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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환경정책평가의 틀로서 환경정의 규정과 적용
 박근혜정부의 환경정책 평가를 통해 국민의 기본 권리인 환경권을 제고하기 위한 향
후 정책과제 제시

2. 연구 필요성
 박근혜정부는 규제완화 목표에 따라 환경정책을 실효성에 바탕하여 완화하는 방향
으로 추진해 왔음. 환경을 보전하면서 불필요한 행정을 개혁하겠다는 의지는 긍정
적으로 평가되나, 이와 무관하게 국민들이 체감하는 환경의 질은 저하되고 있음.
 국민 전체의 환경의 질도 평가에 있어 중요한 항목이지만, 지난 4년간 경제 양극화
못지않게 환경권도 사회계층과 지역에 따라 불균형을 보이고 있음. 따라서 정책의
실효성 평가와 함께 환경정의의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음.

3. 연구내용 및 방법
 환경정책 평가이론과 평가의 틀(Framework)로서 환경정의 규정
 박근혜정부의 환경분야 국정과제와 규제개혁 방침에 대한 검토
 환경의 질 개선의 관점에서 환경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
 환경정의의 관점에서 지난 4년간의 특정 환경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도
출

vii

viii

환경정의의 관점에 기반한 박근혜정부 환경정책평가 연구

연구내용

연구방법

연구 방향 및 범위 설정

규제완화,
자연정책

환경정책평가에 합당한 정의적 관점

문헌 검토

분야별 환경정책 분석의 틀

전문가 회의

화학물질
안전

자원순환

기후변화 미세먼지

수질 4대강

현 정부 환경정책평가와 향후과제 도출

정부발표 자료 및
사례조사

전문가 회의

[그림 1] 연구흐름도

4. 연구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환경정책에 대한 평가는 단순히 정책 효율성(Efficiency)과 실효성(Effectiveness)
만으로 평가되어서는 환경문제의 근본적인 특성인 불확실성 및 형평성을 반영할 수
없음.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환경정책에 대한 평가의 범위를 확대하고 고정된 시각
을 환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향후 과제를 도출함으로써 차기 정부에 대한 정책제안
을 형성할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
 추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의원 간담회 개최 예정.
 본 연구는 포괄적이고 기초적인 연구이므로, 추후 국회 내에 있는 의원 연구단체들
의 심층 연구로 연계되어 분야별 연구의 토대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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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접근

1. 환경정책 평가이론
 정책과정은 정책의제 형성에서부터 정책결정, 집행, 평가 전 과정을 의미함
 정책과정별 평가기준
1) 적합성: 현실에서 일어나는 환경문제 및 이슈들이 정책목표와 정책 Input으로
적합하게 연결되고 있는가?
2) 효율성: 정책목표와 대상에 맞춰 정책결과가 효율적으로 도출되었는가?
3) 효과성: 정책목표에 따라 환경이 개선되었는가?
4) 효용성: 최초의 환경문제를 해결하였는가? 다른 사회적 효과(부작용 포함)가 발
생하였는가?
 환경문제의 특성 이해
1) 복잡성: 환경문제는 한 가지 원인에 의한 필연적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보다 서
로 다른 계(系)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
2) 장기성: 환경문제는 즉각적 규명이 어렵고 장기적 영향을 가져옴
3) 광범위성: 국경이나 지역을 초월하여 발생
4) 불균형성: 불특정다수에게 발생하더라도 그 피해규모는 불균형적으로 드러남
(환경정의가 필요한 이유)
 환경의제형성 과정의 특징과 평가
1) 정책목표: 환경문제 발생의 원인규명 및 해결의지가 정책목표와 반드시 일치하
지 않음 – 적합성 평가
2) 전문가: 전문가들은 객관적 사실을 중심으로 분석하더라도 어떤 그룹과 함께 일
을 하느냐에 따라 해결대안이 달라질 수 있음
3) 이익집단: 언론이나 직접적인 의사전달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과 관련된 영향력
을 행사함
 환경정책결정 과정의 특징과 평가
1) 포괄적 참여: 개방적 과정을 거쳐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의사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함. 폐쇄적 구조에 의한 비민주성은 예측하지 못하는 사회적 영향을
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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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사결정과정의 공정성: 전문지식의 유통에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보전
달과 평등한 의사표현의 기회가 요구됨. 포괄적인 참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의사
결정은 소수의 전문가와 관료에 의해 정해지기 쉬움
 정책수단의 선정
1) 효율성: 다수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는 가장 효율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방법이나 경제성 평가과정에서 미반영되는 가치에 대한 문제점 발생
2) 절차적 비용: 합의가 가능한 참여자, 특히 부처 간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 문제의
범위와 대안에 대한 타협과 기간단축이 발생
 정책결과에 대한 평가
1) 정량적 평가: 환경의 질을 측정하는 각종 오염농도 및 지수가 기대하는 수준만
큼 향상되었는가 측정
2) 정성적 평가: 종합적인 판단을 위해 Peer Review, 포커스 그룹 등 다양한 집단
으로부터 정책성과에 대한 평가 실시
3) 사회영향 평가: 예상되는 효과보다 예상하지 못한 효과나 목표대상이 아닌 집단
에서 발견되는 영향에 대하여 조사
4) 정책평가의 환류: 정책평가의 목적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개선하는 데
있음

2. 환경정책평가에서의 정의
 공리주의적 개선
- 사회 전체의 이익이 최대가 되는 지점을 목표
- 개인의 손실과 공정함의 문제 발생
 파레토 최적의 개선
- 타인의 불행을 바탕으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해선 안 됨
- 소수의 희생을 바탕으로 획득된 다수의 이익은 개선이 아님
- 희생에 대한 보상으로 손해조정이 가능하다고 봄
 환경정의의 개념적 정의
- 효율 vs. 정의: 합리적인 판단과 공평한 판단의 차이
- 롤스의 공정으로서의 정의
(1) 전제조건 – 다원주의: 하나의 공동체라는 통일적 접근이 불가하며 공정한 협

요약문

력체계로 이어져 가는 사회구조가 정의롭게 이루어져야 함.
(2) 협력조건 – 협력하는 이들이 그들의 행위를 규제하는 데 적합하다고 수용하
는 규칙과 절차에 따라/ 공정한 협력조건에 대한 관념(상호성과 호혜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 참여자의 합리적 이익과 공동선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함.
(3) 최소수혜자 – 롤스의 두 가지 원칙(평등의 원칙, 차등의 원칙)에서 최소수혜
자를 배려하는 차등의 원칙 강조. 사회적 약자와 일치하는 경우가 다수.
 환경정의의 실천적 정의와 평가방법
[표 1] 정의적 관점의 정책평가 프레임워크
정책단계

정의적 관점의 주요 기준

평가방법

정책의제
형성과정

 언론 등 의제형성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였는가?
 전문지식 집단의 절대적 권위가 드러났는가?

언론분석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사를 반영하였는가?
의사수렴 및
 정보공개 및 정보유통의 배타성은 없었는가?
결정과정
 합의과정에서 소수에 대한 배려 및 숙의과정이 있었는가?

회의록 분석,
참가자들 설문조사 및
Focus Group
Interview

정책집행

 주민공개 등 법집행의 투명성이 지켜졌는가?
 사회적 약자 및 취약층에 대한 우선적 처우가 진행되었는가?

민원 및 소송 검토,
이해관계자 인터뷰

정책영향

 정책대상 및 비대상에서 발생하는 예측 혹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였는가?
 발생한 부정의에 관해 이해하고 보완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
졌는가?

다양한 정량적,
정성적 데이터 수집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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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박근혜정부 환경정책평가

[표 2] 국정목표 4 : 안전과 통합의 사회
전략

국정과제
생활안전 관련 공익신고 범위확대 및 신고자 보호강화
총체적인 국가재난관리 체계 강화
항공, 해양 등 교통안전 선진화

재난재해 예방 및
체계적 관리

환경유해물질 관리 및 환경 피해구제 강화
원자력 안전관리체계 구축
에너지공급 시설의 안전관리 강화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조성 및 근로자 건강증진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기상이변 등 기후변화 적응
안정적인 에너지수급 및 산업구조 선진화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조성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산업육성
환경서비스 품질수준 제고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개발
해양환경 보전과 개발의 조화
자원, 에너지의 낭비를 줄여 자원순화사회 실현

1. 환경유해물질 관리 및 환경 피해구제 강화
가. ㈜휴브글로벌 사례와 평가
1) 재난발생의 원인
– 부실운영과 업무의 비체계성
- 정기검사 등 담당 행정 미비로 인한 집행격차
- 지역주민을 고려하지 않은 무사안일한 태도
- 보호장비 규율 어긴 돌발적 사고

요약문

2) 재난대응의 문제점
- 화학물질 위해소통 실패: 구체적 성분에 대한 정보 부재
- 기술의 부적합성: 주변영향평가 및 조사의 미비
- 조직간 협력한계: 재난에 대한 도움요청에 대해 인근 부대 비협조
3) 후속조치의 문제점
- 축소･은폐: 개인 책임을 넘어서 손실에 대한 보상에서도 근거를 축소
- 책임전가: 안전에 대한 총괄책임자가 사업장 작업자에게 책임을 전가
- 상징적 대응: 객관적 원인규명과 대응방안보다는 선언적 행위로 그침

나. 가습기살균제 사례와 평가
1) 재난발생의 원인
- 살생물제에 대한 규제제도 미비
- 공업용 항균제를 인체용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집행격차
- 정보차단을 통한 유해성 무시
- 다수의 환경취약계층이 주요 고객
2) 재난대응의 문제점
- 화학물질 위해소통 실패: 2008년 의료계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
본부 역학조사 미실시, 2011년 임산부 환자의 증가로 늑장 조사
- 2012년 질병관리본부는 CMIT/MIT와 폐질환의 관계에서 유해성 부인,
PHMG-인산염은 2000년 국립환경과학원이 고시에서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
는 것으로 처리
- 추가적 조사 미실시 및 위험 커뮤니케이션스 실패
3) 후속조치의 문제점
- 축소･은폐
- 의약외품 처리. 보건복지부의 질병관리본부에서 살생물제를 관리하는 데 한계
가 있으므로 환경부의 화학물질 총괄부서에서 담당하는 게 적합

다. 화평법과 화관법에서 드러난 (부)정의
1) 화학물질 안전사고와 국정과제로서 정부의 탑다운 방식 – 현장 중심의 이해관
계자 의견수렴 절차 미비
2) 최종의사결정에 앞서 이익집단의 압력으로 규제 약화(화학물질 제조, 수입자,
사용자 간의 정보순환 시스템이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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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리적 정책결정보다는 누더기가 되어 작업자에게는 규정

라. 제도적 개선안
1) ｢화학안전기본법(가칭)｣ 제정 – 화평법과 화관법의 통합적 정책근거 마련
2) 대통령 직속 화학안전 및 위험조사위원회 설치
3) ｢살생물제법｣ 제정

2.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2009년 제시한 2020 BAU 대비 30% 감축목표 → 2030 BAU 대비 37%
 목표 설정의 문제점
(1) 수치상 증가에도 불구하고 시나리오 상에서 국내 25.7% 감축, 해외 11.3% 감
축목표를 제시하여 ‘후퇴금지의 원칙’ 위배
(2) BAU 예측모델의 불확실성: 국책연구기관의 모델 변수 입력값에 대한 에너지
및 경제, 경영 분야의 의견이 상이하고 BAU 사용방식에 대한 비판 존재
(3) BAU 대비 37%의 실현성 여부: 목표관리제 이후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 실시하
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정부의 전폭적 지원 없이는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나. 배출권 거래제도
 목표관리제에 비해 국가 총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44~68% 절감 예상
 MB정부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근거, 할당위원회와 녹
색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계획안 작성
 1차 계획기간(2015~2017)의 할당량
- 초기계획인 총 15억9,800만 KAU(Korean Allowance Unit) → 총 16억8,700
만 톤으로 2.8% 증가
- 허용량 증가로 2020년 7억7,600만 톤 배출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

요약문

다. 정책과정에서의 (부)정의
1) 1차 감축목표의 수립과정(2013~2014)
 3가지 원칙에 근거한 감축목표 로드맵 작성
- 기존의 온실가스 배출량 추세
- 제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에너지 및 산업동향
- 국제권고치 및 국제사회 약속이행
 정부의 탑다운 방식 여전
- 관계부처 추천 공동작업반(전문가)
-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이나 이해관계자 수용성 저하

2) 2차 감축목표의 수립과정(2015)
 갈등
- 산업계의 압박: 로드맵 전환부문(발전소) 감축목표 산정 오류
- 연구기관의 대응: BAU 입력값에는 항상 변화가 발생, 매번 수정 불가
- 산업계의 언론대응: 온실가스 배출비중에 비해 과도한 감축목표 주장
 타협
- 이익집단(산업계)의 의사 반영, 2030목표 확정 후 세부시행 계획에서 2020년
목표 수정 예정
 보완
-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이며 실질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업체들에 대한 지
원책 마련(설비별 컨설팅 제공, 감축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센터 운영)

3) 배출권거래제
 소통의 문제
- 산업계와 재계의 의사 미반영: 배출권 할당 위원회와 각종 기관별 회의에 불려
다녔지만 속사정을 이야기할 기회는 없었음
- 민관상설협의체 참가자들 사이의 의견 차가 큼(상호성/호혜성 위배)
- 의사결정과정에서의 불공정
 언론
-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언론분석에서 주요 정보원은 정부 관료와 관련 전문가에
의해 주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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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적된 정보 부재
- 배출권 할당 근거자료로서 실측치는 목표관리제 이후에 불과

라. 정책효과에서의 (부)정의
 지구 기후정의
- 온실가스 발생원(오염원)과 피해자의 불일치: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에 비해 피
해는 적도와 태평양 도서국가들
- 탄소발자국이 가장 적은 국가들의 피해
- 상위 10% 부유층이 온실가스의 절반 배출, 하위 50% 온실가스 10%
 국내 기후정의
- 연평균 기온의 상승으로 자연자원에 의존하는 직업군(농림어업)의 피해가 가장
큼
- 저소득층, 노약자, 유아 등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음
- 정책목표와 대상에서 감축 참가자인 산업계 중심의 정책이 다수를 이루며,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와 적응 분야 정책이 미흡

마. 제도적 개선안
1)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 「지속가능발전법」의 치환
2) ｢저탄소녹색성장법｣에 따라 기후변화 적응 프로그램 중 취약계층 지원 강화
(예, 폭염과 폭설 등 재난 외에도 공중보건 측면에서 지원)
3) 온실가스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고 공유하는 플랫폼을 통
해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기후변화의 위험 커뮤니케이션스 강화

3. 환경서비스 품질수준 제고 – 미세먼지 편
가. 정책충돌의 문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중 경유차와 화력발전소 배출가스를 규제하는 반면 산업부서
에서는 클린디젤 정책과 화력발전소 추가 건설 등 오염원 증가 계획
 2013년과 2016년 미세먼지 종합대책은 닮은 꼴, 즉 초기 계획의 실패임에도 불구하
고 다시 그 정책들에 대한 제대로 된 효과검증 없이 재활용

요약문

나. 정책과정에서의 (부)정의
 미세먼지 원인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전문가, 환경단체들과의 충분한 토론 없이 졸
속적인 정책 발표로 신뢰 추락, 산업계의 반발 유도
 독립연구자들에 대한 개방적 자세 필요, 신뢰받는 전문가 Pool을 확대해야 함

다. 정책효과에서의 (부)정의
 미세먼지의 가장 큰 피해자는 노약자와 어린이, 저소득층
 대기오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를 더 타는 모순 행위에서 불평등 발생
 작업환경(교차로, 지하철, 지하상가, 톨게이트)이 열악한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교육
이나 설비개선 미비

라. 개선안
1)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촉진정책
2) 총량관리 중심으로 정보공개 – 영업비밀보다 국민건강 중시 풍토
3)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WHO기준에 준거)

4. 환경서비스 품질수준 제고 – 4대강 수질정책 편
가. 수질개선 정책
 2006년 수립된 ‘제1차 물환경관리기본계획’
- 건강한 하천 표방 목표 2015년 종료
- 4대강 사업의 여파로 목표(상수원 1급수) 미달성 구간 증가
- 녹조
 2016년 ‘제2차 물환경관리기본계획’ 수립
- 유역별 종합관리 시스템–지표수-지하수 연계 관리, 하천생태계서비스 개념 반영
(부처 간 협력 및 거버넌스 강화)
- 불투수면 높은 도시 대상 투수면 관리
- 녹조와 관련된 총인 등 BOD 외 1급수 요건 강화
- 물클러스터 산업 등 성장용 정책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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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질 및 수자원관리 정책과정에서의 (부)정의
 포괄적 참여 미흡
- 소수의 관료와 전문가에 의한 계획, 유역관리와 갈등해결에만 소극적 거버넌스
적용
- 갈등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에서 현장의 목소리 미반영(4대강 피해 어민, 농민들
의 발언에서 녹조 및 침수 문제 확인)

다. 수질 및 수자원관리 정책효과에서의 (부)정의
 통합적 물관리 부재에 의해 개발부처 및 국토계획 변경에 따른 수질문제
- 상수원 규제완화 및 친수구역 개발
- 4대강 사업으로 수자원 환경의 변화에 적응 어려움
 수계관리기금(물이용부담금)의 효과성 및 효용성 검증 필요
- 수계관리기금의 상수원 지원방식 한계, 여건 변화로 상하류 갈등

라. 개선안
1) 「물관리기본법」 제정을 통한 국토-하천-지하수를 유역별로 통합적으로 운영하
되 지역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와의 협력(제20대 국회 현재 6개 유사법안 계류
중)
2) 10년 장기계획은 3-4-3 방식으로 중간 점검을 통해 계획 수정도 가능해야 함.
기후변화 및 하천복원에 따른 수자원과 하천 생태계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
터링 하여 적응기제를 만들어야 함

5.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개발
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과정의 부정의
 의사결정과 개발사업자
- 기해제구역의 실태를 보면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거나 도시계획에 따른 변경이
가장 많음
- 원소유주의 재산권 환원보다 건설관련 사업이 주목적이며 개발을 주도하는 부처
가 해제권한도 가지고 있음

요약문

 환경평가
- 90년대 정해진 6개 환경평가 항목 중 식물에 의존적인 방식(식물1, 2급의 경우
경관보전이나 녹지로 유지하도록 권고하나, 수리적･생태적･동태적 환경분석의
부재로 문제 발생
- 종합적인 평가가 나오기 전 개발을 주도하는 소유주 및 지자체에게만 정보를 전
달함으로써 정보독점 문제 발생

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정책효과에 따른 환경부정의
 그린벨트 해제와 인구이동
- 국토의 불균형적 이용
- 더 많은 인구를 수도권으로 이동,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도로를 양산
하는 방식 → 도시의 불투수성 증가
 침수피해와 환경권 침해
- 우면산 등의 경험에서 그린벨트의 담수기능 확인
- 대기 및 지하수 변화로 주민들의 환경권 침해

다. 개선안
 그린벨트에 대한 환경서비스 전수 평가 실시
 그린벨트 해제 등 도시생태에 대한 평가위원회(거버넌스)를 통해 의사결정

6. 자원순환사회 실현 정책
가. 평가대상 정책범위
 자원순환 국정과제
- ｢자원순환사회전환 촉진법｣
- 순환자원거래소와 유통지원센터의 설립
- 폐기물 매립･소각처리부담제 도입
- 폐자원 회수 및 재활용의무 이행체계 구축
- 폐자원 에너지화 대상 확대 및 시설 확충
 기타 자원순환 정책
-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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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틀 개선(포장재 재활용통합 공제조합과 순환자원유통지
원센터의 설립 운영)

나. 폐기물 재활용허가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
 취지: 재활용해서는 안 되는 것의 리스트를 목록화해서 그 외의 것들은 재활용을 자
유롭게 하도록 허용
 정책결과:
- 환경부령 별표에 따라 재활용 기준 및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모순을 일으킴
- 규제자와 피규제자의 관계에서 불필요하고 복잡하고, 엄격한 규칙을 만들어서
사고 시 책임회피 기제 발생
 개선안:
- 규제당국과 피규제자의 연대책임(환경책임배상보험 가입, 당국도 사고 시 일정
비율의 피해액 부담)
- 폐기물의 발성과 특성은 포지티브 방식 규정
- 순환자원은 네거티브로 규정

다. 자원순환기본법 (2018년 시행)
 문제점:
- 폐기물과 순환자원에 대한 개념 충돌 –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폐기물에서 벗어남
(유럽의 경우, 허가 아닌 신고 제도일 뿐)
- 인허가와 감독 관행이 사업자들을 타율적 행위자로 양산
 개선안:
- 법전(code)제도를 채택하여 법적 일관성과 체계성 유지
- 사업자와 규제자가 상호 신뢰 가질 수 있는 수단 발굴
- 정책심의 위원회의 자문 → 의결기능의 거버넌스 행정시스템 구축

라. EPR 제도의 개정에 의한 순환자원 유통지원센터와 통합 포장재 자원순환
공제조합 설립
 정책결과:
-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해결되어야 할 지원금 배분이 정책적으로 할당되어 재활
용 대상 폐자원의 흐름을 왜곡시키는 경향 발생

요약문

- 의무 생산자들과 재활용업체 간에 직접 대면하던 재질별 공제조합만 생산자 공
제조합과 유통지원센터로 이원화 되어 당사자 간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관료 행
정기구 개입으로 관료기구의 비대화(환경부가 산하기관 일자리만 늘려놓은 셈)

마. 개선안에 대한 제언
1) 규제개혁은 규제철폐가 아니라 경직적 규제를 효과적인 감독 방식으로 변화시
키는 것으로 인적 역량과 예산 확충이 필연적임
2) 전 과정 분석과 비용-편익 분석으로 의사결정에서 반영
3) 환경부의 자원순환 정책에 대한 견제와 관료적 규제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심의
위원회(거버넌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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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롤스의 ‘공정함으로서의 정의’ 개념을 환경정책분야에 적용함으로써 대부
분의 정책평가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나 정책목표의 달성과 같은 효과성에 집중함
으로써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불평등과 불균형성을 조명하였음
 정책평가를 위한 환경정의는 정책을 형성하는 과정에서의 공평함과 정책이 집행된
이후에 드러나는 불평등한 효과로 나눌 수 있음
 박근혜정부의 환경정책은 기존의 정책에서 규제의 합리화라는 명목이었지만 대개
규제의 완화로 드러났음
 본 연구에서는 국정과제와 관련된 정책을 중심으로 ① 화학물질과 안전 ② 기후변화
대응 ③ 환경서비스-대기 ④ 환경서비스-수질 ⑤ 국토개발(그린벨트) ⑥ 자원순환
정책에 관하여 평가하였으며 각 정책별 개선안을 제안하였음.
 전반적으로 환경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정책이 필요함
- 정책과정 전반에 이해관계자의 포괄적 참여
- 영향평가법 외 다른 정책들에도 제도적 절차가 포함된 <법적심사방법서>를 만들
고, 시행규칙에도 포함시키는 방안
- 정책협의 시 전문지식과 정보의 개방적 유통 보장
- 취약계층(신체적 약자, 작업환경)에 대한 피해규모와 지원방안 마련
- 환경부 규제심사위원회 – 규제영향분석(타당성 및 비용편익)에 예측하지 않았던
문제점과 불평등한 영향 조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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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목적
 환경정책평가의 틀로서 환경정의 규정과 적용
 박근혜정부의 환경정책 평가를 통해 국민의 기본 권리인 환경권을 제고하기 위한 향
후 정책과제 제시

2. 연구 필요성
 90년대 이후 환경부의 위상이 격상되었으나, 현 정부는 2008년 MB정권 하에서 추
진하던 규제 중심의 환경정책 합리화 방침을 이어받아 규제 중심의 환경정책을 실효
성에 바탕하여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왔음. 환경을 보전하면서 불필요한 행정을
개혁하겠다는 의지는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이와 무관하게 국민들이 체감하는 환경
의 질은 저하되고 있음.
- 2016년 6월 5일 발표된 OECD 국가 ‘더 나은 삶의 지수(Better Life Index)’에
서 환경분야는 2.7점으로 38개국 중 37위를 차지함으로써 국민들이 체감하는
환경의 질 저하는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2013년에 발표된 OECD 국가 ‘더 나은 삶의 지수’에서 환경분야는 5.3점을 기
록한 바 있으므로 이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환경의 질이 더 낮아지고 있음을 보
여줌. 지난 3년간 더 나빠진 환경지수는 대기와 수질오염에 근거한 것인데, 한국
의 초미세먼지 농도(PM2.5 이하)는 세제곱미터당 29.1마이크로그램(㎍/㎥)으로
OECD평균인 14.5㎍/㎥를 초과해 경제적으로 부유한 곳 중에서 가장 오염이 심
한 것으로 평가됨. 미세먼지(PM10)의 경우에도 49㎍/㎥에 이르는 등 개선이 거
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전체적인 환경의 질 저하는 수질에서도 감지되고 있음. 특히 4대강 사업 이후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폐수처리장과 상수원의 비점오염 관리를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천의 주요지점에서 수질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
음.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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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전체의 환경의 질도 평가에 있어 중요한 항목이지만, 지난 4년간 경제 양극화
못지않게 환경권도 사회계층에 따라 불균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특히 ｢수
도권대기개선 특별법｣ 등에 따라 수도권에 대한 정책이 타 지역 정책에 비해 정책의
실효성 평가와 함께 환경정의의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음.

3. 연구내용
 환경정책 평가이론과 평가의 틀(Framework)로서 환경정의 규정
 박근혜정부의 환경분야 국정과제와 규제개혁 방침에 대한 검토
 환경의 질 개선의 관점에서 환경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
 환경정의의 관점에서 지난 4년간의 특정 환경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도출

4. 연구범위
 시간적 범위: 2013년 1월 ~ 2016년 9월
 내용적 범위:
-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검토 (① 화학물질 사고 감축과 위해 화학물질 관리를 통한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환경 조성, ② 미세먼지 및 수질관리, 수돗물 공급 등 환경
의 질 확보를 통한 국민이 행복한 환경 서비스 제공, ③ 기후변화 대응 및 국토환
경 지속가능성 제고, ④ 자원순환사회 실현)
- 가습기 살균제를 포함한 화학물질 관리체계
- 하천 및 호소 수질에 관한 정책(4대강 중심)의 효과와 형평성(정의)
- 기후변화 대응(배출권거래제도) 및 미세먼지 정책
- 폐기물 관리 및 자원순환
- 자연생태 보전 및 관리(개발과 보전)

5. 연구방법
정책평가 방법에는 3가지 방식이 통용되고 있음. 1) 공공정책의 목표와 그 산출물을 놓고
효과를 분석하는 방법, 2) 정치적 과정으로서 정책 참여자와 수혜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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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만족도를 조사하는 방법, 3) 정책이 도입된 배경과 과정, 의사결정 전반에 관한 평가로
서 제도론에 입각한 방법이 있음.
본 연구에서는 시간과 공간적 한계로 인해 첫 번째 방식인 정책목표와 산출물에 대한 효
과 및 집행과정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함. 단 정의의 관점을 고려하여 제도적 접근을
일부 차용하기로 함. 이를 위해 다음의 연구방법을 활용함.
 문헌조사
- 시간적 제약으로 문헌에 기초한 분석
- 환경부 환경백서 및 환경통계연감, 정부 발표자료 및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발
간된 자료 참조
 사례조사
- 질적조사로써 필요한 경우에 인터뷰와 자료요청을 통해 조사
- 언론자료를 포함하여 간담회, 집담회 등에서 제시된 사례 검토, 특히 규제개혁 분
야에 있어서는 규제절차 간소화를 통한 개선 이후의 사례 발굴

연구내용

연구방법

연구 방향 및 범위 설정

규제완화,
자연정책

환경정책평가에 합당한 정의적 관점

문헌 검토

분야별 환경정책 분석의 틀

전문가 회의

화학물질
안전

자원순환

기후변화 미세먼지

수질 4대강

현 정부 환경정책평가와 향후과제 도출
[그림 1] 연구흐름도

정부발표 자료 및
사례조사

전문가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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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환경정책에 대한 평가는 단순히 정책 효율성(Efficiency)과 실효성(Effectiveness)
만으로 평가되어서는 환경문제의 근본적인 특성인 불확실성 및 형평성을 반영할 수
없음.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환경정책에 대한 평가의 범위를 확대하고 고정된 시각
을 환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향후 과제를 도출함으로써 차기 정부에 대한 정책제안
을 형성할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
 추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의원 간담회 개최 예정.
 본 연구는 포괄적이고 기초적인 연구이므로, 추후 국회 내에 있는 의원 연구단체들
의 심층 연구로 연계되어 분야별 연구의 토대로 활용.

>>>>>

제2장

이론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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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의 이론적 접근은 환경정책 평가이론과 정의적 관점을 통합하는 데 할애하였다. 공공
정책의 이론에서 다루는 정책평가는 다음의 특징이 있다.
 정부개입을 대상으로 한 평가이며,
 정부활동을 개선하기 위한 과정이기도 하고,
 정책의 산출물과 결과에 집중하여,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비교 분석하는
 다학문적 과정이며 정치적 과정이기도 함.
환경정책 역시 공공정책 평가의 특징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되, 본 보고서에서는 그 이론
적 바탕을 정의적 관점을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따라서 실효성과 효율성보다는 규제
와 혜택이라는 측면에서 정책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대상이 되는 정책은 환경부의
정책이나, 산업자원부나 국토교통부와 같은 개발 중심 부처의 정책의 경우에도 환경부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의 구성에서도 알 수 있
듯이 환경분야가 안전과도 직결되며, 환경권이나 삶의 질, 국제적 문제에까지 다양한 영
역에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본 장은 각 정책분석 및 평가에 기준이 되는 정의의 관점을 수립하기 위해이론적 배경을
서술하였다. 전반부는 환경정책 평가이론을 기술하였고, 후반부는 정의론의 관점을 환경
정책 평가에 투영하기 위하여 롤스의 <공정함으로써의 평등> 이론과 국내 환경법을 중심
으로 공리주의적 관점과 파레토 평등 개념을 비교하여 서술하였다. 2장의 소결로서 본 평
가의 정의의 관점에서 환경정책 평가의 틀을 제시하였다.

1. 환경정책 평가이론
정의적 관점을 견지한 평가에서는 환경정책이 수립되는 과정(정책의제 선정에서 의사결
정까지)과 집행과정, 그 이후에 발생하는 효과에까지 평가의 영역이 확대되어야 한다. 흔
히 정책평가는 정책목표가 정해지고, 정책이 수립되어 실행되면 정책목표가 얼마만큼 달
성되었는가를 중심으로 “효과성”을 평가하게 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책의 집행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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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정부 예산 및 사회 비용을 중심으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정책이 집행되었는지 평가
를 하기도 한다. 하지만 많이 간과되고 있는 부분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합한 정책이
수립되었는지를 판단하는 “적합성”과 문제발생에서부터 환경개선을 통한 사회적 효과에
이르는 과정 전반에 대한 “효용성”을 평가하는 일이다. 아래의 그림은 환경문제가 발생했
을 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목표와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에 따른 결과와 환경개선 및
사회적 효과를 이루는 과정을 나타냈다.

[그림 2] 환경정책과정과 평가기준

[그림 3]은 [그림2]에서 제시된 평가방법에 따라 환경정책과정을 구체적인 사례들로 연
결한 그림이다. 그 중 하나의 예를 기술하자면, 매립지가 부족해지고 갈등의 온상이 되면
서부터 매립지를 새로 찾는 것보다 매립용 폐기물을 감량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
였다. 매립지 문제는 폐기물 감량과 자원 순환의 정책목표로 구체화되고, 자원 순환 중에
서는 소각을 통해 에너지를 회수하는 방법과 재활용을 통해 자원을 회수하는 방법의 효과
를 두고 고려하게 된다. 물론 이 두 가지 정책은 모두 적용되고 있지만 어떤 정책이 더 효과
적일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평가된다. 소각이 가지고 있는 입지의 한계와 주민 보
건 문제를 따져본다면 사회적 영향을 추산할 수도 있다. 재활용 정책의 경우, 재활용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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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분리수거 방식을 거점제로 할 것인지, 각 가정이나 공동주택 앞에 설치할 것인지 등 다
양한 논의와 방법을 검토한다. 그 후 어떤 방식이 가장 효율적인지 예산과 비용을 비교해
평가한다.

[그림 3] 환경정책과정의 예

A. 정책의제 형성에 대한 평가
1) 환경문제의 특징
환경문제는 문제의 현상과 함께 과학적 지식과 기술적 한계를 동시에 받아들여 문제를 정
의해야 한다. 즉 문제의 발생과 원인을 알더라도 그것이 가지는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현재의 과학적 지식에 의한 불확실성(Uncertainty)을 인정함과 동시에 이로
인한 문제에 대한 접근방식을 사전예방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에 준할 것인
지 최선의 지식과 기술을 동원한 문제해결(Best Practice Available)에 집중해야 할 것인
지 판단을 해야 한다.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환경문제는 과학적 지식에 의해 정의되고, 전문가들에 의해 피
해범주와 수준이 결정되곤 한다. 환경문제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영향 및 피해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은 환경문제가 가진 정의 혹은 부정의에 관한 이해가 필수적
이지만 여전히 그 이해가 부족하다. 오염산업이 경제적으로 빈곤한 지역에 분포하게 된다
든지,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그 대책이 늦어진다든지 하는, 많은
문제들은 공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대응이 이루어져 왔음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형평성과
정의의 관점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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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환경문제의 이해
환경문제의 특징

지식과의 연관성

1. 복잡성
 불확실성이 매우 높음
2. 장기적 문제의 가능성
 문제를 정의하는 집단이 전문가일 가능성이
3. 원인과 결과가 한 곳에서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며,
높음
근접한 곳의 문제가 아닐 수 있음.
 문화나 종교에 따라 다른 입장차가 발생
4. 문제의 결과가 불평등하게 분배될 수 있음
(※ Mickwitz, P. (2003) “A Framework for Evaluating Environmental Policy Instruments: Context and Key
Concepts” Evaluation Vol.9(4):415-436, p.417)

① 복잡성
환경문제는 단 한가지의 원인에 의해 필연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보다는 주변 환경과
의 반응에 의해 문제를 일으키거나 간접적인 영향을 광범위하게 드러내기도 한다. 환경 현
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리법칙이나 생물학, 생태학 등 자연계의 현상을 이해해야 하
고, 이들이 서로 다른 계(系)와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 연구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서
보건의학적 지식이 있어야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유에서 환경문제
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피해 원인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사망의 직접적
인 원인과 사망으로 이끌었던 최초의 원인과의 인과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지
식과 분석을 위한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이를 증명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과학적 지식의 한계로 인한 물질적 신체적 피해는 환경문제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못한 예
가 많았다.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었던 경우이다. 집단 콜레라나 집단 피부병의 발병, 특
정 지역의 암 발생률이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경우 등은 역학조사에 의해 원인을 밝
힐 수 있는 경우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피의자에게 가해규모와 보상을 받기
가 쉽지 않았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직접적인 원인-결과가 밝혀지지 않더라도 환경문제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과정을 거쳐
서 간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한다. 황사가 발생하고, 미세먼지가 심하게 나타나는 동안 진
료 환자가 급증한다면 이는 대기오염과 호흡기 질환을 연관시켜볼 수가 있다. 보건적 측면
에서 대기오염 수치와 호흡기 질환자의 병원 방문수를 비교하여 평년 같은 기간의 환자수
를 비교해서 추가된 부분을 대기오염에 의한 영향으로 발표하긴 하지만, 개인이 호흡기 질
환을 가지고 국가에 대기오염 배상을 청구하고 규명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환경오염의
피해자 중 일반시민들은 산업시설이나 국가에 보상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 불산 유출이
나 페놀오염 등 특정한 산업시설에서 배출된 오염물에 대한 피해는 처리가 가능하지만 보
편적이고 다양한 인자들이 만들어낸 문제에 대한 피해대책은 오로지 공공정책을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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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가능하다. 따라서 환경정책과 실행은 환경문제의 해결과 동시에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
는 조치로 이해하여야 한다.

② 장기성
환경문제는 지역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넓고 장기적 현상을 통해 발생한다. 미국의 러브 커
넬 사건은 화학물질이 10년간(1942~1952) 토양에 축적된 후 오랜 시간이 흘러 이 지역
에 주택단지가 조성되면서 발생한 대규모 토양오염 사건이다. 마을에 암환자가 늘어나고,
면역이 약한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원인모를 병에 걸린 후 문제를 제기한 것이 1978년이
니 약 30년이 경과하였고, 그로부터 브라운필드 법(1995)이 만들어지기까지도 20년 가
까이 걸렸다.
2016년 조사 및 국정감사에서 크게 다뤄진 가습기 살균제 사례 역시 오랜 시간이 경과
되었다. 최초 개발이 된 지 10년이 지나서야 의료계에 의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PHMG의
흡입독성은 상온에서 분말형태이기 때문에 호흡기 노출이 가능하다고 문제를 지적한 것
이 2003년이었고, 2006년 소아 급성 간질성 폐렴이 유행하였으나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
는 그로부터 5년이 또 흘렀다. 2011년이 되어서야 정부의 첫 역학조사가 발표되었고, 가
습기 살균제를 회수조치 한 바 있다. 2011년부터 접수되어야 할 피해자 조사는 2013년부
터 2016년까지 이루어졌고, 2016년 6월 30일 현재까지 피해자는 총 3,698명이고 이 중
19%인 701명이 사망하였다. 정부는 환경문제의 복잡성을 잘 이해하고 있고, 전문가들은
연구와 진술에 보수적이다. 따라서 환경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즉각적인 규명이 어렵다보
니 조치가 늦어지고, 징벌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피해규모는 늘어난다. 따라서 복합성
과 장기성을 고려한다면 환경문제를 일으킬 잠재적인 물질개발이나 개발사업은 보다 보
수적이고 사전예방의 원칙에 입각하여서 진행해야 함을 잊지 않아야 한다.

③ 광범위성
환경문제는 흔히 국경을 초월하는 문제로 다뤄진다. 특히 대기오염은 공기가 퍼져나가는
것만큼이나 쉽게 지역적 경계를 넘어서기도 한다. 중국의 황사와 미세먼지가 한국에 영향
을 주는 것, 해양오염이 해류를 타고 퍼져나가는 것, 조류독감이나 구제역이 발생하는 범
위 등을 보면 그 영향이 광범위함을 알 수 있다. 환경문제의 원인지역과 피해지역이 일치
하지 않는 경우도 흔히 발견된다. 하천의 상류에서 발생한 오염원이 하류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상수원 오염을 통해 수돗물 공급지역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또한 환경피해의 대
상이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이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법체계에서
가볍게 다뤄지는 경우가 있는데, 생태적 피해가 결국 인간의 피해로 돌아온다는 점을 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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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문제로 겪은 바 있다.

④ 불균형성
불균형성은 정의적 관점과도 직접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환경문제는 보편성을 가지고
불특정다수에게 발생하더라도 그 피해규모는 불균형적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신체적으로 약한 사람들에게 더 심각한 피해를 일으킨다. 소아와 노약자들, 장애인이나
허약한 사람들이 주된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두통 정도의 미약한 영
향을 주는 대기오염이나 전자파 문제가 신체적 약자들에게 암을 일으키거나 심각한 증세
를 일으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폭염이나 혹한이 찾아왔을 때에도 이러한 현상은 두드러
진다. 신체적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사정이 괜찮은 사람들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
다. 폭염을 견디기 위해 에어컨을 설치하고 가동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과 그러한 환경을
선풍기와 몸으로 고스란히 이겨내야 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이들이 겪는 환경문제는 경
제적 불균형성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해서도 공기청정기를 설
치할 수 있는 형편인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은 신체적 피해규모가 다를 수밖에 없다.
환경문제의 발생 자체도 지역적 불균형성을 드러낸다. 대규모 핵발전소의 위치는 대부
분 해안가이고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져있다. 수도권의 전력공급을 위해 발전 및 송전을 위
한 시설들로 인한 피해는 수도권 외의 사람들이다. 화력발전소가 서해안 일대에 세워진
점, 수도권 수도공급을 위해 상수원 사람들은 경제활동에 제약을 겪는 점, 산업공단 위치와
각종 혐오시설의 위치가, 민원이 가장 적게 나오도록 소수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설
치된다는 점 등은 환경문제 발생의 불균형성과 부(不)정의의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힌다.

2) 환경의제 형성과정 특징
① 정책목표
환경문제 발생 이후 정책이 형성될 때까지 가장 중요한 과정은 정책의제의 형성이다. 환경
문제는 1차적인 원인이 되지만 그 후 문제를 분석 및 해석하고, 이에 필요한 정책을 제안
하고, 결정하는 과정은 다양한 전문가와 환경단체, 언론 및 정부에 의해서 견인된다. 문제
의 해결은 정책수립의 궁극적인 목표이지만, 실질적인 정책목표는 보다 구체적으로 표명
된다. 예를 들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서(문제) 정부 및 연구자들은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을 추적한다(분석). 언론과 환경단체는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와 화력발전소 및
교통에 의한 미세먼지 국내 유발요인에 대해 다루고, 보도(해석)하고 압력을 행사 한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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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이 과정에서 의제가 형성되는데, 중국에 대한 압력을 행사할지 국내 발생원을 규제할지
논의하는 과정이 발생한다. 중국의 영향이 부각되면 국제협력 및 양자 간 교류 등 외교적
방법에 의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정책과 비전이 제시된다. 국내 미세먼지 규제에 대한
압력이 거세지면 경유차와 화력발전소, 사업장 규제 등이 강화된다.

② 전문가 집단
전문가 집단은 지식정보의 유통에 있어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환경문제에 대한 원
인 분석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몫까지 담당한다. 국내 환경전문가들은 크게 정부의 기술
관료, 국가기관 연구자, 기업 및 독립연구자, 시민단체와 연계된 전문가, 학계 이렇게 구분
할 수 있다. 이들은 전문분야에 따라 다시 대기, 수질, 보건, 폐기물, 환경법, 생태, 산림 등
다양하게 나눠져 분석 및 환경문제에 대한 해석을 제시한다. 환경단체를 제외하고는 대부
분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요구하는 분석을 담당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정책안
을 제시한다. 객관적 사실을 중심으로 분석을 한다 하더라도, 많은 경우 어떤 그룹과 함께
일을 하느냐에 따라 대안 제시는 달라질 수 있다. 미세먼지의 예처럼 원인을 어디에 둘 것
인지 부터 어떤 해결책이 가장 실효성이 있느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안을 두고 의견을
수렴한다.
소수의 전문가가 주도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집단의 경우, 정부는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
일 수밖에 없다. 특히 환경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 언론도 큰 관심을 기울
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 담당자와 소수의 이익집단 및 전문가가 정책을 좌
우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반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경우, 너무 많은 전문가
와 이익집단의 이해가 걸려있어서 갈등이 증폭되긴 하지만 쉽게 결론을 내리거나 정책을
결정내리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발생한다.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이런 빈도는 높아진다.
우리나라의 4대강 사업이 대표적인 갈등사례이다. 전문가 집단 간의 반목이 발생하였고,
과학적 사실이 언론이나 정부에 의해서 왜곡되기도 하고, 불확실성의 영역을 불신의 영역
으로 확대시켰다. 4대강 사업의 목적이 기후변화 적응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은 인식
하지 못한다. 또한 하천을 관리하는 목적이 오직 한가지일 수는 없는데, 마치 수량을 확보
하는 것이 하천 관리의 목표인 것처럼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한 것은 여전히 의혹이 남는
부분이다. 하천은 다양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한다. 인간사회에 물을 공급하고 있지만,
주변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시켜주고, 지하수의 흐름을 조절하고, 재해를 예방하기도 하
고, 농토에 영양을 공급하기도 하고, 많은 동식물의 서식처를 제공한다. 하천은 하천으로
떼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과 상호 교류하고 연결되어 있다. 하지만 일부 전
문가들은 하천의 역할 중 일부 역할을 강화하거나 배척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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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수공급이나 농업용수, 공업용수 등 이수를 위해서 생태계서비스의 일부 기능을 정지시
킬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하천에 보를 세우고 댐을 만들어서 이수와 치수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생태적 연결성은 끊어지고, 좌시되었던 수질문제는 엄청난 비용을 치르고도 여전
히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책결정의 방법인 경제성을 도입하게 되었는
데, 과연 그 경제성 평가(Cost-benefit Analysis)가 적절하게 활용되었는지 등은 전문가
사이에서도 여전히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③ 이익집단
전문가들은 전문지식을 무기로 이익집단에 영입되기도 한다. 학회를 통해서 공동의 의사
를 전달하기도 하며, 기업이나 단체를 통해서 의견을 제시한다.
준전문가라 할 수 있는 기업이 대표적인 이익집단이다. 실용성과 실효성을 이유로 환경
규제에 쉽게 반발하기도 한다. 박근혜정부 국정과제로서 초기부터 제기되어 온 「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은 산업계에서 지나친
과징금과 실효성을 이유로 규제를 약화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기업들의 주장은 전국 경
제인연합회나 상공회의소 등을 통해서 공동의 의사표현으로 표출되기도 하고, 증권가나
투자와 관련된 기사로 언론을 통해 표현되기도 한다.
기업과는 다르지만 정치인들 역시 이익집단을 대표하기도 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규제완화나 보호구역 해제, 그린벨트 해제에 특정 유권자와 함께 적극 목소리를 낸
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는 공약사항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을 제시하고, 보호구역 주민들의
표를 의식한 발언을 통해 이익집단의 활동을 보인다.
환경단체는 대개 이익집단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본 연구에서는 특정한 목소리를 내
고 압박하는 단체로서 이익집단에 준한다고 본다. 환경보전을 통해 단체가 직접적으로 얻
는 이득은 없지만, 환경단체의 정체성에 기여한다. 따라서 언론을 통한 압박에 가장 활발
하게 참여하는 집단이 환경단체이다.

B. 정책결정과정 평가
환경문제 발생 이후 환경정책 의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드러난 이해관계자들, 즉 이익집
단과 정부 관계자, 전문가, 시민단체, 주민 등은 문제해결의 의지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압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의제형성은 정책목표를 결정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정책결정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기 위한 초기 정책 커뮤니티로 성장한
다. 이들의 의사를 전달받아서 법을 입안하고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사람들은 주로 국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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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연구자들의 도움을 받은 관련부처 공무원들과 국회이다. 이들은 흔히 이익집단들로부
터 요구받고 그들의 민원을 수렴하지만 결정은 그들의 몫이 되기도 한다.

1) 이해관계자에 대한 파악
규제를 많이 다루는 환경분야에서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법안이 통과
되었을 때 누가 그 규제의 대상이 되는지, 갈등은 발생하지 않을지, 이 제도를 통해 다수의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게 되는지 등 이해관계자를 파악하여 특정한 집단에 피해가 가지 않
게 하고, 혹 피해가 가더라도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거나, 대다수의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합당한지 등의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의견수렴
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대개의 경우 주요 법안이 상정되기 전이나 후, 공청회나 토론
회가 마련된다. 이러한 자리에 참석한 이해관계자들이 충분히 자신들의 의사를 밝힌다면
이를 중심으로 이해관계자를 이해할 수 있다. 외부 연구자들의 경우, 회의록을 통해 참가
자들의 소속과 발언내용을 중심으로 분석을 한다. 참석하지 못하거나 참석한 이후에도 자
신들의 이해관계가 충분히 설명되지 못했을 땐, 언론을 통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중앙
언론지 및 지역 언론지를 분석하여 특정 집단이나 전문가들이 어떤 의견을 제시하였는가
를 분석하고, 이를 정책결정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어떤 집단이 우위를 차지하였는지 비교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기존의 분석을 참고하면, 의사결정과정에서는 정부와 정부 소속의 연구자들, 정치인들
이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들에게 영향력을 갖는 사람
들은 그들 주변의 다양한 집단이다. 예를 들면, 시민감시자들(Watch dogs)의 역할인데,
주로 지역 환경단체나 중앙 환경단체들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독립 연구자들 역시
환경단체나 학회 등을 통해 정책결정에 압력을 행사하곤 한다. 그 이유는, 독립 연구자들
이 연구소를 운영하거나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경우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서 정
책결정에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연구자로서 국가 연구용역을 집행하는 집
단이기도 하여 국가기관과 대립적 발언을 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언론분석을 통해 전문가 그룹과 그들의 정보유통 경로를 이해할 수 있다.

2) 의사결정과정에서의 공정성
환경정책 의제설정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쉽게 간과되고 있는 바는 이해관계자 중 특정 집
단에 의해 지식이 점유되고 있어서 전문지식이 공유되지 못하고 공정한 의사전달이 이루
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4대강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 4대강
인근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이에 관한 의사표현의 기회가 전혀 없었다. ｢환경영향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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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법｣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들이 만들어져 있지만 전문지식을 무기로 전문가 및
정부 관료들은 대통령의 국정방향을 중심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할 뿐이다. 대부분의 경우
환경오염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정책을 전환시키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한 대부분의 의사결정은 정부 관료와 이익집단에 의해 편향되기 쉽다. 따라서 이해관계자
를 파악한 후에는 이들이 의사결정과정에 공정하게 참여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C. 정책 선정기준과 결과, 영향
OECD 환경정책 수단은 규제(과징금/벌금), 세금, 보조금 등의 경제적 방법들을 주요 정
책수단으로 꼽고 있다. 이러한 수단이 누구를 향해, 얼마만큼 적용되는가, 효율성과 효과
성을 평가할 때 유용하게 활용된다.

1) 정책수단의 선정기준
① 시장 가치
과학이나 공학을 하는 사람들이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면, 정부는 모든 정책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선택의 기로에 선다. 정책결정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경제성 평가는 다
양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환경적 가치는 시장가치 평가로만 평가될 수 없기 때문에 환경
가치평가의 방법에 따라 몇 가지 방법에 의해 진행된다. 4대강 사업이나 간척사업 등 대규
모 사업의 경우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개발을 위한 환경훼손 사업이라 할 수 있는
데, 이러한 경우 환경영향평가와 더불어 경제성 평가(Feasibility)는 사업의 계획과정에
서 오랜 시간 이해관계자들의 숙고(discourse) 과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전문가
들에 의지한 채, 사업시행을 목표로 형식적인 과정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가
치평가는 시장재의 가치를 중심으로 평가되고, 환경가치의 기반인 존재가치나 생태적 가
치는 약소평가 되고, 사업시행자에 유리한 방식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보전과 개발이라는
오래된 갈등의 프레임에서 무엇이 가치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가는 갈등의 세월만큼이
나 오래된 숙제이기도 하다. 경제발전이라는 국가적 목표는 지난 수십 년간 단 한번도 환
경문제에 의해 제동이 걸린 적이 없다. 환경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기술적으로 해결하는 접
근법을 사용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정책을 추진하였다.

② 절차적 비용
산업화가 이루어진지 약 30~40년이 흐르면서 불산사고 등 화학물질 관련 사고들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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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에 대한 언론의 집중조명에 의해 충분한 논의와 원인분석이 진행되기 이전에 이
미 규제가 강화되었고, 관련된 모든 정부기관과 관련기관에 보고체계가 수립되면서 소규
모의 유출사고에 11개의 기관이 보고를 요구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하였다. 「유독물관리
법」의 기존 체계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평법)」 체계를 만들어서 개선하고자 하는 환경법적 접근이 정확한 원인분석이 이루어
지기 전에 제시되었던 것은 언론과 환경단체, 국민적 정서의 영향이 컸을 것이다. 하지만
사고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이 상품의 디자인 문제라든가 고용의 문제, 관리교육의 문제로
밝혀졌다면 그 해결방법은 조금 달랐을지도 모른다. 화학물질에 의한 사고로 인해 지역주
민이 입은 피해에 더 집중했더라면 산업단지의 입지규정에 대한 부분이 더 먼저 조명되었
을지도 모른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비용체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의 정책을 집
행하기 위해서 따르는 비용이 있다. 법 한 줄 바꾸는 것이 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
겠지만, 실제로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요구하기도 한다. 산업단지의 입지규제보다 화학물
질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접근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사고나 재해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곳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 및 위험성
을 고려한다면 화관법과 화평법에 과도한 규제를 가하기보다는 입지와 고용 등 다른 요인
들에 대한 대처법을 다룰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는 여러 타 부처의 협력이 요
구되고, 기간도 상당히 길어지고,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이러한 위험부담을 줄이고
단기간에 효과를 보기 위해서 환경부가 다룰 수 있는 범위에 집중하기 쉽다. 이를 절차적
비용이라고 부르고, 정책의제 중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2) 정책결과에 대한 평가
① 정량적 평가
우리는 흔히 언론에 등장하는 평가지수를 보면서 우리의 환경서비스의 수준을 판단하곤
한다. 미세먼지(PM10)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에 따라
바깥활동이 달라지는 만큼 우리는 그 수치에 민감하다. 매일 매일의 수치가 연간 평균이
되고, 누적된 값들은 정부의 미세먼지 혹은 대기오염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하천의
BOD나 호소의 COD값이 얼마인지에 따라 하천을 관리하는 관료들은 자신들의 수질정
책을 평가받기 때문에 매우 민감해진다. 수백에서 수천억 원의 예산이 폐수종말처리시
설을 설치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근거 역시 환경의 질 개선이라는 목적 아래 하천의 수
질검사 수치에서 나온다. 환경분야의 총체적 평가는 환경성과지수(Environm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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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Index)로 이루어져서 국가별 순위가 발표되면 그것이 환경부의 성적표
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OECD 행복지수(Your Better Life)의 예에서처럼 환경분야는 대기의 질과 수
질로 정량화되어 평가되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어떤 형태의 오염이나 환경파괴가 일
어났는지는 분석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특정한 정책의 효과를 측정하기 어렵고,
수질이나 대기질이 나빠져서 발생하는 생태적 위협이나 보건적 영향을 파악하기 어려운
면도 있다. 양적 평가는 방법이 분명하고 서열화하기 좋은 형태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정
책의 효과를 알 수 없어서 개선방법을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OCED
는 환경성과에 대한 평가를 수량 중심이 아닌 Peer Review 방식을 택하고 있다.

② 정성적 평가
OECD는 환경성과 평가를 해마다 하고 있지만 집중국가로 채택이 되면 보다 심화된 방법으
로 환경성과를 평가한다. OECD환경성과평가(Environment Performance Review:
EPR)의 심화평가 과정은 각 국가들의 환경상태 및 정책을 평가하기 위해 OECD환경정책위
원회 산하 환경성과평가 작업반에서 각 국가들에 요청에서 시작하고, 이를 회원국들의 전문
가 집단의 평가(Peer review)와 사무국의 실사를 통해 검증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2015~2016년에 한국에서 시행된 OECD환경성과평가 과정의 예
OECD-평가 대상국 간 평가분야 협의 → OECD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 제출 →
OECD 평가팀 1차 방한(면담･현지실사) → OECD 평가팀 2차 방한(평가결과 논의) →
보고서(안) 회원국 공개 → 평가결과 검토회의 → 최종 보고서 발간
[표 2] 한국의 환경성과 평가의 예
Part I : 지속가능발전
1. 주요 환경추세

 물･대기 등 환경 지표, 경제-환경 탈동조화 추세 등

2 : 환경 거버넌스와 관리체계

 환경정책의 수립, 이행 및 집행과정 평가 등

3 : 녹생성장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 등

Part II : 심층 평가
4 : 폐기물 및 물질관리

 물질흐름과 자원생산성 평가 등

5 : 환경정의

 환경정의 촉진 정책 수단, 환경 훼손에 대한 책임 담보 방안 등
 환경 분쟁 해결 방안, 해결 수단에 대한 접근성 등

(※ 출처: 환경부, 2016, “OECD환경성과개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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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의 사회영향에 대한 평가
① 사회영향 평가
환경정책평가의 이론서에서 베둥(Vedung, 1997)은 환경정책의 평가는 목표하는 대상에
게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가보다는 예상하지 못한 영향이 얼마나 발생하였는지를 평가하
는 일이라고 권고한 바 있다. 그 이유는 앞서 언급한 환경문제의 특징인 복잡성, 불확실성
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복잡성과 불확실성, 확장성, 장기성을 고려하여 파급효과를
가장 축소시키는 방법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다양한 목
소리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 특정한 이익집단이나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가 강화되어 정
책이 편향될 수 있고, 그 효과도 정책의 목표대상 외에서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림 4] 정책의 다양한 효과와 정책평가

② 정책평가의 환류(Feedback)
정책은 도로나 건물처럼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정책결과로서 그런 산출물이 만들어
지기도 하지만 정책은, 예상하지 못한 부정적 효과가 발생했을 때는 계획의 수정을 통해
개선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부정적 효과가 발생하여도 수정이 어려운 정책(예, 토지이용
변화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토목공사를 동반하는 정책)의 경우 정책과정에서 더 많은 이
해관계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필요가 있으며, 가능하다면 적응적 관리계획(Adap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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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2. 환경정책평가에서의 정의
A. 배경
본 절에서 “정의”라는 철학적 관념을 환경정책을 평가하는 데에 접목하고자 하는 이유는
정치철학이 갖는 도덕적 신념들이 사회갈등을 풀어 가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사회적
평등의 문제는 산업화 이후 자유경제시장에서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21
세기에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다. 지나친 불평등이 오히려 성장을 해친다는 권고는 많은
학자들이 인정하는 바, 경제정의와 경제민주화는 박근혜정부의 출범부터 제시되어 왔다.
환경문제는 근본적으로 개발과 보전이라는 사회적 가치(우선순위)의 갈등이자, 세대 간의
갈등, 정보의 비대칭에 의한 갈등, 혜택의 불평등에 의한 갈등 등 다양한 주체들 간의 갈등
으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에 정의적 관점을 투영하여 갈등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도
움이 된다면 환경정책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정치철학은 대개 형이상학적 관념에 머물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실천가능한 정치적
가능성의 한계를 탐색하는 데 도움을 준다. 특히 앞서 정책의 평가가 효율성(Efficiency)
에 국한될 때는 정량적 방법으로 평가가 가능하지만, 효과성(Effectiveness)이나 공평성
(Equity) 등의 평가는 정량적 방법으로 규정하기 어려움을 언급한 바 있다. 정성적 방법
을 도입해야 하는데, 동일한 프레임으로 정책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넘어야 할 산들이 많
다. 왜냐하면 하나의 정책으로 영향을 받는 대상들은 모두 다른 척도를 가지고 있고, 환경
문제로 인한 피해수준이나 대안에 대한 입장에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평함을
바탕으로 한 “정의”적 관점의 평가는 매우 주관적이 되기 쉽다.
주관적 평가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의적 관점’에 대한 이해와 평가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법체계에서 환경정의가 구체화되지 못하더라도, 정책의 평가 과정에서 정의적 관점
의 원칙과 기준이 제시된다면 입법과 집행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합의는 ‘상식’ 혹은 ‘시대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형성되기도 한다. 귀족이 사라지고 국민과 국가가 등장한 시점 이후 어느 순간
개인보다는 전체를 위한 기준들이 등장하고 전체와 국가가 강조되며 인권이 사라지자 이
에 대한 반동이 시작되어 전체와 개인의 균형점을 찾아가게 되었다. 공공정책의 원칙이자
사회적 합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간략히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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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리주의적 개선
공리주의에서는 사회 전체의 이익이 최대가 되는 지점을 목표로 삼는다. 즉 공리주의는 최
대 인원의 최대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총행복에서 총불행을 빼서 나오는 값이 최대인 지
점이 자원분배의 기준점이 된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행복이 똑같이 상승하지 못하는 경우
가 많기 때문에 누구의 행복을 빼앗을 것인가의 문제가 상존한다. 예를 들어, 심장이 안 좋
은 사람이 한 명, 간이 안 좋은 사람이 한 명, 신장이 안 좋은 사람이 한 명, 건강한 사람이
한 명 있을 때 건강한 사람이 희생하여 3명을 살린다면 이는 공리주의적 선택이다. 그러나
정의적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는 비극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근현대사의 역사에서 공리
주의적 입장을 취해 개인의 희생을 요구한 예가 많았다. 국가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재산
권이 규제되기도 하고, 안보나 군사적 목적으로 개인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일도 많았다.
국가 전체의 혜택을 우선시하는 분위기에서 개인의 손실은 어느 정도 묵인되기도 하였다.

2) 파레토 최적의 개선
파레토 최적 원리는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발생하는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을 개선하
기 위해 제안되었다. 타인의 불행을 바탕으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아무리 소수라고 해도 타인의 손해와 희생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
소수의 희생을 바탕으로 획득된 다수 개인들의 이익은 ‘개선’이라 할 수 없다. 하지만 일방
적인 희생이 아니라 협의에 의해 보상이 주어지는 등의 손해 조정은 가능하다. 이러한 조
정은 칼도(Kaldor)와 힉스(Hicks)와 같은 실용주의 경제학자들이 주장하였고, 이들은 최
적 상태를 구현하기 위해 보상을 통한 전체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수도권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지방의 발전소에서부터 고압송전탑을 세우면서 예상하
지 못했던 피해가 발생하였다. 송전탑으로 인한 위해와 재산 손실로 송전탑의 지중화를 요
구하였으나 비용 증가의 이유로 사업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식’의 힘을 이용한
전문가가 소수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다수의 행복을 요구하는 일은 정의뿐만 아니라 파레
토 최적에 어긋난다. 유사한 예로 최근 미국에서는 원주민(Standing Rock Sioux tribe)
이 사는 노스다코타 지역에 석유 파이프라인을 매설하려다 식수원 오염과 성스러운 대지
등 환경과 역사, 문화적 이유로 저항하는 원주민들에 의해 저지당한 바가 있다.

3) 환경정의적 관점에서의 개선
송전탑과 파이프라인의 예에서 효율적인 결정은 어느 쪽이었고, 정의로운 결정은 어느 쪽
이었을까? 송전탑을 지중화하는 비용보다 적은 보상을 치루고 송전탑과 송전선을 건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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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면 이 결정은 효율적인 결정일 것이다. 하지만 정의롭지 못한 결정이라 할 수 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가장 손해를 보는 집단은 배제되었고, 가장 이익을 얻는 집단에 의해서
정책이 결정되었다면 이 결정이 올바르고 정의로운 결정이라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원
주민들의 식수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음으로 파이프라인의 계획을 변경하도록 지시한
공병대의 판단은 합리적 판단인 것은 분명했지만 정의로웠던 것이었을까? 합리적 판단이
법리에 의해서 공평성1)을 담보할 수 있다면 정의적 시각의 평가는 굳이 필요하지 않을 수
도 있다. 하지만 공병대의 판단은 깨끗한 식수를 마실 수 있는 환경권 보장, 지속적인 반대
에 의한 사회적 비용 증가, 정치적 압력 등 다양한 요소와 더불어 환경정의적 고려를 했을
거라는 판단이다. 그 이유는 미국의 법체계에서 알 수 있다.
미 연방환경청(EPA)은 2014년, 과거 클린턴 대통령의 행정명령 12898호(1994년)의
발령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자체 정책, 프로그램, 활동에 환경정의를 적극적으로 통
합할 수 있는 로드맵의 일환으로 EJ Plan 2014를 발표한 바 있다. EJ Plan 2014의 이행을
목표로 하는 「환경정의 2020」(Environmental Justice 2020)은 ① 이미 환경피해가 심
한 지역사회의 건강과 환경 증진을 위해 EPA 프로그램에 포함된 환경정의 실천을 심화시
키고, ② 파트너와 공동작업을 통해 이미 피해가 심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확대하
며, ③ 이미 피해가 심한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룩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청
이 도입한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는 환경 법률, 규칙 및 정책의 개발, 이행 및
집행에서 민족, 인종, 국적 또는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을 ‘공정하게 대우’하고 ‘의
미 있게 참여’시키는 것으로 정의한다.2) 공정한 처우(fair treatment)란 어떠한 집단도 산
업이나 정부의 또는 상업적 활동이나 프로그램 및 정책들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으로써 초래되는 환경상 해악이나 위험을 불균등하게 부담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이는 1993년 미 환경청이 ‘환경정의실’을 창설하고, ‘국가환경정의 자문위원회’를 두고 정
책을 집행한 지 20여 년간 정책집행의 기준으로 포함되어 왔다. 따라서 공병대 역시 연방정
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을 내렸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약자인 소수의 편을 무조건 들어주어야만 하는 것일까? 앞서 정책평가에서 정
책은 다양한 과정에 대해 다양한 기준으로 평가가 가능함을 전제하였다. 정의적 관점은 다
양한 관점 중 하나이며, 의사결정과정에서 상당부분 해소가 가능하다. 정책과정에서 이들
의 의견을 듣고 협의하고 합의하려는 시도가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진은 롤스의 ‘공정으로서의 정의’3)를 접목시키고자 한다.
1) 본 보고서에서 의미하는 정의(Justice)는 윤리학에서 말하는 공정(Fairness), 평등(Equality), 공평(Equity)을 포괄
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고, 정책의 평가라는 측면에서는 법차원의 공평함의 의미에 더 가깝다.
2) http://www.epa.gov/compliance/environmentaljustice/basics/index.html
3) 롤스(Rawls)는 정의를 공정함(Fairness)으로 표방했지만, 자유(Liberty)와 기회평등(Equality)의 사회에서 공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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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제조건
롤스는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전제로 다원주의를 강조한다.
“나는 민주사회가 공동체가 아니며 공동체일 수 없다고 믿는다. 여기서 공동체는 신념
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사람들의 집단을 의미한다. 자유로운 제도를 갖는 사회를 특징짓
는 합당한 다원주의의 사실이 그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에린 켈리, 2016)4)
다원주의적(Pluralistic view) 입장을 가진 롤스의 공정함으로서의 정의는 우리 사회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통일적 입장의 접근이 불가능함을 강조한다. 그는 다양한 집단으로 인
해 서로 다른 도덕적, 미학적 가치들을 가진 시민들의 견해가 심오하고 화해 불가능한 차
이가 존재함을 전제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를 거듭하면서 공정한 협력체계로 이어져
가는 사회의 기본구조(통시적 정의)가 정의롭게 이루어지도록 정식화하는 노력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② 협력조건
세대를 거듭하면서 공정한 협력체계가 이루어지기 위해 필수적인 사회협력 조건은 다음
과 같다.
 협력하는 이들이 그들의 행위를 규제하는 데 적합하다고 수용하는, 공적으로 승인된
규칙들과 절차들이 마련되어야 함.
 공정한 협력조건의 관념(호혜성과 상호성)을 포함해야 함.
 각 참여자의 합리적 이익(advantage)혹은 선(good)의 관념을 포함.
이러한 조건을 환경분야에 적용한다면 환경갈등을 축소시키는 협력조건은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개선을 위해 어느 정도의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규칙과 절차가
(법적으로) 마련되어야 함
 공정한 협력을 위해 정책과정 참여자들은 상호 소통을 통해 참여자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함
평등(Fair Equality), 즉 공평(Equity)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4) 원저자는 존 롤스이나, 편자 에린 켈리, 역자 김주휘인 ‘공정으로서의 정의’(이학사, 2016)를 참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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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참여자는 합리적인 이익을 만들어가기 위해 공동선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함

③ 최소수혜자
롤스가 말하는 두 가지 원칙은 “기회균등의 원칙”과 최소수혜자를 배려한 “차등의 원칙”
이다. 그렇다면 최소수혜자는 어떻게 구분될까? 최소수혜자는 모든 시민의 평등한 기본적
인 권리들과 자유, 공정한 기회들이 보장되는 질서 정연한 사회에서 가장 낮은 기대치를
갖는 소득 계층에 속하는 이들을 말한다. 이들을 구분하는 방법은 기본재에 대한 시민들의
일생 동안의 합당한 기대치의 차이들을 비교함으로써 가능하다. 기본재에 포함되는 자유
와 권리는 소득뿐만 아니라 이들이 평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권위와 책임을 갖는 직책과
권력의 기회, 이동의 자유와 다양한 기회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 자존감의 사회적 기반
등을 포함한다. 롤스의 최소수혜자 기준은 세대 간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사회체제의 자
유보장 수준과 직업기회, 소득 수준,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적인 환경서비스의 수준도
포함할 수 있다. 이를 조금 확대하면 기후변화로 인한 생물다양성 손실, 해수면 상승 등은
미래세대가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는 의미에서 미래세대가 기성세대보다 약자의
입장이 되는 셈이다.

B. 환경정의의 실천적 정의
롤스의 정의에서 정의적 관점을 차용하긴 하였으나, 평가의 틀로서 정의를 제시하려면 경
험적 실체가 보다 명확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조명래(2013)는 ‘환경적으로 정의로운
게 무엇인가’라는 추상담론을 이해한다고 해도 이것이 차별적인 실천조건으로 자동 도출
되지 않는다고 그 어려움을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그는 결론에서 환경부정의를 개발중심
국가인 한국의 입장에서, ‘개발가치의 배분으로부터 배제 혹은 개발가치의 창출을 위해
지역주민들이 향유할 환경가치가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데 따른 사회적 비용을 더 많이 부
담하게 되면서 겪는 상대적 환경박탈’을 의미한다고 정리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환경정
의의 실천과정은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집행, 영향을 평가하는 전 과정에서 개발가치에
의해 사회적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되는 사람들을 고려하는 일이라 하겠다. 다음은 환
경정의적 관점을 정책과정에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1) 의사결정과정에의 참여, 2) 법
체계상의 명시, 3)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 부분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1) 의사결정과정에의 참여
환경부정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환경의 최소수혜자라고 볼 수 있는 사회적 약자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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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이를 담보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① 사회구성원들이 정책을 통해 예상되는 환경편익과 환경손실 혹은 위험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평등하게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하고,
②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환경권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하며,
③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예상되는 자신의 편익과 손실을
다른 참여자에게 알리고,
④ 합의과정에서 상호 호혜적 결정이 이루어지되, 최소수혜자에 대한 배려를 통해 공평
한 결론에 도출될 수 있도록 협조할 의사를 가져야 한다.
위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책평가가 정책과정 전반에 이루어질 때 공정한 의사결정과정
수립의 여부, 의사결정에서의 참여와 의사결정의 방향을 중심으로 정의와 부정의를 평가
할 수 있을 것이다.

2) 법(정책) 집행에서의 환경정의 명시
환경재가 기본재로서 공공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는 환경을 둘러싼 사회집단 간의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하며, 이는 최소수혜자인 환경약자들에게 환경재가 가능한 한 많이 배분될 수 있도록 배려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환경의 사적 소유나 이용을 억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제고하
고, 법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1990년대 말 환경법제의 개편과정에서 환경부는 “국가･지방자치단체･그 밖의 공공단
체는 환경에 관한 정책을 수립, 집행함에 있어 현재의 국민으로 하여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 지역이나 인구집단, 소득수준 등 어떠한 이유로도 불합리한 차별
을 받음이 없이 그 혜택을 널리 골고루 향유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이를 미래의 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환경정의 개념을 ｢환경정책기본법｣에 도입하려
는 시도가 있었으나, 논란 끝에 무산되었다.5) 여기에서 말하는 “정의”라는 개념이 환경정
의라는 개념보다는 사회적 정의의 개념이 강하여 환경정책과 풀어나갈 수 있는 성격이 아
닌 담론 수준이라는 이유에서였다.6) 하지만 현재 환경정의는 일부 환경법제 상에 취약계
층에 대한 배려와 포괄적 참여의 의미로 반영되고 있다. 다음은 환경법 상에서 이를 반영
5) 허강무(2013) “환경정의 관점에서 본 도시계획·개발법제의 몇가지 쟁점”, 환경법연구 제36집 2호에서 노상환 외
(1998) 우리나라 환경법령체계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p.35. 재인용
6) 허강무(2013)에서 이상돈 (2006) “환경정의론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법학논문집 제30집 1호, p.92.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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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예를 제시하였다.
 2012년 「환경정책기본법」 개정법은 “지역 간, 계층 간, 집단 간의 형평성”을 기본이
념으로 설정하였다(제2조제2항).
 「환경보건법」은 어린이를 환경취약계층으로 상정하여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
안전관리기준을 도입하였으며(법 제23조 및 영 제16조제1항 관련 별표2), 환경유해
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에 대한 특별관리대책을 환경보건종합계획에 포함하도
록 정하였다(제6조제2항).
 2014년의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2016.1.1 시행)은 취약계층
에 대한 소송지원을 도입하였다(제42조).
 해양환경 부문에서는 2008년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어업인과 같은 소수자집단에 대한 정부의
보상과 지원을 근간으로 만들어졌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는 국민이 저탄소 녹색성장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
도록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이용 혜택을 확대하고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에너지 복
지를 확대하는 항이 포함되었다(제39조제5항).
 「환경영향평가법」은 영향평가대상 사업의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고, 영향평가 결
과가 지역주민 및 의사결정권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평이하게 작성되어야
함을 명시하였다(제4조제3항과 제4항). 또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주민공개(제
11조제5항)와 주민의견수렴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에 따라 공개하도록 정하
였다(제13조제4항).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은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의 피해자에 대해 제6조에 따른 배상책임과 관련된 피해
배상청구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제42조제1항). 환경부장관은 환경
오염피해소송지원변호인단을 운영할 수 있다(제42조2항)고 명시하였다.

3) 정책의 효과와 정의
앞서 [그림4]에서 환경정책평가는 정책효과를 평가할 때 그 정책이 목표하지 않은 대상에
게서 발견되거나, 예측하지 못한 사회적 부작용이나 영향을 평가하는 작업이라고 하였다.
정책이 설계될 때 목표한 결과 외의 효과가 발견되었을 때, 특히 그 영향이 이해관계자 중
사회적 약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전혀 예측하지 못한 대상에게서 손실이 발생하
였을 때에는 즉각적인 피해규모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평가하여 정책보완과 수정, 프로그
램 폐기 등 환류의 과정이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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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개발사업이나 환경위해시설의 입지 등의 정책에서 환경부정의의 결과가 초래된
사례는 대단히 많이 열거할 수 있고, 많은 학자들이 다루어왔다. 특히 ｢환경영향평가법｣
의 부정의적 요소는 영향평가를 시행하는 평가업체의 지정을 사업자가 하고, 초기 사업예
산이 집행되고, 계획이 나온 후 영향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절차상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4대강 사업이나 새만금 사업과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뿐 아니라 소규모 택
지개발사업이나 위해시설 입지를 위한 계획에서도 부실한 영향평가는 문제가 되어 왔지
만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개발정책에 대한 부정의 문제제기에 반해 환경정책의 결과
와 효과로서 환경부정의를 다루는 사례는 많지 않았다. 최근 유해물질관리 정책의 집행과
정에서 가습기 살균제 물질과 각종 안전관련 사고 등 환경피해가 발생하는 수가 증가하고
있어서 환경정책의 부정의 문제도 적극 검토할 여지가 있다. 새만금 간척사업 이후, 호소
수질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과도한 상수원 지역 규제를 하거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에너지 정책에서 원전을 추가하기로 하는 등 환경정책이 오히려 환경부정의를 유
발하는 문제를 촉발시키기도 하였다. 따라서 정책효과에 대한 정의의 시각은 예측하지 못
한 효과, 목표대상이 아닌 대상에게 발생하는 부정적 효과를 중심으로 정성적 평가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C. 정의적 관점의 정책평가 프레임워크
기존의 환경정책평가에서 말하는 효율과 효과에 대한 평가가 정책평가의 기본이 됨은 변
하지 않지만, 본 연구에서는 정의적 관점을 중심으로 평가의 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표 3] 정의적 관점의 정책평가 프레임워크
정책단계

정의적 관점의 주요 기준

평가방법

정책의제
형성과정

 언론 등 의제형성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였는가?
 전문지식 집단의 절대적 권위가 드러났는가?

언론분석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사를 반영하였는가?
회의록 분석, 참가자들
의사수렴 및
 정보공개 및 정보유통의 배타성은 없었는가?
설문조사 및 Focus
결정과정
Group Interview
 합의과정에서 소수에 대한 배려 및 숙의과정이 있었는가?
정책집행

 주민공개 등 법집행의 투명성이 지켜졌는가?
 사회적 약자 및 취약층에 대한 우선적 처우가 진행되었는가?

민원 및 소송 검토,
이해관계자 인터뷰

정책영향

 정책대상 및 비대상에서 발생하는 예측 혹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였는가?
 발생한 부정의에 관해 이해하고 보완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
졌는가?

다양한 정량적,
정성적 데이터 수집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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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 박근혜정부의 출범에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 정부의 국정비전을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로 정한 바 있다. 국가는 잘 살게 되었지만 국민 개개인의 행복
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번 정부의 비전은 국민 개인의 행복과 희망에 두
었다. 이에 맞춰 5대 국정목표를 ①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② 맞춤형 고용․복지 ③ 창의
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④ 안전과 통합의 사회 ⑤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으로 선정하
고 총 140개 국정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중 환경분야가 포함된 국정목표는 “안전과 통합의 사회”이고, 이를 위한 5대 전략은
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② 재난재해예방 및 체계적 관리, ③ 쾌적하고 지속가능
한 환경 조성, ④ 통합과 화합의 공동체 구현, ⑤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이다. 5대
전략 중 환경분야로 분류될 수 있는 과제는 ②와 ③이며, 이에 속한 국정과제는 다음과 같
고 그 중 강조된 과제를 중심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표 4] 국정목표 4 : 안전과 통합의 사회
전략

국정과제
생활안전 관련 공익신고 범위확대 및 신고자 보호강화
총체적인 국가재난관리 체계 강화

재난재해 예방 및
체계적 관리

항공, 해양 등 교통안전 선진화
환경유해물질 관리 및 환경 피해구제 강화
원자력 안전관리체계 구축
에너지공급 시설의 안전관리 강화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조성 및 근로자 건강증진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기상이변 등 기후변화 적응
안정적인 에너지수급 및 산업구조 선진화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조성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산업육성
환경서비스 품질수준 제고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개발
해양환경 보전과 개발의 조화
자원, 에너지의 낭비를 줄여 자원순화사회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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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유해물질 관리 및 환경 피해구제 강화
A. 배경
레이첼 카슨이 발표한 뺷침묵의 봄뺸은 화학물질의 사용에 따른 생태계와 인간의 건강에 미
치는 위해성이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유럽연합은 1976년 이탈리아 세
베소 사건을 계기로 세베소 지침을 만들어 관리를 하고 있으며 현재 「세베소지침Ⅲ」으로
개정하여 실행하고 있다. 미국은 1984년 인도보팔사고를 통하여 「지역사회 및 지역주민
의 알 권리법」을 제정하여 화학사고로 인한 지역주민의 안전을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2년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화학물질
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2011
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고를 계기로 「살생물제법(가칭)」을 제정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의 수는 약 44,000종에 달하며 매년 약 400종의
화학물질이 신규로 도입되고 있으며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수는 약 30만개에 달하
고 있다. 화학물질의 사고는 화학물질 유통량이 증가하면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화학물질의 사고에 대한 신고 건수는 2010~2012년도에 총 36건이었으나 2013년
87건, 2014년 104건으로 증가하였다. 화학제품 관련한 대표적인 사례로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피해 역시 2011년 11월 4일 보건복지부가 동물독성실험결과 가습기살균제
와 원인미상 폐질환과의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발표한 이후 이루어진 피해자 신고는 2016
년 8월까지 3차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으며, 1차 361명, 2차 169명, 3차 165명으로 총
695명의 피해신고가 접수되었다. 특히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는 전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한 피해라는 측면에서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드
러내 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휴브글로벌 사고 사례와 가습기살균제 사례가 가지는 공통점은 제도적인 사각지대로
인하여 화학물질에 대하여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일반 시민들이 그 피해의 대상이 되었다
는 점이다. 사고 대상 화학물질이 어떤 유해성을 지니고 있는지 사전에 아무런 정보도 갖
지 못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그 물질에 노출이 되어 피해가 발생된 것이다.
‘화학안전’의 개념은 작업자, 설비, 지역사회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화학공
정과 화학물질을 최상의 실행으로 이행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화학안전에 관한 사
고 사례를 분석･평가하여 유해물질 관리에 있어서 정의의 문제를 드러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평가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화학안전에 대한 제도적인 틀을

제3장 박근혜정부 환경정책 평가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B. ㈜휴브글로벌 사례로 본 화학물질 안전 정책평가
1) 재난발생의 과정과 문제점
① 업무의 비체계성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 제1항 ‘자체방제계획’에는 취급하는 사고대비물질의 유해
성에 관한 자료, 방제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직의 인력 및 구성도,
사고 시 응급조치계획, 사고 시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주민의 범위 및 소산계획, 그 밖의 사
고대비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허가･등록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
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국립환경과
학원장은 자체방제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해당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휴브글로벌의 ‘자체방제계획서’
는 불화수소가 누출이 되면 최초 발견자가 중화제를 사용하여 비상출동반이 도착할 때까
지 최대한 방제활동을 하겠다고 기록했으면서도 중화제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바
있다. 계획서의 검토 방법과 기준, 후속절차 등에 관한 규정은 10년 이상 부실하게 운영이
되어 업무의 비체계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② 집행격차
화학물질업무에서 집행격차는 바로 재난으로 연결되는 특성을 고려할 때 안전교육, 안전
관리규정 실행, 안전관리 비품 및 장비에 대한 준비, 사고대비 비품관리 등에 대한 정기적
이고 체계적인 점검 및 평가, 훈련 등이 미비하였으며, 화학물질 전문 소방관제도 구축 미
비, 화학물질별 방제체계 구축도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미시는 연간 5천 톤(ton) 이
상의 유독물을 제조하는 업체를 매년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함에도 연간 4천8백 톤 미만의
불산을 생산한다고 신고한 것만 믿고 검사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경상북도로부
터 2011년과 2012년, 이 회사의 불산 제조량이 5천 톤 이상이라는 통보를 받고서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생산량에 관계없이 실시하는 유독물 제조업체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조차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에 단 한차례만 실시하여 감사원으로부터
징계를 요구받았다(파이낸셜뉴스, 201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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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역주민을 고려하지 않은 ‘무사안일’한 태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 제1항에 따르면 자체방제계획서에 사고 시 응급조치계획,
사고 시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주민의 범위 및 소산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주민
들이 이러한 자체방제계획서를 들어본 적이 없었고, 사고발생 현장에서도 안전관리규정
은 일상적으로 지켜지지 않았으며, 작업자의 노출에 대한 행정규제도 작동되지 않았으며,
지난 2012년에 불화수소 누출사고를 경험했으면서도 학습효과가 없었으며 ‘무사안일’한
태도로 관리가 되어 왔다.

④ 돌발적 사고
㈜휴브글로벌 작업장에서 탱크로리에서 공장으로 불화수소를 이동시키기 위하여 연결밸
브를 설치하다가 실수로 발이 빠지면서 잠금장치인 연료 밸브 손잡이를 건드려 탱크로리
내부에 있던 불화수소가 누출되는 돌발적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핵심은 이 작
업자가 개인보호장구를 전혀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하였으며, 그 결과 현장에서 즉사하였
다는 점이다. 회사 측에서 안전관리규정을 일상적으로 지키지 않고 작업을 진행해 온 결과
이러한 돌발적 상황에서 사고로 이어진 것이다.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안전하게 작업
을 하였다면 비록 연료 밸브가 열리는 실수가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다시 잠그면 되는 것이
기 때문에 이와 같은 커다란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2) 재난대응단계의 문제
① 화학물질 위해소통의 실패
국립환경과학원은 누출된 가스가 무엇인지, 주의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에 대해 방
제작업에 참여하는 인력에게 즉각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하지만 ㈜휴브글로벌 불화수소
누출사고의 방제작업 초기에 참여한 소방공무원, 경찰, 행정공무원, 주민 등 600여 명이
정확한 정보를 전달받지 못하여 ‘불화수소’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노출이 되어 병원
치료를 받게 되었으며, 사고 현장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환
경부와 국방부 사이 정부 내 화학물질 위해소통이 실패하여 인접한 지역의 군의 지원이 이
루어지지 못하는 상황도 초래하였다. 이 과정에서도 초기 정보전달의 실패로 다수의 사람
들이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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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술의 부적합성
㈜휴브글로벌에서 발생한 불화수소 누출가스가 주변지역으로 확산된 가운데 국립환경과
학원의 현장 출동이 매우 늦어 사고 발생 후 8시간 20분이 경과되어 이루어졌으며 주변지
역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조사지점 선정도 적절하지 않아 인근지역 주민의 2차 노출피해
를 유발하였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은 안전기준 설정의 오류까지 드러내며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12년 9월 28일 오전 1시 5분경, 사고현장 불산 농도가
1~5ppm으로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농도인 30ppm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30ppm은 30분 이내에 대피를 해야 건강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준으로 작업환경기
준 8시간 노출기준으로 0.5ppm이며 1ppm은 작업환경기준을 초과한 것이다.

③ 조직간 협력의 한계
구미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육군 제50사단의 훈련된 인력과 불화수소 제독능력이 피해당
시 요청에 협력하지 않았다.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를 보면 육군 제50사단은 사고 당일인
2012년 9월 27일과 28일 세 차례에 걸쳐 경북소방본부, 대구지방환경청 등의 “사고수습
과 방재를 위해 장비와 인력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거부하였다. 이 부대는 관련 규정을 확
인하지 않은 채 “화학테러가 아니다”는 이유로 요청을 무시하였으며 국방부 등 상급부대
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이로서 국민의 안위를 위해 복무해야 하는 군부대가 제독과 방
재 능력이 발휘되지 않은 것은 조직간의 협력을 위한 소통체계가 수립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3) 재난의 사후 대응형태
① 축소･은폐
재난 이후 조사에 착수하였으나 정부는 피해범위와 피해규모를 축소하고자 하였다. 첫째,
피해범위는 국립환경과학원 CARIS로 인한 피해범위 산정 결과 반경이 1.4km로 제시된
것은 당시의 기상 상황인 풍향과 풍속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당시 풍속 1.2m/s를 고려
하면 4km 이상 날아갈 수 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도 반경 2.5km에서 채취한
농작물에서 불산성분이 검출되었다(CBS, 2013.07.17.). 피해규모 축소는 사망자 5명,
입원 7명, 그리고 병원치료를 받은 인원이 이미 3천 명가량이 되었으나 가스누출 공장 직
원 5명이 사망했고, 18명이 경상을 입었다고만 발표하여 그 규모를 축소하였다. 재난의
검증과정은 유해물질 유출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사람들이 받을 적절한 치료대상이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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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범위를 규정할 때 중요한 근거가 되는 만큼 피해범위나 규모의 축소발표는 다수의 주
민들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

② 책임전가
재난의 책임은 안전규정을 위반한 담당자에게도 있지만 총괄책임은 사업주이다. 본 사례
에서 책임전가는 2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는 CCTV에 나타난 모습을 토대로 현
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실수로 밸브를 열어 즉사한 노동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다. 작업장에서 안전관리를 해야 할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다. 두 번째는 사업장이 영세하
고 인력이 많지 않아 사고가 발생되었다고 전가하는 것이다. 사업장과 인력의 규모로 안전
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전가하는 행태이다. 사고대비 물질에 대한 안전관리의 체계가
얼마나 미흡한지 잘 보여준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영세한 회사에서 발생한 작업자에 의한
사고로 규정함으로써 근본적인 문제의 싹을 자르고 부담을 전가하는 것으로 끝내려고 한
다. 그러나 이러한 부담전가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2, 제3의 사고
가 연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③ 상징적 대응
객관적 원인규명과 대응방안을 모색하기보다는 상징이나 재규정을 통해 현실적인 요구를
해결하지 않으면서 마치 해결하고 있는 것처럼 이미지를 형성하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상
징적 대응 유형으로는 선언적 행위와 희생양 찾기의 인사전략이 있다.
선언적 행위는 환경부에서 2012년 10월 7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오염도 조사결과 및
진행상황을 밝히면서 8일 발표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이어 환경관리 및 주민건강 보호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민불안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면서 재발방지를 위한 화
학물질 안전관리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한 바에서 잘 나타나 있다. 사고 발생과
관련한 근본적인 문제와 현상적인 문제를 구분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접근보다는 재발
방지라는 선언적 행위를 통하여 대응을 하고 있다. 희생양 찾기의 일환인 인사전략은 행정
안전부･지식경제부･노동부･환경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 등 약 40명이 징
계를 받거나 무더기 인사 조치를 당하는 등 고강도 문책을 받게 되는 데서 찾을 수 있다(뉴
시스, 201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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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가습기살균제 사례
1) 재난발생 과정과 문제점
① 업무의 비체계성
가습기살균제 문제의 발생 원인은 바로 살생물제에 대한 법적 규제방안이 부재한 상태에
서 발생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살생물제란 비농업용 농약으로 원하지 않는 생물체를 제어
및 제거하기 위한 모든 제조물을 말하며, 의약품, 수의약품, 의료기기, 식품첨가물, 농업
용 농약, 화장품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살생물제는 현대인의 생활에 매우 광범위하게 사
용되고 있다. 2011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 살생물제의 수요는 약 68억 달러이며, 2015년
까지 연평균 4.3%씩 성장할 것으로 추정된다. 살생물제는 저농도로 사용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인간과 환경에 직접적으로 노출되고 그 빈도가 높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잘못 사
용할 경우 산업용화학물질보다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살생물제를 부처
별로 관리하고 있어 다음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살생물제를 여러 법에서 분산 관리하고 있어 일부 제품의 경우 관리주체가 명확하
지 않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와 같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며 관리기준도 통일되지 않
아 안전에 관한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둘째, 일부 제품만을 관리 대상
으로 관리범위에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규제범위를 벗어나 관리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
생되었다는 점이다. 셋째, 전 세계적으로 살생물제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개별
법이 제정되는 추세이다. 살생물제에 대한 별도의 위해성평가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전
담조직을 두고 있다.
미국 EPA에서는 ‘가정용 가습기의 사용과 관리’ 매뉴얼을 1991년 2월에 제작하여 사
용하고 있는데 ‘가습기에 세정제나 살균제를 사용했다면 화학물질이 공기로 퍼지지 않도
록 물탱크를 수돗물로 여러 번 헹궈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사용방법을
제대로 지켰다 하더라도 가정용 가습기 사용 시기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되는 호흡기 증상
이 나타나면 가습기 사용을 중단하고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미국 소
비자제품위원회도 “유해 화학물질의 흡입을 피하기 위해 염소소독제･세정제･살균제 등
을 사용할 경우 가습기 물탱크를 확실하게 헹궈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
라는 이러한 매뉴얼을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사용이 되었고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원인
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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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집행격차
가습기살균제는 가습기에 물과 함께 첨가해 물탱크 속 세균과 그 밖의 물때를 제거하기 위
해 개발된 물질이다. 가습기 살균제에는 PHMG, PGH, CMIT/MIT 성분 가운데 하나가
사용되었다. PHMG는 SK케미칼이 특허기간이 종료된 후 러시아 화학회사로부터 들여와
생산을 시작하였다. SK케미칼이 2003년 호주에서 이 물질을 판매하기 위하여 작성한 독
성자료에는 PHMG성분은 눈과 같은 점막을 자극하고, 특히 ‘물에 녹은 상태에서 독성이
지속돼 흡입독성이 우려되니 주의를 요한다’고 되어 있다. PHMG의 MSDS는 “미생물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공업용 항균제’이며, 용도는 플라스틱 수지, 페인트 도료 첨가
제, 바오용 도료, 섬유용, 신업용 부직포 등에 쓰이는 물질”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공업용 항균제가 인체용 가습기 살균제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 화학물질을 담당
하는 관계당국의 집행격차가 존재하고 있다. 첫째, 살생물에 대한 관계규정을 만들지 않
은 책임이 있다. 둘째, 관련 법령 가운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정한 바도 제대로 지
켜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셋째, 기존 화학물질과 신규 화학물질의 관리 수준의 상이함과
더불어 용도 전용에 따른 규정에 미비한 결과 발생한 문제라는 점이다. 넷째, SK케미칼이
1994년 CMIT/MIT물질을 이용하여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메이트’를 세계 최초 개발･제
조했으나 이 물질은 2012년 유독물질로 지정되었다.

③ 정보차단 및 ‘무사안일’한 태도
SK케미칼은 PHMG 물질을 러시아 화학회사로부터 들여와 생산을 한 회사로서 이 물질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상태였으며, MSDS에 나와 있는 정보를 충분히
물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제공하였다면 가습기 살균제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정보제공을 하지 않았다. 특히 2001년 PHMG성분이 들어가 있는 ‘옥시싹싹 뉴가
습기 당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유해가능성을 인지하고서도 흡입독성실험 등 안전성검
사를 하지 않은 무사안일한 태도를 보였다.

④ 다수의 환경 취약계층의 피해
가습기 살균제는 외출을 삼가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 실내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임
산부, 영유아, 산모, 호흡기 질환자 등이 가습기를 사용하면서 장시간 직접 노출이 되는 상
황이 되었으나 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 유해성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정보다 갖지 못한
상태에서 무방비로 노출되었다. 특히 가을부터 봄까지 실내 활동이 많은 시기에 집중적으
로 노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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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난 대응단계의 문제
① 화학물질 위해소통 실패
의료계가 어린이들의 원인 미상 급성 간질성 폐렴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2006년 2월이
었다. 한두 살의 아이들 10여 명이 이전에 보지 못했던 급성 폐질환으로 입원하고 70~
80%가 폐 기흉과 폐섬유화가 발생하는 등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져 목숨을 잃는 일이 벌어
졌다. 이 질환은 2006년 말부터 2007년 초에 다시 집단적으로 발생했고, 2007년 말에도
나타났다. 2008년 대한소아과학회는 질병관리본부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팀장을 초청
해 원인 미상 집단 소아사망 사례 보고를 하고 당국의 관심을 촉구했으나, 질병관리본부는
병원이 채취한 가검물을 검사하고 바이러스가 발견되지 않자 별다른 역학조사를 하지 않
고 넘어갔다. 현장에서 의료를 시행하는 의료계가 소아과학회를 통하여 문제를 제기했음
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본부는 위해성에 대한 역학조사를 체계적으로 진행하지 않아 위
해소통이 실패하였다. 2011년 4월 서울아산병원이 “중환자실에 중증 폐렴 임산부 환자가
갑자기 늘고 있다”고 신고한 이후 질병관리본부가 역학조사에 착수하였다. 역학조사 결과
2011년 8월 원인 미상의 폐손상은 가습기살균제가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결과
가 신속하게 사회적으로 인식이 될 수 있도록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 진행되었어야 하는
데 이를 실행하지 않았고,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수거명령도 11월 11일에 실시하였다.

② 기술의 부적합성
1998년 미국 환경보호국과 유럽연합은 CMIT와 MIT를 유해물질로 지정을 하였으며,
EPA는 흡입독성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한 평가보고서까지 냈으나 2012년 9월까지 주목
되지 못하였다. 질병관리본부는 2012년 CMIT/MIT와 폐질환과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유
해성을 부인했다. PHMG-인산염은 2000년 5월 20일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집에 ‘유독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질’로 등재되어 공식적으로 국내에서 시장에 유통이 가능하게
되었다. PGH는 2003년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 물질로 환경부에 등록되었다. PGH는
1997년 오스트리아에서 개발되었고 2002년 유럽연합에서 살생물제로 등록되었으나 가
습기살균제 형태로 등록된 것은 아니었다.

③ 재난대응의 체계화 실패
질병관리본부는 일상적으로 병원 일선 현장에서 특이한 질환이 발생되는지 여부를 지속
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여 사전예방의 원칙에 입각하여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확산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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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2006년 인지한 원인 미상의 질환에 대하
여 추가적인 역학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재난에 대한 체계적 대응 실패를 지적
할 수 있다. 또한 2011년 8월 가습기살균제가 원인물질로 확인되었을 경우 대대적인 리
스크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해야 했으나 이러한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아 원
인이 밝혀진 이후에도 정보를 알지 못해 노출피해가 발생되었다는 것은 체계적 대응 실패
의 책임이 크다.

3) 피해조사의 대응형태
① 축소･은폐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자에 대하여 환경부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노출평가와 역학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종합판정을 하는데, 노출평가 결과가 반영이 되지 않고 역학조사결과에
기초하여 최종판정이 이루어지면서 피해자 범위에 대한 축소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
었다. 특히 이 역학조사 판정 자체가 PHMG 노출에 따른 폐손상이 판정의 근거가 되면서
CMIT/MIT 노출피해자가 피해 범위에서 벗어나는 문제가 발생되어 현재 역학조사 방법
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노출평가를 반영할 수 있는 종합판정 체계를 마련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기본적인 발상의 전환 측면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신
고 목록을 토대로 기술적인 발전이 진전됨에 따라 종합판정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하는 것도 축소･은폐의 오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② 책임전가
가습기살균제 사건 이후 가습기살균제는 의약외품으로 지정되었다. 의약외품 지정은 가
습기살균제가 약사법의 관리대상이 되었다는 뜻이다. 약사법상 의약외품으로 지정되면
허가를 받아야 유통이 가능하다. 허가과정에서 제품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하게
된다. 공산품으로 관리하는 경우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격해진 것이다. 그러나 흡
입독성만 하더라도 살충제와 구취제에 한하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유사 피해를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살생물제를 관
리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환경부가 화학물질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살생
물제법을 제정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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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환경정의 측면 화학안전을 위한 해외사례
1) 미국의 ‘화학안전 및 위험조사위원회’
1990년 11월 15일 근로자와 공공의 안전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독립조사기관으로 규
제 또는 집행기관은 아니다.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은 대통령 산하에 CSB
(Chemical Safety and Hazard Investigation Board)를 독립적인 기구로 두고 생산과
공정, 화학물질을 다루는 도중에 발생한 사망, 중대한 손상, 부수적인 환경･경제적 손실
등을 일으킨 사고와 피해를 조사하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 ｢대기정화법｣에
따라 대통령과 의회가 화학물질의 위험에 대해 공감하고 관련사고 피해를 감소시키는 데
업계와의 공동보조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따라 설립된 연방독립기관이다.
의회의 명령에 따라 고정시설에서 발생한 화학사고에 대한 조사와 결과를 보고하고, 기
타 14개 연방기관의 화학물질 사고 예방업무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의회에 자문을 제공한
다. 특별연구를 수행함과 아울러 연구 및 조사결과에 따라 화학물질의 생산, 수송, 취급,
사용 및 폐기업무에 관한 권고안을 개발하고 배포한다. 미국의 사고조사는 물리적인 사고
뿐만 아니라 조직운영, 안전문화 등 사회적, 심리적, 문화적 맥락을 반영하고 있어 실질적
인 개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고원인조사라고 할 수 있다. 미국 CSB는 화학사고 예
방을 증진하고 체계적인 사고조사 활동을 실시하는 기구로서, 주요 임무는 중대한 화학사
고와 피해를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노동자, 대중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제안된 권고들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있는지 감찰하고 있다. CSB는 대통령령으로 임명된 장과 4명의 조
사위원들로 구성된 조사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며, 위원회에 임명된 모든 위원
은 상원의회에 속하며 임기는 5년이다. 위원들은 임기 동안 미션을 달성하기 위하여 화학
물질, 기계공학, 법률, 제도, 공중보건 등 다양한 분야의 조사 역량 전문성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일하고 있다.

2) 살생물제법
｢살생물제법｣은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활성물질을 관리하여 살생물제품의 출시 및 사용을
규제하는 법으로 EU 내의 살생물제품 시장의 기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살생물제품은
“단순한 물리적･기계적인 작용 이외의 다른 수단을 통해 생물체의 제거, 억제, 무해화,
작용의 예방 또는 억제효과의 발휘를 목적으로, 하나 이상의 활성물질을 포함하거나 생
성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사용자에게 공급되는 물질이나 혼합물”로 정의되고 있다. ｢살
생물제법｣은 EU의 화학물질법령을 구현하여 인간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2007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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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된 ECHA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관련 기업 지원,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 장려, 화학물
질 정보 제공, 우려 화학물질을 지정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ECHA에는 살생물제위원회
(Biocide Products Committee, BPC)와 살생물제평가(Biocides Assessment D4) 부
서가 있다. 살생물제평가위원회는 활성물질 승인 및 승인의 갱신을 위한 신청, 활성물질
승인의 검토, 활성물질의 부속서Ⅰ 포함 및 부속서Ⅰ에 활성물질 포함 여부 검토를 위한
신청, 대체를 위한 후보 물질의 확인, 상호 인정에 관한 과학 및 기술적 문제, 사람･동물의
건강･환경위해성･기술적 지침서에 관한 질문에 의견을 준비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살생
물제평가부서에서는 1) 활성물질의 승인 및 갱신 절차, 검토 프로그램에 대한 기술 및 과
학적 지원을 제공하고 조정, 2) 살생물제품의 연합 허가의 절차를 관리하며 제출 이전 단
계의 조정･허가의 승인 및 개정, 신청자가 제출한 번역물의 품질관리 등을 처리, 3) 살생물
제위원회 의견 개발에 기술적･과학적 지원을 제공, 살생물제위원회 실무그룹 사무국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E. 정책시사점 및 화학안전제도 개선안
1) 화학물질 안전사고 관련 정책적 시사점
① 화학안전 및 위험조사위원회 설치
화학사고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하여 화학사고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국 대통령 직속의 화악안전 및 위험 조사위원회
성격을 갖는 조직을 만들어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전담 조직
｢화학물질관리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화학물질안전원이 설치되었으나 조직의 역할에 화
학물질에 대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역할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다. 따
라서 화학물질안전원 역할과 기능에 화학물질에 대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역할을 설정
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 주변지역에 대한 토지이용 제한
우리나라는 도시화의 확산으로 인하여 도시 거주지역이 공장 산업지역과 인접하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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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생되어 화학사고로 인한 주변지역 영향이 직접적으로 크게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다.
따라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에 대해 법적으로 제한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④ 완충지역 설정
화학사고는 언제든지 발생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주변지역에 대한 영향이 최
소화될 수 있도록 일정한 완충지역을 설정하여 직접적으로 사람과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
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⑤ 지역사회 취약성 분석과 지역사회 역량 강화
화학물질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화학물질에 대
한 안전정보 등에 대한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사회 차원의 인식증진 프로그램의
실행이 제도적으로 실행될 필요가 있다.

2) 가습기살균제 사고의 정책적 시사점
① 살생물제법의 제정
살생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독립적인 ｢살생물제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화학물
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로 포함시켜 살생물제를 관리하려는 것은 제2의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소량이라고 하더라도 활성물질인 경우에는 ｢살생물제법｣
으로 관리를 일원화하여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일부처 통합관리
를 통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고 안전관리 기준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화학
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로 관리를 할 경우에는 1톤 이상의 물질을 관리대상
으로 하기 때문에 1톤 미만 사용하는 가습기살균제 등과 같은 물질들이 대부분 관리가 되
지 않는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다. PHMG 같은 경우 연간 사용량이 300kg으로 관리대상
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된다.

② 정보공개망 운영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화학물질일지라도 안전성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자료들이 공급망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
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최종적으로 시민들이 그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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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하며, 전자공개를 의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 조직 및 지원체계 구축
살생물제에 대한 위해성 평가체계가 별도로 구축될 수 있도록 제도적 조직적 재정적 지원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살생물제에 맞는 활성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특성을 반영하여 위
해성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④ 제외기준 설정과 사전예방
발암성･변이원성･생식독성 1A 또는 1B물질, PBT･vPvB, 내분비계 장애물질 등에 대한
원천 제외를 통하여 위해성이 큰 물질에 대한 살생물제 시장진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금
지함으로써 사전예방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⑤ 종합 연구
노출평가와 역학조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노
출평가가 부실하게 진행되어 종합판단에 충분히 노출평가 결과가 반영되지 못한 결과 피
해자에 대한 종합판정이 축소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노출평가에 대한 체계를
구축하여 종합판단 시 노출평가 결과가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한다.

3) 「화평법」과 「화관법」정책수립 과정에서의 부정의
박근혜정부는 행복과 안전을 표방한 정부로서 2011년부터 제시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을 제정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과정
에서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도 무척 지난한 시간들이었다.
특히 ｢화평법｣에 있어서는 규제대상 범위가 광범위하고, 신규 규제라는 점에서 혼선과 갈
등이 빚어졌고, ｢화관법｣에 있어서는 과징금 조항이 기업들에게 부담이었다. 환경노동위
원회의 심상정 국회의원은 2013년 “이제 화평법을 그만 흔들어야 한다”7)고 발언을 했을
정도로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은 극심하였다. 당시 산업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은 “환경부가 추진하는 화평법과 화관법은 소량신규물질 등록, 연구용물질등록,
매출의 5% 과징금, 장외 영향평가제 등 조항이 포함된 신규규제로 국내기업에 엄청난 부
담을 줄 수밖에 없다. 원천적으로 법안이 백지화되는 게 맞지만 그럴 수 없다면 기업의 피
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되길 바란다”8)고 말했고, 대한상공회의소는 ｢화평
7) 출처: 파이낸셜뉴스 (201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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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비롯한 환경규제들이 기업들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강력히 건의하였다.9)
초기 강력한 입장을 표명하였던 환경부는 보완조치와 추가적 보완조치들을 통해 올해
까지 지속적으로 기업들의 의사를 반영하였고, 이는 환경단체를 대표하는 정남순 변호사
의 말에서도 드러난다. “환노위가 화평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마련한 화학물질제
조, 수입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보가 순환되도록 하는 시스템이 최종통과된 법에서 빠져버
렸다”(한겨레 2013. 5. 7). 이 과정에서 국무조정실은 2015년 ｢화평법｣과 ｢화관법｣이 시
행되자 실효성을 내세워 추가적인 조정을 진행하였다.10)

4) 제도적 개선안
① 「화학안전기본법(가칭)」의 제정
환경부가 현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을 관장하고
있으나 이들 법의 통합적인 정책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화학안전기본법(가칭)」을 제정
하여 국민의 화학물질 안전을 위한 제반 입법이 수립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
요하다.

② 대통령 직속의 ‘화학안전 및 위험조사위원회’ 설치
「화학물질관리법」이 2015년 1월 1일부터 전면 개정되어 시행되면서 화학사고에 대한 안
전문제가 사회적으로 많이 강조가 되고 사회적인 인식이 증가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효
과로 볼 수 있으나 여전히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과 화학사고
조사에 대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구성함으로써 각 부처에 혼재되어 있는
기능을 통합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③ 「살생물제법」제정
제2의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8) 고용이(전국경제인연합회 규제개혁팀장), “화평법-화관법에 관한 오해와 진실: 국내제조업 뿌리째 흔들 것” (파이낸
셜뉴스 2013. 8. 26)
9) 이동근(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판결,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등 노동현안, 화평법과
화관법, 자원순환촉진법, 환경오염피해구제법 등 환경관련 입법들이 기업에 부담을 주고 있다.” (매일경제 2014. 1.
14),
10) 강영철(국무조정실) “화평법, 화관법이 올해 초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법이 지켜질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점을 대폭 고쳤다.” (매일경제, 2015.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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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도록 통합적이고 장기적이며 누적적인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살생물제법｣을 제
정하여 살생물제 활성 특성에 맞는 위해성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안전관리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A. 배경
쿄토의정서의 연장시한이 끝나는 2020년이 다가오면서 전 세계는 모든 회원국들이 참여
하는 신기후체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다만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책임 소재
및 협력기금에 대한 이견으로 몇 차례의 당사국 총회가 말잔치로 끝나는 경험을 하곤 했
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안된 방법이 자발적인 기여 방안(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INDCs)이다. 2011년 더반에서 개최된 제17차 기후변화
당사국총회에서 출범한 특별작업반은 2015년 21차 당사국총회까지 국제 사회가 모두 참
여하는 법적 효력을 가진 결과물을 만들고자 총력을 기울였다. 2015년 제21차 기후변화
당사국총회에서 파리협약이 선언되었다. 본 협약의 최종목표는 2100년까지 지구평균기
온을 2℃ 상승 이하로 머물게 하는 것이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각 국가들은 자신들
이 제안한 감축목표와 로드맵을 지켜가기로 약속하였다. 우리나라도 MB정부에서 제시되
었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보완, 수정하여 2030년까지 BAU 대비 37%의 온실가스를 감
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반응은 많이 달랐다.
시민단체의 의견은 ‘후퇴’라는 비판이 이어졌고, 기업은 무리한 목표를 설정했다는 반응
이었다.

B. 온실가스 감축목표 산정
1) MB정권의 2009년 배출전망치 대비 감축목표의 변화
우리나라는 누적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23위(WRI 발표), 2015년 현재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7위(OECD 발표) 국가이다. 쿄토의정서에서 지정한 의무 감축국가는 아니
었지만 실질적인 배출량을 고려했을 때 한국의 감축목표는 주변국 내지 개도국의 대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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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 영향을 줌으로써 지구의 기후변화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 저탄소 녹색성장 목표에 따라 이미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발표하였는데, 2015년
BAU 대비 약 10% 감소, 2020년에는 약 30% 감소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제20차 기후변
화당사국총회(2014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에서도 2020년까지 BAU 대비 30%
감축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2015년 파리 당사국총회를 앞두고 산업계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과정에서 다소 후퇴한 목표를 제시하게 된다.
[표 5] Post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 비교
(단위: MtCO2e)

구 분

2015

2020

2025

2030

연평균증가율

Post2020 BAU
(2013~2030)

713.6

782.5

809.7

850.6

1.33%

2009년 BAU
(2005~2020)

709.0

776.1

-

-

1.8%

※ 자료: 정부 관계부처 합동, ‘Post-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추진계획(2015.6.)’.

[그림 5] 2009 BAU와 신기후체제에서의 BAU 예측값

한국은 ‘신기후체제’에서의 목표를 2030년 BAU 대비 37% 감축이라고 제시하였다. 시
민단체들은 20차 당사국총회에서 규정한 ‘후퇴금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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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토의정서 연장체제에서 수행한 목표치가 신기후체제에서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입
장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30년의 감축목표가 2020년 목표보다 높기 때문에
후퇴는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37% 목표는 공청회에 제시했던 4개 시나리오 중 3
안이었던 국내에서 2030년 BAU 대비 “25.7%”를 감축하고, 나머지 11.3%의 감축분은
‘국제탄소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내 목표배출량은
25.7%에 해당하는 632.0MtCO2e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이전에 발표되었던 2020년의
국내 목표배출량 543.0MtCO2e보다 오히려 89MtCO2e가 늘어난 것으로, 2020년까지
는 연평균 2%의 증가율을 허용하는 것이어서 분명 후퇴금지의 원칙이라는 비판에서 벗어
나긴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2) 기후변화 정책 – 탄소 배출권거래제
기후변화 대응으로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설정된 이상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필요한데,
박근혜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은 3가지 정도로 구분된다. 첫째는 기존의 MB정
부에서도 활용되었던 ‘목표관리제’를 실시하는 방안, 2012년 5월에 공포된 「온실가스 배
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을 통한 ‘배출권거래제’, 그 외에 기타 녹색기술 및 세제
를 통한 실행방안이 있다.
MB정부의 경우, 토건세력과의 유착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질적으로 이끌지는 못했
지만 저탄소 정책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는 하였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
표에 따라 산업계가 받을 급격한 변화에 대비해 녹색기술 지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
기 위해 정부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11) 이에 따라 2012년 10월 자
료(2013년 온실가스 배출허용량)를 보면, GDP성장률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이
2011~13년을 기점으로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선진국들에서 이미 드러나고 있듯이,
GDP성장률과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설명을 증명
해주는 바였다.12) 기업들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목표 하에서 업종별 허용총량을 설정하여
‘목표관리제’를 실시하였고, 적극적으로 에너지 효율화와 절약에 참여하였다. 물론 이 과
정에서도 수송부문 외의 산업계에서는 배출량이 증가되긴 했지만 에너지 목표관리제 등
11) 저탄소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이유로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녹생성장사업으로 지원된 국민들의 세금은 애초에 발
표된 신재생에너지 등 원래의 목적과 달리 집행되었음. 특히 50조원 규모로 95.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
획은 4대강, 녹색교통망, 그린홈, 그린스쿨 사업 등으로 39.4조원, 다른 연계사업으로 10.7조를 투자하겠다고 하
였으나 대부분의 녹색 뉴딜사업이 토목사업이었음. 따라서 일부 기업들의 반짝 사업에 투자되었고, 국민들은 일자
리 등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됨.
12) 독일에서도 GDP가 1990년부터 2012년까지 37% 성장하였지만 CO2 배출량은 오히려 25%가 감소되었음 (강찬
수 중앙일보 선임기자의 블로그http://m.blog.naver.com/newroad2015/220568540493) 중 독일 환경부 자
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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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발생한 수익창출의 동기는 많은 산업계에서 모방이 될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목표관
리제는 기업들에게도 에너지 소비절감에 따른 수천억에서 수조 원에 이르는 경제적 효과
를 낸 것으로도 판단된다.

[그림 6] GDP성장률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
(※ 출처: 에코데일리, 2012. 10. 15, http://www.ecolover.co.kr/detail.php?number=19424&thread=23r02)

박근혜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는 기존의 목표관리제와 에너지세제제도가 있긴 하
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손꼽히는 정책은 배출권거래제라고 할 수 있다.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관해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근거, 전 정부에서 시
작하였지만 기본계획은 2014년 5월에서야 마련되었다. 본 법에 근거하여 할당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계획안을 마련하여 1차 계획기간(2015~2017) 동안 전체 할
당량 중 약 15억9,800만 KAU(Korean Allowance Unit)을 기업에게 사전 할당하고
8,900만 KAU는 예비분으로 추가할당 되도록 하였다. 1차 계획기간인 3년간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배당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발전･에너지
분야가 7억3,585만톤으로 전체 할당량의 약 43%를 차지하였고, 철강과 석유화학이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이는 9월 발표에서 산업계의 요구라는 명목으로 총 허용량을 16억
8,700만톤으로 약 2.8% 늘려서 확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배출량이 당초 계획안보다 늘면
서 2020년 7억7,600만 톤이라는 ‘온실가스 감축 2020 로드맵’의 달성은 어려운 상황이
다. 즉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은 비용과 노력에 비해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평가될 수 있다.

51

52

환경정의의 관점에 기반한 박근혜정부 환경정책평가 연구

3)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정책 과정에서의 부정의
① 감축목표의 수립과정(2013~2014)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로드맵의 수립 근거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있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예상배출량 및 감축잠
재량을 정하고 부문별 감축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를 마련한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로드맵은 3가지 기준에 따라 작성하였다. 첫째, 기존의 온실가
스 배출량의 추세, 둘째, 제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2013년)의 에너지 및 산업동향, 끝으
로 청와대의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강조한 국제사회 약속 이행이라는 정치적 외교적 입
장에 근거한다. 현 정부 출범 이후 2013년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 BAU(Business
As Usual) 전망을 재검증하기 위해 에너지 신전망모형에 따라 분석결과를 제출하였고,
이는 기존의 온실가스감축목표와 <녹색성장5개년 계획>에서 밝힌 에너지 기본계획과 크
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의 2020목표를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로드맵 수립과정
에서 이미 산업계(경제5개 단체, 17개 협회), 교통･건물 관련기관(4개), 농식품 관련협회
(3개)에 재검증안을 보고하였고, 온실가스 다량 배출업계인 비철금속, 수송, 철강, 시멘트
등에 관한 전망치를 논의하여 감축목표가 제시되었었다. 감축방안으로는 산업･수송･건
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 산업공정 개선 및 불소계 온실가스 회수･제거, 저탄소에너지(신재
생에너지 등) 확대 등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스마트그리드
등 첨단 감축기술도 활용할 것을 제시하였다. 산업계의 감축비용을 단계별로 고려하여
2020년까지 전체 감축량의 86.9%가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고, 톤당 5만 원 이하의
감축비용을 계상하였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설비투자에 따른 에너지 사용 절감 등으로 감
축비용이 이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하기도 하였다. IPCC 4차보고서(2007)에서도 세수재
순환 및 기술진보에 의한 동태적 효과가 있어서 오히려 GDP 등에서는 경제적 순이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제시되었다.

② 감축목표의 수립과정(2015)
2014년까지의 로드맵과 목표에 따라 INDC 제출을 앞둔 정부는 산업계의 압박을 지속적
으로 받아왔다. 로드맵이 전환부문의 감축목표가 간접배출 감축은 제외한 채 전환부문의
직접배출 감축률만을 포함하고 있어서 BAU 산정 자체가 왜곡되었다고 주장하였다.13) 이
13) 이상엽, 김이진 (2014) 2014기후변화정책포럼,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정책자료집20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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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BAU 자체가 현실 입력값에 따라 항상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계획의 근간이 되
는 BAU를 매번 바꿀 수는 없는 것도 현실임을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산업계는 전경련 등 경제단체들을 통해 압박을 가하였다.

[그림 7] 주요국 온실가스 배출비중과 우리나라 2020년 감축목표 수준[전경련]
(※ 출처: 전자뉴스 2015. 5. 20)

2015년 6월 말까지 INDC를 제출하는 정부에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했다. 전경련은 “정
부가 제시했던 2020 BAU배출전망 대비 30% 감축목표는 최근 몇 년간의 배출실적 등에
비춰볼 때, 달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2030 감축목표를 제출할 경우 한국
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깰 수 있다”고 주장했다.14) 산업계는 “산업현장 분석에 실패
한 배출전망치”라고 오류를 지적하고, 실현이 불가능한 감축목표를 제시하지 말 것을 요
구하였다.15)
6월 11일 정부가 조정을 위해 감축목표 시나리오를 4가지 제안하였을 때, 산업계에 의
해 후퇴한 안이라는 시민단체들의 비난 여론에 “어떤 안이라도 2020년 감축목표 달성이
곤란한 상황”이라며 “2030년 목표가 확정되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2020
년 목표를 수정할 것”(임석규 국무조정실 녹색성장지원단 부단장)이라고 해명하기도 했
다. 6월 16일에는 재계가 정부에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더 낮춰 달라”는 요구를 강력하게
14) 연합뉴스, 2015.5.13. 11시 송고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5/13/02000000
00AKR20150513049300003.HTML)
15) 전경련 산업정책팀 조사내용 (출처:http://www.freedomsquare.co.kr/2935#.WE2_1uaLR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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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하였다. 이와 함께 배출권에 대한 추가할당을 즉시 이루라며 배출권에 대해서도 압박
하였다.

③ 배출권거래제 할당과정
온실가스 감축목표 로드맵이 제시되면서 배출권거래제는 목표관리제에 비해 국가 총 온
실가스 감축비용을 44~68% 절감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시되었다(환경부, 2014).16) 이는
다른 독립 경제연구소에서도 제시된 바 있다. 하지만 배출권거래제 할당에 관해서는 이견
이 분분하였다. 우선 할당이 BAU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류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BAU 자체가 통계적 오류가 심한 편이기 때문이다. 한 전문가는 우리나라의 BAU
에 대한 배출탄성치가 2010년에는 1.5였지만 2011년에는 1.2 수준으로 낮아졌고, 이는
2014년 이후 1:1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30% 감축이 아닌 40% 감축도 내
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기후변화정책포럼, 2014). 하지만 산업계와 재
계는 배출권에 관해서 입장이 달랐다. 재계 고위관계자는 “2011년 2월 관련 법안이 나온
이래 3년이 넘도록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환경부 등에서 불러서 이리저리 끌려 다녔을
뿐 언제 한번 속 시원하게 얘기한 적이 없다. 매번 정부 훈육만 듣고 다녔다”(서울신문,
2014.7.16.)고 불만을 토로하였다. 실제 ‘배출권거래제’에 관해 언론을 분석해보면 박근
혜 대통령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차관, 환경부 대기정책관과 환경부
장관 등의 발언이 다수를 차지한다.
박근혜정부의 외교적 성과는 국제약속을 잘 지키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국책연구기
관들은 행정수반의 정책기조를 벗어나기 어렵다. 정부는 정보와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
을 활용해 이를 무기로 대중을 호도하기도 한다. 과거 군사정권시절에 비해서야 민주적 의
사소통이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의 정책은 거스르기 어려운 것으로 여전히 탑다
운(top-down) 형식의 의사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기후변화정책포럼에 참여한 한 의원의 발언을 보면, 우리나라가 배출권을 할당하는 근
거 자료가 충분히 쌓여있지 않다고 우려하였다. 목표관리제를 도입한 짧은 기간 동안에만
실측치가 존재하고, 전망치에 대해서도 배출권거래제 민관상설협의체 참가위원들 간에
의견 차이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보았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상설협의
체가 종료되고, 이런 추천안을 바탕으로 할당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 구조였다.

16)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15년 시행되는 배출권거래제도,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리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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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효과와 영향에 의한 부정의
① 지구 기후정의

인도네시아인들의 기후행진

국제종교단체, 독일 기후행진

브라질인들의 기후행진

필리핀인들의 기후행진

[그림 8] 2015 기후행진 모습
(※ 사진출처: 하자학교 열린작업장 http://productionschool.org/board/angle/2004973)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정책은 국내 산업계와 깊은 관련이 있어 보이지만, 실제 국가의 감
축목표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은 해수면 상승으로 국가가 수장될 위기에 처해진 도서국가
들이 고스란히 받게 된다. 적도 근처나 태평양에 있는 섬나라들이 기후변화협약에 대해
‘기후정의’ 문제를 더 열심히 전파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위의 그림은 2014~15년에 걸쳐
세계 각 곳에서 있었던 기후행진의 모습이다.
선진국과 개도국의 기후변화 입장이 다른 이유는 선진국의 온실가스 누적배출 기여가
개도국에 비해 월등히 높았고, 그에 비해 개도국은 자원약탈과 해수면상승 등에 대한 피해
의식이 높기 때문이다. 이들은 두 입장 차이를 지원체계를 통해 해소하고자 하였지만 경제
위기로 인해 선진국의 녹색기후기금(GCF)에 대한 지원이 늦어지고, 기후변화 관련 국제
협력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신기후체제에서 감축목표에 대한 합의가 잘 이루어

55

56

환경정의의 관점에 기반한 박근혜정부 환경정책평가 연구

지지 않았다.
태평양의 사라진 섬들 외에도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방글라데시 등은 기후에 매우 취약
한 국가들이다. 방글라데시는 2007년 태풍 ‘시다’로 인해 약 9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 적도 근처에 위치한 도서국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해일, 가뭄 등의
피해규모가 크게 증가하였고, 해수면의 상승으로 세 개의 섬 65%가 바닷물에 잠식되었
다. 기후로 인한 이주민들은 식량, 식수, 보건, 주거와 같은 기본적인 생활조건이 보장되고
있지 않고 도시 이주 후에도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이러한 저개발국가의
사람들은 선진국 국민들에 비해 탄소발자국도 매우 낮은 실정이다. 기후재난 피해 경험자
2억6,200만 명 중 2억 명 이상이 온실가스 배출에 거의 책임이 없는 OCED비회원국에 살
았다. OECD국가들은 1,500명당 1명이 기후변화의 피해를 입은 반면, 개도국의 경우 19
명당 1명이 기후재난의 영향을 받았다는 보고도 있었다.17)
국가 간의 부정의만 조명되었던 것은 아니다. 영국의 옥스팜(Oxfam)은 2015년 12월 2
일, 기후변화 당사국총회에 맞춰서 <극심한 탄소불평등(Extreme Carbon Inequality)>
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보고서는 전 세계 소득 상위 10%의 부유층이 전 세계
온실가스의 절반가량을 배출하고, 소득 하위 50%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전체의 10%에
불과하다면서 기후변화에 취약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일 것을 요청하였다.
기후변화를 환경문제로 인식하고, 오염자부담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
에 선진국들의 기후변화 비용에 대한 ‘공정한 할당’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기후변화를 보
상의 문제로만 보지 못하는 이유는 기후변화에 대한 근원적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시선이
다. 나오미 클라인은 뺷This Changes Everything뺸을 출간하면서 소제목으로 자본주의
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우리의 생산방식의 문제와 불평등의 문제는 자본주의에서 나오는
심각한 부정의라고 지적하였다. 배출권거래제는 국가 간 환경부정의를 일으킨다. 배출권
거래제를 선호하였던 미국이나 유럽,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국가들은 배출권의 총량
을 지정하는 것보다 배출권을 거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주장하였다. 그 배경을 보면 선진
국 내의 제도를 개혁하는 일보다 개도국의 공장을 친환경적으로 개축하는 일이 쉽고, 이로
인해 감축의무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럽에서 지적되었듯이 배출권거래제가
기후변화를 완화시키는 정책이 아니라는 측면에서이다. 실제로 총량규제와 거래제는 기
업의 요구에 걸맞은 방식으로 목표치를 조정하였고, 청정기술의 개발 투자가 의무적으로
요구되지 않았다.

17)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UNDP)(2007/08) World Report on Human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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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내 취약층에 대한 기후정의
국내에서도 기후정의 문제가 조명되었다. 고압송전탑과 송전선로와 같은 에너지 부정의
빲공급과 소비가 공간적으로 불평등하게 이루어진 점빲에 대한 의식이 확산되자 정부는 2
차 에너지 기본계획부터 분산형 전원에 대한 비중을 늘려가기로 하였다. 발전설비용량과
발전소의 위치, 전력공급지역뿐만 아니라 발전방식도 변화되어야 한다.
연평균 기온의 상승으로 생태계의 변화가 발생하였다. 농업과 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
람들의 생계에 변화가 발생하고, 각종 해충들의 출현으로 애써 지은 농사를 망치기도 쉬웠
다. 겨울의 한파와 기온하강이 있어야 해충의 알이나 성충의 겨울나기가 어려워지는데,
번식이 더 활발해졌다. 다음의 그림은 기후변화로 인해 식목일이 일주일 정도 앞당겨졌음
을 알 수 있다.

[그림 9] 연평균 기온의 변화와 식목일 영향
(※출처: http://web.kma.go.kr/pcrm/webzine/new_200904/html/4focus01.html)

또한 한여름의 폭염은 취약층인 노인과 유아 등에 더 고통을 준다. 다음의 그림은 국립
재난안전연구원이 발표한 20년간 폭염일수와 사망자 수를 비교한 그래프이다. 2004년
이후 일정하게 지속되는 한여름 폭염지수는 60세 이상에서 더 많은 피해를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여름 서울시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등은 쪽방에 살고 노인들의 폭염피해
를 위해 집중 노력하기도 하였다. 폭염피해는 현장 노동자에게 더욱 위험했음도 보여준
다. 야외에서 근무하는 농림어업 종사자 및 단순 노무 종사자들에게 피해가 자주 발생하였
고, 폭염이 자주 발생하는 남부 내륙지역에서 그 피해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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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폭염과 사망자수 관계
(※ 출처: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Print/142184)

C.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개선안

① 인식변화에서 제도의 변화로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적 대응은 배출권거래제 등으로 나타났지만 실질적인 에너지 소비
감소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운동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민단체들에 의해 진행되는 예가
많았다. 서울시의 경우 ‘원전 하나 줄이기’ 운동을 실시하면서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실천방
안을 만들었다. 물론 시민이 줄일 수 있는 에너지는 산업과 수송부문에서 소비되는 양에 비
하면 턱없이 적을 수 있다. 하지만 에너지문제와 기후문제를 함께 인식하는 노력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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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위로 진행되면서 정책의 변화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후변화가 온실가스
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생산방식과 발전방식에 기인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에 의거하고 있으나, 「지속가능발
전기본법」이 「지속가능발전법」으로 강등되면서 녹색기술이나 기후변화가 지속가능발전
이라는 광범위한 목표 위로 격상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실제로 2015년 UN에서 합의
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Goal 13은 기후변화 대응을 다루고 있다. 국제협상에서
합의된 내용처럼 국내에서도 시스템적인 변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지속가능발전기
본법」을 제 위치로 격상시키고, 구체적인 시행령 수준의 내용까지 담고 있는 「녹색성장기
본법」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법률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지나치게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으로 치우진 법률 구조의 불균형
을 개선함이 옳다.

② 취약계층을 고려한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에너지 수급계획 등은 기후변화를 완화시키는 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과 시행은 「녹색성장기본법」 제38조 원칙(기후변화
영향 최소화 및 그 위험과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한다)과 제48조 기후
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의 추진에 근거한다. 정부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취약성 평가를
지역별로 실시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계층이나 지역의 재해예방을 위해 전문가 위원
회뿐만 아니라 많은 대중들과 소통하는 통로를 개설하여야 한다.

③ 정보공개
정책과정에서 전문가 집단은 정보의 유통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활동은 정부를 향해
서 열려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와 지식을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제공해야 한다. 특히 기
상현상에 대한 분석자료나 지역별 기후변화 감시와 예측정보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공개하되, 취약계층에 대한 구체적인 방재방안은 정기적으로 설명회를 갖고 적응대책에
따라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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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서비스 품질수준 제고
A. 개요
박근혜정부 국정과제의 세 번째 핵심목표는 깨끗한 공기와 맑은 물을 제공하는 환경서비
스의 품질 향상이다. 2013년 환경백서는 박근혜정부 출범 이전의 환경서비스를 담고 있
기 때문에 이후 환경서비스의 변화를 알 수 있는 기준이 된다. 개요에서는 환경서비스의
품질 중 대기질과 수질에 집중하여 오염 추세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서술하고, 그 다음
절에서부터는 대기(미세먼지)와 수질오염의 원인 분석과 정책적 해결안에 이르는 과정을
각각 다루고자 한다.
먼저, 2012년까지 환경부는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추진하고(2005년 11월 이후), 저황
유와 LNG 등 청정연료의 공급 확대, 배출규제 강화 등 대기질 개선대책을 시행한 결과 산
업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고, 기후변화에 따른 기온상승과 자
동차의 증가로 NO2, O3 농도는 다소 개선이 필요한 상태라고 명시하였다. 수질 역시
1996년 물관리종합대책, 4대강 물관리 종합대책(1998~2005), 물환경관리기본계획
(2006~2015)등의 추진으로 공공수역의 BOD 농도가 개선되고 있으나, COD 농도는 화
학물질 사용 증가, 비점오염원으로 난분해성 오염물질 유입이 증가하여 개선 정도가 미흡
하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조류발생과 조류의 사멸과 분해에 따른 유기물질의 총인 오염도
도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2016년 환경백서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대기총량제를 확대(2015. 12)하고 경유
차의 배출가스 기준을 2배 이상 강화하였으나 미세먼지(PM10) 오염도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2013년 이후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을 명시하였다. 수질 역시 수질오염이
투자한 비용에 비해 크게 나아지지 못하였다. 팔당호 등 4대강의 주요 지점에서의 BOD와
COD는 정체되고 있다. 수질이나 상하수도에 관한 예산은 환경부 전체 예산 중 약 65% 전
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데, 그 중 예산 구분상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투입되는 비율은
15% 정도이다.18) 하수관거 교체와 하수처리장, 농어촌하수처리장 역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처리시설로 분류한다면 적지 않은 예산, 약 2조 원이 수질관리를 위해 사용된다고 보
아도 무난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질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18) 수질과 관련하여 상수도 및 하수도 관련 예산에는 하수처리장이나 농어촌마을하수도처리장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수질분야 예산에는 가축공공분뇨처리장, 산업폐수처리장, 새만금수질개선비용 등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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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대기오염도 연간변화 추이
(※ 출처: 환경부, 2016환경백서 p.204)

[그림 12] 팔당호의 수질변화 (2002~2015) (단위: mg/L)
(※ 출처: 환경부, 2016환경백서 p.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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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환경부 예산
(단위: 억원)

구 분

’12 예산

’13 예산

’14 예산

’15 예산

’16 예산

計

49,642

52,206

54,121

57,191

56,976

48,426

50,915

52,816

55,780

55,469

31,330

33,283

35,021

36,804

34,495

23,444

24,642

26,621

29,127

27,831

-수질

7,885

8,641

8,400

7,677

6,665

 폐기물

2,883

3,390

3,235

3,105

3,477

 대기

3,233

2,919

2,665

3,390

4,215

 자연

4,422

4,260

4,694

5,278

5,680

 환경일반

6,558

7,063

7,200

7,203

7,602

- 녹색환경

3,219

3,453

3,105

3,551

3,934

- 환경보건

543

779

1,196

1,305

1,310

- 국제협력

79

113

184

110

133

- 환경연구･교육

487

558

683

789

776

- 기타 환경관리

2,230

2,160

2,032

1,448

1,448

￭ 인건비･기본경비 등

1,216

1,291

1,305

1,411

1,507

￭사업비
 상하수도․수질
- 상하수도 및 토양
지하수관리

환경서비스 품질 제고는 목표관리가 비교적 뚜렷한 정책이다. 문제 원인의 분석이 적합
하게 이루어졌다면 예산편성에 따라 효과가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매년 타성에 젖어 비슷
한 예산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뚜렷한 효과를 가져오기 어려운 점도 알아야 한
다. 앞서 던진 질문에 먼저 문제를 분석하기 위하여 환경부 예산 중 물 관련 예산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환경부가 2016년 배정한 물 관련 예산에는 물산업기반구축과 물산
업클러스터 예산이 1천억 원을 넘어선다.
박근혜정부에서 환경부는 “미래 먹거리가 되는 환경”과 “환경행정 혁신”을 내세웠다.
환경부 본연의 업무인 국민들의 환경권이 아닌 “경제와 함께”라는 혁신의 이름과 성장의
기회로 삼겠다는 말을 4년간 내세웠다. 2016년 계획에서도 환경규제를 경제와 함께 살도
록 설계하겠다고 하여 규제를 통합허가 방식으로 운영하여 행정비용을 줄이겠다는 목표
를 내세웠다. 또한 사업장 지도, 점검 횟수를 8~20회 하던 것을 연 1회로 줄여서 3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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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절감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물산업을 키우는 데 1천억 원을 사용하면서 안전을 위해 다소 비용은 들지라도 점검하
고, 교육하고, 예방하는 데 30억 원을 절감하기 위해 점검횟수를 줄이겠다는 발상은 환경
서비스에 대한 예산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데 반대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환경부
는 개발의 속도를 늦추고, 환경문제를 모니터링을 하고 개선하는 부서이다. 그동안 생산
적이지 못했다고 타 부처와 비교를 당했다면 국민들의 환경권을 지켜줌으로써 건강과 관
련된 사회적 비용을 통해 얼마나 생산적인 부서인지를 각인시켜야 한다.

B. 미세먼지
1) 문제점
본 절에서는 대기분야 중 미세먼지 관련 정책으로 국한해서 정책과정과 영향을 살펴보고
자 한다. 미세먼지는 황산염이나 질산염 등 위해물질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어서 보건적
관심이 높다. 특히 2013년 세계보건기구는 미세먼지를 발암물질로 지정하기도 하였다.
이미 세계보건기구는 2012년 세계 사망자의 23%인 1260만 명이 유해환경에 노출된 생
활과 노동 때문에 사망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그 중 820만 명이 대기오염으로 인한 심장,
암, 만성 호흡기질환으로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는 2012년을
기점으로 증가하고 있다. 중국에 의한 영향도 분명 높지만,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의
원인도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15년 그린피스는 한국의 석탄화력발전소 53기가
배출하는 초미세먼지로 매년 1,600명의 조기 사망자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를
분석한 결과 승용차와 화물차, 건설장비와 함께 석탄 화력발전소 등에서 배출하는 가스
(CO2, NOX, SOX, O3 등)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환경부는 자동차에 의한 오염을 지적하
고 디젤차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반면 정부는 에너지 수급을 위해 2021년까지 석탄 화력발전소를 총 24기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 기후변화 완화정책과 미세먼지 정책의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장치 조작 스캔들로 디젤차 클린디젤에 대한 청정에너지 기대가 무
너지면서 교통과 에너지 분야에서의 대기오염 관리계획에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했지만
정부는 기존의 계획에서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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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도시 간 미세먼지 비교 (좌측이 2014년, 우측이 2009년 자료)

수도권을 대표하는 서울의 미세먼지는 지난 2012년을 기점으로 증가 추세이다. 우리와
유사한 경제수준을 가진 수도(미국 제외)를 기준으로 서울이 상당히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한국의 미세먼지 기준 역시 다른 선진국가들에 비해 높다. PM10의 경우 연간평균치
50㎍/㎥ 이하, 24시간 평균치 100㎍/㎥ 이하이며, 초미세먼지(PM2.5)의 경우 연간평균치
가 25㎍/㎥ 이하 24시간 평균치 50㎍/㎥ 이하이다. 이는 세계보건기구의 권고기준에 비
해 2배가 높은 것으로 공중보건을 생각했을 때 매우 약한 수준이다. 유럽선진국이 아니더
라도 일본의 경우에도 초미세먼지에 대한 기준이 연평균 15㎍/㎥, 24시간 기준 35㎍/㎥
로 우리나라에 비해 강화된 기준을 가지고 있다.

2) 미세먼지 정책
2013년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환경부는 2013년 12월에 ‘미세먼지 종
합대책’을 제안하였다. 그 내용은 ① 미세먼지 예보제 확대 및 경보제 실시, ② 한중일 국
제협력 강화, ③ 친환경자동차 보급확대 및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단계적 강화, ④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강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강화, NOX 저배출 보일러 교체지원, ⑤ 오염
측정망 확충 등이다. 2016년 6월에도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는데, 미세먼지의 원
인으로 경유차와 화력발전을 포함하였다.

① 미세먼지 예보제 및 경보제
미세먼지 예보등급은 좋음/보통/약간나쁨/나쁨/매우나쁨으로 구분되어 일평균 예측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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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80㎍/㎥이 넘어서면 약간 나쁨으로 예보를 하게 된다. 좋음과 나쁨이 아니라 약간나
쁨, 나쁨, 매우나쁨으로 구분되었다는 것은 결국 나쁘다는 이야기를 굳이 구분해서 아주
나쁘지는 않다는 뜻으로 해석하게끔 만들 수 있어서 오해를 줄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이 24시간 기준 50㎍/㎥임을 생각했을 때 예보등급이 약간나쁨으로 정해진 것은 미
세먼지 예보제는 미세먼지를 개선하는 정책은 아니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② 한중일 국제협력 강화
한중일 협력이 중요해진 이유는 미세먼지의 원인이 월경성 오염이라는 분석에 기인한다.
중국과 환경부 장관급 회의를 통해 중국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에 대한 자료를 공유하기
로 한 부분은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거나 국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가 가능하다. 하지만 초기 미세먼지 대응에 있어서 중국발
원인을 제기한 예가 많아 오히려 시민들에게 정보의 혼선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③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와 경유차 규제
이동성 오염원에 의한 미세먼지 기여가 높다는 판단 하에 친환경자동차를 미세먼지의 교
통부문 대책으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가 전체 자동차 부문에서 차
지하는 비중이 작아서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2016년 미세
먼지 종합대책이 발표될 무렵 정부는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경유차를 지목하고 경유값 인
상과 같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하였지만 이 과정에서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일부 제한하고
노후 발전소를 축소하겠다는 소심한 계획을 제시하고 말았다.

④ 오염측정망 확충
국가예산처는 <2016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대한 분석 보고서에서 수도권 이외 지역
의 미세먼지 측정망이 부족하며, 국가 대기질 통합관리시스템인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현
재 미흡한 상태임을 지적하였다. 이미 2013년 오염측정망 확충을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측정망 설치와 DB연결, 이를 바탕으로 한 대기질 자료분석 및 시험예보 모델링 등도 미세
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반영이 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3) 정책형성과 집행과정에서의 부정의
미세먼지 원인 가운데 가장 이슈가 되었던 사항은 경유승용차와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정
책이었다. 특히 온실가스 정책에 따라 클린디젤을 보급･확대했었는데, 경유차로 인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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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먼지 규제가 확산되면서 환경부 내에서 정책 간 충돌이 빚어지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부에 대한 전문가의 압박은 언론에서도 비쳐진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전 대한화학회장)는 “배기가스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노후 경유차는 문
제일 수 있지만, 2012년 전국 모든 자동차에 의해 배출된 미세먼지(PM10)는 총 배출량의
6%인 14,000톤에 불과했다”며 타이어나 도로의 비산먼지에 의한 오염 가능성을 내비췄
다.19) 문길주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총장 역시 정확한 분석이 없이 대책을 내
세우는 정부를 질타하였다.20) 유종민 경제학 교수도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중국이 대책을
내세우지 않는 상태에서 국내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국제공조에 힘을 쏟으라는 주
장을 하였다.
초기에는 많은 시민들이 중국발 미세먼지 오염을 이야기하였고, 70%가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라는 등의 이야기들이 돌았으나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중국의 탓만 할 것이 아니
라 국내 미세먼지 발생에 더 큰 원인이 있다는 진단이 쏟아졌다. 그 과정에서 환경부는 국
내 전문가들만으로는 결과의 신빙성을 얻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국립환경과학원을 통
해 NASA와 공동으로 ‘한반도 대기질’ 연구를 진행하였다. 올 5월부터 6월 사이 6주 동안
대기환경 관측장비를 탑재한 항공기가 한반도를 돌며 측정한 자료는 2017년 여름에서야
우리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일련의 정책의제 과정 속에서 전문가 및 시민단체들과의 충분한 토론과 연구 없이 졸속
적인 정책을 먼저 발표하고, 실행하였으나 즉각적인 대기질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처음에는 큰 반발을 하지 않던 전문가들이 초기 원인분석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산업계를
대신해 압박을 가하여 2차 미세먼지 정책도 1차와 큰 차이가 없이 진행되다보니 그 역시
뚜렷한 효과를 거둘 수 없는 상황에 처하였다. 이에 국내 연구진이 아닌 신뢰할 만한 기술
과 측정장비를 가진 미국 연구진이 참여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과
정은 바람직하다. 오픈된 상황에서 어떤 전문가라도 참여를 보장해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초기 빠른 대처 요구로 인해 제대로 된 원인 분석이 없었고, 이에 따라 대책이 부실하게 제
시되다보니 오히려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과거에는 정부가
정보와 기술을 가지고 있었지만 외부의 독립연구자들도 유사한 정보와 기술을 갖는 수준
이 되다보니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4) 미세먼지 정책효과에서 드러나는 부정의
미세먼지에 가장 취약한 계층은 아이들과 노인들이다. 이들은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원인
19) 조선비즈, “미세먼지 재앙1. 경유차가 늘어난 미세먼지 주범? 전문가들 ”과학적 증거 없다“. 2016.6.3,
20) 위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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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은 거의 하지 않지만 고스란히 그 피해를 받는다. 생활먼지나 학교환경을 통해 발생하
는 미세먼지는 8% 정도로 미미하다. 따라서 산업시설이나 자동차가 많이 통행하는 근처
에 사는 아이들과 노인들은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는 셈이다. 또한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
람들보다 걷거나 지하철을 타는 사람들이 더 많은 미세먼지에 노출된다는 점은 미세먼지
부정의가 발생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환경정의>(2015)21)의 분석에 따르면 미세먼지에 비교적 많이 노출되어 온 작업환경
은 교차로와 지하철, 지하상가, 톨게이트 노동자들이었다. 특히 톨게이트와 교차로의 경
우 미세먼지 주의보 기준 나쁨의 수준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옴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은
스스로 작업환경에 대해 우려하고 건강 이상을 걱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안전교육이
나 설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미세먼지 대책으로 한동안 삼겹살이나 고등어를 먹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떠돌았다. 미
세먼지에 대한 정책효과 중 잘못된 정보에 의한 혼돈이나 시장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5) 개선안
①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재생에너지로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미세먼지가 높게 발생하는 사례는 중국에 의한 원인 외에 석탄화
력발전소 등 산업시설이 그 원인임을 말한다. 특히 10기의 노후 석탄발전소는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폐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가동하는 발전소의 경우에 다량의 NOX,
SOX 등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없음을 이해하고,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따라서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으로서도 화력발전소에 대한 비중을 줄여나
가고, 재생가능에너지 정책을 강화하면 대기오염 개선 정책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
다.

② 정보공개
정보의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 석탄발전은 천연가스 발전에 대비 3배 이상의 오염물질
을 배출하고, 석유발전은 5배 이상의 오염물질을 배출한다고 알려져 있다. 화력발전소들
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정보가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국민들의 알 권리와 미세먼지 원인분석을 저해할 수 있다. 총량관리 입장에서도 정보공개
는 반드시 필요하다.
21) 환경정의 토론회: 미세먼지 이대로 괜찮을까. 2015. 10. 26 (http://eco.or.kr/17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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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와 총량관리
이동수단으로 인한 미세먼지 농도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지방의 경우, 발전소나 산업
시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점오염원에 대한 오염물 배출총량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대기환경기준은 미세먼지(PM10, PM2.5)를 기준으로 제
시하고 있지만, 대기오염 배출허용기준은 총부유먼지(TSP, 50㎛)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서 미세먼지 수준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추가하는 일이 필요하다. 환경기준이 강력한 규제
수단이 되지는 못하지만 앞서 미세먼지 예보제에서 언급한 것처럼 취약층의 건강기준에
서는 상당히 미흡한 수준의 미세먼지 농도에 대해서도 ‘보통’ 수준으로 사람들이 인식하
게 되는 경향이 있다. 건강한 사람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어린이
나 노약자들에게는 ‘보통’ 수준의 미세먼지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에도 암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예보제의 기준이 되는 환경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총량관리로서 당장
과도한 목표를 설정할 수는 없더라도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 계획을 가지고 기준에 흡족
할 수 있는 배출총량을 관리하는 방안을 세워야 한다.
2000년대 초반 미세먼지 농도가 저감될 수 있었던 이유를 ‘수도권 대기오염물질 총량
제’로 보는 시각이 있다(현준원, 2015). 하지만 수도권의 대기오염 산업을 수도권 바깥으
로 내보내면서 수도권 외 지방의 대기오염 수준이 나빠진 점도 수도권 대기오염물질 총량
제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오염원을 분산시키기보다는 정보공개를 통
한 총량관리와 더불어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종합적인 대기질 개선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미세먼지는 질소산화물이나 황산화물과 같은 초기 배출물이 대기 중에서 2차 반응을 일
으키면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대기오염 총량관리의 접근법으로 전체적인 대기질 개
선을 위해 진행되어야 한다.

C. 4대강의 수질관리
1) 4대강 사업과 수질 문제
4대강 사업은 MB정부의 주력사업이었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의 과정에 관해서는 논외로
처리하고자 한다. 하지만 4대강 사업 이후 수질을 관리하는 책임은 여전히 현 정부에 있
고, 환경부가 제공하는 핵심 환경서비스이다. 하천의 수질은 BOD와 COD로만 평가되기
보다는 생태적으로 얼마나 건강한지 종합적인 판단과 관리계획이 필요하다. 4대강 사업
이후 수질개선 사업에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다음의 수질개선사업 투자비가 투입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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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수질개선사업 투자비 (국토부/환경부)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3조359억
9800만 원

3조376억
1600만 원

3조3122억
8600만 원

3조6028억
800만 원

3조8627억
9800만 원

3조9730억
7300만 원

(※ 자료출처: 박은수(2016), “가뭄홍수 막고 강 살리겠다던 4대강사업은?” 함께사는 길 2016년 4월호 p.43)

이 외에 국가예산에는 수자원공사의 이자부담액, 국가하천 유지관리비, 4대강 보구간
유지관리비, 생태공원, 자전거도로 등 치수시설 및 고수부지 관리비용 등이 하천을 잘 관
리하는 비용으로 들어갔다.

[그림 14] 4대강 COD 농도
(환경통계연감, 2015)

4대강에 보가 설치된 이후 BOD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COD는 개선되지 않았다. 4대강
사업이 수질을 개선하는 목적보다는 담수용량을 증가시켜서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과 홍
수에 대비하는 수준에 머물렀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국민안전처의 자료에 의하면 호우와 태풍의 피해액은 감소하지 않았고, 오히려
4대강 사업 이후 다음과 같이 물고기 폐사사건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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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25건, 2008년 29건, 2009년 30건, 2010년 37건, 2011년 24건, 2012년
43건, 2013년 39건, 2014년 70건.

 4대강 사업 이후 주요 물고기 폐사사건

 2012년 10월 24~31일 낙동강 6,000여 마리 물고기 폐사
 2012년 10월 17일~11월14일 금강 백제보 누치등 물고기 6만50여 마리 폐사
 2013년 2월 25일 금강 공주보 붕어 20여 마리 폐사
 2014년 7월21일~8월1일 낙동강 칠곡보 강준치 537마리 폐사
 2015년 6월9일 영산강 물고기 500여 마리 폐사
 2015년 10월23일 영산강 죽산보 누치와 붕어 등 물고기 수백 마리 폐사
 2016년 2월7일 낙동강 칠곡보 강준치 468마리 폐사
 2016년 8월18일 낙동강 지천 백천 물고기 130여 마리 폐사

 녹조발생의 급증으로 하천은 ‘녹조라떼’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특히 낙동
강의 녹조는 날씨가 선선해지고 나서도 지속되는 등 그 위험이 커지고 있다. 낙동강
에서 남조류 개체수 1만 이상의 발생건수도 2012년 28건, 2013년 35건, 2014년
56건, 2015년 94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최근에는 금강에서도 녹조가 발생하고
있는데, 2013년 8월 19일~21일 사이 5건에서 시작해서 2015년에는 7월 20일부터
9월말까지 녹조 1,000 이상의 발생건수가 9회로 증가하였다.

 4대강사업 이후 낙동강 녹조발생기간 (남조류 개체 1000 이상 발생건수)

 2012년 6월 18일 ~ 8월 13일 (58건)
 2013년 7월 29일 ~ 10월 2일 (87건)
 2014년 6월 9일 ~ 9월 25일 (112건)
 2015년 6월 1일 ~ 12월 21일 (178건)
 2016년 5월 30일 ~ 9월 (현재) (64건)

2012년 팔당호에서부터 잠실 수중보 사이에서 녹조의 독성분비물질 검출이 된 바 있
다. 2015년 9월~10월에 낙동강 어류를 대상으로 마이크로시스틴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조류 독소가 검출되었다. 한강과 낙동강의 상수원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2,000만 명의 사
람들에게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는 환경부의 식수 정책에도 영향을 주는 사건이다. 특히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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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 하천 자체가 알칼리도가 낮아 유량이 부족할 경우 조류발생에 취약하다. 반면 한강은
기수역이 크게 발달하여서 밀물이 한강 본류의 서울시 구간까지 진입을 한다. 물이 충분히
섞일 수 없는 환경은 한강 하류의 신곡수중보에 의해 만들어진다. 신곡수중보에 의해 가로
막힌 한강은 여기에 상류에 건설된 보로 인해 유속이 느려져서 체류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녹조가 발생한 것으로 이해된다. 2015년보다 폭염일수가 더 많았던 2016년에는 오히려
녹조일수가 다소 누그러진 점은 비료나 퇴비 등 영양염류의 증가와 기후변화에 의해 전 세
계적으로 녹조가 창궐했다는 정부 측 전문가들의 분석이 문제의 원인을 전부 설명하지는
못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또 한 가지, 감사원 감사에 의해 알려진 바, 정부도 보를 설치하면 하천의 녹조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였음이 밝혀졌다. 환경부는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보 건설
을 방치하였고, 지금은 전방위적으로 녹조의 발생이 4대강 사업과 무관한 것으로 발표하
고 있다. 이는 정보 공개 및 투명성 문제이기도 하다.
[표 8] 4대강 유역 보에 의한 조류농도 예측
4대강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보

보 미설치 시 조류농도

보설치 시 조류농도

증가율

강천보

7

8

14%

여주보

10

12

20%

이포보

11

16

45%

상주보

5

5

0

낙단보

5

7

40%

구미보

6

9

50%

칠곡보

10

24

140%

강정보

24

37

54%

달성보

30

48

60%

합천보

33

44

33%

함안보

32

36

13%

세종보

18

19

6%

공주보

25

28

12%

백제보

32

33

3%

승촌보

6

14

130%

죽산보

14

17

21%

(※ 자료: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 (2013.7), 프레시안, “대운하 5년 비망록 6: 예고된 재앙, 녹조대란”, 2013.9.16.일
자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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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천관리에 관한 정책
① 물환경관리 기본계획
우리나라에 전국 규모의 수질보전대책이 수립된 것이 1989년 ‘맑은물 공급종합대책’이
었다. 2006년에 수립된 ‘제1차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이 2015년 종료됨에 따라 2016년부
터 10년간의 물환경정책방향을 담은 ‘제2차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기존의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은 목표수질인 BOD 등 이화학적 오염물질 관리에서 벗어나 건강한
하천을 표방하였으나 2015년 4대강 사업의 여파로 수질관리에 대한 평가는 그리 좋지 못
하였다. 2차 계획에서는 대권역 물환경관리 계획을 분리하여 국가, 대･중･소권역 수질오
염총량제 등 생태적으로 건강한 하천을 내세웠다. 환경부가 물환경관리를 위한 3대 기반
역량강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거버넌스 활성화: 물환경을 둘러싼 갈등 및 분쟁을 해소하고 물환경 정책을 추진하
기 위해 수계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유역 거버넌스를 확립, e-거버넌스를 기반으로
데이터, 정보 및 평가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신뢰와 참여를 강화하는 부분도 강
조된다.
 과학기술 고도화: 환경기준을 선진화하고, 물환경관리를 위해 모니터링을 고도화하
여, 스마트 기술기반을 연동하여 투명하고 전문성이 강화된 관리역량을 제고한다.
 재정관리 효율화: 합리적 우선순위에 기반한 재정 효율성을 높이고, 수익구조를 가
지는 시설을 확대하겠다는 의미이다. 상류･하류 간에 갈등을 빚고 있는 물이용부담
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사후평가시스템을 강화하자는 내용도 포
함된다. 또한 형평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기존에는 사용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던
방식에서 원인자부담원칙과 사용자부담원칙을 서로 조정하라는 권고도 포함한다.

② 「물관리기본법」 갈등
｢물관리기본법(안)｣이 처음 논의 된 것은 1995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물관리체제 정
책토론회에서 효율적인 수자원관리를 위해 수자원관리체제를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였
다.22) 그리고 이듬 회기에 ｢물관리기본법(안)｣이 제출되었다. 수량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이었다. 1998년 정부는 한강수계 5대권역의 수질을 1급수로 만든다는
목표 하에 ｢물관리기본법｣을 토대로 법령정비를 계획하였다.23) 당시 환경전문가들은 수
22) 박소형, “수자원 관리체제 일원화 시급”, 세계일보 1995.9.6.

제3장 박근혜정부 환경정책 평가

자원의 개발시대에서 관리시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주문을 했지만 법은 제정되지 못했다.
2001년이 될 때까지도 부처 간의 갈등이 이유였다. ▲“상수원은 건설교통부와 환경부 ▲
지하수는 행정자치부 농림부 환경부 건교부 등 4개 부처 ▲하천은 행자부와 건교부 ▲전
국의 댐은 산자부와 건교부로 관리 기능이 분산돼 있었다”(세계일보 2001.3.13.). 정부는
전문가 그룹의 경영진단을 통해 효율적인 물관리통합 운영체제를 수립하려고 시도했지만
소관업무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해당부처의 반발을 조정하는 데 실패를 거듭했다.
환경부 산하 4대강 수계관리위원회를 수질과 수량을 총괄하는 ‘유역공동위원회’로 확
대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등장하였다.24)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과제회의를 주재하
면서 물관리위원회 신설을 지시했고, 총리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국가물관리위원회
의 설치 필요성에 공감한 이후 환경부와 건설교통부, 농림부 등으로 분산된 물관리 업무를
총리실 산하 ‘물관리위원회’로 통합하기 위해 2006년 다시 법 제정을 시도했다. 이 위원
회의 모습이 정부부처, 전문가, 시민단체, 사용자 등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다자간 합의
에 바탕을 둔 거버넌스 조직으로서 자문이 아닌 의결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
는 1990년대 초기 법안에는 제시되지 못하였었다. 대통령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
공청회까지 개최가 되었지만 소관부처 간 업무를 통합하고 조정하는 새로운 기구를 만들
고자 하였던 시도 역시 실패하였다. 당시 이를 반대하던 수자원국장은 “한 부서에서 통합
관리하기보다는 상호 감시와 견제를 하면서 각 부처의 기능과 전문성에 따라 분리 담당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건교부가 여전히 이수와 치수를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
하였다. 또한 농림부에서도 “농업용수는 다른 용수와의 통합관리가 어려워 일원화되면 영
농조직과 분리돼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반대하였다. 환경부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통합안
을 찬성하는 부처가 없어보였다. 이에 대해 학계 전문가와 환경분야 전문가들은 정부 부처
의 이기주의를 문제 삼았다.
국가 연구기관의 한 연구원은 2008년 사설을 통해 물관리 책임자들이 민감한 문제에 대
해 결정을 보류하면서 시간이 해결해주길 기대한다고 지적하고, 이해당사자들의 참여가
부족해서 총체성, 책임성, 참여, 투명성, 응답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2006년의 법은 건설교통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 설립을 제안한 것이
므로 갈등이 있을 필요가 없는데 17대 국회에서 결국 자동폐기되는 상황을 안타까워했
다.25)
18, 19대를 거쳐 20대 국회에는 2016년 12월 현재 6개의 물관리기본법안이 제출되어

23) 김선태, “2005년까지 한강수계 5대권역 수질1급수로 개선”, 한국경제, 1998.5.21
24) 최승업, 2004, 지방자치단체 수리권확보 등 제도화와 물 관련 편익의 댐 주변지역 환원방안 연구, 강원발전연구원.
25) 김승, 2008, [시론]물관리 선진화의 길, 국민일보 200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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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26)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을 하지만 조직의 형태에 대한 의견이 조금씩 다르게 제출
되었다. 기본적으로는 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관장하
는데 이 기관의 위치를 대통령 산하에 둘 것인지, 총리실에 둘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1차
적으로 표출된다. 또한 유역별 물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해야 하는데, 이를 ‘유역물관
리위원회’로 둘 것인지 ‘권역물관리위원회’로 둘 것인지, 시도지사와 협의할 것인지 등으
로 법안이 나뉜다.
최근의 물관리에 관한 토론회는 지방에서 열리기도 한다. 2016년 12월 8일 충남도는
‘바람직한 물관리, 그 해법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20년간 반복되고 있는 ｢물관리기본법
｣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본 토론회에서 그동안 물관리의 주체는 중앙정부라는 인
식이 강했지만 이제는 유역관리에서 지방 중심의 사고로 전환이 필요하다며, ｢물관리기
본법｣의 제정을 다시 한번 촉구하였다. 현재 정부는 하천법, 지하수법, 수도법, 하수도법,
4대강 수계법, 소하천정비법 등 20개의 물관리 관련법을 시행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수
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는 이 법안이 통과될지 의문이지만, 기대감
을 가져본다.

3) 수질 및 수자원관리 정책과정에서의 부정의
① 전문가와 전문지식
｢물관리기본법｣에 대한 갈등에서 알 수 있었듯이 우리나라의 수자원관리는 부처의 속성
과 환경문제가 갖는 복잡성을 그대로 드러내준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들은 관련된 부처의
공무원과의 친밀성과 협력관계로 인해 전문지식을 통해 갈등의 중심에 서기도 한다. MB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지나면서 전문가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한 경험도 있다. 정권
에 빌붙은 전문가들이나 이를 반대하는 전문가들이나 모두 자신들의 입장에서 전문지식
을 활용한 셈이다. 과학자나 전문가들 역시 ‘가치관’에 따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
기 때문에 롤스의 다원주의와 개방형의 평등한 의사결정과정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소
수 전문가들이 의사결정을 한 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결국 의사결정과정에서 드러난 전문
지식을 점점 더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26) 물관리기본법안 (김상희의원 등11인, 전현희의원 등10인, 민홍철의원 등10인, 안호영의원 등10인, 정우택의원 등
11인, 함진규의원 등10인) - 국회 의안검색시스템 (2016. 12. 10 검색결과) http://likms.assembly.go.kr/bill/B
illSearchResul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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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해관계자 참여
4대강 사업 결정 당시, 환경단체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힌 정부는 일부 전문가를 등에 업고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 역시 배제되었다. 오히려 일부 지역에
서는 일부 주민들이 찬반을 나눠 갈등을 빚기도 했고, 한창 진행될 때에는 자포자기 마음
으로 일부 유기농민들이 환경단체에 힘을 보태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사업이 완료되면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진행되자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더 많이 등장하기 시작
하였다. 이들은 박근혜정부에서 지난 정부의 사업이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
사업을 엄중히 따져서 재평가를 통해 복원과 보상 등 해결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책임자 처벌을 위한 청문회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지난 12월 1일에 개최된 4대강피해 간담회(낙동강살리기 대책위원회)27)에서 한 어민
은 “지금 하천에서는 물고기가 잘 잡히지 않기도 하지만, 고기를 잡아도 쓸 수 있는 물고기
는 10% 정도이다”라는 보고를 하였다. 배스와 블루길이 90%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어민
도 “구미보 위에 수심이 깊은 데는 뻘이 1.5미터에서 2미터가 쌓여있다. 수심이 10미터인
데, 통발을 설치한 후 다음 날 나가면 고기가 다 죽어서 올라온다.” 다른 어민 역시 “4대강
보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실지렁이가 출현했는지를 물어서, 그거 나온 지는 오래됐다 하면
서 배를 타고 나가보자 했더니 큰일났다고만 하더라”며 자신들의 안위만 생각하는 공무원
들에 대해 소외감을 나타냈다.
합천보 인근에서 농사를 짓는 한 농부는 “농업의 문제는 담수 이후의 문제인데, 바로 침
수문제이다. 농업 형태가 갈수기 농업체계로 바뀌었다. 예년에는 수도작이었다. 왜관에서
김해까지 시설 위주의 농업형태인 갈수기 농업형태로 바뀐 것이다. 여기서는 물이 필요없
는 형태다. 물을 빼줘야만 잘 되는 형태인데, 보로 인해 뒤틀려버렸다. 이것이 침수의 문제
이다.” 그는 몇 가지 다른 문제들도 지적하였다. “지하수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지하수
를 오염시켜서 지금은 지하수를 퍼올리면 냄새가 나고, 토양 오염도 발생하고 있다. 땅이
습지화가 되면 흙이 썩지 않아서 (분해되지 않으니) 한 번만 주면 되던 거름이나 비료를 두
번 투입한다”면서 결국 질소와 인 등으로 인한 녹조현상이 더 자주 빨라지는 이유를 설명
하였다.
“5년간 어민과 농민이 피해를 봤다. 보상해줘야 한다. 복원의 문제도 이야기하지만 직
접적인 피해를 보는 어민과 농민에 대해서는 건전한 사회라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줘
야 한다.” 어민들과 농민들은 그동안에 입은 피해가 4대강 사업이 없었더라면 발생하지 않
았을 손실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27) 정수근, 오마이뉴스, 2016. 12. 1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Ten/report _last.aspx?a
tcd=A0002266255&CMPT_CD=MT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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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업이 너무 단기간에 너무 많은 지역에서 시행됨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이러한 주민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추가적인 손실을 피하고 실험실과 모델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사실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원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는 학문적 정치
적 진보를 가져올 수 있다.

4) 수질 및 수자원관리 정책효과에서의 부정의
① 상수원 규제완화
환경부는 2014년 12월 상수원보호구역에 수도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하
여 커피가공이나 면류 제조 등 일부 업종의 공장설립을 허용하였다. 취수시설로부터 4km
를 초과하는 지역 중 하천과 호소의 경계로부터 500m 밖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소규모
“생계형” 공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공장 설립 승인지역이 확대되었다. 공장설립이 허용되
는 업종도 △떡･빵류 제조업 △코코아제품 및 과자류 제조업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
품 제조업 △커피가공업 등이다. 이에 환경단체는 “상수원보호를 위한 수질정책 전반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반발하였다. 환경단체의 우려는 합리적 의심이다. 감시감독 기
능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환경부 입장에서는 모든 하천 상수원에서 공장 설립 이후
발생하는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그동안 상수원보호를 위해 수변구역은 하천 경계로부터 300m, 500m, 1㎞
로 구분하여 행위를 제한해왔다. 이번 규제완화를 통해 상수원보호구역에는 생계형 공장
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물론 환경부 입장에서는 “상수원 상류의 공장설립승인지역 확대에
따른 식수원의 영향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장의 승인요건과 승인받아 설립되는 공장의 준
수사항을 수도법 시행규칙에 반영했다”는 설명을 하였다.28)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단체
들은 주민들의 생계도 중요하지만 매년 15조원을 들이는 수돗물을 포기하는 정부의 태도
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하였다. 상수원을 청정한 지역으로 지키는 것은 4대강을 식수로
이용하는 수천만 명의 삶을 건강하게 해 주는 몇 안 되는 효과적인 정부정책이다.
그동안 하류 주민들이 ‘물이용부담금’을 내가면서 상류지역의 주민들을 지원하는 방법
을 고수해 왔는데, 이번 규제행위 완화로 인해 하류주민들의 물이용부담금 사용에 대한 문
제의식이 조성될 수 있다. 유기농 등 소규모 농사 이외에 다른 경제활동도 못하는 상수원

28) 전용훈, “상수원보호구역에 공장설립 허용된다: 수도법 하위법령 12월1일 개정공포”, 에코타임스, 2014.11.30.
(http://www.ecotig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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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의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라는 명목 자체가 원천적 문제에 봉착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을 들여다보면 그 내용은 조금 달리 이해가 가능하다.

② 수계관리기금
상수원관리지역 지원제도는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과 지방자치단체를 통
해 이뤄지는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규제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함이었다. 수계관리위원
회가 관리하는 수계관리기금은 상수원지역을 제외한 모든 주민들이 내는 물이용부담금으
로 만들어진다. 수계관리위원회는 대한 예산 집행 권한이 있어, 주민지원사업을 결정하고
지원방식을 개선해 가면서 진행 중이다. 수계관리위원회는 환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수
계별 관계 시･도의 부시장이나 부지사,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등 물 관련 기관의 장을 위원
으로 구성된 공법인이다. 수계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은 가칭 ｢물관리기본법｣에서 제시
하고 있는 유역관리위원회와는 성격이 다르다. 의사결정의 구조 때문이다.
한강수계의 경우 톤당 170원을 부과하여 4인가족이 대략 월 3,570원 정도를 내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되는 수계관리기금이 한강수계에만도 연간 4,500
억 원에 이른다. 초기에는 주민지원사업 명목으로 70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등 전체의
약 30%로 증가하였다가 현재 주민지원 사업은 약 13%(2014)로 감소 추세이다.

[그림 15]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현황
(송미영, 2016)

물이용부담금을 관리하는 수계관리위원회는 2011년부터 수계기금 운영의 투명성과
효과성에 대한 불신으로 수도권 환경단체와 생협, 소비자단체, 풀뿌리단체들로부터 납부
거부 운동에 부딪혔다. 서울시와 인천시 등 하류지역에서는 운용 개혁을 촉구하다 납입거
부 사태에까지 이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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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과 환경부장관은 2013년 제도개선에 합의하고 수계위원회의 의사결정구조를
개선하는 데 동의하였다.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을 형평성
있게 구성하자는 제안이 이루어졌지만 ‘한강수계관리기금 중장기 운용계획(2017~20
21)’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과도출을 하지 못하였다. 현재 수계관리위원회의
위원들은 현장 중심의 사람들이 아니다. 이들은 기존의 법규에 근거하여 운용계획을 논의
한다. 오히려 변화된 수요와 현장의 이야기를 들려줄 이해관계자들이나 이들을 대표하는
지역단체, 연구자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합의의 실패로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
도 등 5개 시･도는 연구자들 중심으로 작업반을 가동시키고 연구과제를 통해 협의를 지속
시키고 있다. 연구결과가 어떻게 도출되더라도 관료들이 특정한 결론을 고수한다면 수계
관리위원회는 파행을 거듭하게 될 것이며, 물이용부담금을 내면서 깨끗한 식수를 공급받
고자 하는 많은 주민들은 고스란히 그 피해를 안게 될 것이다.

5) 개선안
환경부의 물관리정책은 수자원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과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는 두 가
지로 볼 수 있다. 두 가지는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 연계되
어 있다. 건강한 수자원을 관리해야 깨끗한 식수를 공급할 수 있다. 하지만 규제와 비용은
이를 어렵게 한다. 수자원의 관리가 다원화된 부서의 업무로 여전히 남아 있는 한 이 두 가
지는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되면서 여전히 예산만 갉아먹으며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물관리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물관리를 일원화하여 부처 간의 업무 혼선
이나 갈등을 예방하고, 수질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여야 한다. 하지만 ｢물관리기본법｣
이 전문가들만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수계관리위원회에서 그동안 운용한
예산의 용처와 현재 수요, 지속적인 수질악화의 문제점 등을 출발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하
여 수자원이 제공하는 환경권과 자연의 혜택을 국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물관리기본법｣이 제정되면 이 법제 하에서 유역별 물관리를 담당하는 유역관리위원회
가 설립되어 현 수계관리위원회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수계관리위원회가 중앙 공무원
과 수자원공사 등 관련 부처들의 공무원으로 이루어졌다면 유역관리위원회는 이해관계자
들을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여기에 기술적 자문을 하는 자문단을 운영하는 것이 적합
하다. 기술관료들이 직접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은 기술편향된 가치관을 반영하기 쉽고,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제3장 박근혜정부 환경정책 평가

유역관리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수자원이 제공하는 생태계서비스와 자원조사를 통해 유
역의 지하수, 토양오염, 가뭄과 홍수 등 다양한 사안들을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규제와 이
용에 관한 민감한 사안들을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4.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개발
A. 배경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 및 해제는 국토교통부가 담당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정
책으로서 검토가 필요한 이유는 개발제한구역의 목적이 도시의 확장과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국민들의 환경권을 보전하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지역
중 과반이 자연보전상태가 우수하여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생태
적으로 도시민에게 제공하는 환경서비스 기능이 높게 평가되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는 규제완화와 함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였
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2013년 12월부터 1년간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자료 갱신
및 시스템 구축 연구’를 진행하며 전국의 그린벨트를 전수 조사하였다. 하지만 2016년 10
월 14일 안호영 국회의원과 환경운동연합이 낸 보도자료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의 환경
평가 자료가 시민사회에는 공개되지 않고, 그린벨트 소유주 및 개발계획을 세울 수 있는
지자체와 중앙정부만이 이 자료를 공유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경향신문, 2014년 10
월 14일자). 이와 관련한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개발계획에 앞서 환경평가 내용을 공유함으로써 자연환경 실태 및 불법시설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였다. 이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들에게만 배타
적 정보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정보 접근성의 불균형으로 이어졌다.
둘째, 환경평가가 최종 검토와 마무리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토교통부가 일부 그린벨
트 지역을 해제함으로써 과학적 조사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지 않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셋째, 환경평가의 내용이 1999년 당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환경공
간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고, 자연생태도 등 국토의 자연환경에 대한 가치평가가 이루어
진 시점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는 우를 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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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그린벨트 해제 정책과정에서의 부정의
1) 1999년 해제의 경험
개발제한구역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대규모 해제가 발생했던 1999년 7월, 정부(당
시 건설교통부)는 전국의 개발제한구역을 부분해제권과 전면해제권, 우선해제권으로 구
분하여 조정실시하였다. 먼저 권역 인구가 100만 명 이하인 중소도시권인 춘천, 전주, 청
주, 여수, 진주, 통양, 제주권 등 7개 도시권을 “전면해제권역”으로 선정하고, 환경영향평
가를 거쳐 도시계획이 수립되면 이 지역들을 개발제한구역에서 제외시키는 조정을 진행
하였다. 단, 춘천권과 진주권의 상수원 구역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더라도 상수
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거나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되도록 조치하였다(매일경제, 1999
년 7월 23일자 6면).
부분해제권은 1,000명 이상의 대규모 취락지구의 경우 환경평가를 거치지 않고 우선적
으로 해제되도록 하였으며 당시 이에 해당하는 지역이 약 30여 곳이었다. 수도권 등 대도
시 주변의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환경평가를 통해 1, 2 등급에 해당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이 유지되고, 보전가치가 낮은 4, 5등급의 경우 해제가 가능한 지역으로 선
정되어 지자체 및 도시계획을 통한 계획수급 용도로 이용되었다.29) 당시 해제대상 중 약
60%에 해당하는 면적이 상위 1, 2등급에 해당되었다.
1999년의 부분해제 지역은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울산권, 마창진권
으로 박근혜정부의 그린벨트 해제대상 권역과 일치한다. 당시에도 그린벨트 해제는 사유
재산권 침해와 환경파괴를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이 있었다. 규제가 풀린다는 점에서 사유
재산권을 인정해주는 한편, 환경문제의 논란을 일부 해소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
한 이후 ‘친환경’ 도시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그 후에 해제를 진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한 해제대상 중에서도 상당수 지역을 보전녹지, 생산녹지, 공원으로 묶기로 하였다.
그린벨트로 남는 지역의 경우, 취락 등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구역훼손부담금을 부과하
고, 취락지구 집중 육성을 통해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이들에게 매수청구권 및 토지우
선 분양권을 부여하는 체계를 수립하였다. 또한 지자체에서 설립하는 주민복지시설은 신
축을 허용하였다.

29) 실제로 식물 분야에서 1, 2급으로 평가된 지역의 경우에도 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우가 있었고, 택지개발사업 등
다양한 개발사업으로 파괴됨. 택지개발 과정에서 “녹지로 유지”하라는 권고를 받았지만 생태적 기능을 유지하는 녹
지가 아닌, 경관상의 녹지로 면적만 체면치레를 하는 상황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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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2000~2013 그린벨트 기해제 면적현황 (단위: ㎢, 괄호 안은 최초 지정면적)
(세계일보, 2014.3.12.)

① 의사결정과 개발사업자
정책결정과정에서의 부정의 문제는 2가지로 볼 수 있다. 먼저 그린벨트 해제의 목적이 개
인의 사유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기해제 지역은 대규모 아파트 건설이나 개
발사업이 진행되었다. 그린벨트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만큼 이곳은 개인의 이용
이 어느 정도 인정되고 있었다. 전면적인 행위금지가 아닌 곳이었고, 이곳을 도시의 주택
수요에 맞추기 위해 유보지처럼 활용했던 결과를 낳게 되었다. 즉 그린벨트가 갖는 목적보
다는 미래를 위해 잠시 묶어두어서 청정한 숲세권을 만든 상황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는 대
목이다. 특히 그린벨트를 공동주택 개발택지로 지정하여 LH공사나 SH공사 등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 개발특혜를 준 셈이다. 이들은 개발택지를 대규모 건설업체에 넘겨서 많
은 혜택을 누리게 되었고, 도시민들은 환경권을 박탈당하였다. 이 과정에서 가난한 그린
벨트 이용자들은 밖으로 내몰렸고, 소유주들은 보상금을 얻었다. 일부 분양권이나 전세자
금 지원 등이 가능하긴 했지만 이미 너무 올라버린 주택가격은 이들을 더 먼 곳으로 쫓은
셈이다. 의사결정권자들인 지자체나 국가가 자신들의 목적으로 그린벨트를 정하고,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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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법으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떠안았다.

② 환경평가
환경평가의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의다. 개발제한구역의 환경평가는 환경부에서 실시하
는 개발행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는 구별된다. 환경평가에서는 경사도, 표고, 수질, 식
물상, 농업적성도, 임업적성도 등 6개 항목을 조사하여 등급을 부여한다. 2014년에 실시
한 환경평가에서도 평가항목은 달라지지 않았다. 표고나 경사는 개발에 대한 제한 요소이
기 때문에 기존의 공간정보시스템의 자료로 활용하였고, 수질이나 나머지 요소들도 기존
에 조사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생태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유체역학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에 대한 근원적인 조사 없이 기존의 자료로 대체하였다.

C. 환경을 고려한 국토개발 (그린벨트 해제) 정책효과에 의한 환경부정의
1) 1999년의 경험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는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억압적 구조에
따른 부산물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것도 알 수 있다. 1996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
면, 그린벨트 내 땅이 개발용으로 형질변경된 규모가 약 736만 평에 이르렀고, 이 가운데
공공시설 설치를 위해 훼손된 부분이 약 50.6%로 민선 자치단체 출범 이후 더 많은 위법
행위(3,000건 이상)가 적발되었다(자료: 경향신문 1996년 10월 9일자 3면). 초기에는 그
린벨트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 의해 그린벨트가 훼손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대규
모 해제 이후 사람들은 언젠가 그린벨트가 풀릴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었고, 돈이 있
는 외지인들은 적절한 그린벨트를 불법적으로 취득하기도 하고, 일부러 그곳에 컨테이너
등을 가져다 놓고 사람을 살게 하는 등 다양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① 그린벨트 해제와 인구이동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목적은 도시의 인구집중과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함이었고, 환
경파괴와 오염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개발제한구역은 도시민에게 환경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1998년 그린벨트 해제가 논란이 되었을 때, 이창수 교수는 그린벨트 해
제에 관한 연구를 통해 서울 시내에서 반지름 10~25㎞ 대에 걸쳐 있는 수도권 그린벨트가
개발을 제한받고 있는 현재에도 인구 과밀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대폭 해제할 경우
상황은 더 악화해, 수도권 인구집중과 인접 지방 공동화･환경오염 등 부작용만 양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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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1990년대 말, 건설사들이 중동에서 돌아와서 국내에 수요를 창
출하기에 혈안이 되었을 때였다. 시화호 간척사업이 그랬고, 새만금 간척사업도 요동을
쳤던 시기였다. 노태우 정부가 이미 주택 200만호 건설을 내세워서 건설경기가 활발해지
면서 분당, 평촌, 일산이 이미 개발되었지만 이는 서울의 인구를 분산시키기보다 오히려
지방의 인구를 수도권으로 집중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때문에 더 많은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도로가 건설되었고, 서울과 위성도시를 잇는 길들은 점차 확대되고 개발수요
도 높아진 셈이다.

② 침수피해와 환경권
거주인구가 많아지고 밀도가 높아지면 하수처리 등 수질오염이 발생하기 쉬워진다. 그린
벨트 해제를 경험하기 전에는 수질에 관한 우려가 높았다. 하지만 이창수 교수의 지적에서
와 같이, 그린벨트가 훼손될 경우 임야, 논밭의 담수기능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서울시
곳곳이 침수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었다. 2000년대에 해제된 그린벨트가 여의도 면적의
83배 규모라는 보도가 있었다. 실제로 우면산 사태가 벌어졌다. 전문가들은 우면산 산사
태 원인을 크게 3가지로 보았다. △우면산을 관통하는 강남순환고속도로 터널 공사 △우
면산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벌목과 산중턱까지 올라오는 아파트 공사와 도로 △산줄기의
물 흐름 방해와 산 아래 하수관 및 우수관로 관리 소홀과 부실공사였다.
우면산 자락은 이미 난개발이 진행되어왔고, 과천과 서초를 잇는 우면산터널이 생기면
서 더 위험이 가중된 상태였다. 강남순환도로의 대부분이 터널로 이어져 있는데, 낙성대
와 남태령을 잇는 터널공사는 암반에도 영향을 주었다. 방재연구소에서는 산사태가 산꼭
대기가 아닌 산중턱에 지형변경으로 많은 양의 물이 한쪽으로 일시에 쏠리면서 산의 흙이
밀려 내려온 것으로도 보았다. 우면산 산사태는 물이 흘러내리는 지형과 기후변화 외에도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았겠지만, 물길이 흐르는 산중턱까지 개발을 자행해서 발생
한 인재임은 분명해 보인다.

2) 개선안
그린벨트를 둘러싼 갈등은 그린벨트를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느냐의 문제로 볼 수 있다.
그린벨트를 지정한 목적은 도시의 팽창과 지나친 개발을 막는 데에 있었다. 하지만 앞서
지적하였듯이 그린벨트를 최후의 개발처로 유보해 놓은 땅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 그린
벨트의 소유주가 가진 재산권의 문제만을 해결하고자 했다면 개발권을 양도해서 살고 있
는 소유주 등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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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에 대한 추가 해제 기대감은 더 많은 투기세력을 끌어 모을 수밖에 없다. 1999
년의 계획 때와 마찬가지로 교통 및 인구과밀과 같은 현상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따라
서 그린벨트 해제지구에 대한 신규개발에도 Zoning과 건축물 고도제한과 같은 규제가 엄
격히 적용되어야 한다. 현재 그린벨트에 대한 해제총량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에게는 개발
하지 않는 개발제한구역에도 각종 체육시설이나 공공도서관 등 근린생활시설을 통해 용
도변경이 허용된다. 또한 지역 특산물 가공판매장 등까지 허용된 상태이다. 각종 개발투
기가 진행될 소지가 높다.
따라서 하지만 갈등의 원점이 되는 그린벨트 해제 자체에 함몰되지 않고, 도시주변의 환
경서비스 자원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진행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형태의 개발제한 행
위를 땅 소유주가 아닌 포괄적 범위의 지역주민들 중심으로 진행해야 한다. 솔선수범해야
할 지방자치단체는 단체장이 정치적 판단을 하는 예가 빈번하고, 국회의원들도 여전히 지
역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이권에 대한 제한을 스스로 할 이유가 없다.

5. 자원순환사회 실현 정책평가
A. 평가 대상 정책 범위
1) 국정과제 포함 정책
①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을 위한 기반 마련
 ｢자원순환사회전환 촉진법｣을 제정(’15년)하여 자원순환률 목표제를 도입, 채취한
자연자원･에너지의 선순환사회를 구축
 폐자원의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믿고 사고 팔수 있는 ‘순환자원거래소’의 단계적
구축･운영, 안정적 원료공급 및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자원순환종합타운 조성 [순환
자원거래소와 유통지원센터의 설립]
 매립･소각비용이 재활용 비용을 상회하게 하여 재자원화를 유도하는 폐기물 매립･
소각처리부담제를 도입(’15년)

② 선진국 수준의 폐자원 회수 및 재활용의무 이행체계 구축
 수거체계 개선 등으로 폐전자제품 재활용을 대폭 확대(’12년 3㎏/인 → ’17년 4.5㎏
/인)하고, 폐자동차 재활용 촉진 및 폐냉매 적정처리를 위한 폐자동차 생산자책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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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제도 도입(’13년)

③ 폐자원 에너지화 대상 확대 및 시설 확충
 폐자원 에너지화 기술개발 및 시설확충으로 에너지 자립에 기여(’20년 기준 원유
5,700만 배럴 대체)하고, 온실가스도 감축(온실가스 2,800만 톤 감축)

2) 기타 자원순환 정책
 폐기물 재활용 허가 제도의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 도입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틀 개선: 포장재 재활용통합 공제조합과 순환자원유통지
원센터의 설립 운영

B. 정책 평가
1) 폐기물 재활용 허가의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 도입
2) 자원순환 기본 법령 제정
3) EPR 제도의 개정에 의한 순환자원 유통지원센터와 통합 포장재 자원순환 공제조
합의 설립
4) 매립 소각비용이 재활용 비용을 상회하게 하여 재자원화를 유도하는 폐기물 매립,
소각 처리부담제를 도입

1) 폐기물 재활용 허가의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 도입
본래 새로운 재활용 방법이 도입될 경우에 그것이 ｢폐기물관리법｣에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 절차를 밟지 못하고,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보고서 등을 거쳐 ｢폐기물관리
법｣ 상에 명시가 되기를 기다려야 하므로 적게는 2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
이 법령 개선의 초점이었다.
이는 2008년부터 개정의 움직임이 있었으며, 해외사례도 많이 조사되고, 대안들도 나
왔다.30) 이 논의는 네거티브, 포지티브라는 개념으로 정리되어 2016년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의 형태로 방대한 포지티브 제도로 확충이 된다.
본래 도입하고자 했던 것, 재활용 관련자들이 원하던 것은 재활용 방법으로서 택해서는
30)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2011.12. <폐기물 재활용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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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되는 것들을 찾아서 목록화해 놓고 그 외의 것들은 재활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
자는 것이 네거티브 제도의 개념이었다. 물론, 신규 재활용 방법이 나올 경우에 이것에 대
해 행정처리 기간을 포함하여 허가 신청을 하는 절차를 마련해 놓은 것은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13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
1. 비산먼지, 악취가 발생하거나 휘발성유기화합물, 대기오염물질 등이 배출되어 생활환경에 위
해를 미치지 아니할 것
2. 침출수(浸出水)나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유출되어 토양, 수생태계 또는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아
니할 것
3. 소음 또는 진동이 발생하여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할 것
4.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제거하거나 안정화하여 재활용제품이나 원료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람
이나 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5.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의 기준을 준수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재활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1. 폐석면
2.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농도 이상 함유하는 폐기물
3. 의료폐기물(태반은 제외한다)
4. 폐유독물 등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위해가 매우 높을 것으로 우려되는 폐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오염 예방 및 저감 방법의 종류와 정도, 폐기
물의 취급 기준과 방법 등의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7.20.]
시행규칙
제14조의3(폐기물의 재활용기준) ①법 제13조의2에 따라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는 별표 4의3에
서 정하는 폐기물 종류별 재활용 유형과 제2항에 따른 재활용기준 및 별표 5의4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재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의3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을 받아 재활용하
는 경우에는 승인받은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의 용도 또는 방법의 범위 내에서 해당 폐기물을 재
활용할 수 있다. ② 법 제13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기준"은 별표 5
의3와 같다.
제13조의3(폐기물의 재활용 시 환경성평가) ① 제13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는 자는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부터 해당 폐기물의 재활용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하여 해로운 영향을 피하거나 제거하는 방안 및 재활용
기술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이하 "재활용환경성평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폐기물의 종류, 재활
용 유형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하여 만든 물질을 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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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지표수 등에 접촉시켜 복토재･성토재･도로기층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려는 자(둘 이상이 공동으로 재활용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의 원칙 및 준수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라 공정규격이 설정된 비료를 제조하거나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폐기
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은 자는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활용환경성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한 후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승인을 하는 경우 국민 건강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위해 등을 줄이기 위
하여 승인의 유효기간, 폐기물의 양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
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이 취소되면 지체 없이 해당 폐기물의 재활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과 다르게 폐기물을 재활용한 경우
2. 제3항에 따라 제출하는 재활용환경성평가 결과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승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활용환경성평가의 절차·방법 및 승인 절차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20.]

법령의 문장 표현은 “~을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는 재활용을 할 수 있다”고 하여 네거티
브 방식처럼 보인다. 그러나 위반하지 말아야 할 항목 중에는 “그밖의 환경부령으로 정하
는 재활용의 기준을 준수할 것”이라는 것이 포함된다. 그런데 바로 그 “환경부령으로 정하
는 재활용의 기준”은 [별표 5의 3]이며, 이 별표에는 공통 기준과 유형별 재활용 기준이 있
고, 유형별 재활용 기준에는 R-1-1에서부터 R-10-1까지 유형별로 기준이 나와 있다. 그
런데 여기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는 제13조의 3에 따라 재
활용환경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법령 제13조의 2의 제1항에 따를 때, 해당 1~4호와 [별표 5의 3]의 공통 기준을 충족하
면서 R-1-1에서부터 R-10-1까지 유형별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위배하지 않는 것은 재
활용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제3항에는 다시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오염 예방 및 저감 방법의 종류와 정도, 폐기물의 취급 기준과 방법
등의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해당 환경부령에서는 “별표 4의 3에서 정
하는 폐기물 종류별 재활용 유형과 제2항에 따른 재활용기준 및 별표 5의 4를 준수하는 범
위 내에서 재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의 3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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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승인받은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의 용도 또는 방법의 범위 내에
서 해당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고 하여 제1항에서 벗어난 요구를 하고 있다. 이것은
네거티브 제도의 형태를 법 13조의 제1항과 제3항 법문 간의 모순을 일으키면서 다시 포
지티브 형태로 바꾼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매우 느슨한 기준으로 되어 있던 법령을 방대한 기준 체계로 바꾸었
다. 이는 환경당국의 폐기물 관리에 대한 현행 접근 방식을 고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정 대상물에 대한 전혀 새로운 재활용 방법이 금지를 규정한 목록에는 해당이 안 되지
만, 알려지고 인정된 방식이 아닌 경우에 이를 곧바로 허용하지 않고 환경성평가를 거치도
록 하는 것이다. <폐기물 코드 분류>-<재활용방법(R) 분류>-<재활용방법별 해당 기준>의
모든 허용 가능한 조합이 법령에 명시되어 이를 벗어나는 것은 인허가에서 제외가 된다는 것
이다. 따라서 법령의 허용 가능한 경우들의 집합에 대한 열거사항이 방대해질 수밖에 없다.
이는 미지(未知)의 조합에 대한 책임 있는 감독 당국의 경계심에서 나온 것으로 정당화
된다. 그러나 책임 있는 감독 당국이 반드시 이렇게 규제하는 방법밖에 없는지는 의문이
있다. 사업자가 제출한 <폐기물 코드>-<재활용방법(R) 분류>-<구체적 재활용절차>가 통
용되는 재활용 관행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도 금지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라면
인, 허가를 해 주고, 그 재활용 사업에 대해 상당기간을 예의 주시하는 방법을 쓸 수도 있
다. 이는 법령상으로는 노출이 안 되고, 내부의 행정지침이나 감독기관 운영규정으로 만
들어서 감독 노력을 집중 투입하면 미지(未知)의 조합에 대해서도 어렵지 않게 환경, 안전
상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적인 자료들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굳이 명시적으로 법령화하지 않고 감독
에 활용하는 것이 네거티브 방식의 이면에 있으면 되는 것이다.
기존의 환경부 관행은 이러한 감독 당국의 전문성을 발휘하는 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방
대한 규정을 모두 법령화해서 기계적으로 적용해 온 것이다. 외부로 나타난 법령은 엄격하
고 방대해도 사고를 방지하는 데 성공적이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규제에는 언제나 규제를 시행하고 감독하고 제재를 가하는 당국이 있고, 규제를 받는 기
업 등의 행위자가 있다. 규제의 규정을 쉽고 명확하게 만들어 피규제자가 지키기 쉽다면,
만약 그렇게 피규제자가 규제를 다 지켰는데도 사고가 터질 때는 규제를 만든 당국이나 규
제를 시행 감독하는 당국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된다. 그런 상황에 직면하는 것을
공무원들은 피하려고 한다.
규제를 만들 때 규제가 목표로 하는 것과 직접 관련이 있든 없든 피규제자가 다 지키기
어려울 정도로 규정을 복잡하고 까다롭고 불편하게 만들려는 경향이 생겨난다. 피규제자
가 그 규정을 다 지키지 못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그 피규제자가 규정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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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했으므로 책임을 뒤집어쓰게 된다.
반면에 감독당국의 현장 확인, 검사 등의 의무는 그렇게 엄격하게 해놓지 않아서 당국이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최소한만 하더라도 법을 위반한 것이 안 되도록 그렇게 규정을
만든다. 이 역시 당국자가 사고발생 시에 법적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한 장치가 된다.
이런 경향이 있으므로 규제합리화의 과제가 발생한다. 어떤 제도이든 그 제도가 달성하
려는 목적이 있다고 할 때, 규제당국과 피규제자가 파트너가 되게 만들면, 불합리한 규제
의 문제는 상당 부분이 해결된다.
말하자면, 사고의 발생 시에 규제당국과 피규제자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법이 있
다. 그 대신에 규제 규정 자체는 명확하고 지키기 쉬운 핵심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피
규제자는 무과실책임으로 환경책임배상보험에 가입할 수가 있다. 당국은 사고가 발생했
을 때 피해액의 일정비율을 부담하도록 한다. 그러면 당국자는 피규제자에게 쓸데없는 것
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실질적인 대비책을 하라고 요구할
것이고, 수시로 그 상황을 점검할 이유가 생길 것이다.
당국자들은 상당한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 그런 상황을 견디기 힘들어 할 것이다. 그래
서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높여서 진가를 발휘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무능한 공무원의 보호장치로 되어 있는 쓸데없는 불합리한
규제의 문제는 상당 부분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폐기물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에도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폐기물이라는 것을
물건 내지 물질의 종류와 발생 상태 그리고 발생처로 특성화해서 포지티브로 규정하고, 그
외의 것은 순환자원으로 네거티브로 규정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한 다음, 행정당국 내부적
으로는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순환자원의 목록을 마찬가지로 물건 내지 물질의 종류, 발생
상태, 발생처로 코드화해서 만들어놓고, 폐기물 목록에도 속하지 않으면서 그 범위에 들
어오지 않는 물질에 대해서는 감독 역량을 집중해서 관리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는 내부 규정에 의한 관리감독의 차별화라고 말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훈련받은
전문성을 갖춘 감독기관 담당자들과 체계화된 관련 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 방식을 채
택하지 못하고 순환자원을 포지티브 리스트로 관리하는 것은 자원순환 당국의 인력과 예
산 부족에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된다.

2) 자원순환 기본법령 제정
폐기물, 순환자원에 대한 개념 정의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으며, 결국 폐기물에서 벗어나
기 위한 요건만이 아니라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폐기물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놓았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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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진 것은 일단 폐기물이며, 폐기물이 아닌 것이 되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다(이 제도가 모델로 하는 유럽의 폐기물 종료 제도는 허가 제도가 아니라 나라에
따라 법적 기준을 스스로 충족시키고 자율적으로 생산, 유통하는 제도이거나 신고 제도일
뿐 허가 제도를 택하는 나라는 없다).
해당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순환자원”이란 폐기물 중 제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폐기물이 아닌 물질 또는 물
건을 말한다.
제9조(순환자원의 인정)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물질 또는 물
건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아니할 것
2. 경제성이 있어 유상(有償)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을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환자원의 기준을 충족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으려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는 환경부장관에게 순환자원의 인
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신청대상 물질 또는 물건이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
족하면 신청인에게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은 자는 최초로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 되는 날, 2회 이후의 순환자원 인정을 받는 경우 최종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되
는 날을 기준으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인정을 받은 순환자원은 폐기물로 보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⑥ 제2항･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인정신청의 절차･방법 및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⑦ 순환자원 인정시 환경영향이 적은 폐지, 폐금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또는 물건에 대하여
는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방법 등의 일부를 생략한다.

이 순환자원의 개념을 둘러싼 인허가의 문제는 폐기물 재활용 제도와 실제로는 깊은 관
련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폐기물 재활용 제도 역시 폐기물의 지위를 벗어나는 방법과
요건에 관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순환자원 인정과 폐기물 재활용 허가가 대상물에서 중복
이 될 경우, 그중에서 요건이 덜 까다로운 쪽으로 비(非)폐기물 인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폐기물 재활용 허가에서는 사업자의 자격요건이 매우 까다롭다. 동일한 대상 물질
에 대하여 자격요건이 없는 순환자원 인정 쪽이 비(非)폐기물 인정의 물적 요건이 더 까다
로울 때만 두 제도가 공존할 수가 있다. 이는 누가 보더라도 심한 규제 제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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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과의 법적인 일관성과 체계성을 유지하려면 법전(code) 제도를 채택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는 새로운 법안이 제안되고 입법이 되는 단계에
서 고유한 명칭을 가진다.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전환법｣(LOI n° 2015-992 du 17
août 2015 relative à la transition énergétique pour la croissance verte)을 예로
들면, 이는 2015년 8월 17일자로 제정된 독립된 법의 명칭이다. 그런데 그 안의 조문들을
보면, 환경법전의 몇 조를 어떻게 수정하고, 환경법전의 몇 조로 어떤 조항을 신설한다…
와 같은 식으로 되어 있다.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전환’을 달성하기 위해 환경법전 체계
의 여러 분야에 필요한 수정과 추가를 하는 것이 이 법령(loi) 제정의 효과가 된다.
정부에게는 위법행위에 대한 감독(control) 기능을 확보해야 한다는 관념이 강하다. 대
부분의 환경 관련법이 기준을 만들어놓고, 인허가를 받게 하고 이에 따라 단속하는 체계로
되어 있으며, 자원순환 기본 법령에서도 이런 체계를 도입하고 있다.
이 법령에서는 국가와 사업자, 국민의 책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3조(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국민 등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것
2.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처분의 용이성과 유해성(有害性)을 고려
할것
3. 발생된 폐기물은 기술적ㆍ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원칙에 따라 순환이용하거
나 처분할 것
가.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사용할 것
나.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생이용할
것
다. 재사용･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에너지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
한 에너지회수를 할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것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할 것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따라 국가와의 적절한 역할 분담 및 관할구역의 경제
적･자연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자원의 투입과 에너지 사용을 효율적으로 하고 공정 및 제품의 재
질･구조 등을 개선하여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한 제품･원료･재료･용기(이하 “제품등”
이라 한다)가 폐기물로 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줄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발생된 폐기물을 스스로 순환이용하거나, 폐기물을 종류별･용도별로 분리하여 배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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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등의 방법으로 자원순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쉽게 순환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처분대상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국민의 책무) ① 모든 국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1회용품 사용을 자제
하며,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등을 우선 구매하여 내구연한(耐久年限)까지 최대한 사용하는
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자원순환사회
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이러한 각 주체의 책임에서는 정부만이 아니라 사업자와 모든 국민이 대등한 지위를 가
진 주체로서 자원순환 사회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각 주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
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하고 있다. 적극 협력한다는 것은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공동으로 시
책을 운영해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인허가와 감독의 관행은 사업자들을 타율적인 행위자로 만들고 있다. 반면에 정
부는 위법행위를 막는 파수꾼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사업자들이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지만, 정부가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사업자들,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모두가 불법행위를 스스로 추방하고 자원순환 사
회를 향해 노력하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고 이 법을 제정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충분한 예산을 자원순환을 위해 투입할 것이 기대된다. 이에 협조하지
않고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사업자들은 당연히 자원순환 촉진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 전에 함께 노력한다는 약속과 신뢰가 새로운 법의 출범에
서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법의 출범은 그런 상호 약속과 신뢰에서 출범하지 못했
다. 정부는 사업자들을 타율적으로 움직이는 잠재적 범죄자들로 취급했고, 사업자들은 정
부를 집단적 사익을 추구하는 관료집단으로 간주했다. 사업자들이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
력할 조건이 되지 못한다.
정부입법을 포함한 정책 수립에서 근간이 되어야 할 원칙이나 정신은 중시되지 않으며,
원칙 및 정신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실무규정들과 이행강제수단이 방대하고 물샐
틈없이 되어 있다.
｢자원순환기본법｣에 담을 필요성이 있는 제도로 자원순환 정책 분야의 정책심의 위원
회가 있다. 이를 통해 전문가와 시민대표가 단순한 자문을 넘어서 구속력 있는 의견을 제
시할 수 있는 거버넌스형 행정 시스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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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PR 제도의 개정에 의한 순환자원 유통지원센터와 통합 포장재 자원순환
공제조합의 설립
생활계 포장의 재활용을 위해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가 2003년도에 도입되었으며, 생산
자책임 재활용제도에 대하여 2012년부터 커다란 개선 움직임이 있었으며, 2013년에 입
법화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법령에 반영되었다.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① 생산단계·유통단계에서 재질･구조 또는 회수체계의 개선 등
을 통하여 회수･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거나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포장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포장재는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판
매업자를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로 한정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는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② 재활용의무생산자(빈용기재사용생산자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
하기 위한 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내야 한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방식에 따라
산정한 회수･재활용량에 비례한 금액을 그 분담금에서 공제한다.<신설 2013.5.22., 2015.1.20.>
1.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
우
2. 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회수･재활용하는
경우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
를 받은 자
나.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다. 그 밖에 재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재활용의무생산자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위탁하여 회수･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재활용을 위탁받는 자의 권익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계약
을 체결하고, 계약당사자는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5.22., 2015.1.20.>
④ 재활용의무생산자,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및 그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개정 2013.5.22., 2015.1.20.>
제27조(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①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1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
여 제품별 및 포장재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개정 2013.5.
22.>
②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삭제 <2016.5.29.>
[전문개정 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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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조합설립의 인가절차 등) ① 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립인가신
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8.13.>
1. 목적･사업범위･조합원 및 분담금과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법인의 정관
2. 조합에 가입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참여 약정서
3. 임원의 이력서 및 취임승낙서
4. 자체 재활용시설의 명세(자체 재활용시설을 가지고 있는 조합으로 한정한다)
5. 재활용의무의 대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③조합이 임원을 교체하여 선임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제3호의 서류와 임원 교체선임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3.8.13.>
[전문개정 2008.3.21.]
제28조의2(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의 설립 등) ① 조합과 빈용기재사용생산자는 제16조제1
항에 따른 제품·포장재의 폐기물을 회수·재활용하고, 제15조의2에 따라 빈용기의 재사용을 촉진
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이하 “유통지원센터”라 한다)를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다.<개정 2015.1.20.>
② 유통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포장재의 폐기물
을 수거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유통지원센터에 인계하여야 하고, 유통지원센터는 그
수거비용 등을 보전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
④ 유통지원센터는 빈용기재사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신설 2015.1.20.>
1.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빈용기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 지급에 관한 업무
2.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미반환보증금의 사용
3. 빈용기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 지급에 관한 실태조사
4. 제15조의4에 따른 신고를 처리하기 위한 빈용기보증금반환 신고센터의 설치･운영
5. 그 밖에 빈용기 회수 및 재사용 촉진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3.5.22.]
제28조의3(유통지원센터 설립의 인가절차 등) ① 유통지원센터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이 포함된 설립인가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목적･사업범위･구성원 및 운영비와 그 밖에 유통지원센터의 운영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이 포함
된 법인의 정관
2.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시스템 구축계획서
3. 조합별 회수의무의 대행을 위한 약정서 및 사업계획서
4. 자체 재활용가능자원 하역 및 선별 시설의 명세(자체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5.22.]
제28조의4(시정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의 결과 조합 및 유통
지원센터의 운영 및 업무 집행 등이 법령이나 정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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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환경부장관은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임직원이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8.13.]
제28조의5(인가의 취소) 환경부장관은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
2. 법령의 개정 등 사정이 변경되어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
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3.8.13.]
제29조(분담금 등)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는 제16조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기준, 납부절차,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20.]
제30조(「민법」의 준용)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
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3.5.22.>
[전문개정 2008.3.21.]

포장재 분야의 6개 재활용 공제조합을 하나로 통합하고 자치단체가 수거, 선별한 재활
용품을 유통센터를 통해 재활용업체에 인계하면, 유통지원센터가 회수, 선별자에게 지원
금을 지급하는 것이 추가된 것이다.
그렇게 제도가 바뀌게 된 것은 EPR 제도를 통해 재활용의 전체 소요비용이 충당되지 못
하고, 자치단체가 상당 부분을 부담했기 때문이다.
유통지원센터가 거대한 시장안정을 위한 기금을 활용하여 초기에는 재활용 시장의 물
류와 가격의 안정성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었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국정과제 중 하나인 순환자원거래소의 역할과도 연계된다면, 국제
석유 및 원료가격의 등락에 따라 국내 재생원료의 거래가격이 크게 달라져서 재활용업체
들이 받는 경영상의 불안정성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가 되었다.
그러나 설립 및 실행과정에서 기대되는 사업 활동에 필요한 기금의 조성도 없었고, 의무
생산자의 부담수준을 정하기 위한 재활용의 비용 산정은 자치단체의 담당 부분인 수거, 선
별의 과정에 대해서는 제외가 되었다. 그래서 전체 재활용 비용이 파악되지도 못했고,
EPR 제도를 통해서 충당할 범위의 비용은 기존의 재활용 처리비용에 한정되게 되었다. 이
에 따라 EPR 제도를 통해 의무생산자들이 부담하는 재활용 비용은 이전과 다름없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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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회수･재활용유통지원시스템 운영체계
(※ 출처: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EPR대상 포장재 이렇게 재활용됩니다>)

되고 말았다.
종전 시스템에는 의무생산자들이 공제조합을 통해서 재활용처리업체에 처리비용을 지
급하면 이에 따라 재활용업체가 수거, 선별업체로부터 처리 대상물을 반입해 오는 매입가
격을 어느 정도 높게 책정하여, 수거, 선별업체로 지원금이 이전되는 효과가 있었다.
변경된 시스템에서는 그것을 중간에 유통지원센터가 개입하여 수거, 선별업체와 재활
용업체로 나누어주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의무생산자가 부담하는 분담금의
총액의 규모도 종전과 달라지지 않았고, 혜택을 보는 사업자의 범위도 달라지지 않았으
며, 자치단체가 지는 부담의 크기도 달라지지 않았다.
중간에 공공기관이 개입하여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해결되어야 할 지원금의 배분을 정
책적으로 할당하게 되어 오히려 재활용 대상 폐자원의 흐름을 왜곡시키는 경향이 초래된
다. 종전의 재질별 재활용공제조합이 재활용을 완료하는 재활용처리업체에 일원화된 창
구로 지급하던 것을 재활용처리업체와 수거, 선별업체에 나누어 지급한다고 하지만, 이는
플라스틱 분야의 폐비닐에서 일부 적용되던 것이므로 별로 새로울 것도 없다.
일이 이렇게 변질되어 기존의 EPR 시스템과 다름이 없는 것을 협회의 형태만 달리하여
행하게 됨으로써 의무 생산자들과 재활용업체 간에 직접 대면을 하던 종전 재질별 공제조
합만 생산자공제조합과 유통지원센터로 이원화되어 양 당사자 간에 거리가 멀어지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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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재활용 현장의 여건 변화가 즉시 의무 생산자들의 분담금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연결
고리가 사라지고, 그 중간에 관료 행정기구가 개입하게 된 것이다.
이는 환경부가 EPR 제도의 취지에 맞게 의무생산자들의 재정 부담 수준을 높이지도 못
하면서 제도만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환경부가 산업계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행정기구를 복잡하게 만들어서 산하기관의
업무와 일자리만 늘려놓았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국환경공단과 유통지원센터
가 하는 재활용 사업체를 관리하는 역할과 상대하는 당사자가 유사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
다. 이와 같은 관료기구의 비대화의 폐해는 현장의 재활용업체에게 돌아간다.

4) 매립 소각비용이 재활용 비용을 상회하게 하여 재자원화를 유도하는 폐기물
매립, 소각 처리부담제를 도입
이는 ｢자원순환기본법｣을 통해 도입된 폐기물처분부담금으로 입법화되었다. 매립, 소각
비용이 재활용비용을 상회하게 한다는 논리는 다음과 같은 법조항이 된다.

제21조(폐기물처분부담금)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
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소각 또는 매립한 폐기물을 순환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
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처분한 폐기물의 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산정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④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정･감면 기준, 납부 시기･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⑤ ~ ⑧ (생략)
⑨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폐기물 소각시설 또는 매립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논리 자체는 문제가 있다. 비용을 환경비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환
경비용을 제외한 금전적 비용만을 고려할 것이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첫째, 환경비용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경우, 금전적 비용만으로는 재활용보다 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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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이 더 저렴한 것을 환경비용을 포함한 총비용을 산정하여 재활용의 비용이 소각, 매립
의 비용보다 저렴하게 역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가능성
일 뿐이다. 역전이 될 폐기물도 있고, 역전이 되지 않을 폐기물도 있을 것이다. 그럴 경우
에 재활용의 총비용이 소각, 매립의 총비용보다 저렴하다면 소각, 매립이 되던 것을 재활
용을 하도록 전환하는 것은 타당하다. 그렇게 하려면 환경비용에 준하는 비용을 부담금으
로 만들어서 금전적 총비용이 역전이 되도록 하면 재활용을 하도록 유도할 수가 있다.
그러나 환경비용을 고려해도 역전이 일어나지 않는 폐기물 처리에 대하여 환경비용보
다 더 큰 부담금을 책정하여 인위적으로 금전적 비용을 역전시킨다면 환경경제학적 관점
에서는 정당성이 약해진다.
둘째, 비용에 환경비용을 포함시키지 않고 금전적 비용만을 고려의 대상으로 할 경우에
재활용과 매립, 소각 간의 차액을 산정해서, 그 차액 이상의 매립, 소각에 따른 부담금을
책정한다면, 재활용을 하는 것보다 매립, 소각이 더 높은 금전적 비용을 요하게 된다. 일반
적으로 말해서 재활용을 많이 늘리고 매립, 소각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지
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인위적으로 재활용을 늘리는 것은 이론적인 정당성은 없다.
이 정책은 ｢자원순환기본법｣에 들어가서 2018년에 발효(發效)되기를 기다리고 있어서
아직 실행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책수립 단계에서 이론적으로 문제가 있는 정책추진 개
념이 들어갔다. 필요한 것은 최적의 재활용을 달성하는 것이지 소각, 매립을 무조건 제로
화하고, 재활용을 무조건 늘리는 것이 아니다.
EPR 제도 역시 의무재활용율을 기계적으로 정하여 이를 달성하는 데서 재활용업체들
이 당하는 손실을 보전해 주는 개념으로 의무생산자들의 분담금과 재활용업체들에 대한
지원금이 결정된다. 이 역시 의무재활용률이 최적으로 정해지지 않는다면, 이론적으로 정
당화될 수 없다.
자원순환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환경부의 경제적 유인제도의 기조는 이와 같이 경제 이
론적으로 근거가 취약하다.

C. 결론: 종합 평가 및 제언
1) 종합 평가
폐기물, 자원순환 분야 환경부 행정과 정책의 특성은 행정부처로서 환경부가 설립된 이래
모습이 형성되어 온 것과 박근혜정부 하에서 두드러진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 폐기물, 자원순환 분야 행정과 정책의 일반적 특징은 1) 정책의 집행이 법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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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시행령-시행규칙-고시)에 의존한다는 것이며, 2) 당국은 법령을 집행함에서 재량을
발휘할 의사도 역량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정부입법을 포함한 정책 수립에서 근간이 되어야 할 원칙이나 정신은 중시되지 않으며,
원칙 및 정신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실무규정들과 이행강제수단이 방대하고 물샐
틈없이 되어 있다. 그러나 전 과정 분석이나 경제성 분석과 같은 이론적 기초작업이 요식
행위가 되고 법령상의 계수가 상황변화에 맞게 달라지지 못하는 체제로 경직적으로 운영
된다.
박근혜정부는 자원순환 분야에서 새롭게 특별히 의욕적으로 추진한 것이 없다. 이전 정
부에서 시작된 EPR 제도의 개혁도 산업계의 압력으로 희석시켰고, ｢자원순환기본법｣도
제정 취지에 맞지 않게 위상이 축소되었을 뿐 아니라 환경관료들의 관행에 의해 규제적 성
격이 강한 법령이 되었다.
폐자원 에너지화 정책은 이전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되던 것이지만, 그 자체가 기후
변화 대응 녹색성장을 명목으로 한 원전 확대 및 수출 정책과 함께 문제가 많은 정책이었
다.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르나 박근혜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재검토나 방향전환의 과정도
없이 그 추진력이 약화되었다.

2) 제언
자원순환 정책에서의 규제 개혁은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 아니라 경직적인 규제 방식을 피
규제자들이 느끼는 불편을 줄이면서도 성과를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감독 방식으로 바뀌
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인적 역량과 예산이 확충되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한국의 국가 기구 자체가 행정부 독주 체제였다고 볼 수 있다. 규제개혁위원
회, 입법부에도 환경부의 공무원들이 파견되어 자기 부서의 정책을 옹호한다.
전 과정 분석과 비용-편익 분석 등의 평가가 정책 의사결정에서 실질적으로 중시될 필
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부의 자원순환 정책에 대한 견제와 비판을 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
다. 자원순환 분야에서는 환경운동단체들도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대기업과 환경
당국 간의 유착 관계를 발견할 만한 분야도 아니다. 오히려 환경부의 관료적인 규제가 환
경오염의 방지를 명분으로 하기 때문에 환경관료들의 규제 역할을 약화시키는 활동의 명
분이 약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학계가 독립적인 연구예산으로 정책의 타당성 분석을 할 임무를 갖
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자원순환 정책 분야의 정책심의 위원회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전문가와 시민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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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단순한 자문을 넘어서 구속력 있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거버넌스형 행정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 제도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담을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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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론
A. 환경정책평가에서의 정의
환경문제가 갖는 ① 복잡성, ② 장기성, ③ 광범위성, ④ 불균형성의 특징은 환경문제의 해
결을 더디게 하고, 환경정책의 효과성을 저해하기도 한다. 복잡성은 문제의 본질을 파악
하기 어렵게 하고, 장기적인 영향은 즉각적인 대응을 어렵게 하고, 특정지역을 벗어나서
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피해의 범위를 확대시킨다. 특히 불균형성의 특징은 특별히
취약한 계층의 문제를 낳기도 하고, 사회적 약자가 환경적 취약계층으로 이어지는 불평등
의 문제를 낳기도 한다.
본 연구의 시작점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정책이 실효성과 효율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을 배제하거나 억압하는 의사결정의 부정의가 발생하고, 이것이 정책효과로서
환경부정의의 문제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었다. 거버넌스 혹은 협치라는 말
이 우리사회에 자리 잡은 지가 수십 년이 되어가지만 여전히 전문가 중심의 의사결정은 의
사구조와 절차의 민주화를 더디게 만들고 있다. 복잡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동원되는 과
학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이 소수에 의해 견인되고 있지 않은지, 그 결과가 환경정의에 위배
되고 있지 않은지 정책평가 연구를 통해 밝혀보고자 하였다. 특히 개발이나 혐오시설의 입
지 등에 관해서는 환경정의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지만,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에서
환경정의를 다루는 예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개선점을 제공하
지 않을지 기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롤스의 공정한 정의의 2가지 원칙에 따라 기회균등과 공평한 정의에 기
초한 이론적 틀을 제시하였고, 롤스가 말하는 정의로운 협력사회로 나아가는 협력조건을
환경정책 분야에 다음과 같이 적용하였다.
① 환경개선을 위해 어느 정도의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적합한가에 대한 합의된 규칙과
절차가 법적으로 존재해야 함.
② 공정한 협력을 위해 정책과정 참가자들은 서로가 추구하는 목표에 관해 알아야 함.
③ 각 참여자는 합리적인 이익을 만들어가기 위해 공동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
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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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론적 근거 하에 정책목표 설정 및 의사결정과정, 정책집행에 따른 효과 부분에
서 정의적 관점으로 정책평가를 실시하였다. 특정 이익집단이나 담당자들의 업무효율을
이유로 소외되거나 배제된 이해관계자들이 있는지, 정책집행에 따른 효과 중 정책목표 대
상이 아닌 사람들에게서 예측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였는지 분석함으로써 환경부정의
문제를 다루고자 하였다. 많은 경우 정책은 제시된 목표를 얼마나 달성하였는가 측정하지
만, 본 연구는 미처 예측하지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였는지 검토함으로써 개선안을 찾아보
고자 하였다.

B. 박근혜정부 환경정책
박근혜정부는 2013년 2월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라는 국정비전을 제시하면서 출범
하였다.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조성’이라는 전략으로 안전과 통합사회를 이루겠다고
하였다. 이에 적합한 8대 환경국정과제가 제시되었고, 지난 4년간 규제합리화와 환경산
업을 중심으로 환경정책을 주도하였다. 재난재해가 많이 발생하였던 정부였기 때문에 안
전문제를 놓을 수가 없었다.

1) 환경유해물질 관리 및 환경 피해구제 강화
불산누출사고로 인해 유해화학물에 대한 관리강화가 필요했다. 정부는 과감하고 강력한
규제장치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 관리법｣을 제정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기업들의 높은 반대에 부딪혀 결국 반쪽짜리 화평법과 화관법을 제정하였
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문제가 제기되어 현재 살생물제에 대한 규제가 요청되고 있다.
비농업용 농약이라고 불리는 것으로서 생물체 제거를 위한 모든 제조물에 사용된다. 전 세
계에 약 68억 달러의 수요를 이루고 있으며 현대인의 생활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PHMG의 MSDS는 미생물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공업용 항균제이다.
가습기 살균제의 사용은 실내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임산부, 영유아, 환자 등에게
는 치명적이었다. 발견 역시 한두 살 유아들의 급성 폐질환 환자가 발생하고 이전에 없었
던 기흉과 폐섬유화가 발생하는 것 때문에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이다. 피해자들
에 대한 노출평가에서 즉각적인 대응을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환경부는 역학
조사 판정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노출평가를 반영할 수 있는 종합판정 체제를 연구 중이다.
현재 가습기 살균제는 의약외품으로 지정되어 약사법의 관리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보건
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살생물제를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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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현재 EU 등에서 사용되는 살생물제에 대한 도입과 관리제 강화를 제안하였다.

2)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계획이 발표되었다. MB정부는 2009년
감축목표에서 2020년 BAU 대비 약 30% 감소를 목표로 내세웠고, 이는 2014년 기후변
화협약 당사국회의에까지 유지되었다. 신기후체제 최종협의를 앞두고 제출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자발적 노력(INDC)은 2030년까지 BAU 대비 37% 감축을 목표로 제시하였
다. 이에 대해 산업계는 BAU가 이미 잘못된 전망을 내놨기 때문에 지나치게 높은 목표를
세웠다는 비판의 날을 세웠고, 시민단체로부터는 과거 정부에서 세웠던 계획에 비해 후퇴
한 수준의 목표를 내세웠다고 비판을 받았다. 국내에서 감축이행할 목표는 25.7%에 그쳤
기 때문이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목표관리제에 이어 배출권거래제가 2015년부터 실시되었다.
목표관리제에 비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44~68% 절감할 것이라는 분석에 근거하
였다.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할당위원회와 녹색성
장위원회를 중심으로 기업 할당량을 산정하여 할당하였다. 하지만 박근혜정부에서 참고
한 기업별 배출량 자료 등은 목표관리제가 적용된 짧은 기간에 누적된 것으로 정보의 신뢰
성에 의문이 갈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기업은 할당량의 추가 요청을 원했고, 환경부는
이에 추가 할당으로 지원하였다. 이로써 계획기간 3년간(2015~2017)의 총 허용량을 16
억8,700만 톤으로 제시함으로써 감축목표가 지키기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제기
되고 있다.
법체계상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지속가능발전법」의 상위에 있으나 국제적으로
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포괄적인 목표이자 온실가스 감축을 아우르는 위치에 있
다. 기후변화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 사막화방지협약 등 국제협약이 별도 체제로 존재하
지만 이를 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 모두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개발의 목표로서 존재
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가 국내에서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으로 제시되고, 그 하위에 저
탄소 녹색성장 정책이 위치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완화와 기후변화 대응을
다루는 것이 올바른 법 지위로 사료된다.

3) 환경서비스 품질수준 제고
환경부의 역할 중 가장 큰 비중이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와 같은 인간의 기본권인 환경재
를 제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정부는 합리적 규제완화를 내세우고, 물산업 육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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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역할을 보전이 아닌 성장의 도구로 이해하였다. 지난 4년간 대기와 수질에 관한
기억을 더듬어보면 ‘미세먼지’와 ‘녹조’가 떠오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환경서비스 품
질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야심찬 계획은 여러 가지 벽에 부딪혔다.
대기질을 관리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 마당에 클린디젤을 내세운 경유차 보급
과 에너지 수급을 위해 화력발전소를 증가시켰다. 정보의 왜곡현상도 수차례 드러났다.
미세먼지의 원인이 중국발 오염물질이라든가 삼겹살과 고등어 구이가 미세먼지의 원인이
라는 등 언론에 등장하는 미세먼지의 원인분석이 기관이나 연구자들마다 달라지면서 전
문가들의 원인 분석에 의심이 생겨나기도 했다. 현재는 신뢰할 만한 분석도구를 가진 해외
기관(NASA)의 연구자들과 분석을 진행 중이다. 분석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
만 기본적으로 화력발전소가 늘어나면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고, 자동차가 많이 운행하
면 당연히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오염증가 행위에 대한 규
제 및 에너지 수급계획이나 국토개발에 관한 계획에도 종합적인 시각이 반영될 필요가 있
다. 대기질 관리와 더불어 국민의 건강을 위해 오염측정망을 확대하고 환경기준을 강화하
여 대외적인 체면치레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공중위생에 기여해야 한다.
박근혜정부는 4대강 사업과의 관련성을 부인하면서도 4대강 사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사업을 4대강의 지천으로 확대시켜 나갔다. 추가적인 댐 건설로 생태계는 더 나빠졌고, 전
문가들을 앞세워 녹조와 물고기 떼죽음 등 수질문제를 기후변화의 문제로 간주하기도 하
였다. 반면 국내에 상하수도 보급률이 거의 100%에 이르자 물산업 수출을 위해 물산업 클
러스터를 육성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녹색성장 기술로 불리는 각종 녹색기술 사업에 환
경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수천억 원의 돈을 하천 수질관리에 쏟아 부어
도 그 효과를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인데, 물이용부담금으로 모인 수계기금 사용처를 두고
갈등만 빚고 있다. 지난 20년간 수차례 발의되어 온 ｢물관리기본법｣은 20대 국회에서도
계류 중이다. 국토교통부와 농림부, 환경부는 부처 간의 이익에서 벗어나 시대적 흐름을
이해해야 한다. 오염측정과 배출원 관리가 수질관리라는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 비점오
염원의 관리를 위해 타 부처의 국가계획을 과감히 수정하거나 하천의 생태적 건강성을 회
복하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한다.

4)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개발
국정과제의 제목에서도 드러나듯 환경을 고려한 ‘국토개발’은 70년대식 국토개발에서 벗
어나 환경을 고려하고, 훼손을 최소화하는 최소의 국토개발이어야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70년대에 지정된 그린벨트는 1999년 1차 해제방침을 내세운 이후 2000년대에까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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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개발의 대상이 되어왔다. 박근혜정부는 2014년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환경평가를
실시하였으나 환경평가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지방자치단체에 개발대상지를 넘겨주
었다. 환경평가의 방법도 전체 조사를 통한 도시 생태계서비스 가치를 파악하지 않은 채
6가지 공간조사 자료들을 이용해 진행하였다.
90년대 신도시 주택 200만호 건설을 통해 서울 도심의 인구를 외곽으로 이전시키고 서
울의 팽창을 막는 일이 실패했음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이전이나 국토의 균형
개발보다는 수도권의 팽창을 부추기는 그린벨트 해제였다. 특히나 우면산 산사태를 통해
서 난개발이 가져온 참사를 경험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린벨트의 생태적 역할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는데, 도시 생태에 대한 깊은 논의 없이 지방자치단체에 추가허용 사업들을 제시
하였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는 배경도 석연치 않다. 멸종위기종인 산양의 서식지이
며 경제성도 높지 않다는 국책연구기관의 결과를 지방자치단체가 왜곡하여 사업을 추진
한 것도 문제이지만 2차례 반려 이후 청와대의 압력에 의해 사업을 승인해 준 위원들의 의
사결정과정도 여전히 국가정책이 중앙의 탑다운 방식임을 보여준다. 장애인 인권을 핑계
삼아 여론몰이를 한 전문가들은 진지하게 장애인들의 인권문제를 어디에서부터 풀어가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5) 자원순환사회 실현
일찌감치 매립지 갈등으로 쓰레기 감량을 내세운 우리나라는 분리수거나 쓰레기 감량에
서 선진국의 사례로 언급되기도 한다. 감량정책과 함께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은 폐기
물의 재자원화이다. 박근혜정부는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이지만 자원순환분야에서 딱히
의욕적으로 추진한 정책이 없다. 기존의 EPR 제도의 개혁도 산업계의 압력으로 희석되었
고, 「자원순환기본법」도 위상이 축소되었다. 몇 가지 손꼽아서 정리를 하자면 「자원순환
사회전환 촉진법」(2015)을 제정하여 자원순환율 목표제를 도입하였다. 폐자원의 재사용
을 촉진하기 위해 순환자원거래소를 단계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매립이나 소각 비용이
재활용 비용보다 높아져서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폐기물 매립･소각처리부담제를 도입
하였다.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되면서 폐기물과 순환자원에 대한 개념이 혼돈 속에 빠져들었
다. 버려지는 모든 물건이 폐기물이며, 폐기물이 아닌 것, 즉 자원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환경부장관의 인정)를 받아야 한다. 실제로 이 법의 모델이 된 유럽의 폐기물 종료제
도는 허가제도가 아니라 신고제도일 뿐이다. 자원순환과 관련된 많은 규제는 지나친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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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라는 지적이다. 규제의 강화 모티브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규정의 규제가 아닌 법을
지키지 않은 피규제자의 위반을 탓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지키지 못할 복잡하고 까
다로운 규정을 만들어 놓고 이중삼중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제당국과 피규제자가 서로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환경책임배상보험을 가입하여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 피해액의 일정비율만 부담하
게 된다.

C. 정책과정에서의 부정의
1) 이해관계자의 참여 배제
환경문제의 특성상 문제의 발생은 현장에 있는 반면, 문제를 해결하는 쪽은 책상에 앉은
관료의 몫이다. 규제와 피규제자의 관계로 묶인 규제정책이 환경정책의 특징이기도 하다.
오염을 유발하는 오염자로서 산업계는 규제의 대상이며, 폐기물을 배출하는 일반 시민들
도 규제의 대상이다. 반면 국가는 개발정책을 진행하면서 특별법을 만들거나 규제완화를
통해 개발을 통한 이익을 기업과 나누어 가지기 쉽다.
쉬운 예로 새만금사업이나 4대강 사업의 본질은 다수의 대중이 사용하는 공유자원을 특
정한 사업체를 통해 이익을 취하는 형태라는 점에서 같다. 어민들은 이 두 가지 사업 모두
에서 피해자이다.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충분한 보상 없이 어업권을 잃었고, 낙동강의 어
민들은 건지는 물고기의 10%도 상품화 할 수 없고, 아예 뻘만 통발 안에 채우고 있다. 이들
은 같은 자원을 이용하는 이해당사자였지만 의사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개발과 관련된 환경정의의 문제는 이미 오랜 시간 지적되어 왔다. 하지만 공유자원의 이해
당사자로서 이들의 의견은 무시되기 쉽고, 전문가들보다 더 현장 전문가들인 이들은 모니
터링과 조사에도 참여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 현장 중심의 문제원인 분석과 이해관계
자들의 참여야말로 한계에 부딪힌 현재의 환경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이다.

2) 전문지식과 정보유통
환경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은 전문가들이다. 전문지식은 의사결정에 결정
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들이 유통하는 정보의 양과 대상은 한정되어 있다. 국책 연구
기관은 연구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비밀유지 각서를 작성하고, 위험성이 높아지거나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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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을 줄 수 있는 연구결과는 공개하기를 꺼린다. 공개되는 정보가 줄어들수록 의심과 의혹
이 난무하게 된다. 미세먼지의 경우나 4대강 수질에 대한 투명하지 않은 정보가 그러한 불
신을 양산하였다. 조급한 연구기간이나 부족한 예산의 편성도 과학적 불확실성을 높인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두고 BAU 예측값에 대한 갑론을박이 진행되었다. 어떤 모델
을 사용했는지, 변수는 무엇을 두었는지, 인구나 기초적인 센서스가 조금만 달라져도 예
측치는 달라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쿄토의정서 시스템에서 다수의 유럽국가가 선
호한 90년 기준 혹은 2000년 기준 등 분명한 통계치에 기반하지 않고 감축목표를 설정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기본적으로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에 인색한 기업들 자
료와 국가목표관리제에 의해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가 기준 적용을 어렵게 했을 것이다.
여기에 국책연구기관에서 예측모델을 만들었던 전문가들의 권위나 재산정 및 정책집행의
비용이 문제였을 것이다. 새로운 모델로 전환을 했을 경우 비교가 어렵고 새롭게 짜야하는
계획들이 관료들에게는 부담이 된다.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환경문제의 발생이나 국제
협력의 업무가 주어졌을 때 초기 대응단계에서 정책목표를 보다 신중하게 작성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각종 토론회와 공청회, 간담회 등은 간접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의 폭을 넓혀주는
계기가 된다. 하지만 이들이 의사결정자는 아니다. 의사결정권을 가진 공무원들이 참석하
지 않는 토론회는 토로대회가 되고 말기도 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의사가 의사결정권자에
직접 전달되길 바란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인들이나 행정관료들은 보다 많은 토론회와 공
청회,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확대시키는 방법이다.
하지만 토론회의 결과를 자신의 처지에 맞게 왜곡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회의록을 작성하
는 이유도 의사결정시 참여자들의 의사를 왜곡하지 않기 위함이다.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시 파레토 최적의 원칙이든 최소수혜자 차등의 원칙이든 정책을 통해 취약한 개인이 피해
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호 존중하고 협력해야 한다.

D. 정책효과에서 드러난 환경부정의
Klaus Bosselmann(1999)은 환경정의의 근간을 분배적 정의로 이해하고 이를 사회적
영역과 생태적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사회적 영역이라 함은 인간의 공간적 정의와 세대 간
의 정의를 의미한다. 반면 생태적 정의는 미래의 환경의사를 결정의 도구로 활용할 때 반
영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세대 내의 공간적, 직업 간, 사회적 계층 간의 불평등
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았고, 세대 간의 정의라 할 수 있는 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전은 크게
다루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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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적 불균형
환경부정의는 사회적 취약계층이 환경권에서도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을 때 드러난다. 서울
의 공장이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의 산업단지로 이전되었을 때 국토의 환경불균형성은 예
견되었다. 도시 중심은 사무직이나 서비스직의 직업군이 많아졌고 지방은 공단에서 일하
는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인구이동이 동반되었다. 물론 가족은 수도권이나 서울에 살고 자
신만 출퇴근 하는 경우나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안산의 경우 많은 노동자들의 일터가 집
중되어 있다.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떠난 자리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리를 잡
았다. 안산은 다문화 인구비율이 11% 이상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살
고 있다. 반면 이들이 살고 있는 곳은 위해물질에 대한 노출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이지
만, 이들은 정책에 참여할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재난이 발생했을 때, 복잡
한 안전관리 규칙들의 적용으로 언어나 문화면에서 적응이 어려운 이들에게 책임을 전가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업체는 의도적으로 정보를 차단하거나 교육을 지체하는 활동
을 통해 이들을 더욱 위험에 노출시키기도 한다.

2) 취약계층에 대한 환경부정의
환경정책 평가는 정책이 목표한 집단에서 예측가능한 목표를 달성하였을 때 평가되는 것
이라기보다는 예측하지 못한 부정적 결과를 평가하여 이를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온실
가스 감축이나 배출권거래제는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에 대한 규제와 개선을
담고 있지만 기후변화의 피해는 여러 지역에서 불특정다수에 의해 드러난다. 농가의 피해
나 생태계의 변화로 자연자원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피해를 입는다. 특히
해충에 의한 피해 등은 생산자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더 많은 농약을 투입하면 수질은 더
나빠지고 토양은 더 많이 산성화되고 침식된다. 쪽방의 노인들은 폭염이나 한파를 온몸으
로 이겨내야 한다. 사회적 약자이자 취약계층인 이들은 에어컨을 살 수도 가동할 수도 없
다. 또한 국제적으로 해수면 상승으로 이주를 해야 하는 도서국가들의 해안가 주민들은 세
계적으로 가장 낮은 탄소발자국을 남기고 있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신들이 입는다. 기
후정의가 중요하게 논의되었던 이유이다. 당장 온실가스를 줄인다고 해도 국내의 취약계
층이나 도서국가들에게 직접적인 변화는 드러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기
후변화 적응 프로그램이 활발히 가동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기후뿐만 아니라 도시에서 오염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직업군을 봤을 때 공기흐름이 원
활하지 않은 지하에서 일을 하거나 교통 혼잡지역에서 일하는 서비스직이 가장 피해를 많
이 입는다. 하루 종일 주차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환경오염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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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사회적 약자이기도 하다. 오염을 개선하는 일은 다수에게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지만 열
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절실하다.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경유차 등 이동오염원에 대한 비중이 높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노후 자동차나 경유차에 대한 과감한 규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산업계의 비판과 압력을
견디지 못한 탓도 있겠지만, 많은 경유차량이나 노후차량으로 영업을 하는 저소득층의 생
계를 이해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강력한 규제가 나타났을 때 그 규제로 인해 가장 큰 피해
를 입는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일 때도 있다.

2. 향후 개선안
A. 정책과정에 관한 제언
우리나라의 환경정의는 지속가능발전 이념을 중심으로 세대간, 지역간, 계층간의 환경정
의와 부정의론으로 논의되어 왔고, 정책효과보다는 절차적 정의에 기초한 이해관계자 참
여가 ｢환경영향평가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하지만 환경정의를 다루는 실무지침서나 방
법론이 정립된 적인 없다. 따라서 절차적 환경정의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환경취약계층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환경문제 발생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집단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와 이들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한 것과 같은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과정을 도입하거나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운영하고, 공청회를 통해 소수의 참여자가 아닌 대상 전체에
투명하고 공개된 의사수렴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미세먼지와 같이 불특정다수에 대한 피
해가 예상되는 의제를 논의할 때에는 환경단체를 주요한 이해관계자로 포함시켜야 한다.
이미 상당수의 환경관련 협의회나 위원회에 환경단체 활동가가 참여하고 있지만 의사결
정과정에서 전문가적 견해가 부족한 것도 현실이다.
따라서 주민이나 환경단체, 이해관계자들을 포함시키는 포괄적 숙고의 과정과 더불어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정리된 전문지식을 공개하고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절
차가 포함된 「법적심사방법서」를 만들고, 시행규칙에도 포함시켜야 한다.

B. 법안 중심의 개선안
이미 환경정의의 법적 토대는 2012년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법에서, “지역간, 계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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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간의 형평성”을 기본이념에 마련되었다(제2조 제2항). 「환경보건법」은 어린이를 환
경취약계층으로 상정하여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도입하였다(제
23조, 시행령 제16조 제1항 관련 별표2). <환경보건종합계획>에는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에 대한 특별관리대책이 포함되어야 하며, 산업단
지, 폐광지역, 교통밀집지역,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인근 주민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
주민에 대한 특별관리대책도 포함된다(제6조 제2항). 취약계층의 소송을 지원하는 법률
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제42조 제1항)은 저소득층, 노약자, 장
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의 피해자에게 배상책임과 관련된 피해배상청구소
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변호인단을 운영할 수 있다.
이 외에 법률적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거나 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일 등
다수의 환경정의 관련 법적 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이를 보다 강화하고 환경의 질을 제고
하는 차원에서 앞서 개선안에 제안했던 내용을 간추렸다.

① 환경부규제심사위원회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 소관 규제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비
용분석 등의 타당성을 심사하고 규제의 개선 및 보완 등에 대하여 자문하는 자체규제심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 훈령(환경부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 제2조)은 신설 또는 강화하려는 규제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의 타당성 심사와 비용
편익 분석, 규제 속성과 변화에 따른 지수산정 등에 관해 심의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 과정에서 규제 혹은 규제완화로 인한 피해지역 및 피해계층, 주민에 관한 조사를 포함
시킴으로써 규제와 규제환화에서 환경정의를 구현하도록 한다.

② 살생물제법
보건상 취약계층인 어린이와 임산부, 노약자 등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던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이고 장기적으로 누적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살생물제법｣을 제정하여 살생물제 활성특성에 맞는 위해성 평가체계를 구축해
야 한다.

③ 화학안전 및 위험조사위원회 설치
화관법이 제정되어 화학사고와 안전문제가 사회적으로 많이 강조되고 있으나 이를 총괄
하는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한계가 있음이 지적되었다. 「화학안전기본법」에서 화학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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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위험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각 부처에 혼재된 기능을 통합하고 합리적으
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

④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작업장 환경 및 안전에 관한 규칙은 유해한 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장의 위험요
소들을 대부분 담고 있어서 매우 구체적이지만 그 양이 무척 방대하다. 그 중 제460조 유
해성 등의 주지 등은 위해성과 안전에 관한 주지는 사업주가 근로자들에게 주지시켜야 할
의무를 말한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와 고령의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뿌리산업 단지에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의 지침서를 비치해야 하는 의무와 장애자들이나 고령자에게
더 큰 위해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것이 고용관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⑤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체제 하에서 기후변화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정책에
준한다. 오히려 박근혜정부 하에서 추진된 많은 경제성장용 녹색기술과 사업들은 자본주
의의 근본적인 체질 변화를 막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경제성장의 토대를 전환하고
에너지 분산 및 신재생에너지 정책, 국토정책, 일자리 문제 등을 다룰 수 있는 ｢지속가능
발전기본법｣ 체계를 마련하는 일이 필요하다.

⑥ 물관리기본법
지난 20년간 계류 중인 「물관리기본법」에 대한 결론을 이끌어내야 한다. 부처 간 이기주
의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조직개편을 통해 이를 반영하는 방법이 절차
를 조금은 부드럽게 만들어줄 수 있다. 유역관리의 개념이 국토 정책이나 수자원관리, 수
계관리기금의 운용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적용되고 통합될 수 있다.

⑦ 자원순환 규제개혁과 정책심의 위원회
2018년 시행 예정인 ｢자원순환기본법｣의 폐기물에 대한 정의가 많은 혼선을 야기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자원순환 정책에서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경직된 규제방식을 피
규제자들이 불편하지 않으면서 성과를 높이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
적 역량과 예산 확충이 동반되어야 한다. 자원순환을 위해서는 전 과정 분석과 비용편익
분석이 필수적인데, 이를 독립적인 연구예산으로 편성하여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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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또한 자원순환정책 분야의 정책심의 위원회를 통해 전문가뿐 아니라 다양한 시민
대표들이 구속력 있는 의견을 제시하도록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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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I.

Big Kinds를 이용한 뉴스정보원 언론분석
※ 전국 일간지 중심으로 분석한 내용이며,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분석매체에서 제외되어 있음.

1) 4대강 사업 관련 인용문
이름

기관분류

인용문 예시

염형철

환경단체

봄 여름 사이에 금강이나 낙동강 영산강, 한강 등 4대강 보 부근이 녹조
로 뒤덮이는데, 이런 물을 식수나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을지 의문
(한겨레, 2015. 10. 15)

윤성규

환경부장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녹조 등 수질오염이 심각해 근본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니냐 (한겨레 2016. 8.28)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

4대강 보의 안전이나 기능, 수질 관리에 문제가 없다. (매일경제 2013.
1.24)

이미경

국회의원

임종룡

국무총리 실장

4대강의 보는 안전하고 수질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세계일보
2013. 1. 24)

박근혜

대통령

22조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처럼 정부재정 부담을 공기업에 떠넘겨
부실을 키우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한겨레 2014. 3.3)

박창근

교수

대부분 모래로 구성돼 있던 낙동강 강바닥에 실트질이 20%넘게 쌓이
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대규모 준설과 보 건설로 유속이 느려진 탓으로
본다.(한겨레 2014. 7.29)

이명박

전 대통령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해도 되고 안해되 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 반드시 해야 하는 우리의 과제입니다. (경향신문 2015. 11. 13)

정수근

환경단체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 본류 바닥을 준설해 본류와 지천의 낙차가 커지
자 이곳의 유속이 빨라졌고, 그 여파로 송수관로에 문제가 생겼다. (한
겨레 2013. 8.9)

김영희

변호사

내가 발표한 초안도 그렇지만 현재 4대강 특별법안은 모두 강 복원과
재자연화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경향신문 2013. 10.29)

환경단체

이번 조사를 통해 낙동강에서는 녹조로 인한 수질악화, 보 상하류의 재
퇴적과 세굴, 지류의 역행침식, 수변 생태계 교란 등이 계속되고 있고,
한강에서는 4대강 사업 이후에도 지속되는 홍수피해와 역행침식으로
인한 교량훼손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겨레 2013. 8. 20)

황인철

아무런 검토도 실시하지 않았다. (경향신문 2015. 10.29)

부록

2) 미세먼지 관련 인용문
이름

기관분류

인용문 예시

윤성규

환경부

미세먼지의 유해성이 과장됐을 수 있다. (헤럴드경제 2016. 7. 14)

임종한

교수

정차하면서 공회전할 경우 주행때보다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가
30~40% 더 발생한다. (세계일보 2016. 2. 28)

박근혜

대통령

미세먼지는 국민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로 특단의 대
책을 세워야 한다.

이우석

환경부

기계식 환기에 의존하는 밀폐형 공동주택은 미세먼지 등 실내오염물
질을 줄이려면 상시 환기를 해야 한다. (매일경제 2014. 7.9)

송창근

환경부

현재 농도가 전반적으로 심각한 편은 아니며, 내일 오후부터 북동풍이
불고 중부 이남지역에는 강수가 예상돼 미세먼지 상태가 해소될 것 (매
일경제 2016. 1. 27)
중국 동복지역이 10월15일 전후로 보일러를 틀기 시작하는데 화석연
료가 연소됐을 때 나오는 질소산화물 등이 한반도로 날아 와 미세먼지
로 탈바꿈한다 (한국일보 2016. 9. 30)

송형근

환경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마스크 착용, 외출자제 등 적극적인 건강보
호활동이 필수 (서울경제 2016. 5. 23)

정복영

환경부

제조업에서 전년보다 111만5000톤이 늘어난 737만톤의 연료를 사용
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서울경제 2014. 3. 5)

정창길

발전소

최첨단 환경설비를 설치, 초미세먼지와 같은 오염물질 배출을 국내 최
저 수준으로 낮추겠다. (내일신문 2016. 7. 8)

조경규

환경부

(미국처럼) 우리도 심각하게 (친환경차 의무판매제)정책화돼서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상황 (파이낸셜 뉴스 2016. 10. 19)

유인상

의사

먼저 입퇴원하는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공기중 미세먼지를 95%이상
걸러주는 N95마스크를 나눠주고 일반 국민에게 기침 재체기를 할 때
에티켓 등을 교육해야 한다. (매일경제 2015. 6. 3)

김상우

교수

황사가 올 때 중국 동해안 공업지역을 지나오면서 중금속 등 오염물질
이 섞여서 온다 (매일경제 2015. 3. 15)

김수영

교수

초미세먼지는 크기가 매우 작고 화석연료의 연소에 의해 발생하는 만
큼 많은 발암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헤럴드 경제 2015. 10. 22)

김영종

구청장

대중교통 이용은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의 배출을 줄이고 건강도 챙
길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문화일보 2016. 9. 26)

김현숙

정치인

만혼, 만산에 따른 산모의 고령화 뿐 아니라 환경적 요인도 신생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 (파이낸셜 뉴스, 2014. 10. 12)

의사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심혈관질환이 있는 사람도
미세먼지 주의보에 관심을 기울이고, 최대한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
(서울경제 2016. 5. 30)

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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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출권거래제 관련 인용문
이름

기관분류

인용문 예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협력금제를 동시에 실시하면 국내 산업에 지
나친 부담이 된다. (서울신문 2014. 9.3)

구자균

기업

탄소배출권거래제 시행과 더불어 파리기후변화 협약 등 신기후변화체
계가 시작된 가운데 에너지 자립이라는 안산시의 선제적 선언에 찬사
를 보낸다. (파이낸셜 뉴스 2016. 10. 20)

전수봉

지속가능경영원

배출권거래제 시행 1년에 대한 평가가 배출권 거래에만 초점이 맞춰진
면이 있다. (파이낸셜 뉴스 2016. 2. 24)

최흥진

환경부

예비분은 배출권 가격이 급등할 경우 시장에 물량을 풀어 가격을 안정
화하는 등 예상치 못한 일에 대비하는 것(파이낸셜 뉴스, 2014. 9.11)

김상구

기업연구원

정부는 9월4일 에너지신산업 토론회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신산업 육
성방안 논의,정책의지 표명했다(파이낸셜 뉴스 2014.9.7)

이시진

공단(정부)

과거 배출량대비 일정량의 배출을 줄이는 방식은 그동안 온실가스 감
축에 노력했던 업체에게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 (파이낸셜뉴스 2015.
3.10)

이학성

기업

탄소배출권거래제 시행과 더불어 파리신기후협약체제에서 세계적인
기업 GE와 협력해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 시장을 동반 공략하는 계기가
될 것 (내일신문 2016.4.15.)

발전소

이번 사업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대규모 온
실가스 감축 투자사업으로 그 의미가 매우크다 (파이낸셜뉴스 2016.
9.22)

기재부 차관보

배출권거래제 등은 현행법상 내년 1월에 시행되고, 제도의 취지는 살
리되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서울경제
2014. 7. 22)

철강기업대표

국내 철강사의 경쟁력을 고려해 배출권 거래제 규제완급 조정이 필요
하다. (헤럴드 경제, 2014. 12. 29)

조세연구원

정부가 기준가격을 지나치게 낮게 설정해 배출권 거래제가 효과를 거
두지 못하고 있다.(내일신문 2016. 2. 19)

강승진

교수

유럽을 제외한 대다수 국가가 시행하지 않고 있는 배출권거래제를 무
리하게 진행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서울경제 2014. 9.2)
배출권거래제를 총량배출목표 할당으로 시행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문화일보 2014. 8.21)

권규섭

기업

석탄소모를 줄이고 액화천연가스 공급을 늘리는 구도로 배출권거래제
가 운영돼야 한다. (서울경제 2015. 3. 19)

김부일

발전소

이번 인증을 통해 포스트2020 신기후체제 및 배출권거래제에 체계적
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헤럴드경제 2016. 1. 14)

정창길

정은보

강성훈

부록

4) 가습기 살균제 관련 인용문
이름

기관분류

인용문 예시

최예용

환경단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요구해 온 기업에 대한 징벌적 책임배상도
빠져있고,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제 도입, 제조물책임법의 강화 등 기업
을 규제하는 내용이 전무하다. (경향신문 2016. 11. 29)

기업(유통업)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 큰 고통과 슬픔을 겪은 피해자 여러분
과 가족 분들게 진심으로 머리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한국일보
2016. 4. 18)

정연만

환경부차관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기업과의 소송이 5년안에는 종료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국일보 2016. 6. 3)-지원기간5년 제한의 이유
에 대해.

윤성규

환경부장관

일반국민이 낸 세금으로 책임을 지는 것은 옳지 않고, 가습기 살균제
소송에서 패소하면 인과관계를 확인받지 못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경향신문 2016. 5. 11)

김수남

검찰

철저히 수사해 반드시 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도록 해야한다 (서울신
문 2016. 5. 4)

백도명

교수

가능성 낮음 판정을 받은 이들은 폐손상이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일 가
능성이 높지만 가습기 살균제 영향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 (경향신문
2014. 3. 14)

송기호

변호사

고용부, 가습기 살균제 독성물질 10년 넘게 엉뚱한 이름으로 공표 (헤
럴드경제 2016. 8. 4)

국회의원

가습기 살균제 피해확대로 국민의 원망이 커지고 있고, 여야모두 공감
하는 만큼 특별법 제정을 더는 미룰 이유가 없다 (서울경제 2016. 5.
9)

이정미

국회의원

문제는 이들 업체가 수년간 가습기 살균제 물질이 함유된 원료를 납품
받아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어떻게 유통시켰는지 확인이 안되고 있다
는 것. (한겨레 2016. 9.27)

남인순

국회의원

국민의 연기금을 운용하는 기관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 기업
에 투자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 (한국일보 2016. 10.10)

이정섭

환경부차관

그동안 가습기 살균제 사고, 에어컨 항균필터 살생물질 방출 등으로 생
활화학제품 안전성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짐에 따라, 국무조정실과 관
계부처가 긴밀히 협의해 대책을 마련했다 (매일경제 2016. 11. 29)

장하나

정치인

국책연구기관들이 15년전부터 ‘살생물제법’을 도입하라고 했는데 환
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알려진 2011년에도 법제화하지 않았다.
(경향신문 2016. 7. 25)

김종인

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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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린벨트 관련 인용문
이름

기관분류

인용문 예시

권선택

지자체장

기업들이 떠나는 가장 큰 원인이 산업용지 부족과 높은 땅값 때문...그
린벨트 개발면적이 57%로 전국 최고수준인데 정부를 설득하여 친환
경 산업단지를 확충해 나갈계획 (한국일보 2015.2.10.)

김광림

국회의원

농민의 희망을 받아서 농업진흥지역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해체
하듯이 해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일보 2016. 9. 23)

박선호

국토부

지금까지 그린벨트는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정 등을 통해 임대주택터
로 활용돼왔으나, 최근 주택공급 과잉 등을 고려할 때 부가가치가 높은
산단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한겨레 2013. 9.26)

서승환

국토부 장관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대한 용도제한 완화는 공항이나 역사 인근지역,
기존 시가지 인접지역 등에만 해당될 것 (서울신문 2014. 3. 13)

국토부차관

택시업계의 숙원사업인 공명차고지 부지확보를 위해 필요성이 떨어진
지자체의 그린벨트를 해제, 각 지자체가 차고지로 개발하는 방안을 추
진할 것 (문화일보 2013. 1. 22)

지자체장

그린벨트를 해체한 취지에 맞춰 분양가는 3.3㎡당 1600만~1700만원
에 이르는 인근지역보다 저렴한 1350만~1390만원 정도로 정해 서민
주거 안정에 보탬이 되게 할 것 (매일경제 2016. 5. 26)

대통령

전에는 그린벨트 하면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미래세대가
활용할 토지를 남겨둔다는 보존적 차원에서 접근을 했는데, 이제는 주
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는 개발적 가치 차
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생겼다. (경향신문 2015. 5. 6)

박상옥

대법관

개발제한구역 해제요건 충족이 완료됐다고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
구하고 선거 막바지 시점에 해제요건이 충족완료됐다는 단정적 내용
이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고 같은 내용의 문구가 자동반복되는 전광
판을 설치했다 (매일경제 2015. 12. 10) - 박영순 구리시장의 공직선
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에 대해.

신연희

지자체장

KTX수서역 일대 그린벨트가 작년말에 풀렸어야 하는데 안됐지만 올
해 상반기에는 풀릴 것 (YTN 2016. 1. 13)

정병윤

국토부

그린벨트를 풀어줄 때 지역별 쿼터도 생각해볼 것 (한국일보 2015. 5.
7)

강태욱

기업(은행)

최근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늘어나면서 자연이 훼손되고 있는 가운데
내집 앞에서 수려한 자연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은 희소가치가 분명있다
(세계일보 2013. 10.31)

김기현

지자체장

규제에 묶여있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주력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융복합 산업을 육성하는 등 창조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됐다 (문화일보 2014. 11. 19)

주성호

김성제

박근혜

부록

6) 보호구역 관련 인용문
이름

기관분류

인용문 예시

이강수

지자체장

유네스코가 고창갯벌과 운곡습지, 선운산 도립공원, 고인돌 세계문화
유산, 동림저수지 야생동물보호구역 등의 가치를 인정한 결과 (서울경
제, 2013. 5. 29)

정치인

옥정호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체되자마자 임실군은 아무런 협의 없
이 정읍시민의 식수원에 보트를 띄우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일
보 2015. 5. 10)

박승준

해수부

이번 대표종 선정을 계기로 향후 해양보호구역별 관리대상을 명확히
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 해양보호구역을 보다 체계적으
로 보전, 관리해 나갈 것 (파이낸셜뉴스 2016. 10. 26)

강득구

정치인

경기도 의회에 제출된 임진강 준설촉구 탄원서 관련 파주시 배포보도
자료는 조작된 것. (한겨레 2015. 12. 15)

김경철

환경단체

2009년부터 낙동강 하구일대에 대대적인 청소가 (쓰레기 청소와 갯벌
훼손) 시작됐는데 여름 철새들이 급감하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한다. 쓰
레기 청소는 철새들의 습성을 고려해 시기를 결정하고 문화재 보호구
역 관리권자를 일원화해 체계적인 보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한겨레
2014. 7. 25)

김승희

(보전부서)공무원

백도는 국내 대표적인 야외 유전자원 저장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일보
2016. 9.2)

신용석

공무원 (국립공원)

한려해상 국립공원 홍도 주변해역은 수중 생태계가 매우 우수하고 안
정적인 먹이사슬을 구성하고 있는 해중생태계의 핵심지역 (경향신문
2015. 8. 16)

염태영

지자체장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이후) 의견수렴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
에 대해 유감. 관련부서와 논의해 가능한 방법을 찾아 시민사회와 소통
하겠다. (내일신문 2016. 10. 7)

윤성규

환경부장관

상수원보호구역의 규제완화를 더 확대하겠다 (경향신문 2014.
10.17)

공무원

토끼박쥐에 이어 작은관코박쥐의 서식지가 발견된 것은 오대산국립공
원의 생태계 건강성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헤럴드경
제 2014. 8.29)

장학수

이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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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화평법 관련 인용문
이름

기관분류

인용문 예시

전수봉

지속가능경영원장

화평법의 도입취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화학산업과 연관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규제가 안착돼야 한다. (서울경제
2015. 8.27)

박근혜

대통령

우리 화평법보다 기준이 높은 유럽 등 해외법령은 잘 준수하면서 유독
화평법에만 문제를 삼고 있는 재계의 화학물질 관리 실태를 제대로 따
져볼 필요가 있다. (2013. 10.3)

이동근

상공회의소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판결,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등 노동현안,
화평법과 화관법, 자원순환촉진법, 환경오염피해구제법 등 환경관련
입법들이 기업에 부담을 주고 있다. (매일경제 2014. 1. 14)

이호중

환경부

지난해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을 만들어 보완조치를 했지만 추
가적인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매일경제 2016. 5. 3)

전경련

환경부가 추진하는 화평법과 화관법은 소량신규물질 등록, 연구용물
질등록, 매출의 5%과징금, 장외 영향평가제 등 조항이 포함된 신규규
제로 국내기업에 엄청난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원천적으로 법안이 백
지화되는 게 맞지만 그럴 수 없다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되길 바란다 (파이낸셜뉴스 2013. 8.26)

변호사

환노위가 화평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마련한 화학물질 제조, 수
입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보가 순환되도록 하는 시스템이 최종통과된
법에서 빠져버렸다 (한겨레 2013. 5. 7)

심상정

국회의원

이제 화평법을 그만 흔들어야 한다. (파이낸셜 뉴스 2013. 9. 24)
화평법이 화학물질 안전성 평가에 대한 책임을 기업에 일부 부과하는
의미있는 진전을 이뤘지만 산업계의 반발로 후퇴된 것도 사실 (한겨레
2013. 5. 7)

허창수

기업

통상임금 산정범위의 확대, 화평법 시행 등은 기업이 처해있는 현실에
맞지 않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매일경제
2013. 9.12)

강영철

국무조정실

화평법, 화관법이 올해 초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법이 지켜
질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점을 대폭 고쳤다 (매일경제 2015. 12. 3)

김동욱

기업

화관법의 매출액 대비5% 과징금 규정은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영위하
기 어려운 수준으로 향후 기업에 막대한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매일경제 2013. 9. 24)

홍영표

국회의원

유럽통계청 자료 등을 보면 화평법은 화학물질 수출증가와 일자리 창
출은 물론 화학사고 예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데 왜 반대하느냐.
(파이낸셜 뉴스, 2013. 10.15)

국책연구기관

살생물질은 소량으로도 제품 대량생산이 가능한데 현행 화평법은 연
간 취급량이 1톤 미만인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지 않아 사고위
험이 상존한다는 점도 수차례 개선과제로 지적되어 왔다. (한국일보
2016. 5. 31)

고용이

정남순

박정규

부록

8) 설악산 케이블카 관련 인용문
이름

기관분류

인용문 예시

박근혜

대통령

평창올림픽에 맞춰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조기에 추진됐으면 한다.
(한겨레 2015. 11. 08)

국회의원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 종복원센터가 2012년 작성한 ‘산양 연구
실적 보고서’를 입수해 설악산 케이블카 노선과 대조해보니 설악산 케
이블카가 산양의 주 서식지를 통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겨레
2015. 9.16)

우원식

국회의원

양양군이 부군수를 협의회 위원장으로, 담당과장과 해당지역 면장을
위원으로 정한 것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 사업 당사자를 위원에
서 제외하도록 한 내용을 위배한 것. (경향신문 2015. 9. 24)

정상철

지자체장

오색케이블카를 이용해 노약자와 장애인들도 설악산의 비경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한국일보 2013. 9. 17)

국회의원

지난 2014년부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의 모금을 주도한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의 건의와 박근혜대통령
의 지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주도한 태스크포스팀의 지
원을 바탕으로 무리하게 진행됐다. (YTN 2016. 11. 1)

기업

케이블카가 자연을 훼손한다고 말하지만 알프스와 록키산맥에 케이블
카가 있는데 왜 설악산만 환경을 훼손하는지 잘 모르겠다. (한겨레
2015. 8. 19)

케이블카
반대 설악권
주민대책위

지역단체

추진과정에서 경제성 부풀리기 등 위법행위가 이뤄진 설악산 오색케
이블카 사업은 원천무효. 양양군의 케이블카 경제성검토는 가이드라
인에서 요구하는 사회적 비용, 편익분석을 누락시켰다. 국립공원을 보
호해야 할 환경부가 국토부 등 정부부처 및 양양군과 함께 태스크포스
팀을 꾸려 오색 케이블카 사업보고서를 작성, 환경파괴에 나서는 어처
구니 없는 불법을 저질렀다. (한국일보 2015. 10.5)

최문순

지자체장

강원도민의 숙원이자 3대현안 중 하나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최근 정부로부터

황인철

환경단체

국내외 전문가들의 연구결과는 모두 하나같이 케이블카가 동물의 서
식에 악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경향신문 2016. 8. 22)

박상구

기업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서울광장내 상설공연장을 건립하고
한라산 설악산 등 친환경 케이블카 설치하고, 한일관계 개선이 필요하
다. (파이낸셜뉴스 2015. 6. 3)

유성철

지역단체

내년 총선까지 설악산 국립공원을 사랑하는 10만명의 강원도민을 모
집, 케이블카 사업에 동의하는 정치인들로부터 설악산 국립공원을 지
켜낼 것 (2015. 11. 4)

은수미

국회의원

윤장관이 이끄는 환경부는 이명박정부때 환경부보다 나을 거라고 생
각했는데 (설악산 케이블카로 인해) 최악의 환경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
는게 아닌가 우려된다. (경향신문 2015. 9.10)

심상정

이정미

조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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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이용득

이정현

기관분류

인용문 예시

국회의원

양양군은 소속 공무원이 경제성 보고서의 불법조작으로 기소되는 등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을 위해 다수의 불법적인 행태를 벌여오고 있으
며 이번에는 터무니없는 색깔론까지 펼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난 것 (경
향신문 2016. 10. 9)

환경단체

설악산을 시작으로 전국 30여곳의 명산에 케이블카 계획이 세워져 보
호해야할 국립공원과 자연공원이 개발 광풍 속에 도미노처럼 허무하
게 무너지려하고 있다. (경향신문 2015. 10. 20)

부록

 부록 Ⅱ. 박근혜정부 환경분야 추진성과 (2016 환경백서)

125

126

환경정의의 관점에 기반한 박근혜정부 환경정책평가 연구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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