meaningful consultation requirement, we were

having small group discussions or one-on-one consultations with

keeping safety protocols and taking precautionary measures.

(Participant R)

세 번째로, 코로나 19 상황에서 현장 활동 및 접촉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심사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했었다고 한다. 따라서 드론, 고화질 비

디오, 위경도가 표시되는 사진, 온라인 설문실시, 전화 조사, GIS 기반의

자료 관리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였고, 필요시에는 전문가 개인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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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 맞춘 앱을 개발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사용된 IT 기술에 대해서는

‘IT 기반 대안적 심사 기법’섹션에서 좀 더 자세히 논의하였다. 또한, 설

문 질의를 최대한 단순화 하고, 컨설턴트와 차주들이 수집된 정보를 바

탕으로 보고서를 쉽게 작성하도록 표준화된 양식을 만들었다고 한다.

We had to narrow down survey questions to reduce survey hour

per household, so we could finish one survey within 2 hours. Of

course, we could collect less information but there was no way but

should focus on core and major ones. (Participant F)

이러한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현장 활동은 환경·사회

심사에 필수적이었다. 따라서 코로나 19 피크를 지나 국가 내에서 지역

간 이동이 가능해진 시점에서는 현장에서의 필수적인 최소한의 심사활동

을 이어나갔다. 전문가들은 우선 해당국 ADB 지점의 도움을 요청하였으

나 지점 인력에 한계가 있으므로 현지 컨설턴트들을 최대한 활용해야 했

다. 기존에 계약되어 있던 컨설턴트들은 계약 기간을 연장하고, 신규로

많은 컨설턴트들을 고용하였다. 물론 지점 직원이나 컨설턴트들이 필요

한 보호장비(personal protection equipment, PPE) 구매를 지원하는 한

편, 차주나 고객들도 코로나 19 안전 프로토콜을 이해하고 잘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계획을 추가로 마련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The mandatory field work has been undertaken by engaging more

local consultants who act as enumerators, coordinators, and field

inspectors. (Participant I)

When our staff or consultants are required to travel, the

COVID-19 safety protocols have to be followed such as physical

distancing, wearing face masks, frequent hand washing/sanitizing and



- 38 -

others. The cost of procuring necessary PPE is also supported by

ADB. (Participant K)

6) 결과

결과는 작용/상호작용 전략의 실행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위험과 가용자원을 바탕으로 심사가능 사업을 분별하여 선별

적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결국 기본적으로 환경·사회 심사 기준에 부합하는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여러 제한 상황에서 창의적 해결

방법을 탐구하게 되었으며, 알고는 있었지만 실행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

했던 기법이나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보다 열린 자세로 채용해보게 되었

다고 한다. 물론 전문가 개인적인 견해로는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도 있

었으나,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해서 적어도 환경·사회 심사 기준인 세

이프가드 정책을 준수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었다고 한다.

Now we have an eye to distinguish projects to go and understand

how to proceed under the circumstances. I cannot tell the due

diligence result is dully satisfactory, but at least the project is in

compliance with ADB safeguard policy principles. (Participants Q)

After going through all the challenges, lesson learned that there

are many ways we can do our job. No need to physically go each

and every site. All we need to do is just be open, explore and do it.

(Participant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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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택코딩

선택코딩은 핵심범주를 도출하고 핵심범주와 다른 범주들 간의 연결

관계에 대한 진술문에 대해서 확인하면서 범주를 좀 더 정교화 해나가는

단계이다. 먼저 각 범주와 하위범주들을 연결시키면서 참여자들에게 관

찰되는 현상을 진술하고, 이를 개념화하고 추상화함으로써 하나의 윤곽

을 형성한다. 근거이론화 하는 과정에서는 이를 통해 핵심범주를 중심으

로 가설을 도출하여 근거이론으로 제시하지만, 본 연구의 목적은 주제

분석이므로, 핵심범주를 도출하고 간단히 연구 참여자 유형을 분석하는

것으로 선택코딩을 완료하였다.

참여자들은 코로나 19 라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팬데믹 위기 상

황으로 사업현장 접근이 제한되면서 여러 혼란을 겪어야 했다. 전면 재

택으로 인한 변화된 근무 환경은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켰고, 이 같은 상

황에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성과를 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사업

의 승인을 위해서는 환경·사회 심사가 선행되어야 했기 때문에 변화된

상황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상황 대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

정하여 위험기반의 심사 접근법을 도입하였다. 한편, 다양한 IT 기술을

활용하여 현장 활동을 최소화하고, 현장에서는 매우 제한적인 필수 활동

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다. 원격으로만 이뤄지는 비효율적이고 비효

과적은 소통은 이러한 전략의 실행을 방해하였기 때문에 각종 소셜 미디

어를 활용하여 의사소통의 빈도 및 질을 향상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작

용/상호작용의 결과 환경·사회 심사 기준에 부합하는 결과물을 생산해낼

수 있었다. 이를 핵심 범주화 하면 “반복적 답습에서 개방적 변화로의

전환을 통한 위기극복 과정”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위기극복 과정은 인터뷰 참여자 별로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주요한

차이점을 바탕으로 대처 유형을 3가지로 분류하여 보았다. 코로나 19 상

황으로 인한 위기를 회피하려고 한 연구 참여자는 한사람도 없었으나,

성향에 따른 태도의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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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관계의존형의 경우는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팀 동료와 논의를 통해 업무를 조정하고, 지속적으로 현장의 상

황을 살피고 타인의 의견을 청취하되, 조직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까지

구체적인 액션을 취하지 않고 기다리며, 직접 대안적 기법 등을 탐색하

기 보다는 컨설턴트와 차주가 가용한 자원에 의존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자 하는 유형이었다. 이들은 해결방안을 제시하기보다 조직 내외부적인

관계를 통해서 습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심사를 지속해나갈 방법을 마련

하였다.

두 번째, 적극독립형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조직에 요

구하고, 가용한 대안적 기법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며, 컨설턴트와 차주에

게 여러 방안을 제시하고 시험해나가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유형이

었다. 이들은 효과성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기법이라도 재정과 인력이

확보되면 우선 액션을 취해보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마지막으

로 미래견인형은 적극독립형과 같은 성향을 보이면서, 이에 더하여 미래

의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 및 구축을 주도하고, 이를 차주

와 컨설턴트는 물론 주변 전문가들에게 전파하는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

었다.

4. IT 기반 대안적 심사 기법

본 절에서는 코로나 19 팬데믹 하 현장에서의 활동을 최소화하기 위

해서 사용된 여러 대안적인 방법들 중 IT 기술을 활용한 심사 기법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IT 기반 대안적 심사 기법은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사업 정

보를 공유하고, 설문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보통 인프라 사업들은 개

발도상국에서도 열악한 시골이나 산간도서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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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해당 지역 특성상 저소득 혹은 고령층이 주로 거주하고 있어 인터넷

은 물론 전기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거나7) 스마트폰과 같은 기기의 보급

률도 매우 낮다8). 이러한 상황 때문에 기존에는 다수의 전문가들이 온라

인으로 설문조사를 할 엄두를 내지 못하거나, 소셜 미디어를 통한 사업

정보 공유의 효과성에 대하여 회의적이었다. 하지만 팬데믹 상황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이 거의 유일한 방법이 되면서 여러 사업에

서 시도되었다. 사업정보 전달 및 공유를 위해 각종 소셜 미디어에 사업

계정을 만들어 정보를 게시하고, 화상회의 플랫폼을 이용하여 사업 영향

주민이 비대면 공청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

십 페이지에 달하는 기존 설문 조사지를 간소화하고, 사업 영향 주민으

로 인증되는 경우 바코드나 링크를 통해서 설문지에 접근하여 스스로 정

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구체적인 설문

조사 방법은 하기 <그림 4>에 도식화 하였다. 물론, 앞서 언급하였듯 개

발도상국 현실상 영향 지역에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았거나 주민들이 적

절한 디지털 기기를 소유하지 못한 경우에는 완전한 보호 장비를 갖추고

안전 프로토콜을 숙지한 컨설턴트가 방문하여 태블릿 PC를 이용해 사업

정보를 전달하고, 설문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수집한 정보는

인터넷이 연결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데이터센터나 클라우드에 업로드 되

었다. 일부 사업의 경우 극소수를 제외한 영향 주민의 대부분이 온라인

설문에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컨설턴트가 직접 방문

하여 태블릿 PC를 사용해 주민 대상 설문을 실시하였으나, 이 경우에도

데이터 처리 및 저장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져 사업 심사의 효율을 매우

높일 수 있었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제시되었다.

7) 배전망은 깔려 있으나 전기의 공급이 24시간이 아닌, 6∼8시간 이하인 경우가 많음.

8) 핸드폰 보급률이 높다고 하더라도 주로 문자와 통화만 가능한 모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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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설문조사 방법

두 번째는, Google Earth(www.google.com/earth/)를 포함한 다양한 온

라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사업 지역에 대한 기본적인 환경, 사회

정보를 습득하여 영향범위 확인과 잠재적 위험 평가를 최대한 구체적으

로 실시하는 것이다. 이는 현장 실사시 심사 영역과 기간을 단축하는 결

과로 이어졌다. 또한 ArcGIS(www.arcgis.com)나 QGIS(qgis.org)와 같은

GIS 기반의 툴로 자료를 분석하고 저장하여 사업 관계자간 자료 공유

및 이해가 용이할 수 있도록 하였다. Google Earth, ArcGIS, QGIS 외

인터뷰 중 언급된 주요 웹사이트 및 기능은 하기의 <표 5>에 요약하였

다. 또한, ADB에서는 기존 환경·사회 심사 정보의 축적, 관리, 사용을

위해서 SPADE9)라는 GIS 기반의 자체적인 툴을 개발 중이라고 한다.

9) SPADE는 개발 단계로서 아직 시스템의 공식적 개시 이전이지만 개괄적인 정보는 다음

링크에서 확인 가능함.

https://events.development.asia/learning-events/spade-adb-library-eh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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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명 칭 설 명

생태계/ 
보호
구역

• Integrated Biodiversity Assessment 
Tool (IBAT): https://ibat-alliance.org 

IUCN 멸종위기종, 전 세계적인 
보호구역, 및 생물다양성 보전지
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
며, 유료 및 무료 구독 필요

• World Protected Areas Database: 
https://www.protectedplanet.net/en

전 세계적인 보호구역에 대한 정
보를 제공 (IBAT에 취합)

• Key Biodiversity Areas:
https://www.keybiodiversityareas.org/ 

생물다양성 보전 지역에 대한 정
보를 제공 (IBAT에 취합)

• Global Forest Watch: 
https://www.globalforestwatch.org/

World Resources Institute (WR
I)10)에서 제공하는 오픈 플랫폼으
로, 시간에 따른 산림의 변화, 산
불, 산림 유실, 산림 관리와 보전
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

• Aqueduct Water Risk Atlas
https://www.wri.org/aqueduct/tools

WRI 오픈 플랫폼으로, 수자원의 
분포 및 고갈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

• Climate Watch
https://www.climatewatchdata.org/ 

WRI 오픈 플랫폼으로, 기후변화 
관련한 국가별 통계 등의 정보를 
제공

• Resource Watch: 
https://resourcewatch.org/

WRI 오픈 플랫폼으로, 에너지, 
산림, 식량 등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한 자원의 분포와 정보를 제
공

• Freshwater Ecosystems Explorer: 
https://www.sdg661.app/

시간에 따른 담수 생태계의 변화
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

• Allen Coral Atlas: 
https://allencoralatlas.org/

산호초 보호를 위해서 산호초의 
분포 및 백화 현상 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

환경 
데이터

•World Soil Information: 
https://www.isric.org/

토양 성분 등 전 세계적인 토양 
관련 정보를 제공

•World Climate Data: 
https://www.worldclim.org/data/index.
html 

기상과 관련한 시계열 자료를 제
공

<표 5> 심사에 활용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및 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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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명 칭 설 명

생물
다양성

• Timelapse: 
http://saul.cpsc.ucalgary.ca/timelapse

현장에서 수집한 생태계 관측 사
진을 분석하여 생물상에 대한 정
보를 제공 및 분류하는 툴

•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ional 
Resources (IUCN) red list: 
https://www.iucnredlist.org 

전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에 대한 
정보를 제공

• Circuitscape:
https://circuitscape.org/

현장에서 수집한 생태계 관측 자
료를 바탕으로 생태계 군집에 관
련한 분석을 수행하는 툴 

• Maxant:
https://biodiversityinformatics.amnh.or
g/open_source/maxent/ 

현장에서 수집한 생태계 관측 자
료를 바탕으로 가능한 생태통로
를 분석하는 툴

자료
관리/
공유

• Observable HQ
https://observablehq.com/ 

지도에 수집된 자료를 저장하고 
팀간의 공유 및 공동 작업을 가
능하게 하는 툴 (Java 사용 필수)

위성
자료

• Picterra
https://picterra.ch/

공간정보 위성 이미지를 분석하
여 원하는 정보를 추출할 수 있
게 도와주는 툴, 코딩 불필요 
예) 정해진 지역에 있는 나무의 
개수 세기

사회
조사

• Survey Solutions
https://mysurvey.solutions/en/

인구 역학적 조사를 위한 설문지 
작성, 데이터 수집, 저장, 관리를 
위한 툴. 오프라인에서 사용도 가
능하며 인터넷 연결 시 자동적으
로 지정된 데이터 센터나 클라우
드에 저장

마지막으로 문헌조사에서도 언급한 바대로 드론이 환경·사회 심사를

위해서 적극 사용되었다. 기존에는 관련법이 있다 하더라도 보안 및 안

보의 이유로 수혜국 정부 측 사업담당자들이 드론의 사용을 꺼려왔으나,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은 개발도상국에서 드론의 사용을 촉진시켰다. 팬

10) 세계적인 비영리 기관으로 식량, 산림, 물, 해양, 도시, 에너지 및 기후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 후 무료로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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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믹 하 현장의 접근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드론은 사업의 진행을 돕고,

소수의 인원만이 현장을 방문하여 효과적으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거

의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주로 도로, 송배

전망11), 가스관과 같은 사업의 후보지역 개괄, 건설 중 현황점검, 해당

및 주변 보호지역 관찰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드론을 이용하여 주민이주가 필요한 사업 지

역 토지대장 초안을 작성하고 건물의 측량을 하였다는 것이다. 팬데믹

상황 하 사회심사는 환경심사 보다 어려웠는데, 이는 이주와 관련한 사

회 심사 진행시 지속적인 가구 방문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개발도상

국에서는 토지나 자산의 소유 기록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산현황 파악을 위해서는 많은 인력이 현장에서 장시간 머물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이렇게 현장에서 수집한 자료인 각종 메모와 스케

치를 CAD나 엑셀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저장하는데도 많은 노력이 소요

되었다. 하지만 드론을 이용하는 경우 사업지역에서 촬영한 이미지를 처

리하여 최신의 토지대장을 만들고, 건물을 측량하며, 과실수와 같은 나무

의 개수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획득하고 저장할 수 있었다. 또한, 정

보의 처리 및 문서화도 촬영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이뤄지거나 간단한 사

후 작업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현장 심사의 효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고 한다. 항공보안의 문제로 드론을 이용하기 힘든 일부 지역의 경우에

는 3D 촬영 카메라를 이용하였다. 드론을 이용한 사전 작업 덕분에 가구

방문은 자료의 확인을 위해서만 짧은 시간 이내로 실시하게 되어 주민들

과의 접촉이 필요한 상황을 최소화 할 수 있었다. 기존의 방법과 드론을

이용한 현장 조사의 차이점은 <그림 5>에, 드론 촬영을 통한 토지 구획

도 작성 예는 <그림 6>에 제시하였다.

11) 에너지 사업의 드론의 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및 정보는 다음의 링크에 자세히

서술되어 있음.

https://www.adb.org/sites/default/files/publication/713191/sdwp-078-unmanned-aeri

al-systems-power-utilities-asia.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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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드론을 이용한 현장 조사 효율성 개선

<그림 6> 드론 촬영을 통한 토지 구획도 작성 예

출처: UAV state of play in development
(https://uav-development.github.io/case-studie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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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다자개발은행의 환경·사회 심사가 중

단되고 이로 인하여 필수 인프라 사업들의 승인이 지연되는 상황에 대한

관찰로부터 시작하였다. 팬데믹 상황에서 환경·사회 심사를 담당하고 있

는 전문가들은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

게 대응하고 있는지 ADB 전문가 인터뷰 실시하고, 이를 스트라우스와

코빈의 근거이론을 통하여 분석해 보았다. 환경·사회 전문가들은 코로나

19로 인한 현장접근 제한 상황에서 이를 타개해 나가기 위해 다양한 노

력을 기울였다. 이들은 과거 일반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시행했던 직

접방문 및 관찰, 서면 및 대면 교류 중심의 심사 방법에서 벗어나 IT 기

술이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새로운 심사 방안을 탐색하고 이를 사업

에 적용하는 등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며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었다.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서 얻은 경험을 이후 도래할 뉴노말 그리고

미래의 더욱 자주 예견되는 팬데믹 상황에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

선 코로나 19로 인하여 새롭게 시도하거나 도입된 환경, 사회 심사 방법

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 코로나 19를 겪으면서 얻은 교훈

은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서도 변화를 원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상황

을 개선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이다.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고 스마트폰이

없는 경우에도 온라인 설문 플랫폼과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설문을 진

행하니 소요되는 인력과 시간이 크게 감소하여 심사의 효율성이 크게 증

대하였다. 또한, 드론의 사용도 관련 법규 및 윤리적인 문제로 인하여 꺼

려왔지만 시골, 도서산간에 위치하는 사업 지역에서는 해당 문제들이 크

게 부각되지 않았으며, 주민 이주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전 동의만 획

득할 수 있다면 최대 수년에 걸쳐 이뤄지던 영향평가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었다. 과거 저조한 인터넷 및 스마트폰 보급률, 개발도상국

의 낙후된 체계 등에 집중하여 회의적으로만 생각되었던 방법들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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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입증된 만큼 코로나 19 이후에도 이러한 심사 기법을 유지하고 발

전시켜 나아가야 한다.

두 번째, 환경·사회 심사의 중요성에 대한 모든 사업 참여자의 이해도

를 제고하고, 조직 내부적 운영 절차를 강화하여 나아가야 한다. ADB의

사업 담당자들은 환경·사회 심사에 대해 필수적으로 교육을 받지만, 정

기적인 리프레시 연수를 실시하여 그 중요성을 상기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환경·사회 심사 담당자들이 사업 초기에 참여하여 상황과 환경에

맞는 전략적 사업심사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자금과 자원을 적시에

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온라인 기반의 표준 심사보고서 양

식을 만들어 보고서의 효과적 작성을 돕고, 환경·사회 전문가들을 위한

커뮤니티 사이트를 만들어 필요한 자원과 모범 사례 등을 실시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면 심사 효율성이 보다 증대할 것이다.

셋째, 현장에서 활동 가능한 환경·사회 인력의 확보를 위해 보다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ADB 전문가가 굳이 현장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 컨설턴트 풀을 확대하고, 차주의 환경·사회 시스

템 및 운영 방식을 강화하며, 현지 사업 인력 및 컨설턴트의 역량 개발

을 위한 맞춤식 연수를 제공해야 한다. 끝으로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는

기타 다자개발은행 및 국제금융기관은 물론 NGO 및 교육기관과 협력해

나가면서 가용자원을 공유하고 인적자원을 강화해야 한다.

한편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연구의 대상이 ADB로

한정되었다는 점이다. 물론 세계은행 전문가 및 수출입은행 전문가가 본

연구의 검토자로 코로나 19로 인하여 이들 기관에서 동일한 어려움을 겪

고 있으며, ADB 전문가들과 유사한 방법으로 극복해 나가고 있음을 확

인하였으나, 다른 다자개발은행이나 국제금융기구를 대상으로 한다면 연

구 결과가 다소 차이가 날 수도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미래의 팬데믹 대

응은 근본적으로 매우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

관련 기술 및 원격탐사 기술이 뛰어넘는(leapfrog) 수준으로 급격하게 진

화하고 있어 이동의 제한을 획기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이 출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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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세 번째로, 본 연구의 목적은 팬데믹으로 인한 환경·사회 영향

평가의 어려움과 극복 방안에 대하여 연구 참여자들과 심층 면접을 통해

서 주제를 분석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주제 분석을 통해서 현재 진행중

인 현상을 포착하고 이해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이를 통해 어떠

한 이론적 가설이나 토대를 정립하기에는 부족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는 다양한 근거이론 중 하나인 스트라우스와 코빈의 이론에 한정하여 패

러다임 모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는데, 글레이저나 차마즈 등의 이론을

적용 시 새로운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다자개발은행의 환경·사회 심사는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

전을 위한 필수적 요건이며 전 지구적인 환경 보전 및 사회적 문제에 대

한 선제적 대응 방안임을 감안할 때, 팬데믹과 같은 제한적 상황에서 다

자개발은행들이 환경·사회 심사를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고찰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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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ifficulties of

environmental and social review that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are facing amid the COVID-19 pandemic, and to understand how they

are overcoming the barriers, based on Strauss and Corbin's grounded

theory. Considering this kind of pandemic may be repeated in the

future more frequently, and the environmental and social review of

the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is essential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recipient countries, this study is meaningful to

conserve global ecological and social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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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this end, I collected the data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18 environmental and social specialists from Asian Development Bank

(ADB) and conducted open coding, axis coding, and selective coding

on the interview contents. As a result, 83 concepts, 22 subcategories,

and 9 categories were deduced.

Applying the paradigm model, restrictions on field activities,

inappropriate work-from-home environment, and inefficient and

ineffective virtual communication were derived as causal, contextual,

and interventional conditions respectively. The poor and inadequate

performance was identified as a central phenomenon.

Action/interaction strategies to cope with the central phenomenon

are: first, making effort to familiarize with working virtually at home;

second, taking risk-based strategic approaches; third, finding an

alternative method that can minimize on-site activities; and fourth,

utilizing the available local manpower to continue the minimum

essential field work. Through these efforts, the specialists were

eventually able to learn how to meet the bank’s environmental and

social standards(safeguard policy principles). Taking all into account,

the core category was drawn and summarized as “the process to

overcome the crises by going forward to positive change from

repetition of old practices”.

Based on the lesson learned, to proactively respond to the new

normal and potential pandemic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maintain and develop the newly introduced environmental and social

due diligence methods. Second, it is necessary to enhance

understanding on the importance of environmental and social review

of all project members and to strengthen internal operation

procedures. Third, more investment is required for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and social manpower that can be active in the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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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imitation of this study is that, first, the subject of the study

was limited to ADB. Second, the response to future pandemic can be

fundamentally very different as the technologies are evolving fast.

Third, this study was limited to thematic analysis, and it was not

enough to establish any theoretical hypothesis or foundation through

it. Lastly, the study was undertaken with only applying Strauss and

Corbin's theory, which is one of the various grounded theories.

Despite these limitations, it is meaningful to study how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could continue environmental and social review

under the pandemic considering the environmental and social review

of these banks is a preemptive response to global environmental and

social issues.

Keywords :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environmental and

social due diligence, safeguard, sustainable development,

grounded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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