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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intended to propose plans for reforming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IA) systems by reviewing the current legal systems of EIA related laws and their

implementation status in Korea, and by comparing the Korean situation to EIA systems in

several foreign countries. This study tried to integrate all EIA related systems scattered over

several laws into one comprehensive EIA law, and also to develop legal procedures necessary

to accomplish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integrated EIA law. Therefore, I propose four

reforms ① All EIA systems should be integrated into one comprehensive EIA act. 

② Administrative plans and policies, though environmentally harmful, which are not currently

subject to any prior consultation system, should be covered by the prior consultation system.

③ A screening or scoping should be adopted. ④ Widen civil participation should be

encouraged and the administrative control enforcement and introduction of group litigation or

citizen suits would be considered.

Key word : comprehensive EIA law, prior consultation system, screening, scoping, civil

participation, administrative control enforcement, group litigation or citizen su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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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序

1. 硏究의 目的

환경은 일단 한번 훼손되면 그 원상회복이 거

의 불가능하고 복구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

요되므로 事後 監督이나 汚染處理技術 開發만으

로는 限界를 지닐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限

界를 克復하고 환경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코자

事前豫防次元의 環境影響評價制度가 탄생, 발전

되어 오고 있다. 환경 향평가제도는 환경보전수

단으로 현재 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제

도로 100여개 국가가 도입하고 있다.1)

우리나라는 環境影響評價法에 의한 環境影響評

價制度와 個別法 및 環境政策基本法에 의한 環境

性檢討制度로 多元化되어 운 되고 있어, 체계적

인 사전예방기능으로서의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현행 법체계상의 문제

점과 선진외국의 제도를 체계적으로 비교·분석

하여 환경 향평가제도를 보다 효율적인 제도로

정착·발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또한 環境影響評價制度를 一元化함과 아울러 일

원화된 법체계가 입법취지에 맞게 작동될 수 있

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節次의 效 性 提高方

案을 강구코자 한다.

2. 硏究의 範圍와 方法

본 연구에서는 일원화된 체계적인 환경 향평

가제도로 나아가기 위하여 환경 향평가법으로

보다 발전시킴과 아울러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전략환경평가제도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강구하

고, 평가대상 선정방법의 개선을 위해 스크리닝

제도의 도입방안과 평가항목 및 범위선정방법의

개선을 위해 스코핑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시하고,

주민참여를 확대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중점

을 두고자 한다. 연구는 환경 향평가의 여러 단

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 으며, 기초자료분석,

기존의 연구자료, 기존 주요환경 향평가서 등을

통하여 문제점을 분석한 다음, 미국, 일본 등의

환경 향평가제도와 관련된 자료를 비교 분석하

여 효율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코자 한다.

II. 韓國의 環境影響評價制度 및
關聯法 體系

1. 環境影響評價制度의 槪要

환경 향평가제도라 함은 제도를 시행하는 국

가별로 다소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기본적

으로 제도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는 별다른 차이

가 없다. 동 제도는 環境法의 基本原理2) 중에서

제1차적이고도 근본적인 원칙으로 간주되고 있는

事前配慮의 原則3)을 구현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

도로서 인정되어 오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환경 향평가란 일반적으로 말해서 環境에 重大

한 影響을 미치게 될 計劃, 事業 등에 대한 환경

향을 미리 검토 분석하고 평가하여 開發과 保

全의 調和次元에서 그 부정적 향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 향평가제도는 事業計劃의 樹立課

程에서 事業者 스스로가 환경측면을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計劃技法의 일종으로

事前豫防的機能4)과 害調整機能5) 등을 수행하나

미래예측의 어려움6), 환경수치의 계량화 곤란7) 등

으로 일정한 한계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실제적인 의미의

환경 향제도는 個別法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

지는 事前協議制度와 環境政策基本法에 의한 事

前協議制度, 그리고 環境影響評價法에 의한 環境

影響評價制度로 구분될 수 있는 바, 사전협의제

도는 사전환경성검토제도라고도 하며 외국에서는

주로 전략환경평가제도로 불리우고 있다.



2. 環境影響評價法에서의 環境影響評價制度

먼저 우리나라 환경 향평가제도의 변천과정을

보면 1977년 12월에 제정·공포된 環境保全法에

서 최초에 동 제도가 법률에 제도화되었다. 그러

나 그에 앞서 명칭이 다르고 또한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의하여서 지만, 환경 향평가에 가까

운 노력은 公害防止法下에서도 존재했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개발과정에서의 환경상 문제 노출

로 환경 향평가에 대한 강화여론으로 계속 제도

가 補完·發展되었으며 1990년 8월 1일에는 환경

보전법이 대기, 수질, 소음 등 환경 향의 特性別

로 分法化됨에 따라 환경 향평가제도는 環境政

策基本法 제정 시대를 맞이하게 되고, 마침내

1993년 6월 11일에는 單一法으로서 環境影響評價

法이 제정되게 된다. 그렇지만 유사제도의 통폐

합 차원에서 1999년 12월 31일“環境·交通·災害

등에 관한 影響評價法”으로 통합되었으나 환경

향평가제도의 기본체제와 내용은 변함이 없기에

종전의 환경 향평가제도가 안고 있던 문제점도

그대로 안고 있다고 하겠다.8)

環境影響評價 對象事業은 17개 분야 63개 세부

사업이 Positive List 방식으로 동 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 나열되어 있다. 그리고 評價項目은 3개

분야 23개 항목이며, 住民 與를 위해 평가서 초

안에 대한 공고, 공람, 설명회, 공청회 제도를 두

고 있다.

3. 環境性檢討制度

환경성검토제도의 변천과정을 보면, 1980년 環

境廳 發足으로 個別法令에 의해 部處協議次元에

서 環境性檢討制度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는

데, 협의대상행정계획은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한 특정지역의 지정 등 8개 부처 소관의 32개

법에 의한 62개이었다.9)

그리고 1993년 1월 7일에는 環境政策基本法施

令 제3조 제1항의 사전협의규정에 의해 國務總

理訓令을 제정, 일정보전지역에서의 일정규모이

상 공공개발사업에 대하여도 環境性檢討를 하도

록 하 으나, 이후 총리훈령이 가지는 법률적 한

계를 극복하고, 무분별한 민간개발사업에 의한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環境政策基本法에

事前協議條項을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에 사전협

의대상의 종류·규모, 시기 및 방법 등을 두도록

하 다. 

이에 따라 종래 個別法에 의해서 사전협의를

하지 않던“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농공단지의 지정 등 10개 政計劃이 追加로 협

의대상에 包含되었고, 旣存 事前協議對象 政計

劃중 29개 주요 행정계획에 대해서는 사전협의시

필요한 書類를 具備토록 했으며, 주요 보전지역

의 일정규모이상 20개 開發事業에 대하여도 사전

협의를 받도록 하 다.

이러한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성검토대상

을 제외하고 個別法에 의하여 환경성 검토를 하

고 있는 행정계획은 현재 30개 법에 의한 51개

행정계획이다.

III. 外國의 環境影響評價法制

미국, 독일, 일본, 네덜란드의 환경 향평가법제

를 비교·분석한 결과, 나라별 法體系와 政

文化 등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환경 향평가제도의 기본을 이루는

주민참여, 스코핑제도 등의 운 에 있어서는 상

당히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비해

상당히 발전되어 있다. 먼저 法體系面에서 볼

때 독일과 일본이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별도로

獨立된 環境影響評價法을 제정하여 운 하고 있

음에 비해 미국과 네덜란드는 별도의 환경 향평

가법을 제정하지 않고 環境關聯法制에 環境影響

評價條項을 마련하고, 그 하위법령은 별도로 마

련하는 등의 방식으로 환경 향평가제도를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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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특히 독일이나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EU지침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評價對象範圍 등

에 있어 일부 似點이 있으나 評價對象 選定方

法 등에 있어서는 差 를 보이고 있다.

다음에 환경 향평가제도의 주요내용을 비교해

볼 때 다음과 같이 비교될 수 있다.

첫째, 評價對象에 있어 對象의 設定方法이나

範圍가 相 하다. 먼저 평가대상의 설정방법에

있어 美國은 國家環境政策基本法에서 개별적인

대상사업을 명시하지 않고 免除事業과 除外事業

을 명시하고 있어 이를 除外한 邦政府의 모든

爲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

다.10)

獨逸의 경우는 Positive List 방식을 채택하여 16

개 분야의 事業種類를 關係法令에 규정하고 있으

며11), 日本이나 네덜란드는 對象範圍를 二元化하

여 운 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환경 향평가령

부속서 C, D에 평가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부속

서 C사업은 반드시 환경 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27종 69개의 公共 및 民間事業을

대상으로 하나, 부속서 D사업은 主務官廳의 許可

基準에 따른 평가실시여부 결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30종 68개의 공공 및

민간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12)

日本도 네덜란드와 유사하게 제1종사업과 제2

종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대상선정방법

에 있어서도 제1종사업은 반드시 環境影響評價對

象이 되나, 제2종사업은 豫備評價를 통한 스크리

닝 과정을 거쳐 環境影響評價對象與否를 決定하

고 있다.13) 美國은 법에 명시된 免除事業과 除外

事業을 除外하고는 모든 대상사업에 대하여 스크

리닝 절차를 거쳐 평가대상여부를 결정하며, 日

本과 네덜란드는 제2종사업 및 부속서 D사업에

대하여 스크리닝 절차를 통해 평가대상여부를 결

정하나 獨逸은 Positive List 방식을 채택하고 있

기 때문에 별도의 스크리닝 과정을 운 하고 있

지 않다.

주요정책, 계획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戰略環

境影響評價의 경우 미국은 法案, 政策, 計劃, 프

로그램 등을 모두 평가대상에 包含하고 있으므로

가장 대상범위가 넓은 전략환경평가제도를 운

하고 있으며, 네덜란드는 主要 政策과 政計劃

에 대하여만 운 하고 있음에 비해, 독일과 일본

은 一部 政計劃에 대하여만 운 하는 初步的인

段階에 있으나, 自治團體에서 전략환경평가제도

를 적극적으로 발전시켜나가고 있어 점차 확대되

어 가리라고 본다.

둘째, 評價項目의 種類와 範圍는 사업별,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나라마다 다를 수 있으나 평가

항목 및 범위의 선정방법에 있어서는 공통점이

많다. 즉 네나라 모두가 事業 및 地域의 特性을

考慮하여 評價項目과 範圍를 選定하는 스코핑제

도를 도입·운 하고 있다는 점이다.

美國의 경우 環境委員會가 마련한 指針에 따라

연방기관이 스코핑모임, 스코핑보고서 등을 통해

평가항목 및 범위선정을 하고 있고, 日本은 事業

者가 환경 향평가방법의 作成段階에서 해당주민

과 도도부현지사의 의견을 들어 스코핑하며, 獨

逸은 承認機關과 事業者가 協議하여 전문가, 주

민,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 스코핑하고 있고,

네덜란드는 主務長官이 결정하는 가이드라인에

의해 결정되므로 가이드라인 작성이 곧 스코핑과

정이며 이 과정에서 여러 기관,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진다.

셋째, 住民 與制度에 있어서는 네나라 모두

평가절차의 매 과정마다 住民 與를 保障하고 있

는 측면에서 共通點을 가지고 있으나 운 면에

서는 나라별로 조금씩 다른 특색을 갖고 있다. 環

境影響評價法이 實體法이기보다 節次法的인 性格

이 강하기 때문에 환경 향평가제도의 효율적인

운 을 위해서는 주민참여가 핵심적인 요소라고

하겠다. 

미국의 경우 環境影響評價 節次에 있어 환경쟁

점들이 가능한 신속하게 절차 과정마다 公衆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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告知되고 意思 決定過程에 통합되어져야 함을 강

조하고 있는 측면에서 NEPA 자체를『환경공개의

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또한 情報自由化法에

따라 평가관련문제를 公開하도록 되어 있다. 

獨逸도 評價節次 每 過程마다 住民 與를 保障

하고 있으며 청문절차는 행정절차법에 따르고 환

경정보법에 의해 평가관련 정보에 주민이 쉽게

접근하도록 하고 있다. 日本과 네덜란드의 경우

도 유사하게 評價過程別로 住民 與가 保障되어

있는 바, 특히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환경관리법

과 정보공개법에 평가관련정보 요구에 대한 公開

를 義務化하고 있으며, 모든 과정에서 제시된 주

민의견을 최종적으로 主務長官이 認·許可 決定

時 어떻게 反映하 는지를 주민에게 통보함과 아

울러 일간지, 관보 등에 공시함으로써 인·허가

마지막 단계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측면

에서 주민의견 수렴이 상당히 발전된 제도로 손

꼽히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외국의 환경 향평가제도에

있어서의 평가대상, 평가항목 및 범위, 주민참여

제도 등은 우리나라 環境影響評價制度의 改善点

을 찾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IV. 現 法制의 問題點 및 改善方案

1. 現 法制의 問題點

1) 環境影響評價關聯法의 分散

(1) 個別法에 의한 環境性檢討와

環境影響評價法에 의한 環境影響評價

현행 環境影響評價法에서는 具體的인 開發事業

에 대해서만 環境影響評價를 實施하고 있고, 정

책, 계획, 법, 제도 등에 대해서는 향평가를 실

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主要 政計劃에 대해

서는 個別法令이나 環境政策基本法에 의하여 사

전협의를 하고 있으며, 一部 保全地域에 대하여

는 開發事業도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여 事前協

議를 하고 있다.

法形式面에서 볼 때 개별법령에 의한 사전

협의와 환경 향평가법에 의한 환경 향평가가

差 가 있으나 實際的인 面에서는 둘 다 환경

향평가제도에 해당되며 별반 차이가 없다고 본

다. 왜냐하면 개별법령에 의한 사전협의시에도

행정계획에 의한 環境上의 影響과 이에 대한 低

減方案 및 代案 등을 협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

경 향평가법에 의한 환경 향평가와 다르지 않

다. 다만, 사전협의의 대상이 政計劃임에 비해

환경 향평가는 個別 開發事業인 점에서만 차이

가 있다고 본다. 실제로 環境保全法 제정시 환경

향평가제도로서 도입된 事前協議와 현재 실시

되고 있는 個別法에 의한 事前協議와는 실제 적

용 면에서 본질적이 차이가 없다. 이러한 개별법

령에 의한 사전협의의 경우 개별법령에 따라 또

는 동일법내의 행정계획의 종류에 따라 제각각

다르게 운 되고 있는 실정이며, 그 유형은 다음

과 같다. 

① 都市計劃關聯 政計劃의 경우, 도시계획법

에 의한 도시계획관련 행정계획들은 타 개별법에

의한 사전협의에 비해 비교적 環境性檢討가 제대

로 이루어지고 있지만14)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

계획수립이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 기본

계획, 재개발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등에 대하여

는 환경성 검토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② 個別法에 사전협의규정이 없는 政計劃이

많은 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소하천 정비 중기계획15) 등

은 환경상 향이 클 수 있음에도 환경성 검토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③ 그 외 個別法에 사전협의규정은 있으나 具

備書類가 없어 환경성 검토가 부실하게 되는 행

정계획이 있으며, 個別法에 아예 사전협의대상

政計劃 自體를 두지 않고 개발을 진행하는 경

우도 나타나고 있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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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環境政策基本法에 의한 環境性檢討와

環境影響評價法에 의한 環境影響評價制度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환경성검

토와 개별법에 의한 사전협의와 형식적 의미에서

는 환경성검토를 할 수 있는 具備書類 등을 法

化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지만 실제적인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으며, 환경 향평가법에 의

한 환경 향평가제도와도 입법기술상의 形式的

差 는 있지만 실제적인 의미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

한 사전협의 대상에 政計劃뿐만 아니라 일정규

모 이상 小規模 開發事業까지 포함하고 있는 점

에서 法的 性格이 모호하다. 이러한 사유로 환경

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협의가 행정계획에 대해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는 戰略環境評價制度의 일

종이면서 開發事業을 包含하는 측면에서는 환경

향평가법에서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평가

와 차이가 없다.

그리고 環境政策基本法의 적용을 받는 행정계

획과 個別法에 의한 사전협의 대상인 행정계획을

구분할 수 있는 基準이 모호하여 同一 法內의

政計劃들이 서로 다른 법 규정에 의해 사전협의

를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그 양태는

다음과 같다.

① 同一法 내에 段階別로 이루어지는 政計劃

들이 어떤 행정계획은 個別法에 의한 사전협의대

상이 되고, 어떤 행정계획은 環境政策基本法에

의한 사전협의대상이 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

다. 예컨대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2 규정에 의한

토지수급계획은 동법에 의한 사전협의대상이나,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은 환경

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협의대상이다. 이와 유사

한 행정계획들이 많아 행정계획에 대한 事前協議

法體系가 一貫性을 喪失하고 있다.17)

② 同一法 內에 있는 유사한 政計劃들 중 環

境政策基本法에 의해 사전협의를 받는 행정계획

이 있는 반면 아예 對象에서 除外되는 政計劃

이 있는 사례도 발견된다. 예컨대 택지개발촉진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

정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협의대상이나,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은 환경

성 검토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18) 이러한 사례로

인해 동일법내의 관련 행정계획에 대한 환경성검

토가 단계별로 동일한 입법체계에 의해 연계되어

운 되어야 효율적임에도 關性이 없이 이루어

짐으로 인해 環境性檢討의 一貫性을 喪失하고 非

效 性을 招 하고 있다.

(3) 事前協議制度와 環境影響評價制度間

유기적인 繫性 問題

一貫性이 없는 關聯法體系 때문에 環境性 檢討

의 節次와 體系가 각기 다를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政計劃間 體系的이고 效 的인 環境影響

評價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다.19) 이러한 政計劃에 기초한 개별사업에 대

한 환경 향평가법에 의한 環境影響評價가 제대

로 실시될 수 있겠는가가 의심스럽다. 결국은

制度가 繫되어 法化되지 않을 경우 환경 향

평가법에 따른 개별프로젝트 단계에서의 환경

향평가제도만으로는 基本的인 限界를 지닐 수밖

에 없을 것이다. 

政計劃段階에서부터 環境保全政策의 範圍 內

에서 關聯 政策이 樹立되고 主要 地가 檢討되

어져야 하며, 이러한 기본틀 안에서 대규모 사업

이나 보전지역안에서의 소규모단위의 일정규모

이상 사업에 대한 환경 향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에도 현재로서는 法體系上 問題로 인해 限界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2) 環境性檢討制度의 限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계획에 대한 環

境性檢討制度는 個別事業(Project)의 상위단계인

政策(Policy), 計劃(Plan), 프로그램(Program) 단계

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戰略環境評價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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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다. 그렇지만 미국 등의 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략환경평가제도와는 차이점을 타나내고

있는 바, 먼저 대상사업의 경우, 전략환경평가대

상 범위가 폭 넓은 반면, 우리나라의 환경성검토

대상은 주요 행정계획과 소규모개발사업에 한정

되고 있다. 그리고 실시방법에 있어서도 環境性

檢討制度는 戰略環境評價制度에 비해 住民意見

收斂過程 등이 없음으로 인해 의사결정과정에서

지역주민의 합의를 도출하는데 어려움이 초래되

고 있다.

3) 스크리닝(Screening) 및 스코핑(Scoping) 

제도의 未導入

스크리닝은 환경 향평가시 初期段階의 과정을

의미하는데, 스크리닝은 환경 향평가 對象事業

을 決定하는 節次로서 사업의 특성, 규모 또는 지

역 특성을 고려, 환경에 미치는 향의 정도를 파

악하여 환경 향평가의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절

차이다.20) 따라서 스크리닝이란 개별사업에 따라

서 사업의 내용, 지역의 특성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환경 향의 정도를 簡 的으로 推定,

상세한 환경 향평가를 실시할 대상으로 삼을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스크리닝

의 목적은 環境影響評價의 對象을 柔軟하게 決定

하는데 있다. 환경에 악 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

하여는 그 향의 정도가 적을지라도 간과하지

않아야 되며, 또한 환경 향평가 실시가 불필요

한 사업에 대하여 最小化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스크리닝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對象事業을 나열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

인해 사업의 특성 및 지역에 따라 환경에 미치

는 향이 클지라도 그 사업이 小規模일 경우

에는 평가대상에서 除外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스코핑은 환경 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評價

項目을 具體化하고 平家範圍를 決定하는 節次이

다.21) 따라서 스크리닝 절차를 거친 후에 스코핑

이 실시되는데, 이는 스크리닝의 결과에 따라 환

경 향평가를 실시하는 평가대상사업으로부터 야

기될 수 있는 環境影響 및 環境項目, 代案의 範

圍, 事業의 種類 등을 고려하여 決定하는 節次이

다. 스코핑에서는 스크리닝의 결과를 함께 고려

함으로써 시간적 노력을 절약할 수 있다.22)

우리나라의 경우는 重點評價制度를 運營하고

있으나23),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미국, 독일, 네덜

란드, 일본 등에서 운용하고 있는 스코핑 제도는

운 하고 있지 않는 바, 스코핑 제도의 長點을 살

리되 우리나라 實情에 맞는 制度改善이 필요한

時點이다.

4) 住民 與의 制限

環境影響評價는 實體法的이라기보다 節次 中心

的이다. 評價節次는 嚴格과 適正도 중요하지만

節次 自體의 效 도 문제된다. 한정된 재원과 시

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면 절차의 지연

과 비효율로 인하여 평가절차 본연의 목적을 달

성할 수 없다. 특히 民主的 合意過程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대 시민사회에서 관할 행정청이 地域

住民들 또는 害關係者들의 의견을 적절히 반

하지 아니할 경우 환경계획은 님비(Not In My

Back Yard)현상 내지 政的·法的 紛爭에 휘말

려 진퇴양난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

하고 절차의 효율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처음부

터 當事者들의 與를 積極 誘導하는 것이 필요

하다.24) 따라서 사전협의나 환경 향평가과정에

서 地域住民 또는 害關係者의 與는 점차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으나 개별법령에 의한 사전

협의나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협의제도의

경우에는 住民意見을 收斂할 수 있는 제도적 장

치가 없으며,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환경

향평가법에 의한 환경 향평가제도의 경우도 住

民 與 範圍가 制限되고 있는 점에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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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改善方案

1) 環境影響評價法 體系의 一元化

(1) 一元化의 法理

미국, 독일 등에서는 개별법 체계에 따른 媒體

別 管理에서 오는 부작용이나 법의 분산화에 따

른 비효율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多媒體

別 統合管理法이나 統一法典의 제정 작업을 해오

고 있는 추세이다.25)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매체

별 오염원 관리의 한계에 따른 다매체 통합관리

법의 필요성을 일부 주장하고 있으나 본격적으로

統一法體系 定立에 대한 論議가 微微한 실정이다.

전체 입법구조를 재정립하는 차원의 統一法 마

련을 위한 法的인 論議가 이루어져야 할 단계

라고 보며, 그 전 단계의 일환으로 개별사안별로

여러 법에 分散되어 있는 法體系는 우선 整備되

어야 한다고 본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여러 법에

분산되어 각기 추진되고 있는 현행 환경 향평가

제도 체계로는 효율성과 일관성을 도모할 수 없

기 때문에 環境影響評價法體系의 全面的인 改編

이 필요한 시점이다. 

(2) 個別法에 의한 環境性 檢討의

環境影響評價法 體系內의 受容方案

個別法에 의하여 추진되는 행정계획 중 환경에

향을 미치는 主要 政計劃에26) 대해서는 반드

시 環境專擔機關에 의한 環境性檢討 協議를 받도

록 하는 규정을 環境影響評價法에 新設하고, 개

별법에서는 計劃樹立時 고려할 環境性 檢討 內容

을 행정계획 단계별로 명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개별법에 의한 사전협의 제도를 환경 향평가법

체계내로 수용함으로 인해 事前協議制度와 環境

影響評價制度가 有機的으로 繫되어 운 되어

질 수 있다고 본다. 법체계상으로 事前協議 段階

에서는 환경에 커다란 향을 미칠 수 있는 행정

계획에 대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代案檢討, 

地妥當性 등에 중점을 두는 戰略環境評價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프로젝트단계의 個別

事業에 대한 환경 향평가는 事前協議時의 協議

結果를 土臺로 구체적인 環境汚染低減에 重點을

두고 협의하도록 관계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방안으로 정비함에 있어서도 사

전협의가 필요함에도 除外되어 있는 政計劃들

이 追加로 포함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具備書類

도 환경성 검토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

록 관계규정이 新設 또는 補完되어져야 한다.

(3) 環境政策基本法에 의한 環境性 檢討의

環境影響評價法 體系內 受容方案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협의 대상에 행정

계획 외에도 보전지역에 있어서의 일정 규모 이

상의 小規模 開發事業도 포함하고 있는바, 計劃

段階에서의 평가기준 및 방법 등과 프로젝트단계

에서 이루어지는 開發事業에 대한 평가기준 및

방법 등이 차이가 있음에도 동일 법체계 내에 구

분 없이 규정되므로 인해 환경 향평가법에 의한

평가협의와의 繫·運營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협의제도를

환경 향평가법체계로 일원화 할 경우에도 政

計劃에 대한 평가는 戰略環境評價次元으로 發展

시켜 나가되,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현행

환경 향평가법에 의한 환경 향평가대상에 준하

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즉 개발사

업에 대한 환경 향평가에 있어서는 保全地域 內

에서의 小規模 開發事業에 대하여는 地妥當性

등에 중점을 둔 簡 環境影響評價를 실시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이 환경

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環境政策基本法에는 事前豫防機能의 强

化 次元에서 환경 향평가나 전략환경평가를 실

시할 수 있는 政策方向만 提示하므로써 명실공히

환경정책기본법이 個別 環境法律에 대한 基本法

으로서의 基本 念과 哲學을 提示하는 상위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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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위상을27)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방안으로 정비함에 있어서도 同

一法內 關된 政計劃들은 모두 대상에 包含되

어 행정계획간 연관성 있는 환경성 검토가 이루

어져야 한다.

2) 環境性檢討制度의 發展

1980년대 이후 각 국의 정부와 환경 향평가

입안자들은 政策影響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

왔다. 주요 관심사안은 事業段階의 環境影響評價

의 限界와 현행의 환경 향평가제도를 어떻게 持

續可能한 開發에 接木시키는가 하는 방법의 문제

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

이 戰略環境評價이다.28) 환경 향평가제도를 시

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계획과정의 최

하위 수준인 個別事業(Project)에 대한 환경 향

평가를 시행해온 결과 事前豫防이라는 意思決定

支援手段으로서의 환경 향평가의 유용성에도 불

구하고 대안선택 및 장기적인 환경계획 수립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環境影響評價의 限界性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미국, 네덜란드 등과 같은

선진외국에서는 개별사업수준 이상의 단계인 政

策, 計劃, 프로그램에 대하여 環境評價를 시행하

는 방안을 도입하게 되었다. 그리고 獨逸이나 日

本의 경우도 戰略環境評價制度의 본격적인 도입

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戰略環境評價의 일환으로 環

境性檢討制度를 운 하고 있지만 앞에서도 살펴

본 바와 같이 대상이 제한되어 있고 法體系面에

있어서도 체계적이지 못해 一貫性 있는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현행 환

경정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행정계획과 개별법

의 적용을 받는 행정계획을 環境影響評價法에 別

個 章으로 新設하는 戰略環境評價에 吸收하고,

행정계획 뿐만 아니라 政策, 法 등에 대하여도

환경성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화할 필요

가 있다고 본다.29) 즉, 환경과 관련이 있는 법안,

정책 및 행정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향은 개별

사업보다 훨씬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戰略環

境評價는 法案의 案 및 政策· 政計劃의 樹立

過程에서 段階別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政與件 등을 고려할 경우 모

든 환경관련법안, 정책 및 행정계획을 환경관서

의 환경성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段階別 接近이 필요하다고 본다. 예

컨대 환경관련법안을 입안하거나 정책 및 행정계

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案 및 樹立機關이

환경마인드를 가지고 입안 및 수립할 수 있도록

機關別 自體 環境性檢討에 대한 法的인 裝置가

보강되어져야 할 것이며, 관련정책과 행정계획은

자체 환경성검토 뿐만 아니라 環境官署에 의한

環境性檢討가 이루어지게 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리고 정책 및 행정계획으로 인하여 향을

받게되는 住民의 意見을 듣도록 함으로써 정책

및 행정계획의 信賴性과 實效性을 확보토록 하

며, 현행 환경 향평가와의 관계를 설정하므로써

제도운 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아울러 협의된 내용에 대한 反映義務條項

의 신설로 實 力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3) 스크리닝(Screening) 및 스코핑(Scoping) 

제도의 導入方案

사업특성이나 지역특성의 고려 없이 一律的으

로 事業規模 등에 따라 대상사업과 평가항목을

입법화 할 것이 아니라, 對象事業의 特性과 規模

를 考慮한 평가여부 결정이 이루어지고 評價項目

選定도 住民 등 다양한 이해 관계인의 의견수렴

과 地域特性이 考慮되어 결정될 수 있도록 법체

계가 정비되어져야 할 것이다. 결국 효율적인 환

경 향평가제도로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현

행법체계 정비시 스크리닝 및 스코핑제도가 도입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먼저 스크리닝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미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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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실시하고 있는 스크리닝제도와 EC지침에서

규정한 별표2 등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현행 환경 향

평가법 제4조 환경 향평가대상사업 조항을 수정

하여 대상을 絶對的 評價對象과 相對的 評價對象

으로 區分하고, 絶對的 評價對象은 동 법에 따라

당연히 평가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나 相對的 評

價對象은 評價對象分類 委員會의 審議를 통해 평

가대상이 될 경우에 한하여 평가협의 절차를 거

치게 하는 방안이다. 그리고 評價對象分類委員會

의 構成 및 運營, 評價對象事業別 範圍 등은 대통

령령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음에 스코핑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현행 환

경 향평가법 제5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평가서

작성 전에 環境官署와 평가서에 포함할 평가범위

및 항목에 대하여 事前 協議토록 하고, 제5조의2

를 신설하여 評價範圍 및 項目決定委員會를 環境

部長官 所屬下에 설치하고, 동 위원회에서 평가

대상범위 및 항목을 결정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

다고 본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 평가항목 등의 심

의시에 地域住民의 意見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현행 환경 향평가분야 및 항목조항인 제5조는

폐지하며, 평가범위 및 항목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한다는 것이

다. 만일, 이러한 방법이 행정적인 부담과 비효율

성 초래의 우려가 있다면 네덜란드에서 실시하고

있는 스코핑 가이드라인제도의 도입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30)

4) 住民 與의 擴大

住民 與의 基本目的이 환경에 관한 意思決定

의 質을 向上시키기 위하여 별개의 주민이나 단

체로부터 나온 의견이나 자료를 生産的으로

用·增進함에 있기에31) 환경 향평가제도 개선에

있어 주민의견 수렴절차의 개선이 무엇보다도 중

요하다고 본다.

먼저 住民 與 擴大方案으로는 현재 해당지역

주민에 대하여만 의견수렴하는 것을 전국적인 大

規模 事業이나 지역주민은 살지 않으나 국가 전

체적으로 볼 때 生態的 價値가 높은 지역에서 이

루어지는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地域住民 外의 者의 의견도 듣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評價書 本案에 대해서

도 의견수렴을 할 수 있게 하고, 현재에는 주민이

의견개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입법화되어 있지

않는 바, 주민 또는 주민외의 자가 평가서 초안단

계에서의 의견이 미반 되었다고 판단하거나 추

가로 본 평가서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개

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반 여부도 통보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32)

이렇게 住民 與範圍를 擴大함과 아울러 住民

意見 收斂方法에 있어서도 ① 주민에게 쉽고 迅

速하면서도 正確하게 알리는 방법의 강구, ② 설

명회와 공청회가 서로 혼동되지 않게 운 하는

방안의 강구, ③ 주민의견 제출범위를 모든 환경

의 역으로 확대하는 등의 방안이 병행하여 강

구될 때 더욱 효율적인 운 이 이루어 질 수 있

을 것이다.33)

다음에는 住民 與의 排除나 歪曲에 대한 救濟

方案이 强化되어야 한다. 이러한 수단으로 먼저

政的 統制手段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34) 환

경 향평가서 작성단계에서 주민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協議段階에서 徹

底한 檢討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방안으로 環

境政策評價硏究院의 평가기능을 강화하고, 평가

제도와 기법에 대한 연구·개발기능도 강화할 필

요가 있다. 이와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평가분야

를 독립된 기관으로 분리시켜 評價協議 專門機關

으로 育成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再協議의 경우에도 필요시에는 주민의

견 수렴절차를 다시 거치게 할 필요가 있으며, 變

協議의 경우에는 주민의견수렴을 하여야 하는

변경대상 범위를 조정하여 보다 폭 넓게 주민의

견수렴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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렴된 주민의견이 차질 없이 반 될 수 있도록 事

後管理가 强化되어야 할 것이다. 만일 협의내용

이행이 미진할 경우에는 負擔金, 處罰條項을 활

용하여 강력히 제재하도록 하고, 주민의견 배제

및 왜곡에 따른 협의내용 미이행으로 초래된 環

境上 危害에 대하여는 事業者에 대하여 原狀回復

費를 徵求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때에도 자연생태계 훼손에 대한 환경상

의 비용이 철저히 반 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에 행정적 통제를 통해 구제되지 못하는

분야에 대하여는 司法的 統制手段을 强化하여 보

완시켜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35) 현재 判例의

場은 사업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

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환경 향평가 대상지

역안의 주민들이 개발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침해를 받지 않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

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 보호한다는 차원

에서 환경상의 이익을 단순히 환경공익 보호의

결과로 국민일반이 공통적으로 갖게 되는 추상

적·평균적·일반적인 이익에 그치지 않고,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

구체적인 이익이라고 해석한 측면에서 상당히 진

일보하 다고 볼 수 있으나, 환경 향평가 대상

지역 밖의 주민·일반국민·학자·환경보호단체

등에 대해서는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점에서 앞으로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市民訴訟이나 他的 團體訴訟制

度의 導入도 檢討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36) 헌

법상으로 環境權이 기본권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

으나 환경권이 행정법 체계내에서 실정법상의 권

리로 확립되기 위한 具體的인 下位 法이 성립되

지 않고 있으며 환경행정소송과 관련해서 原告適

格 및 義務 訴訟이 문제되고 있다. 행정소송

법상으로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저해받

은 자만이 그 구제를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

는 원고적격이 인정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은 환경론자나 환경보호단체가 일정지역

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환경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환경오염규제법규상 환

경오염규제에 관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

관행정기관이 이의 집행을 게을리 하거나 집행을

하지 않을 때 관계되는 시민이 그 행정기관을 상

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행정기관이 환경규제권을

발동해 주도록 법원에 요구할 수 있는 의무이행

소송제도를 명문화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미비

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제 새로운 소송제도의

도입이 검토되어져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물론

새로운 소송제도의 도입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節次法 및 實體法의 全體構造를 비롯하여 법원,

변호사 등 司法制度의 擔當者의 문제에 이르기까

지 광범한 연구를 토대로 해서 검토되어져야 비

로소 설득력이 있는 타당한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V. 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環境影響評價制度

는 환경법의 기본원칙인 事前配慮의 原則을 구현

하는 대표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으며, 환경오염

을 미연에 방지하는 事前豫防的 制度라는 측면에

서 그 의의가 있다. 환경 향평가제도는 환경보

전수단으로 현재 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제도로 나라별로 법제도, 행정문화 등에 따라 서

로 다른 법체계에 의해 운 되어 지고 있다. 이러

한 측면에서 우리나라 현행 환경 향평가법 체계

의 현주소와 문제점을 분석한 다음 미국, 일본,

독일, 네덜란드의 환경 향평가법 체계의 비교연

구를 통해 우리나라 現 法制上의 問題點에 대한

解決方案을 摸 해 보고자 하 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 향평가제도가 환경 향

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개별법 등에 각기 분산

되어 각개의 법률에 의해 운 됨으로 인해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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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적인 연결체계가 정립되지 못함으로 인해 非

效 性 등이 초래되고 있어 동일 법체계 내로 一

元化함과 아울러 戰略環境評價와 環境影響評價間

의 相互 繫 强化 및 戰略環境影響評價 對象 範

圍 擴大 등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리고 환경 향평가제도의 效 性 提高를 위

해서 該當事業의 特性과 地域 등을 고려하여 평

가대상여부를 결정하고, 그 평가범위를 결정하는

스크리닝제도와 스코핑제도의 도입·시행이 필요

하다고 본다. 스크리닝제도의 도입은 미국과 같

은 전면적인 도입보다는 단계적인 차원에서 평가

대상을 절대적 평가대상과 상대적 평가대상으로

나누고 상대적 평가대상에 대하여만 스크리닝제

도를 도입하며, 스코핑제도의 경우는 평가서 작

성 전에 사업특성이나 지역 등을 고려하여 평가

범위나 항목 등을 결정하게 하되, 양 제도 공히

關聯委員會를 통해서 결정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環境影響評價의 節次에 있어 핵심

적인 절차과정이 주민의견수렴이라고 할 수 있기

에 住民意見收斂節次의 改善이 무엇보다도 중요

하다. 주민참여 확대방안에 있어서는 현재의 초

안단계에서의 지역주민에 국한된 차원에서 단계

별로 지역주민이외의 자도 참여 할 수 있도록 함

과 아울러 주민의견반 에 대하여 확인·통보 받

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리고

住民 與의 排除와 歪曲에 대한 救濟方案이 강구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政的 統制手

段을 강화시키되, 행적적 통제로 구제되지 못하

는 분야에 대하여는 司法的 統制手段을 보완·발

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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