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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s a regulation that is implemented to reduce harmful
environmental impacts of development projects. However, The environmental value is difficult to quantify
and the uncertainty, There is a problem of objectivity and reliability of the system is consistently pointed
out. Therefore, the necessity of the data-base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is gradually
increasing. Especially,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s highly applicable to environmental spatial
information because it contains about the development of a particular area. Also with the introduction of
EIA Follow-up management system, there is a demand for a system for providing and utilizing
environmental information in a time series.
This study derives the necessity of information provision system and analyz existing environmental

information utilization system based on the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suggest ways to provide environmental spatial information to find policy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limit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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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의 해로운 환경영향 감소를 위해 시행되는 규제적 성격의 제도이다. 그러

나 환경가치는 계량화가 어렵고 불확실성이 따르기 때문에 제도 운영의 객관성 및 신뢰성 저하 문제가 지속

적으로 지적되어 온 실정이다. 따라서 데이터 기반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특

히 환경영향평가는 특정 지역의 개발에 대한 내용을 담기 때문에 공간정보의 비중이 높아 환경공간정보의

활용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다. 또한 사후환경관리제도의 도입에 따라 환경정보의 시계열적 제공 및 활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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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환경영향평가는 일정 규모 이상 개발 계획 추진 시의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환경영

향평가는 대상 규모 및 시기에 따라 세 단계로 구분되

는데,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입지 선정 단계에서부터의

주변 환경 여건을 검토하는 단계이다. 그리고 입지 선

정 이후에 사업 규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실시 계획에 따른 주변의 환경 현

황 및 변화를 예측하게 된다. 각 과정에서 작성된 평가

서는 초안 공람과 주민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통해 개

발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본안에 대

한 검토 및 협의 절차를 거치며 조율되어 최종 사업 계

획이 승인될 수 있도록 승인기관에 통보된다.

사업이 승인되어 개발이 진행된 이후에는 환경영향

평가 협의과정에서의 조건들이 이행되고 있는지와 함

께 개발된 사업지의 운영 과정에서 환경 변화가 나타나

는지 조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사후관리로 정의할

수 있다(Maeng, 2006).

전술한 바와 같이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의 입지 선정

단계에서의 주변 환경 현황에 대한 검토에서부터 실시

계획 수립에 따른 주변의 환경 영향 예측, 그리고 준공

이후의 환경영향에 대한 모니터링까지를 포함하고 있

는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평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기

존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가치에 대한 객관화 및

계량화의 어려움(Ku, 2002)이나 환경 영향 예측의 불완

전성, 그리고 평가 시점의 실시계획이 실제 개발시점에

반영되지 못하는 제도 운영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바 있다.

최근에는이러한기존환경영향평가제도의불확실성

에 대한 보완적 측면에서 환경평가 사업에 대한 모니터

링 등 사후관리와 관련된 정책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Joo et al., 2014; Choi and Park, 2015; Lee et al., 2015), 또한

사업 시행 전후 비교를 통한 환경영향평가의 성과 측면

에서도 연구가 진행되었다(Kim et al., 2016). 특히 2016년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라 사후환경조사서 검토 등

사후환경관리 부문의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지면서 다

양한 개선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ACT, 2016).

본 연구는 기존의 환경영향평가제도에서 환경공간

정보의 활용 사례를 분석하고, 사후관리의 특성에 따른

환경공간정보 활용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 및 사후관

리의 특성을 도출하고, 둘째, 환경공간정보 활용과 관련

된 규정 등 법·제도를 분석하였다. 셋째는 현행 환경영

향평가제도 내 정보제공체계의 한계점을 파악, 넷째로

새로운환경공간정보체계및그활용방안을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를 토대로 환경관리 측면에서의 정책적

함의를 찾고자 하였다.

2. 선행연구 분석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개발 사업 시행 시 나타나는 광

범위한 환경영향을 다루게 되는 특성 상 다양한 제도적

성격이 혼재되어 있다. 이 중 본문에서 검토한 선행연

구들에서는 주로 규제이론 및 행정법 분야에서의 성격

규정을 시도하였다. 선행연구들을 통해 도출한 환경영

향평가의 제도적 특성은 크게 아래의 두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1) 환경영향평가의 규제적 성격

첫 번째 특성은 규제적 성격이다. 환경영향평가는 협

의기관이 개발 사업에 대한 동의를 하면 이를 승인기관

에 통보하고, 승인기관은 협의 조건 등을 고려한 사업

승인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이 사업에 반영되

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기본적인 흐름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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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영향평가의 제도적 특징을 통해 정보제공체계의 필요성을 도출하고 기존 환경정보 활

용체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공신력 있는 환경공간정보 제공방안을 제시하여 환경영향평가제

도의 한계점 개선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찾고자 하였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실질적으로 법적인 구속

력과 행정행위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

며(Lee, 2012; Park, 2013), 또한 환경규제를 유형별로 구

분한 Lee(2010)의 연구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규제수

단별 구분에 따라 인·허가 및 환경기준 제시 등과 같은

명령·지시적 규제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

가제도는 규제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할 수 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자의 개발 행위 시 자체적

인 평가 및 개발 계획 반영을 통해 사업의 기획 단계에

서부터 환경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자기 규제적 성

격이 강한 제도이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 역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사업자가 부담하도

록 되어 있으며,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해 협의과정에

서 변경되는 계획이 실제 개발사업의 경제적 이익을 제

한한다는 점에서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2) 환경영향평가의 갈등관리 성격

두 번째 특징은 갈등관리 성격이다. Han(2016)에서는

환경영향평가의 사회기능적 관점으로 참여자간의 이

해를 통한 합의와 갈등 해소를 위한 갈등조정기구로서

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즉, 개발 사업의 주체인 사업

자와 사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업지 주변의 주민,

그리고 개발에 따른 간접적인 환경 비용을 대변하는 협

의기관 간의 조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환경영향

평가라 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의견으로Kim(2016)의 연구에서는 제도

분석틀(IAD: Institutional Analysis andDevelopment)을 통

해 평가 관련 각 주체들인 사업자, 협의기관, 검토기관,

대행사업자, 전문가, 시민단체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들을 도출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통한 환경갈

등의 관리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개발 사업을 둘러

싼 환경갈등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통해 표면화되고,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으로 조정되는 과정에서 참여자

들의 제도 및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제도의 설계 목

적대로 운영되지 못한 부분이 나타남을 지적하였다.

3) 환경영향평가 과정의 정보비대칭

앞서 논의한 수익자부담 원칙과 협의과정에서의 경

제적 부담 외에 환경영향평가의 자기 규제적 성격의 근

본적 원인은 평가서를 통한 정보공개에 있다. 평가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가 직접 환경질 측정 및 영향

을 예측하고, 그 저감 방안까지 제시하도록 하기 때문

이다. 평가서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주민의견수렴 및

검토 및 협의와 같이 환경영향평가의 일련을 절차를 거

치며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갈등을 조정해 나가

는 기반이 된다. 이는 사전적 규제제도로서 정보제공을

통한 규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유해화학물질 배출목

록 제도와 비슷한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Ryu and Cho(2013)의 연구에서는 환경영향평

가의정보제공과정을거래비용경제학적시각으로접근,

정보의 거래 과정에서 정보비대칭 현상이 나타나 환경

갈등의 원인이 됨을 보이고 있다.

다양한 환경정보를 이용하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특성 상 정보비대칭 현상은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첫째로, 환경정보의 전문성 측면이다. 환경영

향평가 항목은 대기환경분야, 수환경분야 등 6개 부문

이며,각 부문은 환경질 측정치 등을 기반으로 한 다양

한 전문정보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평가 내용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을 경우 정보비대칭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두 번째는 개발사업자의 정보 우위 현상이다. 사업자

는 일반적으로 평가서 작성을 대행하는 기관을 통해 환

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다양한 환경정

보를 수집하거나 직접 측정·예측하도록 하고 있다. 따

라서 정보의 선택적 제공 등을 통해 정보비대칭 상황을

만들 수 있게 된다.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자율

규제적 성격의 규제제도로서, 환경갈등관리를 위한 환

경정보의 제공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 사업에 대

한 가장 구체적인 정보를 가진 사업자는 정보비대칭 상

황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하며, 이는 환경측면

에서 전체적인 사회적 비용으로 나타나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목적 및 성과를 반감시키게 된다. 따라서 정보

비대칭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설계를 통해 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의 환경영향평가제도에서도 다양한 규정을 통

해 이러한 정보비대칭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하

고 있다. 전문성 분야는 평가서의 검토 제도를 통해 보

완하는 한편, 개발 사업지 주변 주민 등 전문 지식을 갖

추지 않은 관련자들을 위해 평가 요약서를 제출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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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또한 정보 우위 상황의 교정을 위해서 평가

서 작성 지침 등을 통해 평가서 작성 과정에서의 충분

한 정보 제공을 유도하고 있다. 그리고 평가서 검토 및

협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환경측정 등을 제시하는 조건

을 통해서도 보완이 이루어진다 할 수 있다.

그러나 Ryu and Cho(2013)의 연구결과와 같이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 내 거래비용에 대한 문제는 계속적

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사후

관리 측면에서 볼 때, Choi and Park(2015)에서 제시하는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의 소통기능은 정보의 공개·공

유를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위한

환경정보 제공체계의 개선 소요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3. 환경영향평가와 환경공간정보 활용

1) 법·제도 분석

환경영향평가는 특정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개발 사

업에 대한 내용을 담는 특성상, 수집 및 활용되는 자료

들 중 대다수가 공간정보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대기질이나 수질, 토양질 등은 측정위치 등을 토

대로 한 확산 모델 등이 주로 활용되며, 생태환경과 관

련된 식생, 야생동물 등은 서식지 위치가 중요한 정보

가 된다. 또한 소음, 악취와 같이 생활환경과 관련된 정

보는 오염원 뿐 아니라 주변 지역의 인구 분포 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환경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

야의 공간정보가 직접적으로 활용된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활용되는 환경정보를 환

경공간정보로 한정하여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환경영향평가에는 직접 측정한 환경질 정보 이외에

도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등에서 생산하고 있는 다양한

환경공간정보가 활용되는데, 특히 법령 및 제도 등에서

활용하도록 규정된 자료들은 다음과 같다(Table 1).

Table 1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규정 (Ministry of

Environment, 2016) 및 가이드라인(Ministry of Environ -

ment, 2009)과 검토 과정에서 활용되는 자료(KEI, 2015)

를 토대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활용하도록 명시된

환경공간정보를 구분하였다. 실제 평가서 작성시 현황

조사 분야는 크게 6개 분야로 구분하고 있으나, 생태자

연도 등 일부 환경공간정보의 경우 각 분야별로 중복 활

용되는 경우가 많아 본 연구에서는 제시된 환경공간정

보를 종합하여 3개 분야로 구분하였다.

규정 및 가이드라인의 경우 직접적으로 명문화되어

있는 부분으로 평가서 작성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검토 매뉴얼의 경우 한국환경정

책·평가연구원 등 전문기관에서 평가서 검토 시 활용하

는 정보들로, 검토의견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의

조건으로 제시될 수 있으므로 Lee(2012)의 선행연구를

통해미루어볼때행정적인구속력이있다고할수있다.

그러나 위 자료들은 서로 다른 기관에서 다른 주기로

생산되는 정보이며, 특히 고시 등에 따라 생산되는 용

도지역지구 등과 같은 정보의 경우 고시 시점과 공간정

보 생산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공간정보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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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pplication Basis of Environmental Geospatial Information

구분 자연환경분야 생태환경분야 생활환경분야

평가서 작성 관련 
규정 및 

가이드라인

자연환경보전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수변구역
대기환경관리권역

습지보호지역
백두대간

산지구분도

야생생물보호구역
식생보전등급

생태계보전지역
생태자연도

수생태계건강성조사
조류 동시센서스
문헌조사 정보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평가서 검토 
매뉴얼

수계도
자동측정망
하천자연도

산경도
표고, 경사도
보전관리지역
개발제한구역

녹지자연도
전국자연환경조사

광역생태축
생태녹지축
멸종위기

법정보호종
철새도래지

문화재보호구역
농림지역



상 최신 자료의 지속적인 습득이 어렵기 때문에 환경영

향평가 및 검토, 협의 과정에서 각 자료의 일관성 문제

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근거 자료 활용에 대한 혼선

으로 평가 과정이 지연되는 등 사업자의 경제적 비용 뿐

아니라 행정 비용 및 환경 비용과 같은 사회적 비용의

발생 원인이 된다.

2) 환경공간정보 활용 사례 분석

위의 법·제도 분석에서 본 바와 같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다양한 환경정보를 활용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보급을

위해 환경영향평가법 제70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정

보지원시스템(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upport

System, 이하 EIASS)을 운영하고 있다.

EIASS는환경영향평가서의수집및제공기능을기반

으로 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 관련 행정 문서 등을 제공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EIASS에서 구축 및 제공하

는 환경영향평가서 정보 현황은 Table 2와 같다(Maeng,

2016).

또한 EIASS에서는 Web기반의 GIS를 활용, 환경영

향평가 대상사업과 공간데이터와의 연계 기반을 마련

하여 환경영향평가 관련 환경공간정보를 수집·제공하

고 있다. 따라서 WebGIS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현행 환

경영향평가제도 내 공간정보 활용 사례를 추정할 수

있다(Chang and Jeon, 2013). 현재 EIASS에서 제공하는

WebGIS인 환경평가 지리정보서비스의 주요 기능은 다

음과 같다(Fig. 1).

(a)는 환경평가 지리정보서비스로, 공간정보로 구축

된 환경영향평가 사업 경계 및 환경질 측정 정보를 환

경공간정보와 중첩해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입지제

약 요건, 주변 사업지 정보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검토 및 협의 과정에서 환경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개발사업 대상지 선정에 직관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b)는 공간분석서비스로, 수치지형도

를 활용하여 특정 대상지의 표고, 경사도 및 백두대간

이격 거리 등을 수치적으로 제공하여 평가서 작성에 직

접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평가의 질적 향

상 및 비용 절감을 위한 유인이 되고 있다.

현재 환경평가 지리정보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환경

공간정보는 크게 두 부분으로, 먼저 환경영향평가정보

는 EIASS의 고유 환경정보로서 기존에 진행된 환경영

향평가 사업의 경계와 환경질 측정 정보를 제공하여 이

를 타 사업 진행시 문헌조사 결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두 번째는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유관기관

의 환경공간정보를 수집해 제공하는 부분으로, 앞서

법·제도 분석에서 도출한 항목들 중 일부가WebGIS에

서 제공되고 있다.

Table 3에서는 Table 1에서 도출한 환경영향평가제도

활용 근거가 있는 환경공간정보 목록을 토대로 EIASS

에서 제공하는 환경공간정보(Maeng, 2016)를 분석하여

재구성하였다.

분석 결과, Table 1에서 규정된 자료들 총 33건 중 약

48%가(16건) 현행 EIASS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세부적

으로는 규정 및 가이드라인의 71%(12건), 검토 매뉴얼

의 25%(4건)가 제공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환경영향평가의 사후관리 지원을 위한 환경공간정보 활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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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Datebase on EIASS
(2016)

구분 원문 사업지 경계

전략·소규모 환경영향평가 40,881 –
환경영향평가 5,039 4,117

Fig. 1. (a) EIA-GIS and (b) Spatial Analysis on EI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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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Geo-spatial Information Database on EIASS (2016)

주제도
활용 근거 구분

규정 및 가이드 검토 매뉴얼 그 외
환경영향평가정보 √

수생태계건강성조사 √
조류 동시센서스 √
농업진흥지역 √

생태경관보전지역 √
야생동식물보호구역 √

상수원보호구역 √

수변구역

한강수계

√
금강수계

낙동강수계
영산강·섬진강수계

습지보호지역 √
문화재보호구역 √

용도지역_도시지역 √
용도지역_관리지역 √
용도지역_농림지역 √

용도지역_자연환경보전지역 √
용도지역_기타용도지역 √

용도지구_경관지구 √
용도지구_미관지구 √
용도지구_고도지구 √
용도지구_방화지구 √
용도지구_방재지구 √
용도지구_보존지구 √

용도지구_시설보호지구 √
용도지구_취락지구 √

용도지구_개발진흥지구 √
용도지구_특정용도제한지구 √

용도지구_기타용도지구 √
용도구역_개발제한구역 √

용도구역_시가화조정구역 √
용도구역_수산자원보호구역 √
용도구역_도시자연공원구역 √

지점문화재지점 √
등록문화재지점 √
지점문화재 구역 √
문화재보호구역 √
등록문화재구역 √

문화유적분포지도 √
국토환경성평가지도 √

생태자연도 √
토지피복지도 √

백두대간
보호지역

√
정맥

신산경도 √
갯벌 √

습지보호구역 √
해양생태계보호구역 √



EIASS내 환경공간정보의 개선 방향이 법·제도적으로

규정된 자료들의 제공 확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

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또한 기존에 제공하는 기

타 참고자료들의 경우 법·제도에서 활용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여 자료의 공신력을 높이는 방향의 개선도 고려

해 볼 수 있다.

그러나 EIASS에서 제공하는 환경공간정보는 활용

을 위한 자료 인정 기간 등 명확한 근거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고, 주제도의 메타정보의 경우 고시일 등의 구

체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또한 대부분의 환

경공간정보가 단순 레이어 중첩 조회 등 직관적 활용에

그치기 때문에 평가서의 작성 및 검토, 협의 진행과 같

은 실질적 평가 과정에서는 제한적인 참고자료로 활용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4. 사후관리 활용 및 개선방안

1) 사후관리제도 활용 방안

사후관리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개발 사업에 따

른 공사 중, 그리고 공사 이후 사업 대상지의 운영 시 환

경영향평가 협의의 준수 유무를 점검하는 협의내용 이

행관리와, 준공 이후 몇 년간 대상지를 장기 모니터링

하는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두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따

라서 평가 시점의 정보가 충실히 구축되어야 평가서에

서 제시한 저감 방안이 충실히 이행되는지, 사후환경영

향조사 결과 변동이 나타나는지 검토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Choi and Park(2015)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에 착

안하여 사후관리 발전전략 중 하나로 소통기능을 강조

하여 환경영향평가 각 과정의 정보를 연계하고 데이터

베이스화하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온라인 통합관리시

스템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를 환경공간정보 차원으로 한정하여 보면 각 사업

의 평가 시점만을 위한 최근의 자료만 제공하는 현재의

체계에서 나아가 개발 사업 시행에 따른 장기 모니터링

을 위한 환경공간정보의 누적 제공이 필요하며, 이에 걸

맞게 공간정보의 시계열적 분석 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추가로 개발 사업

에 따른 실제 지형이나 지표의 변화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위성영상의 활용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앞서 환경공간정보 활용 사례에서 분석한 결과

와 같이 현재의 환경공간정보 활용 수준은 대부분 자료

조회와 같은 직관적 활용에 한정되기 때문에 환경공간

정보의 누적 제공 및 시계열 분석 등과 같은 정량적 활

용을 위한 분석 모델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는 사후관

리 부문 뿐 아니라 환경영향평가제도 전체를 포괄하는

과학화된 환경영향평가 수행의 기반이 될 수 있다.

2) 환경공간정보 제공체계 개선방안

선행연구 및 활용 사례 분석결과에서 제시한 바와 같

이 현재 환경공간정보 제공체계는 명확한 활용 규정이

없어 정보의 제공 및 활용 과정에서 갈등 및 사회적 비

용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기술적인 해결 방안

으로는 공간데이터의 통합 및 행정과의 연계를 목적으

로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를 구축하여 운영한 서울시

의 사례(Fig. 2)와 같이 기존에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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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patial Data Warehouse on Seoul (Kim et al., 2012).



원하기 위해 구축된 EIASS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현행 EIASS는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위한 공간정보

를 수집하여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간데이터웨어하우

스의 성격을 일부 가지고 있으나 3장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다양한 기관에서 생산되는 정보의 수집 과정에서

한계가 나타난다.

Song(2015)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간정보 오

픈 플랫폼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국토

교통부에서 추진하는 국가공간정보 양방향 연계를 통

해 향후 환경공간정보를 포괄하는 공간정보 통합포털

을 기반으로 활용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간정보의 연계체계만을 다루는 기술적 방

안은 원본 데이터 이용 근거의 부재와 같은 근본적 문

제의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 따라서 기술적 방안의 선

행조건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의 정보 활용 근거를

제도화하여 제공 정보의 공신력을 높이고, 갈등 요소를

줄이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제도적 개선 방안

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지속적으로 갱

신되는 공간정보의 고시 정보 제공 확대와 실제 협의과

정에서의 인정 기간 및 범위 명시를 통해 자료 활용 과정

에서의 갈등 및 행정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현행 EIASS에서 제공하는 환경공간정보 중 규정 외 정

보들은 협의 및 검토 과정에서 일부 활용될 수 있으나

명문화된 규정이 없는 경우이다. 이러한 정보들에 대한

활용 근거 확대 적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환

경공간정보 활용 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개선 방안은 앞서 2장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직접적 효과성 확보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

찰을 통해 규제적 특성 및 정보 공유 체계의 중요성을

도출하고, 환경영향평가제도 내 환경공간정보의 활용

사례 와 사후관리의 특성을 토대로 현행 정보 활용 체

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환경공간정보의 제공 측면에

서는 활용이 규정된 공간정보의 약 48%만이 제공되어

법·제도 기반의 추가적 수요 확충의 필요성이 나타났

으며, 활용성 측면에서는 명확한 활용 범위 및 근거 제

공에 대한 미흡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를 보

완하기 위해 공간정보 연계 체계의 보완 및 공신력 확

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1980년대 처음 도입하여 30년 이상 운영되어 온 환경

영향평가제도는 현 시점에서 제도의 실효성 측면의 논

의와 함께 성과 평가를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의 완성도를 위해 사후관리가

강조되어법제화되는등제도적발전이병행되는가운데,

향후에는 서론에서 논의한 바와 같은 환경가치의 계량

화 및 불확실성 등 제도의 근본적 한계성 보완을 위한

환경공간정보의 정량적 활용 모델과 데이터 기반의 환

경영향평가를 위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환경공간정보의 제공 및 활용 체계가 제도화되어 공

신력 있는 환경정보의 공동 활용이 이루어지면 기존의

평가과정에서 갈등의 원인이 되어 온 정보비대칭 현상

및 데이터의 신뢰성 문제 등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질 것

으로 예상되며, 특히 사후관리 부문에서 질적 향상을 가

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곧 개발 사업에 따른 환경

영향에 대한 저감 이라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효과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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