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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감감 사사사사 의의의의 글글글글

문외한의 입장에서 전공분야와 판이하게 다른 환경공학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는데 학

기가 진행되어감에 따라 그 동안 막연하게 접해왔던 ‘환경’을, 제가 종사하고 있는 분

야에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졸업을 앞두고 이와 관련한 논제를 선택하여 그동안 한국전력이 진행해온 많은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분석 연구하게 되었던 것은 참으로 뜻 깊

은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송전설비를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환경영향평가가 전문적인 분야도 아니고 어떻게 보

면 일과성인 업무이기에 이에 대한 자료의 기록과 보존이 많지 않아 수집에 상당히 애

로가 있었지만, 일상업무가 바쁜 가운데에서도 서류창고 깊숙이 박혀있는 과거의 환

경영향평가서를 찾아 보내주신 많은 사우 여러분 덕분으로 이 논문 작성에 힘을 실을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편, 대학원 수업시간에 맞추기 위해 매번 빠지지 않고 간단한 저녁식사를 준비하여

학교 근처까지 와서 뒷바라지를 해준 아내의 노고와 아버지의 늦깎이 공부에 응원을

보태준 딸 보라, 오늘도 국방의무에 여념이 없는 아들 규성이의 이심전심이 졸업에 이

르도록 하였습니다.

이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환경의 중요성을 각인시켜주신 권영식 교수님, 환경영향평가

기법을 전수하신 강준원, 이무춘교수님, 소음․진동을 현장감 있게 지도하여 주신 박

상규 교수님, 폐기물처리 연구에 골몰하시는 서용칠 교수님, 폐수처리를 열강하신 차

기철 교수님, 환경분석과 학기 내내 수업지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정형근 교

수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오며, 환경공학부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여

러 교수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교수님들의 지도로 완성된 이 논문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초고압송전설비

가 주변의 환경영향을 어떻게 고려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단초가 되길 기대하며

부문별로 더욱 연구하여 초고압송전설비가 자연 속에서 친환경적인 설비로 거듭

나게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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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전기는 국민생활의 필수적인 공공재화로서 현대생활에서의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생활재임에도 불구하고 변전소와 송전선로와 같은

전력공급시설이 이른바 혐오시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민원성 지역주민의 의견

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영향평가서 검토로 인해 평가기간은 점차 길어지

고 있는 반면, 아직까지 초고압송전선로 건설사업의 특성에 맞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기법의 정립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전에 제기되었던 내용이 계속적으로 문제

점으로 지적되는 등, 조사와 작성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에 근거를 두고 전력공급설비 중 과거 초고압송전설비

건설시 수행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분석․고찰하여 앞으로 특성에 맞는 환경영향평

가서 작성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전력공급설비의 환경영향평가는 1997. 9. 8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에서

345kV 이상의 지상송전선로로서 선로길이 10km 이상, 765kV 이상의 옥외변전소

로 변경되었으며 공사를 위한 진입도로에 대해서도 별도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

하도록 되어있다.

초고압송전설비 건설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전력공급설비 설치를 위

한 산지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산림훼손이나 경관장해 같은 영향이 불가피하게 발

생되고 있으며, 생활환경에 주는 영향으로는 설비운전 중에 송전선에서 발생하는

풍소음(風騷音)과 코로나(Corona)소음 등으로 이들 소음은 귀의 장애 등 생리적 영

향은 거의 없으나 불쾌감, 수면장애, 스트레스 증가 등 심리적인 영향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최근 평가 관계기관이나 산림관리를 담당하는 행정관청에서는 산림보호를

위하여 자재운반도로 개설을 억제하고 헬기로 자재운반을 하도록 지정하는 추세

에 있으나 헬기소음에 의한 불쾌감, 육아지장, 가축의 유산 등을 제기하는 사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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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고 있어 새로운 문제거리로 발생될 소지가 높다.

그리고 종종 제기되고 있는 송전선로의 전자파에 의한 가축의 유산․기형출산

민원은 다른 이유에 기인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전자파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민

원의 대부분의 요인으로 늘어가고 있다.

사회․경제환경에 대한 영향은 토지이용 저해 및 가치하락에 대한 것이 대부분으

로 초고압송전선로 환경영향평가서 내용 중 주민의견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총

235건 중 30.6%에 달하는 72건이 송전선로 경과시 토지이용에 우려를 표명한 것

으로 나타났다.

외국의 사례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전력계통환경이 비슷한 일본의 초고압송전선

로 환경영향평가를 비교분석한 결과, 일본은 국가에서 송전선로나 변전소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만 500kV

이상 설비만 조례로 제정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조사기준은 부

분적으로 우리나라가 더 강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까지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한 765kV 및 345kV 초고압송전선로 17건의 사

업을 대상으로 협의기간을 분석한 결과, 초안을 기준으로 한 협의기간이 평균

21.18개월이 소요되었으며 본안을 기준으로 한 협의기간은 평균 8.76 개월이 소요

되었으며 검토의견 발생빈도가 5%이상 높은 항목은 지형․지질, 동․식물상, 토지

이용, 전파장해, 소음․진동, 위락․경관 등 6개 항목이다.

끝으로 초고압송전설비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첫째는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환경적인 측면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둘째는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작성 기준 및 지침의 제정, 셋

째는 환경영향평가시 영향예측결과와 사후환경관리에서의 결과를 연계․분석함으

로써 환경영향평가에서의 영향예측기법을 개발하면 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상당

히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되는 말 : 환경영향평가, 전력공급설비, 풍소음, 전자파, 평가소요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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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1111 장장장장 서서서서 론론론론

1111....1111 연연연연구구구구의의의의 배배배배경경경경 및및및및 목목목목적적적적

1980년 8월, 환경보전법 시행령에 의해 전력공급설비 중 송전선로는 일반지역

10㎞, 도시지역 4㎞ 이상과 옥외변전소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지정된 이

후, 수차례 관련법이 개정되어 현재 ‘교통․재해․환경에 관한 영향평가법’상 환

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는 345킬로볼트 이상의 지상송전선로로서 선로길이 10

㎞ 이상인 것, 765킬로볼트 이상의 옥외변전소로 변경되어 있다.

전력수요의 급신장에 따라 전원설비의 지속적인 확충과 신속한 건설을 추진했

던 1970～1980년대에는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번잡한 인·허가절차가 의

제화되는 등 경제성장위주의 정책에 힘입어 거의 아무런 제약없이 전력공급설비

를 건설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분산형 전원단지를 구축하여 지역별로 전력을 공급하지 못하는 우리나

라 전력계통 특성상 대용량 장거리 송전계통에 의한 전력공급시스템은 불가피한

선택이 되었으며 이들 대형설비 건설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반대와 집

단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최근들어 이상 기후 현상에 의한 집중호우 등으로

송전선로의 자재운반로가 유실되는 등 수차례 산림환경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

하면서 전력공급설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전력공급설비건설은 장기전력수급계획에 의거 추진되고 있지만 이들을 기피하

는 지역주민의 반대민원과 행정관청으로의 항의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우선 해결

하는 것을 허가조건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지자체의 행정처리 현실이 사업의 적기

준공에 점점 차질을 빚게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상이다.

더욱이 민원성 지역주민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로 인해 평가기간은 상당히 길어지고 있는 반면, 아직까지 초고압송전선로건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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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특성에 맞는 환경영향평가기법의 정립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전에 제기되었

던 내용이 계속적으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등, 조사와 작성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

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에 근거를 두고 전력공급설비 중 과거 초고압송전설비

건설시 수행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분석․고찰하여 앞으로 특성에 맞는 환경영향평

가서 작성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1111....2222 연연연연구구구구의의의의 범범범범위위위위 및및및및 방방방방법법법법

본 연구는 1993년부터 2004년까지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한 345kV 및 765kV 급

초고압송전선로 건설사업 17건의 환경영향평가서를 바탕으로 분석․고찰하고 초

고압송전설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그 동안 사회적으로 문제시 되었던

사안에 대한 조사보고내용을 정리하는 한편, 부분적으로 현장을 직접 탐사하는 방

법으로 연구하였다.

기타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자료는 외국주재 사업소에서 수집하여 제공한 자

료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취득하였으며 연구자료 분석 및 작성기법은 환경영향평

가에 관련된 기관에서 작성한 자료를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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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구방법의 흐름도

목목목목차차차차 연연연연구구구구 흐흐흐흐름름름름 주주주주요요요요 연연연연구구구구내내내내용용용용 연연연연구구구구방방방방법법법법

제제제제1111장장장장 ○ 서 론 - 연구의 목적 및 방법 설정

제제제제2222장장장장 ○ 전력공급설비의 개요

- 우리나라 전력계통의 특성

- 전력공급설비 건설의 환경적 문제

- 초고압 송전설비 확충 내용

제제제제3333장장장장 ○ 전력공급설비와 환경영향평가

- 전력설비 관련법과 환경관련법의

변천

- 전력공급설비의 환경영향평가

- 초고압송전설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고찰

- 외국의 전력공급설비에 대한 환경

영향평가

문헌연구

자료분석

현장조사

외국주재사업소

자료 수집

제제제제4444장장장장
○ 초고압송전설비의 환경영향

평가서에 대한 분석 및 고찰

- 초고압설비의 환경영향평가서 분석

- 분석결과 고찰

- 환경영향평가시영향을끼치는외부환경

에 대한 고찰

-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제제제5555장장장장 ○ 결론 및 향후 과제
- 결론

- 향후과제

문헌연구

전문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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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2222 장장장장 전전전전력력력력공공공공급급급급설설설설비비비비의의의의 개개개개요요요요

2222....1111 우우우우리리리리나나나나라라라라 전전전전력력력력계계계계통통통통의의의의 특특특특성성성성

전력은 국가 경제발전 및 경쟁력과 직결되는 국가 에너지원으로써 이를 바탕으

로 하는 전력산업은 고정자산이 95%를 점유하는 장치산업으로 대규모 투자비가

소요되는 자본 집약적 산업이다.

전기는 저장이 불가능하여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수요의 가격 비탄

력성으로 단기 수급조절이 곤란하여 예비설비 보유가 불가피하며 송배전부문은

계통망(Network) 구축이 필수적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유류, 석탄 등 발전연료의

대부분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전력계통이 고립되어 인접국과 계통연계

나 전력융통 불가능한 지리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전력수요는 수도권에 43%가 집중되어있는 반면, 발전소는 중부와 남부지

역에 편재되어 있어 지역간 대전력 수송용 송전망이 필요한 실정이나 국토는 협

소하여 건설부지 확보에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다.

2222....2222 전전전전력력력력공공공공급급급급설설설설비비비비 건건건건설설설설의의의의 환환환환경경경경적적적적 문문문문제제제제

오늘날 전기는 국민생활의 필수적인 공공재화로서 미국과 캐나다 국경지역에서

발생한 정전사태1)에서 보았듯이, 현대생활에서의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

불가결한 생활재이다. 그러나 전기의 이러한 성격에도 불구하고 변전소와 송전선

1) 2003년 8월14일 미국 중부, 북동부, 캐나다 온타리오 대부분의 지역에 정전이 발생하였다. 미국 오
하이오, 미시간, 뉴저지, 버몬트, 뉴욕, 펜실베니아, 매사츄세스, 코네티컷, 캐나다 온타리오 지역의
5000만명 이상이 정전으로 인해 불편을 겪었으며, 정전부하는 약 61,800MW이었다. 미국의 몇몇
지역은 4일간 정전이 지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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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와 같은 전력공급시설은 이른바 혐오시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전력공급설비

설치와 관련하여 일부 주민들의 물리적인 저항이 뒤따르고 있으며2), 지자체와 기

초의회에서 지역주민의 민원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사실상 인․허가를 거부 또는

부작위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아 전력설비 건설이 지연되고 있다.

부지확보면에서는 국토의 가용면적이 협소하여 송변전시설 부지의 산지점용이

불가피하나 국유림내 산림휴양림 개발, 유명 계곡의 펜션단지 조성 등 위락산업이

확대되어, 갈수록 송전선로 경과지역이 제한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생

태계 지정, 백두대간보존법 발효, 산지전용허가법 등 산지를 보호하려는 각종 법

률의 제정으로 입지확보 환경이 점차 악화되고 있다.

시공측면에서는 그 동안 자재운반을 진입도로에 의해 시행함으로써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환경희생을 개선하고자 노력한 결과, 765kV 초고압송전선로 건설을 통

해 송전선 건설기술에 많은 진보를 가져왔으나 아직도 투자재원의 한계로 경제

우위의 설계를 채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의 요구수준

에는 못 미치고 있다.

2222....3333 초초초초고고고고압압압압 송송송송전전전전설설설설비비비비의의의의 확확확확충충충충

생활수준의 향상과 산업이 고도화됨에 따라 송변전설비는 양과 질적인 면에서

비약적인 확충과 개선이 이루어 졌다.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하여도 154㎸ 계통에

의지하여 오던 지역간 전력융통이 1976년 10월 국내 최초로 345㎸ 초고압 송전선

의 운전이 시작된 이후, 345㎸ 계통으로 빠르게 전환되어 왔다. 이는 전력수요의

급증과 대용량 발전소의 건설, 그리고 지역간 수급의 불균형 심화로 대용량 융통

설비가 필요하게 되면서부터이며 345㎸ 계통의 확대로 154㎸ 계통은 이제 지역

내 배전부하 공급용 계통으로 역할이 바뀌게 되었다.

특히 1999년 12월에는 국내 최초의 765㎸ 송전선로가 당진화력에서부터 신당진

2) 한국법제연구원,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개발지구 관련법령 개선방안 연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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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전소까지 302C-㎞가 준공되어 가압됨으로써 공급신뢰도 향상과 전력손실 감소

에 획기적인 기여를 하게 되었다.

이제, 전력계통 전압 계층은 345㎸-154㎸-66㎸-22㎸의 다단계 계층에서 목표 전압

계층인 765㎸-345㎸-154㎸ 체계로 바뀌는 완성단계에 와 있다.3)

최상위급 송전전압인 765kV 송전망은 300만kW 이상 발전단지를 계통에 연결

하여 주로 대단위 전원단지와 수도권 연결, 수도권 배후의 공급원으로 하고 있으

며 2004년 11월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당진화력발전소～신서산변전소, 신서산변

전소～신안성변전소, 신태백변전소～신가평변전소 간을 765kV 전압으로 운전 중에

있다. 차위급인 345kV 송전망은 100만kW 이상 발전소를 계통에 연결하고 지역간

간선계통의 주축을 이루고, 대도시 전력공급원이 된다.

<그림 2-1> 우리나라의 초고압 송전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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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전력, “송변전 및 배전/송변전 및 배전설비의 확충”,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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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154kV 송전망은 100만kW 미만의 발전소를 계통에 연결하는 한편, 345kV

변전소의 2차측 환상망으로 지방도시의 간선계통이 되어 실질적인 전력공급을 담당

하게 된다.

2004년 현재, 우리나라의 초고압 송전계통망과 주요 발전원별 구성비는 <그림

2-1>과 같다. 국내의 발전설비는 1960년, 366,000kW에 불과했으나 1차 경제개발계

획이 마무리되었던 1965년도에 이르러 769,000kW로 배증되었고 그후 40년이 경

과한 2000년에는 48,450,717kW, 2003년에는 56,052,677kW로 무려 153배나 증가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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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설비용량과 1인당소비전력량 증가 추이

1인당 소비전력량도 <그림2-2>에 나타낸 바와 같이, 1960년 67.6kWh에서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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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114kWh로, 2000년에는 5,845kWh, 2003년에는 6,126kWh 로 약 90배 증가되

어 매년 가파른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전력을 수송하기 위한 기간송전

선로도 154kV급에서 345kV급 초고압송전선로로 격상시켜 1976년 최초로 391C-㎞

건설한 것을 비롯하여 1998년에는 765kV급 초초고압 송전선로 54C-㎞를 건설하

였으며 <표 2-1>과 같이 2003년말에는 이들 초고압송전선로의 회선길이4)가

8,402C-㎞로 대폭 확충되었다.

<표 2-1> 송전설비 변동내역

<주> 1976년 345kV 391C-km, 1997 180kV(D.C) 202C-km, 1998 765kV 54C-km 최초건설
(자료 : 한국전력통계, 2004)

한편, 원격지에 있는 대단위 전원단지에서 전국 전력수요의 약 43％를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으로의 대전력을 수송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2010년 까지 <표 2-2>

과 같이 154kV 송전선로를 비롯하여 345kV 및 765kV급 초고압송전선로 등 상당

수가 확충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4) 송전선로의 길이는 C-km(Circuit-km)로 나타냄. 2회선인 경우는 선로길이의 2배로 계산.

구분
전압별

1961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3

765kV 595 661

345kV 2,044 3,669 4,935 5,952 7,281 7,741

154kV 606 760 1,590 2,050 6,062 8,072 10,609 13,530 16,747 18,595

66kV 1,778 2,440 2,913 3,498 4,484 4,498 3,877 3,192 1,727 1,031

180kV
(D.C) 232 232

계 2,384 4,373 4,503 5,548 12,590 16,263 19,432 23,142 26,582 28,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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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가공송전선로 확충계획 (준공년도 기준)

연도

전압

사업

건수

연도별 건설계획(C-km)

04 05 06 07 08 09 10 합계

765kV 5 4 92 79 - 170 - - 345

345kV 31 112 212 48 240 393 42 436 1,483

154kV 153 466 211 535 555 454 206 216 2,643

용량증대 9 108 34 10 - 46 - - 198

합 계 198 690 549 672 795 1,063 248 652 4,669

자료 : 한국전력, “중장기 송전선로 건설계획”, 2004

이러한 확충계획에 따라서 2010년 까지, 345kV 송전선로 1,371C-km, 765kV 송

전선로 170C-km 및 765kV 변전소 2개소를 건설하는 계획이 있고 이 설비들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초고압송전선로 및 변전소의 환경영

향평가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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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3333 장장장장 전전전전력력력력공공공공급급급급설설설설비비비비와와와와 환환환환경경경경영영영영향향향향평평평평가가가가

3333....1111 전전전전력력력력설설설설비비비비 관관관관련련련련법법법법과과과과 환환환환경경경경관관관관련련련련법법법법의의의의 변변변변천천천천

전력공급설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고찰하기 앞서, 우리나라의 경제와 산업발

전을 향한 역정과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겨난 환경보전에 대한 법제정의 과

정, 그리고 그 법제정 속에 전력설비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를 우선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나라는 1962년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착수한 이래, 매 5년마다 5개년

계획을 수립․발표하여 왔으며, 1996년말로 종료된 7차 계획과 오늘날의 국토종합

개발계획에 이르기까지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매진해 왔다.

국가적으로 정치․경제와 산업기반이 취약한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1963년 11월

우리나라는 최초로 환경에 관한 법률인 ‘공해방지법’을 제정․공포하여 대기오염․

하천오염․소음 또는 진동 등에 대해 공해안전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을 초과할

때는 공해방지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62-1966)을 추진함에 있어 전력애로의 타개는 모든

산업시설의 확충강화에 필요한 기본요건으로 기간부문의 핵심이었다.

이 기간 중의 발전설비는 366천kW에서 769천kW로 배증하여 산업개발의 가장 큰

애로의 하나를 해소하였으나 전력수요는 계속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

으며 발전소 건설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부족한 송변전시설의 확대와 개체에 중점

을 두기 위하여 3차 계획기간(1972～1976) 중에 345kV 초고압송전선을 신규로 건

설하는 계획을 반영하게 되었다.

1,2차 기간 중 수출증대와 공업화에 힘입어 단순노동집약적 경공업에서 고부가

가치 산업구조로의 전환하기 위한 1973년 「중화학공업선언」을 기점으로 산업전

반이 중화학공업으로 전환되기 시작하면서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와 주요 공업지역의

대기 및 수질오염 등 환경문제가 심화되기 시작하자 공해방지법에 의한 규제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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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환경보전을 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1977년 ‘환경보전법’이 제정되었다.

한편, 전력수요의 급신장은 전원설비의 계속적인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됨으로써

1978년 12월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번잡한 인·허가절차를 의제화

시켜 신속한 건설을 촉진하였다. 그러한 가운데 1981년 12월, 환경보전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상의 전원개발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에 포함시켰다.

경제사회발전계획으로 전환한 제5차 계획(1982-1986)에서는 도시화와 공업화의

진전에 따라 환경의 보전을 위해 대기 및 수질오염방지, 폐기물관리 등 분야별 대

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날로 다양화, 복잡화해가는 환경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

하기 위해 1990년 8월 대기, 수질, 소음․진동을 개별 단행법으로 분리하는 ‘환경

정책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송변전설비는 설비의 규모가 비교적

작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도 미미한 관계로 환경보전법의 규제를 크게 받지

않아도 되었으나 급속히 커지는 경제규모에 따라 송변전설비를 점차 대형화를 통

해 확충하게 되면서 1991년부터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송전설비가 환경영향평가대

상사업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7차계획기간(1992-1996)중의 환경정책은 사후처리 위주의 소극적인 오염저감대

책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사전예방적인 방향으로 대처해 나갈 방침을 천명하였다.

따라서 1993년 6월에는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조항을 분리·

흡수하여 따로이 ‘환경영향평가법’을 제정하였다. 이 무렵에 전국 전력수요의 40%

이상을 점유하는 수도권지역의 전력공급의 안정화를 위한 대전력 원거리 기간 송

전선로의 전압으로써 765kV로의 격상을 1992년 6월 가시화 시켰다.

이후 환경․교통․재해․인구에 관한 영향평가가 각각 다른 법률에 의해 별도

로 시행되어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1999년 12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 제정되어 오늘에 이르렀으며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도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신청 전에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실시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

함된 ‘전원개발촉진법’으로 2003년 12월 개정되었다.

상기사항을 <표 3-1>과 같이 환경․전력관련법 변천 연대표로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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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환경․전력관련법 변천 연대표

1960년대

연도 관련법령 주요내용

1963.11. 5 ○ 공해방지법 제정
- 소음, 가스, 분진, 폐수의 수질기준에 대한 공해안전

기준을 설정

1961.12.31 ○ 전기사업법 제정 -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

1970년대

1977.12.31
○ 환경보전법 제정
(공해방지법 폐지)

- 환경영향평가조서의 작성 규정

1979.12.28 ○ 환경보전법 일부개정 - 환경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범위를 지정

1978.12. 5
○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제정
- 전력수요가 급신장됨에 따라 전원설비의 계속적

인 확충과 신속한 건설을 위해 번잡한 인·허가절
차 의제화

1980년대

1980. 8. 6 ○ 환경보전법 일부개정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지정 (철도,공항,간척 및 항만

준설, 아파트지구의 개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1981.12.31 ○ 환경보전법 일부개정

-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할 사업의 구체적
범위를 정함

-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작
성하여야 하는 사업

1990년대

1990. 8. 1
○ 환경정책기본법 제정
(환경보전법 폐지)

- 환경보전법상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을 각 개별
단행법으로 분리

1991. 2. 2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ㆍ협의요청시기 및
경유기관

-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 중
154kV이상으로서 선로길이 10km 이상의 송전선로,
154kV 이상의 옥외변전소 포함

1992. 8.22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 지방환경청장 관할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지정

1993.6.11 ○ 환경영향평가법 제정
-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조항

을 분리·흡수하여 따로 법률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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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계속>

연도 관련법령 주요내용

1993.12.11
○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정

-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
고,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관한 설명회·공청회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방법과 절차를 규정

-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대상사업에의 범위
에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
중 345kV이상의 가공송전선로로서 선로길이 10km
이상, 345kV 이상의 옥외변전소로 변경

1997. 9. 8
○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일부개정

-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대상사업에의 범위
에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
중 345kV이상의 가공송전선로로서 선로길이 10km
이상, 765kV 이상의 옥외변전소로 변경

1999.12.31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정
(환경영향평가법 폐지)

- 도시의 개발, 산업입지의 조성, 관광단지의 개발등
환경·교통·재해 또는 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영향평가의 대상사업으로 정하고, 영향평가 대상사
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대하여도
시·도별로 영향평가를 실시

- 환경·교통·재해 및 인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
가서를 작성 및 설명회·공청회등을 개최하여 주민
의 의견을 청취

2000년대

2000.12.30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시행령
제정

- 영향평가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정함

- 별표 비고에 환경영향평가분야의 특례사항 설정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 중
345kV이상의 가공송전선로로서 선로길이 10km 이
상, 765kV 이상의 옥외변전소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공사를 위한 진입도로 및 부대시설을 설치
하는 때에는 대상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의 내
용에 이를 포함)

2003.12.30

○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전원개발촉진법으로

변경)

-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전
에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실시계획
에 반영하도록 함 (법 제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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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2222 전전전전력력력력공공공공급급급급설설설설비비비비의의의의 환환환환경경경경영영영영향향향향평평평평가가가가

3333....2222....1111 환환환환경경경경영영영영향향향향평평평평가가가가 대대대대상상상상사사사사업업업업의의의의 범범범범위위위위

전력공급설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1997. 9. 8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에서 345kV 이상의 지상송전선로로서 선로길이 10km 이상, 765kV 이상의 옥외변

전소로 변경되었으며 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는 실시계획 승인 전에 하

도록 하였다. 전기사업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 중 위와 같은 설비

의 설치사업도 동일하게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있다.

2000.12.30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환경

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송전선로는 「진입도로 및 부대설비도 평가서 내용에 포

함」5)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송전선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뿐만 아니라 공사를 위

한 진입도로에 대해서도 별도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이들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표 3-2>와 같다.

<표 3-2> 전력공급설비 관련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경위

최초최초최초최초(1980. 8)(1980. 8)(1980. 8)(1980. 8) 제정제정제정제정(1993.12)(1993.12)(1993.12)(1993.12) 개정개정개정개정(1997. 9)(1997. 9)(1997. 9)(1997. 9) 제개정제개정제개정제개정(2000.12)(2000.12)(2000.12)(2000.12)

○ 환경보전법시행령
개정

(송변전설비 환경영향
평가 시작)

- 송전선로 :
일반지역 10㎞,
도시지역 4㎞ 이상

- 변전소 : 옥외변전소

○ 환경영향평가법 및
시행령 제정

(독립된 법률 마련)

- 송전선로 : 345㎸
이상의 선로길이 10
㎞ 이상

- 변전소 : 345㎸ 이상
의 옥외변전소

☞ 154㎸ 이하의 송전
선로 및 변전소 제외

○ 환경영향평가법 및
시행령 개정

(평가대상 범위 축소)

- 송전선로 : 345㎸
이상의 선로길이 10
㎞ 이상

- 변전소 : 765㎸ 이상
의 옥외변전소

☞ 345㎸ 이하의 변전
소 제외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
법 시행령 개정
(평가대상 항목 추가)

- 송전선로는 공사를
위한 진입도로 및
부대시설도 평가서
의 내용에 이를 포함

5)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 환경영향평가분야의 특례사항 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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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2222....2222 환환환환경경경경영영영영향향향향평평평평가가가가의의의의 평평평평가가가가항항항항목목목목

환경영향평가분야 및 항목 등에 대해서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

가법’ 제5조 및 시행령 제 4조에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환경

부의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서 대상사업별 주요평가내용을 규정

하고 있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분야 및 항목은 <표 3-3>과 같이 3개 분야 23개 항

목으로 구성되어있다.

<표 3-3> 환경영향평가의 항목별 주요 평가내용

평가

분야
평가항목 주요 평가내용

공 통 사 항
토지이용계획, 시설배치계획, 법면처리대책, 특정 야생동․식물,
천연기념물 등의 보호대책

자연

환경

기 상 기온, 일조시간 등 기상변화 예측 및 대책

지형․지질 지형변화, 토지․사면의 안정성, 지반침하 여부

동․식물상
동․식물상의 변화, 주요 동․식물 서식지․자생지 훼손, 온배수
에 의한 해양 동․식물 변화 대책

해양환경 해양수질 오염도, 해저지형 및 수심의 변화

생활

환경

수리․수문 수량 변화 및 급수계획, 용지용수량, 유출계수의 변화

토지이용 주변 토지이용 상황을 고려한 입지분석, 완충녹지 설치계획

대 기 질 배출원별 오염물질 저감방안, 연료사용계획, 비산먼지 저감대책 등

수 질 오․폐수 처리계획, 용수공급계획, 하천 및 지하수 오염방지대책 등

토 양 오염물질에 대한 토양오염 발생 및 방지대책

폐 기 물 쓰레기 발생량 예측 및 처리대책, 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 검토

소음․진동 소음․진동발생원 및 완충녹지, 방음벽 등 저감대책

악 취 발생원, 영향범위 및 저감대책

전파장해 전파장해요인, 전파장해 정도 및 저감대책

일조장애 일조영향을 고려한 시설물 배치계획

위락․경관 지역경관특성, 주요 조망점에서의 경관변화 및 대책

사회
․

경제
환경

위생․공중보건 공중위생시설, 질병유발요인 및 보건위생대책

인 구 인구밀집에 따른 환경영향 및 대책

주 거 주거지역에 미치는 환경영향 및 대책

산 업 산업구조변화, 피해예측 및 대책

공공시설 공공시설의 분포․규모 등 수용용량 분석 및 대책

교 육 교육시설의 수용용량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교 통 교통량의 변화, 교통량․차선용량 등 분석 및 대책

문 화 재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 및 보호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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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점평가 항목

중점평가 항목은 현재 환경부고시 제2001-7호(2001. 1. 29 개정)에 의한 ‘환경

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6)에 의한다. 중점평가하여야 할 항목으로는 소음․

진동, 전파장해, 위락․경관으로 총 3개 항목이 중점평가항목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평

가사항은 <표 3-4>와 같다.

<표 3-4> 중점평가항목의 평가사항

(2) 현황조사 및 제외항목

현황조사항목은 자연환경의 기상, 지형․지질, 동․식물상 등 3개 항목, 생활환

경은 토지 이용 등 1개 항목, 사회․경제환경은 인구 및 주거, 산업 및 공공시설,

교통, 문화재 등 4개 항목으로 되어있다.

3333....2222....3333 조조조조사사사사기기기기간간간간

2001년 1월 29일 개정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의 평가서 기재요

령에 의하면 조사범위는 대상사업의 종류 및 규모, 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사

6) 동 규정 제4조(중점평가)에 따른 ‘별표 1의 다. 에너지 개발 분야 3) 전원개발사업 나) 지상송전선
로 및 다) 옥외변전소’ 참조

중점평가항목 선 정 사 유 평 가 사 항

소음․진동

○ 공사시 장비가동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발생

○ 운영시 송전선에서의 코로나
소음 발생

- 공사시 투입장비 가동에 따른 주변지역
으로의 소음․진동 영향예측

- 운영시 송전선에서 발생되는 코로나 소
음이 미치는 영향예측

전파장해
○ 송전시 코로나잡음, 전파간섭

및 차폐에 의한 전파장해 발생
- 운영시 코로나 잡음에 의한 라디오수신

장해, 전파간섭 및 차폐에 의한 TV수
신장해, 전자파 영향예측․분석

위락․경관
○ 송전설비에 의한 기존경관의

변화 예상
- 철탑 및 전선로의 설치로 인한 경관변

화에 따른 영향 및 대책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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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실시가 동․식물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예상되는 지역으로 하게 되어있다.

육상 동․식물상은 사업대상지역의 장축길이 2배 면적을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기간에서 식물상은 가능한 한 식생이 가장 양호한 계절을 택하고 동물상은 조사

지역의 동물의 특성과 지역의 특성, 기후의 변화에 따라 그 시기를 결정하되 계절

의 변동이 있는 종에 대하여는 가능한 한 지정된 계절에 조사하도록 되어 있다.

즉, 포유류는 연 1회로 5~9월에, 조류는 연 3회로 3~5월, 6~9월, 12~2월에, 양서․

파충류는 연 2회로 5~9월에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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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2222....4444 환환환환경경경경영영영영향향향향평평평평가가가가 수수수수행행행행절절절절차차차차

평가서초안 제출

주관 : 시,군,구청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초안 접수후 10일 이내)

주관 : 시,군,구청

평가서초안 공람
(30일 이상 50일 이내)

주민의견 접수 및 취합

검토 및 제출의견 통보
(공람만료후 14일 이내)

공람장소: 관할행정지역내 1개소 이상

주관 : 시,군,구청

주관 : 시,군,구청⇔사업자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주민의견수렴결과 반영)

사업자

환경영향평가서 제출 및
협의요청

사업자⇒산자부⇒환경부

평가서 검토

환경부

혐의내용 반영 확인․통보

(사업자⇒산자부⇒환경부)

협의내용 통보
(평가서 접수후 60일 이내)

(환경부⇒산자부⇒사업자)

KEI7), 각 실․국,평가
위원

설명회 개최
(공고후 7일 이후, 공람
개시후 10일 이내)

주민의견 제출
(공람만료후 7일 이내)

평가서 보완 작성

사업자

평가서 초안검토 및
의견통보

①환경부,②시,군,구청,③
산자부,④관할지방환경청,
⑤기타행정기관

공청회 개최통지
(공람만료후 14일 이내)

주관 : 시,군,구청⇔사업자

공청회 개최 및 결과통보

주관 : 시,군,구청/사업자
/주민

(법 제18조)

(시행령 제6조)

(시행령 제8조)

(법 제17조)

(시행령 제9조) (시행령 제8조)

(시행령 제7조)

협의내용 이행

보완필요시

<그림 3-1> 환경영향평가 절차도

7) Korea Environment Institute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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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3333 초초초초고고고고압압압압송송송송전전전전설설설설비비비비가가가가 환환환환경경경경에에에에 미미미미치치치치는는는는 영영영영향향향향 고고고고찰찰찰찰

3333....3333....1111 자자자자연연연연환환환환경경경경에에에에 대대대대한한한한 영영영영향향향향

가가가가.... 산산산산지지지지의의의의 이이이이용용용용과과과과 훼훼훼훼손손손손

발전소 입지제한으로 장거리를 경과하는 송전선로의 건설이 불가피해지고 국토

이용상 집단주거지를 피하여야 하는 관계로 송변전시설을 위한 산지점용의 증가

는 불가피하게 되었다. 전원개발촉진법 제8조의 존재로 인하여 국공유지는 사유지

에 비해서 접근과 이용이 수월하나 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인 산지이

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산림관련행정부서의 방어적 개념8)이 증가하고 있어 전력

공급설비 설치를 위한 산지의 이용도 점차 어려워질 전망이다.

(1) 전력공급설비의 산림 이용현황

2003년12월 송전설비현황을 기준으로 할 때,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자재운반로를

제외한 765kV 및 345kV 초고압 송전선로와 154kV 및 66kV 송전선로 철탑부지가

산림을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표 3-5>와 같이 철탑부지 기준으로 약 829ha이며,

앞으로 건설될 송전선로를 감안하면 2010년 까지 거의 1,000ha에 이를 전망이다.

<표 3-5>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이용된 산림면적

전압별 지지물 수(기) 기당 평균면적(㎡) 산림 점유면적(㎡)

765kV 666 544 666×544×0.9≒ 326,100

345kV 10,207 376 10,207×376×0.9≒3,454,100

154kV 25,266 218 25,266×218×0.75≒4,131,000

66kV 4,368 116 4,368×116×0.75≒ 380,000
합 계 40,507 8,291,200

<주> 철탑부지의 지목별 구분에서 임야의 점유율은 765kV 및 345kV는 0.9, 154kV 및 66kV는
0.75로 적용

8) 산지관리법(2002.12.30) 및 동법시행령(2003.9.29) 제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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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환경영향평가서와 최근에 건설된 송전선로의 자료에 의해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철탑이 건립됨으로써 식생복원이 불가능한 철탑부지의 훼손수목은 평균적

으로 765kV 철탑 1기당 102본, 345kV는 40본, 154kV는 31본, 66kV는 15본 정도

로써 철탑건설로 나출지가 되어 훼손된 수목은 개략적으로 765kV 송전선로는 60,460

본, 345kV는 379,700본, 154kV는 665,760본, 66kV는 52,420본으로 총 1,158,340본

에 이르고 있다.9)

우리나라의 2002년말 현재, 산림면적은 6,412천ha로 국토면적의 64.4%에 달하며

이중 송전선로 철탑부지가 이용하는 산림은 0.013% 정도 된다.

(2)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산림훼손의 문제점과 특징

우리나라 경제적 여건에 비추어 볼 때 송전선로 건설은, 아직도 경제성 우위의

설계로 시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산림훼손을 수반한 환경희생이 불가피하

게 발생하고 있다. 산악지에서의 송전선로 건설은 건설자재의 운반이 관건이며 여러

형태의 운반방법 중 소요비용이 최저인 진입도로의 개설을 설계에 지속적으로 반

영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용 자재운반도로 개설에 따른 수목벌채 및 절․성토에

의해 고유지반 안정도가 상실되어 폭우시에는 산사태, 토사유출, 법면유실 등 2차

훼손이 유발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골프장, 단지개발사업 등과 같이 대규모 토지이용

에 따른 지형변화를 유발하는 일반적인 사업과는 달리 한 지점에서 200～400m를

이격하여 시행하는 「다수의 점」으로 된, 공사지점을 「연속적인 선」으로 연결

하는 소규모의 건설공사로 진행되므로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의 영향은 타 사업

의 비해 비교적 적은 편이다.

또한, 다른 개발사업은 준공후 형질이 변경되어 산림이 영구히 없어지게 되지만

송전철탑 건설사업의 경우에는 철탑이 들어서는 부지만큼은 나출지로써 원상으로

복구할 수 없으나 그 주변은 수목의 식재를 통해 식생의 원상회복이 가능하고 자

재운반도로와 작업장 부지 또한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가 완료

되면 적지복구를 통해 산림으로서 재생이 가능하여 당초의 지형을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9) 자재운반도로는 식생복원이 가능한 부분이므로 산출수량에서 제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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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나.... 경경경경관관관관장장장장해해해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및 공작물을 설치함으로 인해 주변경관에 미치는 영

향을 경관장해(Visual Impact)라고 하며 개발 우선과 경제논리에 밀려 등한시되어

왔던 경관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 및 정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제

주도개발특별법(1993)에 의한 경관영향평가가 최초로 시도되었다. 이것을 자연경

관 보존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인 것으로 판단한 각 지자체에서는 이와 유사한

‘경관형성조례’10)를 제정하여 자연경관보존지역을 지정하는 등 이 제도가 점차 전

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송전선로 경과지 선정시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11)이다.

송전선로가 군락을 이루는 고층 아파트처럼 산의 조망을 가리지는 않지만 특성

상 높은 철구조물의 형태로 산 능선을 경과하기 때문에 Sky Line상 돌출, 산림과

배치되는 인공물로써 경관장해를 일으키는 것으로 적시되고 있어 대상사업의 규

모에 따른 경관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기법의 개발과 경과지 선정시 주변환경

과 어울리는 스카이라인을 고려하는 등 산림과 조화되는 새로운 이미지를 창조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다다다.... 제제제제기기기기되되되되고고고고 있있있있는는는는 동동동동물물물물의의의의 영영영영향향향향

(1) 가축유산․기형 출산 예

횡성군 횡성읍 조곡리에 위치하고 있는 횡성변전소 옆 154,000볼트 송전탑 아래

의 ‘가나안목장’에서 「한우들이 임신 수정이 되지 않고 수정해도 유산, 사산, 기

형소가 출산하고 있다」12)며 한전측에 대책을 촉구한 사례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00년 1월21일 농업진흥청 산하 축산기술 연구소 수의학박사 및

연구사가 입회하여 여러 정황을 관찰 및 조사한 결과, 축산두수를 150여두 이상

10)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시(군)
경관형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1) 1987년 충주시 남산, 계명산을 경과하는 154,000볼트급 증평송전선로 건설시 충주시의 명산인 계
명산 조망권을 훼손함을 이유로 지역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여 일부구간이 계명산 배후로 경과지
를 변경한 사례가 있다.

12) 이 민원은 1999년 당시에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한국전기연구소에 의뢰하여 축사주변
에서 송전철탑에서 방사되는 전자파를 측정하였으나 민원인의 자택에 있는 T.V(5.2mG)보다 훨씬
적은 량인 2mG가 측정되었을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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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늘려 사육하려면 각 우시장에서 송아지를 도입할 때 우선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하나 그런 기본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과거 소규모로 사육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다가 발병이 되어 다수가 폐사한 것이라며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지원하는 축산농가에서도 송전선로가 없었는데도 똑 같은 사례가 발생하였다고 설

명하였다. 따라서 이것은 송전선로와는 관계없는 가축관리상의 문제라 하여 민원

이 종료된 적이 있다.

(2) 산양의 서식지 파괴

한 환경단체에 의해 제기된 삼척시 가곡면 오저2리에서 발견한 산양의 주검13)

은 밀렵도구에 의한 것이지만 「이러한 밀렵이 잇따르는 원인을 산악지에 송전철

탑이 건설됨으로써 사람의 접근이 가능해졌기 때문이고 대규모개발이 서식지 단

절이 사인」이라고 주장한 사례가 있다.

당시, 산양이 10일 간격으로 2마리가 죽은 풍곡리 가곡 자연휴양림 면산 일대에

서는 올무 100여개가 수거됐고 10일 후에도 40여개가 발견되었던 것으로 미루어

밀렵이 성행14)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감시활동이 소홀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

이었다. 그러나 환경단체의 이러한 간섭들은 전력사업이 앞으로 자연환경보존에

어떻게 참여하는가에 따라 협조성향으로 바뀌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 계곡의 민물가재 실종

송전선로의 건설과 계곡의 민물가재 실종의 인과관계는 환경영향평가서상 동식

물의 영향에 아직 공식적으로 제기된 바는 없지만 주민설명회, 공청회 때 가끔 제

기되는 사항으로 이번 연구과제 수행상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 민물가재에 대한

자료조사와 모두 세 차례 현장탐사15)를 시행하였다.

13) 한겨레 21, “산양, 송전탑이 전기고문?”, (2003)

14) 한국전력, “765kV울진-신태백 송전선로 환경영향평가서”, (2002.)

15) <현장조사 1>
2003년 10월에 가압된 154,000볼트급 송전철탑이 인근에 경과하는 정선군 동면 석곡1
리 계곡에서 4명이 30분 동안, 6마리 채집. (‘04. 7. 6)

<현장조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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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물가재는 청청지역에 서식하는 환경지표종으로써 1급 수질은 물론 15～24도의

적정온도, 용존산소량, 계곡의 유량, 주변환경 등 가재의 특유 서식환경이 필요한 수

중생물이다. 가재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은 농약이다. 인가가 있는 골짜기에는 병충

해 방제를 위한 농약사용 때문에 가재가 사라지게 된다. 그리고 계곡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콘크리트를 사용하게 된 것 역시 가재실종의 이유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가. 송전철탑이 있는 조사지역 나. 민물가재 서식 확인

다. 채집한 민물가재 라. 민물가재 크기 확인

<그림 3-2> 154,000볼트 송전선로 경과지역 가재 조사

154,000볼트급 송전철탑이 횡단하는 충북 청원군 오창면 구룡리 건지산 자락의 계곡에
서 3명이 30분 동안에 20여 마리의 가재 채집. (‘04.10.12)

<현장조사 3>
345,000볼트급 송전선로가 횡단하는 충북 청원군 남이면 수대리 민가근처의 계곡을 탐
사한 결과, 농경지쪽의 물길을 피한 산쪽 계곡에서 1마리 채집. (‘0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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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10월12일 154,000볼트급 송전철탑이 경과하는 충북 청원군 오창면 구룡

리 건지산 자락의 계곡을 답사하여 조사한 결과, 3명이 30분 동안에 20여 마리의

가재를 잡을 수 있었다. 이곳은 송전선로가 건설된 지 20여년이 됐고 산 아래에는

오창 과학화단지가 조성되어 입주가 한창 진행 중에 있으며 주변에는 민가가 없는

상태로 송전선과의 이격거리는 직하 약 50m, 철탑과의 거리는 약 200m 떨어진

위치였다.

더욱 심도있는 조사와 연구과정이 필요하긴 하지만 세 차례에 걸친 현장조사와

민물가재에 대한 자료를 분석해볼 때, 계곡의 민물가재의 실종은 송전선로에서 나

오는 전자파나 철탑의 누설전류 영향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인근 농경지에 살포하

는 농약과 세제사용에 따른 영향이 가장 크며, 부분적으로는 월동 중인 개구리의

포획시에 받는 영향으로 점차 가재의 개체 수가 사라지게 되는 원인으로 추정된다.

3333....3333....2222 생생생생활활활활환환환환경경경경에에에에 대대대대한한한한 영영영영향향향향

가가가가.... 소소소소음음음음

전력공급설비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공사중 소음, 설비운전에 따르는 소음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공사중 소음은 건설기계사용에 따른 소음, 기초공사시 발파음

이 있다. 발파는 소규모 발파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비산방지대책과 소음대책을 세

워서 시공하기 때문에 그다지 문제시되지 않고 있으나 최근에는 산림훼손을 이유

로 자재운반을 진입도로 대신 헬기로 운반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조건으로 허가하

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어 헬기운항시의 소음이 문제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설비운전 중에 송전선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전선, 철탑, 애자 등이 공기의 흐

름을 방해함으로써 발생하는 기류음으로 풍소음(風騷音)이 있으며 고전압이 걸린

전선과 애자에서 주변의 공기절연이 파괴됨으로써 발생하는 코로나(Corona)소음

이 있다. 이들 소음은 귀의 장애 등 생리적 영향은 거의 없으나 불쾌감, 수면장애,

스트레스 증가 등 심리적인 영향을 일으킬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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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풍소음

풍소음은 바람이 강한 날에 나무의 가지, 발코니의 난간, 송전선 등에서 들리는

소리로 그들로부터 주기적인 방출에 동반하는 양력 변동이 원인이며16) 보통 10～30m/s

의 풍속에서부터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우리나라 과거 30년간 풍속통계를 조사한

결과, 이 풍속이상의 발생일수는 년간 약 15일 정도 된다.17)

송전설비에서는 주로 전선과 애자, 철탑에서 발생하는 풍소음이 있고 최근에는

항공기의 운항시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설치하는 항공장애표지구에서도 풍소음이

발생하고 있다. 전선, 철탑, 애자의 풍소음은 주간에는 자동차 소음 등에 혼합되어

특별히 구분할 수 없지만 주변이 고요한 새벽녘에는 단독 음원이 되어 새벽잠이

없는 노인층에 수면방해를 일으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호소하는 민원을 야기

하고 있다. 특히 이 소음은 하나의 음이 400Hz에서 1,000Hz 대역을 오르내리면서

긴 파장을 가지고 미묘하게 발생하고 있어 송전선로 주변에 살고있는 주민들에게

는 휘파람소리 또는 귀신울음소리로 표현될 만큼 심적으로 상당한 공포감을 일으

키는 것으로 되어있다.

항공장애표지구에서 나는 풍소음은 풍속이 그리 높지 않은 7m/s 부근에서 발

생하는데 ‘웅～웅‘하는 소리 이외에 여러 개가 중첩되면 서로 부딪치는 소리로 변

해 듣는 사람에게 불쾌감을 유발하게 된다.

최근에는 산림의 수목보호 등으로 송전철탑의 높이가 높아지게 되고 다회선

화․다도체화가 됨에 따라 소음발생의 정도가 가중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765kV 급 송전선로는 1상당 도체수가 6개로 상대적으로 풍소음 발생원이

많고 철탑의 높이도 평균 95m 로 높아 고공일수록 높아지는 풍속에 의한 소음이

발생하고 있다.18)

16) 김 승남, “세장기둥의 풍소음에 관한 실험적 연구”, 관동대학교 대학원 환경공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4)

17) 한국전력, “345kV 신강진-광양 송전선로 환경영향평가서”, (1999)

18) 한국전력, “초고압송전에 관한 Ⅲ단계 연구(3차년도 중간보고서)”, 전력연구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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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로나 소음

고전압이 가해진 전선의 표면이 손상되었다거나 눈, 빗방울 등 여러 가지 부착

물 때문에 전계의 집중이 생기고 이로 인해 코로나 방전이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코로나 소음은 도체의 표면상태, 인가전압 또는 도체의 표면 전위경도, 기상조건

등에 의하여 크게 좌우된다. 코로나 방전이 생기면 도체에는 잡음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송전선 주변에는 잡음 전자계가 발생한다.

코로나 소음은 청천시에는 거의 발생되지 않고 주로 강우시와 강설시에 그 발

생정도가 심한 것으로 조사․보고 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강우시에는 빗소리에

의한 감쇄효과로 인하여 실제 지역주민이 느끼는 정도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코로나 소음의 특성은 교통소음등과 비교하면 소음레벨이 낮기

때문에 청력장해, 회화, 전화방해, 방송청취방해, 작업능력의 저하 등은 고려되지

않으나 휴식, 독서 등의 일상생활 활동의 방해, 불쾌감, 수면방해 등이 예상된다.

초고압송전선로는 일반적으로 도체를 코로나 개시 전위경도이하가 되도록 굵은 도

체로 하거나 4～6개의 다체를 한 묶음으로 구성하여 코로나 방전을 저감시키고 있다.

(3) 헬기 운항소음

최근 산림관리를 담당하는 행정관청에서 철탑건설시 산악지는 헬기로 자재운반

을 하도록 지정하고 있어 헬기운반이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 그러나 초고압송전

선로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헬기19)는 1회 운반량이 평균 약 2톤 정도에 불과한 실

정이며 345kV 철탑 1기당 평균 소요되는 운반중량은 작업용 굴삭기를 포함하여

기초재, 철탑재, 애자․금구류 등 자재가 평균적으로 약 360톤, 765kV는 약 1,240

톤 정도 되므로 철탑 1기 건설에 80～150일 동안 180～620회 정도 운항이 필요하

며, 1일 평균 25회, 최대 50회 운항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헬기운항 회수

가 많아짐에 따라 인근 가옥에서 헬기운항 소음에 의한 불쾌감, 육아지장을 호소

하고 농가에서는 가축의 유산 등을 제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헬기 등 항공기 소음은 고주파음을 많이 포함하고 있으며 다른 소음에 비하여

매우 크므로 소음의 영향은 광범위하고 다양하며 극도로 복잡하다. 소음의 영향으

19) 주로 사용되는 헬기 기종은 BELL 214B, BELL 212로 1회 최대운반중량이 각각 2.2톤, 1.3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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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일시적인 경우 놀람, 일시난청 등이 생기며 지속적인 경우에는 영구난청, 불

면증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항공법에 의하면 항공기소음영향도(WECPNL) 95이상인 지역은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90이상인 지역은 공항소음피해지역으로, 80이상인 지역은 소음피

해 예상지역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음․진동규제법에서는 항공기소음의 방지를 위

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항공기소음의 한도를 80으로 정하고 있다.

항공기운항에 의한 소음도는 웨클(WECPNL)20)이며 항공기 소음도별로 시끄러

운 정도는 <표 3-6>과 같다.

<표 3-6> 항공기소음의 시끄러운 정도와 환경

<참고>항공기 소음영향도의 산정방법은 다음 식에 의한다.

소음영향도(WECPNL)＝dB(A)＋101ogN－27

여기서 101logN-27은 대체로 13이 나오므로 90웨클(WECPNL)은 생활소음도 평가기준인

등가소음도(Leq)로 환산할 경우 77dB(A)이 됨. (자료 : 교통부, 1989)

중앙환경조정위원회의 환경분쟁 조정사례에는 소음․진동에 의한 것이 가장 많

은데 이 중에서 헬기운항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사례21)를 참조하면 생활소음규제기

준인 공사장 70dB(A)를 초과하여 배상한 사례가 있으므로 헬기기착장이나 항로선

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0) WECPNL(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 : 항공기의 운항횟수, 운항시
소음도, 소음지속시간, 소음발생시간 등을 감안하여 계속되는 소음에 피해정도와 같은 단위로 환
산한 것.

21) 중앙환경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사례집, (2001. 1) : 논산시 항공학교 헬기소음으로 인한 사슴
및 정신적 피해분쟁사건(환조-00-3-58)으로 헬리콥터 주기종은 500MD, AH1. 운행회수는 1~2분
간격으로 상공을 통과하여 총84회 운항. 2001년 2월 27일 13~16시 사슴목장(피해지역)상공 통과시
소음도 측정한 결과, 최고 소음도 평균값은 73.7db(A), 항공기소음영향도(WECPNL)는 70

소음도(WECPNL) 시끄러운 정도 환 경

90 이상

80 89

76 79

71 75

70 이하

대단히 시끄럽다

시끄럽다

약간 시끄럽다

별로 시끄럽지 않다

시끄럽지 않다

주거생활 곤란

주거용 건축 - 방음시설 설치

교육시설, 병원 - 방음시설 설치

주거에 지장이 없는 지역

주거 쾌적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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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나.... 전전전전파파파파장장장장해해해해

(1) TV, 라디오 수신장애

TV송신소에서 송출하는 TV전파가 철탑이나 전선 등으로 전파장애를 받아 TV

시청에 영향을 끼치는 인위적인 난시청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무선인 ‘방송’이 전파의 특성인 직진성 때문에 빌딩이나 산으로 인하여 수신장해

를 받으면 텔레비전 화면의 정상적인 영상이 좌우로 겹쳐서 생기는 바람직하지

않은 상이 수신되는데 이것을 허영신호(虛影信號)라고도 한다.

허영장해 발생

차폐장해 발생

전방산란

직접파

반사

전선으로의 입사파
송
신
안
테
나

<그림 3-3> 허영장해 및 차폐장해 발생원리

건물, 송전선로 등에서 반사한 신호가 수신된 영상보다 먼 거리를 전파해서 다소

늦게 도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다중 경로 전파 현상이 그 원인이다.

또한, 고전압의 송전선(送電線)에서는 코로나방전이 생길 수 있어 잡음이나 전

력손실 등의 코로나장해가 일어난다. 이때 코로나전류는 짧은 펄스모양을 이루므

로 고주파 전자기파를 발생한다. 이들은 방송전파의 소음이 되어 비교적 주파수가

낮은 진폭변조의 라디오 방송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송전선로의 전선이나 철탑에 의한 전파장해는 선로와의 이격거리에

따라 감쇠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실제 영향을 받는 구간은 송전선에 인접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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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국한된다.22) 이 경우 수신장애를 일으키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수신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의무23)가 있으므로 공시청 안테나 또는

유선방송수신시설 등의 대책을 강구하게 된다.

(2) 전자파

전자파는 전계(電界)와 자계(磁界)가 상호작용으로 조합하여 파로 되어서 공간

을 전파(傳播)하는 현상이다. TV와 라디오의 전파, 태양광선도 이와같은 전자파의

일종이다. 송전선과 변전소 등의 전력설비로부터 생기는 전자계는 주파수가 50～

60Hz로 매우 낮은 극저주파이기 때문에, 전계와 자계는 상호 영향을 미치지 않아

공간을 전파하지 않으므로 거리가 멀어지면 급격히 감쇠하는 특성이 있어 TV, 라

디오 및 휴대폰 등의 전자파와는 성질이 다른 것이다.

전계에 대해서는 인체의 감지현상을 방지하려는 관점에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기준치를 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계에 대하여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한 구체적인

규제치를 설정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또,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자계의

건강영향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세계보건기구」의 견해24)나 기존의 전력설비

실태 등을 기초로 잠정적인 권고치를 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송전선에서 실측한 전계의 최대치는 3kV/m 이하이고, 자계의 최대

세기가 12.5μT 정도가 되고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수 μT 정도로 국제기준을 만족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특별고압 가공전선로는 지표상

1m에서 전계강도가 3.5kV/m 이하, 자계강도는 83.3μT 이하가 되도록 시설하는 외

에 정전․전자유도작용에 의하여 사람에게 위험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22) 한국전력, 345kV 청송분기 송전선로 환경영향평가서, (2003)

23) 전파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24) WHO(World Health Organization))의 국제공동연구수행 : 전자계의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란이 전세계 공동의 중요한 환경문제로 인식하여 1996년부터 국제비전리 방사선보호위원
회(ICNIRP), 국제연합환경계획(UNEP), 국제노동기구(ILO), 국제암연구기관(IARC)의 참여 및 미
국, 일본 등 43개국이 참여하여 전자계 국제공동연구 착수하였다.
극저주파수(ELF: 300㎐이하)와 무선주파수(RF: 300㎐～300㎓)를 분리하여 연구수행 중
이며, 발암성연구는 2003년, 비발암성 연구는 2004년까지 완료하여 2005년에 기준제정
및 각국에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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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규정25)하고 있다.

최근 국내 환경단체에서 전력설비에서 발생하는 전자계가 임신장해나 백혈병,

뇌종양 등 암 유발에 영향을 미친다는 해외연구사례26)의 일부에 근거하여 주장하

고 있으나 일본의 자원 에너지청의 이에 대한 평가는 「소아백혈병과 자계 계산

<표 3-7> 주요 국가의 자계의 제한치

국 명
제 한 치 <μT>27) 구 분

공 중 규제치 가이드라인

스 웨 덴 규제치 없음

미 국
연방정부규제치없음(뉴욕주등의일부지역에서15～20)μT를
채용(용지가장자리의측정치를반영)

영 국 2,000 ○

호 주 100 ○

국제비전리방사선
보호위원회
ICNIRP(1988년)

83.3 ○

국제방사선보호학회
IRPA(1990년)

100 ○

<주> 1.규제치 : 법규에 기초한 의무적인 기준
2.가이드라인(권고치) :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은 자발적인 기준․방침

25) 전기설비 기술기준 제119조 (유도장해의 방지), (‘04. 2.17)

26) ⅰ) 이 연구는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가 전압 22～40만 볼트 송전선 부근의 300m 범위내에서
1960년부터 1985년까지의 기간에 생활한 적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역학연구의 조사방법을 이용
해 수행한 것이다. 연구에 의하면 송전선으로부터의 자계의 세기가 0.2μT(2mG)이상으로 추정되는
지역에서는 0.1μT(1mG)미만에 비해 소아백혈병의 상대위험도가 약 2.7배가 된다고 보고하였다.
이 연구에 대한 평가는 의학전문가나 연구자 스스로가 다음에 제시하는 것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
하고 있다. (1)자계의 세기를 실측해 그 수치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비교한 결과로는 자계의 세기
의 증가와 소아백혈병 환자 수의 증가에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단독주택조사에서는 연관
성이 보이지만, 아파트의 조사에서는 연관성이 보이지 않는다. (3)소아백혈병 사례의 수가 단지 7
사람으로 통계적인 정확도가 낮다.

27) 자계의 크기는 전류의 크기와 그 전류가 흐르고 있는 것으로부터의 거리에 의해서 결정되고
A/m의 단위로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Gauss<G>와 그 1/1000인 mG 또는 Gauss의
10,000배인 Tesla<T>로 표현된다. 500A의 전류가 흐르고 있는 전선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
있는 자계의 크기는 1Gauss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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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와의 사이에 약한 연관성을 보이지만 뇌종양에 관해서는 연관성이 보이지 않으

며, 다른 연구결과와의 일관성이 없는 것이나 사례 수가 적어 통계적 정확도가 낮

다」고 지적하고 있다.28) 한편,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한 발암원인을 전자파와

관련지으려는 연구논문의 발표로 사람들 관심을 끌었으나 논문이 조작되었음이

밝혀졌으며29) 이후 송전선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 유해성과는 무관하다는

의견에 과학자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3333....3333....1111 사사사사회회회회․․․․경경경경제제제제환환환환경경경경에에에에 대대대대한한한한 영영영영향향향향

가가가가.... 토토토토지지지지이이이이용용용용 저저저저해해해해 및및및및 가가가가치치치치하하하하락락락락

전력공급설비는 건설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전국에 걸쳐 많은 토지를 필요

로 하고 있으므로 국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시설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그러나 개인 사유재산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국가사업에 대한 국민의

전반적인 순응과 지원에서 벗어나 송변전설비 건설시 직․간접적인 재산가치 하

락에 대한 피해주장과 주변지역의 개발저해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송전선로가 경과하면 주변의 주택가격이 경과하지 않는 지역

에 비해 평균적으로 약 10% 정도 하락하기 때문에 사유재산가치의 하락에 관심이

많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기본적인 재산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충분한 보상을 고려하여야

하나 공익사업의 특성상 일부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해서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의 관련규정에 따라 보상을 시행하

고 있고 간접적인 피해보상은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8) 사단법인 대한전기학회, “전기와 전자계”, (2004)

29) ‘99년7월24일 뉴욕타임즈가 미국의 로렌스 버클리 연구소의 리버디(Robert P. Liberdy)박사가 전
자기장의 암(Cancer)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결정적 증거로 제시했던 연구논문이 조작되었음을 미
연방당국 조사관의 발표를 인용, 보도하였다.
주요 내용은 리버디가 1992년 ‘전자기장과 세포막의 칼슘신호와의 상관관계’를 발표하
면서 그의 결론과 상충되는 자료를 삭제하고 전자기장이 세포막의 칼슘 흡수를 변형시
켜 생물학적 영향을 유발시킨다는 내용의 논문으로 조작하여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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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4444 외외외외국국국국의의의의 전전전전력력력력공공공공급급급급설설설설비비비비에에에에 대대대대한한한한 환환환환경경경경영영영영향향향향평평평평가가가가

3333....4444....1111 외외외외국국국국사사사사례례례례 고고고고찰찰찰찰의의의의 전전전전제제제제

외국의 사례에서는 제도의 체제와 절차 및 방법이 유사한 일본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중점대상으로 하여 고찰하는 한편, 전력공급설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대

상사업과 항목을 비교․분석하고, 문제점과 과제를 도출하여 그 결과를 우리나라

의 전력공급설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참고로 활용하고자 한다.

비교분석을 위한 주요 내용은 ①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②환경영향평가항목 ③

환경영향평가 절차 등이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 사례분석을 하기 전에 우선 문헌을 통하여 주요국가의 환

경영향평가제도를 조사하여 비교분석을 하였다. 이것은 전력공급설비라는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 직접 검토하기보다는 주요국가의 전반적인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우

선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3333....4444....2222 주주주주요요요요 국국국국가가가가의의의의 환환환환경경경경영영영영향향향향평평평평가가가가제제제제도도도도

가가가가.... 미미미미국국국국

1969년 제정된 국가환경정책법을 통하여 제도시행의 근거를 마련한 후 환경영

향평가제도를 세계 최초로 연방정부 차원에서 개발․시행하였으며 현재 27개주 2

개 자치구에서 "little NEPA"라고 불리는 주환경정책법에 근거하여 환경영향평가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환경정책법 102조에 연방정부기관들은 인간환경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

치는 주요 연방사업이나 입법제안에 따른 보고서 혹은 모든 권고안에 상세한 진

술서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이 조항에 제시된 내용은, ①제안된 개발행

위의 환경영향 ②행위가 시작되면 불가피하게 초래될 환경에 대한 악영향 ③제안

된 행위에 대한 대안 ④인간행위의 단기적·국지적 이용과 장기적인 생산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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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유지와의 관계 ⑤제안된 행위가 집행될 경우 예상되는 재이용과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자원의 이용이다.

대상사업과 평가항목은 건설성, 주정부 등에서 설정하고 있으나 평가서 작성시

는 보통 평가사업여부 결정과정과 중점 평가선정 과정을 통해서 결정되고, 인간환

경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중대한 영향

을 미치지 않는 사업은 환경성 평가를 한다.

나나나나.... 일일일일본본본본

1993년(평성 5년) 11월에 제정된 ‘환경기본법’은 환경보전에 대한 기본 이념을

정하고,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적인 시책의 방향성을 제시하였으며 동법 제 20조에

서 토지형상의 변경, 공작물의 신설, 기타 사업에 대하여 사업자가 미리 환경영향

을 스스로 조사·예측·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정책은 ‘환경기본법’의 제정 이전에는 1967년(소화 42년) 제정된 ‘공해대책

기본법’ 및 1972(소화 47년) 제정된 ‘자연환경보전법’의 두 가지 기본적인 법률 틀

에 따라 실시되어 왔지만, 환경기본법의 제정에 의해 공해와 자연 두 가지 틀에

포괄한 종합적인 환경정책의 틀이 완성되게 되었다.

또 1995년(평성 7년)에는 지방분권추진법이 제정되어 국가와 지방의 역할분담

등에 대한 고찰이 제시되었다. 그러다가 1997년 6월 13일 새로운 환경영향평가법

이 국회의 인준 및 공표절차를 거치면서 1999년 6월 13일부터는 ‘국가 환경영향

평가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다다다다.... 독독독독일일일일

효과적인 환경에 대한 사전 고려를 위하여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종합적으로 조사·예측·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1985년에 발표된 유

럽공동체(EC)의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모든 회원국들은 3년 이내에

동지침에 따라 자국내에 실행하게 되었으나 독일은 2년이 늦은 1990년에야 비로

소 환경영향평가법을 단일법으로 입법화하게 되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목록 명시방식을 택하여 16개 분야의 사업종류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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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며 각 사업종류별로 수많은 단위사업들이 규정되어 있다. 평가서의 작성

주체는 원칙적으로 사업의 승인기관이지만 환경영향평가의 전 과정에서 때때로

내용을 달리하는 서술형식의 문서들이 서로 다른 작성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환경영향평가의 과정을 보면 사업자가 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승인기관

에 제출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의 절차가 시작된다. 사업의 승인신청 이전에 인·허

가·승인기관, 사업자 및 제 3자 등이 참석하여 작성되어야 할 평가서의 전반적인

내용에 관한 스코핑 과정을 거쳐 협의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사업자는 환경영

향평가를 위한 준비자료를 작성한다. 인·허가·승인기관은 작성된 준비자료를 기초

로 이 자료에 대한 타관청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인 환경영향을 진술

하여 최종평가를 하게 된다.

독일의 전기 및 가스 공급에 관한 법률은 제 11a조에서, 다음과 같은 에너지시

설의 설치, 운영 및 변경은, 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법률이 환경영향평

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한, 계획확정절차30)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전차용 장거리 송전선을 제외한 초고압공중송전선으로서 정격전압 110kV 또는

그 이상인 경우

② 가스공급선으로서 직경 300mm 이상인 경우31)

라라라라.... 각각각각국국국국의의의의 환환환환경경경경영영영영향향향향평평평평가가가가제제제제도도도도의의의의 비비비비교교교교

미국을 비롯한 일본, 독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근거법규, 대상사업, 평가항목,

주민의견수렴절차 등으로 비교하면 <표 3-8>과 같다.

30) 독일 연방행정절차법상의 계획확정절차는 개별법에서 계획확정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 특히 변전소와 같은 전기공급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도 독일에서 말하는 계획
확정절차의 대상이 되는 전문계획이다.

31) 한국법제연구원,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개발지구 관련법령 개선방안 연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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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각 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 비교

3333....4444....3333 일일일일본본본본의의의의 전전전전력력력력공공공공급급급급설설설설비비비비에에에에 대대대대한한한한 환환환환경경경경영영영영향향향향평평평평가가가가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우리나라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시 표본으로

한 제도로서, 우리나라와 거의 유사한 체제와 절차를 가지고 있으며 전력공급설비

에 있어서도 사용전압이나 계통 등이 매우 유사하다.

구
분

미 국 일 본 독 일

관
계
법
규

국가환경정책법 제102조
(1969)

환경영향평가실시요강
(1984·각료회의결정)

연방환경영향평가법
(1990)

대
상
사
업
행
위

환경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권고, 입법제안, 기
타 주요한 연방정부의 행위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대규모 도로, 댐, 철도,
비행장, 매립·간척, 공업단
지 등 토지개발사업의 합계
11종류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소, 비
행장, 도로, 철도등 기타 개
별법으로 규정된 대상사업

평
가
인
자

일률적으로는 정해져 있지
않으나, 스코핑절차가 중시
되고 있다. 자연적, 미적, 역
사적, 문화적, 사회적 및 경
제적인 영향을 포함한 광범
위한 평가 실시.

공해방지(대기오염, 수질오
탁, 토양오염, 소음, 진동,
지하침하, 악취), 자연환경보
전 (지형, 지질, 동·식물, 야
외레크레이션 장소 등)

인류(건강), 동·식물, 토양,
수질, 대기, 기후, 경관에 대
해 단일적 또는 복합적 영
향, 문화재 등의 영향(EC지
침에 의함)과 상세한 평가항
목은 스코핑으로 조사함

주
민
참
여

평가서 초안을 공표하여 대
중의견 청취, 필요에 따라서
는 공청회 개최.

평가준비서를 공람, 설명회
를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집
약한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업소
관 관청이 공청회를 개최하
여 주민공람절차를 실시함

심
사
방
법

평가서 초안에 대해 마땅히
법적 권한 및 전문지식을
갖는 연방정부기관 등이 의
견을 진술한다(환경보호청은
법률에 따라 EIS에 의견을
진술할 의무가 있다)

사업의 인·허가를 행하는
행정기관이 인·허가시에 평
가서를 심사한다. 국가행정
기관이 환경청의 의견을 구할
경우는 환경청도 심사한다.

인·허가소관 관청(실제는 주
정부)이 실시. 여러관청이
관계하는 경우는 환경에 관한
지도청을 지사가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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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일본의 전력공급설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와 구체적인 사례분석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가가가가.... 대대대대상상상상사사사사업업업업 규규규규모모모모 비비비비교교교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국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의 대상 및 사업규모가 있으며 도도부현32)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독자적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및 사업규모가 있다. 지자체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

업의 규모에 있어서 국가의 환경영향평가보다 소규모의 사업까지 규모기준을 강

화하여 대상으로 삼는 예가 많다.

東京電力(Tokyo Electric Power Co.)

東北電力(Tohoku Electric Power Co.)

關西電力
(Kansai Electric Power Co.)

中國電力(Chugoku Electric Power Co.)

四國電力(Shikoku Electric Power Co.)

九州電力(KyuShu Electric Power Co.)

沖繩電力
(Okinawa Electric Power Co.)

中部電力
(Chubu Electric Power Co.)

大阪

大分

香川

群馬

岩手

富山

佐賀
岡山

北海道電力(Hokkaido Electric Power Co.)

<그림 3-4> 일본의 전력회사와 사례대상 8개현의 위치

北陸電力
(Hokuriku Electric Power Co.)

32) 都道府縣 : 일본은 47개의 지자체가 있음. 東京都, 北海道, 京都府, 大阪府, 群馬縣 등 43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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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북해도(北海道, 홋카이도), 동북(東北, 토호쿠), 관동(關東, 칸토), 중부(中

部, 추부), 근기(近畿, 킨키), 중국(中國, 츄코쿠), 사국(四國, 시코쿠), 구주(九州, 큐

슈) 등 8개 지방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그림 3-4>와 같이 각 지방별로 민유 민영

화된 지역별 독점체제를 지닌 10개의 전력회사가 있다.

일본의 사례대상으로 삼은 8개현은 동북전력의 이와테(岩手)현, 동경전력의 군

마(群馬)현, 북륙전력의 토야마(富山)현, 관서전력의 오사카(大阪)부, 중국전력의 오

카야마(岡山)현, 사국전력의 카가와(香川)현, 구주전력의 사가(佐賀)현, 오이타(大

分)현이다. 전기공작물에 대한 국가 및 이들 8개 지자체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의 규모를 비교한 것은 <표 3-9>와 같다.

<표 3-9> 일본 국가 및 8개현의 대상사업(전기공작물) 규모 비교

대상사업의

종류
국가

오이타
현

사가
현

카가와
현

군마
현

이와테
현

토야마
현

오카야마
현

오사카부

전

기

공

작

물

수 력
발전소

3만kW
이상

-
1만kW
이상

-
3만kW
이상

-
3만kW
이상

1만kW
이상

1.5만kW
이상

화 력
발전소

15만kW
이상

-
5만kW
이상

-
7.5만kW

이상
-

15만kW
이상

전사업
2만 kW
이상

지 열
발전소

1만kW
이상

-
3500kW
이상

-
1만kW
이상

-
1만kW
이상

전사업
7500kW
이상

원자력
발전소

전사업 - - - - - 전사업 - -

송전선 - - - -
50만V
이상

- -
50만V
이상

-

변전소,
개폐소

- - - -
50만㎡
이상

- - - -

전력회사 - 구주전력 구주전력 사국전력 동경전력 동북전력 북륙전력 중국전력 관서전력

<표 3-9>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일본은 전기공작물 중 송전선과 변전소에

대해서는 국가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환경영향평가대상으로 삼지 않고 있는 것

을 알 수 있다. 다만 군마현에서 50만V이상의 송전선과 50만㎡의 사업면적을 가

지는 변전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오카야마현에서는 50만V이상의 송전선에 대

해서만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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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나.... 환환환환경경경경영영영영향향향향평평평평가가가가항항항항목목목목

환경영향평가항목은 크게 4가지로 분류되는데, ‘환경의 자연적 구성요소와 양호

한 상태유지’부문, ‘생물다양성의 확보 및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 부문, ‘인간과

자연의 풍부한 융합’ 부문, ’환경에의 부하‘ 부문이다. ‘환경의 자연적 구성요소와

양호한 상태유지’부문의 항목은 크게 대기질․악취․소음․진동․저질․지하수․

지형지질․지반․토양환경 등이며, ‘생물다양성의 확보 및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

전’ 부문의 항목은 식물․동물․생태계, ‘인간과 자연의 풍부한 융합’부문의 항목

은 경관․자연과의 융합되는 활동의 장, ’환경에의 부하‘ 부문의 항목은 폐기물․

온실효과가스 등 총 17개의 평가항목을 설정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표 3-10>에서 보는 것처럼 국가항목 외에 범지구적인 항목인

‘온실가스효과’ 와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며, 주민이 실제

적으로 바로 느낄 수 있는 환경지표인 ‘저주파공기진동’, ‘일조저해’, ‘전파장해’ 등

이 추가로 포함되어 있다.

‘경관’에 대해서도 ‘자연경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문화적 경관’과

‘지역경관과의 조화‘, ’인공적 경관‘도 포함한 양호한 경관의 형성 같은 관점에서

예측평가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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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일본 국가 및 6개현의 환경영향평가항목 비교

평가

항목
국가 오이타현 사가현 군마현 미야기현* 아키다현* 오사카부

대기
환경
관련

-대기질
-악취
-소음
-진동

-대기질
-악취
-소음
-진동

-대기질
-악취
-소음
-진동

-대기질
-악취
-소음․진동

-대기질
-악취
-소음
-진동

-대기질
-악취
-소음
-진동

-기상
-대기질
-악취
-소음
-진동
-저주파공기
진동

-일조저해
-전파장해

수질
환경
관련

-수질

-저질
-지하수

-수질

-하천저질
-지하수

-수질

-하천저질
-지하수

-수순환

-수질
-수생생물

-수질
-하천저질
-지하수의 수
질 및 수위

-수질

-하천저질
-지하수

-수상

-수질
-지하수

지방
환경
관련

-토양
-지반
-지형․지질

-토양
-지반
-지형․지질

-토양
-지반
-지형․지질

-토양
-지반
-지형․지질

-토양
-지반
-지형․지질

-토양
-지반
-지형․지질

-지상
-토양오염
-지반침하

생물
환경
관련

-동물
-식물
-생태계

-동물
-식물
-생태계

-동물
-식물
-생태계

-동물
-식물
-생태계

-동물
-식물
-생태계

-육역생태계

-해역생태계

사람
과

자연
과의
접촉

-경관
-자연과 융합
하는 활동의
장

-경관
-자연과 접촉
장소

-경관
-자연과 접촉
장소

-경관
-자연과 접촉
장소

-경관
-자연과 접촉
장소

-경관
-자연과 접촉
장소

환경
에의
부하
(지구
환경)

-폐기물
-온실효과
가스

-폐기물
-온실효과
가스

-폐기물
-온실효과
가스

-폐기물
-온실효과
가스

-오존층파괴
물질

-폐기물
-온실효과
가스

-폐기물
-온실효과
가스

-오존층파괴
물질

-발생 흙

역사,
문화
유산
보전

-문화재
-역사, 문화유
산

-문화재 -문화재

계 17 항목 18 항목 18 항목 18 항목 17 항목 10 항목 23 항목

<주> *표시현은 사례대상 8개 현에 평가항목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평가항목이 제시된 현

을 제시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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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다.... 환환환환경경경경영영영영향향향향평평평평가가가가 절절절절차차차차

일본의 환경의 평가절차는 방법서, 준비서, 그리고 평가서의 3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방법서에는 사업의 내용, 실시구역 및 그 주변의 개황, 환경영향평가의 항목

과 조사․예측 및 평가방법의 선정 등 어떠한 방법으로 조사․예측․평가를 행할

것인가에 관한 기술이 이루어진다.

사업자는 이와 같은 내용의 방법서를 작성하여 공표한다.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의 장 등은 이 방법서에 대하여 환경보전의 관점에서 의견을 진술한다. 이후 사업

자는 방법서에 대한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장의 의견을 고려해서 환경영향평가의

방법을 결정한다.

준비서에는 사업의 실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조사․예측․평가를

행하고 이 환경영향평가의 결과를 종합한 준비서를 작성하여 공표한다.

방법서와 준비서가 작성된 후에는 각기 작성한 취지를 널리 알리는 공고를 행하

고, 환경보전의 관점에서 의견을 가지는 자의 의견을 구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열

람하게 하고, 동시에 관계 도도부현지사 및 시정촌장에게 송부하여 그 의견을 구

한다.

사업자는 준비서에 대하여 제출된 주민과 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준

비서의 내용을 재검토하고 평가서를 작성한다.33)

일본의 국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절차는 아래 <그림 3-4>와 같다.

33) 한국법제연구원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개발지구 관련법령 개선방안 연구, , (200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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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국가가가가 사사사사업업업업자자자자 시시시시정정정정촌촌촌촌 국국국국민민민민
도도도도도도도도부부부부현현현현

실행 Program

도도부현의 의견

평가방법의 결정

주민의 의견

평가결과안
(준비서)

평가결과의 수정
(평가서)

평가결과 확정

환경청의 의견

인허가권자의 의견

인․허가의 심사

사후환경영향조사

2. 영향평가방법의 결정
(Scoping)

3. 영향평가결과에 대한
의견을 듣는 수속

(Assesment)

1. 대상사업의 결정
(Screening)

제2종 사업 제1종 사업

환경영향평가 실시

사업실시

인허가권자 사업의 개요

지 방 공 공 단 체 의
조례로

도도부현의 의견

평가실시 여부판정
평가불요시

평가필요

주민의 의견

평가방법안
(방법서)

4. 환경영향평가결과를
사업에 반영

시정촌의 의견을
도도부현에서 정리

공표후 45일간
의견제출

공표후 45일간
의견제출

도도부현의 의견

시정촌의 의견을
도도부현에서 정리

<그림 3-5> 일본 국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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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차를 고찰하여 볼 때,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절차와 유사하나 ‘방법서’

(지자체에서는 ‘조사계획서’)를 작성하는 단계가 추가되어 있고, 방법서 단계에서

주민참여가 한 번 더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여기서 ‘준비서’(지자체에서는

‘평가서안’)는 우리나라의 ‘초안평가서’와 유사하다.

라라라라.... 일일일일본본본본의의의의 222277775555kkkkVVVV 송송송송전전전전선선선선 공공공공사사사사 환환환환경경경경평평평평가가가가의의의의 예예예예33334444))))

동경전력에서 진행한 275kV 중동경간선(中東京幹線)의 일부분, 군마현 등강시의

서모변전소에서 기옥현 장정정의 아옥선 분기철탑까지 약 12km의 증강사업에 대

해 지자체인 군마현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한 결과를 예로 하였다.

(1) 설비의 개요

중동경간선은, 소화26년에 신석현내 발생전력을 수요가 집중되어 있는 군마, 기

옥현을 시작으로 수도권으로 공급하는 기간송전선으로 건설되었는데 <그림 3-5>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회, 군마현 서부, 중앙부지역 나란히 기옥현 북서부의 수

요가 신장된 것에 대하여 서모변전소로의

공급력 증강이 필요하게 됨으로서 전원

선으로 있는 중동경간선의 일부를 건체

하여 증강하는 것으로 되었다.

본 송전선은 500kV 2회선, 275kV 2회

선의 4회선 설계로, 당면한 275kV 2회선

을 가선하고, 장래 관동권을 둘러 싼 외륜

계통과 수도권을 연계하는 500kV 송전선

으로 개조하는 계획으로 되어있다.

34) 일본 송전선건설기술연구회, “275kV중동경간선일부증강공사 개요”, 송연리포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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幹幹幹幹

京幹京幹京幹京幹
强區間强區間强區間强區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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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계통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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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보전을 위한 약정

본 송전선 주변은 ‘오오타카’ 등의 맹금류나 희소식물이 다수 생식․생육하는

등 풍부한 자연환경으로 둘러 쌓여있다.

이러한 자연환경의 가운데에서 공사를 행하는 부근의 군마현(軍馬縣) 쪽은 군마현

자연환경평가조례의 대상사업으로서 송전선공사로서는 최초로 본격적인 환경영향

평가를 약정하였다. 환경영향평가조례의 절차 전, 방법서, 준비서의 송부 후, 주민,

지사의견을 반영한 평가서를 군마현에 송부하여 공사를 착수하였다.

금후, 공사중 및 공사후의 영향평가에 의해, 사후조사보고서를 운전개시후에 송부

할 예정으로 있다.

기옥현(埼玉縣) 쪽은 환경영향평가조례의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지만, 환경보

전의 관점에서 자주적 환경영향평가를 행하고 그 조사결과를 환경보전단체, 관계

행정에 설명하여 이해를 얻은 후, 현립자연공원신청의 참고자료로서 기옥현으로

송부하였다.

경과지 주변에는 맹금류가 다수 서식하고 있으므로 보호대책이 필요한 철탑에

대해서는 서식기간 중에는 공사를 중단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공정을 설정하였다.

구체적인 자연환경으로의 약정을 <표 3-11>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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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약정

항 목 실 시 내 용
군
마
현
환
경
영
향
평
가
조
례

<보존대책 등 평가결과>
①소 음 : 기준치를 하회할 것, 불요한 공사기계의 정지등에 의해 실행 가능한 범위로 영향을 저감시켜야 한다.
②풍 음 : 예측치는 현황소음에 비해서 충분히 낮은 레벨로 하고, 현황을 악화시키지 않을 것.
③진 동 : 기준치를 하회할 것부터, 실행 가능한 범위로 영향을 저감시킬 것.
④코로나 : 예측치는 현황에 비해서 충분히 낮은 레벨로 하고 현황을 악화시키지 않을 것.
⑤식 물 : 희소종 이식에 의한 보전대책을 강구하는 것부터 영향은 실행 가능한 범위로 저감시켜야 한다.
⑥동 물 : 녹화등에 의해 현상의 식생 환경의 복원을 꾀하는 것부터, 영향을 실행 가능한 범위로 저감시켜야 한다.
⑦생태계 : 맹금류등의 서식 중심 지역으로 들어가는 철탑은 공사 공정의 조정을 행한다, 실행 가능한 범위로 저감

시킨다.
⑧경 관 : 설비규모를 극력 축소하여야 할 것 등에 의해 영향은 실행 가능한 범위로 저감시킨다.
⑨문화재 : 매장문화재가 일부 개변(改変)되어지지만, 발굴 조사에 따라 기록 보존의 조치에 의해 보전상의 지장이

없어야 한다.
⑩폐기물 : 발생의 억제, 재이용, 재자원화에 의해 발생하는 폐기물이 소량으로, 환경으로의 부하는 생기지 않을 것.

자 주 적 환 경 영 향 조 사
군마현 환경영향평가의 고찰하는 방법을 기본으로, 기옥현립 자연공원내의 동물, 식물,
경관을 중심으로 예측 평가를 실시.

맹
금
류
의
보
호
대
책

①공사기간의 제한
각 지점의 ‘오오타카(オオタカ)’, ‘사시바(サシバ)’의 서식기간에 대한 모니터링 조사(행동권, 번식스테이지) 결과를
토대로, 관계보호단체, 관계행정과 협의하여, 주된 공사용지가 서식중심지역내에 위치하는 것 등 영향이 예상되는
철탑에 대 해서는, 기초․근접공사 및 가선공사를 서식기간 내에는 중단하여야 할 것이다.

②‘오오타카’ 인공둥지의 설치
철탑공사용지의 근방에 서식하는 ‘오오타카’에 대한 영향을 될 수 있는 한 저감하고, 환경보호단체, 관계행정과 협
의를 행하여, 서식지 주변의 ‘오오카타’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지점을 설정하고 인공둥지를 3개소 설치하여 이용현황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이 인공둥지를 이용하여 번식에 성공하였다. 이 성공사례는 일본에서 처음 있는 일로써 금후
도 공사 중 서식상황에 따라 조사를 행할 것.

희소식물의 보호
철탑부지나 공사용지 내에서 확인돤 희소식물의 보호에 있어서는, 공사착수전 관계기관
과의 협의조정을 거쳐, 사전에 지권자의 양해를 얻어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용지 근
방에 이식을 한다. 이식후의 조사도 수시 실시하면서 공사를 진행할 것.

철탑건립지점, 자재운반에의
배려

철탑건립지점의 선정이나 철탑위치까지 자재를 운반하는 루트의 선정에 있어서는 맹금
류, 희소식물의 생식, 생육하고 있는 질이 높은 삼림지대에서 회피한다. * 경감의 원칙에
따를 것.

삼림의
벌채

①공사구역에 있어서 벌채는 필요 최소한으로 하고, 작업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가지를 치는 정도로 할 것.
②철탑지점의 공사에 필요한 자재적치장이나 크레인등의 시공기재의 배치고안을 행하여, 벌채범위를 최소한으로
한다.

③철탑으로의 자재 운반수단은 설비규모가 작은 모노레일을 많이 이용하는 등의 고안에 의해 벌채면적의 축소
화에 노력한다.

토양의
보전

①공사용지의 벌채후의 일시적인 나지화 등에 따라 토양의 유출방지 등을 고려하여, 공사개소의 표토를 사전에
20-30㎝정도를 걷어내어,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공사완료 후에 원형 복구하는데 사용할 것. 급경사지에 있어
서는 편책공을 확실하게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②식생 복구공사에 사용하는 화학비료는 토양오염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극력 자연에 좋은 유기질 비료를 사용
하는 것으로 한다.

③삼림복구를 위한 수종은, 뿌리의 당기는 힘이 강한 확엽수종을 채용하여, 강우에 의해 토양의 유출을 방지하
도록 한다.

벌채적지의 복구
①삼림의 복구는, 그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재래종을 기본으로 하고, 수종은 될 수 있는 한 야생
식물의 생식환경에 적합한 확엽수(擴葉樹)를 도입하도록 한다.

②Biotop의 Network화를 배려하고 특히, 회랑(回廊)의 기능유지에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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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itigation(경감)의 원칙

개발행위가 생태계나 자연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위험성이 있을 때에, 그 영향을 경감

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

①회 피 : 포함되어 있는 행위를 행하지 않음으로서 영향을 피한다.

②최소화 : 행위의 실시정도나 규모를 제한함으로서 영향의 정도를 경감시킨다.

③수 정 : 복원, 재생 또는 회복에 의해 영향을 갱생시킨다.

④경 감 : 행위기간에 따라 보호와 관리를 행함으로서 경년적(經年的) 악영향을 줄여 제

거한다.

⑤대 상(代償) : 대체자원을 공급하기도 하고, 치환 등에 의해 악영향을 보상한다.

(4) 경관을 고려한 철탑의 구조개선 대책

① 철탑구조의 간소화 및 탑체 골조구조의 최적화

② 고장력 강재의 개발과 큰 직경의 볼트 채용

(5) 향후 고려하여야 할 문제

①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송전선로의 건설

②자연환경에의 영향을 면밀히 조사․분석한다.

③송전선 경과지 주변에 귀중한 동식물의 생식지나 군락지가 없을지라도 철탑

이 건설되는 장소의 주변환경에 대한 영향을 더욱 더 조사․분석하여 경과지를

선정하는 등, 환경보전에 충분히 배려를 하여야 한다.

④송전선이 경승지나 관광지의 근처를 통과하는 경우는 시뮬레이션화 한 사진을

작성하여 주변환경과 완성후의 송전선과의 조화 등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를 행

하여 경과지를 선정한다.

⑤자연공원(도립공원 등)이나 그 주변 등 경치가 아름다운 곳에서는 경관을 배려

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 다수 있으므로 경관에 주는 영향에 대한 것도 고려하여

경치에 융화되는 송전선을 건설한다. 이러한 장소에 송전선을 건설할 경우에는

철탑의 광택을 억제시키고 반사가 작은 전선을 사용하여 될 수 있는 한 두드러

지게 눈에 띄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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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4444....4444 우우우우리리리리나나나나라라라라와와와와 일일일일본본본본의의의의 송송송송전전전전선선선선로로로로 환환환환경경경경영영영영향향향향평평평평가가가가 비비비비교교교교

가가가가.... 한한한한국국국국전전전전력력력력과과과과 구구구구주주주주전전전전력력력력의의의의 초초초초고고고고압압압압 송송송송전전전전선선선선로로로로 환환환환경경경경영영영영향향향향평평평평가가가가

최근에 우리나라의 한국전력공사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끝내고 건설사업에 착수

한 345kV 양양-동해 송전선로 건설공사와 일본 구주전력의 500kV 소환천(小丸川)

간선 건설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표 3-12>와 같이 비교하였다.

이 두 건의 송전선로 건설공사는 거의 같은 규모의 양수발전소의 발전전력을

비슷한 송전전압에 의해 수송하는 목적으로 건설되고 있고 국립공원 인근을 경과

하고 있는 등 유사점이 많아 비교대상으로 하였다.

<표 3-12> 환경영향평가 비교표(한국/일본)35)

항항항항

목목목목
한한한한 국국국국 ((((한한한한국국국국전전전전력력력력)))) 일일일일 본본본본 ((((구구구구주주주주전전전전력력력력))))

사사사사

업업업업

개개개개

요요요요

①①①①사사사사업업업업명명명명:::: 333344445555kkkkVVVV 양양양양양양양양~~~~동동동동해해해해 송송송송전전전전선선선선로로로로
건건건건설설설설공공공공사사사사

②②②②건건건건설설설설목목목목적적적적 :::: 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수수수수 발발발발전전전전전전전전력력력력 수수수수송송송송

③③③③사사사사업업업업개개개개요요요요
○사업구간: 양양 양수발전소~ 345kV

동해변전소
○양수발전소 규모: 100만 kW
○선로길이: 83.9 km
○지지물수: 사각철탑 238기
○공사 예정기간: 2004. 3~ 2005. 4

④④④④주주주주요요요요 경경경경과과과과지지지지
○주요 경과지: 3개시,군 통과(양양군,

강룽시, 동해시)
○주변 보호구역: 오대산 국립공원 등

○경과지 주변 주요 동물: 산양, 수달,
하늘다람쥐, 반달가슴곰

①①①①사사사사업업업업명명명명:::: 555500000000kkkkVVVV 소소소소환환환환천천천천((((小小小小丸丸丸丸川川川川)))) 간간간간선선선선
건건건건설설설설공공공공사사사사

②②②②건건건건설설설설목목목목적적적적:::: 소소소소환환환환천천천천 양양양양수수수수발발발발전전전전소소소소 발발발발전전전전전전전전력력력력
수수수수송송송송

③③③③사사사사업업업업개개개개요요요요
○사업구간: 소환천 양수발전소~ 500kV

미야자키변전소
○양수발전소 규모: 120만 kW
○선로길이: 약 46 km
○지지물수: 사각철탑 101기
○공사 예정기간: 2003. 1~ 2005. 7

④④④④주주주주요요요요 경경경경과과과과지지지지
○주요 경과지 : 7개 市, 町 통과

○주변 보호구역 : 큐슈 중앙산지국립
공원 (綾照葉樹林 지역)

○경과지 주변 주요 동물: 산양, 뿔매
매, 검둥수리, 벙어리뻐꾸기, 일본녹색
비둘기 등

35) 한국전력, 일본 구주전력의 ’환경영향평가 안내’책자 해석과 한국전력 345kV 양양-동해송전선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와 비교, 지식경영 등록자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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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계속>

항항항항

목목목목
한한한한 국국국국 ((((한한한한국국국국전전전전력력력력)))) 일일일일 본본본본 ((((구구구구주주주주전전전전력력력력))))

환환환환

경경경경

관관관관

련련련련

①①①①환환환환경경경경영영영영향향향향평평평평가가가가법법법법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및 동법 시행령(2000.12월 제정)상 345kV
10km 이상 사업이므로 환경영향평가
시행

②②②②환환환환경경경경영영영영향향향향 조조조조사사사사범범범범위위위위:::: 선로경과지 좌우
1km를 기준으로 반달가슴곰 등 행동

반경이 큰 동물에 대해서는 추가 정밀
조사 시행

①①①①환환환환경경경경영영영영향향향향평평평평가가가가법법법법
일본 환경영향평가법(1999.6월 제정)상
송전선로건설사업은 대상사업에서 제외
되었으나, 지역주민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환경영향 조사 시행

②②②②환환환환경경경경영영영영향향향향 조조조조사사사사범범범범위위위위:::: 계획 경과지 좌우
100m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조사범위 확대

동동동동

물물물물

①①①①포포포포유유유유류류류류
두더지, 청설모 등 5목 12과 23종의 서
식확인(문헌상 천연기념물 산양,하늘다람
쥐, 반달가슴곰 등의 서식확인)

②②②②조조조조류류류류
해오라기, 황로등 9목 27과 61종의 서
식 확인(천연기념물 붉은배새매, 매, 황조
롱이, 소쩍새, 큰소쩍새, 솔부엉이 등의
서식확인)

③③③③영영영영향향향향예예예예측측측측평평평평가가가가((((포포포포유유유유류류류류////조조조조류류류류))))
○육상동물은 활동반경, 서식여건 등

을 고려 7개구간으로 구분하여 조
사함

○철탑 부지정지, 자재운반로 개설에
따른 토사유출, 지형변화 및 공사중
소음.진동 등 동물의 이동경로 저해
등 서식환경 변화가 예측됨

○경과지가 대부분 산림지역을 통과
하나 사업의 특성상 산림의 대량벌
채 및 연속적인 산림대의 파괴 등
은 없으므로 서식지의 직접적인 파
괴 및 손실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①①①①포포포포유유유유류류류류
산양, 일본 멧돼지와 산토끼등 현내의
평지에서 산지에 걸쳐 넓게 분포하는 종
을 중심으로 14종의 서식 확인

②②②②조조조조류류류류
검둥수리, 뿔매, 녹색비둘기와 벙어리
뻐꾸기등 주로 산림에 서식하는 종을 중심
으로 70종 서식 확인

③③③③ 영영영영향향향향예예예예측측측측평평평평가가가가((((포포포포유유유유류류류류////조조조조류류류류))))
○포유류, 조류의 영향으로는 공사중

의 일시적인 기피행동과 행동경로
의 일시제한, 근처에서의 집짓기와
번식 방해등이 예상됨

○훼손면적이 소규모인 점과 유사한
주변지역을 넓게 이용한다고 판단
되는 점 등 공사후에는 녹화와 임
지복구를 하기 때문에 영향은 거의
없다고 예측됨

○농마을 남쪽 한계선으로 서식지가
위치하고 있는 일본산양과 맹금류
인 뿔매에 대해서는 번식시기에 공
사제한 등을 고려하면 영향은 적다
고 예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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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계속>

항항항항

목목목목
한한한한 국국국국 ((((한한한한국국국국전전전전력력력력)))) 일일일일 본본본본 ((((구구구구주주주주전전전전력력력력))))

동동동동

물물물물

④④④④필필필필요요요요한한한한 보보보보전전전전대대대대책책책책((((동동동동물물물물 전전전전체체체체))))
-철탑부지 및 진입로부지의 산림훼손
최소화
-공사완료후 즉각 복구 및 이동토량을

최소화하고 사토장 적극 활용
-수목의 가이식․이식, 훼손지의 신속
복구, 부지정지 전 비옥토를 확보하여
식생 복원시 활용, 주요 종에 대한
이식 및 사후 모니터링

-침사지 및 가배수로 설치 등으로 수질
보호
-자재운반로, 삭도기지, 헬기기지에 대
해서는 필요한 경우 식생 및 법면보호
공사를 시행하고 원형복구를 원칙으
로 함

-사전교육 및 관리감독 철저 시행
-산란기 등을 피한 공기조정, 공사차량
의 운행속도 제한

④④④④필필필필요요요요한한한한 보보보보전전전전대대대대책책책책((((동동동동물물물물 전전전전체체체체))))
○일반적인 대책
-최소한 벌채시행 등 동물 서식환경으로
중요한 산림은 충분히 고려한다.

-서식 환경보전을 위해 공사완료후 조기
녹화 시행

-굴착구덩이에 동물이 빠지지 않도록 대책
시행
-중기 등 공사기계로부터 기름유출 방지,
토석 유출방지 대책 시행

-공사 관계자에게 환경보전에 대한 지도
교육 등
○중요 종에 대한 대책

중요한 종 가운데 번식에 영향이 예측
되는 뿔매와 일본 산양에 대해서는

-번식에 필요한 시기의 공사중지
-저소음기계 사용
-공사현장에 은폐벽 설치 등 전문가의 지도
아래 필요한 보전대책을 시행

식

물

①①①①조조조조사사사사결결결결과과과과
관속식물로 92과 256속 385종 서식이
확인되었으나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및 보호대상 식물은 조사되지 않았음

②②②②영영영영향향향향예예예예측측측측평평평평가가가가
○건설예정인 송전선로가 장거리인

관계로 지역별로 식물상 식생이 상
이할 것으로 판단되어 잠재적 경계
가 될 수 있는 산지능선 및 하천,
임도 등을 중심으로 21개 소구간
으로 구분하여 조사함

○현존식생도, 녹지자연도, 지리정보
시스템을 이용한 수치지도를 활용
하여 식생의 천이단계와 지형 및
서식환경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 표
기하였으나 공사 특성상 훼손지면
적이 국한되어 있어 식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예측됨.

①①①①조조조조사사사사결결결결과과과과
계획 경과지 인근에서 확인된 종은 시
프라지이, 이치이가시, 야생동백, 희사
카키 등 812종이 서식하며, 중요종은
마시란 등 70종을 들 수 있음

②②②②영영영영향향향향예예예예측측측측평평평평가가가가
○벌채에 따른 소실, 인근 습도와 일

조량, 토양조건 변화에 따른 식물상
변화가 예상됨
그러나 훼손면적이 작은 점과 공사
후 녹화, 임지복구를 하기 때문에
영향은 거의 없다고 생각됨.

○또한 훼손지내에 있어 없어질 가능
성이 높은 중요한 종에 대해서는
향후 공사계획 경과지 선정시 현지
재조사 및 검토를 시행하여 적극적
으로 보호되도록 이식도 고려하고
있어 영향이 작다고 예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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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계속>

항항항항

목목목목
한한한한 국국국국 ((((한한한한국국국국전전전전력력력력)))) 일일일일 본본본본 ((((구구구구주주주주전전전전력력력력))))

식식식식

물물물물

③③③③ 필필필필요요요요한한한한 보보보보전전전전대대대대책책책책
○철탑부지 및 진입로부지의 산림훼손

최소화
○수목의 가이식.이식, 훼손지의 신속

복구 및 부지정지 전 비옥토를 확보
하여 식생 복원시 적극 활용

○주요 종에 대한 이식 및 사후 모니
터링

③③③③필필필필요요요요한한한한 보보보보전전전전대대대대책책책책
○일반적인 대책
-최소한으로 벌채를 시행하고 자연
도가 높은 개소는 잔존수목을 배
려한 벌채 시행

-굴착개소의 표토이용 등(녹화시 재이용)
○중요 종에 대한 대책
-현지 표지를 하고 반드시 보존될 수
있도록 함과 함께 이식을 포함한 보호
대책 시행

경경경경

관관관관

①조조조조사사사사결결결결과과과과
계획선로가 주로 산악지를 통과하므로
경과지 주변지역의 경관은 대부분 자연적
경관특성을 가지고 있음

②②②②영영영영향향향향예예예예측측측측평평평평가가가가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경관변화를 사
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 밀집장소, 특
별히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관심지역
을 조망점으로 하여 경관을 예측하였
으며 정량적분석기법과 정성적분석기
법 및 위성영상을 이용한 3333차차차차원원원원 시시시시뮬뮬뮬뮬
레레레레이이이이션션션션 기기기기법법법법을 사용한 결과, 가시빈도
가 3번 이상 조망되는 철탑은 총 238
기 중 1기로 예측되어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고 예측됨

③③③③필필필필요요요요한한한한 보보보보전전전전대대대대책책책책
○필요한 개소에는 배경과 조화되도록

환경도장 시행
○공사완료 후 경관과 조화되는 복구

공사 시행

①①①①조조조조사사사사결결결결과과과과
시판 지도와 관광 팜플랫등에서 전망
점과 조망점 등을 추출하여 몽타쥬사진
을 작성함

②②②②영영영영향향향향예예예예측측측측평평평평가가가가
선정한 조망점마다 몽몽몽몽타타타타쥬쥬쥬쥬사사사사진진진진에 의한
경관영향을 예측하고 그 결과 일부 위치
에 대해서는 경관이 뛰어나 송전선이 눈
에 거스를 수 있다고 예측됨.
그러나 철탑표면의 광택을 줄이고 주변
경관에 어울리도록 대책을 검토 실시
하여 영향은 경미하다고 예측됨

③③③③필필필필요요요요한한한한 보보보보전전전전대대대대책책책책
○필요한 일부개소에서는 부재의 광택

을 줄이고 주변 경관과 어울리도록
대책 실시

○조기 식재를 시행하여 전체적인 부조
화를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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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계속>

항항항항

목목목목
한한한한 국국국국 ((((한한한한국국국국전전전전력력력력)))) 일일일일 본본본본 ((((구구구구주주주주전전전전력력력력))))

전전전전

자자자자

파파파파

①①①①전전전전계계계계
○송전선하 : 0.03～3.16kV/m
○맑은 날 지면 : 0.1kV/m
○전기설비기술기준 : 3.5kV/m
○ICNIRP 가이드라인(일반인) : 4.16kV/m

②②②②자자자자계계계계
○송전선하 : 3～125mG
○헤어드라이기 : 10～700mG
○전기담요 : 390mG
○청소기 : 20～200mG
○세탁기 : 40～100mG
○국가규제치 : 833mG
○ICNIRP 가이드라인(일반인) : 833mG

①①①①전전전전계계계계
○송전선하 : 0.1～3.0kV/m
○정전기 : 5～20kV/m
○전기설비기술기준 : 3kV/m
○ICNIRP 가이드라인(일반인) : 4.2kV/m

②②②②자자자자계계계계
○송전선하 : 1～200mG
○헤어드라이기 : 20～500mG
○전기매트 : 100～200mG
○청소기 : 20～200mG
○세탁기 : 2～30mG
○국가규제치 : 없음
○ICNIRP 가이드라인(일반인) : 833mG

주주주주

민민민민

의의의의

견견견견

①①①①설설설설명명명명회회회회시시시시 주주주주민민민민의의의의견견견견
○보호야생대상종의 정확한 서식지 파악
○지가하락, 산림훼손에 대한 대책
○자연의 가치를 포함한 경과지 선정
○환경조사시 주민 및 지역단체 참여

여부
○토사유출에 대한 대책
○태풍,수해 및 산불에 대한 대책
○전자파에 대한 인체의 영향
○TV 수신장해에 대한 대책
○지하 및 해저매설 방안

①①①①주주주주민민민민 설설설설명명명명자자자자료료료료
○송전선 능조엽수림 중앙 통과 여부
○송전선건설에 따른 동식물 영향
○송전선건설에 따른 경관의 영향
○철탑의 태풍과 지진에 대한 안전성
○송전선 건설시 낙뢰의 증가 여부
○송전선건설에 따른 산사태 및 수질영향
○송전선에 의한 전자계 영향
○송전선 건설에 따른 TV화면 장애
○태양광발전등 대체 에너지개발 사항

기기기기

타타타타

①①①①추추추추가가가가 조조조조사사사사된된된된 내내내내용용용용
○자재운반 기본설계 정밀 조사
○특이 지형․지질 및 동굴조사
○문화재 지표조사
○특정동물 조사: 반달가슴곰,산양,삯
○위성영상을 이용한 3차원 경관시뮬

레이션으로 선정 경관영향 분석(27개
조망점)

①①①①추추추추가가가가 조조조조사사사사된된된된 내내내내용용용용((((없없없없음음음음))))



- 51 -

나나나나.... 비비비비교교교교분분분분석석석석 및및및및 시시시시사사사사점점점점

우리나라에서는 송전선로는 전압 345kV 선로길이 10km이상, 변전소는 765kV급

이상을 환경영향평가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일찍

1000kV 전력공급설비를 건설36)하였지만 국가에서 송전선로나 변전소는 환경영향

평가 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다만 일부 현에서만 500kV 이상 설비만

지자체의 조례로 제정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표 3-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한국전력은 환경영향 조사범

위를 선로경과지 좌우 1km를 기준으로 한 반면, 일본 구주전력은 선로경과지 좌

우 100m를 기본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조사범위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우

리나라가 상당히 넓은 범위에 걸쳐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식물 보호를 위하여 수목은 최소한으로 벌채를 시행하도록 하는 것은 양쪽

이 모두 같은 의견이며 경관에 대해서도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통해 변화를 예측

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이 송전선로에 대해 지니고 있는 의문사항이나 의견

은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거의 같은 내용이다.

이 비교분석이 시사하는 점은 일본에서의 전력공급설비는 발전설비와 달리 주

변의 환경에 큰 영향이 끼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평가대상에 거의 포함시키

지 않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전력공급설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점차 강

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전력공급 주체의 차이37)에

서 오는 대 국민 인식도가 다르고 그 동안 개발저해 대상물, 사유재산의 침해를

당한 전력, 그리고 폭우로 인한 산림피해가 집중적으로 대중매체를 통해 보도됨으

로써 사회적으로 좋은 인식을 얻지 못한데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36) 일본의 지대(地帶)간 송전연계는 각 지구(동지구, 중지구, 서지구)가 500kV와 1000kV급 초고압송
전선으로 연계되고 있으며 현재는 전력수요가 둔화되어 1000kV급 송전선이 500kV로 운전 중에
있음.

37) 한국전력은 공기업. 일본의 전력회사들은 민간기업으로 1951년 5월1일부터 민유민영으로 각 지역
별 발송배전사업을 총괄 수행하는 오늘날의 전력회사가 탄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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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4444 장장장장 초초초초고고고고압압압압송송송송전전전전설설설설비비비비 환환환환경경경경영영영영향향향향평평평평가가가가서서서서의의의의

분분분분석석석석 및및및및 고고고고찰찰찰찰

4444....1111 초초초초고고고고압압압압송송송송전전전전설설설설비비비비의의의의 환환환환경경경경영영영영향향향향평평평평가가가가

4444....1111....1111 환환환환경경경경영영영영향향향향평평평평가가가가서서서서 분분분분석석석석

초고압송전선로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현황 분석을 통해, 평가관련 행

정관서나 지역주민들의 공람시 빈번하게 제기되어 평가에 지체요인이 되는 항목

을 도출하여 사전에 실질적인 조사와 검토를 통하여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내용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1993년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정에 의거 초고압 전력공급설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처음 적용된 이래, 2004년까지 건설한 초고압송전선로 중

765kV 송전선로 건설사업 6건, 345kV 송전선로 건설사업 11건 등 도합 17건의

환경영향평가 수행사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 수행현황

은 <표 4-1>과 같다.

이들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분석은 우선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고 환경영향평가서 항목별 발생빈도 분석과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 분석 등 3가지 관점에서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1> 연구대상 송전선로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수행현황

구 분 건 수 비 고

환경영향평가 본안 제출후 시행사업 10건

환경영향평가 1차보완후 시행사업 4건

환경영향평가 2차보완후 시행사업 2건

환경영향평가 3차보완후 시행사업 0건

환경영향평가 4차보완후 시행사업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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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연구대상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 현황

순순순순번번번번 사사사사 업업업업 명명명명 사사사사 업업업업 규규규규 모모모모 소소소소요요요요기기기기간간간간
보보보보완완완완
회회회회수수수수

1 765kV 당진화력-신서산T/L
- 길 이 : 41.2 ㎞
- 지지물 : 97 기

'93. 9-'94. 4-'94.11-'95. 1
7(17,10,3)

본안

2 765kV 신서산-신안성T/L(1구간)
- 길 이 : 93.4 ㎞
- 지지물 : 177 기

'93. 9-'94. 5-'94.12-'95. 1
8(17,9,2)

본안

3 765kV 신서산-신안성T/L(2구간)
- 길 이 : 43.6 ㎞
- 지지물 : 82 기

'93. 9-'94. 5-'94.12-'95. 1
8(17,9,2)

본안

4 765kV 신태백-신가평T/L
- 길 이 : 151.0 ㎞
- 지지물 : 308 기

'93. 9-'94. 5-'94.12-’95. 8
8(24,16,4)

본안

5 765kV 신안성-신가평T/L
- 길 이 : 79.1 ㎞
- 지지물 : 158 기

'96. 8-'97. 7-'97.12-'02.12
11(77,66,61)

4차보완

6 765kV울진-신태백T/L(1구간)
- 길 이 : 28.3 ㎞
- 지지물 : 49 기

'99. 7-'00. 8-'02. 4-'03. 7
13(49,36,16)

2차보완

7 345kV 삼천포-신김해T/L
- 길 이 : 86.5 ㎞
- 지지물 : 228기

'92. 6-'93. 2-'94. 2-'94. 6
8(25,17,5)

본안

8 345kV 월성-울주T/L
- 길 이 : 28.0 ㎞
- 지지물 : 80 기

'93.10-'94. 2-'95. 3-’95. 4
4(19,15,2)

본안

9 345kV 울진-신태백T/L
- 길 이 : 50.2 ㎞
- 지지물 : 137 기

'94. 3-'95. 4-'96. 1-’96. 2
13(24,11,2)

본안

10 345kV 하동-의령T/L
- 길 이 : 53.7 ㎞
- 지지물 : 135 기

'94.10-'95. 2-'95.11-'96. 3
4(18,14,5)

본안

11 345kV 의령-고령T/L
- 길 이 : 61.2 ㎞
- 지지물 : 156 기

'94.10-’95. 9-'96. 3-’96. 6
11(21,10,4)

본안

12 345kV 영흥-신시흥T/L(2구간)
- 길 이 : 54.1 ㎞
- 지지물 : 137기

'95.12-'96. 3-'97. 1-'97. 4
3(17,14,4)

본안

13 345kV 신강진-광양T/L
- 길 이 : 109.0 ㎞
- 지지물 : 280 기

'96.10-'97. 3-'99. 4-'99.10
5(37,32,7)

1차보완

14 345kV 태안-신서산T/L
- 길 이 : 48.7 ㎞
- 지지물 : 136 기

'97. 7-'97.11-'99. 6-'00. 3
4(33,29,9)

2차보완

15 345kV 신가평-미금T/L
- 길 이 : 37.7 ㎞
- 지지물 : 92 기

'97.12-'99. 8-'01. 6-'02. 2
20(51,31,9)

1차보완

16 345kV 양양-동해T/L
- 길 이 : 84.0 ㎞
- 지지물 : 238 기

'99.12-'01. 9-'03. 6-'04. 2
21(51,30,9)

1차보완

17 345kV 청송분기 T/L
- 길 이 : 19.0 ㎞
- 지지물 : 46 기

'02. 8-'03. 6-'03.11-'04. 4
10(21,11,5)

1차보완

계 평균
총소요기간(월)

초안평가기간(월)
본안평가기간(월)

(518)/17=30.47
(360)/17=21.18
(149)/17= 8.76

<주> 소요기간 란의 상단은 착수-초안-본평가-완료시기이며 하단은 초안작성기간(평가완

료기간, 초안부터 소요기간, 본평가 소요기간)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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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1111....2222 분분분분석석석석결결결결과과과과

가가가가.... 평평평평가가가가소소소소요요요요기기기기간간간간 분분분분석석석석

<표 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대상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한 환

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를 착수하여 협의완료시까지의 기간에 대한 분석을 실

시한 결과, 평균 30.47개월이 소요되었으며, 최단 17개월, 최장 77개월이 소요되었

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안작성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9.3개월, 초안 제출일

기준으로 협의기간은 약 21.18개월, 본안 제출일 기준으로 약 8.76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에서, 1996년 이후 환경영향평가를 착수한 사업 7건이 모두 본

평가서 보완의 절차를 거침으로 해서 평균 평가소요기간이 늘어났음을 알 수 있

는데, 이것은 시기적으로 소극적인 사후처리 위주의 환경대책에서 적극적인 사전

예방적인 방향으로 전환한 제7차 경제․사회발전계획기간(1992～1996) 중의 국가

환경정책 시행의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의 판단된다.

나나나나.... 보보보보완완완완 검검검검토토토토의의의의견견견견 항항항항목목목목별별별별 발발발발생생생생빈빈빈빈도도도도 분분분분석석석석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평가항목은 환경부고시 ‘환경영향평가작성 등에 관한 규

정’38)에 정해져 있는 바와 같이 3개 분야 23개 항목이며 동 규정 제5조(중점평가)

에 초고압 송전선로의 중점평가항목은 소음․진동, 전파장해, 위락․경관 등 3개 항

목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들 항목 외에 분야별로 영향평가항목을 중심으로 주요평

가내용을 작성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들 23개 항목 중에서 해양환경, 악취, 일

조장해, 위생․보건, 공공시설, 교육 항목에 대한 평가는 초고압송전선로가 미치는

영향이 극히 미미하므로 평가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 다만, 사업의 시행지역이 해양

이나 해안선에 위치하고 있던 일부 사업은 주요평가항목에 해양환경을 추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미 협의완료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각 항목별로 초안부터

협의가 진행됨에 따른 단계별 검토 및 보완의견의 발생빈도를 <표 4-3>과 같이

분석함으로써 협의기간이 길어지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는 항목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한 17개 송전선로에 대해 검토의견을 분석하여

38) 환경부 고시 제 2001-7호, (2001. 1.29 개정)



- 55 -

집계한 결과, 총 964건의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기상, 지형․지질, 동․식물상, 수

리․수문 항목을 포함하는 자연환경분야와 토지이용, 대기질, 수질,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전파장해, 위락․경관 항목을 포함하는 생활환경분야, 그리고 인구․

주거, 산업, 교통, 문화재 항목을 포함하는 사회․경제환경에 대한 분야별 검토의

견의 발생비율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4-1>과 같다.

각 분야별 점유비율은 생활환경에 대한 검토의견이 전체의 48.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연환경이 44.7%, 사회․경제환경이 6.9%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 자연환경분야인 지형․지질, 동․식물상의 2개 항목에서 검토의견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반면, 생활환경에서는 전파장해, 소음․진동, 토지이용, 위락․경

관의 3개 항목이 높은 발생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회․경제환경에서는 5%이상 높

은 발생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항목이 없다.

자연환경 431건 44.7%

사회․경제환경 67건 6.9%

계 964건생활환경 466건 48.4%

<그림 4-1> 분야별 검토의견 발생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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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항목별 보완 검토의견 발생빈도

구분

항목

초안 본안 보완 1 보완 2 보완 3 합계 비고(주민)

의견
수 % 의견

수 % 의견
수 % 의견

수 % 의견
수 % 의견

수 % 의견
수 %

자
연
환
경

기상 4 0.6 4 0.4

지형
지질 176 23.8 36 22.1 4 10.8 2 10.5 218 22.6 11 4.7

동식
물상 134 18.1 54 33.1 9 24.3 6 31.6 1 25.0 204 21.2 19 8.1

해양
환경 4 0.6 4 0.4

수리
수문 1 0.1 1 0.1

생
활
환
경

토지
이용 78 10.5 5 3.1 4 10.8 2 10.5 1 25.0 90 9.3 72 30.6

대기
질 27 3.6 8 4.9 3 8.1 1 5.3 39 4.1 2 0.9

수질 30 4.1 6 3.7 5 13.5 2 10.5 43 4.5 3 1.3

토양

폐기
물 21 2.8 6 3.7 3 9.1 1 5.3 31 3.2 1 0.4

소음
진동 68 9.2 23 14.1 3 8.1 94 9.8 10 4.3

전파
장해

84
(23) 12.0 11

(8) 6.7 2
(2) 5.4 1

(1) 5.3 1
(1) 25 99

(35) 10.2 74
(33) 31.5

위락
경관 53 7.2 10 6.1 3 8.1 3 15.8 1 25.0 70 7.3 30 12.8

사
회
경
제
환
경

인구
주거 8 1.0 8 0.8 8 3.4

산업 3 0.4 3 0.3 1 0.4

교통 22 3.0 2 1.2 24 2.5 3 1.3

문화
재 28 3.8 2 1.2 1 2.7 1 5.3 0 0.0 32 3.3 1 0.4

계 777744441111 100 111166663333 100 33337777 100 11119999 100 4444 100 999966664444 100 222233335555 100

<주> 전파장해 란의 ( )의 숫자는 전자파 관련 의견수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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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보완의견이 많이 제시되는 주요 항목별 발생비율은 지형․지질 항목이

22.6%, 동․식물상 항목 21.2%, 전파장해 항목 10.2%, 소음․진동 항목 9.8%, 토

지이용 항목 9.3%, 위락․경관 항목 7.3% 순이며 이것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

림 4-2>와 같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단계별로 제시되는 검토의견은 <표 4-3>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초안에서 제시되었던 주요항목들이 계속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재보완을 요구하는 항목은 주로 동․식물상, 지형․지질, 소음․

진동, 전파장해, 위락․경관 항목 순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아직까지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전에 제기되었던 내용이 계속 보완하여야 할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앞으로 이들 분야에 있어서 많은 관심과 전문적인 지

식을 축적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건 0.4%기 상

지형지질

동식물상

토지이용

대기질

수 질

폐기물

소음진동

전파장해

위락경관

인구주거

산 업

교 통

문화재

218건 22.6%

204건 21.2%

90건 9.3%

43건 4.5%

39건 4.1%

31건 3.2%

94건 9.8%
99건 10.2%

70건 7.3%

8건 0.8%

3건 0.3%

24건 2.5%

32건 3.3%

0 50 100 150 200건

계계계계 999966664444건건건건

<그림 4-2> 항목별 보완의견 발생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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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의 의견은 총 235건이 제출되었는데, <그림 4-3>과 같이 전파장해 항

목이 31.5%로 가장 많이 제출되었으며 토지이용 항목 30.6%, 위락․경관 항목

12.8%, 동․식물상 항목 8.1%, 지형․지질 항목 4.7% 순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다른 환경적인 요소보다는 송전선로 건설 후 전파장해에

의한 T.V 시청장애 및 전자파로 인한 인축의 영향을 가장 많이 우려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송전선로 경과에 따른 지가하락 및 마을의 경관저해에 대한 의견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항목 이외의 의견으로 설명회 요청,

경과지 조정 등의 의견이 상당수 제출되어 최근들어 송전선로가 지역에 경과하는

것에 관하여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 25 50 75건

계계계계 222233335555건건건건

기 상

지형지질

동식물상

토지이용

대기질

수 질

폐기물

소음진동

전파장해

위락경관

인구주거

산 업

교 통

문화재

<그림 4-3> 항목별 주민의견 발생비율

11건 4.7%

19건 8.1%
72건 30.6%

2건 0.9%

3건 1.3%

74건 31.5%

1건 0.4%
10건 4.3%

30건 12.8%
8건 3.4%

1건 0.4%

1건 0.4%
3건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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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1111....3333 검검검검토토토토의의의의견견견견 분분분분석석석석

가가가가.... 연연연연도도도도별별별별 주주주주요요요요항항항항목목목목에에에에 대대대대한한한한 보보보보완완완완의의의의견견견견

1994년부터 2003년까지 제출된 17건의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및 보완서상에 검

토를 요청한 의견에 대한 주요항목별 추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각각 제시된 보완

의견 964건 중 발생비율 5%가 넘는 6개 주요 항목에 대한 보완의견 775건을 별

도로 추출하여 <표 4-5>와 같이 연도별로 집계하였다.

<표 4-4> 년도별 주요항목별 보완의견 집계표

구 분
‘94
(5)

‘95
(2)

‘96
(2)

‘97
(2)

‘98
(0)

‘99
(2)

‘00
(0)

‘01
(1)

‘02
(1)

‘03
(2)

계
(17)

사업순번 ①②③④⑦ ⑧⑩ ⑨⑪ ⑤⑫ ⑬⑭ ⑮ ⑤

지형지질 3,4,3,11,5 3,13 12,5 18,6 13,11 18 54 34,5 218

동식물상 2,5,3,8,4 3,20 13,5 21,4 16,20 17 32 20,11 204

토지이용 0,5,5,11,3 1,10 8,2 11,3 7,5 3 10 4,2 90

소음진동 3,4,4,4,1 1,14 3,5 7,1 11,8 4 9 11,4 94

전파장해 5,6,1,10,8 1,12 5,3 10,4 9,3 4 9 8,1 99

위락경관 0,3,1,5,4 0,4 1,2 6,4 4,6 7 7 11,5 70

계 133 82 64 95 113 53 121 116 775

평균 26.6 41 32 47.5 56.5 53 121 58 45.5

<주> ( )은 해당 사업건수, 원숫자는 사업순번, 년도는 본 평가서 제출년도 기준

이들 보완의견 평균을 연도별로 추이분석한 그래프는 <그림 4-4>와 같으며, 이

그래프를 살펴보면 토지이용 항목은 검토의견 수가 점차 줄어드는 반면, 다른 주요

항목에 대한 검토의견 수는 전체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지형․지질항목의

발생빈도가 다른 항목에 비해 상당히 높고 증가율 역시 높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자재운반도로 개설시 집중호우에 따른 유실을 우려하여 검토부서에

서 보완의견을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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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년도)

<그림 4-4> 주요항목별 보완의견 평균발생 추이

35

30

25

20

(건) 15

10

5

지형지질

동식물상

토지이용

전파장해

소음진동

위락경관

≈ ≈

나나나나.... 평평평평가가가가 관관관관계계계계기기기기관관관관의의의의 주주주주요요요요 검검검검토토토토의의의의견견견견 및및및및 주주주주민민민민의의의의견견견견

각 항목별로 평가 관계기관의 검토의견에 대한 발생빈도를 분석함으로써 초고

압송전설비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항목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그러나 검토의견 발생빈도만으로는 어떤 내용의 의견이 자주 제시

되는 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으므로 <표 4-5>와 같이, 본안 제출 이후 자주 제

시되는 평가관계기관의 보완 검토의견 내용과 초안공람 또는 주민설명회에서 개

진된 주민의견도 같은 방법을 거쳐 <표 4-6>과 같이 분석․정리하였다.

평가 관계기관에서 가장 많이 제시하는 보완의견은 <표 4-5>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동․식물상 항목의 ‘녹지자연도 8등급 지역을 보존하는 대책’과 ‘동물

상 피해저감 및 보호대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주민의견은 개인의 이해와 밀접

한 관계가 있는 전파장해, 토지이용, 위락․경관 항목 이외에 지형․지질 항목에

서 ‘토사유출 및 산사태 우려’, 동․식물상에서 ‘산림훼손 최소화’에 많은 의견을

제출하여 자연환경에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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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평가관계기관의 항목별 주요 보완 검토의견

항 목 의 견 요 지 의견 수

지형․지질

(42건)

자재운반도로 훼손면적, 표준단면, 토공량 및 기존 농로 이용현황 6

철탑별 공사전․후 철탑 및 작업부지 형상의 변화를 지형도에 표시 2

철탑부지, 진입도로, 자재야적장에서 발생되는 토량의 산출 및

처리계획, 유실 방지대책
4

자재운반도로 계속 활용여부, 복구계획 및 운영시 관리계획 제시 2

철탑부지의 표고분석 및 지형도(1/5,000)에 철탑위치, 진입도로 표시 3

절성토로 인한 나출지, 훼손면적, 법면처리 등 토사유실방지 대책

을 철탑별로 지형도(1/5,000)에 표시
4

심형기초의 공정, 작업장도면등과 인근지형의 영향, 원형복구계획 1

자재운반로 노선, 길이와 이에 따른 지형변화 및 도로, 철탑부지

의 사면 안정성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1

경사지 철탑의 지형변화 및 절성토량 최소화 대책수립 제시 3

철탑부지, 진입도로별로 절성토면 형상을 표시한 도면 제시 2

백두대간, 낙동정맥과 최대한 이격되는 노선선정 및 개황도 표시 1

삭도, 헬기 이용시 각 방법별 작업공간 형태, 크기, 예상경로 및

훼손여부 등을 도면에 표시
4

작업장 및 자체 야적장을 위한 소요면적 및 복구방안 2

지반불안정지역 분포여부, 기초지반조사계획, 지반처리계획, 사용

공법 등을 유사사례와 함께 제출
3

특이지형, 지질에 대한 정밀시추조사, 지구물리탐사로 지하공동 확인 2

보존가치가 있는 지형․지질 조사후 보존대책 1

송전선로 지중화 검토 1

동․식물상
(70건)

법적보호종, 멸종위기 동․식물 조사, 목록화 및 보호방안 3

사업지구에 맞는 식생 복구방안 1

학술연구를 병행한 사후환경영향조사 1

식생현황을 재조사하고 1:25,000지도에 철탑과 진입로 표시 1

동물상 분포와 서식지현황, 지형적 특성을 고려한 영향예측(서식지

축소, 이동로 단절)과 보호대책수립
4

동물상 조사방법, 피해저감 및 보호대책(서식지보호, 경고판설치,

공사시기 조정)을 상세히 작성 제시하고 조사지점 위치도 및 사

진 첨부

10

철탑별 훼손수목현황, 산정면적 및 최소화 방안 제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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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계속>

항 목 의 견 요 지 의견 수

동․식물상

8등급 및 7등급지역의 철탑부지 및 작업공간에 대한 식생조사표
제시 및 산림훼손 면적과 훼손 최소화 방안 제시 10

사업시행후 자재운반로의 구체적인 조경 및 식재계획 1

철탑부지 및 자재운반로 공사시 육수생태계 영향 및 저감대책 5

이식수목량 산정 근거, 이식수목의 구체적인 수형 및 이식계획 제시 6

진입도로는 최대한 기존 임도, 등산로를 이용하는 방안, 1

진입도로별 존치 또는 복구여부를 구분하고 관리방안 및 복구방
안 제시 1

환경부지정 보호야생식물, 산림청지정 특산 및 희귀식물 이식계획 1

사업지역 및 인근지역의 법적 보호종을 탐문, 문헌, 현지조사를
통해 제시 3

사업구간의 식생현황을 알 수 있도록 조사지점의 식생목록을 구
분 제시 1

노선지역의 육수생태계 현황에 대한 정밀한 조사를 실시 2

녹지자연도 8등급 지역을 적극 보존하는 대책(8등급지역 우회,
자재운반 방법 변경 등) 수립제시 10

기존의 녹지자연도 7,8등급에 대한 재조사, 재산정 2

철탑 인근지역의 동물상 현황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시 1

자재운반로의 원식생으로 천이를 유도하기 위한 복구방안 1

복구시 활용되는 훼손수목 수량 및 재활용 계획 1

토지이용

(12건)

경과지 주변의 각종 지역, 지구, 구역지정 현황을 도면에 표시 1

자재운반도로 개설에 대한 분석과정 제시 1

녹지 8등급 지역 통과 기준(그리드 도면상종합평점을 기입) 및 우
회 노선 3

녹지자연도 8등급 지역을 적극 보존하는 대책의 보완 3

자연환경과 집단민원 등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노선 설정 1

각 노선, 철탑 위치선정시 적용된 기준 및 기준별 중요도를 정리 제시 3

대기질

(12건)

철탑, 자재운반도로의 비산먼지 발생량 산정, 마을의 영향 및 대책 7

등농도곡선으로 작성제시하고 유지목표농도 제시 2

쓰레기 매립장에 설치되는 철탑공사시 악취로 주변에 미치는 영향 1

살수시설 운영계획과 이동식 방진망 설치계획, 공사전 대기질 측정 2

수질

(13건)

현장사무실 오수처리계획(오수처리시설 위치, 처리수 방류지점) 5

공사구간의 주변 수계현황을 하천 현황도에 표기하여 제시 4

토사유출저감대책 중 부유토사입경 0.1mm 이상제거 계획 2

수질정화댐의 설치규모, 처리용량, 처리수질, 처리방법 등 저감방
안 제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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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계속>

항 목 의 견 요 지 의견 수

폐기물

(10건)

철탑 및 자재운반도로별 임목폐기물 발생량 예측 및 처리대책 8

현장에서 발생되는 폐유 발생량과 처리대책 2

소음․진동

(26건)

가설 방음판넬 설치후 소음․진동방안 강구 1

극저주파 소음레벨도 고려하여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강구 1

공사현장 주변의 정온시설 현황 조사 및 저감대책 3

공사현장과 200m이내 지점에 대한 소음진동도 예측 3

코로나 소음을 주야간으로 구분하여 최악의 상태하에서 예측 1

운영시 풍소음에 대해 기운영지역의 실측치 및 영향시 저감대책 1

발파시 화약사용량에 따른 소음․진동을 산정하고 저감방안 제시 6

실 사용 동일장비의 실측 소음․진동도를 기준으로 소음도를 예측 1

가설 방음판넬의 설치지점과 구체적인 제원을 명시 2

소음진동 측정시간 제시 및 영향이 예측되는 지점의 저감방안 3

소음도 예측시 BPA공식을 적용한 근거제시 4

전파장해

(15건)

100m 이내 마을을 10m 간격으로 조사, 주거지의 적절한 방지대책 3

자계가 2～3mG이상인 마을 및 독립가옥 조사 및 저감대책 7

정전유도 및 전자유도작용에 의하여 인근 유선통신시설 등에 대
한 유도장해를 조사하여 저감대책을 수립제시 3

전자계발생량 산출을 미국 BPA연구소 프로그램에 의한 근거자료 1

동일한 전압에서 현 영향정도를 예측하고 사업시 영향 및 저감대책 1

위락․경관

(17건)

조망점 평가기준에 따른 중요도에 따른 경관영향 파악 및 저감방안 6

철탑별 가시영역을 지형(스카이라인)등을 고려하여 가시빈도를 산
정하고 민원대책 제시 7

주요 조망점에서 경관변화를 사진중첩법 또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으
로 작성 3

외국의 관광지 등을 통과하는 송전선로의 철탑설치사례(5개국이
상, 사진포함)의 조사와 비교 1

교통

(2건)
장비 및 자재 이동시 예상되는 영향예측과 적절한 저감방안 수립 2

문화재

(4건)

경과지 주변의 문화재 보호구역에 대한 이격거리를 도면에 표시 2

사전 문화재지표조사 실시 및 문화유적을 훼손하지 않도록 시공 2

합합합합 계계계계 22222222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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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초안 공람시 항목별 주민 제출의견 내용

항 목 의 견 내 용 의견수

지형․지질

철탑부지 및 자재운반로에 대한 토사유출 방지 및 원형복구계획 8

산사태, 낙석 우려 1

철탑위치 상세 표시 2

동․식물상
송전선로 설치로 생태계파괴 우려, 산림훼손 최소화 16

멸종위기, 천연기념물, 보호야생대상종의 정확한 서식지 파악 필요 3

토지이용

지가하락 및 매매장애에 대한 보상 26

농작물 및 동식물 피해에 대한 보상대책 19

건축장애, 토지이용장애로 경과지 및 위치변경요구 15

간접피해에 대한 보상 및 저감대책(어업권 등 피해 보상) 12

대 기 질 송전철탑 건설시 비산먼지 발생을 최대한 억제 2

수 질 식수원 오염 3

폐 기 물 공사후 농경지 주변의 폐기물을 철저히 수거요망 1

소음․진동
비바람이 불면 소음이 커서 모든 주민들이 심리적으로 불안 8

소음최소화 대책 2

전파장해

(전 자 파)

전파장해 대책 마련 41

전자파 피해 우려 33

위락․경관

지역 정서와 자연의 가치가 포함된 경과지 선정 및 변경요구 23

자체계획, 경제, 관광개발 및 도시발전 저해우려 5

자연경관 훼손에 대한 대책 및 대체 산업 육성방안 2

인구․주거 마을의 주거환경에 악영향 예상, 이에 대한 대책 8

산 업 농업발전에 지장 1

교 통 중량물 차량 통과로 주민생활 방해됨 3

문 화 재 문화재 우회 1

소소소소 계계계계 222233335555

기 타

사업설명 및 공청회 개최 요구 44

송전선로 설치 반대, 이주요구(2) 23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부실 및 보완(주민 및 환경단체가 참여요구) 11

송전방식의 재검토 요구(지중, 해저케이블 요구 등) 10

낙뢰피해발생 및 자연재난시 철탑도괴로 감전 안전성우려 8

항공방제 지장 예상 8

기존 전력설비에 대한 피해로 신설선로의 반대 및 대안요구 6

태풍, 수해 및 산불발생시 주민피해없도록 명확한 대책 제시 요구 3

잔여지 보상 및 분할등기 요구시 조치 3

전력설비의 이해부족 및 잘못된 주장 2

사전협의 요망, 농한기에 공사요망, 타지역 현장견학 기회제공 요 3

소소소소 계계계계 111122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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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2222 분분분분석석석석결결결결과과과과 고고고고찰찰찰찰

1994년부터 2004년 까지 345kV 및 765kV 초고압송전선로 건설사업 17건에 대

한 환경영향평가 현황분석을 「가. 협의기간, 나. 검토의견 발생빈도, 다. 검토의견

내용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여 다음과 같이 이를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그리고 이행상 수용하기 곤란한 검토의견에 대한 문제점과 평가시 협의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해 고찰하였다.

4444....2222....1111 협협협협의의의의기기기기간간간간

초안을 기준으로 한 협의기간은 평균 21.18개월이 소요되었으며 본안을 기준으

로 한 협의기간은 평균 8.76 개월이 소요되었다.

4444....2222....2222 검검검검토토토토의의의의견견견견 발발발발생생생생빈빈빈빈도도도도

환경부에서 2001. 1. 29 개정 고시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지상 송전선로와 변전소에 대한 주요 평가항목은 소음․진동,

전파장해, 위락․경관 등 3개 항목이다.

연구대상 사업을 분석한 결과, 검토의견 발생빈도가 5%이상 높은 항목은 지

형․지질, 동․식물상, 토지이용, 전파장해, 소음․진동, 위락․경관 등 6개 항목이다.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이후 보완의견의 계속 발생되는 항목은 동․식물상, 위

락․경관, 수질, 지형․지질, 전파장해 등이다. 수질 항목이 지속적으로 보완의견

이 발생하는 것은 지형․지질 항목에서 제시되는 강우시 토사유출 방지대책과 같

은 맥락에서 검토가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각 항목별 본안에 대한 보완의견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평가서

작성 기준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과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는 ‘환경

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의 평가서 기재요령을 잘 숙지하여 심도있는 조

사결과에 따라 본안을 작성하면 보완의견수와 이에 따른 평가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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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회․경제 환경분야의 문화재 항목의 경우는 발생빈도가 그리 높지 않으

나 문화재 인접지역에서 사업을 수행할 경우, 사전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시행하여

문화재청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관계로 사업의 추진상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됨

을 고려하여 조사와 평가에 충분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4444....2222....3333 검검검검토토토토의의의의견견견견 이이이이행행행행상상상상의의의의 문문문문제제제제점점점점 고고고고찰찰찰찰

평가 관계기관의 환경영향평가의 항목별 주요 검토의견을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완의견으로 자주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연환경 부문에서

동․식물상 항목에서 ‘임상이 양호한 수목의 이식계획’, 생활환경 부문에서 전파

장해 항목의 ‘전자파의 인체에 대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사회․경제환경 부문

에서 인구․주거 항목의 ‘구간별 지중화 검토’이다. 이 세 가지 보완의견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 또는 세계 각국의 기술 및 적용기준 등에 비교하여 고찰하였다.

가가가가.... 임임임임상상상상이이이이 양양양양호호호호한한한한 수수수수목목목목의의의의 이이이이식식식식계계계계획획획획

환경영향평가시 보완의견으로 전파장해 다음으로 가장 많이 제시 되고 있는 내용

이다. 임상이 양호한 수목 즉, 대경목(大徑木)의 경우는 이식할 때 많은 예산이 소요

되는 반면, 이식한 수목이 대부분 고사되고 원상복구시 또 다시 상당수 고사하게 되

는 등 실질적으로는 비효율적인 협의이행 조건이다.

수목이식을 위해서는 실제로 수목의 운반시 흉고직경 20cm까지는 2.5톤 트럭이 사

용되나, 그 이상 30cm까지는 4.5톤 트럭, 35cm 이상은 8톤 트럭이 동원되어야 하며,

굴취시 흉고직경 15cm 이상은 백호우, 40cm 이상은 크레인과 같은 중장비의 동원

을 필요로 한다.39)

송전선로가 대부분 지세가 험준한 산악지에 시설되기 때문에 굴취와 운반을 위해

자재운반도로의 확장이 필요하고 산림훼손이 추가되어 수목이식의 근본적인 목적

에 상반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시각적인 문제만 야기하지 않는다

면 이식수목의 크기40)는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최소의 규격으로 하는 것이 바

39) 문석기, “345kV 태안-신서산 송전선로 수목이식에 대한 자문의견서”, 청주대,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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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직 할 것이다.

나나나나.... 전전전전자자자자파파파파의의의의 인인인인체체체체에에에에 대대대대한한한한 영영영영향향향향예예예예측측측측 및및및및 저저저저감감감감방방방방안안안안

전국에 이동통신을 위한 중계소나 방송용 중계탑이 많이 시설되어 있고 신체에

가장 근접한 휴대폰에서 조차 전자파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평가관계기관에서 조

차 전자파 관련 검토의견으로 「자계가 2～3mG이상인 마을 및 독립가옥 조사 및

저감대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전력설비에서 발산하는 전자파에 대해서 민

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다름 아닌 전기가 가지는 에너지의 위력에 대한 위험성

을 전자파로 인식하는데 있지 않나 생각된다.

전자파는 이미 국가에서 전기사업기술기준 제 119조에 의거 자계강도가 83.3μT이

하가 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이에 대한 안전성에는 대국민 신뢰감이 확

보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현재 산업자원부 주관으로 ‘극저주파 전자계 안전성 평가 및 저감 실증기술개

발’이라는 주제로 2002년 9월부터 2008년 8월까지 6년에 걸쳐 전자계에 대한 연

구를 진행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비전리방사보호위원회의 ‘과학

적인 규명이나 근거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현행 60Hz 전자파 노출권고치인

833mG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시

에는 영향권에 드는 지 여부와 예측치를 제시하도록 하고 더 이상의 보완 등의

조치를 요구하지 않도록 사전에 이해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항목은 T.V 및 라디오 수신상의 전파장해, 유도장애 및 전자파의 영향을

서로 혼용하고 있다. 여기서 송전선로 인근의 통신설비에 대한 유도장애 문제는

환경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시 기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부

분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전파장해와

전자파는 전력공급설비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개념의 정립과 항목의 구분설정

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40) 참고로 생태계 이전을 통한 생태복원의 일반기준에서 이식적정수목의 규격을 교목류는 흉고직경
2～5㎝, 또는 수고 2～5m, 아교목류는 흉고직경 2㎝ 미만, 또는 수고 2m 이하, 관목류는 흉

고직경 2㎝ 미만, 또는 수고 2m 이하 등으로 설정하고 있다.(수목이식에 대한 자문의견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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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다.... 구구구구간간간간별별별별 지지지지중중중중화화화화 검검검검토토토토

최근에 송전선로 건설방식이 경제적인 측면만을 고려하고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검토가 미흡하다는 지적 아래 ‘송전선로 건설방식에 대한 대안 및 평가’가 검토의

견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특히 산지를 경과하는 가공송전선로에 대해 ‘지중화’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더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중화’는 전선을 지하로 매설하기 때문에 주변경관과 동․식물상에 미치는 영

향을 최소화 시킬 수 있고 악천후시에도 공급신뢰도가 높은 반면, 가공송전선에

비해 공사비와 공사기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외에 산지에 건설될 경우, 폭

2.3m×높이2.3m의 지하전력구 건설로 인하여 다량의 수목벌채와 막대한 굴착토사

량41)으로 인하여 산림의 훼손이 더욱 크게 된다.

지방 간선도로를 이용한 지중화 역시, 공사기간 중 장기간에 걸친 교통정체 등

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300～500m 마다 접속 맨홀을 시설하

여야 하는 관계로 도로 노반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더우기, 765kV급 선로계통은 기간 전력계통망으로 품질의 신뢰성이 가장 중요

하게 취급되어야 하는데 현재 765kV 케이블 및 접속재의 품질 신뢰성 기술은 확

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일본의 경우 지중선로는 최대 500kV급 까지 설치한

실적은 있으나, 765kV 급의 실적은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유럽에서도 800kV급 실

험선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실선로에의 적용단계에 이르고 있지 않다.42)

초고압 송전선로의 지중화는 가공선로를 건설할 수 없는 대도시 중심가의 대전력

공급선로 이외에는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인 면을 모두 고려할 때 적절하지 못한

방안이다. 따라서 초고압선로의 지중화 특히 산지에서의 지중화는 전문가의 견해

를 통해 객관적으로 불가한 사유를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41) 한국전력, “345kV 양양-동해 송전선로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2004)

42) 한국전력, “765kV 울진-신태백 송전선로 환경영향평가서(LG전선 전력엔지니어링, ‘765kV 지중선
로 적용 가능성 검토 회신)”,(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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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2222....4444 환환환환경경경경영영영영향향향향평평평평가가가가에에에에 영영영영향향향향을을을을 끼끼끼끼치치치치는는는는 외외외외부부부부환환환환경경경경

가가가가.... 민민민민원원원원발발발발생생생생

최근 심화되고 있는 전력설비 건설을 반대하는 민원의 특성을 살펴보면, 합법적

사업임에도 전력공급설비를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며 경제성과 시공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중화․지하화‘를 요구하고 있고 환경단체의 개입에 의해 민원이 집단

화․장기화하는 경향이 있다. 전력공급설비와 같이 비선호시설43)과 관련된 민원유

발요인으로는 ‘사업추진자들에 대한 신뢰도’, ‘재산적 가치의 하락에 대한 우려’, ‘잠

재적 위험에 대한 공포’ 등이 있다.44)

민원유발 첫 번째 요인으로, ‘사업추진자들에 대한 신뢰도’는 지금까지 전력공급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법률적인 측면과 기술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지

역주민들의 정당한 권리주장과 의사가 반영되지 못했던 입지접근방식에서 비롯되

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부분적으로 지키지 못했던 지역지원에 대한 약속위반도

민원유발의 한 원인이며, 따라서 이미 경험한 지역에서 또 다른 사업의 추진은 상

당한 저항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두 번째 요인으로는, ‘재산적 가치의 하락에 대한 우려’로써 송전선로가 경과하

게 되면 그 지역 토지소유자들은 부동산가치 하락을 우려하여 강한 불만을 표출하

고, 지역주민들은 경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시설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다른 지역을 찾을 수 있다는 생산물가치의 하락에 대한

우려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세 번째 요인으로는, ‘잠재적 위험에 대한 공포’이며 송전선로가 지역을 경과함

으로써 확실히 규명되지 않은 전자파로 인해 대부분의 주민들이 건강과 안전에 있

어 위협받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민원을 야기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요인으로 최근 3년간 건설사업의 물량 감소로 민원발생 절대건수는 <표

4-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소하였으나, 민원이 조직화되고 전문화되어 단위사업당

43) 부정적인 외부성으로 말미암아 지역주민들에게 수용거부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편익제공과 공
익실현에 이바지함으로써 사회전체나 국가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시설들. (환경갈등과 님비이론)

44) 유해운․권영길․오창택, “환경갈등과 님비이론”, 선학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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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건수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표 4-7> 최근 3년간 민원발생 건수45)

구 분
사업건수 민원건수 민원강도

'01 '02 '03 '01 '02 '03 '01 '02 '03

변 전 소 28 31 25 35 45 53 1.25 1.45 2.12

송전선로 37 23 28 180 155 76 0.27 0.30 0.41

<주> 민원강도 : 변전소(민원건수/변전소당), 송전선로(민원건수/송전선로 km당)

나나나나.... 환환환환경경경경운운운운동동동동단단단단체체체체의의의의 개개개개입입입입

전력공급시설이 현대생활의 편리성을 제공한다는 인식에서 토지의 재산가치의

하락과 더불어 지역개발을 저해한다는 인식으로의 의식변화가 널리 확산되어 있다.

이러한 의식의 변화는 환경운동단체의 환경정책에 대한 유의미한 영향력 행사와

비선호시설들의 입지반대활동 등에 지지기반으로 작용하여 그들의 입지를 강화시

켜 줌은 물론, 나아가 그들의 활동을 더욱 활성화시켜 주고 있다.46)

민원초기단계에서는 지역주민들은 시설거부전략의 수립이나 주민 및 자원동원

등과 같은 활동에서 체계적인 준비의 미약성이 있기 마련인데, 건설반대 결의서

및 탄원서제출,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 지적을 비롯하여 언론매체를 통한 초고압

송전선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등의 환경운동단체들의 직․간접적인 가담활동은 전

력공급시설의 반대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인 반대활동을

전개하도록 만든다.

이러한 사실은, 1999년도에 765kV 신태백변전소 건설사업을 저지하기 위해 국

내 환경단체인 녹색연합이 변전소부지 1,000평을 지역주민으로부터 매입하여 이중

700평을 National Trust 운동(국민신탁운동)에 참여한 242명 이름으로 공동소유케

하는 등 지역주민과 연대하여 시공에 차질을 발생시킨 사례47)에서 찾아볼 수 있다.

45) 한국전력, “제도개선을 통한 송변전건설 민원 최소화 추진”, 송변전건설처, (2004)

46) 유해운․권영길․오창택, “환경갈등과 님비이론”, 선학사, (1997)

47) 강원일보, 199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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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공급설비 설치와 관련한 환경단체개입은 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 볼 때, 건

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장애가 되는 간섭적인 활동임에는 틀림없으나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그 사업지역 특성상 자연환경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이와

관련된 건전한 지적만큼은 간과할 수 없는 의견이므로 환경영향평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사전에 전력공급설비 건설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공개와 대화로 환

경문제에 있어서 상호 의견을 좁혀나갈 수 있는 관계형성을 쌓아 나감으로써 반

대활동에의 개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다다다.... 대대대대중중중중매매매매체체체체의의의의 영영영영향향향향

전력공급설비에 대해 사회적 편의제공시설이라는 점에서 대중매체가 인식을 같

이하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에게 여론화되어있는 것에 대해서 가혹하게 논평하는

관행,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보도보다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에 편승하여 편향보도하

거나 오보나 과장보도가 확인된 경우도 정정에는 인색하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부정적인 사건에 대해 큰 비중과 관심을 나타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중매체들도 역시 그러하다.48) 이것은 뉴스를 상품으로 이윤추구를

도모할 수밖에 없는 언론의 기업적(企業的) 성격49)이다.

최근 765kV 및 345kV 등 전력공급설비가 다수 건설되고 있는 강원도내의 인쇄

매체를 통한 2개 언론사의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년 동안 보도성향을 분석50)해

보면, 전력설비에 대한 보도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우호성의 보도비율은

5.6%에 불과한 반면, 비판성의 보도비율은 36.8%로써 보도내용에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많이 반영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llan Mazur는 대중매체가 비선호시설들의 입지에 관계없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든 아니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든 상관없이 비선호시설에 대한 다량의 보도

는 지역주민들의 태도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51)

48) 유해운․권영길․오창택, “환경갈등과 님비이론”, 선학사, (1997)

49) 황경식, “한국적 언론문화의 양태”, 관훈저널, (2001 가을호)

50) 인터넷을 통해 765kV, 345kV, 154kV 송변전설비에 관한 강원일보, 도민일보 기사를 검색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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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강원도내 인쇄매체를 통한 언론의 최근 4년간 보도성향 분석

구 분 우호성 비판성 사실성 계

2001년 3 22 35 60

2002년 1 16 14 31

2003년 6 30 60 96

2004년 6 38 57 101

계 16 106 166 288

점유율 5.6% 36.8% 57.6% 100%

<주> 우호성, 비판성의 구분기준이 객관성을 가지기는 모호하나, 대체적으로 전력사업의 필

요성을 기사화한 것은 우호성, 주민측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기사화한 것은 비판성, 일

반적인 사실을 기사화한 것은 사실성으로 분류하였음.

또한, 대중매체를 통한 초고압송전선로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외부의 공격 성

향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① 환경영향평가를 유명무실하게 하는 각종 특별법의 해택을 받고 있다.

② 개발에 앞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

③ 개발과 환경, 두 갈림길에서 환경영향평가서는 언제나 논란의 대상이었다.

④ 개발에 우선인 사업주는 환경영향평가서를 허위․부실하게 작성할 수밖에 없다.

⑤ 평가기관이 사업주에 예속되어 있어 객관적인 평가를 기대하기 어렵게 만든다.

⑥ 환경영향평가는 더 이상 자연을 지키는 생명보험이 아니다.

⑦ 환경영향평가서가 협의사항일 뿐이기 때문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사업

을 중단시킬 법적근거는 없다.

⑧ 짧은 조사 기간 부실한 현장 조사

⑨ 생태계 조사에는 현장답사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조사단이 현장에 가보는

건 단 몇 번에 불과하다.

⑩ 사업 결정이 끝난 뒤 조사, 작성하는 환경영향평가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환

경영향평가서가 된다.

⑪ 대안없는 환경영향평가서, 보호야생동식물을 누락시키고 작성한 보고서이다.

51) 유해운․권영길․오창택, “환경갈등과 님비이론”, 선학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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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3333 문문문문제제제제점점점점 및및및및 개개개개선선선선방방방방안안안안

경과지 선정시 고려되어야 할 검토의견이 다수 포함된 항목은 지형․지질, 동․

식물, 토지이용, 위락․경관이며 특히, 토지이용의 경우 대부분의 의견이 경과지

선정과 관련된 의견이다. 그리고 환경오염저감과 관련된 내용이 다수 포함된 항목

은 대기질, 수질, 폐기물, 소음․진동이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현황분석결과를 고찰하면 다음과 같은 송전선로건설사업

의 환경영향평가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① 송전선로의 경과지를 선정할 때, 사전에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환경적인 측면

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면 협의기간 단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② 검토의견의 발생빈도 및 그 내용에 대한 분석결과, 유사 내용이 반복적으로 제

시되고 있으며, 이는 아직까지 송전선로건설사업에 대한 적절한 환경영향평가 기

법이 개발․보급되고 있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작성 기준 및 지침을 제정하도록 한다.

③ 검토의견에 대한 분석결과를 고찰하면 사업특성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는 영향

예측기법이 마련되지 못했으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자료가 대단히 부족하다. 따

라서 사후환경관리제도를 활성화하여 환경영향평가시 영향예측결과와 사후환경관

리에서의 결과를 연계분석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에서의 영향예측기법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평가 관계기관의 검토의견으로 자주 거론되나 이행하기 곤란한 내용, 즉

대경수목의 이식, 전자파 유해, 산악지 지중화 등은 전문가의 의견과 현존의 기술

상의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들어 객관적인 이해를 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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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4444 장장장장 결결결결론론론론 및및및및 향향향향후후후후 과과과과제제제제

5555....1111 결결결결론론론론

초기 초고압송전선로 건설시는 환경영향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그리 많이 소

요되지 않았지만 환경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 전력공급설비에 의

한 자연환경의 훼손면적이 늘어남에 따라 점차 그 기간이 길어지고 있음을 분석

결과에 의해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법규제와 더불어 이러한 추세는 점차

강화될 전망으로 보인다.

이것은 국민생활수준 향상으로 늘어나는 전력사용량을 공급하기 위해 전력공급

설비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상 불가피하게

녹지자연도가 높은 산지에 전력공급설비를 건설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전력사

업의 특성상 염두에 두어야 문제 중의 하나이다.

한편, 환경영향평가상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면밀히 고찰하여 보면, 환경영향평

가서의 초안이나 본 평가서의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송전선로의 설치를 무

조건 반대하는 의견에 지배되는 경향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송전선로를 비선호시

설로 기피하는 현상도 있지만 지역주민 대다수가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지역에 미

치는 영향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황하에서 사업이 착수되는 경우가 많아 반

대하는 쪽으로 의견이 집합되는데 기인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초안을 작성하여 공람하기 전에 송전선로 경과지역의 사업에 대한 의

견을 한 차례 더 듣는 절차를 만들어 지역주민 의견수렴의 기회를 가지는 것이

환경영향 평가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의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장기적인 전원개발계획에 의해서 선행적으로 설비건설을 추

진하여왔지만 장기화되는 환경영향평가기간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10～20년의 건

설 리드타임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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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환경영향평가는 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평가대행자로 하여금 조

사하여 작성하고 있지만 관계관청의 협의시에는 사업자가 그 검토의견을 들어 수

정과 보완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종사하는 직원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지식과 절차를 소상히 알아야 한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항목별 작성 기

준 및 지침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초고압송전선로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경과

지 선정의 객관성,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적정성 확보를 통해 주변환경과 조화되

는 초고압 가공송전선로의 건설을 위해서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를 몇 가지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5555....2222 향향향향후후후후과과과과제제제제

5555....2222....1111 환환환환경경경경영영영영향향향향평평평평가가가가서서서서 초초초초안안안안 이이이이전전전전의의의의 계계계계획획획획서서서서 작작작작성성성성 및및및및 공공공공람람람람

환경영향평가서는 초안을 제출한 후 본 평가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송전선로 경

과지를 확정한 후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하는 기간이 비교적 짧기 때문에

부실한 평가로 오해받기 쉽다. 짧은 기간에 평가를 시행하였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한번 제기되면 해명하기도 어렵고 사업자측의 편의대로 작성한 것이 되어 이를

인지한 언론과 환경단체로부터 계속 논란의 대상으로 남는다.

따라서 초안 제출이전에 사전환경성 검토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 계획서를 작성,

해당 지자체를 통해 환경에 관심이 있는 지역주민이 열람토록 하여 향후 환경영

향평가에 대한 조사항목, 기간, 조사 참여자의 적정성을 협의하는 한편, 지역주민

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각 항목에 대해 정해진 조사기간 동안 본격적인 환경에 대

한 조사와 평가를 통해서 본평가서를 작성하는 방안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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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5....2222....2222 송송송송전전전전선선선선로로로로 건건건건설설설설시시시시 그그그그린린린린개개개개념념념념의의의의 도도도도입입입입

산업화가 진행될수록 산업화의 결과로 인해 해결하여야 할 과제는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마련이다. 현대생활의 물질적 풍요와 편리를 위한 전력설비가 그 자체를

더욱 부정시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기 전에 공익시설물의 불가피성만을 계속 주장

하기보다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속에 공존할 수 있는 인공물로써의 가치를 새롭

게 인식 시킬 수 있는 '그린(GREEN)'의 개념을 도입하여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방

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환경의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는 시점에서, 틀에 박힌 전통

적인 가공송전선에 대한 대안을 연구하여 건설 후 운영측면이나 환경측면의 요구

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간결하고 미감을 지닌 송전철탑 설계에 대해 연구노력

이 필요하다.

<그림 5-1> 간결하게 설계된 철탑 예

두 번째로, 송전선로는 지가하락이나 개발저해 등 민원을 이유로 인가에서 과도

하게 산지로의 이격을 요구받음으로써 점차 녹지자연등급이 높은 지구를 경과하

게 되고 자재운반로 개설거리가 길어짐에 따라 다량의 수목벌채 등 산림훼손이

수반되는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아직까지 자재운반 수단 중 경비가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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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진입도로를 설계에 지속 반영하는 경제성 우위의 설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

으나 보존이 필요한 산림에 대해서는 기존의 운반설계 개념을 환경보전식으로 전

환하여야 한다. 즉, 삭도, 모노레일, 헬기 등에 의한 운반이 가능토록 장비를 분해,

조립형으로 개발하고 삭도 역시의 산림의 벌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존 삭도의

개념을 개선시킨 방법의 도입이 필요하다.

5555....2222....3333 송송송송전전전전선선선선로로로로 전전전전자자자자파파파파에에에에 대대대대한한한한 신신신신뢰뢰뢰뢰성성성성 확확확확보보보보

전력공급설비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의구심으로 계속하여 민원 및 쟁송

의 원인이 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사업자원부가 주관하는 ‘전자계 안전성 평

가 및 저감 실증 기술개발 연구’가 2002. 9. 1～2008. 8.31 기간 중 6년 동안 한국

전기연구원에서 사업을 총괄하여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송전선로 주변 전자계

영향 역학조사를 비롯하여 전자계 생물학적 실험 및 안전선평가 등 전자파와 관

련된 여러 항목에 대한 연구로써 이 연구에 대해 투명한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사

회로부터 전력공급설비의 전자파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을 받아야하며 소모적인

유해논쟁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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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ies on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or the

electrical power-supply facilities

Kim, Sang-Duck

Environment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of Health and Environment

Yonsei University

This thesis analyzed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s regarding the

ultra-high voltage transmission facilities and aimed to provide the essential and

practical information for the improve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On September, 1997, the law on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or the

electrical power supply facilities has been changed. The facility that has more than

10-km ground transmission line with 345 kV and outdoor transformer substations with

765 kV should carry out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ince then. Access road

to the facility construction site is also included.

As the ultra high voltage transmission facilities are constructed in the mountains,

exploitation of a forest is necessary and thus the deterioration of landscape is evitable.

Wind and Corona noises are also nuisance in the living environment. Although these

noises do not cause an ear disorder or physiological problem, it has been found that

unpleasantness, sleeping disorder, or stress increase occurs as the psychological effect.

Recently, the authorities concerned or administration office consider to use

helicopters to transfer the facility materials instead of the access road. However,

unpleasantness, difficulties on raising children, or livestock miscarriage have been

brought up due to the noise from the helicopter. Many lawsuits would become new

problems. Although the livestock miscarriage or deformed delivery have been proved

to be irrelevant to the electromagnetic waves, many civil appeals regarding the

electromagnetic waves are increa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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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and economical effects on electrical power supply facilities were discussed.

Difficulties on land use and the decline in the price of land was the most common

complaint. According to the residents' opinion, 30.6% of the all concern(72 of 235)

was related to the land use.

As a case study, Japanes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n the ultra-high

voltage transmission lines was analyzed. In Japan, construction of transmission line of

an transformer substation are not normally required to carry out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nly a few regional district enforce to prepare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 when a facility exceed 500 kV. Thisindicates that our

country has more strict law on the construction of the electrical facilities.

Seventeen projects that carried out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until 2004

were analyzed. The periods to reach agreement on the initialreport and the main

reports took 21.18 and 8.76 months, respectively. The six items were found to be

exceeded the re-evaluation frequency of 5%. Those include topographic/geological map,

animal/plant status, land use, electric wave, noise/vibration, and recreation/landscape.

Based on the above discussion, this thesis suggested the followings to improve the

curren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to shorten thelength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eriod. Firstly, the environmental aspect concerning

the region of being considered should be specifically considered. Secondly, the proper

and definite standards on completing the assessment proposal should be established.

Lastly, the result on the environmental impact estimation and the supervision of the

after environment should be properly related to develop newmethodologies to estimate

the environmental impact.

Key word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lectrical power supply facilities, noise,

electromagnetic wav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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