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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역사적인 30년을맞았습니다. 각종환경오염으로부터우리국토를보전하여국민들이

보다쾌적한자연, 맑은물, 깨끗한공기속에서생활할수있도록함으로써국민삶의질을향상

하고, 나아가지구환경보전에기여하여하나뿐인지구를보전하는값진임무를수행하여온자랑

스러운역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출발은 아주 미미하였습니다. 1967년 보건사회부 환경위생과 내에 공해계가 설치된

것이우리나라최초의환경담당부서라고할수있고, 그인원은불과4명이었습니다. 현환경부의

전신인 환경청이 설립된 것은 1980년이었으며, 10년 후인 1990년에는 환경처로, 다시 4년 후인

1994년에는 마침내 환경부로 거듭 태어났습니다. 환경청 설립 당시 250여 명이던 인원은 이제

1,700명 이상으로 늘었으며, 한 해 세입과 세출을 합쳐 8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는 대규모

부처가되었습니다.

이처럼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숨 가쁜 역사를 펼쳐온 것은 환경 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과

국가의 인식 전환이 그만큼 급진전하였기 때문입니다. 환경부 설립의 목적에 명시되어 있듯이,

우리국토보전, 국민삶의질향상, 나아가지구환경보전에대한국민적욕구가나날이커져갔으

며, 국가가그런국민의마음을읽고적극실천하고자하였던것입니다. 

하지만환경에대한국민적인식과욕구가날이갈수록적극적으로변화하였다는것은불행하게

도우리의환경이그만큼급속히파괴되어갔음을의미합니다. 

중화학공업 육성에 따른 급속한 경제성장의 뒤안길에서 아름다운 금수강산은 황폐화되었고,

쾌적한 자연, 맑은 물, 깨끗한 공기 속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국민의 바람은 큰 암초에 가로막힐

정도에이르렀습니다.

발간사

이역사서의주인공이자저자는바로국민여러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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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국가는그암초를걷어야한다는과제를적극인식하였으며, 그같은중차대한과제를맡은

곳이바로환경부였습니다. 지난 30년동안환경부는울산온산공해사건과낙동강페놀사고등여

러환경오염피해에적극대처하였고, 어려운경제적여건속에서도‘청’에서‘처’로, 다시‘부’로

성장하면서각종공해와오염현상을원상태로복원하기위하여지속적인노력을기울였습니다. 

초창기의산업체지도단속차원에서벗어나각종환경오염저감기술개발, 연료전환, 오염원인

자부담원칙적용, 환경친화적세제지원, 생태계보전복원등의정책을적극도입하고추진하면서

수질과대기오염등을선진국수준으로개선하였으며, 자원순환정책, 자연보전및복원, 환경보건

피해예방등의노력을통하여국민들이안심하고삶의터전을마련할수있도록노력하고자하였

습니다. 특히대한민국의향후 60년동안의비전으로‘저탄소녹색성장’을제시하면서세계속의

녹색성장을리드하는선도국가로거듭나기위하여노력하고있습니다.

환경부가그같은노력을통하여지난30년역사를이어올수있었던것은바로국민들의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때문이었음을 잘 압니다. 저는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장관으로서, 아니 이

처럼개선되고있는환경속에서살고있는국민의한사람으로서, 그러한국민들의관심과지원에

대해진심으로경의를표합니다. 따라서지난30년역사를정리한이역사서의주인공이자저자는

바로 모든 국민 여러분들입니다. 오늘도 전원을 끄고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고 수돗물을 잠그는

국민여러분이환경부의가장높은자리에있는진정한주무장관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 지속적인 참여를 부탁드립

니다. 항상열린마음과겸허한자세로국민여러분의의견에귀를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부장관│이만의



안녕하세요. 

국회환경노동위원장추미애입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지킴이로서 지난 30년을 든든한 버팀목처럼 대한민국의 환경을

지켜온환경부의노고에감사드리며, 이를기념하여‘환경 30년사’를발간하게된것을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고도성장을구가하며쉼없이달려온지난시기는눈부신성장이라는영광스러운성적표와함께

우리국토와환경을시들고병들게하는생채기를또한남겼습니다. 공해와매연은각종산업관련

질병을유발하였으며우리의강과계곡의맑은물은공장폐수와생활하수로오염돼우리의삶을

위협하기도하였습니다. 

헌법35조는“모든국민은건강하고쾌적한환경에서생활할권리를가지며, 국가와국민은환경

보전을위하여노력해야한다”고명시되어있습니다. 성숙한시민의식의성장과더불어양적성장

의한계를반성하는가운데우리는지난8차개헌에야비로소환경권을국민의권리로획득하게된

것입니다.  

또한 환경권이 중요한 사회적 권리로 자리 잡게 되는 것과 궤를 같이 하여 환경행정이 시작됩

니다. 1967년보건사회부환경위생과공해계에서단 4명으로시작한환경행정이환경청으로승격

되고1994년에비로소환경부를어엿한정부부처로갖게되었습니다. 

축사

‘환경 30년사’발간을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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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환경노동위원장│추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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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환경부의역사는바로자원소모적인맹목적성장에대한자성과생명과자연을존중하는

시민의식이높아진데따른성과입니다. 고도성장이아닌더불어잘사는정의로운성장이 21세기

대한민국이나아갈길이라고한다면성장만을위한자연의파괴는더이상추구할수없는가치일

것입니다. 

따라서앞으로환경부의역할은국가주도적인발전이아닌국민의목소리에귀를기울여소통하

고대화를통한지속가능한성장과높은삶의질을요구하는사회적요구에답하는것이어야한다

고생각합니다. 

자연과 생명을 존중하는 지속가능한 삶을 보장하고 아름다운 강산을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

어야 할 국민의 의무이며 환경부의 역할은 그 영예로운 임무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부디 개발과

보전, 물질적성장과지속가능한발전에사이에서조화와책임을다하는환경부가되길진심으로

바랍니다. 

지난 30년 간 환경부를 지켜온 수많은 환경공무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감사드리며 자연을

사랑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국민들과 함께 다시 한 번‘환경 30년사’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

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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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1월환경청이발족한지 30년이지났습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이래경제개발과산업화가급속

히진전되면서환경공해문제가심각한사회문제로대두되었습니다. 이에정부는대기오염, 하천오염, 쓰레기

문제, 자연환경등을전담하는중앙행정기관인환경청을설치하였던것입니다. 

환경행정30년의역정을돌이켜보면국가의경제가어려움을겪을때마다움츠러들고목소리를낮추는때

도있었습니다마는꾸준히발전하여왔습니다. 처음보건사회부의외청으로출발한환경청은태생적으로그

기능이약하여많은한계를드러냈으나환경문제의중요성이부각되면서마침내 1990년에는환경처로, 그리

고 1994년에는환경부로격상되어이제환경행정은다른국가정책과대등한입장에서자기목소리를낼수

있는체제를갖추게된것입니다. 정부의주요정책입안과정에서환경을고려하여야하는제도적틀도정착하

게되었습니다. 

때로는환경문제에접근하는정부정책과환경시민단체의시각이현저히달라환경가치논쟁을불러일으키

고국론분열을초래하기도하였습니다. 또한정부내에서도부처간의입장차이로환경정책을둘러싼정책갈

등이발생하고이로인하여환경행정이어려움을겪기도하였습니다. 환경행정30년역사에서정책의시행착

오도적지않았겠습니다마는돌이켜보면국가의발전과환경행정의발전이괘를같이하였다고생각됩니다.

이제는저탄소녹색성장정책이국가의핵심정책으로부상하는데까지이르렀습니다.

환경부의계획으로집필을시작한환경행정30년사는환경정책입안과집행에깊이관여하였던옛환경부

직원이중심이되어당시의자료를체계적으로정리하여30년을조감한저술입니다. 환경동우회회원들의희

생적인노고와환경행정의영욕을같이하면서꿋꿋이걸어왔다는자긍심이없었다면짧은기간내에이방대

한작업이어려웠을것으로생각됩니다. 비록당시자료의수집이미비하여충분히기술되지못한부분도있

습니다마는전반적으로환경사적인가치가높은내용이라고자부합니다. 환경행정 30년발전과정의궤적을

조감해보고사라져가는자료를정리하여후세에남기려는노력은미래환경행정발전에크게보탬이될것입

니다. 30년의역사에서한번크게획을긋고이를거울로삼아앞으로더높이도약하는계기가될것으로확

신합니다.

이와같은중요한사업을계획하고자료를제공하여주신환경부당국에존경과감사의뜻을전합니다. 또

한시작단계에서환경 30년사의집필을총괄하여애써주신김형철전환경동우회회장님, 그리고각부분의

원고를맡아작성해주신환경동우회회원여러분과이를종합정리하여보고서가발간될수있도록애써주

신(사)누리환경경영원연구진의노고에머리숙여감사드립니다.

끝으로우리나라환경의선진화와환경행정의무궁한발전을기원하면서환경30년사의발간을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환경동우회회장│김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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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last half century the Republic of Korea has experienced unprecedented economic growth : the

county is now a high income member of the OECD, ranked in the top G20 economies , is home to some of

the world's largest multi-national companies and is ranked 26th in the UN's global Human Development

Index. This level of economic growth has inevitably places pressure on the environment and, as in other

countries, it is the government's environmental policy and legislative responses that determine whether this

growth is sustainable in the long term.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country's first environmental law in 1963,

the Government of Korea has demonstrated a commitment to addressing environment concerns through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often innovative environmental policy and legislation, The Ministry of

Environment(MOE), which was established 30 dears ago as the country's independent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body, has been instrumental in promoting a balance between economic growth and

environmental concerns.

I therefore very much welcome the publication of this book entitle "30 Years of Environmental Policy in

Korea" which is published by the Ministry of the Environment in commemoration of the 30th anniversary of

the Ministry. The book provides an overview of environmental policy in the country and by doing so it will

support and inform future work to combat environmental challenges both in Korea and abroad.

The publication of this book is timely : faced with the social and economic consequences of a world

recession, It may seem a luxury to consider polices that aim to reduce carbon dependency and

environmental degradation but this book demonstrates that strong and effective environmental policy can go

hand in hand with economic growth, Reviving growth, ensuring financial stability and creating jobs should be

essential policy objectives. But unless policy initiatives also address other challenges, such as reducing

carbon dependency, protecting ecosystems and water resources, their long term sustainability will be

questionable. In this regard I am pleased that the long tradition of environmental policy making outlined in

the book is continuing this year with President Lee Myung-Bak's announcement of a "low-carbon, green-

growth" policy aimed at lessening South Korea's dependence on fossil fuel and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subsitute energy sources, such as solar and wind power, and other technologies enhancing energy

efficiency. This is a major attempt to fundamentally transform the country's growth paradigm.

Once again, I would like to congratulate the Government of Korea on the 30th anniversary of establishment

of the Minister of Environment and on the publication of this important book. 

Thank you.

축하메세지

UN Under-Secretary General and UNEP Executive Director│Achim Steiner



DDrreeaamm
아이들의건강한미래를누릴수있도록환경오염으로인하여

우리의몸과마음이아프지않도록

후손들에게건강한미래로남기겠다는꿈







BBeeaauuttiiffuull  lliiffee
우리삶의근원지, 땅, 물, 공기 소중하고아름다운생명이살아숨쉬는

자연이언제나변함없이그대로의모습이도록…



TTooggeetthheerr
지금함께가고있습니다. 아름다운환경, 건강한미래를위하여물, 대기, 자연자원

국민건강등모든분야에서국민여러분과함께노력하여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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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연도 표기는 두 자릿수로 쓸 경우 2000년의 표기를‘00'으로

해야함에따른어색함을고려, 네 자릿수로쓰도록했다. 

⊙숫자는 흔히 천 단위마다‘,’를 찍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는 만

단위마다 띄어 쓰도록 한 한글 맞춤법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고쳐 쓰되 혼란 방지 차원에서 아라비아 숫자 다음에 한글을 쓰도

록했다. 예 : 1억 1234만 5678명. 

⊙법령과규정명은「 」, 각종대책은‘ ’로표기를하였다.

⊙수질의 BOD 오염도 단위는 ㎎/L로 통일하였고, 행정기관명과

기구·조직명 및 지역 명칭은 현재의 명칭을 괄호안에 표기해야

하지만 일일이 표기하는데 무리가 따르고 옛날 명칭에 익숙한 사

람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당시의 명칭을 위주로 적절히 혼용하

였다. 예 : 건설부(현 국토해양부)

⊙가급적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했으며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

는경우한자와영어표기를 (  )안에 병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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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환경을지킨 30년, 생명존중의값진역사

녹색국가를건설하고푸른지구를살릴새로운여정

환경오염으로부터우리국토를보전하여

국민들이보다쾌적한자연, 맑은 물, 깨끗한공기속에서생활할수있도록합니다.

국민삶의질을향상하고, 나아가지구환경보전에기여하여하나뿐인지구를보전합니다.

지난 30년 생명존중정신을바탕으로

지속가능한녹색국가건설을위한발전기반을마련하여갈것입니다. 

1. 환경부간부회의(동영상회의)

2. 환경 30년사편찬회의모습(김형철전차관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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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n Nature for All Human
Green Nation for New Generation

196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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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부주관공해세미나(1970 .7. 9~7. 10) 

우리나라에서 환경문제가 국가의 정식 정책 의제로 등장한 요인으로는, 전국에 걸쳐 심화된 환경오염과 그로 인한 구체적 피해가 속속 나타

나자 환경문제의 존재와 그로 인한 폐해를 더 이상 무시하거나 은폐할 수 없었던 정황을 들 수 있다. 고도성장은 우리의 현실적 삶의 질을

제고하였지만그그늘에는환경오염이라는삶의질저하가존재하였다. 이에 따라 1970년에 들어와공해방지및환경개선이정부의중요한

정책과제대상으로등장하였다. 

1960∼1979







환경청개청현판식(1980. 1. 15, 오른쪽박승규청장)환경청최초의세입세출예산서(1980, 1981) 

환경청개청테이프커팅(1980. 1. 15)

1980.01_ 환경청출범, 자연공원법제정

1984.02_ 환경오염중앙지도점검반발족

1988.02_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확정

1982.10_ 최초환경백서발간(백서명칭 : 환경보전)

1987.03_ 한미환경협정체결

1988.09_ 88올림픽개최(9.17)

환경청시대를열다, 새로운미래를열다



챠트를이용한업무보고(1980. 5. 29)

중앙환경자문위원회회의(1980. 12. 5)

홍보협의회회의(1981. 4. 8)

환경오염방지기기전시회개관식(1981. 6. 5)

한국자원재생공사창업식(1980. 9. 2)

자연보호운동(1980. 3. 8, 서울 세검정에서개울청소) 

1980∼1989



농촌일손돕기후국별노래자랑대회(1983. 10) 농촌일손돕기-벼베기봉사활동(1983. 10)

환경청청가공모시상기안문서(1986. 8. 20)

환경청청가(작사서정주, 작가 김동진, 1986. 8. 22)

환경청예비군중대발대식(1981. 5. 16)

청장배직원친선바둑대회(1981. 3)





제10회 세계환경의날기념우표발행(1981. 6. 5)제17차 세계환경의날기념심포지움‘우리의환경권을지키자’(1989. 6. 1,

이상배청장연설)

제1회 한·일환경과학및기술심포지움(1988. 11. 22~11. 24, 이상배청장연설)



환경처승격(1990. 1. 4, 서울 잠실단독청사)

환경문제가 국가 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커가면서 정부 내 환경청의 지위 격상 문제가 자연스럽게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이처럼

정부내외에서의분위기가조성되면서환경청승격은이미필연적이며당연한것으로굳어지고, 그 결과 1990년 1월 3일 환경처직제가시행

되면서환경청이환경처로승격되었다. 환경처승격은환경문제의중요성이날로증대되고있음을의미하였고, 그 문제를해결해야하는환경

처의역할과중요성을거듭확인하는일이기도하였다.

1990∼1994





「환경관리공단법」국회제출문서(김영삼전대통령사인, 1993. 7. 1) 「환경보전국민생활수칙」(1990. 6. 2)

노태우전대통령연두순시환경처업무보고(1990. 1) 



1990∼1994

서울잠실롯데월드주차장에서열린공해단속‘중앙특별기동단속반’발대식선서(1990. 11. 16)

「대통령각하및국무총리지시사항관리대장」(1991) 기존화학물질목록집(1991. 2)



녹색생활실천협약식(2009. 9. 8, 두번째열가운데이만의장관, 이진전차관, 김형국녹색성장위원회위원장)

두 차례낙동강수질오염사고가발생하자보다강력한국가환경정책의수립과집행이필요하다는여론이형성되었고, 이에따라 1994년 12월

환경처가 환경부로 개편되었다. 아울러 하수관리 기능과 음용수관리 기능, 해양보전 업무와 야생조수 보호 및 수렵 관련 업무 등이 환경부로

넘어옴에 따라 국가의 환경정책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행정 체계가 갖추어졌고, 이후 환경부는 그 소임을 다하며 30년 역사를 이어

갔다. 환경부승격은단지부처의승격이아니었다. 국민의삶의질의격상이었다. 

1995∼2009



환경의날행사김대중전대통령‘새천년환경비전선포’(2000. 6. 5)

김영삼전대통령에게호소수질설명(1995. 6. 5) 

국무총리실에설치된수질개선기획단현판식(1997. 2. 11, 왼쪽 두번째이수성

총리, 세변째강현욱장관) 

환경 30년 - 환경을지키며국민과의교감, 미래를열며세계와의공감

1994.12_ 환경부승격

1996.06_ 환경의날을법정기념일로지정
2002.01_ 3대강수계특별법제정

1995.01_ 쓰레기종량제전국시행

1999.01_ 천연가스버스보급

2009.11. 26_ 세계자연보전총회(WCC) 유치확정

2008.8.15_ 「저탄소녹색성장비전」선언

제1회 환경기술상기념세미나(1996. 7. 15)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기획공청회(2000. 12. 6) 

종합환경연구단지준공(2002. 7. 19) 

MECD 2005 개막식(2005. 3, 가운데곽결호장관)

제4차 한중일환경장관회의(2002. 4. 21, 왼쪽 김명자장관)

UNEP 특별총회및세계장관회의(2004. 3, 제주, 고건 대통령권한대행축사)



정부업무평가 3년연속최우수부처수상(2004. 1. 9, 가운데한명숙장관, 장관오른쪽곽결호차관)

1995∼2009

제10회 환경의날기념국가지속가능발전비전선언(2005, 가운데노무현
전대통령) 제1차 환경행정혁신점검단회의(2005. 2. 28, 곽결호장관, 박선숙차관) 



제8회지방의제21전국대회모습, 지속가능발전실현을위한협약식(2006. 10)

그린스타트전국대회(2008. 12. 22, 가운데이만의장관) 

그린스타트한마당(2008. 10. 11, 한승수총리, 이만의장관)

람사르당사국총회이명박대통령개막식연설(2008. 10. 28, 경남 창녕) 

환경부직장협의회주관환경가족교례회및환경장학회창립식(2006. 2. 27,

이재용장관) 

저탄소녹색성장포럼토론회(2008. 10. 3, 가운데회색양복이만의장관)





국립생태원건립기공식(2009. 7. 27, 가운데한승수총리, 왼쪽이만의장관)

B4E MOU 서명식(2009. 8. 18, UNEP 사무총장과이만의장관) 

청계천+20 프로젝트협약식(2009. 4. 21, 가운데회색정장이만의장관) 

저탄소녹색성장을위한 2009 세계환경포럼개막식(2009. 8. 11, 이만의장관)

제2회 그린스타트정책포럼(2009. 10. 20, 이병욱차관) 



한국환경공단출범(2010. 1. 1)2010년 청와대업무보고(2009. 12. 30, 이명박대통령)

이명박대통령코펜하겐당사국총회기조연설(2009. 12. 17)

1995∼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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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10월“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환경보전을위해노력하여야한다”는기본권이헌법에규정됨에따라이를구체적

으로실현하기위한입법활동이활발히시작되었다. 아울러 보다 쾌적한삶을누리고자

하는국민의여망은곧환경문제에관한관심으로이어졌다. 이같은의식전환과더불어

환경청이설립된후정부는경제성장을위해서는환경훼손을감수해야한다는성장일변

도의 정책에서의 중요성에 벗어나 환경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전환을 시도하였고,

일반국민들사이에서도환경의중요성에대한의식이더욱높아졌다.

환경 30년 역사는 곧 우리 삶의 질을 높인 여정이었다. 아울러 우리 후손에게 아름다운

자연환경과생활환경을물려주기위한값진시간이었다. 

제1장 _ 환경정책의발달과정

제2장 _ 환경행정추진체계의변천



제1절� 

환경문제의대두(1970년이전)

1. 한반도의환경, 일제강점과 6·25

아시아대륙의북동부에서서남쪽으로뻗어내린우리국토는총면적이 22만

km²이며, 높은동쪽에서서쪽으로흘러내리는경사면을구성하고있는동고서저

(東高西低)의 지형이다. 지질은그 66%가 신생대에형성되었으며, 모암(母巖, 기

본이되는암석)의70% 이상이화강암과편마암으로구성되어있다. 

한반도의기후는겨울은한냉건조하고여름은고온다습한온대계절풍의기후

이며연평균강수량은약1,283㎜이다. 우리나라는산림이전국토의65.4%를차

지하고있는데다3면이바다여서생물다양성이풍부할뿐아니라자연경관이매

우아름답다. 

우리나라에는약10만종의생물종이서식하고있는것으로추정되는데, 현재까

지의기록으로는동물이1만8,117종, 식물이8,271종, 균류(菌類)·원생생물류등

이3,528종으로총2만9,916종이존재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이아름다운강산, 다양한생물종을지키기위하여예로부터우리조상의자연

보호정책은매우엄격하였다. 이미고려시대부터철저한산림보호정책을유지한

결과일제의침략이시작된조선말기만해도압록강·두만강지역은원시림을이

루었으며, 전국의산지뿐아니라평지에도수목이울창하였다. 

그러나일제강점기동안일본은철저한자원수탈정책아래우리나라산림자

원을대량으로벌채해감으로써한반도의자연환경은무참히파괴되었다. 그결과

광복을맞은해인 1945년우리나라산림자원은일제강점기가시작된 1910년에

비해 70% 이상이감소되었다. 더욱이광복후동족상잔의한국전쟁은인명과재

산뿐아니라우리국토환경을철저히파괴하고말았다. 

1950년대를지나1960년대에들어서기까지절대빈곤을벗어나지못한상태에서

우리의자연훼손은극에달하였고, 주기적인장마와홍수로인하여심각한표토의

유실이초래되었다. 이시기의국가경제는정부재정지출의과반을외국의무상원

조에의존할정도로빈약하였고, 환경오염문제를유발할정도의산업기반자체도

존재하지않았으며, 국민의물자소비도환경문제를야기할정도에는이르지못하

였다. 1960년대초까지만해도연탄을주된난방연료로사용하였기때문에연탄가

스(CO) 중독과석탄먼지로인한저탄장인근주민피해가문제되는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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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환경정책의

발달과정



2. 환경문제의발단 - 고도경제성장

1961년등장한박정희정부는‘기아와빈곤으로부터의해방’이라는기치아래

경제개발정책을강력히추진하여나갔다. 

먼저 1962년부터 1971년까지의 1, 2차경제개발5개년계획기간동안사회간접

자본·국가기간산업·중화학공업의기반을조성하는한편, 수출주도형제조업을

집중육성하는고도경제성장정책을추진하였다. 이에힘입어우리경제는후일

‘한강의기적’이라고불릴정도로고속성장을이룩하였다. 이시기에GNP는연

평균 9% 이상 성장하였고, 1인당 국민소득은 1963년 80달러 수준에서 1972년

320달러가 되었으며, 제조업 수출은 1962년 1,000만 달러 수준에서 1972년 14

억달러수준으로급증하였다. 

연이어 1972년부터 10년간의 3, 4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기간 중에는 석유화

학·조선·자동차·철강산업을중심으로한중화학공업을선택적으로집중육성

하였다. 그결과 1인당국민소득은 1982년에 1,892달러로늘어났고수출은 1979

년에 150억달러에이르렀지만, 고성장정책의부작용으로인하여물가상승률이

연평균15.2%에이르기도하였다. 

1차에서 4차에 이르는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추진하면서 전국 곳곳에 공장과

사업장이수없이들어섰고, 울산및여천공단과마산수출자유지역등해안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공업단지가 건설되었다. 이때는 농업보다는 공업을, 공

업부문중에서도경공업보다는중화학공업을중심으로수출경쟁력을키워나가

던시기였다. 철저한성장위주의정책기조하에서설사공해산업일지라도수출

경쟁력만있으면문제가없다는기조의정책이었다. 

제1편환경30년의조망 43

蔚山工業센타起工式致 文

………(중략)

四千年 貧困의 歷史를 씻고 民族宿願의 富貴를 마련하기 爲하여

우리는 이곳 蔚山을 찾아 여기에 新工業都市를 建設하기로 하였습니

다. 루르의 奇蹟을 超越하고 新羅의 榮盛을 再現하려는 民族的 慾求

를 이곳 蔚山에서 實現 하려는 것이니 이것은 民族再興의 터전을 닦

는 것이고, 國家百年大計의 寶庫를 마련하는 것이며, 子孫萬代의 繁

榮을 約束하는 民族的 蹶起인 것입니다. 弟2次産業의 우렁찬 建設의

수레소리가 東海를 震動하고, 工業生産의 검은 연기가 大氣속에 뻗어

나가는그날엔國家民族의希望과發展이눈앞에到來하였음을알수

있는것입니다. (중략)

1962年 2月 3日

國家再建最高會議議長陸軍大將朴正熙



이시기의급속한산업화를뒷받침하기위하여정부의국토개발계획이시작되었

는데, 1963년 제정한「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의거하여거점개발방식의국토개발

정책이본격시행되었다. 공업입지의확보, 용수공급을위한댐건설, 주택및도로

건설등당시의국토개발사업은환경에대한고려없이오직경제성장을뒷받침하

기위한목적으로추진되었다. 

이러한거점개발정책은수도권과동남권일부지역에공업및인구를편중시키는

결과를낳아지역간불균형문제를야기하였다. 산업화와함께인구의도시집중현

상이가속화되어대도시환경관리에큰부담이되기시작하였으며, 농촌에서는농약

과화학비료의사용이급증하면서영농오염현상이나타나기도하였다. 

3. 환경문제에대한초기대응

1960년대초부터1970년대까지국가의모든역량은경제성장에집중되고있었

으며, 당시의소위엘리트기술관료들은경제성장을위한국력분산을우려하여

환경문제의공론화를기피하였다. 아울러사회적환경의식이제대로형성되지못

한당시의현실아래서환경오염방지를위한투가를해야할산업체등은환경대

책마련을반대하였고, 선거에의하여선출되는정치가들은산업체의입장을의

식하지않을수없었다. 

이러한상황하에서정부의환경관련부서는환경문제를오물처리수준의위

생문제정도로인식하였다. 따라서환경정책은정부및사회의무지와무관심속

에서설자리를잃어버렸고, 환경오염문제는논의자체가터부시되어언론과사

회단체의문제제기조차제약을받았다. 당시환경법의범주에포함시킬만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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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 남대문주변청소모습(1960년대)



으로는 1961년제정되어시행중이던「오물청소법」정도에그치고있었고, 그법

의제정취지또한생활쓰레기와분뇨처리를관리하기위한것이었다. 이후5·

16 군사정부집권후 1963년 11월에「공해방지법」이제정되었고, 같은해 12월에

는「독물·극물에관한법률」이제정되었다. 

1963년에처음제정된「공해방지법」은우리나라최초의환경법이라고할수있

는데, 그내용은일본의공해법을거의그대로모방한것이었다. 그나마이법은

제정 후 바로 시행되지 못하다가 1967년에야 시행규칙이 제정되고 당시 보건사

회부에환경위생과공해계가설치됨으로써비로소법시행을위한행정적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이후에도「공해방지법」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거의

유명무실한상태로있다가후일「환경보전법」으로대체되었는데, 이는정책적무

관심속에법적·행정적기반이미흡하였을뿐만아니라그때까지사회적으로환

경피해가표면화되지않은때문이기도하였다. 

이처럼 1960년대에는 환경문제를 국가적으로 의제화하는 것이 경제 및 사회

발전에걸림돌이된다는인식아래그논의자체가금기시되었다. 그나마이러한

악조건하에서도황폐한민둥산을녹화시키기위한산림녹화사업, 새마을운동에

의한생활환경개선사업등에의하여환경보전의싹은트고있었다. 특히이시기

에주목할점은, 세계적으로도높이평가되고있는개발제한구역(Green Belt)제

도를1971년에도입·시행한일이었다. 

이 제도의도입은그동안공업화시책추진과정에서발생한과도한산림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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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처반대에대한대응 : 이때는 과도군사정권의최고통치기구로서국가재건최고회의가 입법·사법·행

정의 3권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당시 보건사회부는 경제부처 등 개발부처의 반대를 우회하기 위하여 부처 협의를

생략한채각종보고를, 최고회의에직접상정하여통과시켰다.(이진, 지구시대의환경정책, 1996, 135쪽)

<그림 1-1-2> 새마을운동(도로확장공사시흙나르는현장, 1975. 2. 9)



을막고, 도시인구집중및토지의무분별한개발로부터다소나마환경을보전하

여야한다는인식이정부내에서높아지고있음을잘보여주는것이었다. 

1970년대초에들어서면서반정부소요사태와학생운동이격렬해지면서 1971

년 12월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고「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시행

되었다. 이어다음해 10월유신의단행과연이은전국비상계엄령선포, 국회해

산, 언론·출판의사전검열등정치적통제가강화되었다. 

더욱이 1974년 8월 15일육영수여사저격사건까지일어났다. 이러한정치적·

사회적상황아래서정부시책에반하는어떠한주장이나행동도반국가행위로몰

려거론자체가불가능한실정이었으며, 정부의미흡한환경보전정책을지적하

는비판이나논의도물론예외일수없었다. 

4. 환경문제에대한인식의시작

경제성장을최우선으로하는시대적상황에서성장정책과충돌할수밖에없었

던환경정책은국가의정책의제에서도외시될수밖에없었고, 당시재정형편상

막대한재원을필요로하는환경보전투자에정부가선뜻나서기도어려웠다. 뿐

만아니라해외시장에서막경쟁력을갖추어나가려는산업계에대해환경투자

를요구하기란쉽지않은일이었다. 그러나이와같이환경문제를도외시한급속

한성장의그늘아래서도환경문제는자연스레싹트기시작하였다. 

전국적으로 급격히 늘어난 중화학·제지·식료산업 등의 생산 공장에서 유기

물질과중금속등의수질오염물질이적정처리되지않은채하천에배출되었다. 

한강유역의수질은 1969년발간된보건사회부의「15개년보건계획」에의하면

2차경제개발5개년계획이시작되던 1967년한강유역의일반세균및대장균오

염도는1963년도최초의측정자료에비하여무려150배가되었다. 

1967년부터는보건사회부와서울시가매년한강유역수질조사를실시하였는

데, 보광동수원지취수장부근의BOD는 1967년에이미연평균26.3mg/L에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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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피해의공포

1978년 언론은 담양의 고씨 일가족이 수은 중독에 의한 공해병 증세를 보인다고 보도하면서 일본의 이따이이따

이병과 미나마따병과 같은 공해병의 피해 사례도 소개하였다. 의료기관의 정밀진단 결과 담양 고씨 사건은 농약

중독 증세의 결과라는 결론이 있었으나 일반 국민에게 공해의 무서운 피해를 일깨우게 되었고, 이후 정부는 거의

공해병 노이로제 상태가 되기도 하였다. 1979년에는 울산공단에 있는 어느 공장의 식당에 공급되는 식수가 오염

되어 근로자들이 복통을 일으키는 식수 오염사고가 일어났는데, 담양 고씨 사건 직후의 일인 까닭에 언론이 대서

특필하였다. 이즈음 집단 노동활동이 체제 유지에 중대한 위협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집단행동을 유

발할수있는식수오염사고는중대한사고로다루어졌다. 이 사고는환경청신설의직접적인동기가되었다.

(김인환, 환경호사공들의이야기, 2004, 20쪽) 



하였고, 1971년에는 40.2㎎/L까지 악화되었

다. 한강에서 기형 물고기가 잡히기 시작하였

고, 1974년 중랑천 하류의 BOD는 374.92㎎

/L로써 그 악취에 코를 막지 않을 수 없을 정

도로 썩어가고 있었다. 1975년~1977년 서울

시민의 상수원인 한강 상류의 BOD는 5㎎/L

내외였다. 

같은시기낙동강하류의경우에도오염도가

크게 증가하여 김해 연해의 해태 양식이 불가

능할 정도였고, 부산·마산·울산 해안에서는

기준치(0.05ppm)의 2~3배에 달하는 수은이

검출되기도하였다.   

1970년대말전국의하수도보급률은 8%, 상수도보급률은 32% 정도여서수

인성 전염병이 국민의 보건을 위협하고 있었다. 1970년에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농가소득 증대사업의 일환으로 영농개선·녹색혁명을 강력히 추진하였지만 그

부작용으로비료및농약의사용이급격히증가하여농촌은농촌대로의환경문제

가대두되기시작하였다. 또석탄등고체연료와황함유량이높은유류등에너지

사용의급증으로황산화물·먼지등에의한대기오염은악화일로에있었다. 

1977년 서울의 대기 중 아황산가스 농도는 대기환경기준(0.05ppm)을 초과한

0.083ppm이었고, 이후계속악화되어1979년에는0.093ppm에달하였다.

1967년 울산공단내영남화학에서배출된황산미스트·황산가스에 의하여주

민의호흡기질환이발생하고주변임야의수목이고사한사건이최초의공해사

건으로기록되었고, 1969년에는역시울산공단내한국알미늄(주)에서불소가스

와황산가스가배출되어삼산평야의벼가고사하는사건이발생하였다. 같은시

기에여천·광양지역에호남정유와중화학공단이들어서면서광양만이오염되어

어패류가 폐사하였고, 이 지역 어린이들이 원인모를 피부병에 시달리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또한여천군낙포리주민들이농작물피해보상과이주대책을요구한

끝에1980년에주민이주가이루어지기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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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3> 굴뚝의매연사진

<표 1-1-1> 4대강 수질오염도(1975~1977)

※한국환경기술개발원(1996)

구 분
BOD PH DO

비 고
1975 1976 1977. 7 1977. 7 1977. 7

한강(서울근교) 평균 5.4(1.2~8.5) 4.8(1.3~8.5) 4.2(1.2~9.4) 3.8~7.3 3.6~8.0

낙동강(부산근교) 평균 2.4(1.8~3.1) 2.1(1.8~2.6) 3.6(4.1~5.4) 7.0~7.6 6.1~6.5

금강(신탄진, 부여근교) 평균 4.0(1.9~7.9) 2.7(1.8~4.0) 1.9(1.8~2.0) 7.2~7.3 5.2~6.0

영산강(나주근교) 평균 3.4(2.2~4.3) 3.7(3.4~6.8) 5.2(4.5~5.9) 7.6~7.7 6.1~6.7

(단위 : ㎎/L)

(최저~최고)

WHO : 6

일본 : 5



제2절� 

환경문제의국가정책의제화
(1970년대) 

1. 국가정책방향의변화

환경문제의국가의제화를위한사회적분위기가조성된것은학계및언론에

의해서였다. 1968년 당시 과학기술처가 발주하여 대한산업보건협회가 수행한

‘공해에관한연구’는우리나라최초의정부발주환경연구과제로기록될만하

며, 이를전후하여대학부설예방의학교실들이서울지역과울산공단등의오염도

를조사·발표하기시작하였다. 1971년에는학술원의공해문제연구위원회(1972년

환경문제연구위원회로개칭)가설립된후1972년에제1차학술보고서를발간하였

는데, 여기에는대기·수질·생태등에관한여러논문이게재되었다.

그후수많은전문가가환경각분야의논문을계속발표하였다. 국

립환경연구원(현국립환경과학원)이집계한바에의하면, 1966년까지

는 28편에불과하였던국내환경분야논문수는 1974년까지연평균

60편으로 증가하였고, 1975년부터 1979년까지는 매년 150편 이상으

로크게늘어났다. 

한편언론은1970년대중반을기점으로환경관련기사외에환경보

전 캠페인과 기획시리즈를 게재하기 시작함으로써 환경문제에 관한

사회적관심이서서히높아지기시작하였다. 

1972년 스톡홀름에서‘유엔인간환경회의’가개최되고국제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고조되자 국내에서도 환경관련 학술

활동이 더욱 활발해졌다. 환경문제에 관한 해외 정보가 들어오는 한

편, 외국에서 귀국한 환경학자들의 활동이 시작되었다. 대기 및 수질

오염등환경문제의사실관계에대한과학적인측정및확인이이루

어졌고, 환경오염저감기술이소개되기시작하였다. 

국민소득수준의향상과함께경제발전에대한그동안의성취감과

국가 미래에 대한 국민적 자신감이 높아지고, 이와 함께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사회적중산계층이생성되어안정된형태의사회체제가구

축되고있었다. 또한세계적으로불기시작한사회적·경제적개방분

위기가우리나라에도영향을미치고있었다. 이러한대내외적상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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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4> ’단 하나뿐인지구’UN인간환경회의
언론기사(1972. 2)



에서그간의고도경제성장정책의부작용으로나타난사회적불균형문제, 즉산

업간·부문간·지역간·계층간의불균형문제가부각되기시작하였는데, 특히사

회복지·노동·환경문제에관한국민적관심이높아졌다. 

생활수준의향상과함께‘더욱좋은환경’에대한국민의수요는점차증대되

는데, 공단주변및대도시에서는오염피해사례가연속적으로보도되면서공해

문제에대한국민적인우려와실망이싹텄다. 이때국내언론에중점보도된일본

의이타이이타이병이나미나마타병을비롯한세계적공해병실태와환경오염사

고의발생사례가우리에게큰교훈이되었음은분명하였다. 따라서정치권에서

도환경문제를둘러싼국민들의불만에민감하지않을수없었으며, 이러한일련

의상황등이정책변화의주요인으로작용하여환경정책은비로소정부의정책

의제로부상하게되었다. 또한편으로는경제발전을지속하기위해서라도환경오

염방지시책이반드시필요하다는근본적인식변화가정부내에서서서히일어

나고있었다. 이러한정책적변화에는그간의경제성장에따른국가적자본축적

이그바탕이되었음은물론이다. 

2. 환경정책의제의등장

우리나라에서환경문제가국가의정식정책의제로등장한내부적요인으로우

선전국에걸쳐심화된환경오염과그로인한구체적피해가속속나타나자환경

문제의존재와그로인한폐해를더이상무시하거나은폐할수없었던점을들

수있다. 이와아울러당시의외부적요인도함께작용하였다. 

1960년대말에서1970년대초에이르면서선진국을중심으로환경입법및환경

정책추진움직임이활발해졌고, 1972년스톡홀름유엔인간환경회의를전후하여

환경을도외시한경제성장은곧한계에도달할

뿐아니라사회적재난을초래하게된다는분위

기가세계적으로확산되었다. 이러한환경보전

과관련한국제적상황이국내에전해짐에따라

정책 수립에 큰 영향을 미쳤다. 당시 환경보전

에관한국제회의에참석하였던학계원로들이

환경보전과관련한장기적국정운용방향에대

하여정책주도층에자문을하기도하였다. 

1977년부터 시작된 제4차 경제개발5개년계

획은자력성장구조의확립과사회형평의증진

을계획목표로삼아, 산업구조개편및국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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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5>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회의(1980년대)



쟁력제고등과함께국민의생활환경개선을주요정책과제로설정하였다. 이로

써일단공해방지및환경개선이정부의중요한정책과제대상으로등장하였다. 

무엇보다 1977년 1월 박정희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에서 환경문제에 대하여

직접언급하면서부터정부의환경문제에대한인식과정책의지는확연하게표명

되었다. 이때까지국가경쟁력을위하여무시의대상이었던환경문제가머지않아

경제성장의제약조건으로등장하였고, 환경보전없는경제성장은한계에봉착

한다는사실을고위정책결정자들이인식하게되었던것이다. 

1977년 10월부터자연보호운

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었고,

그해 연말 정기국회에서는「환

경보전법」과「해양오염방지법」

이 제정되는 등 한국에서도 환

경정책에 대한 정부의 기본자

세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

하였다. 특히「환경보전법」제

정은 우리나라가 공해법 시대

에서 벗어나 종합적 환경관리

의 구색을 갖춘 현대적 환경법

을갖게되었다는데큰의미가

있다. 다만 국가의 환경정책은

아직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

책으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하

고, 정부의일방적인정책발표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국가의

주요정책결정이폐쇄적구조안에서체제안정을최우선의목적으로하여추진

되었을뿐만아니라일반국민의환경문제의식도충분히성숙되지못한상태에

있었기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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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연구소의공해문제담당

박정희 대통령은 1977년의 연두 기자회견 이전에도 환경문제에 관한 지시를 한 적이 있는데, 이때까지만 하여도

환경문제를 심각하게 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1970년을 전후하여 중화학공업지구 주변에서 환경오염 피해

가 빈발하자 1973년 6월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를 주재하면서 박 대통령은“공해 대책은 과학기술처가 담당하도

록”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처는 당시 첨단 원자력 이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던 한국원자력연구소로 하

여금 공해 문제를 담당하게 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이 연구소는 1975년 12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과

‘국가발전과 인간환경에 관한 회의’를 공동으로 주최하고 국가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중앙환경행정전담부서

와전담연구기관의설치를촉구한바있다. 

<그림 1-1-6> 박정희전대통령이참석한가운데최초로자연보호운
동궐기대회를가졌다. (1977. 11. 5)



제3절� 

공해의극복- 환경청시대
(1980년대) 

1. 환경청의설립

1970년대경제개발5개년계획의성공적추진으로우리경제는동기간동안연

8%의고속성장을기록하였고, 1인당국민소득도 1970년의 254달러에서 1980년

에는 1,645달러(1989년에는 5,418달러)로 대폭 증가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서

도고속성장이지속되었는데, 1983년 12.6%, 1986부터는3년간연속적으로12%

를초과하는성장률을보였다. 그결과 1980년대에는정부뿐아니라산업계도환

경부문에대한투자여력을확보하여, 보다적극적인환경정책을추진할수있는

기반을갖추게되었다. 

이에 정부는 환경정책 전담 중앙행정기관으로 환경청을 설립하고 환경정책을

본격적으로추진하기시작하였다. 

1970년대말일부환경전문가와학자들사이에환경행정을전담할중앙행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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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도모른환경청발족

환경청 설치에 관한 대통령의 지시는 실로 갑작스런 것으로써, 이는 당시 각종 정치적 소요사태로 한참 불안해진

정국과도 무관하지 않다. 1979년 5월 17일 대통령이 환경청 설치를 내각에 지시하였다는 보도가 조간신문의 일

면 톱을 장식하였는데, 당시 보건사회부 환경관리관실의 간부도 이 신문의 기사를 보고서야 그 사실을 알았을 정

도로이는뜻밖의일이었다. 

당시 각종 정치적 소요사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안보 관련 장관 대책회의가 정기적으로 열렸는데, 대

통령의 환경청설치지시가있기전날이회의에서는울산의식수오염사고에따른근로자들의불만과소요우려

등이 보고되고, 갈수록 심해져가는 울산의 공해 문제에 대한 정부 대책이 논의되었다고 한다. 이 회의에서 당시

신현확 부총리는 보다 적극적인 공해방지 대책의 필요성과 환경처의 설치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박 대통령은 이

를받아들여환경청의발족을결정하고다음날이를내각에지시한것으로보인다.(김인환, 환경호 사공들의이야

기, 2004, 19쪽) 

전문성부족에따른어려움

1980년 설립 초기의 환경청은 당시 보건사회부의 환경관리관실과 그 외 다른 부서의 공무원 그리고 기타 다른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입한 공무원으로 구성되었다. 보건사회부 외에는 대부분 체신청·철도청·전매

청 직원들이 전입하여 왔는데, 이는 당시 이들 3기관에 대한 민영화가 거론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이

다른 여건에서 근무하여 온 직원이 환경청이라는 새로운 기관에 모여 업무를 시작하다보니 전문성 및 일체감 부

족등업무추진에어려움이많았다. 

<그림 1-1-7> 환경청개청현판식
(1980. 1. 15)



관의설립필요성이거론되어오던중, 1979년 5월박

정희대통령은중앙의환경보전전담기구설치를내각

에 지시하였고, 그 이듬해인 1980년 1월 환경청이 정

식발족하였다. 이로써1960년대에보건사회부의환경

위생과 공해계로 출발하였던 우리나라 환경행정조직

은마침내환경청으로확대되었다. 

보사부 환경관리관실이 담당하던 환경 업무는 환경

정책의일부에불과한산업공해방지업무가전부였고,

그외환경정책기능은각부처에산재되어있었다. 

환경청을 발족

하면서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과제는 이

와같이각부처에산재하여있는환경관련

업무를환경청으로통합하고일원화하는일

이었다. 

당시 건설부의 수자원 및 자연공원 업무,

그리고 산림청의 야생동식물 보호 업무 등

이통합대상였다. 그러나당초환경청설치

작업 실무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종전

보건사회부가담당하였던산업공해방지업

무만을주된기능으로하여환경청을발족하

게된것이었다. 이후 환경행정업무의일원

화 문제는 오랫동안 정부 기능 조정이 있을

때마다뜨거운논란의대상이되어왔다. 

2. 국가가치관의선회

1980년 10월제5공화국헌법에는건강하고쾌적한환경에서생활할국민의기

본권으로서환경권이규정됨에따라이를구체적으로실현하기위한입법활동이

활발히시작되었다. 또한 1988년서울올림픽을성공적으로치러낸데대한국민

적자부심의고조, 권위주의적통치체제청산, 사회민주화의기틀구축등이이

루어진 1980년대말에는삶의질향상에대한국민들의욕구가표출되는가운데

국민전반의환경의식이전에없이높아졌다. 이시기에민간환경단체의활동도

주목할정도로활발해졌다. 

그간급속히진행된산업화의여파로환경오염문제외에노동문제와소득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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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9> 환경청설치언론기사(1980. 1)

<그림 1-1-8> 환경청기



균형문제등의사회문제가불거지면서사회및환경문제에관한국가가치관도

선회되기에이른다. �  

기존의‘경제개발5개년계획’도 1982년 부터는‘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으로

명칭이변경되었으며, 경제성장일변도의국가개발정책에서탈피하여사회개

발및환경개선에도정책적관심을두게되었는데이때처음으로제5차 5개년계

획의부문계획의하나로환경부문계획이수립되었다. 

이계획에서는계획의목표를경제발전과환경보전의조화에두고, 국민의기

본적환경수요충족을위한환경관리기반을마련하는대책들을추진하게되었

다. 1980년대에들어선첫번째 5개년계획인제5차계획에서그정책기조를‘경

제와환경의조화’로삼은것은환경문제를거론하는일자체를터부시하던종래

의입장에비해괄목할만한진전이었다. 

이어경제선진화와국민복지증진을기본목표로한제6차5개년계획의환경부

문계획에서는환경정책의기조를‘환경기준의달성율제고’에두고, 오염우심지

역의환경관리강화, 서울올림픽을대비한획기적도시생활환경개선등의시책

이강구되었다. 

3. 환경정책의태동

(1) 정부 환경정책변화의전환점

환경청이설립된후정부는환경을도외시한그간의경제성장일변도정책에

서벗어나환경을배려하는방향으로정책전환을시도하였고, 일반국민들사이

에서도환경보전에대한의식이더욱높아졌다. 1980년대환경정책에있어정부

의 우선적 목표는 무엇보다도 환경오염도를 낮추는 것으로서, 오염원의 관리를

위한강력한시책이추진되었다. 

환경청은 발족 후 환경법 체계를 정비하고 새로운 환경관리 제도를 과감하게

도입하는등환경정책시행초기단계의환경오염관리를위한법적·제도적기

반을마련하여나갔다. 

국가 환경정책의 종합적 추진 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

을수립하였고, 자연환경전국기초조사에착수하였다. 이와더불어막대한정부

예산이소요되는도시하수처리장을비롯한환경기초시설의대폭적인확충이진

행되었다. 이시기에우리나라에서개최된서울올림픽은정부의환경예산증가,

환경행정조직의확대등강력한환경시책의추진을가져온커다란전환점이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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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 법령의정비

1980년 제5공화국헌법제33조는‘모든국민은깨끗한환경에서생활할권리

를가지며, 국가와국민은환경보전을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고규정하여국민

의환경권을수용하였다. 이환경권규정은1988년헌법개정시다음과같이보완

되었다. 

헌법제35조①모든국민은건강하고쾌적한환경에서생활할권리를가지며,

국가와국민은환경보전을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② 환경권의내용과행사에

관하여는법률로정한다. ③국가는주택개발정책등을통하여모든국민이쾌적

한주거생활을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이에 따라 환경청은 헌법상 환경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환경보전

법」등환경관계법령의정비작업에착수하였다. 먼저1981년에「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기존 행정 기관 외에 정부 산하 공공기관을 환경영향평가 시행기관에

포함시켰고, 사업자가허용기준을초과하여오염물질을배출하는경우부과·징

수하는배출부과금제도를도입하였으며, 환경투자재원을충당하기위한환경오

염방지기금을 설치하였다. 이외에 사업자의 오염 방지시설 설치의무화, 확성기

및자동차소음에의한생활소음의규제, 사업자의폐기물회수및처리, 산업폐

기물의처리기준설정에관한근거규정을두었다. 1986년에는다시이법을개

정하여공공부문개발사업만을대상으로하던환경영향평가제도를관광단지개

발등민간주도의대규모개발사업에까지확대하였고,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보호및화학물질유해성심사제도입을위한법적근거를마련하였다. 그밖에도

환경기준유지가곤란한지역에대한배출시설설치제한, 비산분진의발생억

제등에관한규정을두는등종합적환경관리를위한기본적틀을마련하였다. 

산업의고도화와인구의급속한도시집중에따라성상(性狀)이다양한폐기물

이대량으로배출되어더이상기존「오물청소법」이나「환경보전법」만으로는이

를제대로관리하는것이어렵게되었다. 이에 1986년에는「환경보전법」과「오물

청소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폐기물관리 체계를「폐기물관리법」으로 단일화하

여생활폐기물과산업폐기물의관리체계를확립하였다. 「오물청소법」은이때폐

지되고「환경관리공단법」이제정되었으며, 「해양오염방지법」이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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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인환경권규정

헌법에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환경권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몇 안 되는 예에 속하는데, 여기에

는 당시 학계와 연구계 등 환경전문가들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였다. 1970년대 중반에 국내 환경전문가들의 모임

인 한국환경문제협의회가 활동 중에 있었는데, 이 협의회는 헌법상 환경권 조항의 신설을 추진하기로 하고 그 안

을마련하여, 1979년 말 당시 5공화국 헌법 개정을추진중에있던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건의하여이를성

사시켰다. 



(3) 본격적인환경오염규제활동추진

1970년대「공해방지법」이라는환경오염물질의배출규제에관한근거규정은

있었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였고, 이 법을 대체하여 1977년「환경보전법」이

제정된후에도오염배출규제행정은제대로이루어지지않았다. 그리하여기업

들은환경보전에별관심을보이지않았으며, 법에따라환경오염방지시설을설

치한공장도이를제대로가동하지않거나아예설치조차하지않았지만정부는

이를제대로규제하지않았다. 그러다가환경청발족후관련법규및조직을정

비하고1984년부터비로소본격적인환경규제활동을시작하게되었다. 

당시 우리나라 하천 수질오염의 주범은 곳곳의 공업단지와 도시 주변의 대형

오염물질배출업소들로서, 이들이배출하는산업폐수는전국폐수배출량의 84%

를차지하고있었다. 1984년 3월환경청은임시기구로 11개환경오염중앙지도점

검반(추후 14개로확대)을 편성, 현지에파견하여전국의 19개 주요공업단지(추

후 34개로확대)와그외지역에소재한대형배출업소에대한집중관리에들어

갔다. 지도점검결과위반업소에대해서는개선명령, 조업정지, 고발등의강력

한행정조치가취해졌고, 산업계는환경오염방지시설을설치하고이를적정가

동하는등정부의산업오염규제시책에적절히적응하여갔다. 추후이들점검

반은지방환경측정사무소와함께 1986년에신설된 6개환경지청의모태가되었

으며, 환경지청의발족으로산업오염의규제행정은점차자리를잡아가기시작

하였다. 

정부내개발부처가강력한정책적영향력을행사하던상황하에서보건사회

부의외청에불과한환경청이당시급속한경제성장의주역이었던산업계를대상

으로하여이와같은강력한환경시책을시행한것은크나큰결단이었다. 

(4) 환경기초시설의확충

도시로의인구집중이이루어지면서날로증가하는도시하수및도시폐기물

을 적절히 처리하지 않은 채 산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규제만으로 이미

오염된환경을개선시키기는애초에불가능한일이었다. 이에따라환경청설치

후 산업오염의 규제를 시작하는 한편, 정부는 재정을 투입하여 하수종말처리장

등환경기초시설의대대적인확충에착수하였다. 

국가전체의환경투자를공공부문과민간부문으로구분하여볼때, 하수처리장

과 폐기물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투자는 공공부문의 몫이고, �

민간부문은배출시설의오염방지시설설치를위한비용을부담한다. 환경기초시

설설치를위한적절한규모의공공투자는국가환경보호를위하여절대적으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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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0> 서울 환경측정관리사무소
현판식(1980. 7. 29)



요한것이었으나, 1980년이전의공공부문환경투자는정부재정형편상매우빈

약한수준에머물고있었다. 당시도시하수처리장의경우, 서울의중랑처리장과

경주시처리장2개소밖에없었으며, 공단폐수종말처리장은한곳도없었다. 

이에환경문제를더이상방치할수없다는자각이일었고, 특히당시’86 아시

안게임과’88 올림픽을앞두고짧은기간내에도시환경을획기적으로개선하여

야했으므로이시기에정부의환경투자는큰폭으로확대되었다. 하수종말처리

장은 1989년 기준으로 18개소가 설치 완료되었고, 37개소가 건설 중에 있었다.

공단폐수종말처리장은 오염이 심한 6개 공단지역을 대상으로 건설하고 있었고,

농공지구(農工地區)의 오폐수처리장은 28개소가 설치 완료되어 가동되었으며,

분뇨처리장은154개소가가동되었다. 그외주요상수원인근지역에간이오수처

리장과축산폐수처리장이설치되었다. 

폐기물 관리 분야에서는 수도권의 경우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 해안간척지에

630여 만평을 확보하여 1989년부터 제1단계로 123만평의 광역위생매립장 건설

을추진하였다. 소각시설은서울목동과의정부에서가동중이었고대구와성남

은설치중에있었다. 특정산업폐기물의광역처리를위하여수도권은화성에, 영

남권은온산에각각공공처리시설을설치·운영하였으며, 호남권은군산및여천

지역에처리시설의설치를계획하고있었다. 

(5) 환경관리제도의도입

「공해방지법」이나「환경보전법」에는일부선진화된환경관리제도가이미도입

되어있기도하였으나, 정책시행여건및제도시행준비미흡등으로대부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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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1> 25만톤 규모의청계천하수처리장모습(1976)



대로 시행되지 못하여 왔다. 환경청이 설립된 후 필요한 준비

체제를갖추고이들제도를시행하기시작하였다. 이제도들은

지금까지환경정책에서매우중요한위치를차지하고있다. 

- 배출시설설치허가제도의도입

미국을비롯한선진국에서시행하고있던환경오염물질배출

규제를 위한 대표적 제도인‘배출시설 설치 허가제도’는 1971

년공해대책법개정법에서처음으로도입하였다. 

이제도에서는먼저법상규제대상이되는오염물질배출시

설의범위를구체적으로정하고, 이에해당하는시설을설치하

고자 할 때는 미리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는법으로정해진기준, 즉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을준수하

여야하며, 이를위하여방지시설을설치하도록하였다.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때에는 해당 시설에 대하여 개선명

령을 하여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배

출허용기준이하로오염물질이처리되도록하였다. 

만약 개선명령을 하여도 이를 이행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그배출시설에대하여이전명령을할수있도록하였고, 무허가배출시설에대해

서는조업정지명령또는폐쇄명령을할수있도록하였다. 이러한배출시설허가

제도는환경관리를위한가장핵심적인수단으로서, 산업오염관리에서큰비중을

차지하였다. 

- 배출부과금제도의도입

배출부과금제도는1982년 7월「환경보전법」개정시배출시설관리의부가적수

단으로서처음도입되어 1년여에걸친법적·행정적준비작업을거쳐 1983년 9

월부터본격적으로시행되었다. 

시행초기의부과금제도는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을초과하여배출시설을가

동하다가적발된사업장에대하여개선명령이후개선완료시까지배출허용기준

을초과하여배출하게될오염물질의양에대하여부과금을부과하는징벌적성

격의 제도로 운영되었다. 이는 오염물질을 적정 처리하도록 자극하는 대표적인

경제적유인수단의하나로서, 환경오염에대한직접규제의보조적수단으로서의

기능을하였다. 배출부과금제도는사업자에게경제적부담을가함으로써오염물

질배출의최소화를유도하기위한대표적경제적유인수단일뿐아니라오염원

인행위에대한대가지불이라는‘오염원인자부담원칙’을적용한첫번째사례

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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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2> 공해단속중앙특별기동단속반발대식(1990. 11. 17)



징수된 부과금은 사업자의 방지시설 투자비용의 장기저리융자를 위한 환경오

염방지기금의재원으로활용되었다. 

�  

- 환경영향평가제도의확대

환경영향평가제도는환경상악영향의사전방지및환경자원의합리적이용을

목적으로 한 제도로서, 1970년 미국의 국가환경정책법(NEPA)에서 처음으로 채

택된제도이다. 

우리나라는1977년「환경보전법」을제정할때, 개발로인한환경훼손을최소화

하기위하여대규모공공개발사업을대상으로하여이제도를도입하였다. 그러

나제도의구체적시행을위한준비부족과부처협의의어려움으로시행되지못

하고있다가환경청이발족하면서 1981년 3월부터비로소시행되었다. 1987년에

는평가대상사업의범위를확대하고공공부문의개발사업외에민간부문에서의

대형개발사업도평가대상사업에포함시켰다. 

- 환경분쟁조정제도

환경분쟁조정제도는「공해방지법」과「환경보전법」에도이미그근거를두었던

제도로서환경에관한지식및경험과법적소양이있는전문가로구성된환경분

쟁조정위원회가환경분쟁당사자간에개입해서양보와합의를유도하는행정적

조정절차이다. 

이 조정절차는 환경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에 의하여

진행되는 것이어서 사법적 절차에 비하여 훨씬 적은 경제적·시간적 부담 아래

보다합리적인해결을기할수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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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3> 환경영향평가사례발표회(1986. 10. 24)



환경분쟁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시도에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환경청

장소속하에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설치하였다. 이들위원회에의한분쟁의

조정 결과를 쌍방이 수락하면 조정조서(調停調書)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민사소

송법상의화해조서와동일한효력을가졌다. 그러나이분쟁조정제도가일반인에

게는아직생소한제도였고, 관련행정조직도미비하였던관계로환경부에중앙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고 이 위원회 사무국이 설치된 1991년까지는 일반

인에게널리활용되지못하였다. 

(6) 환경관리기반의조성

-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수립

국가의장기적인환경관리목표를설정하고이를달성하기위한우리나라최초

의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1982년부터 1986년까지 전국을 한강유

역·낙동강유역·서남해안권으로 구분하여 3단계의 용역사업을 시행하였다. 이

를토대로계획안을작성하여학계및환경관계전문가의검토와관련기관협의

를거쳐 1988년당시환경보전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에서심의의결됨에따라

우리나라최초의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이확정되었다. 

이 용역사업에 투입된 소요 재원은 아시아개발은행(ADB) 차관 280만 달러와

국가예산18억원이었다. 사업수행은국내엔지니어링회사(현대엔지니어링·효

성엔지니어링)와제휴한미국의Engineering Science Inc.가맡았다. 이용역사

업은당시환경정책이나환경과학기술측면에서크게뒤지던우리나라에선진국

의환경관리정책과제도, 환경기술이소개되는더없이좋은기회가되었다. 

이 계획에서는 2001년까지 국토이용·산업·경제 등의 환경변화인자를 전망

하고, 오염물질의예상배출량을산정하여장래오염도를예측하였으며, 그에따라

2001년까지의 단계별 환경보전 목표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

하고유지하기위한대책사업의시행계획과그로인한환경질의개선효과와투

자타당성을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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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과보존에대한새가치관

1980년대 제5차 및 제6차 5개년계획을 추진하면서 가속적으로 시행된 신도시·댐·도로 건설 등 국토개발사업

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수행되는 과정에서 개발과 보전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이 형성되었다. 1980년대 초부터

집중적으로 시행된 목동·상계·일산·분당 등 신도시 건설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던 중, 국민들의

인식 속에 주거지 녹지 확보, 교통소음 저감, 대기질 관리, 폐기물 대책 등이 주거지의 중요한 생활환경 조건으로

자리잡게되었다. 또한 비록사업강행으로결론이나기는하였지만, 부산시용수수요에대처하고김해·창원시

와의교통소통및산업입지확보를위하여추진된낙동강하구언건설에대한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논란이되

었던철새보호문제는자연생태계보호에대한국민적관심을한층높이는계기가되었다.



이 계획은 전국을 대상으로 환경오염원과 배출량 등을 예측

하여환경개선목표를설정하고이에소요되는투자계획을수

립한최초의계획으로서, 향후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과 4대강

수질개선계획등부문계획수립의기초가되었다. 

이계획상 1987년부터 2001년까지 15년간의총투자소요액

은17조850억원으로써, 공공부문투자가8조7,900억원, 민간

투자소요액이 8조 2,946억원이었다. 분야별로는대기분야가

7조 8,124억원, 수질 분야가 6조 2,765억원, 폐기물 분야가 2

조9,957억원이었다. 대기부문은민간투자가7조6,918억원으

로 부문 투자의 98%를 차지하였으며, 수질 및 폐기물 부문은

공공부문에서90% 이상을담당하게되어있었다. 

이 계획의 추진에 따른 효과는 서울 광화문의 경우 SO₂가

1987년 0.066ppm에서 2001년 0.043ppm으로, 한강 노량진

의 BOD는 1987년 4.3mg/L에서 2001년 2.9mg/L로, 마산연

안의COD는1987년6.1mg/L에서2001년3.1mg/L가될것으

로예상하였다. 추후이와같은계획목표는대부분큰폭으로

초과달성되었다. 

- 자연환경기초조사

자연생태계는한번파괴되거나훼손되면그기능의원상회복

이거의불가능하거나복원이된다할지라도많은시간과비용

이요구된다. 그렇기때문에특히우리나라와같이국토가협소

하고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생태계의 기능이 파괴되기 전에 잘 보전하는

것이매우중요하다. 

「환경보전법」에서는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생물의 생육환경 또는 자연환경

에대한전국조사를 매 10년 주기로 수행하고, 매년 일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조사를수행하도록규정하였다. 

이에따라환경청은1982년부터1985년까지를예비단계로하여기초자료를수

집하고, 외국의 조사기법 등을수집·정리하였다. 표본지역에 대한조사를 완료

한 후 1986년부터 1990년간까지‘자연생태계 전국 조사 기본계획’을 작성하였

다. 1986년부터 1990년까지는수행단계로서전국의육역(陸域)·육수역(陸水域)

·해역(海域)을대상으로하여생물조사를완료한후 1986년부터 1990년까지이

들지역에대한제1차전국조사를실시, 생물의분포현황및자연성변화상태를

조사하였다. 

이러한 자연생태계 조사는 자연생태계보전지역 지정·관리, 습지보호지역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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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4> ADB차관으로추진한최초의‘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
수립언론기사(1982)



정, 야생동·식물보호시책등자연환경보전정책수립의기초가되는사업으로

서매우중요한역할을하였다. 

- 환경보전교육및홍보

정부의환경정책이성과를거두기위해서는일반국민의적극적인참여가필수

적이기때문에이를이끌어내기위한대국민환경교육내지환경홍보활동은중

요한환경보전시책수단이될수있다. 

1982년 환경청은 환경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당시 문교부와 협의하여 초·

중·고교의사회·도덕, 국어, 과학·실과등의교과서에 50여 개환경관계단

원을수록하였고, 이와더불어환경교육시범학교제도도운영하였다. 

대학의경우에는정부의환경규제강화에따른기업의환경전문인력확보차

원에서 대부분 1980년대 이후에 환경공학과·환경과학과·환경관리과·환경보

건학과등을설치하였고, 환경전문대학과대학원도설치되어환경인력을배출하

게되었다. 

한편 환경청은 설립 후 대국민 환경보전 홍보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는

데, 그 일환으로‘환경의날’지정, 환경단체및종교단체와의협력·홍보, 일사

일산(一社一山)·일사일천(一社一川) 운동, 국토대청결 운동, 명예환경감시원 제

도등다양한홍보활동을전개하였다. 

또한환경관련자료를정기적으로보급하거나제공하고, 정책추진상황을뉴

스레터로제작하여관련기관과행정기관의민원실및휴게소에비치하는등환

경시책에대한국민들의이해와자발적협력을구하였다. 당시환경청의대국민

홍보활동에대하여언론또한매우협조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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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5> 제14회 환경의날기념식



- 분야별환경시책추진

환경청발족후분야별로환경오염에대한규제의강화와더불어오염원관리

를위한다양한시책이추진되기시작하였다. 

대기오염 분야에서는 1980년대에 저황연료 및 청정연료 공급, 고체연료 사용

규제, 정유시설의 원유탈황시설 설치 의무화, 자동차배출가스 규제기준의 선진

국수준강화, 저공해자동차보급과무연휘발유공급등의욕적인대기질개선대

책이추진되었다. 저공해자동차의개발은우리나라의환경개선뿐아니라경제발

전에도큰기여를하였다. 

이외에 1986년에는 대기오염이 심한 울산·온산지역을 대기오염 특별대책

지역으로지정하여특별관리하기시작하였다. 또서울등주요도시에대기오염

과소음자동측정전광판을설치하여국민의환경의식을고양하는계기를마련

하였다. 

수질개선대책으로는중랑천을비롯한오염하천정화사업과오염우심해역준설

사업등을시행하였고, 전국주요공단에폐수종말처리장건설을추진하였다. 아

울러1989년에는제1차‘맑은물공급종합대책’을수립하였다. 

폐기물관리 부문에 있어서는 유해폐기물의 권역별 공공처리시설의 설치를 추

진하였고, 산업폐기물의 수입을 규제하기 시작하였으며, 영농 폐비닐 처리를 위

하여 1980년에 한국자원재생공사(현 환경자원공사)를 설립하였다. 1987년에는

김포해안지역을매립하여세계적규모의수도권쓰레기매립장을조성하기위한

사업을본격적으로추진하였다. 

이와같은각종환경시책의추진결과뚜렷한환경질의개선효과를볼수있

었다. 대기오염의 경우 서울의 아황산가스 오염도는 1980년 0.094ppm에서

1989년 0.056ppm으로 크게 개선되었으며, 수질오염도 역시 한강 팔당의 BOD

가1981년5.2mg/L에서1989년1.2mg/L로대폭개선되었다. 

대기오염과직결되는에너지소비증가율이 1980년대초반 5% 내외에서 1980

년대말 10%로증가하고, 수질오염과관련되는용수사용이 1980년 153억톤에

서1990년249억톤으로증가한것을감안하면, 이시기에이룩한오염개선성과

는괄목할만한것이었다. 

우리의환경정책은선진국에비하여 10년 정도늦게출발하였다. 하지만일본

등 외국과 같은 심각한 환경사고 발생 없이 오염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컸던

1970년대, 1980년대를무사히넘길수있었던것은실로다행한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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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환경정책의내실화및선진화- 
환경처·환경부시대(1990년대) 

환경청설립이후공해극복을위한환경정책의시행결과환경오염저감의성과

를거둘수있었다. 환경문제가국가정책에서차지하는비중이날로커가면서정

부내환경청의지위격상문제가자연스럽게논의되기시작하였고, 정부내외에서

환경청이보건사회부외청이라는지위로는국가환경정책을효율적으로관장하기

에무리라는분위기가지배적이었다. 

또한당시 1992년으로예정되었던리우회의가세계정상급환경회의였기때문

에우리나라에서도최소한국무총리를수석대표로하는정부대표단이참가해야하

는데, 환경청이주무부처로서정부차원의회의참가준비를총괄하기에는무리

라는정부내분위기가고조되었다. 

이처럼정부내외에서의분위기가조성되면서환경청승격은이미필연적이며

당연한 것으로 굳어지고, 다만 부(部)로 할 것인가 처(處)로 할 것인가가 논점이

되었다. 결국환경처로정부안이결정되고국회에서도이를받아들여 1989년 12

월 30일정부조직법개정안이통과되고 1990년 1월 3일환경처직제가시행되면

서환경청이환경처로승격되었다. �  

그후 1991년과 1994년에두차례낙동강수

질오염사고가발생하자보다강력한국가환경

정책의수립과집행이필요하다는여론이정부

내외에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1994년 12월,

부처간정책조정에유리한처(處)로부터정책

집행력에서 유리한 부(部)인 환경부로 개편되

었다. 아울러정부의물관리일원화방침이결

정되어 당시 건설부 소관 업무이던 하수관리

기능과 보건사회부 소관이던 음용수관리 기능

이 환경부로 이관되었다. 1996년에는 해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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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처격상권고 : 1988년 6공화국 초기에 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신현확 전 총리)가 구성되어 정부 조직개편

을연구하였는데, 이 위원회의최종보고서에서는이미환경청을환경처로격상시켜야한다는권고를두었다. 

<그림 1-1-17> 환경처승격(1990. 1. 4)

<그림 1-1-16> 환경처승격현판식



산부가발족됨에따라해양보전업무가환경부에서해양수산부로이관되고 1998

년에는국립공원관리업무가당시내무부에서환경부로이관되었으며, 1999년에

는산림청으로부터야생조수보호및수렵관련업무가환경부로넘어왔다. 이로

써국가의환경정책을체계적으로시행하기위한행정체계가갖추어졌다. 

� 1 . 새로운환경정책과제의대두

(1) 국내 환경정책여건의변화

1980년대를 지나면서 대기오염 및 수질오염 등의 전통적 환경오염 문제를 해

결하기위한대책이어느정도성과를거두었으나, 점차선진국형환경문제가새

로이대두되었다. 국민소득수준이높아지고산업화가가속화되면서도시생활

쓰레기와유해산업폐기물은빠른속도로증가하였다. 그러나이를처리하기위

한폐기물매립장등폐기물처리시설을건설하기위하여정부와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투입하려해도이에대한지역주민의극심한반대로처리시설건설이지

연되었다. 뿐만아니라이미운영중인시설에서조차폐기물반입이중단되는등

폐기물문제는심각한사회문제인동시에지역사회의갈등요인이되었다. 

또한 세계적으로 새로이 부각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문제와 종(種)의 다양성

보호등자연생태계보전문제가우리에게도새로운정책과제로부각되었다. 폐

금속광산주변토양의중금속오염, 산성비, 하천의녹조와해양의적조, 석면공

해, 축산폐수로인한소하천오염등도새로운환경문제로대두되었다. 

1980년대의 경우에는 주로 행정 감독 및 제재를 통하여 배출시설의 환경오염

행위를직접적으로강하게규제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에접어들면서산업계에

대한지나친규제가국제경쟁력저하를초래한다는취지에서환경부문에대해서

도불필요한직접규제분야에대한전반적인재검토가있었다. 이러한정부방침

에따라직접적인규제부분은완화하는대신사전예방적인환경관리수단과경

제적유인수단이중점적으로채택·시행되었다. 

(2) 낙동강수질오염사고의발생

1990년대에들어서 1991년과 1994년두차례에걸쳐우리나라역사상최대의

환경사고가낙동강유역에서발생하였다. 이들사고중하나는낙동강상류지역의

구미공단에 소재하는 인쇄회로기판용 수지 제조업체에서 생산원료인 페놀이 누

출되어낙동강으로흘러들어발생하였고, 다른하나는대구성서공단소재폐수

수탁처리업체에서 다량의 유기용제 폐수를 금호강에 누출시킴으로써 발생하였

다. 심한화공약품냄새와분뇨냄새가나는오염된수돗물이그대로부산및경

64 환경30년사



남지역주민에게공급되었다. 이두건의사고에대한정부의대처단계에서음용

수관리상문제점이노정되었고, 낙동강을식수원으로하고있는주민들은격한

분노와불신감을나타냈다. 

이러한분위기는전국적으로확산되어정부의환경정책에대한국민의신뢰에

막대한타격을안겨주었다. 낙동강페놀사건으로환경처의장·차관이이례적으

로동시에경질되었고, 유기용제류폐수유출사고의후속대책으로당시이회창

국무총리가직접한강등4대강수질개선대책을발표하기에이르렀다. 그대책의

일환으로당시건설부의하수도관련업무와보건사회부의음용수관리업무가환

경처로이관되었으며, 그해말환경처는환경부로개편되었다. 

(3) 국민의환경보전의식고조

1960년대에서 1980년대에 걸쳐 6차례의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이 의욕적으

로추진되면서우리경제는연평균7%를넘는지속적인고성장을달성하였다. 또

한’86 아시안게임및’88 올림픽을성공적으로치러내고1996년에는OECD에도

가입함에따라선진국진입에대한국민의기대감이더욱높아졌다. 환경에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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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환경의식조사

우리나라국민들의환경의식변화는 1982년 처음으로실시된전국적인환경의식조사결과에나타나고있는데,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사대상의 17.2%가 환경문제를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 비율은 1992년

27.3%에서 1997년 42.2%로 증가하였다. ‘어느 정도 심각하다’는 의견까지 합하면 전 국민의 90% 이상이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여러 가지의 사회문제와 비교하여 환경문제가 얼마나 중

요한 문제인가’라는 질문에서는 환경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응답이 1982년 5.7%에서 1990년 20.8%로

증가하였고, 1990년대중반이후에는 20%~30% 수준에이르는등환경의식이지속적으로증가하여왔다. 

<그림 1-1-18> 대구시환경단체회원들의페놀오염에대한항의시위모습(1991)



국민의식또한공해로인한피해를의식하기보다는삶의질을보장하는쾌적한

환경의확보를추구하는양상을보이게된다. 이러한현상은국민의주거지선택

성향에서특히두드러지게나타났다. 

1995년 환경부에등록된민간단체의수가 204개에이르는등이시기에많은

수의민간환경단체가생겨났는데, 이들단체는일반국민을대상으로환경의식

제고를위한다양한활동을펴나갔다. 특히시화호방조제축조로인한수질오염

문제와영월동강댐건설, 그리고새만금간척사업이주는환경적인영향등민간

단체의다양한환경운동은사회적으로많은영향을끼쳤다. 

1992년리우회의이후전국경제인연합회등경제단체가환경경영을선포하고,

대기업을시작으로환경친화적기업경영을실천하려는분위기가조성되는등산

업계에서도환경의식이그어느때보다고조되었다. 농촌에서도이제농민소득

증대는환경오염예방및작물의친환경영농과직결되어있음을실감하게되었

다. 이에발맞추어정부는1997년「친환경농업육성법」을제정하고친환경영농을

적극권장하여나갔다. 

(4) 지방화와환경정책의갈등

1995년 4대 지방선거를시작으로지방화시대가본격적으로전개됨에따라지

방자치단체간의경쟁적인개발분위기가팽배해져지역발전을위한개발사업을

적극추진하게되었고이로인하여자연환경훼손이가속화되기시작하였다. 수

도권일원에서는무분별한골프장건설이추진되어결국골프장의수를자치단체

별로제한하고상수원상류에는입지자체를금지하기도하였다. 또한환경관리

권한의 지방분권화에 따라 중앙정부의 광역환경관리 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지

역환경관리정책간에갈등의소지가생겨났다. 

지방자치단체간에도환경문제로인한분쟁이발생하기시작하였는데, 특히하

천수질을둘러싼상·하류지방자치단체들간의갈등이눈에띄게늘어났다. 낙

동강수질오염사고이후추진된대구시의위천공단조성계획을둘러싸고경북지

역과경남지역간에극심한갈등이있었고, 수도권에서는서울시·경기도·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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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 환경 의식의변화(1982~1997) 

연 도
문제의중요성및순위 문제의심각성(%)

환경문제(%) 순위 매우심각 매우심각+심각

1982년 5.7 7/14 17.2 71.4

1987년 17.1 3/9 - -

1990년 20.8 2/7 15.6 77.2

1992년 - - 27.3 75.6

1996년 33.1 1/6 37.5 90.6

1997년 22.7 1/7 42.2 94.2



도·충청북도등한강상하류지방자치단체간에개발과보전의이해가엇갈리면

서깊은갈등이생겨났다. 

국내최대의상수원인팔당호인근지역주민들이상수원수질보호를위한환

경규제에대하여거세게반발하였다. 용화온천의사업예정지가위치한경북지역

과온천오수가흘러들어가는충북지역간온천개발을둘러싼분쟁도심각한양

상을보였다. 10년가까운법정분쟁끝에결국2001년대법원에의하여온천개

발사업허가가취소됨으로써분쟁은끝을맺었지만지역간대립의앙금은지금

도남아있다. 

이처럼 중앙정부의 광역환경정책과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지역환경정책 간의

조정, 그리고지방자치단체간의이해충돌로인한갈등의해결등이중요한과제

로부각되기시작하였다. 

2. 대외적환경정책여건의변화

(1) 지구환경보호를위한국제적노력의강화

1983년UN에의하여구성된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는 1987년그작업결

과보고서인‘Our Common Future’에서‘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

lopment)’의이념을정립하였고, UN은 1992년 6월브라질리우에서이를주제

로 UN환경개발회의(UNCED)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는 세계 정상급이 참여한

20세기 최대의 환경회의로서, 회의 결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범지구적으로 달성

하기위한기본원칙인‘리우선언’과이를구체적으로실천하기위한 21세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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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9> 위천공단저지부산시민궐기모습(1999. 2. 3)



경보전실천계획인‘의제21(Agenda 21)’을채택하였다. 이회의를전후하여많은

수의국제환경협약이잇달아채택되었다. 국제적으로국제환경협약가입압력이거

세지고, 선진국을중심으로환경보전을명목으로한무역규제경향이점차가시화

되었다. 이제환경문제는국가적수준을넘어지구촌공동의문제로인식되고있으

며, 지구환경보호를위한범지구적인노력이강조되고있다. 

우리나라는기후변화협약을비롯하여주요국제환경협약에가입하였는데, 이들

협약의국내이행을위하여정부는국가의환경정책및환경법규를선진국수준

으로재정비해야하였다. 특히기후변화협약과오존층보호협약등은그이행에따

르는경제적부담이상당한것이었고, 따라서국내산업구조의개편과더불어환

경정책의 선진화를 병행해야 하였다. 반면에 환경 기술 개발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함으로써환경산업이새로운미래산업으로떠오르는계기가되기도하였다. 

(2) OECD 가입

OECD는 환경정책을 개발하고 각 회원국들은 이를 채택·시행하여 왔는데,

OECD가개발한오염원인자부담원칙, 경제적유인제도, 각종환경지표같은것

들은 OECD 회원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널리 채택되고 있다. OECD에 가입

하려면경제·환경·과학기술분야의수많은규정을이행하여야하는데, 우리나

라가이기구가입을추진하던1990년대초반환경에관한OECD의규정은수적

으로가장많은65개에달하고있었다. 

OECD 가입을 추진하면서 정부는 이들 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국내 환경정책

및법규의재정비에착수하였다. 이과정에서우리나라의환경정책은필연적으로

OECD 회원국수준으로개선되어야하였다. 마침내 1996년 OECD 가입으로우

리나라는선진국간환경분야의공동연구, 정보교류, 정책논의및국제환경협약

사전논의에참가하게됨으로써국제적인환경정책의형성에기여함은물론우리

의국가적입장을반영하는기회를가질수있게되었다. 

(3) WTO 출범및환경과무역의연계

1993년 12월 농업분야의무역장벽문제를다루었던우루과이라운드가종료되

고1995년‘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즉GATT 체제를대체하여세계무역

기구(WTO)가출범하면서국제사회에서는소위‘환경라운드’또는‘그린라운드’

라불리는환경·무역의연계논의가본격적으로진행되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국의 환경보호뿐 아니라 지구환경을 보호한다는 명목으

로무역규제수단을동원하는경향이늘어났으며, 국제환경협약에서도협약이행

의실효성확보를위하여무역제재수단을채택하였다. 이에주요수출대상국이

되는선진국가들의환경정책및환경기준에맞추어우리의환경정책수준을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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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지않을수없었다. 국내환경정책이선진국에뒤떨어지면세계시장에서무

역장벽에부딪칠수밖에없는상황이벌어진것이다. 그것은수출에크게의존하

는우리경제에큰타격이아닐수없었다. 

3. � 환경정책의선진화진입을위한기반구축

생활오염 및 산업오염의 저감을 환경정책의 주된 대상으로 하던 1980년대를

지나고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의 환경정책은 폐기물 안전 처리 및 화학물

질관리등의환경문제에대처하는선진국형정책으로전환되었다. 대외적으로는

책임있는국제사회의일원으로지구환경보호를위한국제적논의에적극참여

하기시작하였으며, 환경정책의세계화추세에따라환경법규와환경기준을선진

국수준으로강화하였다. 환경친화적인생산및소비구조의정착, 환경보건그리

고자연생태계보호에환경정책의중점을두었다. 아울러지속가능발전의실천시

대인21세기를대비하기위하여예견적인환경행정을추진하기시작하였다. 

(1) 환경법령체계의재편및환경관리제도의선진화

저개발단계에있던1960년대부터경제개발의성과가나타나는1970년대중반

을넘어서기까지는국내산업활동은저조하였다. 따라서이렇다할환경문제도

발생하지않아환경법의필요를크게느끼지못한채「공해방지법」시대가지나

갔다. 「공해방지법」을대체하기위하여 1977년제정된「환경보전법」으로대기오

염및수질오염등의오염문제에대처하면서그런대로1980년대까지의환경관리

행정을수행할수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들어날로고도화되는산업사회내지고소비사회의환경관리

를「환경보전법」하나의법체계로관장하기에는한계가있었다. 또한국제사회에

서는수많은국제협약의채택등지구환경보호를위한범지구적체제를마련하

려는분위기가조성되어이에따른새로운법적수요가발생하였다. 이러한내외

적여건에따라보다전문적이고기술적인법적대응이필요하게되어환경법체

계를대폭수정하게되었고, 이로써환경역사30년기간중가장왕성한환경분

야의입법활동이일어나게되었다. 

- 「환경보전법」의분법화

종전의「환경보전법」은정책규범적인사항과구체적정책집행사항을혼합하여

규정하고 있었고, 대기·수질·토양·산업폐기물·소음·진동, 심지어 환경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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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등여러이질적인분야를한법에서집합적으로규정하고있었다. 따라

서사회적상황이변함에따라수시로개정하여야하는문제점을지니고있었다. 

이같은문제점에따라환경청은 1980년대말종래의단일입법주의대신복수

입법주의를택하고, 대기·물등환경매체, 환경관리의영역및성질별로「환경보

전법」을 분법화하는 환경법 체계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기존의「환경보전법」을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의 소위 환경6법으로 분법화

하는환경법안을마련하여국회에제출하였다. 이들환경법안은제5공화국정부

에서제6공화국정부로의정권변동등정국의불안정에따라국회통과가미루

어져오다가1990년8월마침내국회를통과하였다. 

이렇게 하여 환경법의 개별법 시대가 열렸으며, 환경관리가 보다 전문적으로

추진될수있는환경법체계가마련되었다. 

- 자연환경보전및환경평가관련법의정비

자연환경관리를 위한 법령은 종전에「환경보전법」에서 일부 규정하고 있었으

나「환경보전법」이분법화된이후1991년「자연환경보전법」이제정되었다. 1993

년에는「환경정책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던 환경영향평가 관련 조항들을 분리하

여 이 제도를 대폭 개선한「환경영향평가법」이 별도 법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법은1999년정부부처간유사한영향평가제도의통합운영방침에따라타부

처소관의영향평가까지를통합하여규정하는「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

평가법」으로변경되었다. 그러나동법은형식적으로는유사한제도를하나의법

으로 국한하였으나 평가제도의 이행은 따로 이루어짐에 따라 2008년에는 다시

환경영향평가만을관장하는「환경영향평가법」으로환원되었다. 

한편 1995년에는「토양환경보전법」이, 1997년에는「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

계보전에관한특별법」이제정되었다. 

- 수질보전관련법령의정비

1991년과 1994년의 낙동강 오염사고가 발생한 후 음용수의 안전하고 안정된

관리에대한사회적관심이높아지자정부는오랜정책적과제로내려오던정부

의물관리체제를정비하게되었다. 

1994년「수도법」과「하수도법」을개정하여지방상수도의관리업무와하수도의

설치관리 업무를 당시 건설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였으며, 1995년에는「먹

는물관리법」을제정하여식품위생법과공중위생법에분산된음용수관련규정

을통합적으로규정하였다.

1991년에「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제정하여그동안「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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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물관리법」에서다루던오수분뇨및축산폐수관리에관한사항을별도로관리

하도록하였다. 1997년에는녹조방지대책등을담은「호소수질관리법」이제정되

었다. 또 1999년에는 물이용 부담금의 징수·관리와 한강수계의 환경기초시설

확충을위한「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새로이

제정되었고, 2002년에는이와유사한법으로금강·낙동강·영산강수계를대상

으로한법들이제정되었다. 

- 폐기물관련법령의정비

1990년대에 들어와 폐기물의 안전 처리 문제가 새로운 정책과제로 대두됨에

따라폐기물관리에관한많은법이제정되거나개정되었다. 먼저 1991년 9월에는

「폐기물관리법」이전면적으로개정되었는데, 이 개정법에서는폐기물의분류체

계를새로이하고그에따른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관리책임을명확히하였으

며, 폐기물 회수처리비용의 예치금제도와 폐기물매립시설의 사후관리제를 도입

하였다. 

1992년 12월에는폐기물의재활용을촉진함으로써폐기물문제의돌파구를마

련하려는취지에서폐기물관리법상의재활용관련규정을분리하고, 이에더하여

강화된내용의재활용시책을담은「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제

정되었다. 1995년1월에는소각시설이나매립지등폐기물처리시설의설치를원활

하게하기위한취지에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

법률」이제정되었다. 1993년에는농촌폐비닐수거와처리를주목적으로한합성

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이폐지되고그대신「한국자원재생공사법」이제정되었다. 

- 국제협약의국내이행을위한법제정비

1990년대에는우리나라도국제환경협약에적극적으로가입함에따라이들협

약을이행하는데필요한국내법을제정또는개정하였다. 유해폐기물의국가간

이동및그처리를국제적으로규제하기위한바젤협약을국내에서이행하기위

하여 1992년 12월에「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을제정하

였다. 멸종 위기에 있는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1993)’과

생물다양성협약에 대처하기 위해 1994년에는「자연환경보전법」을 개정하였다.

또한 1999년에는습지및철새보호를위한람사협약의취지를반영하여「습지보

전법」을제정하였다. 

- 기타법령정비

1991년 3월 낙동강 페놀오염사고의 후속 대책의 하나로 그해 5월에는 환경오

염물질을배출하여공중의생명과신체에위해를가하는행위를환경범죄로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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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하게 처벌할 수 있게 하는「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

다.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의 적용과 환경오염방지시설의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1991년「환경개선비용부담법」을제정하였고, 환경개선부담금을비롯하여

배출부과금·폐기물부담금등각종원인자부담금을환경투자재원으로활용하는

등 환경투자를 확대하고 투자재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1994년에「환경개선

특별회계법」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1994년에는「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1996년에는「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이제정되는등환

경법체계의전문화가가속화되었다. 

�  

(2) 환경관리제도의정비

1990년대에들어서새로이대두되는환경문제에대응하기위하여새로운환경

관리제도가 도입되고 기존의 제도는 강화되었다. 환경투자 재원의 확보를 위한

제도적장치가마련되었으며, 당시 OECD 회원국등선진국에서널리활용되고

있던경제적수단들을적극적으로채택하기시작하였다. 

1990년 배출부과금제도에 기본부과금제를 부가하는 제도의 개선이 있었으며,

1990년대새로운사회적문제로대두된폐기물문제에대처하기위한폐기물재

활용 촉진 대책으로 폐기물예치금 및 부담금제도가 시행되었다. 1995년에는 생

활폐기물관리에있어실로혁신적이라할수있는쓰레기종량제가새로이도입

되었다. 그 외에 1990년대의 환경투자 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환경개선부담금

이신설되었고환경개선특별회계가설치되었다. 

- 기본배출부과금제

배출부과금제는 1983년제도도입이후수차례에걸쳐개선되어왔는데, 환경

처가발족된이후 1991년에는배출허용기준이하일경우에도오염물질배출량에

따라 부과하는 기본 부과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징벌적 부과금제에서 환경자원

의사용료적성격이부가된제도로전환되었다. 

기본 부과금제도를도입한취지는, 특히 대형사업장의경우환경자원은총량

적으로훨씬많이사용하여환경상태악화에책임이크면서도배출허용기준이

하로오염물질을배출한다는이유로오염삭감에무감각할수있어이들의자세

변화를촉구하고환경개선을위한끊임없는기술쇄신을요구하기위한것이었

다. 배출부과금제도는그간의운용과정에서부과금의요율이너무낮아이제도

가목표로하는기업의자율적인오염의억제및기술쇄신효과가미미하다는지

적이있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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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예치금제및부담금제

폐기물예치금제도는사용후배출되는다량의폐기물로제품을제조하거나수

입하는 자에게 그 폐기물의 회수·처리를 보증하기 위하여 회수 및 처리비용을

사전에예치하게한후회수·처리한실적에따라예치금을반환하는경제적유

인제도이다. 이는폐기물의발생억제와재활용률제고를위하여당시로서는획

기적으로도입된제도였다. 폐기물예치금제도는폐기물의재활용을촉진하기위

하여 1992년도에 제정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어

이법에따라1993년부터시행되었다. 폐기물의실제회수처리비용에못미치는

예치금요율문제와실제회수재활용실적의객관적확인의어려움등이뒤따르

자2003년에는보다진일보한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로통합·발전되었다. 

또한이법에서는유해물질을함유하고있는제품으로서처리및회수가사실

상 불가능한 제품을 대상으로 폐기물처리부담금제를 도입하였다. 부담금제도는

유해물질함유제품의제조·수입자에게경제적부담을부과함으로써제품의제

조시유해물질의사용을억제하는효과를거두기위한제도로서시행되었다. 

- 환경개선부담금

1991년에는「환경개선비용부담법」을 제정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가 그

오염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환경개선부담금제를 도입하였다. 부담금의

부과대상은유통및소비과정에서오염물질이다량배출되어환경오염의직접

적요인을제공하는시설물과자동차로서, 시설물은시지역이상의도시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및관광휴양지역에소재한 300평이상의대형건물과업종별

로일정규모이상의음식점및숙박시설등이며, 자동차는전국의경유자동차로

하였다. 환경개선부담금제는원인자부담원칙에의한일종의경제적제도로서환

경투자재원의큰몫을차지하게되었다. 

- 환경개선특별회계신설

환경기초시설에대한투자는보통장기간이소요되어단년도예산편성이나집

행원칙이적용되는일반회계로는이를관리하기에어려움이있었다. 또 환경오

염원인자부담원칙의확대로원인자부담금수입이대폭늘어남에따라이러한재

원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1995년도에「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제정하여 특

별회계제도를도입하였다. 

회계세입은배출부과금, 환경개선부담금, 폐기물예치금및부담금, 수질개선부

담금등의각종원인자부담금과일반회계및타회계로부터의전입금을포함하

였다. 세출에는환경부일반회계예산사업과환경오염방지기금사업및폐기물사

업관련예산을포함하였으며, 각 개별법에의한원인자부담금수입은그근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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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정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제한하여 부담금의 징수 목적에 충실하게

운 하도록하 다. 이로써계획적이고체계적인환경투자가가능하게되었다. 

- 쓰레기종량제의도입

쓰레기문제의근원적인해결에는그발생자체를원천적으로억제하거나감소

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종전에는 쓰레기 처리 수수료가 쓰레기 양과는

관계없이 건물분 재산세액 또는 건물 면적의 규모에 의하여 일정액이 부과되어

쓰레기의자발적인감량유도효과가없었다. 또한재활용품도분리배출되지않

고일반쓰레기와함께배출·처리되었다. 

이에따라1995년부터쓰레기발생량의원천적인감소와재활용품의분리배출

을 유도하기 위하여 쓰레기 배출량에 비례하여 쓰레기 처리 수수료를 부과하는

쓰레기종량제를 도입·시행하기 시작하 다.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일반 쓰레

기는종량제봉투를구매하여봉투에담아배출하고, 재활용품은별도로분리배

출토록 하 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종량제 봉투의 재질 불량, 쓰레기의 불법 투

기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그러나 종량제는 곧 정착 단계에 접어들어, 제도

시행전과대비하 을때33%~47%의쓰레기감량효과를거두었으며재활용품

은 100% 정도의 분리수거 증가율을 보 다. 쓰레기종량제는 세계적으로 성공한

폐기물관리제도로서, 폐기물문제로고민하는다른나라들에게성공정책사례로

서소개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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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계적이고예견적인정책추진 - 환경계획의수립

환경의 바람직한 미래상(像)과 국가의 환경보전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성취하

기위한방안과그추진체계및시간계획등에대한기본적인틀을마련하는것

은정책목표의달성에효과적이다. 1980년대에는환경청의발족과동시에 ADB

차관사업으로 권역별 용역사업을 추진하여 10년 단위의‘환경보전 장기종합계

획’을수립한바있고, 1990년환경처로격상된후에는환경개선사업을체계적으

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의 연동 계획인‘환경개선 중기종합계획’을(1차

1992~1996, 2차 1997~2001) 수립, 추진하였다. 

‘환경개선 중기종합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대기·수질·폐기물 등 각 분야별

로중장기계획이연이어수립되었는데, 이 시기에수립된주요법정계획으로는

자연환경보전, 대기보전, 해양오염방지, 폐기물관리, 환경기술개발, 토양보전, 자

원재활용, 지하수관리, 하수도정비, 호소수보전, 특정도서보전등을위한기본계획

이있으며, 비법정계획으로는물관리종합대책, 환경정보화발전계획, 환경교육및

홍보계획, 유해화학물질관리종합계획등이있다. 

1995년에는21세기환경분야의청사진을제시하고그실현대책을담은‘환경

보전장기종합계획’(1996~2005)을 1995년 11월수립하여‘환경비전21’로명명

하였다. 

1996년에는김영삼전대통령이환경공동체의건설을위한환경복지구상을발

표하였고, 환경부는이의실천을위하여 82개단위사업의실천계획을담은‘녹색

환경나라건설을위한실천계획’을수립하였다. 1998년에는환경부, 건설부등8개

부처합동으로‘맑은물공급종합대책’과‘4대강수질개선대책’을수립하였다.

(4) 환경정책에대한국가의지표명

환경청이환경처로승격되고1990년도를‘환경보전원년’으로표방하면서국민

생활의질적향상과복지증진이라는국가의환경에대한정책의지를강력히시현

할 필요가 있었으며 더욱이 1991년의 낙동강 페놀 오염사고는 국민들의 환경에

관한의식수준을높이는계기가되었다.

특히헌법에규정된환경권의구현을위해서는정부의환경보전에대한통치자

의 이념과 의지를 나타낼 필요성이 부각되어 1992년‘세계환경의 날’에 노태우

전대통령이직접“환경보전을위한국가선언”을선포함으로써국가의강력한환

경보전의지를대외적으로표방하였다. 

국가선언문은정부, 민간단체, 종교계, 학계등각계각층이참여하여선언문제정

위원회를구성하고자연환경, 생활환경, 환경법, 환경교육등각분야별전문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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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위원회를구성하여전문과14개분야별‘환경보전기본원칙’을선언하고있다. 

(5) 환경 예산의확충및환경기초시설의건설확대

하수처리장등환경기초시설이대폭확충된것은 1990년환경처로승격되면서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을수립하고계획에소요되는투자재원을충당하기위하

여환경개선부담금제도등오염원인자부담제도를도입하고기존의일반회계와

각종 원인자부담금 등의 재원을 통합하여 환경개선특별회계로 전환하면서 중장

기적인시각에서계획적인투자가가능하게되었다. 

환경예산의경우도환경처로승격한1990년도의예산은1,172억원으로서, 1989

년환경청당시의예산인565억원의두배로증액되었다. 환경청에서환경처로승

격한 1990년도의 예산은 1,172억원으로서, 1989년 환경청 마지막 해의 예산인

565억원의두배로증액되었다. 1991년에는당시건설부의하수처리장관련업무

의인수에따라그에수반되는예산이전으로환경처예산이다시큰폭으로증가

하여2,718억원에이르게되었다. 1992년에는하수처리장이다시지방양여금사업

대상이됨으로써관련예산이당시내무부로이관되어환경처예산이감소하게되

나, 그이후에는다른부처에비하여월등한증가추세를이어가 1999년에는 1조

1,536억원에이르게되었다. 

특히 1995년에는낙동강수질오염사고후전국의주요상수원보호를위한한

강등 4대강수질개선대책예산 1,606억원이책정됨으로써그해환경부예산은

6,729억원으로전년대비43%의증가율을보였다. 

또한 환경부 소관 예산에 계상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전화세와 주세(酒稅) 등

특정국세의전부또는일부를지방자치단체에양여하여지방의특정목적사업

수요에충당할수있도록하는지방양여금제도가 1991년도에신설·도입되었다.

그해12월에그지원대상사업에하수처리시설설치, 하수관거시설, 분뇨처리시

설신설, 오염하천정화사업등수질환경개선사업이포함됨으로써지방자치단체

에대한환경분야의양여금지원이시작되었다. 

환경분야의지방양여금의규모는 1990년대초에는 2,000억원정도였던것이

1999년에는 6,700억원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환경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하수처리장과도시쓰레기처리시설등환경기초시설의대폭적확충이가능

하게되었다. 상수도의경우 1980년대에 55%에불과하던보급률이 1990년대말

에는 87% 수준까지제고되었으며, 하수도의경우도 48% 수준에서 70% 수준까

지제고되었다. 하수처리장은1980년도에5개소에불과하던것이1990년말에는

172개소로확충되었다. 또한기존의비위생매립지는전부위생매립지로개선내

지대체되고, 소각시설설치등쓰레기처리를위한시설의확충이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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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새로운환경시책의추진

(1) 환경과학기술개발

1980년대의환경정책은오염저감에집중되었고, 환경기술의개발은우선순위

에서 밀려 있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환경기술개발을 위한 정부 차원

의 본격적인 지원이 시작되었는데, 1992년에는‘환경과학기술개발 10개년계획’

(1992년~2001년)이수립되었고, 1994년에는환경기술의개발및환경산업육성

을위한「환경기술개발및촉진에관한법률」이제정되었다. 

‘환경과학기술개발10개년계획’은계획기간중총8,155억원(공공5,434억원,

민간 2,721억원)을 투자함으로써 우리의 낙후된 환경기술을 조속히 선진화하여

환경기준을 조기에 달성하고, 환경라운드에 의한 무역 마찰에 대응하여 나감과

동시에 국내 환경산업을 2000년대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함을 목표로 하였다.

이계획의핵심부분으로포함된선도기술개발사업(G7 Project)에의한환경공학

기술개발사업은총3,573억원이투자된우리나라최초의환경부문대형국가연

구개발사업으로서대기오염방지, 수질오염방지, 폐기물처리, 청정기술, 지구환

경, 해양환경, 환경생태·보건 등 7개 분야 핵심기술의 실용화를 목표로 추진하

였다. G-7환경공학기술개발사업은우리나라환경기술수준을한단계높이고환

경연구기반을구축하는데크게기여하였다. 

이러한국가의환경기술연구개발사업을지원하기위하여 1998년에는환경기

술진흥센터와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를설립하였다. 환경기술진흥센터는후일한

국환경기술진흥원으로확대개편되었다가2009년에는친환경상품진흥원과통합

하여 현재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발전하였다.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는 각

시·도에1개씩의대학을지정하여현재총18개소를운영하고있으며, 지역의환

경기술개발을위한산학연(産學硏) 협력의구심체역할을하고있다. 

(2) 지구 환경보전을위한국제적노력에의적극적참여

1992년 리우회의에서는지속가능발전을실현하기위한기본방침인리우선언

과그실천계획을담은의제21(Agenda21)을 각각채택하였다. UN은의제21의

국제적이행상황을점검하고그이행을촉진하기위하여UN경제사회이사회산

하에지속개발위원회(CSD)를설치하였다. 

정부는 1992년리우회의참가후국무총리를위원장으로하는지구환경관계장

관대책회의를설치하고국내관련대책을마련·시행하기시작하였다. 1996년에

는 Agenda21 국가실천계획서를UNCSD에제출한데이어그이행을확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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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추진실적을정기적으로평가하기시작하였으며, 1999년 8월에는의제21

추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지방자치단체도‘지방 의제21’을 작성하기 시작

하여2001년까지167개시·군·구가이를작성하였다. 

우리나라는UNCSD가격년으로개최하는환경경장관회의에적극참여하여왔

으며, 이 위원회와 공동으로 국내에서 환경친화적인 생산·소비 패턴, 환경기술

의국제이전등에관한주제로국제전문가회의를개최하는등UNCSD의활동에

적극참여하고협조하였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만해도두차례CSD 이사국으

로 선임된 바 있다. 리우회의에서는‘기후변화협약’과‘생물다양성보호협약’이

채택되었는데, 우리나라는이두협약에가입하였으며, 이를전후하여채택된오

존층보호를위한비엔나협약및몬트리올의정서, ‘해양오염방지에관한런던협

약’, ‘유해폐기물의국가간이동통제에관한바젤협약’, ‘멸종위기종의국제거

래에관한협약(CITES)’, ‘습지보호에관한람사르협약’, ‘사막화방지협약’, ‘환

경보호에관한남극조약의정서’등주요국제환경협약에모두가입하였다. 

또한개발도상국의지구환경보호사업에대한재정적지원기구인지구환경금

융(Global Environment Facility)에 가입하고, 이 기구의재원보충을위한제1

기(1995~1997) 및제2기(1998~2002)에각각550만달러씩을출연하였다. 

이와같이 1990년대에는국제환경협약의채택및이행에관한논의를비롯한

국제사회에서의 각종 환경 논의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한편, 공여국의 입장에서

지구환경보전을위한국제사회의노력에실질적으로기여하면서우리의국가적

입지를 강화하여 나갔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 제한적이지만 환경문제 논의를

위한국제무대에서선진국대열에합류하게되었다. 

(3) 자연환경보전강화

1990년대에 들어서는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정책적 비중이 크게 높아졌는데,

1991년에는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이 되는「자연환경보전법」을 제정하였으며,

1994년에는이법의규정에따라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을처음으로수립하였다.

1995년에는자연생태계변화관찰제도가도입되었고, 서·남해안갯벌생태조사

와무인(無人) 도서자연환경조사가시행되었다. 

1997년에는생물다양성협약이행과관련하여국가생물자원의보전및지속가

능한이용을위한생물다양성보전국가전략을수립하였고, 같은해에제2차전국

자연환경조사에착수하는한편, 우리나라최고의원시자연늪인경남창녕의우포

늪을생태계보전지역으로지정하였다. 1999년에는「자연환경보전법」상요구되는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을수립하였다. 1999년에는산림청으로부터조수보호업

무가이관됨으로써비로소야생동물의보호업무가환경부로일원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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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해화학물질관리강화

화학물질안전관리가새로운환경문제로떠오르면서 1990년에는기존의「독물

및극물에관한법률」을폐지하고「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제정하였다. 이로써화

학물질의유해성심사제도등보다선진화된화학물질관리체계를갖추게되었다. 

우리나라가1996년OECD에가입하게되자OECD의화학물질관리규정의국

내이행을위하여유해성심사자료의신뢰성확보를위한우수실험실기준(GLP)

제도등이도입됨으로써한층선진화된화학물질관리체계를갖추게되었다. 신

규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를 위하여 1991년 6월부터 화학물질심사단을 설치·

운영하였고, 화학물질 관련 정보 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1996년 화학물질정보

센터를설치하였다. 1997년에는민간전문가와환경단체가참여하는내분비계장

애물질대책협의회와 전문연구협의회가 구성되었고, 내분비계장애물질 중·장기

연구사업계획을수립·추진하였다. 

(5) 환경오염관리체제의선진화

그간의 대기오염 관리 시책의 추진 결과 대도시의 대기질이 개선됨에 따라

1993년에대기환경기준을 강화하였고, 대기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예고제를처

음으로 시행하였다. 1996년 9월 여천산업단지 및 확장단지를‘대기보전특별대

책’지역으로지정하여특별관리에들어갔다. 청정연료사용의무화범위가확대

되었으며, 자동차 공해 대책으로 대도시 천연가스버스가 1999년부터 보급되기

시작하였고, 오존경보제가1995년에도입되었다. 

수질보전분야에서는 1996년에‘맑은물공급종합대책’의후속대책인‘물관

리종합대책’을수립·연차적으로추진하였으며, 1998년에는‘팔당상수원수질

보호 특별대책안’과 1999년에는‘낙동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

여나갔다. 1991년부터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이처음으로설치·운영되기시작

하였고, 1990년대 말에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수질개선기획단을 설치하고 정부

합동‘물관리종합대책’을추진하였다. 

상하수도 부문에서는 1995년에 먹는 샘물 시판이 시작되었고, 1999년에는 안

전한수돗물공급을보장하기위한정수장관리실명제가도입되었다. 폐기물관

리 분야에서는 1992년 김포 해안매립지에 630여 만평에 달하는 세계적 규모의

수도권매립지제1공구가준공되어드디어수도권생활쓰레기매립이시작되었다. 

1993년도에는 제1차‘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1993~2001)을 수립하여 폐기

물의 관리체계를 정비하였으며, 1994년 3월부터는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하기 시

작하였다. 1999년에는병원폐기물관리가 보건복지부에서 환경부로이관되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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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성폐기물로관리되었다. 한편환경행정의정보화를위하여 1996년부터 1년가

까이에걸쳐환경정보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였고, 정보화사업을체계적으로추

진하기 위하여 1999년에는 국가환경기술정보센터를 설립하였다. 환경정보사업

의추진으로GIS제도도입, 지리정보등의인터넷제공, 정보기술아키텍쳐(ITA)

구축, 화학물질정보관리시스템구축등이이루어졌다. 

�  

(6) 먹는 샘물관리제도의정착

먹는샘물제도는 1974년 8월에개정한식품위생법시행령에서허가업종으로

‘보존음료수’제조업을신설함으로써도입되었다. 1974년9월에당시보건사회부

고시로보존음료수제조업은전량수출조건으로만허가토록하였고, 1976년‘다

이아몬드정수’가최초로허가를받았으며, 그간명칭도‘먹는샘물’과‘광천수’를

거쳐다시‘먹는샘물’로변경되었다. 국내시판을갈망하던먹는샘물관련업계

는‘먹는샘물의국내시판금지는위헌’이라는행정소송을제기하기에이르렀고,

대법원은1994년국민의행복추구권에반(反)하므로위헌이라는결정을내렸다.

이와더불어1994년낙동강수질오염사고를계기로같은해5월정부수질관리

업무가환경부로일원화되면서먹는샘물의관련업무도보건사회부에서환경부

로이관되었다. 환경부는먹는샘물의관리업무를철저히하기위하여‘식품위생

법’상의먹는물관리에관한내용을분리하여별도법에서관장하도록하기위하

여‘먹는물관리법안’을마련하였으며, 동법안은1994년국회에서통과되었다.

이새로운법에의하면먹는샘물의원수는오염되지않은심층지하수등으로

엄격히한정되고, 먹는샘물제조에따른수질오염방지계획, 원상복구계획, 환경

영향조사등을의무화하였다. 또한지하수보전및먹는물의수질개선을위한사

업에투자하기위하여먹는샘물의제조업자및수입판매업자로부터판매가액의

일정비율(7% 내외)을수질개선부담금으로징수하였다. 2008년부터는취수량을

기준으로하여일정액(4,150원/톤)을징수하고있다. 먹는샘물의유통기한은외

국의경우일반적으로 2년으로되어있으나, 우리나라는 6개월로한정하고있으

며, 수돗물에대한국민신뢰를위하여먹는샘물의TV 광고는허용하지않았다. 

1995년 5월 1일부터국내판매가허용된먹는샘물의판매시장규모는 2007

년 기준 2,679억 8,400만원에 이른다. 2007년에 개정된 먹는 물 관리법에서는

수돗물과먹는샘물외에‘먹는해양심층수’를‘먹는물’의범위에포함시켜이

법에서함께관장하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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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지속가능발전이념의실천시대
(2001년~) 

1. 환경정책의대내외여건

2000년대에들어와서는특히기상이변이속출하여기후변화문제를둘러싼지

구생태계및인류생존의위기감이세계적으로팽배해졌다. 이에국제사회는지구

환경을보호하기위한고강도대책들을마련하게되는데, 이대책들은갈수록세

계경제및개별국가의국가경제체제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것들이었다. 

2002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

의(WSSD : World Summit for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채택된정상선언

문과WSSD 이행계획에서는세계의지속가능발전과인류문명의존속을위하여

환경보전·경제성장·사회발전의소위 3대축(Three Pillars)의 균형있는발전이

필요함을강조하였다. 특히이회의에서합의된사항중환경분야의주요내용을

보면, 지구온난화가스배출감축을위한교토의정서의이행강화, 재생에너지공

급확대, 에너지보조금폐지, 화학물질의안전관리강화, 지속가능한소비·생산

으로의전환등이있으며, 이들은세계경제에막대한영향을미치는내용들이다. 

이외에세계무역기구(WTO)의출범과함께시작된무한경쟁체계하의환경과

무역의연계논의도세계경제에커다란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며, EU가최

근화학물질의안전관리강화를위하여REACH제도를채택한것을비롯하여선

진국들은앞다투어각종제품관련환경기준을강화하고있어세계경제질서에

큰변화를불러오고있다. 또한세계적으로생물자원에기반을둔신약·신품종

제품들이속속개발되는등세계생물자원시장이급속히확대되고있으며, 생물

자원의이용을둘러싼국가간주권침해의문제까지대두되고있다. 

이제환경보전은경제·사회체계의소극적투입요소가아닌필수적동력원으

로작용하는시대가되었으며, 지속가능한발전은국가적차원을넘어인류공통

의보편적인이념이자규범이되었다. 21세기각국의국가경영이념및발전전

략은경제성장중심에서지속가능한발전으로전환되고있다. 

대내적으로는국민소득증대로보다나은생활의질과환경의쾌적성을추구하

면서다중이용시설과아파트등의실내공기질악화에대한국민적관심이커졌

고, 특히새집증후군과화학물질과민증등이발생하자국민의신종환경성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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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우려가 급속히 커졌다. 또한 생명 중시 사상이 제고되고 자연의 자원적

가치가증대되어자연생태계보호에대한국민적관심이한층높아졌다. 

21세기에들어서도우리경제규모의지속적인확대와더불어환경오염의부담

은지속되고있다. 대기오염분야에서는사업장이나도시지역의아황산가스배출

은감소되었으나, 자동차대수의급증으로인한질소산화물·오존·미세먼지등

대기오염물질의배출은계속증가하였다. 수질의경우지속적오염배출의규제

와환경기초시설설치, 그리고 4대강특별법에의한수변구역지정, 오염총량제

실시 등으로 수질 환경은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이 예상되나 하천 수질오염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비점오염원에 의한 수질오염의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

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문제

등은계속중요한정책과제로남아있다. 

2. � 지속가능발전을위한환경정책의시행

2000년대의대내외적상황전개에따라국가환경정책의패러다임을근본적으

로전환하여야할시점에이르렀다. 우리정부는2000년6월5일‘새천년국가환

경비전’의선언과2005년 6월 5일‘국가지속가능발전비전’의선언으로지속가

능발전이념의실현을위한국가정책의지를거듭천명하였다. 또한2006년에는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및이행계획과77개의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를확정발표

하였다. 2007년 8월에는「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제정하여국가지속가능발전을

위한법적체제를갖추었다. 2008년에는이명박대통령이8·15 경축사에서‘저

탄소녹색성장’을향후60년간의새로운국가비전으로제시함에따라저탄소형,

에너지저소비형, 자원절약형의생태효율(Eco-efficiency)이높은사회·경제체

계를 구축하고자 녹색성장 정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여 나가고 있다. 그리고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2003년부터는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환경보전계획을

총괄하는 범 정부적인‘환경보전계획’(3차 2003. 6~2007. 4차 2008~2012)을

수립·추진하고있다.

(1) 환경친화적인사회·경제체계의구축

환경기술 개발, 환경산업 육성, 친환경경영 촉진, 녹색 생산·소비 체제의 구

축, 그리고오염부하가많은산업에서자원과에너지소비및환경오염이적은산

업 구조로의 전환 등을 이룩함으로써 환경과 경제의 상생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Eco-2 프로젝트를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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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에 G-7 프로젝트를추진한데이어 2000년대에들어서는정부가 1

조원, 민간이 4,350억원을투자하는 10개년(2001~2010)에 걸친차세대핵심환

경기술개발사업계획(ET21 : ECO-Technophia21)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의 1단계(2001~2003) 기간 동안에는 다이옥신 등 현안 환경문제 해결 및

수출산업화 기술 개발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였으며, 2단계(2004~2007)부터는

미래원천기술개발사업, 환경기술실증화사업및시장성및성공가능성이큰대

규모 중점전략기술을 발굴하여 사업단 형태로 추진하는 Eco-STAR Project를

추진하였다. 3단계(2008~2010) 사업에서는미래원천기술의확보를목표로하

고있다. 

환경인증제도의활성화와녹색구매의촉진시책등을통하여제품의생산·유

통·소비전과정에서오염을줄이고자원을재활용하는등기업이스스로생태

효율을증진시키도록유도하는시책을추진하여왔다. 아울러기업의친환경경영

을촉진하기위하여기업의환경보고서, 환경회계, 환경성과평가등에관한환경

경영가이드라인을개발, 보급하였으며, 환경마크제, 에코디자인, 그린빌딩인증

제등을도입·시행하고있다. 

또한 환경과 경제의 통합지표개발을 위하여 2001년에는 환경경제통합계정개

발및녹색GDP작성중장기추진계획(2001~2010)을수립하여환경경제통합계정

작업을추진하고있다. 환경경제통합계정은환경요인을반영한국민경제차원의

물적지표와화폐지표를산출한것으로, 환경과경제의디커플링및상생을측정

함으로써향후녹색성장경제효과분석에유용한수단이될전망이다. 

자원생산성을측정하는범경제물질플로우계정을활용하여제4차재활용기본

계획 수립시 반영하였으며, 산업별 온실가스 배출구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계정을마련하였다. 2009년부터는기존한국은행에서실시하던환경보호지출계

정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보호를 위한 경제주체별 지출액을 대기·수

질·폐기물등매체별로분석하고있다. 

(2) 저탄소녹색성장정책의추진

금세기자원및환경위기에대처하기위하여이명박대통령은 2008년 8·15

경축사에서‘저탄소녹색성장비전’을선포하였다. 이후범정부차원에서녹색성

장을추진하기위한기구로국무총리가위원장인‘녹색성장위원회’를 2009년 2

월설치하고,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2009년12월국회를통과하였다.

한편환경부에서는녹색성장비전구현을위한 Think Tank로서정책적지원

역할을수행하기위하여 2008년 9월부터중앙과 16개시도에‘녹색성장포럼’을

구성하였으며, 아울러 2008년을저탄소사회구현을위한온실가스줄이기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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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년으로 삼고, 그린 스타트(Green Start) 운동을 국민에게 확산시키기 위하여

2008년 10월 민·관이함께하는파트너십형의‘그린스타트네트워크’를발족

하고, 2009년말현재전국248개지자체중 193개지역네트워크구성을완료하

는등그기반을확대하여나가고있다.

경제가성장하면환경은훼손되는기존의요소투입위주의성장모형에서벗어

나경제도좋아지고환경도좋아지는, 즉경제와환경의상생을도모하는것이녹

색성장이다. 녹색성장에서는환경보전이경제성장의새로운동력이되며녹색기

술과녹색산업이경제활동의생태효율성을높인다. 

녹색부국(綠色富國)의실현을위한저탄소녹색성장정책은2020년까지환경기

술과 환경산업 분야에서 세계 5위 진입과 친환경·저탄소형 사회경제 구조로의

체질개선에그목표로두고있다. 

환경부는2009년 1월6일대한상공회의소및녹색성장포럼과공동으로에너지

자립, 저탄소 경제·사회의 구현, 녹색기술 및 산업의 신성장 동력화, 녹색국가

위상정립등3대주요정책목표를설정하고, 이를달성하기위한환경분야‘녹

색성장실천계획’(2008~2012)을 발표하였다. 환경부는이실천계획에서환경

과경제가상충된다는기존의고정관념에서탈피하여‘환경의신(新) 가치혁명

을통한녹색부국실현’이라는비전을제시하였고, 이러한비전을실현하기위하

여‘저탄소·녹색성장·녹색일자리·생활공감’등4대분야49개실천과제를제

시하였다. 

이에따라온실가스감축과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를위한폐자원및바이오

매스에너지화를적극추진하게되며, 2012년까지지상·항공·선반·위성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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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한반도 3차원기후변화감시체계를완비하게된다. 환경산업분야에서는시장

지향형 7대핵심기술과미래주도형 3대기초원천기술등 10대녹색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며(2009년 1,970억원에서 2012년 4,000억원), 지방

상수도관망정비, 사용종료매립지정비등환경개선을위한 5대그린뉴딜사업

을통하여녹색일자리사업을적극추진하기로하였다. 

또한국민이삶의질개선을체감할수있도록생활공감형정책에도중점을두

고농어촌지역상수도보급률제고와도시지역노후수도관교체, 기상예보의정확

도향상, 가정·학교·보육시설의환경성질환유발요인점검, 친환경안심놀이터

조성등환경오염에민감한어린이의건강보호를위한사업을추진하기로하였다.

3. 분야별환경시책추진

(1) 환경보건정책및화학물질관리의강화

- 수용체중심의환경보건정책시행

2000년대초반일부지역에서소각장인근주민들의암발생논란, 폐광지역의

이타이이타이병의심환자집단발생등으로공해병발생에대한우려가높아졌

다. 폐광지역농산물중중금속실태조사, 폐광산토양·수질정밀조사와주민건

강영향을 조사한 결과, 이러한 질환들이 공식적으로 공해병으로 판정을 받지는

않았지만환경부는 2004년국민건강보호에중점을둔사전예방적환경보건정책

을채택하고관련시책을추진하기시작하였다. 

2006년에는‘환경보건 10개년종합계획’(2006~2015)의 수립과 함께 그 해를

환경보건의원년으로선언하였다. 이에따라본격적인정부차원의환경보건대

책을추진하게되었는데, 2007년에는내분비계장애물질관리계획을최초로수립

하였고, 2008년에는「환경보건법」을제정하였다. 

특히어린이와노약자등환경민감계층을보호하기위하여아토피피부염, 알

레르기성비염등질환별로환경성질환연구센터를지정(2008년 8개소)하고관련

연구를진행하고있다. 그외에산업단지지역, 폐광지역, 도시및농촌지역에대

한주민건강조사를계속하고있다. 

다중이용시설의실내공기질관리를위해서는 2004년에공기질측정및환기

설비설치를의무화하고, 지하역사(驛舍) 및 터미널등주요다중이용시설에대

한원격자동시스템설치를추진하였다. 

새집증후군예방등실내공기질관리강화를위하여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고

시및사용제한을통하여건축물의시공단계에서부터새집증후군원인물질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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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도록하였으며, 신축공동주택에대하여포름알데하이드와휘발성유기화합물

등실내공기질권고기준도마련하였다. 

또한접착제및페인트등800여개건축자재를대상으로유해물질방출시험을

실시하여기준초과시에는사용을제한하도록하였다. 특히2009년들어서면서석

면광산인근주민건강피해발생(1.5), 석면오염탈크문제(4.1) 등이발생함에따

라정부에서는기존의⌜석면관리종합대책⌟(2007. 7. 3)을보완(2009. 7. 10 국가

정책조정회의)하였고 2009년말현재석면으로부터국민건강보호를위하여석면

안전관리법(안)을마련중에있다.

- 유해화학물질관리

국제적인유해화학물질의관리강화추세에발맞추어2000년에는유해화학물

질관리기본계획(2001~2005)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펴나갔다. 그 일환으로

2004년에는화학물질확인제및취급금지물질지정제도를도입하였으며, 석유

화학과철강등화학물질다량배출기업과자발적협약을체결, 자율적인배출저

감유도및지원을위한‘화학물질배출량저감30/50 프로그램’을추진, 2007년

까지 30%, 2009년까지 50%를 감축하는 대책을 수립하였다. 2005년에는 생활

주변의유해화학물질로인한인체피해예방을위하여환경및인체위해성이큰

물질의제조및사용용도를제한하는취급제한물질제도를도입하였다. 

2007년 6월시행된 EU의 REACH 등선진국의앞선환경기술을바탕으로한

새로운무역장벽을극복하기위하여2006년에는신화학물질관리제도대응추진

기획단을구성하였으며, 2007년에는정부와산업계가공동으로참여하는화학정

책협의회를구성, 공동대응대책을추진하여나갔다. 같은해에관계부처합동

으로 화학물질 관리를 선진화하기 위한‘EU 신화학물질관리제도 대응 추진 계

획’을 마련,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2008년에는 범세계적으로 통일화된 화학물

질의분류및분류표시체계(GHS)를도입하였다. 

(2) 생물종의다양성유지와자연자원의지속가능한관리

1996년 2월 생물다양성협약이발효된이후세계적으로생물자원의경제적가

치가 부각되고 바이오산업이 유망산업으로 떠오르면서 생물자원에 대한 국가간

경쟁이치열해지고있다. 생물자원의제공국과이용국간의이익배분에대한논

쟁이확대되어국가간주권침해문제까지야기되는정도에이르렀다. 

각국정부는생물자원현황파악및전산화, 생물자원의유출방지와외국인이

용제한등다각적인조치를취하고있다. 우리나라도국가생물자원의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한‘국가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2005∼2014)’을 수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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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에는국립생물자원관을건립하는등선진국형생물자원관리체계를갖추

었다. 이를통하여고유생물종의발굴, 생물자원의유전체정보축적등체계적

인생물자원이용을위한연구및지원시스템을가동중에있다. 

이외에2005년에는한반도생태네트워크구축을위하여백두대간보호지역지

정, DMZ 일원생태계보전대책수립, 도서·연안생태축보전방안및특정도서보

전기본계획을수립하여한반도3대핵심생태축의관리를위한기틀을마련하였

다. 2004년에는「야생동식물보호법」을제정하고 2005년부터국외반출규제와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보호체계를강화하였으며, 2006년에는멸종위기야생동

식물증식복원종합계획을수립한바있다. 

자연보전정책의선진화및국가위상제고등을위하여세계최대규모의환경회

의인 제5차 세계자연보전총회(2012)의 개최지가 한국(제주도)으로 확정되었

다.(2009. 12)

(3) 대기오염관리와기후변화대책

- 대기오염관리

그동안저황유및청정연료확대, 자동차연료기준강화등으로아황산가스와

먼지등의전반적인대기오염도는개선되었으나, 자동차급증으로인한질소산화

물등자동차배출가스증가에따라최근대도시의대기오염물질중자동차배출

가스가차지하는비중은80%내외에이르게되었다. 

이에환경부는자동차배출가스로인한대기오염을저감시키고자각종대책을

추진하여온바, 그일환으로천연가스자동차, 전기자동차및하이브리드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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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자동차(배출가스기준의 50% 이하배출) 공급을확대하였다. 특히천연가

스시내버스(2000년58대, 2004년6,121대) 보급을적극추진하여, 2009년말에

는운행중인천연가스버스가2만3,000여대가보급되고있다. 

대기오염이가장심한수도권의대기질을조기에선진국수준으로개선하기위

하여 2003년 12월「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2004년

12월에는수도권특별대책시행을전담할수도권대기환경청을설치하였다. 또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10개년 기본계획(2005∼2014)’을 수립하고 대기오염 물

질의배출량저감을위한부문별대책을본격추진하기시작하였다. 

이에따라통상적으로시행되는농도중심의규제방식에서오염물질의총량을

규제하는총량규제방식으로오염규제체계를전환하고, 수도권내오염배출이

많은대형사업장(1종)을대상으로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등대기오염물질

의 총량관리제도를 도입, 실시하였다. 이와 더불어‘오염배출권 거래제도’를 도

입(2007년)하여기업들의자발적오염배출감축노력을유도하였다. 이외에도대

기환경개선을위한‘대기환경개선 10개년종합계획(2006∼2015)’을수립, 추진

하고있다. 

- 기후변화대책의추진

우리나라는1996년선진국의경제협력기구인OECD에가입하였으나기후변화

협약관련국제협상에서는개발도상국의지위를요구하여 1997년교토의정서에

는 개도국의 지위로 가입함으로써 1단계 온실가스 감축의무 대상국에서는 일단

제외되었다. 그러나 2013년부터시작되는제2단계온실가스감축계획에서는더

이상개도국의지위를유지하기가불가능할것으로보인다. 2001년정부는기후

변화관련대책을범정부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국무총리소속‘기후변화협약대

책위원회’를설치하였고, 2007년7월부터는관련부처가참여하는기후변화대응

T/F팀을운영하고있다. 

2008년 9월에는‘저탄소녹색성장’의구현을위하여‘기후변화대응종합기본

계획’(2008년~2012년)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이 종합기본계획은 기후친화산

업을육성하기 위하여 에너지 효율향상, 신재생에너지 개발,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예측및적응능력강화등의대책을포함하고있다. 

환경부는 2005∼2007년에 4조 4,000억원을투자, 기후변화대응차세대환경

기술개발을비롯하여22개대책사업을추진하였다. 국제사회에서저탄소녹색

성장 선도국가로서의 위상 제고를 위하여 2009년 11월에는 범정부대책으로

2020년까지 CO2의 배출전망(BAU)대비 30%를 감축하기로 목표를 정하고 12월

기후변화 코펜하겐 당사국 회의에 참가하여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우리 정부의

확고한정책의지를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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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대강 물관리대책과비점오염원관리

- 4대강물관리특별법제정

1989년 수돗물수질오염이사회문제화되면서 1989년 총리실주관으로‘맑은

물공급종합대책’이수립된이래 1996년‘낙동강조기수질개선대책’까지총 6

차례 정부 차원의 물 관련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1998년 초

수도권2,000만주민의상수원인팔당호의수질이사상최악으로나빠졌고, 낙동

강은 III급수 수질을면치못하였다. 이에‘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원 수질 개

선’을 주요 국정 과제로 정하고 1998년 정부는 사전오염예방제도를 도입하여

상·하류주민이고통과비용을분담하는등상·하류공영의원칙에입각한근

원적이고종합적인수계별물관리종합대책의수립에나섰다. 

한강대책은상류지역의거센반발로같은해 11월에가서야대책을확정할수

있었고, 이대책의추진을법적으로뒷받침하는특별법인「한강수계상수원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1999년 2월에 제정·공포되었다. 이 특별

법에서는 수변구역 지정,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물이용부담금제, 상류지역의 주

민지원, 수계관리기금등의새로운제도들을대거도입하였다. 

이어서 1999년 12월낙동강수계물관리종합대책, 2000년 10월금강수계물관리

종합대책과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종합대책이 확정되었고, 2001년 12월 국

회본회의에서「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영산강·섬진

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

관한법률」등3개강특별법이정부입법으로국회를통과하였다. 2002년이들 3

대강법이 매우 난산이었고 의미가 중대함을 인정하여 이례적으로 공포서명식을

청와대에서공개리에개최하였다. 

수질관리를 위한 획기적 대책으로 도입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한강수계의

광주시(2004. 7), 낙동강수계의부산시(2004. 12)를 필두로낙동강·금강·영산

강등3대강수계내의목표수질초과전지역에서시행되고있다. 

이와같이수질오염총량제를전면시행하는것은세계적으로그유례를찾아보

기힘든일이었다. 그리고 2012년까지물부족국가에대비함은물론 4대강본류

를 2급수로개선하고수생태계를복원하기위하여관계부처행동으로‘4대강살

리기마스터플랜’을마련(2009. 6)하고4대강살리기사업을추진하고있다.

- 비점(非點) 수질오염원관리대책의추진

하수처리장건설및폐수배출시설에대한규제로점오염원에대한관리는성과

를 거두었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는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으로 수질 개선에

한계가드러나기시작하였다. 이에하천수질오염의약 30%를차지하는비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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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원을집중적으로관리하기로하고, 2004년에는 7개부처합동으로국내최초

의‘4대강비점오염원관리종합계획(2004~2020)’을수립하였다. 

한강등4대강수계별로식생여과대와인공습지등비점오염원저감시설설치

시범사업(2005년32개소, 60억원)을추진하고, 도시지역의초기강우유출수처

리를위한지하우수저류시설및농촌지역고랭지밭흙탕물줄이기시설설치등

지역별특성에따른비점오염원관리대책을관계부처합동으로추진하였다. 강

우시다량으로유입되는흙탕물로인하여유역관리에어려움을겪고있던소양호

등4개지역을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지정(2007. 8)하여고랭지밭개량등개

선사업을추진하였다. 

(5) 자원순환정책의추진

폐기물의감량과자원화를촉진하기위하여종전의폐기물예치금제도를대체

하여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를도입, 전국적으로시행(2003. 1)에들어갔다. 

2007년에는자원순환촉진을위한제도적기반을강화하기위하여제4차자원

재활용기본계획(2008~2012)을수립하였고, 같은해에「전기·전자제품및자동

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을제정하여폐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유해물질

을규제하고폐기물의재활용목표율및재활용기준을설정하여관리하였다. 

2008년에는폐기물에너지화종합대책과그실행계획을수립하였으며, 폐기물

에너지화시설로고형연료화(RDF) 시설, 유기성폐기물바이오가스화시설, 지자

체매립장매립가스회수시설등의설치를추진하였고, 전국4대권역(중부권·동

부권·호남권·영남권)에권역별‘폐기물에너지타운’건설을추진하였다. 

같은해에자원순환이용을위한제도적기반마련을위하여제품의순환이용

및 적정 처리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제품의 자원순환성평가제도를 도입하였다.

2008년부터는도시, 산, 하천등국토에버려진각종쓰레기를처리하기위하여

‘깨끗한대한민국(Clean Korea)’만들기사업을추진하고있다.

(6) 국제환경협력과지구환경보전

우리나라는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동남아의 필리핀·중국·베트남·라오스·

인도네시아등을대상으로우리의환경경영경험과지식을전파하기위한사업을

추진하였다. 그간 이들 국가를 대상으로 유역관리, 축산폐수 관리, 생태도시 조

성, 경제적유인수단(폐수배출부과금, 배출권거래제)의도입방안등에관한사업

이추진되었다. 우리정부는이사업을위하여 2002년부터 4년간매년 42만달

러에서47만달러를세계은행에출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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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P와는 2000년대에들어와서도적극적인협

력 관계를 유지하여 왔는데, 2004년 3월 제주에서

‘UNEP 특별총회 및세계장관회의’가 개최되었다.

158개국정부대표등총1,200여명이참가한이회

의에서는국제사회가당면한물문제를집중논의

하고 그 결과로‘Jeju Initiative’를 도출하는 성과

를거두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에이어 2000년

대에 들어서도 UNEP 집행이사국에 2번(2002∼

2005, 2006~2009)이나피선되었다. 

또2008년10월28일부터11월4일까지8일간경

상남도 창원에서‘건강한 습지, 건강한 인간’을 주

제로 제10차 람사르 습지보호협약 당사국 총회가

개최되었다. 이 당사국회의는 140여 개당사국정

부, 국제기구, 민간단체대표약 2,300명이 참석한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다. 이밖에도 우리나라는

두 차례(2003~2006, 2007~2009)에 걸쳐

UNCSD 이사국으로 선임되는 등 UN의 환경 관련

기구활동에적극적으로협조하고참여하여왔다. 

동북아 차원에서는 장거리 대기오염, 황해 오염,

지역내생태다양성보호등에관한지역협력의논

의를 위하여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동북아지역환경협력회의, 동북아환경협

력고위급회의등을우리나라에서개최하는등지역내환경협력을주도적으로

추진하였다. 2005년에는‘환경적으로지속가능한경제성장’을주제로UN 아·

태환경과개발장관회의(MCED 2005)를개최한바있다. 

2009년 8월에는 한국의 녹색성장 정책을 국제사회에 소개·평가하는 정책보

고서(Policy Brief)를 UNEP 사무총장이서울에서브리핑하고‘환경을위한글

로벌기업정상회의(B4E)’개최(2010. 4. 22, 지구의날)를공동발표한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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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의생성과그전개과정

1. 환경법의생성

산업혁명 이후 세계적으로 공해현상이 현저히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사법상의

물권적 청구권의 보호 및 방해 배제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활방해의법리가활발하게적용되었으며, 이에따라공해구제를위한공해사법

(公害私法)의영역이먼저발전확립되었다. 이로써피해구제의범위는확대될수

있었지만법원을통한피해의구제는개별적이고사후적이라는점에서급증하는

환경피해문제를해결해줄수없었으며, 이에따라보다적극적이고종합적이며

사전적인오염방지내지는환경규제가요청되어환경입법이급증함과함께공해

공법(公害公法)이발전하게되었다. 

과거「공해법」의 발전은 환경오염문제의 해결에 상당히 기여하였지만, 「공해

법」은일반경찰법의법리에따라형성되고운용되었기때문에필연적으로공해

의소극적규제의범위를벗어나지못하였다. 즉공해의위험으로부터공중을보

호하기위하여최소한의공권력을동원하여공해규제를하였던것이다. 

과학기술은나날이발전하고산업생산력은급속히확장하면서공해내지오염

현상은 아울러 심화되었으나, 이에 대한 공해법적 접근방법은 개별적인 사건에

대한 사후적·단편적이거나 대증요법적인 것이어서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기

대하기가어렵게되었다. 

한편으로는종래의환경에대한인간의기본적자세를이용·소모에서관리·

보전·형성으로전환하여야한다는자각이싹텄다. 

그리하여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오염의

규제나피해의구제뿐만아니라, 환경의바람직한보전및형성등으로환경의관

리범위가확대되어야하고, 사회경제체제의전반에걸쳐광범위하고근원적이며

거시적인 적정관리 차원의 접근방법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환경법의 입법이

전개되었고, 이로써「공해법」단계는지나고환경법단계로접어들게되었다. 환

경법은 이제 전통적인 의미의 공·사법(公·私法)구분을 초월한 제3의 법역(法

域)인사회법으로서의위치를확립하게되었다. 우리나라도 1960년대이후이와

같은과정을따라환경입법이전개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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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권의인정

환경권의인정근거로는먼저환경자원내지자연자원은인간생활에필수적인

것으로분할이가능한지분적공유가아니라모든국민구성원에게총유적으로귀

속하는공동소유자산이라는환경공유의이론이있다. 또환경자원은일반공중이

자유롭게아무런침해를받음이없이이용할수있도록국가에신탁되어있어국

가는선량한관리자의주의로이를관리·운용할의무를진다는공공신탁이론이

있다. 

1980년개정된제5공화국헌법제33조에서모든국민은깨끗한환경에서생활

할권리를가지며국가와국민은환경보전을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고규정하여

환경권을헌법에서처음수용하였다. 현행헌법제35조제1항에서도모든국민은

건강하고쾌적한환경에서생활할권리를가지며, 국가와국민은환경보전을위

하여노력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제35조제2항에서는환경권의내용과행

사에관하여는법률로정한다고규정함으로써환경법의입법은결국국민의기본

권인환경권을구체화하고실현하기위한것이어야하며, 국가는환경권을기본

권으로보장하기위하여환경을건강하고쾌적하게보전하여야하는책무를진다

는것을의미한다. 

환경권의법적성격에관하여는통일된입장이정립되지않고있지만, 인간의

존엄권·생존권·행복추구권 등 모두를 포함하면서, 정신적이고 환경적인 최저

생활을보장하는종합적인기본권이라할수있다. 환경권의내용으로는환경침

해의방어및배제청구권과환경조성청구권이포함된다. 

3. 「환경법」의전개과정

(1) 「공해방지법」시대(1960년대~1970년대중반) 

공해내지환경오염에대처하기위한「공해법」의입법은공중보건및위생의

증진과생활방해요인의제거에주안을두고상·하수도, 매연, 오물처리, 오염물

질통제등가시적인것을대상으로한것이다. 1962년부터시작된제1차‘경제개

발 5개년계획’의시행과때맞추어 1963년당시군사혁명정부의국가재건최고회

의가「공해방지법」을제정공포하였다. 당시는공해문제가심각하지도않았으며

환경문제에대한국민인식도높지않았던때라「공해방지법」의제정은다소의

외로받아들여지는입법이었다. 

「공해방지법」은전문 21조로구성되었으며우리나라환경법의연원이되지만,

이법은기본적으로위생법적성격의법으로내용도일정구역에소재한공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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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공해안전을관리하는정도에그치는등매우제한적이었다. 법제정후시행

규칙은 1967년에야제정되고, 법시행을위한행정조직도미흡한상태여서이법

은유명무실하였다. 1971년에는사문화되다시피한법을개정하여(전문21조에서

27조로재구성) 배출허용기준, 배출시설설치허가제도, 배출시설이전명령제도를

도입하는등법의내용을대폭보완하였으나법의실효성면에서크게달라진것

은없었다. 

그러나환경문제가점차다양화·광역화되어감에따라「공해방지법」체계만

으로는이에효과적으로대처할수없게되었고, 보다적극적·종합적으로환경

문제에대응하기위한「환경법」의입법이필요하게되었다. 이에 1977년 우리나

라최초의환경법이라할수있는「환경보전법」이제정되고「공해방지법」은결국

제대로시행되지도못한채폐지되기에이르렀다. 

공해법시대의 입법으로는「공해방지법」외에 여타 공공의 안전 및 위생조건의

확보를위한「오물청소법」, 「수도법」, 「하수도법」,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그

리고「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등이있었다. 

(2) 「환경보전법」시대(1970년대후반~1980년대후반) 

「공해법」은공중보건에의위해예방과생활방해의제거및피해구제를위한인

간행동의규제라는개별적·소극적·대증요법적측면을가지고있다. 그러나환

경법은환경전반에대하여환경그자체를합목적적인관점에서적극적·종합적

으로관리, 보전함을목적으로한다. 

1970년대중반이후산업화와도시화로인한환경문제가급속히확산되어감에

따라「공해방지법」으로는이에효과적으로대처할수없게되어, 1977년환경법

의효시라할수있는「환경보전법」을제정하고「공해방지법」은폐지하였다. 이로

써종래의소극적인공해방지위주의「공해법」에서적극적인환경보전적성격의

환경법으로의전환이이루어지게되었다. 

「환경보전법」은종래의‘공해’를대신하여‘환경오염’의개념을새로도입하였

다. 아울러공해방지법상의공해규제내용외에환경기준, 오염물질의총량규제

제도, 산업폐기물 관리,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 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

오염원인자비용부담, 자연환경보전등에관한규정을두어법관리대상의범위

를미디어별환경문제뿐아니라자연환경보전을포함하는환경관리의전분야로

확대하였다. 또 환경문제 발생의 사후적 규제뿐 아니라 환경훼손의 사전예방적

기능까지채택하게되었다. 

「환경보전법」의 제정 당시「오물청소법」, 「수도법」등 위생 및 공해법 성격을

지닌개별법률들이실효적법률로존속하고있었으며, 「환경보전법」에서는대기

오염, 수질오염, 소음·진동, 토양오염등다수의환경미디어별환경관리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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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법에서복합적으로규정하였다. 따라서이시기의환경입법방식은단일법주

의와복수법주의의절충주의적입법주의를택한것이라하겠다. 「환경보전법」이

제정되던 해에「해양오염 방지법」이 함께 제정되었고, 1979년에는「합성수지폐

기물처리사업법」이제정되는등계속적으로개별법들이제정되었다. 

또한 1980년에는 제5공화국 헌법에서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환경권이

헌법상기본권으로규정됨에따라, 환경권은환경입법의방향과기준을제시하고

환경법의기본적인내용과해석을지도하는원리로서작용하게되었다. 이후환

경권을구체화하고이를실현하기위한환경입법이활발히전개되었다. 

1980년「자연공원법」이, 1983년에는「환경오염방지사업단법」(나중에「환경관

리공단법」으로변경)이제정되었다. 1986년에는「오물청소법」과「환경보전법」상

의산업폐기물관련규정을통합하여폐기물의종합적, 체계적관리를위한「폐기

물관리법」이새로이제정되었다. 

(3) 「환경법」의복수법주의시대(1990년대~) 

절충주의적 환경법체계 아래, 대기, 수질 및 소음·진동 등의 오염요인, 영향

및그에대한대처방식은각각서로다름에도「환경보전법」은그입법방식에서

이들이질적분야의환경관리를하나의법률에혼합하여규정하였다. 이에따라

필연적으로빈번한법개정을가져왔고, 점점복잡다양화해가는환경문제에적

절히대응하기가곤란하였다. 

이에따라환경법체계를절충주의에서복수법주의로전환키로하고, 환경법의

분법화작업에착수하게되었다. 1989년 12월「환경보전법」을해체하고6개의개

별법을제정하는법률안을국회에제출하였으며, 1990년 7월 제150회 임시국회

에서 이 법안들이 통과되고「환경보전법」은 같은 날 폐지되었다. 이때 환경시책

의기본이념과방향을정하는「환경정책기본법」을비롯하여, 「환경오염피해분쟁

조정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유해화학

물질관리법」등소위환경6법이라일컬어지던6개법률이제정, 공포되었다. 

이후대내외적환경행정수요의확대와함께환경법의복수법시대를맞이하여

환경입법은 가속적으로 전개되었다. 1991년「환경보전법」상 2개 조문으로 규정

하였던자연환경의보호관련사항을규율하기위한「자연환경법」이별도법으로

제정되었으며, 낙동강페놀오염사건발생에따라「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

조치법」이 제정되었다. 이외에「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제정되었다. 「폐기물관리법」과「해양오염방지법」은새

로운법률의제정과같을정도로전면개정되었다. 

1992년에는「폐기물관리법」으로부터폐기물감량및재활용에관한규정을분

리하여「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따로 제정하였으며,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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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국가간이동에관한바젤협약의국내이행을위하여「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1993년에는「환경정책기본법」상의 환경평

가규정이분리되어개별법으로「환경영향평가법」이제정되었다. 1998년에「자연

공원법」이, 1999년에는「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이당시각각내무부및

산림청으로부터환경부로이관되었다. 같은해에4대강상수원수질보전을위한

획기적대책을담은입법의첫단계로「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

등에관한법률」이제정되었으며, 「환경영향평가법」이교통, 재해, 인구등의영

향평가까지를포함하는「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으로개편, 제

정되었다. 

이외에 1990년대에는「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

역지원등에관한법률」, 「먹는물관리법」,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

관한특별법」, 「습지보전법」,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2003년「다중이용시

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법명변경), 「환경개선비용부담법」, 「환경개선특

별회계법」,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1993년「한국자원재생공사법」

(2003년「한국환경자원공사법」으로법명변경) 등이제정되었다. 

2000년에는수도권매립지의효율적인관리를위하여「수도권매립지공사의설

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의원입법으로제정되었고, 2002년에는「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과궤를같이하지만강력한의무적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전면도입·시행하도록하고물관리기능을보다강화

한「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3개의물관리를위한특별법들이각각제정공포되었다. 

2003년에는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 총량규제, 대기오염 배출권 거래제 등 대

기환경개선을 위한「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특별법」, 「백두대간보호에 관

한법률」과「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제정되었다. 

2004년에는「대기환경보전법」에서 악취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별도 법으로

「악취방지법」을제정하였고, 「자연환경보전법」,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문화재보호법」에서분산, 중복규정되어있던야생동·식물에관한규정을통합

하여「야생동·식물보호법」을제정하면서「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은폐

지하였다. 또한남극조약의정서비준에따른의무사항이행을위하여환경부, 외

교부, 국토해양부의 공동 입법으로「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

하였으며, 공공기관의친환경상품구매를촉진하기위한「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

관한법률」을각각제정하였다. 

2006년환경분야의국민신탁운동을활성화하기위한「문화유산과자연환경자

산에 관한 국민신탁법」과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과 측정기기의 형식승인,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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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검정등에관한사항을통합관리하기위한「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

한법률」등이제정되었다. 이어2007년에는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체계적인관

리를위한「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과전자제품및자동차의재활용촉진등

을 위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국가의 지속가능

발전을위한제도적기반을마련하기위한「지속가능발전기본법」등이제정되었

다. 또한기존의「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폐지하면서이

법에서다루었던오수·분뇨는「하수도법」에, 축산폐수는새로제정된「가축분뇨

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로각각편입시켰다. 

2008년에는 환경유해 인자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환경보건법」과

학교 및 사회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환경교육진흥법」을 제정하였다. 그

외「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서교통분야, 인구분야와재해분

야를삭제한「환경영향평가법」이개정되었다. 그 외「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

한법률」,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습지보전법」등다수법이개정되었다. 

(4) 국제환경법의수용을위한국내입법

1970년대이후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사막화, 생물다양성감소등지구환

경문제가인류생존을위협하는지경에이르게되자지구환경보호를위한국제적

차원의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대두되었다. 1972년의 스톡홀름‘인간환경회

의’와 1992년의‘리우환경과개발에관한유엔회의’를계기로점점심각해지는

지구환경문제에대한세계관심이집중되었으며, 그해결책으로국경을초월하여

세계모든나라가참여하는국제환경협약의체결을가속화하기시작하였다. 이러

한국제환경협약은선언적·원칙적내용을담고있는연성법적인경우도많지만

대다수의 협약에서는 국제환경법으로서 협약 당사국을 구속하는 내용을 포함하

고있으며, 거의모든당사국들은이러한국제협약의내용을국내법으로수용하

게되고이에따라국제환경법은강행규범적인경성법으로전환하게되었다. 

우리나라는국제사회에서의정치, 경제적지위가높아짐에따라지구환경보호

를위한국제환경협약의체결에도적극참여하여왔다. 2009년말현재기후변화

방지, 오존층보호, 생물다양성보호 등을위한총 56개의환경협약 및의정서에

가입하였으며, 중요한협약에대하여는국내입법을통하여이를국내법으로수용

하여왔다. 

국제환경협약이 채택되던 초기단계에는 특히 자연환경분야에서 협약 채택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식량 보급, 의약품 개발 등 생물자원의 이용이 활발해지고,

무분별할 개발로 인한 서식지 파괴로 지구 생물다양성이 급속히 감소함에 따라

국제사회는 국제협약을 채택하여 이에 대처하기 시작하였다. 일찍이 1973년에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종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CITES)을채택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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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리우회의에서는‘생물다양성보호협약’을채택한후2000년에는이협약

의부속의정서로서‘바이오안전의정서’를채택하였다. 우리나라는이들협약및

의정서에모두가입한후국내적이행에필요한사항을국내법으로수용하였다.

1990년대중반부터호랑이·코뿔소등멸종위기종의수출입및이용을금지하고

생물종및그서식지의보호를위한국내입법으로당시보건사회부소관법인「약

사법」과환경부소관의「자연환경보전법」의관련규정을개정, 정비하여왔으며,

2004년에는환경부소관법으로「야생동·식물보호법」을제정하였다. 

또한생태계에서가치가매우큰습지를국제적으로보호하기위하여1971년물

새서식지로서국제적으로중요한습지에관한협약인‘람사르협약’이채택되었으

며, 우리나라는 1997년이협약에가입하였다. 이협약의국내수용을위한입법

으로1999년에「습지보전법」을제정하여국내이행을위한사항을규율하고있다. 

폐기물관리 분야에서는 유해폐기물을 저개발국으로 이동 처리하는 사례가 빈

발하자국제사회는 1989년‘유해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의통제에관한

바젤협약’을채택하고폐기물의발생국내처리를유도하고국가간교역을억제

하기시작하였다. 우리나라는이협약에가입하고1992년이협약의이행을위한

국내법으로「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을제정하였다. 

국제환경협약 중 매우 경성적인 협약의 하나로 손꼽히는‘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몬트리올의정서’(1987년)의국내이행을위한입법으로1992년에당시산자

부소관법으로오존층파괴물질의제조, 사용및수입규제등을규정하는「오존층

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이제정되었다. 남극조약의정

서가입에따라환경부, 외교부, 국토해양부공동입법으로 2004년에「남극활동

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을제정하였다. 

이외에 1992년 리우에서 채택된 기후변화협약과 그 구체적 시행을 위하여

1997년에 채택된 교토 의정서에 가입함에 따라 정부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범정부대책기구를마련하고단계별정부종합대책을추진하여왔으며, 보다근

본적대응을위하여「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2009년12월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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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변화하는환경에대한효율적대응
-환경행정조직및정원

1. 보건사회부계(係) 단위에서부(部)로의발전- 환경부조직의변천개관

우리나라중앙행정부처중최초에계(係) 단위조직으로출발하여청(廳)과처

(處)를거쳐부(部)가된부서는환경부가유일한예이다. 이는환경부가환경문제

의해결과국민의삶의질향상을위한시대적행정수요에따라단계적으로성장

하여왔음을잘말해주고있다. 우리나라정부조직과공무원정원은정권이바

뀔때마다거의예외없이축소·개편의대상이되어왔다. 그럼에도불구하고환

경문제해결을위한정부의역할이점점증대됨에따라환경부의조직은계속적

으로확대되어왔다. 

1980년 발족 당시 환경청의 총 정원은 본청 246명과 국립환경연구소 93명을

포함하여339명이었던것이2009년말현재환경부에는본부486명과소속기관

1,270명으로총 1,756명으로늘어났으며, 여기에기상청정원 1,281명을포함하

면3,037명에이르는조직으로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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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1> 환경부정원변화



2. 환경청발족이전의환경행정조직 - 

� �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가족부)에 의한환경행정시대

1962년부터‘경제개발5개년계획’이추진되면서정부내에서환경문제에대한

인식이싹트게되면서 1967년 보건사회부보건위생과를환경위생과로개편하고

공해계를두었고, 이로써우리나라최초의환경담당부서가설치되었다. 1970년

에다시환경위생과를위생관리관(3급)으로확대하면서그밑에공해담당보좌관

(4급)을신설하였다. 즉, 환경행정조직이정원4명의계단위조직에서정원9명

의과단위조직으로확대된것인데, 이는 1963년제정된「공해방지법」공포후6

년만인 1969년에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규칙이 제정됨으로써 이를 시행할

행정조직이필요하게된때문이었다. 

1973년 위생관리관을위생국으로개편할때공해담당보좌관을공해과로변경

하였다. 1975년에는위생국을환경위생국으로개편하고그밑에공해관리관(3급)

을두면서대기보전과와수질보전과를신설하였다. 이때처음으로수질업무와대

기업무를분리, 관장케함으로써환경문제에대한매체별환경행정조직을갖추

었으며, 환경업무담당인력도9명에서16명으로증원되었다. 

‘제4차경제개발5개년계획’을추진하면서정부는환경문제를포함한사회복지

정책에도비중을두었다. 이같은정책및인식전환에따라 1977년에비로소보

건사회부에국(局) 단위의환경관리관(2급)을신설하고, 그밑에과장급의환경기

획·대기보전·수질보전담당보좌관을두었다. 

또한환경관련조사·연구조직으로는 1967년국립보건연구원위생부에공해

과를신설하였으며, 다시 1972년에는수질보전과·대기보전과·환경위생연구담

당관실·공해연구담당관실로확대하였다. 1978년에는국립보건연구원에서환경

분야의 조사·연구 업무를 분리하여 국립환경연구소를 설치하였는데, 국립환경

연구소는 보건사회부 소속으로 1과 5연구담당관을 둔 정원 44명의 조직으로 구

성되었다. 

3. 환경청시대의조직 - 환경문제를전담하는중앙행정기관으로

(1) 환경청의발족

우리나라가본격적인경제성장을이루게되면서공해문제가중요한사회적관

심사로부각되자 1979년 5월당시박정희대통령은환경행정전담기구의설치를

내각에지시하였고, 당시정부조직담당부처인총무처는즉시관련작업에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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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2> 환경청현판식(1980. 1. 15)



하게 된다. 총무처는 이 새로운 환경 전담 기구를 청(廳)·처(處)·부(部) 가운데

어느형태로할것인가와각부처에분산된환경기능은어떻게조정할것인가에

대하여검토하였다. 최종적으로이기구를보건사회부의외청(外廳)으로하고담

당 업무는 당시 보건사회부 환경관리관이 관장하고 있던 산업공해 관리 기능을

그대로이어받게하였다. 결국 1980년 1월 5일대통령령제9707호로환경청직

제가공포됨에따라보건사회부외청으로서의환경청이 1980년 1월 15일현판식

을갖고업무를개시하게되었다. 

환경문제를 전담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환경청(3국 1관 3담당관)이 발족됨

에따라국립환경연구소도보건사회부에서환경청으로소속이변경되었다. 국립

환경연구소(현 국립환경과학원)는 총 정원 93명으로 서무과·교학과·대기연구

부·수질연구부·환경보건연구부 등 2과 3부를 둔 환경관련 조사·연구·교육

의기능을갖추었다. 

1980년 5월‘환경측정관리사무소의명칭, 위치및관할구역에관한규칙(보건

사회부령제647호)’에의거, 환경오염도를측정하고관련측정자료를관리하기

위한 조직으로 1980년 7월 서울·춘천·대전·광주·대구·부산에 6개 환경측

정관리사무소가설치되었다. 이때소요인력은정원의증원없이본부와국립환

경연구소인력30명을차출하여충당하였다. 사무소당5명(소장5급)으로운영하

는 소규모 조직이었지만, 환경측정관리사무소가 설치됨으로써 환경청은 연구기

관과지방조직을둔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형태를갖추게되었다. 

(2) 환경청조직의변천

- 1차조직개편

환경청이발족되면서당장필요한것은환경정책의기초가되는전국환경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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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길을돌아환경부로

당시 총무처는 환경전담 중앙행정기관의 위상 및 기능과 관련하여 환경전문가를 포함한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

하는 절차를 거쳤는바, 여론의 대세는 총리 소속의 처로 하고 다른 부처에 분산되어 있던 환경기능을 조정·흡수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1979년 10월 26일 때마침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 발생하여 예기치 못한 국면이 초

래되었다. 극도의 정치적 불안 속에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같은 해 12월 21일 최규하 정부가 출범하면서 환경문제

는 다시 뒷전에 밀리게 되었고, 그동안 각계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형성된 여론과는 다른 방향으로 결정이 났다.

즉, 환경청은 기존의 다른 부처의 환경기능을 흡수하지 못한 채 단순히 종전 보건사회부 환경관리관이 담당하던

공해관리업무만을이어받게되었으며, 당시내무부에서관장하던자연보호업무를비롯하여자연환경보전과물관

리기능등기존중앙부서에분산된환경기능에는손도대지못하였다. 이렇게하여우리나라중앙환경행정조직

은 청(廳)→처(處)→부(部)를 두루 거치는 먼 길을 돌아 15년만에 환경부로 정착되기에 이르렀다. 환경부의 기능

또한새로운정부가들어설때마다다른부처의환경관련업무를이관하느냐마느냐를두고줄다리기를되풀이하

다가 1991년과 1994년두차례에걸친낙동강오염사고를겪고서야비로소부처간환경기능이조정·정리되었다. 



도의 측정을 위한 지방조직의 신설이었다. 1980년 보건사회부령에 의하여 우선

정원증원없이주요도시에환경오염도측정을위한 6개지방측정관리사무소를

설치하였으나, 이는어디까지나임시적조치일뿐지방조직의공식적설치는반

드시대통령령인환경청직제에반해야만하였다. 또한소장(5급)을포함한직원

5명의측정사무소인원은관할지역의환경오염도를측정하고관리하기에턱없이

부족하였다. 

이에 1982년 환경청에서는 정식 지방조직으로서‘지방환경측정관리사무소의

설치 및 정원 증원’을 위한 직제 개정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새로 출범한 제5공화국의 강도 높은 정부간소화 정책 시행에 따라 당시 환경청

정원을증원한다는것은시기적으로대단히어려운일이었으나, 총무처와의협의

를거듭하여 6개지방환경측정관리사무소에총 141명이증원되는직제개정(안)

을어렵게마련하였다. 그후에도예산부서의반대, 차관회의상정및보류등많

은난관을거쳐1983년5월마침내당초직제개정(안) 그대로국무회의를통과하

기에이르렀다. 이와같은환경오염측정기능의확장에따라기획관리관밑에있

던통계담당관을측정관리과로개편하여계획조정국소속으로이관하였다. 

- 환경관리조직의대폭확충

국가적대사(大事)였던’88 서울올림픽을앞두고환경오염문제가더이상방치

할수없는현실에직면하게되자환경청은환경오염지도및단속을강화하여환

경오염을획기적으로저감하고자지방환경관서를대폭확장하는대규모조직개

편을추진하게 되었다. 그 결과 6개 지방환경측정관리사무소와, 당시 임시조직

으로 운영하던 전국 주요 공단의 14개 중앙환경오염지도점검반을 통합하여 6개

지방환경지청을신설하게되었다. 이때 지방환경관서의정원이 134명에서 363

명으로대폭증원되고, 지청장의직급은 2~3급으로하였다. 이때의조직확대는

실로환경청의중흥시대를열었다할정도의획기적사건이었다. 

지방환경지청의설치와더불어본청에는과단위의폐기물관련부서가국단

위인폐기물관리국으로격상되어그소속으로생활폐기물과·폐기물제도과·산

업폐기물과가설치되었으며, 행정관리담당관이담당하던감사업무는차장직속

감사담당관을 신설하여 이관하였다. 또한 계획조정국은 환경정책국으로 개칭하

고그소속의진흥협력과를홍보협력과로개편하고측정관리과를폐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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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환경청시대의총정원과정부공무원수의변화

구 분 1980년 �1981년 �1982년 �1983년 �1984년 �1985년 �1986년 �1987년 �1988년 �1989년

국가공무원 438,454� 471,438� 448,936� 450,704� 454,046� 461,945� 475,081� 477,146� 492,466�516,008�

환경청전체 339� 339� 339� 472� 491 � 491 � 732� 732� 750� 783�

환경청본부 246 246 246 387 382 382 253 253 253 253

(단위 : 명)



이러한 직제개편으로 정원은 2~3급 7명을 포함한 총 241명이 증원되었다. 아

울러 국립환경연구소는 국립환경연구원으로 개칭되었으며, 1987년 팔당호에 인

접한양수리에호소수질연구소가신설되었다. 

4. 환경처 시대의 조직 - 환경정책 수립·시행의 한계 극복

(1) 환경청에서 환경처로의 승격

환경청은발족후환경전담중앙행정부서로서의역할을다하여왔으나, 차관

급인 청 단위의 위치에서는 법령 제정권이나 법령 협의권도 없는 데다 국무회의

에도참석하지못하여정부내에서개발부처를상대로환경정책을수립·시행하

여나가는데한계가있었다. 

제6공화국은환경행정기구개편을위하여행정개혁위원회를설치하 는데, 이

때 환경정책 담당 정부 기구의 위상과 기능 개편이 주 의제로 상정되었다. 특히

환경청을 부로 승격시킬 것인가 처로 승격시킬 것인가를 놓고 많은 검토가 이루

어졌으나, 이위원회는최종보고서에서환경청을환경처로승격시킬것을대통령

에게건의하게되었다. 장관급부서로격상시키면서도‘부’가아닌‘처’로건의한

것은환경처를총리실직속에둠으로써부처마다이해관계가얽힌환경정책을원

활하게 조정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 때문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990년 1월

환경청은환경처로승격되었고그조직과기능도크게확충되었다. 

환경처 본부에는 환경청 때의 기획관리관(2급)을 기획관리실장(1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그 밑에 국제협력담당관 및 전산통계담당관을 신설하 다. 공보담당관

(4급)과 감사담당관(4급)이 공보관(2급)과 감사관(2급)으로, 비상계획담당관(별정

4급)이 비상계획관(별정2급)으로 상향 조정되

었으며, 환경정책국장(2급)을 조정평가실장(1

급)으로승격개편하고그밑에정책조정과·평

가제도과·평가분석과·자연환경과를두었다. 

또한 환경기초시설의 확충 업무와 환경기술

개발업무를관장하도록하기위하여시설기술

국을 신설하고 그 소속으로 시설과·측정분석

과·기술개발과를 두었다. 그리고 유해화학물

질의관리기능을강화하기위하여폐기물관리

국에 유독물질관리관(3급) 및 유독물질관리과

를신설하 다. 수질오염의주원인인산업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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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3>�환경처 승격(잠실 단독 청사시절, 1990. 1. 4)



및 생활오수를 오염원별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수질보전국의 수질관리과를 폐수

관리과및오수관리과로분리하고, 해양보전담당관을해양보전과로개편하였다.

또한수질보전국의토양관리과를폐기물관리국으로이관하고대기보전국의특수

공해과명칭을소음진동과로변경하였다. 

환경청당시본부조직은 4국 1관 15과 7담당관(정원 253명)이었는데, 환경처

로승격되면서2실4국4관 21과 5담당관으로확대개편(정원382명, 증원 71명)

되었다. 동시에지방환경지청은지방환경청으로승격(정원649명, 증원253명)되

었고, 지방환경청장 소속으로 7개 환경출장소를 신설하였으며, 국립환경연구원

에는 기획과·훈련부·폐기물연구부·자동차공해연구소를 신설(정원 185명, 증

원51명)하였다. 

(2) 환경처조직의변천

환경처의존속기간은 5년이채못되는짧은기간이었으나이시기에는 1992

년리우회의를전후하여세계적으로환경정책이강화되는분위기였으며, 국내적

으로는두차례에걸친낙동강수질오염사고를겪으면서국가환경정책또한전

에 없이 대폭 강화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은 환경처 조직과 기능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 지구환경보호, 폐기물관리개선, 하수처리증진등을위한조직정비

1991년에는사전적이고계획적인환경정책시행을위한환경개선중장기종합계

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조정평가실장(1급) 밑에 정책심의관(3급)을 두었으

며, 1992년리우환경회의에대비하여지구환경과를신설하였다. 당시점점심각

해지는폐기물처리문제의근원적해결을위한폐기물감량화및재활용정책을

촉진하기위하여재활용과를신설하였으며, 폐기물의분류체계변경에따라기

존 생활폐기물과를 일반폐기물과로, 산업폐기물과를 특정폐기물과로 명칭을 변

경하였다. 또한하수종말처리장의운영에필요한정책지원을위하여시설기술국

에하수처리시설과를신설하고, 기존의시설과는시설계획을전담하도록시설계

획과로변경하였다. 

소속기관으로는「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에의거, 환경처에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 시·도에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비상설기구로두고있었는데,

1991년 5월에는정원18명의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을상설기구로신설

하여위원회의환경분쟁조정업무를지원토록하였다. 

1980년 1월 국립환경연구소 교학과로 출발한 환경 분야의 교육 담당 조직은

1990년환경처승격과함께훈련부로확대개편된후 1991년 12월국립환경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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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으로부터 분리되어 국립환경공무원교육원으로 발족되었다. 이에 따라 환경업

무에종사하는공무원뿐아니라민간기술인력에대해서도교육훈련을실시함으

로써사회환경교육기관으로서의역할을담당하게되었다. 

- 배출시설지도·점검업무일원화에따른지방환경청조직개편

정부 권한의 지방이양 방침에 따라 1992년도에는 그간 배출시설 규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이원적으로관리되고있던배출시설관리업무를담당인력과함

께지방자치단체로대폭이관하였다. 대신영향권별환경관리대책의추진과환

경기술지도·지원및환경오염실태조사기능강화를위하여지방관서의대대적

인기구개편이있었다. 

이에 따라 지방환경청 지도과를 폐지하고, 환경기술 지도·지원, 특정 폐기물

관리업무등을담당할관리과를신설하는등지방환경청의기구·기능·인력을

개편하였다. 이에따라지방환경청의허가및지도·점검인력 221명 중영향권

별환경관리를위한소요인력 103명을제외한정원 118명(5급 5명, 6급이하 113

명)을감축조정하였다. �  

- 자연환경보전및국제협력조직보강개편

1993년에는 조정평가실을 환경정책실로 개칭하고 그 밑에 국제협력관(3급)을

신설하는대신정책심의관(3급)을 폐지하였다. 또한 공보관실의홍보담당서기관

및 기획관리실의 국제협력담당관을 각각 환경교육과 및 해외협력과로 개편하여

환경정책실소속으로하였다. 

1991년 12월 31일「자연환경보전법」제정에따라강화된자연환경보전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자연보전국을 신설하고 대신 시설기

술국을폐지하였다. 당시그중요성이부상하고있던자연환경업무를위하여새

로운국의신설이필요하였다. 하지만정부의조직확대억제정책때문에시설기

술국을폐지하는대신자연보전국을신설하는고육책을강구한것이었다. 신설된

자연보전국에는조정평가실의자연환경과를분리·개편하여자연정책과와자연

생태과를신설하였다. 

폐기물관리국의 유독물질관리과를 유독물질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자연보전국

소속으로 이관하였으며, 폐지된 시설기술국의 시설계획과·기술개발과·측정분

석과는기술정책과및기술지원과로조정하여환경정책실소속으로, 하수처리과

는수질보전국소속으로이관하였다. 

이밖에 대기·수질·폐기물제도과를 각각 대기·수질·폐기물정책과로, 일반

폐기물과는 폐기물관리과로, 특정폐기물과는 폐기물시설과로 명칭을 변경하

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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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물관리기능일원화에따른조직개편

1994년 1월두번째낙동강식수오염사고가발생하면서그동안수차례거론되

던물관리기능의일원화문제가정책적이슈가되었고, 관련부처의수량및수

질관리업무의일원화에대한정부내논쟁이가열되었다. 정부는물관리기능의

통합을위하여수차례부처간조정을시도하였으나근본적해결에이르지는못

하였고, 수량관리 기능은 기존대로 두고 수질관련 물관리 기능만을 일원화하는

결론에도달하였으며, 이에따라당시건설부및보건사회부의수질관련기능을

환경처로일원화하는정부조직개편이단행되었다. 이때환경처본부조직에대

해서는 건설부 상하수도국의 3개과(수도정책과·하수도과·수도관리과)와 보건

사회부의 음용수관리과를 인수받아 상하수도국을 신설하였고, 수질보전국에는

상수원관리과를 신설하였다. 폐수관리과와 오수관리과는 그 명칭을 산업폐수과

와생활오수과로 변경하고, 하수처리시설과는 폐지하였다. 그 결과본부 조직은

총정원405명에서27명(2급 1명, 4급 4명, 4~5급 8명, 5급 11명, 6급이하3명)

이 증가한 432명(2실 5국 5관 30과 4담당관)으로환경처시대를마무리하고다

음해환경부시대를맞이하게된다. 

1992년도에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하였던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업무 중 산업단지 내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업무를 다시 지방환경청으로

환원하였다. 이때지방환경관서는수계중심으로개편하게되는데, 6개지방환경

청은수계별4대강환경관리청(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으로개편(정원668

명, 증원 141명)하였고, 하부조직을과체계에서국및과체제로변경하였다. 또

한인천출장소를인천지방환경관리청으로확대개편하고, 전주지방환경관리청에

지도과를 신설하였으며, 주요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4개 환경출장소를 설치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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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4> 당시 건설부에서환경처로전출되는하수도관련직원의환송식(1994. 5. 6) 



다. 국립환경연구원에는 수질검사과와 미량물질분석과를 신설하였으며, 호소수

질연구소를폐지하는대신4대강(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수계별수질검사

소를새로설치하였다. 

5. 환경부시대의조직 - 새로운정책수요에따른탄력적운용

(1) 환경처에서환경부로의승격

1991년과 1994년두차례의낙동강식수오염사고를계기로환경처로수질부

문의물관리기능을일원화하였다. 그러나환경처가국무총리소속의처(處)로서

갖고있는기능상의문제, 즉독자적이고신속한정책집행력이떨어지는점을보

완하기위하여1994년에정부는환경처를환경부로승격시켰다. 이때조직및정

원의변화는없었다. 

(2) 환경부조직의변천과정

- 문민정부

1996년 문민정부 시절 해양수산부가 신설되면서 환경부의 해양보전과가 이관

되었다. 그외자체조직정비차원의일부직제변화가있었는데, 환경조사과·환

경경제과를신설하고상수원관리과를폐지하였다. 

또 기술정책과와기술지원과기능을통합하여환경기술과로개편하고, 소음진

동과를생활공해과로, 유독물관리과를유해물질과로, 유독물질관리관을환경안전

심의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1998년에는 환경관리청의 기획평가국과 관리국

을 운영국으로 통합하고, 원주지방환경관리청에 자연환경과를 신설하였으며, 지

도과와관리과가통합되었다. 

- 국민의정부

1998년환경부는국민의정부출범과함께단행된정부조직개편에따라당시

내무부로부터자연공원과국립공원관리공단을이관받았다. 이외에도비상계획

관(2급)을비상계획담당관으로조정, 환경안전심의관(3급)을폐지, 평가제도과와

평가분석과를 환경평가과로 통합·개편하는 등의 조직개편으로 환경부 정원이

36명 감축되었다. 지방환경관리청은 기획평가국과 관리국을 운영국으로 통합하

였으며, 시험분석실을측정관리과와통합하여종래 2국 6과 1실에서 1국 6과체

제로축소·개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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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5> 환경부현판(1994. 12)



1991년 12월에 국립환경연구원으로부터 분리·발족되었던 환경공무원교육원

이 1998년 12월국민의정부의‘작은정부’원칙에의한공무원교육훈련기관정

비 방침에 따라 다시 국립환경연구원 소속의 환경연수부로 환원되었고, 조직도

종래3과에서2과(학사과·교육과)로축소되었다. 

1999년 5월에는 민간경영진단 전문기관의 경영진단 결과를 토대로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다. 본부의 경우 환경정책실이 환경정책국으로 축소되었으

며, 공보관을보좌하던공보담당관과수질보전국의환경조사과가폐지되었으며,

상하수도국의상수도과와음용수관리과가수도관리과로통폐합되었다. 환경정책

실소속의국제협력관을차관직속으로, 자연보전국의환경평가과를환경정책국

으로이관하였다. 한편, 산림청에서 담당하던 야생조수 보호기능이 자연보전 업

무통합에따라자연보전국으로이관되었으며, 그밖에폐기물자원국소속과의명

칭변경이있었다. 

지방환경관서의경우, 팔당호등한강수계상수원의효율적관리를위하여한강

유역환경관리청을신설하여청내에1국6과를두었고, 그간총리훈령에의한임시

조직으로운영중이던한강환경감시대를정규조직화하였다. 종전의한강환경관리

청과 인천지방환경관리청을 경인지방환경관리청으로 통합하여 설치하였고, 영산

강·낙동강·금강환경관리청은수계관리과와환경산업과를통합하여1국6과를1

국 5과로축소하였다. 또한서울북부환경출장소가폐지되고대신안산환경출장소

를두었으며, 국립환경연구원에는산림청에있던야생동물과가이관되었다. 

2000년에는 국토의 난개발로 인한 자연훼손 방지 및 환경친화적인 국토개발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환경정책국에 국토환경보전과를 신설하고, 기획관리실의

비상계획담당관을폐지하였다. 

2002년에와서환경부는또한번큰조직의변화를맞게된다. 「낙동강·영산

강·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의제정에따라본부에유역관

리기능을 담당할 유역제도과를 신설하고, 지방관서의 관련 조직을 재편하였다.

환경관리청을유역환경청으로, 지방환경관리청을지방환경청으로명칭을변경하

고, 낙동강·금강·영산강유역환경청에유역관리국을신설하였으며, 지방환경청

의관리과를환경관리과로, 지도과를자연환경과로명칭을변경하였다. 낙동강·

금강·영산강등 3대강환경감시대를신설하였으며, 사전환경성검토협의, 환경

생태계의 조사 등 새로운 환경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133명을증원하였다. 

공해 우심지역인 산업단지 내의 오염 배출업체 관리 및 유독물영업자 관리에

관한업무는그동안환경부가담당하여왔으나이를시·도로위임함으로써관련

인력86명을시·도로이관하게되었다. 이로써오염배출업체에대한일선의관

리업무는시·도로일원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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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정부

2004년 3월 환경부는 1999년 환경정책국(2급)으로 축소되었던 환경정책실(1

급)을다시부활시키고, 기획관리실행정관리담당관을혁신인사담당관으로개편

하였다. 또한장관정책보좌관과대기총량제도과를신설하고, 화학물질관리강화

를 위하여 화학물질과를 환경보건정책과·화학물질안전과·유해물질과 등 3개

과로확대하여환경정책실소속으로하였으며, 교통공해관리강화를위하여교

통공해과를교통환경기획과·교통환경관리과의2개과로확대개편하였다. 또한

수도정책과와 생활오수과를 수도정책과로, 토양보전과를 토양수질관리과로, 하

수도과와생활오수과를생활하수과로, 자연생태과와자연공원과를자연자원과로

변경하여7개과를4개과로통폐합하였다. 

2004년 12월에는‘수도권대기환경청’이 신설되고, 본부에 수질총량제도과를

신설하는동시에악취관리, 실내공기질개선, 건설폐기물처리등의관련기능

이 강화되었으며, 혁신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혁신인사담당관을 혁신인사기획

관으로개편하였다. 

2005년에는폐기물자원국을자원순환국으로개칭하고, 정책관리기능과홍보

기능의유기적연계체계를강화하고자본부기획관리실과공보관을정책홍보관

리실로통합하고그밑에홍보관리관·정책홍보담당관을신설하였다. 또한감사

관실밑에환경감시담당관을신설하였다. 2005년 7월에는종전국립환경연구원

을국립환경과학원으로개칭하고기존매체별조직을수용체중심으로재편하여

환경진단연구부·환경보건안전부·자연생태부·환경총량관리연구부·환경측정

기준부를두었고, 지구환경연구소를신설하였다. 

2006년2월에는국토환경정책과와비상계획담당관실을신설하고, 화학물질관

리, 환경영향평가, 수질총량관리등의기능을강화하기위하여국립환경과학원과

지방환경관서의관련인력을보강하였다. 또 국립환경과학원의환경연수부를다

시 국립환경인력개발원으로 분리, 발족시켰다. 아울러 7개 지방관서에 화학물질

관리과를 신설하고, 한강유역청을 제외한 6개 지방환경관서에 환경평가과를, 한

강과원주지방청을제외한5개지방환경관서에수질총량관리과를신설하고, 환경

감시대를환경감시단으로확대개편하였다. 같은해7월에는정부방침에따라본

부국장급이상직원의직급을없애고직무등급을가~마등급으로하여고위공무

원단으로편입하였다. 이밖에제주환경출장소가제주특별자치도로이관되었다. 

2007년에는 재정기획관실에 재정운용과를, 상하수도국에 물산업육성과를 신

설하고수질보전국의유역제도과와수질총량제도과를유역총량제도과와수생태

보전과로, 산업폐수과를 산업수질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국립환경과학원

에화학물질평가부를신설하고그소속으로화학물질평가과와화학안전예방과를

두고, 환경보건안전부를 환경건강연구부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자연생태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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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바이오안전과를신설하였다. 

2007년 10월에는특히우리나라생물자원의조사·연구·보전을위한중추기

관으로서국립생물자원관을신설하였다. 수도권매립지의종합환경연구단지내에

입지한국립생물자원관은2부8과의조직에102명의정원을갖추었다. 

- 이명박정부

이명박정부는인수위원회를통하여정부조직의과감한축소를목표로정부조

직개편안을 수립, 2008년 2월 첫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종전18부4처가13부2처로축소되었고, 공무원정원도대폭축소되었다. 

새 정부조직개편에따라과학기술부가폐지되고그산하에있던기상청은기

후변화대응체계강화, 황사등기후와대기개선정책의연계성을강화하기위하

여환경부로이관되었다. 이로써환경부는처음으로외청(外廳)을두게되었다. 

환경부본부의조직은물관리기능의효율적시행을위하여유사기능을통합

하고, 기후변화 방지 노력 등 국제적 움직임에 대응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 자체

기능을조정또는통합하거나새로운기능을신설하였다. 환경부본부의환경정

책실을환경전략실로개편하는동시에그산하에기후대기정책관을신설하고, 그

밑에기후변화정책과와기후변화협력과를두었으며, 환경경제과를환경산업과로

변경하고 화학물질과와 유해물질과를 통합하였다. 또한 수질보전국과 상하수도

국을 물환경정책국으로 통합 개편하고 국 산하에 상하수도정책관과 물산업육성

과를신설하였다. 

정책홍보관리실을 기획조정실로 개편하여 1관 5담당관(재정기획관·기획재정

·창의혁신·규제개혁업무·정보화·비상계획등5개담당관)을두었으며, 홍보

관리관은장관직속‘대변인’으로변경하였다. 그리고자원순환국산하에폐기물

에너지팀을신설하였다. 이와같은대국(大局)·대과(大課) 체제전환및유사기

능통폐합으로환경부본부는기존2실5국4관32과1기획관8담당관에서2실3

국6관38과 3팀이되었다. 기상청인원을제외한환경부총정원은1,759명에서

1,756명으로, 인원조정은거의없었다. �  

2009년 2월에는저탄소녹색성장, 환경보건등新국가발전전략의체계적이행

및조직체계의간소화와조직운영의효율화를위하여대국·대과체제로조직을

개편하였다. 환경전략실을 환경정책실로 개편하면서 산하에 녹색환경정책관과

환경보건정책관을설치하였고, 국제협력관을기획조정실산하로이관하였다. 녹

색환경정책관에정책총괄과, 녹색협력과, 녹색기술산업과를두고, 환경보건정책

관에환경보건정책과, 화학물질과, 생활환경과를두었다. 

또한, 기후대기정책관의대기정책과와기후변화정책과를통합기후대기정책과

를, 자연보전국의 국토환경보전과와 환경평가과를 통합하여 국토환경평가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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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국의생활폐기물과와산업폐기물과를통합하여폐자원관리과를신설하

였고, 물환경정책국의산업수질관리과를폐지, 수행기능을물환경정책과와수생

태보전과에 이관하였다. 또한, 지방환경청(전주청 제외)의 환경관리과와 화학물

질과를통합하고춘천등8개환경출장소를폐지하는대신, 원주지방환경청에수

질총량관리과를, 대구지방환경청에왕피천환경출장소를, 전주지방환경청에새만

금유역관리단을신설하였다. 아울러, 혁신기획과를폐지하고직급상향조정(전주

제외)을통한기획과를설치하여지방환경청전반업무에대하여청장을보좌하도

록하였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은미래의환경문제에대한선도적인연구, 국제

협력등의기능강화를위하여대기, 수질, 자원순환등매체중심의조직으로대

대적인개편을추진하였다. 

연구사업에대한기획·조정기능확보를위하여연구전략기획실을신설하였으

며, 환경부와의카운터파트기능확보등을위하여기후대기연구부, 물환경연구부

를신설하면서환경진단연구부, 환경총량관리연구부, 환경측정기준부를폐지하였

고, 환경건강관련 연구기능 강화를 위하여 환경건강연구부와 화학물질평가부를

통합, 환경건강위해성연구부를신설하였다. 환경부총정원은변동이없었다. �  

6. 산하기관의변천

(1) 한국환경자원공사

농촌 폐비닐의 수집 및 처리를 위한 1979년의「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에

의하여 1980년 9월 무자본특수법인으로한국자원재생공사가설립되었다. 공사

는전국에지사와관리소를설치하고농촌폐비닐을수거·처리하기시작하였고,

1982년부터는고철및고지도를수집하다가1986년부터는농촌의농약과빈병도

수거처리하였다. 공사의업무영역이확대됨에따라 1993년에는「합성수지폐기

물처리사업법」이폐지되고대신「한국자원재생공사법」이제정되었으며, 2003년

에는 다시「한국자원공사법」으로 법명이 개정되고 공사의 명칭도 한국환경자원

공사로변경되었다. 

설립당시에는본부의3부2실8과와하부기구로8개지사및45개집하장조직

과421명의정원을두었다. 2009년말 1,095명의정원에임원및 1본부 13실 2센

터의조직으로확충되었다. 2010년 1월 1일부터는「한국환경공단법」(2009년 2월

6일제정)에따라환경관리공단과함께한국환경공단으로통합되어출범하였다. 

(2) 환경관리공단

환경관리공단은당초환경오염방지사업을수행하기위하여「환경오염방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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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단법」에따라, 1987년 3월환경오염방지사업단이란명칭으로설립되었으며본

사에임원및3부 1실8개과와지방에5개사업소를두었다. 그러나곧이어같은

해 11월 다시「환경오염방지사업단법」의개정에따라환경관리공단으로그명칭

이변경됨과동시에본사및지방사업소의조직이확대되었다. 

공단은 임원 및 3부 1실 7과 5사업소의 조직에 213명의 정원으로 출범하여

2009년말현재임원및5본부14처2실2센터4유역본부2사업소로확대되었고

총정원도1,070명으로늘어났다. 

환경관리공단은현재환경오염측정망운영관리, 상수원수질개선사업, 환경기

초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각종 검사 및 측정 ·분석, 환경기술 개발·보급 및

협력, 환경개선자금융자지원, 환경보전홍보, 지구온난화방지사업, 기타정부

위탁사업등을수행하고있다. 2010년 1월 1일부터는「한국환경공단법」(2009년

2월6일제정)에따라한국환경자원공사와함께한국환경공단으로통합되어출범

하였다. 

(3) 국립공원관리공단

1967년에「공원법」이 제정되고 건설부가 공원관리청으로서 국립공원 업무를

관장하게되면서1967년에는지리산을우리나라제1호국립공원으로지정하였으

며, 그이후 1991년까지총 20개국립공원을지정하여오늘에이른다. 1980년에

는「공원법」을폐지하고「자연공원법」을대신제정하였으며, 1987년에는국립공

원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기구로서 건설부 산하에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설립하였

다. 1990년「자연공원법」개정시국립공원관리업무가당시건설부에서내무부로

이관되면서국립공원관리공단도내무부산하로이관되었다. 

1998년‘국민의정부’가들어서면서국립공원은자연환경보전차원에서관리

되어야한다는정부인식의변화에따라정부조직개편시국립공원관리공단이내

무부에서 환경부 산하로 이관되었다. 공단의 발족 당시 정원은 500여 명이었는

데, 2009년말현재공단은 6처 4실 1센터, 1항공대와국립공원연구원의편제로

총정원은1,063명에이른다. 

(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수도권지역의쓰레기를장기적이고안정적으로처리하기위하여김포해안매립

지 600여만평에조성된수도권매립지는당초서울시·인천시·경기도등관련

지방자치단체가조합을구성하여이를운영하고, 기술적인처리및관리는환경

관리공단이맡았다. 

그러나조합과공단간에이원화된업무수행체계를일원화하기위하여1999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00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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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설립되어현재에이르고있다. 

공사의조직규모는설립당시임원및 7처 1실 15과에정원은 168명이었는데,

2009년현재1본부14실204명의정원으로확대되었다. 

(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연구원은 1992년부터시작된G-7 환경기술개발사업의기획, 과제선

정, 평가등의업무를담당할조직으로G-7관리운영단을설치·운영하여오다가

1999년부터는이기구를확대하여연구원내에환경기술개발관리센터를설치·

운영하였다.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이시작된 2001년부터는민법상재단법인으로한

국환경기술진흥원을 설립, 이를 담당하도록 하였고, 2004년에는「환경기술개발

및지원에관한법률」을개정하여이법에따라환경기술진흥원을특별법인으로

변환하였다. 

2008년에는환경산업의육성을위한정부의일관된지원체계를마련하기위하

여「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을개정하고‘한국환경기술진흥원’과「친

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따른‘친환경상품진흥원’을통합하여‘한국환

경산업기술원’으로확대개편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이제 국가환경기술개발사업 관리, 환경산업

육성, 친환경상품의구매촉진등환경기술개발및환경산업육성을위한폭넓은

기능을수행하고있다. 당초환경기술진흥원발족당시2처 1실의조직에25명의

인원으로출범하여 2009년 말현재에는임원및 2본부 1센터 6실 6팀에정원은

134명으로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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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환경예산

1. 개관

환경예산은넓은의미로는정부각부처의예산에편성된모든환경보전관련

예산을포함한다. 과거에는환경관련기능이여러부처에분산·수행되었고부처

소관기능별로예산도각기편성되었기때문에중요한환경예산은내용면이나규

모면에서오히려타부처소관으로편성되었다. 환경청, 환경처의예산은규모도

적을뿐아니라사후적환경관리를위한경비위주의예산이주를이루는등환경

예산으로서의제모습을갖추지못하였다. 그러나점차정부의환경행정조직이

강화되고, 환경행정기능의일원화가확대되면서정부의환경예산도환경부소관

으로집중편성되어이제통상환경예산이라할때에는환경부소관예산만을지

칭하기에이르렀다. 

환경청, 환경처 시대에는 일반회계 외에 환경오염방지기금과 폐기물관리기금

에의한예산, 그리고당시내무부에일괄편성되던지방양여금(1991~2004년까

지운영), 기타부처관리특별회계로부터환경부소관으로의전입예산위주였다.

그러나 1994년「환경개선특별회계법」의제정에따라일반회계전입금과환경개

선부담금등개별법에의한원인자부담금등을재원으로하는‘환경개선특별회계

제도’가도입되어계획적이고체계적인예산편성과집행이가능하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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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정부예산대비환경예산 � (단위 : 억원)

연 도 정부예산(A) 환경예산(B) B/A 비 고

1971년 � �5,553 � � � � 0 . 5 0.009 •보건사회부내과단위기능

1980년 �64,668 � �120.5 0.186 •환경청발족

1987년 160,595 � �670.8 0.418 •지방환경청개청

1995년 745,344 9,200 1.234 •특별회계도입, 환경부시대

2000년 1,251,792 21,744 1.737 �

2005년 1,679,332 28,557 1.700 •지방양여금→환특및농특

2009년 2,174,723 42,101 1.936 •본예산기준

※ 1995년과 2000년의경우지방양여금이각각 2,471억원, 8,721억원이포함된예산규모임



2. 환경예산의편성구조

(1) 예산 구조의변천

환경부소관세출예산은당초일반회계예산과타부처소관특별회계전입예

산으로운영되어왔다. 그러다가 1995년환경개선특별회계로전환하면서기존의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와2004년도입된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등크게3개의

특별회계로구성, 운영되어왔다. 

환경부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1980대와 1990년대 초반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가환경개선특별회계가도입되면서일반회계당시보다는비약적인증가를

계속하였다. 2000년대후반현재의환경부소관예산액은환경개선특별회계도

입 당시에 비하여 5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는 그동안 지방양여금으로 지원되던

수질환경개선사업비가지방양여금법의폐지에따라2005년부터국고보조사업인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 하수관거 개·보수, 분뇨처리장 건설, 축산폐수처리장

건설, 오염하천정화사업으로환경개선특별회계에편성되었으며, 면단위하수처

리장 건설, 농어촌지역 쓰레기처리시설 설치지원 사업비는 농어촌특별세관리특

별회계로편입되어환경부소관예산으로편성되었기때문이다. �  

반면 그동안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융자 지원되었던 지방상수도시설 개량사

업, 개별방지시설설치지원사업, 수도권대기개선지원자금등이재특회계가폐

지되어재정경제부의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통합됨에따라기금사업으로전환되

어환경부문세출예산내역에서제외되었다. 

또한 그동안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로 편성, 지원되었던 면단위 하수처리

장설치사업,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설치사업은2007년부터농어촌구조개

선특별회계로통합되었고2005년지방양여금이폐지되고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가신설되면서 급수 취약지역 식수원 개발, 자연환경 보전이용시설 지원사업비,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비 등은 이 회계로 이관되어 환경부 소관 예산으로

편성되고있다. 

(2) 일반 회계

1980년환경청발족이후1995년환경개선특별회계로전환될때까지환경청과

환경처소관예산은일반회계로편성되었다. 

1980년대에는환경관련기능이당시건설부·산림청·내무부등여러부처에

분산되어있었고, 예산역시부처별로따로편성되었기때문에환경청소관예산

의규모는극히적었으며사후환경관리위주로편성되었다. 당시하수처리장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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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등과같은대규모투자는건설부소관으로되어있었고, 환경청소관의일반회

계예산에서는도시분뇨처리시설설치를위한국고보조예산이큰비중을차지하

고있는정도였다. 그외오염우심지역에대한공단폐수처리시설설치, 강중폭기

시설설치, 14개 중앙지도점검반운영비, 공업단지에서배출되는유해물질의처

리를 위한 특정유해물질처리시설의 설치 예산과 기업의 공해방지시설 설치자금

의융자재원인환경오염방지기금을조성하기위한정부출연금이환경예산의주

류를이루고있었다. 

1990년 환경청이 환경처로 격상된 이후의 소관 예산 역시 1991년부터 지방양

여금중수질개선사업비가환경처소관예산으로포함되는것외에는환경청당시

의예산편성내용과별로다르지않았다. 

(3) 지방양여금

1992년의지방자치제본격실시에대비하여중앙정부의재원을가능한한지방

자치단체에이양한다는정부의방침에따라국가가징수하는특정세목의전부또는

일부를일정한기준에의하여지방자치단체에양여하였다. 이에따라지방의특정

목적사업의재정수요에충당하도록하기위하여1991년에제정된「지방양여금법」

및「지방양여금특별회계법」에의하여‘지방양여금제도’가새로이도입되었다. 

지방양여금의재원은국세인전화세, 주세 및토지초과이득세의일부또는전

부로서도로정비, 수질환경개선, 농어촌지역개발, 청소년육성사업등에지원

되었다. 이러한지방양여금예산은각각의소관부처예산으로편성되지않고당

시 내무부에서 일괄 편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였으므로 협의의 환경예산

의범주에는포함되지않았다. 지방양여금제는도입된후 2005년 폐지되기까지

막대한예산의투자가필요한하수종말처리장등수질환경기초시설의건설에매

우중요한역할을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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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3> 환경청소관연도별예산내역(일반회계) � (단위 : 억원)

구 분 1983년 1984년 1985년 1986년 1987년 1988년 1989년

합 계 207 343 420 433 671 773 565

측정망확충운영 8 8 11 27 22 30 25

환경조사. 연구 6 5 5 6 9 12 13

분뇨처리시설 83 86 96 115 76 85 55

환경오염방지기금 - 50 80 100 150 250 16

오염우심지특별대책 - 100 125 92 132 89 136

특정유해물질처리시설 - - 36 24 34 15 3

하천정화대책 - - - - 90 72 89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 13 16 14 - - - -

기타(인건비, 경상비등) 97 78 53 69 158 220 228



- 지방양여금제의변천

지방양여금제도의도입초기인 1991년에는주세의 15%, 전화세의 100%, 토지

초과이득세의50%를지방양여금으로양여하도록하였다. 아울러 1992년에는기

존의지원대상 사업 외에수질오염방지, 농어촌지역개발, 청소년 육성사업 등을

지원대상사업으로추가되었고, 이를위하여주세양여율이60%로상향조정되었

다. 1994년부터 특별소비세 중 주세의 지방양여분을 60%에서 80%로 인상하였

고, 1995년부터「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에따라향후 10년간농어촌특별

세재원의150분의19를양여금의재원으로사용하도록하였다. 

1996년 8월물관리종합대책의재원충당을위하여주세의양여비율을80%에

서 100%로 확대하고, 수질오염방지사업의 특정재원(양여금의 재원 중 주세의

1,000분의 400에 해당하는 금액과 농특세전입액을 제외한 금액)의 배분비율을

향후4개년간에걸쳐 17%에서 24.5%까지상향조정하였다. 또그동안환경개선

특별회계에서 충당하던 하수관거 개보수,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개선, 하수처리장 설계 등의 사업예산은 1997년부터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으로

전환하였다. 

한편 1998년수립된팔당호수질개선대책의추진을위하여지방양여금특정사

업 재원 중 수질오염방지사업의 배분비율을 2000년 24.5%에서 2003년까지

30%까지다시상향조정하고, 농특세전입금비율을기존의 19/150에서 2000년

부터는 3/150으로 상향조정하도록 하였다. 팔당특별대책지역 내의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에대해서는지방양여금지원비율을53%에서70%로상향조정하여특

별지원하기로하였다. 

2001년지방양여금재원중에서전화세를폐지하는대신교통세의 2.4%를지

원하기로 하였으며, 2002년에는 이를 14.2%로 확대하였다. 한강수질 개선대책

의 재원조달방안에 따라 2002년부터 주세의 46.6%와 농특세 전입금의 50%가

수질오염방지사업에 배분되었다. 2005년에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국가균

형발전특별법」에의한‘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새로이설치되어지방양여금은

폐지되고 수질환경개선사업비는 환경개선특별회계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로전환, 계상되었다. 

- 지방양여금의규모

수질오염방지사업의 재원은 지방양여금의 총 세입 확충 등 제도개선에 따라

1992년 2,216억원으로출발한후매년지속적으로확대되었다. 1997년에는지방

양여금의규모가대폭확충되어수질관리분야의예산은일대전환점을맞게되

었다. 재원의 규모가 1996년 3,978억원에서 1997년에는 6,867억원으로 확대되

어하수처리장및하수관거사업등에집중적인투자가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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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에는「지방양여금법」개정에의하여도로사업재원을줄이는대신수질

오염방지사업재원을주세 40%에서 46.6%, 농특세 40%에서 50%로 상향조정

하였다. 이에따라양여금규모는전년보다 16.7%가증가한 1조 2,250억원에달

하였고, 지방양여금시행의마지막해였던2004년에는그규모가 1조 3,419억원

에이르렀다. 이와같이지방양여금은수질분야에서특히투자규모가큰하수종

말처리장, 하수관거, 축산폐수종말처리장건설재원으로유용하게활용되었다. 

(4) 환경개선특별회계

1994년 환경개선특별회계제도가도입되기이전의환경투자재원으로는일반

회계외에 1992년에제정된「자원의절약및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의거도

입된 폐기물관리기금과 당초「환경보전법」에 의하여 도입되고, 1993년에「환경

관리공단법」으로이관되었던환경오염방지기금이큰비중을차지하였다. 폐기물

관리기금은폐기물예치금과부담금을재원으로하여폐기물의재활용및적정한

처리에필요한투자에충당하였다. 또 환경오염방지기금은 1991년 제정된「환경

개선비용부담법」에의한환경개선부담금과개별법에의한배출부과금등원인자

부담금을재원으로하여환경개선사업의시행에필요한재원에사용하여왔다. 

1990년 환경처로의승격과함께환경기초시설의대폭적인확충을위하여 5년

단위의‘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을수립하여시행하기시작하면서환경투자소요

가 대폭적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새로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1991년에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을 제정, 환경개선부담금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대규모의

환경투자재원을운용하기위한새로운회계제도의도입이필요하게되어 1994년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제정하여 1995년 1월 1일부터환경개선특별회계제도를

도입하게되었다. 정부기금이었던폐기물관리기금과민간기금이었던환경오염방

지기금은서로다른체제하에관리, 운용되어환경투자재원의운용이산발적이

었고체계적이지못하였던문제가있어왔으므로이들기금을구성하던각종원

인자부담금과일반회계전입금을포괄하여단일회계체계로운용하게되었다. 

환경개선특별회계의세입재원은주로일반회계및다른회계로부터의전입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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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4> 지방양여금사업별규모 � (단위 : 억원)

구 분 1992년 1994년 1997년 1999년 2001년 2004년

계 2,126 2,490 6,867 6,714 12,250 13,418

하수처리장 1,530 1,793 3,392 3,414 6,063 6,061

하수관거정비 234 274 2,035 2,049 3,638 4,581

분뇨 및축산폐수 213 249 493 497 882 517

오염하천정화 149 174 247 248 441 587

농어촌하수도정비 - - 700 506 1,226 1,672



자체수입인각종환경오염원인자부담금과기타융자원리금상환금등으로구성되

었다. 환경오염원인자부담금에는환경개선부담금을비롯하여배출부과금, 폐기물

예치금및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이포함되었다. 일반회계전입금은환경투자소

요예산의부족분에대하여일반회계재정에서지원되었으나교통세의환특회계의

전입조항신설로교통세의일정액이환특전입되었다. 그러다가2007년도이후부

터‘교통에너지환경세’의15%를환경부소관예산의일반회계전입금으로전입하

도록규정하여환특회계의안정적인재원운용이가능하도록하였다. 

이와 같은새로운회계제도의도입, 시행에따라환경개선사업의투자우선순

위에따라투자재원을종합적으로운용할수있게되었으며, 아울러일반회계및

다른재원으로부터의전입금등새로운재원도확보할수있게되었다. 특기할사

항은특별회계제도하에서는지출원인행위를하지못한경비를이월대상에포함

하여예산의이월요건을완화하여복수년도에걸친신축성있는예산의편성및

집행이가능하도록하였다. 이에따라하수처리장등환경기초시설의건설사업,

하천정비사업등장기간사업들은단년도예산편성제도하에서는효율적인예산

집행이어려웠으나환특회계에서는다년간에걸친사업추진이가능하게되었다. 

(5) 4대강 수계관리기금

환경부환경개선특별회계등에의한정부예산외에우리나라환경투자의큰몫

을 차지하고 있는 재원으로「4대강법」에 의하여 도입된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

로하는수계관리기금이있다. 

1998년 국회는한강유역에대한수변구역의설정, 수질오염총량제의실시, 주

민지원사업의획기적확대, 환경기초시설의확충그리고물이용부담금의근거

마련을위한「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을제정하

였다. 이에따라 1999년부터본격적으로한강수계기금이운영되었다. 이후2002

년에는 낙동강수계에「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낙동강수계관리기금, 금강수계는「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에의한금강수계기금, 영산강·섬진강수계는「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

민지원에관한법률」에의한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을각각설치하여운영

하게되었다. 

「4대강수계법」은수도사업자로하여금최종수요자에게물사용량에비례하여

물이용부담금을부과·징수하게하여수계관리기금에납입하도록하고있다. 수

계관리기금은 상수원관리지역 및 수질보전을 위하여 새로이 규제되는 지역안의

주민에대한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교육지원사업과환경기초시설의설치

및운영등상수원의수질개선을위한사업에활용하도록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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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용부담금의 부과요율은 4대강 수계법의 시행령 규정에 의거하여 각 수계

관리위원회에서 부과요율을 협의·조정하고, 환경부장관이 2년마다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한강수계의 경우, 1992~2000년에는 톤당 80원, 2001~2002년에는

톤당 110원, 2003~2004년에는 톤당 120원이 부과되었으며, 2005년에는 톤당

140원을부과하기로하였으나톤당130원으로조정되어부과하였다. 

3. 환경예산의운영구조

(1) 세입 예산

1980년대의 세입은 1995년 환경개선특별회계 제도가 도입되기까지 일반회계

에의존하였다. 환경개선특별회계가시행됨에따라그간환경오염억제와환경투

자재원확충을목적으로도입되었던폐기물관리기금과환경오염방지기금에의한

재원을통합하여관리하게되어환경투자사업의예산을투자우선순위에따라효

율적으로배분, 관리할수있게되었다. 새로운회계체제에의하여첫번째로편

성된 1995년의 환경부 세입예산은 특별회계수입이 2,532억원, 일반회계전입이

1,660억원규모가되었다. 

당초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재원은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 폐기물예치금,

폐기물부담금으로출발하여그간오염원인자부담금제의증가에따라2008년현

재환경개선부담금을비롯하여 7개의부담금으로확충되었다. 이들부담금외에

융자회수원금, 수입대체경비 등이 포함되고 있으며 그 규모는 1조 3,000억원을

상회하고있다. 

1995년의일반회계의존율은 40% 수준이던것이 2008년에는 58% 수준에달

하고있는데, 이는원인자부담금에의한자체수입이환경기초기설설치를위한

막대한투자를따라오지못하여왔음을잘보여주고있다. 

2008년세입예산을보면, 환경예산의세입원은환경개선특별회계의자체세입

과교통에너지환경세의 15%에해당하는일반회계전입금으로구성되어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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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5> 4대강수계관리기금의연도별수입추이� � � (단위 : 억원)

수계별 총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총계 52,363 277 2,035 2,748 3,525 5,837 6,872 7,226 7,408 7,600 8,835

한강 31,807 277 2,035 2,748 3,108 3,356 3,334 3,760 3,963 4,128 5,098

낙동강 11,188 - - - 269 1,491 1,968 1,851 1,743 1,822 2,044

금강 5,247 - - - 70 521 795 918 987 968 988

영산강 4,121 - - - 78 469 775 697 715 682 705



체세입은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 폐기물부담금, 폐기물예치금, 재활용부과

금, 수질개선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등 7대 부담금과 융자회수금 수입 및 기

타 세입으로 구성되며 7대 부담금의 세입액은 8,485억원에 이르고 있다. 그 외

융자회수금세입은3,638억원이며, 일반회계전입금은1조8,053억원이다. 

환경부 예산의 회계별 구조를 보면 환경개선특별회계 외에 재정투융자특별회

계(2007년부터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통합), 농어촌특별세 관리특별회계(2007

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통합),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2003년 종합연구단

지조성완료로종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방양여금폐지에따라 2005년부

터편성시작)로타회계에의한세출예산이환경부소관예산으로편성되어왔다.

2008년의 회계별 현황을 보면, 환경개선특별회계가 3조 1,159억원(86.8%)으로

대부분을차지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3,490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

계가1,006억원을차지하고있다. 

(2) 세출 예산

- 1980년대

환경청발족전보건사회부의환경예산은행정경비위주였으며사업예산은매

우 제한적으로 편성되었다. 보건사회부의 환경조직이 국장급인 환경관리관이었

던1979년의환경예산은51.7억원에불과하였다. 

1980년환경청이발족하면서그첫해의세출예산은120억 5,000만원으로출

발하였다. 환경예산은당해부처의고유기능과연관하여편성되었는데당시정부

의환경행정기능은건설부등여러부처에분산되었고환경청의기능은환경오염

규제에국한되어소관예산도주어진기능의범위내에서필요한최소의예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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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6> 환특회계연도별세입예산내역� � (단위 : 억원)

구 분 1995년 1997년 2000년 2003년 2006년 2008년

합�  계 4,194 7,921 10,505 12,241 26,326 31,160

자체수입(%) 2,533(60%) 4,631(58%) 6,152(59%) 8,205(67%) 10,849(41%) 13,107(42%)

환경개선부담금 976 2,217 3,566 4,978 6,331 6,462

배출부과금 172 422 507 181 147 138

폐기물예치금 427 633 440 4 2 2

폐기물부담금 249 584 514 572 489 552

재활용부과금 - - - - 45 44

수질개선부담금 - 256 157 161 155 212

생태계보전협력금 - - - 64 352 1,075

융자원리금 398 466 821 1,743 1,684 3,638

기타 311 53 148 293 1,644 983

전입금ㆍ차입금(%) 1,661(40%) 3,289(42%) 4,353(41%) 4,036(33%) 15,476(59%) 18,053(58%)



이편성되었다. 1980년대초에는수질환경기초시설로서공업단지폐수종말처리

장설치비, 분뇨처리시설과읍·면오수처리시설설치에대한국고보조예산이가

장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외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 수립비, 환경오염방지기

금출연, 환경오염측정망확층운영, 환경오염지도점검반운영등을위한예산이

편성되었다. �  

1980년대중반이후부터는대기오염예방을위하여울산·온산지역및수도권

을 대상으로 대기오염자동감시망 설치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권역별 특정유해물

질처리시설설치사업예산이주요사업비로편성되었다. 

1980년대말에는전국오염하천에대한하상정비및준설예산이추가반영되

었고, 분뇨처리율이90%를상회하는등분뇨처리시설에대한투자가완료되면서

전국광역매립지건설을비롯한폐기물분야의예산편성이증가하였다. 

- 1990년대

1989년수돗물의중금속오염시비로인한소위물파동이발생하자정부는국민

생활안정을위한정부 5대당면과제로환경문제를포함시키고적극적예산투자

계획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환경청이 환경처로 승격한 1990년부터 1996년까지

약 2조원이 투입되는‘맑은 물 공급 종합대책’을 마련하였고, 1993년 7월에는

1993년부터 1997년까지 7조 3,000억원을투자하는것으로이대책을전면확대

수정하여추진하였다. 이종합대책은하수처리장이수개에불과하던당시로서는

실로파격적인대책이었다. 

물파동에 이어 1991년 낙동강페놀오염사고가 발생하자 국민의 환경욕구가 증

대함에따라환경예산은급속히증가하기시작하였다. 1990년에는 1989년의세

계잉여금을 활용한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시 환경부문에 565억원을 증액시켰고,

1991에는 낙동강 페놀오염사고를 계기로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시 환경부문에

980억원을증액시켰다. 

1990년대초에는전반적으로수질보전분야와폐기물분야의예산을중점편성

하였는데, 수질보전대책을위하여수질정화시설및오염하천준설정비사업, 하

상정비, 팔당·대청호의간이오수처리시설및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 마산

만준설사업, 진주·청주공단폐수처리장증설사업등의예산이편성되었다. 폐

기물관리분야에서는광역쓰레기매립장건설, 특정폐기물공공처리시설건설, 주

요도시의쓰레기소각시설설치, 쓰레기재활용센터설치를위한예산이중점편

성되었다. 한편규모는적지만 1990년대에들어서면서대도시및공단지역의대

기오염상시감시를위한대기오염자동측정소온라인화사업, 매연단속반운영, 여

천·울산·온산공단, 수도권, 호남권, 영남권의굴뚝자동측정기(TMS) 구축사업

이 단계적으로 추진되면서 그에 소요되는 예산과 대도시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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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대책과 자동차 공해대책 사업 등 대기분야의 사업이 편성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의대기분야예산은환경부예산의1%도채안되는적은규모에머물렀

으나대기오염저감을위한예산이편성되기시작하였다. 특기할만한사항으로

는 1992년 우리나라과학기술의 수준을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G-7

프로젝트의일환으로 1992년부터 2001년까지총3,573억원의사업비를투입하

는환경기술개발사업계획을수립, 추진하게되었다. 

1992년 지방양여금제의도입으로당시건설부소관으로편성하던하수종말처

리장설치예산을당시내무부소관양여금예산으로일괄편성하기시작하였다.

이때환경처소관이던분뇨처리장설치, 오염하천정화사업등을위한예산도양

여금예산으로편성되었다. 

1994년에는환경처를다시환경부로개편하면서환경행정조직·기능을더욱

강화시키는조치가뒤따랐으며이에따른관련예산도증가되어갔다. 그러나환

경보전을위한투자소요는대폭증대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기존의정부예산은

점증적으로증가할수밖에없는한계가있었으며, 환경오염억제와투자재원확충

을목적으로 도입된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 폐기물예치금 등각종 부담금

징수재원도정부기금인폐기물관리기금과민간기금인환경오염방지기금에납입

되어재원이산발적이고비효율적으로관리·운용되고있었다. 

이에따라 1995년에는이들재원을통합하여투자우선순위에따라효율적으로

배분·관리하고 새로운 세입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환경개선특별회계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 제도는 이미 제정·공포된「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라

1995년 1월 1일부터시행되어환경예산의대폭적인증가와함께효율적인예산집

행을위한체계가마련되었다. 

새로운회계제도가시행되기시작한 1990년대중반부터당시보건사회부로부

터 음용수관리업무가 이관(1994년)되어 고도정수처리시설의 설치 등을 위한 상

수도 부문의 예산이 중점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하였고, 야생동물 이동통로 설치

등을위한자연환경보전분야의예산도편성되기시작되었다. G-7 환경기술개발

사업외에환경산업육성, 종합환경연구단지조성등환경기술및연구에대규모

예산을 편성(1996년, 1,128억원)하였고 지속적으로 예산 규모를 늘려 나갔다.

1997년 하수관거 개·보수사업과 노후분뇨·축산폐수공동처리장 설치 예산은

환경개선특별회계지원에서지방양여금지원사업으로전환하였다. 

1990년대 말에는 상수도 사업, 수질보전 대책사업, 폐기물관리 사업, 그리고

환경기술개발사업을위한예산반영이주핵심을이루었다. 또한자연환경보전정

책의강화와아울러 1998년에는내무부로부터국립공원관리업무가이관되어국

립공원관리예산과자연환경전국기초조사, 야생동물이동통로설치, 습지매입예

산등자연환경분야의예산이크게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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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대

2000년대의 환경예산은 그동안 관련부처에서 편성·집행하던 환경관련 예산

을 환경부소관으로 편성하면서 환경예산을 우선순위에 의거하여 체계적으로 집

행하고관리할수있는체계가마련되었다. 

회계별로보면기존의환경개선특별회계이외지방상수도개량융자, 공해방지

시설설치자금융자, 수도권지역대기개선자금융자재원은환경부소관의재정

융자특별회계에서편성되었다. 또 농어촌지역의하수처리장과농어촌지역폐

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지원을 위한 사업비는 농어촌특별세관리 특별회계에서

환경부소관예산으로전입되었다. 

2000년대에들어서도상수도관리, 수질보전, 폐기물관리분야그리고G-7 프

로젝트에이은‘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계획’추진등환경기술개발을위

한예산이중점편성되었다. 그 외에자연환경보전분야와천연가스시내버스보

급사업예산등대기보전분야의예산이증가하기시작하였다. 2005년에는수질

오염방지지방양여금이환경부소관환특및농특사업으로전환되어예산규모가

크게증가하였으며, 수도권대기개선대책의본격적추진으로대기보전예산이전

체예산의10%를넘었으며, 자연보전분야의비중도다소증가하였다. 

2000년대중반의대체적인예산편성경향을보면폐기물및상수도부문의비

중이낮아진반면, 새로운환경정책수요를반영하여자연및대기보전부문의비

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되었다. 수도권 대기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수도권대기질개선대책에따라자동차공해대책예산이대폭적으로반영되

었으며, 자연환경분야에서는국립생물자원관건립, 동강유역등생태계보호지역

보전을위한사유지매입과국립공원관련사업예산등이증가하였다. 

2007년이후정부예산체제가프로그램관리체제로개편됨에따라실국별장-

관-항-세항에서부문별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으로변경되어상하수도·

수질부문, 폐기물부문, 대기부문, 자연부문, 환경보호일반등 5개부문으로나누

어예산을편성하였다. 

2000년대말에는그동안집중적인투자로인프라가확충된상하수도, 수질보

전및폐기물부문의예산비중을축소하였다. 대신환경오염및화학물질노출증

가에 따른 환경성질환예방과 물·공기 등 국민 체감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수역

건강성조사사업, 생태하천정화사업, 대기오염이심각한수도권의대기환경개선

사업, 황사피해예방대책등수용체중심의환경보건정책에대한투자비중을확

대하고있다. 

- 지방자치단체에대한예산지원

지방자치단체에대한환경예산은행자부소관지방양여금과환경개선특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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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융자, 보조금으로 지원하다가 지방양여금 폐지로 수질오염방지사업(하수

종말처리시설, 하수관거 개·보수, 분뇨처리장, 축산폐수처리시설, 오염하천 정

화사업)을환특및농특회계사업으로전환하 다. 

지방자치단체의지원체계·방식의전환은1997년소각시설설치융자지원을보

조금으로전환하고, 광역매립지설치에대한50% 보조사업을단독매립지에도확

대하는 대신 보조율을 30%로 축소하 다. 그리고 1997년 음식물쓰레기 공공처

리시설 설치 보조율을 50%에서 30%로 하향조정하 으며, 2001년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보조율을 10%에서 20%까지 추가 상향지원하 다. 2002년에는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 보조율을 50%에서 30%로 하향조정하 고, 공단폐

수종말처리장 설치 보조율을 2003년부터 50%에서 100%로 상향조정하 다. 또

2004년유해폐기물처리대책비의보조율을50%에서70%로상향조정하고, 2005

년농공단지폐수처리장설치보조율을30% 내지70%에서50%내지100%로상향

조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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