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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hoice of big public investment project needs an appropriate feasibility analysis before it is
implemented, because a not wisely chosen one would bring about big and longrun societal costs. But the
feasibility analysis for the big public investment project in Korea has been done without linking the
economic benefits and environmental damages. Consequently social conflicts arose frequently during and
after project implementation, owing to such concerns as increasing costs and serious ecological damages.

The recent social conflict over the Saemangeum Project is a typical case. This reclamation project began
in 1991 and finished 60% of the whole process in 1999, when its feasibility was again assessed under the
public pressure by the joint assessment team consisting of both citizen’s and government’s professionals.
Even the assessment report by this joint team could not show the convincing results owing to the
improper assessment procedure and failure to set proper feasibility criteria. This paper pointed out the
limitations of our current procedure of feasibility assessment and identified the concrete problems that
arose during the recent reassessment process of the Saemangeum reclamation project by the joint team. In
order to improve the current problem-ridden practices, it is concluded by the policy recommendation for
establishing a right feasibility assessment procedure for the public investment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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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현행 대형 공공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의
근원적 한계

리우 선언(1992) 이후 10년간 지속가능한 발전

에 관한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 및 실천

방법 제시는 상대적으로 미약한 실정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을 계기

로 개발과 보전의 조화문제가 국토계획의 핵심이

슈로 등장하게 되었고, 최근 환경성 검토 제도

도입(2000년 8월 시행) 및 국토이용과계획에관한

법률(2003년 1월 시행예정) 제정에 따라 환경친

화적 개발 및 계획에 대한 논의와 관심이 증대되

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생태적 지탱가능성·경제적

효율성·경제 발전·사회적 형평성간의 조화1)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복합적이며 다차원적인 개

념으로 이의 실천을 위한 전략과 정책도 통합적

이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대규

모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상위계획 및 프로젝트

단계에서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 향평가 그리

고 경제성 분석을 통한 국토이용과 환경보전계획

을 조화시키고 통합함은 우리의 과제이다.

정치, 사회, 경제적 측면의 변화와 맥을 같이

하면서 우리나라는 1990년대 말부터 공공투자사

업 수행에 따른 생태계 변화가 지탱가능한지 그

리고 사회적 형평성을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제기와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수행

되고 있는 사업들이 커다란 사회적 손실을 낳고

있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갈

등은 대다수의 공공투자사업이 지속가능한 발전

을 가능케 하는 국토계획의 맥락에서 수행되지

못하고, 사업 수행 이전에 충분한 조사·검토와

의견수렴 없이 시작되어‘결론에 맞춘 타당성 조

사 - 환경 향저감수단으로서의 환경 향평가 -

사후환경 향평가 미비’로 이루어짐에 따라 야기

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정하기 위해서, 최근 들어

환경 향평가 검토 과정에서“환경을 고려한 비

용편익분석”을 하는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나 지역민이 전문가에

게“경제성 분석 재검토”를 의뢰하는 사례도 나

타나고 있어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한 실정이다.

2. 접근방법

공공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에 관한 정책의 문제

는 사업의 계획수립-설계-환경 향평가-시공-유

지·관리-사후평가-자산처분 과정 전반에 걸쳐

다각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현행 정책상 계획수

립-설계부문은 사업 타당성검토에서, 설계에 기

초하여 환경 향을 예측하며 동 향을 저감하기

위한 검토는 환경 향평가에서 수행되고 있으며,

사후평가부분은 사후환경 향평가를 통하여 평가

한다. 자산처분과정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은 두

고 있지 못하다.

본고는 공공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의 절차 중

현행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와 환경

성 검토 및 환경 향평가 절차의 통합운용 및 개

선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그리하여

제2장에서는 공공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에 있어

생태-경제통합접근이 필요함을 보이면서 주요국

의 개발사업 타당성검토와 환경 향평가에서 경

제성 분석이 차지하는 정도를 확인하고, 제3장에

서는 이와 같은 생태-경제 통합 접근의 관점에서

민관합동조사단의 새만금 간척사업 타당성 재검

토 과정이 지닌 의의 및 문제점을 확인하여 계획

수립-설계에 대한 타당성 분석과 환경 향평가가

동시에 진행될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또

한 환경 향평가에 있어서 경제성 분석이 갖는

의미를 밝힌 다음, 민관합동조사단의 새만금간척

사업 경제성분석에 대한 평가 과정을 통하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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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성 분석과 환경 향평가의 연계 고리를 찾는

다. 제4장에서는 새만금사업을 구체적 사례로 제3

장에서 밝힌 공공투자사업의 계획수립-타당성 검

토-환경 향평가가 갖는 현행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투자사업 타당성 분석 및 환

경 향평가의 연계에 관한 절차상 합리적인 기준

을 설정하고 이를 제도화할 것을 제안한다.

II. 지속가능성과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기본틀

1. 우리나라 공공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와
환경 향평가 기본틀

1) 기본틀

우리나라는 국토이용계획 등 29개 행정계획(국

토이용관리법 제2조) 및 도시개발구역지정과 도

시기본계획(도시계획법 제3조 제6조)에 대하여

환경정책기본법이 정하는 환경성 사전협의를 하

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동 계획에 의해 500

억원 이상의 공공투자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며, 경제적 타당

성이 인정되는 경우 환경 향평가법에 의거 동

사업에 대한 환경 향평가를 한다. 사전환경성검

토와 관련해서는 환경부(2000)가“사전환경성검

토 업무 편람”을, 경제적 타당성 검토 기준와 관

련해서는 한국개발연구원2)의“예비타당성 조사수

행을 위한 일반지침연구”를 지침으로 마련해 놓

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지침에서는 경제적 효율성 분석틀로서 비용편익

분석3)을 이용하고 비용편익분석에서 다루지 못하

는 사회적 형평성 문제에 관해서 정책분석을 활

용토록 하고 있다. 이 때 비용편익분석에는 개발

에 소요되는 비용과 개발로 조성되는 편익을 항

목으로 하고 있으며 환경부문을 항목에서 제외하

고 있는데, 대신 정책분석에서 환경요인을 정성

분석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 공공투자사업의 타

당성 평가와 환경 향평가가 따로 수행될 뿐 아

니라 타당성 평가시 환경성 검토 결과를 비용편

익분석에서 고려하지 아니한다. 이 때 사전 환경

성, 경제적 타당성 및 환경 향평가제도는 법에

서 규정한 절차만 거치면 법적 요건을 달성하는

것으로 본다. 그 협의 내지는 평가 내용이 공공투

자사업 수행 여부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2) 국내“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평가 주요 사례

지금까지 공공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에서는 환

경피해를 검토항목으로 고려하지 아니하는 관계

로 대부분 환경을 고려한 비용편익분석이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초로 환경을 고려

한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한 한국산업연구원의

산강4단계개발사업 타당성보고서 또한 같은 타당

성보고서4) 내에 있는 환경성 평가를 경제성평가

에 감안하지 못했고, 그 후 민관합동조사단(1999-

2000)의 새만금사업 타당성 재검토5)에서도 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 밖에 환경 향평가 검토

과정에서 수행된 비용편익분석인 라파즈 한라의

석회석광산개발사업6)의 비용편익분석에서도 환

경 향평가에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평가에 대

한 고려가 미흡했다. 경기도의 남한강하천정비사

업7)에서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평가를 고려한

비용편익분석이 시도된 바 있는 데, 이를 통해 비

용편익분석을 통해 개발편익과 환경피해를 종합

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가능하고, 비용편익분석은

환경 향평가 보완 과정에서 실시설계를 변경시

켜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제공할 수 있음

이 밝혀진 바 있다.

2. 주요국의 개발사업 타당성검토와
환경 향평가제도

국토계획 및 개발사업과 관련 최근 환경과 경

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논의8)가 활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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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생태·경제·사회적 평가방법을 포함하는

전략환경 향평가(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SEA)는 미국, 국, 네델란드, 뉴질

랜드, EC 등 다수국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평

가하는 기본틀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정부의 개발사업 및 국토계획에 대한 의사

결정에 어떻게 환경이 지닌 가치를 반 할 것인

가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환경 향평가 과정 및

실행방법의 바람직한 예로 국의 사례를 참조할

만 하다.

국에서는 환경 향평가과정을 단계별로 설

정, 평가하고자 하는 개발사업 혹은 국토계획은

어떠한 실행방법을 택하는 것이 가장 유효 적절

한지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9) 어떤 정책으로 인해

환경 향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먼저 평가한 후,

환경 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환경에 심각한 위

험이 내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심각한

위험이 내재한 경우는 사전예방적 접근을 택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는 다시 사업단계에서 환경적

조치가 가능한지를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

식을 취해 각 단계별로 환경요인과 실행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부록 2 참

조). 학계에서도 생태적 지탱가능성을 보장하는

한도내에서 비용편익분석이 유용하다고 본다.10)

예컨대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는 투자사업 혹은 정책 수행으로 인한

환경 향에 심각한 위험이 내재되어 있지 아니하

며, 사업수행 중 환경조치가 가능하고, 장래에 환

경 향을 개선가능하며, 이러한 개선에 외부적

장애가 있는 경우는 비용효과분석을, 외부적 장

애가 없으며 경제적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는 비

용편익분석을 수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경제적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중치를 주고

점수화할 것을 제안하는 등 개발사업 및 정책수

행과 관련하여 단계별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충분히 숙고한 다음 이를 의사결정 수

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비용편익분석 결과가 의사결정 지원수

단 중 일부일 뿐 유일한 기준이 아니라는 태도는

OECD의 권고11)를 비롯하여 동 분석기법을 널리

권장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12) 이

는 지난 20년 동안 수행된 비용편익분석을 검토

한 결과, 많은 경우에 행정기관에서 적정 비용과

편익결과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균형잡힌 비용편익분석을 수행하지 못해온 데에

기인한 것이다.13)

3. 공공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의 바람직한
분석틀

1) 생태-경제 통합적 접근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

평가에는 공공투자사업 수행에 따라 예상되는 생

태적·사회적 변화를 사업의 경제성 분석내에 고

려하고 나아가 생태적 지탱가능성과 사회적 형평

성을 실현가능케 하는 절차를 확보하는 것이 중

요하다. 이러한 절차는 우선 공공투자사업 수행

으로 인하여 향을 받게 될 생태계의 변화를 자

연과학 학제 - 예컨대, 지질학, 생태학, 생화학 등

- 간 연계를 통해 예측하도록 하여야 한다. 왜냐

하면 생태계는 복잡성과 비가역성이라는 특성을

가지므로, 어느 한 학제에서 생태계가 받게 될

향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음

필요한 경우, 확인된 생태계 정보에 기초하여 생

태계의 경제적 가치를 도출하여 비용편익분석을

수행한다. 이 때 염두에 둘 것은 여기서 도출된

생태계의 경제적 가치는 생태계의 본래 가치(총

가치)의 일부이지 전체가 아니라는 인식이다.14)

마지막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개발 전략이

생태계의 질적 수준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도록 한다.

위와 같은 학제간 통합 접근방식을 통해 다양

한 시나리오가 주어진 경우, 다음 단계로는 어떠

한 시나리오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며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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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을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한데,

이 때 중요한 것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의한 의사결정이다.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인간의 행위가 생태계에 미치는 향의 불확실함

을 극복하고 채택된 정책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

기 때문이다.15)

그 다음에는 공공투자사업의 적합성을 확보하

기 위하여, 결정수준을 고려하도록 한다. 생태계

변화의 과정 그 자체가 공간적 규모 즉, 지구적·

지역적 및 국지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이

다. 대부분의 경우, 공공투자사업에 기인하는 생

태계 변화는 지역적 수준에 그치고, 국가적 지구

적 수준을 고려하는 경우는 드물다. 예컨대, 일부

지역 생태계의 손실이 지구적 기후조건 및 지화

학적 사이클에 큰 향을 미칠 수 있지만 공공투

자사업 타당성 검토에 이러한 향은 고려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공공투자사업 수행과 관련하는 각

종 제도적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생태계 정

책을 수행하기 위해 채택된 정책수준과 제도가

일치하지 않을 때 정책수행에 있어서 문제가 발

생하게 되기 때문이다.

2) 환경 향평가와 비용편익분석

우선 현재 학제적으로 병렬되어 있는 환경 향

평가를 생태-경제 통합적 평가로 발전시킬 필요

가 있다. 자연환경 향평가에서 개발대상 생태계

의 상호작용과 지탱가능성(수용능력 및 복원력)

을 체크하고, 이에 기초하여 개발에 따른 생태계

의 변화를 예측하도록 한다. 이는 현행 환경 향

평가 중 자연 및 생활환경 향평가에서 가능할

것이다. 동 평가를 통하여 개발사업 수행에 따른

생태계 변화가 지탱가능하다고 예측되는 경우, 동

사업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고려하도록 한다.

이 때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환경

관련 데이터를 시장가치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환경을 경제적 가치로 평가할(사용가치,

비사용가치를 추정) 필요성이 대두된다. 경제학

내에서 환경을 경제적 가치화하는 기법은 다양하

며(조건부가치평가법(CVM), 여행비용법, 헤도닉

기법, 대체비용법, 복원비용법 등) 어떠한 기법이

가장 생태계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한 상태이다.16) 뿐만

아니라 가치화기법을 이용하여 추정된 가치는 생

태계 총 가치의 일부일 수 밖에 없다(생태계의

총가치 생태계의 총 경제가치).17) 이러한 가치화

의 한계를 가치화 결과 해석에 감안하도록 한다.

최근 가치화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환경 향평가에 CVM의 대안인 컨조인트분석

(Conjoint Analysis)과 소비자의 가치화 대신 시민

의 사회적 주권을 강조하는 시민배심법(Citizens’

jury)을 활용하는 것이 유용하다는 주장이 대두되

고 있는데 이것도 검토해 볼 만 하다.

개발사업 수행에 따른 환경 향을 수치화 하는

환경의 가치화 작업이 끝나면 경제성분석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

를 수행하게 된다. 전통적 비용편익분석방법은 50

년대 미국의 수자원관리를 위한 타당성분석 보고

서에서 소개된 이후 정부의 투자사업평가에 이용

되어 왔으며, 그 후 70년대 OECD, UNIDO, IBRD

(세계은행) 등이 각각 투자사업평가지침을 마련

함으로서 세계적으로 공공투자의 경제성을 평가

하는 기법으로 널리 알려진 바 있다. 이러한 전통

적인 비용편익분석에 환경 향을 감안하는 방식

이 환경을 고려한 혹은 확장된 비용편익분석

(environmental or extended BC)이다. 확장된 비용

편익분석 결과는 생태계의 지탱가능성을 보장하

는 한도 내에서 그 유용성이 있다18)는 인식이 필

요하다.

III. 민관합동조사단의 새만금 간척
사업 타당성 검토에 대한 평가

새만금 간척사업은 최근 공공투자사업 정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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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과정의 미흡으로 인하여 사업개시 후 약 10년

이 지난 다음 다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하는 등 사회적 비용을 치

루고 있을 뿐 아니라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 검

토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심화시킨 바 있다.

이하에서는 2장에서 제시한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분석틀에 비추어 볼 때 새만금간척

사업을 구체적 사례로 하여 공공투자사업이 갖는

타당성 검토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밝히고, 향후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1. 새만금 간척사업 타당성 검토 경과

새만금간척사업은 1987. 5. 12 농림부의“서해안

간척사업”계획발표 후 1991. 8. 13 사업시행계획

이 확정되고 같은 해 10. 22 공유수면매립면허,

11. 13 사업시행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을 수

행하기로 결정된 공공투자사업이다.

1996년경 시화호 사업의 실패에 견주어 시민들

의 사업 타당성에 대한 문제제기 이후 1998년 감

사원 감사에서 동 사업은“경제성이 과대평가 되

었고, 담수호의 수질개선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게 되자, 1999. 5. 1 “새만금사업 환경 향 민관공

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잠정적 사업중단을 전제로

돈이 1조원 이상이나 투입돼 방조제공사가

60%(내부개발공사까지 합치면 20-30%)나 진척된

상황에서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근본적인 재검

토를 위한 조사·연구가 시작되었다. 재검토 연구

에는 사상 유래 없는 민관합동조사단이 결성되어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 으나 검토기준이

미미했던 까닭에 연구진은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

에 대한 합의 결론에 이르지 못하 다.19) 결국 사

업타당성 여부는 2001. 5.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재검토로 이어졌고 동 위원회에서는“새만금 간척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좀 더 심층

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결론지었으나,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2001. 5. 25. “친환경순

차개발계획”, “새만금사업에 대한 정부조치계획”

을 발표한 후, 사업은 다시 재개된 바 있다.

2. 생태-경제 통합 접근에 비추어 본 경제성
분석 평가

1) 기본틀의 문제

제2장에서 제시된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검토절

차에 비추어 민관합동조사단의 새만금간척사업 타

당성 분석에 관한 재검토를 평가해 보기로 한다.

새만금 간척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기 위해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은 환경 향(지질학자, 생

태학자 중심), 경제성(경제학자 중심), 수질보전

대책(공학자 중심)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타당성

을 검토하며, 동 조사기간인 1999. 5. 1.-2000. 6. 13

까지 14개월간 동안 새만금간척사업을 일시 중단

하고 동 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따라 새만금사업의

계속 여부를 포함한 새로운 새만금사업계획을 수

립하기로 하 다. 민관합동조사단은 민간추천자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정부추천자(정

부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및 관계부처 담당공무

원 30명으로 구성되었다. 연구진은 학제간 통합연

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구도로 전문가를 구성하고

있고, 의사결정의 최종책임자인 공무원이 합류되

어 있다. 다만, 이해관계자인 시민과 주민이 구성

에서 빠져 있지만, 시민단체와 참여를 원하는 시

민들이 회의를 참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간접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재검토를 위한 연구

구성인력은 큰 문제가 없다.

문제는 의사결정절차 설정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우선 들 수 있는 것은 민관합동조사단의 분

과를 위 3개 분과로 나눈 이유의 부재이다. 3개

분과로 나누어 사업을 재평가하게 되었는지에 대

해 이유를 명확히 하고, 최종 결론을 찾아가는데

있어 각 분과의 역할이 무엇인지, 분과간 연구결

과는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와 관련한 기준 설정

및 준비가 부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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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조사단은 각 분과별로 연구를 수행함

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 해서 볼 부문이 무엇인지,

어떠한 연구를 어떻게 진행시켜 데이터를 공유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도출하지 못한 채

연구를 수행하 다. 그 결과 각 분과별, 그리고

분과내 연구진은 각자 자기의 연구결과를 보고하

는 방식으로 결론도 각기 따로 제시하게 되었으

며, 의사결정에 연구자, 민간과 공무원의 의견은

모아질 수 없었다. 즉, 가이드라인의 부재, 연구진

의 연구결과 공유 실패, 의사결정의 중점 항목 선

정 실패, 의사결정에 이해관계자 참여의 실패를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2) 3개 분과 학제별 연구가 지닌 근원적 한계

기본틀의 문제점은 곧바로 각 분과내·외 연구

결과를 각 분과에서 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원인이 된다.

환경 향평가분과에서는 새만금사업이 생태계

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동 분과에서는 간

척에 따른 생태계 구조, 기능, 서비스의 변화를

예측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우선 간척에 따라

갯벌 생태계 구조가 어떻게 변화할지, 그리고 그

변화는 생태계의 지탱가능성을 보장하는 수준인

지 평가함이 필요하다. 그런데 동 분과에서는 사

업수행의 유·무익함을 논하기 이전에 사업에 따

른 생태변화의 불확실성과 비가역성에 대한 논의

를 선행했어야 함에도 불구, 이러한 생태적 지탱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미룬 채 갯벌 생태계 변화

가 인간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여부에 대한 논쟁

에 치우친 경향이 있다.

예컨대 새로운 갯벌 생성효과에 대한 각 연구

자들의 논의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듯이 생태

계 구조면에서는 갯벌생성이 국지적 교란이고 그

결과 조성되는 갯벌 생태계 기능은 불안정하다는

주장과 생성된 갯벌은 생태적 가치가 높다는 주

장이 팽팽하다. 이는 경제성 분과에서도 논의 대

상이 되는데, 생태계의 정(+)의 서비스로 갯벌생

성효과를 평가하는 주장과 갯벌생성효과가 없다

는 주장으로 대치된다. 이러한 의견의 불일치는

생태계 구조-기능-서비스라는 연계고리를 놓고

볼 때 지질학, 생태학, 경제학적인 연구의 학제간

통합 기준의 부재에서 비롯한다.

수질분과에서는 간척으로 조성되는 새만금호의

수질이 농업용수 내지는 호소수질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예측에 중점이 주어졌다. 1996년경

시화간척사업 결과 조성된 시화호의 수질악화가

야기한 사회적 피해는 그 규모가 예측하기 어려

울 정도로 크므로, 사업의 실패로 귀결되자 새만

금호를 제2의 시화호로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경

각심에서 민관합동조사단의 재평가가 시작된 것

이다. 여기서 호수가 오염되는 이유는 육상기인

오염물의 유입에 따른 것이고, 그렇다면 육상기인

오염물과 관련한 환경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로

논의의 중점은 옮겨진다. 이렇게 되면 다시 오염

물 통제가 관련지역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향

에 대한 분석을 필요로 하게 된다. 오염물을 처리

하기 위한 환경기초시설이 추가됨에 따라 기왕의

간척에 소요되는 비용은 늘어날 수 밖에 없게 되

었고 이는 새만금간척사업비 증가 요인으로 작용

한다. 문제는 단순한 사업비 증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지적한 관련지역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향도 고려해야만 한다는 사실이다. 물론

이러한 향은 경제분과 연구과제인 사업의 타당

성 평가에 고려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민관합동

조사단에서는 수질분과와 경제분과의 연구결과

공유가 없었던 관계로 경제분과에서는 관련지역

경제 위축에 따른 기회비용은 고려치 않게 된다.

한편, 경제분과에서는 갯벌 간척의 경제적 필

요성에 대한 논의가 중점이 되었다. 식량위기에

기인하여 부족한 농경지를 보충하기 위해 간척이

필요하다는 측과 해양생태계 파괴에 따른 손실이

더 크다는 측의 대립으로 이어졌다. 둘 다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서는 꼭 필요한 평가항목이다. 부

족한 농경지 보충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해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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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계 파괴문제를 경제분과에서 수용하는 과정상

무엇이 문제인지 보기로 한다. 해양생태계 변화

예측은 환경 향평가분과에서 수행하 으므로,

당연히 경제분과에서는 동 예측결과를 놓고 경제

성 분석을 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민관합동조

사단 연구과정에서는 이러한 과정이 누락되었다.

그 결과 일반적인 갯벌 생태계가 지닌 각가지 기

능과 서비스를 중심으로 갯벌의 가치를 평가하여

동 가치를 고려할 때 간척사업에 따른 비용과 편

익이 얼마나 변하는지 하는 논의로 귀착되었다.

새만금 갯벌이 갖는 생태적 특성이 전혀 반 되

지 못하 던 것이다.

특히 큰 문제로 지적되어야 할 것은 갯벌 생태

계 피해 산정기준 설정상의 오류이다. 방조제 건

설에 따른 생태적 측면의 피해는 새만금사업 수

행에 따른 손실이므로 우선, 그 피해의 범위를 확

인할 필요가 있다. 피해의 범위에 기준하여 평가

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기에 그렇다. 간척에 따른

피해가 비가역적이고 예측불가능한 것이라면 이

미 생태적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그 손실의 크기

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 수행여부를 재고

해 보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피

해의 비가역성과 예측불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

업 수행에 따른 경제성은 분석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그런데,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환경 향분과에서 이러한 접근을 수행

하지 아니한 한계를 지닌다.

종합하면, 각 분과내에서의 연구기준을 구체적

으로 설정하지 아니한 결과 평가에 필요한 데이

터 구축에 실패하 으며, 분과간 연계 내지는 통

합연구절차를 두지 아니한 결과 어느 한 연구분

과에서 타 분과의 연구성과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비효율과 불충분성을 낳은 것이다.

3) 생태-경제 통합 접근에 비추어 본 경제성

분석 평가

경제성 분석에서 개발에 따른 생태계 피해를

평가하는 경우, 사업수행이 사회적 편익을 낳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업 수행에 따른 생

태계 변화 예측에 기초하여 동 생태계 변화가 야

기하는 피해를 경제적 손실로 평가해야 한다. 생

태계 피해를 계량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갯벌 매

립에 따른 자연과학적 향 뿐 아니라 경제, 지역

문화 등에 미치는 향의 파악도 필요하다. 다음

사업이 미치는 향 중 시장가격으로 평가하기

쉬운 것과 어려운 것을 구별하고, 환경 향 중

시장가격으로 평가하기 어렵지만 비용편익분석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을 식별할 필요가 있다. 마

지막으로 물리적인 사업 향을 파악하여 이를 화

폐적 가치로 평가한다. 즉, 새만금 갯벌 매립사업

에 따른 자연과학적 향을 기초로 피해범주를

예측하고, 동 예측에 따라 화폐적 가치화가 가능

한 항목을 비용편익분석 피해항목으로 계량화하

는 것이다.

비용편익에 고려해야 할 항목으로 간척으로 인

해 새만금 갯벌과 매립되는 해안이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가 사라지게 되므로 우선,

그 서비스에 대한 편익 상실을 들 수 있다. 즉 사

람들이 매립지역에 대해 갖는 경제적 가치가 그

것이다. 그 다음, 동 사업 수행에 따른 방조제 외

곽지역의 생태적 서비스 또한 피해를 입게 되므

로, 동 서비스에 대한 편익 상실부분을 고려할 필

요가 있다.

새만금 종합개발사업 어업피해 보상 조사연구20)

에서는 새만금 종합개발사업으로 예상되는 환경요

인을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1. 외곽공사가 시행 중일 때 수로의 변경에 따른

지반 변동과 토사 유입 및 부유현탁 물질의 확

산(방조제 공사 중 피해),

2. 외곽공사가 끝난 후의 신생수로의 변경 및 지

형변화와 유속, 유향 및 퇴적환경 변화(방조제

공사 후 피해),

3. 홍수조절에 따른 담수 방류 시 간헐적 생태계

변화(방조제 공사 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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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부시설 시 여수토에 의한 오염물질과 현탁물

질에 따라 일어나는 환경변화(내부개발 공사

시 피해)

결국 방조제 내·외측의 생태계 변화는 모두

부(負)의 편익(사회적 비용)을 가져올 것이기 때

문에 이러한 연구에 기초하여 생태계 변화를 새

만금간척의“사업수행에 따른 피해”항목에 고려

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민관합동조사단 내

경제성분과에서는 이러한 데이터를 이용하려 하

지도 아니하 을 뿐 아니라 이와 관련한 연구조

차 수행치 아니한 오류에 빠진 것이다.

다음, 민관합동조사단에서는 간척사업은 방조

제를 둘러싸는 새로운 갯벌이 생기기 때문에 경

제성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같은 민관조사단 내

환경 향평가분과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새로운

갯벌이 생기기보다는 방조제 밖의 해양생태계 변

화가 우리에게 해를 줄 가능성이 있음은 앞의 논

의에서 지적된 바 있다.

앞으로 우리가 지향할 궁극적 목표가 지속가능

한 발전이라 할 때, 생태시스템을 건강하게 유지

하지 않고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다. 그

런 점에서 생태시스템이 경제시스템과 공진(共

進)하면서 조력하는 공조자의 역할을 통해 지니

는 경제적 가치는 중요하다. 이러한 중요성이 같

은 민관조사단내 환경 향분과의 연구결과를 통

하여 인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타당성

분석분과에서는 이러한 인식이 전혀 반 되지 않

고 있음은 연구의 한계이다. 이는 비단 새만금사

업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에서 학제간 연계를 통한 비용편익분석이 수행되

지 아니한 결과 나타나는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

주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는 공공투자사업과 관련한 비용편

익분석의 기본이 되는 분석지침의 미흡에서 비롯

한다. 분석지침에서 기본적인 항목설정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된다면, 최소한의 오류는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비용편익분석의 한계

를 인식하면서, 새만금간척사업이 생태계의 지탱

가능성을 보장한다는 전제 하에 필자가 포함된

생태경제연구회21)에서 환경 향평가분과, 수질분

과 및 경제성 분과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사업

의 비용편익분석을 수행한 결과, 새만금 사업은

8% 할인율을 적용할 경우, 가장 순편익이 크게

나오거나 비용-편익 비율 값이 큰 경우에 해당하

는 시나리오도 순편익(NPV)이 약 -3조(-27,006억

원), 비용편익 비율이 0.56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러 민관합동조사단의 연구결

과인 순편익(NPV)이 약 4조(38,083.67억)원 비용

편익 비율이 3.65와 매우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평가기준과 항목을 달리 할 경우

경제성 분석 결과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생태경제연구회의 연구에

서 평가항목 설정과 항목 설정이유를 간략히 도

표로 보면 부록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IV.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 분석과
환경 향평가의 통합 방안

위의 새만금간척사업 재검토와 관련한 몇 가지

문제점에 비추어 앞으로 공공투자사업 타당성 분

석과 의사결정방법이 어떻게 달라져야 할 것인지

에 대한 구체적 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이하

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제도 속에서 어떻게 해

결할 수 있을지 사업타당성 검토 및 환경 향평

가제도와 관련해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현행 공공투자사업 경제적 타당성 검토와
환경 향평가 절차의 문제점

그간 공공투자사업 타당성 평가절차는 부문별

상위계획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거친 후 사업의

기본계획이 수립 후 동 계획에 따른 실시설계와

환경 향평가가 수행되며,22) 실시설계와 환경

향평가 조차 따로 작성되는 흐름도를 따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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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참조). 이러한 관행은 곧바로 새만금 간

척사업 타당성 재검토에서도 그대로 나타나 환경

향과 경제성 분석이 서로 연계됨이 없이 별도

수행되는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

그 결과 타당성평가에서는 환경변화 예측을 고

려한 경제성분석을 실시할 수 없으며 또한 사업

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에 환경 향을 고려치 못

하게 된다. 환경을 고려치 못한 기본 및 실시설계

에 근거하여 평가되는 환경 향평가는 사업수행

에 따른 환경 향 예방적 측면보다는 향저감에

머무르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다. 종종 환경

향평가서는 개발의 면죄부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

다. 이러한 제도 하에서는 회복 불가능한 환경

향을 야기하는 사업이 어떤 제약없이 추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키 어렵고, 새만금 간척사업

의 재검토와 같은 사회적 갈등이 다시는 발생하

지 않을 것이라 장담할 수도 없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최근 환경 향평가

제도를 개선하여, 사업의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이에 대한 사전 환경성을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림 1 참조).

그런데 사업의 타당성 검토에 환경을 고려하도

록 되어 있지만, 사전 환경성 평가는 환경 향평

가와 마찬가지로 계획에 대한 사후 향을 평가하

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23)는 지적을 받고 있

다. 더욱 더 문제되는 것은 협의란 말 그대로 협

의일 뿐이지 협의사항을 개발계획에 반 해야 하

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 뿐만 아니라 경제

적 타당성검토(비용편익분석)는 전통적인 방법으

로 수행하고 환경 향은 정책분석에서 정성적 항

목으로 고려하는 방법24)을 취하고 있어, 타당성분

석에 환경피해라는 사회적 비용을 포함시키지 못

한다. 즉, 제도적으로 환경파괴에 따른 피해를 비

용편익분석에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환경

피해를 포함시킨다 할지라도, 환경가치화 관련한

지침을 두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새만금 간척사

업의 사례에서처럼 혼란을 빚기도 한다.

더불어 환경 향평가 과정에 직·간접적 향

을 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미흡하다.

그 결과, 사업수행으로 발생될 사회 경제적 변화

를 제대로 반 하지 못하므로 이는 환경분쟁을

초래하는 요인이 된다. 또한 사회·경제환경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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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현행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 향평가제도의 흐름도

행정계획 개발사업 계획 수립

↓ 지구지정승인(인허가)신청

행정계획 검토 및 협의요청

↓ 협의(30일이내)

환경성 검토

환경부 의견 등의 종합검토 후 입지, 규모 등에 대한 승인(지정 등) 여부 결정

↓

개발사업(실시)계획 수립

↓

환경 향평가대상사업(환경 향평가실시)

개발(실시) 계획승인

↓

개발(실시)계획 확정 및 시행



평가 전문가가 부족하여(공학자들이 평가 수행)

전문적 평가가 결여된 채 형식적 평가에 그친다.

자연 및 생활환경 향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환

경 향을 고려한 여러 가지 대안 중 가장 적절

한 대안을 찾는 제도적 틀이 없어서 환경 향평

가는 사업의 수행여부 결정 내지는 최적의 사업

모색의 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요약하면, 현행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 향

평가제도에서는 사업의 타당성분석(경제성평가)

과 환경성 및 환경 향평가의 연계고리가 없을

뿐 아니라, 개발에 따른 사회·경제환경 향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고 있다. 빈발하는 환경 분쟁

의 많은 부분이 이러한 제도적 미비에서 비롯된

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절차상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공공투자사업 타당성 검토과정에서 생태계의 복

합적인 성질을 고려하여 다양한 결정기준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분석하기 위한 학제간(경제학, 정

책학, 생태학, 지질학 등), 이해관계자(정책결정

자, NGOs, 직접적인 이해당사자, 시민 등)간 통합

적 평가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타당성 검토 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태계에 대한 지식

의 한계를 인정해야 할 것이고, 향후 생태계가 어

떻게 변화할 것인지 하는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제간 통합연구를 통해 현재까지 밝혀

진 각종 정보의 취합 절차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 동 정보가 제시된 상태 하에서 이해관계

자(stakeholder)들의 참가를 통해 가장 바람직한

방법론이 무엇인지 모색해 나가야 한다.

2. 공공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및 환경 향
평가 통합 제안

현행 공공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와 환경성 및

환경 향평가제도의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공공투

자사업과 관련한 의사결정 절차를 다음의 표 1과

같이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선 국토계획 단계에서 사전환경성 평가를 개

발계획에 우선하도록 하여 형식적인 사전환경성

검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예컨대

환경에 심각한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면 사전예방

적 접근법을 채택, 사업단계까지 진행시키지 않

도록 한다. 환경 향은 있지만 사업 수행 시 환경

적 피해에 대한 조치가 가능한 사업의 경우 타당

성조사와 환경 향평가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사전환경성 검토를 통하여 환경 피해가 심각하

지 아니하다고 평가된 경우, 사업의 경제적 타당

성 검토와 환경 향평가를 동시에 수행한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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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공공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절차 개선 방안

항목 현행 개정 방안

목 표 성장중심에 환경고려 지속가능한 발전
기 준 학제별 연구, 이해관계자 참여 미흡 학제간, 이해관계자간 통합적 평가절차 마련

시 기
절차상 기본계획 단계에서 환경성 검토

절차상 국토계획단계에서 환경을 개발에 우선하도록
공공투자사업 실시단계에서 환경 향평가

절 차 경제적 타당성 검토 후 환경 향평가 경제적 타당성검토와 환경 향평가 통합 절차 마련
각종 향평가 교통, 재해, 인구, 환경 향평가 따로 수행 각 평가의 실질적 통합을 위한 절차 마련

경제성분석
환경 향평가와 별도로 경제성 분석, 형식적 환경 향평가 결과를 고려한 경제성 분석 및
다기준분석 실시 실질적 다기준분석 수행

경제분석 지침 확장비용편익분석 지침 없음 확장비용편익분석 지침 마련
환경가치화 환경가치화에 관한 다양한 기법을 연구자가 임의 적용 환경 가치화 지침 마련

이해관계자 참가 형식적 이해관계자 참가 실질적 이해관계자 참가 절차 마련

항 목 현 행 개정 방안



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는 이를 통해 예측되는

환경 향을 최소화시키며 저감시키는 방향으로

유도하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가 비용최소화 방법으로 수행되는지 여

부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실시를 통하여 사회적

비용보다 사회적 편익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모

색한다. 제도상 현행 경제적 타당성 조사에서 주

로 실시하는 경제성분석(비용편익분석)과 환경

향평가에서 주로 실시하는 사회 향평가(교통,

인구, 재해 등 향평가)의 통합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공공투자사업에서 타당성 검토와 환경 향

평가를 통합하는 정책적 효과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한 다음, 이를 일반 개발사업까지 확대적용

하도록 한다.

현행 제도는 교통·인구·재해·환경 향평가

를 통합하는 법안(통합환경 향평가법)을 두고

있지만, 실제 규정으로 구체적인 통합방안을 제

시하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각종 향평가가 서

로 연계됨이 없이 따로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전략환경 향평가제도를 도입하기 전단계

로 통합환경 향평가법의 실제적인 통합과 더불

어 타당성 조사에 활용되는 경제성분석을 동 법

에서 구체화하도록 한다.

사업의 경제성분석 수단으로 활용하는 비용편

익분석의 경우, 사안에 따라 비용편익분석이 필

요하거나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가

있을 것이다(앞의 2. 주요국의 개발사업 타당성검

토와 환경 향평가제도 중 국 제도 참조). 비용

편익분석이 필요하고 가능한 경우에는 확장(혹은

환경을 고려한)비용편익분석을 수행하도록 한다.

이 때 확장비용편익분석의 근간이 되는 생태계

경제적 가치화가 갖는 각종 한계를 극복하기 위

해 경제적 가치로 도출되지 못한 생태적 특성은

정성분석으로 대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비

용편익분석과 환경 가치화 관련한 지침을 마련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불어 비용편익을 통하여

개발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환

경 향평가에서 불가피한 환경 향에 기인한 환

경피해에 대해서는 개발업자가 기금을 내도록 하

여 이를 예치하 다가 피해가 발생치 아니하 을

경우 이를 환원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평가 결과

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환경 향평가에 이해관계자(사업

자, 정책결정자, 주민, 전문가, 환경단체 등) 참여

를 보장하는 민주적 의사결정절차를 강화시킬 필

요가 있다. 앞에서 지적한 각 평가항목을 설정한

다음에는 각 평가항목을 어떻게 활용하여 공공투

자사업 의사결정에 적절히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을 둘 필요가 있다(이에 관해서는 부록 2의

국의 환경 향평가과정을 참조).

V. 결 론

현행 제도는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

성 평가와 환경 향평가제도와의 연계고리가 미

약하다. 경제적 타당성 평가와 환경 향평가의

조화를 꾀하지 못하게 된 결과, 사업의 타당성 평

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현행 제도 및 제도 운용상

의 문제를 민관합동조사단의“새만금 간척사업

타당성 재검토”사례에 기초하여 파악한 후, 경제

적 타당성 평가와 환경 향평가의 통합운용방안

을 모색해 보았다.

현행 공공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와 환경성 및

환경 향평가제도의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공공투

자사업과 관련한 의사결정 절차를 다음과 같이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국토계획단계에서

사전환경성 평가결과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하여 사전환경성 검토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다음, 현행 통합환경 향평가법내에 경제성분석

을 포함시키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타당

성 평가와 환경 향평가과정에 이해관계자의 참

여를 구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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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새만금 공동조사단과 생태경제연구회의 채택항목 비교

비용편익분석 항목 민관공동조생태경제연 채택 이유
사단 구회 채택

<사업 시행에 따른 편익 항목>
1. 간척논의 농작물 증산액(안보미가) ○ ○ 국내미가 채택 및 일부 수정(식량안보가 있다 할지라도 경제성분석
2. 배수불량지 농산물증산액(안보미가) ○ ○ 에서는 제외해야 마땅하다고 보아, 식량안보 부분은 제외하 다)

3. 홍수피해방지효과 ○ ○
88년 새만금 B/C분석 재해방지효과 이용(방조제축조에 따른 홍수피해방지 효과
가 있다 할지라도 민관조사단의 평가는 과잉추정이라 보아 새만금사업을 실시하
기 위해 평가한 1988년 타당성보고서의 것을 보정 이용하 다)

4. 새만금국토확장효과 ○ ×
고려하지 않음(갯벌도 국토이기 때문에 국토확장효과는 없고, 국토확장
z효과로 이용한 공업단지의 효과로 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가 야기하는
환경피해를 고려해야 마땅하다)

5. 담수호 창출효과 ○ × 고려하지 않음(담수호 창출효과는 농산물 생산효과에 포함되었다)

6. 새만금 관광효과 ○ ○
88년 새만금 B/C분석 보정(과잉추정되었다고 판단하여 1988년 타당성보
고서의 것을 보정 이용하 다)

7. 고군산도 재산가치 증가 ○ ×
고려하지 않음(육지화 됨에 따라 기존 어업생산성은 떨어질 것이며 재산가
치 증가효과가 있다 할지라도 관광 등에 의해 조성될 것이라 보아 관광효과
라면“새만금관광효과”항목에 포함되므로 인정아니하 다)

8. 육운개선과 교통효과 ○ ○ 88년 새만금 B/C분석에서 채택한 값을 보정하여 이용하 다

9. 새만금 갯벌 회복효과 ○ ×
고려하지 않음(환경 향평가분과의 연구결과에서 갯벌회복여부에 대해
자연과학적 논란이 있을 뿐 구체적 회복효과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인정하지 아니하 다

10. 간척논의 공익적 가치 ○ ○ 논의 공익적 가치 중 대기, 수질정화기능만 인정

11. 수질개선 편익(전체 C-A) ○ ×
고려하지 않음(새만금호 수질개선효과는 새만금호창출효과에 포함되었
으므로 인정하지 아니하 다)

12. 방조제의 해일방지효과 ○ ○ 88년 새만금 B/C분석 재해방지효과를 보정하여 이용하 다

13. 방조제의 인공어초효과 ○ ×
고려하지 않음(인공어초효과가 발생하려면 별도의 사업이 필요하므로
인정하지 아니하 다)

<사업 시행에 따른 피해 항목>
1. 갯벌 총가치

○ ×
고려하지 않음(갯벌이 지닌 가치를 추정한 경제학적 기법 운용상에

(CVM을 이용해 도출) 한계가 발견되어 인정하지 아니하 다)
2. 갯벌 및 해양생태계 기능 상실 ○ ○ 다시 계산(새만금 방조제 건설에 따른 갯벌 및 해양생태계 기능 상

에 따른 손실 : 수산물 생산 실이 야기하는 수산물 생산 손실의 피해를 다시 계산하 다)

하구생태계 파괴 × -
정성분석(남한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천연 하구 생태계 파괴에 대해
계량화 하기 어려웠던 관계로 정성분석에 그쳤다)

갯벌의 수질정화 편익 ○ ○ 다시 계산(환경 향평가분과 연구결과를 이용하여 다시 계산하 다)

3. 적조방제 및 모니터링 × ○
추가(환경 향평가분과에서 방조제 건설에 따라 해양생태계가 변화하며
이로 인해 방조제 밖에 적조가 일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있어 동 연구결
과를 이용하 다)

4. 홍수조절 및 배수갑문조작이
× -

추가(환경 향평가분과에서 홍수조절 및 배수갑문조작에 따라 해양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향
생태계 피해가 예측된다는 연구결과를 이용하 다. 계량화가 어려웠던
관계로 정성적 분석에 그쳤다)

5. 토취장의 육상 및
× ○

개략적 계산(방조제벽을 쌓는데 필요한 흙과 돌, 모래를 육상과 바다
바다 생태계 파괴 에서 채취해 오는 까닭에 이로 인한 환경피해를 간단히 시산하 다)

<사업 시행에 필요한 투자·유지비>
1. 투자사업비 조정액
2. 환경오염방지비용
3. 농유지관리비
4. 환경유지관리비 ○ ○
5. 농시설대체비
6. 환경시설대체비
7. 생산비 증가액

출처 : 생태경제연구회(2000) 수정 정리

비용편익분석 항목
민관공동 생태경제

채택 이유
조사단 연구회 채택

수질개선비용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환경기초시설비용에 대해서는 새
만금호의 수질을 목표수질에 맞추기 위해 필요한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용과 새만금간척사업 자체를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만경·동진강
의 수질보전을 위해 필요한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용을 구한 후, 전자와
후자의 차이를 새사업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환경기초시설비
용이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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