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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평가지표 
L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J 

1 . 머릿말 

가. 연구의 목적 

작년 리우환경회의 이후 전세계적으로 국가정책목표로 삼고 있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 

속가능한 개발(ESSD)"은 환경문제와 경제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목표로서 인 

정받고 있으며 각국에서 모든 개발사업이나 경제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를 중요하게 고려하여 결정이 되는 추세에 있다. 이와 같은 추세에 비 

추어 볼 때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개염은 그동안 전세계의 국가가 국가발전목표로 셜정해 

왔던 경제성장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부각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런 전망을 해 본다.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해서는 Brundtland보고서 (WCED. 1987)에서 그 개념이 정립된 후 

많은 전문가들이 개념정립과 그 구체적 실체에 대해 논의를 해 왔지만 아직도 지속가능한 개발 

의 실체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부족할 뿐 아니라 그 구체적 달성방안도 작년의 리후환경회의에 

서 제시된 내용과 Council of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 논의되는 내용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이 달성되었느냐를 판 

*01 논문은 환경관리공단의 의뢰로 수행된 「개발사업의 환경적합성평가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를 토 
대로 작성된 것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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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할 수 있는 평가 혹은 측정방법이 개발되어야 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 

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아직까지 세계각국이 지속가능한 개발의 평가기법을 개발하지 못하 

고 있으며 현재 이를 위한 노력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발사 

업이나 정책이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목표를 어느정도 달성하고 있느냐를 평가하는 방법과 

측정지표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크게 두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는데 하나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평가지표를 개 

발하는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개발된 평가지표를 이용하여 시범적으로 개발사업에 대해 실제 

평가를 하는 부분이다. 먼저 평가지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평가지표의 이론적 틀을 만드는 작 

업이 이루어졌으며 이 작업은 주로 문헌연구를 통해 수행되었다.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개념 

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원칙에 기초를 두고 평가지표를 도출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평가지표 

의 개발은 개발사업자체에 대한 평가지표와 개발사업을 수행했던 지방자치단체의 평가지표로 

구분하여 개발되었다. 평가지표의 도출과 가중치의 결정과정에서는 평가지표에 대한 설문조사 

를 환경전문가와 개발사업부처 , 그리고 환경관련단체를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였다. 그다음으 

로는 평가지표를 가지고 실제 개발사업에 대해 적용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개발사업평가는 

개발사업을 많이 수행해 왔던 지방자치 단체의 택지개발사업에 한정하여 이루어졌고 개발주체 

에 대한 평가는 15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평가시점은 비교적 자 

료구득이 용이하고 현재 진행중인 사업을 대상으로 하기 위하여 1991년부터 1992년 7월까지 

의 기간으로 선정하였으며 평가시점에 이루어진 대상사업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부득 

이 89년과 90년까지도 포함시켜 평가가 이루어졌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평가는 1990년을 

평가시점으로 하여 이루어졌는데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구득가능한 최신의 자료를 이용하여 

평가가 이루어졌다. 

2.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해서 아직까지 명확하게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는 않으나 ‘지속가능한 

개발’에서의 ‘개발’은 단순한 ‘성장’의 의미를 넘어서 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성장(Growth)’이란 생활수준의 향상을 의미하며 이것은 1인당 실질소득의 증대로 나타나 

는 반면 ‘지속가능한 개발’ 에서의 ‘개발’ 이란 성장을 의미하는 소득의 증대뿐 아니라 건강， 교 

육， 평등 등 전체적인 사회적 복지의 지속적인 증진을 포함한 ‘삶의 질 (Qua1ity of Life)’ 의 

향상에 그 목적을 둔다고 하겠다. 즉， ‘지속가능한 개발’은 ‘삶의 질’의 향상을 목표로 한다고 

할 수 있다(Pearce. D .. Markandya. A. and Barbier. E. B ..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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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개발’ 에 대해 가장 널리 알려진 정의는 Brundtland가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 

계위원회 (WCED)’ 에 제출한 보고서 ‘Our Commom Future 에 나타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과 같이 정의하고 있는 바 즉 “미래 우리 후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 

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개발”을 의미하고 있다. 이 정의는 두가지 중요한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서 첫째 여기서의 현세대 욕구란 세계의 빈곤을 우선적으로 해결하 

기 위한 욕구를 의미하고 있다. 즉 자원의 남용과 환경의 파괴를 막고， 문화유산을 보호하며 사 

회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절대적 빈곤의 해결이 첫번째 목표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 

다. 둘째로는， 현재와 미래세대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과학기술과 사회조직의 능력에는 한 

계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서 ‘지속가능한 개발’ 은 인구의 크기와 성장이 생태계의 생산능력의 한 

계 안에서 조화를 이룰 때 추구될 수 있으며 그 한계는 자원탐사 기술발전 방향， 투자방향， 제 

도변화， 인식변화 등을 통하여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은 고정된 조화상태가 아니라 계속적인 변화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Edward .Barbier( 1989)는 ‘지속가능한 개발’ 을 “자연환경의 질과 그것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유지하며 경제개발의 순이익을 최대화하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이라고 정의 

하였다. 즉， 자연환경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후손들이 누리는 데 있어 지장이 없는 개발이 ‘지 

속가능한 개발’이라고 주장하였다. 

Robert Goodland와 G. Ledoc( 1987)는 ‘지속가능한 개발’ 을 첫째， 경제 · 사회의 구조적 

전환이라고 정의하고 그 기본적 목적을 후손 대대로 계속될 수 있는 경제적 복지의 합리적이고 

평등한 분배수준의 달성이라고 주장하였다. 둘째， 그것의 실현을 위해서는 재생가능한 자원 

(Renewable Resources)을 남용하거나 그 사용가치를 소멸시키는 방법을 피하고 재생불가능 

한 자원(Nonrenewable Resources)의 사용도 그 속도를 조절하여 후손의 사용권을 불필요 

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한 사회가 재생가능한 자원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회로 이동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수준에서 재생불가능 

한 자원의 이용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W. Clark and R. Munn(986)은 다가올 미래에 있어 가장 큰 과제는 인류의 복지를 생 

태적으로 지속가능하게 개선하기 위한 개발과 환경과의 장기적이며 대규모적인 상호영향의 파 

악과 관리라고 하였다. 

단순한 소득의 증진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삶의 질’ 의 향상을 추구하며 미래 세대의 욕구나 

선택권에 대한 배려까지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개발’ 에 대해서는 이밖에도 많은 정의가 있으나 

그 공통적인 맥락은 다음의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Stedman ， B. J. and Hill , Teresa , 

1992). 

- 환경의 가치 (The Value of Environment) 

자연 • 문화 환경에 대한 가치를 중요하게 다루고 자연환경은 전통적으로 취급되어온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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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삶의 질’ 을 향상시키는 데 펼요한 환경의 질로서 그 가치를 평가받아 

야함을강조하고 있다 . 

• 미 래 지 향성 CFuturity) 

개발사업에 의한 환경에 대한 단기적 영향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영향도 고려한 사전 예방적 

인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한 정권이 그 공약을 실천하는 기간인 5-10년 정도 

의 단기간뿐 아니라 후손들이 받게 될 영향을 고려하는 장기적인 시각 속에서 개발행위를 바라 

보고있다. 

• 형 평 성 CEquity) 

세대내의 형평과 세대간의 형평을 강조한다. 개발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모든 개발행위 

가 가져오는 결과를 후손에게 물려줄 유산으로 간주하여야 하며 이것은 결국 적어도 선조에게 

서 물려받은 것(자연자원， 문화자원， 자본)만큼은 후손에게 물려줘야 함을 의미한다. 자연자 

원， 문화자원， 자본에 대한 현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개발행위가 후손들의 선택을 제한 

한다면 이는 후손들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한 세대내의 지역간 개발 수준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개발행위의 차별성을 인정하고 지역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강조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 에서는 인간의 복지가 경제적 발전을 통해 달성되지만 그것은 

자연자원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것은 또한 미래세대의 복지를 고려하는 

범위까지 확장된 사회적 평등도 포함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요컨대 ‘지속가능한 개발’ 은 생 

태계 안정성의 유지， 경제성장의 관리， 사회적 평등의 증진을 추구하는 개념이다. 환경에 대하 

여 적절한 가치를 부여하고 미래지향적이며 장기적 시각을 강조하며 현세대내에서는 물론， 세 

대간의 형평도 추구해야 함을 밝히고 있다. 

이 세가지의 공통점은 ‘지속가능한 개발’ 이라는 개념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요소이며 ‘지속 

가능한 개발’ 을 달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밑바탕이라고 할 수 있다. 

3. 개발사업의 환경적합성평가의 필요성 

가. 환경적합성평가의 정의 

환경적합성 평가기법은 개발정책이나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뿐 아니라 가능한 

한 긍정적인 영향까지도 평가하여 개발주체로 하여금 환경보전 및 환경개선 노력의 의지를 고 

양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속가능한 개발’이 이루어 지도록 유도하는 환경성 평가기법이다. 

‘환경적합성’이란 평가의 대상이 되는 개발정책이나 개발사업 혹은 지방자치단체등의 개발 

주체가 ‘지속가능한 개발’ 의 내용을 얼마나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가 하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반영도’를 말한다. 이때 ‘지속가능한 개발’의 내용은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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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들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원칙들은 기존의 ‘Our Common Future' . ‘Agenda 21’ , ‘국 

가환경선언문’ 릉에서 여러가지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문헌이나 자료에서 주장하는 원칙 

들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생태적 원리의 반영원칙， 예방적 조치의 원칙， 평등의 원칙， 

오염자부담의 원칙 , 정보공개 및 참여의 원칙 등의 다섯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 생태적 원리의 반영원칙 

경제 논리와는 구별되는 생태학적 원칙의 반영을 의마한다. 내용으로는 생태계의 균형 유지 

와 수용능력 내에서의 개발행위 , 생태계의 물질순환의 한 부분으로서 재생가능 자원의 이용과 

에너지의 사용 등을 들 수 있다. 

@ 예방적 조치의 원칙 

후손들의 선택을 제한하는 비가역적 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이며 예방적인 조 

치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사업의 영향예측과 그에 따른 대책 마련， 미래지향적 가치관 확립을 

위한 환경교육 등을 내용으로 한다. 

@평등의 원칙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난의 추방과 소득 불균등의 해소가 필요하며 이것 

은 지역간， 세대간 평등의 달성을 의미한다. 또한 국제간의 협력문제 즉， 지구환경문제의 해결 

을 위한 실천원칙이 된다. 

@오염자부담의 원칙 

환경오염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자가 그 피해 복구비용을 부담해야 함을 의미하며 ‘지속가능 

한 개발’을 달성함에 있어 재원부담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고 있다. 

@ 정보공개 및 참여의 원칙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과 관계있는 주민이나 행 

정기관， 개발주체간에 충분한 의견수렴이 있어야 한다. 정보의 공개 및 주민의 참여， 관련 부 

처간의 협의 , 수렴된 의견의 반영실적 등을 그 내용으로 들 수 있다. 

나 환경적합성 평가방법의 영역 

일반적으로 정책평가를 두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있다. 그 하나는 정책영향평가(Policy 

Impact Evaluation)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정책과정평가(Policy Process Evaluation) 이다. 

이들은 분석의 대상인 정책을 어느 측면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느냐에 따라 차별성을 가진다. 

전자는 정책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냐에 중점을 둔 분석이고， 후자는 정책이 어떠한 과 

정을 거쳐서 정책수혜자나 대상자에게 전달되느냐 하는 정책의 전달과정을 주목하는 기법 

이다. 

종래의 거의 모든 정책평가기법들은 물론 전자의 문제에 중점을 두었다. 환경영향평가， 비 

용-펀익분석， 투입-산출분석 등에 의한 정책평가는 그 주안점이 전자에 주어짐을 쉽게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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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런데 많은 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정책담당자의 정책의지의 부족 등 정책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기인한 것이라고 70년대 이후 많은 정책분석학자들에 의해서 실증 

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환경정책도 이같은 정책과정의 문제점을 지니는 정책분야로서 각국이 

정책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안의 강구에 몰두하고 있음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하 

겠다. 우리나라에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조기 도입했음에도 소기의 성과를 충분히 거두지 못 

한 이유는 정책의 집행과정에 있는 많은 장애(예를 들어， 부처간 협의의 부진， 평가심의와 사 

후관리를 위한 인원과 예산의 부족， 주민의견 수렴의 부족)에 그 원인이 있다. 이런 이유로 최 

근의 정책평가에 대한 연구가 양자를 포괄하거나 후자의 문제에 보다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평가모형은 〈그림 1)에서 보듯이 정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뿐 아니라 그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인한 원인까지도 포괄하여 분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환경적합성 평가는 바로 이러한 요구에 대한 대안으로 개발된 것이다. 

환경적합성 평가모형의 평가대상중 개발절차나 개발내용과 개발사업자의 인력， 기구， 비용 

등을 평가한다는 것은 환경적합성 평가모형이 상당부분 정책과정평가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 

을 의미한다. 그밖에 개발내용의 환경영향 등에 대한 평가는 정책영향평가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환경적합성 평가모형은 개발사업의 관련정책， 개발사업의 구체적인 계획， 

지역환경의 질에 대하여 정책영향평가와 정책과정평가를 함께 고려하고 있는 모형이다. 

〈그림 1) 환경적합성 평가의 영역 

짧윤략響풋~ 정책영향평가 정책과정평가 

국토개발정책 

개발사업 

국토개발계획 

관련정책 

부문별상위계획 및 정책 

기본계획 
개발사업의 

구체적인 실시계획 

계획 환경영향평가 환경적합성평가 

및 사업시행 

시행 

사후관리 

지역환경의 사업대상지역 

질 

광역행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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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환경영향평가가 개발사업의 실시단계와 공사기간중 사업이 행해지는 주변지역의 물 

리적인 환경에 대한 악영향을 파악하고 그 저감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라면， 환경적합성 평가모 

형은 환경영향평가가 담당하지 못하는 계획의 절차과정상의 환경성이나 그 사업과 관련한 상 

위정책이 환경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 등에 대해서 평가한다. 

다시 말하면 환경적합성 평가는 개발사업의 물리적 악영향 뿐만 아니라 긍정적 영향도 고려 

하여 사업자의 적극적인 환경보전의 의지를 고양케 하는 평가방법이다. 왜냐하면 이 평가방법 

은 개발사업 하나 하나에 의한 물리적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라 여러개의 개발사 

업간 또는 개발추진 주체간의 상대적 비교에 중점을 두어 사업추진자로 하여금 ‘지속가능한 개 

발’이 되도록 유도하는 평가기법이기 때문이다. 또한 환경적합성 평가모형은 환경영향평가와 

는 달리 개발사업에 의한 영향권을 개발사업의 대상지를 포함한 행정구역까지 확대하여 환경 

질을 평가하며， 정책과정평가를 중심으로 정책영향평가도 부분적으로 포괄하여 개발정책 및 

개발사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기법으로 개발되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환경적합성 평가방법은 정량적인 경제특성과 정성적인 환경특 

성을 균형된 시각으로 분석하고， 개발정책 및 사업의 계획 • 입안단계에서부터 실시 • 운영단계 

와 사후관리단계까지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환경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다. 또한 ‘지속가능 

한 개발’ 의 원칙에 충실하고 새로운 환경성 평가기법의 필요성을 충족시키면서 기존의 환경영 

향평가 동 평가기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한 대안으로서 가치가 있다. 

다. 환경적합성평가의 필요성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환경영향평가제도를 1979년에 처음 도입한 후 각종개발사업에 대해 

개발사업실시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고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토록 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을 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 와 

서 환경영향평가제도가 기여한 바도 많지만 환경영향평가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많이 지적하 

고 있는 상황이며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환경영향평가서가 개발사업의 환경에 대한 

면죄부역할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이 대두된 것은 환경영향평가제도 

가 그동안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였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도 있지만 환경영향평가제도가 개 

발사업이 거의 확정되어 시행되기 직전에 이루어지게 됨으로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사업 

일지라도 사업을 중단시키기 보다는 사업을 보완하여 시행토록 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인 것으 

로판단된다.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나타나는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첫째로는 사업의 

입지가 잘못 선정됨으로써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둘째로는 사업의 규모가 환경용량을 초과하 

는 경우에도 발생하며 셋째로는 사업의 공사방법이 잘못되어 일어나기도 하며 넷째로는 개발 

사업의 셜계가 잘못되어 나타나기도 하고 다섯째로는 개발사업의 공사시행과정에서 부주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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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훼손시키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원인중 몇가지의 원인은 환경영향평가제도로써는 

도저히 개선될 수 없고 상위계획단계에서 보다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악영향을 방지할 수 

없는 것들이다. 따라서 보다 근본적이고 상위계획단계에서부터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이 

기 위해서는 개발사업의 상위계획단계부터 환경보전에 적합한 사업이냐를 검토할 수 있는 환 

경적합성평가가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최근 들어 전세계적으로 국가의 개발정책의 목표를 지 

속가능한 개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에서 환 

경적합성평가는 개발사업의 정책및 계획단계에서부터 환경적합성을 검토할 뿐 아니라 개발사 

업을 담당하는 개발주체의 환경의식까지도 검토되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목표를 달 

성하기 위 한 하나의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4. 환경영향평가와 환경적합성평가의 비교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자가 사업추진과 시설운영중 예상되는 악영향을 사업시행전에 미리 

예측하여 악영향의 저감방안을 제시함으로서 개발사업으로 인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 

화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반면에 환경적합성 평가는 개발계획의 정책단계， 실시단계， 사후관리 

단계 등 계획절차와 법적 절차 및 사업주체의 환경보전의 의지 등 그 검토 대상을 확대하여 환 

경성을 평가함으로써 사업주체로 하여금 ‘지속가능한개발’을 달성하도록 유도하는 평가기법이 

다. 환경영향평가와 환경적합성평가의 평가기법을 적용관점， 분석주체， 평가대상， 환경오염분 

석관점 , 환경오염해결방안， 평가방법등의 관점에서 비교한 결과는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1) 환경영향평가와 환경적합성 평가기법의 비교 

구 분 환경영향평가(우리나라) 환경적합성 평가 

적용관점 *환경관점 --) 환경 *종합적 관점 --) 환경 

*환경계획에 입각한 접근 *ESSD개념에 입각한 접근 

분석주체 *환경전문가 *환경전문가 

평가대상 *개발사업자체의 환경영향 *개발사업에 관련된 정책 및 집행과정 

*개발사업 자체의 환경오염유발정도 

*개발사업주체의 환경보전의지 

*개발사업의 법적， 행정적 절차 

환경오염 *개발행위에 의한 환경의 자정능 *환경자원의 적절하지 못한 가치평가 

분석관점 력 저해 *환경의 수용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지탱불가능한 

개발행위 

환경오염의 *개발행위에 의한 사전 영향예측 *개발과 환경에 대한 가치기준의 전환 

해결방안 *적절한 저감방안 및 대안의 제시 *ESSD개념에 입각한 개발자의 환경보전의 책임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환경적합성형가 253 

〈표 1) 계속 

구 분 환경영향평가(우리나라) 환경적합성 평가 

및 동기부여 

*지속적 관리를 통해 개발사업 진행을 개발과 보 

전이 통합된 방향으로 유도 

*환경관련 정책집행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평가방법 *정성적 · 절대적 평가방법 *정성적인 방법과 정량적인 방법 병행 

*개발사업실시 및 운영과정상의 *상대적 비교를 통한 환경적합성평가 

환경영향예측과 저감방안 및 대 *개발행위와 더불어 관련정책의 집행상의 환경성 

안제시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검 과 개발담당자의 환경보전의 의지에 대한 종합적 

토 분석 

5. 외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평가지표 

그동안 외국에서는 도시나 주 혹은 도등의 광역행정구역의 환경수준을 측정하여 환경정책의 

도구로 쓰기 위해 환경지표(Environmental Indicator)를 개발하여 이용하였다. 환경지표 

(Environmental Indicators)는 환경적 압력 (environmental pressure) 혹은 환경의 상태 

(state of the environment) 의 변화를 계량적으로 설명하는 것 (quantitative 

descriptors)으로 정의할 수 있다. 환경적압력에 대한 지표는 미리 지정된 지역에서의 오염배 

출량， 자원의 과도개발， 경관과 생태계의 변화등의 수준이나 양으로 표현하며 환경의 상태의 

지표는 어느 피해자에 대한 영향으로 나타내는 환경의 질의 변화의 결과로 표현되는 것으로서 

예를 들어 인간의 경우는 복지의 감소나 보건지표로 나타내며 다른 생물종의 경우는 군집 

(population)의 규모나 서식처의 규모. Biotope등을 살펴 봄으로써 환경영향이 파악되도록 

한다. 미국의 경우는 Conservation Foundation이 1983년에 23개 지표를 개발하여 각주의 

환경보전실태를 점수화하여 발표한 적이 었다. 1991년에는 Hall과 Kerr이 Green Index 

(Hall and Kerr. 1991)라고 명명한 지표를 총8개 부문(대기질， 수질， 에너지사용， 고형 및 

유해성폐기물. 작업장 및 지역의 보건， 농경지와 산림 및 어장， 환경보전관련정책 및 법률， 각 

주대표들의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 총250개 지표를 이용해 측정하여 공표한 바 있다. 환경지 

표를 이용한 환경수준의 측정은 우리나라에서도 여러차례 이루어진 적이 있는데 도시환경의 

실태를 안전성， 건강성， 효율성， 쾌적성으로 구분하여 환경지표를 개발하여 발표(양병이， 

1981)한 적이 있으며 이외에도 여러사람에 의해 도시환경수준의 분석이 이루어졌다. 

반면에 지속가능한 개발을 측정하는 지속성지표(Sustainability Indicators)는 아직까지 

뚜렷하게 개발된 적이 없고 1991년에 이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한 보고서 (Kuik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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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bruggen , 1991)를 네텔란드에서 발간한 적이 있다. 이 워크숍에서 논의된 것중의 하나는 

지속성지표가 필요한 최소의 세가지 부문이 있는데 오염 (pollution)과 자원 (resources) , 생물 

학적 다양성 (biological diversity)이라고 보고 었다. 지속성지표는 단순히 상태에 대한 지표 

(state indicators)7} 아니 고 어떤 준거 가 되 는 상황에 대 한 상태의 지표(indicators of 

states vis-a-vis some reference situation)라고 파악하고 있다. 준거 상황은 과거 의 상태 

이거나 현재보다 더욱 바람직한 장래의 상태일수도 있다. 지속성지표는 단순히 상태의 셜명보 

다는 현재의 상태와 준거상황 사이의 거리의 규범적 측정치 (normative measures) 라고 보 

고 있다. 또한 지속성지표는 물질적 복지， 환경의 질， 자연시스템의 쾌적성 (natural systems 

amenity)과 같은 사회적 목표의 특정수준의 장래지속성에 관한 정보를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 

로 제공하는 지표로서 정의하고 있다. 

6. 환경적합성평가를 위한 평가방법 

환경적합성평가는 기본적으로 두종류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개발사업이 어느 정도 “지속가 

능한 개발(ESSD)" 이라는 목표에 부합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평가하는 개발사업에 대한 

환져적합성평가와 다른 하나는 개발사업을 직접 계획하거나 집행하는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 

체들이 어느정도 지속가능한 개발목표를 달성하고 있느냐를 평가하는 개발주체에 대한 환경적 

합성평가로 구분하여 형가방법을 개발하였다. 이는 개발사업을 지속가능한 개발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개발사업의 진행과정에서도 환경적으로 적합한 개발사업이 되어야 할 뿐 아니라 개 

발사업주체들이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제도 혹은 내규 및 관행， 인력퉁에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가 개발사업의 환경적합성 평가모형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적합성평가는 정책과정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개발사업의 상위계획 

단계에서 부터 공사가 시행되고 난 후의 사후관리단계까지의 사업의 모든 진행과정에서 지속가 

능한 개발의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평가하게 된다. 또한 개발사업은 그 유형이 워낙 

다양하므로 하나의 평가모형으로 모든 개발사업에 적용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개발 

사업에 적용가능한 공통적인 평가방법과 사업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야 할 변형되는 평 

가방법으로 구분하여 평가모형이 개발되었다. 

(1) 개발사업의 진행절차에 따른 평가모형 

개발사업의 일반적인 진행절차인 상위계획단계， 입지선정단계， 기본계획단계， 실시계획단 

계， 사업시행단계， 사후관리단계를 환경적합성평가모형의 개발을 위하여 부분적으로 통합하여 

정책 및 계획단계， 실시단계， 사후관리단계 동 3단계로 단순화시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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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계획단계는 개발사업의 대략적인 규모나 내용 및 입지가 결정되는 상위계획부터 기 

본계획수립을 거쳐 ,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전의 시기까지를 말한다. 따라서 이 단계는 사업자체 

의 실질적인 계획내용의 환경성을 평가하게 된다. 

실시단계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 이후부터 사업시행을 거쳐 공사가 완료되기까지를 포함 

한다. 환경영향평가는 엄밀히 말하여 계획단계라고 할 수 있지만， 환경영향평가가 사업시행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실시단계로 포함시켰다. 따라서 실시단계는 계획하고 있는 사 

업자체에 대한 평가라기 보다는 공사기간중 발생할 수있는 단기간의 환경성을 평가하게 된다. 

사후관리단계는 공사가 완료된 후 시설운영에 따른 환경성을 평가하는 기간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평가모형은 위와 같은 계획의 실행절차를 중심으로 각 절차에서 파악해 

야 할 환경인자들을 추출하여 평가모형을 도출하였다. 

(2) 개발사업유형에 따른 모형 · 공통부문과 변형부문 

개발사업은 그와 관련된 상위정책이나 계획에 의해서 적용되는 법률이나 절차를 달리한다. 

그리고 사업입지의 선정이나 사업내용이 서로 상이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 역시 개발사업마 

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단일 모형으로 모든 사업을 평가하기는 곤란하다. 따라서 개발사업의 

유형에 따른 모형을 각각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 개발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부문과 개발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발해야 하는 변형부문으로 구분하여 평가모형 

을만들었다. 

공통부문은 정책 및 계획단계에서 ‘ESSD에 관련된 개발사업의 상위정책’ , ‘개발내용’의 일 

부와 깨발절차’ , ‘개발사업자’ 의 전 내용과 실시단계， 사후관리단계의 전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변형부문은 입지선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부분으로서 개발사업 유형의 특성 

이 반영된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평가대상은 ‘ESSD에 관련된 개발사업의 상위정 

책’ , ‘개발내용’ 의 일부분을 담고 있다. 

따라서 특정 개발사업의 환경적합성 평가모형의 구성은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책 

및 계획단계， 실시단계 및 사후관리단계의 3가지 모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책 및 계획단계 

의 경우는 상기한 바와 같이 모든 사업유형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통부분과 사업유형의 특성 

을 반영한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는 변형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고 실시단계 및 사후관리단계는 

사업유형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통일한 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나. 개발주체의 환경적합성 평가모형 

개발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인허가를 통해 개발사업에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개발주체 

인 개발사업담당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환경적합성평가모형을 개발하였다. 특히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개발사업을 인 ·허가하는 행정업무와 환경보전을 위한 관리업무가 모 

두 지방자치단체로 이미 이관되었거나 이관될 예정이다. 이는 앞으로 개발과 보전의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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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개발사업 환경적합성 평가모형의 개략적인 구조 

〈평가모형 변형부분 사업유형〉 

1. 택지개발사업 

개발사업의 환경적합성 평가모형 2. 공업단지개발사업 

모형의 구분 평가내용 3. 발전소개발사업 

정책 및 계획단계 모형 -ESSD와 관련된 4. 공항개발사업 
상위정책 

1. 공통부분 -개발내용 5. 항만개발사업 
2. 변형부분 -개발절차 

- 개발사업자 6. 관광단지개발사업 

7. 체육시설개발사업 
실시단계 모형 -실시내용 

-실시절차 8. 수자원개발사업 

9. 운송시설개발사업 
사후관리단계 모형 -사후관리내용 

-사후관리절차 10.해양 몇 하천자원개발사업 

11.산지자원개발사업 

12. 환경시설의 개발사업 

수요와 공급이 지방자치단체라는 틀 안에서 결정됨을 의미하고， 사업주체 역시 지방자치단체 

가 담당하면서 그 사업의 관리 · 감독을 병행함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 개발사업행위 

가 지방-^}.치단체의 관할행정구역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이 되어 행해지고. 그 지역의 환 

경의 질 수준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을 위한 행정적 노력의 정도와 개발사업의 추진상태 

및 관리 · 감독 등 환경행정수준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개발사업의 환경적합성 모형과는 별도로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을 위한 의지 및 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환경적합성 평가모형을 개발하였다. 지방자치단체 환경적합성 평가모형의 구조는 환경행정의 

기구 및 인력， 예산， 환경보전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행정실적 등 환경보전을 위한 환경행정부 

문을 평가하는 환경행정 적합성 평가모형과 해당지역의 환경시설 및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의 

상태 등 환경현황부문을 평가하는 환경현황 적합성 평가모형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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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지방자치단체 환경적합성 평가모형의 구조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적합성 평가모형 

모형의 구분 평가내용 

기구 

환경행정 인력 

예산 

모형 법제 

프로그램 

행정실적 

토지이용현황 

환경현황 자원，에너지현황 

자연환경현황 

모형 생활환경현황 

환경기초시설현황 

7. 환경적합성평가의 대상 

환경 적합성 평가모형의 구성요소는 크게 평가대상，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로 구성된다. 평가 

대상이란 본 모형을 적용하여 평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평가대상으로서의 개발사업이란 개 

발사업과 관련된 상위정책과 실제적인 개발행위의 내용， 그것이 추진되는 행정적， 법적인 절차 

와 사업을 추진하는 개발사업자로 이루어진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평가모형의 구성요소는 크 

게 환경행정부분과 환경현황부분으로 나누어진다. 본 환경적합성 평가모형에서는 평가대상을 

세부적으로 분류한 평가항목에 평가지표를 적용하여 환경적합성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가. ‘지속가능한 개발” 에 관련된 개발사업의 상위정책 

일반적으로 말하는 정책이란 국가발전을 위한 장기계획 같은 광의의 개념과 구체적인 사업 

을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협의의 개념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환경적합성 평가모형에서 

다루고자 하는 상위정책은 구체적인 개발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정책을 말한다. 예를 들면 

군장산업기지와 같은 국가공업단지 개발사업의 구상단계에서 제시되었던 상위계획서의 내용 

등이 개발사업의 상위정책이 되는 것이다. 

정책분야를 살펴보면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한 정책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산 

엽 빛 무역정책을 비롯한 생산부문 청책， 에너지 빛 자원청책. 주태청책， 교육정책， 의료 · 보 

건 · 노인을 비롯한 복지정책， 과학기술정책. 여성정책， 교통정책， 인구정책， 환경정책， 노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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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등 수많은 정책분야가 존재한다. 이중 환경적합성 평가모형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 

념에서 다루고 있는 정책분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 특별히 

고려하여야 할 정책분야로서 산업정책， 에너지 및 자원정책， 인구 및 식량정책， 국토개발정책， 

국제협력정책 등을 다루고 있다. 

산업정책은 생산시설로서의 공업단지 수요와 공업단지내의 유치업종의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말한다. ‘지속가능한 개발’ 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유치업종을 배치할 때의 공해산 

업의 비중이나 환경방지시설을 비롯한 환경산업의 유치비중 등을 들 수 있다. 공해산업이란 오 

염물질의 단위배출계수(예를 들면 생산액당 오염물질배출양)를 기준으로 분류되어 진다. 환경 

산업은 크게 환경오염물질의 방지시설 및 처리시설에 관련된 산업과 저공해 물질의 개발 및 대 

체물질등의 생산에 관련된 산업등으로 나닐 수 있다. 즉 청정기술 개발산업， 대체에너지 개발 

산업，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기술 개발산업， 저공해산업 등이 었다. 

에너지 및 자원정책은 공급될 에너지의 유형과 자원사용 및 배분이 결정되는 정책을 말한다. 

에너지 및 자원의 이용유형은 환경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현재 인류가 사용하고 

있는 화석연료는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판명되고 있다. 또한 에너지 및 

자원의 절대적인 이용량도 중요부분중 하나이다. 

평가항목으로는 에너지의 이용유형을 평가할 수 있는 에너지의 전환과 에너지의 이용량을 

평가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항목이 있다. 이 항목들은 청정에너지 및 재생가능에너지의 사용비 

중과 에너지 소비량으로 측정될 수 있다. 이때 청정연료는 LNG를 비롯한 저유황유 등을 말하 

고， 재생가능에너지란 태양열， 풍력， 지열과 생체연료 등의 자연에너지를 말한다. 에너지 다소 

비시셜은 생산액당 에너지사용량을 기준으로 하여 에너지 원단위가 큰 소비시셜을 말한다. 

인구 및 식량정책은 인구의 규모나 인구의 지역적 분산을 비롯한 인구정책과 식량안보를 위 

한 농업정책을 말한다. ‘지속가능한 개발(ESSD)’ 에서는 적정규모의 인구와 인구의 지역적 분 

산을 비롯하여 인구의 안정적인 생존을 위한 식량안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인구 및 식량정책 

에 해당되는 평가항목은 식량안보를 위한 1차산업의 보전과 인구의 분산 퉁이다. 

국토개발정책은 다양한 사회간접자본의 공급을 결정하는 정책을 말한다. 대표적인 국토개발 

정책으로서 10년마다 수립되는 국토종합개발계획은 국토의 효율적인 발전과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 과 관련된 평가항목은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 

을 꼽을 수 있다.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은 국토의 균형성의 추구와 자원 및 부의 지역적 배분 

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다. 개발에 의해 야기되는 지역간， 계층간의 불평동은 더 많은 개발의 

수요를 창출하게 되고 더 많은 국토환경의 파괴를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평가한다. 

국제협력정책은 최근에 크게 대두되고 있는 전지구적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각종 지구환 

경협약에 준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정책을 말한다. 크게는 오존충 파괴를 보호하기 위한 CFCs 
퉁의 오존층 파괴물질의 사용을 금하는 정책，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을 금하는 정책， 온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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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비롯한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 및 열대우림의 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등을 

말한다. 

나 개발내용 

개발사업의 입지결정부터 사업시행，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의 개발계획 자체의 내용을 중심 

으로 평가하는 부분이다. 그러므로 주요 평가자료원은 각 개발사업의 기본계획서이다. 개발내 

용을 구성하고 있는 평가항목으로는 환경관련 비용， 인력 및 기구에 대한 고려 정도， 환경관련 

계획 및 관리시책내용， 입지선정 및 개발사업의 타당성 검토시 환경성의 고려여부， 개발계획이 

나 사업의 내용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사전 고려 및 사후 저감대책， 기존의 개발사업의 환경 

성을 평가하는 유일한 평가방법의 결과물인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평가 등이 있다. 

다. 개발절차 

개발절차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평가 이외에도 수행과정상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 

여 고려된 평가대상이다. 주요한 내용은 기존의 절차상의 환경성을 고려할 수 있었던 부처간 

협의나 각 종 위원회， 자문회의， 심의회 등에 대한 평가， 환경영향평가에 관련된 절차와 환경 

영향평가서의 이행여부에 대한 평가， 개발사업의 진행시 유발될 수 있는 지역 환경문제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이나 전문가의 의견수렴에 대한 평가 퉁이 있다. 

라.개발사업자 

개발사업자는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로서 평가대상중의 하나로 고려되었다. 개발사업자 

가 경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은 특정개발사업의 내용이나 절차에 있어서도 영향을 줄 수 있 

으리라 생각된다. 주요한 내용으로는 개발부처나 개발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환경관련 기구 

나 인력등 규모나 위상에 대한 평가， 자체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환경보전 프로그램 및 환경교 

육에 대한 평가. 다른 개발사업의 실행시 보전 및 오염실적에 대한 평가 등이 었다. 이러한 개 

발사업자 부분을 평가하여 개발사업자가 개발행위를 수행할 때 환경보전을 위해 얼마나 노력 

하고 있는가를 판단하고， 나아가서 개발사업 추진자로 하여금 개발행위는 환경보전이 전제되 

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한다. 

마.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자가 확대된 형태이다. 지방자치제가 확립되면 그에 따라 개발행위 

및 환경보전을 위한 행정을 지방자치단체가 동시에 수행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지방자치제가 

확립되면 환경이 오히려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보전을 강화 

하기 보다는 지역의 소득창출을 위한 개발행위를 강화할 것이라는 염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러나 삶의 질은 소득향상과 더불어 환경의 질이 개선되고 유지되어야만 가능하다. 이는 곧 지 

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한 개발’ 을 위해서는 환경보전이 우선된 후 개발행위가 이행되어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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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유로 개발사업의 환경적합성 모형과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 

전을 위한 의지 및 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환경적합성 평가모형을 개발하였 

다. 지방자치단체 환경적합성 평가모형의 구조는 환경행정의 기구 및 인력 , 예산， 환경보전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행정실적 등 환경보전을 위한 환경행정현황을 평가하기 위한 환경행정 평 

가모형과， 환경시설의 운영실태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등 환경현황을 평가하기 위한 환경현 

황 평가모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두가지 모형을 이용하여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성을 

평가하게 된다. 

8. 환경적합성평가의 평가지표 

가. 평가지표의 기본요건 

개발사업의 환경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평가대상개발사업이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고 

있느냐를 판단하여 측정할 수 있는 적절한 지표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평가지표가 환경적 

합성을 측정하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환경지표로서의 요 

건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 평가지표의 반영성 : 개발사업의 환경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충실히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 

어야한다. 

@ 평가지표의 시간성.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발사업의 환경에 대한 지속 가능성의 중요한 

변화를 반영하여야 한다. 

@ 평가지표의 종합성 . 개발사업에 대한 종합적 지표가 되어야 한다. 

@ 평가지표의 용이성: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적합성을 평가하고자 하는 사람이 지표를 이용 

하기 편리하여야 한다. 

@ 평가지표의 비교성: 공통의 지표를 이용하여 다른 개발사업간의 계량적 결과를 바탕으로 

비교가 가능하여야 한다. 

나 ‘지속가능한 개발’ 을 달성하기 위한 원칙과 평가지표 

평가지표가 개발사업의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추상적으로 정의 

된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을 더욱 구체화하여 지속가능성의 실체를 분명하게 밝히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속가능성의 실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고 그 작 

업만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지금까지 밝혀진 지속가능성에 대한 구 

체적인 실체는 작년 리우환경회의에서 발표된 리우환경선언이나 “Agenda 21". 우리나라의 

국가환경선언등에 부분적으로 나타나 있다고 생각되어 이를 토대로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즉 평가지표는 이미 공표된 ‘지속가능한 개발’ 을 위한 원칙들， 생태적 원라 반영의 원칙，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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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적 조치의 원칙， 평등의 원칙， 오염자부담의 원칙， 정보공개 및 참여의 원칙 같은 추상적인 

수준의 ‘지속가능한 개발’ 의 내용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측정가능한 수준까지 발전시킨 것이다.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으로부터 평가지표가 도출되는 과정은 〈그림 4>와 〈그림 5>에 나 

타난 바와 같다. 우선 ‘지속가능한 개발’의 포괄적인 내용에서 환경적합성이라는 개념에 적합 

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5개의 원칙을 선정해 내었다. 그리고 이 5개의 원칙에서 각각 적당 

한 평가분야를 선정하고， 이를 다시 개발사업이나 개발정책의 내용과 수행과정에 맞추어 약 

217ß에 이르는 평가항목을 개발하였다. 평가항목은 가측적인 내용이 아니므로 보다 구체적이 

고 측정가능한 내용을 지닌 평가지표로 발전시켰다. 

다. 평가지표의 상관관계 분석 

환경적합성 평가모형은 사업의 유형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의 모형이 약 35-

45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지표의 성격은 크게 두가지 기준에 의하여 분류될 수 있다. 하나는 단계별 지표가 존재 

하며， 나머지 하나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특성에 따른 지표가 있다. 

예를 들어 태지개발사업인 경우 정책 및 계획단계의 평가지표 277ß. 실시단계의 평가지표 

14개， 사후관리단계의 평가지표 107ß로 총 51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영향의 특성별 

분류에 따르면 정책지표군이 16개， 투자지표군이 7개， 실적지표군 13개， 자연환경 및 생활환 

경지표군 10개. 자원이용 및 관리지표 4개， 오염물질의 처리 및 관리지표 10개이다. 

모형을 구성하는 평가지표는 평가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여 모형의 최종결과에 

민감하게 영향을 미쳐야 한다. 그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평가지표의 중복을 피하고， 

적절한 평가지표를 선택하였는지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검증방법으로서 평 

가지표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보완했다. 상관관계분석은 상호 밀접하게 관련된 

지표들을 다수 포함하여 중복계산(doubl counting)하는 오류를 피하기 위 한 것이다. <표 2> 

부터 〈표 9> 까지는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지표들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정책 및 계획단계의 정책지표들간의 상관관계의 범위는 0.0-0.27까지로 지표들간의 상관성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의 균형적 발전효과’ 와 ‘인구분산효과’ 의 상관성이 0.27로 가 

장 높았으나 연관성이 강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투자지표군의 분석은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다른 성격의 지표들보다 상관계수가 높게 

나타났다. ‘환경관련사업비’ 와 ‘개발자의 경상적인 환경예산’ 의 상관성은 0.22로 가장 낮았 

〈그림 4> 평가지표의 위치 

‘지속가능한 개발’ 1---. 싫홀형7ß) |•| 평가Ã]표 |二;」 개발사업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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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표괴-→關→표핍→짚펀 

생태객원리T융질순환--애너지 자원T얘너지 전환-- 갱생에너지 이용계획(갱갱얘너지 사용량/전애에너지 사용량) 
반영의 원척J-에너지 정약-- 에너지 다소'1 시설 비중 

l생태계의 

t-자원 껑약 • 찌활용- 쓰혜기 분리수거 (재활용 에기용량/전채 폐기울량， 용수공급량(얘너지 샤용량)/개발연객) 
교통수단 전환-- 대중교통수단 확대 

수용융역 안에서의T인 구--인구분산--- 인구분산효파 
정찌활동 l 

l산업구조.--1차산업 보션--1차산엉의 파괴 
f-환경산엉 육성-- 환경산업의 비중(공혜산업의 비중) 
」공혜산업의 축소- 공혜배충 엉소수(공혜업종이 차지하는 연객/개발연객) 

예방객 조치의 원쳐 .. '1가역적-영양예측--r-자연환경 영향평가- 녹지파괴연갱 (갱토량， 토사유충량， 농지켠입연객， 어장 • 양식장파괴연갱)/개알연객 
| 연화의 앙지 ←생활환경 영향평가- SOx(NOx, BOD, SS, 혜기울)부하량/7뼈연객 (TSP， BOD의 농도， 측정 및 모니터량， 환경기중 초파항옥수) 

L환경영향평가서- 작성기간， 작성비용， 보완횟수 

L.DI혜져향객 
가치판의 확립-교 육--환경교육--- 환경수칙(환경쇄) 

않SD+평퉁의 웬객.，지역간 평동Tr국토이용.-----r국토의 균형개발- 국토의 균형객 발전효과 
L찌대간 평동..1 1 L국토의 보전-- 보전져역의 파괴정도(특정 동식울보호연객， 특정 흥시융 서식처 파괴갱도 

| 상수원 보호구역에서의 유수거리， 생융언식기 또는 강우기훌 피한 공사착공) 
」국제협력--지구환경운재-- 오존총 파괴， 영대우링 파괴， 온난화， 유혜혜기울 국가간 수입，수총 

오영자부당의 원칙-------r-비 용--환경보전비용-- 환경예산/전체예산(환경관련사업이/총사업비， 사후환경판려비용) 

f-인력 • 기구-환징기구 • 인력-- 환경당당인씬 (샤후환경완리기구) 

」사 생--환경시셜--- 환정오영방지시셜， 환경오염율 처리시생 생치계획 

(하수， 정총수， 혜기용， 소음， 비산분진， 유류오영， 준셜토， 정토지 사연처리， 소각로 배출가스) 

갱보공개 빛 J 주 민 --주민의견수업-- 주민의견 수업기구형태 잊 반영도 
장여의웬써 

f-정 부--부처간 엉의---부처간 협의 횟수(싱의 횟수， 용도연경 협의건수， 인허가시 환경성 형가지칭 유우) 

」샤 업 자--의견 반영실객-- 협의사항 이앵여부(미이앵 협의 건수) 

〈그림 5) 환경적합성 평가지표의 도출과정도 

〈표 2) 정책지표군의 지표간 상관계수: 정책 및 계획단계 

청정에너지 에너지 1차산업 인구 국토의 보전지역 
재생가능 다소비시설 의 파괴 분산 균형적 의 파괴 
에너지이용 의 비중 효과 발전효과 

청정에너지 재생가능 에너지이용 0.15 0.00 0.05 0.00 0.00 

에너지다소비시설의 비중 0.15 0.00 0.06 0.03 0.00 

1차산업의 파괴 0.00 0.00 0.00 0.09 0.00 

인구분산효과 0.05 0.00 0.00 0.27 0.00 

국토의 균형적 발전효과 0.00 0.09 0.09 0.27 0.01 

보전지역의 파괴 0.00 0.00 0.00 0.00 0.01 

고， ‘환경부서인원수’ 와 ‘환경예산’ 의 상관성이 0.69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하나의 지표가 

다른 하나의 지표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보기에는 상관성이 불충분하여 지표들을 그대로 채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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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투자지표군의 지표간 상관계수· 정책 및 계획단계 

환경관련사업비 환경부서인원수 환경예산 
/총사업비 / 전체 인원수 /전체예산 

환경관련사업비/총 사업비 0.46 0.22 

환경부서인원수/전체인원수 0.46 0.69 

환경예산/전체예산 0.22 0.69 

〈표 4) 자연 및 생활환경지표군의 지표간 상관계수: 정책 및 계획단계 

육상생태계의 녹지파괴면적 SOx 부하량 BOD부하량 일반폐기물 
특정동식물의 /개발면적 /개발면적 /개발면적 발생량 
서식지 /개발면적 

육상생태계의 특정 0.04 
동식물의 서식지 

녹지파괴면적 
/개발면적 

SOx 부하량 0.04 
/개발면적 

BOD(COD) 부하량 
/개발면적 

일반폐기물발생량 
/개발면적 

자연 및 생활환경지표군의 분석은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표의 대부분의 자료값이 상 

관관계를 구하기에는 불충분하여 상관계수값이 없다. ‘SOx 부하량’ 과 ‘특정동식물의 서식지’ 

지표간의 상관계수가 0.04로 별다른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이용 및 관리지표군도 마찬가지로 〈표 5)에서 보듯이 지표간의 상관계수가 0.00-0.31 

로 분포하고 있어 연관성이 적은 것으로 생각된다. 가장 상관성이 높은 지표들은 ‘용수공급량’ 

과 ‘에너지사용량’ 이다. 

〈표 6)의 오염물질의 처리 및 관리지표군은 두 지표간의 상관계수가 0.04로 나와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표 7)의 실적지표군은 대부분의 지표가 상관관계를 분석하기에는 실측자료가 부족하였다. 

그 이외에 상관계수값을 구할 수 있었던 지표들도 상관계수값이 0.00이 나와 연관성이 없는 

것￡로나타녔다. 

실시단계의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지표군의 상관계수는 〈표 8)에서 보듯이 0.03-0.2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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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자원이용 및 관리지표군의 지표간 상관계수: 정책 및 계획단계 

에너지사용량 청정에너지사용량 용수공급량 대중교통수단 
/개발면적 /전체에너지사용량 /개발면적 /전체교통수단 

에너지사용량 0.14 0.31 0.02 
/개발면적 

청정에너지사용량 0.14 0.07 0.00 
/전체에너지사용량 

용수공급량 0.31 0.07 0.01 
/개발면적 

대중교통수단 0.02 0.00 0.01 
/전체교통수단 

〈표 6) 오염물질의 처리 및 관리지표군의 지표간 상관계수: 정책 및 계획단계 

하수도처리시설 
성치계획 

일반폐기물처리시설 
셜치계획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기간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비용/총사업비 

평가서보완요구횟수 

공사시협의내용 
이행여부 

인허가시 환경성 
평가지칩의 유무 

하수도처리시설 
설치계획 

0.04 

〈표 7) 실적지표군의 지표간 상관계수: 실시단계 

환경영향 환경영향평가서 평가서보완 
평가서 작성비용 요구횟수 
작성기간 /총사업비 

0.00 

0.00 

일반폐기물처리시설 
셜치계획 

0.04 

공사시 인허가시 
협의내용 환경성 
이행여부 지침의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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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지표군의 지표간 상관계수; 실시단계 

절토량/개발면적 TSP 농도 BOD 농도 

절토량/ 개발면적 0.03 0.2 

TSP 농도 0.03 0.17 

BOD 농도 0.2 0.17 

〈표 9) 오염물질의 처리 및 관리지표군의 지표간 상관계수: 실시단계 

공사차량으로 인한 강우시에 대비한 소음방지대책중 
비산분진방지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고려사항수 

공사차량으로 인한 0.04 0.04 
비산분진방지시설 

강우시에 대비한 0.04 
수질오염방지시설 

소음방지대책중 0.04 
고려사항수 

범위를 보인다. TSP. BOD같은 오염물질간에 있어서도 일정한 연관성을 찾기가 힘들다. 

실시단계의 오염물질의 처리 및 관리지표군도 마찬가지로 상관계수가 0.04로 낮아 별다른 

연관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 

라. 평가지표의 측정방법 

환경적합성 평가모형에서 평가지표를 이용하여 환경적합성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은 평가지 

표의 특성에 따라 발전성평가， 비교평가 및 단계평가 등 세가지 방법을 이용한다. 

(1) 발전성 평가 

이 방법은 개발사업자에 대해 주로 적용시킬 수 있는 평가방법이다. 비교평가를 사용하는 평 

가지표중 경상적인 성격의 지표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실적의 발전정도를 연차적으로 

개선되는 변화율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평가지표의 예는 아래와 같다. 

평가지표의 예) 환경관련예산 / 총 예산 

환경관련 인력 /총 인력 

개발사업자에 관련된 사항 중 경상적인 사항(인력， 기구， 예산， 보전실적， 오염실적등)에 대 

한 과거 (약 5-3년간)의 실적을 모집단으로 하여 분포를 알아낸다. 이때 분포가 정규분포를 이 

룬다는 가정하에 현재 실적이 과거의 실적에 비하여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점수화한다. 이는 개 

발사업자의 환경성 고려의지를 평가한 결과가 될 것이다. 발전성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은 절차 

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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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실적의 평균(m)을 구한다. 

@ 연도별 실적의 표준편차(0' )를 구한다. 

@ 평가년도의 실적 (X)을 평균(m)과 표준편차(0' )를 이용하여 표준화시킨다. 

@ 평가기준분포도를 근거로 점수를 산출한다. 

@ 상향 평가지표인 경우 (예 : 환경부서의 인원 / 전체 인원) 

8x(X에 대한 점수) = P(z드z) x 100 

@ 하향 평가지표인 경우 (예: 미이행건수 / 협의건수) 

8x (X에 대한 점수) = {1 - P(Z~z)} x 100 

@ 접수의 범위 :0 드 8x ~ 100 

(2) 비교 평가 

이 방법은 주로 개별 개발사업의 내용에 대한 평가방법으로서 평가자료의 모집단을 구성하 

여 통계적 방법을 사용한 상대평가 방법이다. 

평가지표의 예) 802 발생량 / 개발면적 

절토량/개발면적 

이 방법을 적용하는 지표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해당 평가대상에 대하여 준거치가 셜정되어 

야 하나 아직 준거치가 개발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대안적인 방법으로 같은 유형의 사업들 

내에서 해당 평가지표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분포를 알아 내어 평가기준을 셜정한다. 그 

리고 평가하고자 하는 사업의 상황이 어느 수준(다른 사업들에 비하여)에 속하는지를 비교평가 

한다. 이 평가방법은 주로 원단위 (또는 비율)의 비교평가나 지방자치단체간의 비교평가에 사용 

된다. 

(3) 단계 평가 

이 방법은 개발사업자의 발전성 평가나 개발사업의 내용중 정량화하여 비교 평가하기 힘든 

지표에 대해서는 단계를 마련하여 평가한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평가지표의 예) 주민의견 수렴기구의 형태 

@수렴기구 없음 

@공시， 공람 

@공청회 

단계평가를 적용할 경우 단계의 구분은 가능한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구분을 하되 , 본 

모형에서는 지표의 성격에 따라 2단계， 3단계， 5단계로 평가한다. 각 단계별 점주화 방법은 

다음과같다. 

2단계 평가인 경우:(!) 등급의 점수 = 25점 

@동급의 점수 = 75점 

3단계 평가인 경우:(!) 등급의 점수 =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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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의 점수 = 50점 

@풍급의 접수 = 80점 

5단계 평가인 경우:(î) 퉁급의 접수 =0점 

@퉁급의 접수 = 25점 

@풍급의 점수 = 50점 

@둥급의 점수 = 75점 

@ 풍급의 점수 = 100점 

마. 가중치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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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은 사업의 유형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며 환경오염물질의 종 

류도 다르기 마련이다. 따라서 환경적합성평가는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많은 지표를 가지고 

측정하는데 모든 지표가 통일한 비중으로 평가되기보다는 개발사업의 유형과 평가대상에 따라 

각각의 지표마다 비중의 차이를 두는 게 더욱 정확히 지속가능성을 반영시킬 수 있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이러한 지표의 비중에 차이를 두기 위해서 지표마다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1) 평가항목의 분류 

가중치는 모형의 특정과 모형을 구성하고 있는 평가항목 각각의 성질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 

러므로 가중치의 개발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평가항목을 그 성격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필요 

하다. 환경적합성 평가모형에서는 평가항목을 다음과 같이 크게 2개의 틀로 분류해 보았다. 

-개발사업의 진행단계를 기준으로 분류한 평가항목군(Group A) 

(î) 정책 및 계획단계의 평가항목 

@실시단계의 평가항목 

@ 사후관리단계의 평가항목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분류한 평가항목군(Group B) 

@ 물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평가항목 

@ 자연 및 생활환경 평가항목 

@ 자원의 이용 및 관리 평가항목 

@ 오염물질의 처리 및 관리 평가항목 

@ 비물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평가항목 

@정책 평가항목 

@투자평가항목 

@실적 평가항목 

평가모형의 모든 평가지표는 위의 2가지 분류에 각각 속해 있다. <표 10)은 환경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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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환경에 미치는 영향으로 분류한 평가항목군 

환경에 물리적 자연 및 생활환경 지역환경 ，공사착공시기，상수원보호 

영향을 미치는 자연환경영향평가， 생활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환경기준 

자원 이용 및 관리 에너지 절약(에너지 사용량/개발면적) 

에너지 전환(청정에너지사용량/개발면적) 

자원 절약， 자원 재활용 

교통수단 전환， 공해업종 

오염물질의 처리 및 관리 환경오염 방지시설 및 처리시설 

사후 관리시 측정 및 모니터링 

쓰레기 분리수거 

환경에 비물리적 정책 에너지 전환， 에너지 절약 

영향을 미치는 1차산업의 보전， 인구분산 

평가항목 국토의 발전， 국토보전 

공해산업，환경산업，유해폐기물의 이동 

오존층，온난화，열대우림 

투자 환경보전비용 

환경담당부서 및 인력，환경담당인원 

환경수칙 

사후환경관리인원，사후환경관리비용 

실적 주민의견 수렴형태， 주민의견 수렴횟수 

부처간 협의 , 토지용도변경 

환경교육，협의사항이행 

환경영향평가서，의견반영실적 

인허가시 환경성평가를 위한 지침 

환경영향평가(사후관리) 

영향을 기준으로 분류한 평가항목들의 구체적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2) 가중치의 부여 

환경적합성평가모형의 각 평가지표항목에 가중치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방법을 이 

용하여 가중치를 산정할 수 있다. 한가지는 개발사업유형별로 평가지표 항목 하나하나가 환경 

에 미치는 영향을 실제로 조사하고서 영향의 정도를 이용해 가중치를 산정할 수 있으며 다른 

한가지는 환경전문가들의 전문적인 판단에 의해 개발사업의 환경적합성을 평가하는 데는 어떠 

한 지표항목을 얼마만한 비중을 주는게 좋을지를 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고 또다른 한가지는 일 

반국민들의 여론조사를 통해 개발사업의 환경영향중에서도 어떠한 영향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 

는지 혹은 어떠한 환경부문을 중요하게 관심을 두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가중치를 

산정하는 방법이 었다. 개발사업유형별로 환경영향을 실제로 조사하여 가중치를 결정하는 방 

법은 단기간에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연구에서는 부득이 환경전문가와 일반시민들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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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가중치를 결정하였다. 

여론조사는 가능한 한 다양한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중치의 객관성을 유지하려 하였는 

데 여론조사의 대상은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문가와 시민으로 구분하였으며 설문의 

성격상 전문적인 내용이 많아 전문가 그룹에 비중을 두고 셜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86명， 시민: 45명) 전문가 그룹은 개발부처， 지방자치단체， 개발사업자， 학계전문가， 환경영 

향평가 대행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였고 시민으로는 민간단체， 민간환경단체， 대학원생 동을 대 

상으로 하였다. 

설문 조사 결과중 개발사업의 진행단계별 중요도에 대한 응답 결과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분류한 평가항목의 중요도에 대한 응답 결과를 근거로 하여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평가모형 전체를 100으로 보고 각 단계별로 평가항목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분 

류한 다음， <표 12>에 나타난 진행단계별 중요도에 대한 응답백분율(Ai)과 〈표 13>에 나타난 

응답비율(Bj)을 곱하여 산출된 값(AiBj)을 해당하는 평가항목군의 항목수로 나누어 각 평가항 

목의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Wij = AiBj / Nij / Mij 

Wij: AiBj 평가항목군에 속하는 각 평가지표의 가중치 

Ai: <표 12>의 응답비율(%) 

Bj: <표 13>의 응답비율(%) 

AiBj: Ai.Bj 평가항목군에 할당된 가중치 

Nij: A i. Bj 평가항목군에 속한 평가항목의 수 

Mij: Nij 평가항목에 속한 평가지표의 수 

〈표 11) 여론조사 대상의 분포와 구성비 

조사대상 응답자(명) 

총조사 인원 수 131 

전문가 86 

개발부처 (8개) 20 
지방자치단체 (117fl) 13 
개발사업자(5개) 17 
학계 전문가 16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자(6개) 20 

시민 45 

민간환경단체 (6개) 17 
민간 단체 (6개) 18 
대학원생 10 

구성비(%) 

100 

65 

15 
10 
13 
12 
15 

35 

13 
1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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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가중치 산정 설문조사 결과(Ai) 

개발사업의 진행단계를 기준으로 분류 

정책 빛 계획단계의 항목 

실시단계의 항목 

사후관리단계의 항목 

〈표 13) 가중치 산정 설문조사 결과(Bj)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분류 

물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평가항목 

자연 및 생활환경 항목 

자원 이용및 관리 항목 

오염물질의 처리 및 관리 항목 

비물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명가항목 

정책 항목 

투자항목 

실적 항목 

環境論蕭 第三十一卷(1993)

응답비율(%) 

62.6 
7.6 

29.8 

응답비율(%) 

18.6 
14.3 
23.2 

21. 9 
14.8 
7.1 

즉， 진행단계별 중요도에 대한 응답백분율인 Ai와 환경에 미치는 기준으로 분류한 항목에 

대한 응답비율 Bj를 곱한 값(AiBj)은 해당하는 평가항목군(Ai. Bj)에 할당된 가중치로 볼 수 

있다. 이것을 Nij로 나누면 각 평가항목의 가중치가 되고 다시 Mij로 나누면 평가지표의 가중 

치가된다. 

평가 대상사업에 따라 평가항목군 AiBj에 속한 평가항목의 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중치 

(Wij)는 개발사업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평가항목군에 할당된 가중치 (AiBj)는 셜문 

조사를 새롭게 실시하지 않는 한 항상 같은 값을 갖는다. 따라서 평가항목군에 할당된 가중치 

(AiBj)를 대상사업의 각 평가항목군(Ai . Bj)의 평가항목수로 나누면 각 평가항목의 가중치를 

계산해 낼 수 있다. 다음 〈표 14)는 평가항목군에 할당된 가중치의 값을 보여주고 있다. 

9. 환경적합성 지수(ESSD Index)의 산출방법 

가. 개발사업의 환경적합성 지수의 산출방법 

평가대상개발사업의 환경적합성 평가의 최종 결과는 환경적합성 지수(ESSD lndex)로 산출 

되도록 하였다. 앞의 가중치 산정에서 산출된 가중치를 각 단계별로 구분하여 가중치 행렬 

(WA. WB. WC)을 만들고 또한 단계별 평가지표의 행렬 (XA. XB. XC)을 만든다. 위에서 

산출된 가중치 행렬과 평가지표의 행렬을 곱하여 각 단계별 점수(yl， y2. y3)를 구해내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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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평가항목군에 할당된 가중치 (AiBj) 

정책및계획 실시 사후관리 

(A1) (A2) (A3) 

물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평가항목 

자연 및 생활환경 항목 (B1) 11.64 1.41 5.54 
자원 이용 및 관리 항목 (B2) 8.95 1. 09 4.26 
오염물질의 처리 및 관리 항목 (B3) 14.52 1. 76 6.91 
비물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평가항목 

정책 항목 (B4) 13.71 1. 66 6.53 
투자 항목 (B5) 9.26 1.12 4.41 
실적 항목 (B6) 4.44 0.54 2.12 

를 더하면 측정치가 된다. 

만점은 한개의 지표당 100점이므로 앞의 가중치 행렬에 각각 100점씩을 곱하여 각 단계별 

만점을 구하고 이를 다시 합하면 환경적합성 모형의 만점이 된다. 즉 환경적합성 지수는 각 평 

가지표의 만점분에 대한 측정치의 백분율로서 얼마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얻었는지로 나타 

낸다. 환경적합성 지수의 만점은 지표들의 목표접수를 합하여 산출되는 것으로 가중치가 없는 

경우， 모든 지표의 목표점수는 100점이 되고， 가중치가 있는 경우는 ‘100x 가중치’ 가 각 지 

표의 목표점수이다. 각 지표에서 획득한 접수를 모두 합한 것이 측정치이며， 이것을 목표접수 

의 총합인 만점으로 나눈 것이 환경적합성지수로서 0-100 의 범위를 가진다. 

동급평가에 의한 지표에서 모두 목표점수를 획득하고， 비교평가의 지표에서 다른 모든 비교 

대상보다 높으면 환경적합성지수는 100점이 된다. 반대로 둥급평가에서 최저점수(0점)을 받 

고， 비교평가에서 다른 모든 비교대상보다 낮으면 환경적합성지수는 0점이 된다. 

따라서 환경적합성 지수는 위에서 구한 측정치와 만점에 의하여 각 단계별로 산출할 수 있으 

며， 각 단계별 환경적합성 지수를 이용하여 평가하고자 하는 단계까지 종합한 개발사업의 환경 

적합성 지수를 산출하여 해당사업의 환경성을 평가할 수 있다. 각 단계별 환경적합성 지수 

(ESSD Index)와 단계를 종합한 환경적합성 지수는 모두 0-100 범위내의 점수로 나타낼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식으로 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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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정책 및 계획단계의 환경적합성 지수의 산출식 

Yl 
ESSD INDEXA = -- x 100 

Zl 

yl = WA x XA 
wal xal + wa2 xa2 + wa3 xa3 … + waj xaj 

zl = 100 x WA = 100(wal + wa2 + wa3 + ... + waj) 

ESSD INDEXA 개발사업 정책 및 계획단계의 환경적합성 지수 

yl: 평가대상의 정책 및 계획단계의 측정치 
zl: 평가대상의 정 책 및 계획단계의 만점 

WA: 정책 및 계획단계의 평가지표의 가중치 행렬(1 x J) 

XA: 정책 및 계획단계의 평가지표의 접수 행렬(J x 1) 

개발사업 실시단계의 환경적합성 지수의 산출식 

y2 
ESSD INDEXB = x 100 

Z2 

y2 = WB x XB 
= wb1 xb1 + wb2 xb2 + wb3 xb3 + ... + wbm xbm 

z2 = 100 x WB = 100(wb1 + wb2 + wb3 + ... + wbm) 

ESSD INDEXB: 개발사업 실시단계의 환경적합성 지수 

y2: 평가대상의 실시단계의 측정치 
z2: 평가대상의 실시단계의 만점 

WB: 실시단계의 평가지표의 가중치 행렬(1 x m) 

XB 실시단계의 평가지표의 점수 행렬 (m x 1) 

개발사업 사후관리단계의 환경적합성 지수의 산출식 

y3 
ESSD INDEXc = -- x 100 

Z3 

y3 = WC x XC 
WCl xCl. + wC2 xC2 + wC3 xC3 + ... + WCn XCn 

z3 = 100 x WC + 100(WCl + WC2 + WC3 + ... + WCn) 

ESSD INDEXc: 개발사업 사후관리단계의 환경적합성 지수 
y3: 평가대상의 사후관리단계의 측정치 
z3 평가대상의 사후관리단계의 만점 

WC: 사후관리단계의 평가지표의 가중치 행렬(1 x n) 

XC: 사후관리단계의 평가지표의 접수 õ~ 렬 (n x 1) 

環境論蕭 第三十一卷(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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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모든 단계의 환경적합성 지수의 산출식 

y1 + y2 + y3 
ESSD INDEXtot = x 100 

zl + z2 + z3 

ESSD INDEXtot : 개발사업 모든 단계의 환경적 합성 지수 

위와 같은 계산식에 의해 산출된 환경적합성 지수의 의미는 적용대상의 상위정책， 개발내용， 

개발절차， 개발사업자，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행정 및 환경현황이 ‘지속가능한 개발’ 의 목표에 

부합하는 정도이다. 이것은 단순히 환경에 좋은 영향을 준다든지， 적은 영향을 준다든지 하는 

물리적인 영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넓은 의미로서 적용대상이 환경적으로 건전한지를 나 

타내는 지수라 할 수 있다. 

환경적합성 지수는 ‘지속가능한 개발’ 을 향한 환경적합성의 절대적 수준을 의미하지는 않으 

나 다른 평가대상과 비교한 환경적합성의 상대적인 수준을 나타낸다. 또한 이를 토대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달성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환경 

적합성 지수가 절대적인 수준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는 주된 평가방법으로 절대적인 준거치 

가 없는 비교평가방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정책의 환경에 대한 영향이나 과정이 절대 

적인 기준을 가질 수 없다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는 점과 우리나라의 현 환경수준을 바탕으로 

평가대상을 평가할 수 있어 보다 현실적인 결과가 나온다는 양면적 속성을 지닌다. 환경적합성 

지수의 만점은 모든 평가지표에 대하여 현재의 수준에서 ‘지속가능한 개발’ 을 최고로 반영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엄밀하게 만점이 개발사업이 환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 

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환경적합성 지수는 결국 현재의 환경보전의 수준을 상대적 

비교를 통해 점차 향상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개발’ 

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상기한 환경적합성 지수의 한계 및 역할를 이해하고 

환경적합성 지수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10. 환경적합성평가 적용사례 

환경적합성평가를 실제 시행된 개발사업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여 시범적으로 적용 

해 보았다. 개발사업의 환경적합성 평가모형의 시범평가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로 

서 추진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을 선정하였다. 택지개발사업을 선택한 이유는 환경영향평가 

사업유형별 협의건수가 다른 사업에 비하여 월등히 많고 모든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골고루 분 

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분석시점은 비교적 자료구득이 용이하고 현재 진행중인 사업을 대상 

으로 하기 위하여 1991년부터 1992년 7월까지의 기간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강원도와 전라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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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대전의 경우에는 같은 분석시점내에 시범평가 대상사업이 없어서 부득이 89년과 90년으로 

연장하여 선정하였다. 그래서 택지개발사업의 환경적합성 시범평가 대상은 총 22개 사업이었 

다. 분석시점은 시범평가 대상개발사업의 대부분이 공사완료 이전단계이거나 기본계획서만 나 

온 상태였다. 그러한 이유로 시범평가는 사후관리단계를 제외한 정책 및 계획단계와 실시단계 

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적합성 평가모형의 시범평가를 위해서는 15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선정 

하였다.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시범평가의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많은 

환경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환경의 질을 관리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의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의 환경에 어느 정도 관심을 

보이느냐는 지역환경의 질에 직접적인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적합 

성을 파악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작업이라 하겠다. 지방자치단체의 평가는 15개 광역지방자치 

단체를 대상으로 환경행정과 환경현황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고， 평가시점은 1990년으로 하 

되， 부족한 자료는 구입가능한 최신의 자료로 하였다. 

가. 택지개발사업의 환경적합성평가 

가중치를 부여한 경우의 택지개발사업의 시범평가 결과를 요약하면 정책 및 계획단계의 환 

경적합성 지수(ESSD INDEX)는 44.92-66.93의 범위를 보이고 있으며， 그 순위는 1위가 

신제주 제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사업자· 제주시)이고 22개 사업중 환경적합성이 가장 낮은 

22위는 마산삼계지구 택지개발사업(사업자· 경남)으로 나타났다. 실시단계의 환경적합성 지수 

(ESSD INDEX)는 59.15-75.82의 범위를 보였으며 환경적합성이 가장 높은 사업은 화명2 

지구 택지개발사업 (사업자. 부산시 )였으며 , 가장 낮은 22위사업은 명지녹산지구 택지개발사 

업 (사업자· 부산시 )으로 나타났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별 가중치와 단계별 가중치를 모두 부여한 경우， 정책 및 계획단계와 실 

시단계를 종합한 환경적합성 지수의 결과는 46 .48-67.28 의 범위를 나타냈으며 1위가 신제 

주시 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사업자: 제주시)이며 22위는 마산삼계지구 택지개발사업(사업 

자: 마산시)으로 나타났다. 

사업단계별로 구분하여 보면 정책 및 계획단계의 환경적합성이 높은 개발사업이 종합적인 

환경적합성 지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실시단계는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개발사업이 ‘지속가능한 개발CESSD)’ 이 될 수 있도록 정책 및 계획단계가 실시 

단계보다 더 중요함을 반영하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환경적합성이 높은 사업은 환경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환경 

기초시설이 잘 갖추어 진다든지， 개발시 녹지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오염물 발 

생량이 적고 환경인력을 충분히 갖추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적합성이 낮은 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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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택지개발사업의 환경적합성 지수의 사업별 순위 

순위 
정책계획단계 실시단계 환경적합성 지수 환경적합성 지수 

환경적합성 지수 환경적합성 지수 단계별 가중치有a 단계별 가중치無b 

1 신제주시 66.93 화명2 75.82 신제주시 67.28 신제주시 69.60 
2 인천문학 65 .42 전주서신 74.82 인천문학 65 .49 원주단계 66.24 
3 원주단계 65.10 신제주시 72.27 원주단계 65.25 해운대 66.22 
4 대산도시 65.08 서울신내 72.12 대산도시 65.08 인천학의 66.13 
5 인천학의 63.96 해운대 72.02 인천학의 64.22 인천문학 65.97 
6 명지녹산 61. 80 마산삼계 71. 91 병지녹산 61.64 이리영풍2 65 .46 
7 해운대 60.42 이리영둥2 70.66 해운대 60.92 대산도시 65.15 
8 이리영퉁2 60.25 대구시지 70 .47 이리영퉁2 60.86 대구시지 64.68 
9 대구시지 58.89 순천금당 68.29 대구시지 59.55 서울신내 64.54 

10 대구상인 58.79 인천학의 68.29 대구상인 59.27 전주서신 64.51 
11 화명 3 56.97 평택세교 68.28 서울산내 57.70 대구상인 62.76 
12 서울신내 56.96 원주단계 67.37 화명3 57.28 화명2 61.85 
13 청주산남 56.00 대구상인 66.72 청주산남 56.27 순천금당 61. 56 
14 대전송강 55.76 인천문학 66.52 대전송강 56.04 평택세교 60.72 
15 순천금당 54.88 광주금호 65.70 순천금당 55.72 화명 3 60.58 
16 i영택세교 53.26 대산도시 65.21 평택세교 54.05 명지녹산 60 .48 
17 광주금호 52.88 화명3 64.18 광주금호 53.64 광주금호 59.29 
18 전주서신 52.19 선산원호 62.55 전주서신 53.57 마산삼계 58 .42 
19 만덕 3 52.04 만덕3 61. 02 만덕 3 52.58 청주산남 58.07 
20 선산원호 50.62 대전송강 60.18 선산원호 51. 31 대전송강 57.97 
21 화명2 47.87 청주산남 60.14 화병2 49.17 선산원호 56.59 
22 마산삼계 44.92 명지녹산 59.15 마산삼계 46.48 만덕3 56.53 

a) 단계별 가중치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별 가중치를 모두 적용시킨 결과. 

b) 단계별 가중치는 제외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별 가중치만 적용한 결과. 

반대로 환경예산이 적고 녹지파괴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 비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했다. 

분석의 결과， 향후의 택지개발사업은 환경예산과 인력의 확보， 녹지의 보존， 폐기물처리시셜 

의 확충，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시켜야 한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적합성 분석 

다음 〈표 16)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적합성 평가모형의 시범평가 결과를 나타내고 었다. 

지방자치단체모형은 크게 환경행정부문과 환경현황부문으로 나누어지므로 각 부문에 대한 환 

경적합성 지수를 산출하였고， 이를 합한 총 환경적합성 지수를 산정하였다. 

15개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적합성 지수의 범위는 45.19-56.15 사이에 존재하였는데， 이것 

은 환경적합성 지수의 만점인 100에 상당히 못미치는 결과로서 비교대상인 15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지탱가능한 개발(ESSD)’ 에 대한 고려를 보다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없음을 의미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환경적합성 지수의 차가 별로 나지 않는 것은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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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단체의 환경행정이 중앙부처의 지침이나 법규에 의거해 이루어지고 있고， 아직 환경행정의 

독자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1) 환경행정부문 환경적합성의 분석 

지방자치단체별 환경적합성 지수의 순위는 다음 〈표 16)과 같다. 환경행정부문의 환경적합 

성 지수(ESSD INDEX)는 41. 8-73.6의 범위를 보였으며 순위는 인천이 1위로 지방자치단 

체중 환경적합성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남이 15위로서 환경적합성이 가장 낮았으 

며 서울은 5위를 나타내었다. 환경행정적합성 지수는 예산， 제도， 인력， 기구， 행정실적 등의 

지표에 의하여 산출된 것으로 1-6위까지를 모두 ‘특별시’ 및 ‘직할시’가 차지하고 있으며， 기 

타의 ‘도’ 는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나타내고 있다. 환경행정력이 ‘특별시’ 및 ‘직할시’ 에 집 

중되어 있는 현실에 비추어 , 환경행정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적절히 선정되었으며 결과 또한 상 

식적인 이해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환경행정부문의 환경적합성을 분석한 결과 일반적으로 대도시의 환경행정이 우수하게 나타 

난 원인은 대도시의 환경의 질이 타지역에 비해 열악하여 환경보전과 개선을 위한 예산 및 관 

리비용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투자를 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또한 대도시의 경우 환경관련 

조례 제정， 환경분쟁을 나타내는 지표도 우수한 점수를 나타냈는데， 이는 환경행정업무가 비교 

적 체계적으로 수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방의 자치단체들은 대도시 지역에 비하여 

아직까지 환경보전 보다는 개발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높다. 그래서 한창 개발사업이 진행 

되고 있는 상황이고 환경행정도 이러한 정책적 기조에 부합하여 저조한 투자와 실적을 나타내 

고 있기 때문에 환경적합성 지수가 낮게 나타났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상대적으로 미 

〈표 16> 환경적합성지수의 지방자치단체별 순위 

순위 환경행정부문 환경현황부문 환경적합성 지수 

1 〈인천〉 73.60 〈경북〉 60.88 〈경북〉 56.15 
2 〈대구〉 67.90 〈충북〉 60.53 〈제주〉 55.00 
3 〈부산〉 66.78 〈제주〉 59.25 〈충북〉 54.73 
4 〈대전〉 66.70 〈강원〉 56.24 〈대전〉 54.81 
5 〈서울〉 62.78 〈전남〉 55.82 〈강원〉 54.26 
6 〈광주〉 52.00 〈충남〉 53.59 〈대구〉 53.89 
7 〈강원〉 50.90 〈전북〉 52.06 〈서울〉 52.15 
8 〈전북〉 49.00 〈경남〉 51. 41 〈충남〉 51. 26 
9 〈제주〉 47 .44 〈광주〉 48.29 〈부산〉 51. 73 

10 〈충남〉 47.30 〈대전〉 47.82 〈전남〉 50.63 
11 〈경북〉 47.22 〈서울〉 46.53 〈전북〉 50.93 
12 〈경남〉 46.90 〈대구〉 45.65 〈광주〉 49.67 
13 〈경기〉 45.70 〈경기〉 44.88 〈경남〉 49.74 
14 〈충북〉 43 ‘ 78 〈부산〉 43.76 〈인천〉 48.46 
15 〈전남〉 41.80 〈인천〉 32.75 〈경기〉 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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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하고 아직까지는 환경보전보다 정책적으로 투자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다른 공공부문에 

행정력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었다. 

(2) 환경현황부문 환경적합성의 분석 

환경현황부문의 환경적합성 지수는 토지이용현황 자원 및 에너지사용 현황， 자연환경의 질， 

생활환경의 질 등의 지표를 대변하는 것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환경현황이 열악한 것 

으로 알려져 있는 ‘특별시’ 및 ‘직할시’가 최하위의 순위를 나타냈다. 

〈표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환경현황의 환경적합성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환경현황의 

환경적합성 지수(ESSD INDEX)는 32.8-60.9의 범위를 보였요며 경북이 1위로서 가장 높 

았고， 인천이 15위로서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환경현황의 환경적합성이 높은 지방자 

치단체는 경북， 충북，제주 등의 지역이고， 환경적합성이 낮은 지방자치단체는 인천， 부산， 경 

기， 대구 풍의 대도시 지역이다. 이는 환경행정의 환경적합성 결과와 반대되는 양상이다. 환경 

현황의 환경적합성이 높은 지역은 대도시 지역에 비해 1인당 쓰레기발생량. BOD 농도 퉁의 

오염부하량과 공해배출시설 업소수가 적어 환경오염원의 수가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녹지자연도가 높은 것으로 보아 오염물질의 정화 및 완충역할을 하는 녹지가 잘 보존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우기 유류나 급수의 사용이 효율적이어서 자원이용면에 있어서 우수한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환경현황의 적합성이 낮은 대도시의 경우 환경현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S02 발생량. 1인당 쓰레기발생량 등 오염부하량을 줄이고 녹지회복을 위한 노력과 자원의 효 

율적인 관리 및 사용이 요청된다. 

결론적으로 환경현황의 환경적합성이 높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가 적고， 지역의 산업구조가 

1차 산업중심이며， 녹지의 비중이 높은 등 개발의 정도가 미미하여 환경현황이 아직까지 양호 

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환경현황의 환경적합성이 낮은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반대의 양상을 

보였으며 특히 대기질과 수질 및 쓰레기 발생량에서 낮은 환경적합성 정수를 보였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환경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및 환경오염 

업체 감시 등 환경행정을 보다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11 맺는말 

전세계적으로 개발사업의 목표를 지속가능한 개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 

오는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에서도 개발사업을 지속가능한 개발의 목표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서 새로운 제도나 방법이 필요한 실정에 있다. 그동안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통해서 개발사 

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을 해 왔지만 그 성과는 아직도 만족할만한 수 

준에 도달하지 못했고 특히 개발사업의 모든 계획이 확정되고 공사시행직전에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악영향을 완화시키기가 



278 環境論輩 第三十-卷(1993)

어려운 경우도 많다. 따라서 개발사업을 상위계획이나 정책결정단계에서부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뿐 아니라 개발사업자가 환경보전에 얼마나 노력을 하고 준비를 하며 환경의식 

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환경적합성평가를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환경적합성평가는 앞으로 보완되어야할 과제를 여러가지 안고 있다. 첫째로는 정책 

목표로서 ‘지속가능한 개발’ 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 

(ESSD)’ 의 가측적인 절대적 기준치의 개발이 필요하며 ‘지속가능한 개발’ 을 이루기 위한 보 

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연구되어야 한다. 둘째로는 본 연구에서 제시된 환경적합성평가지표 

는 너무 많은 수의 평가지표를 이용해 평가됨으로써 쉽사리 이용하기에는 너무 방대하기 때문 

에 사업유형에 따라 대표적 평가지표를 개발함으로써 단순화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평가지표 

의 중요도를 나타내는 가중치의 산정방식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객관성을 향상시키고 평가지 

표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셋째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환경적합성 평가모형은 주로 

상대적 비교평가방법을 이용하기 때문에 통계적인 유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여 평가할 때 적합성 평가기준의 객관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환경적합 

성 지수가 상대적인 값이기 때문에 하나의 개발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 

다는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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