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해양환경 변화의 예측, 그리고 현재 변화상
1)

이 석

*

< 국문초록>
새만금 환경소송이 기술적으로 어려웠던 것은 새만금 방조제 건설 이후 향후 환경변
화에 대한 불확실한 예측을 판단의 근거로 하여야 했기 때문이다. 미래 예측의 불확실
성에도 불구하는 원고는 방조제 건설 이후 통제 불능의 환경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
장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패소하였지만 방조제 완공 후 환경의 변화는 원고의 주장이
맞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방조제의 건설로 육지-하천- 해양으로 연결되는 자연
스러운 흐름이 차단되어 방조제 내부에서는 심각한 수질악화가 발생되고 외측 해양환경
은 예측하지 못한 부정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매우 복잡한 요소들로 구성된 자연환경의 변화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는 때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의 과정에서 비현실적인 예측결과를 도출하거나 특정의 이
익에 부합되는 결론으로 왜곡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
행 오염의 발생자가 주체가 되는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객관적인 평가가 보장될 수 있도
록 개선이 필요하다.
주제어 : 새만금, 환경소송, 환경영향평가, 수질, 해양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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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이하 ‘새만금 사업’)은 전라북도 군산시와 부안군을 잇
는 33㎞의 방조제를 건설하여 내부의 401㎢ 연안 해역에 118㎢의 담수호와 283㎢
의 토지를 조성하여 개발하는 국책사업이다. 1989년 11월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정
부의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된 이후 수차례의 변경을 통해 사업기간은 최초 2001년
에서 2020년까지로 연장되었다. 이에 따라 방조제의 건설은 1991년 11월 착공되어

2010년 4월 준공되었다. 방조제 건설 과정에서 환경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 변
화에 따른 국민적인 여론 형성과 관련 소송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등 사회적인 이
슈로 대두되었으나 2006년 3월 대법원의 판결1)로 법적인 분쟁은 일단락되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환경영향평가법령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
상사업에 대하여 그러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승인 등 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나, 그러한 절차를 거쳤다면, 비록 그 환경영
향평가의 내용이 다소 부실하다 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
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 아닌 이상, 그 부실은 당해 승인 등 처분에 재량권 일탈
ㆍ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 됨에 그칠 뿐, 그 부실로
인하여 당연히 당해 승인 등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요지로 정
부의 조치계획 취소를 요구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러한 판결에서 기술적인 어려움은 되돌리기 어려운 환경의 변화 또는 악화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불확실한 미래의 예측이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
이다. 새만금 사례의 경우 새만금 사업의 원래 목적인 농지의 필요성, 사업의 경제
적 타당성, 사업에 따른 수질 변화와 해양 환경 변화의 예측이 주요 쟁점으로 부
1)

대법원 2006.3.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정부조치계획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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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되었다. 여기에서는 소송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던 방조제 건설 후의
방조제 내측 수질과 해양환경 변화 예측 내용을 과학적인 관측 결과에 입각하여
분석 평가하고자 한다.
이에 II 장에서는 새만금 인근해역의 일반적인 해양환경 특성과 방조제 건설에
의하여 해양환경 변화가 발생하게 된 요인을 개괄적으로 보여주고, III 장과 IV 장
에서는 수질과 해양환경 변화에 대한 원고의 주장과 ‘환경영향평가’2)에 근거한 피
고의 주장을 실제 관측을 통해 분석된 결과를 이용하여 검증한다. 마지막으로 V
장에서는 이러한 실제 자료와 양측의 예측 결과를 비교하여 새만금 사례에서 환경
영향평가의 한계를 제시하여 향후 유사한 법적분쟁에서 합리적인 판단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Ⅱ. 새만금 방조제 건설의 환경영향

새만금 방조제와 주변의 지형

2)

농림수산부, 새만금지구 자연환경 영향에 관한 연구, 1998, 4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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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해역은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그리고 부안군 일원의 연안으로 북으로
는 금강하구와 인접해 있고 남쪽으로는 변산반도와 이어져 있으며, 방조제 건설
전에는 만경강과 동진강을 통해 육상으로 부터 유입되는 담수의 영향을 받는 하구
환경이었다. 새만금의 평균적인 조차3)는 4 m 정도이지만 조석 현상이 강한 사리
시기에는 6 m 정도로 크게 나타나며 조류도 초속 1 m 이상으로 매우 강하여 조
석이 해양환경 전반을 지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일반적으로 조류는 일정한 주기로 왕복하는 특성이 있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해수는 원래의 위치로 돌아오는 특성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해수의 특성 자체
또는 이에 포함된 물질은 주변의 해수와 섞여 확산된다. 즉, 새만금과 같은 하구에
서 하천을 통해 육상에서 바다로 담수와 함께 유입되는 물질들은 강한 조류에 의
하여 빠르게 해수와 섞여 주변해양으로 확산 희석된다. 육상으로부터 유입된 유기
물은 갯벌과 해수 중에서 분해되고 재생산에 이용되는 생화학적 순환과정을 통해
해양생태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렇게 서해안 하구에서는 조류에 의
한 물질의 물리적인 수송과정과 생화학적인 순환과정에 의하여 육지와 바다의 환
경이 연결되고 생물생산성이 높은 독특한 환경이 형성된다. 해양에서 조류의 또
다른 효과는 상층과 저층의 해수를 연직방향으로 섞어주는 것으로 조류가 강할수
록 또는 수심이 얕을수록 그 효과가 강하게 나타난다. 우리나라 서해안의 대부분
이 조류가 강하고 수심이 얕아 상층과 하층의 해수가 잘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분
석된다.4) 이로 인해 해저에서 부유된 퇴적물이 해수 중에 고르게 혼합되어 있어
서해안의 해수는 남해안이나 동해안보다 탁하지만 이는 수질과는 무관하며 여름철
적조의 발생과 같은 수질의 악화를 막아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연안에서 조석과 조류는 해저지형과 해안선의 모양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방조
제의 건설과 같은 연안 개발은 인근의 조석체계의 변화를 초래한다. 연안 개발을
위하여 인공의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인근 해역에서 조차의 변화는 경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영산강 하구언의 건설 후 인근에 있는 목포항의 조차
가 증가하였지만5) 일본의 이사하야 방조제 건설 후 인근에서 조차가 약 5% 정도
감소하였다.6) 그렇지만 모든 경우에서 구조물 인근에의 조류는 감소하게 되는데
3)
4)

5)

해수면이 높은 고조와 낮은 저조 사이의 바닷물 높이의 차이
Lie, H.-J., Tidal fronts in the southern Hwanghae (Yellow Sea). Cont. Shelf Res.,
9, 1989, 527-546.
Kang, J.W., Changes in Tidal Characteristics as a Result of the Construction of
Sea-dike/Sea-walls in the Mokpo Coastal Zone in Korea. Estuarine, Coastal and
Shelf Science, 48(4), 1999, 429-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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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구조물이 조류를 막아 내부의 조차를 줄여 조석의 영향을 받지 않는 토지 또
는 호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기 때문이다. 새만금의 경우 방조제 건
설 후 방조제 외측의 인근해역에서 5% 이내로 조차가 작아지지만 방조제로부터

10 ㎞ 정도의 이내의 인근해역에서 조류는 약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
다.7) 새만금 방조제에는 신시배수갑문 (폭 300m)과 가력배수갑문 (폭 240m)이 설
치되어 있어 부분적인 해수유통이 가능하지만 전체 배수갑문을 모두 열려있어도
방조제 내부로의 해수유통이 제약되어 조차와 조류는 80% 이상 감소했다.
새만금에서 조차의 감소와 조류의 약화는 최종 끝막이 공사8)가 이루어진 2006
년 4월 동안 급격하게 나타났으며 방조제 연결로 인해 방조제 외측 해역과 방조제
내부의 환경이 분리되고 조류가 약화된 효과에 의하여 수질과 해양환경이 이후 시
차를 두고 변화되었다. 실제로 새만금 해양환경은 1991년 방조제 착공 이후 공사
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변해왔지만 끝막이 공사 이후 급격하게 변한 것
으로 분석된다. 여기에서는 새만금 사업에 따른 해양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2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구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수행한 “새
만금 해양환경 보전대책을 위한 조사 연구 (국토해양부)” 사업의 최종보고서9)에
근거하여 방조제 내측의 수질과 인근 해역의 해양환경 변화상을 분석하고 이전의
예측 결과와 비교하였다.

6)

7)

8)

9)

Unoki, S., Why did the tide and tidal current decease in Ariake Bay?.
Oceanography in Japan, 12(1), 2003, 85-96.
Lee, S., H.-J. Lie, K.-M. Song, C.-H. Cho and E.-P. Lim., Tidal modification and
its effect on sluice-gate outflow since the completion of the Saemangeum dike,
South Korea. J. Oceanography. 64(3), 2008, 763-776.
2006년 4월에 방조제에 열려져 있었던 2.7 ㎞ 구간을 연결하여 방조제 전 구간에 대한
물막이 공사가 완료되어 이후에는 두 곳의 배수갑문을 통하여만 제한적인 해수유통이
가능해졌다.
국토해양부, 새만금 해양환경 보전대책을 위한 조사연구 최종보고서, BSPM
55630-2269-2. 2001, p.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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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방조제 내측의 수질변화

방조제 끝막이 이후 폐사한 조개껍질(왼쪽)과 적조로 폐사한 물고기(오른쪽)

새만금 소송에서 수질과 관련된 주요 쟁점은 “방조제 내부의 목표 수질을 달성
할 수 있는가?”이었다. 이에 대하여 흐르는 조류를 막아 건설한 방조제의 내부에서
필연적인 수질 악화가 발생하여 수질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과
정부의 수질대책을 통하여 목표 수질 달성이 가능하다는 피고의 주장이 대치하였
다. 방조제 완공된 현재 실재 관측 자료를 보면 방조제 내부의 수질은 크게 악화
되어 있으며 수질개선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도 한계가 있
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방조제 내부의 수질 악화가 근본적으로 방조제 건설에
의한 조류의 약화에서 기인하고 있기에 방조제가 존재하는 한 근원적인 해결방안
을 수립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새만금 방조제 최종 끝막이 공사완료에 따른 방조제 내부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변화는 조차가 감소한 것이고 이에 따라 방조제 내측의 조간대10)가 80%
이상 감소된 것이다. 개략적으로 조차의 감소에 비례하여 조간대의 면적은 감소하
며 조간대의 일부는 더 이상 바닷물에 잠기지 않는 조상대로, 또 일부는 항상 바
닷물에 잠겨있는 조하대로 바뀌게 된다. 갯벌의 오염물질 제거능력과 같은 생태적
가치는 여기에서 논외로 하지만 조간대에서 조상대로 변환 영역에서 폐사한 저서
생물들은 방조제 내부의 오염부하로 직접 작용하여 수질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
로 판단된다.11)
10)

11)

조간대 (또는 갯벌)는 해수면이 가장 높은 고조 때에는 바닷물에 잠기지만 해수면이 가
장 낮은 저조 때에는 들어나는 육지와 바다의 경계역이다.
구본주, 신상호, 이석, 급격한 조석 감소에 의한 새만금 갯벌 대형저서동물 변화, Oc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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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의 약화는 장기적으로 방조제 내측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는 앞
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수의 특성과 해수 중의 물질을 수평방향으로 확산시키고
연직방향으로 혼합시키는 역할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끝막이 이후 배수갑문을 통한
해수유통양이 감소함에 따라 방조제 내부의 해수의 치환시간 (또는 잔류시간)은 약

9일 정도로 이전의 약 1일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고 수평적인 확산이 감소한 이유
로 하구를 통해 육상에서 방조제 내부로 유입되는 유기물은 외해로 확산되지 않아
희석되지 않은 높은 농도의 유기물과 영양염이 관측된다. 결과적으로 COD의 농도
는 끝막이 이전 평균 1.4 ㎎/L에서 끝막이 이후 5.1 ㎎/L로 증가하였으며, 총인의
농도도 2007년 7월 이후 크게 증가하였다. 수직적인 혼합이 약해진 이유로 여름철
방조제 내부에서는 따뜻하고 염분이 낮아 가벼운 상층 해수와 차갑고 염분이 높아
무거운 저층의 해수가 섞이지 않아 분리되는 성층이 강화되었다. 성층이 강화되는
경우 대기를 통해 상층으로 녹아들어가는 산소가 저층까지 전달되지 않아 수질 문
제를 야기할 수 있다. 저층에는 하천에서 유입된 유기물과 영양염이 입자 형태로
침전되어 쌓이고 미생물에 의하여 이들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산소가 소모되기 때
문에 저층에서 산소가 고갈되는 빈산소 또는 무산소 환경이 발생된다. 더욱이 약
해진 조류로 인해 부유물질이 가라앉아 더 투명해진 해수에 충분한 햇볕이 투과하
여 플랑크톤이 번성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상층 해수에서는 적조가 발생하고 사
멸한 적조원인 생물이 저층으로 가라앉아 산소 소모를 가속시킨다. 이후에는 퇴적
물에 축적된 유기물이 분해되어 영양염의 형태로 해수 중으로 다시 공급되어 다시
플랑크톤이 번성하게 하는 조건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결과적으로 식물플랑크
톤을 나타내는 클로로필-a의 농도는 끝막이 이전 평균 4.45 ㎍/L에서 끝막이 이후

15.64 ㎍/L로 증가하였고, 저층퇴적물의 COD는 2002~2005년에 2 ㎎/g이었으나
2007년에는 18 ㎎/g로 높게 나타났다. 상층의 용존산소는 끝막이 전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끝막이 이후 여름철 저층에서는 저서생태계의 대규모 폐사를 유
발하는 빈산소 또는 무산소 환경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새만금 방조제 내부의 수질은 방조제 끝막이 이전 3단계로 나누는
해역수질 기준 1~2 등급의 양호한 상태이었지만 끝막이 이후 3등급을 초과하는 상
태로 악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수질악화의 요인은 하천을 통한 오염부하의 유입
과 방조제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요인이 공존하고 있어 상류에서 오염원
을 제거하는 방법만으로는 방조제 내부의 수질을 관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울

and Polar Research, 제30권 8호, 2008, 485-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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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밖에 없다. 이러한 수질 악화의 과정은 일본의 이사하야 방조제 건설에 의한 아
리아케 해역의 수질변화 사례와 유사12)하며 새만금 환경소송과정에서 제기된 피고
의 주장과도 일치한다.

배수갑문에서 발생하여 바다를 덮고 있는 거품

Ⅳ. 방조제 외측의 해양환경 변화
새만금 소송에서 해양환경과 관련된 주요쟁점은 “방조제 건설에 의한 해양환경
의 변화는 인정되지만 그것에 의한 피해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이었다. 원고와 피
고 모두 방조제 건설 여향으로 외해역의 조류가 약화되리라는 것에는 동의하였지
만, 이로 인해 해양환경 전반에 걸쳐 대규모의 악화 발생할 수 있다는 원고의 주
장과 어느 정도의 변화는 있지만 감당할 수 있 정도라는 피고의 주장이 대치되었
다.
끝막이 공사 이후 방조제 내부와 차단된 외측 해양환경의 변화는 내부의 수질변
화와 같이 극단적이지는 않지만 실측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방조제 외측에서의
조차의 감소는 비교적 적어 최대 5 % 미만으로 약하게 나타났지만 조류의 감소는
방조제 인근 10 ㎞ 이내에서 50 % 이상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방조제 내부의
12)

일본의 이사하야 방조제 건설에 의하여 아리아케해의 조류가 감소하고 이로 인해 부유물
질의 농도가 낮아진 맑은 해수로 바뀌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적조를 초래하여 오염된 해
수로 바뀌었다는 해석이 제시되었다. (Matsuno, T. and H. Nakata, Physical processes in
the current fields of Ariake Bay, Bull. Coast. Oceanogr. 25(1), 200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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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변화와 유사하게 외해역의 부유물질 농도가 낮아지고 해수가 투명해짐에 따라
식물 플랑크톤의 번성이 발생하여 COD의 농도는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외해역 해양환경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요인은 배수갑문을 통한 유출수의 특성
변화이다. 방조제 내부의 수질이 악화된 해수의 영향을 받은 유출수는 배수갑문
주변 해양 환경에 충격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끝막이 이전에는 개방구간을 통해
유출된 해수가 강한 조류를 따라 방조제로부터 10 ㎞ 이상의 거리까지 외해로 넓
게 퍼져나가기 때문 주변 해수와 쉽게 혼합되었지만 끝막이 이후에는 방조제로부
터 5 ㎞ 이내의 좁은 영역에서 정체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끝막이 이후 배
수갑문 유출수의 영양염의 농도가 증가하기도 하였고 배수갑문의 전면에서 이전에
는 없었던 다량의 거품이 발생하여 외해역의 바다 표면에 넓게 부유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로 죽은 플랑크톤의 잔해로 구성된 것으로 확인되는 거품은 현행
해양수질 평가의 항목으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좋지 않은 미관과 불쾌한 냄새를 동
반하고 있어 새만금 해역의 환경적인 가치를 떨어뜨린다.
외해역의 해양환경 변화는 단순히 방조제 인근의 해역으로만 국한되지 않으며
그 변화의 시간도 정확히 확인하거나 예측하기 어렵다. 끝막이 이후 방조제 인근
에서 조차의 감소가 예측되고 관측에서도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조차의 변화는 황
해 전체의 조석체계에 영향을 미쳐 황해의 맞은편 중국 연안과 북한 연안에서는
미약하지만 조차가 증가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조석체계의 변화는 해저면을 따른
퇴적물 이동의 변화를 유발하고13) 이는 해저지형의 변화와 해저에 서식하고 있는
생물상의 변화를 연쇄적으로 초래할 수 있다. 실제 관측에서는 조하대 퇴적물의
조성이 변하고 있으며 고군산군도 인근 저서생태계의 서식환경이 교란된 징후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해양환경 변화는 넓은 범위에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고
있기에 그 현상 자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 자체도 어렵지만 자연적인 변화와 함
께 나타나고 있어 방조제 건설에 의한 영향을 정량적으로 추정하는 것은 매우 어
렵다. 예를 들어 변산해수욕장의 경우 끝막이 이후 해변의 모래가 전반적으로 침
식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이것이 일시적인 효과인지 또는 장기적으로 지속
될 수 있는지 아직은 결론 내리기 어려우며, 주된 침식의 원인이 방조제 건설의
영향인지 방조제 건설을 위한 해저 준설의 영향인지 또는 다른 자연적인 영향인지
구별하기도 매우 어렵다. 다만 방조제 건설에 의한 조류의 약화는 여타 퇴적환경
변화의 요인들 보다 매우 큰 요인이며 주변 해양환경에 장기간에 걸친 변화를 유
13)

Lee, H.-J., and S. Lee, Sand transport offshore the Saemangeum Dike, midwest coast of
Korea, Journal of Coastal Research 27(1), 2011, 153-165.

∣148∣ 환경법과 정책 제9권(2012.11.30)

발할 수 있다.

Ⅴ. 결론
결론적으로 새만금사업의 환경영향평가는 방조제 내부의 수질과 해양환경 변화
를 단편적으로 예측하였지만 본래 환경영향평가의 취지에 부합할 만한 평가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복잡한 자연환경에 대한 종합적으로 분석과 평가가
미진하여 이러한 자연환경변화가 사업목표의 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다는 것을 전혀 파악하지는 못하였다. 한 예로 환경영향평가에서 방조제 건설로
인해 방조제 내부의 조간대 생태계가 상실되고 이를 서식처로 삼고 있는 연안의
어류와 조류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조간대에서
의 자연적인 물질순환이 교란되어 방조제 내부의 수질환경이 악화되어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수질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간과하였다. 사업의 진행 중
새만금 사업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진행된 새만금사업 환경영향
공동조사단의 조사결과14)에서도 방조제 내부의 수질악화 가능성과 이로 인한 외해
역 해양환경의 영향 가능성이 제기되었음에도 이전의 환경영향평가를 근거로 정부
의 수질대책으로 목표수질의 달성가능하다는 주장이 되풀이 되었다. 그러나 현재
방조제 내부의 수질은 악화일로에 있어 새만금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최선결의
과제로 남아 있는 상태이다.
육지와 해양을 연결하는 하구환경으로 정의될 수 있는 새만금의 해양환경은 수
천 년 이상의 시간을 거치며 자연적인 균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여기에 인위적
으로 건설된 대규모 방조제는 육지-하천-해양으로 이어지는 자연적인 흐름을 막아
방조제 내부에 물질이 쌓여 통제하기 어려운 수질의 악화를 초래하고 방조제 외부
해양환경 전반에 걸친 변화를 유발하는 물질의 불균형이 발생하였다. 이 변화는
새만금 주변에만 국한되거나 이미 완료된 상태가 아니며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가
능성이 높다. 국가와 사회의 궁극적인 발전이 새만금 사업과 같은 연안개발의 목
표라면 자연환경에 대한 현재 그리고 미래 가치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합리적
으로 평가하여 친환경적인 개발을 위한 과학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에게

14)

새만금사업 환경영향 공동조사단, 새만금사업 환경영향공동조사 결과보고서 (환경영향분
야), 2000, p.804.

새만금 해양환경 변화의 예측, 그리고 현재 변화상 _ 이

석 ∣149∣

남겨진 과제이다.
새만금 환경소송의 논쟁 핵심에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환경의 변화를 얼마
나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가 요구되는데 현재의 과학기
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정교하고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는 자연환경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미래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예측하기에 아직 부족한 면이 많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과학적인 도구와 기술들이 부분적인 자연환경 변화에 대한 예측에
적용되고 있지만, 과거의 사례와 원리 연구를 통한 전문가 개인의 경험적인 직관
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자연환경, 특히 생태계와 연관된, 변화 예측은
분야별 또는 개별 연구자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새만금 소송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은 제한된 정보와 자원으로 미래의
수질과 해양환경 변화를 예측한 원고의 주장이 피고의 주장보다 실제 변화상에 훨
씬 더 가까웠다는 점이다. 이는 기본적인 최소의 자료와 객관적인 추론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합리적인 미래의 자연환경 변화를 예측 가능하다 것을 의미하지만 역
설적으로 추론이 결여된다면 풍부한 자원에도 불구하고 비현실적인 결론이 유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에서는 환경 변화(또는 피해)를 유발
하는 사업의 시행자가 환경영향평가 실시 주체가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미
래 예측의 결과가 시행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의도로 변형될 가능도 있다. ‘부
실한 환경영향평가’의 결과가 단순히 내용적으로 부족한 평가의 정도를 넘어 잘못
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경행정소송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여
부만으로 환경보호의 예방적 수단인 환경영향평가 입법 취지에 도달하였는지를 판
단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15).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효를 높이기 위해
서는 환경피해발생 원인자의 주관적인 의견이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보완이 필요하다.
투고일자 201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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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 한국 행정소송의 최근 동향과 쟁점, 향후 과제, 환경법과 정책 제7권, 2001.11,
10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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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ediction of changes in the Saemangeum marine environments, and its assesment
16)

Lee, Seok*
The difficulty of the Saemangeum environmental litigation was come from the
fact that the justification was based on the uncertain prediction of environmental
changes in future. In spit of the uncertainty in the prediction, plaintiffs, who lost
the case, claimed that the construction of huge sea dike would cause an
out-of-control environmental damage. Eventually the prediction of them became
realities; the Saemangeum dike blocked off the natural interconnection of land,
rivers and sea which induced serious water quality deterioration in the area inside
the dike and unpredictable changes in marine environments in the area outside of
the dike.
It is, actually, hard to predict the variation of marine environmental system
which is interacted with complex factors. It means that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ment without objective validation has the dangerous possibility to deduce
unrealistic

or

artificial

conclusion

supporting

private

intend.

Therefore,

a

complement of legislation is required to assure the objective validation in the
environmental assesment without the intend of polluter.
Key words : Saemangeum, environmental litigation, environmental impact
assesment, water quality, marine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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