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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모) 조력발 의 건설ㆍ운 에 따라 상되는 부정  환경 향으로 공통 으로 수 차 감

소에 따른 조간  면 의 변화, 조류 유속  해수유통률의 변화, 갯벌 등 습지의 훼손, 생물다양

성의 감소 등이 지 된다. 조력발 사업이 연안환경에 미치는 악 향은 어업(경우에 따라서는 

업)에도 부정  향을 끼쳐 해당 지역사회에서는 조력발 사업을 둘러싼 사회  갈등과 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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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 먼  익명의 심사자분들의 리하면서도 유익한 심사의견에 감사드린다. 이 

은 조력발 사업을 둘러싸고 최근에 발생한 사회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갈등

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  방안을 모색하기 한 목 으로 어진 을 기 로 삼아 작

성된 것이다. 그런데 기 로 삼은 源稿를 보면서 문제를 갈등보다는 개발과 환경보호 가

치통합 측면에서 다루어보자는 마음이 들어 의 원 기를 바꿔버렸다. 이것이 문제 다. 
원고를 투고하면서도 한 생각이 논리정합 으로 개되었다는 느낌보다는 두 생각이 화

학 으로 잘 결합되지 않고 뒤엉켜버려 논지가 선명하지 않다는 생각이 가시질 않았다. 
근본 으로 갈등분쟁의 성격을 강하게 띠는 조력발 사례를 개발과 환경가치의 통합문제

의 소재로 삼고자 하니 충분히 지 할 수 있는 소재-주제 간의 부정합성이 걱정되었다

(궁여지책으로 갈등이라는 단어를 모두 가치 립이라는 말로 바꾸었다). 역시 우려한 로 

심사자들은 각자 표 은 다르지만 필자가 찜찜하게 여기고 있는 부분을 제 로 짚어내

었다. 가.심사자는 “ 략환경 향평가 의와 사회 향평가의 한계를 지 하면서 의  

의사결정방식을 제안하고 있는데, 본질은 제도화를 한 구체 인 방안과 그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한 의  의사결정방식의 (수자원장기계획)만을 들고 있

는데, 그 의의, 요소, 내용 등에 한 언 이 있어야 논문이 완결성을 갖는다고 생각함”
이라는 심사의견을 제시하 다. 기본 으로 타당한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변명을 하

자면 필자는 이 의 목 을 개발과 환경가치의 통합을 추구함에 있어 특정한 행정계획

의 경우에는 략환경 향평가만으로는 부족하고 거버 스의 특성을 띄는( 의  숙의

성) 단일한 의사결정체계가 제도 으로 필요하다는 을 드러내는데 을 맞추고 필자

가 아는 한 유일하게 의  의사결정방식에 의하여 성공 으로 수립된 수자원장기종합

계획의 사례로 들었다. 따라서 의  의사결정의 의의, 요소, 내용 등은 기술하지 않았

고(사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상으로 향후 연구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다만 

의 제목에 ‘시론’임을 명기함으로써 의 의도와 외연을 분명히 하고자 하 다. 나.심사

자도 마찬가지로 “결론부분의 분명한 메시지가 부족하므로 수정보완을 요한다”는 의견을 

주었고 이에 Ⅴ.3.(조력발 , 력수 기본계획  의  의사결정) 부분을 추가하 다

(물론 충분하지 않으리라 보지만 시간상 제약이 있었음을 말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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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어난다. 이 에서 먼  조력발 사업이 계획된 지역사회의 갈등의 사례를 살펴보고 그 원

인을 분석하 는데 여기에는 사 환경성검토  환경 향평가에 한 불신, 사업타당성 검토에 

한 불신, 주민의견 수렴방식에 한 불만  사업추진에 따른 이익 는 보상에 한 불만이라는 

통  갈등원인이 존재하고 있다. 한편, 신재생에 지의 보 확 를 실 하기 하여 도입된 의

무할당제 즉 RPS가 RPS 용 발 사업자로 하여  비용경제 인 의무이행방법으로‘ 규모’조력

발 시설의 건설을 부추기고 있다. 그런데 규모 설비 건설ㆍ운 에 따른 환경 (사회 ) 비용은 

외부화되므로 사업자로서는 조력발 사업계획의 수립과정에서 그러한 비용을 고려할 특별한 동기

가 없고 따라서 이러한 환경  향을 의사결정과정에서 고려, 반 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하여 략환경 향평가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략환경 향평가제는 특히 의라는 

행 의 본질상 그러한 환경  결과의 고려, 반 에는 근본 으로 한계가 있다. 한편 우리 사회에

는 지역주민, 나아가 일반국민에게 범하게 향을 미칠 수 있어 사회  합의가 필요한 장기종

합  행정계획이 다수 있다. 국가에 지기본계획, 력수 기본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 건설

장기계획 등이 그러한 것에 포함될 것인데 조력발 계획은 바로 력수 기본계획에 담겨지게 된

다. 그런데 력수 기본계획 등과 같은 장기종합  행정계획의 경우 환경  결과에 한 고려가 

계획수립기  밖의 제3자에 의하여 결정, 부과되는 제도인 략환경 향평가를 넘어 련 개발부

처와 환경부처 그리고 시민(단체)가 정책수립의 부분주체로 참여하는 의  의사결정방식에 따라 

하나의 의사결정체계 안에서 환경ㆍ사회ㆍ경제  향 등이 히 고려, 반 되는 가운데 수립된

다면 환경과 개발가치의 통합을 통한 지속가능발 을 보다 내실 있게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것이 한 개발과 환경보호를 둘러싼 사회  갈등과 립을 사 에 방지하거나 그 지 않더라도 

련갈등의 리비용을 히 일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조력발 (시설), 개발-환경가치 통합, 략환경 향평가, 거버 스, 의  의사결정체계 

Ⅰ. 들어가며

Ⅱ. 조력발 사업을 둘러싼 개발과 환경보호 가치간 

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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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으로서 략환경 향평가  그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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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한국에서 최근 재생가능에 지의 확 보 이라는 명분으로 다수의 조력발 사업

이 추진되고 있다. 조력발 은 조수간만의 차에서 생기는 해양에 지를 이용함으로

써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에서 환경친화  에 지 개발방식이라 할 수 

있고 그런 에서 동 사업은 일견 극 추진되어야 할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조수간만의 차가 커 조력발 사업부지로 지(適地)라고 여겨지는 곳은 통

상 갯벌 등이 비교  잘 발달되어 있는 폐쇄성 는 반폐쇄성 만(灣)으로 환경  

보존가치가 한 높은 곳이라는 에서 본문에서 살펴볼 문제성이 배태되고 있다. 

흔히 ( 규모) 조력발 의 건설ㆍ운 에 따라 상되는 부정  환경 향으로 수

차 감소에 따른 조간  면 의 변화, 조류 유속  해수유통률의 변화, 갯벌 등 습

지의 훼손,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이 지 되고 있다.1)(본문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

만 이러한 연안환경에 미치는 악 향은 어업(경우에 따라서는 업)에도 부정  

향을 끼치므로 해당 지역사회에서는 조력발 사업을 둘러싸고 격렬한 갈등과 

립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만이라는 장소가 지닌 한편에서의 개발가치(재생에 지의 확 를 한)와 

다른 한편에서의 보존가치(갯벌등 해양생태계의 보 을 한)는 어느 한 가치를 추

구하면 상 편 가치는 불가피하게 희생될 수밖에 없는 이른바 상쇄 계(trade-offs)

에 서 있다는 에 갈등과 립이 잠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은 조력발 사업을 

둘러싼 두 가치 간의 립문제를 실체  에서 선험  내지 상황  가치 단론 

등에 근거하여 어느 가치가 우선되어야 함을 논증함으로써 해결하려함을 목 으로 

하지 않는다. 그 신 이 은 두 가치 간의 상쇄 계성의 인식을 제로 두 가치 

간의 립을 ‘어떻게’ 바람직하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사결정)방법’에 

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환경과 개발의 통합은 지속가능발 원칙에서 생되는 요소로 우리 환경정책기

본법 제9조는 “환경과 경제의 통합  고려 등”이라는 제목 아래 “정부는 환경과 

경제를 통합 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여 각종 정책을 수립할 때에 이

를 활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은 환경보호와 개발가치의 통합이라

고 하는 (환경)법의 이상(ideal)을 실제 어떻게 구 할 수 있을까하는 문제를 조력

 1) 이희선 외 4, ｢해양에 지의 환경성 평가  환경ㆍ사회  갈등 감방안｣, 한국환경정

책평가연구원, 2011, 46-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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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소를 둘러싼 사회  갈등을 소재로 하여 제도측면에서 다루고자 한다. 이를 

하여 본문에서 먼  최근 활발하게 추진되었던 다수의 조력발 사업을 둘러싼 

사회  갈등사례를 살펴본 후(Ⅱ), 그러한 사회  갈등의 배후에 놓여 있는 원인을 

분석한다(Ⅲ). 그런 다음 환경  결과를 개발계획의 수립과정에서 내부화하려 하는 

표  제도  장치로서 략환경 향평가의 의미를 살펴보고 개발계획에 한 의

사결정체계의 밖에서 체계 안으로 환경  결과에 한 고려를 강제하려 하는‘ 의’

행 가 가진 내재  한계를 검토한다(Ⅳ). 마지막으로 략환경 향평가의 의를 

넘어서 지역주민과 체 국민에게 향을 미치는 장기종합 행정계획의 정한 수

립방식으로 의  의사결정의 도입을 제안하고자 한다(Ⅴ). 

Ⅱ. 조력발전사업을 둘러싼 개발과 환경보호 가치간의 대립 

1. 가로림만 조력발전사업2) 

⑴ 사업추진 배경 및 가로림만 지역의 환경ㆍ사회적 현황

가로림만 조력발 사업은 충남 태안군 이원면과 서산시 산읍 오지리 일원 면

 750,896㎡에 낙조발  형태의 조력발 소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설비용량은 

520MW, 연간 발 량은 950GWh으로 계획되었다. 1970년  사업 검토에 착수하

으나 경제성 부족 등의 이유로 추진되지 못하다가 국제유가의 상승과 기후변화, 

에 지 자립 필요성이 두되면서 사업타당성이 정 으로 변화됨에 따라 2000년

에 들어 본격 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가로림만은 반폐쇄성 만으로 지형조건의 측면에서 조력발 소 부지로 최 으로 

평가되고 있다. 만 내부에 양식장이 발달해 있고 경제 으로 가치 있는 어종의 산

란ㆍ서식처로 이용되고 있다. 가로림만에 15개 어항이 집해 있고 어업생산량이 

연간 4,000톤에 달하는 등 충남지역 내 양식ㆍ연안 어업의 심지로 1,987가구

(4,946명)가 어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다(이는 태안군 어가인구의 34%, 서산시의 

91%에 해당한다).

 2) 이 부분은 이희선 외 4, 의 보고서, 61-81면을 이 의 의도에 맞게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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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가로림만 조력발전사업을 둘러싼 환경ㆍ사회적 갈등의 주요 쟁점

가로림만 조력발 사업을 둘러싼 환경ㆍ사회  갈등의 주요 쟁 과 찬반론을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가로림만 환경 황에 한 인식

사업자와 사업에 찬성하는 주민들은  가로림만의 환경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

을 제로 사업추진에 따른 만내 환경정화사업으로 불법/폐양식시설의 단속ㆍ철거, 

어업활동의 리 강화, 과도하게 퇴 된 모래언덕의 설작업 등이 이루어져야 한

다고 한다. 사업반 측은 불법/폐양식시설의 단속ㆍ철거는 지자체의 리업무로 조

력발 사업의 목  내지 사업타당성이 될 수 없고, 가로림만 갯벌은 정부의 조사

결과 보존상태가 가장 우수한 갯벌로 평가되었고, 퇴 된 모래언덕은 천연기념물인 

박이물범의 휴식ㆍ섭생지로 활용되는 자연서식지로 설 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한다.

② 수 차 감소에 따른 조간  면   침수노출 시간의 변화

사업자는 수 차 감소에 따른 조간  면 의 변화 등 생태  부정  향이 크

지 않고 서서히 생태계가 안정화 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사업반 측은 단순히 

조간  면  변화를 제시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펄갯벌과 모래갯벌 그리고 혼

성갯벌의 변화양상과 이에 따른 서생물상의 변화에 한 조사  책 등이 제

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 가로림만은 모래갯벌이 우세한데 사업추진에 따라 

펄갯벌로 변한다는 것은  다른 생태계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생태계

의 향  그에 따른 책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한다). 

③ 조류 유속 감소에 따른 펄질화 

환경 향평가서( 안)에 따르면  완공 후 만 내해에 약간의 퇴 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펄질화에 한 언 은  없다) 별다른 환경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측하고 있다. 그런데  평가서( 안)를 검토한 문가 의견에 따르

면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펄갯벌을 포함하여 재 약 22%의 펄지역이 66%로 증가

하고,  모래갯벌과 혼성갯벌 지역  44%에서 항구  펄질화가 일어날 것으로 

상된다. 사업자는 평가서본안에서 와 같은 자문내용을 반 하여 결과를 다시 

제시하 는데  운  시 만 면 의 41.7%(46.9㎢)에 해당하는 지역(이는  상태



∣166∣　환경법과 정책 제10권(2013.5.31)

보다 약 17.5%(19.7㎢)로 증가한 수치다)이 펄질화될 것으로 측은 하면서도 주기

 해수유동이 활발한 해당 역이 반드시 펄질화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단

지 정성  경향 악에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④ 해수교환율 감소

환경 향평가서에 따르면 발 소 운  시 해수교환율이 약 8%로 감소될 수 있

는 것으로 측하고 있다. 사업반 측은 해수교환율은 지역  차이가 크므로 체 

평균치는 의미가 없고 따라서 각 지역의 해수교환율에 한 조사  향 분석과 

거기에 따른 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⑤ 자연생태환경의 변화

사업반 측은 해수유동  유통률 변화에 따른 랑크톤상의 변화  이에 따른 

상부 먹이사슬에 미칠 연쇄  효과, 조간  면  감소에 따라 (지역어 의 주 

수입원인) 바지락 서식지에 끼칠 악 향, 나아가 어류의 주 산란ㆍ서식처 훼손에 

따른 가로림만 인근  해역의 어족 자원에 미칠 악 향은 필연 이고  갯벌훼

손에 따른 유기물 정화능력도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2. 인천만 조력발전사업3)

⑴ 사업개요 및 인천만 지역의 환경ㆍ사회적 현황

인천만 조력발 사업은 강화 남부, 옹진군 장 도, 종도 해역 일원에 낙조 단

류식 조력발 소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사업지 면 은 106㎢, 방조제 길이는 18.3

㎞, 설비용량은 1,320MW, 연간 발 량 2,414GWh로 세계 최  규모이다. 

인천만 지역은 조수간만의 차가 커(평균 약 8.1m) 조력발 소 부지로서 이상

이라고 평가된다. 사업 상지인 강화남단지역은 세계 5  갯벌에 속하는 우리나라 

서해 갯벌  가장 큰 면 을 차지하는데 해양수산부의 조사결과(1999년) 자연생

태환경이 양호한 2등  갯벌로 평가되었고 장 도 인근갯벌은 2003년 12월 습지보

호지역으로 지정되었다. 강화지역의 어업 황은 2005년 기 으로 어업종사인구는 

415가구(1,143명)이다. 

 3) 이 부분은 이희선 외 4, 의 보고서, 82-91면을 이 의 의도에 맞게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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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인천만 조력발전사업을 둘러싼 환경ㆍ사회적 갈등의 주요 쟁점 

인천만 조력발 사업을 둘러싼 환경ㆍ사회  갈등의 주요 쟁 과 찬반론을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① 수 차 감소에 따른 조간  면  변화

(사업규모안  규모안을 채택한다면) 수 차 감소에 따라 사라지는 갯벌 면

은 약 17.9㎢으로  강화 남단 갯벌의 17.1%에 이르는 면 이다(사업계획안에 

따르면 발 최 화 설계 시 감소 면 은 51.3%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어 발 량의 

일부 손실(2%)을 가로 갯벌 훼손 면 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운 방식을 채택

한 결과라고 한다). 그러나 사업반 측은 퇴   펄질화 등에 따른 갯벌의 지속  

훼손으로 인하여 감소면 은 최  59%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한다. 이에 해 사업

자는 해 지형의 변화 측은 매우 어려워 정확한 수치 제시가 어렵다고 하면서도 

퇴 량은 매우 미미한 수 에 불과하고 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한다. 

② 유속변화에 따른 침식  퇴

한국해양연구원(2009)의 조사결과 사업 향지 반에 걸쳐 유속이 감소하여 퇴

이 증가할 것으로 측된다. 사업반 측은 퇴 토양은 펄질로 서생태계 반에 

커다란 변화를 래하고 펄질퇴 인 조간  갯벌을 궁극 으로 훼손할 우려가 있

고 퇴 고 상승에 따라 해안 쪽 갯벌은 육지화되어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종도 공항 건설 후 동검도 주  갯벌의 퇴 고 상승에 따른 육지화 상을 실례로 

들고 있다). 이에 해 사업자측은 유속 하로 인한 펄질 토양의 퇴 량은 매우 

미미하여 격한 환경변화를 래하지 않을 것이고  세립질을 서식처로 선호하

는 생물종이 출 하여 새로운 생태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한다. 한 지속  해

수유동으로 뻘죽이 형성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지만 감조치를 수립하여 이행할 

것이라고 한다.

③ 해수교환율

사 환경성검토서에서 해수교환율 변화에 한 언 은 없고 다만 교환율의 화

를 최소화하기 하여 수문 등 개수  구조, 운   조작 방식 등 안을 검토

하여 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한다. 사업반 측은 그러나 해수교환의 차단

에 따라 내부수질이 오염된 시화호 사례를 들며 해수교환율의 분석이 결여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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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주장한다.

④ 수질

사업반 측은 갯벌 면  감소에 따른 정화능력의 하, 뻘질 퇴 에 의한 조하

 갯벌의 부패, 해수교환율의 감소에 따른 유기 양염의 축 과 부 양화 등에 

따라 수질 악화를 상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측은 타 사업지구에 비해 하천이 

어 오염물질 유입에 따른 수질 악화는 미미할 것으로 상하는 한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바지락 등 폐류양식 어업허가를 통한 양염류의 생물학  제거방안

의 도입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한다.

⑤ 생물상에의 향

사업반 측은 서식지 훼손 등에 따라 천연기념물인 어새  멸종 기 2 종인 

알락꼬리마도요 등 보존가치가 매우 높은 개체 수의 격감이 상되고, 어류 산란

ㆍ서식처의 훼손과 수질 악화 등으로 어족 자원에의 피해가 불가피하고, 방조제에 

의한 회유성 어종의 이동경로 차단 등 서식환경의 변화에 따라 생물다양성이 감소

할 것이라고 한다. 이에 해 사업자는 체서식지 조성 등 안을 마련하여 그 

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한다. 

⑶ 인천만 조력발전사업을 둘러싼 사회ㆍ경제적 영향 및 주요 쟁점

인천만 조력발 소의 건설ㆍ운 에 따른 사회ㆍ경제  향에 해서도 의견이 

첨 하게 립하고 있다.

① 조력방조제의 교통망 역할

사업자측은 방조제의 교통기능을 활용한 환서해안의 물류교통망이 형성됨으로써 

사회경제  부양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 한다(즉 방조제가 연육교의 역할을 담

당하여 도서주민의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서울-인천- 종도-강화를 잇는 역교통망

의 형성으로 근성이 향상되어 수요가 증 할 것이며 특히 종도 국제공항

은 항공물류  육상교통 등 물류기능의 핵심 거  역할(신 서해권 Asian Highway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사업반 측은 이미 계획된 연육교 사업(강화

남단과 신도 종도 잇는 교량 건설사업으로 2014년 완공을 목표로 2010년 기공

식을 가졌다)과 복되고 기존 계획에 견주어 교통망이 우회되어 오히려 손실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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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다.

② 일자리 창출  지역 사업 활성화

사업자측은 발 사업을 통하여 건설기간 내 연 6만 4천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상한다. 이에 해 사업반 측은 고용될 건설인력은 72명/일로 지역주민

들에게 취업기회가 돌아올 가능성이 희박하고, 특히 문지식이 필요한 발 소 운

인력은 40인에 불과하여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무 하며 오히려 어업인구와 

업 종사자의 규모 실직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반박한다. 한편 사업

자는 사업 후 해양리조트, 수상 포츠 시설, 생태체험공원  에 지공원 등을 조

성함으로써 국제  휴양 지로 발돋움하고 지역 산업이 활성화 할 것으로 

주장하지만 반 측은 갯벌  경  훼손 등으로 오히려 지역 자원 가치가 하

된다고 반박한다.

③ 어업환경

사업자는 통수문의 확 설치  정 운 으로 기존 어업활동에 미칠 향을 최

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나아가 선진 어업 진기지의 건설을 검토하고 바다목장

과 같은 고부가가치 어족자원의 개발에 노력할 것이라고 한다. 이에 해 반 측 

해수유통률의 하  조류 변화에 따른 퇴 /침식으로 산란처가 훼손되어 젓새우 

 꽃게와 같은 주요 어종은 완 히 멸될 것이고  발 소 가동에 따라 어업 

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가해지고 종국에는 어업항구로서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

라고 한다.

Ⅲ. 조력발전사업을 둘러싼 가치 대립의 배후원인과 해결방향

1. 가치대립의 배후원인 분석

그 다면 이처럼 국내의 조력발 사업을 둘러싸고 일어난 갈등의 근본원인은 무

엇일까. 한 연구는 조력발 사업을 둘러싼 환경ㆍ사회  갈등의 배후원인을 에 지 

정책 자체에서 찾고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 재 해양에 지 기술의 수 상태나 

장래에 달성 가능한 기술발  정도를 감안하지 않고 신재생에 지의 확 보 이라

는 목표에만 집착한 나머지 조력발 사업으로 인한 환경ㆍ사회  향을 고려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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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한 채 해양에 지 자원의 보 목표를 과도하게 설정4)한 것”에 갈등의 근본원

인이 있다고 하며,5) 해양에 지 자원의 보 목표가 상향조정된 까닭은 2008년 신

재생에 지 확 보  정책을 이른바 ‘발 차액지원제’(신재생에 지를 이용한 력

생산자에게 시장가격과 생산비의 차이를 보조  형식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하는

데 이하 “FIT”라 한다)에서 ‘의무할당제’(특정발 사업자에게 발 량의 일정량 이

상을 신재생에 지를 이용, 공 하여야 할 의무를 지우는 제도를 말하는데 이하 

“RPS”라 한다)6)로 변경함에 따라 에 지원별 보 목표량이 증 하 기 때문이라

고 한다.7) 그런데 RPS의 용을 받는 발 사업자의 입장에서 의무이행을 하여 

재 상용화 기술이 개발된 신재생에 지원 가운데 단일 발 시설로서 가장 큰 에

지를 수확할 수 있는 조력발 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8) 

 연구는 이러한 신재생에 지의 확 보 에 한 정책과 련제도의 변화에다 

①사 환경성검토  환경 향평가에 한 불신(조사 기간ㆍ내용ㆍ방법 등에서의 

부실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미수렴), ②사업타당성 검토 불신(가령 인천만 조력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 한국해양연구원은 조력발 소의 수명을 70년으로 설정하

여 사업타당성을 검토하 으나 반 측은 발 소의 수명을 35년으로 설정하여 검토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③주민의견 수렴방식에 한 불만(사업자의 일방  조사

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경험지식과 의견 등의 미반 , 공청회를 사업의 홍보나 일

 4) 가로림만 등 5개소의 조력발 소가 모두 가동되더라도 지식경제부(2008년)의 2020년까

지 해양에 지원 보 목표의 약 50% 정도를 달성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한다(이희선외 4, 
의 보고서, 106-107면).

 5) 이희선외 4, 의 보고서, 107면.
 6) 신에 지  재생에 지 개발ㆍ이용ㆍ보  진법 제12조의5(신ㆍ재생에 지 공 의무화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 은 신ㆍ재생에 지의 이용ㆍ보 을 진하고 신ㆍ재생에 지

산업의 활성화를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 의무자"라 한다)에게 발 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

무 으로 신ㆍ재생에 지를 이용하여 공 하게 할 수 있다.
1. ｢ 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발 사업자

2. ｢집단에 지사업법｣ 제9조  제48조에 따라 ｢ 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발

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3. 공공기

 7) 2010년 ｢신에 지  재생에 지 개발ㆍ이용ㆍ보  진법｣의 개정에 따라 2012년부터 

FIT가 폐지되고 이를 체하여 RPS가 도입, 시행되고 있다. 국내 RPS 제도의 황에 

한 개 인 로는 노상양, “국내 RPS 제도의 황  방향”, ｢ 기의 세계｣ 제59권 

제12호, 2010, 18-21면 참고.
 8) 이희선ㆍ안세웅, “환경을 고려한 조력  폐기물 에 지의 의무할당제(RPS) 가 치 개

선”, ｢환경포럼｣ 제16권 제1호(통권 제171호), 20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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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결과를 통보하는 형식으로 진행), ④사업추진에 따른 이익  보상에 한 불

만 등이 갈등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한다.9) 

2. 에너지 정책ㆍ제도와 사회대립의 발생: RPS와 대규모 조력발전사업의 

상관성 

에서 언 한 연구가 조력발 사업을 둘러싸고 일어난 갈등의 원인으로 지 한 

①부터 ④까지의 사유는 사실 조력발 사업을 둘러싼 분쟁상황에 특유한 것은 아

니고 그간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크고 작은 분쟁에서 늘 갈

등원인으로 지 받아온 것들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갈등의 근본원인으로 지목된 신

재생에 지의 (과도한) 보 확 라는 목표를 실 하는 방안으로 채택된 제도로서의 

RPS를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신재생에 지의 보 확 라는 정책목표를 실 하기 하여 도입된 RPS가 오히

려 독자 인 재생에 지 시장의 확장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은 그 부터 제기된 

이 있다.10) 이 주장에 따르면 RPS의 용을 받는 발 사업자들은 2012년 

2.0~2.5%를 시작으로 2022년에 발 량의 10.0%를 의무 으로 재생에 지원에서 

생산된 력으로 공 하여야 하는데 우리나라처럼 6개 한국 력의 자회사가 체 

생산 력의 93.5%(2008년 기 )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RPS의 도입은 단기간

의 성과에 한 나머지 규모 재생에 지 발 설비를 통하여 의무공 량을 이

행하는 결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11) 여기다가 조력발 의 공 인증

서12)의 가 치(1MW 이상의 수력발 의 고정요 기 가격을 기 으로 한다)를 부

여함에 있어 경제  타당성만을 고려하여 조력방조제의 신규건설 유무에 따라 가

치를 차등부여하는 것도 신규 방조제 건설을 통한 조력발 사업의 추진을 조장

 9) 이희선 외 4, 앞의 보고서, 111-113면.
10) 이헌석, “에 지 측면에서 바라본 규모 조력발 의 문제 -한국의 규모 조력발  무

엇이 문제인가”, 국회토론회자료집, 2009, 36면.
11) 이헌석, 의 논문, 37면. 재생가능에 지원이 갖는 분산형 소규모라는 특성을 살릴 수 

없는 RPS를 면 재검토하여야 한다는 주장(이유진, “재생가능에 지 입지 갈등 해소를 

한 연속 토론회-한국의 규모 조력 발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토론자료집, 2009, 19
면)도 같은 맥락이라 하겠다. 

12) RPS에 따른 의무를 달성하는 방법으로, 1.발 사업자 등 공 의무자가 직  신재생에

지를 이용하여 력을 생산, 공 하는 것과 2.신재생에 지 공 인증서(신재생에 지 설

비로부터 생산된 에 지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구매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신에 지 

 재생에 지 개발이용보  진법 제12조의5 제1항  제5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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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13) 즉 RPS는 발 사업자로 하여 ‘ 규모’ 재생에 지 발 설비 사업

을 선택하도록 부추기는 경향성을 가지도록 제도가 설계되었다.

여기서 우리보다 앞서 RPS를 도입,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상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은 2003년부터 ｢신에 지 이용 진을 한 기사업자에 의한 

신에 지등의 이용에 한 특별조치법｣(이하 “일본 RPS법”)을 시행하고 있다. 동

법의 용 상인 신에 지등은 풍력, 태양 , 지열, 수력(출력 1,000킬로와트 이하

의 수력발 소의 원동력으로 사용되는 것)  바이오매스를 발효 는 열분해하여 

얻는 수소 는 일산화탄소를 화학반응시켜 얻는 에 지 등이다(동법 제2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조).14) RPS의 이행상황을 보면 2008년도까지 이행이 의무량을 상

회하고 있는데15) 2008년 신재생에 지 공 량  바이오매스(39.5%), 풍력(38.6%), 

수력(12.1%)은 비 이 높은 반면, 태양 (9.5%)은 상 으로 낮다. 이러한 결과는 

신재생에 지별 할당량을 정하지 않고 총량만을 정하고 있어 발 비용이 상 으

로 낮은 바이오매스(쓰 기 연소에 의해 발생된 력) 등에 집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되고 있다.16) 

이처럼 RPS 아래에서 한국과 일본의 재생에 지 황과 경험으로부터 우리는 

RPS라는 제도환경에서 RPS 용 발 사업자로서는 의무공 량을 가장 비용경제

인 방법으로 공 하고자 할 터인데 이것이 일본의 경우 주로 폐기물소각열을 회수

한 에 지인 바이오매스의 비 이 상 으로 높아지는 상으로, 한국의 경우 조

력발 사업을 둘러싸고 사회  갈등이 발생하는 사태로 나타나고 있다. RPS는 FIT

와 달리 발 사업자가 겪는 리스크를 충분히 제거하지 못하므로 소규모 발 사업

자의 시장진입이 매우 어려워,17) 의무공 량의 이행은 공 인증서의 구매(충당)보

13) 조력발 시설을 기존 방조제에 건설할 경우에는 가 치를1.0으로 부여하나, 신규 방조제

를 건설할 경우에는 가 치 2.0을 부여한다(이희선ㆍ안세웅, 앞의 논문, 5면). 즉 조력발

의 경제  타당성을 확보하기 하여 환경  피해가 큼에도 사업규모를 확장하고 방

조제를 건설함으로써 높은 공 인증서상의 가 치를 받고자 할 수 있다. 
14) 김상태ㆍ박종원, “일본 RPS법의 정책  시사 ”, ｢한양법학｣ 제22권 제1집(통권 제33집), 

2011, 149면. 다만 조력 등 해양에 지  형수력은 우리의 신재생에 지법과 달리 일

본 RPS법은 용 상이 아니다.
15) 이는 이용목표량이 지나치게 낮게 설정된 데 기인하는 측면도 있다고 한다.
16) 정성춘 외 4, “일본의 탄소사회 략에 한 연구”, 외경제정책연구원 2009, 306면(김

상태ㆍ박종원, 앞의 논문, 156면에서 재인용). 이러한 이유로 일본의 RPS 제도는 기사

업자의 목표 과달성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 지의 보 확 에 그다지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한다. 
17) 김상태ㆍ박종원, 의 논문, 159면. 발 단가가 상 으로 높은 태양 분야는 동 제도 

도입 이후 도태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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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직  신재생에 지원을 이용한 에 지 생산  공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

은데 이 때 발 사업자의 입장에서 규모 조력발 설비를 통한 의무공 량 이행

방식 채택은 경제  측면에서 매우 합리  선택이 될 것이다.18)

3. 가치대립의 해결방향: 개발에 따른 환경적 결과를 고려, 반영할 수 있

는 제도의 필요성

이처럼 RPS 용 상 발 사업자에게 규모 조력에 지원의 개발은 경제  측

면에서 상당히 매력 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조

력발 소의 지는 한 환경 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곳인바 개발과 환경보호의 

통합을 통한 지속가능발 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에 지 개발에 한 의사결정과정

에서 사업계획지역의 환경가치가 정하게 고려, 반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실에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훼손의 결과는 사회 으로 외부화되므

로 사업자는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그러한 환경  결과를 특별히 고려하여야 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 이는 에 지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주 하는 행정부처의 경

우도 마찬가지인데 에 지주 부처로서는 신재생에 지의 보 확 라는 행정목표

를 달성하기 한 효율  제도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로 심을 기울일 것일 뿐19) 

특정 에 지 기술개발로 인하여 발생가능한 환경  향에는 상 으로 심이 

소홀할 것인데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6차 력수 계획을 둘러싼 논란

이 증하고 있다. 개발에 따른 환경손상의 결과가 외부화되고  환경보호와 개

발 목표가 기능 으로 분 된 조직단 에서 수행되는 행정 실에서 환경보호와 개

발의 통합을 실 하려면 반드시 개발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시행에 있어 개발에 따

른 환경  결과과 그 의사결정시스템 내에서 체계 으로 고려, 반 될 수 있는 제

도  장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18) 同旨, 이유진, 앞의 논문, 14면. “에 지 공 업체에 강제 으로 재생가능에 지원 비

을 할당하는 방식을 용할 경우, 재생가능에 지원이 규모화 되거나 집 화될 수밖에 

없다. 발 회사들은 의무할당을 단기간에 손쉽게 달성하기 해 규모 조력발 소 건설

을 택한다. 신재생에 지원 에서 투자비 비 할당량을 가장 손쉽게 채울 수 있는 것

이 바로 규모 조력발 소이기 때문이다.”
19) 2009년 6월 16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공유수면 리  매립에 한 법률안’을 심

의ㆍ의결하 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조력, 풍력발 , 원 사업 등을 효율 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재 일률 으로 3년으로 제한된 공유수면의 용ㆍ사용기간을 시설물의 내

구연한에 따라 30년ㆍ15년ㆍ5년 이하로 연장하도록 하 다(이유진, 앞의 논문,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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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개발계획ㆍ사업으로 인한 환경적 결과의 내부화 방안으로서 전략

환경영향평가와 그 한계

개발에 따른 환경 향에 한 고려를 의사결정시스템에 내부화하는(internalize) 

제도  장치로 표 인 것은 략환경 향평가제도와 비타당성제도, 행정부처 

간의 의제 등을 들 수 있다. 비타당성 조사제도는 규모 개발 사업에 한 

산 편성에 앞서 그 사업의 경제성 등을 사 에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산을 

편성ㆍ운용하기 한 제도로 비타당성 조사에서 환경성 평가가 사업추진여부  

사업추진간의 우선순 를 결정하는데 일 고려요소가 된다. 하지만 동 제도는 국가

경제  차원에서 당해 사업의 추진 여부를 단하고 사업간의 우선순 를 합리

으로 결정하여 제한된 산으로 효율 인 재원분배를 가능하게 하는 데 그 기본

인 취지가 있다20)는 에서 환경  결과를 내부화하는 방안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략환경 향평가제도를 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의의, 대상 및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략환경 향평가(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SEA)란 환경에 향을 미

치는 상 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 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안의 설정ㆍ

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

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 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환경 향평가법 제2조 제

1호).21) 

법은 략환경 향평가 상계획을 계획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책계획’22)과 

‘개발기본계획’23)으로 구분하며 구체 인 평가 상계획의 종류는 환경 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다. 조력발 사업과 련된 략수 계획과 같이 승

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략환경 향평가 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

20) 부산지법 2010. 12. 10. 선고 2009구합5672 결. 
21) 2011. 8. 4.자로 법률개정으로 종 의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한 사 환경성검토제도가 

략환경 향평가제도로 체되면서 환경 향평가제도와 통합되어 단행법률이 제정되었다. 
22) 국토의  지역이나 일부 지역을 상으로 개발  보  등에 한 기본방향이나 지침 

등을 일반 으로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환경 향평가법 제9조 제2항 제1호). 
23) 국토의 일부 지역을 상으로 하는 계획으로, 여기에는 가.구체 인 개발구역의 지정에 

한 계획과 나.개별 법령에서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기 에 수립하도록 하는 계획으로

서 실시계획 등의 기 이 되는 계획이 포함된다(환경 향평가법 제9조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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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장은 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에 략환경 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 에

게 의를 요청하여야 한다(환경 향평가법 제16조 제1항). 환경부장 은 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략환경 향평가서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데 검토한 결

과 략환경 향평가서 는 계획 등을 보완ㆍ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상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 의 장에게 략환경 향평가서 는 해당 계획의 보완

ㆍ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보완ㆍ조정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에 따라야 한다(환경 향평가법 제17조 제1항  제3항).

2.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제도적 한계

⑴ 사회영향평가의 결여

사회 향평가는 정책이나 개발사업의 추진결과로 지역주민들과 지역사회에 미칠 

사회경제  향을 측하여 정책이나 사업을 평가하는 것이다.24) 사회 향평가는 

사회경제  향평가를 통해 개발효과와 사회경제  향을 측할 수 있고 그럼

으로써 공동체 해체 등 불가역  사회  향을 방지 는 감하고, 사회  합의

를 형성하거나 어도 사회  갈등강도를 약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25) 그런

데 특정 계획이나 사업이 사업 상지역의 사회ㆍ경제  측면에 미치는 향을 고

려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는 아직 미약하다. 

행 환경 향평가서 기재요령(환경부고시 제2012-112호｢환경 향평가서 작성 

등에 한 규정｣별표 2, 이하 “평가서기재요령”이라 한다)은 평가서 분야를 기환

경-수환경-토지환경-자연생태환경-생활환경-사회ㆍ경제환경으로 구분하고, 이  사

회ㆍ경제환경 분야의 기재사항으로 인구, 주거, 산업을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행법상 사회 향평가는 사회ㆍ경제환경 분야의 인구, 주거, 산업에 한 향의 

측평가를 통하여 부분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26) 그러나 주거환경에 

24) 이시재, “사회 향평가의 이론과 방법”, ｢ECO｣ 제3호, 한국환경사회학회, 2002, 106면. 
인간 향평가 는 사회분석이라는 용어가 쓰이기도 한다(이종호, “환경갈등과 사회경제

향평가”, ｢한국사회과학연구｣ 제30권 제2호, 2008, 31면).
25) 구도완, “환경 향평가제도와 사회 향평가-제도도입과 발 방안”, ｢ECO｣ 제3호, 한국환

경사회학회, 2002, 134-135면. 이런 에서 사회 향평가는 정책결정과 기획 그리고 갈등

리의 차원에서 꼭 필요한 차로 주민들의 생활양식을 보 하고 생태계 보  범  내

에서 개발을 추구하는 지속가능발 을 해 필요불가결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이시재, 
의 논문, 109면).

26) 환경 향평가서 기재요령은 구체 으로 인구항목의 평가는 “사업으로 인해 인구변화에 

미치는 향”을 지역의 반 인 환경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하고, 주거항목의 평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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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향의 평가는 개발사업이 인간의 주거생활에 미치는 향을 측하고 

감방안을 종합 으로 강구하는데 목 을 두어야함에도 평가서기재요령에는 종합  

평가를 한 지침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실제 평가서 내용도 단편  분석과 측

에 머물고 있는 형편이다.27)  산업에 미치는 향의 평가는 개발사업이 산업에 

미치는 향을 측하고 기존 사업에 미치는 악 향을 이는데 목 이 있으므로 

평가서기재요령은 평가 상지역의 산업별 취업인구, 생산액, 산업진흥계획 등의 

황을 분석하고 사업으로 인해 일어나게 될 산업구조나 소득수 , 지가  임 료 

등의 변화를 종합 으로 측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산업항목은 향평가 상에

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고  포함되더라도 통계연보의 내용을 그 로 인용하는데 

그치는 경우가 부분이다.28) 즉 행 환경 향평가제도는 개발행 에 따른 생태

환경에 한 향을 주로 평가하는 것이지 개발행 에 따른 사회경제  문화  

향평가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29)

조력발 사업은 지역주민의 생활기반이자 지역공동체의 기반이 되는 연안환경의 

훼손과 환경질의 하를 수반한다는 에서 사업이 지역사회에 미치게 될 사회경

제  향은 매우 클 것이고,30) 따라서 조력발 사업의 경우 사회 향평가가 강하

게 요청된다.31) 그러나 에서 본 바와 같이 재는 사업에 한 사회 향평가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32) 앞서 살펴본 인천만  강화조력발 사업의 경우 

사업자는 교통 근성의 증   효과, 일자리 창출 등 사업이 지역사회에 

정  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반 측은 사업이 지역사회경제에 미치

“사업 시행으로 인해 상지역, 련 있는 주변지역  이주단지 등에서의 향 등을 포

함하여 주거환경에 미치는 향”을, 산업항목의 평가는 “지역의 환경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 시행으로 인한 산업에 미치는 향”을 평가할 것을 요구한다. 
27) 구도완, 앞의 논문, 138면.
28) 구도완, 앞의 논문, 139면. 
29) 이시재, “허베이 시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의 사회 향연구”, ｢ECO｣ 제12권 1호, 2008, 

113면.
30) 이는 시화화 조성사업이 지역주민들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문화인류학 으

로 추 한 연구사례에서 유추할 수 있다. 거기서는 “ 규모 개발사업이나 자연자원의 과

도한 착취에 따라 환경이 괴되거나 크게 변형될 경우 주민들의 생활 반에 걸쳐 매우 

다양하며 지속  향을 미쳤음”을 확인하고 있다(한경구 외 4, ｢시화화 사람들은 어떻

게 되었을까｣, 솔출 사, 1998, 220-227면; 구도완, 앞의 논문, 144면에서 재인용).
31) 同旨, 이희선ㆍ신경희ㆍ주지혜, 앞의 보고서, 120면.
32) 규모 갯벌 훼손 사업인 새만 사업에서조차 사업이 지역주민들이나 지역사회에 미칠 

사회경제 향에 한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새만 사업으로 조성될 담수호의 수질평가

와 해양환경평가 그리고 사업의 경제성 평가에 국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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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  향은 거의 없고 오히려 지역공동체의 사회경제  기반인 습지등 연안

환경을 훼손할 것이라고 반박한다. 사업자가 들고 있는 사업의 정  기 효과는 

사회 향평가 등을 통하여 검증됨으로써 분쟁당사자들이 신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사회 향평가는 략환경 향평가와 함께 실시되어 계획 수립 시 그 결과

가 정히 반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환경  측면에서의 계획의 정성  입지

타당성 등을 검토만으로 지역사회에 미치는 사회경제  향이 하게 포착될 

수 없고 따라서 사 에 사회  갈등을 방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33)34) 

⑵ 협의의 본질적 한계로서 협의의 구속력

략환경 향평가제도에서 정책계획 등에 따른 환경 향을 계획의 수립이라고 

하는 의사결정시스템에 내부화하는 장치는 환경부장 과의 의이다. 그런데 ‘

의’행 의 본질상 환경 향의 내부화는 종국 으로 의를 구한 당사자에 의한 

의내용의 수용에 의하여 담보될 수 밖에 없다.35) 물론 환경 향평가법은 의를 

구한 당사자로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내용을 수용하여야 할 의무를 

지움으로써 제도 으로 환경 향의 내부화를 꾀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여 히 

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들어 의내용을 거부할 여지가 인정되는데,36) 제

33) 同旨, 이종호, 앞의 논문, 46쪽. 한편 미국에서 사회 향평가 필요성이 제기된 것도 환경

향평가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가령 환경단체들은 송유  부

설이 토착민들에게 미칠 사회경제  향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반 소송을 제

기하 다고 한다)(이시재, 사회 향평가의 이론과 방법, 107면 이하 참고).
34) 참고로 캐나다 Fundy만 조력발 로젝트 략환경 향평가(SEA) 최종보고서가 로젝

트 시행에 따른 물리  측면, 생물학  측면  사회경제  측면의 상호작용을 잘 기술

하고 있으므로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최종보고서는 Fundy만은 캐나다에서 가

장 부가가치가 놓은 상업어업지역으로 이해 계자들은 조력 로젝트는 어업, 물고기 이

동  Nova Scotia 지역 생계를 한 큰 도박이라며 어업권 보호를 우선  문제로 제기

하며, ①어업을 보호하기 한 지방의 계획은 무엇인가, ②어민들이 모니터링에 참여해

야 하고 어 계와 개발자는 한 모니터링을 보장하기 해 지속  계를 유지하며 

어민이 필요이상으로 어업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③조력발 이 어떤 어업활동을 

체한다면 한 수 은 어느 정도이고 가 결정하고 어떤 로세스로 실행해야 하는

지 논의되어야 한다고 언 하며, 결론 으로 Fundy만의 환경  사회경제  요소가 침

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한다(이희선 외 4, 앞의 보고서, 125-128면, 136-137면). 
35) 한 연구에 따르면 환경 향평가법상 의의 의미는 “최소한 의기 인 환경부장 에게 

환경 향평가 상사업을 시행하기 해 동의를 구하라는 의미”라고 하는데 과연 동 

의의 의미를 그 게까지 새길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이순자, 환경 향평가법상 의에 

한 고찰, 환경법연구 제34권 3호, 한국환경법학회, 2012, 87면).
36) 의의견이 잘못된 사실 계를 기 로 하여 작성된 것일 뿐만 아니라 사건 공장은 PCM

모듈과 SMP모듈을 생산하는 공장으로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조용하여 환경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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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건설장기계획(’12~’21)에 한 략환경 향평가 의 사례가 이를 잘 시하

고 있다. 환경부는  건설장기계획에 한 략환경 향평가 의에서 신규  

건설계획 가운데 낙동강 장 천 수계 ( 양 )은 체 수자원 개발이나 낙동강 

본류에서 취수하는 방안이 타당한 것으로 단된다며,  계획에서 제외해야 한다

는 취지의 의견을,  강 지천, 섬진강 내서천, 낙동강 임천 수계 도 인근  

재개발이나 보강, 체수원 이용 등의 방안을 먼  검토한 뒤  건설 계획을 수

립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 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해

당 계획에 포함된 후보지(안)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등 련계획에 따라 수계별로 

홍수조 ㆍ용수공  등 사업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을 선정한 것이며, 구체 인 

입지ㆍ규모는 향후 타당성조사ㆍ기본계획 수립 등의 차를 거쳐 확정된다”는 이

유를 며37) 환경부의 계획의 보완  재보완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 계획을 

확정하고, 2013년 양   문정 (지리산 ) 산을 배정하 다.38) 건설장기계

획에 한 략환경 향평가 의를 통하여 의에 내재한 본질  한계가 드러난 

것이다. 

한편 가로림만조력발 과 강화조력발 사업계획은 제6차 력수 기본계획

(2013~2027)에 반 되어 있다.39) 그런데 력수 기본계획은 략환경 향평가 상

계획이 아니어서 의를 통한 환경  결과의 내부화는 원천 으로 불가능하다

.40)41) 설사 력수 기본계획은 략환경 향평가 상계획이었다 하더라도 력의 

이라는 원고의 주된 주장에 한 평가는  반 되어 있지 않아 의의견은 개발사

업에 반 하지 않아도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라며, 피고가 

 의의견만을 토 로 원고의 사건 공장신설승인신청에 하여 불승인처분한 것을 재

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는 결로는 지방법원 2009구합74 결 참고.
37) 국토해양부, [보도해명자료] 건설장기계획은 문가 검토, 법 차 모두 거쳐 수립, 20

12.2.6. 방문일자: 2013.3.7(http://www.mltm.go.kr/USR/NEWS/m_72/dtl.jsp?id=95071702).
38) 국토해양부는 장 천 수계 (경북 양) 경우, 생활‧공업용수 공 , 홍수피해 방, 하천

건천화 해소 등을 해 필요하고 지역에서 극 찬성하는 사업이며, 비타당성조사(기
획재정부 주 )에서 사업 추진이 타당한 것으로 평가되었고(’11.9), 국회에서도 필요성이 

인정되어 ‘13년도 타당성조사 소요 산(23.9억원)이 반 되었다고 한다(국토해양부, 해명

보도자료: 건설장기계획은 환경부 의 등 법 차 거쳐 수립, 방문일자: 2013. 3. 7.
http://www.mltm.go.kr/USR/NEWS/m_72/dtl.jsp?id=95071654). 다만 국회 산심의 과정에

서 문정 은 산이 액 삭감되고, 양  건설 산은 증액되어 26억 7천만원이 최종 

확정되었다.
39) 지식경제부, 제6차 력수 기본계획(2013~2027), 2013. 2. 63면. 다만 인천만조력(사업진

척 없음), 아산만조력(신규추진)은 번 수 계획에 반 을 보류하고 추후 사업추진 여건

이 성숙된 후 재검토하기로 하 다.
40) 력수 기본계획이 략환경 향평가 상에서 제외된 데 따른 문제 은 이번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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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  공 이라는 력수 계획의 최우선  목표에 비추어 동 계획에 따른 환경

 결과가 정하게 고려되었을지는 의문이다.42)  력수 기본계획이 발표되자 

환경단체는 재의 화력발 시설을 유지하여도 감축목표의 수가 어려운 상황에

서 18개소 신설을 포함한 제6차 력수 기본계획이 시행된다면 우리나라 정부가 

한 감축목표 공약43)은 지킬 수 없다며 동 계획의 수립을 강력하게 비 하 다

(2020년 발 부문의 감축수 (7.4%)은 발 부문 국가감축목표(26.7%)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분석한 환경부의 ‘제6차 력수 계획의 국가 감축목표 정합성 분석’

은 이러한 환경단체의 주장을 뒷받침하 다).44) 한편  력수 기본계획에 반

된 흥도 화력발 소 증설을 놓고 옹진군과 옹진군의회는 “발 소 증설이 지역 

개발과 주민 소득 증 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인천시는 지역온실

가스 배출량의 45%를 차지하는 흥화력의 발 소가 증설될 경우 그 비 이 62%

까지 높아지고 연간 1,000억원씩 투입하는 기환경개선사업의 효과가 물거품이 

될 우려가 있다며 반 하 다.45) 제6차 력수 기본계획이 온실가스 배출량, 기

력수 기본계획에 따른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이를 증한

다. 우리나라 정부는 2009년 12월 코펜하겐 기후변화 약 당사국총회에서 “2020년까지 

온실가스배출 망치 비 30%를 이겠다”는 감축목표를 공식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재의 화력발 시설을 유지하여도 감축목표의 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18개소 신설을 

포함한 제6차 력수 계획이 시행된다면 감축목표 공약은 지킬 수 없다는 환경단체의 

비 이 있었고, 2020년 발 부문의 감축수 (7.4%)은 발 부문 국가감축목표(26.7%)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분석한 환경부의 '제6차 력수 계획의 국가 감축목표 정합성 분

석'은 이러한 환경단체의 주장을 뒷받침하 다(한국일보, “화력발  증설… 온실가스 감

축 목표 공연불”, 2013. 2. 13.자 기사).
41) 따라서 일단 신재생에 지 정책에 한 략환경 향평가, 즉 국가에 지기본계획과 조

력에 지계획의 정성에 한 검토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同旨, 이희선ㆍ신경희ㆍ주지

혜, ｢수용성 향상을 한 조력발 의 환경친화  건설방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0, 111-112면).

42) 제6차 력수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은 ① 극  수요 리를 통해 신규 발 설비 건설소

요 최소화 ②경제규모에 걸맞는 안정  비율 확보, ③지역수용성, 계통여건을 고려한 

발 시설 확충이다(지식경제부,  계획, 16면).
43) 우리나라 정부는 2009년 12월 코펜하겐 기후변화 약 당사국총회에서“2020년까지 온실

가스배출 망치 비 30%를 이겠다”는 감축목표를 공식 발표한 바 있다.
44) 한국일보, 앞의 기사.
45) 한국일보, “ 흥도 화력발 소 증설에 인천-옹진 다시 충돌”, 2013. 2. 7.자 기사. 흥

도에서 발 소 1~4호기(3,340㎿)를 운 하고 있는 한국남동발 ㈜ 흥화력본부는 발

소 건설이 시작된 1996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지역지원사업에 1,370억원을 쏟아 부었다. 
재 짓고 있는 5ㆍ6호기가 가동되는 내년부터는 해마다 60억원 정도가 지역지원사업에 

쓰일 정이다. 7ㆍ8호기가 증설될 경우 주민들에게는 매년 20억원씩이 더 지원된다. 김

기순 옹진군의회 부의장은 "인구와 객이 늘고, 지역 주민주민이 1,000명에 달하는 

등 흥화력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며 "주민 92%가 찬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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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등 환경  향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 에 주 부처는 력 수  안정

과 소비자 권익 보호가 력수 기본계획의 최우선 목표인 만큼 최선을 다하 다

는 입장을 표명을 하 다.46)47) 이러한 사실은 력수 기본계획이 략환경 향평

가 상이 되더라도 계획에 따른 환경  결과가 동 계획에 정하게 고려, 반 되

지 아니할 것이라는 측의 타당성을 증한다. 

Ⅴ. 개발-환경가치 통합을 위한 거버넌스로서 협의적 의사결정

1. 환경-개발가치 통합을 위한 의사결정방식의 모색 필요성

환경보호와 개발 목표가 기능 으로 분 된 행정부처에 의하여 개별 으로 수행

됨으로써 행정부처 간 우선  목표가 서로 다르고 심지어는 상반될 수 있다는 것

은 행정체계의 주어진 조건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발에 

한 의사결정과정에서 환경  결과를 고려, 반 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로서 략환경

향평가가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략환경 향평가에는 “ 의의 실효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종국 으로 개발주체에 의한 의 수용에 의존하고 있다”는 본

질  한계가 내재하고 있다. 

한편 를 들어 력 수 의 안정성, 지역경제 발 ,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기환경질의 개선 등은 불가피하게 서로 상쇄 계에 놓일 수 있는 정당한 

행정목표이자 공익가치들로서 이것들은 동일한 의사결정체계 틀에서 고려되는 것

이 사회 으로 최 의 결과에 이르게 될 개연성이 크다. 그 다면 우리는 략환

경 향평가제도를 넘어서 보다 합한 의사결정방식을 모색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고 본다. 다른 한편 우리 사회에서 정부, 시민, 이해 계를 가지는 조직 등 범한 

계당사들의 참여와 숙의 속에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합하다고 여겨지는 

만큼 발 소 증설이 조속히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46) 지식경제부 계자는 온실가스 배출을 둘러싼 사회  비용과 환경  요소에 가 치를 부

여해 시뮬 이션을 돌렸는데도 석탄발 소를 18개 설치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그

래도 환경을 고려해 비용이 2~3배 더 들지만 배출량이 은 LNG발 소를 6개 신설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한국일보, “화력발  증설… 온실가스 감축 목표 공연불”, 2013. 
2. 13.자 기사).

47) 이헌석은 “ 재의 력수 기본계획은 력의 안정  공 과 공 가격만을 고려하여 지

역 간 형평성, 지역 내 분쟁상황 등은  반 되지 않고 있다”는 지 하고 있다(이헌

석, 앞의 논문, 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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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이 존재한다. 여기에는 계획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으로 다른 분야 는 부문

에 범 한 향을 미쳐 혹은 지역주민과 일반국민에게 범하게 향을 미칠 수 

있어 사회  합의가 필요한 국가에 지기본계획, 력수 기본계획, 수자원장기종

합계획, 건설장기계획 등의 장기종합의 행정계획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지  

문제가 되고 있는 조력발 계획은 바로 력수 기본계획에 담겨져 있다. 그런데 

력수 기본계획 등과 같은 장기종합  행정계획의 경우 환경  결과에 한 고

려가 계획수립기 이 아닌 제3자(환경부)에 의하여 결정, 부과되는 제도인 략환

경 향평가를 넘어 련 개발부처와 환경부처 그리고 시민(단체)가 정책수립의 부

분주체로 참여하는 단일한 의  의사결정체계 안에서 환경ㆍ사회ㆍ경제  향 

등이 히 고려, 반 되는 가운데 수립된다면 환경과 개발가치의 통합성을 제도

로 보다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환경-개발가치통합을 한 의사

결정방식의 범을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다. 

2.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수립과 거버넌스로서 협의적 의사결정

⑴ 숙의과정으로서 협의적 의사결정과 그 실행가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국토해양부장 이 수자원의 안정 인 확보와 하천의 효율

인 이용․개발  보 을 하여 20년 단 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으로서 유역치

수종합계획과 하천기본계획의 기본이 되는 계획으로 하천법상 최상 계획이다. 그

런데 2001년 수립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1-2020)에 해서는 특히 물 수  과

다 추정 등의 논란이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2004년 5월부터 2006년 6월까지 

문가, 시민단체, 지자체, 계부처 등으로 구성된 의체를 운 하여 계획수립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하 다. 특히 의체는 4개의 하 의체를 체계 으로 운

하여 이해 계자들의 실질 인 참여를 통하여(참여인원 총 143명, 회의개최횟수 총 

47회) 사회  합의를 도출하 다. 한, 계획의 투명성을 최 한 확보하기 해 모

든 진행과정을 웹사이트(www.waterplan.go.kr)에 공개하고 일반 국민들의 의견도 

수렴하 다.48) 

48) 이상의 내용은 박태 , “자유민주주의와 생태 기, 그리고 생태민주주의”, ｢인권 이론과 

실천｣ 제12호, 남 학교 법학연구소 인권교육연구센터, 2012, 17-19면을 하게 수

정,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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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건설교통부 2006. 6. 30.자 보도자료(수자원장기종합계획(06~20) 확정)

 의체에서 각 당사자들의 정책결정과정에의‘참여’와 수자원의 리라고 하는 

공 문제에 한 ‘심의’가 필수 이었다는 에서 거버 스의 특성을 띠었다.49) 이 

의체에서 활발한 논의를 거쳐 수립된 2006년에 수립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

(2006-2020)에서는 2011년 물 수요량 측치가 2001년 비 약 18억㎥이 감소하

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물 수요량이 변경됨에 따라 일부 건설 계획이 불필요

하게 되어 건설장기계획도 연동하여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처럼 수자원장

기종합계획이 사회  숙의과정을 통하여 수정됨에 따라 환경에 부정  향을 미

치는 건설 계획이 부분 으로 취소되었고 이는 결국 건설을 둘러싼 사회  갈

등을 사 에 방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50) 

⑵ 협의적 의사결정방식의 제도화 필요성 

앞서 본 바와 같이 2006년 수자원장기계획(수정ㆍ보완)은 일반 국민들을 포함하

여 범한 이해 계자들의 실질  참여를 통한 사회  합의의 결과물이라 평가할 

49) 거버 스라 함은 “정부와 정부 외의 행 자들 즉 시민사회, 시장이 상호의존 이며 화

와 력을 통하여 공동의 목표를 함께 추구할 때 선의의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조직 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공동의 문제해걸방식 혹은 조정양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윤종설, 정책과정에서의 갈등 리체제 구축방안-Governance 의 정책사례 분

석을 심으로-, KIPA 연구보고서, 2007, 12면). 거버 스의 핵심 제조건은 심의민주주

의의 토 형성이다(윤종설,  보고서, 15면).
50) 이는 “잘 설계된 숙의과정은 환경 으로 건 한 결과를 낳는다”는 가설을 증명하는 한국

 사례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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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특히 2001년 수자원장기계획상의 용수수요의 추정의 정성 여부를 둘러

싼 논란을 다양한 이해 계자들의 참여 속에서 화와 토론을 바탕으로 ‘숙의민주

(熟議民主)’ 으로 해결하 다는 에서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바람직한 

사회  합의과정 속에서 변경, 수립된 수자원장기계획은 하천공사시행계획을 비롯

하여 하천 리의 기본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법  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사회  에서도 매우 정당한 명제다. 그런데 정부는 2006년 수자원장기계획을 

무시하고 4 강사업을 추진한 것이다. 4 강소송에서 원고들은 수자원장기계획은 

법한 변경 차에 따라 계획이 변경되기 까지는 존 되어야 하고 하천공사 등

을 비롯한 하천 리는 동 계획에 기반하여 이루어져 한다고 주장하 다. 그런데 

정부는 “수자원장기계획, 유역치수계획  하천기본계획은 모두 장기 ㆍ종합 인 

기본계획으로 ‘비구속  행정계획’에 해당하여 행정청에 한 직 인 구속력이 

없다”고 하며 수자원장기계획상의 물 수  망에 따르지 않아도 법은 아니라고 

반론하 고, 법원은 정부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 다.51) 

수자원장기계획을 비롯하여 유역치수계획, 하천기본계획은 하천의 장기적인 

관리․이용의 방향 등을 제시하는 지침적 성격의 계획이라고 할 것으로서 일

반 국민이나 행정청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상위계

획의 순차적인 수립을 거쳐 하천공사시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거나, 하천공

사시행계획의 내용이 상위계획의 내용과 다르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

으로 하천공사시행계획이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52)

의  의사결정체계에서 도출된 사회  합의의 결과물도 그것이 제도화되지 않

는다면 정부나 법원에 의해 부정될 수 있다. 따라서 의  의사결정체계를 제도

화하여 그 결과물은 법한 차에 따라 폐지 는 변경되기 까지는 정부나 법

원 등에 의하여 존 되어 그 결과물을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행 들이 계획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정치 ㆍ사회 ㆍ법  안정성의 측면에서 의

 의사결정체계의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51) 이상은 박태 , 하천법과 4 강: ‘하천 리계획체계’의 에서 4 강사업에 한 비

 검토, 생명의 강, 한하천학회, 2012, 90-93면에서 재인용.
52) 낙동강소송 항소심 결문, 30-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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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력발전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협의적 의사결정 

에서 본 조력발 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갈등 측면’에서 만(灣)이라고 하는 한

정된 해양환경(자원)을 둘러싸고 벌어진 상쇄  이익 내지 가치간의 경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익 내지 가치간의 경합에 따른 갈등은 통  정부모형에 따르

면 사법재 과 직권 재 등을 통하여 처리한다. 그러나 거버 스  모형에서의 갈

등 리는 숙의민주주의에 바탕한 참여  의사결정방법으로 갈등을 방하는 것을 

선호한다.53) 앞에서 조력발 사업을 둘러싼 환경ㆍ사회  갈등의 근본원인이 신재

생에 지의 확 보 이라는 목표에만 집착한 나머지 환경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해양에 지 자원의 보 목표를 과도하게 설정한 것 자체에 있다고 하 다. 

만약 해양에 지 보 목표에 따라 발생가능한 환경  결과를 고려, 반 할 것을 

주장할 수 있는 정한 주체가 력수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정한 력수요량의 측에 합의하 다면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해양에 지 보 목표의 설정에 향을 미쳤을 것이다. 한 해양에

지 보 목표의 구체  설정에 따라 해양환경에 미칠 수 있는 (부정 ) 향에 

하여 숙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조력발 계획 수립에 역시 향을 끼

쳤으리라 본다. 이 게 본다면 의  의사결정체계 틀 속에서 수립된 력수 기

본계획은 에 지주무부처에 의하여 수립된 행 제6차 력수 기본계획보다는 개

발과 환경가치의 통합이라는 이상에 더 가까이 근하 을 것이고  주체  참여

에 따른 숙의결과 수용의 책임(의식)에 따라 조력발 계획을 둘러싼 사회  갈등이 

재보다는 어들었으리라 본다.

Ⅵ. 나가며

세계재생가능에 지 원회(World Council for Renewable Energy)는 재생가능에

지를 “에 지원을 얻는 과정이나 변환과정에서 재생될 수 있어야 하며, 지속가능

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를 들어 지역 공동체나 자연시스템의 생명력(viability)

과 권리(rights)에 한 부정  향을 피해야 한다.”고 정의하 다.54) 이처럼 확장

53) 윤종설, 의 보고서, 47면.
54) World Council for Renewable Energy, "Civilization at the Turning Point : A 

Breakthrough for Renewable Energy", 2004(이헌석, 앞의 논문, 33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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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의미의 재생에 지는 지역공동체나 자연의 권리에 부정 인 향이 없어야 하

는 것을 함께 의미하고 있는바 이는 즉 환경을 살리기 해 만들어진 재생에 지

가 다시 환경을 괴하는 모순을 가져서는 안 되며, 이는 지역공동체와 함께 융

합되어야 한다는 뜻이다.55) 재생에 지 산업 역시 규모의 경제, 장치산업  특성 

등 력산업(혹은 에 지산업)이 갖고 있는 특성을 그 로 갖고 있기 때문에 산업

논리에 의해 한 환경사회  고려 없이 추진될 경우  다른 환경 괴를 낳을 

수 있다.56) 

민주주의에서는 자유로서의 권리와 생태학  책임 사이에 긴장, 의사결정과

정에서 공동의 목표가치와 다양성을 조화시켜야 하는 딜 마,57) 의사결정의 신속

성 요구와 생태문제의 복잡성에 따른 의사결정의 성찰성 요구 간의 갈등을 해결하

여야 하고 이를 해서는 결국 민주주의 핵심가치인 자유와 권리 책임성과 자율성

의 가치를 한 차원 높게 이어주는 소통, 즉 숙의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사회시스템이 상호 복잡하게 연결되어 특정 정책이나 사업의 효과가 커

진 시 상황에서 문가 지원에 기반한 행정 료에 의한 의사결정체계는 거버 스 

형태로 체되어야 하고,58) 이러한 거버 스를 실 할 수 있는 의사결정의 제도  

틀을 잘 설계하고 정하게 운용하는 시도들이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59) 그런 

에서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과정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지향하여야 할 정한 

의사결정체계의 범으로 볼 수 있다. 

투고일자 2013.5.7,  심사일자 2013.5.20,  게재확정일자 2013.5.27.

55) 이헌석, 의 논문, 33면.
56) 이헌석, 의 논문, 34면.
57) 생태권 주의로도, 공  책임성을 확보하여 무책임한 개인주의  자유주의로도 흐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8) 라미경은 거버 스 패러다임이 출 하게 된 배경으로 첫째, 국가와 사회의 경계가 모호

해지고 있고, 둘째 개방체제로 인하여 정부 외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행 자들이 정부정

책에 여하고 있고, 셋째 정부가 다루어야 할 사회쟁 이 복잡하게 노정되어 공공정책 

결정이 증가하고 있으며 넷째, 사회쟁 은 상호의존 이고 상호연결되어 있고 다섯 째 

정부가 사회쟁 을 다루는 유일한 행 자가 아니라는 인식 확산 등을 들고 있다(라미경, 
“거버 스 연구의 재  쟁 ”, ｢한국거버 스학회보｣ 제16권 제3호, 한국거버 스학회, 
2009, 93면). 

59) 이희선ㆍ신경희ㆍ주지혜는 주민참여제도 활성화를 한 새로운 기법으로 Jiont Fant- 
Finding 기법과 public participation fund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이희선ㆍ신경희ㆍ주지

혜, 앞의 보고서, 114-1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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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Introduction to Consultative Decision-Making System available for the 

Integration of Developmental Value and Environmental Value
60)

Park, Taehyun*

The adverse environmental effects that tidal power project have on coastal 

environment include in general such as follows: a changes in flow speed of tide, a 

detriment to wetlands, a loss of biological diversity, which in turn could have 

significant, or more or less, repercussions on the local fisheries, and as their 

consequences the societal, and further political contestations over the tidal plant 

construction project have been taking place within the local community in which 

the project is to be undertaken.

The purpose of this article, first of all, is to analyze the causes of the conflicts 

and confrontations arising in the local community, the causes that include 

commonly the mistrust of allegedly incomplete EIA, the doubts over the project’s 

feasibility, a grievance against a way of public hearing, and the discontent of the 

level of indemnifications to be given in exchange of the proceeding of the project. 

Meanwhile, RPS that have been introduced with view to making realization of 

the proliferation of renewal energy sources supply has tendency to encourage for 

power enterprises bound to RPS to choose big-scaled power facilities, which is, in 

part, because that power operators have not motivations to consider the 

environmental consequences and their societal ones that are to be externalized. 

Therefore the duty to take the environmental consequences into consideration is to 

be externally imposed in making-decisions system relating to developments, in 

order for which SEA and SIA(Social Impact Assessment) should be undertaken in 

appropriate way. Furthermore, if long-term and comprehensive administrative plans 

that need a social consensus because of their overarching impacts on a wide range 

of matters are established in the consultative decision-making system as governance 

* Professor of Law, Law School of Kangwon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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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where the socio-economic effects from tidal power are taken into accounts, 

the possible societal conflicts will be prevented, otherwise be remarkably 

diminished.

Key Words: Tidal Power(Plant), Integration of Developmental Value and 
Environmental Value, Strategic Environment Assessment, 
Governance, Consultative Decision-Making Syste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